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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민기의 <아침이슬>(1971)을 숭고의 에서 연구하 다. 

이 곡이 한국 음악에서 차지하는 높은 상에도 불구하고, 음악 인 

면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달하는 의미의 많은 부분도 여 히 

모호하다. 이런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자는 로버트 여딩엔의 스키

마 이론과 장- 랑수아 리오타르의 숭고의 개념을 이용하 다. 선율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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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는 방법을 통해 주요 선율을 악하 고, 이들을 스키마 이론의 

에서 해석하 다. 이럼으로써 이 곡에서 로마네스카, 리 , 폰테, 몬테, 

하츠, 도- -미 등의 스키마가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 고, 이 스키마들

이 가지는 사회 , 문화  함의인 숭고가 김민기의 <아침이슬>에서도 유

효하다고 주장하 다. 한 김민기의 술 이 리오타르의 숭고의 개념

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 으며, 리오타르의 공포, 사건, 총체주

의에 한 항이라는 에서 이것을 설명하 다. 이를 통해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보다 근원 인 물음에 

답하는 숭고한 사건이라고 주장하 다.

핵심어: 김민기, <아침이슬>, 숭고, 음악, 스키마 이론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김민기의 <아침이슬>(1971)에 하여 숭고의 에서 설

명한 이다. 본인이 이 곡에 심을 가지게 된 것은 왜 이 게 투박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의 노래가 아직도 본인에게 감동을 주는가 하는 개

인 인 물음이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음악학자 신 의 “다소 뜻밖

의” 경험에 한 을 읽고 학술 인 질문으로 바 었다. 

베트남에서 온 한 문학평론가가 김민기의 노래에 해 “가사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듣자마자 그 노래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 그의 반응을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

다. 그것은 그의 사회  지 와 개인  감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만 그는 “자기 주 의 사람들이 김민기의 노래를 들을 기회가 있

다면, 그들 역시 나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

다. 그 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김민기의 노래는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을 획득한 작품일까라고(신 , 2004: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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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 이 제기한 <아침이슬>의 보편성의 문제에 한 본

인 나름의 답변이다. 그러나 본인은 20세기 동아시아라는 시 와 공간

을 뛰어넘어 인간의 보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숭고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해 본인은 먼  <아침이슬>의 음악 인 특징에 

하여 주목하 다. 이를 해 주로 18세기 서양음악을 설명하는 데 사

용되는 스키마 이론을 이용하 고, 그 결과 숭고와 연 되는 음악  특

징들이 <아침이슬>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18

세기 서양음악에서 나타나는 숭고의 개념이 어떻게 20세기 한국음악에 

용될 수 있는가 하는 궁 증이 생겨났고, 이에 한 해답을 찾는 과정

에서 김민기의 술 이 장- 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가 주장하는 숭고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포스

트모더니즘 시 에서 숭고의 요함을 강조하는 리오타르의 견해는 18

세기 숭고의 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18세기 서유럽과 20세기 한국

을 연결시켜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런 

순서를 따라 <아침이슬>에 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에 앞서 이 곡과 

이 곡에 한 기존의 평가를 간단히 알아보고 어떤 문제 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 

2. <아침이슬>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문제제기

<아침이슬>은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1971년 양희은의 앨범

에 수록되어 있으며, 같은 해 발매된 자신의 데뷔앨범인 김민

기(1971)에도 실려있다. 이후 이 곡은 정치 인 사건들과 하게 연

되었다. 김민기는 1972년 서울  진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데모곡인 

<해방가>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부 기 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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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반은 모두 수거되었다. 이 곡은 1975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방송

부 합”이라는 이유로 지곡이 되었으며, 이후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

치면서 여러 정치 시 들에서 불려졌다(문옥배, 2004: 124). 한 이 곡

은 1987년 시청 앞 장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의 노제에서 불렸는데, 

여기에 개인 으로 참석하 던 김민기는 이 곡을 듣고 “백만 명이 부르

는데, 그 백만 명이 다 각자의 마음으로 간 하게 부르는데 내가 그걸 

뭐라고 감히 말하겠나? 그때 생각했다. 아, 이건 이제 내 노래가 아니구

나”라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 다(이진순, 2015). 이후 이 곡은 민주화

의 요구가 정에 이르 던 1987년 말 문화공보부의 “가요 지곡 해

지침”에 따라 해 되었다(문옥배, 2004: 152-153).

그러나 이 곡을 정치 인 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김민기와 양희은은 녹음 당시 이 곡이 정치 인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Hwang, 2017: 134). 한 김창남은 이 곡이 담

고 있는 “막연한” 내용과 이 곡의 정치 인 수용의 차이에 하여 다음

과 같이 언 하 다. 

아침이슬은 문승 이 지 한 것처럼 “탁월한 음악  수 과 가사, 멜

로디, 리듬에 한 거의 완벽한 형식상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

로는 다만 막연한 시련과 막연한 고난만을 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70년 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분명히 

뚜렷한 정치  의미연  하에 불리우고 있다(김창남, 1986b: 159).

한 황옥곤은 이 곡이 1970년 , 1980년 , 21세기에 각각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는 을 지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 다. 

그 다면 어떻게 이 두 노래[김민기의 <아침이슬>과 <상록수>]는 

1970년 에 그 곡이 만들어졌을 때는 비정치  노래 는데, 1980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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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 인 반 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러나 어떻게 이 곡들은 21세기

에 들어서 집단 인 동경과 자유의지를 표 하는 국가 인 애창곡으로 

다시 변신할 수 있었는가? (Hwang, 2017: 135) 

이런 불가사의한 면 때문에, 이 곡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음

악보다 많은 평론가들과 학자들의 심을 받아왔다.1) 

이 곡을 설명하고 있는 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김민기의 곡에 나오는 가사의 힘에 집 하는 이다. 유권종

과 유 건(2010: 182)은 김민기의 음악이 갖는 호소력에 하여 “오랜 

역사의 기간에 한반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구성하여온 공동의 정감을 

바탕에 두는 까닭에 있다”고 주장하 다. 둘째로, 김민기라는 개인에 

을 두어 기 인 사실이나 개인 인 특성에 근하는 방식이다. 

황옥곤(2017: 135-136)은 “그러나 나는 가사가 [...] 김민기 노래들의 인

기나, 김민기를 설 인 인물로 만들어  유일한 이유는 아닐지도 모

른다고 주장한다. 노래의 힘은 [...] 김민기의 기에서 온다”고 언 하

다. 셋째로, 김민기의 노래가 가지는 힘에 하여 음악 으로 설명하

는 시도이다. 이 미(1993: 95)는 <아침이슬>에 하여 “형식주의  측

면에서 보아도 잘 짜여졌고 [...] 앞으로 나아가는 형  태도를 뚜렷이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 

이런 세 가지   가장 심을 게 받은 것은 음악에 주목하는 

입장이었다. 한윤 (2008: 3)은 “사람들은 그[김민기]를 사회 이고 정

치 인 노래를 만들어내는 ‘운동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 김민기가 

이 게 사회문화 인 에서 연구되고 있는 동안, 정작 그의 음악  

성과에 해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 다. 한 김민기

를 한국 최 의 얼터 티 라고 평가하는 김형찬(2004: 483)은 “김민기

 1) 김민기 연구에 한 참고문헌은 Okon Hwang, “Kim Min-ki and the Making of 

a Legend”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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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음악 세계 내부에 한 조명은 거의 무한 상태이다. [...] 한국 

음악의 첫 번째 얼터 티 라 할 수 있는 음악가에 한 치고

는 무 소홀한 감이 있다”라고 평가하 다. 이런 비 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는 지 까지 언 되지 않은 <아침이슬>의 음악 인 면들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음악 분석

이 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이 서로 조를 이루면서

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해 이 곡의 선율과 조성의 

특징을 악하고, 그 후 스키마 이론을 이용하여 이 곡에 담겨있는 음악

, 표  함의들에 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선율에서 

요한 음들을 골라내어 축약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2)

3.1. 선율 및 조성 분석

3.1.1. A부분

이 부분의 선율은 반 으로 하행하는 순차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하나의 리듬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에 하여 이 미(1993: 

98)는 “이성 이고 담담”하다고 언 하며, 한윤 (2008: 24)은 “이야기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서술하 다. 이 평가들은 단순한 리듬과 순차하

행진행이라는 음악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악보는 본인이 채보한 것으로 김민기가 1994년에 직  기타

를 치면서 노래한 음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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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침이슬>, 마디 1-8. 

그러나 본인의 찰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가장 요한 것은 두 가지 

조되는 선율 재료, 즉 테트라코드 선율과 온음으로 이루어진 선율이

다. 마디 1-6에서는 4도 하행하는 테트라코드 선율이 나오고, 마디 7-8

에서는 한 마디가 하나의 온음으로 이루어진 온음선율이 나온다. 마디 

1-2에서는 C-B-A-G이라는 테트라코드가 나오고, 마디 3-4에서 3도 로 

올린 테트라코드, 즉 E-D-C-B가 사용된다. 한 마디 5-6에서는 마디 

3-4에서 사용된 테트라코드 선율이 확장되고 있다. 즉 E에서 시작하여 

G까지, 6도 하행한다. 마디 5에서는 마디 3과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지

만, 마디 6에서 계속 하행하면서 조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

러나 마디 7-8에서는 이런 동 인 움직임과 상반되는 온음 선율이 나오

면서, 머무르는 느낌을 다. 이 두 가지 조 인 선율 재료는 이 곡 

체에서 요하게 사용된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은 축약된 선율에 나오는 요한 음들이 

B, G, E라는 것이다. 이 세 음들은 두 개의 상반되는 조성, 즉 G장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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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단조를 강하게 암시하는데, 특히 E단조는 B부분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3.1.2. B부분

B부분이 A부분과 다르다는 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 되었다. 이

미(1993: 98)는 “갑자기 단조로 바 며 이례 으로 처음 한 박자를 쉼

으로써 무언가 크게 변화되리라는 느낌을 강하게 불러 일으킨다”고 설

명하 으며, 한윤 (2008: 24)은 역시 리듬에 을 두어 “B에서는 못

갖춘마디로 시작되던 AA’와는  다르게 한 박자를 쉬고 선율이 시작

됨으로 비장한 힘을 느끼게 한다”고 평가하 다. 이 부분의 축약된 선율

은 다음과 같다. 

< 2> <아침이슬>, 마디 17-24. 

이 부분이 A부분과 다른 은 조성과 리듬뿐만 아니라 선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A부분에서 반복 으로 사용되었던 하행 테트라코

드 선율은 마디 18-19에서만 등장하고, A부분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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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음 선율이 B부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이 온음 선율은 

마디 17-22에서 E음과 B음만을 반복 으로 연주하여 Em화음을 암시하

며, 어둡고, 비극 인 느낌을 다. 

이 부분에서의 변화는 A부분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두 마디에서 생겨

난다. 마디 23-24에서는 지 까지 계속 사용되어 오던 온음 선율이 높은 

음역에서 등장하여 “무언가 크게 변화되리라는 느낌”을 확립하여 다

(이 미, 1993: 98).

3.1.3. C부분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A부분과 B부분은 선율 으로 매우 다른 재

료를 사용하 다. C부분은 A부분과 B부분의 특징을 종합하면서도 고유

의 독창성을 성취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 마디 25-28의 선율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선율은 B부분에서 요하게 사용되었던 온음 

선율이다. 그러나 이 온음 선율은 체 으로 순차 상행하는데, 이 게 

온음으로 순차 상행하는 선율은 C부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한 

마디 29에서 B음에 다다른 선율은 마치 목표 에 도착한 것처럼 빠르게 

순차 하행하는데, 이 때 A부분에서 요하게 사용하 던 테트라코드 

선율이 확장된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이 선율은 마디 29의 B음에서 

시작하여 마디 31의 D음까지 6도 하행한다. 6도 하행은 마디 5-6에서 

나왔던 것으로 A부분과 C부분 사이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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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침이슬>, 마디 25-32. 

지 까지 선율과 조성을 심으로 이 곡을 살펴보았다. 이 곡의 정

인 C부분에 하여 한윤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C[부분]에서는 김민기의 다른 곡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고음역

의 정부를 드러내는데, B[부분]에서 힘을 더하며 차 상행하던 선율

이 C[부분]에 이르러 최고조의 힘을 느끼게 한다. 강헌은 이 곡이 그 시

 학가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노래라고 생각하며 사랑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곡의 구조에 담겨있다고 말한다. 극복하고 비상하려는 의지를 곡

의 구조 자체만으로도 표 해내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한윤 , 2008: 

24-25).

본인의 생각에 따르면, 한윤 과 강헌의 이런 지 은 매우 설득력 있

다. 한편 이 곡의 정부가 갖고 있는 “최고조의 힘”은 종교 인 체험과 

유사한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에 하여서는 스키마 이

론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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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키마 이론을 이용한 접근

스키마 이론은 2007년에 음악이론가 로버트 여딩엔(Robert 

Gjerdingen)이 갈랑 양식의 음악(Music in the Galant Style)이라는 

서에서 소개한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갈랑 양식의 가장 요한 은 

특정한 형태의 선율 패턴들이 습 인 순서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Gjerdingen, 2007: 6). 이런 선율 패턴들은 베이스와 선율의 음정 계

인데, 여딩엔은 이것을 “베이스와 선율의 이 무(pas de deux)”라고 부

른다(Gjerdingen, 2007: 141). 즉 음악을 악할 때 화음 심으로 악

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와 소 라노 선율의 계를 심으로 악하

는 것이다. 이 이론은 18세기 서유럽의 음악을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

이었으며, 지 도 이 이론을 확장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의 견해에 의하면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여딩엔의 스키마 이론

으로 잘 설명된다. 이것은 김민기가 클래식 음악을 공하는 나의 피

아노 악보를 통해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김민기는 자신의 기타연주에 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 

김민기: 통기타의 붐이 일 때 부분의 연주자들은 코드 심으로 사

고하고 훈련했다. 그러나 나는 기타를 피아노를 치던 나의 악보를 통

해 한 음 한 음의 선율을 심으로 독학했던 까닭에 여느 통기타 뮤지션

과는 다른 이즈를 구사했다고 본다. 감히 말하자면 어쩌면 그런 것

이 서구의 것을 모방하면서 시작했지만 한국의 독자 인 통기타 음악 

문화를 만드는데 조 은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강헌, 2004: 

508-509).

“한 음 한 음의 선율을 심으로 독학했던”이라는 김민기의 말을 곱

씹어보면, 김민기는 악보에서 수직 인 화음이 아니라 수평 인 선율



20   통권 25호 (2020년 상반기)

들을 심으로 음악을 학습했고, 이것은 음악에서 가장 요한 성부인 

소 라노 선율과 베이스 선율 심으로 음악을 익혔다는 뜻이 된다. 따

라서 이런 은 김민기의 음악을 스키마 이론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다. 실제로 <아침이슬>의 선율을 찰하면 상당히 많은 스키마를 발견

할 수 있다. 

<표1>

마디 스키마

1-2 로마네스카

3-4 프리너

21-24 폰테

27-30 몬테

25 하츠

25-29 도-레-미

여기서는 이 곡에서 스키마가 구체 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 표

인 가능성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하여 두 개씩 묶어서 논의하도

록 하겠다. 이를 해 스키마에 한 기본 인 설명을 덧붙이겠다. 

3.2.1. 로마네스카와 프리너

로마네스카(Romanesca)는 16세기 이후로 이탈리아를 심으로 사용

되던 베이스 패턴으로, 우리에게 헬벨의 캐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

다. 이것은 18세기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18세기 말에 이르면 클리셰가 

되어 차 사용빈도가 어들게 된다. 가장 기본 인 로마네스카의 패

턴은 3-2-1-7-6-5/1-5-6-3-4-1이다(Gjerdingen, 2007: 454). 한 로마네스

카와 짝을 이루어 자주 사용되던 것이 리 (Prinner)이다. 여딩엔에 

따르면 18세기 사회에서는 습에 기반한 격조있는 화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요하 는데, 리 는 앞에 나온 스키마에 한 응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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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되었다(Gjerdingen, 2007: 45). 즉 “ 리 의 존재여부는 이 음

악이 이탈리아 갈랑양식의 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요한 

표시 의 하나”이다Gjerdingen, 2007: 455). 형 인 리 는 

6-5-4-3/4-3-2-1로 이루어진다. 

< 4> 로마네스카와 리

 

<아침이슬>의 마디1-4에 나오는 노래 선율은 형 인 로마네스카와 

리  패턴을 따르지만, 베이스 선율들은 그것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침이슬>의 노래 선율에 로마네스카와 리 의 베이스 선율

을 붙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5> <아침이슬>, 마디 1-4. 

 

이 곡이 형 인 18세기의 스키마 선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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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문화 인 의미 역시 수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최근 에릭 맥키(Eric McKee)와 올가 산체스-키지 스카(Olga 

Sánchez-Kisielewska)는 로마네스카에 담겨있는 종교 인 함의를 주장

하 다. 맥키는 200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8세기 작곡가들이 오페라

를 작곡할 때 종교 인 장면에서 거의 비슷한 음악을 사용하 으며, 이

것은 이후 일종의 습으로 굳어져서 오페라 이외의 장르에서도 동일

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 다(McKee, 2007: 23). 즉 오페라에서 종교

인 장면에 사용되던 음악은 오페라가 아닌 장르의 음악에서 등장할 

때도 종교 인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음

악을 맥키는 “거룩한 찬송가 토픽(sacred hymn topic)”이라고 부르며,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표 2>(McKee, 2007: 27)

음악적 속성 표현적 속성

전형적인 소프라노 선율: 

1-7-1, 3-2-1, 3-5-1

전형적인 화음: I-V-vi

악절의 시작부분에 나옴. 

vi화음을 강조함. 

1단계: 

노래하는 것 같은

부드럽고 편안한

고요한, 평화로운

순수한

절제된

2단계: 

초월적인 영성

“성령을 따라 행하라(Walking in the 

Spirit)”3) 

코랄 텍스처

장조

sotto voce 혹은 dolce

약한 다이내믹

단순한 화음

단순한 리듬

2박 계열의 박자

보통이거나 느린 빠르기

의 표에 나오는 음악  속성들은 김민기의 <아침이슬>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이 곡에 한 기존의 논의들도 맥키의 표에 나

 3) 맥키는 이 구 을 “내가 이르노니 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라디아서 5장 16 )에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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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표  속성의 1단계의 내용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즉 “노래

하는 것 같은”, “부드럽고 편안한”, “고요한, 평화로운”, “순수한”, “ 제

된” 같은 형용사들은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언 하는데 종종 등장하

는 어휘들이다. 더욱 흥미로운 은 맥키가 “거룩한 찬송가 토픽”의 

로 들고 있는 모차르트의 곡이 <아침이슬>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 6> 모차르트, 이도메네오, 3막 7장  <성직자들의 행진>, 마디 

1-4.4)

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선율은 조  다르지만, 그 선율을 

이루고 있는 심음들은 김민기의 곡과 완 히 일치한다. 이런 은 이 

두 곡이 작곡된 시 와 장소는 다르지만, 유사한 정서를 청자에게 달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산체스-키지 스카는 맥키의 “성스런 찬송가 토픽”을 확장시켜서 “성

스런 로마네스카”라는 스키마를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로마네스카

와 찬송가가 꾸 히 결합됨으로써 이 스키마가 특정한 감정뿐만 아니

라 종교, 기도, 신성(神性) 등과 같은 개념을 달할 수 있게 되었다

(Sánchez-Kisielewska, 2016: 54).” 그녀는 이 스키마가 맥키가 언 한 

 4) 맥키는 이 를  4 의 하나로 제시하 다(28쪽). 본 논문에서는 <아침이슬>과

의 비교를 해 이 곡을 G장조로 조하 으며, 제1바이올린 선율(소 라노)과 

바소(베이스)만을 제시하 다. 한 스키마 이름은 본인이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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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속성들 에서 몇 개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로마네스카 선율만

으로도 청자에게 “ 인 의미”를 달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언 하

으며, 따라서 이 스키마를 “성스런 로마네스카”라는 이름으로 구별하

다(Sánchez-Kisielewska, 2016: 65). 한 18세기 후반의 청 들은 이 스

키마를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교회음악에서 유독 자주 들었기 때문에, 

“로마네스카는 교회를 의미하게 되었고, 교회에 수반되는 더욱 추상

인 의미, 를 들어 성(靈性), 헌신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Sánchez-Kisielewska, 2016: 70).” 한편 18세기에 교회음악은 오페라와 

같은 세속음악에 비해 양식 으로 보수 인 면을 띠게 되는데, 따라서 

교회음악은 이  시기, 혹은 다른 시기의 음악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청자에게 실을 벗어나는 월 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도구

가 되었다. 즉, “이 스키마는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음악을 언 함으로

써, 일상의 경험이 제공하는 여기와 지 으로부터 벗어나,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역인 월 인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

다(Sánchez-Kisielewska, 2016: 70).” 이 게 로마네스카를 통하여 종

교 인 체험을 한다는 산체스-키지 스카의 주장은 <아침이슬>에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3.2.2. 폰테와 몬테

18세기 음악이론가 요제  리펠(Joseph Riepel, 1709-1782)은 음악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종종 사용하는데, 그  표 인 것이 “폰테

(Fonte)”와 “몬테(Monte)”이다(Gjerdingen, 2007: 61). 폰테는 이탈리아

어로 우물을 뜻하고, 몬테는 산을 의미한다. 여딩엔은 리펠의 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스키마를 제시하 다. 폰테와 몬테의 가장 기본

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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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폰테, 몬테

의 에서 볼 수 있듯이 폰테는 4-3/7-1로 이루어진 작은 악구를 

“한 음 낮추어서” 연주하는 것이다. 여딩엔에 따르면, 폰테는 처음에는 

단조로, 두 번째는 장조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것은 종종 “원

조에서 벗어나기 해, 아니면 원조로 돌아가기 해” 사용된다

(Gjerdingen, 2007: 456). 반면 몬테는 폰테와 마찬가지로 4-3/7-1로 이루

어져 있지만 “한 음 높여서” 연주한다는 에서 다르다. 몬테는 상행하

는 동형진행에서 자주 사용되며 18세기 후반에는 버 딸림화음과 딸림

화음을 강조하기 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Gjerdingen, 2007: 458). 

<아침이슬>에는 폰테와 몬테가 각각 한 번씩 등장하는데, 먼  그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에 하여 생각해보겠다. 폰테는 마디 

21-24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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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침이슬>, 마디 21-24.

여딩엔은 스키마를 설명하면서 음악의 통사론 인 면에 을 맞추

고 표 인 의미에 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즉 “의미

는 객 으로 찰하기가 쉽지 않다(Gjerdingen, 2007: 68).” 그러나 

외 으로 폰테의 표 인 함의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

다. 그는 18세기 랑스에서 작곡된 발  음악에서 사용된 폰테에 하

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폰테가 시작되는 시 에 힌 무  지시어를 보면 폰테는 이  상태

에서의 이탈과, 이후 원래의 상태로 복귀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이탈은 

문제에 한 반응인 것이며, 이 문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해

결된다. 따라서 이 스키마는 감정이나 분 기와 련 있기보다는 이야

기의 개 과정에서 잠깐 우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Gjerdingen, 

2007: 69).

흥미롭게도, 이 미는 <아침이슬>에서 폰테가 사용되는 부분에 하

여 유사하게 설명한다. 

‘태양은 묘지 에’ 두 마디는 단조로 가다가 ‘붉게 타오르고’에서는 

다시 반부와 같은 장조로, 다시 ‘한낮의 는 더 는’에서는 단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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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시련일지라’에서는 장조로 바 다. 따라서 큰 흐름에서는 반부

의 담담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죽음과 묘지로 표되는 고통에 찬 세

계와 면하는 긴장감을 형성해 낸다(이 미, 1993: 98).

이 미의 설명은 조성이 단조로 바 면서 “고통에 찬 세계”와 면하

고 이후 다시 장조로 돌아오면서 “담담한 흐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여딩엔과 이 미가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조되는 

세계가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는 에서 그 둘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

다. 즉 단조에서 시작하여 장조로 한 음 내려오는 폰테는 18세기 랑스

나 20세기 한국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아침이슬>에서 몬테는 마디 27-30에서 나온다. 이 몬테는 앞에

서 나온 폰테를 뒤집은 형태로, 즉 A7-D/B7-Em의 진행으로 등장한다.

< 9> <아침이슬>, 마디 27-30. 

존 라이스(John A. Rice)는 몬테의 일종인 몬테 로마네스카에 하여 

설명하면서, 이 스키마를 숭고와 하게 연 시킨다(Rice, 2019). 특

히 그는 니콜라 부왈로(Nicolas Boileau, 1636-1711)의 숭고의 개념을 빌

려오는데, 부왈로는 (僞)롱기 스(Pseudo-Longinus)의 숭고에 하

여를 1674년에 처음으로 불어로 번역하 다. 부왈로는 이 책의 서문에



28   통권 25호 (2020년 상반기)

서 숭고는 “생각이나 음형, 혹은 표 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숭고는 “기이하거나 놀라운 것을 의미하며, 화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

을 주면서 우리를 고양시키고 황홀하게 하며 환희에 빠지게 한다”고 설

명하 다(Rice, 2019: 24). 라이스는 이 숭고의 개념을 음악에 용시키

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몬테 로마네스카의 몇몇 특징은 [...] 18세기 숭고의 개념과 유사하다. 

따라서 작곡가들은 그들의 청 들을 “고양시키고 황홀하게 하며 환희에 

빠지게 하기 해” 이 스키마를 사용했을지 모른다. 가장 명백하게, 몬테 

로마네스카는 상행한다. 이것은 숭고의 요한 특징인 높음을 청각 으

로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한 이것은 곧바로 상행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한 모양으로 상행한다. 이것은 베일리의 “산을 넘고 산을 넘어 

결국 천국에 이른다”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Rice, 2019: 25).

본인의 생각에 따르면 몬테에 한 이런 해석은 <아침이슬>에도 

하게 용된다. 마디 27-30에 A에서 B로 상행하는 선율에 몬테가 사

용됨으로써, 상행하는 멜로디에 긴장감이 더해진다. 이런 동형진행은 

계속하여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키마가 어디서 끝날지, 어떤 조에

서 끝날지 모르는 불명확함은 버크가 숭고의 특성이라고 언 하 던 

무한함을 떠올리게 한다(Rice, 2019: 25).” 특히 몬테는 이 곡의 정 인 

C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이 에 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다른 스키마들

과 함께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3.2.3. 하츠와 도-레-미 

<아침이슬>의 C부분에서는 하츠와 도- -미라는 스키마가 나온다. 

하츠(Heartz)는 라이스가 발견한 스키마로, 이 패턴을 처음으로 언 한 

음악학자 다니엘 하츠(Daniel Heartz)를 기리기 해 그의 이름을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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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 다. 이 스키마는 “강렬하고, 진심어린 감정”을 표 할 때 사용

되며, 5-6-5/1의 진행을 가진다(Rice, 2014: 317). 한 도- -미 스키마는 

“갈랑 음악의 시작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키마 의 하나”이

며, 형 인 패턴은 1-2-3/1-7-1이다(Gjerdingen, 2007: 457).

< 10> 하츠와 도- -미

지 까지 <아침이슬>에서 사용된 스키마들은 여딩엔이 제시한 가장 

기본 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음악에서 스키마들은 다양

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는데, 특히 하나 이상의 스키마가 동시에 사용

될 수 있다. 이럼으로써 음악에서 여러 층 가 만들어지고 복잡한 해석

의 가능성이 생긴다. 본인의 찰에 따르면 <아침이슬>의 C부분에서는 

스키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은 숭고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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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아침이슬>, 마디 25-32. 

마디 25-30을 보면 도- -미 스키마 아래에 하츠와 몬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게 하나의 스키마 안에 다른 스키마가 들어가는 것을 여딩엔

은 “끼워 넣기(nesting)”라고 부르는데, 스키마들 간의 연속성을 확립하

기 해 높은 차원의 스키마가 겹쳐지는 것이다(Gjerdingen, 2007: 376). 

한 하나의 스키마 안에 다른 스키마를 끼워 넣는 것을 문학에서는 

시행엇붙임(enjambemen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학 , 학자  양식

(a literary, learned style)의 특징”이다(Gjerdingen, 2007: 79). 학자  양

식은 18세기 어려운 음악의 형 인 특징이며, 이런 어려움은 18세기 

숭고의 개념에서 매우 요하다(Rice, 2019: 25). 실제로 도- -미 안에 

하츠를 끼워 넣기 해 김민기는 마디 25-26에서 소 라노 선율과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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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선율의 치를 바꾸었다. 즉 그는 하츠의 베이스 선율을 소 라노 

선율로, 하츠의 소 라노 선율을 내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게 하나

의 스키마 안에서 성부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18세기 작곡가들이 종

종 사용하는 작곡 기법이었다. 

한편 김민기는 이 부분에서는 조  더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디 25-30의 베이스 선율을 보면 도- -미에서 사용되는 형 인 선율

과 다르다는 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찰에 따르면 도- -미 스키마의 

소 라노 선율을 받쳐주는 베이스 선율은 G-D-E이며, 이것은 1-5-6으로

서 로마네스카의 베이스 선율과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김민기

는 도- -미 스키마의 소 라노 선율만 사용하고 있으며, 베이스 선율은 

로마네스카 스키마에서 빌려온다. 이 게 김민기가 도- -미의 베이스 

자리에 로마네스카의 베이스 선율을 사용함으로써 A부분에서 나왔던 

로마네스카를 떠올리게 하며, 산체스-키지 스카가 언 한 “거룩한 로

마네스카”의 정서를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이 게 환기된 숭고함과 종교 인 의미는 마디 31-32에서 사용되고 

있는 I-IV-I의 종지, 즉 아멘 종지로 인해 분명하게 확립된다. 이 종지는 

찬송가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 부분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아멘 종

지라고 불리는데, 이것에 하여 이 미(1993, 98-99)는 “이러한 1도, 4

도, 1도의 흐름은 마치 찬송가의 마지막에서 ‘아멘’할 때 쓰는 아멘마침

을 연상시킴으로써 찬송가  분 기, 선지자  분 기를 만들어 낸다”

고 평가하 다. 김민기가 마지막 부분에서 아멘 종지를 사용하는 것은 

무의식 인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작곡가 본인이 이 곡의 숭고한 종

교 인 의미에 해 인식하 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 곡의 이런 특징

에 하여 김지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 

그[김민기]의 노랫말에는 죽음이 배어 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을 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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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활의 기쁨이 느껴진다. 을 흐르는 세계와 삶에 한 짙은 사랑과 

잃어버린 유년의 고향으로 이끌어주는 듯한 강렬한 종교성은 죽음과 고

문의 시 를 사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하나의 항이었고 안이었

다. 그 정이 <아침이슬>이다. 미지의 삶의 야에로 무한히 열리는 

<아침이슬>의 마지막 소 은 약속과 창조의 땅으로 나아가는 고달  유

랑민의 복음이었다(김지하, 2004: 8). 

“부활의 기쁨”, “강렬한 종교성”, “유랑민의 복음” 등과 같은 표 은 

김지하가 이 곡을 통해 종교 인 체험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잃어버린 유년”, “미지의 삶”, “무한히 열리는” 등과 같은 문구들은 월

인 세계를 지향하는 숭고의 경험을 강하게 암시한다. 한 김민기 자

신도 이 곡에 하여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하 다. 

이진순: 이 의 인터뷰 보니, ‘아침이슬’이나 ‘상록수’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알 르기 인 반응을 보이시던데 왜 그러나?

김민기: 그 노래들이 내 몸에서 나간 거긴 한데, 나간 것의 백배가 

되어서 돌아오면 내 몸이 버거울 수밖에…(이진순, 2015).

김민기의 “내 몸에서 나간 것”이 “백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표 은 

무한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숭고의 경험과 유사하다. 김민기가 말하

는 “백배”는 사실 천배, 혹은 만배일 수 있다. 즉 지 도 그 의미가 확장

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김민기는 <아침이슬>의 의미가 무한

하게 확장되어 가면서, 일종의 숭고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김민기의 “알 르기 인 반응”은 숭고의 경험에서 필수 인, 인식과 

상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불쾌, 즉 공포의 감정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

서는 김민기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이런 “알 르기  반응”을 숭고

의 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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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오타르의 숭고를 통해 본 김민기

앞 장에서 <아침이슬>에 나타나는 숭고를 음악 인 에서 살펴보

았다. 그 다면 지 까지 김민기를 둘러싼 담론에서 숭고라는 주제는 

거의 주목받지 않았는데, 이런 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존의 

논의  숭고의 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 장에서

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하여 리오타르의 숭고의 개념을 빌려올 것

이다. 숭고에 한 다양한 논의들 에서, 왜 하필 리오타르의 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하여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리오타르에게 있어 ‘숭고’란 순수한 미술사  개념이나 미학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의 숭고론은 [...]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지평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 이고 포

인 인문학  물음을 다루는 가운데 논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정수

경, 2010: 102-103). 

즉 리오타르의 숭고는 순수한 미학 인 논의를 넘어서, 포스트모더

니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개념이

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리오타르의 요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김민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해 생각해 보겠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담론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고찰

하겠다. 

먼  리오타르와 김민기에게 공포는 매우 요한 경험이다. 18세기 

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숭고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큰 상이나 힘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서 원칙상 그 상

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떠올릴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숭고의 미학은 비결정 일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생겨나는 기쁨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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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섞여 있다(Lyotard, 1988: 98). 이런 상태를 버크는 공포라고 부르

는데, 리오타르는 버크의 숭고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는 정 인 쾌를 가져다 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쾌가 존재한

다. 이것은 만족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 즉 고통과 죽음에 한 근과 

결부된 것이다. 고통 속에서 신체는 혼을 자극한다. 그러나 혼 역시 

마치 신체가 외부에서 유래한 고통을 지각하는 것처럼 신체를 자극하며, 

이는 으로 혼이 의식되지 않는 념들을 고통스러운 상황들과 결

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완 한 정신  정념을 버크는 공포라고 

부른다(Lyotard, 1993: 174). 

김민기는 학교 시  공포가 자신한테 큰 향을 미쳤으며,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도 공포라고 이야기한다.

김민기: 한 때 나 소월에 그 게 미쳤어. 학교 때 특히 그 혼. [...] 

그것 때문에 몇 날씩 잠 못 잤어. 공포 때문에. 공간공포 그런 거 있잖아. 

그 시를 읽으면 나한테 공간공포가 다가왔어. 학교 때 고흐에 한참 

미쳤을 때 그 말년 그림들 에, 보리밭인가, 까마귀들 있고, 그 그림들

도 나한테 공간공포로 왔어. [...] 공간공포는 소리를 수반한 . 울림소리 

주철환: 형의 삶에서 공포라는 정서가 때로 형을 지탱해주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다. [...] 그 게 공포가 있었어?

김민기: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은 방공호. 내가 태어난 게 쟁 이었

으니까. 그때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었어. [...] 방공호에 들어가면 울림소

리가 있다고. 컴컴한데 울리는 거. 네가 아까 공포라고 지 한 그런 게 

늘 따라다녔던 것 같아(주철환, 2004: 539-540). 

김민기가 어린 나이에 체험한 공포는 쟁에 한 두려움이었겠지

만, 어떻게 보면 김민기의 공포는 버크의 숭고의 감정과 일맥상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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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있다. 마치 버크가 자연을 보고 느 던 것처럼, 김민기에게 공포

는 그가 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인 것이다. 따라서 그

의 작품들은 이런 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를 들어,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이라는 가

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아침 이슬은 김민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진주보다 더 곱다”라는 말로 에둘러 표 하고 있다. 따라서 김

민기의 이런 노력은 숭고의 경험을 수반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런 이유

로 최경식(2004: 488)은 이 가사에 하여 “ 물겹도록 성 이며 부

시도록 우주 이다”라고 평가하 는지 모른다.

한 리오타르의 숭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건의 개념이다. 

리오타르는 사건의 개념을 하이데거의 발 (Ereignis)에서 빌려오는데, 

“사건은 [...] 무한히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은 박탈의 상태를 통해서만 

근가능”한 것이다(Lyotard, 1988: 90). 여기서 박탈이라는 것은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리오

타르에 따르면 사건에서 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가”이고, 바로 이것이 숭고의 특징이다(Lyotard, 1988: 

90). 리오타르는 “음악과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에서 사건에 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포스트모던  조건에서 나는 사건을 이해하려고, 이해시키려고 노

력하 다. [...] 사건은 신문의 첫 면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은 

부수 으로 새겨나는 것으로, 난데없이 생겨난다. 따라서 그것은 여

히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거나 이름 붙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 그러나 만약 그것이 일어나면, 그것은 어떤 

‘표면’들을 건드리고, 거기에는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개인 이든, 

집단 이든, 어떤 흔 을 남긴다. [...] 이 흔 은 즉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비록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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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확인하기(identify) 해서는 기다려야 한다(2009: 37).

한편 김민기는 자신이 과거의 일에 하여 언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김민기: 노래라는 건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 어떤 흔 을 밖으로 끄집

어내는 과정. 그 속에 무수한 바이 이션, 갈등이 있단 말이야. 그러

다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면 뭐가 하나 정리돼서 작품이 돼. 그러

나 만든 사람한테 그 물건은 이미 퇴물이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냐? 

그럼 보기가 싫어진다고.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계가 돼야 

다음 작업도 시작하는 거지(주철환, 2004: 525).

흥미롭게도 김민기가 언 한 자신의 창작과정은 리오타르의 사건과 

매우 닮아 있다. 김민기에게 노래를 만드는 과정은 “어떤 흔 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인데 이것을 리오타르 식으로 말하면 “사건이 남긴 흔

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게 정리가 되어 작품이 되

면, 그것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고 “퇴물”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김민

기와 리오타르에게 흥미롭지 않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숭고한 술가, 즉 아방가르드 술가의 사명은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

킴으로써 “기계  비인간의 상태”에 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정수경, 

2010: 105). 

리오타르와 김민기는 총체성에 한 항을 요하게 생각하는데, 

에서 언 한 사건이 총체성에 한 항에 있어서 필수 인 수단이

다. 리오타르에 따르면 “1950년  말을 기 으로 서구 사회에서 지식의 

상이 근본 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 이때 가장 에 띄는 

상이 바로 거 서사의 몰락이다(정수경, 2010: 107).” 이 거 서사가 무

진 이후 발 을 요시하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유사 거 서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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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결국 “기계  비인간의 상태”를 유발하 다. 이런 비인간  상태

에서 “반성  사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숭고한 술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서 총체성에 하여 항할 수 있게 된다(정수경, 2010: 

105-106). 리오타르에 따르면 이런 총체성은 19세기와 20세기에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항하는 것이 아방가르드 술가들의 사명

이다. 

19세기와 20세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공포를 주었다. 우리는 체와 

단일자에 한 향수에 하여, 개념과 감각의 화해에 하여, 투명하고 

소통가능한 경험의 화해에 하여 값비싼 가를 치 다. [...] 이에 한 

답은 다음과 같다. 총체성에 항하여 쟁을 일으키자. 재 할 수 

없는 것들에 한 증인이 되자. 우리 모두 차이를 활성화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명 를 지키자(Lyotard, 1984: 81-82).

김민기의 자본주의에 한 항은 이진순과의 인터뷰(2015)에 잘 드

러나 있다. 

이진순: 돈이 싫은가? [...] 

김민기: 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지, 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 

그 게 하는 순간 그게 고용이 되거든. 그러면 그쪽에서도 돈의 논리 

때문에 나한테 (상업성 있는) 작품 내용을 요구하게 된다고. 근데 나는 

그 돈 벌겠다고 내용을 그 게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지. [...] 

이진순: 그래도 계속 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지 않나?

김민기: (언성 높이며) 내 목표는 더 이상 빚낼 수 없어서 문 닫을 때

까지 그 짓을 하는 거다.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지. 이건 피할 

수 없는 내 팔자야.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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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떠나서! 낫살 먹은 놈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지.

“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은 김민

기의 항 정신을 잘 보여 다. 한 “문 닫을 때까지”하는 것이 “팔자”

라는 김민기의 발언은 이것이 그에게 단순한 항을 넘어서는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한편 자본주의를 넘어 보다 높은 차원의 총체성에 한 항은 80년

에 한 김민기의 회고에 잘 드러나 있다. 

김민기: 80년 를 횡행했던 기계론 인 조직 논리는 생래 으로 나와 

맞지 않았다. [...] 노래엔 음악 내면의 고유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극단 인 이념 틀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은 국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 나의 엔 모든 것이 못마땅했다. 작게는 노랫말 하나를 다

루는 자세, 즉 낱말 하나하나마다 정서의 빛깔이 다른 것인데 그런 것들

을 하찮게 여기는 것, 크게는 다양성에 해 인정하지 않는 태도, 가령 

일상 인 소재는 나른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들이 그 다. 얼마나 공

허한가(강헌, 2004: 517).

김민기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

이 자본주의든 문화운동이든 끊임없이 항하 다. 김민기의 이런 태

도는 1980년  학생운동권으로부터 “지식인  나약함”, “개인  상념”

이라는 비 을 받았다(이헌익, 1998). 그러나 이것은 김민기의 항 

상이 정치나 경제 체제가 아니라 더 근본 인 차원의 총체성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생겨난 결과이다. 즉 김민기가 궁극 으로 지향

하는 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총체성에 한 

항인 것이다. 김 명(2004: 499)은 김민기의 노래에 하여 “그의 노

래에서 들리는 것은 삶의 박한 신음이며 혼의 애처로운 속삭임이

다. 그의 노래 안에 들어 있는 많은 말과 곡조는 민주와 독재, 반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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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라는 도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언 하 다. 다시 말하면 김

민기의 <아침이슬>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넘어서는, 더욱 근원 인 물음에 답하는 숭고한 사건인 것이다. 

5. 나가며

지 까지 스키마 이론과 리오타르의 숭고 개념을 이용하여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살펴보았다. 신 (2004: 320)은 음악가로서 김민기에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그런데 정작 음악인으로서 김민기는 한국에서는 차 잊 져 가고 있

는게 아닐까. [...] 한 세 에게 요한 인물로 남아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다른 세 에게는 무지와 무 심의 상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

이 아닐 것이다. [...] 그의 노래들이 ‘흘러간 유행가’가 아니라 ‘불멸의 

고 ’이라는 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 지만 ‘고 ’이라

는 단어 자체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제한다면 이런 동의의 이면은 ‘한 

시 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신 의 평가를 이해하기 해

서는 고 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 은 오래되었음

을 제로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반복되는 경험을 의미한

다. 즉 세 에 따라,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은 여러 세 에게 보편 이라는 뜻이다. 

리오타르의 숭고도 거 서사에 항하기 한 필수 인 요소라는 

을 생각하면 이것 역시 인간에게 반복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어느 시 나 소수의 술가들은 당시의 지배 인 습에 하여 끊임

없이 항하 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어법을 구축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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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고 에 하여 이 게 이해할 때, 본 논문에서처럼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18세기 서유럽 음악을 설명하는 스키마라는 에서 해

석하고, 이를 통해 리오타르의 숭고의 개념에 연결시키는 것이 그 게 

어색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시 와 장소

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공통 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

게 남은 것은 김민기의 <아침이슬>과 같은 사건들에 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다양함을 받아

들이며 더 이상 공허해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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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Min-ki’s “Ach'im isŭl”: The Sublime Music

Yongsik Kang

(Adjunct Professor in Music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Ach’im isŭl” by Kim Min-ki from the viewpoint 

of sublime. Despite the great respect it has received in Korean popular music, 

the musical aspects of this song have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and 

its meaning has remained vague. To solve these problems, I used schema 

theory by Robert Gjerdingen and the concept of sublime by Jean-François 

Lyotard. By reducing melodies, I determined the principal notes which I 

interpreted in terms of Schema theory. By this procedure, I recognized various 

schemata in this song, such as Romanesca, Prinner, Fonte, Monte, Heartz, 

and Do-Re-Mi. Based on this observation, I argue that this song shares the 

same social and cultural connotation of sublime with these schemata. I also 

discovered that Kim Min-ki’s viewpoints on arts can be easily conceptualized 

into Lyotard’s sublime. To reveal this point, I read his interviews in terms 

of Lyoatrd’s ideas such as terror, event, and the resistance against totality. 

As a result, I claim that Kim Min-ki’s “Ach’im isŭl” is a sublime event that 

answers fundamental questions which are beyond our daily life.

Keywords: Kim Min-ki, “Ach’im isŭl”, Sublime, Music, Schema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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