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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傳統音樂에 있어서의 非整齊性

李 成 千
〈셔울大 音大 圖數授〉

1970년대 로부터 우리 나라 문화 예 술의 학문적 변화가 크게 얼어 냐고 있다. 학문적 변화 

란 문화 예술의 기능적 행위를 일컴는 것이 아니고 문화 예술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한다 

는 돗이며， 그 연구의 방향이 종래 서구문화 예술의 전달 내지 추종으로부터 ‘한국’ ‘한국 

척’이라는 동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 ‘한국척’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풀이한 

다는 것은 장황한 일이나 이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한국전통문화’ 또는 ‘한국전통 

예술’이 라는 객관적 동의가 숨어있다. 이렇게 볼 때 1970년대에 시작된 학문연구의 변화는 

‘한국전통문화’ ‘한국전통예술’로의 전환이며，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한국전통문화의 특 

질은 무엇이며 한국전통예술의 미(美)와 미의식(美意識)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예울에 대한 학문적 연구전환은 상당한 기 간의 연구축척과 사회의 변동에서부터 잉 

태된 결과라고 본다. 부분척으로 따지자연 그 연구의 시발첨을 조선시대에까지 소급시킬 

수 있겠으나， 근대적 인식론과 방법론에 의한 연구는 19001건을 념지 뭇한다. 안확(安鄭)， 

손진태(孫普泰)， 송석하(宋錫夏)， 이능화(李能和)를 비롯한 최남선〔崔南善)， 김사엽(金思 

爆)， 고유섭(高格燮) 및 일본인 유종열(柳宗뼈 : 야나기 무네요시〉둥 많은 학자들이 1900년 

이후의 석학들로서 한국천통문화예울에 관한 논푼 저서는 20세기초에 쓰여진 것들이다. 반 

세기를 넘는 연구의 축적과 함께 산업사회는 이 연구플 진작시킨 동기가 되어 주었다. 즉 

70년대로부터 일찌기 없었던 대규요의 산업시스댐이 활기를 며면서 한국사회는 정차 세계 

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를 받아들이는 한펀 외래문화의 과잉과 범람에 대한 본능척 

자커방어의 의식이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자기방어의 의식은 여러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결국 문화 예술분야에서의 학문적 연구의 전환을 가져다준 사회척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 

된다. 

한국전통문화의 특질 및 한국전통예술의 미와 미의식에 관한 연구는 미솔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단펀척 연구는 많았겠으나 일본안 유종열써의 「한민족과 

그 예술」과， 고유섭씨의 「조션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전송문제」의 논문올 비롯한 그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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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결과들야 한국의 전통미(傳統美) 규명에 척잖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유종열써와 고유섭써의 논지에 대하여 요늘날 많은 학자들이 부분적!l...록 반롬을 제기하 

기도 하지만 필자는 고유섭의 주장에 동의하려 한다. 물론 고유섭씨는 조선시대의 미술을 

중심a로 연구한 결과이지만 그의 연구는 미술에 한청된 것이 아니고 음악분야에셔도 그가 

주장한 미의식이 발견되기 째뭄이다. 

고유섭씨는 전통미술의 성격적 특색을 네가지로 요약하고 있다(1) 첫째는 무커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며， 둘째는 비정제성〈非整齊性)이고， 세째는 무관심성， 네째는 구수한 큰 

맛， 끝ξL로 착감(錯被) 내 지 상감(象被)기 술이 라고 하였다. 

한국전통미술의 미적 특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섭씨의 연구논지중에서 비정제성을 중 

심무로 한국전통음악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척이다. 따라서 필자의 이 

연구는 마술을 비롯한 한국전통문화 접근에 의한 한국전통음악의 해석 방법이 될 것이다. 

또， 이 논문은 필자가 요래전부터 계획했던 ‘운화첩근으로셔의 한국전통음악 해석’의 일부 

분으로서 엄격한 논중척 체제를 지양하고 펑의한 수필식 운체로 썼음을 밝힌다. 

비청제성이란 가지련하지 뭇하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예솔작품은 사랍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술작품의 특색중 하 

나가 비정제성이라면 그 작품을 만들어낸 국민성 내지 민족성에 그와 관계되는 성격이 있 

기 때문이다. 한국언론(韓國A論)으로 접약될 수 있는 국민성 내지 민족성은 철학 • 사회 

학 • 심리학 • 안류학 • 청신의학 • 문학 • 법학 • 갱치 • 경제 • 예술 둥 각 분야별로 연구가 가 

능하겠고 이중 몇 분야에서는 주관척 • 객관적 • 경험척 방법에 의하여 연구된 바가 있다. 

이들 연구중에서 이부영 (李符永) 교수의 한국인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은 본 연구의 아이 

랩을 실증하는 국민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2) 이부영 교수는 비정제성을 거롱하지는 않았 

으냐 비청제성을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성격올 필자가 추출해 보았다. 즉， 비정제성 유발 

과 관계되는 성격!l...로는 

첫째， 작은 것을 착실하게 해 냐가는 치밀한 분석력과 인내력 결여 

둘째， 세부적 구체적 관찰 미흉 

세째， 무사안일， 성급 

네쩨， 합리적， 조칙적 기획성의 결여 

(1) 홈格燮， ‘朝健古代美術의 特色과 그 傳承間題’ 「韓國美術史 及 美홈論政J(셔 올 : 通文館. 1972). 
pp.3"-'13. 

(2) 李符永， ‘한국인 심성의 양면성과 그 창조척 정환의 방법흔’ 「한국인의 성격 J(셔울 : 韓園精神
文化맑究院， 198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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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심리척 혐상들은 부청척 측면으록 열거된 것￡로서 필자의 추출도 전적￡로 주관 

척이다. 주관척으로 추출할 수 밖에 없는 것윤， 개선해야할 국민성의 부갱적 육면들이 사 

회적￡로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으로 이흩 빙거(灌據)로 하였기 때푼이다. 

차하순(車河淳) 교수는 한국언 모두 장이청신 즉 프로갱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프 

로의 청신은 합리척이며 갱확하여야 하고， 철저하고 완벽해야 하며， 자신의 직업에 끊임없 

는 청성을 기울이며 항상 골몰하는 자세라고 말한다 (3) 차하순교수가 프로커질을 고접하는 

것은， 적당주의(遭當主義)에 의하여 청치 • 경제 • 사회 기타 모든 분야에서 시행착요를 거 

듭할뿐 아니라 산업기술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커 때운이라고 지척하고 서구인의 철저한 프 

로청신을 예로 들고 있다. “바이얼련의 명커(名器)인 스트라다바리는 1백명의 오키스트러 

와 협주해도 지지않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그 제작비결은 전해지지 않았 

다. 17세기말 이탈리아의 명장(名!lé) 안로니오 스트라다바리가 추구한 이상은 예술성이 높 

은 완벽한 악기의 제작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그는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런례 최근 미 

국의 한 과학자가 그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 거듭된 실험끝에 스트라디바리를 재현하였는 

데， 그의 노력도 결코 스트라다바리 자신에 웃지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에 필 

요했던 것은 그 바이올란이 내는 소리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었으며， 이를 위해 그는 

당대의 일급 여류바이얼리스트까지 동원하여 완벽을 기했던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슈베 

르트는 심한 근시로 안경없이는 눈앞의 것도 보기 힘들었으나， 한 밤중에 떠오르는 악상을 

5션지에 옮기기 위해 늘 안경을 쓴 채 잠자리에 들었다는 두 일화는 철저한 프로정신 즉 

장이청신이 부족한 한국인에 대한 경구(驚句)로 예시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론은 객관척인 면에서， 비교인성적인 면에서 체험된 것이기 

에 꽤 청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청렴(崔좁林)씨의 「일본경제기행」에서 그는 일본 

학자들의 한국언론을 소개하고 있다 (4) 얼마전 일본 NHK 탤레바션은 한국에 대한 특칩기 

획방송을 기획하고 이 프로에는 우리나라에서 근무했던 일본종합상사 간부， 신문기자， 경 

제연구소 연구위원， 대학교수 둥 한국통(韓國通)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일본인들이 말한 

한국관(韓國團) 내지 한국인흔은 앞서의 차하순 교수의 적 당주의 와 일치 하는 내용을 보이 

고 있다. ‘그만하면 팬찮아요’라는 의식과 행동양식이 한국인들에게 배어있다면서， 그와같 

은 ‘팬찮아요식 운화’로서는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었다고 한다. 최청림써는 이어 여러 일본학자들의 기록을 통해 ‘괜찮아요식문화’에 대하여 

(3) 車河淳， ‘프로氣質’ (아침 論慶) r朝解日 報」 제 19046호. 1983년 3월 1일 발행 • 
(4) 崔育林， ‘韓國A은 스파이累質 없다’ (日本짧濟紀行) r朝蘇日報」 쩨 19950호 1986년 2월 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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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고 있다. “쩌명한 경제평론가 하세가와 게이타로의 「도전하는 한국」에서 한국인의 

약점은 ‘적당주의에 있다고 1iI.칩었다"고 하면서 ‘반도체 전자 섬유 둥 한국의 주요제풍이 

해외시장에서 제값올 옷 받고있는 것은 완벽한 바무리를 제대로 안하고 척당히 눈가렴을 

하는 경우가 많기 째운이라고 분적했다”는 것이다. 따라셔 척당주의국민의식과 팬찮아요식 

문화가 한국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완벽주의청신과 철저한 마무리청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래가 밝다는 지척을 하고 있다. 

가축의 질이나 디자인이 좋아 사 든 가방이 공항을 냐가기도 전에 손잡이고리가 파손되 

고 지퍼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는 끌마무리 (Finishing touch)가 시원찮다는 것을 돗한다. 

청밀기숭이 요구되는 작은 시계를 만들어 쓸모없는 알프스산록을 무릉도원으로 창조한 

스위스사람 옷지않게 한국인은 섬세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라의 

왕관은 얼마냐 섬세하며 살창무늬는 또한 얼마나 정교한가. 한국인은 스위스사람 못지않게 

섬세한 기술이 있으면서도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서두름 때문이 아닌가 생 

각된다.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커에는 가깝하고 폼이 근질거리다 못해 

급기야 대충대충 손을 털게 되는， 이러한 성격을 성급하다고 하지만 성급한 사람중에는 폼 

꼼한 꼼생원도 있A니까 서두름과 성급한 것과는 절대적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쇠뿔은 단김에 빼고 매도 먼저 맞아야 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부청척인 것은 빨리 잊고 긍정적인 것은 늦게， 아니 안잊을수록 좋다. 죽자 살자 목 

숨보다 귀하게 여기떤 사랑하는 이를 여윈 것은 빨리 잊어야 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 

하기 위해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밥도 빨리 먹어치우고 콩 

부도 빨리 하고 일도 빨리 해치우고 돈도 빨리 버는 ...... 이래서는 안되는 일인데도 이렇게 

하니까 탈이다. 서울시내 최고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데， 마음잡고 규칙을 지킬라치면 산 

더마같은 트럭이 왕방울눈을 굴리며 픽픽 헛방귀흘 뀌는 통에 뒷머리가 간질거리다 못해 

코끼리 발바닥의 개미신세가 되기 무서워 악셀헤이터를 질끈 밟도록 재촉한다. 저 혼자의 

서두륨이 남에게도 오염시키니 이것도 탈이다. 뼈스냐 지하철도 빨리 타고 빨리 내리려고 

밀치고 짓밟아대는 일은 이제 대수롭지않게 면역되어 있다. 호박에 말뚝박는 놀부의 심사 

는 아니라 하더라도 엣된수박에 주사질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는 서두름에서 오는 것이다. 

이규태(李圭泰)써는 많은 예문을 들면서 이것은 모두 한국인의 서두름병 째문이라고 말 

한다 (5) “자동차 뱃수당 교통사고가 세계 제일로 사고왕국이 된 것도 셔푸름병 때문이며 

빼스나 택시타는데 줄 하냐 서지못하고， 눈앞에 횡단보도를 두고도 스스렴없이 우단횡단하 

(5) 李圭泰， ‘韓國A의 서두릅病’ (日團칼럼) r朝蘇日짧」 제 20109호， 198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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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서두름병 때문이다”라고 한다. 사이즈， 봉합의 견실성， 옷감의 내구성과 쾌적성을 

따져본 후 색상， 다자인， 상표률 보는 서구인의 귀납척(歸納的) 션돼과 달리 한국인은 빛 

깔-디자인-상표를 션택순위로 하는 연역척(演繹的) 선돼을하는 쇼핑생리도 결과우션의 

셔두름병이라고 한다. 혈연， 학연， 지연같은 연줄이며 뇌물이며 향웅이며 전시효과와 같은 

불순요소로 지름길을 타고 벼슬 돈 명예률 얻￡려는 것도 서두름병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흉부가 어느날 단 하룻만에 양귀비를 첩무로까지 거느리는， 이 세상 동서고금 

에 찾아볼 수 없는 벼락부자로 돌변해 버리는 것도 부자에 이르는 과정이 소설의 몇줄로 

생략해 버린 서두름명이라고 한다. 

적당주의의 의식과 서두름병의 생리는 결국 졸속(抽速)이라는 변태아(變態兒)를 낳게 마 

련이다. 차도의 하수도뚜껑은 요철(멤러)로 박혀있어 사고의 위험을 주고 엉성한 모래바 

닥을 깔고 있는 보도블럭은 제멋대로 솟고 쳐져서 아이들의 무릎이 닿기만을 기다리는듯 

하다. 

“알맞음”이라는 돗의 “척당(適當)"은 “대충대충” “대강대강”이라는 뭇으로 통용되고， 내 

떡보다 남의 펙이 크게 보이게 되묘로써 작은 것은 흔히 대충대충일 수 밖에 없는 노다지 

의 사고(思考)가 횡행할 때 크고 많은 사고(事故)의 부담속에서 하루하루 목숨이 붙어가는 

것만을 다행무로 ‘밤새 안녕하셨읍니까?’ ‘오늘 훨안하셨융니까?’라는 인사가 심각한 존 

경의 의사표시가 될련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치뤘던 10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척으로 끝났다. 시설이 좋고 조직적으 

로 운영했고 첨단기술로 불펀을 멀었고 개폐회 행사가 웅장했고 소원이먼 금메달도 많이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썼으며 도와주었고 그래서 모든 장한 일들을 해 냈다. 이 

젠 사람마다 가슴이 넓어졌다. 목에 힘도 주고 어깨에도 힘이 넘치고 있다. 

그러냐 ...... 상투적인 직업의식이 발동해서인가， 아니면 못된 뺑덕어미의 심울이 발작되어 

서인가. 분명 놀부의 오장칠부(五職七服)는 갖지 않았으나 신경과민성 근시안을 통해 들어 

오는 탤레비천 화면에서 미흉한 구석을 보고는 잔손질이 부족한 우리 국민성이 여기에서도 

노출되는가 싶어 옥의 티를 훔칠 셈으로 ‘철저하지 뭇한’ 면들을 집어보지 않을 수 없다. 

개폐회식 식전 식후의 행사는 마스게임이 주류를 이루었다. 마스게임 (massgame)이란 대 

집단의 놀이로서， 대칩단올 형성하는 개체는 일사불란한 질서속에서 웅직여야 하며 게임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게임과 게임들이 연출하는 모두의 하모니가 있어야 한다. 아시안게임에 

서 연출되었던 마스게임은 어린이와 어른에 이르커까지 게엄마다 훌륭하게 연출되어 약동 

하는 장관〔빠觀) 그대로를 보여 주었다. 하나하나의 게염은 질서있게 움직였먼 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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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훌륭한 염출이며 장관이었다고 하겠￡냐 전체의 하오니에 대해셔는 미흉한 연출이었 

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의 게임율 만들기 위한 집단의 업퇴장과， 게임과 게엄의 연결력 

이 아주 부족하다. 주제의 표현을 위한 게임의 업퇴장이냐 게임과 게임올 연결하는 공간도 

그 게임의 일부라고 한다면 무질서한 띔박질로서 게임을 도업하고 게임을 종결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 띔박질을 해야 하는가， 띔박질하으로써 업퇴장은 게임과 별개의 것이라 

는 단절감과 하모니의 소멸감을 가져오지 않는가. 띔박질은 죠잡한 개인 플레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가. 

우리 전통무용의 업퇴장은 춤의 연장으로 반드시 어떤 동작이 따른다. 또 음악에 있어서 

는， 서양음악의 경우가 되겠A나 브리지 (bridge)라는 햇시지 (passage)가 따로 있다. 브리지 

는 글자 그대로 다리(橋)로서 앞과 뒤의 가락 또는 부분올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비교척 

짧은 연결구를 말한다. 우리 전통음악에 있어서는 분명한 명칭이 없a나 연결구의 구실을 

하는 부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마스게임중 업퇴장뿐 아니라 하나의 게임에서 여러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그 요양 그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옳을 것이다. 게임의 인상 

을 약화시키고 게임과 게임을 단철시킨 것은 우질서한 띔박질이며 전체 하모니률 무너도린 

것도 장스런 띔박질이다. 

또 하냐， 전체 하모니를 일그러지게 했던 것은 소규모 게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많 

은 시간속에서 여러 개임이 하모니로 통일되려면 작은 집단과 큰 집단의 대비(對比)가 있 

어야 한다. 그 넓은 올립픽광장을 꽉 채우는 대집단의 웅장하고 용솟음치는 활력과 다소곳 

하며 소박단아한 소집단의 대바로서 전체가 하모니속에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은 마치 작은 오선지나 캔버스 위로 옮긴 예솔작품의 구성과 같은 것이다. 

큰 것은 잘 해내면서도 작은 것은 소홀한， 이음새의 잔손질이 부족한 증거가 이번 아시 

안게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척당주의와 서도름명 그리고 철저하지 못한 성향은 우리들에게 있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청척 측면이다. 진인사(盡A事)하고 대천명(待天옮)한다는 말은 지나가 버린 전시대 

의 케케묵은 찌꺼기가 아니라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진리로서 존재해야 하는 율법(律法) 

엄에 를렴없다. 척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철저하지 못하고 적당히， 그리고 서두름으로써 일의 과청을 단축시켜 결과만을 전시(展 

示)하려는， 그러묘로써 결과도 날렴이 되고 ...... 이러한 것이 한국인상(國國A像)이라면 이 

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필자를 규탄할 것이나， 이 한국인상이 개인의 모습일 경우 절망을 



- 7 -

느끼기 보다 마땅히 개션해야 할뿐 아니라 풍정척 측면￡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장자〈莊子)의 이야기가 있다. 

초(楚)나라 남쪽에 명령(흉릎)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뼈년 동안은 잎이 자라는 봄이고 또 5백년 

동안은 잎지는 가율이다. 또 아득한 옛날 대춘(大樓)이란 나우가 었었는데. 8천녕 동안온 봄이고 다 

시 8천년 동안은 가융이었다. 그련데 지금 불과 7백년 산 팽조(종祖)는 장수한 사랍￡로 아주 유명 

하여 세상 사랍들이 이에 필척하려 든다. 이 어찌 슬푼 일이 아니겠는가. 

천년의 풍상(風覆)보다 백년의 노쇠(老훌)흘 값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단견(端見) 

을 1iL접고 있다. 자신의 셔두륨이 타안에게 전염되고 그러묘로써 온통 서두름 투성이가 되 

어 이젠 서두름이 당연지사(當然之事)인양 박사도 판사도 빨리 뽑아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 

기며 대견스런 찬사를 보내고 있음은 장자의 비유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뛰는 경기에서는 빨리 달렬수록 좋고 세얼즈맨은 부지런히 휠수록 유농한 사윈이 될 것 

이며 역마(繹馬)는 걸음이 빠를수록 귀여움을 받는다. 세상만사중에 떡가래와 같이 빨리 

뽑는다고 떡만두가 맛있으란 법 없고， 솔 담배 빨리 퍼마시고 피운다고 해셔 보신된다는 

법 없다. 빨리하고 느리게하고는 일에 따라 좋을 것과 냐뿔 것이 우별되는데， 무차별 서두 

룸으로써 갱신차렬 수 없이 들도게 된다면 언제 어디셔 무슨 사고의 바가지를 뒤집어 쓸지 

신〔神)만이 예청할 것이다. 

척당주의와 서두롬명은 냐와 가청 그리고 사회에 척잖은 폐해롤 가져온다. 

척당주의와 셔두름병￡로 안한 연쇄작용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 끼어들고 끼이게 

되묘로써 그 악순환은 눈덩이 쩌렴 불어날 수 있다. 

김원용교수는 세부(細部)보다는 전체척 인상을 주요시한 우리 국민성을 현대의 타락된 

상인들이 이 국민성을 이용해서 날립이라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6) 여기서 우리 

는 하나의 성격을 두고 두가지 상반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소 

훌， 큰 손질에 대한 작은 손질의 컬여， 전체에 대한 세부의 무관심은 날렴이 라는 부정척 

요소와 무작위(無作홉)라는 공청적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작위 자체가 

공청적이라고 말할수만은 없겠으나 미술의 업장에셔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세부의 소 

홀은 사회적 측면에서 볼때 부청책 요소가 될것이며 예솔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부 

각되기도 한다. 김원용교수는 “신라로커에서 뚜껑이 제대로 맞는 예는 단 일예도 없다. 찌 

그러진 기대(器훌)， 혹심작용(黑心作用)에 의한 울룩불룩한 표면은 흔히 보는 바이고 자연 

(6) 金元龍， ‘韓園훌術의 特色과 그 形成’ 「韓園思想、大系 IJ(셔 올 : 成헝館大學校 大東文化맑究院， 
1973). 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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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自然lJ(細)도 옛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런 그릇들이 불합격품으로 폐기되지 않 

고 왕능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이조(李朝)， 아니 현대까지도 한국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완전한 것」에 대한 무관심， 무칩착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제작태도의 완 

전한 결여이며 철져한 무작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부에 대한 불집착 또는 소흘”이라고 

했다 (7) 

‘세부의 소흘’은 미술에 있어서 무작위이며 무관심의 예술성으로 표출되고 있다. 

고유섭(高格燮)써는 비정제성(非整齊性)의 예를 들면서 “경주 석굴암의 건축척 양태， 그 

것은 청제되어 있으나 거기에 있는 조각은 팔부중〔八部聚)의 저열(低컸)에셔 완전 정제를 

이루지 뭇하였고， 도자공예에서 예를 든다면 기물의 형태가 원형적 청제성올 갖지않고 왜 

곡된 피형(破形)을 많이 이루고 있다" (B)고 하였고， 김리나교수는 “대체로 우리의 불상은 

주조기술이나 조각기법에서 볼때 끝마무리나 세부표현을 소훌히 하는 경향이 있어 완벽하 

게 처리하는 데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을 준다" (9)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즉， 연가(延嘉) 7년 금동여래상(옳鋼如來微)의 경우 눈 코 입 귀 둥의 묘 

사가 뚜렷하지 않고 법의(法衣)의 주름 쳐리가 깊게 초각되면서도 부자연스럽고 투박한 느 

낌이 들며 광배(光背)의 화염문(火랩文)의 선초(線嚴)가 거칠고 또 대좌(臺座)의 연판〔運 

擁) 크껴가 제각기 다르고 두툼하며 그 표현기법이 별로 섬세하지 않고， 세부의 선이나 면 

(面)의 처리에서 다소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예증하고 있다.!:E 운명대〔文明大)교수는 고려 

의 초각을 논하면서 “조선조 후기의 민화(民畵)를 보는듯한 둠속적인 분위기와 세련되지 

못한 세부" (10) 라고 밝혔으며， 김정기 (金正基)교수는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주요자재는 육송 

(陸松)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목조건축은 일본의 목초건축에 비하여 목부표면이나 이음 

새 등이 결코 아름답고 말끔하지 옷하다" (11)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의 기술이 섬세한 

가공을 못하커 째문이 아니라 육송이 갖는 재질에 알맞는 낮은 정밀도에 의해 치목되기 때 

문이라고 했다. 이와같은 이유는 깅리나의 앞서 글에서도 발견되는데， 섬세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것은 의도적인 미숙이라기 보다 한국인의 꾸멈없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 

는 천진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매우 애정어린 말을 하고 

있다. 

(7) 전게셔， 같은 面.
(8) 홉格燮， ‘朝解 古代美術의 特色과 그 傳承問題’ 「韓國美의 散策J(서 울 : 文훌社， 1982) , p. 61. 
(9) 검리나， ‘한국의 고대(삼국·통일신라) 조각과 미의식’ 「한국미술의 미의식 J(城南:빼園精神文 
化jjjf究院， 1984) , p.72. 

(10) 文明大， ‘고려조각의 미의식’ 전게셔， p. 1l6. 
(11) 金正훌， ‘한국의 건축과 마의식’ 청게셔，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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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제성은 한국미술의 특색이며 비청제성으로 언해 한국미(國國美)롤 표출하는， 날림이 

아닌 궁청척 요소로 작용한다. 김원용교수는 이 것올 고졸마 (古빼美)라고 하였고， 고유섭 써 

는 질박 둔후 순진의 미의식a로 설명하였￡며， 김리냐교수는 감정척인 인성(人性)의 반영 

이라 하었다. 운명대 교수는 분명치는 않A냐 로속척이라는 복합척 의미로 쓴 것 같고， 검 

청기 교수는 자연에 순웅하려는 자연미라고 하었다. 

사상적S로 비청제성의 의식을 풀이해 본다면 체관척 전회(輔親的轉뺑)의 의식이라고 말 

할수 있을 것이다. 만들고자 한 청도와 범위까지 장이청신이 발동하는 것이고 주조(主調) 

와 무관계한 것에는 우관심으로 전회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한국의 미술은 감상만 

을 위한 근대척 의마의 미술이 아니라 미솔이 종교。l 며 생활이었다. 인간에게 있어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과 인간이 종교에서 회구하는 내용은 각 종교마다， 각 인종마다 다를 바 

가 없다. 종교의 목척으로서， 인간의 신앙내용S로서 그것이 주요대상이라면 그 대상밖의 

요인에 대해셔는 무관심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셔 내척집중(內的集中， lnnenkoncen

tration) (12)으로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다. 미솔이 생활이었다는 데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 (美)는 한갖 감상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보다 깊숙이 생활에 활용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유종열써의 말(13’은 곧 한국의 미술을 일걷는 말이기도 하다. 

미술=생활은 효용성→미감(美感).2.로 표시할 수 있다. 

강상의 대 상이 되 는 작품은 사고(思考)가 우선하다. 사고에 의 해 작품이 구상되 고 작품 

이 전개되며 완성된다. 그러나 생활과 연결되는 미솔품이라면 제작은 ‘사고가 시작되기 전 

의 세계’이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탄생한 것’이므로 고유섭은 ‘무기교의 기교’ ‘무계 

획의 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4) 조요한(趙훌輪)교수는 노오드롭교수의 논문올 

인용하여 ‘동양인은 직관(置훌)의 개념 (concept by intuition)을 통하여， 서 양인은 가청 (假

定)에 의 한 개 념 (concept by postulate)을 통하여 사색 한다”고 하고 “서 양인은 분석 지 (分析

知)를 추구하고， 동양인은 칙관지(直홉知)를 회구한다. 전자는 차별(差別)올 말하고， 후자 

는 우차별 (無差別)을 뭇한다" (15)고 하였다. 

안류의 활동은 정신척 활동과 육체척 활동으로 나눈다. 전자는 청관(靜觀)에 해당하고 

후자는 행동이라 한다. 정관은 두개의 청황(情況).2.로 나누어 행하게 되는례， 제 1 청황은 

(12) 李成千(野村良雄 著)， ‘音樂의 內쩔’ 「音樂훗훌J(서울 : 音樂훌術社， 1974), p.73. 
(13) 閔困山， (柳宗뺑 홈) ‘I훌훌와 現代文化’ rI훌文化J(서 울 : 新.fi:文化社， 1976), p.24. 
(14) 高格홉， ‘朝群古任쫓術의 特色과 그 傳承問題’ 「훌훌園훗術史 及 훌훌훌웅~J(셔 윷 : 通文館， 1972), 

p.4. 
(15) 趙훌輪， ‘훌術哲훌과 훌훌國思想’ 「哲훌思想의 빼園的 照明J(서울 : 빼園哲훌會， 1974), pp.71rv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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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主嚴)과 객관(客親)과의 무대렵(無對立)의 청황이며 불교적 용어로 지관(止觀) 또는 

방심(放心)의 상태이다. 제 2 정황은 주관과 잭관과의 유대립(有對立)의 정황으로， 관조(觀 

照)의 상태를 말하는 내용형식 우대립의 정황과 사유(思堆)라 칭하는 내용형식 유대렵의 

두 정황으로 나눈다. 내용형식을 대립하는 청황인 사유는 칙관(直觀)과 인식(짧識)의 두 

청황으로 나뉘게 된다. 인류의 청신활동인 갱관으로 부터 직관에 이르는 여러 정황을 보커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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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촌덕치 (田村德治 : 다무라 도꾸지)써는， 직관은 객관의 전체를 향하는 것이고 인식은 

객관의 부분을 향하는 청황이라 말한다(16) 직관은 부분에 앞서 전체를 보는 경향인데 반 

하여 인식은 전체에 앞서 부분을 보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동양인이 직관지 (直觀뼈)를 희구한다고 했을때， 왜 한국인은 잔손질이 부족하며 한국미 

술이 정밀한 세부(細部)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은 쉽게 풀린 셈이다. 

이제， 두 종류의 인물을 상상해 보자. 포마드를 확 발라 빗어넘긴 머리와 수염 한카락 

보이지 않는 뽀얀 얼굴의 사나이가 옷 넥타이며 구두 약말까지 색상을 맞춰 티끌 하나없이 

핸썽한 차림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 이 사나이 바로 뒤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장비(張飛) 수염을 한 꾀죄죄한 친구가 비풀어진 넥타이며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가랭이와 

흙묻은 구두를 털며 뱃장좋게 따라간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한다면， 세련되고 촌스러우며， 

단정하고 수수함 그리고 완숙(完熟)과 미숙(未熟)의 상대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 

다. 앞의 신사는 쥐방울만한 유리컵에 해맑은 위스키를 흉짝흘짝 맛보는 사람일 것이고 펴 

의 촌스런 사람은 투박하게 생긴 거으튀튀한 묵배기에 넘쳐흐르는 누런 막결리를 장비수염 

에 적시며 숨 끊어지듯 들이키는 사람일 것이다. 캡을 떠난 입슐은 매끈한 내프킨으로 닦 

아낼 것이며， 뚝배기를 내려놓은 업은 꺼끌한 손바닥무로 그냥 훔쳐버릴 것이다. 이 두 인 

물을 놓고 이들에게서 받은 바 인상을 말하라면， 빈틈없이 단정한 서구인의 모습과， 법럽 

하고 허술한 한국인의 얼굴이라고 할 것이다. 

‘럽럽하고 허술하다’는 표현은 렬 세련되고 덜 인공적이라는 것과의 관계이다. 토기의 

뚜껑이 일그러지고 유색이 일정하지 않으며 표피가 매끄럽지 옷한， 이 요든 것은 인간에게 

(16) 田村德治， ‘總說’ 「東洋文化 ε 西洋文化J(東京 : 同文館， 194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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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럽럽하고 허술하다’는 것과 관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j이유로 한국 

미 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 고 있는가 ? 이유는 간단하다. 

맞는 것과 안맞는 것， 색도의 균제(혈齊)와 불균제(不협齊)， 전체와 세부의 명둥과 불평 

둥 둥의 비조화(非調和)를 조화로 승화시 킨 ‘고졸미 (古빼美)’ 로서 표출되 기 때 문이 다. 

조션의 도자(隔磁)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단생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의 미술 

은 ‘사고(思考)가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이며， 따라서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비조화의 조화’의 오묘(與妙)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멋’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美)의 형식을 얻지 못하면 불완전한 형태로서의 추(簡)함을 연치 못할 뿐 아니라 작 

란이고 변질된 허위이며 자기 희생을 가장한 졸렬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양의 미학 

관(美學觀)과는 달리， 철저하지 옷한 적당주의 서두름명이 예술에 전환되었을 때 비청제성 

올 고졸미로 송화시킨 그 비법(秘法)이야말로 커교 위의 기교이며 무형식 위의 형식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졸미를 낳은 비갱제성과 한국전통음악과의 관계를 말할 차례가 되었다. 

음악은 음을 소재 로 하는 예 술이 다. 음은 발성 기 관(發聲器管)에 의 해 소리 가 말하게 된 

다. 그 소리는 주로 악음(樂즙)일 테지만 악음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순음(純륨)과 꺼칠한 

조음(顧룹)의 두 음질(즙質)이 있을 것이다. 물리학척 의미의 순음은 배음(倍홉)이 없는 

음을 뭇하고， 조음은 시그l런 음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글의 설명을 위해서 어휘 

의 개념부터 분명히 설정하여야 하겠다. 음악에서 분류하는 음은 네 종류가 있다. 규칙적 

이며 일정한 주기(週期)를 가진 지속적 진동의 음을 악음(樂흡 ; musical sound)이라 하고， 

불규칙 하며 비 주기적 (非週期的)이 고 비 악음적 음을 조음〔陳音 ; unpitched sound)이 라 한다. 

이 밖에 소음(購즙 ; noise)과 잡음(雜륨)으로 분류하는데 이 네 종류의 음은 모두 음악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악음과 조음이 주로 음악의 요구음질이다. 이 분류는 음질에 대한 

작곡가의 요구가 한정되었던 시대의 방법일텐데， 서양음악 중심의 개념을 지양하고 종족음 

악을 포함한 세계의 음악현상이라는 열린 세계의 개념으로 확대한다면 음질에 대한 적확한 

분류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게될 순음은 깨끗하고 섬세한 음질을 뭇하고， 조음은 꺼칠꺼칠하며 약간 

의 잡음이 섞인 소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소리를 제시하는 것은， 서구음악의 요 

구가 순음이며 한국전통음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서구음악에서의 요구음철은 순음이다. 잡음성이 배채된 순연한 음이다. 성악에 있어서 

모음(母륨)은 순음이지만 자음(子홉)은 조음인데도 순음을 요구한다. 조음성의 소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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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음이 되 도록 인공척 ξL로 쳐 리 한다. 서 구음악에 사용되 는 악기 는 불순(不純)한 조음을 제 

거하여 순음에 가캅도록 발음하는 것을 이상(理想)으로 여긴다. 순음을 통해 아름다운 소 

리를 내기 위해 바이얼리니스트는 혼신의 힘을 집중시키며 그 신경조직이 안면근육을 자극 

하여 얼굴은 음악에 대칭척a로 오히려 법쌍올 띄운다. 

순음을 이상으로 하는 서우음악에 비하여 한국전통옴악은 자연의 소리가 이상이다. 인공 

척으로 깨끗이 다듬은 깔끔한 소리에 대한 관념은 없었고 오히려 자연철료(自然質料)에서 

밸하는 음질이면 족하다. 한국전통악기를 만드는 여넓가지 재료는 모두 자연질료이며 이 

악기를 통해 발하는 음철도 자연음으로서의 초음에 해당한다. 

판소리는 열걸 폭포수를 뚫고 나갈만한 결결한 목소리가 제격이고 민요는 목을 눌렀다가 

뱉는 눌립성이 알맞고， 잡가는 털고 나가는 탁성 (獨聲)이 본성 (本聲)이다. 첨잖은 소리를 

요구하는 시조(時調) 가곡(歌曲) 가사(歌詞)도 인위척인 발성을 펼요로 하지 않는다. ‘소 

리가 구성지다’는 것은 “성음(聲즙)이 듣기가 좋고 부드러우며 맛있고 어색하지 않게 시작 

과 맺음이 격에 맞추어 조려있고 너울거리면서 하는 소리" (17)를 뭇하는 것쳐렴 소리의 음 

질에 대한 개념보다 노래하는 기교와 감각척 감응성으로서 소리를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음질이라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때 한국전통음악에 

있어셔 발성법의 개념이 희박하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초음의 사용이 소음이나 잡옴에 가까운 음질에까지 이른다면 그 음악을 예술음악 

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의문은 서구음악의 음질을 경험하고 있 

는， 서구음악의 관념으로서의 의문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당초 우리전통음악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폐쇄된 사회에서 음악이란 우리전통음악만으로 알고 그러한 관념을 가진 사람 

이 음질에 대한 정통성을 의심하고 예솔적 가치를 운위(효謂)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는 것 

이다. 

따라서 조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은 오늘의 요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리가 구성지되 

김소희(金素姬)의 맑은 판소리와 검월하(金月鼎)의 챙아한 가곡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이 

왕이면 다흥치마라 하지 않았던가. 

당척 단소 대금 피리는 일반척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악기이다. 관악기는 입김이 관을 통 

과하는 동안 지공(指孔)을 손가략으로 막는다든가 떼면서 입김의 파형올 변화시키고 변화 

된 파형이 결국 음고(즙홉)로서 발음현상이 생긴다. 특히 당척과 대금은 두터운 살을 가진 

(17) 朴憲鳳， ‘P昌樂의 特흉用語’ 「唱樂大網J(셔 올 : 園樂훌術뽕校 버版部， 1966), p.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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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악기재료로 하기 해문에 이 대나무의 속살이 단소냐 피리에 비해 여린 판이다. 

업겁이 이 관올 흐르면셔 지공의 작용으로 파형은 골(짝)을 만들게 된다. 골은 대나무의 

근육질에 따라 형성되게 마련이묘로 기계척으로 매끈하게 다듬은 것과는 음질에 있어 차이 

를 가져올 것이다. 즉 대냐무의 자연적 근육질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진 골을 통과하여 발 

생되는 음은 매끈한 순음이라기보다 순도(純度)가 낮은 꺼끄러운 초음의 음질일 수밖에 없 

올 것이다. 대금의 청소리는 초읍의 성격을 더욱 보강시키고 있다. 관악기가 그렇게 만들 

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지만， 맑고 깨끗한 순도가 높은 음을 내려는 

사고는 정악(正樂)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시나위 산조는 역시 조음의 음질이 적합할 것이 

라고 생각되는데 일부 음악양식에서의 순음요구마저 간과되어 왔다는 데에서 섬세한 생각 

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각 악기의 음색에 맞고 소리가 잘 울린다는 것만으 

로는 악기의 구실을 할 수 없다. 버들가지를 꺾어 불거나 풀잎을 말아 불어도 가락은 멋지 

게 불어제껄 수 있으나 악기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예솔성을 담을 수 없는 

용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운이다.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은 현악기로셔 많이 사용된다. 거운고의 대점(大點)과 ‘술기풍’ 

의 탄법은 항상 대모O.fU릅)판을 치게되어 있으묘로 줄에서 발읍되는 음향과 대모판의 음향 

이 아주 작은 시간차로 연결되드로써 불순음의 음질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대모판에 두터 

운 가죽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판의 노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된다면 줄에셔 

발음되는 소리외의 잡음은 제거될 것이다. 가야금은 안족과 밑판의 마찰음이 비음악척 잡 

음이다. 해금은 활을 바꿀때 두 줄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헤크닉이 정교하다면 목적하는 위 

치에 도달할 때까지 활은 줄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활이 목적한 위치까지 가기 위하여 

줄을 건드리 으로써 불순음이 생 겨 냐는 것이 다. 해 금의 이 러 한 현상은 전통적 으로 그렇게 

배워왔기 째품에 무의식척 수용에서 버릇된 것이지만 정확하고 섬세한 연주를 요구하고 있 

는 현대이들의 귀에는 테크닉부족이라는 부갱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해금과 같은 

경우의 아쟁도 비약진행의 션율은 항상 중간의 줄을 건드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비음악적 

연주를 경험하고 있다. 

팽과리 정 자바라와 북 장구 둥은 그 크기에 있어 불규칙하다. 쳐서 소리가 잘 난다고 

해서 타악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규격화가 되어야만 음질과 음높이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다. 타악커도 다른 관현악기와 같이 전혀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대략이라는 규정 

보다 더 정확한 둘레 넓이 걸이가 규격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옷할때 그 소리는 섬세성을 

잃게되는 것이다. 규격화된 팽과리는 합금(合金)의 배합에 있어 그 비(比)에 따라 음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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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시킬 수 있고 그 두께에 따라 음높이를 절정지을 수 있다. 

한국전통악기는 자연음을 발음하는 것이 특정이다. 인공척으로 깨꿋이 다듬은 소리 보다 

자연재 (自然材)로셔 만든 악커롤 통해 자연의 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다. 순음 보다 조음에 

가깝다. 그러나 조음이라 하더라도 순도가 낮은 초음이거나 비음악적 참음까지는 포용하지 

않는다. 더우기 오늘의 음악사상은 정밀하고 섬세한 음악을 요구한다고 할때 자연음의 순 

도를 벗어난 음질은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S면 음악이 섬세성이 결여되고 청확성 

이 부족하게 되는 저급한 법주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적당주의 서두름병은 섬세성과 정확성을 결여케 하고， 사회척드로 부청척 요인S로 작용 

하고 있으나， 이와 상통하는 심리현상의 하나인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소훌은 미울에 있 

어서의 비갱제성의 특성으로 나타냐 고좋미를 창출하게 되는 공청척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었다. 음악에 있어서의 비청제성은 순음이 아닌 조음의 요구가 청제성으로 해적되는 순음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며 섬세성과 청확성이 서양음악에 비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하더 라도 그대 신 자연음에 의 해 표출되 는 순수하고 소박하며 ‘구수한 큰 맛’ (18)을 감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이전에 살았던 선인들의 인성에서도 요늘 우리틀의 부정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인간론은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국한한 것이지만 예술은 과거 전통예술과 

관계지웠으으로 여기서 시간적 모순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임성과 예솔과의 관계를 동 

일 시간대로 설정한 것은， 인성은 개인의 성격형성과 고정이 집단과 사회의 인습으로까지 

확대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 째문에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척어도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말할수 있는 그 문화가 존재하던 그 시대인들에게도 어느 정 

도 앞서의 부정적 요안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 우리들의 인성은 곧 부정확한 전시대의 인성의 연장이며 청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물럽의 결과라고 본다는 것이다. 

한 민족의 인간흔 내지 인성흔CA性論)을 몇개의 어휘로 휘잡아 결청내리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다. 한국인 개개인 모두가 적당주의자이며 서두륨병자라고 진단내릴 수 없기 해 

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민족의 인성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독단적이며 쩨험한 작 

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오랜동안 이 문제를 거론하고 표면화시킬수 밖 

(18) 홉格燮， ‘朝蘇훌衛文化의 몇날 性格’ 「韓園훌의 散策J(셔올 : 文훌社， 1982),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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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던 것은， 인성론이 개인의 암성에 앞셔 최대공약수로 냐타냐는 사회현상과 예솔작 

품을 근거로 논리화하였던 것에 의미가 주어진다. 

현대사회는 과학척 사고와 척용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과학척이라는 말은 청밀하 

고 정확하며 섬세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강했던 우리들이었지 

만 이젠 어느 민족 못지않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있다. 큰 것에 대해 작은 것을 소흘 

히해 왔던 우리들이지만 작은 섬세성을 발휘하여 동양의 신1:11 주의를 표출하는 예술작품을 

창출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커 위해서 부정적 요인은 사회이건 예술이건 모든 분야에서 

개션되어야 하고 또 개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인의 부정적 인성론을 거론하게 된 

것이다. 

채언하거니와 이 글은， 한국암흔을 포함한 우리 전통문화의 업장에서 음악에 접근해본 

시론〔試論)이라는 것과， 같은 방법의 캡근법A로서 한국전통음악을 해석하키 위한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