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랑"의 디자인 모티브화 연구
한국인의 전통조형의식에 관한 연구U

Research of "Arirang as Design Motive

1998. 12.

k；fV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OREA INSTn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한국인의 전통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n

〃아리랑“의 디자인 모티브화 연구

1998. 12.

kidp 한국산업디자인진흉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목 차

I • 연구 개요 一…… ------------------- 2

n. 연구 목적 3

m. 연구범위 및 방법 ------------ - - 5

IV. 문화의 의미와 전통 조형의식의 중요성 ---------- 7

1. 문화의 의미

2. 문화의 특성

3.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현대의 미의식

V. 아리랑의 역사와 의의 13

1. 아리랑의 역사

2. 아리랑의 의미

3. 아리랑관련 문헌

4. 아리랑의 변천과정

5. 아리랑의 위상

VI. 아리랑 이미지 기초 설문조사 및 분석 -----------  33

1. 조사 범위 및 연구 방법

2. 조사 내용의 종합 분석

3. 종합 분석 및 제언

vn. 한국 전통의식과 아리랑의 정서 43

1. 한국인 정서의 배경

2. 전통 조형의식

3. 아리랑 정서의 특징

VB. 생활 문화 속에서 보여지는 아리랑 -----------  68

1. 생활 문화 상의 아리랑

2. 아리랑 구성에 따른 분석

3. 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 사례 분석

4. 대표적 정서와 상징의 아리랑 이미지

IX. 아리랑의 상징 이미지 시각화 종합 제언 80

1. 기본구조 중심의 시각화 사례

2. 민족의 대표적 상징성의 사례

3. 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 사례 연구

참고문헌

-1





I. 연구 개요 

그 나라의 문화 자체가 곧 상품으로 연결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라 

는 개념의 사회속에서 기존의 읽고 판단하던 시대에서 

보고 판단하는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고유의 '한국적', '한국성'이란 의미는 세 

계화, 동질화, 독창성, 개성 그리고 일일문화권, 공동생 

활권이란 현대사회의 특징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 

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오천년의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문화 

적 유산을 남기고 이 속에는 민족의 얼과 정취를 간직 

한 채 현재의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남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한국인의 전통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 

서 우리 문화유산에 남겨진 여러 요소 가운데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오며 우리 생활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내재된 의식을 쫒아, 잃어버린 우리의 정 

체성과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만의 진정한 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써 1차년도에 이어 국제 사 

회에서 우리 문화나 전통을 알리는 한국의 얼굴로 상징 

시되어 왔던 아리랑의 의식과 생활속에서 표현되어 왔 

던 이미지에 대해 현재까지 변천해 오는 동안 어떤 의 

미로 활용되었으며 그 역할이 무엇이었던가를 고찰하고 

나아가 현대 디자인에의 응용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 

록 유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올바른 우리 것을 찾는 직업의 의의는 우리 민족의 긍 

지와 자부심, 주체성을 확립하여 민족간의 유대를 강화 

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외부 세계에 올바로 알리고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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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한 시대의 문화란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물질문 

화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속에 

투영됨으로써 일반인의 삶의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것 

이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서구 문화의 난립속에서 고 

유의 정신 문화를 잃어가고 있으며 모든 가치에 있어서 

서구의 물질 문화가 선행되어 우리 고유의 정신 문화를 

왜소하게 축소시키는가 하면 아예 잊어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종합' 일치 사상인 우리 고유의 정서 

회복을 통하여 현대의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자세를 

재정립하고, 서양의 강력한 물질 문명에서 어떻게 우리 

문화를 회복할 것인가와 생활속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수많은 조형물에 이를 어떻게 반영시키고 응용하여 한 

국적 맛과 멋을 드러낼까를 연결시키는 것은 실로 중요 

한 일이라 하겠다.

미술사학적으로 '조형의식', '한국의 미의식'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이름으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의 전통 미술을 다루는 학 

자들이나 관련인 들에의해 주로 학술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디자인 분야와는 보는 관점이나 다루는 

시야의 차이로 인하여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변을 맴도는 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현 

실적으로 디자이너들의 공감대를 얻어 활용하고, 자연 

스럽게 우리 생활B문화와 디자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본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한국 전통의식의 접근이 필 

요하였다. 특히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 확립, 올바른 

전통 문화의 현대 접목, 한국적 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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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 향상, 한국 문화의 세계화 추구라는 목적을 가 

지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존하는 대 

표적 민족 상징물로서의 아리랑을 택하여 무형적인 대 

상이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되어 우리민족의 의식을 대 

변하여 왔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과 현대 디자인의 시 

각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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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구범위 및 방법 

어느 시대이든 인간의식의 결정체로 남아지는 것은 예 

술적 산물이라는 점을 대부분 긍정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어떤 환경적 제한조건에서 

도 자유롭게 표현했었음을 현존하는 여러 형상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노래라고 할 대표적 상징물이며, 

아리랑이 지닌 기본 줄기는 삶의 소리, 사랑의 노래이 

며, 극복을 향한 열린 소리인 것이다. 아픔과 기쁨, 갈 

등과 화해, 어둠과 밝음이 섯거치는 '삶살이'속에서 부 

닥쳐지는 현실과 현상들을 사랑으로 감싸서 부른 소리 

와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며 그 밑바닥에 흐르는 따스한 

휴머니스트의 정서와 맥박치는 힘줄기와 한 민족의 원 

형인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민족사학적, 문화적 고찰이 되지 않는 

범위로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아리랑의 의미와 역 

사는 물론 우리의 전통과 역사속에서 어떠한 의미로써 

표현되고, 변환되어졌는지를 시각언어적 상징 차원에서 

시각자료에 의한 상징성을 고찰하고 상징성의 미적 표 

현방법과 의미분석, 의식주에 나타난 상징성의 실증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적 정체성의 의미를 확실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족 상징물과의 상관성과 시각 언어적 상징 

물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진행하였 

다.

첫째, 한국인의 조형의식과 아리랑의 상징성 표현을 연 

구하기 위해 아리랑의 역人卜 의미, 의식 표출방법에 대 

한 실태를 문헌자료를 통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둘째, 상징성의 미적 표현방법과 의미의 분석을 위해 

아리랑을 표현한 역사적 자료들을 종합, 수정하여 대표 

적인 상징의 국가적 Identity와 이미지를 추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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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리랑에 대한 일반적 사고는 어떠하며 연상되는 

이미지를 조사코자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하였으며

넷째,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시각 표현물들의 상징적 특 

성을 추출함과 더불어서 아리랑을 주제로 캐릭터를 개 

발하여 연구 적용사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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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문화의 의미와 전통문화의 중요성

1. 문화의 의미

문화란 말은 본래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준말로, 문명 

이란 말은 문채（文采）가 나고 밝다는 말이며, 개화 역 

시 인지（人智）가 열려 사물을 보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은 사물이 지니는 복잡한 의미 내용들을 

사람의 마음에서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한문적 용어에서는 문화와 문명은 동일한 

말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에서의 문화（culture）와 문명 

（civilization）은 어원을 달리하는 상이한 개념이었다. 

즉 영어의 culture는 밭을 경작한다는 말에서 유래하 

여, 배양, 훈련, 수확 등 농업 행위와 종교적 의식 등의 

종교 행위, 나아가 의미확장을 통해 인간정신의 적극적 

계발을 뜻하다가, 18세기 후반에 와서는, 한민족의 '삶 

의 방식 전체'를 내적으로 형성하는 '정신'을 윤곽짓거나 

일반화하는 명사로 탈바꿈했다.

한편 영어의 civilization은 도시의'라는 말에서 유래되 

어 도시화 내지는 도시생활의 물질적 개명（開明）을 표 

현하는데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문화는 각 인간 집단이 역사적으로 생산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핵（中核）을 이루는 것은 심볼의 체계 , 특 

히 가치관이다. 문화는 행동의 소산이지만 동시에 행동 

을 규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화는 대부분 

전래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에 대해서 끊 

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현재, 미래와의 관계를 알아보 

려고 한다. 다시말하면 문화란 한 시대에 걸쳐 지속적 

으로 행해지고 공유되어 온 하나의 행위양식을 말한다. 

문화란 행동이나 물건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물건 자체 속에 표상되는 것이라는 점이며, 그 포괄성 

과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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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의 특성

문화의 기능은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인간의 내적 및 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성

문화란 그 사회 전체가 채택하고 그 공동체가 선호하여 

결정한 형식으로 집단의 행동양식을 따르며 집단 구성 

원들에 의해 공유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들과는 다르게 그들 문화에 반응한 

다.

2) 문화는 후천적이며 학습되며 역사적으로 누적되고 

함축됨

먹고 자고 하는 본능적 행위를 문화라고 하지는 않는 

다. 문화는사회화의 과정으로 비유전적 수단에 의해 습 

득되는 학습된 반응이기 때문에 알려진 사실보다는 알 

고 있는 사람과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태어난 사 

회에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활습 

관, 도덕, 언어 , 이념 등을 배우게 된다. 이와같이 기존 

의 유형화된 문화적 전통속에서 끌어들이는 문화 학습 

과정을 문화화라고 하며 이러한 문화는 사회적 유산으 

로서 전승된다.

3) 문화는 하나의 전체를 이룸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가족, 친족, 

가치관 등 수 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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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작위로 또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 관련되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을 하면서 하나의 전체 또는 체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4) 문화는 항상 변함

문화는 본래 그대로 변화없이 전해지지 않고 부단히 변 

화하면서 전승된다.

문화가 변하는 현상을 '문화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동의 요인으로는 장소, 지역, 시대, 해당 지역주민의 

가치관, 종교, 생계방식, 인구의 증감, 기술공학의 진 

보, 자원보존의 변화 등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외부적 요 

인으로는 문화간의 접속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의 전파나 

문화접변을 들 수 있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발명이나 

발견 등으로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 확산, 혁신, 수용 

을 거쳐 연쇄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 

간 문화의 비교적 빠른 성장은 차용 혹은 전파에 의존 

하고 있다.

5) 다양성 추구

인간은 문화라는 수단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각 

각의 환경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문화가 존재한다. 이 

것을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좌우되므로 지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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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자적 생명성 

문화는 구성원의 교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존속되며, 독 

자적 생명성을 갖고 있다.

7) 문화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을 풍부하게 함

이것은 정신적인, 심미적인, 기질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또는 방어적인 욕구들을 포함한다. 인간 자신 

의 욕구와 관심은 독특한 산물을 창출해내며 다양한 문 

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재료 

를 공급하기 위하여 문화는 외계의 자원을 철저하게 이 

용한다. 이렇게 문화는 인간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내 

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근원인 동시에 삶에 대한 관련을 

매개로 함으로써만 유기적이고 구체적 구조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는 사회집단 특히 민족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특유한 구조적 통일성을 이 

해할 수 있고 문화의 존재 성격도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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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현대의 미의식

문화는 삶의 한 양태이며, 삶의 한 형식이며, 삶의 방법이 

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며, 삶과 문화의 발전은 반드시 그 정신적 바탕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의 발전과 인간의 정신적 양태 

가 괴리되는 현상을 문화지체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은 전통적으로 관습화된 정신적 

구조의 급격한 변동에서 초래되는 것인데 그것은 외래 

문화의 충격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흔 

히 사회학에서 '아노미'라고 하는 괴멸현상이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서구문화의 충격속에서 정신문화를 

잃어가는 문화적 아노미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문화 

는 반드시 정신문화가 바탕을 이루어 물질문화가 발전 

함으로서 삶의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역으로 서구의 물질문화가 선행이 되어 정신문화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전통 문화의 계승과 회복은 우리 삶 

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어나가 

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다.

다만 이미 상실되고 손상되어 버린 우리의 문화 유산의 

정신적 근원이 이제 현대 서구 문화와 어떻게 접목하여 

세계화의 추세에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전체의 과제 

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문화의 현대적 적용에 대하여 다소의 적극 

성을 띄고 있으나 전통 문화와 미의식의 근저에 있는 

정신의 본질적인 이해는 도외시하고 표피에서 보여지는 

시각적 결과물의 차용이 전통 문화의 계승인 양 착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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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히려 진부한 양상으로만 보여지게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우리 문화의 근원적 원형과 이에 나타난 미 

의식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현대 조형의식과 

흐름을 같이하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 

되어질 필요성이 크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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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의 역사와 의미

1. 아리랑의 역사

한국과 한국인을 표상하는 아리랑이 언제부터 존재했는 

지 그 연원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더우기 아리랑은 민이 관을 의식치 않고 지어 부른 것 

이므로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생성되고 전파되고 

변용되었는 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제도 

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아리랑은 개인（민）에서 개인 

（민）으로 전승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다수로 커지면서 전승 되었고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자 

연히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대부분이 민중이 중심이 되 

는 문화는 무명씨（無名氏）, 실명시］（失名氏）라는 이름으 

로 전해져오며 주로 구전의 형태를 띈다. 사회의 통치 

세력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민중문화를 저급하게 취급 

하고 무시하여 기록으로도 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 논의되고있는 아리랑의 연원설 

（淵源設）이 유추설（類推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① 낙랑（樂浪）시대 : 낙랑 음전설（音轉設）

② 삼국（三國）시대

- 신라（新羅）초기 : 알영（關英） 음전설

- 고구려 （高句麗）중기 : 아리수（阿利水） 음전설

③ 고려말（高麗末）시대 : 전오설（全五設）의 아라리설

④ 조선（朝鮮）시대

- 조선중기 : 중종（中宗）조, 남사고（南師古）의 아 

리료裡） 랑설

- 조선후기 ： 대원군시대의 아난량설 등

⑤ 근대（近代）시대 : 개화기（開化基） 전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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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랑의 의미군 - 어원과 어의

한국인 모두는 아리랑을 잘 부를 줄 알면서도 그 말뜻 

은 잘 모른다. 한국과 한국인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대 

표적인 노래로 아리랑을 손꼽고, 또 제2의 애국가로까 

지 인식하면서도 그 뜻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아리랑의 의미에 대해서는 꾸준히 고찰되고 있지만 아 

직까지 이렇다 할 정설（定說）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 

헌적 근거가 없어 유추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구비문학 각 쟝르의 원천적 의미와 사상을 과학 

적인 방법으로 정확함을 찾는다는 것은 속성상 불가능 

하다. 오히려 그 근접한 것을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 

다고 본다. 다음은 제시되고 논의 되어 오는 아리랑의 

어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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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갑 정리〕

번호 학설 요지 고증방법 발생시기 해석의 태도 학자

1 후렴 設 助興의 구실 例示 古代 固有語的 해석 任東權

2 아린設

女眞語의 

'아린'（故鄕） 에서 

유래됨

비교언어학적 

방법
古代 固編吾的 해석 李圭泰

3 卵郎（알랑） 설
童男 總角 혹은 童女 

處女의 뜻

古語에 의한 

类雕적 방법
中古代 固有竟吾的 해석 崔載億

4 아리다設

알흐다알히 다아리 다. 

즉〔아리+ 己 +앙〕에 

의한 아린 고개

古語에 의한 

類推說
朝鮮中風 固有語的 해석 元勳義

5 樂浪 （아라） 설

樂郎에서 南下하는 

交通路의 관문인 

，아라，의 轉音

歷史的 사실에 

의한 類推說
古代 地名的 해설 이병도

6 關英（알영） 설

關英井 및 關英川에서 

유래된 朴赫居世의 

이름 '알영'의 轉音

三國遺事 및 

三國史記를 

근거로 한 

전설에 의한 

類推說

古代 固有語的 해석 金志淵

7 阿娘설 ，아랑，의 轉音
傳說에 의한 

类朧說
中古代 漢字的 해석 金志淵

8 我«爲兌
妻와 離別을 슬퍼하는 

뜻에서 유래됨

傳說에 의한 

类頁推說

近代 

（大院君時）
漢字的 해석 김재수

9 아리 嶺설

当아리 

얼어리 

올오리 

울우리

地名에 의한 

文獻白勺 고증
古代 漢字的 해석 梁柱東

10 我耳龔설
'나는 귀가 먹었다' 

에서 유래됨

傳說에 의한 

類推說

近代 

（大院君時）
漢字的 해석 南道山

11 擬讎說

가정을 떠남의 

어려움을 읊음에서 

유래됨

傳說에 의한 

类朧說

近代 

（大院君時）
漢字的 해석 姜大壕

12 俄.美. 日.英•설
俄.美• 日•英을 경계 

하자는데서 유래됨

傳說에 의한 

類推說

近代 

（大院君時）
漢字的 해석

일본학 

자

13 兒郎偉설 口碑的 방법 中古代 漢字的 해석 이능화

14 알리오（아리오） 설 口碑的 방법 古代 固有語的 해석
정선설 

화.

15
'알아리요'의 

알 （卵）

근원적인 것, 

核心으로서의 알（난）

古語에 의한 

類推적 방법
古代 固福吾白勺 해석 徐廷範

16 啞而嚼兌 벙어리며 귀머거리 口碑•的 방법
近代 

（大院君時）
漢字的 해석 權相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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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的으로 가장 많은 명칭은〈아리랑〉이다. 사리랑은 

기존하는 아리랑에 대한 의도적인 변음（變音）으로 볼 

수 있다. 아리랑, 아리릉, 아르릉, 아르렁 등도 지역적 

방언과 더불어 같은 성격의 변음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아리랑의 의미는 여러갈래의 줄과 고리로 이어져 있다. 

거창한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고도의 철학적 사유와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아리랑은 제대로 배우 

지 못한 민중들의 소유이기에 그럴 능력이 없거나 미약 

할 수 밖에 없다.

아리랑의 의미군에서, 첫째 아리랑이 지니는 메세지적 

의미로는

① 조국애가 담긴 민족의 노래

② 동포애가 담긴 겨레의 노래

③ 천불의 세계로 가고 싶은 소망의 노래

④ 어머니 품속같은 고향의 노래

⑤ 정서와 사유 그리고 생활의 애환이 담긴 정서의 노 

래로 집약된다.

둘째 정신사적 의미로는

① 가능성이 엿보이는 소망

② 불가능성에도 후퇴하지 않는 끈기있는 소망 정신의 

기대

③ 밝음으로의 지향과 추구로 결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음

아리랑은 무질서와 질서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틀 위에 

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들, 즉 〃백과사전적인 의 

미군〃들을 모두 홉인하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진지하고 

허식이 없다. 기교가 배제된 기층언어로 토속적인 소박 

성을 있는 그대로 형용시킨 민중들의 문화인 것이다.



3. 아리랑 관련 문헌

민요의 성격상〈아리랑〉은 그 기원을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田〈아리랑〉또는 

그와 유사한 음이 나타난 문헌은 18세기 중엽의〈만천 

집…1790년에 건행된 만천 이승훈의 유고집〉중 아롱가 

정도이다.

■ 우리의〈아리랑에 관한 기록

- 南師古(1509〜1571)의〈格*遺稿〉속의 '甲乙歌'… 16c 

조선초기 중엽 처음으로 조명된 最古의 문헌 기록 

황현의〈매천야록〉(1900)의 기록

- 이광수〈民謠小考〉(조선문단」924・ 12)

1920년대 아리랑에 관한 논의이며 여기에는 아리 

랑은 뜻이 없고 음조의 좋은 것을 취하며 예전부 

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설명됨.

■ 외국의〈아리랑〉에 관한 기록

- 1896년 (Korea repository〉라는 잡지에 H.B. 

헐버트란 선교사의 

〈아리랑에 관한 기록이 있음.

(Korean Vocal Music〉이란 글에 소개된 영문 

가사

Ararung ararung arario

Ararung olsa paiddidra

Mungyung Saichai Paktalnama 

Hongdokai pangmaingi tanakanda

영문과 함께 기록된 우리글 후렴구 

아르랑 아르랑아라 

아르랑 얼싸 배띄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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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헐버트의 가사와 덧붙인 설명

“이 노래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중략) 

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노래는 3520여 일간 

지속되어 왔으며, 1883년에 대중적 애호를 받 

게 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중략) 나는 어 

느 누구도 그 이상 정확한 숫자를 밝혀낼 수 없 

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가락은 즉흥곡의 명수인 

조선인에 의해 수많은 즉홍곡으로 대체되었刁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렴은 변하지 않고 쓰인 

다. ”

- 노부오(信夫浮平-일본인)의〈조선반도〉(1901)

- 선교사 알렌의〈Things Koreans)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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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리랑의 변천 과정

1) 아리랑의 지역별 특색

(1) 정선 아리랑

구성진 가락이 애절하게 넘어가는 정선아리랑은 침울한 

분위기와 느린 곡조의 경향이 보여지며 타지역의 아리 

랑에 직 •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 다른 지역 

아리랑보다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즉홍성이 

돋보이며, 설화적 모티브가 강해 더욱 그 정통성을 인 

정받고 있다. 정선 아리랑의 기원은 약 500여년전 조 

선 창건을 반대하는 고려 충신들이 정선에 은거하며 불 

사이군(不事二君)의 자세로 한과 고난을 노래한 것이 처 

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역사 지리적 측면에서 보아도 전통구조를 지속시 

킬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정선 지역에서 꾸 

준히 구전되어 오던 정선 아리랑은 육로와 수로의 형성 

과 더불어 태백산맥 지역과 그 양쪽인 영동, 영서를 합 

친 강원도 전역과 경기도 여주, 이천을 포함한 서북부 

일원, 충청북도 일원 그리고 경상북도가 포함된 일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2) 춘천 아리랑

夕 〈정선 아리랑〉가사와〈춘천 아리랑〉가사를 비교해 보면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가사의 일치함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먼저〈정선 아라리〉 

와〈춘천 아리랑〉이 밀접한 연관성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이 인접한 것으로 보아 그 전파 성격은 '직접적' 인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정선 아라리〉는 민중의 생활속 

에서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사 없이 널리 

불려졌다. 정선사람은 누구나〈아라리〉를 부를 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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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정선 아라리〉가 그들의 독자적 징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 믿음은 정선군민들의 의식속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와서〈아라리〉는 바로 정선의 것 

임에 틀림없다

(3) 원주 아리랑

〈춘천 아리랑〉과〈정선 아라리〉가 '직접적' 전파 성격을 

띄는 것처럼〈원주 아리랑〉과〈정선 아라리〉역시 가사 

면 에서 일치한다.

(4) 강릉 자진 아라리

〈강릉 자진 아라리〉에는 횡성, 평창, 인제의 예를 들 

수 있고 명주, 학산 의 노동요까지 포함한다. 또한〈정 

선 아라리〉와 '직접적' 교류 관계가 성립되며〈정선 아 

라리〉와 비교해 보면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다.

(5) 충북 중원 아라성

그 명칭의 유사성 외에도〈충북 중원의 아라성〉은 '아라 

성'을 후렴 본사 부분에 쓰고 있는 모심기 기능요이며, 

기능 면에서 뚜렷한 농경성과 강원도 지역 아리랑의 가 

락적 영향을 엿볼 수 있는데 청원 지방의〈아리랑〉, 충 

주 지방의〈아리랑 타령〉, 괴산 지방의〈아리랑〉, 제천 

지방의〈아리랑 타령〉, 옥천 지방의〈아리랑〉, 영동 지 

방의〈아리랑 타령〉의 예로 알 수 있다. 중원 아라성에 

서 농경성, 다시 말하면 기능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단 산악지방에서 평야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농경이 소규모 경작에서 대규모경작으로 변 

모하게 되고,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아리랑의 성 

격이 개인의 창에서 집단의 창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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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집단의 창으로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소리 

가 고정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 

다.

(6) 울릉도 아리랑

1882년 (고종 19년) '울릉도 개척령'에 따라 1883년 

57명의 개척단이 상륙하여 그 전■에 잔존하던 100여명 

소집단과 더불어 섬을 개척했다는 기록이 울릉도 역사 

에 나타난다. 따라서〈울릉도 아리랑〉은 그 한 지역만 

의 아리랑 역사를 추적할 수 있다. 대부분 경북에서 이 

주해온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경북 방언을 쓰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울릉도 아리랑〉은 강원도 지역, 

특히 정선 아리랑과 유사하다.

〈정선 아리랑〉과〈울릉도 아리랑〉이 울릉도화된 것은 

경북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특이한 경우를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울릉도 아리랑〉은〈산악의 아리랑〉이 '간 

접적' 전달 경로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7) 밀양 아리랑

위에서 언급했던〈정선 아리랑〉과 춘천, 원주, 강릉, 중 

원, 울릉도 아리랑과의 직접적 연관 관계를〈밀양 아리 

랑〉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약간 무겁고 침울 

하다고 할 수 있는 강원도 풍의 아리랑과〈밀양 아리랑 

〉을 비교하다 보면〈밀양 아리랑〉특유의 섬세함과 쾌 

활함, 그리고 '아랑 설화' 영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밀양 아리랑〉특유의 가락을 접 

하고 있노라면 강원지역 아리랑과 지리적 근접성에 의 

한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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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밀양 아리랑〉의 기본 선율은 '라 도레미솔' 오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상도 민요는 강원도 

보다 대체로 빠르다.〈밀양 아리랑〉은 울산 아가씨, 쾌 

지나 칭칭, 뱃노래, 튀전 타령, 담바귀 타령 등과 함께 

이 지방 통속 민요로 분류되고, 전통민요로는 각 지역 

마다의 모심기 노래, 논매기소리, 보리타작 소리, 나무 

꾼 신세타령, 산유화(메나리) 등이 있다.

(8) 진도 아리랑

남도 특유의 선법과 창의 세련도가 유독 돋보이는〈진 

도 아리랑〉은 어떤 아리랑 보다 세련된 것으로 보여진 

다. 또한 '응-응-응' 하는 콧소리는 이 지방 흥타령에서 

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지역의 독특한 면모를 유 

감없이 발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진도 아리랑〉은 이른바 육자배기토리에 속하고 세마치 

장단이며 선율은 시나위형으로 중머리 장단이고 그 타 

령은 가락과 멋에 의한 독특한 흥취가 있어 창자에 의 

하여 즉홍적으로 가사가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홍겨 

운 멋을 간직한 애절한 한이 깃 들어 있는 비애의 사랑 

을 승화시킨 노래로 격렬하게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 등의 독특한 창법이 타지방의 아리랑과 쉽 

게 구분된다.〈진도 아리랑〉은〈밀양 아리랑〉과 마찬가 

지로 그 지방 특유의 가락과 가사가 일부 강원도 아리 

랑의 영향이 있지만 독자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태백산맥에서 이어져 온 아리랑은 진도 지방에 와 

서 그 지방 속요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도 아리랑〉역시 산악 아리랑의 '간접적' 영향을 받는 

다. 왜냐하면 아리랑의 일반 틀은 여기서도 그대로 고 

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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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 우도 잡노래

제주〈우도 잡노래〉가 제주에서 전혀 보편화된 노래가 

아니고 제대로 정착된 흔적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바는 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또 하나의 고립지대에서 아리랑은 어떤 방식으로 수용 

이 되고 단기간에 어떤 형식으로 변형되는가 하는, 일 

종의 단기 실험 장소의 제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도와 밀양 두 아리랑이 한 노래에 적용 

되었고, 이 특이한 형태가 우도 내에서 다시 변형한 사 

례가〈우도 아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노래가 어 

떤 노래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 우도의 이 

혼합형 아리랑은 2개의 아리랑이 한꺼번에 반죽된 특이 

형태이며 그 형식 또한 일반적인 아리랑 개념에서 크게 

벗어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능(노동성) 

은 진도, 밀양, 강원도 아리랑에 비해 더 약화되어 있 

다.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노래이 

기 때문에 재미 삼아 부르는 것이지 더 이상의 어떤의 

미를 찾기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렇게 길고 잡다한 아리랑의 접합을 꾀하기는 힘들기 때 

문이다.

따라서〈우도 잡노래〉는 일단은 강원도 지역 산악 아리 

랑의 직접적 영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대신 

에 밀양. 진도 두 아리랑의 의식적인 결합 형태라고 생 

각된다.

(10) 경기, 서울 아리랑

일반적으로〈경기 아리랑〉과〈서울 아리랑〉은〈경기 아 

리랑〉,〈본조 아리랑〉등으로 달리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 둘을 하나의 아리랑권으로 묶어 생각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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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리랑〉의 핵심은 역시 서울 인접 지역, 특히 여 

주, 이천, 안성 등 농경성이 짙은 지방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소위〈본조 아리랑〉이라고 불리는〈서울 아리 

랑〉이 불려진 서울지역은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주 

산업기반이 2.3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아리랑이 발전하기에는 다소 적합한 환경이 조 

성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의 하류계층에서 

성장된 잡가의 영향을 결코 배제시킬 수 없다.

〈경기 아리랑〉은 진도나 밀양, 충청 아리랑 등과 전달 

관계를 따질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경 

기지방의 아리랑은 강원도 산악의 아리랑으로부터 그 

모습 그대로의 노래를 전달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고정되면서 아리랑이 

비로소 '전국적' 노래로 확산되는 주요 무대가 되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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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접적 경향

-•►간접적 영향

경기 

아리랑

- 경기 인근지역 잡가

2） 아리랑의 변형과 정착

____________ __ …匚
강원도（산악） 아리랑

A 즉흥부 위주의 아

리랑（고정부의 기

거의 없음）

정선 아리랑 - 대채적으로 느린

템포와 침울한

이 미지

춘천 

아리랑

원주 

아리랑

강릉 

자진아리랑

（정선아리랑 + 명주 
替산노동요）

+ 강원、리랑

I
- 여러 역사적 사진과 더불어 코정

I

되면서 전국적 노래로 확산됨 I

- 강원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의

완층 역할 충북

- 아리랑의 기능성（농경성）강화 중원아리랑 밀양

- 받는 소리가 고정됨

진도

- 강원 가사 일부 + 독자성 아리랑

울릉도

아리랑

- 산악 아리랑（정선아리랑）이

경북인에 의해

특이한 사례

울릉도화된

아리랑 - 전체적인

쾌활하게

경향이

섬세함

- 아랑 전설의 영향을

받음

- 영남지역 통속민요

의 가락

제주 - 진도. 밀양 아리랑의

우도잡노래 의식적 결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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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리랑의 위상

현재 아리랑은 일부 국악인들에 의해 이따금씩 불려지 

고 있으며 변형된 형태로서 아리랑이 일부 가수들에 의 

해 어쩌다 불려지고 있다. 해방에서 1970년대까지는 

일부 가수들에 의하여 〃아리랑 목동〃, 〃아리랑 맘보〃같 

은 가요가 불려졌으나 지금의 가요에서는 그 자취를 찾 

아보기가 어렵게 됐다. 결국 아리랑의 노랫말과 가락은 

인쇄매체와 녹음, 녹화테입에 담겨 일부 전문인들에 의 

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민요 

아리랑은 그 일부가 현대적 가요 아리랑으로 선택적으 

로 변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가슴 벅찬 국가적, 

국민적 계기가 생기면 아리랑은 예외없이 되살아난다.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영광의 금메달 

을 따게 되면 아리랑은 예외없이 합창된다. 애국가가 

무색할 정도로 목놓아 부른다. 선수, 임원, 해외동포들 

은 일심동체가 되어 소리 높여 아리랑을 열창한다. 평 

상시 잠자고 있던 아리랑이 국가적인 영광을 얻을 때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랑이 무엇이길래 때만 되면 부르고 그 때 

가 지나면 잠자는가, 아리랑의 현주소를 국내와 국외별 

로 살펴서 그 실상과 위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국내에서의 아리랑

한국인이면 누구나 아리랑을 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한국인은 아리랑을 즐겨부르지 않는다. 서구 음악에 밀 

려났기 때문이다. 더우기 젊은 층은 시대감각에 뒤떨어 

진 본인들과는 별개의 노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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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중년층은 10세 전후의 어린 시절에 일제시 

대를 보냈고, 초등학교 시절에 해방을, 중학교 시절에 

6.25전쟁을 만나는 역사적 소용돌이를 살아 왔으므로 

아리랑의 맛을 얼마쯤 안다. 전통문화에 대하여 막연하 

나마 몸에 남아 있어 아리랑을 깊이 사랑할 줄 몰라도 

버리지 않는 세대들이다.

50대 후반의 노년층은 아리랑을 사랑한다. 이들은 구한 

말 혼란과 아픔을 어렴풋이 알고 일제의 가혹한 침탈과 

박해를 뼈져리게 체험했으며, 여러가지 역사적인 체험 

으로 인하여 아리랑의 맛과 멋을 그 어느 세대들보다 

잘 안다. 아리랑이 지닌 정서와 사유성, 사회성과 역사 

성을 어느 정도 체험했기 때문이다.

(1) 정선과 아리랑 - 아리랑의 고향

1976년 정선군은 군민잔치로 제1회〈정선아리랑祭〉를 

개최한 이래 정선아리랑 가사집을 발간하고 해마다 아 

리랑제를 열면서 원형찾기와 보존, 새 자료 발굴정리에 

군단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7년 전국 최초로〈 

정선아리랑碑〉를 세웠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아리랑의 

즐겨 부르기 권장, 지도하고 있다.

1970년과 1976년에는 정선군, 아리랑제 위원회가 정 

선아리랑〃 음반을 제작. 보급했다.

1978.5.22〜5.26 영국 런던에서 열린 EBU주최 세계 

합창 경연대회에서 정선아리랑이 최우수상을 받아 전세 

계에 그 진가를 드높혔다.

경남 밀양에서는 밀양아리랑의 근원설화인 '아낭'의 넋 

을 추모하는 아낭제를 매년 음력 4월 16일에 연다. 이 

행사에서 아리랑 규수 선발대상도 갖고 있으나 밀양아 

리랑의 발굴과 보존에 대한 움직임은 전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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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에서는 1985년 진도아리랑타령 보존회가 탄 

생되어 원형보존운동이 활발히 일고 있다.

그외의 지역에서는 아리랑의 보존활동 등을 찾아 볼 수 

가 없다.

(2) 춘사 나운규의 영화아리랑과 그 주제가 아리랑

1926년 10월1일 나운규의 영화아리랑이 단성사에서 

상영됨으로써 전통민요 아리랑은 신민요 아리랑으로 그 

패턴이 바뀌면서 확 장기와 전성기를 맞는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주제가는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 

지고 있다. 종래의 민요아리랑은 영화아리랑과 그 주제 

가 아리랑에 힘입어 전 국민이 애창하는 신민요로서의 

유행가가 되었다.

영화 아리랑은 민요 그 자체에서 가사를 옮겨 왔을망정 

그곡 자체는 민요로서의 곡과 엄연히 다르다. 편곡이 

되어져 있어 종래 민요로서의 9/8박자가 아닌 3/4박자 

로 편곡된 아리랑이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이다.

아리랑은 2년 6개월에 걸쳐 전국 각처에서 상영되었다. 

전무후무한 신기원(新紀元)을 이룩한 장기상영이었口.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리랑은 왜 이토록 대단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까?

영화 아리랑이 한국영화사 최대의 문제작으로서 오늘날 

까지 그 평가가 변함이 없는 이유는 ① 아리랑이야말로 

민족의 비애와 불타오르는 민족정신을 형상화한 민족영 

화였다는 점, ② 나운규는 아리랑으로 그때까지의 한국 

영화를 높은 예술수준에 올려 놓았다는 점, ③ 그동안 

의 여러 가지 전설적인 문제가 이 영화를 통해 거대하 

게 보여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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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사 나운규가 영화 아리랑에다 투사시킨 정신사. 행동 

양식의 구심점은 ① 고유한 우리 민족의 향토적 정서의 

발현, ② 망국한의 한 풀이, ③ 민족의식의 고취, ④ 나 

운규의 사상을 영상적 농축으로 파악된다.

(3) 88서울올림픽과 아리랑 - 세계화로 향한 출발

곡이 비교적 쉽고 외국인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으며 한 

국민요의 가락을 전세계에 보다 널리 알릴 수 있기 때 

문에 올림픽 공식음악으로 조직위원회가 선정했다.

많은 민요 가운데서 굳이 아리랑을 선택한 의미적 이유 

중의 하나는 아리랑이 민족의 노래. 역사의 노래, 고향 

의 노래로서 한국인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라는 의식작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 

의 민중들이 주로 불러 온 아리랑이 이제는 국가적 차 

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그 위상을 공적으로 확실하 

게 인정받고 확보한 문화사적 이벤트가 창조된 것이다.

88서울올림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예술행사의 하나로 

'88 예술단'이 세계인과 한국인을 위해 창작 뮤지칼 〃아 

리랑 아리랑〃을 1988922〜23일 양일간에 걸쳐 국립 

대극장에서 그 막을 올렸다. 한국인은 물론 올림픽에 

참가한 온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2) 국외에서의 아리랑

(1) 중국속의 아리랑

연변의 아리랑들은 전통민요로서의 아리랑과 항일 저항 

언어로서의 아리랑 두 줄기로 대별되며, 이 양자 모두에 

게는 아리랑이 〃삶의 소리〃로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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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두줄기의 아리랑은 연변 곳곳에 살아 있다.

첫째로 661편의 민요가 채록된'민요집성'（연변인민출판 

사,1981）에는 정선, 강원도, 고성, 밀양, 진도, 청주, 곡 

산, 경상도아리랑, 긴아리랑, 어랑타령 등 약 32편의 전 

통 아리랑이 수록돼 있다. 다시 말해서 팔도아리랑이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연변에 팔도아리랑이 살고 있는 이유는 전국 팔 

도 출신의 강제 이민, 유민들이 그 옛날 자기 고장（고 

향）에서 부르고 듣던 당대의 아리랑을 되살려 내고 있 

기 때문이다.

이민, 유민 1-2세대는 자기네들이 직접 불렀고 그 이하 

의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 윗사 

람들을 통해서 익혔고 익혀졌을 것이다.

〃민요집성〃속의 아리랑들은 대부분1-2세대로부터 채록 

한 것들이다. 따라서 전통민요로서의 아리랑 원형성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으며, 변이된 가사도 적지 아니 나 

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는 전통성을 유지 

하고 있다.

（2） 일본속의 아리랑

일본속의 아리랑은 유학생들처럼 자의로 건너갔거나 강 

제징병, 징용살이 그리고 정신대로 끌려간 한인등에 의 

해 불려지고, 지어지고, 전파되고 심어진다. 따라서 한 

맺힘과 한풀이의 아리랑으로 자리 잡을 수 밖에 없었 

다.

고통의 나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한풀이로서의 아리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연속 속에서 아리랑은 알게 모르게 망향, 조국애로 승 

화（권장）되면서 당대의 민족정서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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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속의 아리랑들은 네 갈래의 힘줄기에 의해 그 힘이 

축적되고 적층되면서 그 시대의 어려웠던 생활을 가능 

케 했다.

첫째, 문예인 유학생들이 아리랑 활동을 전개한다. 김 

소운은 수필 〃아리랑 고개〃를, 유행가수 차규업은 최초 

로 일본 레코드에 〃아리랑 〃을 취입했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은 반도영화란 평가절하된 이름으로 일본에 잡 

혀온 징병. 징용. 정신대들을 선무하기 위해 상영했지만 

오히려 민족혼을 일깨워 주는 가역반응을 일으킨다. 이 때 

만해도 일본제국주의는 아리랑의 힘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저 늘상 접하는 민요로만 인식했기에 일본에서 알리는 

활동은 허용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리랑이 한민족의 혼 

을 일깨우는 민족의 노래, 조국을 되찾기 위한 저항과 대 

항의 메시지가 각인된 소리 매체 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급 

기야 아리랑 활동을 금지시키기에 이른다.

둘째, 일본 남양군도 강제로 끌려온 징병, 징용, 정신대 

들 이 아리랑을 애창함으로써 특히 일본인들의 머리와 

가슴에다 그 가사와 가락을 자연스럽게 심어준다. 그 

러다 보니 일본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리랑의 정 

서와 힘줄기에 빠져 그 힘을 배가시키는데 작용케 한 

다.

셋째, 1945년 해방이후는 재일동포와 일부 일본인들에 

의한 시와 음악의 밤, 콘서트, 영화 상영 등을 통하여 

아리랑을 소생 부활시키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들이 경 

영하는 상점의 이름, 많이 다니는 거리,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아리랑으로 명명하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의 삶 

살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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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의 예술단, 위문단, 연예인들이 자주 일본에 

건너가 아리랑과 함께 리사이틀을 갖고 위문공연도 함 

으로써 아리랑의 고리와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매어준다.

아리랑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부를 수 있었다. 가시적 

공간은 물론 비가시적 공간도 아리랑의 오브제가 되고 

모티브가 된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고통의 공간도 있고 

소망하는 꿈의 공간도 있다. 우주가 바로 아리랑의 공 

간이 된다. 살아가는 공간, 살게 해 주는 공간, 살아야 

하는 공간, 만나야 하는 공간 모두가 삶으로서의 터전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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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아리랑 이미지 기초 설문조사 및 분석

1. 조사 범위 및 연구 방법

1) 조사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아리랑에 관한 설문을 관련 

저서를 참고로 하여 기초 설문 항목을 작성하여 각 성 

별, 연령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으며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영 역 문항수 문항내용

1
아리랑 제반지식에 

대한 사항
4

• 아리랑에 대한 인식도 및 생활화 정도 파악

• 아리랑의 대표적 상징 이미지와 관련성 파악

• 아리랑 관련 브랜드에 대한 경험

2
아리랑 시각화 작업 

고려요소 사항
3

• 대중 문화와 아리랑의 접목관계

• 국제화시대와 아리랑의 관계

• 아리랑의 시각화 활용 여부에 관한 내용

3 일반적 사항 2
• 연령

•성별

조사대상은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 민국에 거주 

하는 만15세 이상의 남녀를 기준으로 하였고, 조사 방 

법은 대상자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피 

하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조사 인원을 고르게 선정 

했으며, '98년 10월 1일-12월 15일(46일간 사이에 

kidp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된 설문지 215부중 159 

부를 분석, 정리하였다. (단, 항목별 무응답, 기입 오류 

등의 사항은 제외하고 통계 처리하였음)

조사 과정 및 방법에 있어서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홈페 

이지 (www.kidp.or.kr)에 설문을 띄우고 답변을 접수 

하여 디자인에 관심이 높은 대상자의 답변을 구할 수 

있었던 반면, PC통신상의 특성상 10대와 40대의 이후 

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연령상 고른 분포를 보이지 못한 

단점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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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의 종합 분석

1） 일반적 현황（설문대상의 연령별, 성별 현황）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질문 조사결과는 10대가 

4%, 20대가 60%, 30대가 32%, 40대 이상이 4% 

응답하였고, 성0生） 비 율에 대 한 조사 결과는 남성 이 

65%, 여성이 35% 였다.

•연령별 응답 현황

구분 10대 20 대 3 이대 40대 이상 계

대상자（명） 7 95 51 6 159

비율（%） 4 60 32 4 100

•성별 응답 현황

구분 10대 20 대 30 대 40대 이상 계

남성명 5 49 44 5 103

여성 （명） 3 45 7 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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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랑 브랜드 경험에 대하여

아리랑 브랜드 경험 사례에 대한 응답 수는 표1 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83%가 아리랑 관련 브랜드（방송국, 

담배, 음식점, 관광회사, 당구장 등）를 경험하였으며, 

표2의 남성, 여성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도 각각 85%, 

80%가 아리랑 브랜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아리랑 브랜드에 대한 

경험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하게 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3의 결과에서 보듯이 연령별 조사 분포도에서 

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연령층이 젊어질수록 아리 

랑에 대한 인지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아리랑 브랜드의 경험사례 유무（전체）

있다 83% —없다17%

〈표2〉성별 아리랑 브랜드의 경험 사례

남성

있다 85.4% 없다14.6%

여성

있다 80.4% 없다 19.6%

〈표3〉연령별 아리랑 브랜드 경험 사례

10 대 있다 42.9% （3명） 없다 57.1% （4명）

20 대 있다 82.1% （78명）
없다 

17.9%（17명）

30 대 있다 90.2% （46명）
없다9.8 
%（5명）

40 대 
이상

있다 100%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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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리랑을 부를 때의 느낌에 대하여

아리랑을 부를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중 45.9%가 슬프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흥겹다 37.1%, 고리타분하다 10.7%, 

기쁘다 6.3%순이었다. （〈표4〉참조）

아리랑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슬프다와 흥겹다로 압 

축되는 성향을 뚜렷이 볼 있는데 그중 '슬프다의 이미지 

가 비교적 고르고 안정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한과 '서러움'을 묘사한 아리랑의 이미지가 그 

대로 투영됐음을 반증하는 사례로서 아리랑 관련 연 

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4〉성별에 따른 아리랑을 부를 때 느끼는 기분

전체
7] 브브匸｝ 

6.3%
슬프다 

45.9%
홍겹다 

37.1%
고리타분하다 

10.7%

남성
기쁘匸｝ 

6.8%
슬프다 흥겹다

47.6% 35.9%
고리타분하다 

9.7%

여성
7] 브브다

5.4%
슬프다 

42.9%
홍겹다 

39.3%
고리타분하다 

12.5%

〈표4-1〉연령에 따른 아리랑을 부를 때 느끼는 기분

10 대
7] 브브匸｝ 

12.5%
슬프다 

12.5%
홍겹다 

50%
고리타분하다 

25%

2 이대
기쁘다 

5.3%
슬프다 

46.8%
흥겹다 

36.2%
고리타분하다 

11.7%

30 대
기쁘匸｝ 

5.9%
슬프다 

51%
흥겹다 

35.3%

고리타분 

하다 

7.8%

40대이 상
기쁘다 슬프다

16.7% 33.3%
홍겹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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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리랑의 연상 이미지에 대하여

아리랑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 

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여러 가지 항목중 압도적 우위 

를 차지한 것은 춤사위로서 전체 응답자의 30.2%가 선 

택을 하였다.

남성 여성의 비율에서도 각각 30.1%, 30,4%로 춤사위 

가 가장 먼저 연상되는 항목으로 선정되어 크게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의〈표5〉에서 알 수 

있다.

〈표5〉아리랑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이미지 요소 （성별）

전체
춤사위

30.2%

태극 

19.5%

한복 

15.7%

기타 

34.6%

남성
춤사위

30.1%

태극 

15.5%

한복 

15.5%

기타 

38.8%

여성
춤사위

30.4%

태극 

26.8%

한복 

16.1%

기타

26.8%

〈표5-1〉아리랑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이미지 요소 （연령별）

10 대
한복 

28.6%

태극 

14.3%

기타 

57.1%

20 대
춤사위 태극 한복 기타

28.4% 23.2% 13.7% 34.7%

30 대
춤사위 한복 태극 기타

39.2% 17.6% 11.8% 31.4%

40대이 상
태극 춤사위 한복 기타

33.3% 16.7% 16.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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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의 연령별 분류를 보면 아리랑 관련 연상 주제가 

전체 분류 및 성별 분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춤사위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 

은 변함이 없지만 10대의 경우 '한복을 최고의 항목으 

로, 40대 이상의 경우 '태극을 최고의 항목으로 지목하 

고 있다.

10대의 경우 아리랑 관련 지식이 타 세대에 비해 적지만 

우리 전통의 노래라는 사실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각적으로 이미지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일상 생활 

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한복을 아리랑과 연관된 상징 

물로 선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전쟁과 일제의 고난을 직.간 

접적으로 접하며 자라온 세대로서 아리랑에 어려있는 향 

수를 태극기 다시 말하면 독립이나 자유, 민족 주체성 혹 

은 국가적 상징의 대표적 정서로 연관지어 이미지를 연상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한복과 태극과의 묘한 연관 관계이다. 

이 두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한국 고유의 소재이 

며 은은한 곡선미가 내재되어 있고 부드러움과 세련된 색 

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록 세대가 변하며 이미지에 

대한 생각 및 사고 방식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 저변에 깔 

려 있는 근본의식, 느낌, 우리 고유의 정서는 변함없이 

구축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탄탄한 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아리랑과 대중문화의 접목 필요성에 대하여 

아리랑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중 문화와 접목되어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8%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치 않다고 

한 사람은 5% 미만이었다. 남성, 여성 모두 아리랑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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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화 접목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는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다음의〈표6〉에서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상의 연령층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 

분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그 분포 비율 또한 역시 일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대의 경우 응답자의 

42.9%가 아리랑에 대한 대중문화 접목의 필요성에 대해 

약간은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 

으로 더욱 아리랑에 대한 연구 및 계승 발전을 해야 한다 

는 중요한 실마리를 안겨주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외국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더불어 현재의 서구화된 대중문 

화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아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 

고 어색하며, 그 의미에 대한 본인들의 느낌이 기성 세대 

들과 다소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아리랑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 

다.

〈표6〉아리랑과 대중문화의 접목 필요성 여부（성별）

전체
매우중요2 
41.5%

매우중요2 
33.3%

보통

20.1%

기타

5%

남성
매우중요2 
37.9%

매우중요 1 
34%

보통 

17.5%

기타 

10.7%

여성
매우중요2 
48.2%

매우중요 1 
32.1%

보통 

25%

기타

5.4%

〈표6-1〉아리랑과 대중문화의 접목 필요성 여부（연령별）

10 대
매우 중요2 

14.3%
매우 중요1 

28.6%
보통 

42.9%

기타 

14.3%

20 대
매우 중요2 

31.6%
매우 중요1 

35.8%
보통 

15.8%

기타 

16.8%

30 대
매우 중요2 

43.1%
매우 중요1 

29.4%

보통 

25.5%

기타 

2%

40 대 

이상

매우 중요2 
50%

매우 중요1 
33.3%

보통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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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 대표성을 가진 아리랑'으로서의 활용 여부에 

대하여

국제화 시대에 아리랑이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 요소로 활 

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4%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매우 

중요하다(1) 23.2%, 매우 중요하다(2) 32.1%, 매우 

중요하다(3) 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에 관 

계없이 모든 응답자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 실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아리랑이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 요소로 활용 여부(성별)

전체
매우중요3 

23.3%

매우중요2 

32.1%

매우중요］ 

22%

기타 

22.6%

남성
매우중요3 

22.3%

매우중요2 

31.1%

매우중요］ 

23.3%

기타 

23.3%

여성
매우중요3 

25%

매우중요2 

33.9%

매우중요 1

19.7%

기타 

21.4%

〈표7-1〉아리랑이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 요소로 활용 

여부 (연령별)

10 대
매우중요3 

57.1%

매우중요 1 

14.3%

기타

28.6%

20 대
매우중요3 

23.2%

매우중요2 

31.6%

매우중요 1 

25.3%

기타

20%

30 대
매우중요3 

19.6%

매우중요2 

35.3%

매우중요 1 

15.7%

기타

27.5%

40 대 

이상

매우중요3 

16.7%

매우중요2 

50%

매우중요 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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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아리랑의 이미지 시각화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 

는 응답자의 84.3%가 '중요하다라는 항목에 응답을 하 

였으며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우 중 

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표8〉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의 

아리랑 이미지 시각화에 대한 입장은 매우 정확하게 표현 

이 되고 있다. 점차 퇴색되어 가는 듯하고 입지 자체가 

붕괴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리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애정은 아직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표8〉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 필요성 여부（성별）

전체
매우중요3 

36.5%

매우중요2 

35.9%

매우중요 1 

12%

기타

15.7%

남성
매우중요3 

32%

매우중요2 

36.9%

매우중요 1

11.7%

기타

19.4%

여성
매우중요3 

44.6%

매우중요2 

33.9%

매우중요 1

12.5%

기타

8.9%

〈표8-1〉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 필요성 여부（연령별）

10 대
매우중요3 

57.1%

매우중요2

28.6%

기타

14.3%

20 대
매우중요3 

36.8%

매우중요2 

33.7%

매우중요 1

16.8%

기타

12.7%

30 대
매우중요3 

33.3%

매우중요2 

37.3%

매우중요1

5.9%

기타

23.5%

40 대 

이상

매우중요3

33.3%

매우중요2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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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종합 및 제언

아리랑의 국가 상징 디자인 모티브로의 시각화 작업을 위 

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한 설문의 

조사 응답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의 국가적 상징 디 

자인 모티브화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아리랑을 비롯 

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은 미비하며

둘째, 서구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함께 새로운 대중 

문화가 전개되면서 아리랑을 비롯한 많은 우리 문화에 

대한 연구의 소홀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상징 

이미지을 부각하기보다는 외국 문화의 결과를 차용하려 

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정서와 조형의식에 맞는 문화의 

계승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위의 설문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아리랑에 대한 의식구조 자체가 축 

소, 왜곡되어 가는 성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후세 

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아리랑 정 

서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 및 전통 조형의식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리 조형의식이 잘 담겨있는 이미지를 모색하 

여 우리 문화의 자랑과 국가적 상징 모티브로 승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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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한국 전통의식과 아리랑의 정서

1. 한국인 정서의 배경

1）한국인 정서의 형성과정과 특징

• 지형적 특성과 정서의 형성

정서의 정의는 심리학적, 철학, 정신 과학생태학 또는 

미학 등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 지며 이에 따른 정서이론과 연구 

의 방법이달라진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의견 

은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모형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강한 주관적 경험 

가운데 하나로 환경과 특정한 형태의 만남을 통하여 표 

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민족의 정서는 환경에 의 

한 구조적 틀 속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미적 행위의 행 

동을 유발하는 인자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환경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인 

간을 위한 행위인자로 중대한 요인이 된다.

자연환경은 자연 생태계, 즉 지형이나 천연자원등 인간 

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 

명체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응체계를 갖 

게 되는데 그것은 Sex와 Energy 곧 동족보존과 식욕 

이란 두개의 개념인 것이다. 이 두가지는 환경에 적응 

하고 개척하는 삶의 역동성을 갖게 된다.

곧 삶의 유지에 위협을 느낄 때 생명체는 보존 또는 유 

지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적 

응과 개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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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에 대하여 사회환경은 문화（文化）라고 한다. 

문화란 용어는 문화인류학의 용어이고, 사회학에서는 

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학자들간의 개념의 상 

이（相異）를 두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환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문화（文化） 또는 사회（社會）라 

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 문화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 

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하나의 생존수단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환경 역시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생존 수단의 하나로 인간의 정서 동인（動 

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에 대해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풍 

토'란 말로 사용하여 왔다. 풍토란 기와 토지를 가리키 

는 것으로서 서양의 자연환경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풍토를 중시하는 사상적 경향에 의하 

여 풍수사상이 발전하게 되고 우리 민족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상의 기본개념은 인 

간의 정서가 풍수 곧 자연 환경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 

고. 그에 의하여 인간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과 자연환경이 문화를 변형시키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문화 결정론적 견해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형적으로 산의 나라이다. 우리 민족은 

산에 둘러싸여 살아 왔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에게 있 

어서 산은 생명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산 

이라고 하는 자연에 대하여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산이라 하는 자연에 대하여 합하며 산다고 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이 풍수지리설을 발전시킨 기초가 되고, 자연에 대한 

정서가 뿌리 깊이 형성되고, 자연에 대한 미적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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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성의 바탕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본 틀로 하는 정서에 중 

국의 도가사상 등이 유입되어 자연에 대한 개념은 발전 

을 하고 더 심해짐으로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진화되 

어 무위（無爲）가 형성화됐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에 나타난 한국인 정서의 특징

언어는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형태이다. 과 

거는 언어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의 경험은 언어에 의해서 미래로 전해진다. 언어는 

문화의 산물로서 사고를 기록한다.

한 민족에 공통되는 언어는 그 민족의 의식과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어서, 한 민족의 의식과 세계관을 지정하는 

한 방법론으로서 그 민족의 언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한 민족의 발전과 

함께 오랜 세기 동안 축적된 정신적 문화적 산물이므로 

직접적으로 그 민족의 심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어에 나타 

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 현상을 고찰하는 것은 우 

리 민족의 정서와 의식 세계의 형태를 추론하는 가장 

직접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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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 조형의식

전통 조형이란 우리의 민족정신과 전통이 깃들어 있는 

국민적 Identity를 의미하며 하나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우리 의식구조의 대표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아름다움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형의식이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민족의 정신성으로서 어떤 목적의식을 바탕으 

로 하지 않는 순수, 본질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속에서 자연스레 생성되는 것으로 삶의 환경, 주변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1) 한국 미의식의 시대적 구분

한국인의 조형의식의 형성 이유나 배경을 규명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족성이나 감정 또는 우주관, 인생 

관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미술 

사나 감상가의 영역이나 역량을 넘어선 전체 한국학의 

연구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 고구려

- 움직이는 선의 미

고구려는 원래 만주에서 일어났으며, 평양지방에 

있던 낙랑군을 통해 중국 화북지방의 영향을 받 

아 북방 유목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예리하고 다이나믹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장식성 

이 부족하고 완벽에 대한 결여가 보여 한국적 특 

색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 백제

- 우아한 인간미

백제의 미술은 한국 고대 미술의 대표적 존재로 

서 평화롭고 원만한 한국적 특색을 뚜렷이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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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북조의 미술에 비해 부드럽고 평 

화스러우며 유현（幽玄）한 경지를 가지고 있어서 

흐르는것과 같은 우아한 선과 고요한 정밀의 세 

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 신라

- 위엄과 고졸（古拙）한 우울

신라의 美, 특히 신라토기는 신라 특유의 조건들 

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조선 자기와 공통 

적인 한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은 '제 

작 태도'의 완전한 결여이며 철저한 무작위, 그리 

고 무엇보다도 세부에 대한 무집착 또는 소홀이 

다. 철저하게 세속적이면서 일면에는 세속을 떠 

난 듯한, 마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제멋대로 발하는 듯하면서도 그들이 불가 

사이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라의 멋이라 하겠 

다.

■ 통일신라시대

- 세련과 조화의 미

통일신라시대는 삼국 시대의 지역적 특색 또는 

지방색이 통일되어서 하나의 한국적 형으로 발전 

된것에 그 의의가 있다. 통일신라의 미술이 당으 

로부터 영향을 받고 국제적 색채를 띤 것은 사실 

이지만 신라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신라의 것으 

로, 한국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승화시킨 것이 

특징인데 이 인간적이면서도 잡념이 없는 깨끗한 

어프로치는 고대 한국인들의 소박하고 조작없는 

생활철학의 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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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 무작위의 창의

고려의 출현은 개성으로의 천도와 함께 북부 한 

국의 강건한 풍조와 청신한 기운으로 한국 미에 

새로운 원동력과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된다. 

고려의 미는 완벽주의., 고려 청자의 귀족적 성격 

등과 같은 경향이 보여지는데, 공통되는 것은 한 

국적인 무작위의 창의요, 헛점이 있는 따뜻한 인 

간미 이다.

■ 조선시대

- 철저한 평범의 세계

한국의 미는 조선 시대의 도자기나 목공예품 같 

은 민예품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 

는데 우리는 조선의 도자기나 목공예품 등에 있 

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색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소재의 미를 살리고 될 수 있는 

한 인공적인 면을 줄이자는 데 있다. 조선의 도 

자기처럼 공간을 많이 남겨 두는 예를 다른 나라 

에서는 볼 수 없다. 즉 한국인의 바닥에 흐르는 

가식 없는 미의식이 장인들을 통해서 솔직 대담 

하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고대 한국에서부터 최근 조선에 이르기까지 미 

의식, 조형의식에 관한 공통점은 자기주관을 가장 자 

연스럽게 솔직하게 구성하려는 태도이며 한국인의 바닥 

을 흐르는 가식없는 미의식 세계를 통해 소재의 미를 

살리고 될 수 있는 한 인위성을 줄이는 인공이 아닌 자 

연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모든 조형 세 

계의 귀결은 '자연으로 압축됨과 더불어 순리의 미와 

담조의 미 , 익살의 미, 소박미 등으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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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 조형의식의 특징

한국 美, 한국 조형의식의 특징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그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기본적인 공통성을 지닌다. 그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재현하려하는 자연 

주의로 개인과 철저한 자기성（ 自己性）의 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미는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며 부드 

럽고 주위환경이나 자연과의 융합, 조화가 잘 되어 있 

다. 색과 불필요한 장식 면적을 줄이고 원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자연과 부딪히지 않는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조형미의 공통 특색은 결국 자연에 적응하 

는 조화, 평범하고 조용한 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무 

관심 한 무아무집（無我無執）의 철학이 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우리의 조형의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표 

적인 특징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49



■ 순리의 미

억지가 없는 아름다운 사물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를 거 

역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자세를 뜻하는 '순리'는 한국 

미의 근원이라고 하는 자연성에 대한 또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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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리의 미

순리의 미는 질박한 조선시대의 자기와 

재질 그대로 드러낸 우리들의 많은 종류의 

공예품에서부터 우리들이 기거하던 주택 - 

주변환경과 조화를 맞춘 민가의 지붕 -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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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의 미

동양 철학의 근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중용을 우리 

말로 해석하면 그대로 넘치고 처지는 것이 없는 중도의 

미를 말한다. 이는 과장과 왜곡에 대립되는 자연스러움 

이라는 개념으로 분수에 맞는 조화와 비례를 동시에 내 

세우고 있다. 즉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상태의 자연스 

러움은 평상시의 단순성 또는 과욕이 없는 상태를 말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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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의 미

우리의 미의식속의 중용의미는 단순미 

「端美」라는 데서 기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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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형의 美（불완전성의 美）

불완전성의 미란 한국인 특유의 '아무렇게나 하는 생략 

과 무관심으로 표현되며 한국 조형미의 특징은 무정형 

（불완전성）에 있다고 할 만큼 건축, 도자기, 서예 등 곳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자기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일본의 것이 사방 어디서 보아도 모양이 일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도자기는 각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며 

이러한 불완전성은 건축에 있어서 비대칭 균형으로 나 

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美가 가지는 불완 

전성의 의식, 무정형의 美는 형태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철저한 평범의 세계로서 고유섭이 말한 한국미의 

실체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으로도 연결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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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線）의 美 

한국적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나있는 조형 요소중의 

하나가 선이다.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적 조형 

세계를 형, 색, 선으로 나누고 특히 그 선線의 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중략）..힘이나 즐거움이 허용되지 않고 슬픔이나 

괴로움이 숙명처럼 몸에 휘감긴다면 거기에서 낳아지는 

예술은 형과 색보다 선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그보 

다 더 알맞는 표현의 길은 또 없기 때문이다. 예술에 

있어서 이러한 선의 요소를 다량으로 포함한 경우를 찾 

자면 한국 미술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실태가 될 것이 

다.” 또 그는 우리 선들의 밀의 （密意）를 풀지 못하면 한 

국의 마음에는 근접 할 수 조차 없다고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밭과 논의 

형태와 무리없는 춤사위는 

같은 흐름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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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線）의 美

여유있고 느슨한 자연스러운 선의 

미학（美學）. 이것이 바로 규격화된 

서양미와 비교되는 한국문화의 

기본이며 한국인의 의식에 내재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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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살의 미（해학미）

익살의 즐거움은 한국의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모 

든 분야에서 흔히 느껴지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그 익 

살스런 표현은 민중적인 경향으로 표현된 조선시대의 

도자기 , 민화, 자수 등에서 자주 다루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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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살의 미 （해학미）

사물의 표현에서 대담한 생략과 왜곡과 

과장을 자연스럽게 다룬 솜씨와 둥근 것이 

지니는 좌우 대칭에 대한 무신경.

그리고 이지러진 둥근 맛이 주는 공간미 

등은 한국 공예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익살의 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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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미

'한국미술의 본질」（권영필）에서는 한국미의 구조를 

정제 ♦ 세련미（상층문화）와 소박미（기층문화）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상정하여 종래의 소박미론에서 와는 달리 

소박미를 기층문화에서 생성되는 요소로 보고 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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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미

한국인의 취향은 화려함이나 현란함 

보다는 수수함 소박社 덤덤함과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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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美（자연스러움）

자연의 미는 한국 미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형의식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조화, 평범하고 조용한 효과, 그리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무아무집（無我無執）의 철학으로 곧 

인공을 극도로 줄이고 자연 본연의 미를 만들어 내는 

한국의 대표적 미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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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美（자연스러움）

김원룡씨는 “한국의 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연의 미”라고 하고 

있듯이 시대를 초월하는 傅統的인 

美的 感覺을 자연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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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의 미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백색을 선호했다•그것은 백색에 

대한 동경이라기보다 무장식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 무 

장식성이란 삼베고 무명이고 그저 원재료가 가지는 원 

래의 색을 즐겼던 것이며, 인공의 장식이 없는 조용하 

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즉 인공을 

극도로 줄이고 자연 본연의 미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식세계가 색채로 표현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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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리랑 정서의 특징

1) 아리랑 정신

아리랑에 내재되고 표출된 민중들의 전통사상(전통의 

식), 시대정신(현실인식). 지향정신(소망의식)이 力學 

으로 인하여 견디고 뻗치고 이어오게 한 양상들을 파악 

해 본다.

첫번째로 전통사상은 도유불무순으로 도교적인 것이 

108련(39.5%)으로 단연 압도적이며, 그 다음이 유교 

적인 것 18련(6.6%), 불교적인 것 14련(5.1%), 무속 

적인 것 3련(1.1%)순으로 웅조되어 있다. 도교적인 것 

중에서도 취락사상 93. 허무사상 50련으로 가장 많고 

유교의 충사상 7, 감계주의 6. 불교의 인연사상이 11련 

순으로 나타나 있다.

두번째로 아리랑에 나타나 있는 시대정신은 한시(漢詩) 

아리랑을 통하여 망국한을 달래며 허무주의를 표현한 

이들이 사조적 와중 속에서 더욱 슬퍼하고 더욱 체념한 

측면과 더욱 극복하고 더욱 대항해서 소망을 이룩하고 

자 하는 적극적인 측면의 민중들로 갈라진다. 이 양자 

의 메세지는 퍼지고 넓혀져 갈등과 대립, 긍정과 부정 

의 양상으로 다시 갈라지면서 시대 정신으로 굳혀 질 

수 밖에 없었다. 대원군 시대의 아리랑에 정신사가 보 

다 많이 담겨 있다. 비록 가사가 거의 전하지 않고 제 

목들만 구전되어 오지만, 이때 한결같이 나약하고 비참 

한 그리고 한 서린 허무주의에 함몰되고 있다. 결국 우 

리들은 이런 의미 군에서 도교적인 허무주의와 팔자 

선천론에 빠진 시대정신이 적지 아니 풍미했을 것임을 

주지하게 된다. 그러나 아리랑이란 노래를 통하여 한풀 

이를 하고 원풀이함으로써 허무주의적인 운명론적 정신 

을 씻어내리게 한 정신문화를 찾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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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에서 찾아지는 도교의 취락사상과 허무사상은 변 

함없는 전통사상, 시대 정신으로서 단절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애국사상은 고려말 전 오륜의 아리랑 이 

후 끊어졌다가 1900년대 전후의 관병, 의병아리랑에서 

다시 만나지고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에서 다시 이루 

어진다. 구국의병과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일제에 대한 

저항과 대항등 애국사상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조선조 

그토록 강조했던 충효사상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

세번째로 소망의식이 자기화 되기를 바라는 지향정신이 

다. 아리 랑에 표출된 민중들의 소망은 대 체로 남녀간의 

사랑,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행복한 생활, 조국애（광 

복）, 인간적인 자유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과 욕망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실현이 어려운 소망과 욕망으로서의 표출이기 때문에 

획득적인 것이 못되고 지향적일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소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게 해 주는 유토 

피아적 정신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의 명암, 소망의 실현화를 희구하는 지향정신이 투사 

되어 있다. 유교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종성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의지와 행동, 허무에 침몰과 극복, 사랑의 희 

열과 번뇌, 별리와 기다림, 풍유적인 멋과 맛, 자립이 

골고루 용해되어 있다. 허무주의에 빠진 나머지 퇴폐적 

인 지향성을 극복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상들도 적지 아 

니 부각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제도적 장치의 짓누름과 

조임, 생활고에서 오는 가시적, 비가시적. 정신적. 물리 

적 압박과 가해가 민중들의 마음과 행동을 더욱 슬프고 

아프게 만들어줌으로써 허무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었 

다. 허무주의에 빠짐으로써 반사적으로 퇴폐적 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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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에 노닐고 싶은 소망의식이 더욱 강렬해 질 수 밖 

에 없었다고 유추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허무하 

고 싶지 않은, 유락과 풍류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 사 

랑을 마음대로 주고 받고 싶은, 슬프고 아픈 일들이 없 

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 

은 모든 속박과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와 같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소망과 욕망들이 

민중들의 지향정신으로 굳게 자리하고 있다. 소망지향 

은 풀려도 또 다른 것이 이어서 나타나는 생생성과 생 

생력이 살아있는 영원한 정신공간이기도 하다.

2） 아리랑에서 표현된 한（恨）

아리랑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아주 받지 못한 

민중들이 생활의 일환으로써 부른 것이라면, 이것은 분 

명히 한국과 한국인을 표상하는 징표로서의 소리요 노 

래이다.

한국인 모두는 아리랑이란 소리와 노래를 통하여 나, 

너, 우리의 모든 것을 표출했다. 아리랑을 빌어서 사랑 

과 그리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욕망과 성취 등 

을 노래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부 

른 것이다.

대접받지 못하는 민중들이 만들어 부른 아리랑은 인간 

의 노래, 생활의 노래, 고향의 노래 그리고 민족의 노 

래, 시대의 노래로 뿌리를 내렸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 

서가 아니라, 만들다 보니 부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다. 바로 이것이 아리랑이 지니고 있는 정신사적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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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學）인 것이다.

아리랑에 담긴 문학의식 속의 정신사에는 인간사와 생 

활사, 사회사, 민족사가 다 함께 해한（解恨）이라는 역 

학을 통해서 상승되고 있다. 한은 한으로 인해 생긴 울 

화를 풀고 사이를 가로막는 원한의 도랑을 뚫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감성적인 정신작용으로 스스로 풀었다.

한（恨）과 원密）은 같은 성질의 개념이되 원은 한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 한과 원은 다 같 

이 심리적 응어리가 뭉쳐있는 상태이며, 현명하게 민중 

들은 아리랑을 빌어서 그 응어리들을 풀었다.

비애（悲哀）를 환희（歡喜）로,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기 

위해 닥쳐진 현실을 안팎으로 인내하고 과정상 역학세 

계가 아리랑이 지닌 한（恨）풀이와 원끉풀이의 본체 

요, 실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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皿. 생활문화속의 아리랑

i. 생활 문화상의 아리랑

아리랑의 가사는 문학, 가락은 음악, 율동은 무용 장르 

가 된다. 즉 아리랑은 이 삼자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종합예술이며, 열린 쟝르인 것이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아리랑에 관한 문화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잠자던 아리랑이 '깨어나는 아리랑'으 

로, 덮여진 아리랑이 '벗겨지는 아리랑'으로 그 위상이 

바뀌어진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가요, 뮤지컬,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쓰여진 아리랑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요에 나타난 아리랑

• 서유석의 '흘로아리랑'

• 넥스트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싱글의 뒷면에 해당되는 '아리랑'은 97동계 유니버 

시아드의 폐막식의 피날레곡으로 발표되었다. 스포 

츠 제전의 역사에 유례없는 해비메탈 임에도 불구하 

고 조직 위원회측은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2) 뮤지컬에서 나타난 아리랑

• 창작 뮤지컬〈아리 랑 아리랑〉

88서울올림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예술행사의 하나이 

다. 이 작품의 대본은 김진희씨가 썼고, 연출은 김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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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맡았으며,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과 88예술 

단 단원 등 총 60여명이 출연, 연기와 춤과 노래가 어 

우러지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로 꾸며졌다.

창작 뮤지컬 〃아리랑 아리랑〃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의 

구성은, ① 소련교포 1세(할아버지 )의 시대적 아픔과 

한, 망향과 귀국의 소망, ② 한국아리랑의 고향인 정선 

의 처녀 '연이'의 등장-아리랑의 근원을 정선아리랑에 

서 찾고 있다. ③ 정선아리랑 고개에 묻힌 어머니의 한 

맺힌 이야기와 독립열사였던 아버지의 애국, 구국의지, 

④ 소련 '타슈켄트' 교포3세 '李한'과 정선처녀 '연이' 

와의 사랑, ⑤ 축제에서 영광과 환희의 획득

3) 드라마에서 나타난 아리랑

1984년 KBS-TV특별프로 '아리랑 별곡'이 제작 방영 

되었다. 정선아리랑의 전설을 각색한 미니시리즈가 있 

었다.

4) 소설속에서 나타난 아리랑

'구로아리랑' 이문열 문학과 지성사

'긴자 아리랑' 정경제 달무리

，녹색아리랑' 백한이 을지출판공사

'달래아리랑' 박일동 한누리미디어

'따이한이' 부른 마지막아리랑 1,2 김선기고글

'메나리' 아리랑 안용산 실천문학사

'목포 아리랑' 김지수 고려원

'몽마르뜨 언덕의 아리랑' 이영두 외아동문예사

'물길 흘러 아리랑' 서태수 신원문화사

'민들레 아리랑' 손영학 한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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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아도 아리랑' 1,2 윤흥길 탑출판사

'변성기의 아리랑' 이병렬 깊은샘 

'부끄러운 아리랑' 천소영 현암사 

서울 아리랑' 김은신 세종출판공사 

'수국 아리랑' L2 오세호 서울문화사 

시베리아 아리랑' （상）, （하） 곽병규 삼신각 

'아리랑' 조정래 해냄출판사

'아리랑 아라리오' （상）. （하） 헤론 퍼스트 스노 세종출판사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누리 동아출판사

'아리랑（동녘문예 6）' 님웨일즈 동녘

'아리랑' （상）, （중）, （하） 최정주 영언문화사 

'아리랑고개의 여인' 고준석 외편한울 

'장강아리랑' 박추보 새미

'하늘나라 아리랑' 이종구 고려원 

'홀로 아리랑'（상）, （하） 김명 무당

• 조정래의 소설〈아리랑〉

조정래의 소설〈아리랑〉은 본격적인 의미의 대하 역사 

소설 이다.〈아리랑〉은 일제 침략과 만행의 사실을 전 

달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리랑〉 

은 역사적 상상력의 시대적인 확산을 통해 소설적인 성 

과를 거두었다.〈아리랑〉은 한편 공간적으로 군산 중심 

의 호남지방, 하와이 간도지방, 소련 연해주, 동남아, 

일본 등에 이르는 넓은 무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만큼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총체적 시각 그리고 진실성의 집 

요한 추구정신이 떠받치고 있는 거대 서사 구조를 이루 

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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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난 아리랑

• MBC '일본속의 아리랑'

MBC는 4백년전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일본 대 

마도 아리랑 축제를 통해 한일간의 문화적 관계를 재조 

명하는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일본속의 아리랑'을 

1998년 12월1일 오전 11시 방송했다. 축제가 많은 일 

본이지만 한국을 주제로 한 것은 '아리랑 마쯔리'와 

'친구 음악제'뿐이다. 우리 고유의 한복이 넘실대고 한 

국노래에 박수를 치는 장면은 이 축제를 통하지 않고서 

는 일본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20년전 시작 

된 '아리랑 마쯔리'의 경우, 한 평범한 일본인이 아버지 

의 대를 이어 이 축제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친구 음 

악제'는 재일교포 3세인 여성 저널리스트의 기획으로 

한일간의 끈을 이어가는 문화교류의 마당이 되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우리 나라의 서울과 

부산, 일본의 오사카, 구마모토, 쓰시마에서 이 프로를 

제작했다.

• KBS-2FM '아리랑 아라리요'

분단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우리 민요 아리랑의 면모도 

남북한이 판이한데 KBS-2FM(89.1MHz)o] 광복절 특집 

으로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아리랑 아라리요' (연출 백 

용철. 김진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 아리랑을 소 

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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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랑의 구성에 따른 분석

1) 가사에 나타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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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락에 나타난 특성

아리랑의 구성요소 측면에서의 접근 / 가락（곡조）에 나타난 특성

곡조 이미지

- 경쾌한, 명랑한 …

- 한탄조의, 침울한…
*

곡조의 특성

「아리 랑의 가사에 나타난 경 ' 

향과 동일하게 곡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면 크게 상반된 

두가지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면 

에 있는 특징은 역시 가사와 

같으나 특히 자연을 거스르 

지 않는 여유가 있어서 마치 

호홉과 같은 느낌을 주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흐르고 있음 丿

힘든 현실을 극복하려는 서민의 의지 

가 곳곳에 담겨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면 비탄조의 한숨과 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마치 노동요와 같이 

힘을 나게하는 요소가 있어서 서민의 

생활과 다분히 밀착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으며 특히 자연스러운 발 

성과 호홉은 우리의 정서에 더욱 밀

、착되게한 요소로 보여진다.

아리랑 이미지 특성 、、

- 자연스러움

- 꾸임없음

- 격식없는

- 소박함

아리랑 가락 ► 편하다 ► 생리와 잘 어우러진다 ► 

자연스럽다 ► 꾸준히 불려지고 사랑받게 된 이유가 된다

전통조형의식과의 연관성

한국의 전통조형의식의 근간을 이루 

는 것은 역시 자연스러움으로 귀결되 

는데 아리랑의 곡조를 보면 자연스럽 

게 불려지는 곡조와 호홉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여지며, 전통조형의식과 

곡조에서 느껴지는 아리랑의 정서와 

공통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 순리, 익살의 미 - 해학미 

- 무기 교의 미（무장식 성 ）
（ - 자연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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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 사례 분석

아리랑의 구성 요소를 보면 가사, 가락. 율동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리랑은 그와 관련된 문학. 음 

악, 무용 및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은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아리랑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아리랑이 어떤 이미지로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사-문학, 가락-음악, 율导무용…연극, 영화, 뮤지컬…）

1） 가사...문학 관련 시각화 사례

아리랑은 모두 1백86종, 2천2백77연이 전해져오며（박 

일민교수 논문 근거） 아리랑의 내용을 주제별로 보면 

이별을 다룬 아리랑은 2백58연으로 11%이고, 애정을 

다룬 아리랑이 25%나 된다. 아리랑이 이별 보다는 사 

랑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로는 과거 

남녀 관계나 애정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 

게 하고 싶은 욕망을 노래로 표출했기 때문이라고 풀이 

된다.

애정을 다룬 아리랑 다음으로는 유락（遊樂）을 주제로한 

것이 4백35연으로 1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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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문학 관련 시각화 사례 

(책표지)

아기 랑

1985 북한에서 출판된

아리랑 그림책 /

가사에 주로 등장하는 고개와 

기다리는 여인으로 표현

북한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음

楞朝鲜人革僉家陪涯

二厶 fQMX 

松푸、、^ 子訳

法0 «• • 

'•/ "一…

二—.

*. 5 ：±« ・■•■匸 M
、，:人;，.•♦二J A 2 -■・

工■ 二 £ a - ：，•孑 曾 브• 二 •八

71・一》匸•■二•・・♦二 

■C하r£ ・・♦，A■t・G・・e'•

W443 1
巻波文頂

일본에서 출판된 아리랑 관련서적 

(1987)/
표지에서 보여지는 무궁화의

이미지가 이채롭다

무궁화의 이미지가 민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동일시되고 있으며.

아리랑의 정서로 표현되어 있음

아리랑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번안.

출판된 책표지 /

서민의 문화와 민속에서
보여지는 춤사위를 주제로

아리랑 이미지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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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락…음악 관련 시각화 사례

■ 공연 포스터

아리랑 특집 LP판 표지 / 

산야 또는 고개의 이미지를 

표현（가사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한재숙 아리랑 발표회 포스터 / 

춤사위를 통하여 아리랑의 

이미지를 표현

창극 아리랑 프로그램 / 

산야와 민중의 어울림을 

상징화한 아리랑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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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문화 관련 시각화 사례

■ 엽서

■ 우표

■ 담배

88올림픽기념우표집 표지와 

아리랑 우표 /

여인과 고개의 이미지로 표현됨

아리랑 담배에서

보여지는

아리랑 이미지 / 

처음에는 여인으로 

표현되다가 태극 

이미지로 변형됨

士+
신
 

匸
丈-
 

叫-
도

永 

0
 4
-
 

R
 

H

아
리
S
 
아
리
S
 
叶아
릭
a

6
내

,

;

旷
叫
+
 

曰
加
&.넝
3

』. 

八■ 

M 
>

w

«l:
，
2:
儿
」

U

 

平

亠

아리랑 엽서（1920 ~30년대） 

여성과 고개로 아리랑 이미지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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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적 정서와 상징의 아리랑 이미지

우리의 정서, 전통의식,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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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징 , 민족 화합의 이미지 요소

국가를 대표하거나 국가 규모의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문 

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아리랑이었다. 그리고 조국의 분단에 따른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완화하고 민족적인 화합의 가능성과 

희망을 상징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다.

88서울올림픽 폐막식과 

아리랑 기사 /

세계로 보여지는 우리 문화의 

대표성과 화합의 주역으로서 

아리랑이 역할을 다함

서울올림픽 개막식 / 

전세계가 함께하는 문화의 

장인 올림픽에서 역시 

아리랑이 우리문화를 대표 

하는 주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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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아리랑의 상징 이미지 시각화 종합 제언 （결론）

아리랑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 

표하는 정신의 산물이다.

서민 문화에서 출발하였지만 우리의 정서 깊숙히 스며 

고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발전에 다양한 모습으로 기여 

해 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국가의 대표적 문화 요소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대중의 선호를 받을 수 있 

었던 것은 대중의 보편적인 정서가 잘 스며 있음으로 

하여 거부감없이 불려지고 발전하여 왔던 것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 목적과 같이 우리의 대표적 정 

서이며 문화인 아리랑을 더욱 잘 다듬고 발전시켜서 국 

가의 디자인을 모티브화함으로서 우리 문화 자산의 가 

치를 높이는 데에 있다.

아리랑을 시각 이미지화하여 보여지는 경향을 보면 크 

게 두가지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첫번째로는 아리랑의 기본 구조인 노래 혹은 음악이라 

는 범주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로서 음악 관련 이미지나 

가사에서 보여지는 직접적인 스토리를 시각화한 것과, 

두번째 경향은 아리랑의 성격이 갖고 있는 대중의 정서 

를 대표한다는 관점에서 줄발하여 아리랑 이미지를 시 

각화할 때에 우리의 전통 조형의식과 동일시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i . 아리랑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이미지를 시각화

I______________________ 丿

ii. "아리랑"

= 민족을 대표하는 

정서

= 민족을 대표하는 

조형의식

우리를 대표하는 상징 

이미지로 시각화

I 丿

• 가사（스토리） 이미지

• 가락（음악） 이미지

• 대표적 전통 조형의식

—A • 대표적 국가 상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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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의 이미지와 전통조형의식

아리랑의 구성요소 파생 장르속에서

측면에서의 접근 보여 아리랑의

아리 랑의 정서와 이미지 

정서와 

이 미지

\ / 
\ /
\ /

/
! 음악적 장르와는 // 

직접적인 관계없이 '

; 생활속에서 보여지는

； 정서와 그에 따른 모습 

（민중의 삶의 지혜,

： 가치관의 반영）

아리랑에서 보여지는 

정서의 대표적

상징성과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와 

조형의식과의 공통인자 

추출 및 상징 이미지 전개 

丄一

아리랑의 정서와 한국 

전통 미의식과의 연관성 

모색

; / 아리랑의 정서와 \

• 전통조형의식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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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향의 구분을 떠나서 아리랑을 시각화 하는데 

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아리랑의 정서가 갖고 있는 성 

격이 전통 의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통 조형의식의 근원에 있는 정신을 얼마나 

충실히 담아내는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의 구분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아리 랑의 기본 구조（성격）를 시각화한 사례

2. 아리랑을 민족의 대표적 상징으로 시각화한 사례

3. 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 사례 연구

（밀양 아리랑 캐릭터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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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구조성격） 중심의 시각화 사례

- 아리 랑의 기본 구조를 시각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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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리랑의 기본 성격을 시각화

■ 노래, 음악 이미지

■ 가사（스토리）

조선 여인네들의 신명나는 한마당 춤놀이는 

.•한 풀이의 본보기였다.〈1990년대〉

아리랑의 힘이 솟구치고 있다.

<88 서울 올림픽에서〉

SEVEN HILLS
Sevenhills Gdf Club CI

KBS저널 20호 <1989. 11>

”。U 니 98 心
조종현

강강수월래

장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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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랑의 기본 성격을 시각화

■노래, 음악 이미지

■ 가사（스토리）

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 - 김현

한국의 춤

관광포스터 - 윤호섭 코리아포스터 - 정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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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의 대표적 상징성의 사례

- 아리랑을 민족의 대표적 상징으로 시각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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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리랑을 민족의 대표적 이미지로 상징화

■ 아리랑=한국 대표적 정서=한국의 대표적 조형의식 

=국가 상징 이미지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 랑방송 아리 랑방송 이 미지신

어울림포스터 - 김미경 극 - 이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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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랑을 민족의 대표적 이미지로 상징화

■아리랑 = 한국 대표적 정서=한국의 대표적 조형의식 

= 국가 상징 이미지

한국의 미 - 정연종 모티브 - 김경숙

THE WORLD KOREA ETHNICS SPORTS FESTIVAL

스포츠페스티발 엠블럼 - 시즘디자인

통일포스터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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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 사례 연구

（밀양 아리랑 캐릭터 개발 사례）

아리랑 이미지의 시각화를 위한 사례로써 앞에서 언급 

한 아리랑 고유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案과 한국 

의 대표적 이미지를 아리랑 이미지화한 案으로 전개하 

여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1） 밀양 아리랑 캐릭터 개발 배경

• 밀양 아리랑을 어떻게 상징화할 것인가 ?

밀양시의 상징 〃밀양 아리랑〃은 밀양인의 정신과 밀양 

인의 마음 그리고 밀양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하 

나로 엮는 진정한 밀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밀양의 대표성을 지니며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인 실 

체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백중놀이등의 문화예술자원과 영남루를 비롯한 국보, 

보물, 민속자료와 남명리 얼음골과 같은 천연 기념물등 

밀양의 잠재적 문화유산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상 

징

디자인을 통해 잠재자원과 알려진 이미지를 발굴, 재조 

명하고 상품의 가시화, 시스템화를 통한 상품효용 및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상징

밀양 아랑제등 일시적 행사뿐만 아니라 관련상품개발, 

이벤트 사업에 활용되어 밀양시의 이미지를 지속적, 총 

체적으로 대표• 강화시키며 향후 관련사업과 산업발전 

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상징

밀양시의 상징 “아리랑” 케릭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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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양 아리랑“ 캐릭터의 디자인 컨셉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전달자

• 이미지 측면 （디자인의 전제조건1）

-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의 디자인

-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

- 전통성이 부여된 한국적 이미지

- 쉽고 사랑스러운 형태의 디자인

- 국제적 수준의 품위있는 디자인

- 어떤 나라, 어떤 계층에도 호감이 가는 

객관성있는 이미지, 색채, 형태

• 기능적 측면 （디자인의 전제조건2）

- 상품개발의 가치가 높은 효용성

- 지역문화, 관광상품으로서의 차별성

- 지역행사에 부합할 수 있는 상호보완성

- 시의 주요 상징으로서의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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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양 아리랑“의 특징 분석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기질적 특성

_______________丿

역사적 특성

교통의 요충지로서 문화의 집결지

평야지대의 풍요로운 농경문화의 형성

솔직, 담백, 낙천적인 성향

독립군가로서의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함

▼

강원 아리랑의 밀양화

경쾌한 리듬의 즉흥곡

'사랑의 만남'의 노래

한국의 3대 아리랑

▼

염원의 노래

민족의 노래

열림의 노래

화합의 노래



4) 밀양 캐릭터 디자인 案

■ 캐릭터 이미지-전통성

□ I ot，，0f 己I 己卜”
2 O I I O

ARIRANG

밀양〃아리랑〃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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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이미지-상징성

밀 앙 ，，아리랑，，

ar i rang

KOREAN FOLK MUSIC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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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이미지—이야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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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이미지-이미지성

八

KOREAN FOLK MUSIC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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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양식)

1. 귀하의 성별은 ?

남성 ( ) 여성 ( )

2. 귀하의 나이는 ? ( )

3. 아리랑에 관한 브랜드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예, 방송국, 담배, 음식점, 관광회사, 당구장 등…)

있다 ( ) 없다 ( )

4. 우리나라에는 아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종 

류의 아리랑을 즐겨 불러 보셨습니까 ?

해당 아리랑 번호를 횟수가 높은 순서대로 모두 골 

가 번호를 써 주세요

1 아리랑 ② 정선아리랑 ③ 밀양아리랑

④ 진도아리랑 ⑤ 경기아리랑 ⑥ 아리랑 목동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횟수 많은 쪽 一一 횟수 적은 쪽

5. 아리랑을 부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 ( )

① 기쁘다 ② 슬프다 ③ 홍겹다 ④ 고리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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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단어중 아리랑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 

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 )

① 태극 ② 한복 ③ 탈춤 ④ 막걸리

⑤ 농악 ⑥ 88올림픽 ⑦ 무궁화 ⑧ 춤사위

⑨ 여인 ⑩ 고개

⑪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아리랑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중문화와 접목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 )

전혀 중요치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

-3-2-10 12 3

8. 국제화 시대에 밎추어 아리랑을 우리나라 대표성을 

갖는 요소로 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전혀 중요치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

-3-2-10 12 3

9. 아리랑을 이미지로 시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 

니까 ? ( )

전혀 중요치 않음 一- 보통 -一 매우 중요

-3-2-1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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