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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나 운 영

20세기 후반부의 한국 사람은 마땅히 민족적 현대음악을 창작, 연주, 감상,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18세기의
외국의 낡은 성가聖歌만을 애창하는 것은 복고취미요, 사대사상, 배외사상拜外思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고古취미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사대사상, 배외사상은 민족사상을 좀 먹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외국 문화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것을 무시하려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은 「온고溫故하고 지신知新하라」라는 뜻입니다만 나는 이것을 멋대로 「온고溫故해야 지신知新할 수 있다」라는 뜻
으로 바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모든 새로운 것은 전통에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고전 즉 시대를 초월한 위
대한 작품을 연구해야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은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보를 의
미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더욱이 역행이란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나날이 새로워져
야 합니다.
여기에 신고전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가 외친 'Back to Bach'의 뜻과
도 같습니다. 신고전주의란 것은 형식은 고전적이고 내용은 현대적이란 뜻입니다. 즉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술도 쏟아
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마태복음 9장 16절~17절)」고 가
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전주의란 것은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신고전주의 음악을 가리켜 「시들은 음악」, 「맥 빠진 음악」, 「부자연스러운 음악」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렇
다고 해서 신고전주의를 무시하려 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다 새로운 현대음악을 창조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즉 보다 새로운 것을 낳기 위한 오랜 진통이 마침내 오늘날의 구체
음악, 전자음악을 해산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신고전주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나 이것 자체가 완전한
예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뿐입니다. 예술작품에 있어서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
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요즈음 한국 청년들이 교회음악이나 사회음악, 교육음악에 있어서 서양 고
전풍의 것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복고취미, 사대사상, 배외사상인 동시에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는 격이
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은 한국적인 내용과 현대적인 형식(작곡기법)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
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