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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음악의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각종 현상들이 있는 가운데 전통음악의 새로운 창
작에 대하여 그동안 1960년대 중반까지도 신작 국악이란 용어를 사용해왔고 그 후에, 창작국
악이란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창작국악이라고 하면은 새로 창작된 국악이란 말이고, 창작국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전통적
으로 전승된 모든 음악들은 비창작음악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
작국악이란 용어를 쓰려면 그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창설된 이래, 전통음악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더
불어 새로운 신작 국악에 대한 열망이 지배적이었고, 당시 국악과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마
치 신작국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생각된다.
1961년 무렵에는, 미국의 작곡가 Louharrison이 한국에 와서 국립국악원에서 피리를 배우
면서 새롭게 창작한 음악이

「무궁화 새당악」이란 새로운 신작국악을 서울대학교 연주실에서

초연을 한 바 있으며, 그 후에 공명을 에스페란토어로 Novaodo(노바오도)란 곡을 KBS 홀에
서 연주한바 있으며, 1962년에는 역시 미국의 작곡가인 Alan Hovaness(아르메니아인)가 「가
야금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 연주한바 있다. 또한, 한국의 작곡가로 강석희가 작곡
한 「예불」을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바 있다.
또한, 1964년부터 Donald Suh란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가 1년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작품을 시연한바 있다.
그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새롭게 작곡을 공부한 김용진, 이성천, 이해식, 전인
평 등이 역시 신작국악을 발표한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흔히 한국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이니, 혹은 한국 전통음악의 현대화
니 하는 등의 용어로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러한 신작국악을 어떤 식으로 작곡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할 수밖
에 없었고, 요즈음에 와서 생각하면 그러한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 것을 탁곡(度曲)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성탁곡금고통(新聲度曲今古通)이란 말이 있어왔음을 나중에서야
알게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곡에서 새로운 신곡을 창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로 생각
되어왔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전통적인 악곡에서 새로운 전통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전통음악의 발전이란 말로서 흔히
표현되어왔지만, 필자는 그러한 작업을 전통음악의 확대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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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것은 전
통민악 그리고 대중적인 음악은 K-팝이란 용어로 현재에도 많은 K-팝 음악을 국내외에서 유
행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전통에 새로운 전통으로의 변환을 trans contextualization(맥락 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예술(process art)에서 완
제 예술(product art)로서의 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한 문제에서 필자의 생각은 새로운 전통음악은 옛 전통 음악에서 가지고 있는 process
art 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통음악의 새로운 발전이란 말은 새로운 전통을 이어나가는 작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신작국악이든 창작국악이든 간에 각종 악기로 연주되는 새로운 전통음악은 한국의 전통악기
만이 아니라 우리와 인접해있는 중국, 몽골,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의 여러 악기와 한국전통악
기와의 새로운 합주형태를 모색 하여야할 것이며, 성악에서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국
의 극 음악을 생산해내는 데에 주력하여야할 것이다.
새로운 판소리는 판소리 창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
이나, 작곡가들이 어떻게 하면 판소리에 묘미를 살리는 새로운 판소리작품을 창작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위 판소리 창자들이 어느 한 부분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새로운 가사를 창으로 연주하는 것을 작창(作唱)이라고 하는바 작곡가들이 위에서
말한 기존 판소리를 중심으로 탁곡을 통하여 새로운 판소리를 생산해 나가는 기법을 개발하여
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한국 전통음악 중에서 새로운 전통음악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기악만을 중
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악을 통하여 새로운 성악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 학술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조발표
에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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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천, 이해식, 전인평의 작품을 중심으로-

안

현

정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II.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III. 작곡가별 작품에 따른 작곡기법
IV. 결론

I. 서론
한국음악에 서구적 개념의 음악창작이 도입된 것은 반세기를 갓 넘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1940년대에 이르러 오선보와 함께 서양식 음계, 화성진행, 음악용어 등 서양식 음
악어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연주형태의 면에 있어서도 합주 때에 서양식 지휘자가 세워지
는 등 소위 근대적이라고 칭하는 연주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1959년1) 이후
국악교육이 대학교육 체재 내에 자리 잡으며 국악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출되었다. 이렇
게 전문적인 국악작곡가로 양성된 이들은 ‘한국음악창작발표회’나 국립국악원의 '신국악작품공
모'와 같은 기회를 통해 창작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되었다.
김기수2)에 의해 열린 창작국악의 문은, 이후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된 1세대 국악작곡가들인
이강덕, 이성천, 백대웅, 이상규, 박일훈, 이해식, 전인평, 박범훈 등에 의해 새로운 지평을 열
어가게 되었다.3) 이들 작곡가들은 전통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국악기에 대한 이해, 나아가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각자의 독특한 음악언어로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곡들은 구체적으로 한국적 음악요소에 집중한 작품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
적인 철학, 사상, 세계관과 같은 음악외적인 요소를 담아낸 작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1세대 국악작곡가들 가운데 많은 작품편수와 다양한 작곡기법을 시도한 이성
천, 이해식, 전인평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각 작곡가의 작품에서 전통음악요소들이 어떻게 발
전, 변용되어 현대적 음악어휘로 재구성 되었으며, 우리의 문화정신, 즉 한국적 세계관이 작품

1) 1959년에 서울대학교에 국악과가 설립되었다.
2)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는 1939년,4중주 <세우영>은 1941년,<고향소>는 1944년에 작곡되었다
3) 연주자로서 창작활동을 하며 작곡가를 겸한 성금연, 지영희, 황병기, 정대석 등과, 양악작곡 전공자로
서 국악기를 위한 작품을 쓴 백병동, 이건용 등도 큰 의미로 볼 때 1세대 국악작곡가의 범주에 속한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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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표출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한된 작품편수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를 분석한 것으로 한 작곡가의 작곡기법 전체를 다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작곡가별로 대표적이고 중요한 특징이라 간주되는 기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 사용된 작품들은 장르의 구분이 없으며 또한 각 작곡가의 연대별 특징에 관계없이
선정되었다.

II. 작곡가의 음악적 배경
1. 작곡가 이성천 (1936-2003)4)
이성천은 창작국악 초창기인 1960년부터 2003년까지 끊임없는 작품 활동으로 약 300여 편
에 이르는 작품을 남긴 창작국악 1세대 작곡가로 “고죽지절(孤竹之節)의 선비 작곡가”5)라 불
렸다. 그는 창작국악의 개념정립과 작곡기법의 개척 및 21현 가야금의 개발을 통한 표현 가능
성의 확장을 꾀하였으며 서양 음악적 작곡기법에 한국전통음악적 양식과 한국인의 정신을 담
아낸 작품을 만들었다.
이성천의 작곡활동은 크게 1기(1961~1975년), 2기(1976~1986년), 3기(1987~1993년), 4기
(1994~2003년)로 나눌 수 있다.6) 1기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입학한 시기로 일상적인 소재와
자연 소재, 종교·철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무제(無題)음악 작품을 만들었고, 국악기 각각의 특
징을 연구하여 독주곡과 중주곡, 실내악 등을 작곡하였다. 2기는 음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
우고자 미국으로 유학한 후 귀국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철학을 공부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는 ‘한국음악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였고 전통음악을 규정하는 어휘
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택하였다. 또한 1986년 21현 가야금을 개발, 서양음악의 연주기법
을 수용하여 21현 가야금곡으로 편곡하였고 민족주의적 소재와 문학 소재 등을 가지고 작품
을 만들었다.
3기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 문화부 국악교육협의회 이사, ‘국악의 해’ 조직위원회 부위
원장, 한국국악교육협회 회장 등을 맡으며 국악교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시기
이다. 만대엽, 초수대엽, 황하청 등 많은 전통악곡을 편곡하였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국악
동요와 국악 찬송가를 만들었다. 시를 소재로 한 가곡과 당비파와 향비파를 위한 작품을 만들
었는데 이는 그 동안 단절 되었던 비파연주를 되살리려 하였기에 더욱 가치를 지닌다. 4기는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문화계 전면에서 활약한 시기로 국립국악원 예악당을 개관하
고, 국악연주단의 조직을 정악단·민속악단·무용단으로 편성하는 등 국악계에 의미 있는 업적을

4) 이성천은 1936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작곡전공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악과
이론전공으로 졸업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2001
년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5) 편성훈. “이성천 작곡 기법에 관한 연구: 해금 독주곡을 중심으로”, (용인: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2), 18쪽.
6)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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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겼다. 이 시기에는 개별적인 주제를 초월한 인간의 삶, 종교·철학적인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
다.
이성천은 자신의 작품 성향을 “전통을 발전시키자 라는 목표 아래 전통음악양식과 현대음악
양식 사이의 갭(gap)을 메우는 작업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은 치밀한 악곡구성, 논리적 짜임새, 점진적인 변화양식을 비롯한 남다른 형식미를 보여
주며, 악곡의 형식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내재된 정신, 의식, 사상, 감정, 정서와 같은 한국
적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음을 경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절제된 감정을 나타냈으며,
음악은 쉽고 단순하다는 악기(樂記)의 말을 빌려 음악의 내재적 편안함을 추구하고, 기교를 목
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겼다.7)

2. 작곡가 이해식 (1943~ )8)
이해식은 한국의 전통음악 가운데서도 민속음악 어법을 현대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시나위, 농악, 풍물, 민요, 산조, 무악 등을 채집하고 이를 모태로 삼아 작
품을 만들었으며 “발로 뛰는 작곡가”9)로 불린다. 또한 새로운 음색을 위해 독특한 연주행위와
연주기법을 고안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이해식의 작곡활동은 크게 1기(1970~1980년), 2기(1980~1990년), 3기(1990~2000년), 4기
(2000년~현재)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작곡을 공부한 뒤 KBS-FM
국악담당 방송 PD로 있던 때이다. 이 시기에 그는 농요, 무악 등 향토음악을 직접 수집하였
고10) 유년기를 농촌문화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무악을 소재삼아 작품을 만들었다. 2기는
영남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부임한 시기이다. 그는 음악과 춤, 연극 그리고 이야기로 구성된
굿의 종합예술적인 특성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3기는 춤과 바람을 소재로 작품을
만든 시기로, 그에 관해 이해식은 “내가 춤을 추구하고 춤판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의 직접적인 몸짓이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11) 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볼륨댄
스를 배우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춤에서 가지고 온 리듬적 패턴을 작품에 담았다. 4기는 서양
악기와 국악 관현악의 조화와 다양한 음색을 위해 연주법을 확대하는 시기이다. 각 악기별 특
수주법과 기보법을 달리했고 서양음악의 교회선법, 다중주법(multi-phony), 음고 악센트
(pitch accent) 등 다양한 작곡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7) 편성훈. “이성천 작곡 기법에 관한 연구: 해금 독주곡을 중심으로”, (용인: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2), 21쪽.
8) 이해식은 1943년 부안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81년
영남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8년에 퇴직하였다.
9) 변계원. 「이해식의 창작세계에 반영된 민속 음악적 특징」, 『한국음악연구』 제51집, 한국국악학회,
2012, 87쪽.
10)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해식은 한국방송공사(KBS) 라디오에서 전통 음악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방송사에서 프로듀서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신예 음악가들
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민요 백일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
는 민속 음악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인 것이다.” (이해식. 𰡔춤을 위한 협주 피
리𰡕, 서울: 수문당, 1990, 145쪽.)
11) 이해식.『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서울: 수문당. 1990,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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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음악과 춤을 그의 음악창작의 중요 요소로 사용해 온 그는 “민요와 민속춤은 모든 음악
의 중심이자 시작점이다”12) 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에서 복잡한 리듬, 역동적인 움직임, 실험
적인 연주기법, 토속민요의 다양한 변화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작곡가의 철학
과 개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연주자들이 개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연주하도록 유도했다.

3. 작곡가 전인평(1944~)13)
전인평은 작곡자이자 교육가로 8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10여 편의 저서를 저술했다. 그
의 저서 『국악작곡입문』은 전통음악작곡의 전반적인 개론을 소개하며 국악창작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작곡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큰 특징은 한국전통음악적 소재와 아시아
음악적 소재가 작품에 잘 활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인평의 작곡활동은 크게 1기(1968~1980년), 2기(1981년~2000), 3기(2001년~현재)로 나눌
수 있다.14) 1기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공부하던 시기로 그는 “어릴 적 고향에서 따라다녔
던 농악대의 모습과 시골의 공동체적 삶의 기억을 토대로 작곡하였으며 이 곡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과 얼을 되살리려 노력하였다”15)고 말한다. 전통음악적 소재와
서양음악의 현대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으며, 때로는 순수 서양음악 작품을
작곡하였다. 2기는 고 악보를 연구한 시기로 고문헌과 굿, 농악, 민화 등에서 소재를 찾아 서
양음악형식과 음향 구성을 사용하여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 등을 작곡하였으며, 직접 설장
고와 농악장단을 배워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그의 작품 전
반을 살펴보면 선비음악과 거문고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볼 수 있는데 “거문고 소리는 가히
신선의 소리였다. 유현의 영롱한 소리도 일품이려니와 대현의 육중한 소리는 깊은 바다에 산
다는 잠룡의 꿈틀거림 그 자체였다.”16) 라고 표현하는 바와 같이 거문고의 음향과 그 상징성
등을 중요한 음악적 요소로 삼았다.
3기는 인도 뉴델리의 간다르바 마하 비디알라야(Ghandharva Maha Vidhialaya)에서 인도
음악을 연구한 후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범 아시아적 경향을 갖은 시기이다. 그는 “한국 음
악사를 보면 외래음악을 여러 차례 수용하였다. 이러한 외래 음악의 수용 작업은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음악에서 얻은 자양분을 이용하여 우리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하
여야 한다.”라고 말한다.17) 그는 그의 작품에 인도의 라가(Raga)18)와 지속음(Drone)기법, 터
12) 이해식, 위의 책, 해설.
13) 전인평은 1944년 영동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인도의 델리 간다
르바 마하 비디알라야에서 수학한 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0
년까지 중악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4) 전인평 서면 인터뷰,(2016년 8월 7일)
15) 국립국악관현악단 제40회 정기연주회(국악관현악 명곡선 I: 대한민국작곡상 수상작 연주회 “두레에서
매굿까지”)프로그램. 2006.
16) 전인평.『거문고 판타지』, 서울: 아시아음악학회. 2013, 서문.
17) 전인평, http://cafe.daum.net/asianmusicology/MA6/12 참고.
18) 라가(Raga)는 서양음악의 선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다양한 음 높이와 길이가 모여진 음 진행의 구성
을 뜻한다. (윤혜진. “인도음악의 현재, 과거에서 미래를 비추어 보다.”『아시아음악학총서7권』, 서울:
아시아음악학회. 2008,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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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마캄(Makam)이론19) 등 아시아적 음악소재를 사용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악기의 고유한
시김새를 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음악적 표현 방식을 통해 서정적이면서 또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순수음악적인 그의 작품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III. 작곡가별 작품에 따른 작곡기법
1. 이성천의 작곡기법
1) 전통의 수용과 변용
전통악곡의 주제에 의해 작곡된 전통 음악적 작품들은 이성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20) 전통악곡의 정악에 나타나는 선율을 차용하거나 민속악적 선율을 차용
해 새롭게 탄생된 곡들이 51여곡 된다. 1976년에 발표된 <두음을 위한 5현금>은 산조가야금
실음 G와 A음으로 조율된 5개의 현만을 사용하여 음정을 제한한 반면, 리듬을 변주하여 곡을
전개시키고 주법을 달리하여 음색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새로운 선율형을 제시해주며 시김새
와 농현을 통해 산조적인 어법을 차용했다. 이성천은 차용된 선율을 “세포선율”21)이라고 부른
다. [악보1]의 <세령산 변주곡>은 1966에 작곡된 작품으로 전통악곡 세령산의 선율이 가야금
독주에 의해 원래의 선율 그대로 연주되는 방식으로 작곡되었다.

19) 마캄(Makam: 복수는 Makamalar, 아랍어는 Makam)은 작곡하는 법칙(composition rule)이라고
오랑사이(Orangsay)는 설명한다 또한 터키의 마캄은 어떤 법칙을 기준으로 추출한 음계(scale)라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라가(raga)나 페르시아의 다스트가(dastgah)처럼 작곡을 위한
뼈대 구실을 하면서 선율이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선법(mode)으로 이해하면 쉽다. 마캄은 일정한
음계 안에서 상행선율과 하행선율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시작음과 종지음의 구분이 뚜렷하며, 중요
음과 중심음, 그리고 음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송방송.『동양음악개론』, 서울: 세광음악출
판사. 1989, 207쪽.)
20)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98쪽.
21) “하나의 선율에 다른 선율이 가진 ‘세포선율’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거의 모든 선율을 만들기 때문
에 이를 ‘공동적 현상’이라고 칭하였다.” (이성천.『한국전통음악 형성론』, 서울: 민속원. 2004,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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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 <세령산 변주곡>

2) 악곡구조의 형식미
이성천의 작품에는 특징적인 형식미가 존재한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의 작품들을 살펴
보면, 모음곡 형식의 미니멀리즘22) 형태로 악장별로 작품을 나누었다. 이러한 모음곡 형식을
다악장 형식(Multi Movement Form)23)이라고 한다. 다악장 형식의 곡을 살펴보면 <독주곡
33번 바다>, <환상적 소곡>,<놀이터>,<살고지 다리>, <숲속의 이야기>, <사슴은 노래한다> 등
이 있는데 각 악장별로 곡이름이 있어 개별 악장도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작곡 되었다. 단악
장 형식(One Movement Form)24)으로 된 곡들 중에서는 <세령산 변주곡>,<당비파 중주곡 만
대엽>,실내악곡 <제악> 등 악장별로 나누지 않고 아티큘레이션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작품목
록을 보았을 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이 보이는 형식은 독주곡, 전주곡, 변주곡이다.
이성천은 “악식(형식)은 음의 연결에 의하여 작곡자의 사상과 감정을 질서 있게 통일 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변화 있게 전개시키는 음악적인 계획”25) 이라 말한다. 그는 작곡을 하기 전에
음악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개시키며 새로운 음조직을 만들고, 그 모티브를 계속하여 반복 및
축소, 확대, 수직적 또는 수평적구조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형식미를 구축시켜 나가는데 이것
이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형식미의 특징이다. 다 악장 형식과 단악장 형식으로 된 작품의 각
악장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2) 미니멀리즘-미니멀리즘은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만
을 표현했을 때, 현실과 작품과의 괴리가 최소화되어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믿음에 근거
하고 있다. (Naver-두산백과사전)
23) “다악장 형식은 전곡이 여러 개의 악장으로 된 것을 다악장 형식이라고 한다. 모음곡, 파르티타,
회유곡, 야곡, 소나타, 피아노 3중주곡, 현악 4중주곡, 협주곡, 교향곡 등” (나운영.『악식론』, 서
울: 세광출판사. 1980, 181쪽.)
24) “다악장 형식의 곡에 있어서, 4또는 3,2악장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단악장을 이루는
것” (나운영. 위의 글, 184쪽.)
25) 이성천. 『음악통론과 그실습』, 서울: 음악예술사. 1971,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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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다악장 형식-<사슴은 노래한다>
악장 구분

악장이름

제1악장

산과 계곡

제2악장

사슴은 울지 않고 노래한다.

제3악장

숲 속의 즐거운 하루

제4악장

노을이 사슴코를 덮다.

[표2] 단악장 형식-<세령산 변주곡>
악장 구분

악장표시

도입부

Andante

I

Moderato

II

Allegro moderato

III

Allegro

IV

Allegro moderato

이렇듯 한정된 음악적 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으
로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창조해내는 형식화 방법은 기존의 전통음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개
념이라 하겠다.26) 즉, 작품의 소재와 주제에 따라 곡의 형식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3) 신주법의 개발
이성천은 악기별 독주곡과 연습곡을 가장 많이 쓴 작곡가이며, 그 중에서도 가야금 독주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1985년에는 전통 12현 가야금을 개량하여 풍부한 화성을 위한 저음부 3현,
화려한 가락을 위한 고음부 6현을 추가하여 21현 가야금 만들었다. 그에 따라 가야금의 음역
확대ㆍ음량보완ㆍ새로운 연주법이 개발되었다. 그 이후 <독주곡 제32번-맛뵈기>를 시작으로
<산조2중주>, 모음곡 <바다> 등 서정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성격이 강조된 작품을 발표하여 가
야금의 표현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미꾸라지 논두렁에 빠지다>, <벌거벗긴 서울>, <가야금으로만 연주되는 협주
곡>, <나하나>, 가야금 협주곡 <바다>, <벌거벗긴 서울 3중주> 등 주로 사회를 풍자하고 해학
적이며, 표제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대지의
노래>, <또 다른 바다의 이야기>, <기다림> 등의 작품을 통하여 빠른 템포의 기교적인 테크닉
26) 변계원. 「이성천의 독주곡 33번 <바다>와 이해식의 협주곡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에 나타
난 음악형식 논의」, 『한국음악연구』43권, 2008,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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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새로운 연주기법을 시도하였다.27) 이 시기의 악곡의 성격은 [악보2]에서 나타나듯 경과적
하행진행의 선율과 셋잇단음표의 사용으로 특징적인 리듬과 선율의 사용을 보이는데 이는 다
른 곡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악보2] 5월의 노래 제1악장 4~5마디/ 숲속의 이야기 中‘왕벌의 행진’ 43마디~44마디

이성천은 21현 가야금을 가지고 다양한 주법을 고안하였다. 왼손에서 선율이나 화성을 연주
하는 주법, 엄지손톱으로 현을 긁으면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주법, 안족 오른쪽에서 왼손을
이용하여 지정된 현을 치는 주법, 오른손 네 손톱을 이용하여 현을 훑어 내리는 주법, 손바닥
으로 안족 왼편의 현을 두드리는 주법 등 그가 선보인 신주법이 지금도 가야금 창작곡의 작곡
기법으로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쓰이고 있다. [악보3]의 <대지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주법은
오른손으로 선율을 뜯으며 왼손으로는 특정 음을 뜯고 아래로 글리산도 주법, 양손을 바꾸어
가며 글리산도 하는 주법, 손톱으로 긁는 주법 등 다양한 글리산도 주법을 확대하여 사용하였
다.
[악보3] 이성천 <대지의노래>28)

27) 전지민. “이성천 가야금 독주곡 <5월의 노래>의 분석 연구”, (전남: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4쪽.
28) 노복순. “현대가야금작품에 사용된 신주법과 작품경향에 관한연구-이성천,이해식,나효신의 작품
을 중심으로”,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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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제 음악적 성격
이성천의 많은 작품 중 다수가 표제음악이다. 그 중에서도 자연, 일상, 종교, 문학, 사회와
관련된 표제음악이 있는데 개인적 사상과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있던 사회적, 음악적
환경에 의해 받은 영향이 드러나 있다. 그는 1961년 전통어법에 중점을 둔 <독주곡 제1번>을
시작으로, 동화 또는 민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묘사적이고 낭만적인 색
채의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중주곡 <쥐구멍에 볕들었어도>는 해금 4중주곡으로서 해금 4대가
서로 이야기 하는듯한 선율을 사용하였고,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에서는 미끄럼틀에서 미끄
럼 타듯이 빠른 하강의 모습을 가야금선율로 묘사하였다.
그는 표제를 표출하기 위하여 리듬과 선율을 단순화 시켰으며, 전통주법과 새로운 연주기법
으로 곡의 구성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29) [악보4]에 예시된 <어른이 된 아기고양이> 는 해금
과 장구의 2중주곡으로 장고 리듬형은 아기 고양이 까망이가 혼자 걷는 모습 또는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30)
[악보4] 독주곡50번- 해금과 장구2중주 <어른이 된 아기고양이>

[악보5]는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의 일부분으로 미끄럼틀에서 빠르게 하강하는 모습을 가
야금선율로 묘사하였다. 가야금의 동일한 음형의 반복적 패세지와 선율선은 미끄럼틀을 오르
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29) 전지민. 위의 글, 53쪽.
30) 강리경. “해금창작독주곡분석연구-이성천의 독주곡50번 <어른이된 아기고양이> ＆ 독주곡57번
<여치와 달과 사슴>”, (용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1),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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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

5) 점진적 발전
이성천의 작곡기법 중 특징적인 부분으로 점진적 발전을 들 수 있다. 동기 전개방법에 있어
서 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음형과 리듬을 발전시켜 나간다.
다음의 [악보6]은 거문고 독주곡 제22번 <춘면곡>으로 이 곡에서 그는 추성 시김새를 통해 순
차적으로 음을 확대해 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31) 첫 번째는 한 마디 안에서 점진적인 발
전을 통해 중심음을 축으로 리듬이 분할되면서 변형되어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동형진행
(sequence)과 같이 비슷한 형태의 선율구조와 리듬을 사용해 변형하는 방법이다. 반복되는
구조는 장단의 형태와 비슷하며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의 반복처럼 독립적인 구조를 통해 마디
들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큰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31) 김준영. “이성천 거문고 독주곡의 작품 경향 분석 :「질시」,독주곡 제 22번, 제 47번, 제 53번을 중
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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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거문고 독주곡 <제22번 춘면곡>

[악보7]은 가야금 독주곡 39번<발가벗긴 서울>로 리듬의 변화가 점차 확장되며 저음부의 2
음 화음이 베이스 역할을 하며 단 선율인 상부선율과 화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주선율이
순차진행으로 변조되고 점진적으로 리듬을 분할하며 반복되고 있다.32) 이와 같이 그의 여러
작품에서 선율과 리듬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급작스런 변화를 만드는 경우에도 그는 논리적인 음악적 흐름 안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이러
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음악적 통일감과 형식미, 자연스러운 진행을 표현하였다.
[악보7] 가야금 독주곡 39번 <발가벗긴 서울>

2. 이해식의 작곡기법
1) 전통의 수용과 변용
이해식은 토속민요를 직접 채집하였으며 채집한 민요의 선율을 차용해서 작품을 썼다. 또한
현장에서 민요와 무속의례음악을 수년간 접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이러한 민속장르의 음
악적, 철학적, 미학적 영향을 두루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속의례는 이해식에게 큰 영향을 주
었는데 언어, 춤, 음악, 연극 그리고 감정의 표출 등 모든 예술적 행위를 포함하는 장르로 그
의 예술적 영감의 바탕이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굿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작곡하였다.33)
32) 김진선. “이성천 가야금 독주곡 39번 벌거벗긴 서울”, (용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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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집한 민요를 바탕으로 작곡한 곡들 중 대표적인 곡은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밧
삭>34)이다. [악보8]은 <밧삭> 중에서 <임실방아타령>35) 선율을 대위적으로 변주한 부분을 보
여주고 있다. 성악곡인 원곡의 선율을 확대 전개하여 기악화 한 모습이다.
[악보8] 합창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밧삭>

[악보9] <임실방아타령>

2) 시김새의 다양화
ㄱ. 분절법
이해식 작품에서 모든 이음줄(slur)은 분절법으로 사용된다. 가야금, 거문고 등에서는 줄을
누르거나 미는 것으로 표현되며, 해금, 아쟁 등에서는 운궁법(bowing)으로, 관악기에서는 운
설법(tonguing)으로 표현된다. [악보10]은 1994년에 발표한 18현금 독주곡 <금파람>의 일부
인데, 줄놀이, 즉 부분적으로 줄을 눌러 음정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열 한 번이나 구사되고 있
다. 지금은 어느 창작곡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음악기법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국악창
작곡에서 사용되고 있다.36) 다음의 악보는 <금파람>의 첫 마디로 g음을 눌러 a음까지 누르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33) 변계원, 「이해식의 창작세계에 반영된 민속 음악적 특징」, 『한국음악연구』51권, 2012, 91쪽.
34) 1976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 이성천. 1976년 12월 7일, 서울 시민회
관 초연. (이해식. 𰡔작곡노트 넘기기𰡕,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사. 2006, 217쪽)
35) “1971년 6월7일 KBS-radio 권오성 프로듀서가 최초로 채록한 민요이다.” (이해식. 𰡔민요와 국악작
곡𰡕,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사. 2014, 151쪽)
36) 이해식, 위의 글, 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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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18현금 독주곡 <금파람>중 첫 마디에 누르는 음

[악보11]은 1969년에 심영인 가야금독주회에서 초연한 산조가야금 독주곡 <흙담>이다. 이
곡에서도 분절법이 나타나는데 누른 음을 첫 마디에 보이는 5번 줄과 한 줄 아래 6번 줄을 7
번 줄 높이까지 누른 동음으로 거문고의 스트링 주법으로 연주한다.37)
[악보11] 가야금 독주곡 <흙담>중 첫 마디에 누르는 음

ㄴ. 음고 악센트 (Pitch Accent)
음고 악센트는 이해식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곡기법중 하나이다.38) 이 작곡기법은
<25현 독주와 실크로드 탐색>39)과 <해금을 위한 상>40), <25현과 거문고 2중주 소리질내
기>41)등 여러 작품에 나타난다. 음고의 극단적인 도약과 함께 갑작스럽게 돌출하는 음고 악센
트는 작품의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 [악보12]의 1마디~4마디에서 25현금의 음고 악센
트 기법이 나타난다.

37) 이해식. 위의 글, 204쪽.
38) “화(和)를 추구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5음에서는 벗어난 소리이다. 중국의 궁정에서는 5음밖의 (non
pentatonin)반음을 지극히 상스럽고 관능적인 소리로 인식했다. 그런 중에 실크로드, 즉 서역에서 들
어온 <변치>, <변궁>이라는 두 반음이 겨우 자리 잡아서 오늘날 중국의 7음계가 되었지만 이마저 중
국의 북쪽 변방에서만 사용되었다.” (이해식. 위의 글, 425쪽)
39) 2011년 10월 13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초연한 <아시아 금 교류회>가 위촉하여 초연되었다.
40) 1977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9회 국악정기연주회용으로 위촉되어 이 음악회에서 초연되었다.
41) 2003년 5월 15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정효성,조경선‘2인음악회’에서 초연되었다,
(이해식. 𰡔작곡 노트 넘기기𰡕,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사. 2006,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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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25현 독주와 실크로드 탐색> 1~4마디

[악보13]는 해금독주를 위한 <해금을 위한 상>이다. 이 곡에서 나타나는 최고음과 최저음은
음고의 명암, 즉 음고 악센트를 이룬다. <해금을 위한 상>은 작곡가가 사진의 음화와 양화의
명암이 정반대라는 것을 보고 그것에 착상하여 작곡하였다.

42)

[악보13] <해금을 위한 상>-최고음과 최저음은 음고의 명암, 즉 음고 악센트

[악보14]<25현과 거문고 2중주 소리질 내기>에서는 25현금의 악센트 이동이 강, 약 박의
패턴 변화를 보이며 사용되고 있다. 거문고의 악센트가 25현금과 교차적으로 나타나 복잡한
리듬 꼴을 형성하였고 어긋나는 리듬이 동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처럼 어긋나는 리듬의 동시
진행을 겹 리듬(poly rhythm)이라 하며, 우리 민속음악 용어로는 <교대죽>이라고 한다.43)

42) “<해금을 위한 상>(像, image)은 사진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름이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쓰
지만 필름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현상(development)하는데 그걸 음화(陰畵), 네거티브
(negative)라하고 이걸 다시 사진용지에 인화(印畵print)하면 포지티브, 즉 양화(陽畵)가되죠…필름을
인화하면 명암이 또 거꾸로 나타나는데, 이런 광학(光學ﾙ)의 기본이치에서의 ‘해금을 위한 상’ 그러니
까 이것은 해금을 위한 일종의 사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식. 𰡔민요와 국악작곡𰡕,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사. 2014, 325쪽.)
43) 이해식. 위의 글,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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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 <25현과 거문고 2중주 소리질내기>-어긋나는 리듬의 동시 진행, 겹리듬

3) 리듬의 다양화
ㄱ. 하이브리드 리듬 (Hybrid Rhythm)
이해식은 엇붙임, 엇 리듬이 민속음악 장단(長短, bar rhythm)의 본질이 된다고 생각하였
는데, 이러한 장단들을 전통음악의 역동성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하이
브리드 리듬이라고 이름 붙였다.44) 박절적 강약이 어긋나는 하이브리드 리듬의 패턴은 악센트
를 자연스럽게 전이(轉移)시킨다. 이러한 양상은 박절구조를 더 모호하게 하는 헤미올라45) 리
듬에서도 나타난다. <악보15>「해금을 위한 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 리듬의 연주 시
연주자, 즉 이 경우 해금과 장고 연주자의 호흡이 특히 중요시 된다.
[악보15] <해금을 위한 상>

[악보16] <피리를 위한 호드기>에서는 헤미올라 리듬이 출현한다. 이것도 하이브리드 리듬
의 한 형태이다.

44) “엇나가는 헤미올라 리듬이 우리 민속음악 장단의 본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이 엇리듬을 이
해하면 우리 전통음악 장단을 거반 이해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악 실기자들은 이
리듬을 구전심수(口傳心授, oral tradition)로 학습하는 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積功). 그래서 저는 엇
붙임 엇 리듬을 하이브리드장단(hybrid rhythm group), 또는 하이브리드 리듬(hybrid rhythm)이라
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해식. 「하이브리드 리듬」, 『낭만음악』제22권 제 1호, 2009, 148쪽)
45) 헤미올라(Hemiola)는 그리스어의<1.5> 즉, 하나반의 뜻으로2:3의 比를가르킨다. 중세음악 이론에 있
어서는 2:3의 比의현의길이에서 생기는 것이라 하여 즉, 완전박자에 있어서 검은표의 사용에 의하여
생기는 시가의 변화를 말한다. (편집부.『音樂大事典』,17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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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 <피리를 위한 호드기>- 헤미올라 리듬

ㄴ. 발켄 리듬 (Balken Rhythm)
독일어 발켄이란 줄의 장력(張力)을 분담하는 현악기 내부의 버팀 막대 인데, 이것을 리듬에
적용하여 일정한 리듬구조를 버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46) 발칸반도의 범위와 경계를 정하
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마디의 세로줄을 무시하고 리듬을 전개하는 리듬을 말한다.
예시로 살펴볼 악보는 <달춤>47)이다. 이 작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디의 마지막 박자와 다
음마디의 첫 박자가 붙임줄로 이어지고 다음마디의 두 번째 박을 전성으로 연주함으로서 마디
의 의미보다는 반복되는 일정한 리듬형태가 주를 이루도록 쓰여졌다.
[악보17] <달춤> 3~4마디의 발켄 리듬

4) 다중 주법(multi phony)
2008년 12월 11일 한국 아쟁악회 제6회 정기연주회 초연곡인 <아쟁 도스리기>48)에 나타난
주법으로 피치카토와 아르코를 동시에 연주하는 기법이다.
아쟁연주자는 오른손은 활대로 arco.로 연주하고 왼손은 손가락으로 pizz. 로 동시에 연주하
도록 하여 전통음악에는 없던 연주법을 시도하였다.

46) 이해식. 𰡔민요와 국악작곡𰡕,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사. 2014, 428쪽.
47) 1999년 11월 3일 한양국악제 위촉곡으로 백남 음악관에서 초연되었다. (이해식. 𰡔작곡 노트넘기기𰡕,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사. 2006), 398쪽.
48) 이화연. “이해식 대아쟁 독주곡 <아쟁 도스리기>의 음악구조와 연주법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2),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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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 <아쟁 도스리기>에 나타난 Multi-Phony 주법

[악보19]는 <해금을 위한 상>으로 완전5도 화음기법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두 줄로 완전5
도 화음을 glissando로 내는 특수주법을 사용했다. 이때 해금의 활은 두 줄을 동시에 연주함
으로써 화음과 동시에 음색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전통악곡에서 선율 선을 담당하며
중화역할로서의 해금이 창작 독주곡에서 음역과 음색의 확대를 만드는 주법으로 사용된다.
[악보19] <해금을 위한 상> 에 나타난 Multi-Phony 주법

5) 교회선법사용
이해식은 그의 작품에 유럽 교회선법의 근원되는 그리스 선법을 다양하게 차용하였다. <25
현 독주곡 명상하는 사람을 위한 바람의 색깔> ,<25현 독주곡 나위사위>, <25현금을 위한 불
꽃으로 부터의 명상>,<25현을 위한 춤그림> 등이 구체적인 작품이다. 이오니안(IonianMode),
프리지안법(PhrygianMode), 리디안선(LydianMode), 에올리안선법(AeolianMode) 등의 교회
선법이 사용되고 있다.
[악보20]의 <25현 가야금과 거문고를 위한 소리질 내기>49) 에서는 E Phrygian 선법이 사
용되었다. 그의 여러 작품에서 전통선법과 교회선법을 다양하게 활용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49) 최재혁. “이해식의 25현 가야고와 거문고를 위한 「소리질 내기」 분석연구”, (경북: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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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25현 가야금과 거문고를 위한 소리질 내기> -E Phrygian 선법사용

3. 전인평의 작곡기법
1) 전통의 수용과 변용
ㄱ. 전통형식의 수용
전인평은 전통을 연구하고 수용하여 다양한 음악형태로 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전통형
식과 자유곡 형식, 즉흥형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거문고 독주곡 <자장가 주제에 의한 거문고 변주곡>은 전체 4악장으로 되어 있고,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구성이다. 즉, 전통형식에 해당하는 만·중·삭의 형식인 거문고 산조형식이 쓰였
으며 정악의 도드리장단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악보21]은 이곡의 서두부분으로 산조의 ‘다
스름’의 느낌으로 순차적인 선율과 자유로운 음길이로 곡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한다.
[악보21] 거문고 독주곡 <자장가 주제에 의한 거문고 변주곡>의 서두부분

이 곡은 다스름과 같이 무장단으로 느리고 자유스럽게 시작하여 2악장에서는 느린 도드리장
단에 맞추어 주제선율인 자장가를 거문고 병창의 형식으로 연주하고, 3악장은 중모리장단, 4
악장은 자진모리장단을 전통장단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느낌으로 연주를 하도록 작곡되
었다. 전인평의 작품들에서 만·중·삭에 입각한 음악적 흐름이 자주 나타나는데50) <왕산악환상
50) 전인평은 2011년 ‘거문고 판타지’음악회의 프로그램에서 곡목 해설에 ‘인도와 한국 중국 일본 음악
을 연구해 보니 만중삭 형식은 아시아 여러 지역의 공통 사항이었다. 그래서 나는 곡을 쓸 때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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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거문고 환상곡>, <실크로드, 길 위의 피리> 등도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전통적인 구
성에 빈번한 변박사용으로 현대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51)
[표3] <왕산악환상곡>, <거문고 환상곡>, <실크로드, 길 위의 피리> 의 박자와 빠르기
곡목

제1악장
박자

제2악장

빠르기

박자

제3악장

빠르기

박자

제4악장

빠르기

박자

빠르기

12/8
<왕산악
환상곡>

6/4

♩=80

6/4

♩=80

4/4

♩=90~
100

→3/4

♩=120

→4/4
→12/8

3/4
→2/4
→3/4
<거문고
환상곡>

→5/4

♩=60

6/8

→3/4

~70

→4/4

→4/4

중모리

→3/4

중중
모리

10/8+
11/8
→12/8

♩.=80~
90

12/8

♩.=80
~90

→5/4
→3/4
→6/4
6/8

<실크로드,
길 위의

4/4

피리>

♩=60

→10/8
+11/8

♩.=58

4/4

♩=110
(♩=60)

-

-

→10/8

ㄴ. 전통선율의 차용
전인평은 전통음악 중에서도 고 악보 연구를 통해 한국음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 악보
에 나오는 주제를 이용하여 작곡을 하였다.52)
2008년에 작곡된 <거문고 환상곡>은 인도 타골의 음악 주제를 차용 및 변주 하였으며

<왕

산악환상곡>은 우리 전통민요 ‘상주 모내기 소리’를 모티브를 삼아 작곡 되었으며 형식적인
면에서는 ‘메기고 받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체로 만중삭 형식을 바탕으로 곡을 썼다.’ 라고 밝혔다.
51) 이로운. “전인평 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왕산악 환상곡>, <거문고 환상곡>,
<실크로드, 길 위의 피리>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78쪽.
52) “한국음악사 이해를 위하여 고악보 연구를 시작하면서 고악보에 나오는 주제를 이용하여 작곡을 하
였다. 대표적인 곡은 <노피곰, 1981>, <우러곰>, <서경별곡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 등이다.
<노피곰>은 악학궤법의 처용가에서 나온 것이고 <우러곰>은 서경별곡에서 나온 것이다.“
(전인평 서면 인터뷰, 201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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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 <왕산악환상곡> 중 ‘상주모내기 소리’ 선율 차용부분

2) 거문고 연주법의 확대
전인평은 거문고 창작곡의 초창기부터 작품을 발표 해 왔고, 정악과 민속음악, 특별히 산조
에서 음악적 소재(素材)를 찾아 자신의 특징적인 새로운 기법에 담아 사용하였다.53) 그는 술
대 주법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기법과 음향적 효과, 동시(同時) 화음효과, 거문고 병창 연주
법등을 통해 거문고의 새로운 음색을 발견하고 연주법을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문현과 무현은 전타음으로 사용되었고, 하행 ‘스르렁’ 주법의 청현은 보조음, 종지음으로 사용
되었다. 또한 문현과 괘상청이 유현과 교차 반복되거나 펼침 화음 형태로 주선율과 화음을 이
루는 기법을 사용하였다.54)

53) 전진아. “거문고 창작곡의 괘법과 개방현 용법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54) 전진아. 위의 글,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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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음향적 효과
[악보 23]은 <여섯줄 Fantasy>중 4악장 제200마디-제211마디로 두 개의 술대를 번갈아 가
며 청현을 치는 주법이 나타난다. 제204마디-제205마디에서는 술대로 현을 친후 현에 술대를
대는 주법으로, 현위에서 술대가 구르는 소리에 의해 음향적 효과가 생기며, 제210마디와 제
211마디부분에서는 괘상청과 무현을 동시에 쳐서 화음을 나타낸다. 즉, 청현을 두 개의 술대
로 치는 주법을 사용하여 화음과 음향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악보23] <여섯줄 Fantasy>

ㄴ. 거문고 병창
<자장가 주제 의한 거문고 독주곡>에서는 거문고 연주자가 거문고를 연주함과 동시에 선율
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거문고 병창의 형태로 작곡되었다. [악보24]에서 예시되어 있듯이
이 곡의 2악장은 느린 도드리장단에 맞추어 주제선율인 자장가를 거문고 연주자가 연주를 하
며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 거문고 선율은 노래선율을 반주하며 동시에 무현을 간간히 연주
하게 함으로써 기악곡으로의 역할도 담당하도록 작곡되었다. 이는 작곡가의 거문고 악기에 대
한 이해와 관심으로 전통적 표현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시도한 예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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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 <자장가 주제 의한 거문고 독주곡>의 2악장

3) 범 아시아적 영향55)
ㄱ. 범 아시아적 형식 수용
전인평의 작품에는 한국의 전통적 음악요소뿐 아니라 범아시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
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음악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들이 작품에 활용되었다.56) 자주 사용
되는 특징 중 하나는 무장단에 의한 자유형식의 연주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작곡된 곡이
<알타이 춤곡>인데 이곡은 작곡가자 1991년 비단길 초원의 길 탐사 중, 러시아 남부 중앙아
시아 지역에 위치한 우즈벡 공화국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굿거리, 자진모리, 동살풀이와 같은
동일형의 유사장단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곡된 곡이다. 여행 중 현지에서 느
낀 다양한 감흥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한국과 우즈벡 두 지역 간에 존재하는 동일, 또는 유사
한 리듬에 기초하여 작곡되었다.57) 작곡의 근간이 되는 리듬은 한국 전통장단 중에서는 자진
55) “1985년 인도, 뉴델리 간다르바 음악학교에서 일년간 인도음악을 연구하였고 이후 실크로드와 범
아시아 경향을 갖게 되었다. 실크로드 연구 성과가 작품에 나타난 것은 1991년 이후이다. 이후
작품에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은 2000년 이후 이다. 중요한 음악은 다음과 같다.
해금독주곡 <알타이 춤곡>(신악회 위촉,1991), 실내악 <타골의 노래>(신악회 위촉, 1998).성악과
관현악곡 <갠지스강 어머니강>(월화문화재단 위촉, 2003),국악관현악곡 <바이칼 환상곡>(서울시
립국악관현악단 위촉, 2008),<갠지스강 어머니강> (월하문화재단, 위촉, 2003),<바이칼 환상곡> (시립
국악관현악단 위촉, 2008),<실크로드의 노래> (성남시립위촉, 2013)” (전인평 서면 인터뷰, 2016년 8
월 6일)
56) “가야금독주곡「외오곰」은 인도음악 –캬할형식-을 이용하여 작곡되었다.” (이아예. “가야금독주곡의
분석연구-전인평의 「외오곰」을 중심으로”,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57) 류정화. “전인평 작곡 해금독주곡 알타이 춤곡의 분석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음악 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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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동살풀이, 굿거리장단이며 이와 동류적인 중앙아시아의 알타이계족 음악의 장단이 사용
되었다. 장단의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해금독주곡 <알타이춤곡>의 전체형식
악장

소제목

I

서주(Preluds)

II

고려춤(Korean
Dance)

박자
4/4→5/4→
6/4→ 4/4
6/8→5/8→7/8→

4/4

IV

우즈백춤

12/8

-

변박자

주어진 장단 혼용·

4/8→6/8

키르키즈춤

특징

굿거리장단/

6/8→4/8→6/8→

III

장단

동살풀이장단/
주어진 장단/
늦은 자진모리 /자진모리
/빠른자진모리

변박자

즉흥연주

즉흥연주

위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전통장단과 창작장단의 혼용, 변박자와 즉흥연주를 사용하
여 자유로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형식이 특징적이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틀을 사용하
면서도 즉흥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인도음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58)

58) “인도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즉흥 연주에 기초한다. 즉흥연주는 악보에 기초하여 연주하는 것이 아
니라, 연주하는 상황에 따라 달리 연주한다. 즉, 반복 재생산이 아니다.” (전인평. “인도음악의 전
통과 현적 변용”, 『아시아음악학 총서 8권』, 서울: 아시아음악학회. 2008,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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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 거문고 환상곡–중모리 즉흥연주

[악보25]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거문고 환상곡>에서 작곡자는 장구장단에 관해 중중모리 장
단을 예시한 후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변형시켜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즉
흥성은 인도의 시타르음악의 ‘열린 구조’와 위구르 마캄의 ‘탁심’에서도 나타난다.59)
작곡가는 악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방식을 연주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환상곡”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악곡의 형식이 더해졌다 할 것이다.
ㄴ. 범 아시아적 선율차용
전인평은 구전으로 전해오거나, 혹은 특정 지역의 특색을 띄는 가요나 민요 등을 작품의 소
재로 삼거나 주제화했는데 이는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어법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한 방법
으로 생각된다. 앞서 소개된 <거문고환상곡>60)은 인도 벵골지방의 타골의 노래를 주요 소재로
59) 인도 음악의 기초 문법이라 할 수 있는 라가와 딸라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의 음
악을 만들게 된다. 인도 음악의 형식은 보통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아니바다(anibaddha) 와
니바다(nibaddha)이다. 아니바다는 음악이 고정된 것이 아닌 즉흥으로 만들어낸다고 하여 열 린
형식 또는 자루 형식이라 불린다. 니바다는 반로 음악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닫힌 형식 혹 은 상자
형식이라 부른다. (전인평. 「위구르 마캄에 관한 고찰」,『중앙아시아학회』3권, 중앙아시아학회,
1998, 36-37쪽.)
60) 전인평은 2011년 KBS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진행된 ‘거문고 Fantasy’ 음악회의 프로그램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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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이를 차용 및 변주하였으며, <신라환상곡>은 몽고의 민요를 사용하였다.61) [악보26]은
<사매은곡>이라는 작품으로 성악곡 <윤회를 끊어라>를 변용하여 새로 작곡된 곡이다. 이곡에
서는 벵골 민요선율을 차용되었는데 그 선율이 가야금에 의해 연주되며 한국적 시김새의 맛이
잘 살려지고 있다.62) 이렇듯 전인평 작곡가는 범 아시아적 요소를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전통
의 요소를 잃지 않고 서로 융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고자 하였다.
[악보26] <사매은곡> 중 벵골민요 선율 차용부분

ㄷ. 범 아시아적 음계차용
전인평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선율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요나 설화, 음계 등을 작품의
소재나 주제로 활용하였다. <실크로드, 길 위의 피리>라는 작품에서는 음악적 소재를 직접 사
용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음계나 음 진행을 차용하였으며, 상업로이자 나라간의 문화교류에 관
련된 ‘실크로드’라는 지형적 소재를 주제로 삼아 이를 음악으로 이미지화시켰다.63)
그의 최근 작품 중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느티나무>64) 와 <강둑에 올라>에는 아랍의 사바마
캄의 음계 F, Gb, C, Db가 사용되었다.

악상은 인도 뱅골지방 선율에서 얻은 것이다. 선율 중 [미-솔-화솔화-미화-미--]의 선율은 벵골 지방
민요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생활의 고단함과 한스러움을 절절히 나타내는 선율이다. 이 한스런 선율을
우리 나라 리듬에 얹고 보니 오히려 흥겨움이 일렁인다. 우리 서민들은 한스러움을 흥과 신명으로 승
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운. 위의 글, 89쪽.)
61) “마지막 악장 천마의 꿈은 본인이 몽골초원에서 들었던 민요가락이 용재되었다”
(이재희. “전인평의 신라환상곡 분석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한국음악학과, 2009), 8쪽.)
62) 강은영. “전인평 사매은곡 분석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한국음악학과, 2011)
63) 이로운. 위의 글, 89~90쪽.
64) “<느티나무>라는 성악과 관현악 곡은 실크로드 연구 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아랍에 사바 마캄
(sabha makam) 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 4도에 반음이 붙은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G-ab C-db 음계가 되고 전조하여 C-Bb F-gb 로 됩니다. 이렇게
쓴 곡이 있는데 성악곡으로 <강둑에 올라>라는 성악곡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전인평 서면 인
터뷰, 201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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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 <강둑에 올라>

Ⅳ. 결론
지금까지 1세대 국악작곡가인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의 작품에 나타나는 작곡기법을 살펴
보았다. 이성천은 작곡을 하기 전에 음악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음조직을 만들며, 그 모
티브를 반복과 점진적 변화, 축소와 확대,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구성하는 등 계획된 구조
적인 악곡의 형식미를 보여준다. 그는 전통음악의 정악과 산조를 음악적 소재로 삼아 작곡하
였으며, 자연, 일상, 종교, 문학, 사회와 관련된 표제음악을 많이 작곡하였다. 또한 그는 악기
별 독주곡과 연습곡, 특히 가야금 곡을 많이 작곡하였으며 21현 가야금을 개량하여 왼손에서
선율이나 화성을 연주하는 주법, 엄지손톱으로 현을 긁으면서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주법 등
다양한 주법을 사용하여 이성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작곡가의 면모를 나타내었다.
이해식은 전통음악 중 향토음악과 토속민요, 무속의례를 소재로 작곡하였고 특히, 무속의례
는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언어, 춤, 음악, 연극 그리고 감정의 표출을 포함하는 예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는 악기별 시김새를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여 줄을 누르거나 미는 분
절법, 음고의 극단적인 도약과 갑작스럽게 돌출하는 음고 악센트, 다중 주법, 발켄 리듬, 하이
브리드 리듬, 교회선법 등을 사용하여 그만의 개성적인 음악적 억양을 구사하였다.
전인평은 만·중·삭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전통형식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형식적 자
유로움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리듬형을 제시한 후 연주자가 자유롭게 변형시켜
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적 즉흥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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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악적 특성과 연결된다. 그는 표제음악의 형식도 일부 사용하였으며, 전통음악과 고 악보,
범아시아의 민요나 설화, 음계 등을 활용하여 작곡하였다. 또한 거문고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기존의 술대 사용법을 벗어난 새로운 술대주법을 계발하여 사용함으로써 거문고의 음악적 가
능성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술대주법을 통하여 음향적 효과, 동시(同時)화음효과와 같
은 음악적 효과를 얻었으며, 또한 거문고 병창 등 거문고의 새로운 음색과 연주법을 확대하는
데 공헌하였다.
세 작곡가가 공통적으로 전통 음악적 요소를 작품에 활용하였으나 그 장르나 범위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작곡가 마다 다수의 작품을 작곡한 선호하는 악기 혹은 음악적 장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음악의 맛과 멋, 정신을 지키면서도 ‘창작음악’이 열어줄 수
있는 음악적 도전에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배움과 역량을 다하여 새로운 창작기법을 만들어
그들의 작품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1세대 국악 작곡가들이 계발하여 사용하였던 ‘새로운’ 창작
기법들 중 다수가 이제는 국악작곡의 일반적 작곡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
본 1세대 작곡가들의 음악적 배경과 연주기법이 나타나게 된 배경 혹은 그 기술적 설명들이,
새로운 창작방법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현재의 국악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소재의 활용 가능성
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연주자들에게는 작곡가들이 추구하는 새로
운 음악적 도전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연주기법의 특성을 이해하는 장으로 작
용하여, 새로운 창작국악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동반자로서 ‘작곡’과 ‘연주’라는 분리될 수 없
는 음악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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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세대 국악작곡가 작품에 나타난 작곡기법연구“ 논평
강 선 하(목원대학교)

본 논문은 창작국악의 1세대 작곡가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의 음악적 배경 및 ‘새로운’ 창
작기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현재 국악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작곡기법 및 소재의 가
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연주자들에게는 작곡가들이 추구하는 음악적 도전으로서 연주
기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활용도 높은 연구라 생각합니다. 발표
자가 직접 창작국악의 살아있는 현장에서 여러 작품들을 발표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왔기
에 이와 같이 선배세대인 1세대 국악작곡가들의 작곡경향과 작곡정신을 핵심적으로 짚어내며,
그들의 주요 작곡기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논평자
는 발표자의 논문을 읽으며 1세대 국악작곡가 3인의 서로 다른 다채로운 작곡세계와 독자적
인 작곡기법들을 이번 기회에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논평자는 발표자의 연구내용에 대해 큰 이견이 없기에 본문에서 다뤄진 세 작곡가의
개별적인 작곡기법들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나 논평보다는, “한국음악의 시도”라는 본 학술
회의의 전체 주제에 맞게 발표자를 포함하여 참가자 모두가 창작국악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으
로 고민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는 1세대 국악작곡가로 이강덕, 이성천, 백대웅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각주
에서 “연주자로서 창작활동을 하며 작곡가를 겸한 성금연, 지영희, 황병기, 정대석 등과, 양악
작곡 전공자로서 국악기를 위한 작품을 쓴 백병동, 이건용 등도 큰 의미로 볼 때 1세대 국악작
곡가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설명에서 논평자는 “국악작곡가의 범
주”라는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작국악을 작곡한 연주자 겸 작곡가와
양악작곡 전공자가 “큰 의미”에서 국악작곡가의 범주에 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들은 “좁
은 의미”의 국악작곡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국악작곡가라
는 범주는 한국음악계에서 대개 통용되고 있는 국악과의 국악작곡 전공 출신이라는 의미로 읽
혀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성천에 대해서는 “서양 음악적 작곡기법에 한국전통음악적 양식
과 한국인의 정신을 담아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였고, 이해식에 대해서는 “4기는 서양악기
와 국악관현악의 조화와 다양한 음색을 위해 연주법을 확대하는 시기이다. 각 악기별 특수주법
과 기보법을 달리했고 서양음악의 교회선법, 다중주법(multi-phony), 음고 악센트(pitch
accent) 등 다양한 작곡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국악기에 다양
한 서양음악기법과 한국음악적 특성을 결합하여 작품을 작곡한 경우는 백병동, 이만방, 이건용
등 양악작곡 전공의 작곡가들도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본래 전통국악은 연주자들에 의해 형
성되어온 음악인데 국악 연주자가 직접 악보에 기록을 남겨 작곡을 했을 때 이들은 왜 좁은
의미의 국악작곡가의 범주에서 배제되는지의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다면 국악작곡가라는 정의를 작곡가의 전공 출신에 따라 판단하는 통속적인 다소 거친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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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작품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발표자가 국악작곡가의 좁은 범주를 출신
과 관련된 통속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창작국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들에 대한 그러한 관
례화된 범주화가 창작국악의 연구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작국악이
라는 명칭이 한국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개인의 창작세계만을 반영하는 음악이 아닌 이상, 창작
국악의 주체는 창작국악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즉,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처음 제시한 의문점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통시적인
“국악작곡가의 범주”와 관련된 문제라면, 두 번째 질문은 공시적으로 “국악작곡의 출발과 1세
대 국악작곡가”의 설정에 관한 의문점입니다. 발표자는 본문에서 “김기수에 의해 열린 창작국
악의 문은, 이후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된 1세대 국악작곡가들인 이강덕, 이성천, 백대웅, 이상
규, 박일훈, 이해식, 전인평, 박범훈 등에 의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었다.”고 기술하였습
니다. 먼저, 발표자는 1세대 국악작곡가에 대해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된”이란 선행어구를 달
으셨는데, 작곡가 이강덕은 대학 출신이 아니라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제6기 졸업생임을 밝힙
니다. 이점에 대해 발표자가 아악부원양성소를 대학교육과 같은 선상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묻
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창작국악의 문을 연’ 김기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김기수를 1
세대 국악작곡가로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대보다도 앞선 창작국악의 선구자격인 0세대로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본 논문에서 연구한 1세대 국악작곡가 3인이 창작국악의 역사에 있어 담당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는 본문에서 작곡가별 작곡기법을 악보
를 제시하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성천의 작곡기법으로는 전통의 수용과 변
용, 악곡구조의 형식미, 신주법의 개발, 표제 음악적 성격, 점진적 발전을 들었고, 이해식의
작곡기법으로는 전통의 수용과 변용, 시김새의 다양화, 리듬의 다양화, 교회선법사용을 들었
고, 전인평의 작곡기법으로는 전통의 수용과 변용, 거문고 연주법의 확대, 범아시아적인 영향
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작곡가 모두 ‘전통의 수용과 변용’을 공통적인 첫 항목으로 들었습
니다. 그렇다면 전통의 수용과 변용의 측면에서 세 작곡가들은 각기 어떠한 자세와 철학으로
전통을 대했으며, 이를 어떻게 서로 다른 독자적인 자신만의 작품세계로 창출하였는지 3인을
비교하여 보충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전통을 대하는 작곡가로서
의 특성들이 궁극적으로 창작국악의 역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발표자는 1세대 작곡가 이성천의 제자이고, 이성천은 창작
국악의 개념 정립에 특히 노력하였던 만큼 학창 시절 스승에게서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해 들
은 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작국악의 정체성과 관련한 개념
정립과 국악작곡가의 역할 등은 한국음악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제자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창작국악과 관련해 소중한 연구를 발표해주신 안현정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두서
없는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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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국악의 개념과 범주
조선 왕조의 음악전통이 서구문명과 조우하면서 형성된 그 전통을 오늘 우리는 ‘국악’이라
부른다. 때로 ‘전통음악’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음악’, ‘한국음악’, ‘민족음악’ 등으로 명명되
며, 각각의 용어가 지닌 개념과 내용, 의미망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현재 조선의 음악전
통을 이어 변화·생성되는 음악현상을 가장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은 ‘국악’이다.
‘국악’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서양식 군대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이 국가기관에 편
성되면서부터다. 1907년에 국가 직제에서 양악을 담당하는 부서에 양악사(洋樂師), 양악수(洋
樂手)를 두고, 전래의 궁중음악을 담당하는 부서에 ‘국악사(國樂師)’와 ‘국악수(國樂手)’를 둔
것인데, 이를 통해 국악은 ‘양악’이 아닌 ‘전래의 궁중음악’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 이후 전래 궁중음악을 뜻하던 ‘국악’이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다가 해방 이후
1) 학계 일부에서는 이때 직제 정비를 주관한 것이 일본의 통감부이고, 이때 전래의 궁중음악을 관장하
는 이들에게 ‘국(國)’자를 붙인 것이 일본식민지 잔재라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메이지유신 시기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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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궁중과 민간음악을 통칭하는 동시에 양악과 대비되는 조선 고유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사용
되기 시작했다.2) 그리고 1950년에 국회에서 전통음악을 관장하는 국립기관의 명칭이 ‘국립국
악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악은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을 아우르는 민족의 전통음악’으로
규정됨으로써 ‘전통음악 = 국악’이라는 등식이 보편화 되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국악’ 범주에는 과거 조선왕조의 궁중음악과 선비음악,
민속음악의 갈래 뿐 만 아니라 서양의 작곡기법과 음악양식을 혼용하여 새로이 작곡된 ‘신 국
악’ 작품들, 그리고 최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외국음악 및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여 탄생
되는 새로운 음악 경향까지 수렴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011년에 KBS 클래식 FM과 KBS방송문화연구소,

국립국악원이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23명과 국악애호가 1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사
랑하는 국악'을 온라인 조사결과다. 이 조사에서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 공통적으로 꼽은 가장
좋아하는 국악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였고, 이밖에

'쑥대머리', '사물놀이', '아리랑', '

수제천' '가야금산조' '청성곡', '대취타', '군밤타령' 등이 일반 애호가와 전문인 그룹에서 차
순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창작국악 분야’의 설문에서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캐
논변주곡'과 양방언의 '프런티어'를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지목되었다.3) ‘캐논 변주곡’은 바로
크 시대의 작곡가 파헬벨의 작품을 가야금으로 번안해서 연주하고 힙합스타일의 디제이 믹싱
이 가미된 것이고, ‘프론티어’는 서양오케스트라 편성에 사물악기와 태평소, 가야금연주가 어
울린 새로운 형태의 연주곡이다. 이중에서 유럽의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파헬벨의 ‘캐논’과 서
양오케스트라를 기저에 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음악이 ‘한국인이 선호하는 국악’ 1, 2순위로
집계된 것은 조사기관을 당혹스럽게 할 만큼 이례적인 결과였다. ‘선호도’를 묻는 일회적인 조
사였지만, 이 결과는 오늘의 국악이 놓인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성이 있다.

또 일반인

의 국악인식은 인터넷의 연관 검색어 목록에 흔히 볼 수 있는 ‘국악 렛잇비’, ‘국악 렛잇고’와
같은 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에서는 국악과 서양의 고전음악, 대중음악, 세계의
민속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혼종성’, ‘대중성’, ‘전통성’을 자유롭게 섞고 비벼내는 새로운
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는 추세다.
따라서 ‘현대 국악’은 ‘국악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전통적인 음악 외에 이들이 벌이고 있는
다종다양한 음악 시도들, 그리고 각기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악의 음악요소, 국
악기와 전통 성악의 표현법을 빌어 탄생시키는 모든 창작과 연주를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셔널뮤직(National Music)’을 ‘국악(國樂)’으로 번역한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1878년에 메가타 타
네타로오(目賀田種太浪)라는 이는 ‘일본 고유의 장점을 연구하고 부족한 점은 서양에서 취해서 귀천
과 아속(雅俗)의 구분 없이 누구나 언제나 부르고 연주할 만한 음악을 부흥시키자는 논지를 펴면서
국악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이후 ‘국악창성론’이 주창되었다. 그러므로 1907년의 국가직제가 일본의
통감부에서 주관할 때 메이지유신 정책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문화
권에서 ‘자국의 것’에 ‘국’자를 붙여 나라 백성을 국민(國民)이라 하고, 자국의 영토를 국토(國土)라
하며, 자국의 말을 국어(國語)라 하고, 자국의 역사를 국사(國史), 나라의 깃발을 국기(國旗)라 하는
보편적 용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2) 1945년 8월 16일에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朝鮮文化建設中央協議會) 산하에 음악건설본부가 설립
될 때 ‘국악위원회(國樂委員會)’가 구성되었다. 이후 ‘국악건설본부’‘국악회’, ‘국악원’ 등으로 기구명칭
이 바뀌다가 마침내 ‘대한국악원’으로 정착되는데, 이때 대한국악원이 내건 강령의 기저에 국악은 ‘세
계문화 속에 독특한 조선의 음악’이라는 개념이 깔려있었다.
3)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악은 '사랑가'” 『세계일보』 2011년 8월 19일 기사 및 음반 <한국인이 사
랑하는 국악> (KB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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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음악의 원형성
전래의 음악전통은 20세기 이후 100여년의 시간을 거치며 점차 정형화되었다. 조선시대의
음악전통은 주로 구비전승(口碑傳承)또는 구전심수(口傳心授)로 전수되었다.4) 음악을 익힐 때
‘악보’를 ‘보고’ 배우기보다 ‘실연’을 ‘듣고’ 배웠으며, 연주할 때도 악보를 ‘보고’ 연주하지 않
고 완전히 암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기화(自己化)’ 하여 연주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또

한 음악의 전승은 ‘실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창작 역시 실연자에 의해, 연주의 일부
로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구전심수의 전수방식에 의해 완성된 음악은 한 스승에게 배운 제자
들이라 할지라도 음악의 큰 골격은 같지만 각기 ‘자기화’ 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연주할 때 마다 다른 ‘가변성(可變性)’이

농후하다. 또한 음악이 전수되는 동안 개별

음악가에 의한 가변성이 심화되면 스승의 음악과 ‘같고도 다른’ 창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창작과정을 통해 판소리의 ‘더늠’과 ‘제(制)’, 산조의 ‘류(流)’가 완성되었으며, 궁중음악의 ‘풀
가락’과

파생곡들이 탄생되었다.

‘더늠’은 판소리 명창들에 의하여 노랫말과 소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져 이루어진
특정 판소리 대목이다. 더늠은 ‘송흥록 더늠’, ‘염계달 더늠’ 이라는 식으로 소리대목 중에 전
거를 밝혀 전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 줄거리를 가진 노래가 3시간에서 8시간이상 연창될 수
있게 확장된 것은 수많은 소리꾼들의 창작 작업으로 완성된 ‘더늠’의 결과들이다. 이는 학습과
정에서 배운 소리를 오랫동안 수련하여 각자의 개성에 따라 소리를 재구성하거나, 새로 만든
소리를 추가하는 연주 전통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어떤 이는 ‘더늠’을 탄
생시키고, 또 어떤 이는 소리 전곡을 자기 스타일로 바꿔 ‘제’를 완성하고, 또 어떤 이는 지역
적 특징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연주양식은 비단 판소리 뿐 만 아니라, 기악 독주곡인 산조에
서 더욱 분화되어, 악기별, 음악가별 유파를 형성하였다.
한편, 특별한 전문음악가 집단에서 악보의 기록을 통해 전승된 궁중음악은 민속음악에 비해
그 가변의 폭이 적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원가락을 ‘풀어(解)’ 연주하는 ‘풀가락(解彈)’이 시도
되었다가, 이것이 독립된 악곡으로 분화하는 과정이 확인되며, 조선 후기 선비들의 풍류방을
중심으로 전승된 기악곡과 성악곡들은 원곡의 음높이의 고저(高低), 속도의 완급(緩急)에 변화
를 준 다수의 파생곡들이 창작되었다.
이와 같은 ‘실연’ 중심의 음악전승은 작곡자에 의해 악보에 기보되어 창작된 ‘작품’을 연주
자들이 원전에 충실하게 ‘재현’하는 구조의 음악전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전승의 핵심이
음악을 전승하는 ‘사람’에게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이 곧 한국음악의 ‘원형성’이며, 무
형(無形)의 시간예술인 한국음악의 원형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
온 ‘가변성 농후한 창작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5)

4) 민속음악은 물론이고, 악보 활용이 가능했던 궁중음악과 선비풍류 음악의 전수에서도 악보는 교육·연
주용 이었다기보다 국가적 목적의 ‘기록’과 연주를 위한 ‘기억’의 기능이 더 컸다.
5)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종민, “전통음악의 구조적 특징” 『한국전통음악의 미학사상』(서울: 집문
당, 2004),127-1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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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국악 전통의 변화 양상
1) 정형화 경향
구전심수의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에게 이어지는 동안 살아 움직이며 전승된 가변성 농후한
음악 전통의 원형성은 일제강점기를 맞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외래
문물의 유입과 일제 식민지 지배로 인한

전승구도가 붕괴였다. 세습으로 음악의 업을 이어온

전승 집단이 해체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 체계와 방식이 요구되었다. 오래 시간에 걸쳐 ‘듣고
배워 외우고, 독공의 시간을 거쳐 음악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자’가 되던 과거의 교
육 방법 대신, 일제강점기에는 ‘양성소’, ‘전습소’라는 새로운 교육체계에서, 해방 후로는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문 교육체계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졌다. 궁중음악 및 선비음악의 전통
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악보화 작업 및 교육 과정이 정비되었고, 민속음악은 일제강점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갈래별로 점차 악보화 되었다.

악보가 있었던 궁중음악과 선비음악은 과거

의 것을 기초로 삼아 재 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대의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서양
식 오선보도 만들어졌다.

6)

한편, 악보 없이 구전되어 오던 민속음악은 이 시기부터 악보화되기 시작한다. ‘악보화’란
음악을 듣고 악보에 옮겨 적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것을 ‘채보(採譜)’라고 한다. 조선정악전습
소에서 서양음악을 배운 이상준, 독일에 유학하여 바이올린을 전공한 계정식,

작곡가 채동선

등이 조선의 민요를 채보하여, 일부는 악보집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민속음악의 악보화 작
업은 궁중음악과 선비음악에 비해 매우 어렵다. 음악가마다 다르고, 동일 음악가라 하더라도,
할 때마다 세부적인 음악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악보의 음표와 연주 기호를 통해 이들의
가변적인 음악성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1세대 한국음악학자 이혜구 박사는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심상건 명인에
게 가야금 산조를 배우려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전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채보하여 연습

해가지만, 다음 수업시간에는 완전히 다른 가락을 연주하여 애를 먹다가 수업을 작파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음악을 듣고 감동받은 지방의 한 부호가 서울에 올
라와 그 음악가를 초청해 실제 연주를 듣고는 음반과 같지 않음에 실망하여 돌아갔다는 일화
도 있고, 어떤 음악가 자신의 소리가 ‘사진처럼 박혔다가 언제나 똑같이 나오는 것’이 싫어서
음반 취입을 거부한 했다는 얘기도 전한다.

한편, 동일한 음원을 채보하는 과정에서도, 채보

자의 음악인식과 ‘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음원이나 악보에 담겨있
는 민속음악을 ‘순도 높은 원형’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악보나 음원은
가장 기댈만한 원형의 전거이며, 이를 교재삼아 배우고, 악보대로 재현하는 관행이 정착되었
다.
음악전통의 정형화 경향은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가속화되었다. 1962년에 지정된 문
화재보호법에서 ①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②발생연대가 비교
적 오래고, 그 시대의 특색을 지닌 것,

③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인 것, ④예술상 가치가 특출

한 것, ⑤학술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⑥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
한 것, ⑦ 인멸된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7)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대상
6) 국립국악원, 『이왕직아악부와 사람들』(서울: 국립국악원, 1991)에 전반적인 시대상황이 조명되었고,
이 무렵에 제작된 악보들은 및 국립국악원에서 간행한 『한국음악자료총서-이왕직아악부 오선보』 등
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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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전형(典型)’8)이 제시되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문
화재보존의 주요 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가변성 농후한 창작원리는 ‘반(反)’ 문화재적인 형태로
정의되었다. 이로서 문화재전승에서 강조된

‘원형대로의 전승’는 오히려 원형성의 본질을 벗

어나 ‘지정된 전형’을 따르며 원형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을 떠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화재보호재법이 국가의 전통문화 핵심 보존정책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문화
권력’ 주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음악을 포함한 전통 공연 예술 전반에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20세기 이후에 음원으로 녹음되거나, 악보화, 기록화 되어 정형화된 현대 국악은 일
면 ‘원형’으로 인식되고, 주장되고, 중시되지만, 이는 다면적인 해석을 요하는 원형의 한 표본
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표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표본의 이면에 감춰진 원형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더욱이 더 늦기 전에 아직까지 그 표본조차 마련되지 않은 음악 전통의 면
면을 살피는 일이 급하다.
2) 전통 양식의 해체와 분화
20세기 이후, 음악전통이 점차 정형화 과정을 거치는 이면에서도 전통음악의 양식은 해체되
고 분화되면서 공연용 레퍼토리로 재정비되었다. 왕조시대와 달라진 환경 속에서 궁중음악과
민속 예인들의 음악은 공연장의 예술 음악, 음반이나 방송을 통해 유통,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음악의 존재 양식이 변화하였다.
왕실의 예행(禮行)과 공연자들의 악가무(樂歌舞)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던 궁중음악은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극장의 공연예술이 되었다. 궁중음악은 일본 식민지 정부에 의해 ‘지
켜야 할 중요한 동양음악의 고전’으로 평가되어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이왕직 소속 음악기관
(이왕직아악부)을 통해 새로운 전승기반을 갖추게 된다. 조선시대 왕실음악의 전통을 이어온
음악인들이 새 시대 음악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을 신설하는 한편, 왕
실전유물이었던 음악을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32년 10월부터 1945년까지 150회나 계속된 이왕직아악부의 정기음악회(이습회)다.9) 이 음
악회는 주로 아악부 내의 공연장에서 제한된 관객에게 공개되었지만, 때때로 시내의 큰 극장
이나 방송됨으로써 궁중음악이 ‘모든 이’의 음악으로 전파되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음
악회를 통해 궁중의례와 행사에서 고유의 기능에 따라 연주되던 악곡이 현대적 개념의 공연
예술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주로 합주로 연주되던 악곡들이 중주와 독주 등의 다양한 편

성으로 변환되고, 연주자들은 ‘몰개성의 궁중악사’에서 ‘개인 예술가’로 발돋움하였다.10)

이

과정에서 과거 궁중의 의례에 따르던 제례음악과 궁중의 연례음악, 군악과 행악 등이 무대 위
의 감상용 음악으로 전환되었고, 전통적인 합주 방식 외에 현대 무대에 걸 맞는 형태로 정착
되었으며,

과거 궁중음악 연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독주와 병주 형식을 창조했다.

7) 문화재위원회 회의록(1962), 1965: 78
8) 문화재 지정에서 하나의 ‘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남근우, “민속의 문화재화와 관광화,” 『한국민속학』 제43호(서울: 한국민속학회,2006), 205-253쪽. 참
조. “‘강릉단오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현지 고로들의 말을 종합하여 관노가면극의 대본을
토대로 복원하였고, 특히 음악과 춤의 경우 양주 별산대의 춤을 도입하여 장단은 흔히 쓰이는 굿거리
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을 쓰도록 하였다’는 배경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태가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
한 점을 발견하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9) 송혜진,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 운영과 20세기 궁중음악의 전승,”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서울: 국립국악원, 2001), 331-381쪽.
10) 𰡔조선일보𰡕 1938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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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궁중음악의 영역에 들지 않았던 선비풍류 연주와 가악(歌樂)의 레퍼토리도 궁중음악 범주
로 수렴되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궁중음악은 국립국악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승되고, 주요
국악전문기관에서 교육되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전승 단절 위기의 후유
증을 겪던 시기에 국립국악원은 궁중음악을 민속음악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옴니버스 형’ 프
로그램의 일부로 수렴된다.11) 민속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지루한’ 비인기 종목이었
던 궁중음악은 새로운 모색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들의 국악 이해 목적을 위한

종합구성

의 ‘국악감상회’12) 등을 통해 궁중음악 레퍼토리는 차츰 ‘소품화’되어 연주시간이 10분 이내인
곡13) 중심으로 재정리되었고, 20분 이상의 장시간 연주곡도 곡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짧게 구
성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즉, 청중의 선호도가 높은 곡을 10분이 넘지 않게 구성하는 한
편, 또 유사한 편성의 악곡 중에서는 악곡의 축소와 확대가 가능 한 곡, 연주 속도가 너무 완
만하지 않은 곡, 또는 소품화된 된 곡들이 궁중음악의 대표 레퍼토리로 정착되는 경향을 보였
다. 또한 여러 악기의 병주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생소병주와 양금단소 병주가 대표적인
연주형태로 살아남았으며 독주는 대금, 단소, 피리 독주만이 고유한 스타일을 지닌 연주곡으
로 정착되었다.
한편, 시대와 생활의 변화는 민속음악의 전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농업과 임업, 어업 등
의 생활과 민간의 축제 및

종교문화에 바탕을 둔 민속음악의 전승은 심각하게 위축된다. 오

랜 세월동안 민간에서 전해온 생활민요와 민속 축제에서 불리던 노래와 춤, 풍물은 ‘구식’으로
비하되거나 미개한 문화의 소산이라는 인식도 널리 퍼졌다. 또 굿과 불교의례에 따르는 가무
는 미신으로 몰리거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활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지니고, 일상의 필요에 의해 구전되어 온 민속 생활음악은 점점 생명력을 잃기 시작하
였고, 민속음악의 생성 기반인 ‘생활의 터전’은 점차 좁아졌다.
반면, 전문 음악가들의 음악은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음악언어로 지방의 청중들과 교감하
던 과거와 달리 서울과 각 도시의 극장, 음반과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을 만나면
서 큰 변화를 겪는다. 민속음악의 새로운 수요는 또 다른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판소
리에서는 창극이 탄생하고, 각 지역의 토속민요는 대중성을 띤 신민요로 재탄생되어 전국적으
로 퍼져나갔다. 또 19세기 말 가야금에서 비롯된 산조는 거문고·가야금·대금·피리·해금으로 확
산되면서 ‘산조의 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가야금 연주가들이 판소리나 민요의 음악소재를 직
접 노래하는 병창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고유의 장르를 형성하였다.

14)

11) 국립국악원은 1951년 부산에서 개원되었다고는 하나 연습과 연주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기까지 부산
시립도서관, 서울 소공동 소재 국립도서관, 계동의 이왕직 관사, 창성동 조선정악전습소장 사택, 당
주동 소재 봉상소 등을 전전하던 중 19955년에 비로소 운니동의 옛 금위영 터에 자리를 잡았다. 그
러므로 국립국악원의 정상적인 정기 연습과 교육, 공연 등이 이루어진 것은 해방된 지 10년 후인
195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73년 국립극장이 완공되면서 국립극장에 둥지를 틀고 주로 소
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하였고, 1987년 서초동 국립국악원 청사로 옮겨 소공연장 우면당에서 주로 공
연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무대에서 궁중음악을 공연하게 되었지만 공연 활동의
주 근거지인 국립국악원의 무대 조건은 공연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12) 국악감상회는 국립국악원 연주인이 직접 무대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공연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는 공연양식으로 볼 때 국립국악원의 최초 연주회로 기록된다. 이 공연은 주로 국립국악원의 월례국
악강습 수강생이 관람하였다. 국악감상회에 대한 자료 정리는 이용태, “전통음악공연의 변화양상고찰
: 국립국악원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참조.
13) 여기서 소품이란 전곡 연주시간이 40분이 넘는 대곡에 비하여 짧은 곡을 말하며, 소품화란 긴 곡이
라도 짧게 구성하는 예가 자주 공연되는 방식으로 정착된 것을 말한다.
14) 20세기 이후 민속음악 전승 현황에 대해서는 한명희‧송혜진‧윤중강 공저, 『우리국악 100년』(서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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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방 이후, 서구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속음악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급속
도로 약화됨에 따라 ‘국악’의 한 갈래로 국가의 보호·전승 대상으로 수렴되었다. 이에 따라 궁
중음악의 경우처럼 민속음악의 레퍼토리는 전문 공연장 용 중심으로 선별, 구성되는 한편, 중
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정형화된 전승의 틀’ 안에서 공연되고 있다.
3) 공연 양식의 전문화
전통 공연레퍼토리의 해체와 분화가 진행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공연 양식이 점차 전문화되
는 경향을 형성하게 된다. 소품 위주의 종합공연에서 탈피하여 단일 종목을 전곡연주하거나,
완창 하는 무대가 주목을 받게 되고, 악가무 통합으로 전승되던 레퍼토리에서 무용이 분리되
어 음악공연으로 전문화되었다.
예를 들면 궁중음악 공연에서는 1970년대부터 장시간(전곡 연주시간 40분 이상) 연주가 시
도되어 ‘국립국악원다운 이상적인 공연양식’으로 정착되는가 하면 판소리에서는 5시간 이상
계속해서 한 가지 레퍼토리를 다 부르는 ‘완창 판소리’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 마당놀이의 하
나로 악가무와 연희가 통합된 풍물의 전통은 사물놀이라는 무대공연용 타악 합주곡으로 재편
되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산조의 전체 악곡 중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하는 ‘짧은산조’가
대세였으나 개인의 음악성을 드러내는 발표회에서는 ‘긴 산조 완주’가 필수다. 무속음악 및 민
간 무용음악 중 기악연주 버전이 무대용 연주로 전환되어 시나위 합주, 대풍류등의

민속기악

레퍼토리가 되었다.
‘장별(章別) 연주’에서 ‘전곡연주’로, ‘도막소리’에서 ‘완창소리’로, ‘풍물놀이’에서 ‘사물놀이’
로 변화된 전통음악의 양식은 음악소통의 방식이 전통사회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판소리 명창 김소희는 ‘내가 죽기 전에 완창 하는 법 고쳐놓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판소리 완
창 양식을 기피했고, 판소리 완창을 처음으로 시도한 박동진명창도 ‘내가 완창을 한 것은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기 위한 거였다. 옛날에 선생들은 <춘향가> 한바탕을 이틀에도
하고 사흘에도하고, 쉬엄쉬엄 했고, 쭉 한 것이 아니라 토막으로 했다’고 말한 것처럼 판소리
공연양상이 달라졌다. 일제 강점기의 SP 음반에 담을 수 있는 소리는 3분 내외였고, 창극무대
에서의 소리대목도 분절된 형태였으며, 종합공연무대에서 판소리에 주어진 시간도 길지 않았
던 무대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완창’무대의 등장하여, 하나의 공연양식으
로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전통이다. 한편, 사물놀이가 득세하자 일부 지
역의 풍물전통 수호자들은 ‘사물놀이가 풍물을 다 죽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악가무
와 연희가 통합된 공연양식 중에서 ‘가락만 쏙 빼다가’ 만든 사물놀이가 풍물의 전부 인 것처
럼 알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사물놀이는 풍물 전통의 대체가 아니라 풍물음악이
‘초 전문화’된 공연양식으로 탄생되어 이전의 풍물과는 다른 전통이 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학습과정에서는 한 사람이 악가무를 통으로 익혔다. 그래서 자신의 주 전문
영역이 있다 해도 다른 영역의 예술 표현이 자유로웠다. 명인 한사람에 5개 이상의 전공 영역
을 소개한 일제강점기에 예인들의 프로필부터 노래와 춤, 기악연주에 능통하여 놀라움을 자아
내는 원로 명인 명창의 무대를 통해 전통적인 가무악 통합 학습과 그 예술의 표현 영역을 짐
작해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뛰어난 가야금 명인들은 대부분 가야금병창 명인이었고, 무용가
최승희의 스승으로 근대 한국 무용사의 거두로 꼽힌 한성준은 최고의 명고수였다. 일제강점기
암사,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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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60년대까지 가곡의 최고 명인으로 손꼽힌 이병성은 대금주자였고, 궁중정재의 산 역사
로 평가되는 김천흥은 국립국악원의 해금악사였다. 현재 가야금병창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안숙선, 강정숙은 뛰어난 판소리 명창이고, 판소리 명창 김일구는 아쟁산조 김일구류를 완
성했는가 하면, 가야금 연주의 명인이다. 또 해금연주가로 유명한 김영재는 현재 중요무형문
화재 거문고 산조 예능보유자다.
이처럼 악가무를 ‘통’으로 익히던 음악전통은 20세기의 공연 환경과 문화재 보호정책, 서양
식 음악교육체계의 영향으로 점차 분리되어 개념의 ‘전공’ 영역이 세분화되고, 각각의 영역이
전문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정에서 단일종목의 보유자로 지정되거나
국악전문교육과정에서 ‘전공실기’로 정착된 개별 분야는 자연스럽게 개별 종목의 전문화를 촉
진시켰고, 전곡 연주, 완창 공연의 시대를 만나 더욱 공고해졌다. 앞서 예로든 몇몇 명인들이
과거의 통합형 예술가의 마지막 모델일 듯하다.
4) 공연양식의 확대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인다. 합주 인원이 늘어나고, 장시간에 걸친
전곡 완주 공연이 중시되었다. 궁중음악의 경우 1960년대 초반에는 20여명 내외의 합주가 일
반적이었으나 50명 이상의 합주가 일반화되는가 하면, 혼자 부르던 민요나 가야금 병창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독주양식인 산조는 ‘산조합주’라는 양식을 탄생시켰다. 또한
굿과 불교의례, 궁중의례를 무대화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공연이 점차 화려하고 성대해졌다.
이러한 대형화 추세는 서양식 극장 구조 속에서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웅장한 정격 예술
공연에 자극받은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15)

1999년부터 시도된 국립국악원의 ‘공연문화 원형탐구시리즈’ 기획을 통해 연인원 150여명
이 무대에 등장하는 <왕실의례 재현 공연 – 왕조의 꿈 태평서곡>16)을 비롯하여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불교의 영산재 등의 20세기의 새로운 전통공연양식으로 부상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웅장한 정격예술’을 지향하는 현대 극장공간에서의 공연은 악곡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김새’라 하는 음악의 세부 기교들이 더더욱

정교해지고, 이러한 표현을 수용하기 위해 악

곡의 연주속도가 더욱 느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 궁중음악에 관한 연구 중 악곡의 속도변
화를 주목한 논문에서 각곡의 속도가 얼마나 느려졌는지 상세히 보고된 바 있고, 느리게 시작
하여 점차 빨라지는 구조로 짜여진 산조에서 느린 속도의 ‘진양조’ 장단이 확장되어 전곡의
15) 현대의 공연예술 양식 변화에 대해서는 『오래된 예술 새로운 무대』(서울: 민속원, 2008)에 수록된
다음 세편의 논문 참조. 송혜진,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현대 전승양상과 무대양식의 변화”위의 책
14-59쪽. 장희선, “민속악의 공연양상과 장르별 무대화 및 전승경향 연구,” 위의 책 60-92쪽, 권도
희, “전통음악과 관련된 창작곡의 무대화 상황,” 위의 책 92-119쪽 참조.
16) 맨 처음 1999년에 정조 때에 혜경궁홍씨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화성의 봉수당에서 거행된 연회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내용을 90분으로 압축하여 <왕조의 꿈, 태평서곡>이라는 제목으로 무
대에 올렸다. 이 공연은 초연 이후 2002년 6월 월드컵 문화예술축전, 2005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
트 도서전 주빈국 초청 개막무대, 2007년 창덕궁 인정전 특설무대에서 각각 색다른 연출로 전통의
아름다움을 총체화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공연되는 궁중음악 공연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홍주의를 입고 머리에 꽂을 꽂은 악사들이 연주하는 장엄하고 장대한 무대
와 오색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우아한 춤사위, 고증을 거쳐 완성한 왕실 사람들의 다양한 의상과 궁
중의 잔칫상을 보는 즐거움 외에 예와 정성을 표현하는 무대 위의 악무 공연 및 출연진의 동선과 움
직임을 통해 궁중음악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송혜진, “궁중연례악〈왕조의
꿈 태평서곡〉의 원전과 현대 무대,” 『오래된 무대, 새길을 찾다』(서울: 민속원, 2009) 1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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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나 될 정도로 늘어났다.
5) 창작 양식의 변화
서양음악의 유입은 실연 중심의 전승과 창작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서양식 작곡개념으로 악
보화된 ‘작품’이 등장하고, 이 작품 연주를 위한 연주형태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1930년대
말부터 국악기 창작곡이 만들어지고 연주되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흐름으로 부상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설립되면서 국악의발전
적 미래가 국악 창작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여러 음악회를 통해 신진 음
악가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한국을 방문한 알란 호바네
스(Alan Hovhaness), 루 해리슨(Lou Harrison) 등이 국악을 연구하고, 국악기를 위한 신작
을 발표한 일이라든가, 서양음악을 전공한 작곡가들이 양악 오케스트라와 국악기의 협연을 위
한 작품을 발표한 일, 황병기, 이성천 등이 가야금을 위한 신작을 발표한 것은 창작국악의 길
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었다. 1970년대에는 1974년부터 계속되어 온 국립국악원의 ‘한국음
악 창작발표회’를 중심으로 진지한 국악 창작의 길이 모색된다. 이 무대는 수많은 신진 작곡
가들에게 실험무대를 제공하면서 ‘전통음악의 창조적 전승’을 위한 창작 국악 모색에 주도적
인 역할을 했다. 국악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양악 작곡을 전공한 이들, 그리고 한국음악에 관
심 있는 외국작곡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고, 작품성과 연주의 완성도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작곡가들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과 그들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애쓴 ‘실험정신’을

높이

산 무대였다. 이후 창작 국악 활동은 국립국악원 외에 여러 국악관현악단과 신악회, 한국창작
음악연구회, 현대창작음악앙상블 등의 창작음악모임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또 1980년
대부터는 정기공연 등의 정격음악회 외에 연극이나 무용, 영화 등의 인접분야에서 여러 가지
창작이 이루어짐으로써 창작국악의 언어가 다양해졌다. 이상규, 박범훈, 김영동 등의 작곡가들
이 새로운 창작 국악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데 적극적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현대음악
조류와 맥을 같이하는 실험적인 작품이 강석희, 백병동, 김진희, 나효신 등의 여러 작곡가와
연주가에 의해 선보였다.
6) 연주형태의 변화
1960년대 이후 창작경향은 서양의 오케스트라에 대응하는 국악관현악단의 연주형태를 탄생
시켰다. 현대의 극장 무대에 적합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65년에 공식적
으로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으로 출범한 이후 국악창작은 서양오케스라의 작품처럼 합주와 협
주, 국악관현악과 독창, 국악관현악과 합창 형식의 작품이 탄생되는 주요 동인이 되었다. 국악
관현악단은 태생적으로 서양음악의 모방이라는 한계를 지닌 데다 전통음악의 다양한 면모를
창의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
다. 특히 KBS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 적극적으로 국악관현악을 위한 작품을 발표한 1980년
대는 국악관현악의 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질적,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강덕, 김희조,
이성천, 이해식, 이상규, 백대웅, 박범훈, 박일훈, 전인평, 김영동, 황의종, 이건용 등이 국악관
현악을 위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중에서도 이해식의 해동신곡(1979), 이상규의 대바람
소리, 김영동의 매굿(1981) 박범훈의 ‘신모듬’(1987), 백대웅의 용상, 이건용의 만수산 드렁칡
(1987), 이성천의 타령주제에 의한 전주곡(1985) 등이 주요 작품으로 꼽힌다. 국악관현악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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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국 20여개의 주요도시에 국공립 국악관현악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운
영되는 국악관현악단도 20여개가 넘는다.
7) 악기 개량과 연주 편성의 다면화
새로운 국악창작의 경향은 국악기 개량을 촉발시켰다. 20세기 초반부터 박성옥의 산조 아쟁
과 김영철의 철현금, 성금연의 철가야금 및 15현 가야금처럼 개인 음악가들에 의한 소극적인
국악기 개량이 진행된 적도 있고, 1960년대부터는 북한의 악기개량 사업에 자극을 받아 관
주도 악기개량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음악계의 흐름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1980년
대 이후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자유로워지자 연변 조선족 음악가들을 통해 북한의 개량악기 정
보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동시에 중국, 일본, 홍콩 등 인접국가의 현대음악에 활용되는 악
기 정보도 다양하게 유입되면서 보다 전면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악기 개량은 이성천, 박범훈, 박일훈 등의 작곡가와 가야금 연주가 황병주, 최지애, 대금연주
가 임재원, 이용구, 거문고 연주가 이재화, 김진희 등의 연주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의
기관, 황종피리연구회, 피리연구회 등의 음악모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악기개량과 동시
에 악기를 위한 작품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창작음악의 변화를 직접 주도했다. 악기 개량의
목적은 악기의 구조에 변화를 주어 국악 창작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성을 제한 없이 자유
롭게 표현한다는데 있었으므로, 음계와 음역이 확장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개량악기들은 동종
악기로 구성된 연주단의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저음․중음․고음을 맡은 개
량악기로 이루어진 가야금연주단, 아쟁연주단, 기존의 거문고과 개량거문고를 함께 연주하는
모임, 가야금앙상블이나 가야금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가능케 한 것이다. 국악기 개량은 현재진
행형이다. 전통을 지키며 부분만 개량하려는 시도와 보다 폭넓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가 작곡가, 연주가, 제작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국악기 개량은 앞
으로의 창작음악의 흐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자음악과 컴퓨터음
악이 보편화에 따라 국악기 개량의 방향과 범주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8) 대중화의 모색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 문화의 흐름에서

대중성이 중시되고, 세계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이질적인 것들이 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크로스오버’, ‘퓨전’시대를 맞으면서 국악
창작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는다. 1980년대부터 김영동, 박범훈, 이상규 등에 의해 시도된
창작국악의 다양한 응용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었다. 국악관현악 편성으
로 예술 무대에서 발표될 음악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작은 규모의 연주모임이나 연주
가 개인이 청중과 어디서든 교감할 수 있는 국악 창작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대중국
악, 생활국악, 실용국악이라 이름붙일 만한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음악단체로는 1978년에 창단된 김덕수패 사물놀이, 1985년에 창단된 슬기

둥, 1989년에 창단된 서울새울 가야금삼중주단과 1990년대 후반에 탄생된 가야금 앙상블 사
계,

타악그룹 푸리와 공명, 숙명가야금연주단 등이 있고, 개인으로는 김영동, 김수철, 임동창,

원일, 양방언 등의 작곡가와 김용우(노래), 정수년(해금), 강은일(해금), 허윤정(거문고), 이지영
(가야금), 강권순(가곡) 등의 연주자들이 주목할 만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0년대 넘
어서는 작곡가 이태원, 장영규, 박경훈, 황호준, 강상구, 김대성, 류형선, 조원행와 정가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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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소리, 타루, 고물, 여성 듀오 ‘숨’, ‘앙상블 시나위’, ‘잠비나이’ 등의 단체와 이자람(판소
리), 대금(김정승) 등이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다.

4. 맺음말
긴 한국음악의 역사에서 지난 100년 동안 겪은 국악의 변화, 생성 과정이 어떤 의미를 지
닐 수 있을까. 한국음악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국 현대 국악사의 열 장면을 간추린다면 무
엇을 꼽게 될까를 늘 생각하는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악 전통의 원형
성’이다. ‘원형이라고 믿고 있는 전형을 모본으로 삼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최선일 수 없으
며, 당대성을 획득한 ‘원형성’이야 말로 국악전통의 토양을 건강하게 가꿀 것이라는 믿음이다.
현대 국악의 한 줄기는 조선시대로부터 물려받아 20세기에 정리된 음악, 즉 무형유산으로 전
승되는 음악일 것이고, 또 하나의 줄기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창작실험들일 것
이다. 창작의 결과물 중에는 풍물에서 나온 사물놀이처럼, 원형의 창작원리대로 빼어난 실연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작곡’이라는 과정을 거쳐 탄생된 작품도 있을 수 있
다. 물론,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된

창작의 방향에서 새로운 시대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이다. 단 중요한 전제는 원형성을 바라보는 열린 시각, 원형성에 대한 탐구, 원형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배출되는 전문교육 체계 정비, 원형성에 걸 맞는 무대양식과 공연조건 연구 등이
다. 이에 대한 토대 연구가 보완될 때, 오랜 한국음악의 원형성이 당대성을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서 미래 전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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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 국악의 원형성과 변화양상” 논평
장

윤

희

(추계예술대학교)

“현대 국악의 원형성과 변화양상”은 국악을 연구하는 음악학자에게는 물론, 인간사회의 다
양한 문화적 흐름을 관찰하고 그 원인과 미래를 찾으려 하는 인류사회학자, 우리 음악의 원형
성을 전승하는 연주자와 그 원형성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공연예술학자, 원형의 위에
새로움을 더하는 작곡자 등 여러 학자와 음악인들에게 국악의 흐름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악의 원형을 전승하고 보존하
는 것은 어떠한 시점의 사람들이 그들보다 이전에 있는 어떠한 시점의 음악을 “원형”으로 규
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자는 이것이 음악을 박제하여 “원형”이라는 라벨을 붙여 박물관
에 전시해 두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형성을 탐색하고 탐구해보며 그
유동성과 “당대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는 이와 같은 연구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 국악의 범주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 음악의 유형과 전형을 분류하고 이들이
창출해 낸 국악 원형성에 대한 개념, 장점과 단점, 국악에 끼친 건전한 영향력과 파생된 문제
점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앞으로 국악사학과 한국 음악문화학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점과 궁금한 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음악의 원형성에 대해서 “전승의 핵심이 음악을 전승하는 ‘사람’”에게 있었음
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통음악의 원형성 연구에 있어서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지금까지의 창작, 또
한 미래의 국악 생산에 대한 연구는 음악적 분석에 앞서 그 전승과 창작 당사자에 대한 인간
적인 접근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본 논문에서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
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현대 국악은 “‘국악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전통적인 음악 외에 이들이 벌이고 있는 다
종다양한 음악 시도들, 그리고 각기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악의 음악요소, 국악
기와 전통 성악의 표현법을 빌어 탄생시키는 모든 창작과 연주를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개
념’”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힐러리 핀첨이 그녀의 박사논문에서 언급
한, “창작국악이란 국악(한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 진 음악이라는 해석이
생각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논평자도 세계적인 국악이라는 것에 논의하면서 “무엇인가
‘국악’적인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음악”, 혹은 “연주자가 유명세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발전
을 위해 시도하는 국악적인 음악”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국악의 정
의에 있어서 외면의 음악적 형태와 음악적 요소뿐만이 아닌 보다 내면적인 구성요소와 의도가
실질적으로 그 개념에 깃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즉,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고 시도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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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목적이 연주자 구성, 악기편성과 악기개량, 공연형태, 창작양식 등을 변화시키는 구체
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연구자가 관찰한 현대 국악의 다양한 변화의 양상에는
분명 그 변화의 주체나 주도자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목적성과 의도가 숨어있지 않았을까 하
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전통음악”이라고 부르는 음악은 어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음악적 시도와 음악 갈래 속에서 감상자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객들의 요구와 수용이 원형성 논의의 중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국악의 변화양상 속에도 대중과의 공감과 소통이라는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공연양식의 전문화, 형태의 해체와 분화, 악기개량, 대중화 모색, 대중매체 사용
등 모두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당대 사람들을 위한 또한 그들에 의한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언급한 교감하는 국악, 대중국악, 생활국악, 실용국악과 관련된 활
동들이 과연 당대의 청중들과 동떨어진 형태의 음악 감수성이나 생활상을 갖고 있었다면 현대
국악의 변화양상 속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따라서 관이 주도하거나 국악인들이 일방
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닌, 감상자의 요구, 즉 음악 수용자의 목소리에 의한 국악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요? 미학적 감각, 문화 수준과 취향, 국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현대 국악 변화
양상과 전통음악의 원형성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원형성이란 결국 수용자의
인정을 받은 음악의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 져서 살아남고 인정을 받은 음악에만 적용될 수 있
기 때문에 빼어난 연주자의 실험과 시도, 작곡자를 통한 체계적인 창작 작업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당대의 감상자들에 대한 연구 또한 원형성과 변화양상을 논하는 데에 중요한 논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요약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는 점은,
연구자께서는 한국 전통음악에서 계속되는 원형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에 있어서, 또한 현대
국악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연
구방법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대 국악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그 변화의 주체나 주도자가 특별한 목적성과 의도를
갖고 어떠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그 변화를 유도하고 이끌어 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중의 국악에 대한 기호와 새로운 요구, 국악 감상자들의 수용태도 등이 우리
국악의 원형성 논의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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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국악기의 실험과 과제
이

상

규

(전주교육대학교)

Ⅰ. 머리말
최근 음악교육의 활동 영역 중 가창영역과 함께 다양한 기악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국악기악의 경우 1992년 공포된 제 6차 교육과정부터 단소가 음악교과에서 중요한 가락
악기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악교육의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최
근에는 소금에 이어 가야금도 가락악기군에 포함되면서 국악기악교육은 국악교육의 정상화에
더욱 다가선 느낌이다.
현행 2009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 등의 국악기와 트라
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더 등의 서양 악기 중에서 학생의 흥
미, 발달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과서에는 이들 악기지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
금의 악기지도에 관한 내용도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국악기는 약 60여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현재까지 초․중등 정규교육과
정에서 연주자세나 연주법 등 국악기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악기는 앞에서 소개한 장
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 등 다섯 악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서양악기의 경우도 실질적
인 연주법 등을 지도하는 악기는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
더 등 7종에 그친다.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국악기 지도는 일부 특정한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지
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학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형화와 경제성
등 다양한 조건1)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용 국악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
해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그동안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기 교육을 살펴보고, 교육용
국악기로 정착해온 악기들의 실험과 성과를 고찰한 후, 그를 바탕으로 교육용 국악기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초등교육용 국악기로서의 조건으로 쉬운 연주, 좋은 음색, 경제성, 작은 크기,
소음량, 흥미, 다양한 활용, 내구성, 좋은 촉감의 재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규, “초등학교 교육용 국악기 제작과 활용에 관한 연구”『초등교육연구』제18집1호(전주, 전주교육
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2007).41-142쪽 / 이상규,“초등학교 교육용 악기와 가야금”『국악교육』제32집
(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2011), 182-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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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과정과 국악기 교육
1.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국악교육
음악과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모두 7번의 전면 개정과 2번의 부분 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2015 개정 교육
과정 역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2)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1>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구성체제와 내용영역
내용 영역
제 1차 교육과정(1954-1963)

1.가창

2.기악연주

3.감상

4. 창작

제 2차 교육과정(1964-1973)

1.가창

2.기악

3.창작

4.감상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

1.가창

2.기악

3.창작

4.감상

제 4차 교육과정(1981-1987)

1.기본능력

제 5차 교육과정(1987-1992)

1.표현

2.감상

제 6차 교육과정(1992-1997)

1.이해

2.표현(가창,기악, 창작)

제 7차 교육과정(1997-2009)

1.이해

2.활동(가창․기악․감상․ 창작)

2007 개정 교육과정(2009-2012)

1.활동

2.이해

3.생활화

2009 개정 교육과정(2011-현)

1.표현

2.감상

3.생활화

5.음악의 생활화

2.표현능력(가창,기악,창작)

3.감상능력

3.감상

교육과정의 변천과 함께 국악교육의 비중은 1980년 중반까지 음악교과에서 미미한 수준이
었으나, 1990년 들어서면서 그 수준을 높여오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국악교육은 양적․질적으
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가창활동과 함께 기악활동이 내용 영역

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차 교육과정까지는 기악활동이 대
부분 가창활동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제시되어 있고, 5차 교육과정부터는 활동이나 표현의
대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대부분 가창에 이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을 거치는 동안 국악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 다양한 형태로 수록되는
데,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국악 관련 내용 수록 비율을 보면 음악교육에서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
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악 내용 및 비율의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3)4)
2) 2015개정 교육과정은 2016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18년에는 중학교 1학년
과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4학년이 적용된다.
3) 변미혜, 광복 60년, “개정시기별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광복60년, 음악문화환경과 국악의 변
화-세미나자료집』(2005.7.13-4,국립국악원).83쪽./변미혜, 『교사교육을 위한 국악교육논총』(서울,민속
원, 2016),86쪽 재인용.
4)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전까지 1종으로 발행되는 국정교과서에서 다종으로 발행되는 검인정교
과서 체제로 바뀌었다.

- 50 -

<표 8> 제1-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항목 내용 및 비율의 변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과서 내용 비율

시기

항목수

비율(%)

항목수

비율(%)

제1차 교육과정기

12/307

3.9

10/162

1.9

10% 이내

제2차 교육과정기

32/288

11.1

43/360

8.1

10% 이내

제3차 교육과정기

68/382

17.8

47/314

15.0

10% 이내

제4차 교육과정기

0/158

0

0/142

0

10% 이내

제5차 교육과정기

17/131

12.9

18/157

11.5

22%

제6차 교육과정기

14/129

10.9

24/180

13.3

25%

제7차 교육과정기

35/225

15.6

29/247

11.7

30-40%

위 표를 보면 국악교육은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음악교과서 내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지
만,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20%를 웃도는 수준으로 바뀌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1/3수
준까지 상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기 지도 내용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국악기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3차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
교 4년부터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리듬악기를 연주한다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기는 했
지만, 물자가 그리 풍족하지 않은 시대적 상황과 값싸고 효과적인 서양식 리듬악기가 많은 상
황에서, 장구 같은 국악기를 지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한국적인 리듬악기인 장구가 교육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음은 능히 짐작할 만 하다.
국악기 지도는 제6차교육과정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했는데, 악기 지도는 교육
과정 중 학년별 내용에 이어 별도로 제시한 구체적인 지도방법에 나타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교육과정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6차 교육과정
에서는 ‘방법’,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 그리고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영역별 지도’ 등으로 각각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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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기 지도 내용
급별

출처

국악기 지도 내용
내용
기악학습에서는 다음에 제시된 악기를 기본적으로 다루되, 학
생의 의망과 학교실정에 따라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다.

초등

방법

1)3,4학년 : 리듬악기(소고,작은북,큰북 등)

가락악기(리코더,

건반악기 등)
2)5,6학년 : 리듬악기(장구,북, 작은북,큰북 등)

소, 리코더, 건반악기 등)
기악학습에서는 꽹과리, 장구,북,징 등의 타악기와 단소, 리코

제 6차
교육
과정

가락악기(단

더, 건반악기 등의 가락악기를 중심으로 하되, 학생들의 희망
중등

방법

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며, 가능한 초등(국민)학교에서 학습한 악기를 연계, 지도하
여 심화되도록 한다.
기악학습에서는 다양한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가능한 중학교에서 학습한 악기를 연계 지도하여 심화하도록

고등

방법

하고, 앙상블 할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민요는 장구 장단에 맞추어 시김새를 넣어 불러보게 하며, 정
간보를 보고 표현해보도록 한다.
악기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선택하여 지도하도
록 하며, 초등 학교 3,4학년은 소고, 장구, 큰북, 작은 북 등

제 7차
교육
과정

교수․학습
방법

의 리듬악기와 리코더, 실로폰, 멜로디언 등의 가락악기를 중
심으로 지도하고,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3,4학년에서 학습한
악기와 북, 단소, 피아노 등을 지도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초
등학교에서 학습한 악기를 연계하여 심화학습이 되도록 하고,
합주에 중점을 둔다.
(가)활동
악기는 장구, 소고, 단소, 소금 등의 국악기와 트라이앵글, 탬

2007
개정
교육
과정

내용 영역
별 지도상
의 유의점

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더 등의 서양 악
기 중에서 학생의 흥미, 발달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
여 선택적으로 지도한다. 국악기(타악기)를 지도할 때에는 구
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며, 춤을 활용하여 장단
감을 체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국악곡은 되도록 국악기로
반주한다.
악기는 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 등의 국악기와 트라이
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더 등의

2009
개정

내용 영역

교육

별 지도

과정

서양 악기 중에서 학생의 흥미, 발달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도한다. 국악기를 지도할 때에는 구음
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며, 춤을 활용하여 장단감
을 체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국악곡은 되도록 국악기로 반
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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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기 지도 관련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리듬악기로
소고, 장구, 괭과리, 징이 소개되었고, 가락악기로는 처음으로 단소가 소개가 되어 이후 단소
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소고, 장구, 단소가 제6
차 교육과정에 이어 계속 기악 학습추천 악기로 제시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고,
장구, 단소에 가락악기인 소금이 추가 제시되었으며,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락악기로 관
악기인 단소, 소금에 가야금을 새롭게 추가 제시함으로써 국악기 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한 것으로 보인다.
Ⅲ. 교육용 국악기의 실험과 성과
이 장에서는 그동안 교육용 국악기로 정착화 과정을 거친 악기들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
다. 현재 교육용 국악기군으로 소개되는 단소, 소금, 대금, 가야금, 장구 등인데, 이 중 가장
안정적으로 활용되는 악기는 단소이다.
1. 단소
단소는 제6차 교육과정인 1992년도에 처음 교육과정에 가락악기로 편입되었다. 그 때까지
단소는 일부 제한된 교사만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했고, 대부분 단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단소가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악기지도로 사용되지 않
았기 때문에 단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실제 단소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교사 역
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단소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사 대상 단
소 연수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 플라스틱

단소

단소는 본래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데,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제작자만 연
주자용 단소를 만들어 가격이 비싼데다가, 직접 대나무를 가공하여 만든 수제품인 까닭에 기
본 음고나 음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단소지도에 많은 문
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 때 대학의 동아리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소강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많은 연주자들은 직접 단소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 수도관이나 전기 배선에
사용되는 PVC관을 수동 드릴로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음 <그림1>의 단
소와 수동 드릴은 필자가 1980년대 직접 제작했던 단소와 공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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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VC관 단소와 드릴

1980년대에는 위와 같은 PVC 재질로 된 단소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일
부 국악기 제작자는 플라스틱 교육용 단소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용 플라스틱 단소를 출시하는 회사나 개인
업체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다만 플라스틱 교육용 단소의 시장규모가 아직 크지 않
아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교육용 단소시장을 선점하려는 업체들
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6차 교육과정이 발표된 199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단소가 초등학교 5학년의 지도악기로 제시되었고, 이는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교
육용 단소의 시장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커졌다. 그에 따라 단소 제작은 서양 교
육용 악기를 제작하는 대형회사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각 업체는 타 업체와의 차별화를 강조
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그림2>에서 보듯이 다양한 색깔이었다.
플라스틱 단소 초창기에는 <그림3>처럼 보관과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2단 혹은 3단으로 분
리된 단소가 큰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분리와 결합으로 인한 헐거움과 미세하지만
공기의 누출 등으로 인한 소리내기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지금은 통으로 된 단소의 인기가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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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다양한 색깔의 플라스틱 단소

<그림 34> 분리형 플라스틱 단소

이러한 플라스틱 단소들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단소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
다.
2) 안공을 추가한 단소
앞에 언급한 플라스틱 단소는 대나무로 된 단소를 가공하기 쉽고 경제적인 플라스틱으로 재
질을 변경하여 제작한 경우로, 기존의 대나무 단소와 구조적인 차이는 없다. 이러한 단소는
기존의 정통 국악곡을 연주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서양음악을 연주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을 감
내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단소 연구가인 송현5)은 단소로 정통 국악악곡을 연주
하면서 동시에 서양의 7음계 곡을 연주하기 위해 개량된 단소를 제작하였는데, 기존의 앞
1-2공 사이에 구멍 하나를 추가한 형태로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구멍은 스티커로 막을
수 있게 하였다. 이 단소는 최근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으며, 7음계곡을
연주할 경우 지금도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단소는 기존 단소와 구별하기 위해 개발
자의 이름을 따서 송현식 단소로 불리고 있다.

5) 전북 출신의 단소 연구가 겸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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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송현식 개량 단소

3) 취구를 개량한 단소
이러한 교육용 단소는 2000년 대 이후 또 다른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단소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소리를 쉽게 소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단소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5
학년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지러움과 함께 상당 기
간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쉽게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단소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보인
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많은 단소 연주자나 관련 연구자들은 쉽게 소리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점차 그 성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이유를 입술의 위치 불량으로 파악하고, 정학한 입술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도
록 취구 부분 양 끝에 조그만 돌기를 부착한 이른바

돌기 단소6)이다. 이 단소는 안정적인 입

술위치 유지로 좀 더 쉽게 소리내기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중 단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과 돌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등이 부족한 점으로 제기된다.

6) 단소교육 전문가 박희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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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돌기 단소 취구 부분도

또 다른 성과는 서양악기인 리코더처럼 바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리내는 장치를 취구에
부착한 개량 단소이다. 다음의 <그림6>과 <그림7>에서 보는 단소는 황종 단소7)로 소리를 내
는 취구 부분에 호루라기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부착하여 소리를 내고, 부착장치를 제거하면
일반 단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처음 소리내는 단계에서는 부착장치를 활용하
여 연습을 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부착장치를 제거하고 일반 단소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 단소에 비해 비싼 경제적인 점 외에 부착장치를 제거하고 소리연습이 쉽지않
는 점 등은 여타 단소에 비해 불리해보인다.
<그림 37> 황종 단소

<그림 38> 황종단소 취구 부분도

7) 동음악기연구소 동용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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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온소리 단소8) 역시 앞에 언급한 황종 단소와 거의 유사한 원리의 개량단소로 장단
점은 황종 단소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만 온소리 단소는 기존 단소 제일 아래 안공 밑에 구멍
을 하나 추가한 점이 다르다.
<그림 39> 온소리 단소

<그림 40> 온소리 단소 취구 부분도

2. 소금
소금 역시 대나무로 만든 국악기인데, 단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6차 교육과정에
단소가 필수지도국악기로 제시되면서 소금은 가장 대중적인 교육용 국악기의 지위를 단소에게
먼저 내주었지만, 국악계와 국악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낼 수 있는 음이 제한된 단소보다 서양
의 7음계 악곡도 연주가 가능한 소금의 활용도를 더 높이 평가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상
황이었다. 그에 따라 교육용 가락악기로 소금이 자주 거론되었고, 그에 따라 2007개정교육과
정에서 국악기 가락악기로 단소에 이어 소금이 채택되었다.
교육용 단소가 정규 교육과정에 사용됨으로써 소금 역시 멀지않은 시기에 국악기 지도 악기
로 채택되리라는 예상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소금의 교육용 악기로서의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와 실험이 구체화되었다. 이미 수많은 단소의 실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를 통한 상당
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소금의 교육용 악기 개발은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하다.

8) 김원선(전북대학교 교수), 강행복(정읍시립국악단 지휘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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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다양한 플라스틱 교육용 소금

3. 가야금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인 가야금은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고 여타 국악기에 비
해 연주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악기이다. 그러나 악기의
큰 덩치와 비싼 가격, 줄 관리의 어려움9)과 실질적인 지도방법의 부재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10)
이러한 가야금은 그동안 국악기 지도에 활용되지 못하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국악기 지도
악기로 소개되었다. 가야금은 악기가 크고 여타 교육용 국악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교육용 악기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악기 제작공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고, 제작단가를 낮추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가야금
은 장구처럼 기존 악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용 악기 활용을 위한 개량
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많은 가야금 제작자들은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나름
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야금 제작자가 시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크기를 줄이면서 기존 가야금의 연주가
가능한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다음 <그림11>은 왼쪽에 일반 가야금과 오른쪽에 어린이용
가야금11)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용으로 제작한 가야금은 길이129cm,폭 22cm로 그
림에서 보듯이 일반 가야금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학년이나 유치
원생이 이 가야금을 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실제 가격은 일반 가야금에 비해 크게 싸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한다.12) 또한 일반가야금보다 거의
절반 크기로 축약시킨 유아용 대상의 가야금을 제작하였는데 길이101cm,폭 20cm로 상당한
크기 축소는 가능하며 실제 민요 정도의 연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9) 가야금 줄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줄이 풀리기 때문에 연
주를 할 때마다 조율을 해줘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가야금의 조율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일정 수의 가야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야금 연주가가 없으면 그 가야금
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10) 이상규,“초등학교 교육용 악기와 가야금”『국악교육』제32집(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2011), 173쪽.
11) 고수환(전라북도 무형문화재12호 악기장) 제작
12) 고수환 악기장은 어린이용 가야금은 일반 가야금 대비 70% 정도의 가격으로, 유치원에서 주로 사용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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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가야금과 어린이용가야금

<그림 43> 유아용 가야금

<그림 44> 어린이용 25현

또한 <그림13>의 어린이용 26현은 길이79cm,폭 22.5cm로 상당히 크기를 축소시켰으며,
다양한 악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용 악기의 장점이 엿보인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
배치된 많은 줄 때문에 일부 줄은 제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는 충분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대금
대금은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지도악기로 거론되지 않은 악기이다. 대금은 악기 자체가 길고
각 지공간 거리가 길어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악기이다. 특히 정악
대금의 경우 일반 성인들도 지공을 막기가 어려워 대금의 보급과 일반화에 상당한 제약을 가
진 악기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대금은 단소와 소금의 교육용 악기의 사용이 높아짐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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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역시 일반 상품으로 출시되었지만 그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음 <그림 14>와 <그림
15>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정악대금가 산조대금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정악대금은 81cm,
산조대금은 70cm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5> 플라스틱 정악대금

<그림 46> 플라스틱 산조대금

그런데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국악의 비중은 높아졌고, 그와 병행하여 일반 학교에서의
국악관현악단 활동도 늘어났는데, 국악합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금은 지공간
의 긴 거리로 인해 정상적인 지공 개폐가 힘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피악
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에 따라 정악 대금 대신 산조대금이나 소금으로 대치
하여 정상적인 국악관현악 합주가 어려운 상항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올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성과물이 나와 주목된다. 이 대금은 김현곤13)이
연구․제작한 성과물로, 기존 정악대금의 지공간 거리 약 4.5cm를 개량된 대금에서는 지공간
거리를3.5cm로 줄여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이를 완성시키기 위
해 지공 부분을 이중구조로 하여 본래의 음정을 유지하면서 실제 손가락 막는 거리는 줄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교육용 대금으로의 전한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

13) 김현곤(무형문화재 42호 악기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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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개량 플라스틱 대금

<그림 48>개량 플라스틱 대금 지공 부분도

5. 장구
장구는 국악기 중 가장 대표적인 리듬악기로 교육과정에서는 일찍부터 그 사용이 권고되었
다. 다만 장구는 여타 국악기에 비해 가격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악기 개량의 여지도 별로
없어서 특별히 교육용 악기로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음량이 너무 크고, 학
생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악기가 비치되어 있는 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학
교 현장에서 부답없이 사용하기에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Ⅳ. 교육용 국악기의 조건과 과제
1. 교육용 국악기의 조건
필자는 초등학교 교육용 국악기의 조건을 쉬운 연주, 좋은 음색, 경제성, 소형, 소음량, 흥
미, 다양한 활용, 내구성, 좋은 촉감의 재질 등 9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14) 이런 점은 중등학
교의 경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등학교에서의 국악기 지도는 초등학교의 그것을 심화시
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교육용 국악기 제작을 위해 이 조건 검토가 필요
해 보인다.
2. 교육용 국악기의 과제
-새로운 교육용 국악기의 발굴
-국악기 개량의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
-산학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14) 이상규,“초등학교 교육용 악기와 가야금”『국악교육』제32집(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2011), 182-18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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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제까지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기 교육을 살펴보고, 교육용 국악기로 정착해온 악기들의 실
험과 성과를 고찰하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현재까지 모두 7번의 전면 개정과 2번의 부분 개정이 있었으며,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국악기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기 지도 관련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리듬악기로 소고, 장구, 괭과리, 징이 소개되었고, 가락악기로는
처음으로 단소가 소개가 되어 이후 단소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소고, 장구, 단소가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계속 기악 학습추천 악기로 제시
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고, 장구, 단소에 가락악기인 소금이 추가 제시되었으며,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락악기로 관악기인 단소, 소금에 가야금을 새롭게 추가 제시함으
로써 국악기 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용 국악기로 인정받고 있는 단소, 소금, 대금, 가야금, 장구 등의 악기들에 관해
검토한 결과, 단소가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화 단계에 있으며, 소금과 대금은 교육용 국악기로
의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에 기존 정악대금의 먼 지공간 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대금이 향후 교육용 국악기로의 이동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장구의 경우 여타 국악기에 비해 가격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악기 개량의
여지도 별로 없어서 특별히 교육용 악기로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논의하였다.
교육용 국악기가 도기 위한 조건으로 쉬운 연주, 좋은 음색, 경제성, 소형, 소음량, 흥미, 다
양한 활용, 내구성, 좋은 촉감의 재질 등 9가지 요소를 제시하였고, 교육용 국악기의 과제로
새로운 교육용 국악기의 발굴, 국악기 개량의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 산학연계시스템 구축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교육용 국악기 연구와 개발 및 보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변미혜, 광복 60년, “개정시기별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광복60년, 음악문화환경과 국
악의 변화-세미나자료집』(2005.7.13-4,국립국악원).
변미혜, 『교사교육을 위한 국악교육논총』(서울, 민속원, 2016).

이상규, “초등학교 교육용 국악기 제작과 활용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제18집1호(전
주,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2007).
이상규, “초등학교 교육용 악기와 가야금” 『국악교육』제32집(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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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용 국악기의 실험과 과제” 논평
임

병

옥

(청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정에서 기악 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기악 지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국악기는 장구, 소고, 단소, 소금, 가야금 등이다. 본 논문은 교육과정
에 따른 국악기 교육의 변천을 조사하고, 교육용 국악기와 그 개량 과정을 고찰한 것으로 교
육용 국악기의 개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논문에서 국악기의

개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량 방법은 도

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국악기의 크기를 줄이거나 지공
의 간격을 좁혀서 연주를 쉽게 하는 것이다. 개량 악기 음색은 원래 악기 음색과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논평자는 다음의 궁금증에 대하여 이상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첫째, 개량 악기와 원래 악기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학교에서 개량 악기와 원래 악기 중에
서 어느 것을 가르쳐야 할지 궁금하다.
둘째, 악기를 개량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개량 악기와 원래 악기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색과 표현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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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 연주법의 현대적 변화양상
이 지 영(서울대학교)

1. 서론
가야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현악기로 이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악가야금으
로 연주되던 가야금연주법은 19세기 민속음악이 발전하면서 정악가야금을 개량한 산조가야금
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연주법은 훨씬 다채로워 졌다. 이후 가야금은 1960년대 초 현대적 창
작 작품이 작곡되기 시작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국 창작음악계를 선두적으로 이끌었다
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의 전통연주법을 살펴 본 후 가야금의 전통적
연주법이 어떻게 계승되고 현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양한 연주법들
의 예는 악보로 제시하겠으며1) 이와 함께 연주법의 기보도 함께 제시하겠다.2)

2. 본론
(1) 전통연주법
1) 정악가야금 연주법3)
① 우수법(右手法)
식지표 : 음명에 아무 부호가 없을 때에는 모두 식지(2번 손가락)로 연주한다. 식지로 현을 몸
쪽으로 당겨 연주한다.
一 : 모지표, 모지(1번 손가락)로 연주, 손목을 들고 엄지를 밀어 연주한다.
ㄴ : 장지표, 3번 손가락으로 연주한다.
ㅇ : 식지 손톱으로 현을 튕긴다.
: 싸랭표, 엄지와 장지를 사용하여 한 옥타브를 연주한다
ㄱ : 슬기둥표, 한 옥타브 중 저음보다 한음 위를 식지로 연주하고 옥타브를 장지와 엄지로
연주한다.
1) 제시된 예는 각 연주법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곡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연주법이 처음 사용된 곡
은 아닐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2) 연주법의 기보는 다음 책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지영 「연주가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1
3) 정악가야금 연주법은 다음의 악보를 참고하되, 부호의 설명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최충웅 「가야금 정악보」 은하출판사, 2001, 1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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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뜰표, 모지 손톱으로 연주한다.
8 : 연튕김표, 연이어 현을 손톱으로 튕기는 연주로, 소지·무명지순으로 튕긴다.
② 좌수법(左手法)
: 전성표, 오른손으로 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의 식지와 장지로 현을 강하고 빠르게 아래
로 쳐서 강조한다.
: 퇴성표, 현을 뜯은 후 왼손 엄지, 식지, 장지로 줄을 잡아당겨 음을 살짝 낮아지도록 연
주한다.
才 : 추성표, 현을 뜯은 후 왼손 엄지, 식지, 장지로 줄을 잡고 소지(5번 손가락)으로 줄을 눌
러 음이 높아지도록 연주한다.
: 압성표(뜰동표), 왼손 엄지, 식지, 장지로 줄을 잡고, 현을 뜯음과 동시에 소지(5번 손가
락)으로 줄을 강하게 눌렀다 놓는다.
: 요성표, 현을 눌렀다가 다시 놓아주어 여음이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오도록 연주한다.
2) 산조가야금 연주법4)
① 우수법(右手法)
2 : 식지로 연주, 부호가 없는 것은 식지로 연주한다. 정악가야금과 달리 손등을 옆으로 제치
며 식지로 현을 뜯어준다.
1 : 모지로 연주, 손목을 들지않고 모지를 위로 떠서 현을 뜯는다.
3 : 장지로 연주한다.
ㅇ : 식지 손톱으로 현을 튕긴다.
8 : 장지 손톱으로 현을 튕긴다.

·

: 스타카토, 음을 연주한 후 여음을 급하게 막아준다.

1⁀1 : 손목을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밀어 연주한다.
2⁀1 : 식지와 엄지로 집어준다.
2⁀2 : 식지로 밀고 난 후 식지로 뜯어 연주한다.
3⁀1 : 옥타브 연주한다.
C.S : 콘 소르디노, 현침에 손을 얹고 연주하여 약간 막힌 소리를 냄
S.S : 센자 소르디노, 콘 소르디노 연주후 현침에서 손을 떼고 일반 주법으로 연주함

◇ : 하모닉스, 현침과 안족의 중간을 손바닥으로 막고 현을 뜯어 주어 한옥타브 위의 소리
를 연주한다.5)
②좌수법(左手法)
: 가늘게 농현한다.
4) 산조가야금 연주법은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되, 부호의 설명을 좀더 이해하기 쉽고 현재에 맞게 수정
하였다.
이재숙 “근세 가야금연주법의 변천” 「민족음악학」제6집, 17 - 29쪽, 1984
5) 이재숙의 위의 논문에는 하모닉스가 산조가야금 연주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모닉스 주법
은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휘모리 등에서 나타나기에 본 논문에서는 전통음악 연주법에 포함하도록 하
겠다. 하모닉스 연주법은 산조에서는 귀곡성(鬼哭聲)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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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게 농현한다.
: 전성표, 오른손으로 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의 식지와 장지로 현을 강하고 빠르게 아래
로

쳐서 강조한다.

∧ : 본음보다 조금 높였다가 들어내는 표
: 본음보다 높은 음에서 휘여 내리는 표
: 본음보다 낮은 음에서 휘여 올리는 표
: 본음보다 낮은 음으로 휘여 내리는 표
: 본음보다 높은 음으로 휘여 올리는 표
: 본음보다 높은 음으로 휘여 올린후 막는 표
: 여음으로 연주하는 표
: 여음을 슬며시 낮추는 표
- : 엄지로 누르는 표
: 본래줄의 한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 본래줄의 두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 본래의 줄로 돌아가는 표
: 농현하지 말라는 표
(2) 전통연주법의 계승 및 진화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의 전통 연주법은 현대에 와서도 가야금연주의 가장 기본적인 연주
법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기 전통음악에서는 특별히 악보에 기보 되지 않았지만
연주자의 음악성이나 표현의지에 따라 뜯는 위치나 뜯는 방법 등이 달리 연주되었던 여러 연
주법들이 현대곡에서는 여러 부호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구분하여 악보에 기보하여 줌으로써
미세한 음향의 차이를 좀더 구분하여 기보하게 되었다.
1) 오른손 뜯기 주법
①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의 식지연주법 기보의 구분
정악가야금의 식지주법은 줄을 당겨 뜯어 좀더 단단한 소리가 나며 산조가야금의 식지 주법
은 줄을 제쳐 뜯어 크고 화려한 소리가 난다. 현대곡에서는 이 두 주법을 구분하여 정악가야
금의 식지주법으로 연주할때에는

부호를 사용하며, 산조가야금의 식지주법으로 연주할 때

에는 아무 부호도 사용하지 않아 식지 연주법의 차이를 다르게 기보하였다.
② 뜯는 방법의 기보의 구분 - 손톱으로 연주(
카토(

), 두손가락 모아 함께 뜯기(

), 바르톡 피치

) 등 전통음악의 여러 연주법들이 부호로 악보에 정확하게 기보되고 있다.

손톱연주의 경우, 전통음악에서는 정악에서 모지 손톱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대
곡에선 엄지 뿐 아니라 모든 손가락의 손톱으로 연주한다.
③ 뜯는 위치 기보의 구분 - 가야금연주자가 가야금줄에 손이 닿는 위치를 구분하여 현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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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연주(

), 현의 중간 연주(

), 일번적인 연주법( ㅂ )등으로 뜯는 위치를 구분하여

기보하였다. 현침 가까이 연주하면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현의 중간을 연주하면 부드러
운 소리가 난다. 다음 <악보 1>은 현침 가까이 연주하는 예이다.
<악보 1> Chou Wen-chung 작곡 ‘Eternal Pine’(2010)

다음 <악보 2>는 현의 중간에서 연주하는 예이다.
<악보 2> 나효신 작곡 ‘정지향’ (2000)

또한 다음 <악보 3>과 같이 뜯는 위치를 더욱 세분하여 악보에 기보한 경우도 있다. 이 악
보에서

는 현침으로부터 10Cm부분을 연주하는 부호,

주하는 부호,

는 안족과 현침의 중간부분을 연

는 현침 가까이 연주하는 부호이다.6)
<악보 3> Baudoouin de Jaer 작곡

'Solo Kayagun 12 Strings Compositions 5 sanjo and 12 short studies'(2008)

④ 현을 막는 방법의 기보 구분 - 현을 막는 방법에는 음의 여음을 짧게 끊어주는 스타카토(
· )와 손으로 현을 막아서 연주하여 여음의 음색을 바꾸어 주는 콘 소르디노(C.S), 뮤트(mute)
등이 있다. 위의 <악보 3>과 같이 콘 소르니노의 정도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기보하는 경우도
있다.

위 악보에서
연주이며,

부호는 현침가까이에 5번째 손가락을 대어서 살짝 막히게 하는
부호는 이보다 막히는 정도가 심하게 연주하는 부호이다.7)

한편 다음 <악보 4>와 같이 왼손으로 현을 완전히 막고 오른손으로 연주하여 가야금 소리
가

타악기 소리에 가깝게 소리 나도록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6) 이 부호들은 일반화된 부호는 아님
7) 이 부호들은 일반화된 부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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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는 왼손으로 현을 완

전히 막고 연주하는 부호이다.8)
<악보 4> Baudoouin de Jaer 작곡
'Solo Kayagum 12 Strings Compositions 5 sanjo and 12 short studies'(2008)

⑤ 하모닉스( ◇ )의 진화 - 전통음악에서 연주되는 옥타브 위의 음을 내는 하모닉스 외에 다
음과 같이 두옥타브위, 4도위, 5도위 음을 내는 하모닉스도 쓰이고 있다. 다음 <악보 5>는 한
옥타브와 4도위의 음을 하모닉스로 내는 예이다.
<악보 5> Jared Redmond 작곡 ‘An Ever Dimmer Light’(2016)

다음 <악보 6>은 두옥타브 위의 하모닉스를 연주하는 예이다.
<악보 6> Baudoouin de Jaer 작곡
'Solo Kayagum 12 Strings Compositions 5 sanjo and 12 short studies'(2008)

⑥ 불특정음 연주(x) - 악보에 있는 정확한 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악보 7>과 같
이 x표시가 위치해 있는 부근의 음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

8) 이 부호는 일반화된 부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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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백영은 작곡 18현금과 양금을 위한 ‘…사이’(2003)

2) 튕김(ㅇ)주법의 진화
전통음악에서는 같은 음이 2번 연속하여 출연할 때 튕기는 주법(ㅇ)을 사용하며, 장지와 식
지를 사용하여 연튕김(280)하기도 한다. 현대곡에서는 이러한 튕김주법 외에도 다음 <악보 8>
과 같이 여러 손가락을 이용하여 많은 음을 한번에 튕겨주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때
②과 같이 손가락번호와 원을 사용하여 기보한다.
<악보 8> Eve Duncan작곡 ‘Titans for Gayageum, Viola and Flute’

다음 <악보 9>와 같이 한 악장 전체가 튕김 주법으로 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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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④③

<악보 9> Benjamin Helmer 작곡 ‘Sopum’(2009)

3) 농현(

)주법의 진화

농현은 가야금의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연주법의 하나로 현대작품에서도 많이 쓰이
고 있다. 전통음악에서의 농현은 조(調)나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굵기가 달리 연주된다. 현대
곡에서는 이러한 농현의 굵기나 형태, 방법을 분명하게 기보하게 되었다.
① 한음의 다양한 농현 - 현대곡에서는 농현을 좀더 구분하여 굵은 농현(
) , 빠른농현(

), 점점 굵어지는 농현(

현강도가 변하는 농현 (

), 가는 농현(

), 점점 가늘어지는 농현(

), 농

)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다음 <악보 11>과 같이 괄호안에

최저음과 최고음을 기보하여 농현의 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악보 11> 윤혜진 작곡 ‘수굴개공’(2006)

② 여러음을 동시에 농현 (

) - 현대곡에서는 다음 <악보 12>와 같이 두음이나 세음 이상

부터 10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뜯거나 글리산도 한 후 농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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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Wang Ching-yi 작곡 ‘물결치는 구름들Surging Clouds’(2010)

③ 여러음을 연주할 때 특정음만 농현(

등등) - 다음 <악보 13>과 같이 여러음을

연주하면서 특정음만 농현할 경우 그 음이 강조되면서 독특한 음향이 발생한다.
<악보 13> 정태봉 작곡 가야금독주를 위한 “길”(2005)

④ 여음이 엇갈리는 농현(

) - 다음 <악보 14>와 같이 두현을 동시에 뜯으며 농현할 때

두음의 농현이 한 방향이 아니고 서로 엇갈리게 농현 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음향을 만들 수
있다.
<악보 14>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2000)

⑤ 손바닥이나 팔꿈치 아래로 농현 (

,

) - 다음 <악보 15>와 같이 손바닥이나 팔꿈치

아래로 농현할 경우 강한 농현소리뿐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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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나효신 작곡 ‘정지향’(2000)

⑥ 농현과 함께 다른음 연주 - 다음 <악보 16>과 같이 한음의 농현을 지속하는 동안 다른 음
을 연주하여 두 소리가 어우러지며 매우 독특한 음향이 나게 된다.
<악보 16> 나효신 작곡 ‘지장불공’(1997)

⑦ 창의적인 농현선의 설정 (

등등) - 가야금은 왼손의 움직임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

한 농현선을 만들 수 있다. 다음 <악보 17>과 같이 악보에 창의적인 농현선을 그려주어 독특
한 농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악보 17> 안진아 작곡 ‘창공으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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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성주법의 진화
① 전성의 세기 구분 - 전성의 강도를 구분하여 약한 전성은

부호를 사용하며 강한 전성은

부호를 사용한다. 다음 <악보 18>과 같이 두 부호를 번갈아 사용하여 전성의 정도를 구분
하였다.
<악보 18> 김은혜 작곡 ‘가야금과 소프라노, 장구를 위한 가야금’(2001)

② 여러음 함께 전성(

) - 다음 <악보 19>와 같이 두음이나 세음 등 여러음을 함께 전성하

는 경우가 있다.
<악보 19> Donald Womack 작곡 ‘Highwire Act’(2009)

③ 특정음만 전성 (

등등)

- 다음 <악보 20>과 같이 2음 이상의 음을 연주하면서 특정

한 한음만 전성하는 경우가 있다.
<악보 20> 이해식 작곡 ‘흙담’ (1969)9)

9) 이 악보에서

ㅍ

표시는 전성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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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음의 연결
,

① 그림여음진행(

,

) - 다음 <악보 21>과 같이 현대곡에서는 여음의 연결

을 다양한 선의 모양으로 기보하여 다양한 여음의 진행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악보 21> Dylan Lardelli 작곡 ‘오동나무’ (2004)

② 연주하면서 동시에 특정음만의 여음을 변화 - 다음 <악보 22>와 같이 선율을 연주하는 동
시에 특정음의 여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두음의 여음이 동시에 울리면서 독특한 음향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악보 22>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1999)

6) 미분음 진행 - 미분음 진행은 전통음악, 특히 산조의 휘모리 등에서 많이 나오는 주법이
다. 현대곡에서는 다음 <악보 23>과 같이 미분음 진행에 농현을 첨가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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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정태봉 작곡 플릇과 가야금을 위한 ‘학무’(1997)

(3) 연주법의 현대적 발전
전통음악에서는 보이지 않던 여러 연주법들이 현대작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왼손연주(L.H) 및 화음연주
1960년대 초부터 왼손연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왼손연주에 의한 본격적인 화음연주는
21현금 이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10)
다음 <악보 24>는 왼손에 의한 화음연주의 대표적 예이다.
<악보 24> 이건용 작곡 ‘한오백년’(1999)

10) 21현금은 1986년에 작곡가 이성천에 의하여 개발 되었으며, 초연음악회에서 5음음계에 의한 곡 이
외에도 7음음계로 조율하여 서양음악을 편곡한 곡들이 초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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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리산도 ( ↑↓ 등등 )
글리산도는 두음 이상의 음을 위나 아래 방향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악보 25>
와 같이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위나 아래로 긁어 연주한다.
<악보 25> 이성천 작곡 놀이터 (1966)

다음 <악보 26>과 같이 직선의 방향이 글리산도의 방향을 지시하기도 한다.
<악보 26> Qin Wen-chen 작곡 ‘Sounds, Arousing MemoriesⅡ’(2008)

3) 트레몰로 (

)

트레몰로는 한음을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한음을 트레몰로 연주하는 경우와 두음 이
상을 트레몰로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트레몰로는 일반연주법에 의한 트레몰로, 튕기는
주법에 의한 트레몰로, 손톱긁기 연주법에 의한 트레몰로 등 다양한 연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
으며 주법에 따라 매우 다른 소리가 난다.
다음 <악보 27>은 연주위치를 변화시키며 트레몰로 연주하여 음색의 변화를 주는 예이다.
이 악보에서

는 현침 가까이 연주,

는 현의 중간에서 연주, ⌧는 현침 위에서 연주하는

부호이다. 현침 위에 놓여 있는 줄을 손톱으로 긁으면 매우 작은 소리가 나게 된다.
<악보 27> Jared Redmond 작곡 ‘An Ever Dimmer Light’(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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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28>과 같이 튕기는 주법으로 트레몰로를 계속 연주할 때 연주법을 달리하여 매
우 독특한 음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악보 28> 구본우 가야금과 현악삼중주를 위한 ‘가까움/멈’(1998)

4) 현을 손톱으로 긁기 - 다음 <악보 29>와 같이 줄을 엄지와 식지 손톱으로 잡고 옆으로 당
기면서 긁어주어 독특한 음향을 내어준다.
<악보 29> Donald Womack 작곡 ‘Mu'(2013)

5) 현 문지르기 - 다음 <악보 30>과 같이 현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름으로써 신비스러운 음향
을 내는 경우가 있다.
<악보 30> 나효신 작곡 ‘석굴암에 다녀와서’(2000)

6) 안족 왼쪽 부분 연주 (

) - 가야금의 연주는 오른손으로 안족의 오른쪽(연주자쪽에서 보

았을 때) 부분의 현들을 연주하지만 현대곡에서는 다음 <악보 31>과 같이 안족의 왼쪽부분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악보의 기보되어 있는 음을 연주하여도 기보음과는 전혀 다른 불
특정음이

연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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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윤혜진 작곡 ‘5인의 주자를 위한 씨 안의 나무속의 씨’(2005)

7) 안족 양쪽 동시 연주하기 (

) - 다음 <악보 32>과 같이 안족을 중심으로 한 현의 오른

쪽과 왼쪽을 동시에 양손으로 연주하여 매우 독특한 음향이 난다.
<악보 32> 이해식 작곡 ‘춤바래기’(1997)

또한 다음 <악보 33>과 같이 오른손과 왼손을 분리하여 양쪽을 함께 연주하기도 한다. 이
때 왼손으로 연주하는 안족 왼쪽의 음들은 불특정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야금소리와 안족
왼쪽의 독특한 음향이 함께 어울려 나게 된다.
<악보 33>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1999)

8) 한줄을 두손으로 연주(

) - 다음 <악보 34>과 같이 한줄을 안족의 오른쪽(연주자가 보

았을때)에서 양손가락으로 함께 연주함으로써 약간 막힌 듯한 음색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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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이해식 작곡 ‘줄풀이 제2번’(1989)

9) 현을 누른다음 손 들어주기(

) - 다음 <악보 35>과 같이 손가락으로 현을 눌러준 다음

위로 올라오면서 손가락을 줄에서 떼어 주면 독특한 음향이 발생하게 된다.
<악보 35> 정일련 작곡 ‘무’(2009)

10) 불특정음 클러스터 (

) - 다음 <악보 36>과 같이 악보에 기보되어 있는 음역대의 임

의의 여러음을 연주하여 자유스러운 느낌을 준다.
<악보 36> 이성천 작곡 ‘독주곡 40번 노천명의 4월의 노래에 의한 시상’(1991)

11) 안족 들어서 치기 (

) - 다음 <악보 37>과 같이 안족의 머리를 당겨 한쪽 발부분이

가야금 몸통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강하게 몸통을 치게 함으로써 매우 강한 소리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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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안진아 작곡 ‘창공으로’(2007)

12) 악기 두드리기 - 현대곡에서는 좌단, 몸통 등 악기의 여러 부분을 두드려 타악기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음 <악보 38>과 같이 줄위를 두드려 독특한 음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악보 38> 김대성 작곡 호호굿(2002)

다음 <악보 39>와 같이 곡의 마지막부분에서 안족을 차례로 쓰러뜨림으로써 매우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악보 39> 백병동 작곡 ‘환명’(1988)

13) 특수도구 사용 - 다음과 같이 가야금 연주에 특수한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독특한 음향
을 내거나 타악기적 효과를 낼 수 있다.
① 활 - 황병기 작곡 ‘미궁’, 임지선 작곡 ‘또 다른 세상에는’, 김희정 작곡 ‘묵음’, 김남국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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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여해의 술잔에 소리를 적시어’ 등
② 기타피크 - Christin Utz 작곡 ‘Together//Apart’
③ bottleneck - Christin Utz 작곡 ‘Together//Apart’
④ 쇠골무 -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 강은수 작곡 ‘봄날에’
⑤ 거문고술대 - Chihchun Chi-Sun Lee 작곡 ‘Rhyme of Strings for Pipa & 18-strings
Gayageum’
⑥ 동전 - 김대성 작곡 ‘반서름’
그 외에도 양금채, 장구채 등 다양한 도구들이 쓰이고 있다. 다음 <악보 40>은 쇠골무를 사
용한 예이다.
<악보 40> 나효신 작곡 ‘황하가 푸르도록’(2000)

14) 미세한 음의 변화 이용 - 가야금의 줄은 명주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가늘고 높은 안족
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연주하는 도중 음높이가 미세하게 변하게 된다.
이에 가야금연주가는 연주를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음의 변화를 감지하여 조율을 고쳐가면서
연주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나효신 작곡 ‘행선지를 모르는 바람처럼’ 과 같은 현대곡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처음 조율한 이후 연주하는 동안 음이 변하여도 조율을 다시 하지 않
도록 지시하여 곡이 연주되는 동안 변하는 미세한 음의 변화를 활용한 작품도 있다.
3. 결론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 연주법을 통하여 전통 가야금 연주법을 살펴본후 가야금의 전통적
연주법이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가야금의 전통적인 연주법은 현대에 와서도 가야금 연주의 가장 기본적인 연주법으로 계승
되고 있으며, 기본 뜯는 주법은 뜯는 위치나 방법 등 특별한 기보 없이 연주자에 따라 달리하
던 방법이 여러 다양한 연주부호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구분되어 기보되고 있다. 또한 튕김,
농현, 전성, 하모닉스 등은 전통연주법 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 진화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음악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던 왼손연주 및 화음연주, 글리산도, 트레몰로,
현문지르기, 안족 왼쪽연주, 안족 양쪽 동시 연주, 한줄 두손으로 연주, 불특정음 클러스터,
안족 들어서 치기, 악기 두드리기, 특수도구 사용 등의 극한의 현대적인 주법들이 현대곡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야금의 연주법이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한 것은 가야금의 또 다른 소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주가와 작곡가의 노력이라 생각되며, 또한 여기에 가야금이 세계화의 길
로 나가며 가야금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외국 작곡가들의 역할도 컸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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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야금주법의 발전은 주법의 발전과 함께 주법의 미세한 차이를 악보로 기보하는 기보
법의 발전도 하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이재숙, “근세 가야금연주법의 변천”, 「민족음악학」 제6집, 1984.
이지영, 「연주가와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기보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1.
최충웅, 「가야금 정악보」, 은하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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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야금 연주법의 현대적 변화양상” 논평
김

묘

신

(이화여자대학교)

“가야금 연주법의 현대적 변화양상”은 가야금 연주에 특별히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
라도 가야금이 주법이 그 동안 얼마나 변화, 발전, 혹은 현대화 되어 왔는가를 연주법의 다양
함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논문이다. 가야금에 관계된, 그 중에서도 연주법이라는 특
정한 부분만을 통해서도 그 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창작음악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흥미로운 논문이다. 또한 “한국음악의 시도”라는 본 학술회의의 주제에 합당하게 많은 작곡가
들에 의해 가야금이라는 악기에 ‘시도’되어 졌고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연주법들을 소개한
다.
연구자 자신이 창작국악 1세대 연주자인 스승님들에게서 새로운 가야금 연주법을 배웠으며,
나아가 가야금 음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 연주법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의 저서
『현대가야금기보법』(2011)을 통해서 가야금 연주법을 한국과 서양 작곡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는데, 이는 가야금이 “한국의 전통악기를 벗어나 세계의 악기로서 세계인의
음악”1)을 연주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연구자의 적극적인 태도로 이해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책에 소개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작곡자들에 의해 새롭게 창
작된 연주법도 소개되어 있어 연구자의 가야금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본 논평자는 가야금 연주자가 아니며, 또 가야금연주에 관한 실질적 지식도 모자라기에 연
주법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해 질문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바, 논문을 읽으며 생긴 궁금
증과 이러한 연주법의 변화가 가져온 음악적 변화의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
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과 연구자의 저서인 『현대가야금기보법』에서 예제로 사용된 곡들 중 많은 수
가 외국의 작곡자들에 의해 작곡되었는데 이 작곡자들이 가야금을 먼저 알고 작곡을 했는지
아니면 한국연주자들의 의뢰를 통해

작곡을 하게 되었는지? 즉 가야금이 외국의 작곡자들에

게 알려지고 작품이 나온 배경이 궁금하다. 예를 들어 『현대가야금기보법』의 추천사를 쓴 클
라우스 후버(Klaus Huber)교수는 1992년에 가야금곡을 작곡해 윤이상님께 헌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의 경우와, 그 외의 도날드 워맥(Donald Womack), 츄웬정(Chou Wen-chung), 크
리스틴 우쯔(Christian Utz)과 같은 많은 외국 작곡가들이 가야금 음악 혹은 한국음악과 관련
된 과정에 대한 것이 궁금하다. 이는 가야금 음악/한국음악이 연구자의 표현대로 “세계화”되
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지영. “여덟개의 정경” 음반 홍보 문구. (김희선. 「‘구별’의 음악: 현대 가야금 연주에 있어서 정체
성의 협상」, 『한국음악연구』 40호, 한국국악학회, 2006. 6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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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논문이 가야금 연주법의 변화에 대해 논의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
는 악기의 변화, 즉 악기개량의 문제가 바탕이 되어있다고 하겠다. 악기의 변화는 연주법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행위와 감상의 문제로 이어지며, 나아가 이러한
변화들은 음악에 대한 생각의 변화, 즉 음악감수성 혹은 미적감각의 변화로 연결된다 할 것이
다. 연구자는 가야금연주자로 많은 연주를 해왔는데--특별히 새로운 연주법을 사용하는 현대
적 가야금곡을 연주할 때--관객을 통해 체험하거나 반응으로 돌아온 것을 바탕으로 가야금의
‘민족적’ ‘한국적’악기라는 대표성이 현대의 관객에게 ‘현대적’인 곡들을 통해 어떻게 상징되고
있는지, 혹은 그 상징성에 변화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지?
셋째, 논문에 소개된 작곡자들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연주법이 연구자의 개인적 가야금
연주행위에 준 직접적 영향이나, 새로운 연주법으로 인해 생겨난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
인지? 즉, 국내외의 다양한 작곡자들에 의한 가야금 음악의 확대가 연구자의 음악적 행위와
음악에 대한 생각의 틀/철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가야금은 줄이 모두 개방현으로 되어있고 줄 수가 많은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연주법의 시
도가 가능하며, 이러한 점에서 독특한 음향을 발현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악기이다.
이 논문에 소개된 다양한 연주법들은 이러한 독특한 음향을 추구하는 작곡자들의 시도로 ‘전
통’과 ‘현대’를 품고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해온 가야금의 지평을 더욱 넓혀간다 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자의 현대적 가야금 음악과 관계된 다양한 행보를 더욱 기대하는 마음을 갖으며
논평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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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들: 실험과 도전의 기록2)
김 희 선(국민대학교)
-목 차 들어가며
글로벌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 등장배경
월드뮤직 장 한국음악의 궤적
실험과 도전의 의미와 전망

들어가며
20세기 초 제국주의로 비롯된 전통음악의 시련은 20세기 중반 국가주의의 등장, 국립국악
원의 재정비, 무형문화제 제도, 교육제도화, 현대적 국악관현악단의 등장 등을 통해 기틀이 마
련되면서 현대적 국악계로 재편되었다. 현대적으로 재편된 국악은 기존의 전통음악의 범주를
포괄하면서도 시대적 요청에 맞는 무대 공연물로 재구성되었으며 교육제도화와 함께 특정한
방식으로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을 통해 전통적 미학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회의
변화는 전통음악의 소극적 수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국악은 상업적 대중문화
산업 안에 포섭되지 못하면서‘국가적 요구’는 있으나‘사회적으로는 주변화’된 모순된 장르예술
로 남게 되었다. 공연예술계와 문화산업이라는 거대한 두 주류의 흐름 안에서 비껴난 국악은
운명적으로‘문화유산’의 범주 안에 머물게 되었으나, 한편 양적으로 비대해진 국악계와 교육제
도화를 통해 예술생산자 대열에 합류한 새로운 세대의 신진예술가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
고자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계속하게 된다. 현대 국악의 흐름을 이 방식으로 읽어낸다면 현재
국악계의 여러 흐름들은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의 끊임없는 실험의 도전이자 시대
의 요청에 따른 주체들의 적극적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음악현상을 제국주의, 식민, 후식민,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정의할 수 있
다면 21세기 초반의 음악현상은 글로벌리제이션 혹은 세계화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 이미
20세기를 통해 전 세계의 음악 산업은 글로벌 단위에서 재편되었고 음악 산업 안에 가장 소
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배제되었던 지역의 전통음악들도 80년대 후반 등장한 장르마켓‘월드뮤
직’안으로 포섭되고 21세기가 되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촉발한 공연무형문화유산
의 경쟁까지 더해져 전통음악계도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재편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글로벌 체제는 로버트슨(1995)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지역적인 것의 세계
적인 생산, 세계적인 것의 지역적 생산”, 아파두라이(2004)의 “탈구(displacement)”, 톰린슨
2) 본고는 발표문으로 작성되어 인용을 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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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탈영토화(deterritorization)”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문화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통한 문화세계화로 설명될 수 있다.3)
이 발표는 이러한 두 흐름을 이해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며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한국
전통음악계와 21세기의 세계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본 발표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월드뮤직의 등장, 성격, 제도화 과정,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 월드뮤직의 이동과정을 살
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통음악의 해외진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다. 이 발
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월드뮤직 장에 등장한 국악계 음악실천의 궤적을 정
리하고 앞선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국내외 공연예술 플랫폼의 등장, 개별 아티
스트 혹은 그룹의 구체적 실천과정을 살피고 월드뮤직 장 한국음악의 실천과 도전의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글로벌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 등장 배경
여기서는 글로벌 월드뮤직 장에 한국음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글로벌 월드
뮤직의 등장과 제도화 과정, 국악계 내적 담론적 배경, 국내 공연예술 플랫폼의 등장, 국내 월
드뮤직 등장과 국악과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글로벌 월드뮤직의 등장과 제도화 과정
월드뮤직은 비서구 음악의 상업적 유통을 위해 고안된 상업적 유통어로 1987년 영국 런던
의 한 펍에서 25개 독립음반사, 공연 프로모터, 방송 및 음악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여 탄생
하였다.4) 음반판매 진열대에 적절한 명칭으로 월드뮤직을 제안했는데 이는 새롭게 등장한 비
서구 음악 배경의 혼종음악을 가르키는 기존의 다양한 용어들인 에스닉, 포크, 인터네셔널, 월
드비트, 에스노 팝, 월드퓨전, 벨트 비트, 뮤지끄 몬디얼 등을 대체한 선택어였다.5) 즉 월드뮤
직은 전지구적 대중문화와 매스 미디어의 확산에 힘입은 상업적 음악들로 실제로 기존의 ‘민
속’전통, 대중 지역의 팝 등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장르마켓을 차지하는 메타장르를 지칭하는
것이다. 산업으로서의 월드뮤직의 용어가 등장하고 순차적 제도화의 과정이 구성되었는데 이
는 방송, 음반, 잡지, 페스티벌, 시상제도 등 전지구적 유통과 프로모션으로 진행되었다. 세계
적 월드뮤직 페스티벌인 워매드(WOMAD, World Music and Dance)는 이미 1982년에 시작
하여 월드뮤직 뮤지션들의 주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987년 월드뮤직 용어의
등장 3년 후인 1990년 5월 빌보드 차트는 월드뮤직 범주를 추가하였으며 1991에는 그래미
어워즈에 월드뮤직 부문이 추가되었다.6)

1994년에 유럽을 중심으로 월드뮤직 마켓인 워맥스

3) 김희선, 2009, “국악의 세계화 담론과 월드뮤직화”, 『음악과 문화』, 28-29쪽.
4) Timothy Tayor, 1997, Global Pop: World Music, World Markets (New Yori: Routledge) 2-3
쪽.
5) 김희선, 2011, “월드뮤직에서 ‘상상된 민족’의 정치학”, 『공연문화연구』, 230쪽.
6) 1958년 시작한 그래미 어워즈는 팝, 클래식, 가스펠, 재즈 등 음악장르 뿐 아니라 코미디, 어린이, 뮤
직 비디오 등 30개 부분에 걸쳐 시상을 진행하며 세부적 부문으로는 78개의 장르를 시상한다. 1959
년부터 포크 혹은 에스닉으로 지칭되던 부문은 1991년 월드뮤직으로 재범주화하면서 선정대상도 글
로벌 월드뮤직 음반으로 변화되었다. 월드뮤직 부문의 추가 이후 민속 범주는 축소되었고 미국 루츠
부문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월드뮤직 부문은 다시 2003에 최고 전통 월드뮤직 음반(Best Traditional
World Music Album)과 최고 컨템포러리 월드뮤직 음반 (Best Contemporary Worl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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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X, World Music Expo)가 등장하였다. 월드뮤직 러프 가이드(World Music Rough
Guide)류의 대중적 월드뮤직 단행본 시리즈가 1994년부터 출간되었고 1999년부터는 월드뮤
직 전문 잡지인 송라인즈(songlines), 에프루츠(froots), 글로벌 리듬(Global Rhythm), 싱아웃
(SingOut), 더 비트 매거진(The Beat Magazine), 휘들러 매거진(Fiddler Magazine), 아이리
쉬 뮤직 매거진(Irish Music Magazine)등이 출간되었다. 영국의 BBC 라디오 3 채널에는 고
찰스 질렛(Charlie Gillet)이 진행하였던 월드뮤직 프로그램이 고정 편성되었으며 월드뮤직 페
스티벌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구성하였으며 다국적 음반사와 월드뮤직 전문 독립 음
반사들은 월드뮤직 아티스트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세계 월드뮤직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북미
공연예술마켓인 시나스(CINARS)나 에이피 에이피(APAP) 등도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월드뮤
직을 소개하고 뉴욕,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서 월드뮤직을 중심으로 하는 공
연시리즈물 혹은 공연장이 등장하였다.7) 즉 월드뮤직은 전 지구적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
하며 제도화가 구성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8) 이에 라잉(Daivd Laing)은 월드뮤직은 전지구적
산업흐름과 거시 경제학의 관점에서 세계 음악산업 가운데 독특한 네트워크를 갖는“장르 마
켓”이라 정의한다. 이는 프리스(Simon Frith)의 “뉴 장르 월드”를 확장하여 이해한 개념으로
지리적 정치 지역의 수평적 분화가 아니라 음악의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나뉘며 국
가적 경계를 넘나드는 장르마켓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르마켓은 판매 차트, 라디어 편
성 포맷, 미디어, 페스티벌, 전문 음반회사, 거래 협회, 마켓, 청중들에 의해 구성되며 그 정의
에 있어 모호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월드뮤직은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매우 독특한 틈새시장을 차지하는 산업규모를 가진 장르 마켓으로 규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9)
주지하듯이 글로벌 월드뮤직은 제도화가 구축된 이후 서구를 벗어나 점차 비서구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아시아 음악은 월드뮤직의 지리적 한 축을 차지하며 새로운 생산지이자 소비지로
부상하고 있다.10)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월드뮤직의 장에 소개되지 않았던 한국음악이 재
발견되면서 글로벌 월드뮤직에 주요 음악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목격 중이다.
또한 현재 글로벌 공연예술계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탈장르 탈경계의 공연예술물의 증
가로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증가하고 국제적 공연활동이 용이해 짐으로서
월드뮤직의 장이 확장되고 비서구 전통음악의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음도 목격하고 있다. 특
히 음반시장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2000년대 이후 활성화 된 SNS를 통한 새로운 방
식의 미디어 소통은 전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과 관객들이 용이하게 타 지역의 공연물, 장르,
아티스트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서 음악 산업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공연예술시장의 확장은 월드뮤직, 더 나아가 전통
Album)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후 라틴, 레게, 뉴 에이지, 아메리칸 루츠 등은 따
로 분류를 함으로서 그래미 어워즈의 월드뮤직 부문은 모호함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희선·오은이 2011 “월드뮤직 컨텐츠 연구: 그래미 어워즈 최고 전통 월드뮤직 음반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47집. 147-196. 참조.
7) 대표적으로 뉴욕의 월드뮤직 인스티튜트, 파리의 세계 문화의 집, 암스텔담의 라사 센터(Rasa Center
for World Cultures) 등을 들 수 있다.
8) 김희선·오은이, 2011, “월드뮤직 컨텐츠 연구: 그래미 어워즈 최고 전통 월드뮤직 음반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47집. 147-196. 김희선 2014 “재현되고 상상되는 아시아: 아시아 월드뮤직의 구
성과 재구성” 『음악과 문화』 제31집, 127-133쪽.
9) David Laing 2009 “World Music and the Global Music Industry: Flows, Corporations and
Networks,” World Music: Roots and Routes. 김희선 · 오은이 앞의 논문 재인용
10) 김희선, 2011, “재현되고 상상되는 아시아: 아시아 월드뮤직의 구성과 재구성”, 『음악과 문화』 제31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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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음악들의 글로벌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악계 내적 담론적 배경
수사로서‘국악의 세계화’등장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선행연구에서 국악계의 월드뮤직
담론은“기존의 담론인 국악의 현대화, 국악의 대중화와 맥락적으로 맞닿아”있으며 이는 국악
계에 존재한“외부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고민과 성찰의 결과”이며“현대화, 대중화 담론의 진화
물”로“대중화와 현대화의 깃발아래 모여있다가 국악의 세계화라는 깃발로 헤쳐모이는 상황으
로 전개”되고 있다고 고찰한 바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악계의 오랜 과제인 관객확보와 관
련이 있으며 세계화 담론과 함께 등장한 국악계 현실인식의 결과물로“로컬에서 성공하지 못한
관객의 확보를 탈영역의 단위에서 소비되기를 열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악계의
세계화와 월드뮤직의 담론의 등장은“국악계 내부의 상황, 학습, 자가진단 및 전략, 세계화의
일상적 경험, 새로운 문화 환경의 변화”등이 반영된 것이다.11) 또한 세계화의 가속으로 앞서
언급한 세계 공연예술현장의 변화와 세계화 정책의 등장으로 공연예술은 국가 프로젝트로 기
획되기 시작하였고 K-pop 과 한류 등 한국 발 대중문화생산물의 글로벌 성공의 경험으로 한
국형 문화 콘텐츠물의 개발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악계 내부에서는 국악의 대중화를
대치할 새로운 담론이 요청된다. 즉 국악의 세계화는 국악계, 국가, 세계의 변화에 대한 요구
가 반영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진출의 성격이 바뀌었음이 고찰되기도
하였다.12)
3. 국내 공연예술 플랫폼의 등장
`한편 현재 국악의 월드뮤직 장으로의 등장은 위의 국악계 내부의 담론적 변화 뿐 아니라
국제교류와 세계화를 지향으로 삼으면서 구체적 적극적으로 이에 접근하려는 국가/ 민간단위
의 전략적 행보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향의 전략적 행보를 매개로 국악계에서는 월
드뮤직계에 접합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으며 국제교류 전문기획자들이 성장하면서 적극적
양성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공연계 국제교류기금의 마켓 적합화가 서서히 이루어졌으
며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기관지와 웹진을 통해서
도 국제교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그런가하면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예
술, 음악의 국제유통마켓, 컴피티션 등 창작 및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으로
서울아트마켓과 저니 투 코리안 뮤직 프로그램, 문화예술위원회의 아창제, 21세기 한국음악프
로젝트, 천차만별 콘서트, 여우락 페스티벌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신세대 아티스트들
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이들의 공연물의 유통이 용이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 여기서는 2000년대 이후 국악계에 등장한 다양한 생산/유통/국제교류 플랫폼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세계화 지수가 높아지고 공연계 전반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지향성이 높아지면서 연
극, 무용 등의 분야에서는 민간의 개별단체 혹은 협회 차원의 국제교류를 모토로 내건 활동이
나 기획자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책으로 세계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공연
11) 김희선, 2009, “국악의 세계화 담론과 월드뮤직화”, 『음악과 문화』 20집. 31-34쪽.
12) 김희선, 2013, “국악의 세계화: 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27집,
36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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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시장진출모색을 지향하면서 연극, 무용 복합장르와 함께 국악을 세계시장유통 지원의
장르로 규정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 한국공연예술의 국제적 견본시로 서울아트마
켓(PAMS: Performing Art Market in Seoul)이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아트마켓은 쇼케
이스인 PAMS Choice를 통해 국내 유수의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지향적 작품을 무대에 소개하
고 해외 관련 프로모터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해외 시장개척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이는 곧
바로 기관의 설립으로 연결되는데 2006년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재단법인 형태로 예술경영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국내 단체들의 해외진출의 전문역량강화, 국제교류 전문기획자 양성, 마
켓 개발, 국제교류 펀딩 적합화, 네트워크 확장 및 예술유통활성화, 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예
술정보생산 및 활용강화,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05년 시작한 서
울아트마켓의 음악분야 쇼케이스 선정작은 이후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 소개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데 PAMS Choice에 선정된 아티스트는 다음과 같다. 2005년 공명, 다악, 타루,
New Asia String Quartet 2006년 Korea Festival Ensemble, 강은일 해금 플러스, 오감도,
그림 2007년 예산족, 바이날로그, 공명 2008년 이스터녹스, 김주홍과 노름마치, 전재덕 2009
년 사천가(다원), 비빙, 바람곶, 불세출 2010년 미연 박재천, 토리 앙상블, 청배 연희단, 거문
고 팩토리 2011년 숨, 카오스모스 근동 사중주단, 정가악회, 공명, 2012년 비빙, 앙상블 시나
위, 사이, 잠비나이 2013년 박민희, 공명, 앙상블 시나위, 더 광대, 타루 2014년 박우재, 타
루, 한승석 정재일, 이희문 컴퍼니 2015년 바라지, 박민희, 창작그룹 노니, 타니모션, 판소리
만들기 자(다원) 2016년 김효영, 박경소, 박지하, 이희문 컴퍼니, 판소리 만들기 자(다원)등이
선정되었다.
2006에 설립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악(음악)분야의 국제마켓 진출을 월드뮤직 마켓으로
설정하고 2007년 서울 아트마켓에“저니 투 코리안 뮤직(Journey to Korean Music)”의 별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국악의 다양한 공연예술장르, 작품, 아티스트를 포괄적으로 글로벌 월드
뮤직계에 매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을 통해 글로벌 월드뮤직계의 주
요 인물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국악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의 매개
자로 역할하게 된다.13)
2007년에는 신진 국악 아티스트 발굴 및 창작음악 유통 플랫폼으로“21세기 한국음악 프로
젝트”(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악방송 주관 국립국악원과 KB금융그룹후원)가 시작되었다. 2007
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상자로 프로젝트 락, 불세출. 이스터녹스, 아나야, 정민아, 곽수은, 나리
랑, 프로젝트 시나위, 차승민, 숨, 신국악단 소리아, 사회적 기업 노리단, 억스, 아시아 뮤직
앙상블, 고래야, 재비, 절대가인, 타니모션, 다올소리 등이 배출되었으며 지속적 신진 아티스
트와 창작곡 공급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민간의 창작음악/ 아티스트 유통 플랫폼으로 천차만별콘서트가 시작되었다. 창
작국악 특화의 민간 소극장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신진 예술가들의 실험정신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공연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플랫폼으로 국악전용 민간 소극장인 북촌창우극장
(대표 허윤정)에서 주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기존의 창작국악중심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서
거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대표 창작음악을 갖게 된 신진 아티스트들이 한 시간
짜리 공연물로 확장 구성하여 공연이자 대회의 성격을 띈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아나
야, 비빙, '불세출'(2008) '별악'(2010) '고래야'(2012), 차승민, 아리수, 김보라, 타니모션,
13) 저니 투 코리안 뮤직으로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월드뮤직계의 인사들의 명단은 김희선 2013 “국악
의 세계화: 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27집. 부록(2008-2013년 서울아트
마켓 참가 해외 마켓 전문가 명단, 4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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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n, 숨, 거문고 팩토리 등의 아티스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이후
북촌창우극장은 2010년 이후 창우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시작하면서 월드뮤직의 아티스트들을
국악계에 본격 소개하고 천차만별콘서트 등을 통해 성장한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해외 유수의
월드뮤직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국제적 아티스트로서의 행보
를 계속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월드뮤직계에 안착하기 시작하는 한국음악의 약진을 바탕으로
이들의 글로벌 활동을 다시 국내에 소개하거나 유통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페스티벌을 통해
시작되는데 2010년 국립극장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우락(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페
스티벌>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는 경연형식의 콘서트로 <소리 프런티
어>가 시작되었다. 첫해의 여우락 페스티벌은“당신만 몰랐던 세계가 먼저 알아본 한국월드뮤
직”이란 모토로 당시 월드뮤직 장에 소개되고 있던 공명, 노름마치, 소나기프로젝트, 들소리를
소개하였다. 2011년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2010년 워맥스에 등장했던 바람곶, 토리앙상블과
이전 해 이미 워맥스 쇼케이스에 초청을 받았던 공명과 들소리를, 2012년은 꽃별, 정민아, 이
자람, 노름마치, 정가악회, 그림, 2013년 황병기-양방언, 푸리, 정가악회, 공명, 그림, 동해안
별신굿 화랭이 김정희-임동창-호주 재즈 드러머 사이먼 바커(영화 땡큐 마스터 킴 주인공),
앙상블 시나위-민은경, 김수철, 2014년 5주년을 맞아 “더 이상 경계는 없다”를 모토로“한국음
악에 뿌리를 두고 세계와 소통하는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우리음악축제”를
내세우며 재즈 강태환, 한승석, 장영규, 박우재, 이희문, 정은혜 서영도, 정재일, DJ소울스케이
프, 양방언, 공명등의 콜라보레이션을 본격 시도하였다. 2015년에는 국제적 재즈 아티스트들
과 국악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면서 나윤선-허윤정, 프렐류드-전영랑, 이상은, 남궁연-민영
치-김주원, 조슬린 미에니엘-이아람, 이로 란탈라-정은혜 등울, 2016년에는 이생강 신관웅,
두 번째 달, 이희문, 이봉근, 프렐류드, 박중훈, 김영재, 조윤성, 이지수, 박경훈, 송창식 등의
아티스트들을 무대에 올렸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 프런티어에서는 아나야, 소나기 프로젝
트, 억스(AUX), 불세출, 바이날로그, 안은경, 타니모션, 주리스 쿤스, 권송희 등이 수상하였다.
그런가하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형 뮤직마켓이 시작되었는데

월드뮤직과 한국

전통, 대중음악의 아시아 유통 플랫폼으로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APaMM)이 울산에서 시작
되었고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비즈니스 뮤직 마켓으로 서울뮤직페어(Mu:con 뮤콘)이
시작되었다. 이들 마켓은 장르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내외 음악산업 관계자와 뮤지션
간 상호교류,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아티스트의 해외진출과 음악 산
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매칭 프로그램, 컨퍼런스, 쇼케이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전 세계의 페스티벌, 프로듀서, 음악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음악을 소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국내 월드뮤직의 등장과 국악과의 관계
국내에 월드뮤직이 소개되면서 국악계에 벌어진 사건은 월드뮤직의 자원화를 통한 국악과
월드뮤직의 음악적 혼종화를 들 수 있는데 2000년 이후 등장한 월드뮤직을 표방한 국악그룹
의 가시화와 보사노바, 탱고 등 비서구 지역의 음악의 양식이나 악기, 음악어법을 차용한 크
로스 오버 국악 등이다. <오리엔탈리카> <바이날로그> <들소리> <공명> <월드뮤직 그룹
Vann> <딸 Taal> 등의 그룹을 이러한 계열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며 초기의 <오리엔탈리카>
나 파키스탄의 까왈리와 한국의 서도민요를 차용한 그룹 <딸>의 음악적 지향은 다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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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개된 가시화되는 월드뮤직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 월드뮤직은 2001년 전주세계소리축제로 시작하여 2004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2007년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 2008년 울산월드뮤직 페스티벌 2009년 정선 월드뮤직 페스티
벌, 2010년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 2011 창우 월드뮤직 워크숍 페스티벌, 세계전통악기축제
등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국내 월드뮤직의 등장이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과 관계가 깊은 것
은 국내의 월드뮤직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국악계 신진 혹은 창작활동을 주로 하는 아티스트들
에게 공연의 무대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월드뮤직 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4) 앞서 소개한 2010년부터 시작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런티어는 첫 해부
터 해외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연을 겸한 공연으로서의 위상도 높이
는 한편 이들의 월드뮤직 장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네덜란드 아메르스포
르트 재즈 앤 월드뮤직 페스티벌(Amersfoort Jazz and World music festival), 대만국제예
술중심(Taiwan National Center for Traditional Arts) 등 해외 유수 페스티벌이나 기관과
연계하여 소리 프론티어 수상팀에게 국제무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페스티벌의 역량과 국제
교류의 경험이 확장되면서 월드뮤직 장으로의 진입은 점차 다변화 정교화되고 있다.

월드뮤직 장 한국음악의 궤적
여기서는 앞서 살핀 국내외 내적 외적 다양한 배경으로 월드뮤직의 장 안으로 접합하게 된
한국음악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발표자는 선행연구에서 월드뮤직 장 등장 이전의 한
국음악의 국제교류의 성격이 이후와 다르다는 점을 고찰한 바 있어 월드뮤직의 장이 펼쳐진
1980년대를 전후로 시작된 사물놀이의 국제적 활동으로부터 추적해 볼 것이다. 사물놀이는 기
존의 한국 공연물 중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공연계에 알려진 장르이며 시기적으로도 월드뮤직
장의 구성과 겹쳐지기 때문에 사물놀이의 국제공연계로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 등장: 사물놀이와 그 후예들
사물놀이는 김수근이 개관한 공연장인 공간사랑에서 당시 극장장이었던 강준혁의 기획 프로
그램“공간 전통음악의 밤”에서 1978년 처음으로 공연되었다.15)국내 첫 공연 이후 반향을 일
으켰던 무대화된 공연물 사물놀이는“한국전통음악의 현대적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이룩한 대
표적

음악”으로

일컬어지면서

김덕수를

중심으로

재편된

사물놀이

한울림의

이름으로

1979-1981년 사이 공간사랑, 독일문화원 및 크고 작은 연극, 마당극, 경축 예술제, 국악제,
뮤지컬 등으로 공연무대를 확장하였다. 사물놀이의 해외공연은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는데 사물놀이의 탈로컬 지향은 사물놀이 무대화 직후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982년의 일본과 미국투어를 시작으로 국제적 아티스트들과 조우하고 국제 공연계에 사물
놀이가 노출되면서 이후 국제적 행보를 이어갔다. 1983년에는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공연
과 첫 해외 상업음반을 출반하였으며 Keith Howard). 1984년에는 캐나다의 국제타악축제인
“수퍼커션(Supercussion)”에 참가하면서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며 북미, 일본, 유럽으로 투어
14) 국내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등장한 국악그룹의 리스트는 김희선 2014 “월드뮤직의 문화번역: 한국적
월드뮤직의 전개와 성격” 『음악과 문화』 제30집. 5-56. <부록 4>, 49쪽 참고.
15) 김덕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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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였다. 사물놀이를 세계로 알린 가장 유명한 공연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게임의 대
규모 메가 사물놀이 공연이었으며 90년대에는 레드 선 그룹과의 협업으로 유럽투어를 계속하
게 된다. 1991년에는 전세계 월드뮤직 페스티벌 중 가장 먼저 시작된 WOMAD16) 무대에 한
국팀으로는 처음 초청받아 공연하였고 같은 해에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무대에도 등장하였
다. 1993년 김덕수패 사물놀이는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으로 사단법인체가 된 이후 본격적
인 해외공연을 펼쳐나갔다. 이후 계속해서 국제 메가 이벤트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대전 엑스
포, 1995년 UN 초청공연, 1998년 평양 윤이상 통일음악회, 1999년 디즈니 에콥 공연, 2000
년 프랑스 태양극장,

미국 우드스탁 페스티벌, 2002년 한일 월드컵 , 2003 에딘버러 페스티

벌, 일본 사물놀이 25주년 기념 공연, 2005 프랑스 태양극단등의 공연이다. 주지하듯히 해외
에서 사물놀이는 보통명사 samulnori가 아닌 고유명사 SamulNori로 지칭되면서 특히 김덕
수패 사물놀이는 해외에서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장르이자 브랜드가 되었으며 2007년까지 사
물놀이는 거의 50여 개국의 3000여개의 공연무대에서 5500여회가 넘는 공연을 가졌다
(Hesslink 2012: 3). 특히 일본, 미국, 유럽의 클래식, 록, 재즈 아티스트와의 협업무대와 이
후의 음반출시는 사물놀이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요하였으며 주요 메이져 월드뮤직
다국적 음반사에서 레이블로 출시되어 글로벌 장르로서 사물놀이는 월드뮤직계에 안착되었
다.17)
사물놀이가 아티스트 김덕수를 넘어 하나의 국가브랜드화가 진행되면서18) 사물놀이는 국제
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장르로 알려지게 되었고 월드뮤직의 장에 진입한 이후 사물놀이의 후
예들 혹은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창작 작업을 펼치는 <들소리>, <소나기 프로젝트>, <김주홍과
노름마치> 등이 소개된 것은 월드뮤직 장의 장르 친밀성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사물놀이 혹
은 한국 타악을 바탕으로 사물놀이 한울림 이후 국악계의 주류출신이 아닌 연주/기획자가 구
성한 그룹 <들소리>를 통해 국제적 월드뮤직의 장에 소개되었다. 1984년 창단한 <들소리>는
국내, 일본, 미주, 유럽 등 54개국 이상에서 공연을 펼친 단체로 국악계 내 창작단체들이 주
요 연주자를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단체명과 공연작품을 앞세워 단원을
모집하고 해외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악계 주류출신이 아닌 단체이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결성된 단체로 처음부터 국제공연계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3년 싱가포르 아츠 마켓 쇼케이스에 진출한 이후 호주, 영국, 싱가포르, 스페인의 워매드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2006년에는 영국에 <들소리> 해외지부를 설립하여 (Dulsori,
UK.Ltd) 유럽을 중심으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들소리>의 공연은 사물놀이를 기
반으로 이후 점차 축원고사, 타악, 구음, 기악연주, 대고공연 등 퍼포먼스와 연주를 결합한 무
대공연작품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연의 중심에는 타악 퍼포먼스를 두고 있다.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유럽 중심 현지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였고 2008년 북미최대 아트마켓 APAP와 글로벌 페스트(Global FEST) 쇼
케이스에 등장하였고 2009년에는 워맥스에 공식 쇼케이스에 선정되어 공연하였다. 이후 2010
년 북유럽 락 페스티벌인 로스킬레 락 페스티벌, 유럽에서 음반‘Dulsori’출시하였다. 2012년
에는 관철동 시네코아 2관에 타악 퍼포먼스 '월드비트 비나리'의 명칭으로 전용관을 개설하여
1년간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16) 1982년 피터 가브리엘 창립한 월드뮤직 축제. WOMAD는 World Music and Dance의 약자이며 현
재 영국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축제이다.
17) 김희선, 2015 “사물놀이의 세계화” 사물놀이 세미나, 서울국립고궁박물관 학술대회 발제문.
18) 김희선, “사물놀이의 세계화” 학술대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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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물놀이의 후예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타악그룹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1993년 창단하여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다가 2007년 독일 크랑웰턴 페스티벌 참가를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시작하였다. 2008년 이후 독일의 썸머 뮤직페스티벌에 지속적으
로 참가하면서 노름마치는 독일어권 진출의 거점을 얻고 이를 계기로 독일 에이전시와 파트너
쉽을 맺게 되었다. 현재 이 에이전시는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독일어권(독일, 오스트리아, 스
위스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특히 다양한 마켓과 쇼케이스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 월드뮤직공연계에 인지도를 높였는데 서울아트마켓, APAP, Live!
Singapore, 바벨메드뮤직 등에 참가하였다. 프랑스 바벨메드뮤직 쇼 케이스를 통해

프랑스

슈드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유럽의 다른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다. 2008년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 쇼케이스를 통해 뉴욕 월드뮤직협회(World Music Institute, WMI)와 계약을 맺고
2010년 미국 6개 도시 투어가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미국의 APAP 쇼케이스를 진행하였고
이후 LA 레비 파빌리온 공연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같은 해 프랑스 상상 이미지 페스티벌,
말레이시아 레인 포레스트 월드뮤직 페스티벌, 호주-아시아 월드뮤직 엑스포에서 공연을 가졌
다. 2010년에는 미국의 월드뮤직 인스티튜트 초청 공연, 싱가포르 에스플레네이드 종교음악
페스티벌, 유럽 투어, 미국 투어, 브리질 메르까르뚜 꿀투랄(Mercado Cultural) 페스티벌 외
3개 지역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등 창단 20주년을 맞은 2003년까지 해외 40개국 100개 도시
에서 공연을 가졌다. 그동안 현재 <노름마치>는 해외의 아티스트들과 한국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에서의 활동 확대와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2016년에
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아츠 페스티벌과 영국 워매드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
다.
2. 한국음악의 워맥스 진입과 그 이후
사물놀이 이후 한국전통음악의 월드뮤직 장의 본격적 소개는 워맥스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
다. 워맥스 이전에 가야금 앙상블 <사계>의 미뎀 마켓19) 소개, <다악>의 캐나다 시나스 마켓
초청 등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월드뮤직 장에 진입하지는 못하였다. 워맥스에 처음 등장한
단체는 2008년 워맥스 오프 쇼케이스의 오프닝으로 초청을 받은 <공명>이다. 2009년에는 <들
소리>가 정식 쇼케이스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워맥스 사상 최초로 자국의 음악이 아닌
음악으로 오프닝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화제를 낳았는데 한국의 공연팀 <토리 앙상블> <바람
곶> <비빙>이 초청을 받았다. 워맥스 오프닝 공연은 월드뮤직의 장에 한국음악이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해외진출의 결실로도 이해될 수 있었는데 이
들 그룹들은 앞서 소개한 서울아트마켓의 ‘저니 투 코리안 뮤직’에 참가했던 유럽 월드뮤직
인사들의 개입이 주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도 워맥스 쇼케이스에 선정된 한국 단체는
2012년 <거문고 팩토리> 2013년 <잠비나이> <숨> 2014년 <김주홍과 노름마치> 2015년 <바
19) 미뎀 MIDEM(The World's Music Market)은 프랑스 깐느에서 매년 1월 개최되는 상업음악중심의
세계음악산업마켓이다. 1967년 창립되어 매년 전문가 및 예술가 만명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마켓으로 팝, 락, 재즈, 클래식 등 음악견본시로 기획자, 제작자, 출판사, 음반기획사, 언론사 등이 참
가한다. 2016년에 50회를 맞는다. 미뎀(MIDEM)은 음악, 방송, 통신, 영상 분야에서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방송영상견본시, 국제음악견본시인 MIPIM, MIPTV, featuring MILIA, MIPCOM,
MAPIC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리드 미뎀(ReedMIDEM)이 주최 및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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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 2016년 <블랙 스트링>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주로 팸스 초이스와 저니 투 코리안 뮤
직을 통해 월드뮤직 장의 주요 페스티벌, 극장, 프로모터들의 주목을 받았던 단체들이다.
2009년 한국음악이 워맥스에 소개된 이후 한국음악은 워맥스에 선정되는 가장 많은 아시아
음악이 되었다. 이 외에도 팸스 초이스나 저니 투 코리안 뮤직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프로모
터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정가악회>, <고래야> 개인 연주자로 이지영, 허윤정, 원일, 강권순,
이자람, 가민, 박경소, 이아람, 김보라, 이희문 등도 유럽과 여러 지역의 월드뮤직의 장 안으
로 진입하는데 성공적이었으며 이들은 마켓개척의 과정을 통해 해외마켓적응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교류기획자인 김유정, 계명국, 이정헌, 김미
소, 김민경, 이수진, 김형군 등의 역할도 주요하였다.
월드뮤직 장 진입 이후 <거문고 팩토리>는 네덜란드 루츠페스티벌, 폴란드 재즈 페스티벌,
북유럽의 로스킬데 페스티벌에 초청되었고 유럽과 북미의 투어도 진행한 바 있으며 <고래야>
는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토리 앙상블>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페낭의 재즈
페스티벌, 호주, 뉴질랜드의 워매드 등에 초청받았다. <정가악회>는 바르셀로나의 뮤직 마켓,
스페인 플라멩코 페스티벌, 불가리아 포크 페스티벌 페스티벌에 참가한 이후 판소리-플라맹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제무대 활동 중 국제적 월드뮤직 에이전시인 얼스 비트(Earth
Beat)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음반과 국제적인 공연활동을 하게 된 <잠비나이>와 <숨>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잠비나이>는 2010년 데뷔 이후 국악계보다 인디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으며 2011 'EBS 스
페이스 공감'의 '올해의 헬로루키'와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한 후 2012년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다. 특히 팸스 초이스와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의 월드뮤직 관계자들에 의해
국제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인정 받은 후 바로 이어 2013년 워맥스 쇼케이스에 선정되어 국제
무대에 소개되었다. 2013년에는 네덜란드 에이전시 얼스 비트(Earth Beat)의 제롬 윌리엄스
와 계약을 맺어 2014년 북미 최대 음악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에 선 후
2015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의 올해의 크로스오버 앨범상을 수상하고 북유럽 최대의 록 페스
티벌인 덴마크 '로스킬레', 세르비아 '엑시트' 페스티벌, 포르투갈 월드뮤직 페스티벌 'FMM',
'시에라 네바다 월드뮤직 페스티벌,' 글래스톤 베리 페스티벌' 등 유럽과 미국의 주요 페스티
벌의 초청을 받아 공연하였다. 2016초 <잠비나이>는 영국 벨라 유니온과의 음반계약으로 올
해의 첫 뉴스를 장식한 바 있다. 특히 <잠비나이>의 궤적이 관심을 끄는 것은 기존 국악계를
벗어나는 행보를 보인 점인데 이들의 음악은 국악기를 중심에 놓되 음악적으로는 국악, 인디,
메탈, 아방가르드, 포스트 락 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국제적 월드뮤직, 대중음악, 락 등 음악
마켓전반을 어우르는 활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잠비나이>의 행보는 국악계보다는 오
히려 대중음악계에서 “글로벌 뮤직마켓에서 가장 핫한 밴드,”“포스트 락 밴드 잠비나이”로 주
목을 받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뮤직마켓이라 일컬어지는 SXSW의 쇼케이스는 K-POP NIGHT
OUT이라는 제목의 한국 뮤직 쇼케이스로 넬, 장기하와 얼굴들, 크라잉 넛, 이디오 테입, 박재
범, 현아와 함께 참가하였다.
두 명의 아티스트가 여러 악기로 공연하는 <숨[su:m]>은 앞서 소개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
해 국제 월드뮤직계에 안착하게 된 그룹이다. 2009년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실험정신상을
수상한 이후 2009년 ‘서울문화재단 NArT 젊은예술가’ 음악 부문에 선정되고 2010년 숨 1집
앨범 [공간에서 숨 쉬다]를 발매하였다. 2011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 팸스 초이스에 선정된 후
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네델란드

얼스비트

에이전시

제롬

윌리암스(Jerome

Williams)와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 이후 2013년에는 제롬 윌리엄스의 제안으로 중국의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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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뮤직 페스티벌인 SOUND OF THE XITY(SOTX)에 참가하고 이어 2013 워맥스 쇼케이스
에 <잠비나이>와 함께 선정되었다. 2013에는 미국 원 비트 펠로우로 선정되어 레지던시를 경
험하고 2014년에는 서울에서 뮤콘에 참가하여 네델란드 시네마시아 페스티벌, 영국 워매드,
벨기에 스핑크스 믹스트 페스티벌,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고 폴란드
크로스 컬쳐 페스티벌(Cross Culture Festival)의 최고 공연 팀 선정되었으며 네덜란드, 벨기
에,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의 주요 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했다. 2015년에는
미국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홍콩아트페스티벌’, ‘브라질 MIMO 페스티벌’이외에
도 북미 및 유럽 단독공연 투어로 26개 도시 30여 회의 공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에는
호주 워매드(WOMADelaide), 워매드 뉴질랜드(WOMAD NZ),

프랑스 '재즈 술 래 뽀미에와

뉘 소노르 축제, 폴란드와 스웨덴의 축제에서 계속하여 초청받는 등 월드뮤직 장의 대표적 한
국 아티스트로 성장하였다.
앞서의 그룹들이 신진 연주자들의 약진을 보여주고 있다면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이 이끄는
<토리 앙상블>과 <블랙 스트링>은 한국전통음악계의 중견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룹들이다. <토리 앙상블>은 이미 2010 워맥스를 통해 월드뮤직 장 안으로 진입한 후 폴란드,
말레이시아의 재즈 페스티벌 뿐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워매드에도 초청받은 바 있으며
2011년 UK 커넥션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된 <블랙 스트링>은 2014 팸스 초이스 선정 이후
월드뮤직과 재즈계 양 진영의 페스티벌과 공연에 초청을 받고 있던 중 2016년 유럽의 최고
재즈 레이블이라 일컬어 지는 메이저 음반사 ACT와 다섯 장 정규음반 계약을 맺어 올해 최
고의 공연계 뉴스로 꼽히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에는 워맥스의 공식 쇼케이스 아티
스트로 선정되기도 하여 한국음악의 월드뮤직 장 안으로의 안착을 잘 보여주는 그룹이 되고
있다.
월드뮤직 씬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사례로 오스
트리아 비엔나에서 2012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클래시컬 넥스트 마켓을 들 수 있다. 클래시컬
넥스트는 클래시컬 음악의 최대마켓으로 워맥스에서 클래식음악만을 분리하여 예술음악을 중
심으로 전통음악, 실험음악, 아방가르드, 비주류음악을 포함하는 아트음악의 유통 견본시이다.
작곡가와 연주자가 함께 참여 가능한 마켓으로 워맥스에 비해 실험적 월드뮤직, 각국의 민속
악기로 연주하는 현대음악 등 새로운 범주의 월드뮤직의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첫해에 한국
의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과 작곡가 임준희가 공식 초청된 바 있으며 한국전통음악인 산조 뿐
아니라 예술창작곡과 실험적 성격의 가야금 연주곡이 연주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실험과 도전의 의미와 전망
사물놀이로 시작한 한국전통음악의 월드뮤직 장 진입은 특히 지난 십여년간의 다양한 플랫
폼과 국내외의 환경변화를 통해 다변화 정교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
물놀이와 같은 전통음악 바탕의 무대공연물, 전통바탕의 창작음악 뿐 아니라 전통음악 장르까
지 포괄하여 지역 장르명 ‘국악’으로 소개되면서 월드뮤직 장 안의 한국음악은 점차 안착된
행보를 보여준다. 현재 이들은 지역음악의 소개 뿐 아니라 국제적 월드뮤직, 재즈, 락 등 다양
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경험하면서 다자성의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월드뮤직의 장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이 글로벌 탈경계의
음악하기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음악은 월드뮤직의 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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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며 국악, 재즈, 락, 포스트 락, 클래식, 무속, 영성, 예술, 아방가르드, 즉흥, 실험, 일렉트
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명으로 소개되면서 점차 실험과 음악의 성격이 다변화하고 진화중이다.
즉 국악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한국음악의 현대적 흐름의 여러 실험과 도전의 응집된 역량이
세계화 시대 월드뮤직의 장과 만나 펼쳐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관습적인 장르
명을 쉽게 붙일 수 없는 난해하거나 동시대적인 음악을 펼치는 <잠비나이> <숨> <거문고 팩
토리> <토리 앙상블> <블랙 스트링>등은 음악관습, 음악어법, 악기, 연주법까지도 취사선택하
는데, 이들의 음악은 사물놀이가 표방했던 관습적 무대공연물, 퓨전국악이나 국악대중화가 선
택했던 듣기 쉬운 이지 리스닝을 넘어 프리 재즈, 포스트록, 아방가르드, 펑크, 헤비메탈, 월
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실험을 거듭함으로서 자신들의 음악에서 민족성을 탈구시켜 버린다.
<거문고 팩토리>의 음악에 대해 송라인즈 잡지의 편집장인 사이먼 브로튼은“월드뮤직, 아방
가르드, 헤비메탈…… 뭐라고 정의해도 상관없다. 그들의 음악은 독창적이고 강렬하며 심장을
뛰게 한다. 단언컨대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들었던 그 어떤 음악과도 다를 것이다”라고 평하
였다. 즉 월드뮤직의 장은 동시대 국악의 새로운 실험의 공간이자 연행환경이 된 셈이며 국악
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월드뮤직 관객은 도전정신을 가진 예술가들을 위한 유익한 환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월드뮤직의 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동시대 국악은 관습적 음악어법에 근거
하거나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의 아이디어들을 펼쳐 보임으로서 보편성으로서 음악 위
치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내부와 외부 세계의 접점을 찾아 전통
과 동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국악세계
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20)-국악의 세계화가 궁극적으로 국악의 변두리적 위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전통, 무형문화재, 문화유산이라는 기호를 둘러싼 후광효과- 를 극복하고
자 하는 과정의 태도를 지닌다. <잠비나이>는 인터뷰 기사에서“우리 음악을 국악 세계화라 지
칭하지 말아 달라”고 선언함으로서“민족주의적 표상으로 호명된 국악에 한국사회의 세계화의
욕망이 투영되어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임의로 설정된 수사학이면서 동시에 이 수사에는 국
악의 주체들에게는 국악이 로컬에서 가진 주변적 위치를 글로벌 지위인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서의 국악의 세계화와“민족주의와 세계화 사이에 끼어 이를 재현, 대변, 귀환
되는 주체로 왜곡된 공허한 표상”21)으로서의 국악을 경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단일하
고 고정된 배타적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억압된 모습을 넘어, 국악이라는 이름을 통해 민
족주의적 표상으로 호명되기 보다 초문화적 상상력을 시도하여 관습적 텍스트로부터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여 글로벌 시대에 상호문화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태도로 읽어낼 수 있다. 이는
한편 스튜어트 홀이 지적한 글로벌 시대의 예술창작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의 예술은 단일한 기존의 단일하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해체하고 복수적, 혼종적, 개방적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여러 문화를 가로지르고 접합되면서 새롭게 배치되는 복합적 양상에 주
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때로 월드뮤직 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음악과 문화적 텍스트
들은 혼종적이지만 이러한 혼종성은 퓨전 국악이 드러냈던 일괄적이며 관습적인 혼종성이 아
니라 이전보다 복합적이며 상이한 문화의 맥락이 가진 다양한 텍스트들과 과감하게 결합함으
로서 이념적 정체성으로서의 한국적, 민족적 정체성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정서를 만들어 낸
다. 이러한 정서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글로벌적이며 동시에 어떠한 이념이나
관습을 강요하지 않는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파편화되고 민족적으로 탈구된 복합적 차원의 것
이 된다. 이는 창작국악, 퓨전국악의 시대를 통해 국악계 내부에 등장한 작가적 예술가군과
20) 이소영, 전지영,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21)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402-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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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엔터테이너군의 여러 창조적 역량들이 집결되고 다양한 창작과 유통의 플랫폼을 통해
연주자가 창작과 기획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시대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
에서 월드뮤직의 장은 허구적인“국악의 세계화”의 구호를 넘어 국악계에 실험, 시도, 도전의
가능성을 제고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코스모폴리탄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장으로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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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들: 실험과 도전의 기록” 논평
하 주 용(영남대학교)

본 발표문은 21세기 전 지구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음악문화의 변동양상과 이에 대응
하는 한국음악의 현주소를 다룬 논문입니다. 1980년대 음반 산업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우

연히 "만들어진" 상업적 마케팅 용어인 "월드뮤직“은 그 개념과 장르규정의 모호함을 여전히
극복 하지 못한 채 학계는 물론 일반대중들로부터 비서구 음악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김희선 교수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탈구(displacement)," "
탈영토화(deterritorization)"등의 용어를 빌어 월드뮤직의 새로운 정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
는 기존의 범위를 확장한 각국의 고유한 전통음악까지 월드뮤직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김희선 교수는 그동안 다수의 선행연구를 발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월드뮤직의 다양한 유통시장의 내적/외적 현상과 변화과정을 잘 파
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월드뮤직에 관한 학계의 주요한 담론과 쟁점을 분석하고 연구함으로
서 동시대 한국음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김희선 교수는 국악의 현대화 과정을 양분하면서 제도권(인간문화재, 명인급 음
악가, 국공립연주단체, 국립국악원 포함)을 장악한 일부 음악계가 20세기 중후반부터 국제적
월드뮤직 장에 국가외교 차원으로 등장했다면 21세기는 국악계 교육제도화를 통해 양성된 젊
은 신진음악인들이 새로운 "창작"의 주체로 떠오르며

동시대 음악하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월드뮤직 "플렛폼"(페스티벌, 견본시장, 음악관계자 총
회, 네트워크 미팅 등)을 기반으로 후자의 음악활동의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궤적을 자
세히 논함으로서 읽는 이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관점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위
하여 아래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드뮤직은 주로 유럽을 기점으로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고 음악유통 시장(라이브 콘
서트, 음반 산업 포함)도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본 논평자는 북미에 거주하
며 한국음악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거리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
면 북미에서는 월드뮤직의 성격을 가진 일부 축제(Lincoln Center Out of Door's Festival,
National Folk Music Festival등)들은 "월드뮤직”이란 용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러한 공연과 축제를 감독하는 현지 공연관계자들은 한국음악을 "월드뮤직"이라는 메타 장르명
대신 “국악”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선호합니다. 마치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The Culture of
_______ People"처럼 한국음악 또한 "The Music of the Korean People"로 설명할 것을 요
청합니다. 또한 북미는 유럽의 "WOMEX"나 "WOMED"와 같은 월드뮤직의 플랫폼이 전무합니
다. 전 지구를 총괄할 때 음악유통시장과 엔터테인먼트의 대부분의 자본은 할리우드에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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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상업적 이윤 또한 미국대중음악계로 환원됩니다. 아울러 "월드뮤직"이라고 지칭되던
일부 음악(라틴팝, 쿠반팝, 보사노바, 레게)은 이미 미국의 대중음악으로 영입된 상태입니다.
월드뮤직은 대중음악, 전통음악, 서구음악, 비서구 음악을 가로지르며 전 세계 음악시장에 이
미 주요 장르로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전통음악이 편입되고 있다면 전지구적 측면에서 월
드뮤직과 국악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김희선 교수의 생각을 듣고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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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거문고의 실험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에 대하여-

허 윤 정 (서울대학교)

1. 서론
거문고는 가야금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기이다. 고구려 왕산악에 의해 한반도에 모습
을 나타낸 뒤 여러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 모습이 남아 있는데 악기의 형태가 현재 전해 내려
오는 거문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방형의 몸통에 16개의 괘와 3개의 안족이 있고 굵
고 가는 6현의 줄이 교차로 얹혀 있다. 오른 손으로 대나무로 된 술대를 사용하여 현을 뜯거
나 내리치는데 이 때 거문고 대모(술대가 닿는 거문고의 윗부분으로 거북이 등껍질을 뜻함)에
술대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타악기 소리와도 같다. 그리고 왼손으로 괘를 비빌 때 나는 소
리, 술대를 사용하지 않고 왼 손가락으로 줄을 치거나 뜯어서 내는 자출(自出) 소리, 3줄의 개
방현을 이용한 드론(drone)효과, 가늘고 굵은 현의 옥타브 차이로 동일음의 변화를 만들어내
는 등 거문고는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진 악기이다.
고구려, 신라, 고려를 거치며 거문고는 가야금과 더불어 중요한 현악기로 자리매김하였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유교의 예악사상을 구현하는 핵심 악기로서 백악지장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특히 조선중기부터 후기까지 예도적 음악의 산물인 정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거문고 음악의 전성기를 맞는다. 이후 20세기 초 백낙준에 의해 거문고 산조가 만들어 지면서
거문고는 정체성의 일대 혁명을 이루게 되는데 선비들의 전유물과 같던 거문고가 민속음악의
중요한 기악 독주음악 ‘산조’를 연주하게 됨으로서 이후 20세기 전통음악 근대화의 흐름 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다. 이렇듯 거문고는 정악과 민속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20
세기 이후 국악의 계승과 변화 발전 과정 속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해 왔다.
20세기는 전통의 계승과 보존이라고 하는 대의에 집중하며 여러 제도들을 정착시켜 간 시
기였다. 대학 국악과 설립을 통한 국악 교육의 체제 확립, 무형문화제 제도, 국립국악고등학
교, 국립국악원 등 국가 기관을 통한 전통의 안정적 전승, 이와 더불어 국악관현악단의 등장1)
으로 인한 국악 연주계의 확장과 대중화의 토대 마련 등 전승과 보존에서 시작, 대중화의 화
두가 싹 트게 되는 시기였다. 또한 1994년 “국악의 해”

지정과 함께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문화예술 정책에서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의 구호가 본격적으로 제안 되었는데 안으
로는 생활 속의 국악을 고민하고 바깥으로는 국악이 문화외교의 선발대 역할로서 글로벌 시대
를 준비하며 이를 위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본격적으로 모색해보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악에 있어서 정책적 화두는 대중화, 현대화를 바탕으로 한 ‘세
계화’에 좀 더 방점이 찍히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1)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63년 총 54명의 단원으로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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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 속에서 거문고와 거문고 음악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적응해 왔다. 여러
가지 시도들 중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2000년대 이후 거문고와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이다. 다
른 국악기들에 비해 유독 거문고에 있어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전자음향과의 접목이 두
드러지고 이는 거문고 음악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악앙상블의 장르 확대와도 관련이 있
어 보인다.
본인 역시 거문고에 일렉트로닉을 접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작업을 해오고 있
으며 이것은 악기적인 특성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거문고와 일렉트로닉
의 만남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음악적으로 어떠한 효과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가름해보면서 21세기의 거문고 그
리고 국악기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문고가 가진 장점과 한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일렉트로닉과 만났을 때 나타나
는 시너지 효과, 왜 국악기 중 유독 거문고의 실험이 많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본론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에 있어 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국악의 한 축과 함께
1980년대 이후 퓨전국악이라는 새로운 축이 형성되었는데2) 밴드형태의 국악그룹과 가야금 앙
상블 등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들을 통해 국악계 밖의 무대로 국악공연이 확장되었고
국악 대중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혼합된 형태의 퓨젼국악이라 불리는 연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거문고는 나름의 다양한 창작 독주곡과 앙상블 음악들로
변화를 모색하며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대중화를 표방한 퓨전국악밴드 형태의
음악에서는 거문고라는 악기가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 또한 국악관
현악에서 25현 가야금과 아쟁 사이에서 역할의 중첩과 악기 연주 시 술대질과 괘를 비비는
소리들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소리들로 인해 관현악 앙상블에서의 심리적 위축, 국악기
개량의 다양한 논의와 시도과정에서 거문고 개량의 뚜렷한 변화가 만들어지지 못하면서3) 대
중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지 못하였다. 전통음악에서 누리던 백악지장의 존재감이 대
중화라는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악에서의 화두는 대중화, 현대화에서 세계화로 그 무게 중심이 서
서히 이동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연주가들과 기획자들은 해외의 공연장과 축제, 마켓 등 많
은 기회와 관심이 한국의 전통음악을 향해 열려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해외의 다양한 음악 시장에 국악이 본격적으
로 진입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의 새로운 국악이 만들어 지게 된다. 즉 국악의 대중
화, 현대화, 전통의 계승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이 전제된 음악이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는 자신

2) 1985년 창단된 국악그룹 ‘슬기둥’
3) 화현금 등 거문고 괘를 늘리거나 현을 늘리는 형태의 개량과 악기의 음량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의 거
문고 개량들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 국악기 개량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공
감대가 필요하다. 특히 거문고의 개량은 국악기 개량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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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악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음악은 주로 소규모의 작은
앙상블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신진국악연주자들과 참신한 국악곡을 발굴, 경쟁하는 프로
젝트들이 열리고, 전통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음악과 연주자들을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아트마켓이 자리 잡는 등 해외 시장으로 국악이 진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플랫폼들이 형
성되었다.4)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거문고연주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에 반응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후의 국악공연들 속에서 보이는 하나의 흐름이 거문고와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이
다. 다른 국악기들에 비해 유독 거문고에 있어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전자음향과의 접목
이 두드러져 보이며 이것은 거문고 음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악앙상블의 장르 확대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인 역시 거문고에 일렉트로닉을 접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
한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것은 악기적인 특성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음악작품이나 공연이 아니라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연주가(팀)들을 시기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이 작곡가 또는 공연작품
보다는 개별 거문고 연주자(팀)들에 의해 시도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음악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 국악
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과 시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름해보고자 한다.

(1) 김진희 – 전자 거문고
김진희는 국립국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음대 국악과를 졸업했다. 1980년 거문고를 들고
미국으로 유학한 이후 세계 50여 개국에서 다국적의 음악인들과 교류하며 음악활동을 이어가
고 있다. 캘리포니아 밀스대학교에서 전자음악과 작곡으로 석사를 받은 그는 1999년 캐나다의
조셉 야누지앨로와 함께 고안하여 전자거문고를 만들게 된다.
그가 전자 거문고를 발명한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거문고는 4
세기 악기이고 나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 악기에는 그 시대를 반영한 음악이 반드시 있
어야 한다. 그래서 전자거문고를 만들고 싶었다. 기존 거문고에서 낼 수 없는 소리 독주로는
불가능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줄을 여덟 개로 늘리고 거문고 명주실 철사
와 핀을 꼽은 명주실, 일본 고토 나일론줄, 중국 쩡에 쓰는 줄, 첼로 줄을 섞었다. 오동나무
대신 전나무를 대신 사용했고 박달나무 대신 아프리카에서 온 단단한 까만 나무를 쓰고 조각
장식도 덧붙였다. 전통 거문고가 유연한 소리로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면 전자 거문고는 규칙
적이라 남성적이다." [뉴욕 중앙일보] 05.10.07
전자 거문고는 미디사운드를 거문고에 접목시키기 위해 악기의 모양과 줄의 재료 등을 바꾸
고 픽업장치를 달기 위해 악기를 새로운 형태로 제작한 뒤 거문고 현의 소리를 MIDI를5) 이용
4)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지원이 시작된 국악방송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북촌창우극장
의 ‘천차만별 콘서트’는 신진국악연주가들을 발굴하여 국악계에 또 다른 흐름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05년 시작올해 11년이 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서울아트마켓 “PAMS" 는 이러한 프로젝트
를 통해 발굴된 신진연주팀들과 이미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연주가(팀)들을 본격적
으로 해외시장에 소개하고 진입하도록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다양한 전자 키보드에 연결되는 ‘시퀀서’ 같은 관련 장치는, 연결된 키보드로부터 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을 내장한 드럼 머신이기도 했다. 본질적으로 MIDI는 상호 연결된 M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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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환시켜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음원들이 거문고를 통해 발현되는 시스템이다.
김진희는 이후 '한하늘' '다스름' 등 35개 자작곡을 발표했으며 '거문고''리빙 톤즈''거문기타'
등 10여개의 앨범을 냈다. 카네기홀, 링컨센터, 캐네디 센터, 로얄 페스티발 홀(런던), 세계문
화원(베를린)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러시아, 아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축제와 재즈 페스티발에서 자작곡과 즉흥연주 공연을 가졌다.
<거문고 탱고>가 출간되어 미국 현대예술상, 독일 세계 음악극 수상(Wolff Ebermann Prize)
했다.
<주요 연주곡>
-초상화
-싸랭
-뱀부트립

THE LOVE OF GODNESS

-토성의 달들
-도드리
-고스트 거문고 bot
전자 거문고 연주자 김진희는 거문고 연주가로서 수많은 음악가들과의 협업, 오케스트라와
의 협연 및 작곡을 통해 거문고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고 있다.
멀티미디어 아트와의 접목도 지속하고 있는데 거문고가 상징하는 명상의 에너지와 21세기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전자거문고와 동영상 '만다라'를 합친 DVD '디지
털부다'를 제작하였는데 전자거문고는 MAX/MSP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다양한 소리의
종류로 작곡된 거문고의 사운드에 비디오 만달라와 연주자 악기와 손 이미지를 컴퓨터로 응용
창작한 후 초속 디지털 이미지를 도입했다.
연주곡들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초상화’는 김진희 자신을 그려낸 곡이며 ‘싸랭’은 거
문고 기법 중 싸랭을 많이 응용한 곡이다. ‘매듭풀이’는 한국의 전통매듭공예를 풀어서 개방된
작품을 의미. ‘토성의 달들’은 토성의 밖을 도는 달들이 빚어낸 링을 표현하여 몰아 상태로 한
없이 맴도는 것을 표현한 곡으로 ‘도드리’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로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
김진희 음악은 같은 내용의 음악이라도 연주자를 바꾸면서 무대마다 새롭게 즉흥 창작하는 것
이 특징이다. 거문고 창작음악으로 전통과 현대화, 동서양의 조화, 우리음악의 세계화를 시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건너간 지 28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남미 아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50여 개국에서 낮선 문화와 한국음악의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다. 작곡과 연주
뿐만 아니라 코넬대학, 예일대학, 미시간대학, 뉴잉글랜드 컨서배이토리 ,웨슬린 대학 등 100
여 이상 미국 대학교에 초빙강사로 한국전통음악과 자신의 음악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여정
을 담은 자서전 <거문고 탱고>가 민속원 출판사에서 출판되기도 하였고 2008년에는 김진희
콘서트(KOUS, 서울)가 한국에서 최초의 단독 첫 콘서트로 열렸다. 최근 고스트

거문고봇(

Ghost Komungobot)이라는 visual midia와의 협업 공연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국립국악관
케이블로 신시사이저, MIDI 녹음기(하드웨어 시퀀스나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 드럼 머신, 기타 유
사한 장비들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MIDI의 가장 단순한 구성은 하나의 키
보드로 두 악기의 음을 재생하고 통제하도록 두 개의 신시사이저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놀라운 발
명품인 MIDI가 없었더라면 지난 25년간 제작된 대부분의 샘플링 전자 음악은 쉽게 만들어질 수 없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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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단과 국립국악원 창작국악관현악단의 위촉을 받아 작곡 중이며 카자흐스탄의 한국 망명인
들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고려사람'의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

(2) 허윤정 - 일렉트로니카
거문고 연주가 허윤정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전문연주가로서
의 경험을 쌓은 뒤 독주자로 활동을 시작, 1995년부터 독주자 혹은 앙상블의 멤버로 활동영
역을 개척해 왔다. 독주악기로서 거문고가 21세기의 음악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한 고민을 여러
방식으로 시도했는데 주로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음악, 즉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허물고 즉흥
성을 되살리는데 집중하였다. 즉흥연주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전통을 만드
는 주요한 방법론으로 삼는 것에 관심을 두며 이를 작곡가와의 협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공동창작의 기틀로 삼고 있다. 전통음악 뿐 아니라 창작 및 일렉트로닉, 미디어 아트와의
관심으로 다각적인 시도들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일렉트로닉과 협업은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작곡가와의 협업이고 다른 한 축은 허윤정 본인이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곡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동안 허윤정이 작업해 온 일렉트로닉과 거문고의 만남을 정리하여 시기별로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0년 허윤정 독주회 “감(感)”
허윤정의 두 번째 독주회로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흩은 가락의 자유’, ‘껍질을 깨고’,
‘수면’ 이란 곡에서 처음으로 loopstaion이란 기계를 이용하여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결합을
시도하였는데 영화음악, 무용음악, 대중음악계에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해오던 작곡
가이자 베이시스트인 장영규와 협업을 하였다. 거문고로 일정한 패턴을 연주하면 작곡가는 이
를 실시간으로 받아 looping(일정한 구간을 반복 재생하는 것)한다. 이 위에서 거문고가 연주
를 하고 앙상블을 만들면 여기에 새로운 패턴의 loop가 쌓이고 겹쳐지는 형식이다. 거문고 자
체의 음색을 변화 시키지 않고 여러 대의 거문고가 연주하는 효과를 미니멀하게 표현하는 형
태의 곡들이 주된 주제였다. 여기에 improvisation trio‘에서 해금, 철현금, 거문고가 즉흥적
으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거문고 음색과 연주법의 확장을 시도한 음악회였다.
② 2002년 허윤정 독주회 ‘묵음(默音)’
거문고 창작 독주곡 초연 음악회이다. 황병기, 이성천, 이건용, 이태원 작곡가의 거문고 독
주곡과 loopstaion을 이용한 허윤정의 ‘복선’이 초연되었다.
2000년에 발표된 ‘수면’이 즉흥연주에 기반을 둔 소리 만들기와 작곡가와의 협연이었다면
‘복선’은 정확하게 짜여진 루핑을 사용하여 작곡된 작품이다. 거문고는 다양한 음색과 타악기
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이고 실내악이나 관현악에서는 중저음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
서 거문고 독주에서 하나의 악기로 타악기와 저음부의 반주역할, 주선율을 동시할 수 있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loopstaion을 이용한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여러 장의 먹
지위에 선을 긋거나 점을 찍어 겹치고 겹쳐져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
다. ‘복선’은 배음의 리듬들이 점차 쌓여가는 도입부를 시작으로 자유롭게 깔리는 개방현 소리
위에서 진양조와 같은 느낌으로 연주되는 주제선율, 중중모리장단과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이
loopstaion으로 패턴화 되어 깔리면서 선율들이 여러 겹 겹쳐져 마치 여러 대의 거문고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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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또한 몸통을 두드리는 등 타악기적 효과를 looping에 시도한
것도 이전 작품과 다른 점이다. 2002년 ‘복선’을 발표한 이후 loopstation, delay, octave 등
effect pedal을 이용한 거문고 연주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③ 2006년 허윤정 거문고 현대음악의 밤 ‘결’
이 공연에서는 ‘복선’에 이은 두 번째 곡 ‘결’을 loopstaion을 이용하여 발표한다. 그리고
작곡가 장영규와의 두 번째 작업으로 ‘Loop’를 연주하였는데 ‘결’은 물결, 나뭇결, 살결 등 의
도하지 않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곡선과 빠르게 물결치는 파도의 리드미컬한 형상을
연상하며 만든 곡이다. 장영규의 ‘Loop’는 미리 녹음된 거문고음원을 절단, 변형, 편집하여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거문고과 함께 연주하는 작품으로 미리 짜여진 소리들과 즉흥
적인 선율들이 서로 부딪히고 조화를 이루며 넘나드는 곡이다. 작곡가와의 협업은 이후에도
국제컴퓨터 음악제에서 컴퓨터 MIDI와의 결합이라든지 해외 미디어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으
로 계속 확대시켜나가게 된다.
④ 2008년 허윤정의 거문고 일렉트로니카6)
본격적인 일렉트로닉 시스템과의 만남을 전면에 내세운 연주회이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악
기인 거문고가 차가운 속성의 전자음향, 전자기계와 만날 때 따뜻하고 푸근한 음색으로 변화
되고 거문고만이 가진 독특한 사운드로 변화되는 지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는 공연이었다. 또한
전자기계들을 또 다른 악기, 연주가로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음향과 인공적인 음향이 유기적으
로 결합되어 변환되는 사운드를 시도하였다. 이 공연에서 두 명의 작곡가와 협업하였는데 그
중 한명인 미국의 Medelyn Byrne은 “For ANWR - 북극야생동물구역을 위하여”를 발표하였
다. 인성, 메탈, 스트링, 여러 동양의 타악기들이 샘플링되어 기본 ‘소리’의 재료로 사용되었으
며 샘플로써 차용이 불가능한 소리는 인위적인 표본을 통해 음색을 창출하였다고 작곡가는 말
한다. 이러한 샘플링 된 소리들은 한국의 불교와 토속무가의 종교적 숭고함과 신비로움에 영
감을 받아 음악적으로 표현되었고 이것 위에 거문고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
를 표현하도록
최영준 작곡의 “전동장단 술대를 바라보는 눈” 은 interactive 거문고 곡으로 거문고 연주
에 컴퓨터가 반응하여 현대적인 장단을 만들어낸다. 전동장단이라는 말은 디지털적인 알고리
즘 작곡에 아날로그적 색채를 넣고자하는 소망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고 작곡가는 말한다.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I장구의 장단 위에 컴퓨터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술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여기에 다시 거문고의 선율이 얹히는 인터렉티브 작품

6) 일렉트로니카 (Electronica)는 일렉트로닉 뮤직에서 파생된 음악의 한 장르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닉
뮤직과 일렉트로니카는 엄격한 구분없이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일렉트로니카 뮤지션들은 신
시사이저 테크놀러지를 기본으로 한 간단한 리듬의 비트를 도입하여 팝 음악의 전반적인 전자화를 주
도하고 있다. 90년대 부터는 소리가 좋다면 뭐든지 수용하는 정신에 긍정하며 전통적인 것은 배제하
다가 2000년대부터 크로스오버적인 의미로 락, 힙합 등 다른 스타일과의 접합을 시도하고 있다. 일렉
트로니카를 리믹스하는 기본정신은 새로움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편중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
는 데에 있다. 큰 분류로 나누어본다면 테크노, 트랜스, 하우스, 드럼 앤 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
다.일렉트로니카의 특징은 멜로디보다는 비트를 중심으로 악곡이 전개되며 소리 파형을 변형시켜 만
들어진 일정한 패턴이 미묘하게 변화하면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일렉트로니카의 감상 포인트는 이러
한 미묘한 변화와 조화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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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외에도 허윤정의 창작으로 ‘낯선 규칙’, ‘歌’, ‘Multi Road’ 등의 거문고 독주곡이 다양한
effect pedal을 이용하여 연주되었는데 허윤정이 작곡하고 즉흥연주를 한

4개의 곡 “Wave",

"길”, “歌”, “낯선 규칙”은 소리의 곡선과 거문고의 현의 곡선, 농현의 곡선 등을 loopstation
과 delay 페달을 이용하여 만든 곡들이다. 특히 장단놀음이 가능한 거문고의 타악적 특성을
페달을 이용한 리듬패턴 만들기로 쌓아가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였다. 이 공연은 EBS 스페이
스 공감에도 초청되어 연주되었다.
⑤ 2012년 허윤정의 ‘Black String"
블랙스트링은 거문고를 뜻하는 말로 거문고 음악의 확장과 전통음악의 경계를 넘나들고자하
는 4인조 앙상블이다. 2012년 한국, 영국의 문화교류를 기념하는 UK connection의 일환으로
영국의 재즈 연주자 4명과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자 2명, 한국의 재즈연주자 1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공연이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유럽공연 후 향후 지속적인 활동에 뜻을 같이한 한국 연주자 4명이 블랙스
트링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는데 거문고, 대금, 타악, 기타로 구성되있다.
블랙스트링은 거문고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 즉 음색적이고 역동적이며 타악적 특성을 지닌
파워풀함, 이와 동시에 사상적, 철학적인 영감이 투사된 거문고의 중용의 매력을 팀 사운드로
확장시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팀이다. 블랙스트링의 음
악에서는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연주기량과
아날로그적 영감을 다양화하고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페달을 사용하는 일렉트릭 기
타와 더불어 대금과 거문고 역시 effect pedal을 사용하여 국악기와 어울리는 전자음향의 음
색과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2106년에는 블랙스트링의 활발한 해외활동과 음악적 독창

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독일 음반사 ACT에서 5매의 정규앨범 계약을 제안하여 올해 10월
“Mask Dance"(ACT, 2016)가 세계 음반시장에 동시 발매 된다.

2012 런던 재즈 페스티벌 초청공연
폴란드 재즈 토파즈 초청공연
2013 말레이시아 페낭 재즈 페스티벌 초청공연
노르웨이 오슬로 월드뮤직 페스티벌 초청공연
2014 서울 아트마켓 팜스 초이스 선정
자라섬 인터내셔널 재즈 페스티벌 초청공연
독일 베를린 문화원 초청공연
2015 인도 3개도시 투어 (Chennai, Kolkata, Kochi)
스웨덴 Clandestino Festival 초청공연
포루투갈 Casada Musica 초청공연
2016 프랑스 재즈 슐레 포미에 Jazz sous les Pommiers 초청공연
대만 타이쭝 재즈페스티벌 초청공연 Taichung Jazz Festival (Taiwan)
스페인 WOMEX 16 공식 쇼케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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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곡>
“칠채”, “Groth Ring", "Mask Dance", "당당당”, "낯선 달“, ”흐르는..떠가는“, ” 신노래“ 등
⑦ 2017년 창작산실 프로젝트 “허윤정의 거문고 Space”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로운 공연 양식과 컨텐츠 발굴을 위하여 선정하는 창작산실 프로젝트
에서 2016년 선정되어 2017년 3월에 공연 될 “허윤정의 거문고 Space”는 거문고 솔로 융복
합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effect pedal을 사용하여 자연 거문고 음향을 보조적으로 확대, 음색
을 변환시키고 이를 통해 앙상블의 독특한 사운드를 모색하는 것에 더하여 컴퓨터 MIDI 사운
드가 결합된다. 여기에 interactive midia art와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미디어 아트

그룹 “ADHD”와 콜라보레이션하게 된다. light space라 불리는 라이트닝 설치물과 거문고 연
주가 상호 반응하며 거문고의 역사성과 정체성, 전통과 현대적 음악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흐
르게 된다. 거문고 소리가 컴퓨터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를 통해 우주
의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다양한 음악 언어들로 재해석되어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가장 아날로
그적인 거문고 자연의 음악과 어우러지는 동양적인 미디어 인터렉티브 작품을 구현하고자 한
다.7)

(3) 거문고 팩토리 – 전자 담현금,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거문고 연주자 3명과 가야금 연주자 1명으로 구성된 월드뮤직 앙상블 거문고 팩토리는
2006년, 거문고를 통해 무한한 창작과 전통음악의 발전을 위해 만든 모임이다. 거문고 악기의
장단점을 살려 현대의 젊은 소리를 찾기 위해 첼로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전자 담현금 등 악
기개량과 작곡을 해오고 있다. 거문고 팩토리는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듯 거문고를 소재로
어떤 음악이든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에 걸맞게 잊혀진 옛 산조 가락을 채보
하고 복원해 악보와 음반을 내는가 하면, 현대 젊은이들의 감성과 어울릴 수 있는 퓨전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에 접근한다.
거문고팩토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월드뮤직 엑스포인 WOMEX에 2012년 공식 쇼케이스 선
정이 되면서 그들의 작품성과 실험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후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 유
럽 전역을 돌며 공연했다.
거문고팩토리는 거문고 연주자 3명(이정석, 유미영, 정인령)과 가야금 연주자 1명(김선아)으
로 구성됐다. 이들은 긴 거문고를 1m 길이로 자른 후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전자 거문
고 등으로 개량해 연주한다. 거문고를 음정이 있는 유율 타악기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가야금,
철현금과 협주를 통해서 거문고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
퓨전 국악 밴드 대부분이 기존 서양음악을 기본으로 한 후 해금, 대금, 가야금 등 국악기로
선율을 보태는 식이었다면, 거문고팩토리는 거문고를 자체를 개량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
다. 이후, 2013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K-MUSIC FESTIVAL 단독공연에서 영국주요언론
LONDON EVENING STANDARD에서 최고평점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북유럽 최대 락 페스티
벌인 덴마크 로스킬레 락페스티벌 공식초청을 비롯 세계 11개국 투어 및 정규 앨범
7) 2017년 3월 3일~5일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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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morphosis>, <IMAGO>를 발매했다.
<연주자>
- 정인령 : 거문고, 전자 거문고,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작곡
- 유미영 : 거문고, 담현금, 전자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글로켄슈필, 톱 악기, 보컬,
작곡
- 이정석 : 거문고, 담현금, 전자 거문고, 퍼커션, 보컬, 작곡
- 김선아 : 가야금, 철가야금, 양금,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작곡
<음반>
2014 정규 2집 – IMAGO
2010 정규 1집 – Metamorphosis

변신(變身), 변태(變態), 탈바꿈

2009 EP 앨범 – Geomungo Factory
2008 잊혀진 거문고 산조의 명인들
<주요 레퍼토리>
-Black Bird
-거문고 & 탱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중동
-지리라리루
거문고 팩토리의 레퍼토리들에서는 전자 거문고로 개량된 사운드가 은 거문고가 지닌 다양
한 음색과 특성을 각각의 거문고에 구현시키고 있다. 거문고 팩토리의 공연 리뷰를 소개하고
자 한다. “거문고의 머리 부분도 악기의 요소로 만든 전자거문고로 연주한 ‘Black Bird’ 의
도입부는 마치 속이 빈 큰 나무둥치를 치는 것같이 넓고 웅장하게 퍼지는 전자거문고의 소리
를 만들어 낸다. ‘지리라리루’를 통해 시원시원하게 뻗어 나오는 거문고의 청(淸)음, 맑고 곧게
울리는 가야금의 소리, 활의 움직임에 따라 내질러지는 첼로거문고의 소리, 우주 속을 유영하
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전자거문고의 소리, 그리고 얇고 곧은 직선으로 날카롭게 뻗어
나오는 철현금의 소리까지. 모두 현에서 나는 소리지만 그 음의 느낌과 부피감이 모두 제각기
다르게 만들고 있다. 거문고의 큰 매력은 유율현악기이면서도 타악의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가야금은 한 손으론 줄을 뜯거나 튕겨 소리를 내고, 다른 쪽 손으로는 줄
을 눌러주어 울림이나 떨림을 조절해 연주한다. 두터운 거문고의 ‘현’이 줄 수 있는 느낌을 극
대화해 개량한 것이 첼로거문고, 그리고 타악 느낌을 살려 개량한 악기는 전자거문고이다. 술
대가 아닌 활을 잡고 연주하는 첼로거문고는 소리의 부피감과 밀도를 조절하는 것을 더욱 유
연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활과 움직임과 현의 마찰정도에 따라 음들은 얇고 넓게 퍼뜨려지기
도 하고, 얇은 소리지만 현을 거칠고 강하게 마찰시켜 그 안에 음색과 까슬까슬한 느낌을 가
득히 압축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묵직하면서도 넓은 소리로 공간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리뷰] 2014.11.15.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공연 <나를 미치게 하는 거문
고 클럽> 필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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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
2015년 7월 <THE 수상한 거문고 클럽>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2014년 12월 <나를 또! 미치게하는 거문고클럽>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2014년 11월 <나를 미치게하는 거문고클럽>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2014년 3월 정규 2집 콘서트 <IMAGO>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해외 공연>
2015년 9-10월 / 유럽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4개국 5개 도시 투어
2015년 8월 / 캐나다 <Regina Folk Festival> 공식초청
2014년 7월 / 캐나다 <Sunfest><Winnipeg><Vancouver><Calgery> Festival 초청
2014년 6월 / 마케도니아 <OFF-FEST> 공식초청
2014년 6월 / 스웨덴 <Clandestino Festival>공식초청
2013년 7월/ 네덜란드 <Amsterdam Roots Festival>공식초청
2013년 7월/ 덴마크 <Roskilde Festival> 공식초청
2013년 6월/ 스웨덴 <Sommarscen Malmo Festival>공식초청
2013년 6월/ 영국 런던 <K-MUSIC FESTIVAL> 공식초청 런던 카도간홀 단독 공연
2012년 12월/ 콜럼비아 <Mercado Cultural>초청
2012년 10-11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외 유럽 7개국 투어공연
2012년 11월/ 폴란드 <Jazz to Pad> 공식초청
2012년 10월/ 그리스세계최대 월드뮤직 마켓 <WOMEX> 쇼케이스 공식초청
2010년 12월/ 브라질 <Mercado Cultural> 공식초청
<약력>
2011년 / PAMS 월드뮤직 전문가교류 프로그램 <journey to Korea Music> 선정
2010년 / 서울 2010 서울아트마켓 국립극장 <PAMS Choice> 공식 쇼케이스 선정
<수상>
2014 이데일리 음악부문 대상
20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
2010 KBS 국악대상 연주단체 부문
[출처] 거문고 팩토리|작성자 아당향

(4) 박우재 – 거문고 더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 예술인에 선정, 거문고, 무용음악 감독, 작곡가로 활동하는 박
우재는 거문고를 술대가 아닌 활로 연주하거나 하모닉스만으로 연주하는 등 전통의 틀에서 벗
어나 거문고의 새로운 음색과 연주법을 선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4년 참가한 여
우락 페스티벌에서는 독창적이며 동양적인 프리재즈의 명인

섹소포니스트 강태환과 함께 연

주하였는데 여기에 박우재가 지닌 현대적 감각과 새로운 시도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었다.
무용, 비디오아트 등과 함께 하는 다원예술에도 다수 참여하면서 전통음악과 현대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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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활동으로 안무가 시디 라르비 쉐르카위의 무용단에 뮤지션
으로 소속되어 유럽투어를 해오고 있으며 매번 다른 뮤지션들이 모인 팀으로 1년에 5개의 작
품으로 투어를 돌고 있다. 홍승엽, 김남진 등의 안무가와도 협업하며 무용 음악에서의 거문고
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연주자이다. 활대를 사용한 주법, 거문고 스트록을 적극적으로 사용
하고 김병극 사운드엔지니어와의 협업으로 멀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연주자이다. 2014년에
앨범 <Extention>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독주자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앨범의 제목과 같이
거문고의 경계를 확장하고자하는데 의미를 둔 앨범이다. ‘이상변이’, ‘블루레인’, ‘수동’, ‘표
류’, ‘목소리와 거문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2015년에는 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 <소셜 씨어터 부벽정>의 음악을 맡았다. 가상의 극장을 만들어 텔레마틱 아트를 구
현한 작품으로 무용, 연극, 마임, 사운드 아티스트 등이 참여한 융복합공연이다.
<약력>
2010 바람곶 동인
2013 박우재 거문고 더하기 <이상변이> 공연 (서울역 TRTO 공연장)
2014 박우재 거문고 더하기 <Extention> 앨범 발표
세익스피어 <각자의 시선- 소네트 18> 정가 박민희 무용가 장홍석
2015 <소셜 씨어터 부벽정>

(6) 잠비나이 – 심은용
위에서 거문고 연주자에 의한 독주 악기로서 일렉트로닉을 활용하는 예와 거문고 앙상블의
사운드를 일렉트로닉의 결합으로 모색하고 있는 경우를 소개 했다면 잠비나이는 거문고라는
악기가 새로운 장르의 밴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과 가능성을 가진 악기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팀이다.
잠비나이는 국악기를 기본으로 하는 밴드이다. 피리(이일우), 해금(김보미), 거문고(심운용)의
트리오에 드럼과 베이스기타가 합류하여 5인조밴드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

잠비나이의 처음

시작은 피리(기타), 해금, 거문고의 국악기로만 된 3인조그룹이었다. 홍대를 중심으로 그들만
의 색깔을 만들어내던 팀으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신진국악 실험무대 <천차만
별 콘서트>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잠비나이는 2012년 PAMS
Choice에 선정되면서 2013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세계최고의 음악 마켓 중 하나인
월드뮤직엑스포(WOMEX)를 통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음악시장에 진출했다. WOMAX 쇼케이스
의 성공과 유투브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인지도를 기반으로 이후 2년간 글래스톤 베리
(영국), 로스킬데(덴마크), 엑시트(세르비아), 프리마베라 사운드(스페인), 워매드(호주, 영국),
팔레오(스위스), 헬페스트 (프랑스) 등 세계 주요 페스티벌 무대에 이름을 올리며 꾸준하게 활
동 중이다.
잠비나이의 음악을 잘 설명하고 있는 평론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잠비나이를 장르로 얘기하자면, '포스트록(Post-rock)'이다. 그간 한국에서 록그룹의 연주에
태평소와 같은 강렬한 메탈사운드가 합쳐진 적도 있었다. 언뜻 생각하면, 잠비나이가 다루는
세 개의 악기는 록에 전혀 적합한 악기가 아니다. 잠비나이는 세 악기 간의 시너지효과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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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면서, 독특한 그들만의 사운드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전 세계의 록팬을 열광시켰다. 한
국의 민속악기가 록음악의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한 셈이다. 이들은 기존의 퓨전국악팀들이 지
향했던 '국악의 대중화'를 생각지 않는다. 더불어 그들의 음악을 '국악'이라고 불리는 것도 때
론 불편해 할지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음악을 하는 거다. 그 수단으로서 국악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잠비나이와 같은 음악을 뭐라 해야할까? 포스트 국악(Post-gugak)이라고 불러야할
것이다. 잠비나이를 해외에서 민속음악에 기반한 포스트록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들의 음
악에는 기존의 음악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전향적 자세가 돋보인다. 기존의 퓨전국악에서처럼,
서구의 장르를 경외하거나, 서양악기를 모방하려는 방식과는 크게 거리감이 있다. 무엇보다도
국악기를 새롭게 다루려는 의지와 성과가 있다. 이들은 전통적 연주를 마스터했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한다. 이들이 중시하는 건 구성원들과의 음악적 시너지
다.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과 가능한 차별화되길 원한다. 그들만의 음악적 정체성
을 중시한다. 잠비나이가 여러 장르의 음악을 두루 거친 외국의 청중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요
인이다. 관객에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와 성과가 그들의 음악에서
발견된다. 그들의 음악을 포스트국악(Post-gugak)이라 하게 될 때, 그들은 국악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의 장르로 구축되면서, 한국음악 혹은 한국악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실험이 앞으로 더욱더 자유스럽게 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다.”(2016. 파운드
매거진)
잠비나이의 음악에서 거문고(심은용)는 마치 락 밴드의 베이스 그보다 더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며 존재감을 만들고 있다. 마이크를 통해 페달에 연결되어 강력해진 거문고 사운드
위에 괘를 타악기처럼 긁는 퍼포먼스와 거칠면서도 무게 있는 음색으로 잠비나이의 음악을 더
욱 강렬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음향의 확성을 악기에 맞게 극대화하여 거문고
를 또 다른 한국적 타악기 및 베이스의 역할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했다
하겠다. 이는 거문고라는 악기가 밴드 또는 소규모 앙상블에서 다른 어떤 악기보다도 선호되
고 있는 현재의 트랜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8)
<연주자>
이일우(기타, 피리, 태평소, 생황), 김보미(해금, 트라이앵글), 심은용(거문고, 정주)
<소속사>
GMC 레코드
<데뷔>
2010년 EP 앨범 [잠비나이]
<수상>
2015년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 특별상
2013년 제10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음반상
이렇듯 잠비나이의 음악은 국악기의 흐름에 일렉트릭 기타와 드럼을 얹어 그동안 들어보지
8) 본고에서는 일렉트로닉과의 결합만을 다루고 있기에 소규모 앙상블이나 밴드셑의 그룹에서 거문고가
선호되고 있는 경향에 대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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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새로운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만들어 낸다. 동서양악기의 이질감이라는 것은 오히려 독
특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좋은 재료이다. 이는 낯설면서 동시에 친숙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며 해외에서 잠비나이에 열광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0년 첫
EP <잠비나이>로 데뷔한 이후 2012년에 정규 1집 <차연(Difference)>, 2016년 6월에 정규 2
집 <은서(A Hermitage)>를 차례로 발매했다. 지난 6월 17일 전세계 동시 발매된 잠비나이의
정규 2집 'A HERMITAGE (은서;隱棲)'는 발매와 함께 'Q Magazine', 'UNCUT', 'MOJO',
'The Quietus' 등 유력 음악지로부터 평균 점수 10점 만점 대비 8점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주목 받았다. 특히 'MOJO'는 앨범 발매 전부터 잠비나이를 '이달의 라이징 스타'로 선
정하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미 잠비나이는 지난해 11월 영국의 유력 음반사 벨라유니
온(Bella Union)과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발매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뮤지션들의 글로벌 음악
시장 진출의 또 다른 장을 열었다.
또한 영국 유력 음악 매거진 '더 콰이어터스(The Quietus)' 선정 '2016년 상반기 TOP 100
앨범 리스트'에서 15위를 차지했다. 잠비나이는 리스트에서 15위에 오르며 데이빗 보위(2위),
라디오헤드(29위), 켄드릭 라마(31위), 카니예 웨스트 (44위)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됐다. 2014년부터 미주, 유럽, 남미의 14개국 38개 도시를 돌며 56회 공
연을 하는 등 활발한 해외활동을 해오고 있는 잠비나이는 2집 앨범을 가지고 또 다시 2달간
의 유럽 투어 중이다.

3. 결론
21세기 거문고의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거문고 창작곡에서 이전에는 사용
되지 않던 많은 연주기법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좋은 명곡들이 발표되었으며 전통음악 내에
서는 무용반주음악이나 대풍류와 같은 관악곡을 거문고로 편곡하고 굿 음악 등 민속음악에서
의 쓰임새를 늘려가며 레퍼토리를 확장해가고 있다. 또한

최상의 음질을 내기 위한 악기구조

의 보완과 음량의 확대, 음역대를 넓히는 등 악기 자체의 개량도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거문고의 다양한 시도들 가운데 거문고와 일렉트로닉, 멀티미디어와의 협업에 관한
흐름을 소개해보았다. 거문고는 독주악기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음역대로 인해 반주와 독주가 가능하며, 타악적인 특성이 강하여 이로 인해 강력한
리듬을 만들어내기 좋은 악기이고,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악기구조로 인해 주법
개발의 가능성이 높고, 무대에서 연주 시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악기와의 협업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유리한 장점을 지녔다라고 말
할 수 있다. 다양한 음악가, 예술 장르와의 협업은 거문고 음악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공연계에서는 만나고 섞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들이 쉴
사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문고의 특성들은 일렉트로닉과 만났을 때 더
욱 다양한 변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변신이 본론에서 소개하였듯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유수 공연장과 페스티벌, 음반사 등 음악시장에 어필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낸 것
이 사실이다.
물론 국악기에 마이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역효과는 이미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악기의 미세한 음색, 농음, 시김새 등이 깨끗한 음질과 확성된 음량에 묻혀 편집되어 버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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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에게 전달되었을 때 국악의 매력은 반감되고 음악과 악기의 본질에서 멀어진 다른 음악으
로 변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국악 전문공연장의 확
대로 마이크로 듣는 국악에서 벗어나고자하는 노력들이 매우 반갑다.9)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
서 일렉트로닉과 거문고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히려 음악의 장르에 따라 또는
공연장에 따라 마이크를 사용해야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악기에 맞는 amplify 시스템을 개
발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음악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 음향의 거문고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천변만화의 음색들을 개발하고 부각시켜서 좋은
창작곡과 주법들을 만들어내어 오리지널리티를 보존하면서 악기의 가능성을 확장시켜나가는
한편, 여기에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많은 장치들 즉 보편적으로는 마이크를 포함, 컴퓨터 시
스템과 다양한 이펙터들과 음악적으로 결합하여 원래의 거문고에서 만들어진 좋은 컨텐츠들을
활용하면서 거문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문고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고 다변화시키며 독주악기로서, 앙상블로서, 협업에 강한 악기
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거문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문고 연주자들이 독주자로서 또 앙상블의 일원으로 거문고를 다양하게 활
용하고 실험해나가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통해 거문고가 21세기 음악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다른 도전을 추동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거문고의 정통한 주법과 깊이 있는 연주력, 창작력, 음악적 컨텐츠의 다양성 등이 뒷
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렉트로닉의 활용은 공허함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감동을 주는 음악은 악기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높은 수준의 연주력과 연주자의
진정성이 살아있을 때 빛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창의적인
상상력과 독창성이 가미된다면 거문고와 전통음악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리게 될 것
이라 믿는다.

9) 국립국악원의 풍류사랑방은 자연음향 공연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국립국악원의 우
면당과 돈화문국악당이 자연음향 공연장으로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국악 공연의 레퍼토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만큼이나 하드웨어의 변화, 이에 대
한 소신과 철학 그리고 지속적이고 신중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키는 시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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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1세기 거문고의 실험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에 대한 소개-”

논평
조

경

선

(서울교육대학교)

본 글은 태생부터 신성시 되었고, 금도(琴道)로써 전승되었으며 선비들의 사랑을 받은 거문
고 음악에 대한 현재적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거문고라는 악기가 세계 음
악계에 소개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이 거문고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
서 연구자에게 감사하고 더불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실험을 해 온 선후배 거문고 연주자에
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본 글은 앞으로 국악 연주자에게 새로움을 모색하고 방
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읽으며 거문고 전공자 혹은 국악교육자로서 연구자에게 궁금한 몇가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인 역시 거문고에 일렉트로닉을 접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이것은 악기적인 특성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
는데 거문고에 일렉트로닉을 접목하는 작업을 해 온 이유가 무엇이며 거문고의 어떠한 특징이
일렉트로닉과 맞닿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연구자는 거문고가 일렉트로닉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거문고의 실험
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거문고라는 악기의 시너
지 효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
반적으로 음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아름다움, 감동 등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거문고의 실험 정신이 과연 거문고 음악 및 정체성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
견 부탁드립니다.
셋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거듭될수록 실음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국악곡은 되도록 국악기로 반주하여 국악의 특
징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한다.’ 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문고
는 술대를 쥐고 연주하는 수법이 타악기적 느낌을 주거나 연주시 시각적으로 움직임의 표현이
크기 때문에 음량이 큰 악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방현의 여러 현을 한번에 사용
하거나 할 경우는 다른 악기 못지않게 큰 음량을 과시하지만 문제는 선율현을 연주하는 유현
과 대현은 괘에 얹어있는 등 소리가 크거나 전달력이 좋은 조건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듯 ‘국악곡은 국악기로, 국악의 특징을 살려서’라는 의미는 음색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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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 즉 시김새 교육에 대한 강조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렉트로닉과 접목하면
국악의 특징, 혹은 거문고의 음색과 특성이 드러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2007 교육
과정에서 국악이 양적으로 늘어나긴 했어도 아직 국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이 국악, 국악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에 거문고
음악이 지향해야 할 교육적 부분과 음악적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넷째, 본 글에 의하면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은 주로 해외에서 주목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구자 혹은 한국의 작곡자, 연주자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사용한 악곡을 올렸을 것으
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감상자 또는 작곡가들이 한국적인 전통 양식을

이해하

거나, 그들의 작품에 반영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즉, 다른 나라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어떻게 이
해하였는지 음악교류 현장에 있었던 연구자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국악의 현대적 해석, 세계성의 지향은 과거 또는 본 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생
각됩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한국전통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그
러한 작업이 전공자들만의 이해와 업적이 아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
는, 자부심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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