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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초창기 회고담
- 국악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

음악학박사(Ph.D.) 宋芳松(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차 례>
1. 머리말: 이 회고담의 집필 배경 및 내용 개관
2. 국악과의 입학 동기 및 가야금에서 순수이론 전공으로 변신한 까닭
3. 운초 장사훈 교수님 및 만당 이혜구 은사님과의 공부 회고담
4. 공부동아리 <우리문화연구회>의 조동일 학형과 운명적 만남
5. 맺는말: 21세기 서울대 국악과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머리말: 이 회고담의 집필 배경 및 내용 개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처럼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뀐 세월 동안 많이 발전한 서
울대 국악과(國樂科)가 창설 60주년을 맞이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다. 이 소식과 더불어
서울대 부설 동양음악연구소(東洋音樂硏究所)의 소장 김우진(金宇振) 교수가 국악과의 초창기
때 공부했던 옛 추억의 회고담을 발표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원고 청탁을 받은 후 회고담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를 고심하였다. 때 마침 서울 大
學校國樂科創立五十年史 (2009)에 기고한 황준연(黃俊淵) 교수의 글1)을 읽고 이 회고담의 아
이디어를 가다듬을 수가 있었다. 이 회고담의 아이디어란 내가 걸은 학문인생의 역정을 글로
정리하여 한국음악학(韓國音樂學: Korean musicology)의 후학들에게 학문의 아름다운 도반
(道伴), 곧 ‘길의 동반자’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달리 말하자면 이렇다.
21세기 서울대 국악과의 발전계획을 거론할 때, 황준연 교수는 대학원 박사과정 중 실기전
공자를 위한 음악박사학위(DMA: Doctor of Musical Arts) 위주로 상론했고, 순수이론 전공
자를 위한 음악학박사학위(Ph.D.: Philosophy Doctor)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리 말해서, 그의 글은 실기전공의 DMA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그러므
1) 황준연, “국악과 발전계획,”
쪽.

서울大學校國樂科五十年史 (서울: 서울대 음대 국악과, 2009), 1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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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수이론 전공의 Ph.D. 관련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회고담
에서는 내가 전공한 순수이론분야의 공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였다.
1960년에 국악과의 제2기생으로 입학한 나의 동료로는 한명희(韓明熙)․이병원(李秉元)․조재
선(趙在善)․조청자(趙淸子) 등이 있다. 음대 학부시절의 옛 추억을 회상할 때, 무엇부터 이야기
해야 할지에 대하여 궁리하다가 회고담의 줄거리를 대략 다음과 같이 세 갈래로 나누어야겠다
고 생각하였다. 세 갈래의 회고담에는 순수이론 전공자의 공부한 흔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리
라고 생각한 탓이다.
첫째 갈래는 1959년 성악가를 꿈꾸던 양악도(洋樂徒)가 어째서 국악과에 입학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가야금 실기로 입학한 국악도(國樂徒)가 왜 이론전공자로 변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회고담이 순리적으로 풀린다. 둘째 이야기는 학부시절 운초(云初)
장사훈(張師勛: 1917-1991) 박사님 및 만당(晩堂) 이혜구(李惠求: 1909-2010) 박사님의 지도
아래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대한 회고담이다. 셋째 회고담은 서울대 문리대의 공부동아
리 <우리문화연구회>의 조동일(趙東一) 학형과 맺은 운명적 인연이 내 학문인생의 새로운 지
평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줄거리의 회고담이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회고담
은 순수이론을 전공한 나의 학문인생, 이른바 일해음악학2)(一海音樂學)과 맺은 운명, 즉 숙명
(宿命)과 관련된 자서전(自敍傳)의 일부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악이론을 전공한 나는 이번 회
고담을 학부시절부터 지금의 인생황혼기까지 걸어온 여정 중 한국음악학의 초창기 있었던 산
증인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마음먹었다.

2. 국악과의 입학 동기 및 가야금에서 순수이론 전공으로 변신한 까닭
나의 목청이 다른 학생보다 좋았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배재고(培材高)시절(1958-1960)
김치석(金致錫) 음악선생님은 나를 성악가로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렛슨해 주었기 때문이다.
1959년 가을 입시를 앞두고 음악선생님은 일본유학시절 동창생인 서울대 음대 성악과(聲樂科)
의 김학상(金學相) 교수님을 소개하였다.
어느 날 성악지도를 해주신 후 김학상 교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권고하셨다. 밝히자면, 양악
과의 성악교수인 자기가 스승으로서 제자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그
리고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악과의 재학시절 자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졸업 후에는 중고
2) 근래 이 발표자는 두 은사님의 학문세계를 나타내는 晩堂音樂學 및 云初音樂學이라는 새로운 학술용
어를 사용하였다. 만당(晩堂) 이혜구(李惠求 1909-2010) 박사님과 운초(云初) 장사훈(張師勛
1917-1991) 박사님의 학문세계처럼 이 발표자의 학문세계를 총괄하는 一海音樂學이라는 새 학술용어
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一海音樂學이라는 학술용어는 2018년 11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Korea Press Center)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거행한 시상식 때,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준 제25회 방일
영국악상 시상식: 宋芳松 (서울: 방일영문화재단, 2018), 52-53쪽에 이 발표자의 제자 孫泰龍 군이 기
고한 “나의 스승 송방송: 일해음악학을 일구어낸 학자”라는 글에서도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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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음악선생 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졸업 후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도 될 수 있
고, 또한 대학교수도 될 수 있는 ‘국악과’(國樂科)라는 새로운 학과가 1959년 음악대학에서 출
범했음을 알려주었다.
설립 당시의 국악과 정원 50명 중에 1지망생은 10여명도 않됐고, 입학생의 거의 모두가 양
악과에 지망했던 2지망생들이었다. 1959년 봄 국악과 1기의 입학생은 가믐에 콩나듯 너무 없
었고, 입학생의 대부분은 양악과에 지원했던 2지망생들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네의 장래를 위해 국악과의 입학을 고려해보도록 권고하니, 내 권고사항을 부모님과 상의한
후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권고를 들었을 때, 내 실력이 모자라 성악과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국악과로 지원하도
록 권고하는 것은 아닌지가 의심스러웠다. 그런 의심 때문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으므로, 처음
에는 그 권고를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차례 그 권고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이
궁금하다면서, 다음번에 부모님의 의견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렛슨을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리하여 할 수 없어 선친과 상의한 결과, “그 성악교수님은 먼 앞을 내
다보시는 분이고, 제자의 앞날을 염려하시는 좋은 선생님이니 국악과에 입학해도 좋다”고 말
씀하시는 것이었다.
이런 선친의 뜻을 전할 때, 김학상 교수님에게 나의 처지를 솔직하게 호소했던 기억이 아직
도 생생하다. “국악과의 ‘국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거니와, 입시를 한 달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국악과에 입학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면서 나에게 소개해준
가야금선생님이 마침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국악과에 출강하시는 황병기(黃秉冀:
1936-2018) 강사님이었다. 이렇게 뜻밖에도 나는 황병기 교수님처럼 훌륭한 스승과 인연을
맺는 인복(人福)을 타고 났다. 그 인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시준비를 한 후 국악과에 입학하
였다.
가야금을 전공하기 위해 악기구입을 권고했으므로, 산조가야금을 구입하였다. 그 당시 삼청
동(三淸洞) 사시는 황병기 강사님의 한옥 자택에서 한 달 동안 영산회상(靈山會相)의 “세령
산”(細靈山) 초장(初章)을 렛슨 받았고, 그 초장을 연주하고 입학하였다. 다음에는 이야기를
서둘러 문득 떠오른 다음의 사연 쪽으로 넘어가야겠다.
1960년 1월 추운 겨울 입시장의 복도에서 순서대로 자기 차례를 기다릴 때였다. 입학 후에
알게 됐지만 이병원․조재선 두 입시생이 연습하는 젓대소리도 그렇고, 조청자 의 가야금소
리는 내 가야금실력과 너무 차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기가 꺽여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에는 만당․운초 두 교수님과 황병기 강사님이 참석한 입시장에서 “세령산” 초장
의 연주조차 그만 실수하고 말았다.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국악과에 당당하게 입
학하였다. 이렇게

60년 전 초창기 국악과의 입시 현실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였

다.
국악과 초창기 내가 운초 선생님 및 만당 은사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졌는가에 대한 이
야기에 앞서 가야금실기에서 이론전공으로 바꾼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연을 생략할 수 없
다. 그러나 그 사연에 앞서 입학 직후 만당 선생님의 ｢국악개론｣ 강좌에서 있었던 실화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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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필수다. 왜냐하면 그 강좌는 성악 전공으로 다시 도전하기 위해 내가 휴학계를 낸 동기
였던 탓이다.
입학했던 1학기 만당 선생님께서 맡으셨던 ｢국악개론｣ 강좌에는 국악과 및 양악과 입학생들
모두가 청강하였다. 산조(散調)에 대하여 강의할 때였다. 만당 선생님은 칠판에 크게 산조라고
쓰신 후, 국악과의 신입생 조청자 양에게 악기실에 가서 산조가야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였
다. 그런 말씀에 이어 10분 정도의 짧은 산조를 연주하도록 부탁하였다. 산조 연주가 끝났을
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은 새내기인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지금 조청자 양이 연주한 짧은 산조의 진양조와 중모리 그리고 자진모리 연주를 잘 들었으
리라고 믿네. 나는 아직 산조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조가락에
대하여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네. 그러므로 자네들이 앞으로 산조를 심층적으
로 연구하여 산조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자상하게 설명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려네. ···”라
는 요지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았다.
그 당시 음악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는 이혜구 박사님 뿐이었다. 그런데 박
사라는 분이 잘 모른다는 산조를 나를 비롯한 새내기 신입생들에게 박사 교수님보다 산조를
잘 설명하도록 앞으로 연구하라는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렇잖아도 가야금실기에서 이
론전공으로 바꾸었지만, 그 이론전공도 역시 국악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무했던 나에게는 넘기
에 어려운 고비였다. 내가 1학기말에 휴학계를 제출한 이유의 근저에는 장래의 희망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이 깔려 있었다.
휴학계를 제출할 당시에만 해도 내년 입시 때에는 접었던 성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다
시 성악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나이가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자르고
칼집에 넣어야 한다”라는 옛말처럼, 휴학 중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1961년 2학기 때 국악
과로 복학하였다. 그래서 나는 국악과 제3기생인 이성천(李成千)․백대웅(白大雄)․김덕환(金德
煥) 등과 졸업동기생이 되었다.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입학동기생과 졸업동기생
을 모두 가지게 되었다.

3. 운초 장사훈 교수님 및 만당 이혜구 은사님과의 공부 회고담
앞 2항에서 언급했듯이, 입시장의 복도에서 조재선․이병원 두 입시생의 젓대소리, 그리고 조
청자 양의 가야금소리에 그만 기가 죽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세령산” 초장의 연주마져 틀
렸다고 밝혔다. 환언하건대, 가야금 실기로는 도저히 그들의 뒷꽁무니조차 따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입학하자마자 가야금 실기전공을 포기하고 이론전공으로 바꾸겠다고
황병기 강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운초 선생님 및 만당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
다.
입학했을 1960년 당시 국악과의 이론분야에는 두 분의 교수님에 계셨다. 한 분은 만당 이
혜구, 그리고 다른 분은 운초 장사훈, 이상 두 박사님이었다. 1～2학년 때에는 운초 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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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3～4학년 시절에는 만당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였다. 훌륭한 두 스승과
의 만남은 나의 인복(人福)이자 아래의 여러 이야기에 얽힌 학문적 행운(幸運)이 아닐 수 없었
다.

1) 운초 장사훈 박사님과 朝鮮王朝實錄 에 얽힌 이야기
1961년 복학했을 때의 국악이론 지도교수는 운초 선생님이었다. 그 당시 순수이론 전공자
들은 거문고를 필수적으로 배워서 연주할 수 있어야만 하였다. 그 이유는 옛날 고악보의 대부
분이 거문고악보여서 거문고연주법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고악보의 해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고악보 해독에 앞서 거문고를 배워야만 했고, 고악보 해독의 첫째 결실로 나는
만대엽(慢大葉) 관련의 논문3)을 발표하였다.
이론 렛슨 때 순수이론 전공자에게는 우리음악사연구를 위해 기초 음악사료의 수집이 필수
적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셨다. 따라서 거문고 렛슨 이외 운초 선생님은 나에게 朝鮮王朝實錄
의 음악기사를 대학노트에 필사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기독교인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신앙
의 잠언(箴言)으로 받들어야 하듯이, 운초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하늘같이 여기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현재 을지로 6가 메디칼 센터(Medical Center) 뒤쪽의 벽돌건물에 있었던 음대도서실에는
朝鮮王朝實錄 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동숭동(東崇洞)의 대학로
지금의 마로니에공원에 있었던 서울대 문리대 중앙도서관에 출퇴근했었어야만 하였다. 그 당
시에는 비록

朝鮮王朝實錄 의 영인본(影印本)일지라도 재학생들에게는 도서관 밖으로 대출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열람실에서만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 과제 수행을 위해서
는 문리대 중앙도서관으로 출퇴근하였다. 그렇지만 음대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40분 가량 걸
어서 음대건물로 갔다가 다시 중앙도서관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1963년 봄으로 기억한다. 그 때 문리대 중앙도서관에서 우연히 두 선배를 만났다. 한 분은
국악과 1기생인 권오성(權五聖) 선배였다. 그리고 다른 선배는 그 당시 문리대 불문과(佛文科)
를 졸업하고 국문과(國文科)에 편입한 후 <우리문화연구회>라는 공부동아리를 운영하던 조동
일 학형이었다. 조동일 학형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본고의 4항에서 따로 제시할 것이므
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어떻게 권오성 선배가 문리대 중앙도서관까지 오게됐는지를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서울대 대학원의 국악과에 입학하자마자 운초 선생님이 한 학기 과제로

영조실록

(英祖實錄) 소재 음악기사를 발췌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 오게 됐다는
것이었다. “나는

태조실록 (太祖實錄)부터

철종실록 (哲宗實錄)까지의 음악기사를 발췌하라

는 운초 선생님의 과제수행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보낸다”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잊
혀지지 않는다.
3) 宋芳松, “慢大葉考,” 音大學報 (서울: 서울대 음대학생회, 1963), 창간호, 145-65쪽. 이 논문은 필자
의 韓國音樂史硏究 (慶山: 영남대출판부, 1982), 485-512쪽에 복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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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중앙도서관의

朝鮮王朝實錄

영인본을 도서관 열람실에서

만 보았다. 또한 요즘처럼 그 당시는 복사기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도시
락 두 개를 싸들고 아침 8:00시 개관할 때부터 저녁 10:00시 폐관할 때까지 종일 열람실에서
책장을 넘기며 음악기사를 찾아 대학노트에 필사하였다. 太祖實錄 부터 哲宗實錄 까지의 영
인본 49권의

朝鮮王朝實錄

소재 음악기사를 6개월 동안 두꺼운 대학노트 세 권에 옮겨 적

었다.
음악기사를 발췌한 대학노트를 당시 불광동(佛光洞)에 사시던 운초 선생님 댁으로 가져다
드렸던 것은 사제지간(師弟之間)의 즐거운 추억거리였다. 이렇게 필사한 음악기사는 나중에 운
초 선생님의

국악문헌자료집성

나의 기억에 남은

4)(國樂文獻資料集成)으로

朝鮮王朝實錄

의 음악기사를 집대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었다. 지금

관련의 추억거리는 따로 있었다. 왜냐하면

朝鮮王朝實錄

國樂文獻資料集成 (1978)의 비화(秘話)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숨

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친 김에 좀더 밝히건대, 국립국악원의 원장시절(1978～1980) 어느 봄날 문교부(지금의 교
육부)의 서류봉투가 원장실로 배달되었다. 그 서류봉투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적부 심사를 평
가하는 우편물이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뜻밖의 내용물은 운초 선생님이 운영하는 서울대
음대 부설 동양음악연구소의 연구조성비를 1977년 문교부에 신청한 연구계획서였다.
그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朝鮮王朝實錄

소재 음악기사를 뽑아서 정리하여 자료집을 만드

는 계획이었다. 학부시절(1960-1965)에 내가 필사해 보여드린 왕조실록의 음악기사를 바탕으
로 삼아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던 것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제자의 처지에서 은사님의
그 연구계획서를 좋게 평가해 문교부로 보냈다. 이렇듯 朝鮮王朝實錄 관련 추억거리가 조선
시대 음악사연구의 초석을 조성하는 작업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었다.
비록 朝鮮王朝實錄 소재 음악기사의 필사는 힘든 작업이었다. 다시 말하건데 인내심을 요
구하는 그런 필사작업은 우리 음악사연구를 위하여 1차 사료(primary source)를 학술적으로
어떻게 수집하여 정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방법을 순수이론 전공자인 나에게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중에 그런 필사작업이 國樂文獻資料集成 으로 결실을 맺었고, 그리고 朝鮮王朝實
錄音樂記事總索引 (1991)이라는 엄청난 색인집의 밑거름이 됐던 탓이다. 또한 그것은 조선음
악사연구의 기반조성과 관련된 깨달음과 보람을 얻도록 만드는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그 필사
작업은 나의 학문적 행운이자 좋은 스승을 만난 인복이었음이 분명하였다.

2) 만당 선생님과 樂掌謄錄 및 한겨레음악대사전 관련의 사연
학부의 전반기는 운초 선생님의 지도로 국악이론을 공부했고, 후반기는 만당 선생님이 지도
해주었다. 만당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순수이론 전공자로서 공부하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4) 장사훈 박사님이 1960년대 전반기 필자가 발췌한 朝鮮王朝實錄 음악기사의 필사본을 다시 정리하
여 문교부의 연구조성비로 시작한 太祖實錄 부터 世宗實錄 까지의 음악기사를 담은 136쪽의 國樂
文獻資料集成 제1집은 서울대 음대 부설 東洋音樂硏究所의 이름으로 1978년에 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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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토막을 회고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조선왕조의 왕립음악기관 장악원(掌樂院)의 업무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악장등록 (樂掌謄錄)이라는 1차 음악사료 관련의 회고담이고, 둘째는

한겨

레음악대사전 (2012)의 뿌리였던 국악용어카드에 대한 추억담이다.
만당 선생님은 문리대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나에게 그 도서관의 규장각(奎章閣)에 소장
한 음악사료를 가끔 대출해 오도록 요구하였다. 만당 선생님의 심부름을 수행하던 중에 입수
한 1차 음악사료인

樂掌謄錄 의 국역작업을 결국에는 수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순수이론

전공자의 학부과정에서 졸업논문의 주제를 장악원의 공식문서인

樂掌謄錄 에 대하여 연구하

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1963년부터 국역작업을 시작한

樂掌謄錄 이 나중에

樂掌謄錄硏究 (1980)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이 오랜 과정을 거친 결실이었
다.
운초 선생님이 필자에게 준 朝鮮王朝實錄 소재 음악기사의 필사작업을 수행할 때, 깨우친
것은 순수이론 전공자에게 한문공부가 필수라는 생각이었다. 마침 문리대 중앙도서관에서 그
과제를 수행할 당시 규장각 소장의 고문서 해독을 위하여 도서관에 출퇴근하는 안동(安東) 출
신의 한학자를 만났다. 한문 관련의 의문점을 그 한학자에게 물었을 때마다 그 노학자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한문공부에 열심인 나에게 호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호의에 따
른 자상한 가르침은 한문공부의 의욕을 북돋아주기에 충분하였다.
조선시대 장악원의 공식문서에는 한문과 이두(吏頭)가 혼용된 사실을 국역하면서 알게 되었
다. 樂掌謄錄 의 국역 때에도 그 한학자의 호의 및 가르침이나 만당 선생님의 한결같았던 지
도는

樂掌謄錄 과 관련된 졸업논문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두사전 (吏頭辭典)을 뒤져가며 국

역한 초고를 그 한학자 및 만당 선생님의 지도 아래 수정하고 보완하여 국역을 마친 후, 마침
내 1964년

樂掌謄錄

관련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였다. 그 후 오랜동안 잊고 있었던

樂掌謄

錄 의 연구작업을 다시 수행하도록 만든 사연은 따로 있었다.
국립국악원장직을 사임하고 영남대학교에 부임한 1980년은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시절 5.18
사태를 유발시킨 전두환(全斗煥)의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데모 때문에 폐교령이 내려졌던 때였
다. 나를 영남대학교로 부임하도록 다리를 놓아준 조동일 학형이 하루는 나의 연구실에 들려
이런 과제를 부탁하였다.
밝히건대, 1979년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民族文化硏究所)의 수행과제인 ｢민족문화논총(民
族文化論叢)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H아무개 교수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면서 반납한 그 과
제를 송 박사가 대신 맡아달라는 것이 그 학형의 부탁이었다. 이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는
1981년까지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마침 국악원장시절(1978～1980) 국립국악원의 뿌리인 장악원을 비롯한 왕립음악기관의 역
사적 고찰에 대한 논문을 마련했지만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였다. 그리고 학부시절 국역
한 바 있었던

樂掌謄錄 를 그 민족문화연구소의 한문고문이신 이원윤(李源胤) 선생님의 지도

아래 다시 번역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그 ｢민족문화논총의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작정하였
다. 1980 봄부터 다시 시작한 국역작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킨 결과,

樂掌謄錄硏究 라는 모노

그래프5)(monograph)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의 ｢民族文化論叢 8｣로 예정보다 앞당겨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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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에 출간되었다.
樂掌謄錄硏究 의 발간에 이어 다음으로 이야기를 서둘러서 만당 선생님과의 다른 사연 쪽
으로 넘어가야겠다.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의 뿌리였던 국악용어카드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은 학부시절의
추억담으로 시작해서 본인의 정년퇴임 이후까지 반 세기 동안의 여러 에피소드와 관련되었다.
자세히 말해서, 학부시절에 국악용어카드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국악용어카드의
작성법은 어떠한가?,
國音樂用語論 과

韓國音樂用語論 (1979)과 국악용어카드는 어떻게 상호관련됐는가?,

韓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의 상호관련성은 무엇인가?의 순서로 이야기를 풀

어가야 이해하기가 쉽다.
가야금실기에서 국악이론전공으로 바꾸었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여전하였다. 왜냐하면
인문계 출신으로 국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로 대학에 들어가 순수이론을 전공하게
된 나는 어려운 곡명과 낯선 음악용어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당 선
생님의

韓國音樂硏究

6)(1957)에

수록한 여러 논문 및 운초 선생님의 국악에 대한 연구논문

을 읽고서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1960년 입학했을 당시에 국악 관
련 용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도록 참고할 사전이나 참고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
스러웠던 것은 운초 선생님의

國樂槪要

7)(1961)가

나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나의 고민거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만당 선
생님에게 그 고민거리의 해결책을 문의하였다.
하루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부근 종로구 당주동(唐珠洞)의 만당 선생님 자택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국악용어카드를 작성할 때 그것을 참고
하라는 말씀이었다. 그 때 보여준 것은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영문과 재학
시절 만당 선생님이 만들었던 영문카드였다. 만당 선생님은 영문서의 좋은 구절이나 특수한
용어를 카드에 적고, 그 구절이나 용어의 문헌출처를 꼼꼼히 적어 나중에 참고했다고 설명하
였다. 그렇게 설명할 때 자네도 국악원서나 연구논문에 나오는 국악용어의 명칭과 출처를 카
드에 적어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그 카드를 정리해보면, 정확한 내용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5) 宋芳松, 樂掌謄錄硏究 (慶山: 嶺南大 民族文化硏究所, 1980)의 내용목차는 제1편 掌樂院의 歷史的
硏究: 1장 歷代王立音樂機關, 2장 朝鮮初期의 音樂機關, 3장 掌樂院의 歷史的 槪觀, 4장 樂掌謄錄
의 분석적 고찰; 제2편 樂掌謄錄 譯註 및 影印: 1637년(仁祖 15) 5月 23日～1753년(英祖 29) 6月
22日; 參考文獻․索引; 影印樂掌謄錄으로 구성됨.
6) 李惠求, 韓國音樂硏究 (서울: 國民音樂硏究會, 1957)에는 1) 韓國의 舊記譜法, 2) 梁琴新譜의 四調,
3) 歌曲의 羽調, 4) 韓國音樂槪要, 5) 雅樂小考, 6) 步虛子考, 7) 與民樂攷, 8) 笙歌寥亮과 鼓吹樂, 9)
時調鑑賞法, 10) 巫樂硏究, 11) 韓國音樂發達史草, 12) 高句麗樂과 西域樂, 13) 山臺劇과 伎樂, 14)
兜率歌考, 15) 시나위와 詞腦에 關한 試考, 16) 新羅의 梵唄, 17) 牧隱先生의 驅儺行, 18) 宋晩載의
觀優戱, 19) 韓國樂器由來小考, 20) 韓國의 琴樂, 21) 舊韓樂의 創作活動, 22) 東西音樂比較, 이상
22편이 포함됨.
7) 張師勛, 國樂槪要 (서울: 精硏社, 1961)에는 1) 國樂器解說, 2) 雅樂曲解說, 3) 民俗樂解說, 4) 古典
舞踊解說, 5) 論說, 이상 5편으로 구성됨. 제5편에는 論說 36편(山打令牌의 分布, 雅樂曲의 再檢討,
民謠採集에 대한 方案, 國樂採譜에 一言, 民俗樂譜의 盲點, 民俗樂譜 제2집을 批判함, 씨뿌린 사람들
(河圭一․金寧濟․咸和鎭․金桂善․李壽卿․李東伯․朴相根․崔壽成), 國樂의 槪觀과 時代區分, 掌樂院, 民間音
樂機關의 濫觴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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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이후로부터 도서관의 도서카드 규격(3×5 인치)의 국악용어카드를 만들어 용어의 명칭과
출처를 기록해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가령

樂學軌範

권2에 나오는 “보태평지악”(保太平之

樂)이라는 용어를 카드에 적고, 그 출처인 권2의 18장 후면(後面) 8행부터 19장 전면(前面) 9
행까지, 그리고 국역본 신역악학궤범 , 158～63쪽을 적었다.
이런 내용과 출처를 외국유학 때 배운 약자법에 따라 이렇게 정리하였다. 즉
로마자 Akhak kwebŏm의 첫 자 AK, 전면은 a, 후면은 b로, 그리고

樂學軌範 의

신역악학궤범 의 로마

자 Sinyŏk Akhak kwebŏm의 첫 자 SAK로 표기하였다. 이 약자로 위의 출처를 표기하면,
AK, 卷2.7a10～19a9(SAK, 158～63쪽), 이처럼 간략하게 표기하였다.
이런 식의 국악용어카드의 작성은 외국유학 및 캐나다 맥길(McGill)대 교수시절(1968～
1977)에도 지속되었다. 다만 두꺼운 카드로 인해 넘처나는 분량 때문에 두꺼운 카드의 마분지
를 요즈음의 얇은 A4용지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렇게 작성한 카드와 카드 박스는 현재 국립
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의 ｢송방송문고｣(宋芳松文庫)에 소장되었다.
1977년말 귀국인사 차 운초 선생님의 사당동(舍堂洞) 자택 및 만당 선생님의 이촌동(二村
洞) 왕궁아파트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 때 외국유학을 마치고 제자가 귀국했음을 국악계에 알
리기 위하여 15여년 동안 모은 국악용어카드를 정리하여 사전을 편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
다. 두 은사님은 그런 제의가 좋은 생각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줌과 동시에 격려의 말씀
까지 해주었다.
1978년 1월 제4대 국립국악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카드박스를 원장실에 가져다 놓고 ‘가’항
부터 정리하느라고 매우 분주하게 지냈다. 그 당시 원장비서였던 고혜란(高惠蘭) 양은 내가 모
나미 볼펜으로 쓴 초고지를 한글타이프로 쳐서 다시 정리하였다. 그 당시에는 국악용어사전작
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장악과(掌樂課) 직원들이 가능하면 원장실 출입을 자제하
면 좋겠다고 김용(金龍) 악사장(樂士長)에게 부탁하였다.
취임하자마자 원장과 원장비서가 하루 종일 원장실에서 툭탁거리는 작업이 무엇인지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루는 악사장이 그렇게 요란스럽게도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물었
다. 나의 대답 왈: “음악학박사(Ph.D.)의 귀국을 알리기 위해 15년 동안 모은 국악용어카드를
정리하여 사전을 펴내려고 종일 분주하다”고 전하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 사전작
업을 위하여 어디에서 연구비를 받았느냐?”고 말이다.
“이런 사전작업에도 연구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느냐?”고 되물었을 때, 문화공보부(文化公報
部)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 바로 그런 사업을 심사하여 연구비 지
급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또한 김용 악사장 스스로가 앞장서 관련 구비서
류를 얻어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 장악과(掌樂課)에 근무하던 서울대 국악과 후배인 이
승렬(李勝烈)․조운조(趙運朝)․김길운(金吉雲) 직원을 보조연구원으로 넣어 기대 이상의 큰 연구
비를 얻도록 협조하였다.
이 사전작업의 연구결과, 곧 고혜란 비서가 한글타자로 정리하여

韓國音樂用語論 의 제목

을 붙인 한장본(韓裝本)의 다섯뭉치 원고를 1979년말 문예진흥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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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 연구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깜짝 놀라운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 사건은 나의 마음에 고통을 안겼다.
1979년 가을로 기억한다.

東亞日報 의 문화란에 발표한 보도기사, 곧 장사훈 박사가 왼쪽

눈까지 상해가며 추진 중인

國樂大事典 이 1980년도에는 출판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야 말로

나에게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보도였다. 이 보도기사를 보자마자 사당동의 자택을 방문
했을 때, 나는 운초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 드렸다고 기억한다. “제가 귀국인사를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국악사전을 편찬하실 계획을 일찍이 저에게 말씀해주셨다면, 제가 따로 사전작업
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지가 그것이었다.
“현재 저는 문예진흥원의 연구비를 받아 보조연구원 이승렬․조운조․김길운, 이상의 장악과
직원과 더불어 진행시키고 있는 사전작업의 결과물을 1979년말까지 제출해야 할 처지”임을
선생님에게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예진흥원의 연구비를 반납할 수도 없는 처지이므
로, 선생님의

國樂大事典

작업을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씀 드려야만 하는 곤란한 처지였

다. 문예진흥원의 계획에 의거하건대, 1979년말 완성된 원고를 1981년에 출간하기 위하여 출
판보조비를 1980년에 신청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고민 중에 문예진흥원의 송지영(宋志英: 1916-1989) 원장님을 찾아 뵙고 사전 관련 사업의
최근 모든 내막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밝히건대, “아무런 연구비도 없이 운초 선생님이 추
진 중인

國樂大事典 이 1980년도에는 출판될 예정이라고 신문에 보도됐으므로, 연구비를 받

고 추진한 제

韓國音樂用語論 의 출판보조비를

國樂大事典 의 출간 이후에 신청하겠다”고

말이다. “사제지간(師弟之間)의 미담(美談)”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문예진흥원장님은 “1981년에
출판보조비를 신청해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1980년 봄 내가 국립국악원장직을 사직하고 영남대학교로 내려갈 때, 문예진흥원에 보관중
인 한장본의 韓國音樂用語論 의 원고 다섯뭉치를 빌려가지고 대구로 내려갔다. 그 당시 전두
환의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데모로 인한 폐교령 때문에 영남대의 강좌가 없었으므로,

韓

國音樂用語論 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었다. 한창 수정작업을 하고 있을 때 문예진흥
원의 긴급전화를 받고 원고뭉치를 가지고 상경하여 자초지종(自初至終)을 감사관에서 설명한
덕분에 문화공보부의 감사를 무사히 마쳤다.
그런데 감사를 받은 후 송지영 원장님을 비롯하여 담당자가 모두 바뀌었다. 그리고 1980년
도에 출간되리라던

國樂大事典 은 1984년에야 간행되었다. 그 동안에 문예진흥원 측의 출판

보조비 신청과 관련된 독촉이 없어 그냥 韓國音樂用語論 의 원고 다섯뭉치를 내가 보관했고,
2008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 원고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지속하였다.
이렇게 30여년 동안 수정하고 보완한

韓國音樂用語論

래 숙성시킨 포도주의 맛이 좋아지듯이 말이다. 그런데

원고는 많이 향상되었다. 마치 오
韓國音樂用語論 에는 인명이 포함되

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퇴임 직후부터 매년 한 권씩 네 권의 인명사전8)을 발간하였다. 이 인
명사전의 원고 및

韓國音樂用語論 의 원고를 합해서 2012년에 펴낸 사전(encyclopedia)이

8) 宋芳松, 한국근대음악인사전 (서울: 보고사, 2009); 조선음악인열전 (서울: 보고사, 2010);
현대음악인사전 (서울: 보고사, 2011); 한국음악인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한국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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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음악을 공시적 관점(synchronic point of view)에서 정리한 한겨레음악대사전 이다.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의 출간 이후 한장본의

韓國音樂用語論 의 원고 다섯뭉치를 국

립중앙도서관의 ｢宋芳松文庫｣에 기념물로 소장하도록 보냈다. 만당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작한 국악용어카드의 결실이 드디어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의 뿌리였다는 사실은 나의

학문인생, 이른바 일해음악학의 큰 기둥이었다는 데 그 보람과 의미가 있었다.
요컨대, 만당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나는 일해음악학의 큰 업적을 위한 학문적 기초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樂掌謄錄硏究 (1980) 및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이라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이렇듯 만당 선생님과의 만남은 나의 학문인생에서 엄청난 행운이자 소중한
인복이 아닐 수 없었다. 달리 말하자면, 만당 선생님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불멸의 횃불이
었다.
따라서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표지의 뒤쪽에 “이 사전을 고인이 되신 만당(晩堂) 이혜

구(李惠求) 및 운초(云初) 장사훈(張師勛) 두 은사님의 영전(靈前)에 바칩니다”라고 넣은 문구
는 오늘의 음악학자로 성장하도록 키워주신 두 은사님의 사랑에 대하여 제자가 진정으로 감사
하는 마음의 진정한 표현이었다.

4. 공부동아리 <우리문화연구회>의 조동일 학형과 운명적 만남
“인간을 둘러싼 선악(善惡)․길흉(吉凶)․화복(禍福) 등의 온갖 초인간적 위력(偉力)에 의하여
조성되고 지배된다고 믿어지는 그 섭리(攝理)”가 운명(運命)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었다. 소항목
4의 제목을 “공부동아리 <우리문화연구회>의 조동일 학형과 운명적 만남”이라고 붙인 이유는
나의 학문인생, 곧 일해음악학에서 차지하는 조동일 학형과의 인연이 운명적이라고 할만큼 매
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렇게 소중한지에 대한 회고담의 실마리는 서울대 문리대 중
앙도서관에서 조동일 학형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운초 선생님의

朝鮮王朝實錄

관련 과제수행을 위하여 1960년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우리문화연구회>를 운영하는 조동일 학형과 나는 인연을 맺었다. <우리문화연구
회>의 매달 연구발표회가 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이기는 했지만, 음악이론전공자
였던 나는 우리문화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지식을 듣고 배웠다.
이 공부동아리에서 듣고 배운 지식은 영남대 시절(1980～1998) <일어스터디그룹9)>과 <중국
어스터디그룹10)>, 그리고 한국음악사료연구회11)(韓國音樂史料硏究會)라는 공부동아리 결성의
9) 기초 일본어를 마친 후 구사노 타에코(草野妙子 Kusano Taeko)의 アリランの歌 를 번역했고, 두
번째로 기시베 시게오(岸邊成雄 Kishibe Shigeo)의 古代シルクロードの音樂 를 번역함. 구사노 여사
의 번역원고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나, 기시베 교수님의 책은 고대실크로드의 음악 (서울: 삼호출판
사, 1992)으로 출간됨.
10) 첫 번째로 왕광기(王光祈)의 中國音樂史 를 번역했고, 두 번째로 하야시 겐조(林謙三 Hayashi
Kenzo)의 隋唐代燕樂調硏究 를 번역함. 왕광기의 번역서는 원고상태로 있지만, 하야시 선생의 번역
원고는 隋唐代 燕樂調의 硏究 (대구: 도서출판 대일, 1994)라는 단행본으로 1994년 한국학술진흥재
단(韓國學術振興財團) 번역총서 184로 출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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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거름이 되었다. 공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동아리를 만들라고 내가 늘 제자들에게 강조
했던 이유는 공부동아리의 많은 연구성과 때문이었다. 조동일 학형과는 국립국악원장 시절
(1978-1980)에 다음과 같은 계기로 인하여 재회하게 되었다.
1980년 1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民族文化硏究所) 및 미국 하와이(Hawaii)대학교의 한국
학연구소(韓國學硏究所: Center for Korean Studie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때, 한
국음악학 관련 논문12)을 발표함으로써 조동일 학형과 재회하였다. “송 박사는 공무원이 아니
라 대학교수가 되어야 할 인물”이라는 과찬의 말과 더불어 국제학술대회기간에 영남대 이인기
(李寅基) 총장님에게 강력히 이 발표자를 추천한 결과, 1980년 봄부터 ｢민족의 대학｣이라는
영남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1982년 영남대에 국악과를 설립함으로써 조동일 학형이 나의 학문인생을 새로운 지평으로
활짝 열리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그와의 재회는 그야말로 운명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樂掌謄

錄硏究 (1980)라는 학술서의 출간도 그렇고, 나의 귀국목적 중 하나였던 우리음악의 역사서인
한국음악통사 (1984)의 출간 때에도 그와의 운명적 인연이 다음과 같은 계기로 인하여 더욱
공고히 다져졌다.
나를 영남대로 불러 국악과를 설립하도록 권고한 조동일 학형이 1982년 한국정신문화연구
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 현 韓國學中央硏究院) 한국학대학원(韓國學大學院)의 교수로 부임했
을 때였다.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운영을 책임졌던 그가 나에게 음악학 관련 석․박사과정의 교
과과정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남시 운중동(雲中洞)의 정문연(精文硏: 韓
中硏)에 며칠 머무는 동안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마침

한국문학통사

제1권(고대편)을 출간하고 다음 권을 집필하던 조동일 학형은

한국음

악통사 의 집필을 나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였다. “1980년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의 ｢민족문
화논총 8｣로

樂掌謄錄硏究 를 출간할 때, 블도저(bulldozer) 같은 송 박사의 연구 추진력에

감탄했었다”는 추억담과 더불어서 말이다. 그러나 나의 연구업적이 너무 미미하여 지금 당장
통사 집필은 어렵다고 고사(固辭)하였다. 내 고사에 대하여 학형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두 가
지는 결국 나를 설득시켰다.
첫째 설명은 이러했다. 자기가

한국문학통사

고대편을 집필할 때, 무엇이 연구되었고, 어

떤 문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서, 철학자 베이컨(F. Bacon 1561-1626)의 말처럼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 지’를 문학통
사 집필로 인하여 비로소 깨우쳤다는 조동일 학형의 솔직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다.
11) 1992년부터 한국음악사료연구회는 서울대 奎章閣圖書館 소장의 儀軌 중에서 仁政殿樂器造成廳儀
軌 의 국역작업을 시작했고, 그 후 여러 음악사료를 국역함. 서울 民俗苑에서 國譯英祖朝甲子進宴儀
軌 (1998)․ 國譯豊呈都監儀軌 (1999)․ 國譯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2000)․ 國譯肅宗朝己亥進宴儀軌
(2001)․ 國譯律呂新書 (2005.)․ 國譯純祖己丑進饌儀軌 (2007)를 출간함. 이런 국역서 중 뜻밖에도 國
譯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가 영광스럽게도 2000년 문화관광부(文化觀光部)의 우수도서로 선정됨. 또한
國譯肅宗朝己亥進宴儀軌 는 2001년 대한민국학술원(大韓民國學術院)의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음.
12) 宋芳松, “韓國音樂學의 成長過程과 當面問題,” 民族文化硏究의 方向 (경산: 영남대 민족문화연구
소, 1980), 145-72쪽. 이 논문은 필자의 韓國音樂史硏究 (경산: 영남대출판부, 1982), 3-25쪽에 수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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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설명은 우리나라 교수의 대부분이 햄릿(Hamlet)형의 인간이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천력이 부족하여 어정쩡하게 처신하다가 제대로 된 개설서 한 권을 집필하지 못하고 정년퇴
임하기 일쑤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자기는 고민하느라고 행동하지 못하는 햄릿형이 아니고,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서 수습해 가는 돈-키호테(Don Quixote)형이기 때문에, 문학통사 집필
을 무모하게도 행동에 옮겼단다. 바로 그 결실이 한국문학통사 라는 설명이었다.
드디어 설득을 당한 나는 국사학자의
國史新論

한국사시대구분론 이나 이기백(李基白) 교수님의

韓

등 국사학계의 여러 역사책을 참고하여 시대별 음악사의 큰 흐름, 곧 대세(大勢)

파악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우리음악사의 시대적 큰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스
스로 고안한 시대구분론13)(時代區分論)을 처음으로 음악학계에 발표하였다. 이렇듯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가 공부하여 제시한 시대구분론은 당시 우리음악학계에서 아주 독창적이
었다고 생각됐으므로, 그것은 나의 음악학자다운 자부심의 근거였다.
음악통사 집필 때 조동일 학형의 충고가 옮았음을 깨우쳤다. 예컨대, 고대편의 서술 때 한
국음악학의 1세대가 발표한 발해악(渤海樂)에 대한 연구성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해악에 대한 논문14) 집필과 동시에 통사를 서술하였다. 또한 시대별로 무엇이 연구되
었고, 내가 연구해야 할 음악사적 문제점들을 메모하여 하나씩 연구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한국음악통사 (1984)의 개정판인

증보한국음악통사 (2007)을 출간하기 전까지 우리음

악사에 대한 여섯 권의 연구논문집15)을 발간하였다.
돈-키호테처럼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씩 수습해 나가라는 조동일 학형의 충고대로 음
악통사를 집필하는 동안 깨우친 값진 인생교훈은 흘린 땀만큼 수확한다는 소박한 하늘의 이치
였다. 바꾸어 말하건대, 나의 학문인생, 곧 일해음악학의 보람과 즐거움을 음악통사 출간을 통
하여 실감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문화연구회>을 운영하던 조동일 학형과의 인연이야 말로 나에게는 운명적이었
음을 요컨대 이러하다. 첫째로 영남대학교에서 일해음악학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
동일 학형은 그 계기를 마련해준 장본인이었다. 둘째로는 한국음악사의 중요한 음악사료인
樂掌謄錄 과 관련한 첫 번째 모노그래프(monograph)를 출간하도록 조동일 학형이 그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음악을 통시적 관점(diachronic standpoint)에서 조명한
한국음악통사 을 출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 장본인이 조동일 학형이었다.
13) 우리음악사의 일곱 시대는 1장 향악(鄕樂)의 형성과 발전시대, 2장 향악의 전성시대, 3장 당악(唐樂)․
아악(雅樂)의 수용시대, 4장 아악의 정비시대, 5장 민간음악의 새 양상시대, 6장 서양음악의 수용시대,
그리고 7장 민족음악의 모색시대였다.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史의 時代區分 試論,” 民族文化論叢
(경산: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제5집, 167-83쪽. 이 글은 필자의 평론집 韓國音樂學序說 (서
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221-49쪽에 수록됨.
14) 宋芳松, “渤海樂 小考,” 東洋學 (서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4), 제14집, 359-69쪽. 이 논문은
필자의 韓國古代音樂史硏究 (서울: 일지사, 1985), 39-53쪽에 복간됨. “渤海樂의 音樂史的 再照明,”
韓國學報 (서울: 일지사, 1988), 제53집, 2-24쪽. 이 글은 韓國音樂史論攷 (경산: 영남대출판부,
1995) 3-25쪽에 복간됨.
15) 宋芳松, 韓國古代音樂史硏究 (서울: 일지사, 1985); 高麗音樂史硏究 (서울: 일지사, 1988); 韓國
音樂史論攷 (경산: 영남대출판부, 1995); 韓國音樂史論叢 (서울: 민속원, 1999); 朝鮮朝音樂史硏究
(서울: 민속원, 2001); 韓國近代音樂史硏究 (서울: 민속원, 2003). 이 여섯 논문집 중 韓國音樂史論
叢 ․ 朝鮮朝音樂史硏究 ․ 韓國近代音樂史硏究 , 이상 세 권은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도서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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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요약한 세 가지는 조동일 학형과의 운명적 가연(佳緣)이 나의 학문인생에서 매우
값지고 소중한 근거였다. 다시 말해 그와의 가연은 나에게 준 깨달음에 합당한 학문적 실천만
이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런 학문적 실천이 깨달음의 참다운 보답이자 도
리로 생각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학문적 실천에 매진하였다. 조동일 학형과의 만남이 운명적
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맺는말: 21세기 서울대 국악과의 발전을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설 60주년을 맞아 앞에서 초창기 순수이론 전공자의 회고담이라는 주
제 아래 나는 생각나는대로 횡설수설(橫說竪說), 즉 조리없이 함부로 지껄이지나 않았는지 모
르겠다. 세 갈래의 회고담을 마무리하면서 국악과의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 하나, ‘글러벌 마인
드’(global mind), 다른 말로 ‘국제적 안목’(眼目)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악과 100년 동안의 발전은 후배들의 국제적 안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국악과로 인해서 나는 만당(晩堂) 이혜구(李惠求) 박사님과 운초(云初) 장사훈(張師
勛) 박사님, 그리고 황병기(黃秉冀) 교수님과 사제지간(師弟之間)의 인연을 맺는 인복을 누렸
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한자성어의 뜻처럼 훌륭한 은
사님들은 지금 모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 은사님은 나의 일해음악학(一海
音樂學)에서는 영원한 스승이고, 또한 학문적으로는 불멸의 횃불이었다. 조동일 학형과의 인연
또한 그러하였다. 본론에서 회상했듯이 나에게 남기신 스승 및 선학의 학문적 가르침과 교훈
은 후학들의 마음 속에도 영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꿈만 같았던 6월의 선물, 곧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한 U-20월드컵의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의 선전은 한반도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5천만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왜친 결과, U-20월드컵 사상 첫 준
우승의 빛나는 역사를 써내려갔다. 또한 젊은 10대의 이강인 선수는 세계적 축구영웅 마라도
나(Maradona)․메시(Messi)에 이어 최우수선수에게 수여하는 ‘골든볼’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21세기 U-20월드컵의 새 역사를 써나갔듯이, 한국음악학
(Korean musicology)의 후학들도 한반도라는 정중지와(井中之蛙), 그 말을 풀자면 ‘우물 안
의 개구리’의 신세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현실인식의
필요성은 나의 제자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학문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는 이유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나의 후배들이 앞으로 국악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서는 ‘글러벌 마인드’, 곧 ‘국제적 안목’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FIFA가 주관의 U-20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우리선수들은 국제축구연맹이 만든 축구경
기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계축구경기의 국제규칙처럼 모든 나라의 음악연구자
들이 따라야 할 학술적 국제기준치16)(global standard)를 세계음악학계가 규정하였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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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의 음악연구자들이 세계음악학술대회에 자신의 연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국
제기준치의 규정을 따라야 마땅하다. 이것은 한국음악학의 후학들에게 내가 정년퇴임(2008)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서평17)을 통해서 학술적 국제기준치, 이른바 국제규칙과 관례를 반드
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가령 연구자가 참고한 문헌의 출판정보, 곧 출판지명․출판사명․출판연도의 표시는 세계 모든
음악연구자가 따라야 할 국제관례의 학술적 규칙, 국제기준치의 필수적 규정이다. 그러나 음
악학계를 비롯한 우리학계에서는 ‘서울’이라는 출판지명를 생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
再)하다. 그래서 최근 후학의 학술서에 대한 서평18)에서 나는 “서울보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
려진 뉴욕(New York)이나 런던(London) 또는 파리(Paris)에서 출간한 간행물을 참고했을 때,
출판지명을 생략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음악학계에서 만든 국제관례의 학술적 원칙 때문이다”
라고 서평하였다.
음악학자는 분명 식자인(識字人)이고 보면, 지조 있는 지성인(知性人)답게 선비다워야 마땅
하다. 그런데 만년(晩年)을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젊어 한때 민족음악을 부르짖으며 설치던 사람 중에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어느새 좌절하거나
변신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울대 대학원의 국악과에서 공부하는 음악박사(DMA) 또는 음악학박사(Ph.D)의 후보생들은
16) 나의 유학시절 발간한 단행본 및 논문, 예컨대 Bang-song SONG,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Music (Providence, R.I.: Asian Music Publication, Brown University, 1971) 및
“The Korean Pip'a and Its Notation,” Ethnomusicology (Ann Arbor: Society for
Ethnomusicology, 1974), Vol. XVII, No. 3, pp. 460-93. 이 논문은 KOREAN MUSIC: Historical
and Other Aspects (Seoul: Jimoondang Publishing Co., 2000), pp. 187-217에 복간됨. 이런 영
문논문 및 출간물의 작성 때 배운 지식을 정리한 송방송,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서울: 음악
춘추사, 1994)에 제시한 학술적 국제관례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도록 권고함.
17) 2013년 이후의 출간물에 대한 서평은 다음과 같음. 宋芳松, “논어와 더불어 놀고 즐긴 황병기 명인
의 삶과 예술세계,” 韓國音樂史學報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13), 제51집, 271-77쪽; “한국무용사
학의 새 지평을 연 성과물: 국제학술올림픽 출품의 목표를 향하여,” 무용역사기록 (서울: 무용역사기
록학회: 2015), 제38호 199-219쪽; “한국음악학 제3세대의 학술적 연구방법론,” 音·樂·學 (서울: 한
국음악학학회, 2015), 통권29호, 155-87쪽: “세 학문간의 모범적 연구결실을 축하한다: 국문학․음악학․
무용학의 공동연구 성과물,” 國樂院論文集 (서울: 국립국악원, 2015), 제32집, 345-64쪽; “종족음악
학의 모범적 연구성과를 주목하자,” 國樂院論文集 (2016), 제34집, 379-89쪽; 서양음악학 (서울: 서
양음악학회, 2016), 통권42호, 243-56쪽; “우리음악학계에 선보인 음악고고학의 값진 연구성과,” 음
악과 민족 (부산: 민족음악학회, 2017), 제53호, 201-216쪽; “스승의 영전에 바치는 제자의 훌륭한 연
구성과,” 國樂院論文集 (2017), 제35집, 221-32쪽; “우리 궁중공연예술의 꽃, 정재(呈才)의 역사적
접근,” 國樂院論文集 (2017), 제36집, 391-406쪽; “신라고도 경주에서 만발한 전통공연예술의 꽃을
찾아서,” 韓國音樂史學報 (2017), 제59집, 307-322쪽; “근현대 전통공연예술의 산증인이 쓴 자전적
회고록: 心韶金千興先生 舞樂人生錄 .” 國樂院論文集 (2018), 제37집, 407-421쪽; “우리 전통공연
예술의 무용학적 연구성과: 정은혜의 한국학춤의 역사적 생성과 미 ,” 공연과 리뷰 (서울: 현대미학
사, 2018), 통권101호, 29-44쪽; “우리 전통공연예술연구의 제도사적 접근: 조순자의 한국무형문화재
제도사연구 ,” 韓國音樂史學報 (2018), 제60집, 253-71쪽; “우리 근현대공연예술사의 값진 결실에
주목하자: 노재명, 국악명인명창100년사진첩 (2017).” 한국예술연구 (서울: 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2018), 제21호, 323-40쪽; “조선왕조가 가꾼 기록유산의 꽃, 의궤(儀軌): 譯註己巳進表裏進饌儀軌 ,”
國樂院論文集 (2018), 제38집, 309-335쪽.
18) 宋芳松, “교양인을 위한 조선왕실음악의 입문서: 송혜진. 질서와 친화의 변주: 조선의 왕실음악 (서
울: 민속원, 2017)”라는 서평은 곧 음악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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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음악학의 학문적 발전을 주도해야 할 인재임을 감안할 때, 세계음악학계가 규정한
학술적 국제기준치, 곧 국제관례의 학술적 규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U-20월드컵
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축구선수처럼 세계음악학술올림픽에 자신의 연구서를 출품하기 위해서
는 국제관례의 학술적 규정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 국악과의 초창기 졸업생인 나의 학문인생, 곧 일해음악학 중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
게 실천했고, 사는 동안 무슨 보람과 연구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하여 이 회고담에서 잠시 뒤돌
아보았다. 나의 회고담에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둘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회고담 중 학문의
어떤 깨달음의 의미와 교훈을 찾아 자신의 학문적 도반(道伴)으로 삼을 것인가?는 독자의 몫
으로 남긴다.
끝으로 서울대 국악과 창립6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면서
이 회고담을 마무리한다.
“서울대 국악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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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희(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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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초의 음악학 규정과 음악 연구 활동
4. 맺음말

1. 머리말
만당과 운초는 한국음악학 연구를 선도했음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음악학”이라는 연구 분과
를 처음으로 개척했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 음악학계에 끼친 영향은 막대할 수밖
에 없었고, 그만큼 이들의 학문 성과에 대한 평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개별 논문 작성 시 만당과 운초의 선행 연구물을 검토하거나 비평했던 것이 다수였다. 그런데
두 학자는 작고 직전까지 이른바 “현역” 학자로1) 활동했기 때문에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또
한 이들의 활동은 저술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한국음악을 연구하는 시각이나 방법 그리고
제도권 교육의 이념과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두 학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했다.
송지원, ｢故 장사훈 박사의 문헌관련 연구의 재조명｣, 한국음악연구 , 30집(2001), 61~76쪽.
이보형, ｢장사훈 박사의 민속악 연구 성과｣, 한국음악연구 , 30(2001), 107~121쪽.
이상규, ｢장사훈 박사의 국악 교육 연구｣, 한국음악연구 , 30(2001), 49~59쪽.
정화자, ｢청주대학교 운초 국악학의 재조명｣, 한국음악연구 , 30(2001), 11~26쪽.
1) 만당과 운초의 학문 활동 기간은 최소 2세대~3세대에 걸쳐있었다. 이 기간 중에 신진 학자들이 성장
했고 그들 사이에 두 학자는 연구를 계속했다. 이들의 연구물은 시각과 결과 그리고 자료 등에서 독창
성을 놓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이들에게 “현역”이라는 별칭을 붙이곤 했다. 이보형, ｢이
혜구 박사의 무악 연구 성과 및 검증-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5집(2015),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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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숙, ｢악기연구의 재조명｣, 한국음악연구 , 30, 30(2001), 77~92쪽.
김인숙, ｢만당의 판소리담론｣, 한국음악사학보 55집(2015), 5~30쪽.
김희선, ｢만당음악학의 국제성 지향 재조명｣, 한국음악사학보 55집(2015), 31~66쪽.
신대철, ｢만당 이혜구(1909~2010)의 음악사학｣, 한국음악연구 , 58(2015), 175~199쪽.
이보형, ｢이혜구 박사의 무악 연구 성과 및 검증-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5집(2015), 143~174쪽.
임미선, ｢만당 한국음악론의 구조적 시각｣, 한국음악사학보 55집(2015), 175~198쪽.
전지영, ｢이혜구 국악비평의 의의에 관한 검토｣, 한국음악사학보 55집(2015), 199~223쪽.

이상의 글들은 두 학자의 활동 상을 부문별로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인데, 이를 통해 만당과
운초가 한국음악을 근대 학문의 논리로, 즉 음악과학(Musikwissenschaft)의 논법으로2) 설명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각각의 학자가 주력했던 분은 무엇이었으며 후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위의 분석들은 두 학자의 작고 이후 각각에 대한
추모를 겸하여 시도된 것이었기 두 학자의 연구 역정과 활동 양상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의 연구에 기대어 두 학자를 동시적으로 이해해 보고자한다.
만당과 운초의 학문 활동의 차이는 개별 연구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만당과 운초는 실록, 의궤, 문집 등과 같이 비슷한 자료를 공유했지만 구체적인 논
문의 제목은 서로 달랐다. (예를들면 이혜구의 ｢낙양춘고｣나 장사훈의 ｢보허자논고｣) 따라서
두 학자의 학문적 성과를 특정 연구물로 맞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두 학자의 연구
역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비슷한 관심사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연구 기반과 거시
적 지향은 서로 달랐던 것이 파악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학자의 학문에의 접근 태도를 주
목하여 연구 성과들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두 학자가 음악 연구라는 특정 행위를 어떻
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결과물을 내기 이전에 음악 연구라는 작업의 목표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두 학자의 연구물 및 활동상을 비교하고
해석해보게 될 것이다.
전근대와 구별되는 근대적 시각으로 한국음악 연구가 시작된 것은 해방 전부터였다. 그런데
당시의 음악 연구가 독립된 학문 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실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당과
운초가 해방 전에 실행했던 음악에 대한 탐구와 학습 과정 등을 추적해보면 이들은 범인문학
적 관심과 탐구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해방 후 두 학자가 해외 학술
활동 벌이면서 음악학이라는 독립 연구 영역에 대한 이해는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
게도 두 학자의 해외 활동은 이들의 첫 학술 단행본인

한국음악연구 (1957)와

국악논고

(1966)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첫 단행본 출간 전과 후의 변화를 주목하여 두 학자가 음악학 혹
은 음악 연구를 어떻게 규정하고 실행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학자의 음악학 활동이 현재 한국의 음악학 연구의 지형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매우
2) 전근대의 음악학을 조선 전기의 용어를 빌어 樂學이라한다면 근대적 학문 분과의 하나로 음악을 연구
하는 활동을 음악학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크리산더(Chrysander, K. F., 1826∼1901)가 『음악학
연보(Jahrbücher für musikalische Wissenschaft)』(1863)의 창간호 서문에서 “음악과학
(Musikwissenschaft)”이란 말을 처음 쓰면서 음악학은 비로소 독립된 분과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공론
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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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 논의해 볼 것이다.3)

2. 만당의 음악학 인식과 음악 연구 활동
만당은 ｢양금신보의 4조｣를 처음으로 음악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의 집필
당시 만당은 방송국에 재직 중이었고 이전까지 음악 연구물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그가 음악
학이라는 분과학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다만 만당은 이 논문을
쓰기 전부터 한국음악으로 스위스에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계정식(1904~1974)과 소
통이 있었고,4) 1935년 귀국한 그를 통해 호른보스텔(Erich von Hornbostel, 1877~1935)과
『비교음악학 학술지(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Musikwissenschaft)』를 접할 수 있었
다.5) 비록 이 책에 대해 만당의 비평은 남겨진 바 없지만, 만당은 1935년 이후 음악학, 당시
용어로는 “음악과학(Musikwissenschaft)”이라 불리는 특정 분과학(discipline)의 용어를 듣고
그와 관련된 결과물로서 논문들을 목도한 몇 안되는 조선 지식인이 된 셈이다.
계정식은 독일과 스위스를 거쳐 처음으로 한국음악으로 박사 논문을 썼던 장본인이므로 유
럽의 초창기 음악학(음악과학), 즉 분과학으로서의 “음악과학”이 무엇이었는지를 만당에게 소
개할 수는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호른보스텔은 화학자 출신의 음악학자로 게슈탈트 이론에
거목이었다. 쿠르트 작스(Curt Sachs, 1881~1959)와 함께 악기분류학으로 일가를 이뤘던 그
는, 1925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나 1933년에 나치의 유태인 탄압으로 스위스
로 이주했다.6) 이 과정에서 독일에 유학하고 있었던 계정식도 그를 따라 스위스로 옮겨 갔을
가능성이 있다. 계정식이 학위를 받은 곳은 스위스 바젤(독일어권)이었기 때문이다.
계정식의 박사논문이 1935년에 출판되었고 이 학술지의 창간호가 1933년이었는데, 독일에
서 바이올린을 배우며 유학 중이던 계정식이 굳이 스위스로 갔던 것은 유럽의 “비교음악학”
연구의 시각과 방법 그리고 이념에 따라 박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호른보스텔의 행로를
따라 간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당시 유럽에서 “비유럽음악”에 대한 연구는
“비교음악학”이라는 범주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정식이 한국음악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비교음악학 학술지 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유럽
에서 유럽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계정식이 정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비
교음악학”이든 “(유럽)음악학”이든 음악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근대와는 달라졌고 그것을 음악
학(음악과학)이라는 분과학으로 이해하는 점은 계정식 스스로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필자의 학문 역량으로는 감히 두 분의 학문성과에 대해 논하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당대 연
구자의 하나로서 그간의 한국음악학 연구의 성과를 연구사적으로 살펴보면서 당대의 음악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는 있을 것 같다.
4) 계정식, Die Koreanische Musik, Basle. 1935.
5) 1933년에 1호가 간행된 학술지. Robert Lachmann(1892~1939)이 편집자였다. 학술지를 왜 만당이
호른보스텔의 『비교음악학 학술지 로 기억하는지는 알 수 없다. 만당음악편력 , 44쪽.
6) https://de.wikipedia.org/wiki/Erich_Moritz_von_Hornbostel (독일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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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식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 외에

비교음악학 학술지 를 만당에게 소개했던 것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전근대의 학문 활동이 아니라 당대의(contemporary) 선진적 학술 행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만당은 계정식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전반적으
로 평가한 바 없고, 부분적으로는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의 박사논문을 보고 음악 분석을(악보
를) 통해 음악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했다.7) 나아가 만당이 『비교음악학
학술지 를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았든 안받았든 간에, 비교음악학과 (유럽)음악학의 차이를 이
해했든 못했든 간에, 큰 틀에서 근대 분과학의 하나로 음악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독립되었고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41년 7월 전후 기시베 시게오(岸邊成雄, 1912~2005)가 방한하여 이왕직 아악부와8)
만당을 방문하여 아악을 조사했고, 만당과 석남(石南) 송석하(宋錫夏, 1915~1999)에게는 다나
베 히사오(田邊尙雄, 1885‐1984)의 환갑기념논문집에 기고를 부탁했다. 이 때 기시베는 만당
에게

東洋音樂硏究 란 학술 잡지의 창간호와 제2호를 기증했는데,9) 이 책은 1936년 7월 일

본음악을 중심으로 여타 동양의 음악을 연구하는 학회인 “동양음악학회”의 기관지였다. 이 기
관지는 10월에 창간호가 간행되었다. 동양음악학회는10) 연구 범주로 일본 음악을 중심에 놓았
지만 한국, 만주, 대만, 필리핀 등 식민 지역의 연구를 포괄했다. 동양음악학회 결성 이전에도
같은 이러한 주제를 다룬 개별 연구물들이 간행되었지만 연구자의 활동상이나 연구 목표 그리
고 연구 동기 등은 통합되기 어려웠다.11) 그러나 만주사변과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심을 가시화했는데 학계에서도 이에 동조하여 서구유럽의 제국주의에 대항할만
한 학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제국주의 경합에서 참여하려면 일본음악(동양음악)에 대한 연
구 결사체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이전까지 개별 연구자로 활동했던 다나베는 일
본음악(및 동양음악)에 대한 연구 역량을 통합하고 독립된 분과학으로 음악학을 천명하고자
하는 뜻에서 동양음악학회를 창립한 것으로 이해된다.
동양음악학회의 초대 회장은 다나베였고 그의 수제자가 기시베였다. 기시베는 동경대학교에
서 재직하면서(1949~1973)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면서 일본 음악학계를 선도했던 인물이다.
기시베는12) 및 학회의 구성원들은 “비교음악학” 학문 방법론에 대한 주요 저술을 번역했는데,
이 중에는 로버트 라흐만(Robert Lachmann, 1892~1939)의
구 (1929), 쿠르트 작스의

동양의 음악-비교음악학적 연

비교음악학의 기본적 성격들 (1930)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1930년 이전에 간행된 출판물들이었기 때문에13) 동양음악학회 설립에 관여한 학자들이 학회
7) 만당은 계정식을 1923년 그의 독주회 때 처음 봤고 이후 그와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다가 1935년 그의
귀국 이후 적극적인 교유관계를 맺고 음악에 내해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당음악편력 , 24, 44
쪽, 83쪽.
8) 김천흥 콜랙션 1941년 사진, 국립국악원.
9) 만당음악편력 , 83쪽.
10) 현재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1983년부터 이 학회 설립에 혁혁히 기여한 田邊尙雄를 기리기 위해
田邊尙雄賞을 수여하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tog.a.la9.jp/archive/prize.html)
11) 이지선, ｢일본음악학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34권(2005) 45-84쪽.
12) 기시베는 Robert Lachmann의 동양의 음악-비교음학학적 연구 (Musik des Orients(Breslau :
Ferdinand Hirt, 1929)를 번역했다.(ロベルト・ラッハマン著, 岸辺成雄訳, 東洋の音楽 : 比較音楽的
研究 東京: 音樂之友社,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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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이전에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양음악학회는 창립이후부터
지금까지 “비교음악학”과 “일본음악연구”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이 학회가 처음부터 유럽음
악 중심의 음악학 연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음을 공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학회는
처음부터 비교음악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지향과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설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시베가 이 학회의 초대회장의 환갑 기념 논문집을 위해 만당에게 원고를 청탁하고 학회의
기관지를 기증한 이상, 만당은 늦어도 1941년 이후 “비교음악학”이라는 학문 영역과 비서구권
에서 벌어지는 자국음악 혹은 비유럽음악 연구에 대한 이해가 1935년 이후 계성식의 소개 이
상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1943년에 간행된 다나베 히사오의 환갑기념논문집
『東亞音樂論叢』에는14) 만당의 ｢양금신보의 4조｣뿐만 아니라 석남의 ｢朝鮮現存樂譜｣15)와 기시
베의16) 「악학궤범의 개정판에 대하여」가 실렸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교음악학 연구 성
과에 비교하여 이상의 연구물들은 만당으로 하여금 음악 연구행위의 결과가 논문으로 작성되
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심화 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양금신보의
4조｣를 쓴 이후 만당은 국악 연구에 크게 고무되어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만당이 연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그의 연구를 격려하고 조력한 사람은 석남이었
다. 석남은 만당과 경성방송국에서의 인연 이후 줄곧 만당과 학문적 동반자 관계에 있었다.17)
｢양금신보의 4조｣ 이후 만당이 교수라는 연구직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쓴 후속작들(｢여민락고｣
(1945)와 ｢한국의 구기보법｣(1948))은 석남의 독려 하에 집필되었다. 석남은 한국민속학이라는
분과학계를 구성하고 이끌었던 지도자였고, 이후 진단학회 창립에도 기여한 인물이었다. 따라
서 석남은 물론이고 석남 주변의 학문 활동은 만당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
다. 석남은 고악보를 수집했고 민속현장에 정통했으므로 만당의 연구에 충분히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한편, 만당은 ｢여민락고｣ 탈고 이후 홍기문(洪起文 1903~1992)18)이 조선왕조실록에 접근하
고 있음을 보고 당시 경성제국대 사학과 재학 중이던 이순복(李洵馥, 1924~1948)을 통해 세
종실록을 입수하여 세종시대 음악기사를 발췌했다. 이를

진단학보 에 실으려 했으나 전쟁으

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또한 만당은 임화와의 대면이나 김재철의 저작에 대해 필자한테 개인
적으로 짧막하게 거론한 바 있는데19) 이를 통해 짐작해보면 만당은 당시 역사학이나 한국민
13) C.ザックス著 野村良雄, 岸辺成雄訳 比較音楽学 東京: 全音楽譜出版社, 1966. 여기에는 작스
두 저작물
비교음악학의 기본적 성격들 (Vergleichende Musikwissenschaft in ihren
Grundzügen(Leipzig: Quelle & Meyer, 1930)와 비교음악학, 타문화의 음악 (Curt Sachs,
Vergleichende Musikwissenschaft: Musik der Fremdkulturen, Leipzig: Quelle & Meyer, 1959)
이 포함되어 있다. 양자 모두 분량이 길지 않아 번역서에는 두 책의 번역을 합본한 것으로 보인다.
14) 田邊先生還曆紀念論文集編輯委員會編, 『(田邊先生還曆紀念) 東亞音樂論叢』 東京: 山一書房, 1943.
15) 「현존조선악보」로 재간행. (송석하 ,『한국민속고』, 서울:日新社,1960) 이 글은 분단 후 월북한 박은
용의 논문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
16) 岸邊成雄,「樂學軌範の 開版に就いて」, 앞의 책, 213-244쪽.
17) 만당음악편력 , 81~85쪽.
18) 홍명희의 자제로 부친과 함께 월북했다. 만당의 형님, 이관구와 교류했다. 『朝鮮文法硏究』(서울신문
사, 1947), 『訓民正音譯解』(1949, 田蒙秀공저, 평양: 조선어문연구회) 등 다수의 저술이 있다. 만당음
악편력 .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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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학 혹은 한국문학사와 연극사 등에 대해 분단 이전에 견문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송석하,
홍기문, 임화 그리고 김재철 등의 저작이 6·25 이전에 출판된 것을 보면 음악과 구체적으로
관계는 없었지만 만당의 학문적 식견이 한국문화 연구 전반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20)
만당은 ｢여민락고｣(1945)와 ｢한국의 구기보법｣(1948) 탈고 이후 연구열에 불이 붙었고 연구
열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편을 잡은 후 만당은 주
로 서양음악사를 가르쳤는데 이를 관련 서적을 다수 탐독했다. 그러나 음악학에 관한 저술은
헬름홀츠(Helmholz, 1821~1894)의

음의 지각-음악 이론에 관한 음악심리학적 기초

(영문

번역판)과21) 아시아 재단에서22) 기증한 글렌 헤이든(Glen Haydon, 1896-1966) 음악학개론
과23)

음악계간 (The Musical Quartly)24)를 본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음악학이라

는 학문 범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없었다고 한다.25) 다만, 만당은 음악학 연구 방법을 설명
할 때 “나비 연구의 비유”를 통해 자연과학과 동궤에서 설명하려했던 것은 헬름홀츠의 저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헬름홀츠는 물리학자로서 음악 연구에 투신한 학자였다. 그의 연구
는 현재로서는 음악 음향학 혹은 음악 심리학의 초기 성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음악학이라는 분과학의 성립을 추동한 주요 연구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음악지각-음악 이론

에 관한 음악심리학적 기초 는 음악에 대한 음악과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증명해내는 역할을
하며 음악과학, 즉 음악학이라는 분과학 성립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그러나 만당이 헬름홀츠에 접근한 동기는 달랐다. 만당은 당시 서양음악사 강의를 맡고 있
었는데, 작곡가의 생애가 제거된 음악사를 강의하고자 했다. 이는 당시 서양음악사 연구물을
보고 착안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영문학사에서 작가를 소거하고 작품의 역사로 문학사를 접근했
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26) 만당의 이러한 인식은 당시는 서양음악사 강의에만 반영되
었지만 후에 국악 연구에도 관철되었다. 만당이 헬름홀츠의 책 중 일부,27) 즉 “調性의 역사”
19) 만당음악편력 서문 밝힌 바와 같이 필자는 이 책이 간행되기 전에 원고 교정을 맡았다.
20) 해방 이전에 출판된 한국문학사의 주요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안확, 「朝鮮文學史 1922; 김태준,
朝鮮漢文學史 , 朝鮮語文學會, 1931; 김태준, 朝鮮小說史 , 淸進書館, 1933; 김재철, 朝鮮演劇史 ,
學英社, 1939.; 김태준, 「朝鮮歌謠篇 , 朝鮮日報; 조윤제, 朝鮮詩歌史岡 , 東光堂書店, 1937; 이병기,
시조의 연구 震壇學報; 이재욱, 민요의 연구 新興; 임화 朝鮮新文學史 조선일보, 1935.
21) Hermann L. F. Helmholtz(Alexander J. Ellis tras.), On the Sensations of Tone : as a
physiological basic for the theory of music. 만당이 탐독했던 판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엘리스의 번역은 헬름홀츠의 독일어판 제4판(1877)을 참고하여 제4판(1912) 까지 개정되었다. 이후 출
판사를 달리하여 계속해서 출간되었다.
22) 1954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재단, 같은 해 한국지부가 설치되었다.
23) Glen Haydon, Introduction to musicology -a survey of the fields, systematic & historical,
of musical knowledge & research, New York : Prentice-Hall, Inc., 1941.
24) 1948년부터 간행된 미국 음악학회 학술지.
25) 만당음악편력 , 163쪽.
26) 만당음악편력 , 91쪽.
27) 만당이 작가의 역사를 배제한 예술사를 상정했던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달
하우스는 18·19세기까지 음악사는 대체로 작곡가의 역사, 형식과 갈래의 역사, 특정 국가의 음악사로
이해된다고 한 바 있었다. 따라서 만당이 음악학에 대한 이해 이전에 헬름홀츠의 저술을 선택한 것은
그의 영문학사에 대한 태도와도 통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달하우스(오희숙 역), ｢구조사에 대한 고
찰｣, 음악역사의 기초 (1977)( 한국음악사학보, 제14집,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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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번역하여 대학 교재로 사용했던 점은 만당 스스로가 헬름홀츠를 읽을 때 음악학 분과에
대해 관심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만당의 예술사에 접근하는 태도에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헬름홀츠의 독서는 음악학을 분과학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여부
를 넘어서 음악연구를 “과학”으로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할 것이다.
만당의 음악학 분과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58년 이후였다. 만당은 1958
년 6월~1959년 2월까지 아시아 재단(The Asia Foundation)의 한국지부장 로렌스 톰슨
(Lawrence G. Thompson)과28) 뉴욕의 록펠러 재단(Rockfeller Foundation)의 찰스 파스
(Charles Fahs)29)의 지원을 받고 유럽과 미국의 당대(contemporary) 음악학의 현장을 시찰
했다. 시찰 전에 미국의 민족음악학 학회지인 Ethnomusicology 창간호(1957)의 주소록을 보
고 만나보고 싶은 학자의 이름과 저술 그리고 주소와 질문사항을 적었다.30) 쾰른에서 열린 국
제음악학회(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 IMS) 리에쥬에서 열린 International Folk
Music Council(IFMC, ICTM), 코펜하겐에서 열린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ISME) 그리고 파리에서 열린 국제 음악협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IMC)
등을 두루 참관했고, 유럽 일정 이후 미국으로 향하여 하바드 대학, 워싱턴 국회 도서관, 오블
린 음악대학, 인디애나 대학, 일리노이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UCLA 대학,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하면서31) 미리 적어 두었던 음악학자들을 만났음은 물론이고 추가로 현지에서 만단 학자
들도 다수였다.
이상의 학회들에서는 각각의 기관지를 발행했고, 여기서 만난 학자들은 만당의 메모에 적지
않았던 다수의 저술들도 추천하기도 했다. 만당은 그 중 필요로 하는 저술들을 입수했다. 그
중 만당이 음악학이라는 분과학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58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국제음악학회(IMS)에서 구한 펠럴러(Karl Gustav Fellerer, 1902~1984)의
32)과

의

음악학개론

파리에서 열린 국제 음악협회(IMC)에서 구한 자끄 샤이(Jacques Chailley, 1910~1999)

음악학개요

33)

귀국 후 국제 음악학회의 기관지(IMS)와 귀국 후 구독한 국제음악학회

(IMS) 기관지 악타 뮤지톨로지카(Acta Musicologica)34)를 구독하게 된 이후였다고 한다. 이
를 계기로 헤이든의 음악학개론 도 다시 진지하게 검토했고, 1968년 이후 대학원에서 음악학
강의를 했으며 1971년에는 이 책을 교과서로 사용했다.35)
28) 만당의 지원을 결정한 Lawrence G. Thompson는 1957년부터 1958년까지 한국지부장을 지냈다.
29) 찰스 파스(Charles Fahs, 1908-1980)는 록펠러 재단에서 인문학 분과 부책임자(1946-1949)와 책임
자(1950-1962)를 지냈고, 1958년 3월에 한국에서 만당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1958년에 찰스 파스
의 지원으로 하와이의 바바라 스미스 교수도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만당음악편력 100쪽, 231
쪽.
30) 만당음악편력 , 100쪽.
31) 만당음악편력 , 100~123쪽.
32) Karl Gustav Fellerer, Einführung in die Musikwissenschaft Münchberg: B. Hahnefeld,
1953. 초판 1942.
33) Jacques Chailley, Pré
cis de musicolog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8.
34) 1928부터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 https://www.acta-musicologica.net/
35) 당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은 서우석과 한만영 등이다. 1981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하위에
이론전공(서양음악이론)이 신설되고 신입생이 처음 들어왔는데, 이 때 교수가 된 서우석은 이 책을 한
동한 학생들 교재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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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만당의 기록에는 음악학이라는 분과학에 대해 별도의 관심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필
자가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일 때 아들러(Guido Adler, 1985~1941)의 논문의 영역본을 ｢음
악학의 범위, 방법 그리고 목표｣(1885)를36) 읽어 보라고 추천했다. 국악과 이론전공 학부 입
학 이후 음악학 방법에 대해서는 송방송의 저술과 그로브 사전 그리고 이강숙 등의 저술을 참
고했는데,37) 그 글을 읽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음악학 활동이 1885년에 쓴 아들러의 조망 속
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38) 이를 일러주시기 위해 만당은 그 글을 추천했다.39) 다만, 아들러
의 조망은 최근 몇 십년간 다양한 방법과 문제의식 등을 기반으로 벌어진 여러 연구들 때문에
전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초기에 음악학의 범주의 설정과 정의 그리고 규정은 서
양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음악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자들이 확장되면서 아들러식 구도는 온전
히 유지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늦어도 1980년대 전후로 음악 기호학의 대두와 민족음악학의
연구의 선전, 대중음악연구의 도전 그리고 한국, 일본 등 지역음악학 연구의 성과가 확인되면
서 음악 연구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음악학의 범주와 규정 등이 그 전과
달라지게 되었다.40)
만당은 1970~1980년대 전후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음악학 연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

36) Adler, Guido, "The Scope, Method, and Aim of Musicology"(1885): An English
Translation(Erica Mugglestone) with an Historico - Analytical Commentary Yearbook for
Traditional Music, Vol. 13 (1981), pp. 1-21. 이는 Adler, G, Umfang, Methode, und Ziel der
Musikwissenschaft」 Vierteljahrschrift für Musikwissenschaft』(1985)의 주석이 달리 영문판이다.
37) 학부 1학년 때 필자의 지도교수는 오용록이었다. 오용록은 다음과 같은 입문서를 읽게 했다. 송방송,
『韓國音樂史硏究』,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1982.,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Macmillan Publishers Ltd.,1980(6판); 이강숙 역, 『音樂과 知識』, 서울: 민
음사, 198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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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론은 없었다. 오히려 당신이 처음 시작하면서 설정했던 한국 음악학의 과제 음악 구조에
대한 연구 혹은 음악과학 연구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마치 구도자처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
을 뿐이었다. 사실 이 무렵 만당은 스스로 설정한 음악학을 완성하고 있었다. ｢현존 거문고보
의 연대고」(1989),

三竹琴譜의 역보 및 주석 (1998),

『한국음악이론』(2005, 임미선 공저)41)

등은 한국음악의 음악 구문론(musical syntactic) 혹은 음악 분석(musical analysis)에의 천
착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를 바탕으로 만당은 역사 연구나 비역사적 연구를 관통하여 한국의
음악의 음악적 구조(structure)를 체계적으로 설명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만년의 저술들
은 만당이 음악학 연구부터 설정했던 과제를 여러 학술적 경험을 거쳐 구체화하고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완성해갔던 역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만당의 음악학에 당대에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서구 학문 부문의 영향은 있었지만 제한적이었다 할 것이다.

39) 만당이 그 글을 안읽으셨을까 싶어 필자가 복사해 드렸는데 웃으시며 어떻게 읽었냐고 자상하게 물
어보셨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고 보니 그 책은 ICTM의 기관지였고, 만당은 그 학회의 임원이었다.
40) Joseph. Kerman, Contemplating Music: Challenges to Music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H. Wiley Hitchcock revised by James Deaville, “Musicology” Grove Music
Online (8th edition, 2013).
41) 이혜구, ｢현존 거문고보의 연대고」, 『국악원논문집』 창간호, 국립국악원, 1989;
三竹琴譜의 역보
및 주석 ,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이혜구·임미선, 『한국음악이론』, 서울: 민속원, 2005.

28 - 동양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서울대 국악과 창설 60주년 기념)

3. 운초의 음악학 규정과 음악 연구 활동
운초는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학습 내력과 연구 과정에 알기 어렵다. 이하에
서는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소의 교육과 관련된 기록과42) 작고 후 제자와 가족들이 편집한
하고싶은 말 남기고 싶은 글 을 중심으로 운초의 학습내력과 연구 역정을 정리하고 이를 통
해 운초가 어떻게 음악 연구 활동을 규정하고 이해했는지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운초의 첫 학술논문 ｢보허자고｣(1954)는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의 환갑기념으로 논
문집에 수록되었다.43) 그러나 운초는 논문을 쓰기 전에 대중서로서 민요와 향토악기 (상문당,
1948)와

조선의 민요 (성경린 공저, 서울: 국제문화사, 1949)를 저술한 바 있다. 이 책들은

학술서적이라기 보다는 민요의 노랫말을 모아놓은 것이거나 민요와 악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책이었다. 책이 간행되기 전에 운초는 군정청 학무국 편수관(1945~1947)과 공보부 방송국
(1947)에서 재직했다. 따라서 교과서 혹은 교과서 보조로 활용할만한 저서나 방송 해설에 필
요한 서적의 필요를 느끼고 위의 책들을 저술한 것 같다. 그가 민요집을 펴내기 전에도 민속
학 및 문학 연자들이 민요 수집과 저술을 출한한 적이 있지만,44) 운초가 그것을 참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45) 나아가 운초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의 학습 과정들 중 그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던 지점들을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운초는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소 4기생으로 1931년에 입학하여 5년 과정을 마치고 1936년
에 졸업했다. 아왕직 아악부는 4기생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교육과정을 새로 개편했고 그것으
로 5기생까지 학습시켰다. 이때의 교육과정은 양성소 운영 사상 최고로 평가될 만큼 안정적이
었고, 교수진도 가장 화려했다. 개정된 교육 과정은 일반 과목의 시수를 늘리는 것이었고, 음
악관련 과목도 전보다 체계적으로 편성되었다.46) 후자의 경우, 음악과목과 악리과목을 구분하
고,

음악과목 하위에는 “普通科·專攻科”, “歌科”, “舞科”로 세분했고, “普通科·專攻科”에서는

성악, 기악, 실습, 합주 과목으로 제례악, 연례악, 전공실기를 일정 시간으로 배분하여 연마하
게 했고, “歌科”에서는 樂章과 歌 과목에서 가곡, 가사, 시조를 일정한 시간으로 배분하여 학
습해게 했으며, “舞科”에서는 佾舞와 普通法舞를 제한된 시수를 맞춰 배우게 했다. “악리과”
하위에는 아악이론, 음악통론, 譜法唱歌, 음향학, 음악사, 音樂原理, 작곡법, 합창 과목이 배치
되었다.
춤은 이수경이47), 가곡은 하규일, 雅樂理論은 함화진(1884~1949)과 김영제(1883~1954)가,
기타 서양음악 관련 과목은 이왕직 아악부의 촉탁들이 맡았다. 1931년 무렵에는 데이자부로
(五十嵐悌三郞)가, 1933년 무렵부터는 이종태가 맡았다. 촉탁이 아니면서 이왕직 아악부와 연
42) 국립국악원, 국악연혁 , 서울: 국립국악원, 1982; 이왕직아악부와 음악인들 , 1991.
43) 崔鉉培先生 還甲記念論文集 刊行會 編, 崔鉉培先生 還甲記念論文集 , 서울 : 思想界社, 1954.
44) 김태준, 朝鮮歌謠集成-古歌篇 」第一輯(1934), 조윤제, 朝鮮詩歌史綱) (1937), 김사엽, 朝鮮民謠硏
究 (1937), 고정옥, 朝鮮民謠に就い (1938), 김사엽, 「嶺南民謠の硏究」(1938)등.
45) 필자는 청주대학교에서 운초의 서가에는 상당수의 한국어 혹은 일본어로 된 한국 민요관련 서적이
있던 것을 보았다.
46) 국악연혁 , 142~144쪽.
47) 장사훈, 하고싶은 말 남기고 싶은 글 , 청주: 운초민족음악자료관, 1992, 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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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던 이시가와 기이치(石川義一)도 특강 형식으로 작곡과 양악 교육에 참여했다. 일반과
목으로는 일본어, 수학, 조선어, 영어, 지리, 역사 과목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한문 강독 시간
에는 “악서강독”이 지정되었다.48) 운초는 아악이론 시간에 12율명의 기초 이론부터 고급이론
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운초는 단편적인 평을 남겼다. 1931년에 김영제가 강
의한 아악이론과 1931·2년에 함화진이 강의한 아악이론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
다.
이 두 분은 한결같이

樂學軌範

卷1 樂調總義나 卷7의 鄕樂器圖說에 나타난 韓國的인 理論

을 제쳐놓고 오직 卷1의 60調 以下 十二律圍長圖說의 三分損益法에만 얽매여 그 理論에 韓國의
平調와 界面調를 갖다 맞추어 놓은 誤謬를 犯하고 있다. …(중략)…이와 같은 잘못된 理論을 現
在에도 引用함으로써 後學들에게 混亂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는 例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金
基洙, 國樂入門, pp.83~87, 世光出版社, 1983> …(중략)…어쨋든 그 當時 이러한 指導者들이 있
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그분들의 勞苦에 敬意를 表하여 두
는 바이다.49)

위의 글을 쓸 당시 운초는 김영제의 한 학기 분 강의록(등사지 11매)과 함화진 두 학기 분
강의록(등사지 25매)을 소장하고 있었다. 위의 인용문은 김영제와 함화진의 이론의 한계를 보
여주는 단면이라 아쉽지만, 이를 통해 운초가 10대부터

악학궤범 의 이론 체계를 알게 되었

던 점은 주목된다.
운초는 1933년에 함화진이 일본 유학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쁨과 희망으로 국악
공부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 유학 문제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비록 함화진의 약속
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 일로 운초는 국악 공부에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후 미
래에 대한 진지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50) 다음 인용문은 운초가 학
업에의 투신이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음악 연구에 매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다, 실기가 아닌 국악 이론이라면 굳이 아악부에 몸이 메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이 들었지요. 그 때부터 이왕가 도서관과 아악부에 있는 모든 국악자료와 악보를 수중에 넣기로
작정하고 필사(筆寫)에 들어갔습니다.”
1937년부터 1943년까지 7년간을 그는 그의 학문의 바탕이 될 문헌 자료와 고악보(古樂譜)를
베끼면서 학자로서의 기초를 닦았다.51)

이상의 기록을 보면 운초는 양성소에서 배운 것들을 자산으로 삼아 관련 국악문헌을 조사하
고 섭렵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년 간 운초가 직심하고 베꼈던 음악 문헌의 양은 방대했다.
다음 인용문은 운초가 필사했던 음악 문헌들의 내용과 분량을 보여준다.

48) 성기련,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아악부원 연구｣, 동양음악 , 26집(2004)137~138쪽; 이수정, ｢이왕
직아악부의 조직과 활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48쪽; 국악연혁 142~144쪽.
49) 장사훈, 앞의 책, 358~360쪽.
50) 위의 책, 475쪽, 516쪽.
51) 위의 책, 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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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에 관한 문헌들을 수집하고, 아악곡을 채보하고 세종실록악보, 세조실록악보, 대악후
보(大樂後譜) 속악원보 같은 고악보(古樂譜) 전사(轉寫)하기를 1943년까지 계속 하였고, 그렇게
모은 자료를 한장(漢裝)으로 제본한 것이 34권에 이르렀다.52)

위의 인용문을 보면 운초의 7년 간의 자료조사는 상당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데 운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무렵 성숙한 지성인으로서 교양을 쌓기 위해 홀로 노력했다.
운초는 파죽지세로 독서를 하면서 그의 왕성한 지적 갈증과 욕구를 채워갔다. 다음 인용문은
그러한 정황을 보여준다.
조선고전 문학전집을 비롯하여 이광수, 심훈, 운백남, 홍명희, 임화, 안희남, 김남천, 정지용,
이은상, 백종화 같은 이가 쓴 이 땅에서 펴 낸 소설과 수필, 시, 야담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읽었
다. 일본말로 된 책으로는 나쓰메 소세끼(夏目漱石) 전집 15권, 기꾸지 간(菊池寛) 전집, 다니사
끼 준이치로(谷崎) 아꾸다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들이 쓴 책과 일본 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50여권, 심지어는 루빵의 탐정 소설에 이르기까지 빼지 않고 읽어 냈다.
1930년 전후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번진 때라서 나도 한때는 감염되어 맑스의 자본론(5권)을 비
롯하여 아큐 전, 가니고오센(蟹工船)53) 같은 좌익 서적을 탐독한 시기가 있었다. …(중략)…어쨌든
나는 그 당시 전문 학교나 대학으로 진학한 친구들에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그래서 전
문 학교와 대학의 교과 과정을 조사하여 영어의 논리학, 윤리학 같이 독학으로 힘든 과제를 하나
하나 헤쳐 나갔다.54)

이상의 인용문을 보면, 운초가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자신이 처한 한계적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해서 외롭고도 처절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교육적 한
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문학작품부터 대학 교과 과정까지 가리지 않고 독파한 것
은 가히 감동적이다.
여하튼 이 무렵 7년 간 필사한 자료들은 운초의 음악 연구에 크나큰 자산이 되었다. 실제로
운초는 여러 악보들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구조를 파악했다. 운초는 악보들
의 전사 과정에서 중국음악이었던 당악이 향악화되는 과정에 대한 통찰력있게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첫 학술논문인 ｢보허자논고｣를 쓰게 되었다고 술회했다.55) 그러나 학술 논문은 기술
에 있어서 방법적 엄격함이 요구되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에 설득력을 얻어
야 한다. 이는 고문헌의 전사나 그것의 수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만으로는 성취할 수
것은 아니다. 다음 인용문은 학술 연구의 기초를 학무국 편수관을 지내면서 닦았음을 보여준
다.
1945년 문교부 편수국에서 최현배 선생을 모시고 편찬사업을 돕고 있을 때…(중략)…진정 학문
의 분위기를 맛본 것은 편수국에서 최현배, 장지영, 이윤영, 이병기, 최재희, 신동엽과 같은 학자
52) 위의 책, 474쪽.
53)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대표작.
54) 원문의 夏目漱石을 目漱로, 菊池寛을 菊池寛을 菊池寃로, 谷崎潤一郞을 谷崎로, 아쿠타가(芥川)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로 필자가 교정했다. 장사훈, 앞의 책, 474쪽.
55) 장사훈, 위의 책, 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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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호흡을 같이 한 때부터라고 하겠다.56)

위의 인용문에서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 등은 조선어연구회(1921) 및 조선어학회(1931)에서
활동했던 주요 구성원이었고, 신동엽은 문교부 학무국의 역사 편수관을 지냈다. 이윤영, 최재
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최현배 등과 편찬사업을 같이 할만한 학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운초는 이상의 학자들의 지적 활동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학술 연구의 기초를 닦았던 것
으로 보인다.
늦어도 1948년 이후로, 즉 만당이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3기생 이주환(1909~1972)과 성경
린(1911~1908) 그리고 4기생 장사훈 등과 함께 국악 월례발표회(1948년 5월)를 조직한 이후
부터 운초는 본격적인 학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운초가 당시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새로운 연구물을 내놓은 선배로 만당 이상이 없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
어 이후 운초의 행보가 만당의 경로를 되밟다시피(방송국→서울대 교수→국악학회 회장→예술
원 회원→서울대 명예교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당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달았던 것을 제
외하면 만당으로부터의 받은 학문적 영향은 기록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국악 월례발표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만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운초와
만당 간의 연구자적 소통은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도 이해된다. 왜냐하면 운초의 연구의
지향과 결과물들은 만당과 상당한 거리를 보이기 때문이다.
두 학자의 세대, 관심, 학습 배경, 활동 영역 등등의 차이는 연구 교류에도 불구하고 크게
좁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운초는 음악학이라는 연구 부문이 독립될 될 수 있다고는
인식한 것 같지만 그것이 분과학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는지, 또 어떤 주제와 목표 그리고 쟁
점들을 다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운초
는 분과학으로서의 음악학에 대해서는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상식적 이해에 정도에 그쳤던 것
으로도 보인다. 운초의 저술을 통해 그가 음악학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파악해보면, 그는 음악
학을 지식 탐구의 한 영역으로 보기는 했지만, 근대에 발명된 새로운 지적 행위가 아니라 전
근대적 인식이나 지식 체계와 연계하여 음악학이라는 분과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
다. 예를들면, 운초는 앞의 인용문처럼 악조의 연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음악 연구를 무용
연구와 동시적으로 진행했고,57) 악기(및 악기개량)와58) 복식 연구도 병행했다. 또한 이론의 실
천적 연구로서 교육 문제의 해결에 앞장 섰으며,59) 제한된 부분에 한해서 근대60)와 현대(당
대)61)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는

악학궤범 의 목차와 내용 그리고 그 효용과

56) 당시는 문교부가 아니라 군정청 학무국이었다. 운초는 과거의 일을 회고하면서 당시의 용어로 설명
한 듯하다. 장사훈, 위의 책, 475쪽.
57) 송지원, 앞의 글.
58) 한영숙, 앞의 글.
59) 이상규, 앞의 글.
60) 개별 논문 외에 단행본만을 정리해도 黎明의 東西音樂 , 서울: 보진재, 1974; 여명의 國樂界 , 서
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國樂名人傳 ,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여명의 양악계 , 서울: 세광
음악출판사, 1991 등이 있다.
61) 1960년대 이후 통일부 요청으로 안기부 및 대사관의 협조로 북한 음악 자료를 섭렵했다. 비록 연구
물은 ｢북한음악연구｢북한(北韓)의 국악｣, 통일정책 (서울: 국토통일원, 1979.5) 정도로 한정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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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히 일치하는 지점이다.
악학궤범 의 체제와 운초의 음악 연구물을 견주어 살펴보면 운초의 음악 연구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1) 소리 현상에 집중하는 음악학 연구와 거리를 두고 음악과 무용을
통합적 실체로 인식하면서 음악 연구를 진행했고, 2) 실천적 참여를 위해 교육연구, 악기연구,
복식 연구를 진행했으며, 3) 음악사 연구를 전근대 혹은 과거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지 않고
근대와 현대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해놓고 보면, 1)과 2)는

악학궤범 의 구성 체

계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근대 관료나 사대부는 육예(六藝)의 수련 중에 예악
(禮樂)을 학습해야했다. 그런 점에서 악(樂)에 대한 연구를 악학(樂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림의 등장 이후 수양론이 대두되면서 문인 사대부의 악학(樂學)은 사적 교양의 차원으로 머
무르기도 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식으로 요구되었던 악학에서는 조선 전후기를 막론하고
악학궤범 을 관통하는 지식체계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악학궤범 은 당시 악학의 논리만을 구현했던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궁중 악무의 실

현을 위해 참고되던 실용서이기도 했는데 운초가 악리와 그 실현을 동시적 과제로 인식한 점
은 장악원 악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운초에게 “실천”과
“참여”의 문제는 연주나 교육, 공연의 복원 등에 그치지 않고 음악사 연구로까지 확장되어 있
어서 주목된다. 운초는 참여와 실천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을 대면했고, 여기서 부딪치는 여러
국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장면을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자료를 수집했는데, 운초의
근현대 음악사에 대한 관심은 그러한 사적인 근면한 태도를 넘어서고 있다. 만당의 경우 근현
대의 국악사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운초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뤘다. 이는 그의 태도는 그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했던 특수한 경험과 정체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궁중음악이라는 한국음악사의 특정 국면을 품고 가는 이왕직 아악부(국립국악원) 출신
이었다. 이 집단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요구받았고 운초는 그것을 감당해야하는 당사자였다.
이에 그는 소명의식을 갖고 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왕실 음악의 후예로서 당대의 역사 기술
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초는 근대를 문학적 언어인 “黎明”62)으로 썼
는데 운초에게 근대가 여명이었다면 당대(현대)는 “光明” 혹은 그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했을
것이다. 운초의 이러한 역사 인식은 한국사의 전개를 통해 정당화 될 수는 있지만, 정작 그의
저작에는 여명과 광명의 시기를 균형감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예를들면 그는 근대 궁중음악
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통음악과 양악 아울렀지만, 여타 부문의 경우 인물 평전 정도로만 머물
렀다. 또한 실증주의 역사학의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운초였어도 현대국악사의 사건들을 촘촘
하게 연대기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지는 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근현대 음악사를 아우르려는
통사적 관심은 최종적으로 이왕직 아악부와 국립국악원의 음악의 정통성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운초의 전근대 음악사 연구는 함화진의 음악사 서술63)에 비해 진일보 지점이 있다.
는 당대 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장사훈, 앞의 책(1992) 528쪽; 기자, ｢북
한에 음악예술은 없다-북한 연구 학술토의서 밝혀진 내막｣, 중앙일보 1978.12.18.
62) 각주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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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화진 역시 근대인의 하나였고 근대적 시각으로 감히 궁중음악의 연대기를 저작으로 남긴 첫
인물이기는 했지만, 장악원 계통으로 귀결되는 직선적 음악사의 기술만을 완성했을 뿐 포괄적
음악사 기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비해 운초의

한국음악사

기술과 연구는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고증학적 기술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음악적 사건의 연대기
라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운초의 한국음악사는 기술은 민족주의적 편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운초의 음악사 연구 외에도 연구 전반에서 발견된다.
즉, 운초는 전통적 가무를 분리시키지 않고 고르게 다루며

악학궤범 의 실천적 용도도 놓치

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구는 대체로 개별 악곡과 사건의 추적을 넘어서 “변화의 체계”, 즉 악
무의 논리 구조를 구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 점에서 운초는 악학의 번역으로
서 음악학을 규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1985년에 운초가 쓴 소박한 문구대로, 즉 “택시를 타면 왜색 가락이 흘러나오고 새마을호
를 타면 양색으로 물들이고 있다”처럼64) 운초는 평생을 음악 연구를 하면서 왜색이나 양색이
아닌 조선색 혹은 한국색을 보여주고자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전근대적 악학의 논리와 지
식이 근대의 그것으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칫 지식 영역에서 단절되거나 소외될 수 있
었던 궁중가무에 대한 전래의 지식을 근대 학문의 어법으로 다시 읽힐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로나 전통 가무의 논리 체계까지 설명해내지 못한 점은 소박한 민족주의를 지향했던 그의 연
구의 한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운초가 평생 포괄한 음악 연구의 영역은 그 누구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거문고 조현법의 변천｣(1975)65) 같이 소리(musical sound)
에 대한 직관과 통찰로 조현 체계의 변천을 꿰뚫은 점은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할
것이다.

4. 맺음말
한국에서는 20세기 전반기부터 음악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른다. 본고에서는 약 150년
여년 간 전개되어온 음악학이 만들어냈던 연구과 지식의 지형도를 염두에 두고66) 약 80 여년
간 지속되었던 한국음악학을 생각해보면서, 특히 초기 한국음악학의 장을 열었던 만당과 운초
의 연구가 현재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만당과 운초가 국악 연구를 시작한 동기와 배경은 서로 다르다. 만당은 방송국에서 음악 프
로그램을 진행하면서(1934~1947) 국악 해설에 대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데, 해방
후 방송국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서울 음대의 교수직 재직(1947~1973)은 국악 연구에 집중하
63) 咸和鎭 『李朝樂制源流』, 이왕직아악부, 1933; 『朝鮮音樂通論』(1948); 조선음악소고·소사 , 경성: 남
양인쇄, 1943.
64) 장사훈, 앞의 책(1992), 402쪽.
65) 장사훈. ｢거문고 조현법의 변천｣, 한국전통음악의 연구 , 서울: 보진재, 1975.
66) 19세기 중후반에 근대적 학문분과의 하나로 음악학이 생겨났고 그것이 현재까지 학술활동의 한 영
역으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34 - 동양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서울대 국악과 창설 60주년 기념)

게 했다.67) 운초는 학비 문제로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소와 인연을 맺고, 국악관련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한 길로 매진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연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초가 만
당의 추천으로 덕성여대 (국악과) 교수(1954~1960)가 되었으며68) 이후 서울대 국악과 교수
(1971~1982)와 청주대학교 무용과(1982~1989)를 지낼 만큼 두 학자의 일상은 서로 비슷한 듯
하지만, 학습 배경과 동기의 차이는 두 학자의 음악학에 대한 이해와 규정의 차이를 만들었고
음악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음악학에 이해와 규정은 단순히 입문적 지식의 하나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 활동 이
전에 사고와 활동을 통제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실제로 만당과 운초가 규정했던 음악학의 범
주와 목표, 그리고 방법 나아가 음악 연구 행위를 뒷받침했던 이념 등은 실제 이들이 연구 결
과를 다르게 만들었다. 예를들면 두 학자 모두 음악사 연구를 진행했지만, 만당의 경우 음악
사 연구는 음악 양식사와 제도사를 지향했고, 운초는 음악·무용사를 동시적으로 아우르며 사
건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사료를 다루지 않는 연구 부분에서도 두
학자는 같은 자료를 다뤄도 결과물에서 차이가 있었다. 만당은 음악의 체제와 구조의 구명을
제일 과제로 여겼던데 반해, 운초는 교육과 실제 공연(연주)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악
기, 복식 등)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만당이 음악사연구와 비음악사 연구를 연계하여 음악 체
계에 천작하면서 양 부분의 연구에 논리적 일관성을 관철시켰던 것에 비하면, 운초는 이왕직
아악부의 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궁중 악무 현장과 그 현장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사료 및 원
전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동서양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심을 두고 음악학을 새로운 분과학으로 받
아들여 연구를 전개했던 만당과 장악원의 악학 전통을 계승하여 그것을 근대적으로 확장하고
해석했던 운초가 내놓은 서로 다른 결과물 덕에 서로 다른 영역을 연구하는 후학들은 폭 넓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음악이 연구 된지 약 80여년 지나면서 만당과 운초가 뿌
린 씨앗이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하면서 상당한 결실을 내고 있고, 다양한 학습 배경을 갖고
있는 국내외 학자들이 한국음악에 접근하면서 만당과 운초의 연구는 재해석의 변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만당과 운초의 연구 전통은 제도권 내에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
지만, 만당이 설정했던 음악학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음악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의 지상과제
가 될 수는 없고, 운초가 끝까지 품어왔던 무용연구도 진작부터 음악학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무용학자의 영역에 놓여있다. 나아가 당대 학자들은 이제 현재에 관심을 두고 있고, 특히 운
초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근현대사의 국면들에 대해 촘촘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만당과 운초는 모두 음악사 연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물을 내 놓았던 데 비해 민
속악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다음 세대의 과제로 넘겼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만당의
의 관우희｣나

한국음악이론연구

송만재

같이 사료나 악보가 있는 경우에 한에서는 민속악 부문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대체로 민속악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운초도 민속악인들의 증언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음악가론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그 역시 민속악 연구에 특정한 성과를 내지
67) 이혜구, 만당음악편력 , 서울: 민속원, 2007, 90~91, 97쪽.
68) 이혜구, 위의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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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했다. 특히 만당은 경기 남부 도당굿을 현장 조사하여 ｢무악연구｣를 남겼지만, 이후로
현장 연구가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제자들과 후학들에게 현장 연구를 강조 하면서 독
려했을 뿐이다.69) 구전음악으로 전승된 민속악은 민속악 명인들의 구술을 벗어나서는 연구하
기 어렵다. 만당과 운초가 연구할 당시 민속악인들은 이들과 함께 연로해 가는 상황이었다.
만당이나 운초 모두 한국민속학 연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속악 연구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만당의 경우 악보나 기록의 부재라고 말하지만, 당시
대학 교수였던 두 학자 모두에게 공교롭게 민속악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은 혹여 당시의
엘리티즘의 반영의 결과가 아닌지는 차후 검토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 글을 마치며 만당과 운초의 삶과 학문 그리고 그들의 기여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더불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다. 만당과 운초의 성과는 지극히 견고하여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만당과 운초의 성과가 당대 음악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되
고 수용되어야하는지는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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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만당과 운초의 음악학 인식과 규정
-초기 한국음악학 연구의 지적 기반을 중심으로-”

논평

임미선(단국대학교)
만당 이혜구, 운초 장사훈 두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설 이후 교육과 연구에 큰
공을 남기셨습니다. 권도희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접하면서 대학, 대학원에서 두 분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접했던 많은 연구 내용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성향은 매우 달
랐고, 연구 방향이나 관심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운초 선생님께서는 음악 그 실재를 알아
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자신이 만당 선생님과 다른 장점이 있음
을 넌지시 강조하셨던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 분의 공동 관심사
도 있었고, 같은 주제를 다루신 논문도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두 선생님의 국악 연구를 음악학의 시각에서 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의 국악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교육과 음악학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서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분이 국악 연구에 입문하신 여러 배경을 소상히 다루어 매우 의미 있
는 논지를 전개하였고, 그 내용은 훗날 후학들에게 두 분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여겨집
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초기 한국음악학 연구의 지적 기반에서 만당, 운초 두 분의 음악학 인식을 다
루신 특별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악학 인식의 차이와 정도를 논하는 것이 두 분의
국악 연구의 업적을 논하고 상호 비교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일 텐데, 후자를 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악 연구는 분명 음악학의 범주에 듭니다. 그런데 국악 연구에서 음악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논문에서 ‘분과학으로서의 음악학’을 중요한 핵심어로 사용하
였는데, 그것에 특별히 두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 분에 앞서 초기 국악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극히 부분적으로 언급을 하였으나, 본질적으
로 두 분, 혹은 만당과 운초 그 각각이 그들보다 선행한 연구자와 구별되는 연구의 시각은 무
엇이고, 또한 발표자가 중요하게 말하는 ‘음악학’의 선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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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제 성격상 두 분의 연구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비교하지 않았는데, 초기 한국음악학
연구의 지적 기반에서 만당, 운초 두 분의 음악학 인식을 살피는 것과 아울러 그 결과가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지 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분
이 음악학에 대한 인식을 당시 상황과 결부지어 살피는 것과 더불어 논했어야한다고 보는데,
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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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서울대학교 국악과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경향 분석

이성초(명지대학교)

<차 례>
1. 머리말
2. 연대별 연구 현황 검토
3. 주제별 연구 경향 분석
4. 맺음말

1. 머리말
1954년 덕성여자대학교는 최초로 국악과를 창설1)하고, 장사훈이 주임교수로 취입하였고,
이듬해 국악전공 30명을 모집하였으나 1957년 국악과가 폐과(廢科)되었다.2) 1959년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내에 국악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국악교육이 이루어졌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내 국악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악과에 진학하였고, 이 후 1965년 권오성, 이재숙이 처음으로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965~1996년까지는 석사학위논문만 발표되었다. 198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박사과정이
신설3)되었고, 1997년 임미선이 처음으로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는 1965
년부터 현재까지 약 55년 동안 300여 편이 넘는 석․박사 학위논문이 발표되었고, 위 연구들은
국악계의 학술적인 발전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하였다.
그간 학계에서는 한국음악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4) 위 선
1) 194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당시 경성음악학교)에서 국악전공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소영, “서울대학
교 국악과 교육과정(커리큘럼)의 변천”, 국악교육 제38집(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2014), 192쪽 재
인용. 그러나 이는 국악과를 설립한 것은 아니므로, 최초로 국악과를 창설한 것은 덕성여자대학교이
다.
2) 장사훈, 한국음악사연표 (청주: 청주대학교출판부, 1990), 228쪽.
3) 협동과정 음악학 한국음악전공이 신설되었다. 책임집필 황준연, 서울대학교 국악과 50년사 (서울: 서
울대학교 국악과 음악대학, 2009), 89쪽.
4) 송방송, “광복 50년 한국음악학의 성과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신대철, “거문고와 그 음
악에 관련된 연구 동향”, 국악원논문집 10집(서울: 국립국악원, 1998); 서인화, “영산회상 연구사”,
음악과 문화 2호(서울: 세계음악학회, 2000); 백일형, “한국범패의 연구성과물 검토”, 음악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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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는 대부분 학술논문 위주로 분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거나 위 연구들이 국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65년부터 현재(2019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
문의 연대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각각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

2. 연대별 연구 현황 검토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의 연구 현황을 연대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과 박사 학위논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대별 서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현황
연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석사학위논문
9
22
42
72
93
89
327

박사학위논문

2
16
41
59

<표 1>에서와 같이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의 연구 현황은 1960년대~2019년 현재까지 382편
의 연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석사학위논문은 327편, 박사학위논문 59편이다. 서울대
학교에서 학위논문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65년으로, 1960년대는 1965~1969년까지 총 5년간
으로 총 9편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1970년대는 총 22편의 석사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 비해 총 13편이 늘었지만,
1960년대가 총 5년간의 연구 수치이므로, 1년 당 연구 성과는 1960년대 약 2편, 1970년대
약 2편으로 거의 비슷하다. 1980년대는 총 42편의 연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년당
약 4편의 수치로, 1960년대, 1970년대에 비해 연구 성과가 대략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연구 성과의 추이가 확연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의 석사
학위논문의 연구 성과는 총 73편으로, 이는 1년 당 약 7편으로 전 시기에 비해 연구 성과의
3호(서울: 세계음악학회, 2000); 신대철, “20세기 국악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26집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1); 이보형, “한국 전통음악의 장단 연구사”, 한국음악사학보 32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4); 이동복, “고악보학의 연구성과와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32집(서울: 한국음
악사학회, 2004); 남상숙, “율학의 연구성과와 연구방향”, 한국음악사학보 32집(서울: 한국음악사학
회, 2004); 송혜진, “국악기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 한국음악사학보 32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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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이는 1984년 대학원에 기악실기 전공이 신설5)되면서 이전 시기에
비해 실기전공자들의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으로 2편의 박사학위논문
이 발표되었다.6) 이는 198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박사과정이 창설7)된 이 후 최초의 박사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1990년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는 총 109편의 연구 성과를 나타냈고, 그 중 93편은 석사 학위논문, 17편은 박사
학위논문이다. 석사 학위논문의 연구 수치는 1년 당 약 9편으로 1990년대에 비해 1.3배 증가
하였고, 박사 학위논문은 1년 당 약 2편으로 전 시기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는 박사학위논문이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1989년에 이론전공의 박사과정이 신설된 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박사과정에 다수의 학생들이 진학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에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의 세부 전공을 살펴보면 17편 중 16편은 협동과정
한국음악학 전공8)이다. 한편 2004년 실기전공 음악박사과정이 신설된 이 후 처음으로 2009년
도에 실기전공자에 의한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9)
2010년대는 총 130편으로, 석사학위논문은 89편, 박사학위논문은 41편이다. 석사 학위논문
의 연구 수치는 이전 시기와 비슷하고, 박사학위논문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발표
된 박사학위논문 중 25편이 실기전공, 16편이 이론전공이다. 2000년대와 비교해서 이론전공
의 박사학위논문의 수치는 별 차이가 없으나, 실기전공의 박사학위논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상 연대별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수치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
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수치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석사 학위논문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
이다 2010년대에 들어 전 시기보다 약간의 수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치는 연
대별 연구 현황 상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박사 학위논문은 1990년대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2000~201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였음을
볼 수 있다. 1989년 이론전공 음악박사과정이 신설되면서 2000년대에는 이론 전공자들에 의
한 박사학위논문이 다수 발표되었고, 2004년 실기전공 음악박사과정이 신설되면서 2010년대
에는 실기 전공자들에 의한 박사학위논문이 다수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5) 책임집필 황준연, 위의 책, 88쪽.
6) 1997년 임미선, 1999년 김종수는 각각 ｢조선조 전정헌가의 문헌적 연구｣, ｢조선 전.후기 여악의 비교
연구｣의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7) 책임집필 황준연, 위의 책, 88쪽.
8) 2000년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은 총 10편으로, 그 중 2002년 장휘주의 ｢경
남.경북 동해안 무가 비교 연구 , 2003년 권도희의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
사적연구 , 성기련의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송지원의 ｢정조의 음악정책 연구｣, 2006년
김우진의 ｢거문고 육보 체계에 관한 통시적 고찰｣, 김창곤의 ｢12가사의 악곡형성과 장르적 특성｣,
2007년 김인숙의 ｢배뱅이굿 음악 연구｣, 신은주의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 2009년 신현남
의 ｢산타령 연구｣의 9편은 모두 한국음악학 전공이다.
9) 2009년 곽수은은 ｢쉬몬/하스의 음역이론에 의한 가야금산조의 분석적 연구 :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
양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최초의 음악박사논문(실기전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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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대별 연구 수치 비교
93

100

89

90
80

1960

72

70

1970

60
50

42

41

40

1990

30
20

1980

22

2000

16

9

10

0

0

0

석사학위논문

0

2010

2

박사학위논문

3. 주제별 연구 경향 분석
이번 장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의 연구 현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주제별로 연구
내용 및 경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주제별 연구 현황 검토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지난 55년간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주제별 서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현황
풍류음악
(성악)

영산회상

고려~조선
향악•당악

취타•풍류

아악
종묘제례악

불교음악

학제간
연구

1960

2

1

2

1970

6

3

6

1980

12

5

2

4

2

1990

13

7

7

5

3

1

1

2000

11

8

7

2

1

1

1

1

2010

8

7

6

6

2

4

합계

52

31

28

14

8

8

6

산조

판소리

민속악

창작음악

악보

악기

기타
1

1960

2

2

1970

2

2

1

1980

2

1

3

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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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

3

3

2

2

5

3

2000

7

8

6

45

5

6

2010

20

10

9

50

1

5

7

합계

53

22

23

98

13

19

11

본고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 주제를 13개로 분류하였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
구 주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풍류음악(성악)은 가곡, 가사, 시조와 관련된 연구를 분류하였
고, 고려~조선 시대 향악•당악에는 여민락 계통10)과 보허자 계통11), 수제천, 고려가요, 조선초
기의 신악(봉황음, 치화평, 취풍형, 진작)등의 음악을 분류하였다. 취타•민간풍류에는 취타계열
의 음악 및 민간 대풍류, 향제 줄풍류와 관련된 연구, 판소리에는 판소리를 포함하여 단가, 병
창 등의 악곡과 관련된 연구, 민속악에는 민요, 잡가, 굿 음악, 농악 등에 관련된 연구12), 악
보에는 고악보의 기보법, 악보의 해제, 악서 등에 관련된 연구, 악기에는 악기의 주법 및 특
징, 구음법에 관련된 연구, 학제간 연구에는 음악 사회사적 연구, 음악 사상사적 연구 등을 분
류하였다.
연구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창작음악이고, 그 다음으로는 산
조, 풍류음악(성악), 영산회상과 관련된 연구가 뒤를 이었다. 연대별로 연구 주제의 추이를 살
펴보면, 1960년대는 가곡 외, 영산회상, 불교음악, 산조, 악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우선 가사와 관련된 연구 2편, 영산회상 1편, 범패 2편, 산조 2편,
기보법에 관련된 연구 및 고악보 해제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는 풍류음악(성악), 고려~조선시대 향악․당악과 관련된 연구가 각각 6편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고, 영산회상에 관련된 연구도 제법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풍류음악(성악)은
모두 가곡과 관련된 논문이었고, 고려~조선시대 향악․당악에는 보허자 관련 연구 3편, 여민락
1편, 향당교주와 감군은에 관련된 논문이 각각 1편씩 발표됐다.
1980년대는 풍류음악(성악)과 관련된 연구가 12편, 영산회상은 5편, 민속악 5편, 고려~조선
향악․당악과 관련된 연구는 2편, 산조 2편, 악보 관련 1편, 악기 3편이 발표됐다. 풍류음악(성
악) 12편 중 10편은 가곡을 주제로 한 연구, 2편은 가사와 관련된 연구로 여전히 가곡과 관련
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영산회상에 관련된 연구 또한 전 시기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
였다. 민속악과 관련된 연구의 세부 주제는 농악 1편, 굿 음악 1편, 민요 3편으로 1980년대
들어 처음으로 민속악과 관련된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는 풍류음악(성악) 13편, 영산회상 7편, 고려~조선 향악․당악과 관련된 연구가 7편,

10) 여민락계통에는 여민락, 여민락만, 여민락령, 해령을 포함하였다.
11) 관악보허자, 현악보허자, 보허자에서 파생된 밑도드리, 웃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등에
관련된 악곡을 포함하였다.
12) 민요는 중 통속민요와 잡가는 전문음악인이 연주하던 음악으로 엄밀히 말하면 민속악은 아니고, 오
히려 판소리.산조와 같이 예술음악에 해당한다. 굿음악 역시 전문음악인이 연주하던 음악이었기 때문
에 사전적 의미의 민속악에 해당할 수 없고 오히려 종교음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엄
밀히 말해서 농악, 토속민요만이 민속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모두 세분화하기에는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 수치가 적고, 마땅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 우선은 민속악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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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타․풍류와 관련된 연구가 5편, 아악․종묘제례악에 관련된 역구 3편, 불교음악 1편, 학제간
연구 1편, 산조 20편, 판소리 3편, 민속악 3편, 창작음악 2편, 악보 관련 연구 2편, 악기 관련
연구 5편이 발표됐다. 1990년대는 전 시기에 비해 연구의 수치도 증가하였지만 아울러 연구
의 주제도 다양해졌다.
풍류음악(성악) 13편 중 11편이 가곡이고 가사와 시조는 각각 1편씩으로 가곡은 여전히 국
악 관련 학위논문에서 흥미로운 주제였다. 영산회상을 주제로 한 연구 역시 7편으로 60~80년
대에 이어 영산회상과 관련된 논문은 꾸준히 발표됐다. 고려~조선 향악․당악에는 진작, 치화
평, 취풍형 등의 조선 전기에 창작된 음악 3편, 고려 향악곡 2편, 고려시대 당악 1편 등이고,
취타․민간풍류에는 취타 1편, 대취타 1편, 민간 대풍류 2편, 향제 줄풍류 1편이다. 90년대 들
어 이전 시기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진작, 치화평, 대풍류, 줄풍류 등 다양한 악곡들이 연구
주제로 활용되었다. 판소리를 주제로 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김동현이 처음
으로 판소리와 관련된 학위논문을 발표13)한 뒤, 90년대 들어 3편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됐다.
산조는 학위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6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 주제로 활용되었는데, 90년대
들어서는 산조와 관련된 연구 수치가 급등하였다. 이는 앞 서 기술했듯이 1983년 대학원에
기악실기전공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전 시기에 비해 실기전공자들의 대학원 진학
이 증가하였고, 이들에 의해 산조와 관련된 학위논문이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90년
대에는 음악 사회사적 연구와 관련된 학위논문이 발표14)되면서, 처음으로 학제 간 연구가 이
루어지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는 풍류음악(성악) 11편, 영산회상 8편, 고려~조선 향악․당악 7편, 취타․민간풍류
2편, 불교음악 2편, 학제 간 연구 4편, 산조 7편, 판소리 7편, 민속악 6편, 창작음악 45편 등
이 발표되었다. 풍류음악(성악) 11편 중 3편이 가사와 관련된 논문이고 9편이 가곡에 관련된
논문으로, 가곡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됐다. 고려~조선 향악․당악과 관련된 논문 중에서
는 고려 가요 1편, 여민락 1편, 정재 2편, 나례와 관련된 연구가 1편이 발표됐다.
판소리와 관련된 연구는 전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대 발표된 8편의 판
소리 논문 중 6편이 석사학위논문이고 2편이 박사학위논문이다. 그 중 5편은 성악 전공의 석
사 학위논문이다. 이는 1985년 학부과정에 성악(판소리)전공이 신설15)되었고, 이들이 90년대
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조와 관련된 연구는 1960~199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대신 창작음악과 관련된 연구가 43편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급등하였
다. 이는 기악 실기전공자들이 창작음악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1990년대는 기악 실기전공자들의 석사학위논문이 주로 산조를 주제로 연구하였
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창작 음악을 주제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2000년대에 산조와 관련
된 연구는 감소하고, 대신 창작음악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다.
13) 김동현, ｢판소리의 삼박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4) 송지원, ｢조선후기 중인음악의 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5) 책임집필 황준연, 위의 책,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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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는 풍류음악(성악) 8편, 영산회상 7편, 고려~조선 향악․당악 6편, 불교음악 2편,
학제간 연구 4편, 산조 20편, 판소리 10편, 민속악 9편, 창작음악 50편, 악보 관련 5편, 악기
관련 5편이 발표됐다.
지난 시기에 비해 취타․민간풍류, 학제 간 연구, 산조, 판소리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다.
취타․민간풍류와 관련된 논문은 대풍류 2편, 취타 1편, 줄풍류 2편이 발표됐는데, 이 중 줄풍
류 관련 1편과 대풍류 관련 1편은 실기전공자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연구됐다. 학제 간 연구의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음악 문화사적 연구 2편, 음악 사회사적 연구 2편, 음악 정책과 관련
된 연구 1편으로, 이는 주로 이론전공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지난 시기에 연구 수치가 감소했던 산조 관련 논문은 201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
으며, 1990년대와 동일한 연구 수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1990년대는 산조 관련 논문이 모두 석
사학위논문이었던 점에 반해 2010년대에는 이 중 7편이 박사학위논문이었다. 이는 2010년대에
들어 실기 전공자들에 의한 박사학위논문의 연구 수치가 증가하였고, 이들의 연구 주제로 산조
가 많이 활용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상 각 시기별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고, 연구의 주제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진학
한 학생들의 전공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 대학
원에 기악실기전공이 신설되면서 1990년대에 산조와 관련된 학위논문이 급증하였고, 2000년에
는 창작음악과 관련된 학위논문이 급증하였다. 또한 1980년대 학부과정에 성악전공이 신설된
이후 2000년대 들어 판소리 전공자들에 의한 학위논문이 발표되면서, 판소리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제별 연구 경향 분석
이번 장에서는 각 주제별로 나누어 연구 경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풍류음악(성악)
풍류음악(성악)에는 가곡, 가사, 시조를 주제로 연구한 학위논문들이 발표됐다. 그 중 가곡
에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았고, 가사, 시조 순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가곡을 주제로 한 학위논
문은 크게 가곡의 음악적 특징에 관련된 연구, 고악보에 수록된 가곡을 밝히거나 이를 토대로
가곡의 전승과정을 살펴보는 연구, 가곡의 반주선율에 관련된 연구, 가곡에서 파생된 기악곡
에 관련된 연구, 노랫말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곡의 관련된 연구를 주제별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곡의 음악적 특징
전인평, 대여음에 관한 연구, 1972
이명희, 가곡의 「각」에 관한 연구, 1973
황준연, 가곡의 여음, 1976
김우진, 가곡계면조의 농과 악에 관하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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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 현행 가곡의 선율구조 분석 –삼죽금보 삭대엽의 이두식 악구에 기하여, 1990
이두언, 평롱과 편수대엽, 1992
조숙, 삼삭대엽 연구, 1999
김영기, 여창가곡 우락의 시김새 변화 연구 : 1920년대에서 1980년대의 음반을 중심으로, 2000
이방실, 여창 가곡 우조 이삭대엽의 변형선율에 관한 연구, 2001
이수진, 남 · 여창 가곡의 노래선율 비교 연구, 2012
조수현, 가곡의 선율형 연구, 2014
이기쁨, 가곡 계락 <남산에> 남.여창 비교 연구, 2015
허운패, 북관 세곡 <소군화번 이패>와 여창 가곡 <우조 두거> 비교 연구, 2019

•가곡의 변천과정 및 파생과정
조운조, 삼삭대엽(소이)과 소용, 1975
나현숙, 증보 고금보의 중대엽과 삭대엽의 관계, 1980
성애순, 가곡의 원형과 변형에 관한 연구 : 「유예지」 편삭대엽악보해독과 현재 편삭대엽 【진국명
산】 악보에 기하여, 1980
이연희, 우조삭대엽과 우락의 상관관계 연구, 1982
유란, 삭대엽2에 관한 연구: 증보 고금보와 백운암금보에 기하여, 1982
최태헌, 중대엽123과 삭대엽123의 상호관계, 1983
홍은주, 백운암 금보의 평단 : 평조 삭대엽과의 선율비교를 中心으로, 1983
최재륜, 진작과 만대엽, 1985
임병옥, "한금신보 우조삭대엽"의 재고, 1991
이미정, 가곡 태평가의 성립에 관한 연구, 1992
장휘주, 「현금동문류기」의 사조 삭대엽 연구, 1996
이진원, 백운암금보 <편 평조계면조>의 해독, 1997
이영주, 『어은보』 소재 계면조단가 연구, 1999
사은영, 만횡(蔓橫)의 음악사적 고찰, 2003
조은숙, 가곡 언편의 형성, 2008
김민정,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여창가곡 전승 : 최정희와 지금정을 중심으로, 2015

•반주
홍종진, 가곡반주시 두거와 관악합주 두거와의 선율비교, 1976
이정규, 남창가곡의 노래선율과 대금선율과의 관계 : 우조 초수대엽.이수대엽.중거.평거에 기하여,
1997
이유나, 현행 남창가곡에서의 양금 반주법에 관한 연구 : 우조초수대엽·이수대엽·중거·평거·두거에
기하여, 1997
유은정, 현행 가곡 중 언롱과 언편의 반주 선율에 관한 연구 : 해금 선율을 중심으로, 1998
김기엽, 청성자진한잎 비교연구 : 김계선과 김성진의 가락을 중심으로, 2004
홍세린, 여창 우조 이삭대엽 <버들은>과 <긴밤에>의 선율 비교 : 양금, 거문고 선율을 중심으로,
2004
허윤재, 여창가곡 평조 두거에 관한 연구 : <일각이>, <한숨은>과 <식불감>을 중심으로, 2010
김지윤, 가곡 반주의 피리 선율 연구 : 남창 가곡을 중심으로, 2011
황진아, 임석윤 거문고선율 연구 : 남창가곡 계면조악곡을 중심으로, 2017
조은결, 남창가곡 우조 가야금 반주법 비교: 홍원기 · 최충웅 · 김정자를 중심으로, 2018

•파생된 기악곡
김정수, 청성자진한입고 : 계면이삭대엽태평가와의 비교에 의하여, 1973
정정주, 성악곡의 기악곡화에 관한 연구 : 계면두거, 염양춘에 기하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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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말/ 사설 붙임새
정마리, 여창가곡 정간보의 발음 표기에 관한 연구 : 첨가모음[-], [T]를 중심으로, 2003
홍순욱, 남창 가곡의 사설 붙임새 연구 : 김기수 ｢남창가곡백선｣을 중심으로, 2007

•기타
정해임, 장진주의 선율형에 관한 연구 : 여창가곡 중 평거의 선율과의 비교에 의하여, 1982
양명석, 계면두거의 음향학적 분석 연구 : 김태섭 연주를 중심으로, 2004
이아미, 가곡 오선보 기보법 연구 -<한국음악> 제18,19,20집을 중심으로, 2005
안정아, 장진주와 여창가곡의 비교 연구, 2017

전인평, 황준연은 가곡 여음의 특징에 대해 밝혔고, 김우진은 가곡 계면조의 농과 악의 음
악적 특징, 최헌과 조수현은 가곡의 선율 구조를 연구하였다. 이수진, 이기쁨은 가곡의 남창과
여창의 선율을 비교하였고, 조숙은 삼삭대엽과 이삭대엽계열의 악곡들과의 비교를 통해 삼삭
대엽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방실은 여창 가곡 우조 이삭대엽의 변형선율을 분석하였
다.
가곡의 변천 및 파생과정에 의한 연구는 조운조가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조운조는 삼삭대엽
과 소용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여 소용이 삼삭대엽에서 파생한 악곡임을 밝혔다. 나현숙과
최태헌은 중대엽과 삭대엽의 관계를 밝혔고, 최재륜은 가곡이 진작에서 파생된 악곡임을 밝혔
다. 성애순, 유란, 홍은주, 임병옥, 장휘주, 이진원, 이영주 등은 고악보에 수록된 가곡을 중심
으로 예전의 악곡을 해독하거나 현행과의 비교를 통해 파생과정을 밝혔고, 이미정, 조은숙 등
은 가곡에 수록된 악곡간의 상관관계를 밝혔으며, 김민정은 일제강점기 권번을 중심으로 가곡
의 전승양상을 연구하였다.
가곡의 반주선율과 관련된 논문에는 각 악기별로 가곡의 반주선율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다. 가곡 반주 선율 중 이정규와 김기엽은 대금 선율, 이유나는 양금 선율, 유은정과
허윤재는 해금 선율, 김지윤은 피리 선율, 황진아는 거문고 선율, 조은결은 가야금 선율을 연
구하였고, 홍세린은 양금과 거문고의 선율을 연구하였다.
그 외 김정수와 정정주는 가곡에서 파생된 기악곡을 주제로 연구하였고, 정마리와 홍순욱은
노랫말의 발음 및 사설붙임새를 연구하였으며, 정해임과 안정아는 장진주와 여창가곡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였다.
가사와 관련된 학위논문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오성 춘면곡의 악곡형식 : 삼죽금보와 면금보에 기하여, 1965
이성천, 가사의 종지형, 1967
신대철, 삼죽금보의 가사 : 춘면곡, 상사별곡, 황계사에 기하여, 1981
이준자, 기묘금보의 가사, 1985
김창곤, 쌍화점과 가사 길군악, 1999
윤영해, 12가사의 요성 : 어부사, 춘면곡, 죽지사를 중심으로, 2002
김민정, 12가사의 파생관계에 관한 연구 : 상사별곡과 처사가, 양양가를 中心으로, 2004
김창곤, 12가사의 악곡형성과 장르적 특징, 2006
고상미, 12가사(歌詞)의 창법 연구 : 춘면곡, 백구사, 죽지사를 중심으로, 2010

48 - 동양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서울대 국악과 창설 60주년 기념)

이유경, 이왕직아악부와 한성권번에 전승된 가사(歌詞)음악 비교 : 이주환과 최정희의 음원에 기
하여, 2018

가사에 관련된 연구는 처음으로 권오성이 시작하였다. 권오성은 삼죽금보와 면금보에 수록
된 춘면곡의 형식을 밝혔다. 신대철과 이준자는 고악보에 수록된 가사를 중심으로 음악적 특
징을 밝혔고, 이성천은 12가사의 종지형을 분석하였다. 김창곤은 고려가요와 가사 길군악의
음악적 상관관계를 고찰하였고, 윤형해와 고상미는 12가사의 요성 및 창법에 대해 연구하였
고, 김민정은 12가사의 악곡 간 파생관계를 연구하였다. 가사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에는
김창곤과 이유경의 연구가 있다. 김창곤은 12가사를 대상으로 각 악곡 간 형성 및 장르적 특
징을 밝혔고, 이유경은 20세기 초반 이왕직아악부와 한성권번에 전승된 가사의 음악을 비교하
였다.
한편 시조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경희의 석사학위논문 1편이 있다. 김경희는 어은보에 수록
된 우조락시조를 연구하였다.
김경희, 『어은보』 소재 <우조락시조> 연구, 1993

(2) 영산회상
영산회상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표됐다. 영산
회상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현악 영산회상의 음악적 특징에 관련된 연구, 영산회상의 전승 및
파생과정에 관련된 연구, 관악영산회상 및 평조회상과 관련된 연구로 분류된다. 이를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현악 영산회상의 음악적 특징
윤미용, 현금과 가야금의 선율비교: 상령산에 기하여, 1973
김인제, 장고장단법에 관한 연구 : 영산회상 중 삼현도드리-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를 중심으로,
1976
정설주, 현악영산회상의 가야금 선율 고찰, 1990
전진아, 영산회상의 10박 장단 거문고 선율의 리듬구조 : 장인식·장사훈의 연주를 중심으로,
2004
허익수, 장인식 영산회상 선율연구, 2004
김정연, 영산회상의 선율과 주법에 관한 비교 연구, 2008
설보라, 양금고악보에 수록된 영산회상 종지선율 연구, 2009

•영산회상의 전승 및 파생과정
홍선례, 어은보의 영산회상 갑탄, 1980
윤화중, 삼죽금보의 변주가락에 관한 연구 : '환입'에 기하여, 1988
이정현, 고음반과 현행 영산회상에 관한 비교연구, 1993
정미화, 동대가야금보』의 영산회상 연구 : 上靈山을 中心으로, 1994
성유진, 한금신보 의 영산회상 환입과 유예지 의 삼현 회입, 1996
허윤정, 『한금신보』의 영산회상과 『어은보』의 영산회상갑탄, 1997
김준희, 1930년대 영산회상의 해금 선율 비교 연구 : 이왕직아악부와 조선정악단, 빅타-조선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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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주를 중심으로, 1998

•관악영산회상, 평조회상 관련
최종민, 한국 음악에 있어서의 이조 :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비교에 기하여, 1967
방광문, 영산회상과 삼현영산회상의 상령산 비교, 1973
고보석, 평조회상 거문고 선율 비교 연구 : 장인식.임석윤.국립국악원 연주를 중심으로, 2009
김휘곤, 김계선과 김성진의 취태평지곡 선율비교 연구 : 상령산을 중심으로, 2009
이주인, 평조회상 하현도드리 분석, 2013

•기타
이상규, 국악 관현악법 연구 : 관악영산회상중상령산을 중심으로, 1980
신미영, 방산한씨금보가야금농현법에 관한 고찰 : 영산회상에 기하여, 1984
최희연, 해금 연음 선율 연구 /영산회상,수제천,해령의 연음..선율연구, 1996

현악영산회상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는 연구 중에서는 각 악기별 선율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
가 가장 많았다. 윤미용, 정설주, 김정연은 현악영산회상의 가야금 선율을 연구하였고, 전진아
와 허익수는 거문고 선율, 설보라는 양금의 선율을 연구하였으며, 김인제는 영산회상의 장구
장단법을 연구하였다.
영산회상의 전승 및 파생과정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발표됐다. 홍선례는 어은보 에 수록된
영산회상갑탄이 현행 중령산의 원형이라는 점을 밝혔고, 윤화중은

삼죽금보 에 수록된 영상

회상과 현행 영산회상을 대상으로 선율의 변화과정을 밝혔다. 정미화, 성유진, 허윤정은 고악
보에 수록된 영산회상을 대상으로 악곡들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았고, 이정현과 김준희는 고음
반에 수록된 영산회상과 현행 영산회상의 선율을 비교하여, 20세기 초반과 현행 영산회상간의
선율의 차이점을 밝혔다.
관악영산회상, 평조회상에 관련된 연구로는 최종민, 방광문 등이 있다. 최종민은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관계를, 방광문은 영산회상과 관악영산회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후에는 이
둘과의 관계보다 평조회상 혹은 관악영산회상에 수록된 개별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한 논
문들이 발표됐다. 고보석은 평조회상의 거문고 선율, 김휘곤은 평조회상의 대금선율, 이주인은
평조회상의 가야금 선율을 대상으로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밝혔다.
이 외에 이상규는 관악영산회상에 사용된 국악 관현악법을 연구하였고, 최희영은 영산회상,
수제천, 해령 중 해금의 연음 선율을 연구하였으며, 신미영은 고악보에 수록된 영산회상 중
가야금 악보를 대상으로 악곡의 농현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3) 고려~조선시대 향악․당악
고려~조선시대의 향악 및 당악에 관련된 연구에는 여민락 관련 논문, 보허자 관련 논문, 고
려시대 향악곡 관련 논문, 조선 전기에 창제된 신악, 당악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 이를 소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허자
김영자, 속악원보의 만과 령에 대하여,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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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자, 속악원보신편 방향 보허자의 리듬, 1973
문재숙, 현행거문고와 가야금의 보허사 비교, 1978
신현남, 「한금신보」의 보허자 본환입(속칭 밋도드리) 硏究, 1995
이정아, 밑도드리 선율 비교 연구 : 장인식,장사훈,김상기,임석윤,김덕규의 선율을 중심으로, 2011
백은빈, 현행 <관악 보허자>의 선율 형성, 2018

•여민락
김길운, 본령과 해령고, 1975
이정엽, 세종실록』·『금합자보』·『속악원보』 수록 여민락의 변천연구, 2002
김준영, 여민락과 보허사의 선율형성에 관한 연구, 2013
조경선, 여민락의 거문고와 피리선율 비교 고찰 : 금합자보 여민락과 비교를 통하여, 2013
안나래, 여민락 가야금선율 변천연구: 『금합자보』 이후 현재까지, 2018

•고려향악
이지선, 진작사에 관한 연구, 1993
박판수, 시용향악보 소재 <삼성대왕>과 <나례가> 선율 연구 : <한림별곡>과의 비교에 기하여, 1996
윤아영, 시용향악보 향악곡의 궁, 2001
윤아영, 나례의 형성 과정에 관한 음악사적 고찰, 2009

•조선전기 신악
양승희, 감군사고 : 대약후보 권지오와 동권지육 소재 감군은을 중심으로, 1973
이창신, 강과 엽의 음악적 관계에 대하여

고려, 조선전기 향악(봉황음, 정읍, 진작, 치화평), 1986

변계원, 치화평 123과 취풍형에 관한 연구, 1994
윤혜진, 봉황음 123의 악곡구조 연구, 1996
위철, ｢세종악보｣와 ｢대악후보｣의 치화평·취풍형·봉황음·만전춘 비교, 2001

•당악
박은옥, 『고려사』 악지 唐樂의 "慢·令"과 "慢·嗺子"에 관한 연구, 1999
정일영, 성종조 당악정재의 세 가지 隊形, 2005
박은옥, 고려사 악지의 사악과 구궁대성남북사궁보의 관련 악곡 비교 고찰, 2006

•기타
서한범, 향당교주고, 1975
황의종, 정읍에 나타난 대금의 시김새에 대하여, 1980
김영봉, 조선조 의궤에 나타난 연례악의 변화 : 진연.진찬.진작의궤를 중심으로, 1992
진윤경, 정재 만기 음악 연구, 2008
김유진, 조선왕실 사신영접의례 음악 연구, 2017

보허자와 관련된 연구는 총 6편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됐다. 김영자, 이수자, 백은빈은 관악
보허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문재숙은 보허사, 신현남과 이정아는 보허자에서 파생된 밑도
드리를 대상으로 악곡의 특징을 밝혔다.
여민락과 관련된 논문은 총 5편으로, 2편의 석사학위논문과 3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됐
다. 김길운은
혔고,

속악원보

이정엽은

권5의 여민락관보의 선율이 현행의 본령, 해령으로 전승되었음을 밝

세종실록 ,

금합자보 ,

속악원보 에 수록된 여민락 관련 악보를 대상으로

여민락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2010년대에 연구된 여민락 논문은 모두 실기전공자의 박사
학위논문이다. 김준영은 여민락과 보허사를 대상으로 두 악곡의 선율 변화양상의 상호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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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고, 조경선과 안나래는 여민락의 각 악기별 선율을 연구하였다. 조경선은 거문고와 피
리선율을 대상으로 여민락의 현악선율과 관악선율을 비교하였고, 안나래는 고악보에 수록된
여민락의 거문고 선율을 가야금 선율로 변환하여 여민락 가야금 선율의 변천과정을 추정하였
다.
고려 향악에 관련된 논문은 총 4편으로, 이 중 석사학위논문은 3편, 박사학위논문은 1편이
발표됐다. 이지선은 진작 1, 2, 3, 4와 북전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여 상호 연관성을 밝혔고,
박판수와 윤아영은

시용향악보 에 수록된 고려가요를 대상으로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밝혔

다. 이 후 윤아영은 박사학위논문에서 궁정나례를 대상으로 변천과정 및 공연사적 의의를 연
구하였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신악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도 5편 발표됐다. 양승희는 감군은의 음악
적 특징을, 이창신은 봉황음, 정읍, 진작, 치화평의 강과 엽의 특징을, 변계원은 치화평과 취
풍형의 음악적 특징을, 유혜진은 봉황음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고, 위철은

세종실록 과

대악후보 에 수록된 치화평, 취풍형, 봉황음, 만전춘을 비교하여 두 악보간의 차이점을 밝혔
다.
박은옥은

고려사 악지에 수록된 당악곡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정일영은 당악정재를 대상

으로 연구하였다. 이 외 서한범은 향당교주를, 황의종은 정읍을 연구하였고, 김영봉은 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조 연례악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진윤경은 정재만기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되는
향당교주, 보허자, 수제천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김유진은 조선시대 왕실의 사신영접의
례에 나타난 음악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4) 취타․풍류
취타․풍류와 관련된 연구는 취타 계열의 음악과 관련된 연구, 대풍류와 관련된 연구, 줄풍류
와 관련된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를 소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취타
이동복, 대취타와 취타의 관계, 1977
강영근, 대취타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태평소 선율을 중심으로, 1998
유재원, 국악원 전승 취타와 민간 취타의 해금 연주법 비교, 1999
송은도, [삼죽금보] 노군악의 민간전승 길군악, 2004
권소현, 취타의 선율에 관한 연구 : 『한국음악학자료총서』에 수록된 거문고 고악보를 중심으로, 2011
김하늬, <취타>의 선율과 장단구조 연구, 2017

•대풍류
이윤경, 민간 대풍류 연구 : 관악영산회상과의 선율비교, 1994
임혜정, 삼현육각 음악연구: 염불곡을 중심으로, 1998
황세원, 지영희와 이충선의 대풍류 피리선율비교 : 긴염불, 굿거리, 당악을 중심으로, 2006
송지윤, 경기 삼현육각과 나주 삼현육각 비교연구 : 대영산과 본령산을 중심으로, 2011
김세경, 삼현육각의 향피리 선율 연구 : 지역별 분석 비교, 2018

•줄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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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향제 줄풍류의 굿거리에 대하여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1997
이동희, 심상건 풍류의 특징 : 염불 타령을 중심으로, 2007
전지예, 풍류 굿거리와 계면가락도드리, 2012
이슬기, 가야금 줄풍류의 전승 지역별 음악적 특징, 2014

취타와 관련된 연구는 총 6편이 발표됐다. 이동복은 취타와 대취타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
여 두 악곡의 음악적 상관관계를 밝혔다. 강영근은 태평소 선율을 중심으로 대취타의 변화과
정을 살펴보았고, 유재원, 권소현, 김하늬는 취타의 음악적 특징을 밝혔다. 송은도는 취타계열
음악적 민간전승 길군악의 형성과정을 밝혔다.
대풍류를 주제로 한 연구는 5편의 석사학위논문과 1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됐다. 이윤경
은 민간 대풍류와 관악 영산회상을 비교하였고, 임혜정은 삼현육각 중 염불곡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고, 황세원은 연주자별 대풍류의 선율을 비교, 송지윤과 김세경은 지역별 대풍류의 선
율을 비교하였다.
줄풍류를 주제로 한 연구에는 3편의 석사학위논문과 1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됐다. 김선
옥, 이동희, 전지예는 향제 줄풍류 중 개별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밝혔고, 이슬기는 각 지역별
줄풍류의 전승 및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5) 아악․종묘제례악
•아악
임미선, 조선조 전정헌가의 문헌적 연구 1997
김종수, 조선 전.후기 여악의 비교 연구 1999

•종묘제례악
변미혜, 송조제례악에 있어서의 현행악장 선율과 당피리 선율의 비교연구 : 보태평을 중심으로, 1981
이소라, 형가·집녕·용광과 그 관련곡 : 세조실록악보 및 시용향악보·금합자보·대악후보를 중심으로, 1983
주호정, 종묘제례악과 유학의 관계 연구 : 고려중기부터 조선초기까지를 중심으로, 1989
김미림, 보태평 정대업의 확대 및 축소원리, 1994
정원호, 보태평.정대업의 리듬변화에 대한 사적 고찰 : 속악원보 권6에 기하여, 2000

아악을 주제로 한 논문은 2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됐다. 임미선은 조선조 전정헌가의 성
립과정과 역할, 악기편성, 연주악곡들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전정헌가의 성격을
밝혔다. 김종수는 조선시대 여악을 대상으로 여악의 악가무 활동, 여악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여악의 변천과정을 밝혔다.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5편이 있었다. 변미혜는 보태평을 중심으로 악장과 당
피리의 선율을 비교하였고, 이소라, 김미림, 정원호는 종묘제례악의 역사적 전승과정 및 선율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주호정은 종묘제례악과 유학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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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교음악
한만영, 범패짓소리와 홋소리의 비교연구 : 특사가지에 기하여, 1969
문일지, 나비춤 춤사위에 관한 연구, 1968
김해숙, 안채비소리의 시김새, 착어성. 편계성. 유치성에 기하여, 1980
백일형, 범패 팔공산제에 대한 연구 : 종성. 갈향. 합장게. 칠여래. 화청을 中心으로, 1986
노부영, 범패의 태징법에 대한 연구 : 상주권공을 중심으로, 1992
임란경, 불교 경전 독송에 관한 음악적 고찰, 2007
이기선, 범패 짓소리 선율의 구조 연구, 2012
성초롱, 성독의 음악적 고찰, 2013

불교음악에 관련된 연구에는 총 8편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한만영은 짓소리와 홋소리를
비교하여 두 악곡간의 음악적 특징을 밝혔고, 문일지는 작법 중 나비춤의 춤사위를 연구하였
다. 김혜숙은 안채비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밝혔고, 백일형은 팔공산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노부영은 범패 중 홋소리, 짓소리에 쓰이는 태징가락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임란경과 성초롱은 독경소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이기선은 짓소리 중 현재 연주되는
13곡을 대상으로 선율의 구조를 연구하였다. 불교음악에 관련된 연구에는 주로 불교음악에 속
한 개별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7) 학제간 연구
송지원, 조선후기 중인음악의 사회사적 연구, 1992
권도희,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 사회사적 연구, 2003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 2003
송지원, 정조의 음악정책 연구, 2003
Li, Xun, 중국 조선족 공연단체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 : 公演團體의 活動과 作品을 중심으
로, 2005
이정희, 개항기 근대식 궁정연희의 성립과 공연문화사적 의의, 2010

90년대부터는 학위논문의 주제로 학제간 연구16)가 다루어졌다. 1992년 송지원은 조선후기
중인음악을 음악 사회사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이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들이 주로 가곡, 영
산회상 등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전승과정이나 파생과정을 다루었다면 송지
원은 가곡, 영산회상 등의 음악이 파생, 발달되는 요인을 음악사회사적으로 밝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좀 더 다양한 주제로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었다. 권도희는 20세기 전
반기 민속음악을 대상으로 민속악계의 형성을 음악 사회사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성기련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1930년대 판소리의 음악현상을 해석하였다. 송지원은 석사학위논문에
이어 박사학위논문도 학제간 연구를 다루었다. 그는 정조의 음악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음악사
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혔다. Li, Xun은 중국 조선족 공연단체의
16)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 서로 다른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제휴하여 참여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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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작품을 음악 사회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이정희는 개항기 근대식 궁정연희를 공연
문화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8) 산조
•장단
이재숙, 자진모리의 Rhythm형태 연구 : 가야금산조에 기하여, 1965
박

균, 심상건 가야금산조와 심화영 승무의 연구: 음악적 문장분석 방법론에 기초한 선율리듬과
동작리듬의 분석, 1998

•선율․악조
김정자, 가야금산조의 우조와 계면조 : 진양조에 기하여, 1967
백옥자, 가야금 산조의 우조, 1976
박상원, 가야금 산조의 종지형, 1977
송권준, 한범수 해금산조의 선율구성에 대한 연구 : 한범수 大琴散調 및 지영희 해금산조와의 旋
律比較를 중심으로, 1983
문숙희,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 : 최옥산류 진양조에 한하여, 1986
심인택, 한범수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 1991
이지영,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악장의 조구성 : 정달영의 산조를 中心으로, 1993
장희선, 가야금산조의 강산제 연구, 1994
원영실, 가야금산조의 전조 : 성금연 가야금산조 진양조에 기하여, 1994
권도희, 가야금산조의 평조 유형 연구, 1994
이혜경, 임석윤 거문고산조 연구, 1994
곽수은, 북한 가야금 산조 연구 : 정남희류 산조를 중심으로, 1995
유지연, 서공철 가야금 산조의 조구성, 1995
강영숙, 가야금산조 다스름에 관한 연구 : 선율구성을 중심으로, 1996
안희봉, 김영재 엮음 해금산조에 관한 연구 : 진양조의 구조와 악조를 중심으로, 1996
서승미, 대금산조의 전조 : 한범수 대금산조 진양조에 기하여, 1997
박희전,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선율연구 : 김죽파류를 중심으로, 1997
송인권, 심상건 가야금 산조 연구 : 진양조에 기하여, 1997
이승현, 김삼태 가야금 산조 연구 : 진양조에 기하여, 1997
송인길, 심상건 가야금 산조 연구 : 진양조에 기하여, 1997
심새미, 유대봉 가야금 산조 연구, 2004
정누리, 원광호 거문고 산조의 선율구성, 2004
강춘화, 박종기와 강백천의 대금산조 비교 연구, 2004
이소영, 심상건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선율구성, 2006
이성초,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선율유형 연구, 2009
곽수은, 쉬몬/하스의 음역이론에 의한 가야금산조의 분석적 연구 :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양조
를 중심으로, 2009
권용현, 한주환流와 이생강流 大芩散調 선율비교 :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2010
김현재, 가야금산조 자진모리의 보편적 선율구조 : 11개 유파를 중심으로, 2011
정은선, 신쾌동 가야금.거문고 산조 연구, 2011
송정아, 심상건 가야금 산조 연구 : 당악을 중심으로, 2012
윤도희, 가야금산조 진양조 연구 : 서공철, 김윤덕, 정달영流를 중심으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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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조구성 연구 : 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류를 중심으로, 2012
양수연, 가야금산조의 음고 및 음정분석연구, 2013
박소라, 김윤덕류 가야금.거문고산조 비교 연구, 2013
이지언, 가야금산조 진양조 연구 : 김종기류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2013
임경미, 가야금산조의 조에 따른 음고 및 음정분석연구, 2013
허익수, 백낙준 거문고 산조 재구성, 2013
김민정, 김병호 아쟁산조 중 진양조 연구, 2014
박세연, 김창조계 가야금 산조 연구 : 안기옥, 김태문, 한성기, 김운선 산조에 기하여, 2014
이유나, 1930년대 가야금산조 악조별 시김새의 음향악적 분석 연구 : 진양조를 중심으로, 2015
오연경,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연구 : 김죽파.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를 중심으로, 2015
주윤정, 정대석 거문고산조 연구, 2016
정지영, 가야금산조 진양조 구성 원리 : 김창조계 가야금 산조를 중심으로, 2017
최우선, 이지영제 허튼가락 연구: 세 개의 특수 장단을 중심으로, 2018

•형성․변천
이정애, 신쾌동 가야금산조의 형성 및 구조에 관한 연구, 1992
김희선, 김윤덕 가야금산조의 형성에 관한 연구, 1993
이주은, 박종선 아쟁 산조의 형성, 1997
김진경, 성금연가야금산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99
고보석,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 및 전승에 대한 음악적 연구, 2016
김현재,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음악양식적 변화 연구, 2018

산조와 관련된 연구는 총 53편으로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는 장
단에 관한 연구, 선율․악조에 관한 연구, 형성․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선율․악조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장단에 관련된 연구는 1965년 이재숙이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이재숙은 가야금산조 중 자
진모리의 리듬형태를 연구하였다. 이 후 박균은 심상건 가야금산조의 리듬을 문장론적인 분석
방법론에 기초하여 파악하였다.
선율․악조에 관련된 연구는 악조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고, 선율을 중점적으로 분석
한 연구가 있다. 악조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에는 김정자, 백옥자, 이지영, 장희선, 원영실,
권도희, 유지연, 안희봉, 서승미 등의 연구가 있다. 악조에 관한 연구는 1967년 김정자가 처
음으로 발표하였다. 김정자는 가야금산조의 진양조를 대상으로 우조와 계면조의 특징을 연구
하였다. 악조에 관련된 연구 대부분 가야금 산조에 집중되었다. 이는 가야금 산조가 산조 중
에서 가장 많은 유파가 전승되고, 조 구성이 가장 다채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악조에 관련된 초창기 연구는 주로 단일곡에 한정되었다면, 1990~2000년대로 갈수록 유파
별로 조구성을 비교하거나 또는 악조별 음정 및 음고, 또는 시김새 등의 차이를 음향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양수연, 임경미는 가야금산조의 악조별 음정 및 음고의 차이를 음향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유나는 유성기음반자료를 대상으로 1930년대 가야금
산조의 악조별 시김새의 차이를 음향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율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에는 송권준, 박희전, 정누리, 이소영, 이성초, 곽수은, 권용현
등이 있다. 각 논문들은 대부분 선율진행, 종지음, 악조 등을 중심으로 각 산조의 선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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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구조를 연구하였다. 한편 곽수은은 헝가리 음악학자 쉬몬과 하스의 ‘음역이론’으로 김죽파
류 가야금산조를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방법론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산조의 선율과 관련하여 다양한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됐다. 허익수는 백낙
준이 남긴 유성기 음반과 제자들의 가락을 중심으로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밝혔고,
박세연은 김창조계 산조들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였으며, 주윤정은 정대석 거문고 산조의 음
악적 특징을, 정지영은 김창조계 가야금 산조 진양조 선율을 공통적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 원
리를 연구하였다.
산조의 형성․변천에 관한 연구에는 이정애, 김희선, 이주은, 김진경, 고보석, 김현채 등의 연
구가 있다. 이정애, 김희선, 김진경은 가야금 산조를, 이주은은 아쟁 산조, 고보석은 철현금
산조를 대상으로 형성․변천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현재는 가야금산조의 형식, 종지형, 청의 변
화를 중심으로 음악 양식적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
(9) 판소리
김동현, 판소리의 삼박자, 1988
김혜정, 판소리 심청가의 악조 연구, 1993
박성희, 판소리 적벽가의 전조 연구 : 폴리돌 음반 적벽가(SP전집)를 대상으로, 1994
성기련, 판소리 동편제와 서편제의 전승양상 연구 :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중심으로, 1996
김인숙, 정정렬 소리제 연구, 1996
이주은, 판소리 진양조의 붙임새 연구: 근대5명창을 대상으로, 2000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연구 : SP음반 수록곡의 선율 분석을 중심으로, 2002
김수미, 이화중선과 성우향의 춘향가 비교 연구, 2002
정수인, 흥보가 中 ‘제비노정기’연구, 2005
김태희, 고음반에 수록된 중타령의 음악적 연구, 2006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 2007
이자람, 동초제 수궁가 중 창작대목의 음악적 연구, 2009
노민아, 박봉술과 한승호의 <적벽가> 비교 연구 : 눈대목을 중심으로, 2010
안이호, 가창자에 따른 판소리 선율의 가변성 : 적벽가 중 새타령을 중심으로, 2010
정은혜, 송만갑 정정렬의 소리제 연구 : 춘향가 중 진양조 대목을 중심으로, 2010
심상윤, 박녹주제 흥보가 중 진양조의 내드름 연구, 2013
정세연, 쑥대머리의 전승과 변화양상 연구 : 임방울, 김연수, 김소희, 성우향을 중심으로, 2014
장하다, 수궁가 중 “약성가”의 음악적 특성 연구 : 박봉술, 정광수, 정권진을 중심으로, 2016
김유석, 한성준의 음악활동 연구, 2016
이동희,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비교연구, 2017
이선숙, 박동실제 심청가 중 ‘소상팔경’ 연구 : 김소희, 한애순, 장월중선의 소리를 중심으로, 2018
정수인, 동초제 <심청가>의 특징과 지향, 2019

판소리와 관련된 연구는 총 22편으로, 19편의 석사학위논문과 3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처음 판소리와 관련된 학위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김동현이다. 김동현은 판소리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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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장단들의 가사 붙임을

자진육자배기, 경기민요의 세마치 등과 비교하여 판소리 장단의

기본구조를 살펴보았다.
판소리의 악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는 김혜정, 박성희의 연구가 있다. 김혜정은 판소리 심
청가의 악조를 분석하였고, 박성희는 유성기음반의 적벽가를 대상으로 판소리의 전조를 분석
하였다.
판소리의 유파별 특징을 살펴본 연구에는 성기련, 신은주의 논문이 있다. 성기련은 춘향가
중 이별가를 대상으로 서편제와 동편제의 전승양상을 연구하였고, 신은주는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에서 판소리 중고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명창의 소리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에는 김인숙, 정은혜, 심상윤, 이선숙, 정수인 등의
연구가 있다. 김인숙은 정정렬의 소리제를 연구하였고, 정은혜는 송만갑과 정정렬의 소리제를
비교하였다. 심상윤은 박녹주제를, 이선숙은 박동실제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정수인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동초제의 특징을 밝혔다.
한편 2010년대에는 판소리의 고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김유석은 한성준의 음악활동을
살펴보고, 그가 반주하는 고법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10) 민속악
•민요
백인옥, 제주도 민요의 선율적 연구, 1984
진회숙, 진도들노래, 1985
임미선, 황해도 민요 연구, 1989
반혜성, 진도 마당놀이요에 관한 연구 : 남사당패와의 관련성여부를 중심으로, 1988
이용식, 함경도 민요 연구, 1993
손인애, 경기민요 방아타령 연구 : 토속민요와 통속민요를 중심으로, 2000
강혜진, 한국 전래동요의 음악적 분석, 2004
손인애, 향토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2006
최지연, 노동요 톱질소리와 판소리 <흥보가> 박타령의 비교 연구, 2014
이수지, 지역별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 연구, 2014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양상, 2016

•무가
김선영, 동해안 서사무가 〈심청굿〉연구, 1989
최난경, 동해안 무가 중 세존굿의 제마수 장단고, 1992
장휘주, 경남,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 2002
윤담경, 함경도 망묵굿 굿거리의 장단 구성 : 상애짓는장기, 도속잡는장기, 드러치는장기를 중심으로, 2019

•잡가
조유미, 경기 산타령에 대한 고찰 :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을 대상으로, 1998
신현남, 산타령 연구, 2009
송은도, 휘모리잡가 연구, 2013
이성초, 서도잡가 연구, 2015

•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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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우도 농악 판굿가락과 사물놀이 우도 가락의 비교 연구, 2007
강춘화, 중국 조선족 농악 연구, 2013
소담이, 이부산과 박은하의 설장구 가락 비교 연구 : 이부산 앉은반과 박은하 선반 설장구에 기하여, 2014

•기타
백대웅, 민속음악의 선법적 양상: 남도음악에 기하여, 1982
임혜정, 한국 가면극의 음악 고찰 2007
이소영, 20세기 전반기 가야금병창 연구, 2014

민속악에 관련된 연구는 민요, 무가, 잡가, 농악과 관련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민요를
주제로 한 연구는 총 11편으로, 9편의 석사학위논문과 2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백인옥,
임미선, 이용식, 손인애는 각 지역별 민요를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고, 강혜진은 전
래동요, 최지연은 노동요 <톱질소리>, 이수지는 자장가를 연구하였다.
민요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은 손인애와 김정희의 연구가 있다. 손인애는 향토민요 중
사당패소리로 짐작되는 소리들을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 아울러 사당패의 음악활
동을 살펴보았고, 김정희는 토속민요를 대상으로 음조직에 나타나는 변이양상을 고찰하여 특
성을 체계화하였다.
무가에 관련된 연구는 3편의 석사학위논문과 1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김선영, 최난경,
장휘주는 동해안 무가를, 윤담경은 함경도 무가를 연구하였다. 이 중 장휘주는 경상남도와 경
상북도 동해안 지역의 무가를 비교하여 음악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규명하였다.
잡가에 관련된 연구는 총 4편으로 1편의 석사학위논문과 3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조유
미와 신현남은 산타령에 대해 연구하였고, 송은도는 휘모리잡가, 이성초는 서도잡가를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
농악에 관련된 연구는 총 3편으로 2편의 석사학위논문과 1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김민
선은 우도 농악을, 소담이는 설장구 가락을 연구하였고, 강춘화는 연변 조선족 농악의 변천과
정과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 백대웅은 남도음악에 기해서 민속음악의 선법적 양상을 연구하였고, 임혜정은 한
국 가면극에 사용된 음악을 고찰하였으며, 이소영은 20세기 전반기 유성기음반을 중심으로 가
야금 병창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11) 창작음악
창작음악과 관련된 연구는 총 98편으로, 이 중 7편이 박사학위논문이다. 창작음악에 관련된
논문은 크게 악곡을 분석하는 논문, 연주 주법에 관한 논문, 작곡가․작곡기법 및 의도에 관한
논문으로 구분된다.
•악곡 분석
윤명원, 김기수 창작음악에 관한 연구 : 관현악 <팔일오삼공>을 中心으로, 1991
조수현, 1980년대 가야금 창작곡 연구 : 이성천 독주곡을 중심으로, 2000
강효진, 이강덕 가야금 협주곡 연구 : <가야금협주곡> 제 2번을 중심으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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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림, 이해식 가야금 독주곡 「줄풀이 제2번」연구, 2001
이수진, 이성천 21현 가야금 독주곡 연구 : 독주곡 제19, 41번, 2001
고지연, 이성천의 「대지의 노래」에 관한 분석적 연구, 2002
유지영, 정회갑 가야금협주곡〈가야고와 管絃樂을 위한 主題와 變奏曲〉연구, 2003
정지영, 이해식 流 가야고 산조〈흙담〉연구, 2003
박세연, 백병동 국악작품에 관한 연구 : 가야금을 위한「실내음악」1, 2번을 중심으로, 2003
허윤희, 이해식 작곡 「두레사리」의 國樂管絃樂法 硏究, 2003
최인영, 「‘새야새야’주제에 의한 가야금 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에 관한 연구, 2003
이수진, 18현 가야금 독주곡 <금빙> 연구, 2004
노은아, 해금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다랑쉬> 연구, 2004
이유경, 창작가곡 <국화 옆에서> 분석연구, 2004
이슬기, 25현 가야금과 비올라를 위한 '저녁노래 V'의 분석 연구, 2005
이귀영, 김덕진의 산조합주 분석연구, 2005
김현희, 이성천 독주곡 43번「철새, 사철나무 밑둥에 둥지 틀다」에 대한 연구, 2005
김준영, 이성천 거문고 독주곡의 작품 경향 분석 : 「질시」,독주곡 제 22번, 제 47번, 제 53번을
중심으로, 2005
장문정, 이해식 작곡 <해금을 위한 奚宮> 분석연구, 2005
여수연, 김승근 作曲 <奚琴 獨奏曲 2004> 分析硏究, 2005
김효정, 이성천 중주곡36번 <대금, 해금, 21현금을 위한‘함경도 풍구소리’>연구, 2006
한래숙, 강석희의 <가야금을 위한 다섯 개의 정경> 분석 연구, 2006
박민경, 김대성 작곡 <불노하(不老河)-“마르지 않는 강”> 연구, 2006
송하은, 이성천 21현 가야금 독주곡의 분석적 연구 : ｢노천명의 4월의 노래에 의한 시상 을 중심
으로, 2006
임현택, 거문고 3중주 林 분석연구, 2007
김유진, 이해식 25현 독주곡 <나위사위> 분석 연구, 2007
김혜림, 백병동 사잇소리 분석, 2007
이은기, 이병욱의 가야금, 대금과 기타를 위한 화.쟁.동 분석 연구, 2007
김세경, 윤혜진의 피리 독주곡 <기호로서의 소리>에 대한 연구, 2007
한나리, 이영자 작곡 ｢거문고 독주를 위한 할미꽃 변가｣ 연구, 2007
조혜령, 윤혜진 작곡 <흐느끼는 낙타> 분석 연구, 2008
이승아, 윤혜진의 중주곡 <의도된 정지> 분석 연구, 2008
박연지, 윤혜진의 작곡 <면과 선> 분석 연구, 2008
문선경, 이건용 작곡 <해금가락Ι> 분석연구, 2008
김명옥, 김대성 작곡 국악관현악 <열반>의 분석 연구 : 악곡구조를 중심으로, 2008
최윤진, 이성천 작곡 중주곡 23번 <먼 훗날의 전설> 분석 연구, 2008
백승희, 변계원 작곡 중주곡 ｢Euphoria] 분석 연구, 2009
이주하, 이성천 해금 독주곡 56번 <강물이 흐르는 풍경> 분석 연구, 2009
황선영, 김성기의 <가야금 독주곡을 위한 잊혀진 노래> 분석 연구, 2009
진나정,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춤 불러내기｣의 분석 연구, 2009
강지은, 이건용 작곡 <해금가락 II> 분석연구, 2010
이하늬, 영화음악에 나타난 가야금음악 연구 : <영원한 제국>과 <평양 날파람>을 중심으로, 2010
이유나, 김희조 편곡「창과 관현악」분석 : 범피중류와 수궁가를 중심으로, 2010
김현승, 강준일 작곡 <수류> 분석연구, 2010
김일중, 김대성의 관현악곡 <여림을 넘어서>의 분석 연구, 2010
주민경, 김대성의 대금협주곡 <풀꽃> 분석 연구 : 독주대금 선율을 중심으로, 2011

60 - 동양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서울대 국악과 창설 60주년 기념)

박민희, 황병기의 <대주> 분석연구, 2011
김지선, 강준일 作曲 가야금과 현악4중주를 위한 <소금곡(素琴曲)> 분석연구, 2011
정연주, 이건용 작곡 해금 협주곡「가을을 위한 도드리」분석 연구, 2012
유경은, 이영자 작곡 <나비의 연가Ⅲ> 분석 연구, 2013
황나리, 이해식 작곡 <달춤> 분석, 2014
이지애, 이해식 작곡 25현 가야고로 그리는 4장의 <춤그림> 분석연구, 2014
이예진, 합창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꽃염불" 분석 연구, 2015
이현주, 이현주의 관현악곡 <북촌회상> 분석연구, 2015
송지섭, 24관 생황과 12현 가야금을 위한 <Gravity> 분석 연구, 2016
황보영, 이해식 작곡 「해금 독주를 위한 ‘들듬’」 분석 연구, 2016
김빛나, 김대성 아쟁독주곡 1번 <소리 석양에 새기고> 연구, 2016
천진희, 도널드 워맥 <무巫:Mu> 분석연구, 2017
김현수, 이해식 국악 작품의 현대적 모색 : 중주곡 '삼위위상' 분석을 중심으로, 2017
김보슬, Thomas Osborne 작곡 「Trembling Light」 분석 연구, 2017
김가령, 김승근 작곡 <대금협주곡 1번> 분석 연구 / 김가령, 2017
최인영, 가야금협주곡 연구: 가야금 산조협주곡을 중심으로, 2018
김혜원, 도날드 워맥(Donald Reid Womack)의 피리 독주곡 <금강전도> 분석연구, 2018
왕정은, Donald Reid Womack 작곡「소리」분석 연구, 2018
박시현, 윤혜진 작곡 「망각忘却의 실현: 구지봉가龜旨峰歌」분석 연구, 2018
석예리, 국악관현악을 위한 <활(活)> 분석 연구, 2018
김수민, 박영란 작곡 해금협주곡 「터널의 끝을 향해...Ⅱ」 분석 연구, 2019
방초롱, 대금과 100인의 대금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죽정> 분석연구, 2019
이민영, 계성원 작곡 거문고, 고토 2중주 <청우>와 거문고협주곡 <청우> 비교 분석 연구, 2019

악곡을 분석하는 논문은 1991년 윤명원이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윤명원은 김기수의 작품
중 관현악곡 <팔일오삼공>의 악곡을 분석하였다. 그는 존 라뤼의 절주분석방법을 토대로 음
향, 화성, 선율, 리듬, 장단의 측면에서 악곡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실기전공자들이 창작 국악곡을 대상으로 음악적 분석을 하는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다. 김기수, 이성천, 황병기, 이강덕, 이해식, 정희갑, 백병동, 박일온, 김대성, 이건
용, 김덕진, 김승근, 강석희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이 연구되었다. 이 중 이성천, 이해식
의 작품이 각각 9편, 10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김대성, 윤혜진의 작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는 작곡전공자들이 석사학위논문으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는 경
우도 여럿 보였다.17)
•연주 주법
이경희, 황병기의 가야금독주법에 관한 연구, 1989
사주현, 해금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 이성천 독주곡 37번 <고양이 수염>을 중심으로, 2001
고수영, 이해식 해금독주곡 <춤사리기>의 음악분석과 연주기법 연구, 2003
김정승, 대금 창작곡의 특수주법 연구, 2004

17) 임현택, 이예진, 송지섭, 석예리는 작곡가 본인의 석사학위졸업연주회에서 연주된 초연작품을 중심으
로 악곡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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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리영, 한국가야금과 중국 21현 고쟁의 연주법 비교 : <우륵의 춤>을 중심으로, 2010
김참다운, 아쟁의 특수주법 연구 : 김남국 作曲 아쟁 독주와 앙상블을 위한 <부벽준(斧劈준)>을
중심으로, 2010
김정승, 대금 창작곡을 위한 연주법 연구, 2012
심운정, 타악 합주곡 ‘다드리Ι’에 사용된 전통 장단 연구, 2014
최소리, 강효지 작곡 <<composed Artemis>>의 장구 주법 연구 : 연주법의 확장 가능성을 중심
으로, 2015
한재연, 저음피리 주법 연구 : 중주곡 ‘월워리 청청’을 중심으로, 2016
채길룡, 김희조 <합주곡 5번>의 지휘법 연구, 2017
강효진, 가야금 창작곡 주법의 음향요소 분석 연구 : 황병기·이성천·이해식·나효신의 산조가야금
독주곡을 중심으로, 2018
조윤영 대금독주곡 <생의 한 가운데> 분석 연구 : 현대주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2019

창작악곡에 사용된 새로운 연주 주법을 고찰하는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었다. 이경희는
1989년 처음으로 황병기의 작품을 대상으로 가야금의 연주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사주현,
고수현은 해금, 김정승, 조윤영은 대금, 최소리는 장구 주법, 한재연은 피리, 채길룡은 지휘법
을 연구하였다. 특히 김정승은 석사학위논문에 이어 박사학위논문에서도 대금 창작곡들을 대
상으로 연주법을 연구하였고, 강효진은 산조 가야금 독주곡을 대상으로 가야금의 주법 및 음
향요소를 분석하였다.
•작곡 기법 및 의도
강영화, 김순남 가곡에서의 화음 연구, 2001
안현정, 국악 관현악 기법에 관한 연구 : <합주곡 1번>·<들(野)굿>·<산(山)>을 中心으로, 2001
박칼린, 서양 작곡가들이 작곡한 한국창작음악의 작곡기법 연구, 2008
신윤수, 이성천 가야금 독주곡에 나타난 작곡기법에 관한 연구 : 12현 가야금을 위한 작품을 중
심으로, 2008
허걸재, 한국적 합창 음악 창작에 관한 연구, 2009
김보현, 음악작품에 담긴 작곡가의 이념에 대한 고찰 : 강준일 作曲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되어>를 중심으로, 2010
장보윤, 이상규의 국악관현악곡에 나타난 화음 연구, 2012
이수경, 이상 텍스트의 음악적 적용, 2013
김은지, 김기수와 이강덕의 초기 한국창작음악 비교연구 : 관현학곡 '새나라'와 '새하늘'을 중심으
로, 2016
강선하, 작곡가 이성천의 작품세계, 2016

작곡전공자들에 의한 학위논문은 주로 작곡 기법에 대해 많이 연구되었다. 강형화, 안현정,
박칼린, 신윤수, 허걸재, 장보윤은 창작곡을 대상으로 화음, 과현악기법 등을 분석하여 작곡가
들의 작곡 기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김보현과 강선하는 창작곡에 나타난 작곡가의 이념, 의도
등을 연구하였다.
•기타
하가영, 국악 관현악에서 가야금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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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청, 현행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창작 국악곡 연구, 2009
이종찬, 황병기 가야금 음악의 양식변화 연구, 2013
정효성, 시기구분에 의한 백병동 가야금작품 연구, 2015
정소희, 대금협주곡의 전개양상 및 음악특징, 2016
설보라, 국공립 국악관현악단 편성의 통시적 고찰 : 서울 소재 악단을 중심으로, 2019

그 외에 하가영은 국악 관현악에서 가야금이 수용된 양상을 살펴보았고, 신동청은 중학교
음악교육에 포함된 창작 국악곡을 연구하였으다. 2010년대부터는 창작음악을 대상으로 박사학
위논문이 발표됐으며, 주로 창작곡의 전재양상 및 변화양상을 연구하였다. 이종찬은 황병기가
창작한 가야금곡을 대상으로 시대별 양식변화를 살폈고, 정효성은 백병동의 가야금작품을 시
기별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았고, 정소희는 대금협주곡을 대상으로 전개양상을 살펴보았
다. 한편 설보라는 국악관현악단의 편성 방법의 변화양상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12) 악보
송방송, 연음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1967
한명희, 한금신보해제, 1967
성숙희, 금합자보 해제, 1973
이효빈, 고악보(정간보)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연구, 1975
박현숙, 졸장만록 가야금보 해독에 관한 연구 : 羽調 初數大棄에 基하여, 1980
박관선, 졸장만록 기보법의 연구: 쳣[자]즌한닙과 계면[자]즌한닙에 기하여, 1999
최선아, ｢어은보」의 체제와 편찬에 관한 연구, 2003
이아미, 가곡 오선보 기보법 연구 -<한국음악> 제18,19,20집을 중심으로, 2005
송선형, 한국음악의 오선 기보법에 관한 연구 : 가야금 악곡을 중심으로, 2009
홍순욱, 20세기 정간보 기보체계의 형성 연구, 2018

악보에 관련된 연구는 총 10편으로, 9편의 석사학위논문과 1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기
보법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악보 해제에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 1967년 송방송이 연
음표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한명희, 성숙희, 최선아는 고악보를 중심으로 악보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박현숙과 박관선은 졸장만록의 대상으로 악보를 해독하고 기보법을 연구
하였고, 이효빈의 정간보의 시가에 관련된 연구, 이아미는 가곡 오선보의 기보법을 연구, 송선
형은 가야금 산조 악보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의 오선 기보법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13) 악기
•악기 연주법
Shimura, Tetsuo., 한국에 있어서의 생황변천과 쌍성주법, 1985
Hsiung, Fa mou, 가야금과 쟁의 연주 수법에 관한 연구, 1992
문수연, 거문고 연주수법에 관한 연구, 1994
김지윤, 국악원과 민간의 피리주법 연구: 삼현육각 음악을 중심으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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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선, 향피리 연주법 연구, 2015

•악기의 구음
성심온, 거문고 구음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7?
강사준, 해금 구음법에 관한 연구, 1983
이상규, 『금합자보』 적보의 구음법, 1994
이상규, 국악기 구음법의 사적 고찰, 2003
김우진, 거문고 육보 체계에 관한 통시적 고찰, 2006

•악기의 특징
정화순, 대금에 관한 연구 : 약학궤범과 현행에 기하여, 1983
엄혜경, 칠현금의 한국적 수용 : 「칠현금보」와 「미금가곡보」에 기하여, 1983
임진옥, 당적과 소금에 관한 연구, 1991
한진, 한국전통악기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1993
권민, 한국.북한.연변의 해금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전통해금.북한의 소해금.연변의 개량해금을 대
상으로, 2001
고승준, 조선시대 악기의 개념과 수급방식 변천 연구 : 악서와 의궤를 중심으로, 2019

악기에 관련된 연구는 16편으로, 이 중 3편은 박사학위논문, 나머지 13편은 석사학위논문이
다. 악기와 관련된 연구 중에는 악기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도 있지만, 악기의 주법이
나 악기의 구음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많다. 악기 연주법에 관련된 연구는 5편으로, 생
황, 가야금, 거문고, 피리 등의 악기의 주법을 연구하였다. 이 중 siung, Fa mou는 우리나라
의 가야금과 중국의 쟁의 연주 수법을 비교하였고, 강효선은 향피리의 연주법을 연구하여 체
계화하였다.
악기의 구음에 관련된 연구에는 성심온, 강사준, 이상규, 김우진의 논문이 있다. 성심온은
고악보와 현행 거문고보를 중심으로 거문고 구음의 변천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강사준은 해
금, 이상규는 대금의 구음법을 연구하였다. 구음을 중심으로 연구한 박사학위논문은 이상규,
김우진의 논문이 있다. 이상규는 거문고, 가야금, 양금, 대금 등의 구음의 변천과정을 고찰하
였고, 김우진은 육보로 기보된 거문고 고악보를 분석하여 육보체계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악기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에는 정화순, 엄혜경, 임진옥, 한진 등의 연구가 있다. 정화순은
악학궤범과 현행 대금을 대상으로 대금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엄혜경은 칠현금을, 임진옥은
당적과 소금을 비교하였고, 권민은 한국과 북한, 연변지역의 해금을 비교하였다. 그 외 한진은
악기의 상징성을, 고승준은 악기의 수급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하였다.
(14) 기타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학위논문이 연구되었다. 정옥임은 20세기 전반기에 방송된 국악방
송을 연구하였고, 김현정은 유성기음반을 대상으로 요천순일지곡의 대금과 단소 선율을 분석
하였다. 김세중은 양금 고악부 중 다스름을 연구하였고, 박은혜는 이왕직아악부양성소의 국악
교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최희연은 정악합주곡에서 해금과 피리선율을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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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아는 조선후기 금보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도론(琴道論), 금기론(琴器論), 학금론
(學琴論)으로 나누어 금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였고, 정일영은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악(樂)과
관련된 교육활동 및 내용 등을 연구하였다. 윤영해는 조선전기 사대부들의 악기 연주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금악이 정착되는 과정을 고찰하였고, 송현이는 조선조 궁중음악 중 하
나인 법악에 대해 고찰하고, 임란경은 사료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도학자인 유중교의 악
론과 실천양상을 연구하였다.
김홍인, 한국음악에 있어서의 조의 변천
정옥임, 1930년대 후반의 국악방송 연구 : 1935-38년의 國樂放送을 中心으로 / 張玉姙. /기타
1995
김현정, SP 음반 요천순일지곡에 관한 연구 : 대금·단소 선율을 중심으로 /악곡 1997
김세중, 양금 고악보의 다스름 연구 1999
박은혜, 근대전문음악교육연구 :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중심으로 2010
최희연, 정악의 해금선율과 피리선율 비교 연구 2011
최선아, 조선후기 금론 연구 2012
정일영, 조선시대 성균관의 악교 양상 2015
윤영해, 조선전기 사대부 금악 연구 2015
송현이, 조선조 ‘법악’연구 2017
임란경, 성재 유중교의 악론과 실천 2018

요컨대, 서울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은 지난 50여 년 동안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다. 그
중 창작음악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실기전공자들이 석사학
위논문의 주제로 창작음악을 가장 많이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산조 역시 실기전공자들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주제로 많이 연구되었다.
이론전공자들의 학위논문은 훨씬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아악에
관련된 연구, 음악사회사적 연구, 음악공연사적 연구 등 학제간 연구도 여럿 보였고, 악기의
구음법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또한 악보 및 사료 등을 통하여 음악과 음악 외적인 요인들을
파악.분석하는 연구 등도 있었다.

4. 맺음말
1965년부터 현재(2019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대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각각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고찰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수치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였
고, 박사 학위논문은 1997년 처음 발표된 이후, 2000~201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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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89년 이론전공 음악박사과정이 신설되면서 2000년대에는 이론 전공자들에 의한 박
사학위논문이 다수 발표되었고, 2004년 실기전공 음악박사과정이 신설되면서 2010년대에는
실기 전공자들에 의한 박사학위논문이 다수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주제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작음악에 관련된 연구
가 가장 많았고, 풍류음악(성악) 중 가곡에 관련된 연구와 산조에 관련된 연구가 그 뒤를 이었
다. 이 외에 영산회상을 주제로 한 연구, 고려~조선시대 향악․당악, 취타 관련, 민간풍류, 판소
리, 민요, 잡가, 굿 음악, 농악, 고악보 관련 연구, 악기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학위논문이 발표됐다. 60~80년대까지는 음악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90년대부터
는 학제간 연구가 시작되었고, 주로 이론전공자들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
졌다.
셋째, 2000년대 이후에는 연구방법론도 다양해지고, 연구 주제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 창
작음악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악곡 분석, 연주 주법 분석에 편중돼 있었으나 2010년에는 작
곡가의 작품세계에 관련된 연구, 또는 작품의 시대적 전개 양상에 관련된 연구 등 연구 주제
의 폭이 넓어졌다. 산조에 관련된 연구 또한 처음에는 주로 음계, 종지음, 시김새 등을 토대로
음악적 분석이 주를 이뤘으나 2010년대에는 음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고, 시김새를 정확하
게 측정하여 분석하는 등 새로운 음악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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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서울대학교 국악과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경향 분석” 논평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본 발표 논문은 195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 신설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발
표된 학위 논문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모든 382편의 석·박사 논문의 내
용을 검토하여 이를 연대별로 발표 현황을 먼저 검토하고, 주제별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아래에서 몇 가지 발표 논문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논평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41쪽 1984년 대학원에 기악 실기 전공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1984년 이전 대학원
과정은 어떠했는지가 궁금하다. 1984년 이전에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은 실기 전공과 이론 전
공이 구별되지 않았는지, 혹은 성악, 기악 전공으로 분리되어 기준에 실기 전공과 이론 전공
의 구분에서 실기에 더 세부 전공이 생겼는지 등 구체적으로 학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으
면 논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2장에서 연대별 연구 현황을 검토하며 제시된 도표는 실기와 이론 전공이 모두 합산
된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실기와 이론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도표를 작성한다면 본문의
설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1쪽 5째 줄에 보이는 박사학위 논문 17편은
표에 16편으로 되어 있으니 확인바란다.
셋째, 3장에서 주제별 연구 경향 분석을 진행했는데,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풍류음악
(성악), 영산회상, 고려·조선 향악·당악 등 13종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해당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하여 모두 14가지 주제로 연구 논문들을 분류하였다. 본문에서 이 분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이 분류는 악곡의 갈래에 대한 분류와 악기·악보 등 악곡의 갈래가 아닌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나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분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평자는 이전에 (사)한국국악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한국 민간음악학
연구 현황과 전망”이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한국 민속음악학의 연구 분야를 음악이론(한국 전
통음악 음조직 연구, 선율론 분야, 장단론, 형식론), 고악보학, 계보학 및 평전 연구, 악율학,
음반학, 음악미학, 대중음악, 음악사회학, 지역음악학, 악기학, 음악치료학, 음악교육학 등 14
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민속음악 장르별 연구 현황으로 풍
류, 산조, 판소리, 농악, 민요·잡가, 삼현육각·무용반주, 송서·시창·성독, 무속음악 등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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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구 상황을 진단한 바 있었다. 당시 이 발제에서도 어떻게 연구 논문을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평이 제기기도 하였다.
42쪽부터 시작하는 주제별 연구 경향 분석에는 각 음악 갈래에 따른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
여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3장 1)절에서 주제별 연구 현황 검토는 이러한 세부 주제를 음
악 갈래에 따라 통계화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넷째, 3장 분류를 몇 개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논평자의 학위논문 “백운암금보 소 평조계면
조의 해독”은 가곡의 변천 과정과 파생 과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박현숙 “졸
장만록 가야금보 해독에 관한 연구”는 악보로 들어가 있다. 이는 한 편의 논문이 다양한 소주
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 분류의 통계로 잡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겠지만 각 연구
논문에서 담아내는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입체적인 연구 경향 분석을 진행하
였으면 한다. 또한 음악 갈래 분류에서도 풍류음악(성악)과 취타·풍류의 분류가 있다 보니 뒤
취타·풍류의 풍류는 풍류음악(기악)인 것 같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풍류의 대표곡인 영산
회상이 또 다른 분류로 있으니 음악 갈래 분류 또한 기존 악곡 분류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종
합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으면 한다.
다섯째, 본문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전임교수나 강사 등의 연구 방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지도 교수인가에 따라
연구 주제나 연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의 연구 경향은 곧 지도교수
의 성향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이보형 선생님이 강사로 나오시며 민간 음
악 음조직이나 장단 분석 방식이 선생님의 토리론이나 장단론으로 정착되어 갔으며, 유성기음
반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근대 전통음악 분석에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활
용되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강사의 변천과 학위논문에 대한 관계 또한 이후 점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산출해낸 석·박사 학위논문 382편의 제목과 연구 경향을 이렇게 살펴
보니 그동안 척박한 전통음악계를 지탱하고 이끌어온 저력이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한 학자분들이나 그를 지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
되지 않았음도 깨닫게 되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 좋은 논문이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통해
배출되어 우리 음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전통음악을 논구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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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

국악과 창설 60년을 돌아보며

이재숙(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차 례>
국악과 창설
음악대학 교사 이전
학생시절
교수시절

국악과 창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서울대학교가 국립으로 시작되고, 1946년 2월 현제명에 의하여
개교한 경성음악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로 이적하여

예술대학 음악부가 생기고 예술대학이 음

악대학과 미술대학으로 나뉘어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는 흔치 않은 제도였고 그 일을 주도한
분이 미술대학 초대학장 장발과 음악대학 초대학장 현제명이며 이는 놀라운 업적이었다. 뒤이
어 1959년 서양음악 일변도의 교육에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국악교육기관인 국악과가 대학교
에 생긴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탄생은 우리나라 국악교육의 혁명적인 거사였으며 현제
명, 이혜구, 장사훈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1959년 1월 국악과 창설에 관한 회의가 있었으며 이 모임에는 음악대학 현제명 학장, 이혜
구 박사, 김성태 작곡과장, 전봉초 교무과장, 김학상 학생과장, 성경린 국립국악원 원장, 장사
훈 덕성여대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여기에서 전공과 교과목 설정을 논의 하였으며 이혜구 박
사를 국악과장으로, 신입생 50명을 모집하는 것을 결정 하므로써 국악과 창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해 4월 신입생이 입학 하였으며 나는 그 첫 번째 입학생으로 국악인으로서 첫 걸음
을 내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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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교사 이전
1959년 4월 내가 입학할 당시 음악대학은 종로구 연건동 현재 의과대학 캠퍼스 안 쪽 함춘
원에 위치해 있었다. 함춘원은 1484년에 창경궁을 창건하고 1493년부터는 창경궁에 딸린 후
원을 함춘원이라 불렀다. 일제 강점기 때 함춘원 일대에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면서 이곳에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석단과 그 앞에 함춘원 문만 남아 있었다. 음대교

사는 함춘원 문 서북쪽에 2층 건물 한 동과 1950년 6.25전쟁 후에 임시로 지어진 것으로 보
이는 천정이 둥그런 콘세트 가건물 한 동이 있었다. 건물에는 사무실과 강의실 연습실이 있었
고 콘세트는 강당으로 사용하며 합창수업과 수요연주회 수업을 하였고 전체 입시생이 필기시
험을 그곳에서 치렀다
교수 개인연구실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 함께 쓰는 교수실만 있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
다. 친구도 교사도 교수도 한국음악도 낯설어 몹시 서글펐던 추억이 남아 있다. 그래도 교사
주위에 옛 건물 같은 형태가 조금씩 남아 있었고 주위에도 나무와 풀이 있어 그 고풍의 건물
흔적이 정서적인 분위기를 담아내어 위로가 되었다.

<함춘원의 문⋅뒤에 보이는 건물터에 음대가 있었으며 현재 간호대학임>

한 학기를 마치고 1959년 2학기에 중구 을지로 6가 약대가 사용하던 교사로 약대와 음대가
서로 교환 하여 이전 하였는데 함춘원의 교사보다 건물은 넓고 강당 강의실 연습실 교수실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주위 환경은 시장 한가운데이고 강의실 앞 좁은 길 건너에는 중앙의료원
영안실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때로는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스러웠으며 어느 날 이
성재교수가 담당했던 음악 감상 수업을 할 때에 시장의 레코드 가게에서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냐.....’라는 유행가가 확성기를 타고 교실까지 크게 들려 수업을 잠시 멈춘 일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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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6년에는 을지로 6가에 자리 잡고 있던 음악대학이 서울대학교의 종합발전 계획에 따
라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전하였다.

<중구 을지로 6가 교사>

신림동으로 이전한 당시에는 건물의 수가 지금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쾌적하였고 모
든 건축물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비하여 음대 미대 건물은 예술적인 건축설계에 1인자로 알려
진 공간건축의 설립자 김수근의 작품으로 벽돌로 시공하여 그래도 서울대학교 전체의 건축물
중 예술적인 분위기를 내는 건축물이었으나 현재는 약간의 증개축으로 당시의 아름다움은 사
라지고 실용적으로 바뀐 상태이다.

학생시절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는 만들었지만 학생을 모으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음대 학생과장 성악가 김학상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김교수님은 자신에게 성악
렛슨을 받던 권오성 조위민 김동필 등 몇 학생을 ‘국악과가 새로 생겼으니 성악보다 국악이
더 장래성이 있다’라고 설득하며 국악과를 지망하도록 하였다. 당시 김동필은 서울대학교 음
악대학 주최 콩쿠르에 입상하여 성악과를 지망하면 합격하는 특혜도 받을 수 있었으며 권오성
과 조위민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서 성악과 합격은 충분한 실력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국악과 신입생 50명을 뽑으려고 공고를 하고는 신입생이 모자랄 것 같아
제1지망에 합격 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2지망으로 국악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다.

나는 성악과를 지망하였는데 제1지망인 성악과에 합격하지 못하고 제2지망인 국악과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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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당시는 음악을 전공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더욱이 국악을 전
공하게 되니 아버지의 반대가 극심하셨다, 국악과에 입학은 하였으나 못내 아쉬워하시던 아버
지는 2학년이 되자 다른 대학교 성악과로 편입시험을 치러보라고 권유하셨다. 그러나 성악을
지도해 주신 고교 교사였던 황임춘 선생님이 아버지를 만나 ‘따님이 국악 공부를 계속하면 보
람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도 해 주시며 여러 번 설득 하여서 아버지는 내가
졸업 할 때 까지 그냥 방관 하셨다,
신입생 50명 정원 중 46명을 뽑았으나 10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제2지망으로 학교를 다니
게 되니 모두들 흥미가 없었다. 대학에서는 제2지망으로 입학한 학생을 붙들어 두려고 특별한
유인책을 썼다. 이는 부전공 제도를 두어 부전공으로 자신이 애초에 하려던 전공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부전공을 위해서 교수를 배정하고 매주 레슨을 전공자와 똑같이
받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면 서양 성악을 전공하려던 학생에게 매주 국악 레슨 40분, 부전공으
로 서양 성악 레슨 40분을 4년 동안 공부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국악과를 다니면 두
가지 전공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학생을 설득 하였다.
테너로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성악과 박성원교수, KBS 교향악단의 혼 수석연주자 신홍균,
미국에서 성악가로 활동한 김동필도 국악과 출신이다. 이 외에도 국악과 출신이 서양음악가로
활동을 하는 분 들이 여러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음악대학 당국에서
국악과를 어떻게 하든 키워 보려고 많은 궁리를 했다고 생각된다.
나는 국악전공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아버지의 반대로 갈등도 있었
지만 입학 때부터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결심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방학 때에는 종로
3가에 있던 조선정악원에서 나원화 선생님께 양금도 배우고 국립국악원에서 신은휴(?) 선생님
께 장구 강습도 받고 황병기 선생님께 가야금레슨도 받고 몇 명의

친구들과 모여 합주도 하

며 국악을 가급적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 하였다.
입학한 학생들은 국악기를 처음 보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전공악기를 선택할 때 모두가 자
기가 아는 악기인 가야금을 지망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1년 동안 4개의 악기를 선정해 한 악
기를 8주씩 돌아가며 배우도록 하였다. 지도교수로는 단소에 김기수, 피리에 김준현(1학기이
후 타계 하였음), 김태섭(2학기), 가야금에 황병기, 거문고에 장사훈 선생님이었으며 2학년에
비로서 전공학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학년 때의 전공 선택은 가야금, 거문고, 피리,
이론뿐이었고 우리 학년에는 해금 대금은 전공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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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표>

당시 국악과목의 교재는 책으로 출판된 것은 전혀 없었고 시간마다 가리방에 촛물 먹인 종
이를 놓고 펜촉과 같은 끝이 뾰족한 것으로 긁어서 등사하여 사용함으로서 매 시간마다 교재
준비로 바쁘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국악의 용어와 곡목도 생소하고 이론도 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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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아 국악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 주셔도 이해
하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2학기가 되어서는 뜻있는 학생 몇몇이 연구한답시고 광화
문에 위치한 우리 집에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기도 하였으며 2학기 말에는 국악 논문(?)을 써
서 학과회지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 모임이 국악연구회의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그 때
모인 친구가 권오성, 김용진, 조위민, 이수자(작곡전공), 이재숙이 주 멤버였고 가끔 다른 친구
들도 모이곤 하였다.

<국악과 학회지>

제2지망으로 입학하기는 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가야금 전공을 하기로 마음먹고 황병기 선생
님께 학교레슨 외에 개인레슨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대학원재학 시에는 실기전공이 없었으므
로

계속 황병기 선생님께 가야금 개인레슨을 받았다. 대학원 3학기 때 부터는 석사 논문을

쓰기위해 김병호, 성금련, 김윤덕 등 세 선생님께 동시에 공부를 하며 채보하였고, 그 후 함동
정월, 김죽파, 김춘지 등 1세대 가야금 산조의 명인 모두에게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행운도 가
질 수 있었다. 그간 채보한 산조를 1971년

가야금 산조 , 사람들이 흔히 ‘빨간책’이라고 부

르는 악보집을 출판하였다. 그 책이 출판 된 기사가 ‘최초의 가야금산조 채보 출판’이라는 제
목으로 여러 신문에 게재 되었는데 그 신문을 읽은 독자가 신문사에 항의하여 곤욕을 치른 것
도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독자의 항의는 즉흥성을 띠고 연주하면서 그때의 분위기와 감
정을 표현해야 하는 속성을 가진 산조를 채보하여 고정시키면 산조 본래의 예술성을 상실 한
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의 뜻을 이해는 하나 종래에는 한 연주자가 산조 한바탕만 평생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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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던 것을 1년 즉 두 학기 30시간 만에 산조 전 바탕을 배워 시험을 치러야 하는 대학교
육제도에서 악보화 한 산조의 교수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산조음악의 분석
도 악보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었다.
1963년 첫 졸업생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 디딘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국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졸업생 몇 명이 이혜구 교수님을 찾아뵙고 연주단체를 만들어 활
동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신국악’과 ‘예술’이라는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
다. 당시는 인간문화재 제도도 없어서 국악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또 국악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어 국악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였던 때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국악예술인회’였는데 예술을 붙이는 것이 쑥스러워 ‘신국악인회’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여쭈었더니 이혜구 교수님은 반듯이 ‘예술’을 붙이라고 권고하시며 ‘즉 자
네와 같은 사람이 신국악예술인이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국악예술인회’가 결성되었으
며 그 후 1966년 4월 25일 서울대 음대 콘써트 홀에서 제1회 신국악예술인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고 이 연주회에서 김용진 작곡 <합주곡 제2번>, 이성천 작곡 <독주곡 제13번>, 조재
선 작곡 <젓대를 위한 시나위> 등 모두 6곡이 연주되었다.
그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임시연주회를 개최하며 그 때마다 매회 초연 창작곡을 연주하였고
전통 음악도 편곡하여 연주하고 또 독주와 서양악기와 연주하는 협주곡으로도 편곡 하여 다양
한 레파토리를 연주하며 오늘의 신악회로 이어졌다.
1960년대는

창작 국악을 이해하는 청중이 많지 않아 창작곡 연주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난삽한 연주법으로 작곡한 곡을 열심히 연습하여 연주할 때 청중들의 야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1966년 제2회 가야금 독주회에서 이성천의 ‘놀이터’를 초연 하였는데 독주회
에 참석 하시고 귀가하신 성금연 선생님께서 곧바로 전화하셔서 ‘너 그런 곡을 연주하면 국악
의 반역자가 된다’고 충고 해 주실 때 당황하였고 1970년경 광복절 기념 연주회에서 이해식
의 ‘흙담’을 연주할 때 ‘그것도 음악이냐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는 야유가 빗발쳐 굴욕을 무릅
쓰고 연주 한 때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는 나 자신도 정말 이와 같이 청중이 외면하는
음악을 고생하며 연습해서 연주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창작곡 연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현대음악 감상의 이해를 돕는 Modern Music이라는 책을 어느 음악인
이 소개하며 읽어 볼 것을 권고 했다. 그 책 중에서 What is modern Music - And Why
Have People Never Liked It, At first?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그 글에는 초연 때 많은
야유를 받은 음악이 얼마 후에 청중과 비평가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는 곡들로 인식이 바뀐 예
의 곡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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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절
1965년 대학원 졸업 후 조교, 1966년 시간강사, 1967년 6월 1일 전임 강사로 임용 되었고
2006년 8월 39년 3개월 교수로 봉직하고 정년퇴임 하였다. 그 후 5년간 명예교수로 학생을
지도 하였으니 국악과 입학 이래 52년간 국악과를 계속 떠나지 못하고 지킨(?)셈이다.
1964년 한국 최초의 국악 (가야금) 독주회를 개최하여 현재와 같은 국악 독주회의 전형을
세웠고, 기록문화를 소유할 수 없었던 시대에 구전(口傳)으로만 전승 되어 오던 전통음악 가야
금산조를 1971년 오선보로 악보화 하여 최초로 다섯유파의 가야금산조를 채보 출판 하였다.
1981년 명 고수들이 악보 없이 선율에 맞추어 즉흥성을 띠고 반주하던 정악과 민속악 반주법
을 명인들께 직접 전수 받아 채보 정리하여 “국악반주법”을 출판하였다.
1982년 한미수교100주년을 맞아 국제문화협회 현재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받아
20명의 국악과 학생연주단을 인솔하여 미국 순회연주를 하였다. 약 40일간 유수한 15개 대학
교에서 국악 연주회를 개최하여 미국청중들과 한국교민들께도 한국음악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인지케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경험하게 한 것은 교육적으로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
된다.

<한미수교100주년기념 순회연주 프로그램 및 방문대학교>

1994년 아시아琴교류회를 결성 아시아지역 음악교류를 활발히 하였고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 런던대학교(SOAS),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객원교수를 역임 하며 가야금을 가르친 것은 외
국학자들에게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2008년에 발간한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은 개별 산조유파의 음향기록을 부록으로 실었
다. 여기에는 다양한 녹음방식의 음원을 씨디로 복각했는데, 이 음원은 내가 직접 채록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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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들이 대부분이며 음반의 연주자들은 1세대연주자로 유명을 달리한 인간문화재들의 기록음원
이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정남희와 한성준의 연주, 1950년대 강태홍과 박녹주의 녹음,
1965년 김병호와 박동진의 녹음, 1965년경 김윤덕과 이정업의 녹음, 1971년 함동정월과 김명
환의 녹음, 1981년 김죽파와 김동준의 녹음,1984년 성금연과 김명환의 녹음 등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는 동안 유수의 가야금 연주자들을 배출하였고 무엇보다 현재 가
야금 교육계와 연주계에서 활약하는 연주자 대부분이 본인의 제자 그리고 제자의 제자라는 사
실은 국악과 창설 60주년을 맞는 오늘,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을 간직
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아버지 같은 버팀목이 되
어주신 이혜구 선생님, 사회적으로 환영 받지 못하던 시절 외롭고 쓸쓸할 때 어머니같이 보듬
어 주시던 장사훈 선생님의 혜안 덕분이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
관계기관을 함께 다니며 설득하여 기금을 확보하던 동반자 한만영, 연주 불가능한 기법으로
작곡 하여 연주하게 함으로써 내 연주기법 향상에 도움을 준 동반자 이성천, 항상 옆에서 새
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내 게으름의 채찍이 되어
주었던 김정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극복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오용록 교수님께
국악과 창설 60주년을 함께 할 수 없음에 아쉬움을 남기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정신문화연구원 세미나를 마치고 1980년경>
앞줄 좌로부터: 이보형, 권오성, 장사훈, 이혜구, 김기수, 황병기, 한분건너 안휘준
가운데줄: 두번째 이강숙, 이성천, 한명희, 김용진(?), 송방송, 김정자, 이의경, 한만영
뒷줄: 문화원직원, 윤미용, 이재숙, 백대웅, 김순제, 이동복, 황준연, 김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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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올해 서울대 국악과가 창설 6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대 국악과 창설은 당시 국악계의 부단
한 노력과 국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국악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다.
서울대 국악과는 1959년 출범한 이래 대학 국악교육의 구심점이 되어 왔다. 60년 동안 서울
대 국악과는 급속히 변모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국악인재를
배출해 왔고, 다양한 학술⋅연주⋅창작 활동을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장을 제공해 왔다. 시대
의 변화에 대응해서 서울대 국악과는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었다. 국악교육의 변화는 개설 교
과목의 시기별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이성천과 이소영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성천은
서울대 국악과 30년간의 교과목을 분석해서 교육과정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1) 첫째,
초창기 얼마 되지 않았던 교과목이 1989년에는 많이 증가하였고, 국악과 양악의 이수 비율도
반전되어 국악전공 주체로서의 입장이 확고해 졌다. 둘째, 졸업 이수학점이 줄어들어 전공 필
수 교과가 일부 선택 교과로 전환됐지만 국악 관계 과목을 많이 개설함으로써 선택 과목의 폭
을 넓혔다. 셋째, 창설초기부터 교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였다. 넷
째 창설초기부터 양악과 국악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이중음악성교육을 실시했다. 이성천의
연구는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변화를 살펴본 최초의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 다만 국악과
*본 글 작성에 도움을 주신 국악과 최지연 조교와 동양음악연구소 김유진 조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이성천, ｢교육분야의 회고와 전망: 국악과 30년의 발자취｣, 민족음악학 제11집(서울대학교 음악대부
설 동양음악연구소, 1989), 57～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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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의 교과목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이후 30년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소영
은 서울대 국악과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1968년부터 1976년, 1985년, 1989년, 1997년
2001년 2003년 2006년에 개정된 자료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육과정 중 실기 교과
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변천 양상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2) 첫째, 서울대 국악과 졸업 이수학점
이 점차 축소되는 변화를 보였다. 둘째, 실기 교과의 경우 양악 관련 교과의 비중이 축소되고
국악 관련 교과는 보다 구체화되면서 세분하게 운영되었다. 셋째, 수업 내용 면에서 정악·산
조·창작악 순으로 학습하던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과목별로 사회적 현상에 적절하
게 대응하여 증설하거나 편제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시대에 맞는 음악
인을 양성하고자 꾸준히 개선됐다. 이소영의 연구는 대략 60년간의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본 연구이기에 의미가 크다. 다만 실기 교과만 한정한 연구이기에 이론 교
과를 포함한 60년간의 전체 교과목의 변화 양상을 읽어내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서울대 국악과가 창설된 1959년부터 올해 6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1959년 창설 최초 교과목과 10년 단위로 지속되는 교과목, 새로 개설된 교과목, 그리고 폐지
된 모든 교과목의 특징 및 개설·폐지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 단계에
서 미래 국악교육을 준비하며 새로운 교과목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본 발표를 통해서
서울대 국악과 60년 동안 교과목의 지속과 변화가 퇴적되어 형성된 지금의 서울대 국악과 교
육내용을 진단하는 동시에 향후 60년의 국악교육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시기별 특징
서울대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신설된 1959년부터 60년이 지난 2019년까지, 1959년 창설 최
초 교과목과 이후 10년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의 특징 및 개설·폐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서울대 국악과 60년 국악교육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1) 1959년 최초 교과목
1959년 4월 1일 입학한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신입생은 46명이다. 첫 해 신입생은 다음
<표 1>3)과 같은 국악과의 교과목과 양악과의 교과목을 전공 필수로 배웠다. 졸업 때는 양악
과와 같이 음악학사로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4)
2) 이소영,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육과정(커리큘럼)의 변천｣, 국악교육 제38집(한국국악교육학회,
2014), 191～218쪽.
3) 본 글에서 시기별 교과목은 이성천, 앞의 글, 1989, 58쪽 참조함. 이성천은 1959년에 국악과 교과목
으로 ‘국악서강독’, 1965-1967년에 ‘악학궤범강독’이 개설됐다고 표시했으나, 이혜구는 1959년 국악과
교과목으로 이미 ‘악학궤범강독’이 개설됐다고 함. 이혜구, 晩堂文債錄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171쪽(이혜구, ｢國樂科 創設 1周年을 맞아｣, 音大뉴스 , 1960년 4월 기사 재수록) 참조.
4) 장사훈, 花前態과 花柳態 (修書院, 1982), 77쪽(장사훈, ｢발전하는 국악: 서울대 음대 국악과 신설을
환영하며｣, 조선일보 , 1959년 2월 9일 기사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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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59년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명
음악

2019년 국악과 개설 교과목명

한국음악

국악기악실기
특수악기(2002년까지 개설됨)

특수악기: 거문고 실기(이론전공)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개론

국악사1·2

국악사

국악문헌

동양음악

악학궤범 강독(＊국악서강독)

국악관현악

국악관현악

연주

연주

동양음악개론

동양음악사

서양음악사 미 서양음악분석 1·2
(2012년까지만 개설)

음악사

시창청음 1·2
서양음악

1959년 교과목명
악기실기: 거문고‧가야금‧피리‧단소
1학년 4개 악기 모두 학습, 2학년 택 1 전공.

이론(화성·대위·분석) 1·2
*현 서울대 작곡과 개설 교과목명

건반화성·작곡실기·음악미학·지휘법·관현악법
*현 서울대 성악과 개설 교과목명

합창·성악문헌연구(석사)
·레파토리구성법(성악과 석사, 1994년까지)

시창·청음
화성법
대위법
건반화성·작곡법·음악미학·지휘법·관현악법(관현
악법과 합창 중 택1)·악식론·음악감상
합창·성악문헌·레파토리

＊한국음악·동양음악 항목 음영 표시된 교과목은 이혜구 박사가 국악과 학과목이라 밝힌 3가지.
＊서양음악 항목 음영 표시된 교과목은 이혜구 박사가 국악과 이론(이론/창작)전공이 배워야 하는 4가지.
＊전필 과목은 굵은 색.

1959년 서울대 국악과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국악과의 교과목은 양악과의 교과목에다 ‘국
악사’·‘동양음악사’·‘악학궤범강독’ 세 과목이 더 있었다 한다.5) 그러나 실제로는 국악과의 학
과목인 악기실기 및 특수악기(거문고)실기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국악과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개설돼 온 ‘국악개론’·‘국악관현악’·‘연주’ 세 과목이 더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과목이 서
울대 국악과의 최초 교과목으로 개설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
① 악기실기
1959년 서울대 국악과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첫 해에 거문고·가야금·피리·단소 네 가지를
악기를 두루 다 배웠다. 2학년이 되면 그 중 한 가지만을 택하여 전공했다. 당시의 교수진은
학과장 이혜구 외에 모두 시간강사였다. 거문고에 장사훈, 가야금에 한말숙·황병기, 단소에 김
기수, 피리에 김태섭이 시간강사로 학생들을 지도했다.6)
첫 해부터 네 가지 악기를 두루 다 배우게 한 것은 장래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국악합주를

5) 이혜구, 앞의 글, 1970, 171쪽.
6) 국립국악원 편, 권오성 ,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1(국립국악원, 2011), 33쪽; 황준연,
十年史 1959～200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2009), 173쪽.

서울大學校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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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서울대 국악과 창설초기 실기교육은 국
악 교사를 육성코자 하는 교육 목표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악과 졸업생의 취업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국악 전공자들의 졸업 후 직업 보장은 서울대 국악과 창
설 시 구비 조건의 하나였다. 대학이 취업 중심의 교육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취
업 준비와 무관한 교육 역시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에 나가서 국악 전공과 관련된
일을 구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학생 중심 교육이라 할 수
있다.
1959년 입학생 중 1963년 제1회 졸업생은 30명이다. 이들 중 권오성(한양대 국악과 교수),
김용진(한양대 국악과 교수), 신홍균(KBS교향악단), 이재숙(서울대 국악과 교수), 조위민(서울
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은 국악 교육자·연구가·연주자·작곡가로 국악계에 큰 족적을 남겼고, 차
세대 국악 인재를 육성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서울대 국악과의 국악교육의 결실이 제1회 졸업생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서울대
국악과가 시대적 국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학생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교과 운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② 특수악기(거문고)실기
1959년에 개설된 특수악기(거문고)실기는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 이 수업은 국악과
이론(이론/창작) 전공자들이 4년 동안 거문고를 개인 지도 받는 교과였다.7) 전통음악을 역사
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거문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연주 능력이다. 현전하는 옛 악보의 대부분이 거문고보이고 그 기보법이 거문고 고유의 방식
으로 되어 있어서 거문고 연주법에 밝지 못하면 그 악보를 읽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교과는
국악과의 이론 및 작곡 전공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 돼왔다. 1968년에는 이
론전공자를 위한 ‘거문고실기’로 개명됐고, 4학기 동안 반복 이수하는 과목으로 개설되었다.8)
이론전공자가 거문고실기를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이수해야 하는 전통은 2002년까지 유지됐다.
③ 국악개론 및 국악사
이혜구는 1959년 국악과의 학과목이 ‘국악사’·‘동양음악사’·‘악학궤범강독’ 세 과목이라고 했
지만, 제1회 입학생인 권오성은 1, 2학년 때 국악개론을 배웠다고 증언했다.9) 국악개론·국악
사는 국악 학(學)의 개론과 사(史)로 대표되는 교과목으로, 서울대 국악과 창설과 함께 한 가
장 오래된 교과목이자 현재의 연구 성과가 계속 축적되는 살아있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국악개론은 현재 국악개론 및 감상으로 개명되면서 감상 부분이 보완됐는데, 이 수업은 한국
음악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음악의 개념·갈래·악곡·악기, 나아가 한국음악 문화를 소

7) 국립국악원 편, 앞의 글, 2011, 34쪽.
8) 이소영, 앞의 글, 2014, 211쪽.
9) 권오성,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1(국립국악원, 2011), 38쪽. 이성천의 90쪽에도 1959년 전공필수 과
목으로 국악개론이 들어있다(이성천, 앞의 글, 1989,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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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과목이다.10) 국악사는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음악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④ 악학궤범강독
1959년 국악과 학과장이던 이혜구는

악학궤범 을 한국음악학 연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료로 여겼기 때문에 악학궤범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악학궤범 은 성종 대에

편찬된 총 9권 3책으로 구성된 악서이다. 조선 초기 각종 궁중 의식에 필요한 음악이 유실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국악기와 국악곡에 대한 설명은 물론 연주 시의 의
례나 법식, 노랫말 등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실려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난리가 끝난 후 음악 문화의 재건이 필요할 때마다 복각되었다. 이혜구 박사는11) 국악과 창설
이전에 논문으로 ｢樂學軌範 譯註(卷之一)｣(1955)를 발표했다. 그리고 악학궤범강독을 진행하
면서

후속

논문으로

｢樂學軌範

譯註(續)｣(1961)을

발표했으며,

외국학술지에

L'AK-HAK-KWE-BOM(樂學軌範)｣(1973)을 발표했다. 그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

악학궤

범 국역에 힘을 쏟았는데 저서 國譯 樂學軌範 (1979․1980)과 신역 악학궤범 (2000)을 출판
해서 한국음악학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악학궤범 은 한국음악학 외 무용학·의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악학궤범강독은 이혜구의 정년퇴직(1966년 1월) 직후 폐지되었다가 1970년대에

악학궤범

외 국악문헌 몇 가지를 강독하는 국악문헌으로 개설됐다. 국악문헌은 1980년대부터 전공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국악문헌은
집의 음악관련 기사,

악기

악학궤범 ,

조선왕조실록 과 문

등을 강독하는 과목이다. 한국음악 관련 문헌을 통해 한국음악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거나 옛 악보를 통해 음악변천을 살펴본다.
⑤ 국악관현악
1959년 개설된 국악관현악은 8학기 동안 이수하는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됐는데, 수강생을
기악전공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관현악 인원 부족으로 인해 국악이론세미나 수업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이론(이론/창작)전공자도 수업에 참석하도록 했다.12) 초창기 국악관현악 수업은 전
통과 창작의 다양한 합주곡을 익히도록 했다. 1959년은 국악관현악단 창단되기 이전으로 서울
대 국악과의 국악관현악 교과는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65년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 시·도립 국악관현악단의
모태가 됐다. 서울대 국악과 제1회 졸업생인 김용진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재임기간:
1976～1988)을 역임하기도 했다.

10) 본 글의 교과목 개요는 서울대 수강편람을 참고함.
11) 이혜구, ｢樂學軌範 譯註｣, 東方學志 제2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5), 507～585; ｢樂學軌範
譯註(續)｣, 東方學志 제5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1), 45～120쪽; “L'AK-HAK-KWE-BOM(樂
學軌範): Modeles D'Etudes Musicales,” Revue de COREE. vol. 5, No. 3(Commission Nationale
Corénne pour I'Unesco, 1973); 國譯 樂學軌範 (민족문화추진회, 1979.1980); 신역 악학궤범 (국
립국악원, 2000).
12) 이소영, 앞의 글, 2014, 210쪽. 각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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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부터 1984년까지 국악관현악은 전공 선택 교과로 변경됐으나 1985년부터 다시 전공
필수 교과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국악관현악은 20세기 중엽 이후 등장한 창
작음악의 합주 능력을 개발하는데 주 목적을 둔 과목이다. 국악과 재학생 전원이 매 학기 여
러 편의 합주곡을 연습하고 이 연습의 결과를 국악과 정기연주회에 발표한다.
⑥ 연주
1959년 개설된 연주 수업은 8학기 동안 이수하는 전공 필수 교과이다. 연주 수업은 수요
연주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연주가 이왕직아악부의 이습회를 계승했다는 주장이 있다.13)
하지만 이습회는 매월 1회 목요일 밤마다 개최됐던 궁중음악 연주회이다. 오히려 명칭도 동일
한 민간 연주회인 수요회(水曜會)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최초의 음악교육기관인 조선
정악전습소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이후, 1935년 수요회가 조직됐고 연주 활동만을 계
속 해오다가 해방 이후 조선정악원, 한국정악원으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른다. 한편 1960년대
의 서울대 국악과 개설 교과목인 국악합주 1은 가곡반주, 2는 영산회상 등 정악 합주를 지도
받는다는 점에서도 서울대 국악과 연주 교과가 조선정악전습소의 전통을 잇고 있는 수요회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다.
초창기 연주 수업은 1학년은 참관하고 2학년부터 윤번제로 연주 수업에 출연하여 평소에
닦은 전공실기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했다. 1985년부터는 4학기(실제로 6학기) 반복 이수하는
교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연주는 한 학기동안 자신이 배운 것을 발표하
는데, 형식은 실제 연주회와 같다. 이론전공자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소논문으로 작
성하여 발표한다.
(2) 동양음악 관련 교과목
① 동양음악사
1959년 개설된 동양음악사는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 이혜구는 국제학술회의를 다니
면서 한국음악을 서양음악의 상대인 동양음악의 한 축으로 이해했다.14) 그는 195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음악의 세계와 그 각색문화>에 관한 국제학회와 1961년 동경에서 열린 <동서
음악의 상대>에 관한 국제회의 등 일련의 국제적 활동을 보면서, 국악학도로 하여금 한국음악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음악과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15) 이러한 국제
적 경험이 동양음악사를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으로 개설하는데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는 서울
대에서 직접 동양음악사를 가르쳤고, 훗날 대학원에서 중국음악연구·일본음악연구 등을 가르
13) 이소영, 앞의 글, 2014, 106쪽.
14) 이혜구, ｢東西洋音樂의 相對｣, 서울日日新聞 1961년 2월 22～23일자; ｢東西音樂의 交流｣, 서울
신문 1961년 4월 5일자; ｢東洋音樂에 대한 關心｣. 民國日報 1962년 2월 25일자; ｢루․해리슨氏의
東洋音樂에 대한 關心｣, 民國日報 1962년 2월 25일자.
15) 이혜구, ｢東西洋音樂의 相對｣, 晩堂文債錄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222쪽(이혜구, ｢東西洋音樂
의 相對｣, 서울日日新聞 1961년 2월 22～23일자 재수록).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지속과 변화 - 85

쳤다.
(3)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
서울대 국악과 학생이 양악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음악학사로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국악 전공자가 양악을 배워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로, 이혜구 박사는 ‘국악과 양악의 비교 연구’가 국악의 전통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
했다.16) 국악과 양악의 대비를 통해서 국악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양악
을 배우고 국악을 비교 연구한 경험에서 온 판단이다. 그는 경성제국대학 시절 비올라 연주자
로 활동했고, 1946년 경성음악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서양음악사·음악미학
등 양악과 교과목도 가르칠 정도로 서양음악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겸비하였다.
서울대 국악과 창설기 국악 이론(이론/창작)전공자는 4년 동안에 양악과의 화성학·대위법·악
식론·작곡학을 배워 서양음악의 이론을 학습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국악작곡가로 장래
음악예술을 창작할 때, 또는 국악이론가로 국악의 이론을 수렴할 때, 양악의 수법 또는 방법
의 장점을 섭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창설 초창기 서울대 국악과 이론(이론/창작)전공자는 한
국음악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서양음악의 연구 및 창작 방법론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① 음악사
1959년 개설된 음악사는 전공 필수 교과로, 1980년대는 음악사 및 문헌으로 1990년대 초
에는 서양음악사 및 문헌 1·2로, 1990년대 후반에는 서양음악사 1·2로 교과명만 바뀌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서양음악사 및 서양음악분석으로 음악 분석을 포함시켰으나, 전공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현재 서양음악사 및 서양음악분석 수업은 서양음악의 시원부터 단성성가의 형성과정과 다성
화 과정 그리고 중세 말 각 국가별 민족음악의 양식적 특징 및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 낭만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악·기악음악 양식의 발전과 변천 과정, 오페라의 출현과 발전 과정에 관
해 학습한다. 역사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음악과 음악재료에 대한 새로운 사고 변화들을 대
표적인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는 과목이다. 2013년 이후로 이 과목은 국악과 개설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시창청음
1959년 개설된 시창청음 수업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창
청음은 서양음악을 전공한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다가 2004년 국악시창청음으로 과목명이 바
뀌었는데, 타과에서 운영하는 보편적인 방식의 시창과 청음뿐만 아니라 국악기와 국악적 시청
과 청음 학습을 도입하였다. 2014년 이후부터 시창청음 원래 교과명으로 되돌아왔지만 국악시
16) 이혜구, ｢國樂一年의 回顧와 展望｣, 晩堂文債錄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82쪽(이혜구, ｢國樂一
年의 回顧와 展望｣, 한국일보 1957년 12월 27일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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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청음의 교과 취지를 따르고 있다. 현재 시창청음은 일반적인 시창과 피아노를 들으며 진행
하는 청음 연습 외에 국악기를 들으며 악기별 음색의 특징 및 시김새, 악보 표기법 등에 대해
서도 더불어 학습한다. 또한 민요 채보를 통해 청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불규칙한 리듬,
미분음 등을 기보하는 방법 등을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③ 화성법·건반화성·대위법
1959년 개설된 화성법·건반화성·대위법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됐다. 1960년대는 화성법만
전공 필수로, 건반화성·대위법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운영됐다. 1970년대부터 1994년까지 화
성법·건반화성이 화성법 및 건반화성으로 통합해서 전공 필수 교과로 운용됐고 대위법은 계속
전공 선택 과목으로 남았다. 1995년 이후 건반화성은 개설되지 않고 대위법과 화성법이 따로
국악과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개설됐다. 2004년부터 화성법 및 대위법은 과목이 통합 운영됐
고, 2019년부터는 이론(화성⋅대위⋅분석)으로 개명되어 음악 분석을 포함하는 전공 필수 교
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과목은 서양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화성법 및 대위법을 통합 교육
함으로써 음악가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을 돕는다.
1994년까지 국악과에 개설된 건반화성은 현재 양악 작곡과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는데,
건반화성은 화성학 등 음악이론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실습 교과목으로서 건반악기(특히
피아노)를 위한 숫자저음 연주, 조옮김 연주 등을 통해 작곡가, 지휘자, 건반악기 연주자로서
의 기본적 소양 함양을 돕는다.
④ 음악미학
1959년 개설된 음악미학은 전공 필수 교과로, 음악에 대한 철학·미학적 통찰력을 기르고 서
양음악 미학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탐구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공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현재 양악 작곡과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고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 1959년 서울대 국악과 창설 초기의 국악과의 교과목 개설은 당시 학과장
인 이혜구 박사의 견해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음악에서 동양음악의 한 축
으로 한국음악을 자리매김한 후, 한국음악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악교
육과 양악교육 및 동양음악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서울대 국악과는 교육에 전통과 현대를
담고, 국내·외 연주와 연구 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당시 국악과 졸업생들이 음악학사
로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고, 교사로서 중·고등학교에서 국악
합주 지도를 할 수 있는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회에 나가서 국악 전공과 관련된
일을 구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생 중심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우수한 국악 교육자 양성을 통해서 국악 교육의 밝은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1959년에 개설
된 교과목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대 국악과의 핵심 교과목이다.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뼈대가 이미 국악과 창설 초기에 갖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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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혜구 박사가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창설 1주년을 돌아보며 1960년 4월에 쓴 기
사가 있는데, 미래의 국악교육과 연주·창작·연구가 직면한 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내용
이 있어서 소개한다.
<인용 1> 이혜구, 國樂科 創設 一周年을 맞아17)
장래 중·고등학교에 국악과정이 열리는 날에는 국악과 졸업생의 수요(需要)가 답지할 것이고,
장래 연주활동면에서는 다만 전통음악을 고수(固守)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을 살리는 동시에 현
대 우리 생활감정을 표현한 국악 창작이 기대되고, 이론면에서는 전통음악의 음정, 음계, 리듬,
형식 그 밖에 아직도 손 대지 않은 것이 허다하여, 앞으로 그런 국악이론에 관한 연구발표가 활
발해질 것이 기대된다. 국사(國史), 국어, 국문학의 연구 발표가 딴 외국의 동계통(同系統) 학문에
비하여 활발한 것을 생각하면,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의 작품과
연구를 발표할 포부를 갖고 정진하면, 독특한 현대음악으로 음악계에 기여할 수 있겠고, 한국음악
에 관한 연구발표로 비교음악학에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에 이혜구 박사가 예견한 국악계 현실과 60주년을 맞는 지금의 현실이 상당부분 일
치하고 있어 놀랍다. 아마도 그는 국악이 처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한 걸음 앞
서 시대를 예견하는 혜안을 가졌음이 틀림없다.

2) 1960～1969년 교과목
1960년부터 1969년 사이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표 2>18)와 같다. 새
로 개설된 교과목 위주로 개설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 2> 1960-1969년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명
음악

한국음악

2019년 국악과 개설 교과목명

1960-1969년 교과목명

국악기악실기

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단소
1‧2학년 정악, 3‧4학년 민속악(산조)과 신곡.

국악이론

국악이론(이론과 창작)
1‧2학년 고악보 해독, 3‧4학년 민속악 채보.
＊4학년 때 이론/창작 택1.

특수악기
(2002년까지 개설됨)

특수악기: 거문고 실기(이론전공)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개론

국악사 1·2

국악사

국악문헌

악학궤범 강독(1965-1967)

無

국악감상

전통가창실습 1·2

가곡

無

국악합창

국악반주법 1·2

장구

17) 이혜구, 앞의 글, 1970, 172쪽.
18) 이성천, 앞의 글, 1989, 58쪽; 장사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의 성장: 국악과 10년(1959～
196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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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악합주
국악관악합주

동양음악

국악관현악

국악관현악

연주

연주 ＊2학년부터 윤번제 전공실기 발표.

한국악기론

국악기론(1965-1967)

동양음악개론

동양음악사

부전공

부전공악기: 피아노 실기(4년간)

서양음악사 미 서양음악분석 1·2
(2012년까지 개설됨)

음악사

시창청음 1·2

시창·청음

이론(화성·대위·분석) 1·2
서양음악

국악합주 1(가곡 반주법)‧2(영산회상 등 합주)

*현 서울대 작곡과 개설 교과목

음악학개론·음악이론·서양음악사문헌·
공연예술로서의 음악(석사)

화성법
대위법
음악통론(1965- 1967)· 고등악리·음악문헌· 예술개론
(1965-1967)

*현 서울대 작곡과 개설 교과목

건반화성·지휘법·음악미학·관현악법 외

건반화성·지휘법·음악미학·관현악법(관현악법과 합창 중
택1)·악식론

*현 서울대 성악과 개설 교과목합창

합창

*현 서울대 성악과 개설 교과목

성악실기

가창(1965-1967)
＊새로 개설된 교과목명 음영표시. 전필 과목은 굵은 색.

(1)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
① 전공악기수업(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단소)
1960년부터 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단소·이론(이론과 창작) 7개 전공이 생겼다. 악기
전공자 1·2학년은 정악, 3·4학년은 민속악(산조)과 신곡을 이수했다. 1960년대의 교수진은 학
과장인 이혜구 외 전임교수로 장사훈(1961년 임용)·이재숙(1967년, 가야금)이 임명되었고, 거
문고실기에 김윤덕(1961년 최초 출강)·원영재(1961)·조위민(1967년), 가야금에 유영수(1961년)·
홍원기(1961년)·김정자(1967)·송영자(1967년), 해금에 김천흥(1960년), 관현악에 한만영(1969
년), 가곡에 이주환(1962)이 시간강사로 출강하였다.19)
195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창설초기 실기교육은 국악교육자를 양성하고 국악과 졸업생의
취업을 돕는 교육 내용이 마련됐다고 앞서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1960년대부터 그 결실을 보
게 된다. 조위민·이재숙(이상 제1회 입학생), 김정자·송영자(이상 제2회 입학생) 등 졸업생들이
서울대 국악과에 교수와 시간강사로 돌아와서 차세대 국악교육자 및 연주자, 작곡가를 육성했
고, 국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재숙 교수를 꼽을 수 있
겠다. 이재숙 교수는 서울대 국악과 최초의 입학생이자 최초의 가야금 전공 졸업생으로, 1964
년 서울대 음대 국악연주실에서 국내 최초의 가야금 독주회를 열었는데, 정악·산조·신곡을 연
주하는 가야금 독주회의 전형을 확립하였다.

19) 황준연, 앞의 책, 2009, 173～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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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악이론수업
1960년대 이론(이론/창작)전공자 1·2학년은 고악보 해독(解讀), 3·4학년은 민속악 등의 채보
(採譜) 연구를 했다. 현재도 국악이론 전공수업의 양대 산맥은 고악보 해독과 민속악 채보인
데, 국악과 창설 초기부터 이러한 국악이론 교육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국악과 창
설 이전부터 이혜구가 주장한 “국악을 재래악보보다 보통적인 오선보로 채보하고 그것을 출판
하자”20)는 국악 연구의 방향과 일치한다. 1960년대 새로 전임교수로 임용된 장사훈(1961년)
과 1961년부터 출강하는 성경린(1961년)이 이혜구와 같이 국악이론을 가르쳤다.
현재 이 교과는 국악과의 이론전공자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는데, 국악실기와 같이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학기말에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논문으로 제출한다.
③ 부전공실기
1960년대 국악 전공자는 4년 동안 부전공실기(피아노)를 전공 필수 교과로 배워야 했다.
1988년부터는 피아노 외 바이올린·첼로·가야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1992년부터는 성
악·피아노·쳄발로·바이올린·비올라·첼로·색소폰·타악기·거문고·가야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
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04년 이후부터는 부전공실기로 가야금·거문고 외 국악기로는 25현
가야금·해금·단소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에는 피리·태평소·양금, 2012년에는 생황·
작곡이 더 추가됐다. 2016년부터는 ‘선택실기’로 교과명이 변경됐고, 국악지휘가 더 추가됐다.
현재 선택실기 교과는 본인의 전공 외 음악대학 내 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기
교과(개인지도)으로 음악적 경험의 확대,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음악적 표현 능력의 향상을 목
적으로 한다.
④ 국악감상
1960년대 개설된 국악감상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됐다. 1980년대 들어서 국악감상은 한
국아악감상·민속악감상으로 나뉘었다. 한국아악감상은 1994년까지 개설됐고, 민속악감상은
2002년까지 개설됐다. 현재는 국악과 개설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아악감상은 넓은
의미의 아악 즉 한국 전통음악의 여러 갈래 중 조선조 궁중음악과 선비들이 애호하던 몇몇 음
악을 합하여 이르는 말로서, 흔히 민속악과 대비되는 정악을 감상하는 교과이다. 아악의 모든
곡목을 양식적 유형에 따라 감상하며 음악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청각 분석할 수 있도록 유
도해 주고 한국 아악이 갖는 고유한 미적 특질을 감상하게 된다. 민속악감상은 한국아악감상
의 연계 강좌로서, 현전하는 민속악 즉 민요⋅농악⋅잡가⋅판소리⋅산조⋅무악⋅범패 등을 감
상하고 아울러 채보의 방법론을 학습한다.
2000년대 전후로 국악감상은 단독 교과로 존재하지 않고 국악개론 및 감상과 1970년대에
개설된 민속예능론 교과에 편입되었다. 초⋅중⋅고 음악교육에서 표현⋅감상⋅생활화는 기본

20) 이혜구, 앞의 글, 1970,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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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인데, 대학 국악교육에서는 감상 영역이 이미 2000년 무렵에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감상은
음악 수용자의 감수성을 환기시키는 영역인데 축소 폐지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⑤ 가곡 및 국악합창
1960년대에 신설된 가곡 수업은 국악과의 전공 필수 교과로 개설됐다. 가곡 수업은 가곡
가창 수업이다. 국악과 초창기 가곡은 이주환(최초 출강 1962년)이 출강해서 가르쳤다. 1976
년부터 가곡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변경됐고, 1985년부터 1996년까지는 미개설, 1997년 재개
설됐다. 2006년부터는 전공 필수 과목 전통가창실습 1·2로 과목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현재 이 교과는 가곡을 중심으로 하여 가사와 시조 등을 바르게 노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이다.
한편 가곡 외에 국악합창이 1960년대에 개설되었다. 국악합창은 1960년대에 개설된 양악과
과목 ‘합창’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으나, 당시 독창 또는 제창으로 노래했던 국악의 실정과 맞
지 않아서 도중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963년 제4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첫 합창 공연이
있었다. 국악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국악과 학생이 모두 함께 정대업 중 혁정을 불렀다.21)
1964년 제5회 때는 보허자 중 수악절창사, 1965년 제6회 때는 태평가, 1966년 제7회 때는
소용을 국악과 학생이 합창했다. 1967년 제8회 때는 김용진이 작곡한 합창 곡 가시리가 공연
됐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국악합창 공연을 볼 때, 국악합창 수업에서는 전통
음악 또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을 합창한 것으로 추정된다.
⑥ 장구
1960년대에 신설된 장구 수업은 전공 필수 교과로, 수강생을 기악전공자로 제한했다. 장구
교과에서는 다양한 장단을 배웠다. 1976년 국악반주법으로 개명됐고,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미개설, 1997년 반주법으로 재개설됐다. 2003년부터는 국악반주법 1·2 두 학기 연속으로 개
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국악반주법은 한국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단(정악·민
속악·산조·신곡)의 변화 과정 및 반주기법을 학습하는 수업이다.
⑦ 국악기론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국악기론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됐다. 1970년대는 미개설, 1980
년대 국악기론이 전공 선택 교과로 재개설됐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미개설, 2018년 한국
악기론으로 재개설됐다. 현재 한국악기론은 한국악기의 역사·용도·종류 등과 구조·조현법·음역·
테크닉 등 작곡에 필요한 공부를 함으로써 작곡가와 연주자의 악기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
을 둔 교과이다. 국악기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 국악기의 실제 사용을 고려한 교과로,
창작국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교과목이라 재개설된 것 같다.

21) 장사훈, 앞의 글, 1989,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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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악합주
1960년대 신설된 국악합주 1·2는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됐다. 국악합주 1은 가곡 반주법,
국악합주 2는 영산회상 등 정악 합주를 연습했다. 전공 실기지도는 개인 교수 형태로 이루어
지지만, 국악합주는 전공악기실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연마한 연주기능을 전통적 방식의 합
주기능으로 연결시키는 실습 과목이다. 1976년에는 전공 선택 교과로 바뀌었고, 2003년부터
는 1학년은 정악합주, 2학년은 국악관악합주로 분할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악합주는
도드리·여민락·영산회상 등을 중심으로 합주하고, 국악관악합주는 관악영산회상·수제천·취타 등
을 중심으로 합주한다.
(2)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
① 음악통론⋅고등악리⋅음악문헌⋅예술개론
1960년대 신설된 음악통론⋅고등악리⋅음악문헌⋅예술개론 중 음악통론만 전공 필수 교과
였고, 나머지는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됐다. 음악통론은 1965년에서 1967년까지 개설됐고, 고
등악리와 예술개론은 1970년대에는 국악과 교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았다. 음악문헌은 1970년
이후로 음악사와 함께 음악사 및 문헌 통합 교과로 바뀌었다. 현재 음악통론⋅고등악리⋅음악
문헌⋅예술개론은 양악 작곡과 개설 교과목인데, 음악학개론⋅음악이론⋅서양음악사문헌⋅공
연예술로서의 음악(석사)이란 교과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가창
1960년대 신설된 가창은 전공 필수 교과로 1965년에서 1967년까지 국악과 교과목으로 개
설됐다. 현재는 성악과 성악실기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960년대 신설된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은 한국음악·서양음악과 관련이 있
다.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은 전공악기실기·국악이론·특수악기·국악감상·가곡·국악합창·장구·국악
기론·국악합주이고,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은 음악통론·고등악리·음악문헌·예술개론·가창이다.
1960년대 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단소·이론(이론과 창작) 7개 전공이 생겼다. 서울대 국
악과 졸업생들이 교수와 시간강사로 돌아와서 차세대 국악교육자 및 연주자, 작곡가를 육성했
고, 국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국악이론 전공수업에서 1·2학년은 고악보 해
독, 3·4학년은 민속악 등의 채보 연구를 했는데, 고악보 해독과 민속악 채보는 현재까지도 국
악이론 전공수업의 양대 산맥이다. 국악감상은 감상을 통해서 국악을 이해하는 수업이다. 국
악합창은 잠깐 개설됐다가 폐지됐고, 장구 수업은 현재 국악반주법으로 개명되어 운영된다.
국악기론은 국악기에 관한 이론 중심으로 수업이 되다가 2018년부터 작곡에 필요한 국악기
실제에 관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악합주는 가곡과 영산회상을 주로 합주했다가 정악합
주와 국악관악합주 분할 교과로 바뀌었다. 나중에 현악합주와 민속악합주도 생겼다. 서양음악
관련 과목으로 음악통론⋅고등악리⋅음악문헌⋅예술개론⋅가창이 국악과의 교과목으로 개설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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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이들 교과목은 작곡과·성악과에서 개설하고 있다. 1960년대 국악 전공자는 부전공으
로 피아노를 4년간 배워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악기와 국악기, 작곡, 지휘 등에 이르
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편 1959년 창설기보다 개설된 양악 교과목 수는 더 많아졌
다.
결국 196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전공 수업의 개발 및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전공악기
와 전공이론 수업이 확대됐고, 가곡 및 국악합창, 장구 교과를 개설해서 성악과 타악 부분을
보완했다. 개인 지도로 진행되는 전공악기 수업은 국악합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2) 1970～1979년 교과목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표 3>22)과 같다. 새
로 개설된 교과목 위주로 개설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 3> 1970-1979년 서울대 국악과 전필·전선 교과목
음악

2019년 국악과 개설 교과목명

1970-1979년 교과목명

국악기악실기

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

국악이론

이론과 작곡
1‧2학년 이론과 작곡 모두 이수
＊3학년 때 이론/작곡 택1

특수악기
(2002년까지 개설됨)

특수악기: 거문고 실기(이론과 작곡 전공)

부전공

부전공악기: 피아노 실기(4년간)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개론

국악사 1·2

국악사

국악문헌

국악문헌

한국음악

국악한문강독
국악분석

국악분석

민속악현장연구

민속예능론

無

국악감상

전통가창실습 1·2

가곡

국악반주법 1·2

국악반주법(1976-)

정악합주
국악관악합주

국악합주 1‧2

국악관현악

국악관현악

연주

연주
일본음악

동양음악

동양음악개론

중국음악
인도음악

서양음악

서양음악사 및 서양음악분석 1·2

음악사 및 문헌

22) 이성천, 앞의 글, 1989, 58쪽; 이재숙, ｢국악과 20년(1970～1979)｣,
30년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47쪽 참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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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개설됨)
시창청음 1·2

시창·청음
화성법 및 건반화성

이론(화성·대위·분석) 1·2

대위법
음악분석

*현 서울대 작곡과 개설 교과목

건반화성·지휘법·음악미학·관현악법
*현 서울대 성악과 개설 교과목

합창

지휘법·음악미학·관현악법
합창
＊새로 개설된 교과목명 음영표시. 전필 과목은 굵은 색.

(1)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
① 국악한문강독
1970년대 신설된 국악한문강독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국악문
헌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악한문강독은 국악문헌과 같이 음악 관련 문헌을 통해
한국음악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는 교과로 추정된다.
② 국악분석
1970년대 신설된 국악분석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가 2003년부터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악분석은 분석의
일반적 방법론과 국악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는 교과로 2개 학기 연속강의로 진행
된다.
③ 민속예능론
1970년대 신설된 민속예능론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2005년
까지 전공 선택 교과로 바뀌었다. 민속예능론은 민속악의 범주 속하는 민요·농악·잡가·판소리·
산조·무악·범패 등을 대상으로 음악 내적 지식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음악 외적인 요소, 즉
전통 사회의 삶의 양식, 광대계층의 사회적 위치, 공동체의식의 구조와 의미 등을 함께 이해
시키는 과목이다. 이 교과는 민속학·문화인류학·종교이론 등의 방계 학문의 도움을 받으며 이
들이 음악학과 만나는 중간분야를 강의했다. 이 교과는 음악의 요소(선율·리듬·화성·형식 등)와
함께 음악이 향유되는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 즉 음악인류학(종족음악학·민족
음악학)적 방법론이 서울대 국악과 교과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2006년에는 민속악현장실습으로 개명했고, 2014년에 민속악현장연구로 재개명해서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다. 민속예능론이 강의 중심의 교과인데 비해서 민속악현장실습 및 민속악현장
연구는 실질적인 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전해지는 생생한 음악을 민속악 관련 연구 자료로 만
들고, 관련하여 연구하는 교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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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양음악 관련 교과목
1959년 서울대 국악과 창설과 함께 개설된 동양음악사는 1970년대에는 일본음악·중국음악·
인도음악으로 교과가 세분되었다. 동양음악에 대한 관심은 1976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출범에 영향을 주었다.
① 일본음악
1970년대 신설된 일본음악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는 전공 선택 교과로
바뀌어 2001년까지 개설되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일본음악⋅중국음악이 동양음악개론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지선이 일본음악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② 중국음악
1970년대 신설된 중국음악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는 전공 선택 교과로
바뀌어 2002년까지 개설되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음악⋅일본음악이 동양음악개론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대만국립사범대학 민족음악학 석사학위를 받은 현경채와 중국 국
적으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은옥이 중국음악을 직접 강의하기도 하였다. 2003년부
터는 동양음악개론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인도음악
1970년대 신설된 인도음악은 전공 필수 교과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부터 1996년까지 전
공 선택 교과로 바뀌어 개설되다가 폐지되었다. 서울대 음대 작곡가 출신이면서 우리나라 최
초의 인도음악 연주자 김창수가 인도음악을 강의하였다.
(3)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
① 음악분석
1970년 신설된 음악분석은 1980년대까지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되었다. 이후 국악과에 미
개설 됐다가 2019년 이론(화성⋅대위⋅분석) 전공 필수 교과로 부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197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한국음악·동양음악·서양음악과 관련이 있다. 한
국음악 관련 교과목은 국악한문강독·국악분석·민속예능론이고, 동양음악 관련 교과목은 일본음
악·중국음악·인도음악이며,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은 음악분석이다. 국악한문강독은 국악문헌을
해석하는 동시에 국악 관련 정보를 얻게 된다. 국악분석은 다양한 분석법을 통해서 국악의 체
계를 이해하게 된다. 민속예능론은 현장을 중시하는 음악인류학적 방법론을 민속악연구에 적
용하여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민속악을 이해한다. 일본음악·중국음악·인도음악 교과는 한국음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지속과 변화 - 95

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양 3국의 음악을 검토했는데, 동양 3국에서 학위를 받은 강사
들이 직접 강의하기도 하였다. 음악분석은 서양음악 분석법을 터득한다.
결국 197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문헌 중심의 국악이론 연구와 악곡 중심의 국악이론
연구, 민속악 현장을 중시하는 음악인류학적 연구, 동양음악과의 비교 연구 등 국악의 다각적
연구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3) 1980～1989년 교과목
1980년부터 1989년 사이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표 4>23)와 같다. 새
로 개설된 교과목 위주로 개설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 4> 1980-1989년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
음악

한국음악

2019년 국악과 개설 교과목명
국악기악실기

기악전공
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

국악성악실기

성악전공(1984년-)
가곡‧판소리

국악이론/국악작곡실기

이론과 작곡
1‧2·3학년 이론과 작곡 모두.
＊4학년 때 이론/작곡 택1.

특수악기
(2002년까지 개설됨)

특수악기: 거문고(이론전공), 거문고·가야금 택1(작곡전공)

부전공

부전공(1988년-)
피아노‧바이올린‧첼로‧가야금 중 택1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개론

국악사 1·2

국악사

국악문헌

국악문헌

국악분석

국악분석

민속악현장연구

민속예능론

無

한국아악감상

無

민속악감상

전통가창실습 1·2

가곡

국악반주법 1·2

국악반주법(1984년까지)

정악합주
국악관악합주

동양음악

1980-1989년 교과목명

이론전공(1987-)
작곡전공(1987-)

국악합주 1‧2

국악관현악

국악관현악

연주

연주

한국악기론

국악기론

한국춤 1·2

전통무용론

동양음악개론

일본음악

23) 이성천, 앞의 글, 1989, 58쪽; 김정자, ｢국악과 30년(1980～1989)｣,
30年史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106～107쪽 참조.

서울大學校 音樂大學 國樂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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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악
인도음악
서양음악사 및 서양음악분석 1·2
(2012년까지 개설됨)

음악사 및 문헌

시창청음 1·2

시창·청음
화성법 및 건반화성

이론(화성·대위·분석) 1·2

음악분석

서양음악
*현 서울대 작곡과 개설 교과목

음악사회학·음악심리학 외

*현 서울대 작곡과 개설 교과목

건반화성·지휘법·음악미학·관현악법
*현 서울대 성악과 개설 교과목

합창
인류음악

대위법

인류음악학개론

개화기 음악사(1991년까지 개설)·음악사회학·음악심리학
지휘법·음악미학·관현악법
합창
민족음악학개론
＊새로 개설된 교과목명 음영표시.＊전필 과목은 굵은 색.

(1)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
① 전통무용론
1980년에 신설된 전통무용론은 1997년까지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되었다. 1979년 장사훈
의 한국전통무용연구

24)와

한국무용개론

25)을

주요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후 국악과에 미개

설됐다가 2011년 한국춤실습이 개설되었고, 2013년부터는 한국춤 1⋅2로 2개 학기 연속 강의
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전통무용론이 강의 중심의 교과였다면 한국춤실습은 실
기 중심의 교과이다. 현재 한국춤 수업은 한국음악 장단에 의한 춤사위를 익혀 리듬과 호흡을
몸짓으로 구체화시켜 모든 실기 연마에 토대가 되도록 하는 교과이다.
(2)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
① 개화기 음악사
1980년에 신설된 개화기 음악사는 1991년까지 운영된 전공 선택 교과이다. 개화기 음악사
에서는 개화기 음악에 대한 검토와 체계화를 통하여 한국음악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할 뿐
만 아니라 한국음악사의 시간적 폭을 현대까지 연장하여 연구하는 교과이다. 1980년대는 개화
기에 대한 관심이 컸던 시기로 1986년 4월 20일 서울대 음대 작곡과 주최한 86년도 춘계 학
술대회에서 노동은이 ｢개화기 음악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② 음악사회학
1980년에 신설된 음악사회학은 국악과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되었다. 현재 음악사회학 수
24) 장사훈, 한국전통무용연구 (일지사, 1979).
25) 장사훈, 한국무용개론 (현대교육출판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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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음악을 사회적 산물로 보고 음악 현상의 사회적 기원과 그 과정 및 구조를 학습하는 교
과이다. 음악사회학은 예술가·예술작품·예술제도·청중의 조직과 상호작용이 연구대상이 된다.
현재 작곡과 이론전공 전공 선택 교과로 개설되어 있다.
③ 음악심리학
1980년에 신설된 음악심리학은 국악과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되었다. 현재 음악심리학 수
업에서는 음악심리학의 본질·역사·연구영역 및 방법·인접학문과의 관계 등을 두루 점검한 후,
최근 100년간 음악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된 성과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또한 수업 후반부에
이 분야의 신진 학자들을 초빙하여 이들 연구의 목적·방법·결과 등을 직접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재 작곡과 이론전공 전공 필수 교과로 개설되어 있다.
(3) 인류음악 관련 교과목
① 민족음악학개론
1980년대 신설된 민족음악학개론은 2010년까지 국악과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되었다.
2011년부터는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힐러리 핀첨 성(Hilary V. Finchum-Sung) 교수에 의해
서 민족음악개론이 음악인류학개론으로 개명됐고, 다시 인류음악학개론으로 개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류음악학개론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문화를 감상하고, 유럽
및 구미지역의 민족음악학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논쟁거리들을 소개함으로써 세계 모든
문화는 다들 나름대로의 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시키는 교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198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한국음악·서양음악·인류음악과 관련이 있다. 한
국음악 관련 교과목은 전통무용론이고,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은 개화기 음악사·음악사회학·음
악심리학이며, 인류음악 관련 교과목은 민족음악개론이다. 전통무용론은 주로 정재와 민속무
용에 관한 이론 중심의 강의인데, 2010년대 이후로 한국춤 실습 중심의 교과로 바뀌었다. 개
화기 음악사는 주로 개화기 양악의 탄생을 위주로 한국음악사를 조망한다. 음악사회학과 음악
심리학은 사회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음악을 이해한다. 민족음악학개론은 민족적 시각에서
음악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결국 198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예전 악(樂)의 개념, 악·가·무 중 무(舞)을 보완하였고,
개화기 음악사를 진단하고 한국음악의 현대사를 모색하며, 사회학과 심리학, 민족적 관점에서
음악을 이해하는 서양의 음악연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4) 1990～1999년 교과목
1990년부터 1999년 사이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표 5>26)와 같다. 새
26) 김정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40년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9), 5～6쪽 참조. 수강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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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설된 교과목 위주로 개설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 5> 1990-1999년 서울대 국악과 전필·전선 교과목
음악

한국음악

2019년 국악과 개설 교과목명

1990-1999년 교과목명

국악기악실기

국악실기
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

국악성악실기

국악실기
가곡‧판소리

국악이론

이론전공

국악작곡실기

작곡전공

특수악기
(2002년까지 개설됨)

특수악기: 거문고(이론 및 작곡 전공)

부전공

부전공(1992년-)
성악‧피아노‧쳄발로‧바이올린‧‧비올라‧첼로‧색소폰‧타악기‧거문고
‧가야금 중 택1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사 1·2

국악사 1·2

국악문헌

국악문헌

국악분석

국악분석 1·2

국악이론세미나

국악이론세미나(1995-)

민속악현장연구

민속예능론

無

한국아악감상(1994년까지)

無

민속악감상

전통가창실습 1·2

가곡 1·2

국악반주법 1·2

반주법(국악)(1997-)

정악합주
국악관악합주

국악합주 1‧2

국악실내악

국악실내악 1·2(1995-)

국악관현악

국악관현악

연주

연주

한국춤 1·2

전통무용론(1997년까지)

한국음악의 이해

동양음악의 이해(1991)

한국음악의 이해(1993-)

일본음악
동양음악

동양음악개론

중국음악
인도음악(1992-1996)

서양음악

서양음악사 및 서양음악분석 1·2
(2012년까지 개설됨)

음악사 및 문헌 1·2
(1990/1992)

시창청음 1·2

시창·청음 1·2

이론(화성·대위·분석) 1·2
인류음악

인류음악학개론

참조.(http://sugang.snu.ac.kr)

서양음악사 및 문헌
1·2(1991, 1993-1994)

화성법 및 건반화성 1-4(1994년까지)
대위법 1·2(1995-)
민족음악학개론
세계음악문화(1998)

서양음악사 1·2
(1995-)

화성법 1·2(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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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설된 교과목명 음영표시. 전필 과목은 굵은 색.

(1)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
① 국악이론세미나
1995년에 신설된 국악이론세미나는 전공 필수 교과로, 수강생을 국악이론 전공자로 제한했
다. 현재까지 운영되는 교과이다. 현재 국악이론세미나는 국악이론 전공자의 주제에 대한 문
헌 정리, 비판적 독서 능력 및 토론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과이다.
② 국악실내악
1995년에 신설된 국악실내악은 현재까지 전공 선택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악실내
악 수업은 개인 교수 형태로 진행되는 전공 실기지도가 전통적 방식의 합주기능으로 연결되도
록 도와서 국악실내악 합주에 익숙하게끔 하는 교과이다.
③ 동양음악의 이해
1991년에 신설된 동양음악의 이해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교과가 운영되었다. 1993년 한국
음악의 이해로 교과명이 개명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양음악의 이해는 한국음악 전
반에 대해서 개괄한 후 한국과 인접한 동양(중국·일본·인도·동남아시아 등)의 음악문화를 한국
음악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국음악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수업이다.
(2) 인류음악 관련 교과목
① 세계음악문화
1998년에 민족음악학개론 외에 하와이대학 이병원 교수가 강의하는 세계음악문화가 증설되
었다. 이 과목은 2002년까지 개설되었는데, 하와이대학 민족음악학 박사 이용식과 런던대학
민족음악학 박사인 변계원이 귀국해서 강의하였다. 세계음악문화 교과는 한국음악도 세계음악
의 한 분야인 것을 인식하고 세계음악 문화에서 한국음악의 위상을 찾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음악문화와 한국의 음악문화를 비교 고찰한다.
이상 살펴본 199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한국음악과 세계음악과 관련이 있다. 한국음악 관
련 교과목은 국악이론세미나·국악실내악·동양음악의 이해이고, 세계음악 관련 교과목은 세계음
악문화이다. 국악이론세미나는 국악과 관계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토론 중심의 교과이다.
국악실내악은 전통음악과 당시 유행했던 국악실내악곡을 익히는 교과이다. 동양음악의 이해는
1993년에 한국음악의 이해로 개명됐는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음악 전반을 이해시키는
과목이다. 세계음악문화는 이병원·이용식·변계원 등 해외에서 민족음악을 전공한 강사들이 강
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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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9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국악이론 전공자의 집단지성을 기르고, 비전공자의
국악적 감수성을 함양시키며, 풍류방 합주 전통을 계승하면서 1990년 전후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국악실내악을 적극 수용했다고 하겠다. 더불어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민족음악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강의하는 교과목을 개설해서 인류음악문화 안에서 국악을 이해
하는 안목을 키워주었다.

5) 2000～2009년 교과목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표 6>27)과 같다. 새
로 개설된 교과목 위주로 개설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 6> 2000-2009년 서울대 국악과 전필·전선 교과목
음악

한국음악

2019년 국악과 개설 교과목명

2000-2009년 교과목명

국악기악실기

국악실기
거문고‧가야금‧피리‧대금‧해금

국악기악실기(2004-)

국악성악실기

국악실기
가곡‧판소리

전공실기(국악성악)
(2003-2004)

국악성악실기(2004-)

국악이론

이론전공

국악이론(2003-)

국악작곡실기

작곡전공

국악실기(작곡)(2003)

국악지휘실기

국악실기(지휘)

국악지휘실기(2004-)

특수악기
(2002년까지 개설됨)

특수악기: 거문고(이론 및 작곡 전공)
(2002년까지)

부전공악기
(현금)(2004-)이론전공

부전공

부전공(서양악기 및 국악기)(2004-)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사 1·2

국악사 1·2

국악문헌

국악문헌

국악분석

국악분석 1·2

국악이론세미나

국악이론세미나(

국악비평

국악비평론(2003-)

민속악현장연구

민속예능론(2005년까지)

無

민속악감상(2002년까지)

전통가창실습 1·2

가곡 1·2

전통가창세미나

전통가창세미나(2003-)

국악반주법 1·2

반주법(국악)(2002년까지)

정악합주
국악관악합주

국악합주 1‧2(2002년까지)

민속악합주

민속악합주(2003-)

국악현악합주

국악현악합주(2009-)

국악실내악

국악실내악 1·2

국악관현악

국악관현악

27) 서울대학교 수강편람 참조.(http://sugang.snu.ac.kr)

국악작곡실기(2004-)

민속악현장실습(2006-)
전통가창실습 1·2(2004-)
국악반주법 1·2(2003-)
국악관악합주(2003-)
정악합주(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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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음악

서양음악

연주

연주

국악과 컴퓨터

국악과 컴퓨터(2003-)

창작국악론

창작국악론(2003-)

창작국악실습

창작국악실습(2008-)

고양연주

단소·가야금(2009-)

한국음악의 이해

한국음악의 이해

동양음악개론

중국음악(2002년까지)

동양음악개론(2003-)

서양음악사 및 서양음악분석 1·2
(2012년까지 개설됨)

서양음악사 1·2(2003년)

서양음악사 및 서양음악분석 1
(2004-)

시창청음 1·2

시창청음 1·2(2003년까지)

국악시창청음 1·2(2004-)

이론(화성·대위·분석) 1·2
인류음악

일본음악(2001년까지)

인류음악학개론

화성법 1·2(2003년까지)
대위법 1·2(2003년까지)

화성법 및 대위법 1·2(2004-)

민족음악학개론
세계음악문화(2000, 2002)
＊음영 표시된 새로 개설된 교과목명. 전필 과목은 굵은 색.

(1)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
① 국악비평론
2003년에 신설된 국악비평론은 전공 선택 교과로 현재까지 운영된다. 현재 이 교과는 국악
과 관계된 모든 것을 따져보는 수업이다.
② 전통가창세미나
2003년에 신설된 전통가창세미나는 전공 필수 교과로 현재까지 운영된다. 이 교과는 기존
의 국악이론세미나와 같이 토론 중심의 수업이다. 성악 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실기 능력 외
에도 사설의 분석·작창법·연기력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성악 관련 다양한 주제
에 대해 토론 및 훈련 과정을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된다.
③ 민속악합주
2003년에 신설된 민속악합주는 전공 선택 교과로 현재까지 운영된다. 이 교과는 국악합주
중 민속악합주 능력을 길러준다.
④ 국악현악합주
2009년에 신설된 국악현악합주는 전공 선택 교과로 현재까지 운영된다. 국악현악합주는 국
악합주 중 국악현악합주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 교과는 거문고와 가야금 등 현악기를 중심으
로 하는 합주곡을 다루게 되는데, 전통음악 중 대표적인 현악합주인 보허사로부터 현대적인
현악합주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곡들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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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악과 컴퓨터
2003년에 신설된 국악과 컴퓨터는 전공 선택 교과로 2012년까지 국악과 교과로 개설됐다.
관련 과목으로 현재 작곡과 이론전공 음악소프트웨어연습이 개설되어 있다. 국악과 컴퓨터 교
과는 악보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시퀀서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샘플링 기
술을 학습하여 국악의 창작과 연주에 컴퓨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⑥ 창작국악론
2003년에 신설된 창작국악론은 전공 선택 교과로 현재까지 운영된다. 이 교과는 김기수의
1940년 창작곡부터 이후 작곡된 한국의 현대 국악창작곡을 대상으로 한국음악의 창작 경향과
정체성 및 작품 논리에 대하여 공부한다.
⑦ 창작국악실습
2008년에 신설된 창작국악실습은 전공 선택 교과로 현재까지 운영된다. 이 교과는 동시대
에 작곡된 창작국악곡을 연주함으로써 창작국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작곡가와의 대화를 통
한 연주기회를 가짐으로써 곡 해석의 다양성을 넓혀가는 수업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200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국악비평론·전통가창세미나·민속악합주·국악현
악합주·국악과 컴퓨터·창작국악론·창작국악실습으로 모두 한국음악과 관련이 있다. 국악비평론
은 한국음악과 관계된 모든 것을 따져보는 교과로 음악 외적인 부분까지 논의된다. 전통가창
세미나는 성악전공자를 위한 교과로 전통가창뿐 아니라 창작과 연기에 관한 것까지 다양한 주
제를 토론한다. 민속악합주는 민속악 합주 능력, 국악현악합주는 현악기 중심의 합주 능력을
기른다. 국악과 컴퓨터는 국악 창작과 연주에서의 컴퓨터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창작국악론
은 초창기 창작국악 작품부터 창작 경향과 작품 논리 등을 분석한다. 창작국악실습은 현재 작
곡된 창작국악곡을 연주함으로써 창작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결국 200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20세기 국악을 평가하고 21세기 국악 방향 설정을 위
한 비평적 사고를 기르고, 연주자의 민속악·현악 합주 능력을 강화하며, 창작국악의 전통과 현
재적 속성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6) 2010～2019년 교과목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 개설된 교과목은 <표 7>28)과 같다. 새
로 개설된 교과목 위주로 개설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전필 과목은 굵은 색.

28) 서울대학교 수강편람 참조.(http://suga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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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0-2019년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
음악

2010-2019년 교과목명

국악실기/이론

국악기악실기

실기

국악성악실기
국악이론

이론

국악작곡실기

실기

국악지휘실기
부전공(서양악기 및 국악
기)(2012년까지)

부전공악기(가야금 외)
(2013-2015)
부전공악기
(거문고)(2013-2015)

선택실기
(2016-)

실기

국악개론 및 감상 1·2
국악사 1·2
국악문헌
국악분석 1·2

이론

국악이론세미나
국악비평론(2018)
민속악현장실습(2013년까지)

민속악현장연구(2014-)

전통가창실습 1·2
국악가창지도법(2018)
전통가창세미나
한국음악

국악반주법 1·2
민요반주실습(2019)
국악관악합주
정악합주
민속악합주
국악현악합주
국악실내악 1·2

실기

국악관현악
국악즉흥연주실습(2018)
연주
한국악기론(2018-)
국악과 컴퓨터(2012년까지)
창작국악론
창작국악실습
한국춤실습(2011-2012)

한국춤 1·2(2013-)

연주사회공헌(2018-)
국악공연기획(2011-)
교양연주:단소1·2/가야금1·2
(2010-2013)

이론+실무
교양연주
단소/가야금/거문고/해금(2014-)

실기

한국음악의 이해
동양음악

동양음악개론

서양음악

서양음악사 및 서양음악분석 1·2(2012년까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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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시창청음 1·2(2013년까지)
화성법 및 대위법 1·2(2018년까지)
인류음악

민족음악학개론
(2010년까지)

음악인류학개론
(2011-2014)

시창청음 1·2(2015-)
이론(화성·대위·분석)(2019-)
인류음악학개론
(2015-)

(1)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
① 국악가창지도법
2018년에 신설된 국악가창지도법은 전공 선택 교과이다. 이 교과는 현행 초·중·고등학교 음
악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가창곡(시조·민요·판소리 등)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학
습하는 과목으로 국악 교육자로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경험과 교수 체계를 쌓는 수업이
다.
② 민요반주실습
2019년에 신설된 민요반주실습은 전공 선택 교과이다. 이 교과에서는 지역별 민요의 선율
적 특징과 변화를 장단·악보·노래 등으로 익힌 후, 각 전공 악기로 전통반주 형식인 수성반주
의 기본을 배움으로서 현재 연주되어지는 창작음악과 즉흥음악의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다.
③ 국악즉흥연주실습
2018년에 신설된 국악즉흥연주실습은 전공 선택 교과이다. 이 교과는 국악즉흥연주 능력을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음악가를 육성하는 과목으로, 국악 연주가로서 음악적 외연 확장과 연주
가의 연주력 및 창작력 극대화, 국악작곡법을 보완하는 창의적 창작 레퍼토리 생산이 가능하
도록 돕는다.
④ 연주사회공헌
2018년에 신설된 연주사회공헌은 전공 선택 교과이다. 이 교과는 연주에 대한 전문성 함양
과 함께 직접 연주를 설계하고 교내외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된 수업이다.
⑤ 국악공연기획
2011년에 신설된 국악공연기획은 전공 선택 교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수업은 국
악 공연기획 관련 실무를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공연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201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국악교육과 국악공연에 관한 것이다. 국악교육
관련해서 국악가창지도법이 개설됐고, 국악공연 관련해서 민요반주실습·국악즉흥연주실습·연주
사회공헌이 개설됐는데 대부분 실기와 실무 교육이 강화되었다. 국악가창지도법은 초·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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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국악가창 교육자를 육성하는 교과로, 이 교과는 국악가창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
가에 대응해서 등장했다. 민요반주실습·국악즉흥연주실습은 실제 공연의 즉흥적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연주력과 창작력을 길러준다. 연주사회공헌에서는 연주를 통해
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 및 소통적 가치관을 배울 수 있고, 국악공연기획에서
는 공연기획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결국 201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국악 교육의 역할과 연주자로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더불어 미래 창의적 국악 인재의 육성을 위한 대응으로 음
악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지시키는 교육도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현 단계에서 국악 교과목 모색
60돌을 맞이한 서울대 국악과는 지금부터 향후 60년을 준비해야 한다. 60년 뒤의 국악을
상상하며 미래의 국악 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목 개발을 지금부터 구상해야 한다. 21세기 들어
서면서 서울대 국악과의 교과목은 국악학도로서의 음악적 소양을 갖추되, 현실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음악적 대응력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흐름을 좇아서 현 단계에서
국악 교과목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한다.

1. 새로운 국악 연구⋅공연 인재 발굴 및 특화된 교과
독자적인 국악 연구나 창작 활동을 하는 인재를 초빙하여 강의를 맡긴다면 연구자(연주자
혹은 작곡가)는 본인의 연구와 공연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대학으로부터 동력과
지지를 얻게 되며, 대학에서는 연구자(연주자 혹은 작곡가)에 특화된 교육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998년에는 민족음악학개론 외에 하와이대학 이병원 교수가 강의하는 세계음
악문화가 증설되었는데 이 과목은 2002년까지 하와이대학 민족음악학 박사 이용식과 런던대
학 민족음악학 박사 변계원이 귀국해서 강의를 이어받았다. 동양음악 관련 교과는 현지에서
전공한 학자들이 강의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다. 서울대 음대 작곡가 출신인 우리나라 최초의
인도음악 연주자 김창수의 인도음악, 대만국립사범대학 민족음악학 석사학위를 받은 현경채의
중국음악,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박사 이지선의 일본음악 과목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최근에 개
설된 전통음악공연기획자 박문희의 국악공연기획도 새로운 국악 영역과 기획자를 찾아서 신속
히 교과목화한 강좌이다.

2. 북한음악 관련 교과
동양음악·세계음악에 대한 이해보다 북한음악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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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북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국 4강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의 사회·생활·정치·외교·언어를 다루는 학문에 비해서 음악은 내용에 대한 규제가 보다 자유로
운 면이 있다. 현재 국립국악원에서는 매년 북한음악 연주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대학에서는 북한음악 연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
남북음악교류의 미래를 대비한 북한음악 연구 및 연주 관련 교과의 개설이 필요하다.

3. 예술융복합 교과
2016년 8월 4일부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에 있다. 국가가
예술을 포함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더 이상 단일 학문
과 예술로는 연구비나 공연비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예술융복합은 무용과
음악, 문학과 음악 등 동일 예체능 혹은 인문학과의 결합, 나아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의미
한다. 예술융복합은 우리나라에 국한한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점에서
국가 인문예술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4. 국악 디지털콘텐츠 개발 교과
구글(Google)의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국악 관
련 콘텐츠 역시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지금 국악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다. 심지어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음원도 유성기음반 혹은 옛 명인의 모습(사진)과 함께 노랫말(텍스트)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다. 전통음악부터 창작국악까지 디지털화 된 모든 공연물은 언젠가 유튜
브에서 보게 될 것이다.
최근 젊은 국악 연주자들은 본인의 음악을 홍보하는 활로로 유튜브를 적극 이용한다. 국악
강사들(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단소나 민요, 장단 등의 실기 교육을 돕기 위해서 연주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린다. 어떤 명인은 지금의 잘못된 연주 내용을 바로잡기 위
해서 자신의 예전 공연물을 디지털화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고도 한다. 모두 각자의 사정
과 사연을 가지고 본인의 국악 공연물을 유튜브에 실어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국악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은 이미 개인 취미의 영역에서 벗어나, 시대의 요구
에 따라 생겨난 유튜버라는 직업 국악인을 양성하는 국악 산업이기도 하다. 유튜브에 실을 우
수한 국악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대학은 ‘디지털콘텐츠와 국악’이라는 과목을 통해
서 국악 디지털콘텐츠 개발 실무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국악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창의적 지식을 습득하며,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BTS처럼 재능 있고 개념 있는 국악 인재가 좋은 콘텐츠
를 활용한다면 국악의 세계화는 저절로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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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악디지털교재 개발 교과
스마트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이다. 스마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교재가 필수적
이다. 디지털교재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까지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일부 초·중학교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악개론’ 디지털교재에서 수제천을 설명한다고 하자. 수제천을 클릭하면 수제
천 합주 동영상이 뜬다. 수제천은 처용무를 반주했던 음악이라는 설명에서 처용무를 클릭하면
처용무 공연 동영상이 뜬다. 이것은 QR코드를 스캔해야 하는 텍스트북보다 한 단계 앞선 디
지털텍스트북이다. 디지털교재를 활용하면 자기주도 학습인 플립러닝 수업이 가능하다. 집에
서 디지털교재를 먼저 학습한 후 강의를 듣는다면 학교에서는 토론 위주의 수업이 가능해진
다.
하지만 국악디지털교재 개발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교육적 아이디어와 고급
지식 창출을 위해서 국악 전공 분야별 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국악디지털교재 개발’
이란 과목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맺음말
서울대 국악과가 1959년 출범한 이래 대학 국악교육의 구심점이 되어 왔다. 60년 동안 서
울대 국악과는 급속히 변모하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해서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었다.
본 글은 국악교육의 변화를 개설 교과목의 시기별 변화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1959년 서울대 국악과 창설 초기의 국악과의 교과목 개설은 당시 학과장인 이혜구 박사의
견해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동·서양음악에서 동양음악의 한 축으로 한국음악을 자리매김한
후, 한국음악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악과 양악 및 동양음악 교육을 동시에 실시
하였다. 당시 서울대 국악과는 졸업생들이 음악학사로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제도로써 뒷받침했고, 교사로서 국악합주 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기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에 나가서 국악 전공과 관련된 일을 구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 진정한 의미
의 학생 중심 교육이 진행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수한 국악 교육자 양성을 통해서 국악 교
육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였다. 1959년에 개설된 교과목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대 국악과
의 핵심 교과목이다.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뼈대가 이미 국악과 창설 초기에 갖춰진 것이
다.
1960년대 신설된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은 전공악기실기·국악이론·특수악기·국악감상·가곡·국
악합창·장구·국악기론·국악합주이고,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은 음악통론⋅고등악리⋅음악문헌⋅
예술개론·가창이다. 당시는 서울대 국악과 졸업생들이 교수와 시간강사로 돌아와서 차세대 국
악교육자 및 연주자, 작곡가를 육성했고, 국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1960년
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전공 수업의 개발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공악기와 전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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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확대됐고, 가곡 및 국악합창, 장구 교과를 개설해서 성악과 타악 부분을 보완했으며,
개인 지도로 진행되는 전공악기 수업은 국악합주로 연결됐다. 한편 1959년 창설기보다 개설된
양악 교과 수는 더 많아졌다.
197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한국음악·동양음악·서양음악과 관련이 있다. 한국음악 관련 교과
목은 국악한문강독·국악분석·민속예능론이고, 동양음악 관련 교과목으로 일본음악·중국음악·인
도음악이며,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은 음악분석이다. 197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문헌 중
심의 국악이론 연구와 악곡 중심의 국악이론 연구, 민속악 현장을 중시하는 음악인류학적 연
구, 동양음악과의 비교 연구 등 국악의 다각적 연구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198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한국음악·서양음악·인류음악과 관련이 있다. 한국음악 관련 교과
목은 전통무용론이고, 서양음악 관련 교과목은 개화기 음악사·음악사회학·음악심리학이다. 인
류음악 관련 교과목은 민족음악개론이다. 198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예전 악(樂)의 개
념, 악·가·무 중 무(舞)을 보완하였고, 개화기 음악사를 진단하고 한국음악의 현대를 모색하며,
사회학과 심리학, 민족적 관점에서 음악을 이해하는 서양의 음악연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
입함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199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한국음악과 세계음악과 관련 있다. 한국음악 관련 교과목은 국
악이론세미나·국악실내악·동양음악의 이해이고, 세계음악 관련 교과목은 세계음악문화이다.
199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국악이론 전공자의 집단지성을 기르고, 비전공자의 국악적 감
수성을 함양시키며, 풍류방 합주 전통을 계승하면서 1990년 전후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국악실내악을 적극 수용했다고 하겠다. 더불어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민족음악
학을 전공한 학자들을 초빙해서 세계음악문화 교과를 맡겨서 세계음악문화 속에서 국악을 이
해하는 안목을 키워주었다.
200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국악비평론·전통가창세미나·민속악합주·국악현악합주·국악과 컴퓨
터·창작국악론·창작국악실습으로 모두 한국음악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
은 20세기 국악을 평가하고 21세기 국악 방향 설정을 위한 비평적 사고를 기르고, 연주자의
민속악·현악 합주 능력을 강화하고, 창작국악의 전통과 현재적 속성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
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0년대 신설된 교과목은 국악교육과 국악공연에 관한 것이다. 국악교육 관련해서 국악가
창지도법이 개설됐고, 국악공연 관련해서 민요반주실습·국악즉흥연주실습·연주사회공헌이 개설
됐는데 대부분 실기와 실무 교육이 강화되었다. 2010년대 서울대 국악과 교육은 국악 교육자
의 역할과 연주자로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더불어 미래
창의적 국악 인재의 육성을 위한 대응으로 음악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지시키는 교육도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대 국악과는 지금부터 60년 뒤의 국악을 상상하며 미래의 국악 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
목 개발을 구상해야 한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서울대 국악과의 교과목은 국악학도로서의 음악
적 소양을 갖추되, 현실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음악적 대응력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
고 있다. 이 흐름을 좇아서 현 단계에서 가능한 교과목을 모색해 보았다. ① 새로운 국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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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연 인재 발굴 및 특화된 교과 ② 북한음악 관련 교과 ③ 예술융복합 교과 ④ 국악 디지
털콘텐츠 개발 교과 ⑤ 국악디지털교재 개발 교과를 제안한다.
어느 대학이든 새로 학과의 교과목이 개설되면 폐지가 쉽지 않고 약간의 교과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 혹시 기성 연구자(연주자·작곡가)들에게 중요하고 익숙한 안정성
위주의 연구(연주·작곡) 및 교육의 틀을 유지하기 위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익숙한 교과
의 지속을 고집하는 상황 속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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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의 지속과 변화” 논평

임란경(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대학 국악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악교육의 발
전을 주도하며 여타 대학 국악과의 교육과정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국
악과 교과목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 대학의 국악교육 전체를 조망하는 것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발표문을 통해 서울대 국악과 교과목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국악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토론자는 학생, 조교, 강사의 역할을 거
치며 쌓인 경험을 토대로 몇몇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아울러 국악 교과목 개발에 대
한 소견을 나누는 것으로 논평을 갈음하고자 한다.

1. 교과목 설명 보충
발표자는 “어느 대학이든 새로 학과의 교과목이 개설되면 폐지가 쉽지 않고 약간의 교과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목 ‘개설’, ‘폐지’, ‘신설’
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학과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하면
학과의 교과목으로 설정되고 각 학과는 그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다. 교과목 ‘폐지’는 학과의 교과목으로 설정된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현
재 운영하지 않는 교과목이라도 폐지하게 되면 추후 필요 시 ‘개설’을 할 수 없고 다시 ‘신설’
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교과목 ‘폐지’보다는 운영해오던 해당 학기에 교과
목을 ‘개설’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예: 국악과 컴퓨터) 단, 수업내용이 중복되
는 동일교과목이나 대체교과목이 지정되거나 신설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교과목을 운영할 필요
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
발표자가 2018년에 신설되었다고 한 ‘국악가창지도법’ 또한 실은 2010년 이전이 이미 음악
대학 공통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교직관련 수업인 본 교과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동안 개설되지 않았고 2010년 2학기에 다시 개설되어 매년 2학기에 개설・운영
되었다. 개설학과가 음악대학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악과에서 수업 운영을
해왔고, 2018년부터는 개설학과를 국악과로 변경하면서 국악과 개설 교과목에 포함되었다. 본
교과목은 국악가창곡 중 성격이 서로 다른 시조・민요・판소리 등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 학기 내
에 다양한 국악가창을 수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본 교과목이 다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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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2000년대에 국악계가 음악교육계에 국악(실기)교육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교
육현장에서의 반영을 요구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10~2019년 교과목에는 2016년에 신설된 ‘국악작곡세미나’도 포함된다. 기존에 기악・작
곡(지휘)전공자는 국악관현악을, 성악전공자는 전통가창세미나를, 이론전공자는 국악이론세미
나를 전공필수로 8개학기 반복이수했으나, 국악작곡세미나가 신설되면서 작곡(지휘)전공자도
전공을 심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류음악학개론의 경우, 교과목명이 ‘민족음악개론-음악인류학개론-인류음악학개론’으로 개
칭된 것 외에도 수업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글로벌인재역량강화라는 취지에
서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규정을 정해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공교과목 2학점 포함 4학
점 이상의 영어진행강좌를 수강하도록 하였다. 이에 2011년부터 인류음악학개론은 영어진행강
좌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일부 국악과 교과목의 성격은 서울대학교 교육 기조의 영향을 받
아 변화하기도 했다.1)
한편, 서울대 국악과에서는 국악실기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전통예술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
대에도 기여하는 교과목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비국악과생 또는 비음대생을 위한 국악관련
강좌는 한국음악의 이해(교양, 국악과수강불허) 뿐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교양연주(단소/
가야금/거문고/해금 등, 음대생 수강제한)가 신설되면서 서울대학교의 비음대생 전체를 대상
으로 한 국악실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교과목을 통해 서울대학교 내 음악 비전공자들
은 감상이라는 수동적인 예술 체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능동적인 예술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악 교과목 개발에 대하여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울대 국악과의 교과목은 국악학도로서의 음
악적 소양을 갖추되, 현실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음악적 대응력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변화”
되어 왔다.
2000년 이후로 신설된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실기 실습이 위주의 교
과목들이다. 이는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한 결과로 보인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의 문제와 직결된다. 수
1) 교과목 내용 또는 수업 방식이 바뀐 경우도 있는데, 그 예로 ‘연주’를 들 수 있다. ‘연주’(일명 수요연
주)는 외형적으로는 그대로지만 내용적으로는 변화가 다소 있다. 발표자는 ‘연주’ 수업 시 이론전공자
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소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고 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방식이 바
뀌었다. 다른 실기 전공자들이 발표를 할 때 이론전공자는 대본 없이 사회를 보며 이것으로 평가를 받
는다. 기존에 이론전공자는 평가와 관계없이 대본을 보며 몇 차례 사회를 맡았고, 평가를 위해서는 본
인의 소논문 발표도 해야 했다. 이러다보니 실기전공자에 비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논문 발표를 없애고 대본 암기 사회로 바꾼 것이다. ‘연주’가 ‘한 학기동안 학습한 내용을 공개발표
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현행 방식이 본래의 수업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연주 수업 시 이론
전공자가 맡는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고했으면 한다.
시창청음1・2의 경우, 발표문에서 보듯이 초창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수업목표와
방식을 고려하면 ‘국악 채보 및 분석’ 또는 ‘국악채보실습’ 등으로 개칭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재 수업
내용이나 취지에 더 부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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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청인원 미달로 자주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교과목들(국악문헌, 국악비평론, 동양음악개론,
창작국악실습, 민속악현장연구 등)은 대부분 학생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그래서인
지 최근 서울대 국악과의 교육은 국악연주, 국악창작, 국악교육에 주안점을 둔 교과목들에 집
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악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의 비중은 줄고 있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는 4차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교과목 개발을 요구 받고 있다. 발표자
가 제시한 국악 교과목 개발 방안에도 이러한 기류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변화에 발맞
춘 새로운 교과 개발은 분명 필요한 일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발표자가 제안한
여러 교과 중에 4차 산업과 무관한 ‘새로운 국악 연구・공연 인재 발굴 및 특화된 교과’와
‘북한음악 관련 교과’에 더 의미를 두고 싶다. 나무가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뻗어내려야 아름
다운 꽃을 피우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4차 산업시대에 국악이 새로운 꽃을 피우
기 위해서는 순수예술로서의 국악의 가치를 염두에 둔 근본적인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새로운 교과목 개발에만 있는 것은 아
니라고 본다.
“익숙한 교과의 지속을 고집하는 상황 속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교과목들도
분명 있고 이들 대부분은 국악연구의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이다. 이들 교과목을 지속하되
수업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여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 현 세태에서 학생들에게 순수학문으
로서 국악을 다루는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강요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국악교육
의 기능과 목적을 실제적 활용에만 둔다면 국악의 전통과 가치는 이내 흔들릴지도 모른다. 학
생들 스스로가 국악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당위성과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이것은 서
울대 국악과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의 몫일 것이다. 앞으로 서울대 국악과가 대학 국악교육의
구심점으로서 흔들림 없는 교육이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국악교육자, 국악연주자, 국악창작자,
국악연구자를 고루 양성할 수 있는 교과목을 지향하길 바란다.
이상 시류를 반영한 새로운 교과목 개발뿐 아니라 국악연구자 양성을 위한 교과목 보강, 질
적 성장을 위한 기존 교과목 개선 등을 제안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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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서론
Ⅱ. 창립 이후 연주활동의 흐름과 의미
Ⅲ. 2000년 이후 국악과 연주활동
Ⅳ. 결론

Ⅰ. 서론
195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그 설립의 목적이 전통음악의 보존, 전승, 창작의 진흥에 있다
는 점을 학구 활동과 학술 진흥과 더불어 강조하였다. 국악과는 전통음악의 발전을 위해 설립
이듬해부터 정기연주회를 개최함은 물론, 연주활동을 전문연주자 배출을 위한 주요한 기본교
육과정으로 인식하고 졸업연주와 수요연주를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설계
하였다.
국악과의 흐름과 동정을 살피는 과정에는 늘 연주활동이 포함되었는데, 설립 후 50년간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들은 모두 매 10년 단위로 당대의 연주활동을 소개하였다. 국악과의 성장
과 발전이 과가 주도한 연주활동의 의도와 성과에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인 예로 매해 개최되며 국악과 최대의 연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정기연주회는 그 역사와 지
속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학생들의 연주실력
을 향상시킨다는 의도와 목적이 여전히 반영되고 강조된다.
정기연주회처럼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중요 시점마다 진행된 국내외 순회/방문
연주와 동문 연주회, 또 근래에 새롭게 시도되는 국제 연주교류, 학생 주도 연주 활성화, 학과
차원을 넘어 범 서울대학교적 연주행사 등이 새롭게 생겨났다.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국악과의
도약과 연주활동의 다변화를 구상한 것은 이미 국악과 창설부터 계획에 있었다. 창설 일주년
을 맞아 이혜구박사는 음대뉴스에서 “장래 연주활동면에서는 다만 전통음악을 고수하는데 그
치지 않고 전통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 우리 생활감정을 표현한 국악활동이 기대되고, ... 국내
에서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의 작품과 연구를 발표할 포부를 갖고 정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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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본 연구에서는 국악과의 연주 활동을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으로 살피고, 변
화와 발전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국악과의 역사 속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또한
역사성을 반영하는 국악과의 연주활동에 대한 의미와 시각에 관한 서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2) 국악과의 연주회 활동은 편성의도, 연주자, 연주목적, 연주형태 등을 통해서 교육적 의미
와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방향성 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주활동의 목적과 형태가 다변화되었음은 물론, 연주자의 역할과 의미, 연주장소와
관객층도 이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보인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인 제 50년사에서 자세
히 다루지 않은 연주활동 부분을 포함하고, 6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여 2010년부터 2019년 현
재까지 국악과에서 진행·운영해 온 연주를 자세히 다룬다. 교수진은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 등
여러 구성원이 개최하고 참여하는 국악과의 연주활동은 국악과의 성장과 발전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점을 시사할 것이다.
연구에 있어 졸업생의 연주회 활동은 크게 다루지 않는다. 설립 6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졸업생의 수적 증가는 물론, 이들의 연주활동이 양적인 면에서도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20년간 졸업생들의 작품발표회와 연주회를 추린다고 해도, 2000년 이후 시작된 공연활동의
범람을 고려한다면 졸업생의 연주회 개최 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선정에 어려움
이 있으며, 분석하지 않은 정보의 나열에 대한 필요성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3)

Ⅱ. 창립 이후 연주활동의 흐름과 의미
1. 1960년대: 교육적 원칙 마련의 연주활동
국악과의 기본 교육 과정으로 연주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 연주활동에 대한 구성보다
우선시 된 시기이다. 연주회의 기본은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형태로 각
분야의 음악을 전승, 보전, 진흥시켜 한국음악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데에 큰 의도가 있었다.
1) 수요연주회
설립 초 학과의 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된 수업으로, 2학년부터 윤번제로 수요연주회에 출연하
여 수업에서 익힌 전공악기에 대한 개인의 기량을 보여주는 연주이다. 관객이 국악과 학생이
라는 점이 여타 연주와 가장 크게 구별되며, 2019년 현재까지 수요일 연주수업으로 이어지고

1) 황준연, 서울대학교국악과50년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2009, 37쪽 재인용.
2) 다만 교육과정을 위한 정기적 연주회느 이미 50년의 역사를 서술하는 글들에서 소개된 바 있고, 그
목적과 의미에 큰 변화가 없어 프로그램, 위촉곡 등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3) 40년사에서 졸업생 연주활동에 대한 현황에 발표회 제목과 프로그램만의 나열로 36-118쪽까지 기술
됨. 50년사에서는 졸업생 연주활동을 따로 다루지 않음. 연주회의 형태도 개인 독주회가 아닌 실내악,
협동공연, 단체발표의 경우가 많아 졸업생 개인의 활동으로 규정짓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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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정기연주회
정기연주회는 교육적 목적에 충실함을 우선으로 국악창작곡의 활성화, 소멸되는 전통음악의
재발견, 학생들의 분석과 태도능력 향상, 전체 학생의 참여와 협동 등 사명감을 갖고 시작되
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첫째, 신작국악을 의무적으로 연주케 함으로써 창작의 권장과 아울러 새로운 연주법을 개발한다.
둘째, 보태평, 정대업, 여민락, 종묘악장, 수악절창사 등 잘 연주되지 않는 전통음악을 연수케 하
고, 고악의 재연을 시도함으로써 학구의 기풍을 조성한다.
셋째, 전통음악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주태도를 기른다.4)

그러나 당시 정기연주회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 연주회가 국악과의 교육적 성과와 음악적
발전결과를 국악계에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는 기회이자 통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창의적, 실험적 악기편성의 다양한 관현악곡을 꾸준히 발표함
으로서 신선한 충격5)
1968년 국립극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창작과 실력 있는 연주를 보여주어 음악비평가의 호평.
작년의 3대 이벤트 중 하나로 제 9회 국악연주회를 손꼽다.6)
일반 연주회와 다른 점은 ... 수준 높은 청중을 갖게 된 점이라 할 것이다.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국악의 신작이 거의 다 연주되었고, 앞으로도 [신작이 계속] 연주될 것으
로 기대한다.7)

3) 졸업연주회
학사과정 필수과목으로 국악기악전공자 졸업 시 연주회를 개최하여 발표하는, 정악과 산조
및 창작악곡을 골고루 연주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하였다. 이후 50년간 연주가 주요 내용이 되
는 교과목으로 유지되고 있다.
4) 소외지역 방문 연주
1960년대 국악과 학생들의 연주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여 소외계층에게 예술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 각 단과대학의 여러 농활단체의 연합인
<서울대학교 향토개척단>이 1965년 한 달 동안 경상북도 영일(자매부락)을 방문하여 농촌봉사
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편, 서울대학교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9
쪽.
5) 위의 책, 48쪽.
6) 위의 책, 44쪽.
7) 위의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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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할 당시와 상동광산촌에서 활동을 하던 때에 국악공연을 하여 현지주민의 환영을 받았
다.
5) 특별 연주활동
국악을 내용으로 하는 외부 연주회 활동이 많지 않던 시기에 이재숙이 처음으로 연 가야금
독주회를 이어 김정자, 조청자의 가야금 독주회, 김요진, 이성천의 개인국악작곡발표회 등이
서울대 국악과 출신의 주요 연주활동으로 꼽힌다. “한국전통음악을 밑바탕으로 한 현대의 한
국음악의 방향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8)

2. 1970년대: 국내 연주활동 활성과 해외 연주의 시작
1970년대는 1960년대에 비하여 국내 연주활동 증폭된다. 정기연주회, 수요연주회, 졸업연주
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내 학생주도 연주회가 시작되고, 교수들의 독주회가 열린다. 국내는
물론 국악이 세계무대의 관심대상으로 부각되며 졸업생들의 해외활동이 시작된다.
1) 졸업연주회와 정기연주회
졸업연주회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지만 독주회의 형태를 띄게 되어 이전에 졸업예
정자 전체가 3-4일에 나누어 실시하던 연주가 독주회 또는 2-3인 음악회로 구성된다. 이점은
졸업연주회를 독주회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국악과 창설 후 창작곡 축적의 결과로 해석되었
다.
정기연주회는 매 회마다 전통음악을 바르게 전수 시키고 작곡가에게 새로운 창작곡을 위촉
하여 그 곡을 초연함으로써 국악의 레파토리도 늘리며 창조적인 발전을 꾀하는 시기였다.9) 나
아가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함께하는 연주활동으로도 역할하게 되어, 1976년 개교 30주년 기
념 국악정기연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창설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는 본래 1978년에 계
획되었으나, 10.26사태로 1979년에 개최되었다.
2) 국악학연구회 연주회(국악작곡발표회)
1960년에 국악학연구회가 재학생 중심의 연구단체로 국악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는데에
목적을 두고 창설되는데, 단체의 주도로 1973년 이론, 실기 이외의 창작분야의 개발을 위하여
제1회 1973년 제1회 국악학연구회 작곡발표회가 개최된다. 이후 매년 작곡발표회를 개최하여
국악과 졸업생과 재학생의 작품이 초연하였고, 창작곡과 전통음악발표를 1년간 번갈아 가며
개최한다. 학생주도 연주활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1985년 전통음악연주회,
창작음악발표회로 개칭된다.

8) 위의 책, 47쪽.
9) 위의 책, 52쪽 참조. 연주의 형태와 형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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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연주활동 시작
1970년대 후반은 교수진 중심으로 해외연주가 시작되는데, 1977년, 1978년 1979년 3년간
가야금연주회가 독보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재숙이 매해, 미국, 대만, 태국, 영국 등지에서 연
주하였고, 김정자 역시 프랑스, 미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연주하였다. 박상원은 미국, 프랑
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1978년 3월에는 서울대 동문연주단이 태국
방콕에서 국악연주회 개최하였다.
4) 국내 독주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들의 국내 연주활동도 활발해 지는데, 이재숙, 김정자, 조청자가 가
야금 독주회를 여러차례 열어 주도하였고, 강사준, 양승희, 김선한, 문재숙, 성심온 등도 독주
회를 개최하였다.

3. 1980년대: 다양한 연주활동의 양적풍요
졸업연주회와 정기연주회는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매해 지속되는 가운데 학생들도 해외 연
주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1983년 대학원에 기악전공이 생기고, 1984년에 학부에 성악전공이
신설되었으며, 1989년에는 국악과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졸업생들이 여러 연주단체에서 활
발히 활동하는 시기이다.
1989년 11월 1일 국악과 창설 30주년 기념연주회가 열리고, 11월 2일에는 동문연주회가
개최되었다. 김용만 작곡 한명희 작시의 서울음대 국악과 창설 30주년 기념 송가 <태극의 소
리 밝달의 노래>가 작곡되기도 하였다.
국악과 30년사의 내용을 다루는 책에서 졸업생의 연주활동이 증폭하여 1980년부터 1989까
지의 연주회 정보를 120쪽에서 170쪽에 걸쳐 50쪽의 분량에 싣고, 국악과의 10년간 연주활동
에 있어 분석에 앞서 “양적으로 대단히 활발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향상
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연주의 기량면에서 “정악은 정악대로 산조는 산조대로 선배
들의 기량에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고, ... 창작면에서도 아직 천대를 낳지 못하고 있는 형편
이다” 라는 우려로 글이 마친다.10)
1) 학생참여 해외연주
1981년 3월 국악과 학생들은 홍콩 대만 아시아작곡가 연맹 행사와 대만 태평양문화기금회
신상활동 등에서 공연을 하였다.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 연주단이 한달 간 미국대학순회공연을 펼쳤다. 대학생 연주단으로서 사상 첫 장기 미
주공연이었는데, 예일대학교, 콜럼비아대학교, 하와이대학교, 시카고대학교, 인디애나대학교 등
을 방문하여 15회 이상의 연주를 하였다.
1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편,
173쪽.

서울대학교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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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대학 국악과 연주교류
1980년대 설립되기 시작한 국내 여러 대학의 국악과와 함께 연주활동을 하며 국악과 발전
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였다. 1984년 국내 순회공연으로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를 방문하여 서울대 국악과의 연주에 지방대 국악과 학생이 협연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연주회
를 개최하였다. 대학 국악과 연주의 지방 불균형 해소와 국악연주 활동을 통한 국내 대학의
연합적 관계 형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성악발표회
1984년에 학부에 성악전공이 신설되어 1986년에 <가곡발표회>를 시작으로 1988년 <가곡발
표회> 이후 1989년부터 가곡과 판소리가 함께 발표하는 <성악발표회>가 생겼다.
4) 졸업생 해외 연주활동
졸업생의 해외 연주는 여전히 가야금 연주회가 독보적인 형태로, 이재숙의 활동이 두드러지
며 김정자, 양승희. 안혜란, 박현숙, 이효분 등도 독주회를 개최한다. 김선한, 강사준, 박인기,
홍종진 등 가야금 이외의 악기연주회는 합주 형태로 해외에서 공연에 참여하였다.

4. 1990년대: 전공별 연주의 다양화와 연주단 활동 도약의 시기
창립 40주년을 바라보는 1990년대는 국악과 내에서 교육과정이 폭넓게 개편된 시기로, 연
주수업과 졸업연주회, 정기연주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성악전공자, 타악전공자 등
의 입학과 성장으로 연주회의 내용 면에서 전통음악연주에서 타악, 판소리, 민요, 가곡, 창극
등의 공연내용이 포함되어 이전의 전통악곡에서 확대 다양화하여 다양한 레퍼토리의 무대화로
새로움을 모색하는 시기이다.11)
국악과 졸업생들의 국내 연주회 개최가 활성화된 시기로, 졸업생들의 연주, 발표회의 제목
과 연주곡목의 나열이 서울대 40년사(1999)의 36쪽에서 118쪽까지 기술된다. 서울대학교 출
신 연주자를 포함하고, 혹은 서울대 국악과 출신들로만 연주단을 꾸려 활동을 개시한 예로
1993년 결성된 푸리, 1999년 사계, 1998년 현대음악앙상블, 1999년 춘향가 완창으로 세계기
네스북에 오른 이자람 등이 있다. 푸리의 민영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이며, 가야금 앙상
블 사계 가야금앙상블 사계(四界)는 여성 가야금 연주자 네 명으로 모두 서울대 출신 선후배
사이로 1998년 11월에 있었던 아시아 금교류회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것을 계기로 만나 본격
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12)
11)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립40년사에 연주활동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여 정기연주회 이외에 국악과가 주
도하는 학과 내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연주활동 등의 노력이나 시도에 관한 자료의 정리가 요
구된다.
12) 1999년 12월 2일 영산아트홀에서〈가야금앙상블 四界 창단 연주회〉를 열고 2001년 첫 음반을 발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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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과 출신의 김정승, 이지영, 이향희, 박치완과 서양음악 전공자가 함께 꾸려 활동을 시작
한 현대음악앙상블 역시 1990년대 말 결성한 서울대학교 졸업생 단체로 2000년대 활발한 활
동을 이어갔다. 이자람은 서울대 국악과 재학시절 국악뮤지컬집단 타루를 이끌면서 이자람밴
드의 리드보컬로 활동하였다.

Ⅲ. 2000년 이후 국악과 연주활동
1. 2000년대: 교수진 세대교체와 연주활동 확장
2000년대는 국악과 연주활동의 초석을 다진 원로 교수진의 퇴임에 이어 다양한 연주 경험
을 지닌 신임 교수진이 부임하는 국악과 세대교체의 시기이다. 국내외에서 오랜시간 정악과
산조연주활동을 지속해 오며 창작곡과 현대음악의 연주 경험이 풍부한 임재원, 이지영교수는
물론, 많은 거문고 창작곡을 작곡하고 연주한 정대석교수와 독일에서 작곡을 수학한 김승근교
수 역시 이 시기에 부임하였다. 창작활동과 연주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교수진의 부임으로 연
주에 관한 새로운 교육적 시각이 국악과의 방향성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2006년 개교 60주년과 2009년 국악과 창설 50주년의 행사에 맞추어 국내외 공연과 페스티
벌이 기획되고, 국악과 내부의 행사와 학위과정으로 새롭게 생겨난 연주활동이 있었다. 2008
년 관현악 합주실 1실이 증축되어 관현악연주에 활로가 생기기도 하였다. 대학국악관현악축제
의 참여로 국내 여러 대학의 음악에 관한 해석과 연주기량을 확인하며 교류하는 기회가 활성
화된다.
1) 동문-사제 간 협동 연주회
국악과에서 같은 전공으로 한 스승에게서 수학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결속하여 스승을 위
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2001년 이재숙 환갑축하연주회, 2002년 김정
자 회갑 축하연주회, 2004년 강사준 회갑 음악회가 있었다.
2) 해외 초청 및 순회 공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매해 미주공연이 개최되었다.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
의 초청으로 지속된 공연이었으며, 2006년의 공연은 개교 60주년을 맞이해서는 특별히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서울대학교 국악연주단 초청
공연>으로 8월11일에서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뉴욕, 미네소타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
여러지역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에는 국악과 사상 첫 독자적 유럽 순회공연이 이루어졌다. 국악과 50주년 기념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국악연주단은 2009년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4
개국을 순회하며 연주하였다. 이전의 해외연주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구성한 연주단에 의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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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면, 이번 유럽연주는 재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연주단이 방문하여 연주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한국음악과 서울대학교를 홍보하였다는 의미와 더불어 학생들의 해외공연경
험으로 시야 확장의 기회 습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순회공연에 이어 독일에서 만하임 대학교 작곡가 학생들이 한국전통악기를 위해 쓴 작품을
연주하는 워크샵과 공동작업을 하였다. 한국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와 더
불어 학생들이 서양작곡가와 연주자들과 교류하는 협업의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것에 의미가 있
다.
3) 박사과정 독주회
2004년 음악대학 박사과정에 국악실기전공이 신설되어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연주자들은
렉쳐형식의 연주회 2회와 독주회 형식의 연주회 4회를 필수로 이수하게 되었다.13) 박사과정에
진학할 정도의 연주실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연주회는 학구적 밑바탕에 전문연주자로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장이다. 각 악기를 위한 독주곡이 위촉 창작되었고, 연주자들은 새로운 음
악적 기법과 편성을 시도하였으며, 자신의 연주에 대한 음악적 해석 등을 연주회를 통헤 발표
하였기에, 박사과정의 연주회는 연구를 통한 분석활동과 실제 연주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4) 국악과 가족을 위한 연주 및 동문 연주회
2009년 음악대학 국악과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었는데, 공
식행사로 제2회 대학(원) 학부모 초청행사 전통음악연주회가 2009년 4월 25일 토요일 서울대
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연주회의 음악적 구성과 내용보다는 가정에서 국악연주
자를 키우고 후원한 부모님을 관객으로 초청하였다는 점에서 국악과 가족과의 소통이라는 의
미가 크다.
50주년 기념 페스티벌의 공식행사는 2009년 9월 15일에서 9월 16일까지 양일에 걸쳐 국립
국악원에서 진행되었는데, 15일 정기연주회에 이어 16일에는 동양음악연구소 국제학술회의와
더불어 국악과 동문들이 참여하는 동문 국악관현악단 연주회가 있었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하
나가 되어 학과의 행사를 만들어 갔다.
5) 전공별 발표회
학생들의 주도로 전공반별 연주활동이 발표회의 형태를 띠고 시작되었는데, 거문고 전공자
학생들이 시작한 연주회 <지향>의 제 1회 연주회가 2001년 5월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제3
회는 2009년 9월 25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소수 전공으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재학생 수가 많지 않은 타악반도 2007년 제 1회 서
울대 타악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사물놀이”, “엎다”, “樂~koong”등의 곡을 연주하였다.14)

13) 총 6회의 연주회이수는 박사과정이 6학기로 설계된 2016년까지에 해당되며, 이후 4학기 과정으로
축소되면서 박사과정의 필수 이수 연주회의 횟수도 4회로 줄어들었다.
14) https://www.youtube.com/watch?v=2TDbugFTX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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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발표는 2009년에 개최되었다.

2. 2010년부터 현재
정기연주회와 같은 분명한 명분과 확고한 형태를 갖춘 연례연주회가 지속되는 동시에 다각
적 다의적 활로 모색으로의 실험적 연주활동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시기이다. 연주회의 명칭,
형태, 참여자, 구성내용 등이 특화되면서, 연주활동의 목적이 학습, 봉사, 교류 등으로 구체적
이고 세분화 되었다. 기본교과과정으로의 연주수업은 교육적 의도에 더욱 충실히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지휘 전공과 같은 신설 전공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연주활동으로 <협연의 밤>이 추
가된다.
국악과 내에서도 연주를 위해 새롭게 결성된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그간 연주활동의 주체나
참여자에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진, 재학생, 졸업생 정도의 분류가 있었다면, 60년을 바라
보는 시점에서는 국악과 내에서 대학원생, 유학생, 전공반별, 음악적 성향이나 미래 방향성 등
을 공유하는 또 다른 공동체적 결성이 생겨난다.
글로벌 환경 속의 해외 연주 교류는 증폭되고, 국악과라는 독립체가 아닌 음악대학 내 타과
와의 연주교류가 신생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연주단체를 만들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작곡자의 곡을 연주자가 연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주단체가 연주
를 위해 또한 연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곡을 선별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과
가 생겨난다.
국악과가 책임을 갖고 앞서 지역사회나 서울대공동체를 위한 사회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
로 동참하기 시작하고,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사회공헌형 교과목으로의 국악연주활동
도 추가된다.
1) 교과과정 연주활동의 발전
학부과정의 연주수업은 현재까지 1학점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기악전공자들
이 1-2명이 조를 짜서 수업시간 중 개인연주를 무대에 올린다. 이때 독주곡의 선곡은 각 학년
의 커리큘럼에서 배워야 하는 곡으로 선정하고, 실내악곡이나 합주곡은 작곡반 학생이 기말과
제로 제출한 곡을 연주한다. 사회와 곡해설은 이론반 학생이 맡기 때문에 연주수업은 협동적
활동으로 교육 효과가 있으며, 연주를 보고 난 후에는 보고서 형식으로 연주 감상평을 제출하
여야 해 음악의 분석과 비평적 활동으로 연계된다. 수업을 통해 연주자, 작곡자, 이론가, 관객
모두가 수업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SNU 한국창작음악앙상블은 2011년 국악실내악 수업을 통해 창단된 단체로 수업의 일환으
로 연주활동을 이어가되 교실이 아닌 실제 연주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국악 앙상블음악에 대해
경험을 쌓아간다.
박사과정에서의 이수 연주회는 렉쳐 1회와 연주 3회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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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연의 밤
2014년 9월 22일 국악과는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제 1회 협연의 밤을 개최하였
다. 협연자가 관현악단과 함께 독주를 선보이는 일종의 연주회로 인식될 수 있지만, 협연의
밤 연주의 개최 의도와 성과는 교육적 효과성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운 협주곡을 창작해 무대
에 올릴 수 있다는 점 뿐아니라, 협연자 오디션 선발과정을 통한 기악전공자의 연주실력 향
상, 독주자의 곡 해설능력을 향상, 작곡전공학생들의 악보사보와 관현악단 연습준비과정 등을
그 교육적 성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2013년도에 신설된 지휘전공자들을 위한 실제 관현악
지휘실습으로 강도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는 것도 연주의 목적이자 성과라고 하겠다.
2015년 11월 30일 열린 <협연의 밤>에 대한 평가는 국악과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에 의미
를 두었다. “학생들과 지휘자들이 자체적으로 공연 연습을 진행하여 본인 스스로 음악적 기량
을 넓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 본인이 스스로 음악적인 기량을 넓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스스로 배우고 준비해 나가는 점을 학생들의 역량강화라고 보고, 협연의 밤
공연을 통해 “협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미래 프로연주가들을 크게 발굴해낼 것”이라는 국악
과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15)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까지 매년 진행되어 채길룡, 이승훤, 심상욱 등의 지휘전공자들
이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3) 국악과 연주 공동체 활동
정기연주회 외에 국악과 내부에서 분과로 결속하여 준비하는 연주회가 다수 시작되는데, 교
수진이 협동하는 연주활동이 2012년 시작된다. 5월 15일 제 1회 교수음악회에서는 국악과 졸
업생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교수진과 함께 사제간 함께하는 공연을 시작하였고, 2013년 5월
7일 제2회 교수음악회에서는 교수진들만이 한가족으로 화목을 다지고, 학생교육을 위한 사명
감과 열의를 다시금 다지는 연주회를 가졌다.
대학원생이 주체가 되어 국악과의 학구적 음악활동을 이어가는 연주회로 대학원 정기 연주
회는 2012년에 시작되었다. 12월 18일에 제1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대학원 정기연주
회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세계>가 개최되고, 2013년 제 2회 대학원 정기연주회 <작곡가 시리
즈 Ⅱ>가 개최되었다.16)
국악과에 재학중인 해외 유학생들이 함께 구성한 유학생음악회 역시 국악과 내부의 공동체
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2017년 11월 22일에 국경이 없다는 뜻의 “Borderless”를 주제로 개
개인의 다양성과 다름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의 음악회가 <수요한국음악연주회>(서울대학교

1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소식지 Spring. 2016. Vol.17, 15쪽.
http://music.snu.ac.kr/sites/music.snu.ac.kr/files/board/newsletter/Spring%2C%202016_0.pdf(
2019년 8월 18일 접속)
2016년 11월 16일 제 2회 <협연의 밤>이 개최되었다는 국악과의 일부 기록은 오류가 있어 보여 확인이
필요하다.
16) 2018년 봄학기말에 대학원생의 고악 복원연주회를 관람하였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 학과 측에 이후
대학원정기연주회 활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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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국악과 박물관연주회)의 “해외유학생연주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Joenic France
Juanite(필리핀), 고령우(재일교포), 쉬윤페(대만), Tam Cevzet(터키)이 자국의 악기와 더불어
장쇄납, 태평소, 해금 등을 함께 연주하고, 국악과 학생들과 함께 전통연주음악 연주도 하였
다.
국악과 학생들은 물론 서울대학교 타과의 유학생들과 결속하여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는 이
름으로 여러 교내행사와 2018년 11월 서울대 예술주간의 공연으로도 소개되었다.17) 서울대학
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각 나라 학생들이 지닌 음악적 자질과 그들만의 음악관을 서로 교환하
며 그 속에서 음악적 언어의 공통점을 찾아 서로 호흡하는 시간이 되었다.
음악대학 공동체의 연주로는 국악과, 기악과, 작곡과의 콜라보레이션 수업인 뉴뮤직프로덕
션랩을 통해 진행된 New Music Project의 연주가 있다. 2018년 12월 13일 서울대미술관에
서 개최되었는데, 모두 6개의 팀이 힘을 합쳐 만들고 직접 연주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4) 전공별 연주회
각각의 전공별로 전공발표회가 개최되어 선후배간의 결속을 다지고 구체적인 연주 준비과정
을 통해 무대경험을 갖게 된다. 이 시기 가야금, 해금, 판소리 전공 학생들의 발표회는 정기적
으로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가야금앙상블의 활동 중 신입생연주회는 2010년부터 매해 지속되
고 있는데, 2010년 <Geum; 가야금의 꿈>, 2011년 <우리는 가을을 탄다>, 2012년 <出;출絃;
현>, 2013년 <청춘B>, 2014년 <Get to Real>, 2015년 <여름 숲>, 2016년 <아늘거리다>,
2017년 <봄과 여름 사이>, 2018년 <多時, 琴>, 2019년 <Spring & String>이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황병기 신곡발표회와 류파 발표회가 개최되고 있다.
판소리전공반 모임인 <판샤리>의 연주활동은 2013년 제1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판소리전공
정기공연 <꿈 歌운데>를 시작으로, 2014년 제2회 <세월에 잊힐리야>18), 2015년 제3회 <판샤
리 콘서트>, 2016년 제4회 “오 ! 판소리” <판샤리의 다섯 바탕 시리즈>, 2017년 제5회 <春秋
(춘추)>, 2018년 제6회 소리극 <짝사랑>을 개최하였다.19) 소수전공자들의 연주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과에서 후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 된 공연이기도 하다.
“리드믹 스누”라는 이름을 가진 타악반의 전공발표회는 2012년 동해안별신굿, 사물놀이를
발표하였고, 2013년 발표회는 오용록 교수님을 추모하는 오구굿 헌정공연으로 개최되었다. 해
금 앙상블 정기연주회는 2011년 제 1회를 시작으로 매해 개최하여 현재까지 제 9회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피리연구회는 2019년 8월 20일 제 1회 연주회를 개최준비 중이다. 거문고앙상블은 2015년
17) 2017년도 11월 15일 박물관 <수요한국음악연주회>에서 공연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Orient
Express)는 1883년부터 파리~이스탄불을 잇는 80년 이상 운행된 고급 열차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
리소설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음악대학 연주팀과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해외 여러 대학의 학생
들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과 동서양 연결의 상징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배경을 테마로 하여 작
품을 창작해보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무대를 꾸렸다.
18) 정가반과 함께 연합한 무대로, 정가반 제 1회 연주회로 의미가 있다.
19) 2019年 10月 中 <三生佳約>(삼생가약) ‘서울대학교 판소리전공 유파발표회’ 준비중.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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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마지막으로 하고, 현재 2019년 9월 1.2학년의 전공 발표회를 준비 중이다.
5) 국제교류 연주활동
국제교류 연주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개최되는 시기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미국연
주회가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로 2016년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 등에서 개최되었다. 국악 소개 및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하였
다. 국악과 창립 60주년 기념 유럽 교류학교 방문연주회로 2019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함부르크 음악대학, 런던 SOAS, 벨기에한국문화원에서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해외 연주자와 연주단이 국악과를 방문하여 국악과 학생들과 함께 연주의 시간을 갖게 되러
국악과의 글로벌교류가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2014년 중국문화대학 교류음악회, 2018년
태국 부라파 대학교 학생 방문 교류연주20), 몽골의 전통악기 야탁 연주가, <Chinbat
Baasankhuu>의 렉쳐21), 중국 중앙음악원 루안족 실내악단 렉쳐 콘서트 등이 있었다.
2018년 2회째를 맞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국제창작음악주간 (International
Music Workshop & Concert)> 은 국내·외 작곡가, 연주가, 학자 등 저명 인사를 모셔서 특
강, 워크샵을 개최하고 국악과 학생들이 세계여러 나라의 음악가들과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
다. 아프리카음악, 바레인 작곡가 아랍의 전통음악과 우드 (OUD), 작곡가 이사오 마츠시타의
강연, 국악과 학생들이 참여한 세계음악 쇼케이스 등이 소개되었다.
해외 음악가들이 방문하여 국악과 학생들에게 자국음악의 연주를 보여주거나, 국악과 학생
들이 전통음악연주를 보여주는 이전의 교류형태가 아닌 서로의 음악을 보여주고 배우며 함께
만들어 가는 “국제”적 “창작”의 연주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4) 사회공헌적 문화예술 연주
국악과 학생들의 재능기부와 다양한 국악공연의 기획으로 국악을 교내 커뮤니티 뮤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의 연주가 시작된 시기이다. 우선 「서울대학교 국
악과 발전계획 수립」에서는 2009년 이후 주력할 국악과 발전 분야를 크게 “교육”, “연구”,
“봉사”의 세 항목으로 나눈 뒤, “봉사” 항목 내에 연주에 관한 내용을 “사회 및 교내 봉사의
기본은 연주”라고 규정하며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각급 국제학술회의에서 전통
음악을 소개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내에서 상설공연을 갖는다 이러한 연주는 학부과정과 대
학원과정의 학생들의 자원봉사나 학습의 일환으로 수행한다”고 명기하였다.22)
이미 1960년대부터 농촌 국악연주, 교내 행사지원 등을 하였지만, 글로벌사회공헌단의 활동
으로 “서울대학교 연주사공헌 연주단”이 발촉하고 사회공헌형 교과목의 하나로 “연주사회공
헌”수업이 개설되어, 음악대학교 학생들은 연주활동을 사회공헌의 하나로 체계적이고 교육적
20) 부라파 대학교 학생들과 국악과 학생들의 합동연주의 소개에 앞서 김승근 교수는 두 나라의 학생들
이 서로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본 공연과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밝혔다.
21) 몽골의 전통 현악기 "야탁"은 한국의 '가야금'과 유사한데, Chinbat Baasankhuu은 몽골 야탁과 한
국 가야금을 비교하며 연구한 학자이다. 2018년 3월 21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22) 앞의 책, 2009, 194쪽.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내외 연주활동의 성과와 과제 - 127

목적으로 접근한다.
2010년대부터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위한 관악사 연주회, 서울대 가족과 주민을 위한 화요
음악회, 관악구 지역주민을 위한 박물관 수요한국음악연주회 등의 무료 예술 공연 행사에 항
상 국악과의 연주가 포함되었다. 국악과의 사회적 공헌의 의미를 담은 연주활동은 교외에서도
진행되는데, 2011년부터 활성화 된 서울음대 병원음악회는 병실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
들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양음악과 더불어 판소리, 정가, 국악
실내악 연주 등의 편성으로 다채롭게 꾸며지고 있다. 국악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연주봉사를
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음악대학 기획홍보실과 관악구 보건소가 협력한 <야외 힐링 음악회>가 버
들골에서 진행되어 관악구 보건지소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음악대학 <연주사회공
헌> 수업 수강생들이 모여 국악공연을 선보였다.

Ⅳ. 결론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창립 이후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국악과가 주도해 온 연주활동
은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과 실력을 신장시킨다는 교육적 목표달성과 이를 통해 전통음악을 계
승하고 창작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도에서 비롯된
연주활동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연주의 목적과 형태가 다분화, 세분화, 구체화되었고, 국악과의
연주장소도 병원, 박물관, 기숙사, 교정, 행사장 등으로 확장되었다. 연주에 일정한 한계를 두
지 않게 되면서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연주를 관람하는 관객층도 사회 전반 불특정 다수가 되
어가고 있다.
새로운 목표와 지향점을 갖고 시도된 연주활동을 통해 국악과가 이루어 간 교육적 성과는
증가한다. 우선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전문연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부 연주수업과
졸업연주의 형식이 독주회 형태로 변화하였고, 학위과정과 연계하여 고학력 연주자를 양성하
기 위해 박사학위과정의 렉쳐와 독주회 등이 학기별로 편성되었다. 기존에 없던 전공자를 선
발하게 되면서 성악발표회라던가, 타악발표회, 지휘자를 위한 <협연의 밤>과 같이 전공별 특
화된 연주를 통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한 수업의 연장선에 있는 연주회가 신설되었다.
각 악기를 전공하는 연주자들의 전문적 연주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공별 발표회의 경우
서로 협동하여 주도적으로 연주회를 구성하고 무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다. 학과에 전공지도교수가 없는 정가, 판소리, 타악 전공자들의 연주회 준비과정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연주의 국제교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 국악연주단이 해외를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국악을 소개했던 형태가 해외 연주단이 국악과 방문하여 함께 하는 합주, 유학생연주회, 해외
방문 시 현지 음악가들과 협업 등 새로운 글로벌적 시각과 요소를 갖춘 연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 공연이 국악과 학생들에게 주도적 연주기회를 주지 못했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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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예술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러나 유학생과 학과 내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며 서로의 악기를 알아가면서 만들어 낸 음악회,
해외 대학 학생들과의 협동연주, 국악기와 외국악기를 비교하며 연주하는 렉처콘서트 형식의
연주는 학생들이 해외를 방문하여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경험보다 음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시야확장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목적으로 진행되는
연주회의 수가 증폭되었는데, 이것은 국악과가 연주를 통해서 국악발전을 주도하고 연주자를
배출한다는 1차적 소명과 사명에 이어서 연주를 통해 사회공헌적 역할에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부각시킨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악과의 재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많은 연주단이 생겨나고 있다.
비움(2011),

소리울(2013),

소리퍼커션(2014),

오드리(2016),

헤이스트링(2017),

대나무숲

(2018) 등이 활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용기 있는 학생들의 연주에 대한 도
전과 이들이 추구하는 열린 음악세계, 또 적극적 연주활동을 볼 때에 국악과가 최근 10년간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시도한 노력이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로 반영되었음이 확인됨을 다
시 한번 강조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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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내외 연주활동의
성과와 과제” 논평

허익수(추계예술대학교)
장윤희 박사의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내외 연주활동의 성과와 과제」 를 잘 읽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탄생 이후 현재까지의 긴 시간을 10년 주기로 서울대 국악과의 여러 활
동 가운데 “연주”에 초점을 맞춰서 쓴 점을 특징적으로 읽었습니다.
서울대 국악과 60년의 연주활동사를 살펴주셨는데, 시간적 순서외에 다른 종목변수를 추가
로 설정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년도, 주최, 악곡, 연주공간, 편성규모 등은 하나의 공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변수들입니다.
개별 연주활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접근, 변수화하여 살핀다면, 과
거의 흐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를 유추함과 동시에 성과와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연구범위에 관한 질문
서울대 국악과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서울대 국악과 출신
기성 연주자들의 연주활동내용도 해당 주제에 적절한 연구대상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 연구주제 구성개념에 관한 질문
서울대 국악과의 연주활동사 흐름 변화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국악과 교수진의 교체로 인한 교육정책의 변화, 서울대학교의 재단법인화, 대학본부
의 대학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행한 국악과의 사업, 학생들(혹은 졸업생들, 교수진)의 자발적인
연주움직임 등 그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중심으로 해당 원인의 결과치인 공연활동사의 흐름을 재구성해보는 것 또한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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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결론에 관한 질문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내외 연주활동의 성과와 과제」 글 중 성과는 파악할 수 있는데, “과
제”는 글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내외 연주활동의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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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

60년 국악과 추억의 낙수(落穗)

한명희(이미시문화서원 좌장)
내가 중동부 전선 DMZ에서 GP장으로 복무할 때의 풍광이다. 구름이 자욱한 날이면, 높은
산정의 GP에서 바라보는 천지는 온통 구름바다였다. 그 새하얀 구름바다 위로 듬성듬성 검푸
른 섬들이 솟아나 있는데, 그 섬들이 다름아닌 태백산맥의 고산준령들이다. 지금와 생각해도
당시의 그 같은 정경은 조화옹도 자신의 작품에 탄성을 지를 장쾌한 장면들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굳이 당시의 그같은 장면을 떠올리는 소이연은 자명하다. 국악과 창설 60주년을 회상
하자니, 그 때의 일들은 까마득히 안개 속에 묻힌 채 몇몇 사연들만이 삐죽삐죽 운해(雲海) 속
의 섬처럼 회억되기 때문이다. 하기사 모든 것을 아우르고 휘져어서 망각의 대해로 흘려보내
는 세월의 속성 앞에서 60년의 시간이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세대로 쳐도 두 세대가 지나
갔고 세속의 용어대로 강산이 변해도 여섯 번은 변한 연륜이니 말이다.
아무튼 오리무중의 자욱한 구름밭 속에서 더듬더듬 추억의 이삭줍기를 해보면 우선 떠오르
는 모습이 스승의 존영이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의 문턱으로 들어선 새내기들에게는 자연
히 이런저런 새삼스런 경험들을 많이 겪기 마련이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하고도 운명
적인 일이라면 스승과의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스승과의 고리는 자신의 학문세계는 물
론 인간형성의 측면에서도 근원적인 이정표요 방향타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초창기 국악과에는 전임교수가 두 분이 계셨다. 만당(晩堂) 이혜구 박사와 운
초(云初) 장사훈 박사가 곧 그분들이다. 이혜구 교수님은 경성제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훗
날 음악이론을 익힌 분이고, 장사훈 교수는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4기생 출신으로 정통적으로
국악의 실기와 이론을 공부한 분이다. 젊었을 때의 전공이 상이한 만큼이나 두 분의 학문적
성향도 판이했다. 초기의 국악과에서 만당 스승은 서양음악사와 음악미학 등의 일반적인 순수
음악이론을 강의하셨고, 운초스승은 거문고 실기를 교습하셨다.
당시의 교과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 후세대들이 꼭 유념해야 될 일이 있다. 내 기
억으로는 당시 서울 음대 한 학년 입학정원이 120명이었다. 그 중에서 국악과의 정원이 50명
으로 제일 많았고, 나머지 70명이 기악과와 성악과와 작곡과에 배분되었다. 그런데 강의는 전
학년을 두 반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기악과와 성악과가 함께 A반이 되고 작곡가와 국악과가
모여 B반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교과과목은 A반 B반 공히 동일한 과목으로 동일하게 이루어
졌다. 수업내용으로만 보면 기악과다 성악과다 국악과다 하는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다
함께 동일한 교과내용을 공동으로 이수했기 때문이다. 오직 전공의 구분은 각자의 실기교습시
간에만 드러났다. 실기 시간에만 성악과 학생은 성악교수를 찾아가고 국악과 학생은 국악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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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를 찾아가는 식이었다. 참고로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의 전공이 실기 뿐이었다. 이론전
공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었다. 훗날 이론전공임을 자임하고 있는 필자 역시 학부시절에는 거
문고가 전공이었다.
물론 60년 전의 학창생활에서는 자잘한 사연들도 많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항상
머리 속에 통시적으로 각익되며 평생의 등대역할을 한 사실이라면, 곧 만당 스승님과의 사제
의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만당스승은 당시 서울음대에서 학생은 물론 전교직원들이 모
두 존경하는 학자이셨다. 내심 국악을 얕보고 멸시하던 서양음악 교수들조차도 만당선생 앞에
서는 공손하기 이를데 없었고, 무슨 말씀이건 승복들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모르는 후학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기실 만당스승이 아니었다면
서울음대에 국악과가 창설될 수도 없었고, 설령 창설이 됐다쳐도 그처럼 순탄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당시 국악에 대한 세인의 백안시와 편견은 상상 이상이었
다. 이같은 모든 질시와 냉대를 일거에 상쇄시킨 장본인이 곧 만당스승, 바로 그 분의 학덕과
인품이었다. 공자가 한 말이다.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가
만히 머물러 있기만 하는데 뭇별들이 모두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한 언설이 곧
그것이다.
이처럼 국악과를 창설해주신 만당스승은 당시 서울음대에서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걸출
한 태두요 북신(北辰)이셨다. 그러니 그 같은 스승을 모시는 국악과 학생들의 자긍심은 어떠했
겠는가. 자연히 서양음악전공 학생들의 사시와 몰이해를 극복할 힘과 용기가 되었다. 평생 인
생의 사부(師傅)로 마음 속에 새겨진 만당스승이 지난 세기 1995년도에 방일영국악상을 받으
셨다. 나는 송가 3장을 지어 조선일보에 게재했다.

따비밭 이랑 매듯 열두 음을 가려내고
학두루미 깃 다듬듯 옛 악보를 귀맞추어
겨레얼 배달소리 고이 빚어 울리신 분
자네 말엔 주어 없고 이 글에는 논증 없네
하기사 몸건강도 천하보다 소중하이
호학정신 제자사랑 무언궁행 하옵신 분
문질(文質)은 미풍되고 덕기(德氣)는 햇살 되어
선비기풍 누리에 펴 백련(白蓮) 같은 삶을 사니
역사는 그분 일러 대붕(大鵬)이라 칭송하네

60년 국악과 추억의 낙수(落穗) - 133

지금은 치기어린 처신만 같아서 일면 쑥스럽기도 하지만, 학부시절에는 이런 어기짱도 부
려보았다. 당시 나는 윗주머니 지퍼가 세로로 달리 곤색 서울대 교복이나, 아니면 한복 바지
저고리를 입고 다녔다. 그리고 앞가슴에는 ‘내핍생활’이라고 박은 리본을 달고 다녔다. 주로
‘금수저’ 출신들인 서양음악 학생들에 대한 일말의 반항심에서였다. 한번은 바지 저고리를 입
고 부전공 시험을 보러 들어갔다. 당시에는 부정공 제도가 있었는데, 국악과 학생들은 거의가
다 서양음악을 선택했다. 나도 바이올린을 택해서 활 긋는 동작부터 익혔다. 아무튼 기말 부
전공 시험 때 나는 바지 저고리에 바이올린을 들고 채점교수들 앞에서 보케리니의 미뉴엣을
겨우 연주했다. 다섯 분의 채점교수들이 내 모습을 보고 달게들 웃으셨으니, B학점은 주시겠
지 했다. 훗날 성적표를 받아보니 C학점이었다. 아니 이건 달게 웃긴 웃음값도 안 되지 않는
가……!
또 한번은 당시 명실상부하게 피아노계의 황제였던 정진우 교수님과의 일화이다. 모두가
그랬듯이 그 분 역시 국악은 안중에 없었다. 그때 서울 음대 건물은 을지로 6가에 있었는데,
3층 한쪽에는 교수연구실이고 다른 쪽 복도에는 학생연습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어느날
나는 정진우 교수 연구실 문 앞 복도에 의자와 보면대를 설치해 놓고, 천연덕스럽게 아코디언
을 연습하고 있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기타나 아코디언같은 세속악기를
음대에 들여온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때다. 상상은 고사하고 아예 요즘 말로 정신이 좀
이상한 ‘또라이’로 취급됐을 교내 분위기였다. 아무튼 잠시 후에 정진우 교수가 문을 밀고 나
오시더니 ‘야 시끄럽다. 다른데 가서 좀 해라’ 하고 정색을 하고 핀잔을 줬다. 나도 참 불경스
럽기 짝이 없었다. ‘네 교수님, 여기도 괜찮은데요……!
우연인지 인연인지 초창기 국악과에는 흥미로운 현상도 있었다. 하대받던 국악과에서 음대
학생회장이 연이어 배출된 것이다. 1기에는 권오성교수, 2기에는 필자, 3기에는 이성천교수가
회장을 했는데 나이로 따지면 기수와는 완전히 역순이었다. 3기인 이교수는 36년생으로 나이
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9년생인 필자였고 1기인 권교수는 40년생으로 나이가 제일 어렸
다.
돌이켜보면 60년 세월동안 세상은 정말 상전벽해가 되었다. 국악과 학생들을 늘 자상하게
위로해주던 이해심 많던 악기실 아주머니가 내주는 가야고를 들고 레슨실로 가려던 학생들이,
행여 지나는 복도에 서양음악 전공자들이 있지나 않을까 해서 악기실 문을 빼꼼히 열고 사위
를 살피던 일이 저만큼 초창기의 정황이었는데, 지금은 가야고가 지구촌을 휘저으며 당당하고
도 자랑스럽게 12줄을 울려대고 있으니 기실 세상만사 새옹지마요 흥망성쇠가 아닐 수 없다.

기해년 여름 이미시문화서원 좌장 한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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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59년 개설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1961년 11월 18일 제1회 공연을 시작한 이
래로 매년 가을1) 국악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악 정기연주회는 국악과 학생의 1년간
연마한 결정을 발표하여 비판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작 국악의 발굴과 연주법 개
발’, ‘전통음악의 연수 및 고악 재연’, ‘전통음악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주태도’ 등 세 가지의
사명감2)을 갖고 출발하였다. 2018년 10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60회 국악 정기연
주회를 공연하기까지의 60여 년 동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는 시대에 따라
단순히 국악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이는 연주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현
대국악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1) 1970년대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악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1972년에는 10월
유신으로 국악 정기연주회 중단되었다. 1979년에는 10.26사태로 연주회가 중단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0년에 두 번의 국악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즉, 1980년의 제21회 국악 정기연주회는 이전
년에 준비했던 연주회이고, 제22회가 1980년 몫이다. 전인평, ｢창작분야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 국악
과 30년의 발자취｣, 민족음악학 제11집(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주소, 1989), 41쪽.
2) 첫째, 신작 국악을 의무적으로 연주케함으로써 창작의 권장과 아울러 새로운 연주법을 개발한다. 둘
째, 보태평⋅정대업⋅여민락⋅종묘악장⋅수악절창사 등 잘 연주되지 않는 전통음악을 연수케 하고, 고
악의 재연을 시도함으로써 학구의 기풍을 조성한다. 셋째, 전통음악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주태도를 기
른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편, 서울대학교음악대학 국악과 30년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89), 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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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학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정기연주회 외에도 비롯하여 춘계
정기연주회3), 신입생연주회, 졸업연주회 등을 정기적인 공연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 전공별
로도 공연을 정기/비정기적4)으로 개최하고 있다.5) 본 글에서는 이중 국악과의 창설 이후 가
장 먼저 시작되어 현재까지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국악 정기연주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살
펴볼 것이다.
또한 국악공연물에 대한 선행연구6)를 참고하여 20년 단위, 즉 1960~70년대, 1980~90년대,
2000~2018년 등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제1회부터 60회까지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
기연주회의 공연 프로그램 구성 공연에서 연주된 창작음악7)과 전통음악 등을 시대적 상황, 공
연장소, 지휘자, 등을 고려하여 시대별로 달라지는 국악 정기연주회의 성과를 확인하고 정리
하고자 한다.

Ⅱ. 1960~70년대: 신작 국악과 국악관현악의 진흥
1959년 창설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입학정원 15명으로 시작하였다. 국악과 창설
첫 해에는 입학생들에게 전공 구분 없이 거문고, 가야금, 피리, 단소 등 4개의 악기를 학습시
켰으나, 1960년부터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의 악기전공을 참고하여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작곡, 이론 등 7개의 전공을 정식으로 두었다.8)

1. 창작음악
3) 2016년까지 매년 봄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공연하였다.
4) ‘서울대학교 해금앙상블’(2011), ‘서울대학교 국악과 판소리전공 정기공연’(2013)이 매년 정기적으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가야금 전공은 2학년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가야금 유파발표회’(2010)와 ‘황
병기신곡발표회’(2013, 2015, 2018~ )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부터 거문고⋅피리⋅타악 전공도 각각
‘지향’⋅‘서울피리앙상블’⋅‘서울대 국악과 타악발표회’를 공연하였거나 공연할 예정이다.
5) 이 외에도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2012~2014년까지 3차례의 대학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하
였다.
6) 임혜정은 국립국악원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광복 이후 한국음악 공연물의 흐름과 변화
를 ‘1945~1964년: 한국음악 공연물의 기반 마련, 1965~1980년: 다양한 공연물의 등장과 “현대화”,
1981~1999년: “대중성”의 추구와 “예술성”에 대한 고민, 2000~2014년: “전통성”과 현재, 미래’ 등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임혜정, ｢광복 이후 한국음악 공연물의 흐름과 변화: 국립국악원과 서울시국악관
현악단의 공연을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제36집(국립국악원, 2017).
7) 창작음악의 분석에 있어 연주곡수를 표기할 때 동일한 연주곡이 두 차례 이상 연주된 경우에는 연주
된 횟수를 모두 인정하여 반영하였을 밝혀둔다.
8) “국악과 창설 첫 해에는 입학생들에게 전공 구분 없이 4개 악기(거문고, 가야금, 피리, 단소)를 섭렵
하게 하였으나, 이듬해인 1960년부터 정식으로 국악과에 7개 전공을 두게 된다. 그것은 가야금, 거문
고, 대금, 피리, 해금, 작곡, 이론 등이다. 이러한 체재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에서 교육하고
있던 5개 악기전공에 작곡과 이론을 더한 것으로서, 이후 대학 국악과 전공 구분의 전범이 되었다. 전
공실기는 1⋅2학년에 정악을, 3⋅4학년에는 산조와 신곡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도 지금까지 지
속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서울대학교국악과50년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2009),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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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모두 20회의 국악 정기연주회9)를 통해 국악관
현악을 중심으로 한 신작 국악의 진흥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해당 시기에 연주된 창
작국악곡은 아래와 같다.

<표 1> 1960~197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창작음악
회차
(년도)

장소

01
(1961)

서울대
음대
국악
연주실

7

정회갑

0

02
(1962)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7

김용진

0

03
(1962)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서울대
04
음대
(1963)
콘서트홀

05
(1964)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서울대
06
음대
(1965) 리사이틀
홀

07
(1966)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곡목
지휘자
수
곡수

7

8

9

8

8

신홍균

이성천
이종일

서우석
이종일

최종민
신홍균
한만영

한만영
이성천

독주
곡명

1

 대금독주 <청선
한잎 주제에 의
한 변주곡> 작
곡: 이성천**

1

 피리독주 <신
곡> 작곡: 신홍
균**

0

0

2

 독주 가곡 <이
야기> 작곡: 이
성천** 10)
 해금독주 <해금
과 장고를 위한
이중주>작곡:
김흥교**

중주
곡수

곡명

합주/관현악
곡수

곡명

0

1

 관현악 <새당악 무궁화>. 작곡:
루 해리슨

0

1

 신작 합주 <합주곡 제1번> 작
곡: 김용진**

0

1

 합주 <피리를 위한 합주곡> 작
곡: 이수자

1

 가야고2중주
<두 대의 가야
 신작 국악 <세악을 위한 합주
고를 위한 소 1
곡> 작곡: 이성천**
품> 작곡: 정회
갑**

2

 신작국악 <칩
거> 작곡: 서우
석**
0
 신작국악 <중주
곡 3번> 작곡:
이성천**

2

 현악
이중주
<중주곡 제6번>
 대금협주곡 <젓대를 위한 시나
작곡: 이성천**
위> 작곡: 조재선**
 현악
삼중주 2
 관악합주 <관악합주곡> 작곡: 이
<염불도드리 변
수자
주곡> 작곡: 김
용진**

0

 합주 <관현타악기를 위한 2
장>(2번) 작곡: 김흥교**
 가야고협주곡 <가야고를 위한
3
시나위> 작곡: 조재선**
 합주<합주곡 제3번> 작곡: 김용
진**

9) 1972년에는 10월 유신으로, 1979년에는 10.26사태로 연주회가 중단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0년에 두 번의 국악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전인평, 앞의 글, 41쪽.
10) 국립국악원⋅한국국악교육학회 공편, 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1941~1995 (1997, 풍남)에는
1975년 2월 28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제3회 한국창작음악 발표회에서 이동규에 의해 초연되었
다고 소개되어 있다.
11) 한국음악창작곡 작품목록집:1941~1995 에는 1969년 12월 27일 국립국악원 연주실에서 열린 제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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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08
(1967)

장소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09
국립극장
(1968)

10
국립극장
(1969)

곡목
지휘자
수
곡수

8

7

8

한만영

한만영

한만영

1

독주
곡명

 가야고
독주
<숲속의 이야
기> 작곡: 이성
천**

0

8

한만영

1

 가야금독주 <서
마 둥굴려라>
작곡: 이성천**

15
명동
(1975) 예술극장

7

한만영

한만영

0

 젓대를 위한 합주 <사자의 고
향> 작곡: 박중후**
 관을 위한 실내합주곡 <정과 아
악> 작곡: 이성천**
5  실내합주곡 <원음> 작곡: 강석희
**
 관현타악기를 위한 조곡 <지난
날의 수첩> 작곡: 김흥교**
 <합주곡 제5번> 작곡: 김용진**

 합주곡 <원풍> 작곡: 이해식**
3  합주곡 <운> 작곡: 전인평**
 합창곡 <가시리> 작곡: 김용진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6

0

 가야고협주곡 <가야고를 위한
시나위> 작곡: 조재선
 합주 <석각> 작곡: 서우석**
 합창과 타악기를 위한 합주 <예
5
불> 작곡: 강석희**
 피리에 의한 관현소곡 <선과 기
도> 작곡: 이성천**
 합주 <장고와 관현악을 위한 2
장> 작곡: 김흥교**

0

1

서울대
14
음대
(1974) 리싸이틀
홀

1

 합창 <가시리> 작곡: 김용진**
 피리와 타악기를 위한 합주곡Ⅱ
 삼중주 <피리,
<점과 두 개의 곡선> 작곡: 이
가야고, 장고를
성천
4
위한 2장> 작
 합주 <합주곡 제4번> 작곡: 김
곡: 윤양석**
용진**
 합주 <관현타악기를 위한 2장>
(제2) 작곡: 김흥교

0

한만영

한만영

곡명

 실내합주곡 <칩거> 작곡: 서우석
 협주곡 <가야고협주곡 1번> 작
곡: 전인평**
4
 합주곡 <투시도 “영고”> 작곡:
이성재**
 합악 <당산> 작곡: 이해식**

7

7

합주/관현악
곡수

 가야고독주 <흙
담> 작곡: 이해
식** 11)

11
국립극장
(1970)

서울대
음대
13
(1973) 리싸이틀
홀

곡명

1

 가야고
독주
<다스름>, <메
아리>, <변주
곡> 작곡: 이성
천**

12
(1971)

중주
곡수

0

0

0

1

 3개의 젓대와 합창 <젓대와 농>
작곡: 김용진**
 <중주곡 8번>
3  합주곡 <춤거리> 작곡: 이해식
작곡: 이성천**
 합주곡 <가야금 5중주> 작곡:
전인평**

0

 가야금협주곡 <탑원> 작곡: 이해
식**
 합주곡 <환상적 취타> 작곡: 김
3
현중**
 무용조곡 <방황하는 무리들> 작
곡: 전인평**

0

 관현악 <숲속의 이야기> 작곡:
이성천**
 가야금협주 <가야금협주곡 2번>
3
작곡: 이강덕
 타악기와 남성을 위한 <예불>
작곡: 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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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17
서울대
(1976) 학생회관

19 국립극장
(1977) 소극장

20 국립극장
(1978) 소극장

곡목
지휘자
수
곡수

7

6

6

한만영

김용진

한만영

독주
곡명

0

1

0

 해금독주 <해금
을 위한 상> 작
곡: 이해식**

중주
곡수

곡명

합주/관현악
곡수

곡명

0

 <청소년을 위한 국악관현악 입
문> 작곡: 이성천
 <합주곡 6번> 작곡: 김용진**
4  합주곡 <뜰모리> 작곡: 이해식
**
 <가야고를 위한 합주곡 제2번>
작곡: 이성천**

1

 합주 <사자의 고향> 작곡: 박중
 대금2중주 <대
후
사> 작곡: 백병 2
 합창 <소용이>,<태평가> 편곡:
동**
한만영

0

 <디오니소스의 승천> 작곡: 이해
식**
3  <달 아래서> 작곡: 전인평**
 <놀이터> 작곡: 이성천, 편곡:
이강덕

※ 해당 공연에서 위촉초연 또는 초연된 작품의 경우 작품명의 오른편에 “**”으로 표시함.

1961년 11월에는 을지로에 위치한 새 음악대학 건물 2층에 국악합주실을 마련하였다. 또한
첫 해에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국악합주실 낙성(落成)을 기
념하는 제1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12)를 열게 되었다.
첫 번째 국악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약 10년간 국악합주(또는 관현악)을 중심으로 한 국악
창작 발전에 큰 역할13)을 하였다. 196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창작 국
악곡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한 1965년의 제6회를 기점으로 창작국악곡의 비중이 점
차 증가하기 시작하며,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1968년 제9회부터 1970년 제11회 국악 정기연주
회14)까지 절정을 이룬다.
국립국악원 신국악 작곡발표회에서 초연되었다고 하였으나, 약 한 달 정도 빠른 제10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1969.11.04.)에서 초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이혜구, ｢고대 국악무대 낙성｣, 대학신문 1961년 11월 16일자; 이혜구, 만당문채록 (민속원,
1992), 251~53쪽에 전재.
13)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1960년대 국악과 교육에서 이룩한 뛰어난 업적은 국악 창작 진흥과 신곡의
연주, 그리고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국악관현악의 성공이라 하겠다.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창의적⋅실
험적 악기편성의 다양한 창작 관현악곡을 꾸준히 발표함으로써 당시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앞의 책, 48~49쪽.
14) “예를 들어 1968년 11월 13일자 경향신문 에 의하면 국악과 연주단은 제9회 정기연주회에서 강석
희의 <예불>, 이성천의 <선과 기도> 등 중견 작곡가들의 의욕적인 신곡을 연주하여 이채 띤 특수 지
휘법으로 악단에 새 풍토를 일으켰으며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전위적으로 소화하여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당시 쏟아져 나온 창작국악곡들의 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전통적 기법에 의한 전통음악과 비슷한
수준의 악곡으로부터 서구 아방가르드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달리 말하면 국악관현악의
편성은 전통 악기들로 되었지만 연주 기법은 전통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테크닉의 탈맥락적 기법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한꺼번에 작곡되었다. 그러므로 작품이 작곡가의 의도대로(혹은 우연
히) 전통 합주음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음향을 산출하게 되었지만, 그 부작용으로 무질서한 듯하고
혼돈스러운 음향의 국악관현악까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일상 장비가 된 마이크의 무분별한 사용은
악기 간 음향 균형의 파괴를 가속화했다.
서울대 국악과가 주도한 새로운 형식의 국악관현악은 타 대학에 잇따라 창설된 국악과들은 물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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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는 여러모로 보아 발전의 시대였다. 우선 1962년(4기)부터 15명으로 감축되어 오
랫동안 동결되어 있던 입학정원이 1973년부터 25명, 1978년에는 35명으로 늘어났다.15) 이에
따라 학생들이 충원되어 규모가 큰 관현악을 연주할 수 있었고, 작품을 위촉받은 작곡가들도
그 규모에 맞는 새로운 작품을 작곡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지휘자로 활
동한 한만영 교수는 창작 국악관현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16)하였다. 제11회부터 15회까지의
국악 정기연주회에는 팸플릿에 “국악관현악연주회”라고 명시하여 공연의 지향점과 성격을 표
현하였으며, 작곡가들에게 다수의 국악관현악 또는 합주곡을 위촉하고 이를 연주하였다. 한만
영 교수가 지휘자로 활동한 시기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창작들은 대부분
위촉초연 또는 초연곡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 중 창작국악곡이 차지하는 비
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창작국악곡의 대부분은 합주, 관현악, 협주 등 큰 규모의 편성을
사용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1960~70년대는 국립국악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등 전문연주단체를 중심으로 신작 국악
곡의 발표와 연주 등 창작곡 개발을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국립국악원은 1962년부터 신국악
작곡공모를 개최하였으며, 1974년(7월 26일)부터 한국음악창작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또한 소속 단원을 중심으로 정기연주회를 통해 창작관현악곡을 발표하였다. 서
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또한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악 정기연주회를 통해
창작곡의 위촉초연에 힘써왔다. 제1~20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창작국악곡은 모두 65곡17)으로 이중 독주곡이 9곡, 중주곡이 8곡, 합주곡이 48곡이다. 위촉초
연되거나 초연된 작품은 모두 52곡으로, 독주곡과 중주곡은 모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되었다.
1960~70년대 국악 정기연주회를 통해 창작곡을 가장 많이 발표한 작곡가는 이성천이다. 이
성천은 재학생(3학년) 시절인 1962년 제3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대금독주 <청성한잎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처음 발표하였다. 이성천의 작품은 제1~20회 공연을 통해 8곡의 합주 및 합
창곡, 3곡의 중주곡, 5곡의 독주곡 등 모두 16곡이 연주되었다. 이중 13곡(합주 5, 중주 3, 독
주 5)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 외에도 김용진(9),
이해식(8), 김흥교(5), 전인평(5) 등의 작품이 다수 연주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한만영 교수와 이재숙 교수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와 악장으로
송국과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국악관현악단을 차례로 설립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음악
대학 국악과, 위의 책, 48~49쪽.
15) 이혜구, 만당 음악편력 (민속원, 2007), 209쪽.
16) “이 시기(1961~70년)에는 국악창작뿐 아니라 작곡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서울대 정기연주회의 연주곡
목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정기연주회는 작곡계의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 당시의 활발한 활동중에서 당시의 지휘자였던 한만영의 공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 당시 그는 작곡가에게 어떤 수법의 곡이든지 연주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작품을 위촉하였었다. 그
래서 여러 작곡가들이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여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전인평,
앞의 글, 41쪽.
17) 동일한 작품을 연주한 경우도 각각을 1곡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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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부임하여 약 1년간 활동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당시 국악관현악을 연주하는 대표적 단
체인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인적⋅음악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18)
한만영 교수는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각기 초연된 국악관현악 작품들을
다른 단체의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함으로써 두 단체 간의 레퍼토리 교류의 물꼬를 텄다. 김흥
교 작곡의 <관⋅현⋅타악기를 위한 2장>19), 이성재 작곡의 <투시도 ‘영고’>20) 등 서울대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초연한 관현악곡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를 통해 소개하였다. 반
대로 이성천 작곡⋅이강덕 편곡의 <놀이터>21), 이성천 작곡의 <국악관현악 입문>22),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협주곡 2번>23) 등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초연한 관현악곡을
서울대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기도 하였다.

2. 전통음악
1960~7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전통악곡의 경우, 항상 정
악 합주를 편성하고 정악곡이 더 많이 연주되는 등 민속악보다 정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해당 시기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전통음악곡은 아래와
같다.

<표 2> 1960~197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전통음악
회차
(년도)

장소

곡목수

정악
곡수

곡명

01
(1961)

서울대 음대
국악연주실

7

3

 관현합주 영산회상 <상령산>
 피리독주 유초신지곡 중 <상령산>
 관현합주 <수제천>

02
(1962)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7

3

 합주 보태평 중 <희문>
 대금독주 유초신지곡 중 <상령산>
 가곡 <언락, 편락>

민속악
곡수

곡명

1

 독주 <가야고산조>

2

 독주 <가야고산조>
 독주 <거문고산조>

18) “두 교수는 단원의 3분의 1가량을 경질하는 고강도의 악단 쇄신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국악관현악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전국에 이와 같은 관현악단이 속속 창단되는 데 큰 영향
을 끼쳤고, 많은 국악과 졸업생들이 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 국악과, 앞의 책, 52쪽.
19) 1966년 제7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초연한 곡으로 1974년 7월 12일 제39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였다.
20) 1970년 제11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초연한 곡으로 1975년 3월 11일 서울시
립국악관현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현대 국악의 밤’에서 연주하였다.
21) 1974년 7월 12일 제39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서 관현악편곡으로 초연한 곡으로
1978년 제20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였다.
22) 1974년 12월 5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41회 정기연주회에서 초연한 곡으로 1976년 제17회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였다.
23) 1975년 5월 21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에서 초연한 곡으로 1975년 제15회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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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곡목수

03
(1962)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7

04
(1963)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05
(1964)

정악
곡수

곡명

민속악
곡수

곡명

3

 합주 표정만방지곡 중 <상령산>
 합주 평조회상 중 <상령산>
 합주 보태평 중 <전폐희문>

2

 가야고독주 <산조>
 거문고독주 <산조>

8

3

 관현합주 삼현영산회상 중 <삼현도드
리>와 <염불도드리>
 관현합주 <수연장지곡>
 가곡 <언락, 편락>

1

 거문고독주 <산조>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9

3

 관현합주 <절화>
 가곡 <언락, 편락>
 관현합주 영산회상 중 <세령산>

2

 거문고독주 <산조>
 해금독주 <시나위>

06
(1965)

서울대 음대
리사이틀홀

8

1

 관악합주 <길군악>

2

 거문고독주 <산조>
 가야고독주 <산조>

07
(1966)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8

2

 합주 <삼현영산회상>
 대금독주 <청성자진한잎>

0

08
(1967)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8

1

 합주 <여민락>

1

09
(1968)

국립극장

7

2

 관악합주 <수제천>
 가곡 <언롱>

0

10
(1969)

국립극장

8

2

 대금독주 <청성 자진한잎>
 관현합주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0

11
(1970)

국립극장

7

2

 피리독주 <계면두거>
 관악합주 <보허자>

0

12
(1971)

서울대 음대
콘서트홀

8

2

 관악합주 <우조두거>
 현악영산회상 <상령산>

2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대금독주 <젓대시나위>

13
(1973)

서울대 음대
리싸이틀홀

7

2

 줄풍류 현악영산회상 중 <군악>
 삼현육각 관악영산회상 중 <삼현환입>,
<염불환입>, <타령>

1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14
(1974)

서울대 음대
리싸이틀홀

6

2

 관현합주 평조회상 중 <상령산>
 2중주 영산회상 중 <세령산>

1

 대금독주 <시나위>

15
명동예술극장
(1975)

7

3

 관악합주 <정읍>
 관현합주 <도드리>
 합창과 관현악 <보허자>

1

 거문고독주 <산조>

16
(1976)

서울대
학생회관

1

1

 영산회상 전곡

0

17
(1976)

서울대
학생회관

7

2

 가곡 <우조초수대엽>
 <해령>

1

18
(1977)

국립극장
소극장

1

1

 평조회상 전곡

0

19
(1977)

국립극장
소극장

6

1

 관악합주 <길군악>, <길타령>, <별우조
타령>

1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20
(1978)

국립극장
소극장

6

2

 <보허자>
 가곡 <태평가>

1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가야고산조>

 젓대산조

1961년 제1회 국악 정기연주회의 관현합주 영산회상 <상령산>과 <수제천>을 시작으로 관
악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상령산>, 보태평 중 <희문>과 <전폐희문>, <보허자>, <여민락> 등
정악 레퍼토리를 점차 확장해 나간다. 이는 “보태평, 정대업, 여민락, 종묘악장, 수악절창사
등 잘 연주되지 않는 전통음악을 연수케 하고, 고악의 재연을 시도함으로써 학구의 기풍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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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는 국악 정기연주회의 두 번째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는 “매 회의 국악 정기연주회마다 작곡가에게 새로운 창작곡을 위촉하여 그 곡을
초연함으로써 국악의 레퍼토리도 늘리며 창조적인 발전을 꾀하는 한편 전통음악을 바르게 전
수시키기 위해 노력한 시기”24)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판소리 각 바탕을 완창하거나 영산회상과 같이 모음곡
으로 구성된 음악의 전곡을 완주하는 형태의 공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9월 30일 민
속악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국악원연주실에서 박동진의 <흥보가> 완창의 공개녹음방송25)을
시작으로, 1975년 3월에는 국립국악원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표정만방지곡>과
<유초신지곡> 전곡을 완주26)하였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또한 1975년 4월 2일 예술극장(구
명동 국립극장)에서 개최한 제43회 정기연주회 ‘줄풍류(현악영산회상)’에서 가즌회상 전곡을
완주27)하였다.28) 이와 같은 국악 공연계의 흐름에 따라, 1976년의 제16회 국악 정기연주회에
서 처음으로 영산회상 전곡을, 이듬해인 1977년의 제18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는 평조회상
전곡을 연주하였다. 당시 국악 정기연주회의 편성, 공연 후기 및 청중의 반응은 아래의 기
사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학생회관에서 국악과학생들의 영산회상연주회가 많은 청중들이 모인 가운
데 베풀어졌다. 1959년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신설된 이래 1961년부터 매년 1회내지 2회씩 개최
된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전통음악과 새로운 국악곡이 많이 발표되어 왔으나 전통음악 중의 일품
인 영산회상 전곡이 연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국악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국악과 출신 작곡가들(김용진, 이성천, 조재선, 이해식, 전인
평 등)의 작품은 물론 서양음악 작곡가들(정회갑, 박중후, 강석희, 윤양석, 서우석 등)의 새로운
작품들이 발표됨으로써 민족음악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통음악 선율에 의한 변주곡, 전통음악의 분위기나 기법을 응용한 작품, 국악기를 새로운 음
소재로 취급, 현대기법에 의한 새로운 곡들이 기성 국악단체가 아닌 대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
발표되어 왔기 때문에 서울대 음대 국악관현악 연주회하면 새로운 우리음악의 메카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만이 아니라 전통음악연주도 대학생들의 진지한
연주태도와 더불어 청중들에게 커다란 감격을 줄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영산회상(일명 거문고회상 혹은 줄풍류, 아명으로는 중광지곡)은 원래 단잽이 즉 거문고, 가야
고, 양금, 해금, 세피리, 젓대, 단소, 장구 등 각기 한 명씩이 연주되며 거문고의 소리가 두드러지
도록 다른 악기들은 음량을 적게 연주하는 일종의 실내악인 이른바 방중악이다.
이번 영산회상연주는 거문고12, 가야고12, 양금2, 해금7, 세피리6, 젓대5, 단소1, 장구1로 편성
됐는데 평소 실기연마를 위해 연습해오던 학생들이 무대면적(舞台面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주에 참가한 것이라고 한다. 애초부터 각 악기간의 음량의 평형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양금

2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앞의 책, 52쪽.
25) 경향신문 1968년 9월 30일자.
26) 경향신문 1975년 3월 27일자.
27) 동아일보 1975년 3월 27일자.
28) “1970년대 판소리 완창회, 영산회상의 전곡 연주회 등의 전개는 1960년대 이후의 무형문화재 제도
마련 등에 힘입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산, 1970년대 이후 대학가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을 전승하고 보급하고자 했던 사회적인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임혜정, 앞의 글, 166쪽.
29) 권오성, ｢제16회 국악과 정기연주회 ‘영산회상’｣, 대학신문 1976년 6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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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소는 확성장치를 통해서 들려주었는데도 전체적으로 잘 조화된 음향이었다.
애이불비 낙이불류(哀而不悲樂而不流)하고 태고의 풍경소리 같기도 한 심령을 울려주는 상령산
으로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다가 절정을 이루는 군악의 권마성까지 시종 진지한 연주를 보여주었
는데 삼현도드리 처음이 조금 느린감이 있었고 타령은 약간 빠르게 연주되었던 점이 아쉬웠다.
영산회상을 군악까지만으로 끝내는 것을 민령산, 그 뒤에 천년만세라고 부르는 계면가락 도드
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 3곡을 이어 연주하는 것을 가진 영산회상이라고도 하는 바 이
번 연주는 가진 영상(영산회상)이었는데 오히려 군악으로 끝내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앞의 9곡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 음악일 뿐만 아니라 양청 도드리는 마치 경음악 같은 기분
마져 주어 앞에서 들은 상령산의 그윽했던 여운이 감소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들의 연주는 양청 도드리에서 지나치게 빨랐던 것을 제외하고는 호연(好演)이었다고 하겠다.
이번 연주회는 오후 1시부터 있었던 공개 연습 때 약 500명, 4시 본연주 때도 역시 500명 등
많은 청중들이 시종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청을 해주어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에서 한국전통음
악의 보급 내지 재인식을 촉구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연주회가
학생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렸으면 좋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음대 국악과의 연주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의 국악연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민속악곡의 경우 공연에 따라 선택적으로 편성하며, 편성할 경우에는 대부분 독주곡
을 선택하였다. 민속악이 공연 프로그램에 편성되는 경우는 가야금이나 거문고산조가 대부분
이며, 그 밖의 선율악기 즉 해금, 대금, 피리의 경우 시나위를 독주로 연주하였다. 거문고나
가야금 이외의 산조는 1975년 제17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처음으로 젓대산조가 연주30)되었
다.
즉, 1960~7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는 20여회의 공연을 통해 신작 국악
과 국악관현악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지휘자와 작곡
가로 활동한 한만영 교수와 이성천 교수의 기여가 컸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악 정기연주회
의 목표를 바탕으로 전통국악을 연수시키고 재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레퍼토리가 국립
국악원 전승의 정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1980~90년대: 공연 프로그램과 국악관현악 편성의 체계화
1980~90년대에는 제21~41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총 21회)가 공연되었다.
이 시기 국악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은 제1부는 전통, 제2부는 창작 국악곡을 연주하는 구성
으로 체계화된 후, 창작 국악관현악과 민속악을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공연프로그램 구성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1부와 2부의 레퍼토리 구분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80년대 국악 정기연주회의 연주곡
30) 이전 국악 정기연주회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를 제외한 선율악기의 독주는 주로 정악곡을 연주하거
나 민속악 중 시나위를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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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전통곡으로 짜여 졌고, 후반부는 창작곡을 주로 연주31)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은 1974년의 제14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처음 등장32)하였으며, 1980년
대에 정착하여 최근까지도 국악연주단체의 정기연주회 기본틀로 사용되고 있다.

1. 창작음악
창작곡의 경우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레퍼토리 확장이 이루어졌다. 제21~41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창작음악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3> 1980~199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창작음악
회차
(년도)

장소

21 국립극장
(1980) 소극장
22
(1980)

서울대
음대
시청각실

곡목
지휘자
수
곡수
7

6

중주
곡명

관현악
곡수

곡명

이성천

 관현악 <숲속의 이야기> 중 작곡: 이성천
 <대금7중주> 작곡:
1
3  관현악 <가야금협주곡 1번>작곡: 이강덕
김용진
 합창과 관현악 <밧삭> 작곡: 이해식

이성천

 <삼청3중주> 작곡:
전인평
2
1  합창 <엘리 엘리> 작곡: 이성천
 <공간의 환상> 작
곡: 백재열

23 국립극장
(1981) 소극장

6

최종민

 거문고, 가야고, 젓
 관현악을 위한 음악이야기 <까치와 호랑이>** 작
대를 위한 변주곡
1
2
곡: 전인평
시나위
<살로메>
 관현악 모음곡 <판놀음>** 작곡: 백대웅
작곡: 문성모

24 국립극장
(1982) 소극장

7

한만영

0

 <가야금협주곡 1번> 작곡: 이강덕
2  관현시곡 <나의조국> 중 ｢제1부 고요한 아침의 나
라｣ 작곡: 이성천

25 국립극장
(1983) 소극장

6

이성천

0

 관현합주 <들굿>** 작곡: 이해식
3  협주곡 <해금협주곡 2번> 작곡: 이강덕
 합창 <소용이>, <태평가> 편곡: 한만영

26 국립극장
(1984) 소극장

6

이성천

0

 <추초문> 작곡: 김정길
3  <메나리조에 의한 피리 협주곡> 작곡: 이강덕
 관현악 <산굿>** 작곡: 이해식

서울대
27
문화관
(1985)
대강당

6

이성천

0

 <청소년을 위한 국악관현악입문> 작곡: 이성천
3  <대바람소리> 작곡: 이상규
 관현악 <향발굿>** 작곡: 이해식

서울대
28
문화관
(1986)
대강당

7

이성천

0

 <합주곡 5번> 작곡: 이성천
3  <승무> 작곡: 황의종
 관현악 <종굿>** 작곡: 이해식

서울대
29
문화관
(1987)
대강당

7

강사준

0

 21현금을 위한 가야금합주곡 <바다> 작곡: 이성천
3  <거문고협주곡 1번> 작곡: 이상규
 관현악과 합창 <만수산 드렁칡>** 작곡: 이건용

3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앞의 책, 108쪽.
32) 프로그램 6곡 중 전반부 3곡은 전통곡(독주, 중주, 합주 각 1곡), 후반부 3곡은 창작곡(합주/협주)으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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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곡목
지휘자
수
곡수

중주
곡명

관현악
곡수

곡명

서울대
30
문화관
(1988)
대강당

6

강사준

1

서울대
31
문화관
(1989)
대강당

6

강사준

0

서울대
32
문화관
(1990)
대강당

6

강사준

1

서울대
33
문화관
(1991)
대강당

6

강사준

0

34
국악당
(1992) 소극장

6

강사준

1

강사준

 현악합주 <봄> 작
곡: 황병기, 편곡:
이성천
 창과 관현악 <춘향가> 중 ｢어사출도｣ 편곡: 김희조
2  중주곡 <6인의 주 2
 관현악 <백두산>** 작곡: 전인평
자를 위한 주제와
변주>** 작곡: 이강
율

국립
35
국악원
(1993)
소극장

6

 <젓대를 위한 시나위> 작곡: 조재선
 중주곡
<살로메>
2  관현악과 합창 <합주곡 9번 ‘훈민정음’> 작곡: 이성
작곡: 문성모
천
 관현악 <관현타악기를 위한 2장> 작곡: 김흥교
3  <놀이터> 작곡: 이성천, 편곡: 이강덕
 창과 관현악 <황성가는 길> 편곡: 김희조
 중주곡 <피리와 거
 관현악 <합주곡 제1번> 작곡: 김희조
문고를 위한 3개의 2
 관현악 <군악 주제에 의한 합주곡>** 작곡: 전인평
초상> 작곡: 김요섭
 피리협주 <자진한잎> 작곡: 이상규
3  해금합주 <쥐구멍에 볕들었어도> 작곡: 이성천
 관현악 <젊은이를 위한 춤의 말>** 작곡: 이해식
 중주곡 <태동2> 작
 관현악 <합주곡 4번> 작곡: 김희조
2
곡: 채치성
 관현악 <산곡>** 작곡: 이건용

국립
36
국악원
(1994)
소극장

6

강사준

0

 관현악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변주>** 작곡: 김승
근
3  창과 관현악 <수궁가> 중 ｢호랑이와 자라수작부터
토끼의 출현대목까지｣ 편곡: 김희조
 관현악 <새정읍> 작곡: 전인평

국립
37
국악원
(1995)
소극장

6

강사준

1

 중주곡 <해월 시에
 관현악 <새야새야 주제에 의한 가야금독주와 관현
의한 시상>** 작곡: 2
악을 위한 환상곡> 작곡: 이성천
황성호
 관현악 <추억>** 작곡: 이인원
 창과 관현악 <심청가> 중 ｢황성가는 대목｣ 편곡: 김
희조
3
 관현악 <바다 그리고 청년>** 작곡: 전인평
 관현악과 합창 <촉상> 작곡: 이건용

국립
38
국악원
(1996)
예악당

6

강사준

0

국립
39
국악원
(1997)
예악당

6

강사준

1

 중주곡 <3인의 주
 관현악 <빛>** 작곡: 황의종
자를 위한 개천>** 2
 해금협주곡 <공수받이> 작곡: 김영재
작곡: 정태봉

국립
40
국악원
(1998)
예악당

6

오용록

0

 관현악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두레사리’> 작곡:
이해식
3  관현악 <풀잎의 영혼>** 작곡: 장정익
 관현악 <합주곡 제7번 ‘자작주제와 6개의 변용’>**
작곡: 김희조

서울대
41
문화관
(1999)
대강당

5

오용록

0

2

 관현악 <화연> 작곡: 안현정
 관현악 <산곡> 작곡: 이건용

※ 해당 공연에서 위촉초연 또는 초연된 작품의 경우 작품명의 오른편에 “**”으로 표시함.

1980~8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지휘는 주로 이성천 교수가 담당하였
다. 이전 시기에 비해 공연에서 연주되는 창작곡의 작품 수도 줄어들고, 초연 또는 위촉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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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수도 줄어든다. 이 시기에 독주곡은 한 곡도 연주되지 않았으며, 중주곡의 수도 이전 시기
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즉, 공연의 후반부인 2부가 점차 창작 국악관현악곡 중심으로 구성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3년의 제25회 국악 정기연주회를 기점으로 한다.
1983년 11월 5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개최된 제25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
회는 전반부는 세악 <수룡음>, 대금독주 <한범수류 대금산조>, 관악합주 삼현영상회상 중 <상
령산 등 전통곡 3곡, 후반부는 이해식 작곡의 관현합주 <들굿>(위촉작품), 이강덕 작곡의 <해
금협주곡 2번>, 한만영 편곡의 합창 <소용이>⋅<태평가> 등 창작 관현악 및 합창 3곡으로 프
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공연의 팸플릿에 처음으로 위촉곡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1960~70
년대의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한 대부분의 창작곡들이 위촉초연 또는 초연이었던 것과 달
리 기존에 발표된 작품수가 많아지면서 위촉곡의 구분과 소개가 필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에 KBS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정악원 관현악단, 청소년 국악관
현악단, 추계악회 등33) 새로운 단체들이 창단하고, KBS국악관현악단 등 위촉에 따른 사례금
을 지급하는 국악연주단체34)가 등장함에 따라 창작곡 발표의 장이었던 서울대 국악정기연주회
의 역할과 비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35)
즉,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창작음악은 위촉/초연
및 독주/중주곡의 비중이 줄어들고, 기성 국악관현악곡을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의 확대가 이
루어졌다. 1980~90년대 제21~41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관현악편성의 창작곡은 모두
52곡이다. 이중 위촉작품은 17곡, 처음 연주된 기성 창작곡은 35곡으로 1960~70년대 가장 많
이 연주된 이성천(9) 외에도 이해식(7), 김희조(7), 이강덕(5), 전인평(5) 등이 작곡한 기성 작
품이나 위촉 작품이 다수 연주되었다. 1980~90년대 위촉작품을 가장 많이 발표한 작곡가는
이해식(5)이다. 이해식은 1983~9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를 통해 <들
굿>(1983),

<산굿>(1984),

<향발굿>(1985),

<종굿>(1986),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1990) 등의 관현악 작품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협주곡의 협주악기가 다양해졌다. 1960~70년대의 경우 대부분 가야
금이며 그 다음은 피리나 대금 등의 관악기였으나, 1980~90년대에는 1983년(25회)에는 해금
(이강덕, <해금협주곡 2번>), 1987년(29회)에는 거문고(이상규, <거문고협주곡 1번>)와의 협주
곡이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또한 1987년에는 처음으로 개량악기인 21현금 협주곡(이성천, <바
다>)이 연주되었다. 특히 1985년에 성악실기전공이 개설36)되면서 판소리협주곡의 연주가 가능
33) 전인평, 앞의 글, 45쪽 참고.
34) “특히 KBS국악관현악단이 상당액의 위촉료를 지불하여 작품을 위촉하게 되면서 그동안 국악곡은 무
료 또는 상징적 작곡료로 작품을 위촉하던 풍조가 점점 바뀌게 되었다.” 전인평, 위의 글, 45쪽.
35) 전인평은 이 외에도 1970년대의 완창과 전곡연주의 경향 또한 이유 중의 하나로 꼽았다. “이러한 전
통 재래곡의 전곡연주는 국악계의 1960년대의 신음악 창달이라는 시각을 전통음악 전곡 완주로 돌리
게 하였다. 이러한 전통 재래곡 완곡 운동은 상대적으로 창작국악의 위축을 가져왔고 이러한 국악계의
분위기가 그대로 서울대 국악과에도 스며든 것이다.” 전인평, 위의 글, 44쪽.
36)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도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실시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졸업정원이 30명으로 증원되었고, 입학정원은 졸업정원의 130퍼센트인 39명
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가 차원의 졸업정원제가 실패로 끝나면서 국악과 입학정원은 4년 만에 3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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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1987~97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지휘자인 강사준 교수는 제
31(1989)⋅35(1993)⋅36(1994)⋅38(1996)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김희조 편곡의 판소리협주
곡을 연주하였다.
이처럼 1980~90년대 국악관현악 전문 연주단체들의 창단하면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는 이전 시기 작곡가들의 작품 발표의 장으로써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 기성
국악관현악곡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 연주단체나 공모전 등을 통해 발표된
기성곡을 익히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국악 전문연주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더불어 작품의 수는 줄어들
었으나 꾸준히 1~2곡의 위촉작품을 연주하였고, 이중 일부 작품은 현재까지 전문 연주단체 및
학생 국악관현악단에 의해 연주되고 있어 학구적이고 실험적인 초기 국악 정기연주회의 목표
에 부합하는 활동도 지속되었다.
한편 1980~90년대에는 국악관현악 편성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 확장과 함께 관
현악 편성 규모의 확대 및 체계화37)가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1980년대
초반에 입학정원이 30명으로 증원되고, 기존의 기악실기전공 외에 정가(1984)와 판소리(1985)
같은 성악실기전공이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 10여명의 합주로 시작한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의 국악관현악은 최대 80여 명의 규모로 편성38)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971년 한만영이 지휘한 제12회 국악 정기연주회의 사진을 살펴보면, 당시의 합주편성은
가야금4, 거문고3, 해금2, 아쟁3, 대금2, 당적2, 피리4, 타악기2 등 총 23명39)으로 그 규모는
다소 작으나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악기들과 배합비율은 1980년대의 국악관현악 편성과 유사
하였다.
1980년대는 이성천이 지휘한 제21~25회 국악 정기연주회 팸플릿의 연주자명단40)을 통해
80명 정도의 인원이 국악관현악에 편성되는 악기를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악기
별 구성인원을 살펴보면, 가야금이 19~31명으로 해금(11~13)이나 거문고(9~14)에 비해 최대
3배 많다. 1980년대 전반기 국악관현악 연주단체인 국립국악원이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로 환원되었지만, 이때의 정원 증원을 통해 국악과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 기존의 기악실기전
공 외에 정가(1984)와 판소리(1985) 같은 성악실기전공이 개설되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앞의 책, 60~61쪽.
37) 1970년대부터 국립국악원의 단원으로 활동한 김철호와 임진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국립국악원의
국악관현악 편성은 이미 가야금과 거문고아 앞쪽에 배치되고 두 악기를 비슷한 숫자로 편성하는 발현
악기 중심의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또한 기성 국악연주단체 공연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설보라. ｢국공립 국악관현악단 편
성의 통시적 고찰: 서울 소재 악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34~6쪽 참
고.
3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앞의 책, 62쪽.
39) 이 공연에서 연주된 관현악 편성의 창작곡은 이해식 작곡의 합주곡 <원풍>과 전인평 작곡의 합주곡
<운> 등 2곡이다. 설보라, 앞의 글, 127~9쪽 참고.
40) 해당 공연의 팸플릿에 나와 있는 연주자명단을 참고하여 합창을 제외한 연주자들을 각 악기별로 정
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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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및 배합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연주자가 한 무대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당시 연주단체들도 가야금을 가장 많이 편성하기는 하였으나 거문고와의 비율이 1.5배
를 넘는 경우는 없었다.41) 따라서 가야금을 약 15명 내외로 편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60~70명 규모로 편성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1990년대의 국악관현악 편성은 1993년 강사준 교수가 지휘한 제35회 국악 정기연주회 중
김희조 편곡의 창과 관현악 <춘향가 중 ‘어사출도’>를 촬영한 사진4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주자인 판소리 가창자를 제외하면, 가야금 10명, 거문고 8명, 해금 9명, 아쟁 2명, 피리 7
명, 대금 7명, 소금 1명, 타악 2명 등 총 46명으로 편성하였다.
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의 국악관현악 편성은 1970년대 초 20명 규모에서, 1980년
대 전반기에는 약 60~70명, 1990년대 초에는 40~50명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각 악기의 배합
비율은 당시의 국립국악원이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과 유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1980
년대 전반기와 1990년대 초 국악 정기연주회 공연장이 약 300석 규모의 소극장43)에서 공연하
였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1980년대 전반기의 국악 정기연주회도 40~50명 규모의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1980년대부터 70
명 정도 규모의 국악관현악 편성이 가능하였으나, 공연무대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편성규
모를 조절44)하였다.

2. 전통음악
1980~90년대는 민속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음악 레퍼토리의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민속악 레퍼토리의 확대 및 편성비율(연주곡 수)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제21~41회 국악 정기연주회의 전통음악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4> 1980~9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전통음악
회차
(년도)

장소

정악

곡목
수 곡수

악기
가야금 거문고
공연
21회(1980) 31
9
23회(1981) 20
10
24회(1982) 19
14
25회(1983) 26
11

민속악

곡명

곡수

곡명

양금

해금

아쟁

피리

대금

소금

타악기

계

0
0
1
2

11
13
11
12

4
4
9
9

6
7
10
9

7
10
8
9

2
2
2
2

11
14
7
2

81
80
81
82

41)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의 경우 가야금은 9명, 거문고는 6~8명
을 편성하였다. 설보라, 앞의 글, 157~62쪽 참고.
4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앞의 책, 11쪽의 하단 사진 참고.
43) 제21⋅23~25회(1980~198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는 국립극장 소극장, 제34~37회
(1992~1995)는 국악원 소극장(현 우면당)에서 개최되었다.
44)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1980~90년대 국악 정기연주회 중 1,600석 규모의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의 공연은 편성 가능한 최대 인원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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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21
(1980)

국립극장
소극장

22
서울대 음대
(1980)
시청각실

정악

곡목
수 곡수

곡명

민속악
곡수

곡명

7

2

 삼현영산회상 중 <상령산>
 관현악 <여민락> 7장

1

 <한범수류 해금산조>

6

1

 영산회상 중 <상현도드리>, <하현도
드리>, <타령>, <군악>

1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1

 대금독주 <한범수류 대금산조>

23
(1981)

국립극장
소극장

6

 관악합주 <본령>
2  관현합주 평조회상 중 <상현환입>,
<염불환입>, <타령>, <군악>

24
(1982)

국립극장
소극장

7

2

 <대취타>
 <수제천>

2

 <시나위>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25
(1983)

국립극장
소극장

6

2

 세악 <수룡음>
 관악합주 삼현영산회상 중 <상령산>

1

 대금독주 <한범수류 대금산조>

26
(1984)

국립극장
소극장

6

2

 <전폐희문>
 <취타>

1

 <거문고산조>

27 서울대 문화관
(1985)
대강당

6

2

 <낙양춘>
 <도드리>

1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28 서울대 문화관
(1986)
대강당

7

 <동동>
3  피리독주 <염양춘>
 <여민락> 4~5장

1

 <시나위>

29 서울대 문화관
(1987)
대강당

7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3  가사 <죽지사>
 <도드리>, <천년만세>

1

 <지영희류 해금산조>

30 서울대 문화관
(1988)
대강당

6

2

 <염양춘>
 <별곡>

1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31 서울대 문화관
(1989)
대강당

6

2

 관악 <해령>
 관현악 <여민락> 6~7장과 <도드리>

1

 대금독주 <한주환류 대금산조>

32 서울대 문화관
(1990)
대강당

6

 관악합주 <보허자>
2  관현악합주 평조회상 <중령산>, <세
령산>

1

 거문고독주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33 서울대 문화관
(1991)
대강당

6

 관악합주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2  관현악 <길군악>, <성황반>(편곡:
김미림)

1

 가야금독주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34
(1992)

국악당
소극장

6

 관악합주 관악영산회상 중 <중령산>
2  관현합주 영산회상 중 <하현도드
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1

 민속악합주 <시나위>

35
(1993)

국립국악원
소극장

6

1

 관악합주 관악영산회상 중 <삼현도
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
악>

1

 해금독주 <한범수류 해금산조>

36
(1994)

국립국악원
소극장

6

 군악 <대취타>
3  피리독주 <자진한잎>
 관현합주 평조회상 중 <상령산>

0

37
(1995)

국립국악원
소극장

6

2

 관현합주 평조회상 중 <중령산>
 가사 <황계사>

1

 <한범수류 대금산조>

38
(1996)

국립국악원
예악당

6

2

 종묘악 <전폐희문>
 관현합주 <군악>(편곡: 김미림)

1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39
(1997)

국립국악원
예악당

6

2

 관악합주 <수제천>
 여창가곡 <우락>, <편수대엽>

1

 가야금독주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40
(1998)

국립국악원
예악당

6

2

 관악합주 <해령>
 관현합주 <별곡>

1

 해금독주 <지영희류 해금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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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41 서울대 문화관
(1999)
대강당

곡목
수 곡수
5

정악
곡명

1  가곡 <계락>, <편수대엽>

민속악
곡수
2

곡명

 피리독주 <박범훈류 피리산조>
 합주 <산조합주>

1980~90년대에 연주된 민속악곡은 19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산조가 가장 많이 연주되었
으나, 악기와 유파가 다양해졌다. 또한 이전 시기에는 연주되지 않았던 민속악합주가 처음으
로 등장하였다. 1960~70년대에는 모두 20회의 국악 정기연주회 중 14번의 공연에서 총 19곡
의 민속악 독주가 연주되었으며 이중 16곡은 산조, 나머지 3곡은 시나위이다. 산조는 주로 가
야금과 거문고로 연주되었으며, 젓대산조(1976)가 한 번 연주되었다. 시나위는 해금과 대금으
로 연주되었다. 1980~90년대에는 모두 21회의 국악 정기연주회 중 1994년의 제36회를 제외
한 20번의 공연에서 21곡이 연주되었으며 이중 19곡은 산조, 2곡은 시나위로 이전 시기에 비
해 악곡의 수는 유사하나 대체로 모든 공연에서 민속악을 연주하였다. 또한 가야금과 거문고
외에 해금, 피리산조가 처음으로 연주되었으며, <시나위>나 <산조> 등의 민속악합주가 연주되
기 시작하였다. 해금산조는 1980년(제21회 <한범수류 해금산조>), 피리산조는 1999년(제41회
<박범훈류 피리산조>)에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민속악합주는 1990년대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민속악 연주에 있어 주목할 만한 공연은 1999년 제41회 국악 정기연주회이다. 1998~99년
의 제40~41회 국악 정기연주회의 지휘자로 활동한 오용록 교수는 제41회 공연의 프로그램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최초로 민속악곡(2)을 정악곡(1)보다 많이 편성하였다.
이 공연에서 연주된 민속악곡은 <박범훈류 피리산조>와 <산조합주>이다. 피리로 연주하는 산
조와 합주편성의 산조 모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제41회 공연을 기점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 구성은 1부의 마지막 곡을 민속악합주로 편성하는 형태
로 체계화되었다. 민속악합주는 1992년 제34회(<시나위>)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1999년
제41회에서는 <산조합주>를 처음으로 연주하였다. 제41회에서 연주된 <산조합주>의 편성은
가야금3, 거문고2, 피리1, 대금2, 해금2, 아쟁1, 장고1 등 총 12명이다.
정악 또한 행악이나 가사 등 새로운 레퍼토리가 생겨났다. <대취타>는 1982년 24회 및
1994년의 제36회에서 연주되었다. 또한 1984년부터 성악실기전공(정가)자가 입학정원에 포함
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정악 레퍼토리 중 가사가 등장하였다. 1987년 제29회에서는 <죽지
사>, 1995년 제37회에서는 <황계사>가 연주되었다. 1990년대에는 고악보를 바탕으로 편곡한
정악합주가 연주되기도 하였다. 1991년 제33회에서는 김미림 편곡의 관현악 <길군악>⋅<성황
반>, 1996년 제38회에서는 김미림 편곡의 관현합주 <군악>이 연주되었다.
지금까지 1980~90년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를 살펴본 결과, 이 시기 국악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은 제1부는 전통, 제2부는 창작 국악곡을 연주하는 구성으로 체계화된
후 창작음악은 국악관현악, 전통음악은 민속악을 중심으로 레퍼토리 및 편성의 확장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전문 국악 연주단체가 많아지고, 이들의 활동이 양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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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등의 외부적 요인과 함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성악실기전공 개설 등
의 내부적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60~70년대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가 ‘작곡가들이 창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
였으나, 1980~9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립국악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국
립국악관현악단 등의 전문연주단체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음
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는 전문 국악연주단체 활동을 염두에 둔 연주자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기성 국악연주단체들의 공연레퍼토리나 관현악 편성 등을 참고하여 공연을 개최하기 시작하였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Ⅳ. 2000~2018년: 민속악 레퍼토리의 확장 및 공연의 전문화
2000~2018년에는 제42~60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총20회)45)가 공연되었
다. 이 시기 국악 정기연주회는 공연 프로그램은 전통음악의 구성에 있어 정악의 비중이 낮아
지고 민속악합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속악을 중심으로 레퍼토리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또
한 2015년부터 시작한 국립국악원 주최의 대학국악축제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
주회가 참가하면서 점자 창작음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기 시작한다.
2000년 이후 국악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 구성은 1980~90년대 1부는 전통음악, 2부는 창
작국악관현악을 편성하는 기본 틀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부에서 국악관현악
편성의 음악을 3~4곡 연주하는 구성은 유지하면서 1부에 전통곡과 함께 창작 독주곡 또는 중
주나 현악합주곡을 구성하여 창작음악 중에서도 현악합주, 실내악, 중주 등 다양한 형태의 합
주편성음악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킨다. 또한 전통음악의 경우 민속악합주를 중심으로 한 레퍼
토리의 확장이 나타난다.

1. 창작음악
2000~2018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주회의 창작음악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중
주나 현악합주 등 소규모 편성의 실내악곡을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기존의 국악관현
악 편성의 규모⋅악기⋅배합비율 등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나간 것이다. 제42~60회
<표 5> 2000~2018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창작음악
회차
(년도)

장소

곡목
지휘자
수
곡수

독주
곡명

실내악
곡수

곡명

관현악
곡수

곡명

45) 2010년 제52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연주회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11월 11일)과 국립국
악원 예악당(11월 18일)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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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곡목
지휘자
수
곡수

독주
곡명

실내악
곡수

곡명

관현악
곡수

곡명

국립
42
국악원
(2000)
예악당

6

김영동

0

0

3

 창작관현악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작곡: 이성천
 창과 관현악 <범피중류> 작곡:
김희조
 창작관현악 <신시> 작곡: 김영동

국립
43
국악원
(2001)
예악당

4

김영동

0

0

0

 서사음악극 <토지>

3

 국악관현악 <국악관현악을 위한
무언의 노래 ‘무언가’>** 작곡:
정대석
 국악관현악 <새야새야 주제에 의
한 가야금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곡: 이성천
 국악관현악 <산곡> 작곡: 이건용

3

 관현악 <합주곡 4번>** 작곡:
김승근
 창과 관현악 <수궁가> 편곡: 원
영석
 관현악 <청산> 작곡: 김대성

3

 관현악 <비상> 작곡: 변계원
 관현악 <허당>** 작곡: 장정익
 합창과 관현악 <매굿> 작곡: 김
영동

3

 관현악 <성황반> 작곡: 김미림
 관현악 해금협주곡 <공수받이>
작곡: 김영재
 관현악 <열반> 작곡: 김대성

3

 관현악 <국악관현악을 위한 전
이>** 작곡: 이해식
 협주곡 <호호굿> 작곡: 김대성
 관현악 <새> 작곡: 원일

3

 관현악 <가시고기> 작곡: 이상규
 관현악 <국악관현악을 위한 ‘개
천’> 작곡: 정태봉
 관현악 <여림을 넘어서>** 작
곡: 김대성

3

 관현악 <연변목가> 작곡: 백대웅
 관현악 <선부리> 작곡: 김대성
 관현환상곡 <하늘 춤>** 작곡:
안현정

3

 관현악 <남도아리랑> 작곡: 백대
웅
 피리협주곡 <자진한잎> 작곡: 이
상규
 관현악 <사슴, 자연을 노래하
다>** 작곡: 황의종

3

 관현악 <새> 작곡: 원일
 거문고협주곡 <달무리> 작곡: 정
대석
 사물놀이협주곡 <신모듬> 3악장
작곡: 박범훈

국립
44
국악원
(2002)
예악당

국립
45
국악원
(2003)
예악당
국립
46
국악원
(2004)
예악당
국립
47
국악원
(2005)
예악당
국립
48
국악원
(2006)
예악당
국립
49
국악원
(2007)
예악당
서울대
50
문화관
(2008)
대강당

국립
51
국악원
(2009)
예악당

서울대
52-1
문화관
(2010)
대강당

6

7

7

7

6

7

6

7

8

김철호

원영석

원영석

원영석

원영석

0

0

0

 현악합주 <가야금
과 거문고합주를
1
위한 ‘속삭임’> 작
곡: 정대석

0

 가야금앙상블 <저
1
녁노래4> 작곡: 이
건용

0

 현악합주 <소리그
1
물>** 작곡: 윤혜
진

0

0

원영석

0

 현악합주 <가야금
과 거문고를 위한
1
숨은 그림 찾
기>** 작곡: 정대
석

원영석

 거문고독주
 <태평소와 실내악>
1
<수리재> 작 1
작곡: 서용석, 편
곡: 정대석
곡: 한세현

임재원

임재원

0

0

0

 <가야금, 거문고,
타악기를 위한 ‘울
1
음이 타는 산’> 작
곡: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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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국립
52-2
국악원
(2010)
예악당

국립
53
국악원
(2011)
예악당

국립
54
국악원
(2012)
예악당

국립
55
국악원
(2013)
예악당

국립
56
국악원
(2014)
예악당

국립
57
국악원
(2015)
예악당

국립
58
국악원
(2016)
예악당

국립
59
국악원
(2017)
예악당

곡목
지휘자
수
곡수

8

6

6

8

7

7

7

7

임재원

임재원

임재원

임재원

임재원

임재원

임재원

임재원

0

0

0

독주
곡명

실내악
곡수

곡명

 <가야금, 거문고,
타악기를 위한 ‘울
1
음이 타는 산’> 작
곡: 김대성

0

0

 현악합주 <대단히
울창한 숲>** 작
곡: 김보현

0

1

0

 현악합주
<파랑,
1
노랑, 빨강> 작곡:
정대석

0

0

0

1

1

 거문고합주 <미리
내> 작곡: 정대석

 현악합주 <새들의
비행> 작곡: 토마
스 오스본

 <그림자와 춤을>
작곡: 토마스 오스
2
본
 <칠채 변주곡> 작
곡: 한지윤

관현악
곡수

곡명

3

 관현악 <성호-명경지수> 작곡:
원일
 해금협주곡 <방아타령> 작곡: 김
영재
 관현악 <음중양, 양중음>** 작
곡: 김정길

3

 관현악 <흘러가는 것은>** 작
곡: 안현정
 인성과 가야금을 위한 <혼불1>
작곡: 임준희
 생황협주곡 <풍향> 작곡: 이준호

3

 관현악 <소리맥>** 작곡: 이해
식
 피리협주곡 <가산향> 작곡: 원일
 가야금협주곡 <4대의 가야금을
위한 ‘호호굿’> 작곡: 김대성

3

 아리랑을 위한 합주곡 <야야>**
작곡: 박일훈
 대금협주곡 <녹아내리는 빙하>
작곡: 강은구
 관현악 <상⋅상⋅상> 작곡: 양승
환

3

 관현악 <국악관현악을 위한 음
악>** 작곡: 김승근
 가야금협주곡 <혼불2> 작곡: 임
준희
 관현악 <범피중류> 작곡: 황호준

3

 관현악 <강원도의 꿈>** 작곡:
양승환
 여창가곡과 거문고를 위한 협주
곡 <궁남지>** 작곡: 김대성
 해금협주곡 <VERSES> 작곡: 토
마스 오스본

3

 관현악 <쿠쉬나메> ** 작곡: 전
인평
 25현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
한 변주곡 <한오백년> 작곡: 이
건용
 국악관현악을 위한 소묘 <내 나
라, 금수강산…> 작곡: 강준일

5

 <대취타 ‘역’> 작곡: 원일
 노래와 관현악을 위한 <토끼화
상>** 작곡: 김보현
 해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혼
무> 작곡: 도널드 뤼드 워맥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
래> 작곡: 박범훈, 편곡: 이용탁
 <파트 오브 네이처> 제3악장 가
야금, 거문고와 두 명의 국악 타
악기 주자를 위한 <손> 작곡: 정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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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국립
60
국악원
(2018)
예악당

곡목
지휘자
수
곡수

7

이승훤
심상욱

0

독주
곡명

실내악
곡수

관현악

곡명

 <하늘의 중심을
한 나선> 작곡:
널드 뤼드 워맥
 <룡강기나리>
3
곡: 이태원
 <델리카트슨의
상극장> 작곡:
성국

곡수

곡명

4

 관현악 <천장> 작곡: 원일
 <대금협주곡 1번 ‘풀꽃’> 작곡:
김대성
 <국악관현악을 위한 ‘풍경’>**
작곡: 송지섭
 <산조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작곡: 이귀숙

향
도
작
상
손

※ 해당 공연에서 위촉초연된 작품의 경우 작품명의 오른편에 “**”으로 표시함.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창작음악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00년대 국악 공연계는 퓨전과 실내악 독립그룹의 시대이다. 1980년대 중반 ‘국악의 대중
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악실내악운동에 의해 ‘슬기둥’(1985), ‘어울림’(1986) 등 제1세대 국
악실내악단체들이 등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다양한 소규모 국악연주단들이 각자의 음악적 지향
점46)에 따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은 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현대
식 공연장에서 새롭게 창작된 음악을 연주하기에 적합한 국악기의 개량사업이 활발하게 일어
난 시기이기도 하다. KBS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18~25현 가야금, 대아
쟁과 소아쟁 등의 악기개량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량 가야금과 아쟁은 국
악관현악의 기본 편성악기로 정착47)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또한 실내악합주의 유행, 가야금을 중심으로 한 개량
국악기의 보편화 등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현악합주, 가야금앙상블 등 20명 이내의 규모
로 구성된 합주편성의 창작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1980~90년대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창작음악은 관현악편성의 악곡에 집중되어 있으
며 실내악도 10명 이내의 중주곡이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 연주된 창작음악은 모두 60곡으로
이중 관현악편성의 악곡은 53곡, 실내악은 10명 이내의 중주곡이 5곡이다. 현악합주곡은
1993년 제35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황병기가 작곡하고 이성천이 편곡한 <봄>이 연주되었다.
2000~2018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편성으로 구성된 중주곡 및 20여명 규모의 현악합주
등 실내악합주곡의 연주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 연주된 창작음악은 모두 77곡으로 이중 관현
악편성의 악곡은 59곡, 실내악합주곡은 현악합주⋅가야금앙상블⋅거문고합주⋅태평소와 실내
악 등 다양한 악기구성의 중주 및 실내악합주곡이 총 17곡 연주되었다.
46) 현경채는 음악적인 경향과 활동의 흐름에 따라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주력하던 제1세대 그룹’,
‘다양한 악기편성과 장르 간 교섭을 통해 온종적 음악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그룹’, ‘국악기로 현대음
악을 연주하는 단체’, ‘전통음악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공연양식으로 만들어낸 그
룹’,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그룸’, ‘동종악기 편성으로 앙상블을 이루는 그룹’ 등 6가지로 분류하
였다. 현경채, ｢국악실내악단 활동의 흐름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제60권(한국음악사학회, 2018),
222쪽 참고.
47) 설보라, 앞의 글, 171~17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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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의 규모로 구성된 현악합주곡이 프로그램의 레퍼토리로 등장한 것은 2003년 제45회
국악 정기연주회부터이다. 이 공연에서는 정대석이 작곡한 현악합주 <가야금과 거문고합주를
위한 ‘속삭임’>이 1부의 3번째 순서로 연주되었다. 이후 이건용 작곡의 가야금앙상블 <저녁노
래4>, 윤혜진 작곡의 현악합주 <소리그물>(위촉초연), 김대석 작곡의 <가야금, 거문고, 타악기
를 위한 ‘울음이 타는 산’>, 김보현 작곡의 현악합주 <대단히 울창한 숲>(위촉초연), 정대석
작곡의 현악합주 <파랑, 노랑, 빨강>과 거문고합주 <미리내>, 토마스 오스본 작곡의 <새들의
비행> 등 제58회 국악 정기연주회까지 모두 8곡48)의 현악합주곡이 연주되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창작음악 레퍼토리는 2015년부터 국립국악원이 주
최하는 대학국악축제에 참여하면서 더욱 다양해지게 되었다. 국립국악원은 2008년 대학별로
따로 갖던 정기공연 관행을 벗어나 다른 대학끼리 서로 해석과 연주기량을 확인하며 교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8개 대학이 참여하는 ‘2008
대학국악관현악축제’49)를 개최하였다. 국립국악원은 ‘2008대학국악관현악축제’의 경험을 바탕
으로 그 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2015년부터 ‘대학국악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학국악축
제는 두 개의 대학이 1부와 2부로 나누어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을 국악관현악 편성의 창작음
악만으로 구성했던 2008대학국악관현악축제의 방식을 벗어나, 하나의 공연을 하나의 대학이
다양한 레퍼토리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공연의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였다.
참여대학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8개 대학에서 10개 대학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대학국악
축제에는 서울대 외에도 단국대, 용인대, 추계예술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수원대, 서울
예대, 한예종 등이 참여한다.
대학국악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대학들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구성에 창작음악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첫 해인 2015년에는 10개 대학의 정기연주회 중 8개의 대학이 1부
는 전통음악, 2부 관현악 위주의 창작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중앙대학교와 한국예
술종합학교 등 2개 대학은 공연 전체를 창작음악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도에는 10개 대학
중 중앙대, 한예종 외에도 서울대학교와 추계예술대학교가 전곡 창작음악으로 구성하였다. 예
전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정기공연을 하는 대학은 6개. 서울대학교도 2017년부터는 기존의 틀
에서 벗어나 전곡 창작음악으로 국악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대학국악축제에 참여
하고 있다.
대학국악축제에 참여한 2015년 제57회부터 2018년 제60회까지의 국악 정기연주회는 1960
년대 이후 연주되지 않았던 외국인 작곡가나 작곡전공 재학생의 작품을 발표하는 등 소규모
48) 제52회 국악 정기연주회는 두 번 공연되었다.
49) “2008년,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대학 국악관현악축제에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참가하였다. 이 해의 대
학관현악축제는 그동안 대학별로 따로 갖던 정기공연 관행을 벗어나 다른 대학끼리 서로 해석과 연주
기량을 확인하며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생 연주단은 백대웅의 <연변목
가>, 윤혜진의 <환입>, 김대성의 <선부리>를 임재원 교수의 지휘로 연주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앞의 책,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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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악곡을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확장하면서

창작음악

중심의

공연으로

전문화되었다.

2015~2018년 4차례의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실내악곡은 모두 8곡으로 2015~16년은 정대석
작곡의 거문고합주 <미리내>와 토마스 오스본 작곡의 현악합주 <새들의 비행> 등 2곡의 현악
합주곡을 연주하였으며, 2017~18년은 토마스 오스본 작곡의 <그림자와 춤을>⋅한지윤 작곡의
<칠채 변주곡>⋅정일련 작곡의 파트 오브 네이처 제3악장 <가야금, 거문고와 두 명의 국악
타악기 주자를 위한 ‘손’>⋅도널드 뤼드 워맥의 <하늘의 중심을 향한 나선>⋅이태원 작곡의
<룡강기나리>⋅손성국 작곡의 <델리카트슨의 상상극장> 등 6곡의 소규모 실내악곡을 연주하
였다.
이중 <칠채 변주곡>과 <델리카트슨의 상상극장>을 작곡한 한지윤과 손성국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재학생으로, 재학생의 작품을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이
다. <칠채 변주곡>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 한지윤(학부4학년) 학생이 작곡한 작품이다.
가야금 1, 아쟁 1, 타악 1, 클라리넷 1 등 3개의 국악기와 1개의 서양악기가 연주하는 중주곡
으로 경기도 농악의 칠채 가락의 복잡한 리듬과 서양음악의 믹소리디안 선법을 토대로 하였
다.50) <델리카트슨의 상상극장>은 2018년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 손성국(학부3학년) 학
생이 작곡한 작품이다. 2대의 거문고와 1대의 해금이 연주하는 중주곡으로 컬트영화 <델리카
트슨 사람들>의 이계(異界)적인 색채를 해금과 거문고의 풍부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하
였다.51)52)
국악관현악의 경우 이전 시기인 1980~90년대와 마찬가지로 매 공연 3곡정도 연주되었으나,
정기연주회를 통해 소개한 작곡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작곡가별로 고르게 작품을 선택하였
다. 1980~90년대에는 18명의 작곡가가 작곡한 52곡이 연주되었고 이중 9명의 작곡가가 17곡
의 위촉초연작품을 발표하였다. 2000~2018년에는 35명의 작곡가가 작곡한 59곡이 연주되었
고 소개되었고, 이중 13명의 작곡가가 16곡의 위촉초연작품을 발표하였다. 1980~90년대에는
이성천(9), 이해식(7), 김희조(7), 이강덕(5), 전인평(5), 이건용(4) 등 일부 작곡가의 작품에 집
중되어 있는 반면 2000~2018년에는 김대성(7)과 원일(6)을 제외한 33명의 작품이 1~2곡씩 고
50) “칠채 가락은 경기도 농악에서 주로 행진 때 쓰는 독특한 가락으로 3분박과 2분박이 혼용되어 등장
하는 다소 복잡한 리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할 리듬에 교회선법 중 B♭ Mixo-lydian
mode를 사용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테마가 되는 멜로디가 악기를 오가며 여러 차례 반
복해 등장하며 귀에 그 여운이 맴돌 수 있게 하였고, 각 악기의 비중을 비등하게 배치하였다. 또 타악
기 주자가 수시로 악기를 바꿔 연주해 음향적 재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2017년 제59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팸플릿 4쪽.
51) “컬트영화의 시초로 평가되는 장-피에르 주네 감독의 ‘델리카트슨 사람들’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한
곡이다. 영화는 가까운 미래에 세상이 황폐해져 식량을 구하지 못해 인육(人肉)을 먹게 된다는 발상을
배경으로, 코미디와 호러를 넘나드는 풍자를 보여주는 독특한 작품이며, 이러한 이계(異界)적인 색채를
국악기에 담아내려는 시도로 이 음악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발음 원리가 서로 다르고 표현이 풍부한
두 현악기, 해금과 거문고를 위한 작품이며, 원작의 이미지 중 몇 개를 택하여 음악으로 재구성하였
다. 각 부분에는 ‘끌라뻬의 인육점’, ‘지하 세계로’, ‘살인 음모’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2018년 제60
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팸플릿 4쪽.
52) 이 외에도 2013년 제55회에서는 대학원 박사과정생인 김보현의 현악합주 <대단히 울창한 숲>이 위
촉초연하였다. 2017년에는 관현악 <노래와 관현악을 위한 ‘토끼화상’>(당시 서울대 강사)을 위촉초연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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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연주되었다.
2010년대에는 사물놀이(2010, 박범훈 <신모듬> 중 제3악장), 생황(2011, 이준호 <풍향>),
산조아쟁(2018, <와운>) 등 새로운 협주악기가 등장하였으며, 2018년 제60회 국악 정기연주
회에서는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에게 작품을 위촉하여 초연하였다.
2000~2018년의 국악관현악은 80명 정도의 규모로 편성한다. 이 시기 국악 정기연주회의
지휘는 2003~2008년은 원영석, 2009~2017은 임재원 교수가 맡았다.53) 두 지휘자의 공연에
사용된 국악관현악 편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공연한 2007년의 제49회와
2017년의 59회 국악 정기연주회의 연주참여자와 국악관현악 편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
다.

<표 6> 제49회(2007)와 제59회(201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연주참여자와 국악관현악 편성
공연

악기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해금

아쟁

피리

대금

소금

타악

기타
바이올린1, 호른2,
콘트라베이스2

49회 관현악편성
(2007) 연주참여자

16

10

1

14

5

12

10

1

6

34

10

1

14

5

12

10

1

6

59회 관현악편성
(2017) 연주참여자

11

10

1

16

7

13

12

1

3

23

11

1

18

7

13

12

1

10

클라리넷1,
콘트라베이스2

2007년 제49회의 국악관현악 편성은 가야금 16, 거문고 10, 양금 1, 해금 14, 아쟁 5, 피
리 12, 대금 10, 타악기 6 등 총 74명으로 바이올린2, 호른1, 콘트라베이스2 등 기타악기들을
포함하면 총 79명이다. 2017년 제59회의 국악관현악 편성은 가야금 11, 거문고 10, 양금 1,
해금 16, 아쟁 7, 피리 13, 대금 11, 소금 1, 타악기3 등 총 73명으로 기타악기 중 관현악에
편성된 콘트라베이스2을 포함하면 총 75명이다. 즉 2000~2018년대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국
악관현악 편성은 80명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해금과 아쟁 등 찰현악기의 편성수가 점
차 증가하였다. 또한 가야금과 아쟁의 경우 각각 개량가야금과 개량아쟁 등 현재 국악관현악
단에서 보편적으로 편성하는 악기들을 사용하고 있다.
국악관현악에서 찰현악기의 편성비율이 높이고, 개량가야금과 아쟁을 기본악기로 편성하는
경향은 2000년대의 국악관현악을 이전 시기와 구분짓는 특징 중 하나54)이다. 전문연주자를
양성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국악 정기연주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공연계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하기 위해 나타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2000년 이후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 소
규모 편성의 실내악, 20명 규모의 현악합주,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규모와 편성의 창작음악을
53) 2000~2001년은 김영동, 2002년은 김철호가 지휘하였다.
54) 설보라, 앞의 글, ‘제5장 1990년대 이후 국악관현악단 편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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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토리로 확장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참가한 대학국악축제를 계기로 외국인 작곡가의 작
품을 소개함으로써 현대음악의 관점에서 창작국악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재
학생의 작품을 프로그램에 편성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큰 무대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이를 통해 기량을 증진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악관현악 편
성에 있어 찰현악기의 편성비율을 높이고 개량가야금과 아쟁을 기본악기로 편성하는 등 교육
기관의 정기연주회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 전통음악
2000~2018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전통음악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은 정악의 비중이 낮아진 대신, 민속악합주를 중심으로 한 레퍼토리의 확장이다. 제42~58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전통음악 목록55)은 아래와 같다.

<표 7> 2000~2018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전통음악
회차
(년도)

장소

42
(2000)

국립국악원
예악당

43
(2001)

곡목수

정악
곡수

곡명

민속악
곡수

곡명

6

 관악합주 <보허자>
2
 대금독주 <청성자진한잎>

1

 민속악합주 <시나위>

국립국악원
예악당

4

1  <취타>, <길군악> 편곡: 강영화

2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산조합주>

44
(2002)

국립국악원
예악당

6

1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2

 <해금산조 지영희류>
 민속실내악 <경기대풍류>

45
(2003)

국립국악원
예악당

7

2

1

 민속악합주 <취타풍류>

46
(2004)

국립국악원
예악당

7

1  관악합주 <수제천>

2

 대금독주 <김동진류 대금산조>
 <산조합주>

47
(2005)

국립국악원
예악당

7

1

 관악합주 자진한잎 중 <계면두거
(염양춘)>

2

 판소리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민속합주 <남도굿거리>

48
(2006)

국립국악원
예악당

6

2

 관악합주 <해령>
 여창가곡 <평롱>

1

 민속합주 <푸살>

49
(2007)

국립국악원
예악당

7

1  관악합주 <전폐희문>

2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민속악합주 <동백타령>

50 서울대 문화관
(2008)
대강당

6

1  관악합주 <보허자>

0

51
(2009)

7

2

 <낙양춘>
 여창가곡 <계면 이수대엽 ‘언약이’>

2

 <지영희류 해금산조>
 <산조합주>

8

2

 표정만방지곡 중 <상령산>
 피리독주 <상령산 해주>

2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민속악합주 <취타풍류>

국립국악원
예악당

52-1 서울대 문화관
(2010)
대강당

 정악합주 유초신지곡 중 <상령산>
 피리독주 <염양춘>

55) 2017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은 창작음악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016년 제48회까지의 20회의 공연을 범위로 하였다. 2017년부터는 학생들의 주도로 개최된 봄 정기
연주회의 명칭을 ‘전통음악연주회’로 변경하고, 전통음악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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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52-2
(2010)

국립국악원
예악당

8

53
(2011)

국립국악원
예악당

54
(2012)

곡목수

정악
곡수

곡명

민속악
곡수

곡명

1  표정만방지곡 중 <상령산>

3

 <박종기류 대금산조>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민속악합주 <대풍류>

6

1  정악합주 <여민락>

2

 보성소리 수궁가 중 <용왕이 탄식
하는 대목>
 민속악합주 <푸살>

국립국악원
예악당

6

1  관악합주 <수제천>

2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민속악합주 <시나위>

55
(2013)

국립국악원
예악당

8

2

 행악 <대취타>
 전통가곡 <태평가>

2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민속악합주 <진도씻김굿>

56
(2014)

국립국악원
예악당

7

1  관악합주 <해령>

2

 <박종선류 아쟁산조>
 민속악합주 <공명> 구성: 김영길

57
(2015)

국립국악원
예악당

7

1  관악합주 <보허자>

2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민속악합주 <뱃노래> 구성: 원완철

58
(2016)

국립국악원
예악당

7

1  관악합주 <동동>, <수제천>

2

 <지영희류 해금산조>
 민속악합주 <경기풍류>** 구성: 원
완철

2000~2016년대에는 이전 시기 산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달리 민속악합주를 중심으로 다
양한 갈래의 민속악곡들이 연주되었다. 2000년 이후 민속악 레퍼토리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제44회(2002) 민속실내악 <경기대풍류>, 45회(2003) 민속악합주 <취타풍류>, 47회(2005) 민속
합주 <남도굿거리>, 48회(2006) <푸살>, 49회(2007) <동백타령>, 55회(2013) <진도씻김굿>,
56회(2014) <공명>(구성: 김영길), 57회(2015) <뱃노래>(구성: 원완철) 58회(2016) <경기풍
류>(구성: 원완철) 등 8곡의 민속악합주 외에도 판소리가 있다. 2005년 제47회에서 처음으로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을 공연하였다. 또한 산조에도 새로운 악기가 추가되었다. 2014년 제
56회에는 <박종선류 아쟁산조>가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제42~58회까지의 공연에서 연주된 민속악은 모두 32곡으로 기악독주인 산조는 독주 12곡
이 연주되었다. 민속악합주는 총 15곡으로 <산조합주>는 2, <취타풍류>⋅<경기대풍류>⋅<시
나위>⋅<푸살>은 2, <남도굿거리>⋅<동백타령>⋅<공명>⋅<뱃노래>는 1곡 연주되었다. 성악독
주인 판소리는 3곡 연주되었다.
다양한 편성의 창작음악과 합주를 중심으로 한 민속악 레퍼토리가 증가한 반면 정악은 이전
시기(1960~70년대 41곡, 1980~90년대 42곡)에 비해 곡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총 18회 공
연에서 24곡이 연주되었다.
지금까지 2000~2018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를 살펴본 결과, 이 시기 국악
정기연주회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 소규모 편성의 실내악, 20명 규모의 현악합주, 국악관
현악 등 다양한 규모와 편성의 창작음악 및 민속악합주 음악을 레퍼토리로 확장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참가한 대학국악축제를 계기로 외국인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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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현대음악의 관점에서 창작국악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재학생의 작품을
프로그램에 편성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큰 무대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기량을 증진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악관현악 편성에 있어 찰현
악기의 편성비율을 높이고 개량가야금과 아쟁을 기본악기로 편성하는 등 교육기관의 정기연주
회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Ⅴ.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의 국악 정기연주회의 성과를 20년 단위로 구
분하여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0~70년대는 신작 국악과 국악관현악의 진흥에 크게 기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서울대
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광복 이후 등장한 최초의 대학 국악과, 즉 국악교육기관이면서 동시
에 중요한 국악 연주단체 중 하나였다. 때문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는 단순
히 국악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이는 연주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그 중
심에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지휘자와 작곡가로 활동한 한만영 교수와 이성천 교수의 기여가
컸다. 또한 국악 정기연주회의 목표를 바탕으로 전통국악을 연수시키고 재연하기 위해 노력하
였으나, 그 레퍼토리가 국립국악원 전승의 정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90년대는 국악 정기연주회의 공연 프로그램과 국악관현악 편성이 체계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국악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은 제1부는 전통, 제2부는 창작 국악곡을 연주
하는 구성으로 체계화된 후 창작음악은 국악관현악, 전통음악은 민속악을 중심으로 레퍼토리
및 편성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창작 국악관현악의 편성 규모가 확대되고 악기의 배치,
배합비율 등이 체계화되었다. 1970년대 초 20~30명 규모였던 창작 국악관현악 편성이 3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도 40~50명 규모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연장소의 크기에 따라 70
여명 규모의 편성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양상은 전문 국악 연주단체가 많아지고, 이들의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
하는 등의 외부적 요인과 함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성악실기전공 개설 등의 내부적 요인이 작
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시기 ‘작곡가들이 창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의 역할을 국
립국악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의 전문연주단체들이
담당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는 전문 국악연주단체 활동을 염두에 둔
연주자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기성 국악연주단체들의 공연레퍼토리나 관현악 편성 등을 참고하
여 공연을 개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2000~2018년은 합주를 중심으로 한 민속악 레퍼토리의 확장과 함께 다양한 편성의 창작음
악을 다루는 공연으로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국악 정기연주회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 소규모 편성의 실내악, 20명 규모의 현악합주,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162 - 동양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서울대 국악과 창설 60주년 기념)

규모와 편성의 창작음악 및 민속악합주 음악을 레퍼토리로 확장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참가
한 대학국악축제를 계기로 외국인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현대음악의 관점에서 창작국
악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창작음악만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 한편 재학생의 작품을 프로그램에 편성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큰 무대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량을 증진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악관현악 편성에 있어 찰현악기의 편성비율을 높이고 개량가야금과 아쟁을 기본악기로 편성
하는 등 교육기관의 정기연주회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요컨대 60회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의 경향을 통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가 연주단체이자 교육기관으로서 국악계에 기여한 역할들이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때로는 신작 국악을 선도적으로 소개하는 무대로, 때로는 공연계의 흐름
을 파악하고 이를 연마하는 학습의 무대로서 레퍼토리와 악기편성을 확장하고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국악 정기연주회는 국악공연계 흐름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
연음향에 적합한 국악관현악 편성, 새로운 레퍼토리의 발굴 등 현재의 고민들을 고려하여 자
연음향을 위한 실험적 국악관현악 편성, 학생 주도의 집단창작 프로젝트를 통한 실내악곡 발
굴 등 학구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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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60년,
국악 정기연주회의 성과와 과제” 논평

안희봉(전남대학교)
연주회의 준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종류와 전공별 구성원의 숫자는 곡목선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창설된 이래 전공악기의
종류와 전공악기별 인원수의 구성도 궁금합니다.
입시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시험자격고사라 할 수 있는 예비고사를 통과한 학생만이 대
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제2지망의 모집, 졸업정원제, 수학능력
시험, 수시모집 등 입시제도는 여러 번 변화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는
전공별 구성원 및 구성원들의 실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곡목선정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전공 학생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국
악전공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으나 기록에 있어서는 문서적 기록과 이면의
기록까지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시대별 경험자의 정확한 기록적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작곡자의 성향에 대해 약간의 분석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국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곡과 서양음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음악인지의 구분 정도는 개괄적으로라도 비교해 보는 것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각 악단의 연주곡목과도 비교 될 수 있습니다. 작곡분석이
논문의 중심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대학 국악과와의 비교’
도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본 논문과 다른 의견인 논평자의 의견입니다.
각주 37의 내용 中

본문

논평자의 의견

이는 악기의 음량 등 여러 면에서 과

“1970년대부터 국립국악원의 단원으로 활동한 김철호

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편성은 아닙니

와 임진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국립국악원의 국악관현

다. 이후에도 악기의 위치는 지휘자에 따

악 편성은 이미 가야금과 거문고가 앞쪽에 배치되고 두

라 자주 바뀌게 됩니다. 물론 지휘자의

악기를 비슷한 숫자로 편성하는 발현악기 중심의 국악관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는 큰

현악 편성으로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틀에서의 체계화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

음악대학 국악 정기연주회 또한 기성 국악연주단체 공연

니다.

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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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의 내용 中

현재의 음향기기에 국악기를 맞추는

“...... 한발 더 나아가 자연음향에 적합한 국악관현악

연구를 동시에 제안해 봅니다.

편성, 새로운 레퍼토리의 발굴 등 현재의 고민들을 고려
하여 자연음향을 위한 실험적 국악관현악 편성 ......”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발전’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분적 측면에서 두 종류로 구분해 봅니다. 긍정적인 면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부정적인 면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모두 필요하나 긍정
적인 면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국악학’과 같은 초창기 학문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면을 반드시 동시에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산학협동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현재 각 악단에
서 이루어지는 연주회의 형태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잘못된 부분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은 감당하지 못할 지라도 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본 논평문 중간에

“......긍정적인 면은 잘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을 읽으면서 대학시절과 악단근무시절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
며 이는 동 시대의 많은 국악인들에게 생각하는 연주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140쪽-둘째줄

수정

...... 1978년 입학정원은 35명 ......

1978년 입학정원은 35명이 아니라 25명입니다.

질문
1959년(창설) 입학정원 15명(136쪽)

......

1962년(4기) 15명으로 감축(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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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한국 창작음악에서 혼재하는 국악작곡의 특수성과 모호성
-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

윤혜진(전남대학교)

<차 례>
Ⅰ. 들어가는 글
Ⅱ.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의 성과와 과제
Ⅲ. 국악계 창작음악의 전개
Ⅳ. 국악작곡의 특수성과 모호성
Ⅴ.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설 이듬해인 1960년에 이론・작곡의 이론작곡전공이 거문고・가야
금・피리・대금・해금의 실기전공과 함께 학과 전공구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1) 그리고 그 다
음 해에 제1회 정기연주회(1961)가 열렸다. 전 학년이 구성되기도 전인 학과 창설 2년 후에
정기연주회가 마련된 것도 특별하지만 그 보다 더 주목해야할 점은 연주곡목에 창작음악이 포
함되었다는 것이다.
서울대 국악과의 창설자인 이혜구 선생님은 청기연주회에 창작곡을 연주하도록 한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술회하였다. “신곡이 연주된 이유는…국악과가 과거의 국악을 전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악을 더 발전시키려고 기도한 까닭이고, 또한 과거의 례퍼토리가 그리 많지 않아 여러 번 반복
되면, 신선한 맛을 잃게 되기 쉬운 까닭이었다.”2)

정기연주회는 학과의 교육 내용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국악과 창설 이후 처음
1) “이러한 체재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에서 교육하고 있던 5개 악기전공에 작곡과 이론을 더
한 것으로서, 이후 대학 국악과 전공 구분의 전범이 되었다.” 『서울大學校國樂科五十年史』 (서울대학
교 국악과, 2009), 41쪽.
2) 李惠求, 「老數授와 캠퍼스와 學生」，『喜壽紀念晩堂續文債錄』(서울;天豈印刷株式會社, 1985), 460쪽.
해당 글을 인용한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전인평, 「창작분야의 회고와 전망 - 서울대 국악과 30년의
발자취」, 『동양음악』 11(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89),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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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는 정기연주회에서 당시 창작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매해 정기연
주회를 통해 새로운 국악창작에 참여하는 작곡가들이 배출되었고, 이는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지향하는 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창설 이후에 전개된 이론작곡전공의 신설, 창작음악이 포함된 정기연
주회, 그리고 작곡가의 배출 등 창작에 중심을 둔 학과 기조는 국악계의 새로운 국악창작이라
는 기치로 연계되었고 동시에 서구 양악을 모방하였던 양악계의 작곡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국립전통예술학교(1960), 국립국악고등학교(1961), 그리고 서라벌예술대학 국악과(1964) 등과
같은 국악교육기관의 설립은 물론이고 국립국악원 주최3) ‘신국악작품공모’(1962)4), 국악기개
량위원회 결성(1964),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창단(1965) 등 국악계의 교육과 창작과 관련한 대
부분의 영역에서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그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5)
1970년대까지 국악과가 개설되어있는 대학교는 다섯 곳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0년대 말까
지 약 15개 대학교로 증가하였으며, 현재에는 23여개 대학교에 이른다. 대학의 학과별 성향에
따라서 교육의 지향성은 다르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 대학의 국악과가 서울대학교 국
악과의 초기 전공 구분과 교과를 기본으로 두고 있고, 작곡전공의 유무를 떠나 창작음악이 중
시된다는 점에서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성과는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2000년대를 기점으로 창작음악 환경은 변화가 두드러졌고 여기에는 대학별 다양한 성
향뿐 아니라 수많은 소규모 공연단체들의 성장과 다채로운 공연방식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존
재한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대학원 논문주제 또한 창작국악에 대한 바가 급증할 정도로 창
작국악・창작음악의 관심과 논의는 높아 갔지만, 정작 창작의 기본 전공인 국악작곡의 특수성
은 모호하게 인식되는 듯하다. 초기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뿐 아니라 2000년대 이전
국악연주단체 및 개인연주회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대부분 국악작곡 전공 작곡가의 작품이었
고, 그 외 국악연주자 출신 작곡가와 소수 양악작곡가의 작품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
후 창작국악 공연에서 국악작곡의 전공 여부는 작품 위촉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한국 창작음악에서 새로운 움직임의 포문을 열었던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지향
했던 ‘창작된 국악’, ‘새로운 국악’, ‘전통의 보존과 민족음악수립’ 등과 같은 기조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국악계 창작을 주도했던 서울대학
교 국악과 작곡전공의 성과와 과제를 창작음악 환경과 연계하여 숙고해봄으로써 현재 한국 창
3) 1962년에 시작된 해당 작품공모는 1969년부터 문화공보부가 대행하여 시행하였다.
4) 신국악작품공모를 비롯한 전통문화 부흥 정책은 5.16 쿠데타 정권의 정권홍보를 위한 독재정권 이데
올로기로서 (자유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민족 민주주의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
해 김수영을 비롯한 사상계 문인들은 그러한 민족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양음악계의 창작자들(작곡
가와 연주자)에게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자국음악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5) 국악과의 창설이 국악관현악단 설립에 영향을 준 것 뿐만 아니라 국악과 교수들이 국악관현악단 활동
에 참여하여 악단의 경영 및 방향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4년에는 한만영 교수와 이재숙 교
수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와 악장으로 동시에 부임하였다. 두 교수는 단원의 3분의 1가량을
경질하는 고강도의 악단 쇄신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국악관현악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립국악관현
악단은 전국에 이와 같은 관현악단이 속속 창단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많은 국악과 졸업생들 이
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서울大學校國樂科五十年史』,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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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음악에서 국악작곡 분야의 특수성과 모호성이 혼재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의 성과와 과제
1.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움직임
한국의 초기 창작음악은 서구 현대음악을 모방한 양악작곡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대학 교육
에서 작곡교육 또한 서구 대학의 커리큘럼과 비슷하게 구성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서 창작은 양악의 전유물과 다름없었고 국악은 예술 및 학문분야로 인식되기보다는 전수(傳
受)되는 전통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창작은 예술이 존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이며
국악계에서 창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대적 요구였던 동시에 국악이 예술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제도권 주류 음악사회에 국악계 창작이 편입된 데에는 국악이 대학교 학과
로 설치되고 국악작곡이 학과 전공으로 자리매김했던 배경이 있다.
종합대학교의 학과 설치는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는 전문성과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는 기반
에서 이루어진다. 국악의 학과 창립은 한국 사회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국악이 사회 및 문화
전반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 전통이 1950년 국
립국악원으로 이어지고 5년 후 국악사양성소라는 교육기관이 개소되었으나, 1959년 서울대학
교 국악과 창립으로 국악이 전문적인 교육과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공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립 5년 전인 1954년6) 덕성여자대학은 음악과에 국악
부와 양악부를 두고 각기 30명씩 고르게 모집하였지만 3년 만에 음악과가 폐과되면서 국악교
육이 중단되었던 바 있다. 짧은 역사였지만 당시 창립 의도를 나타내는 다음의 글은 당대 대
학에서 국악을 학과 교육 내용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며, 이는 서울대학교 국
악과 창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양악이론의 한국적 섭취와 국악에 있어서의 민족적 요소의 발견-이것이 기반이 되어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성을 띠운 한국 민족음악이 창조되어야 할 것을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석망하고 있
는 이 때 이 서러운 과업을 해결코저 본 대학 음악과에서는 국악부와 양악부를 두어 국악과 양악
의 이론 및 실기를 겸하여 수련시키는 한국 최고의 특색 있는 음악과를 창설하는 바이다.
(덕성여자대학 음악과 창설 취지)7)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립 다음해에 국립전통예술학교가 개교하였고 1972년 국악사양성소는
국악고동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개관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악학연구회, 국
6) 한편 194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당시 경성음악학교)에서 한때 국악 전공 학생을 선발했다는 언급도
발견된다. 위의 책, 31쪽.
7) 장사훈, 「國樂科 10年(1959~1969)」, 『서울大學校音樂大學 國樂科30年史』(서울大學校 音樂大學,
1989), 4~5쪽.

170 - 동양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서울대 국악과 창설 60주년 기념)

악관현악단, 신국악예술인회, 악기개량연구회, 국립창극단, 국악축제, 그리고 여러 대학 국악
과 설치 등 일련의 최초 국악계 기록들과 발전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립과 함께 전개되었다
고 본다.
국악과의 교육 방침이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타성적이고 모방적이고 비학구적인 지금까지의 일
반적인 국악계의 인습을 타파하고 독창적이고 학구적인 학자와 연주자와 창작가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혜구, 新國樂藝術人 정기연주회 추천사 중)8)

위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창립 당시 국악과 교육 목표는 학문적 추구와 창작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고 시대 도전적인 인식을 내포한다. 기존의 국악계를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창작이 대표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1989년 서울대학교 국악과 30주년을 맞이하여 발
간한 『서울大學校音樂大學 國樂科

30年史』(1959~1989)에서는 학과의 기본교육, 정기 연주

회, 국악 정기연주회 발표의 신곡 해설, 그리고 졸업생 활동 상황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후
『서울大學校音樂大學 國樂科 40年史』(1990~1999)에서는 국악과의 기본교육, 정기연주회 및
위촉작품 해설, 전통음악연주회와 창작음악발표회, 동양음악연구소의 활동상황과 연구성과, 그
리고 졸업생 활동상황을 정리하였다. 이들 기념자료에서 정기연주회의 신곡 및 위촉작품 해설
과 창작음악발표회를 목차에 배치한 것은 인상적인데, 그 만큼 국악과가 새로운 국악창작 발
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창작국악으로 김기수(金琪洙, 1917~1986)의 <황화만년지곡(皇化萬年之曲)>(1939)9)
을 들기는 하지만, 국악계 창작의 역사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를 통해 등단한 작곡
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70년대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된 창작 작품은 국악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이후 해당 작품의 작곡가가 국악연주단
체의 연주회에서 위촉 작품을 작곡하게 되는 확장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는 1980・90년대 국악연주단체의 증가 및 활발한 연주회와 함께 다소 약화되었으나, 타 대학
국악과 정기연주회와 국악연주단체의 연주곡목에 비해서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는 실
험적이면서도 학구적인 창작 작품을 선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악의 대중화10)라는 기치가 강조되었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대중적인 창작국악이
다수 발표되었던 것에 반해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에서 의도하는 창의적 지향성이 유
8) 위의 글, 7쪽.
9) “김기수는 이왕직아악부 아악수(雅樂手)로 근무하면서 1939년 이왕직의 신곡 공모에서 「황화만년지
곡」으로 당선되었고, 1941년 사중병주곡(四重並奏曲)인 「세우영(細雨影)」을 창작한 이후 많은 신작 국
악곡을 작곡하였다.“ 『한민족문화대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2019년 6월
29일 검색).
10) 1980・90년대의 국악 대중화는 1950・60년대와 다른 맥락을 가진다. 전지영은 1950-60년대의 “국
악 대중화라는 모토는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한 주류 국악계가 아니라 창악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주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국립국악원 내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중심으로 한 주류 국악계에
서 대중화와 관련된 주장을 편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당시 국악 대중화 담론을 해석하였다. 전지
영, 「1950-60년대 국악 대중화, 현대화 담론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Vol. 53(한국음악사학회,
2014), 349쪽. 1980년대의 국악 대중화는 주류 음악계가 참여한 것으로 이전 시대와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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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다. 여기에는 국악작곡의 1세대이자 국악작곡 전공 담당인 이성천(李成千, 1936~2003)
교수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는 국악기로 연주하는 쉬운 연습곡부터 악기의 기존 어법을 확
장시키는 학구적 작품까지 작곡하였고, 작곡 전공교육에 있어서 국악이론과 양악이론뿐 아니
라 고악보 해석을 위시한 전통심화연구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정기연주회의 방향에 적용되었
다. 이성천 교수 외에 1990년대까지 서울대학교 국악작곡 전공실기교육을 담당한 교육자로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등단한 작곡가이자 작곡전공 졸업생인 이해식(李海植, 1943~ ) 교수와 전
인평(全仁平, 1945~ ) 교수가 있다.
이성천・이해식・전인평과 같이 국악작곡을 전공했으면서도 양악에 능통한 작곡가들이 서울
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 교육을 지도함으로써 국악작곡 1세대의 작곡 지식과 현장 경험이 국
악작곡 전공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악작곡 1세대는 국악계 창작
뿐 아니라 양악작곡가와의 교류 및 양 음악계의 작곡동인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악창작의 관
심을 일으켰기에, 그들의 창작활동은 양악어법을 중시했던 당시 한국 창작음악에 새로운 움직
임을 일으켰다.
한편 2000년대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국악계 창작을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시기
는 지났다고 본다. 다채로운 성향의 소규모 연주(공연)단체가 대거 성장했고 이로 인한 한국의
창작 및 공연 문화는 기존의 시대와는 다른 면모로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악작곡 전공
교육에 의한 특수성은 그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한국의 창작 및
공연문화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온 국악교육과 창작음악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성과도 있지만 동시에 국악작곡 전공이 직면한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2. 2000년 이전 국악과 작곡전공 교육 및 활동
2000년대는 한국 창작음악의 환경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악작곡 전공교육이 변화를 맞이
한 시기다. 이번 장에서는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국악작곡 교육 및 활동이 어떠한 방
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전의 국악작곡 전공교육은 ‘전통음악이론 중심으로 한 창작기법과 정체성 고민’
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은 이혜구 교수가 국악과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쓴 글이다.
國樂科가 대학에 설치되려면 우선 國樂이 傳授형태를 벗어나 학문적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또 한편, 실제 새로운 국악이 창작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직 국악의 傳授만이 그 목
적이 라면, 傳習所나 강습소로도 족할 것이고, 대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혜구, “大學과 國樂”)11)

위의 글은 학과 설치와 교육에 있어서 학문적 체제와 창작이 국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기
본 기조가 됨을 나타낸다. 국악작곡 전공이 본래 이론작곡의 통합된 복수전공이었다는 바를
11) 『서울大學校國樂科五十年史』,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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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둔다면 국악과 창설 의도가 고스란히 작곡분야에 흡수되었다고 본다. 즉 초기 이론작
곡전공은 복수전공으로서 해당 전공 학생들이 이론과 작곡을 함께 공부한 이후 이론 혹은 작
곡 전공을 선택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1987년 1학기부터 이론작곡 복수전공이 폐지되고
이론과 작곡의 전공을 분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다음은 국악과 창설 이후 현재까지 이
론과 작곡 전공의 교육 체제를 간단히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서울대학교 국악과 이론・작곡 전공교육 체제
연도

1959~1969

1학년

이론작곡

2학년

+

3학년
4학년

1970~1979

이론

작곡

특
수
악
기
︳
거
문
고

이론작곡

이론

1980~1986

+

특
수
악
기

1987~현재

이론작곡
+

작곡
이론

작곡

특
수
악
기
︳
거
문
고

이론

작곡

+

부
전
공
실
기

*현재 커리큘럼에서는 부전공실기는 없으며 선택실기(학과전공선택)과목이 있음.
*부전공실기에 있어서 이론은 거문고, 작곡은 거문고와 가야금 중 하나 선택함.

1970년대 이전까지 이론작곡 전공자는 1・2학년에는 고악보 해독을 익히고, 3・4학년에는
민속악 채보연구를 공부한다. 1학년부터 전공이 구분된 이후에도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
라도 이론・작곡 전공학생들은 함께 현지답사를 다니고 스터디 모임을 통해 개별 전공보다는
이론작곡의 공동체성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악이론의 기반에서 국악작곡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는 초기 교육방향을 공유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국악과 제1회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1963년 대학원 석사 과
정이 개설되었는데 이론전공만이 설치된 것은 실기 전공자들도 국악이론 공부가 필요하다는
학과 정책과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12) 이후 1983년 대학원 기악실기 전공이 추가되었다고 하
더라도 석사논문의 주제는 전통음악의 이론 및 분석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론 공부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 교육 기조를 유지했다. 2000년대 이전 작곡전공 석사논문이 대부분 고악보 해석에
관련한 주제를 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미림의 「<保太平 定大業>의 확대 및 축소원리:보
태평, 정대업 및 고려향악곡의 구조와 확대, 축소원리」(1994), 변계원의 「<致和平> 一, 二, 三
과 <醉豊亨>에 관한 연구: 세종시대의 창작기법」(1994), 그리고 윤혜진의 「<鳳凰吟> 一・
二・三의 악곡구조 연구」(1996). 이들 세 편의 논문 모두 고악보의 분석과 해독을 통해 창작
기법을 고민했는데 이는 전통음악의 역사 및 이론과 연계한 작곡기법을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2) 위의 책, 42쪽. “초기 대학원은 이론전공만 개설하였다. 이유는 실기 전공자들도 이론에 대한 공부
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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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음악이 어떠한 방법으로 창작되었는가를 파악하려는 작업은 부분학문을 만드는 하나의
기초적이며 기본적 연구인 동시에 한국전통음악을 크게 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통음악의 창작방법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전통음악의 역사적 존재성을 확
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음악의 창작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두고 있다.13)

2004년 이성천 교수 사후에 출판된 『한국전통음악형성론』14)은 위의 인용문에서 그가 밝힌
바와 같이 전통음악의 창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국악작곡 전공교수인 그가 몇 년간 고심하여
준비해왔던 연구이며 작곡전공 대학원생의 논문주제를 정하고 지도하면서 축적해온 논의와 고
민을 담아낸 것이다. 전체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1장은 한국전통음악에 있어서 창작
의 역서와 그 성격에 대한 바이고, 제2・3・4・5장은 한국전통음악의 창작방법에 관한 연구이
며, 그리고 제6장은 무대예술로서의 관현악편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창작방법에 관한 연구
는 <봉래의>, <진작>,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경모궁제례악> 등 전통악곡의 선율을
분석하고 어떻게 선율 구조가 이루어지고 악곡구조를 형성하는 지를 정리한 것으로서 국악작
곡의 기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통음악형성론』은 고악보 분석과 전통음악 해석을 통해 작곡기법을 위한 전문서인데,
양악의 작곡기법 전문서와는 달리 전통음악의 사(史)적 연구와 악(樂)적 연구가 연합된 것으로
국악작곡 전공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책 이전에 그는 이미 『한국 한국인 한국음악』
(1997)15)을 집필・출간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상을 엮어내어 국악작곡이
무엇을 지향하는 지에 관한 의도가 담겨있다. 이 책은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전
통음악의 정신, 마음, 개성, 체질, 그리고 얼굴로 구성된다.
음악이론서가 주로 양악에 집중되어있었던 1970년대에 이성천 교수는 『음악통론 및 실습』
(1971)16)을 집필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음악이론을 우리음악 편과 서양음악 편을 나누어 설명
하였고 국악개론의 내용을 아우르도록 의도하였다. 이후 그는 음악분석 논문과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지만 국악작곡 1세대 작곡가이자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 교수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악작곡을 위한 정체성 논의와 구체적인 작곡기법 연구, 양자
에 관한 전문서를 집필하고자 오랜 동안 연구를 지속하였다. 이에 관한 결실이 1990년대 말
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간한 ‘수필식 논문’17)인 『한국 한국인 한국음악』과 전공전문서인
『한국전통음악형성론』이었다.
국악이론 전문서에 있어서 장사훈 교수는 최초의 국악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국악총론』
(1975)18)을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13) 이성천, 『한국전통음악형성론』(민속원, 2004), 106쪽.
14) 이 책의 집필은 2002년 중반에 이미 완성되었으나 출판 준비 기간 중인 2003년에 이성천 교수가
영면함으로써 사후에 출판되게 되었다.
15) 이 책 풍남에서 출판되었고, 이후 2003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16) 1971년 초판(음악예술사)된 이래 1979년 개정되었고 지금까지도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본
전문서가 되고 있다.
17) 이는 이성천 교수가 해당 도서에 관해 명명한 것으로 논문의 형식보다 다소 자유로운 서술 방식을
취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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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개론을 펴내지 못한 이유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국악사의 정리, 고악보의 해독, 옛 음악과
현재의 음악과의 비교 분석, 문헌이 없는 음악들의 연구 등-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국악학자들에 의하여 수백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따라서 국악 이론의 체계화(體系
化)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믿는다.19)

국악학자들의 수백편의 논문 발표로 축적된 연구결과가 국악이론의 체계화 및 개론서 출간
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악작곡 전문서는 여러 창작 작품의 양식적 분석을 통한 체
계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창작된 작품들의 음악적 양식과 창작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기준이 모호한데, 국악계 창작작품의 성향이 매우 다양하고 성향의 기준을 양식이나 창작기법
으로 구분하기에는 국악과 양악의 요소별 혼합이 명확하게 변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
악적’ 혹은 ‘한국적’ 요소 혹은 정체성을 어느 기준과 범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성천 교수는 음악개론서를 시작으로 수많은 논문과 학술발표, 국악
및 양악 작품, 악기개량위원회 활동, 교육경험을 통한 고민 등을 기반으로 ‘창작방법 연구’와
‘정체성 논의’를 국악전공 교육의 두 축으로 보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했던 것이다.
한편 전인평 교수의 『國樂作曲入門』(1988)20)은 작곡기법에 관한 전문교육서로 의미가 깊다.
이 책은 부호 설명・기보법, 형식과 종지・종지를 다루는 기초이론, 장단의 연구, 선법과 변주
방법이 포함된 선율의 연구, 악기 연구, 그리고 작곡실습으로 구성된다. 양악의 작곡전문서와
같이 실제 곡을 쓰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예시가 포함되어있어서 국악작곡의 기본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해식 교수는 『이해식의 작곡노트 넘겨보기』(2006)21)와 『민요
와 작곡』(2014)22)을 발표했는데, 2000년대에 출간되었지만 그 내용은 오랜 활동을 통한 국악
작곡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에 작곡가로서의 고민과 악곡 형성에 대한 바를 엿볼 수 있
다. 이해식・전인평 교수는 앞서 언급한 도서뿐 아니라 음악분석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함
으로써 작곡전공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0년 이전의 국악과 동향에 있어서 흥미로운 측면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
여 활동이다. 국악과가 창설된 다음 해인 1960년에 재학생 중심의 연구단체인 ‘국악학연구회’
가 발족되었고 1963년에는 『음대학보』가 창간하여 국악과 학생의 논문이 발표되는 공간을 만
들었다. 특히 1973년 국악학연구회가 주최한 제1회 국악작곡발표회는 주목할 만하다: “국악이
발전하려면 학술연구와 병행하여 창작곡이 많이 작곡되어야 하는바, 국악학 연구회에서 이런
점을 절감하고 실기와 이론이외에 창작분야의 개발을 위하여 그 첫발을 내 디딘 것이 국악학
연구회 제 1회 국악작곡 발표회였다.”23) 한 해씩 번갈아서 전통음악연주회와 국악작곡발표회
18) 그는 이미 1961년에 개론서의 일종인 『국악개요』(정연사)를 출간하였으나, 본문의 인용문에서 밝히
는 바와 같이 『국악총론』이 최초의 전문개론서임을 시사하고 있다.
19) 『서울大學校音樂大學國樂科30年史』(서울大學校音樂大學, 1989), 94쪽.
20) 현대음악출판사.
21) 영남대학교 출판부.
22) 영남대학교 출판부.
23) 『서울大學校音樂大學國樂科30年史』,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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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79년까지 열렸으며, 1980년에는 국악작곡발표회가 창작음악발표회로 명칭이 바뀌어 개
최되었다. 이후 1992년을 제외하고 1999년까지는 정기적으로 열렸고,24) 201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정확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창작음악회 개최는 학과 교육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연
구하고 창작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학생들의 활동을
학과가 지원하고 고무시켰다는 것은 학과 교육과 학생 참여가 융합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
다.
이론작곡 전공 신설 이후 2000년대 이전까지 서울대학교 국악과 전공교육은 양악의 이론과
작곡기법을 포함하였지만 교육의 중심은 전통음악이론을 통한 고악보 해석과 창작기법 연구였
다. 주관적 해석과 적용이 주가 되는 작곡 영역에서 국악작곡은 양악작곡과는 차별되는 정체
성에 관해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필요로 하였고, 이성천 교수가 생전 마지막에 집필한 두
권의 저서의 주제로 귀결된다. 하나는 전통음악의 역사와 이론에 기한 창작기법 연구(『한국전
통음악형성론』) 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악작곡의 정체성을 고민하기 위한 논의(『한국 한국인
한국음악』)였다.

3. 2000년 이후 국악과 작곡전공 교육 및 활동
1989년 동양음악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심포지엄을 개
최하였다. 해당 심포지엄은 전체 네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연구분야의 회고와 전망,
이론분야의 회고와 전망, 교육분야의 회고와 전망, 그리고 교육분야의 회고와 전망. 당시 창작
분야의 발표자였던 전인평 교수는 국악과 정기연주회를 중심으로 창작국악활동을 개관하였
다.25) 여기에서 그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언하였는데, 작곡층의 다변화,
대학의 교과과정에 창작음악론 포함, 창작곡의 기보법 통일, 각 악기를 위한 교재 개발, 그리
고 입학시험에 창작곡을 포함 등이다.
전인평 교수가 제언한 다섯 과제 중에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바는 2000년 이후 대부분 달성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곡층의 다변화나 기보법의 통일은 여전히 제반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대학 교과과정에 창작음악에 관련된 수업이 개설되었고 각 악기를
위한 교재가 다양한 경로로 출간되었으며, 대학 입학시험은 아니지만 대학원 기악실기 입학시
험에 창작곡이 포함되었다. 이는 창작음악이 학과 교과목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나타
낸다.
2000년 이후 국악과 작곡전공의 교육은 전통음악이론보다는 창작실습에 중점을 두는 방향
으로 변화된 측면이 있다. 2003년 김승근 교수가 새로 부임한 이후 국악작곡 박사과정이 신
설되었고 학부 및 석사 교육에서 창작음악의 실연과 세미나가 중시되며 연주자 및 양악・국
악・국외 작곡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악과 학부
24) 『서울大學校音樂大學國樂科40年史』(서울大學校音樂大學, 1999), 18~21쪽.
25) 전인평, 앞의 글, 39-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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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 교과목에 창작국악론과 한국악기론이 있고, 기악전공과목으로는 창작국악실습이, 그
리고 작곡전공과목으로는 2000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공실기와 세미나 수업을 유지하고 있
으며 전공실기커리큘럼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다.26) 그러나 석사과정에는 2000년 이전에 비
해 창작과 관련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었는데 국악작곡가특강, 창작국악세미나, 현대국악
공연연구 등이 있다. 또한 학사 및 석사과정의 전공학생들이 작곡과 실연을 효과적으로 연계
할 수 있도록 작품연주의 기회를 교과 수업 및 정기연주회를 통해 마련하고 있음은 전공교육
의 발전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교과목이나 석사논문 주제는 대학 학과뿐 아니라 이전 교육기관과 이
후 전문영역에 영향을 준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은 국악작곡의 대학 교과를 선행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교과목 및 내용은 대학 커리큘럼을 축소화된 측면
이 많기 때문에27) 대학의 학사 및 석・박사 과정에서는 전공심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한다. 국악작곡 전공의 심화교육에 있어서 2000년 이전에는 전통음악의 창작기법과 정체성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 이후는 창작음악 실연과 공연에 대한 세미나가 중심이 된다
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석사과정의 실기 및 작곡 전공논문 대부분이 창작음악을 주제를
삼고 있는 경향은 학과 교육 방향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1983년 석사과정에 기악실기전공을
설치한 이래 2000년 이전까지의 논문주제는 거의 전통음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조수현의
「1980년대 가야금 창작곡 연구: 이성천 독주곡을 중심으로」(2000)을 시작으로 이후 거의 모든
기악실기 전공논문의 주제는 창작음악 분석이 차지한다. 국악작곡과 연관된 석사논문으로는
(해당 전공의 석사가 개설되기 이전) 이론전공 석사논문인 윤명원의 「金琪洙 創作音樂에 關한
硏究: 管絃樂 <팔일오삼공>을 中心으로」(1991)이다. 그리고 작곡전공 석사가 개설된 이후
2000년 이전까지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악보 연구를 통한 창작방법론 연구가
논문주제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작곡전공 논문주제 또한 창작작품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악실기 및 작곡 전공 석사의 논문주제가 창작음악에 치중하는 것에는 각기 전공에서 기
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전통음악 관련 주제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전통음악의 양
식 및 기법 연구가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음악 분석에 논문주제를 치중하는 것
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작곡 전공에 있어서 전통음악이론을 통한 창작기법
연구보다는 창작음악분석을 통한 양식연구로 논문주제가 전환되는 바는 양악작곡의 논문 성향
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추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악작곡 교육에서 전통
음악의 창작기법 및 정체성 논의가 2000년 이전 지점에 정체되고 심화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특수성이 약화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본다. 또한 국악과 양악적 요소가 융합된 창작음악에
대한 분석 또한 단지 요소들의 혼합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악계 창작에서 국악작
곡의 의미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2009년에 발간된 『서울大學校國樂科五十年史』는 『서울大學校國樂科30年史』 및 『서울大學
26)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nu.ac.kr> (2019년 6월 24일 검색). .
27) 윤지영, 「국악 작곡 지도방안 연구-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중앙대
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1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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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國樂科40年史』와 비교하여 창작분야에 관한 기술이 축소되었다. 기존의 차례 구성과는 달
리 국악과의 창설・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1990년대・2000년대로 나누어 기술하기
도 하였지만, 전체를 정리하는 ‘맺음말: 내일을 위하여’에서 국악과 창설 당시의 주요한 기조
인 국악작곡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학과의 정체된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은 맺음말의
일부이다.
50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시행하고 지속하여 여타 대학교 국악과의 모범으로 확립된
교육과정에 이제 새 시대에 대처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중략)…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교육과
연구 방향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악교육의 연구의 향방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우리나
라 미래의 음악문화, 아울러 세계 음악문화의 창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
대적 상황에서 국악과의 교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전통의 전
승에 치중해 온 교육을 개선하여야 한다. 예컨대 악기전공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부와 대학원과정
모두에서 전통 악곡의 이수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그 전통 악곡이 형성ㆍ발달해 온 방
식까지로 이수 범위를 넓혀 연주자가 전통 악곡의 형성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악곡을
창작하여 연주할 수 있는 기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지난 50년간 이루어 온 전통의 보존과 문화유산의 전승이라는 일차적 교육 목표를 뛰어
넘어야 한다.28)

국악과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술한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악기전공의 예를 둔 내용
은 본래 작곡전공의 기조였다. 이를 토대로 2000년 이전 담당교수였던 이성천이 교육의 내용
과 방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같은 기조가 악기전공의 교육 방향으로 설정된 것은 국악계 창
작뿐 아니라 국악작곡 전공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향이 모호함을 반증한다. 더욱이 ‘전통의 보
존과 문화유산의 전승’의 국악의 제한적 역할을 뛰어넘고 ‘새로운 국악이 창작 시도되어야한
다는’ 바가 국악과 창설의 주요한 목표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2009년의 ‘새 시대에 대처할
새로운 변화’는 그로부터 50년 전의 국악과 창설 및 교육 목표를 반복하는 셈이다.
학과의 기조와 지향점을 기념자료집이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악의 전통
과 새로운 변화에 관한 학과의 견지와 지향성이 국악작곡 교육 및 활동 방향에 적용된다는 것
을 고려하면 실기전공의 창작능력 고취와 작곡전공의 전문교육은 분리하여 각기 특성에 맞는
구체적 목표 설정을 세워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악작곡의 전공교육에 있어서, 2000년 이후
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는 수용하는 동시에 그 이전에 구축되어온 창작기법 연구와 정체성
논의와 같은 국악작곡의 특수성에 대한 바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할 것으로 본다.

28) 『서울大學校國樂科五十年史』, 78~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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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악계 창작음악의 전개
1.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의 의미
1961년부터 1970년까지는 신음악 창달이라는 기치 아래 창작국악계가 획기적인 발전을 했던
10년간이다. 이 시기는 창작국악뿐 작곡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서울대 정기연주회의 연주곡목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정기연주회는 가장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었다.29)

한국 문화 및 사회에 있어서 일제강점기의 ‘신식(新式)’은 일제의 어떤 것을 내포했으며 해
방 이후에는 서구의 어떤 것으로 전이되었다. 우리음악이 국악으로 불리고 양악을 음악으로
칭하는 지점은 한국 사회에서 신식 문화를 국가 발전의 상징으로 여기는 암묵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러던 때에 1950년대 중・후반에 ‘한국 민족음악이 창조되어야할 것을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석망’(덕성여자대학

국악부와 양악부 설립 취지)하여

적이고 학구적인 학자와 연주자와 창작가를 기르기’(이혜구가

‘국악계의 인습을 타파하고 독창

밝힌 서울대학교 국악과 설립 취지)

위한

대학 내 국악과 설립은 우리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국악계에서 새로움(新)・창조성・창작은 우리음악이 과거의 전통유산으로 머물지 않고 미래적
가치를 함의하는 현재의 예술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
과가 창작음악이었다.
1930년대 말 국악계 창작음악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작품이 발표되었으나, 양악식 기보로
된 전통음악 편곡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악의 재료와 창의적 사고가 혼합된 창작음악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악과 양악의
혼합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작곡 재료에 관한 고민과 기법적 다양한 활용
이 학과 정기연주회를 통해 작품으로 시도・연주되었다는 것은 국악과 창설의 의미는 물론 국
악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했다고 본다.
정기연주회 첫 해의 창작음악으로는 서양 작곡가인 루 해리슨의 <무궁화새당악>이 연주되
었지만 제2회부터 제10회까지의 1960년대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되는 창작음악은 국악전공 작
곡가와 양악전공 작곡가의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악과 작곡전공 작곡가와 국립국악
원 신국악작품공모30)에 의한 등단 작곡가가 등장하면서 양악전공 작곡자의 참여는 70년대부
터 다소 감소하였다. 70년대까지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에서 창작작품을 발표한 작곡
가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악작곡 전공의 작곡가로서 대표적으로는 이성천, 김
용진, 이해식, 전인평 등이 있고 양악작곡 전공의 작곡가로는 신흥균(1963), 정회갑(1963), 김
29) 전인평, 앞의 글, 52쪽.
30)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는 1962년 국립국악원이 신국악 작곡을 공모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1962년부터 1968년까지 매년 신국악 작품을 공모하여 8회까지 계속하다가,
1969년 문화공보부가 신국악 작품의 공모사업을 대행하였다. 십여 년 동안 총 공모 작품 66편 가운데
입선작 20편이 국립국악원에서 발표되었다. 이러한 창작활동을 근거로 하여 1970년대 신국악 작곡활
동이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2019년 6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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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교(1966, 1968, 1969), 윤양석(1967), 강석희(1968, 1969, 1975) 등이 있다. 그리고 국립국
악원 신국악작품공모31)를 통해 등단하여 작품을 쓰게 된 국악연주자 출신 작곡가인 이강덕
(1975), 조재선(1965) 등도 있다.
1980년대 정기연주회에서 발표된 창작음악 대부분이 국악작곡전공 작곡가와 국악연주자 출
신 작곡가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연주된 창작음악 21편의 작품 중에서 초연작품은
5곡에 불과하였는데 1970년대까지 국악계 창작을 주도했던 서울대학교 정기연주회가 1980년
대부터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전인평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
였다.
서울대 정기연주회의 비중이 약화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우선 연주단체가 늘어났다
는 것올 들 수 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연주해 오던 단체들도 80년에 들어서면서 활발한 연주활
동을 벌이게 되고 새롭게 여러 단체들이 창단되었다. 즉 KBS 국악관현악단을 필두로 중앙국악관
현 악단 정악원 관현악단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추계악회 등이 창단되어 자주 연주회를 벌이게 되
었다.32)

1960・70년대의 정기연주회가 작곡가 발굴과 새로운 창작음악 발표를 활발히 주도했던 것
에 비해, 1980・90년대는 그 추세가 주춤하였다. 그 이유에는 위에서 언급한 연주단체의 증가
도 있었겠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80・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의
문화환경이 변화하였고 국악계 연주단체들은 국악의 대중화라는 기치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했
다. 연주단체들은 대부분 대중적 호응도에 부응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연주회를 구성했으며,
이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의 창작음악 경향과는 반(反)하는 것이었다. 국악계 창작에
있어서 서울대학교의 국악과 정기연주회가 80년대 이전까지의 창작음악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 시기는 대중화에 경도된 흐름에 의해 밀려나게 된 측면이 있다.
한편 국악계의 창작음악을 주도했던 정기연주회는 70년대 중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다.
1976년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제16회 국악 정기연주회에서 <영산회상> 전곡 연주회
가 열렸다. 다음은 연주회 이후 당시 평론가이자 교육자였던 권오성 교수가 쓴 글의 일부이
다.
그 동안 국악정기연주회를 통해서 국악과 출신 작곡가들(김용진, 이성천, 조재선, 이해식, 전인
평 등)의 작품은 물론 서양음악 작곡가들(정회갑, 박중후, 강석희, 윤양석, 서우석 등)의 새로운
작품들이 발표됨으로써 해온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전통음악 선율에 의한 변주곡, 전통음악의 분위기나 기법을 응용한 작품, 국악기를 새로운 음
소재로 취급, 현대기법에 의한 새로운 곡들이 기성 국악단체가 아닌 대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
발표되어왔기 때문에 서울대 음대 국악관현악 연주회 하면 새로운 우리 음악의 메카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만이 아니라 전통음악연주도 대학생들의 진지한
연주태도와 더불어 청중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줄 수 있다는 심증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대학
31) 국립국악원 신국악작품공모에는 국악작곡 전공자뿐 아니라 국악연주자 및 양악작곡가들이 참여하였
는데, 국악연주자에게 해당 공모는 작곡가로 등단하는 일종의 공식무대라고 여길 수 있다.
32) 전인평, 앞의 글,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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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1976년 6월 14일>33)

창작음악을 주도했던 국악과 정기연주회가 전통악곡 전곡을 연주하면서 1980년 이후 국악
계 연주회에서 전통음악의 악곡을 전곡 연주하는 음악회가 늘어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다.34) 정기연주회가 국악계의 창작을 주도하는 동시에 전통음악의 전곡 연주를 시도함으로써
국악의 오랜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잇는 시대적 통로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고악
보 해석에 따른 편곡과 재현 작업으로 연계된다. 1976년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고악보에 수
록된 거문고보를 관현악화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한참 뒤지만 2000년대에는 국립국악원에서
『악학궤범』 악기 복원사업에 따른 창작작품발표를 시도했다. 고악보 편곡 및 재현사업이 비록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국악기개량사업35)에 비하여 창작음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특히 국악작곡의 특수성은 국악과 창작을 연계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전공교육
에서 중요시 여겼던 ‘전통음악이론을 통한 창작기법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음
악 작곡뿐 아니라 전통음악 연구는 국악작곡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정기연주회는 국악계의 창작음악 연주를 활성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한
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축약되거나 일부 연주되었던
전통음악 전곡을 연주하고 고악보 재현사업을 시도하도록 고무시키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도 정기연주회의 폭 넓은 기여가 국악작곡 전공의 설립 취지와 초기 교육 의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열었던 정기연주회의 의미를 평가해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하는 창작음악은 타 대
학 정기연주회와 특징적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다소 대중적인 작품이 연주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성향 또한 학과의 기조나 지향을 따라가기보다는 개별적인 개성과 관심을 적극
적인 학외 활동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특징을 띠게 되었다. 대학 국악전공 학생들의 상당수는
학과 정기연주회보다는 외부의 경연대회나 연주회를 주요 관심사로 두고 있는데, 이는 졸업
이후 전망을 스스로 열고자 하는 열망에 따른 것인 동시에 학과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 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에서는 학부 학생들의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
정하여 연주곡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기성 작곡가의 작품들이 연주되는 기존 정기연주회에
서 고무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 정기연주회가 2000
년대 이전과 같이 한국 창작음악을 주도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창작음악
의 환경 변화에 일정정도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3) 『서울大學校音樂大學 國樂科30年史』, 59쪽.
34) “1980년 이후 국악연주계에서는 전곡 연주회 음악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여민락이나 영산회
상, 산조 등을 줄여서 또는 일부만 연주하던 것을 전곡을 완주한다는 것은 대단이 의의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로 모처럼 일었던 창작곡에 대한 열의가 줄어들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전인평,
「창작국악」, 『음악평론』 Vol.1 (음악평론가협회, 1987), 180쪽.
35) 1964년 국립국악원은 국악기개량위원회 설치하여 국악기를 개량하고 음량 증대를 위한 연구를 하였
고 창작음악용 대금, 대피리, 17현・18현・21현・25현 가야금, 향비파, 개량양금 등 개량악기가 생산
되었다. 그러나 몇몇 악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창작음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되는 개량
악기 또한 양악기 혹은 중국악기의 기능과 음향과 차별되는 국악기의 특징을 확대했다고 보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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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음악의 환경 변화
작곡가는 무대에서 작품이 연주됨으로 공식적인 등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는 국악계 창작음악을 위한 작곡가의 등단 무대였다. 이후 신국악작품공모
를 시작으로 새롭게 창단되었던 다수의 국악관현악단들의 정기연주회는 다양한 작곡가층을 형
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정기연주회의 성격과 주제는 창작음악을 선택하는 방향에 영향을 준다. 연주단체의 개별적
성격이나 방향이 있지만 객석을 차지하는 관객층의 성향 또한 연주회의 곡목을 선택하는 주요
한 요소가 된다. 2000년대 이전의 국악계 창작음악은 연주단체가 작곡가에게 위촉하여 연주하
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체의 성격 즉 실험적인 음악을 시도하고자 하는
지 아니면 대중이 선호하는 음악을 추구하는 지에 따라서 위촉 작곡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
해진다고 불 수 있다. 따라서 연주단체의 전개는 창작음악의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기별 국악계 연주단체의 전개에 있어서 대규모 국악관현악
단, 실내악단의 등장, 소규모 악단의 등장, 특정 성향의 실내악단 혹은 동인(단체)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36) 이 전개 과정에는 국악계 창작음악(창작국악)에 관한 주요 흐름과 연계되는데
연대별로 크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60년대의 민족음악수립 및 국악 대중화・현대화,
1960・70년대의 새로운 국악(현대화), 1980・90년대의 대중화, 그리고 2000년대의 대중의 다
양화에 따른 다채로운 매체 및 공연방식 등장. 특히 2000년대 이후는 국악계 창작이 개성이
다양한 소규모 연주단체에 의해 기획되거나 여러 공연 작품공모 및 경연대회를 통해 활성화되
기 시작한 시기로서 창작음악의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에서 매해 발간하는 『국악연감』은 국악 공연의 현황과 창작음악의 연주 주체 및
내용을 폭 넓게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국악공연을 단체유형으로 세분한 것은 2010년대부터 점차로 증가하는 민간단체(주로 소규모
앙상블 연주단체)가 전체 국악공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국공립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국악공연이 소규모 앙상블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민간단체의 공연 횟수는 국공립단체와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2014년도 국내 국악공연 단체유형별 공연 횟수를 비율로 나타낸 바에 의하면 민간단체가
56%, 공공단체가 28.1%, 개인 10.7%, 대학교 4%, 그리고 중등학교 1.2%이다.37) 이는 2015
년 기준으로 전체 공연 중 공공단체 49.7%와 민간단체38) 39.7%의 비율에 비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39) 『2017 국악연감』에 제시된 국악음반발간 현황을 보면 2017년 창작국악과 창작
36)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 윤혜진, 「한국 창작음악의 전개에서 나
타난 국악의 배치와 의미」, 『한국음악사학보』 제59집(한국음악사학회, 2017), 130쪽.
37) 『국악연감 2014』(국립국악원, 2015), 419쪽.
38)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공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 대부분이며 아니면 소규모 앙상블 그룹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국악연감 2015-국악현황 Ⅱ』(국립국악원, 2016), 460쪽.
39) 위의 책, 460쪽. 여기에서 2015년 국내 국악공연 단체유형별 공연횟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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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은 각기 20.5%와 19.6%으로 전체 40.1%에 육박하는데, 특히 창작복합은 점차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40) 또한 연주주체별 국악창작곡 공연 현황은 전체 474건 중에서 국공립국악단체
가 76, 국악경연대회가 10, 국악공모가 7, 국악연주(작곡)자 220, 국악연주그룹 146, 국악연주
협회 7, 국악전공학교 6, 기타 2 등으로 국공립국악단체보다 국악연주(작곡)자 및 국악연주그
룹이 다수를 차지한다.41) 음반 및 창작곡 공연뿐만 아니라 학술분야에서도 창작음악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창작분야를 포함한 전체 국악 영역에서 창작음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42) 또한 국립국악원에서 발간한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 목록
(2006~2017)』에는 작품들이 생략되거나 오기된 부분도 있지만 십여 년 동안의 창작음악 현황
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해당 자료에서 11년간의 한국음악 창작곡을 정
리하면서 연주 주체에 따라 구분해본 결과 민간단체가 전체 86%를 차지한다고 언급하였고,
국악연주그룹과 국악연주(작곡)자가 거의 유사한 비율로 창작곡을 발표했다고 밝혔다.43)
한편 『국악연감』의 2014년・2015년도가 국내 국악공연 단체유형을 민간단체, 공공단체, 개
인, 대학교, 그리고 중등학교로 구분했던 것과는 달리, 2017년에는 연주주체별로 구분하여 국
공립 국악단체, 국악경연대회, 국악공모, 국악연주(작곡)자, 국악연주그룹, 국악연주협회, 국악
전공학교, 기타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 변화에 있어서 대학교의 정기연주회가 따로 명
시되지 않은 점, 민간단체가 세분화되어 명시된 점, 그리고 국악경연대회가 첨가된 점은 변화
된 사항들이다. 특히 2007년도에 시작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와 같은 경연대회나 그 이
듬해부터 열려왔던 천차만별 콘서트 등과 같은 무대는 경연대회의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소규
모 앙상블의 활성화와 학생 혹은 전공자 스스로 연주단체를 조직하여 창작음악을 만드는 환경
을 일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에 관해 주최 측 홍보 글이다.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는 현대의 음악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전통음악의 어법을 반영한
국악창작곡을 개발하여 국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국악창작곡 발굴
과 신진작곡가 및 연주단을 양성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으로의 국악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음악전공자들에게 국악창작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한국적 음악어법을 탐구하게 하는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국악창작곡 발표의 장이자 우수 창작자 등용문이 되겠습니다.44)

위의 인용문에서 대회의 취지로 제시된 ‘전통음악의 어법을 반영‘하는 창작은 국악작곡의
교육 기조이지만 연주단체의 연주 및 공연이 심사 대상이기 되며 관객의 호응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연주와 인상적인 공연화가 창작음악 작품 자체보다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
전통음악의 어법을 고민하여 새로운 체계로 작품화하는 것은 국악작곡 전공의 정체성이지만
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단체 39.7%, 공공단체 49.7%, 개인 8%, 대학교 1.1%, 그리고 중등학교 1.5%.
40) 『2017국악연감-국악현황 Ⅱ』(국립국악원), 2018, 333~335쪽. 해당 내용은 정창관의 국악CD음반세
계<http://www.gugakcd.kr>의 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41) 위의 책, 343쪽.
42) 해당 자료집은 공연의 유형을 전통, 창작, 그리고 복합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창작음악은 창작과 복
합 모두에 포함되기 때문에 창작음악의 집계는 정확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43)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 목록(2006~2017)』(국립국악원, 2017), 13쪽.
44) 국악방송의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관련 사이트 <http://www.kmp21.kr/kmp21/?sub_num=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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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작품은 시대적 요구나 대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곤 하다. 따라서 대회를 위한 창작
음악은 연주 및 공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곡되거나 혹은 작곡 이후 연주
단체가 편곡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집단창작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창작음악이 연주와 공연으로 완성되지만, 창작음악・창작양악・창작국악 간의 구분이
나 예술음악・대중음악・인디음악 간의 구분이 명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연주 공연 중심의
경연대회 방식은 음악창작보다는 공연창작에 가까우며, 창작음악이 전통음악의 어법을 반영하
는 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새로운 국악창작곡’의 창
작 주체를 작곡가가 아닌 창작자라는 넓은 범주의 용어로 표현된 것은 대회의 취지인 동시에
2000년대 국악계 창작 및 공연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작곡가와 연주자를
아우르는 포괄적 범주로서 국악작곡 전공자뿐만 아니라 창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다양한 전공
의 창작자가 포함된다.
2000년대 이후에 여러 분야와 전공의 창작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여러 갈래의 관객층과 음악
장르로 다채로워지는 바는 고무적이지만, 마치 80년대의 국악의 대중화의 흐름처럼 창작음악
의 흐름이 일변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험하다. 국악세부장르별 창작초연과 재공연의 비율에
있어서 2015년에는 창작초연이 5.7%, 2016년에는 창작초연이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
공연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45)은 새로운 창작음악의 작곡보다는 연주와 공연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창작 주체의 다양화와 여러 창작 방식들은 창작음악의 현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작곡전공 작곡가의 필요성이 약화
됨에 따라 작품 중심의 체계적인 악곡 구성이 심화되지 않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국공립 및 민간단체와 개인연주회에서 국악작곡 비전공 창작자들의 작품이 위
촉되거나 연주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악작곡 전공이 국악계 연주회의 작품 선정에 있어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국
악과에서 작곡전공을 신설한 이래 국악작곡은 국악계 창작의 내용과 의미를 상징하는 분야였
다. 그러나 국악작곡의 작품과 의미를 논하기에 초연작품을 위한 공연이나 등단무대는 부족하
며 창작의 범주와 주체는 확장하는 동시에 국악작곡의 범주와 의미는 축소하고 있다. 또한 국
악계 창작음악이 전통음악을 통한 새로움을 일종의 정체성으로 삼으면서도 실제 다양한 창작
음악 및 공연에 대한 정체성 논의는 부재하며 국악작곡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관한
비판을 가하는 비균형적 담론이 존재한다. 이에 국악계 창작음악의 환경 변화의 국면에서 새
로운 국악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성찰해보고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한다고 본다.

45) 『국악연감 2017』, 31쪽,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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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악작곡의 특수성과 모호성
2000년대 이후 국악계 창작음악을 주도하는 다채로운 성향의 소규모연주단체는 국악 전공
자(기악 및 성악), 양악 전공자, 작곡 전공자(국악작곡・양악작곡・대중음악작곡), 비음악 전공
자 등 구성 조합도 다양하다. 단체의 창작 주체 또한 작곡 전공자 외에 여러 창작 방식을 취
하는 창작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음악 성향은 창작국악・창작음악・대중음악・인디음악 사이
의 경계에 서 있곤 한다.
현재의 국악계 창작음악 환경은 국악작곡이라는 특수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시대적・대중적 음악성향에 부합하는 여부와는 별개로 국악작곡의 특수성이 적용된 창작음악
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연주현장과 이에 대한 균형적 시각의 논의 장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
다. 실제 현장에서 펼쳐지는 창작 환경 변화의 요인 중 중요한 하나는 한국 문화에서 오랜 동
안 천착한 ‘국악과 음악의 모호한 구도’에서 파생된 창작음악과 창작국악, 전통과 새로움, 개
성과 정체성, 각기 두 영역 간의 모호한 경계이다. 이는 국악계 창작음악의 정의가 점차로 불
가한 동시에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상황을 야기하며 동시에 국악계 현장에서 국악작곡의 특수
성을 고려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창작음악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소 과장하여 진단하여
본다면, 현재의 상황은 국악과 음악의 차이가 전통과 현대라는 시대적 구분으로만 전락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고하는데 1950・60년대에 창작국악(신국악)을 필요로 했던 국악계의
상황을 재연할 수 있다.
국악작곡의 특수성은 양악과 다른 ‘국악’의 특수성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의 연장적 시각에
서 반영한 것이다. 그 특수성과 함께 혼재하고 있는 모호성은 한국의 음악과 문화에 거대한
기본 담론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악과 음악 간의 모호한 구도에 의해 형성되었다. 물론 음악작
품은 필연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분석과 해석이 동반되는 대상이기에 음악에 관한 논의는 필연
적 모호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국악작곡(근본적으로는 국악)의 특수
성과 모호성은 음악작품을 다루기 이전의 연주현장과 관련된 논의에서 혼재하고 있는 관점에
대한 바이다.

1. 한국 창작음악의 모호한 구도
‘한국 창작음악’은 관점에 따라 ‘한국의 ‘창작음악’‘과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자국
음악화로서 국악과 양악을 인식한다면, 한국의 모든 창작음악은 한국 창작음악일 것이다. 반
면 한국에 창작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간의 관점과 차이를 고려한다면 한국 창작음악
으로 통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음악 자체보다 용어가 중요할 수는 없지만 국악, 음악, 창작국
악, 창작음악 등 용어는 음악의 범주나 정체성을 내포하는 것이기에 용어의 모호성은 학술적
논의와 연주현장에서 그 대상이 모호한 관점과 입지를 지녔음을 반증한다.
한국 창작음악과 국악작곡에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국악과 음악, 창작국악과 창작음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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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국악작곡・(양악)작곡 간에는 모호한 구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악계 창작음악에 관련된 논의 대부분은 국악과 음악의 모호한 구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국
악은 양악과는 다른 특수성은 있지만 국악과 대별되는 양악이나 양악작곡이라는 용어는 일반
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국악과 국악작곡의 특수성을 논하는 경우에만 등장한다. 즉 국악 혹
은 국악작곡의 특수성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양악과 양악작곡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단지 음악
과 작곡이라는 용어만이 존재할 뿐이다.
국악은 음악에 포함되면서도 대칭되는 범주로 사용되곤 한다. 후자의 범주는 양악에 대칭되
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음악이라는 용어와 동일시된다. 현재 국악계 창작음악에 있어서 신국
악・창작국악이라는 용어가 창작음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국악의 범주를 넓게
확장・인식하려는 의도에 인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공연현장에서 창작국악이 아닌
창작음악(창작곡)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계, 교육계, 그리
고 전체 문화계에 있어서 국악은 여전히 음악이면서도 양악에 대치되는 영역이다. 이와 마찬
가지로 국악작곡과 양악작곡, 창작국악과 창작양악, 국악교육과 양악교육 등 각기 양자 간의
관계는 대칭적이면서도 균형적이지 않다. 하나의 총체 안에 균형적인 구조가 이루어지려면 우
선 국악과 양악의 모호한 구도가 명료해져야하며 이후에 한국의 음악이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굳건하게 지속되어온 사회・문화적 담론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국악이 창작음악을 통해 (양악을 포함한 전체) 음악으로의 확장성을 지니려
면, 역설적으로 양악・양악작곡과 대별되는 국악・국악작곡의 특수성을 부각시켜야한다. 이로
써 음악 안에 양악과 국악을 균형적인 구도로 설정한 이후에야 한국의 음악이라는 범주가 모
호성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악계 창작음악에서 국악과 음악의 모호한 구도 외에 창작과 작곡의
모호한 구도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악계 창작음악에서 ‘창작’은 주로 작곡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연주자의 즉흥연주를 시작으로 연주자 중심의 집단창작과 연주창작이 증가
하였다. 창작의 범주는 매우 넓기 때문에 편곡과 작곡, 혼합과 구성, 그리고 공연 짜임새와 악
곡구조 짜임새 간의 차이를 모두 아우르는 창작작업의 생산은 작곡과 명확하게 변별되지는 않
지만 양자를 심도 있게 구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창작 방식에는 작곡뿐 아니라 연주,
무대공연화, 연출, 매체융합 등 여러 범주가 포함되며, 마치 문화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창작이
아닌 범주를 발견하기 힘들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연주는 창작의 한 부분이었고 창작
의 방식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변형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근대문화에서 개인 중심의 작곡 개념이 국악계에 유입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서구 방식
의 창작이 전이된 것이지만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공동체문화가 희석된 시대에서 공동창작이
아닌 개인 창작의 범주가 적용된 것이다. 국악계 창작음악의 환경에 있어서 창작의 주체가 작
곡과 연주가 창작이라는 넓은 범주로 통합되는 것은 현 시대와 문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방
향이지만 작곡과 창작이 동일시되는 것은 창작의 방식을 협소하게 가두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
한다. 작곡가의 작품이 연주와 공연을 통해 완성되는 창작, 작곡가와 연주자가 협업하여 생산
되는 창작, 연주자들이 실제 연주의 합을 구성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창작, 그리고 개별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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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각기 축적된 경험과 창의성으로 공연을 구성하는 창작 등. 창작에는 여러 종류의 방식이
있으며 작곡과 연주는 창작에 포함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현재 국악계 창작음악의 환경에서는 창작의 범주는 확대되는 반면 작곡의 범주는 축소되는
측면이 강하다. 시대적 요구는 언제나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창
작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어느 시점에는 작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양자를 함
께 육성해야만 국악의 특수성과 음악으로의 확장성이 가능할 것이다. 국악계 창작음악의 환경
에서 창작의 범주가 확대되고 국악작곡 전공 작곡가의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창작국악의 범주
또한 모호한 경계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국악연감 2017』에서 제시된 학술논문의 중분류
인 ‘창작음악(창작국악, 퓨전국악)’는 소분류로서 창작음악, 창작국악, 퓨전국악으로 나뉜다.
그러나 창작음악・창작국악・퓨전국악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변별하기는 쉽지 않다. 창작음악
과 창작국악의 차이는 물론이며, 창작국악과 퓨전국악 또한 어느 지점에서 구별할 수 있는 지
그 기준 또한 보편화하기 힘들다. 단지 시대적인 담론에 의해 범주 간의 임시적 변별 기준을
정할 뿐이다. 예로 2000년대 초반에 예술음악이 현재 대중음악이 되기도 하고 대중성이 강한
퓨전국악이 창작국악의 대표 악곡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국악계 창작음악, 특히 국악작곡이 아닌 창작이라는 범주로 포괄적으로 행해지
는 대부분 음악에 대해 창작국악에 포함되는 지 혹은 국악의 정체성과의 연계 여부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국악연주단체이고, 누군가에게는 음악단체일 것이며, 또한 누
군가에게는 예술인일 것이다. 다양한 창작자들은 각자의 예술 활동을 행하는 것이지 그들의
생산물이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닌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들의 창의적
활동은 한국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통음악기법 및
형성론에 기한 작곡 분야의 활성화 없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창작 분야에만 기하여 국악계
창작음악이 전개되는 것은 국악과 창작을 연계할 만한 체계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악계 창작음악이 전체 음악계(양악계를 포함한)의 창작음악 범주와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는 연주 및 공연현장의 음악에 대해 국악의 정체성 관련한 논의를 소극적으
로 취하는 것은 실제 연주현장과 별개로 전개되는 국악 학계와 교육 체제안의 과제로만 제한
될 소지가 있다.
국악과 음악의 모호한 구도에서 파생된 여러 범주의 비균형적 관계는 국악계 창작음악에서
창작과 작곡의 모호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국악・음악・창작국악・창작음악・퓨전국악・
퓨전음악・대중음악 등 음악의 장르나 범주뿐 아니라 작곡・편곡・연주・창작은 각기 범주의
경계가 명확치 않고 상호 넘나들며 경계를 공유한다. 모호한 구도와 경계는 통합을 위한 과정
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악과 음악의 모호한 구도가 균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국악과 관
련된 여러 범주의 특수성은 희석되는 동시에 국악은 과거 전통음악로만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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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악에 관한 시대적 담론
국악에 관한 담론은 국악과 연관한 정책과 사업을 만드는 데에 주요한 기반이 되는데, 서울
대학교 국악과의 창립뿐만 아니라 작곡전공의 신설 또한 당시 형성되었던 담론으로부터 발생
한 구체적 실천이었다. 특히 국악작곡 분야는 전통과 시대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담론의
변화는 연주 및 공연 현장의 환경과 연계한 전공의 역할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국악계에서 창작이 시작된 1950・60년대의 전통・대중화・현대화의 담론이 현재에도 여전
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시대적 담론이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1960년대의 전통과 현대화는 정치이데올로기에 따른 전략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
술가들에게는 시대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함께 우리문화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동시에 안겨주었다. 당시 ‘우리 작곡가들의 창작품을 우리 연주가들의 손으로 발표하여 한국
고유의 민족음악을 수립한다’는 취지는 국악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양악계의 한국음악협회
에서 ‘서울음악제’를 주최하면서 밝힌 것이다.46) 당시의 양 음악계 모두 한국 고유의 민족음악
수립이 음악적 숙원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음악’ 수립은 추상적인 목
표였고 전통과 현대화는 과거와 미래를 대립하는 구도로 인식되었고 국악은 현대화의 대상으
로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변화되어야할 ‘과거’로 여기는 측면이
있었다. 국악 대중화 담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1950・60년대 국악 대중화와 현대화의 담론에
관해 전지영은 담론의 배경과 주체를 구분하여 설명한다.47) 이를 참고하여 정리하자면, 국악
대중화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국악협회 중심의 창악회가 주류 국악계에 대응
하는 생존전략으로서의 대중화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 중심의 일방적 대중화를 비판하면서 민
족적 과업의 제시차원으로 민속악이나 정악을 대상으로 한 대중화이다. 반면 국악 현대화는
국립국악원 및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류 국악계에서 주된 관심사였고, 그렇게 본다면
초기 국악작곡 교육은 국악의 현대화에 그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악 대중화와
현대화는 국악계에 중요한 질문이자 과제였지만 정작 결과로서의 창작음악에 대한 비판은 거
세게 이루어졌다. 특히 양악음악계와 문학평론의 제기한 국악 현대화에 관한 시각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지영의 글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주된 맥락은 양식적 차원의 현대화는 진정한 현대화가 아니며 내면의 승화가 진정한 현
대화라는 것이었다. 즉 양식은…(중략)…서구적 양식이 보편적이며, 우리 고유의 미학과 정서를
작품 속에 녹여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중략)…이 맥락의 이면에 깔린 생각은 국악 그
자체로는 이미 더 이상 예술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중략)…국악의 가치는 예술로서가
46) 이희경, 「1960년대 한국 현대음악의 재구성」, 『음악과 민족』 제52호(민족음악학회, 2016), 21, 24
쪽. 그는 당시 음악계의 ‘전통과 현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였다: “1960년대 ‘전통과 현대
화’는 전사회적인 화두다. 한편으로 그것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건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통치
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작가와 예술가들은 서구적 근대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통을 세계적 흐름 속에 위치지우며 이를 통해 현대성을 확보하려 했다.”
47) 전지영, 「1950-60년대 국악 대중화, 현대화 담론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Vol. 53 (한국음악사학
보, 2014), 347~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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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예술을 위한 ‘재료’로서만 인정된다…(중략)…따라서 국악 현대화는 낡음의 쇄신이라는 긍
적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악의 특성을 ‘결함’으로 보거나 국악의 가치를 예술 이전의
원시 혹은 자연 단계의 재료로만 간주하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48)

양악이 보편적 음악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한 상태에서 국악 현대화는 양악과의 혼합을 전제
로 하였고 초기 국악작곡 교육은 전통음악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양악작곡이론 또한 모두
이수해야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전통음악의 양식과 기법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
고 정체성 연구가 국악작곡 교육에서 중시하면서 일방적인 양악작곡 기법 수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50・60년대의 전통・국악 대중화와 현대화 담론은 1980년대에는 주류 국악계가 합류한
대중화와 서울대학교 국악과 중심의 현대화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국악 현대
화라는 담론보다는 대중화에 대해 비판적 견지를 가지면서 전통음악이론에 따른 창작기법, 국
악의 정체성, 그리고 창작국악 등과 같은 창작음악에 관련된 세부 영역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
다. 한편 2000년대 이후는 80년대와는 다른 차원의 국악 대중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대중
음악계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기부터는 대중화와 현대화라는 용어보다는 대중성과
현대성으로 대체하여 창작음악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 대중음악계에서는 국악을
비롯한 장르 간 실험적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대중음악과는 차별되는 인디음악
및 실험음악이 등장하였고 그 범주 또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동시대의 국악계 연주자
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국악계에서는 대중의 범주가 다양화・다층화 되고 연주공연 중심의 경
연대회가 세련된 방식으로 열리면서 국악연주자를 포함한 여러 전공의 창작자들이 여러 장르
를 혼합하고 창작하는 소규모 연주단체를 결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공연관람을 이어
가는 관객층을 확보하고 기존의 국악 연주회 장소보다는 클럽이나 소극장과 같은 대중음악계
공연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연주 및 공연의 진행방식은 물은 연주악곡 또한 연주단체별
특징에 맞게 구성되었다.
현재에 국악의 대중성은 현대성과 거의 동일하게 인식되는 듯하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한
국 창작음악에 있어서 연주 현장은 대중성을 중시하는 것과 현대성을 중시하는 것이 비슷한
비중으로 전개되었고 학교 교육은 비대중성 혹은 현대성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에는 연주현장과 공연은 물론 전공 교육에 있어서 대중성과 현대성의 구분을 두지 않거나 인
식하지 않고 양자가 어느 정도 혼합된 창작음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치우친다. 이에 국악작
곡이 반영된 창작음악은 연주 및 공연현장에서 점차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전통・대중화・현대화 담론은 전통과 시대성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공존시키는 것이 국악의
현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며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견지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바라고 본다. 그러나 담론의 형성이 국악의 전통과 정체성 논의로부터 이루어 졌
다기보다는 대중적 부합에 따른 대중성과 시대적 추세를 모방하는 현대성이 주를 이루는 것은
예전의 대중화・현대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상징한다.
48) 위의 글,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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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음악계에서 대중화・현대화의 대상은 전통이며 국악이었고 이는 곧 국악을
대중화하고 현대화해야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인식된 결과였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국악계 창작음악의 현장과 논의에서는 전통은 무엇을 의미하고 전통과 시대성을 연
계하는 현재의 방식은 어떠한 담론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시대적 담론이 정체된 것은 아닌
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3. 국악작곡의 특수성과 모호성에 관한 관점
창작음악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악곡 재료와 사고가 창의적으로 혼합된 결과물이다. 서구의
창작음악에서 비서구적인 요소는 기존의 제한된 창작음악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악곡 재
료이자 개념이다. 한국에서 초기 국악계 창작음악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국악(신국악)의
생산이 목표였지만 대학교의 학과 전공으로 국악작곡이 신설된 이후에는 전통음악의 기법과
사상이 체계적으로 적용된 작품이자 창작국악이 새로운 국악의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동시에
서구권에서 비서구적 요소가 융합된 창의적인 작품이 발표되면서 한국의 양악계 창작음악 또
한 국악을 흥미로운 악곡재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양음악계 모두 국악과 양악의 혼합은 장곡
방법 중의 하나인데 각기 음악적 논리기반을 토대로, 양악계에서는 기존의 제한된 양악 어법
을 변화시킬 현대적 요소로 국악을 사용하며49) 국악계에서는 양악적 기보와 구조를 국악 어
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 양악을 인식한다.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라는 기치
는 국악계 창작음악이 서구 음악적 요소를 무차별적으로 차용하는 작품 생산을 이끌기도 했고
국악의 정체성과 관련된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반면 양악계 창작음악이나 양악작곡 전공 작
곡가의 창작국악 작품에는 매우 너그러운 관점이 적용되었다. 국악계 창작음악에 있어서 서구
적 무차별적 수용은 비판되어야하지만, 동시에 양악계 창작음악의 논리기반인 서구음악적 논
리 또한 비판되어야 양음악계 창작음악이 균형을 가질 수 있다. 한국에 유입된 서구음악이나
창작국악 모두 자국음악화의 과정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국악계 창작음악의 서
구음악적 요소뿐 아니라 양악계 창작음악의 서구음악적 논리는 한국의 창작음악을 구축하기
위한 부정적・긍정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현재 국악계 창작음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
는 비국악전공 창작자의 영역 확대와 국악작곡 전공 창작자의 영역 축소에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작품 자체의 성향도 요인이 되지만 비판의 기준과 대상이 편협하게 이루어졌던 배경도
이유가 된다. 무엇보다도 창작음악에서 국악적 요소와 양악적 요소를 분별하기는 어렵다는 필
연적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자가 어느 전공 영역에 귀속되어있는 지 여부에 따
라 해당 음악의 비판 기준이 설정되곤 한다.

49) “양악 작곡가의 현대성 추구에 있어서 전통음악(국악)과의 혼합을 염두에 둔 것은 서구음악에서 새
로운 음 재료를 찾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이유도 있다. 초기 양악 작곡가들인 윤이상, 김순남, 나운
영 등의 작업을 통해서 드러난 창작양악의 현대성 혹은 새로움 추구는 국악이었고 이는 창작국악에
대한 비판에서 제기되는 국악의 현대화와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윤혜진, 앞의 글, 141~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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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은 음악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작곡가가 가진 무형체인 지성과 감성의 운동이
유형물인 작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무형물의 축적과 확증은 작곡가에 있어 필수적인 소유욕이다…
(중략)…한국의 작곡계에 나타난 현상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전통음악
에 대한 작곡가의 주관적 인식의 소유가 운동하는 결과이지 한국전통음악이 내재한 정신이나 기
법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운동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필자의 불충분한 작은 논문이나
마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 희망한다.50)

위의 인용문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 교육을 시작하고 주도하였던 이성천 교수의 글
로서 국악과 작곡의 연계에 관한 생각을 풀어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작곡에 있어서
‘한국전통음악이 내재한 정신이나 기법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의 오랜 국악작곡 교육과 작곡 활동의 경험은 사후 이전 『한국전통음악형성론』과 『한국 한국
인 한국음악』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두 저서는 이성천 교
수가 국악작곡 교육에서 필요한 두 축으로서 ‘전통음악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법’과 ‘정체성 고
민’을 화두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한국인 한국음악』은 그 부제가 ‘한국전통음악에
내재한 의식’으로 쓰여 있는데 ‘한국적・국악적’인 ‘것’이 매우 추상적이고 문화와 사상에 한
몸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악작곡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깊은 고
민을 내비친다.
여러 요소와 개념이 혼합된 창작음악에서 국악의 정체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거
의 불가능하며 국악작곡의 특수성을 인지할 만한 구체적 증거 또한 찾기 힘들다. 이는 음악
자체가 지니는 필연적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악과 음악의 모호한 구도에 따른
시대적 담론 때문이기도 하다. 음악과 동일시되는 양악의 기법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서 작곡 분야에서 국악의 특수성은 작곡 ‘요소’로 협소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국악작곡은 요소
와 개념이 통합된 국악이 중심이 되므로 악곡의 형성뿐 아니라 정체성 인식이라는 논리적・사
상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현재 국악계에서는 국악작곡의 의미와 창작음악의 국악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공연
현장에서는 대중적 감수성에 부합하는 창작음악을 주로 요구하고 연주하는 이질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국악계 창작음악이 지속적인 전개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주활동의 활성화와
관객층 확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악이 단지 창작음악의 혼합 ‘요소’가 아니라 창작 정
신이자 기법이 될 수 있도록 국악작곡이라는 근본적인 창작 방식 및 사고가 심화되어야만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성천 교수는 국악작곡은 ‘한국전통음악이 내재한 정신이나 기법에 대
한 철저한 인식’이 ‘작곡가의 주관적 인식’과 융합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실제 창작음악 작품에
국악의 정체성의 존재하는 지 여부는 작품분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주관적 인식이 전통음악의 기법과 정신과 얼마나 융합되는 지를 가늠할 뿐이다. 국악작곡의
전공교육은 그러한 융합의 정도를 밀접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성천 교수의 교육관을 빌어 정리하자면, 국악작곡은 전공 자체가 요구하는 정체성 인식과
전통음악 기법 연구를 통해 작곡가의 ‘주관적 인식’이 시대적 선호에만 치중하지 않고 ‘국악의
50) 이성천, 앞의 책, 106~107쪽.

한국 창작음악에서 혼재하는 국악작곡의 특수성과 모호성 - 191

전통 및 정통성’과 융합될 수 있도록 이끄는 방식이자 사고이다. 국악계 창작음악에서 국악작
곡의 특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악의 특수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창작음악의 현장과 담론에 펼쳐진 모호한 구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악과 국악
작곡의 특수성에 관한 바가 연구와 창작음악을 통해 끊임없는 성찰과 시도를 행해야만 한다.

Ⅴ. 나오는 글
한국 창작음악에서 혼재하는 국악작곡의 특수성과 모호성은 국악계 창작음악의 현재를 보여
준다. 한국 창작음악은 시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전통과 ‘구분하는’ 시대성51)을 공존시켜야하
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적인 분야가 국악작곡이다. 전통음악연구와 정체성
논의를 국악작곡의 전공교육 중심에 두었던 이성천 교수는 국악작곡이 단지 작곡기법만이 아
니라 전통음악에 내재된 정신을 포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창작음악에서 국악은 단지 창작음악을 위한 혼합 요소만이 아니라 음악적 양식이자 연주방
식이며 또한 사상적 정체성을 함의한다.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의미한다. 국악의 정체성에 관해 정의하는 ‘현재’는 시대에 따라 그
시점과 관점이 달라지며, 결국 여러 ‘현재’의 축적이 바로 과거가 되어 ‘미래’였던 시점이 또
다른 ‘현재’가 된다. 국악의 현재를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분야가 바로 국악작곡이다, 과
거와 미래를 연계하는 ‘현재의 국악’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려면 국악작곡이 전통음악 기법 연
구뿐 아니라 전통과 시대성의 공존을 고민해야하며 끊임없이 갱신되어야할 열린 공간 안에서
정체성 인식과 논의를 중시해야한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의 성과와 과제는 한국 창작음악의 토대와 앞으로의 과제와 동
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악작곡의 전공 태생적 고유성에는 국악의 전통(보편성)과 특
수성・전통과 새로움・개인 성향과 국악 전통과 같은 대립적 구도가 내재되어있으며 현 시대
에는 전공의 정체성과 연주공연 현장 간의 이질적 구도 위에 서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구
도는 전공분야에 있어서 한계인 동시에 정체성 고민을 끊임없이 부여할 수 있는 역동적 매개
체도 될 수 있다.
국악과 음악의 모호한 구도는 창작음악에 관련된 대부분 분야에 모호한 경계와 구도를 파생
하였다. 국악과 국악작곡의 특수성은 그러한 모호한 구도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구축되는 것
이고, 결국 국악이 한국의 우리음악으로서 여러 음악의 장르와 함께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대로 이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악작곡 전공은 전통음악의 분석과 창작기법
연구, 한국음악학의 여러 논제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 한국 사회와 문화를 해석하는 인문학적․
예술적인 논의, 그리고 국악작곡의 정체성 고민을 열린 성찰과 논의를 통해 심화되어야 한
다.52) 이는 이성천 교수가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 교육에서 강조했던 바임을 다시금 상
51) 윤혜진, 앞의 글, 139~140쪽.
52) “창작기법뿐 아니라 철학적 사고가 필수적인 것은 모든 예술 창작에서 동일하지만 국악작곡에서는

192 - 동양음악연구소 정기학술회의(서울대 국악과 창설 60주년 기념)

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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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한국 창작음악에서 혼재하는 국악작곡의 특수성과 모호성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전공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논평

강영화(전남대학교)
윤혜진, <한국 창작음악에서 혼재하는 국악작곡의 특수성과 모호성-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
곡전공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두드러지는 창작음악환경의 변화
와 이에 따른 창작주체와 범주의 확대로 인해 국악작곡의 특수성이 모호하게 인식되는 양상을
국악과 음악에 대한 모호한 인식 구도-전통과 현대, 창작음악과 창작국악, 전통과 새로움, 개
성과 정체성의 모호한 경계-에서부터임을 지적한다. 국악에 대한 시대적 담론을 개괄하고 대
중화는 대중성으로 현대화는 현대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됨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한국
의 국악계 창작을 주도했던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지향했던 기조를 학과 창설이후부터 정기연
주회의 경향, 전공교육의 변화, 학과 전반의 기조변화와 학생들의 창작음악활동 등을 성찰하
고 그 과정에서 국악계 창작음악뿐만 아니라 국악작곡 전공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향에도 모호
함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시대를 넘어 공존하는 전통으로서의 미래적 국악을 위한 국악
작곡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국악작곡 교육 방향의 반성적 성찰로 학문적 체제와 창작
이 학과의 교육기조였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 제시로서 전통음악의 분석과 창작
기법연구, 한국음악학의 여러 논제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 사회와 문화를 해석하는 인문학적
예술적인 논의, 그리고 무엇보다 국악작곡 스스로의 정체성 고민을 열린 성찰과 논의를 통해
심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악작곡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는 연구서이자 교육서, 성과로서 이성천의
『한국전통음악형성론』, 『한국 한국인 한국음악』, 전인평의 『國樂作曲入門』, 이해식의 『이해식
의 작곡노트 넘겨보기』와 『민요와 작곡』 등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악창작음악의 존재성격에 대한 검토와 비판은 국악에 대한 시대담론과 함께 무
수히 있었으나 정작 창작음악의 과정인 구체적인 부문으로서 국악작곡에 대한,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윤혜진의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악
작곡 교육의 미래적이며 구체적인 방향 제시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창작환경의 변화 추이를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아직 국악이 보편텍스트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국악과 음
악의 모호한 경계와 구도에서 국악작곡 자체의 고유성 역시 국악의 전통(보편성)과 특수성, 전
통과 새로움, 개인성과 전통의 대립구도가 내재있음을 인식하고 그 주체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정체성을 고민하고 논의해야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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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체성 논의는 다만 국악작곡만이 아닌 현재 다양하고 급변하는 양상의 글로벌라이
제제이션을 추구하는 확대된 창작의 주체인 국악창작에서 창작자가 가져야하는 정체성으로 대
비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창작의 주체가 창작에 임할 때 그의 정체
성에 내재하고 있는 국악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윤혜진의 본 연구에 기대어 논평자가 주목하는 것은 창작환경에서 대중의 호응을 설
정하는 대중성과 현대성이라는 이미지를 설정하는 그 기반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창작공연이
갖는 정체성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의 다채로운 성향 한국의 창작 및 공
연문화의 흐름과 기획구도는 이미 만들어진 현대성, 대중성의 이미지를 국악에 적용시켜 아케
이드 속에 새로운 요소로서 배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말의 염려가 있기도 하다. 국악계 창
작음악이 꼭 일괄된 아카데미즘에 치우쳐야하는 것은 아니나 연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악작곡은 정체성 인식과 전통음악 기법연구를 바탕으로 작곡가의 ‘주관적 인식’이, 이
미 특정 목적을 위해 정해진 타자가 요구하는 공연만들기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그
정체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국악계 창작음악 확장된 창작주체에게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