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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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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맺옴말 

1. 머리말 

李 成 千

(서울대 국악과 교수)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 

간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실려었다. 2장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물 

을 명명(命名)하도록 하여 이성적(理性的) 활동올 시험하는 내용이며， 3장은 아 

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어 부끄럽게 함으로써 감성적(感性的) 능력을 갖추게 되 

는 기록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올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자연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원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태초의 

인간이 완전하지 못했었다는 점올 발표하고 있다. 진화론에 근거한 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 직립인간(直立A間， homo erectus)으로서 생각하고 느끼는 인간 

(homo sapiens) 이 되기까지는 약 백만년 동안의 발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었다. 일 

리인 (M. llin)U이나 브로노료스키 (J. Bronowski)2l도 같윤 의견이다. 태초의 인간이 

1) M. Ilin(이순권 譯). 11'인간의 역사J. 범우사르비아문고 101. (서울 t凡友社.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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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사랍이었는가， 아니면 동물과 같은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말은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활동이라면 적어도 이성적인 면과 감 

성적인 면， 두가지 국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길래 이성적이며 감성적 행동올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관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지시 제어하는 뇌(腦)의 구조와 기능에서 해답을 구 

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인간다운 활동은 대뇌피질(大腦皮質)이 담당한다. 대뇌피 

질은 뇌세포의 집단으로서 인간이 지닌 고도의 지각과 감각， 운동과 기술， 사고력， 

상상력과 언어능력 둥을 관리한다. 스페리(R. Speπy) 는， 대뇌피질부분의 대뇌반구 

(大腦半球)를 좌우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화측 대뇌반구에는 말이나 언어로 표현 

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반면. 우측 대뇌반구에는 언어적이 아닌 의식이 있다는 것 

을 발견3)하였는데， 이 연구업적으로 스페리는 1981년 노멜상을 수상했다. 사셰 야 

쓰시(住懶仁)도 음성생리 학자의 연구를 빌려， 음악중추는 대뇌우반구에 있으며 언 

어중추는 좌반구에 위치해 있다4)고 말한다. 대뇌의 중추는 옴악중추와 언어중추 외 

에도 운통중추 행동중추 시각중추 청각중추 기억중추 뇌하수체 퉁이 있어서 이들 

중추들이 그 기능을 각기 담당하고 있다.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들은 그들의 고유기 

능에 작용하게 되지만 외부의 자극을 의식하는 것은 기억중추가 관계하고 분업화된 

각 중추률 통일 협통케하며 인간의 언행올 일치시킨다고 한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인간의 뇌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과제률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서 말한 여러 중추들올 두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면 이성적 영역과 감성적 영역이 될 것이며， 이성적 영역은 대뇌 

좌반구에， 감성척 영역은 대뇌우반구에 위치한다. 

백만년 보다 훨씬 이전의 동물적 인간이 뇌의 크기가 점차 커지므로써 인간적 

인간이 되었다는 관계연구자들의 말에 비추어 볼때 파블로프(Ivan P. Pavlov)의 

74쪽. 

2) J. Bronowski{李훌求 譯). r A間歷史j 三星文化文庫 79 (서울， 三星美術文化財團出
版部‘ 1980) pp.32-3. 

3) Richard F. Thompson, (李基錫 譯)， r腦」 神經科學入門. (서울， 星死社. 1989) pp. 
28-9. 

4) 住懶仁‘ 『률樂心理學J r홉樂 è A閒形成J. (東京. 률樂之友社. 1980)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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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불용껄(用不用說)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는 활동이 다른 동물에 비해 그 중 활발 

했던 동물이 대뇌가 발달하고 커졌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므로써 생각하고 느끼는 

호모사피엔스로서 다른 동물에 비하여 이성적이며 감성적 능력이 훨씬 뛰어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뇌의 여러 중추들이 상호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적 영역과 감성적 영 

역도 교호(交互)작용을 하면서 상호협동한다. 베르그송(H. Bergson)은 1907년에 

쓴 그의 세번째 주저(主著)인 r창조적 진화.JI (創造的 進化， L' Évolution 

creatrice) 에서 그는 인간올 이성인(理性A ， homo sapiens) , 공작인(工作A ， 

homo faber)과 사회인(社會A ， homo socius)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 5) 이성인의 

지능을 개념적， 논리적 지농이라 한다면， 공작인의 지능을 실용적 지능이라 했다. 

이성인은 구체적 사물에 추상적 개념올 적용하려 하고， 공작인은 외계의 사물에 

동작하거나 동작올 지적으로 적용하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개념적， 논리적 지 

놓과 실용척 지능 외에 프랑스의 르째느(R. Le Senne) 성격학파에 의해 상상적 

지능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실용적 지능이 대상의 접촉에서 발동하는 것이라면， 

상상적 지능은 자기의 기호에서 출발한다. 개념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청각적 상징이나 이미지에서 발동하는 형태를 갖는 특정이 있다고 말하고， 지능의 

발달은 생득성(生得性， nature)과 육성성(育없性， nurture)과의 두개의 요인이 

관계한다고 말한다 6) 또 현실에서 생활하는 구체적 개인은 생득성과 육성성에 의 

해 세 종류의 지능 중에서 어느 하나의 지능이 더 발달될 수 있다. 세계문화에 크 

게 공헌한 몇몇 문학가와 철학자 과학자들의 지능지수를 참고로 살펴보면， 피테 

(Johann W. von Göthe)는 210 , 라이프니쓰(Gottfrled W. Leibniz)는 205 , 파스칼 

(B. Pascal)은 195 , 뉴우톤(1. Newton)은 190 , 갈렬레오(G. Galileo)는 185 , 데 

카르트(R. Descartes)는 180 , 다 빈치 (L. da Vinci)는 180 , 헤겔 (Georg W~F. 

Hegel)은 165 , 코페르니쿠스(N. Copernicus)는 160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콕스(C.M. Cox)가 약 3백명의 유명한 인물의 지능을 전기 (傳記)나 편지 중의 자 

료로서 추정한 수치 7)이다. 음악가로는 베에토땐 (L. van Beethoven) 이 165 , 모짜 

5) 住懶仁， 위의 책 p.72. 
6) 住懶仁， 위의 책 pp.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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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Wolfgang A. Mozart)는 150. 팔레스트리나(G.P. da Palestrina) 와 글룩(C.w. 

von Gluck)은 110으로 측정 81되었다. 음악가들의 지능지수에 대한 다른 문헌을 보 

면， 바흐 (J.S. Bach)는 125-140. 베에토벤은 135-140. 하이든(F.J. Haydn)은 

120-140. 헨탤 (G.F. Händel)은 145-155. 모짜르트는 150-155로 계산9)되었 

다. 학문적 지능이 음악적 능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 음악척 지 능은 일반 지 능의 한 국면에 지 나지 않는다는 머 젤 (J.L. Mursell) 

의 주장도 있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능과 음악적 지능과의 관계는 잘 알수 없다. 

그래서 개념적， 논리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 상상적 지능에 특수한 음악적 지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101한다. 서양인들에 국한된 연구이긴 

해도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지능지수가 굉장한 높은 것과는 대 

조적으로 음악가들의 그것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음악가툴 

의 지능지수는 보통지능(average intelligence) 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음악의 특수지능이 뛰어난 것이 일반지능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올 말 

해 주는 것이다. 특수지능이 뛰어나다는 말은. 베에토벤이나 모짜르트도 괴테나 

라이프니쓰와 같이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업척을 남긴 천재 

음악가들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이 말한 세 유형의 인간 중에서 음악가는 공작인에 속한다. 공작인은 

공작인의 지농뿐 아니라 이성인의 지능도 가져야 한다. 이성작용없이 공작활동이 

수행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음악활동 

의 수준과 질에 관계되는 것이다. 앞에서 미리 말한 바이지만， 지능은 생득성과 

육성성에 의해 지능이 발달하는데， 육성성은 환경 교육 업무 동 여건에 따라 길러 

진다는 뭇으로서， 개인의 여건이 개인의 특수지농(special intelligence)과 능력 

(ability)을 발전시키고 신장시칸다는 것이 얄반적 견해이다. 이렇게 볼때 사람이 

7) 住懶仁‘ 위의 책 p.83. 
8) 住懶仁， 위의 책 p.84. 
9) p.R. Famsworth, II'The Social Psychology of MusicJ (Ames, Iowa, ’r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8) p.155. 
10) 住懶仁(앞의 책)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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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랍으로서 생각하고 느끼는 대뇌의 좌반구와 우반구의 발달은 지성과 감성의 지 

능의 발전과 관계가 깊올 것이고， 나아가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뛰어나다고 인간 

스스로 평가하게 되었올 것이다. 

인간은 실천적 의미로서 이성과 감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성과 감성은 인간이 

보유한 특성이지만 이성과 감성은 힘에 의한 명령을 따름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이성과 감성올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해왔던 것 

이다. 또 이성과 감성에 관한 말들은 이 글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앞서 밝히려 한 

것이다. 

서구문화의 두개의 흐름은 이성적 문화와 감성적 문화이다. 이성적 문화를 아폴 

로 (Apollo)적이라 하고， 감성적 문화를 디오니소스(Dionysos)적이라고 말한다. 

유동식(柳東植)씨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희랍신화의 개념을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 

유교문화(橋敎文化)를 중심한 지금까지의 역사문화가 ‘아폴로’ 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 억 압되어 온 무교문화(짧敎文化)는 ‘디 오니 소스’ 적 인 문화이다. 

유교문화가 아폴로적이고 무교문화가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견해는 학문적 판단이 

라기 보다 일반적이며 직관적 인식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뜻에서 타당성이 

있는 개념의 차용이라 생각된다.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문화의 양 

태는 고대 그리이스에서 출발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용어이고. 18세기 이후 문화 

의 질적 변화에 따라 로고스(logos)적인 것과 파토스(pathos)적이라는， 내용에 의 

미를 둔 어휘가 동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폴로적이라는 말은 로고스적이라는 말 

과，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말은 파토스적이라는 말과 관계를 가진다. 유교문화가 아 

폴로적이라는 것은 로고스척이라는 것， 무교문화가 디오니소스척이라는 것은 파토 

스적이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이다. 퉁식으로 표시하면， 유교문화-아폴로적-로고 

스척. 무교문화-디오니소스적-파토스척의 둥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이러한 

퉁식이 문화구조가 다른 서구문화양태를 한국문화구조에 대입시키는 발상부터 잘 

11) 柳東植Ir民倚宗敎와 韓國文化J (서울， 現代思想社. 1978)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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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것이고 학문적으로 여과되지 않은 논리임에도 위와 같은 둥식을 성립시키게 

된 것은 개념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직관적 인식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므 

로써 이에 관한 오해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 이 글이 유교척-정악， 무교 

적-민속악의 관계를 설정， 셜명하기 위해서도 어휘의 피상적 개념도입이 필요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한국전통음악의 흐름은 정악(正樂)과 민속악(民倚樂) 두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악과 민속악은 각기 어떠한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였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표출성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정악과 

민속악의 정신， 내용， 표출성을 파악하려는 것인데， 정신은 철학과 종교， 내용은 

음악실체 그리고 표출성은 일종의 미학에 해당되는 서술이 될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을 한국전통음악의 체질이라고 볼였고 중절(中節)과 신명(神明)올 

체질의 내용으로 보았다. 체질(體質)은 “몸의 성질， 몸의 바탕" 12)의 뭇을 가진 낱 

말로서 체질과 비슷한 낱말은 기질(氣質)이 었다. 기질은 “기력과 체질， 인간의 

성격을 특정지울 수 있는 감정경향" 13)을 가져서 체질이 포함된 낱말로 사용하고 

있다. 채질과 기질은 일종의 성질을 만드는 바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체질 

은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기질을 심리학과 철학에서 그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체질과 기질이 화문으로서 연구과제의 가치가 있는 것 만큼 중절과 신명이 체질과 

기질 그 어느 성질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도 또한 학문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 

다. 그러나 이 글은 중절과 신명이 체질에 속하는가， 아니면 기질에 해당되는가 

하는데 대한 규명이 목적이 아니고. 또 한국전통음악의 개성에 관한 글을 이미 발 

표했기 때문에 중절과 신명을 체질의 내용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체 

질 그 자체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통음악에 내재하고 표출되는 중절과 

신명올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학에서 논의된 바 있 

는 기질을 체질 대신 그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12) 李熙昇l'국어대사전J (서울， 民聚書林. 1979) p. 2814. 

13) 李熙昇， 위의 책.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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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절(中節)과 음악 

『중용JI (中庸) 1장에 다음과 같은 글14)이 었다. 

회(喜) . 노(愁) . 애(哀) . 락(樂)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 하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한다 중(中)은 천하의 대본(大本)이며 화(和)는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중화(中和)에 이르면 천지가 자리잡고 만물이 길러진다. 

위의 문장 중에서 첫 단의 귀절이 주목된다.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은 상태를 중 

이라 하고 발하되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 한다. 

이 문구에 대한 주회(朱熹)의 첫귀절 주(註)만을 인용하겠다. 

회노애락은 정(情)이다. 정이 발하지 않은 것인즉 성(性)이다. 이것이 치우치 

거나 의지하지 않으므로 중(中)이다. 이것이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으니 정(情) 

의 바른 것이다. 

바른 정(情)은 절도에 맞아야 한다는 돗이다. 이 문장의 글귀풀이는 간단하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여 성리학(性理學)에서 주요논쟁 대상이었던 47론이 이 

에서 연유한다. 47론을 말하는 것이 앞에서 예거한 문장을 깊이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47론이 성리학의 한 분야이므로 성리학에 관한 간단한 셜명이 필요하 

리라고 본다. 

성리학이라는 용어는 성명(性命) . 의리지학(義理之學)의 준말이다. 성리학은 심 

성(心性)의 수양을 과거 어느 유학 보다도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규범 법칙 및 

자연법칙으로서의 이(理)를 깊이 연구하여 그 의리의 의미를 완전하게 실현하려는 

유학중의 하나15)라고 한다. 한국의 성리학은 고려시대 정몽주(鄭夢周)를 시초로 

하고 있으나 이언적(李彦週)에 이르러 정학(正學)의 깊이를 가지게 되었다. 

14) 喜愁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天下之大本也， 和也者天下之達道

也， 致中和天地位意， 萬物育폼Il"中庸J 1章

15) 尹絲淳Il"東洋思想과 韓國思想、.JI (서울， ζ西文化社.1984) ， p.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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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주학(程朱學)이 성리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태극(太極)과 이기(理氣)를 

대상으로 한 대신 한국의 성리학은 주로 인간의 마음(心) . 성(性) . 정(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당초 성리학이 성명(性命) 뿐 아니라 의리(義理)에 판한 학문으 

로 출발한 것이어서 중점연구의 방향에 따라 두 학파로 나뒤게 된다. 고려왕조를 

지키고자 한 정몽주로부터 길재(솜再)로 이어지는 의리사상은 사림파(士林派) 혹 

은 이학파(理學派)로 불리우게 되어 조선조의 김종직(金宗直) . 김핑필(金宏弼) . 

조광조(趙光租)의 도학사상(道學思想)으로 이어진다. 한편， 조선 개국초의 신세력 

이라 할 수 있는 정도전(鄭道傳) . 권근(權近) . 정인지(鄭憐빠) . 신숙주(申꿨빠) 

퉁올 중심으로 하여 기학파(氣學派) 혹은 훈구파(勳舊派)를 이루어 지식개발과 문 

화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삐 역사상 국정의 비리나 국란의 극복의 선두 

에 선 지식인들은 순수이론을 견지했을 뿐 아니라 주체적인 의리구현을 위한 의지 

도 겸비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고와 자세가 성리학의 학문적 영향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성리학은 16세기 조선조에 최고의 금자탑을 이루게 되는데， 성리 

학이 의리지학(義理之學)보다 성명지학(性命之學)에 더 깊은 연구양상을 띄게 된 

다. 47론은 이 시기의 가열된 논쟁대상이다. 

앞에서 예거한 r중용JI 1 장의 문구률 다시 해석하면， 감정에 속하는 회노애락은 

사랍마다 가지고 있으며 이 감정이 발로되기 전의 상태률 중(中)이라 하고 발로하 

되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한다고 하였다. 이 문구는 감정이 발로되기 전과 

발로된 이후의 상태로 나누고 있음올 알수 있다. 감정이 발로되기 이전의 감정은 

네가지 마음으로 정리한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측은지섬-빼隱之心) , 수치스러 

웅올 느끼는 마읍(수오지심-養惡之心) . 사양하는 마음(사양지심-解훌之心)과 잘 

잘못올 가릴줄 아는 마음(시비지섬一是非之心)이 있으며， 측은지심은 인(仁)의 발 

단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사양지심은 예(禮)의， 시버지심은 지(뽑)의 단서가 

된다17)고 하여 이것을 4단(四端)이라 부른다. 

r예기J1(禮굶) 예운(續運)편에 보면 사람의 정은 일곱가지가 있다고 한다. 기뻐 

16) 沈佑燮 r韓園때統思想、의 理解J (서울， 螢활出版社， 1990). pp. 84-7. 
17) ‘빼隱之心 仁之端也 養惡之心 義之端也 홉후훌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A之有

是四端 r굶子」 公孫표章 

-8-



함(喜) . 노 함(愁) . 슬퍼 함(哀) . 두려 워 함(健) . 사랑 함(愛) . 싫어 함(惡) . 욕 

심올 냄(欲) 둥 일곱가지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삐으로 7정 (情)이라 한 

다11'중용JJ 1 장의 회노애락은 인간이 가진 정이 네가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은 7정을 포괄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4단과 7정에 관한 47논변 후은 

47논쟁이 이(理)와 기(氣) 어느 한편을 주장하므로써 생긴 학구적 토론이어서 퇴 

계(退漢)와 율콕(票양)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인성연구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보다 가장 심오한 영역에까지 이르렀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선조의 

성리학이라 하면 인성론으로 집약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의 흐름이 빗나간 것은 4단 7정을 이해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간단히 설명하 

였기 때문이다. 4단은 발로되지 않은 순연한 마음상태이고. 7정은 발로한 이후의 

정황이다. 4단은 적연부동(寂然不動)의 상태를 말하는데 자극하여 반웅으로 나타 

난 것이 칠정이다. 이에 이르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감응(感應)

발로(發露)-중절(中節)의 과정을 살펴보는 문제를 말하는데， 이 과정은 후에 다 

루게 될 음악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감웅은 자극에 의해 반웅한다는 뜻이다. 자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임은 물론 

내부에서도 발생활 수도 있다. 군자만이 어떠한 자극에도 적연부동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랍은 자극에 반웅하도록 되어 있다. 자극의 반웅에 대해 정(情)이 

발로한다. 정이 발로되는데 관해 「악기 J (樂記)는 다음과 같이 서술19)하고 있다. 

악(樂)은 음(륨)에 의해 생긴다. 그 근본은 사랍의 마음이 사물에 감웅하는데 

있다. 이런 까닭으로 슬픈 마음이 감동할 때 그 소리는 목쉰듯 거철고， 즐거운 

마음이 감동할 때 소리는 풍부하고 크며， 기쁜 마음이 감동할 때 소리가 높고 빠 

르며， 노여운 마음이 감동할 때 거철고 격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감동할 때 곧 

고 딱딱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할 때 그 소리는 평화롭고 부드럽다. 이 여섯 

가지 소리는 본성이 아니고 몰(빼)에 감웅하여 웅직인 것이다. 

18) 何謂A情 喜愁哀健愛뚫欲七者 費學而能 r禮릅èJ 禮運篇

19) 權五停 譯解 r新譯 禮記』 樂者륨之所由生也， 其本在A心之感於物也. 是故其哀心感者

其聲唯以殺， 其樂心感者其聲障以緣， 其喜心感者其훌훌發以散， 其愁ι、感者其풀*且以홈 , 

其敬心感者其聲直以嚴‘ 其愛心感者其聲和以柔， 六者非性也， 感於物而팀動. (서울， 弘

新文化社 1976). PP.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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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情)의 성격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정의 발로는 

소리뿐 아니라 말과 노래， 춤으로 구상화 되고 었다는 것을 r예기」의 「악기」에서 

보여주고20) 었다. 

노래의 말이라는 것은 (소리를) 길게해서 말하는 것이다. 기뻐하므로 말한다. 

말이 부족하므로 길게 말하고 이것이 부족하여 이것올 차탄(陸歡)하고 차탄도 부 

족하므로 손이 춤추고 발이 뛰게 됨을 알지 못한다. 

『예기』의 「악기」에서 말한 소리 , 말， 차탄과 몸의 동작인 춤， 이 모든 것은 정 

(情)의 구상화이다. 소리에서와 같이 말과 차탄， 춤도 슬프고 즐거우며 기쁘고 노 

여우며 공경하고 사랑하는 성격으로 각기 표출되며 이러한 정의 구상화도 역시 물 

(物)의 감웅에 의해 발로된다. 그런데 발로된 상태가 모두 절도에 맞기를 원하고， 

또 절도에 맞는 상태를 r중용』이 말하고 있다. 중절(中節)을 해석한 ‘절도에 맞는 

다’ 는 말에 대해 이동환(李東歡)씨는 다음과 같이 셜명 21l하고 었다. 

절도(節度)에 맞는다는 뜻의 원어는 중절(中節)인데 이 절(節， 절도)은 곧 행 

위의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준칙(準則)을 의미한다. 진북계(陳北漢)가 절을 인정 

지준척 (A情之準的)이라 한 것도 역시 그 의미다. 다시 말하면 절은 행위주체가 

놓인 바로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만난 대상(객관적 존재)에 대하여 가장 타당한 

행위준칙이란 말이요. 그 준칙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이 들어 맞(中)는 

것이 화(和)다. 

중절 즉 절도에 맞는다는 뜻윤 보편 타당한 준칙이라는 것이고， 이 준칙은 물 

(物)의 감웅이 어떠한 성격이건 통일한 준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감웅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서 차별적으로 주체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의 감응에서 정(情)이 발로되어 슬프거나 즐거운 것으로 표출될 때 그 슬픔과 즐 

거움이 시간과 공간에서 주체에 따라 보편타당한 준칙이 각기 셜정된다는 것이다. 

20) 위의 책， 故歌之罵륨也， 長름之也， 說之故言之， 릅之不足. 故長름之， 長릅之不足， 

故흉數之. ~훌歡之不足， 故不知手之舞之， 足之路之也.

21) 李東歡 譯解(趙좋薰 校閒. 朴훌훌鴻 · 李相股 論考). r大學 · 中庸J (서울， 玄岩社，

1973). PP.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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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옹-발로-중절의 과정을 알아 보았거니와 다음 단계인 화(和)에 대해서는 언급 

올 피하려 한다. 화에 대한 설명은 너무도 장황하기도 하지만 이 글이 목적한 바 

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응-발로-중절의 과정올 알아 보면서도 해결해야만 할 중요한 과제률 

남겨두고 있다. 감응-발로-중절의 세 과정 중에서 적어도 발로-중절은 감성영역에 

속하는 활동이다. 그럼에도 중절할 수 있을까， 이 점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 과제의 해결에 암시가 될 수 있는 유정동(柳iE東)씨의 글22)을 인용해 보자. 

사랍의 감성인 회노애락이 발하기 이전을 중(中)이라 하고. 발해서 모두 절도 

에 맞는 것올 화(和)라고 해서 발을 사이에 놓고 이전과 이후를 중과 화로 말하 

고 있다. 동정(動靜)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정(靜)은 발 이전인 중이될 것이요， 

동(動)은 발 이후의 화가될 것이다. 이처럽 중과 화나 동과 정 샤이를 발로 연결 

하여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 . 본체와 현상， 차안(此뿔)과 피안(彼뿔) . 

도(道)와 기(器) . 본말체용(本末體用)의 관계를 묶어주는 기능올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에 이(理)와 기(氣) 사이의 발파. 성(性)과 정(情) 사이의 

발로 유별할 수가 있다. 

유정동씨는 발(發)로 인해 형이상과 형이하가 나뉘어 지고 연결되기도 하며 발 

로 인해 도와 기가 또한 그러하다고 말한다. 발 이전의 형이상과 도를， 발 이후의 

형이하와 기(器)를 묶어볼 때 여기에 인간활동을 대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 

활동이란 앞 머리에서 말한 이성활동과 감성활동을 의미하는데， 발 이전의 형이상 

과 도(道)의 묶음에 이성활동을， 발 이후의 형이하와 기(器)의 묶음에 감성활동을 

넣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하 

나는， 발(發)은 어떤 성격이며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성격이나 영역 

을 말하기 앞서， 발(發)은 발 이전 형이상 이성영역이고， 발 이후 형이하 감성영 

역이라 할 때 발은 이 두 영역의 접합점임에 틀림없다. 음(陰)의 머리가、양(陽)의 

꼬리를 물고， 양의 머리가 음의 꼬리를 접하여 맞몰려 돌아가듯이 이성영역이 감 

촉하여 활동하는 꼬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감성활동의 머리에 접하므로써 상위개념 

22) 柳표東 r東洋哲훌혐의 基麗的 鼎究J (서울，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6).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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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성활동이 하위개념인 감성활동에 연결되는， 그러한 접합점이다. 발(發)이 두 

영역의 접합점이라고 한다면， 발의 성격과 영역은 어떠한 것인가. 발이 이발(理 

發)인가， 기발(氣發)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발 자체의 성격이나 영역에 관한 논 

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다. 발의 성격이나 영역문제는 성리학에서 뿐 아니라 음악에서 심리학과 관계되어 

밝혀져야 하는 과제로서 발의 성격과 영역에 관해 규명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 

한다. 

다음으로 r중용」은 발로된 정(情)이 중절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로된 정이 

중절일 수 있고 부중절(不中節)일 수도 있다. 절도에 맞을 수 있는 반면 절도에 

맞지않을 수도 있다. 그럽에도 『중용』은 절도에 맞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Ir주역』 

(周易) r계사전J (聚蘇傳)은 절도에 맞아 화(和)됨을 의미하는 글귀 23)가 있다. 

적 연히 부동하지 않다가 감용하니 드디 어 천하의 모든 일에 통한다. 

중절된 것이 화(和)이므로 천하의 모든 일에 통한다는 것이다. 중절이 보편타당 

한 준칙이기 때문에 통할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위 글 중에서 ‘천하의 

모든 일’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하의 모든 일’ 은 천하지고(天下之故)를 번역 

한 것인데， 고(故)는 사(事) . 물(物)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천하의 ‘모 

든 곳’ 또는 ‘모든 데’로 확대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계가 말한 “4단은 이(理)가 발하고 기(氣)가 따르는 것이고， 

7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거기에 편숭하는 것 24)이라든가 율곡의 “이통기국" (理通氣

局)과 같은 두 견해를 ‘모든 것’ ‘모든 데’ 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4단과 7정의 이기(理氣)존재를 말한 것이고， 율곡은 이기의 한계성을 말 

한 것이다. 퇴계와 율독의 공통점은 이(理)와 기(氣)가 독자적 존재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가 공존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기가 어느 쪽이 우선하고 어느 편 

이 우세하다는 점은 있으나 이기가 공존한다는 견해는 같다. 공존한다는 것은 육 

23) 寂然不動 感而逢通 天下之故 r훌훌解J J: 10章

24) 尹絲淳 r性理學J r韓國學鼎究入門J ， (서울‘ 知識塵業社， 1981)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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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 말25)한 바 “이기(理氣)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잡되게 섞이지도 않는다”는 것 

으로서도 알 수 있다. 

발(發)이 어떤 성격올 가졌고 어느 영역에 속하던 간에 이(理)와 기(氣)는 각각 

특수성과 일반성올 가지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잡되게 섞이지도 않는다. 이 말올 

달리 풀어본다면， 이성영역과 감성영역이 구별되어 있어 각각 그 영역이 특수성이 

있으나 활동에 있어서는 일반성이 었으므로 이성활동에 감성이， 감성활동에 이성이 

작용한다고 활수 있다. 그러므로 이은봉(李恩奉)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6) 

r중용』에서 “회노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옴을 일러 중(中)이라 하고， 발하되 모 

두가 중절함올 일러 화(和)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회노애락옹 모두가 

천연척이지만 그것들이 발할 때에 있어서 교(敎)로써 그것들올 탐아야만(修) 그 

발현이 지나침파 모자랍(過不足)이라는 허물을 범하지 않게할 수 있는 것이다. 

정(情)이 발로하여 중절이 되기 위해 수교(修敎)해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은 정의 

발로가 감생활동인 데도 수교(修敎)와 같은 이성활동이 간여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다. 감웅-발로-중 

절의 과정 중에서 적어도 발로-중절은 감성영역에 속하는 활동임에도 중절할 수 었 

느냐 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 과제는 많은 설명올 전개하는 동안 해결되었으리라고 

본다. 요약한다면 감성활동이 이성의 간여로 중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통음악의 체질 중 하나가 중절(中節)이라 생각하고， 중절에 관해 해석한 

것이 체질이 아닌 기칠로 본 중절을 설명하였다. 체질과 기질의 차이뜰 떠나 중절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목에서 정한 체질이 아닌 기질로서의 중절을 설명할 

것이라고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 체질을 기질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체질이 기 

질과 다르거나 유리된 개념이 아닌한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당초 이 글이 

체질과 기질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학문적으로 여과되지 않은 직관적 인식이라고 말한 바의 유교문화-아폴로적-로 

25) 理혔雖相 離不得而妙合之中， 理自理氣自혔. 不相按雜， 故非-物也ø'票삼全書』 卷10

26) 李恩奉11'東洋哲學入門J.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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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적 관계를 역시 직관적으로 인정할 때 중철은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확대된 개념으로서 유교문화-아폴로적-로고스척-정악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관계를 유교문화-정악으로 연결지을 수 있올 것이다. 

유교문화와 정악과의 관계는 정악이 중절의 음악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올 말 

해 주기도 한다. 조선조 민간 악보의 최고본(最古本)으로 알려진， 선조(宣祖)5년 

(1 572년) 안상(安짧)이 지은 r금합자보JJ (琴合字諸) 일명 II'~상금보JJ (安鋼琴讀)

서문27)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었다. 

일정일획(一펴一훌1]) 의 음율도 구비하였으며， 우아하고 부드럽고 화하며 밝은 

것이 발하여 중절을 이룬다. 

『금합자보』는 거문고 악보로서 가곡의 원형인 〈만대엽> (慢大葉)과 고려가사 〈정 

석가> (鄭石歌)를 비롯한 〈한림별콕> (輪林別曲)과 〈감군은> (感君恩)， <북전> (北願)

과 〈용비어천가> (龍飛細天歌)의 〈여민락> (與民樂)， <보허자>(步虛子) 둥이 기보되 

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금합자보』는 정악악보임에 틀림없다. 말의 순서에 따 

라 정악이 어떤 음악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장사훈(張師創)씨의 글28)을 

옮겨보자. 

아정(雅iE)한 음악을 가리키는 말. 현재 일반적으로 아악과 정악을 구분하여 

청악온 1910년 무렵부터 영산회상(훌山會相) . 가곡(없曲) 퉁에 새로 불여진 이 

릅인 양 소개되고 있으나 아악과 정악온 같은 성격을 띤 음악임. 즉 아정한 음악 

이나 정대(iE大)한 음악이라는 말은 같은 뜻임. 또 박연(朴煙)의 청정묘조정악소 

(請定蘭朝iE樂減)에서 말한 정악은 아악을 가리칸 말로 이같은 용례는 예전부터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민간의 정대한 음악이 정악이 아니고 정악 즉 아악올 가 

리키는 말임. 

아악(雅樂)은 본래 고려시대 중국의 송(宋)나라에서 들어온 음악양식을 일걷는 

것이었는데 후에 이 양식의 음악 뿐 아니라 음악의 풍도(風度)가 우아한 음악 모 

27) -鳳-劃홉律具備， 而優柔和淡發皆中節 r琴合字讀』 琴훌홉序 

28) 張師動11'國樂大事典J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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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아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정악(正樂)은 대체로 궁중음악을 제외한 민간음 

악에서 속악이용樂)과 다른 양식의 이름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아악과 정악은 같은 양식의 음악이라 하더라도 정악을 아악이라 할 때 중국의 

아악과 혼돈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아악은 본래의 명칭대로 〈문묘제례악> (文願

察禮樂)에 국한하고， 이 밖의 옛 궁중음악과 민간지식충의 음악을 정악의 범주로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합하지는 않으나 정악의 범위로 정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영산회상〉과 〈가곡〉을 포함하는 좁은 뜻을 가진 정악이 아니라 민속악과 

는 다른 의미를 가진 넓은 뜻의 정악을 묶은 것이다. 정악윤 그 양식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 정악의 역사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다른 예술과 구별하기 위해 음악을 악(樂)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그래서 고 

구려악(高句麗樂) . 신라악(新羅樂) . 백제악(百濟樂)으로 칭하다가 고려조에는 아 

악(雅樂) . 당악(훔樂) . 향악(鄭樂)의 삼부악(三部樂)과 함께 우방악(右행樂) . 좌 

방악(左행樂) . 속악(倚樂) 풍의 이름이 쓰이고， 이 이름들이 조선조에까지 계속 

사용된다. 정악양식의 음악은 있어 왔다고 생각되나 정악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 

은.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朝蘇正樂傳習所)의 전신인 조양구락부(調陽傷樂部)를 

설립하기 위해 정악유지회(正樂維持會)에서 유래된 것 291이라 하는데， 이 용어가 

일반화되기는 이 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악은 민속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음악양식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악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나라의 전적을 살펴보자11'세종실록.n<世宗實錄)에 다 

음과 같은 기록301이 보인다. 

악(樂)이라는 것은 성인(聖A)이 성정(性情)올 기르는 바이고， 신(神)과 사람올 

화(和)하며 하늘과 땅을 순(順)하게 하고 음양의 도(道)를 고루게 하는 것이다. 

정조(正祖) 4년 0780년) 왕명에 의해 규장각(奎章開)에서 편찬한 『시악화성』 

29) 宋芳松11'韓國륨樂通史J. (서울湖聞. 1984). p.412. 
30) 樂者聖A所以養性情， 和神A. )1며天地， 調陰陽之道也 r世宗實錄』 卷第-百三十六 雅

樂讀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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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樂和聲)의 글 31) 

악(樂)이란 인정을 도야하고 인성올 바르게 하며 이률 받아 중화의 궤칙(뼈L則) 

으로 한다. 

r세종실록」과 『시악화성』의 두 관찬악서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악(樂)은 성 

정(性情)을 바르게 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악기 J (樂記)는 음악과 개인의 문제 보다 예악(禮樂)과 사회와의 관계를 윤리적 

으로 많이 논하였다. 다시 말해서 「악기」는 예악에 의한 정치， 사회의 교화를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몇몇 귀절들올 보면， 음악을 통해 개인 

이 수양32)하고 백성과 국가로 이어지는 교화(敎化)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군자가 이르기를， 예(禮)와 악(樂) 두가지는 잠시도 우리톰에서 떠나게 할 수 없 

다. 음악올 철저하게 알아 마음을 다스리변 화이(和易)하고 정직하며 자애(鉉愛) . 

순양(順說)한 마음이 우연히 일어난다. 화이， 정직， 자애. 순양한 마옴이 일어날 

때에는 곧 마음이 화락해 진다. 마음이 화락하면 곧 신체가 편안하다. 신체가 편안 

하면 수명이 걸고 수명이 길면 그 덕이 하늘과 같다. 덕이 하늘 같으면 위염이 해 

신 같다. 그 덕이 하늘 같으면 말하지 않아도 사랍들이 믿고 귀신 같은 ;즉 화내지 

않아도 위염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음악을 알아서 마음올 다스리는 효과이다. 

악기는， 치악(致樂)으로써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치악 

으로 한다는 말과 같다. 여기서， 상고해야 할 것은 치악(致樂)인데， 치악의 의미 

를 밝히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의 모습을 알 수 있겠기 때문이다. 치악의 

의미를 알기 위해 같은 해석이 가능한 『대학JJ(大學) 장구(章句)를 빌리려 한다. 

1장에 ‘치지(致知)는 재격물(在格物)한다’ 33)는 어구가 있어 이를 번역하면 ‘앓을 

31) 夫樂者， 뼈A情， 理A性， 納之 中和之뼈L則也 r詩樂和聲」 卷之四 樂器度훌 竹률三管 

項

32) 權五停 譯解 『新譯 禮記』 君子日 禮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易直子옆之心， 

油然生롯， 易直子說之心生1I1J樂， 業1I 1J安， 安則久， 久則天， 天則神， 天則不言而信， 神

則不愁而威， 致樂以致心者也. pp .417-18. 
33)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

修其身者， 先正其心，欲표其心者， 先誠其意.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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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철히 함은 사물올 구명함에 었다’는 말이다. 또 치(致)의 뜻은 추극(推極)한다 

는 의미로 ‘치지(致知)’를 ‘앓의 극대화’ ‘전지’ (全知)로 해석할 수 있다 .r대학』 

1장은 수신(修身)을 강조한 장이다. 수신의 요체는 정섬(正心) 성의(誠意) 치지 

(致知) 격물(格物)이다. 악(樂)이 성정(性情)을 바르게 기른다는 것이라면 이것도 

수신(修身)이다. 따라서 ‘치지(致知)’ 가 ‘앓의 극대화’ 라고 할 때， ‘치악’ (致樂)

을 ‘악의 극대화’ 라고 해서 틀린 해석일 수 없을 것이다. 

치지(致知)의 목적이 격물(格物)을 통한 수선(修身)에 있는 것 같이 치악(致樂) 

의 목적도 바른 성정을 통한 수신에 있다. ‘악의 극대화’ 는 ‘악의 전부’ 를 말한 

다. 모든 것올 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치악이 지향과 같은 운동성올 뜻하지만 

한편 지향한 바의 정지성올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악의 극대화’ 의 운동성은 

‘악의 전부’ 의 정지성과 같다는 것이다. ‘악의 전부’ , 즉 모든 것이 내재한 악온 

크다. 외형과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표출력이 크다는 말이다. 음악은 사랍 뿐 아 

니라 사물에 두루 통하는34) 그러한 표출력올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를 큰 음악 

(大樂)이라 한 것이고. 큰 음악은 천지와 동화35)하며， 큰 음악은 그래서 간이(簡 

易) 36)하다. 간이하다는 것은 문식(文師)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식한다는 것은 

아정 (雅正)하지 못하고 번거롭고 빠르며 음란한 것으로 인식 37)되고 있다 r논어j 

에 ‘질(質)이 문(文)보다 앞서면 야해지고 문이 질보다 나으면 겉치레가 된다. 문 

과 질이 조화로와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38)고 말한다. 간이한 것을 문식하므로 

써 번거롭게 되고 번거로움은 음악을 차게(짧)하는 방법이다. 찬달(찮月)이 이지 

러지듯이 차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변하며 차고 차는 것(짧짧)은 반드시 기울 

어 지는데 이것이 하늘의 도리이고 그래서 천지간의 극(極)은 좋은것이 아니라39) 

r大學』 一章

34) 凡륨者 生於A'L、者也 樂者通倫理者也11'禮記』 樂記篇

35) 大樂與天地同和11'禮記」 樂記篇

36) 大樂必易11'禮記』 樂記篇

37) 此緊且怪 不可以罵雅표 r三園史홈èJ 雜志 第- 樂條

38)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mm. 然後君子 r論語」 獲也篇.

39) 1c龍有悔， 찮不可久也. (傳) 효則훌. (備릅) 天地間極， 不好的是， 갚앓짧必、짧， 天之道

也11'周易」 卷之-

개
 



고 주역(周易)은 말한다. 차지 않으면서도 표출력이 크다는 것윤 군자불기(君子不 

器)의 주회(朱熹) 집주(集註)40)룰 인용 해석할 수 있다. 

기(器)란 각각 그 쓰임이 적당하여 서로 통할 수 없다. 성덕(成德)의 선비는 

몸에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두루 쓰이지 않은 데가 없다. 그래서 한가지 재 

깐. 한가지 기예(技藝)를 특별히 만들지 않을 따름이다. 

하나의 특별한 기술은 한가지 일에만 쓰이게 되므로 두루 쓰이게 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수신하려는 사랍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제 

시하지만 한편. 음악이 두루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올 것이다B"논어』의 「군자불기J(君子不器)의 의미와는 전혀 반대의 경우지 

만 r노자도덕경.ß(老子道德經)에 박(樓)올 내용으로 한 주요한 대목이 나온다. 박 

(樓)올 자르고 쪼개면 기물(器物)을 만들 수 있는데 성인(聖A) 이 그 기물을 써서 

관장(官長)올 삼는다는 내용의 글귀로 왕필(王弼) 주에， 박(樓)은 참(홉)이며， 참 

을 쪼개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行)으로써 하니 각기의 특유한 유별됨이 마치 기물 

과 같다41l고 하였다. 군자는 기 (器)를 갖지 않는다는 『논어』는. 성 인이 박(樓)으 

로써 기물을 만들어 쓰는 것이 마치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용인(用 A)한다는 r도 

덕경』과는 상치되는 사상이다. 상치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덕경』을 인용하는 이유 

는 박(樓)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함에 있다. 박(樓)은 사랍의 손이 닿지않은 자연 

물이고 순수한 그 무엇이다. 박에 인간의 손이 닿으므로써 여러 종류의 집기를 만 

들기도 하며 기구와 집을 지을 수 있다. 마음먹기와 용도에 따라 만들어지고 만들 

수 있는 본래의 것이 박이다. 박이 어떠한 것도 만들 수 있는 본래의 것이라는 

점， 만들기 이전의 어찌보면 보잘 것 없는 자연물이고 순수하다는 점이 큰 음악이 

가진 큰 표출력과 간이하다는 두 개의 성질과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40) 子日 君子不器. (集註) 器者各適其用， 而不能相通， 成德之士 體無不具， 故用無不周，

非特罵-才-藝而E.. r論語」 篇政篇

41) 樓散則짧뚫， 聖A用之則짧官長. (王弼註) 樓훌也， 틀散lIlJ 百行出. ~朱類生若器也.

r老子 道德經』 二十八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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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가 말한 바， 두루 쓰이기 위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r도덕경』이 말한， 

어떠한 것도 만들 수 있는 자질올 박(樓)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r논어』가 말한 바， 한가지 기술은 하나에만 쓸 수 있다는 것과. 

『도덕경』이 말한， 기물이 유별하여 각기 쓰임이 있다는 것 또한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글줄기와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r논어』와 『도덕경』이 다르기 때문 

에 상치하는 사상이라고 앞서 말한 것이다. 

『논어』와 『도덕경』의 두 내용을 음악에 적용해 본다면， 두루 쓰이기 위해 갖추 

어야 한다는 것과 어떠한 것도 만들 수 있는 자질올 갖추었다는 것은 대악이 간이 

하다는 것과 비견된다고 하겠다. 

또. 한가지 기술은 하나에만 쓸 수 있다는 것과， 유별한 기물옹 각기 해당되는 

쓰임이 었다는 것은 그것이 가진 바가 하나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악으로 

말할 때 큰 표현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기물은 하나의 

표현 즉 회비애락과 같은 7정의 하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논어』와 r도덕경」에서 말한 갖춤과 쓰임에 대해 생각을 좀 더 진전시켜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면， 갖춤은 두루 쓰이고 여러 기물을 만들기 위해 간이하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간이한 갖춤이다. 간이하므로 복잡해질 수 있다. 음악의 주제가 

간이해야만 발전시킬 수 있다. 거대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 네개의 옵과 두개 

의 리듬 반복으로부터 시작한다. 장식없는 가구에 장식치장을 할 수 있고 요리한 

생선올 달리 요리할 수 없듯이 간이해야 만 요모조모로 살올 불이고 요것저것 만 

들어 낼 수 있다. 

음악이 간이하다면 어떻게 되었길래 간이하다고 하는가. 형식은 어떻고 구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모두 같은 의미로서 음악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이 

다. 형식이나 구조의 개념이 현대인에게 있어 특별히 제고되고 있으며 그래서 무 

엇인가를 찾아보려는 의식이 당연한 것이 되고 있다. 음악을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의식과 작업은 음악의 됨됨이와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과학정신에 기인 

된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러한 의식과 작업이 문화구조가 다른 지구상의 다양한 

예술에 전적으로 적합한 태도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음악이라는 형이상올 

형식이라는 형이하로 파악하려 한다든가， 비가시적인 것올 가시적인 것으로 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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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든가， 정서의 자율성올 비정서의 타율성으로 해부(解웹)해 보려는 의식과 작 

업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음악이 형식으로서나 구조로 

서 감지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다ø"논어』는 

음악이 악곡으로 구성되는 질서를 말해 주고 있다 42) 

공자가 노(홉)나라의 대사악(大師樂)에게 말하기를， 음악은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합해진 것처럽 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조화롭게되어 

밝게 빛나며，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면서 끝나는 것이다. 

음악이 시작할 때 합하게 하고， 이것이 이어져 화(和)하고 밝으며 서로 끊어지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구성의 대원칙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대원칙을 시행할 원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얻 

을수 있는 것은 본(本)과 변(變)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시작할 때 합한다는 것을 

본(本)이라 할때 계속하여 화하고 밝으며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변(變)으로 

해석할 수 었을 것이다. 본(本)올 궁구하여 변(變)올 안다43)고 하는 것도 이에 적 

용할 수 있다. 결국 음악운 본과 변의 형식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음악의 형식 또는 구조는 본(本)과 변(變)의 연속일 뿐 가시적인 것이 아 

니라는 것인데， 이 원칙에 따라 음악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 파악이 어 

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창작은 전통음악을 재생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본과 

변의 관계를 원리로 하여 현대언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형식과 구조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음악은 시대의 산물이므로 변하고 또 새로워져야 한다. 

온고(溫故)=본과 지신(知新)=변이 시대성으로서도 인식되기 때문이다. 형식과는 

무관하지만， 내용면에서 해석한 주석μ)을 각주에 참고로 옮기겠다. 

다음으로 쓰임에 대해서 말한다면， 인간이 쓰고자 하는 욕구는 무한한 것이어서 

42) 子語훌大師樂日， 樂其可知也， 始作， 혔如也， 從之， 純如也.• 如也， 繹如也， 以成.

『論語』 八1ft篇

43) 第本知變， 樂之情也11"禮記」 樂記篇

44) 謝民日. 五륨六律不具， 不足以薦樂， 흙如言其合也， 표률合용， 淸潤高下如五味之. 相

濟而後和， 故日純如. 合而和홍， 欲其無相훌倫， 故日願如， 然뿔宮自宮， 而商自商乎.

不相反而相運如實珠可也， 故日繹如也， 以成11'짧語』 八佛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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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하는 바에 따라 무엇이나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러나 유학정신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가진 선성(善性)과 도덕율의 규범 내에서 만들어 쓰는 것을 인간의 도리라 

하고 이률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신을 목적으로 한 음악은 인정에 연유 

하여 준절(樓節)되게 만든 것이어야 한다고 r삼국사기』는 전하고45) 었다. 

사람의 성정을 바르게 기르고 수신을 목적으로 한 음악이 어떤 모습올 가져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많은 말들올 나열하였다. 나열한 말들을 정리한다면， 성정을 

바르게 기르고 마음올 다스리며 나아가 몸올 닦는(修身) 것을 목적으로 한， 이에 

적합한 음악은 간이(簡易)하되 두루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올 갖춘 모습이고 이를 

큰 음악(大樂)이라 부른다. 

큰 읍악이 수신에 적합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모습 만으로 수신할 수 없다. 수신 

에 대한 큰 음악의 모습은 수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큰 읍악의 모습이 모습으로 

현현(願現)되기 위해서는 연주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연주행위가 수신에 대한 충 

분조건이 된다. 수신에 대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연주행위는 중절(中節)이다. 연주 

행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으로서도 가능하다. 가능한 인간의 행동 중 

에서 중절하는 행위 만이 수신에 적합한 행동이다. 앞에서 말한 선성(善性)과 도 

덕율의 규범도 중절의 또 다른 측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절은 어떤 표현올 하는 것을 말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실제적인 음악 

올 이해하는 지식인 동시에 옴악활동 즉 연주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된다Ir논어』 

의 말46)을 먼저 들어보자. 

공자가 말하기를， 관저(關雖)는 즐거워도 음(찮)하지 않으며 슬돼도 상(優)하 

지 않는다. 

주희(朱熹)의 집주(集註)를 참고하여 풀이한다면， “즐거워도 즐거움이 지나쳐 

그 바른 바를 잃지 말아야 하고， 슬퍼도 슬픔이 지나쳐 화(和-평온)에 해가 되어 

45) 蓋聖A制樂， 綠A情以馬樓節. 園之理홈L不由륨調， 逢行之， 以馬大樂 r三園史를èJ 雜

志第一樂條

46) 子日 關維， 樂而不찮， 哀而不優. (集註) 怪者， 樂之過而失其표者也 ， t흥者， 哀之過而

害於和者也 ... 欲學者玩其蘇審其륨， 而有以識其性情之正也 r論語』 八倫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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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 배우고자 하는 사랍은 그 말을 완미(玩味)하고 그 소리를 살펴서 

성정의 바른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불음(不찮)과 불 

상(不陽)은 바륨(正)과 고루 함(和)을 잃거나 해(害)가 될 정도로 지나치지 않는 

다는 뜻이다. 지나치다(過)는 말은 가운데(中)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 

나치지 않는다(不過)는 말은 절도에 맞는다(中節)는 뜻과 관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r시경J (詩經)에 “즐거워도 음란한 데에 이르지 않으며 슬퍼해도 몸이 상하는데 

까지 가지 않는다" 47)라는 귀절이 있다. 시삼체(詩三體)인 풍(風) . 아(雅) . 송(煩) 

중에서 〈주남> (周南)과 〈소남>(B南)을 특히 이른 말일 것이다. 시를 읽어도 지나 

치게 느끼지 말라는 것， 바로 이것이 중절이고 중절된 느낌으로서 성정이 바르게 

길러진다고 보는 것이다. 공자(孔子)가 ‘시 3백 (詩三百)에 사무사(思無~B) ’ 했던 

것도， 시의 용도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정이 바르도록 돌아오게 하는데 있다고 말 

한 주회(朱熹)의 말48}도 모두 지나치지 않은 중절의 감정올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r삼국사기』는 음악의 지나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즐거워도 흐르지 않고 

슬퍼도 비통하지 않으니 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9)고 하였다. 여기서 ‘흐르 

지 않는다’ (不流)는데 관해 좀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구의 어의로 보아서 ‘흐 

르지 않는다’ 는 말은 ‘과도하게 넘친다’ 또는 ‘창일(觸끊)’ , ‘충일’ (充짧)의 돗을 

담고 있다. 좀더 깊게 살펴 본다면， 불류(不流)는 ‘바른 정(情)을 간직한다’는 뜻 

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Ir주역 J (周易) 본의 (本義)에 불류(不流)라는 것은 바름 

(正)으로서의 인(仁)을 간직하는 것 50)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행권(行權)하기 위해 

서는 바르고 어질어야 하기 때문에 불류(不流)라고 쓰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 

47) 樂而不過於찮， 哀而不及於傷Ir詩經』 序文

48) 子티 詩三百 -言以嚴之， 티 思無뻐. (朱子註) 凡詩之言善者， 可以感發A之善心， 可

以戀創A之進志， 其用歸於使A得其情性之正而E.. r論語」 鳥政篇

49) 手勳始聞罵而愁， 及聽其五種之륨， 流淚嘴티， 樂而不流， 哀而不悲， 可謂표也 r三國 

史홉èJ 卷第三十二 雜志、 第} 樂條

50) 與天地相似. 故不違， 知周乎萬物而道濟天下， 故不過， 旁行而不流‘ 樂天知命， 故不

憂， 安土敎乎f二， 故能愛. (本義) 旁行者， 行權之知也， 不流者， 安正之仁也Ir周易』

卷之二十二 四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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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즐거워도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즐거워도 바름으로서의 정을 간직하는 것(正 

之情)으로 바꾸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바른 정(iE之情)은 중절할 때의 정 

(情)을 말한 것이고 바른 마음(正心)이 수신의 요체 중 하나라고 말한대로 바른 

정과 바른 마음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연주행위의 본체일 것이다. 종합해서 말한 

다면. 음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악보화 된 악곡 또는 악보가 없다 하더라도 악곡 

이 있어야 하며 이 악곡이 필요조건이 되겠고， 연주행위에 의해 악곡이 현실화 되 

고 음악이 살게 되는데 이를 음악이 성립되는 충분조건이라고 말했다. 충분조건 

중에서 성정을 바르게 기르고 나아가 수신하기 위한 음악이라면 정(情)이 중절되 

어야 한다. 또， 중절이 바른 정과 바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중절은 용 

(用)이고 바른 정과 바른 마음은 체(體)라고 하겠다. 

이제， 음악을 성립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음악의 모습과， 충분조건으로서 

의 연주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필요조건으로의 음악은 간이하고 

큰 표현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음악이 한국전통음악에 있는가. 었다면 

어느 음악인가. 이 물음에 대해 곧 바로 답한다면， 한국전통음악에는 이와 같은 양 

식의 음악이 있으며 이것이 정악(正樂)이다. 바른 음악이라는 글자풀이때문에 정악 

이 필요조건에 합당한 양식이라는 말이 아니다. 정악의 됨됨이를 알아 보자. 

정악올 셜명하기 위해서는 정악의 됨됨이를 가진 〈영산회상> (률山會相)을 헤쳐 

보아야 겠다. <영산회상〉은， 조선조 영조(英祖) 35년 0759년) 서명응(徐命鷹) 01 

편찬한 관찬악서로서의 『대악후보JJ (大樂後讀)에 처음 기보된 악곡이다11'대악후보』 

는 세조(世祖)때의 음악을 수록한 악서로서 〈영산회상〉은 〈상령산> (上壘山)에 해당 

되는 부분 만이 기보되어 었다. <영산회상〉은 숙종(聊宗) 8년 (1680년) 신성(申展) 

이 지은 r금보신증가령J (琴讀新證假令)으로부터 많은 민간악보에 거문고보로 기보 

되어 았으며<상령산〉을 비롯한 〈중령산>(中훌山). <세령산> (細靈山)， <가락더려〉 

(加樂除只). <삼현도드리> (三鉉還入). <하현도드리> (下鉉還入). <염불도드리> (念佛

運入) . 타령 (打令) . 군악(軍樂)의 9곡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상령산〉은 확대 

된 여러 콕의 모콕(母曲)이라 할 수 있다. 확대된 〈영산회상〉은 〈현악영산회상> (重

光之曲)과 〈관악영산회상> (表正萬方之曲)， <현악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조옮김하 

여 만든 〈명조회상> (柳初新之曲)의 셰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영산회 

펴
 



상〉이라 하면 〈현악영산회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현악영산회상〉을 〈영산 

회상〉이라는 관용어로 사용할 것이며 〈상령산〉만을 다루어 말하게 될 것이다. 

〈상령산〉의 선율은 첫째， 문식(文麻)하지 않는다. 장식선율이 없다는 것이다. 쭉 

쭉 뻗는 굿굿한 선율선(族律線)올 가지고 있다. 둘째<상령산〉은 악기 간의 주선 

(主雄)이 주로 옥타브로 벌려져 었다. 셋째， 악기편성은 단소. 대금， 세피리， 해 

금， 양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의 단캡이로 연주한다. 넷째. <상령산〉은 매우 느 

리고 긴 박으로 엮어져 었다. 다섯째， 장단과 가락은 총춤하지 않고 길다. 여섯째， 

선율성(旅律性)은 굴곡이 완만하다. 이와 같은 여러 성질을 가진 것이 〈상령산〉인 

데 이 성질들이 왜 간이한 것인가률 조목대로 살펴보자. 첫째. 장식선율이 없으므 

로 번화(緊華)하지 않다. 둘째， 주선이 욱타브로 벌려져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올리 

는 소리는 맑고 깨끗하다. 셋째， 소리가 약한 단소와 세피리 그리고 소리를 약하게 

발음하기 위해 원산(遠山)올 이동시킨 해금， 소리를 줄이기 위해 단캡이로 연주하 

는 둥 세악(細樂)의 뜻 그대로 전체적으로 소리가 약하고 부드럽다. 넷째， 느리고 

긴 박으로 엮어져 있어 유장한 멋이 었다. 다섯째， 가락과 장단이 홈홈하지 않고 

길어서 밀집도가 덜하다. 여섯째， 선율의 굴곡이 완만하므로 유려하다. 여섯가지의 

됨됨이가 〈상령산〉을 간이하게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상령산〉의 됨됨이를 여섯가 

지 만으로 지적할 수는 없겠으나 많은 셜명을 요하지 않은 것올 됨됨이로 꼽았다. 

성정을 바르게 기르고 수신을 하기 위한 음악은 간이할 뿐 아니라 사물에 두루 

통하는 표출력올 가진 음악이다. 큰 표출력올 가졌다고 말한 바 있다. <상령산〉이 

큰 표출력올 가졌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감상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표출력은 외재적인 음악적 요소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힘의 역동성 

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물론 내재척 힘이 외재적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기는 해도 외재적 요소가 내재적 힘은 아니다. 따라서 내재적 힘의 역동성은 앞에 

서 말한 바른 정(正之情)과 바른 마음(正心)에서 나온 덕음(德륨)의 에너지이다. 

이 덕음의 에너지가 표출력이 큰 것으로 감지되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스스로 덕음을 발음할 때만이 큰 표출력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감상자 보 

다 연주참여자가 감지하는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46호 〈대취타〉의 보유자이며 

정악피리의 1언자인 정재국(鄭在國)씨는 〈상령산〉이 높고 큰 음악이라는 것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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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때마다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나， 조선조의 선비와 풍류객들이 〈영산회상〉을 즐 

겨 연주했었던 점들은 정악이 가진 큰 표출력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정악양식의 음악이 〈상령산〉과 같은 됨됨이는 아니다. 앞에서 꼽았던 여섯가지 

의 특성은 일반적인 정악의 됨됨이지만 악곡에 따라 여섯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것이 아니고 또 악곡 마다 한 두가지 다른 특성을 갖기도 한다. <가곡〉에 관해서 

뒤에 부연되겠으나. <가곡〉 한 바탕을 부를 때 그 중반에 이르면 장단이 축소되고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변한다. <영산회상〉의 일곱번째 곡인 〈염불도드리〉부터 〈타 

령> <군악〉은 〈상령산〉의 모습과는 다른 면이 많다. <계면가락도드라> (界面加樂

還入). <양청도드리> (兩淸還入). <우조가락도드리> (쩌調加樂還入) 세 곡으로 구성 

된 〈천년만세> (千年萬歲)중에서 〈양청도드리〉는 정악으로서는 파격이라고 할 만큼 

선율성과 빠르기 퉁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악이라면 정악양식이라고 일반 

적으로 말하는 앞서의 여섯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악의 모 

습올 바꾸어 전혀 다른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변한 것은 아니다. 악곡마다 약간의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음악이므로 정악도 곡의 이름이 달리 불여져 있는 

만큼 악곡으로서의 모습 또한 달리하고 있다. 

음악이 성립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연주행위에 대해 말올 옮겨 보자. 연주 

행위자를 연주자라 부른다. 일반적 관념으로 연주자라 하면 연주전문인을 알게 되 

는데， 과거 정악을 연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연주전문인이 아니었다. 선비나 풍 

류객들이 정악을 탔던 것이므로 이들을 연주전문인인 연주자와 구별하기 위해 탄 

금자(彈琴者)라는 이름을 사용하려 한다. 옛 선비들이나 풍류객들이 정악을 연주 

할 때 혼히 거문고를 탔기 때문이다. 먼저 음악 즉 정악에 대한 탄금자의 의식과 

마음가짐을 알아 보자11'금합자보』에 이에 관한 글511이 실려 있다. 

51) 大低樂音뼈而和乎， 當如春三月氣，象可也. 如或隱而{足急非農也， 죠훌훌送用而淸潤효變， 

平遊交諸而不相훌훌倫者， 比如地氣上昇天氣下降， 而像陽調和萬物生育之象也， 是以淡而

不傷， 和而不怪， 入其耳感其心. 莫不淡且和뚫， 而倚師不知自作新훨樂之， 失倫於歡極

훗. 學琴者不可不知也 . 

... 是以 彈琴以和蘭寫主， 以淸雅罵本， 而五切十善必根於心， 九亂七病꺼施於禮. ~찢身 

理性能使훌훌者忘、味， 然後方可謂盡琴之理也11'琴合字調J p. 37.(서울， 서울대학교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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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옴악은 옵율 펴고 화평한 것이 마땅히 봄3월의 날씨(氣象)와 같은데 여 

기에 괴이합이 숨어 있거나 촉급하다면 음악이 아니다. 5옴을 갈음하여 쓰고 청 

탁(淸홉)이 서로 변하며 그욕히 편안함과 화합이 어올리니 서로 탈윤(훌倫)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땅기운이 상숭하고 하늘 기운이 하강하며 음양이 조화하여 

만물이 생육하는 모습과 같다. 이러므로 맑고 답답함이 상하지 않고 화합됨이 멀 

어져 있지 않아서 그것이 귀로 들어와 마음을 감동시키니 담담합과 화합함이 이 

에서 더한 것이 없다. 세속의 스승은 스스로 새롭게 소리를 즐겁게 만들 줄올 모 

르니 속임이 극하여 인륜을 잃었다. 거문고를 배우는 사람이 몰라서 않될 것이다 

…그러므로 탄금하는 것은 화창(和뽑)함을 주로 하고 청아함을 본(本)으로 삼아 

오절십선(五切十善)올 반드시 마옴에 두고 구란철병(九亂七病)을 예(禮)로서 하 

고 몸올 닦고 성(性)을 다스려야 만 듣는 사랍으로 하여금 능히 맛올 잃게 할 것 

이다. 이런 연후에야 거문고의 이치률 다 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옴악이 어러한 것이니까 탄금자는 이러이러한 몸가짐으로 또는 마음가 

짐으로 금(琴)올 타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었다. 이 글에서， 탄금자의 유의해야 

할 세가지 점올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살피고자 한다. 

첫째， 담담합과 화합됨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눈에 띈다. 음악의 됨됨이가 

담담하고 화합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겠으나 탄금자가 담담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금을 타야 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담담한 마음으로 담담하 

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악의 원칙올 말하고 있다. 부조화한 옴악도 담담하게 탈수 

있다. 어떠한 표출의 음악도 담담하게 탈 수 있다는 말은， 어떠한 기구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같온 것이다. 유학(簡學)은 어떠한 것이나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하므로 화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악도 담담함과 함께 화합올 말하고 었 

다. 담담하면서 고루게 합해지는 음악이 정악이고， 담담하면서 고루게 합해지도록 

타는 것이 탄금자의 유의할 점이다. 하나의 악곡올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담담하 

게 타야 하고， 어떠한 감정의 이입(移入)도. 외물(外物)의 감촉도 없이 고르게 합 

하는 것이 정악을 연주하는 탄금자의 의식과 태도인 동시에 연주법이다. 이것은， 

“진정한 예술작품에서 발견하는 것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평화와 휴식과 평온” 

이라고 말한 리드 (H. Reed)의 예술관52)도 동일하다. 

대학 국악학연구회. 1974 복사본) 
52) Herbert Reed, (河훨鉉 譯). r훌훌術의 意味.J. (서울， 청음사. 1979)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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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화창함을 위주로 하고 청아함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이 었다. 어두운 것 

보다 화창한 것. 둔탁한 것 보다 청아한 소리가 정악이다. 정악이 높지도 않고 낮 

지도 않은 중성(中聲)으로 된 것운 이러한 이유이며， 그래서 당적(홈館)이나 소금 

(小혹)올 많이 쓰지 않고 아쟁(牙筆)도 덜 쓰는 것이다. 높은 소리는 간성(훌聲) 

이다. 화사(華著)함으로 간성이라고 한 것이다. 아주 낮윤 소리는 탁성(漫聲)이 

다. 탁성은 성질(聲質)이 둔탁하다. 낮은 소리는 배음(倍륨)이 나타나므로 다른 

소리에 섞여 부조화 즉 불협화음을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배옴올 척당히 가져서 

청아함올 근본으로 하고 화창함올 위주로 발음할 수 있는데， 이 소리의 음역(륨 

域)이 중성이다. 중성은 평성(平聲)이라고도 부른다. 평성은 평탄한 소리라는 뜻 

으로 탄금자의 마음올 자극하지 않으면서 듣는 사랍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소리 

이다. 노래하는 사람이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해 얼굴을 찌푸리는 부자연스런 모습. 

높은 소리가 자극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은 정악에서 기피한다. 정악의 발성법은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타는 것이다11'예기」의 「악기 J(樂記)에서 말한 

대로， ‘악(樂)은 하늘을 본따서 만들었고(樂由天作) . 악은 하늘에 웅(應)하여 만 

들었으며 (作樂以應天) . 악은 천지 (天地)의 대교(大敎)(天地之命)’ 로서 음악이 자 

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 화창함을 위주로 하고 청아함 

을 근본으로 한다는 『금합자보』의 말은 음색(흡色)과 강약(彈弱)에도 관계한다. 

음색과 강약은 본래 서구의 음악용어로서 정악은 이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또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어휘이다. 다만 〈가곡〉에서 억양(柳揚) 53)이라는 낱 

말은 찾올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청성(淸聲)과 탁성(獨聲)은 음질(音質)에 해당하 

나， 음색과 강약은 청아한 소리를 근본으로 하여 화창하게 표현한다는 표정(表情) 

속에 포괄되어 었다. 다시 말하면， 음색과 강약은 정악의 음악척 표정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으로서， 음색은 화려하거나 어두운 면은 거부하고. 강약은 너무 세거나 

약한 것을 제외한 한 가운데(中)를 취하여 여기에 억양이 부가된다. (가곡〉에서 

가사의 억양이나， 거문고 연주에 있어서 대점(大點) . 뜰살쟁 둥의 특수주법이 억 

53) 朴孝寬， 善歌者， 謂內훌활， 不善歌者.V無柳揚 r歌曲源流』 歌曲源流 序(서울， 大環

聞.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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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같은 강약정도(dynamic level)를 표시한다. 

셋째， 금도(琴道)라고 말할 수 있는 오절십선(五切十善)과 구란철병(九亂七病) 

에 관한 중요성이다. 금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겠 

으나 금도 중에서 오절(五切)과 기타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오절윤 탄금자의 

다섯가지 금지요목54)을 말한다. 

첫째， 질풍폭우때 

둘째， 먼지속에서 

셋째， 속된 사람 앞에서 

넷째. 의판올 차리지 않고 

다섯째， 앉은 자세가 아닐 때 

오절은 오불탄(五不彈)이라 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문고를 타서는 안 

된다는 계율로서 『금보 초업문JI (琴諸 初入門) 55) 퉁의 민간악보에도 기록되어 었 

다. 십선(十善)은 그 내용을 각주56)에 참고로 제시하겠다. 오절과 비슷한 내용으 

로 육기 (六룹、) 571가 었다. 

첫째， 매우 추울 때 

둘째， 아주 더울 때 

셋째， 큰 바랍이 불 때 

넷째，큰비가내릴때 

다섯째， 천둥 번개가 칠 때 

여섯째， 눈이 많이 내릴 때 

54) 五不彈 흉風雨不彈. 塵中不彈， 對倚子不彈， 不座不彈‘ 不衣冠不彈 r韓琴新諸J (景宗

4년인 1724년- 作者未詳 거문고보)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연구회， 

1977)p.7.(복사판) 

55) r琴讀初入門J (年代 作者未詳 高宗時 추정)(서울. 國立國樂院. 1980)(韓國홉樂資料 

홉흩書卷二에 收錄) p. 152. 
56) 談欲， 古今取欲， 中*E햄欲， 不浮重欲， 不塵抱欲， 有權速欲.'自然援欲， 不斷繼欲， 自

若力欲， 不覺急欲， 不亂 r韓琴新諸』

57) r芳山韓民琴調J.(1916년 韓H짧 鷹꿰한 거문고보)(서울， 國立國樂院. 1980) (韓國
륨樂資料幕書二)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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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철불탄(七不彈) 팔절(八總) 퉁이 있으나 오절십선과 크게 다르지 않 

으므로 생략하겠다. 

서예(書藝)에 서도(書道)가 있고 차를 마시는 것에 다도(茶道)가 있듯이 연주행 

위에서도 금도(琴道)가 있다. 이 도(道)는 철학적 의미의 도(道)가 아니라 의식과 

태도， 방법 둥을 망라한 요건인 동시에 수칙(守則)을 말한다. 금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금(琴)으로 총칭되는 거문고， 가야금， 비파를 타는 탄금자의 표출방식을 

제한하고， 제한된 표출방식을 체득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에 기인된 것이다. 거문 

고로써 어떠한 표출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악이라는 풍도(風度)를 갖기 위한 제 

한이며， 이러한 풍도가 표현되도록 훈련을 창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악이 정악이 

되는 풍도는 음악의 됨됨이가 그러해야 하지만 탄금자의 마음과 이에서 훌러냐온 

정(情) . 그리고 탄법(彈法)에 달려 있다. 정악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이고， 다음으로 탄금자의 마음과 정(情)에 관해 생각해 보자. 

마음(心)과 정(情)을 말하려면 성(性)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들 관 

계를 논한 심론(心論)과 성론(性論)이 주자학(朱子學)의 주요과제였을 뿔 아니라 

한국 유학에서도 이기셜(理氣說)을 관련시켜 매우 복잡하고 심오한 철학에까지 진 

전시킨 주요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심(心) . 성(性) . 정(情)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 논변하는 것 보다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주회(朱熹)의 

셜(說) 581을 소개하고 이 설에 따라 음악을 도입， 말을 이어가려고 한다. 

성은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요. 정은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고. 

마음은 그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성이 

라 하고. 이미 움직인 것올 정이라 하며， 이른바 마음은 심과 정을 홍섭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글에서 ‘마음은 심과 정을 통섭한다’고 한 것은 장횡거(張橫業)의 “심통성 

정" (心統性情)의 주장을 두고 한 것이다. 주회의 이와같은 설에 대해 이은봉(李恩 

奉)씨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591 

58) 이 부분은， 李恩奉 著 『東洋哲學入門J 347쪽올 부분 전재합. ↑훈훌未動. 1홉是E.tb. 

心包得E動未動. 蓋心之末動I!lJ罵性.E.動則짧情， 所謂心統性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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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있어서 심은 일신의 주재자이고 중리(聚理)를 갖춘 것이다. 이 때 만사 

에 대처할 수 있는 심의 본체를 성이라 부르고 심의 작용을 정이라 불렀다. 맹자 

가 말했던 ‘인의예지’ 는 성이고 ‘측은 수오 사양 시비’ 는 정이다. 그리고 성과 

정을 통섭하는 것올 심이라 볼렀다. 따라서 성의 측면에서 보면 심은 고요히 웅 

직이지 않는 것(寂然不動)이고， 정의 측면에서 보면 심은 감(感)하여 드디어 통 

하는(愚而逢通) 것이다. 

이 해셜에서 심 · 성 · 정의 관계가 파악되었을 것이다. 심의 작용이 정이고 심이 

감발(感發)하여 통한다고 했다. “음악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60)라는 말이나 “음악 

이라는 것은 안(마음)에서 (감동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61)라는 말들은 모두 마음 

에서 음악이 나온다고 부연하고 었다. 

마음과 정의 관계를 말할 때， 마음이 내재적 폰재라면 청은 외재적 실체이다. 

마음이 항존성을 가졌다면 정은 가변성이다. 

다시 금도(琴道)로 돌이켜 말을 이어 보자. 금도는 탄금자의 표출방식을 제한하 

고， 제한된 표출방식을 체득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말했다. 탄금자 

의 표출방식을 제한한다는 것은 표출되는 정이 가변적이기 때문이고， 정악의 풍도 

에 적합한 표출방식을 선돼해야 한다. 선태하기 위해 가변척인 정을 제한해야만 

한다. 제한하여 선택된 표출방식이 중절(中節)이다. 따라서 정악의 표출방식은 중 

절이다. 실제적인 예를 〈가곡> (歌曲)에서 들어보자. <가곡〉은 우조(겼調)로 된 

11곡과， 계면조의 13콕， 전조악곡 2곡， 모두 26곡을 남여가 1곡씩 교창(交唱)하 

는 음악이다. <가곡〉 한 바탕이라면 26곡을 한 자리에서 부르는 것을 말한다. 

〈가곡〉의 전형적인 형식은 〈시조> (時調)를 가사로 하여， 전주곡격인 대여음(大餘 

홉)부터 1장-2장-3장-중여음(中餘音)-4장-5장으로 구성되어 었다. <가독〉 

한 바탕을 부르는 격(格)을 보면， 담담하고 화평스러우며 선비들의 근엄스런 표정 

으로서 〈초수대엽> (初數大葉)을 시작한다. 

동창(東뿔、)이 밝았느냐 

59) 李恩奉， 위의 책 .p.316. 

60) 樂者心之動也 r禮홉~J 樂記篇

61) 樂也者 動於內者也11"禮記」 樂記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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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회놈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넘어 사래긴 밭올 언제 갈려 하느니 

전형적인 명시조의 가사로서 〈가곡〉 한 바탕의 서창(序唱)격으로 〈초수대엽〉올 

부른 다음， 느리고 장중한 〈이수대업> (二數大葉)을 거쳐 조용하고 무거운 〈중거〉 

(中짧)와 〈평거> (平짧)를 계속한다. <두거) (頭鍵). <삼수대엽> (三數大葉). <소용〉 

(觸進)이 속도를 더하여 멋을 풍기면서 〈우롱> (쩌弄). <우락> (쩌樂). <언락> (言

樂). <언편> (言編)에 이르면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도도한 홍취를 갖는다. 이 

때 장단은 축소되고 소리가 약한 장구의 오른편 채(장구채)는 변죽에서 복판으로 

옮겨져 큰 소리로 홍취를 돋운다. 가사도 차분한 〈명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바뀌 

어 음악과 가사가 선비틀의 위엄을 흩으러 놓는다. <언락〉의 가사를 보자. 

벽사창(훨*，þ惡)이 어룬어룬커늘 

임만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滿底)헌데 

벽오통(뽕챔樞) 젖온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올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아 밤일세 망정 

항여 낮이런툴 남우일번 하여라 

〈반엽)(半葉)의 중여음에서 계면조로 바뀌면서 속도도 느려져 〈가곡〉의 본래 모 

습으로 가고， 이어 〈초수대엽〉부터 시작하여 우조와 같은 변화를 거친 후 담담하 

고 화평스러운 〈태평가> (太平歌)률 이중창으로 끝 맺는다. 

이려도 태평성대(太平聖代)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일월(쫓之日月)이요 순지건곤(짧之乾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에 사용한 가사만 보아도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풍격(風‘格)이 다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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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한바탕은 심리적인 변화가 뚜렷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IJ'가곡원류』는 〈가 

곡〉의 여러 악곡에 대해 그 풍격을 형용하고 었다 621 <초수대엽〉은 “남훈오현" (南

薰五鉉)과 “행운유수" (行雲流水)와 같다 하였고， <소용〉은 “폭풍취우" (暴風짧雨) 

와 “飛無橫行”한다 하였으며， <편수대엽〉은 “대군구래" (大軍騙來)하고 “고각제명” 

(鼓角齊嗚)하듯 형용한다고 하였다. <가곡〉이 정악의 풍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 풍격은 중절의 범위와 질(質)의 다양함을 말해 주고 또 중절을 넘어선 비중 

절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펑조(平調)가 웅심 

화평(雄深和平)한 표정을， 우조(쩌調)가 청장철려(淸뾰澈뼈)하고， 계면조(界面調) 

가 애원처장(哀恐懷恨)한 표정을 가졌다고 하지만 정악의 풍도에 한한 중절로서의 

표출이다. 그러나 하나의 표정문구는 이것이 문학적 의미를 가졌을 뿐 음악이 표 

출될 경우 중절과 부중절 어느 편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표정의 어구가 음악을 바 

꾸는 것이 아니라 표출정도가 음악을 바꾼다. <가곡〉의 여러 풍도를 두고 장사훈 

(張師創)씨는 정격 (正格)과 변격 (變格)으로 나누고 있는데63) 정격이 〈가곡〉 본래 

의 모습이라면 변격은 변화된 모습이다. 본래의 본(本)과 변화의 변(變)은 〈가곡〉 

의 풍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이다. 지나치지 않는다(不流， 不過)는 한계가 주 

어진 변이다. 이 변은 다시 본래의 본으로 돌아간다. 26곡의 〈가폭〉이 가사만 달 

리하고 음악적 내용이 같다면， 그 음악이 아무리 성정을 기르는 음악이라 해도 어 

쩨 참아가면서 연주하고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령산〉과 〈중령산〉이 비슷한 

풍격을 가졌어도 〈세령산〉부터 〈군악〉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 

한 현상들은 본에 의해 변이 성립된다는 원리를 말해 주고， 정악의 본이 정악의 

풍도일 것은 당연하다. 정악의 풍도가 본이 된다고 할 때 본은 중절이고， 중절이 

지나치지 않은(不流， 不過) 한계내에서 변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본과 변은 중절 

의 질(質)을 말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정악의 풍도를 갖는 것이다. 이런 뜻에 

서 탄금자의 정(情)의 표출은 결코 중절을 넘을 수도， 파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말을 돌이켜 또 하나 셜명되어야 할 것은， 정악의 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훈 

62) 朴孝寬， 앞의 책 , p.3. 
63) 張師勳 r韓園傳統률樂의 理解.ø<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 1) pp.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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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 경우의 훈련윤 연주기교로 통칭하는 탄법 

(彈法)훈련과 동시에 마음훈련도 포함한다. 여기에 대해 r한금신보』는 “음악 중의 

의의를 궁구하고， 음율을 변찰(辦察)하며 , 지법을 익혀 기록한다" 64)라는 말을 『만 

보전서 JJ (萬寶全書)에서 인용하고 있다. 금(琴)을 배우는 일 중의 하나가 탄법인 

지법을 익히는 것이다. 지법은 연주기법(演奏技法)이다. 훈련이 부실하여 연주기 

법이 미축하거나 방벽(放많)할 때 그 음악은 추한 유희로 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음악은 일종의 기술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공작인(工作A)은 실용적 지능을 가진다고 베르그송은 말 

했다. 실용적 지능은 목적한 바를 마음에 형상(形相. eidos, morphè) 한다. 형상은 

두개의 작용을 낳는다. 하나는. 형상설현을 위한 사색(思索. noesis)의 의식과정 

과. 또 하나는 형상실현올 위한 제작인 생산(poiesis) 의 실재과정이다 65) 이 사고 

는 고대 그리스인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상당히 긍정적 견해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실용적 지능은. 목적한 바의 형상을 새기고 그것을 사색하며 그것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은 기술(technè) 이 개입한다. 인간은 실용적인 기술로부터 

미적형식의 기술로 그 표현력을 상숭시키려는 의욕66)이 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들 

더라도 아름답게 만들려는 의욕이 그러한 것이고， 예술의 기본양식을 만드는 것도 

기술로서의 표현력의 상숭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음악을 신화로부터 테크네 

(tech호)로 독립 67) ̂ 1 켰다. 

음악이 기술에 의해 표현되는 예술이므로 연주기법의 훈련윤 매우 중요하다. 정 

악의 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탄법(彈法)인 연주기법의 훈련과 마음훈련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마음훈련은 담담함과 화평스러움을 갖게하는 훈련이다. 외물에 감 

촉하여 음악이 일어나므로 어떠한 종류의 외물에도 담담함과 화평함을 유지하는 

훈련이다. 항존성의 마음이 이러할 때라야 만이 훈련된 연주기법에 의해 담담하고 

64) 凡學琴之事‘ 究륨中意義， 辦察륨律， 習記指法， 酒橋j爭室， 正其衣冠， 嚴빼如對長者. 

r韓琴新讀.JJ pp.8• 11. 

65) 住懶 仁11"홉樂心理學.JJ (東京. 륨樂之友社. 1980) PP.133-34. 
66) 住懶 仁， 위의 책. p.103. 
67) 國安 洋(金勝} 譯) r륨樂美學入門J (서울， 삼호출판사. 1987) p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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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스러운 정악의 풍도롤 표출활 수 있다. 이러한 마옴훈련은 마음올 다스린다 

(心修)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이 성정을 기르는 것이고 수양하고 수신하는 바 

다. 오절십선(五切十善)과 구란철병(九亂七病)을 포함한 금도(琴道)의 돗이 외물 

에 자극받지 않는 마음을 갖게하는 데에도 었다. 정악이 성정을 기르는 음악(養性 

情之樂)이라든가 수양에 펼요한 음악(修養之樂) 또는 몸올 닦는데 관계하는 음악 

(修身之樂)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다. 

연주행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악연주에 대하여 생 

리 심리학적으로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연주행위의 성격이 규정될 

것이다. 음악은 감성영역의 활통이라고 말했다. 또 인간의 활동은 이성과 감성이 

분리，독립된 기능작용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이 말은. 음악연주행위가 감성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감성만의 작용이 아니라 이성이 개입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었 

다. 음악심리학자인 씨쇼어 (Carl E. SeashOl빙의 말66)올 들어보자. 

위대한 작곡가와 지휘자 해셜가들은 광범위한 지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강력한 사상올 가지고 있고 정리된 지식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높은 

지성으로 그들의 창조적인 일을 정교하게 하고 또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씨쇼어는 높은 지성에 의해 창조적인 일， 즉 작곡이나 연주와 같은 행위를 정교 

하게 표현하며 통제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 슬로보다(John A. Sloboda)는 많은 

실험올 통해 숙련된 연주에 대한 지식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69)하고 

있다. 

(숙련된 연주에 있어서) 연주룰 조정하는 옴악 내에는 그 음악에 대해 크게 그 

룹을 짓거나 패턴올 만드는 것과 같은 지식이 있음올 알 수 있다 반대로， 미 

숙한 연주는 음악 전면에 나타난 피상적 특성으로 음악을 조정하는 것이 전형척 

이다. 

68) Carl E. Seashore, rpsychology ofMusicJ , (New York, Dover Pub. Inc. 1967) P , 8. 
69) John A. Sloboda, II'The Musical Mind-The Cognitive Psychology of Music,l (0뼈ord， 

Oxford U niversity Press, 1985)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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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쇼어와 슬로보다의 연구는 서양음악올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한국인과 한국 

전통음악 연주행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전혀 없는 터이고 또 연주에 대한 인 

간의 심리는 같은 것이라고 보아서 두 학자의 연구를 참고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 

한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연주행위에는 지성과 지식이 개입한다는 의견을 추출할 

수 있다. 콜링우드 (R.G. Collingwood) 70)률 비롯한 미학자(美學者)들이 예술작품과 

예술행위에서의 정신적 이성적 관여를 부인하지 않는다. 연주행위를 비롯한 음악 

활동과 이성 감성과의 관계를 주장한 견해를 종합하면， 음악활동은 감성기능이 주 

재하지만 이성기능이 간여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얻었다. 그러나 이성이 어느 정도 

간여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성의 간여정도는 음악의 성격과 양식에 따라 다 

르고 또 작품마다 달라서 규정하기 어려올 뿐더러 이성올 측정하여 말할 수는 없 

다고 본다. 그러기에 계측된 정도률 말하기 보다， 많고 적음에 대한 상대적 정도 

로 주장올 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정악은 감정의 표출올 절제하는 음악이다. 중절(中節)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감정의 부중절(不中節)을 표출하는 음악은 감정이입(感情移入)이 필요하겠 

으나， 반대로 중절의 표출을 요구하는 음악은 이성이입(理性移入)71)이 필요할 것 

이다. 이성이업으로 음악과 연주자의 감정인 정(情)의 표출이 중절되도록 간여한 

다고 판단된다. 이성의 간여는 간섭이 아니라 치리(治理)의 면에서 간여라 보고， 

정악이 이성이입으로 음악과 탄금자의 마음올 담담하고 화평한 풍도를 가지며， 연 

주하도록 치리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정악은 중절하는 음악(中節之樂)이 

고 강력한 이성의 간여를 요구한다는 면에서 이성의 음악(理性之樂) . 유학사상(備 

學思想)에 입각한 음악이라는 뜻에서 정신적 음악(精神之樂)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70) Robin G. Collingwood, (李-微 譯)1"훌術哲學擔論.1 (서울， 정음사. 1978) 18-19쪽. 
71) 理性移入이라는 어휘가 구체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으 

나 感情移入이라는 상대적 어휘로 사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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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인간의 활동을 이성활동과 감성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이성활동과 

감성활동은 중추신경계인 대뇌피질이 담당하고 있으며. 신경의 교호작용에 의해 

인간의 활동이 협동하여 조화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베르그송은 인간을 

이성인과 공작인， 사회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이성영역과 감성영역 

어느 한편이 더 발달했는가를 분류한 것이므로. 음악인이 공작인으로서 감성중추 

가 이성중추 보다 더 발달했음에도 이성영역의 교호작용에 의해 음악활동을 수행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음악활동면에서 볼 때 어떠한 음악활동도 감성영역의 활동에 속하지만， 이성영 

역의 교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음악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눈다. 음악을 문화에 포 

함시켜 말한다면， 이성적 문화와 감성적 문화로 나누고， 이성적 문화를 아폴로적 

로고스적 문화라 보고， 감성적 문화를 디오니소스적， 패토스적 문화로 보고 있다. 

한국전통음악으로 말하면， 이성적 문화속에 정악이 포함되고 감성적 문화에는 민 

속악이 속한다. 또， 이성적 문화는 유교문화이며 감성적 문화는 무교(띤敎)문화이 

므로 따라서 정악은 유학(橋學)에 관계되고 민속악은 무신앙(파信째)과 관계한다. 

이 글은 한국전통음악의 체질을 중절과 신병의 두 측면으로 규정하고， 각각 그 

사상과 음악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에 그 뜻이 있다. 한국전통음악의 체질 

중의 하나를 유학사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때， 체질을 기질이 포함한 것으로 인정 

하고 유학사상을 음악과 연계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사용된 체질은 

생리학적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이며 심리학적인 기질로서 논의되었다고 하겠다. 

음악은 물(物)의 감촉에 의해 발생한다. 물(物)은 외물(外物)과 내적인 자극올 

모두 말한다. 음악의 발생단계는 사람-감촉-음악의 과정이 성립된다. 이 과정을 

차례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신 또는 수기 (修己)의 요체는 바른 마음(iE心)이다. 바른 마음이 선성 (善性)

과 도덕율에 관계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담담해지고 화평스러워 진다. 성(性)으로 

말하자면 순연한 적연부동(寂然不動)의 상태이다. 여기에 물(物)이 감촉한다. 즉 

자극이 주어진다. 자극에 대한 발로가 정(情)이다. 정을 담은 기(器)가 음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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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이다. 정으로서의 발로가 중절로 이루어진 기(器)가 있고， 부중절의 기가 

었다. 중절로 이루어진 기를 정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정악은 중절된 정 

(情)을 담고 었다. 중절된 정은 덕읍(德音)을 가졌다. 또 정악은 큰 음악(大樂)이 

다. 큰 음악은 간이(簡易)하다. 간이하므로 큰 표출력을 지녔으며， 큰 표출력은 

덕음이 었으므로 가능하다. 

정악은 간이하고. 구성음은 덕음의 가치와 힘을 가진 것이다. 이리하여 정악은 

중절로서의 정을 담고 있으면서 담담하고 화(和)한다. 화(和)는 화평 화애 조화 균 

둥， 이 모든 것의 총화이다. 이것이 정악의 됨됨이이고. 이러한 됨됨이를 만들기 

위해 금도(琴道)가 필요한 것이다. 금도는 탄금자의 마음. 중절의 의식과 연주기법 

에 대한 수칙이다. 정악의 됨됨이가 풍도(風度)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켜 

야 할 바를 말한다. 풍도는 풍격 (風格)으로 이루어 진다. <가곡〉은 〈초수대엽〉부터 

시작되는 음악으로<태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풍격이 있으며. <영산회 

상〉에는 〈상령산〉부터 〈군악〉에 이르는 여러 풍격이 있다. 다양한 풍격은 중절의 

한계내에서 여러 중절정도를 나타낼 뿐， 결코 정악의 풍도는 앓지 않는다. 풍도가 

전체성이라면 풍격은 개별성이며， 풍도가 보편성이라면 풍격은 특수성이다. 

풍도와 풍격에서는 중절이 그 단초(端初)이다. 중절은 흘러 넘치지 않고(不流) . 

지나치지 않는(不過) 보편타당한 준칙이다. 그러므로 중절은 정(情)의 절제이다. 

이것이 정악의 표출성이다. 절제하는 음악이 정악이라는 말이다. 정은 감성영역이 

지만 감성기능 만으로 정을 절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이성이 간여 치리하는 기능 

에 의해 정이 조절되고 절제된다. 

정악은 조선조 선비들과 지식층들의 음악이다. 조선조 선비들과 지식충들은 주 

로 유학을 그들의 학문으로 삼았고 정악도 유학사상에 의해 형성된 음악이다. 그 

래서 션비들과 지식충들은， ‘노래하여 선하변 화(和)한다’ 72)는 돗올 알고， 정악에 

서 ‘진선진미(盡善盡美)’를 구하고， ‘예술에 노닐고(游於藝)’ ‘음악에서 이루는 

것(成於樂)’ 을 알았기에 정악으로써 수신(修身) 수기(修己)했던 것이다. 

정악의 됨됨이와 성격， 가치， 쓰엄새 둥에 따라 여러 이륨을 불일 수 있겠다. 정 

72) 子與A歌而善， 必、使反之， 而後， 和之Ir論語』 迷而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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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중절로 이루어진 음악(中節之樂)이고， 이성의 간여와 치리로 정을 절제하는 

이성의 음악(理性之樂)이며， 성정을 바르게 기르는데 필요한 음악(養性情之樂)이 

고， 그렇게 하므로써 수선하는 옴악(修身之樂)인 동시에 스스로 자기를 돌보고 닦 

는 음악(修己之樂)이다. 또 유학사상의 정신을 구현한 음악(精神之樂)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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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ivities of the human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activity of the 

rationale and the activity of the senses. AP, an example, the activity of scholarship 

would belong to the rationale, and the activity of art would belong to the senses. 

The rationale is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enses as the senses are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the rationale. These two activities do not function as separate 

entities but they are a part of one another. 

We have stated that artistic activities fall into the senses category. But 

characteristics of the art itself may vary with the degree of the rationale involved 

in the senses. In terms of music, the involvement of the rationale in the music 

itself can be either little or much. This kind of example would be the same as 

categorizing early music of Greece into Appolonian or Dionysian music, as it 

would be similarly divide by Nietsche into music ofthe logos 없ld the pathos. 

Korean traditional music can also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disposition of Chongak (正樂. Classical music) would fall into the Apollonian 

category as the Minsogak (民倚樂. Folk music) would fall into the Dionysian. 

Chongak and Minsogak are devived from the personalities 없ld the dispositions of 

the Korean people. Thus, stating that the structure of Korean music is based on 

disposition, 1 have studied these two categories from the cultural point of view 

and have tried to research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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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quillibrium 

The Chosun Dynasty (1392-1910) was a society based on a very strict class 

system. The upper class of scholars and intellectuals studied Confucianism and 

became infautated with its ideologies. Confucianism became the ruling doctrine 

and because it was part of the mandatory curriculum by the state for anyone with 

aspirations in politics, it was unrealistic to study anything else. There were even 

the Sunbi (classical scholar or learned man), a branch of the upper class, who 

whiled away time completely immersed in the study of Confucianism without 

even the interest in political advancement. Along with the Sunbi, this elite upper 

class enjoyed forging in their scholarly pursuits and never took lightly the work of 

cultivating the mind. Of course, their focus was in the ideologies of Confucianism 

but their study mediums included painting, calligraphy, playing music as well as 

the art oflistening to it. 

The music that was created by this elite group is called Chongak, or ‘proper’ 

(correct, right) music. The word ‘proper’ means that Chongak music makes people 

be proper. The oriental philosophy of music is not based on aesthetics but rather 

on ethics. Thus, the reason that music is necessary in a society is to make people 

proper and to create a society of higher values of ethics. And because Chongak is 

considered to be music that builds life of high character and builds courage 

towards devotion to the state, the Sunbi and scholars chose Chongak as a way of 

discipline and pleasured themselves in the playing and listening of it. 

In the first chapter of the Joongyong (The Doctrine of the Mean) , a Confucian 

literature, it is said, “While there are no stirrings of pleasure, anger, sorrow, or 

jo:χ the mind may be said to be in the state of equillibrium. When those f농elings 

have been stirred, and they act in their due degree, there ensues what may be 

called the state of harmony." The word equillibrium in this passage, can mean 

appropriate, not extreme, level, or 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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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re creatures who have sensitive faculties by nature. These senses are 

expressed through the emotions it creates. The Confucian ideology would like that 

these emotional expressions be filtered through a state of equillibrium. This 

equillibrium, the filter of emotional expressions, is rationa1ity. 

Chongak is not music that exposes hum없1 emotions. It carries a character of 

showing an adequate and an appropriate amount of emotion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upper society of the Chosun Dynasty, that based itself on the ideologies of 

Confucianism, will have most certainly used Chongak as a medium of their 

studies processes. 

The musical shape of Chongak does not contain drastic movements or wide 

jumps in its melodic 1ines. There aren’'t many rhythmic changes and no sudden 

contrast created by an appearance of some element that is suddenly different. 

Longer rhythm pattems are used 없ld there are no heavy colors of harmonies. Its 

instrumentation uses 없1 ensemble of instruments with 1ighter sounds. 

For those who will play Chongak, there also exists a code that must be practiced 

accordingly. 안lÌs attitude is called Keumdo (琴道) and it has many a rules to 

follow. Among them is, one must play only in a clean atmosphere when the 

weather is good. And playing is not permitted in unclean places or when the 

weather is foul. For the players themselves, pr얘er attire must be wom as well as 

have proper posture. 

If Chongak is a music that makes the mind and sould of a person proper, then 

the appearance of the music must be also proper and the player must also play in 

the proper manner. Thus, Chongak has also been called the music of the 

rationale, music of self discipline, and music of the mind.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of Chongak, which give it its name, equil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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