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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전통음악올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한 것이다. 이 글의 제목에서 개성이라는 낱말올 사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개성에 관한 일반적 어의를 모를 사람은 없겠으나， 이 글의 논의를 위해서는 정확 

한 어의와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성은 “개인이 천품으로 타고난 특유한 성격 "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개성을 성격의 일변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성격에 대한 정의가 다시 요구된다. 성격 

은 “언동을 통하여 나타니는 개인의 근본적 성질 또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거나 일 

하는 태도의 본질적 특정 및 통일적 근본 경향"2)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같은 저자 

의 개성과 성격에 관한 정의를 정리한다면， 개성과 성격은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개성은 특유하다는 소유의 특성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개성이나 성격 나아 

가 국민성에 이르는 문제가 단서가 되므로 성격 (personali ty )에 관한 전문연구서에 

서 정의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성격은 일상적 태도， 가치와 개인의 일관성있 

는 행동으로 평가되는 지각작용의 유형과 같은 것들이 연관되어 지탱되고 있는 힘 

의 유기체이다 "3)라는 정의가 개성이 포함된 성격올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 

격이 태도， 가치관， 행동올 유발하는 원인으로서의 유기체라는 설명은， 성격에 관해 

논한 심리학자， 인류학자와 윤리학자들의 의견올 종합한 것으로서， 이 글이 제시한 

개성에 관한 어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지식으로 제시하였다. 또 하나， 한국 

전통음악이라는 문화예술체는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만든 것이지 개안의 행위결과가 

1) 이회승 r국어대사전 J (서울 : 도서출판 민중서립， 1979) , 94쪽. 
2) 위의 책， 1608쪽. 
3) Victor Barnouw, rCulture and Personality J rev. ed. (Homewood, Il. The Porsey Press, 

1973) ,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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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에서 개성은 곧 국민성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술활동은 분명히 개 

인행위로부터 출발하며， 개인 행위들의 집합이 시간의 여과과정을 통해 예술유형과 

예술양식이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다. 따라서 개성의 집합， 이것의 공통적이며 보편 

적 성격이 곧 국민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학에서는 성격을 전반적 사 

회구조 속에서 구명하고 이를 사회적 성격 (social personality) 이라 이름하며， 사회적 

성격의 핵심성분이 국민성 (national character) 이라 하였다. 구체적으로 새피르 

(Edward Sapir) 는 “사회적 성격은 개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성에 

대해 가능한 한 그 사회의 가장 비정상적이며 주변적 구성원을 제외한 사람들이 일 

정한 정도의 유형을 형성한 많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 "4)이라고 말한다. 국민성은， 다 

시말해 보통사람들이 가진 공통적 유형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이 글의 표제로 설정한 개성과 이와 관련된 성격 및 국민성에 관한 정의를 개관 

하였다. 이와 함께 다시 규정해야 할 것은 개성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문 

화의 측면으로서 한국전통음악을 조명하고자 한 목적이 있으므로 개인의 개성만으 

로는 그 조명이 미약하고， 논의가 개성과 민족성을 넘나들므로써 논의의 방향에 자 

칫 혼란응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설정한 개성에 관한 개념은 ‘개인 

의 개성에 토대를 둔 민족공통의 성격’이라는 어휘 정의를 그 범위로 하였다. 이렇 

듯 어휘사용에 있어 모호함을 인정하면서도 구태여 개성이리는 어휘를 사용하게 된 

것은 내가 선정한 개성의 종류가 우리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 

또 한국인과 한국문화 중에서도 여러 양태의 개성이 있겠으나 음악과 관계된 몇가 

지 유형만올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전통음악에 투영된 국민성이 개성 

이라는 어휘로 설명되어질 때 한국전통음악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 

다. 그러나 여가서 말한 특성은 말 그대로 고유성올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전제한다. 

나는 한국전통음악의 개성을 이루는 몇가지 유형중에서 포괄성과 여유를 선정하 

였다. 

4) John J. Honigmann, rUnderstanding CultureJ (New York, N. Y. Harper & Row Pub

lishers, Inc., 1963) ,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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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 괄 성 

한국인의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고찰한 이부영(李符永)씨는， 한국인은 “포괄적 파 

악， 한꺼번에 전체에 도달하려는 의욕이 있다"5)고 말한다. 또 이어령(李뼈寧)씨는 

“동양인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나로 뭉쳐 따지는데 비해 이들은(서양 

인) 하나하나를 성격별로 분리해서 개별화한다. 이 인식의 차이가 동서문화의 갈림 

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라고 하면서 동양인의 포괄성과 서양인의 분할 

성을 말하고 있다. 

‘포괄(包括)’은 “있는대로 온통 휩쓸어 싼다"7)는 의미로서 이러한 성질올 포괄성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으로서의 포괄성은 우리들의 의식이나 생활에서 

많이 지적되고 또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가 우리의 국민성의 하나로 

포팔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포괄성의 의미를 분할성이나 단일성 또는 순수성의 

대칭적 의미로 확대해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의식에서 쉽게 포괄성을 찾을 

수 있다. 

이부영씨는 이렇게 말한다 b) 

현대 한국인은 아직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원시적 심성에 사로잡혀 있다. 

시간과 공간과 감정과 이성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남도 나와 같은 마음이려니 

하는 주객미분(主客未分)의 혹은 주객합일(主客合~一)의 전제에서 살며， 이 요소 

의 분리를 인간성에 대한 모욕처럼 느끼기조차 한다. 개인의 시간， 개인의 공간， 

개인의 감정， 개인의 권리는 침해 또는 침투되게 마련이고 나와 너의 경계는 극 

히 앓고 약하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전통적 · 비언어적 소통은 때때로 ‘나’의 

마음의 연장으로서의 또는 병적인 ‘눈치’라는 투사적 판단의 그릇된 파악으로 오 

염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미분화현상으로 야기되는 나와 너의 무분별， 둘이 하나 

라는 사고와 의식은 포괄성이라는 성격과 관계되는 것이다. 자기가 요구되는 일과 

5) 李符永， ‘한국인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인의 성격 J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55쪽. 

6) 이어령 r서양에서 본 동양의 아침 J (서울 : 범서출판사， 1975) , 115쪽. 
7) 이희승， 앞의 책， 3047쪽. 
8) 이부영， 앞의 책，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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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 약속없이 불쑥 찾아드는 것 

은 예사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행동이라 생각하는， 이러한 경험은 쉽게 가졌 

올 것이다. 이와 관계된 또 다른 심각한 의식올 말한다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이 내 분신이며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무분별에서 기인한 포괄성 

의 소유이다. 자식은 분명히 부모가 낳은 것이지만 자식온 부모와 다른 독립된 개 

체이다. 독립할 정도의 성장올 도와야 하는 의무와 부모의 사량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는 자식이 부모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라는 당위성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다. 그래서 아동복리법은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서 어린이의 행동올 규제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술심부름이나 담배심부름올 시키는 것도 미성년 

자보호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중에 헐벗고 배우지 못한 탓에 자 

식을 호사시키고， 땅 팔고 소 팔아 유학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을 겪지않은 세대가 부모된 경우의 자식과의 관계는 전대미문(傳代未閒)의， 세 

계 미증유(未曾有)의 합일사고를 실천하고 있는 듯 싶다. 4킬로그랩 이상 더 무거 

운 책봇짐을 메고 신발주머니 도시락 가방과 준비물 빽들을 양손에 들고 들어오는 

자식올 피아노학원으로， 태권도학원으로， 웅변과 속셈학원으로， 미술학원으로 뺑뺑 

이 돌리듯이 내쫓아 버린다. 밖으로 내쫓긴 어린 자식은 몇군데 돌고서 어둑한 골 

목길에 삐죽이 내민 보도블럭 코 끝을 냄다 차지르면서 잔혹스러우리만큼 다사스런 

엄마와 식탁을 마주한다. 텔레비전의 어린이프로그랩을 보는 것도 잠깐 지긋지긋한 

숙제더미를 긁적거리다 책상 위에 콧둥을 박는다. 이 순간올 놓철 엄마인가， 앙칼진 

소리를 지르거나 꼬집거나 특유한 엄마의 방법으로 끝내 숙제를 마치고 자리에 들 

게 한다. 도시 어린이의 하루는 대개 이러하다. 한창 장난철 나이에 장난해야만 크 

고 장난해야만 건강한데 자기 자식이라고 학원 이곳 저곳을 I앵뺑이 돌려서 어떤 교 

육적 효과를 얻고 무슨 인간을 만들려는지， 우리는 우리 젊온 부모들이 자식에 대 

한 이와 같은 합일의식을 익히 알고 있다. 한때 유행했던 대중가요의 가사 “다 그 

런거지 뭐， 그런거야”의 의식을 보아도 슬픔과 기쁨올 초탈한 듯한 정신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바탕은 슬픔과 기쁨과 같은 세상만사를 분리하지 않은 사고의 

원형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규태(李圭泰)씨가 말한 바 법이나 도덕이나 예의나 

합리나 이성이 모두 용해되어 불법도， 비혜(非禮)도， 부덕도， 불합리도， 비리(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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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납되는 것올 의폰의식이라 했지만9) 이 역시 우리말의 ‘뭉뚱그린다’ ‘두리뭉실 

하다’는 뜻과 상통하는 포괄성의 사고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습관화 

된 말가운데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지 않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다. ‘사람이 많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뜻이다. 만약 이 말올 영문으로 번역했올 때 'There are 

many people'로 해 야지 ‘There is many people'로 한다면 틀린 문장이 다. 이 정 도의 대 

학수험생이라면 합격될 가농성이 전혀 없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단수와 복수의 

어법이 분명하지 않는 터에 단수와 복수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본 일 

이 있을 것이다. 단수와 복수를 분별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이심전심의 사고라고 하 

겠다. 어떤 일올 당했올 때 분별하고 확실히 하려는 사람을 보고 ‘뭘 그리 따지느냐’ 

고 힐난한다. 따지고 분별하려는 사람올 ‘옹졸’하고 ‘대범하지 못하고 포용력이 없다’ 

거나， ‘좀스런’ 인간으로 평가절하시킨다. 이런 자식에게 옳고 그륨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시키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너그러 

운 치마폭의 사랑으로 오냐오냐해 버리는 부모로서의 직무유기， 그래서 버릇없고 예 

의모르는 인간다웅을 상실한 아이로 커가도 관대한 애정으로 생각하는 현대 부모상 

을 많이 보게된다. 외국의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세미나에 필요한 자료를 제록스해 

도 그 값올 치뤄야 한다. 만일 우리네처럼 값없는 줄 알고 그냥 귀국했다변 청구서 

가 외국우편으로 날아든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과 같다는 포 

괄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올 한다. 

사고와 의식은 생활로 이어진다. 즉 인간이 가진 사고와 의식이 그 자체로서 남 

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에 침투해 현상화된다는 것이다. 

김상일(金相日)씨는 우리 음악의 특성인 포괄성에 대해 퍼지 (fuzzy) 이론올 말하 

고 있다 10) 

유동식 교수는 비빔밥 · 곰탕 • 김치를 한국의 3대음식으로 꼽고 있으며， 강국회 

교수는 비빔밥 • 찌개 • 김치를 3대음식으로 꼽고 있다 

‘암소 한마리’ 라고 할 때에는 그 속에 천엽 · 간 · 골 • 둥심 • 차돌박이 · 아롱사 

태 • 제비초리 • 안심이 포함된다. ‘한마리’ 속에 다양한 요소와 맛이 섞여 전체가 

9) 이규태 r韓國A의 意識構造」 下卷 (서울 : 文理社， 1981) , 129쪽. 
10) 金相日 r퍼지와 한국문화J (서울 : 電子新聞社， 1992) , 179-186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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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됩의 의며를 반영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미(-味)라고 한다. 다양하면셔도 

한 가지 맛을 내는 일즉다(一郞多) , 다즉일(多郞-)의 ‘한’ 개념을 그대로 반영한 

사상이다 

‘암소 한마리’의 경우에서와 같이 ‘비밤밥 한그릇’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요소들 

을 한번 적어보자. 쇠고기·반숙계란·오징어채·해삼채·무나물·산채·시급치 

나물·미나리·오이·애호박·쑥갓·표고버섯·콩나물·숙주나물·부추·파·마 

늘·도라지·녹두묵·다시마·튀각·잣·은행·호두·참기름·통깨·간장·고추 

장 둥 비빔밥 한 그릇속에 30가지의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서 뭉개진다. 그러면서 

각 요소들로부터 나오는 진액이 혼합되어 조화로운 맛을 낸다. 

이규태 씨는， 제삿상에 놓였던 제물을 모아 비벼 먹는 습속에 관해 “신령이 내려 

와 드셨던 그 모든 찬을 골고루 한데 비벼 먹는 것 이상으로 철저한 공식(共食)이 

있을 수 없다"11)고 하면서 이를 우리의 공식문화(共食文化)로서 설명하고 있다. 찌 

개는 된장찌개 · 고추장찌개 · 섞어찌개 · 생선찌개 둥 그 종류도 많거니와 된장 • 고 

추장·멸치·새우·생선·쇠고기·돼지고기·마늘·호박·무·감자·고구마잎줄기 

• 토란줄기 · 고사리 · 도라지 · 조개 • 가지 둥 찌개종류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섞어 

만들며， 곰탕은 소의 오장육부를 한 솥에 넣고 고아서 끓인 국물에 온갖 양념을 혼 

합한 포괄성 식품이다. 우리나라 3대식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김치일 것이 

다. 김상일 씨의 말12)을 들어보자. 

김치는 비법밥이나 찌게종류에서와 같이 땅에서 나는 야채와 바다에셔 나는 젓 

갈 동을 섞고 뜸들이고 발효시켜 만든다. 야채로는 무 · 배추 • 오이 · 파 · 부추 · 

생 강 · 고추 · 가지 · 미 나리 · 참깨 · 당근 · 양파 · 갓 둥이 들어 가고， 과일로는 배 • 

사과 · 밤 • 대추 둥이 사용되며，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는 참조기 · 새우젓 · 멸치젓 

·굴·명태·소금·청각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닭고기·쇠고기·버섯·설탕 둥이 

들어간다. 

김상일 씨는 비빔밥을 퍼지비빔밥이라고 말한 것처럼 김치도 퍼지김치라고 부르 

고 있다. 김치는 우리의 여느 식품과는 달리 각 지방마다 독특성이 있어 그 종류가 

여간 많지 않다. 장황하지만 동아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박범신(朴範信) 씨의 소설 

‘개뿔’13) 의 일부를 인용하겠다. 

11) 李圭泰， ‘風物뿌리學’ (서울 : 朝蘇日報， 1982. 9. 5) 
12) 金相日， 앞의 책， 185쪽. 

13) 朴範信 r개뿔J， 東亞 B 報， 1992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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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김치로는 함경도 것으로는 콩나물김치， 쑥갓김치， 대구짝두기， 채칼김치가 

있고， 황해도 것으로는 통치미， 호박김치， 갓김치， 고추김치가 있고， 평안도 것으 

로는 오이김치， 기지김치， 영변김장김치가 있으려니와， 강원도 것으로는 창란젓짝 

두기와 채김치가 유명하고， 충청도 것으로는 박김치， 열무물검치， 시금치김치， 파 

싼지가 유명하고， 전라도 것으로는 갓쌍김치， 고들빼기김치， 배추포기김치， 검들김 

치가 유명하고， 경상도 것으로는 전복김치， 속새김치， 콩잎김치， 우영김치가 유명 

하고， 제주도 것으로는 동지김치， 해물김치가 있으며， 오백년 넘게 도읍지였던 경 

기 · 서울지방 김치로는 쟁김치， 고구마줄기김치， 무비늘김치， 백김치， 순무환지가 

있는 바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보쌍김치이다. 

김치의 포괄성을 극대화시킨 음식이 보쌍김치인 듯 싶다. 하나의 배추포기속에 

온갖 산해진미와 양념올 소복이 담은 소우주가 바로 보쌓김치이다. 포괄성으로서의 

소우주는 비단 보쩔김치에서만 아니라 썽에서도 발견된다. 비닐하우스 덕분에 사시 

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상추쌍， 손바닥 위에 그 상추포기를 없고 양념장이나 고 

추장을 바른 후 밥 한 숫가락 눌러놓고는 고기류와 채소류를 모은 다음 쌍을 싸서 

볼이 터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입속에 꾸겨넣는 탐스런 맛은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예전에는 쌍을 먹을 때 입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한 발만큼이나 입 

을 벌리고 게걸들린 사람처럽 목을 추스리면서 입속 가득히 음식올 씹는 모습， 입 

에도 들이가지 못할만큼 큰 쌀덩어리를 밀어넣느라고 두 눈올 부릅뜬 모습이 보기 

흉하다 해서 조용하고 가지녁한 사대부집 부녀들은 어른들 앞에서 상추쌀 먹기를 

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상하귀천은 이 상추쌀의 맛은 잊을 수 없는 명물인 

것이다. 우리의 음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괄성은 이 밖에도 신선로와 국밥， 비빔밥 

이 그렇고 구워먹는 요리보다 삶거나 끓여먹는 음식이 대부분인 우리의 음식문화는 

포괄성올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음식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는 한국인 

의 습성 또한 포괄적이다. 이어령 씨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4) 

한국의 문화는 감각성의 총화에 그 특성이 있다. 시각 · 청각 · 후각 · 촉각 • 미 

각이 따로따로 해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교향곡처럼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곳에 총체적인 생의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밥을 먹는데 

있어서도 온 붐으로 즉 오관의 조화를 살린다. 

14) 李輝寧， 앞의 책， 119-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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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인은 눈(시각)으로 먹고， 인도인은 손(촉각)으로， 프랑스인은 헛바닥(미 

각)으로， 이탈리아인은 배로 먹는다고 하면서 한국인은 용 옴으로 먹는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려 15)하고 있는데， 순치운동(홈빼運動)의 캡캡짤짤 소리까지 곁들여 

자신은 물론 남에게 식욕올 자극시킨다. 

한국인은 세상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살지 않는다. 인생이란 서론도 본론도 결 

론도 없는 것， 인위적인 서열로써 분할하고 전개하고 매듭짓는 인생이 아니라 동 

시적으로 생의 식탁에 한꺼번에 차려놓아진 것 그것이 진짜 생이라는 그 음식이 

다. 이 공시성 총체성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동시척 감각 이것이 

한국인의 의식구조이기도 하다. 

비빔밥과 곰탕과 김치를 한국의 3대음식이라고 말한 유동식(柳東植) 씨는 이 세 

가지 먹을 것에 한국의 철학이 들어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6) 

한국음식 가운데 전형적인 것으로는 첫째 비빔밥을 손꼽을 수 있다. 비빔밥을 

보면 바닥에는 밥이 깔려있다. 그 위에는 콩나물과 고사리와 오이무침과 다시마 

튀김이 얹혀있다. 구운 김이나 달갈괴 고기가 다시마튀김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산해진미랄 것까지는 없겠으나 산나물과 해초와 날짐승의 알파 쇠고기가 

들었으니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음식을 한 곳에 모아놓은 셈이다. 거기 

에다가 고추장과 참기름은 음식에 율동을 준다. 곧 대지에서 거둔 쌀로 지은 밥 

을 바닥에 깔고 하늪파 땅 사이의 온갖 것을 모아서 율동성을 가한 것이 비빔밥 

이다그러나 한번 비빔밥이 된 뒤에는 그 잡다한 것은 여렷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것이 된다. 천지를 한 그룻속에 모아놓고 비빔으로써 혼돈의 세계를 만들 

었다고 할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홍돈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과 땅 

이 갈라지기 이전의 창조적 혼돈의 세계를 재현한 것이라 하겠다. 혼돈이라기 보 

다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는 그가 말한 비빔밥， 곰탕， 김치는 모두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 

면서 김치에 대해 같은 논리 17)를 펴고 었다. 

김치는 대지에서 자란 배추로써 만든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중에 매달린 고추 

와 배와 밤 따위가 들었고， 또 땅속의 무우와 마늘 따위가 들어있다. 그뿐 아니라 

15) 李鄭寧， 앞의 책， 124쪽. 

16) 柳東植 r民倚宗敎와 韓國文化J (서울 : 現代思想社， 1978) , 25-26쪽. 

17) 柳東植， 위의 책，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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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새우와 고기도 들었다. 말하자면， 산해의 진미률 한 곳에 밀어넣어 만든 

것이 김치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저 따로따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벼 넣는다. 이렇게 비벼 넣는다는 점에서는 김치도 비빔밥의 율동을 타고 창조 

된다. 

계속하여 그는 앞서의 세 가지 음식에 한국의 철학이 들어었다고 말하면서 다옴 

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철학이라는 말이 거추장스러우면 삶의 지혜 또는 슬기라고 해도 좋다. 우리의 

음식 속에는 우리의 언생관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음식이란 인간의 본능을 충족 

시키려는 기초적인 작품이요， 인생관이란 그 본능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포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서 우리의 주된 음식들을 예로 

들었다. 포괄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우리의 음식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 공식문화라 

하기도 하고 ‘한’개념의 실상화라고도 하며， 퍼지라고도 하고 인생관이나 본능이라 

고도 한다. 시각이야 어떻든 하나 속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포팔 

성인 것이 분명한데 포괄성이 어떤 정신적 기초 위에서 출발하었는져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포괄성이라는 성격을 실증하기 위해 우리의 음식을 예거한 

것 같이 포괄성의 정신적 기초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맥락으로 음식의 예에서 이를 

찾아보고자 한다. 

박용숙(朴容淑)씨는 김치에 대한 그의 생각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 

김치는 주원료가 배추와 무우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배추는 씨를 뿌린 후에 주 

로 씨로부터 위로 운동하며 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무우는 반대로 

씨로부터 땅 밑으로 향해 운동하며 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추는 플 

러스이며 무우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논리를 메주에도 적용하고 있다. 즉 메주는 햇볕없는 웅 

달에서 한 겨울철을 건조시켰다가 장을 담근 후에는 오뉴월의 뜨거운 햇볕에 장독 

올 노출시키는데 이 때 메주는 음기(陰氣， 마이너스)와 양기(陽氣， 플러스)를 씌는 

셈이어서 자연히 우주의 부성(父性)과 모성(母性)올 홉수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18) 朴容淑 r韓國陰陽思想의 美學J (서울 : 일월서각， 1981) ,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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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메주는 콩에다 플러스(양)와 마이너스(음)를 동시에 비빔으로써 얻어진 것 19) 

이라고 말한다. 박용숙씨는 우주 즉 자연올 이루고 있는 개물성(個物性)인 음과 양， 

마이너스와 플러스， 모성과 부성의 음양사상으로 한국문화의 여러 부분들을 설명하 

고 있다. 포괄성이라는 성격이 형성된 정신적 기초를 파악하기 위해 박용숙씨의 견 

해 20)를 계 속 소개 하려 한다. 

인절미의 고물에는 콩가루와 팔이 쓰인다. 콩가루는 콩을 묶아서 가루를 낸 것 

이요， 팔고물은 팔을 삶아서 해체시킨 것이다. 즉 콩고물은 주로 불을 가해서 만 

든 것이지만， 팔고물은 물과 불을 적절히 배합해서 만든 고물이다. 따라서 그 맛 

의 차이도 뚜렷하다. 콩고물은 철저히 부성(플러스)의 맛이요， 팔고물은 모성(마 

이너스)의 맛이다. 시루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아무것도 붙히지 않은 시루먹 

을 백설기라 하지만， 거기에다 콩 • 대추 · 팔 • 계피 • 밤 · 잣 동 다양한 고물을 가 

미시킨다. 그러니 그 맛이 각기 특이하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겠다. 물론 그 여 

러 가지 고물의 맛은 모두 우주적인 이치를 본딴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만 

부성과 모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주적인 이치의 기본일 뿐이다. 

마른 음식인 밥은 양이고， 젖은 음식인 국은 음， 반찬은 오행이라고 말하는 그는 

젖은 음식을 담는 숨가락과 마른 음식을 집는 젓가락도 음과 양21)이라고 하면서 악 

기인 북과 춤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22)를 말하고 있다. 

북은 나무통으로 만틀고 그 양쪽에다 짐승의 가죽을 붙인다. 옛 사람들의 음양 

사상에 따르면 네발짐승은 음이요， 나무는 양이다. 그것은 네발짐승이 언제나 땅 

바닥에 엎드려 있어서 어느 쪽 보다도 땅에 가까워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 

문이며 반대로 나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치솟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가죽 

이 음이요， 나무가 양인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북을 칠때 가죽을 치는 것은 음이고， 나무를 때라는 것은 양이다. 이 

는 사찰에서 꼭탁이나 종을 치는 이치와 같다. 

그런데 탈춤을 출 때의 리듬은 〈풍 닥덕 풍닥〉으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처음 

에 가죽을 때려서 〈풍〉하는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나무쪽을 때려서 〈닥닥〉하 

고 소리를 낸 다음 세번째는 보다 빠르게 가죽과 나무를 번갈아 때려 〈풍닥〉으로 

19) 朴容淑， 위의 책， 33-41 쪽. 

20) 朴容淑， 위의 책， 52쪽. 

21) 朴容淑， 위의 책， 255쪽. 

22) 朴容淑， 위의 책， 148-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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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다. 그렇재 되면 처음의 콩은 음이요， 두번째의 닥닥은 양이요， 세번째의 빠 

르게 낸 콤닥은 그것이 가죽과 나무의 소리를 동시에 낸 것이므로 중성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하더라도 사고 또는 사유의 

평범한 일상성으로 말할 때 하나의 사물 또는 개물에 대해서 그것의 단일성 보다 

복합성으로 생각하거나 두 개의 대조 개념으로 의미를 확대시키는 사고의 틀올 우 

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를 말할 때 어미의 한 쪽만을 말하면서도 그 의 

식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한 쪽의 관계가 깔려 있으며， 큰 딸을 말하면서 작은 딸이 

암암리에 관계되어진 상태에서 큰 딸을 말하는 것 둥의 예는 말하는 사람의 사고가 

복합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육지가 있으면 바다가 있으 

며，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는 대비적 개념으로 어느 한 

쪽을 함께 파악하려는 경향을 우리에게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가진 사상적 측면으로서의 음과 양에 대한 동의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원적 사고는 성격으로서의 포괄성의 동인이 되는 정신적 기초라고 생각 

된다. 다시 말해서 포괄성은 이원적 사고에서 이루어진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원적 사고는 둘이 따로 돌아가는 별개의 것이 아나라 둘이 하나가 

되는 사고이다. ‘푸부(夫歸)는 한 몸’ 이라는 말이 있듯이 둘이 하나됨올 뜻하고 ‘부 

부는 촌수가 없다’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음과 양은 각기 있으나 음의 꼬리를 양이 

불고 양의 꼬리를 음이 물어서 하나가 되는 것， 밤이 낮의 뒷꿈치를 물고 낮이 밤 

의 뒷꿈치를 물어 밤과 낮이 하루들 이루는 것， 현세와 내세를 하나의 지평에 놓고 

의식하는 것 동 둘이되 둘이 아닌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 속의 둘을 의식하 

는 동시에 그 둘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나를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 속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 

고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항상성의 성격올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포괄성 

이라고 하는 성격이 이에서 연유된 정신적 기초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이 하나인 동시에 하나가 둘이라는 사고는 불교의 ‘다즉일’(多郞一)은 ‘일즉다’ 

(一훌fl 多)라는 사상과 같은 것이다. 둘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다즉일’의 사상은 

앞에서 예거한 우리의 음식에서 그 실상을 알 수 있었올 것이다. 김치나 비빔밥， 곰 

탕， 상추쌍을 만드는 재료는 다양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재료의 각기 맛이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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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다른 맛을 창조해 낸다고 하는 ‘다즉일’의 창조성올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하나가 둘야라는 사고， ‘일즉다’(-~n 多)의 사상이 미술에 반영된 경우를 소개 

하겠다. 이 종상(李훌詳) 씨 의 말올 들어 보자 23) 

우리는 흔히 묵색(畢色)을 흑색(黑色)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먹빛 

을 굳이 색깔로 표현한다면 현색(玄色)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다. 

현색은 곧 멀고 까마득한 것， 다시 말하면 유현(빼玄)함올 나타내는 빛이다. 끝 

없이 김고 한없이 넓은 우주의 색인 것이다. 그래서 우주 속의 만상은 먹빛 하나 

로 집약되는 것이며 이 먹빛 속에는 밝음과 어두웅이 함께 함은 물론이요， 현상 

계에 폰재하는 만가지 색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묵유오채(壘有五彩)의 

이론이 나오계 된 것이다. 

또 수묵(水畢)의 8가지 특성을 논한 최병식(崔炳植)씨는 수묵의 특성 중의 하나 

인 함축성(含養性)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4) 

고대인들은 정숙(靜빼)이나 경건의 자세로서 시시각각으로 성장해 가는 자연의 

세계에 자기의 적조(寂照)지경을 통하여 겸허하게 대화하려 하였다. 그런데 사실 

정(靜)이나 적허(寂虛)상태의 관조(觀照)는 결국 수많은 지식과 경험， 특 〈행만 

리로(行萬里路))의 터득을 거쳐 이룩되는 궁극의 경지이고 보면， <현(玄))으로서 

의 표출과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만물의 형상이 고도로 간일(簡進)하여지고， 다만 

그 중 가장 함축되어진 최후의 필묵(筆題) , 획선(劃線)이 자신의 순간적 감성과 

함께 융합되어져， 잠재의식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의 

식의 과정은 일면 불선(佛l彈)사상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장자(莊 

子)의 외편 달생장(達生章)에서 말하는 측이천합천(則以天合天)， 흑 대상과 자기 

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는 이 미 그림 이 이루어짐과 같고， <골법용필)<骨法用훌)로 

서 단숨에 그려지니 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올 그리는 사람의 자연과의 합일에서 현(玄)의 세계를 경험하고 결국 표출코 

자 한 다양한 의도가 표현된다고 말한다. 

동양화 또는 한국화를 그리는 가장 주요한 재료가 먹(題)이다. 먹의 색깔은 검은 

것이 아니라 현(玄)의 색깔이다. 현은 ‘넓고 깊음’을 나타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23) 李鍾합 r훌室의 뽕을 열고J <서 울 : 康美文化社， 1980) , 100쪽. 

24) 崔炳植 r水畢의 思想、과 歷史J (서 울 : 玄岩社， 1985) ,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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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玄)에 관한 최염 렬(崔廳烈) 씨의 글올 소개한다 25) 

노자(老子)는 말하기롤 우주의 본체는 언어나 형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했 

다. 고로 노자는 이것을 도(道)， 무(無)， 현(玄)， 현지우현(玄之又玄)， 중묘지문 

(聚妙之門)， 대(大) 동으로 억지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노자는 “도(道)에서 1 이 생기고， 1에서 2가 생기며， 2에서 3이 생기고， 3에서 만 

물이 생긴다"26)고 하였듯이 도는 만물이 생겨나오는 원천이고 만물을 생성케 하는 

그 무엇27)이다. 따라서 현은 만물의 원천올 뜻하는 도가철학(道家哲學)의 우주론적 

존재론적 의미를 자닌다. 유학<t需學)은 이를 무극(無極-태극)28)이라 하며， 불교에 

서는 진여(륭如 )29)라 했고， 다른 의미로 전일생명성(全-生命性)30)이라고도 했으며， 

일부(一夫)로 알려진 김항(金‘|를) 씨는 우주운동의 본체로서 〈묘묘 현현 현묘중(妙 

妙 玄玄 玄妙中) )31)이 라고 했다. 

도가의 도는 어떤 이름도 붙일수 없고 불가의 진여(훌如) 또한 그 무엇으로도 

기술될수 없다. 그것은 1도 다(多)도 아니요， 그것은 또한 비힐(非-)도 비다(非 

多)도 아니다찌 

우주의 본체이자 생명은 이름붙일 수 없다고 하면서 도(道)니， 현(玄)이니 하고， 

하나라고 하면서도 하나가 아니라 하는 둥 긍정과 부정을 같은 논리로 진행시킴으 

로써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노자철학이 부정적 정신에서 출 

발하여 부정논리로 성립하였던 점을 이해한다면 그리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다. 노 

자의 부정은 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의 부정은 참앓의 구현 즉 진리도출올 

위한 것이고 부정이면서도 긍정인 것은 확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나 

25) 崔嚴烈 r老子哲學j (서울 : 敎文社， 1984) , 75쪽. 

26) 道生- -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老子 제42장) 

27) 德友蘭(鄭仁在譯)， r中國哲學史j ， (서울 : 螢뿔出版社， 1982) , 138쪽. 

28) 韓東錫 r宇富흉흉化의 原理j ， (서울 : 행립출판， 1985) , 39-242쪽. 

29) 鴻友뼈， 앞의 책， 275쪽. 
30) 李훌益 r佛敎몽、想搬論j (서울 : 宣文出版社， 1983) , 396-401쪽. 

31) 韓東錫， 앞의 책， 37 -38쪽. 
32) 뚫友蘭， 앞의 책，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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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라고 이름붙일 수 없는 것이면서 이름붙여야 하는 긍정과 부정， 도나 현의 참 

앓과 확정성의 긍정과 부정이 하나의 논리속에 공존하는 것이다. 

이 글이 철학을 목적한 것이 아니므로 앞에서 예거한 모순논리에 대해 상세한 규 

명은 생략하려 한다. 쉽게 말한다면 도 또는 현이 인간의 두뇌로 사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것이므로 없다(無)는 개념을 제시하고， 한편 그것이 사유의 대상일 때 

있는 것(有)이므로 무(無)와 유(有) , 하나(一)， 많다(多)， 또 이것들올 부정하는 언 

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휘를 정하고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나 현은 있음(有)의 존재인 이상 ‘하나’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가 둘이라는 사고， ‘일즉다’(-경fl 多)의 사상이 미술에 반영되고 또 반영된 현 

(玄)의 의미를 음미해 보았다. 둘이 하나인 것과 하나를 둘로 보는 사고， ‘다즉일’ 

(多郞-)과 ‘일즉다’(-郞多)의 사상은 포괄성을 만들고， 이 포괄성은 ‘많은 것이 모 

여 하나를 만드는 것’과 ‘하나가 많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의 창조적 기능을 갖는 

다는 점을 지금까지의 논거로서 알 수 있올 것이다. 

포괄성이란 무엇이며， 한국인의 성격중 국민성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포괄성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고， 포괄성이 한국문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포괄 

성을 만든 정신적 기초는 무엇이고， 포괄성의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모로 알아보았다.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시각에서 우리의 전통음악을 조명하고 해석 

하려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동원하고 다양한 분야들에서 포괄성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글의 핵심인 우리의 전통음악에서 포 

괄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구명할 차례다. 글의 혼란을 피하기 

위히여 정신적인 면과 음익실제적인 면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정신적인 띤은 ‘음악에 대한 생각’이라는 보편적 범주로서 음악관(音樂觀)이라 해 

도 좋고 음악사상이라 해도 좋은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는 사유의 내용을 말하는 것 

이다. 

한국전통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예술체중에서 유독 음악만이 집중적으로 의 

미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유학(f:뿜學)을 정치이념으로 택한 조선시대에 있어서 궁 

중음악은 아주 엄격한 유학사상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선비와 사대부는 물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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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까지 읽을 수 있는 도서는 대개 유학과 관계되는 문헌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상을 감안할 때 글을 읽올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학의 철학올 모를 리 

없을 것이며， 또 유학사상을 근거로 한 음악에 대한 의미부여도 개인적 사고에서 

출발한 다양한 견해가 분출되기 보다 유학사상의 획일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올 발 

견하게 된다. 

음악에 대한 의미부여가 왜 유독 음악에만 집중되었을까 r세종실록」 아악보서 

(雅樂讀序 )33)에 다음과 같은 첫귀절이 나온다. 

음악이란 성인(聖 A) 이 성정(性情)을 기르는 것이며， 신과 사랍을 화하게 하고 

하늘과 땅을 순(順) 하게 하며 음양의 도를 고루게 한다. 

또， 우리의 예전 악서(樂書)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 

익혔을 듯 싶은 「예기(禮記)J중 〈악기(樂記))의 두 내용34)을 소개하겠다. 

악이란 성인이 즐겨하는 바이다. 이로써 가히 민심을 착하게 하며 사람을 깊이 

감동시키고 풍속을 바꾸기도 하여 선왕들은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진작시켰다. 

두루 

소리를 살펴서 음을 알고， 음을 살펴 악을 알고， 악을 살펴서 정치를 알게 되는 

데 이렇게 해서 치평(治平)의 길이 구비되는 것이다. 

음악은 개인의 성정(性情)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백성의 평안과 나라의 기틀이 

바르게 운용되도록 하는 일종의 윤리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여 음악에 대한 의미 

부여가 남다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의미부여의 그 의미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요약한다면， 유학사상에 기초 

한 자연론과 우주론이며 이 사상을 음악에 도입한 것이 의미부여이다. 결국 음악에 

대한 사상의 의미부여가 음악사상 내지 음악관올 형성한 것이다. 음악에 부여된 자 

연론과 우주론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변， 자연론은 천인합일(天A合一)사상에 의 

33) 樂者聖A所以養性情 和神AJ順天地 調陰陽之道也 r世宗實錄」 卷 第一百三十六， 1 

쪽(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 영인본. 

34) 樂也者 聖A之所樂-tÞ.. 而可以善民心 其感A深其移風易1ft 故先王著其敎뚫. 權五↑훔 譯

解 r新譯 禮記J (서울 : 弘新文化社， 1976) , 392쪽. 

是故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而治道備훗. 위의 책，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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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천(法天) , 즉 인간과 사물， 모든 존재가 하늘을 본받으므로써 하늘과 사람이 

일체가 된다는 철학의 부분올 음악에 도입시킨 것이다. 우주론의 음악에의 부여는 

음양오행설의 상징적 의미이다. 음악쪽에서 볼때 부여된 자연론이나 우주론의 철학 

적 의미는 상징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에 있어서 상징성은 

표현의 구체성， 다시 말해 음악이 가진 실제적 모습이나 음악의 표현에 있어서의 

추상성 내지 비구상성에 주어진 음악 외적 사고를 말한다. 어떤 미학자는 “음예술 

은 음의 운동의 상징 이외의 일반적으로 목적이라고 불리우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수단을 갖지 못한다"35)고 설파하고 있으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감정미학을 배격하 

는 입장에 선 주장이라 하더라도 음악에 있어서의 상징성은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상징성이 그 음악 전체를 말할 

수는 없겠으나 특히 음악 외적이라고 말한 철학으로서의 상징성은 낱개로서의 음악 

작품을 떠나서라도 음악철학과 음악미학이라는 학문체계를 만들 만큼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론과 우주론이 음악에 부여한 의미로서의 

상징은 적잖은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삼국사기 j에 다음과 같은 기록36)이 있다. 

현금(玄琴) ...... 거문고의 길이는 3자 6촌 6품으로서 366일을 상정하고， 넓이는 

6촌인데 6합(合)을 상정한다앞은 넓고 뒤는 좁아서 귀함과 낮음을 상징하는 

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니 이는 천지의 이법(理法)이다. 5현은 5행으로 대현 

을 군(君)으로 소현을 선(댄)으로 삼고， 문왕과 무왕 두 똘을 더했다. 또 풍속통 

(風洛通)에 말하기를， 금(琴)의 길이가 4자 5촌인 것은 4시 5행을， 7현은 7성 

(星)을 닮아 거문고를 제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가야금 ...... 위가 둥글어 하늘을 상정하고， 아래는 평탄하여 땅을 상정하고 있다. 

가운데 빈 것은 6합에 준한다. 현의 기둥(鉉柱)은 12월을 모방했는데 이는 인지 

(仁뽑)의 기물(器物)이다. 완우(院觸)는 말하기를， 쟁(筆)의 길이가 6자인 것은 

율수(律數)에 따른 것으로 현이 12로서 4시를 상징하고， 기둥높이가 3촌인 것은 

삼재(三才)를 상징하는데 가야금은 비록 쟁의 제도와 조금 다르나 대개 이와 유 

사하다. 

35) 朴廷陽 r音樂美學J (서울 : 學文社， 1985) , 151쪽. 
36) 又日 琴長三R六--t六分 象三百六十六 日 , 廣六# 象六合前廣後쨌象尊뿜也. 上圓

下才 法天地也. 五鉉 象五行 大鉉짧君 小鉉옳þ! 文王武王加二鉉. 又風f짝通日 琴長四

R五>t者 法四時五行 七鉉 法七星 玄琴之作也 r三國史記」卷 第三十二 樂條(王金鍾
權 r完짧 三國史記J， 서울， 先進文化社， 1969) , 512-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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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 ...... 길이가 3자 5촌인 것은 하늘 • 땅 • 사람과 5행을 본받은 것이고. 4현은 

4시를 상정한 것이다. 

신라 3현이라고 말하는 거문고 · 가야금 • 비파의 제도가 자연을 모방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r악학궤범」은 율관(律管)에 대하여 다음파 같이 말하고 있다 37) 

대(竹)로 율관을 만든 것은 대가 천연의 그릇인 때문이고， 기장(委)으로 율관 

을 채우는 것은 천연의 물(物)인 때문이다. 천연의 물로 천연의 그릇에 채우연 

율관의 길이외 용량 성음의 청탁(높고 낮음)과 율관의 무게가 하나의 자연일 뿐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화(中和)의 소리를 내고 대악(大樂)이 이루어 

지는 이유이다. 

「악학궤범」은 악기를 절기로 나누어 의미뼈를 부여히고 있다. 

8음의 악기는 8절기로 나누는데 쇠소리는 우렁찬 데 추분의 음으로 종(鐘)보 

다 더한 것이 없고， 뜰소리는 온윤하여 입통의 음으로서 경(뿔)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실소리는 섬세하여 하지의 음으로서 금슬보다 더한 것이 없고， 대소리는 

청아하여 춘분의 음으로서 관과 약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포(박)소리는 여러 음 

을 뭉쳐내어 입춘의 음으로서 생과 우보다 더한 것이 없다. 흙소리는 광대하여 

입추의 음으로서 훈과 부가 속하고， 가죽소리는 융대하여 동지의 음으로서 도와 

북이 속하며 나무소리는 여음(餘音)이 없어 입하의 음으로서 축어가 속한다. 

자연론으로서의 의미부여는 「악학궤범」에도 그 내용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고 조 

선조 정조 4년(1780년)에 관찬악서로 편찬된 「시악화성(詩樂和聲)J에도 이와 관련 

된 기록이 많으며 민간악보에도 같은 내용들이 발혜되어 있으므로 자연론의 상징성 

에 관해서는 더 이상 예거하지 않겠다. 

우주론으로서의 상정성은 음양오행의 의미부여라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에 

37) 樂書굽 蓋律以竹篇管者 天生 自 然之器tt!.. 以委~實者 天生 自 然之物也. 以天生自然之

物 實天生自然之器則 分τf之長短 容受之多흉 聲音之淸j홈權衛之輕重 -本之自然而A

짧不預뚫. 此中和之聲所以出而大樂所以成也 r樂學뼈L範」 卷之一， 十二律圍長圖說條

(서울， 大提開. 1973, 영인본). 42쪽. 

38) )tr,; 八音聲器分於八節 金聲흙容秋分之音也 莫尙於鍾 石聲週聞立쪽之音tt!. 莫尙於

흥훌 絲聲織微夏至之音也 莫尙於琴慧 竹聲淸越春分之音也 莫尙於管 홉흉힘聲몇聚立春之 

音也 걷흩족휴훌훌뚫. 土音굶胡立秋之音也 i員f담톨용폼 경훌聲隆大쏟至之音tt!. 훌훌鼓훌훌훌 木聲無

餘立夏之音tt!. 祝흠섯擊뚫 r樂學뼈L範」 卷之-， A音圖說條， 위의 책， 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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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예들올 먼저 「악학궤범 }9)에서 찾도록 하겠다. 

8음은 8패(합)와 8풍(風)에 짝한다. 쇠(金)는 태(兌)패와 창합풍(서방)에， 돌 

(石)은 건(乾)패와 불주풍(서북방)에， 실(絲)은 이(離)패와 경풍(남방)에， 대(竹) 

는 진(훌)패와 명서풍(동방)에， 박(體)은 간(良)패에 융풍(동북방)에， 흙(土)은 

곤(坤)패와 양풍(서남방)에， 가죽(훌)은 감(:1#: )패와 광막흥(북방)에， 나무(木)는 

손(뿔)패와 청명용(동남방)에 각각 짝한다. 

대개 해와 달이 연중 12번 만나는데， 오른편으로 도는 것을 본받아 성인이 6려 

(呂)롤 만들었고， 북두칠성이 12신(辰一12지)으로 운행하는데 왼편으로 선회하는 

것을 본받아 성인이 6율(律)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양의 율은 왼편으로 선회하여 

음과 합하고， 음의 여는 오른편으로 돌아 양과 합하여 천지사방에 음양의 소리가 

구비되었다. 

한국전통음악의 기본음인 12율을 각각 6음씩의 양율(陽律)과 음려(陰呂)로 구별 

하고， 12율에 포함된 각 음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 (0)하고 있는데 황종(黃鍾)음 

만을 예로 들겠다. 

황종의 황(黃)은 중앙의 색깔이고， 종(鍾)은 종(種)과 같다. 양기가 황궁에 숨 

어 엎드려 있다. 만물이 자(子-11월)에서 움틀 준비를 하니 황종은 자의 기운이 

요， 그 절후는 풍지이고 그 패는 건패의 초9인 때문에 대려와 합성(合聲)을 이루 

고(현가에 황종， 동가에 대려) 삼분손익으로 아래에 임종을 만든다. 

「악학궤범」과 「시악화성」은 음악사상에 관한 기록들이 많으나 생략하고 민간악보 

의 기록중에서 몇가지만을 소개하겠다. 

조선조 광해군 2년(1620년) 이득윤(李得亂， 1553년 -1630년)이 편찬한 거문고악 

보 「현금동문류기(玄琴東文類記) j(1)에 다음과 같은 내용(2)이 실려 있다. 

39) 樂書i 八音配於八환八風 金兌聞圖風 石乾不周風 絲離景風 竹훌훌明應風 흉힘良홉뽀風 
土坤i京風 웅흙:1#:廣莫風 木異淸明風 r樂學뼈L範」 卷之- 八音圖說條 위의 책， 50쪽， 

(이혜구譯， 국역 樂學휠L範， 민족문화추진회， 1권)， 50쪽. 

蓋 日 月 뺨於十~~ìX rfU石轉 뿔A힘j六呂以象之 斗炳運於十二辰而左施聖A制六律以象￡
故陽律左遊以合陰 陰옵右轉以合陽 而天地四方陰陽之聲具뚫 r樂學뼈L範」 卷之 律

呂隔八相生秘氣圖說條 (위의 책， 34쪽)(번역은 위의책， 29쪽-30쪽) 

40) 黃鍾黃者中之色也 鍾種111 陽氣짧朝於黃宮 萬物쫓lIJï於子규5黃鍾子之氣也 其候쏟至 

其좌乾之初九 故合於大呂而下生林鍾뚫 r樂學뼈L範」 卷之← 律呂隔八相生應氣圖說條

(위의 책， 34쪽) (위의 번역본， 31쪽) 

41) 서울대학교 중앙노서관 가람문고 소장 원본을 1976년 한국국악학회에서 영인 간행 
한 자료를 택. 

42) 石音屬乾 取其剛也 而竹屬홈훌震木屬:f;X 絲屬良 其物之陽而屬陽환. 土音屬坤 取於地也
而옳屬異 흉힘l홈離 金빼兌 其物之陰而屬陰환 r玄琴東文類記..1， 176쪽. 

- 154-



돌소리는 건쾌로서 그 강함을 취한 것이고， 대는 진패， 나무는 감패， 실은 간패 

에 속하니 양의 물(物)이어서 양패에 속한다. 흙소리는 곤패로서 땅에서 취했으 

며 가죽은 손패에， 박은 이패에， 쇠는 태패에 속하고 그 물이 음이어서 음패에 속 

한다. 

이 기록의 내용증 8패로 배분한 것이 「악학궤범」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으나 8음 

의 악기를 음패와 양패로 나눈 점이 참고될 것이다. 광무 10년(1906년) 조이순(趙 

舞淳)이 편찬한 「양금여민락보(楊琴與民樂讀)J는 12율올 12월 즉 12지(支)에 짝지 

운 내용43)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조 고종(高宗)때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편자 미상 

의 「금보(초입문)J (琴諸:初入門)에는 유학의 윤리관44)으로 셜명되는 5덕(德)올 5 

음에 배치 45)하고 있다. 

궁(宮)은 토(土)에 속하고 신(信)이며， 상(商)은 금(金)에 속하고 의(義)이며， 

각(角)은 목(木)에 속하고 인(仁)이며， 치(徵)는 화(火)에 속하고 예(禮)이며， 우 

(쩌)는 수(水)에 속하고 지(智)이다. 

우주의 5행과 인간의 5덕을 음악속에 결합시켜 천인합일의 논리를 실체에 적용시 

키고 있다. 조선조 경종(景宗) 4년 (1724년) 편자 미상인 「한금션보(韓琴新讀)J는 

금(琴)의 의미와 음악의 필요성 46)올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금(琴)은 금(禁)하는 것이 다. 사악한 것을 금하므로써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 금(琴)은 음악의 근본이므로 군자가 마땅히 거느려야 하는 것이다. 또 말하 

기를， 사람은 음악을 몰라서는 안되고 음악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같은 「한금신보」에서는 거문고의 6현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겠다. 

43) 六律陽聲 黃種子月 太簽寅月 始洗辰月 쫓훌흉午月훗則申月 無射IX月六呂陰聲 大呂표 

月 爽鍾J]p 月 f中呂 B月 林鍾未月 南呂西月 應鍾*月 「楊琴與民樂諾J(羅增健 所藏 원 

본의 제록스복사판을 자료로 함)， 3쪽. 

44) 柳正東 r東洋哲學의 基鍵的 h升究.J (서 울 : 成均짧大學校出版部， 1986) , 66~84쪽. 

45) 五音放 宮屬 士信 商屬金義 角屬木仁 徵屬大禮 쩌屬水뽑 r琴諸(初入門 )J (國立國

樂院 「韓國숍樂學資料難書二J 151 쪽， 금보 2쪽) 

46) 樂記-z;. •••••• 琴者禁也 禁止於쨌以正A心也 琴者樂之統也 故君子所當細也. 又Z- À不

可不知樂-tl! 樂不可→日無也 r韓琴新諸.J (1 977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연구 

회의 한국음악자료총서로서 제콕스복사판을 자료로 함)， 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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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音五位五行 五 五性 五

文鉉 商 西 金 秋 義 ê 
遊鉉쩌北水쫓뽑物 

大鉉 宮 中 土 國 信 君

上淸 徵 南 火 夏 禮 事

外淸 角 東 木 春 仁 民

武鉉在五鉉之末收其五훌훌終調理者也 

五事 五廣 五色 五用 五.情 표味 五윷 五氣

릅 師 白 敏 愁 辛 眼 中陰

訴 뽑 黑 빼 悲 륨-. f중 표陰 

思 8뿔 黃 重 恐 it 香 中氣

視 心 혜i 送 樂 苦 崔 표陽 

짧 JJf 좁 經 홉 륨쫓 쫓훌 中陽

이상으로 자연론과 우주론에 의한 의미부여의 실례를 소략하게 제시하였다. 음 

악에 대한 철학적 상정성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관찬악서와 개인악보에 계속 기록 

되어오는 것으로 이 상징성에 대한 사고는 현대에도 발견할 수 있다. 박헌봉(朴 

憲鳳) 씨는 그가 저술한 「창악대강(唱樂大鋼)J에서 다음과 같이 말48)하고 있다. 

우리나라 음악은 대개가 동양역학(東洋易學)에 근거를 두고 음양 또는 12월령 

(月令)을 상정하므로 거의 모두가 12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음률인 12율도 12월 

에 배합하여 그 생성의 관계룰 설명하여 11월을 첫째로 하고 10월을 열두째로 

정하였으니 아래와 같다 또한 판소리에는 12마당， 농악에도 12채， 가사에도 

127}사， 그리고 가야금 줄도 12현， 무당굿도 열두굿으로 되어 있음을 볼때 그 동 

일한 구성양식 모두가 춘하추동 사시절후인 열두달을 모방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동양음악은 동양의 특유한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한 ‘동양의 특유한 사고방식’이 란 다름아닌 유학철학에 근거한 자연론과 

우주론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학문의 영역을 넘어 사고의 일반화와 생활화에 이 

르고 있음을 음악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 충분히 입중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을 돌이켜 본다면， 자연론과 우주론이 철학에 속한 학문영역이므로 궁중음악이 

나 또는 유식한 상류층의 음악에만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궁중 

음악중에서 특히 제례악편성을 보면 악기배치가 음향적 고려에 앞서 철학적으로 부 

여된 의미에 따라 진설(陳設)되었던 것49)은 사실이다. 이 뿐 아니라 악곡의 내용이 

나 연주순서에서도 그 사상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부여의 상징성이 사 

47) 위의 책， 5-6쪽 

48) 朴憲鳳 r唱樂大鋼J (서울 : 國樂훌術學校出版部， 1966) , 55-56쪽. 

49) 韓明熙， ‘察禮音樂에 나타난 陰陽五行的인 要素’ r韓國音樂짧究」 제 12집， (서울 : 韓

國國樂學會， 1982) , 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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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 논리적 가치로만 인정될 수 없는， 실체적 음악적 가치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도 말해 주고 있다. 

앞에서 예거한 자료인 「세종실록악보」와 「악학궤범」은 궁중음악을 말한 것이고， 

민간 악보들은 정악O[樂)이라고 통칭하는 음악올 말한 것이다. 민속악 양식에 관 

한 문헌을 많이 제작하지 않았던 선인들 중에서 대금과 해금의 산조명인이었던 한 

범수(韓範洙) 씨는 그가 지은 「한범수대금산조보(韓範洙大짝散調諸)J어1 사상에 관 

한 많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몇가지 예 50)만을 이용하겠다. 

그렇다면 4조(四調)는 무엇을 말함이냐 하면 우조 • 평조 • 계면조 • 경조(輕調 

일명 京調)를 운(~)함인데 4조를 근본적으로 논하자변 춘하추동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춘하추동을 논하자변 한서온량(寒暑溫源)의 질천(戰選)에 따라 우주만물 

이 춘생(春生)， 하장(夏長) , 추결(秋結) , 동장(쪽廳)하는 흥망성쇠를 말할 수 있 

는 동양철학의 원리가 논의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인생과 4시의 관련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같이 그는 4시의 풀이부터 시작하여 5행과 12지를 음악과 함께 설명하고 있 

으며 산조의 장단도 다음과 같이 4시와 음양으로 설명하고 있마. 

진 양장단 (3초 1 박속도) 

fJJ/'\ tÉl I t쉰三휴뿐l μ h 

再六拍|갇ilj짧뀌承 g 

l I/J~三듀 
三六拍~ -I-j-j-I | 뺑 秋

삼·쏟 

50) 韓範洙 r韓範洙大琴散調諸J (서울 : 民學社， 1975) ， 1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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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리 12박 장단 (2초 1 박 속도) 한 장단에 대한 음양법 

•-- 後半角 •--•• 

秋 •-----,--- ~ -•--
(大三 小三)

• 
結 ----, 

•• 陽呼 陰應

1년 열두달을 상정하여 12박이 된 바 1년중 9월은 결실지추(結實之秋)라 하여 소리를 

크게 내어 때리는 마루채 

중모리 12박 장단 (두 장단 24박올 1각으로 보는 음양법) 

l 光半fiJ 흙 (起)-←←T--後半角 夏 (承

陽臨 | f) 1 • 1-1 - 1-1-1 -1 • 1-1 • 1-1 .1 
「-→ ←젠~ flj 秋 (轉) • ] • • • 後~þ젝 쏟 (結)----기 

陰接 l f) 1 • 1-1 - ! -1- j- L_~ -I-r-~I;-r~l 
세 장단이 1각이 되는 때 

「----←→← [ ←--→←T一←
陽臨 l()I • 1-1-/-/-/-'-1-1 • 

陽臨騙 i l듀 l • l ]l ])ilj9999l i닙~ 

陰接|()r;T-/--r=--= 1-- /-/-1-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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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단이 1각이 될 때 

陽臨 i ~I-I-J~I-I-I-I.I-I-I -/- | 起

눴 I f) 1 -I--l-.-I-m_l=l~ 1-1-/ - I -1 - |承

鋼lul-I-lu-I-I-I-I-I-I-I-l- |轉

陰應 l~r~I-I-I-I-l-I-\ -\ -\- |結
중중모리 (2초 1박 속도) 

「→1拍 1-2拍 --T-- 3拍 T 4拍---기 

廠 l <<)1 1-1-1 /-1-1 1-1-1 1.1 
「--1拍-，---2拍 1--- 3拍 -T---- 4拍→-기 

陰應 l C)\ /-\-J J-I-\ \-1-\ \.1 
도 1 박 속도)←장 ! 結 →←←→」

「→→ 1拍 •• -T--- 2拍 T---- 3拍 •-- r---- • --4 :j:n ---기 

陽呼 l <<)1 /-1-1 /-1-1 1-/-1 선 
「→1拍← 「←--2:j:f]←←「→← 3해← 「←→ 4拍←기 

陰應 l ~l 1-\-\ ~J ~Ju~=J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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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모리(1초 2박 속도) 

• ,. 
陰應

承(夏)

.-----.-1쏠應 

-•--- 結(쏟) 

-,. 

• 

• 

그는 “발음법도 음성으로 막아 탈 때와 양성으로 드날려 탈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문고나 가야금의 성음이 막힌 듯 먹는 소리를 음성이라 하고， 밖으로 열 

려 나오는 소리를 양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판소리와 음양관계에 대하 

여 이은자(李股子) 씨는 음양을 “소리의 둥배라고도 하며 소리가 강성(嗤聲)으로 

밀어 올라갈 때를 양， 소려가 풀어질 때를 음이라 하고， 이러한 소리의 음양의 배합 

을 생사맥(生死服)이라고 김명환(金命煥)은 말한다”하고 이어서 “음박(陰拍)은 북 

을 쳐서 소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채나 손을 살짝 대기만 하는 것으로 어느 장 

단이나 첫박과 맺는박 외는 음박으로 치는 것이 보통이다"51)라는 말로서 소리의 음 

양과 박의 음양을 설명하고 있다. 

자연론적이며 동시에 우주론적 음악으로서 영가(談歌)가 있는데 이 음악은 철학 

그 자체를 노래에 웅용한 것이다. 또 구본혁(具本敵) 씨가 지은 「한국가악통론(韓 

國歌樂通論)}2)은 음악의 여러 부문들올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동학들의 참고도서 제시로 설명을 생략하겠다. 

이 글은 음악관이나 음악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음악에 부여된 의미로서의 

상징성의 실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굽은 오히려 이 글의 방향을 혼란시킬 것이다. 

51) 李股子 r판소리 의 長短에 關한 冊究J， 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 

9-10쪽. 

52) 具本輪 r韓國歌樂通論J (서울 : 開文社，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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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관한 논의는 그쳐야 하겠으나， 여기까지의 서술과정에서 오해를 불식 

하고 바로 인식되어야 할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 나는 자연론과 우주론이 

유학철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학철학은 중국에서 출발한 것이고 중 

국의 철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유학철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유학사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주역(周易 )j과 

같은 사상，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음악의 상징성인 음양오행에 관한 사상이 중국올 

의식한 유학사상이라고 말한 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 

해서 유승국(柳承國) 씨의 「동양철학연구(東洋哲學陽究)j잉)를 나의 논문54)에서 인 

용한 바가 있으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소개하겠다. 

유승국 박사는 “주역이 한국에 전래하기 이전부터 고래로 음양사상과 인도(A 

道)정신은 한국사상의 원류를 이루어 왔다” 하였고， “음양사상은 고대에서부터 

있으나 오행사상은 진한(奏漢)시대의 비교적 후기의 것이라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 오행사상의 근원을 은허복사(股虛 h 離)에 나오는 5방(方) . 5토(土) • 

사방풍명(四方風名)에서 이미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와같은 

자료에 의 한다면 중국문화의 원류의 하나인 은(없)과 고대 한국민족은 상호 통일 

문화를 가졌고 이때부터 음양오행을 비롯한 원시사상이 중국뿐 아니라 우리의 고 

대민족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형구(李亨求) 씨도 갑골문화(甲骨文化)의 기원이 발해연안 북부지방이라 하고 

기자(箕子)조선의 초거지(初居地)도 이 지역임을 고증했었다 55) 고대 한국문화에 

관한 연구와 고증결과로 보아 고대 한국인은 중국인과 같이 음양오행과 십이지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학 

문화한 반면 고대 이후의 한국인은 의식으로만 계숭되었다는 점이 다르고， 중국인 

의 이에 관한 학문화가 유학에서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이에 관한 발전적 연구없 

이 한국인이 가진 일반적 의식 위에 논리적 사고를 보강할 정도의 영향올 받게 되 

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음양오행과 십이지의 관념올 중국올 의식한 

53) 柳承國， ‘韓國易學思想、의 特質과 그 文化的 影響’ r東洋哲學冊究j (서 울 : 樓城홈寶， 

1983) , 298-301쪽. 
54) 해文 「朝蘇時代 音樂思想、에 關한 文훌~Wf究( 1 ) J (1 983년 연구보고서 ), 86쪽. 

55) 抽文 위의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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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사상이라고 말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야 글의 서술과정에서 오해를 불식해 

야 한다는 점은， 자연론과 우주론이 유학철학에 근거한 것인데 유학철학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유학철학이라는 문장속의 암시가 있었던 점에 대 

한 오해의 불식이다. 또 바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은 음양오행과 십이지의 의식이 

중국인만의 것이 아니라 고대 한국인도 공유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예거한대로， 철학이 음악에 부여한 의미는 「주역(周易)J과 「서전(홉 

傳)J 가깝게는 「율려신서(律呂新書)J와 같은 전적들을 주축으로 한 체계들이다. 음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 장단에 주어진 의미， 발음체인 악기에 대한 의미， 악기배열 

과 배치에 대한 의미， 음악과 인간과의 관계로서의 의미 둥 음악 전반에 관한 의미 

내용을 예거， 서술하였다.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항에 대한 의미가 다 

양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의 음이 다양한 의미가 되고 그럽으 

로써 하나의 음이 다양한 의띠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변으로 파악한 포괄성 

에 대해 말을 이어왔다. 

포괄성에 관한 음악실제적인 면은 많은 실례를 동원하지 않고 세 가지 음악현상 

만 거론하겠다. 음악은 ‘만굶’의 행위로써 단위음악체 또는 악곡을 탄생시키는데， 

‘반옮’의 행위로서의 악곡을 만든 모습은 각양하다. 한국인이 개개의 모습은 달리하 

지만 한국인이라는 일반적 모습을 담고 있듯이 한국 전통음악이라는 일반적 모습의 

‘됨됩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자. 

우리 전통음악의 ‘됨됨이’는 큰 것의 결합이다. 인체의 세포처럼 동기(動機. mo

tive)가 모여 작은 악절을 만들고 작은 악절이 큰 악절올 이루고 이와같은 확대와 

팽창의 수적 질서에 의한 ‘됨됨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큰 것의 결합은 가락의 결합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조에 있어서 진양조의 경우 하나의 가락이 단위가 되어 가 

략이 조립되는대 이 때 조립은 앞가락의 질문과 대화 또 변주 가락의 연속발전으로 

진양조를 만들게 된다. 진양조의 한 장단은 흔히 24박이지만， 가락의 축소에 따라 

18박 또는 12박이 되기도 한다. 6박을 최소단위로 한 각(刻)을 4개 연결시키면 24 

박이 되고 3개면 18박이 되며， 반대로 5개로 확대되면 30박이 한 가락올 만든다. 

진양조의 장단은 각을 단위로 기(起) . 숭(承) . 전(轉) • 결(結)의 원리에 따라 기 

(월) . 경(景) . 결(結) . 해(解)로 구성되고 판소리에서는 이를 미는 소리 • 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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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맺는 소리 · 푸는 소리라고 한다. 진양조 24박은 전형적으로 멸고 • 달고 • 맺고 • 

푸는 가락의 흐름이다. 6박의 한 각은 소리일 뿐 음악이랄 수 없다. 아주 짧은 가락 

일지라도， 이것은 아주 불규칙한 것으로 혼치 않은 것이지만 2개의 각으로 된 12박 

이 되어야만 진양조로서의 회미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진양조가 불충분하고 진양조가 가진 선율의 내적 성격올 갖기에는 미홉하므로 잘 쓰 

이지는 않는다. 몸에 사지가 달리고 얼굴에 불을 것이 붙고， 있을 것이 제대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24박의 진양조는 4각의 장단흐름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진양조 하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가락은 적어도 네 개의 작은 흐름올 포함한다. 

한 가락이 한 장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한 가락이 몇 개의 장단으로 짜 

여진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것이 바로 변화이며 여기에서 다양한 예술성을 체감하 

는 것이다. 판소리의 경우 장단 첫박에서 사셜이 시작하여 장단 끝에서 사설의 한 

행(行)이 끝나는 것과 같이 사설과 가락과 장단이 일치하는데 이것을 대마디 대장단 

56)이라 한다. 한 가락이 한 장단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다음 장단 처음까지 이어 

지는 것을 ‘엇붙임’이라 하여 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리듬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된 

다. 또 짧은 장단 즉， 세마치， 자진모리나 휘모리 같은 장단은 한 가락이 여러 장단 

올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리랑〉을 흔히 세마치로 치는데 남도에서 는 중모리 

로 친다. <아리랑〉의 가사에 세마치와 중모리의 박을 비교하면 다음파 같다. 

가사첫귀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세마치 123123123123 

중 모 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의 예는 한 가락이 4개의 장단을 가진 경우와 한 장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보 

인 것이다. 한 가락이 한 장단으로 이루어진 것과 여러 개의 장단을 가진 것 중 어 

느 것이 정형이고 변화형인지에 대해서는 이 글이 살펴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논외 

로 하고， 노래(성악)와 음악(기악) , 장단 모두가 하나의 가락속에 여렷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임’(긴장， tension)과 ‘풀음’(이완， relax) 의 관계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악곡올 이루는 최소단위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인 가락이고， 이 가락 

56) 李股子， 앞의 논문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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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창단으로 만들어지든지 또는 몇개의 장단으로 이루어지든지 그 속에는 

많은 요인들이 포괄되어 있어서 이 포괄된 요인들에 의해 가락이 다양화되는 것이다. 

곡은 ‘만옳’의 행위로써 ‘됨됨이’가 이루어지는데， 이 ‘됨됨이’는 ‘솜씨’에 의해 형 

상화된다. ‘솜씨’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려의 전통음악은 악보에 

기록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악곡들이 연주자들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 

이므로 ‘솜씨’라는 어휘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솜씨’란 ‘손으로 

만드는 재주’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이 이에 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솜씨’의 어휘는 달리 일을 치러나가는 수단57)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의미를 

취할 때 악곡을 만든 방법올 ‘솜씨’라고 해서 단어사용에 있어서나 문장구성에 있어 

부정확하고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전통음악이 어떤 ‘솜씨’로 만들어졌올까. 합주편성의 ‘짓기’를 알아보자. 악 

기는 각기 소리내는 음넓이가 있다. 음넓이는 낮은음넓이(低音域) . 중간음넓이(中 

音域) . 높은음넓이(高音域)로 나누는데 대개 중간음넓이에 속한 음들을 많이 사용 

하고， 낮은음넓이나 높은음넓이는 특수한 경우에 쓰인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중간음 

넓이에 한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전통음악의 현악합주(황하청)와 관악합주(수제천 · 

보허자 둥)는 높은 선율과 낮은 선율의 간격이 3옥타브이고， 세악(영산회상)과 관 

현합주(여민락 • 명조회상 둥)은 4옥타브 내지 5옥타브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러한 간격속에서 각 악기들은 옥타브 관계의 선율을 만들게 되므로 원점(原.략)으로 

본다면 모든 악기들의 선율은 옥타브를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넓은 하나의 옥타브 

속에 여러 개의 옥타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뼈로 하여 살이 붙여지는데， 

살은 간점(間，학)이나 장식음 또는 시김새에 해당한다. 느린 음악일수록 살은 많이 

붙여진다. 우리의 전통음악에서 옥타브 음만으로 관현악이 연주된다면 아주 단조롭 

고 속이 차지않은 빈 소리가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옥타브의 선융이면서 색채 

가 짙고 속이 찬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간점이나 장식음 시김새가 있기 때문이 

다. 이런 것들이 옥타브 사이를 충진(充鎭)시키는 것이다. 간점은 4도 또는 5도， 이 

밖에 그 악기의 선율적 특성을 갖는 불협화적인 어떤 음진행도 가능하다. 간점은 

57) 李熙昇， 앞의 책， 168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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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브 관계속에 자유롭고 각 악기의 독자적 선율올 만든다. 나는 가곡반주의 선율 

선(族律線)에 따라 종적(維的)으로 이루어진 화성올 연구58)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 옥타브내에 2도로부터 7도에 이르는 음들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3화 

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개방5도화음， 개방4도화음， 7화음과 여기에 2도의 부 

가화음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연구는 분석된 화음을 창작음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 

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하나의 화음을 보면 옥타브내에 어떤 음이 들어 있어서 옥타 

브의 단순한 울렴을 짙은 울립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간점 

이외에 장식음과 시김새도 다륜 악기와의 옥타브 관계속에서 음올 진행시키고 있 

다. 장식음과 시김새도 간점과 같이 불협화적인 진행이다. 그런데 이 불협적인 진행 

이 불협화적으로 들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답은 있어야 하겠다. 정악의 합주곡이 

나 민속악의 살풀이， 시나위 둥은 모두 옥타브관계로 짜여져 있다. 옥타브관계란 선 

율의 원점을 말하는 것인데， 원점이 악기간의 옥타브이지만 때로는 악기의 특성에 

따라 옥타브가 아닌 원점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중심되는 것은 옥타브이므로 우 

리의 전통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 찬찬히 새겨듣지 않은 사람들은 유니슨이라고 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옥타브의 울림이 중심을 이루고 그것이 너무 

나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옥타브가 불협화적인 간점과 장식음 시김새의 소리를 

홉수 또는 회석시켜 열린 옥타브， 빈 공간의 옥타브를 채우고 음향을 충진시키는 

것이다. 마치 상추쌀을 쌀 때 먹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고추장이나 마늘올 많이 넣 

으면 이것들의 맛에 의해 모든 양념들이 홉수， 회석되어 전체적으로 다른 맛을 창 

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먹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고추장이나 마늘이 주양념이라 

할때 나머지 다른 양념은 부양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음악에서 원점이 주선 

(主族)이 되고 간점과 장식음， 시김새가 부선(副避)이 된다. 상추쌍에 있어서 부양 

념이 새로운 맛올 창조하는 요인이라면 우리의 전통음악에서 간점파 장식음 시김새 

와 같은 부선이 옥타브의 음빛깔을 창조하는 요인이 된다. <여민락(與民樂)>과 〈시 

나위〉를 비교해 보자. <여민락〉 악기편성에서 아쟁과 소금 사이가 약 4옥타브이고， 

중간음넓이가 많은 우리의 전통악기의 음넓이대로 4옥타브내의 중간 옥타브에서 여 

58) 抽文 ‘歌曲伴奏에 있어서의 겼調和聲m:J'E’ r音大學報」 제3집 (서올 : 서울대학교 음 

악대학 학생회， 1966) , 56~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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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악기가 중복된다. 그러면서 각 약기들은 독자적인 선율올 진행하는데 여기서 옥 

타브가 충진된다. 마찬가지로 〈시나위〉는 악기편성이 규정되어져 있지 않으나 아쟁 

과 대금이 다른 악기들과 함께 편성된다고 할 때 이 두 악기의 음진행은 약 2옥타 

브 내지 3옥타브의 간격을 가지며 역시 옥타브를 충진한다. <여민락〉과 〈시나위〉를 

비교할 때， <여민락〉의 음빛깔은 연하고， <시나위〉는 짙다. 편성된 악기수를 보면 

〈여민락〉이 더 많은데 오히려 〈시나위〉의 음빛깔이 짙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 

한 해답올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옥타브를 충진하는 정도에 따라 음빛깔의 연 

함과 짙음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민락〉은 옥타브를 충진했으되 부선이 많지 않은 

탓이고， <시나위〉는 부선이 많은 때문이다. 넓은 옥타브(주선) 사이에 적은 부선올 

포함한 〈여민람〉은 곡태(曲態)가 연하고 부드러우며 우아하다. 반대로 좁은 주선 

사이의 많은 부선을 가진 〈시나위〉는 곡태가 진하고 억세며 홍겨움다. 마치 몇개의 

지류(支流)를 받은 큰 강의 물과 많은 지류가 합하여 흐르는 작은 강물과는 차이가 

나는 것과 같다. 하나는 크면서도 적은 내용물을 가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 

은 것이 많은 내용물을 가졌다는 말이다. 

대금과 가야금의 선율은 대제로 두 옥타브이다. 해금으로서 부선의 기능을 담당 

하게 할 때 해금의 선율에 따라 음빛깔의 농담(漫淡)이 달라진다. 또 아쟁의 아르 

코(arco) 선율과 가야금을 한 옥타브로 벌려놓고 거문고로 부션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 경우를 일반적으로 비교한다면， 두 옥타브의 주선을 가진 악 

곡에 비하여 한 옥타브에 주션을 가진 악곡이 음빛깔에 있어 더욱 짙다. 바로 이러 

한 솜씨가 전통적이며 국악기를 위한 관현악법(管鉉樂法)인 것이다. 

음빛깔이 연하고 짙은 것은 주선과 부선의 관계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선율성(旅律性)과 발음성(發音性)， 소리의 균형이 작용한다. 선율성이란 

정악적 선율인가 아니면 민속악적 선율인가에 대한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발 

음성은 아릅다운 소리를 내는가， 아니면 거친 소리를 포함한 자연스런 소리를 내는 

가 하는데 대한 성질이다. 소리의 균형은 어떤 악기의 보통음향이 아주 크고 작거 

나 음빛깔이 뒤어나오는 것없이 고른 배합윤 말한다. 음빛깔의 연합과 짙음은 주선 

과 부션의 관계기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선율성과 발음성 균형이 이에 부수적으 

로 관계원다는 말이다. 관계되는 정도로서의 기능때문에 같은 악기편성인 〈관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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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상〉과 〈수제천〉은 음빛깔이 다르고， 또 다른 음악으로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선율성과 발음성이 같은 악곡일지라도 주선과 부선의 관계 여하에 따라 다른 

악곡으로 감지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1장 다음에 〈수제 

천) 1 장을 연주해 본다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선은 종적(維的) 

으로 충진기능을 갖지만 횡적(橫的)으로는 독립적인 선율을 갖게하는 장식기놓이 

있다. 부선의 장식기능 때문에 합주곡에 편성된 하나의 악기가 독주에 있어서 같은 

선율로 연주해도 가능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나는 이미 「한국전통음악의 정신 

과 양식연구」에서 이러한 기능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연구를 

발표59)한 바 있다. 이 연구애서는 기능변올 거론하지 않았다. 

자연배음(自然倍音)이 옥타브로부터 시작하여 옥타브가 주가 되므로써 옥타브로 

서 화음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전통음악은 옥타브를 주선으로 그 사이에 간접 장 

식음 시김새를 넣으므로써 화음(서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음빛깔을 창조하는 

것이다. 커다란 하나의 옥타브는 여러 옥타브를 포함하고 이 작은 옥타브는 다시 

간점과 장식음 시김새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큰 옥타브는 많은 것을 포괄한다. 

마치， 사람의 키만큼이나 큰 직경을 가진 리비아의 수로관을 볼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물줄기가 합쳐 흐를까를 생각하게 되는， 올림줄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전통 

음악의 ‘곡짓기’는 바로 이와같은 것이고 또 ‘짓기’에 사용된 ‘솜씨’ 또한 앞에서 말 

한 바 그대로이다. 이러한 ‘솜씨’를 나는 ‘보쌍법’이라 이름짓고 ‘곡짓기’의 대원칙으 

로 삼고 있다. ‘보쌍법’은 각 악기들을 옥타브로 벌려놓고 옥타브 사이를 악기의 특 

정적 선율올 흐르게 하므로써 소리를 충진시킬 뿐 아니라 독자적 선율이 전체적으 

로 화(和)하게 하는 전통기법이다. 선언(先A)들이 음악을 형성했던 그 ‘솜씨’는 화 

음망(和音網)올 쳐놓고 그 속에서 고기를 놀게 한 것이 아니라， 옥타브의 넓은 공 

간에 고기를 풀어놓은 것과 같다. 

59) 抽文 ‘한국전통음악의 정신과 양식연구’ r제 19회 국제예술심포지움논문집」 

(서울 : 대한민국예술원， 1990) , 50-83쪽 r훌훌術院報」 제34호. (서울 : 대한민국예술 

원， 1990) , 125-150쪽 r民族音樂」 제 13 집. (서울 : 서울대학교음악대학부설 동양음 
악연구소， 1991),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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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실제적인 두 가지 면을 통해 포괄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의적(多義 

的) 음악용어에 있어 포괄성의 예를 빼놓을 수 없다. 산조의 장단은， 진양조， 중모 

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이 밖에 굿거리 엇모리 둥이 있다. 이 장단 

은， 장단의 이름으로서 장단의 형태와 빠르기 그리고 산조악장의 이륨올 모두 포함 

한다. 소나타의 제 1악장은 알레그로(Allegr이와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나 산조의 첫 

악장은 첫악장이라는 말이 없는 대신 진양조라고 일컴는다. 진양조는 이처럽 첫악 

장의 이름인 동시에 장단이 진양조 형태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또 일정한 빠르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진양조빠르기라는 말로도 쓰이게 된다. 이처럽 하나의 용어가 여 

러 의미를 갖고 있는 조(調) 또한 그러하다. 조라고 할 때 풍(風) 또는 쪼를 뜻하 

기도 하고， 조성(調性)과 선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표정(표출방법)을 말하기도 한 

다. 이와같이 하나의 용어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포괄성으로 설명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음악이 포괄성을 갖게 된 정신적 면도 앞에서 서술하 

였다. 우리의 전통음악이 가진 포괄성의 예는 앞서 예시한 세 가지 현상외에도 많 

은 예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은 포괄적 사고와 포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화에도 포괄성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비빔밥， 곱창， 찌개， 김치， 상추쌀 둥 

은 우리의 식문화(食文化)가 가진 포괄성이다. 음식을 만드는 주원료인 배추와 무 

우는 양과 음의 식물이고， 우리가 섭취하는 아미노산의 제공식품 메주도 음과 양의 

식품이다. 우리가 먹는 여러 음식은 단일재료를 사용하기 보다 다양한 재료의 복합 

물로서 이 복합물이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 이러한 현상을 

불교에서는 ‘다즉일(多흥f]-) 일즉다(一없多)로 설명하고， 유학의 ‘무극-태극’으로， 

도학의 ‘도(道)-현(玄)’의 철학으로 설명한다. 철학은 음악에 의미를 부여한다. 부여 

된 의미는 상징성이란 음악적 어휘로 바뀐다. 상징성의 내용은 유학철학에서 논리 

화시킨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한 자연론과 우주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음악과 실 

천， 인간과의 관계 둥 전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미부여에 따라 음악은 

상징성을 갖게 되는데 이 상정성은 ‘일즉다’와 ‘다즉일’의 포괄성을 갖는다고 했다. 

음악 실제적인 면에서 포괄성을 따져 보았을 때 악곡을 형성하는 최소단위인 가락 

이 기 · 경 • 결 • 해 즉， 밀고· 달고 · 맺고·푸는 역학관계가 내재하고， 가락은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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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여러 장단을 가지며 조임과 풀음의 역동성으로써 

가락이 흐를 수 있는 생기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됨됨이’와 함께 악곡을 만 

드는 방법으로서의 ‘솜씨’는 여러 악기가 합주할 때 원점을 기간(基幹)으로 하여 원 

점의 옥타브사이에 간점과 장식음 시김새를 삽입시켜 소리를 다양하게 충진하고 선 

율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옥타브의 원점 사이에 웅직이는 간점과 장식음 

시김새는 부선(副族)이라 하여 주선(主旅)인 옥타브보다 주요한 구실을 한다. 옥타 

브 사이를 어떻세 채우느냐에 따라 음빛깔이 달라지고 옥타브의 충진 여하에 따라 

비(虛)고 알찬 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횡적으로 각 악기의 독자적 선율의 아름답고 

추하며，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움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선은 상당 

히 불협화적인 진행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불협화적 성격을 흡수 해소하여 다른 

음빛깔로 창조하는 것이 옥타브 즉 주선의 기능이다. 최소단위의 가략이 여러 역학 

관계로 이루어졌고 큰 옥타브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점에서 포괄성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 유 

어떤 사람이 ‘한국인은 여유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사람은 다른 많은 사 

람들로부터 ‘무슨 잠꼬대를 그리 심하게 하느냐’라는 핀잔을 받을지 모른다. 한국인 

이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다는 것은 나와 많은 한국인이 그러한 축에 끼이고 또 

성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경험했을 병이다. 엘리베이터가 

서기 무섭게 열림단추를 누르는 것은 예사로 볼 수 있고， 세계에서 첫 손 꼽는 자 

동차사고율도 여유가 없기 때문이며，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가 달린다든지 

푸른 신호가 켜지기 전에 차를 쭈뺏쭈뺏 앞당기는 성급함을 쉽게 볼 수 있다. 만원 

버스나 꽉찬 지하철에 먼저 타야만 직성이 풀리는 무법적인 성격도 줄올 서서 기다 

리는 여유가 없는 데서 오는 못된 버릇이다. 오래 전의 일이다. 학교 퇴근버스를 타 

기 위해 많은 교직원들이 줄을 선채 곧 대기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에 맞 

춰 육중한 버스가 줄을 선 머리에 멈추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웬 젊은이가 앵하는 

소리와 함께 차에 오르려는 사람올 빌치고 새치기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젊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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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올， 줄올 서서 나중에 오른 나의 곁눈질로 알 수 있었다. 젊은 교수라면 선 

진국에서 줄을 서는 법도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줄을 섰올 것이며， 대학의 교수로 

선택될 정도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여닮살 버룻 여든살까지 

간다더니 제 버룻 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올 가졌던 일이 있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갖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땅에 묻힌 지난 선인들도 그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옛 서당에 

가면 아이들이 천자분올 외운다. ‘하늘 천， 따 지 .a ..... ’ 하루종일 소리 높이 반복한 

다. 천자문 외우는 것이 학문의 시초이자 기초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외우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습방법은 천자문을 떼고서도 계속된다. 덮어놓고 외우는 

학습방법은 그 내용을 스스로 터득하려는데 있다. ‘물리가 트인다’는 말은 바로 덮 

어놓고 외우는 지향점이다. 물리가 트일 때까지 외우고， 그래서 어떤 문장도， 어떠 

한 책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교육방법이다. 물리가 트일 때까지 덮어놓고 외우는 

데에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성급함이 아니라 언제 주어질지도 모를 훗 

날의 ‘불리트임’을 믿는 여유이다. ‘물리트임’을 기다리고 노력하지 못한 성급합이 

있다면 알짜 무식꾼으로 평생 실아야 할 것이다. 옛 서당은 학교로 대체되면서 ‘가 

가거겨 ....... ’를 외우는 소리가 교정에 가득했다. 지금 어린이둘은 외워서 마음에 새 

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눈으로 익힌다. 한문공부도 주어 목적어를 따져서 

빨리 해독하려 한다. 빨리 알려는 생각， ‘불리트임’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이 오 

늘의 교육방법이다. 내가 생각하고자 한 바는 바로 ‘하늘 천， 따 지’와 ‘가가거겨 그 

림공부’에 있다. 하나는 물리가 트일 때까지 꾸준히 외워야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앉은 자리에서 알아야 하는 것， 여유와 성급함， 이런 대조가 과거와 현재가 다른 인 

간상이 아닌가 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회가 변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의식주(衣食住) 

가 옛같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의식도 달라졌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의미를 깨달을 

만큼 빨리빨리 돌아가야 한다. 팔자걸음으로 여유를 부리다가는 뒤지는 세상이니 

변해도 많이 변한 것이다. 아마 백년전에 오늘같이 뛰고 날쳤으면 경망스럽고 출삭 

거려며， 재수없는 천덕꾸러기로서 점잖지 못한 하인배 짓으로 여겼을 것이다. ‘촉 

(f足)하다’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빠른 음악은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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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라를 망친다’는 사고가 전통적 의식인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본래 우리는 

여유를 가졌던 것이 이제 시대와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도 여기에 적웅하고 살아남 

기 위해 성급하게 되었다고 맺음할 수 있겠다. 선인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선인들이 

향유했던 우리의 전통문화속에 여유를 가졌던 선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배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여유(餘格)란，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 ‘덤비지 않고 사회를 너그럽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음’60)이라고 정의한다.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은 공간적 의미가 있고 

‘텀비지 않고 사리를 너그럽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풀이는 시간적 의미를 짙게 

풍긴다. ‘여유’를 정의한 내용에 따라 공간적 의미로서의 문화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여유의 공간적인 뜻은 ‘여백(餘티)이다. ‘남은 빈 자리’라는 뜻이다. 포괄성에 

관한 이야기도 ‘먹거리’(食)의 예를 많이 들었다. ‘남은 빈 자리’라는 뜻의 여유에 

관한 예를 ‘옷거리’(衣)와 ‘집거리(住)’로 말해 보자. 

오래 전에 얻은 나의 체험을 이야기해 보겠다. 평생 한복을 입어보지 못한 내가 

어떠한 일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다. 한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 

싶어 결혼 때 장밑에 넣어두었던 한복을 찾아 다리고 손보아 어떻게 입긴 했는데 

참으로 이상한 느낌올 가지게 되었다. 이상한 느낌이란， 깡마르고 길다란 내 골육이 

넓다란 옷사이의 공간에서 자유로워져 옷입은 감각이 없고 바지는 흘러내릴 것만 

같고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다. 

우리의 한복은 남정네나 여인네의 것 모두가 붐보다 너글너글하고 넉넉하게 만들 

어져서 누구나 다 맞게 되어 있다. 한복이 누구에게나 다 맞게 되어 있다는 말과 

대칭적으로， 양복은 누구에게나 대개 맞지 않게 되어 있다. 한복은 살과 옷 사이의 

공간올 확보하고 있으나， 양복은 그 공간을 허용하지 않올 뿐 아니라 살과 옷이 밀 

착되고 또 살을 조이고 있다. 그래서 이규태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61) 

죄기 위해서는 살갖에 밀착시키는 내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삼각땐티는 인 

체 댈타의 압박대라 해도 대과가 없다. 그만으로써 성이 차질않아 코르셋으로 사 

타구니 히프 복부를 억세게 죄어맨다. 

60) 李熙昇， 앞의 책， 2013쪽. 

61) 李圭泰， 風物뿌리學 20- 속곳， (朝蘇日報， 198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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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귀부인들은 시크리트라는 겹코르셋， 모데스트라는 곁코르셋 세겹의 코 

르셋를 했다. 그래서 이(風)가 기생할 틈마저도 없다고 작가 몰리엘이 풍자하고 

있다. 

그는 압박대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 

코르셋이 중체(中體)압박대면 여자의 브레지어와 남자의 넥타이는 상체(上體)압 

박대요， 스타킹과 가죽장화는 하체(下體)압박대다. 

남성과 여성의 삼각팬티는 중체압박대에 속할 것이다. 좀더 압박대에 관한 말을 

이규태씨의 표현으로 빌려 써보면， 압박대에 길들여지지 않은 한국인 25.3명에 하 

나꼴로 ‘타이트 진즈부종’에 걸려있다고 한다. 이 병은 진즈 때문에 사타구니나 히 

프에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인데， 개화기때 양종(洋種)이라는 피부병이 이따금씩 유 

행해서 이 종기가 양복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계속하여 그 

의 말62)올 인용하겠다. 

습도 높은 한국의 지루한 여름을 살아내려면 외기가 살갖까지 들랑날랑하고 옷 

과 살갖 사이에 대류현상을 일게 하여 땀도 식히고 더위를 몰아내야 하기 때문이 

다. 이 옷속에서 이는 바랍을 우리 션조들은 ‘살(肉)바람’이라 일컬었다. 

옷감의 질에 따라 살갖에 붙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통풍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옷에 풀을 먹이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하여 이규태씨는 이렇게 말한다 63) 

명주(網)나 털(毛)같은 동물성 섬유는 그 섬유의 질 자체가 피부에 잘 붙는데 

비해， 삼같은 식물성 섬유는 까슬까슬 유리되기에 여유 확보를 위해 십상이다. 

한복의 주인은 사람이지 옷이 아니다. 맞춤옷처럼 사람에게 맞게 재단하고 박음 

질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 속에서 부자유한 객관이다. 한복은 누구에게나 맞게 되 

어 있으므로 사람은 옷속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치마도 입는 여인의 체격에 따라 

치마말을 올려 휘감으면 맞게 되어 있다. 저고리 기장이 짧고 치마가 긴， 상단하장 

62) 李圭泰， 앞의 신분. 

63) 李圭泰 r韓國A의 生活構造J1 (서 울 : 朝雖 日 報社， 1984) ,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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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短下長)의 패션은 추한 여인이라도 몸맹시를 돋보이게 한다. 개화기때의 사진을 

보면 저고리의 기장이 어찌나 짧았던지 여인들의 젖무덤이 밖으로 뼈어져 나와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여인들은 치마가 너무 짧아 치마걸개로도 이용하는 

젖무덤 위에까지 올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치마를 올려 히프를 드러내 놓 

기보다 헛무덤은 어차피 내놓고 젖을 먹여보았으니까 그리 부끄러워활 부위는 아니 

었을 것이다. 치마가 젖무텀 위에까지 치켜올랐으니 저고리의 기장을 길게 할 필요 

가 없었을 것이다. 더울 때면 헐렁한 치마속으로 통풍이 자유로워 하체는 시원하겠 

으나 상체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옛 여인들은 더울때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엎 

드려 유방폭(풍L房樓)올 했다는 것이다. 여인의 치마에 대해서 이규태 씨의 이야기어) 

를 들어보자. 

한복의 치마는 몸에 맞게 둘러감치는 인간주체의 옷이다. 그러기에 몸이 커지 

거나 작아지거나 아랑곳 없다. 또 입었을 때는 옷이지만 벗어놓으면 옷이 아닌 

한낱 보자기로 환원한다. 그러기에 치마는 아이를 감싸는 포대기도 되고， 곡물이 

나 야채릎 나르는 용기도 되고， 또 슬플 때는 눈물을 닦는 수컨도 되며， 투신할 

때 머리에 둘러 쓰는 장막이 되기도 한다. 

입는 치마가 어떻게 보면 입는 것이 아니라 둘러감치는 치마로서 삶의 다양한 용 

구로 쓰인다는 점은 여백의 변화라고 설명될 수 있겠고， 한편 하나가 많은 것을 가 

진다는 뜻으로 보면 포괄성의 의미로서 설병될 수 있을 것이다. 치마가 포괄성으로 

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치마가 일본의 기모노나 인도의 시리와 다르게 만들어지 

기는 했으나 몸과 옷과의 공간올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 오 

랫동안 의료사회사업을 해 온 포이트라스(G. Y. Poitras) 여사는 “한복 여인은 한폭 

의 그림”이라고 말65)하고 동작에 제한을 받지않고 자유로우며， 여체의 타고난 단점 

을 가리워 주고， 나이들어 보기 흉한 겨드랑이， 목펄미， 팔과 다리의 관절부분을 가 

린 모습은 한폭의 우아하고 고상한 그림과 같다고 외국인의 객관적 눈으로 보아 그 

느낌으로 평하고 었다. 

64) 李圭泰，-韓國A의 生活構造J2 (서울 : 朝健日報社， 1984) , 131쪽. 

65) 朝蘇日報，-韓國A은 누구인가-外園A이 본 우리의 意識構造J， 朝蘇日報選홈 4 (서 

울 : 朝蘇日報社， 1978) , 133~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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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만이 여유있는 것이 아니다- 짚신은 바로 한복같이 녁넉한 선발이다. 짚이나 

삼가락으로 올사이를 성글게 삼기도 하고 배게도 삼지만 외부와의 공간은 거의 노 

출되어 있다. 크기가 맞지 않으면 앞갱기와 뒷갱기를 잇는 들기총을 늘이고 조이면 

원다. 신데렐라에게만 맞는 신발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맞는 신발이 짚신이다.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한복은 넉넉하다. 넉넉한 공간으로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 

들고 대류현상을 일으켜 따스한 공기로 바꾸어주며 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몸냉새를 밖으로 방출한다. 공기가 살파 접촉하여 모셰혈관을 자극하여 피부를 건 

강하게 만든다. 한복은 넉녁하다. 넉넉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개 맞게 되어 있 

다. 대개 맞게 되어있는 공간은 자유와 넉녁함과 여유와 한가로움올 보이게 된다. 

대개 맞게 되어 있는 감정은 부드럽고 따스한 인정을 내포한다. 대개 맞게 되어 있 

는 아릅다움은 감추어진 신비로움이다. 대개 맞게되어 있는 사회성은 공존의식이다. 

공간확보를 위해 내의문화(內衣文化)가 발달하지 않은 탓에 내의없이 흩옷을 입 

게 된다. 삼베옷을 입은 힘좋다 소문난 동네의 하인이 정자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잘 때면 온 마을 과부， 처녀들이 그 힘좋다는 물건올 보기나 할 양으로 수줍움도 

풍탱이치고 팬시리 잠자는 언저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침만을 삼킨다는 포르노성 이 

야기가 전할 만큼 한복은 공간을 확보한다. 

이처럽 한복은 누구에게나 대게 맞게 되어있는， 공간올 확보하는 공간긍정의 구 

조로 되어 있다. 한복의 꽁간성， 이것이 여백이다. 여백은 시각 이전의 감각이므로 

공간을 유통하는 바람 또한 비시각적인 것이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맞지 않는 양복 

은 옷속에서 육체가 부자유할 만큼 옷은 살과 밀착되어 있어서 육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노출한다. 양복류에 있어 유일하게 공기를 받아들이는 옷이 있다면 

아마도 임신복에 불과할 것이다. 옷감을 매개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외현(外見)하며 

아름답지 못한 부위도 노출시키려는 것이 양복이라면， 한복은 옷감을 몸에 드리워 

아름다움과 추함을 감추고 들어내지 않는 것，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다른 아룹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양복이 강요된 미의 대상이라 

한다변 한복은 자유로운 미의 대상이라 할 수 있올 것이다. 또 살과 옷 사이의 바 

람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앞서 몰리엘 

이 말한대로 이(風)가 기생할 수 없을 만큼 양복은 살에 밀착되어 있다. 양복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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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벽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한복은 바람을 받아들이므로써 

인간과 자연을 접촉시킨다. 이 접촉은 바람과 공기라는 자연이 옷감을 걸러서 인간 

에게 접촉되는 것이다. 짚신이 그러하고 갓 또한 그러하다. 입고 신고 머리에 덮는 

것 모두가 ‘자연이 옷감을 걸러서 인간에게 접촉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음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우리의 전통음악의 마음은 자연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 자연을 닮기 위해 자연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자연올 받아들이는 방 

법은 자연을 모방하므로써 자연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연을 

받아들이되 인간이 체가 되어 걸러서 예술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시조평론(時調評 

論)에 “사람이 있으나 정신이 없으면 괴뢰이고， 군말이라도 돗이 없으면 토우(土 

牛)이다"66)라고 쓰인 것처럼 정신과 뜻이 없는 제작행위인 모방은 기피했었다. 우 

리의 전통음악에도 자연의 흉내내기는 거의 없으며， 인형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내 고향 함경도의 집안구조는 남한과 팩 다르다. 추운 지역이어서 보온과 방한을 

위해 함경도뿐 아니라 황해도 이북지역은 모두 그러하리라 본다. 나의 기억올 더듬 

어 보면， 부엌과 방이 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다. 추운 

겨울에는 부엌문이 출입구가 되는데 1미터쯤 밑으로 장작올 보관하는 장소와 아궁 

이가 뚫려 있다. 아궁이 위로 몇개의 큰 솥이 걸려 있고 문지방 너머로 방이 연결 

되어 있다. 밥이나 국을 끓이고 나면 조리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부엌 위를 여러 장 

의 넓은 널뻔지로 완전히 막아놓고 그 위에서 조리하고 상도 차린다. 부엌의 열기 

가 어느 정도 식어갈 쯤이면 부엌과 방 사이의 간이미닫이를 닫아 방올 보온한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연기가 나지 않도록 마른 연료를 사용하고， 또 연기가 잘 빠지 

도록 굴뚝을 높이는 등-익 기술이 발달해 있다. 부엌과 방이 격리되어 있지 않아서 

남한에서 처럼 밥상올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집구조는 이규 

태 씨가 카펜터 박사의 끌67)올 인용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황해를 건너면 북중국에 이르는데 이곳 사람들은 거의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북중국의 아궁이는 방과 동일공간에 있으며， 구들은 부엌 바닥 

66) 李惠求 r한국음악논총J (서울 : 수문당， 1976) , 50쪽. 

67) 李圭泰， 위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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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의자 높이 만큼 높았다. 

기온과 기후에 따라 집 내부구조가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집은 부엌과 

방， 식사방， 웅접실， 취침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방이 이 모든 역할 

을 할 수 있다. 밥상을 차려 방에서 먹고， 손님이 찾아오면 밥상을 치우고 차상이 

차려지면 웅-접실이 되고， 차상올 물리고 구석에 놓여있던 이부자리를 펴면 취침실 

이 된다. 먹고 자고 기거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의 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방이다. 이 종합공간은 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방 6자의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여백의 변화이다. 치마가 보자기로， 포대기로， 수건으로， 장막으로 

쓰이는 것과 같다. 방과 방사이를 막은 것은 단단한 블록이 아니라 연약한 미닫이 

이다. 미닫이는 가느다란 나무틀로 아름다운 문양 위에 창호지를 바른 상징적인 벽 

이고 상징적인 문이다. 필요에 따라 미닫이를 열고 닫으면 공간이 변한다. 큰 공간 

올 벽으로 잘게 나누고 고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올 미닫이라는 간이칸막 

이로 늘리고 줄이면서 공간에 변화를 준다. 

한국인의 ‘집거리’는 집안에 거주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집은 울타리속에 폰 

재하는 정서공간의 부분이다. 울타리는 생울같이 가시나무， 탱자， 개나리 동 나무를 

심어서 만든 것이거나， 싸리나무 수수깡과 잡목가지를 엮은 것이건 모두 성글게 된 

것이어서 그 울타리 짱올 통하여 시각적으로 공간을 확대시킨다. 또 흙담， 돌답， 벽 

돌담들은 공담을 사이에 두고 공간의 성격을 변하도록 한다. 그래서 주남철(朱南 

哲)씨는 “한국의 담장은 인공적 공간을 손쉽게 자연적 공간으로 확대 • 융화시켜 준 

다"68)라고 말한다. 실제로 울타리 뒤켠에 보이는 초가집과， 담장 뒤로 가지런히 나 

타나는 기와집은 더 멀리 있는 산자락과 함께 하나의 자연의 아륨다움을 간직한 연 

속적 공간이다. 게다가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친 집 사이에 뜰이 있어서 닭， 고양 

이， 개들이 공간에 생동감을 주고 고추나 무말랭이나 밑반찬거리들이 공간에 변화 

를 주며， 돌담위에는 고구마 줄기와 호박 씬 것이 널려있고 지붕 위로는 파란 박파 

빨간 호박들이 얹혀져 있어 ‘집거리’의 공간은 아름다움의 변화가 다양하다. ‘집거 

리’ 공간은， 작게는 울타리 사이의 공간， 크게는 앞올타리로부터 멀리 뒷산이 둘러 

68) 朱南哲 r韓國建葉美J (서울 志社， 1983) ,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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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데까지 사유공간과 공유공간으로 의식하고 있는데 사유공간올 실용공간， 공유공 

간을 미적공간이라 부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여백은 여유의 공간적 의미의 동의어이다. 여백에 대한 또다른 문화적인 측면에 

눈올 돌려보자. 동양의 문인화(文A훌)가 여백의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더 부연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양화에 있어서 여백 

에 대한 정신적 의미만을 알아보려 한다. 이종상 씨는 여백과 공백(호白)올 다음과 

같이 말한다 69) 

동양화에 나타난 여백은 붓이 지나간 곳과 똑같은 작가의 정신세계가 들어있는 

곳이다 여백은 진공의 허(虛)가 아니라 사실상 바늘 찌를 곳도 없이 충만 

된 실(實)을 의미하는 동양화의 이원론적 인식의 세계이다. 

이러한 불이성(不二性)의 인식론은 사물의 공성(호性)이나 무실체성(無實體性) 

을 이해하게 되면 무상한 사물이 비현시적(非顯視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 

시적 상주(可視的 常住)로서 유와 무가 상통하고 있다는 진리관을 갖게 되는 것 

이다. 

동양화의 여백은 빈 허(虛)가 아니라， 찬 실(實)을 말하는데， 최병식 씨는 공간성 

이 수묵(水뚫)의 득성이라 말하면서 허에 대하여 설명 70)을 더하고 있다. 

중국철학에 있어서 이러한 무(無)나 공(호) . 허(虛) 사상은 곧 그림의 공백 운 

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송(宋)의 마하(馬夏)화법에서 보여주는 공간역학 

의 숨막히는 조화는 한정된 지변에서 무한정으로 이어지는 천공(天호)의 세계를 

끝없이 상상하게 하여중과 동시에， 공령(호靈)의 영원한 지속성 마저도 느낄 수 

있다 하겠으며， 또한 원대(元代)의 문인화가가 주는 심오한 정적의 지경은 송대 

(宋代)보다도 한충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짐 ... 

여백이 무(無) • 공(홍) . 허(虛)의 사상올 운용한 것이라면 불교의 선(輝)사상과 

노자철학(老子哲學)올 말해야겠으나 말줄기가 장황하게 퍼질 것 같기에 이와 관련 

된 서적을 참고하기 바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여유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뜻을 가진 어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유의 공간 

적 의미인 여백에 대한 설명올 문화적 사례와 함께 부연했고， 이제 여유의 시간적 

69) 李種j詳， 앞의 책， 76쪽. 

70) 崔炳植， 앞의 책，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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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알아보도록 하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잉여(剩餘)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 

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리적 시간보다 심리적 시간일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 

땅에서 오래 살고 있는 미국인 박대인(朴大e-미국명은 Edward W. Poitras} 씨는 

그가 경험한 바를 다음과 같이 소개71)하고 있다. 

한참 바빠도 친구가 찾아가면 ‘다방에 잠깐 내려가 이야기나 하세’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다. 

눈코 플새없이 바삐 돌아가는 경황중에도 친구나 친지가 찾아오면 다방에 가야만 

한다. 만약 그대로 돌려보냈다면 돌아간 친구의 입에서 어떤 험담파 악담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습관화되고 습관화되어야 할 행동이다. 우리들은 돌아올 험담올 생각해 

보기 전에 다방애 모셔야 할 마음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험담과 악담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반갑든， 반갑지 않든， 친구나 친지가 오면 하던 일도 팽개치고 말 

을 나누고자 하는 심리적 여유는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적절한 글72)을 

인용하겠다. 

흔히들 서양사람들은 ‘하고나서주의(主義)’라면 우리 한국식은 ‘하면서주의’라고 

한다. 하고나서주의는 일할 때 열중해서 일하고 끝나서 놀때 열중해서 노는 데 

비해， 하면서주의는 일하떤서 놀고， 놀면서 일한다. 밥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아기 

보면서 김매고， 뽕따면서 임도 본다. 

우리의 여유는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심리적인 것이다. 시간이라는 틀에 

갇힌 생활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여유인 것이다. 그래서 놀 

이가 유별나게 많은 지도 모른다. 흔히들 말하기를， 놀이가 많은 것은 우리의 자연조 

건인 계절의 감각과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나온 시기적 여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어 

령씨의 “부동자세론(不動쫓勢꿇)"에서도 이와같은 예전의 모습73)을 발견할 수 있다. 

71) 朴大仁 r감과 겨울과 한국인-.l (서울 : ~凡題出版社， 1972) , 174쪽. 

72) 이 달은 어느 일간지에 게재된 것으로， 내가 꼼꼼히 챙기지 않은 탓에 출처를 밝히 

지 못한다. 필자와 해당 신문사에 용서를 구한다. 

73) 李짧l寧， 앞의 책，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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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대의 보초들은 버킹검 궁의 보초와는 달리 두 다리를 벌려고 한 손에 

창을 비스듬히 들고는 흔들흔들하는 자세로 무용을 하듯 순시틀 했었다. 바람에 

날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럽 항상 유연한 자세， 율동있는 자세를 지켜 왔다. 

그는， 서구문화는 모두가 부동자세에서 생겨난 것으로 한국에는 부동자세라는 것 

이 없었다고 말한다. 흔들흔들 춤추듯 순시하고 율동있는 자세를 취한 것은， 우리들 

이 글을 읽어도 흔들흔들， 춤이 따로 없이 율동있는 자세가 곧 춤인 것이다. 혼들면 

서 일을 보는 것은 놀면서 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심리적 현상이다. 생활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심리적 현상 말고도 여유는 ‘덤’이라는 특유한 현상을 낳는 

다. 이어령 씨는 덤에 대해 이야기 74)한다. 

노트르담의 대종소리라 해도 그 은은한 에밀레종의 끝없는 여운에 비기면 거의 

방울소리에 가까운 것이다 ....... 두말할 것 없이 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울리 

고 여운은 ‘덤’으로 울리는 소리이다. 회화도 마찬가지이다. 루브르미술관의 그 다 

양하고 웅장한 미술품듭을 보면 누구나 압도를 당한다. 그러나 예외없이 실망하 

는 것은 그 모든 그럼에 ‘텀’이 없어서 우리가 그 화폭에 들어가 쉴 자리가 없다 

. 붓을 안 댄 흰 공백，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소지(素紙)의 그 여백은 

‘시각(뼈뿔)의 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용문이 길어진 것은， 여운(餘體)파 여백(餘白)이 ‘덤’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마 

음 씀씀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모로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덤’은 여운이고 여백이며 

또한 여유의 또다른 행위이다. ‘덤’의 행위는 여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중의 하 

나에서 출발한다. 그 의미는 정(情)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이규태씨는 ‘덤의 

식’75)을 인정과 의리의 감정이라 보고， ‘새우젓장수의 텀통’의 글로부터 이야기를 진 

행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덤’의 이야기는 매우 훈훈한 감동을 주는데， 몇가지 

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새우젓장수는 두 개의 젓통을 달고 다니는데 하나는 알통이 

고 다른 것은 덤통이어서 알통의 것올 팔고 텀통의 젓은 덤으로 주었다고 한다. 이 

해타산이 빠르다는 개성상인들도 소금을 팔때 텀으로 집어주는 결손을 감하여 주는 

‘외빼기’와 ‘쌍빼기’가 있었다 하고， 환자가 많은 병원은 덤으로 다른 부위까지 치료 

74) 李輝寧， 앞의 책， 106~107쪽. 

75) 李圭泰 r韓國A의 意識構造」 下卷 (서울 : 文理社， 1981) , 159~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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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었다는 얘기， 덤이 유전된 지금에 와서도 이발관의 손톱깎기， 안마하기， 귀후 

벼주기， 구두닦기 둥 이발과 관계되지 않은， 서버스치고는 너무나 고마운 덤 접대 

와， 술집에서의 됩 과다와 같은 여러 덤인정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 덤이 있 

는 것이 매력을 주는 것 같다. 쌀을 사더라도 윗박을 싹 밀어버리지 않고， 옷감을 

살 때도 잣대를 넉넉히 마름하며， 생선가게의 어물이 눈짐작으로 가름되는 것들은 

모두 덤을 주고 받는 인정의 교환이다. 백화점은 념이 없어서 빡빡하고， 시장은 덤 

이 있어서 훈훈하다. 백화점은 여유없는 닫힌 공간이고， 시장은 여운있는 열린 공간 

이다. 운치(題致)로 말한다면 백화점보다 시장이 더 좋다. 시장바닥이 시끌벅쩍하는 

것은 덤을 교환하고 덤이 교접하는 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룸살롱 보다 포장마차가， 

레스토랑보다 국밥집이 따스하다. 흔히 정서가 맞는다고 한다. ‘덤’은 마음올 열어주 

고， ‘덤’은 따스한 정(情)을 가진다. 한국인이 정이 많다는 것은 바로 이 ‘덤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정머리 없는 놈’을 가장 치욕적인 평가로 생각하는 한국인 

에 있어서 정은 ‘사람다움’을 말해주는 기본적인 마음이다. 

여유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뜻을 가지는 어휘라고 말했다. 이제 여유의 공간적 

의미언 여백에 대한 사례달은 접어두고， 여유의 시간적 뜻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여유의 시간적 뜻을 가진 어휘는 여운(餘題)과 여음(餘音)이다. 여운은 공간성과 

시간성을 공유한 마학용어라 할 수 있겠고， 여음은 순수한 시간성을 가진 음악용어 

라 하겠다. 

먼저 「악기 J(樂記)의 글76)올 보도록 하자. 

그러므로 음악이 융성하다는 것은 음의 멋을 한껏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종묘의 제사의 예는 맛을 한껏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청묘(淸願)의 시를 노 

래하는데， 그때 쓰는 슬(慧)은 붉은 연사로 줄을 메우고 금 밑에 구멍이 있어 한 

번 뜯으면 셋이 어울리는데， 이것은 유음(遺音)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유음(遺音)은 여음을 말한다. 음악이 변화있고 풍성한 음으로 회롱하 

는 것이 아니라 여음을 많이 내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악기에 기록된 내용이 

중국음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음악에도 해당되는 주요한 음악사상이며 

76) “是故樂之隆非極音也 食響之禮非致味也 淸願之훌 朱鉉而流越 졸f昌而三歡 有遺音者

롯 權五停 譯解 「禮記J(서울 : 弘新文化社， 1976) , 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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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성격이다. 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어령 씨는 윤이상(尹伊윷) 씨의 말77)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거문고를 짚고 한 번 퉁겁니다. 소리가 뚱하고 납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보 

면 아직도 거기에 소리가 남아 끝없이 여운이 올리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이것 

을 지속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속음을 가지고 동양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 

로 변형시컵니다. 같은 뚱하는 소리지만 그 지속음을 손으로 눌러서 여러 가지 

다른 효과틀 법니다. 그것을 우리는 농현(弄鉉)이라고 불렀는데 그 방법이 수십 

종이 념습니다. 

서양에서는 한 번 퉁기변 그 음에서 그냥 끝나고 말아요. 물론 바이브레이션이 

란 게 있지만 그것은 일정한 지속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음이 

우연적이라면 그 쪽은 필연적이죠. 이 차이가 바로 서양에는 없는 음양〔동정(動 

靜)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문고를 통겼을 때 뚱하고 나오는 소리와 그 여 

운〔지속음〕을 억제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그 소리는 동과 정이지요. 서양 

은 동이변 동， 정이면 정입니다. 서로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한국은 동과 정이 표리(表훌)를 이루며 그것이 대립， 융화를 일으 

키면서 하나로 이어져 갑니다. 

거문고에서 여운이라는 지속음의 변화룹 빼내면 서양의 만돌린이니 기다같은 

것이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는 생명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소따로 하나의 파문을 

일으키며 꿈틀대는 지속음을 동반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소리를 내며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용문이 길어진 것은， 서양음악의 마음으로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고， 아름다움의 해석올 듣기 위해서이다. 인용문이 길어진 바에야 좀 

더 소개해야 겠다 78) 

붓글씨를 보면 금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한일자(-字)를 쓸 때， 서도에 

선 그냥 죽자를 대고 긋듯이 긋지 않는다. 시작할 때 힘을 주고 빼면서 몇번이고 

머뭇거리다가 죽 힘을 빼면서 긋는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또 힘을 모아 정 

지시킨다. 같은 외줄이지만 붓으로 써 놓은 한일자에는 무한한 변화가 있다. 한국 

의 거문고 소리나 창(唱)을 선으로 그린다면 바로 서도(홉道)의 운필(運筆)과 같 

은 것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창을 할 때 ‘어! 하고 길게 소리를 내뿜으면서 몇 번 

이나 그 지속하는 음에 변화를 준다. 그래야 멋이 있다고 한다-

77) 李細寧， 앞의 책， 369-370쪽. 

78) 李健짧， 위 의 책， 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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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그렇다. 한국의 충은 동작은 하나지만 발걸음을 한 번 옳기는데 멈칫 

했다가 사뿐히 다리를 옮기고는 다시 정지할 때 힘을 모은다. 한 동작이지만 복 

잡한 호흡으로 여운을 살리는 기법이다. 그것이 순간이요， 전체이다. 여러 개이며 

하나이다. 정 속의 동이며， 동 속의 정이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우리 문화가 너절하고 촌스럽다는 생각과 마찬가지 

이다. 그래서 사물놀이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기도 전에 미국에서는 시디 (CD)로 

제작하였고， 우리는 이것올 역수입하였다.60년대에 우리 전통옴악을 유럽과 미주에 

서 여러 차례 연주하였다. 이들의 평가도 역시 역수입되었다. 외국인들의 손과 입의 

행위가 우리 문화 가치평가에 절대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평가보다 앞서고 더 중요히게 생각하는 것이다. 국악전문인이 

국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양음악전문인이 국악을 말하는 것이 더 신빙성있게 생 

각되는， 어떻게 보면 객판적 위치에 있으니까， 하는 넓은 마음으로 앞의 긴 글을 인 

용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전통음악에사 음을 내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가야금의 줄올 퉁기더라 

도 왼손은 안쪽 왼펀의 그 줄위에 놓이게 되고 오른손과 왼손은 줄을 따라 함께 움 

직인다. 두 손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오른손이 줄을 퉁기는 것이 왼손의 도움이 

없이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야금 줄을 풍기는 것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오른손이 지 (G)음을 누를 때 왼손이 가세하지 않는다. 누르는 

음으로 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가야금은 오른손이 어느 줄을 퉁길 때 왼손이 그 줄 

을 잘게 떠는 도움을 받게 된다. 해당음을 직접 낼 때도 그렇게 하거니와 꺾어 내 

기나 드러내고， 숙여내고， 끌어내려 내며， 끌어올려 내는 것 둥 모두 왼손이 그 역 

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낸 소리는 왼손의 재간에 의해 여음을 만들게 된다. 하 

나의 음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지게 되는 음이다. 음을 그냥 퉁겨서 내는 소리 

가 아니라 음을 낼 때의 방법과 내고 난 후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혼히 ‘농현(弄 

鉉)이라면 음을 낸 후의 여음을 말하는 것이고， 음을 낼 때의 방법과 후의 방법을 

합쳐 ‘시김새’라고 부른다. ‘시김새’는 ‘삭이다’의 명사화된 음악용어로 ‘음을 삭여서 

뱉는다’는 사고와 운용에서 생긴 이름이다. 음올 ‘삭이고’ ‘뱉는다’라는 말에서 ‘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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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의미는 ‘연주한다’는 행위로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삭이다’의 의미는 우리 

전통음악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사고인 동시에 행위이다. 우리의 전통음악은 

음을 삭이는 경험이 기본행위로서 성립된다. 음을 삭여서 내고， 낸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서 유지하도록 시김새가 작용한다. 음 자체로 보면， 삭인음이 생명을 

갖게 되므로 시김새의 모습올 계속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전통 

음악의 음은 생음(生音， live tone) 이라 부르는 것이다. 서양음악 내지 서양문화와 

비교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특성이 특성으로서 긍정되기 

위해 비교하려는 것이다. 서양음악에서의 음에 대한 사고는 아름다운 음의 산출이 

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에 대한 욕구로서 깨끗한 음， 순음(純音)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적음(美的音， aesthetic tone) 이라고 나는 칭한다. 이러한 

음악적 현상들은 삶의 문화에서 찾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미인(歐美A)들은 한국 

의 어버이들이나 다름없이 자식올 귀엽고 사랑스럽게 키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식이 자생력을 습득하도록 밖으로 나가 사회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다를 

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은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 

하여 결혼하면서 서구인들은 완전한 독립체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출가외 

인(出據外A)이라 하면서도 반독립체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는 딸 

의 살림을 걱정하여 김치， 된장， 고추장을 날라다주는 동 마음 한구석은 항상 딸네 

집에 가 있는 것이다. 출가시키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음을 뱉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행위와 연결되고， 출가시키고도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는 마음은 삭인 음이 살아 움 

직이도록 시김새를 넣어주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생음일 수밖에 없다. 음 

식올 입에 담고， 씹고， 씹어서 소화기관에 넘기고 소화된 영양분과 노폐물이 해당기 

관(器管)으로 옮겨져 영양을 공급하고 배설되게 하는 것 같이 음을 삭이는 작업， 

삭이므로써 효용성있는 영양이 제공되고 또 살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전통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삭여서 생동하는 음이며， 이런 음들로 만들어진 음악을 통해 

고졸미(古抽美)와 노숙미(老熟美)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거꾸로 말하면， 미적 

관점에서 고졸미와 노숙미는 ‘음을 삭여서 멜음’으로 나타난 미적 형식이다. 

‘음을 삭여서 뱉음’의 주체에 따라 이 행위가 불확정성을 갖는다. 삭이는 행위로 

볼 때 충분히 삭이는 것과， 불충분하게 삭이는 것， 익고 껄익는 것 둥의 정도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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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없으나 심측(心測)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주관적 판단으로서의 불확정성이 

다. 또 뱉는다는 행위로 볼 때 음과 음 사이에 개재할 시김새와 음과 음의 인력관 

계속에서 한 음의 시김새가 불확정성이다. 음과 음진행에 있어 원칙이 없는 것이지 

만， 하나의 음이 독립적으로 멜어진 것이 아니라， 음과 음과의 관계로서 뱉어지는 

것이므로 음을 주관하는 자 즉， 연주자의 주관적 예술성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 

래서 주관적이라는 것이며 불확정성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컬명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령 〈상령산(上훌山))올 연주할 때 연주자 임의대로 시김새를 넣어 

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상령산〉은 〈상령산〉의 흐름이 있고， <수제천〉은 그 

것의 흐름이 있어서 이 흐릅이 악곡의 표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령 

산〉을 연주할 때 〈상령산〉의 표정으로서 시김새를 넣지 않고 임의대로 연주한다면 

그것은 〈상령산〉이 아니다. <상령산〉을 〈수제천〉의 흐름대로 연주한다면 이것 또한 

〈상령산〉이 아니다- 뱉는 행위가 주관적이라는 말은 제멋대로， 자유나 방총의 의미 

를 가친 것이 아니다. <상령산〉이 가진 독특한 표정은， 이 표정에 관여하는 여러 음 

악적 요인중에서 음과 음의 관계 즉 음진행과 그에 내재한 시김새가 한 몫올 하는 

것이다. 우리 전통음악의 악콕들은 각기 흐름이 다클고 표정도 다르다. 각기 흐름과 

표정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각기 독특한 시김새를 요하게 되므로 엄격하게 시김새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속악 특히 산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한 스숭이 제자에 

게 산조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시김새를 하여야 한다고 엄격히 훈련시킨다. 엄격한 

훈련올 통하여 그 산조의 흐름과 표정이 특정지워지고 정착된다. 그러나 그 산조를 

물려받은 제자는 스숭의 무릎을 떠나있는 동안이 길면 길수록 엄격한 시김새 붙임 

이 변화되는 현상들올 많이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음과 음과의 관계에서 고정된 

시김새만이 개재해야 한다는 절대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불확정성이라 

는 말은 이런 뜻에서 사용한 것이다. 

시김새는 자유로운 것이다. 공간에서의 자유로움이다. 녁녁한 바지가랑이에서， 풍 

성한 속곳속에서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듯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서 시김새는 자 

유로운 것이다. 그러나 시김새의 자유는， 인간에게 절대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듯 

이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이란， 흐름과 표정에 따라 변화되는 자유를 말한다. 또 

잘못된 시김새는 흐름과 표정올 달리할 뿐 아니라 이질적이고도 괴상한 가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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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된다. 가야할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인위적 강제성에 의해 방향올 돌리든지 

방향에 역행하는 시김새는 있올 수 없다. 한국인의 유전받은 정서와 감정이 공감하 

고 허락하는 장(場)내에서의 자유로운 운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음악은 

자연주의가 깔려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앞 글에서 나는 주선(主旅)과 부선(副雄)이라는 말을 했다. ‘음올 삭여서 뱉는다’ 

는 과정을 기능면에서 말한다변， 삭인 음이 주선이고 시김새는 부선에 속한다. 주선 

과 부선， 삭인 읍과 시김새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어령 씨의 글79)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음식에는 건더기가 주(主)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 따라붙는 부수물인 국물이 

있게 마련이다. 생션이든 야채든 고기종류든 모든 음식에 국불없는 음식이란 없 

다. 그래서 독특한 미각의 윤택이 생겨난다þ ••••• 건더기가 실체라면 국물은 그 실 

체의 그림자이다. 이 읍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실체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유이기도 하다. 

한 종류의 음식은 건더기에 맞는 국물이 있어야 한다. 건더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국물이 제맛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먹올 맛올 잃는다. 같은 건더기 자료 

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솜씨가 다른 것은 국물맛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건더기와 국물 어느 것이 주종을 이루는지 알 수 없으 

나， 주종관계를 말하기 이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삭인 음은 덩어리이다. 이 

것은 건더기와 같은 실체이다. 시김새는 솜씨에 따라 변화되는 국물이고 그림자이 

다. 국물이 맛올 내듯이 시김새가 멋을 뿜는다. 앞에서 여유는 덤올 만든다고 했듯 

이 국물은 덤이기도 하고 또 텀은 시김새이기도 하다- 속도가 빠른 휘모리나 단모 

리는 여유가 없다. 계속 앞으로 앞으로 달려가니까 여유란 있올 수 없다. 이(風)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바쁘게 달리기만 하는 장단이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것이고， 여유가 없으니까 덤이 없으며 시김새도 있을 수 없다. 휘모리와 단모 

리는 국물없는 빡빡한 요리이다. 빨라서 상쾌하고 신나겠지만 목구멍을 매끈하게 

넘어가는 맛은 없다. 산조는 여유있는 운동으로부터 여유없는 운동에까지 이르는 

종합운동장이다. 진양조의 아주 넓은 공간에서의 운동， 중모리는 이보다 작은 공간， 

79) 李鄭寧， 위의 책，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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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모리， 자진모려로 점차 공간용 좁혀 가다가 휘보리와 단모랴에 이르러서늠 공 

간을 아주 차단해 버린다. 그러나 이 공간차단을 도섭이라는 자유공간으로의 회귀 

성으로 귀착하므로써 공간차단은 일시적인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전 

통음악이 공간이 있어야 하는 음악이라는 뜻올 말해준다. 

왜 우리 전통음악은 대개 느리고， 또 산업이 꽤 발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야금 

이나 거문고 줄은 왜 명주실만을 고집하는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해 왔었는 

데， 그 해답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 나올 수 있올 것이다. 우리 전통음 

악이 대개 느란 것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덤은 명주실로서만이 가능하다. 명주실은 신축성이 있으며 비교적 단 

단하다. 그리고 자연의 음이기도 하다. 시김새는 신축성있는 줄에서 자연음으로 만들 

어지는 것이다. 덤을 주고 받는 것이 훈훈한 인정을 주고 받음과 같듯이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의 흐름을 탄 시김새는 자연음으로 따스한 덤을 얹어 주는 것이다. 

후써 얼 (Edmund Husserl) 은 이 렇게 딸한다 80) 

‘메아리’니 ‘여운’이니 하는 것을 우리의 지금 의식속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한， 

그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속’의식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바로 ‘시간의식’ 

의 밑바탕이 된다. 

후써얼의 주장에 띠라 여음으로서의 시김새를 ‘지속의식’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무 

의미하고 무가치한 서구적 발상일 것이다. 서구적 발상이라는 이유는 우리 전통음 

악의 본질이 서구적 사고에서 출발한 서양음악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데에 있기 때 

문이다. 본질이 다르다는 것은 공간을 지속하는 시간을 의식하고 규정하는 것이 다 

름에서 오는 본질의 차이를 말한다. 이것은 한국인의 시간의식과 관계한다. 김상일 

씨가 말한 ‘퍼지 한 십분’81)과 같이 물리적 시간단위의 십분은 신축성있는 넉넉한 

십분이다. 심리적 시간이라는 말이다. 십분은 십분이되 십일분도 십분이고 십사분도 

십분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십분’은 한국인들만이 알 수 있는 십분이지 

이십분이나 삼십분은 아닌 것이다. ‘한십분’은 십분을 조금 넘는 넉닉한 십분이다. 

80) 金奎榮.-時間論.J (서울 : 西江大學校出版部， 1980) , 227쪽. 

81) 金相 日 , 앞의 책， 199-20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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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씨의 말대로리면 시김새는 ‘한 십분’이다. ‘퍼지 한 십분’이다. 플로티노스 

(Plotinos) 의 말대로 ‘시간이란 마음의 삶’82)이다. 마음이 시간을 느끼고 시간을 규 

정하는 것이지 시간속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의 마음에도 하루는 

이십사시간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 십분이 한 이십사시간이 아니다. 규정된 이십사 

시간은 정확한 과학적 시간이다. 과학적 이십사시간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 움 

직인다. 마음속의 시간운동이 둥시적(等時的)이 아닌 데에서 ‘한 십분’의 사고를 갖 

는 것이다. 느린 〈상령산〉이나 〈수제천〉을 연주할 때 대금의 시김새가 끝나는 것올 

보아가며 합주가 들어가고 피리가락이 끝나는 것을 느껴가며 모든 악기가 울린다. 

시조(時調)와 가사(歌詞)는 잔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음악형식이다. 잔가락이 충분 

히 발휘되도록 공간이 펼요하고 공간확보를 위해 반주가 없는 것이다. 다른 모습으 

로 바문다는 목적에서 시조와 가사와 갇은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을 지휘를 필요로 

하는 관현악으로 반주한다면 공간 박탈로 인해 그 음악은 성격이 변하게 된다. 규 

격화되지 않은 형식의 음악을 규격화시킬 때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하는 것이다. 규 

격화는 물리적 시간화를 말한다. 

후써얼이 말한 바 여운의 시간적 지속의식은 우리 전통음악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물리적 시간이라면 딸이다. 이것은 우리 전통음악올 이해하고 느끼 

는 본질의 차이이다. 아마도 우펴 전통음악에 시김새가 쓰이지 않았다면 여유나 공 

간이 필요없었올 것이고， 주로 물리적 시간으로 계량되는 인위적이고도 빠른 음악 

이 양산되었을 것이고， 이러므로써 우리 전통음악은 아무 특성없는， 이 지구상에서 

세계문화에 공헌할 수 없는， 색깔없는 음악일 것이라는 생각올 깃게 된다. 

시김새는 결올 만듣다. 일종의 망(網)이다. 망이 엮어져서 전체적으로 결을 이루 

게 된다- 가곡의 결에 대하여 김병곤(金炳坤) 씨는 디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잃) 

성악선율의 주요핵음(主要核音)이 반주부에 중복되었을 지라도 수성성(隨聲性) 

반주가 아니라는 점은 가곡반주의 특색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성악선율의 차원 

에다가 대위법적인 기악선율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추가보충의 역할을 하는 것 

82) 金奎榮， 앞의 책. 275쪽. 

83) 金炳坤， ‘李朝歌曲의 美學. (제 18회 국제예술심포지움논문집， 서울 : 대한민국 예술 

원， 1989) ,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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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느름하게 흐르는 가독에 있어셔 결의 변화， 대 · 중여음흐로 인한 변화와 반 

주자체에 있어서의 결의 후박(庫灌)의 변화는 곡에 있어서 단순한 변화를 가져온 

다는 것 이상으로 동양화에 있어서의 ‘공백’의 효과도 이루고 있다. ‘공(홍)’ 혹은 

‘무(無)는 도교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미학적 과제이다. 

시김새는 발음(發音)한 후의 음의 연결이므로 그 소리는 매우 미약하다. 귀를 기 

울여야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이다. 삭여서 낸 소리가 동(動)이라면 뱉어낸 

소리는 정(靜)이다. 주선이 양(陽)이라면 부선은 음(陰)이다. 퉁긴 소리가 큼〔大〕이 

라면 이어 나오는 소리는 작음〔小〕이다. 동과 정， 양과 음， 큼과 작음이 섞여 망을 

이루고 결을 만들어 낸다. 이런 결이 공(호)과 무(無)의 세계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유는 여백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유의 실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문화 

란 입고(衣)， 먹고(食)， 기거(住)하는 일상의 삶이라고 요약할 수 았다. 일상생활에 

서 여유를 발견한다는 것은 문화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과 같다. 문화가 종합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과 같다. 문화가 종합적 의미를 가진 것처럼 입고， 먹고， 기거하 

는 삶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박정진(朴正鎭) 씨는 ‘문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의 · 

식 · 주와 언어， 그리고 각종 예술장르로 볼 수 있다84)고 말하면서 의 · 식 • 주의 상 

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의(衣)는 개인적 · 사회적 언어이며 그것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정에 

서 주(住)이다. 또 모든 예술활동의 필수품이다. 더욱이 그것 자체도 예술이다. 

식(食)은 옴의 바탕이 되며 그런 점에서 주(住)이며 개인적 • 사회적 언표가 된다 

는 첨에서 의(衣)이다. 이것 또한 다양한 예술적 표현물이다. 

주(主)는 공간의 의(依)이며 보다 안정적인 식(食)의 공급원이다. 이것 또한 

예술이며 개인적 • 사회적 인어이다. 

결국 문화는 상통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어떤 의미에서건 상징하는 것이 

된다. 

입고 먹고 기거하는 삶이 사람을 중심으로 상통하고 또 그것 자체가 예술이다. 

앞에서 예를 든 모든 일상생활이 예술이며，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장황하게 열거한 것이다. 

84) 朴正鎭， 韓國文化 心情文化(서울 : 미래문화사， 1990) ,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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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입거리’는 여백에 대한 적절한 상징물이다. 한복은 너글너글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나 맞게되어 있다. 한복의 바지가랑이가 넓고 속곳이 풍성하여 공기 

와 바람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통풍되고 대류현상을 일으켜 보옹작용도 한다. 한복의 

여백은 공간이고， 공간은 공기와 바람의 자유의 장이다. 공간이 있으므로 아름다옵이 

감추어지고 여기에 신비로움을 발한다. 공기와 바람이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은 옷속 

에서 만난다. 결국 여백은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거하는 ‘집꺼리’에서도 여백을 볼 수 있다. 방 하나하나가 벽으로 차단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미닫이라는 간이칸막이로서 방은 열려있게 되어 있다. 작은 방이 

큰 공간으로 될 수도， 큰 공간을 작은 방으로 만들 수도 있다. 추운 지방의 주돼은 

부엌과 취사방과 거실이 하나로 되어 있고， 작은 방 하나가 인간활동의 모든 기능 

을 갖추고 있다. ‘집거리’는 집이라는 건물만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포함 

하여 앞산과 뒷산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자연으로 확대한다. 실로 커다란 공 

간을 확보하는 챔이어서 대청마루와 창호지를 통해 자연을 만난다. 창호지는 호롱 

불빛에 비친 여인들의 다듬이질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호랑이로 하여금 꽂감소 

리에 놀라 도망치게 한 엄마의 다정한 음성을 듣게 하는 공간의 경계에 불과하다. 

자연은 이 경계를 넘어 방에서 사람과 만나게 된다. 열려진 공간은 자연과 사람의 

만남의 여백이다. 

동양화의 여백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함축된 장소이다. 여백은 빈 공간이 아니라 

충만된 정신의 공간이다. 여백은 무(無)와 공(호)의 세계인 동시에 화가와 감상자 

의 정신적 세계이기도 하다. 한국화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유의 시간적 의미는 여운이고， 음악적 용어로 여음이다. 여음은 나머지 음이라 

는 일반적 의미를 가진 것이고， 구체적 용어는 시김새이다. 여음도 그러하지만 시김 

새는 덤으로 올리는 소리이다. 여음이나 시김새가 없어도 음은 올리게 되어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덤으로 울리는 소리라는 것이다. 덤으로 올리는 소 

리는 공간이 필요하다. 시김새는 공간확보에 의혜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시김새는 음의 울림 이후에 지속되는 음이다. 올린 음을 주선(主族)이라 했고， 주 

선에 이어 지속되는 시김새를 부선(副雄)이라 말했다. 물론 주선도 시김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선의 시김새 보다 부선으로서의 시김새가 더 많은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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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기에 지속성의 시김새를 주로 이야기한 것이다. 주선의 시김새는 꺾어내거나 

들어내거나 숙여내논 것이 있고， 부선의 시김새에는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며， 잘게 

또는 굵게 떠는 간단한 방법부터 수많은 시김새가 포함된다. 시김새는 ‘삭여서 뱉는 

다’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의 본질에서 형상화된 기법이다. 음올 삭여서 내고 삭인 

옴이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농현하는데 이 농현이 시김새이다. 음을 내면 그만이 

아니고 음을 낸 후에도 뒤를 돌보아 주어 살아 움직이게 하므로 나는 우리 전통음 

악의 음을 생음(生音)의 특수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우리 전통음악의 음은 삭여서 

생동하는 음이며， 이 음악에서 고졸미와 노숙미가 표출된다. 다시 말하면， ‘고졸미와 

노숙미는 음올 삭여서 뱉음’으로 나타낸 미적 형식이다. 

또 ‘음을 삭여서 뱉음’의 행위는 연주자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불확정성을 가 

진다고 말했다. 삭이는 행위로 볼때 삭이는 정도가 다르며， 뱉음의 행위로 본다면 

시김새의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악독중 어느 한 곡은 그 옥의 흐름 

과 표정이 있으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정해진 시김새가 있어야 한다. 흐름과 표정 

에 따라 시김새가 달라져야 하고， 또 창작음악의 경우 작곡자의 생각과 마음이 담 

겨진 흐름과 표정에 적합한 시김새가 달리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김새는 흐 

름과 표정에 따라 변화되고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 자유가 시김새의 방향을 예측하 

지 못하게 하는 불확정성이라는 개녕올 성립시키는 것이다. 또 시김새는 둥시성(等 

時性)을 갖지 않는 것도 주요한 특성이다. 음악의 흐름이 동시성을 가질 때 공간은 

그 만큼 박탈된다. 시김새가 여백인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지만， 운동하는 그 시간 

도 뀔-동시성이어서 시김새 자체도 공간을 갖는 것이다. 시김새는 음과 음의 공간의 

활성화이고 생동화이다. 우리 전통음악이 대개 느린 것은 시김새의 공간확보를 위 

해서이고， 우리의 현악기 줄이 불투명한 음질의 명주실로 된 것은 자연음의 시김새 

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전통음악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한국전통음악이라고 

인식하며 느끼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에도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다. 인도에도， 중국에도， 일본에 

도， 그리고 구미(歐美)에도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올 쉽게 던질수는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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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답올 얻기는 그리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만올 해답으로 말 

한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가 이 넓은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전통음악 

의 특성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이 우려만이 가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올 말하는 것이다. 세계는 넓고 열려 있다. 열리긴 했어도 세계가 너무 넓다 보니 

예술과 문화연구의 원시림이 많이 남아 있다. 

돌이켜 말한다면， 우리 전통음악의 성격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성격은 우리 

전통음악만의 특성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예술 문화연구의 오 

지가 많을 뿐 아니라 가진 정보가 미약하고 제한된 지식으로써 우리 전통음악의 성 

격이 고유한 특성이라 말하지 않았으며， 이런 이유로 많은 성격중에서도 포괄성과 

여유를 선택하였다. 심오하고 난해한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기 보다 삶의 현장에서 

쉽게 찾올 수 있고 항상 접촉하고 이어가는 모습과 우리 전통음악의 관계를 반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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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reasons that cause us to feel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 is differ

ent from that of Japanese or Chinese music? “ Different-ness" means that there exists 

some unique qualities only that particular music has. In other words , uniqueness is the 

multiple personalitíes found in music that is made up of a variety of musical com

ponents. The difference one feels in Korean music can be explained through these per

sonalities, and 1 have chosen two words that exemplify not only the uniqueness of Ko

rean music but words that are easily related to and found in the life style of Kore

ans : Encompassment and Leisure. 

1 . Encompassment 

To encompass means ‘to surround, include, and comprise'. And the characteristic of 

encompassing means a personality trait that tends to do the act of surrounding and 

íncluding. 

This act of encompassing may be found in many areas of the Korean culture. Kore

an food , for instance, is an encompassing cuísine. Ordinarily, a Korean meal consists 

of 3 parts : rice, soup, and side dishes(cordiments) , but these foods are never eaten 

separately. You always eat everything simultaneously. In fact, there are some entreés 

that are even prepared as a ‘mlX ’ 。f several dishes. Bibimpap(mixed rice) is a dish 

where the main food , rice, and side dishes along with all the spices come mixed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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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l. Kimchee(fermented spicy cabbage) is made by mixing orie따al cabbage, radish, 

meat, and fish. And to take this one step further, Bossam Kimchee is a dish where 

you wrap the above dish in yet another leaf of cabbage. Korean food is not a singular 

food but it is a multiple food created by mixing spices and ingredients and then to 

this, adding yet another dish. 

This characteristic of inclusiveness(encompassment) is very evident in Korean food 

and this act of encompassing lays its ongm i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Korean 

people. The people of Korea think that whatever they believe in is the same thing that 

everyone else believes in. If needed be, one can visit a friend at anytime of the day or 

if one is sad , then they believe that others will be sad, too. Children are our creation, 

so, one can do with them as one wishes. They believe that children should do as par 

ents want them to and do not acknowledge their existence as individuals of their own 

but as a part of the whole, meaning the parents or the extended family. 

The Korean language does not necessarily specify singular and plural ideas. As an 

example, one doesn’t normally say ‘my wife', but would say ‘our wife'. One doesn’t 

need to use specifically singular or plural words but everyone understands exactly 

what the speaker has intended to say. This trait follows exactly the philosophy of Bud

dhism which states that “ one is two(-없多) and two is one( 多郞-一) ". This does not 

mean that one and two must always be ‘one’. It means one and two don’t have much 

difference and that one can be two. One dose not pay for the table, tip, and food sepa

rately and the restauranteur is satisfied to receive pay just for the food. Soup, salad, 

entrée and bread are not eaten one after the other, but all food is placed on the table 

at the same time to be eaten at the same time. The food that will eventually be mixed 

inside the stomach is not consumed separately. The act of playing while working and 

vice versa is another example. The idea that it is O.K. for a friend to visit your office 

even on a busy day, and that you would take him out for coffee and talk with each 

other without thinking twice about it is the very idea that playing and working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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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nd the same and that they are not separate acts. The extension of work is play 

and play is within the compounds of work. 

Koreans believe that all things are of yin ( 陰) and yang( 陽). This means that any 

single thing wiIl always have two characteristics. The yang of day has within it, the 

yin of the night and vice versa. Of the yin and yang, whichever force seems stronger, 

is the one that exposes itseIf personality. Within one, there exists a two and two e

quals one. Yin and yang is a part of the eastern laws of nature and this is the same 

philsophy that early Koreans and Chinese have followed. 

Oriental paintings are another example of encompassment. Ink used in oriental 

paintings is black. The black color is not just black color but is the color of the uni

verse. This black has the same ideologies as Lao Tze’s theory(老子哲學) of Tao(道)

and Mu(nothingness) (無). The ink expresses the universe through harmony and peo

ple discover the universe through the painting. The ink is not something that is just of 

black color but it is made up of many colors and is alive. The figures drawn with this 

ink encompasses the universe. These are the theories of cosmology. 

There are two traits of encompassment that can be foun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First, encompassment in music can be expressed philosophically. In Korean 

music, the 12 note names are divided into the yin and yang, and the yin scale( 陰律)

and the yang scale( 陽律). Yang are even numbers and yin are odd. Also, the names 

of the notes are decided by natural laws and the instrumentation and the placement 

of instruments are according to the yin and yang as well as the Five Elements(五行) . 

Thus, the instrumentation and placements are not decided upon by the balance or 

harmony of sound(music) but are based on the above philosophies. Instruments are 

made of 8 materials( 八音) found in nature and hold its laws in the 8 seasons( 八節

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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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 of the instruments imitate the universe. Kumuπgo’s(zither) length is sym

bolic of the 366 days, its width is the measurement of 6 Hab (form of measurement) 

(合). The curvature of the top side and the flat bottom are symbolic of the round sky 

and flat land. There are many of these types of examples and they are explained 

through the adaptation of cosmology to music. 

Second, 1’11 try to find encompassment through examples found in Korean music. 

The form in traditional music usually starts with garak(가학) (a cycle of stylized mel

ody). It is not the concept of motive but a fairly lengthy garak is the smallest division 

of the music in measurement. This garak is made up of smaller segments that can not 

be any more broken down. Jiηyangjo( 진 양조) is a 24 beat cycle that is made up of 4 

sets of 6 beat cycles that cannot be broken down to less than its 6 beats. Thus, music 

form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s made up of small non-divisible cycles that are 

gathered to make the bigger cycle. This smaller cycle lays its structure in the flow of 

garak cycles. 

When 2 or more instruments play simultaneously, the end sound, or resonance, is 

the important element. That is to say that two instruments may play in octaves but 

that doesn’t mean they move only in parallel motion. Each instrument decorates the 

main note of uses shigimsae(stylized phrasings) (시 김 새 ) to fill the gap. This is not 

harmony as westerners know it. The main melody moves in parallel motion in octaves 

and using the decorative notes and the shi，망msaes， the color of the main melody is en

hanced. Amount of notes and phrasings added to fill the octave gap affects the densi

ty of the color of the main note. Thus, the gap is not filled with the concept of har

monic or non-harmonic notes but is done naturally. The first note in the octaves shall 

be called the source note and those notes that fill the gap between all the source notes 

shall be called sub-notes. 1 call the source notes the main musical line(melody) and 

those in between, the sub-melody. Main line surrounds the sublines, thus, 1 will call 

this the surround(encompassm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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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example of encompassment of Korean music can be found in the music ter

minology. As an example, jinyangjo is a word used to describe a section of saπjo style 

music, as well as describing the type of rhythm cycle used and its tempo. It describes 

in one word that it is the first movement in saπjo{ 散調 ), the rhythm cycle is that of 

24 beats, and that the tempo is quite slow. One word does not have just one meaning. 

1t is encompassing because it carries many meanings. 

One can find encompassment in the ideology and life style of the Koreans as well as 

in their art. And in that there are so many examples of the encompassing characteris

tics found in traditional music, one can say that a unique quality found in Korean 

music is that of encompassment. 

2. Leisure 

Leisure is a word that means ‘there is plenty and there is something left over'. And 

it means thê quality of being able to make a lenient decision withont being impatient. 1 

have used the eating habits of the Koreans in order to describe ‘encompassment’ but 1 

will use the culture of clothing to describe this second characteristic, ‘leisure’. 

The Korean traditional garment(Hanbok) is made so that the dress is not tightIy 

fitted to the body. And because it is made much bigger than the body that wears it, if 

usually can be worn by most anyone. There exists a great deal of space between the 

dress ant the body. Hanbok allows not to secure the individual’s space and in securing 

space for onself, secures leisure. The space between the dress and the body allows free 

movement for air as well as its circulation. The new air in this space creates convec

tion current and is able to receive more new air. As the air circulates endlessly, this 

protects the skin as well as keep the body warm. The reason there were no thermal 

under-garments developed for Hanbok was because the air within the dres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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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Unlike the body-hugging western clothing, the Hanbok frees the body from clothes 

and lets the body become the main focus. And as the air comes and goes freely , it lets 

the body come closer with nature. Along with the exposed face and hands, the hidden 

body is allowed the touch of nature. 

The living quarters of Koreans also allow for leisure. A house is not just divided by 

the walls of several rooms. 1t uses sliding doors which lets for a single space(room) t。

be contracted or expanded by opening or closing them. A room can be the dining 

room, and when the dining table is removed, it bccomes a living room or a den. When 

the bedding is laid out, this same room then becomes a bedroom. If the room seems 

small, the sliding doors are opened into the next room to create more space. Thers is 

always space to be used. No matter in what room , one always feels a sense of ‘space’. 

Walls do not separate each room and there are no separate rooms for sleeping or eat

ing. Unlike the western homes, Korean houses are made by putting together several 

‘spaces’ that have do divisions. And the houses out in the country have even more 

space than those in the cities. The country homes are walled off from each other only 

by carelessly woven shrubbery and branches. When one sits in his room , the neighbor’s 

house can be seen through the weave of branches and beyond that, one can see the 

ridges of mountains in the distance. The space of one house stretches all the way to 

the mountains or whatever may come into view. The nature is brought into oneself 

and the house. The space in the Hanbok and the house a lI allow the person to be in 

constant contact with nature. Leisure is space that allows for freedom and the place 

where people meet with nature. 

As another idea of space, the knowledge that oriental ink paintings are the art of 

blank space is wide spread. The unpainted surface has the same mental intent that the 

painter has for the space he has painted. The blank space is not an unpainted va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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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but is filled with spiritual thought. Oriental paintings are where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can be seen by the spiritual eye to be co-existing in harmony. 

The artist expresses his spiritual thought through the blank space, and the viewer in 

search of the thought the artist put in the blank space, concentrates on the black 

color. Thus, the non-painted blank space in oriental paintings are explained through 

the philosophies of “ non-existence (無)" , “emptiness( 호)" and “ nothingness (虛) ". 

The leisure in Korean traditional music can be found in the ‘lingering sound,’ the 

resonance one hears after the initial tone has been played. There is never a time when 

too many notes pass that you can not hear the linger between the notes. There is 

space left between notes so one may hear this after-note-effect. The linger is created 

by vibration and this type of lingering tone is called shigimsae. Sh땅imsae means to ‘di

gest (swallow) and spit out,’ and all notes in Korean music are made by the act of 

swallowing. Once a sound is produced, it isn’t just left alone but through various types 

of vibratos, the note is made to linger and do many more acts before decaying. 

Shigimsae(stylized phrasings) is a type of “continued note" , a linger, which is different 

from the normal vibration found in western music technique. The note that the main 

melody takes effects the type of shigimsae and then may differ again with each per

former. Once a note is plucked, the shigimsae is difficult to hear (process of decay) 

and as not must pay close attention to it, that is why one “ swallows" the shigimsae. 

As with food, shigimsae must be chewed several times in order to taste its full po

tential. 1 used the terms the main musical line and sub-line earlier. The main line is 

the note that one would pluck(produce) and the sub-line would be the sh땅imsae creat

ed after the initial production of the note. The sub-line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progression of the notes in the main line, but one can find the delicate and mysterious 

elegance in the sub musical line even when they cannot be heard very well. Shgimsae 

are not notes that are plucked and forgotten but melodic lines that are live and mov

ing. That is why 1 choose to call the notes in western music ‘aesthetic ton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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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live tones'. A piano can produce beautiful notes, 

but it ends there. Y ou cannot do anything after the production of the notes. But Kore

an music must make the sound after the main note has been made live as long as if 

can by using vibrato and shigimsae. One cannot let go easily. 

This is the same emotion that a mother has for her daughter when she is ready to 

marry. The mother continues to t rY and look after her even when the daughter no 

longer is a part of her family. Also, shigimsae doesn’t just fill a main melody line with 

decorative notes but puts the ‘color’ into the notes. shigimsae is a work of ‘space’.If 

there is no space then shigimsae also does not exist. shigimsae exists through securing 

of space. 80, shigimsae has much to do with the tempo of a music. If the tempo is too 

fast, there is no room for the shigimsae to exist. The reason most traditional musics 

have slow tempos is to allow for shigimsae. 810wer the piece, the shigimsae becomes 

more varied and abundant. In sanjo, the jinyangjo( 진 양조 ) and the joongmori( 중모 리 ) 

are comparatively slow and have much shigimsae but jooπgJooπgmori(중중모리 ) and 

JaJ1πmori(자진모리 ), hwimori(휘 모리 ), are fast tempos and do not allow for shigimsae. 

Overall, fast tempos in Korean music can only be found in sanjo’s JoongJooηgmon， 

JaJIπmori and the hwimori movements. 

With these examples, 1 belive the reasons which make Korean music to be recog

nized as being different from music of other countries, are thf! personalities of ‘encom

passment’ and ‘leisure’ as seen through my approach to these traits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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