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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예술은 인류문화의 결정체로서, 예술의 표현과 전달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감동 및 교화 시킬 수 있으며, 정서도 완화시킬 수 있다. 유가의 시조인 공자
는 음악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이에, 본 논문은 공자의 음악사상에서 시작하
여 공자의 음악치유 사상을 다루고, 더 나아가 그것이 예술치료에서 갖는 전
반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공자의 음악 사상과 관련하여 ‘인’과 ‘예악’을 논하면서 음악과 정치교
육과 인격의 양성에 관해 논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공자가 미선의 결합을
예악교화의 최고목표로 삼았으며, 군자의 원만한 인격의 완성체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자가 말한 음악의 정신적 단계인 ‘흡여’, ‘순여’, ‘교여’, ‘역여’에
관한 치유기능에 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선진미’하며 ‘악통인륜’ – 음악경전을 중요 매개체로 한 사
상인 ‘악문동, 즉상하화’의 치유관계, ‘이풍역속, 막선어락’이라는 교육적 목표
는 심성을 고르게 하고 충돌을 개선하며 완벽한 인격을 완성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의 음악사상 중 ‘음악으로 완벽한 인격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고 완벽한 인성을 갖춘 사람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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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알아보았다.
공자는 자신의 음악지식을 바탕으로 예악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며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고,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유교무류’를 주장하여 교
육을 평민들에게도 보급하였다. 또한 논리 도덕의 가치를 음악에 부여함으로
써 ‘인생을 위한 예술“의 본보기를 확립하였다. 공자의 음악사상은 춘추전국
시기에 생겨났지만 유가의 경전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한층 더 새로워져,
현대 예술치료에 접목되어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기여한다.
주제어 : 공자, 음악치유, 예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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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예술은 인류문화의 결정체로서, 예술의 표현과 전달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감동 및 교화 시킬 수 있으며, 정서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
데 예술은 동서양을 통해 인류 역사와 함께 생성 진화 발전되었다. 중
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유가의 시조인 공자는 음악을 매우 중요시 여
겼다. 공자는 음악에 담긴 정신적 단계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의
완성을 지향하며 치유 과정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
자의 음악사상과 그 안에 포함된 치유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그것이 예술치료에서 갖는 전반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자의 음악치유 사상에 내재된 예술치료적 의의∙왕해화 35

II. 고대 중국의 음악
춘추전국 선진 제자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기에, 제자(諸子) 중에
서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유가학파를 창시한 공자다. 공자
는 음악과 미학 사상분야에서 지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특히 음악에
‘인(仁)’이라는 도덕적 함의를 부여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음악은

반드시 ‘인자는 타인을 사랑한다 仁者爱人’의 혼을 담아야 한다고 하
였고, ‘진선진미(尽善尽美)’설을 주장하면서 최초로 음악의 심미적 기
준을 아름다움과 선량함을 모두 겸비한 수준까지 이끌었다. 공자는 또
한 음악교육을 강조하면서 음악을 그의 교육사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그는 음악교육에 있어서 인격 수양의 기능을 매우 중시하였고,
음악의 인재는 인격 완성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
럼 음악을 매우 중시하여 음악 자체의 수양과 학습을 꾸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인(仁)’을 상호 결합을 완벽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제부터 먼저 고대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악의 기본적인
사상과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음악 및 음악사상의 기원
1）고악(古樂)
(1) 갈천씨지악(葛天氏之樂)

선진시기 악교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깊게는 오례(길, 흉, 군,
빈, 가) 중 악례의 교화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
어«의례»중의 < 향음주례>、< 향사례>、< 연례> 와 < 대사의> 에도
음악을 통해 예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모두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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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교화의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정현주, 88) 그러므로 선진시기의 소위
악교라 함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그 교화의 내용은 크게 시가, 무도, 음악 이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씨춘추(呂氏春秋)〈고악편(古樂篇)〉에 의하면 갈천씨지악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옛날 갈천씨(葛天氏-무위로써 천하를 다
스렸다는 상고시대의 제왕)의 음악은 세 사람이 소의 꼬리를 잡고 발
을 내딛으며, 재민(載民), 현조(玄鳥), 수초목(遂草木), 분오곡(奮五穀),
경천상(敬天常), 달제공(達帝功), 의지덕(依地德), 총만물지극(總萬物之
極)의 여덟 곡을 노래했다. (昔葛天氏之樂, 三人掺牛尾, 投足, 以歌八阕:
一曰載民, 二曰玄鳥, 三曰遂草木, 四曰奮五穀, 五曰敬天常, 六曰達帝功,
七曰依地德, 八曰總萬物之極.)"
내용을 해석하자면, “옛날 갈천씨(葛天氏)의 음악은 세 사람이 소 꼬
리를 잡고, 다리를 내차면서 “팔궐”을 노래하는 것이다. 첫째는 ‘재민’,
하늘과 사람을 떠받드는 땅을 칭송하는 것; 둘째는 ‘현조’, 씨족을 숭배
하는 토템으로 일종의 길조를 일컫는 것이고; 셋째는 ‘수초목’, 초목이
무성하길 기원하는 것; 넷째는 ‘분오곡’, 풍년을 기원하는 것; 다섯째는
‘경천상’, 하늘이 하사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 여섯째는 ‘달제공’, 하늘

의 은덕을 칭송하는 것; 일곱 째는 ‘의지덕’, 토지의 무육(撫育)에 감사
하는 것; 여덟 째는 ‘총금수지극’, 하늘에서 많은 짐승들을 하사하시어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천지와 선조의 은덕을 칭송하고 농작물이 잘 자라 풍년이 들고 가축들
이 번성하길 기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고 , 종교에 대
한 사람들의 의식과 대자연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2) 주양씨지악

주양씨는 가뭄에 비가 오기를 비는 기우(祈雨)를 하는 고악(古樂)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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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씨춘추․중하기»를 보면 “옛날 주양씨(朱襄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는 바람이 많고 양기가 축적되어 만물이 흩어지고 과실이 익지 않았
다. 그리하여 사달(士達)이라는 신하가 현이 다섯개인 거문고를 만들어
음기를 불러 일으켜 많은 생명들을 안정시켰다.”고 나와 있다.
즉 기후가 좋지 않고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자 사달
이란 사람이 현이 다섯 개인 거문고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가 내려 농
작물이 순조롭게 자라길 기원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는 먼 옛날
농업생산과 음악의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3) 이기씨(伊耆氏)지악

이기씨 지악 역시 오래된 악무(樂舞)다. 예기․효특생의 〈이기
씨 사사 (伊耆氏蜡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흙은 자기 집으로 돌
아가고, 물은 자기 계곡으로 돌아가며, 곤충은 일어나지 않고, 초목은
자기 연못으로 돌아간다.

(土反其宅, 水歸其壑, 昆蟲毋作, 草木歸其

澤.)"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 진입하며 원시적인 농업이 출현하였고 이에
관련된 종교제사활동도 자연스럽게 행해졌다. 이기씨사사란 이기씨(신
농씨라 칭하기도 함) 라고 하는 부족수령이 “납제(臘祭)”를 올릴 때 하
는 축사로 사사(蜡辭)가 바로 납사(臘辭)를 말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사
람들은 매년 12월에 1년 동안 농작물을 잘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감사
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만물의 여러 신
에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것을 납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가 장기적
으로 농업위주의 자연경제발전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
라 어떤 시골에서는 ‘납제’를 지내는 풍습을 볼 수 있다. 이 축사는 농
업생산과 관련된 땅, 물, 곤충, 초목, 이 네가지에 대한 기원을 한다. 첫
째 구절은 물을 저축하고 물길을 막는 제방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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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물이 넘쳐 수해가 일어나질 않길 기원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병해충이 생기지 않길 기원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은 잡초들이 농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내
용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원시부락은 생산력이 낮고 이 네 가지 재해에 대한 통제가 매우 어려
웠다. 그런데 또 이것들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 이런
모순된 심리는 엄숙하고 장엄한 ｢납사｣의 형식에도서 잘 반영되었다.
네 구절의 시, 매 구절마다 간절한 소원이면서 명령이다. 또 축사인 동
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예기․명당위의 기록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토고, 괴부, 위약은 이기씨의 악(樂)이다.(土鼓、蒉
桴、苇龠、伊耆氏之乐也)”(양가락, 13) 이 기록으로 보아 당시 이미 취
주 및 타악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고대의 음악 교육
중국은 오래된 음악교육의 전통을 갖고 있다. 역대 군왕들 모두 음
악을 즐겼다. 상나라 시기는 예전(禮典)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연
주하며 오음(五音)이 존재할 정도로 중국예악사상의 선두주자이다. 우
리나라 고대의 교육은 음악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았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일찍이 오제(五帝)때 부터 악교를 실시했다고 한다. 상서․요
전의 기록에도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제왈: ‘기, 명여전락, 교주
자, 직이온, 관이율, 강이무학, 간이무오. 시언지, 가영언, 성의영, 율화
성. 팔음극해, 무상탈윤, 신인이화.’ 기왈: ‘오, 여격석부석, 백수솔무.’
｢帝曰: 夔, 命汝典樂, 敎冑子, 直而溫, 寬而栗, 剛而無虐, 簡而無傲。｣
夔曰：｢於！予击石拊石, 百獸率舞。｣.” 해설: “임금께서 ‘기여! 그대를
전악에 임명하니 태자나 경대부들의 맏아들을 가르치되 온화하고 곧으
며 관대하되 사납지 않고 단순하되 오만하지 않게 하오.’라고 하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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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답하길 ‘예, 제가 경쇠를 치니 뭇짐승들도 춤을 추더이다’ 라고 답하
였다.”
이로써 우리는 고대의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음악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례․춘관 대사악은 ‘성균의 법’을 관장한다.
악덕, 악어, 악무로 왕실 자제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악교가 더욱 완벽졌
다. 음악은 도야, 실용 및 도덕규범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악덕을 특히 중요시하여 광박이량(廣博易良)의 효과를 얻고자 했다.
국어․주어하에서 영주구(伶州鳩)가 말하길 ｢律所以立均出度也。｣,
초사․석서중 가의(賈誼)가 말하길: ｢二子拥瑟而调均。｣ 이로써 음악

교육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서주시기부터 예악(禮樂)교육은 논리적, 정치적, 종교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그 시대의 역사적 특징이기도 하다. 행위와 사고방식의
양성으로부터 착수하여 결과적으로는 외적행위와 내적심리, 사고의식
과 감성체험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교육방식이다. 그러므로 악교 (樂敎)
는 미육(美育)의 특성을 갖는다고도 할 수도 있다. 예(禮)와 악(樂)은 교
육의 구체적인 실시에 있어서 서로 안과 밖이 되고 둘다 중요하다. 즉
｢악(樂)은 내면을 길러주고, 예(禮)는 외면을 길러준다.｣(예기․문왕세
자)
이 시기에는 이미 완벽한 학교교육제도가 갖춰져 있었으며 크게 국
학 (國學)과 향학(鄕學)으로 나뉜다. 국학은 귀족자제들을 위한 학교로
대학과 소학으로 나뉜다. 향학은 말 그대로 지방학교다. 주천자(朱天子)
가 설립한 학교는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오학(五學)｣이라
고 불렀다. 오학이란 벽옹, 성균, 상상, 악서, 고종을 말한다. 그중 성균
이 음악을 배우는 장소로 대사악(大司樂)이 주관하였고 악서는 우무(羽
舞)가르치는 곳으로 악사(樂士)가 주관했으며 고종은 임금을 만나러 갈
때 갖출 예의와 연주를 배우는 곳으로 예관(禮官)이 주관했다. 국학에
속하는 예악교육은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주관했고 그 하위 소속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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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중요한 예관은 바로 대사악(大司樂)이다. «주례․예조․판
서․대사악» (주례․악무기사)의 기록에 의하면: 掌成均之法 以治建國
之學政 而合國之子弟焉. 성균법을 관장해 건국의 학정을 다스리며 나
라의 자제에 합한다. 凡有道者 有德者 使敎焉 死則以爲樂祖 祭於고宗.
무릇 도가 있는 자와 덕이 있는 자로 가르치게 하고 죽으면 악의 조
상으로 인정해 명당의 자리에서 제사한다. 以樂德敎國子 中 和 祗 庸
孝 友.악의 덕으로 나라 자제를 가르쳐 충, 화, 삼가고, 늘됨, 효, 우애
를 하고 以樂語敎國子 興 道 諷 誦 言 語. 악의 말로 나라의 자제를 가
르쳐 즐겁게 인도하며 풍자하고, 낭송하며 대화 형식으로 말하고 以樂
舞敎國子 舞雲門 大卷 大咸 大韶 大夏 大濩 大武.악의 춤으로 나라의
자제를 가르치니 운문과 대권, 대함, 대소, 대하, 대호, 대무를 춤추고
以六律 六同 五聲 八音 六舞 大合樂以致鬼神示 以和邦國 以諧萬民 以
安賓客 以說遠人 以作動物. 육률, 육동, 오성, 팔음, 육무로서 악을 크
게 합해 귀신에게 이루어 보이며 이로 나라를 和하고 만민을 해학하며
빈객을 편히 하고 먼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물을 일으키며 乃分樂
이에 악을 나누어 차례를 지낸다.
공자가 “유교무류”의 교육이념을 수립하기 이전의 하, 상, 서주의 학
교교육은 세습된 귀족들이 독점하였다. ｢유교무류｣의 특징은 귀족교육
의 전통을 타파하여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
회언(논어․술이편)｣을 실천함으로써 교육의 대상을 귀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평민으로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다. 공자는 사학
의 창시자로써 중국평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공자의 교육목표는: 하나는 인정덕치(仁政德治)의 이상을 실현하
기 위하여 덕재겸비(德才兼备)의 ‘치세인재(治世人材)’를 양성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입신처세(立身處世)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함 즉 논리도
덕사상을 가르쳐 자아 수양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서예악을 통한 교
육으로 인해 음악사상이 유가교화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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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자의 제자들이 계승함으로써 공자의 예악교육사상은 논
어, 맹자, 순자및 예기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3）주나라의 제례작악(制禮作樂)
서주건국초기, 기존의 주나라 제도와 전통을 기본으로 하고 전대(前
代)의 문화 성과를 참작하여 천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전
장(典章), 제도, 규칙과 의식예절을 제정함으로써 완벽한 예악문화체제
를 갖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훗날 유가의 칭송을 받는 주공 단(周公
旦)의 제례작악(制禮作樂)이다. 주공 단(周公 旦)은 서주의 예약교육의
최고공신으로 그의 주요 공적은 제례작악 그리고 악교를 앞장서서 펼
쳐 고대 예악교화사상의 선하(先河)를 열어준 것이다. 또한 예악과 봉
건제도를 상호 결합시켜 사회의 곳곳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였다.
서주의 예악사상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육사
상은 아래와 같다. 하나는 교육을 나라를 세우고 평안하게 다스리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윤리교육과
악무예술교육, 행위규범교육 및 심미정감교육을 하나로 결합시킨 것이
다. 공자가 그토록 주나라의 문화를 칭송하고 추앙한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비록 당시의 서주 군주는 전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
해 봉건제도를 세우긴 했지만 백성들이 무의식 중에 예의에 물들어 자
신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예절을 만듦으로써 훗날의 악
교관념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예악교
화의 덕분에 주나라가 800 여년 간의 성세를 유지하고 고도의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보면 현시대의
악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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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자의 음악 교육관
공자는 주령왕 21년, 즉 노양공(鲁襄公) 22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551년 – 기원전 479년 생존하였으며, 주경왕 41년, 애공16년에 사망

했다. 공자의 출생지는 지금의 산동 곡부 지역이다. 혈통으로 볼 때,
송나라 사람이 조상이고, 송나라는 은나라 후에 나타난 나라로서 공자
는 혈통으로 볼 때, 은나라 사람이다. 직업으로 볼 때, 공자의 조상들
은 대대로 집례관으로 있어서, 공자는 어릴 때부터 예를 배움으로써,
예에 밝다고 이름을 떨쳤다. 은나라 사람들 중에서 지식인들은, 주나라
때, 직업 예생(예를 다루는 자)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에는 공자
의 조상도 있었다. 따라서 공자가 받은 교육 또한 이런 단체의 교육이
다. 공자가 어릴 때부터 예에 능통했다는 증거를 말하자면, 수많은 기
록문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세가(孔子世家)의 ‘맹리자
가 죽고 나서, 맹의자와 노나라의 남궁경은 공자한테 예를 배우러 갔
다((及厘子卒，懿子与鲁人南宫敬叔往学礼焉)’에서 공자는 원래 예를 전
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논어 팔일편에서도 ‘공자가 태
묘에 가서 매사에 대해 묻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 자가 예를 안다고
하였느냐, 태묘에 들어와서 매사에 대해 다 질문하네, 라고 하자 공자
는 이것이 바로 예가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자는 원래 ‘예를 알다 (知礼)”로 유명하다.
다른 사람이 공자가 태묘에 와서 모든 일에 대해 묻는 것을 보고 조롱
하자 공자는 예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예의 존중에 대해서도 정통하
였기 때문에 알면서도 태묘에 들어와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 질문을
하였고 조롱한 자는 예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였던 것이다.
공자는 비록 은사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를 배웠으나, 그
사상방향은 일반 예생들과는 크게 달랐다. 예생들이 단지 예의 형식에
대해서만 파고들었다면, 그가 진정 흥미를 느낀 것은 그 형식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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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의 제도형식에 있어서의 기본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음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자가 스승한테 악기를 배우는데, 한 곡을 배우고 나서 스승이 ‘자
네는 이제는 이 곡을 다룰 수 있으니, 다음 것을 배워도 되겠네’라고
하자 공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라고 답했다. 어느 날 스승이
“이젠 기술도 터득했으니 다음 것을 배워도 되겠네”라고 하자 공자는
“이 곡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

였고, 또 어느 날 스승이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니 이젠 다음 것을 배
워도 되겠다고 하자 공자는 또 다시 “아직 이 곡이 칭송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어느 날 공자는 사색에 잠
긴 듯 먼 풍경을 보면서, “이 곡이 칭송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그는 조금 까맣고 호리호리하고 넓은 가슴을 가졌고, 장래를
볼 줄 하는 안목을 가졌네, 주문왕이 아니면 누구겠는가.”라고 하였다.
스승은 공자의 말을 듣고, 즉시 예를 갖추고 존경을 담아 “군자, 당신
이 성인이오. 이 곡의 이름이 바로 < 문왕가> 이오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공자는 여러 측면에서 음악적 표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는 음악의 기교, 곡의 의미, 작곡가의 사상을 중요시 했을 뿐만 아니라,
곡이 묘사하고자 하는 인물까지도 터득해냈다. 즉 음악을 배움에 있어
서, 그는 그 표면뿐만 아니라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 음악을 느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 자아 경계와 ‘인(仁)’, ‘지(知)’, ‘용(勇)’
공자의 ‘자아 문제’에 대한 태도는 ‘인’, ‘지’, ‘용’의 세 가지 관념으
로부터 볼 수 있다. 유가 전통 도덕에서 ‘인’, ‘지’, ‘용’은 세 개의 중요
한 범주이다. 공자는 ‘지’의 최고 수양은 불혹(미혹되지 않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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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최고 수양은 불우(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용’의 최고 수양은

불구(두려워하지 않는 것)라고 하였다. 비록 성인으로 되는 것은 극히
높은 경지로서 도달하기 어렵지만,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는 있다. 따
라서 누군가가 진정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는 생
활 속에서 서 자아요구로 인해 마음가짐이 좋아지고, 지혜도 생기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두
려움 없는 용기를 갖고 어려움과 시련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공자
는 ‘인’, ‘지’, ‘용’은 군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미덕이라고 하
여, 논어< 자한편> 에서 인자불우, 지자불혹, 용자불구(仁者不忧，知
者不惑，勇者不惧 ) 라고 기재하였다.
이 말은 즉, 인자가 근심이 없다는 것은 인자가 운명을 즐겁게 받아
들이고, 내적 성찰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이고, 지혜로운 자가 미혹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사리에 밝고 인과에 통달하기 때문이며, 용
감한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감한 자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 문장에서 겸손하여 비록 본인은 이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이를 통해, 공자가 추종하고자 하는 선에 대한 도
덕적 경지가 바로 ‘지’, ‘인’, ‘용’의 ‘삼달덕(三达德)’임을 설명할 수 있
고, 이 역시 완벽한 인격 수양을 위해 갖춰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로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와 ‘인’의 관계
에 있어서 < 헌문편> 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 왈: ‘유덕자필
유언, 유언자불필유덕. 인자필유용, 용자불필유인.’< 논어.헌문편> 有
德者必有言，有言者不必有德。仁者必有勇，勇者不必有仁,
공자는 덕행이 있는 자는 좋은 언어를 구사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
람이 반드시 덕행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인을 갖춘 자는 필
연 용감하지만, 용감한 자가 반드시 인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
다. ‘덕’은 ‘언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언행’은 ‘덕’을 결정할 수는 없
다. 즉, ‘인’은 반드시 ‘지’를 겸비해야 하나, ‘지’가 반드시 ‘인’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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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의 ‘인자는 반드시 용맹함을 갖춘
다’ 역시 동일하게 해석된다. 바꾸어 말하면, ‘인’은 ‘지’, ‘용’을 결정
할 수 있으나, ‘지’, ‘용’은 인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
의 관념이 공자학에서의 위치가 ‘지’, ‘용’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공
자 본인이 원래 ‘자아(自我)’에 관한 순수철학이론을 제기하였고, 라오
쓰광(勞思光)은 일종의 이론 의미에서의 가설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가
설은 자아경계에 대한 구분법이다. 자아경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해당 가설은 자아경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형구아 形躯我 – 생리적 및 심리적 욕구를 내용으로 하다.
․인지아 认知我 – 지식이해 및 추리 활동을 내용으로 하다.
․정의아 情意我 – 생명력 및 생명감각을 내용으로 하다.
․덕성아 德性我 – 가치적 자각을 내용으로 하다.(라오쓰광, 81)
라오쓰광은 공자가 제기한 ‘인, 의’ 관념은 ‘덕성아’에 속하는 것으
로, 공자는 ‘인지아’를 단지 ‘덕성아’의 부가적인 사항으로 본다고 생
각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아’라는 층면이 있는데 ‘정의아’는 ‘생명력’
과 ‘생명감’이라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이에 대하여 전자는 ‘용감’,
‘의연’ 등등의 품성이며 후자는 예술활동이라고 했다. 공자는 이 두 가

지 자아경계에 대해, 덕성아에 의거하여 그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 팔일편> 에서 자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소(韶)는 아름
답고 선량하나, 무(武)는 아름답기는 하나 선량하기까지는 않다(韶，尽
美矣!又尽善也。武，尽美矣!未尽善也).”
소(韶)는 순(舜)음악을 가리키고, 무(武)는 무왕의 음악을 가리킨다.
여기에 대하여, 주희(朱熹)는 ‘아름다운 자는 용모가 성대하고, 선량한
자는 아름다움이 실질적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소(韶)와 무(武)의
음악은 그 음악형식, 즉, 음악리듬에서는 모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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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악적인 내용으로 볼 때, 소(韶)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순(舜)의
덕행으로서 선량하지 않은 것이 없고, 무(武)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왕(武王)의 덕업으로서, 천하를 무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선량하다고
볼 수 없다. 소(韶)와 무(武)의 음악에 있어서, 공자는 그들의 형식적인
미를 음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선량함 여
부도 함께 보는데, 이것이 바로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서의 바른 길이
라 여긴다. 공자는 음악에 대해서 ‘덕성아’의 단계에서 표현했는데, 매
슬로우의 ‘자아실현’과 ‘절정경험’ 이론과 비교하여 볼 때, 인간에 대
한 예술의 효과에 여러 번 언급하면서 예술이 ‘절정경험’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중에는 ‘자아실현’을 넘어서는 이론까지 얘기하면서,
한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자아실현 욕구에 대하여 충분한 만족을 느꼈
을 때 나타나는 짧은 ‘절정 경험’은 일반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일을 집
행했을 때, 또는 완성했을 때, 비로소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인
데, 이는 일반적으로 예술 또는 음악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라오쓰광,
81) 예를 들어, 어느 한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할 때 느껴지는 ‘자아 상

실’의 경험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어느 한 예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여 1분이 1초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1초는 1주일보다 충실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2. 도덕의 최고 경지 – 인(仁)
예악(禮樂)은 ‘인’으로부터 내포되는 것으로, < 논어> 에서 말하는
‘인’은 거의 인류의 모든 덕행의 표현을 망라한다. 크게 말하면, 인을

갖춘 자는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고, 또한 사회생활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공자는 ‘인’은 바로 인간 감정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義)는 규범에 맞는 행동으로
서, 존중, 현량함이 가장 중요하며, 예(禮)는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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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품행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도덕적 경지인
‘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공자는 인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이

어질고자 하면 인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하였다.(仁远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술이편>)이는 인이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것으로, 외
부의 힘에 의지할 필요 없이 사람의 자각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공자는 사람의 도덕함양에
있어서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인’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의 준칙으로서, 그 실질적 의미는 ‘사

람을 사랑하다’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는 자는 집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밖에서는 스승과 선배를 존경해야 하며, 겸손한 사람으
로서 언행이 일치해야 하고 박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기본
됨됨이다. 기본 됨됨이를 갖추고 책을 읽어라.(弟子入则孝，出则悌，谨
而信，泛爱众，而亲仁。行有余力，则以学文 < 里仁篇>)”고 하였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선배님과 형제들을 존경하고, 언행을 일치하는 것
이 인을 행하는 기본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여, 자기가 하기 싫
은 것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무중산(牟宗三)은 “인은 감정적으로 통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하고,
사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무중산, 36)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통한다는 것은 생명 정신적 측면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우
주만물과 하나로 되는 것이다. 사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란 감정적으
로 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
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핵심을 찌르
는 말이다. 이로써, ‘인’은 사람이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도덕
기준임을 뜻한다.

48 연극예술치료연구 제5호

3. 음악과 정치 그리고 교육
공자의 악교(음악교육)사상(樂敎思想) 중에서도 후세에 가장 깊은 영
향을 미친 것은 ｢음악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음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以乐修身，以乐治国)｣라는 사상이다. ｢음악으로 자신을 수양한다｣라

는 것은 사실상 음악이 도덕적 교화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설명한다.
아름다운 음악은 사람 마음속을 깊게 파고 들어 낡은 풍속을 바꾸고
정치에 임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현명한 군왕은 악교(樂敎)를
중요시했고 공자 또한 악교(樂敎)를 중요시 하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악교사상(樂敎思想)을 계승했다.
공자는 제자 자유가 다스리는 무성지방에 자유를 만나러 가던 도중
현악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듣고 빙그레 웃으며 칭찬을 담아 “닭 잡
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하고 물으니 제자 자유가 “예전에 스
승님께서는 ‘지도자가 올바른 도리를 배우게 되면 백성을 사랑하게 되
고 백성들이 올바른 도리를 배우면 그들을 부리기 쉽다′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공자는 “제자들아! 자유의 말이 옳다. 내가
한 말은 농이다”라고 했다. < 현가지성(弦歌之声)> 은 악교(樂敎)를 중
심으로 한 교육이다. 이 대화 속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
나는 현가의 소리란 ‘학도(学道)’ 즉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가의 소리는 ’소인(小人)’을 이롭게 한다. 즉 일반 백성을 이
롭게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현가의 소리는 정사를 함에 있어서 법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가(儒家)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정치이상을 자
신의 가르침대로 제자 자유가 무성에서 실천하고 있었기에 공자는 이
를 보고 흐뭇해한 것이다.
공자는 고악(古乐)연주의 질서정연함을 극찬하였다. < 팔일편> 에서
그는 당시 예악이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하며 노나라 악관에게 이르길
“연주의 시작은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듯 하고, 그런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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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소리, 음악소리, 노래 소리가 제 각각의 소리를 내며 조화를 이뤄
야 한다. 또한 그 조화 속에서도 개개의 악기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야
하며 끊어 질 듯 이어가 곡이 완성이 되고 긴 여운이 남아야 한다”라
고 하였다.
예로부터 시(詩), 악(樂), 무(舞)는 삼자일체로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아(雅)와 송(頌)이 각각 제자리를 찾게 되어 음악이 바로 잡혔
다’에서 아(雅)와 송(頌)은 곧 음악을 뜻한다. 그런데 아(雅)와 송(頌)은
시의 육의 (六義) 에 속한 두 종류이기도 하다. 즉 시와 음악은 일체(一
體)로 시는 음악의 언어이고 음악은 시의 소리다. 음악의 근본적인 목
적은 인류의 정상적인 기질을 도야하여 점잖고 우아한 기품을 기르고
나아가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높이는데 있다.
아악(雅樂)이란 선왕의 정통음악을 칭하는 것으로 당시 유행하던 정
나라의 음악(郑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공자는 이런 예악이 무너
지던 시대의 사람으로서 정나라의 음악이 전통 음악인 아악을 어지렵
혔다는 이유로 정나라의 음악를 극도로 싫어하여 < 위령공편> ‘정성
음, 녕인태(郑声淫，佞人殆 )’라고 하였다. 여기서 ‘음’은 사음(邪淫)을
가리키는 것으로 음탕한 것을 방종하며 무절제한 사상을 일컫는다. 음
탕하고 무질서한 정나라 음악에서 표현되는 성정(性情)은 사음하고 정
상적이지 않으므로 인류사회에 백해무익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추락시
킨다. 따라서 공자는 그것을 혐오하였고 철저히 금지시키려 했다. 공자
는 음악이 인류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여겼는데 정통아악은 은
연중에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사음한 정나라의 음악은 이와 반대
로 사람의 마음을 수렁에 빠뜨린다. 그리하여 공자는 정나라 음악의
광란을 막고자 안간힘을 다했고 음악을 바로 잡는 일에 적극 뛰어 들
었다.
공자가 추진한 음악교육은 전국 각지 각 계층의 사람들을 음악을 통
해 선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인격으로 교화시켜 인애(仁愛)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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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음악을 연주할 때는 악기가 질서정연하
고 맑고 아름다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이 평화롭게 함으로써
덕성(德性)이 완성되고 생명이 아름다움의(美善)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
야 한다. 집단 문화의 측면에서 음악예술은 일단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면 낡은 풍속과 세습을 바로 잡고 민심을 돈독하게 만들어 세상이
평온해지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음악을 통한 교
화의 목적은 바로 인덕(仁德)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중화문화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문화의 계승은 교육에 의존한
다. 중국의 긴 교육사를 들여다보면 초기유형교육은 귀족에게만 한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교육의 주요목적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정사를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하, 상, 주나라 삼대의 교육은 ‘집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공자의 ‘유교무류有敎無類’의 교육
이념은 ‘학재관부(學在官府)’의 관습을 허물었다. 소위 ‘류’라 함은 사
회정치적 지위로 구분한 귀천과 빈부 등 종류를 말한다. 공자이전 하,
상, 주나라의 교육은 세습된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교
무류의 특징은 이런 귀족교육의 관습을 허물어 교육대상을 귀족으로부
터 평민에게로 교육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자는 중국최초로 개인강학을 열고 평민교육이란 개념을 만들어 실행
한 인물이다. 이는 중국고대교육사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큰 사
건이었다. 공자는 ‘유교무류, 회인불권’의 정신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
르쳤고 72명의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리고 유가사상을 대표로 하는 중화
문화를 수립하였다. 공자의 교육목적은 하나는 인정덕치(仁政德治)의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덕재겸비(德才兼备)의 ‘치세인재(治世人材)’를 양성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신처세(立身處世)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함 즉
논리도덕사상을 가르쳐 자아 수양을 높이게 하기 위함이다.
유가 공맹지학(孔孟之学)은 중화민족문화를 계승하는 하나의 큰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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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문화이상을 표현하고 생명의 방향을 제시하며 생활규범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할 입신처세의
도리이다. 공자가 예악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가의
경전(經典)이다. 이 경전은 고대 현자의 생활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역
사문화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내
다볼 수 있고 고인(古人)들과 교감을 할 수 있었다. 경전의 대화록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공감을 하고 대화에 동참하고 싶은 느낌마저
든다.
공자는 ‘시서예악(詩書藝樂)’으로 가르쳤다——시경은 문학적 성격
의 표현으로 시를 읽으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성품을 기를 수 있다.
‘상서尚书’에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 옛 성현들의 가언의행(嘉言懿行)으

로, ‘상서尚书’를 읽으며 깊이 연구해보면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문화의 명맥을 계승할 수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
다. 한층 나아가 예와 악은 사람의 마음을 교화시키는 법도로 서로 보
완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사서와 예악은 정신
은 상반되나 둘을 합치면 오히려 서로 보완이 된다.
‘시’, ‘예’, ‘악’은 공자가 평소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재다. 고대의 시는 대부분 음송할 수 있는 것으로 음악의 반주까지
더해져 반복하여 시를 읊다 보면 향선의 의지가 생기게 된다. 공자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그 나라에서 어떤 교화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고 했다. 만약 백성들이 온유돈후(한 인품을 지녔다면 그들은 바로 ’시
(詩)’의 교화를 받은 것이고 만약 백성들의 도량이 넓고 화목하면 그들

은 바로 ‘악(樂)’의 교화를 받은 것이며 만약 국민의 태도가 겸손하고
중후하면 그들은 바로 ‘예(禮)’의 교화를 받은 것이다. 이렇듯 경전을
통해 지식을 쌓고 몸을 통해 언행으로 실천이 된다면 고결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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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美),선(善)을 통한 인격의 양성
공자는 음악의 형식에 깊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의 내용과
선의 결합도 매우 중요시했다. 공자는 특히 미와 선이 잘 결합된 소악
(韶樂)을 추숭했다. < 팔일편> 에서는 ‘자위소 : 진미의 ! 우진선야. 위

무, 진미의 미진선야(子谓韶：盡美矣 又盡善也。謂武, 盡美矣 未盡善
也)’라고 하였고 그 의미는 “소(韶)는 소리의 아름다움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선함도 지극하다. 무(武)는 소리의 아름다움은 지극
하지만 그 내용의 선함은 지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소는 순왕의 음
악이고 무는 무왕의 음악이다. 또한 주희는 ‘미자, 성용지생; 선자, 미
지실야 (美者，声容之盛；善者，美之实也 )’이라고 하였는데 그 해석
은 다음과 같다. : 미라는 것은 소리의 모양이 성대한 것이요, 선이라
는 것은 아름다움의 실질이다.
소와 무는 음악의 형태로 볼 때, 즉 소리의 박자로 볼 때 둘 다 아름
답다. 하지만 순왕의 덕은 천성적이며 겸손함으로 천하를 얻었으니 내
용에 선함이 담겨 있지만, 무왕의 덕은 이와는 반대로 무력으로 천하
를 얻었기 때문에 그 실상이 다른 것이다. 공자는 소악과 무악을 형식
에서의 미를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의 선도 함께 평가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을 감상하는 올바른 길이다.
공자는 형식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내용이 더할 나위 없이 선
한 소악을 듣고 3개월 동안 고미 맛을 잊을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어찌하여 순왕의 음악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무왕의 음악은 아름답지만
선하지 못하다고 했을까? 그것은 순(舜)의 음악은 요(堯)임금의 양위를
받아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 후로 천하를 탐하지 않고 우에게 양위를
하였으니 바로 이런 그의 공평무사함을 두고 더할 나위 없이 선하다고
칭송한 것이다. 반대로 무왕(武王)이 상주왕을 토벌한 사건은 칭찬 받
을 만하지만 살벌하고 인(仁)과는 거리가 멀어 선하지 못하다고 했다.

공자의 음악치유 사상에 내재된 예술치료적 의의∙왕해화 53

요순의 인애정신은 그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했던 것이다. 여기서
공자가 음악을 평가하는 기준이 미(美)와 선(善)을 완전히 결합시킨 최
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은 개인의 성정을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의 풍습과 정치까지도 아름답게 하는 특징이
있어 도덕적 교화의 수단으로 줄곧 현명한 군왕들의 중시해왔다. 좋은
음악은 개인의 성정(性情)을 순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의
풍속과 정치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고 믿었다.
교육을 통한 학습은 대부분 가장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진실된 상황
즉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려면 사회생활의 규
범을 배우고 입신처세, 대인관계, 등을 배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자
는 중요한 4가지 규범을 만들어 가르쳤다. 문(学文학문)․행(德行덕행)
․충(忠实충실)․신(信义신의) 이 네 가지 덕목은 유가교육의 중심 목
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충분히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도덕적 수
양을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자는 이 네 가지 덕목을 교육의 근본으
로 하고, 괴(怪), 력(力), 란(亂’, 신(神)은 학생들의 학습과 도덕적 수양
을 방해하기 때문에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문, 행, 충, 신 네 가지 덕목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우선
시, 서, 역, 예, 악은 ‘문’에 속한다. 선조의 서적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
분히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이는 곧 학문의 기초이자 치지(致知) 의 능력
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행(行)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예의를 지키고 규
범을 지키도록 하여 도덕적 수양을 높이는 것으로 행동으로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이고 충(忠)과 신(信)은 사람의 인품과 심성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모두 입신처세를 근본으로 하며 내면의 수양을 쌓고 훌륭한 인
격을 만들기 위함이다. 네 가지 덕목 중에 문, 행의 공부보다 충, 신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공자의 교육목표인 지식, 행위, 품성
이 세 가지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가르침의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먼저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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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행위의 실천과 품성에 대한 교육은 먼저 견문을 넓힌 다음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자
는 지식에 속하는 ‘문’을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행’, ‘충’, ‘신’을 두었
다. 그러나 교육의 중심을 놓고 보자면 행위의 실천과 품성이야말로
사람 됨됨이의 근본으로 공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덕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 학이편(學而篇)> 에서 “제자는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
고 나가서는 공손히 하며 삼가고 미덥게 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친히 할 것이며 이를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글을 배우
는

것이니라.(弟子入则孝，出则弟，谨而信，泛爱众，而亲仁，行有余

力，则以学文)”라고 말하였다.
이 중에서 입효(入孝), 출제(出弟), 근신(謹信), 애중(愛衆), 친인(親仁)
은 모두 행위 및 인품과 덕성을 얘기한 것이다. ‘문’을 맨 뒤에 놓은
이유는 행동으로 실천하여 인품과 덕성이 길러진 다음 힘이 남거든 학
문을 하라는 의미다. 공자는 논어에서 제자들에게 < 학례(學禮-예를
배우다) >、< 호례( 好禮-예를 좋아하다)>, < 지례(知禮-예를 알다)>、
< 복례(復禮)-예로 돌아가다>, < 약지의례(約之以禮-예를 집약하다)>,
< 입우례(立于禮-예를 배우는데 뜻을 세우다)> 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

다면 공자가 말하는 예(禮)란 도대체 무엇인가? 중국의 예는 ‘길(吉)’,
‘흉(凶)’, ‘군(軍)’, ‘빈(宾)’, ‘가(嘉)’의 오례(五禮)로 나뉜다.

현대의 학술 분류기준에 의해 고대의 예(禮)는 정치제도, 사회제도,
사회풍습, 종교의식, 일상생활규범 등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禮)
는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것으로 내용이 넓고 풍부하다. 예(禮)라는 글
자에는 실천하기 수월해야 하고 도리에 맞아야 하고 정서에 맞아야 한
다는 세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예교는 공(恭-공손), 검(儉-검소),
장(庄-엄숙), 경(敬-정중)의 미덕을 길러주며 이는 처세와 입신의 근본
이 된다. 인간관계를 유지해주는 예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행위규칙과 도덕규범과 같이 반드시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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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예의
근본은 인(仁)과 의(義)다. 이는 사람의 생명은 인의(仁義)에 정착이 되
어야 비로소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이상세계로 진입할 수 있으며 미선
(美善)의 인격이 길러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예와 악이 하나가 되고 서

로 안팎이 되는 것이야 말로 인문 교화를 함에 있어서의 두 가지 중요
한 지표다. 예교는 선의 근원이고 악교는 미의 초석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공자가 미선의 결합을 예악교화의 최고목표로 삼았으며 군자의
원만한 인격의 완성체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공자의 음악사상이 예술치료에서 갖는 의미
1. 음악의 정신적 단계
공자는 고악(古樂)연주의 질서정연함을 높이 평가했다. < 팔일편> 을
보면 공자는 노나라 태사에게 “시작은 합하듯이 하고 다음은 조화를
이루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게 함으로써 완성됩니다.
( 始作，翕如也；从之，纯如也，皦如也，绎如也。以成)” 라고 말한다.

공자는 또한 당시 예악이 붕괴됨을 개탄하며 “연주의 시작은 여러 악
기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듯 하고, 그런 다음에는 종소리, 음악소리, 노
래 소리가 제 각각의 소리를 내며 조화를 끊어 질 듯 이어가 곡이 완
성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악곡 창작의 전체 과정 외에도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할 때의 네 가지 단계 등급을 설명하기도 한다.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이런 네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공자
는 음악적 토론을 통해 사람 마음의 즐거움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것
이 바로 ‘흡여(翕如)’, ‘순여(纯如)’, ‘교여(皦如)’, ‘역여(绎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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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여(翕如)
우선 ‘시작, 흡여야’의 흡은 < 태백> 에서는 ‘성-盛’으로 해석되어
있다. 흡여는 ‘성(盛)’으로 풀이 하지만 오음이 연주를 시작할 때 내는
웅장한 소리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시작(始作)은 말 그대로 연주의 시
작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초급단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성(盛)은 풍성하다 또는 성대하다는 뜻으로 곡조의 변화가 심할
것을 바라며 이러한 섬세함에서 점차 성대해지는 변화를 두고 보면 정
나라의 음악 정성(郑声)과 같다.(주희, 162)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탐욕스럽고, 극단적인 소리로만 욕구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자
기만을 위한 욕구만족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으로 음악 속에 담긴 도리
에는 관심이 없고 그 내용의 가치도 알려고 하지 않음을 뜻한다. 현대
인들이 절제를 모르고 사리사욕만 추구하여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나
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순여(纯如)
흡여의 다음 단계인 순여는 흡여 단계의 번잡하고 변덕스러운 마음
과 비교할 때 확실히 단순하고 한결같다. 욕망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선하지 못함을 깨닫고 소박하고 단순한 안녕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
다. 이로써 순여의 경지가 흡여보다는 한 단계 앞선 것임을 알 수 있
다. 순(纯)은 화(和)와 오음(五音)과의 조화를 놓고 논할 수 있는데, 순
수함은 욕망을 추구하는 흡여 단계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그러나 비록
욕망을 추구하는 단계보다는 순수할 수는 있으나 사람의 덕행, 수양과
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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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여(皦如)
교(皦)는 명(明)으로 음절이 분명하다로 해석한다. 음절의 분명함에
대한 추구와 분별을 뜻하기도 하나 숨은 뜻으로는 대상에 대해 세심하
고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흡여와
같은 단지 욕망을 추구하는 단계와는 대조적으로, 순여 단계는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소
박하고 단순한 것을 추구한다.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인해 한 단
계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明)이 가져온 유일한 결과는 덕행
의 미일 뿐이다. 한 개인으로 놓고 볼 때 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집단이 선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선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교여를 깨닫는 것은 개인에 그치
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끔 해야 한다. 더 나
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순여 단계의 성과는 흡여 단계의 선하지 못
함에 대한 깨달음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대
립해 나타난 단순하고 소박함이지, 이것으로는 여전히 순여의 즐거움
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
러므로 자신이 깨닫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밖으로 뻗어 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순수 단계에 심취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도리를 깨닫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또한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덕행이 높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여는 밖으로 뻗어나가야 하며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음악을 놓고 말하자면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뜻하고,
사람의 마음에서는 정면성, 확실성을 가리킨다. 만약 예술을 추구함에
있어 그 즐거운 마음이 희망적이고 정면성이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더
욱 높은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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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여(绎如)
마지막으로 공자는 음악의 완성을 역여 단계에 두었다. 헌데 이 역
(绎)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흡여가 탐욕스러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고, 순여가 이런 절제되지 못한 탐욕스러움을 뛰어 넘어 순수한 아름
다움에 도달한 단계이며, 교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음이 추구하는
내용과 상대를 파악하는 단계라면, 역여는 교여를 뛰어 넘어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깨닫고 실행에 옮겨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경지라고 할 수 있겠다. 음악이 세상만물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그것이
덕이 되고 음악이 되는 역여 단계는 음악과 인심의 즐거움의 최고경지
인 것이다. 이렇듯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서를 표출하게
한다.

2. 음악의 치유기능
시(시경)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모음집으로 지방민요, 귀족

연회가요, 민족사시, 종교적 축도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윤길보(尹吉
輔)가 수집하고 공자가 고급스러운 운문과 은유식 표현법으로 편찬하
였다.
시와 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 백성들이 부르는 민요뿐만 아
니라 귀족, 사대부들의 사직종묘에서도 시와 악의 응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시에는 15국풍(,國風)，2아(雅), 3송(頌)이 있다. 국풍(國風)은 풍
風 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민간에서 수집해 온 시와 민요
로 당시 그 지역에서 유행하던 노래들이다. 백성은 시가를 통해 감정
을 표현했고 시가를 통해 위안을 얻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시가의
이야기는 일반 백성들의 사회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인생 경험을 풍부
하게 해주는 것 외에도 자신의 경험과 결합시킬 수 있으며, 이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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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치료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은 유일무이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
는 건 문제해결이 아닌 의미창조에 있다”는 것과 같다. 다채로운 생활
속 경험들은 때때로 주류 이야기에서 빠져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이러
한 경험의 존재를 알고 모든 경험이 갖고 있는 특별하고도 참된 의미
를 깨닫게 되면 새로운 또는 재해석된 경험적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아(雅)는 총105편으로 대아(大雅)31편과 소아(小雅) 74편으로 나뉜
다. 소아는 연회 때 쓰인 음악이고 대아는 회조 때 쓰던 음악으로, 대
부분이 조정 관료들의 작품이고 민간 시가는 극히 일부다. 대부분이
정치와 연관되어, 훌륭한 정치를 칭찬하고 잘못된 정치를 풍자하는 내
용이며 개인감정을 담은 시는 몇 수에 불과하다. 시가는 백성들을 은
연중에 정치적으로 교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송(頌)은 귀족이 가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와 통치자의 공덕을 칭송하는 악곡으로, 연주 시엔 가
무가 곁들여진다. 또 총 40편의 주송(周頌), 노송(頌)과 상송(商頌)으로
나뉘기도 한다. 고대에는 가무의 구분이 없이, 시가와 춤으로 낡은 풍
속을 고치고 사람을 중화에 이르게 한다. 때문에 공자는 시경을 중요
시했고 그의 아들 공리(孔鲤)를 가르칠 때 시와 예를 우선적으로 배우
도록 하였다.
공자는 예를 철저히 실행에 옮겼다. 그는 예의 규범은 내면의 실천
으로부터 우러나와야 입지를 다질 수 있으며, 시경을 배우면 감정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즉 시경은 도덕 및 정
치적 교육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 시가이흥(诗可以兴)
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계몽, 고무의
작용이 있어 시가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가의 감정에 공감하
고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사람이 만약 음악과 여색에 매혹

60 연극예술치료연구 제5호

되고 향락에 빠지고 금전과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삶은 점점 무미건조
해져 간다. 반대로 세상의 정서를 관찰할 줄 알고 대자연 및 사람 간의
감정에 예민한 감각을 가지면 그 삶이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친다. 이
것이 바로 시가 갖고 있는 힘이다.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는 예술과 관련된 미감지각, 미감체험, 예
술창조 등의 경험을 스스로 건강을 실현하는 일종의 ‘절정경험 (peak
experience)’이라고 정의했다.(수완, 8) 다시 말해 예술은 건강을 향한 통

로라는 것이다. 이는 예술이 쾌락효과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예술관으
로, 예술 활동이 현실세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쾌락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예술은 상상과 환상을 통해 시공간의 구애 없이 자유자재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즉 과거로 되돌아 갈수도 있고 미래로 가
볼 수도 있으며 그것들을 자신의 창작을 통해 표현하기도 함으로써 유
한한 물질세계의 부족함을 예술로 달랜다. 비록 이런 환상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심지어 현실과 이상에 대립되어 충돌할지언정 자아의
밝은 미래상을 보여 줌으로써 잠시 현실의 우울함과 답답함에서 벗어
나 고민거리나 불안감을 잊어버리게 해준다.

2) 시가이관(诗可以观)
시를 통해 당시의 정치상황을 고찰할 수 있다. 공자는 음악이 정치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겨 음악으로 예를 뒷받침하여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예와 악의 정치적 작용을 중요시 여겼고 음악
이 갖는 도덕적 교화 작용을 강조하며 ‘이정이덕(以政以德)’ 및 ‘예치
(禮治)’할 것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 위령공> 에서도 나라를 다스

리는 법을 묻자 공자는 “하나라의 역법을 쓰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주나라의 예관을 쓰고, 음악은 소무를 즐겨라. 정나라의 음악은 물리치
고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을 멀리하라. 정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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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사람은 위태하다.(顔淵問爲邦 子曰行夏之時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고 하였던 것이다.

3) 시가이군(诗可以群)
‘군(群)’은 군중을 일컫는 말로 군중과 소통한다는 뜻이다. 시는 사

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게 한다. 공자
가 말한 온유돈후(温柔敦厚)라 함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성실한 인품을
가리키는데 말인즉슨 시를 통해 내적 수양을 쌓으면 대인관계가 좋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시는 천지유유(天地悠悠), 물아합일(物
我合一)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짐과 동
시에 논리도덕의 의식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두보(杜甫)의 시를 예로 들자면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고 민중과 고난을
함께한 그의 정서가 시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
치는 영원한 것이다. 그가 시성(詩聖)으로 불리며 그 명성이 후세에 널
리 알려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러시아의 문학거장 톨스토이는
“예술은 종교의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인간을 형제처럼 하나로 연결시

켜 준다.” 라며 한층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 이 말은 공자의 시가이군
(诗可以群)의 예술정신과 완벽히 일치한다.

4) 시가이원(诗可以怨)
시를 통해 마음속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고 시가를 빌어 감정을 표
출하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다. 시를 통해 은연중에 스트레스가 해소
가 되면서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 안정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임금님께 충심을 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공
자도 이미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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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도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정서
를 정화시키며 “음악은 비겁한 마음을 씻어내고 고상한 성품을 길러준
다”고 하며, 음악이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고
인성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은 서양 미학이론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지위에 놓여 있다. 그는
비극을 통해 정서를 불러 일으켜 동정과 두려움,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한다는 이론을 주장한 철학자이다. 이는 마치 종교의 광신도가 종교음
악을 들으면 광적인 상태에 빠졌다가 안정되게 되면 일종의 정화와 치
유의 효과를 느끼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류천미, 216)

5) 이지사부 원지사군(迩之事父，远之事君)
시는 인격을 도야하고 심미적 감정과 능력을 길러주고 사람들의 사
회적 정서를 조정함으로써 개성과 민중성이 상호 조화 속에서 발전하
게 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사람의 이성과 감성, 개인과 단체, 사람과
자연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지사
부, 원지사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윤
리가 갖는 의미와 의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 또는 자연
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지내야 하는 지를 깨닫는 데 있다. 이런 의미
에서 예술은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 그 외 < 경해편> 에도 시의 기능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敎化(교화)를 알 수 있다
즉 교육의 역량을 알 수 있다. 그 사람됨이 언사나 얼굴빛이 온유하고
성정이 돈후함은 詩經(시경)의 가르침의 효과이며, 정사에 통달하여 멀
리 上古(상고)의 제왕의 말씀과 일을 앎은 書經(서경)의 가르침의 결과
이며, 마음이 넓고 해박하며 성정이 화이하고 순량함은 樂經(악경) 즉
樂記(악기)의 가르침의 효과이며, 靜(정), 精(정), 微(미)의 이치는 易經
(역경)의 가르침의 효과이며, 성정이 공손하고 검소하고 용모가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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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경함은 禮經(예경) 즉 禮記(예기)의 가르침의 효과이다. 역대 왕과
성현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엮어 놓고 사물들을 비교한 것은 春秋
(춘추)의 가르침의 효과이다. 그러므로 시경을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음

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서경을 배우지 못하면 속임에 넘어가 헤어나
지 못하고 악경을 배우지 못하면 사치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
경을 배우지 못하면 그릇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고 예경을 배우지
못하면 번잡함의 순서를 알지 못하게 되고 춘추를 배우지 못하면 난리
를 막지 못하게 된다. 그 사람됨이 온유하고 돈후하며 어리석지 않으
면 시경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한 자이니라. 정사에 통달하여 멀리 상
고의 제왕의 일을 알며 속임수가 없으면 서경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한
자이니라. 마음이 넓고 해박하며 성정이 화이하고 순량하여 사치하지
않으면 악경을 깊이 체득한 자이니라. 靜(정)은 坤(곤)의 이치를 아는
것이며 精(정)은 乾(건)의 이치를 아는 것이며 微(미)는 덕을 숭상하며
善業(선업)을 넓힘을 알아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역경을 깊이
체득한 자이니라. 성정이 공손하고 검소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공경하
고 번잡하지 않으면 예경을 깊이 체득한 자이니라.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엮어놓고 사물들을 비교하여 적어 놓고 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춘
추를 깊이 체득한 자이니라.”
이에 따르면 한 나라에서 어떤 교화가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사람됨이 온화하고 돈후하면 이는 시(詩)를 통한 교화
이고, 서로 소통이 되고 먼 앞일을 안다면 이는 서(書)를 통한 교화이
며, 널리 일이 실행되고 선량하다면 이는 악(樂)을 통한 교화이며, 깨끗
하고 자세하며 섬세한 것은 역(易)을 통한 교화다. 공경하고 검소하며
씩씩한 것은 예(禮)를 통한 교화다. 말하는 것이 사실과 맞다면 이는
춘추(春秋)에 의한 교화다. 그러므로 시(詩)를 놓치면 어리석게 되고,
서(書)를 놓치면 남을 속이고, 역(易)을 놓치면 도둑질 하며, 예(禮)를
놓치면 번거롭게 되고, 춘추(春秋)를 놓치면 난이 일어나게 된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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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됨이 온화하고 돈후하며 어리석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詩)에
깊은 자이며, 사리에 소통하고 먼 앞일을 알아서 남을 속이지 않는다
면 이것은 서(書)에 깊은 자이며, 광범하게 실행하며 선량하게 변하도
록 하면서 사치를 하지 않는 자는 악(樂)에 대해 깊은 자이며, 깨끗하
면서도 자세하고 섬세하여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역(易)에
대해 깊은 자이며, 공손하고 검소하며 씩씩하며 공경하면서도 번거롭
지 않다면, 이것은 예(禮)에 대해 깊은 자이며, 하는 말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춘추(春秋)에 대해 깊은
자이다.” 그러므로 시교와 악교를 적절히 실시하면 마음이 온화하고
돈후하며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3. 공자의 음악사상이 예술치료에서 갖는 의미
중국의 음악 심미사상에 예술치료란 단어가 출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것을 근거로 중국에는 예술치료의 개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옛
날에 주술사가 병을 치료하고 종교에 의지하고 그리스시대에 와서는
예술을 신체건강과 결합시키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음악치유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음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표출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
을 유지하게 해준다. 공자는 음악은 완벽한 인격의 완성이라고 했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음악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서양이 체계적으로 음악과 심신의 건강을 결합시
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자의 저서에는 ‘상덕(象德)’, ‘화동(和同)’,
‘천성(天性,)’ ‘이정理情’, ‘미선(美善)’, ‘천도(天道)’등 음악적 개념이 등

장하는데 이것들을 정리하면 음악과 사람간의 감정관계, 사람간의 인
륜관계, 그리고 정치,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말하며 음악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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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 천인합덕天人合德의 음악관 : “사람에 의해 완성되고 사람에게
작용한다.”
비록 공자는 직접적으로 천인합덕에 대해 논술하진 않았지만 그가
제시한 인격규범의 발전과정을 보면 천도, 천인합덕의 발전과정을 알
수 있다. < 태백편> 을 보면 “시에서 시작하고 예에서 바로서고 악에서
완성된다.(兴于诗，立于礼，成于乐)”고 말하는데, 이는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한 세 가지 발전단계를 가리킨다. 시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격려하는 작용을 하므로 이는 청년기의 정신 상태와 같다. 해서 시는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한다. 중년은 도덕적 인격의 형성
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다. 이때 도덕적 인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예
교의 도덕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해서 예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단
계라고 말한다. 악은 도덕적 인격체의 완성을 대표 하는 것으로, 여기
서 악은 물리적인 음악이 아닌 그 정신을 뜻하는 말이다. 악기樂记
에 의하면 ‘더불어 화순한 것(大樂與天地同和)’ 또는 ‘악은 하늘에 말미
암아서 만들어진다(樂天作)’ 또는 ‘인은 악에 가깝다(仁近于樂)’는 말은
모두 악(樂)의 정신을 말한다. 이런 정신은 ‘의정인숙(義精仁熟)’부터 우
주와 화합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상징한다. 공자는 육경(六经)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시’, ‘서’, ‘예’의 수양과정을 통해 천하의 도리를 실
천하는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천인합덕’은 유가 ’내성(內聖)’의 최고 경
지다. 유가의 ‘천인합덕’은 도덕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람에 의해 생기
고 내면에서부터 외면을 아우르는 실천을 말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
여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며 도덕의 실천으로 천도의 무한한 의미를 알
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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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선진미(盡善盡美)’와 ‘악통인륜(樂通人倫)’ : 음악경전(經
典)을 중요 매개체로 한 사상
공자는 ‘선’과 ‘미’로 음악을 평가했다. 모든 인덕자는 선하고, 온화
하고 중용한 자는 아름답다고 했다. 공자는 순임금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소’를 진선진미의 음악이라고 평가 했고 무왕의 토벌내
용을 담은 ‘대무(大武)’를 선하지만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공자
는 아름다운 음악은 ‘미선합일’하며 ‘인륜에 통달한’ ‘덕악(德乐)’에 있
다고 여겼다. 악본(樂本)에 의하면 ‘윤리에 통한다(樂者, 通倫理者
也)’, ‘군자만이 악을 안다(唯君子爲能知樂)’, 그리고 ‘덕은 성품의 단서
이고 음악은 덕의 꽃이다(德者, 性之端也, 樂者, 德之華也)’. 그러므로
덕악(德樂)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불러 감성과 이성이 균형에 이르
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3) ‘악문동 상하화(樂文同 則上下和矣)’의 치유적 관계
악문동 상하화, 음악의 문채가 같으면 위와 아래가 화목해진다. 공자
는 ‘악이불음 (樂而不淫)’, ‘애이불상(樂而不淫)“의 ‘아악(雅樂)’을 찬양했
고 열정적으로 거리낌이 없고 반항정신을 담고 있는 ‘정, 위나라 음악’
을 싫어했다. 아악은 백성이 평온을 찾고 나라도 안정되게 한다. 악
기(樂記)에서는 ‘대인거예악(大人擧禮樂)’ 즉 대인이 예악을 맡아서 다
스릴 것을 강조했다. 이는 음악은 덕행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심
을 교화하기 위해 군왕이 예와 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음악은 갈등을 해소하여 만물을 화합시키는 작용도 한다. “악은 같게
하는 일을 하고, 예는 달리 하는 일을 한다.(樂者爲同 禮者爲異)” “같으
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한다.(同則相親 異則相敬)” 그러
므로 악교를 실시함과 동시에 예를 만들면서 형성된 상하관계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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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4) 심성 다스림과 충돌 개선
음악의 기능은 심성을 고르게 하는 데 있다. 한 개인의 마음의 평화
가 사회, 국가 내지는 전 세계의 평화로 발전한다. 그래서 음악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교지락 教之乐, 이소기수 以疏其秽, 이진기부 而镇其
浮’해야 한다. 즉 성의, 정심, 수양의 시간을 말한다. 공자는 음악이
한 사람의 성격과 정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음악은 마
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으며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그의 마음 또한 안정된다. 또한 예술치
료는 비언어소통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치료대상 또한 일반심리치료
보다 광범위하다. 미국예술치료협회에서는 예술은 심적 충돌을 완화시
키며 당사자의 통찰력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서 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서상의 문제에
있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예술의 기본 기능은 감정을 객관화시켜 감정에 대해 사고하고 이해
하는 것을 돕는다. 류천미(刘千美)는 예술과 미감에서 “일찌기 20세
기 초 심리학의 대가인 지그먼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예술이 심
리적 외상을 치료하고 인간의 정신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분노, 두려움, 질투, 긴장, 우울,
실성, 산만, 피곤, 열등감 등에 효과가 있다. 요즘 일어나는 수많은 사
회문제 중에 종종 분노조절 실패가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만약 예술
치료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문제는 줄어들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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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인격 완성
공자는 “시를 배우면 인인군자仁人君子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
논리, 역사지식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정신적인 도야를 얻을 수 있다.
(诗可以兴，可以观，可以群，可以怨；迩之事父，远之事君)”고 했다. 시

를 배우고 나면 이어서 예를 배운다. 예는 인인군자를 위해 정한 일련
의 규범으로 모든 행위가 예와 관련된 규범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
한다. 공자는 음악은 완벽한 인간이 되는 최종단계이자 중요한 단계(乐
以冶性，故能成性，成性亦修身也)라고 했다. 음악이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즐
거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자연스러운 미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사
람의 마음속에서 자각적 요구에 의해 ‘인’이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음악은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음
악은 사람의 본능적 욕망을 적절한 시기에 절제시키고 유도하여 만족
을 느끼게 함으로써 범람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교화작용을 하기 때문
이다.
예술의 상상세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린 결정을 선택하고
만들고 표현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위험이 없는 상항에
서 스스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습하여 익숙하게 되고 자
신감을 기르게 된다. 또한 예술이 제공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감이 생
기고, 이러한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
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공자의 음악사상 중 ‘음악으로 완
벽한 인격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완벽한 인성을 갖춘
사람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주나라를 시작으로 역대 왕조 모두 예악교화를 실시하였고 역대의
사서예약지중에서도 예악의 실시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선진의 음악사상 중에서 음악교화는 특성상 교육방식의 일종이거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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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내용의 일부에 그친 것이 아닌 교육에 대한 완벽한 구상이다. 때문
에 선진의 음악사상의 목적은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건전한 인
격체로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즉 인격수양에 치중하여 무의식중에 감
화되고 차츰차츰 정신적 감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최고목표인-완인(完
人)교육에 도달하는데 있다.
공자의 음악사상에 함축된 교육사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인격
의 감화: 즉 솔선수범하여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르침을 행하라. 2. 인
재시교: 학생의 개성을 철저하게 파악한 뒤 장단점과 수요에 맞춰 적
절한 교재를 써서 적재적시에 가르침을 행하여 완벽한 인격체로 길러
낸다. 3. 계발교수를 중시한다: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 내 지도함으로
써 스스로 깨닫게끔 한다. 4. 음악수양을 중요시한다: 중국음악의 진
정한 아름다움은 “인（仁）”이란 생명의 경계를 뛰어 넘어 진정한 “미
(美)”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있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음악의 미감형식

에서 도덕적 성체(性体)로 승화하여 궁극적인 도덕의 경지에 이르고,
본신 또한 미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한다. 이것이 바로 개체생명원칙의
근원이고 생명미학의 미감경지이기도 하며 나아가 현재 학교교육에 있
어 소홀이 해서는 안 되는 인문교육목표이기도 하다.
교육의 본질로 봤을 때, 음악교화는 유교의 천인합득(天人合德)의 철
학사상을 기초로 건전한 인성을 길러내는 것이고, 교육의 목적으로 봤
을 때 음악교화는 건전한 인격발전을 목적으로 “치성 (致誠)” “수인(修
仁)”을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삼는다. 교육의 실시에 있어서의
음악교화는 덕, 지, 체, 군, 미 등 각 방면의 발전을 포함하며 가정, 학
교, 사회 세 방향으로 보급되는 것을 말한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화하여 고대
의 농경사회에서 지금의 첨단사회에 이르기 까지 인류의 생활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했지만 내면의 조화로운 생활에 대한 갈망은 변
하지 않았다. 비록 지금 사회가 지난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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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기록과 선조들의 철학 사상이 지금은 너무나 소홀이 하
고 있는 음악교육에 깨우침을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중국은 1986년부터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다. 예술교육은 능
력지표로 탐색과 창작, 심미와 사변(思辨) , 문화와 이해 등 세 가지 측
면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은 예술 활동의 창작과 표현 및 소통을 통해
단순한 시각적 감상과 기능교학에서 다원적 사고능력학습으로 바뀌게
된다. 예술교육의 이념은 예술과 인문학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예술적
표현은 더 이상 기교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경험과 환경 및 심
적 감정표현까지 담아 학생의 심신을 발전시키고 경험학습을 더욱 풍
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든다. 그러므로 예술 활동은 창조표현의 통로와
자아표현의 소통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전을 이롭게
한다. 이런 탐구적 예술창작의 교육과정은 예술치료의 이념과 꼭 맞아
떨어진다.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음
악, 무도, 연극공연, 시각예술 등 활동에 참여하여 창작하는 방법과 자
신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술작품을 분석, 이해,
비평할 줄 알게 만들며 예술작품에 내포된 작가의 경험과 작품의 상징
적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가 예술작품의 문화적 배경도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예술학습이 다른 영역의 학습으로 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로써 예술교육과 예술치료는 미묘한 상호작용을 하며 양자는 불
가분의 관계로 상보상성(相補相成), 호혜(互惠)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개체의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스트
레스가 해소가 된다.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학생 또는 치료대상자들도
창작 후 자신의 감각의 새로운 동기를 느끼고 간파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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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공자는 예악이 붕괴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정한 시대
를 살았다. 유가의 음악사상은 음악을 통해 인을 실현하고 진선진미(尽
善尽美)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탐욕
스럽고 욕망에 끝이 없으며 사회에서는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학교
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만연하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을 방황하
게 만들고 학생들의 정서도 불안하게 만든다. 비록 공자의 음악사상은
춘추전국시대에 생겨났지만 유가의 경전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한층
더 새로워져, 현대 예술치료에 접목되어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한다.
공자는 자신의 음악지식을 바탕으로 예악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며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교육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유교무류有
敎無類’를 주장하여 교육을 평민들에게도 보급하였다. 또한 논리도덕
의 가치를 음악에 부여함으로써 ‘인생을 위한 예술’의 본보기를 확립
하였다. 공자는 “음악은 치유의 효과가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정치적 교화에 다다를 수 있고, 집단의 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정서를 표출할 수 있다(诗可以兴，可以观，可以群，可以怨)”
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술의 치유성과 일치한다.
선진유가의 음악은 개인에 있어서는 심성을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집단에 있어서는 화합의 역할을, 정치에 있어서는 음악으로 나라를 다
스리게 하는 역할을, 사회적으로는 낡은 풍속과 관습을 고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음악이 가진 치유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선
진 유가음악사상은 또한 현대예술치료와 닮아 있다. 선진유가는 천인
합덕(天人合德)의 음악관을 추구하고, 예술치료 역시 음악을 매개로 하
고 있으며 음악이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다. 공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처음에는 사람이 내는 각자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성격과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인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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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행실, 인륜 등을 결합시켜 판단한다.(移风易俗，莫善于乐)” 이것
이 바로 예술치료가 추구하는 최대목표다.
예술치료를 교육적 측면에서 수행하는 것은, 예술치료의 이념을 바
탕으로 품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함으로써 내적인 충돌과 고민을
완화시켜 학생의 심신을 균형잡히게 하여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에 잘 적응하게끔 한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预防胜于治疗)”는 말
은 일상생활에서 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조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는 의미다. 이처럼 예술교육과 창작의 치유 과정을 통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잘 보살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술은 절대 특정 질병의 특효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예술의 정화작용과 승화작용은 모든 사람의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효과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방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람은 예술을 필요로 하며, 사람
은 예술을 통한 치유적 과정 속에서 비로소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늘 아름다운 예술과 함께 하는 것이
다. 이것이 바로 논어에서 말하는 ‘유우예 游于艺’다. 현대사회의
긴장된 생활에 있어 예술은 치료보다 중요한 예방접종과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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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Art Therapy in Confucius’ idea of Music
W ang H ae-hwa(Y osung Univ. China)
Art is the crystallization of human culture, through the expression or
transfer of art , can influence and form the human's heart, emotions can
also be released. Confucian ancestor Confucius have high expectation on
music, therefore this paper start from the music thoughts of Confucius,
which leads to the music healing thoughts of Confucius, and then discusses
its whole implications on art therapy.
The first part--Confucius ′musical thoughts starts from the music of
Getian clan in the Liu's Commentaries of History․Ancient Music to the
establishment of ritual musical system of the Western Zhou Dynasty,
explained the origin of Confucius ′musical thoughts, further interpre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us ′music and politic, education and
personality cultivation, explained the supreme goal of Confucius’ music
education that based on the combination of function and beauty.
The second part--Confucius ′musical healing thoughts starts with
Confucius ′musical spirit level, emphasizes the healing effects of music on
human spirit through analysis on four levels(cautious, pure, clear,melodious )
of music.
The third part-the overall implications of Confucius ′musical thoughts
on art therapy starts with the six aspects that the unite moral with heaven
and human music view that｢achieved by people｣and｢affects hum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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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pirit of ｢be perfect｣and｢music theory｣, the therapeutic relation of

｢music same with articles that the society is harmonious｣, the educational
goals of ｢music is the best ting for changing custom｣, harmonious mind,
improve conflict and achieve perfect personality, explained the important
concept that music achieves perfect personality in Confucius’ musical
thoughts, that is only though achieving perfect personality can change the
society and realize political freedom.
As you see, art education and art healing has delicate influence, these
two are not separable, they complement each other and benefit each other.
Confucius advocated to restore rites and music based on the musical
conservation and his era and endowed music with new ideas, and he
advocated teaching without distinction and spread education to civilians,
Confucius also blended theory of ethical value into music, established model
of ｢art for life｣. Though Confucius’ musical thoughts were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the Confucian classics were
timeless and linked up with modern art healing to provide spiritual healing
for modern people.
Key words : Confucius, music therapy, art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