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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띤안

99

(f(、上人物플판 二L 꿇쭉한 것만윤 양記했고

l'lel

I쩨人物판 다루지 앞였다) .

7. 英lR 李成탠와 李芳평의 人間像 (I1~)
結

8.

語

李奎報作 英체寂띔5fi<東明 ;E>과의 it較. 우라 寂f띔 if의 *규8¥<‘
없참즉닙용로서 의 <펴 T:R>의 팎價 .
(註) 本 發表는 }떠패 Jιjr1임濟 f행土|미터}닮1 文集。” 論文化되 었응.

龍飛細天歌의 文學的 價 f直評價
새로운 評價파싹을 랬띔하연서← ••

•

뺑”
오늘- 자에게 주어진 課폈블

말씀드리 71

nt 는 이 번 퍼댐:의 폐유때얀 檢討에
릎 잠시 말씀드리고서

,

있어서

前에

~tr시

I료

II~[ 탠가 약간 뒤캠어 컸용니다

￡양사;)안 파1‘에 대 한 蘇frfl인인 鋼告

저의 主많5. 념이 가키로 파갔유1-]마.

유인볼 llpage 에 대충 °1 벤 Symposium 에서 j편펴얀 패에서
플- 다풀수 있겠는가블

간단하게 4명理듭- 해 서

다. 지금까지 짧歌하면 누구나 다 펴學며j 에

던 것이요 文學따얀 떼에

이떠한 問/떨

여 러 분꺼} 냐누이 드려 고
있어서

l융;要한 f운料츠료서

있어서는 그렇게 訊學펴터에서 처럼

았음니

티「루어왔

활말하객

이것

지 급까지 힘볕한 꽤文學떳， 또는 댐文學의 %究業체에 서 태 풍 펴 }5j;어1

I왜11系

을 檢討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믿고 았유니 냐.
된 것을 추펴 볼것 같으면，
첫 째 로 形態成 JL의 문게 에 대 해 서 는 가란 주5핏IIι 줬씹의 「阿又‘쩔全 rJ:1..J ~~，에 서

m~땀項티에 때 )rl]=節形으로 된 E단엔體로부터 「iEfj·의 形페이
있읍니다. 마음 趙깨lj 濟博士으·1
쩍티에서

냐다났마고 퍼 01

I함國5£學r£ J 의 六펴 3 젠'1<樂 j쉰의 vi，폈>라는

.'i-연 fEf싸의 形j:~은 Ffl 國fiti 꾀體릎- 댄 1껴r한 것야라고 되0-] 있←윤니냐

서l 재 金，템煙敎授으 1-천폐j時{1;의

;f}~ 護冊究.J II' 에 λj l펴 ;fj:의

~JJ↓쯤의

펜티어11 .'t.

면 i싫~rK의 ~態는 [펀~ff으1 끼옳形과 :수 l비의 新形윤 펴야한 H2명붕。l 피 고 뇌 야 았묶
니마.
그래 서 이 번
F꺼 J~'、우로하여

Symposium 에 서 는 主로 filj :J5:의 }당;態 늪-Rhythm 의
그 成 SL과 起源、갇은 것윤 #r; 뭔 7짧쩡할 수 있윤까

Jr;f5X1i 합을

? 01 련

생각。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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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였 커 때 문에 李能雨敎授에 케

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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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 에 關係되 는 問첩를 付託플여 서

여려분 앞에 그 業績을 보여 주설 수 었는 機會를 1'1· 즘E 드렸유니다.
약음은 Genre꾀 問題로서 形式과 內 J싹을 1끊分해 서 形펴온 :앉{lIq 的연 장훌 ytL이

며 內쩔에 있어 서 는 寂事的인 內容을 갖춘 것 이 라는 見解를 카람 李秉|技敎}공
와 趙敎授 두 분야 發表해 !L셨용니다. 가람 敎혈’의 「國文學全밀J 120p 에

와 같은 兒解가 실려있고 趙博士의

~6解로는 「웹國文學史J 128p 에 나와 있

유니다. 그러고 金博土는 이것을 國初의 樂 ψ; 다는 兒解로서
마.

그려니까 國初의

이

해석하고 있읍니

樂歌와 李렁에다1J칩의 樂젠:는 딱로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國初 즉 李初의 樂歌라는 Genre 로서 設定하고 았용니다. 즉 그띄 「李

댐時1t歌護짧究J

96 휩 “國初樂歌의 形J:~"이 라는데 이 와 같이 밝혀 져 있음니 다.

그리고 龍歌와 月印千江之|랜쓸 國깐1樂淑의 特짜:한 形態라고도

l많定칫고

있음

니다.

세채로 文學的인

떠{펌 W-l~倒에

었어서는

趙댐」‘는

「韓國文學민」에서

으로 보아서는 핍淑블 그렇게 높이 評價할 수 없냐고 짧定지￡셨고‘

마찬가지

「李朝時代歌議冊究」

가운데서

아까 댔敎짧-도 잠시

마얀 金剛 111 과도 lJ t꿀수 없는 똘흉풋한 우리들의

文學맘

金f행 J.는

소개 릎 했읍나

\C1 빡이라고 L 높이

띤웹블 해왔

음니다.

다음 넷째로 평譯 JJf와의 l해係에 對해셔 趙博 J: 는-(fU {1fX의 歌짧 딩 D J핑蘇보다
는 漢譯詩가 먼저 되었고

rll ;aJ이-;fX解는

漢譯캅보다도 뒤에 되었다고

고， 李秉뼈敎~’와 金J띈;爆敎않는 그런 것 이 아니 c} i한澤詩가

생각허

왔

나종에

되 었 다고

훤、博 L와 金敎f장 두 분은 「韓國文學’':I::

J 또는 「李

즙及되어 왔읍니다.

作家의 問題애 있어서는

때時씨 歌護冊究」가운데 서 國初의 {많’@들이 擺進한 것 이 라 하며

:文職의

즙B錄

윤 그대로 解釋하였고， 가람 李敎授는 「國文學全'JI:J 에서 月印千 π之曲과 隨{~
가 그 表現에 있어서나 形態에

있어서

바슷하71 애문에 月印下江之f벼을 組]製

략고 본다면 패1歌도 應當 퍼J차大王의 1劃製염에 틀럼없다고 ;싸定을 내리고 있
읍니다.

마지 막으로 지 금까지 1댐과압블 궁극듭염하션 분이 한결 같이 꽉樂에 다 맞추어 樂 fHj

으로 演奏커l 했다는 것을 問짧로 샅아왔던 것엽니마.

지 금까지 말씀드란 것 이 大簡 又‘學떠f에 있 어 서 能 j%에 !짧係되 는 現JE까지 5命
及된 重중용한 問題블이라고 생각됩니마. 여치서 제얼 먼저 形態成 ~!'L:을 위한
짧어} 對해서는 李能 1 찌敎授가 말씀해
01 고 內容에

준셨고 形펴에 있어서는 典펜的인

있어서는 쨌事떠이란 問합에 對해서는 張敎授가

gfl

樂핀ft

말씀해주셨읍니

다. 그라고 이제 평譯쉰t와의 관계에 매해서는 오늘 아챔철 姜f득 iil 敎授가 論 7£
하셨응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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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뒀의 問題어1 對해서는 아직까지 宿題로 남아 았는 것이고 마지막 樂 f벼에
대 해 서 는 마지 막 Schedule 에 들에 있는 李惠求敎평꺼1 서 仔細하 말씀해 주설 것
입니다.

그러고 자금까지 5해짧된 것 이외에 午前며에 품L 學]fu에서 許1lt敎授의 f응tf운웹g

f단에서도 잠시 듬「及이 되었읍니다만 應當 뺨맛[췄料 @.p 폐末李初의 歷 I}:資料로

셔 본 입단歌가 다시 한벤 檢討될 날이 반도시 있어 야하리 라 맏고 또 그것파 아
울라서 이 龍歌어1. sf用된 l뀌國의 史實파 中國의 !딴 lj딘書籍에 나오는 뽀혈과 l±

較해야 하는 歷史面‘에 있어서의 課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딴고 았음
니대.

I뼈序가 뒤 바뀌 어 罪ι使합니 다만 제 가 文學面에 있 에 왜 。1 能판K를 Symposium

의 題티으로 했는가 하는 것에 對해 간만한 말씀윤 드렸읍니 다. 따라서 퍼웰보

선분께 罪陳합니다만 이것은 全般的인 問題이치 때문에 게케 주서는 時間푼
지금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윤니다.

오늪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온 program 에 又:學Ij얀연 {휩{펴評

價라고 되었읍니다. 그러나 주어찬 時間안에 어느 程평 제 自身의 見解‘로서 펴
歌를 評價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영읍니마만 처의 오늘의 主題블 위한 論블는
主로 過去에 6닫돼:)~를- 굉p價해 ..2..신 분들의 方法을 벨 어 서 파연 二l 評價方펴。l 옳

았던 것엘까하는데서 부닥 出發해서 過￡→業댐에 합한 批判을 通해서

龍폈:의

새로순 評價方式을 TJ월경착하는 程Jjf에서 끔。l 지 않을까 생각됩니마.
大端히 罪懷하고 未安한 말이지만 저1 가 7.8 年때이라고 기억합니다. 金f햄士
의

「李펠I時fi J欣짧冊究」라고 하는 學位論文을 批判한 알이 있었읍니 다얀 오

늘 또 이자리에서 꼭갇푼 著書어1 對한 批判이
米安하거l 생 각합니 다.

。1 뤄치게

된

것을 個人的으료

그리 나 한쪽으로는 야와 갇이 批判의 對象야 된 다든지

또는 論꿇의 對象이 된다는 것은 過￡에 그얀큼 그분야 業績을 난겨 주셨다는
팎實융 證明략는 것이략 믿습니까. 그푼의 過링業원콕에 대해서는 亦델 저의로

서 도 높이

敬意를 表해 마지

않음니 닥만 所調 Symposium 이 라는 자리 이 71 때

문에 약간 戰關的언 言蘇가 나올지 묘르겠읍니다.

여 71

對해

폈웹없킬

바란

油印物에 보사 는 바와 같이 金댐士는 <李朝時代 歌諸댐究>라는 HH의

第4

나마.

節 <文學的안 價{直論>이 란 J댁에 서 당E표%를 다음과 같은
첫 째 로 整然한 對션]의 tJI:列，

둘째로 終止詞의 使用法，
셋재로 아름마운 語월중의 꽤닮使，

익 제가지 慶件을 늘어서 쉰E판t를 評쟁뀔했던 것입니대.

東 亞 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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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整然한 二行詩〔對句)의 J쉰妙한 排잣U이라는 評價를 金博士는 다음과 같
이 表現하고 있읍니다 . ~t' o} 웅든 3 章‘"" 109 J뿔까지에 보이는 對句의 美는 녁무도

適實하고 間然항이 없서 마치 造花의 美블 聯想케 하연서 해}縮히 이어 나가 다
함이 없는 倚廳城과 같이 光彩 統꽃 燦爛 g;彩하여 눈이 부쉰만하다." (p.185)

즉 整然한 =行詩로쉰 J딛妙한 對句블 排젓IJ해 서 fiE歌가 아주 잔란하게 빛 이
난다고 햄價하고 있응니다. 그러면 果然 對句라고 하는 것이 어떤 效果블 e-}

타내는 것인지 또는 펴歌에서 일워낸 對句라고 하는것이 올바른 ;휠혜에서
洋의 傳統的인 對 1rj 의 搬念、파 짜t合되는 것언지 하는 것부다

땅

檢討해야 하리다

앵각합니다.

그라 키 寫하여 中國의 x藝批評의 祖宗이 라 불리 우는 劉鍵이 란 사량의 「文'， L、

能隨」에서 對 h」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文心應龍」에 {jx:하변 호Jicrj 에는 너l 가지가 았다고 j꽤定짓고 있읍
나닥. 즉 同書 卷七 麗離에，
‘;對{고有四對，

--@f 對 • 띔對 • 反對 ·if對”

([l “감對寫易·. ~

言對者 雙比벌解者11\

凡偶蘇뼈聽 ←딘對所以옳易 tE fE‘以

;즙對篇美 貴;在精巧”

1?1
3

“휩對寫難·

事對者 ;Jt靈A驗者 t니

徵 A~ 學 릅흘對所以寫難 t브”

“ι맛對흉優~

反對者 理練趣合者tt!

때앓i 同忘反對所以寫優也”

강 “正對罵갯·

正對者事異義同행띠 .. ·· .. ilt뭉좋겠心正對所以薦커也”

이렇게 짧定짓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文'L、!影패의 對句 分類方파과 거가 對한
評價가 둡全허 옳은 것이냐? 하는 것부터

캐고들어가야 하겠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고， 또 이 方 l힘의 學術書로서 過去에 歷史的우로

여치서는
權!威가

있

다고 얄려져 온 著書이 71 때문에 ←→段 그것을 믿기로 하겠읍니마.
그런데 지금 여기 金씹憐敎평가 아주 騎羅城처럼 빛난다는 對句의 形成方퍼
。 1 :땅然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딱지는데

있어서

「文心 I影짧」의

句대에서 龍歌의 對 InJ 는 어느 것에 該當하는 것얼까가 問題일

것

네가지 對
같숨니마.

게 가 생 각하기 로는 二l것은 rE對， 즉 “事物 또는 ←렬{牛운 다르지 얀 뜻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if:힘라는 觀;슴:애 附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마. 만

약 그렇다면

「文心)影짧」의

훈F價方式인

<쉽고 에렵고 좋고 나쁘다>고 한

l띤에 서 龍歌는 分明히 批커한 對테가 아닐 수 없 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되는

것입나다.

「文心짧짧」의

딴 펴니어l

보변 “두 가지 얼을 서로 配슴을 할 때

優장;。 l

jL;르지 못할 것 갇 o 면 마치 철릎발이와 같다" (감兩事相配 디JJ짧것不월! 是!~~힌
在左명쩔 쩔뚫k.i 服 ttl，)는 이 야기 가 나오고 있읍냐 다.

對句플 쓰는데 한 쪽 句때

파 한 쪽 to 節。1 均쨌f이 잠히 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것은 全體的인 對션1로서 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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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발이가 되는 것이라는 벌이겠융니다. 그렇다면 폐땀에 L~요는 內낌을 우리
가 J간짜R하 檢討해볼걱에 그야달료 철를말이가 아닌 꼭같은 무거1 로 대룹 수 있
는 對句가 어떤 程f힐 있겠느냐? 아마 이런테 까지도 캐을애가야 역 71 騎羅城

처럼빛낸다고 하는 。 l 렌 훈¥tl펠가 可能하리라고 믿어지는 갓입니다.
「文JL、f影if당J에 서

뿐아니 다，

꼭같운 다1 國사란으로서

I夫해셔 오늘날 美國에서 다l 뭘IX學을 講義하고

現{~I歐歸민의

있는 사람의

\(웰學윤

{파明의

方iU윤

벨어보드10+도 비슷한 方괴의 結論。 l 냐오리다고 생각합니다.

James Y. Liu 라고 하는 사람인 데 英國에 서 :x=學 _T~자릎 하고 맹까f:는 Hawaii
大學에서

마!행文學을 講꿇하고 있다고 틀었읍니다. <The Art

Poetry> 라고 하는 객 가은데 서 對체에 펜하여 닥음과 갇이

of Chinese

ij\~~~ 하고 있응니

다.
요컨대

對김]는 F~I I패어} 았어서 電흥동하고도 特徵따인 터의

}상:fi판인

것이마.

다른 製옮와 마찬가지로 對{끄가 機械 Ij~1으로 ~!펀듬닫휠「 Ufi떨하는 11; 으로 략락했‘
윤 래 그것은 비 난 1갇윤츄 밖에

없다f. 그러 니 그 즈‘딘의 JiR態에 있。1 셔 는 1ι

쨌的。]..iL 對照 B치인 自然의 중장態에 對한 감간윤 갚￡며알 수 있고，
構원을 |司 B흉터낀으로 팽化할 수 있다- 完全한 꾀 7규죄논

도한 테의

自샀스려워서

人寫 IJJ

이 아니며 둔 줄의 과는 달카로운 對照릅 形 f렛하면서도 무엇인가 야릇한 類

似性을 가지 고 있마. 그것은 마치 相/닷된 폈침윤 가잔 두 사람이

수福하거l

댐婚을한 것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급 “열마나 딴照띠이나 그리고 얼마나

어울려느냐'/"는 감탄윤 내뿜는 心j갚으로 對 1rJ플 즐기거l

한 수 익제 한다.

이러한 {고함j 플 찾아 볼 수 있읍니까. 01 는 完全한 f、t4U 「jjEL~근 것은 아주 딩
3칭스럽마는 것， 人薦 1'1 딘이 아니라는 것， 또 두 줄의 꽉는 날카로운환j 웬， 즉한

쪽 김ιl 前과 한 쪽 {rJ節의 달카로운 對照를 形成하연서 17L운데 어 딴 폈lJ;J.'ttE윤
發보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윤니다.
?딴句에서

f웹댔되는 것윤 i Y:, L、펴제 U 」에도 나오고

立 횟與相 VjJJ 띨햇之一

있읍니다만

「 Flt 훤 ell(孤

IE J좌陣f[ii行 lliJ (어 떤 편{Lt- o 1 JJlt간 이 되 어 서 서 보 짝윤

일우지 뭇할 것 갇으면 이것도 亦많

젤릎말이가 되는 거~ 마찬가지마)라고

訴明하고 있응니다. 훌는 對폈的얻 것야 어울리치 않을 적에 거가서 나타냐는

펌{그의 效뚱E라고 하논 것은 意 l깐가 얹는 것이라는 돼으로 뾰明되어 ~J、읍니다.
。1 렌 밝i플에 c] 1 걷츄어 볼때 여러분들이 過초에 읽어온 龍歌플 通해서 rlR썼 하
냐의 對죄J로서 서로 j상剛을 잃지않는 그러한 온천한 對句라는 것플 發꾀할 수
았겠느냐 하는 것 이 問띤點이 되 겠읍니 다
은 觀察이

。1 뤄저서

I다-라서

金댐士가 말한 그라한 結論을

원學맨인 f뀔據륜 f휩示해야 마땅할 것이라 봅니마.
그렴 물째로 終 Ltit피의 {핏用法에서

金博J.는，

만으로 이 方페에
이끌어띨

좀더

갚

수 있논 것인지

東 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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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니 • 러야 말로 二l f떳f덤터的이 i펠縮히 쪼던이 흘퍼l-t가 닥함。 l 없는 짚示
로 想의 다1 斷윤 막아 픔想의 連線과 함께 王훤의 前途 FtiF함과，

n:祖낌의 댐積의 適認카 모두 天命의

符:J{; at님 이

그리 고 李

없윤 뿐 아니 라 그러 한

遺따가 뼈없야 얼마든지 있어 이루마 形단할 수 없다는 感을 자아내게끔 하
려는 意댐rr"에 쓰여지면서 --方은 필調1:의
니,

1많:멈에 對한 配J，~I넌도 다한 것이

, 또 노래 로써 의 Cf:數制限파 아울려 餘賴을 두는 필;要한 주‘法도 籍

했 o 냐 , 이 떼어l 있어서도 폐 ;1k는 成.L1J한 作品이다. (pp.186"-' 7)

라고 휴價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나오는 「리， 니」 또는 「이」니 하는 것윤 우리
가 子先 어떼한 性格으로 만아들일수 있겠느냐가 問題겠음니냐. 이것을 하냐
의 확임 , 팅p n뻐鎭으로서 받아 도라느냐， 또는 여기서 말하는 終 IJ:폐의 감끔/{갑로

서 묶어진 에휘의 반복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問題가 응냥 제가 되어야 겠유

니다. 만약 이것을 략임으로 본마든가 또는 中國에서 말하는所떠핍으로 본다
할 것 같으먼 저1 가 알기로는 쿠라파에서의 확임이라든지， 또는 rf=r國짜에 있약

서의 題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意味 內전 노다 앞서서 二1
싸의

뎌:樂性을 더 §옳調하는 것므로 알고 았읍니 닥.

또 가령 이것을 어떤 야節의 &復이라 칠것 같으면 ，냐에 있、애서의 만욕이;0+
는 것은 지급까지 알려지기로는 자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 할 적에

만복의 수법을 많이 쓴다고 대개는 말해 왔읍니다. 약라서 만일

이

이것을 화임

이 라고 볼것 갇으면 타:樂↑牛윤 강조하는데 :£'、要한 것 이 었 고 또 이 것 플 reputation 이라고 올것 같으변 그것은 그 內참을 彈調하는데

썼던

젓이라 하겠음니

다. 그러니까 쉰樂性이라든지 또는 鎭調라든치 하는 것과 p강想의 發/많고} 어떠

한 !짧係가 있느냐가 分明히 究明되어야 연면허 끊임없이 벤져나가는 「리」나
「니」니하는 어후l 들이 하냐의 꾀語로셔의 生命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갇박사가 말하듯이 「리」니 「니」니하는 것이 면면한 댐想의 연속이라고 볼것

같으면 이것은 어마까지냐 펄件 또는 內容과 連關이 되어야 겠는데 다만 꽉樂
性이라든지 또는 鎭쾌라든지 하는 것파는 그렇게 큰 무슨 연결야 된 것

같지

는 않습니다.

냐음 셋 째로 마스막애 <아릎마운 어 휘 를 많이 썼 마>는 點에

對하여 金j책

士는，

우려말의 찾플 이처램 뺀WE하여

헬術的으로 다룬 이

作者의

높은 71<準을 I:記 여 러 ￡現의 →-ikd에서 보고도 남읍。l 있다.

文學鍵J딸때의

字字 모두가

珠玉。1 요， 그것이 서로 부닫혀 ;))1‘뻐한 淸雅햄이 아릎탑게 울려t-t옴플 가까
이 튼는다. 당:ylj의 配슴에

，댐fL17t 이루어 있고 행硬한 發감;°1 보이지

않으

며 바만옷파 vI 단옷이 세로 스치는 가벼운 소리가 울리는 것이니， 華%한

가운데 靜 j값이 있고 모두 rim했된 t삼衛핫가 光彩릎 發하고 있는 것이 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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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이 랭게 評댐블 하고 있음니 다.
쉰당淑

125 章에 。}름다운 어 휘 플 많이 騙使를 했 기 때 문에 퍼;欣의 文‘學的인

價{直를 그렇게 높이 評{휩하지 않을 수 없 다는 풋아 되 겠읍니 마.

오늘 午前中

의 報告 가운데 許!:ffi敎휩의 :폈告에 依하면 핍 liR 125 뜰파 1 에 나타난 어휘가 433
이 라고 되 어 있읍니 다 . 아까 j늪烈圭敎짧도 f답휴폐을 했 읍니 매-마는，
다l 에 나타나는 우려말 어휘가 433 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단로된

어떼한 훨、義블 가지고 았는 것일까 하는것을 측정하는데는 매단히
료가 되려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金烈圭敎授의

패 i:j'K 125 章
채로서

중요한 자

}넌解도 디}잔가지압니다얀

j쥐룹어l 있억서 動떼가 그 대부푼윤 차지 하고 있고 F뎌즙r:p에셔도

形?삼詞라든

지 또논 수식 어로서 의 부사라든지 는 많이 나다나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쉰 ,

0]

것으로서 우리 는 能歌의 감로서 의 땀뼈를 어 느 程맺 측청 하는데 중요한 통져l
숫자가 아닌가 생각 하지 않윤 수가 없는 것엽니다.
우선 어휘의 수에

았어서

!핏字語로 된 탈의 數에 比해저 아주 u] 교 할 바가

옷 될만큼 벤액하다는 것과 아울걱서 거기 동원된 어휘의 品꾀로 보아서

픔릅팔로서 적 당한 品폐듣이

역시

어 느 程gk- 채 택 이 랬、느냐 하는 젓 으로써 야름다운

우라말의 <>]후1 가 구까되 었과고 하는 그런 갤론을 。 l 끌어 낼수가 있을것입냐다.

<비 단과 바 단이 스쳐 서 낭냥한 소라 가 들려 온닥>고 하여 iiG 淑의 아름마움을
極 1=1稱펀을 하셨는데 3 우리가 아릅다은 어휘의 야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떼에서 찾아 볼 수 있으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1

內침， 의마， 개

념으로서의 어휘의 아블마검과， 마른 하나는 소위 f글贊象{웰i\: 0 1 라고 할 수 있을
런지 <Onomatopoeia> 즉 쉽-燮的연 要핑가 어휘속에 내포되어 있는 휠 It+: 內
짝과 어떻게 연결이 되악 있느냐에 딱흔는 아름다-웅인 것입니다.
“녕야'01 가칠므러 즙갯가채 연*내"( 7 펜)
“오늪나래 내내웅료리"(1 6 댄)

“四海 를 년을주리 여 드:.!파 응 1γ 을주려 여 "(20헨)
“여 트사 고 찬E- 카 피서 니 "(20푸;)
“영 요쁨 마무거늘 "(24덴)

“가삼거샤애 오늘 다무라잇가"(26푼)
。 l 런 句節틀을 아름약운 우리말의 。1 휘가 풍부하게 동원이 돼있다고 숲博土

는 例示하면셔 평가릎 내라고 았읍니각. 이더한 어휘들이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함에서 동원될 수 았는 에휘로서(의마， 내용면에 았에서)어떻게 ct름다우냐?
또는 의성적인，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힐學的인 쳐용프로 」라아서 어떻게 아

릅닥우냐 。l 려한 것이 측정되고야 아릎다운 어휘가 몽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
러한 결론을 내랄 수 있 A리라고 맏습니매.

東 亞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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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사엽교수가 지적한 항목을 하나하내 여l 증을 해서 말씀을 도렀는데，
그려한 金團士의 抽象的인 說明方式낀、外어} 좀더 具體的인 평가 방법이 없는가
찾아본 결과 마음과 같은 句節을 읽을 수 있읍니닥.

‘ 딩 러 사 흘 마자 馬廳어l 드라 오거 늪’ 까지 는 거 침 없이 물플A듯 史實 그대 로
플 꾸맘없이 펼쳐나려가마가 F句에 와서

‘聖宗올 메셔 1L없에 가려후시니’

에 서 哀킹}한 것‘誠을 u±露하되 찌i 曲하면서 女性的안 心情을 雅짧하게 그려 놓
았다.

‘뿔示’을 피셔 九평에 깐다’ 는 表￡닮은 이 『덜歌가 二l런

모든 황現다l 어1

가장 鐵細하고 柔軟한 情윤 興起사 카 는 名句。1 면서 最·j합級어l 폐達한 藝術的
表現이 다 (p.192)

。l 렇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닥.
앞서 張德1順교수의 말표에 서 도 잠시

ι;-&01 된 바와 마찬가지 로 패E;압는 二l

l썽i欣解 그것만 가지고저는 도저히 그 內容을理解할수가없는 것입니냐. 반드
시 그 둬에 수만되는 漢文 說明文을 기다려서

ul 로소 뚫歌의

가사의

내용을

파악 할 수가 있는 것입니마.

따라서 여기 <말이 살을 맞어 마규L어l 들어오거늘 성종을 묘1 셔 구천에 가녁

하니>이것만 가;.>:1 Sl.서는 무슨 q兄文을 읽는 거와 벨료 다름 없을 것입니다.

즉 이것얀 토막을 떼어가지고 어마다가 내 걷어 과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特허 寂훨的인 詩에 있어서는 論理的인

않

연결이 닿지

을 깨에 거기서 우리는 픔로서의 처果률 의심하지 않을수 없 A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내까 說話的인 詩， 또는 역떠한 띨實을 옳어내는 사설적얀 품에 있어서

는 만드시 어떤 논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야 픔로서의 價{直가 認定 되늠 것이
지， 中間。l 펑 빠지고 이쪽 。l 야 71 에서 저쪽 이야기로 건너

띈다며는 讀者로

하여급 苦痛밖에는 가져다 주는 것이 없는 입것내다.
마지 막우로 第二채'(아마 퍼:;1'\를 通讓을 하신 분들은 마 記憶하고 겨l 시 리 라

믿 습내 다만〕 說明을 때印物

page14 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

“漸層法의 極致를 보。 l 는 作이 며 그 II頂펴한 語훌의 騙使가 자칫하변 우리 말

의 鐵細하고 多少 너절하게 되 71 쉬운 것임에도 不抱하고 莊휠한 情調를 이르
키게 하나니 누구서 이것윤 漢學者의 觀;念 B'J이며 抽象的인 솜싸에서 벚어잔
컷이 라고 여Z視하겠는가

? "(p.188)

이렇게 說明하고 第二편을 점층법의 극치라고 規定짖고 있읍내다.

金博士가 수사학에 있어서 점층법이라는 것을 어떻케 解j釋을 하고 계신지에
합해서 전연 늠及여 없기 때문에 分明히는 알 수 없우내 저의가 보기로는 이
第二한은 어마까지나 청觀的인 발實의 나열인 것입니마.<불휘치픈 남 E

닝

무애 아니 원써 꽂요코 。1 름 하 1γ 니> 이것은 自然을 그대로 냐타낸 것。]고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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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感↑람， 소위 Emotion 이라는 것은 벨로 作깨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
다. 또 <치미 기픈 므른 79 래 아니 그흔씨 내히이라 바무래 ?나니> 이것
도 自;씻을 그매로 머現시킨데 不過한 것입니마.
l-}열한 것 이 고， 거 키 에

대고 생 각。l 됩 니 다.

즉 품寶을 그대로 차디 자게

作캉의 어 t던 感情‘떠인 要침는 되 노록이 면 μI，원되 어 있

二'- 'i!-.l 나 이 짤二 ]μ윤 그와 같은 자마 찬 펼實의 냐열로세

본다고 치 더 라도 第一紙에

동원된 “불춰 , 나무，

꽃，

바람”과 같은 어 후1 블과

第二聯에 서 動員된 “샘 , 내 , 마다”와 같은 어휘 플이 가져 다주는 소의

nnagm-

ative construction 윤 다음과 같이 分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第二줍에서 作줬가 나다내고자 한 것은 편純한 自然의

l'펀‘現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作캉가 강조하고저 하는 어떤 內짜 "1 二필，的푸로 겹쳐겨 있다고
하는 事贊을 發見할 수 있는 것엽니다. 그리고 그런 갖꺼뽕를 나타내는더1 어1 ~，、
要하고도 적철한 어휘들이 아주 統一的인 方式으로 찰 팩[]ijlJ되어

응니 다. 바꾸어 말하면 뿌리 , 나무， 꽃이 라든지
棄들

며에서

B}람을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열매 ‘

있다고 하겠

바람이 라든지 하는 語

않는 것， 즉 걷지펀 Image 블가져

마 준는 것입니다. 01 러한 것들이 統一되어서 웅직이는

“바람”에도 움칙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 또는 “꽃”이 공간플 차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뺨
象들이고 。 l 것들이 내람에 움직이지 않는+고 하는 것은 곧

간〈遠性을 3옳調했

다고 보겠휴니 Lt. 그와 같은 핸家의 意|해틀- 양現하기 우1 하여 훨J員펀 어휘로서
는 대단하 적철한 어휘얀 것이요 또 닌l 교적 통일되에

있마고 볼 수 있을 캡

니다.

그담에 <서마 치픈 므른 7 딘래 아니 그뜰써， 내히

이러

바무래 가 1γ 니>

하면 그 <생> 또는 <내>논 뺨間을 차지 하는 것이겠용니다만 샘에서 부닥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時閒이 必홈한 것입내다. 따라서 제가 보치로는 야 第二

펀은 第一f16%에 있어 서 는 켠間의 ;k遠한 것 , 第:聯어1 있커 서 는 歸間의 치〈遠한

것，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必要한 야휘로서 1:1:;較的 적철한 어휘플이 몽웬이
돼있고， 또 그퍼한 永遠性이라고 하는 것은 이 作者들의 意댐을 밸럴것

같으

면 꽤멜하마든지 또는 莊댔하냐든지 하는 그런것과 連結되어 있다고 보는 매
입니 다.

그려내 。 l 러한 신성， 도는 장염한 것은

이 第二풀만 가지고서는 형성퍼지

않는다고 봅니 다. 즉 第一훤어1<海東六패이 1γ 딛샤 일마마 天福이시 니 , ih‘뿔

이 同符후시니>하는 것과， 第드드운에서 <周國大王。1 關짝애 사무샤 j1‘잠業윤 여
르시， 우리 ilf=i祖 廢與에 사루샤 5E業을 여르시니 하는 것고}의

F섭問에서

비프로

서 장얻， 흑은 신성이라는 것이 第二:편의 性格으로 갈아 나는 것이라고 하겠

읍니닥. 딱라서 第二따만 딱로 떼어서 어다까 부쳐놓 o 면 c}무도 거 71 서 장엄
하다든지 또는 산성하다든지 하는 것은 느갤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받고 싶숨

東

im

文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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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와 같은 自然物 또는 차다찬 事實만을 냐열한 아 riii%; 第二환에서
왜 우리는 장엠이라던지 또는 영원성이라먼지
問찮블 잠시 생각하지

。 l 점에

對해서는

하는 것윤 느갤수가

있느냐는

않을 수카 없읍니다.

앞서

든 中 ~I 人의 著書인 「文'L、뼈Zii닙」에서가 아니라 좀더

첨觀的으로 자기 네 들의 文化탬統 또는 .9:.學 8'1언 意識과는 다른 拉置에 서 벚 CC
의 文化를- 解釋한 歐羅巴學者의

意兄에서 찾아보카로 하겠읍니다.

Marcel Granet 라는 분으로 그는 프랑스의 文化A類學界에서 持허 東FC 關係
어1 처는 大1때히 權‘威가 있다고 듬고 있읍내 다.
짧J (Fetes

이분의 「까f 뺑 ti{~의 썼總와 J 없

et Chansons de la Chine) 라고 하는 if움文가운태 터「음과 같은 이 야기

가 냐오고 있읍니다.

“自然의 'L、像 (image) 은 댐統的인 經驗에 依하여 그것과 結 H 되 어

았는 人밥j

界의 품혹實을 間接 8'1으로 그라 고 ;tn兪的으로 껴낮現되 어 았는 듯이 보인다.
이라한 말을 하고 있、응내다. 이 論文은 持허 채침을
JQ을 쿠라파적인 trJ I킹에서
다음과 같이

좀더

연구해서

"냥의

形成方

새로운 핸釋을 내리고 있읍니닥. 그러고 그는 다시

탁體的우로 다1 國함을 짧明하고 있니읍다.“돼의

述되 어 있는 對{며는 自然法 nu 파 社會法則과의

主웹 iii 에 즙다

많帶關係플 t영 백 히 해 준다 .

로 말 0] 암아 웹偶의 威力은 생 겨 난마. 그 效땀가 自然의

0]

때패어l 까지 도달한다

고 생각하기 매문에 人間의 딴習에 새로운尊嚴'11:1: 0 ] 附與되는 젓이다" 이렇게
폐明을 하고 있당니다. 그러니까 要는 A間社會에서

일어나는 現象과

自然의

現象， 또는 社會法떠과 自然의 2용則， 이런 것을을 챔統的으로 까jFFA 들은 갤
부시카고자 했고， 그럼으로써

自然이라는 對象物을 人間띠t會에서 새로운 尊嚴

性을 지닌 것으로 柳釋해왔다는 主張인 것 같습니다.

이게 結論을 말씀드랄때가 왔다고 봅니마.

金博土의

y:.學的인 題{댄를 iFF 웹

한 꽃準을 檢討한 結果에 81 추어서 볼적에 金교수가 鋼歌를 그야말로 쫓機짧
句로 極口 칭찬을 하셨는더 l 어떠한 첼準으로서

것이 그렇게 영백허 들어나지

.::L와 같은 評價를 했는지 하는

않는마고 하는 事實윤 말견 할 수 밖에

없으리

라는 생각이 품니다.

따라서 우리 가 現在 우랴 國文學界에 서 아주 커 다란 課、평로서
學問이라든지

남겨 진 것은

또는 騎싹(文學의 歷퍼라든지)라고 하는 것과 受國펌 i탬이라든지

또는 個人의 에떤 獨斷이나 感J탬이라는 것과는 엄격히 區分。 1

는 問題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로해세 칭찬을 했을 따릎인 것이요，
운F댐하지

하겠다

紹介해드련 金j됩爆敎授의 節歌에 對한 評價는

그분이 ;大端히 갖얄넓힐 H낀이고 또한 다E歌에 對하여
기준을 가자고서

되어야

洛別한 애착을 지난것을 기조

거거에 하응 學問우로서

않았마고 하여도 피할길이

또는 科學的인

없으리라고 믿습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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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빨표는 GE폈’릎 저

自身。 1 許i價하는데 까지는 경핏많시카지 옷했고 도F

f4學的언 根據下에서

만 過去의 훈F價方~을 검 토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 좀더

正當한 評價플 내려야 되겠다는 方向提示에서 그치게 된 컷을애우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려 둘 것 은 우라 가 rr8~~X를 X렇 :30 인 때에 서 價h판훈Ii
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라가지 評價方式며에서

3힌f펌떠얀 ’웨價，

理的인 評價， 이라한 댁 J맺에서 밖에는 評價할 도리가 없는 것이

또는 쩨

아닐까 생각

해 Ji.았읍1-)마. 그리고 倫理的인 評價냐 造德的인 j궤핍에 있어서는 이 픔에서
불려진 모든 事實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드랄 수 있느냐 없느냐블 나칠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iGjk 릎 봉해서 表現된 생각， 또는 主張한 생각블을 現代에

서 우리가 二L매로 받아드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式으로 價따評價륜 할 것이
아니라， 당:~ #fJ~의 作킹Z들。 l 말하고저 하는 것이 에와 같은 찮現과 야와 같은 句
節을 通해서 옳게 짧￥탬이 됐느냐， 이런데에 道德的인 팩땀가 띠能하라라고 샌
각。1 됩니 냐. 그란 j띠에서 불적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能젠의

作家들이

意

f햄했 던 그런 園껴Z 祖示’의 永遠↑生이 全篇윤 通해 저 경판然 理i펌 135’으로 또는 펴全
하게 들어 남수 었었느냐에 對해서는 약간의 의삼윤 가지지 않을수 없다고 보
는 마입니마.

龍휴f細天歌의 形도t
뺨￥열흉릉1 의 ￡f 樂을 rf'心으로학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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