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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of Korea. We truly
congratulate you all on the 6th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Traditional Music’s Study Group on Musics of East Asia. I would like to thank to
the directors, chairs, and the committee and staff members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and the Board of the Study Group on
Musics of East Asia for their efforts in preparing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Since its first symposium in 2007, the Study Group on Musics of East
Asia has function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ademic associations for the
research of East Asian arts and culture. It is very meaningful for the National Gugak
Center to host the symposium in 2018 as the MEA celebrates more than ten years
of contributions to the academic study of East Asian music
With “Performing Arts and Social Transitions in East Asia” as its central theme,
the symposium not only includes a keynote speech and paper presentations but
offers hands-on workshops, film screenings and live performances. The concert,
in particular,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schola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ncounter the beauty and aesthetics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I hope that,
through this experience, you can feel a connection with the musicians and dancers
as you sense their passion and love for traditional performing arts.

축 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제6회 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 음악연구회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애쓰신 국립국악원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 동아
시아 음악연구회 등의 관계자분들과, 함께해주신 국내외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I 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지난 2007년에 시작된 이 학술대회는 그동안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욱 성장한 학술대회를 국립국악원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학술대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공연예술과 사회적 이행’입니다. 주제에 따른 기조발
표와 학술발표, 워크숍뿐만 아니라, 국립국악원의 특별 공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공연은 전 세계 학자들과 참가자분들께 한국 전통예술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할 것입
니다.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무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전통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supports Korea’s traditional arts. Based
on our moto “Culture of People-Culture Vision 2030,” I will do my best to ensure
that Korea will proceed as a nation which nourishes culture, cooperation, and
diversity.

비전2030’을 바탕으로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협력과 다양성, 쉼이 있는 문화가 가득
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동아시아 음악이 서로 교
My hope is that, through this symposium, music can be a meaningful medium for
East Asian intercultural exchange. In addition, I believe this event can serve as
an important platform for Korean traditional culture’s outreach beyond Korea’s
geographic borders.

류하고,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 곳곳에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2018. 8. 21.

August 21,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 종 환

Minister Do Jonghw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er Do Jonghw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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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National Gugak Center, a cultural arts institute dating back to the
7th century’s “Eumseongseo,”a Silla-era court music institution.
This year marks the thirtieth year since we moved to and settled in the current
location in Seocho-dong, and we are very pleased to celebrate this meaningful
anniversary with the 6th symposium of the Study Group on Musics of East Asia.
The region of East Asia represents a treasure house of arts wherein the artistic
expressivities of diverse peoples have been transmitted. It is very important to
preserve, cultivate and transmit the traditional arts of each nation. Nurturing cultural
heritage not only contributes to peace amongst the people but also serv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a nation.
Through this year's theme, 'East Asian Performing Arts and Social Transition,' I hope
that this meeting will provide an important space for in-depth discussions that will
activate the arts as the heart of growth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Thank again to the researchers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for working hard on
hosting this symposium. Thank you, as well, to th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the MEA 2018 Local and Program Committees, and the members of the MEA
Board for bringing this event to fruition.

환 영 사

7세기 신라 왕립음악기관으로 설립된‘음성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국립국악원을
찾아오신 국내외 학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국립국악원 서초동으로 이전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사이전 30주년에
<제6회 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 음악연구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n Official Greeting I 환 영 사

An Official
Greeting

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민족예술이 전승되고 있는 예술의 보고(寶庫)입니다. 각 민족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가꾸고 승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나아가 민족의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 경쟁력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의 대회주제 ‘동아시아 공연예술과 사회적 이행’을 통하여 예술이 예술 속에 머무르
지 않고,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
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본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
실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학회 그리고 동아시아 음악연구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ugust 21, 2018
2018. 8. 21.
Director Lim Jae-won
National Gugak Center

국립국악원장 임 재 원

Lim Jae-won
National Gugak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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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 is honoured to be returning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our Sixth Symposium,
and we wish to thank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th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for their generosity in hosting this meeting in Seoul. It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our members to experience one of Asia's most musically exciting
cities, and to visit one of the continent's most significant institutions dedicated to
the celebration,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arts. The programme
committee has assembled three days of lively academic and musical offerings on
topics from all over East Asia.
For those of us who had the good fortune to enjoy the memorable Second
Symposium held in Korea eight years ago, welcome back! And for those who
are visiting Korea for the first time, you will not soon forget the cultural riches and
inimitable hospitality that await us.

인 사 말

제6회 동아시아음악학회의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번 행사를 주최하는 국립국악원과 한국국악학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서 우리 동아시아음악학회의 회원들이 음악적으로 매우 다채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의 한 지역인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좋은 기회

Greetings I 인 사 말

Greetings

입니다. 또한 전통예술을 기념하며 그 전승과 보존을 도맡고 있는 국립국악원이라는 의미
깊은 장소에서 본 학술회의를 진행한다는 훌륭한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동아시아 전역의 음악에 대한 학술적인 주제들을 모아 3일간
의 활기찬 학술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8년 전에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심포지엄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한국으로 귀환하신 것을 환영하며, 혹시 한국을 첫 방문한 회원들이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August 21, 2018

있는 잊지 못할 문화적 부와 어디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환대를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Chair Helen REES
ICTM Study group on Musics of East Asia
Executive Committee

2018. 8. 21.
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음악연구회장
핼랜 리스

Helen REES
ICTM Study group on Musics of East Asia
Executiv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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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is very pleased and honored to co-host the
symposium in Seoul, Korea.
The symposium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will be another milestone in the history
of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In 1981 the International Folk Music Council’s
world conference was held in Seoul. The late Korean music scholar Lee Hye-ku,
the founder of th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played a pivotal role in not only
hosting the conference in Seoul, but also in changing the Council’s name from
IFMC to ICTM (International Council for Traditional Music).
This year, about one hundred scholars from eleven countries have come to Korea
in order to share and present their academic interests and achievements. Many
Korean scholars are participating in the event, including many young students who
will have the opportunity, perhaps for the first time, to experienc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number of young scholars participating is evidence that MEA will
continue to expand to an even larger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in the future. I
expect that these young scholars will interact and form connections outside of their
own musical interests and exp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s to the East Asian
region and beyond.

ICTM MEA
한국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국악학회는 ICTM MEA 2018년도 대회를 서울에서 공동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
고 기쁩니다.

이번 행사는 ICTM 관련 행사로 두 번째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1981년에 IFMC(현
ICTM)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고, 37년 만에 열리는 한국음악계의 큰 행사입니다. 특히 한국
국악학회를 창립하신 이혜구 박사는 한국음악을 해외에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였고, 그 해에 IFMC의 명칭을 ICTM으로 변경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는 11개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학자들이 동아시아 음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
표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이기에 한국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젊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MEA 행사가 앞으로 더 큰 국제학술행사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향후 한국음악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학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적극 후원해 주신 임재원 국립국악원 원장님을 비롯한 국립국악원 관계자 분
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악학회의 윤영해, 장윤희 박사, 자원봉사자 여러분

I would like to thank Director Lim Jae-won and the staff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who pleasantly supported the program and symposium. I also give
my gratitude to our secretary Yun Yeong-hae, Chang Yoon-hee, and the many
volunteers as well as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supporting this event.

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과 서울시 관련 기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elebrating the 6th the Symposium of ICTM MEA in Korea I ICTM MEA 한국 개최를 축하하며

Celebrating
the 6th the
Symposium of
ICTM MEA
in Korea

2018. 8. 21.
(사)한국국악학회 이사장 김 우 진

August 21, 2018
Director KIM Woo-jin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KIM Woo-jin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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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Members I 위원

Committee
Members
MEA Excutive
Committee
Members
2016-2018

The Local
Committee

REES Helen
(Chair)

Kim Hee-sun
(Vice Chair)

Yang Yuan-zheng
(Secretary)

KIM Woo-jin
(Co-chair)

The Local
Organizer

KIM Hee-sun
(Co-chair)

FINCHUM-SUNG
Hilary

Kim Kyung-hee (National Gugak Center)
Moon Joo-seok (National Gugak Center)
Yun Yeong-ha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Chang Yoon-he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HUANG Wan

Liou Lin-yu

LU Tasaw Hsin-chun

The Program
Committee

Tan Shzr-ee

12

TOKITA Alison

FINCHUM-SUNG Hilary
(Chair)

HSU Hsin Wen

LEE Tong Soon

OSHIO Satomi

HUANG Wan

13

Chair:
Lanlan KUANG,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12:00-13:30

Sessions 1

Anna YATES-LU,
SOAS University of
London

Hye Sung MIN,
Hanyang University

Investigating the Oral
Transmission of Beompae in
Contemporary Korea: A Case
Study at the Okchun Buddhist
Music School

Transmission of the Yogo
(hourglass drum) Types as
Depicted in Dunhuang Mural
Paintings to China, Korea and
Japan

Iljung KIM,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pyong CHUN,
Chung-Ang
University

16:50-17:20

17:20-17:50

Ten Years Crossing Borders: A
Personal Account of Performing
and Teaching P'ansori Outside
Korea

Eria KUBO,
Independent
Researcher

Michiko HIRAMA,
Toho Gakuen
College

Misun LIM,
Dankook
University
(CANCELLED)

From Invitation and Promotion
to Collaboration and
Commission: Korean-German
P’ansori Exchanges

Hallyu Through the Grassroots:
The European P’ansori Scene

Qifang HU,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hair:
Keith HOWARD,
SOAS University
of London

The Monkey King’s Journey
into P’ansori: Kim Pyǒngjun
“Ogong’s Account of Escape
from Financial Depression”

Dinner Banquet, Yeakdang (Large Theater)

Jan
CREUTZENBERG,
Ewha Womans
University

A Study of the Transmission
of Kêlèntangan Music among
Dayak Bênuaq People of
Indonesian East Kalimantan
Eli IRAWATI,
Indonesia Institute
of Arts Yogyakarta

16:20-16:50

17:50-19:30

Barbara WALL,
University of
Copenhagen

Heritag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The Transmission
of Indigenous Music Traditions
in Taiwan

Crossing Boundaries:
Beyond the Borders
of P’ansori

Chair:
Barbara WALL,
University of
Copenhagen

Transmission of
Music Culture

Chair:
Myoshin KIM,
Ewha Womans
University

Musical Ties Between Korea
and Japan: An Examination
of the Education of Korean
Musicians at the Teikoku Music
School (帝国音楽学校) in Japan

Characters who (did not)
perform and their (un)formed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The Tale of Genji,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from the
early eleventh century

Exploring Multi-layers of Korean
Court Music through Royal
Protocols of Joseon Dynasty
(CANCELLED)

Between Literati and Folk: Pipa
Anthologies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East Asian Historical
Ethnography

CONFERENCE ROOM (C) : Large Seminar Room

Typological Analysis of the
Chinese Qin in the Late
Bronze Age

Yuanzheng
YANG,
The University of
Hong Kong

Break

The Chinese Pipa and the
Rise of New Conservatory
Performance Style
Liu LU,
University of
Sydney

Resolving the Puzzle:
Investigating the Evidence of
Female Pipa Practitioner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CONFERENCE ROOM (B) : Pungnyu Theater

“Reappear the Past Sound
Memories”: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in
Jiangnan Sizhu

Yuxin MEI,
University of
North Texas

The Korean Lute: Uncovering
the Mystery of Its Disappearance

The yangqin in Communist
China: A Journey to
Classic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strument
Typologies and
Performance Styles

Yuj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Wenzhuo ZHANG,
Eastman School
of Music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Fredonia

Chair:
Mikyung PARK,
Keimyung
University

CONFERENCE ROOM (C) : Large Seminar Room

Singing with a New Voice:
Gender Shift in Korean
Pansori Tradition

Innovation and Independence
in the Development of Female
Tanci: The Career of Xu Lixian

CONFERENCE ROOM (A) : Umyeon Theater

Ya LI,
Shanghai Normal
University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Wind Ensemble
Music in the 20th Century

Ju-Yong HA,
University of
Hartford

Bonding Families Making
Community: A Gugak
Orchestra’s Attempt at Changing
Korean Society

Myosin KIM,
Ewha Womans
University

Yun-kyong JIN,
Busan National
University

Wen-Ting YAN,
Wuzhong District
Cultural Center

The Shanghai Grassroots
Jasmine: A Case Study on
Shanghai Workers’ Union Art
Troupe and the Jiangnan Silk
and Bamboo Tradition

Lanlan KUANG,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Mei-Chen CHEN,
UCLA

15:50-16:20

Sessions 2

15:30-15:50

15:00-15:30

14:30-15:00

14:00-14:30

13:30-14:00

CONFERENCE ROOM (A) : Umyeon Theater

11:00-12:00

Gender in East Asian
Performance

Chair:
Jocelyn CLARK,
Pai Chai University

LUNCH I Cafeteria

10:30-11:00

Ensembles through
Space and Time

Opening Ceremony I Umyeon Theater
Keynote Speech : Bell Yung I Umyeon Theater

CONFERENCE ROOM (B) : Pungnyu Theater

Registration I Umyeon Theater

09:30-10:30

Day 1 I Tuesday 21 August

ICTM MEA 2018 Conference Program

ICTM MEA 2018 Conference

Program Schedule I 프로그램 일정

14
15

Performing Finnishness:
Adapting the Kantele in Japan

‘Rabbit Kid’? The Legacy of
Han Immigration on Taiwanese
Indigenous People

Ying-hsien CHEN,
University of
Helsinki
Yang Ming TEOH,
National Taitung
University / SOAS,
University of
London

The Idea and Activity of Dance
Performances in Busan and the
Yeongnam Region
Performing Rituals and
Ritualizing Performances: (Re)
defining Temporal, Spat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in
Taiwanese Aboriginal Musicals

Inhwa SO,
Busan National
Gugak Center
Chun-bin CHE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Experiments of Western staff
notation in the world of Korean
music

Role of Western instruments in
the modernization of Japanese
traditional music

Chie FUKUDA,
Ochanomizu
University

11:30-12:00

Musicality and Passion of Sir Robert
Hart: His Taste and Possible Musical
Influences of the Irish I.G. in Peking

Jocelyn CLARK,
Pai Chai University

Mengjiao CHEN,
Soochow University
Darrell Hung-Ren
TO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Becoming National Cultural Property:
The Preservation and Re-creation
of Lalingedan and Pakulalu in
Contemporary Taiwan
Introduction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Modern
Task

Chia-Hao HSU,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unja JO,
Chung-Ang
University

14:00-14:30

14:30-15:00

The Little Angels: Music Propagation
and Global Impact

The Dance Repertoire of the
Little Angels

Discussion

Sang-yeon Loise
SUNG,
University of Vienna
Kyung-hee KIM,
National Gugak
Center
Ju-yong HA
University of Hartford

16:50-17:20
17:20-17:50

16:20-17:50

20:00-21:30

17:50-19:30

16:20-16:50

Concert - Umyeon Theater

Workshop 2 “An Introduction of Korean rhythm: Jungmori Jangdan”
Organizer: Sori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FERENCE ROOM (D) :
Yeskdang Large Seminar Room

Playing the Flute in Shanghai:
Creating a Collaborative Biographical
Documentary (excerpts plus
discussion)
Lashize: Regong Tibetan Leruo Dance
(15 minutes)
(short discussion following film)
Sounding Treasures: The Reconstruction
of the Sound of 1960s/70s Cantonese
Music (32 minutes)(short discussion
following film)

16:30-17:00
Guiteng LIU
Quanzhou Normal
University
17:00-17:50
Tsan-Huang TSAI,
Quanzhou Normal
University

(Note: Alternative Times)

Films

Discussion

Northwest China: Authentication and
Re-Authentication of New Hua'er
Music

South China: Transmission and
Inheritance of Yunnan's Folk Music

Theory: Transformational Deep
Structure and Musical Change

New Research
Methods in New Folk
Music

15:50-16:30
Helen REES,
UCLA

Lukas Park,
Soochow University

Danning LIU,
Soochow University

Huanqing Zhu,
Soochow University

Lukas Park,
Soochow University

Chair and Discussant:
Lukas Park,
Soochow University

CONFERENCE ROOM (C) : Large Seminar Room

Dinner at Train Bleu, Seoul Arts Center

The “Little Angels” and Nationalist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 Cold War South
Korea

Hee-sun KIM,
National Gugak
Center/Kookmin
University

15:50-16:20

The Littlea Angels, South
Korean Children’s Performing
Arts Troupe for the World

Break

Converging Aesthetics: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K-ak (K-樂)

Undefinable Musical Events in Gu
Jieting’s Performance Art: Tracing
the Boundaries between French
Modernism and Chinese Traditional
Aesthetics

Chair and Discussant:
Ju-yong HA
University of Hartford

Sessions 5

15:30-15:50

15:00-15:30

Performance Rehearsal

Cross-Cultural Creation and
Crossover in “Chinese Folk Jazz”

Deng JIA,
Soochow University

Authenticity and Artistry: Conflicting
Issues for the Reconfiguration of
Agricultural Labor Songs in the Late
20th Century
Kiryun SUNG,
Academy of
Korean Studies

13:30-14:00

Chair:
Hsin Wen HSU,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Reconstructing Music
Genres

Chair:
Sang-Yeon Loise
SUNG,
University of Vienna

Cross-Cultural Influence
and Creativity in East
Asian Music

CONFERENCE ROOM (B) : Pungnyu Theater

Main participants
Jonghun JO, Academy of Korean Studies/
CEO of Production Gogeum
Ninghua WU, Guangxi University of Arts
Min CUI, Chung-Ang University

Workshop 1
"Ancient and Contemporary Drums": A Collaborative
Project between China and Korea on Field Research,
Instrument Restoration, and Compositional Practice in
Relation to Porcelain Hourglass Drums
Organizer: Mei XIAO. 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CONFERENCE ROOM (A) : Umyeon Theater

Sessions 4

13:30-15:10

12:00-14:00

CONFERENCE ROOM (D) :
Yeskdang Large Seminar Room

Lunch - Cafeteria
Business Meeting

12:00-13:30

Huayue in Malacca: Chinese
Identities and Cultural
Boundaries

Chaeyoung LEE,
Boston University

Pengxuan MI,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ogram Schedule I 프로그램 일정

Echoes from the Pacific:
Environmental Awareness of
Whale in East Asian Popular
Music

11:00-11:30

Scattered Melodies—Modernities
and Nationalism in Gayageum
Music of Yanbian region, China
(1950 - )

Musical Diaspora

10:30-11:00

Bingyang GUAN,
Shenyang
Conservatory

Chair:
Frederick LAU,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Yick-sau LAU,
National Taiwan
University

Musical instruments and
sustainable environment

Space, Place,
Environment in Music
Meaning

Local musical habitus and the
re-contextualization of the
imported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Naoko
TERAUCHI,
Kobe University

Chair:
Helen REES,
UCLA

CONFERENCE ROOM (C) : Large Seminar Room

Yee-lok Enoch
LAM,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Western’ Influence and
Transnational Music in
East Asia

CONFERENCE ROOM (B) : Pungnyu Theater

Composing the State: ‘New’
Music in North Korea

Chair:
Hilary FINCHUM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FERENCE ROOM (A) : Umyeon Theater

ICTM MEA 2018 Conference

Keith HOWARD,
SOAS, University
of London

10:00-10:30

Sessions 3

Day 2 I Wednesday 22 August

16
17

Sunh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Exploring the Musical
Expression and Mechanism of
"Ma" in the Kabuki Percussion
Ensemble

Research on the Change
of Chwita: Focusing on the
Daegeum’s Melody
The Musical Aspect of Ritual
Song of Hwanghae-do Shamans
since the Late 20th Century:
Mansepachi’s Melodies as Sung
by Kim Kŭmwha and U Okchu

Sayumi KAMATA,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Hyeohn PARK,
Ewha Womans
University

Yeo reum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0-11:00

11:00-11:30

11:30-12:00

ICTM MEA 2018 Seoul Closes

Closing Ceremony - Umyeon Theater

Three Collections of Compositions:
Representation and Re-appropriation
of Western Music by the Colonial
Korean Composers from 1920 to
1930
Seung Im SEO,
National Taiwan
University

17:10-18:00

Learning Japanese Traditional Music
beyond the Boundaries - The Cases
of Columbia University's Mentor/
Protégé Program

Chatori SHIMIZU
and Hanako
YAMAMOTO,
Odawara Junior
College
Imagined Community and National
Identity: “The Suzhou Chinese
Orchestra under “The Belt and Road”
Tianquian FAN,
Soochow University

Break

Looking over the Fieldwork on
Nong-ak [Farmers’ band music] by
Lee Bo-hyung

Institutional Programs and
Collections

Hyun-ee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
Yuan-zheng YANG,
University of
Hong Kong

Case Study: Sociocultural Meaning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nsembles of University Students

Hye-ji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Are All “Descendants of the
Dragon?”: Music and Construction
of Identity

Identity

Break

Sam Hui – Voice of Hong Kong
Multicultural Identity

Disabled People, Traditional Music, and
their Learning and Healing

Yoonhee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ling and Reconstruction through
Music: North Korean refugees in
London

A’ci, Folk Song of Hani People in
Southern Yunnan: The Musical
Expression in Their Daily Life

The Role of Musicians in
Community and Healing

Yu-Han HUANG,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Chair:
Jan CREUTZENBERG,
Ewha Womans
University

Yuen Woon CHAN,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Rescaling Contemporariness:
“Creative” Pansori Music Theatre
Performances in South Korea
Jonghyun PARK,
University of Illinois

16:50-17:10

16:20-16:50

15:50-16:20

15:20-15:50

Sessions 8

15:00-15:20

14:30-15:00

Idol Singers’ Intimate Labor in the
Global Circulation of K-pop

Stephanie CHOI,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In between Performing and Composing,
a Creative Practice: A Study on
Versions of Yangguan Sandie from the
Repertory of Guqin Music
Shih-Chia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14:00-14:30

Cholong SUNG,
SOAS University of
London
Remembering China’s Past: Punk
Songs and Alternative History

Nathanel AMAR,
University of
Hong Kong
Reinventing Court Music in Ancient
China: Form and Semiotics in Chen
Yuanlin’s Flying Swan
Yinuo YANG,
Soochow University

13:30-14:00

Danxia YANG,
Dianchi College of
Yunnan Universit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ity and
the Representation of Hakka Voices in
Postwar Taiwan: An Analysis of Meilou
and Ring Ring Records
Hsin-Wen HSU,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he Sijo in Contemporary Art Music:
Form and Signification Abstract

13:00-13:30

Chair:
Satomi OSHIO,
Miyagi University of
Education
Chair:
Naoko TERAUCHI,
Kobe University

Make It Look and Sound
Modern: A Study on the First
Television Singing Show in
Taiwan, Qun-Xing-Hui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Performing Arts
Business Which Uses the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cused on Jongmyo Jeryeak
(royal ancestral shrine music)

Unpaid Musicians: Musical
Labor and the Paradox
of Institutionalized “Talent
Donation”

CONFERENCE ROOM (C) : Large Seminar Room

Recording, Mass Media, Popular

Jared REDMOND,
Hanyang University

CONFERENCE ROOM (B) : Pungnyu Theater

Transformations of Music Genres

CONFERENCE ROOM (A) : Umyeon Theater

Organizer: King-chi LEE and Chi-kong CHAN
(Maximum 10 participants)

Workshop 3
Grow Your Own Blossoms: A Workshop on Chinese
Music Composition based on a Skeletal Score

Chair:
Ai Mei LUO,
Asia Culture Research
Institute (ACRI)/Asia
Culture Center (ACC)

Sessions 7

13:00-14:30

Business Meeting

12:00-14:00

CONFERENCE ROOM (D) :
Yeskdang Large Seminar Room

Lunch - Cafeteria

Shu-Wei HSU,
National Taiwan
University

Donghee LE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Earliest Daechwita (Royal
Military Processional Music)
Recording and Contemporary
Daechwita Performance,
Focusing on Taepyeongso
(conical oboe) Melody
Amateur Practices of Cantonese
Music in the Era of Music
Professionalism

Jeong-in LE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hair:
Shzr Ee TAN,
Performing Arts
Royal Holloway
Market and Image
University of London

CONFERENCE ROOM (C) : Large Seminar Room

Disappearing in Prosperity:
Preforming and Oganological
Changes in the Sustained
Popularity of Teochew Guzheng

12:00-13:30

Wan YEUNG,
UCLA

Yan XU,
Shanghai
Conservatory

Research on the Pyeongjo Mode
and Ujo Mode in Jeongak (court
music)

Change in Genre and
Context

Chair:
Anna YATES-LU,
SOAS University
of London

Chair:
Hilary FINCHUM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enre and Aesthetics

CONFERENCE ROOM (B) : Pungnyu Theater

CONFERENCE ROOM (A) : Umyeon Theater

Wooj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10:00-10:30

Sessions 6

Day 3 I Thursday 23 August

ICTM MEA 2018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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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Creativity
in Traditional
Music

“Traditional Music” is a widely used concept in Musicological discourse as well
as everyday conversation, and indeed appears in the very title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scholarly organizations. While the concept is understood
to contrast with “contemporary music”, “new music” and “composed music”, the
meaning of the term is not always clear. One commonly accepted understanding
is that it refers to musical genres that have been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ith relatively little change, retaining much that is old – and by
implication, lacking creativity. That traditional music is thought to embody an
older time and musical style may make it valued by some, but it may make it seem
somewhat out of sync with contemporary culture and thus less relevant.

기조발표

전통음악의
창조성에 대한
탐구

"전통음악"은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음악학적 담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며, 실
제로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학술 기관의 이름에도 등장한다. 그 개념이 "동시대 음악", "새
로운 음악" 그리고 "작곡된 음악"과 대조되는 반면, 그 용어의 의미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

Keynote Speech I 기조발표

Keynote Speech

전통음악에 대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이해는 세대를 거쳐 전달되면서, 비교적 적은 변화
를 보이며 옛 것을 많이 유지하고, 따라서 창조성이 결여됨을 내포하고 있는 음악 장르를
말한다. 전통음악은 더 오래된 시대와 음악 양식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사실
이 몇몇에게 가치 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대의 문화와 조화되지 않고 따라서 덜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Few are so naïve as to think that so-called traditional music does not change with
time. But because much of it is transmitted orally, the process of change leaves
little evidence. It is therefore easy to assume that it is static, which feeds into the
romantic notion that one is listening to music from another age.

이른바 전통음악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한 사람은 드물다. 그
러나 전통음악의 많은 경우가 구두로 전승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이 증거를 거의 남
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정적이라고 가정하기 쉽고, 이것은 누군가가 다른 세대의 음
악을 듣고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빠지게 한다.

In fact, however, performers of traditional music do not merely parrot what they
learn from their master, but often instill their creativity and individuality, albeit subtly
and often subconsciously, and within a different time-scale from “composed music”.
This paper explores such creativity in order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fluidity of traditional music within its own time-scale, and so to expand our notion of
creativity.

하지만 사실,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명인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미묘하고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작곡된 음악"과 다른 시간 범
위 내에서 그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주입한다. 이 논문은 그 자체의 시간 규모 내에서 전통
음악의 유동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창의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확장시키
기 위해 그러한 창조성을 탐구한다.

Bell Yung, an ethnomusicologist specializing in China, is Emeritus Professor of Music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and an Affiliate Professor of Music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e has also taught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and Cornell University, and is a recipient of research awards from

벨 융 (Bell YUNG)

중국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민족학자 벨 융은 피츠버그 대학의 음대 명예 교수이자 워싱턴 대학의 음대

피츠버그대학교

교수이다. 그는 또한 홍콩 중문대학교(香港中文大學), 홍콩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데이비
스), 코넬 대학교 등에서 가르쳤으며, 포드, 구겐하임, 멜론, 국립인문재단 등의 주요 재단에서 연구지원

Guggenheim, Ford, Mellon, National Endowment of the Humanities, and others. He has

금을 받았다. 12권의 단행본과 50권 이상의 연구논문과 편집단행본을 출판했다. 또한 그가 1975년에 홍

published twelve books and over 50 articles in journals and in edited volumes; in addition he

콩에서 수집한 현지조사 자료에 기반한 광둥어 서사노래를 7개의 CD와 1개의 DVD로 제작했다.

produced seven sets of CDs and one set of DVD on the Cantonese Narrative song called
Nanyin, based upon fieldwork material he collected in Hong Kong in 1975.

Bell YUNG
University of Pittsburgh

20

벨 융의 가족은 중국 우시시 출신이다. 1941년 상하이에서 태어난 그는 홍콩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구룡

BellYung’s family is from Wuxi, China. Born in Shanghai in 1941, he grew up in Hong Kong

화인서원(九龍華仁書院)을 졸업했다. 196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에서

and graduated from the high school Wah Yan College Kowloon. In 1960 he went to the U.S.

공학물리학 학사,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MIT)에서 물리학 박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음악 박사학위

for higher education, receiving a B.Sc. degree in Engineering Physics from the University of

를 받았다. 2012년에 그는 홍콩 중문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California in Berkeley, a Ph.D. in Physics from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 Ph.D. in Music from Harvard University. In 2012 he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degree b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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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ay 1 –Tuesday 21 August
09:30-10:30 Registration
10:30-11:00 Opening Ceremony
11:00-12:00 Keynote Speech
13:30-15:30 Sessions 1
15:50-17:50 Sessions 2

Day 2 –Wednesday 22 August
10:00-15:10 Sessions 3
13:30-15:30 Sessions 4
15:50-17:50 Sessions 5

Day 3–Thursday 23 August
10:00-14:30 Sessions 6
13:00-15:00 Sessions 7
15:20-16:50 Sessions 8
17:10-18:00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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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Room

A
Umyeon
Theater

Panel A1:
Ensembles through
Space and Time

09:30-10:30 Registration
10:30-11:00 Opening Ceremony

Abstract: Extensive research has been done on China’s Jiangnan silk and bamboo
tradition (also known as Jiangnan sizhu genre) by scholars such as Witzleben (1995)
since the 1980s. This study add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genre with a focus
on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of the Jiangnan silk and bamboo tradition from
the grassroots level. By examining the performance boundaries that intertwine
with local union workers’ everyday life, this study presents some of the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author’s ongoing ethnomusicological research on the Shanghai
Chinese Orchestra of Jasmine Art Troupe, a performing art entity sponsored by
Shanghai Federation of Trade Unions since the early 50s.
Housed in the Shanghai Workers’ Culture Palace, one of Shanghai’s historical
landmark building, the Shanghai Chinese Orchestra of Jasmine Art Troupe is one
of the more dynamic players in Shanghai’s traditional music scene today. With a
legendary history of 67 years, the orchestra is guided by its permanent conductor Wu
Jian and several well-known folk musicians. Comprising over 100 members, it is now
the largest and arguably the most charismatic amateur orchestra in Shanghai, alluring
to many folk music enthusiasts.
Preliminary findings show that other than its historical significance during the
CCP formation years, the Shanghai Chinese Orchestra of Jasmine Art Troupe has
also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in creating, conserving, changing, and challenging
the performance boundaries of the Jiangnan sizhu tradition with its amateur folk
musicians from the Shanghai Workers’ Union. Under the guidance of Chinese
Orchestra Music Committee of Shanghai Musician Association and regarded as the
amateur folk music orchestra of professional competence, the Jasmine Art Troupe
carries responsibilities beyond promoting folk music and culture among workers. As
an institutionalized grassroots movement, it also serves as the soundscape wher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s negotiate with performance traditions.

Conference Room A I Umyeon Theater

Chair: Lanlan KUANG,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The Shanghai Grassroots Jasmine: A Case Study on Shanghai Workers’
Union Art Troupe and the Jiangnan Silk and Bamboo Tradition
Lanlan KUANG,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Sessions 1

Tuesday 21
August

Day 1 – Tuesday 21 August

Day 1

Sessions 1
13:30-15:30

11:00-12:00 Keynote Speech
12:00-13:30 Lunc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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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wind ensemble music was called samhyeon
yukgak (三絃六角) which included repertoire such as Gwanak Yeongsanheosang
(管樂靈山會相), Jajin hanip (數大葉), and Chwita (吹打) that was played in diverse
contexts. Especially the samhyeon yukgak ensemble’s function was to accompany
dance, as well as to serve as the primary music for birthday parties (還甲),
congratulation parties for passing the national exam (三日遊街), military marching
and parties of local policy (官衙).
Because the wind ensemble did not include string instruments like gayageum
and geomungo, two functions including such as marching and accompanying
parties c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Therefore, samhyeon yukgak
music was widely used in various celebrations. In its various roles and functions,
samhyeon yukgak players made several musical variations and used improvisation

Abstract: Since the 21st century, the rapid urbanization in China, to some extent,
accelerates the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melodies and music styles. In the
meantime, differences between old music values and new ones generate various
conflicts and debates. Jiangnan Sizhu, one of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music
genres in the Yangtze River Delta Area, also encounters the paradox between
conservation and innovation. As folk musicians only play the eight classic pieces
("八大曲")now, some professional musicians think that such conservative
performance restricts the spread of Jiangnan Sizhu and falls short of the mainstream
of innovation and change. Therefore, it is advocated to create new compositions.
In fact, more than 300 traditional pieces are recorded in the Collection of Chinese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中国民族民间器乐曲集成》), but most of them are
not played any more.
During 2014 to 2016, the author conducted fieldwork on the collections of some
Gongche Notations (工尺谱), one of the Chinese musical notations. More than 100
pieces were recorded, while most folk musicians do not know them. Along with
this, we wonder how to restore Jiangnan Sizhu between the 1900s and the 1940s
through these musical notation remains. According to the HIP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the research aims to reappear the past sound memories. Based on
these notations, the author and musicians from folk music societies make effective
use of the principle and approaches of interaction in ensemble to the reappearance
of some traditional pieces. In order to truly represent those pieces as soon as
possible, folk musicians use silk string musical instrument to play. Consequently,
the collection and repair of old instrument are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this
research. By recovering old musical instrument, old playing techniques and old
performance forms, it rebuilds the lost melodies of Jiangnan Sizhu. Also, the research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notations and music practices during
this process, and finds that it arouses music memories and oral heritage of insiders.
Further, it enables us to deeper explore and gain cultural understandings towards
Chinese traditional music theory.

Conference Room A I Umyeon Theater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Wind Ensemble Music
in the 20th Century
Yun-kyong JIN, Busan National University

“Reappear the Past Sound Memories”: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in Jiangnan Sizhu
Ya LI, Shanghai Normal University

Sessions 1

Abstract: The Soundtree Family Gugak Orchestra (SFGO) was founded in
Jongnogu, Seoul, Korea in April 2017. It is a community gugak (Kore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in which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come together—from a
10-year-old girl to a grandfather in his late 60s, from a father with his daughter to a
mother with her children. Its establishment was made possible through support from
the local community service center, a local hospital, a local church, and a Korean
traditional arts group. Around 25 people gather for two hours every Friday night for
private lessons and orchestra practice. The orchestr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local
festivals and received very positive responses from the community. The emergence
of the orchestra reflects both accumulated interest in orchestra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nd the governmental policy in Development of Culture
Art Education, which aims to extend the benefits of art education to all citizens
throughout their lifetimes by building cultural environments.
Inspired by Venezuela’s world-renowned El Sistema music education program, the
motto of which is “Social Action for Music,” similar projects have been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ince the early 2010s such as El Systema Korea, Student
Orchestra, and Our Town Orchestra projects. However, relative to Western music
orchestras, only a small numbe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s have been
established, and most of these were organized within the school system or with
age restrictions. SFGO is the only Kore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practically
and closely associated with a local community, inclusive of all community members.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music in Korea and discusses
the process of Koreanizing the community orchestra format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SFGO, in which unique communal values are expressed through Korean
traditional music.

in performance. However, after the dawn of the 20th century, the transmission
of samhyeon yukgak music was divided into two paths founded in modernization
and affect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Traditionally, samhyeon yukgak music
was played in both court and folk contexts. But with the collapse of the Joseon
Dynasty,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institutionalize court music employing a
paradigm of preservation. The new institution was called the Yiwangjik Aakbu and,
under its management, musicians were charged with preserving samhyeon yukgak
in a text form. In this process, the forms of performing samhyeon yukgak became
fixed and the melody lines, thus, became static. In this paper, I discuss the effects of
institutionalization on samhyeon yukgak and how this period of time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transmission and contemporary performance of th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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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ing Families Making Community: A Gugak Orchestra’s Attempt at
Changing Korean Society
Myosin KIM,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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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ng with a New Voice: Gender Shift in Korean Pansori Tradition
Ju-Yong HA, University of Hart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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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in music cultures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gender-specific
groups related to social status and religious observance, among many other
constraints. One observes that women and men appear to occupy separate
expressive musical spheres, creating two separate self-contained groups. While this
has been the case in traditional practice, during the 20th century male domination
has decreased and the stamp of masculinity has blurred more and more, with
characteristics that suggest cross-gender or gender-shift expression. Some aspects
of this are a change of repertoire, timbre differences, pitch range and vocal technique,
as well as subtle changes in the performance practice of embellishments.
The focus of this paper is pansori, the Korean epic narrative genre, often described
today as a song of pathos and feminine sound. Many agree that listening to pansori
is to experience the gut-wrenching sorrow Koreans call han, the collective notion
of pain and suffering. This “song of pathos” is often associated with women and in

Resolving the Puzzle: Investigating the Evidence of Female Pipa
Practitioner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Yuxin MEI, University of North Texas
Abstract: More than two millennia have passed since the pipa, a Chinese lute,
was introduced to China from central Asia during the Qin (221–206 B.C.E.) and
Han Dynasties (206 B.C.E.–220 A.D). During its long history, particularly the lat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many extraordinary developments occurred:
the first pipa music collection, Hua Collection, was compiled by Hua Qiuping and
published in 1819; and the first generation of pipa virtuosos emerged and later
became the founders of the main five pipa performance schools. Despite women’s
prominent role in pipa performance today, few sources from this period recount
female pipa musicians and their musical activities.
In this paper, I apply my knowledge as a contemporary pipa player to inform
depictions of female pipa players’ musical practices, pedagogy, and heritage,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century patriarchal hierarchies of Chinese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I argue that their absence from the pre-modern historical
record (from the eighteenth century until 1949), on one hand, reflects a cultural
hierarchy fundamentally structured by political authority, which reflected the
cultural and artistic preferences of the imperial family. This directly resulted in the
secularization and entertainmentization of female pipa music. On the other hand, a
considerable number of female pipa practitioners and their music were associated
with the sex labor market, a factor that has not typically been incorporated into
orthodox historical narratives, such as music history textbooks taught in music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hina. Both of these factors resulted in women’s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from our understanding of pipa history. In the imperial
social structure, women were silenced for claiming power, accessing cultural capital,
articulating their thoughts, and celebrating their contributions. This paper attempts
to bring the history of Chinese women’s music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to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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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1920s, Shanghai witnessed numerous public performances
by female artists. Genres such as women’s yueju opera and Hu opera, as well as
female Guangdong artists, appeared in regular performances. Influenced by paralle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female Tanci artists experienced significant growth in
the 1920s and came to exert a leading role in modern musical practice. “Tanci,” a
central form of Ping Tan, gradually migrated from Suzhou to Shanghai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migration was the result of Suzhou’s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as well as the contested social status of female Tanci artists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n Suzhou, female artists were restrained by the region’s patriarchal society,
whereas in Shanghai they gained greater freedom in artistic creativity and choice
of performance venues. This migration not only elevated the status of female Tanci
artists but also stimulated important changes of performance style in Tanci.
The source of this innovation derives from the traditional techniques female
performers adopted when they were suppressed by the patriarchal society of the
past. This transition is at the root of the unique artistic energy that had characterized
female Tanci artists, including their innovative collaboration with male performers to
form duets, which originally functioned as a mechanism to protect female singers.
The flexible and novel performing style that developed in this context allowed for
more liberal attitudes to develop towards Tanci performances among female artists.
Young female artists consequently began to challenge the traditions established by
male artists. This paper focuses on the career of the legendary female Tanci artist
Xu Lixian, whose personal artistic growth embodies these important historical and
stylistic transformations. A study of Xu’s career and influence traces the broader
history of modern female Tanci performance and its dissemination across multiples
genres and artistic practices.

fact the majority of pansori singers today are female. Up to the early 20th century
pansori was traditionally only sung by professional male singers known as gwangdae,
who were supported by aristocratic patrons and whose aesthetic shaped the vocal
style and texts. It was only in the early 1900s that gisaeng, women who were a
combination of professional entertainer, performing artist and courtesan, began to
sing pansori in public. This study examines the dramatic shift in pansori style which
occurred as a result of the gisaengs’ participation in pansori, and considers the
unique performance culture and social environment of the gisaeng in relation to their
contributions to the genre. The conclusion considers how aspects of this traditional
performance were adapted and negotiated to accommodate new cultural demands
and the resulting change in stylistic features.

Sessions 1

Chair: Jocelyn CLARK,
Pai Chai University

Innovation and Independence in the Development of Female Tanci: The
Career of Xu Lixian
Wen-Ting YAN, Wuzhong District Cultur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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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Lute: Uncovering the Mystery of Its Disappearance
Yuj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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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ree types of lute once were performed regularly: the hyang
bipa (鄕琵琶) and the dang bipa (唐琵琶), and the wolgeum (月琴). The bipa is
a pear-shaped fretted lute plucked, struck and strummed with the fingers and a
plectrum. The wolgeum is a short-necked round-bodied plucked lute. These lutes first
entered Korea through Chin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were widely
used in both the royal court and civilian community. However, the transmission of
Korean lutes gradually discontinu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disappeared from
performance practice at the end of the Japanese occupation. Korean musicologists
such as Jin-Weon Lee and Piao Enyu have argued that limitations in structure,
performance techniques and range to be primary reasons for the instruments
becoming obsolete. Yet, little in-dept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se lutes
an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disappearance. In this presentation, I will
focus specifically on the Korean bipa and examine its changing social and musical

The Chinese Pipa and the Rise of the New Conservatory Performance
Style
Liu LU, University of Sydney
Abstract: In the early 1950s, after Chinese traditional music and instruments
were brought into the curriculum of China’s newly established conservatories, pipa
players and the performers of other traditional Chinese instruments began to be
systematically trained for professional music performance careers. While amateur
pipa players outside the academy continued to develop and extend some of the
oral traditions in which their instrument had long featured – such as jiangnan sizhu
(silk and bamboo music from the Yangtze Delta; Witzleben 2001) (2001b) and
nanyin pipa (the musical culture of the southeastern Minnan coastal region; Wang
2001) (2001a) – young professional players and teachers found themselves in new
performance roles and adopting new methods of musical transmission. They began
to use musical notation for recording music and during performances, they interacted
with diverse musical genres and cultures, but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techniques became increasingly centralized. The new style of pipa playing, as well as
the new playing style of other tradi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zheng (Sun 2015),
became known as xueyuan pai (’academic style’). The new playing style featured
composed music rather than folk based improvisation. It focused on each musician
learning only one type of instrument, and learning only from a single teacher. This
paper identifies, describes and analyses the most influential developments in the
early stages of ’academic style’ pipa performance. Drawing on a range of sources
that includes my own experience as a professionally trained pipa player and
interviews with some of China’s most prominent pipa master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China’s conservatories, I examine how the development of the ’academic
style’ of pipa performance continues to shape the form of pipa playing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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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angqin, also known as the Chinese hammered dulcimer, was played
by low-status folk artisans and involved in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s folk music
in the past few hundred years. Nowadays, however, the yangqin is considered as
classical music: it is involved in national ensembles and orchestras; it is taught
in conservatories and state-sponsored arts schools; its performers’ social status
has been shifted upward. All of these transitions took place after 1949 when the
communist party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PRC is
governed absolutely and exclusively by the China’s Communist Party (CCP) and
all of the national policies and mandatory laws are enacted and promulga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I argue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political
ideologies and agenda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classiciz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yangqin.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ment issued
national policies, educational policies, and speech given by Chairman Mao Zedong
and other leaders of the country in order to discover how the political influences of
the CCP contributed to the classic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strument.
The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are the significant policies
ena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the 1949 that contributed to the reformation
of the Yangqin? 2) How did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any reformation in the
educational system that contributed to classicization of the Yangqin? 3) How did the
central government reform the national professional performance groups as well as
the patronage system? 4) How were political influences and communist ideologies
presented in the repertoires? The research findings illuminate the CCP and the
central government political influences in classiciz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yangqin in modern China.

significance over time. I center on specific contexts and points in time which affected
the use of the bipa in Korean repertoire. Considering developments in amateur music
circles and the royal music management system of the late 19th century Korean
Empire to the early 20th century, I explore historical records—such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Joseon Wangjo Sillok/朝鮮王朝實錄), the late Joseon-era
National Ritual Book (Oryeseo/五禮書), the Official Record of Court Events (Uigwe/
儀軌)— to uncover the reasons behind the relatively sudden disappearance of an
instrument once actively performed in royal and private sectors

Sessions 1

Chair: Mikyung PARK,
Keimyung University

The Yangqin in Communist China: A Journey to Classic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enzhuo ZHANG, Eastman School of Music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Fred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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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logical Analysis of the Chinese Qin in the Late Bronze Age
Yuanzheng YANG, University of Hong Kong
Abstract: The qin, a type of horizontal zither, has become China’s foremost musical
instrument since the age of Confucius (551-479 BCE).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however, very little was known about the morphology of the Bronze
Age qin until the discovery of the tomb of Marquis Yi dated 433 BCE in Sui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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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aiwanese indigenous music traditions negotiate
with and participate in the discourse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system by
focusing on two national designated performing arts – pasibutbut (eight-part vocal
polyphony) of the Bunun people, and nose and mouth flutes of the Paiwan people.
Influenced by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government of Taiwan has implemented a series of intangible
heritage practices to counter the loss of traditional cultural forms. Between 2009
and 2017, the Bureau of Cultural Heritage of the Ministry of Culture designated
seventeen significant traditional performing art genres from Hokkien, Hakka, and
indigenous traditions, officially recognizing twenty-one traditional performing art
masters and groups. These masters receive state subsidies and are both guided
by and contribute to the Significant Traditional Art Transmission Plans and other
preservation actions. However, indigenous people in Taiwan have experienced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due to the spread of Christianity, modernization, and
acculturation with other groups of peopl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And indigenous
music traditions such as pasibutbut and Paiwan flute performance have been
shaped, reconstructed and recontextualized in contemporary Taiwan. Based on three
years’ work with the Bureau of Cultural Heritage of Taiwan, I suggest that heritage
discourse concerns not only the choice of “traditions” to be preserved, but also how
to regenerate and sustain those traditions in contemporary Taiwan. By examining
the state-subsidized Significant Traditional Art Transmission Plans and analyzing
performances by significant traditional artists, I argue that through performance,
these indigenous masters negotiate cultural traditions, values, beliefs, modernization
and multi-culturalism. Thus folktales, beliefs and abandoned religious practices can
be preserved, represented, and transmitted in contemporary society. Moreover, these
performances are nurtured and transformed through heritage productions, outsiders’
control of the transmission project, and competition among the listed heritage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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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Myoshin KIM,
Ehwa Womans University

Heritag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The Transmission of Indigenous
Music Traditions in Taiwan
Mei-Chen CHEN, UCLA
Sess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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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other instruments of the same kind have also been excavated in the last four
decades. This paper aims to carry out a typological analysis of the Chinese Bronze
Age qin based on this corpus of available specimens. All five share the characteristic
that from one end to the other they can be described as consisting of five “registers”
or sections, each with a particular characteristic and purposed. Inside this lineage of
similarity, they can be further categorized into two types: Type I comprises those from
Suizhou and Jiuliandun, and Type II is represented by the qin from Guodian, Wulipai,
and Mawangdui. In summary, Type I instruments are around 70cm in length, whilst
Type II are 80cm, though still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e Medieval and modern qin
which is typically 120cm. The ten-stringed Type I evolved into the seven-stringed Type
II, and the Medieval version still employs only seven strings. Similarly, the slanting
bridge of Type I became the parallel bridge of Type II, and the Medieval instrument
retains this characteristic. The division into five registers is most marked in the most
ancient Type I, and softens in Type II specimens, whilst it disappears completely in
the Medieval qin which thus has a much more coherent overall shape. Thus, it seems
reasonable to regard Type II as a transitional stage in an evolutionary process leading
to the Medieval instrument, and this notion matches their approximate dates of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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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til recently, the Korean Buddhist chant beompae was transmitted orally,
lacking a systematic method of pedagogical training. The first modern institution
of Buddhist music was established in 1969 by the beompae masters at Bongwon
Temple. The Okchun Buddhist Music School has sinc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aving the way for the Yeongsanjae ritual to be officially recognized, being named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50 in 1973 and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9. Led by the current property holder, Master Guhae, the
annual one-day presentation of Yeongsanjae takes place at Bongwon Temple in
June. Despite such visible efforts, the practice of traditional beompae is constantly
being undermined by modern life styles and contemporary culture; demands for
large-scale rituals have significantly dwindled. Such rituals have naturally transformed
and adapted to becoming shorter and abridged. As a result, most of the longer and
more elaborate beompae songs (jitsori) are no longer performed, and many have now
become obsolet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structure of the modernized transmission of beompae

Abstract: Yogo (hourglass drum, literally ‘waist drum’) types have been commonly
used in a variety of musical genres in different cultures, particularly in China, Korea
and Japan. There are several sources which trace this type of drum back to its
origins. According to Yue Shu (樂書; Book on Music) Vol. 125 written by Chen Yang
(陳暘) in the Sung Dynasty, “the yogo types were originated from India (出於南蠻天
竺之國也)”. The hourglass drums of Dunhuang mural painting can be found in the
picture of Performing Before Buddhist (佛前舞樂會) portrayed in the Illustration of
Pure World (淨土變相圖). Of these the percussion instrument can be found in the
Wuliangshoujing Disguised Annotations 觀無量壽經變圖 of Cave 127 at Mogao
Caves, the Sung and Tang Dynasties and Diangjiazha Tomb (張家閘; 東晋 317-430
AD) in Gansu, Jiuquan. The oldest sources for the Korea hourglass drum remain in
two relics: one is GyeyUmyeon Amitabha SamjonSamyeonSeoksang (癸酉銘 阿彌
陀佛 三尊四面石像; Four Sides Stone Statue of Three Buddhists of Amitabha with
Inscription of “Gyeyu Year”), the Unified Silla (673); the other is the real janggu which
was excavated at the Isoeng Mountain Fortress (二聖山城) in Hanam City, Gyeonggi
Province. The Japanese hourglass drum shown in the relics is the kotsuzumi (漆鼓),
the 8th century which is housed in MIHO Museum. It is also found in the painting
(855) of Avalokiteśvara Bodhisattva Statue Halo (觀音菩薩像光背) at the Nigatsudo (or Hall of the Second Month (二月堂)) of Todai Temple (東大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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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the Oral Transmission of Beompae in Contemporary Korea:
A Case Study at the Okchun Buddhist Music School
Iljung KIM,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ransmission of the Yogo (hourglass drum) Types as Depicted in
Dunhuang Mural Paintings to China, Korea and Japan
Inpyong CHUN, Chung-Ang University

Sessions 2

Abstract: Transmission is one of elements that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music. So far, ethnographic accounts on the transmission of music remain in small
amount. The issue is more often dealt with psychological studies and yield the
theories of memory. In addition, most of studies of the transmission of music take
lyrical songs as its object. Using ethnograpical approach, this study explores Dayak
Bênuaq’s kêlèntangan—with its instrumental pieces, not lyrical songs, accompanying
various rituals—using ethnographic approach to understand the transmission process
of music, focusing on factors that encourage the transmission of kêlèntangan, the
transmission process itself, and the links between the transmission and the continuity
of the music.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interrelated
elements of transmission process, namely carrier, content, mechanism in ritual
contexts. Rather than perpetuating only the musicians, called pênu’ung, as carriers in
the transmission of kêlèntangan, the author also introduced the pêngampir (audience)
and pêmêliatn (shaman) in this category. The author analys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hree categories of actors and found that the interactions generating
two kind of content, musical and non-musical. Two kinds of transmission content are
in turn required different mechanisms. The interaction between pênu’ung to pênu’ung
ranging from bêkajiq (listening), kintau (imitating), to tameh (improvisation), are
transmit musical and non-musical content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diences
to pênu’ung transmits primarily non-musical contents; the interaction between
pêmêliatn and pênu’ung transmits non-musical content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pêmêliatn with the audience.

at Okchun Buddhist Music School. Still at its original location adjacent to Bongwon
Temple in Seoul, it continues to fulfill its role of teaching the Gyeongje Beompae
(Buddhist chant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paper will present results
from fieldwork at the school,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as well
as interviews conducted with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I will also present
pedagogical comparisons between different institutions in other provinces, such as
Busan Yeongsanjae Conservation Society and Jeonbuk Yeongsanjakbeop Tra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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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Transmission of Kêlèntangan Music among Dayak Bênuaq
People of Indonesian East Kalimantan
Eli IRAWATI, Indonesia Institute of Arts Yogy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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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key King’s Journey into P’ansori: Kim Pyǒngjun’s “Ogong’s
Account of Escape from Financial Depression”
Barbara WALL, University of Copenhagen

From Invitation and Promotion to Collaboration and Commission: KoreanGerman P’ansori Exchanges
Jan CREUTZENBERG,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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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p’ansori and other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have served in the promotion of soft values or “nation
branding,” often in the form of high-profile gala shows that combine various genres to

What themes are tackled in cross-cultural collaborations and how much do they rely
on tradition? Where and for whom is p’ansori performed? And how do cultural politics
play in the selection of support and commissioning? In approaching these questions,
I propose a perspective that acknowledges both the artists’ legitimate need of
support and their ambitions to create p’ansori that audiences can relate to, in Korea
and abroad.

Hallyu through the Grassroots: The European P’ansori Scene
Anna YATES-LU, SOAS University of London
Abstract: The hallyu (Korean Wave) phenomenon has been well documented
in academia (Howard 2006, Chua and Iwabuchi 2008, Fuhr 2015, Choi and
Mailangkay 2015), and provides an avenue through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ble to spread awareness of Korea abroad. Fearing the potential decline
of this phenomenon,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made to diversify the Korean
Wave to include for example make-up, design and traditional culture (this latter for
example 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HanStyle’ policy, 2007–
2011). In this last category, p’ansori, a traditional sung storytelling genre, has often
been touted as particularly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nation, and hence p’ansori
performers are often sent to represent the Korean nation in events abroad or for
tourists within Korea. These performances have tended to focus on large-scale
gala-type performances (Creutzenberg 2012), with arguably little lasting impact on
foreign audiences. Still, enough awareness of p’ansori has emerged abroad for the
development of a core group of p’ansori aficionados (many of them not of Korean
heritage) in various parts of Europe, who have set up a thriving, if small, European
p’ansori scene incorporating both performance appreciation and learning, in parallel
to the large-scale top-down approach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will
document how this scene has evolved in interaction with, and sometimes in spite
of, Korean cultural programmes. It will also examine the questions the existence of
such a scene poses for the concept of essential Koreanness that is tied up within
perceptions of the p’ansori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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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ey to the West and his main character the Monkey King Sun
Wukong are widely known in East Asia as one of the Four Masterworks of the MingDynasty (1368-1644). It is, however, not the long Chinese novel from the 16th
century that contemporary readers, spectators or listeners identify with The Journey,
but rather its variations in the form of TV series, comics, animated cartoons and
computer games, or, as we will see in this paper, a p’ansori piece.
In 2004 Kim Pyǒngjun wrote the humorous p’ansori piece “Ogong’s Account of
Escape from Financial Depression” (Ogong-ssi pulhwang t’alch’ulgi). This piece,
which is set in Korea, is a humorous parody of Sun Wukong’s rise and fall in The
Journey to the West and tells the story of Ogong (Korean for [Sun] Wukong) who
tries to take advantage of hallyu or the Korean Wave and uses all kinds of tricks to
become rich. He fails, but finds a way out of the disaster he brought over his family
This paper uses Kim Pyǒngjun piece as a case study to explore how new literary
narratives are integrated into the realm of p’ansori. What effect do new pieces like
“Ogong’s Account of Escape from Financial Depression” have on p’ansori ? Do they
destroy a stable tradition, or do they keep p’ansori alive by giving new impulses?

a kaleidoscopic showcase of Korean culture, sometimes with K-Pop or contemporary
classic added. Apart from these “official” events aimed at a large audience, however,
Korean p’ansori performers increasingly engage in individual collaborations
with artists abroad, often supported or commissioned by institutions in Korea or
elsewhere. The resulting performances often stay under the radar of a general public,
though, serving limited groups of spectators due to their themes, venues, and PR
power.
In this paper, I introduce and discuss recent cross-cultural p’ansori -projects that
address different local and global audiences, focusing on artists based in Korea
and Germany. The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and reception does not leave these
artistic exchanges untouched by cultural politics, as many projects rely on funding
or commissioning. Besides the interaction between performers and spectators, my
comparison therefore also includes the role of institutions that considerably influence
the emerging global landscape of p’ansori .

Sessions 2

Chair: Barbara WALL,
University of Copenhagen

Panel Abstract: At a symposium in 1966, scholars controversially discussed
whether the Korean singing-storytelling art form p’ansori should be classified as music,
literature or theatre. Kang Han-young gave maybe the most precise suggestion:
“P’ansori is p’ansori, ” as it defies conventional generic limits in remaining something
completely of itself. More than forty years later, the generic limits of p’ansori continue
to be tested and re-examined as p’ansori performers engage with other source
material, genres and artists in attempting to engage with contemporary audiences. At
the same time, the national borders around p’ansori are being opened up as it moves
into the international scene.This panel examines the sites where p’ansori is crossing
boundaries, be they generic or national. We address the introduction of new literary
source material; German-Korean artist exchanges; p’ansori audiences and learners
in Europe; and finally have a p’ansori performer describe her own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in the teaching and performance of p’ansori . Through this, we
aim to paint a picture of a traditional genre not crystallized in an idealized past, but
actively involved in the contemporary globaliz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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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Literati and Folk: Pipa Anthologies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Qifang HU,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bstract: During the late Qing dynasty and the Republican period in China, virtually
all extant pipa anthologies were produced by literati amateur players. Like guqin
notations, pipa anthologies reflected the socio-cultural and aesthetic frameworks of
the elite class. Yet, unlike the guqin, pipa performance practice was also linked to
folk traditions. Using pipa anthologies as a case study, I examine the attributes of the
literati and folk influences in the development of the pipa traditions in 19th and early
20th century China. I want to show that “literati music” transcended the boundaries
of social class and consciously incorporated folk music aesthetics.
An analysis of pipa anthologies between 1819 and 1929 indicates a literati-folk
continuum, where techniques and tunes were clearly composed and rearranged for
playing among a small group of elites. I shall also examine the structure, musical
elements, and performance techniques of versions of Bawang Xiejia (King Chu Doffs
His Armour) to explore how the popularity of the Pipa Leitai (Pipa Arena Contest) in
the 19th century changed pipa performance styles; as the audience was not limited
to the literati but also ordinary civilians, the Pipa Leitai transformed performance
contexts from personal leisure and cultivation to virtuosic performance for the
masses.

Sessions 2

Abstract: In my role as a p’ansori performer, I am active not just within Korea, but
also promote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 collaboration with Korean Cultural Centres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Traditional Arts Overseas Expansion Support Schem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Gugak Center), I was sent to teach
p’ansori in many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France, Belgium, Germany, Kazakhstan,
and Italy. By transmitting cultural content together with the musical elements of
p’ansori, I was able to provide the local population in non-Korean speaking countries
with an education, not just in p’ansori, but in how to understand and enjoy Korean
culture and customs. In addition, through collaborations with overseas enthusiasts
who were interested in the musical, theatrical and literary aspects of the genre, I
was able to introduce a multifaceted picture of p’ansori abroad. Based on these
experiences, in this paper I will describe the interactions that took place overseas, as
well as the long-term effects the scheme has had on p’ansori enthusiasts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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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Years Crossing Borders: A Personal Account of Performing and
Teaching P'ansori outside Korea
Hye Sung MIN, Hanyang University

Exploring Multi-layers of Korean Court Music through Royal Protocols of
Joseon Dynasty
Misun LIM, Dankook University(CANC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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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seon Dynasty Uigwe texts were inducted into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2007. Thu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Joseon’s
recordkeeping traditional have been recognized globally. Ceremonial records in the
form of Uigwe were kept throughout Joseon, indicating the value placed on ritual
propriety in the Confucian world. They are also very meaningful in what they reveal
about the philosophy and system of Joseon rule.
The text explains every process in detail is supported by illustrations elaborately
drawn by hand. The text explains every process in detail is supported by illustrations
elaborately drawn by hand. The Joseon rites of state were traditionally divided into
five classifications. One of there was called garye(嘉禮 “felicitous rites”), which refers to
ceremonies conducted on happy occasion for royal family member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focus on the possibility and significance of multi - layered
search for the court music of the Joseon court centered on Uigwe which records the
court music belonging to the ga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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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ikoku Music School was once known as Tei-On. It is now little-known
how successful this academy used to be in the 16 years of its early existence in
Tokyo between 1928 and 1944. Despite its renowned alumni,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music school because of its short and complex history.
Among the school's illustrious alumni, 全凰楚 (전봉초 1905–2002) is a
distinguished cellist who left his mark on the history of western music in Korea.
鄭勲謨 (정훈모 1909–1978) from Pyongyang, a professo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is also famous for her achievement as a soprano singer
and as a teacher who performed all over Korea. 羅運榮(나운영 1922–1993) and
禹[夏田]鐘甲(우종갑 1916–2014) are also popular composers. The latter studied
violin at Tei-On and was a member of the Tokyo String Orchestra which comprised
students, teachers, and professional musicians. 趙 肯 夏 (조긍하 1919–1982) is now
well-known as a film director, but he studied vocal music at Tei-On.

Yeakdang (Large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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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Ties Between Korea and Japan: An Examination of the Education
of Korean Musicians at the Teikoku Music School (帝国音楽学校) in Japan
Eria KUBO, Independent Researcher

17:50-19:30 Dinner Banquet,

Sessions 2

Abstract: The Tale of Genji, a narrative written by an empress’ lady-in-waiting one
thousand years ago, is one of the oldest full-length novels in Japan. Its protagonist,
Hikaru-Genji, was perfect in both his social and personal aspects. Born the son of
an emperor, he achieved the highest rank in government, and, blessed with good
looks, he conducted numerous romantic affairs with noble ladies. Among the novel’s
descriptions, we find scenes of musical performance by main characters who were
not professional performers. Fortunately, almost all of the instruments, as well as
some of the repertoire, are to be found in the gagaku [court music] genre of today.
I interpret these music scenes as representing both the protagonist’s private situation
and social position. For instance, each of Hikaru-Genji’s wives and daughters-in-law
learned to play string instruments, not from professional musicians, but with Genji
himself at home, and took critical roles in establishing his court status. Although Genji
often exhibited his brilliant talent on instruments, singing, or dancing, there are two
scenes in which he does not perform in a musical situation. Why does he not perform
there? Earlier studies in Japanese medieval literature have shown that performing
together indicates unity of the performers. In conclusion, I point out the importance of
non-performance, as representing social or personal alienation.
Using literary descriptions, this paper examines how musical performances reflected
personal as well as societal relationships in ancient Japanese aristocracy. This paper
reveals how deeply musical culture permeated the ancient Japanese aristocracy. It
also demonstrates that, in investigating musical performances from bygone times,
it is important to look beyond traditional musical sources and incorporate other
materials including literature.

According to 會則道 (Kai, Norimichi), the last person who took over as the school’s
president, in the years between 1937 and 1944, half of the academy’s students
were Koreans. Some of the alumni who could not graduate because of WWII visited
Kai in Japan, and asked him for their certification of graduation. This was necessary
for them to gain employment as professional musicians, after returning to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Tei-On in detail and elucidates its education
system especially concerning Korean musicians. A further collaborative study with
information sharing between Korea and Japan is also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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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who (did not) perform and their (un)formed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The Tale of Genji,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from the early
eleventh century
Michiko HIRAMA, Toho Gakue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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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ology in North Korea demands that artistic production should serve
the state, echoing debates in the 1930s about the future of artistic production in
Korea (Poole 2014). As elsewhere (e.g., Clark 1981, Perris 1983, Frolova-Walker
1998, 2007, Mittler 1997, Adlington 2013),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sic at the
state level has been influenced by Stalinist policies, notably socialist realism, and
by how these were harness in China. By the late 1930s, composers such as Kim
Sunnam (1917–1983) had begun to explore how new compositions might serve
socialism, but explorations became more urgent as composers who had settled in
Pyongyang (and other writers and artists; Myers 1994, Armstrong 2003, DavidWest 2007, Gabroussenko 2010) were labelled bourgeois. Composers abandoned
abstraction and modernity, favouring, instead, a form of populism that found security
in songs and ‘revolutionary operas’ (hyŏngmyŏng kagŭk). The supposedly new
soundscape harnessed Western romanticism and elements from early 20th-century
popular music. Danger came as ideology evolved, but also because of factional
disputes. This paper interrogates claims of ‘national’ and ‘Korean’ through exploring
the transnational cultural flows pertaining to North Korea. It will, in particular, discuss
‘song composers’, including Kim Wŏn’gyun (1917–2002), who claimed to be
untrained when he wrote the ‘revolutionary song’ ‘Kim Ilsŏng changgun ŭi norae/
Song of General Kim Il Sung’ in 1946, and who rose to become the most celebrated
composer within North Korea after whom the state conservatoire is now named. I
contrast ‘song composers’ with Yun Isang (1917–1995), arguably, the best-known
Korean composer abroad, who never fully reconciled his avant-garde status— and
his combination of serialism with Taoist ideas—with the populism required of him in
Pyongyang. The paper incorporates personal interviews conducted in Pyongyang and
Berlin to supplement scores, recordings, and arch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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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ng the State: ‘New’ Music in North Korea
Keith HOWARD, SOAS University of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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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musical habitus and the re-contextualization of the imported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Yee-lok Enoch LAM,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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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nefit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Christia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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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odern Japan, we sometimes hear ensembles playing Japanese
and Western instruments together. Such ensembles date back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fter the country opened up in 1854, people started developing an interest
in Western instruments in general as well as in playing them.
At first, Japanese musicians performed traditional pieces such as “Rokudan no
shirabe” with the shamisen, koto and violin. Eventually, they began using Western
instruments even when composing new pieces. In the 1920s, a new composition
style called “Shin nihon ongaku”, meaning new Japanese music, emerged. In this
style, Western instruments were used along with traditional instruments and new
instruments which were developed from the traditional ones.
The spread of Western instruments has been recognized as an indicator of
modernization. Hence, mo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mposition and
performance of Western style music in Japan.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ole of Western instruments in traditional Japanese music.
In this presentation, I shall discuss the use of Western instruments at sankyoku
concerts, where the koto, shamisen, and shakuhachi were mainly used, and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this practice by referring to music journals and
newspapers. Through this analysis, I will clarify the role of Western instru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nds that Japanese musicians looked for when using
those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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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issues surrounding recent Korean musicians’
efforts to renovate Western common musical notation (CMN), or staff notation. I
draw on two case studies: first, a guide book for Korean and foreign composers to
notate gayageum music by Yi Ji Young (a publication of Contemporary Gayageum
Notations for Composers (2011)); second, a recent project by CATSNU’s (Center
for Arts & Technolog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building VSTi 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to be used in notation system and mobile applications.
The focus of my study lies on “reforms” in two spheres, one in the world of Korean
musical sounds and the other in Western staff notation. Specifically, the first reform
focuses on the adaptation of indigenous instruments to be suitable for playing
music from staff notation based on twelve-tone equal temperament, which was a
precursor to digitization. Secondly, I investigate how musicians creatively develop
ways to use staff notation and add new elements to notate distinctive aspects of
Korean music. Combining these two reforms, the two projects above aimed to close
the gap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by making Korean music readily accessible
and affordable to contemporary international musicians and public members. I argue
that Korean musicians, rather than passively adopting Western notation systems,
have actively explored new possibilities afforded by integration of two different
musical culture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issues of
circulation, musical literacy, post colonialism and Westernization and modernization,
and situate the reform projects within its wider social, cultural, political context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here the divide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Role of Western instruments in the modernization of Japanese traditional
music
Chie FUKUDA, Ochanomizu University

Sessions 3

Experiments of Western staff notation in the world of Korean music
Chaeyoung LEE,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as well as between the modern and the traditional, is complicated by
the interweaving of disjunctive global cultural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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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ng Kong have been singing and playing imported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 from the US, the Australia, as well as some Chinese diaspora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Lam, 2014). Compared to the original CCM, the
imported ones are very different as a result of local practices. This paper examines
the flow of Christian music across national and cultural borders by drawing on
sociologist Bourdieu’s (1990b: 53) concept of habitus—an environment in which
dispositions and structures “function as principles to generate and organize
practices…that can be objectively adapted.” I propose that it is possible to look at
musical practice in local churches as a type of - what I call, “musical habitus”— a
kind of distinctive sonic expressivity produced through a series of practices. Such
practices within a musical habitus are the manifestations of the interaction within the
music group members, and between the music group members and the audiences,
from which their religious ethos, corporeal responses, and musical and linguistic
capabilities are in negotiation.
Using the North Point Methodist Church of Hong Kong as a case study, I argue that
the local ‘musical habitus’ has led to the re-contextualization of the imported CCM.
As a practice-led research, this study employs (auto-) ethnography and observation
as its main methodologies. Framed by theories of sociology and cultural studies, it
provides insights into the transnational network of CCM and the fluidity of Christian
identity in a transnation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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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resentation explores music and its surrounding environ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making of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in Japan. It has
become difficult to obtain good instruments year by year. There are two main reasons
behind this phenomenon; 1) shortage of materials for making instruments due to
destr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2) decrease of the number of craftsmen. This
presentation concentrates on the former.
Traditionally, Japanese instruments have utilized rosewood, red wood, or quince in the
body or neck, ivory and tortoiseshell in bridges or plectra, and dog, cat, and python
skins in the cover of the body, which are now prohibited to import or exposed to a
severe criticism in viewpoints of ecology or animal welfare.To make up the shortage
of the materials, such new synthetic materials have been devised as plastic plectrum,
skin, bridges, and tetoron and nylon strings. Interestingly, there are two types of
discourse on these substitutes; 1) ‘These synthetic materials are only for temporary
usage for beginner’s level or rehearsal purpos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timbre of synthetic materials and that of ‘real’ one’; 2) ‘The sound of synthetic
materials is excellent enough to be put on stage. Rather, it can reverberate well in a
big scale modern concert hall.’
The insistency upon the ‘authentic’ traditional sound derives from the aesthetics
that is strongly associated with musical expression of traditional repertoire and an
acoustic space where the repertoire are performed. Therefore, if a new musical style
or performance space emerges, it would be possible that instruments accept new
materials and develop a new musical expression. This presentation discusses on the
sustainability of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nd possibility of musical expression,
especially analyzing examples of shamisen and k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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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1970, biologist Roger Payne released a worldwide influential vinyl
record Songs of the Humpback Whale. With five tracks in the record, showcasing
the sound of humpback whale vocalizations, it raised awareness on both the issue
of whale songs and ethics of whale hunting. The album was an influential trigger to
an anti-whaling activism and later on an international ban on commercial whaling
in 1982 passed by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During the 1970s and
1980s, music took the role for raising environmental awareness of whale by for
example sampling whale songs and writing lyrics directly related to anti-whale killing.
This did not only flourish in Western music, it also took place in East Asia, yet not
much has been studied on it.
This paper aims to develop on the role of popular music in advocating environmental
awareness of whale in East Asia from 1970s onwards. Towards a comparative study
of Japan, a very controversial country in terms of whaling activity, Taiwan and Korea,
it will examine the imaginaries and representations of whale and whale protection

The Idea and Activity of Dance Performances in Busan and the Yeongnam
Region
Inhwa SO, Busan National Gugak Center
Abstract: There is a saying in Korea that “Yeongnam is dance while Honam is
song,” meaning dance performance is active in Yeongnam (S.E. Korea) while vocal
performance, including pansori, is predominant in Honam (S.W. Korea). There have
been few academic works predicated upon this saying. In this paper I will investigate
when and how the idea “Yeongnam is dance, Honam is voice” was historically formed.
Normally, we think of music, dance, and voice as one in th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they are not separable. This study will focus on dance performances
of the Yeongnam region, specifically in Busan, where some forms of dance and play,
including several mask dance dramas, have been transmit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san is where refugees came to live from all over the country during
Korean War (1950-1953). Refugees included artists. Though Busan has long been
the “second city” after Seoul, after the Korean War and Korea’s subsequent industrial
development, Busan was considered a cultural wasteland. However, one can not deny
that Busan is one of the centers of the Yeongnam region where “dance is active,”
according to the saying. My research will make this contradiction clear by examining
the historical,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of Busan as part of the Yeongnam
region. I will also reveal how the saying has influenced the life of artists and the arts
scene in the area, extending out across the country.

Performing Rituals and Ritualizing Performances: (Re)defining Temporal,
Spat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in Taiwanese Aboriginal Musicals
Chun-bin CHE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musicking of Taiwanese Aborigines in National
Theater and Concert Hall, taking performances of two musicals as examples.
Coining the term “musicking,” Christopher Small shifts attention from musical works
to performance in the discourse of meaning of music, and argues that the meaning
of the act of musicking lies in complex relationships of a musical performance.
Following Small’s concept, I am concerned with temporal, spat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performances of two Aboriginal musicals. One of which, “On
the Road,” tells a story about the encounter of the conductor of Taiw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with the Aborigines in a Puyuma village and their collaborative
project presented in the National Concert Hall. The story of the other, “La Michae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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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es from the Pacific: Environmental Awareness of Whale in East Asian
Popular Music
Yick-sau LAU, National Taiwan University

in popular music, and how popular music reacted to Western anti-whaling activism
and developed in the East Asian context. The inclusion of whale-related rhetoric
was an important phase in popular music history for its attempt to bridge the long
established binary between human and non-human persons, culture and nature, arts
and science. Through an eco-critical perspective, this paper traces the significance of
whale as both a political and cultural symbol

Sessions 3

Chair: Helen REES,
UCLA

Musical instruments and sustainable environment
Naoko TERAUCHI, Kob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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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bjects of ethnomusicology are often assumed to be the (traditional)
ethnic music, or at least the modernity that transformed from a particular tradition.
But how will we define if the musicians who had accepted western music culture in a
diaspora group, learned the traditional music genre again in the nationalism purpose
to keep cultural tradition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way of modernity? It’s
just what the Korean musicians i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Jilin
province, China had done. They "dig out" the instrument which wasn’t popular in
Yanbian area at that time, send musicians to North Korea to learn the gayageum
sanjo of An Giok, among others, and transmit it in the Yanbian area for the purpose
to "discover national music heritage, maintain national music tradition". Since then,
gayageum music in the Yanbian area has been in practice based on modernity,
and “national tradition” in mind. At the same time as experienced the Yanbian area
become a multi-ethnic part of the country influenced by different countries such as
Japan, DPRK, and the ROK in different periods. The "modernities" of music also
presents a multi-level composite state in different aspects, such as musicians and
music genres. The research on this case will help us to reflect and construct the
concept of music modernity in the complex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East
Asia.

Sessions 3

Chair: Frederick LAU,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cattered Melodies — Modernities and Nationalism in Gayageum Music of
the Yanbian Region, China (1950 - )
Bingyang GUAN, Shenyang Con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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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ome Amis youths who adore Michael Jackson and attempt to persuade elders
of their village to allow “La Michael” as the name of their new age grade. The two
musicals can be considered “rituals,” not only because elements of Aboriginal rituals
are included in the musicals, but because the performances have been ritualized
as an act of affirmation of Aboriginal identity. Performing in a national performance
venue, on a secular occasion, before an unfamiliar audience, how the Aborigines
perform songs and dance steps of their rituals, and combine these components with
forms of modern performing arts to make a sense of aboriginality? By considering
this question, I aim to explore how meaning can be created and conveyed in an act
of musicking.

Huayue in Malacca: Chinese Identities and Cultural Boundaries
Pengxuan MI,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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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by using the musical practices of the huayue group of the Malacca
Teochew Association as a case study, I examine their weekly practices, music
repertoire and public concerts to explore their attitudes, and approaches toward
affirming Chinese identities in Malacca. Besides, by examining their concepts of
huayue and their musical and cultural experiences in such a multicultural context, I
want to show how huayue functions in audible, emotional ways that can be socially
and symbolically constituted. I posit that huayue is not only a main point for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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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lacca is located in southwest Malaysia and is made up of numerous
ethnic communities, such as Chinese immigrants, Straits Chinese, Malays and
Portuguese, which makes it a multicultural city. Culturally, the Chinese immigrants
are more inclined to transmit Chinese cultural practices to shape their Chinese
identities. One of the significant cultures maintained is music, especially huayue
that is modelled on the modern Chinese orchestra. In recent decades, huayue has
been popularized and has become emblematic of Chinese identities in Malacca. For
example, the huayue group in the Malacca Teochew Association has held public
concerts since 2011, playing modern Chinese compositions and arrangements
from the 20th century, to attract more adults and children to huayue. How and why
do Chinese immigrants use music to distinguish themselves in such a multicultur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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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Finnishness: Adapting the Kantele in Japan
Ying-hsien CHEN, University of Helsinki

Abstract: ‘Tu Zai Zi/Rabbit Kid’, a track on Matzka (EBTC AMP-001, 2010), the
eponymous album of a Taiwanese indigenous reggae band of the same name,
means a brat in Mandarin. This song was published as indigenous awareness thrived
within the Taiwanese localisation movement, and its lyrics described the dwindling
hope for reunification with China, sung from the 1990s perspective of a veteran
who had moved to Taiwan following the relocation of Nationalist government during
1940s. On first hearing, the message comes loud and clear in the catchy hook of
the refrain: ‘Rabbit kid, did your parents not teach you to get things by paying for
them?’ Someone has stolen the indigenous singer’s and his people’s property, and
this colloquial comment most likely refers to the Chinese Han. These constitute
two camps: descendants of Minnan Chinese who migrated to Taiwan early in Qing
times, the benshengren/Taiwanese people, and immigrants who arrived during the
1940s and their descendants, the waishengren/outer-Taiwanese people. However,
according to a blog by the Chinese scholar Li Na, ‘rabbit kid’ refers to Matzka himself
(2013). What is the reality? To answer this question, my paper explores the intriguing
legacy of Han immigration among indigenous people and the ally-adversary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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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and Contemporary Drums": A Collaborative Project between
China and Korea on Field Research, Instrument Restoration, and
Compositional Practice in Relation to Porcelain Hourglass Drums
Organizer: XIAO MEI, 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Main participants:
Jonghun JO, Academy of Korean Studies / CEO of Production Gogeum
Ninghua WU, Guangxi University of Arts
Min CUI, Chung-Ang University

Observers are welcome
Abstract: During the Tang Dynasty in China, hourglass drums were widespread,
with abundant iconography attesting in particular to the subtype of double-faced
hourglass drums. Although less prominent today, drums of this type are still used in
some regions of China by ethnic minorities and Han communities, and they are still
important in the traditional music of Korea and Japan. Double-faced hourglass drums
are central to research on music of the Silk Road; however, this has so far focused
on arguments about the drums' origin, with little work to date on their material
construction, subtypes, localization, performance practice, context, and paths of
migration, or on the dissemination of similar drums elsewhere.
In 2015, Korean janggu musician Jonghun Jo became interested in the origin of
double-faced porcelain hourglass drums after seeing one from the Goryeo perio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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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bit Kid’? The Legacy of Han Immigration on Taiwanese Indigenous
People
Yang Ming TEOH, National Taitung University / SOAS, University of London

12:00-13:30 Lunch

Sessions 3

Abstract: The kantele, the Finnish national instrument, was originally used as an
accompaniment to runo songs and for improvisation in Eastern Finland. During the
course of the past century, the kantele playing has been transformed tremendously
by musicians and they have created a great variety of styles. In the early 1990s, few
Japanese individuals who studied in Finland encountering the kantele, and along
their back in Japan the kantele was introduced to and has cooperated into Japanese
local music clubs. The kantele clubs are mainly located in urban areas such as Tokyo
and Sapporo and played by groups of mid-aged women as a hobby. Although kantele
activities in Japan remain marginal, however, the number of players is increasing in
the recent year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first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kantele in Sapporo, where has the most predominant kantele activities. Then,
I will particularly look at repertories, the use of the instrument, and the pedagogy of
the kantele, for examining its adaptation in the foreign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xtualize the meaning of ‘playing the other’s instrument’, as well as the
imagined Finnishnes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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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ir relationships. Adapting Hood’s (1982) observation on ‘the human equation’
to a Merriamesque (1964) analysis of music culture, I argue that Matzka utilises
reggae to speak for his people, those who have been removed from their cultural
homelands (much as Bennett (2001) has documented with Australian Aboriginal
and Afro-Caribbean people). I observe three alternative routes that are promoted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s between Han and indigenous people, through: subjective
notions based on individual experience (Sun 2016); comprehensive studies based
on long-term observation and participation (Huang 2009); and accounts by foreign
writers (Jia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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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s to launch their ideological motivations behind thei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Chinese culture, but also as an audible boundary that helps Chinese
immigrants enhance cultural and social power not just in Malacca but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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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ricultural labor songs [nongyo] started to receive nation-wide attention
after Yecheon Tongmyeong Nongyo, for instance, won the National Folk Art Contest
and subsequently became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1985.
As agricultural labor songs [nongyo] became recognized for its cultural value
and as a performing art form, several local communities not only recovered their
agricultural labor songs that had been lost since the early twentieth-century but
also reconfigured them to better represent the actual farming process. Kyeolseong
Nongyo in Chungcheongnam-do, for instance, was reformed to be staged as a
performance under choreographic guidance of experts and with the resounding
support of the local community, before it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Prize at the
34th National Folk Art Competition in 1993.
What kind of socio-cultural meaning does agricultural labor songs have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century, given that agricultural modernization makes its original
purpose largely irrelevant? In this paper, I discuss the how authenticity and artistry
became competing values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agricultural labor songs in
the case of Kyeolseong nongyo

Becoming National Cultural Property: The Preservation and Re-creation of
Lalingedan and Pakulalu in Contemporary Taiwan
Chia-Hao HSU,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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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years have witnessed increasing recognition of creativity’s role in
traditional music revival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se selected cultural forms
are often promoted by a nation-state as the collective expression of a particular
group, thus leaving the adaption and strategies for creativity of the individual “hidden”;
those strategies for creativity, however, reveal how particular forms of oral narrative,
discourse, and musical practice are selected, adapted, and legitimized in relation
to the state’s ideology. In 2011 the Taiwanese Council of Cultural Affairs declared
Aboriginal Paiwan nose flutes (lalingedan) and mouse flutes (pakulalu) as National
Important Traditional Arts, by which both instruments and their related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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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ith the support of Professors Mei Xiao (Shanghai)
and Ninghua Wu (Guangxi), an international team was established to undertake
collaborative research, instrument restoration, and musical composition. To date, the
team has conducted fieldwork on the restoration of excavated kilns, kiln-heating
techniques, instrument construction, performance skills, and ritual contexts among
the Zhuang, Yao, Maonan, Miao and Han ethnic groups in China. With funds from the
Arts Council of Korea and Shanghai conservatory, the project's outcomes include the
restoration of dozens of porcelain hourglass drums and five themed concerts and
lectures held in Shanghai, Seoul and Nanning. Centered on the organological story
of drums of this type, mutual understanding among international culture-bearers
and their involvement and explor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 in
contemporary society are enhanced by the "new voice" of these drums.
This workshop will include: 1) report on investigating and restoring Silk Road
porcelain hourglass drums; 2) mini-exhibition of illustrations; 3) demonstrations of
porcelain hourglass drums; 4) small-scale performance of new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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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14, Gu Jieting combined Kun opera with Debussy’s music in her
performance art piece entitled “I” Fantasie – Rencontre between Debussy and
Du Liniang. Accompanied by visual representations and electronic music, this
performance was characterized by Gu as an open “Site-Specific Music Theatre.”
Gu’s creation attempted to realized the close affiliation between French Modernism
and Chinese traditional aesthetics that had emerged as a topic among critics since
the 1960s. This paper places Gu’s artistic work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contemporary Chinese aesthetics and argues that the performance partly overcomes
cultural boundaries between East and West yet also rearticulates their distance.
Between the 1960s and the 1980s, the first group of Chinese composers who were
trained in Europe introduced Debussy’s compositional techniques into a Chinese
context and in so doing transformed them. Since the 1990s, Chinese artists and
musicians have shifted their attention to aesthetic discussions and have offered
numerous analogies among traditional Chinese poetry, opera, ink and wash painting,
garden architecture and Debussy music. For instance, Chinese artists and musicians
believed that blank or empty measures used by Debussy are consistent with Chinese
classical aesthetics and the “blank-leaving” theory in Chinese ink and wash painting.
A statement by the contemporary pianist Fu Cong encapsulates this tendency:
“Debussy is really a Chinese musician!” Studying in France as a Suzhounese, Gu
has intensified these aesthetic analogies by transplanting different Suzhou art forms
to French music. Gu allows Kun opera and Debussy’s piano music to alternate
or superimpose with each other as if challenging their boundaries; however, she
maintains their own distinct identifies by maintaining their individual purity. Gu’s work
presents a crossover between two cultural fields and results in ambiguous musical
events in which performance itself serves as a neutral zone for different art forms to
collide.

Converging Aesthetics: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K-ak (K-樂)
Jocelyn CLARK, Pai Cha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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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traditional musics of East Asia have
followed unique national trajectories. South Korea has gone from its post-war effort
to free “contributors of national culture” from the pressures of capitalism by naming
and supporting cultural lineage holders to compelling these “Intangible Cultural
Assets” to compete in the global marketplace. The Ministry of Culture’s national
branding campaigns, together with such endeavors as its “Revitalization Plan for
Traditional Arts” (Jeonteong yesul hwalseonghwa bang’an 傳統藝術活性化方案)
(2006-2010), favor “gugak fusion,” reflecting the country’s long preoccupation with
a musical cosmopolitanism rooted in western musical aesthetics. The politics of
South Korea’s new generation are being forged not by war trauma or eve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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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urpose and modern tasks of introduc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in Korea. In 1962,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as enacted, and the foundation for the transfer of traditional
arts was laid. In 2015, the Law Concerning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troduced the concept of 'typical'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handed down through people. As a task for the modern
development of traditional music, research on typicality, education for students, and
expansion of enjoyment rights of the people can be mentione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so that the traditional music passed
through the generations will not change and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will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B

Undefinable Musical Events in Gu Jieting’s Performance Art: Tracing
the Boundaries between French Modernism and Chinese Traditional
Aesthetics
Deng JIA, Soochow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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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have been transmitted in the name of “national cultural property.” However,
this national cultural production has resulted in multiple levels of intervention: 1)
the institution plays a role in supervising what aspects of the old to retain, and what
creativity would be allowed (Howard, 2014) based on their contributions to ethnicbased Paiwan arts, thus reshaping Aboriginal practitioners’ musical practice; 2) the
various effort Aboriginal practitioners make to maintain and revitalize the tradition of
lalingedan and pakulalu have not been recognized within the institutional mechanism.
Drawing upon data collected from my fieldwork, archival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Aboriginal musicians, scholars, and institution agents, I approach lalingedan and
pakulalu and their related practices as crafts and habitual experience, examining
how Aboriginal practitioners deploy their creativity within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project of lalingedan and pakulalu in relation to the state’s interven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insight into Aboriginal musicians’ subjectivities in relation
to this tension between individual creativity and national cultur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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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Cultural Creation and Crossover in “Chinese Folk Jazz”
Mengjiao CHEN, Soochow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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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ity and Passion of Sir Robert Hart: His Taste and Possible Musical
Influences of the Irish I.G. in Peking
Darrell Hung-Ren TO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Sessions 4

Abstract: With the release of his album Summer Palace in 2004, Chinese Jazz
musician Kong Hong Wei expressed his artistic intentions in an interview: “Although
I was not born in Beijing, I grew up in Beijing… After twenty-years passed, my body
has been imbued with Beijing culture.” The album conveys various aspects of sounds
and sentiments associated with Beijing. More broadly, Kong’s compositions exemplify
a process of cross-cultural production in combining Chinese traditional music and
American Jazz styles; the resulting idiom has been characterized as “Folk Jazz.”
Emerging in the 1990s, “Folk Jazz” has strongly marked the development of Chinese
Jazz music, on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platforms.
Current studies of Kong’s compositions focus on the use of traditional Chinese
instruments and tonal systems without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to place. This
paper examines Kong’s work as a form of soundscape composition in which he
reproduces Beijing speech and city sounds. Kong uses a traditional three-string
instrument to imitate the Beijing dialect, which is characterized by a retroflextion
on the last vowel of a word. Kong’s compositions moreover reflect the change of
the city landscape in 2001 when Beijing won the right to host the 29th Summer
Olympic Games. In celebrating and preparing for this event, both Western and
Chinese architects were assigned to co-design the National Olympic Stadium and
Water Cube. These structures are characterized by modernist styles combined with
traditional elements. Kong’s compositions, with their lively rhythms, heterophonic
textures, and hybrid timbres that combine Chinese traditional instruments and
Western instruments, speak to this turning point. His “Folk Jazz” should be placed
within the framework of a specific site, whose ambient sounds, including a regional
dialect, popular song, and mixing of West and East, exemplify changes to the
landscape of Beijing and the expanding boundaries of jazz composition

Abstract: Sir Robert Hart, Inspector General of the Imperial Maritime Customs
service during the Qing period China. He was the trusted advisor on foreign matter
for Manchurian nobilities in the Zongli Yamen, the office that was in charge of foreign
policy during the late Qing dynasty, hence served as an important gateway that had
bridged not merely economic or politic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European
nations but also cultural exchanges as well. Through his personal passion of music,
Hart had founded one of the first western style wind ensemble in the imperial capital
of Peking, as well as organized a presentation and showcase to introduce Chinese
Music to Europeans at the London Health Exhibition in 1884. Through Hart’s
own writing and his correspondence with his confidant in London, James Duncan
Campbell, and other personal accounts on the I.G., we may be able to reconstruct
at least a part of what Hart’s passion on music was consisted of. For example, what
kind of music he liked, what instruments, scores, and practical manuals he had
purchased with the help of Campbell, and how his devotion to music had become a
passage of cultural exchange during the finale of the imperial Qing-China. This paper
intends to demonstrate Hart’s passion of music and through which he had served
as an important figure in the early modernity of China that had bridged the musical
culture between China and his own. Sir Robert Hart is a perfect example of how
transnational cultural exchange can come into place from a least expected agency of
an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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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s but by a system of international capital that compels plucking the fruits of the
global marketplace over watering the roots of national ideology and traditions. The
replicating dynamics of global and local digital music cultures are ironically creating
in the South a uniformity of taste within (and outside of) the realm of gugak that
is beginning to mirror the aesthetic produced by decades of communist arts policy
in the North. On both sides of the DMZ can be heard the sounds of instruments
“developed”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over the past 20 years, such that,
today, one might encounter on the KBS gukak hour harmonic medleys of North
Korean folk songs played by the geomungo ensemble Geomungo Factory. This paper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ese evolving dynamics for the future of the aesthetics
of traditional music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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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C4:
New Research Methods
in New Folk Music

This panel focuses on the so-called New Folk musicians, active in China's urban
centers. While inspiration for musical creations stem from an abundance of individual
and societal influences, some particularly rich sources of inspiration are multi-ethnic
folk songs of China's northwest, as well as folk music from ethnic minority cultures
in China's very south. In order to give an all-embracing perspective of the New Folk
musicians - who, despite their relative popularity in China and abroad, act outside
the commercial World Music circuit - and to embed current tendencies into a wider
global context, this panel consists of two items, namely Theory and Case Studies, in
form and timing divided over four parts:
• 10min Theoretical framework + 5min discussion
• 20min Case study 1, Yunnan + 5min discussion
• 20min Case study 2, Northwest + 5min discussion
• 10min Theoretical results + 15min discussion
The first case study demonstrates how ancient folk songs of China's northwestern
mountain regions transform into modern folk culture, both "traditional folk" for
local audiences, as well as "underground rock" for urban youth. Second, a similar
case originating in the music culture of a south Chinese minority people shows
how traditional folk culture is transformed into music which aims to be both,
"transmittable" to larger audiences as well as "inheritable" over generations. Lastly,
a theoretical abstraction in which new ways of analysing and comprehending the
transformation of local folk musics into contemporary music cultures is discussed.

South China: Transmission and Inheritance of Yunnan's Folk Music
Huanqing ZHU, Soochow University
Abstract: In 2016, the New Folk band Mountain Men published a music
documentary called "Qike Ami". In it they describe the process of learning and
understanding a local music tradition with the help of local musicians, with the goal of
spreading the rich music traditions of Yunnan to more people than the local populace.
There is not necessarily a commercial (for instance marketing through World Music
channels) aspect to these undertakings, because the main mode of distribution is
via social media sites like Tencent, Weibo, and online video platforms like Youku and
Youtube.
This paper touches upon a variety of questions, for example different
conceptualisations of New Folk. Is there a clear line between the predominantly
urban New Folk and the rural folk music? What role do music videos like "Qike
Ami" by Mountain Men play in the dissemination and inheritance of traditional folk
music? What happens to the traditional folk music if environment and performing
contexts change or even disappear? Which role play musicians outside the respective
emic sound group (like Mountain Men in the case of Yunnan's minority music) in
inheritance of the music? What influence does New Folk have on young peopl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respective emic sound group?
On a methodological level, I aim to propose a meta-ethnography of online research,
a field which is bound to become more prominent as folk musicians (urban and rural)
make extensive use of the internet, both to "transmit" their music to larger audiences,
as well as letting new generations "inherit" it in a passive-instructional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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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and Discussant:
Lukas PARK, Soochow
University

Panel Abstract: New Research Methods in New Folk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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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Transformational Deep Structure and Musical Change
Lukas PARK, Soochow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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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est China: Authentication and Re-Authentication of
New Hua'er Music
Danning Liu, Soochow University
Abstract: This contribution aims to exemplify how New Hua'er developed in and out
of China's northwestern regions. Hua'er (flower), also known as Shaonian (youth), is
a singing art form especially popular in the Gansu, Qinghai, and Ningxia provinces
of China. Many different ethnic groups perform Hua'er, and express matters of love
and life, interact, and communicate through song. The specific regional and ethnic
characteristics of Hua'er give it an abundance of diverse functions and performance
contexts. The so-called New Hua'er does not necessarily refer to the emergence of
a new folk music genre or Hua'er sub-genre, but rather to the development of this
musical style since the 1980s. Due to changes in its modes of transmission and
aesthetic appreciation of the audiences and performers (an opposition not easily
made in Hua'er culture), the traditional pattern of Hua'er transmitted since the Ming
dynasty showed some new features. Often these new developments are framed as
"re-authentication" by Chinese scholars and Hua'er researchers. The diversification
of Hua'er development does not only reflect social circumstances in dealing with new
environments and situations, but also brings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transmission and inheritance of Hua'er. This paper will take the so-called He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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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oretical framework we utilise the scientific method of Foucault's
discourse analysis in order to deconstruct New Folk that grew out of ancient musical
forms of Chinas border regions (Macleod 2002: Deconstructive Discourse Analysis:
Extending the Methodological Conversation). But how to deconstruct a music, a
basically non-verbal discourse? The analytical "folk mythology" may shed light upon
practices and inspirations of New Folk musicians (Kloet 2000: "Let Him Fucking See
the Green Smoke Beneath My Groin": The Mythology of Chinese Rock. In: Dirlik, Arif;
Zhang, Xudong (ed.): Postmodernism and China). This "mythology" is an important
discourse that produces rock- or folk-culture, describing conceptualisations of
"mentality" and "Zeitgeist". Further, utilising Chomsky's theory of (musical) "deep
structure" will help us to analyse in detail how traditional music transforms into
something new (Blacking 1977: Some Problems of Theory and Method in the Study
of Musical Change.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Folk Music Council 9). Equipped
with this methodological toolbox, we aim to answer questions about changes in
the music of China's south and the northwest, and how these changes, nostalgic
leanings, modernisations, and exoticisations reflect in a contempora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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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er (sung in the north of the Hua'er region) as example. Using ethnomusicological
field work as primary research method, I combine knowledge gained from interviews
with audio transcriptions of musical recordings, in order to observe and explore
cultural and musical feature of new Hua'er music. The developing trend of Hua'er
music, under the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can be seen as intuitive happenstance,
dynamically displaying the New Hua'er as vigorous activity to transplant a traditional
music into popular soil.
Discussion:
Lukas PARK, Soochow University

15:30-15:50 Break

Conference Room

Pungnyu
Theater

Chair and Discussant:
Ju-yong HA, University of
Hartford

The “Little Angels” and Nationalist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 Cold War South Korea
Hee-sun KIM, National Gugak Center /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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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its establishment, the Little Angels, a children’s performing arts
troupe, has been considered the representative cultural ambassador of South Korea.
On a global level, the cute and smiling children of the troupe became a successful
means of propaganda, promoting South Korea as a peace-loving nation, with culture
and arts whose image had been dominated by war, poverty, international aid, and
orphans. However, despite the fame,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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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5:
The Little Angels,
South Korean
Children’s Performing
Arts Troupe fo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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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bstract:
The Little Angels, a successful South Korean children’s performing arts troupe,
projects Korea’s national image worldwide. It was founded on May 5th, 1962, by
the Rev. Moon Sun-myung (1920–2012), foun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eace, goodwill, harmony, friendship, and the peace-loving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lthough it is well-known as a part of this church and a recipient of the
church’s support, it has served as a national cultural ambassador, projecting a positive
image of South Korea and its cultural heritage through performances that embody
traditional national values. Its impact extends far beyond South Korea: at various
international peace events and meetings, it has performed more than 6000 times
in more than 60 countries. It has not been thoroughly studied, though its impact on
Korean society and religion is great and its role in constructing the national image of
South Korea in global society is tremendous.
This panel covers three dissimilar dimensions of the group. First, the kinds of
performing arts that are selected to promote the state and the troupe’s role and
influence in Korean performing arts since the 1960s; second, its concealed religious
propagation, intertwined with performance aspects and its impact on national image
in global society; and las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Little
Angels’ dance style, focusing on the movements, the repertoire and the props. As a
first attempt to explore the Little Angles in the field of ethnomusicology, this panel
will bring new perspectives to the field of new religion, music propagation and
performing a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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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Ju-yong HA, University of Hart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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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ttle Angels, South Korean children’s performance arts troupe, has
been represented as a group that expresses harmony, love and world peace through
its performances and worldwide activities. Performing at various international peace
events, the troupe has constructed a positive image and reputation in a global setting.
The Rev. Moon Sun-Myung, foun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and religious leaders
of the Korean Cultural Foundation, which financially supports the Little Angels,
have officially claimed that the troupe is a pure art group, which promotes a positive
image of South Korea to the world and has hardly any relation to, and purpose, for its
religious propagation. Religious aspects and connection to the Little Angles, however,
cannot be ignored.
Through an ethnographic approach to this topic,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religious dimension of Little Angels, how they construct the image of the Unification
Church through their performances and indirectly deliver religious values and ideas,
especially in the international performances. Personal interviews with earlier members
of Little Angels, leading members of Korean Cultural Foundation and Little Angels,
analysis of the holy scripture of the Unification Church and various magazines and
articles published by the church and observation of Little Angels practice scene will
be the main sources of my presentation. It will thus involve how and for what purpose
the troupe was founded, the worldwide reputation and its religious global impact
and the group’s connection with the church and its impact on religious promotion.
This paper is an interdisciplinary ethnographical approach to music performance and
religion, exploring religious and social dimensions of the Little Angels

Abstract: The dance repertoire of Little Angels is rather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repertoire, seen in pieces such as seungmu and salpuri. Stage props
other than janggu, long fabrics or a double-headed drum, are rarely used during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nowadays, whereas the Little Angels constantly
develops and employs new props. In the physical movements, many movements lead
to a variety of movements at the same time and are more gunmu, group dance, than
dokmu, solo dance. In contrast to many other dance performances, Korean traditional
dance usually consists of heavy shoulder movements and slow movements. This is
because most of the traditional dances that are performed nowadays are dances that
were performed in the room, and because the dancers were old already when they
passed down those dances to the next generation.
The Little Angels’ dissimilarity with common South Korean performance can be
explained by its origin. The dance is being inherited from North Korea by Seung-hee
Choi, with rarely any awareness in South Korea. Not only the dance, but also props
and customs are similar to those in North Korea.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similarities of the performance repertory and formation process with dance of North
Korea and dance of the Little Angels. I will argue through this presentation whether
traditionally adhered dance seungmu and salpuri can be considered as the only
Korean traditional d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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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tle Angels: Music Propagation and Global Impact
Sang-yeon Loise SUNG, University of Vienna

The Dance Repertoire of the Little Angels
Kyung-hee KIM, National Gugak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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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en properly examined. By examining the construction and activities of the
troupe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nationalist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process.
This political and ideological purpose resulted in creating a specific performance
style and repertoires for overseas performance manifested in its main repertoire,
including traditional folk dances, like the fan dance, gayageum byeongchang (vocal
with gayageum [12-string zither] accompaniment), nongak (farmers’ band music),
and a chorus of traditional and modern songs.
With that in mind, this presentation questions several aspects of the troupe: the
kinds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elected to promote the state, the ways in which
specific staging styles were (re)produced, and the specific roles and influence the
Little Angels have had in the Korean performing arts since the 1960s. By exploring
the socio-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of the performing arts in South Korea
during the 1960s, the overseas performance history of the Little Angels, their staged
performance style and repertoire, and the members themselves, this presentation
studies this troupe at the intersection of the state, performing arts, and a certain
historical period; the ways in which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ere selected,
supported, and produced by the state as means of propaganda; and how these
together defined the direction of Korean performing arts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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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ing the Flute in Shanghai: Creating a Collaborative Biographical
Documentary
Helen REES, UCLA

16:30-17:00
Lashize: Regong Tibetan Leruo Dance (15 minutes) (short discussion following film)
Guiteng LIU, Quanzhou Norm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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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hize/拉什则, the Tibetan word for “dance with drum”, is a religious
mass dance featuring the one-sided drum as the symbolic instrument in the June
meeting of Regong in Qinghai Province. Every year in June of lunar calendar, the
villages in the middle reaches of the Longwu River in Qinghai Province will hold
Leruo/勒若 activities that pray to gods for blessings, which is a convention with
long history. Although Leruo/勒若 has been included in the official framework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still initiated and organized by the
villagers to pass on the traditional folk music. The local gods are the object of worship

17:00-17:50
Sounding Treasures: The Reconstruction of the Sound of 1960s/70s
Cantonese Music (32 minutes) (short discussion following film)
Tsan-Huang TSAI, Quanzhou Normal University
Abstract: The film Sounding Treasures (32 mins) documents (and partially
recreates) the process of a so-called “knowledge transfer” project, which aims to
reconstruct the sound of 1960s/70s Cantonese music and to extend the reach of
the musical instruments collection at the Chinese University Hong Kong beyond
classroom teaching and educational exhibitions. Through the narrator and project
assistant Sze-wing Joyce Lau, the film reveals the process of “knowledge transfer”
through informal chats, oral histories, live music sharing, and detailed examination
of musical instruments. Selected Cantonese instruments of old construction styles
are brought to life to recreate the forgotten soundscape of traditional music in
Hong Kong. Being “knowledge transferring” in nature, this project has brought many
people together. Local Cantonese musicians were involved in selecting and repairing
instruments – most of them no longer in use – and more importantly they shared
their knowledge and memories of these musical instruments, their performance
techniques and contexts. An experienced audio team from the Graduate Institute of
Ethnomusicology of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he major institution for music
digitalisation in the sinophone world, undertook the recording and editing of the CD.
Perhaps of most significance was the participation of the then 87-year-old Madam
Ng Wing Mui (who unfortunately passed away in 2014), who rarely performed in
public but generously played an old-style yangqin for the CD and at a concert of
Cantonese music as part of the project (at the concert she also sang naamyam, the
regional narrative singing genre). The film challenges the timbre of today’s modern
“traditional” instruments, which would have been alien to listeners before the 1970s.
It proposes potential uses of the instrument collection that hitherto only existed
for classroom teaching and educational exhibitions. Finally, the film questions the
purpose and meaning of so-called “knowledge transfer.”

Conference Room C I Large Seminar Room

Abstract: In 1956, the 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recruited its first class of
students specializing in Chinese musical instruments. Among this pioneering cohort
was former factory worker Dai Shuhong (b.1937). A player of the transverse bamboo
flute dizi, he became part of a bold experiment in the modernization of performance
techniques, teaching conventions, instrument construction and aesthetics. Dai
prospered in this new professional world, becoming flute accompanist to popular
Tibetan propaganda singer Caidan Zhuoma and ultimately a teacher at the Shanghai
Conservatory, where the author studied with him for two years in the 1980s. What
has brought him greatest renown in the last thirty-five years, however, has been his
immersion in the esoteric tradition of the 7-string zither qin, in particular the refined
art of accompanying it on the endblown flute xiao. Since the 1980s Dai has been the
featured xiao player for dozens of CD recordings and concerts with top qin players
at home and abroad. With a near-photographic memory, he is also an engaging
raconteur with a wealth of stories illuminating seven decades of musical change. The
documentary film Playing the Flute in Shanghai: The Life and Art of Dai Shuhong
(2018) is the result of a collaboration among Dai, the author, and documentary
filmmaker Aparna Sharma. Shot in Shanghai between September 2016 and April
2017, it juxtaposes interviews and conversations with Dai and his colleagues
and students alongside performances, lessons, archival footage, and historical
photographs. The planning and postproduction phases have engaged the method of
dialogic editing, with rough cuts shown to participants for feedback three times, and
the premiere planned for March 2018 in Shanghai. Illustrated with selected clips, this
paper discusses the conception, structure, and collabo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film, and its value in bringing to life one musician's personal experience during times
of momentous change.

and spiritual support, maintaining the social order and ethnic identity as well as
gathering the villagers’ wish to flourish and obtain blessing. Outside the mainstream
social, the rituals reflect the social relations between human and nature and between
people order. As a refl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natural inheritance” and “rural government and folk society” in the
social transitional period, the film presents a typical case of the status quo of Regong
Tibetan religious ritual music (overview of Leruo/勒若, ritual structure, drum-playing
and classical d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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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rs are welcome
Abstract: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jangdan (“rhythmic pattern”) in sanjo and
pansori, prior research on jangdan tends to focus on an introduction to basic patterns
or analyses of the janggu player at a live performance rather than explaining the
practical mechanism of how such rhythmic patterns are applied and utilized. Here, I
purposely take apart elements of a jangdan to show consistent ‘transformation rules’
and suggest a clear format for better understanding more complicated jangdan. By
doing so, not just oral pedagogy in learning and playing jangdan, but a systematic
approach to transformation rules will be clarified.
In this interactive workshop, especially jungmori will be demonstrated on janggu,
and hands-on instruction will be provided. First, mnemonics of janggu jangdan
will be taught by mouth; Second, the hands-on session will move on to use claps
with mnemonics, laps with mnemonics, janggu with mnemonics, and finally, janggu
only. I would like to teach not just variations or transformations of jangdan but the
systematic transformation rules by showing the entire basic jangdan first. Accents
will be eliminated, and only the main notes will remain. The player, in order to learn
the playing method, will have to listen to the melody and its accents to add chuimsae
(improvisational oral exclamations), accompany melodic variations following the
melody, and punctuate empty rhythmic spaces by adding rhythmic patterns.
By experiencing janggu and learning performance method, participants can better
understand such genres as pansori and sanjo in depth. This systematic learning
method will inspire a new desire to learn jangdan in Korean music.

Seoul Arts Center
20:00-21:30 Concert, Umyeon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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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6:
Genre and Aesthetics

Research on the Pyeongjo Mode and Ujo Mode in Jeongak (court music)
Wooj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many pieces consist of five tones which are
hwang (黃, huang), tae (太, tai), jung (仲, zhong), im (林, lin) and nam (南, nan).
These collection of pitches have been acknowledged as belonging to the pyeongjo
(平調) mode. Several pieces included in this mode are Ujochosudaeyeop, Urak,
Urong and Ujogarakdodeuri ect. The refix ‘Ujo-’ and ‘U-’ indicates the ujo (羽調)
mode, often times collapsed with and treated similarly as the pyeongjo mode. My
paper explains that pieces using the ujo mode are different from those employing
pyeongjo. In order to prove this music theory, the classic pieces Suyeonjang (壽
延長) and Yeomillak (與民樂) are analyzed. They are typically considered pyeongjo
pieces, but my research indicates that they are not pyeongjo pieces but ujo. The
origins of both pieces is Ujogarakdodeuri. Through analyzing the dominant and
nuclear tones, the goal is to re-argue the categorizations of these pieces.

Exploring the Musical Expression and Mechanism of "Ma" in the Kabuki
Percussion Ensemble
Sayumi KAMATA,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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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hythmic concept of "ma" is broadly described as a pause, timing,
or tension, and emphasized in any case as an essential feeling firmly rooted in
Japanese tradition. Over the past half century, however, several scholars and
performers have questioned whether or not such kind of traditional sense is truly
maintained in performance practices in the kabuki percussion ensemble (e.g.
Kobayashi 1967, Tanaka 1983). Instead of regarding such indications simply
as evidences of the influence of modernization, I will present the following basic
question: in the first place, how "ma" as the musical expression can emerge or
submerge in the Japanese traditional musical forms?
The kabuki percussion ensemble is composed of the combination of rhythm
patterns and plays an ornamental role for shamisen (three-stringed instrument)
melodie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explore the musical expression and mechanism
of "ma" in the kabuki-percussion performance practices, and present some
preliminary research findings from two viewpoints: (1) what factor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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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Change of Chwita: Focusing on the Daegeum’s Melody
Hyeohn PARK,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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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ical Aspect of Ritual Song of Hwanghae-do Shamans since the
Late 20th Century: Mansepachi’s Melodies as Sung by Kim Kŭmwha and
U Okchu
Yeo reum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s 6

Abstract: Chwita refers to the marching band that followed the front and back of
the king’s carriage, and it is divided into the percussion-centered ‘Daechwita’ and
wind instrument-centered ‘Chwita.’ Among them, the wind instrument-centered
chwita is played in areas like court music, folk music, and religious music. Chwita in
court music was passed down to the National Gugak Center, Chwita in folk music
to the Gugak Arts School, and Chwita in religious music to Seoul Saenamgut.
These three types of music have the same melody, but the pitch and grace not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pace, the same music changes, giving each of
them different characteristics.
Until now, chwita research was mainly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chwita
in court music and folk music. Considered institutionalized music, the chwita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the Gugak Arts School was actively researched, while
Seoul Saenamgut, which is not classified as institutionalized music, did not receive
as much attention. However, as Seoul Saenamgut’s music is evaluated as music
that assimilates North Korea’s Samhyeon yukgak music, court’s samhyeon yukgak
(wind ensemble) music, and even sinawi (shaman ritual) music, I find this research
valuable.
In this paper, I will investigate the three types of chwita music and how they have
changed based on performance in different spaces. For this, Choi Hakbong’s
chwita, the oldest chwita which was recorded in 1925, will be used as the standard
of comparison. Choi Hakbong was the daegeum player for the Jangagwon in
the late 1800s, and he is well-known for being Kim Seongjin’s teacher. The main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will be to study the comparison between his daegeum
melody and the chwita that was passed down to the National Gugak Cener, Gugak
Art School, and Seoul Saenamgut.

Abstract: Shaman ritual (In Korean, “kut”) of Hwanghae-do Province, which
currently belongs to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has been performed so far
by shamans (mudang) who moved after the Korean War. The shaman ritual of
Hwanghae-do and its music have changed over the years.‘Mansepachi’ is a ritual
song of Hwanghae-do Province and is used in various stages of shaman ritual
performance. In this study, I analyze the different musical aspects of Mansepachi
from a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 I want to approach the consistencies
and the differences in Mansepachi dependent on various aspects such as era,
performance place, differences in shaman performance style and identity,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Initially, Mansepachi was sung by many shamans at the
same kut (ritual). Second, the same Mansepachi sung was by different shamans
in different eras. And the last, I will examine the same Mansepachi sung by one
shaman in different eras.
The melody of Korean music is often explained by the concept of 't'ori', which
indicates regional distinctions in musical style. The concept tori includes the
diatonic scale in addition to stylistic characteristics, including ornamentation and
mood. The main materials for analysis are the Mansepachi melodies performed by
Mansin (great shaman) Kim Kûmwha(1931-), and U Okchu(1931-1993). My aim
in this study is to propose a socio-cultural approach to shaman ritual song analysis
as a way to connect these songs to the aesthetics of everyday life in modern South
Korea.

Day 3 – Thursday 23 August

by performers in expressing "ma" and (2) how such musical expression can be
realized in the pattern-combination musical forms. Through these discussions, I will
show that "ma" concept is embodied both in the musical structure and performers'
technique.
My aim is not to find out or even define what "ma" exactly means in the context
of music. I would rather consider the broadness is essential for the term and
then try to reconsider how it is realized in performance practice as a next step in
musicolog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kabuki percussion ensemble. This allows
us to say something more concrete about "ma" as a crucial element of Japanese
traditional music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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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ruments are changing not only in decline but also changing in
prosperity. Some changes happened gradually; making people lose their styles of
performing skills and instrument shape. As one of the traditional Guzheng schools,
Teochew Guzheng attracts more and more people to study in recent decades.
Teachers and students from conservatories have learned the classical repertoire.
Local musicians also borrowed some modern performing skills from the outsiders,
and unified the instrument shape and tuning method with the conservatory
performers. But, what do traditional Teochew Guzheng look like? How people play
them? Is it important for people to maintain their own music styles in the context
of frequent communication? In this paper, I try to review traditions of Teochew
Guzheng in practice today and how people excavate different ways of playing it.
Based on two months of fieldwork and research on publications, I found that in
spite of more players from conservatories are learning Teochew traditional music,
with many local soloist also participating in daily activities like Xianshi(Teochew
string music ensembles) or Daluogu (Teochew percussion music ensembles),
it seems that people have forgotten the traditional music points like tone color,
methods of learning, logic and skills of music variations. From this opinion,
I demonstrate that how did all the points work together and the scientific of them to
evok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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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similar and different musical
sounds by comparing the melodies between the earliest extant recording of
Daechwita recorded by Victor Talking Machine Company in 1906, and the current
performance of the music rendered by Master JEONG Jae-guk, the current
designation holder of Daechwita,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61. Since
Taepyeongso leads the main melody,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previous
researches which compared the melodies to understand its gradual changes over
time through several master players. However,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newly-discovered 1906 recording of the Daechwita. By comparing this recording
with current performances, it would provide extensive insights in regards to the
changes of interpretative approaches and norms of practice over time. Also, this
research will inspect how well the music has been preserved through the process
of transmission during a hundred year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four major recorded performances of Daechiwta,
made before or around the time of the nomination of the Human Cultural Assets
in 1961; The 1913 Tapyeongso solo recordings by HAN Eung’tae; The Joseon
Orchestra recording of 1925; The Keijo Ancient Orchestra recording of 1935; and

Amateur Practices of Cantonese Music in the Era of Music
Professionalism
Wan YEUNG, UCLA
Abstract: The professionalization of “traditional music” in Hong Kong began
in the late 1970s, when the colonial government established the Hong Kong
Chinese Orchestra; yet instead of modeling it after native Cantonese instrumental
ensemble traditions, the authorities chose to adopt the style of the Europeaninfluenced modern Chinese orchestra that had been developing in mainland China
since the 1930s. The founding of the Hong Kong Academy of Performing Arts,
where most Chinese instrument teachers had training in the modern orchestra
style only, further professionalized Chinese music in Hong Kong and undermined
longstanding amateur practices. Improvisation, so important to traditional
Cantonese performance, is absent in modern professional training, where
preplanned performance takes precedence. Based on personal observations,
bibliographic research, interviews, and musical analysis, I shall delineate the tension
between professional and amateur musicians, and highlight the variations in
Cantonese instrumental musical practices resulting from differences in professional
and amateur training. Musicians with conservatory training often dismiss traditional
renditions of Cantonese music as boring and out of tune, whereas amateur
musicians slight professional renditions for being mawkish and inauthentic. This
project is a detailed case study inspired by the work of J. Lawrence Witzleben
(1995), Yu Siu-wah (2005), Chan Sau-yan (2015), and others. I compare the
articulations of altered notes, dynamic expressions, and interactions among
musicians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amateur and modern
professional performances of Cantonese music. The highly Westernized form of
Chinese music has gained a status much higher than the local Cantonese music,
demonstrating the effect of Westernization and “Mainlandization,” and reflecting the
wider phenomenon of Western and national Chinese cultures superseding the local
culture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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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Earliest Daechwita (Royal Military
Processional Music) Recording and Contemporary Daechwita
Performance, Focusing on the Taepyeongso (conical oboe) Melody
Sunh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tape recordings of the Samchang Chwiju Orchestra of 1964. In this paper, the
writer will examine the musical contents and orchestrations of the two Daechwita,
the newly discovered recording of “The Imperial Daechwita” and the current melody.
The aforementioned four early Daechiwta recordings will also serve as comparative
basis for the two Daechiwta performances. This writer will provide transcriptions of
this recording and make a direct comparison of melodies between the transcription
and the current performances of Master JEONG.

Session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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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S University of London

Disappearing in Prosperity: Preforming and Oganological Changes in the
Sustained Popularity of Teochew Guzheng
Yan XU, Shanghai Con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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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Performing Arts Business Which
Uses the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cused on Jongmyo Jeryeak
(royal ancestral shrine music)
Donghee LEE,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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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ngmyo jeryeak is the most famous traditional music in Korea. It is the
ritual music in honor of the late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centered
on the Jongmyo Shrine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The ritual is held every
year on the first Sunday of May and the first Saturday of November. Jongmyo
jeryeak was registered as South Korea’s first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1964, and
registered as the first of South Korea's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n 2001.
Since 2010, Jongmyo jeryeak has been performed not only at an annual ceremony
but also at special performances with explanations and dramas at the Jongmyo
Shrine. The performance is held for four weeks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year, every Saturday morning in April and October. This performance has two

Make It Look and Sound Modern: A Study on the First Television Singing
Show in Taiwan, Qun-Xing-Hui
Shu-Wei HSU, National Taiwan University
Abstract: In 1962, Taiwan Television (TTV) started broadcasting. It was the first
and only television channel in Taiwan until 1969. Among the programs then, QunXing-Hui is the first singing show broadcasted, and is now regarded as the most
influential television program in the development of Taiwan popular music in 1960s.
There were other Taiwanese and Mandarin singing shows, but these were not as
popular with audiences as Qun-Xing-Hui. While language policy as a factor has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programs is relatively
unexplored.
As few video records left, this paper studies the content of Qun-Xing-Hui by
examining magazines (mainly TTV Weekly), newspapers, and the producer’s
manuscripts, as well as interviewing with the program director and singer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visual and audio part presented on screen, which are
categorized to ascertain the main concern of the designing of Qun-Xing-Hui, and
then compared with the other two popular singing shows also broadcasted in that
period.
The findings suggest that, compared to other programs, the producer of Qun-XingHui, Shen Zhi, put much effort into making the show look and sound modern and
elegant. As for the reason that this strategy led to the popularity, the more likely
explanation rests in the characteristics of television and the relation between music
and television. Since television was a new and expensive product at that time, it
seemed to symbolize modern and high-class. Qun-Xing-Hui successfully turned
these characteristics into visual and audio content, which in a way satisfied the
audience and therefore gained popularity. These findings would hav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music and television, and also people’s
imagining of modernity.

Conference Room C I Large Seminar Room

Abstract: While there have been activities constantly associated with volunteer
musicians, the term jaeneunggibu became highly visible in South Korea after
“Sharing Your Talent” campaign in 2010. Putting two Sino-Korean terms together,
the word jaeneunggibu translates literally into “talent donation.” This compound
word generally indicates an alternative way to serve the community by using one’s
talent or skills for charitable causes. Although there has been a good amount of
research which highlighted how artists have contributed to society by donating their
talents, littl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ts implication and issues, as well as how
musicians have reacted to the discourse of talent donation.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institutionalized practices of “talent donation” in South Korea and examine
how the discourse has represented and reinforced the idea of “music as talent.”
Through historical and ethnographical analysis, I argue that the institutionalized
and romanticized talent donation practices have masked musicians’ labor and
deployed talent donation as a labor exploitation strategy. While the dominant
narrative of talent donation over the past decade has underscored it as a better
way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the professional musicians’ labor has been
underrepresented and not properly rewarded. To capture how musicians have
responded to the discourse of talent donation, I incorporate various responses in
real/virtual sites: fieldwork interviews and responses on personal blogs and social
network sites. As an example of a collective response, the case of Musicians
Union— focusing on the “Music Is Work” campaign in 2017—will be introduced.
Drawing from Marxist analysis of labor and Hardt and Negri’s position on affective
labor, I explore the conflicts between the notion of music-as-talent and music-aslabor to better understand important-yet- underrepresented issues in the discourse
of talent donation.

concrete aims. First, it is held so that both the public and young people can easily
access Jongmyo Jeryeak, a traditional Korean treasure, which is rarely seen in
person. Second, it is designed to inspire pride in traditional culture and promote the
beauty of Jongmyo Jeryeak to tourists who visit Jongmyo Shrine.
This performance attracts about 6,000 spectators each year. That means about
50,000 people have already enjoyed the modernized version of the Jongmyo
jeryeak. Thus, the public impact of this performance is enormous. This case is
a very pertinent example of the developing performing arts busines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 Korea. Also, this
performance contains dramatic elements that include explanations for the general
public, and is therefore very compatible with the trend toward popularization. In
this presentation, I will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this performance and seek
to better understand how coexisting aspects of this performing business inherit or
develop this modernized tradition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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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id Musicians: Musical Labor and the Paradox of Institutionalized
“Talent Donation”
Jeong-in LE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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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rs are welcome
Abstract: This workshop will guide participants through the process of realizing a
skeletal score selected from a Cantonese music method book published in 1916.
The compositions by participants will be selected for live demonstration on the erxian
(a string instrument used in Cantonese music) and discussion.
In many traditional genres of Chinese music, it is often emphasized that there is no
detailed score but a skeletal one. One of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practice is
“jiahua” (literally to add flowers) which refers to the embellishment of a skeletal score.
However, how a skeletal score is actually realized is barely formulated or taught in
concrete. It is not uncommon to see learners using merely their musical instincts to
“add their own flowers” or transcribing the playing of their teachers or recordings to
imitate a certain style. Since the flourishing of well transcribed and edited scores in
the modern days, it is also rare that a learner would be taught to play from a skeletal
score.
Contrary to what is often emphasized that one acquires the technique of jiahua
through rote learning or immersing oneself in a certain musical style, this workshop
adopts methods designed by the presenters on how a skeletal score can be realized
into varied styles of new piec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modes or scales, the
choice of tempo and tuning, etc.
Through hands-on experience, this workshop offers more listening perspectives
for Chinese music and demonstrates how historical scores can be revitalized and
reconstructed using traditional compositional practices. Staff notation will be used
in tandem with gongche notation. Participants do not necessarily need to have prior
knowledge of Chinese musi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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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The Sijo in Contemporary Art Music: Form and Signification Abstract
Jared REDMOND, Hanyang University
Abstract: In Berlin, 1986, Korean modernist composer par excellence Isang
Yun (1917-1995) completed his 4th symphony. The work was, unbeknownst to
him, part of what has become a prominent trend: modern art compositions which
incorporate elements of the poetic-musical form sijo. Now, allusions to sijo surface
in art music internationally, as composers of wide stylistic diversity and cultural
background claim connection with Korean tradition while maintaining decidedly
modernist, cosmopolitan aesthetics.
Why, specifically, did the sijo become a calling card for musical “Koreanness”? The
story begins with the 20th century Korean view of sijo itself, and its transformation
from somewhat neglected historical genre into the very paragon of literary heritage.
Scholars rigorously analyzed, dissected, and debated sijo poems. Models of sijo’s
formal structure emerged which emphasized themes and counterthemes. And far
from being thought of as purely “high culture”, sung sijo (sijo ch’ang) was touted as
optimum for teaching schoolchildren and amateur musicians, with simplified music
notation even invented for that purpose.
Modern composers, I contend, perceived those formal analyses to resonate
with well-known Western forms like Sonata Allegro. Connotations of both high
and lay culture evoked both philosophical literati salons and rustic countryside
life. Poems could be used as lyrics, harmonies derived from sijo’s melodic ode,
or ornamentation and formal structures adapted. I trace such diverse usages in
contemporary works from Isang Yun to Chung Il-Ryun (Germany), Thomas Osborne
(USA), Kim Namguk (Korea), and Sehyung Kim (Kazakhstan/Austria), among others.
These
composers’ relationships to Korean musical heritage are as varied as their
aesthetics and geographies, but in these works we encounter the sijo as a perfect
chameleon. Shifting between the modern and traditional, local and universal, it
consistently functions to project Korean cultural identity – or affinity – despite a
global, modern music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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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 Your Own Blossoms: A Workshop on Chinese Music Composition
based on a Skeletal Score (Maximum 10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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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qin music had developed a unique notation system and acquired a
large collection of repertory. Today, Guqin players continue to transform ancient
scores into live music through the practice called “dapu”. Although “dapu” had
been studied by various scholars, our knowledge on the actual processes of how
Guqin repertories were composed and implemented in the past is very limited.
YangGuanSanDie is a popular piece from the Guqin repertory: a perfect example
to demonstrate how Guqin music’s acquiring and implementing a repertory was
different to the western concept of “work.” Among existing Guqin scores, 44
versions of YangGuanSanDie spanning across about 500 years are found. These
versions can be divided into few types. Among them, one type had gradually taken
over the transmission of other types around late-Qing period, which basically had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how the artistic and social
contemporariness of traditional musical genres and their performers are articulated
through staged performances and off-stage dialogues. Based on the author’s
own fieldwork with performers of changjak (creative) pansori done in early 2010s
as well as recent interviews with artists, this presentation argues that pansori
artists after 2010s have tried to craft and display their on-stage self as a socioartistically “modern” but still “classical” through strategic mixing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or of genre-specific and “contemporary-and-mundane” components
within writing and performing processes. Those “mixing” processes, this study
argues, were intended to “index” performers’ mastery of genre traditions and also
their ideological desire to “contemporize” them at the same time. Such multiindexicality through performance, at the moment of early 2010s, were often
interpreted as non-artistic attempts by conservative critics, and those young
“creative” pansori performers, the first generations of university-academism-based
trainees, had a very rare opportunity to stage these attempts on “official,” nationallyfunded stages. However, at the moment of late 2010s, such performances are
not new and relatively well-funded, which arguably means that changjak pansori
does not need to “argue” that they are classical as well as non-Creative ones. The
term of “creative” itself is less frequently used in the scene than before, and the
metapragmatic discussions on the contemporariness of music theatre genre among
artists are replaced by, or absorbed by, the conception of “realism” or naturalism,
which are said to be related with “theatrical”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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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etween Performing and Composing, a Creative Practice: A Study on
Versions of Yangguan Sandie from the Repertory of Guqin Music
Shih-Chia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Rescaling Contemporariness: “Creative” Pansori Music Theatre
Performances in South Korea
Jonghyun PARK, University of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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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ese electroacoustic-music composers have tended to adopt
Chinese elements to establish its distinctive identity. Employing the technique of
“extroversive semiotics,” these composers use various sounds to imitate extramusical objects to achieve immediate communication with their audiences. Current
research on Chinese electroacoustic music has given less attention to the formal
structures which function at the level of “introversive semiotics” yet nonetheless
generate poetic meanings. Chen Yuanlin in his Flying Swan relies on the tripartite
structure of XiangHeDaQu, a genre of court music from the Han Dynasty, to recite
the ancient poetry and suggest court music. Through the tempi and orchestration,
this structure allows the poetic structure and ritual structure to collide. This paper
draws from the semiotic theory of Kofi Agawu to analyze how Chen constructs
a double-function form: two separate yet overlapping structures express the
internal poetic content (narrative structure) as well as the external procedure of
XiangHeDaQu (ritual structure).
Chen’s use of electronic sounds is similar to procedures adopted by Luciano
Berio that relate vocal speech and musical utterance. The structure of Yan-SongQu helps Chen to depict the interiority of the two swans. The alternation between
fast and slow tempi depicts the constant change between anxiety and sentimental
feeling shared by the swans. The contrasting orchestration in each section not only
reinforces the emotional depiction but also reimagines the ritual procedure used by
court music in the Han Dynasty. The superimposition of voice, acoustic instruments,
and electronic sounds constitutes the climax in the last section in evoking the fast
dance and exciting sounds, which usually serve as the conclusion in XiangHeDaQu.
The double-function form narrates the love tragedy and at the same time evokes the
rituality of court music. Without relying on any recognizable signs, Chen uses the
structure to speak for the content: form and content are united.

become the one exclusive version we know today. This implies the existence of
diversity on the presentation of YangGuanSanDie before the mid-Qing period and
allowed us to trace how Guqin players in the past had manipulated and reorganized
musical materials and structures of a piece. The differences between some early
versions of YangGuanSanDie are much greater than different “dapuists” today has
done on the same repertory. This can be conceptualized as a creative practice
which goes in between, also back-and-forth, performing and composing. It is
more than performing a notated piece or composing something new in modern
senses. This paper intend to trace ancient Guqin players’ practical process and
operational logic through analyses of musical materials and structures of versions
of YangGuanSanDie; and illustrate how these aspects reflect the aesthetics of
different periods, schools and players. Why the Guqin’s once diverse practice for
a single repertory had declined? Perhaps the case of YangGuanSanDie can offer
a reference to the preservation of musical traditions while considering musicalchanging as something vit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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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venting Court Music in Ancient China: Form and Semiotics in Chen
Yuanlin’s Flying Swan
Yinuo YANG, Soochow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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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duction of Hakka song vinyl record in Taiwan could date back to
the 1930s when Nippon Phonograph Company published a series of records of
caicha (採茶) folksongs and quanshi wen (勸世文) performed in Hakka languages.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60s when the social category of Hakka
became recognized in the political realm and public sphere of Taiwan that record
companies began to release a variety of records featuring Hakka. During the
1960s-1970s more than 300 Hakka song vinyl records were released in Taiwan by
Meilou (美樂) and Ring Ring (鈴鈴) Records, two major record labels that produced
Hakka music records. How di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akka ethnicity facilitate
the cultural production of Hakka music? What kinds of Hakka song records were
produced at the time? How do these records sound and how are they distinct from
contemporary Hakka songs? And how are Hakka people and their life imagined
in these texts? This paper explores the specific situations in postwar Taiwan that
provided unique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Hakka song vinyl records. In
addition, I examine the ways by which Taiwanese Hakka people and their culture
were represented in Hakka record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atalogs and
soundtracks released by Meilou and Ring Ring, I argue the Hakka folksong singing
contests financed by Kuomintang party, i.e. the ruling regime, as well as regional
governments were the major institutional milieus from which record companies
sought and documented good Hakka voices. In addition, these records witness
a transition from the old to the more contemporary singing style and a variety of
repertories, modes of musical arrangement, and responses to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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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December 2017, a complaint was posted on the Beijing Municipal
Bureau of Culture’s website against the Wuhan-based punk band SMZB. It stated
that the band “depreciates the Communist Party” by “praising the Guomindang
[Chinese Nationalist Party]” in their song “A song for Chen Huaimin”, dedicated to a
Guomindang soldier who died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grand-father
of SMZB’s lead guitarist. Since its emergence in the mid-1990s, Chinese punk has
tackled a lot of issues in its songs, but the most sensitive may be history. Against
the official version of history, punks have questioned the Liberation era, the Maoist
period, or even the 1989 Tian’anmen protests in their songs and their discursive
productions. The figure of Mao is constantly criticized by punk bands – in “Heil
to Who” by Anarchy Boys or “Smash His Statue” by SMZB for instance – during
concerts and in their daily conversations.
This paper thus aims at analyzing Chinese punk community as a producer of
alternative narratives on Chinese history, and one of the only cultural community
that provides a space for repressed and sensitive memories. Through a study
of lyrics an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of the Chinese punk subculture – both

Idol Singers’ Intimate Labor in the Global Circulation of K-pop
Stephanie CHOI,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Abstract: Although many Western pop singers, such as the Beatles, are
emotionally connected to their fans through in-person and virtual meet-ups, such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ir fans outside of musical realm is not the musicians’
primary source of profit or professional duty for their fans. Meanwhile, a majority of
K-pop fans consider it “unprofessional” when a male K-pop singer reveal his dating
relationship even when it is exposed by paparazzi, because dating is a waste of
time for the singers who “should be working hard by now” for their female fans. If
a singer’s private life becomes criteria of professionalism in his career, how do the
singers negotiate with such surveillance? In this restricted environment, how do
the singers and fans share emotions and create a sense of belonging with each
other? What are the ways through which intimacy is economically transacted, and
what are the roles of music in this transaction? Drawing on Boris and Parrenas’s
idea of “intimate labor” (2010), I discuss cultural meanings of K-pop singers’ labor
in the postindustrial market in which female fans purchase intimacy from their
male singers. While the traditional notion of service work has primarily referred
to emotional and/or physical contribution produced primarily by female laborers,
I investigate how the K-pop male singers as service workers provide intimacy by
caring and being cared for by female fans in the transaction of intimacy in the
Korean popular music industry.

Sam Hui – Voice of Hong Kong Multicultural Identity
Yuen Woon CHAN,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bstract: Sam Hui, the ‘legendary pop star of the Hong Kong music scene’ (“Sam
Hui,” 2012), sings out the multicultural Hong Kong identity of Hong Kong ordinary
citizens in 1970s to 1980s which was an important period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 in Hong Kong and also a new period of Cantonese popular songs which
has long been affected by Cantonese Opera and Western culture under British
colonial period. Hui articulated the hardship in daily life and moral values in the
changing era through collaborating different cultures in music style, lyrics and
instrumentations and presents in pop songs, music videos, TV shows and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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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ing China’s Past: Punk Songs and Alternative History
Nathanel AMAR, University of Hong Kong

musicians and members of the audience – we will show how punk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popular, non-official, historical education. During interviews,
people often stated that they learnt about sensitive historical event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to the Chinese punk community. Bands indeed provide their audience
with historical materials – for instance SMZB’s 2014 album A Letter From China
featured pictures of the Tian’anmen protests, and Ordnance’s 2011 E.P. Becoming
Citizen included a message from the Tian’anmen Mothers. More than just noise,
punk music conveys meaning and memory, and participate to the production of an
alternative memory on contemporar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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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ity and the Representation of Hakka
Voices in Postwar Taiwan: An Analysis of Meilou and Ring Ring Records
Hsin-Wen HSU,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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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ani is a minority group in China with a long history that can be
traced back to the ancient Shi and Qiang tribes. Nowadays, the Hani people reside
in Southern Yunnan province, Southwest China. Music is an important way of
expression for Hani people in their daily life and there are many taboos when they
sing different songs in different context. A’ci, a genre of Hani folk music, refers to
folk song or love song which means to have fun or become enamored. Based on
different context of singing this music, A’ci has three different kinds of performing
styles.The first is named Chima A’ci, sowing song, which should be sung loudly
outdoors in sowing season. People of all ages and both sexes can sing this song
to pray for God blessing and harvest, and lyrics are related to farming. The second
style is Chira A’ci, love song, which is sung only between young men and women
in an intimate context such as small shields in the field. The third is called Sequeg
which is a musical combination of Michawei (funeral song) and Chira A’ci. When
there is a funeral, only female relatives of the departed can sing Michawei to
express their regret and sorrow indoors. While, at the same time, other friends of
the departed, especially young people, usually sing Chira A’ci outdoors to each
other, representing their best wishes to have new birth quickly. In this paper, I take
A’ci in Puchun village, Honghe county in Yunnan as an example, examine the three
performing styles, lyrics and performing taboos to explore their different concepts
and behaviors of singing A’ci in different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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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ongside 45,000 South Koreans, around 700 North Korean refugees
live in Britain today and the majority are in the Kingston area – which is known as
"Korea town" (Jin-Young Lee 2012). Even though this number is in itself not large,
it is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the respective population of North Koreans in
other countries. They all have traumatic memories of escaping North Korea and
of running to survive in China until they reached to the UK. After settlement, they
live with longing for a home country to which they are unable to return. In spite of
the difficult circumstances, they have continued musical activities in several ways
and have been consoled with music as the human brain has an instinctive ability to
entertain itself with musical sound (Roederer 1979).
In this paper, I utilise qualitative methodology to present stories of three North
Korean refugees’ lives and music. It is widely known that music impacts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individuals (Kramer 2000; Pothoulaki et al. 2012).
Thus, I explore the kinds of music they listen to and how music heals the traumatic
memories and mental suffering of North Korean refugees. More broadly, I look
into the music they enjoy as a group and what influences the music has on them
by employing participant observation. As Cross and Morley (2008) pointed out

Conference Room C I Large Seminar Room

Healing and Reconstruction through Music: North Korean refugees in
London
Cholong SUNG, SOAS University of London

Sessions 7

Chair: Satomi OSHIO,
Miyagi University of Education

A’ci, Folk Song of Hani People in Southern Yunnan: The Musical
Expression in Their Daily Life
Danxia YANG, Dianchi College of Yunn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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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Hui is a Chinese born in Mainland China in 1948 and moved to Hong Kong
in 1951. Immersing in hybridized culture and having a fascination with The Beatles,
he adopted western styles, Chinese traditions and social issues in composition. He
sings in colloquial style and voices hardship such as having long working hours,
low salary and mean superiors, water-use restriction, inflation and changes of moral
values etc., in ironic and humorous ways. The hybridized Hong Kong identity and
frustration in society fully expressed in the subject matter, Cantonese lyrics that
involve English transliteration and ideas in Chinese literature, the use of Western
and Chinese instruments, covering Western hit, singing style and images in MV, TV
shows and films such as Bun Gan Baat Loeng, 半斤八兩 [The Private Eyes] and
Maai San Kai, 賣身契 [The Contract]. The songs give collective identity to listeners.
From the responses in newspapers, magazines and interviews, the perceptions
changed from voicing frustration to recalling identity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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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 People, Traditional Music, and their Learning and Healing
Yoonhee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84

The pres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nsembles has increased gradually
since 2000 for two main reasons. First, given that only a few artists are orchestra
members, they needed to find their own way to build musical careers and make a
living. Also, in light of globalization, Korean traditional music can now more easily
cross musical borders by means of fusion and crossover styles, and this generates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outside of Korean society. All in all, musical
endeavors like music ensembles are becoming more popular among amateurs as
well as professionals.
The main target of this study is not professional ensembles but those among
university students. Such students are not bound by as many traditions and
professional standards, so they are freer to attempt many experimental music styles
among their own informal ensembles.
In addition, they can participate in various programs inside and outside of their

Conference Room C I Large Seminar Room

Case Study: Sociocultural Meaning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nsembles of University Students
Hye-ji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15:00-15:20 Break
Sessions 7

Abstract: My research explores a kind of traditional music education. However,
the focus is given to a specific group of people who are disabled, and the
discussion deals with not their technical learning but the healing and feeling. The
music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has usually been provided for them to spend
some time for fun or energy consumption. Some musical activity, most of the time
Western music-related, is also used for their physical treatment as well.
Nowadays, traditional music is used to treat their pain(difficulties) and provided
to more number of disabled people as a socio-cultural art education by the
government. Then, how is the program run for them? Why traditional music for
them? What is needed and what do they learn and feel?
My paper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raditional music education for disable
people and what has been going on. Also, observing and interviewing some
disabled musicians, including professional performers who first met traditional
music through socio-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 the research tries to figure out
what th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can do for disable people in overcoming their
obstacles and in raising their sense of belonging in the society, while at the same
time healing their emotion, limit, or agony (if they have).

academic settings. There are numerous courses, workshops, and contests
promoting student music ensembles. In this way, they can improve in groups the
music skills they need as individuals. They can also develop music repertoires and
develop a competitive edge i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world.
In terms of case studies, I categorized the ensembles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sts, a workshop program, and figured out music
repertoires, instrument use, and the particular music styles of each ensemble team.
I also interviewed some ensemble members to gather specific information about
why they formed their groups and determine the actual economic and musical
effects that came after participating in music ensembles. Consequently, I drew a
conclusion regarding their sociocultural meanings.

Day 3 – Thursday 23 August

that music can boost social cohesion of a group, I investigate how North Korean
refugees receive spiritual consolation from one another and create a unified
community with South Koreans in London. Ultimately, my paper examines how the
North Korean refugees heal and reconstruct their identity and mind through their
mus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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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UTZENBERG,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popular music could be used to construct
identity by combining different musical elements. Every musical element is thought
to have associations with specific culture references, so that the use of specific
musical elements could appeal to certain types of audiences, and helps to
consolidate some senses of community. In this study, I will use the cover version of
“Descendants of the Dragon” sung by Leehom Wang, an American-born Chinese
singer, as an example, to discuss the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nd construction
of identity. “Descendants of the Dragon” was composed during the diplomatic
crisis between Taiwan and United States in 1979. Leehom Wang reinterpreted the
song in 2000, and intent to use the song to emphasize his Chinese identity while
adding an English rap to tell his immigration story. It seems that the use of hiphop elements contradicts to his intention to emphasize his Chinese identity. What
sense of “Chineseness” can he make by incorporating the Western elements into
a “Chinese song?” Grace Wang pointed out that because Leehom Wang has the
identity of transnationality of Asian American that allows him to combine his music
with Eastern and Western musical elements and appeal to Chinese audiences.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Grace Wang’s argument with “Descendants of the
Dragon” as an example. I will analyze the song to show how Leehom Wang uses
different musical elements to emphasize his identity. I then discuss what role music
plays in Leehom Wang’s construction of identity. By so doing, I wish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cultural implications of hybrid music.

Sessions 8

B

We Are All “Descendants of the Dragon?”: Music and Construction of
Identity
Yu-Han HUANG,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2017. The guiding strategy of this policy
is “Cultural Tolerance,” which intends to dissolve cultural boundaries to build a
unified community. This strategy is nevertheless accompanied with a strong sense
of nationalism in the case of the SCO.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CO has
defined its mission 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inese traditional
music. By adopting Benedict Anderson’s theory of nationalism as a theoretical
basis, this paper brings to light the continual tension among the desire for an
imagined community, the adherence to a dichotomous worldview, and the process
of aesthetic adaptation and compromise.
Peng Jiapeng, the director of the SCO, has stated that there are “only two musical
forms in the world: one is the symphony (the West) and one is the national
orchestra (the East).” He ha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nect Chinese
culture with the West because it has not been a mainstream in the world.” With
this reductive dichotomy and sense of inadequacy in mind, Peng has undertaken a
series of adaptations for SCO: he has sought to standardize the tuning system and
pursue accuracy of pitch, and he has also adopted Western harmonic practices
and thickened the low register by replacing the Zheng with the harp and adding
double basses. These changes, meant to shape the orchestra’s aesthetic direction
according to Western models, suggest that the path toward a national identity
for this Chinese orchestra lies, paradoxically, through the assimilation of Western
musical tastes and practices.

Day 3 – Thursday 23 August

Sessions 8
15:20-16:50

Imagined Community and National Identity: The Suzhou Chinese
Orchestra under “The Belt and Road”
Tianquian FAN, Soochow University

86

Abstract: Founded in 2017, the Suzhou Chinese Orchestra (SCO)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an outstanding Chinese
traditional culture.” The wide coverage of time span and geography in the
orchestra’s debut program is a response to the cultural policy “The Belt an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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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carrying out a project on the fieldwork records recorded by Lee Bo-hyung. This
project aims at organizing the records and building a database. The database will
show possibly the information about the records and maybe the sounds themselves.
This project deals with the cassette tapes, reel tapes, notes, photos, documents,
performance pamphlets, etc. Among them, the number of the cassette and reel
tapes is over 2000, and tapes about nong-ak number over 200, about 10 percent.
Tapes of nong-ak were recorded from 1976 to 2006 and cover the regions of
Kyoun-gi∙Chung-chung, Ho-nam, Young-nam, Young-dong. Lee’s research was
most active in 80’s, at Ho-nam region. The contents appear quite patterned. In a
bunch of records about one region’s nong-ak, it contains information on personal
matters, seasonal customs, sequence of performance, rhythm, instruments& making
instruments, flags, costume, terms of nong-ak, etc.
In this presentation, I will mainly analyze the status of the tapes of nong-ak, and I
will also mention the related materials. After this I will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the records and academic essays by Lee Bo-hyung, and distinguish what are
used in research and what are not used. When he was wandering around the
country carrying heavy recording equipment, the music was almost at the end of
the spontaneous, regional, traditional era but the technology was not enough. It is
exactly the opposite now as Lee’s fieldwork was quite timely between the era of
tradition and the era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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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a well-known fact that Western music has been practiced across
borders around the world. However, is it possible for the heritage music of a
specific region to travel across borders and be shared with people of other
regions?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promotes its’ heritage music Gugak to
the world. As fellow Asians, similar sentiments are shared in Japan to promote
its’ heritage music and instruments to the world. In this presentation, we provide
precedents from Columbia University’s Mentor/Protégé Program to explore the
complications on the training methods of traditional heritage music, for example, on
notation, singing traditions (shoga), oral traditions; and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each topic. The Gagaku-Hogaku Mentor/Protégé Program, established in 2007,
is an intensive summer course for students in the Columbia University GagakuHogaku Curriculum, established the previous year in the Music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The official title for the curriculum is The Gagaku-Hōgaku Classical
Japanese Music Curriculum and Performance Program. Three classes, “World
Music Ensemble: Gagaku”, “World Music Ensemble: Hogaku - Shakuhachi”, and
“World Music Ensemble: Hogaku – Koto”, are offered at Columbia University. Every

Three Collections of Compositions: Representation and Re-appropriation
of Western Music by the Colonial Korean Composers from 1920 to 1930
Seung Im SEO, National Taiwan University
Abstract: In Korea, collections of compositions (作曲集) started to be published in
the 1920s. They represented endeavors in the broad project of musical modernity
by colonial Korean who were educated in western music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In contrast to songbooks
(唱歌集) or music textbooks (教科書), which were mostly compil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for use in schools to educate Koreans to follow the official
policy, these collections consisted of works composed by colonial Koreans who
attempted to re- appropriate Western music under the influence of dual colonizers,
Japan and America.
This paper takes three such collections as examples to examine the complex
ambiguity of the colonial Korean composers who regarded the adopted western
music as their own identity. By exploring the early collections of compositions
by Park Tae-jun (1900-1986), Hyun Jae- myoeng (1902-1960) and Hong Nanpa (1898-1941), this paper analyzes the composers’ idealistic representation
of western music and their strategies to create a national sentiment with the
international musical idiom. In particular, it looks at Hong Nan-pa’s first song,
Bongseonhwa (Garden Balsam, 1920), which demonstrated the changing process
of identity from individual musical work to the possibility of power reversal with
sorrowful female vocal sound in recordings.

16:50-17:10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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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Japanese Traditional Music beyond the Boundaries - The Cases
of Columbia University's Mentor/Protégé Program Chatori SHIMIZU and Hanako YAMAMOTO, Odawara Junior College

year, during the summer break period of American universities (end of May to early
July), selected students, enrolled in one or more of those three courses, stay in
Japan and receive intensive training on their specialty instrument for six weeks. The
presentation also covers the joint research between the coordinator and former
participant of the MP Program regarding the extents of how non-Western music is
used in the context of the Western art music of the twentieth and the twenty-first
Century. With a growing interest of non-Western instruments in Western academic
institutions, it is time to look at productive and enhancing ways of training.

Sessions 8

Chair: Yuan-zheng YANG,
University of Hong Kong

Looking over the Fieldwork on Nong-ak [Farmers’ band music] by Lee Bohyung
Hyun-ee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ay 3 – Thursday 23 August

Conference Room

17:10-18:00 Closing Ceremony

89

ICTM MEA 2018 Conference

프로그램

첫째날, 8월 21일(화)
09:30-10:30 등록
10:30-11:00 개회식
11:00-12:00 기조발표
13:30-15:30 세션 1
15:50-17:50 세션 2

둘째날, 8월 22일(수)
10:00-15:10 세션 3
13:30-15:30 세션 4
15:50-17:50 세션 5

셋째날, 8월 23일(목)
10:00-14:30 세션 6
13:30-15:00 세션 7
15:20-16:50 세션 8
17:10-18:00 폐회식

자료집(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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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의 풀뿌리 재스민: 상하이의 노동조합악단과 장난 쓰주 전통에 관한 사례 연구
란란 쾅,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중국 장난(江南) 지역의 쓰주 전통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위츠레벤(1995) 등의
학자들에 의해 광범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 장르 전통의 풀뿌리 레벨에서
의 최근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자들의 일상과 얽혀있는 연행의 경계(performance

세션 1

8월 21일
화요일

첫째 날 I 8월 21일 화요일

첫째날

세션 1
13:30-15:30

boundaries)들을 살피면서, 50년대 이후 상하이 총공회(總公會)의 후원을 받아온 연행그
룹인 상하이 말리화악단(The Shanghai Chinese Orchestra of Jasmine Art Troupe)에 대
한 저자의 민족음악학적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하이의 역사적 랜드마크 중 하나인 상하이 노동자문화궁전에 위치한 이 악단은 오늘

패널 A1:
시공간 속의 앙상블

우 지안(Wu Jian)을 비롯한 많은 민속음악가들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 구성원이 백 명이
넘고, 상하이에서 가장 크고 권위있는 아마추어 악단으로서 본 연행집단은 많은 민속음
악 애호가들을 매혹시킨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 악단과 이에 속한 아마추어 민속음악가들은 중국공산당 형성기
에서의 역사적 의미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장난 쓰주 전통의 연행 경계들을 창조, 보존,
변화하고 또한 이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상하이 음악가협회 내 오
케스트라 음악 위원회의 지도 아래, 전문적 능력을 지닌 아마추어 민속악단으로서 이 악
단은 노동자들 사이에 민속음악과 문화를 고취하는 것 이상의 책무를 수행한다. 제도화
된 풀뿌리 운동으로서, 이 악단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하부구조들이 연행적 전통과 협상

회의장소 I 우면당

좌장 I 란란 쾅,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날 상하이 전통음악의 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67년 동안 이 악단은 상임지휘자

(negotiate)하는 장소로서의 소리경관(soundscape)으로 기능하고 있다.

09:30-10:30 등록
가족간 유대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한국 사회의 변화를 향한 국악 오케스트라의 시도

10:30-11:00 개회식
11:00-12:00 기조발표

김묘신, 이화여자대학교
사운드트리 가족 국악 오케스트라(SFGO)는 2017년 4월 한국의 서울, 종로구에서 결성
되었다. 10살 소녀부터 60대 후반의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지녔으며, 아버지와
딸이 혹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연주하는 공동체(형) 국악 오케스트라이다. 이 집단

12:00-13:30 점심 식사
92

은 지역의 동사무소, 병원, 교회, 국악 그룹 등의 지원을 통해 결성 가능하였다. 25명 내
외의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밤 모여 2시간 여 동안 개인 레슨과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
이 오케스트라는 지역의 축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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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八大曲”)만을 연주할 때, 몇몇 전문 음악가들은 이러한 보수적인 연행들이 장난 쓰

이 오케스트라의 등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위한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에 대한 축적된 관

주 음악의 확대를 방해하고, 혁신과 변화에 있어 주류 음악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심, 그리고 문화적 환경의 구축을 통해 예술교육의 혜택을 모든 시민들의 삶으로 확대하

생각하면서, 새로운 곡을 창작하고 있다.

고자 하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발전 정책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중국민족민간기악곡집성>에는 300곡이 넘는 전통적 작품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대부

“음악을 통한 사회적 행동”을 모토로 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El Sistema) 음악

분은 더 이상 연주되지 않는다.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저자는 중국의 음악 표기법 중

교육 프로그램에 영감을 받아, 엘 시스테마 코리아, 학생 오케스트라, 우리 마을 오케스

하나인 공척보(工尺谱)를 수집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민속음악가

트라와 같은 유사한 기획들이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의해 201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

들이 모르는 100곡 이상의 작품들이 기록되었다.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1900년

다. 그러나 서양 음악 오케스트라에 비해, 한국 전통음악 오케스트라는 그 수가 매우 적

대와 1940년대 사이의 장난 쓰주 음악을 어떻게 복원할지 고민하고 있다. 당대연주(HIP;

었으며, 대부분 학교 시스템 안에서 혹은 연령 제한을 가지고 조직되었다. SFGO는 모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소리 기억(sound

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으며 지역 공동체와 실질적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

memories)들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기보된 것들에 바탕하여, 저자 및 민속음

는 한국 전통음악 오케스트라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커뮤니티 음악 발전에 대해 검

악계의 음악가들은 전통적 작품들의 복원을 위해 합주 속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원칙과

토하고, 한국 전통음악을 통해 표현되는 독특한 공동체적 (communal) 가치가 표현되는

접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능한 빠르게, 진정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민속

SFGO 의 사례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오케스트라)의 한국화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

음악가들은 명주줄 악기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옛 악기들의 수집과 수리는 이 연구의

첫째 날 I 8월 21일 화요일

반응을 받아왔다.

중요한 과제이다. 오래된 악기, 연주 기법, 연행 형태의 발견을 통해, 장난 쓰주의 잃어
버린 멜로디를 재구축한다. 또한 이 연구는 전통적 기보법들과 이 과정 속에서의 음악적
비 유산들을 끌어낸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중국 전통음악 이론을 향한 보다 깊은 탐색

진윤경, 부산대학교

과 문화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

세션 1

행위들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내부자들(insiders)의 음악적 기억과 구
20세기 한국 국악관악합주 음악의 제도화

관악영산회상, 자진한잎, 취타 등 삼현육각(三絃六角)으로 불리는 한국의 전통 관악합주
음악은 전통 사회 속에서 여러 목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연주되었다. 특히 삼현육각은
생일 잔치[還甲]나 과거 급제 잔치[三日遊街], 군사행진, 관아에서의 잔치 등에서 춤, 노
래, 행진을 수반하며 연주되었다.
관악 합주는 가야금이나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진과 잔치
음악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현육각은 다양한 잔치들
에서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역할과 기능에 따라, 삼현육각 음악의 연주자
그러나 20세기 이후, 근대화 및 일본의 침략 속에서 삼현육각 음악은 두 갈래로 나뉘어
전승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음악의 형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통 사회에서 삼현육
각은 궁중과 민간 영역에서 함께 연주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 해체 이후 궁중 음악은
일본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회의장소 I 우면당

들은 다양한 음악적 변이형들을 만들어내고, 또 즉흥 연주의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왕직 아악부의 음악가들은 삼현육각 음악 보존을 위해 이를 텍스트의 형태로 기록하
려 했다. 이 과정에서, 삼현육각의 다양한 악곡들을 연결하는 방식들이 고착되었다. 또
한 선율 역시 고정되었다. 본 연구는 20세기에 제도화가 한국 삼현육각 음악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음악분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과거의 소리 기억들이여 부활하라”: 중국 장난 쓰주 음악의 당대연주
야 리, 상하이사범대학교
21세기 이후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전통적 선율 그리고 음악 스타일들의 절멸을 촉진
하고 있다. 동시에, 오래된 음악적 가치들과 새로운 가치들 사이의 차이는 다양한 갈등
및 논쟁을 촉발해 왔다. 양쯔강 삼각주 지역의 대표적 전통음악 장르인 장난(江南) 쓰주

94

역시 보존과 혁신 사이의 역설과 마주하고 있다. 민속음악가들이 여덟 개의 클래식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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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사랑방
패널 B1:
동아시아 지역
연행에서의 젠더

결론은 이 전통적인 연행의 양상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적 수요들과 협상(negotiate)하

웬-팅 얀, 우중구 문화센터

고 그에 순응(accommodate)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양식적 특성들의 변화를 살핀다.

1920년대, 상하이에서는 여러 여성 예술가들의 공적 연행들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여성
들의 유에주(yueju; 越劇) 및 후(Hu; 滬) 오페라와 같은 장르들이 등장하였다. 사회적, 문
화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 탄츠 예술가들은 1920년대에 눈에 띄게 성장하여 근대의

퍼즐 풀기: 18, 19세기 여성 비파 연주자들의 증거 찾기

음악적 실천들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핑 탄(評彈)의 주요한 형태인 “탄츠

유신 메이, 노스텍사스대학교

Tanci”는 20세기 초에 쑤저우에서 상하이로 차차 넘어왔다. 이러한 이동은 쑤저우의 불
안정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19세기 초 여성 탄츠 예술가들의 경합적인(contested) 사회

진(기원전 221-206)과 한(기원전 206-기원후 220) 시대 비파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

적 지위 때문이었다. 쑤저우에서 여성 예술가들이 지역의 가부장적 사회에 제약되었던

소개된 후 2천년이 넘게 지났다. 이 긴 역사 동안, 특히 18, 19세기에 엄청난 발전들이 있

반면, 상하이에서는 예술적 창조성 그리고 연행 장소의 선택에 있어 더 큰 자유를 누렸

었다. 첫 비파곡집인 후아 콜렉션(Hua Collection)이 후아 치우핑(Hua Qiuping)에 의해 수

다. 이러한 이동은 여성 탄츠 예술가들의 지위를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탄츠 연행 스타

집되어 1819년에 출판되었고. 이후에 다섯 개의 주요 비파 연행 유파를 창시한 첫 세대

일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의 명인들이 등장했다. 오늘날 비파 연주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 시

이러한 혁신의 근원은, 여성 연행자들이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 의해 억압되었을 때 채택

기 여성 비파 연주자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료들은 거의 없다. 이 논문

했던 전통적 기법들로부터 나온다. 원래 여성 가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기

에서 저자는 현대 비파 연주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18, 19세기의 중국 정치, 경제, 문

능했던 남성 가수들과의 혁신적 협연을 포함한 변화들은 여성 탄츠 예술가들을 특징짓

화의 가부장적 위계 속에서 여성 비파 연주가들의 음악적 실천, 교육, 유산을 그려내는

는 독특한 예술적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한 유동적이고 새로운 연행

데 적용코자 한다. 저자는 전근대의 역사 기록 (18세기부터 1949년까지) 속 여성 연주자

스타일은 여성 예술가들 사이에 탄츠 연행형태의 발전을 향한 보다 자유로운 태도를 낳

기록의 부재가, 황제 가문의 문화적, 예술적 취향을 반영한 문화적 위계 – 정치적 권위에

았다. 이 논문은 자신의 개인적인 예술적 성장이 역사적, 스타일적 변화를 체화(embody)

의해 근본적으로 구조화된 – 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상당한 수의 여성 비파

하고 있는, 전설적인 여성 탄츠 아티스트 수 리시안의 행보에 초점을 맞춘다. 수의 행보

연주자들과 그들의 음악은 성노동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음악 대학들에

및 영향에 관한 본 연구는 근대 여성 탄츠 연행의 광대한 역사,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예

서 가르치는 음악사 교과서 등 정통적인 역사적 서사들에서는 보통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술적 실천들의 전파를 추적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변수가 비파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여성의 주변화와 배제를 야기하였다. 제

세션 1

좌장 I 조세린 클락,
배재대학교

여성 탄츠(Tanci) 발전 속 혁신과 독립: 수 리시안(Xu Lixian)의 행보

첫째 날 I 8월 21일 화요일

회

국적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은 권력을 얻거나, 문화적 자본을 접근하거나, 생각을 표현하
거나, 그들 자신의 공헌을 찬양하는 데 있어 침묵을 강요받았다(silenced). 이 논문은 18,
19세기 중국 여성의 음악사를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새로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한국 판소리 전통 속의 젠더 변화

세계 음악 문화들에는 사회적, 종교적 의례와 관련한 젠더-특정적(gender-specific)집단들이 존재한다. 여성과 남성이 분리된 집단들을 형성하면서, 별도의 표현적인 음악
영역들을 차지하는 것처럼 관찰되고는 한다. 이는 전통적인 관행이지만, 20세기에 남성
지배가 약화되면서, 크로스젠더 혹은 젠더-변화라는 표현-를 의미하는 특성들과 함께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하주용, 하트포드대학교

남성성의 각인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레퍼토리, 음색 차이, 피치의 범위, 보컬 테크닉 등
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윤색(embellishment)의 연행 실천에 있어서의 미묘한 변화들
등이 이러한 변화의 어떤 측면들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서사(epic narrative) 장르인 판소리에 초점이 있다. 오늘날 판소리는
종종 파토스 그리고 여성적인 사운드의 노래로 묘사된다. 많은 이들은 판소리를 듣는 것
이 비통한 슬픔 – 아픔과 고통의 집단적 개념을 함의하는 ‘한’으로 표현되는 – 의 경험이
라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파토스의 노래”는 주로 여성과 연결되며, 실제 오늘날 대부
분의 판소리꾼들은 여성이다. 20세기 초까지 판소리는 전통적으로 광대, 즉 양반들에 의
해 후원받은 전문적 남성 소리꾼들에 의해서만 불리어졌으며, 이들의 미학이 보컬 스타
일과 텍스트를 형성해왔다. 전문 예인이자 연행 예술가 겸 시중드는 이로서의 기생들이
대중 앞에서 판소리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반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기생
들이 판소리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판소리 스타일의 극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기생의 독

96

특한 연행 문화 및 사회적 환경을 그들의 장르에 대한 공헌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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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패널 C1:
악기유형학과
연행 스타일

1950년대 초반 중국의 전통음악 및 악기들이 새로운 컨서바토리 교육과정에 도입된 이

웬저우 장, 이스트만 음악대학 / 프레도니아 뉴욕주립대학

후, 비파 및 다른 중국 전통악기 연주자들은 전문 연행자로서의 행보를 걷기 위해 시스
템화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아카데미 밖에서의 아마추어 비파 연주자들이 그것이 연

중국의 덜시머(dulcimer)로도 알려진 양금은 지난 수 백 년 간 낮은 지위의 민속 음악가

주되던 구술 전통들 – 장난 쓰주 (Jiangnan sizhu; 양쯔강 삼각지에서 유래한 ‘실과 대나

들에 의해 연주되었고, 민속 음악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활동들에 수반되어 왔다. 그러

무’ 음악; Witzleben 2001) 및 난인 비파 (Nanuin pipa; 남부 민난 연안지역의 음악문화;

나 오늘날 양금은 고전적인(classical) 음악으로 여겨진다. 국립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

Wang 2001) – 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안에, 젊은 프로페셔널 연주자 및 교육자들은 새

들에 포함되며, 콘서바토리나 국가 지원하의 예술학교들에서 교육받는다. 또한 연주자

로운 연행 역할을 마련했으며 음악 전승의 새로운 방법들을 채택하였다. 녹음할 때 혹

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

은 연행 중에 악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음악 장르 및 문화들과 상호작용하였으

운 이후 이루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절대적으로, 독점적으로 통

나, 한편으로 연행 테크닉들은 점차 일원화되었다. 새로운 비파 연주 스타일 그리고 쟁

치되고 있으며, 모든 국가정책과 법령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 및 공포된다. 나는 중

(Zheng; Sun 2015)과 같은 다른 전통악기들의 새로운 주법들은 쉬에유안 빠이(Xueyuan

앙 정부의 정치적 사상 및 어젠다가 양금의 고전화 및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pai; ‘아카데미 스타일’)로 일컬어졌다. 새로운 연주 스타일은 민속 기반의 즉흥연주보다

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 악기의 고전화 및 제도화에

작곡된(composed) 음악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이는 각 음악가가 하나의 악기만을 배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및 교육 정책 그리고 마오쩌

고, 한 명의 스승에게만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아카데믹 스타일’ 비파 연행의

둥 주석 및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들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발전들을 묘사하고 분석한다. 비파를 전문적으로 훈련한

답하고자 한다. 1) 1949년 이후 양금의 개조에 기여한 중앙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무엇

스스로의 경험, 그리고 컨서바토리 안팎에 있는 가장 영향력있는 비파 마스터들과의 인

들인가? 2) 중앙정부는 양금의 고전화에 기여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어떻게 지원하였

터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파 연행의 ’아카데믹 스타일’의 발달이 어떻게 오늘날 비

는가? 3) 중앙 정부는 후원 제도 이외에 국가의 전문 연행자 그룹들을 재편하였는가? 4)

파 연주의 형태를 만들어오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세션 1

좌장 I 박미경,
계명대학교

공산주의 중국에서의 양금: 고전화와 제도화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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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치적 영향과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들이 레퍼토리들에서 드러나는가? 연구의 결과들
은 현대 중국에서 양금의 고전화와 제도화에 있어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영향을 주
었음을 밝힌다.
후기 청동기 중국 금(Qin)의 유형학적 분석
유안젱 양, 홍콩대학교
한국 류트: 비파 절멸의 미스터리 벗기기

금(qin)은 공자 시대 (기원전 551-479) 이후 중국의 대표적 악기가 되었다. 그러나 고고

김유진, 서울대학교

학적 관점에서 볼 때, 쉬저우에서 기원전 433년의 것으로 알려진 후인 위(Ui)의 무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청동기 금(琴) 형태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지난 40여년
간 같은 종류의 네가지 다른 악기가 발굴되었다. 이 논문은 접근가능해진 표본들을 바

렛을 지닌 배 모양의 류트로, 손가락 혹은 채로 뜯고, 튕기고, 쳐서 연주하는 악기이다.

탕으로 중국 청동기 금에 대한 유형학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각기 특정한 성격과

월금은 짧은 목과 둥근 몸을 지닌 발현악기이다. 이들은 삼국시대 중국을 통해 처음 한

목적을 지닌 다섯 부분의 “음역”(register) 혹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묘사할 수 있

국에 들어와 궁과 민간 공동체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국 비파의 전

다. 이러한 유사성 안에서, 이것들은 두 가지의 유형들로 분류될 수 있다. 타입 I은 쉬저

승은 20세기 초반 점차 중단되었으며 일제 말기에 연행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진원, 박

우와 지우리안둔(Jiuliandun)에서 나온 것이고, 타입 II는 구오디안(Guodian), 울리빠이

은유 등 한국의 음악학자들은 구조 및 연주의 테크닉과 범위 등에서 지녔던 비파의 한

(Wulipai) 및 마왕두이(Mawangdui)에서 나온 금으로 대표된다. 요약하면, 타입 I 악기들

계가 이 악기가 쓸모 없어지게 된 주요 이유라고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비파 연주가 사

은 70cm 정도의 길이인데 반해 타입 II는 80cm이며, 이는 중세 그리고 근대의 금이 보

라진 상황들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 발표에서 특히 한국 비

통 120cm인데 비해 유의미하게 짧다. 10현의 타입 I은 7현의 타입 II로 진화했으며, 중세

파에 초점을 맞추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 악기의 사회적, 음악적 중요성에 대해 탐

의 것들은 오직 7현만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타입 I의 비스듬한 브릿지는 평행 브릿지

구한다. 본 발표는 한국의 레퍼토리 안에서 비파의 사용에 영향을 미쳐온 특정한 맥락

를 지닌 타입 II가 되었고, 중세 악기들은 이 특징을 유지한다. 다섯 음역의 구분은 가장

및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아마추어 음악 집단들

오래된 타입 I에서 제일 두드러지며, 타입 II 표본들에서 완화되는데, 이는 중세 금에서

의 발전, 그리고 대한제국의 왕실 음악 관리 체계를 고려하면서, 한때 왕실과 민간에서

완전히 사라져 훨씬 일관된(coherent) 전체 형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유형 II를 중세 악

활발히 연주되었던 악기의 급작스런 절멸 뒤에 있는 이유들을 밝히기 위해 조선왕조실

기로의 진화 과정 속 과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악기) 제작의 연

록, 오계서, 의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들과 일치한다.

회의장소 I 대회의실

한국에는 향비파, 당비파, 그리고 월금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비파가 있었다. 비파는 프

중국 비파, 그리고 새로운 컨서바토리 연행 스타일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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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들 – 을 탐구하되, 켈렌탕안의 전승, 전승 과정 자체, 그리고 전승과 음악 지속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고취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상호 연결된 요소
들, 즉 행보, 콘텐츠, 의례적 맥락에서의 메커니즘 사이의 관계들을 탐구하였다. 페누웅
(pênu’ung ) 음악가들만이 아니라, 저자는 관객과 샤먼들을 켈렌탕안의 전승자라는 범주
안에서 소개하였다. 저자는 이 세 카테코리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고,
음악적 그리고 비음악적인 두 개의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상호작용들을 발견하였다. 듣

첫째 날 I 8월 21일 화요일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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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모방, 즉흥연주에 이르기까지 페누웅들 사이의 상호작용들은 음악적, 비음악적 콘텐
츠를 전달한다. 관객들과 페누웅 사이의 상호작용은 주로 비음악적 콘텐츠를 전달한다.
샤먼들과 페누웅 사이의 상호작용은 비음악 콘텐츠와 더불어 샤먼과 관객 사이의 관계
를 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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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메이-첸 첸, UCLA
본 논문은 두 국가지정 연행예술들 – 브눈(Bunun)인들의 파시붓붓(basubutbut; 8부 다
성 성악)과 파이완(Paiwan)인들의 코피리(nose and mouth flute) – 에 초점을 맞추어, 타
이완의 원주민 음악 전통이 국가의 무형유산 체계 담론과 어떻게 협상하고 참여하는지
를 검토한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영향받아, 타이완 정부는 전통
문화 형식들의 상실을 막기 위한 일련의 무형유산 조사에 돌입하였다. 2009년에서 2017
년 사이에, 문화부의 문화재국(Bereau)은 호키엔(Hokkien), 하카(hakka) 및 원주민 전통
들에서 비롯된 열일곱 개의 중요한 전통연행예술 장르들을 지정하고, 스물한 개의 전통

패널 A2:
음악문화의 전승

전통예술 전승계획 및 다른 보호조치들에 의해 관리되고 전승된다. 그러나, 타이완의 원
주민들은 19세기 후반부터 기독교의 확산, 근대화, 다른 민족집단들에의 동화 등으로 인
한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 파시붓붓 및 파이완 피리 연행과 같은 토착음악 전
통은 현대 타이완에서 형성 및 재구성되고, 또한 재맥락화되어 왔다. 타이완 문화재국과
함께한 3년 간의 작업을 토대로, 나는 보존되는 “전통들”의 선택 뿐 아니라 어떻게 현대
대만에서 그 전통을 회생 및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중요전통예술 전승계획의 검토 및 전통예술가들의 연행 분석을 통해, 나
는 이 명인들의 연행이 문화적 전통, 가치, 신념, 근대화, 다문화주의 등과 협상함을 주장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행들은 문화유산 프로덕션들, 전승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의 컨

김일중,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
최근까지도, 불교의 의식음악인 범패는 구비로 전승되었으며, 체계적인 교수법이 결여
되어 있었다. 최초의 근대적 불교음악 기관은 1969년 범패 명인들에 의해 봉원사에 설립
되었다. 옥천의 불교음악학교는 1973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되었고, 2009
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되면서, 영산제 의식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매해 유월, 하룻동안 진행되는 영산제는 현 무형문화재 보유
자인 수해 스님의 지도로 봉원사에서 열린다.
이러한 가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범패의 실천은 근대적 생활양식과 현대문화
에 의해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다. 큰 규모의 의식들은 그 요구가 많이 줄어들어왔다. 이
러한 의례들은 자연스레 변형되고, 짧아지며 축약되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길고 정
교한 범패 소리들[짓소리]는 더 이상 연행되지 않으며, 많은 소리들이 상실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옥천 불교음악학교의 근대화된 범패의 전승 구조를 살핀다. 여전히 서울의
봉원사 옆에서, 불교음악학교는 경제[서울 및 경기지역의 소리] 범패를 가르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 및 교사, 학생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한 학교에서의 현지조사 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또한 부산 영산제보존회, 전북
양산작법훈련원 등 타 지역의 다른 기관들에서의 교육도 병행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회의장소 I 우면당

좌장 I 김묘신,
이화여자대학교

연행예술 명인과 집단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장인들은 국가보조금을 받고, 중요

현대 한국에서 범패의 구전 연구: 옥천의 불교음악학교 사례연구
세션 2

A

유산(Heritage)의 연행과 지속가능성: 타이완에서 토착음악 전통의 전승

트롤, 그리고 지정된 유산 전통들과의 경쟁을 통해 육성되고 또한 변형된다.

둔황 벽화에 묘사된 요고(장구 형태의 북) 유형의 중국, 한국 및 일본으로의 전파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다약 베누악(Dayak Bênuaq)인들의 켈렌탕안(Kêlèntangan)
음악 전승에 관한 연구
엘리 이라와티,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예술대학
전승은 음악의 지속에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지금까지 음악의 전승에 관한 민족지적
기술들은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 문제는 심리학적 연구들에 의해 보다 자주 다
루어지며, 기억의 이론들을 만들어낸다. 또한, 음악 전승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악
곡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음악 전승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민족지적 접근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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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연구는 다약 베누악인들의 켈렌탕안 – 다양한 의례에 수반되는, 성악이 아닌 기악

전인평, 중앙대학교
요고(모래시계형 북, 문자 그대로 ‘허리 북’) 유형은 다양한 문화에서, 특히 중국, 한국 및
일본의 3개국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들에 사용되어 왔다. 요고라는 용어와 그 근원으로
거슬러가볼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있다. 송대 첸양(陳暘)에 의해 쓰여진 유에 슈(樂書) 125
권에 따르면, “요고는 인도에서 비롯되었다 (出於南蠻天竺之國也)”.
둔황 벽화의 요고는 정토변상도(淨土變相圖) 속의 그림 “부처님 앞에서 연주하다(佛前
舞樂會)”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당송대의 막고굴(Mogao) 127 동굴에 있는 관무양수경변
도(觀無量壽經變圖) 그리고 간쑤성 주취안에 있는 장가갑 고분(동진 기원후 317-430)에
서도 이 타악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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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불 삼존사면석상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하남시의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실제
장구이다.
유적에서 발굴된 일본 요고로는 미호(MIHO)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8세기의 코츠즈미
(漆鼓)가 있다. 또한 토다이사(東大寺)의 니가츠도 (혹은 이월당(二月堂))에 있는 관음보
살상광배 (觀音菩薩像光背) 그림 (855)에서도 발견된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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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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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사랑방

개요: 1966년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학자들은 노래이자 이야기인 판소리를 음악으로 분
류할지, 문학 또는 극문학으로 분류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중 강한영은 “판소리
는 판소리다”라고 하여 판소리는 그 자체로서 전통적 영역의 분류에 의해 구분되지 않
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정의를 제시했다. 4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도 현대의 관객들을
유입하기 위하여 다른 소리의 소스, 장르, 아티스트 등을 판소리에 도입함으로써 속성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험과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판소리는

첫째 날 I 8월 21일 화요일

한국의 가장 오래된 요고는 두 유적들에 남아 있다. 하나는 통일신라시대(673)의 계유명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그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
본 패널은 판소리가 국가적 또는 분류 영역적 경계를 넘나드는 현장에 대하여 고찰한다.
새로운 문학 자료의 도입, 한-독 예술가 교환, 유럽의 판소리 청중과 판소리를 배우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실제 판소리 가수의 국경을 넘어선 공연 및 교육 경험에 대하여 논
의한다. 이를 통하여, 전통장르인 판소리를 이상화된 과거의 정형화된 것이 아닌 현대의
전지구화된 세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려내고자 한다.

좌장 I 바바라 월,
코펜하겐대학교

『서유기』를 판소리에: 김병준의 “오공씨 불황탈출기”
바바라 월, 코펜하겐대학교

세션 2

패널 B2:
판소리의 국경을
넘어서

명나라(1368-1644)의 4대 고전 중 하나인 『서유기』와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은 동아시
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대의 독자, 관객, 청자들이 인지하는 『서유기』는 16
세기의 장편의 고전 소설이 아니라 오히려 TV시리즈, 만화, 애니매이션, 컴퓨터 게임, 또
는 이 글에서 논의 될 판소리 작품이다.
김병준은 2004년에 유머러스한 판소리 작품인 “오공씨 불황 탈출기”를 썼다. 한국을 배
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서유기』 속 손오공의 흥망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손오공이 한류
를 이용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실패하지만 가족
들까지 끌어들였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다.
되는지 논의한다. “오공씨 불황탈출기”와 같은 새로운 작품들이 판소리에 끼치는 효과
가 무엇인가? 그것들이 오래된 전통을 파괴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자극이 되어 판소리를
살아있게 하는가?

회의장소 I 우면당

이 글은 김병준의 작품을 사례연구로 탐구하여 어떻게 새로운 문학 이야기가 판소리로

한-독 판소리 교류: 초청, 프로모션, 협업 및 커미션에 이르기까지
얀 크레우첸베르그, 이화여자대학교
20세기 중후반부터 판소리를 포함한 전통예술이 한국 문화를 보여주어 왔고, 때로는
K-Pop·컨템포러리 클래식 곡들과 퓨전 형태로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변화무쌍한 축
제형식의 공연으로서 “국가 브랜딩”스러운 광고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공식적 행사
와 대규모 공연 이외에 한국의 판소리 연행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점차 해외의 예술가
들과 협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로 이러한 행보는 한국 안팎의 기관으로부터의 경제
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소규모 공연은 그들의 주제
와 공연장소, 광고능력 등의 부재로 인하여 일반 청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제한적인
수의 청중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102

이 글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과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에 집중하여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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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이 장르의 음악적 및 극, 문학적 요소에 관심 있는 해외의 판소리 애호가(fan)들과

해 논의한다. 사실 이러한 문화교류를 둘러싼 작품의 다양화와 그것에 대한 수용이 다

의 협력을 통하여 판소리를 다면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 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 그리고 전통문화 해외 보급 지원 계획이 해외

아니다. 따라서 연행자들과 청중들간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판소리의 전지구적 무대로의

판소리 애호가들에게 끼친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확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어떤 주제가
문화를 넘나드는 협업(콜라보레이션) 작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그 내용이 얼마나 전통

첫째 날 I 8월 21일 화요일

및 국제적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즉, 문화를 넘나드는(cross-cultural) 판소리 작업에 대

에 부합되는가? 어디에서 또 누구를 대상으로 판소리 공연이 이루어지는가? 또한 문화
정책이 작품선정 및 지원에 있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하여 본 연구자
는 연주가들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한국과 해외의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
소리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두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민중을 통한 한류: 유럽의 판소리 장
안나 예이츠-루, SOAS 대학교, 런던
세션 2

학계에서 한류 현상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 한국을 알릴 수 있었던 방법을 제공한 것
으로 논의된 바 있다. (Howard 2006, Chua and Iwabuchi 2008, Fuhr 2015, Choi and
Mailangkay 2015) 한국정부는 한류의 쇠퇴에 대한 우려로 화장품(법)과 디자인 전통문화
등을 포함시켜 한류를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시행한 ‘한스타일’ 정책이 있다) 전통 장르이자 노래로 불리는 이야기인 판
소리는 한국 국가(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판소리 가수(소리꾼)는 종
종 해외의 행사에서 또는 국내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국가(민족)를 상징하도
록 초청된다. 이러한 공연들은 주로 대규모 축제/대회 형태로 (Creutzenberg 2012), 논쟁
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외국인 청중에게 오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판소리는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판소리 열성팬 단체(많은 이들이 한국계 후손
으로 만들어지는) 대규모 축제 형태의 공연과는 별개로, 판소리 공연의 청중 또 판소리
를 배우는 학생들 사이의 판소리 장이 유럽 전역에 형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어떻게 이
러한 장이 한국의 문화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거나 또는 별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
여 논의한다. 더불어, 이러한 장의 존재가 판소리 장르에서 주로 묘사되는 ‘한국스러움
(Koreanness)’을 배치 또는 재배치하는 방식에 대하여 탐구한다.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정부 주도의 (탑-다운 형식

십 년 동안의 경계넘기: 판소리 공연과 교육에 대한 개인적 소회
민혜승, 한양대학교
본 발표자는 판소리 공연가로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의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광고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본 발표자는 문화체육
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의 ‘전통문화 해외 보급 지원 계획(‘Traditional Arts Overseas
Expansion Support Scheme’)’의 일환으로 프랑스, 벨기에, 독일, 카자흐스탄, 이태리 등
다양한 국가에서 판소리를 가르친 바 있다. 한국말을 하지 않는 비(非) 한국인 지역인들
에게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와 더불어 문화적 내용을 전수시킴으로써, 판소리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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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와 관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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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패널 C2:
동아시아의
역사민족지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유대: 일본 제국음악학교의 한국 음악가 교육 연구

치팡 후, 홍콩중문대학교

에리아 쿠보, 독립 연구원

청대 후기에서부터 중국의 공화정 시기까지 사실상 실존하는 모든 비파 명곡집은 지식

제국음악학교(1928—1944)가 도쿄에 설립되었던 16년 동안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계층의 아마추어 연주자에 의해 생산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고금 악보와 마찬가지로,

근래에 들어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명한 졸업생들이 많았지만, 짧고 복잡한 학교의 역사

비파곡집은 엘리트 계층의 사회문화적 및 미적 구조를 반영한다. 본 연구자는 비파곡집

때문에 제국음악학교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을 사례연구로 설정하여 19세기와 20세기 중국에서 지식계층과 민중이 비파 전통의 발

제국음악학교의 저명한 동문들 중 전봉초(全凰楚, 1905-2002)는 한국의 서양음악사에

전에 끼친 영향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지식계층의 음악이 사회계층의 경계를 초월하고

한 획을 그은 첼리스트이다. 평양 출신의 정훈모(鄭勲謨, 1909-1978)는 서울대학교 음

의식적으로 민중음악의 미학을 차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악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교수로서뿐 아니라 소프라노 성악가수로서 한국의 전국

1819년에서 1929년 사이의 비파곡집을 분석하면, 기술적 측면이나 곡조가 엘리트들이

각지에서 공연하는 등 다방면으로 명성을 얻었다. 나운영(羅運榮, 1922-1993)과 우종갑

작은 규모로 연주하기 위하여 작곡되거나 편곡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19세

(禹鐘甲, 1916-2014) 역시 작곡가로 활동하였다. 우종갑은 제국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

기의 비파 콘테스트(Pipa Leitai)의 흥행이 어떻게 비파의 공연 스타일을 변화시켰는지

을 전공하였고 학생, 교사, 전문음악인들로 구성된 도쿄 현악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논의하기 위해, 패왕사갑(霸王卸甲)의 다양한 버전의 구조, 음악적 요소, 연주기법을 탐

활동하였다.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조긍하(趙肯夏, 1919-1982)는 사실 제국음악학교에

구한다. 당시 청중이 지식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 민중을 포함시킴으로써 비파

서 성악을 전공하였다.

콘테스트(Pipa Leitai)는 개인적 예능에서 민중 대중을 위한 전문 공연의 형태로 변화하

1937년에서 1944년까지 마지막 교장을 지낸 카이 노리미치에 의하면 전교생의 절반이

였다.

한국인 학생이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졸업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 중 일부는 전쟁 이
후 카이 교장을 찾아와 졸업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전문 음악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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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계층과 민중 사이: 19세기와 20세기의 비파 명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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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인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졸업장이 필요했다.
이 글은 제국음악학교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고 특히 한국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그 음
공연 하(지 않)는 역할과 형성된(되지 못한) 관계: 11세기 초 일본의 고전문학

악 교육 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연구를 제

<겐지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

안하고자 한다.

미치코 히라마, 토호 가쿠엔 대학
이 글은 문학 기술을 통하여 음악 공연이 어떻게 고대 일본의 귀족사회의 사람됨과 사
회적 관계를 반영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17:50-19:30 환영만찬, 예악당

<겐지의 이야기>는 천 년 전 왕비의 시녀가 쓴 것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장편 소설
제의 아들로 태어나 조정의 가장 높은 서열을 얻고, 외모는 출중하여 귀족 규수들과 숱
한 염문을 뿌린다. 소설에서는 전문 음악인이 아닌 주인공들의 음악 공연 장면을 묘사하
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거의 모든 등장 악기와 레퍼토리의 일부가 오늘 날의 가가쿠(궁
중 음악)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글은 주인공의 사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음악 장면들을 해석한다. 예

회의장소 I 대회의실

중 하나이다. 주인공 히라쿠 겐지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면면이 완벽하다. 황

를 들면, 히라쿠 겐지의 처와 며느리들은 전문음악인이 아닌 겐지에게 집에서 직접 현악
기를 배우고 그의 궁중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비판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인공은 타
고난 악기 연주와 노래 및 춤 실력에도 불구하고 두 음악 장면에서는 연주를 하지 않는
다. 왜 그 장면에서는 공연하지 않을까? 일찍이 일본 중세 문학 연구에서는, 합주가 연
주자들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사회적, 개인적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공연하지 않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음악 문화가 얼마나 깊이 고대 일본 귀족사회를 허용하였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나아가 이 글을 통하여 과거의 음악공연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 전통 음악 자료를 넘어
문학을 비롯한 다른 자료들을 통한 연구로 확장해나갈 필요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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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작곡하기: 북한의 ‘새로운’ 음악
키스 하워드, SOAS 대학교, 런던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예술 생산의 미래에 관한 1930년대 논쟁을 되풀이하며,
예술 생산이 국가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Poole 2014). 다른 곳에서처럼
(예: Clark 1981, Perris 1983, Frolova-Walker 1998, 2007, Mittler 1997, Adlington

세션 3

8월 22일
수요일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둘째날

세션 3
10:00-15:10

2013), 국가 수준에서의 음악의 제도화는 스탈린주의 정책, 특히 사회주의적 현실주의
와 이러한 정책이 중국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30년대 말
까지 김순남(1917-1983)과 같은 작곡가들은 새로운 작곡이 사회주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으나, 평양에 정착한 작곡가(그리고 다른 작가와 예술가들;

패널 A3:
동아시아에서의
‘서구의’ 영향과
초국가적 음악

로 분류되면서 이러한 탐구는 더욱 시급해졌다. 작곡가들은 추상화와 근대성을 버리고,
대신에 노래와 ‘혁명 가극’에서 안전한 길을 찾은 포퓰리즘을 선호했다. 아마도 새로운
소리풍경(soundscape)은 서구 낭만주의와 20세기 초의 대중음악의 요소들을 활용했
을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또한 파벌 분쟁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다.
이 논문은 북한에 관한 초국가적 문화 흐름을 탐구함으로써 ‘국가적’과 ‘한국적’인 것에
관한 주장들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썼을 때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립음악원에 그의 이름이 붙일 정도로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
가로 떠오른 김원균(1917-2002)을 포함한, ‘성악 작곡가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성악 작곡가들’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작

회의장소 I 우면당

좌장 I 힐러리 핀첨 성,
서울대학교

Myers 1994, Armstrong 2003, David-West 2007, Gabroussenko 2010)들이 부르주아

곡가이자 그의 아방가르드적인 지위(혹은 음렬주의와 도교의 결합)를 평양에서 요구
했던 포퓰리즘과 완전히 조율시키지 못했던 윤이상(1917-1995)과 비교한다. 이 논문은
악보, 음반 및 문헌 자료들을 보완하기 위해 평양과 베를린에서 진행된 개인 면담을 포함
한다.

지역의 음악적 아비투스와 수입된 동시대 기독교 음악의 재맥락화
이-록 이녹 람, 홍콩 뱁티스트 대학
인터넷의 발전으로 혜택받은 홍콩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21세기 초반부터 미국, 호주, 그
리고 일부 중국인 디아스포라에서 유입된 동시대 기독교 음악(CCM)을 노래하고 연주해

108

왔다(Lam 2014). 이 수입된 CCM은 지역적인 실천(practice) 결과로 원래의 것과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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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악기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 악기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는 원리로서 기능하는” 환경을 의미하는 사회학자 브루디외(1990b: 53)의 아비투스 개

처음에는 일본 음악인들이 샤미센, 고토 및 바이올린으로 “여섯단의 조(六段の調)”와

념을 빌려,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는 기독교 음악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지역

같은 전통적인 곡을 연주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곡을 작곡할 때조차 서양 악기를 사

교회들에서의 음악 실천을 “음악적 아비투스,” 즉 일련의 실천을 통해 생산되는 독특한

용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새로운 일본 음악을 일컫는 “신일본음악(新日本音楽)”이라

^
음향적
표현의 일종으로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음악적 아비투스 안에서의

는 새로운 작곡 스타일이 등장했다. 이 스타일에서는 전통적인 악기 및 전통적인 악기에

그러한 실천은 음악 그룹 구성원들 내 상호작용, 그리고 음악 그룹 구성원과 관객들 간

서 발전된 새로운 악기와 함께 서양 악기가 사용되었다.

의 상호작용의 표현이다. 여기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에토스(ethos), 신체적 반응들, 그리

서양 악기의 보급은 근대화의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 이전 연구는 일본에

고 음악적 및 언어적인 가능성이 협상한다.

서 서구 스타일 음악의 작곡과 연주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일본 음악에서

홍콩의 노스 포인트 감리 교회(The North Point Methodist Church)를 사례 연구로 삼

서양 악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 이 논문은 지역적인 “음악적 아비투스”가 수입된 CCM의 재맥락화를 이끌어왔다고

이 발표에서는 고토, 샤미센, 샤쿠하치가 주로 사용되었던 산교쿠 공연에서 서양 악기의

주장한다. 이 연구는 실천 중심의 연구로서 자기기술적 민족지(auto-ethnography) 및

사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음악 저널과 신문을 참조하여 이러한 음악 실천의 배경에 대해

관찰을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이 논문은 사회학과 문화연구의 이론들에 기반하여,

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 분석을 통해서 서양 악기의 역할과 일본 연주자들이 이러한 악

CCM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초국가적 맥락에서의 기독교 정체성의 유동성에 대한 통

기들을 사용할 때 찾는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규명할 것이다.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르다. 이 논문은 성향과 구조가 “객관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실천을 만들어 내고 조직하

찰력을 제공한다.

세션 3

한국 국악계에서의 서양 기보법의 실험
이채영, 보스턴 대학교
이 논문은 서양 음악 기보법인 오선보를 개선하려는, 최근 한국 국악인들의 노력을 둘러
싼 이슈들을 검토한다. 두 가지 사례로, 한국인과 외국인 작곡가들이 가야금 음악을 표
기하기 위한 이지영의 가이드북(‘작곡가를 위한 현대 가야금 기보법’ 2011), 그리고 기보
체계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기 위한 한국 전통 악기 VSTi을 구축 중에 있는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의 최근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한국음악계와 서양기
보법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개혁(reform)’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개혁은
통 악기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로 음악가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오선보를 사용
할 방법을 개발하고 국악의 독특한 양상을 기보하기 위해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지를
조사한다. 이 두 사례는 동시대 국제적인 음악가들과 일반인들이 국악을 쉽게 접근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통과 근대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회의장소 I 우면당

디지털화의 선구자였던 12음 평균율에 기반한 오선보의 음악을 연주하기에 적합한 전

논문은, 국악인들이 서구 기보법을 수동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음악 문화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유통, 음악
이해력, 탈식민주의, 서구화 및 근대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성과 국제성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근대성과 전통성 간의 분리가 단절된 전지구적 문화흐름의 상
호작용에 의해 복잡해지고 있는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정
치적 맥락에서 이 개혁적인 프로젝트들을 위치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전통 음악의 현대화 속에서 서양 악기의 역할
치에 후쿠다, 오차노미즈 대학
현대 일본에서는 때때로 일본과 서양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앙상블을 들을 수 있다. 이

110

러한 앙상블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4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일본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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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사랑방
패널 B3:
음악 의미에서의
공간, 장소, 환경

부산과 영남 지역 춤 연행의 이념과 활동

나오코 테라우치, 고베 대학교

서인화, 국립부산국악원

이 발표는 일본 전통 악기의 제작에 초점을 맞춰 음악과 주변 환경에 대해 탐색한다.

한국에는 “호남에 노래가 있다면, 영남에는 춤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영남 지역에서

해마다 좋은 악기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현상에는 두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는 춤 공연이 활발한데 반해, 호남 지역에서는 판소리를 포함한 성악 공연이 우세하다는

1)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한 악기를 제작할 재료의 부족, 2) 공예가의 수가 감소한 것이

의미이다. 이 말을 근거로 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영남은 춤, 호남

다. 이 발표는 전자에 집중한다.

은 소리”라는 생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

전통적으로 일본 악기를 제작할 때 자단(로즈우드), 붉은 삼목(레드우드) 또는 모과 나무

리는 한국 전통 공연 예술에서 음악, 춤, 소리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생각한다. 이 연

를 몸체나 목에, 상아와 거북 등껍질을 줄 받침대(bridge)나 픽(plectra), 그리고 개, 고양

구는 특히 여러 탈춤을 포함하여 춤과 연극의 형태들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승되어온

이, 비단뱀 껍질을 몸체의 싸개에 사용했다. 이 재료는 생태 또는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영남 지역, 특히 부산의 춤 공연을 중심으로 한다. 부산은 한국전쟁(1950-1953) 당시 전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혹은 심각한 비판 속에 놓여 있다.

국에서 온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 몰려왔던 곳이다. 당시 피난민 중에는 예술가도 포함

재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플라스틱 픽, 가죽, 줄 받침대, 그리고 테토론 및 나일론

되어 있었다. 전후 산업 발전 시기 이후 부산은 오랫동안 서울 다음가는 “제 2의 도시”

현 같은 새로운 합성 재료들이 고안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대용품에는 두가지 유형의 담

로 여겨져 왔지만, 부산은 문화적 황무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누구도 부산이 “춤이 활

론이 있다. 1) “이 합성 재료들은 초급자 또는 리허설 목적의 임시 용도로만 사용된다. 합

발한” 영남지역의 중심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영남지역의 일부

성 재료와 ‘진짜’ 재료의 음색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2) “합성 재료의 소리는 무대에

로서 부산의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자연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모순을 분명하게 할

올려 놓을 만큼 우수하다. 오히려 대규모의 현대식 공연장에서 잘 울릴 수 있다.” ‘진정

것이다. 나는 또한 이 속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지역의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

한’ 전통적 소리에 대한 주장은 전통적인 레퍼토리의 음악적 표현 및 레퍼토리가 공연되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는지를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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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향 공간과 깊게 연관된 미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이나 공연장
이 생긴다면, 악기들이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음악 표현을 개발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다.
이 발표는 특히 샤미센과 고토의 예를 분석하여 전통 악기의 지속가능성과 음악 표현의

의례의 공연과 공연의 의례화: 대만 원주민 뮤지컬의 시간적, 공간적 및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개인적 관계들의 (재)정의
춘-빈 첸, 국립 타이페이 예술대학교
이 논문은 두 개의 뮤지컬 공연을 사례를 들어 국립극장과 국립공연장에서의 대만 원
주민의 음악하기를 다룬다. “음악하기(musicking)”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크리스토

익-사우 라우, 국립 대만대학교

퍼 스몰은 음악의 의미에 관한 담론에서 관심을 음악 작품에서 공연으로 돌렸고, 음악하
기의 행위의 의미는 음악 공연의 복잡한 관계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스몰의 개념을 따

1970년 생물학자 로저 페인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음반인 혹등고래의 노래를 발표

라, 이 연구는 두 원주민 뮤지컬 공연에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 관심을

했다. 이 음반에 있는 5개 트랙으로 혹등고래의 소리를 선보이면서, 고래 노래와 고래

둔다. “온 더 로드(On the Road)”라는 뮤지컬은 대만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사냥의 윤리에 이슈 모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 앨범은 포경 반대 운동과 나중에

와 푸유마(Puyuma) 마을의 원주민들의 만남과 국립 공연장에서 공연된 그들의 협동 프

는 1982년 국제 포경 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 의해 통과된 상업적

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른 뮤지컬인 “라 마이클(La Michael)”은 아미스족

포경에 대한 국제적인 금지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고래 노래

(Amis) 청소년들이 마이클 잭슨을 열렬히 좋아해서 그들의 새로운 연령 단계의 이름을

를 샘플링하고 고래 살상에 반대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사를 쓰는 등 고래와 관련

“라 마이클(La Michael)”로 허가 받기 위해 마을 장로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이야기이다.

된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이것은 서양 음악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이 두 뮤지컬들은 단지 원주민의 의례 요소들이 뮤지컬에 포함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 유행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연이 원주민 정체성의 확인을 위한 행위로서 의례화되어왔기 때문에 “의례”로서 간주

이 논문은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고래에 대한 환경 인식을 지지하는 대중음악의

될 수 있다. 국립 공연장의 세속적인 상황 속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 앞에서, 원주민들은

역할의 발전에 대해 다룬다. 포경 활동에 관련해서 매우 논란이 있는 국가인 일본, 대만,

어떻게 그들 의례의 노래와 춤 동작을 공연하고, 원주민 의식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요

그리고 한국의 비교연구를 향해, 이 연구는 대중음악에서의 고래와 고래 보호의 상상력

소들을 현대적 공연 예술의 형태와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 질문을 고려하면서, 이 논문

과 재현, 그리고 대중음악이 서구의 반 포경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동아시아의 맥락에

은 음악하기의 행위에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고 전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서 발전해 왔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고래와 관련한 수사학을 포함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다.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태평양으로부터의 메아리: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고래에 대한 환경 의식

확립된 인류와 비인류, 문화와 자연, 예술과 과학 사이의 이항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대
중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였다. 환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이 논문은 정치적이
면서 문화적 상징으로서 고래의 중요성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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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패널 C3:
음악적 디아스포라

핀란드다움 수행하기: 일본에서 칸텔레(Kantele)의 적응

빙양 구안, 센양 고등음악원

잉-시엔 첸, 헬싱키대학교

민족음악학의 주제들은 종종 (전통적인) 민족 음악, 또는 적어도 특정한 전통들을 변화

핀란드의 민속 악기인 칸텔레(Kantele)는 원래 동부 핀란드에서 즉흥 연주와 함께 노래

시켜 온 근대화로 간주된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그룹에서 서양 음악 문화를 받아들인 음

를 부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칸텔레 연주는 음악가들에 의해 대단히

악가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민족주의적 목적에서, 또 동시에 근대

변형되었으며, 그 연주자들은 다양한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1990년대 초반, 핀란드에서

성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 전통 음악 장르를 다시 배운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정의

공부했던 소수의 일본인이 칸텔레를 접했고, 일본에 돌아오면서 일본의 지역 음악 클럽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의 한국음악인들이 한 일이다. 그들은 연

들에서 칸텔레를 소개했다. 칸텔레 클럽은 주로 도쿄와 삿포로 같은 도시 지역에 위치하

변 지역에서 인기가 없었던 악기를 “발굴”하고, 안기옥 등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우게 하

고 있으며 중년 여성 그룹이 취미로 참여하고 있다. 비록 일본의 칸텔레 활동은 주변적

기 위해 북한에 음악가들을 보내고, “민족 음악 유산을 발견하고, 민족 음악 유산을 유지

인 활동으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최근 연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기 위해” 연변지역에서 가야금 음악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 그 이후, 연변 지역의 가

이 발표에서는, 칸텔레 활동이 가장 우세한 삿포로에서 칸텔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야금 음악은 근대성과 “민족 전통”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실천되어 왔다. 동시에 일제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특히 외국에서의 적응을 검토하기 위해 레퍼토리, 악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후, 연변 지역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국가의 일부

기 사용법, 그리고 칸텔레 교수법을 살펴보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주하는 과정에서

가 되었고, 다양한 시기에 걸쳐 일본, 북한, 대한민국 등의 영향을 받아왔다. 음악에서의

상상된 핀란드다움뿐만 아니라 “타자(the other)의 악기를 연주하기”의 의미를 맥락화하

“근대성”은 음악가들과 음악 장르들과 같은 다른 측면에서 다층적 수준의 구성 상태를

는 것이다.

보여준다. 이 사례 연구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음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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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선율: 중국 연변 지역의 가야금 음악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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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의 개념을 성찰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토끼 어린이’: 한족의 이민이 대만 원주민에게 남긴 유산
양 밍 테오, 국립 타이퉁 대학 / SOAS 대학교, 런던
말라카의 후아유에: 중국인 정체성과 문화적 경계
펭수안 미, 홍콩 중문대학교

마츠카(Matzka)(EBTC AMP-001, 2010) 앨범의 ‘투 자이 지/토끼 어린이(Tu Zai Zi/
Rabbit Kid)’는 이 곡과 동명의 이름을 가진 대만의 원주민 레게 밴드의 곡으로, 북경어
로 ‘버릇없는 녀석’을 뜻한다. 이 곡은 대만의 지역화 운동에서 번창한 원주민 의식을 반

란 중국계 이민자들의 후손, 말레이인과 포르투갈인 등 다민족 커뮤니티들로 구성된 다

영하여 출시되었으며, 이 곡의 가사는 1940년대 민족주의 정부를 따라서 대만으로 이주

문화 도시이다. 문화적으로 중국 이민자들은 중국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중국의 문

했던 퇴역 군인들의 1990년대의 시각에서 본 중국과의 통일에 대한 사라지는 희망을 묘

화적 실천을 전승하려는 경향이 크다.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문화 중 하나는 현대 중국

사하고 있다. 처음 들을 때, 메시지는 흥미를 끄는 반복되는 가사 속에 크고 분명하게 나

오케스트라를 모델로 한 음악, 특히 후아유에(華樂, 화악)이다. 최근 수십년 사이에 후아

타난다. “토끼 어린이야, 너희 부모님은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라고 가르치지 않았니?”

유에가 대중화 되었으며 말라카의 중국 정체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말라카

누군가가 원주민 가수와 그의 사람들의 재산을 훔쳐갔고, 그리고 이런 구어적 코멘트는

테오츄 연합(Malacca Teochew Association)의 후아유에 그룹은 2011년부터 후아유에

중국 한족을 지칭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두 그룹을 구성한다. 청나라 초기에 대만으로

에 더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현대 중국 음악 및 20세기 음악의 편곡된

이주한 민낭족(Minnan Chinese)의 자손(the benshengren)과 1940년대에 대만으로 도

곡을 연주하는 공공 콘서트를 열어왔다. 어떻게 그리고 왜 중국 이민자들은 그러한 다문

착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Waishengren)이다. 그러나 중국 학자 리 나(Li Na)의 블

화 환경에서 자신들을 구별짓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까?

로그에 따르면 “토끼 어린이”이란 마츠카(Matzka)을 일컫는다(2013). 현실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말라카 테오츄 연합의 후아유에 그룹의 음악 실천을 사례 연구로 삼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논문은 원주민 사이의 한족 이민자들의 흥미로운 유산과 그

그들이 말라카에서 중국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태도와 접근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

들의 동맹-적의 관계를 탐구한다. 음악 문화에 대한 메리암적인(Merriamesque)(1964)

들의 주별 활동, 음악 레퍼토리, 그리고 대중을 위한 공연 등을 살펴본다. 이러한 다문화

분석에 “인간 방정식(the human equation)”에 관한 후드(Hood)(1982)의 관찰을 적용하

환경에서 그들의 후아유에의 개념과 음악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면서, 이 연구는, 베넷(2001)이 호주 원주민과 아프로-카리브인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

사회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청각적이고 정서적인 방식 속에서 후아

처럼, 마츠카(Matzka)가 자신의 문화적 고향에서 제거된 사람들을 위해 말하기 위해 레

유에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논문은 후아유에가 중국 이민자들이

게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한족과 원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촉

중국 문화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이데올로기적 동기부여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

진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 개념(Sun 2016), 장기적인 관찰 및 참여에 기

지하고, 나아가 중국 이민자들이 말라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문화적이고 사회적

초한 종합적인 연구(Huang 2009), 그리고 외국작가들에 의한 설명(Jiang 2001)이 세

인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청각적 경계를 살펴본다.

개의 대안적인 경로를 관찰한다.

회의장소 I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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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는 말레이시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인 이민자, 말레이에서 태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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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악 당
대강의실

세션 4
13:30-15:30

고대와 현대의 북들: 도자기 요고 형태 북과 관련한 현장 조사, 악기 복원, 작곡 행위 속에
서의 한중간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진행: 메이 시아오, 상해음악원
주요참가자: 조종훈, 한국학중앙연구원 / 닝화 우, 광시 예술대학교 / 민수이, 중앙대학교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북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특히 양면 모래시계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회

모양 북의 하위 유형에 대한 풍부한 도해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비록 오늘날에는 덜 눈
에 띄지만, 이 유형의 북은 여전히 소수민족들이나 한족 공동체들에 의해 중국의 몇몇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음악들에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양면 모
래시계 모양 북은 실크로드 음악 연구의 중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북의 기원
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해 왔으며, 물질적 구성, 하위 유형, 토착화, 공연 수행, 맥락, 이주
경로, 혹은 다른 곳에서의 유사한 북의 보급에 대해서는 최신 연구가 거의 없다.

워크샵 1

2015년 한국의 장구 연주자 조종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시대의 자기로 된 양면

13:30-15:10

닝화(광시) 교수의 지원으로, 협력 연구와 악기 복원, 작곡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 팀이

모래시계 모양 북을 보고 이 북의 기원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시아오(상하이)와 우

서 발굴된 도요지, 가마 가열 기술, 악기 제작, 공연 기술 및 의례 맥락 복원에 대한 필
드워크를 실시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와 상하이음악학원의 기금으로, 수십 개의 도
자기 모래 시계 모양 북이 복원되었으며 상하이, 서울, 난닝에서 5가지 테마의 콘서트와
강연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북에 대한 유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국가간 문화
담지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참여, 그리고 동시대 사회에서의 무형 문화 유산 관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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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크로드 (Silk Road) 도자기 모래 시계 모양 북의 조사 및 복원에 관한 보고
2) 일러스트 미니 전시
4) 소규모 신곡 연주회

농요가 전국적 관심을 얻게 된 계기로는 예천 통명 농요의 전국예술민속경연대회 수상
과 농요의 무형문화재로 지정(1985)을 들 수 있다. 공연예술로서 농요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여러 지역 공동체들은 20세기 초 사라졌던 농요를 되찾고 나아가
실질적인 농사 과정을 잘 드러내도록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충청남도의 결성농요를 예
로 들면, 1993년 개최된 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 이전 전
문가의 안무 지시와 더불어 무대 공연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 및 재구성되었다.

패널 A4:
음악 장르 복원하기

기 후반에 이르러 농요가 갖는 사회 문화적 함의란 무엇인가? 이 글에서, 본 연구자는
결성 농요의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진정성과 예술성이 경합하는 가치가 되었는
지에 대해 논의한다.

좌장 I 성상연,
비엔나대학교
국가의 문화적 재산 되기: 현대 타이완에서의 랄린게단(Lalingedan)과
파쿨랄루(Pakulalu)의 보존과 재생산
치아-하오 슈,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회의장소 I 우면당

3) 도자기 모래 시계 모양 북 시연

성기련, 한국학중앙연구원

농업의 근대화가 농요의 근본적 의의를 상실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20세

한 탐구가 이 북의 "새로운 목소리"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 워크샵은 다음을 포함한다.

진정성과 예술성: 20세기 후반 농요의 재구성과 관련한 논쟁거리

세션 4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팀은 중국의 좡족, 야오족, 마오안족, 묘족 및 한족 집단 가운데에

회

근래에 들어서 무형문화유산과 전통 음악의 부흥에 있어 창작(창의성)의 영역이 점차 확
대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문화적 산물들은 국가에 의해 특정한 집단을 집
합적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광고되어 개인의 적응 또는 창작기술은 “숨겨지게” 된다. 그
러나 창작의 기술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상호작용하면서 구전 이야기, 담화, 음악 연
주(연습) 등이 어떻게 선정되고, 적합하게 변형되고, 인정받게 되는지를 드러낸다. 타이
완의 문화부는 2011년 바이완 원주민족의 코피리인 랄린게단(lalingedan, nose flute)과
피리인 파쿨랄루(pakulalu)를 국가 주요 전통문화(National Important Traditional Arts)
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 악기들 및 악기와 관련된 연주법은 국가 문화 재산(National
Cultural Property)으로서 전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주도의 문화적 생산은 다
층위적인 국가의 개입을 초래한다. 1) (정부의) 기관이 감독의 역할을 자처하여 전통적인
요소 중 유지해야 할 부분과 반대로 창작이 허용되는 범위를 결정한다 (Howard, 2014).
따라서 국가가 원주민 음악가들의 실천을 재구성하고 바이완족 예술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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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의 메커니즘에 의해 랄린게단(lalingedan, nose flute)과 파쿨랄루(pakulalu)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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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글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 아카이브 조사, 원주민 음악가들과 학자 및 기관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다. 원주민 실천자들이 전통을 보존 및 전승시키는 과
정에서 정부의 개입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창작영역을 전개시키는 지에 대해
고찰하고, 랄린게단(Lalingedan)과 파쿨랄루(Pakulalu)와 관습적 경험 및 기술적 실천에
대하여 논의한다. 궁극적으로, 개인적 창작과 국가 차원의 문화적 생산 간의 긴장 속에서
원주민 음악가들의 주관성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한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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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사랑방

구 지에팅(Gu Jieting)의 공연 예술에서 정의할 수 없는 음악적 사건:
프랑스 모더니즘과 중국 전통 미학 사이의 경계들을 추적하기
덩 지아, 쑤저우대학교
2014년에 구 지에팅(Gu Jieting)은 그의 “‘I’판타지 – 드뷔시와 두 리니앙(Du Liniang)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공연 예술 작품에서 쿤(Kun) 오페라와 드뷔시의 음악을 결합했다.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통을 유지하고 부활시키려는 바이완족 음악가들의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인지되지 못했

시각적 재현과 전자 음악이 수반되는 이 공연은 구에 의해 “장소 특정적 음악 극장”으로
특징지어졌다. 구의 창작은 1960년대 이후로 비평가들 사이의 주제로 떠오른 프랑스 모
더니즘과 중국 전통 미학 간의 밀접한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논문은 구의
예술적 작업을 현대 중국 미학의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고, 공연이 동서양의 문화적 경

한국 무형문화유산 제도와 근대적 과업에 대한 소개
조선자, 중앙대학교
이 글은 무형문화제 제도의 목적과 그것을 소개하는 근대적 과업에 대하여 탐구한다.
시행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 정책은 전승된 무형 문화유산의 특징을 반영하는
‘전형’의 개념을 소개했다. 전통음악의 근대적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전형, 교육, 사람들이

좌장 I 신-웬 슈,
국립 대만 사범대학교

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하는 한편, 또한 동서양의 문화적 거리를 다시 표현한다고 주장한
다.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 유럽에서 훈련받은 중국의 작곡가 중 첫번째 그룹은 드뷔
시의 작곡 기법을 중국의 맥락 속에 도입시키고 변형시켰다. 1990년대 이후로 중국의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은 그들의 관심을 미학적인 토론으로 옮겨 중국의 전통 시, 오페
라, 수묵화, 정원 건축 및 드뷔시의 음악에 대한 수많은 유추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중
국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은 드뷔시가 사용하는 비어 있는 마디들이 중국의 고전적인 미

세션 4

1962년 문화유산 보존 정책이 시행되었고 전통문화 전담 재단이 설립되었다. 2015년에

패널 B4:
동아시아 음악에서
문화교차적 영향과
창조성

학과 중국의 수묵화의 “여백을 남기는” 이론과 일치한다고 믿었다. 현대 피아니스트 푸

즐길 권리의 확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대를 넘어 전승된 전통음악이 변화하지

콩(Fu Cong)의 설명은 이러한 경향성을 압축한다: “드뷔시는 정말로 중국 음악가입니

않고 중요한 특징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음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다!” 쑤저우 사람으로서 프랑스에서 공부하여, 구는 다양한 쑤저우의 예술형식을 프랑

필요가 있다.

스 음악에 이식함으로써 이런 미학적 유추를 강화했다. 구는 쿤(Kun) 오페라와 드뷔시
의 피아노 음악이 그들의 경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서로를 교차시키거나 중첩되게 한다.
그러나 그녀는 쿤(Kun) 오페라와 드뷔시의 피아노 음악 각자의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여
그들 자신의 구별되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한다. 구의 작업은 두 문화간의 크로스오버
(Crossover)를 제시하고 공연 자체가 다른 문화 형식간에 충돌할 수 있는 중립적인 영
역으로 작용하는 애매모호한 음악적 사건을 야기한다.

조슬린 클락, 배재대학교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수렴되는 미학들: K-악(K-樂)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

20세기 초부터, 동아시아의 전통 음악은 독특한 민족적 궤도를 따라갔다. 한국은 문화
계보의 전승자들을 지명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공헌자들”을 자본주의의 압박
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이들 “무형문화재”들을 국제 시장에서 경
쟁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옮겨갔다.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2006-2010) 등과 같은 노력
과 함께 문화부의 국가 브랜딩 캠페인은 서구 음악의 미학에 뿌리를 두는 음악적 코스
모폴리타니즘과 함께 국가의 오랜 집착을 반영한 “국악 퓨전”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세대의 정치는 전쟁 트라우마나 혹은 안보 위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이념과
전통의 근원에 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결실을 얻도록 강요하는 국제적
인 자본 체계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 세계적, 지역적 디지털 음악 문화의 복제 역학은 모
순적으로 한국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예술 정책으로 수십년에 걸쳐 생산된 미학을 반영
하기 시작한 국악의 영역 내 (그리고 그 밖에) 취향의 통일성을 창출하고 있다. DMZ의
양측에서 지난 20년 동안 “과학과 기술”을 통해 “발전된” 악기의 소리가 들리는데,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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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오늘날, KBS 국악 방송 시간에 거문고 앙상블 “거문고 팩토리”에 의해 연주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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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구입했는지 그리고 음악에 대한 그의 헌신이 어떻게 청제국의 마지막 기간 동안

미학의 미래를 위해 진화하는 역동성의 함의를 탐구한다.

문화 교류의 통로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근대 초기에서 중국과 그
자신의 음악문화를 연결했던 중요한 인물로 활동했던 하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려고 한다. 로버트 하트 경은 정부의 가장 낮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부터도 초
국가적 문화 교류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이다.

“중국 민속 재즈”의 교차 문화적(Cross-Cultural) 창조와 크로스오버(Crossover)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한의 민속 음악의 조화로운 메들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 논문은 한반도의 전통 음악의

멩쟈오 첸, 쑤저우대학교
2004년 자신의 앨범 ‘여름 궁전(Summer Palace)’이 발표되자, 중국 재즈 음악가인 콩
홍 웨이(Kong Hong Wei)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예술적 의도를 표현했다. “비록 베이
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베이징에서 자랐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나의 몸
은 베이징 문화에 깊이 물들어 왔다.” 이 앨범은 베이징과 관련된 다양한 소리와 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전달한다. 보다 폭넓게 콩의 작곡은 “민속 재즈(Folk Jazz)”라고 특징지
어진 관용구를 만들어 낸, 중국 전통 음악과 미국 재즈 스타일을 결합하는 교차 문화적
(Cross-Cultural) 생산의 과정을 예시한다. 1990년대에 등장한 “민속 재즈(Folk Jazz)”
콩의 작곡에 관한 현재의 연구는, 장소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통 중국 악기와

세션 4

는 국내 및 세계적인 플랫폼 모두에서의 중국 재즈 음악의 발전을 강력하게 나타냈다.
음계의 사용에 초점을 둔다. 이 논문은 북경의 연설(Speech)과 도시 소리를 재현한 소
리풍경(Soundscape) 작곡 형식으로서의 콩의 작업을 살펴본다. 콩은 단어의 마지막 모
음에 반전음(Retroflextion)이 있는 특징이 있는 북경 방언을 모방하기 위해 전통적인 삼
현 악기를 사용한다. 콩의 작곡은 또한 2001년 베이징이 제29회 여름 올림픽 게임 개최
권을 획득했을 당시의 도시 경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 행사를 축하하고 준비하면
서 서양과 중국 양쪽의 건축가들은 국립 올림픽 경기장과 워터 큐브(Water Cube)를 공
동으로 설계하기로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인 요소와 결합된 현대적인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를 결합하는 활발한 리듬, 이음적
인 텍스쳐(Heterophonic textures), 하이브리드 음색을 갖춘 콩의 작곡은 이러한 전환점
계의 확장을 보여주는 지역 방언, 대중음악,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혼합을 포함한 공간
감(Ambient sounds)을 지닌 특정한 장소의 틀 안에 놓여야 한다.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을 이야기한다. 그의 “민속 재즈(Folk Jazz)”는 베이징의 풍경의 변화와 재즈 구성의 경

로버트 하트 경의 음악성과 열정: 북경에서의 아이랜드 감찰관의 취향과 음악적 영향
대럴 헝-렌 통, 국립 대만대학교
중국 청나라 기간 동안 제국 해상 세관 서비스 담당 감찰관이었던 로버트 하트 경. 그
는 후기 청 왕조의 외교 정책 담당 사무소였던 총리야문(Zongli Yamen)의 만주 귀족
들에게 외교 문제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언가였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 간의 단순
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교류가 아닌 문화적 교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해왔
다. 하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통해, 제국의 수도 북경에서 최초로 서양식 관악 앙상블
이 탄생했으며, 1884년 런던 보건 전시회에서 중국 음악을 유럽인들에게 소개하는 발
표 및 쇼케이스를 조직했다. 하트 자신의 글, 런던에 있는 친구 제임스 던컨 캠벨(James
Duncan Campbell)과의 서신 및 감찰관에 대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어떠했는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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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음악을 그가 좋아했는지, 그가 캠벨의 도움으로 어떤 악기, 악보 및 실천 매뉴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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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패널 C4:
새로운 민속음악의
새로운 연구방법

팅)이 필연적이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배포의 주된 방식이 텐센트, 웨이보 같은 소셜 미

들에 주목한다. 음악창작을 위한 영감은 풍부한 개인적,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발원하지

디어 사이트나 그리고 유쿠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기

만, 몇몇의 특별히 풍부한 영감의 원천들은 중국 최남단부의 소수민족 민요만이 아니

때문이다.

라 중국 북서부의 다민족 민요들이다. 중국과 해외에서의 상대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상

이 논문은 예를 들어 신민요의 상이한 개념화 같은 여러 질문들을 건드린다. 대체로 도

업적 세계 음악 서킷 바깥에서 활동하는 신민요 음악가들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시야를

시적인 신민요와 시골의 민요 간의 명확한 구분이 있는가? 산인의 “Qike Ami”와 같은

제시하기 위해, 그리고 더 넓은 세계적 맥락에서의 현재적 경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뮤직 비디오들이 전통 민요의 보급과 상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만일 환경과

패널은 이론과 사례의 두 항목으로 구성된 네 파트로 진행된다.

수행 맥락이 변하거나 사라진다면 전통 민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음악의 상
속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문화-내부적인 사운드 그룹 바깥의 음악가들(윈난의 소수민

- 10분 이론적 틀 + 5분 토론

족 음악 사례에서의 산인악단과 같은)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신민요가 각각의

- 20분 사례연구, 운남 + 5분 토론

문화-내부적인 사운드 그룹의 안팎에서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20분 사례연구, 노스웨스트 + 15분 토론

방법론적 레벨에서, 나는 새로운 세대가 그들의 음악을 수동적-지도적 교습과 학습 과

- 10분 이론적 결과 + 15분 토론

정에서 “상속”받도록 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악을 더 큰 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도시와 시골) 민요 음악가들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첫번째 사례 연구는 도시 젊은이들의 “언더그라운드 록” 뿐만 아니라 지역 청자들에게

될 분야인 온라인의 메타-민족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통 민요”로, 중국 북서부 산악 지역의 고대 민요가 어떻게 현대 민속 문화로 변환되
는지를 제시한다. 둘째로 남중국 소수민족의 음악문화에서 발원한 유사한 사례는, 어떻

세션 4

좌장 및 토론 I 루카스 박,
쑤저우대학교

개요: 본 패널은 중국의 도시 중심부에서 활발한 소위 신민요(新民謠-뉴 포크) 음악가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회

게 전통 민속 문화가 세대에 걸쳐 “상속”됨과 동시에 더 큰 청자들에게 “전달”가능하기
를 목표로 하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역 민요를 동시대 음악 문화로의 변환으로

중국 북서부: 새로운 화얼 음악의 권위화 및 재권위화

분석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이론적 추상화가 논의된다.

단닌 리우, 쑤저우대학교
이 연구는 중국 북서부 지역 내외에서 어떻게 신화얼(新花儿) 음악이 발전하였는지를
예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샤오니엔(少年)으로도 알려진 화얼(花儿)은 중국의 간쑤

심층구조의 변화와 음악적 변화

(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성에서 특히 인기있는 노래 형식이다. 많은 서로 다른

루카스 박, 쑤저우대학교

민족 집단들이 화얼을 공연하며, 사랑과 인생의 문제를 노래를 통해 표현하고 상호작용
하며, 소통한다. 화얼의 특정한 지역적 그리고 민족적 특색은 화얼의 다양한 기능과 공
연적 맥락을 풍부하게 해 주었다. 소위 신화얼이 신민요 장르의 출현이나 화얼의 하위

우리는 푸코의 담론 분석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이론적 틀로 사용한다. 하지만 어떻게 기

장르에 대해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80년대 이래 이 음악 스타일의 전개에 대

본적으로 비언어적 담론인 음악을 해체할 것인가? 분석적 “민속 신화”가 아마도 신민요

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화얼의 전달 방식과 청중들과 공연자들의 미적 감상 방식

음악가들의 영감과 실천에 빛을 비춰줄지도 모른다. 이 “신화”는 “멘탈리티”와 “시대정

의 변화(화얼 문화에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반대)로 인해, 명대(明代) 이래 전승된 화

신”의 개념화를 기술함으로써, 록 혹은 민속-문화를 생산하는 중요한 담론이다. 나아가,

얼의 전통적 패턴은 몇 가지 새로운 특질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들은 종

촘스키의 (음악적) “심층구조”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전통 음악이

종 “재-정통화”로 중국 학자들과 화얼 연구자들에 의해 규정되었다. 화얼 발전의 다양

무엇인가 새로운 것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화는 단지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처하는 사회적 환경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얼

이러한 방법론적 도구상자를 장착하고, 우리는 중국의 남부와 북서부의 음악의 변화에

의 전승과 상속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소위 (화얼 지역의 북부에

대한 질문들과, 어떻게 이런 변화들과 향수적 경향, 현대화, 이국화가 동시대 사회를 반

서 불리는) 허저우(河州) 화얼을 사례로 고려할 것이다. 민족음악학적 필드워크를 일차

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적인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여, 신화얼 음악의 문화적 그리고 음악적 특질들을 관찰하고

회의장소 I 대회의실

중국 국경 지역의 고대 음악 형식들로부터 성장한 신민요(New Folk)를 해체하기 위해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터뷰와 음악 녹음들에 대한 오디오 전사로부터 얻은 지식들
을 결합할 것이다. 대중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되고 있는 화얼 음악의 경향은 일견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신화얼을 전통 음악을 대중적 토양에 역동적으로
남중국: 윈난 민속음악의 전승과 보존

이식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활동으로써 보여준다.

환칭 주, 쑤저우대학교
토론:
2016년, 신민요(New Folk) 밴드 산인악단(山人乐队)은 “Qike Ami”라는 음악 다큐멘터

루카스 박, 쑤저우대학교

리를 발표했다. 거기에서 그들은 지역 음악가들의 도움으로 윈난의 풍부한 음악 전통을
지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목적으로 지역의 음악 전통을 배우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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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이 과정에는 상업적 국면(예를 들자면 세계 음악 채널로의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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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발표는 예술단의 여러 국면들, 즉 국가를 홍보하기 위해 선택된
전통 공연 예술의 종류들, 특정 무대 스타일이 (재)생산되는 방식들, 그리고 60년대 이래
한국의 공연 예술에 리틀엔젤스가 수행했던 특정한 역할과 영향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 60년대 한국 공연예술의 사회-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 리틀엔젤스의 해외 공연
역사, 무대 공연 스타일과 레퍼토리, 그리고 구성원들을 탐구한다. 이 발표는 이 예술단
을 국가, 공연예술,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교차점에서 살펴본다. 국가에 의해 선전 수단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세션 5
15:50-17:50

으로 전통 공연예술들이 선택되고 지원되고 제작되는 방식들,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한국의 공연 예술 일반의 방향을 정의하는지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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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사랑방

한다. 리틀엔젤스는 1962년 5월 5일 통일교회(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설립자인 문선
명 목사(1920-2012)에 의해 “평화, 선의, 조화, 우정, 그리고 한국인의 평화 애호 정신”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비록 리틀엔젤스가 이 교회의 일원이며 지원을 받고 있
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리틀엔젤스는 전통적 민족 가치를 구현하는 공연들을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대사로 복무해
왔다. 리틀엔젤스의 영향은 한국을 넘어서 있다. 다양한 국제 평화 행사와 회의들에서,
리틀엔젤스는 60개국 이상의 국가들에서 6천 회 넘는 공연을 수행해 왔다. 리틀엔젤스
의 한국 사회와 종교에 대한 영향이 컸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
는 데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틀엔젤스는 철저하게 연구되어 오지 못했다.
본 패널은 예술단의 세 가지 상이한 차원을 다룬다. 첫째, 국가와 예술단의 역할을 홍보

패널 B5:
리틀엔젤스, 세계를 향한
한국 어린이 공연 예술단

하기 위해 선택된 공연예술의 종류들과 60년대 이래 한국 공연예술에 미친 영향을 다룬
다. 둘째, 공연적 국면과 얽혀 있는 리틀엔젤스의 은폐된 종교적 선전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셋째, 움직임과 레퍼토리 그리고 소도구들에 중점을
맞춰 북한과 리틀엔젤스의 무용 스타일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민족음악학 분야에
서 리틀엔젤스를 탐구하는 첫 번째 시도로서, 본 패널은 한국에서의 신흥종교, 음악선전
그리고 공연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성상연, 비엔나대학교
한국의 어린이 공연 예술단인 리틀엔젤스는 공연과 해외 활동들을 통해 조화와 사랑 그
리고 세계평화를 표현하는 집단으로 대표되어 왔다. 수많은 국제 평화 행사에서 공연하
면서, 이 예술단은 글로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명성을 구축해 왔다. 통일교회의 설립
자이자 한국문화재단의 종교적 지도자로, 리틀엔젤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선명 목
사는 예술단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순수한 예술 집단이며, 종교
적 선전을 위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리틀엔
젤스와 종교적 국면과의 연결은 간과될 수 없다.
이 주제에 대한 민족지적 접근을 통해 이 발표는 리틀엔젤스의 종교적 차원을 살펴본다.
특히 국제 공연에서 어떻게 그들이 공연을 통해 통일교회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간접적
으로 종교적 가치와 관념들을 전달하는지를 조명한다. 한국문화재단과 리틀엔젤스를 이
끄는 구성원들인 리틀엔젤스의 초기 멤버들과의 개인적 인터뷰, 그리고 통일교회 경전
과 교회에 의해 출간된 다양한 잡지들과 기사들에 대한 분석과 리틀엔젤스 연습 무대에
대한 관찰이 필자 발표의 주 출처가 될 것이다. 어떤 목적으로 예술단이 설립되었는지,
세계적 명성과 종교적인 국제적 효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술단의 교회와의 연결과
종교적 홍보 차원에서의 효과가 어땠는지가 다뤄질 것이다. 이 논문은 음악 공연과 종교
에 대한 학제 간 민족적 접근 방식으로, 리틀 엔젤스의 종교적, 사회적 차원을 탐구한다.

냉전 속 한국에서 리틀엔젤스와 전통연행예술의 국민주의적 재구성
김희선, 국립국악원 / 국민대학교
설립 이래, 어린이 공연예술단 리틀엔젤스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대사로 간주되어 왔
다. 국제적 레벨에서, 예술단의 귀엽고 웃음짓는 아이들은 전쟁과 가난, 국제 원조와 고
아로 점철되어 왔던 한국의 이미지를 문화와 예술을 보유한 평화애호 국가로 홍보하는
성공적인 선전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리틀엔젤스의 역사 문화적
의미는 적절히 검토되지 않아 왔다. 냉전의 맥락에서 예술단의 창립과 활동을 검토함으
로써, 이 논문은 그 과정에서 전통 공연예술의 민족주의적 재구성과 국가에서의 역할을
탐구한다.
이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목적은 부채춤과 같은 전통 민속춤, 가야금 병창, 농악,
그리고 전통이나 현대곡 합창과 같은 메인 레퍼토리에서 명시되는 리틀엔젤스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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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스타일과 해외 공연에서의 레퍼토리들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좌장 및 토론 I 하주용,
하트포드대학교

리틀엔젤스: 음악 프로파간다와 국제적 임팩트

세션 5

B

개요: 성공적인 한국의 어린이 예술단 리틀엔젤스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

리틀엔젤스의 무용 레퍼토리
김경희, 국립국악원
리틀엔젤스의 무용은 현재 한국의 무용계가 전승하고 있는 승무나 살풀이춤 등의 춤사
위와 사뭇 다르다. 또한 한국의 무용계는 일반적으로 긴 천이나 장구 등을 제외하면 무
용 소도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리틀엔젤스는 다양한 소도구들을 개발하
여 사용하였다. 또한 몸동작에 있어서도 다양한 동작이 한꺼번에 이어지는 동작들이 많
고 독무보다는 군무가 많은데 반해, 한국의 전통춤에서는 대개 묵직한 어깨동작과 느린
발동작으로 이루어진 독무가 주를 이룬다. 현재 한국에 전승되는 승무나 살풀이 등 대부
분의 전통춤은 한성준을 비롯한 전통무용가가 전승한 춤이기 때문이다.
리틀엔젤스의 무용이 현재 한국에서 전승되는 춤들과는 다른 춤사위를 가졌고 매우 화
려한 장식을 한 의상을 입으며 다양한 소도구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남한에서 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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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으로 리틀엔젤스의 춤은 춤사위를 비롯하여 의상이나 소도구 등에서 북한의 춤 형태
와 매우 유사하다. 이 글에서는 리틀엔젤스 무용 레파토리 형성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무용과의 유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토론:
하주용, 하트포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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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회의실

15:50-16:30
상하이에서의 플룻 연주: 협업을 통한 전기적 다큐멘터리 만들기
핼랜 리스, UCLA
1956년 상하이음악학원(上海音樂學院)은 중국 악기 전공 1기생을 선발했다. 이 선구자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거의 없고 북한에서 춤을 정리하여 전승한 최승희의 춤을 전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

적 집단에는 전 공장 노동자인 다이슈홍(戴树红, 1937년생)이 있었다. 횡으로 연주하는
대나무 피리인 띠즈(笛子, 적) 연주자로서, 그는 전통과 악기 제작 그리고 미학을 가르치
며 연주 테크닉의 현대화에 대한 대담한 실험의 일원이 되었다. 다이는 이 새로운 전문
적 세계에서 잘 나갔고, 티벳인 인기 선전 가수 체텐 돌마(才旦卓瑪)의 반주자가 되었으

패널 C5:
필름들

며, 종국에는 필자가 80년대에 2년간 공부했었던 상해음악학원의 교사가 되었다. 그러
나 지난 36년에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칠현금(七絃琴)의 비전(秘傳)에 대한
몰입, 특히 끝부분을 부는 피리인 소(箫)에 7현금을 반주로 쓰는 정제된 예술에 대한 몰
입이었다. 80년대 이래 다이는 수십 장의 CD 레코딩과 콘서트에서 국내외로 최고 수준
의 ‘금’ 연주자들과 함께 ‘소’ 연주를 했다. 거의 사진과 같은 기억으로, 그는 70년간의 음
터리 영화 “Playing the Flute in Shanghai: The Life and Art of Dai Shuhong (2018)”

세션 5

악적 변화를 빛내는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적인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다큐멘
은 필자와 다이,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아파르나 샤르마 간 협업의 결과물이
다. 2016년 9월과 2017년 4월 사이에 상하이에서의 촬영은 공연, 레슨, 자료 영상, 역사
적 사진들 사이에서 다이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과의 인터뷰와 대화들을 병렬시
킨다. 계획과 포스트프로덕션 단계들은 참여자들에게 세 차례 러프 컷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대화적 편집의 방법을 취했으며, 시사회는 상하이에서 2018년 3월에 예정되어 있
다. 선택적으로 클립들을 보여주면서, 이 논문은 영화의 컨셉, 구조, 협업적 특성과, 계기
적인 변화의 시간들 동안의 한 음악가의 개인적 경험에 생명을 불어넣는 데 대한 가치
에 대해 논의한다.

라스저: 티베트 춤

회의장소 I 대회의실

16:30-17:00

귀텡 리우, 취안저우 사범대학교
“북과 함께 춤을 춘다”는 티벳어인 라스저는 칭하이(靑海)성의 르어궁(熱貢) 6월 회합
에서의 상징적인 악기인 단면북을 연주하는 종교적 군무이다. 매년 음력 6월, 칭하이 성
롱우강 중부에 위치한 마을은 오랜 역사를 갖는 관습인 신에게 축복을 기도하는 르어뤄
(勒若) 행사를 갖는다. 비록 르어뤄가 공인된 무형문화유산의 틀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
을 주민들은 전통 민속 음악을 전수하기 위해 이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조직하고 있다.
토착 신은 숭배와 정신적 지원의 대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번창과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다. 사회의 주류 바깥
에서, 그러한 의식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들 간의 질서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
한다. 사회적 이행기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자연스러운 상속”과 “지방정부와 토
착 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반영으로, 이 영화는 르어궁 티벳인들의 종교적 의례 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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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에 대한 전형적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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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50
보물을 소리내기: 1960, 70년대 광동음악 소리의 재구성 (Sounding Treasures:
The Reconstruction of the Sound of 1960s/70s Cantonese Music)
찬-황 채, 취안저우 사범대학교
영화 Sounding Treasures(32분)는 소위 “지식 전달” 프로젝트의 과정을 기록(그리고 부
분적으로 재창조)하여, 60-70년대 광동 음악의 사운드를 재건하고 또한 홍콩중문대학
의 악기 콜렉션을 교실 교육과 교육 전시를 넘어서 확장시키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의

장

소

D

예 악 당
대강의실

나레이터 겸 프로젝트 보조인 Sze-wing Joyce Lau(劉思穎)를 통해, 영화는 비형식적

혀진 소리경관을 재창조한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한다. 지역 광
동 음악가들이 대부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악기들을 선별하고 수리하는 데 참여하며,
락들을 공유한다. 중화권에서 음악 디지털화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국립대만대학 민족
음악학 대학원의 숙련된 오디오 팀이 CD의 녹음과 편집을 맡았다. 아마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공적으로는 연주회를 잘 갖지 않았지만 CD를 위해 옛 스타일의 양금(洋琴)을 연
주해 주었고 프로젝트의 일부로 광동 음악 연주회-연주회에서 그녀는 내러티브를 갖는
지역의 노래 장르인 남얌(南音)을 불렀다-를 주최해 준 (불행히도 2014년 타계한) 87세

산조와 판소리에서의 장단-“리듬 패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단에 대한 선행 연
구는 어떻게 그런 리듬 패턴이 적용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실천적 메커니즘을 설명하
기보다는 라이브 공연에서 장구 연주자들의 기본 패턴들 혹은 분석들에 대한 개요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워크샵에서는 의도적으로 장단의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일
관적인 ‘변환 규칙’을 보이고, 더 복잡한 장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명료한 포맷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지 장단을 배우고 연주하는 구전 방식의 교육학을
넘어선 변환 규칙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명료화될 것이다.
본 워크샵에서, 특히 중모리 장단이 장구를 통해 시연될 것이며, 직접 연주를 하기 위한

워크샵 2

이다. 둘째로, 박자 기억하기, 무릎치기와 기억하기, 장구와 기억하기, 그리고 마지막으

16:20-17:50

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본 장단을 보여줌으로써 체계적인 변환 규칙을 가르치고자

로는 장구를 직접 연주해 보는 세션이 제시될 것이다. 단지 장단의 변주 혹은 변이를 가
한다. 처음에는, 강세가 제거될 것이며 기본 음표만이 있을 것이다. 연주자는 연주 방법
을 배우기 위해, 선율과 강세를 듣고 추임새-즉흥 구두 탄성-를 추가하고, 선율에 뒤따

세션 3

더 중요하게는 이 악기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기억들, 그리고 그들의 연주 기술과 맥

진행: 최소리, 서울대학교

지도가 제공될 것이다. 먼저, 장구 장단을 기억하는 방법이 구두 수업으로 이루어질 것

인 대화, 구전 역사, 실황 음악 공유, 악기에 대한 상세한 점검을 통한 “지식 전달”의 과
정을 드러낸다. 옛 제작 방식의 선별된 광동 악기들이 생명을 얻어 홍콩 전통 음악의 잊

한국 장단 소개: 중모리 장단

둘째 날 I 8월 22일 수요일

회

르는 선율 변주를 반주하며, 리듬 패턴을 추가함으로써 빈 리듬 공간을 강조해야 한다.
장구와 연주 방법을 배움으로써, 참여자들은 판소리와 산조 같은 장르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체계적 학습법은 한국 음악에서 장단을 배우기 위한 새로운 갈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의 Ng Wing Mui(伍穎梅) 선생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영화는 오늘날의 70년대 이전의
청자들에게는 어색할 수도 있는 현대 “전통”악기들의 음색에 도전한다. 이는 지금까지
교실 수업 및 교육 전시회에만 존재했던 악기 컬렉션의 잠재적 용도를 제안한다. 마지막

20:00-21:30 특별공연, 우면당

으로, 이 영화는 소위 "지식 전달"의 목적과 의미에 의문을 제기한다.
회의장소 I 예악당 대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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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악의 평조와 우조 연구
김우진, 서울대학교
한국 전통음악에서 많은 음악이 황(黃, Huang), 태(太, Tai), 중(仲, Zhong), 임(林, Lin), 남
(南, Nan)의 다섯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평조(平調)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몇몇의 곡
들은 우조초수대엽, 우락, 우롱, 그리고 우조가락도드리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접두

세션 6

8월 23일
목요일

셋째 날 I 8월 23일 목요일

셋째날

세션 6
10:00-14:30

사 “우조-”와 “우-”는 우조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우조가 평조와 다름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수연장(壽延長)과 여민락(與民樂)
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수연장은 평조 곡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원곡이 우조가
락도드리이기 때문에 우조이다. 종지음, 속음, 핵음 등을 분석하여 이를 증명할 예정이다.

패널 A6:
장르와 미학
가부키 타악기 앙상블의 “마(ma)”의 음악 표현과 메커니즘 탐구
사유미 카마타, 도쿄예술대학교
“마(ma)”의 리듬 개념은 일시정지, 타이밍, 또는 긴장으로 광범위하게 묘사되며, 어떤 경
우에는 일본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를 둔 필수적인 느낌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지난 반
세기 동안 몇몇 학자와 연주가는 그러한 전통적인 감각이 가부키 타악기 앙상블의 공연
에서 진정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Kobayashi 1967, Tanaka 1983). 이

회의장소 I 우면당

좌장 I 힐러리 핀첨-성,
서울대학교

러한 조짐을 단순히 근대화의 영향에 대한 증거로 보는 대신, 나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인 질문을 던진다. 우선 첫째로, 어떻게 “마”가 음악 표현으로써 일본 전통 음악 형식에
서 등장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가?
가부키 타악 앙상블은 리듬 패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샤미센-세줄의 현악기선율을 위한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이 발표문은 가부키 타악기 연주에서 “마”의 음악적
표현과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예비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1) 연주자
들이 “마”를 표현할 때 어떤 요소가 강조되는가, (2) 그러한 음악적 표현이 패턴-조합 음
악형식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 토론을 통해, 이 논문은 “마” 개념은 음악 구
조와 연주자의 기술에 모두 체화된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마”가 음악의 맥락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거나 정
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의미의 광범위함이 이 용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
하고, 가부키 타악기 앙상블에 초점을 맞춰 음악학적 접근의 다음 단계로서 퍼포먼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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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속에서 “마”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재검토해볼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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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타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금의 선율을 중심으로
박혜온, 이화여자대학교
취타는 왕의 마차 앞과 뒤를 따라 행진하는 음악그룹을 말하며, 이는 타악기 중심의 “대
취타”와 관악기 중심의 “취타”로 나뉘어진다. 그 중 관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취타는 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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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풍류사랑방

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종교음악 같은 분야에서 연주된다. 궁중음악에서의 취타는 국

음높이와 꾸밈음은 다르다. 공간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 변하고, 각각에게 다른 성격을
부여하였다. 지금까지, 취타는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에서의 취타 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
춰 왔다. 제도화된 음악으로 여겨지는 국립국악원과 국악예술학교에서의 취타에 대해
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 새남굿 음악이 북한의 삼현육각 음악, 궁중

악기는 그 악기의 수요가 하락할 때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번영 속에서 변화하기도 한다.
어떠한 변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연주기법 및 스타일, 악기 모양의 삭제 또는 변형
이 일어난다. 전통 고쟁 학파인 조주 고쟁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최근 점점 더 늘고 있
는 추세이다. 음악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고전 레퍼토리를 배운 이들이다. 지역 음악
인들은 외부인들로부터 근대 연주 기법을 배워 차용하기도 하고, 음악학교의 통일된 악
기의 형태와 조율기법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전통 조주 고쟁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

패널 B6:
장르와 맥락의 변화
좌장 I 안나 예이츠-루,
SOAS 대학교, 런던

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글에서 본 연구자는 두 달의 현지조사와 문헌연구를 바
탕으로 오늘날 연주되는 조주 고쟁의 전통과 연주기법의 변화를 재검토한다. 조주 고쟁
을 배우는 음악학교 학생들과 조주 현악단인 시안시(Xianshi)나 조주 타악단인 달루오구
(Daluogu)와 같은 일상적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솔로이스트들이 수적으로는 늘어
났지만 반면에 전통적인 음색, 배움의 방식, 변주의 기술과 법칙은 잊혀졌다. 이를 토대
로, 전통음악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위해 어떻게 그러한 전통적 지점들이 함께 어우러져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세션 6

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제도화된 음악으로 분류되지 않은 서울 새남굿은 그

얀 슈, 상하이 컨서바토리

게 연주하는 것인가? 잦은 소통의 맥락에서 연주자들이 그들 각자만의 음악적 스타일

립국악원을 통해, 민속음악에서의 취타는 국악예술학교를 통해, 그리고 종교음악에서
취타는 서울 새남굿을 통해 전해졌다. 이 세 종류의 음악은 같은 멜로디를 갖고 있지만,

번영 속의 소멸: 조주 고쟁(Teochew Guzheng)의 대중성과 연주(공연) 및 기관의 변화

셋째 날 I 8월 23일 목요일

스타일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마(ma)”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할 것이다.

삼현육각 음악, 그리고 심지어 시나위 음악을 이해하는 음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세가지 타입의 취타 음악과 어떻게 그들이 다른 공간에서 연주됨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1925년에 녹음된 가장 오래된 취타인 최

대취타(궁중행진악) 초기음반과 현대 대취타 공연 비교연구: 태평소 멜로디를 중심으로

학봉의 취타가 비교 기준으로 사용된다. 최학봉은 1800년대 후반 장악원의 대금 연주

김선홍, 이화여자대학교

자였으며, 김성진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국립국악원과 국
악예술학교, 그리고 서울 새남굿으로 전수된 그의 대금 선율과 취타 간 비교연구를 수

본 연구는 빅터 사(Victor Talking Machine Company)가 녹음한 현존하는 대취타의 가

행하는 것이다.

장 오래된 음반의 선율과 정재국에 의해 녹음된 현대의 대취타 공연 선율을 비교하여
소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정재국은 중요무형문화재 46호인 대취타 보유자이
는 방식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점차적 선율 변화에 대해 논의한 것 등이 있다. 1906년

20세기 후반 황해도 무당의 의례곡의 음악적 양상: 김금화와 우옥주가 부른 만세받이 선율

녹음된 대취타 음반이 새로이 발견되었으나,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

김여름, 서울대학교

서 이 녹음음반을 최근 공연들과 비교함으로써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연주기법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연구는 백 년 동안의 전수과정에서 음악이 얼마나 잘

현재 북한의 영토에 속해 있는 황해도의 무속 의례-한국어로, “굿”-는 한국전쟁 이후

보존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주한 무당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황해도의 무속 의례와 그 음악은 수년에 걸쳐 변

대취타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1961년 인간문화재 선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녹음된 네

화해왔다. “만세받이”는 황해도의 무속 의례 노래이고 무속 의례 공연의 다양한 단계에

개의 주요 공연에 집중한다. 1913년 녹음된 한응태의 태평소 독주와 1925년 녹음된 조

서 사용된다. 이 연구는 통시적이고 동시적인 관점에서 만세받이의 다양한 음악적 양상

선음악단의 연주, 1935년 녹음된 카이조(경성) 고대 음악단의 연주, 1964년 테이프로 녹

을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시대, 공연 장소, 무당의 공연 스타일 및 정체성 그리고 사

음된 삼창취주악단의 연주가 그 네 종류이다. 이 글에서 본 연구자는 새로 발견된 “황실

회문화적 관점과 같은 다양한 양상에 따른 만세받이의 일관성과 차이점에 접근하고자

대취타” 음반과, 최근 연주되는 대취타 선율의 음악적 컨텐츠와 악기편성에 대해 탐구한

한다. 첫째로 만세받이는 새남굿에서 많은 무당들에 의해 불려졌다. 둘째로 동일한 만세

다. 앞서 언급한 네 개의 대취타 녹음 음반들 또한 두 대취타를 비교하기 위한 바탕으로

받이 음악은 다른 시기의 다른 무당들에 의해 불려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시기

설정한다. 녹음음반과 정재국 보유자의 연주를 채보하여 선율을 직접 비교한다.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다. 관련 연구로, 대취타의 주선율을 이끄는 여러 태평소 대가들의 연주스타일을 비교하

에 한 무당에 의해 같은 만세받이가 불려졌다.
한국 음악의 선율은 종종 음악 스타일에서 지역적 구분을 나타내는 “토리”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토리는 장식과 기분을 포함한 스타일적인 특징에 덧붙여 온음계를 포함한다.
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는 만신 김금화(1931-)와 우옥주(1931-1993)에 의해 공연된 만세
받이 선율이다. 이 연구의 목표는 현대 한국의 일상생활의 미학에 이 노래들을 연결시키

132

는 방식으로서 무속 의례 노래 분석에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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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예응, UCLA
1970년대 후반 홍콩 정부가 홍콩 중국악단을 설립하면서 전통음악의 전문화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당국은 향토 광동 음악 앙상블의 전통 대신 1930년대 중국 본토에서
발전된 유럽식 형태의 근대 중국 오케스트라를 모델로 하여 홍콩 중국악단을 창단하였
다. 주로 근대 오케스트라 스타일로 훈련된 전통악기 교사들로 구성된 홍콩예술학교(the
Hong Kong Academy of Performing Arts)는 홍콩의 중국음악을 보다 전문화한 반면,
오래된 아마추어들의 연주 관습을 점차 쇠퇴시키기도 하였다. 즉흥연주는 전통 관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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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공연의 중요한 특성인데 근대의 전문교육에서는 부재하고 사전에 계획된 공연이 주
를 이룬다. 본 연구는 개인적 관찰, 선행연구 검토, 면담, 음악 분석을 통하여 전문 음악
인과 아마추어 음악인 사이의 긴장을 포착하고, 전문 음악 훈련과 아마추어 음악 훈련
의 차이에서 비롯된 광동 악기 연주 방식의 변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음악학교의 훈련을
받은 음악인들은 (전통스타일의) 광동음악 연주법을 지겹거나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인
식하고, 아마추어 음악인들은 전문음악인들의 연주를 진정성이 없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슈와(Yu Siu-wah, 2005), 찬 사우-얀(Chan Sau-yan, 2015) 등에 의해 영감을 받아

이정인,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재능기부’라는 용어는 2010년 “재능나누기” 캠페인 이후 매우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되었
고 자원봉사 음악가들을 참여시키는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한자어를 결
합하여 만든 재능기부는 말그대로 “재능을 기부하다”라는 뜻이며, 이 합성어는 자선을
목적으로 재능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가들이 사
회에 그들의 재능을 통하여 기여한 바에 대한 연구가 자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의 함의와 문제점, 음악인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에서의 “재능기부”의 관제화된 관행에 주목하

패널 C6:
공연예술 시장과 이미지
좌장 I 쉬에이 탄,
로열 홀러웨이 대학교,
런던

고 어떻게 그러한 담화가 음악을 재능으로 인지하도록 묘사하고 나아가 강화하였는지
에 대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자는 역사적 및 민족지학적 분석을 통하여 관제화되고 로맨
틱한 것으로 포장된 재능기부의 관행이 음악인들의 노동을 가리고 재능기부라는 방식으
로 노동착취를 전개한 것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지난 십년 동안의 주된 담론이 재능기부
를 통한 사회기여를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였고, 따라서 전문 음악인들의 노동이 평가절
하되거나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였다. 음악인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포착
하기 위해 실제 현장(현지조사 면담, 개인블로그와 SNS를 통한 답변)에서의 다양한 반

비롯된 심층 사례연구이다. 전문음악인들과 아마추어 음악인들 각각이 연주하는 대체음

응을 수합하였다. 수합된 답변들 중 한 예로, 음악인 협회는 2017년에 “음악은 일이다”

의 실제 연주음, 강약법의 표현, 음악가들 간의 상호작용을 비교한다. 고도로 서양화된

라는 캠패인을 진행했다. 본 연구자는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 및 할트와 네그리가

형태의 중국음악은 서양화되고 본토화된 것으로 인지되면서 서양화된 중국의 국가적 문

논의한 감정 노동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재능으로서의 음악과 노동으로서의 음악에

화로 지역문화를 대신하여 훨씬 상위의 지위를 획득했다.

대한 인지적 갈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능 기부의 담화에서 중요하지만 간과되었던 문

세션 6

것으로 여긴다. 이 프로젝트는 J. 로렌스 위츠레벤(J. Lawrence Witzleben, 1995)과 유

무보수 음악인들: 음악 노동과 관제화된 “재능기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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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전문가 시대의 아마추어 연주: 광동음악

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세계 무형 문화유산을 이용한 공연 예술 사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이동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종묘제례악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음악이다. 종묘제례악은 서울에 위치한 종묘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왕과 왕비들을 숭배하기 위한 음악이다. 종묘대제는 매년 5월의
첫째 월요일과 11월의 첫째 토요일에 행해진다. 종묘제례악은 1964년 무형문화재 제 1호

회의장소 I 대회의실

종묘 제례악을 중심으로

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
었다.
종묘제례악은 2010년 이후 종묘대제에서 연핼될 뿐만 아니라, 종묘에서의 특별 공연으
로도 드라마와 해설과 함께 공연되고 있다. 이 형태의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4월과 10
월 매주 토요일 아침에 공연된다. 이 공연의 경우 매우 뚜렷한 두 가지의 공연 목적이 있
었는데, 한 가지는 한국의 보물이자 개인적으로 접하기 힘든 종묘 제례악을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종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종묘제례악의 아름다움을 광고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공연
은 매년 6천 명의 관중이 관람하였고, 이는 이미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종묘 제례악의
근대화판을 관람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공연의 사회적 영향은 매우 크
다. 이 사례는 특히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공연 예술 사업 발전의 적절한
예이다. 더욱이, 이 공연은 일반 관객을 위한 설명을 포함하는 드라마적 요소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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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중화의 트랜드에 매우 적합하다. 이 글에서는 이 공연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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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하게 보이고 들리게 하기: 타이완의 첫 TV 노래쇼 쿤-싱-휘(Qun-Xing-Hui) 연구
슈-웨이 후, 국립 대만대학교
Taiwan Television(TTV)은 1962년 방송을 시작하였고, 1969년까지는 TTV가 대만에서
유일한 채널이었다. 당시 프로그램들 중 쿤-싱-휘(Qun-Xing-Hui)는 첫 번째 노래 쇼
였는데, 1960년대 대만 대중가요 발전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꼽힌
다. 대만과 만다린 노래 쇼가 이미 있었지만 쿤싱휘(Qun-Xing-Hui)만큼 인기가 있지
는 않았다. 언어 정책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기는 하였지만 이 프로그램들의 차이는 대
체로 탐구되지 않았다.
쿤싱휘(Qun-Xing-Hui)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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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주로 TTV Weekly)와 신문, 프로듀서의 원고, 나아가 프로그램 감독과 가수들과
의 면담을 통하여 탐구한다. 이 연구는 영상에서 표현된 시각적 및 청각적 부분(QunXing-Hui의 시각적 및 청각적 요소는 쇼를 디자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에
집중하여 동시대에 방영되었던 다른 두 개의 쇼들과 비교한다.

스스로 꽃잎 붙이기: 뼈대 악보(skeletal score)를 바탕으로 한 중국음악 작곡 워크샵
진행: 킹-치 리, 치-공 찬
본 워크샵은 참가자들을 1916년 출간된 광동 음악 방법에 대한 책으로부터 선별된 골격
악보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참가자들의 작곡이 얼씨엔 (二弦, 광동 음악
에서의 현악기) 라이브 시연을 위해 선택되고 논의될 것이다.

셋째 날 I 8월 23일 목요일

연 예술 사업이 어떻게 근대화된 전통 유산을 이어나가고 발전시키는지 논의한다.

많은 중국 전통 음악 장르들에서, 상세한 악보가 없고 뼈대만 있음이 종종 강조된다. 그
리고 “지아화”(加花)는 뼈대 악보를 풍부하게 함을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뼈대 악보가
실제로 구현되는지는 공식화되기 어려우며 개별적으로만 가르쳐진다. 학습자들이 단지
그들의 음악적 본능을 사용하여 “자기의 꽃을 얹거나” 특정 스타일을 모방하기 위해 그
들의 스승이나 레코딩의 연주를 사보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현대에는 잘 사
보되고 편집된 악보가 풍부하기에, 학습자가 뼈대 악보로부터 연주하기를 배우는 것 또

워크샵 3

한 드문 일이다.

13:00-14:30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아화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이 워크샵에서는 어떻게 뼈대 악

종종 강조되는 것처럼 무턱대고 암기식으로 배우거나 특정 음악 스타일에 자신을 몰입
보가 모드나 스케일의 적용, 템포와 조율의 선택 등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새로운 곡

던하고 우아해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매우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 전략이 대중성을 얻

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자가 디자인한 방법을 활용한다.

는 데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TV의 특성, 그리고 음악과 TV의 관계 자체가 근대적이었기

본 워크샵은 실습을 통하여 중국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청취의 경험을 제공하며 어떻게

때문이다. TV가 당시 새롭고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근대와 상류층을 상

역사적 악보들이 전통 작곡 수행 통해 다시 활력을 얻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징하였다. 쿤-싱-휘는 이러한 (TV의) 특징을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컨텐츠로 전환시켜

다.

청중을 만족시키고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음악과 TV의 관

기보법으로는 공척(工尺) 기보법이 사용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중국 음악에 대한 사전

계와 사람들의 근대화에 대한 상상을 이해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지식이 없어도 된다.

세션 6

결론적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쿤-싱-휘의 제작자 쉔 지(Shen Zhi)는 쇼를 모

회의장소 I 예악당 대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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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하는 경향이 있다. “외향(Extroversive) 기호학”의 방법을 이용해, 이 작곡가들은
음악 밖의 오브젝트를 모방하기 위한 다양한 소리를 사용해 청중들과 즉각적인 소통을
이룬다. 이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는 “내향(Introversive) 기호학” 레벨에서 기능을 발휘하
면서도 시적 의미를 생성하는 형식적 구조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 첸 유안린은 그의
작품 “Flying Swan” 에서 한왕조의 궁중음악 장르인 “XiangHeDaQu”의 3부(Tripartite)
구조에 의존해서 고대 시를 낭송하고 궁중 음악을 연행한다. 템포들, 그리고 편성을 통

셋째 날 I 8월 23일 목요일

세션 7
13:00-15:00

해 이 구조는 시적 구조와 의식 구조를 충돌시킨다. 본고는 코피 아가우(Kofi Agawu)의
기호학 이론을 도입해서, Chen이 어떻게 이중 기능 형식을 조직하는지를분석한다: 독립
적이면서 겹쳐지는 구조는 내적 시적 내용 (서사 구조)뿐 아니라 “XiangHeDaQu”의 외
적 절차 (의식 구조)를 표현한다.
Chen의 전자음 사용은 루치아노 베리오(Luciano Berio)가 사용한 음성 스피치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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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레드 레드몬드, 한양대학교
한국의 탁월한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은 1986년 베를린에서 네 번째 교향곡을 완성
했다. 그도 모르게, 이 작품은 시-음악적 형식인 시조의 요소를 결합시키는 작곡의 주된
경향이 되었다. 현재, 예술 음악에서의 시조의 언급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광범위한 양
식의 다양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곡가들이 근대적이고 세계적인 미적 가치를 유지
하면서 한국 전통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악적 발화 절차와 유사하다. Yan-Song-Qu 구조는 Chen의 두 마리 백조의 내면 묘
사에 도움을 준다. 빠르고 느린 박자의 교차는 두 마리 백조가 함께 나누는 고뇌와 감
정적인 느낌의 지속적인 변화를 잘 나타낸다. 각 장마다 대조적인 오케스트라 편성은
정서적 묘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한 왕조 궁중음악 의식 절차 이미지를 재현한다. 목
소리, 어쿠스틱 악기, 전자음의 합성은 빠른 무용과 역동적인 소리의 절정을 구축해서
XiangHeDaQu의 매듭을 짓는다. 이중 기능 형식은 사랑 비극을 서술하는 동시에 궁중

세션 7

A

현대 예술 음악에서의 시조 : 형식과 의미

음악의 의식성을 환기시킨다. 인식가능한 기호에 의존하지 않고, Chen은 구조가 내용을
말하도록 하여 형식과 내용을 통합시킨다.

시조는 왜 음악의 ‘한국다움’의 대표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20세기 한국인들이 시조 자
체를 보는 관점, 한국 문학 유산 중 역사적으로 다소 경시되는 장르였던 점에서 비롯된

패널 A7:
음악장르들의 변형

학자들은 시조 시에 대해 열정적으로 분석, 해체, 논의했다. 주제와 대응 주제를 강조하
는 시조의 형식 구조 모델이 대두되었다. 순수하게 ‘고급 문화’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시조창의 간결한 악보는 시조창이 학생들과 아마추어 음악가들 교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졌으며, 이러한 목적에 맞게 악보를 고안하였다.
필자는 현대 작곡자들에게 시조 음악의 형식이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한다. 상층 문화와 서민 문화를 다 함유한 시조는 철학적이고 지적인 사랑방과 시골
생활 양식 양자를 상기시킨다. 시는 가사로 사용될 수 있었고, 시조 선율로부터 파생된
하모니, 꾸밈음, 형식 구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윤이상, 륜충일 (독일), 토마스 오스본(미국), 김남국(한국), 김세형(카자흐스탄/오스트리
아) 등 여러 작곡가들의 현대 작품에서 시조의 다양한 사용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작곡
가들의 한국 음악 유산과의 관계성은 각자의 미학, 지리적 측면에서 다양하지만, 이들
의 작품에서 “완벽한 카멜레온”이 된 시조를 마주할 수 있다. 글로벌하고 현대적인 음악
언어를 사용하며, 현대와 전통, 지역성과 보편성을 넘나들면서도 한국 문화 정체성 또는
친연성을 일관되게 지향한다.

연행과 작곡 사이에서의 창조적 실천: 고금(Guqin) 음악 레퍼토리인
“Yangguan Sandie”의 버전들에 관한 연구
시-치아 린, 국립 대만대학교
고금(Guquin) 음악은 독특한 기보체계와 광범위한 레파토리를 형성해 왔다. 오늘날, 연
주자들은 “dapu”라 불리는 실천을 통해서 고대 악보를 라이브 음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dapu”를 연구했지만, 과거에 고금 레파토리가 작곡되고 실행
된 실제 과정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YangGuanSanDie”는 고금 레파토
리에서 인기 있는 곡이고, 서양 ‘음악 작품’ 개념과 달리 어떻게 고금 음악이 한 악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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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나오코 테라우치,
고베대학교

다.

로 자리잡고 연주되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현존 고금 악보 중 500여년을 아
우르는 44 버전의 “YangGuanSanDie”가 발견되었고, 이는 두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
다. 이 중 후기 청나라 시대, 한 유형이 다른 유형의 전승을 점차 대치, 오늘날 알려진 유
파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청나라 중반기 이전 “YangGuanSanDie”이 다양하게 연
행되었음을 암시하며, 과거 고금 연주자들이 이 곡의 음악적 재료와 구조를 어떻게 조
합해서 재조직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해 준다. 초기 “YangGuanSanDie” 유파간의 차
이는 오늘날 다푸 연행자들 “dapuists”가 동일 악곡에 초래한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점은 과거와 오늘날, 연주와 작곡 사이를 오고간 창조적 연행에 대한 개념화를 가

고대 중국 궁중 음악 재창조 : 첸 유안린(Chen Yuanlin)의 “Flying Swan”에서의
형식과 기호학
이누오 양, 쑤저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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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렉트로어쿠스틱-음악 작곡자들은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국적 요소를

능하게 한다. 이는 기보된 작품 연주 또는 근대적 의미의 새로운 작곡 그 이상을 의미
한다. 본고는 “YangGuanSanDie” 류 음악 자료와 구조를 분석, 고대 연주자들의 실질
적 과정과 운영 원칙을 연구하고 이들이 각 시대, 유파, 연주자들의 미학적 태도에 끼
친 영향을 알아본다. 왜 고금의 한 악곡이 다양한 류로 연주되던 전통이 쇠퇴했을까?
“YangGuanSanDie” 경우는, 생동하는 음악적 변화와 음악적 전통의 보존을 동시에 고
려하는 하나의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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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일리노이대학교
본 연구는 전통 음악 장르의 예술적, 사회적 동시대성이 무대 공연 및 무대 밖 대화를 통
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룬다. 2010년대 초 연구자의 창(창작) 판소리 현장 연구 및 최
근 연주자들과의 인터뷰에 기초해서, 2010년대 이후 판소리 예술가들의 음악 쓰기와 연
행 속에서 전통과 비전통, 장르적이거나 “동시대적이며 일상적”인 요소를 전략적으로
섞으면서 자신들의 무대 위 자아를 사회-예술적으로 “현대적”이면서도 여전히 “고전적”
인 상으로 제시하기 위해 연마해왔다고 본고는 역설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섞기”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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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의해 비예술적 시도로 해석되었고, 젊은 “창작” 판소리 연행자 즉 대학-학제 기
반에서 훈련된 1세대 소리꾼들 중 일부은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적” 무대에 이러한 시도
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았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즈음부터, 이런 공연은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되었으며 재정 지원
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장면에서
예전보다 덜 사용되고, 예술가들간의 음악극의 동시대성에 대한 메타화용적인 토론은

신-웬 슈, 국립 타이완사범대학교
타이완에서 Hakka곡 레코드판 제작은 Nippon 축음기회사가 Hakka어로 연행된 caicha
(採茶) 민요와 quanshi wen (勸世文)의 음반 시리즈를 발매하던 1930년대로 거슬러 올
라간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Hakka인의 사회적 범주가 정치적, 대중적으로
인정되어 음반사에서 다양한 Hakka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1960, 70년대에 타이완
에서 300여개 이상의 Hakka 바이닐이 두 음반회사, Meilou (美樂) and Ring Ring (鈴

패널 B7:
레코딩, 매스미디어,
대중
좌장 I 아이 메이 루오,
아시아문화연구소(ACRI) /
아시아문화센터(ACC)

활성화했는가? 당시 어떤 종류의 Hakka 노래 음반이 발매되었는가? 이 음반들 소리는
어떠했고 오늘날 Hakka 곡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Hakka족 사
람들과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본고는 Hakka 노래 비닐음반 생산에 고유한 조건을 만들어낸 전후 타이완의 구체적 상
황을 연구한다. 더불어, Hakka족 사람들과 문화가 Hakka 음반에서 나타내어진 방식도
검토되었다. Meilou and Ring Ring사가 발매한 카탈로그 및 음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 정권 여당 Kuomintang당과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예산 지원하는 Hakka 민요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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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원활해졌는데, 이는 “창작” 판소리가 비창의적일 뿐 아니라 고전적이라고 “논

메일루(Meilou)와 링 링Ring Ring) 레코드사 Hakka 분석

鈴) 레이블로 발매되었다. Hakka 민족성의 산업화가 Hakka 음악 문화적 생산을 어떻게

연자들의 장르 전통과 그 전통을 동시대화하 고자 하는 소망을 가리킨다고 역설한다. 이
러한 공연을 통한 복수적 지시(Multi-indexicality)는, 2010년대 초기에, 다수 보수적 비

전후 대만에서 에스니시티의 제도화와 하카(Hakka)인들의 소리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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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된 현대성: 한국의 “창작”판소리극 연행

대회들이 주된 장치들이었고, 이를 통해서 음반사들이 양질의 Hakka 음원을 찾고 기록

“연극적” 장르”와 관련있다고 여겨지던 “리얼리즘” 또는 자연주의에 의해 대체, 또는 흡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 음반들은 옛 방식에서 오늘날 방식으로의 발성법

수되었다.

변화 추세, 다양한 레파토리, 음악 편곡 방식,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응답 등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중국의 과거 기억하기 : 펑크송들과 대안적 역사
나다니엘 아마르, 홍콩대학교

게시되었다. 이 글은 밴드가 중일전쟁 중 사망한 리더 기타리스트의 조부인 국민당 병사
를 기리는 노래 “Chen Huaimin을 위한 노래”에서 “국민당을 찬양”함으로써 “공산당을
평가절하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중반 나타난 중국 펑크는 노래에서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으나, 역사가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 공식적인 역사에 대항에서, 펑크 음악은 해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2017년 12월, 북경 문화부 웹사이트에 Wuhan에 근거를 든 SMZB라는 밴드의 비평글이

방 시대, Maoist 시기 또는 1989 천안문광장 항쟁을 그들의 노래, 담론적 창조물들에서
다뤄왔다. 펑크 밴드들은 콘서트 혹은 일상 대화에서 마오쩌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
다. “Anarch Boys”의 “Heil to Who” 또는 SMZB의 “Smash His Statue” 가 그 좋은 예이다.
본고는 중국 펑크 공동체를 중국 역사에 대한 대안 내러티브 생산자, 억압되고 민감한
기억에 공간을 제공해 주는 유일한 문화적 커뮤니티로 분석한다. 가사 연구, 그리고 음
악인, 청중을 모두 포함한 중국 펑크 하부문화 참여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펑크 음악이
어떻게 대중, 비공식적, 역사 교육 발전에 기여했는지 밝힐 것이다. 인터뷰 중, 사람들
은 중국 펑크 공동체 참여를 통해서 민감한 역사적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밴
드는 청중에게 역사에 관한 자료를 분명하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SMZB의 2014년 앨범
<A Letter From China>는 천안문 광장 항쟁 사진을 실었고, Ordnance의 2011년 E.P.
<Becoming Citizen> 는 천안문 광장 엄마들의 메시지를 포함했다. 소음(just noise)의 차
원을 넘어, 펑크 음악은 의미와 기억을 전달하며, 오늘날 중국에 대안적인 기억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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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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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최,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 바바라
비틀즈를 비롯한 서구 팝 가수들이 직접적 혹은 가상의 만남을 통해 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지만, 이러한 음악 영역 밖 팬들과의 핀밀한 관계가 이익의 주된 원천, 혹은 팬들
을 위한 직업적 의무는 아니다. 한편, 대다수의 케이팝 팬들은 남성 케이팝 가수의 데이
트 장면이 파파라치에 의해 노출되어도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여긴다. 즉, 여성 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가수에게 데이트는 시간 낭비기 때문이다. 가수의 사생활이 그
커리어의 전문성의 기준이 된다면, 가수들은 그러한 감시와 어떻게 협상하는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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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된 솬경 속에서, 가수와 팬들은 어떻게 정서 교감을 하고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공
유할까? 친밀성이 경제적으로 처리되는 방안은 무엇이고, 이러한 거래에서 음악의 역할
을 무엇일까? 보리스와 파레나스의 “친밀한 노동”(intimate labor, 2010) 아이디어에 의
거, 필자는 여성팬들이 남성팬들로부터 친밀함을 구매하는 수기산업화 시기 시장 속에
서 케이팝 가수들의 노동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논의한다. 서비스업의 전통적 의미가 주
로 여성 노동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그리고 또는 육체적 기여였던 반면, 필자는 한국 케이
팬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친밀성을 제공하는지 탐구한다.

단시아 양, 윈난 대학교 디안치대학
하니 인들은 고대 시(Shi)와 치앙(Chiag)까지 소급되는 긴 역사를 가진 중국의 소수민족
이고, 현재 중국 서남부 윈난 지방에 거주한다. 음악은 하니인들에게 중요한 일상 생활
에서의 표현 수단이고, 많은 맥락들에서 노래에 대한 금기가 존재한다. A’ci는 하니인들
의 민속 음악 장르로, 재미를 추구하거나 매료되었음을 의미하는 민요 혹은 사랑 노래
이다. 이 음악을 노래하는 여러 맥락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연주 스타일로 연행
된다. 첫째, 치마 A’ci로 불리는 씨뿌리기 노래로, 씨뿌리는 계절에 밖에서 크게 불려져
야 한다. 남녀노소 모두 신의 축복과 풍년을 기원하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농사

패널 C7:
공동체 속 음악가들의
역할과 치유
좌장 I 사토미 오시오,
미야기 교육대학교

와 관련된 가사로 이루어진다. 두번째는 치라 A’ci인데, 사랑노래이며, 들판의 작은 천막
안과 같은 친밀한 맥락 소에서 젊은 남녀간에 불린다. 셋째로 세쿠엑(sequeg)인데, 장
송곡과 치라 A’ci를 음악적으로 혼합한 형태이다. 상이 나면, 고인의 여성 친척들만이 회
한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실내에서 장송곡을 부를 수 있다. 동시에, 고인의 다른 친구
들, 특히 젊은이들은 보통 야외에서 치라 A’ci를 노래하면서 고인이 어서 환생하기를 바
라는 기원을 표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윈난의 홍헤(Honghe) 현 푸춘 (Puchun) 마을을
사례로, 세 가지 연행 방식, 가사, 금기 사항을 검토하여 여러 개념과 맥락 속에서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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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남성 가수들이 서비스 노동자로서 한국 대중가요 산업 친밀성 거래에서 어떻게 여성

A’ci, 남부 윈난 하니(Hani)인들의 민요: 일상 속 음악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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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 K-POP의 순환 속에서 친밀한 노동 (Intimate Labor)

를 노래하는 행위를 살펴본다.

샘 후이: 홍콩 다문화 정체성의 소리
유엔 운 찬, 홍콩중문대학교

음악을 통한 치유와 재구성: 런던의 북한이탈민들
성초롱, SOAS 대학교, 런던

'홍콩 음악계의 전설적인 팝스타' 샘 후이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홍콩 서민들의 다
약 45,000명의 남한인과 더불어, 700여 명의 북한 이탈민들이 오늘날 영국에, 대부분

고, 동시에 영국 식민지 시대의 광둥 오페라(Cantonese Opera) 및 서구 문화의 영향을

“한인타운”으로 알려진 킹스턴 지역에 살고 있다. 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다른 국가의

길게 받아온 광둥 대중가요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기였다. 후이는 음악양식, 가사, 및 악

북한 인구에 비교해 보면 상당한 숫자이다. 이들은 모두 북한을 탈출해 생존을 위해 중

기구성면에서 다른 문화들과 협력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고난과 변화하는 시대의 도덕적

극으로 도망가서 영국에 올 때까지의 트라우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정착 후, 이들은 돌

가치들을 표현했고, 이는 대중음악, 비디오, TV 프로그램, 영화 속에서 나타났다. 샘 후

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활한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몇 가지

이는 1948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1951년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인이다. 하이브리드 문

음악 활동을 계속했고 음악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는 인간의 뇌는 음악적 소리로 스스로

화에 빠지고 비틀즈에 매료되었던 그는, 그의 작곡 과정에 서양음악 양식, 중국 전통 및

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Roederer 1979)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도입했다. 그의 작품은 긴 노동 시간, 적은 월급, 비열한 상

본고에서, 필자는 세 명의 북한 이탈민의 삶과 음악 얘기를 소개하는 질적 방법론을 사

사, 물 사용 제한, 인플레이션, 도덕적 가치의 변화 등의 사회적 이슈를 반어적, 해학적

용한다. 음악이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Kramer

인 톤의 구어체로 노래했다. 그의 노래 주제에서는 혼합된 홍콩정체성과 사회의 좌절스

2000; Pothoulaki et al. 2012). 필자는 이들이 듣는 음악의 종류와, 음악이 북한 이탈민

러움이 표현되고, 광둥어 가사에서는 영어 음역과 중국 문학의 사상이 나타나며, 서양악

들의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아본다.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

기와 중국악기가 함께 사용되고, 반근팔량(半斤八兩) 및 매신계(賣身契) 등의 미디어에

관찰을 통해 필자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즐기는 음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음악이 이들

서 서양 히트, 노래양식, 이미지를 커버(리메이크)하고 있다. 이 노래들은 청중에게 집단

에게 어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크로스와 몰리(2008)가 음악은 한 집단의 사회적

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신문, 잡지, 인터뷰의 반응을 살피면, 좌절감의 보이싱(voicing)으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적하였듯, 필자는 북한 이탈민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위안을

로부터 정체성의 상기로 그 인식이 바뀌었다.

받고 영국에서 남한인들과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는지 탐구한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북

회의장소 I 대회의실

문화적 정체성을 노래했다. 그 시기는 홍콩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

한 이탈민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는지
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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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전통음악 교육, 특히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기술적
학습이 아닌 치유와 감정을 논한다. 장애인 음악교육은 이들에게 재미와 에너지 소비를
위해 시간을 쓰도록 제공되었다. 어떤 음악적 활동 – 대부분 서양음악 관련 – 들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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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통음악, 그리고 배우기와 치유

의 신체적 치료를 위해 사용되었다.
오늘날 전통음악은 이들의 어려움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정부에 의해 사회, 문화적
예술교육으로서 더 많은 수의 장애인들에게 제공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어떻게 운영되는가? 왜 이들을 위해 전통음악인가? 무엇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은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가?
본고는 장애인을 위한 전통 음악 교육의 현황 및 진행된 상황을 검토한다. 또한 사회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통음악을 처음 접한 전문 연주자들을 포함한 장애
음악인들을 관찰하고 또한 인터뷰하면서, 본 연구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감정, 한계 또
는 괴로움(만약 있다면)를 치유하면서,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회에 소속감을 높이

대학생 전통음악 앙상블의 사회문화적 의미
김혜지, 서울대학교
2000년 이후로 한국전통음악 앙상블의 존재는 두 가지 큰 이유로 점증해 왔다. 우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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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악은 이제 ‘퓨전’과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통해 더욱 쉽게 음악적 경계를 넘나들
악 앙상블과 같은 음악적 노력들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도 더 인
기를 끌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은 전문가 앙상블이 아닌 대학생들의 것이다. 앙상블에 참여하는 학
생들은 전통과 전문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의 비공식 앙상블에서 많은
실험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이 더 자유롭다. 게다가, 그들은 학문적 환경 안팎에서

본 연구는 상이한 음악 요소를 조합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대중음악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핀다. 모든 음악 요소들은 특정 문화와 연관되어, 특정 음악 요소 사용은
해당 청중들에게 어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공고화되도록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본
고에서 필자는 미국 출생 중국 가수 리홈 왕(Leehom Wang)이 부른 “Descendants of
the Dragon”의 커버 버전을 예로 사용해서, 음악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성을 논의한다.
“Descendants of the Dragon”은 1979년 타이완과 미국이 외교적 위기였던 시기에 작

패널 B8: 정체성
좌장 I 얀 크레우첸베르그,
이화여자대학교

목적으로 이 곡을 사용했고 자신의 이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어 랩을 첨가했다. 힙
합 요소의 사용은 그의 중국 정체성 강조하려는 의도와 상충되어 보였다. 서양 요소와
“중국 노래”에 결합에 의해서 그는 어떤 의미의 “중국다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레이
스 왕(Grace Wang)은 Leehom Wang이 아시안-아메리칸이라는 초국적 정체성을 가
졌기 때문에 그의 음악에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 요소를 결합할 수 있었고 중국 청중들
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그레이스 왕의 “Descendants
of the Dragon”에 관한 논의를 사례로서 검토한다. 필자는 리홈 왕이 그의 정체성을 부
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음악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곡을 분석
한다. 이 후 필자는 리홈 왕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음악의 문화적 함축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회의장소 I 풍류사랑방

수 있고, 이것은 한국사회 밖의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대체로, 음

유-한 후앙, 국립 타이페이 예술대학교

곡되었다. Leehom Wang은 이 곡을 2000년에 재해석, 자신의 중국 정체성을 강조할

수 예술가들만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은 음악 경력을 쌓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세계화 속에서, 한국

우리는 모두 “용의 후손?”: 음악과 정체성 형성

세션 8

는데 전통 음악이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음악 앙상블을 장려하는 수많은 프로그램,
워크숍, 경연대회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개인으로서 필요한 음악적 기량을 앙
상블에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들은 또한 한국전통음악계에서 음악 레퍼토리를 개발하
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 본 발표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 경연대회 및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학생 앙상블을 분류하여 그들의 음악적 레퍼토리, 악기 사용, 각 앙상블의 특정한
음악스타일 등을 파악하려 한다. 면담을 통해, 그들이 왜 그룹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음악앙상블에 참여한 후에 오는 실질적 경제적, 음악적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그들의 사회 문화적 의미에 연관된 결론을 도출할 예정
이다.

상상의 공동체와 국가 정체성: “일대일로” 하의 쑤저우 중국 오케스트라
티안키안 팬, 쑤저우 대학교
2017년 창설된 쑤저우 중국 오케스트라(SCO)는 “뛰어난 중국 전통 문화의 발전과 번영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케스트라 데뷔 프로그램에서 시간대(time span) 및 지역
(geopgraphy)의 광범위한 망라는, 2017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문화 정책에 대한 응
답이었다. 이 정책의 기조는 통일된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자 하
는 “문화적 관용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O의 경우, 이 정책은 강한 국가주의를
동반한다. 본 연구는 SCO가 중국 전통 음악 제도화 맥락에서 오케스트라의 사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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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본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국가주의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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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속되는 긴장을 조명한다. SCO의 지휘자 펭 지아펑(Peng Jiapeng)은 “세상에는 오
직 두 개의 음악 형식만 있고, 한 가지는 교향곡(서양)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국립 오케스
트라(동양)”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서양의 연결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원적 이분법과 무능력감을 염두에 두고 Peng은 일
련의 SCO를 위한 적응(adaptation) 작업을 추진한다. 조율 체계를 표준화하고, 정확한
음고를 지향했으며, 서구의 화성적 연습을 차용했고, 젱(Zheng)을 하프와 더블베이스로
대체해 저음부를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오케스트라가 서양적 모델에 미학적 지향을
두고 있고, 이 중국 오케스트라가 국가적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역설적으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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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취향 및 실천에의 동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보형 선생님의 농악 현지조사 자료 검토
송현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는 이보형 선생님의 현지
조사 기록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을 조직화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록 및 음원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셋째 날 I 8월 23일 목요일

서, 본고는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이분법적인 세계관, 미학적 각색과 협상 사이

이다.
이 프로젝트는 카세트 테이프, 노트, 사진, 서류, 공연 팜플렛 등을 다룬다. 이 자료들 중,
카세트와 릴 테이프 수량이 2000개 이상인데, 농악에 관한 테이프가 10페센트 정도인
200여개 이상이다. 농악 테이프는 1976부터 2006년 사이에 녹음되었고, 경기, 충청, 호

패널 C8:
기관 프로그램과
소장품들

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상당히 양식화되었다. 특정 지역 농악을 다루는 일정
기록은 개인사, 세시풍속, 연행 순서, 리듬(장단), 악기와 악기 제작, 깃발, 의상, 농악 용
어 등을 담고 있다.
발표에서, 필자는 농악 테이프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언급할 것이
다. 이 후 필자는 이보형 선생님의 녹음 자료와 발표연구물간의 관계를 밝히고,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사용되지 않은 자료를 구별할 것이다. 이 선생님이 무거운 녹음 장비를

세션 8

좌장 I 위안-주닝 양,
홍콩대학교

남, 영남, 영동 지역을 망라한다. 이보형 선생님의 연구는 1980년대에 호남 지역에서 가

들고 시골 방방곡곡을 누비셨을 때, 당시 음악은 즉흥적, 지역적, 전통적 시대의 거의 막
바지였으나 (수집) 기술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상황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이 선생님
의 현지 조사는 전통의 시기와 기술의 시대 사이, 매우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경계를 넘어 일본의 전통음악 배우기: 콜럼비아 대학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사례연구
차토리 시미쯔 & 하나코 야마모토, 오다와라 주니어 대학

지역의 전통 음악이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
정부는 국악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일본에서도 전통음악과 악기
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이 발표는 전통음악의 훈련 방법
인 기보, 노래전통(쇼가), 및 구전전통의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콜롬비아 대학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Mentor/Protege Program)의 선례를 보며 각 방법의 효과에 대

회의장소 I 대회의실

서양음악이 전 세계에 경계를 넘어 연행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해 살펴본다. 2007년 설립된 가가쿠-호가쿠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은 그 전년도에 설
립된 콜롬비아 음악대학의 가가쿠-호가쿠 커리큘럼의 학생들을 위한 집중 여름 코스이
다. 커리큘럼의 공식 명칭은 ‘가가쿠-호가쿠 고전 일본 음악 커리큘럼 및 연주 프로그
램‘이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월드 뮤직 앙상블: 가가쿠,‘ ’월드 뮤직 앙상블: 호가쿠-샤쿠
하치,‘ 및 ’월드 뮤직 앙상블: 호가쿠-고토‘라는 3개 수업이 진행된다. 매년, 미국 대학들
의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선택된 학생들은 그 세 개의 과정 중 하나 이상에 등록한 후 6
주간 일본에 머무르며 그들의 전공악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다. 이 발표는 비
서구 음악이 어떻게 20-21세기 서구예술음악의 환경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멘토/프로
테제 프로그램의 이전 참가자와 코디네이터간의 공동 연구를 다룬다. 서구학술기관에서
비서구 악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적이고 향상된 훈련 방법을 살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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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임, 국립 대만대학교
1920년대 한국에서 작곡집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이 작곡집들은 20세기 초 서양음악
교육을 받은 식민지 시대 한국인들의 음악 근대화라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시도를
보여준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이 그들 공식 정책을 따르도록 교육하기 위해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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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권의 작곡집: 1920~30년 식민지 시대 한국 작곡가에 의한 서양 음악의 재현과 재차용

사용할 목적으로 편집한 창가집 혹은 교과서와는 달리, 이 작곡집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
을 받고 서양음악을 재차용하기를 시도했던 식민지 시대 한국인들에 의해 작곡된 것들
로 구성되었다.
이 논문은 세 권의 작곡집을 사례로 들어, 그들이 수용한 서양 음악을 자신들의 정체성으
로 간주했던 식민지 시대 한국 작곡가들의 복잡한 애매성(complex ambiguity)을 살펴본다.
박태준(1900~1986), 현제명(1902~1960), 홍난파(1898~1941)의 초기 작곡집을 탐구하여,
작곡가들의 이상적인 서양음악 재현과, 국제적인 음악 관용어로 민족 정서를 조성하려
했던 그들의 전략을 분석한다. 특히 슬픈 여자 목소리로 개인 음악 작품에서 권력 역전의
가능성으로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었던 홍난파의 첫 곡 ‘봉선화’(1920년)를 살펴
세션 8

본다.

17:10-18:00 폐회식, 우면당

회의장소 I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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