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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리머(Bennett Reimer, 1932-2013)의 심미적 음악교

육철학이 주창된 이래로 음악교육의 핵심적 목표로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심미적 경험’의 의미를 그 발생적 조건과 구성 요소를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즉, 심미적 경험을 리머

가 명시한 의미에 의존하여 설명하기보다는 관련된 세부적 개념들을 미

학적·철학적 접근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심화된 음악교육철학적 논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심미적 경험의 교육 실제에의 적용 가능성에 기여하고

자 한다.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은 195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요구된 교과의 

내재적 가치로부터의 정당화에 직면하여 발생한 것으로, 미학이라는 이

론적 기초 위에 세워졌다. 리머는 마이어(L. B. Meyer)에 의해 제시된 절

대표현주의적 관점을 수용하는 한편, 이를 랭거(S. K. Langer)와 듀이(J. 

Dewey)의 예술 철학을 통해 심화시켜 음악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본질

로부터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확보하려 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음악

의 본질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장과 쇠퇴, 긴장과 이완 등

의 역동적 형식으로 된‘느낌’과 형식적 유사성, 인식 방식의 유사성을 

공유하는 ‘표현적 형식’이다. 이를 지각함으로써 우리는 그 ‘느낌’, 

즉 인간 경험에 만연한 주관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리머에

게 음악은 그 자체의 형식적 측면에서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제 삶과의 관련을 가지고 ‘느낌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교육적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처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느낌’과 질적 유사성을 띤 것으

로 규정된 음악의 본질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심미적 경험을 하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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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과, 심미적 경험을 관련 개념들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적 태도, 미적 감수성, 미

적 본능은 그 발생적 조건이며, 미적 지각, 미적 대상, 미적 반응은 핵심

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리머의 심미적 경험에서 미적 태도는 미

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칸트(Immanuel 

Kant), 벌로프(Edward Bullough), 스톨니츠(Jerome Stolnitz), 올드리치

(Virgil Aldrich) 등의 미적 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이로써 심

미적 경험은 ‘무관심적’인 것이자 미적 대상, 즉 예술 자체에는 ‘몰

입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미적 태도는 대상을 교환가치에 입각하

여 판단하는 우리 일상에 흔히 퍼져있는 자본주의적 세계 의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미적 세계의 현출 가능성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미적 

감수성은 미적 태도에 상응하는 인간의 선천적 능력으로,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근본적으로 이 두 발생

적 조건을 작동시키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미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심미적 경험의 핵심적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는 미적 지각과 미적 대

상, 그리고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 사이의 관계가 가지는 특징을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뒤프렌느(Mikel Dufrenne)의 논의를 바

탕으로 볼 때, 전자는 미적 대상은 자신을 표현적 특질들로 지각할 규범

을 미적 지각에게 부과하고 미적 지각은 그 요구를 승인함으로써 미적 

대상을 완성시키는 양상을 특징으로 한다. 후자는 미적 지각에 의해 수

다한 느낌으로서 미적 반응이 항상 수반되는 한편, 미적 반응 일반의 감

정인 경이감이 미적 지각을 계속해서 추동하는 분리 불가능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은 상호 규정적 관계에, 미적 지

각과 미적 반응은 불가분의 관계,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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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들을 바탕으로 볼 때, 심미적 경험이 가지는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심미적 경험은 ‘직접적 대면의 경험’으로, 지각의 주체

와 대상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심미적 경

험은 ‘비(非) 개념적 경험’으로, 경험의 과정에서 미적 지각은 개념에 의

해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그것의 표현성에 주목하여 미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으로 작동된다. 셋째, 심미적 경험은 미적 대상의 드러냄에 의해 구

축되는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므로, 그 안에서 모든 지각과 반응

이 인정되는 항상 ‘성공적인 경험’이다. 넷째, 심미적 경험은 모든 인

간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수성이라는 능력과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

난 미적 태도에 의한 미적 지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공유 및 소통의 가능성을 가지는 경험, 즉 ‘소통·공유되는 경험’이

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경험은 구성요소로서 미적 반응의 일반적인 감

정인 ‘경이감’에 의해 미적 지각이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되어 순환적인 

연쇄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의 표현성을 찾아내고 발견한다는 점

에서 ‘순환적·창조적 경험’이다. 

이에 더하여 실제 교육적 적용을 위해 리머가 제시한 일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진술, 특히 ‘수단 행동’에서 비롯된 오해를 살펴봄으

로써 심미적 경험의 더욱 명료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리머가 말하는 본질적 행동으로서 감상(listening)은 사실상 모든 음악 활

동과 분리 불가능한 ‘감상’(appreciation)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며, 

심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것은 예술의 표현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판

단’ 및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선호’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

다. 이에 따라 심미적 경험이 ‘감상 중심적’인 편협한 이론이라거나 

음악의 기술적인 면과 무관한 비현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에 대한 다소

간의 해명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심미적 경험은 모든 음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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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발생하는 과정적 특성을 지닌 것이며, 경험의 주체와 대상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느낌’으로 특징지어지지만, 음악 

개념·음악의 기술적인 측면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심미적 경험을 이론적 수준에서 그 의미를 가능한 한 명

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교육 상황에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로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이라는 방

대한 지평에서 논의되었던 심미적 경험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를 시도하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전까지 리머 연구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다양한 미학

적·예술 철학적 견해들을 참고하여 심미적 경험과 그와 관련된 제반 개

념들의 보다 풍부한 해석을 제시하는 한편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심미적 경험의 이해는 보

다 다양한 교육 실제적 적용을 위한 실천적 성격의 연구를 비롯하여 더

욱 심화된 이론적 논의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 심미적 경험, 음악교육의 목표, 베넷 리머, 심미적 음악교육철학

학 번 : 2017-2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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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 목표’는 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 활동의 구상 및 시행의 

시작점이 되는 교육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교육 목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 그 목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좋은 계획 없이 시행되는 

교육에서는 기대하는 학습자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 요건들 사이에서 교육 목표는 중핵적 역

할을 수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 목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음악교육의 경우, 교육의 계획·시행·평가에 대한 대략적인 지

침을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여기에는 음

악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교과의 목표 또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 목표는 완성된 형태의 것이 아니며 계속적인 연구를 통

해 정교화 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목표는 교과

의 본질에 대한 물음, 공교육에서 해당 교과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 등 

‘교육철학적 물음’의 해명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것으로, 간단하게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교육학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비판적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곽현규, 곽민석, 2017: 16-17).1)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심미적 

1) 주대창(2014: 113) 역시 음악 교육에 있어 미적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에도, 그 기원과 철학적 의도 등 그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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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2)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과정에서 심미적 경험은 미국의 교육학자 베넷 리머(Bennett 

Reimer, 1932-2013)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을 수용하면서 교과의 목

표항에 도입된 것으로, 제 6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

랜 기간 동안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심미적 경험은 교육

과정을 비롯하여 학교음악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술적 문헌들, 예컨

대 음악교육 프로그램 연구, 수업모형 연구, 지도방안 연구 등에서 끊임

없이 언급되고 있다.

‘심미적 경험’은 리머가 1970년과 1989년에 출판한 『음악교육철

학』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3)에서 주장한 ‘심미적 음악교

육’4)(Music Education as Aesthetic Education)의 목표로서 제시된 개념

이다.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은 ‘절대표현주의’(Absolute 

Expressionism)라는 미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음악의 본질로부터 음악교육

의 본질 및 가치를 밝힘으로써 공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견고한 정당성

을 확보하였다는 가치를 가진다. 즉, 그의 음악교육철학은 사회적 필요

성에 의한 종전의 음악교육철학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의 패러

다임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이론이라고 평가되며, 현재까지도 음악교육

의 다양한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심미적 경험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aesthetic experience’는 미적 경험, 미적 체험 등 우리말로 다양하게 번역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의 번역에서, 그리고 음악

교육학 개론서에서(『음악교육총론』, 『음악교육의 기초』 등) 사용된 ‘심미

적 경험’을 그 번역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3) Bennet Reimer, (1970; 1989),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4) 원어를 그대로 번역할 경우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이지만, 본 연구

에서는 번역어로 통용되는 ‘심미적 음악교육’이라고 지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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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 개념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심미적 경험은 구체적인 교육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배경의 수

준에서, 혹은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이라는 방대한 지평에서 대략

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략적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해석은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의 번역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부터 암시되는 해석조차 각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혹자

는 심미적 경험을 결과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한편, 반대로 과정적 관점

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연구자들도 존재한다. 심지어 한 연구에서 이 두 

관점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5) 즉, 심미적 경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에 다다를 수 있는지, 이 경험의 결과가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의 물음이 심도 있게 제기되고 있지 않은 것이

다.

특히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심미적 경험은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가 부족한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마땅히 음악과 교육과정

의 ‘목표’로 취급되어야 하는 심미적 경험이 교과의 ‘성격항’에 포

함되고 있다. 교육과정 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음악교육의 목표는 ‘자기 

표현 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교육부, 2015: 4)으로 종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음악교육의 목표라기보다 일반적인 교육 목적에 더 가까워 

보인다.6) 한편, 오히려 성격항에 음악교육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이는 항목들이 제시되고 있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문의 3장 1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6) 여기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바는 목표항의 항목들이 음악교육의 목표가 아니

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음악 교과의 측면에서 볼 때 교과 내용 자체와 더욱 관

련성이 있는 것은 성격항에 제시되고 있는 항목들이라는 것이다. 교육과정 상의 

음악과 목표항은 음악교육의 목표로 간주될 수 있는 성격항의 요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위의 목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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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 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 3)[연구자 강조]

 

특히, 성격항에 등장하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즉 음악에 

대한 심미적 경험은 음악교육의 핵심적 목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서 다른 목표들, 즉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 형성하

기’,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기기’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처럼 심미적 경험이 다양한 교육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음악과의 핵심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지

극히 일반적인 진술로만 다루고 있다. 심미적 경험의 대상인 음악의 아

름다움이 ‘무엇’이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어떻게’ 심미적 경

험이 일어날 수 있는지, 즉 심미적 경험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리머의 심미적 경험은 위와 같은 지극히 일반적인 진술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또한, 『음악교육철학』의 번역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가 심미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미학적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즉, 리머의 심미적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적 지각, 미

적 반응, 미적 태도, 미적 감수성 등 미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들의 

이해와 더불어 각 개념들이 심미적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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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미적 경험 자체

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리머의 음악교육철

학은 1970년 초판 발행 이후 다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으며, 1990년대

에 이르러서야 여러 학자들의 비판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7) 특히 그의 

제자였던 엘리엇(David J. Elliott)은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기반인 ‘미

학’의 음악교육철학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의 부적합성과 랭거

(Sussane K. Langer)의 이론의 논리적 오류를 주장하면서 그 자신의 

‘새로운’ 음악교육철학, 즉 실천적 음악교육철학(Praxial Music 

Education)을 펼쳐나간다.8) 엘리엇의 비판은 리머의 이론적 토대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머는 이 비판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제시하는 대신,9)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을 비롯하여 

‘기능으로서의 음악’,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음악교육철학』의 세 번째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엘리엇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은 웨스터룬드(Heidi 

Westerlund), 선딘(Bertil Sundin), 파나이오티디(Elvira Panaiotidi), 쿱맨

7) 리머는 Jürgen Vogt, Vernon Howard, Pentti Määttänen, Eleanor Stubley의 

비판에 대한 해명을 다음의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다(비판 문헌에 대한 정확한 

서지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Bennet Reimer, (2003), Reflections on the 

reviews, Action, Criticism, and Theory for Music Education, 2(1): 2-24. 
8) 엘리엇은 1987년 한 논문에서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재즈 교육에 적용의 어

려움을 주장했던 것을 시작으로, 1989년, 1991년의 연구를 거쳐 리머의 이론이 

가진 결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5년에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음악교

육철학’을 담은 책을 출판하게 된다. 쿱맨에 따르면, 엘리엇의 Music Matters 

(1995)의 2장에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주요 비판이 축적되어 있다

(Koopman, 1998: 1). 
9) 리머는 엘리엇의 비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엘리엇의 새로운 음악교

육철학을 다소 비판하며 자신의 이론을 간접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Reim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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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ijin Koopman), 스파이시거(Maria B. Spychiger) 등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비판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엇이 제

기한 음악교육철학의 기초로서 ‘미학’의 부적합성은 이를 고정된 개념

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여타의 개념들이 그러하듯, 

‘미학’이라는 개념 역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로 그러하

다(Koopman, 1998: 6; Sundin, 2000: 10). 둘째, 심미적 경험을 비판하며 

엘리엇이 제시한 ‘몰입적 경험’(flow experience) 혹은 ‘최적의 경

험’(optimal experience)은 사실상 심미적 경험과 다른 것이 아니며

(Panaiotidi, 2000: 114-115; Spychiger, 1997: 37), 오히려 심미적 경험이 

음악 경험의 특이성과 교육적 가치를 더 잘 설명해준다(Koopman, 1998: 

7). 즉, 이들은 엘리엇의 비판에 대한 해명을 제공하는 대신, 문제 제기

의 타당성 자체에 역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미적 경험을 둘러싼 위와 같은 논쟁은 그 의미가 우선적으로 이해

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한다. 심미적 경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비판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리머

는 심미적 경험을 그의 음악교육철학의 목표로서 제시하고는 있으나, 느

낌·창작·의미의 차원에서 음악의 본질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에 비

하여 심미적 경험에 대한 설명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제공한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심미적 경험과 관련된 여러 미학적 개념들을 단순히 제시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서 『음악교육철학』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심

미적 경험의 의미는 상당히 모호하다. 또한 심미적 경험의 의미에 초점

을 맞춘 2차 연구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심미적 경험의 의

미가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자들의 비

판은 다소 성급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엘리엇의 비판은 구체화되어야 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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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경험의 성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엄밀한 해명이 필요하다. 엘리엇

이 제기한 미학이라는 이론적 기초의 부적합성으로부터 비롯된 음악 

‘작품’ 중심의 음악교육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의 중요성

을 간과한 ‘감상’ 중심의 편협한 이론이라는 비판은 심미적 경험 자체

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해명됨으로써 심미적 경험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 해명의 과정을 통해 심미

적 경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경험인지, 어떠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

하는지와 같은 심미적 경험의 의미와 관련된 여러 물음들이 다소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엘리엇의 비판에 

대한 응답은 그저 문제 제기의 근거 자체를 약화시키는 데에 그치고 있

고, 심미적 경험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의 핵심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심미

적 경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시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미적 

경험은 음악교육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음악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으며, 여러 목표들을 종합하는 한편 그 목표들을 그 자신으로부터 도출

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보다 발전적인 음악교

육철학적 논의를 위해서도 심미적 경험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심미적 경험의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그에 대한 유의미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비판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설득력있

는 대안이 제시되는 발전적 논의의 연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미적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비판적 분

석은 음악교육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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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관심은 교수·학습 방법에 통찰을 줄 수 있는 심미적 경

험의 의미에 있다. 즉, 심미적 경험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적 측

면의 교육적 가치보다는 심미적 경험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어떤 

과정을 심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심미적 

경험의 교육 실제적 적용을 위한 통찰을 제시하고 심미적 경험의 과정 

자체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음악교육철학』 2판을 중심으로 리머의 문헌을 면밀히 

고찰하고 심미적 경험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것이다. 2판은 심미적 경험

의 구조와 관련된 여러 미학적 개념들을 제시하는 등 초판의 주요 내용

을 유지하면서도, 개정판으로서 보다 심화된 철학적 논의들과 풍부한 예

시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3판의 경우 음악교육을 ‘느낌의 교육’이

라고 보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용적 관점, 실천적 관점 등 음악교

육과 관련된 여러 관점들을 인정하고, ‘창의성’, ‘지능’ 등 음악교

육과 관련된 거대한 담론들을 모두 포괄하는 논의로 이루어져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초점이 ‘심미적 경험’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해봤을 때, 포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3판에 비하여 『음악교육

철학』 2판이 연구 대상으로서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본문의 2장에서

는 리머의 심미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심미적 음악교

육철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리머의 이론이 탄생한 사회적 배

경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이론이 어떤 음악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둘째로, 리머의 이론의 기초로

서 영향을 미친 레너드 마이어(Leonard B. Meyer, 1918-2007), 존 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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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ewey, 1859-1952)와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 1895-1985)의 

사유를 통해 한 차원 더 깊은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의 개념으로 들어가, 

심미적 경험에 대한 리머의 서술을 재진술 하는 것을 넘어‘심미적 경험

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심미적 경험

과 관련된 미적 태도, 미적 감수성, 미적 지각, 미적 반응 등의 세부 개

념들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즉,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심미적 경

험의 발생적 조건과 이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적 측면을 고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

고 그 교육적 가치를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심미적 경험의 교육적 적용과 관련된 리머의 진술을 비판

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심미적 경험이 가지는 교육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

다. 첫째로, 심미적 경험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리머의 

음악 교육적 적용에 대한 진술, 즉 리머가 제공한 보다 구체화된 형태의 

심미적 경험인 지각과 반응, 그리고 그를 위한 수단 행동들과 그것이 야

기하는 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는 심미적 경험에 대한 확

고한 이해와 더불어 실천주의 철학에 의한 비판점들에 대해 다소간의 해

명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제기했던 비판은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의 토대에 대한 것이었지만, 세부적인 질문 자체는 음악교육에서 감

상을 제외한 여러 활동들의 가치 문제, ‘느낌’의 교육 가능성의 문제 

등 심미적 경험 및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음악 교육 실제에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리머가 철학적 논의의 실제적 적

용을 위해 제시하는 원리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그의 철학적 논의가 어떤 교육적 함의를 지니는지, 앞으로 

우리 음악교육자들이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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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또한 심미적 경험이 음악교육의 핵심적 목표라는 주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공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가치 또한 명확하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리머가 심미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련 개념들, 즉 미적 

태도, 미적 감수성, 미적 지각, 미적 반응을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의 의

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2. 관련 개념들을 통한 심미적 경험의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

는 교수·학습적 통찰은 무엇인가?

3. 리머의 심미적 경험은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본 연구가 음악교육의 핵심적 

목표로서 심미적 경험의 명확한 이해와 이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에 기

여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심미적 경험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통

해 우리 사회에서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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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베넷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

육철학

 

리머의 심미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본 장에서는 그

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을 역사적·음악 미학적·예술 철학적 배경을 바

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은 음악 자체가 가

지는 본질을 바탕으로 음악교육의 본질 및 가치를 내재적으로 정당화하

여, 여타의 교육 영역과는 구별되는 음악교육만의 질적인 차별성을 보여

준다. 심미적 경험은 이 기획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교육 목표로서 핵심

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 즉, 심미적 경험은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역사적·음악 미학적·

예술 철학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심미적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

를 세우고자 한다.

제 1 절 역사적 배경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의 형성에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적 상황

의 영향력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그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돌입하여 기술적·군사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920년대부터 진행된 진보주의에 의한 

생활 적응 교육은 학문적인 교과의 축소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

활 기능 중심의 교육을 주장하며 큰 지지를 받았던 것이 무색하게도 엄

청난 비난의 몰매를 맞게 된다. 그들이 주장했던 교육은 전통 교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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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성격의 것이었고,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인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소경희, 2017: 

124-128). 

즉,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존 교육 상황에 대한 비판과 더

불어, 기술적 우위 선점을 위해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에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 소련의 스푸트닉(Sputnik) 1호 발사는 미국 교육 개혁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등장한 것이 브루너

(Jerome Seymour Bruner, 1915-2016)의 ‘지식 구조론’과 피터즈

(Richard Stanley Peters, 1919-2011)와 허스트(Paul Quentin Hirst, 

1946-2003)의 ‘지식의 형식론’이 대표하는 ‘지식 중심 교육과정’혹

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듀이가 중심이 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브루너의 이론과 피터즈와 허스트의 이론은 공통적으로 교과의 내용

이 되는 학문 그 자체의 가치를 강조한다. 먼저 브루너의 ‘지식 구조

론’은 각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학자

들처럼 ‘탐구’의 형식으로 각 교과를 학습함으로써 학습 효율의 측면

과 학습 내용의 적용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한편, 피

터즈와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론’은 전통적인 교과가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며 각 교과가 가지는 지식의 형식들이 인간의 경험 전체

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양한 종류의 지식의 형식을

갖추게 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소경희, 2017: 

103-109). 

한편,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브루너, 피터즈와 허스트의 

이론과는 달리, 학생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며 아동의 즉각적인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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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성인들의 경험, 즉 체계적인 지식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소

경희, 2017: 138-139). 앞의 세 학자들이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지식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면, 듀이는 아동이 미성숙하

고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존재임을 고려하여 그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절한 경험을 통해 지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앞의 두 이론이 

지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면, 듀이의 이론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교육의 방향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다

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지식을 모두 강조한다는 데에 유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식 구조론과 지식의 형식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 이론들은 실용적인 가치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전통적인 교과들의 가치를 그 내재적 가치, 지식의 구조 혹은 형식

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진보주의 교육관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발전을 위해 기초 교육, 지식 교육이 요청되던 

사회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전통 교과

들이 가지는 학문적 지식의 가치와 그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여

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른바 

주지교과라고 불리는 과학, 수학, 사회, 언어 등의 교과에 비해 음악, 미

술 등의 예술 교과의 가치는 주변적인 것으로 도외시되었다. 그래서 리

머, 레온하르트(Charles Leonhard, 1915-2002), 슈와드론(Abraham A. 

Schwadron, 1926-1987) 등의 학자들이 음악의 학문적 가치와 그에 따른 

음악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학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철학

적 기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McCarthy & Goble, 2002: 

19-20). 이와 같은 음악의 학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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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학자들을 매료시킨 문헌은 존 듀이, 수잔 랭거, 레너드 마이어 

등 당대 철학자들의 문헌이었다(Reimer, 1993: 44).10) 이러한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음악교육학계의 저작은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이 출간되

기 이전부터, 즉 국제음악교육협회(MEN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의 『음악교육의 기초 개념』(Basic Concepts in Music 

Education, 1958)과 레온하르트와 로버트 하우스(Robert William House, 

1920-2007)의 공동 저작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1959)에서 발견된다(McCarthy & Goble, 

2002: 20). 즉,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음악교육에서 미적교육으로의 운동

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1970년에 출간된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은 음악교육계에서 발생한 

미적교육으로의 운동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의 철학은 음악교

육철학의 주류로 격상되었다. 18세기로부터 이어진 가창 기능 발달 중심

의 음악교육에, 그리고 고대로부터 지속된 음악 외적인 가치로부터 정당

화되던 음악교육에 리머는 음악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철학적 입장

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에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국면

을 열어준 것이다.

리머가『음악교육철학』 1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미학적 관점’에 

대한 필요성은 자신의 음악교육철학이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음악교육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확실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즉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피상적인 수준에서 정당화하는 데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교육의 가치를 구성원들 사이에서, 또 한편으로 

10) 듀이, 랭거, 마이어 등의 영향이 보이는 당대 음악교육학 문헌에는 레온하르

트와 하우스의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1959), 슈와드론의 『미학: 음악교육을 위한 관점들』(Aesthetics: 

Dimensions for Music Education, 196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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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함을 강조한다(Reimer, 

1989: 3). 이 토대를 위하여 리머는 음악교육의 본질이 음악 예술의 본질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설득력 있고 교육적으로 유용한 미학적 관

점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을 2장에서 논증하고 있다. 즉, 음악교육철학을 

위하여 미학 분야를 검토하여 “[음악교육에] 가장 적용 가능한 관

점”(the best possible point of view)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imer, 

1989: 15). 리머는 이 관점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

다.11)

첫째, 이러한 관점은 음악교육의 주요 관심사들, 예컨대 음악교육의 

필요성 및 가치, 음악교육이 비판 받는 지점에 대한 개선책, 사회의 요

청에 대해 음악교육이 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리머는 다양한 미학 이론들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음악교육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점에 선택적

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 관점은 위에서 언급된 음악교육의 

관심사들, 즉 음악교육의 주요한 측면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면서, 동

시에 “생각과 행동을 위한 확실한 지침”(tangible guidelines for thought 

and action)을(Reimer, 1989: 15) 마련해줄 수 있는, 개념들에 압도되지 

않고 음악교육이라는 실천적인 상황에 적용가능하도록 미학적 개념의 구

조가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음악 예술의 본질

을 통찰하기에 적절한 것이면서 여타의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도울 

수 있는, 음악 예술에만 한정적인 관점은 아니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 

학습에 관하여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관점이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서 권고하는 교육의 운용 방

침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Reimer, 1989: 15-16). 

11) 해당 부분은 초판과 2판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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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머는 음악교육철학에 필요한 토대로서의 미학적 견해가 가져

야 할 조건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음

악의 본질을 통찰하게끔 해주는 관점’ 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적 적용에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가 결론적으로 도출해 낸 음악교육의 성격은 

‘미적 교육’으로서, ‘미적 특질들에 대한 민감성의 발달’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정의는 음악교과가 다른 교과들에 비해 

특별함을 갖는, 차별화되는 지점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여

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세워졌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영

향력 있는 견해로 인정받고 있다.

요약하자면,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은 음악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회 

지도층에 의해 종전까지 지속되었던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의 모습으로부터 전환을 야기하였다. 1950년대 이후 미국 사회

가 교육계에 요구한 것은 교육 내용의 ‘기능’이 아니라, 그 교과가 가

지는 학문적 가치 내지는 지식적 가치였다. 그의 철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영향을 받아,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음악의 본질을 탐구하였으

며, 그것을 발판 삼아 음악의 학문적 가치 및 교육 내재적 가치를 성공

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음악 미학적 배경

 

리머는 음악의 본질로부터 음악교육철학의 기초를 세우고자 했다. 

『음악교육철학』1판과 2판의 음악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보

이는 전개 방식은 마이어의 분류에 따라 지시주의(referentialism)와 형식

주의(formalism)의 관점에 따른 입장을 서술하고 이 두 관점에서 각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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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할만한 주장을 취하여 절대 표현주의(absolute expressionism)의 관점

으로 종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그는 일종의 정반합의 변증법적 방

식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취한 첫 번째 전략은 언어와 음악의 유사성을 부

정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언어는12) 극도의 추상성과 모호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음악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예컨대, 언어를 바탕

으로 ‘음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흔히 음

악이 의미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의 전달 방식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방식

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나간다. 즉, 음악의 의미는 

추상적인 인간의 감정부터 구체적인 특정 개념이나 상황 등이 되기도 하

며, 그 의미는 음악이 언어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매개하는 상징으로 기

능함으로써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음악이 어떠한 의

미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하여 명료한 해답을 내려준다. 리머는 이 

전통적인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음악이 의미하는 바는 

보다 음악 내재적인 것, 즉 음악 특유의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

에 대한 근거로서 그는 마이어의 ‘절대표현주의’를 내세운다.

본 절에서는 마이어의 분류에 대한 리머의 해석을 바탕으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음악미학의 관점, 즉 ‘절대표현주의’를 개관하여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시도하려 한다. 그에 앞서, 절대

표현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예술에 대한 입장, 즉 지시주의

와 형식주의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리머에 따르면, 절대표현주의는 지시

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진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각 취

하고 있는 것이다(Reimer, 1989: 26). 따라서 이 두 견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리머가 의미하는 절대표현주의에 대한 보다 적절한 이해가 

12) 여기에서 언어는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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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이다.13)

1.  지시주의(Referentialism)

 

지시주의는 음악이 전달하는 의미가 작품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컨대, 음악으로 울려 나오는 소리들이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개념(ideas), 감정(emotions), 태

도(attitudes), 사건(events)”(Reimer, 1989: 17) 등을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주의적 관점에서 음악의 의미

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주고 받는 의미와 다르지 

않으며, 음악의 경험 역시 일상 생활에서 겪는 경험과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즉, 음악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표지판과 같은 다양한 상징 

체계들과 다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가치 역시 그러한 일상

적 상징 체계들에 대한 가치 부여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주

어진다. 예컨대,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것

을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지에 대해 골몰하지 않는다. 즉,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표현과 어휘를 사

용하여 전달하며, 그것이 적확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라고 여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명확한 지시대상을 분명하게 전달할 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시주의는 예술 창작 과정에 작품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연

13) 지시주의, 형식주의, 절대표현주의는 모두 ‘예술’에 대한 관점이므로 음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관심은 음

악에 있으므로 음악에 한정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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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시키기도 한다. 즉, 지시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작품의 창작 기제에 처

음 그 작곡가의 예술적 충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소리의 결합물뿐만 아니

라 수없이 많은 외부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또한 작곡가의 사적인 세계

를 비롯하여 그 작품이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 예컨대 예

술·예술가의 사회 구조 내에서의 지위, 정치적 상황들, 예술에 부과되

는 규범들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품 창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머 역시 인정하고 있듯이, 지시주의적 관점은 다루어야 할 ‘분명

한 것’이 있다는 확신과 확실한 악곡 선정의 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음악교육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아이들

이 가져야 할 좋은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악곡이나 교사가 교육적으

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서를 비롯한 여타의 개념, 사건 등을 지시하

는 악곡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으로 학습할 악곡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악곡이 지시하는 개념, 정서, 사건 등을 

아는 것이 곧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귀결되므로, 분명한 학습 

목표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지시주의가 강조하는 외부적 영향이

나 사회적 영향과 같은 지식은 일종의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수업에서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지시주의는 이처럼 분

명한 학습 목표에 따라 체계적인 교수 전략을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교육 상황에서의 이점을 

제공한다.

리머는 지시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우리 일상 생활과의 연관성을14) 

14) 지시주의가 주장하는 음악의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내

용들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리머는 지시주의가 일상 생활과 음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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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평가하며, 일상과 예술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

으로 보는 듯하다. 또 한편 그것이 제공하는 위와 같은 교육적 이점 역

시 인정한다. 학습에 있어서 능률이 올라갈 수 있고, 도덕성의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지시주의적 관점에 따른 교

육에서 충족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지시

주의의 이러한 모든 이점들은 “비음악적인”방식으로 취득 된다

(Reimer, 1989: 22). 또한 음악을 여타의 상징들과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여기는 이 관점은 음악 자체가 가지는 고유성과 내재적 가치를 설명해주

지 못한다. 리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형식주의의 일부 관점과 절대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찾고 있다. 

2.  형식주의(Formalism)

형식주의는 앞서 살펴 본 지시주의의 정반대에 위치한 견해로, 이 

관점에서 음악의 의미와 가치는 그 음악을 창조된 예술 작품이게끔 하는 

내적 특질들에 있다. 지시주의자들이 음악의 의미가 작품의 외부에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예술이라는 상황과 여타의 일상적 상

황들 간의 차이를 거의 소멸시키다시피 한 것과는 정반대로, 형식주의자

는 예술이 가지는 특유성과 고유성을 가장 정점까지 끌어올려서 예술과 

예술의 경험을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것으로 격상시킨다. 하르트

만에 따르면, 형식주의가 이처럼 지시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펼

친 것은, 그것이 19세기 이전까지 매우 오랜 기간동안 만연했던 예술의 

본질에 대한 내용적 접근 - 소위 내용 미학, 모방론, 지시주의로 일컬어 

지는 - 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Hartmann, 2012: 

관성을 놓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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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편, 이 관점이 발생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고도로 복잡해진 예술

의 형식이 있다. 당시 18세기 후반의 음악은 고전주의 시기로부터 발전

되어 온 명료하고 간결한 형식들의 확장과 변형으로 인한 복잡성, 그리

고 그에 따른 전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화·전문화된 

음악은 아무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사회로

부터 예술가와 예술의 소외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그 시기 사상가들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비어즐리에 따르면, ‘예술의 사회로부터의 소

외’라는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형식주의자들이 택한 전략은 예술을 이 

사회로부터, 즉 우리의 일상 생활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Beardsley, 1989: 332). 즉, 형식주의에서 규정하는 예술은 일종의 독립된 

세계와 같다. 예술에서 의미는 그 예술 작품이라는 세계의 맥락에서만 

작용 가능한 것으로, 일상 생활과의 그 어떤 연관도 가지지 않는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형식주의의 견해를 제공한 사람으

로는 한슬릭(Eduard Hanslick, 1825-1904)을 들 수 있다.  그는 음악의 내

용을 “음으로 울리는 움직임의 형식들”(tönend bewegte  Formen) 

(Hanslick, 2018: 86)이라고 규정하며 음악의 목적 혹은 내용으로서 여겨

지던 음악과 감정과의 연관성을 괄호 치고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기

준이 되는 형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즉, 한슬릭에게서 음악의 의미와 가

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

험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 외적 세계와 전혀 무관한 지평에서 이루어진

다. 

형식주의는 음악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의 가능

성을 열어주고 음악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보여줌으로써 음악 자체가 가

지는 내재적 가치, 즉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의 기획의 바탕이 되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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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내재적 가치로부터의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지시주

의적 관점에서 문제시되었던 음악만의 독특성의 결여가 해결된 듯하다. 

리머에 따르면, 이렇게 음악의 내적 특질, 즉 형식에 천착하여 음악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던 내재적 가치로부터의 교육적 정당화를 

해결해 준 형식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특유의 접근 방식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Reimer, 1989: 26). 지시주의가 음악의 소재가 되는, 

혹은 지시하는 내용을 음악의 의미의 가장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그 외

적 내용의 이해를 통해 예술 작품의 이해와 경험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

과 정반대로, 형식주의에서는 그 작품의 의미와 가치가 내적 특질들에 

있다고 간주함으로 인하여 그 특질들, 즉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예술적 

경험에의 도달을 가능하게 하는 돌파구가 된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

고, 리머는 지시주의적 관점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듯이 형식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관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

적한다. 형식주의는 예술을 경험하는 것을 일종의 ‘지적 훈

련’(intellectual exercise)으로 여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주의

적 관점의 예술 경험이 능력이 있는 소수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즉, 

이 예술에 대한 진짜 경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고, 소수의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Reimer, 1989: 

24). 이는 음악교육의 보편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음악교육계의 이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리머가 두 번째로 문제 삼는 형식주의의 오류는 예술을 삶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떼어놓고, 예술 경험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혹은 정서 

역시 삶과 전혀 무관한 고립된 ‘미적 정서’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예술과 삶의 연관 가능성은 완전히 차

단되어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형식에 가해지는 비예술적인 영향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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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의가 강조하는 사회적 영향들과 같은 것)과 지시 대상을 배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Reimer, 1989: 28).

3.  절대 표현주의(Absolute Expressionism)

 

리머가 보기에 이와 같이 지시주의와 형식주의의 견해는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어느 정도의 진실”(a measure of truth)을 담

지하고 있는 한편, 둘 중 하나를 철학적 기초로 삼기에도 곤란한 오류를 

가진다(Reimer, 1989: 26). 리머는 그래서 세 번째 미학 이론, 즉 ‘절대표

현주의’를 제시함으로써 이 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마이어에 따르면, 절대표현주의는 음악적 의미가 전적으로 작품 자

체의 맥락 내에 위치하며, 그 의미는 음악 작품 안에 설정된 관계들을 

지각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동시에, 이 관계들이 

음악적 경험의 정서적 측면에 관련된다고 여긴다(Meyer, 1956: 3). 리머 

역시 음악의 의미와 가치는 내재적임을, 즉 음악의 예술적 특질 그 자체

와 그 특질들이 조직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

며, 한편으로 음악 경험이 가지는 감정적 영향력 또한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이어의 절대표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imer, 

1989: 27). 

절대표현주의는 마이어가 강조하고 있듯이 음악 작품 내에 설정된 

여러 요소들의 관계들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형

식주의와 마찬가지로 ‘절대주의’(absolutism)에 속한다. 즉, 절대표현주

의는 지시주의보다 오히려 형식주의와 더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지시주의는 음악이 의미로서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을 포괄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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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역시 그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표현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모든 표현

주의자들이 곧 지시주의자들은 아니다. 마이어가 지적하듯이, 지시주의

에 해당하는 표현주의자들은 음악이 가지는 감정적 의미가 음악 외부에 

있는 지시적 내용의 이해를 통해 수용된다고 보는 반면, 절대표현주의자

들은 그 감정적 의미가 음악 자체에 대한 반응에 의해 야기된다고 본다. 

즉, 이는 음악 외부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음악 ‘자체’를 중시한

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와 매우 유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들어 마이어는 절대표현주의는 형식주의와 사실상 같은 음악적 과정

과 경험을 설명하는 다른 관점일 뿐이라고 강조한다(Meyer, 1956: 3).

리머는 마이어가 제시한 절대표현주의의 기본적 이념에는 동의하면

서, 여기에 더 나아가 비예술적인 것, 예술 외적인 것의 영향력 또한 논

의에 부친다(Reimer, 1989: 27). 이는 음악의 이해에 음악 외적인 것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지시주의적 견해를 절대표현주의적 관점으로 변

형·통일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의 교향시15) 《마제파》(Mazeppa, S. 100, 1851)를 떠올려보자. 

이 교향시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동명의 시에 영향을 받아 작곡

된 것으로, 이반 마제파(Ivan Stepanovych Mazepa)라는 인물이 겪은 사

랑과 그로 인한 고난을 주제로 한다. 이 음악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음악 외적 사안들에 대한 배경지식은 아마 조금 더 심화된 음악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제파라는 인물과 관련한 

지식, 빅토르 위고의 시에 대한 지식은 《마제파》라는 곡을 경험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혜진이 

15) 교향시는 리스트에 의해 창시된 표제적 성격을 지닌 단악장의 교향곡적인 

기악음악으로, 시적 아이디어와 결부된 주제들이 곡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변형

되며 전개되는 “서사적 이야기”를 특징으로 한다(이혜진, 201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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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듯이, 리스트의 교향시에서는 시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주제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그 주제와 적합한 음악

적 형식을 어떻게 구축할지의 여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이

혜진, 2016: 39-40). 따라서, 어떤 음악을 경험하는 데에 외부적인 것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음악적 경험의 전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즉, 리머의 절대표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형식주의와 사실

상 같은 뿌리를 가진 것으로 규정한 마이어의 분류를 따르되, 지시주의

에서 동의할 만한 견해를 추가적으로 통일시켜 더욱 설득력 있는 음악에 

대한 관점을 성립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리머의 절대표현

주의는 지시주의와 형식주의가 가지는 수용 가능한 지점을 모두 포함한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절대표현주의를 이들 두 관점의 단순한 

조합으로 보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해석은 절대표현주의의 주요 원리

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해석이라는 것이다(Reimer, 1989: 26). 앞서 암

시하였듯이, 절대표현주의는 형식주의적 바탕 위에 지시주의가 제공하는 

설득력 있는 관점을 변형하여 포섭하고 음악 경험에서 중요한 정서적 측

면을 강조한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상반되는 관점이 통합된 듯한 절대표현주의를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리머가 예술 경험에 가해지는 외부

적 영향력에 더하여 예술 작품 내에 지시 대상들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외적 지시 대상들

이 “항상 내재적인 예술 형식에 의해 변형되고 초월된다”고 진술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즉, 예술 형식이 외

부적 지시 대상들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완전히 예술 내재적 요소들로 흡

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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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정과 예술의 관계 역시 다소 모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의 진술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술에서의 감정이 여러 가지 

종류의 감정들, 즉 지시주의에서 옹호되는 일상적 감정을 비롯하여

(Reimer, 1989: 27), 그와는 다른 미적 감정들까지도 관련될 수 있다는 

것과(Reimer, 1989: 41), 둘째 그 감정이 예술과 관련될 때, ‘감정의 표

현’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행동이 감정의 표현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행동

에 그 자체로 표현적인 예술적 특질들은 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표

현적 특질의 창조는 완전한 몰입에 더하여 통제된 사고로부터 비롯되

는 “산출”(working out)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는 감정의 방

출과는다른 것이다.”(Reimer, 1989: 44)

 

즉, 리머가 받아들인 절대표현주의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표현

론’(expression theory)에서 벗어난 예술의 ‘표현성’을 강조하는 견해

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현론은 앞서 살펴 본 지시주

의의 입장과 유사한데, 음악으로부터 청자가 경험하는 감정을 주로 작곡

가가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견해는 작곡가가 작곡 당시

에 처해 있는 감정적 상태가 꼭 그 음악의 감정에 대한 표현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Kivy, 1989: 

13-14). 리머 역시 음악에서 경험되는 감정적 요소들이 무의식적으로 표

출되는 일상적인 감정의 표현과는 그 결이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

다. 

그가 이와 같은 이론적 바탕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음악의 표현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단 하나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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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데, 리머의 구체적인 입장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환

기론(arousal theory)는 음악의 표현성을 음악 경험에서 일어나는 청자의 

정서적 반응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한편, 인지론(cognitive theory)은 이를 

청자의 정서적 반응과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며, 음악이 가지는 정서에 

대한 표현성이 음악에 하나의 지각적 속성으로서 소유되는 것이라고 본

다(정혜윤, 2006: 240). 엘리엇이 지적하고 있듯이, 리머는 환기론에 근거

한 마이어의 주장과 인지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랭거의 주장을 함께 인

용하면서, 심미적 경험에서 음악의 표현성이 주체에게 어떻게 경험되는

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Elliott, 1991: 60). 

리머가 이 둘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의 

견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심미적 경험의 이해뿐만 아

니라 음악교육철학적 원리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16)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심미적 경험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미적 반응이 음악의 표현성으로부터 ‘환기된’ 느낌인지, 아니

면 그것을 ‘지각’함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

고, 그로 인하여 교육적 접근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

서 살펴 본 각각의 미학적 관점들이 음악의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도 작용됨을 고려해볼 때, 어떤 악곡이 절대표현주의적 관점에서 가치 

16) 극단적인 형식주의, 극단적인 지시주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도적 

입장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환기론과 인지론 역시 같은 선상에

서 이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혜윤에 따르면, 데이비스(Stephen Davies)는 인

지론자이지만, 청자의 정서적 반응과 음악의 표현성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하

지 않고, 그 반응을 통해 음악에 구현되는 정서를 식별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로빈슨(Jenefer Robinson)은 감정을 ‘인지적으로 복잡한 정서’와 ‘원초적인 

정서’로 구분하여 전자는 청자가 인식하고 지각한 결과인 반면, 후자는 음악에 

의해 직접적으로 환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절충적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정혜

윤, 200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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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성에 대한 입장이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17) 이는 리머가 영향을 받은 랭거의 예술 철학을 바탕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예술 철학적 배경

리머는 듀이와 랭거의 견해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철학』의 3장에

서 5장에 걸쳐 절대표현주의적 관점에 따라 음악의 본질을 더욱 심도 

있게 설명한다. 본 절에서는 리머가 인용하는 듀이와 랭거의 견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했던 음악의 표현성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재구성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악이 어떤 것에 표현적인지, 음악의 내재적 

형식 자체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을 가지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1. ‘느낌의 형식’의 표현적 상징

인간은 흔히 ‘이성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이 ‘이성’이라는 능

력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주로 추론적이고 논리적인 특

징을 가지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이해되곤 한다. 즉, 개별적이고 

특수한 감각적 현상들을 모종의 원리에 따라 종합하고 그 보편성을 바

탕으로 개념을 형성하는 한편, 그 개념을 사용하여 특수한 현상들을 

추론해나가는 등의 인식 과정을 인간의 이성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인간의 이러한 인식 방식은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

17) 절대표현주의적 관점에 따른 적절한 악곡 선정에 대한 문제는 본 논문의 연

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두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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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인간의 본질로 여겨졌으며, 가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감각이나 감정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소 오랫동안 예술은 인간의 ‘인식’과는 거리

가 먼 것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런데, 랭거는 이러한 예술에 인간 인식의 주요 요

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예술에 전례 없는 중요성을 부과하였

다.18) 이에 리머는 랭거의 이론을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데

에 특히 설득력 있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음악교육철학을 위한 기초로 

삼는다(Reimer, 1993: 44). 

랭거의 초기 철학은 상징과 그 형식논리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보

여준다. 랭거는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의 상징주의 철학을 

접하면서 자신의 상징 개념의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술은 언어, 수학, 과학과 같은 상징 형식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게 된

다(김성지, 이남재, 2013: 2-3). 이 때의 ‘상징형식’은 기호나 부호와 

같은 협소한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실재의 해명을 위

18) 사실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 예술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미학’, 즉 “감성

적 인식에 관한 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바움가르텐이었다(오병

남, 2003: 220). 바움가르텐은 감성적 인식을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로부터 이어지

는 ‘명석(clarity)·판명(distinctness)’한 이성적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보며 이

를 ‘외연적 명료성’(extensive clarity)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오병남, 

2003: 233-235). 하지만, 오병남이 지적하듯이, 바움가르텐이 말하는 감성적 인

식은 그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인식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에게 미학은 “저급한 인식의 논리학”, “유사 이성의 학” 

등으로 규정되기도 한다(오병남, 2003: 238-239). 즉, 바움가르텐은 감성적 인식

을 이성적 인식에 대한 ‘하위의 인식 방식’으로서 철학적 논의에 포함시켰다. 

이와 달리 랭거는 인식 방식을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랭거가 ‘느낌’, 그리고 이와 유사성을 지닌 ‘예술’에 부과한 인간 

인식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지위는 이성의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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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초이다. 카시러는 랭거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 즉 이성만을 

통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인

간이 만들어 놓은 정신활동의 총체인 문화”를 통해 진정한 인간 이해

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신응철, 2008: 114-116). 즉, 상징형식이란 우

리가 살아가는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언어, 수학, 과학, 신화, 예술 등의 

모든 문화를 총칭한다. 이러한 카시러의 철학을 바탕으로 랭거는 상징

형식의 하나로서 예술에 더욱 집중하여, 예술을 다른 상징형식과는 다

른 ‘표현적 형식’ 혹은 ‘표현적 상징’으로 규정한다.

리머 역시 위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는 언어 

체계와 같은 추론적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지 않은 예술 교과들이 부차

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까닭이 위와 같은 인간 인식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있다고 보고, 이를 “낡은 시각”이라고 비판한다(Reimer, 

1989: 80). 리머에 따르면, 듀이에게서도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 (예술에서) 질성들의 관계 면에서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상징적, 언어적, 수학적 사고에 요구되는 것만큼의 엄격성을 요구

한다. 사실 언어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쉽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진

짜 예술 작품의 결과물은 소위 말하는 사고 –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사고 – 의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능을 요구할 것이다.”[연구자 축약](Dewey, 

2005: 47, Reimer, 2017: 218; 1989: 79-80에서 재인용)

카시러와 랭거, 리머가 인용한 듀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지배적

인 견해이지만, 완전한 단 하나의 공리는 아니다. 리머는 이에 따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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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실제 삶이 이성보다는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인간의 삶의 특징과 예술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모든 인간의 경험은 주관적 반응성(Subjective responsiveness)으

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느낌으로 충

만해 있는 생명체이다. 공기가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낌

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다; 느낌이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하는 

것은 공기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어렵

다.”(Reimer, 1989: 46)19)

리머는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관적 반응

성’, 즉 ‘느낌’은 그 범위가 무한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언어는 그에 

적합한 상징이 아니라고 보며(Reimer, 1989: 47), 랭거를 인용하면서 음

악이 “느낌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인간 느낌의 형식이 언어 형식보다 음악의 형식에 훨씬 더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음악은 언어가 접근할 수 없는 세부적인 것들과 

진실로 느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Langer, 1942: 191, 

Reimer, 1989: 50에서 재인용)

이처럼 랭거는 음악을 비롯한 예술과 느낌이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공유

하고 있다고 보고 음악을 느낌의 표현 수단, 즉 느낌을 상징화할 수 있

는 것으로 여겼다. 리머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음악의 내적 형식 자

체를 인간의 삶과 연관시키려 했다고 할 수 있다.  

19) 『음악교육철학』의 1판 번역문을 참조하여 약간 수정하였다(Reimer, 199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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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리머가 강조하는 ‘주관적 반응성’, ‘느낌’은 랭거와 

듀이의 예술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리머에 따르면, 이 

‘느낌’은 감각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쾌나 불쾌와 같은 단순한 것도, 

주관적인 경험들의 ‘일반적인 면’을 나타내는 일반화된 느낌, 즉 ‘감

정’도 아니다. 그는 이 ‘느낌’을 다양함과 복잡함으로 특징지으며, 

그 “가능성은 폭과 깊이 측면에서 모두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한다. 언

어는 이 광대한 영역에 이따금씩 떠 있는 “부표”와 같은 것이어서 느

낌의 복잡하고 미묘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없고, 오로지 아주 일반적인 

특징인 ‘감정’만을 일컬을 수 있다는 것이다(Reimer, 1989: 46). 

즉, 이 때 리머가 말하는 감정은 ‘느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우

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랑’, ‘기쁨’, ‘슬픔’ 등과 같은 

일반화된, 개념화된 언어를 뜻한다. 그는 랭거와 듀이를 인용함으로써

‘느낌’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며 ‘느낌’의 복잡하고 미묘

한 특성을 강조한다. 

““느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가장 넓은 의미로 취해져야 할 

것이다. 즉, 그 의미는 느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이는 

물리적 감각, 즉 고통이나 편안함, 흥분 등의 반응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감정들, 지적인 긴장, 혹은 인간 삶의 의식의 지속적인 

느낌의 음조를 아우른다.”(Langer, 1957: 15, Reimer, 1989: 49에서 

재인용)

“명목상으로가 아니라면, 두려움, 증오, 사랑이라는 감정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된 사건과 상황이 지닌 독특하고 복제

될 수 없는 특징들이 촉발되는 감정을 낳는 것이다. 감정이 그것이 

지칭하는 것을 재생산하는 말의 기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

리는 두려움을 (일반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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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살 같이 덤벼드는 이 특수한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에 대

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

체적인 세부 사항, 혹은 그러저러한 자료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

리게 하는 특수한 상황하의 두려움이다. 어떤 단일한 감정을[느낌] 

말로 다시 생산해 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질 것이

다.” [리머 수정](Dewey, 2005: 70, Reimer, 1989: 47에서 재인

용)20)

리머는 느낌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형언할 수 

없는’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이 

역시 다음과 같은 랭거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인간 느낌의 상징적 형식의 창조”이다(Langer, 1953: 40). 즉, 예술은 

그 복잡성과 다양함을 보편화·일반화하는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느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느낌에 가장 

적절한 상징형식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Reimer, 1989: 

50).21)  

20) 『음악교육철학』3판의 번역을 바탕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수정하였다

(Reimer, 2017: 132).
21) 사실 리머는 랭거의 광의의 ‘느낌’은 수용한 반면, 광의의 ‘상징’ 개념

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리머는 음악의 본질을 

언어와 같은 상징(즉, 기호와 같은)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드러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랭거의 ‘상징’ 개념은 의도

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느낌의 형식에 표현적’이라는 랭거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상징’(광의의 상징)

을 완전히 배척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기의 저작에서 랭거는 예술을 

상징이라는 말에 더하여 ‘표현 형식’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이 둘은 다른 것

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다르게 나타낸 것일 뿐이다. 예컨대 랭거는 이렇게 말한

다. “예술 작품은 표현 형식이요, 따라서 하나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상징 자체를 넘어서 지시하여 인간의 사고가 상징화된 개념으로 나아가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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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리머는 랭거와 듀이의 예술 철학의 영향

으로 음악의 표현성을 ‘느낌에 표현적인 것’이라고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느낌’이 앞서 살펴봤듯이 무한하고 복잡하며 범주화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음악은 이에 어떻게 

표현적일 수 있는 것인가? 

랭거는 인간의 느낌이 끊임없이 흐르며 움직이고, 성장하고 발전하

며, 한편으로는 쇠퇴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으

로 되어있다고 본다. 이 역동적인 양상의 리드미컬한 패턴, 즉 긴장과 

완화의 패턴들이 음악의 형식에 투영되는 것이다(김성지, 이남재, 2015: 

18). 리머 역시 이를 받아들여 “예술 작품에서 형성된 특질들은 일련으 

역동적 상호관계들을 구현한다”고 보고 있다(Reimer, 1989: 51). 

즉, 음악의 표현성은 개념화된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느낌의 일반적인 과정, 즉 인간의 내부에서 느낌이 지속적으

로 움직이는 역동성, ‘느낌의 형식’ 혹은 ‘느낌의 패턴’에 표현적인 

것이다.22) 리머가 음악을 ‘느낌 형식의 구현’이며, 이를 교육하는 것

은 ‘느낌의 교육’이라고 천명한 것은 이와 같은 철학적 바탕에서 느낌

의 형식에 표현적인 상징형식으로서 음악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은 아니다(Langer, 1957: 67) .” 리머는 이 ‘표현 형식’은 그대로 차용하

고 있다.
22) 리머 역시 이 느낌의 형식을 “움직이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고조되다 사그

러지며, 절정에 달하다가 가라앉으며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랭거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imer, 198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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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성의 형성: 느낌과 재료의 탐구

한편, 리머가 제시하는 그 음악의 표현성이 구축되는 구체적인 방식

은 주로 듀이의 영향 아래 진술된다. 먼저 그는 그 방식이 될 수 없는 

두 가지 관념을 기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첫째로, 리머는 ‘음악은 감정의 언어’라는 생각을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음악은 결코 언어가 아니다(Reimer, 1989: 43). 그는 음악이 언어

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언어의 본질적 

성격은 정의 가능성과 번역 가능성”인데 반해, “음악은 이 성격을 결

여하고 있다(Reimer, 1977: 38).”

리머에 따르면, 지시주의적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언어

의 본질적 요소인 ‘어휘’(vocabulary)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언어와 음악의 작용 방식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Reimer, 1989: 41). 어

휘, 즉 단어는 각각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23)이며, 지시하는 분명한 내

용을 가진다. 하지만, 음악을 이루는 요소들이 가지는 의미는 각 단어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과는 다르며, 이 요소들은 언어로 번역될 수도 

없다. 이는 실제로 같은 시를 가사로 가지는 가곡들이 음악적으로 얼마

나 다른지 떠올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언어와 음악 사이에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똑같은 괴테의 시 ‘마왕’을 가지고 그토록 다른 

가곡들이 많이 작곡되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음악은 여타의 

상징들처럼 번역될 수 있거나 합의된 의미를 지니지 않으므로 언어와 유

사하지 않다. 또한, 음악의 표현성은 언어와 같은 지시되는 의미를 가지

는 각각의 상징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 아니다. 

23) 여기에서 상징은 랭거의 ‘상징’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상징을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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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리머는 ‘음악이 감정의 표현’이라는 생각 역시 기각한다. 

음악과 언어의 동일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견해인 반면, 감정의 표현

으로서 음악을 간주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

에도 리머는 음악은 감정의 표현, 특히 흔히 여겨지듯 작곡가 그 자신의 

감정의 표현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가 설명하는 감정의 표현은 

키비(Peter Kivy, 1934-2017)의 설명과 거의 동일하다.

키비는 어떤 것을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려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그에 따르

면, 누군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지른다면 이를 분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주체가 정말로 분노해 있다

는 것이다(Kivy, 1989: 12). 그 감정이 결여된 ‘꽉 쥐어진 주먹’과 ‘소

리침’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작곡가가 분노에 가득 

찬 음악을,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분노에 표현적인 음악을 작곡했다고 

해서 그가 그 곡을 쓰는 내내 분노 상태에 있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감정을 가질 리 없는 음악이 분노 상태에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 아닌 것이다.

리머는 이에 더하여 감정의 표현은 “무의식적”이며 “형식의 통제

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Reimer, 1989: 44). 반면 음악은 무의식적으

로, 마치 무조건적 반사에 따라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듯 작곡되지 않으

며, 각 시대마다, 문화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형식을 가진다. 리머

는 이러한 주장을 듀이와 랭거의 유사한 진술을 제시함으로써 근거를 확

보하고 있다.24) 

정리하자면, 리머가 말하는 예술의 표현성은 언어가 그렇듯 지시되

24) 리머가 인용하는 부분은 Dewey(2005: 64)와 Langer(1957: 25) 이다(Reimer, 

1989: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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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 의해서, 혹은 창작자의 내면 상태의 표출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즉, “방출”이 아니라 “산출”에 의한 것이다(Reimer, 

1989: 57). 리머는 이 과정을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과의 차이를 통

해 설명한다. 

리머에 따르면, 의사소통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전달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한 메시지를 가진다. 둘째, 이 메

시지는 말, 신체 동작 등과 같은 상징으로 부호화된다. 셋째, 수신자는 

부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한다(Reimer, 1989: 57-58). 

반면, 느낌의 형식을 투영하고 있는, 그것에 표현적인 예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작되고, 그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성을 구축해낸다. 리

머는 의사 전달자와 달리, 예술가는 전달되어야 하는 어떤 특정한 메시

지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말한다. 창작의 초기 단계에 예술가를 

동기부여하는 것은 “충동”, ‘성장의 힘을 가진 맹아적 아이디어’이

다(Reimer, 1989: 59). 이는 앞서 살펴본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느낌의 일종으로 보인다. 일상적으로 주목되지 않고 의식되지 않은 채 

흘러가는 느낌들 중 우리 의식의 시선이 가 닿아 주시된, 그래서 행동을 

동기부여하는 느낌이 바로 이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충동 개념은 듀이에게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는 우리가 

일상적 의미로 알고 있는 단순한 충동(impulse)과 경험의 시작이 되는 

‘충동’(impulsion)을 구분한다. “모든 경험은, 그 경험의 의미가 사소

하든 대단하든 간에, [...] 충동(impulsion)으로 시작한다(Dewey, 2005: 

60).”

이 ‘충동’은 고정되고 완전한 행동으로 수행되는 본능이나 무의식

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 의미의 충동과는 다르게,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가능성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미결정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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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떤 것이다. 즉, 신현태에 따르면, 이것은 ‘가소성’(plasticity)을 특

징으로 하며 환경과 맺는 능동적인 관계를 통해 실현되고 해소되는 것이

다(신현태, 1989: 61-62). 

이러한 ‘충동’으로 시작되는 창작의 과정을 리머는 “탐구의 과

정”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은 그 ‘충동’, 즉 느낌을 담지해 낼 예술

의 재료의 표현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음악 창작의 본질적 특징인 성장의 과정은 탐구의 과정이다. 

그것은 표현성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다. 느낌에의 탐구가 

예술가가 작업하는 매개의 표현적 가능성의 탐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 예술가가 느낌의 영역을 탐구하는 방법은 느낌으로 충만한 

것들의 특질들 – 단어, 소리, 색, 모양, 움직임, 행동 – 을 탐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없다. 예술 창작은 특정 매개의 느낌으로 가득 찬 

특질들을 탐구하고 형성하는 것이다.”(Reimer, 1989: 59)

리머는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서 예술가는 ‘예술적 의사결정’을 통

해 자신의 느낌을 탐구하고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예술가가 마침

내 매체의 표현적 가능성을 행위로 실현시킬 때, 그는 창작자인 동시에 

즉시 수용자가 되어 그가 해낸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 행위

를 이끌어낸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거나 칠했다고 상상할 때, 그의 

아이디어와 감정은 또한 질서를 갖추게 된다. 작가가 단어라는 

매개체로 그가 말하려 한 바를 구성했으면 그의 아이디어도 

자신에게 느낄 수 있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물질적인 과정이 

상상력을 발전시킨다. 또한 상상력은 구체적 재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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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된다.”(Dewey, 2005: 75, Reimer, 1989: 61에서 재인용)

리머가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랭거 역시 듀이의 위 

인용문과 유사한 생각을 ‘요구하는 형식’(commanding form)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여준다. 요구하는 형식은 작곡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작곡가가 느낌의 형태들을 접하면서 점차적으로 명료화된다. 

랭거에 따르면, 예술 창작의 첫 단계는 ‘구상’의 단계인데, 여기에서 

성취될 예술 작품의 전체 형식이 창작자의 내면 세계에 갑작스럽게 

떠오른다. 이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발견과 정교화 과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완성된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Langer, 1953: 121-122). 

즉, 미결 상태로 내면에 떠오른 예술의 가능적 형식은 예술가와 매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은 재료 자체가 가지는 표현적 특질, 그것의 

표현적 가능성도 함께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생각을 글로 

적어냄으로써 그 생각이 증발되는 것을 막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아이디어였던 것을 정돈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유사해 보인다. 

리머도 예술 창작의 이 과정을 생각을 읽기와 쓰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형성하는 과정과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 즉, 생각을 문장에 쓰인 

단어나 문장의 형식, 배열을 정돈하면서 정교화시키듯이, 예술은 이를 

“느낌에 관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Reimer, 1989: 31-33). 다만 

읽기와 쓰기에서는 ‘가장 적절한 의미를 가진 상징’의 선별이 

중요하다면, 예술 창작에서는 그 재료 자체에 ‘충동’만큼의 중요성이 

부과된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음악의 표현성은 예술가와 예술의 재료(매개)의 상호작

용에 의해 구축된다. 이 과정에서 ‘맹아적 아이디어’였던 어떤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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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 즉 ‘충동’에 대한 탐구가 예술의 재료가 가지는 표현적 가능성

의 탐구와 함께 일어나면서, 예술가를 동기부여했던 느낌이 새로운 가능

성으로 열리고 예술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자신의 주관성의 이

해가 이루어진다. 또 한편, 그것을 실현시키는 창작 재료 역시 그 표현

적 가능성의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느낌’에 대한 표

현성을 비로소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음악의 표현성은 예술가가 그 자신

이 가지는 느낌의 가능성과 그것에 가장 표현적일 재료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받으며 형성되는 것이다. 

3. 예술의 인식 방식: 미적 지각적 구조화(aesthetic 

perceptual structuring)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고려해보면, 앞 절에서 제기되었던 표현성의 

환기론과 인지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듯하다. 리머에게 예술의 

표현성은 유동적이고 무한한 우리 느낌의 일반적인 형식에 대해 표현

적이며, 이 표현성은 이 느낌의 형식을 투영할 예술 재료, 즉 매체의 

표현 가능성의 탐구를 통해 구축된다. 즉, 이 과정은 느낌의 형식을 

‘지각 가능한 형태로 객관화’시키는 것, “인간 반응성의 주관적 영

역을 객관화하여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Reimer, 1989: 53). 따라

서 리머는 기본적으로 그 형식이 인지됨으로써 예술의 표현성이 인간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머에 따

르면, 그 인식의 방식은 개념화와 구별되는 ‘미적 지각적 구조

화’(aesthetic perceptual structuring)이다(Reimer, 1989: 76-77). 

즉, 리머는 음악이 느낌과 형식 상 유사하다는 것에 더하여 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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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성을 인식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인하여 마치 그 예술의 구조 내에

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 보이는 형식이 인간의 삶에도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미뤄두

었던 ‘느낌의 형식’에 대한 표현성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리머가 수용한 랭거의 ‘느낌’의 개념은 단순한 외부 자극에 대

한 반응이 아님을 앞서 살펴보았다. 즉, 이 ‘느낌’에는 행위적 특성

이 부과되어 있다. 이는 듀이의 ‘경험’의 개념과 상당한 유사점을 

갖는다. 듀이의 ‘경험’ 역시 18세기 영국 경험주의에 의해 이어지던 

외부 감각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라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 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김성지, 이남재, 2016: 31-32). 즉, 듀

이의 ‘경험’과 랭거의 ‘느낌’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성장하는 인간

의 본질과 그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삶의 본

질을 강조하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의 형식은 삶의 역동적인 형식과 질적으로 유사하

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가치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실제적 삶에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논리적 유사성으로 

인해 실제 경험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

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의 정서적 측면의 역동성이 예술을 통

해 인식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리머는 이러한 ‘경험’ 및 ‘느낌’

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예술의 형식이 이 형식과 질적으로 유사하다는 

랭거의 견해를 수용하여 예술의 의미가 그것의 내적 형식에서만 유효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의 정서적인 측면, 즉 주관성의 경험을 가능

하게 한다는 데에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은 그 형식에 있어서 인간 경험 및 느낌의 형식과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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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인식되는 방식 역시 같다. 이것이 바로 리머

가 말하는 ‘미적 지각적 구조화’이다. 그는 이 특별한 인식의 방식

을 우리가 종종 인식의 유일한 방식인 양 여기곤 하는 언어 상징에서

의‘개념화’와의 비교를 통해 명료화한다. 그에 따르면, 개념은 현상

의 일반적인 공통점만을 다루는 추상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그 개념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분리된 어떤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의미

를 낳는다. 즉, 언어 상징은 지시되는 의미를 “중개하는 것”이다

(Reimer, 1989: 90-91). 이러한 언어 상징을 통한 개념화의 산물은 ‘정

보’, 즉 ‘~에 대한 지식’(knowledge about)이다. 리머는 이러한 지

식은 현상 ‘그 자체’의 것이 아니라 지각된 현상들 일반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 특정한 ‘그 경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본다(Reimer, 1989: 83). 

반면, 리머에 따르면, 예술은 그 예술적 특질들 안에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즉, 언어와 같은 상징은 관습적인 형식에 따라 단어를 배열

함으로써 의미를 구축하는 ‘추론적 형식’(discursive form)으로 의미

를 전달하는 반면, 예술은 의미를 ‘즉각적’(immediate)으로, 즉 매개 

없이, 파악된 작품과 그것의 표현성 사이에 개입된 어떠한 단계도 없

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게 한다(Reimer, 1989: 91-92). 이러한 예술의 

의미는 개념과 같은 ‘~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재적 

앎’(knowledge of)을 얻도록, 즉 사건 그 자체를 알 수 있게 한다

(Reimer, 1989: 83-84). 

이러한 예술 특유의 인식 방식, 즉 의미가 ‘한꺼번에’ 

(all-at-once) 느껴짐은 우리의 경험의 ‘주관적 측면’ 혹은 그것의 

‘직접적인 느낌’(Langer, 1957: 22)을 인식하는 방식과 합치하기 때

문에 예술은 이에 적절한 표현 형식이자, 그 표현성의 힘으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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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본성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미적으

로 경험되는 것으로서 표현적 형식은 느낌의 특질로의 통찰을 낳는데, 

이러한 통찰은 언어와 같은 추론적 상징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미

를 생성한다(Reimer, 1989: 92).25)

따라서 음악을 비롯한 예술은 수많은 추론적 상징들로는 불가능한 

인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느낌’, ‘경험’의 역동성을 그것의 

형식과 인식 방식에 적합하게 포착해내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이 삶의 역동성의 경험은 오로지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인간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절에서 살펴본 바, 듀이와 랭거의 사유를 기초로 

그가 제시하는 예술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예술은 1) 표현적 형식으로서, 즉 2) 주관성의 경험의 생성이 가

능한 것으로서, 3) 예술 고유의 내재적 특질들로 구현된 것으로서, 

4) 느낌의 다양한 가능한 방식들에 열려있는 것으로서, 5) 그렇지

25) 리머는 언어와 같은 추론적 상징의 개념화와 예술의 미적 지각적 구조화의 

차이를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면의 문제로 다음과 같이 간

단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첫째, 개념화는 유사한 것들 간의 ‘수평적’인 공통

점을 드러내는 반면, 예술의 미적 지각적 구조화는 ‘단일한 경험’의 ‘수직

적’인 깊은 의미를 즉각적인 예시로 드러낸다(Reimer, 1989: 82). 둘째, 개념은 

각각 지시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축적을 통해 의미를 추론적 방식으로 생성

하지만, 예술은 그 수직성을 바탕으로, 이미 질료에 내재된 구조적 표현성으로 

의미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구조화된 질료[즉 예술]는 

구조화된 질료와 구조화된 느낌으로서 동시적으로 경험되며, 이 둘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다[연구자 수정](Reimer, 1989: 82).” 셋째, 개념은 항상 현상에 ‘대

한’ 것인 반면, 예술에서 느껴지는 의미는 그 특정한 사건 자체이다(Reimer, 

1989: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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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항상 그 예술 작품에서의 특정한 구체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야

기되는 것으로서, 6) 표현성의 공유로서의 그러한 사건들로부터, 

[그리고] 7) 표상적 형식을 통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것으로서, 8) 살아 있는, 경험되는 인간 삶의 내적 느낌의 “내재적 

앎”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한다.”[연구자 수

정](Reimer, 1989: 93)

즉, 리머는 랭거의 상징주의 철학에 상당히 기대어 음악의 본질을 

느낌의 표현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그 형식상의 유사성과 인식 방식상

의 유사성을 통해 실제 삶의 경험에서의 느낌을 더 풍부하고 깊이 있

게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러한 음악

의 본질로부터 음악교육의 본질 및 그 교육적 가치까지도 정당화된다. 

즉, 리머에게서 인간의 느낌에 적합한 표현적 형식으로서 예술은 교육

적 관점에서 그 느낌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여타의 

다른 것으로부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부여받는

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이 ‘느낌의 교육’이

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경험인 심미적 경험의 특성으로부터 도

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음악이라는 예술 자체가 가지는 

본질, 그 특유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리머가 주장하듯이 음악교

육이 (음악의 본질에 따라) ‘느낌의 교육’이고 “예술 창작과 예술 

경험이 우리의 주관성[즉, 느낌]을 교육(Reimer, 1989: 37)”시킨다면, 

이 ‘느낌의 교육’은 심미적 경험의 속성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어

야 한다. 즉, ‘심미적 경험’을 통해서만 ‘느낌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려면 음악의 본질이 느낌의 교육에 관여되듯이 심미적 경

험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리머는 “예술 경험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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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성에 대한 통찰을 산출한다(Reimer, 1989: 53)”고 하면서 그러한 

본질을 가지는 예술을 경험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심

미적 경험의 가치를 이야기할 따름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리머는 일상적인 지각과 같은 

수준으로 미적 지각을 규정하지 않으며, 심미적 경험이 가지는 일상적 

경험과의 차이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심미적 경험

이 음악의 본질로부터 비롯된 ‘느낌의 교육’이라는 것에 어떻게 연

관되는지, 이에 더하여 그 특수한 심미적 경험의 가치 또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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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심미적 경험의 의미 해석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경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

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혹은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해 깨닫게 되는 내용”26)을 말한다. 즉, 경험은 

어떤 대상을 감각하거나 지각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혹은 그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내용을 일컫는 것으로, 또는 이 둘 모두를 포괄하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경험이라는 인간 활동에 ‘심미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심미적 경험’ 이라는 활동 역시 그 개념의 범위가 매

우 포괄적이다. 일단 이처럼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숙고해볼 때, 심미적 

경험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특정한 경험, 미적 대상과 관

련된 특별한 종류의 경험, 즉 미적인 것과 관련된 경험이라는 것이다. 

본 장은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2장에서 제기된 문제와 더불어 

일반적인 경험과 비교할 때 심미적 경험이 가지는 특이점을 살펴보는 데

에 주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심미적 경험은 느낌의 교육에 어

떻게 관여되는가,’ 둘째, ‘심미적 경험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가’, 셋째, ‘이 경험의 특수성으로 

비추어볼 때 그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겠다. 이를 통해 심미적 경험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393110, [2018.10.15 접속].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3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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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심미적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리머는 심미적 경험을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을 비롯한 하위 개념들

을 통해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서는 

이 개념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심미적 경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매

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심미적 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것의 

이해의 발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심미적 경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다. 리

머가 심미적 경험을 주로 이 두 개념에 의거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를 통해 범위 문제가 다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문

제는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그 자체로 심미적 경험으로 규정되는지, 

아니면 그 경험에 앞서 존재해야 하는 조건인지 살펴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심미적 경험이 특히 

교육이라는 활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들이 해명되지 않으

면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심미적 경

험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

컨대,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심미

적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경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면, 그 

경험이 교육 목표로 적절할지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 규정으로는 미

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심미적 경험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

지는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심미적 경험이 교육을 통해 계획적으로 일

어날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미적 경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교육 상황에 적용

되었을 때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지 알아보려면 우선 그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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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등장하는 미적 지각 및 미적 반응과 이 경험 간의 관계를 밝힐 필

요가 있다. 만약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 자체가 심미적 경험의 구성 요

소라면 이 두 행위가 심미적 경험의 의미를 상당 부분 밝힐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심미적 

경험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과 심미적 경험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범

위의 윤곽이 드러난다면 교육 실제에의 적용에 유용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미적 경험, 그리고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와 같은 혼란은 리머 스스로의 진술에서도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그는 

“어떤 심미적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류의 특별한 지각과 

반응이[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에 곧바

로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심미적 경험이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경험에 

‘포함된(involved)’ 필요불가결한 행위라고 말한다(Reimer, 1989: 107). 

첫 번째 진술에서 이 지각과 반응은 마치 심미적 경험에 앞서 전제되어

야 하는 조건과 같이, 마치 그것이 심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처

럼 나타난다. 한편, 물론 명료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진술을 살펴보면 이 두 행위가 심미적 경험의 구성 요소로서 규정된 것

으로 보인다. 즉, 리머의 문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심미적 경험

과 미적 지각 및 반응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세 개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까? 본 절에

서는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탐색해 볼 

것이다. 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들로 연구자는 심

미적 음악교육철학을 용어 중심으로 분석한 최은식(1998)과 리머의 음악

교육철학의 철학적 토대로서 듀이와 랭거의 예술 철학적 견해를 리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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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철학 초판에 서사를 맞추어 제시하고 있는 김기수(2009, 2013)의 

연구, 그리고 ‘심미적 경험’을 전면에 내세워 명확한 목표로 기술하고 

있는 교육 실제 관련 연구들, 즉 김기수(2012, 2017)의 가창 영역 관련 

연구, 이유정(2013)의 감상 수업 모형 연구, 윤종영, 조덕주(2013)의 고등

학생을 위한 미적 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강인애, 김미수(2014)의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적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선정하였

다.27) 이 연구들을 심미적 경험과 미적 지각 및 반응의 관계의 해석에 

따라, 1) 미적 지각 및 반응을 심미적 경험에 선행해야 하는 조건으로 

규정한 경우, 2) 미적 지각 및 반응 자체를 심미적 경험에 속하는 요소

로 규정한 경우, 3) 위의 두 규정이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선행 조건으로서의 미적 지각 및 반응

 

김기수(2009, 2013, 2017), 최은식(2006), 이유정(2013)은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을 심미적 경험에 앞서 존재해야 하는 선행 조건으로 보고, 이

에 따라 결과적 관점에 입각한 해석을 제시한다.

김기수(2009, 2013)는 듀이와 랭거의 견해를 통해 리머의 음악교육철

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는 각각의 논문에서 심미적 

경험과 미적 지각 및 반응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견해를 보여주는데, 듀이

27) 선행 연구로서 고찰 대상의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연구는 베

넷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을, 특히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으로 선별하였다. 리머와 함께 흔히 회자되는 그의 격렬한 비판자 데이비드 엘

리엇을 비롯한 실천철학과의 비교 연구는 제외하였다. 교육 실제에  대한 연구

는 심미적 경험을 단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심미적 경험’, ‘미적 경

험’, ‘미적 체험’ 등이 제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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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랭거의 진술을 통해 미적 지각 및 반응이 심미적 경험에 대한 선행 

조건임을 유추하도록 한다. 즉, 리머가 영향을 받은 듀이의 견해에 따르

면, 미적 경험은 “[…]인간 유기체와 음악 그 자체와의 만남으로서 이루

어지는 질적인 상호교류작용에 의한 것”이다(김기수, 2009: 338). 이를 

바탕으로 그는 리머의 심미적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미적 공

유(혹은 미적 경험)를 위해서 지각자는 예술 작품의 미적 성질들 속에 

자신을 능동적으로 몰입시킨다(김기수, 2009: 344).”즉, 지각자의 몰입이 

미적 공유(혹은 미적 경험)에 앞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두 진술에

서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인간과 음악 그 자체와의 ‘만남’, ‘상호교류작용’, 미적 성질들로의 

‘몰입’을 미적 지각 및 반응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랭거의 견해 역시 듀이의 것과 유사하게 설명된다. “음악

의 미적 경험은 지각할 수 있는 ‘음악’의 특질 속으로의 몰입으로부터 

나온다(김기수, 2013: 44).” 

정리하자면, 김기수는 듀이와 랭거의 미적 경험을 인간과 음악과의 

‘만남’, ‘상호교류작용’, 음악의 특질 혹은 미적 성질들로의 ‘몰

입’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로 해석하였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리머의 

심미적 경험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교육 실제적 관심에 의거한 한 연구에서도 심미적 경험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51 -

<표 1> 음악의 심미적 활동의 구조화(김기수, 2017: 35)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김기수(2017)에게서 미적 지각과 미적 반

응은 ‘심미적 경험의 원천’으로서,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기원과 같은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최은식도 위의 견해와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그는 ‘리머 음악교육

철학의 변천에 관한 연구’에서 리머가 정의하는 심미적 경험을 이와 같

이 해석한다. “리머는 예술적 경험이 예술작품 속에 내재된 표현성(또

는 import)을 지각하고(perception) 이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진다고 보았다(최은식, 2006: 205).” 즉,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심미

적 경험이 지각과 반응 과정에 의한 결과로서 기술되고 있다.

이유정(2013) 역시 이와 같은 해석을 보여준다. 그녀는 ‘심미적 경

험을 위한 음악 감상 수업 모형 연구’에서 리머를 비롯한 다양한 학자

들의 심미적 경험의 개념을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을 “음악적 사건을 지각하는 인지적, 감성적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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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이유정, 2013: 86). 그녀가 이론적 배경으

로 삼고 있는 학자를 리머로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리머를 비롯하여 듀

이, 슈와드론 등 그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는 학자들을 다수 인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규정을 리머의 심미적 경험에 대한 해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심미적 경험

과 미적 지각 및 반응의 관계를 일종의 인과적 관계로 보면서 심미적 경

험을 결과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구성 요소로서의 미적 지각 및 반응

 

미적 지각 및 반응을 심미적 경험에 앞서 존재해야 하는 조건으로 

해석한 학자들에 비해, 이것 자체가 심미적 경험의 구성 요소라고 보는 

입장은 많지 않다. 특히, 뒤이어 살펴 볼 혼재된 규정이나 모호한 규정

을 제외하고 명확히 이 두 행위 자체를 심미적 경험이라고 보는 견해는 

강인애, 김미수(2014)의 연구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리

머는 “음악[경험 혹은 심미적 경험]에서 ‘미적’이라 불리어질 수 있

는 두 가지 필수 구성요소는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라고 말

한다[연구자 수정](강인애, 김미수, 2014: 108). 이들은 리머가 제공하는 

음악과 상호작용하는 7가지 행동양식, 즉 미적 지각 및 반응을 비롯하여 

표현, 개념화, 분석, 평가, 가치화등의 행동이 심미적 경험이라고 해석하

고 있다.28) 

28) 리머는 이를『음악교육철학』 초판에서 심미적 경험의 주체로서 창작자, 재

창조자, 경험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 행동 양식으로서(Reimer, 1970: 

159-160), 2판에서는 일반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보다 구체화된 목표로서 제공하

고 있다(Reimer, 198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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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목표행동

지각
구별하여 느낌, 새로운 것의 발견, 어떤 느낌이나 개념을 다른 것과 관련지음 등으로 미적 음악경험의 필수 요건으로 내면적 행동을 통해 음악을 수용함

반응
깊숙이 빠지는 것, 감동 받는 것, 사로잡히는 것, 마음 속 깊이 움직임을 당하는 것 등의 주관적인 행위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수단행동

표현
광범위한 음악적 활동을 포함.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표현, 율동, 독보, 지휘, 평가 등으로써 음악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행동

개념화

높은 수준의 지각행위로 구조와 원리를 파악, 해석, 설명, 대응, 체계화, 조직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이나 아이디어로 변형하고 확대하며 기존의 음악에 대한 개념을 유용하게 함
분석

개념화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탐색, 검토, 고찰, 구분, 비교, 설명, 분류, 체계화하는 행위로써 음악의 미적인 측면을 탐구하고 미적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수단
평가

음악에 대한 가치와 수준을 판단준거에 따라 판단, 비판, 정당화 등의 행위로써 음악이 보다 질 높은 상태를 추구하게 되고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함
수반행동 가치화

목표와 수단의 결과적 행동으로써 음악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자발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체험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일
<표 2> 음악의 미적 경험의 7단계(강인애, 김미수, 2014: 109)

 

<표 2>는 리머가 실제적인 교육적 적용을 위해 구체화시킨 행동 양

식의 범주에 약간의 해석을 가하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

다. 리머가 원래 제시한 범주는 목표 행동에 ‘지각’과‘반응’, 수단

행동에 ‘창작’, ‘개념화’, ‘분석’, ‘평가’, 그리고 수반 행동에 

가치화인데, 이 중 ‘창작’의 경우 리머가 작곡과 연주를 모두 포함시

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표현’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이에 해당하

는 다른 행동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창작’을‘표현’

으로 바꾼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몇가지 하위 항

목들은 그 적절성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수단 행동

의 한 범주로 독립된 ‘평가’가 있음에도 ‘표현’의 하위 항목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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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이 행동 양식들을 음악의 미적 경험의 7 ‘단계’라고 명명하

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물론 수단 행동에 비해 목표 행동을 더 상위의 

것으로, 수반 행동을 결과로서 비롯되는 사후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

겠지만, 이 행동들 하나 하나가 위계 질서를 갖춘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표현 행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념화의 행동이 가능한 

것과 같은 체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수단 행동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목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표 자체의 내용상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보면, 강인애, 김

미수(2014)는 리머가 구체적 실례로 제시한 행동들을 통해 심미적 경험

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다소 모호했던 미적 지각 및 반응을 심미적 경험에 속하는 

구성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적 지각 및 반응에 대한 불명료한 관점들

 

앞서 살펴 본 연구들은 연구 내에서 일관성 있게 미적 지각 및 반응

과 심미적 경험과의 관계를 진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연구 내에서 조

차 진술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와 이 관계를 매우 모호하게 기술

하고 있는 연구들도 상당부분 존재하였다. 

최은식(1998)은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서두

에서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의 목적을 밝히며 미적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와 같은 심미적 의미의 지각과 반응을 미적 경험

(aesthetic experience)이라고 하며 이 미적 경험이 음악교육의 목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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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은식, 1998:160)” 즉,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 자체를 ‘심미적 경

험’이라고 규정한 듯 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고찰로 들어가서 이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재정의하는데, 이 때의 

입장은 다소 모호해 보인다.

 

“심미적 음악교육은 개인이 음악작품에 내재된 표현적 특질

(expressive quality 또는 expressiveness)을 지각(perception)하고 반

응(reaction)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써]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연구자 수정](최은식, 

1998: 161)

 

이 규정은 리머의 표현, 즉 미적 지각 및 반응이 심미적 경험에 

‘포함’된다는 표현만큼이나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

각과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미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다’라

는 말은 심미적 경험이 그러한 지각과 반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게도 하고, 이 두 행위를 돕는다는 것이 곧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돕는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즉, 이 두 행위가 얼마간 심미적 

경험 자체에 포함되는 요소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양립하기 어려운 입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김기수(2012)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그의 다른 연구들은 본

문 내에서 일관성 있게 미적 지각 및 반응이 심미적 경험에 앞서 일어나

는 것으로 서술했던 것에 반해, 해당 연구에서는 이 두 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는 리머의 『음악교육철학』(1970)의 본문 75 페이지의 한 

문장을 이와 같이 번역한다. “삶의 본질을 표현하는 미적 특질을 지각

하고 반응함을 통한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의 이러한 공유를 ‘심미적 

경험’이라 부른다(김기수, 2012: 30).”29) 즉, 미적 특질을 지각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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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것으로 삶의 본질에 대해 통찰할 수 있고 이 통찰한 바를 공유하

는 것이 곧 심미적 경험이라면, 지각과 반응은 심미적 경험에 앞서 일어

나야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리머는 […] 음악에 대한 심

미적 경험은 삶의 본질을 표현하는 미적 질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자신이 번역한 리머의 견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는 “심미적 음악 경험은 음악작품의 음악적 아

름다움과 의미에 대한 통찰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통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작품과 직접적인 만남의 직접적인 성질의 느낌에 의한 감지

가 요구되는데[…]”라고 하면서 바로 앞의 진술을 또 다시 뒤집는다(김

기수, 2012: 31). 그의 진술에서는 리머의 본문의 번역과 그것의 해석 사

이에 의미상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종영, 조덕주(2013)는 ‘심미적 체험 중심 고등학교 음악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적용’에서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리머의 음악교육철학

을 들고 있다. 그들은 리머의 심미적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

다.

 

“리머에 의하면 심미적 체험은 인격적, 개성적 주관을 갖는 것으

로서 향수자가 심미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미적 감

수성이란 심미적으로 지각하고 심미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이

는 연쇄적인 현상이며, 심미적 행동으로서의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서는 음악의 표현적 속성에 대한 지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윤종영, 조덕주, 2013: 80).”

29) 미적 특질은 삶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 ‘에 대해 

표현적’인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sharing of insights into the 

nature of life, through perceiving and reacting to aesthetic qualities which are 

expressive of the nature of life, is called “aesthetic experience.””[연구자 

강조](Reimer, 197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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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에서는 미적 지각과 반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두 ‘행위’와 심미적 경험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적 지각과 반응을 ‘심미적 감수성’이라는 능력으로 치환하여 

다룸으로써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물론,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려

면, 미적 지각 및 반응이 여기에서 전제 조건으로 작용되든 아니면 구성 

요소로서 작동되든 간에 이들 두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능태로서의 

‘능력’, 즉 심미적 감수성이 요청된다.30) 하지만 본 절에서 관심을 기

울이고 있는 세 개념 사이의 관계가 심미적 경험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리머는『음악교육철학』(1970, 1989)의 6장에서 심미적 경험을 설명

하면서 예술 작품이 가지는 ‘느낌’의 역할과 미적 지각 및 반응에 그 

내용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심미적 경험의 정체

를 밝히는 데에 매우 중요한 관련 개념이며, 이에 대한 해명이 심미적 

경험의 의미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앞서 살펴봤듯이 국내에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이 수용될 때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리머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번역에 그치고 있거나, 그에 대해 해

30) 분명히 리머는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적 감수

성’이라고 다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가능태로서 존재하는 이 능력은 분명히 

‘현상’은 아니며, 작동에 있어서 ‘연쇄’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연쇄적으

로 나타나는 현상’은 행위로서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 그 자체이다. 리머는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연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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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가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길리스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음악교육에 참

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적 경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는 거의 가지지 않고 있

는 것 같다(Gillis, 2015: Ⅴ).31)

본 장에서는 앞서 2항에서 언급한 리머의 모호한 진술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윤종영, 조덕주(2013)의 견해를 받아들여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심미적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주요 구성 요소

라는 전제 위에 논의를 진행한다. 이 가정이 보다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32)

첫째, 리머 역시 앞서 살펴본 3항에 해당하는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음악교육철학』에서 해당 개념들 사이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고 있

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교육 실제에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

가서는 다소 일관되게 미적 지각 및 반응을 그 자체로 미적으로 경험하

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철학적 논의에서는 음악교육의 목표를 심미

적 경험이라고 보는 한편, 구체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즉, 

지각, 반응 창작 등 7가지 행동 양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

기하고 있다. 또한 그 목표를 제시하면서 철학적으로 제시된 목표와 구

체적 교육 목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31) Gillis는 ‘미적 경험의 탐색’(Exploring Aesthetic Experience)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미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

들이 예술 학습과 미적 경험 간의 관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초반에 교

사들과 학생들은 모두 미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32)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 역시 심미적 경험의 범위에 물론 포함된다.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

이 심미적 경험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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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윤종영, 조덕주(2013)의 해석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imer, 1989: 168-169).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리머는 심미적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미

적 지각 및 반응을 매우 빈번하게 끌어오면서,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이 두 개념이 심미적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 결정적 요인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그는 심미적 경험과 여타의 경험을 ‘지각하고 반

응’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한 농부는 메마른 계곡을 보며(지

각) 자신에 생업에 대해 걱정하는(반응) 한편, 음악 교육자는 푸른 하늘

의 색감과 숲에 있는 나무들이 주는 거친 느낌, 물이 반짝이는 모습, 지

평선에 걸쳐진 산 전체의 형태,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의 상호작용을

‘지각’하고 즐기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반응)하고 생각한다

는 것이다(Reimer, 1989: 104-105). 이렇게 미적인 방식의 지각과 반응이 

심미적 경험을 판가름 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

면, 이 두 행위를 심미적 경험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

할 것이다.

즉, 연구자가 이 지점에서 상정하는 심미적 경험은 어떤 대상을(음악

을) 미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과 그에 따라 경험의 주체에게 획득

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이 경험 전체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그것의 구성 요소로서의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이 두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심미적 경험의 명확한 의미에 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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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심미적 경험의 발생적 조건

 

본격적으로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리머가 주장하는 ‘심미적 경험의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예술을 통한 심미적 경험이 인간의 일상 생활 중의 경험과 그 질이 다르

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미적 경험만이 가지는 식별 가능

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한다. 즉, 그는 심미적 경험과 미적이지 않은, 비

미적 경험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기준으로 그가 제시하

는 것은 미학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전해오는 ‘무관심성’을 포함한 여

러 미적 태도 이론의 개념들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여러 미적 태도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리머가 받

아들이고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리머가 

말하는 심미적 경험의 특징이 이러한 이론들을 수용하여 구성된 것이며, 

미적 태도가 심미적 경험의 발생적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 미적 태도와 상응하는 가능태로서의 능력인 미적 감수성, 그

리고 이 둘을 작동하게 하는 인간의 ‘미적 본능’이 심미적 경험을 발

생하게 하는 토대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1. 미적 태도

 

디키에 따르면, 18세기 이전까지 철학자들에게 ‘미’의 개념은 사

물들의 객관적인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흔히‘아름

다움’의 본질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곤 하는 ‘비례, 다양의 통일, 적

합성’ 등의 정의들이 이에 해당한다. 즉, 어떤 사물이 아름다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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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성질을 가진다면 그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

능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18세기 이후의 철학자들은 미에 대한 객관적

인 판단이 사물에 내재된 속성보다는 세계와 관계 맺는 인간의 능력으로

부터 비롯된다고 간주하기 시작하였다(Dickie, 1983: 22-24). 

미적 태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심미적 경험을 하는 

주체, 즉 주관의 마음 상태와 관련되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디키에 따르면, 이 영향력의 정도는 취미론과 태도론의 

지평에서 매우 다르게 규정된다. 취미론의 경우 미적 태도는 “특수한 

종류의 대상의 성질들의[미적 대상이 되는, 예술 작품들] 지각에 대해 반

응하는 기능을 하는 취미의 능력”의 하나이지만, 태도론에서 이 개념은 

지각 혹은 의식 그 자체로 취급된다. 즉, 취미론에 있어서는 미적 대상

이 되는 것이 주관에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관여되고 미적 태도의 기능은 

취미의 한 능력으로 작용되는 반면, 태도론에서는 미적 태도가 미적 대

상을 파악하고 감상하는 지각에 필요 조건이 되거나, 혹은 더 강하게는 

그 태도가 직접적으로 지각과 대상에 미적 특성을 부과한다고 한다

(Dickie, 1982: 53). 

즉, 취미론과 태도론의 구분에 결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지각에 있

어서 지각 대상의 기여 정도이다. 주관의 미적 태도가 전적으로 대상을 

미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즉 지각 대상보다도 주관의 

태도에 의해 미적인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태도론이라면, 취미론에

서는 어떤 특수한 종류의 대상이 주관의 지각과 반응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된다. 

리머의 심미적 경험에서는 지각의 대상이 가지는 표현성이 매우 중

요하게 작용된다. 따라서 리머가 수용하는 미적 태도에 대한 이론들은 

태도론이 아니라 취미론의 지평에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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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을 바탕으로 리머가 제시하는 심미적 경험의 두 가지 특징을 미

적 태도에 대한 이론들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무관심적’인 심미적 경험

 

리머가 제시하는 심미적 경험의 첫 번째 특징은 ‘무관심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심미적 경험은 실제적 경험(practical experience)과

는 다르게 그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며, 심미적 경험의 가치는 그 

경험 자체로부터 내재적인 자기 충족적 본질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심미적 경험은 “무관심적”인 것이다 – [모든] 

관심의 결여가 아니라, 실용적 결과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말한

다.”(Reimer, 1989: 103)

 

위와 같은 리머의 진술로부터 그가 샤프츠베리, 칸트, 쇼펜하우어 등 전

통적인 미적 태도론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관심성’ 개념을 수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앞선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심미적 경

험에는 어떤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관심을 배제시키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 칸트의 ‘무관심성’

 

리머가 말하는 ‘무관심성’은 심미적 경험이 어떤 것의 수단이 되지 

않으며 그 경험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결과’와 같은 욕구와 결부되지 않는 속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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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판단력 비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칸트는 그의 저서 『판단력 비판』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취미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을 다룬다. 비어즐리에 따르면, 이 비판서의 과제

는 앞의 두 비판,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에서 인식적 지

위를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취미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을 해명하는 것이

다(Beardsley, 1987: 243). 『판단력 비판』은 2권으로 구성되며 1권에서

는 미감적 판단력을, 2권에서는 목적론적 판단력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

는 미적 태도와 관련되는 진술이 보이는 1권 ‘미의 분석학’의 내용의 

일부 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의 분석학에서 칸트는 ‘취미판단’, 즉 미적인 것을 판정하는 능

력을 분석하면서 취미 판단의 네 가지 계기 –질, 양, 관계, 양태– 를 제

시한다. 각각의 계기에는 그와 관련한 주요 개념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무관심적인 미적 태도와 관련되는 취미판단의 계기는 이 중에서 제 1계

기인 ‘질’에 해당한다.33)

 

“취미는 대상 또는 표상방식을 일체의 관심 없이 흡족이나 부적

의함에 의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흡족의 대상을 아름답다

[미적이라]고 일컫는다.”(Kant, 2009: 202)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

어난다. 이 때 칸트가 말하는 관심이란, “대상의 실존 표상과 결합하는 

흡족”을 뜻한다(Kant, 2009: 192). 칸트는 취미판단, 즉 미적판단을 인식

판단, 도덕적 판단, 감관 판단과 구분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료화한다. 미

적판단은 인식판단이 표상을 객관과 연관시키는 것과는 달리, 주관의 

33) 각각의 계기들과 연결되는 개념은 무관심성, 보편성, 합목적성의 형식, 필연

성이다(Dickie, 198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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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불쾌의 감정’과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되는 것으로 나

타난다(Kant, 2009: 196). 한편, 도덕적 판단, 감관판단과는 이들 역시 주

관에게 만족을 느끼게끔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감관판단의 경우 

표상을 주관에 연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적판단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관심’이 미적판단을 이들로부터 구별하는 준거가 된

다. 칸트에 따르면, 감관판단은 대상으로부터 야기된 감각적 자극에 따

른 만족, 즉 생리적 효과에 따른 만족을,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차원에

서의 만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둘 모두 욕구능력과 관련

된다는 유사점을 가진다(Kant, 2009: 199-200). 

  반면, 취미판단은 “한낱 관조적”이다(Kant, 2009: 200). 도덕적 판단

과 쾌적함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취미판단은 계속해서 필요를 수반하는 

쾌적함과도 관련되지 않으며, 이성을 매개로 개념에 의해 만족을 주는 

실천적 흡족과도, 인식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들과도 무관하다. 그래

서 칸트는 오로지 “취미의 흡족만이 유일하게 이해관심이 없는 자유로

운 흡족”이라고 말한다(Kant, 2009: 201). 

  이와 같은 모든 사안들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미에 대한 판단은 

주체의 쾌나 불쾌에 연관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면서도 그 주체가 가

지는 어떠한 이해관계와도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속성을 부여받

는다. 여기에 칸트는 공통감(sensus communis)을 부과하여 미적 판단에 

보편타당성의 요구를 정당화시킨다(진정일, 2006: 347). 이 기획에서 무관

심성은 취미판단의 제 1계기로서, 그 판단의 보편타당성의 길을 열어주

는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칸트의 진술로부터 취미 판단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제

적인 욕구와 무관한 것’, 즉 판단하는 주관의 사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리머에게서 심미적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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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어떤 다른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로 수용되어 나타나

고 있다. 칸트가 미적 판단에 의한 쾌를 개념에 따른 인식 판단이나 도

덕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쾌, 그리고 우리의 욕구와 관련된 감각적 쾌와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 리머에게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즉, 심

미적 경험은 오로지 그 경험 자체에 의거한 가치를 가지며 그것 자체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심미적 경험을 ‘통해서’ 어

떤 다른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지 않는다(Reimer, 1989: 103). 

특히 리머는 심미적 경험을 ‘단순히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과는 

엄격하게 구분한다(Reimer, 1989: 114-115). 리머가 경계하는 “좋아

함”(liking)이라는 선호 방식은 칸트가 취미판단과 구분한 ‘쾌적한 

것’, 즉 감각에 쾌감을 주는 것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칸

트가『판단력 비판』에서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들의 공

통된 작용 방식에 의한 미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은 리머에게서는 ‘미적 

감수성’이라는 인간의 선천적 능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소통·공유되는 경험’으로서 심미적 경험의 특

징의 기초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리머의 

심미적 경험은 일부 칸트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4)

(2) 벌로프의 ‘심적 거리’(psychical distance)

 

또한, 리머는 ‘무관심성’에 대한 현대적인 미적 태도 이론인 벌로

프(Edward Bullough)의 ‘심적 거리’(psychical distance)도 수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34) 미적 감수성은 본 절의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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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 하자면, 이는[즉, 실용적 결과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심적 거리”(psychical distance)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험

과 결부된 실제적인 것들로부터 충분하게 떨어져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다.”[연구자 수정](Reimer, 1989: 103)

 

디키에 따르면, 벌로프가 제시하는 ‘심적 거리’에 대한 설명은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적 태도의 이론이다. 벌로프에게 심적 거

리는 미적 의식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 중 하나이자 아름다운 

것의 규준이다. 즉, 이 심적 거리 역시 미적 태도의 일종으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거리 설정을 통해 일어나는 심리적인 상태이다. 이때의 

‘거리’란, 물리적이나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주관과 그 주관의 정

서들(affections)에 개입되어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특수한 

구성 요소이다(Dickie, 1982: 86).

벌로프의 심적 거리는 두 가지 요소의 작용 방식을 가진다. 첫째는 

‘소극적인 억제적 측면’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측면’이다. 전자는 

그 대상에 대한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행동과 사고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

다. 즉, 샤프츠베리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관심성’과 유사하지만, 한

편으로 그 대상이 문자 그대로 일상 세계의 것이 아니라 ‘미적 대상’

이라는 확연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단 거리

의 첫째 작용은 대상을 ‘미적 대상’ 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조하도록 

주관의 마음 상태를 배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상과 주

관 사이의 거리가 일상적·실제적인 것으로부터 차단된 상태로 설정되고 

나면 비로소 거리의 ‘적극적인 측면’이 작동된다. 즉, 대상에 대한 실

제적인 관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미적 관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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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로프가 말하는 심적 거리는 위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지

만 사실상 후자의 것은 전자가 충족되었을 때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억제적인 방식의 심적 거리의 작용을 그가 의도한 심적 거리

의 개념으로, 혹은 전통적인 개념인 무관심성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이 이론이 가지는 특이점은 ‘거리’라는 말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거

리가 취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양가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

도의 거리를 취하느냐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즉, “그 거리가 소실되

지 않는 입장에서 그것을[심적 거리를] 최대 한도로 축소시켜 놓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Bullough, 1957: 100, Dickie, 1982: 89에서 재인

용). 

그에 따르면, 이 심적 거리는 “초과된 거리 설정”(over-distance)과

“미달된 거리 설정”(under-distance)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Bullough, 

1957: 94). 그는 미달된 거리 설정의 예로 연극을 보면서 주인공의 불륜

을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결합시켜 거리를 

상실한 관객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미달된 거리 설정으로 인해 그 관객

은 결국 연극에 집중하지 못하고 극 중 인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초과된 거리 설정의 예로는 전문적인 사항들에 집중하는 전문가들

의 태도를 들 수 있다. 

리머에게 벌로프의 ‘심적 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심적 거리의 작용 방식 중 ‘소극적 억제적 측면’은 칸트

의 대상의 현존과 결합하지 않는 무관심성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리머는 심미적 경험이 실제적인 관심이나 

실용적인 목적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그는 벌로프가 제시하는 잘못된 거리 설정의 예시의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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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음악경험의 범주 중 ‘기술적-비평적 경험’을 비음악적(비미적) 경

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5) 벌로프의 ‘초과된 거리 설

정’은 예술 작품 자체에서 벗어난, 즉 작품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예술 경험이 방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리머가 기술적-비

평적 경험에 대해 내리는 규정과 상응한다. 리머에 따르면, 음악과 그와 

상호작용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것, 예컨대 공연장의 음향 상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의 실력과 

같은 “기술적, 기계적 요소들”을 지각하는 데에만 몰두하다보면 정작 

그 음악의 표현적 특질들을 경험하는 것에서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Reimer, 1989: 125). 

2) ‘대상 몰입적’인 심미적 경험

(1) 스톨니츠의 ‘무관심적 공감적 주목’

 

리머가 제시하는 심미적 경험의 두 번째 특징으로부터는 스톨니츠

(Jerome Stolnitz)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무관심적’ 태도

35) 그가 제시하는 비음악적(비미적) 경험에는 ‘기능적’, 즉 정치·종교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기능적 경험, 음악을 일종의 도화선으로 삼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음악 외적 지시 대상으로 뻗어나가는 ‘지시적’ 경험, 

‘기술적-비평적’경험이 있으며, 음악(미적) 경험에 해당하는 것은 ‘감각적 

차원’, ‘지각적 차원’, ‘창조적 차원’의 경험이다. 그는 ‘감각적 차원’의 

음악 경험은 즉각적인 소리 자극 그 자체를 감각하는 것으로, ‘지각적 차원’

은 음악 요소들을 식별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창조적 차원’은 지

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확장된 것으로 음악적 사건을 상기하고 기대하

며 적극적으로 음악의 표현적 사건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Reimer, 1989: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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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말하는 한편, 그것이 비관심적인 것이 아니며, 미적 대상 

그 자체에 한해서는 무한한 관심적 태도라는 견해를 보여준다.

 

   “그러나 […] 그것은[심미적 경험은] 또한 몰두된 상태이며 활

발하며 반응적인 것이다. 심미적 경험은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인

식이나 식별 그 이상이다. 우리의 관심과 반응은 [미적 대상에] 참

여 되고 있는, 지각된 특질들에 대해 풍부한 느낌의 반응을 요구하

는 표현적 특질에 완전히 융합되어있고 몰입되어 있어야만 한다.”

[연구자 강조](Reimer, 1989: 103)

 

스톨니츠의 미적 태도에 대한 이론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론이며, 매

우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남인, 2018: 345). 그는 미적 태

도를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어떠한 인지(awareness)의 대상을 그 

대상 자체를 위해서, 무관심적으로(disinterested), 공감적으로

(sympathetic) 주목하고 관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tolnitz, 1991: 

38). 이 정의의 특이점은 주목에 무관심적 속성을 부여했다는 것과, 지금

까지 살펴 본 견해들에 한정한다면, 미적 태도에 대한 이론에서 보이지 

않았던 ‘공감’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디키는 스톨니츠

의 이 정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여하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상태인 “무관심”이 어떻게 주목과 결합 되는지에 대한 

것, 즉 무관심적 주목이라는 개념이라고 말한다(Stolnitz, 1991: 110). 

먼저 ‘무관심적’속성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스톨니츠는 이전의 철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미적 태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무

관심성으로 꼽는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칸트의 ‘대상에 일체의 관심

을 두지 않는 것’과 벌로프의 소극적 억제적 측면의 심적 거리 설정과 

다르지 않다.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할 목적을 가지는 실용적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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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 때 배제되는 관심은 어떤 대상이 가지는 

‘상품 가치’나 대상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는 ‘인식적 관심’ 등이 해

당하며, 비평가가 판단을 하기 위해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관심도 미

적 태도의 무관심성과는 다르다(Stolnitz, 1991: 37-38). 

하지만 스톨니츠가 말하는 무관심적인 것이란, 여하한 것에 대해서 

일체의 관심도 두지 않는 태도와는 엄연히 다르다. 즉,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비관심적인 것과는 다르며, “실제적 활동 중에 있을 때보다도 더

욱 “관심적”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미적 태도와 실제적 태도

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놓고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실제적 태도는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태들, 즉 그것의 기원이나 다른 대상들

과의 상호관계 내에서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것인 반면, 미적 태도는 그 

대상을 ‘고립화시키고’ 오직 그 대상 자체에게만 향하는 것이다

(Stolnitz, 1991: 38). 즉, 그가 말하는 ‘무관심적 태도’란 그 대상 자체 

외의 것에 대한 무관심성을 말함과 동시에, 다른 어떠한 것과도 관련 맺

지 않은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뜻한다. 

이는 그가 말하는 ‘주목’과도 연관된다. ‘무관심적’인 미적 태

도는 ‘텅빈 소의 응시와 같은 응시’나 ‘단순히 봄’이 아니라, 그 대

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톨니츠에 따르면, 미적 

주목은 활동을 동반하는데, 조각상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주목함으로써 

그 대상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등의 신체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몸

의 움직임 자체를 활동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말이

다.) 이와 더불어 그는 주목에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인 ‘식별력’을 부여한다. 즉, 그가 말하는 주목이란 

무관심적인 태도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대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

고 그 대상의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단순히 사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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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까지도 동반하는 활동적인 것이다.

한편, 대상 자체에 대한 무관심적 관심의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공감’을 수반한다. 스톨니츠는 이러한 공감적 태도를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on its own terms)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를 대상과 분리시키거나 그와 적대적으로 만드는 반

응들, 즉 도덕적 신념이나 사고방식 등 우리가 가치 부여하는 것이나 이

미 가지고 있는 편견과 같은 것들이다(Stolnitz, 1991: 38-39). 

예를 들어,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음악을 떠올려 보

자. 그의 음악을 생각함과 동시에 함께 연상되는 것은 그가 ‘반유대주

의자’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의 이방인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하며, 그들은 모방만이 가능할 뿐 진정한 예술을 행할 수 없다는 주

장을 에세이 『음악에서의 유대주의』(Das Judentum inder Musik)에서 

강하게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과연 그의 작품의 예술

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 스톨니츠가 주장하는 미적 

태도를 취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옳을 것이다. 공감적인 미적 태

도를 취함으로써 설정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리머의 표현을 따르자

면) 그 대상의 표현적 특질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도록 준비되며, 그 대

상이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즉, 리머가 강조하는 ‘풍부한 느낌을 요구하는 표현적 특질에 완전히 

융합되고 몰입되는 태도’는 스톨니츠가 말한 대상을 그 자체의 조건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에 ‘주목’하는 미적 태도와 상응한다. 다

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미적 지각은 미적 대상의 요구를 승인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지각을 그렇게 작동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미적 

태도, 특히 스톨니츠가 강조하는 ‘무관심적 공감적 주목’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리머가 말하는 작품의 표현적 특질이란 외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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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내재적인 예술적 형식에 의해 변형되고 

초월되는 것으로서 온전히 작품 내적 객관화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그 자체로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스톨니츠의 견해와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올드리치의 ‘~로서 봄’

 

한편, 그는 올드리치(Virgil Aldrich, 1903-1998)의 ‘~로서 봄’으로서의 

미적 태도론 또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형식의 그 특정한, 구체적인, 표현적 본질은 그것이 포함하

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일반화된, 의사소통으로서의 정보가 아니라 

[지시적 재료에] 반응된 것이다. 심미적 경험에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상징이라기보다는 표현적 형식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

[연구자 강조](Reimer, 1989: 103)

 

올드리치의 이론의 특이점은 앞선 철학자들의 이론과는 달리, 우리가 설

정하는 미적 태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미적 

대상으로서 고유한 ‘국면’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구성의 미적 공간 

속에 떠오르는 국면들을 인지하게 된다. 이 국면들은 미적 대상으

로서의 예술작품의 고유한 부분들이며,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눈이 

멀어 있음은 우리가 미적으로 지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조망 속

에 나타나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작품의 특징(merit)에 대한 평가

(assessment)를 할 자격이 없게 하는 일종의 국면 색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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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blindness)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연구자 강조](Aldrich, 

1963: 8, Dickie, 1982: 132에서 재인용)

 

즉, 그는 어떤 대상을 미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데에 

미적 태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미적 대상으로서 가지는 ‘고유한 부

분들’로서의 국면이 무엇인지도 강조한다. 그렇다고 종전까지의 미적 

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국면을 보기 위해서는 

‘국면 색맹’의 상태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미적 태도의 수행

으로 미적 대상의 국면들이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키에 따르면, 

그의 이론은 이처럼 미적 태도를 특수한 심리적 상태나 주목이라는 관념

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로서 봄’(seeing as)이라는 ‘미적 지

각 방식’과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보인다(Dickie, 1983: 80).  
올드리치의 견해처럼 리머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지시적 

재료의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즉 그것에 비미적인 국면이 있

다는 것을 지적한다. 올드리치 식으로 표현하자면, 리머는 대상의 비미

적인 국면만을 바라보는, ‘국면 색맹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특정한 

미적 지각 방식이 작동되어야 하며 이는 그 대상의 미적 국면, 즉 ‘표

현적 형식’으로서 바라보려는 미적 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

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리머가 제시하는 심미적 경험의 특징들은 기존의 미적 태도

론에 상당히 기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필요와 관련되지 않은 ‘무관심성’, 이것의 벌로프식 표현

인 ‘심적 거리’, 대상 자체에 대한 주목을 강조한 스톨니츠의 견해, 

대상을 어떤 상징이 아니라 표현적 형식으로, 즉 미적 대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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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그 대상의 미적 국면을 지각해야 한다는 올드리치의 이론 등 

전통적 개념부터 20세기 이후 현대 미적 태도론에 등장하는 개념까지 폭

넓게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미적 태도론에 의해 특

징지어지는 그의 심미적 경험은 미적 대상에 대한 주체의 태도인 미적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적 세계와 심미적 경험

심미적 경험의 조건인 미적 태도로부터 부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

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심미적 경험은 그 경험 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실제적이거나 실용적인 관심으로부터 떨어

져 있으며 단순히 어떤 것을 ‘좋다’고 하는 것과도 구분된다. 둘째, 

심미적 경험은 그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예술 작품 그 

자체에 몰입하고 그것에 온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상의 미적 

국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적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일상적인 지각이 아니라 미적 지

각의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 때에 우리 앞에 드

러나게 되는 세계는 ‘미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남인에 따르면, 미적 

세계는 미적 태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적 지각으로 주체가 여타

의 세계 의식은 가능성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면서 미적 세계 의식만을 

작동하는 노에시스적 상태이다(이남인, 2018: 387). 

지각 주체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오로지 대

상에 주목하는 미적 태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는 주로 자본주의

적 세계 의식 혹은 도구적 세계 의식의 지배 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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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병탁(2012: 133)이 아도르노(Theodor Ludwig Wiesengrund 

Adorno, 1903-1969)에 기대어 말하듯이, 이 세계에서 우리의 경험 대상

들은 ‘교환 원리’의 보편적인 지배 하에 교환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경험 대상들은 배제되고 추방된다. 즉 우리는 모든 

것들이 쓸모의 여부에 의해 판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연

필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쓸 것’으로 지각되고 책상은 ‘그 

위에 내가 무언가를 놓을 수 있는 것’ 혹은 ‘그 위에서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즉, 대부분의 대상들은 지각 주

체인 ‘나’에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의해 인식되고 평가된다. 

학교 교육도 이러한 자본주의적 세계 의식에 의해 경험된다. 대학 입시

에의 쓸모, 자본주의적 생산력에의 쓸모에 따라 교육 내용의 가치가 평

가된다. 교권이 점차 추락하고 있는 양상도 이러한 세계 의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공교육과 교사의 가치가 ‘대학 진학에 얼마나 유용한가’라

는 가치 하에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도 사실상 이 도구적 세계의식을 피하지 못한다. 한나 아렌트는

(Hannah Arendt, 1906-1975) ‘문화의 위기’에서 “사회는[즉, 자본주의

적 사회] ‘문화’를 사회적 지위나 위신과 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독

점하기 시작했다”고 현대 사회에서 문화의 지위를 진단한다(Arendt, 

2005: 271). 즉, 우리 시대에 문화는 문화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 인정되

고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지위 향상의 수단적 가

치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도구적 세계에서 우리는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도구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그에 따라 그 경험이 

물화 되는 것은, 이병탁이 말하는 것처럼, “경험 대상의 상실을 통한 경

험의 상실”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상실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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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이병탁, 2012: 133)”이다[연구자 수정]. 이와 같은 세계 의식을 일상

적 생활세계의 지배적 위치에서 내려오게 하고 인간이 온전한 경험을 하

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간 개개인이 상실된 경험으로부터 자아의 상실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음악교육이, 특히 그 교육의 목표로

서 심미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심미적 경험의 조건이 되는 미적 태도는 대상을 도구로서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적 태도는 오로지 대상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적 태도

에 의한 미적 지각의 본질적 성격은 대상과의 상호작용이다. 이를 고려

해볼 때, 미적 지각은 그 대상이 세계 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형식, 그 

대상이 가진 본래적 특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적 태도 및 지각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사물·사태·타인 등을 보는 지각의 방식이다. 즉, 미적 태

도에 의해 대상들은 더 이상 쓰여져야 할 무엇, 혹은 어디에 유용한 무

엇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본질적 특징들이 주목

되고 그것이 세상에 자신을 표현해내는 형식이 주목된다. 그리하여 미적 

지각은 대상을 도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교육은 곧 이 세계의 온갖 대상들을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음악교육은 ‘느낌의 교육’이

기도 하지만, 미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적 세계가 현출 하게 할 수 있

는 교육, 모든 대상들을 그 자체의 목적에 따라 보게 할 수 있는 안목의 

교육이라는 가치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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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적 감수성과 미적 본능

 

이처럼 미적 태도는 지각을 심미적 경험의 핵심적 요소인 미적 지각

이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36) 리머는 모든 사람에게 ‘미적 감

수성’이라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미적 태도를 취하고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그가 주장하는 심미적 경험의 주체

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적 감수성이

란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미적으로 지각하고 미적

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Reimer, 1989: 110-111). 이러한 리머의 

생각은 당대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교육학계의 논의의 연장 선상에

서 이해 가능하다. 

미국의 교육학자 가드너는(Howard Gardner, 1943-) 종전까지 교육학

계에서 인간의 지능 자체와 동일시되던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의 독

점 현상을 비판하면서『다중지능』(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1983)에서 새로운 지능 이론을 제시하였다. ‘다중

지능이론’이라 불리는 이 이론의 골자는 인간에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능과 동일시했던 위의 두 지능 외에도 공간적 지능(spatial), 음악적 지

능(musical), 신체운동적지능(bodily/kinesthetic), 개인이해적 지능

(intrapersonal), 자연탐적 지능(naturalistic) 등 총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것이었다(권덕원 외, 2015: 105-106). 즉, 이처럼 인간이 선천적으로 ‘음

악적 지능’을 가진다는 가드너의 주장은 미적 감수성이라는 능력이 인간

에게 이미 주어져있다는 리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는 이 선천적 능력인 ‘미적 감수성’은 어떻

36) 미적 지각에서 미적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계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적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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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제로 발현될 수 있는가? 이남인(2018: 246-247)에 따르면, 누군가가 

미적 감수성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하는 한편,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하

지 못한다면,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미적 본능’의 발동 여부에 있

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으로부터 생각해보자. 식욕이 발

동되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게 되는 반면, 식욕이 없으면 평소에 아

무리 좋아했던 음식일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처럼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인 미적 감수성이 발현되어 심미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미적 본능이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욕구의 하나로서의 미적 본능과, 심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미적 감수성, 그리고 심미적 경험의 핵심적 요소인 미

적 지각의 방향을 결정짓는 미적 태도는 모두 심미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이다. 이 지점에서 혹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

다. ‘심미적 경험의 발생적 조건들이 인간의 본능과 선천적 능력에 있

는 것이라면 교육의 개입이 필요한가?’ 물론 ‘그렇다.’ 리머 역시 미

적 감수성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

고 있다. 

 

“미적 감수성은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 존재하며, 모든 인간 존

재에게 동일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고 발달의 가능성 또한 존재

한다. 미적 교육의 과제는 모든 인간 존재의 미적 감수성을 심화시

키는 것이다.”(Reimer, 1989: 111)

 

리머에 따르면, 발달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미적 감수성은 그것

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면 풍성하게 자라나서 의미 있는 결

실을 맺을 수 있다(Reimer, 1989: 110). 그래서 음악교육이 제공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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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환경은 인간 주관성의 느낌을 담지하고 있는 표현적인 작품들을 

최대한 향유하도록 제공하는 것과 그러한 음악 작품의 창작(혹은 연주)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적 감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

록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 등 가장 기초적인 인간 생존과 관련

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남인(2018: 249)이 지적하듯이, 삶에서 그 어떤 여유도 찾을 

수 없을 때,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존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진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미적 본능이 발동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 3 절 심미적 경험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

 

만약 이 선천적인 능력들, 즉 주체의 특정한 지각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미적 태도와 미적 감수성만으로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다면 음악 교

사의 일은 정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학생이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심미적 경험을 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리머가 강조하고 있듯이, 음악 

그 자체가 일종의 심미적 경험의 근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Reimer, 

1995: 11). 이 지점에서 앞선 3장에서 살펴본 마이어, 듀이, 랭거의 영향 

하에 리머가 주장한 예술의 본질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의 주

관성의 이해를 심화시켜줄 수 있는 ‘느낌’에 표현적인 미적 지각의 대

상으로서 예술, ‘미적 대상’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심미적 경험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심미적 경험의 대략적인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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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 낼 것이다. 여기에서 미적 지각은 논의의 중심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적 태도, 미적 감수성, 미적 본능, 그리고 앞으로 자세히 다룰 

미적 대상과 미적 반응이 미적 지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1. 구성 요소들의 관계

 

미적 지각은 심미적 경험의 제반 개념들의 중심에 있는 핵심적 요소

로서 지향의 ‘대상’을 가지며, 지각 주체의 ‘반응’을 수반한다. 즉, 미적 

지각은 중심적 위치에서 미적 대상과 미적 반응과 각각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미적 대상과 미적 반응은 이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다. 심미적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적 특징을 고려해볼 때, 각 

관계들의 탐구를 통해 심미적 경험의 핵심 요소인 미적 지각의 성격을 

특징 짓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심미적 경험의 의미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리라 본다. 

1) 미적 지각과 대상

 

‘미적 지각은 그것이 지향하는 대상을 가진다’고 한다면, 미적 지

각과 미적 대상은 분리된 두 개의 것처럼 보인다. 이병탁에 따르면, 철

학적 전통에서 이처럼 어떤 것과 그것과 분리된 다른 것이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이 서로 다

른 두 개의 것을 매개하는 제3의 요소를 상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환원하여 그것을 무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전자의 예시로 

데카르트의 ‘송과선’, 칸트의 인식 주체의 ‘선험적 도식’을,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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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는 헤겔의 주체의 의식 활동을 제시한다(이병탁, 2012: 135-136). 

그렇다면 리머의 견해를 이 두 전통적 입장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가

능할까?

리머의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 사이의 관계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도식을 따르지 않는다. 2장에서 살펴봤듯이, 리머에

게 우리 인간은 빈 서판 위에 외부 자극들이 그저 주어지도록 두는 수동

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렇다고 어떤 절대적인 의식으로 이 세상의 구성에 

월권을 행사하는 신적인 존재도 아니다. 그는 인간은 개인적 존재성과 

공동체적 존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이 인간

의 실제를 특징 짓는다고 말한다(Reimer, 1995: 1). 즉, 그에게서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은 부정된다. 따라서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의 관계도 이

를 기초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은 어느 한 쪽으

로 환원될 수 있는 동일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철저하게 분리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이다. 즉, 리머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음악의 표현성 자체와 미적 지각 모두 심미적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드러남을 고려하면 어느 것 하나가 온전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관계는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은 상호 규정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뒤프렌느(Mikel Dufrenne, 1910-1995)가 미적 대상을 정의하는 방식은 이 

지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는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을 정의하는 

문제에서 미적 지각으로부터 미적 대상을 정의했을 때 빠지게 될 위험, 

즉 미적 대상에 광의의 의미가 부여될 가능성을 경계한다(Dufrenne, 

1991: 12). 미적 대상을 정의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

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미적 태도로부터 미적 지각을 정의했을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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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미적 지각의 정의 문제

에서 그것과 미적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미적 반응과의 관계 문제가 중

요하기 때문에 미적 태도가 미적 지각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 없듯이, 

혹은 이러한 관계성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미적 지각이 미적 태도를 가지

고 지각하는 작용 모두를 일컫게 되는, 너무 광의의 의미가 부여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듯이, 미적 대상도 미적으로 지각되는 ‘모든 것’으

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는 미적 대상을 미적 지각에 

종속시키는 대신, 미적 지각을 대상에 종속시키고 이를 미적인 본래성을 

지니고 있는 예술 작품에 의거하여 정의함으로써 정의에 정밀성을 부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ufrenne, 1991: 12-13). 

그렇지만 뒤프렌느에 따르면, 미적 대상은 예술작품과 완전히 같다

고 할 수도 없다(Dufrenne, 1991: 36-37). 여기에서 앞서 살펴 본 올드리

치의 ‘~로서 봄’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술 작품은 본래

적으로 미적 대상으로서의 속성을 가지지만, 비미적 국면으로 시선이 가 

닿을 경우에는 미적 대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시는 광고 음

악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예술 음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비

제(Georges Bizet, 1838-1875)의 오페라 《카르멘》의 ‘하바네

라’(Carmen, 1875, ‘Habanera’)는 ‘하이마트’의 광고 안에서 더 이

상 미적 대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그것의 특징적인 강세와 변화 무쌍

한 리듬, 그리고 그 리듬이 가지는 집시의 자유분방함에 대한 표현성은 

은폐되고 ‘최신 텔레비전은 하이마트에 가서 사라’는 메시지를 연상시

키는 매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같은 브랜드 광고에 사용되는 베르

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1813-1901) 의 오페라 《리골레

토》의 ‘여자의 마음’(Rigoletto, 1851, ‘La donnae mobile’)은 훨씬 

더 극단적 상황에 있다. 이제 이 아리아는 베르디의 오페라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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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리아’ 보다는 ‘하이마트 노래’로 지각되며, 이 때 이 아리아

가 가지는 음악적 표현성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37)

그렇다고 해서 미적 지각이 미적 대상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

니다. 리머는 ‘심오한 음악적 경험’38)에 있어서 음악 그 자체가 심미

적 경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유도성(self-induced)을 가진다는 것을 강

조한다(Reimer, 1995: 7). 말하자면 음악이 가지는 자기유도성은 “감각

적 존재의 자족성, 그리고 감각물에 내재한 의미의 충족성”이라고 할 

수 있다(Dufrenne, 1991: 31). 이러한 본래적 성질에 따라 미적 대상으로

서 음악 작품은 미적 지각에 자신을 ‘느낌 형식의 구현’으로 지각할 

규범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뒤프렌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단적으로 미적 대상은 예술작품이 촉발시키고 응당 부여받

을 자격도 있을 지각을 획득하며, 향수자의 순종스런 의식에서 완

결되는 그러한 예술작품으로서 지각된 예술작품이다. 보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미적 대상은 지각된 것으로서의 예술작품이

다.”(Dufrenne, 1991: 14-15)

 

리머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창작 과정에서 주체가 겪는 심미적 경

험과 그 경험 내에서 주체가 행하는 미적 의사결정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소리’, ‘느낌 형식의 구현’으로서 음악 작품은 연주자이든 감

37) 물론 이 두 아리아가 광고에서 그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향과 

내용(가사)에 가해진 변형의 영향과 그 음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광고라

는 맥락도 그 음악의 미적 국면을 지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요인일 것이다. 
38) Musical experience of Profundity, 연구자는 리머가 말하는 이 ‘심오한 음

악적 경험’을 심미적 경험의 최상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이 심오

한 경험에서 음악이 가지는 표현성의 심오함과 지각 주체의 지각 방식의 심오

함의 정도가 그러할 뿐, 본질적인 경험의 특징은 심미적 경험의 것과 같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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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이든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 맺는 모든 주체들에게 그 자신의 이러한 

특징들에 주목하기를, 즉 무관심적 주목의 방식으로 자신의 표현성을 지

각하기를 요청한다. 말하자면 창작 과정에서부터 본래적으로 ‘미적인 

것’이어야 하는 규범을 가지며, 이를 지각 작용에게도 부과하여 자신을 

‘꼭 그렇게’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 간의 관계를 뒤프렌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적 지각은 미적 대상의 요청에 부응하여 그 자격을 인

정함으로써 미적 대상이 미적 대상이게끔 하는 토대를 부여한다. 즉, 미

적 지각은 미적 대상을 창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다(Dufrenne, 

1991: 15). 정리하자면 미적 대상은 자신의 표현성으로 지각에게 자신의 

미적 국면에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미적 지각은 이 요청에 응답하여 그 

대상의 미적 국면을 승인함으로써 이 둘은 심미적 경험의 본질적 요소로

서 작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지점에서 심미적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심오한 음악적 경험[심미적 경험][…] 에는 세 가지 본질적 요소들

이 포함된다. 첫 번째는 [예술작품을 미적 대상으로서 승인하는 미

적 지각을 하는]경험을 가지는 개인이다. 두 번째는 경험이 일어나

는 맥락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도록 규범을 제공

하는] 음악적 자극이다.”[연구자 수정](Reimer, 1995: 16)

2) 미적 지각과 반응

 

미적 반응은 지각 주체와 미적 대상으로서 객체의 상호작용에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리머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적 지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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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대상 간의 관계 문제와는 달리 상당히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

에 따르면, 미적 반응은 미적 지각에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지각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둘의 관계는 동시적이고 상호의존적

이다(Reimer, 1989: 107).

즉,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거칠게 표현하자면 미적 지각

은 미적 반응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적 반응은 어떤 별

개의 요소가 아니라, 심미적 경험의 모든 지각 과정에 항상 ‘정서적 차

원’(affective dimension)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Reimer, 1989: 108). 따

라서 미적 반응은 지각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수많은 느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적 반응은 항상 미적 지각에 의해 야기되므로, 미적 대상의 표현

적 특질과 긴밀히 연관된다. 미적 지각이 그 지각 대상의 표현성에 몰두

하여 그것의 미적 국면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는 미적 

반응 역시 미적 대상의 표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머는 미적 반응이 미적 지각에 의해 인정된 이러한 것들과 

무관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미적 반

응은 미적 대상의 표현성에 대한 ‘생생하고 직접적인 반응’(fresh, 

direct reaction) 외의 어떤 것이 아니다(Reimer, 1989: 114).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미적 반응은 미적 지각이 가지는 특

징을 이어받는다. 리머에 따르면, 미적 지각은 “인식, 회상, 연관, 확인, 

연결, 포함, 비교, 구별, 종합”등 수많은 하위 행동들로 구성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미적 반응 역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Reimer, 

1989: 108). 모든 미적 지각의 과정에는 미적 반응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

적 지각이 복잡한 만큼 미적 반응 또한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양상의 형언할 수 없는 느낌들로 이루어지는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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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개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리머

는 개념화된 정의로 논의될 수 없는 느낌을 감정으로 치환하여 이것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 즉 예술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상황 밖

에서 어떤 관념들을 통해 그 감정이 일어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심미적 

경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Reimer, 1989: 109). 하지만 

그에 따르면, 개념화가 가능한 미적 지각을 매개로 한 교육은 가능하다. 

즉, 예술이 가지는 표현적 특질들에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정

확하고 정교하게 지각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그 정도에 상응하는 미적 반

응의 발달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imer, 1989: 110). 

리머의 진술을 토대로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음악적 사건은 미적 지각에서 ‘표현적 사건’으로 경험되고, 이 

때 지각은 그 자체가 ‘느낌으로 가득 찬 것’이 된다(Reimer, 1989: 

128). 즉, 이 둘은 곧 ‘반응적 지각’이자 ‘지각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Reimer, 1977: 45), 형언할 수 없는 느낌으로서 미적 반

응은 이와 같은 지각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따라 지각을 매개로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적 반응은 직접적으로 교육 내용이 될 

수 없지만, 미적 지각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정교화된 형태로, 더욱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미적 반응에 대해서 오로지 ‘미적 지각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 혹은 그저‘매우 다양한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연구자는 미적 지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반되는 느

낌으로서 미적 반응이 가지는 일반적인 감정과 그 감정이 가지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물론 리머는 개념화할 수 없는 충만한 주관성으로서의 느

낌을 감정으로 치환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것이다.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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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끊임없는 미적 지각의 과정마다 수반되는 그만큼 엄청난 미적 반응 

각각을 개념화하여 감정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접근 방식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느낌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미적 반응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화된 감

정과 그것의 기능에 대한 고려는 심미적 경험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도

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시도는 어떻

게 심미적 경험이 ‘창조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심미적 경험이 ‘작품 중심적 경험’이고 ‘감상 중심적 경

험’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

개념화된 감정은 리머도 인정하듯이, 광범위한 느낌의 다발을 나타

낼 수 있으며 그 느낌들의 일반적인 특징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Reimer, 1992: 36). 예컨대,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느낌 중 그에 해당하는 일부를 어느 정도는 포섭

할 수 있고, 그렇게 같은 범주에 포함된 느낌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 또

는 행동에 유사하게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포

함될 수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슬픔’이라는 감정 하에서 우리는 

그러한 감정 상태를 부여한 대상, 즉‘내가 지금 슬픔의 감정 상태에 있

게’만든 대상에서 벗어나려 애쓸 것이다. 슬픔이라고 칭할 수 있는 A라

는 느낌, B라는 느낌, C, D, E …은 ‘똑같은’ 슬픔은 아니겠지만, 우리

를 ‘슬픔’이라는 마음의 상태에 있게 한다는 것은 유사하다. 즉, A, B, 

C … 는 모두 ‘슬픔’이라 불리는 감정에 포함되지, ‘기쁨’이나 ‘행

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마

음과 신체가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유발한 원인으로부터 멀

어지려 애쓰게 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느낌으로서의 미적 반응들을 포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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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자는 그것을‘놀라움’ 

혹은 ‘경이’라고 제안한다. 데카르트는(René Descartes, 1596-1650)

『정념론』(Les passions de l'âme, 1649)에서 여섯 개의 기본 정념 중 하

나로서 ‘경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대상과의 첫 만남으로 놀라게 되고, 그것을 새롭다고 판단

하거나 혹은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나 그 대상이 그러할 것이라 

가정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경이로워하게, 

요컨대 놀라게 만든다.”(Descartes, 2013: 69)

 

즉, 우리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그것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다른 것일 

때, 혹은 그것이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날 때 ‘경이’로워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이는 “드물고 놀라운 것으로 보이는 대상을 영

혼이 주의 깊게 고려하도록 만드는 영혼의 갑작스러운 놀람”이다

(Descartes, 2013: 77). 예술이 창발하는 표현적 특질을 우리가 미적인 방

식으로 지각함으로써 그것을 미적 대상으로 포착할 때마다, 그리고 지각

의 주체로서 우리가 그 대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여 특별한 표현

적 특질을 찾아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적 반응은 일종의 경이

이다. 그 발견과 찾아냄의 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미적 대상의 새

로운 면모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움에서 비롯되는 경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을 배우고 기억하게 하는 데에 유용하다. 즉, 경이는 일

종의 가치 평가를 내재한 놀라움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호기

심’을 불러 일으켜 그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다(Descart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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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이 경이감으로부터 비롯된 호기심은 지각 주체가 그 미적 대상

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에 대한 계속적인 추구로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미적 반응은 미적 지각에 항상 수반되며 그에 

포함되는 것인 한편, 그것의 일반적인 감정인 경이의 기능으로 미적 지

각을 계속해서 동기부여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심미적 경험과 ‘느낌의 교육’ 간의 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심미적 경험에서 미적 지각은 미적 대상의 표현성에 주목하여 그 

대상에 구현된 ‘느낌’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누군가에 의해 

완성된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지각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봤듯이 예술가는 (이 때의 예술가는 창작 활동을 하는 모든 주

체를 의미한다) 창작 활동의 ‘충동’에서 맹아적 아이디어의 단계이지

만 이미 실현될 전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구현될 느낌의 표

현적 형식은 이미 어느정도 예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음악 활동 중에 일어나는 심미적 경험은 느낌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미적 지각은 항상 ‘느낌’, 즉 미적 반응을 수반한다. 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느낌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데, 바로 경험 주체 자신에

게 주어지는 느낌에 민감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교육을 

통해 미적 지각이 더 발달하게 되면 그 미적 지각은 더욱 활발한 미적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미적 반응 일반의 경이감

은 계속해서 미적 지각을 추동하기 때문에 이 연쇄과정에서 일어나는 주

체 내부의 수많은 ‘느낌’은 계속해서 새롭게 변모하고 더 풍성해질 것

이다. 즉, 심미적 경험은 그 경험의 대상인 예술이 가지는 구현된 ‘느

낌’에 의해서도, 경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적 반응에 의해서

도 ‘느낌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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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미적 경험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 그리고 미적 지각

과 미적 반응 간의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심미적 경험의 특징을 도출

할 수 있다.  

1) 직접적 대면의 경험

 

미적 지각은 미적 대상, 예컨대 예술 작품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미적 지각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미학 분야에서 미적 지각에 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

실은 직접적 대면이 미적 지각의 기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신현주, 

2014: 186). 신현주가 밝히고 있듯이, 어떤 음악을 직접 듣고 혹은 어떤 

회화 작품을 직접 보고 그것의 표현성을 지각해야 미적 지각인 것이지 

그 표현성을 ‘추론’한다거나 ‘이해’한다면 미적 지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심미적 경험에는 항상 실제적 감각의 표상, 즉 감각

적 요소”가 있으며 “이 재료들[감각적 요소]의 특질들에 참여”하는 

것이 심미적 경험의 발단이 된다(Reimer, 1989: 104).

이렇게 감각 가능한 대상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지각 주체와 지각 대

상, 즉 객체 간의 적극적 상호작용과 같다. 앞서 살펴 본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의 상호규정적 관계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이다. 미적 

대상은 자신이 가진 표현적 특질을 내보이며 그것 그대로의 지각을 요구

하고 지각 주체는 최대한 그 대상의 요청에 몰두하여 그 표현적 특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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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다. 리머는 이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과정, 혹은 ‘행함과 겪

음’의 과정이라고 말한다(Reimer, 1989: 107).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은 

주체는 대상을 알아보도록, 그리고 대상은 주체에게 알아보아지도록 애

쓰는 과정이다. 그래서 주체는 미적 대상이 가진 표현적 특질을 찾아내

는 한편, 그 특질은 대상의 노력으로 인해 주체에게 발견된다. 

이러한 미적 지각과 대상의 상호작용은 ‘내러티브적 음악분석’의 

접근과 유사하다. 정혜윤(2009)에 따르면, 내러티브적 음악분석은 해석학

적 방식을 이어 받은 것으로, 모든 음악의 요소들을 숫자나 이론적 용어

들로 치환하여 설명하려 하는 형식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음악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개개의 청자들이 음악을 의미 있게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

을 인정한다. 이처럼 해석학적 접근은 음악 이해에 있어서의 개인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편, 이 이해를 상호주관적으로 다른 사람과도 공유 가

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음악이해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

어 놓으면서도 완전히 자의적이거나 기괴한 음악해석을 경계한다(정혜

윤, 2009: 83-84).” 즉, 해석학적으로 음악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와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작품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도 하다. 리머가 

주장하는 미적 지각도 이러한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非) 개념적 경험

 

심미적 경험에서 지각 주체는 미적 태도를 바탕으로 미적 대상에게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데, 이 때 미적 지각은 “비(非) 개념적으로”일어

난다(Reimer, 1989: 108). 즉, 미적 지각의 과정에서 우리는 미적 대상을 

하나하나 개념화하거나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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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없다. 리머에 따르면, 미적 지각은 “인식, 회상, 연관, 확인, 연결, 

포함, 비교, 구별, 종합”등 수많은 하위 행동들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

가 “명명하지 않고 인식하는” 과정이다(Reimer, 1989: 108). 완전히 음악 

작품에 몰입해서 감상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당장 내일까지 분석 과제

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음악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 음악이 가지는 표현적 특질에 몸을 맡기고 들려오는 음악을 온전히 

느낄 것이다. 개개의 화음, 혹은 일련의 선율에 이름을 붙이면서 감상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때의 감상은 “따뜻한 음악의 샤워를 즐

기는 것”과는 다르다(Aschenbrenner, 1974, 박철홍, 2007: 160에서 재인

용). 명명하지 않고 음악을 지각하는 것과 무비판적으로 음악을 지각하

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스와닉은(Keith Swanwick, 1937-)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흥미

로운 일화를 소개한다. 엘가가(Edward Elgar, 1857-1934) 어느 날 바그너

의 어떤 프레이즈를39) 누군가가2도 화음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는 이렇

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2도 화음(supertonic)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러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스와닉은 엘가가 작곡을 독학으로 익히

기는 했으나, 그 화음의 용법과 화성적 효과에 무지했을 리 없다고 말하

며, 중요한 것은 명제적 방식으로 그 특정한 화음을 명명하는 것보다 음

악의 맥락에서, 특정한 청각적 현상 내에서 그 화음을 아는 것이라고 강

조한다(Swanwick, 1994: 16). 즉, ‘2도 화음’이라는 명칭을 아는 것, 그

리고 ‘D-F-A’를 그렇게 명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화음이 곡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청각적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들

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39) 추측컨대, 바그너의 음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 (Tristan und Isolde, 

1865)의 서곡에 등장하는 ‘트리스탄 화음’을 말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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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할 점은 심미적 경험의 미적 지각이 ‘비(非) 개념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즉 지각되는 모든 것들을 ‘명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지각 주체가 어떠한 음악적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리머가 여기서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명명하지 

않음’과 ‘비(非) 개념적임’의 의미는 개념을 사용하여 미적 대상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칸트의 인식 판단과 미적 판단에서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인간

의 인식 능력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먼저 잘 알려진 칸트의 다음과 

같은 명제를 살펴보자. “내용 없는 사상들은 공허하고(leer), 개념 없는 

직관들은 맹목적이다(blind)(Kant, 2006: 274).”이는 개념이 그에 상응하는 

지각이미지를 가지지 않을 경우 무의미하며, 개념이 없는 지각 이미지는 

맹목적임(blind), 즉 인식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판

단에서 지성은 상상력에 의한 “직관의 잡다”(Kant, 2009: 211), 즉 잡다

하게 뿔뿔이 흩어진 이미지들의 종합을 개념을 통해 통일시킨다(Kant, 

2009: 241). 즉, 이 때 개념은 대상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미적 판단도 일종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능력들이 작동된

다. 하지만 미적 판단에서 개념은 인식 판단에서의 종합 및 규정적 기능

과는 다른 기능을 한다. 즉, 상상력이 지성의 법칙에 따르며 지성이 개

념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상상력에 봉사(Kant, 

2009: 246)”하며, 이 두 인식 능력은 “자유로운 유희의 상태(Kant, 

2009: 211)”에 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심미적 경험이 ‘비(非) 개념적’이라는 

것이 일체의 개념이 배제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미적 경험에서 개념은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상상

력과 자유롭게 유희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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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경험은 ‘미적 대상을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공적인 경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미적 경험은 지각의 대상이 가진 본래성 

중 미적 국면을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각하면서, 동시에 그 대상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적 특질을 승인함으로써 지각하는 것으로, 일종

의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

다. 따라서, 심미적 경험 내에서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과40) 조우할 때, 

그 경험은 항상 대상의 드러냄에 한정되므로(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심미적 경험이 아니라 대상을 일종의 도화선으로 삼은 연상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지각되는 것들과 그에 따라 수반되는 어떤 느낌이나 행위를 

추동하는 반응들에 정답이란 없다. 그래서 주체가 심미적 경험을 하는 

한에서 그 경험은 항상 성공적인 경험이다. 즉, 심미적 경험은 언제나 

그 경험의 주체에게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경험이며, 이 경험에서는 

대상이 부여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다양한 지각과 반응이 인정된다. 

심미적 경험에서 다양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창작, 연주(가창을 포함

한), 감상의 음악 활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에 의해 입증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창작의 과정에서 작곡가들이 음악의 재료가 되는 소리를 

다루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즉, 같은 악기를 사용하더라도 각 작곡가들

은 자신의 예술 충동에 따라서, 그의 개성에 따라서 그 악기가 울려낼 

40) 심미적 경험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은 완성된 ‘예술 작품’에 한정되지 않

는다. 창작 과정에 있는 예술 작품, 연주 과정에서 재창조를 겪는 예술 작품, 음

악의 재료인 소리 그 자체 등이 모두 포함됨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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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소리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낸다. 리스트의 수많은 피아노 트랜

스크립션(Transcription)41)들은 그 악기가 가지는 표현적 가능성의 확장, 

피아노라는 하나의 악기를 통해 오케스트라가 가지는 풍부한 음향적 텍

스처의 재현을 보여준다.  한편, 바르톡은 《알레그로 바르바로》(Allegro 

Barbaro, 1911)에서 또 다른 피아노 음향의 표현적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 악곡에서 피아노 소리는 종전까지의 서정적인 선율로서 들리지 않고, 

격렬하고 거친 리듬을 울려내며 마치 타악기 같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케이지는 ‘조작된 피아노’(Prepared Piano)를 위한 여

러 작품들에서 피아노 줄 사이에 고무나 나무 조각, 금속, 종이 등을 끼

워 넣어 완전히 새로운 음향을 창출하기도 하였다.42) 이처럼 음악의 재

료가 되는 소리의 사용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며 모든 

시도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연주나 감상의 활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주 혹은 감상의 대

상이 되는 음악 작품이 부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어떤 해석이든지 가

능하며, 그것들은 모두 창작에서 다양한 시도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 원리로 받아들여진다. 창작 활동에서 자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주나 감상에서도 자기 자신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드러난 ‘개성’은 모두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음악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특유함을 마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발휘한 음악 활동에서

41) 트랜스크립션(Transcription)은 “다른 곳에 다시 씀, 번역, 전용(轉用)”을 

뜻하는 라틴어 transcriptio를 어원으로 하는 개념이다. 작곡에서 트랜스크립션은 

이전 작품에 대한 충실함을 기반으로 한 ‘재작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

케스트라 악보를 피아노로 옮기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박윤정, 2011: 11-12).
42) 《음악책》(A Book of Music, 1944), 《명상을 위한 프렐류드》(Prelude for 

Meditation, 1944), 《소나타와 간주곡》(1946-1948) 등이 이에 해당한다(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2006: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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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 역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성취감을 바탕

으로 한 성공적인 경험의 특징을 가지는 심미적 경험은 그 자체로 교육

적 가치가 있다.

4) 소통·공유되는 경험

 

앞서 다루었듯이, 미적 지각은 여타의 이해관계에 대해 ‘무관심적’이

고 미적 대상에 ‘몰입적’인 미적 태도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다. 이 때, 

‘무관심적’인 미적 태도는 심미적 경험의 공유 및 소통 가능성을 뒷받침

해준다. 

 

“예술이 미적으로 경험되고 미적으로 이해될 때, 예술은 인간 삶의 그 

어떤 경험도 제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즐거움을 준다. 이 즐거움을 공유

하는 것은, 즉 인간 주관성의 매우 완벽한 가능성의 경험인 그러한 즐거

움을 공유하는 것은 미적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Reimer, 1989: 115)

 

리머가 주장하고 있듯이, 심미적 경험의 과정에서 예술은 매우 특별

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이 개인의 순전히 사

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심미적 경

험은 타인과의 공유 및 소통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는 칸트의 취미판단의 몇몇 계기들을 조명함으로써 다소 해명될 

수 있다. 물론 칸트의 취미판단과 리머의 심미적 경험이 완전히 같은 개

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칸트의 취미판단은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인 

취미가 실현되어 개별적인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을 일컫기 

때문이다(박정훈, 2017: 18). 이에 비해 리머의 심미적 경험은 더욱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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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인 미적 감수성

이 발현되어 미적 지각과 반응이 일어나는 일종의 연쇄적·순환적 과정

으로서, 그 발단으로부터 경험의 과정, 결과까지도 연관된다. 그러므로 

이 둘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심미적 경험에 칸트의 취미판단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리머의 심미적 경험에 ‘무

관심성’과 ‘무개념성’의 개념이 연관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칸트의 

취미판단의 기준들을 심미적 경험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

다.

앞서 다루었듯이, 칸트의 취미판단의 첫 번째 계기는 ‘질’로, 그는 

여기에서 취미판단의 중요한 특징인 ‘무관심성’을 제시한다. 즉, 취미

판단으로 얻어지는 쾌감은 단순한 감각적 쾌나 선한, 혹은 옳다고 판단

되는 도덕적인 것으로부터의 쾌와는 달리, 어떤 실제적 관심이나 인식으

로부터 부여되는 지성적 만족 등의 관심으로부터, 즉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롭다. 박인철은 이러한 취미판단에 의한 쾌의 특징을 ‘무전제적’

인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미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나 

대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종합시키려는 지성적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

어나는 판단이므로 무전제적이며, 어떠한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다(박인철, 2012: 127). 

이러한 무관심성으로부터 칸트는 제 2계기로부터 취미판단의 ‘보편

성’이 요구될 수 있다고 본다. 무관심성에 의해 그 판단은 판단하는 개

인의 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즉 그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도 그렇게 판단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Kant, 2009: 202-203). 그래서 무관심성은 “타인의 입장에서 객관

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며, 취미판단의 상호

주관적인 보편타당성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기능 할 수 있다(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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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8). 이처럼 리머가 수용한 무관심성의 개념은 심미적 경험을 오

로지 사적인 것에 귀속시키지 않으므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즉 그 

경험 과정에서 자신이 취한 무관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험하려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칸트는 취미판단이 주관적이지만 보편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에 ‘필연성’을 부과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것이 흡족함에 대한 필연적인 관계

를 갖는다고 말한다.”는 것이다(Kant, 2009: 238). 칸트가 제시하는 이 

필연성의 근거는 ‘공통감’(독: Gemeinsam, 영: Common Sense)의 이념

이다. 인식판단에서는 주어진 대상들이 감각을 매개로 상상력을 활동시

켜 잡다를 형성하게 하고 상상력은 지성을 활동시켜 이 잡다를 개념에 

의해 통일시킨다. 즉, 지성이 개념으로 대상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인식

판단에서 보편타당성은 지성의 개념적 규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필연적

으로 확보된다(Kant, 2009: 241). 반면 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필

연성은 “개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한 

“하나의 주관적 원리”에 근거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통감이라는 것이

다(Kant, 2009: 240). 

박정훈(2017)은 이에 대해 취미판단도 ‘판단’이기 때문에 지성과의 

연관이 전제되며, 즉, 미적 공통감을 토대로 지성의 활동과 어떤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판단이므로, 보편적 전달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칸트가 취미판단에서 인식능력들, 특히 상상력과 지성을 “자

유로운 유희”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과 이 유희에 의한 

작용결과로 공통감을 설명하면서 취미판단의 전제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는 것을 고려해 볼 때(Kant, 2009: 240), 공통감은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

는 동일한 인식 능력의 기능과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지성과 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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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주관의 심적 활동이 

“표상력의 순전한 주관적 유희”로 치부되고 마는 이른바“회의주의”

를 극복하고 “객관과의 합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박정훈, 2017: 

257). 그래서, 임성훈이 지적하듯이, 미적 공통감에 따른 감정, 예컨대 심

미적 경험에서의 미적 반응 등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통

적인 감정”이다(임성훈, 2011: 25). 

따라서, 무관심성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

난 심미적 경험의 특성과 이 심미적 경험의 전제가 되는, 인간에게 모두 

공통적인 인식능력들의 작동 방식의 결과로서의 공통감은 곧 미적 지각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적 지각의 특징은 미적 대상과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인

가를 느끼는 것으로서,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경험에 소통

과 공유 가능성을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

서 미적 대상으로서의 음악과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있는 기회와 더불어 

그 경험을 통해 느낀 바, 즉 자신의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다면, 또래 혹은 교사와 그 느낌을 함께 느끼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공

유를 통해 또래 혹은 교사가 자기 자신과 ‘똑같은 한 사람’, 즉 자신

과 같은 인식 능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유사함에 대한 감각은 곧 소속감을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심미적 경험의 작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의 함양

과 같은 교육적 이상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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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환적·창조적 경험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의 관계에서 도출된 지각 활동의 추동 원인으

로서 미적 반응의 성격은 심미적 경험이 순환적이며 창조적 경험이 되도

록 이끈다. 즉, 미적 반응의 일반적 감정인 경이는 계속해서 미적 지각

을 동기부여함으로써 심미적 경험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심미적 경험의 미적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 창작된 예술 

작품이고 그것을 미적으로 지각하는 주체가 감상자의 입장에 있다면 그

것을 지각하는 매 순간 일어나는 느낌으로서의 미적 반응은 계속해서 미

적 본능을 발동시켜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한편, 어느 순간 그 본능은 

심화되어 그저 느끼는 것에 머무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는 호기

심 본능으로 변환되어 자신의 느낌을 해명하려 할 것이다. 이남인(2018)

은 이를 ‘해명적 미적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해명적 미적 경험은 

미적 대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해명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적 

경험[즉 미적 지각]의 대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경험”

이다[연구자 수정](이남인, 2018: 241). 

이 해명적 미적 경험은, 즉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 주체의 반응을 

해명하는 방식의 심미적 경험은 감상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적 지각의 대상은 창작 과정에 있는 음악일 수도 있고 음악의 재료가 

되는 소리 자체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이 창작하고 있는 음악 

혹은 자신의 음악의 재료가 되는 소리, 혹은 무엇이 되었든 미적 대상으

로 보여지는 것이 내보이는 느낌의 가능성을 창작자로서 주목하여 지각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경이감으로 인해 계속해서 

그 대상에 대한 새로움을 찾고 또 발견하면서, 그는 지속적으로 창작에 

동기부여 된다. 연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연주자는 자신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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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능한 소리로 내보일 음악작품에 대해 이와 같은 미적 지각과 반응

의 연쇄과정을 겪는 한편, 자신이 내고 있는 소리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

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창작하든, 연주하든, 감상하든 미적 지각이 향

하는 창작 중인 음악, 재료로서의 소리, 하나의 음악 작품등의 미적 대

상의 표현적 특질에 온전히 몰입하여 그것을 지각하는 (이 모든 지각 과

정에는 반응이 수반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과정은 리머가 주

장하듯이 활발한 ‘활동’이며(Reimer, 1989: 107), 하나의 음악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연주로 구현하거나 그 음악을 통해 마음 상태에 변화가 일

거나 하는 등의 그 과정의 결과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경험의 주체가 대상과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에서 이들은 모두 같은 것이

다.

즉, 결국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의 연쇄는 예술 창작의 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적 반응으로서 예술 창작의 충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술 창작의 과정이자 창작 활동을 통한 심미적 경험이 되는것이

고 그 반응이 연주 충동을, 즉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자신이 

연주할 음악작품의 표현적 특질에서 새로움을 찾아내고 발견한다는 점에

서, 또 한편 자신이 발생시키는 소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창작이며 그 또한 심미적 경험이다. 감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그 음악의 탄생 과정에서 부단히 미적 지각과 반응의 연쇄를 행하고 

겪었을 작곡가의 심미적 경험이 공유되는 한편, 그 음악작품 자체를 미

적 대상으로 두고 지각함으로써 그 작품의 전혀 새로운 미적 국면을 찾

아내게 혹은 발견하게 된다. 특히 음악 교육을 충분히 받아 음악의 스타

일에 대한 안목이 있는 감상자는 더욱 능동적으로 뒤이어 발생할 음악적 

사건을 기대하고 예측하면서 말 그대로 창작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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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리머는 이를 ‘음악에 대한 창조적 반응’이라고 말한다(Reimer, 

1989: 129). 이처럼 음악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방식, 즉 모든 음악활동은 

그 활동의 과정에서 대상을 ‘미적 대상’으로 존중하는 한, 모두 활발

하고 능동적인, 창조적인 활동이며 그 모든 과정은 ‘심미적 경험’이

다.43)

 

43) 하지만 미적 대상으로서 그 창작 중에 있는 음악이, 하나의 음악작품이, 혹

은 재료로서의 소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적 특질에 따라서, 미적 지

각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감수성이 얼마나 정교하고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미적 경험의 깊이의 정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리머는 이 두 측면에서 

모두 이상적일 때 일어나는 심미적 경험을 ‘심오한’(profundity) 경험이라고 

말한다: Reimer, B. (1995). The experience of profundity in music.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29(4),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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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심미적 경험의 교육적 함의

 

지금까지 음악교육의 목표로서 심미적 경험의 보다 발전된 이해를 

위해 이 개념이 근거를 두고 있는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고, 이어서 심미적 경험의 발생적 조건과 그것을 구성하

는 요소들 각각의 특징 및 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심미적 경

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특징

들로 인해 심미적 경험이 그 자체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즉, 지금까지의 시도는 총체적 교육과정의 모델 중 가장 첫 번째 단

계인 ‘가치 수립 단계’에 대한 리머의 논의에 대한 분석 및 해석에 해

당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가 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는 이론적 논의

에 가까웠다면, 이어지는 개념화 단계, 체계화 단계, 해석 단계, 실행 단

계, 경험 단계를 거치면서 해당 논의가 일관성을 갖추어 실천적으로 발

전될 때 교육적 실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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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총체적 교육과정 모델(Reimer, 1989: 152; 2017: 362)44)

이 모든 단계들은 음악교육철학의 논의에 기초하여 그에 적합하게, 

또한 교육적 효율성을 갖추고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리머도 밝히고 

있듯이, 이 모든 단계들이 각각 하나의 거대한 음악교육의 주요한 연구 

주제들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훨

씬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다(Reimer, 1989: 151). 

따라서, 본 장에서는 리머가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제시하는 일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음악교육 실제에의 적용을 

위한 진술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철학적 논의가 교육 실제로 어떻게 이행

되었는지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 시도는 특히 이 적용 문제에 

대한 실천주의 철학의 비판에 부분적으로 다소간의 해명을 제공하는 것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4) 이 모델은 굿래드(John I. Goodlad)의 것을 차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

지만 정확한 서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원래의 출처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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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수·학습적 관점에 따라 리머가 제시하는 교육적 적용을 위

한 원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심미적 경험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

로 이해하는 한편, 심미적 경험의 교육적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

는 시도가 될 것이다. 

본 장에서 이루어질 위와 같은 접근은 앞서 고찰한 심미적 경험의 

의미를 다시금 음미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로부터 교육 실제에 적용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음악교육적 적용: ‘수단 행동’에 대한 비판적 

해석

리머는『음악교육철학』(1989)의 8장에서 철학에 의해 제시된 교육 

목표(goal), 즉 심미적 경험의 교육적 실행을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구체

적인 목표로(objectives)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미적 경험

을 ‘목표 행동’, 즉 지각과 반응으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수단 행

동’은 이러한 ‘목표 행동’을 심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교육적 수단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창작, 개념화, 분석, 평가의 네 가지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Reimer, 1989: 167). 

진일보된 심미적 경험, 즉 ‘목표 행동’의 성취를 위해 그가 제시

하는 ‘수단 행동’은 앞서 살펴본 심미적 경험의 구성과 특징에 비추어

봤을 때 다소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 이 모순으로 인하여 이들은 교육 

상황에 적용을 위한 유용한 지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미적 

경험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본 절에서는 리머가 제시하는 네 가

지의 ‘수단 행동’, 즉 창작, 개념화, 분석, 평가 중 분석을 제외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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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행동의 수용 문제를 앞에서 살펴본 심미적 경험의 구성과 그 특징

에 의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심미적 경험의 구체

적 의미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는 한편, 교육 실제적 적용을 위한 통찰

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 창작·연주와 ‘감상’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은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의 지지자들에게 지나치

게 ‘감상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오해는 리머가 제시

하는 수단 행동 중 ‘창작’에서 일부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창작’에는 창작 활동과 연주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3장에서 다루었듯이, 심미적 경험은 미적 반응을 수반한 미적 지각

이 작용되는 모든 음악 활동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리머는 심미

적 경험을 지각과 반응이라는 보다 구체화된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것을 

창작 활동이나 연주 활동과는 무관한 감상 활동과 관계되는 것으로 제한

하고 창작 및 연주 활동은 ‘창작’이라는 범주로 묶어 심미적 경험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음악에서 지각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감

상(listening)을 통하여 일어난다. 음악을 경험하기 위하여 작곡을 

할 필요는 없다. 음악을 경험하기 위하여 연주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감상(listening) 없이 음악을 경험할 수는 없다.”(Reimer, 

1989: 168)

 

이처럼 지각과 반응을 오로지 감상에만 관련시키면서 창작과 연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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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화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이는 실천주의 철학에서 가한 비

판의 핵심을 이루기도 한다. 엘리엇에 따르면, 음악의 기술적·기교적 

측면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로지 ‘수단 행동’으

로 규정하고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주까지도 수단으

로 전락시킴으로써,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은 음악의 여러 문제에 

대한 극히 제한적 설명만을 제공한다(Elliott, 1991: 52-53). 

이러한 문제는 리머가 음악 활동을 창작, 연주, 감상(listening)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감상의 의미를 지극히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모든 음악 활동에 포함되는 ‘감

상’(appreciation)45)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정된 의미의 감상은 심미적 경험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야

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진다. 음악에서의 ‘본질적 행동’은 리머가 

규정하듯 연주와 창작과 구분되는‘다른 사람에 의해 작곡된 완성된 음

악을 듣는 행위’라는 한정적 의미의 감상보다는 모든 음악 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감정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감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장

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심미적 경험의 핵심을 이루는 미적 지각과 미

적 반응은 감상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46)  

45) ‘listening’은 그 의미가 본래 ‘주목하여 듣는다’라는 것이고, 모든 음악 

활동에 포함되는 ‘감상’, 즉 ‘appreciation’과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취’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음악교육학 분야의 관례에 따라 감상으로 번역

할 것이다. ‘appreciation’과의 구분을 위해 따옴표를 사용할 것이다. 즉, 감상

은 ‘listening’의 의미, ‘감상’은 ‘appreciation’의 의미임을 밝힌다. 
46)『음악교육철학』 3판에서 리머는 “나는 [...] 음악을 창작, 연주, 감상으로 

구분 짓는 것을 거부한다”(Reimer, 2017: 174; 2003: 113)고 말하며 2판에서와 

달리 창작이나 연주와 같은 음악 활동에도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감상을 “다른 음악적 역할들과는 다르다”(Reimer, 2017: 179; 2003: 116)

고 보며 여전히 음악 활동을 창작, 연주, 감상의 세 영역으로 엄격하게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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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구자는 리머가 한정된 의미로 제한한 본질적인 음악 행동을 

사실상 모든 음악 활동에 포함되며 그와 분리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감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창작과 연주 활동에 필연적으로 자

신이 창작하는 음악 혹은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속해있기 

때문에, 이 두 활동에서도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일어난다. 뿐만아니

라, 오히려 더욱 민감한 지각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이 애초에 

구상한 전체적인 음악의 그림과 자신이 실현해내고 있는 각 음악의 부분

을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소리를 조직하는 데에 “예술적 의사 결정”을 

매 순간 수행하기 때문이다(Reimer, 1989: 169). 

이처럼 본질적 음악 행동을 창작과 연주를 비롯한 모든 음악 활동의 

필연적 속성으로서 ‘감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창작과 연주 활동에서 더

욱 역동적인 미적 지각과 반응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가진 ‘감상’을 논의에 포함시킴으로써, 리머

의 모순적인 진술에 의한 심미적 경험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비판, 즉 

‘감상 중심적’인 편협한 이론이라는 비판에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적인 의미의 감상을 본질적 행동으로 규정할 때 나타나는 두 번

째 문제는 심미적 경험의 한 구성요소로서 미적 대상을 완성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제한적 이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미적 경험은 그것이 완성된 예술 작품이든, 창작 과정에 있는 짧막한 

음악적 아이디어이든 그것이 드러내는 표현성을 지각하고 그와 동시에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imer, 2017: 337). 연구자가 제안하는 해석은 창작, 연

주, 감상 활동 등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상’을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음악 활동에 본질적인 ‘감상’을 기초로 

여러 음악 활동이 나타난다고 봄으로써 리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감상 활동에 

포함되는 능동성과 창의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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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 것이다. 다른 음악 활동과 분리된 감상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심미적 경험의 이러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미적 지각과 반응이 일어나는 ‘감상’이 그 자체로 심미적 경

험이듯이, 그것과 더불어 소리를 직접 조직하고 실현시키는 창작과 연주 

활동 역시 그 자체로 심미적 경험인 것이다. 모든 음악 활동에서 소리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지각과 반응의 

발달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창작·

연주·감상이라는 활동의 심미적 경험의 축적으로 더욱 발전된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활동들이 ‘수단’으로 기능하여 심미적 경험

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연구자는 리머가 제시한 수단 행동 중 ‘창작’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창작·연주 활동은 미적 지각과 반응

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 내에서 미적 지각과 반응이 일어나

는 심미적 경험, 즉 ‘목표 행동’의 한 양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

째, 본질적인 음악 행동은 모든 음악 활동에 포함되는 ‘감상’으로 규

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창작이나 연주 등 다른 음악 활동으로부터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 모든 음악 활동에서 분리할 수 

없는 기저를 이루는 ‘감상’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음악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호 對 평가·판단

 

리머는『음악교육철학』5장에서 심미적 경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좋아함’(liking)과 ‘판단’(judgement)은 심미적 경험의 “적절한 구

성요소”가 아니며, 이 둘이 “미적 경험에 방해가 된다”고 단언한다



- 110 -

(Reimer, 1989: 114-115). 하지만, 7장에서 심미적 경험의 심화를 위한 교

육적 수단으로 ‘평가’(evaluation), 즉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음악 작

품과 그 작품의 연주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음악의 내적 작

용 방식을 조명하고 그것의 정서적 힘을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

로 규정된다(Reimer, 1989: 170). 이러한 모순적인 진술로 인하여 심미적 

경험은 심지어 음악의 기술적이고 비평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지 않는 것

으로 여겨지면서 비판 받았다(Elliott, 1991: 54). 

이는 앞서 ‘감상’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가 판단이라는 개념을 

엄밀히 사용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그가 대치시키

고 있는 ‘애호와 판단’과 ‘평가, 즉 음악의 질 판단’에서 두 ‘판

단’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먼저 전자의 ‘판단’은 대상의 표현

성을 충분히 지각하지 않고 내려지는 ‘재빠른’, ‘성급한’ 판단(snap 

judgement)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리머가 여기에서 비판하는 판

단은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 작품(혹은 소리들)의 복잡성 및 표현적 특질

을 정교화된 방식을 바탕으로 그 전체를 깊이 있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지각이며 얄팍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판단은 

인간의 풍부한 주관적 느낌이 형식화되어 공유되는 예술 작품의 본질을 

간과하게 하고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에 

의거하기 때문에 진정한 심미적 경험을 방해한다(Reimer, 1989: 

114-115).

이러한 판단의 예로 리머는 뷔페식 식당에서 이 음식 저 음식을 

‘샘플링’하면서 좋고 싫음을 마치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듯이 재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든다(Reimer, 1989: 114). 아도르노의 논의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음악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청자가 히트곡을 소유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청취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히트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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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의 첫 번째 모티브가 주어지면 청자는 그것을 재인식하면서 그에 대

해 자기 만족감에 빠지게 된다. 이 때 청자는 그 음악을 단순히 재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그것을 재생함으로써 ‘소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유물이 된 음악은 “주인의 자의적 의지에의 종

속성과 불변성”을 특징으로 가지게 된다(Adorno, 2002: 450). 

그래서 그 음악은 주인이 된 청자에 의해 제멋대로 다루어진다. 그 

음악이 ‘실제로’ 어떠한 지, 어떤 표현성을 가지고 그 자신을 지각하

도록 요구하는지는 청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심미적 

경험의 미적 지각이 미적 대상으로서의 음악과 지각하는 주체의 상호작

용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러한 판단은 미적 지각의 이러

한 특징을 잊혀 지게 하고 자신에게 단순한 쾌를 주는 것만을 추구하게 

하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성을 발견해야 하는 미적 지각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심미적 경험의 심화를 위한 수단 행동으로서 제시되는 후자의 

‘판단’은 이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즉, 평가는 ‘어떻게 그 소리

가 그렇게 탁월하게, 또 효과적으로 느낌에 표현적인지’에 집중하는 것

이다(Reimer, 1989: 170). 따라서 이 때의 판단은 단순한 애호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가지는 표현성을 충분히 지각함으로써 

비롯되는 일종의 미적 지각으로부터의 결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의 판단은 그 판단의 기준이 주로 판단하는 주체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후자의 판단은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리

머는 이 판단에 대한 네 가지 기본적 규준을 제안한다. 즉, ‘솜

씨’(craftsmanship), ‘민감성’(sensitivity), ‘상상’(imagination), ‘진

정성’(authenticity)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작곡가의 숙달 정도와 미적 

감수성의 깊이, 즉 그의 ‘능력’과, 완성된 예술 작품이 드러내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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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깊이 및 재료와의 조화의 정도, 즉 예술 작품의 우수함과 관련된

다. 

먼저 ‘솜씨’는 예술의 재료로 표현성을 형성하는 숙련도와 관련된

다. 예술가는 자신의 솜씨를 통해 그 재료가 요구하는 표현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저항하는 재료가 그 자체로 통합되도록, 즉 마음, 신체, 느낌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Reimer, 1989: 135). ‘민감성’은 “역동적 

형식에 포착된 느낌의 깊이와 질적인 면과 관련된다.” 이는 느낌을 명

료화하고 그 형식을 예술로 객관화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이것이 충분히 발휘되었을 때, 예술은 우리에게 더 깊은 느낌을 제

공하고 감동을 준다(Reimer, 1989: 136). ‘상상력’은 솜씨와 민감성과 

결합되어 작품에 풍부함을 더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도의 

상상력이 발휘된 예술 작품은 “우리의 느낌을 생생하게 하고, 그 느낌

을 더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이끄는 풍부한 독창성”을 가지며, 우리의 

경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Reimer, 1989: 137). 마지막으로 ‘진정성’은 

예술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다. 리머에 따르면 이것은 도덕적 숙고와 유

비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예술가가 그의 재료와 상호작용하

는 진정성의 정도이다. 예술가가 그 재료의 표현성이 부과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예술가 자신의 의지대로 강제하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할 때 진

정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이 진정성은 예술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Reimer, 1989: 138). 

따라서 전자의 판단, 즉 단순한 선호는 감각하는 주관적인 개인의 

마음 상태에 의거한다면 후자의 판단은 그 초점이 지각된 대상에 기초하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의 판단은 음악 개념과 마찬가지로 더 

깊이 있는, 정교화된 음악의 심미적 경험을 고무할 수 있는, 더 높은 수

준의 미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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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화

 

리머가 제시하는 또 다른 수단 행동에는 ‘개념화’가 있다. 앞서 

심미적 경험의 특징에서 살펴봤듯이, 이 경험은 개념에 의해 대상을 규

정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음악의 표현성을 보다 

잘 지각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개념이 필요하다. 즉, 리머가 강조하듯이 

음악적 개념이야말로 심미적 경험의 발달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Reimer, 1989: 170).

 

“우리는 더욱 심도 있는 지각적 구조화 –향상된 지각과 반응 –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개념들을 교수학습 사건을 조직하는 한 방식으

로서 사용한다.  음악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에게 그에 의해 계속해

서 더욱 도전적인 음악의 경험들이 형성되는, 논리적이고, 발달과 

관계된, 예술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매개를 제공한다.”(Reimer, 

1989: 170)

 

학습된 음악 개념들은 음악 ‘감상’ 능력의 발달을 도와 한층 발전된 

심미적 경험이 일어나도록 하는 매개가 된다. 더욱 깊이 있는 심미적 경

험을 하는 것이 이러한 지각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리머가 강조하

듯이, 음악 개념들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므로

(Reimer, 1989: 109), 수업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어 질 때, 심미적 경

험을 위한 수단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리머는 특히 음악 개념들을 수업에서 다룰 때 실제 음악과 함께, 즉 

감상47)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imer, 198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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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모든 언어의 사용(맥락적 앎)은 음악적 의미 – 내적인 앎

과 방법적 앎의 직접성 – 와 연결되지 못할 때 무기력한 이론적 

언어가 될 수 있다. 맥락적 앎이 음악적 소리에 대한 경험을 지원

하고 명료화하고 드러내고 알려줄 때, 즉 음악이 가진 잠재적 의미

의 풍부함을 드러낼 때, 그것은 효과적인 음악교육의 필수적인 요

소가 된다.”(Reimer, 2017: 248)

 

또한 리머는 이처럼 언어로 개념화된 음악적 지식들은 특별한 심미

적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하고, 그러한 기

능을 수행하는 한에서 교육 상황에서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다. 예컨대, 리머도 지적하고 있듯이, 개념화된 음악적 지식, 즉 음악에 

대한 맥락적 앎은 그 지식의 적용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서 내면화됨으로

써 비(非) 개념적 경험 자체에 몰두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Reimer, 1989: 109).

즉, 충분히 내면화된 음악 개념은 미적 대상으로서의 예술 작품이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적 특질들을 더욱 다면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돕는다. 예를 들어, 조성 음악의 체계에서 ‘이끎음’(leading tone)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끎음은 장조 혹은 단조의 음계에서 

일곱번째에 위치하는 음으로, 단 2도 상행하여 으뜸음으로 가려는 성질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식이 그저 명제적인 형태의 지식으로, 음악과 

무관한 개념적인 지식으로 머물 경우에는 실제 음악을 경험하는 상황에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무기력하다. 하지만 그 이끎음이 가지는 속성을 충

47) 이 때의 감상 역시 다른 모든 음악 활동에 포함되는 음악을 미적으로 지각

하고 반응하는 활동, 즉 ‘감상’으로 재해석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감

상, 연주, 창작 등 수 많은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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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서 내면화 시키고 나면, 이 

명제적 지식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즉 경이감을 야기하여 심미적 경험의 

순환을 지속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콘(Edward T. Cone)이 제시하는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Moment Musical in A♭, op. 94, no. 6)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은 음악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충분히 내면화 되었을 때, 그것이 야기하는 심미적 

경험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48) 콘에 따르면, 

마디 1과 마디 3에 암시된 f단조는 마디 12에 등장하는 e♮음을 그것의 

이끎음으로 듣게 하지만, f로 해결되지 않고 e♭음으로 하행하여 이끎음

이 성취해야 하는 으뜸음으로의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좌절시킨다(Cone, 

1982: 235). 그는 잠시 이끎음으로 기능했던 e♮음에서 이 작품의 표현적 

특질을 해석해낸다: “이 곡에 대한 나의 감상에 따르자면 이 곡은 그렇

지 않으면 평화로울 상황에 낯선, 불안한 요소가 주입되는 것을 극적으

로 표현한다(Cone, 1982: 239, 정혜윤, 2009: 97에서 재인용).”즉, 정혜윤

이 밝히고 있듯이, 콘의 분석에서 이 작품의 모든 구조적 요인들은 이 e

♮음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망되며, 이 음의 효과를 근거로 하여 모든 다

른 구조적 요인들이 해석된다(정혜윤, 2009: 95-96). 콘이 이 작품을 이렇

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끎음’에 대한 완전히 내면화된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미적 경험 과정의 미적 지각을 음악 개념을 통해 실제적인 음악 

활동과 함께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심미적 경험의 질적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음악 개념은 리머가 주장하듯이 심미적 

경험의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적 수단이다. 이를 교육 상황에 적용

48) 자세한 분석의 내용은 Cone, E. T., (1982), Schubert's Promissory Note: An 

Exercise in Musical Hermeneutics. Nineteenth-Century Music, 233-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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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이는 

궁극적 목표가 아닌 심미적 경험의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 둘째, 음악 실제와 분리된 명제적 지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음

악적 상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이와 같은 수단으로서 음악 개념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심미적 

경험이 교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이 경험

에서 ‘느낌’의 차원에 해당하는 미적 반응은 실천주의 철학자들이 비판

하듯이, ‘직접적으로는’ 교육 될 수 없다(Elliott, 1991: 63). 하지만 미적 

지각을 충분한 음악 개념의 내면화를 통해 정교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

로는’ 교육할 수 있다. 

제 2 절 교수·학습적 관점에 따른 비판적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 전반을 구

성해내는 ‘음악의 본질’과 그에 대한 ‘심미적 경험’은 다수의 미학

자·철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 그는 이러한 견해들을 바

탕으로 음악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 자

체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음악교과의 필요성

을 성공적으로 정당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머의 이론은 독창

성과 명확성의 측면에서 몇 가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 리머는 마이어와 랭거의 미학적·예술 철학적 견해를 음악교

육적 관점에 따라 변형을 가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음악교육에 

적용하였다. 즉, 그가 음악의 본질로 규정하는 ‘느낌’에 대한 ‘표현적 형

식’은 랭거의 이론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절대표현주의’라는 관점 역시 마이어의 기존 분류 체계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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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이 아니다. 리머는 이 ‘느낌에 대한 표현적 형식’이라는 음악의 본

질 규정을 그대로 음악교육에 적용하여 음악교육이 ‘느낌의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심미적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도 마찬

가지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는 칸트, 벌로프, 스톨니츠, 올드리치 등 

다양한 미적 태도 이론들을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을 특징짓는 데에 머무

른다. 즉, 특별한 방식의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미적 태도’에 교육적 관

점을 투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예술 경험이 인간의 주관성[즉, ‘느낌’]

에 대한 통찰을 산출한다(Reimer, 1989: 53)”라는 주장에 심미적 경험을 

구성하는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어떻게 관여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

다.49)

둘째, 앞서 살펴봤듯이 심미적 경험을 교육 실제로 가져오면서 ‘감

상’(appreciation)과 ‘판단’(judgement)과 같은 개념을 창작이나 연주와 구

분되는 하나의 음악 활동으로서의 감상(listening)과 선호 판단(liking)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사용하여 심미적 경험의 성격을 파악

하는 데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즉, 그의 모호한 진술은 심미적 경험이 

모든 음악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감상 중심적’인 것으

로, 음악의 ‘기술적인 면’과도 무관한 것으로 수용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심미적 경험을 주로 감상 활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셋째, 『음악교육철학』의 3장부터 6장까지 각 장의 후반부에 제시

49) 연구자는 앞서 전자에 대해 미적 태도에 의해 미적 세계의 현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적·도구적 세계 의식에서 벗어나 대상 목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안목에 관여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석하였으
며, 후자에 관해서는 미적 반응이 감상의 심미적 경험 과정에서 일어날 때에
는 타인에 의한 구조화된 느낌의 발견 및 탐구가 가능하며, 연주 및 창작의 
심미적 경험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의 느낌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느낌의 교
육’이 일어나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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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음악교육 실제와의 연결을 위한 원리들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피상적

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그는 교수·학습적 원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내놓는다: “이것의[음악의] 

가장 심도 있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음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Reimer, 1989: 53)?”, “어떻게 음악교육은 이러한 기회들[‘느낌’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Reimer, 1989: 69)?”, “어

떻게 음악교육이 사람들이 음악의 표현적 형식에서 가능한 의미를 공유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Reimer, 1989: 95)?”, “모든 사람들의 

미적 감수성의 함양이라는 목표에 음악교육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Reimer, 1989: 116)?” 

리머에 따르면, 첫째,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이 가능한, 심미적 경험

의 가능성을 가지는 음악 작품을 사용해야 한다. 즉, 모든 음악 교수활

동에 사용되는 음악은 ‘좋은 음악’, ‘진정으로 표현적인 음악’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재료로 삼을 

것을 권장한다(Reimer, 1989: 54). 둘째,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

한 음악적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는 감상, 창작, 연주 활동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심미적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제

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소리를 표현적이게 만드는 특질들, 예컨

대 선율, 화성, 리듬, 음색, 텍스처, 형식 등과 같은 음악적 개념들을 체

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넷째,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이 사용하

는 언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특히 교사의 언어가 결코 

‘해석적’(interpretive)이어서는 안되고 ‘기술적’(descriptive)이어야 

함을 강조한다(Reimer, 1989: 54). 예술이 가지는 표현적 특질들은 언어

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직접 대면

하여 느낄 수 있도록 지각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의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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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는 음악 학습에 있어서 학생

의 능동적 주도와 교사의 조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악곡의 사용’, ‘다양한 음악 활동의 기회 제공’, ‘음악적 개념

의 체계적 학습’, ‘음악 교수에 있어서 교사의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비

롯한 ‘학생 주도적 학습’은 현재 음악교육의 주요 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유효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

자면 심미적 경험의 특징이 고려된 원리가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

에서 모든 성격의 음악교육에 적용 가능한 원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심미적 경험의 가능성을 가지는 ‘좋은 음악’, ‘진정으로 표

현적인 음악’이 ‘다양한 음악’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

이 든다. 제재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음악 가운데 ‘특

정한 악곡’을 ‘심미적 경험의 가능성’에 따라 선정하려면 보다 명료

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즉, 절대표현주의의 관점에 따른 선정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리머는 그가 채택한 절대표현주의에 

대해서 형식주의나 지시주의에 비해 명료한 기준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

다. 앞서 살펴봤듯이 물론 그가 ‘솜씨’, ‘민감성’, ‘상상력’, ‘진

정성’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기준은 

‘예술가가 자신이 작업하는 재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충실히 탐구하

였는가,’ ‘예술 창작으로 동기부여한 ‘충동’, 즉 느낌의 탐구를 얼

마나 민감하게 시행하고 이를 재료와 합치시켰는가,’ ‘일상적인 감정

적 단계로부터 벗어나 얼마나 깊은 느낌에로 인도하는가,’ ‘얼마나 우

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느낌을 사로잡는가(즉, 얼마나 심도 있는 미

적 반응을 이끌어내는가),’ ‘예술가는 그 스스로 창작의 심미적 경험

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진정으로 상호작용하는가’ 등과 같은 것이기



- 120 -

에 그 예술가의 예술적 ‘능력’, 즉 음악성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경

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준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

다.

물론 리머의 이 기준은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영향 하에 보다 실천

적 방향으로 진행된 보드만(Eunice Boardman, 1926-2009)의 ‘생성적 음

악교육이론’(Generative Theory of Musical Learning) 중 제재곡 선정 

기준으로서 ‘미적 가치’50), 즉 ‘미적 경험의 가능성’의 정도나, 아

펠슈타트(Hilary Apfelstadt)가 수용한 레온하르트와 하우스의 “좋은 음

악의 정의”, 즉 긴장과 완화 등의 균형을 갖춘 음악이라는 기준에 비해

서는 구체성을 띠고 있다.51) 하지만, 그 의미가 충분히 객관적이며 구체

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절대표현주의적 관점은 예술 자체가 가지는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동

시에 그와 분리될 수 없는 경험의 반응적 측면, 즉 느낌에 그만큼의 의

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관점 하에서 완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의 어

려움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루었듯이, 리머가 제시하

는 음악의 본질, 그것의 심미적 경험은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50) 보드만은 제재곡 선정의 기준으로 미적 가치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곡 선정을 위한 첫 번째 규준으로 “느낌과 아이디어의 상징으로서 그것의 

음악적 가치의 측면, 즉 그것의 미적 경험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그녀는 이 가치에 따라 어떤 악곡이 어떤 장르이든지 “다른 악곡들보

다 그것이 더 큰 음악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 낫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음악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

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Boardman, 1989: 5). 
51) 아펠슈타트는 양질의 음악을 선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레온하드와 하

우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즉, 그는 “잘 쓰여진 음악은 감상과 

연주를 가치 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긴장과 완화, 구조적 대칭과 비대칭, 기대와 

놀라움의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레온하드와 하우스의 “좋은” 음악의 정의

를 음악교육에 적용 가능한 유용한 기준으로 평가한다(Apfelstadt, 20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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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주관성의 문제로 이를 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음악교육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를 조

명해준다. 리머가 강조하듯이, 예술의 탁월함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주관

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판단은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충분히 교육 받은 전문가에 의한 ‘엄정한’ 주관적 판단

이어야 한다(Reimer, 1989: 134).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가 나아갈 수 있

는 한 방향은 절대표현주의적 관점에 따른 가치 기준을 명료화 하는 철

학적 관점의 연구에 더하여, ‘왜 저 악곡이 아닌 하필 이 악곡이 제재

곡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에 대한 것이다. 보드만이 지

적하듯이, 지속적인 논의에 따라 과거에 제재곡으로 포함되었던 악곡일

지라도 얼마든지 제외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Boardman, 1989: 5). 

레이놀즈(H. Robert Reynolds)에 따르면, 잘 계획된 제재곡의 구성은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의 촉진에 기여하는 음악교육과정의 기틀이 된다

(Reynolds, 2000: 31).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음악 교과서의 경우 제재곡이 교과서의 핵

심적인 영역을 이룬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제재곡이 갖는 중요성은 매

우 크다(장지원, 2016: 132). 앞으로 절대표현주의적 관점에 따른 가치 기

준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연구에 더하여 현재 교과서 제재곡에 대한 비

판적 논의가 치열하게 일어난다면, 교육철학적 이상과 실제 교육의 합치

의 시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음악교육철학

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 실제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교육 실제 역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은 그 이론적 바탕이 된 기존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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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철학적 관점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였고 음악교육 실제적 적용을 

위한 관점들도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어, 랭거, 듀이의 

견해들과 미학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심미적 경험’을 음악

교육에 적용하려 한 리머의 시도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가 선정한 이론적 기초는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교육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다

양한 후속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음악교육을 위한 더욱 탄탄한 철

학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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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음악교육의 핵심적 목표 중 하나인 ‘심

미적 경험’의 의미를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고찰하고 그 교육적 가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리머는 음악의 본질로부터 음악교육의 본질 및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음악은 인간의 경험에 가득한 ‘느낌’에 대한 표현적 형식이

며, 음악교육은 이를 교육 가능하게 하는, ‘느낌의 교육’이다. 앞서 논

의했듯이, ‘느낌의 교육’은 음악을 경험하는 특별한 방식, 즉 ‘심미

적 경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심미적 경험은 그 발생적 조건인 

미적 태도·미적 감수성·미적 본능과 구성 요소인 미적 지각·미적 대

상(즉, 표현적 형식으로서 음악 작품, 창작 과정에 있는 음악적 아이디

어, 연주되는 소리 자체 등)·미적 반응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즉, 심미

적 경험은 ‘직접적 대면의 경험’, ‘비(非) 개념적 경험’,  항상 ‘성

공적인 경험’, ‘소통·공유되는 경험’, ‘순환적·창조적 경험’이라

는 특징을 가지며, ‘느낌의 교육’의 실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적 가치를 갖는다. 

첫째, 3장에서 논의되었듯이, 미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미적 지각의 

특성으로 인하여 심미적 경험은 대상 목적적인 안목을 함양시켜 학생들

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항상 ‘성공

적인 경험’인 심미적 경험 내에서는 모든 지각과 반응의 다양성이 인정

되어 학생들은 그 경험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

인 자기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심미적 경험은 ‘소

통·공유되는 경험’으로, 학습 활동 중에 동료들과, 교사와 자신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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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각 및 미적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학

교라는 작은 사회에의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렇다면 심미적 경험은 교육 실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앞

서 언급했듯이, 리머는 ‘다양한 악곡의 사용’, ‘체계적인 음악적 개

념의 학습’, ‘심미적 경험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의 제

공’, ‘교수·학습 상황에서 해석적이지 않은 교사의 언어 사용’을 심

미적 경험의 실현을 위한 원리로 꼽고 있으나, 마지막 항목을 제외한 나

머지 것들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심미적 경험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이 

고려된 교육적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심미적 경험이  모든 음

악 활동 가운데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 경험의 주체(학생)

와 대상(음악)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미적 지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

는 ‘느낌’(미적 반응)이 심미적 경험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요소라는 

것,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학생들의 미적 본능에 의해 미적 감수성이 작

동되어 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

고 보다 심화된 심미적 경험을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

이 음악적 개념의 내면화를 통해 정교화된 미적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돕

고 그 과정에서 미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는 것 등의 

사항들을 견지해야 한다.

본 연구의 관점이 리머의 음악교육철학과 심미적 경험에 바탕이 된 

미학적 관점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면밀히 이해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리

머의 제안이 가지는 비판점을 모두 상쇄할 충분히 구체적인 원리를 제공

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원리들이 중요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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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심미적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미적 본능이 발동하여 미적 

감수성이 작동되고 미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 학

교는 학생들에게 심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음악에 온전히 집중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심미적 경험은 미적 대상, 즉 

예술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상호작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성급한 

교육은 심미적 경험을 방해하고 음악교육을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훈련으

로 여겨지게 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편안한 환경과 충분히 주어

진 시간 내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예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심미적 경험은 음악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즉, 음악적 활

동의 과정 자체가 심미적 경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음악 

활동을 심미적 경험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학생들은 심미적 경험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심미적 경험은 주관적이지만 이

와 동시에 소통과 공유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또 다른 음악 표현 활

동을 통해서든, 언어로 이루어지는 토론 활동을 통해서든 동료들과 교사

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나눔의 시간을 통

해 자신이 차마 느끼지 못했던 바를 느끼게 되므로 더욱 심도 있는 심미

적 경험의 가능성이 열리는 한편, 상호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

한 교육적 가치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종전까지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이라

는 방대한 지평에서 논의되었던 심미적 경험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미학적·철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시도하였다. 특히 교육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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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적용을 위해 심미적 경험의 조건과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집중

하여 그 관계적 특징을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을 설명하려 하였다. 더 나

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미적 경험에 대해 가능한 새로운 해석

을 제시하고 ‘느낌의 교육’ 이상의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심미적 경험을 부분으로서 대략적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미적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핵심적 목표로 간주하고, 이 

경험의 발생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리머 

스스로 영향을 받았음을 밝힌 듀이, 랭거, 마이어의 논의뿐만 아니라, 심

미적 경험과 그와 관련된 제반 개념들의 보다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미학적·철학적 견해들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리머

의 음악교육철학이 위의 세 학자를 통해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

존의 암묵적인 고착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하려 했다는 점, 즉 심미

적 경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석은 심미적 경험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이 아

니라 하나의 해석의 시도이다. 또한 앞서 제시된 교육 실제적 적용을 위

한 대략적인 지침들은 개별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즉,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뒷받침될 때 본 연구의 진정

한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에서 이루어진 음악교

육의 핵심적 목표로서 심미적 경험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실현을 

위한 더욱 활발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해 및 해석을 뛰어넘는 

더욱 심화된 논의가 계속된다면, 탄탄한 음악교육철학적 기반 위에 음악

교육이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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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Meani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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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ret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aesthetic experience’ which is, since Bennett Reimer’s

‘Philosophy of Aesthetic Music Education’ or so-called MEAE(Music

Education as Aesthetic Education) has been embraced by Korean

music educational theorists and educators, consistently influencing on

music education as a central goal. By microscopic approach to the

concept, this study is intended to offer a deepened music education

philosophical discussion, and contribute to its possibilities for

applications to actual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Chapter Ⅱ discusses three dimen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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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historical·aethetical·philosophical - for understanding of

Reimer’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His philosophy was

influenced by demands for the justification through immanent values

of the subject in American society. To meet the demands he chooses

the ‘Absolute Expressionism’ by L. B. Meyer for his theoretical basis.

Furthermore, he improved on it to S. K. Langer and J. Dewey’s

thoughts. Through these approaches, it could be grasped that the

nature of music he said is the ‘expressive form’ which shares

similarities between the form and the way of perceiving of feelings

which is permeating all of human experience. So, for him music is

values not only of its form but also the relation to the actual life of

human, in that music allows experiencing more the feelings.

Chapter Ⅲ proposes that the aesthetic experience should be

regarded as a process, in which aesthetic attitude, aesthetic

sensitivity, and aesthetic instinct are the generative conditions, and

aesthetic perception and aesthetic reaction are the central components.

In analyzing the relations of these components, I argue based on

Mikel Dufrenne that the relation between aesthetic perception and

aesthetic objective is mutual-regulative. And following Reimer’s

description, it is assert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esthetic

perception and aesthetic reaction is unseparable. This allows

presenting fiv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experience by followings.

First, aesthetic experience is a experience by first-hand aquaintance,

that is occurred by active interaction between perceiver and object.

Second, it is non-conceptual experience, because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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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perception does not prescribe aesthetic object, but react

aesthetically. Third, since in the limits constructed by expressiveness

of aesthetic object all the way of perceptions and reactions are

accepted as valuable, it is the experience of successful achivements.

Fourth, aesthetic perception is disposed to escaping from private

interests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by aesthetic attitude and

aesthetic sensitivity. Thus, it has the possibility of sharing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Lastly, it is cyclical, creative experience,

in that aesthetic reaction, whose generalized emotion is a sense of

wonder, motivates consistent occurrence of aesthetic perception and in

this process, new expressiveness of the object can be discovered and

searched.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perception, it could be said that when it would have extended to all

things of the world, the aesthetic-world could be turned up. Unlikely

current life-world, namely bourgeois, instrumental world, where all

things are evaluated by the exchange value, in the aesthetic-world

one can have true experience by active interactions with objects.

Thus, for it is opened by aesthetic experience that one can acquire

object purposive discernment, it has significant educational value.

Furthermore, in chapter Ⅳ, in order to minimize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aesthetic experience, it is attempted that Reimer’s

imprecise concepts using is clarified by distinguishing the terms he

used: Listening he said as essential behavior in music should be

substituted by ‘appreciation’ which is inseparable from all of musical

behavior such as creating and performing; ‘the judging’,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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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the obstructive factor in aesthetic experience by Reimer,

should be called mere ‘liking’ rather ‘judging’, which actually helps

improve the quality of aesthetic experience, as he presents ‘evaluation’

- the making of judgments about the quality of music – do so, in

that it focuses on expressiveness of music itself. These can function

as explanations for the critiques by the praxial aspect: the aesthetic

experience is neither listening-central nor impractical – that is, it is

not irrelevant to musical skills or its actual practices.

My thesis discusses aesthetic experience itself in depth, which

has been approached in the light of the vast prospect of Reimer’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While my discussion doesn’t deal with

all the problems which can arise in application to actual education –

they call for more follow-up studies -,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offers a rich understanding of the aesthetic experience involved

concepts and opens possibilities for even newer and more challenging

interpretation of Reimer’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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