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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학술 회 발표논문

식민지 조선의 서양악기 담론

김나은(연세 학교 상커뮤니 이션 학원 석사과정)

1. 서론: 악기의 사회문화사를 위해

2. 연구방법

3. 어린이와 서양악기: ‘천재’ 음악가의 탄생

4. 신여성과 피아노 

5. 취미로서의 서양악기

6. 맺음말

이 논문의 목 은 식민지 조선에 래된 서양의 악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

쳐 문화  의미를 획득해갔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악기를 미디어라는 

에서 바라보면서 악기의 ‘미디어 사회문화사’를 제안했다. 그 이유는 음

악에 얽힌 다양한 주체와 담론의 흐름들을 조  더 효과 으로 구성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악기는 음악  사고와 느낌을 표 하기 한 ‘물  매개물’

이기도 하지만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에 끼친 향을 극명

하게 드러내주는 문화상품이기도 하다. 즉, 일제 강 기하 조선의 근 화와 

이 음악성(bi-musicality)을 동시에 설명해  수 있는 미디어가 곧 서양악기라

는 뜻이다. 근 화 이 까지만 해도 통악기는 주로 특수한 계층이나 집단에 

의해서 연주되거나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양악 음악

회의 성행, 근  음악교육의 확산으로 악기는 문화 이고 교육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상징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즉, 통 인 음악문화 에 

양악이 유입되면서 조선에는 두 가지 음악문화가 공존하게 되었고 담론  경

합이 불가피했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담론들을 통해 서양악기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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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서양악기, 미디어, 근대, 담론 

유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문화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

기 해 1920~1930년 의 잡지와 신문의 기사들을 분석했다. 더불어 악기에 

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지 까지는 잘 논의되지 않았던 악기의 사

회 ·문화  의미를 재조명했다.

1. 서론: 악기의 사회문화사를 위해  

음악을 만들어내는 장치, 우리가 악기라고 부르는 그것은 음악가들, 

객, 콜 터, 혹은 박물  큐 이터 등의 다양한 행 자들에 의해 

수집되고 재배치된다. 악기는 한 세계 인 문화의 흐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인 음악문화의 맥락 안에서 구성되고 재 된다. 악기

가  지구 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힘은 사회 ·문화 ·경제  그리

고 정치 인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악기의 가치와 의미는 

다양한 문화장 안에서 경쟁하고 타 한다. 문화  경계를 가로지르는 

악기들의 운동은 ‘월드뮤직’처럼 어렵고 논쟁 인 사안으로서,  세

계 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악기들은 다국  기업의 상품으로서, ‘민

족 ’인 공 품으로서,  지구 인 투어리즘과 수백만 달러의 음악 

산업  악기 제조산업과 련되어 있다(Dawe, 2003). 여기서 악기는 

새로운 문화연구의 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그것의 의미를 창출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의미 공유의 장으로 인도된다.

악기는 항상 ‘이미 존재하는’, 변화하지 않는 무엇이었고,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다 진 이 없었다(Waksman, 2003). 

음악학자들에게 코딩 이 의 음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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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로 어떤 음반이 인기를 끌며 어떻게 제작되고 배포되는지에 

심을 가진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스몰(Christopher Small)이 ‘뮤직

(Music)’ 신 ‘뮤지킹(Musicking)’이라는 말을 제안했을 정도로 음악생

산은 이제 수집된 사운드를 여러 뮤지션들이 교환, 소비, 재생산하는 

형태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미디어 자체의 요

성도 훨씬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직  손으로 튕기

고 몸통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기계들은 사라지고 디지털화된 악기들

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 히 많은 사람들은 어쿠

스틱 악기가 지닌 독특한 사운드와 감성을 선호한다. 나는 음악 생산

에 이토록 요한 악기에 한 역사, 사회, 문화  통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것을 젠더, 취향, 청년문화,  지구화 등의 문제와 련시키

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1) 

모든 것은 기타(guitar)에 한 심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의 조

사결과에 따르면 5가구당 1가구가 기타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보편

화되었던 악기인 기타는 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고 즐기는 악기이

지만 정작 그것과 련된 담론이나 연구는 매우 다. 그래서 나는 

기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에 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 싶었

고 결국 식민지 시기인 1930년 부터 이미 기타 담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기타 이외의 다양한 

악기들의 공연과 연구회 기록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내 심사는 악

기 반으로 넓어졌고 결국 1900년을 후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1) 국내에서는 서우선의 ｢피아노와 한국 산층 여성의 정체성 형성｣(동아 학교 

박사학  논문, 2008)과 김형찬의 ｢한국 기 통기타 음악의 사  연구: 1975년

까지 사회사  흐름과 작가를 심으로｣(한국 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 공 

술 문사 논문, 2002) 석사학  논문이 내가 생각하는 악기 련 문화연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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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악기가 연구의 주제로 정해지게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조선에 수입된 서양악기들은 일종의 이양

선 문화(異樣船 文化)2)로서 식민지 조선의 근 화와도 한 연 을 

가지고 있었다. 개신교와 학교교육의 후 을 입은 서양악기는 외국의 

발 된 음악문화를 달하는 매체가 됨으로써 통음악  그 악기

와 차별화되었고 더 많은 상징  자본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결국 

1920~1930년 를 기 으로 양악과의 경쟁에서 린 통음악계는 

 더 쇠퇴하게 되었고 해방 후 한국 음악계는 국악과 양악으로 양

분되어버린다. 이로써 한국인들의 ‘이 음악성’이 형성될 수 있는 토

가 만들어진 것이다.3) 그리고 서양악기는 두 가지 음악문화를 생성

시키는 데 가장 요한 이론 ·실재  토 가 되었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맥락하에서 어떤 악기가 어떻게 유되고 재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커뮤니 이션사와도 한 련을 맺는

다. 최근 다양한 학문진 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커뮤니 이션사 

연구는 간단히 말해 커뮤니 이션 상에 한 역사  근이라고 설

명할 수 있지만 상의 기반이 되는 ‘미디어’가 그 심에 있다는 

에서 일반 인 ‘역사’와는 차이를 보인다.4) 다시 말해 이 은 악기 

역시 ‘미디어’라는 에서 바라보고 분석할 것을 제안하면서 악기

의 ‘미디어 사회문화사’를 표방한다. 악기는 다른 미디어들과 마찬가

지로 일정한 기호체계, 상징형식, 기술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며 음

악  사고와 느낌을 표 하기 한 ‘물  매개물’로서5) 음악문화에서 

2) 노동은, 한국음악론, 일산: 한국학술정보, 2002, 95쪽.

3) 민경찬, ｢서양음악의 수용과 아시아: 한국, 국, 일본, 타이완의 기 수용과정

을 심으로｣, 낭만음악 17(4), 2005, 135쪽.

4) 이상길, ｢미디어 사회문화사: 하나의 연구 로그램｣, 미디어, 젠더&문화 제9

호, 2008,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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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한 사회의 음악문화라는 것은 생

산자, 수용자, 비평가, 미디어, 이를 둘러싼 사회 규범과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으로는 규정되기 힘들

다. 그 기 때문에 ‘미디어 사회문화사’라는 틀을 통해, 자칫 구조 혹

은 문화에 매몰될 수 있는 역사  사실과 개인의 경험들을 녹여내고 

싶었고, 이에 악기라는 미디어를 선택했다. 하지만 악기를 사회·정치·

경제 인 면과 연  짓는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가 

재 하고 있는 ‘악기의 사회문화사’를 밝 내려는 작업은 여 히 탐

색 과정에 있다. 미흡하나마 이 에서는 지 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

탕으로 식민지 시기의 서양악기가 어떠한 담론을 통해 구체화되었으

며, 음악의 분화가 악기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

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을 통해 악기라는 매체와 악기 연주 행

에 한 새롭고 다양한 논의가 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서양악기가 어떻게 유되었으며 어떠

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연구하기 해 구한말부터 시작된 악기 

담론을 분석했다. 김수 ·이수정이 편찬한 한국근 음악기사 자료

집: 잡지편(2008)과 조선일보 아카이 6) 그리고 국사편찬 원회7)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서양악기와 련된 논설문, 잡문, 소

5) 한흥섭, 악기로 본 삼국시  음악 문화, 서울: 책세상, 2000, 20쪽.

6)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7) http://www.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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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을 조사했고 제1차 자료에 포함된 삽화와 사진 역시 자료 분석에 

극 활용했다. 이 논문의 목 이 한국의 서양악기 담론을 연구하는 

것인 만큼, 당 의 음악문화를 담고 있는 사진, 그림도 빠트릴 수 없었

다. 특히 한국근 음악기사 자료집에는 110여 종의 한국어 잡지와 

10여 종의 일본어 잡지가 실려 있어, 1900년 부터 시작된 음악담론

의 흐름을 한 에 볼 수 있는 장 이 있었다. 그 에서도 가장 많은 

음악기사를 포함한 3  잡지는 순서 로 삼천리(249개), 조 (202

개), 여성(100여 개)이었고, 이 에서는 개벽,  앙, 동 , 별
건곤, 신가정, 시조, 조 , 음악8) 등을 참고했다. 그리고 식민

지 시기 음악사의 맥락을 알기 한 제2차 문헌으로는 근 음악사와 

양악사 련 책들과 근 의 사회문화사를 다룬 책, 논문 들을 심으

로 살펴보았다.

송방송9)은 한겨 가 이 놓은 음악의 역사는 음악사료를 통해 알 

수밖에 없으며 음악사료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역사서술의 종류

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즉, 악보나 악서를 심으로 한 연구는 음악양

식(music style)과 음악이론의 역사이지만 음악문헌을 심으로 한 연구

는 음악문화와 음악담론의 역사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 까지의 음악

사는 자를 심으로 서술되는 것이 지배 이었다. 뮤지킹: 음악하

기(Musicking: The Meaning of Performing and Listening)의 자인 크리스

토퍼 스몰 역시 음악사에 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8) 이 자료집에 음악 문지는 제외되어 있다. 그 이유는 “원본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소개되어 있는 것조차 상태가 무 나빴고 결호가 있었”기 때문이다(김수

·이수정, 2008, 5쪽). 따라서 음악은 음악 문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해 

참고했다.

9) 송방송, 한국 통음악의 승양상, 서울: 보고사, 2008,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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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란 일차 으로 음악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에 한, 그리고 그

런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한 역사이며, 이런 음악사는 그들 작품

의 창작을 둘러싼 주변 이야기와 작품의 성격에 미친 여러 요소들에 

한 이야기, 그리고 이들 작품이 이후의 작품들에 미친 향에 한 

이야기를 들려 다.10)  

그 기 때문에 음악 수용자와 연주행 는 음악연구에서 늘 배제되

어왔고 음악을 생산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음악’  활동에 가담하

는 것으로 그려져왔다. 음악이란 특별한 음악가나 작곡가의 유물이 

아닌,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추고 있는 생존을 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스몰은 ‘뮤지킹’이라는 개념을 통해 활동으로서의 음악, 사람들이 행

동하는 과정으로서의 음악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러한 은 서구 

심의 음악 , 작품분석 심의 음악연구에서 탈피해 각 지역에 존재

하는 음악들을 생물학  의사소통의 한 국면으로서 바라보게 하는 민

족음악학 혹은 음악인류학을 발 시켰다. 

한국에서의 서양악기 담론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이 처했던 독특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음악이 지닌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악

기’라는 물질을 통해 서양음악과 그 문화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사상(주체성)이나 실재(물질성)라는 것은 문화에 의해 

매개되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으며 문화  매개가 없는 정신세계는 추

상  념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세계 역시도 문화 없이는 진정한 물

질  토 가 될 수 없다(나병철, 2004). 따라서 서양악기라는 미디어가 

10) Small, C., Musicking: The meanings of Performing and Listening,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98; 조선우 옮김, 뮤지킹 음악하기. 서울: 

효형출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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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일본을 통해 개화기 조선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를 매개

한 담론과 문화 없이는 무의미했을 것이며 나아가 재와 같은 문화

인 가치를 획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다면, 구체 인 일상과 

담론 속에서 서양악기는 어떻게 재 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로 조선 사

회에 보편화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담론을 통해서 근  주

체를 형성하는 데 향을 미쳤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한 

탐색  작업으로서 이 논문은 재 연구자가 진행 인 석사 논문의 

일부분  ‘서양악기 담론’과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어린이와 서양악기: ‘천재’ 음악가의 탄생

근 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에서는 교육받은 신식남녀

를 심으로 ‘신가정’이 형성되고 있었고 이들 가정에 가장 요한 

요소로서 특히 음악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음악은 가정평화에 필

요하고, 가정교육에 필요하며, 가정 사에 필요”11)한 것이자 어린아

이들을 교육하는 데 가장 효과 인 것으로 소개되었다. 외국에서 음악

을 공하고 돌아온 서양음악가들은 악기 교육과 자녀양육을 연결시

켜 어린이의 ‘천재성’을 일 부터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해 부모들이 먼  음악에 한 지식과 상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0~1930년 부터 일기 시작한 ‘가정음악’에 한 담론

은 와 같은 상황을 반 하는 것으로 각종 ‘가정 음악회’와 ‘어린이 

음악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11) 유덕순, ｢가정과 음악(2)｣, 시조 193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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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심덕의 동생이자 이화학교에서 음  교수로 있었던 윤성덕은 “장

래 조선의 음악가를 하야 장차 음악가가 될 어린이들을 하야” 모

차르트와 그의 부모를 로 들면서 우리나라에 “참음악가”가 없는 이

유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우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을 로 들며 그곳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5~6세의 소년소녀들에게 

음악을 장려하는 ‘신음악교육’의 방침이 있고 이화학당에서도 이를 

추진해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참음악가를 발견하기는 아즉도 멀엇다 하겟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 잇스나 음악가는 업스니 그 리유는 첫재로 우리는 어려서

부터 음악을 배호지 못한 까닭이다 부모가 음악을 모르매 어린이의 취

미와 기능을 알 리치가 만무하다 나는 장래 조선의 음악가를 하야 

장차 음악가가 될 어린이들을 하야 여러 어머니 아버지께 녯날 엇던 

음악가의 이야기를 참고로써 소개하고  한다.12) 

“웬만한 가정에서는 네 살, 다섯 살만 먹으면 음악공부를” 시키는 

미국과 비교하면 “음맹”이 수두룩하고 “진정한 술”을 맛보지 못한 

조선에서의 음악교육은 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악기는 어린이의 청

을 길러주고 음악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로서 장려되기 시작

했다. “청 은 유소할 때부터 음악 으로 훈련하지 않고는  불치

의 고질”이 되며 특히 악기를 하는 것은 청각을 기르는 데 성악보다

도 뛰어나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편 것은 홍난

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악기 교육을 강조했다.

12) 윤성덕, ｢音 家될 어린이들을 하야｣, 조선일보 1926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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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라는 악기를 사용하는 성악가에 음맹이 많음은 일종의 기 상이

지마는 같은 음악가 에도 성악가보다는 기악가―그 에도 악가―

의 청각이 비교  완 함은 통계상으로 증명되는 바이다.13) 

그리고 조선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천재 음악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음악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은 ‘천재’로서 화

제가 되었고, 음악가는 으  천재 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14)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사

람으로서 어린이의 천재성을 개발해줘야 할 의무가 있었다. 

조선에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가장 먼  이름이 났던 사람은 안

병소 다. 그는 항상 ‘천재 제 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으며 가난

한 집안 환경과 ‘ 름발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종의 ‘불후한 음악 천

재’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1926년 9월 어린이에 난 그의 사진에

는 ‘천재 어린이 술가’라는 제목과 함께 “우에 사진은 세계에 자랑

할 어린 음악가 안병소 씨”라는 해설이 붙어 있다. 1931년 홍종인이 

쓴 ｢반도 악단인 만평｣에도 그에 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 름발이’ 

소년 천재 제 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 곡을 망라해 독주회를 

열엇던 것이 벌서 15세 때의 일”이라고 쓰여 있다. 그 후에도 천재 

음악가는 늘 화제가 되었고15) 훌륭한 음악가 혹은 천재 음악가는 조

13) 홍난 (洪蘭坡), ｢音 家로서 본 世人의 聽覺｣, 동  1931년 3월호.

14) “ 술은 천재라야 배울 수도 잇고 지을 수도 잇다 하지만 거긔에도 지성과 

노력이 업시는 안 되느니”(｢ 남녀음악가에게 여하노라, 능충신단에서 박연｣, 

별건곤 1927년 3월호), “ 술가의 생명은 술가로서의 천재  정열에 있다고 

볼 때”(｢여류악단 총평｣, 신가정 1934년 2월호), “ 來｢크루소｣의 최순복양, 

남성  고음천재”(동아일보 1926년 1월 23일자). 

15) “가정부인”, ｢피아니스트 金元福양 - 음악의 천재로 일 기 이름을 높이었다｣, 

조선일보 1925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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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병소의 사진

(어린이 1926년 9월호)

선의 자랑이자, 나라의 이름을 세계

에 드높이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4. 신여성과 피아노 

여성의 교육이 서양음악, 그 에

서도 피아노를 심으로 행해지면

서 ‘피아노’는 ‘신여성’과 ‘모던걸’

의 상징16)이 되었고 나아가 ‘신가

정’의 필수요소로 부상했다. 일 이 

베버17)는 피아노에 해 “그 음악

 본질에 있어서 부르주아 가정용 악기”라고 말할 정도로 피아노는 

부르주아 의 수요에 조건 지어 있었고 유럽 가정의 음악과 교육

을 담당하는 악기로 자리매김한 상태 다.

식민지 조선의 근 소설 속에서도 피아노는 상층의 악기이자 ‘스

트 홈’의 상징으로 종종 그려진다. 1917년 이 수가 쓴 무정에는 

｢천재소년피아니스트｢알후렛드｣군｣, 동아일보 1930년 12월 4일자.

｢外地에 숨은 천재, 음악가 金澤萬군｣, 동  1932년 9월호.

｢6세의 천재 제 가, 白高山군 독주회｣, 조선일보 1936년 7월 31일자.

｢8세의 천재 피아니스트｣, 조선일보 1934년 1월 7일자.

｢여섯 살 되는 천재 소녀 피아니스트｣, 조선일보 1938년 7월 3일자.

16) ｢모던껄｣이 나오면 피아노나 활동사진 이 따라나오고 ｢모던뽀이｣를 말하면 

기생집이나 극장이나가 따라나오는 것만은 사실이다[최학송(崔鶴松), ｢데카단

의 象徵, 모-던껄·모-던뽀-이 大論評｣, 별건곤 1927년 12월호].

17) Weber, M., Die rationalen und soziologischen Grundlagen der Musik. hg. von Th. Kroyer, 

München, 1921; 이건용 옮김, 음악사회학, 서울: 민음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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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도 좋고 깨끗한 집에 피아노 놓고 바이올린 걸고 선형과 같이 

살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진건이 1922년 개벽에 발표

한 ｢피아노｣라는 소설은 이상 인 가정에서 피아노가 얼마나 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풍자 으로 표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효석의 

소설 거리의 목가(1938년)에서도 주인공 옥은 이미 피아니스트 약

혼녀가 있는 명호에게 “구천원의 문화주택과 피아노의 생활과는 는 

인연이 무도 멀어요”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치는 장면이 있다. 즉, 피

아노는 근  여성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상  가정의 필수품

으로 존재했다. 특히 ‘문화주택’과 ‘피아노’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던 1920~1930년 의 조선을 표상하는 것이었고, 신여

성이라면 구나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다.18) 여성이 

갖는 성공에 한 욕심이나 당당한 자기표 은 구세 와 세  남성 

모두에게 이 되었고 그래서 여성의 욕망은 사치나 허 으로 탈바

꿈되기 일쑤 으며 그 가운데에는 늘 피아노가 있었던 것이다.19) 

18) 1934년 10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인 ｢처녀꾀는 수단인 문화주택, 피아노｣에

서는 정규철이라는 한 남성이 시골처녀인 이 순에게 자신은 문학교 출신이

며 재산도 있고 서울에 이미 취직도 된 상태라고 말한 뒤 “서울로 가서 공회당

에서 결혼식하고 문화주택에서 살게 되고 음악학교에 보내주마”라는 약속으로 

여성을 꾀어내 서울의 모 카페에 팔아넘기려고 했다. 

19) “부자 런인(戀人)을 졸나서 계집에다 피아노를 사노코 무엇이 무엇인지 멋도 

모르며 뚱당거리고…… ”(기암, ｢ 남녀음악가에게 여하노라｣, 별건곤 
1927년 3월호).

“가정부인으로서도 피아노와 같은 갑빗싸고 놓을 없는 악긔를 공부하지 말

고……”(｢조선고악과 조선가정｣, 신가정 1934년 12월호).  

“피아노나 치고 안 서 련애자유나 불으고 걸핏하면 정사―그러치 안으면 

실련병에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것은 세기말 의 퇴패기분을 단 으로 나타내

는 것이라”(최학송, ｢데카단의 象徵, 모-던껄·모-던뽀-이 론평｣, 별건곤 
192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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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장차 자기 남편이 될 남자를 그리여 볼제 

티노나 라믄나 로 가튼 미남자에다 시인이나 소설가나 음악가나 

그中에 하나면 조커니와 피아노 그러치 안으면 유성긔 하다못해 손풍

이라도 사노을 만한 남자를 에 암암히 그리고 잇섯다.20)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  삶의 최상 층에는 피아노가 있었으며 

그 뒤를 유성기와 손풍 이 따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피아노

는 그 가격이 1,000원에 달했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는 구입하기 힘

든 것이었고 음악가가 있는 집이라고 해도 “피아노 구입 5개년 계획”

을 세울 정도로 귀한 악기 기 때문이다.21) 그래서 홍종인 역시, 

학교에서나 재주 잇다고 칭찬을 덤으로 받앗단들 ｢피아노｣를 가질 

수 없고 가까이 할 기회도 없는 빈한한 천재들이야 설읍지 않으랴. 더구

나 소  령양들의 허 의 상. 결혼의 일종 ｢텟테르｣가 되는 매 이르리

서야 이런 계로 ｢피아니스트｣가 은 듯도 하다.22)

라고 당시 악단에 피아니스트가 은 이유에 해 설명한다. 하지만 

모든 악기가 피아노처럼 비싸고, 구하기 힘들었다면 서양악기의 인기

는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며 사람들의 심 밖으로 이내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1930년 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작고 가벼운 악기들은 음

20) 우석, ｢악마의 련애, 신가정생활 탄기, 신녀성들 그는 왜 시집살이를 못하나｣, 

별건곤 1930년 10월호. 

21) “악기 구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뿔사! 피아노는 월부 매를 아니합

디다 그려. 허허허……”[｢조선 음악가 소개 특집(음악가 가정 방문기): 피아노 

구입 5개년 계획｣,  앙 1934년 6월호].

22) 홍종인, ｢반도 악단인 만평｣, 동  193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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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악기 연주에 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고 피아노, 바이

올린과 구별되는 ‘  악기’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즉, 취미활동으

로서의 악기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5. 취미로서의 서양악기

기타-를 배호는데 그 심득은 알고 계신지오?  사람들과 같이 훌륭히 

하여보았으면! 런 곡이 곧 뜯게 되었으면! 그 지도 못한다면 노래의 

반주만이라도 할 수 없을까 어려운 것은 싫지만 무엇이라도 좋으니 곧 

맘이나 붙이게 되었으면! 화가 나니 기타-로 놈을 놀래주리라! 기타-의 

그 소리에는 고만 어쩔  모르겠어. 이걸 않어구 견딜 수 있나! 기타-로

는 별로 잘하는 자가 없는 듯하니 시작하여 보자. 내 천성이 본시 아무소

용도 없는 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여서 혼자서 어떻게 즐겨 하도록만 

되었으면! 그 다 나는 기타로 결정했다. 문가가 될 터이야! 피아노는 

사놀 수 없으니 기타나 하여볼까. 형임에게 헌것도 있고 하니! 성악은 

노래 부르는 것이 싫드라 기타는 스타일도 좋으니 그거나 하여볼까! 

에 인용된 은 1936년 6월 음악에 게재되었던 ｢기타-강좌: 기

타-를 처음으로 배호시랴는 분에게｣라는 의 일부분이다. 총 4회에 

걸쳐 연재된 ｢기타-강좌｣는 그 당시 ‘세고비아(Andres Segovia)’의 인기

를 반 하듯 클래식 기타의 소개―악기 고르는 법, 자세, 연주하는 법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1930년 의 일상에서 기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 으로 보여 다. 보다시피 기타 음악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던 듯하며 배우기 쉽고 스타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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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악기로 인식되고 있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악기의 향으로 서양악기를 익히기 해

서는 돈과 시간, 그리고 재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인 통념이었

다. 하지만 1930년  혹은 그 이 부터 만돌린, 하모니카, 우쿨 , 

하와이언 기타(혹은 스틸기타), 기타 등 가볍고 비교  싼 악기들이 수

입되면서 악기를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었다. 물

론, 유행가의 등장과 음악 장르의 세분화는 사람들의 음악 취향을 다

양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악기들이 수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

다. 동시에 새로운 악기들의 유입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악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음악의 일상화를 진시켰다. 이처럼 

음악과 악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 음악문화를 만들어나

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모니카23)와 기타, 만돌린 같은 악기는 이미 

이때부터 표 인 취미용 악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1920년 부터 하모니카 독주회, 하모니카 밴드 음악회, 하모니카 

콩쿨이 열렸고 1927년 11월에는 하모니카 발명 100주년 기념회가 열

릴 정도로 하모니카는 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1924

년 개벽에는 일본에서 “양철로 만든 졉시니 나팔이니 하모니카니 

동소니 그 따  것”24)이 들어와 조선 사람들이 꼬리를 물어 사가는 

것을 비 하는 이 있는데 이를 보아 하모니카는 일본으로부터 래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23) “불기 쉽고 갑시 싼 게도 잇겟지만 악기가운데에서 하모니카만치 인 

것은 업슬 껨니다. 열시 지나 거리의 인 이 드물만한 때 창 머로 새여 나오는 

멜로디, 달밤시골길, 공원의 풀숩 가튼 데서 들리는 하모니카소리도 잘 듯고 

보면 꽤 회고 입니다”(｢  악기 하모니카: 고르는 법과 오래 갖는 법｣, 

조선일보 1938년 11월 30일자).

24) 춘 (春坡), ｢다시 장미 형(長尾宅兄)님에게｣, 개벽 19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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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카와 더불어 만돌린도 1920년 부터 연주회 기록이 나타나

며 1923년에는 만돌린을 가르치는 음악연구회도 생겨났다. 그리고 경

성제국 학 음악부 에는 ‘만도린구락부’가 있었고 만돌린 연주회를 

종종 개최했다.25) 

만돌린이 취미 악기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1930년 양응수라는 사

람의 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그는 학생지에 ｢음악1년｣이라는 

을 기고했고 1년간 혼자 만돌린을 익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일본 잇슬 때 무 고 하고 생활이 건조하야 엇더  변동을 좀 해보

자고 하는 생각에 만도링 한 개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엿슴니다. …… 

다시 붓잡고 붓잡고 하야 일 년이 못된 지 엔 악곡 하나 몰느든 내가 

제법 쉬운 곡보는 타게 되엿슴니다. 그리고 음악에 한 취미 하나를 

엇은 것으로 소득은 모르겟스나 나의 생활에 만흔 안과 더부러 조흔 

반려를 엇게 된 것도 사실임니다. 

그는 유학생활의 심심함을 달래기 한 취미생활로 만돌린을 시작했

고 1년이 지나자 쉬운 곡조는 무난히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1933년 9월 17일자 동아일보에는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악기

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소개된 악기들을 

순서 로 나열하면, 아코디온, 우쿨 , 기타, 루트·클라리넷, 밴

조, 오카리나, 실로폰인데, 여기서 실로폰과 루트·클라리넷을 제외

25) 1933년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만도린구락부’ 공연의 입장료는 보통권 오십

, 학생권 삼십 으로 그 당시 다른 음악회들의 입장권이 1원이었던 것에 

비해 음을 알 수 있다(｢성  만도린 연주회 개최. 11일 공회당에서｣, 조선일

보 1933년 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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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이름 유행 시기 특징 가격

악코-디온

(그 에는 

손풍 )

< 리의 지붕>

이라는 활동사진

이 나온 뒤부터

에 매가지고 어깨에다 걸고 하는 것, 피

아노 키와 같은 피아노 악코-데온이 있음

5원 50 ~

500, 600원

우그

2년가량 부터 

나오기 시작, 

요새 부인들 사

이에 유행

개 합창 반주에 사용되는 것이나 혼자서 

뜯으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을 것, 처음에

는 싼 것으로 시작하야 가지고 계속하면 

퍽 쉽게 알 수 있음. 간단한 안내서도 있음.

3원 50 ~

13원 50

기타

요사이에는 

구나 다 알만

치 된 악기

우그 보다는 훨씬 어렵지만 바이올링 

보다는 쉬운 것인고로 애써 하면 곧 할 수 

있는 것. 참말로 배우려면 선생에게서 배

우는 것이 좋음. 은 여섯.

10원~

100원

풀류트 ·

크라리넷
　

오 스트라의 멤버가 되기 에는 혼자는 

잘 하지 않는 것.
　

빤죠- 요새 유행
쟈즈에 사용되는 것으로 만도링에 가까운 

것. 그러나 소리는 더 크고 번화한 것.
150원 이상

오가리나 요새에 퍽 유행

삼 에서 오 가량 되는 피리, 12음 부

와 이옥타 반을 낼 수 있음, 어느 것이나 

독일서 만든 것, 값이 싸고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까닭에 요새에 퍽 유행.

60 ~2원

시로혼
꽤 유행되고 

있음

목 (木琴). 소학교의 창가도 연주할 수 있

어서 아이들이 좋아함. 이푸가 달려 있어

서 음향이 진동함. 음은  피아노와 같음.

퍽 비싸서 

좋은 것은 

1,000원

<표 1> 1930년 의 유행악기(1933년 9월 17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하면 부분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혼자서도 배울 수 있는 악기로 

소개되고 있다. 기사에서 설명되고 있는 악기들의 특징과 가격을 정리

해보면 <표 1>과 같다.

즉, 여기서 소개되는 부분의 악기들은 노래반주에 사용될 수 있

고 취미생활에 합한 것들로서 피아노, 바이올린과는  다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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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었다. 기타나 오카리나 같은 악기들은 기사의 제목이 말해주

듯, ‘여유가 있으면 시험해볼 수 있는 악기’로 표 돼 값비싼 악기들

과는 차별화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이 형성되듯 ‘

인 악기’가 생겨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1933년 조선일보에는 ‘하와이언 기타 연구회’가 조직되어 여

자부와 남자부를 나 어 수강생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26) 스

틸기타라고도 불리는 하와이언 기타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 8월 

29일 하와이 학생 “애드와드, 리”의 기타 독주회에서 다. 일본기독

청년회에서 후원하고 경성일보사 래청각에서 열린 이날 연주회에서

는 <사랑하는 하와이>, <아름다운 하와이> 같은 곡들을 연주했다

고 한다. 

1930년 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악기들과 그 이 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하모니카, 만돌린 등은 주로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측

된다. 재에도 학교나 동호인을 심으로 연주되고 있는 만돌린, 하

모니카, 오카리나는 이미 식민지 시  때부터 취미악기이자 인 

악기로 인식되었고 다양한 음악취향의 한 부분을 구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양음악과 그 악기만 유행하는 실을 비 으로 바라

보기도 했다. 통악기들은 사실상 학교  교회에서 배제됨으로써 

 더 제도권 밖으로 려나고 있었고 ‘권번’과 ‘명창’으로 표되

는 특수한 집단에 의해서만 승되고 있었다.   

근래의 조선에는 ‘피아노’, ‘빠이올린’, ‘하모니-카’, ‘만도링’ 등의 가

지가지 긔악과 ‘소 라노’, ‘테 ’ 등의 성악기 그  류행된다. …… 근

26) ｢하와이안 기타 연구회 조직｣, 조선일보 1933년 2월 21일자.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식민지 조선의 서양악기 담론_김나은  91

<그림 2> 신문에 실린 악기

쇼 도 사진(동아일보 1938년 4월 

3일자) 

<그림 3> 신문에 실린 악기 사진

(동아일보 1933년 9월 17일자)

래의 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알고서 

그러는지 는 몰으고서 그러는지 

덥허놋코 서양음악에 도취하는 경

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서양류의 

음악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서양

노래에 손바닥이 압흐도록 제청삼

청을 하면서도 순조선식의 음악회

에서 가수가 연단에서 팔을 뽐내고 

‘구구천변 일륜홍’ 등을 불으면 와

하고 아주 우습다는 듯시 갑자기 

소란한 우슴 을 만들고 만다.27)

6. 맺음말

악기는 이론이나 악보 상으로

만 존재하는 음악을 실재화한다. 

1630년경에 서양음악을 했던 

개신악학자들이 양 과 자명 을 

통해 서양음악의 이론을 실제에 

용했던 것과 같이 개화기가 되면 피아노나 풍 이 그 역할을 신

하게 되었다. 물론, 식민지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창능력이 가장 우선

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기 때문에 악기교육

27) 이소 , 2007,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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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특수한 것이자 엘리트 교육으로 인식되었다.28) 악기를 배우

기 해서는 선교사나 사설음악기 을 통해야 했고 이는 일반인들보

다는 류층 이상의 가정에서나 가능했기 때문이다. 를 들어 한국 

최 의 사설음악기 이라고 불리는 정악 습소에서 풍 과 사 (바

이올린)을 배우려면 입학  1원과 한 달에 약 80 이 들었다.29) 돈도 

돈이었지만 악기를 배우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까지만 해도 서양음악과 그 악기는 일반인들에게 여 히 생

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0년 가 되면서 양악 음악회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비약 으로 증가하고 양악과 그 악기가 일상화

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여성’, ‘신가정’, ‘어린이’와 결합한 서양음악

은 근  핵가족의 필수요소로서 경제 인 부유함과 교양의 상징이 

되고 있었다.

악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에 조선으로 유입된 다른 박래품

들, 컨  신, 화, 사진, 라디오, 유성기처럼 서양으로부터 래

된 이양선 문화이다. 하지만 신, 화와 같은 매체들은 이 시기를 

통해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이었지만 조선에는 이미 통 인 음악과 

28) 1906년부터 시행된 제1차 학교령의 학년별 교과과정을 보아도 ‘악기 사용법’은 

고등여학교나 사범학교에서만 가르쳤고 나머지는 단음창가교육에만 주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근 인 음악교육의 모체가 된 일본의 음악교육 

역시 악기보다는 노래 심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1938년 일본에서 발행된 

신제음악요의는 음악교사를 양성하는 기 에서 제작된 음악교육 지침서

다. 이 책은 “악기의 연주는 …… 하게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 인 교육은 부르는 것의 교육 곧 창요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천 주, ｢일제 강 하 음악교과서 연구｣, 

한국교원 학교 석사논문, 1997). 

29) 1913년 당시 경성에서의 조선인 토목 노동자 일 이 40 , 부두노동자의 일

은 43 , 철도공장 노동자의 월 은 12원 44 이었다(이상길, ｢유성기의 활용

과 사  역의 형성｣, 언론과 사회 9권 4호, 2001, 49~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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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두 음악문화 사이의 갈등과 경쟁은 불가피

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어떠한 담론을 통해 서양악

기가 문화 ·교육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보여 다. 즉, 개화 지

식인과 서양음악가들에게 음악이란 어릴 때 배워야만 하는 것이었고, 

부모는 자녀에게 있을지 모르는 ‘재능’과 ‘천재성’을 발견하기 해서

라도 그것에 해 잘 알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악기는 어린이의 음악

성(청력)을 계발하고, 운이 좋으면 ‘천재 음악가’나 ‘ 술가’로 키울 수

도 있었다. 실제로 모든 음악가가 경제 으로 하거나 사회 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많은 조선인들이 문 음악가가 되기 

해 유학을 떠났으며 음악이 지닌 교육  가치를 인정했다. 

한쪽에선 이 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심으로 한 서양 고 음악

과 그 악기가 술 인 지 를 획득하고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선 재

즈  유행가의 인기와 더불어 밴조, 만돌린, 하모니카, 기타 같은 악

기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 인 악기’가 수입, 되고 

취미생활로서 악기를 배우는 문화가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지 까지의 근  양악사에서는 잘 다 지지 않았던 일반 들의 음

악활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 음악과 음악의 경

계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 을 설명할 때 ‘음반’이 보여  수 없었던 

구체 인 ‘행 자’들의 모습을 보여 다. 

이상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났던 서양악기 담론을 간략하게 

제시해보았다. 하지만 악기는 다양한 행 자들이 얽  있는 만큼 담론

뿐 아니라 제도  차원에서도 살펴보아야 하고  지구  흐름 안에서

의 분석도 필요하다. 악기에 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 컨

 피터슨(Peterson),30) 도(Dawe),31) 왁스먼(Waksman),32) 룩스(Brookes)33) 

등도 악기가 지닌 복잡성과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악기 제작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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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주자, 수집가 등 악기와 련된 행 자 반이 앞으로의 음악문

화 연구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보 인 수

에 머물러 있지만 지속 인 연구를 통해 악기라는 음악 매체, 나아가 

매체 일반이 음악과 행 자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지를 살

펴보는 것은 매우 요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30) Rhan, J. & R. Peterson, “The Guitar as Artifact and Icon: Identity Formation 

in the Babyboom Generation”. in Bennett, A. & K. Dawe(Eds.), Guitar Cultures, 

Oxford: Berg, 2001, pp. 89~116. 

31) Dawe, K., “Lyres and the Body Politic: Studying Musical Instruments in the Cretan 

Musical Landscape.” Popular Music and Society, 26(3), 2003, pp. 263~283.

32) Waksman, S., “Reading the Instrument: An Introduction.” Popular Music and 

Society, 26(3), 2003, pp. 251~261.

33) Brookes, T., Guitar: An American Life. New York: Grove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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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ourse of appropriation of Western Musical 

Instruments in Korea under Japanese occupation

Kim, Naeun(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show how musical instruments acquire cultural 

meaning in Korean societ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or analyzing 

the musical instruments, I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socio- 

cultural history of media.’ The reason is that the music intertwined with 

various subjects so the flow of discourse organized effectively. Musical 

instruments can express thoughts and feelings as ‘physical medium’ of 

music and also they are cultural products which reveal the influence 

of 19th century European imperialism on Asian countries. In other 

words, musical instruments can explain Korea’s modernization and the 

bi-musicality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t one time. Until the 

modernization, only special groups or classes could play traditional 

instruments bu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the prevalence of western 

music concerts, spread of modern education, music instruments obtain  

cultural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began to acquire symbolic 

meaning. That is influx of western music into the traditional Korean 

musical culture raise competition between two cultures was inevitable. 

This paper, through the competition of discourses, tries to reco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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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trajectory of social usage of musical instruments therefore 

1920s~1930s’ magazine and newspaper articles were analyzed. In addition, 

I examined prior studies of musical instruments and shed new light on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musical instruments so far had rarely 

discussed in Korea. 

Keywords: Musical instrument, Media, Modernization,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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