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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참여로서의 음악교육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
로 ‘예술적 시민성(artistic citizenship)’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이
빗 엘리엇(David Elliott)의 Music Matters 2를 중심으로, 최근 교육계에
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에 실천적 음악교육이 적절
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논의하는 데에 있다.
연구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철학적 토대는 무엇인가?’, ‘실천적 음악교육
의 교육학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천적 음악교육의 시민 교
육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그리고 가
치를 도출하였다.
철학적 토대에 관한 연구는 실천을 뜻하는 ‘프락시스(praxis)’와 ‘음악
(music)’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행위(action)’를 뜻
하는 프락시스는 실천적 지식인 프로네시스(phronesis)에 의하여 인간의
행동과 태도가 윤리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프
락시스는 ‘연주(to perform)’, ‘음악하기(musicing)’라는 음악적 행위에 머
무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through music)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시민교육과 연결된다. 따라서 실천적 음악교육은 고정
된 객체로서의 음악이 아니라 행위로서 음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음악만이 아니라 음악을 만들고 표현하는 인간과 세계를
함께 조망하게 한다. 행위로서 음악을 바라보는 것은 몸과 행위를 기반
으로 하는 인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엘리엇은 체화인지(embodied
cognition)의 한 갈래인 행화주의(enactivism)에 기대어 실천적 음악교육
이 몸, 행위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의 의미를 만드는 것
으로 수행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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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음악교육의 교육학적 구성은 Music Matters 2의 분석을 바
탕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행위를 핵심으로 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행위에서 발생되
는 정서에 방점을 둠으로써, 음악에 내재된 정서를 알고, 표현하고, 소통
하는 것이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천적 음악교
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식, 활동, 산물’이 몸과 행위로 학습되고 표현되
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실제의 음악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지는 참여의
음악(participatory music)을 교육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정
서교육으로서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실제의 음악 만들기와 듣기에 요구되
는 지식들을 직접 수행하고, 반성하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학습 과정을
바탕으로 예술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천적 음악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음악에서 사회로 확장
시킴으로써 시민교육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렇다면 ‘실천적 음악교육의 시민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연구자
는 시민 교육적 가치를 ‘자아’, ‘타자와의 연결’ 그리고 ‘예술적 시민성’의
범주로 나누고 이에 따른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천적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참여의 음악은 연습(practice)을 전제로 한다. 음악에서의 연습
은 음악으로 자기표현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습자는 음악에 내재된
정서, 느낌, 제스처, 상징 등을 자신의 음악적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표현과 자기이해를 형성하게 되고,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 변화, 반성, 판단으로 연습에 몰입함으로써 자기충족감
(self-fulfillment)과 자아존중감(self-esteem)으로 자아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 또한 엘리엇은 음악에서의 연습을 ‘육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습관’으로 해석하고 있는 투리노(T. Turino)에 기대어, 음악이
형성하는 습관이 개인의 정체성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정체
성까지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습관을 통해 세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자 그리고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음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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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습관은 음악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이 음악을 실제의 행위로 연습하고 참여하는 것은 ‘나’라는 개
인 뿐 아니라 나와 음악이 속한 사회의 타자들까지 한데 끌어와 관계를
맺게 하며, 이때 연결의 초석이 되는 것은 공감(empathy)이다. 이에 연
구자는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공감이 어떻게 학습될 수 있는지?’, ‘공감이
어떠한 시민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천적
음악에 내재된 다양한 정서들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상
황과 맥락에 따라 몸과 행위를 창의적이고 표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음악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맥락적(contextual)이며 체화-행화적
(embodied-enactive)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음악적 상상력은 삶에서 만
나는 다층의 정서들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으므로, 타자의 정서, 생각,
상황, 기분 등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공감은 음악적 상상력으로
학습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체험주의 윤리학자 마크존슨(Mark
Johnson)의 ‘도덕적 상상력’에 기대어 음악적 상상력으로 학습된 공감이
다른 이의 정서, 태도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으로 나
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음악적 상상력이 도덕적 상상력으로 확장되
는 지점은 바로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의 정서 경험을 통한 공감으로의
이행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적 상상력은 음악의 맥락에 따른 세밀
한 정서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합
당한 정서를 지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런데 공감 그 자체가 윤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자는 공감이
윤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논하고, 실천적 음악교육이 그러한 공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감이 윤리로 행해지기 위해
서는 타인의 상황과 맥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즉, 참여하는 것을 가정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의 상황에서 나와 타자는 주체와 객체로 나누
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윤리를 위한
공감은 타자의 정서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상황에 나의 몸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서로가 주체가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때
각 주체들은 서로에게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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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다름 속에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모든 학습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음악하기
와 듣기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상호주체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함께 음악을 만들고 듣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연주자의 음
악이나 표현이 서로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음악을 조금씩
변형하거나 다른 참여자의 음악을 수정해나가며 음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이 가정하고 있는 참여의 음악은 조
화로운 합으로써의 음악을 향해 참가자들이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여의 음악에서는 자율성과 주
체성을 지닌 연주가들이 서로가 평등한 조건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차
이들 속에서 약간씩 변화해나가며 조화를 이루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으
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공감을 변증법적 공감(dialectic empathy)으로 칭
하였다. 자기중심성을 지닌 나를 유지하며 다른 참여자들과 음악으로 함
께 소통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변증법적 공감은 나
의 세계와 타자의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끌어와 서로의 입장에 서
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연결된 개인들은 더 큰 공동
체, 더 큰 세계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전 세계의 변화와 번영을 추구하
게 된다.
최종적으로 엘리엇은 예술과 시민을 연결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예술적 시민성을 논하고 있으며, 이것은 음악을 교육받은 학습자가 평생
음악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고, 나아가 세계의 예
술적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실천적 음악교육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악들을 학교 음악 수업에서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만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족, 지역의 음악에 친숙해짐으로써, 음악으로 자신, 타자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심, 이해 그리고 존중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계층, 성별, 지역, 인종 등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갈등과 부정의 정
서로 사회 통합을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음악을 매개로 인간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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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행위, 정서, 참여, 습관,
공감 그리고 책임과 의무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으며, 이로써 시
민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세계 시민성
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음악교육과정에 실천적 음악교육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사의 역량 증진, 음악 시수의 확대와 행·재정 지
원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지만, 이제껏 학교 음악
교육 과정 내에서 시민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시민교육
을 위한 철학적 토대와 방향 그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실천적 음악교육, 정서 교육, 음악을 통한 교육, 시민 교육,
공감, 참여의 음악, 예술적 시민성, 습관, 음악적 상상력
학 번 : 2016-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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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시민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1세기에 들어와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
며, 통신매체의 발달은 정보화의 가능성 확장과 함께 공간과 시간의 제
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인류의 어느 시기보다
상호간의 소통이 쉽고 다각화되는 시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
성별, 지역, 인종 등 집단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사
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 혐오, 증오와 같은 부정의 정서로 타자
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세계와 타자가 속
한 세계를 분리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2017)이 실시한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 청소년은 관계지향성(참여)이나 사회적 협력(신뢰)에 해당하는 수치
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인관계역량’은 해마다 그 수치
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공동체 시민성’에 관
한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citizenship)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공동체와 맺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 내 다른 개인과 맺는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표
준을 뜻하며, 인류가 공동사회를 형성한 이래 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그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덕목, 즉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데 있
어 왔다. 그러므로 학교는 배움을 넘어 세상에 속한 자신과 다른 이들의
존재를 알게 하고, 공동체에서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가
르쳐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2018)는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과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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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의 수준을 발
달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학생 참여의 폭을 넓히는 민주적 학교
문화 형성, 학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 강화하는 등의 ‘민주시민교육 활성
화’ 계획 하에, 시민성 교육으로 사회의 갈등과 혐오를 극복하려는 움직
임을 취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여러 교과들 중에서도 이성과 감성 그리고 신체가 함
께 상호작용하는 음악교과가 시민성의 향상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 몸과 행위로서의 음악교육이 소통과 공감
을 기반으로 ‘예술적 시민성(artistic citizenship)’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
장한 데이빗 엘리엇(D. J. Elliott)의 실천적 음악교육(praxial music
education)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토마스 레겔스키(Thomas Regelski), 웨인 보먼
(Wayne Bowman), 필립 알퍼슨(Philip Alperson), 스콧 고블(J. Scott

Goble) 등의 학자들은 1970년대 이후로 미국 음악교육의 방향을 선도하
고 지배하였던 심미적 음악교육이 음악을 작품이라는 객체로 한정함으로

써 음악과 감상자(인간)를 분리하고 서구 유럽의 19세기 음악을 학습해
야할 음악으로 규정지어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한 것에 반발하여,
음악의 본질은 음악이 실제 연주되는 과정 속의 행위에 있음을 주장하
며, ‘실천(praxis)’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을 주창하였다. 그리
고 1995년 데이빗 엘리엇이 ‘새로운 철학(A New Philosophy)’이라는 부
제와 함께 M usic M atters를 출간하자 실천적 음악교육은 심미적 음악
교육과 함께 음악교육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엘리
엇을 실천적 음악교육 철학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
내는 행위(action)에 집중한다. 주체인 감상자가 객체인 음악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음악의 질’을 파악해야 하는 심미적 음악교육과 달리
실천적 음악교육은 ‘행위 속의 앎(knowing in action)’을 통하여 음악과
학습자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을 유동적이고 열린 것으로

만든다. ‘행위는 인간의 모든 의식(consciousness)이 나타나는 가장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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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체(reality)’라는 엘리엇(Elliott, 1995: 55)의 말처럼 실천적 음악교
육의 본질은 행위에 있다.
실천을 뜻하는 프락시스를 ‘음악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의 행위’로 설

명하고 있는 엘리엇(1995: 14)은 기존의 심미적 음악교육이 감상에 집중
한 것과 달리, 음악을 만드는 음악하기(musicing)를 강조하고 ‘음악성
(musicianship)’을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실천적
음악교육은 연주로서의 음악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음악하기가 행위를 하는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맥
락과 함께 인간 사회의 다양한 속성들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으므로 필
연적으로 음악을 행하는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을 드러내게

된다.’는 엘리엇의 주장(1995: 190)은 실천적 음악교육이 시민교육으로서
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음악교육자들은 프락시스를 ‘연주하기(to perform)’로 해

석함으로써, 실천적 음악교육을 단순히 연주자를 길러내는 음악교육으로
오해하였다. 즉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적 행위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
로써 ‘연주 엘리트를 길러내기 위한 음악교육이며, 음악은 연주의 도구로
서만 행해진다.’는 비판(Allsup, 2010; Erwin, Edwards, Kerchner, &

Knight, 2003; Kneiter, 2000; O'Toole, 2005; Reimer, 1996; Reimer,
1997; Reimer, 2003; Reimer, 2009)과 함께 음악의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연 심미적 음악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또한 엘리엇이 음악을 인간이 속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연결시킨
것과 달리 쿠프만(Koopman, 1998), 바텔(Lee Bartel, 2002), 베스테를룬

드(Westerlund, 2002)는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이 신체의 감각과 느
낌 그리고 음악 학습의 실제적인 과정과 맥락을 소홀히 함에 따라 윤리
로서의 음악 교육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고블(2015)은
엘리엇의 M usic M atters(1995)가 인류학적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
(human being) 대신 연주로서의 음악을 음악교육의 중심에 두었고, 이
것이 엘리엇을 보편주의자(universalist)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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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판을 종합해보면 엘리엇은 연주 행위를 인간의 몸 그리고 감정과
분리시킴으로써 음악만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게 되었고, 음악교육의 가
치를 음악 외적으로 확장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심미적 음악
교육이 음악의 고유한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느낌을 강조함으로

써 감상 엘리트로서의 음악교육을 추구하였다면,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
악을 만들 수 있는 음악하기(연주)에 집중함으로써 연주 엘리트를 위한
음악교육의 모습을 부각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엘리엇은 그의 실천적 음악교육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을 수용하
며

2015년

그의

아내

실버만(Marissa

Silverman)과 함께 M usic

M atters(2015) 2판1)을 출간하게 된다. MM 2는 ‘인격(Personhood)’, ‘교육
(Education)’, ‘음악적 이해(Musical Understanding)’, ‘음악적-정서적 경

험(Musical-Emotional Experiences)’이라는 새로운 챕터와 함께 그의 철
학이 변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엘리엇(2015: xvii)은 MM 2의 서문에
서 완전한 인간 번영(full human flourishing)을 위한 음악 교육의 다양
한 방법들에 힘을 실어주고, 학교 음악교육과 공동체 음악(community
music)의 교사들에게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간 음악교육철학에서
는 조금만 다뤄지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신경과학, 정서 연구, 심리
학, 생물학 등에서의 첨단 연구들과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으
로, 자아 정체성, 사회성, 인격의 형성을 위한 음악의 역할과 음악교육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Bradley, 2015; Schyff, 20152)).

MM 2의 가장 주목할 점은 새로운 인지 이론인 체화인지(embodied
cognition)의 한 갈래인 ‘체화(embodied)-행화적(enactive)3) 접근’을 통해
1)

2)

M usic M atters(1995)는 엘리엇(2015: 3)의 표기에 따라 MM 1로 M usic
M atters(2015)는 MM 2로 표기하겠다. MM 2는 엘리엇과 그의 아내 실버만의 공저지
만, 연구자는 실천적 음악교육이 함의하고 있는 시민성이 MM 1을 시작으로 music
for citizenship (Elliott, 2008), music education as/for artistic citizenship(Elliott,
2012) 등의 학술논문을 통하여 발전하고 MM 2에서 집대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
로 엘리엇의 MM 2라 칭하고자 한다.

https://www.amazon.com/-/ko/gp/profile/amzn1.account.AEMN2KFEKHOW5GX6FD
F6LZ2RHYYA/ref=cm_cr_dp_d_gw_tr?ie=UTF8 (2019년 2월 18일 접속)
3) 몸의 감각이나 행동이 사람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대표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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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인지되는 과정에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로써 음악의 본질이 무엇이며
음악교육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는

점이다. 체화된 마음 혹은 체화주의라고도 불리는 체화인지는 현상학에
토대를 두고 탈-데카르트의 움직임을 추구하는데, 현상학에서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과정의 양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의미, 언어 그리고 사고가 체화된(embodied) 행위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이은빈, 2018).
엘리엇은 심미적 음악교육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정된 객체로서의 음
악이 아니라, 흐르고 움직이는 음악과 그것을 만들어 내는 행위에 집중
하였으나, 음악의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보다는 연주(performance)를 강
조함으로써 그 역시 음악만을 위한 음악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
다. 그런데 엘리엇이 인간의 인지가 인간의 몸, 행위, 마음 그리고 인간
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는 체화-행화적 접근을

MM 2에 가져옴에 따라,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 행위를 인간의 몸, 마
음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게 되었고, 비로소 음악
을 인간의 삶과 사회로 가져오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유기체는 환경 없이 존재할 수조차 없을 뿐 아니
라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부터 그 자체의 여러 속성들을 획득하기 때문에

유기체와 환경은 상호작용(transaction)을 통하여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는 듀이(1980)의 주장처럼, 음악의 인지 과정은 개인이 속한 문화적, 사
론가인 마크 존슨(Mark Johnson)이 마음의 신체화를 다룬 『마음속의 몸(The body
In The Mind』을 출간한 이후, 1991년 프란시스 바렐라(Francisco Varela), 에반 톰
슨(Evan Thompson), 엘리노어 로쉬(Eleanor Rosch)의 The Embodied M ind에 의해
인지과학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석봉래 역, 2013: 11-12). embodied는 체화(體
化) 또는 신체화(身體化)라는 역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enactive, enactivism은 상용화
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배문정, 2014: 304). 연구자는 embodied는 체화로, enact는
‘행위하다(en-act)’의 의미와 ‘산출하다(bring forth)’의 의미를 종합해 ‘주어진 대상, 사
태, 세계, 자신 등을 행위를 통해 특정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세상에 (내·외적으로) 변
화를 초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 이기홍의 번역(2017: 94-95)을 따라,
enact-행화하다, enactment-행화, enactive-행화적, enactivism-행화주의로 번역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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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감각운동 능력(sensory motor
skill)을 지닌 몸을 통하여 진행되므로, 행위로 표현되는 음악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특성들을 함축하게 된다. 이것은 ‘음악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모든 것이 맥락(context)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 음악이 속한 사회, 문화, 역사와 같은 맥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던 엘리엇(1995)의 주장과도 닿아있다. 이처럼 ‘체화-행화적’ 접

근은 음악을 나의 몸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 확장하여, 음악과 음
악교육이 갖는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게 한다. MM 2 1부(Part I)의 서문
은 이러한 엘리엇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음악과 음악교육이 음악, 교육, 그리고 인간의 상호관계
를 고려해야만 할 것을 제안한다. 음악은 사람에 의해 그리고 사람
을 위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음악적 상호작용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악을 단지 음악 작품으로 받아들
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음악은 특정한 역사적 시간 그리고 구
체적인 문화의 맥락의 음악적 프락시스 안에서 사람이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행동 그리고 적극적인 반성과 관계할 때 발생하는 것이
다. 이러한 시간과 문화에 의존하여 음악적 프락시스는 이것을 창
조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정제(refined)되고

재정립

(redefined)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1).

음악은 인간이 속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적 맥락을 체화하고
행화하는(enact) 인간의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과 동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순수한 소리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아가
는 인간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은 도덕적이고 윤리
적인 감각을 갖는 인간에 의해서 행해지기에 음악은 사회적이며 윤리적
이다”라는 엘리엇(1995: 190)의 주장은 체화-행화적 접근을 통하여

MM 2에서 마침내 실현된다.
MM 1에서 음악과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을 연결함으로써 시민교육으
로서의 음악교육을 암시하기만 하였던 엘리엇은 2008년 자신의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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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usic for C itizenship을 시작으로 2012년 music education as/ for
artistic citizenship 그리고 MM 24)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통한 교육
(music education through music) 으로

예술적 시민성을 함양하여 개

인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실천적 음악교육의 방
향임을 주장하고 있다. ‘예술적(artistic)’이란 전문적이고 엘리트적인 예
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호작용 속의 예술(음악)을
뜻하는 것이며, ‘시민성(citizenship)’이란 어느 특정 국가,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예술적 시민성은 예술(음악)로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
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세영, 2016: 53-55).
그렇다면 시민교육으로서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오늘날 우리나라 음악
교육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1차 교육과
정시기에서 최근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까지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답을 음악의 ‘실용적 기능’과 ‘심미성’ 양쪽에서 적절하게 취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1955년 1차 교육과정시기에서 고시된 음악과 교육과
정의 일반 목표는 ‘음악의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갖춤으로써,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름에 있다’로, 음악교육의 목표가 공동체의 올바른 시민으로서
의 정서와 인격 함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음악 교
육과정의 목표가 시민성의 함양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제 6차 음악과 교육과정(1992년-1997년)5)에서부터 음악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성격항’을 신설하고(오성미, 2003), 음악교육철학의 흐
름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심미주의에서 실천주의로 그리고
이 둘을 적절하게 아우르는 방식으로 흘러왔으며, 최근 들어 교과 지식
의 성격이 교과별·분과별에서 융합과 통합을 위한 것으로 변모함에 따
4) 엘리엇은 2016년 마리사 실버만, 웨인 보먼과 함께 Artistic Citizenship 을 출간하였지
만, 이 책은 미술, 무용, 연극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의 연구물들을 편집한 것이
므로 음악에 국한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5)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 중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1992. 6), 고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이다.

- 7 -

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교육철학은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김
안나, 2017: 7).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
하며 교육과정 전체를 실천적 가치 아래로 가져오고 있다. 역량의 개념
은 본래 직업사회의 필요에 의해 등장했으나, 오이씨디(OECD)가 1997년
부터

추진한

데세코(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의하여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것에서 벗어
나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소경희, 2007). 역
량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이끌어낸 심리학자 화이트(Robert W.

White, 1959)에 따르면 ‘개인의 내재적 지식과 이해가 구체적인 상황에
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능력 중심의 역량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과 효과를 결정짓는 행위동기’를 의미한다(임
은정, 2017: 83, 재인용).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지식들이 실제적 행
위나 수행(perform)을 통하여 사회와 올바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습득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지식이
행위로써 실현되는 지점까지 교육의 과정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실천
적 음악교육과 유사하다. 이들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행위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나와 세계를 행위로 연결시키고 나를 세계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 요컨대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지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며
살아있는 것이자,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시사성(時事性)은 음악교육의 방향
을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에서 찾게 한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은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
의융합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문화적 공동
체 역량’, ‘자기 관리 역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
을 통한 교육으로 음악의 ‘감성적, 기술적, 창의적 역량’을 넘어 ‘소통과
자기관리 그리고 문화·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 즉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2015)은 음악의 기술, 지식, 정서의 표현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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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몸과 행위로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숙고와
반성의 태도, 공동체 내의 자기 정체성과 자아 성장, 자기-타자 지식
(self-other knowledge) 획득, 음악의 즐거움과 몰입, 자신과 다른 이들
의 신념, 주장, 행동에 대한 공감과 균형으로 공동체 전체의 건강, 행복,
기쁨, 변화와 번영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음악을 통한 교육으로 자아를
확립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 육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를 살펴보자.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표현 능
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
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 에

세계 시민 으

이바지한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통해
개인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능력
을 지닌 세계 시민의 육성이라는 인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권덕
원, 2016: 2), 이는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이 예술적 시민성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모두 공동체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으로서의 음
악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타교과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며(이경민, 손민
정, 2018), 음악과 타교과(사회, 미술, 도덕)와의 통합적인 접근(손민정,
2019; 권희연, 2017)이나 교육과정 밖에서의 대안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경민, 손민정, 2018)에서와 같이 음악교과만으로 시민교육을 제안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이세영(2016)의 연구가 실천적 음악교육
이 함의하는 예술적 시민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엘리엇(2012)이 M usic

Educators J ournal에 실은 “music education as/for artistic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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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음악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에 국한하여 예술적 시민성을
연구한 것이다. 또한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에 대한 논의들과 연구들
은 대부분 MM 1에 머물러 있으며 MM 2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진행된 바 없으므로6), 엘리엇의 MM 2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으로서 실천
적 음악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시민교육을 위한 우리
나라 음악교육의 발전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민교육을 위해서 음악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 나눔, 배려, 갈등
의 원만한 해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손민정, 2019), 정서적

측면을 바탕으로 행동이 일시적이지 않고 습관화 되는 것(권희연, 2017),
나에 대한 이해로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실천(Praxis) 하는
것(이경민, 손민정, 2018)’과 같은 시민성을 필요로 하며, 다음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경훈(2017)에 따르면 현직에 있는 초·중·고 음악교사들은 음악을
통한 교육이 올바른 자아와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인성교육의 안내 부족, 음악 시수나 행·재정
지원과 같은 교육여건 부족,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태진미(2010)는 ‘개
인차원의 정서 함양과 음악적 신장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 속에서 음악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능력을 갖춘 문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음악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장근주(2015)는 음악
교과 수업 내용에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을 지도하는 방안
6) MM 2에 대한 해외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브래들리(Bradley, 2015)는 다문화적 관
점으로 MM 2의 13장 ‘음악교육과 과정(Music Education and Curriculum)’을 분석하
였으며, Thram(2015)는 MM 2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부터 존재하였던 ‘음악의 치료
효과’를 다루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크루거(Krueger, 2015a)는 MM 2의 체화-행화적
접근을 옹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실천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였으나, 그는 엘리엇이 받아들인 행화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확장된(extended) 인지 즉, 환경 속에서 음악이 학습되고 표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었다. 시프(Schyff, 2015)의 흥미로운 연구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서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이 실천적 윤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엘리
엇과 실버만(2015b)은 시프의 연구에 대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과연 음악을 공동
체적 가치로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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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학생 참여적 협력수업을 통한 학생중심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시민교육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음악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음악교육이 어떻게 인성,
자기이해, 대인관계를 함양하여 소통과 공감으로 공동체를 번영과 행복
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엘리엇의 MM 2를 중심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이

왜 시민교육에 적합한 것인지?’, ‘시민성을 위하여 실천적 음악교육이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천적 음악교육이 갖는 시민 교육적 가치
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으로, 시민 교육으로서의 실천적
음악교육의 철학적 토대, 방향과 방법 그리고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엘리엇(2015: 268)은 음악교육이 음악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의 행복과 인간의 번영을 위하여 ‘움직이게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밀

접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음악의 힘과 함께 행동하는’ 예술적 시민성

곤 병

을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종차별, 빈 , 질 , 전쟁과 같이 전 세계
적인 문제에서부터 학교, 사회, 소규모 공동체 등에서 편견, 감정, 정서,

태도와 관련하여 만날 수 있는 혐오, 분노, 차별, 폭행 등과 같은 개인적
이며 관계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므로 넘쳐나는 소통 속에서 진정한 공감과 이해로 타자를 존중
하고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진 오늘날, 몸과 행위로 음악에 참여
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긍정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술적 시민
으로서의 역량을 추구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 다
양한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음악에 의한 시민교육이 음악을 도덕의 도구로 사용함으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연

로써 음악교과의 고유성을 해

구자는 음악을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시민성으로 연결
하여 살펴보는 것이 음악의 순수성이나 심미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가치를 확장시킴으로써 음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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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존

재해왔는지? 인간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음악의 어떠

징

한 특 이 인간을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탐구는
음악 교육의 가치에 대한 외연확장과 동시에 음악의 본질에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이다.7)

좀

7) 권덕원(2016: 8-9)은 음악교육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지만 음악교과가 인성교육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음악이 ‘
인간 윤리에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음악
의 본질에 더 체적으로 다가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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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첫째,

MM 2를 중심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구성한

다.

째

둘 , 시민교육으로서 실천적 음악 교육의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
되는 것인지 탐구한다.

3. 연구 문제와 방법

첫째, 실천적 음악교육의 철학적 토대는 무엇인가?

엘리엇은 MM 2에서 다양한 철학자들(Aristotle, Dewey, Johnson,

ë

Sparshott), 신경 과학학자들(Damasio, Ledoux, Juslin, No , Sloboda,
Thompson,

Varela),

교육자(Higgins,

Freire,

Noddings,

Bowman,

Regelski, Turino)들의 이론을 가져와 실천적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을 다차원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원론, 보편주
의, 객관주의를 지양하고 있다는 점 외에 실천적 음악교육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적 흐름을 찾기란

꽤나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따라서 연구

자는 실천을 뜻하는 ‘프락시스’와 ‘음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철학적 토대와 목적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엘리엇은
자신의 프락시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을 바탕으로 ‘프

락시스로서의 음악의 행위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체화

찰

인지와 행화주의 이론에 대한 고 을 통해 ‘음악을 행위로 보는 관점’이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째

둘 , 실천적 음악교육을 구성하는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은 무엇인가?
엘리엇이

음악적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대고

있는

르두

쥬슬린(Juslin), 샤비오(Schiavio)의 정서이론들을 통해 음악적
정서의 발생 메커니즘과 정서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최근 학계의 논의들
(LeD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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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이로써 실천적 음악교육이 정서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확
인하고자 한다. 실천적 음악교육의 내용은 음악적 이해, 활동, 산물
(products)을

설명하고

understanding)’,

‘7장-

있는

MM 2

맥락에서의

‘6장음하기와

음악적

이해(musical

듣기(musicing

and

listening in context)’, ‘8장- 맥락에서의 음악적 산물(musical products
in contexts)’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될 것이며, 엘리엇이 새롭게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하기 개념으로 가져온 민족 음악학자
‘참여의 음악’이 실천적 음악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임을
서 M usic as Social life (2008)에 기대어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투리노의

투리노의 저

시민교육으로서 실천적 음악교육의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획득

되는가?
엘리엇은 음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의
기술, 정서, 이해 등을 반복, 변형, 몰입으로 연습하는 것이 음악적 자아
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자아의 성장까지 이끌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
다. 이에 연구자는 음악 연습의

메커니즘과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정체성

을 드러나게 하는 음악 습관의 의미를 바탕으로 음악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엘리엇이 자아와 타자를

연결하는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공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이 실
천적 음악 교육에서 어떻게 학습될 수 있는지?’, ‘이렇게 형성된 공감이

낼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학습자는 음악에 내재된 맥락, 의미, 다이내믹,
이미지, 내용 등을 표현하기 위한 체험적 상상력을 통해 공감을 배울 수
어떠한 시민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있으며, 연구자는 이렇게 형성된 공감이 다른 이의 정서, 태도를 이해하

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체험주의 윤리

막

학자 마크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을 토대로 논의할 것이다. 마지 으로

덴

세계 시민성에 대한 모라이스와 오그 (Morais & Orden, 2011)의 연구
를 기반으로, 예술과 시민을 연결하고 있는 엘리엇의 예술적 시민성이
세계 시민성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14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실천적 음악교육의 시민 교육적 가치는
개인적 차원, 사회 공동체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구성함
으로써, 시민교육을 향하고 있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모습을 보다 명료하

밀

고 세 하게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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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천적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반
1.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프락시스의 의미
실천적 음악교육은 알퍼슨(Philip Alperson)8)에 의하여 1991년에 처음
으로 등장하였다. 알퍼슨은 실천적 음악교육만이 음악의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프락시스(praxis)라는 용어의 철
학적 정교함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T. Regelski, 1998: 22), 1960년
대 이후 음악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엘리엇이

몇

년 후 자신의 저서

M usic M atters(1995)에 프락시스를 다시 한 번 등장시키며 기존의 심미
적 음악교육 철학에 대한 새로운 철학으로서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을 제
시하자, 실천적 음악교육은 많은 학자들과 음악교육자들의 지지를 받으
며 음악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엘리엇은 MM 1과 MM 2에서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의 핵심인 ‘프락시
스’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서

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lliott, 1995: 14, 69, 110; Elliott & Silverman, 2015: 43-47, 92-93). 아
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를 ‘행위 속에서의 앎(knowing in action)’으로
해석한 엘리엇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음악은 ‘행위’를
통하여 접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음악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9)가 구체적 맥락에서
의 노력, 반응, 반영하는 ‘행동(action)’으로 사용되었음에 기대어, 엘리엇
8) 알퍼슨은 프락시스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프락시스로
서의 음악교육이 음악과 도덕 사이에 변증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었다(Alperson, 1991: 235).
9) 명사형인 프락시스(praxis) 가 ‘하다(to do)’혹은 ‘목적이 있게 행동하다(to act
purposefully)’의 의미를 갖는 동사 prasso에서 파생되었고, prasso를 자동사로 사용할
때 이것의 의미는 ‘단 행동(action alone)’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에 대한 생각(idea of action in a situation)’으로 변화되는 것에 주목하며, 엘리엇은
실천을 단순한 행동이 아닌 상황의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Elliott,
1995: 14).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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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음악에서의 프락시스를 목적과 상황에 대한 행동의 구체적인 판단으
로 정의함으로써, 실천적 음악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다른 이들과의

낼

관계를 드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Elliott,

1995: 14;

Elliott &

Silverman, 2015: 17-18, 92-95).10) 프락시스에 대한 엘리엇의 관점은
2015년 그의 아내 실버만(Marissa Silverman)과 함께 출간한 MM 2에서

욱

더

정교화 되고 확장되고 있다. 엘리엇은 프락시스를 개인과 사회의

번창과 행복(well-being)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숙고(active

reflection)이자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행위(critically

reflective action)로 논의하고 있으며(Elliott & Silverman, 2015: 17), 이
를 통하여 음악적 프락시스가 사회적 프락시스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Allsup, 2010; Erwin, Edwards, Kerchner, &

Knight, 2003; Kneiter, 2000; O'Toole, 2005; Reimer, 1996; Reimer,
1997; Reimer, 2003; Reimer, 2009)은 엘리엇의 프락시스를 다양한 층위
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연주하는’, ‘실천하는’, ‘실용적’과 같이 이론에 대
응하는 실습으로서의 ‘음악하기(musicing)’라는

좁은

의미의 프락시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가 다양
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연주만을 가르치는 음악’
으로 오인되게 하였다. 요컨대 음악교육자들과 음악 철학자들은 실천적
(praxial)이라는 용어를 심미적(aesthetic)이라는 용어와 대립되는 개념으
로 받아들여 실천적 음악교육을 감상(appreciation)과 대립되는 연주
(performance) 중심의 음악교육으로 이해하였으며, ‘연주자를 길러내는
도제식(apprenticeship) 음악교육(Allsup, 2016: 82)’이라는 최근까지의 비
판들은 프락시스를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그릇되게 해석한 데에서 비롯되

10) 연구자는 엘리엇이 MM 1에서부터 음악의 프락시스가 공동체에 긍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해야 함을 암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엘리엇은 실제의 음악
행위라는 ‘음악하기(musicing)’에는 많은 집중을 한 반면, ‘음악이 인간의 정서, 감정
그리고 신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음악이 공동체에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
체적 논의를 간과하였기 때문에(Westerlund, 2002: 28), 실천적 음악교육은 연주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으로 오인 받게 되었다. 음악하기(musicing)와
기(listening)가
인간의 몸, 정서, 행위, 생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구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MM 2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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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오해가 프락시스의 의미와 가치를 잘못 이해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에 대한 올

찰
야 함을 주장한다. 프락시스에 대한 논의는 ‘첫째, 엘리엇은 왜 아리스토
텔레스의 프락시스를 실천적 음악교육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는가? 둘째,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프락시스’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고 이 선행되어

행위로 인한 프락시스의 시간성이 실천적 음악교육에 의미하는 바는 무
엇인가?

셋째, 실천적 음악교육에서의 프락시스는 어떻게 나타나며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1. 1. 프락시스에 대한 엘리엇의 해석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 앎의 방식을 테오

누

리아(theoria), 포이에시스(poiesis), 프락시스(praxis)의 세 가지로 나 었
다.11)

테오리아12)는 그리스어 ‘바라본다’라는 의미의 동사 ‘the -orein’에서

봄

파생된 것으로 순수한 지식을 향한 ‘연구, 바라 , 관조하는 과정’을 내포

찰

하고 있으며, ‘사물을 관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앎을 기술하는 태도’(이
동수, 1999: 130; Elliott & Silverman, 2015: 45)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
러므로 테오리아는 이성적으로 관조되는 추상적인 지식을 향하고 있으
며, 주관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개념 보다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형식이
나 이론들을 취한다. 테오리아가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
11) 테오리아, 포이에시스, 프락시스에 필요한 지식(knowledge)은 학문적 지식(episteme),
기술적 지식(techne), 실천적 지식(phronesis)이다. 아리스토텔레스(2016: 134-137)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6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필연적
이며 영원한 학문적 지식(episteme)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제작과 행위로 나 어 제작을 위한 기술적 지식(techne)과 행위를 위한 실
천적 지식(phronesis)으로 구분한다.
12) 과학이나 예술의 원리나 방법이라는 의미의 테오리아는 1610년대에 처음으로 기록되
었다(연습이나 연주와 달리 음악이론과 같은 작 의 과학적 접근으로서).
https://www.etymonline.com/word/theory etymonline_v_10734. 2019. 03. 15 접속.

누

#

- 18 -

곡

리를 추구함으로써 인간 실제의 삶과 분리되어 움직인다면, 포이에시스
와 프락시스는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인 맥락과 관계를 맺는 행위
(action)이다.

포이에시스는 삶의 요구에 의하여 인간이 사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하
는 행위로서 제작물은 그 외부에 목적을 갖는다. 예를 들어 기술자가 식

탁을 만드는 것은 ‘음식을 편하게 먹기 위함’이고 대장장이가 그릇을 만
드는 것은 ‘제사에 사용 될 제기(祭器)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목적과 같
이, 포이에시스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로 설명

될 수 있으며, 제작자는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

더 잘 만들 수 있는가’를 살 는 데 관심을

둔다.

따라서 포이에시스는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으며 행동하는 것이고,

네

네

이때 필요한 지식은 테크 (techne )이다. ‘기술’이라는 뜻을 갖는 테크

틴

는 라 어 ‘아르스(ars-기술, 예술)’에 해당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예

네

술가나 장인이 테크 를 사용하여 질료를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포이
에시스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프락시스는 포이에시스와 같이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이지

만, 포이에시스처럼 외부의 목적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네

목적으로 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 프락시스를 위한 지식은 프로 시스
(phronesis)이며,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가

옳은지를 판단

깊은 숙고로서 인간을 위해 옳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 관계
하는 정신이다. 즉 프락시스는 프로네시스를 통해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여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프락시스는 포이에시스
와 달리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아리스토텔레스, 2016: 137). 앤스
하기 위한

테이와 반조(P. Anstey & A. Vanzo, 2012)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의

범주를 도식화 한 [그림 1]을 보면 프락시스에 윤리학과 정치학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는 프락시스로서의 윤리적 행위나 정치 행위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림 1]을

살펴보면 예술이 테오리아나 프락시스가 아니라

수사학(rhetoric)과 함께 생산물을 발생시키는 포이에시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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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들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테오리아에 형이상학, 자연

철학, 수학을 포함시키고 프락시스에 윤리학과 정치학을 그리고 포이에
시스에 수사학과 예술을

넣음으로써, 음악과 같은 예술을 인간에 유용한

생산물이자 외부에 목적을 지니고 있는 수단으로 보여주고 있다. 음악은

곡

작 가가 만들어낸 생산품, 제작물로 존재하며 인간의 다양한 목적을 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음악은 외부에 목적을

둔 포이에시스적 산물

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이 존재하기 위한 1차적인 원인을 보여주

곡

는 것이며, 음악에서의 대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작 , 연주, 감상은
모두 포이에시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의 범주(Peter Anstey & Alberto Vanzo, 2012)
예를 들어, 음악가가 의뢰를 받아 연주나 창작을 하는 행위는 금전적

익 얻거나 의뢰받은 것에 대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의례나 제례를 위한 음악 그리고 카페, 식당, 영화, 드라마,
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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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운동 경기, 정서 조절이나 치료에서와 같이 음악은 수많은 목적들

을 위해서 기능하므로, 음악의 창작, 행위, 감상은 포이에시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이 전적으로 포이에시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왜

엘리엇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포이에시스가 아니라 프락시스를 가져왔는
가?’ 나아가 ‘엘리엇은 프락시스를 음악에 가져옴으로써 포이에시스를

뛰

어 넘는 음악의 프락시스적 가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
문이 발생하는데, 연구자는 이에 대한 답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

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찾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락시스의

범주에 정치학과 윤리학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에 속한 시민이 상황과 관계 속에서의 비판적이고

네

귀

반성적인 행위 그리고 적극적인 반성으로서의 프로 시스를 통하여 고

하고 선한 행동으로 자신과 공동체에 발전과 번영에 이를 수 있기를 기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음악이 프락시스가 되고자 한다면,

善

음악의 행위가 나와 공동체 모두를 위한 선( )함으로 실천될 때 음악은

프락시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들을 살펴보

자.
덕에는 지적인 덕과 윤리적인 덕 두 가지가 있다. 지적인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하여 발생하고 성장한다. 윤리적인 덕은 습관의

긴

결과로 생 다. 윤리(ethics)라는 말은 에토스(habit)란 말을 조금
고쳐서 만든 것이다. 윤리적인 덕들은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 습관을 들임으로써 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덕을 얻
기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집을 지어 보아야 건축

로소 완전하게
을 수 있다.

가가 되며, 하프를 타 보아야 하프 연주가가 되는 것이다(아리스토

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1장; 손명현 역, 2016: 35)
음악은

돈벌이, 가정의 관리 또는 정치적 생활에 유용한 읽기와

쓰기 같은 방식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방식
으로 쾌락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고
선을 이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음악의 가치란 여가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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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계발뿐이며 음악이 교육에 도입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를 위한 음악교육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어린아이들은

훌륭한 성격과 좋은 행동에
내리는 습관만큼 우리가 획

연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한다...

끼

대하여 기쁨을 느 고 올바른 판단을

득해야할 중요한 습관은 없으며, 음악은 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우리는 아이들이 실제로 음악에 참여하도록 가르쳐야 한
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8편 3-5장; 손

명현 역, 2016: 529-535).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교과가 올바른 방식으로

쾌락을 느끼게 함으로

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무
엇보다 인간의 성격과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써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손명현 역, 2016: 528-535). 음악의 음조나 리

듬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성격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에

끼
기쁨이나 고통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향을 미친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에서 기쁨을 느 거나 고통을

낄줄

느

아는 것이 실제의 삶에서의

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음악과 도덕을 연결시키고 있다(손명현, 2016:

랑

535-536).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교육이 올바르게 사 하고 증오할
수 있는 감정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음악교육으로

훌륭한 성격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

다.13)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가의 음악적 활동은 포이에시스로 간주하였
지만, 음악교육은 도덕성의 함양을 추구함으로써 프락시스로 바라보고
있는데, 연구자는 엘리엇이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기대어
음악을 프락시스로 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엇(2015: 44)은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가 음악적으로, 사회
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으
로 숙고하고 반성하는 것을 통해 음악적 행위가 윤리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엘리엇은 많은 학자들이 실천적 음악교육의

채

묘

13)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예술로 표현되는 모습과 색 는 성격의 상태에 대한
사가 아니라 암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덕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다고 말한다(손명현 역, 2016: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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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시스를 ‘하는 것(to do)’ 혹은 ‘만드는 것(to make)’으로 단순하게 이
해하는 것은 프락시스로서의 음악을 포이에시스로 만들어 음악 교육이

좋은 연주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오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프락시스가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실
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를 ‘음악하기(musicing)’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서의 음악하기는 프락시스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 프락시스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프락시스는 개인과 사회의 변화, 발전, 번영을 위해서 비판

네

적으로 숙고하고 반성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프로 시스에 의하여 실

현될 수 있으므로(Elliott & Silverman, 2015: 43-44), 음악 만들기(music
making), 음악 감상하기(listening), 음악을 위한 이론적 지식의 학습과
같은 행위들이 ‘하는 것(doing)’, ‘만드는 것(making)’, ‘창조하는 것
(creating)’에서 도덕적 선함(good)을 위한 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프

네

로 시스가 필요하다(Elliott, 2015: 44-46). 외과 의사가 응급 수술에서

죽음을 결정해야하는 순간을 마주쳤을 때, 변호사가 살인자를 의뢰
인으로 맞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직업윤리 중 무엇을
삶과

따라야할지 고민할 때, 음악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음악을 어
떻게 민주적이고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할 때와 같은 예에서

네

처럼, 프로 시스는 의사 결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

프로 시스는 음악으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비판적이고 사
려

깊은 숙고,

고민, 판단으로 음악 행위를 윤리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을 프락시스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이 된다. 엘리엇(2015:

네

21)은 프로 시스가 어떻게 음악을 윤리로 확장시키고 사회에 영향을 미

얀

j

치게 되는지 카라 (Herbert von Kara an)과
예로써 설명한다.

얀

클라이버(Erich Kleiber)의

틀
작곡가인 바그너의 오페라를 자주 연주했다. 카라얀은 독일의 제3
제국(히틀러 통치 시기)의 시기 동안 계속해서 독일에서 지휘 및
녹음을 하여 히틀러의 독재를 지지하였고, 자신의 음악적 인지도와
카라 은 히 러와 나치 엘리트를 위하여 일했던 반유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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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충족시켰다. 반면 오스트리아 출신의 클라이
버는 카라얀처럼 독일에서 자신의 지휘 경력을 쉽게 유지할 수 있
홍보에 개인적

었지만, 반 유대정책을 펼치는 나치에 반대하여 베를린 국립극장의

독직을 사임했으며, 1939년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이 유대인을 거
부한다는 것을 듣고 스칼라와의 계약을 파기하였는데, “음악은 공
기 그리고 햇빛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감

한다. 어려운 시기에 위로가 인종과 종교의 이유로 거부되었다면

독교인이자 예술가로서 같이 일할 수 없음을 느낀다.”라고
말하였다. 클라이버는 옳은 것을 선택하였고 그와 다른 이들을 위
나는 기

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하였다(Elliott & Silverman, 2015: 21).

네

칙

프로 시스는 정해진 규 이나 법규를 지키는 도덕(moral)과 달리,
개인이 마주한 삶의 상황들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할 수 있게 하는 1
인칭으로서의 판단이자 결정으로

윤리(ethics) 와

관련이 있다(Elliott &

Silverman, 2015: 20). 그리고 윤리는 내가 관계를 맺는 상황에 포함되는
타자, 환경, 맥락 등을 내재하게 되므로 타자와의

얀

관계 를

함의하게 된다.

카라 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음악을 자신
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클라이버는 음악이 누구나 공평하

누릴 수 있는 공기나 햇빛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세계의 다른
모든 종족과 유대인을 평등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음악은 계층이나 인
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하고 즐길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악에 대한 카라얀의 태도는 음악이 비윤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였지만, 클라이버의 프로네시스는 하나의 세계 안에서 모
두가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의 추구를 통해 자신이 속한 세계와 타
게

자(유대인)를 음악으로 연결함으로써, 음악이 예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윤
리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프락시스가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숙고(active reflection)와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행위(critically reflective action)’라는 엘리엇(2015:
7-18, 43)의 설명은 실천적 음악교육의 핵심이 나와 세계 그리고 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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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 관계를 내재하고 있는 프로 시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네

실천적 음악교육은 프로 시스에 의해 나와 타자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
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됨

음악이 프락시스로 행해질 때 윤리와 연결 으로써 행복에 다다를 수

德

있다는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을 윤리적인 덕( )과 연결시킨
그리스의 에토스(ethos)론과 만난다. 음악이 인격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음악으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리스의
에토스론은 음악의 목적을 윤리적 목적과 일치시켜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美

善

돈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미( )와 선( )의 통합을 추구한다(윤영 ,
2005: 390). 시민의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음악교육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에토스론은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과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견지에
서 연구자는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을

신 에토스론 으로

컫

일 기를 제

안한다.
하지만 그리스의 에토스론과 신 에토스론으로서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다음에서 차이가 있다. 에토스론이 선량하고 교양 있는 시민의 양성을

듬

위하여 음악에서의 선법, 리 , 악기를 제한하여 선별된 음악으로 개인의
성품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

범주를 확대하여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악과 음악의 행위가
그것이 속한 공동체에 미치는 선(善)한 영향과 가치에 주목한다. 즉, 그
육은 음악의

리스의 에토스론은 음악과 개인의 관계에만 집중함으로써 음악을 매개로

한 타자와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지만14), 엘리엇은 음악이 개인에게 미치
는 영향을 넘어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타자와 관계를 맺게 하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음악의 향유 그 자체에 실천

善

적 선( , goods)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음악의 행위가 개인의
발전과 즐거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 행위, 즐거움, 공감, 반성, 노력
들로 타자와 긍정의 관계를 맺게 한다면, 음악 행위는 개인적이고 음악
적인 행위에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행위가

됨으로써 프락시스가 될 수

14)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이 개인 행위자 중심이기에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을 지적하고 있는 나 스(고미숙 역, 2018: 11, 재인용)의 설명은 연구자의 주장과 상
응된다.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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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음악적 행위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행위로 확장시킨 엘리엇
의 프락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와 완전히 일치된다고

볼

수

없다. 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는 목표(goal)와 연
관하여 이해되는 것인데, 프락시스가 그 자체가 목적인 행동으로 외부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행동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잘
행하는 것이라면, 포이에시스는 외부의 목적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다(이
동수, 1999: 130).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와 윤리적 행위가 어떠한 목적
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good)하고 윤리적인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
어야함을 주장하였다면15),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은 프락시스를 향함으로

써 음악의 행위가 개인의 발전, 행복, 긍정적인 관계, 배려, 윤리, 사회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음악 외부의 목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프락시스에 대한 엘리엇의 해석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
학자 듀이(J. Dewey)의 프락시스와 매우

닮아 있다. 6

1 )

듀이의 프락시스

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므로, 행위의 목표가 되는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통한 발
15)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에서 인간 최고의 행복은 신적
인 관조(theoria)이고 실천적 행위인 프락시스는 이차적 의미에서의 행복이라고 말함
으로써, 실천적 행위가 행위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지 못하고 외부에 목적을 갖는 것
으로 간주되게 한다. 편상 (2012: 70)은 실천적 행위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그
행위 자체를 위하여 선 해야”한다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
학』 10권에서 행복을 위한 것에 관조와 실천적 행위에 위계를 가함으로써 프락시스
가 외부에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아리스
토텔레스는 프락시스를 테오리아보다 더 불안정하고 인간적인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
으로 보고, 자체 목적적인 행위와 외부에 (가치 있는)목적이 있는 행위 모두를 프락시
스로 간주하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를 행위 그 자체가 목
적이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16) 현대에 들어와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가 구분 없이 사용 에 따라 행복, 즐거움, 발
전과 같이 외부에 목적을 갖는 행위를 프락시스로 간주하기 시작했는데, 이동수(1999:
133)는 그 시작을 중세에 출간된 서양 최초의 외과수술 논문의 제목에서 찾는다.
“poiethca” 혹은 “mechanica”가 아닌 “practica”라고 인 논문의 제목은 중세에서부
터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가 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스,
사르트르, 듀이, 비트
타인 등에 의하여 프락시스가 “목적적-의도적” 행위로 사용
되면서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의
란이 정점을 이루게 되었는데, 연구자는 엘리엇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프락시스를 행복, 발전, 번영, 복지와 같은 외부의 목적을 위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택

범

됨

겐슈

쓰

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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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

전과 번영이다(이동수, 1999: 134). 요컨대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적 행
위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외부의 목적의 실

현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아리스토텔레
스의 프락시스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엘리엇이 프락시스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져온 이유는 무
엇일까? 연구자는 엘리엇이 ‘음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인간을

위한 음악이 무엇이며 따라서 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
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은 인간을

졌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 기 때문에 모든 음악적 행위들의 중심에
서 인간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음악 교육은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엘리엇(2015: 1)의 철학이 음악을 포이에시스가 아니
라 프락시스에서 찾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음은 프락시스의 역할에 대한
엘리엇의 설명이다.

프락시스는 음악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행동을 올바
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윤리적 기질에 의해서 안내된다.
학교 음악과 공동체 음악의 선생
실적으로,

님들은 음악적으로 사회적으로 현

옳은 결과 즉 윤리적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생각과 행

위를 통합한다. 그러므로 프락시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인격(personhood), 사회-문화적
공동체, 사회적 자본, 자아형성(개인적, 음악적, 문화적, 성(性) 등)
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하여

Silverman, 2015: 44).

깊은

관심을

갖는다(Elliott &

음악이 즐거움 뿐 아니라 영적인 변화(spiritual transformation)와 도

몽

덕적 계 (moral enlightenment)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는 엘리엇(2015: 92)은 포이에시스에 머물러 있는 음악을 프락시스로 확
장시킴으로써, 음악을 통해 인간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음악을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
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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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프락시스의 시간성
프락시스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므로 시간성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끼

앞에 어떠한 사물이 있
을 때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시간의 변화를 느끼기 힘들 것이다. 그런
데 사물이 움직임으로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곳에 시간이 흐르고
시간을 느 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만약 우리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즉, 시간은 운동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며, 사물
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욱

“시간은 운동이거나 혹은 운동의 일종이다(최상 , 2014: 재인용).”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로 구현되는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를 시간성으로 이해
해야

됨을 시사한다(이동수, 1999: 131).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는 테오리아와 달리 시간성 위에서 움직인다.
테오리아는 어떠한 환경과 상태에서도 변하지 않는(운동이 없는) 추상적
인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시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만(이동수, 1999:
131),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는 인간의 행위(운동)를 바탕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징

특 이 프락시스를 테오리아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
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이데아고 인간은 삶은 이
데아를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플라톤으로부터 내려온 전통

철학에서, 프락시스는 하나의 고정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다
양하게 움직이는 인간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마르크스주의(Marxism),

실존주의

(existentialism), 실용주의(pragmatism), 분석철학(analytic philosophy)의
학자들에 의하여 프락시스가 테오리아 보다 월등한 것으로 주장되기 시
작하자, 프락시스와 테오리아는 포이에시스를 배재한

채 둘로 양분되어

대립되어 왔다. 대립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추상적 이념과 그것의 구
체적 실현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테오리아와 프락시스를 이해한 아리스토

텔레스(이동수, 1999: 130)와 달리, 우리는 ‘테오리아와 프락시스 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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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것이 더

옳고

유용한가?’라는 질문만을 던져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음악교육에서도

똑같이 이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테오리아를 대

표하는 ‘심미적 음악교육’과 프락시스를 대표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대

립이었다.
심미적 음악교육은 음악 작품에 내재된 ‘느낌의 세계’를 식별하고 그
질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리머(1970, 1989)는 ‘음악이

q

담고 있는 예술적 속성(artistic uality)들은 형식(form)으로 표현되며 감

찰

상자는 통 (insight)과 느낌(feeling)으로 음악의 심미성을 경험할 수 있
다.’고 설명함으로써, 예술의 경험이 객관적·인지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
는 것으로 상정하였다(권덕원, 1999; 최은식, 2006). 즉 심미적 음악교육
은 객체로서의 음악을 관조하는 테오리아적인 음악 교육이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실천적 음악교육은 주체인 감상자가 객체인 음악에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며 ‘음악의 질’을 파악해야 하는 심미적 음악교육과 달리, 음
악하기(musicing)를 통하여 음악의 과정 속에 학습자가 직접

뛰어들어

음악과 학습자가 하나가 되는 유동적이고 열린 것으로서의 음악교육이
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악교육자들은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를 ‘to
perform’으로 해석함으로서, 실천적 음악교육을 단순히 연주자를 길러내

렴

는 음악교육으로 오해하고 있다. MM 1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을 수 한
엘리엇이 MM 2에서 프락시스를 여러 층위에서 설명하고 이것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
교육은 ‘연습과 연주에 집중하는 견습공을 길러내기 위한 음악’이라는
가를 받고 있다(Allsup, 2016: 82).

평

이들이 실천적 음악교육이 단지 연주가를 길러내어 왔던 전통적인 교
수법에 지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를 포이에시스로 간주하였거나 아니면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를
같은 것으로 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하기’는 몸과 행

낼 수 있는 모든 음악의 현상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은 음악의 행위가 갖는 다양한 차원들을 모두 배재한 채 음악
위로 표현되고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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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연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연주하는 행위로서의 포이에시스를 프

락시스로 오해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천적 음악교육을 연주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에서 잘못된 전

첫째는 프락시스의 목적을 포이에시스의 목적과 동
일시함으로써 프락시스의 목적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가 같은 시간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을 상상해보자. 학교에서 가을 음악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는데, A

룹

훌륭한 연주를 위하여 연주를 제법
하는 친구들을 찾아 팀을 짰고, B라는 그룹은 전교생들과 함께 자신들의
음악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연주 실력보다는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고 관
심이 있었던 친구들을 찾아 팀을 짰다. A 그룹은 연습 시간을 매주 정
하여 빠지는 팀원이 없도록 강제하였고, 혹여 한 명의 실수로 연주가 잘
못되지 않도록 연습에 몰두하였다. 이들은 유명한 음악가들의 연주곡을
여러 가지 음반으로 들어보고 그 중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곡을 모
라는 그 은 가을 음악회에서 가장

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연주 날이 다가옴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가을 음악회에서 빛을 발
하여 많은 학생들의 박수와 탄성을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반면 B 그룹은 음악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음악을 즐
기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연습시간은 정하였지만 연습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거나 절대적인 연습시간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연
습시간은 같이 호흡을 맞추며 음악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공
유하는 즐거움으로서의 시간이 되었다. 평소에는 별로 안 친했던 친구지
만 연습을 하며 가까워지자, 친구에 대하여 좀 더 알게 되었고 그 친구
와 음악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B 그룹은 가을 음악회에서 모
두에게 감동을 주는 놀라운 연주를 선보이지는 못하였지만, 평소에 음악
에 관심이 있었으나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은 다음의 음악회에서 B 그룹
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예는 A 그룹 음악회의 과정이 포이에시스이고 B그룹이 프락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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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모두 연주를 위하여 연습이라는 과정
을 가졌지만, A 그룹이 훌륭하고 완성도가 높은 연주(객관적으로 훌륭한
음악)를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였다면, B 그룹은 음악을 통해서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A와 B 그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A 그룹과 B 그룹의 시간에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 그룹은 계획된 연습에 따라 각자의 스케줄
을 정하였고, 팀원들은 실수하지 않을 정도의 연습을 위하여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연습의 시간을 만들어 갔다. 이들의 시간은 포이에시스
적 시간으로 행위들을 계획하고 예측하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흘러가며 기억에서 사
였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두 그

라지는 시간이다. 이것은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
간으로 크로노스(kronos)17)적 시간이자 포이에시스적 시간이다. 하지만

룹

B 그 은 계획에 따른 훈련이라기보다 음악에 대한 공통된 관심으로 연
습의 행위를 이끌어내고

갔

팀원들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각자에게

의미 있게 흘러 는데,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kairos)이자 프락시스적 시
간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음악에서 포이에시스적인 목적을 갖게 되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위하여

엄청난

낼

승
용납하지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음악 경연대회의 우 을

양의 연습을 한다고 가정하자. 하나의 실수도

않기 위하여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
과 기교를

뽐낼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이들이 만약 숙고하고 고민하는

연습으로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쁨의 시간을 만들었다면, 이 시간
은 과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포이에시스로서의 시간인가?
엘리엇(2015: 368)은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의

몰입 이론

(flow theory)에 기대어 이러한 시간이 자기 목적적(autotelic)이고 긍정
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몰입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자아 존중감(self-esteem)

누

17) 시간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 어진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보편적인 시간이며, 카이로스는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각자에게 의
미가 있는 정신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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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복으로(Elliott & Silverman, 2015: 368, 재인용), 숙고와 반성에 의
하여 행위를 하는 내가 목적이 되는 시간은 몰입의 순간을 만들어 긍정
적이고 행복한 시간으로 자아를 성장시킨다. 이것은

훌륭한 음악을 만들

고자하는 포이에시스적 목적을 갖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
한다면 포이에시스였던 시간이 프락시스의 시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행복을 위하여 취한

짐

행위가 포이에시스의 시간에서 행해 으로써 노동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한다. 이와 같이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는 목적이 무

엇인가에 따라 구분되지만, 시간성에서 행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
라서 포이에시스로도 프락시스로도 이동할 수 있으므로, 행위가 어떠한
시간성에서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앞 절에서 논의하였던 적극적인 숙고와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실천으
로서의 프로네시스는 염려하는 신중함, 행위에 대한 고찰과 반성 그리고
판단 등으로 프락시스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프로네시스가 작용
하는 시간이 바로 의미와 발전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프락시스의

시간성을 구성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락시스의 시간
성은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나를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

니라 타자에 대한 배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앞선 예에서 A 그룹은 훌륭한 연주라는 목적을 향해 팀원 각각이 목
적을 위한 도구(사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팀원들은 큰 기계를 성공
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부품처럼 연주라는 목적을 향하여 계획과 연습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야 했기에, 그들의 시간은 제작을 위한 포이에시스로

투

서의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만약 연습을 잘 하지 못하여 준비가 서 르

떤 팀원의 음악적 재능이 다른 팀원들을 못 따라올 경우에,

거나 혹은 어

팀원에 대한 이해나 배려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학생을 찾을 걸...’이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연습 시간을 개인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긴
장의 시간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이들의 연습은 타자에 대한 이해나 배
그

려를 찾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룹 B는 음악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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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 각각은 하나의 공동체이자 팀을 구성하는 인
격체가 된다. 각자의 음악 실력이나 재능이 팀의 연습 시간을 방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만약 실력이 조금 부족한 팀원이 있다면, 그 팀원의 문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만들어 갈 것이며, 그 속
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자연히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숙고와 비판적인 반성의 프락시스의 시간성은 ‘타자에
려’ 로

끈

대한 이해와 배

우리를 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배려의 원초적 구조는 시간성 안에 있다”라고 말한
하이데거(M Heidegger)의 시간에 대한 해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이동수, 1999: 139, 재인용). 하이데거는 ‘현재 순간들’로

묘사되어지

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간을 포이에시스의 시간- 일상적 시간(ordinary

time)-으로, 프락시스의 시간을 “부재하는 과거와 부재한 미래로 동시에

뻗치고 있는 근원적 시간(original time)시간”으로 말하였다(이동수, 1999:
136-137). 그는 인간이 세계에 대한 관심 없음으로 무의미하게 보내는

일상적 시간 속에서는 존재자(Dasein)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염려하고 마음 쓰는 시간을 영유할 때 현존재(Dasein)

18)

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현존재를 시간성과 연관하여 해

석하고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염려하고 마음을 쓰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시간

은 카이로스적 시간이자 프락시스의 시간이며, 인간이 목적이 되는 근원
적인 시간이다. 그러므로 프락시스의 시간성은 자연스레 나와 관계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와

염려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며, 이것은 존재의 과거

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옴으로써 현재를 풍성하게 하여 미래로 끌고 간
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도구들 그

염려, 마음 씀,
걱정과 같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된 심려(Sorge, 염려, 마음씀)는 과거와
미래를 끌어와 두툼한 폭을 지니는 시간성 위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원적 시간은 다른 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며 각자의 신경 씀이 축적
리고 현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며, 근심,

18)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란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 즉 ‘실존
적 고민’의 가능성을 가진 ‘현존재’(Da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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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시간이므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은 물리적 시

씀

간이 아니며 각자의 신경 이 같이 들어있는 프락시스의 시간이다.
엘리엇은 프락시스의 시간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음악에서의 프락시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인 숙고

네

와 비판적인 반성의 프로 시스로 음악이 실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음악을 매개로 나와 타자와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에
(2015: 156),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는 하이데거의 신경

씀,

배려,

걱정 등과 같이 숙고하는 대상을 향한 마음 씀이 시간성 위에서 행해지
는 것이라고 유추될 수 있다. 프락시스를 만들어내는 프로네시스는 근원
적인 시간성을 갖고 있으며, 프락시스의 시간성 속에서 인간은 의미 있
는 시간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음악을 매개로 관계를

봄

맺는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살펴 의 시간성은 공동체에서 행동
을 올바르게 하는 도덕적인 기질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음악이 프락
시스로 행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

변화, 행복

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갖는

(well-being)에 영향을 미
다.

이로써 실천적 음악이 단순히 연주자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박

들의 연주 기술을 발전시키는 음악교육이라는 잘못된 이해는 반 된다.
이러한 비판의 원인은 음악에서의 프락시스를 포이에시스적인 목적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프락시스의 시간을 포이에시스적 시간으로 해

석한 것에서 기인한다. 엘리엇은 “음악과 같은 사회적 프락시스는 사람
들이 덕을 발전시키는

곳”이라 말한 철학자 히긴스(C Higgins)의 주장에

기대어(2015: 52), 실천적 음악이 음악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음악의 행
위를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들어지고 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와 변화 그리고

망

발전으로서의 ‘프락시스의 시간성’을 소유하는 음악교육을 희 하고 있음
을 드러내는 것이다. 프락시스의 시간성은 인간의 존재를 새로이 함으로

써 나와 타자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을 열어주며, 엘리엇은
그 순간을 음악교육이 매개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 34 -

1. 3.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 차원
엘리엇은 MM 2에서 인간의 번영과 행복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

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이 프락시스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왜냐하

면 음악은 세상과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
해,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므로, 음악이 공동체의 행복과 건강 그리
고 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음악의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52). 그러므로 숙고와 반성 속에서 음악 행위를 수
행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자아의 성장,

즐거움 그리고 행복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는 하나의 차원이 아닌 다양한 차
원에서 이루어진다. 엘리엇은 음악 교육에서의 프락시스를 음악 안(in),
음악을 위한(for), 음악에 대한(about) 그리고 음악을 통한(through)의 4
개의 과정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015: 17-18). 음악에 대
한(about) 과정은 음악과 관련된 언어적이고 형식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과정이며, 음악 안의(in) 과정은 음악을 만들고(making)

듣는(listening)

과정으로, 음악을 위한(for) 과정은 전문적인 음악가 혹은 음악을 시작하

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음악을 통한(through) 과정은 위의 세
가지 과정이 인간의 건강, 행복, 기쁨, 비판적이고 사회적 반성과 관련되
어 수행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엘리엇은

‘음악을 통한 음악 교육’ 을

강

조하고 있다. 엘리엇에 따르면 음악을 통한 과정은 ‘음악에 대한 그리고
음악의 안과 음악을 위한’ 과정들과

겹쳐서(overlaps)

발생하는데, 각각

의 과정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을 수
반하기 때문이다(2015: 18). 그렇다면 음악에 ‘대한(about), 안(in), 위한
(for), 통한(through)’ 과정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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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대한(about) 교육’은 음악의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지식을 포

괄하는 것으로, 이때 요구되는 지식의 성격은 이론이다. 음악에서 이론이
담당하는 영역은 음악교육에서 필수적이며 우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 음악의 이론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음악이

착근된(embedded) 사

회, 역사, 정치, 윤리 등을 모두 끌어옴으로써 음악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음악이 속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성적인 숙고

네

와 판단으로서의 프로 시스를 통해서 음악이 속한 역사, 사회, 문화, 정
치 등이 포함된 세계를 바라보고 탐구할 수 있다면, 음악의 이론적 차원
은 프락시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펜데레츠기(K. Penderecki)의 52개의 현악기를 위한 ‘히로

예를 들어

시마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애가’를 이론적으로 공부한다고 가정해보자.

탄

원자폭 이 폭발하는

q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톤 클로스터

(tone-cluster), 4분음( uater-tones), 현악기의 다양한 주법 등과 같은 음
악적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음악의 화성, 주법, 형식이 나타내는 전쟁의

잔인함과 좌절, 슬픔,

두려

움, 분노로 히로시마 희생자들 그리고 나아가 수많은 전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과

끼

연민을 느 게 된다면, 이것은 음악의 이론적인

차원이 프락시스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음악의 이론적

네

차원이 프로 시스에 의하여 프락시스로 변모하는 차원을 연구자는
악 이론의-프락시스 차원’ 으로

‘음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학자들이 엘리엇

의 프락시스에 대한 강조를 음악의 이론적 지식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천적 음악교육이 음악에서의 연주자만을 길러내는
음악교육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의 차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19)
다음으로 ‘음악 안(in)에서의 교육’과 ‘음악을 위한(for) 교육’은 음악

듣

19) 엘리엇은 실천적 음악교육이 모든 종류의 음악 만들기와
기로서의 ‘musical
doing’, 음악 만들기와
기를 하는 동인(agents)로서의 ‘musical doser’, 만들어진 산
물로서의 ‘something done’,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contexts’의 4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실천적 음악교육이 음악행위(과정)로서의 연주만 강조한다
는 비판을 반 한다(Silverman, Susan, & Elliott, 2013: 4).

듣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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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들기(making)와

듣기(listening)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 역

시 음악적 산물을 도출해내는 것으로서의 포이에시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네

프로 시스를 통해서 프락시스로 나아갈 수 있다. 연구자는 이를 실천적
음악의

-

‘음악 행위의 프락시스 차원’ 으로

칭하고자 한다. ‘음악 안에서

의 교육’과 ‘음악을 위한 교육’은 음악의 이론적인 지식을 음악의 행위로

네

네

수행하기 위해서 테크 라는 지식을 요구하지만, 테크 로서의 포이에시
스는 엘리엇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즉 엘리엇은 음악적 산물을 위한

네

연주자를 길러내는 음악이 아니라, 프로 시스에 의하여 음악이 속한 세
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과 타자 그리고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음악 만들기와

듣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징

MM 2에서 엘리엇(2015: 44)은 이론적이며 행위적인 특 을 지니고

네

있는 음악이 프로 시스를 통해 프락시스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함으
로써, 새롭게 확장된 프락시스의 개념과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엘리엇은

MM 1에서 '음악 행위의 차원'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행위들을 실천적 음
악교육의 중심에

둠으로써,

‘음악하기’를 강조하고 이를 통한 ‘음악성

(musicianship)’을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Elliott, 1995:

54; 권덕원, 1999: 21), 음악에서의 행위는 연주, 창작, 감상, 즉흥연주와

렀

같이 음악적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만 머물 으며, 실천적 음악
의 가치를 음악 외적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엘리
엇의 M usic M atters(1995)가 인류학적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
(human being) 대신 연주로서의 음악을 연구의 중심에 두었고, 이것이
엘리엇을 보편주의자(universalist)로 만들었다”는 고블(J. Goble, 2015)의
비판처럼, MM 1에서 엘리엇은 ‘음악 행위의 차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엘리엇은 MM 2에서 ‘음악의 이론 차원’과 ‘음악의 행위 차원’이

네

프로 시스를 통해 프락시스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이 최종적으로

‘음악을 통한 교육’ 으로

망

나아가기를 희 하고 있다. ‘ 통한

(through)’이라는 단어는 ‘음악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이끌어내는데, 엘리엇은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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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인간의 변화, 행복, 번영, 건강 등과 같이 인간과 공동체의 발전
을 위한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음악교육 안에

인간 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을 통한 교육은 음악을 음악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인
간,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므로, 연구자는 이를
락시스 차원’ 으로

‘음악의 사회적-프

부르고자 한다. 음악의 사회적 프락시스의 차원은 음

악을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인간’을 음악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음악’ 뿐 아니라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음악’으
로 음악의

범주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즉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의 사회적-프락시스 차원’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나와 타자를 이해하고 나를 둘러싼 세상에 참여하는 시간으
로, 음악과 인간 그리고 세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공동체
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한다. 이렇게 사회적 프락시스로 확장된 음악은

징

아름다움, 생명감, 음악의 형식이나 상 과 같은 음악의 내재적 가치들을

뛰어넘어, 나와 타자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 즐거움,
행복감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로 우리를 이끈다.

[그림 2]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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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발생하는 프락시스의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펼쳐지는 프락시스에 대한 엘리엇의

[ 림 2]에서 보는 바

설명을 토대로 연구자가 도식화한 다이어그램이다. 그

와 같이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는 ‘음악 이론의-프락시스

차원’, ‘음악 행위의- 프락시스 차원’, ‘음악의 사회적-프락시스 차원’의 3
가지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지식
과 음악적 산물을 만들어 내거나 감상하는 것으로서의 행위는 음악 안에

네

서 이루어지며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숙고와 반성의 프로 시
스를 통해 음악이 속한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된다면 프락시스의 차원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음악 이론의-프락시스 차원’, ‘음악 행위의-

프락시스 차원’이 음악을 통해 사회로 나아가게 될 때, ‘음악의 사회적프락시스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엇이 음악을 통해
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의 사회적-프락시스’는
음악이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그리고 인간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며,
음악을 통해 타자와 공감하고 소통을 이루어내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관

네

계 속에서 숙고하고 반성하는 프로 시스가 작동하는 음악의 사회적 프

락시스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능하게 하는 프락시스의 시간성
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와 번영이라는 음악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이 다양한 차원을 갖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이론과 실제의 음
악행위 모두를 강조함으로써 음악 내적인 가치를 간과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음악의 행위로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긍정의 변화와 발전을

꾀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외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는 ‘연주를 하기 위한 음악하기’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음악적 행위이자 사회적 행위 ’

이다. 따라서 실천적 음악교육은 다양한 차원에서 펼쳐지는 음악의 행위
들을 인간의 삶으로 끌어와, 음악에서의 프락시스가 사회적이고 윤리적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음악이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
고 인간의 변화와 번영을 위하여 음악 외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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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천적 음악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그것이 프락시스의 실천적 지식인 ‘프로

네시스’라고 생각한다. 프로네시스는 주체로서의 내가 마주하는 상황들에

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반성하는 것이므로, 삶의 주된 물음에 대해 1인칭
의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반성하고 판단하는 “윤리(ethics)”20)와

네

연결된다. 즉 프로 시스와 윤리는 다른 이가 혹은 사회가 기준으로 삼

딪

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에서 부

히는 문제들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상황은 내가 속

네

한 세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프로 시스는 근본적으로 내가

씀’을 내포한다.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의 최근의 연구는 프로네시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
속한 세계에 대한 즉, 타자에 대한 ‘마음
으로 드러낸다.

네

프로 시스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이고 조
심스런 관심을 포함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를 향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를 근본적으로

돌보는 것을 가리키므로, 프로네시스는 본질

적으로 체화적(embodied)이며 정서적(affective)이다... 이것은 우리

릴

가 세상을 향해 열

수 있도록 하며, ‘우리를

ourselves)’ 어떠한 가능성을

앞서(get

ahead of

투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프로네시스

는 체화된 행동, 상상력, 생각과 움직임, 공감, 감정, 느낌, 동기 부
여 사이에서

깊은

연속성과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세계를 구성 하는지를 아우른다. 이것은 고정되거나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행동의 유형에 따라 지속적
으로 형성되는 세계를 통해 자신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지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행복과

진정한

자아(자가생성

autopoiesis)를 이끌어 내고 (삶의 사태들에서)의미 있는 관계를 발
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방법이다(Schyff, Schiavio, & Elliott, 2016:
20) 엘리엇(2015: 20-21)은 ‘윤리(ethic)가 다양한 상황에서 1인칭의 비판적 사고, 반성 그
리고 행동이라면, 도덕(moral)은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은 보편적인 규 ’이라고 설
명함으로써 윤리와 도덕을 구별한다.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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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89-90).

글에 따르면, 프로네시스는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가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 프로네시스
는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으로 정서와 몸
위의

이 함께 움직이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행동과 정서는 세계에 속
한 타자에 대한 관심, 배려,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열어 보이는 것이

며, 세상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

프로 시스는 프락시스를 움직이게 하는 매개이자 핵심인 것이다. 엘리

네

엇은 프락시스와 프로 시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네

프락시스는 실용적인 추론 혹은 프로 시스에 의하여 안내되며,
실용적인 판단, 결정 그리고 구체적 맥락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이

론과 경험에 기반을

붙여

네

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덧

프로 시스는 구체적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

울 수 있기에, 프로네시스는 선
생님과 학생이 음악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
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도록 도

하여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질이자 과정이다. 그러

네

므로 프로 시스는 매우 개인적이며 상황적이며, 자신과 자신이 속

룹

한 그 의 상황적이고 가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반성적 경험으
로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난다(Elliott & Silverman, 2015: 46).

네

요컨대 프로 시스는 프락시스가 요구하는 지식이자 프락시스의 시
간성을 만들어내는 요소이며, 음악을 사회적·윤리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네

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엇의 프락시스는 프로 시스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프락시스란 음
악 행위를 통해 나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사회적이고 선한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며,
엘리엇은 이를 통하여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음악 안에만 가두지 않고
인간의 삶과 세계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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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가?21)’, ‘음악이 인간에게 강력한 힘을 갖는 이

유가 무엇인가?’, ‘음악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또는 ‘무엇이
음악인가?’라는 질문들은 음악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물음들일

누구도 찾지 못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에 음악을 꼽았고, 다윈
(Darwin)은 음악이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신비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
다고(Perlovsky, 2015: 1, 재인용) 주장하였듯이, 음악의 본질에 대한 의
문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지만 여전히 베일에 싸인 채 자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하나의 진리는 어느

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그 이유가 음악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함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예술을 구성하는 분야를 크게 미술, 무용, 음악으로 분류하였을 때,
음악이 미술, 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미술은 공간의 한 부분을 형

낄 수 있는 객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이 만들어지

성하는 만지고 느

는 과정은 시간 안에서 구성되지만 이것의 결과물은 변치 않고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용은 인간의 몸이 직접 예술의 재료이자

空

작품이 되며,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시공성(時 性)이 있는 예술로 공
연되고 나면 그 물리적 실체가 사라진다.22) 음악은 어떠한가? 음악의 재

웰
숨 꼭
숨 꼭

찰

21) 보먼과 파 (Bowman & Powell, 2007: 1087)은 음악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성 의
역사를
바 질 게임으로 비유한다. 음악의 육체, 물질성, 주관성, 시간성, 구체성을
기고(hide) 형식, 구조, 내구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특 을 찾는(seek) 것으
로서의
바 질의 역사는 음악의 가치를 연주와 감상으로 나 어 연주는 열정적이고
생산적이지만 자유분방한 행위로 감상은 지적이고 균형 잡힌 고 한 것으로 여기는
전통을 형성하였다.
22) 춤의
나성으로 인하여, 특정의 춤 또는 춤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 문
제가 될 수 있다. 춤의
나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작품의 정체성을 둘러싼 것으로서,
‘특정 공연의 원본(
)은 과연 존재하는가?’, ‘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인정해야 하
는가?’라는 것이다. 미술품에서 원작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작품의 물
리적 실체가 하나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춤에서의 물리적 실체는 무보, 대본, 악보를
통해 보완될 수 있지만, 한 세기 이상 오래 자주 공연되는 춤 레퍼토리의 경우 설
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연의
정체성을 이전 공연과의 식별 불가능할 정도의 합치성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무리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김 현, 2007: 152).

숨

찰

누

原本

징
귀

찰

령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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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소리이다. 이것은 청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실재이지만, 음악을
구성하는 소리는 자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나 악기를 매개
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음악은 청각과 시각을 함께 작동시키는 장르이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 마술을

잠깐

동안 보여주고 사라진다는

2008: 162)의 말처럼, 시간과 함께 소리가
용의

볼(Ball,

울리고 사라짐으로 인하여 무

찰나성과 유사한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음악이 무용과 다

른 점은 음악의 소리는 미술의 객관적 실체와 유사한 악보로서 구현될

곡

쇄

수 있다는 것이다. 악보는 작 자의 원본일 수도 있으며 인 와 출판을
통해서

널리 보급된 악보일 수도 있겠다.

연구자는 음악과 다른 예술-미술, 무용-과의 차이를 여기에서 찾는
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존재하는 미술과 인간 몸의 움직임으로 구현

징

되는 특 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고 사라지는 무용과 달리,
음악은 시간성에 구애를 받지만 악보를 통하여 시간성과 객체라는 두 개

낼 수 있다. 음악이 연주되는 순간은 소

의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

리의 움직임으로 인한 시간성으로 일반적인 감상자들은 음악 작품의 구
체적인 형식이나 작품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곡의 전체적인

느낌만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
들이 음악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음악의 실체에 대한 객관

좋

쁘

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 다’ 혹은 ‘나 다’라는 단순한 감정에서부터 나

낄

만이 느

수 있는 다양하고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이 악보로 존재할 때 상황은 달라진다. 시간의 흐름 속에 유영하는
소리, 인간, 악기들은 악보 안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

끼

에,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연주에서 느 지 못하였던 구체적이고

섬세한 음악의 요소들을 형식 안에서 분석하고 찾아내어, 음악을 연구되
어 질 수 있는 학문의 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악의 특별함은 고정된 객체로서의 음악과 시간성 위에서

펼쳐지는 음악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음악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리고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음악교육철학은

뉘

음악에 대한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로 나 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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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 객체를 음악의 본질로 바라보는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과 시간23)
속에 펼쳐지는 음악적 행위를 음악의 본질로 간주하는 실천적 음악교육

철학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객체로서의 음악과 행위로서의 음
악이라는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리머와 엘리엇으로 대표되는
심미적 음악교육철학과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에서의 교육의 방향과 가치
가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 1. 객체로서의 음악
객체로서의 음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소리가 악보로 구현되면서
음악의 객체화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구체적인 소리와 일

징

치하는 상 들과 소리들 사이의 체계화가 선행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음악의 체계화는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고안된

것으로, 그는 우주의 조화로움이 음악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

칙

피타고라스는 수
열을 고안하여 여덟 개의 음계를 체계화하였는데, 음악의 수학적 법칙에
관한 피타고라스의 이론은 ‘음악은 수학적 법칙이 반영된 소우주’라는 관
념이 오랫동안 서양음악 이론에 영향을 준 배경이 되었다(권덕원 외,
2014). 그러므로 연구자는 피타고라스가 음악의 체계를 확립한 그 시기
에서부터 음악이 객체라는 새로운 정체(正體)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학적 법 에 근거하여 서양 음악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고 주장한다.24)

곡

션

23) 작 가 로저 세 스(R. Sessions)는 “음악의 본질적 매체, 표현력의 기초, 예술들 중
음악의 고유한 질성을 주는 요소는 시간 인
하다...이는 음악의 표현적 본질인 운동
을 통해 살아난다.”라는 설명으로 음악의 시간성이 음악에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
을 설명하고 있다(Johnson, 2012: 363, 재인용).
24) 엘리엇(2015: 93-94)은 유럽의 기보된 음악의
번 형태로서 트를 객체로서의
음악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 주의에 들어와 음악을 작품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심미적 질을 판단함으로써 음악을 객체로 보는 시각이 정점을 이루었다고 말
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음악의 객체화는 음악이 언어의 문자와 같이 상 화될 수 있
는 체계를 확립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오
전통이 계 주의를 기
점으로 더 고 화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듯

몽

줌

첫 째

찬

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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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몽

음악이 객체가 되었을 때 수반되는 인간의 행위는 객체인 음악을 향
한 명상 혹은 관조(contemplation)로

귀결된다. 음악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음악학적 사고’는 음악
의 객체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학자들은 음악 안에 존재하는 자연의

칙

깨닫고자 하였지만,
한편으론 음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음악의 연주를 가벼운 것으로 무시
법 을 연구하며 자연의 조화와 인간 세상의 조화를

하는 또 다른 전통을 만들었다(Ball, 2008: 160; Bowman & Powell,
2007: 1087).

플라톤은 『국가(Politeia)』의 10권에서 음악교육이 중요하지만, 음악

을 가르치는 교사를 음악가(시인)들에서 철학가들로 대신하고 음악가들

박

을 모두 추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형, 2018: 47),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ka)』 8권에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음악교육이 필요하지만
전문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기술을
연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며
못한

곡을 판단하는

정도까지를 음악교육의 역할로

익히거나

좋은 곡과 그렇지
제한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의 체계인 선법25)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것과 그렇

누

징

지 못한 것으로 나 었고, 음악을 구성하는 선법은 음악의 특 과 성격
을 나타내는 것 뿐 아니라 음악의 질을 판단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음악의 이론을 중시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관조’를 강조하게 하였으며(손윤락, 2013: 42), 객체로서의
음악은 ‘관조, 감상,

평가’라는 음악에서의 수동적 행위를 음악교육의 목

적으로 하는 전통을 형성하게 하였다.

네

몽

음악을 객체로 보는 관점은 중세26)와 르 상스를 지나 계 주의에
25) 이들은 선법이 인간의 성격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
는 선법을 교육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도리아 선법이 가장 건강하고 추천되는 선
법이고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프리지아나 리디아는 지양되었다.
26) 보에 우스는 6세기에 중세 음악의 미학을 대표하는 음악 이론가로 고대 그리스 수
학과 음악이론을 계 하여 음악의 원리 De I nstitutione M usica를 집필하였다. 그는
음악을 우주의 음악(musica mundana), 인간의 음악(musica humana), 도구적 음악
(musica instrumentalis)로 나 어 형이상학적인 우주의 음악을 가장 높은 위치에 실
제적 소리를 나타내는 도구적 음악을 가장
은 위치에 두었으며(Ball, 2008: 160), 이
론가를 실제 음악행위자보다 높이 가하여 실제적인 음악행위가 아니라 지식의 대상
으로서의 음악을 강조하였다.

티

승

누

평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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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

이르러서 정점으로 치 게 된다. 엘리엇(2015: 93-94)은 음악적 산물

몽

(musical products)이라는 객체로서의 음악의 정체성이 계 주의와 함께

쇄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음악이 객체가 된 획기적인 계기를 인 술의 발

몽

달에 따른 악보의 출판과 보급에서 찾고 있다. 계 주의가 불러온 과학

쇄

의 발전은 인 술의 발달과 함께 출판 사업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악보

곡

에 대한 저작권을 작 가들이 소유27)하게

됨에

곡

따라 작 가들의 음악

생산 행위는 작품이라는 음악의 결과물 속으로 종속되었다. 이것은 ‘음악
의 과정’을 하나의 ‘작품’ 혹은 ‘악보’로 흡수시켜, 서구에서 음악의 개념
을 작품 개념(work-concept) 또는 작품 중심의 개념(work-centered
concept)으로 축소화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66-70).

몽

실제로 계 주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음악가들이 작품을 생산한다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자신의 작품을 오락적 요소가 전
없는 미적 경험만을 위해 고안된 음악의

패턴으로만

혀

생각하지 않았다

(Elliott & Silverman, 2015: 69). 그러나 18-19세기에 서구 사회가 경제,

맞이하게 되자 음악도 예외
는 아니었다. 심미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독일과 영국의
지성 그룹으로 일컬어지는 샤프츠베리(Shaftesbury), 허치슨(Hutcheson),
바움가르텐(Baumgarten), 칸트(Kant) 그리고 한슬릭(Hanslick)은 작품
법, 정치, 학문 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28)

개념과 미적 이상에 대한 이론의 토대를 만든 학자들로, 이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음악(예술)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할 이상을 ‘아름다움’으로 삼
았다. 엘리엇은 미학을 이끌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들이 살던 시대와
장소를 벗어난 다른 음악을 알지 못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연주자가 아

평

니라 철학자, 심미적 이론가, 비 가였음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음악을 만
들고 행위하고 수용하는 여러 가지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설립
27) 1773년 바흐(J. S. Bach)가 음악출판사를 상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획득하기 위한 소 에서
소한 이후, 작 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28)
, 히 스, 스몰, 크래머, 레겔스키, 바우만, 맥 레이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작
품 개념이 계 주의 시대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서부 유럽, 특히 영국과
일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강조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67-68).

송

네틀 긴

승

곡

클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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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평

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 감상자, 비 가라는 위치에 한정되어 음악을 바
라보았다는 것이다.

끼

미학(aesthetics)29)은 “음악의 의미는 즐거움을 느 는 것이 아니라,

볼 때 발생한다.”는 전제 위에, 오직

음악의 형식을 지적인 명상으로 바라

순수한 소리로만 구성된 작품의 형식에 집중하였다. 또한 작품의 요소와
형식에 따라 고급음악과 저속한 음악으로 분리하였으며,

냉철하고

지적

인 판단을 위해서 감상자는 예술 객체에 무관심(disinterested)성으로 적

녀

당한 거리를 두는(distance) 성향을 지 야 함을 가정한다. 미학의 무관
심성은

칸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어떠한 대상에 접하여 이것에 쾌

감을 갖고 이것을 원하게 되는 기분을 관심이라고 하였으며, 현실적 관

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쾌감을 ‘미적 쾌감’이라고 하였다.

심이 전

그러므로 “예술을 위한 예술 art for art, 음악을 위한 음악 music for

music”이라는 19세기의 기치는 근대 미학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수한 예술 활동은 예술의 외부가 아니

백승영,

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자기 목적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2006: 95-96).

림

칸트는 이러한 무관심성에 ‘관심 없음’이라는 부정적 규정

을 내 과 동시에 ‘자유로운 관심’ 또는 ‘관조 ’라는 긍정적 규정을 내려

율

예술의 자 성이 확립되는데 일조한다(김상현, 2005: 65).30)
그리스어

“아우토노미아(autonomia) ”를

어원으로

하는

율

자 성

29) 듀이(1980: 48-49)는 미학(aesthetic)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어에는 예술적
(artistic)과 심미적(aesthetic)이라는 두 단어들에 의해 의미되는 것을 명 히 표현하
는 어
것이 없다. ‘예술적’은 주로 창작의 행위와 연관되고 ‘심미적’은 주로 지각과
향유에 연관된다...(중 ) 미적이라는 말은 감상적, 인식적, 향유적인 것으로서의 경험
과 관련된다. 그것은 생산자의 관점보다는 소비자의 관점을 드러내며 그것은 취미
(taste )이다. 그러므로 미학을 기반으로 한 심미적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의 소비자
를 길러내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이러한 심미적 관점이 듀이의 철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최진경, 2017: 235). 듀이는 의 말에 이어 “그러나 경험을 함
에 있어 능동적 행위와 수동적 행위간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교변작용
(transaction)을 통해 일어나는 것과 마 가지로 예술적인 것과 심미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심미성만을 분리하여 예술을
생산자와 수용자, 제작자와 감상자의 이항대립으로 나 는 것을 반대하였다(민주식,
2013: 178).
30) 엘리엇은 음악을 심미적으로 는 것이 음악에 대한 무관심(disinterested)”과 “거
리가 먼(distanced)”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심미적 작품 개념이 부정적인 규
(negative norm)을 통해 음악 청취를 정의한다는 것에 주목한다(201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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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은 예술이 외부에서부터 법칙을 부여받지 않고 자체 내에서 법칙을 생산
하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엘리엇(2015: 98)은 이러한 예술의
자율성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중시하였던 개인의 자율성에서 비롯된 것
(autonomy)은 스스로에게 법 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예술의 자율성

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개인의 배경(사회적, 경제적)이 아니라

졌

개인의 내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 고, 이것은 지적인
(미적인) 지각을 지닌 사람들이 특별한 계층을 형성할 수 있음을 뜻한

율

다.” 라는 엘리엇의 설명처럼, 예술의 자 성 안에 존재하는 심미성은 개
인의 취향을 판단 할 수 있게 하였다.

슬릭은 칸트의 예술 철학을 토대로 그의 저서『음악적 아름다움에
관하여(On the musically Beautiful)』에서, 음악이란 ‘울리며 진동하는
형식’이라고 천명한다. 한슬릭은 음악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소리에만
집중하여, 오페라, 표제음악, 성악곡 등과 같이 음악 외적인 요소들이 음
악을 구성함으로써 음악의 본질을 해치는 것을 경계하였고, 칸트적 의미
한

의 아름다움이 기악 음악의 형식과 이를 관조하는 태도에서 발생한다고

슬릭의 미학이 음
악 그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1848년 3월 혁명
을 직접 경험한 한슬릭은 시민들이 음악의 형식과 관련 없이 주관적 감
정에 몰입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기력 상태 혹은 자기도취적 상태에 빠지
주장하였다. 그러나 음악의 순수한 심미성을 주장한 한

는 것을 경계하였고, 새로운 시대의 올바른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아름다
움의 이데아와 이상적 질서를 포함하는 음악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권

엔

장하였기 때문이다. 순수한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는 비 나 사

슬릭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최은아,
2007: 169; Gooley, 2011: 310). 요컨대 한슬릭은 순수한 소리로만 구성된
음악의 형식을 감상자가 지적인 관조로 바라볼 때 감정을 누르고 차가운
회에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

이성을 지닌 올바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음악으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자 하는 음악의 도구적인 관점은 한
이 지닌 모순을 드러내게 한다.

슬릭의 미학

이처럼 순수하게 음악만을 바라보고 분석하기 위하여 음악의 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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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사물에서 그것의 형식과 의미를 찾아내는
감상자만을 근대의 교양인으로 간주하는 19세기의 미학적

패러다임은

맞추기 위해 현미경의
빈 배경에 작품을 두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철학자 마르코위츠(Elliott &
‘미생물의 실험에서 객체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Silverman, 2015: 67, 재인용)의 비판처럼 살아있는 음악의 생명력을 제
거하고 그것을 분해하고 있는 것이다.

랭어(S. Langer)는 모든 맥락들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여
하는 자율성으로 독립적인 객체가 된 예술을 감정을 담고 있는 형식으로
진화시키며 19세기의 미학을 한 층 더 발전시킨다. 랭어(2004)는 예술가
들이 재료와 요소로 예술의 형식을 드러낼 때 예술은 환영(illusion)3 으
로 우리 앞에 나타나며,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그 안에 감정과
느낌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그녀는 예술이 감정을 담아내고
1)

있기 때문에, 예술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생명의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삶 내부의 논변적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느낌들은 예술가의 관념(artist's
idea)에

징

붙잡혀 개념화되고 객관적인 상태로 변형되어, 예술가가 부여한

상 에 의하여 살아있는 감정의 형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객

징

찰

관화된 느낌이라는 상 을 만나기 위해서는 ‘통 과 느낌’ 그리고 ‘상상
력’이 필요하다.

랭어는 음악을 ‘소리 나고 울리는 형식’에서 ‘생명을 담은 감정의 형
식’으로 진화시켰지만, 연구자는 그녀 역시 음악을 그리고 예술을 하나의
객체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랭어가 가정하는 생명을 닮은
감정의 형식은 감상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제의 유기체로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감상자와 예술은 상호주체성으로 서로에

랭

칸

깊

31) 음악적 경험을 가상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어의 생각은 트의 ‘무관심성’과 게
관련되어 있다.
어는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인 목적과 무관한
트의 미학을 받아들
여, 이를 다시 사물의 부분들이 서로 그 형식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각 부분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로 통일되는 그 자체로 합목적적인 ‘환영’이라는 생각으로 발전
시켰다. 그러나 예술 경험에 대한
어의 생각은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사이를
구분하고 미적 경험이 감각적인 자극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트의 생각
보다는, 정신과 감각을 나 지 않고 형식을 통해 이들의 통합을 강조한
러의 ‘가상’
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성지, 2017: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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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감상자의 통 과 상상력으로 객체
인 예술에 내재된 느낌(감정의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과

찰

감상자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으며 감상자는 상상력, 통 이라는 ‘변형

된 관조’32)를 통하여 예술의 환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랭어의

예술론은 이후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
다.
리머는 1970년 『음악교육철학(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의 출간과 함께 기존 미국의 음악교육을 지배하였던 철학을 도구주의에
서 심미주의로 이동시키며 음악 교육철학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고, 이

후 심미적 음악교육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악교

육과정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은식, 2006: 202). 음악교육의 당
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음악교육의 토대를 음악의 본질을 규명하는 음악

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리머는 19세기 미학의 ‘작품-중심’
의 관점이 추구하는 순수한 음으로 구성된 형식주의와

랭어가 발전시킨

감정의 형식이라는 표현주의를 통합하여, 절대표현주의라는 통합된 예술
사조 위에 자신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을 세우게 된다.
엘리엇(1995: 36; 1997: 3)은 리머가 형식주의와 표현주의라는 서로
모순된 사조를 절대 표현주의로 통합함에 따라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철학적 기반이

허술해졌다고

비판하였지만, 연구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

억제하고 절제하여 순수한 음들의 형식으로만 음악을 바라보
는 형식주의나 상징을 통해 주관적인 느낌의 세계를 객관화하는 표현주
다. 감정을

의는 둘 다

정지된 시간성

위에서 음악을 객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유

사하다. 작품-중심의 형식주의가 음악을 하나의 작품 혹은 악보로 규정
하여 음악의 시간성을 제거하였다면, 표현주의는 음악이 흐르는 시간

징

착

성33)을 정지시켜 환영 속에서 상 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형식을 포 하

찰

32) 통 과 상상력이 인간 이성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예술에 담 생명감이라는 관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적활동으로서의 직관이 필
요하고, 이러한 직관을 끄집어내는 방식이 예술적 통 과 상상력이라는
어의 설명
( 용숙 역, 2004: 92-98)은 상상력과 통 을 관조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어가 말하는 상상력과 통 을 변형된 관조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33) 어( 용숙 역, 2004: 55-56)는 ‘음악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각을 불러일

박
랭 박

긴

랭

찰

찰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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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

착

도록 한다. 이들은 음악의 운동성(kinetic)을 제거하여 살아 있는 음악의

멈추었고, 멈춰있고 고정된 객체로서의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관조, 통찰, 상상력이라는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것이었
시간을
다.
이처럼 음악에서의 시간성을 제거하고 음악을 객체화하는 두 개의 사
조를 기반으로 하여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은 발전하였기 때문에, 심미적

피

음악 교육이 감상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 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
공교육에서의 환경과 한계를 생각할 때,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음악교육 철학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뀌

에 들어와 교육의 환경이 바 고 시대에 따른 사조도 변화하기에 이르자
심미적 음악교육은 여러 학자들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엘리엇을

포함한 많은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자들은 감상을 강조하는 음악교육이 음
악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음악교육이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비판하였으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으로 음악교육이 균형을 이루
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리머는 2003년『음악교육 철학: 발전된 비
전(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dvancing the Vision)』에서 시

너지스틱(synergistic)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경험중심 음악교

육’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리머는 음악에 대한 객관주의적, 심미적 관점

즘

에 대한 도전이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 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
하였기 때문에,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이 견지하던 절대표현주의에서 벗어
나 기존의 형식주의, 실천주의, 다문화주의 등 음악에 대한 다양한 대립
으키지만, 음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진동(운동성)으로 인하여 청각
적 가상이라는 음악의 환영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음악의 시간성이
물리적인 시간성과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영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점에
서 ‘의미를 만드는 시간(그러나 프락시스의 시간처럼 반성과 비판적인 행위로 나와
타자가 관계를 맺는 시간은 아니다)’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음악의 환영은
음악을 경험하는 사람과 유기체로서의 음악이 만나 상호작용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것
이 아니라 통 과 상상력이라는 변형된 관조로 음악의 상 적 형식을 만나는 것이므
로, 환영은 시간에서 자유로운 순간 혹은 시간을
세운 순간이라는 해석이 가능
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어가 시간성 위에서 펼쳐지는 음악을 논리적 혹은 객관적으
로 설명하기 위하여, 음악의 시간성을 정지시켜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의 형식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음악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각에 우리가 져드
는 것’이라는
어의 설명은 연주자가 아닌 감상자의 입장에서 음악을 바라보고 있음
을 알려준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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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렴

적 이론들을 융합하여 수 하는 변증법적 종합을 시도하였다(최은식,
2006: 201).

너 틱 접근을 바탕으로 한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에서

그렇다면 시 지스

리머는 음악을 객체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났는가? 아니면 다양한 사조들
을 수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악을 객체로 바라보는 관점에 머무르고
있는가? 리머는 형식, 실천, 사회적 동인(agency)로 나타나는 음악의 다

너

양한 모습들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 지스

틱 관점이 다양한 음악의 모습들을 ‘음악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
로 수렴되도록 하는 방법임을 설명한다.34 그러나 리머는 음악만의 ‘특별
)

한 경험’이 사회, 역사,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구조화된 소리’, ‘보편의 가치’, ‘느

너 틱 음악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김경화, 2019: 12). 예를 들어 그는 아프리카 칼룰
리 사람들의 음악을 통하여 그 곳의 문화가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보편의 느낌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음악의 다양
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방식들은 생각보
다 더 제한적이므로, 세계 곳곳의 음악에 적용되는 소리의 적절한 사용
낌으로 구현된 음악적 형식’이 여전히 시 지스

법을 기반으로 한 형식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리머는 ‘음
악이 그 자체의 생명을 지니고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대개
문에,

낯선

독립적이기 때

아프리카의 음악일지라도 그 음악에 내재된 음악의 형식은

보편적인 느낌을 담고 있다(최은식 외 역, 2017: 287).’고 주장함으로써
음악을 여전히 환경과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님

리머는 ‘구조화된 소리’가 19세기의 미학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 을

밝히고 있지만, 소리가 정신적 과정을 거쳐 ‘지각적으로 구조화되는 것
(perceptual structuring)’을 구조화된 형식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2003: 145), 경험중심의 음악교육에서 의미 있는 경험은 구조화된

착

형식으로서의 음악의 느낌을 포 하는 인지적인 마음임을 알 수 있다.35)
34) 그러나 리머는 경험기반 음악교육철학이 다양한 차원을 포함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
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은 ‘고유하게’ 음악적인 것임을 명 히 하고 있다(최은식
외 역, 2017: 74).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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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경험중심 음악교육은 음악의 경험에 몸의 감각이 필수적인 것으

착

로 상정하고 있지만, 음악의 느낌을 포 하는 것은 몸이 아닌 인지적이
고 지적인 마음이다.36)

리머는 음악적인 앎을 ‘음악내적 앎’, ‘음악적 과정에 관한 앎’ ‘음악에
대한 앎’ 그리고 ‘음악적 가치에 대한 앎’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 가운
데 ‘음악내적 앎37)’이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음악 내적인 앎은 구조화된 소리에 대한 감각, 지각, 인지를 통해 개인
내적으로 그것을 의미화 하는 과정으로, 느낌을 인지적으로 경험하는 과
정이며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김경화, 2019: 14-15). 따라
서 단순히 소리를 감각하는 것을 넘어 음악의 구조화된 느낌을 인지적으
로 알아차리는 경험중심의 음악교육은 움직이고 변모하고 발전하는 음악
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정적이고 제한적인 음악적 경험38)을 상정하게 된
다.
요컨대 리머는 경험중심의 음악교육이 음악의 다양한 경험들을 포

괄

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직 소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음악적 경험을 강조함으

35) 권덕원(2018: 69), Alperson(2010: 180), 최은식(2006: 211) 역시 리머가 음악만의 고
유한 속성, 심미성, 형식, 음악의 본질적 가치, 느낌의 세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이 여전히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36) 물론 리머는(최은식 외 역, 2017: 122-137) 다마지오의 이론에 기대어 몸이 사유의
기초라는 일원론을 지지하고 있지만, 문화, 양식, 유형의 규 에 따라 의미가 통하도
록 배치되고 구조화된 음악은 감상자 외부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에는 음악과 인간을 아우르는 환경(세계)에 대한 전
제가 없다. 그러므로 시 지스
음악교육이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원론에 기초하여 음악과 인간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엘리엇(2015: 67)은 ‘음악 내적인 앎(knowing within music)’을 전통적 개념의 미적
음악 경험으로 보고 있다.
38) 베스테를룬드(2002: 186)는 듀이의 하나의 경험이 사회적 환경 안에서(통해서) 사물
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연속체(continuum)의 개념으로 진화하는 것이라면, 리머의 심
미적 경험은 ‘음악과 나’라는 관계로만 단절되기에 리머의 철학이 듀이보다는 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하였다(Westerlund, 2002: 115). 리머는 시 지스 음
악교육에서 개인의 환경이나 세계가 의미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는 있
지만, 의미화의 과정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 지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의미화의 과정은 음악과 개인이 상호작용과 상호주체성으로 서로를 변화시키
며 연속적인 진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

너 틱

칸
너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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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음악이 줄 수 있는 경험들을 경험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즉 리머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들 각각이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내적인 앎으로 발전하는 음악적 경험을 강조함으
로써, 음악의 경험들을 제한하고 음악이 만들어내는 가치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리머가 말하는 순수한 음악내적인 앎으로 진행되는 음

피겨스케이팅에서 피겨 스케이터의 몸
짓과 표정을 더 표현적으로 만들어주는 배경 음악이 나에게 어떠한 강렬
한 느낌을 부여하고 의미를 만들어 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서 리머가
말하는 음악내적인 앎이란 나에게 강렬한 의미를 부여했던 피겨스케이팅
악적 경험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의 배경 음악을 음악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즉

피겨스케이팅

음악이 나를 움직이고 흥분되게 하고, 무의식적인 어떠한

기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의 날것으로서의 경험을 만들었다면, 음악내적

피겨 스케이터의 발동작에서는 부점 리듬(dotted rhythm)으로,
슬픈 표정에서는 단조의 멜로디가 사용되었으며, 극적인 동작에서는 템
포가 빨라지고, 음악이 크레셴도 되는 부분에서는 몸동작이 커지고’와 같
인 앎은 ‘

이 음악만을 보기 위해서 음악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음악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만들어내는 수많은 의미들을
음악내적인 앎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음악을 삶, 배경 그리고 부차적
인 것들과 분리하여 음악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

너 틱

로, 연구자는 시 지스

음악교육이 여전히 음악을 객체로 보고 있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음악을 세계와 분리하여 객체로

닐

바라보는 관점은 음악이 지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오직 음악적인

것으로만 축소함으로써,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에 한계를

갖게 된다.
음악을 객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발전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음악

너 틱

의 역사를 통해, 심미적·시 지스

음악교육이 어떠한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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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하였듯이 객

체로서의 음악은 음악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이며, 음
악이 갖는 형식, 심미성이 음악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 임은 분명하다.
엘리엇(2015: 63) 또한 음악을 구성하는 형식, 심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지만, 음악을 객체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음악이 갖는
다양한 가치들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것과 함께 음악의 교수-학습의
다양한 방법, 맥락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엘리엇은 객체로서의 음악이 아니라 시간성 위에서 펼쳐지는 행
위로서의 음악을 음악의 본질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관점을

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MM 2에서 더

2. 2. 행위로서의 음악
음악의

독창성은 “이성, 감정, 행위의 삼위일체가 시간성 속에서 소리

로 구현된다.”는 점에 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행위들은 결국 이
성, 감성,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을 여러 형태로 결합시킨 것이다.’라는 번

백낙정

스타인(

역, 2008: 8)의 말처럼, 음악의 행위가 삶에서의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면 음악의 행위는 매우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음악을 행위로 바라보는 것은 고정되어있는 음악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
이는 음악의

광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음악이나 소리만이

아니라 음악을 만들고, 표현하는 인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음악의 행

징

듣는 사람들에게도 나
타난다. 신생아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울음을 터뜨릴 때 엄마의 읊조리
는 노랫소리는 아이의 울음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무력감에 빠
져있을 때 활기찬 음악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여 잠시라도 힘을 내
위적 특 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음악을

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음악들은 관
조하는 음악적 대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움직이고 즐기고 표현하는 행
위로서 인간과 함께 존재한다.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실천을 뜻하는 프락시스의 핵심은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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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연습하는 것, 연주하는 것,

휘

듣는 것, 편곡하는 것, 즉흥연주 하는

것, 지 하는 것과 같이 음악이 실제의 소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

믹

의 행위가 필요하며, 악보를 구성하는 음표, 다이내 , 표현, 형식들은 모

두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를 음악교육의 중심에 두고 있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수동적이고 소비하는 학습자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
인 학습자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생생하고 살아있는 음악 속에서 인
간이 어떻게 행위하고,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를 바라본다. 그런

앞 절의 프락시스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엇은 MM 2에

데

서 음악적 행위가 음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꾀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에 대한 엘리엇의 관점
이 변화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데, MM 1에서는 음악적 행위만을 바라봄
행위로 확장되는 것을

으로써 음악의 본질을 움직이는 음악으로만 국한하였다면, MM 2에서 엘
리엇은 음악 행위를 하는 인간과 인간이 속한 세계를 통해서 음악이 펼
쳐지는

광경과

그 영향이 미치는

때문이다.

곳까지

음악의 본질로 바라보고 있기

행위, 움직임은 시간성을 전제하고 있다. 시간성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망

것은 음악에 대한 전체적인 조 보다는 부분적이고 순간적이며 감각적인
반응을 상정하게 되는데, 엘리엇(2015: 88)은 최근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음향적 사건과 같이 복잡한 차원은 집중, 의식, 인

억

지적-정서적-육체적 민감성(responsiveness) 그리고 기 의 유지가

렵

꾸준

하게 되기 어 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여분의 길이를 갖는 음
악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음악을 이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의 구조와 형식 혹은

징

상 의 의미를 종합하여 감동을 받는가? 아니면 10여분의 길이가 지속되

멋진 경험을 지속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곡의 어느 한 순간
(짧게는 0.01초일지라도)이 나를 사로잡아 그 곡의 매력에 빠지게 하는
가? 대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음악을 들으면서
즉각적인 판단으로 따라 오는 것이다. 음악을 들으면서 “곡의 구조가 이
렇고, 짜임새가 이러해서 매우 좋다.”3 라고 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는 내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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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의 음악을 경험하는 것은 음악의 시간성이

끝난 후 혹은 음악의 시간성을 멈춰 세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우리의 시간성 위에서 음악과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와 대화 할 때 생각을 다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얼굴과 몸에서 드러나
는 감정에 맞추어 즉각적이고 상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마치 우리가

과 매우 유사하다. 요컨대 실제의 연주와 감상에서 음악을 경험하는 인
간의 행위-감정-생각은 분리되어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음
악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이처럼

시간성 40)

위에서 음악을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상학적 관점을 내재하게 된다.
현상학은 전통철학이 추구하는 지속적, 필연적, 절대적, 초시간적, 보
편적이며 항상적인 본질이 아니라 일시적, 우연적, 상대적, 시간적, 개별
적인 것이며 반복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존재와 존재를
감싸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현상학은 어

떠한 것의 본질 혹은 존재를 파악하는 방법에서 전통철학과 상이하다.
전통적으로 형식 우위의 존재론에서 질료적 삶은 부차적이며 하위의 것

겨

으로 여 져 왔기에(김재철 역, 2010: 137), 하나의 형식이나 본질로 규

명하기 어려운 영역들은 학문으로 인정받기 힘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음
악을 포함한 예술이다. 예술은 다양한 현상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규명하여 학문 안으로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만들어내는

렬

39)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은 소설이나 영화와 다르다. 소설이나 영화는 부분들이 강 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부분들은 극 전체의 스토리와
안에서 재구성되어 하나
의 형식 혹은 구조로 다시 판단된다. 하지만 음악을 구성하는 소리는
리고 사라지
며 우리의 감각은 음악을 따라가며 순간의 감정에
지기 때문에, 음악
는 동안 소
설이나 영화처럼 음악의 구조나 감정의 형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전체를 판단하거나
조 하기란 매우 어 다. 음악의 구조와 형식 그리고 의미에 대한 해석은
을 접하
고 난 후, 악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행위 즉, 시간을
추어 세
음악을 객체로 바
라보고 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40) 음악과 현상학의 관계는 후설의 현상학이 성립되던 때로 소급된다. 후설의 『내적
시간의식의 현상학』에 비 되는 시간 의식의 분석에 있어 시간적 대상인 음악의 음
이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후설의 현상학의 핵심 중 하나인 시간론에서
음악이라는 사태를 요구한 것은, 역으로 음악은 현상학적 해명을 요구한다는 점을 시
사하고 있는 것이다(기다
외, 1994; 이신철 역, 2011: 269).

빠

망

렵

플롯

멈

롯

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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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워

울
듣

곡

칙 혹은 명료히 드러
나는 형식으로 환원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환원된 형식과 규칙들은
모든 현상들을 제거하여 항존할 수 있는 내적인 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음악’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
고, 객체화된 음악은 실제 살아 움직이는 음악과
자신을 고립시켜 온 것이다.

메워지지 않는 틈으로

전통철학이 시간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다르게 드러내는 행위로서

망

의 음악을 조 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것의 역사가
시각에만

묶여 있음으로써 움직이는 음악의 소리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연주하는 이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음악의
소리,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움직임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있는 그대로 살

박

펴보기 위해서는 시각적 비유를 넘어서는 개념이 필요하였다( 균열,
2005: 210). 이러한 견지에서 음악 현상학자 스미스(Smith)는 청각을 음
악의 과정에 열어보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음악을 경험할 때 흥미를

끼

느 는 것은 음악적 소리의 형상(eidos)이 아니라

울리는 소리의 본질로

서의 현상학적 에코스(echos)’라고 말한 스미스는 기존의 음악미학이 시
각예술에서

용어를

빌려왔으며,

기보법과

같은

시각적

means)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하여 음악이 부자연스럽게
주장하였다(1979: 19, 30). 음악은

수단(visual

왜곡되었음을

눈이 아니라 귀로 경험하는 것이고, 정

태적인(static)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드러나는 탈 정태적인(ek-static)
것이기에, 스미스는 음악의 흐름과 움직임을 설명할 새로운 철학을 현상
학에서 찾고자 하였다. 기존의 현상학자들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여전
히 시각적 은유(visual metaphor)와 시각적 언어(language of sight)를

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스미스는 시각적 통 이라는 형이상학적
극복하고 음악의 다양하고
상의

신체적 감각 41)이

범주를

광대한 스펙트럼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각 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Smith, 1979: 28).

메를로퐁티의 “몸의 존재론”에 기대어, 음악은 신체적인 것이
기 때문에 시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감각을 청각4 까지 일깨워야 함
그리고

2)

41) 스미스(1979: 30)는 음악은 단순한 지적 산물이 아니라 신체적 노력의 참여가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에, 음악은 를로
가 말한 바와 같이 신체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42) 스미스는 음악의 청각적 현상을 청각적 에스테시스(esthesis)라는 ‘청상(akumena)’으

메 퐁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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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부한다. 비록 스미스는 인간의 시각을 청각까지 확장하여 음악적

현상에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몸의 현상학을 온전히 구현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악은 고정된 형상이나 객체가 아니라 시간 위에서 펼쳐

깨워

지는 움직임이기에, 이것의 본질을 만나기 위해서는 몸의 감각을 일

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음악의 현상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음악
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은 음악이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을 향하도록
한다.
음악현상 자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추상적 음악세계란 없다.

옆에 닿는

음악적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

(getting next to it)’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음악학은 살아 있는
음악적 경험 안에 있으며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다...현상학적 기반
위의 음악학은 인간과 음악과 예술을 재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본주의(a new humanism)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르
(G. Marcel)43)이

셸

쓴 것처럼 세계가 “망가진 세계(broken world)”라

면 음악이 이것을 진정한 자아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Smith,
1979: 22-24).

현상학자

퐁티는 프루스트(M. Proust)의 『스완네 쪽으로』에서 스완

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의 기호와 의미는 ‘지능의 편의를 위하여 그가 지
각한 신비스러운 존재자에 대입시킨 단순한 가치들’만을 가지고 있기 때

징 혹은 형식이 담아내는 것은 실제의 음악과 괴리가 있
음을 드러낸다(남수인, 최의영 역, 2004: 215-216). 그리고 실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 위한 관념으로 음악의 관념, 빛의 관념을 제시하
문에, 기호나 상

고 있는데, 이 때의 관념은 개념화를 위한 관념이 아니라 개념 이전에

근원적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경험이 인간과 사물들의 상호 역동

박

적·동사적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준상, 2007: 149-150).
로 칭한다.
43) 『존재의 미스테리(Le myst re de l'être, 1951)』에서 마르 은 우리가 존재에 대한
요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오늘날의 세계를 존재에 대한 요구가
절된 “
가진 세계”라고 말한다.

é

셸

- 59 -

좌

망

빛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의 형상이나 개
념은 언어나 상징으로 실재(實在)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이나 시각을 넘
어서 우리의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울리는 신체적 경험으로 주어진
다. 이와 같이 퐁티는 몸과 행위라는 실천적 행위에 의해서 지각과 경험
소리 혹은

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행위로 바라보고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에 속한 나의 몸의 움직임과 다른 움직임들과의 상
호관계를 암시하게 된다.

퐁티가『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인

네 쪽으로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용한 프루스트의 스완

소나타를 생산 또는 재현하는 것은 더 이상 연주자가 아니다.

끼

소나타에게 봉사하느라고 연주자는 자신을 느 고 다른 사람들은

낀

연주자를 느 다. 소나타가 연주자를 통해 노래를 한다. 또는 소나
타가 다급하게 고함쳐서 부르니까 연주자는 ‘황급히 활을 집어들
고’ 소나타를 좇아가는 것이다. 음의 세계에서 개시된 이러한 소용

돌이들은

나의 소용

마침내 관념들이 서로 조화롭게

돌이를

맞추어

들어가는 단 하

이룬다. “말해진 언어가 그토록 결연하게 필연적

인 때가 결코 없었으며, 그 정도로 질문들의 타당성을, 답변들의

쾌

남

명 함을 체험한 적이 결코 없었다( 수인, 최의영 역, 2004: 216,
재인용).

퐁티에

곡

따르면 하나의 소나타를 만들어가는 것은 작 가나 연주자,

감상자 개인이 아니다. 하나의

곡을 만들기 위해 연주자, 작곡가 그리고

감상자들은 자신의 삶 속의 수많은 타자들과의 마주침이 필요하다. 이러
한 마주침 속에서 수많은 움직임과 접촉이 일어나는 음악 현상의 장은
한 개인의 능동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음악을 상
호 신체적으로 소통하는 능동적-수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김민정,
2014: 99-100).
보는 자는 그가 보고 있는 것에서 포

착되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다...나는 사물들에 의해 주시되고 있음을 느

끼

며, 나의 능동성은 수동성과 동일한 것이다...사람들은 자신이 거주

- 60 -

하고 있는 몸에 의해 보인다는 것, 그 몸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
몸으로 이주한다는 것, 그 몸의 환영에 의해 유혹되어 자신을 양도
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서로 환위되어 어느

광제,

것이 보는 자이고 어느 것이 보이는 자인지를 알 수 없다(조
2004: 75-76).

퐁티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살(몸)이라는 개
념을 정리하는 대목으로, 내가 어떠한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나를 이
용해서 자신을 본다는 말이다. 즉 퐁티는 지각하는 주체가 지각되는 세
계라는 주장을 통하여 지각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주객 이분법을 부정하고
을 향하고 있다(조광제,
이것은

일원론

2004: 77). 그리고 이러한 일원론을 완성하는 핵심은 몸이다. 우리가 음
악을 들을 때, 동일한 음악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A라는 음악이 언젠가 나에게 즐거움과 환희를 주었다고 가정해보
자. A라는

곡은 항상 즐거움과 환희로 내게 다가오는가? A는 내가 괴로

운 상황에서는 아무런 감정적 위로를 주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즐거움
이 아니라 비참함과

괴로움으로 들릴 수도 있으며 존재감 없이 무의미하

릴 수도 있다. 즉, 음악은 내게 다가와 나의 몸과 감정을 변화시킬

게 들

수도 있지만, 나의 기분이나 상태와 같은 나의 몸 또한 음악에 영향을

주어 그 존재를 변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음악을 구조 혹은 감정
의 형식으로만 바라본다면, A라는 음악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그 형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너 틱 음악교육은 음악을 형식, 구조화된 소리로 상
정함에 따라, 인지적이고 지적인 인간의 상상력, 통찰과 같은 메커니즘으
심미주의나 시 지스

로 음악 안에 내재된 느낌을 파악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너 틱 음악교육이 음악과의 내밀한 의미화를 만드는 상호 작

물론 시 지스

용의 과정에서 몸(감각)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몸과 세계를 분
리함으로써 음악을 삶으로 가져오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
한다. 하지만 행위로서 음악을 바라보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몸을 통하여

남

음악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과 나의 만 은 나의 몸이 속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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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까지를 함의하게 된다. 즉 음악과 나는 객체와 주체로 나눠진
이분법적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내가 되고 내가 음악이 되

룰 수 있다.

는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세계를 이

이와 같이 음악을 현상학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몸과 행위로 음악
을 경험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몸과 행위로 음악을 만들고, 표현하
고, 경험하고, 소통하도록44)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천적 음악교육
은 현상학적 관점을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엘리엇은

MM 2에서 음악과 현상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악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은 행위로 음악을 바라보고 있는 실천적 음악교육이

현상학과 닿아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음악적 발생과 경험은 종종 음향-시각- 공간-신체적 경험과 아
마도 촉각 후각의 조합이다... 음악의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요소는

투성, 유연성, 흡수성이다. 음악은 적셔지고, 상호적이며,

적응력, 침

열리고, 형성하고, 변화하고, 변형하며, 소통한다...그리고 소리와 소
리가 아닌 매체를 제한하지 않는 변화무쌍한 예술이다...우리가 경

험하는 음악은 결코 고정적인 객체가 아니라 실제로 소리-사회적
사건 속에서의 흐름(streaming)과 펼침이다(unfolding). 음악의 프

락시스는 실제의 시간, 인간의 음악적 경험들...사회적 상황적 공간
과 장소에서 동시에 상호적(interactive)이며, 다공성(porous) 그리
고 유동적(fluid)이다...이러한 관점은 마음, 인지, 지각에 대한 유물

론적, 계산적, 표상적 이론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음악
경험의 현상학적 경험을 음악 경험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므
로 음악은 우리의 존재(두뇌뿐 아니라) 그리고 시간을 가로질러(시
간 안에서) 흐르는 음악에서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 혹
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포던스(affordances)” 사이에 현상학
적

결합에

대한

렬

열 한

감각을

체험하는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62, 86, 99-100, 205).

징

44) 엘리엇은 MM 2에서 음악과 인간이 체화-행화적(embodied-enactive) 특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적 음악교육이 몸과 행위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체화적-행화적 접근은 다음 절에서 더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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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너

이러한 견지에서 실천적 음악교육을 살펴보았을 때 심미적(시 지스

욱

음악과의 차이는 더

너 틱

분명해진다. 심미적(시 지스 ) 음악교육은

찰

음악가가 표현하고 있는 느낌을 상상력과 통 로서 파악하는 ‘느낌의 교
육’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의 느낌은 몸의 감각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순수한 음악적 경험이라는 과정을 위하여 정서나 느낌이 인지적인 상태

렴

로 수 되기 때문에, 경험중심 음악교육에서의 경험(經驗)은 체험(體驗)

너 틱

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엘리엇은 심미적 음악교육, 시 지스

접근을

기반으로 한 경험중심 음악교육이 몸을 통한 체험이 되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심미적 음악교육자들은 ‘느낌’이라는 말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
함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반응, 육체나 신체적인 느낌, 카타르시
스 엑스터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질서 정연하고 차
별화된 마음, 뇌, 그리고 지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말하는 느

낌은 인지하는 어떠한 것으로서의 심미적 경험으로, 이것은 난해함
그 이상을 말함으로써 실제적 음악의 경험과

괴리를 만들고 있다...

미학은 음악과 감상의 의미를 점점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신체
와 정신을 분리시켰으며, 실용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상을

광경으로

해석하는 지성주의적 편견을 만들었다... 심미적 음악은 음악의 구
문론(syntax)과 함께 특권적인 추상화와 비체화(disembodied)로

“우리-그들, 청자-작품”으로 분리를 촉진하였으며, 음악의 사회적
가치보다는 “

좋은 취향(good tastes)”이라는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

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68, 69, 96).

너 틱 음악교육으로 변모하며 다

이와 같이 심미적 음악교육은 시 지스

양하고 대립되는 이론들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의 중심에
인간의 몸45)과 세계를 배제함으로써 음악을 순수하게 존재하는 객체이
자 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45) 리머(2003)는 물론 느낌이 몸에서 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속한 환경과 몸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들을 배제하고 순수한 음악적 느낌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몸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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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천적 음악교육철학은 음악을 하나의 객체, 작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음악이 펼쳐지는 본래의 모습으
로

돌아가게

한다. 엘리엇은 민족음악학자 브루노

네틀(Bruno

Nettl)46)

의 주장에 기대어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음악이 반드시 소리로만 혹

듬

율 화성이라는 서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설

은 리 과 선

명한다.

짐바브웨이,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지에서는 음악과 춤 악기연

누

주를 음악 안에 포함한다. 북부 캐나다의 이 잇(Inuit)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과 소리와 함께 소음, 말, 목소리 게임, 드럼-댄스 노래
모두를 음악에

넣는다...나바호 원주민들은 음악의 효과가 의술적인

것이라 간주한다...인도 문화의 사람들은 진동과 소리가 우주의 핵
심 본질을 구성한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음악은 우주에 대한 원시
적인 이해가 인간적으로 나타난 형태일 뿐이다...인도의 음악은 음
악을 영적인 삶의 반영과 정서적 교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가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중국의 맥락에서 음악의 정서와 윤리적인 힘은
몸과 관련이 있는데, 공자는 음악적 발전과 도덕적 발전이 불가분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Elliott & Silverman, 2015: 59,

64, 89-90).
이처럼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작

품, 형식 혹은 느낌이라는

좁고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황

지어진 인간의 노력과 사회적 프락시스(Elliott & Silverman, 2015: 84)’

렴

j

로 수 된다. ‘음악은 연구 대상(ob ect of study)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방법 이다...

음악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을

세계를

부여 한다

(Elliott & Silverman, 2015: 87)’라는 경제학자 아딸리(J. Attali)의 인용
에 기대어, 엘리엇은 음악은 인간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인간의
46)

네틀

은 전 세계적으로 음악 개념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음악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음악(music)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음악을 music(단수)보다는 musics(복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lliott & Silverman, 2015: 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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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자 사회적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몸과 행위로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은 음악을 통해 세상을 만
나고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게 함에 따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음악

돌아보게 한다. 그렇다면 행위로서
의 음악은 어떻게 음악의 다른 면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를 탐
의 또 다른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

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행위로서의 음악이 펼쳐지는 음악 현상의 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 1. 음악 현상의 장(場)
한번 촛불에 손을 댄 적이 있는 아이는 촛불을 만지고자 하는

끼

유혹을 더 이상 느 지 않는다...촛불은 아이에게 다른 양상을

띠게

봄la vision에는 이미 의미un sens가 깃들어 있는데, 이
의미를 통해 우리의 실존 속에서는 물론 세계의 광경 속에서 봄이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조광제, 2004: 16).
된 것이다.

이것은

퐁티가 현상의 장을 설명하는 예이다. 즉 우리는 정신적인 지

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한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

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 쌓인 의

미들로 가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의 장은 이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광

지각의 장이다(조 제, 2004: 17). 그렇다면 음악의 현상적 장은 어떠한

징
닫힌 공간인 콘서트 하우스에서 첼로 독주회가 열리고 있다고 가정해

특 을 갖는가?

보자. 첼리스트는 조명을 받으며 첼로를 들고 무대의 중앙에 서서 프로

첫 곡 ‘바흐(J. S. Bach) 무반주 조곡 1번’을 연주하기 시작
한다. 나지막한 선율을 따라 관객들은 조용히 숨을 멈추었다가, 역동적인
선율에서는 음악의 움직임을 함께 느끼며 연주를 감상한다. 가장 정적인
감상 태도를 기대하는 클래식 음악회에서 관객들은 한 사람의 첼리스트
그램에 실린

를 포함하는 배경(연주회 날의 날씨, 무대, 조명, 공기, 습도, 온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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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들의 호흡 그리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콘서트홀의 공간)을 제거한

망하며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의 소리들을 수동적으로 받

첼리스트만을 관

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심미적 관점에서처럼 연주를 하는 자와 이를 바

누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연주를 수동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분리된 공간이 보이지 않는 막으로 가로 막혀져 있어, 무대 위의
라보는 자들의 공간은 무대와 객석으로 나 어지며, 관객들이 무대에서

연주자는 음악을 만들어내기만 하고 객석에 있는 관객은 그 만들어진 음

듣기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경험중심 음악교육 철학이 제시하고
있는 시너지스틱 관점은 어떠한가? 첼리스트의 음악과 나의 상호작용으
악을

로 만들어진 의미의 과정은 첼리스트가 만들어내는 표정, 움직임, 나의
기분, 관객의 반응, 무대의 조명들과 같은 모든 배경들을 제거한

채 직접

적인 소리로서만 만들어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화는 순
수하게 음악적 앎으로만 구성된 것인가?
이처럼 연주자와 관객이 주객으로 분리되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평

영향을 주는 불 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심미적 음악교육과 음악과

듣는 주체의 상호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직접적인 소리만으로 형성되는 음악내적 앎을 추구하는 시너지스틱 음악
음악을

교육은 음악을 실제 세계와 분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이원론적인 세계를

피 이러한 관점은 바로 경험주의4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

맥락에서 펼쳐지는 음악회의

7)의

광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주의자들은 음

악이 감각으로 경험된다고 주장하지만 감각하는 것들을 날것으로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감각하는 것을 일차적 경험이라고 하였을

광
이성이라는 거름망을

때, 이차적으로 이성이 감각에 개입하는 것으로 상정한다(조 제, 2004:
20). 그래서 감각으로 시작된 음악의 경험은

징

거쳐

상 과 형식 혹은 순수한 음악적 앎이라는 질로 환원된다. 이로써 연주
자는 관객에게 감각적 경험의 소여들을 제공하는 자들로 규정되고, 관객

찰

들은 감각의 자료들을 이성에 속하는 통 력이나 상상력을 활용하여 음
47) 경험주의자들은 경험의 시작이 감각에서 시작하지만 이성이 2차적으로 감각에 개입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은 경험주의자
들의 관점을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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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악을 하나의 상 , 형식, 음악적 느낌으로 연상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퐁티는 이러한 경험주의자들이 경험에서 오는 인상들을 논리나 지성

을 활용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순수한 질이라는 관념들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리

로 바꿈으로써48), 실제의 경험과 과정을

머가 구조화된 형식 혹은 구조화된 소리로 환원시킨 경험은 ‘우리가 실

남긴다.

제로 경험한 그 경험인가?’라는 의문을

그렇다면 음악의 실제는 무엇인가? 몸의 현상학자인

퐁티는 지성적인

사유에 의하여 추정하거나 요청하기 전에 ‘사태 자체로 주어진 것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하는 후설 현상학의 교훈을 그대로 이어 받아
사태가

벌어지는

망

광

그 자체를 전체를 조 하기를 제안한다(조 제, 2004:

20). 위에서 언급한 콘서트의 예를 현상학적 관점으로 다시 설명해보자.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첼리스트는 조명을 받으며 걸어 나온다. 나는 그

굴

의 걸음걸이의 속도와 그의 상기된 얼 에서 그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
는

긴장을 느낄 수 있었으며, 관객들의 수백 개의 시선들은 그의 걸음걸

이를 따라 함께 움직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콘서트 장

긴장과 기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러한 감정은 저 멀리 외롭게 서 있는 연주자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
윽고 정적을 깨는 첼로 선율이 우리의 공간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그 모
습을 드러낼 때, 무대는 저 너머로 사라진 듯 멀어졌고 우리의 눈앞에는
에 가득한

그 연주자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가 활을 가볍게 움직일 때 나는

앞에 흔들리는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았으며, 선율이 고조되며
템포가 빨라지자 나의 호흡과 심장은 연주자를 향해 음악을 향해 빨라지
고 있었다. 어느새 무대와 객석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함께 듣고 함께
내

연주하고 있었으며, 연주자와 관객들은 음악과 뒤엉켜 주체와 객체는 분
48)

퐁티

는 20세기 철학의 두 흐름이었던 경험주의와 지성주의가 모두 순수 물질과 순수
정신으로 경험과 사태를 객관화하려는 편견으로 오 되었다고 말한다(김민정, 2014:
86). 경험주의자들은 사태의 전체가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이 모여서 전
체를 구성한다는 입장으로, 부분들을 전체로 연결하기 위해서 연상(상상력)을 필요로
하지만,
는 전체가 먼저 감각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연상이라는 주관적인 작용
이전에 이미 감각은 지향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즉 지각된 것의 의미화
는 연상의 결과가 아니라 감각의 의미화가 먼저인 것이다(조 제, 2004: 20-21).

염

퐁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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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지 않고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 49)으로

함

께 호흡하고 있었다. 이 연주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의 현상으
로 우리를 초대한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을 행위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상의 장 이라고

음악 현

할 수 있다. 현상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50)이

다. 경험주의도 감각을 인식의 기초 재료로 보고 있지만, 현상학에서는
감각이 바로 재료이자 인식이며 지각이다. 그리고 현상학에서의 감각은

몇

징

첫 번째가 감각의
선방성적이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지 특 을 가지고 있는데,

(pre-reflective) 인

성격이다.

그

선반성적

우리

는 지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한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기에, 세상은 이미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 쌓인 의미들로 가
득하다는 것이다.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을 처음 만나더라도 몸은 그
음악의 절정과 변화하는 화성들을 예감하며 몸으로 음악의 방향을 즉각
적으로 예측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또한 위의 음악회의 예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았다’라는
나의 경험은 음악의 선율을 듣고 나서 생겨난 나의 반응이 아니다. 나는
‘활을 가볍게 움직일 때...흔들리는 바람을

이미 나의 의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음악에 반응하고 지각하는 것
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자로서
나는

백지의 상태에서 그 현상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쌓인 여러 경험들과 감각들 중 어느 하나를 미리 반영하여 그 현상을 바

라본다는 것이 바로 선반성으로, 엘리엇은 음악경험에서의 선반성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49)

퐁티

는 현상의 장을 구체적인 주체성과 구체적인 대상성이 동시에 솟아오르는 근원
적인 장으로,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분리되지 않고 서로 상호를 규정하는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다(조 제, 2004: 64). 흔히 intersub ectivit 가 상호주관성으로
번역되는 것에 대해 조 제(2004: 381)는 상호주관성은 인식론적이고 관 하는 의식
주체를 암시하기에 상호주체성이라는 역어 사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연구자도 이를
따르고자 한다.
50) 전통적으로 감각의 개념은 주객의 분리도식으로 해명되어 왔는데,
는 감각을 선
험적 차원에서 세계에 대한 신체의 열 이나 전개라는 '세계-에로-현존'으로 설명한
다(류의근, 2003: 93).

광

광

j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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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

망

퐁티

음악

듣기는

주어진 문화와 맥락에서 감상자에게 수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그
래서 음악은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단순히

듣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펼쳐지는

멜로디의

경험과 시간 안에서 동시에 열리는

찰

듣

기를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있다. 우리는 추론이나 관 을 통한 객
체화의 과정 없이 즉각적이고 암시적으로

& Silverman, 2015: 206).

듣기를

경험한다(Elliott

선반성은 ‘선술어 ’라고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선술어는 무엇을 경험하
였을 때,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한 감각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

곡을 들었을 때 ‘아 너무 좋다’ 혹은 ‘방해되는 소리군’과 같은
반응은, 그 곡에 대한 평가 이후에 일어나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 곡
을 들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느끼는 나의 경험이다. 즉 선술어· 선반성
이라는 감각의 특징은 개인이 속하는 맥락에 따른 주관성이 경험에 투영
가 어떠한

되는 것이므로, 음악의 경험은 개인이 속한 맥락과 역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째 성격은 감각함은 우리 몸에 대해

현상학의 장에서 감각함의 두 번
서

지시성(intention) 을

갖는다는 것이다. 몸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생명적인 가치를 띤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éé

하는 것으로, 감각한다는 것은 몸에 대한 지시성(une r f rence)을 포함

광

함으로써 실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조 제, 2004: 16). 다시 말하자
면 우리의 감각은 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에서 감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몸이 그 현상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나
의 지각적 경험은 내가 소유하는 신체적 능력들과 기술들에 의해 정보를

박

받는 것이다( 인성 역, 2013: 23).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를 어른이

끼

되어서 가보았을 때 처음 느 는 것은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었나? 교실
이 책상이, 학교가 이렇게 작은 공간이었나?’라는

놀라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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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다. 음악에서 예를 들어보자. 내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 ’을 배운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마추어 연주자의 작은 작은 별 연주와 내가 능숙하

백

게 작은 별을 연주할 수 있을 때의 아마추어의 연주는 명 히 다른 경험
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음악에 대한 나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같은 수준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는 만큼

의 음악이라도 그에 대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엘리엇은 “지각하는 것은 행동하는 방법이다. 지각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

떤 것이다.”라는 철학자 노에(Noë)의 주장을 옹호하며, 음악을 듣고 경험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각 과정이 아니라 통합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세계에 행화(enact)하는 어떠한 것이라고 말한다(2015: 162-163).

막

마지 으로 현상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지각과 다른 이들의 지
각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다. 경험주의에서는 감각적 경험을 출발점으
로 하여 감각에 나타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감각하
는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51)이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는 실제 삶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한계52)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몸이
지각의 주체가 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내 몸이 위치하게 되고 그 상황
에서 다르게 위치하는 다른 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내 몸이 존재

앞에서 언급한 음악회의 예에서 음악회를 감상하는 청중들은
고립되어 음악가의 연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뿐더

하게 된다.
각각

러, 음악가와 관객만의 일대일의 상호관계도 아닌 것이다. 연주자를 향해

백 개의 시선과 몸짓은 나의 몸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시

응시하는 수

간과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몸짓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51) 모든 주관적 관념론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추진해 나가며 자기 자신만의 의식이
있을 뿐이라는 유아론에
지게 된다. 영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실러(F. C. S.
Schiller)는 유아론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 실제 생활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론의 진위는 실천에 의해서만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임석진 외, 2009: 693).
52) 이것은 경험주의와 지성주의가 모두 가지고 있는 오류이다. 감각의 순수성을 주장하
는 경험주의나 지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지성주의 모두는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순수한 객관세계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세계와 진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조 제, 2004: 46).

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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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음악 현상의 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신, 관념, 음악의 상 과 느

낌이 아니라 몸으로 통합된 지각과 다른 몸들과의 소통이다. 즉 음악이
객관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장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상정될 때, 몸으로 음악을 지각하게 하여
소통으로

밀

세계와 타자들과 생생한 의사

친 한 관계를 맺게 한다. 엘리엇은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이

백

자 음악의 본질이 음악을 통한 소통에 있음을 명 히 하고 있다.
사람들의 음악적 행위, 만들기 그리고 경험은 그들의 개인적이

착근(embedded)된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
는 것이다. 음악학자 맥클레이(Susan McClay)가 “음악의 힘은 우
리의 몸, 정서, 주관성, 욕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방법
을 형상화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하였듯이, 모든 음악 만들기와
듣기에서의 환경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의 주체적(subjective)
이며 상호주체적인(intersubjective) 경험에 심오한 영향을 준다
고 공동체적인 환경에

(Elliott & Silverman, 2015: 73).

음악을 현상의 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음악을 향유하고, 인지하고, 표

현하는 것에 인간의 몸을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며, 몸과 행
위로서 음악을 경험하는 것은 ‘세계-에로-존재’로서의 내가 세계 안에
타자와 함께 거주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 현상의 장은 상호주체성으로 다른 이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정서” 즉

“공감” 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참여적이며 상호적인 성

격을 드러낸다.
인간의 의식은 고립되지도 세상과 단절되어있지도 않으므로, 인
간의 의식은 세상에

착근(embedded)되어

있다. 우리 인격의 모든

차원은 사회적으로 상황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너의 자아에 대한 너

의 의식은 자아와 타자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것
은 우리에게 다음의 중요한 사실을 인식시켜준다. 공감은 인간의

돌이며 인간의 의미, 본질 그리고 상호 주체적 반응 능

의식의 주춧
력은

그들의

세계에

행화(enacting)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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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터

출현한다

(Elliott & Silverman, 2015: 162).

심리학자 에반 톰슨(Evan Thompson)이 “나와 타자들은 공감을 통해
상호적으로 행동한다...인간의 주관성은 상호주관성에 바탕으로 두고 있
으므로 어떠한 마음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Elliott & Silverman, 2015:

듯

156, 재인용).”라고 말하였 이, 공감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나의 몸은 1인칭인 나에 의해서 살아지며, 이것

너(혹은 2인칭) 앞에 나타나고 공감적으로 너의 경험을
붙잡는 것에서, 나는 너에게 타자인 나 자신을 경험한다. 만약 그렇지 않
은 또한 3인칭인

다면, 만약 내가 오직 단일 형태의 1인칭이라면 자아를 초월하는 공동
지향적 세계에서 신체적 개인으로서의 나를 이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Elliott, 2015: 164, 재인용).”라는 톰슨의 말처럼, 우리는 지적
인 지각이나 인지가 아니라 몸을 통해 타자와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며,
몸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교감은 타자를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나를

만나게 한다. 그러므로 행위로서 음악을 바라보는 것은, 음악이 몸과 몸
사이에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

긴

게 한다. 그리고 엘리엇은 철학자 히 스(Higgins)의 말을 지지하며, 음
악에서의 공통된 정서가 사회적·윤리적 성격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주장
한다.
세계 특히 사회적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윤리적 생활에 중요하다. 윤리는 행위와 정서로 매개된 생각에 관
련된 것이며 생각과 정서가 제공하는 매개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이
들과 연결된 자신의 의미(one's sense)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의 역할은 윤리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음악의 역할
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의 이상을 일관되고 즐겁게 만드
는 데 도움이 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97, 재인용).

이와 같이 음악 현상의 장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것은 음악을 매개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타자와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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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악의 행위가 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음악 현상의 장에서 펼쳐지고 맺어지는 관계들은 인간
의 몸, 행위가 하나의 세계에 속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음악 현
상의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악을 인지하고 행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서는 전통적 이원론에 기반을

둔 인식론이 아니라, 몸과 행위와 세계가

하나의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지이론을
요구하게 된다.

2. 2. 2. ‘체화(embodied)-행화적(enactive)’ 접근
엘리엇은 MM 2의 ‘5장의 인격(personhood)’에서 체화(embodied)되고
행화(enact)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인격(personhood)의
모든

차원은

완전히

체화(embodied)되고

상호

의존적이며

(interdependent), ‘자아-타자 세계(self-other worlds)’를 존재가 되도록
행화하고(enacting) 가져오는 것(bringing)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라는
엘리엇(2015: 156-157)의 설명에서, 인간은 나를 둘러싼 세계와 함께 체
화되고 세계를 향해 행화함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체화(embodied)와 행화(enact)는 무엇인가? 이는 최근의 ‘체
화된 마음(embodied mind)’ 혹은 ‘체화인지(embodied cognition)’의 핵심
으로 인간의 인지가 몸의 감각이나 행동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바

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기존의 인지과학이 마
음을 기호체계(symbol system)로 간주하고 몸이 마음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몸을 경시하였다면, 체화인지는 신체적 경험 특히 감각운동의 경

짐

험으로 인지가 이루어 을 주장함으로써, 그간 간과되어온 몸을 인지의
중심으로 가져온다.53)

53) 이정모(2010: 40-41)는 최근의 체화인지 이론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행동
주의 심리학이 마음을 심리학에서 축출하였고, 고전적 인지주의가 그 마음을 인지과
학에 되찾아주었지만 뇌의 역할을 무시하였고, 인지신경심리학이 그 마음을 다시 뇌
속으로
어주었지만 환경(맥락)의 역할을 무시하였다면, 이제 제3의 대안적 관점인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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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인지는 1987년 『마음속의 몸(The body In The Mind)』을 출간
한 마크존슨(Mark Johnson)에 의하여 등장하였으며, 1991년 프란시스

바렐라(Francisco Varela), 에반 톰슨(Evan Thompson), 엘리노어 로쉬
(Eleanor Rosch)의 『체화된 마음(The Embodied Mind)』에 의해 인지
과학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석봉래 역, 2013: 9-11). 바렐라, 톰슨,

랑

로쉬는 자신들의 체화인지가 프 스 철학자

퐁티의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석봉래 역, 2013: 49), 현상학은 인간의 모
든 의미, 언어, 사고가 (신)체화된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논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체화인지의 핵심은 우리의

몸과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

할 수 있다(이은빈, 2018: 38). 인간의 몸과 환경이 상호작용함

용 이라고

으로써 자신을 변모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행화(enact)이며, 이러
한 과정이 몸에 체득(體得)되는 것이 바로 체화(embodied)이다. 그러므
로 체화인지는 ‘몸과-행위’로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이자 나와 세계를 함
께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체-객체’의 한방향이 아니라
주체가 또 다른 주체와 그리고 환경과 함께 다양한 층위에서 영향을 주
고받는 것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석봉래 역, 2013: 10-11, 재인용)에 따르면 체화인지
는 다음의 세 가지에서 서양철학의 핵심적 부분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첫째, 인간의 마음은 신체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둘째, 인간의 인지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셋째, 우리의 사고는 대부분 은유적(metaphorical)
이며, 은유는 체화된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체화인지가 지

닌 의의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학

자들은 마음과 몸의 이원론이 부인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이은빈, 2018: 39). 게다가 지난 20여 년간 체화인지를 둘러싼 다
양한 인지개념들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산

만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체화인지는 여전히 모호하고 알 수 없는
학문으로 오해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정모, 2010: 37).54)
‘체화된 인지’ 접근을 통하여 그 뇌를 몸으로, 그리고 다시 그 몸을 환경으로 통합시
키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54) 롤렌즈(Rowlands, 2010)는 체화인지에 기반을
인지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4E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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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그런데 고 라와

됨

칼보(Gomila & Calvo, 2008: 12)에 의하면 체화된 인

지에서는 체화 (embodiment)보다 상호작용성(interactivism)과 역동성
(dynamicism)이 더 중요하므로, 연구자는 체화인지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체화인지의 핵심은 행동함으로써 변화를 만드
는

행화(enact) 라고

(enactivism)는

생각한다.55)

바렐라,

톰슨,

행화를
로쉬가

중심으로
함께

하는

저술한

행화주의

Embodied

M ind(1991)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행화주의에서 마음과 인지는
행위 혹은 삶(생명)과 동일하므로, 인지를 다룸에 있어 이들에게 가장 중
요한 것은 살아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의 작용 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

과 그렇지 못한 것(생물이 아닌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가생성(autopoiesis)’

‘자

개념이다(이기홍, 2017: 97).

자가생성(autopoiesis)이라는 용어는 ‘자아(self)’를 뜻하는 그리스어
오우토(auto) 와 ‘창조(creation), 생산(production)’을 뜻하는 포이에시스
(poiesis) 의 결합으로, 이 용어는 마뚜라나(H. R. Maturana)와 바렐라(F.

Varela)의 공저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1980)에서 최초로 정의되었다. 생명체는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구성요소들을 재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자기가 필요로 하

템

는 구성요소를 자기 스스로 생산하는 시스 이 바로 자가생성 시스

템

(autopoiesis system)이다. 즉 자기를 재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템

낸 생산물이 자기의 일부가 되는 자기생산 시스 은 생명체가 지니는 가

익

장 중요한 특성이다(장회 , 2014: 75).

남
무인도를 살펴보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위험한 것들을 파악하듯이, 자가
그런데 우리가 무인도에 표류하였을 때 무인도에서 살아 기 위하여

누

cognition’(embodied, embedded, enactive, and extended cognition)으로 나 고 있으
며, 철학자 J. Searle의 인지과학 비판, 언어학자 G. Lakoff의 은유와 스키마 개념, R.
Harr 와 Gillet 등의 ‘담화적 접근(discursive approach)’, W. Clancy 등의 ‘상황인지
(situated cognition)’, L. Vygotsky의 이론
에 기초하는 ‘매개된 행위(mediated
cognition)’ 접근(이정모, 2010: 37), 이 밖에도 체험된(experienced), 분산된(distribute),
역동적(dynamical) 등의 다양한 관점들이 체화인지를 바탕으로 확장되고 있다.
55) 엘리엇도 인격(personhood)의 발달과 음악 인지과정에 ‘embodied-enactive’의 관점을
적용하여 논의하고 있으므로, 체화인지의 한 갈래인 행화주의에 입장에서 음악을 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é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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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가 자가생산을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교류하거
나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마라뚜라와 바렐라는 이를
합(structural

coupling) 56)이라는

구조적 결

개념으로 설명하였다(이기홍, 2017:

[ 림 3]은 마뚜라나와 바렐라의 ‘자가생성’과 ‘구조적 결합’

98). 다음의 그

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 자가생성과 구조적 결합(Maturana & Varela, 1992: 74)

[그림 3]은 자가생성과 구조적 결합의 과정을 세 개의 단계로 설명한
다. 첫째, 유기체는 환경과 구조적 결합을 하며 자가 생성한다. 둘째, 유
기체는 자가 생성된 자신을 유지하면서 환경과 구조적 결합을 통해 인지

막

적인 화합을 만들어내고, 마지 으로 인지적으로 화합된 다른 개체들과
의 구조적 결합을 하게 된다. 즉, ‘자가생성’이 단일 유기체가 자신의 생
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구조적 결합)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유기체와의 ‘구조적 결합’은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행동과 일치되

너

는 습관(habit)을 발전시킨 후 시 지를 창출하는 과정이다57). 그리고 이
56) “We speak of structural coupling whenever there is a history of recurrent
interactions leading to the structural congruence between two (or more) systems
우리는 반복적인 상호 작용이 있을 때마다 두 개 이상의 시스
사이의 구조적 조화
를 이끄는 구조적 결합에 대해 말한다(Maturana & Varela, 1992: 75).” 그 에서 이

템

남

림

들 사이의 왕복 화살표는 시간이 지 에 따라 발전한 상호 의존성을 보여준다.
57) https://metadesigners.org/Structural-Coupling-Glossary 2019년 6월 2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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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들 사이에 왕복 화살표는 시간이 지 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상호 의존

듯

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 이, 이때의 상호작용은

템

한 방향이 아니라 환경요소와 시스

자체의 내적 특성 모두에 영향을

받는 다층의 상호작용이다(이기홍, 2017: 98).
자가생성과 구조적 결합의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알려주는데,

템

템

그것은 바로 시스 과 환경 그리고 다른 시스 과의 상호작용은
계(self-reference) 를
실천한다 는

토대로 외부관계(other-reference) 즉,

자기관

타자관계를

것이다(이기홍, 2017: 98). 바렐라는 필요한 것을 위하여 스

율

스로 작동하고 공급하는 자 성(autonomy)58)을 지닌 자가생성이 시스

쇄

템

내부에서 일어나므로 폐 적이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템

필요한 것을 생성하므로 시스 은 구조적으로 환경에 열려있는 ‘조작적

쇄된(operationally closed)’ 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Thompson, 2007; 박인성 역, 2016: 79, 재인용). 이를 보다 정확히 말하
면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변화를 통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생
으로

폐

성하고 유지하므로, 살아있는 몸은

자기

개별화(self-individuation) 를

통해 환경과 자신을 구분하며 자립적이다(Di Paolo & Thompson, 2014:

68-69). 요컨대 행화주의는 ‘몸이 어떻게 자기 개별화를 하는가?’에 기초

율

하며 자 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체화주의의 다른 관점들과 구분된다.

율

그리고 자기개별화를 바탕으로 다른 자 적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다는

점에서, 행화주의는 자기관계를 토대로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각각의 주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 관계를 맺지만, 환경에 종속되거나 타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나의 정체를 확립하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행화주의는
살아

있는

존재,

인지적

j

존재

고유의

율

자 성을

바탕으로 자기성

(selfhood) 과 주관성(sub ectivity) 을 설명한다(Thompson, 2007;

박인성

역, 2016: 38). 그리고 자기성을 확립한 자아는 ‘세계 안의 혹은 세계에로

남

의 존재’로서 다른 주체들과의 만 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며 환경을

택

선 적으로

의미화

한다.

율

58) 디 파올로와 톰슨(Di Paolo & Thompson, 2014: 69)은 ‘자 성’이 체화인지의 다른
접근들과 행화주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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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경험이 환경과 행위자의 의미 있는 관계에 의해 구성되
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행화는(enaction)는 본질적으로 의미 생성

j

(sense-making)을 뜻하게 된다(Maty a & Schiavio, 2013: 353). 이러한

율

의미생성은 두 개의 자 체계가 구조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므
로, 드 재거와 디 파올로(De Jaegher & Di Paolo, 2007: 485-507)는 이
를 ‘참여를

통한

의미생성(participatory

sense-making)’ 이라고

칭하

고 있다. 즉 공유 가능한 공동의 환경이 구성되면, 사람들은 이것과 구조
적으로 접속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삶을 넘어서 사회적 삶의 수준에
서 자가생성과 의미생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것이 바로 행화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엘리엇이

MM 2에 ‘체화-행화적(embodied-enactive)’ 접근을 가져온 이유라고 생각
한다. 음악에 대한 ‘체화-행화적’ 접근은 몸과 행위로 음악을 습득하는

율

것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 적인 자아를 형성하며,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의 의미는 세계에 속하는 보편적인 몸들을

바탕으로 세상의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생성이 되므로, 실천
적 음악교육은 개인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

요컨대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참여를 통한 의미생성은 나와 음악이 거
리를 두고 한 방향으로 관계를 맺거나, 나와 음악과의 의미만을 상정하

남

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위를 통해 음악을 만 으로써 다양한 방향으로

워

세계를 인지하고 나를 세 나가는 것이며, 세계 내에 존재하는 타자들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의미는 공동체에서 추
구되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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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천적 음악교육의 교육학적 구성
1.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

앞 장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핵심이 프락시스로

서의 행위이며, 행위로서의 음악이 자신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세
상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음악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윤리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행위로서의 음악의

징

어떠한 특 과 가치가 인간을 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만드는 것인가?
행위는

정서 와

관계를 맺는다. 엘리엇(2015: 183)은 정서(emotion)에

누군가의

대한 연구들에 기대어 ‘

낄

연주를 들으며 기쁨이나 오한을 느

때 느껴지는 감정들은 몸이 마음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몸의
변화나 행위가 감정이나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서에
대한 안토니오 다마지오(A. Damasio, 1994; 1999; 2003; 2018), 조셉 르

두(J. LeDoux, 1998, 2003), 마크 존슨(M. Johnson, 1987; 1993; 2007)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는 공통된 합의는 ‘정서와 느낌 모두 신체를 바탕으
로 발생하며, 신체의 변화가 먼저 오고 정서와 느낌이 그 뒤를 따른다.’
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서나 감정이 먼저 나타나고 신체적인 반응
이나 움직임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변화나 움직임이 발생하고
정서가 그 뒤를 이어 나타나며 정서에 대한 인지로서 느낌이 출현하는
것이다.

백

따라서 행위가 명 하게 드러나는 음악 만들기에서 뿐 아니라 음악을

듬 맞추거나 음악의 비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들으며 머리나 발을 리 에

것과 같이 음악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이러한 음악의 행위성은 정서
적 경험의 토대를 만들게 된다(정혜윤, 2014: 303). 엘리엇(2015: 185)은
음악을 경험할 때 감각을 통하여 몸으로 스며드는 정서가 음악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음악적
정서(musical-emotion)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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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experiences)

음악적-정서적
음악의

교수-학습 에

경험은(musical-emotional
중심 이

되어야 한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학생들이 그들 자신만의 음악 만들기와

듣기에서 발생

하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이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음악과 관계된 그들의

평생을 위하여,

음악이 발생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유대를 맺게 하고, 체화된 사회
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창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331).

엘리엇(2015: 331)은 정서가 음악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음악이 갖

칠 뿐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와 유대를 형성하게 하
여 학습자가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교사는 음악 만
들기와 듣기가 발생시키는 다양한 음악적 정서들을 학생들이 듣고, 표현
는 의미에 영향을 미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머(2003: 72) 역시

끼

우리로 하여금 느 게 하고 느낌을 통해 알게 하는 음악의 정서적 차원

징

너

이 음악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시 지

틱 음악교육과 실천적 음악교육 모두 ‘정서를 통한 의미화’라는 전제를

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머(2003: 82)는 음악의 정서적 차

잠재성(feeling-potentials)을 구별하는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서는 느낌의 가능한 범주일 뿐 그 자체로는 미묘하고 복
원은 느낌의

잡한 느낌으로 확장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즉, 리머는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술적 인지로서의 느낌을 강
조함으로써 정서적 경험을 음악 내적인 앎을 구성하는 느낌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엘리엇은 음악적 정서가 음악 내적인 가치뿐 아니
라 외적인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천적 음악교육의 핵심이
음악적 정서를 경험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구
자는 느낌과 정서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차이가

너 틱 음악교육과 실천적 음악교육의 방향이 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지스

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이 무엇인
지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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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느낌과 정서
일반적으로 느낌(feeling)과 정서(emotion)59)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

백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인지 심리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명 히 구분

익 피

되는 것으로, 다마지오는 셰 스 어의 작품 『리처드 2세』에서 리처드
2세의

독백으로

정서와 느낌을 설명하며, 이들의 차이를

좀

더 상세히

알게 한다.

좌에서 쫓겨나 감옥에 갈 운명해 처한 리처드는 자신의 신하
에게 거울을 가져오라고 한 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얼굴에 나타난 ‘외면적 비탄’은 ‘단지 보이지 않는 슬픔의 그림자’
일 뿐이다. 이 슬픔은 고통스러운 영혼 속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른
다. 이 슬픔은 모두 내면에 존재한다(Damasio, 2003; 임지원 역,
왕

2015: 37-38).

탄 슬픔
보이지 않고 내면에 사적으로 남아있는 슬픔을

다마지오(2015: 40)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외면적 비 ,

림

의 그 자가 ‘정서’이며,

‘느낌’이라고 말하며, 정서는 밖으로 드러나고 느낌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마지오는 리처드의 ‘겉으로 드러난 비

탄은

슬픔의 그림자’라는 혼돈스러운 대사가 슬픔을 주된
대상으로 만들고 슬픔이 발생시키는 것이 그림자가 되게 함으로써, 느낌
보이지 않는

이 원인이자 원천이고 정서는 느낌 다음에 출현하는 결과물로 잘못 표현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내면에

숨겨진

것이 밖으로

59) 쇼우즈(E. Shouse, 2005)는 feeling, emotion, affect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feeling
은 이전의 경험들과 대조되며 이름을
인 감각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느
낌을 해석하고 라벨을 일 때 그려야 할 이전의 감각들을 뚜렷이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개인적이고 전기적(biographical)이다. 유아는 언어와 전기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다. emotion은 세계에 드러
수 있는데, 때때로 emotion은 우
리의 내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대를
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유아들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전기나 언어 능력은 없지만 emotion은 나타낸다.
affect는
중에서 가정 추상적인 것으로 언어로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전인적
(prepersonal)인 것이다. feeling은 느낌으로 대부분 번역되고 있지만, emotion과
affect는 감정, 정서 등으로 용되어 사용되는데, 연구자는 한국심리학회의 용어 표기
를 바탕으로 emotion은 정서, feeling은 느낌 , affect는 감정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붙

붙

셋

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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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익 피
또한 느낌이 정서에 선행하고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오류를 범하였
드러나는 것의 원천이자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셰 스 어
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정서와 느낌에 대한 신경과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서가 먼저 발생하고 정서를 인지하는 의식의 과정에
느낌이 출현하는 것이므로 정서와 느낌은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엘리엇은 지난 10여 년간 정서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지

혀

만, 여전히 정서와 느낌이 발생하는 정확한 경로에 대해 정확히 밝 지
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들에서 알 수 있는 공통된 합의는 ‘정서와
느낌 모두 신체를 바탕으로 발생하며, 정서가 먼저 나타나고 그 뒤를 이
어 정서에 대한 인지로서 느낌이 출현한다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정서

릴

가 나타나고 느낌이 출현하는 시간 차이가 우리가 알아차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1/1000초 정도의
은 매우 연속적인 절차 속에서

정도로

긴

짧은 시간이므로, 정서와 느낌

밀접하게 관련되어 하나로 생각되는 경향

을 띤다(Elliott & Silverman, 2015: 186).

다마지오(Elliott & Silverman, 2015: 186, 재인용)는 “이동하는(move

틴

out)” “움직여지는(be moved)”라는 의미를 갖는 정서의 라 어 어원 에
모웨레(emovere )가 정서와 느낌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임을

말하고 있다. 정서는 ‘행위(action) 또는 움직임’60)으로써 상당히 공개적

굴 표정, 목소리, 특정 행
들어 직장 동료가 평소와

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얼

착

동에 드러나는 정서를 포 할 수 있다. 예를

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인다면, 정확히 그의 느낌을 포

다른 어두운 얼

착하지는 못하더라도 알아챌 수 있고 그를 위로하거나 안아주는 등의 행
동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느낌은 모든 마음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안에 숨어있으며, 그 소유자를 제외한 누구도 볼 수 없는 내면적이고 주
관적인 성질을 갖는다. 요컨대, 정서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 상대가 알
아챌 수 있고 또한 어떠한 단어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호하게라도 표현

될 수 있는 신체의 상태라면, 느낌은 정서가 나타난 후 정서를 인지하는
60) 조셉 르두(최준식 역, 2006: 404)는 뇌의 상태와 신체 반응이 정서의 본질이며 의식
적인 느낌을 정서의 액세서리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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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내면적이고 1인칭의 시점을 갖는다.
다마지오(1999: 55)는 유기체의 생명조절의 과정을 ‘기초적인 생명 조

→

→

→

절의 단계 정서의 단계 느낌의 단계 의식수준의 고차원적 사고 단계’
로 설명함으로써 정서와 느낌의 위계를 구분하고 느낌을 정서보다 더 고

차원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리머(2003)는 다마지오의 이론에 기대어

워

정서보다 한 층 더 인지에 가까 진 ‘느낌’에 음악 교육의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마지오(2015: 103-105)에 따르면 느낌은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

일종의 지각(perception)이나 사고(thought)인데61), 지각이나 사고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체의 일부 혹은 신체 전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뇌의
신체 지도(body map)62)이다. 즉 자극에 의하여 우리의 신체가 특정 상

태로 지도화되면 신체는 자기 상태에 대한 심상(image, representation)
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지각하는 것이 바로 느낌인 것이다.
리머(2003: 82)는 ‘우리의 앎이 정서에 국한된다면 느낌을 통한 앎이

일어날 필요도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술과 음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으로 음악과 음악교육의 가치가 느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마지오의 이론을 바탕으로 ‘느낌으로서의 음악교육’을 주장하

너 틱 음악교육에서의 느낌은 1
주관성(subjectivity)에 의하여 개인적이

고 있다(최은식 역 외, 2017: 129). 시 지스
인칭으로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밀

고 내 하게 이루어지며, 음악적·예술적 경험을 존재하게끔 만드는 핵심
이다(Reimer, 2003: 82). 소리의 구조화(sounding structure) 혹은 구조화

된 소리(structures sound)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느낌은(Reimer, 2003:
61) 마크 존슨(김동환, 최영호 역, 2012: 118-119)은 이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입장이다.
“나는 몸의 정신적 이미지와 관념으로서의 느낌에 대한 다마지오의 이야기가 유감스
럽고 재적으로 그르치기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 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갖지 못한다. 둘 , 느낌은 우리
몸이나 신체적 상태의 개념적 사고라는 의미에서 관념이 아니다. 다마지오가 느낌을
몸의 관념이라고 말한 것은 신체적 상태의 추상적이며 내적인 정신적 그 으로서의
표상-다마지오 역시 자신의 표상의 의미가 일반적 의미의 표상이 아 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가 고전적인 마음의 표상 이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어 것에 대한 신체적 인식이다.”
62) 신체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신체 이미지(body image)를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우리가
어떠한 외부의 자극(소리)에 의하여 신체가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신체의 특
정부분들이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 변화를 지도화 하고 이렇게 지도화된 것이 심적 이
미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Damasio, 2003; 임지원 역, 2015: 226-227).

잠

첫째

째

님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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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87) 느낌 그대로의 실제(raw reality)에 우리를 몰입하게 만듦으로써 음
악적 의미가 되며(Reimer, 2003: 94), 이와 같은 음악적 느낌이 만들어내

너 틱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음악 내적인
글은 시너지스틱 음악교육에서의 음악 내적인 앎을

는 음악의 의미화는 바로 시 지스

앎이 된다. 다음의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음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느낌을 받는다. 그 느낌은 음

휘, 음악에 대한 사실,

악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 음악에 관한 어

음악의 역사 음악의 문화적 배경, 음악 이론, 음악 철학 혹은 음악
교육 실천에서의 학습과 관련된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
다. 이러한 모든 학습은 음악 내적인 앎이라는 목적 즉, 음악적 소
리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작업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
에 기여한다. 맥락적 앎과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앎은 이를 위한 수

단이다. 그것의 목표는 직접적이고 비매개적인 음악적 경험 안에서
음악 내적인 앎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최은식 외 역, 2017: 148).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리머가 말하는 음악의 느낌이 음악이 속

해 있는 맥락이나 상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 틱 음악교육은 음악의 외부적인 요인인 맥락과 상황을 인

그의 시 지스

정하고 있지만, 음악의 외부적인 요소들은 음악만의 고유한 예술적 느낌
으로

승화될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너지스틱 음악

교육은 음악의 외적인 요소들을 음악 내적인 앎과 동등한 위치로서 통합
한 것이 아니라, 음악의 느낌을 위한 구성요소로서 위치시킨다. 그러므로
‘소리 그 자체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탐색에 따른 정서적 경험과 의미
부여의 과정(김경화, 2019: 100)’으로 설명되는 리머의

‘음악 내적인 앎’

첫째, 음악의 의미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정서가 아니라 인지적인 느낌이다. 둘째, 개인
적이고 내밀한 의미화의 과정을 통한 음악내적인 앎은 순수하게 음악적
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음악을 듣고 정확히 인지되
지 않는 정서에 휩싸여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다면, 시너지스
은 다음의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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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음악에서 이것은 음악내적인 앎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
어 낸 의미가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정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악과 내가 만들어낸 의미화가 순수하게 음악적인 것으로

졌

이루어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미화는 음악과의 소통을 통해
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음악적인 것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망

음악적 거름 이라는 단계를 한 번 더 요구하는 것이다. 이론적이고 과

평

평

학적인 삶의 지 은 체험되는 지각적인 현상의 지 에 근거해서 파생적

퐁티(조광제, 2004: 68)의 말처럼, 음
악내적인 앎은 음악이 끌어오는 넓은 스펙트럼의 경험을 음악의 렌즈로
다시 한 번 고찰하는 이론적인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으로 혹은 이차적으로 성립된다는

결국 리머의 느낌의 교육은 음악의 직접적인 소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서를

좀

찰

착

더 고차원의 사고과정인 인지, 통 , 상상력으로서의 포 할

끼

수 있게 함으로써, 음악을 느 는(인지하는) 경험의

깊이가 확장되는 것

을 지향하고 있으며(최은식 외 역, 2017: 140), 음악의 고유한 질을 느낌

잔 랭어의

이라는 지적인 인지과정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

철학과 여전히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느낌(feeling)은

랭어의 예술철학의 핵심으로, 예술 형식이 어떻게 구

성되고 인식되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는 “느낌(feeling)”과의 관계를 통하
여 설명된다(김성지, 2017: 51). 음악이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느낌
의 형태라고 설명하며 느낌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
는

랭어(1957:

238)에게

음악이란

실재(reality)에

(conception)를 구성하는 수단으로서 정서의

징

대한

개념화

징후나 원인이 아니라, 내적

으로 느껴지는 삶의 논리적이며 상 적인 표현이다(Bowman, 2011:

징

징

징

297). 음악이 상 하는 표현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상 과 상 을 인지하
는 사이의 공통된 논리적 형식에 대한 지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느낌인 것이다. 이와 같이 느낌은 인지적이고 이성적
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서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의 다음 설명들은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느낌으로서의 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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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어

왜 필연적

으로 엘리트적 음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드러낸다.
음악이 정서의 즉각적인 만족, 자극에 대한 중재되지 않은 반응
인 환기 상태와

혼동된다면 위대한 음악이 교양 있는 사람뿐만 아

니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호소할 것이다. 음악은 감정의
원인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감정의 논리적 표현이고, 음악이 정서적

얻게 되는 방식은 언어가 지적인 내용을 얻게 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음악은 자기표현이 아니라 정서, 기분 정신적 긴장과 해
내용을

소를 형식화하고 재현하는 것이므로, 음악은 지각적이며 호응하는

림

찰

삶의 논리적 그 이며 통 의 원천이지 공감을 호소하는 것이 아
니다. 즉 음악은 느껴진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형태론이다(Langer,
1957: 205, 218, 222-223).

랭어가 말하는 음악에서의 느낌은 감정의 형식으로 인식되는 것이므

로, 이 때의 음악은 어떠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서를 환기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음악은 정서나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과 통 이라는 이성적인 도구로서 음악의

너 틱 음악교육

느낌을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시 지스

너 틱 음악교육에서 언어로 명명될

에서의 느낌과 매우 유사하다. 시 지스

수 있는 정서는 느낌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간주될 뿐이지만, 느낌은 데

카르트를 넘어서는 인지로서의 가치를 갖는다(최은식 외 역, 2017: 130).

너 틱

김경화(2019: 98-101)는 느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 지스

음악

교육의 음악 내적인 앎을 ‘소리의 직접성의 경험’, ‘소리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탐색에 따른 정서적 경험과 의미 부여의 과정’, ‘느낌의 세계가

너 틱 음악교육
의 가치를 확장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너지스틱
확장되는 경험’의 세 가지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시 지스

음악교육이 여전히 형식을 강조하고 음악과 개인과의 관계만을 상정하고
있는 심미적 음악교육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63)
리머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소리의 직접적 경험을 통하여

너 틱 음악을 발전된 미학적 형식주의로 평

63) Alperson(2010: 180) 역시 리머의 시 지스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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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의 원 현실(raw reality)’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소리의 직

접적 경험을 감지하는 것은 인지로서의 느낌이며, 느낌이 조우하는 것은
구조화된 소리로서 음악이다. 즉 리머는 음악의 형식을 구조화된 소리로

바꿈으로써 형식주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최소한의 구조
를 음악에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어떠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의 음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리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탐색과 의미 부여는 음

밀

악의 느낌을 개인적이고 은 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음악적 소리와 그것
을 경험하는 인간의 상호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와 세계에
속하는 타자와의 상호과정이 아니라 음악과 나와의 관계만을 상정하는

독

막

고 한 과정이다. 마지 으로 느낌의 교육을 통해서 세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이성적이고 인지적으로 고양된 느낌이 자기이해의 가능
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세계를 넓힐 수 있지만, 넓어진 세계에 속하는

너 틱 음악교육에
서의 관계성은 나와 음악의 관계만이 존재하며, 개인이 음악과의 만남에
이는 오직 개인 자신뿐이다.64) 느낌을 강조하는 시 지스

서 만들어내는 의미 역시 오직 음악적인 느낌 안에서만 생성되기 때문

너 틱 음악교육은 개인의 예술적(음악적) 지성과 수양을 향하고
있는 심미적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에, 시 지스

요컨대 리머는 느낌을 신체에 대한 관념(idea) 혹은 사고나 인지라고

설명한 다마지오의 이론에 기대어 음악에서의 느낌이 몸에서 오는 것을

칠

듬

인정하고 있으나, 몸과 행위로서 발생되는 거 고 다 어지지 않은 음악
의 정서적 가치보다 지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인지적
인 것으로서의 음악의 느낌을 강조함으로써, 음악 교육 역시 지적이고

너 틱 음악교

인지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 지스

육은 내적인 앎 안에 모든 음악의 부수적인 요소들이 음악 안에 다 스며
들어 있다는 설명으로 음악 밖에 요소들을 인정하는

듯 말하지만, 음악

64) 물론 김경화(2019)는 리머의 느낌의 교육에서 소통의 가능성을 배재하고 있지는 않
다. 그 전제는 음악이 모두에게 동일한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적이고 내면
적인 성질을 갖는 느낌이 공감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음악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느낌으로 인지되어야만 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마크
존슨(김동환, 최영호 역, 2012: 331) 역시 미학을 느낌의 문제로 치부하게 된다면, 보
편적 타당성을 어떻게 주장해야할 지에 대한 난관에 부 친다고 설명한다.

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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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소들과 맥락들은 음악의 내적인 앎 속에 형

녹아버려 우리가 가치 있게 느끼고 인지해야 하는 것은 오로

체도 없이

지 음악이 드러내는 “원 현실” 뿐이다. “의식적으로 지각적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라는 리머(2003: 143)의 설명에서처럼, ‘소리의 직접성, 원 현
실’을 경험하는 느낌의 과정은 반드시 의식적인 느낌에서 발생되어야 하
고 의식적인 느낌은 생명조절 단계의 다음 단계인 고차원적 사고로 이동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리머는 음악이 비언어적
이고 비추론적인 예술이지만, 어느 다른 학문보다도 그 안에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느낌의 교육이란 음악이

갖는 인지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반면 조셉 르두는 예술에 대한 인지적인 느낌이나 이해 없이 무의식

릴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적인 정서만으로도 예술에 심미적으로 이끌

떤 그림의 심미적인 매력에 끌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그림

어

의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도 일어날

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끼어들 여지도 주지 않고 자심의
수 있다. 정서는 우리가 어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정서 반응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다(LeDoux, 1998; 최준식 역, 2006: 31).

르두는 대부분의 정서 반응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펼쳐지지만 과거
대부분의 정서 연구들이 정서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
능하였기 때문에, 정서의 열정적인 측면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인지적 측면만을 살펴

볼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결국

정서를 차갑고 생명이 없는 인지로 만들었다고 말한다(최준식 역, 2006:

53). 르두에 따르면 정서와 인지는 따로 분리되어 상호작용하는 정신기
능이며, 정서는 인지보다는 신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르두는 미

국의 심리학자 제임스(James, W)의 논문 『정서란 무엇인가?』의 유명
한 논쟁을 예로 정서와 행동 그리고 느낌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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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망

여 설명한다. 제임스는 인간이 곰을 보고 두려움을 느 고 도 을 가는
단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최초로 의문을 가진 학자로, 대부분

워 망
하지만, 그는 곰을 보고 도망을 가는 행위가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발생
의 사람들은 곰을 보고 두려 서 도 (신체 반응)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

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르두도 이에 동의하며 최근의 정서 연구들이 정서

백

가 신체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을 명 히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꽤나

자주 정서를 ‘신체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말한다(최준식 역, 2006: 55).
르두가 설명하는 정서와 느낌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눈이 이 자극을
장기기억과 작업기억이 협동하여,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걷다가 뱀을 보게 되면

받아들이고 우리 뇌에 위치하는

이것이 뱀이며 이 동물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신이

큰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뱀의 시각적 표상은 뇌
의 편도체(amygdala)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편도체는 피질 영
역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 몸에 체성 반응(자율신경계 반응과 호르
몬 반응)과 행동 반응들을 일으키고 이 반응들은 다시 뇌로 보내

진다. 이때 의식하는 정서(공포의 느낌)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정서
와 느낌의 발생 과정은 신체적 반응과
(LeDoux, 1998; 최준식 역, 2006: 381).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억

억

의식적인 정서 즉, 느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작업기 이나 장기기

이 표상과정을 거쳐야하며, 이것은 다마지오(2015: 103-104)가 설명한 바

템

와 같이 뇌의 시스 들이 활성화되며 나타나는 신체상태에 대한 표상
(representation)65)이다. 그렇다면 표상은 무엇인가? 위의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가 뱀을 보는 시각적 자극은 우리의 장기기억과 작업
기억에 자극을 주어 ‘이것은 뱀이며, 위험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려줄 것
이며, 우리의 몸은 두려움이나 놀람으로 경직되며 심장은 매우 빠르게
65) 마크 존슨(김동환, 최영호 역, 2012: 118-119)이 다마지오의 표상이 오해를 만들기
쉽다고 비판한 것처럼, 리머는 다마지오가 말하는 느낌에 대한 표상을 이미지화된 관
념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관념 혹은 상 으로서의 느낌을 신체보다 이
성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 아 까?

징

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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뛸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겪는 내 몸의 상태(body map)가 나타내는 것

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 바로 느낌이다.
엘리엇(2015: 185-186) 역시 인지과학, 신경과학, 생리학 분야의 연
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와 느낌을 구분하고 있다. 느낌에 선행하는 정서는

억 그리고 행동들과 관련
을 맺으며 형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몸과 기억 그리고 행위
일반적으로 무의식의 과정으로 우리의 몸과 기

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모든 부분과 관계를 맺는다. 반면 느낌은 무의식
적인 정서가 출현한 후 자기 몸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므
로, 기분(mood)의 주관적이며 1인칭적인 경험이 느낌이다. 과거 음악의
정서 연구들이 청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66)

맞추어

을

좁은 범위에만 초점

정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대 음악 심리학, 정서 연구, 신경생물학, 음악 신경과학, 음
악과 뇌 활성화 반응 등과 같은 최근 연구들에서의 성과는 음악 경험의

밀

종류에 따른 세 한 정서까지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음악에서 경험하는 정서가 음악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정한 정서나 감정 혹은 순수한 심미적 정서가 아니라 대부분 인간 생
활의 다른 영역 즉 우리를 둘러싼 삶과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오한,

림

떨 , 행복,

슬픔, 평온, 향수, 사랑, 불안 등과 같은 넓은 범위의 정서들

과 유사하다는 것이다(Juslin et al., 2010: 610). 정서에 대한 수많은 연구
들은 음악 경험의 모든 기본적인 측면에 정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

j

켜주고 있지만(Clarke et al., 2010; Dibben 2004; Juslin & Västf äll
2008), 음악이 발생시키는 정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서 연구에 대한 논쟁은 ‘정서를 발생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와

뉘

‘정서는 어떻게 발생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 는데, 이것은 정
서 연구의 방향을 ‘외부(음악)에 위치하는 음악적 정서 탐험’과 ‘내부적
66) 과거에는 자신의 의식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내성법(introspection)이 심리학을 연구하
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서 연구는 정서에서 아주 적은 양을
차지하는 의식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밖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음악에서의 정서
연구도 청자가 인식하는 정서적 경험에 집중되었다 할 수 있다.

- 90 -

끈

(청자)으로 존재하는 음악적 정서 탐험’으로 이 다(Schiavio et al.,
2017: 788). 외부적 접근(external locus problem)이 ‘정서의 표현 및 인

곡

식’에 대한 것으로 음악의 정서가 음악, 연주자, 작 가 중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탐구한다면, 내부적 접근(internal locus problem)은 ‘도출 및

유발’로 음악 자극이 신체, 뇌

메커니즘에 작용하여 청자에게 어떻게 정

서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Cochrane et al., 2013;

Sloboda & Juslin, 2001).
외부적 접근은 ‘음악’ 혹은 ‘음악을 만들어 내는 음악가’의 두 가지 방
향으로 정서의 발생을 가정하고 있는데, ‘무생물인 음악은 정서를 만들어

낼 수 없으므로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음악가이다’와 ‘음악가들이 반드
시 음악이 만들어내는 정서를 지니고 곡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
므로 정서는 음악에 있다’ 등의 주장으로 대립되지만, 정서는 청자 외부
의 음악적 자극에 청자가 반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공통된 가

렴
의 내부 메커니즘에
평가’와 ‘평가 없이

정으로 수 된다. 반면 내부적 접근은 음악이 청자를 자극함으로서 청자
의해서 정서가 발생된다는 주장으로, ‘음악에 대한

슬

발생’되는 두 가지로 나뉜다.67) 주 린과 동료들

(Juslin et al., 2010)은 정서가 발생하는 원인을 뇌간 반사(brain stem

듬

reflexes), 리 적인 동조(rhythmic entrainment),

염

평가적 조건(evaluative

conditioning), 전 (contagion), 시각적 형상화(visual imagery), 단편적

억

기 (episodic memory), 음악적 기대(musical expectancy)의 7가지로 규

평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서는 음악적 기대6
이며, 평가 없이 무의식적 활성화로 발생하는 것은 뇌간 반사, 리듬적 동
조6 , 단편적 기억, 시각적 형상화, 정서적 전염, 평가적 조건 이다.
정하였는데, 음악에 대한

8)

9)

67) 명시적으로

70)

평

가를 포함하지 않는 비인지주의적 정서 이론은 과거 정서 상태의 재활
성화를 수반한다(Schiavio et al., 2017: 789).
68) 음악은 지각적 전체(건축)를 만들어 내므로 음악이 다음에 어떻게 들 지에 대한 기
대(목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음악이 실제로 전개되는 방식과 이러한 기대를 대조
함으로써, 기대,
장,
라움, 실 과 같은 정서상태가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이
Meyer(1956)와 Huron(2006)에 의해 제안된 기대이론이다.
69) 리 적 동조나 정서적 전 은 정서가 연관 경로에 의해 연결된 뇌의 노드(nodes)
트 크로 구성되어 이러한 노드 중 하나의 활성화가 트 크의 나머지 부분을 트리
거하는 활성화 확산(activation spreading)으로 설명된다(Innes-ker & Niedenthal,
2002).

릴

긴

듬
워

놀
염

망

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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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음악적 정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점
에도 불구하고, 외부적·내부적 정서 이론의 공통된 가정은 다음의 두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음악이 청자의 특정한 내부 성향에 작용

하는 외부 자극으로 존재함으로써 음악과 청자는 분리된다는 것이고, 둘

째는 내부와 외부 접근 모두 음악적 정서 과정에서 몸보다는 지적인 요
소를
더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서의 내·외부적 메커니즘의 특
징은 심미적 음악교육과 시너지스틱 음악교육에서 발견되는데, 예술가가
불어넣은 느낌을 청자가 상상력과 통찰로 알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심
미적 음악교육이 외부적 메커니즘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청자의 몸을
통해서 발생한 정서가 느낌으로 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시너지스틱 음악
71)

교육(2003)은 내부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심미적 음악교육과

너 틱 음악 교육은 ‘인간의 인지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음악 그 자체
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음악적 가치에 천착하여, 인간의 사회화와 행복
시 지스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의 정서들을 경시함으로써, 음악이 발생시키
는 다양한 정서들을 축소시킨다.’72)는 공통점을 지니게 된다(Schiavio et
al., 2017: 791).
그렇다면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적 정서의 발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엘리엇은 MM 2의 9장 “음악적 정서적 경험(Musical-Emotional

슬

Experiences)”에서 주 린과 동료들의 정서 연구(2010: 619-623)가 소개

듬

하고 있는 “뇌간 반사(brain stem reflexes), 리 적인 동조(rhythmic

평가적 훈련(evaluative conditioning), 전염(contagion), 시
각적 형상화(visual imagery), 단편적 기억(episodic memory), 음악적 기
대(musical expectancy)”의 7가지 메커니즘에 인지적 모니터링과 네이밍
entrainment),

평

평

가적 조건은 과거에 청자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가한 사건과 음악을 동
시에 경험함으로써 정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전의 정서적 경험과 관련되
었던 음악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정서상태로 회복시킨다(Schiavio et al., 2017: 790).
71) 내부적 접근의 음악적 기대, 시각적 형상화,
가적 조건, 단편적 기 들 모두 청자
의 인지와 기 을 바탕으로 정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음악에서 정
서를 찾는 외부적 접근 뿐 아니라 내부적 접근 모두 음악적 정서를 인지적이며 지적
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chiavio et al., 2017: 791).
72) Schiavio et al.(2017: 793)는 음악이 인간 생존과 행복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가정하
고 있는 내·외부적 정서이론들이 음악성이 인간의 발달과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증거의 증가에 의해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70)

평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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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Cognitive monitoring and naming), 육체(Corporeality), 음악적

착

페르소

나(Musical persona), 사회적 애 (Social attachment)을 더하여 음악적
정서를 설명하고 있다. “음악은 사회적으로

착근되므로(embedded) 음악

적 정서와 같은 육체적 현상은(corporeal phenomenon) 오직 인지적 과
정으로만(music cognition alone) 발생하지 않는다(Elliott & Silverman,
2015: 323).”는 설명과 함께, 엘리엇은 음악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11개의

메커니즘이 ‘

뇌-몸-행위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즉 모든 음악적 정서는 오로지 음악에서만 발
생되는 것도 인간의 몸에서만 발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Schiavio et
al., 2017: 792-793; Juslin et al., 2010: 620), 단 한 가지의

메커니즘으로

음악적 정서를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엘리엇은 음악적 정서가 인간
의 몸이 속한 사회·문화·역사·정치 등의 맥락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차원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메커니즘은 ‘인간의 몸과 행위’, ‘몸과 음악이 만나는 환
경과 그것들에 대한 평가’, ‘음악적 정서와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뇌간 반사와 리듬적인 동조, 육체는 정
이들 11가지

서가 몸과 움직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뇌간은 뇌와 척수를
이어주는 줄기로서 주변 환경을 종합하여 동기(motivation), 정서, 행위
를 연결하는 일차적인 의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음악 소리는 뇌간 반
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정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뇌간반사는 정서가 시
작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또한 우리는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음악의

박자를

누구나

몸으로

음악을 주의

맞추어

깊게 듣지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텔(Patel)

듬

은 인간만이 음악의 리 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유일한 종이라고 말하

였다(Elliott & Silverman, 2015: 324, 재인용). 음악에 노출되면 뇌간과

피질영역과 자동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운동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크루거는 “뮤지컬 어포던스(musical affordance) 3 ”라는 새로운
뇌의

7 )

73) 크루거(2014)는 음악의 수용자가 음악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움직이게 되는 특성
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이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 erception(1979)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affordance(행동 유발성, 유도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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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사용하여, 음악이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정서를 만들어내고, 정서
는 의미와 음악의 느낌을 만들어 냄을 설명한다.

듬과 선율이

음악적 사건의 음향 구조에서 리

징
속되면서, 청자는 이러한 음향 구조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패턴화된
인

패턴, 조성의 움직임,

강조되는 주기적

음량과 강도의 조절과 같은 특 들이 지

응답(행위)을 행하게 된다. 음악은 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의미를

만들고, 이것은 강력한 정서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음악과
함께 발전시키는 행동의 형태는 음악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음악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Krueger, 2014: 2-3).

크루거는

이와

같은

음악의

행위성을

음악에서의

동조현상

(entrainment)74)로 발전시킨다. 음악은 구조화된 “소리-시간”의 현상이기

듬

때문에 리 은 음악적 사건의 시간적 발전을 신체로 표현하기 위한 핵심

듬

이며, 음악적 동조현상은 리 에서의 단순한 관계(1:1) 혹은 보다 복잡한
관계(2:3, 4:3)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들이 조절되며 나타난다. 음악에 우
리의 반응을 조정하는 음악에서의 동조현상은 음악 구조에 우리의 몸을
직접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함께 음악을

듣거나 연주할 때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동조현상은 음악을 함께 하는 이들이 유사한 정서를 갖게 함으로

써 정서의 동시성(affective synchrony)으로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Krueger, 2014: 3). 요컨대 크루거는 음악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공통의
정서로서의

공감 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슬로보다와 주슬린(Sloboda & Juslin, 2001: 88)에 따르면 음악
에 대한 반응을 억제할 때조차도 청자의 잠재의식에서는 신체적 반응이
한편

성)’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musical affordance’라는 용어를 고안하였다. ‘행동 유도성’
이라고 불리는 어포던스는 대상의 어떠한 속성이 유기체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
게끔 유도하거나 특정 행동을 쉽게 하게 하는 성질이므로, 크루거의 ‘음악적 어포던
스’는 음악의 속성이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어떠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74) 두 개 이상의
립적인 진동 프로세스가 서로 동조화되어 점차적으로 공통의 주기성
을 향해 조정되는 것으로, 두 개의 추의 움직임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상
호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음악과 인간에서처럼 한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Krueger, 2014: 3).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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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즉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음악에 노출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

이것은 거

뉴런이론75)에 근거한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알려준다.

첫째 정서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유사한 행위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유사한
정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악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의 전염 혹은 공
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월(Wall)에 따르면 정서의 전염이나
공감은 인간의 진화, 사회적 유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데(Elliott &

굴

Silverman, 2015: 325, 재인용), 사람의 얼 , 몸, 목소리, 제스처로 타자
와 소통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음악이 만들어내는 행위와 정
서 그리고 공감은 음악을 통해 우리가 타자 그리고 사회와 관계와 유대
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음악이 은유하는 이미지로 인하여 정서를 경험한

곡

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 을 푸르른 언덕과 목가적인 풍경을

듣는 것과 같이 음악에 어떠한 이미지를 투영함으로써 우리는
정서를 경험한다. 주슬린과 그의 동료들은 시각적 이미지의 ‘영상 도식
(image schemata) 6 ’이 정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메커니즘임을 설명한
상상하며

7 )

다. 영상도식이라는 개념은 1987년 철학자 존슨(M. Johnson)과 언어학자
레이코프(George Lakoff)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음악을

듣거나 볼

때 우리는 음악의 흐름을 하나의 제스처(움직임)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

피치가 높아지면 그 선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스타카토에서는 점프하는 듯한, 아르페지오와 같은 분산화음은

다. 예를 들어 음악의
보이며,

울

찰

75) 거
뉴런은 다른 행위자가 행한 행동을 관 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위를 직접 할
때와 같은 활성을 내는 신경세포이다. 즉 거 뉴런은 지각과 운동이 통합된 세포
로서, 이 뉴런들은 인간 뇌의 하전두회(InferiorFrontal Gyrus: IFG)와 하두정엽
(Inferior ParietalLobule: IPL)에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두정엽-전두엽(P-F) 거
뉴
런계라고 일 는다. 거 뉴런계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관 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행
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나의 운동계획과 비교해 실행으로 바 는 과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행동에 대한 모방이 가능해 진다. 전자는 도덕성의 기초인
공감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문화의 동력이 되는 모방 능력에 관련된다(장대 , 2012:
43).
76) 이것은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비 된 체험적 도식으로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경
험과 이해의 토대를 제공한다.

똑

컫

울

울

찰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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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꾸

익

돌

음들이 소용 이 치고 있는 것과 같이, 음악을 제스처로 이해하고 설명
하는 것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비평가들의 글에서도 흔히 발견

할 수 있다(정혜윤, 2012: 133). 이러한 영상 도식은 우리가 무의식중에
음악을 행위로서 은유(metaphor)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음

끼

악에 대해서 느 고 상상하는 부분들이 음악의 체화적인 본질에 기반하
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음악에서의 영상도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음
악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위로 상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음악은
상상력과 은유로서 각기 다른 개인들에게도 유사한 정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것은 음악으로 공감을 만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낼 수 있다는

평가과정에서도 우리는 정서를 경험한
다. 평가는 음악이 이전에 나의 몸에 남겼던 흔적들로부터 영향을 받으
며 형성되므로, 어떠한 음악에 대한 평가는 그 음악이 이전에 나의 몸에
남겨진 흔적(정서, 몸의 감각, 이야기, 추억, 기억)들을 끌어오는 것이라
음악이 펼쳐지는 상황에 따른

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음악이 즐거운 상황에서 경험되었다면 그 음악은

즐거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좋지 않은 환경이나 기분에서 경험하

였던 음악은 부정적인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음악이 만들어내는

억

정서는 음악에 대한 기 과 이미지와도

억

왜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정

서적 기 은 음악에 대해서 ‘ ? 어떻게?’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없이 즉
각적으로

다가온다.

엘리엇이

제시하는

인지적

모니터링과

네이밍

(Cognitive monitoring and naming)은 초기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음
악

패턴의 평가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킴으로써 음악적-정서적 경험의 반응을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을

돕는다(Elliott & Silverman, 2015: 326). 인간은 중요한 사건에 그것

들을 어떻게 명명하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의

외부적인 요소(제목, 프로그램 노트 등)들을 음악과 관련시켜 음악을 이
야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음악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또 다른
정서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실천적 음악은 정서가 인간이나 음악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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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 그리고 음악이 통합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통
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체화인지의
행화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의 정서를

‘체화-행화적(embodied-enactive)’ 접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77) 다
음의

글은 ‘체화-행화적’ 접근으로서의 음악적 정서가 무엇인지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

음악적 정서는 오직 음악적

패턴에서만도,

신체적 과정에서만

도, 뇌의 반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음악적-정서적
경험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며, 음악의 사회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음향적-사회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음악적-정서
적 경험은 심미적 혹은 지각적 구성이 아니라 체화된 반응
(embodied

response)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324-327).
인간의 인지가 몸의 감각이나 행동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바탕
으로 이루어진다는 체화인지(embodied mind)의 핵심은 환경에 적극적으
로 행동함으로써 자신과 환경을 변모시키는 행화(enact)이다. 행화주의
(enactivism)에서 유기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생존하고 발전하

율

기 위해서 자 성(autonomy), 자가 생성(autopoiesis) 및 구조적 결합
(structural coupling)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살아 있는 유기체는 ‘세계

율

안의 혹은 세계에로의 자 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환경 그리고
다른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자가 생성’과 ‘구조적 결합’을 하는데, 이

때 발생되는 것은

‘의미-생성(sense-making)’ 이다.

이러한 의미-생성은 정태적(static)이고 영원한 것으로서의 의미를 수
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맺음에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만
들어지는 적극적인 성질로서의 의미-생성이다. 행화주의에서의 인지는

메커 즘

77) 정서에 대한 행화적 접근은 내·외부적 정서이론의
니 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라, 내·외부적 접근과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정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Juslin et al.(2010)의 7가지
니 들(내·외부적 정서 이론)을 모두 받아들
임과 동시에 환경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는
니 들을 추가하고 있다.

메커 즘
돕 메커 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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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의미-생성이며, 최근의 연구들은 유
기체에게 의미-생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과정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서가

j

정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Maty a & Schiavio,

2013: 353).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음악을

듣고 음악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나만의 정서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음악을 이해한 것과 다

름없다.’라는 엘리엇의 설명은(2015: 331) 정서가 만들어내는 의미-생성
이 실천적 음악교육에서의 핵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화주의에서 유기체와 환경의 순환적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
는 활동으로 발생하는 정서는 의미-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
문에 의미-생성 과정은 유기체의 생활 세계(life world)와 필연적으로 관

련을 맺게 된다. 단순한 유기체의 ‘원시적 정서(primordial affectivity)’에
서부터

인간의

보다

복잡한

개인

및

사회

문화적

자기

조직화

(self-organization)에 이르기까지(Colombetti, 2014), 유기체가 정서를 통
해 만들어가는 의미는 유기체의 생활세계와 분리되어 순수한 질로 걸러

듯

질 수 없다. 따라서 리머가 주장하 이 순수하게 음악적인 정서로 음악
적인 의미화(음악 내적인 앎)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78)
그러므로 음악의 ‘의미-생성’ 과정의 종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정서(Maitlis et al., 2013: 2)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만들

낼 수 있다. 같은 음악이라도 환경이나 내가 변화한다면 그 음악의 의
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많이들 경험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사귈 때 함께 들었던 음악이 행복, 사랑, 즐거움의 의미를 만들었다면,
헤어진 후에는 괴로움, 슬픔, 고통으로 다가오듯이, 음악을 경험하는 사
어

람의 상황에 따라서 음악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악이 발생하
는 의미-생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변모하는 것이다. 요컨대 행화주의에서 정서가 만들어내는 ‘의미-생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 과 관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성질로

나타난다.
78) 최근의 정서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음악적 정서가 순수하게 심미적이거나 목적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Juslin et al., 2010: 620;
Schiavio et al., 2017: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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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실천적 음악은 유기체가 속한 세계를 음악
안으로 가져오므로, 실천적 음악의 음악적 정서가 만들어내는 음악적 의

미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들을

징

담아내게 된다. 엘리엇(2015: 185-186)은 정서를 다음의 5가지로 특 짓
고 있다.

첫째, 정서는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 대인관계, 예술가의 기대

를 만족시키는 가능성,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해석 등과 같이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서는 신체 혹은 뇌의 특정한 부분에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속한 삶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

셋째, 정서는 느낌에 선행하는 과정이며 대부분은
무의식적 상태이다. 넷째, 느낌은 항상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므로 타자의
느낌을 알아채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정서는 정서를 드러내는 사람의
에서 발생할 수 있다.

표현들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의 정서적 해석은 타

째

자에 대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79) 다섯 , 그러므로 정서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랫

첫 번째 음악 경험이 아기를 재우거나 돌보는 엄마

의 노 소리임에 주목하고 있는 엘리엇은 음악이 발생하는 정서가 인지
적이거나 심미적인 것이 아닌 관계적인 성질로 출현함을 설명하고 있다
(2015: 328).

엄마와 아기의 표정, 노랫소리, 엄마의 노랫소리에 반응하는

아기의 정서는 음악이 심미적이나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체화적이고, 관
계적이며, 변형적 성질임을 드러낸다. 이처럼 음악과 인간이 만나서 만들

남

어지는 음악적 정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 에 따라 전개되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음악은 인간의 발달에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너 틱 음악교육이 음악적인

음악 내적인 앎을 강조하는 리머의 시 지스

느낌, 예술적인 느낌의 추구로 음악이 발생시키는 정서를 인지적이고 지
적인 느낌으로

승화시켜

음악 내적인 앎으로써의 의미화를 음악교육의

목표로 삼았다면,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의 정서를 표현하고,

좋

79) 예를 들어 기뻐하는 친구를 보고 축하해준다거나 왠지 모르게 표정이 안
은 동료
에게 ‘무슨 일이 있느 ?’라는 관심을 기 이는 것,
을 겪는 친구를 안아주는 등
의 행위처럼, 타자의 정서를 는 것은 행동을 유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냐

읽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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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이해하고,

듣는 것에 인간의 몸, 마음 그리고 인간이 속한 세계를 포함시

킴으로서, 정서가 음악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의 다양한 의미들은 음악 안에만 머물러 있
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 사회, 문화 속에서 소
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가
치들을 만든다.

너 틱

그러므로 경험중심의 시 지스

음악교육이 느낌의 교육에 방점을

둠으로써 음악의 내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면, 실천적 음악교육은 정
서가 갖는 사회적인 힘과 음악을 연결시킴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외적으

로 확장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이 갖는 행위
성을 바탕으로 정서의 함양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써 음악을 인
간의 사회적인 삶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1. 2. 정서의 교육

앞선 논의를 통하여 느낌과 정서는 각기 다른 성질과 의미를 나타내
고 있으며, 시너지스틱 음악교육과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의 느낌과 정
서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너지스틱 음악교육과 실
천적 음악교육 모두 다마지오의 이론을 바탕으로 느낌과 정서의 중요성

림

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다마지오(1999)의 ‘생명조절의 단계’ 그 은 이들
의 차이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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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생명 조절의 단계(Damasio, 1999: 55)
리머는(2003: 123-124)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정서보다 의식

수준 바로 밑에 위치함으로써 감각을 사유와 의식에 연결하는 느낌을 강
조하고 있는데, 그가 느낌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가장 “인간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머는 몸에 가까운

칠

듬

거 고 다 어지지 않은 정서보다 사고하고 인지하고 예술을 만들고 감
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느낌을 교육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음
악에서 느낌을 강조한다는 것은 느껴진 경험으로서 음악이 의식적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의

너 틱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음악내적
인 앎으로 발전하는데, 나만이 느낄 수 있는 1인칭 경험인 느낌을 강조
미화’ 의

과정을 통해 시 지스

한다는 것은 의미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를 ‘나’라는 개인으로 제
한하게 한다.
반면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은 인간의 행복, 삶 그리고 번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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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강조한다. 물론 엘리엇(2015: 330-331)이 말하는 정서는 정서를
아는 것으로서의 느낌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는 인지로서의 느낌 혹
은 오로지 음악적인 느낌이나 음악적 앎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엘리엇은

남

정서가 갖는 ‘드러 , 움직임 그리고 머리보다는 몸에 더 가까운 무의식
의 상태’에서 펼쳐지는 음악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음악이 정서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집중한다. 요컨대 리머와 엘리엇 모두 정서에
의한 의미화의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리머는 인지되는 정서로서
의 느낌이 만들어내는 ‘의미화’에 엘리엇은 정서에 의해 만들어지고 움직
이고 사라지는

‘의미-생성(sense-making)’ 을

강조한다.

정서에 의한 ‘의미-생성’은 만들어지는(making) 동사의 과정으로, 의

미는 변화하고 움직이며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드러나고 움직이는 것으
로서의 정서는 음악을 경험하는 나의 몸, 몸이 속한 세계, 세계에 있는

됨

타자들과 함께 공유 으로써 의미를 생성한다.80) 이와 같이 의미-생성은
음악적인 내용뿐 아니라 음악이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시대, 역사, 문화와
같은 다양한 음악 외적 차원들이 뒤섞여 있으며, 개인과 음악과의 관계

뿐 아니라 세계와 세계에 속한 타자들이 함께 구성하는 것이므로, 정서
는 관계, 참여 그리고 사회를 함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천적 음악교육
은 정서를 통해 음악을 사회적 행위(프락시스)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며,
음악을 통해 학습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

좋

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정서적 경험이 “ 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천적
음악교육(Elliott & Silverman, 2015: 43)에서 음악적 정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

음악은 우리를

행동하게

써

함 으로

공감 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음악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속성(music affordance)을 가지고
80) 마크 존슨(2012: 362, 373)은 음악이 인간 경험의 흐름·느낌·사고를 구체적이고도 신
체화된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우리 대부분은 음
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 없이 그저 상상적·정서적으로 음악에 끌린다. 그러므로 음악
적 의미는 신체화된 본질로서 나타난다고 간주될 수 있는데, 마크 존슨은 이것에 대
한 강력한 증거를 음악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개념화와 기술이 은유(metaphor)를 사용
하는 것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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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있으며,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음악의 움직임을 은유하고 있고, 거

뉴런은 실제 음악 연주를 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연주자들

과 같은 움직임을 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운동을 제공함을 증명한다.

울 뉴런이 모방과 공감과 관련된다는 장대익(2012: 43)의 설명처럼, 음
악의 리듬, 피치, 다이내믹 등과 같은 음악이 은유하는 제스처를 함께 경
험하는 것은 정서의 동시성(emotional synchrony), 정서의 전염
거

(contagion) 혹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째

둘 , 음악적 정서는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과 소속(affiliation)을
촉진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커니즘이므로(Elliott

& Silverman, 2015:

328),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음악은 우리의

몸을 관통하며 정서를 만들어내고, 정서는 우리의 몸에서만 발생하고 사

피

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를 강하게 연결시킨다. 아이를 보살 는

엄마의 노랫소리나 교회의 찬송가 군악대의 연주에서와 같이 음악이 만
들어 내는 정서는 사회적 애착을 형성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을 강하게 결
속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의 행위성을 통해 발생되는
정서는

사회성의 기초 이자 도덕성의 기초 로

발전할 수 있다. 상호 인지

할 수 있는 정서적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상호주관성, 공감을 증진할 수 있다는 엘리엇(2015: 187)의 설명은 정서
교육으로서의 실천적 음악교육이 유대와 관계를 위한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서를 강조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과연 미적 경험으로서

너 틱

의 심미적 음악교육, 느낌을 강조하는 시 지스

음악교육과 ‘음악적-

정서적(musical-emotional) 경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학생들이 음악적 형식과 요소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미적 경

험(aesthetic experience)”이 더

깊어지는가?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미적경험은 무엇인가? 미적경험과 음악-정서적 경험은 어
떻게 다른가? 형식과 요소 외에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
인가?(Elliott & Silverman,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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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교육 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 성향 또는 과
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음악 교육을 통해 사람이 교육받은 느낌
을 갖고 있는지 또는 느낌을 개발하고 있는지 어떻게

듣

평가할

수

있는가? 음악 기, 음악 제작 또한 학교 음악이 “느낌을 교육한
다.”라는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질적, 양적, 혹은 실용적 증거
는 없다(Elliott & Silverman, 2015: 39).

엘리엇은 ‘미적 경험과 느낌의 교육이 결국 음악의 이론적인 형식과
요소와 같이 음악의 이론적이고 지적인 분야를 가르치는 것 외에 무엇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
문을 표하고 있다. 결국 심미적 교육과 시너지스틱 음악교육은 추상적이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고 형이상학적인 느낌을 추구함으로써, 실제의 음악교육에서 어떻게 느

워

낌을 가르치고 배 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교과
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적-정서적 경험을 어떻게 가르치기
를 제안하고 있는가?

첫째,

음악을 만들고

듣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이

째

음악적 정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둘 , 작품과 연주에서
음악의 정서적인 표현을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음악적 구조 그리고 음악적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서를 들을 수 있도록 참여시켜

째

야 한다. 넷 , 학생들이 음악적-시각, 음악적 촉각, 음악적-사회적 그리

끼
다섯째,

고 음악적 움직임에 대한 경험에서 그들이 느 고 연관 짓는 정서를 경

험하게 하고 토론하도록 북돋아야 한다.

곡

학생들이 “정서 단어

(emotion words)”를 사용하여 작 가, 연주가의 작품과 연주를 이름 짓
고, 설명하고 토론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여섯째, 연주자, 즉흥연주가. 편

곡가, 지휘자로서 음악적 정서적 표현을 만드는 것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331). 그리고 엘리엇(2015: 331)은 정서

의 교수-학습이 어떠한 음악에서 학생들과 교사가 정서와 느낌의 일치
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깊은 음악의 정서적 경험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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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이끄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정서의 교육으로 대변되는 실천적 음악교육은 정서에 방점을

둠으로써

교사와 학습자가

좀

더 쉽게 음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느낌은 언어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술적 인지 상태이기 때문에, 교

밀

육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음악이 갖는 내 하고 개인적인 느낌을 어
떻게 경험하였는지 표현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언어나 단어
그리고 행위나 표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서는 음악의 다양한 정서
들에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악의 의미를 만들어내
고 이를 통하여 음악을 구체적이며 다층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즉 시

너

틱 음악교육에서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정서가 느낌

지스

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정서는 학생들

좀 더 친숙하게 음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이론적이고 형식
적인 측면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또한 음악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 경험과 외부세계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표현 능

줌

력을 높여 으로써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장정주, 2012:
148). 예를 들어 “솔베이지의 노래”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

떠한 정서를 느꼈는지 표현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정서를 대화나 토론으
로 공유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친구들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언어와 행위로 전달하는 것은 타자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발생시킴으로
써 긍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실천적 음악 교육은 정서를 강조함으로써 음악 내적인 측
면과 외적인 측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서의 경험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음악에 직접 참여하고, 연주하
고, 행위하고, 표현하는 음악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음

밀

악에서의 정서를 바탕으로 서로를 친 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음악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은

평생의 즐거움으로서의 음악 여정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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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에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2. 실천적 음악교육의 내용
그렇다면 정서로서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즉 실천적 음악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를 위하여

MM 2

연구자는

6,

7,

8장의

실천적

음악교육의

지식(musical

understanding)과 활동(musicing and listening) 그리고 산물(musical
products)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내용을 논의하고
자 한다.

2. 1. 음악을 구성하는 지식
엘리엇은 음악이 다른 교과와 달리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
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좋아해, 하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라고 말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또한 어떤 이들이 음악에 대해서 이론적인
음악을

지식을 정확히 배운 적은 없지만, 능숙하게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 반면 사람들이 “수학을 잘 모르지만 매

랑해요.”라고

우 사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가?(Elliott &

Silverman, 2015: 197).
음악을

듣고

즐길 때를 상상해보자. 어떠한 음악이

좋아졌을

때, 그

음악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내용들이나 이론적인 형식들이 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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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음악에 대한

징

막연한 끌림이 음악에 대한 관심을 발생시켜, 음악

의 형식이나 특 과 같은 이론적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음악을 즐기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음악

의 이론적 지식이나 형식과 같은 객관적인 성격들이 음악의 필수적인 본
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다하더라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일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
고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고 유치원에서 들었거나 경험했던 노래를
까?’ 이제

흥얼거리는 것을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지식은 그
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이들의 환경이 음악의 이론적 지식에 많은

렵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하기 어 다. 또한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악
보를

읽지 못하더라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

들은 음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접하지 못하였지만 음악을 몸으로 반응

억

뛰어난 사람들로서, 음악은 개념이나 이
론적인 지식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고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을
하고 기 하고 습득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데, 엘리엇은 이것을 음악이 갖는
적(enactive)’

‘체화적(embodied)-행화

성격으로 규정한다.

음악이 체화적이고 행화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음악 교육이 몸과
행위로 실천되어야 함을 상정한다. 그렇다면 실천적 음악 교육은 음악적
지식 없이도 음악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행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
고 있는가? 엘리엇은 이에 대하여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즐기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소리
에 반응하거나 목소리나 악기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음악적인 표현도 아

님

니며, 사회적으로 음악적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 을 분명하게 밝
히고 있다. 즉 단순한 소리 내기와 의미와 표현을 담은 소리는 음악에
대한 이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리를 표현적(expressively)이고

창의적(creatively)이며, 사회적-소리적(social-sonic) 경험으로 변형하기
를 원하는 이들은 반드시 어떠한 수준의 음악적 이해를 지니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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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5]를 살펴

한다는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196). 다음의 그
보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해 질 것이다.

[그림 5] 음악적 이해(Elliott & Silverman, 2015: 207)
음악적 이해(musical understanding)는 크게 음악하기(musicing)와

듣기(listening)라는 두 가지 범주의 음악 활동으로 나타나며, 음악
하기와 듣기는 그 안에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담고 있다.
음악

즉 실천적 음악교육에서의 음악적 지식들은 언어나 이론적 지식에 머물
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하기와

듣기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지식으로서

낼 수 있다. 이러한 지식들이 표현적이고 창의적인 몸과

의 정체를 드러

행위로 표현될 때 음악성(musicianship)과 감상력(listenership)81)은 개발

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음악성과 감상력은 음악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

q

81) ‘~ship'은 uality, condition, act, skill, state, condition of being 등을 뜻하는 어미로
‘musicianship’을 음악적 능력의 상태인 ‘음악성’으로 해석하였 이, ‘listenership’은
는 능력의 상태라는 ‘감상력’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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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

이 아니라.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등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층의 상호
작용을 통해 체화되고 행화하며 확장되고 있으므로, 실천적 음악의 음악

징

적 지식은 움직이고 변모하고 발전하는 특 들을 내재하고 있다.

MM 1이 ‘음악

듣기’

음악을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음악하기

82)보다는

(musicing, music making)’에

좀 더 집중하여 음악하기를 통한 ‘음악성’

듣기를 통한 ‘감상력’ 보다 더 강조하였다면, MM 2에서는 음
악에서의 활동을 ‘음악하기(musicing)’와 ‘듣기(listening)’의 두 가지로 나
누고, 음악성과 함께 감상력을 함양해야만 음악적 이해를 완성하는 것으
의 획득을

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의 ‘음악하기’와
음악적 산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음악

듣기’가 요구하는 지식들

을 하위에 구성함으로써,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성과 감상력은 음악적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음악성과 감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음악적 지식들은 과정적, 언어적, 경

험적, 직관적, 상황적, 긍정적, 윤리적,
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악하기와

메타인지의 8가지로 동일하게 구

듣기가 음악교육에서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8가지 지식들은 과정적 지식
(procedural thinking and knowing)이라는

큰 틀에서 음악하기와 듣기를

듣기가 음악성과

구성하게 되고, 음악하기와

감상력으로 조화롭게 균형

을 이루면 비로소 음악적 이해(musical understanding)가 성취된다.
엘리엇은 MM 1에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지식을 과정적(procedural

knowledge), 형식적(formal knowledge), 비형식적(informal knowledge),
인상적(impressionistic

knowledge),

누

통제적

지식(supervisory

knowledge)의 5가지로 나 고 ‘knowledge’라는 명사형으로 음악적 지식
을 표현하였지만, MM 2에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지식의 종류를 5가지에
서

8가지로

확장하고

있으며,

지식을

‘생각하기(thinking)와

알기

(knowing)’으로 변형함으로써 고정되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지식을 동사적이며 주관적인 성질로 나타내고자 한다.
82) Morrison(2009: 77-78)은 엘리엇이 MM 1에서 음악의 개념 안에 음악하기의 영역들
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엘리엇이 음악의 연주를 감상보다 우위에 두고 있음
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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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6]은 연구자가 MM 1과 MM 2에서 제시하는 실천적 음

다음의 그

악교육의 지식들을 도식화한 것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이 요구하는 지식
의 변화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림 6] 실천적 음악교육을 구성하는 음악 지식의 변모

(Elliott, 1995: 60-66; Elliott & Silverman, 2015: 212-227)

MM 1에서는 인간의 의식작용과 관련된 개념을 언어적 개념(verbal
concepts)과 실용적 개념(practical concepts)으로 분류하여(권덕원, 1999:
11), 언어적 개념과 관련된 것을 형식적 지식으로 나타내고 실용적 개념
에 과정적, 비형식적, 인상적, 통제적 지식을 포함하였다면, MM 2에서는

언어적 개념의 형식적 지식을 ‘언어적(verbal) 생각하기와 알기’로, 실용
적인 개념의 비형식적, 인상적 지식을 ‘경험적(experiential),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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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ed), 직관적(intuitive) 생각하기와 알기로 더

욱 세분화하였으며, 여

기에 긍정적(appreciative) 생각하기와 알기’와 ‘윤리적(ethical) 생각하기
와 알기’라는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포함하여
기를 설명하고 있다.

총 8가지의 생각하기와 알

엘리엇은 이와 같이 MM 2에서 실천적 음악을 구성하는 지식들을 확
장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지식의 확장이 음악을 바라보는 엘리엇
의 시각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MM 1에서의 음악적 지식
이 음악하기(연주)에 한정되어 음악적 지식들을 추출한 것이라면, MM 2

괄

에서는 음악이 세계와 관계함으로써 나타나는 행위들까지 포 하게 되면

졌

서, 음악을 구성하는 지식이 넓어지고 다양해 다는 것이다.
요컨대 MM 2에서의 지식의 확장은 음악적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이
고 윤리적인 행위로 나아가고자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방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MM 2에서 소개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을 구성하는 지식
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과정적 생각하기와 알기(procedural thinking and knowing)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식들은 행위 주체인 몸과 몸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성격을 지닌다. 과정적 지식은 행
위의 각 단계마다 적합한 지식들이 행위로 통합되어 나오는 것으로, 엘
리엇(2015: 212)은 외과 의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가 행하는 수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음악에서의 지식은 음악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 5]를 보면 과정적 생각하기와 알기(Procedural/Action)가 8가지
의 생각하기와 알기의 목록 가장 위에 굵은 글씨로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엘리엇은 실천적 음악의 음악하기와 듣기의 모든 형식이 어떠한
종류의 행위나 활동으로서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적 생각
하기와 알기는 모든 다른 음악적 생각하기와 알기를 성장시키고, 지지하
고,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음악적 지식이라고 설명한다(2015: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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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개념이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영역에서 출현하고 발전해왔던
것처럼83), 실습과 실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과들은 언어적 지식보다
는 비언어적, 암시적, 체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위로부터 습득되
고 전개된다. 그러므로 음악에서의 과정적 생각하기와 알기를 습득하기

박

위해서는, 음악의 언어적 지식들( 자, 음정, 화성과 조성 등의)이 체화되
어 표현될 수 있도록 많은

연습 을

필요로 한다.

연습은 단순히 언어적 지식을 입력하고 음악 행위로 출력하는 단계별

즘

알고리 이나 선형적인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서 지
속적인 판단과 반성(reflecting on action)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적 행
위가 언어적 지식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각하기와 알기를 완전히

녹여

낼 수 있는 시간들을 요구한다. 4 음악적 이해의 본질과 질은
음악가(musicer)와 듣는 이(listener)로서 그들이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
(체화하여)

8 )

이며, 음악가와 청자의 과정적 지식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음악하기와

듣기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2) 언어적 생각하기와 앎(verbal thinking and knowing)

언어적 생각하기와 알기는 개념, 설명, 이론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것은

전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

혹은

서술적

지식

(declarative knowledge)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Elliott & Silverman,
2015: 217).
음악교육에서 ‘교수-학습’은 과정적 지식과 언어적 지식 사이의 변수
83)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
한다. 예를 들어 역사, 국어, 철학, 과학 등의 교과는 개념과 언어적 지식이 주를 이루
는 교과들로, 이들 교과들의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악, 미술, 체육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개념을 정확
히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이들 교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과목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여 진다.
84)
(조 제, 2004: 136-137)는 이것을 몸의 습관화로 설명한다. 음악이나 무용과 같
은 예술의 연습은 요구되는 동작, 표현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몸에 일대일의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적인 요소가 몸에 내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음악
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음악의 형태를 구조화하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의 습관화(習慣化)라고 할 수 있다.

겨

퐁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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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세어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음악은 매우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모호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능력은 제각기 다
르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능력에 따라 언어적 지식과 음악
의 행위가 포함하는 다른 지식들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한다. 어떠한 학

끼

생들은 행위와 움직임으로서의 음악을 모호하고 복잡하게 느 기에, 구
체적이고 명료한 언어적 지식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음악의 행위를 배우

떤 학생들은 언어적 지식 없이도 음악을 놀라운 속

는 것을 선호하며, 어
도로

빨리 습득하는 경우가 있다(Elliott & Silverman, 2015: 218).

냐아
니냐?’가 아니라 ‘언제 사용하느냐?’이다. 즉 언어적 지식은 제재곡과 학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느

생들 그리고 환경의 상황에 따라 ‘삽입적으로(parenthetically)’ 교수-학습
으로 들어가야 한다. 언어적 지식은 음악으로 수행될 때 완전하고

충실

하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적 지식과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맺게

된다.
언어적 지식 역시 행위가 언어적 지식을 체화할 수 있는 연습의 시간
을 요구하며, 그 시간은 ‘행위 속의 생각’과 ‘행위 속의 반성’으로 이루어
진다. 언어적 지식만으로 음악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판적이고 적
극적인 반성과 판단으로 음악으로 체화되고 행화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다.

3) 경험적 생각하기와 알기(experiential thinking and knowing)
베레이터(Bereiter) 와 스카르다말리아(Scardamalia)는 경험적 지식을
특정한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전된 실용
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220, 재인용). 엘
리엇은 나이든 의사와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한 의사를 비교하며, 대개 나

이든 의사들이 어리고 지식이 많지만 경험이 부족한 의사에 비해 훨씬

유능한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의 비유를 통해

같은 행위라도 다양한

경험에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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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지는

것으로 그냥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 때 생성되는 것이다.

패시지를 노래 부르듯이 표현하

예를 들어, 리코더로 음악의 어떠한

는 것을 상상해보자. 내가 만약 리코더를 처음 접하는 것이라면 손가락
의 움직임, 텅잉 등을 언어적 지식에만 의존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를

랜 시간 다루어왔다면 경험에서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유연한 핑거링, 텅잉 등으로 패시지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리코더를 조금 오
나오는 호흡,

듯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언어적

를 노래하

지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맥락과 상황 그리고 비언어적이며 직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엘리엇은 이러한 경험적 지식이 2가지의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언어적 지식과 음악의 프락시스에 대한
인적인

해석이며

나머지는 자신만의

세심한(attentive)

개

음악활동 이다

(Elliott & Silverman, 2015: 221-222). 경험적인 생각하기와 앎은 음악의
기술적, 해석적, 표현적인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랜 시간의 실천과 수행의 과정 속에서 비판적인 반성과 판

지식이며, 오

단으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발
생하고 발전한다.

4) 상황적 생각하기와 알기(situated thinking and knowing)
베레이터(Bereiter)에 따르면 상황적 생각하기와 알기는 활동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 및 환경의 물질적 조건에서

얻어지고, 평

가되고, 이해되는 것이며, 엘리엇은 ‘언어적 생각하기와 알기’를 제외한
음악적 이해의 모든 생각하기와 알기가 상황적인 맥락위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15: 222).
상황적 생각하기와 알기는 ‘여성주의 인식론(Elliott & Silverman,
2015: 222)’85)으로부터 대부분 출현하였다. 여성주의 인식론은 상황적인

떤

85) 젠더가 지식과 정당화를 이해하는데 어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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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ed) 인식 주체가 특정한 사회적 위치로부터 어떠한 지식을 어떻게
도출하는가를 연구하는 데에 기여를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에 따라 인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앤더슨(Andersen)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세계를 경험하기에, 공간과 시간에 따

듯

라서 다른 구조와 위치를 갖게 된다.”고 말하였 이(Elliott & Silverman,
2015: 222, 재인용), 몸을 통하여

얻는 상황적 지식은 각 개인이 경험하

는 체화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상황적 지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몸이며, 학습자는 자신
의 몸에 따라서 음색, 음량, 몸의 사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

맞이하는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다른

다. 예를 들어 변성기를

음역과 음색을 갖게 되기에, 음악교사는 변성기라는 특별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

곡

록 도와야 하며, 그들의 음역과 음색에 적합한 제재 과 따라 수업을 구
성해야 할 것이다. 협업 음악에서도 학생들의 몸, 테크닉, 움직임에

울

맞고

어 리는 악기를 찾을 수 있도록 교사는 도와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학생
들은 자신의 몸과 소리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악기로 실습을 하는 일률적이고 단편화된 음악 수업은 지
양된다.

5) 직관적 생각하기와 알기(intuitive thinking and knowing)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릴 때에 이전에 이식된 생각, 경험 등으

로 의도하지 않게 자동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86)가 있다. 예를
여성주의 인식론은 전통적 인식론보다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을 따르는데, 전통적 인식
론이 인식 주체가 보편적인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선험적 지식의 조건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며 젠더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었다면, 자연주의적 인식
론은 우리가 실제 아는 것에 대한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젠더적 경험이 매
우 중요해진다. 상황적인(situated) 인식 주체가 특정한 사회적 위치로부터 어떠한 지
식을 어떻게 도출하는가를 연구하는 데에 여성주의 인식론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두
산 과).
86)
이어(Elliott & Silverman, 2015: 224, 재인용)는 직관적인 앎을 체스 전문가가 체
스판을 한 번 보고 자신의 모리에 5만여 가지의 배치를 만드는 직관적 판단으로 비

백
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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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들어, 경험이 많은 선생 들의 경우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학

투
잠재력을 아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후설(Elliott & Silverman, 2015: 223, 재인용)은
“이해의 많은 범주가 직관의 문제이고...현상학의 중심에 있는 살아있는
생들의 서 른 연주를 보고도 직관적으로 그 학생이 지닌

경험은 의식과 지식이 체화에 기초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끼

말하였는데, 이러한 직관적 생각하기와 알기를 엘리엇은 ‘아는 것을 느
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곡이지만, 곡의 구조와 의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음악에서 직관적인 앎은 처음 접해보는

채

그리고 색 와 연주에 대한 즉각적인

말할 수 있다. 음악을 만들거나

듣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에 대하

여 비언어적 인상이나 정서적인 감각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정서나 느낌을

좀

밀

더 면 히 알 수 있도록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동기를 부여한다.

즉 직관적인 생각하기와 알기는 연주가들이 어떠한 특정 프레이즈에
서 ‘정확히

왜?’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느

낌으로 아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러한 직관적 생각하기와 알기가 정서적
인 느낌을 위하여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의식이 관여함으로써, 음악적
느낌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직관적인 생각하기와

울

알기는 실제 음악에서의 행위나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쉽게 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곡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것, 즉흥적으로 창작 연주

하는 것에서 직면하는 음악적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하
여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직관적인 앎은 학생들을 잘못 이끌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끊임없는 비판적 반성이 항상 따라야
한다.

6) 긍정적 생각하기와 알기(appreciative thinking and knowing)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는 ‘appreciative knowing’87)은 우리에게
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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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

하지 않은 지식으로, 엘리엇이 MM 2에서 새롭게 포함한 음악적 지식이
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장애물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도
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긍정적인 마음의

틀(appreciative

frame)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아차
리고 그것이 갖는 미래의 의미를 예측하여 결과를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재형성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생각하기와 알기는 음악을 만들고
는 과정에서

듣

숨겨져 있는 요소들을 찾고 새롭게 해석하고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과 관계를 맺으며 음악의 힘을 삶의 세계로까지 확장시킨
다.
스탠버그(Elliott & Silverman, 2015: 225, 재인용)은 긍정적 지능이

습관적으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

워

고, 다른 이들이 두려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등에서 창의성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엘리엇은 이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긍정적 생각하기와 앎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연습
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7) 윤리적 생각하기와 알기(ethical musical thinking and knowing)

윤리적 생각하기와 앎 역시 MM 2에서 새롭게 포함된 지식으로서, 음

쓰임이 실천적 음악교육의 가장 큰 목표임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이다. 엘리엇은 지휘자 카라얀
과 클라이버의 예를 통해서 인간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시민 윤리 의식을 고취시킬 수도 음악을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앞 장에서 논의하
악의 ‘선(goods, benefits)’한

j

87) To o Thatchenkery & Carol Metzker가 2006년에 출간한 appreciative intelligence
는 안목지능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재
력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연구자는 appreciative thinking and
knowing을 ‘긍정적인 생각하기와 알기’로 번역하고자 한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하기
와 알기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행동과 태도 모두가 변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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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음악의 프락시스와 관련을 맺게 된다.
바우만(Bowman)이 규정한대로 교육의 실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좋은가?”이며(Elliott

& Silverman, 2015: 226, 재인용), 음악 교육 역시 이를 토대로 “음악교

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육으로 어

와 같이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과 음악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지향하는

선을 실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음악을 함께 만들고

듣는 데에서 오는 공감, 유대,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이 갖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8) 통제적 생각하기와 알기(supervisory thinking and knowing)

메타 지식이라고도 불린
다. 이것은 감시(monitor)하고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고 예측하는 것을 포
통제적인 생각하기와 앎은

메타

인지 혹은

함하며, 다른 음악적 생각하기와 알기를 조절하는 상위의 음악적 능력이
다.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음악하기와

듣기를 포함하는 모든 활동들은 음

악 속에서 몸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열린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리코더로 『학교 가는 길』을 연

울 때, 학습자는 리코더에 적응하는 몸(상황적 지식)과 언

주하는 것을 배

어적 지식인 주법에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언어적 지식, 과정적 지
식),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습하는 것(경험적, 긍정적 지식) 등의 음악적
이해들과 복잡하게 얽히고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제적인 음악하기와 알기는

워

구하는데, 하 드(Vernon Howard)는

곡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요
이러한 밑그림을
체험적

상상력

(heuristic imagination), 행위 속의 상상력(imagination in action) 88)

으로 설명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227). 체험적 상상력은 실제의
88) 리머의 상상력이 음악의 느낌을 상상으로 파악하는 인지적인 것이라면, 엘리엇의 상
상력은 몸의 감각과 행위를 상상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작동
하는 음악적 상상력은 4장에서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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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하기에서 모든 지식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음악적 이해들을 적절하고 균형감 있게 조절하는 통제적 지식은 체

험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체험적 상상력은 음악의 다양한 상들을 몸과 행위로 상상하고 이를
연습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음악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통제적인 음악하기와 알기는 제재곡에 속한 음악적

지식들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
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정서, 음악적 행위, 기술, 해석, 표현 등에 대한

울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를 도

이로써 엘리엇이 새롭게 구성한 음악에서의 생각하기와 알기의 8가지
를 모두 살펴보았다. 8가지 음악적 지식들은 구체적인 음악의 생산물을
위한 음악의 과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재료들로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과

됨

함께, 사람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되고 변형 으로써 의미 있는
음악적 프락시스를 만들어 낸다. 엘리엇은 이와 같은 음악적 지식이 음

[ 림 7]에서처럼 4가지 차원에서 나

악적 프락시스를 구성할 때, 다음의 그
타난다고 설명한다.89)

[

89) 2장에서 논의하였던 ‘실천적 음악교육의 프락시스 차원’과는 다른 것이다. 2장의 그
2 는 실천적 음악교육에서의 프락시스를 엘리엇의 설명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도출
해낸 것이며, 그
7 은 엘리엇이 직접 제시하고 있는 그 으로, 특정 음악이 발생되
고 움직이는 4개의 차원들을 2개의 방법으로 나타낸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210).

림 ]

[ 림 ]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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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특정 음악의 프락시스를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Elliott & Silverman, 2015: 210)

음악의

차원을 구성하는 것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persons,

musical doers), 음악적 과정(musical processes, doing), 음악적 산물
(musical products, outcomes), 음악적 맥락(musical context)이다. 위의

림

그 에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musicer와 listener이며, 음악적 과정
은 musicing과 listening, 음악적 산물은 원과 원의 교집합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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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맥락은 musicer와 listener가 속한 상황과 환경이다.

4차원을 구성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는

이 들은

음악을 만드

음악적 지식들을 체화하고 행화하는 자들이다. 엘리엇(2015:

211)은 이들의

범주에 음악가, 댄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악의 종교적 의

식 참가자, 무대 담당자, 사운드 기술자, 록밴드 매니저로서의 중요한 음

페

악적 도움을 주는 이들, 오 라 세트 디자이

너 그리고 조명 감독들까지

포함시키며, 새롭고 다양한 맥락들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적 행위를 하
거나

돕는 사람들을 음악을 만들고 듣는 이들로 간주한다.

음악적 과정

은 음악의 행위가 펼쳐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음악적 과
정 속에서 행위, 마음, 정서를 표현하고 소통한다.

음악적 산물 은

하나나

그 이상의 음악적 이해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며 구체적인 음악적 맥락에
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요한 점은 음악을 만드는 이들과 과정
그리고 산물이 통합된다는 것이며, 음악의 산물이 모든 유형의 음악 만
들기와

듣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적 맥락 은

교실, 사회 공

동체, 체육대회, 역사, 종교 등의 모든 가능한 음악적 공간과 장소를 의

미한다.
인간의 실제 음악 경험에서 4가지 차원의 모든 세부 사항들이 사회적
으로 위치한 공간과 장소에서 상호적(interactive), 다공성(porous), 유동

[

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림 7]의 모든 차원에 대한 다양한 디테일들을 왔다 갔다 하며 셀 수 없
는 방법으로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211). 이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작용하는 음악의 프락시스를 구
성하는 음악적 지식은 각기 다른 명칭으로 엘리엇에 의하여 구분되고 특

징지어졌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모든 음악적 지식은
체화되고 행화

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

이다. 언어적 지식조차 그것이 몸으로 체화되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면

죽어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의 지식들 모두는 체화되고 행

화하는 성질을 내재 하고 있다.

징

그렇다면 체화-행화적 특 을 갖는 실천적 음악의 지식들을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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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 방법이 요구되는가? 이후 ‘성 적 음악 실습
(reflective musical practicum)에서 설명되겠지만, 엘리엇은 실천적 음악
의 지식들의 학습으로

연습(practice) 을

상정하고 있다. 경험적, 과정적,

상황적, 언어적, 직관적, 긍정적, 통제적 지식들은 모두 다 연습을 요구하
는 지식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나의 행위
와 정서, 느낌, 표현, 이해 등을

돌아보는

적극적인 반성 과 숙고 에

의한

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2장에서 언급된 끊임없는 숙고와 반

네

성의 프로 시스가 작용하는

프락시스적

시간 으로,

음악을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연습의 과정은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반성의 시간을 통하여 나
를 세우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펴보게 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좋은

것(musical goodness)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찾고 성취할 수 있는 경

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요컨대 실천적 음악교육의 지식은 실제의 음악행
위로 표현하고, 수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징

음악적 지식의 특 은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음악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움직이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음악의 힘을 체험하게 한다.

2. 2. 음악에서의 활동

앞 절에서는 음악하기와 듣기라는 두 가지 범주의 음악 활동이 발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음악적 이해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의 성격

징

과 특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천적 음악에서의 활동을 음
악하기(musicing)와

듣기(listening)로 나누는

것은, 음악에서 펼쳐지는

모든 행위가 ‘음악적 생산물(products)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음악하
기’와 ‘그 생산물들을 만나는 것으로서의
의미하는데, 이 절에서는 음악하기와

듣기’로

구분 지을 수 있음을

듣기가 어떠한 구체적인 음악 활동

을 포함하며, 이러한 음악 활동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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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음악하기(Musicing)
음악하기는 음악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다. 엘리엇은 음악하
기를

연주하기(performing),

곡

작 하기(composing),

즉흥연주하기

곡
각각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층의 맥락 속에서
(improvising), 편 하기(arranging)의 4가지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

1) 맥락 속에서 연주하기(performing in context)
연구자는

피아니스트로서 홀로 무대에 서서 피아노를 연주한 경험이

많다. 연주는 음악적 지식들이 순간의 퍼포먼스로 나타나는 순간이므로,

긴장감 속에

전공자나 비전공자에 상관없이 상당한

펼쳐지는 순간이다.

홀로 혹은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앙상블의 형태로 하나나 그 이상의 작품
을

남들 앞에서 수행하는 연주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다양한 음

악적 지식들이 연습을 통해 완전히 체화되고 행화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연주자들은

자신의

악기를

몸의

확장 으로

생각한다.’라는 알퍼슨

(Elliott & Silverman, 2015: 184, 재인용)의 말처럼,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주가 가장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는

겨

나와 악기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이다. 악보에 새 진 음
들을 내가 상상한 소리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동작과 호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나의 손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음악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고, 내 머리를 내리 쬐는 조명 안에서

끼

관객들의 온기를 느 며 관객들과 같이 호흡할 때 나의 연주는 만족스러

운 경험을 선사하였다. 이와 같이 나의 몸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실제
의 연주 상황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운동적인 연습이 요구
되는데,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교육자인

번스타인과 엘리엇 모두 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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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 지식들을

녹여내는

것이 기계적인 연습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슷하다. 반복할 때마다 악상의 미묘
한 변화나 운지법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연주자는 이백 번이
이것은 실험을 하는 것과 비

라도 같은 부분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연습에서의 반복이란 설득

곡의 해석에 도달하고, 자신의 해석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
수 있는 신체적 움직임과 통합될 때까지 실험을 되풀이하는

력 있는

현될

것이다. 연습하는 것은 항상 음악을 만들고 있어야 한다(Berstein,
1981;

백낙정 역, 2008: 262).

번스타인과 엘리엇은 연습은 음악을 체화하고 행화하기 위하여 반복
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매번이 새롭게 음악의 의미를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프락
시스적 시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프락시스로서의 연습은 숙고와 반
성적 행위 뿐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음악의 소리, 색감, 표현 등을 실현
하기 위해서 나의 몸과 행위를 끊임없이 훈련시켜 음악과 하나 되게 만

드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연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제이자

동기는

바로

연주(performance) 이다(

237-238; Elliott & Silverman, 2015: 242).90)

백낙정

역,

2008:

엘리엇은 학교 음악교육에서 연주를 축소하려는 교육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음악하기와

듣기가 연주로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많

은 교육자들 음악교사들 그리고 행정가들은 연주를 보통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극단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복적인 연습으로 기
술을 만들어 내는 연주가 음악교육과정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
향이 있는데, 엘리엇(2015: 241)은 음악의 언어적 지식을 몸과 행위로 표

현하는 것이 기술을 포함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습의 목적이 기술의

엄

90) “우리는 연주가
청난 교육적 동기 부여 능력을 지니고 주어진 음악적 실천에 대해
특하게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은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하
는 바우만(Bowman), 레겔스키(Regelski),
일(Keil), 고 비치(Godlovitch), 스몰
(Small)의 주장을 따른다(Elliott & Silverman, 2015: 242).

독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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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돌

님

획득이 아 을 분명히 한다. 음악적 지식은 연주를 위한 연습의 과정에
서 기술을 요구하지만, 기술은 음악적 이해를 구성하는 모든 음악적 생
각하기와 알기의 과정적 차원의 일부일 뿐이므로 연주를 위한 연습을 기
계적인 기술의 획득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연주나 음악하기의 의미를 축
소화하는 것이다(2015: 241-242). 이것은 2장에서 논의한 프락시스와 포
이에시스의 차이와

님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음악교사와

음악 선생 들은 음악에서의 연주가 단순히 생산품을 제작하는 포이에시
스적인 음악적 행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를 전문가적 기술이 필
요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
해서 흠 없는 연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연주를 규정하는 한 음악에서의
연주는 무의미한 것이 되므로, 엘리엇은 연주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연주는 음악적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음악하기의 형태이다. 연주
하기는 실제적이고 시간적이고 체화적이며 동시에 ‘정서적-인지적 ’ 과정
으로,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주관적으로 활동하며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징

특 을 지니기 때문에, 음악을 매개로 음악을 만드는 이와

듣는 이들이

만나는 연주에서 음악의 본질은 극대화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242). 그러므로 학생들은 반드시 연주를 통해서 음악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연주를 위한 연습은 적극적인 반성과 숙고, 비판적인 추

론, 상상력, 창의력으로 연습에서의 행위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며, 이를
통해서 음악의 지식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변형되고 결합되어 나의 음악

듣기를 더욱 발전시킨다.
초보자, 숙련자 그리고 뛰어난 수준의 연주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적 지식과 음악하기 그리고

음악적 이해를 체화-행화적 과정으로서의 연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음악의 참여는 나와 음악과의 관계 뿐
아니라 음악에 참여하는 다른 이들을 만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만들
어 낸다. 그러므로 연주는 나와 음악뿐 아니라 음악에 함께 하는
의 관계를 형성 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다.

타자와

엘리엇은 바우만과 스토블리

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며 연주가 타자와의 관계 형성에 가치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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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을 나타낸다.
연주가 음악적으로 표현적으로 수행될 때, 연주는 자아, 타자
그리고 음악을 상호적 형성 과정과 재형성에 관여시킨다...정교하고
생생한 감각을 만드는 것에서 오는 정체성....음악적 타자와의 단순
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음악적으로 소리 내는 그리고 소리

망이다(Elliott

와 함께 하는 복잡하고 풍부한 관계를 맺는

Silverman, 2015: 242, 재인용).

&

끼

실제의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느 는 연주를 통해 우리는 자아를
형성하고, 연주를 공유하는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인식하고 구

곡

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교사들은 연주를 위한 과정의 단계들에서(

택

목의 선 , 역할,

곡의 해석과 표현)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242). 엘리엇(2015: 241-243, 재인용)은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서
가를 받는 공동의 활동이 있는

곳

좋은 평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려는 열정적인

욕구와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의 실현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에 의해서

공유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동체가 있어 왔다.”라고 말한 듀
이의 말을 옹호하며, 참여의 연주가 시간적, 체화적, 음악의 현상학을 몸
소 체험하게 하여

끌어

“참여적

의식(participatory

consciousness)” 을

이

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케일과 펠드(Keil & Feld, 1994: 20)에 따

르면 음악은 참여적 의식을 위한 최고의 원천으로, 공동체 혹은 사회적
활동으로 시작되는 음악의 참여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소리로
행화(enact)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평

그런데 이와 같은 연주는 악기의 기술적인 습득이나 수행 가와 같이
단편적인

평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무대 경험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서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연주 엘리트
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연주와 연습의 경험
은 학습자가

평생의

취미로서의 연주(lifelong amateur91) performing)를

틴

롯

91) 아마추어(amateur)는 라 어 ‘아마토르(amator, lover)'에서 비 된 말로서, 아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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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음악적 열정을 통해 나를 알고 타자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2015: 239).”라는 엘리엇의 말에서 연주의 가치는 훌륭

한 음악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연주를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실천적 음악에서의 연주는 음악 연주자를 길러 내거나 악보의
소리를 재생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 속에서 음악에

율

대한 상상과 표현 그리고 해석을 다양한 층위로 공유하고 조 함으로써,
개인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행복을 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연주의 가
장

만족스러운 가치는 “자신의 목소리를

(owning)

그리고

공유(sharing) 하는

찾기(finding) ,

소유하기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246).”

곡

2) 맥락 속에서 작 하기(composing in context)

곡
들은 눈으로 관찰되지만 작곡은 작곡가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종이 위에 작곡가가 그려낸 음들을 살아있는 소리로 만
드는 것은 연주가의 역할이지 작곡가의 역할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엇은 작곡 역시 음악의 행위를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5: 250). 왜냐하면 작곡가들은 음악이 실현될 때의 상황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음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곡가
작 은 얼핏 보기에 행위가 배제된 것처럼 보인다. 다른 음악적 행위

는 자신이 상상하는 소리들을 구현하고자 할 때, 악기의 소리와 연주자

의 실력과 상태, 연주되는 공간, 연주와 관중의 규모 등의 다양한 상황들
을 고려하고 이를 음악에 담아낸다. 즉 악보는 소리뿐 아니라 연주자, 지

휘자와 같이 음악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안내하고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엇은 작곡하기가 작곡가들이 추상적으로 생성하거
좋

는 전문적인 권위나 외부에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서 그리고 사람들을
기 게 하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엘리엇은 음악이 삶의
생의 즐거
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음악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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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택

나 선 한 이념이 아니라 상당히 맥락적인 모든 형태의 음악하기라고 말
한다(2015: 252).

곡

곡

또한 작 은 과거의 작 가들이 유지하고, 변화하고, 체화하고, 발전
시켜온 방법들과 오늘날의 음악적 산물들과 관련되어 작업하는 것이므

곡

로, 작 의 행위는 과거의 예술가들과 현재의 청자 그리고 연주가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한다. 엘리엇은 공동체 음악에서의 음악가들, 학교,

곡

휘

전문적인 음악가들에 관계없이, 작 가와 연주가 그리고 지 자들 사이
에는 상호 주체적이며 대화적인 역동성(conversational dynamic)이 있음

곡

을 강조하고 있으며(2015: 252), 이것은 작 이 적극적이며 관계를 맺는
음악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3) 맥락 속에서 즉흥연주하기(improvising in context)
즉흥연주는 그리스, 바로크, 낭만 그리고 아방가르드(avant-garde)에
이르기까지 음악에서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아프리

카, 인도,

페르시안,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Elliott &

Silverman, 2015: 253). 알퍼슨은 즉흥연주를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

곡

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작 하고, 해석하고, 연주하는 것’이

곡

라고 설명하고, 엘리엇은 이를 ‘실제의 시간에서 작 하는 인간의 노력
(human effort to compose in real time)’으로

설명하는데(Elliott &

Silverman, 2015: 254, 재인용), 미리 구체화된 악보 없이 연주가들이 즉

듯

석에서 대화하 이 만들어내는 음악연주라는 점에서 즉흥연주는 가장 음

징

악의 행위적인 특 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흥연주는 얼핏 음악적 지식이나 생각이 없는 반응적인 행위로 폄하

될 수 있으나, 자발적이고 동시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음악
적 지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엘리엇은 즉흥 연주에 음악의 언어
적, 과정적, 상황적, 통제적 지식들이 요구된다고 말한다(2015: 255). 자신
의 음악적 이해들을 바탕으로 타자의 음악적 이해를 상호적으로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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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으로써 동질감(synchronized)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즉흥

곡

연주는 “관중들은 즉흥 연주 속에서 마치 작 가의 음악적 창작의 순간
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특권을 경험한다.”는 알퍼슨의 말처럼(Elliott

듣는 청자들이
모두 다 함께 구성해나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과 동질감을 느끼는
& Silverman, 2015: 254, 재인용), 연주하는 이들과 이를
음악활동의 하나이다.

곡

4) 맥락 속에서 편 하기(arranging in context)

곡

곡을 그 곡 본래의 편성에서 다른 연주형태로 옮겨
바꾸는 것으로, 엘리엇은 편곡이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
편 이란 어떠한

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256). 편집(editing), 변형(transcribing),

넣기(harmonizing), 오케스트라용으로 작곡하기(orchestrating), 개
조(recomposing), 분해(decomposing)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편곡은 연주
자의 상황과 수준, 곡의 목적과 의도, 연주되는 악기와 규모에 따라 변형
화음

된다.

곡

곡

편 의 본질적인 기능은 원 을 연주하기 힘든 학생들이나 연주자들

곡

에게 원 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있으며, 학생들이나 연주자들

곡

곡

은 원 의 다양한 면들과 새로운 의미들을 편 을 통해 새롭게 할 수 있
다(Elliott & Silverman, 2015: 257). 즉 대규모 심포니를 접할 수 없는

곡

청중들을 위해서 작 가들이 가정용

곡

피아노의 앙상블로 심포니를 편곡하

였던 것처럼, 편 의 중요성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참

곡

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 음악교육에서 편 은 다

곡

양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학생들은 원 과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음
악의 이해를 넓히고

깊게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음악을

통한 공동의 기쁨, 음악적 성장, 그리고 유명한 음악들과 관계를 맺음으
로써 음악의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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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음악

듣기(Listening)

듣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조엘 크루거(Krueger, 2014:
1)의 말처럼, 음악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떠들썩한 파티나 축제에서의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흥겹게 움직이게 하
며, 장례식이나 경건한 예배에서의 음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행
‘음악을

동하게 만든다. 또한 음악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집중을 높이거나 행동

군대에서의 행진 음악이나, 스포
츠 경기에서의 응원가, 레스토랑에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에 사용되는 빠
의 생산성을 높일 때도 적용될 수 있다.

른 비트의 음악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음악은 일반
적으로 단순히 수동적 관조를 위한 심미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Krueger, 2014: 1; M. Johnson, 2007; 김동환 최영호 역, 2012:

363).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배경이 되는 음악이 아니라 음악교과서의 제

곡

재 , 다양한 형태의

클래식 음악회, 대중음악 공연과 같이 음악이 대상

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여전히 우리는 행동하는가? 아니면 정적이

고 수동적으로 음악을 받아들이는가? 엘리엇의 주장처럼 음악회에서 조

듣는 것,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것,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여 음악의 심미성을
알고 느끼는 것과 같은 감상법은 18- 19세기 낭만의 비평가들과 부르주
아 계층에 의해 생겨난 클래식 음악 규범이다(Elliott, 1994: 25-26;
금의 요동도 없이 음악을

Elliott &

Silverman, 2015: 70-71). 연구자가 2장에서도 주장한 바와 같

이 음악은 시간 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몸

끼

징

이 느 는 감각을 지각하지만, 그 지각들이 모여 어떠한 상 이나 느낌
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순간의 감각들은 각자가 만들어내는 의미와 함께
생성되고 사라진다. 음악이 절정에 다다를 때 나의 심장이 터질

듯 같이

뛰며 감정이 같이 고조되는 것, 연주자의 상기되고 가쁜 호흡을 함께 느
끼는 것, 단조의 선율에 나의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투영하는 것, 연주회
의 공간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 찰나의 순간을 여러 가지 감정들과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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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는 경험들은 규범적이고 제한적인 행위로 감상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클래식 음악회조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한
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므로 음악 듣기는 음악하기와 마찬가지
직임으로 가득

로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음악

듣기’가 ‘음악하기’처럼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

렵지만, 엘리엇(2015: 184)은

음악 듣기

역시 음악 하기를 하는 것과 같

울 뉴런은 동물이 스
스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의 수행 동작을 관찰
할 대도 활동한다고 간주되는 신경세포로서, 다른 동물의 행동을 ‘거울처
럼 비춘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한일조, 2010: 523). 농구선수가 농
구공을 던지는 것을 볼 때,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의 현란한 몸짓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의 뇌에서는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

행위 임을 거울뉴런 이론 에

기대어 설명한다. 거

그들과 같은 움직임을 하는 것과 같은 신경 활성화를 통해 마치 우리가
농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이

울

거

뉴런 이론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듣는

것은 연주자와 함께 행화

(enact)하는 것이며, 행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우리는 어떠한 음악가의 음악 연주를 보는 것만으로

끼

도 음악가가 느 고 표현하는 정서와 감정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다는 것이다.92)
이와 같이 행위가 만들어내는 정서는 우리가 음악을 만들거나

듣는

과정에서의 의미를 생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엘리엇(2015:
259)에 따르면 음악을

울

듣는

것에서의 의미 만들기(sense-making)93) 과

낼

92) 이러한 거
뉴런 이론은 감상만으로도 음악하기와 같은 효과를
수 있다는 추론
과 함께 감상에 집중하는 음악 교육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다른 조건 ‘행위에 대한 관 , 관 을 포함하지 않는 행동의 실행, 그리고 모방’
에서 실행된 갈레스(Galles)와 동료들의(2011) 실험은 거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행
위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증명한다. 거
뉴런의 활성화는 ‘모방> 관 을 포
함하지 않는 행동의 실행> 행위에 대한 관 ’ 순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결국 유사한
정서를 가장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93) 더빈(B. Dervin)이 1998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상이
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불연속의 상태로 존재하기
에, 인간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주변에 대한 의미를 형성한다. 더빈은 개인들이 스
스로 지식을
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지식을 자신에게
게 이용하고, 개인적으로

찰 찰

찰

얻

울

울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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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정은 음악의 현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것과 비

슷한 패턴의 음악을 들었던가? 이러한 패턴들이 속하는 것은 어떤 문화
의 음악에서인가? 이 소리들이 나에게 과연 음악적인가? 이 음악의 패
턴들이 나타내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신념과
가치가 나의 것과 일치하거나, 모순되거나, 확장하는가?’와 같은 질문들

듣는 중간 혹은 음악이 끝난 후 어느 정도 언어로 반영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모호한 채로 의식이 전달하는 주관적이고 현상학
적 흐름에 맡겨진 채 사라진다. 왜냐하면 듣기는 모든 경험들이 그러하
듯이 상황적이기 때문에, 음악이 펼쳐지는 공간과 시간 속에 놓인 청자
은 음악을

의 몸이 발생하는 의식과 감정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느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천적 음악교육에서는 음악
구하는가? 엘리엇(2015: 260)은 청자들이

듣기를 어떻게 가르치기를 요
전통적인 음악적 패턴이나 음

악작품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와 직관적으로 연결하고 이해할 수

워

있는 것을 배 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들은 일상에서 지속적인 음악

듣기를 통해 음악 패턴이나 형식이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지를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악은 우리가 소속된 사회, 고향, 학교,

친구들, 가족, 신념, 가치, 이상 등을 표현하며 무의식적으로 체화되고 개

됨

념화된다. 이것이 반복 으로써 우리들은 점차 어떠한 소리

억

패턴을 전체

적으로 기 하고 음악적 소리들을 몸으로 체화-행화하며 의미를 생성하
는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청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끼

과 음악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 사이에서 자신들이 느 는 것을 매치한
다. 그러므로 실천적 음악 교육에서

듣기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방법으로

수용되며, 나와 내가 속한 사회, 타자를 음악으로 연결하는 사회적·문화
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생성(sense-making)’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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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MM 2가 제시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에서의 활동들을 모두 살
펴보았다. 음악하기와

듣기는

모두 하는 것(to do) 혹은 행위(action)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시간, 공간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에서 상호 영향을 주
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음악 연주에서 나의 소리와 상

듣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음악 감상 역시 자신
이 연주해 보았던 곡을 들을 때 더 다양한 방향에서 곡을 해석하고 들을
수 있듯이, 작곡, 편곡 그리고 즉흥연주까지 음악의 행위들을 하는 주체
대방의 소리를

는 다를지라도, 각각의 행위들은 다른 행위들의 이해와 능숙함에 의존하
고 영항을 받는다. 그러므로 음악하기와

듣기는

음악에 속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듣

이를 위하여 엘리엇은(2015: 238) ‘연주하기- 기’를 가르치는 것이
다차원적, 교육적, 참여적인 과정94)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시 말하자면 엘리엇은 예술적 객체로서의 음악을 위하여 음악적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의 역사, 문화, 사회
적·예술적 의미들을 생성하고,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활
동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음악적 자아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2. 3. 음악적 산물
엘리엇은 음악 작품을 음악적 산물(musical product)95)로 칭한다. 음

투

엄

94) 엘리엇(2015: 71)은
리노의 참여적 연주(participatory performance)가
격한 서구
고전음악에서의 연주 혹은 전문가의 연주로
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참여적 연
주를 참여적 음악 만들기와
기(participatory music making & listening)로 바 어
설명하고 있다. 참여적인 음악 만들기와 기는 예술가-청중과의 구별이 없고, 오직
참가자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재적 참여자들만을 포함하는 음악적 상황을 말한
다. 참여적인 음악 만들기와
기는 연주의 역할에 최대한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예술적 생산물 혹은 유용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the doing”으로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soci al i nte r acti on” 에 집중하는 것이
다.
95) 음악적 산물 역시 작품과 마 가지로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
다. 엘리엇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는 심미적 음악교육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작

왜곡

듣

듣

잠

듣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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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꾸

악 행위의 결과물로서 산물(product) 혹은 작품(work)은 음악의 객체적
본질에 더 가까이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작품이나 산물은 시간 속에서

찰

움직이는 음악을 정지시켜 음악의 구조물들을 천천히 관 할 수 있도록

듬 박자, 형식, 화성, 종지와 같이 음악을 구성하는 객관
파악을 용이하게 만든다. 음악학자 메이어(L. Meyer)는

도와주어, 음, 리 ,
적인 요소들의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음악의 요소들을 음악을 설계하는 ‘구문

론적(syntactic) 매개변수’라고 칭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289, 재
인용).
음악가들은 자신이 의도한 음악의 설계안에서 음악의 움직임과 의미
들을 만들기 위하여 구문론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음악의 완성, 미완성,

긴장,

곡

해결, 종지 등은 작 가가 의도하는 구조적

의미를 제공한다. 이에 반해, 비구문론적(nonsyntactic) 요소96)는 객관적

틀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색(timbre), 짜임새(texture), 아티큘
레이션(articulation), 셈여림(dynamic)과 같이 상대적인 질감, 크기 그리
고 차이(대비)를 갖는다. 작곡가는 3호 색상의 음색이라든지 10정도의
인

음량 크기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97) 따라서 비구문론적인 요소들은 연
주자가 구문론적 매개변수와 관련하여

곡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감7도가 될 때는 어떠한 느낌이나 음색으
로 표현하고, 화성이나 리듬이 변할 때 음량이나 호흡에 미묘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예에서처럼, 비구문론적 요소들은 구문론적 요소
들과 관계를 맺으며 적절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음악적 산물을 객체로 바라본다면 음악의 구문론적 요소들이 주된 것
으로 강조된다할 수 있겠지만, 행위로서 음악을 바라보는 실천적 음악에
서의 음악적 산물은 구문론적 요소와 비구문론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어
품의 의미를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음악 행위와 결과물들을 통칭하는 산물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15: 286).
96) 연구자는 이것이 문학의 희 에서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 와 같은 것을
하는 지문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97) 물론 작 자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비구문론적 요소들(다이내 , espressivo와
된 음악 용어들)을 직접 표시하기는 하지만, 의 해석, 표현, 연주에 대입할 수
객관적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곡

곡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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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믹

사용
지시
관련
있는

우르며 청자와 연주자들을 음악 흐름의 시간 속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ë

노아(No )가 음악에서의 행화적 지각(enactive perception)이 “단지 음악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현상적 흐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듯
이, 음악에 참여함으로써 행위를 하는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듣고 만드
을

는 것의 성격과 내용을 형성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283, 재인
용).

즉 청자는 음악을 접하였을 때 반응하고 변화하는 자신의 다양한 정
서들을 음악에

투영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음악적 산물

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며, 하나의 의미가

[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게 되는데, 엘리엇은 이것을 다음의 그

림 8]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음악적 산물의 다차원적 개념(Elliott & Silverman, 2015: 284)
음악의 의미는 음악에 참여하는 이들에 의하여 논쟁되고 구성되는 것
이므로(Elliott & Silverman, 2015: 283), 이 다이어그램은 음악과 관계를

- 135 -

략

맺는 음악가와 청자들이 함께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를 간 하게 보여준
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적 산물이 리머가 말하는 구조적인 소리가 아니
라 다층의

잠재적인 의미들을 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엘리엇

은 음악적 산물이 고정된 작품이나 객체가 아니라 ‘연주(performance)해석(Interpretation)’ 의

차원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연주-해석’은 분석이나 감상의 대상으로 청자와 분리되는 음악이 아

니라, 음악적 행위라는 동사적인 사태에 청자와 예술가 그리고 음악의
산물이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내는

참여적인 음악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

곡
시간에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작곡가가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시대와
관련시켜 곡을 해석해보기도 하고, 연주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느낌들을
면 음악적 산물을 만들어 낸 작 가 그리고 연주가 그리고 청자가 같은

나와 타자 혹은 사물, 가상의 인물 등과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음악적 산물은 구문론적인 요소들에 더하여 음악이

착근된 사회

적, 역사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성(性)적인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으므

징

로, 특정한 음악의 특 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차원을 갖는다. 엘
리엇(2015:

285)은

(design-syntax)’ 과
style

이것을

음악적

‘실천적-구체적

characteristics)’ 의

행태의

산물의

‘설계-구문론

특질(praxis-specific

차원으로 칭한다. 음악적 산물이 구문론적인

설계로 구성되어있다 할지라도, 음악의 설계-구문론적 차원은 개인 혹은
집단의 연주와 해석, 배경, 상황에 의해 의미가 만들어지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적 산물은 이것이 행해지는 구체적 상황의 맥락들과 분리되
어 존재할 수 없다(Elliott & Silverman, 2015: 290). 이와 같이 음악 설
계의 연주-해석은 특정한 음악 실습의 전통과 표준을 드러내게 되므로,
음악이 실천되는 구체적(specific) 행태의 특질들의 차원을 갖는다.
‘연주-해석’,

‘설계-구문론적’,

‘실천적-구체적

행태의

특질

(praxis-specific style characteristics)’ 차원을 갖는 음악적 산물은 청자
(음악 참여자)와 함께 다양한 의미들을 발생하게 되는데, 연구자는 음악
적 산물이 이와 같은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 바로 음악의

정서(emotion)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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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악적 산물은 특정한 정서의 표현을 발생시키는

패턴을

과 이완, 갈등과 해결과 같은 정서적

잠재력, 긴장

가지고 있으며(Elliott &

Silverman, 2015: 290), 엘리엇은 음악적 산물이 만들어내는 정서에 인간
의 몸과 환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인간의 몸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

던 기존의 정서이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몸이 받아들인
음악의 정서와 의미는 사회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몸이 체화하
고 소통하는 음악의 정서와 의미들은 음악가와 청자들이 공동으로 구성

듣고 특정한 정서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 역사 그리고 문화에서 공통된 합의나 익
숙함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엘리엇은 음악이 하행하는 것이 슬픔의 정
서를 표현한다거나 빠른 템포가 흥겨움과 즐거움을 표현한다는 것과 같
한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음악을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음악의 요소(구조, 윤곽)와 정서의 관

련성이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
이라고 지적한다.
정서의 음악적 표현은 구체적인 음악적-문화적 맥락에서 발생
한다. 느리게 하강하는 반음계 선

율에서

우리가

멜랑콜리를 듣는

듣는 것이다. 그러므
로 음악적 패턴의 표현은 음악적 바탕(ground, 서구의 음 시스템이
나 북 인디안의 레게 시스템과 같은)에 대한 음악적 “모습(figure,
expressive pattern)”으로 생각된다. 표현적인 음악 모습을 듣기 위
해서는, 우선 청자는 이러한 음악적 모습이 착근되고(embedded)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음악적 바탕에 익숙해야 한다...청자는 음악
적 표현의 예를 포착하는 특정 음악 시스템의 기저를 이루는 구체
능력은 몸(system)에서 이러한 소리를 그렇게

적 실행(practice-specific)의 비형식적 이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유사성에 근거한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적

패턴을 행

화하고 체화하기 위해서는, 청자는 암묵적으로, 경험적으로, 혹은
음악적

패턴이 닮은

노래 관습이나 제스처 관습에 언어적으로 친

숙해야 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293-294).
이와 같이 엘리엇은 음악이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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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몸과 몸이 속한 환경(세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접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몸이 속한 문화, 역사, 사회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다양한 정서들과 의미들을 만들어내는데, 엘리엇은 이를 음
악적 표상(musical representation), 문화-이념적(cultural-ideological), 서
술적(narrative), 자서전적(autobiographical), 윤리적(ethical) 의미들을 만
들어내는 6가지 차원98)으로 분류하고 있다.
음악적 표상 은

음악이 어떠한 사물, 사람, 장소 등을 표현하고 특

곡

징

짓는 것으로서, 작 가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사물, 사람, 장소에 대한 표

끼

상적인 작품은 청자가 이에 대해 음악적 개념을 느 는 것을 제공한다.
하지만 표상적인 작품이

묘사하는 음악적 표현은 사물, 사람, 장소에 대

묘사되거나 식별할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안에서의 단서 또는 방향(제목, 가사, 프로그램)들이 음악의 패턴으로 체
화되어 나타나므로, 청자는 음악의 패턴과 정서적인 표현들을 연결함으
로써 이들을 특징짓고 성격화할 수 있다(Elliott & Silverman, 2015:
해서 정확하게

297-298).

문화-이념적

의미는 음악적 산물은 그것이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시

대, 공간, 흐름의 영향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차원이다. 문화(culture)는
사람들이 만든 어떠한 것으로 개인적, 사회적, 공동의. 상호주체적인 삶
의 방식의

광대한 배열에서 그룹의 신념 사이에 상호 작용(inter-play)에

의하여 생성된 반면, 이념(ideology)은 사회의 지배 계층에 의하여 직·간

접적으로 부과된 의식과 무의식적인 신념, 가치 그리고 세계관이다
(Elliott & Silverman, 2015: 298-299). 음악적 산물은 그것이 제작되거나
행해지는

곳의 문화와 이념들을 반영하므로, 음악의 “연주-해석”은 문화

-이념적 정보를 체화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이 내포하고 있
는 문화-이념적인 정보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체화하고 습득한 것들이며,
음악적 산물은 사회의 문화-이념적인 요소들을 음악적인 방법으로 경험
98) 엘리엇(2015: 285)은 모든 음악가와 청자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성(性), 그리고 다른 관점들로부터 자신의 음악을
기 때문에, 음악- 기의 상호 작
용동안 사람들이 해석하는 음악적 산물의 의미생성은
이 없지만, 모든 음악적 의미
들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정적인 6가지 차원으로 정리하고 있음에 양해를
구한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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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

끝

듣

하게 함으로써, 예술가와 청자 그리고 사회가 정서와 의미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을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서술적

차원 과 자서전적

차원 은

음악

에 나의 정서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로 만든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음
악은 프로그램적(programmatic)일 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초기 경험의
narrative)라는

이야기(earliest

음악

사회학자

디사나야크(E.

Dissanayake)의 주장처럼(Elliott & Silverman, 2015: 300, 재인용), 갓 태
어난 아기들을

돌보며 부르는 엄마의 노랫소리는 인간이 탄생과 함께 음

악경험을 시작함을 알려준다. 노래 가사의 언어적 이해를 할 수는 없지

엄마의 노랫소리를 다른 목소리와 구별하며 엄마와의 상호관계 속에
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엄마의 노래는 음악에 대한 인간
의 첫 경험이 형식이나 구조가 아니라, 정서와 의미가 가득한 사랑의 이
만

야기로 먼저 다가옴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서전적 차원은 음악에 내 삶

투영하고 내 삶의 이야기로 음악적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내
가 삶에서 체화하고 행화한 것들을 음악에서 찾아, 나를 음악적으로 풀
을

어냄으로써 새롭게 발견하는 나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음악의 자서전
적인 차원은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

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윤리(ethics)는 그리스어 에토스(ethos)에서 파생된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302). 2장의 프락시스에 대한 논의에서 프락시스가 윤

듯

리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이, 실천적 음악교육이 결국 향하
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선에 합당한 음악적

쓰임이다. 그러므로 음악적

산물의 윤리적 차원은 우리가 어떠한 음악을 만났을 때 긍정의 정서를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

징

배려하게 하는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특 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로써 실천적 음악교육이 제시하는 음악적 산물의 차원들을 모두 논

[ 림 9]는 ‘음악적 산물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의하였다. 다음 그

무슨 의미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엘리엇의 설명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 139 -

도식화한 것으로, 음악적 산물의 의미 생성이 함의하는 바를 일러준다.

[그림 9] 음악적 정서와 의미생성
엘리엇은 음악적 산물의 다차원적 개념의 제시를 통해 음악적 산물들
이 세상에 동 떨어져 존재하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작

곡

가들과 연주가들은 그들이 속한 문화, 사회, 종교와 같은 맥락 속에서 자
신의 신념을 담은 목소리로 타자와 소통하기 위하여 음악적 산물을 세상
에 만들어내므로 음악적 산물은 소리의 구조 그 이상이다.
소리의 구문론적 요소와 비구문론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설계-구문

론’적인 음악적 산물은 ‘연주-해석’이라는 음악의 행위와 이것이 실행되
는 ‘실천적-구체적 행태의 특질’ 속에서 음악의 참여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정서들을 발생시킴으로써 의미들을 만들
어낸다. 이때의 참여는 음악과 거리를 갖고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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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몸과 행위가 온전히 음악에 참여하
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 역사, 문화,
정치 등의 다양한 맥락들 속에서 음악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의미를 생성
한다. 따라서 음악적 산물이 만들어내는 정서와 의미는 음악의 흐름에
자신의 몸과 행위가 온전히 들어가는

참여적 음악 에서

음악적 산물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발생되는 것이다.
인간 이다.

우리가

음악에 반응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음악의 형식이나 예술가가 암
시해 놓은 느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음악 그리고 몸과 음악이 속한

남

세계의 만 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음악 속에서 인간의 몸은 의식적 무
의식적 정서들을 경험하게 되고, 정서들은 음악과 세계 그리고 세계 내
의 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발현된다. 시간 속에서 펼쳐

곡

지는 음악적 산물은 작 가가 의도한 구문론적이며 비구문론적 요소들,
연주자의 표현, 표정, 움직임 그리고 청자가 음악을

듣는

환경, 음악을

듣는 당시의 마음과 상황, 시대의 문화와 이념, 유행, 기술, 매체의 다양

함 등과 같이 무수한 것들이 어우러져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다. 요컨대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을 음악적 산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음악적 산물을 소리의 구조, 형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
층의 의미를 지닌 활동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3. 실천적 음악교육의 방법
실천적 음악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실천적 음악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 활동, 산물들이 모두 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적 지식들은 모두 행위로서
표현되고 실행되는 것을 담지하고 있으며, 음악에서의 활동은 음악을 만
들고

듣는 행위로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면서 듣고,

들으면서 반응하는 상호적 행위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음악
적 산물은 기존의 작품이나 객체로서의 산물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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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때 산물이 만
들어내는 다양한 의미들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속한 맥락과 환경 속에
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내용들은 몸과 행위로 음악적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를 상정하고 있다. 엘리엇은(2015: 16, 102) 실
천으로서의 음악 개념에 민족음악학자

투리노(Turino)가 분류한 4가지의

참여적 음악을 포함하고, ‘음악적-사회적’ 참여를 위한 모든 형태의 음악

워

을 가르치고 배 야 함을 주장하며, 실천적 음악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참여의 음악’을 제시하고 있다.

3. 1. 참여의 음악
정서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정서가 신체적, 관계적, 변형적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서는 정적이고 수동적이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관계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징

었다(Laible & Thompson 2000; Fogel et al., 1992). 이러한 정서적 특

은 정서가 인간 혹은 음악이라는 단일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환경, 음악들 모두가 통합되는 행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음악과 인
간 그리고 환경이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있음으로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참여(participation) 99)라고

봄

하는데, 엘리엇은 행화적 관점으

로 정서를 바라 으로써 체화적이고 관계적인 정서가 만들어내는 의미생성을 참여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음악은 단일 예술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요구와 방식을
1-2,

27-28)는

참여의

충족시키는 활동’이라고 말한 투리노(2008:

음악

형태를

participatory

performance,

presentational performance, high fidelity, studio audio art의100) 4가지로
99) Schiavio와 동료들은(2017: 790) 음악의 원시적(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참여가 음악적
경험의 초기 단계이며 인지적인
가는 나중에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0)
리노는(2008: 27-28) 음악의 형태를 participatory performance, presentational
performance, High fidelity, studio audio art로 분류하였다. 참여적 연주(participatory

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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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리노의 4가지 참여 음악 중에서도
표현하는 ‘참여적 음악 만들기와 듣기

분류하였으며, 엘리엇(2015: 237)은
함께 소리를 만들고 움직이고

(participatory music making & listening)’에 집중을 하고 있다.

참여의 음악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실제의 음악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뜻하지만(Turino, 2008: 28), 연구자는

투리노와

엘리엇이 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의 음악의 핵심은 ‘음악적-사회적’ 그룹 안에서 자신을 만나고 타자
하는 참여의 음악이

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춤, 노

박수 및 악기 연주가 음악 행사의 소리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좁은 의미의 참여에서부터 가장 소극적인 행동인 듣기를 포함하는 넓
래,

은 의미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음악의 세계에 몸과
행위로 온전히 참여하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참여적 음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음악을 들으며 조깅을 하거나 콘서트에
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음악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있는 경험을 줄 수 있듯이, 넓은 의미의 참여 음악에서라도 나를 찾
고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 관계,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음악 행위의 직접적인 참여만큼이나 강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101)

투리노는

‘완전한 참여의 순간(fully participatory occasions)’이라는

말을 통해 참여를

좀 더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performance)와
표현적
연주(presentational
performance)는
실황
연주(live
performance)로 분류되는데, 참여적 연주는 오로지 참여자와
재적 참여자의 연주
(performing)으로 구성되며 예술가-청중의 구별이 없다. 이것의 주된 목적은 연주에
최대한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반면, 표현적 연주(presentational performance)
는 사람, 예술가 그 이 음악이나 춤을 추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그 의 청중들
을 위해서 음악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상황이다. high fidelity와 studio audio arts는
음 음악 만들기(making of recorded music)의
주에 들어가는데, high fidelity가
실황 연주의 색인(index) 혹은 상 (iconic)을
음하는 것이라면, studio audio art는
스튜디오나 컴퓨터에서 사운드를 생성하고 조작하는 것으로써, 실시간 연주가 아닌
음된 예술 객체(recorded art ob ect, sound sculpture)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 각각
은 단일 형태 혹은 서로 스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101) 연구자는 참여를 통한 의미-생성이 사회적 환경 안에서(통해서) 상호관계
(transaction)를 맺으며 연속체(continuum)로 진화하는 듀이의 ‘하나의 경험’으로 이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잠

룹

룹

녹
녹

믹

징
j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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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완전한 참여는 예술가-청중의 구별이 없으며, 참가자와

잠재적

참가자만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 사이의 소리와 운동의
상호작용뿐이다. 참여적 연주는 강화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중요하게 개념화된 소리와 움직임에서의 특정 활동이다. 참여적 음
악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활동의 결과물인 예술적 생산물이 아

니라 활동(activity) 및 하는 것(doing) 그리고 다른 참가자이다
(Turino, 2008: 28).

완전한 참여는 예술가와 청자가 음악의 세계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

묶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
이다. 참여 음악
에서는 참여자와 잠재적 참여자들의 활동이나 행위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므로, 참여자와 잠재적 참여자는 몸, 행위, 정서, 느낌, 소리 등으
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주체가 되는
을 형성한다. 상
로, 이들을 하나로

상호작용

상호주체성

호주체성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유기체가 음악에 직

율

접적으로 참여할 때(engaging with music)-자 적 정체성(autonomous
identity)을 바탕으로 비선형적으로 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음악과
청자가 객체와 주체로 나눠진 환경이 아니라 음악, 마음, 몸, 환경이 모

두 참여할 수 있는 일원론적인 세계를 필요로 한다. 트레바르튼
(Trevarthen, 2002)이 사회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 상

j

호주체성(inter-sub ectivity)은 참여의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푸치스와 드 재거(Fuchs & De Jaegher, 2009: 465)에 따르면

독

‘상호 주체성102)은 타인의 움직임에 대한 3인칭 시점에서의 해 이나 시
뮬레이

션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체화된 상호 작용 과정에 직접 들

어가 1인칭들 각각이 (공통의)의미를 생성할 때 형성’되므로, 참여는 상
호주체성을 바탕으로

의미 를

이끌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다시 말하면 참

여적 상황은 주체적인 참여자들의 상호주체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으로
102) Fuchs & De Jaegher(2009: 465, 470)는 참여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주체성을 행
화적 상호작용(enactive intersub ectivity)으로 칭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해(social
understanding)가 체화된 두 개 주체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서로 결합되는 조정에 의
하여 출현한다고 말한다.

j

- 144 -

의미를 생성하게 한다. 드 재거와 디 파올로(De Jaegher & Di Paolo,
2007)는 이를

‘참여적

의미생성(participatory

sense-making)’ 이라고

칭하였는데, 공유 가능한 공동의 환경이 구성되면 사람들은 이것과 구조
적으로 접속하며, 개인적 삶을 넘어 사회적 삶의 수준에서 자가생성하고

굴 및 음성 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참여는 제스처의 조정, 얼

현, 신체적

울림(resonance),

율

감정 조 (affect attunement)과 같은 다양

한 요소들을 포함함으로써 정서를 발생시키게 되므로(Fuchs & De
Jaegher, 2009: 466), 참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작용에서 유기체

낄 수 있는 다양한 정서들을 통해

각각은 서로 다른 정도의 연결성을 느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De Jaegher & Di Paolo, 2007: 490). 그러므로 음
악적 정서는 참여적 의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음악의 힘은 우리가 우리의 몸, 정서, 주관성,

욕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방법을 형상화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한 음악학자 맥

클레이(S. McClay)의 말(Elliott & Silverman, 2015: 73, 재인용)처럼, 엘
리엇은 음악적인 몸, 마음, 행위, 정서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형성하는 것을 음악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정서 교육으
로서의 실천적 음악은 인간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존하고 적응

울

하며 어 려 살아가게 하는 데에 음악의 가치와 힘을 상정하고 있는 것
이며, 그 방법을

참여의 음악 만들기와 듣기 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엘리엇(2015: 88-89)은 참여 음악의 이상적인 예와 가치를 가나의 다
곰바(Dagomba) 족의 음악에서 살펴보고 있다. 다곰바 족은 가나 북부

지역에 위치한 민족 집단으로 풍부하며 복잡한 음악과 구전의 전통
(musical and oral tradition)을 가지고 있다. 가나와 아프리카의 많은 사

듯

회에서 그러하 이 음악은 다곰바의 의식(ceremony)과 일상생활에 없어
서는

안

될

장소인데,

다곰바의

음악은

“댄스

드러밍

(Dance-Drumming)”의 형태로 다곰바 족의 역사와 기원을 보존해왔다.

곡

“댄스-드러밍” 작 의 대부분은 다곰바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사
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이며 누구와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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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다음은 엘리엇

이 설명하는 다곰바의 참여의 음악으로, 연구자는 이것이 실천적 음악교
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곰바 드러밍(Dagomba Drumming)의 리

박

듬

형식과 생동감은

듬

“드러머들이 어떻게 보완하고, 압 하고 그리고 다른 리 을 변형
하는 데에”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적 행사에서, 음악은
단지 드러머의 책임감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드러머의 결
정은 다곰바 사회의 댄서이자 청자의 발과 몸의 움직임에 따라 형
성된다. 다르게 말하면, 다곰바 사회에서는 음악 만들기와 산물이
하나로 통합된다. 즉 음악의 과정과 산물은 통합된다. 그들이 만들
어내는 음악의 과정과 음향의 사건은 동시에 열리고 사회를 전체
로서 감싸 안는다.
그들의(댄서들) 움직임과 춤은 드러머가 연주하고 즉흥 연주하

듬활동에 기여한다. 이는 전반적인 리듬 패브릭이 드

는 다층의 리

러머, 청자, 댄서의 기여에 항상 열려있기에 가능하다. 비록 다곰바

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리
듬의 흐름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음악은 실제로 그 갭을 메운다.
의 드럼연주는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조

다곰바 드러머와 댄서는 신중하고, 창의적이며, 정중하게 지속되는

듬으로 그 격차를 메운다. 관객의 움

사회적 대화처럼 개인적인 리

직임과 춤은 음악 만들기와 모든 참가자를 통합하는 것에 필수적
이다.

몇몇의

듬을

댄서는 드러머의 텍스추어에 제시되지 않은 리

더한다. 상호 참여(mutual participation)를 통하여, 음악적 행사는
달콤해진다. 각각의 드러머의 리

듬 변화의 타이밍은 사회적으로 착

근되고(embedded), 상황 지어진(situated) 그리고 공동체 이해
(community understanding)의 또 다른 예이다. 문화적 신념과 가

치는 드러머의 음악적 사고와 행위를 형성한다. 다곰바 드러머 체
르노프(Chernoff)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곰바 드러머는 동료 연주자와 청중의 마음과 몸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따른 극적인 행위로 자신의 참여를 증명한다...
103)
https://wikis.uit.tufts.edu/confluence/display/DagombaDanceDrumming/About+the+Da
gomba 2019. 9.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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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변화를 통제하면서 모든 행사의 움직임을 지시한다.

...풍부한 음악 디자인(즉흥적이기도 하지만 사전 조직된) 외에

메트릭(polymetric) 형식은 다곰바의 사회

도, 다곰바 드러밍의 폴리

적 구조를 구성하는 복수의 관심사들과 개별 요구 간의 균형을 나
타낸다. 음악적 행위는 연주이자 동시에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연주
이다. 개인의 음악 만들기는 개인의 음악적·사회적 윤리를 드러내
는 것이다. 그들의 참여적 음악을 통하여, 다곰바 사람들은 음악적
상황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시킨다. 하나의 리

듬처럼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사회적 상황을 보는지에

병행하여 음악적 상황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를 한다. 음악적 삶으로서의 사회적 삶에서, 다곰바 드러머와
댄서들은 그들의 참여가 “배려(caring)”와 상황을 보완해줄 수 있

는 길로 이끌 것이라는 믿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가 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88-89).

참여의 음악은 참여자와

잠재적 참여자로 구성되어 모두가 음악을 만

드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다곰바의 음악
은

투리노의 참여적 연주에서처럼 ‘예술가-청중’의 구별이 없으므로,

참

석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공연의 소리와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는 행

징

사로 구성된다. 이러한 다곰바의 참여적 음악은 다음과 같이 특 지어질
수 있다.

첫째,

모두가 참여자이자

(mutual participation) 를

잠재적

참여자로 이들은

상호

참여

통해 서로의 음악, 몸짓, 마음 그리고 정서를

주고받으며 공동의 음악을 만들어 간다. 이 과정은 참여적 음악의 구성

듣는 행위를 함께 함으로써, 음악의 듣
기와 만들기가 상호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4 둘째, 음악의 리더인 드러
머는 독단적으로 연주하거나 다른 참여자들에게 명령하는 권위적인 위치
가 아니라, 참여자나 댄서의 리듬에 호흡을 맞추는 상호관계를 통해
원 모두가 음악을 만드는 행위와

10 )

협

[ 림 ]

104) 이것은 그
5 음악적 이해에서 제시되었던 것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 만들
기와
기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음악 방법으로 참여의 음악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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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존재함으로써, 참여적 음악을 서

로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다. 즉, 참여적 음악의 리더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유대 와 소통 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음악적

德

능력은 오로지 음악적인 능력뿐 아니라 덕( )을 포함하게 되고, 이로써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렇게 제작된

음악은 다곰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음
악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시킨다. 즉 참여
적 음악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표현들은 사회·문화·역사적으로

착근된

것이므로, 음악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완전한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한

째

다. 넷 , 참여적 음악이 만들어 내는 의미-생성은 개인과 사회의 윤리
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음악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엘리엇은 다곰바의 예를 통해 실천적 음악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방법

곡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의 음악에서 즉흥 연주자, 작 가, 청
자들의 음악적 경험은 역동적인 정서와 체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며,
발생하는 의미는 오로지 음악적이거나 예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참가자와
관련이 있는 상황, 배경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 참여자들은 역동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의미-생성’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 연주, 표

현 등을 조절하게 되고(Schiavio et al., 2017: 797), 이러한 과정에서 상
호간 호흡과 관계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이나 완성도가

뛰어난 음악이 아

니라 서로의 의미를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음악을 이끌게 된다.

투리노는

참여적 연주와 표현적인 연주(presentational performance)의

차이가 추구하는 가치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징은

참여적 그리고 표현적인 음악의 차이의 한 가지 핵심 특

슈이다. 참여적인 음악의 가치는 연주의 성공이 음악소리의
질에 대한 추상적인 평가보다 참여의 정도와 강도에 의해 더 중요
하게 판단된다는 점에서 표현적인 연주와 다르다...노래, 박수, 춤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실패한 공연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한 적 있다. 조상을 위한 쇼나어(Shona) 의식은 깊이 참여하고 정
가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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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인 소유를 고무시키는 참여의 강도에 의하여 그 질이 판단된
다. 주된

플레이어들은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하고 실제로

고무시키는 확고한 음악적 토대를 제공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Turino, 2008: 33).

참여의 음악은 더 많은 참여자를 음악으로 이끌어 관련된 참가자의
역사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펼쳐진다.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음악의 참여자들이 참여적 의미-생성에 적극적으로 가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적 음악의 가치이므로, 참여의 음악은 사회
적 관계로부터 추상될 수 있는 어떠한 예술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
주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관계 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음악성은 인간 유기체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
해 세상에 손을

뻗는 기본적인 방법이며, 참여적 의미 생성에 영향을 미

치는

정서는

음악적

'사회적으로

확장된

현상(socially

extended

phenomena)'으로 이해 될 수 있다(Krueger, 2014). 그러므로 음악적 정
서는 음악적 자극이 만들어내는 반응이 아니라 음악, 세계 그리고 자아
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광범위한 궤도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참여

이며, 참여의 음악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표현하고, 소통하
고, 의미를 만들어감으로써 자신들을 세계에 행화하는 것이자, 이를 통하
여 세계와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Schiavio et al., 2017: 797).

찰

3. 2. 성 적 음악 실습(reflective musical practicum)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이 몸과 행위 그리고 맥

락(환경) 안에서 발생되는 정서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의 음악으로
공동의 의미 생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천
적 음악교육은 참여의 음악을 위하여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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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2015: 423)은 학생의 음악성 및 감상력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음악 교육 상황을 실제 ‘음악 프락시스의
근사치(approximations of real music praxes)’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으며, 이에 실제의 음악적 프락시스에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찰

있도록 준비시키는 성 적 음악 실습(reflective musical practicum)을 제

찰

안하고 있다. 성 적 음악 실습에서 실습의 개념은 ‘도제(apprenticeship)’
라 불리는 교육모델에서 가져온 것이며, 엘리엇(2015: 424)은 실습 과정
의 목표가 음악하기와

듣기를

교사(예술가 교사)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션 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실제의 음악하기와 음악듣

학습자가 시뮬레이

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찰

징

성 적 실습의 중요한 교육적 특 은 학습을 맥락화하고 상황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425). 학생들은 교사가 조직
화한 생산적인 음악활동을 통해서 음악적 앎과 관련된 실용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음악적 절차, 관행 및 개념의 원인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음악적 생각이(그리고 교사와 동료들의

찰

생각이) 어떻게 음악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현하는 지를 관 함으로써,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인 실마리를 찾게 된다(Elliott &

찰

Silverman, 2015: 425). 따라서 성 적 음악 실습은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정직하고,

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도울 뿐 아니라, 음악이 속한 문

화의 가치, 전통, 행위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
게 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423).

찰

엘리엇(2015: 389)은 성 적 실습을 위한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유
연하며, 상호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오

엔 션

리 테이 (Orientation), 준비와 계획(Preparing & Planning), 교수-학습

평가(Evaluation)의 4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제
안한다. 음악 교육과정을 만드는 4단계는 다음의 [그림 10]과 같이 제시
(Teaching & Learning),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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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음악 교육과정 만들기의 4단계(Elliott & Silverman, 2015: 408)
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사이며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과 상

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제작한다(오은정, 2014: 3).
A. 오리엔테이션

엔 션

오리 테이 은 행위 속에 과정(curriculum-in-action)의 전반적인 개

념으로,

목적(Aims),

(Learning

Process),

지식(Knowledge),
교사(Teacher),

학습자(Learners),

평가(Evaluation),

학습과정

학습

맥락

(Learning Context)의 7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Elliott & Silverman, 2015: 412-420).
(1) 목적(Aims)

엘리엇(2015: 412)은 개인적 의미(personal meaningfulness), 상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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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interconnectedness),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공감(empathy), 윤리
성숙(ethical

적

maturation),

자기성장(self-growth),

자기-지식

(self-knowledge) 그리고 몰입(flow)105)으로 설명되는 음악의 가치가 실
천적 음악교육과 음악 교수-학습의 목적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와 같
은 목적들이 성취된다면, 학생들이 공동체의 행복뿐 아니라 인간의 정체
성과 번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지식(Knowledge)

실천적 음악교육의 지식인 음악적 이해를 구성하는 단계로 교사는 제

곡

재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음악적 이해들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음악적 프락시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Elliott

& Silverman, 2015: 412), 실제 음악 문화와 가장 근접하게 설계된 교수
-학습 환경은 음악적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음악적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3) 학습자(Learners)

맞

교사는 학습자의 나이와 환경에 알 은 교육 과정을 제작하여야 하는
데, 이것은 “학생들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기술과 스타일을 습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된다. 엘리엇(2015: 413)은 이러한
과정이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에 상호주체성과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학습과정(Learning Process)

엘리엇(2015: 414) 실제 음악 프락시스의 근사치가 구현될 수 있는
학습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풍부하고 도전적인 음악 만들기와

듣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음악적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
을 것이며, 이때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음악하기와 듣기에서의 움직임
(movement)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415).

칙센

105)
트미하이(M. Csikszentmihalyi)의 몰입(flow)으로 무언가에 흠뻑
리적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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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있는 심

(5) 교사(Teacher)

[ 림 5]가 제시하였던 음악적 이해를 구성하는

음악 교사의 지식은 그

16가지 지식과 동일하며, 실천적 음악교육이 요구하는 음악적 지식을 가
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16가지의 지식들을 실제로 체화하고 행화할 수 있
어야 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415).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
들이 음악성과 감상력의 균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최종
적으로

학생들이

배려(care),

검토(revision),

비판적

반성(critical

누

reflection), 인내심(persistence), 다른 이들과의 대화 나 기(sharing
dialogues with others)의 중요성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2015: 417).
(6) 평가(Assessment)

엘리엇(2015: 418)은 음악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ssessment)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음악 교육에서의

평가

평가의 주요

기능은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들의 성장하는 음악성

과 감상력의 질에 대한 정확(accurate)하고, 건설적(constructive)이고, 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되는 내용은 음악하
기와 듣기를 구성하는 음악적 지식들 그리고 음악하기와 듣기로 나타나
는 음악 행위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단 한순간에 평가되기 어려운 성질
들이므로, 엘리엇(2015: 419)은 평가가 음악의 교수-학습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음악적 맥락들, 즉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과 작곡 수업, 록 밴
드, 재즈 보컬 그룹, iPod 오케스트라 및 지역 공동체 음악과 같은 형태
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을 주는(supportive)

(7) 학습 맥락(Learning Context)

음악 교수-학습 환경은 실천적 음악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엘리

큰 연주 앙상블(클래스 합창, 기타 앙상블, 아프리
카 드럼 연주 앙상블, 현악 앙상블, 재즈 앙상블, iPod 오케스트라, 윈드
앙상블)에서 음악하기와 듣기를 위한 지식들이 수행되고 발전될 때, 학
엇(2014: 420)은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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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음악성과 감상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B. 준비와 설계

범위, 순서(sequence),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
비와 설계는 7가지의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엘리엇은 다음의 [그림 11]을
교육 내용, 자료,

바탕으로 이를 설명한다.

[그림 11] 성찰적 실습으로서의 음악 교육과정을 위한 준비와 설계
(Elliott & Silverman, 2015: 427)

① 교사는 학생이 추구하고 있는 음악 만들기의 종류(연주하기, 즉흥연

곡

주 하기, 작 하기,

녹음하기, 편곡하기, 듣기 등)를 결정한다.

② ①(음악 만들기의 종류)과 ③(음악적 이해)에서의 당신의 결정과 관

워

련되어 가르쳐지고 배 질 음악적 프락시스와 음악적 도전(음악적 산
물과 과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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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음악적 도전들을 수행하기 위한 학생의 음악성

③ ②에서 당신이 선

과 감상력을 구성하는 음악적 이해들을 결정한다.

④ ①, ②, ③에서의 결정들과 관련된 ‘교수-학습’ 목표(goals)를 결정한

다.

략을 성찰

⑤ ①에서 ④지점에서 결정과 관련된 대안적인 ‘교수-학습’ 전

한다.

q

찰한

⑥ 교수-학습 목표를 위해서 요구되는 대안적 순서(se uences)를 성

다.
⑦

음악성과

감상력에서

학생의

발전을

어떻게

evaluate)할지 결정한다.

떤

음악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은 어

평가(assess

and

종류의 음악 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함께 시작된다. 교사는 연주하기, 즉흥연주하

곡

기, 작 하기,

녹음하기, 편곡하기 등의 다양한 음악 하기 중에서 하나의

음악 만들기를 결정하여 실제 행위로서의 음악하기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이해(musical understanding)와 음악적 도전
(musical challenge)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

룰 수 있는 음악 만들기를 선

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음악적 이해의 수준이 음악적 도전보다
높다면 학생은 음악 만들기에서 지루함을 느낄 것이고, 이해가 음악적
도전에 못 미친다면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엘리엇(2015: 380)은 학생들

의 이해의 수준과 도전이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 음악 만들기가 학습자
에게 자기 성장(self-growth), 자기-인식(self-knowledge) 그리고 즐거움

j

(musical en oyment)이라는 가치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음악하기의 종류가 결정되면 교사는 '음악 그 자체로, 현재와 미래의
음악적 이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음악성과
감상력의 증진을 위하여 등'과 같은 음악적 이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음악적 산물을 결정하게 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430). 구체적
음악적 산물이 결정되면 교사는 이것이 요구하는 음악적 이해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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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파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유 있게 걷게 친구”라는 합창 음악이
음악성을 위해 요구하는 지식이 통제적, 긍정적, 상황적, 언어적 지식이
고 감상력을 위한 지식은 직관적, 통제적 지식이 되는 것과 같이, 음악적

찰

이해는 성 적 음악 실습 과정의 학습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교사는 음악적 이해를 가르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이것
은 음악적 이해들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들로서, 학생들은 낭만 합창 작

품에서

슬픔의 선율적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혹은 재즈 스

윙의 느낌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목표에 따라 음악을 수

행하는 데서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감소시킴으로써 음악적 이해에 대
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432). 교사들은 ①과

갔다 오가며, 학생들이 음악적 문제를 찾고 해결
하고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학습 전략들을 6 - 모델링(modeling), 코칭
(coaching), 비계(scaffolding),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or verbal
④를 반성적으로 왔다

10 )

reflection), 비교를 통한 반성(comparative reflection), 탐색(exploration)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교수-학습’ 목표에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게 도

울 수 있다(Elliott & Silverman, 2015: 433).

q

‘교수-학습’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순서(se uences)는

106) 모델링(modeling) 이란 상호적 교수 학습(reciprocal teaching and learning)으로, 교
사는 직접 음악적
시지의 연주, 표현 등을 보여주고,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
이 체화적이고 구성적으로 음악적 이해를 습득하게 도와준다. 코칭(coaching) 은 학
생들의 음악적 사고 과정과 산물을 진단하고
가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음악적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비계
(scaffolding) 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주 어린 악기를 위해 어린이 크기의 악기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편 이나 작 을 실현하기 위한 MIDI 테크 로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은 통제적 지식을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
한 전 이며, 학생들이 음악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어, 다이어그램, 유추(analogy)
등으로 그리고 모델을 포함하여 그들의 음악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 방
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포함된다. 비교를 통한 반성(comparative
reflection) 은 교사가 학생들의 연주나 공연 리 설의 비디오, 혹은 전문 연주가들의
연주 비디오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학생들
이 스스로 음악적 이해를 판단하고
가할 수 있게
는다. 마지 으로 교사는 학생
들이 음악 문제와 해결을 직접 탐색(exploration)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자신의 합창 실습을
개의 작은 소그 으로 나 고, 각각의 그
에게 음악적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 수 있다(Elliott & Silverman, 2015: 433-435).

패

략

평

곡

곡

놀

허

평

울

돕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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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막
누

룹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연습이나 교수 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순
간들에 대한 교사의

냉철한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 엘리엇(2015: 436)은 언어적인 지식의 습득, 음악 행위의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연습과 같은 상세하고 부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체

듣고 그것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음악을 큰 그림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엘리엇(2015: 437-439, 재인용)은 음악성과 감상력의 평가
를 위한 방법으로 가드너(Gardner)의 “프로세스 폴리오(process-folio)”와
데이비슨(Davidson)과 스크립(Scripp)의 “앙상블 리허설 비평(ensemble
rehearsal critique)”을 제안한다. 이것들은 모두 예술 작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통과하는 단계와 질을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룹
리허설 및 개인 연습에서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오디오나 비디오 녹음,
동료들의 자체 평가와 비평, 학생들이 음악적 산물을 위해 수립하였던
계획과 초안, 다음의 리허설을 위한 목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
적인 음악을

다.
C. 교수-학습

찰

엘리엇(2015: 441)은 성 적 음악 실습을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간

찰

주하고 있다. 성 적 음악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음악 전문가들, 음악
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 사회, 문화와 만나고 참여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엘리엇은 학생들을

문화화(enculturation)를 이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을 제안한다.

찰

평

성 적 음악 실습에서 참여자들은 연주가, 비 가, 감상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교환함으로써 상호간의 음악적 이해를 촉진하고 성공적인 협업으

찰

로서의 음악 실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성 적 음악 실습은 참여
자들이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소리의 음색, 표현, 기술, 호흡 등을 만들

찰

기 위하여 다양한 음악적 프락시스와 성 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끄
는데, 학생들은 이 모든 방법에서

연습(practice) 이

의미하는 것을 배우

게 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443). 엘리엇(2015: 443)은 생각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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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으로서의 연습이 아니라 발생하는 음악적 문제들에 대한 반성과 해

결을 위한 숙고, 어떠한 음악적 요소가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

단 그리고 자신이 만드는 소리를 예리하게 들어가며 상황에 올바른 반복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연습이 음악적 프락시스와 연

결될 수 있도록 교사가 연습을 안내하고 도와주어야 함을 조언한다.

찰

성 적 음악 실습의 핵심은 학생들을 음악적 프락시스로 환영하는 음
악적 멘토(mentor)로서의

교사의 역할 이다.

찰

성 적 음악 실습의 중심에

서 음악적 이해를 능숙하게 체화하고 행화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음악을 배우게 되면, 음악적 프락시스를 향한 목적의 달성뿐
아니라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
악 참여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Elliott & Silverman,
2015: 444).
D. 평가(Evaluation)

찰

평가과
정은 맥락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엘리엇(2015: 445)에 따르면 앞서 언
급된 가드너(Gardner)의 “프로세스 폴리오(process-folio)”와 데이비슨
(Davidson)과 스크립(Scripp)의 “앙상블 리허설 비평(ensemble rehearsal
critique)” 등과 같이 학생들의 실습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세 단계로 이
루어지는데, 첫째 평가자가 학생들의 실습의 과정을 다양한 매체(오디오,
비디오)들로 설명하는 것이며, 둘째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된 학습자의
성 적 음악 실습의 학습 상황이 다차원적이고 상호적이므로

행위, 상호작용, 교변작용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막 평가다.

설명하는 것 그리고 마지 이

찰

이로써 실천적 음악교육이 제안하고 있는 성 적 음악 실습의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다. 교사는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음악활동을

커리큘럼의

중심에 배치하고, 학생들은 음악활동을 위한 음악 지식들을 실제의 음악
행위로 학습하게

됨으로써,

음악이 요구하는 지식들의 맥락과 실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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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된다. 음악이 연습되고 연주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음악의 관
행,

개념,

표현

등이

근간하는

원인을

목격하게

되고(Elliott

&

Silverman, 2015: 425), 이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구성할

찰

수 있다. 성 적 음악 실습은 음악 교육과정의 준비와 설계에 지침을 제
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학생들의 상황,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이고

곡

형성적으로 실습을 구성하게 된다. 제재 의 결정에서부터 교사는 학생

룰 수 있는 곡

들의 음악적 역량과 도전(challenge)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

택

목을 선 하여, 학생들이 즐겁지만 도전적으로 음악 만들기에 참여하여

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음악의 참여에 요구되는 대

자기 성장을 이

안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 학습 단

찰

계마다의 성 은 음악 만들기와

듣기를 다차원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과 협업 이다.

개인적 의미(meaningfulness), 상호연결성, 공감, 윤리적 성숙, 자기성

찰

장, 자기지식, 몰입과 같은 가치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 적 음악실

습은 참여의 음악으로 학습자의 음악적 성장뿐 아니라 음악 외적인 성장
까지를 담보하고 있다. 학생들은 음악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음악적 생각, 표현 그리고 행위가 교사와 다른 동료들과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을 이루게 되며, 교사는 학생들 모두가 음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과 기질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찰
결국 성찰적 음악 실습은 음악 만들기와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

세심하게 관 하고 배려해야 한다.

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성과 감상
력의 획득뿐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직면하는 음악적 문제들을 공
동의 관심, 토론, 반성, 상호작용, 공감으로 음악의 참여자들과 함께 해결
함으로써 인본주의 교육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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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천적 음악교육의 시민 교육적 가치
이 장에서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시민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
하고자 한다. 시민 교육이 요구하는 시민성(citizenship)은 시민(citizen)과
자질(ship)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라

묶여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뜻하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 숨어
는 뜻을 담고 있다. 시민성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행위의 표준에 따라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
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왕근, 1995: 61-63). 이러한 시민성의 함양을
위하여 현대의 시민교육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 관념, 세계관을 가진 사

람들을 인정하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참여의식을 기르는데 초점을

롯

맞추

고 있으며, 미국을 비 한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회참여활동을 적

허

극 권장하고 있다( 인숙, 이정현, 2004: 444).

징

그렇다면 관계, 행위, 참여로 특 지어지는 현대의 시민성은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인가?

앞선 논의에서 우리는 실

천적 음악교육이 공감과 사회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서에 방점을 두

율

고 있으며, 자 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상호작
용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찰

욱 구체화된다. 실

참여로서의 실천적 음악은 ‘성 적 음악 실습’으로 더

슷

찰

제의 음악과 가장 비 하게 구현된 성 적 음악 실습에서 학습자는 신중

택

하게 선 된 음악적 산물의 지식들을 실제의 음악행위로 배우게

됨으로

써 즐겁고 실용적이며 맥락적인 음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다른 참여자들과 가깝게 관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찰

(Elliott & Silverman, 2015: 423). 엘리엇(2015: 441)은 이와 같은 성 적
음악실습을 학생, 교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
는데, 학생들과 교사는 음악 문화의 가치, 표준, 전통, 지식들을 몸과 행
위로 상호작용을 하며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층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찰

그런데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성 적 음악실습은 적극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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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학습자를 이끌기 위해서

Silverman, 2015: 443).

연습(practice) 을

왜냐하면

전제하게 된다(Elliott &

참여의 음악은 음악적 산물에 내재된

가치들을 이해하고, 행위로 표현하고, 상상하고, 반성하고, 소통할 수 있
는 음악적 역량을 요구하는데, 행위로서의 표현, 기술, 이해와 같은 음악
적 역량은 연습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MM 1에서부터 수동적인 감상에 치우친 음악교육이 아니라 직접 행함으
로써 알고(knowing by doing), 행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knowing for
doing) 음악적 지식을 중시하였으며, MM 2에서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까지를 내재하고 있는 8가지 음악적 지식을 통하여, 실천적 음악교
육을 위한 음악적 지식들이 모두 몸과 행위로 학습되고 연습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찰

찰

성 적 음악 실습이 단계마다 성 의 과정을 갖는 것처럼, 실천적 음
악을 위한 연습 역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나의 행위, 정서, 표현, 마음
등을

돌아보는

적극적인 반성 과 숙고 에

의한 시간으로 이루지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실천적 음악교육은 프락시스적 시간으로서의 연습을 가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습에서 학습자는 자아의 성장뿐 아니라 자
신과 음악이 속한 세계로의 참여 속에서 타자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유
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므로, 연구자는 실천적 음악교육이 담지하고 있
는 연습의

메커니즘과 내재된 의미로부터 실천적 음악교육의 시민 교육

적 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자아(self)
1. 1. 연습을 통한 음악적 자아
우리말 연습(練習)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의 습관을 형성하거나 특정
의 행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과
정’, ‘학문이나 기예 따위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익힘’이며(표
- 161 -

영어

준국어대사전),

티

프랙 스(practice)는

티

프락 코스

그리스어

(praktikos)를 어원으로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 행동에 적합한 것(fit for action), 실제적이고 활동
적인 것”이라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즉 연습은 ‘행동을 반복적
으로 함으로써 실제에 필요한 어떠한 기술이나 방법을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으로, 몸과 행동 그리고 반복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데 연습이 반성이나 숙고 없이 단순한 행위의 반복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기술(techne)을 만드는 포이에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에
서의 연습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연습으로 간주될 위험 또한 지니고 있
다.
하지만 엘리엇은(1995: 67, 177; 2015: 207-209, 443) 음악을 만들고

듣기 위한 연습이 단순히 언어적 지식을 입력하고 음악 행위로 출력하는
단계별 알고리즘이나 선형적인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서의 지속적인 판단과 반성(reflecting on action)을 바탕으로 언어적 지
식뿐 아니라 음악에 내재된 다양한 종류의 체화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들
을 자신의 음악적 행위로 완전히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에서의 연습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 이해. 행위로 음악을 세심하게 만들고 표현하는 시
간을

가정하고

있다.

Schnabel)과 아들인
은 일화를

남겼다.

피아노의

거장인

투

아르 르

슈나벨(Arthur

칼 슈나벨(Karl Schnabel)은 연습에 대한 다음과 같

슈나벨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연습하는 것을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음악의 한 구절을 2백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기계적인 연습을 매우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에게

왜 그런 기계적인 연습을 했는지 물었다. 이에 슈나벨

은 “나는 기계적으로 연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며
나의 해석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신체적 움직임과 음
악의 통합을 연습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Bernstein, 1981;

낙정 역, 2008: 262).

- 162 -

백

음악 연습은 언어적이거나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과 달리, 몸과 행위
그리고 음악과 나의 정서까지 몸에 배어야 하는 시간을 전제한다.

슈나

백 번 반복할지라도 피아노를 치는 손가락

벨의 연습처럼 같은 부분을 수

의 움직임과 이를 따라가는 몸짓 그리고 그가 표현하고 해석하고자하는

묘

느낌과 표현은 미 하게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에서의 연습은 머
리만으로도 몸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성과 감정 그리고 몸이
함께 움직이고 통합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습의 과정은 자아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

곡

움을 주는 것인가? 음악교과서에서 2부합창과 기악 연주 으로 소개하고

츠

있는 브람스(Brahms)의 “왈 (Waltz) Op. 39-15”를 연습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연습하는 부분이 합창에서의 소프라노 파트라고 할 때, 연습

듬

율 맞추어서 독보를 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고,
선율이 익숙해지면 가사를 넣어가며 다이내믹, 호흡,

은 정확한 리 과 선 에
어느 정도 정확한

톤, 가사의 악센트 등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첫 구절인 ‘호수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움’이 크레셴도(crescendo)와 데크
레셴도(decrescendo)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의 다이내믹으로 표
현해야 듣는 이들에게 자신의 표현을 전달할 수 있을지, 내가 상상하고
의도하는 소리를 위하여 가사의 발음과 톤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음악에서의 연습은 음악으로

자기표현 을

하기 위한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이화식, 2014: 124). 엘리엇(2015: 16)은 다양한 음악
하기를 표현적으로(expressively) 행하는 것을 음악의 참여로 간주하고

곡

긴 다층의 의미, 정서, 느낌, 표정, 몸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제재 에 담

짓 등을 자신의 음악적 행위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자기표현으로서의 음악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째

둘 , 자기표현은

자기에

대한

돕는다.

이해 107) 를

j

위의 예에서처럼

107)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는 자신의 주관성(sub ectivity)을 의식하는 것으로 이
것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가는 것이며, 개인이 두려 하고 꿈 고 열 하는 것과
도 관련이 있다(정정훈, 2015: 269, 재인용). 음악 연습의 시간은 자신의 몸을 바탕으
로 음악이 의미하는 다이내 , 호흡, 표현 들을 자기의 몸에
추는 방법으로 진행
되므로, 연습은 자신의 몸, 정서,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자기이해의 과정으로 간주될

얻
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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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꾸
짜맞

망

끼

노래에 나의 표정과 내가 느 는 정서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내가 이

율

끼

굴

러한 선 에서 이러한 정서를 느 고 얼 의 표정과 몸짓이 어떻게 표현
되는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를 알게 한다. 감7도에서는 나의 감정이
불안해지면서

무언가

해결해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당김음

림 끼
적인 음악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우울해지는 나를 경험하고, 특정 조
성의 변화나 화음의 진행에 반응하는 나의 정서를 느끼면서, 음악에서의
(syncopation)에서는 몸이 어떠한 들썩거 을 느 는 나를 만나고, 서정

연습은 나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간다. 요컨대 하나의 프레이즈를 더 완
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됨으로써 자기이해를
형성하고, 이러한 자기이해는 음악에서의 자기표현을 다시 돕게 된다.
셋째, 음악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연습은 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집중과 반복으로 자
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 순간을 만들 수 있다. 슈나벨
의 연습에서처럼 자신이 상상하고 느끼는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번
의 반복이 다른 표현, 정서, 색감, 강도를 지님으로써 연습 행위 그자체
학습자는 자신의 정서, 표현, 취향, 몸을 이해하게

몰입(flow)

가 목적이 될 때 연습하는 나와 음악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며, 나
에게 불가능해보였던 기술이나 표현이 어느 순간 만들어질 수 있다.

센트미하이는

칙

자기 목적적(autotelic)이며 긍정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이

러한 순간을 몰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엘리엇(2015: 372)은 음악 실

습에서의 도전, 즐거움과 성취감이 몰입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 있

충

기 때문에, 이러한 몰입의 경험이 자기 족감(self-fulfillment)과 자아존
중감(self-esteem)으로

자아의 성장 을

이끌게 된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몰입을 보고하는 십대는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몰입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십대보다 학업 재능을 더 발전시킨
다. 몰입에 더 많은 시간을 갖는 성인은 더 오래 일하지만 스트레
스 관련 질 에 덜 취약하다. 몰입을 경험할 수 없거나 수동적이고
단순한 활동만을 즐기는 사람들은 종종
절과 실 에 시달리는

병

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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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혼란에 빠진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보다 복잡한 활동에서
몰입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일
들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자아를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진화에 기여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373, 재인용).
이것은 몰입에 대한

칙센트미하이의

설명으로 음악에 내재된 기술,

랜 시간 동안 만들어가는 연습의 시간에서 몰입과 성

표현, 느낌 등을 오

취의 경험을 한 학습자는 높은 자존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엘리엇(2015:

373)은 음악에서의 연습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해내었다”

충족감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학습자는 부모나 선생님의
칭찬보다 훨씬 높은 자존감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학생이 연
라는 자신감과

습을 통해서 몰입과 즐거움으로 자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는 제재

곡의 선택에서 신중함을 기해야한다(Elliott & Silverman, 2015: 380). 만
약 제재곡이 학생에게 어떠한 연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쉽다
면 학생들은 연습에서 지루함이나 연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곡이 너무 어렵다면 좌절감이나 두려움으로 연습에 몰입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 현장은 과연 학생들의 도전과 성취를 만족시킬

만한

곡목으로 학생들이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연습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화식(2014: 142-143)은 실제 학교의 현장이 다양한 음악 활동
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만족시키고는 있지만 몰입 경험을 이끌 수 있는

곡

연습의 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많은 제재 이 아니라

택

학습자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 된 연습 상황을 제시하고, 연습
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도전과 흥미를 느

낄 수 있는 곡을 정해주고, 적정 시간동안 학습자가 음악으로 자기를 표
현하고 이해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연습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몰입의

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경험으로 자아의 성장을 이

한편 ‘연습의 시간은 기술적인 습득을 넘어 인간의 삶과 연관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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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정서와 표현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음악이 음악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프락시스로 확장될 수 있게 한다.’라는
엘리엇(2015: 242)의 말은 ‘음악의 연습이 실제 삶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
성할 수 있게 하는 정서와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얼핏 이해되기 힘들 수 있다.

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

술성과 사회성이 비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M. Johnson, 1993;

노양진 역, 2008: 411; Elliott, 2012: 22). 예술가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은 ‘예술적으로

훌륭할수록 괴팍하거나 사회성이 결여된다.’

108)는

믿

음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예술가들의 유별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독특한

성격은 예술가들만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예술성으로

다. 그러나 미국의

승화된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교육자인 번스타인은 ‘뛰어난 음

악가가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음악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조화롭지 못한 행동이 예술의 속성은 아니다.’라고 말한
다.

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막연한 느끼기는 했지만, 피아노를 칠 때의 감정과 피아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내 일상생활에 어

서 멀리 있을 때의 감정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지는 못했다....음악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음악가로서의

나의 성장과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이다,,,음악의 유기적 구조의 양상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하고자 하는 질서와 융화의 전형
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행위들
이 결국 이성, 감성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을 여러 형태로 결합시킨

백낙

혀

108) 번스타인(
정 역, 2008: 22-23)은 의외로 많은 음악가들이 인격적으로 전
예술
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실제 많다고 말하며,
의 음악가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 음악
가는 사회의 타락으로부터 자신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삶과 예술적 삶을 분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음악가는 자신의 노이로제 증세가 예술성과 유
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오로지 예술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열 으로 한 인
간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놓치고 있었으며,,,예술적 성취와 원
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다.’

몇몇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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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연습으로 성취한 이 세 가지 기능의 차원 높은 결
속은 다른 분야에도 옮

겨져

딪

삶에서 부 히는 여러 어려운 요구들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즉 조직적이고 지
속되는 연습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
은 잘 조화될 수 있다(Bernstein, 1981,

백낙정 역, 2008, 17-25).

연습에 대한 번스타인의 설명은 음악 연습으로 형성된
가

사회적 자아로 확장

음악적 자아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음악 연습이

사회적 자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엘리엇과 번스타인은 그 이유를 음악
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서 찾는다. 엘리엇은 MM 2의 6-8장에 걸쳐
음악적 이해, 음악하기와

듣기,

음악적 산물이 음악적 요소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역사, 문화의 맥락과 상황적인 본질을 담고 있
음을 설명하고 있다. 음악적 이해에서 가장 이론적인 언어적 지식조차
고정된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행위와 표현을 통해 다른
7가지의 지식으로 확장될 때 그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실천적 음악교육

듣기는 연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세계를 체화하고 행
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음악하기와 듣기는 인간, 음
의 음악하기와

악 그리고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 현상이므로, 연습은 입력과 출력의 선
형적인 운동
적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이며 다차원

움직임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부분 2부 합창과 기악합주로 이루어 진 『초록 바다』의

듣기에서의 연습을 생각해보자. 이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학
생들과 선생님은 이 곡이 4/4박자로 시작되어 2/4박자의 변화를 갖는 변
박의 바장조의 곡이라는 형식으로서의 언어적 지식을 먼저 습득하게 될
것이다. 연습을 위해서 단선율과 2부의 파트 그리고 기악악기를 나누어
야 하는데, 곡의 첫 프레이즈는 음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
끌어주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며, 2부 합창의 소프라노와 알토는
음악하기와

상대 성부의 음정에 자신이 불러야 할 음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친

율

율 악기나

구들이 맡는 것이 더 효 적일 것이다. 그리고 노래보다는 선

타악기 연주에 관심이나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기악 합주의 역할을 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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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선생 과 학생들의 민주적인 토론 속에서 진행

님

되어야하며, 선생 은 학생들 간에 음악 능력의 차이는 인정하되 모두가
음악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음악적 역할을 학생들에게 제안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서로 음악을 이끌어 주고 받쳐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연

습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첫 선율인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은 선율악기의 ‘파’ 음을
듣고 나와야하므로 선율부분을 맡은 학생은 선율악기를 연주하는 손과
호흡을 상호적으로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고, 노래의 첫 음 ‘도’의 다이내
믹 기호인 메조포르테가 가사에 맞는 음색과 다른 악기와의 조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하는지는 반주 악기와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
의 의논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음악 학자

메이어가 말하였듯이 음악은

구문론적(syntactic) 매개변수와 비구문론적(nonsyntactic) 요소들로 이루

졌

짜임새(texture),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셈여
림(dynamic)과 같이 상대적인 색채와 음량을 표현하는 비구문론적 요소
어 으며, 음색(timbre),

는 절대적인 수치나 크기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관계적이
고 상대적으로 표현되고 느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구문론적 요소들
의 연습은 음악을 같이 연주하는 동료들과의 호흡과 조화를 통한 세심한

연습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109) 그러므로 음악의 연습은 악보에 그려

맞추어 소리 내는 것과 같이 시각에 입력
된 악보를 몸의 반복적인 운동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음정, 박자.
리듬과 같은 음악의 규칙들과 함께 다이내믹, 음색, 호흡들이 전체적인
진 음을 정확한 길이나 쉼표에

음악 안에서 그리고 음악이 속한(속했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느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반성과 판단을 바탕으로, 매번의 연습이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며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 연습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음악이 스며들게 하는

곡

시간으로 이것은 나와 음악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작 가, 음악 그리
고 세계 모두를 끌어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엘리엇(2015: 362)은 자아

독

109) 합주가 아닌
주를 위한 연습에서 비구문론적인 요소들은 관객과의 호흡, 관객의
반응 그리고 연주가 펼쳐지는 장소에서 소리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를 위한 연습 또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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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

(self)를 이해하는 핵심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 된다고 말하며,
함께 음악을 만들고

듣는

참여의 음악이 음악적 자아뿐 아니라 사회적

자아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음악에
서의 연습의 시간이 기술의 단순한 반복이나 습득이 아니라, 자신의 정
서와 이해, 느낌 등을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기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은 음악적 자아로서의

룰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자아로서의 성장까지 이

하면 음악은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에서 성취한
이성적, 감성적, 육체적 가치들은 음악이

뻗어있는 문화와 사회를 통해서

나와 음악만의 관계에서부터 음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관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억

이와 같이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연습은 음악적인 지식을 머리로 기

하는 것도, 악보를 보는 나의 시각적·청각적 자극에 의해 나의 몸이 자
동 반사되는 행위도 아니다. 그것은 음악에 내 몸이, 내 몸에 음악이 함
께 거주할 수 있도록 몸, 마음, 정서, 행위, 반성, 판단 등을 내 몸에 체
화하고 행화하여 나를 구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와 유대, 협력을 맺
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부여하는 시간이다.

1. 2. 습관과 사회적 자아
인지주의(cognitivism)의 출현 전에 ‘인지’라는 개념을 위한 가장 두드
러진 아이디어 중 하나는 습관으로, 습관에 대한 오래되고 복잡한 역사
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Barandiaran & Di Paolo, 2014:

틴

1; Ramírez-Vizcaya & Froese, 2019: 1). 습관(habit)의 어원은 라 어

투

아비 스(habitus)로서 관습적인 실행(customary practice), 일반적 행동

방식(usual mode of action) 혹은 의복(dress, clothing)과 같이 외부와
내부의 상태를 뜻하며110), 이것은 그리스어 에토스(ethos)와 헥시스

q

110) https://www.etymonline.com/search? =habit 2020년 2월 9일 접속.

- 169 -

슬

틱

(hexis)111)로 거 러 올라간다. 윤리를 뜻하는 에 스(ethics)는 그리스어
에토스(ethos)에서 파생된 것으로, 에토스는 인간과 동물이 살아가거나
(live) 거주하는(in-habit)

평생을

익숙한 장소(accustomed place) 그리고 사람의

따라 발전하는 기질(disposition)이나 성격(character) 모두를 의

미한다(Barandiaran & Di Paolo, 2014: 4). 즉 습관은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취하는 행동방식이나 성격, 기질, 오

된 관습 등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는데,

칸트(Kant),

랜 시간동안 형성
콜버그(Kohlberg)

그리고 행동주의(behaviorism) 학자들은 습관을 ‘사고가 없는 조건화된
행동,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고정된 행동방식’과 같이 생각이
없는 행위의 반복으로

좁게 해석하였고, 습관의 의미는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온 측면이 있다(Barandiaran & Di Paolo, 2014: 3; 고

미숙, 2008: 194).
반면

퐁티는 이러한 습관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습관의 의미를 새롭게 하였다. 예
술에서의 연습을 습관으로 해석하고 있는

퐁티(조광제, 2004: 135-136)에

게 습관이란, 동작과 자극을 연결시키는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한가에

맞추어 효과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대처해나

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습관은 몸이 세계 내의 목적을 향해 자신을 수 시
키고 운동해나감으로써 ‘우리가 지닌 세계에의-존재를 확장하는 것이자,
우리를 새로운 도구들에

광

병합함으로써 실존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능

력(조 제, 2004: 200)’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동적인 의미내용의 운

착
퐁티는 습관의 핵심을 로 보고
있으며(조광제, 2004: 201), 이러한 견지에서 실천적 음악이 지향하는 연
습은 습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엘리엇(2015: 362)은 민족음악학자 투리
동적인 포 ’을 습관으로 해석하는

체화

노(Turino)의 습관론에 기대어 육체가 환경과의 결합에서 지속적으로 경

끼

험하고, 생각하고, 느 고, 행동하고,

욕구하고,

반응하는 것을 습관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습관이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11) 헥시스란 품성상태로 감정이나 감정 능력 같은 ‘주어진’ 능력이 계발되어 행위 혹은
인식 주체에 의해 ‘가져진’ 상태, 즉 인위적으로 계발되었지만 영 에 뿌리내린 상태
를 가리킨다(김종국, 2013: 92).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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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행화주의에 기반을
의

유기체가

학자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둔 것이다. 행화주
통해서

자가생성

(autopoiesis)하는 과정을 습관으로 해석하고 있다(Ramírez-Vizcaya &

Froese, 2019: 6; Barandiaran & Di Paolo, 2014: 5: Di Paolo, 2010112)).
행화주의에서 인지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동적 시스

템

(dynamic system)으로 유기체와 그 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에

롯

율

서 비 되는데,

상호작용은 자 성(autonomy)을 바탕으로 자가생성

(autopoiesis),

구조적

결합(structural

coupling),

의미-생성

(sense-making)으로 이루어진다(Schiavio et al., 2017: 795-796).113) 마라
뚜라와 바렐라에 의하면 자체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구조적 완정성과 내부

항상성을 방해받지 않는 변화만을 받아들이는

징

자율성(autonomy) 이

유

기체의 중요한 특 이며114),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자기 모니터링

율

[ 림 12]에서와 같이

(self-monitoring)115) 활동으로 이해되는 자 성은 그
화살표가 빙빙

돌며 닫혀있는 원으로 표시된다.

[그림 12] 자율적 유기체(Maturana & Varela, 1992: 74)
칙

율

112) Di Paolo(2010: 146)는 유기체가 환경과 몸의 규 에 점점 자신의 행동을 조 하는
자가생성의 과정을
의 습관(maximal grip)으로 설명하고 있다.
113) Schiavio et al.(2017)는 행화주의의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생성(sense-making), 자
성(autonomy) 및 자가 생성(autopoiesis)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의미-생성이 일어나기 위한 구조적 결합까지를 포함하고자 한다.
114) Di Paolo & Thompson(2014: 69)은 ‘자 성’이 체화인지의 다른 접근들과 행화주의
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115) 자기탐색(self-monitoring organism), 자기감 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어
모습으로
비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퐁티

율

율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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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율

그런데 자 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기체 삶의 전부였다면 유기체는 완

[ 림

전한 유아론(solipsism)에 머무르게 되므로, 모든 유기체는 다음의 그

]

13 과 같이 유기(organic)및 비유기(non-organic) 성분을 포함하는 환경
에서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요구받는데(Becker, 2010: 147), 환
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즉, 구조적 결합(structural coupling)을 통해

유기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자가생성이다.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가생성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가능한 옵

택

션

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선 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며, 파올로와 동료들
(Di Paolo et al., 2017)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이 선호되는 것은 그것이

습관적이고 편하기 때문이다.

[그림 13] 환경과 유기체의 구조적 결합(Maturana & Varela, 1992: 74)
연구자는 이렇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
스로 만드는 자가생성(autopoiesis)을 음악이 형성하는

습관 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구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습자의 음
악적 습관은 어떠할까? 그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환경 속에서 서구 음악
체계와 형식, 정서, 표현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서구의 음악

낄 것이다. 설사 그가 음

에 대하여 타 문화권의 학생들보다 친숙하게 느

악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서 음악의 형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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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자신의 문화적·지역적·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접하였던 음악에
대한 어떠한

익숙함을 드러낼 것이다. 예컨대 종교, 학교, 가족들의 행사,

친구들과의 활동 등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
를 몸과 행위로 체득하게
은 모르더라도 그

낄

느

곡이

됨으로써, 어떠한 곡을 들었을 때 정확한 곡명

의미하는 것이나 내재하고 있는 정서에 대하여

수 있는 이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학습자는 환경과의

징

상호작용 속에서 서구 음악이 지닌 음악의 성격, 특 , 요소들을 자신의
몸과 행위로 체득함으로써, 서구 음악에

익숙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자

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음악이 만들어내는 습관은 나의
성을

정체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유기체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환경에

[

속한 다른 유기체와의 상호작용까지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그

림 14]는 두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그림 14] 환경과 두 유기체간의 구조적 결합(Maturana & Varela, 1992: 74)
두 유기체 사이의 상호 작용이 반복되고 두 유기체의 변화가 합리적
일 경우 그리고 두 유기체가 유사하다면 유전적(ontogenetic) 변화를 공

남

유함으로써, 그들은 함께 변화하고 보완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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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변화는 내부적으로 변화된 두 유기체 사이의 구조적 결합을 이끌
어 상호 참여와 공동 협력을 위한 의미들을 만들어간다(Maturana &

Varela; trans. Paolucci, 1992). 즉 각각의 습관을 형성한 유기체가 동일

율

한 환경에서 구조적 결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자 성을 바탕으로 서로
가 공생할 수 있는 공동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구

클래식 음악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A라는 친구와

재즈 음악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B라는 친구가 함께 음악에 참여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음악을 함께 연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A는 악

곡

박자나 리듬을 정확한 음의 길이와 규칙으로 따르
려 할 것이고, B는 훨씬 자유롭게 리듬과 박을 해석하려고 할 것이며,
박을 맞추며 머리를 흔들거나 팔과 몸으로 음악을 느끼는 행동을 취할
보에 작 가가 표기한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가 직접 경험한 예로, 재즈 음악적 습관을 지닌

듬 박자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지 않
을 때는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연구자를 보고 놀라워하였으며, 연구
B는 연습할 때마다 항상 같은 리 과

자는 즉흥적이지만 연구자보다 훨씬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음악을 표현하

끼

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음악적 매력을 느 게 되었다. 그리고 이내 B의

눈을 통하여 ‘규칙적이며 정확하고 감정을 절제하며 음악을 표현하는 나’
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타자의 인식과 타자와의 다름을 통
해서 나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자기지식(self-knowledge) 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엘리엇(2015: 27, 125)의 말에 상응하는 경험이었다. 요컨대 참여
의 음악에서는 음악을 매개로 다른 음악적 습관을 지닌 타자와 나를 경

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자의 음악 습관을 통해 그의 성격, 성
향, 생각 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며, 타자의

눈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

의 모습, 성향, 성격, 표현 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다른 습관을 지닌 각각이 하나의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
는 것은, 다름 속에서 유사한 정서와 느낌으로 공동의 의미를 만들어내
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연구자와 B는 서로 다른 음악적 습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연습과정에서 각자의 정서나 느낌에 대해 주고받

슷

끼

으면서, 음악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과 비 하게 느 거나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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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와

음악적 공감 을

형성할 수 있었다. 즉 함께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음악에 대한 공동의 정서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요구
하므로, 처음에는 음악의 해석이나 기술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서로 다
른 지점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차츰 나와 음악만의 관계가 아니라 타자
와 음악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음악을 만들고 호흡하고 표현하게 되며,

결국 공동의 정서와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엘리엇(2015: 156)에 따르면 이렇게 생성된 공동의 정서 즉, 공감은

떤 이의 기분을 좋

동정, 동정심 혹은 다른 이들에 대한 미안함 혹은 어

게 하기 위하여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정서적 성
향을(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윤리적
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
여의 음악에서 참여자는 음악을 통해 또 다른 습관을 경험하고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아

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행화주의 이론은 다른 환경과 습관을 지닌 참여자들이 음악을
통해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행화주의에서 유기체는 구조적 완정성과 내부 항상성을 방해받지 않는

변화만을

받아들이는

율

자 성(autonomy)과

징

‘조작적으로

쇄된

폐

(operationally closed)’ 특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흔

닫히게 만듦으로써 공감을 형성할 수 없
게 한다. 예를 들어 조용하고 엄숙한 서구의 장례식 음악에 익숙한 사람
들이 축제와도 같이 활기차게 춤을 추며 죽음을 축하하는 가나의 장례식
드는 다름이나 변화는 스스로를

음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따라서 엘리엇(2015: 212)
은 학교 음악 수업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악과 장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엘리엇이 제시하는 학교에서의 음악
하기와

듣기를 위한 제재곡의 음악가들로, 서구 전통 클래식, 아프가니스

탄 음악, 아프리카 음악, 힙합, 한국 대중음악, 21세기의 현대 음악가들,
재즈 등의 다양한 세계 음악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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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음악하기와 듣기를 위한 음악가 목록(Elliott & Silverman, 2015: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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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엘리엇은 학교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적 환경에

됨

노출 으로써 세계

곳곳의 음악과 문화에 대한 익숙함으로 습관을 형성

할 수 있다면, 내가 살거나 만나지 못한 문화나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 관심, 이해 그리고 존중을 지니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투리노(Turino)에

됨으로써 그들과 공감을 이룰 수

따르면...습관을 중심적인 개념(focal concept)

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화(socialization)의 과정을 통해 개인 삶의
역동성이 어떻게 사회적 삶과 융합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습
관의 습득은 다른 수준의 주된 인식(different levels of focal
awareness)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 뿐 아니라 능
동적인 학습을 통해 실현된다. 마지

막으로

습관은 실제(practices)

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세계(social world)에 진
정한 힘을 갖는다(Elliott & Silverman, 2015: 301, 재인용).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세계에

착근되어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세계에 참여할 수 있
으며, 이것은 세계에 속한 타자들의 습관을 모방하고, 변형하며, 상호적

으로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습관은 자기를 형성할 뿐 아

니라, 이를 바탕으로 타자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를

맺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엘리엇은 음악이 만들어내는 습관이 개인적인 삶을 넘어 사회
와 융합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실천적 음악교
육이 음악을 통해 공동체에 존재하는 타자들과 올바르고 긍정적인 관계
를 맺는 것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은 체화되고 행화된 과정 그리고 자기 스
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습관
과 연결된다. 그리고 개인적 삶의 역동성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
(processes of socialization)을 통해서 사회적 삶과 융합된다(Elliott

& Silverman, 201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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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음악적 습관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표현하고, 적응하고, 변모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므로, 개인과
타자 그리고 사회는 음악이 만들어 낸 습관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엇은 참여의 음악으로 형성된 습관이 사회 공
동체를 위한 윤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 경험은 대인관계, 공감 그리고 윤리적 관계라는 사
회 자본의 핵심(the core of social capital)을 개발시킨다. 부르디외
(P. Bourdieu)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설명된 사회적 자본은 관계
(relationship)없이는 획득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 공동의 목적과 경험을 나

누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 의

해서 닿을 수 있다. 다양한 정서를 발생시키는 음악을 사회적으로
참여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경험, 이해, 즐거움 그리고 다른 이들과
의 공동체적 행복감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기여할 수 있다(Elliott & Silverman, 2015: 383-384).

음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다양한 정서를 주고받으며 타자의 음악

징

습관을 만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특 , 성격, 취향, 생각 등에 대
해서 알게 한다. 공동의 정서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참여의 음악은 다름

율

속에서 차이를 조 하면서 공감을 형성하고, 이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함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음악적 습관을 형성하고 공유한다. 우
리가 속한 세계, 사회, 역사, 문화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구성
하지만, 우리 또한 그것들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것과 타자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이다(정정훈, 2015:
271). 따라서 음악에 참여로

얻어진 자기 지식(self-knowledge)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를 다
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 엘리엇(2015: 27, 125)은 이와 같은 자기지식
(self-knowledge)이 사려

깊고,

자비로우며, 윤리적인 행동으로 타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세계에 참여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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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하는 음악적 습관은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자기-정체성의
감각을 확립하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Elliott & Silverman, 2015: 361), 이를 바탕으로 음악적 자아가
인 자아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회적

2. 타자와의 연결

큰 그룹(공동체)과 같이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고,

소속되어 있고, 기여한다는 자신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가치를 갖는

룹이 자신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느낀다면, 너
는 그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더 큰 그룹, 가족, 팀, 클래스, 이웃, 회사 등 모든
그룹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을 것이다. 더 큰 집단과 진정으로
다. 만약 그

연결되는 느낌이 도덕적 행동의 뿌리다(Elliott & Silverman, 2015:

374).

엘리엇은 실제의 몸과 행위로 음악을 만들고

듣는 것에 참여하는 것

을 강조한다. 음악은 다층의 맥락과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제
의 음악하기와

듣기를 위한 연습과 참여는 ‘나’라는 개인 뿐 아니라 나와

음악이 속한 사회의 타자들까지 한데 끌어와 관계를 맺게 한다. 관계는
나와 타자 혹은 나와 공동체가 연결되어 상호간에 의미를 쌓아 나아감으
로써 형성되는데, 이때 연결의 초석이 되는 것은

공감(empathy) 이다.

엘리엇은 뇌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반 톰슨(E. Thompson)의 말에 기대
어 공감이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나의 몸은 1인칭인 나에 의해서 살아지며, 이것은 또한 3인칭인

너(혹은 2인칭) 앞에 나타나고, 공감적으로 너의 경험을 붙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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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는

너에게

타자인 나 자신을 경험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

면, 만약 내가 오직 단일 형태의 1인칭이라면, 자아를 초월하는 공
동 지향적 세계에서 신체적 개인으로서의 나를 이타적으로 이해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Elliott & Silverman, 2015: 165, 재인용)

요컨대 자아와 타자는 공감을 통해서 상호적으로 행동하게 되므로,
공감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고

울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156). 3장에서 연구자는 거울뉴런 이론, 뮤지컬 어포던
스(musical affordance), 엔트레인먼트(entrainment)와 같은 이론들을 바
탕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음악의 특징이 정서를 발생시키고 이로써
사회적 유대와 협력 또한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어려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이 절에서는 실천적 음악교육

울 수 있는지, 이렇게 형성된

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공감을 어떻게 배

공감이 어떻게 각각의 음악적 자아들을 연결함으로써 사회적이고 윤리적
인 자아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곡

실천적 음악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정해진 제재 이
요구하는 음악지식들의 다양한 의미, 이미지, 정서, 관계들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 마음, 정서, 감각, 행위들을 이용하여 다차원
적으로 상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음악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음악적 상상력이다.
음악적 상상력은 몸, 감각, 정서, 느낌 등으로 음악에 내재된 정서, 의미,
형식들 그리고 음악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체

험적이고 맥락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음악적 상상력

끼

이 타자의 정서, 생각, 상황. 기분, 태도 등을 느 고 이해할 수 있게 하

딪

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 삶에서 다른 이들과 만나며 부 치는 다양

울 것이다.

한 정서들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

이에 연구자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116) 윤리학자 마크존슨의 ‘도

허

116) 체험주의는 전통적인 객관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무주의적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3의 시각으로 특 지을 수 있다. 마크 존슨는 우리 사고의 대부분
이 은유적인 동시에 신체화되어 있다 생각을 바탕으로 최근의 인지 과학적 연구들과
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체험주의 윤리학을 발전시키고 있다(M. Johnson, 2008: 6).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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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상상력’에 기대어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음악적 상상력으로 학습된
공감이 다른 이의 정서, 태도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음악적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음악적 상상력과 도덕적 상상력이 어떠
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도덕적 상상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를 도출할 수 있다면, 실천적 음악교육의 시민 교육적 가치를 사회 공
동체 차원에서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1. 음악적 상상력에서 도덕적 상상력으로
음악에 있어서 ‘창조’와 ‘해석’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음악을

만들고 만들어진 음악을 해석하는 행위에서 상상력은 필수적이다(홍

병

선, 2009: 353). 따라서 음악 교육이 상상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들은 많지만, 연구자는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이 체험적 상상력인
것에 비추어,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 만들기와

듣기를 위한 연습이 몸

과 행위의 체험적 상상력을 통해서 음악에 내재된 정서들과 의미들을 표

현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엘리엇은 버

워

논 하 드(Vernon Howard)의 체험적 상상력(heuristic imagination)에
기대어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에 주목한다.117)

“정신 연습(mental rehearsal)”: 그것을 하기 전이나 후에 자신

눈에 사물을 거듭 살피는 것이다. 원하는 소리의 청각적
특정한 모습으로 형성하고 지속하고, 전략을 짜고(game

의 마음의
상을

plan), 연습에서 만들어진 것을 고치는 것; 은유적인 상(metaphoric
imagery)-

"목소리가

높은 돔을 지나가는 것처럼 목(throat)을 상

117) 엘리엇은 통제적인 생각하기와 알기에서 체험적 상상력을 통해 음악을 전체적으로
조 하며 만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통제적인 생각하기와 알
기뿐 아니라 실천적 음악교육의 모든 음악적 생각하기와 알기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나의 몸, 상황, 정서, 행위들을 상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천적 음악의 모
든 지식과 연습에서 체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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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라...음악적 전개에서

숨겨진

5도를 인식하는 것. 다양한 방법

"

에서 정신적인 상상력은 “사고방식(mind set) 을 구성하거나 생각,
행동, 인식의 구체적

패턴에

택적

대한 선

Silverman, 2015: 227-228, 재인용).

선호이다(Elliott &

체험적 상상력이란 숙련된 수행(skilled performances)을 제어하는 상

징

상력으로 ‘내가 상상하는 음악의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음악적 특 ,

색상, 표현이 무엇인지’에서 ‘그러한 색감, 소리, 형태,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몸 기능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로

워

나아가는 것이다(V. Howard, 1982: 139). 즉 하 드의 체험적 상상력은
몸과 정서를 어떻게 작동시키고 표현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상력으로, 음
악하기와

듣기를 모두 행위로 바라보고 있는 실천적 음악교육에서의 연

습은 많은 부분에서 체험적 상상력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에 맥락과 상황에 따라 음악 속에 내재된 이미지,

채 등의 요소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

의미, 형식, 표현, 감정과 색

현하기 위한 나의 움직임, 정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언어로 표현할 수

묘

없는 미 한 느낌 그리고 판단과 반성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쇼팽

피아노 곡 『장송 행진곡』을 연주하기 위한 연습을 가정해보자. 이
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먼저 쇼팽이 장송행진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을 통해서, ‘이 곡이 어떠한 상황에서 작곡되었으며, 쇼팽이 이 곡으
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것인지?’를 알고자 할 것이다. 프레이즈, 소리,
음색, 표현, 부점의 리듬, 분위기, 템포 등을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
의 호흡을 어떻게 조절해야하는지?’, ‘부점은 장례식의 행렬을 따라가는
무거운 발걸음처럼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누가 죽은 것일까? 쇼팽의
지인인가? 19세기의 장례식은 어떠한 모습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까?’,
‘슬픔이 몸 전체를 잠식하여 걸을 힘조차 없는 모습을 음색과 리듬으로
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조성이 달라지며 서정적인 노래의 부분은

죽은 자가 살았을 때 행복하였던 순간을 그린 것인가? 죽은 자의 이루지
못한 꿈을 표현한 것일까?’ 등의 질문들은 음악이 놓인 맥락 속에서 몸
과 행위적인 상상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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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연주와 참여를 위한 실천적 음악교육의 연습이 필요로 하는

곡의 맥락에 따라 몸과 행위를 창의적이고 표현적으로 드러내

상상력은

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적 상상력은
화-행화적(embodied-enactive) 인

것을

맥락적(contextual) 이며 체

상상력이다. 엘리엇(2015: 227)은 이

행위 속의 상상력(imagination in action) 이라고

말함으로써, 음

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기 위한 상상력이 음악에 인간의 몸과 행위를 놓
는 것이자 음악이 속한 맥락과 상황 속으로 인간이 참여하는 것임을 의

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천적 음악교육이 요구하는 상상력은 청각, 시각, 촉각 등

묘

과 같은 몸의 감각과 몸의 감각들로도 표현되거나 상상되기 어려운 미

한 상황들을 몸, 마음, 행위, 정서, 느낌으로 생각하는 방식라고 할 수 있
다(Elliott & Silverman, 2015: 350). 실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각적
인 이미지들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소리나 상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을 생성

택

하고 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악적 상상력은 몸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들, 정서 그리고 느낌을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

로 실천적 음악이 추구하는 상상력은 표현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적 성취
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음악적 이해의 핵심이다. 세계적인
연주가이자 음악교육자인

찰스

나이디히(C. Neidich) 역시

클라리넷

좋은

연주자

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상력’을 지목한다.
음악에

깊이가

생기기 위해서는 음악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된다...음악에서의 모든 변화는 이유를 동반하는데, 연주자는 그

변화를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악보를 곧이
곧대로 재현하는 기계적인 연주는 경계해야 한다.

춰

좋은

갖 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상력’이다. 연주자가

곡

연주자가

곡을 대할

때, 작 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
며, 이것이 연주자의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가장

법이다(월간객석, 201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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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

나이디히는 음악을 위한 연습과 학습에서 음악만을 생각하는 것을 경
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악이 어떠한 배경이나 맥락 없이 홀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악은 공간, 시간, 인물, 몸과 행위와 정서
들을 모두 다 끌어와 그 안에 다양한 차원들을 끌어오는 것이므로, 우리
는 음악이 포함하는 차원들을 모두 상상하고 그것을 내 몸과 행위 그리
고 정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음악에 내재하고 있는 변화들은

둠

듬

논리적인 흐름으로 원인을 가지고 있다. 밝음과 어 의 대비, 리 의 변
화나 조성의 변화들은 우연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물론 우연성의 음악을
시도한 현대음악의 사조도 있지만). 음악은

징

끝없이

흐르며 사라지는 것

과 같은 특 을 가지고 있지만, 구문론적인 요소들이 없으면 음악을 담
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리머(최은식 외 역, 2017: 285)가 말한 바

곳곳의 인식되기 어려운 미지의 음악을 정확히 이해하거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들의 문화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와 같이, 세계
나

음악을 담아내는 형식은 존재한다.

졌

음악은 비구문론적 요소와 구문론적 요소로 이루어 다는

메이어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표
현되는 인간의 정서, 행위 그리고 내용들은 마치 인간 사회의 군상들처
설명처럼 음악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럼 다양하게 변화하며 유동적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음악의 연습은 음악

박

듬

율

칙

의 구문론적 요소( 자, 리 , 조성, 화성과 선 )라는 음악의 규 들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음악의 구문론적118)·비구문론적 요소들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갖는다. 음악의 상상력은 구문론적 요소와 비구문적 요
소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비구문론적 요소들에 집중된다.
음색(timbre),

짜임새(texture),

티

션

이 큘레이 (articulation),

림

셈여

(dynamic)과 같이 상대적인 질감, 크기 그리고 차이(대비)를 갖는 비구
문론적 요소들은 음악을 만들고

듣는 이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되는

데, 이것들은 대부분 인간 몸의 감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폭신폭신한
구름과 같은 소리, 호수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달빛과 그림자의 음영, 파

칙

118) 구문론적 요소들은 음악의 규 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 미 한 리 의 표현, 화성 변화의 표현 등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 지표가 규정되
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상력이 작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박

묘

듬

- 184 -

숨이 멎을 것 같은 정적, 누가 뒤

란 물위를 일렁이는 바람과 같은 느낌,
에서

쫒아오는 듯 긴박함, 대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크기의 포르테 등과

같이 음악적 상상력은 음악이 처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몸이 상상하는
것들을 몸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징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맥락적이고 체화-행화적인 특 을 지니고 있는
음악적 상상력은 어떻게 도덕적 상상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하여 도덕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체험주의

윤리학자 마크존슨(2008: 28-31)은 우리의 사유가 신체적 경험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도

칙

덕적 법 이 아니라 도덕적 개념과 도덕적 상황에 대한 은유적인 생각
즉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범 윤리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도덕적 문제들에

전통적인 규

대한 가르침을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보편적 도덕 원리에서 추출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윤리 철학자들은 개별자들이 겪게 되는 도덕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적인 도덕원리가 존재한다
고 상정하였고, 이를 배우고 습득하는 것을 윤리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도덕원리는 바로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존재하고 판

범

단되는 것이므로, 전통적으로 윤리교육은 학습자가 윤리의 규 을 인지
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20세기

즘

후반의 논리 실증주의와 포스트모더니 의 영향으로 인하여 철학자들은

범 윤리학이 과연 개별자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

‘전통적인 규

황들에서의 도덕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크 존슨(2008: 6)은 우리의 사고가 대
부분 은유적이므로 신체화되어 있다는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도덕 판단에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상상력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 될 수는 없으며 도덕적인 판단에 유의

박

미하게 작용할 때야 비로소 도덕적 상상력이 될 수 있다( 진환,

박문정,

2008: 140). 윤리적 상황에 대한 나의 경험은 항상 상황과 상황 속에 놓
여있는 타자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상상력이란 타자의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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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보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로써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칙

순수한 실천이성에 의해서만 도덕적 개념과 법 들이 추론될 수 있다
고 주장한

칸트의 도덕 이론은 이성에 근거한 도덕성의 모형으로 간주되

지만(M. Johnson, 2008: 149),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

칸트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보편의 법칙을 위해서
도 상상력이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도덕 규칙이 보편적인 것인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박진환, 박문정,
2008) . 그런데 이때의 상상력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편적인 규칙들을
상상하고 그 규칙이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으
로, 몸, 정서 그리고 타자는 배제된 채 나의 이성만이 존재하는 상상력이
다. 즉 칸트의 순수 도덕철학에서의 상상력이란 “특정한 상황에 대해 합
리적으로 적절한 도덕 법칙을 결정하고,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의지의
로 대하라’라고 말한

119)

힘을 불러내는 도덕적 추론(M. Johnson, 2008: 154)”을 위한 이성 활동
으로서의 상상력이지, 인간의 몸을 바탕으로 타자와의 정서를 공감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를 이

해하고 구성한다는 체험주의의 입장에서 윤리를 말하고 있는 마크 존슨

칙

은 도덕적 행위에서 보편적인 법 을 추구하는 것이 주로 인간의 ‘신체
화’를 간과한

채로

진행되어왔음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마크 존슨

롯 칸트의 순수의지가 감각,
느낌, 감정 등 신체적 측면과 연관된 어떤 것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칸트의 합리주의 윤리학이 상상적이고 은유적인 근거를 가
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칸트가 옹호하려는 도덕적 개념
(2008: 168-173)은 순수 실천이성에서 비 된

들은 전통 안에서 은유적으로 정의되었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보편적 질

남

칸

엄

칙

119) 마크 존슨(2008: 150) 역시 퍼트 의 주장에 기대어
트의 이론이 격한 규 과
순수한 문자적 개념, 논리적 판단에 근거하다기보다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도덕적
영상(moral image)’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영상이 특정한
도덕 공동체에 대한 상상적 서술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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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규칙이 구체적 사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

서로 확립된 것들이며, 어

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은유적 사고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전
통적 윤리학은 신체적이고 은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덕을 합리적

둠

이성 안에 가둬 으로써 그 안에 스스로 모순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마크 존슨은 ‘도덕성은 결국 은유적’이라는 대명제 아래, 도덕이

왜냐하면 도덕이

란 인간의 몸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란 인간의 행위, 태도,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들의
중심에는 인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타자의 행위, 태도, 감정들
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추론은 인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낄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향하고 느

상상력은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서의 상상력이 아니라, 타자의 상

끼

황에 내 몸을 가져다 놓고 내 몸이 느 는(상상하는) 정서를 통해 타자
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

지므로, 도덕적 상상력 역시 맥락적이며 체화-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상
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경험의 보편적 구조가 존재한다. 우리의 지각 구조는 보

찬

편적으로 공유되어 있으며, 우리의 운동 프로그램도 마 가지다. 이

욱

해의 상상적 구조 또한 공유되어 있다. 더 이 느낌이나 감각, 정서
는 공적 특성을 갖고 있다. 나는 당신이 느

끼는

낄

느낌을 느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는 소통 가능한 차원이 존재한다. 나
는 당신의 고통을 알지는 못하지만 고통이 무엇인지를 안다. 나는
당신의

슬픔을 경험할 수 없지만 당신과 그것을 공유할 수는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신체화는 사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즉 신체화는

세계에 대한 공유된 경험의 근거다(M. Johnson, 1993; 노양진 역,
2008: 445-446).

좋

마크존슨은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 음” “이상” “도덕

칙

적 덕”이라는 형이상학적 법 이 아니라, 우리를 행위로 이끌어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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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리고 정서가 발생되는 인간의 몸과 몸이 위치한 세계가 상호적으로
움직이며 만들어가는 의미(sense-making)들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랫

이러한 의미는 우리의 몸이 오 동안 상호 작용해왔던 “역사, 문화, 언
어, 제도 이론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에서의 환경(M. Johnson, 1987;

롯

노양진 역, 2000: 364)”으로부터 비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공유하는 보
편적인 덕이란 우리의 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
몸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생성’으로서의 도덕적 덕을 습

득하기 위해서 마크 존슨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느

낄

수 있는 정서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타자가 느

끼는

정서와 동일한 느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몸이 타자의

상황과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타자가 느

낄

수 있는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이로써 타자가 만들어 내는 의미에

다가감으로써 타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감
형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덕에 필요조건이지만
하다.

충분조건이 아님은 분명

범법자에 공감하여 그의 범죄까지를 이해한다던지, 폭력적인 학생

의 가정환경이 불우하다고 하여 그 학생의 환경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으
로 학생의 폭력적인 태도를 묵과하는 것과 같은 공감은 분명히 경계되어
야

한다.

하지만

체화-행화적

접근에서

유기체는

자기관계

(self-reference)를 토대로 타자관계를 실천하므로, 도덕적 상상력이나 음

율

악적 상상력이 자아의 자 성이나 주체성 없이 무분별한 공감으로 나아
갈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다.120) 그러므로 마크 존슨

율

이 가정하고 있는 도덕적 상상력이란, 자 성과 정체성을 갖는 유기체로

남

서의 자아가 환경 그리고 다른 유기체와의 만 (구조적 결합)에서 자신
의 몸이 타자에 상황에 놓여있다는 맥락적이고 체화-행화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이로써 다른 유기체의 정서, 태도를 이해하고
배려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세계 속에 존재하는 타자들을 맥락, 몸, 정서, 마음, 행위
등으로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형성하는 관계들에 영향을
120) 그러나 공감이 윤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관계를 기반으로 타자와의 공감을 어
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요구되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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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것은 전통 윤리학에서의 상상력과는 명
히 다른 것으로 이성과 형이상학적

백

범주에 속해있던 상상력은 우리의 몸

과 세계로 내려옴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겪어내는 다양한 상

돕는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도덕적
상상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황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갈등들이 모두다

도덕은 인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안에서 정서, 몸, 행위, 전

칙

통들로도 존재하지만 인간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법 들, 예를 들어

옳고 그름이 분명한 보편적인 규칙들에도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상상력이란 규범적 윤리학이 적
용될 수 없는 인간 사회의 미묘한 관계들 속에서 이상적인 도덕적 행위
들을 산출하기 위한 대안적 메커니즘으로 기대될 수 있다. 즉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법칙과 가치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타인에게
‘살인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이

행할 행위가 나와 타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상상하는 능력이 바로 도덕적 상상력인 것이다(최진, 2013:
15-16).
이와 같이 도덕적 상상력은 맥락과 상황, 몸, 행위, 정서, 관계 등에서
은유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음악적 상상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마크 존슨(2008: 390-394)은 ‘문학에 내재된 서사성이 도덕적 감수성을
발달시킴으로써 도덕적 추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121)’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소설, 연극, 영화와 같은 서사가 있는 예술

낼 수 있는 서사 탐색의 경로

들에 비하여 음악은 도덕적 추론을 이끌어

박

가 희 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상상력은 어떻게 도덕적 상상력으
로 발전할 수 있는가? 서사가 있는 예술들은 등장인물이 있고 인간 사회
의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그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들과 갈등들이 가상의

상황과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므로(Krueger, 2015b: 92), 이야기들 속에서
다양한 도덕적 갈등들을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상의 상황에서 펼쳐

귀

121) 서사는 결단과 믿음의 장기적인
결을 탐색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덕적 경험의
세한 구조를 구성하는 특수성을 성 하게 해준다. 따라서 특정한 덕
들이 무엇인지, 한 사람의 품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사
적 구조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M. Johnson, 2008:
392-394).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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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지는 판단과 반성을 우리의 삶속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페

돕지만, 음악은

(물론 오 라 속에 다양한 인물들이나 노래의 가사들은 서사를 갖고 있
지만, 음악적 상상력이 도덕적 상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
해서는 절대음악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소리의 흐름일 뿐 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앞선 장송 행진곡의 연습 과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덕적인

서사가

없는 기악 음악일 경우라도 학습자는 음악의 제목, 음악의 외적 요소들
이 암시하는 것 그리고 음악의 표현적인 제스처들로 인하여 음악을 서사

박

적(narrative)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유미, 2014: 142). 이것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는 음악 안에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냄
으로써 음악을 상상하

곤

한다. 이러한 서사는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
로, 음악을 서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음악 속에 행위, 정서, 느낌, 의미
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구성함으로써 음악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최윤경,

2008: 192). 요컨대 절대 기악 음악일지라도

우리는 음악에 어떠한 서사를 부여하고, 그 서사 안에서 정서의 흐름, 갈
등, 해결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음악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음악이 갖는 이러한 서사성 은

서사를 갖는 문학 장르보다 더

고 확산적으로 상상될 수 있다 는

창의적이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서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음악일지라도, 학습자들은 음악에 어떠한 맥락을 부여
함으로써, 그 속에서 다양한 층위로 펼쳐지는 정서들을 체화-행화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이 선과 악이

쾌

명 하게 드러나는 서사적 상황들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

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겪어야하는 정서적 갈등의 표출이란 것이

딪

중요하다. 정서적 갈등들은 다양한 정서들이 부 히고 어우러지고 해결

묘

되는 역동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음악은 미 하고 모호한 정서의

긴장,

갈등, 해결과 화합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층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

림

악의 정서는 인간의 실제 삶에서 겪게 되는 오한, 떨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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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분

노,

평온 등의 정서들과 다르지 않으므로(Juslin et al., 2010: 610), 음악

을 실제로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은 음악의 다양한 맥락들과 정서들을 몸
으로 상상하게 하여 삶에서 만나는 갈등과 문제에서 발생하는 정서들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음악적 상상력

이 도덕적 상상력으로 확장되는 지점은 바로
정서 경험을 통한 공감으로의 이행 이라고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의

할 수 있다.

요컨대 실천적 음악교육은 맥락적이며 체화-행화적인 음악적 상상력
으로 음악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서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에서 겪
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합당한 정서를 지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울 수 있다. 따라서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적 상상력은 세계

있도록 도

속에 타자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
덕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음악적

상상력을 통한 정서적 공감이 긍정의 방향을 향하게 된다면 음악적 상상
력은 도덕적 상상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음악이 만들었

던 역사적 사건들 중 하나로 음악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감의 윤리적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이야기는 전쟁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역사로 뽑히는 일화 중 하나로, 1914년 12월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 벨기에 이퍼르(Ypres) 지역에서 대치하고 있던 영국 대륙 원

군

정 (BEF)과

독일 제1군의 대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길고 험난했던 참호전 속에서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가

병사들은 그
동안 쌓인 전쟁의 피로를 덜어내기 위해 술과 음식을 준비해 파티
를 열었고 음악을 부르면서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독일 군
참호 쪽에서 한 독일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비록 가사는 독일어였지만, 이 노랫소리
는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영국 참호 쪽에도 울려 퍼졌고, 곧 이
어 노래를 듣고 감동받은 영국군은 노래가 끝나자 독일 참호 쪽으
로 박수를 보내며 ‘앙코르’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감동을 받은
독일 군 병사는 총알이 날아드는 참호 밖으로 나가 “우리는 발포
하지 않겠으니, 너희들도 발포하지 말라!”고 외친 후 주변에 크리
찾아오게 된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양측 장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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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스트리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독일 장교는

틀랜드의 민요 ‘애니 로리(Annie Laurie)’를 영어로 부르기 시
작했고 노래가 끝나자 영국군의 환호가 쏟아졌다. 마치 전쟁이 끝
난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이에 독일 장교는 참호 밖으
로 향해, “저는 독일 군 장교입니다. 발포하지 마시고 제가 참호
밖으로 걸어 나올 테니 그쪽 영국군에서 장교 한 분만 나와 주십
시오.”라고 외쳤고, 영국군 하사가 걸어 나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곧이어 양측 병사들은 참호 밖으로 걸어 나와 서로를 마주하였고,
이들은 길고 긴 대화 끝에 크리스마스이브 동안만이라도 서로 휴
스코

전하자는 기적 같은 협상을 성사하기에 이른다. 이 휴전은 이퍼르

병사 1천여 명이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벨기에 북쪽 전선
까지 10만 명의 군인들까지 동참하도록 만들었다.
에 있는

이 일화에서 음악은 전쟁 속에서 잃은 인간성을

빠르게

회복시키며

마음뿐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낸

잔인한 전쟁의 상황

다. 인간성과 인간의 도덕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독일 병사의 노랫소리는 위험하고 잔혹한 공간을 따뜻한 12월의 크
리스마스이브로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음악을 매개로 독일과 영국군들의
음악적 상상력이 자신이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정서를 바꾸었기 때문
이다. 이들은 음악적 상상력으로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12월의 크리스
마스를 맞이하는 상황과 그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사랑,
행복감, 따뜻함, 존중의 정서와 감정들을 만들어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에서

정서들은 이들 모두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공감을 형성하였
다. 그리고 이것은 정서적 공감이라는 해프닝으로

쟁을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잠시 멈추자는 평화적 행동으로 군인들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음악

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상력이 되었으며 음악적 행위는 윤리적 행위가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음악이 갖는 힘과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엘리엇의 주장처럼 음악은 태초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겨

엄
것처럼 음악은 형식이나 심미성 뿐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교감으

생 났으며,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음악이 ‘ 마의 자장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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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적 상상력으로

곡

겨 있는 음악에 내 몸을 가져다 놓음

작 가, 음악, 시대, 역사, 문화가 담

으로써 음악이 담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인간의 다층적인 정서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만들며, 이렇게 형성된 정서들은 타자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감
으로 이행될 수 있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적 상상력으로 세계 속의
자아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음악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공감은 타자의
정서, 마음, 상황 등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함으로써 윤리로 나아갈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 그 자체가 윤리는 아니다. 공감이 윤리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개인들이 맺은 관계가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향해야
하며, 이때 자아는 대중의 정서에 휩쓸리는 자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
성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적 자아여야 한다.

따라서 실천적 음악교육이 가정하고 있는 공감이 시민 교육적 가치로 나
아가기 위해서는 ‘공감이 어떠한 조건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어떠한 방
향을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감이 타자와 나 사이에 보편적 윤리를

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탐구가 이행되어야 한다.

어떻게 세

2. 2. 변증법적 공감
공감을 뜻하는 영어 엠퍼씨(empathy)는

Vischer)에 의해서 1873년에 처음 사용되었던

독일 심리학자 비셔(R.
독일 신조어(coinage) 아

인퓔룽(Einfühlung)을 번역한 것으로서, ‘인간의 감정을 특별한 방식으로

무생물, 식물, 동물 또는 다른 인간에게

투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독일

심리학자인 립스(T. Lips)는 ‘안(in)’을 뜻하는 접두사 ‘엠(em)’과 ‘감정,

고통을 겪어내는’을 뜻하는 ‘파토스(pathos)’가 결합된 그리스어 엠파테이
아(empatheia)를

독일어 아인퓔룽(Einfühlung)과 연결지어, ‘누군가의 안

으로 들어가(feeling into) 그의 감정을 겪어내는’의 의미를 갖는 영어 엠

퍼씨(empathy)로 번역하였고, 립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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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치

너(E. Tichener)는 “사물을 인간화하고, 사물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느끼
거나, 자신을 읽는 과정”으로 공감을 정의하였다(Depew, 2005: 99-100).
따라서 ‘나라는 주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느낀다(이
진희, 2008: 80).’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감은 타자의 존재와 타자의 상황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타자의 상황 속으로 우리의 몸이 들어가

낄 수 있는 공감은 형성되
는 것이다. 친한 직장 동료가 평소와 다르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울
한 모습을 보일 때, 막연하게 그의 우울한 감정을 공감할 수는 없으며,
그가 우울하게 된 상항이나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의 정서에 공감을 느
끼게 되고 따뜻한 위로나 관심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
게 될 때, 상대의 마음과 정서를 인식하고 느

그러므로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다층의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음악은 ‘타자가 어떠한 기분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타자의 상황이 어

떠한 것인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타자를 대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많은 음악학자들은(Elliott & Silverman, 2015;

Clarke et al., 2015; Krueger, 2014) 몸과 행위를 통하여 정서를 발생시
키는 음악이 공감, 유대, 윤리를 위한 유력한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
하고 있으며, 1차 세계 대전의 예에서와 같이 음악이 만들어내는 공감이
어떠한 윤리적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옳은 것은 아니다. 동일한 정서 상태라는
공감은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반
하지만 음악적 공감이 항상

유태주의를 위한 프로파간다(propaganda)122)로 음악을 사용하였던 것,
인종혐오를 조장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케이케이케이

프러시안 블루

(KKK Prussian Blue)의 음악, 아리안 브라더후드(Aryan Brotherhood)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위해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들처럼(Elliott &

네

122) 20세기 초의 새로운 선전 방식으로 버 이스(E. Bernays, 1928)의 집단 습관(Group
Custom)을 뜻한다. 예를 들어 아노를 선전하기 위하여 악기 회사가 ‘뮤직 룸 어’
에서 ‘가정 음악실’을 선보이고 유명 음악가들의 연주회를 개최하는 식의 홍보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가정 음악실’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하는데, 이
것이 점차 집단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후에는 딱히
아노를 선전할 필요가 없
을 만
사람들이 가정음악실과
아노에 대한 공동의 의미 를 갖게 된다. 집단 습관
으로 형성된 공동의 의미는 공동체 구성원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비 한 생각을 갖
게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윤리에 영향을 미
수 있다.

피

큼

피

페

피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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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

Silverman, 2015: 45), 음악적 공감은 또 다른 타자나 다른 공동체를

억

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대중만을 따르기 위하여 자아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의 장을

칙

만들어갈 수 있는 음악적 공감으로 공동체 내의 연대, 규 , 존중과 배려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감에 대한 상세한 조건들이 제시되어야 한
다.

막스 셸러(소병일,

2014: 208, 재인용)는 타인의 정서에 대한 체험

염

(Erlebnis)이 전제되지 않는 감정 이입이나 전 으로는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타인의 상황과 맥락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상대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거나 느끼는 것만으로는 윤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춥겠다. 끼니도 제때 챙겨먹지 못하고 배고프겠다. 불쌍해’라
며 그의 정서를 느낌으로써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감이 ‘그러니 내
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라는 행동을 반드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

픔

이다. 나는 분명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배고 , 추위, 고통스러움을
느꼈지만, 내가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저 나
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타자였으며, 그에 대한 나의 공감은 행동을 이끌
어 윤리로 나아가는 공감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체험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는 공감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정서를 파악하기만 하는 ‘심

박

리학적 공감’123)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인철, 2012: 103-105), 심리학적

찰

공감은 객체가 되는 대상으로서의 타자와 타자의 정서를 관 하고 파악
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만나는 이분법적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감은 윤리로 작용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공감이 윤
리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정서를 갖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타자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즉
여하게 될 때

타자의 상황과 맥락에 내가 참

이루어질 수 있다.

123) 대상의 심리를 알고자하는 심리상담가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공감은 심리상담사는
주체로 대상은 객체로 나 어져 상호주체성을 성립하지 못한다.
인철(2012: 103104)은 심리학적 공감이 타인의 의미에 대한 해명의 부족, 공감의 윤리적 당위적 성
격에 대한 해명 부족, 공통의 세계 내지 공감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으므
로 윤리로 나아가기 어 다고 설명한다.

누

박

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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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서의 공감은 모두가 주체가 되는

상호주체성 을

가능하게 한다.

상호주체성은 타인의 존재와 연관이 된다. 타자의 몸과 정서로 나를 바
라보는 것과 나의 몸과 정서로 타자를 바라보는 것은 나와 동일한 차원
에 있는 타인의 주체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상호주체성을 성립하게 한다

광

(조 제, 2004: 381). 상호주체성은 우리의 삶에 타자를 끌어옴으로써 서
로가 주체가 되는

평등한 상황을 만들고 서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

思之)를 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앞선

예에서 상호주체성이 형성된다면, ‘아 나는 코트를 이렇게 두껍게

투

입었는데도 추운데, 저 사람은 이렇게 추운 날에 외 도 없이 얇은 옷을

울

먹을 돈이나 있을까? 나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따듯한 국물이라도 사먹을 수 있을
돈을 기부해야겠다!’와 같이, 나의 삶이 그의 삶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입고 있으니 얼마나 추 까? 밥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누

요컨대 공감이 윤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자의 세계가 나 어
지지 않고 하나의 세계에 함께 참여해야하며, 참여하는 나와 타자는 모

두가 주체로서 상호주체성을 형성해야한다. 그런데 나라는 주체가

독립

적으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참여는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타자에
게 몰입되게만 할 수도 있다. 왕따 문화, 공포심으로 인해

군

정적인 감정을 갖는 스톡홀름 증후 , 유행만을 그저

범죄자에게 긍

쫒는 사람들, 제국

즘 백인우월주의와 같은 이슈들은 나와 나의 세계가 사라지고

주의, 나치 ,

타자의 삶만 존재하는 데에서 오는 위험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참여는
‘공감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반성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라는 선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

저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정서에 매몰되어 타자의 정서와 생각을 무비판

적으로 수용하고 공유하는 것은 올바른 참여나 공감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참여에서의 공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주체와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상호주체성이 요구된다.

막

마지 으로 공감은 타자의 정서를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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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 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

은 행화주의에서 유기체가 환경과 다른 유기체와의 구조적 결합으로 행
화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과 유사한 데, 나와 타자 그리고 환경과의
구조적 결합은 행화를 통해서 의미와 공감을 형성하고 생성된 의미와 정
서는 세계를 변모시킴으로써 나와 타자 그리고 세계를 함께 변화시킬 수

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여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어

친구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친구를 배려하는 행동으
로 나아가게 된다면, 나의 마음과 행위의 변화뿐 아니라 배려를 받는 친
구의 마음과 행동까지 변모시킴으로써, 나와 친구의 공동의 세계가 갖는
의미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몸이라는 공통된 매개를 통해 타자의 정
서를

읽고 정서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마음, 태도, 정서

를 변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세계가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요

누

약하자면 공감은 주체와 객체로 나 어지지 않고 모두가 주체로서 참여

율

할 수 있는 세계와 각각의 주체들이, 자 성과 정체성으로 비판적인 사
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간의 균형 속에서, 실제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윤리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은 이러한 공감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공감을 위해서 음악교육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 것인가? 음악적 상상력과 공감에 대한 논의에서

염

음악적 공감은 음악이 만들어내는 무분별한 감정 이입이나 정서적 전

이 아니라, 음악의 맥락에 따른 정서를 체화-행화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천적 음악교육은 학습자가 어

떠한 상황에 대하여 그에

맞

맞는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맥락과

울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에 알 은 정서를 배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여로 이해될 수 있으
며, 실천적 음악교육은 모두가 주체가 되어 상호 주체성을 형성하는 참
여의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엘리엇(2015: 16, 102)은 실천으로서의 ‘음악
하기’ 개념에

투리노(Turino)가 분류한 4가지의 참여적 음악을 포함함으

로써 ‘음악적-사회적’ 참여를 위한 모든 형태의 음악을 받아들이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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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밝히고 있으며, 참여, 협업, 토론, 대화와 반성 등으로 이루어지는

찰

성 적 음악 실습으로 ‘참여적 음악 만들기와

듣기(music

making &

listening)’를 연습하고 경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잠

참여적 음악 만들기는 ‘ 재적인 참여자’와 ‘참여자’로 구성된 음악 형

태로써 음악에 참여하는 이들이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앙상블과 같은 음악의 형태일 수도 있고, 즉흥연주를 만들어가는
연주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참여자로 구성된 음악의 형태일 수

릭 휘태커(Eric

있으며, 에

Whitacre)의 가상 합창(virtual choir)처럼 국

적, 종교,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영상 속에 참여함으로써 만들어가는 새
로운 음악의 형태일 수도 있다. 참여적 음악이 만들어내는 정서와 공감
이 참여적 의미-생성(participatory sense-making)으로 나를 움직이고 내
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 음악은 공감을 바탕으로 윤리
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가나 다곰바의 참여
의 음악이 각각의 참여자와

잠재적 참여자들이 상호 주체성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공감, 조화, 변화로 음악을 만들어감으로써, 유대와 소통으로

듯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 이, 엘리엇은 참여의 음악이 개
인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상호주체성을 형성함
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음악을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을

듣는

좁은

의미의 참여적 음악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의 참여적 음악에서도 상호주체성이 가능한

것인가? 크루거(2014: 2)는 ‘어포던스(afford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음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음악과 내가 상호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어포던스’란 깁슨(Gibson)이 자신의 연구(1979)에서 처
음 사용한 용어로서, 수용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의미한다(Krueger, 2014: 2, 재인용). 동일한 의자일지라도 성인이 인
지하는 의자는 앉을 수 있는 의자이지만, 고양이나 기어 다니는 아기들
이 경험하는 의자는 밑에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의미가 다르듯이, 지각

은 행위성과 환경과의 상호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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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악이 나를 기쁨과 흥분으로 춤추게 하였다면 나의 움직임은 즐거움
과 행복이라는 정서와 의미를 생성하고, 즐거움과 행복은 그 음악의 주
체성을 형성함으로서 상호 주체가 되는 세계를 상정하게 된다.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나의 행위는 의미 생성을 위한 상호작용의 하나이며, 같
은 음악일지라도 개인들에 따라 혹은 같은 음악이라도 나의 상태에 따라

낼 수 있으므로, 음악은 유기체와 같은
특징으로 주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음악 만들기뿐 아니라 음악듣기까
지 행위로 간주하는 실천적 음악교육의 음악하기와 듣기의 형태들은 모
음악은 매번 다른 의미를 만들어

두 상호주체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율

독립적인 주체성을 유지

그렇다면 참여적 음악에서 과연 자 적이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다시 말하면 참여의 음악이 상정하는 상호주
체성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타자에게 매몰되지 않으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과의 차이 속에서 공감을 만들어
가는

엔트레인먼트(entrainment)

것은

혹은

(synchronization)124)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듬

듬

션

싱크로니제이

엔트레인먼트는

내인적

컫

인 생물리 이 다른 리 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조하는 현상을 일 는

션

것이며(생명과학대사전), 싱크로니제이 은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개체들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일한 주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정보통신용

듬

듬
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체리듬을 유지하면서 타자와의 리듬과 조
어사전), 유기체는 자신의 리 을 잃는 방식으로 다른 생물적 리 을 따
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나를 버리고 무조건 타자
에게로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지하며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만들

율

어가는 것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지 않고 자 성과
공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션

124) 엘리엇(2015: 324)은
트레인먼트(entrainment)와 싱크로니제이 (synchronization)
을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음악의 리 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둘을
명 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비 한 의미로
용하여 사용한다. 반면 Lousin
Moumd ian et al.(2018: 1)은 청각 및 운동 영역에서 이들이 미 하게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트레인먼트가 오차 예측의 수정(error-prediction correction)에 기
초하여 청각-운동 영역의 역동적 정 을 제어하는 프로세스라면, 싱크로니제이 은
청각-운동 정 동안 타이밍의 안정적 유지로 이해된다.

쾌

슷

j

렬

엔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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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듬

묘

션

따라서

엔트레인먼트와 싱크로니제이션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

니라 차이들 속에서 약간씩 변화해나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

션

될 수 있다. 푸치스와 드 재거는 완벽한 싱크로니제이 은 동일한 느낌
상태로 서로가 구분지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상호적인 조절
과 공감이 완벽한 하나의 일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동기화가 진행되는 것은 동기화된(synchronised), 비동기화된
(desynchronised) 상태 그리고 중간 상태(in-between states)의 지
속적인 변동입니다. 서로에게

율

녹아들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조 (attunement)과 소외(alienation)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요
구된다.

그러므로

잘못된

이해(misunderstandings)와

자극

(irritations)이 변증법적으로 움직이며 이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Fuchs & De Jaegher, 2009: 471).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은 ‘두 개의 진동자(coupled oscillations)’ 모델로

착

설명될 수 있다. 이 현상은 벽에 장 된 두 개의 진자시계(pendulum
clocks)가 어느새 같은 움직임으로 동기화 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하

찰

위헌스(C. Huygens)에 의해 처음 관 된 것으로, 조화를 이루는 두 개의

템

진동자 시스 은 개별적인 자유도(freedom)를 지니며, 서로의 동작에 영

슷

향을 주면서 비 하게 움직인다. 두 개의 추는 중력을 갖는 두 개의 유
기체로 이해될 수 있는데, 추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유지하며 자기

율

의 중력(자 성) 지점을 확인하면서 다른 추와 상호작용하는 움직임을

갖는 것이지, 자기의 중력을 잃은

채로 상대의 움직임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푸치스와 드 재거(Fuchs & De Jaegher, 2009: 476)는 공감이 올

너

바른 사회적 상호작용125)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파트 가 상호간 미
세한 연습을 바탕으로 일치와 불일치 사이를 오가면서 공동의 의미를 만
들어내야 하고, 이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성(own

125) 사회적 상호 작용과 대화에 참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움직임과 발화를 조정
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청자는 말하는 자의 움직임과 발화의 속도, 방향 및
양
의 변화로 그들의 움직임을 작게 조정하는데, 연주하는 동안 음악가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들을
수 있다(Fuchs & De
Jaegher, 2009: 476)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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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centre of gravity) 이라고

션

말한다. 그러므로

엔트레인먼트나 싱크로니제

이 은 ‘자기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작용으로 자신과 상대를 변화
할 수 있게 하는 공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악은 자기중심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공감을 유지할 수
있는가? 즉, 강력하고 감각적인 음악 속에서 ‘자기 정체성’과 ‘공감’과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라비노위치와

동료들은

(Rabinowitch et al., 2012: 112) 음악 앙상블 활동의 참여자들이 단편화

j

된 개별 주체성(fragmented individual sub ectivity)에서 의도, 정서, 행

투

위, 인지적 과정을 공유하며, 넓고 연속적으로 상호 침 적인 상호주체성
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앙상블에서 각각의 연주자들은 음악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자신의 해석으로 연습하고 만들어가며 개별 주체성
을 유지하지만, 다 함께 연습하고 연주하는 것에서는 전체적인 음악적

망

맞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소리에 변화와 수정을 가하여 화합을 이룰
조 과 함께 다른 참여자의 소리에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때의 상호주체성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 서로의 주체성을 이해하며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된다.126)
그러므로

참여적 음악으로서의 앙상블(협업) 음악 은

자신의 정체성

을 유지하면서 상호주체성으로 공감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함께 연주하는 앙상블 음악127)의 구성원들은 각기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나가며 주체적으로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음악 안에서 조화와 어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호주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만약 앙상블 연
습(연주)에서 나의 주체성이 약해지면서 타자의 음악에로만 몰입하게 되

믹

면 나의 음악의 표현, 호흡, 균형, 다이내 , 역동성 등이 사라지며 타자
와 주고받는 호흡과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타자의 음악을

독

듣지 않고 나
독

126) 이러한 상호주체성의 균형은 협업 음악뿐 아니라
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주
를 위한 연습이나 연주가 협업 음악보다 주체가 강조되는 음악의 형태이
하지만,
나라는 주체가 음악에 매몰되거나 나만의 주체성으로
이 갖는 특질을
손하는 것
모두 음악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음악일지라도 나
와 음악이 각각의 주체성으로
장과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127) 다양한 소리들로 구성되는 음악 작품은 하나의 정보 단위로 통합된다(Rabinowitch,
Cross & Burnard, 2012: 111). 즉 음악 앙상블은 여럿이 만들어 내는 다양성을 지니
고 있지만 하나의 음악이라는 단일성으로 표출되는 특 을 지니고 있다.

곡

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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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긴
훼

의 음악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만 강화되면 음악의 균형과 조
화가

깨지며

너

음악이 무 지기 때문에, 앙상블 음악에서는 각 참여자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음악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협업 음악으로서의 참여적 음악 하기는 ‘나’라는 연주 주체를 바탕

율

으로 다른 연주자와의 조 과 변화 속에서 공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다.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은 다양한 정서, 행위, 토론, 수정, 연습
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음악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주

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음악을 조금씩
변형하거나 다른 참여자의 음악을 수정해나가며 음악이 조화를 이룰 수
자의 표현이나 음악을 무

있도록 노력하므로, 협업 음악으로서의 참여적 음악 하기는 조화로운 합
으로써의 음악을 향해 참가자들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의미들

율

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 성과 주체성을 지

닌 연주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내는 앙상블 연습은 서로가

율

평등한 조

건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으로 ‘다름’을 조 하고 음악으로 ‘조화’
를 이루려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푸치스와 드 재거(Fuchs & De

션

Jaegher, 2009: 471)가 말한 변증법적 과정으로서의 싱크로니제이 을 형
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자는 참여적 음악하기가 만들
어내는 공감을

변증법적 공감(dialectic empathy) 으로

칭하고자 한다.

변증법적 공감은 다른 참여자의 정서에 완전히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

율성과 주체성을 지닌 나를 유지하며 음악에 내재된 다양한 정서와 의미
들을 음악의 참여자들과 조절해나가면서 생성하는 것이므로, 참여적 음
악으로서의 협업 음악은 변증법적 공감을 통해서 참여적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적 음악에서의

듣기는 어떠한가? 음악 듣기 역시 상호

주체성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변증법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음악

듣기는 음악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확실히 수동적이고 정
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악 만들기에서의 자율성(자유도,
freedom)에 비하여 자율성은 떨어질 것으로 짐작된다. 엘리엇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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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듣기가 반드시 음악하기와 같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활동적인 음악하기에 참여하는 동안
는데, 이것이 음악을

긴

역사에 대한

멈추어 세워

듣기를 가르쳐야

음악의 기술이나 음악 이론 및

허

강의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리

션 곡 에피소드 및 기타 종류의 음

설, 강의식 음악 제작, 잼 세 , 작
악하기를 하는 동안,

짧은 제한된 시간의 교육적인 가르침을 포함

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
지 혹은 그들의 음악하기의 표현적인 본질과 관련된 질문들을 학

략하게

생들에게 간

물어보는 것이다...이러한 시간은 학생들이

왜,

어떻게 그들의 음악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는지, 다양한 음악활동

택하였는지에 대한

을 위해 상상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선

그들의 건설적인 제안들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Elliott

& Silverman, 2015: 272).
엘리엇은 음악

듣기가 음악하기에서 경험한 나와 타자의 정서, 느낌,

그리고 음악 외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듣

제안함으로써, 음악 기가 또 다른 참여의 형태로 표현되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음악교육의 참여적 음악

밀

듣기는 음악과 나

만의 주체성이 만들어내는 내 하고 개인적인 의미화가 아니라 음악을

듣는 나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다른 음악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음악을 듣
고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음악에 대한
의미를 공동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이므로, 균형적인 상호주체성을 기반으
로 변증법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막 조건은 음악의 경험

음악에서의 공감이 윤리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

이 나와 타자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향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1차 세계대전의 일화나,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

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 다니엘 바렌보임(D.

워

Barenboim)과 에드 드 사이드(E W. Said)가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평

화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창단한 서동시집 관현악단(west-eastern

꾸

divan orchestra) 등과 같이 우리는 음악이 우리의 태도와 삶을 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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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넘어 세상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목격해왔다.

네투(Neto)와 그의 동료들(2016)은 포르투갈의 11-12세의 아이들 229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컬처(cross-cultural)와 논 크로스 컬처
(non-cross-cultural only, Portuguese)의 두 가지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논 크로스

크로스

컬처

음악 교육은 기존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컬처 음악 프로그램(cross-cultural musical program)은 노래 가

사, 문화적 맥락 및 음악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유색 인종 예술가들의

공연과 음악에 자주 노출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

컬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포르투갈의 음악 교육 프로그
램보다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크게 줄였으며, 놀랍게도 프로그램이 끝
로 크로스

난 2년 후에도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음악을 같이

듣고

만들고 공감하는 것은 세계에

속한 타자와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변모하게
한다. 음악이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는 결국 공동체의 변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실천적 음악교육이 지향하는 공동
체적 행복(Eudaimonia)인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실천적 음악이 참여의 음악이라는 통합된
세계 속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주체성의 균형을 형성함으로써, 변증법적
공감128)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적 음악 만
들기에서 음악의 참여자들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을 주고받게 된다. 리드를 하는 연주자들은 음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구성원이 음악의 하모니를 구성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테크닉,

병

막 셸

템포

128) 소 일(2014: 209-210)은
스
러의 공감이론을 바탕으로,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은 각개인의 고유성과
립성이 인정되면서도 동시에 더 높은 가치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타자의 실제적인 삶에 참여함으로써 타자를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크 존슨(2008: 396) 역시 타자와의 변증법적 상호
작용으로 자신의 선판단을 비판과 가능한 변형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의
지 을 타인의 것과 융합하고자 한 가다머의 ‘지
융합(horizon fusion)’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완전한 동질감으로서의 공감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논쟁, 변화,
수정, 합의를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한 동질감을 찾아가는 것을 공감으로 바라보
고 있으며, 이러한 공감만이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다.

독

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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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등을 조절해나가고, 음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느 는 참
가자들은 자신들로 인하여 전체의 음악이 방해받지 않도록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같이 의논하며 상호적으로 음악의 역할을 분담하며, 한명의 돋보
임이 아니라 모두가 음악이 될 수 있는 배려 속에서 참여의 음악은 행해
진다. 참여적 음악

듣기는 음악 만들기의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며, 음악

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 상상력, 표현, 정서들을 교환하
며 음악의 의미를 공동으로 만들어감으로써 공감을 만들어 나간다.
이와 같이 참여적 음악 만들기와

듣기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적 공감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반복, 수정,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이리저리 움직
이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공감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변증법적 공감이

된다. 요컨대 참여적 음악 하기와

듣기는 음악을 매개로 자신들의 행위,

정서, 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교환해나가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과정은 다름의 인정에서 시작하여 음악이라는 세계
에 속한

너와 나의 동질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국 엘리엇은 변증법적 공감으로 자아와 타자를 연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연결된 개인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서 시민이 된다(Elliott, 2012; 2015; 2016). 이때의 시민
은 학교, 종교 단체, 지역, 민족, 국가를 넘어 세계 속에서 개인이 고립되
지 않고 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엘리엇(2015: 268)
은 음악을 통해 세계 시민들이 연결되고, 화합되고, 관심과 이해 그리고
배려와 존중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엘리엇은
음악을 통한 교육으로 예술적 시민성의 함양을 주장함으로써, 실천적 음
악교육이 갖는 시민 교육적 가치를 세계 공동체의

범주로 확장시키고자

익 누리는

한다.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공동체의 이 을

특권을 갖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세계를 위한 책임감을 부여받게 되므로(Elliott,
2012: 23), 실천적 음악교육의 예술적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실천
적 음악교육이 음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
리고 세계 공동체에 갖게 되는 시민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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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적 시민성
엘리엇은 음악교육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가로질러 세

울

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 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술적 시
민성을 길러야 함을 강조한다.

곤 병

세계가 폭력, 빈 , 질 , 강제 이주(forced migration), 인종 및
성별 차별 등의 문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음악이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서 지역에서 혹은 지역을 넘어서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학교 음악의 다

j

른 실행 가능한 목표와 더불어 사회 정의(social ustice)와 사회적

병폐(social
평생의

ills)의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술적

시민성(artistic

citizenship)” 을

준비할 수 있도

록 음악교육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lliott & Silverman,
2015: 8).

엘리엇이 말하고 있는 예술적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그가 말하

피 엘리엇(2012: 21; 2015:
268; 2016: 7)의 예술은 엘리트나 전문적인 음악가라는 좁은 의미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모든 음악하기와 음악 듣기를 포함하는 음악적 행위와 이
고 있는 예술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주지하다시

에 필요한 음악적 지식(musical thinking and knowing) 그리고 음악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
술적 시민성에서 예술은 음악과 인간이 사회, 공동체, 문화, 역사, 인종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몸, 행위, 정서, 의미, 생각, 상상력, 이념 등을 다
양한 차원들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시민(citizen)은 “미국 시민” 혹은 “한국 시민”과 같이 보편적인 개념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나타나는 것(showing up for each
other)과 같은 친-사회적(pro-social)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Elliott & Silverman, 2015: 268). 시민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성(citizenshi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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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 정책, 이념들을 보존하고 공동

익

익

체에 유 한 활동들에 참여하며, 이에 따른 이 과 책임을 갖게 된다. 엘
리엇(2012: 22; 2016: 6-7)은 이와 같은 시민성의 의미를 프락시스에서

찾는다. 적극적인 반성과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행위가 인간의 복지와 번
영에 기여를 하고, 다른 이들을 윤리적으로 배려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긍정의 힘으로 변형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프락시스로서 시민성
의 출발이며, 이를 위하여 예술 그리고 음악이 윤리적으로 구현되고, 가

됨

르쳐지고, 안내 으로써 건설적 행복(constructive happiness)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적 시민성이다(Elliott, 2012: 22).
따라서 예술적 시민성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이 예술(음악)을
통해 공유된 가치, 생각, 이념들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복, 위로, 관심, 배려, 이해 그리고 사회의

익

발전과 번영과 같은 공동체의 이 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엘리엇
은 이러한 예술적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참여(participation) 로

수행되기

를 제시한다.
음악을 예술적, 맥락적,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가치
있는 노력이지만

충분하지 않다...사람들의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으로 활동하는 것에 따라 변형되고, 사회적 정의를 위한 행동은 참

룹의

가자와 정치적 그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과정에서 정체성은 변형된다... 음악 교사, 교육자, 학생들은 효
과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 변화를 향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거
나 행진하거나 노래하는 등의 다양한 음악적 방식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과 헌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Elliott, 2012:
26).

예술적 시민성은 우리 사회,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음악 교사와 학
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을 움직이고,

밀접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음악

의 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즉 세계에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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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 음악으로 목소리를 내고 음악이 갖는 힘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예
술적 시민성이며, 이것이 바로 실천적 음악교육이 음악을 통해 최종적으
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예술적 시민성은 최근의 급격한 세계화와 함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는

세계 시민성 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세계 시민이란 특

범세계적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 것
(변종헌, 2006: 2)으로, 모라이스와 오그덴(Morais & Ogden, 2012)은 세
정 국가의 시민이라는

범주를

넘어

계 시민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분석하여 세계 시민성의 개념을 사회
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세계적 능력(Global competence), 세계
시민적 참여(Global civic engagement)의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은

j

세계적 정의(global ustice), 이타주의(altruism)와 공

감(empathy), 세계의 상호연결성(global interconnectedness)과 개인적 책
임(personal responsibility)의 하위 차원을 두고 있으며, 세계 시민은 세

슈

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 들에 대하여 관심과 공감으로 세계에 속한

됨

타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결 을 느낌으로써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intercultural)

세계적

능력 은

자기-인식(self-awareness),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세계적 지식(global knowledge)으로 세분화

되며, 세계 시민은 다른 문화와의 소통을 위하여 자기의 한계나 역량을
아는 자기이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 시민적 참여

는 시민 조직의 참여(involvement in civic organizations), 정치적 목소
리(Political voice), 세계 시민적 행동주의(global civic activism)으로 세
분화 되는데,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Morais & Ogden, 2012: 447).
다시 말하면 세계 시민성은 공동체나 세계 속에 위치한 나에 대한 이

됨

해를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 관심, 공감으로 세계와 연결 을 느낌
으로써, 실제의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판단 그리
고 적극적인 참여로 행동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천적 음악교육
이 갖는 시민 교육적 함의이기도 하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실제의 음악
하기와 음악

듣기의 참여라는 교육적 방법으로 자신과 타자의 정서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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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자기-타자의 지식(self-other knowledge)’을
형성함으로써,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와 연결된
느낌은 예술적(음악적) 자아뿐 아니라 사회적 자아가 세계에 단단히 뿌

릴 수 있도록 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문제에 대하여 관

리내

심을 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술
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요컨대 실천적 음악교육은 건강한 정체성의 형성, 민주적 시민, 사회
정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음악과 인간의 삶 사이에 상호 주관적인 관계

라는 더 넓은 목적을 향해, 다양한 차원에서 음악을 사용하고 참여하는
예술적 시민성(Elliott & Silverman, 2015: 376)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엇은 예술적 시민성의 구체적 예를 통하여 음악을 통해 시민으로서
책임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랜

신교와 구교가 대립하던 북아일 드 오마(Omagh)시에서 1998

망하고 다친 폭탄 테러가 있었다. 현
지의 음악 교사였던 대릴 심슨(Daryl Simpson)은 가톨릭과 개신교
젊은이들이 평화, 상호 이해 및 화해의 주제를 갖는 작품들을 함께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에 참여하게 하였고, 그 결과 합창단이 펼친
예술적 시민성은 아일랜드와 그 밖의 지역에서 매우 강력하고 널
리 퍼져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였으며, 음반
제작과 함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후에 만들어짐으로써 공동
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

체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다(Elliott, 2012: 27).

2002년 나는(엘리엇)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함께
서로의 음악을 배우고 연주함으로써 화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만드는 텔아이브(Tel-Aviv)의 레븐스키(Levinsky) 대학
을 방문하였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매일 위험한 국경

닐 수 있도록 목숨을 걸었다. 비록 문
화와 국가는 나누어졌지만, 학생들은 교향곡과 다른 다양한 음악들
을 듣는 것으로 화합되었으며, 음악을 함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을 넘어 안전하게 학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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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토론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경험이
었다(Elliott & Silverman, 2015: 269).

위의 예들은 음악가, 음악 교사, 학생들이 공감, 이해, 참여, 책임, 행
동으로 세계를 변화하고 개선시키는 예술적 시민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학교와 교실에서 음악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의

삶으로 음악을 가져가 음악의 참여 속에서 사회의 화합과 변화를 이끌었
으며, 변화된 세계는 다시 참여자들에게 긍정의 영향을
주체들이 변모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줌으로써 참여의

곡

휘

엘리엇(2015: 268)은 음악 교사가 미래의 연주자, 작 가, 지 자들이

곤 병

빈 , 질 , 시민권, 전쟁 등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술적

휘
평생

시민성을 발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음악의 참여 속에서 개인적인 성취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음악교육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음악 수업이 즐겁지 않다거나 음악

겹

의 참여가 학생들에게 힘 게 느껴진다면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
시에 음악에서 멀어질 것이며, 이것은 실천적 음악교육이 원하는 음악교
육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교사는 학생들의 역량, 관심,

듣기에서 학생들이 흥미와 도전으
로 몰입, 자아성장,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림 15]가
제시한 바와 같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악들을 학교 음악 수업에서 경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음악하기와

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만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나
라, 민족, 지역의 음악적 습관에

익숙해짐으로써, 음악으로 자신, 타자 그

리고 세계에 대한 관심, 이해 그리고 존중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끌
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 음악 수업에서 음악의 즐거움, 가치, 행복, 성취를
경험한 학생들만이

평생의 아마추어로서의 음악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음악이 만들어낸 변
화, 치유, 공감, 이해를 경험한 학생들만이 음악이 갖는 힘과 가치를 이
해하고 음악을 배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음악이 만들어주는 음악의 경험이 단 한번이라도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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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갈 수 있다면, 음악 교육은 사회생활과 지역, 세계의 모든 측면과 통

됨

낼 수 있다.

합 으로써 음악의 풍요로움과 위대함을 드러

참여의 음악을 통해 살아있는 음악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의 가치와 의미’
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실천적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 내적인 아름다움에만 있는 것이 아

니라 세상에 다르게 존재하는 타자, 문화, 종교, 가치관들에 대한 관심,

善

美

이해, 공감, 배려로 선( )한 아름다움( )을 경험하는 것에도 있다는 것
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예술적 시민성이란 사회적
재화(social goods)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회, 인본주의를 아우르는
음악에 참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공동의 행복(communal well-being)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 행위에
전념하는 것이다(Elliott, Silverman & Bowman,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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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민교육에 대하여 음악교
육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음악은 그
자체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하기도 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구성
원들이 상호적 관계 속에서 내부적으로 결속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
편으로도 존재해왔고 진화해왔다. 예술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현상(social
phenomena)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음악교육으로 예술적 시민성을 기를

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엘리엇(2016: 1)은 음악을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

으로써, 인간이 사회 속에서 음악으로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고 관계를

울

맺는 지에 관심을 기 이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음악을 통한 교육’으로
시민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엘리엇의 MM 2를 중심으로, 실천적 음악교육
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 어떠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 탐색하였다.

MM 1가 ‘관계 속에서 고민과 숙고 그리고 행위’라는 프락시스를 통
해 실천적 음악교육이 시민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
음을 암시하기만 하였다면, MM 2는 행위를 뜻하는 프락시스의 의미를
‘음악을 매개로 표현하고, 움직이고, 소통하는 인간들의 문화적이며 사회
적 행위’로 확장함으로써 실천적 음악교육이 시민교육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과 인간에 대한 엘리엇의 관점 변화에 기
인한

것으로,

엘리엇은

음악하기(musicing)에

집중함으로써

음악성

(musicianship)의 획득을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던 기존의 시
각에서 나아가 음악 행위를 하는 인간과 인간이 속한 세계까지를 음악
활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로서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은 음악뿐 아니라
인간의 음악적 행위가 펼쳐지는

광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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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옴으로써,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인간의 마음과 몸, 행위 그리고 환경까지를 포
함하게 한다. 체화인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를 설명하고 있으
며, 엘리엇은 체화인지의 한 갈래인 행화주의에 기대어 음악을 몸과 행
위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인간과 세계에 변화를 일으킴으

룰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바렐

로써 긍정의 발전을 이

라, 톰슨, 로쉬의 행화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음악의 행위성이 갖는 의미

율

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행화주의에서 음악적 행위는 자 적인 유기체
가 세계 그리고 타자와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음
악과 인간은 객체와 주체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체가 되는
상호주체성 속에서 공동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을 몸
과 행위로 인지하는 것은 음악과 나만의 관계 뿐 아니라 음악을 매개로
타자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공동으로 만
들어가는 의미는 세계에 속하는 보편적인 몸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
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행위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음악의 행위성
이 개인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에 있다.
엘리엇은 행위가 발생시키는 정서에 집중을 함으로써, 음악적-정서적
경험(musical-emotional experiences)이 실천적 음악의 교수-학습에 중심
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음악 만들기와

듣기에서 발

생하는 음악적 정서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표현과 이해를 적용하고, 타자
가 표현하는 음악적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세계와 관계를 맺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적 정서의 경험이다. 연구자는 정서에 대한 다마지오, 르두,

슬

마크 존슨, 스키아비오, 주 린의 최근 연구들을 바탕으로 음악적 정서
발생의

메커니즘과 음악적

정서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이것은

너 틱 음악교육과 실천적 음

느낌과 정서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는 시 지스

악교육이 음악교육의 방향, 방법, 그리고 가치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였다.
리머는 정서에 대한 외·내부적 접근을 바탕으로 느낌이나 정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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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는 외부적 자극으로서의 음악과 몸에서 오는 정서를 인지적인 느

낌으로 변환하는 인간을 분리하고 있었으며, 신체에 대한 관념이나 사고
라는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느낌을 강조함으로써 음악이 만들어내는 다양
한 정서적 상황들을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느낌으로서의 음악교육은

밀

음악과 나만의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적이고 내 한 의미화를
향하게 된다. 반면 정서를 체화-행화적 접근으로 바라보고 있는 엘리엇

율

은 자 성을 지닌 자아가 생존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관계를 위해서 상
호작용과 의미생성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정서를 바라보고 있기 때
문에, 정서는 인지적인 것도 오로지 몸과 행위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닌
뇌, 몸, 행위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고 발

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즉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정서는 정태적(static)
이고 영원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맺음에서 변화하고 발전하
는 적극적인 성질로서의 ‘의미-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 음악에
참여하는 참여자와 세계 모두를 포함시킨다.

징

이러한 특 은 실천적 음악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음악적 지식, 활
동, 산물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언어적 지식이
나 추상적인 음악의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음악의 활동에
서 발생하는 정서와 음악을 연결하고, 표현하고, 만들고, 이해하는 것으
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실천적 음악교육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모두 몸과

징

행위적인 특 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은 실제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행해지며, 음악적 산물은 설계-구문론적
인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연주와 해석 그리고 음악적 산물이 행해

지는 맥락에 따라 다층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실천적 음악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은 참여를 내재하고 있
는데, 엘리엇은 민족 음악학자

투리노의

참여의 음악에 기대어 실천적

음악교육이 지향하는 참여의 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가치를

투리노와 엘리엇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참여의
참여자와 잠재적 참여자로 구성된 음악으로, 객체로서의

지니는지 설명하고 있다.
음악은 오로지

작품이 아니라 활동과 행위에 의해 음악적 산물이 형성되는 과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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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참여자와

밀하게

잠재적 참여자는 몸, 행위, 정서, 느낌, 소리 등으로 긴

연결되어 사회적 유대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상호주체성을

(Trevarthen, 2002) 형성하게 된다. 모두가 주체가 되는 참여의 음악은
체화된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의미를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의미들은 음

징

악의 아름다움이나 상 , 형식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넘어 참여자들을
연결시키고, 관계를 맺게 하고,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삶의 수준까지 음악의 가치를 확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으로서 실천적 음악교육의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
게 획득되는가?’ 참여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참여의 음악은 학습자가
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음악적 역량을 기대하
고 있으며, 이것은 연습을 전제하게 된다. 이때의 연습은 단순한 반복이
나 기술의 습득을 위함이 아니라, 음악이 포함하고 있는 시대, 문화, 사
회, 역사 등과 관련하여 나의 행위, 정서, 표현,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성
하고 숙고하는 프락시스의 시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신과 음악이 속한 세계의 참여자들까
지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습을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해석함에 따라, 실천적 음악교

믹
로 표현함으로써 자기표현을 경험하고 익히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
육의 연습이 음악에 내재된 정서, 다이내 , 이야기, 형식들을 몸과 행위
기표현이 자신의 정서, 몸, 표현, 이해에 대해 체험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돕고 발달시킬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엘리엇은 칙세트
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기대어, 음악을 만들고 다듬고 표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시간으로 연습이 이루어진다면, 자기 충족감, 즐거
자기이해를

움, 만족감으로 자아 존중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음악을 만들고

듣는 연습은 자기표현, 자기이해, 자기 충족감과 자아

존중감을 통해서 음악적 자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투리노는 이러한 음악 연습의 의미를 유기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역사, 관습, 취향 등
을

익히는

습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엘리엇은 그의 습관론에 기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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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개인의 음악적 정체성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학교, 친구들과 소

낼수

속 집단, 가족, 사회 공동체 등의 정체성을 습득하는 것이자 드러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엇은 학생들이 속하지 않는 세
계의 음악을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음악교육이 다양한 세계
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의 음
악 속에서 타자의 음악 습관을 만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성격, 표현,

징

특 , 취향 등에 대하여 알아 가는 것 그리고 나의 음악적 습관과 타자
의 음악적 습관의 다름 속에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차이를

율

조 하며 공감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타자-자기이해’를 통해서 서
로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함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음악적 습관을 형성
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요컨대 실천적 음악교육이 함의하는 음악적 습관

울

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세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음악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로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 엘리엇은
이와 같이 음악의 연습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에
서 나아가, 음악적 습관으로 타자 그리고 세계와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
고 있으므로, 실천적 음악이 추구하는 시민 교육적 가치는 개인적 차원
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타자가 속한 사회 공동체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
는가? 연구자는 타자와의 연결에서의 핵심이 공감임을 주장하는 엘리엇

울

에 기대어 실천적 음악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공감을 어떻게 배

수 있는지, 이렇게 형성된 공감이 어떻게 각각의 음악적 자아들을 연결
함으로써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자아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실천적 음악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는 음악의 맥락에 따라 음악
에 내재된 의미, 이미지, 정서, 표현, 관계들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 마음, 정서, 감각, 행위들을 다차원적으로 상상하는 음악적 상

징
상상력은 타자의 정서, 생각, 상황, 기분 등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하
상력을 필요로 한다. 맥락적이고 체화적인 특 을 가지고 있는 음악적

는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체험
주의 윤리학자 마크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음악적 상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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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의 정서, 태도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으로 나
아갈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음악적 상상력이 도덕적 상상력으로 나아가는 지점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의 다층의 정서 경험을 통한 공감으로의 이행으로, 우리는 음악

징

을 이해하기 위하여 음악이 갖는 외부적·내부적 특 (프로그램, 제목, 이

미지, 제스처)들을 이용하여 음악을 맥락적이고 서사적으로 상상하는 경
향이 있으며, 서사적으로 음악을 바라보는 것은 전체적인 음악 구조 안

딪

망

에서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표현되고 부 히는 지를 조 하고 감식할

돕는다. 삶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선악의 극적인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미묘하고 모호한 정서의 긴장, 갈등, 해결인 것에
수 있도록

비추어 보았을 때, 음악적 상상력은 자신이 처한 맥락과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하게 함으로써, 상황에 합당한 정서의 표현, 조절, 이해 그
리고 이에

맞는 행위를 이끌 수 있는 공감을 형성하여 도덕적 상상력으

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적 상상력을 통해
서 세계에 속한 타자의 정서, 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은 도덕적 상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善

하지만 공감 그 자체로는 선( )이 아니다. 음악이 프로파간다로 사용

범죄자에게 공감하여 범죄를 돕는 행위 등은 공
감이 반드시 윤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되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라서 연구자는 공감이 윤리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의 탐색을 바탕으로
실천적 음악교육의 공감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공감은 타자의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즉, 참여를 통해
각각의 동등한 주체들이 서로의 정서에 매몰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
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감이 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모든 학습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음악하기

듣기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상호주체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자율적 주체로서의 참여자들은 음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음악에 내재된
와

다양한 의미들을 몸, 행위, 정서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토론, 의견의 조

율, 변형과 공감으로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와 의미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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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공감은 완전한 일치로서의 공감이 아니라 변형, 발전, 조화를 지
속적으로 주고받으며 형성해가는
음악 만들기와

변증법적 공감 이

된다. 요컨대 실제의

듣기에 참여하는 자율적 주체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

신과 타자의 정서, 몸, 행위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정, 변화, 발전을 통
해 타자에 대한 이해, 유대, 협력, 민주적 태도, 배려 등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에, 실천적 음악교육이 형성하는 변증법적 공감은 사회적이고 윤
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엇은

예술적

시민성 을

통해 실천적 음악교육의

시민 교육적 가치를 세계 시민성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세계 시민성은

됨

21세기의 세계화와 함께 국가 간, 문화 간 교류가 다원화 에 따라, 학습
자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 민족,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
는 역량이다. 엘리엇은 음악을 배운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나 공동
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과 책임

끼

감을 느 고, 음악으로 소리를 내고 참여함으로써 예술적 시민으로서 음
악이 갖는 힘을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

례들을 통해서 참여를 통한 음악교육이 세계의 평화, 유대, 행복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엘리엇은 프락시스로서의 실천을 ‘음악 만들기를 위한 행
위’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음악적 행위’로 확장함으로써, 실천적
음악교육이 시민 교육을 위한 한 가지 대안적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요컨대 실천적 음악교육은 음악을 잘 만들거나,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의미와 느낌과 같은 음악적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라, 음악을 만들고 들을 수 있는 연습과 참여 속에서 다층의 정서 경험
을 제시함으로써. 자아-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
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예술적인 시민의 양성을 추구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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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그렇다면 세계 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음악교
육에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째, 다수의 학습자가 함께 음악을 만들고 들을 수 있는
교과과정 속에서 포괄적으로 제시 되어야

첫

참여의 음악이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내용

누

체계를 표현, 감상, 생활화라는 세 가지 영역에 따라 나 고, 표현은 음
악을 개별적으로 습득하여 표현하고 연주하는 것에, 감상하기는 음악의
요소와 개념을

익히는 이론적인 측면에 그리고 생활화는 실제의 음악회

나 문화 행사에 감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

근은 음악의 활동들을 각각 분리하여 습득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

듣고,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음악을 만드는 과정
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음악교육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표현, 감상, 생
에 함께 만들면서,

활화라는 각각의 내용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참여의 음악이 교육과정 안
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째

둘 , 참여의 음악이란

뛰어난 음악적 기량을 갖는 아이들로 한정되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동, 배려, 조화 속에서 음악으로 자신들의
생각, 정서, 느낌 등을 창의적이고 표현적으로 만드는 것임을 인지해야

듬

한다. 음악의 참여는 아주 간단한 소리내기부터 리 , 가사 만들기, 화음

끼

만들기, 음악을 들으며 자신이 느 는 정서, 감정, 이해를 주고받으며 음
악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을 악보에 기보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의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음악적 기량
이나 음악의 질이 아니라, 아이들의 음악적 기량과 선호에 따라 정해진
음악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민주적

분

위기 의

조성이다. 이때 교사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은 자신의 음악적 이해보다 높은 수준
을 요구하는 음악에서는 부담감으로
다

좌절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수준보

낮은 음악적 도전에서는 지루함으로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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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기량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수

맞는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셋째, 참여의 음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타자 그리고 아이들이 속
하지 않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재곡이 다
양한 문화, 장르, 민족, 시대의 곡들을 포함해야 한다. 엘리엇(2015: 212)
은 음악적 습관을 통해서 학습자가 만나지 못하는 그룹, 시대, 지역, 인
종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곡이 대중가요, 종족 음악, 클래식과
준에

현대 음악 등과 같이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음악에 참여하고 연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끼 곡목이 교과서에

하고 흥미를 느 는

좋아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우리나라 음악교과에 대중음악을 포함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

의되어야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즐기고 선호하는 음악
문화가 대중음악(석문주 외, 2011; 최진경, 2017)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교 음악교육이 언제까지 학생들의 일상에서 벗어난

겨
는 반성과 함께 교과서에 대중음악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대중적이지만 교육적인 곡들을 어떻게 선별하여 제재곡으로 제
음악으로 학생들에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으로 여 져야 하는가?’라

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째. 음악의 실제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의 음
악은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지역 공
넷

동체 안에서

연주의 경험 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음악 연주의 경험

은 시간 위에서 펼쳐지는 음악의 행위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므로, 아이들은 음악 연주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음악적 행위

낄

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

수 있다. 그리고 연주는 음악을 체화하고

행화하는 시간으로서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 아이들은 연습을 통해 자기
표현과 자기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연주를 통한 성취감은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으므로, 음악 연주는 참여 음악의 목표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교육은 미국 음악교육 맥락에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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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 그대로 적용되기에
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성찰적 음악실

습 과정을 주도하는 교사의 역량이 전문 음악가의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실천적 음악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음악적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음악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음악의 ‘교수-학습’ 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중등 음악교사

찰

에게 이러한 성 적 음악실습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물론
엘리엇은 교사가 반드시 음악하기의 모델을 보여줄 필요는 없으며, 오디
오나 비디오 등의 매체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지만,

찰

교사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야하는 성 적 음악 실습 과정에서 ‘음악
을 전공하지 않은 음악교사가 얼마나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이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연구자

템

는 미국의 예술가 교사(artist-teacher) 시스 과 같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전문가와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

째 음악 시수, 음악실, 행·재정 지원과 같은 교육 여건의 부족이다.

학습자 모두가 참여하는 음악은 음악적 지식들을 연습하고, 함께 만들고,
문제들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한 음악 교과의 시수 확대와
함께, 다함께 연습하고, 토론하고, 음악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서와 의미
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음악
교과에 주어진 시수로는 음악을 실제로 만드는 것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들의 교감, 과정 속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한

곡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이고 기계

적인 연습으로 운용되기가 쉽다. 이것은 엘리엇이 우려하고 있는 바이기
도 하다. 실제의 음악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음악 연주는 실천
적 음악교육이 지향하는 음악교육의 방법이지만, 교사가 정해진 시간 안

율

둔다면, 엘리엇이 원하는
프락시스로서가 아니라 포이에시스로서의 교육이 됨으로써 실천적 음악
교육을 왜곡하게 된다. 따라서 실천적 음악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되
에 효 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에만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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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음악 시수, 음악실과 같은 외부적 조건들의
를 위한 행·재정의 지원이 요구된다.

충족과 함께 이

이와 같이 실천적 음악교육이 우리나라 음악교육에 적용되는 것에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실천적 음악이 요구하는

방향과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시민교육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음악 내적
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엘리엇(2015: 18)은 음악을 통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음악에

대한(about), 안에(in), 위한(for) 교육들 역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기 때

평

문이다. 연구자는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삶의 지 이란, 체험되는 지각적

평

인 현상의 지 에 근거해서 파생적으로 혹은 이차적으로 성립된다.’라는

퐁티(조광제, 2004: 68)의 말처럼, 음악을 몸과 행위로 체험하는 것은 음
악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심을 일으켜 인지적이고 과학적인 렌

깊게 다가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몸
과 행위로 음악을 함께 만들고 듣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 함양, 관계 형
즈를 통해 음악에 더

성, 공동체 내의 올바른 시민성의 획득이라는 음악 외적인 가치들을 획

득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즐거움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
켜 리머가 추구하고 있는 음악내적인 앎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실천적 음악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의 생각, 몸, 정서, 행위들이 모두

울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낯선 공동체, 힘이 약해서 소외받거나 비난을
다르지만, 음악 속에서 어 리고 화합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과 나의 다름이 문제가 있다거나 조화

님

될 수 없는 것이 아 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몸과 행위로 실제의 음악
을 만들고

듣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상호주체성을 지닌 보편의 몸들이

음악의 현상 속에서 서로에게 존재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악의 사

깨워주는 것이자, 음악과 함께 인간을 생각하

회적이고 윤리적인 힘을 일

랑

고, 이해하고, 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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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iscuss whether
praxial music education suggests proper directions and methods for
citizenship education, which has recently been vigorously discussed in
the educational world, with focusing on M usic M atters 2 by David
Elliott who argues that music education as actual participation can
cultivate 'artistic citizenship' on the basis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This study explores three research

questions,

'What i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raxial music education?', 'What is the
pedagogical structure of praxial music education made of?', and

'What is the value of praxial music education in terms of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se, the present researcher derives the

j

ob ectives, contents, methods and values of praxial music education.

Investigation into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is conducted on the

- 239 -

q

basis of philosophical in uiry into 'praxis' and 'music.' Praxis, which
means 'action,' implies that human behavior and attitude are ethically
practiced by phronesis, which is practical knowledge. Thus, praxis in
praxial music education is connected to citizenship education that puts
into practice social and ethical actions through music, not staying at
the musical actions of 'to perform' and 'musicing.' Therefore, praxial

j

music education views music as action, not as fixed ob ect, and this

viewpoint leads to viewing humans, who create and express music,
and the world together, not music alone. Viewing music as action

q

re uires cognition based on the body and action. And relying on
enactivism, a branch of embodied cognition, Elliott describes that
praxial music education is carried out to create common meaning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body, action, and environment.
The pedagogical structure of praxial music education consists of
deriving the goal, contents, and methods of praxial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M usic M atters 2. Praxial music education,
which has action as its key element, reveals that its goal is to know,
express, and communicate emotions inherent in music, with emphasis
on emotion arising from action; and suggests as an education method
the participatory music consisting of actual musicing and listening, by
emphasizing

that

'knowledge

(musical

thinking

and

knowing),

activities (musicing and listening), and products (musical products),'

which form the contents of praxial music education, are learned and
expressed with the body and action. In short, praxial music education
as education of emotion pursu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artistic,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n the basis of the learning process of
personally performing, reflecting, discussing, and

q

judging

knowledge

re uired for actual musicing and listening. And this expands the
direction and value of praxial music education from music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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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by establishing a foothold as citizenship education.
Then, what is the value of praxial music education in terms of
citizenship education? The present researcher intends to categorize the

value of citizenship education into 'self,' 'connection to others,' and
'artistic

citizenship,'

and

derives

values

according

to

them.

Participatory music pursued by praxial music education premises
practice. Practice in music is a process for self-expression by means
of music. And learners form self-expression and self-understanding

by expressing emotions, feelings, gestures, and symbols inherent in
music through their own musical actions; and educe the growth of
self through self-fulfillment and self-esteem, by flowing on practice

for a long time with repetition, change, reflection, and

judgment.

Relying on T. Turino who interprets practice in music as 'habit that

expands one's own existence by continuous experience, thinking,

feeling,

and

acting

during

interaction

between

the

body

and

environment, Elliott argues that habit developed by music can form
not only an individual's identity, but also the identity of society and
culture to which the individual belongs. That is, we can participate in

q

the world by ac uiring habit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world

where we live, and form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he world on
the basis of it. Thus, habit in music becomes the foundation on

which musical self can grow into social self.
Like this, my practicing and participating in music through actual
actions bring together me and others in society, to which I and
music belong, to be connected in relationships, and it is empathy that
acts as the cornerstone of the connection at this time. Here, the
present researcher examines ‘how empathy can be learned from
praxial music education’ and ‘what values of citizenship education the
empathy can elicit.’ The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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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motions inherent in praxial music re uire musical imagination that
can reveal the body and action creatively and expressively according
to

musical

situations

characterized

as

and

being

Since

contexts.

contextual

and

musical

imagination

embodied-enactive

can

understand and control multi-layered emotions encountered in life,
empathy that enables us to feel and understand others' emotions,
thoughts,

situations,

and

moods

can

be learned with musical

imagination. And relying on the 'moral imagination' of Mark Jonson,
an ethicist of experientialism, the present researcher argues that
empathy learned with musical imagination can progress towards
moral

imagination

that

can

understand

and

care

about

others'

emotions and attitudes. It is in transition to empathy through
emotional experience in various contexts and situations that musical
imagination expands into moral imagination.

And musical imagination

in praxial music education has learners experience detailed emotions
according to musical contexts, and thus can help learners have
emotions suitable to various situations encountered in life and behave
according to them.

But empathy itself does not become ethics by itself, and so the
present researcher discusses conditions for empathy to become ethics,
and examines whether praxial music education can satisfy such
conditions. Empathy being practiced as ethics assumes that I enter,
that is, participate in the situations and contexts of others. In this

j

participatory situation, I and other are not divided into the sub ect

j

j

and the ob ect, but form intersub ectivity. Therefore, empathy for

j

ethics premises the situation of intersub ectivity where my body

j

participates in other's situation, not being sub ected to the contagion

j

of other's emotion. At this time, each sub ect forms empathy amidst

j

differences between them, while maintaining their own sub 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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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ing immersed in each other.

j

q

Praxial music education premises intersub ectivity by re uiring
every learner to participate actively and creatively in musicing and
listening. An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listening to music
together, participants try to achieve musical harmony by changing
their own music or modifying other's music to the extent that their
own and other performers' music or expression does not collapse.
Thus, it may safely be said that the participatory musicing assumed

j

by praxial music education amount to participants' oint creation of
changes and development towards music as harmonious synthesis.

Like this, in participatory musicing, performers of autonomy and

j

q

sub ectivity exchange opinions on e ual terms with each other, and
develop

harmonious

empathy

as

they

change

slightly

while

maintaining differences.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er refers to
this empathy as dialectic empathy. Dialectic empathy, which i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with, understanding, and
coordinating with other participants while maintaining 'me' who have
my own centre of gravity, allows participant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put themselves in others' shoes by drawing together my

world and others' world, not separating them. Individuals who
connect with one another on this wise come to pursue the changes
and prosperity of the whole world as citizens who form a greater
community and a greater world.

Ultimately Elliott discusses artistic citizenship at a global level by
connecting art and citizens, which implies that learners educated in
music develop the meaning of their life, enter into relations, and

further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s the artistic
citizens of the world through music all their life. For this, praxial
music education allows students to experience and particip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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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music around the world during music classes at school and

familiarizes students with the music of countries, races, and regions
they never encountered or experienced; and expects that students
may widen, through music, their interest, understanding and respect
regarding themselves, others, and the world.

In these days when social integration is threatened by conflicts
and negative emotions arising from various problems of class, gender,
region, and race, praxial music education, which pursues the change
and growth of humans and community by the medium of music,

brings up the important issues of action, emotion, participation, habit,
empathy, and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hereby shedding light
on a direction for music education to go as citizenship education. The
application of praxial music education to the music curriculum of

q

Korea, which aims at the cultivation of global citizenship, re uires
discussion about improvement in educational conditions such as the
enhancement of music teachers' competence, the expansion of music
class hour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However,

studies on the specific directions and methods of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the

of

curriculum

school

music

education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In light of this, Elliott's praxial music education

will be valuable in that it can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directions, and methods for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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