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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古代音樂美擊思想
---先奏·鍵普南北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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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美와 龜術에 대한 美學思想은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특정을 반영하고 있다.

주로

春秋戰國時代로 대표되는 先奏時代는 써족공동체의 기본적인 골격이 해체되는 격심한 변혁
의 시기이다. 션진시대의 전반적인 思湖와 경향은 理性主義로 대표되는데， 美學과 깊은 관

계를 갖고 있으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은 關家의 학설과 道家의
설파 대립 ·보완의 이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설이

유가의 학

이들 학파가운데 특별히 음악의 문제를

언급한 사상가로는 關家의 孔子와 햄子， 道家의 老子와 莊子둥을 들 수 있으며

그리고

유

가와 도가외에도 음악의 문제에 대해 독특한 사상을 전개한 覆子와 韓非가 있다.

觀품南北朝時代는 당시 의 특수한 사회 상황하에 서 배 태 된 玄學이

美學에 매 우 깊은 영 향

을 끼쳤다. 위진 현학가 가운데 음악의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는 玩籍과 抽康이 있다. 완척
과 혜강은 유가의 허위성을 비판하고 개체인격의 절대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심미와 예술을

논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음악미학사상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고는 선진시대와 위진시대의 음악미학사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마와 예술활동의 문제

를 논한 미학사상 가운데 특히 음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한데 엮은 것이다.

이 를 위 하여 본고는 李澤層 • 劉網紀 공저

「中國美學史 j ， 陽陰劉 저 「中國古代즙樂史橋 j ，

莊孔陽 저 「先奏즙樂美學思想論鎬j ， 吳훼 • 劉東昇 현저 「中國音樂史홈」 등을 참고하였으며

- 28이들 저서에서 힘입는 바 크다.

I.

先훌의 홉훌훌뭘思뺑

先奏美學의 발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예술은 음악이다.

션진마학사상은 거의

모두가 옹악이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이유는 중국 고대에 음악은 예술 각 분야충

에서 가장 중시되었올뿐만 아니라 고도로발전된예술분야이었￡으로각예술분야의 중심이
자 원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 씨족 사회에서 음악은 씨족의 제사와 청축쩍인
典禮 퉁파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당시에는 단순히 감상만을 위한 예술이 아니었다.
대 노예사회는 원시

씨족사회의 천통， 풍습이 많이

전체 사회의 생존 • 발전에 대하여
서 이러한

보존되어

중국 고

있었으므로 제사와 전례는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

활동과 연계된 음악 또한 매우 중시되게

되었다.

<呂民春秋〉의 〈古樂〉에 근거

하면， 고대 제왕들이 옴악을 제작한 것은 제사와 功業을 기리는 전례 둥에 쓰기 위한 것이
었다.

옴악이 통치자의 사회활풍 중에 적지않응 외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척인 음악관
리흘 두는 한현 음악의 재조에 막대한 재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더욱 개진하게 된

것이 다. 춘추 초기 의 기 록에 근거 하면， 당시 에 는 이 미 金 • 石 • 土 • 草 • 絲 • 木 • 훨 • 竹 둥
각종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악기가 있었으며， 그 중에 최초의 악기는 돌로 된 것이고 이후
에는 청동으로 만든 펀종이 가장 중요했으며 그 규모는 놀랄 갱도로 거대했다.

이러한 대

형펀종은 고대 제사파 공업을 기리는 전례에 연주되어 자연히 장엄하고 엄중하며 숭고하고

경건한 효과률 내었으며 사람들의 정감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음악은 비록 단순
히 감상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의 사회척 ·정치쩍 작용을 발휘하는 동시에 사람들에

게 미적 향수를 제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종 중요한 전례에 이용된 펀종율 제외
하더 라도 竹 • 木

• 絲 둥의 재료로 만든 악기의 연주는 춘추시 대 특히 전국시 대 에

당히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이러한 음악연주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음악의 보급은 사회생활 가운데 광법위하게

민간의

이미

상

감상 • 오락활동

스며들었고 孔子와 같은

사상가들이 음악을 애호하게 되었으며 음악의 수련은 통치계급의 문화·교양 중에

하나로

서 간파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음악이 선진사회에서 고도로 중시된 것은 음악이 갱감의 표현을 중시하고 모방적 재현이

나 사건을 기술하는 예술이 아니라 상당히 순수하게 예술이 갖고 있는 십마특정과 특수한

- 29사회적 기능을 드러내 준다는 점때문이다. 이 때뭄에 선진시대 음악의 고도의 발전은 션진

미학의 말생을 위한 중요하고도 훌륭한 초건을 제시했던 것이다. 중국 고대 마학이 진지하
게 예술의 특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면에서 그 원인이 있겠지만 선진마학이 음

악의 창조와 감상에 대한 관찰에 의거해셔 세웠다는 것과 중요한 관련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의 음악사상은 철학과 분리될 수 없다. 美와 醫術의 본질적인 문재는 인류 사회의 역
사적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인류 역사발전의 본질과 관련되는 근본 문쩨둘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묘로 미와 예술에 대한 탐구는 펄염적으로 우주와 인생에 대한

커다란 운제를 인식하는 것이 이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 문재

는 곧 마와 예술의 문제이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각각의

서로 다릎 견해는 미와 예솔의

본질에 대한 여러 다른 견해를 배태시켰다.

선진의 음악사상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孔子와 蘭家美學을 계승，

시킨 짧子의 음악사상， 둘째는 공자의 미학에 반대하여 예술활동을 유해무익한

발전

것으로 보

고 ‘非樂’을 주장한 題子와 전국 후기의 韓非의 음악사상， 세째는 道家美學을 발전시킨 老
子와 莊子의 음악사상이 다(1)

1. ￥L子 • 햄子
공자이전에는史伯， 單種公， 冷州鴻 • .ffi擊， 子塵， 季 tL. 훌慶둥이
聲’의 마적 기원과 구성을 고찰하여

‘五味’，

‘五色’，

‘五

‘和’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또한 美와 善의 관계에 대한

운제에 대해 분명한 제시를 하고 초보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이후의 공자 미학올 배태시키
는데에 견고한 로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일찌기 B.C해l 기경 史伯은 ‘六律에 맞는 것이 귀
를 밝게 한다’고 하였다. 그는 맛으로 音樂을 비유하였는데， 음식이 五味에 잘 조화되어야
비로소 좋은 것이고， 음악도 이러하니 소리가 六律과 초화되어야만이 비로소 귀를 밝게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國語·鄭語) .

그후 훌慶(약 BC6세기)이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켜 갱치 ·울리사상과 연결시켰다. 그는 음악이

‘和’해야지

‘同’해서는 안된다고

강

조하였다. 和는 각종의 요소 “五聲·六律·七흡·八風 그리고 淸獨·大小·短長·훌徐·哀
樂 • 剛柔 ...... 동등을 종합한 것으로 서로 도와준다.

을 명안케하고 德、行도 함께

그리고 조화로운 음악이 사람의 마음

한다"(左傳 • 昭公 20年)고 했으니，

훌慶의

이러한 음악마학

이론은 關家 륨樂思想、의 선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후세에도 심원한 영향이 있
었다

(2)

(1) 李뿔原 • 劉網紀. I 中國美學史」 제 1 권 pp.59-76 참조‘

(2) 夏 野. I 中國古代홉樂史簡編J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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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學’을 기초로 하는 미학을 세

웠다. 1 차척으로는 미와 예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집중적이며 진지한 설명을
하였는데， 이 문제는 공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유가 특히 공자와 맹자는 초기 노예제를 수호하는 업장에 서서 西周의
을 회상하고 그리워했다.

노예사회의

번영

따라셔 유가가 추구하던 것은 써족 혈연관계와 더불어 서주 노예

사회 번영시기에 표출되었던 고대의 민주청신과 인도청신의 결합이었다. 유가가 고대의 민
주· 인도정신에 대하여 열렬히 칭송하고 ‘仁者愛A’을 중요시하며，

개인인격의

완성에 대

해 높이 추앙한 것은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고대는 민주· 인도청신을 충분히

공정하고 ‘愛A’을 그들의 모든 사상의 근본￡로 삼았기 때문에 유가가 審美와 藝術이 사
회생활 줌에 갖는 기능올 매우 중시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유가는 찬란한 周文化를 계승한
다는 기초 위에서 비교척 계통이 션 미학사상을 제시하였고 후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마치
게 되었다.

유가는 개인과 사회는 통일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궁정하였다.
유가의 이상 속의 사회는 엄격한 동급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이연셔 개인들이 서로 ’친애하

는 사회이기도 하다. 한펀으로 개인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관계

중에 처해있어 사회를

거쳐 발전을 이루게 되며， 또 한펀으로 사회 또한 개인들간의 화해적인 결합에

의해

발전

하게 되는 것이다. 유가의 관첨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순결하고 고상한 윤리， 도덕， 정 감에 강력한 영 향올 줄 수 있는 심미 • 예술
활동을 가장 중요한 위치로 놓고 그것을 고상한 도덕， 정강을 갖춘 인간올 배양하는 하나

의 중요한 수단으로 본 것이다. 유가가 미와 예술의 중요한 작용을 공갱한 것은 동물과 다
른 사회 ·윤리 ·도덕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궁청이기도 하다 (3)

孔子는 정치적으로 ‘先王之道’를 숭상하고 ‘덕으로 청치할 것’을 주장하고 ‘禮治’를 제

창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히 禮와 樂의 정치작용을 중시하였고， 음악이 도덕적으로 사
람을 感化시키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禮가 사람의 귀천계급을 분별하는데 쓸 수 있
고， 음악은 상하관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孔子는 음악이 社會性과 藝術性이 있다는 것올 인청하고 음악의 표준은 ‘善’과 ‘美’라고

명가하였는데， 특별히 善의 중요성을 강초하였다. 그가 말하는 善과 美는 모두‘청치 운려
관념을 기초로 하여 “仁德者는 善하고 화명하고 中庸을 지키는 者는 美하다”는 것을

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특별히 舞의 文德을 송축하는 《짧》악을 존경하여，

(3) 李澤原 • 劉網紀， 전 게 서 pp.59-76 참조.

나타

이는 盡善盡

- 3 1美한 음악이라 한데 비해 武王이 約를 친것을 표현한 《大武》는“극히

아름다우나 극히 선하

지 는 않다”고 펑 하였다(論語 • 八뼈).
孔子는 음악이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감정은 반드시
철제되어야 하고， 中庸의 윤리규뱀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특별히

‘樂而不찮， 哀而不優’의 雅樂은 찬양하였으나 열정이 분방하고 반항갱신이 있는 민간의 속

악 ‘鄭衛之聲’은 좋아하지 않았다. 이는 공자의 미학사상이

본절척으로 보수척， 복고주의

적임을， 그리고 민간옴악에 대한 전반적인 부청은 완전히 봉건 통치계급의 갱치

펀견임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孔子이후 關家를 대표하는 굶子와 햄子도 예악문제에

대해 척지 않은 의견을

발표하였

다. 굶子의 예악사상은 공자의 생각을 크게 넘지는 않았다.

햄子는 철학상 ‘性惡論’을 주

장하여 사람의 본질은

선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리

악하으로 반드시 교육을 거쳐야만이

하여 순자는 예 악교육의 중요성 을 더 욱 강조함으로써
子의

유가 마 학을 계 송 • 발전시 켰으며 題

‘非樂’이론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유가

로부터 배태된 순자미학은 어느갱도 새로운 특정을 현저하게

드러내었다.

청과 공리적 욕구의 만족을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렸다. 이는 순자가

즉 개개인의 감

후기

노예주 세력이

무단히 고조시켜 온 역사적 조건하에 처해 있었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는 “대
저 음악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으로，

사람의

감정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정의 만족을 위해 음란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약 찰 다스리지 않으면
動亂이 발생될 수도 있다.
정하여 사람의 착한
다(햄子

그래서

마음을

‘先王이 세운 음악의

방법’은 바로 雅樂의

감동시키고 음란한 기운을 제거하려 하는

소리를 제

것이다”라고 하였

• 樂論) (4).

햄子는 지주계급이 이미

정권을 장악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고수하려 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옛것으로 지금의

옛 禮樂制度를 그대로
것을 유지한다’，

‘때에

순해서 다듬는다’는 원칙에 따라 옛 禮樂을 바꾸어 새작품을 창조하고 새시대 사회 교육의
요구에 적응하게 하였다. 그는 武王이 約를 정별한 이후의 역사사실로 음악은 반드시 시대
에 따라 전진 • 발전 • 변화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짧子音樂思想 중 1:11 교적 진보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을 두 종류로 냐누어， 지배자는 예악교육을 받울 수 있
고 백성은 반드시 法으로 다스려.야 된다(햄子·富國)고 한 것과 음악사상상 아악올 숭상

하고 洛樂올 천시하는

(4)

夏

野， 전게서

경향 등으로 볼 때 I

fL子 • 굶子의 한계를 벗어나지

뭇했다고 할

- 3 2수있다.

關家의 音樂美學思想은 후에 《樂記》 중에 비 교적 체 계 적 으로 서 술되 었다. ((樂記》는 순자
학파에 속하는 것￡로 유가미학을 가장 계통적으로 논증하고 발전시켰다.

논점 은 짧子의 《樂論》중에 보인다.

((樂記》의 중요

또한 지 금 전하는 《禮記》 중의 《樂記》는 漢代 團向(약

BC77"'-'76) 이 모아 기록한 것으로 후세 사람의 관갱이 덧붙여진 것이다.
樂記는 비교척 전연척이고 체계척으로 위에셔 언급한 椰家좁樂홉올 셔솔한 것 외에， 특

별히 음악의 本源과 백성의 감정 ·청치 상황올 반영함에 있어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
다.

악기는 음악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凡즙之起， 由 A心生也 ;Å心之動， 物之使然-&， 慮

於物而動， 故形於聲’이라 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해석하기흘， 음악은 옴조직에서 이루

어진 것이고， 그 근원은 사람의 사상 • 감갱이 외계 사물의 격동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

의거해

일찍이 봉건통치계급은 이런 관점에서 얻어낸 음악과 청치

관계의 결흔에

서 음악청책의 근거를 이루었으며 또한 유가학파가 樂륨思想 갱롭중에서 우위률 차지할 수
있었던 관건이 되기도 하였다 (5)

2. 률子·웰非
묵자는 당시의 유가와는 완전히 대립되눈 학파로서 유가와 공자의

관점에 반대하여/‘非

樂’의 이론으로 유해무익한 예술활동을 없애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묵자는 ‘청치는 반드시
주련자가 음식을 얻고 추운자가 옷을 얻고 노동자가 안식올 얻는’ 최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묵자는 이것을

이루려면 반투시 부를 축적하고 낭비를

야한다고 생작했다. 그는 당시 귀족통치자가 백성을

반대하여

수탈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아

침략전쟁율

‘薦愛’와 ‘非政’을 션전하였다. 통치계급의 사치향락을 반대하고 ‘철약’，

‘非樂’

을 주장함으로써 음악상 關家가 禮樂으로 천하를 통치하려는 주장에 대해 적극척으로 반대
한 것이다. 묵자는 음악예술이

‘天下를 이롭게 하지 뭇하고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큰 부당만 증가시킨다고 여겼다. 옴악은 天下를 治理할수없올 뿐만아
니라 ‘음악이 흥할 수록 청치는 쇠한다’고 하였다.

또한 통치자들의 음악생활을 지적하기

를 “王公大A들이 음악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기와 기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비는 노동자들로부터

를 해야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설비만

하는데， 이는 자연히 노동자를 사용하는

있어서도

안되고 사람이 연주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젊은 남녁가

맡게 되니 농경과 방직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歌舞演藝A윤 반드시 먹는 것， 업
는 것이 좋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굴￡ 초혜하고 연기도 좋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5)

李뿜原 • 劉網紀， 전게 서

p.362.

북차는 이런 것야 모부 A力， 物力의 막대한 낭비이고， 백성의 衣食에서 온 재산인 데다가
또 음악은 사실 듣기 좋은 것이지만 목전의 백성의 의식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萬民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다(題子 • 非樂).

사실상 선진시대에 있어서

‘樂’은 통치자가 ‘禮治’를 진행하는 일종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을 추구하는 중요한 형식이었는데

‘王公大人’이 향락

이것은 확실히 백성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다. 그렇기 때문에 묵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피와 땀을 낭비함으로써
올 첨예하게 폭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묵자는 “외에서는 즐검에

부담올 주었

향유하는 예술활동
싫증올 낼 줄 모르고

아래서는 그 괴로움율 감당하지 뭇한다(上不及其樂， 下不構其古)" (題子 • 七愚)라는 인간의
불평동올 외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묵자는 하충 백성들의 이익파 요구

를 반영하고 많은 노동자의 물질생산에 주목하여
묵자의 음악사상은 ‘非樂’의 품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바로 이것이 묵자 마학사상의 핵심
이다. 소위

‘非樂’은 심미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십미와 예솔활동의 추구률 반

대하고 었다.

묵자의

‘非樂’은 사회의 심미와 예솔활동의 영역으로부터

재하는 면부의 대렵， 착취와 피착취의 첨예한 모순율

묵자의

‘非樂’은 합리성과 정의성융 지니고

현실생활 속에 보현척으로 존

강력히

드러내었다.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생산자의 극단적으로 펀협된 공리주의로부터

이러한 첨에서

그러나 묵자의

‘非樂’은

출발하여 심미와 예솔을 부청하였다.

는 물질 생활에 실제적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기준으로써

사물의

가치를

묵자

판단하였기

때문에 섬미와 예솔을 설체적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묵자는 결코

美의 객관적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흡 • 色 •

1:1' • 美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즐거워

하는 것 임을 반대 하지 않았다. 다만 대 다수의 사람들이 최 소한의 생 활 욕구마저 도 만족시

킬만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仁者’는 마땅히 많은 백성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

고， 최대한도로 백성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듯 題子는 다수 백성의 이익의 관정에서 王公大A이 음악올 즐기는 것을 반대하였으

나， 확실히 그는 음악의

社會作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단지 음악의 오락적인 측면만

을 강조함으로써 좋은 돗에서의
韓非는 미와 예술에 대해 직접척으로 논술하지는 않았으나 그는사회와 정치사상 혹은 철
학사상을 논할 때 비유나 예증으로 미와 예술에 대해 논하였다. 햄子는 후71 노예주의 요구
와 전통적인 유가사상을 통일시켜 보고자 하었지만 그의 목적은 설현을 보지

(6)

李澤層， 천게서

pp.162-170,

莊孔陽.

r先奏音樂쫓學思想꿇橋 J ，

pp.100-111

창조，

못하였는데，

n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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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까닭은 전국후기 당시의 조건하에서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야심이 가득한 후커

노예주들이 유가의 전통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후기노예주

의 요구에 진정으로‘부응한 사상은 일찌기 순자에게 사사했던 韓非의 사상이었다.

한벼의

사상은 마와 예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유가마학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하
였다.

韓非의 마학사상은 그의 공리흔에 의거하고

있는데

공리론의

결과로 인해 美와 藝術을

부정하게 되었다. 한비가 미와 예술을 부청한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공리론의 특청한 내
용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후기노예주가 처한 특청한 역사조건과도 관
계가 있다.

韓非의 사상은 世聊世輸제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초기노예주 사회의
타파하고 후기노예주 계급의 권력과 통치를 국가의 보위와 생산발전에

전통을

존치시키려고 하는

현실적 기초위에 설렵된 것이다. 한비의 공리론 및 사회정치사상은 진보척인

작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예주 계급의 잔혹함과 자신의 권력을 탈취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해 수
단을 가리지 않는 면올 그대로 대변하였다.
햄子는 A性이 악하기는 하지만 후천척인 교육， 학습， 수양을 통해 완전히 션하게 될 수
있고 마와 예술은 이러한 교육과 학숨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마와 예술에 대해 숭
고한 의의룹 부여하였다. 그러나 한비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은 바꿀 수 없는 것
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공리의 만족을 줄 수 없는 미와 예술은 조금도 의의가 없는 것으

로 생각하여 미와 예술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션을 향한 관념을 배양하고 사람을 전연척
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도 역시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한비에게

있어서

미와 예술은 언제나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 되며 마와 예술이 갖고 있는 적극척언 사회작용
은 기본적으로 부청되었다.

공리흔은 펄연적으로 마와 예솔에 대한 부정으로 귀캘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Marx의

공리론은 미와 예술에 대해 부청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다. 한벼가 미와 예출을 부정

한 이유는 사실상 통치권을 획득한 후기노예주들이 초기노예주들에 바해 교양도 낮고 통치
권의 쟁탈과 유지를 위하여 關家의 仁義보다도 강력한 힘이 펄요하였던 상황하에서는 무엇
보다 청치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이었다. 따라서 韓非의 마와 예술에 대한 부청은 후기
노예주 초기의 미성숙성올 반영한 것이다 (7)

(7)

李澤탤， 전게서

pp.393-400

참조

=--35--"

3.

老옹의 ‘大音希훌’ 과 莊훈의 ‘훌훌*훌훌’

老子와 莊子로 대표되는 道家는 인간 생명의 의마와 가치에 대해 충분히 궁청했다. 도가
-특히 莊子학파-는 인간생명을 매우 존중했고 또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

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道家는 비록 역사상외 십미와 예술활동을 인류가 계급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생긴 현상 중의 하나로 생각하여 비판을‘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볼 때 공
려를 초월하고 절대자유를 추구한 道家가 關家에 비해 심미 • 예술활동의 실질에 대해서 더
욱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關家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각과 정서의 정상척인 만족과 발산으로 이는 사회 ·청치
를 위하여 예술이 봉사해야 한다는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성격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道家는 각종 공리 ·욕망·옥적에 대한 세인들의 추구로 인해 사람들은 외물의 노예가 되었

고 생명의 자유를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묘로 유가가 추구한 仁義道德도 도가의 견
지에서 보면 외부로부터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족쇄이며 헛되고 유해한 것이었다. 道
家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외계대상 사이의 초공리적 無屬관계， 즉 심미관계이다.

이

것은 내재적 • 정신적 • 실질적 아홈다움이며 예술창조의 비인식적 법칙이다. 유가가 후세의
문학 • 예술에 미친 영향이 주로 주제， 내용에 있다고 한다연 도가는 주로 창작의 법칙 즉
심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

따라서 老子와 莊子는 형 이 상학적 인 道의 관점 으로 禮樂올 고찰하였으니 、 그들에 게 예 악
은 진정한 음악이 아니며 진정한 음악이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道와 합일되는 바로 ‘大좁
希聲’과 ‘至樂無樂’ a로 여겨졌다.
老子는 공자가 그렇듯 중국의 원시씨족 사회가 붕괴되고 문명사회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전환을 경험하였다. 씨족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진엽하연서 물질생산파 정신문화는

매우

큰 발전을이루었으나한펀으로는 첨예한 계급대립과 충돌을 야기시켰￡며 전에 볼 수 없었
던 많은 허위와 난폭한 죄악적 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전환은 공자와 노

자에게 있어 커다란 반향을 일 A 켰다. 그러나 공자와 노자에게 있어서의

역사의의의

문제

는 서로 달랐다. 공자는 노예제 사회가 발전한 후에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것을 긍정하여 싸족사회의 전통 가운데서 원시의 민주정신과 인도정신을
것과 인도적 통치를 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자는
뒤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허위，

노예제 사회로

보존할

진업하고 난

난폭， 죄악한 현상을 폭로하였으며 孔子가 제창한 仁義道德

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문명은 사회에 커다란 재

(8) 李澤庫， r 美의 歷程 J (동문션 ) p.l73.

- 3 6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하자연 공자가 사회통치 개법하에서의 울리 ·도
덕적 측면올 중시한 반면， 노자는 노예제 사회의 물질과 갱신문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
를 존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老子는 美와 藝術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道를 말할 때 거의 항상 美흘 말하고
薰術을 말하였다. 老子는 ‘道’는 형태가 없고 형언할 수 없는 本體이지만 無形얀 道는 우

주만물올 형성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無形의 遭에는 무궁무진한 有形의

만물이 률어 있으

며 사람들에게 찰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無形의 遭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때운에 道

는 “無狀之狀， 無빼之훌”으로 ‘뺑、w’ 의 특정 을 갖는다.

노차의

道는 심 미척

心理에 대한

소빡하고 훌륭한 셔술로 볼 수 있다.

유가는 음악의 感榮능력올 이용하여

‘禮’에 이바지하게 하여

‘樂’으로 뼈성율 교화하는

(以樂化民) 목적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老子는 인생의 덧없음과 세상의 허무함을 간
파하여 얼체의 有짧는 모두 쓸데 없는 것으로 자연에 자유로이 맡겨 하는 것도 없고 하지
못하는 것도 없는(無짧而無不짧) 것만 못하다고 느꼈다.

이려한 사상은 바로 노자의 흡樂

쫓훌思想언 ‘大홈希聲’의 이론을 표현한 것이다.

“틀어도 플리지 않는 것을 이홈하여 希라고 한다”에서의 希聲은 틀리지

않는 소리이다.

여기서 老子는 소리를 빌려 道란 사람들의 시청각 기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첨을
말하고 있다. 道가 감각범위내의 대상에 속한다 해도 감각기관에 느끼지 못하는 것온 바로
遭가 감각범위에 속하냐 감각을 초월한 것임올 말한다. 이러한 사상은 심마적

대상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냐는데， 그 까닭은 예술을 포함한 모든 대상의 美는 감각얘
하변서도 캅각융 초월하기 때묻이다.

음악의 美는

직접 호소

소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지만

소리는

융악이 표현하는 쫓의 경지로 이끄는 물질척 얘개일 뿐이다. 이러한 경지는 옴악의 소려에

의혜 붕려 옐으켜지지만

귀로만 플을 수 없으며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연상， 상상， 감청，

사퓨 퉁 여러 요소의 작용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려의 마음을 통해 체험되는 美

는 소려에 대한 단순한 인식과는 붕명히 다르며， 소리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이마 넘어션
것이다. 이 점에셔 음악의 美는 소리가 있으면서도 소리가 없는 것으로 말해진다. 음악으로
표현되는 美의 어떤 경지에 도취되면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음악에 의해 연상과 감명에 빠
져서， 소리를 들으연셔도 소리를 듣지 않는 황흉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황흉한
강태 가 老子가 말하는 ‘大흡希聲’ 인 것이 다.

大륨은 음악의 본채 와 음악의 道를

가리 키 는

것으로 그 본채의 성 철올 이 야기 하자면， 바로 들어 도 들을 수 없는 것 (聽之不聞〉이 다. 우
리가 들융 수 있는 것은 단지 음악의 연주이다. 이 연주펀 음악이 아우리 完美하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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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옴악의 遭와 비교해서 말한다면 항상 철함올 갖고 있는 것이다. 가장 完美한 악기의 소
리는 상상과 J 사유속에 존재하며 바로 그것이 完善함의 전형이니， 우리들은 연주해내지

못

하고 또한 연주한다 하더라도 듣지 옷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고명한 연주자라도 연주
해내는 악기의 소리는 철대적으로 완마할 수 없으며 우리가 사물의 소리를 만들어 우리의

정서를 기탁하려는 것 역시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악기

을 보존하고 우리의 정서를 충분히 기탁하기 위하여 關淵明은
이다

소리의 완미합과 이상

차라리 琴의 줄을 없앤 것

(9)

老子의

‘大즙希聲’ 은 또 한펀의 뭇을 구유한다.

음악의

형 이 상학척

‘道’ 는 불변하는 것

이며 영원히 아륨답고 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생활 가운데서 음악의 소리를 표현하는 데
는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이때 이 장소에서 아룸답다고 여져지던 것이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는 아름답지 못하게 여겨진다. 그렇기 때뭄에 가치의 귀중함은 ‘大룹希聲’의
옴악본체이지 관현악의 음으혹 표현된 현상이 아니다.
의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데 기인한다.

이것은

노자의

道가 춘추전국시대

즉 天下專勳윤 모두 상반된 방향융 향해 발

전해가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악한 것으로 변할 수 있고 善은 不善으로 변할 수 있으으
로 美와 善은 절대척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가치도 모두 상대척언 것으

로 생각되었다. 그러묘로 천하의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美와 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美라고 여기고 善이라고 여기던 것도

시간이 지나연 모두 惡과

不善드로

변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치가 노자의 音樂美學에 웅용된 것이다.
노자는 道는 無寫라고 하여 無欲을 주장하였다. 노자는 이 無欲에서 출발하여 말하기를，
“五色은 사람a로 하여금 눈을 멀게하고 五音은 사람의 귀를 멀게하고 五味는 사람의 입맛

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노자가 음악을 반대한 것은 罷家가 禮樂을 제창하여 예
악으로써 욕심을 억제하려고 하였 ξ나 설제로는 욕심을 제한할수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
어 더 큰 욕망올 자극시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묘로 가장 좋은 방법은 ‘無欲’인
것으로 보았으며 道의 자연에 순응하고 홉과 소박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는 五色，

五흡，

五味에 반대한 것이다. 노자가 커빼한 것은 五흡이 번잡히 모이는 禮樂이 아니라 종일토록
소리철러도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氣가 조화로운 음악 즉 自然의 道에 순웅하는 옴악이
다.

자연의 도에 순용하는 음악을 제창함으로써 老子는 사람들을 禮敎의 번부함에서 탈피

시켜 광활하고 소박한 자연을 향해 내닫게 하였다. 자연에

쩌u종을 일삼지 않는，

‘맑은 물

(9) 漸鏡의 「關淵明傳」에 ‘빼明은 좁律을 。1 혜하지 못하였으나 琴의 출융 없애고 매번 슐가운이 척
당하연 문득 악기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회포를 표현하였다’(淵明不解音律， 而蓋無꿇琴-꿇. 每
酒造， 뼈l~弄以寄其憲. )고 말한 것을 。l 야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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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훗響이 솟아난다’고 하는 自然은 중국 품인의 최고 美學 理想가운데 하나로셔 이 미
학사상은 老子에게서 근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老子가 中國美學思想史 발전에 있어서 주

목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또한 노자의

‘大音希聲’의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옴

악의 道룡 탐구하고 음악현상 이외의 음악의 보펀 규율을 탐구하도록 하였으므로 음악사상
의 진일보라 말하지 않율 수 없다.

후세에 미친 老子美學의 영향은 노자마학이 도가미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페 있다. 노자

미학의 출현으로 중국고대 미학은 새롭게 형성된다. 春秋말에서 戰國초기까지， 공자미학으
로 대표되놈 유가미학과 대립하였던 것은 묵자와 노자의

미학이다.

그러나 묵자는 미학의

내용상 매우 부족하였으으로 공자미학에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으므로 진청으로 공자미학
과 대동하게 맞션 것은 노자미학이었다. 공자미학의 커다란 약점에 대하여 노자미학은 비

판적인 자세로 공격하거나 보완을 가하였다.

노자미학이 공자마학과 대등하게 될 수 있었

던 가장 종요한 원인은 노자미학이 공자의 사상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적 기초에서 미와 예
술의 품제‘를 관찰하여
은 데에

중국고대

미학의 미와 예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심화시켜

놓

있다(1 0)

莊子의 사상은 老子에게서 진일보하였다. 老·莊은 모두 道를 만물의 근본 원리라고 여
기고 無짧自然을 중시하였으며， 인위적인 禮樂文化를 경시하거나 반대하였다. 그러나 老子
와 莊子의 사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뭄에 그들의

음악미학사상이

점에서는 비록 일치하면서도 구체척 내용면에서는 각기 서로 다르다.
장자가

노자에 비하여 좀더 음악올

예악에 반대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찰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직접 훨을

연주할

수 있고 노래롤 부를 줄 알았다. 장자가 쳐자가 죽자 그가 불통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

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청을 확실히 드러내는 예이다‘

장자는 그의 글 가운데 음악을

이야기하였으며 아울러 자주 음악을 이용하여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가 음악을 이해하고

또 이야기한 것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의 음악미학사상은 老子에 비해 더욱 풍부하고 복
잡하다. 장자의 옴악미학사상은 〈至樂)， <天遭)，

<天道)，

<馬歸)， <齊緣論〉 동의 펀에 주

로 표현되어 있다.

창자는 유가미학에 대해 도가미학을 발전시켰으며，

‘自然無짧’를 美의 관첨으로 삼고 심

마와 예술창조의 특정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먼저 철학방면으로

‘至樂無樂’의 명제를 제출하였다. 글자상으로 볼때 그것은 老子의

‘大즙希聲’의 提法과 거

의 같으냐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른 것이다. 장차가 여기서 딸한 ‘樂’은 음악을 가리키는
(1 0) 莊孔陽， 천게서 pp.118-124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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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올 가려키는 것이다.
진청한 樂이

장자의

시각으로

아니며 진청한 즐거움은 無짧라고 여겨 “나는 無짧로써

(홈以無짧誠樂훗)고 하였다. 無짧는 바로 조용하고 적악하며

보면 세속의 소위 樂은
樂을 성실히 하겠다”

추구하는 바가 없고

만냐는

것에 따라 펀안하며 사물과 함께 통화되어 나아가서 즐접지 않음이 없는 것이나 이러한 樂
은 세속에서 크게 힘들어 하는 것인 까닭에
임을 이해하면

‘至樂無樂’이라고 한다. 無屬가 진청한 출거움

자연히 至樂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의

‘週遭遊’의

사상과

연계하여

보면， 그는 물질에 있어서의 현실적언 속박은 타파하지 못하고 청신적으로 철대 자유를 추
구한 바， 정신적인 소요를 얼을 수 있으면 바로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라고 여긴 것이다.
無짧는 至樂이고 道는 自然이다. 따라서 장자는 구체적으로 음악을 말할 때 老子처럼 道

의 옴악과 形色名聲의 음악을 구분지었다.

그는 ‘形色名聲’의

음악파 ‘鍾鼓之흡’을 ‘樂之

末’로 간주하고 이러한 종류의 음악과 상반되고 道에 부합되는 음악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다. 장자는 ‘鍾鼓之音’은 옴악의 말엽적인 것이으로 음악은

담然

의 지극한 道에 부합되는 天樂올 향해 가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인생 최대의 줄거움은 道와 함께 樂올 다투는 것이 아니라 道에 동화되려는 것이며 無짧
自然에 순용하고 그러묘로써

연에 순응할 수 있으면

‘하늘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

‘與天和’하여 道에 통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은 天樂에 도달할수있

다. 天樂은 莊子의 최고의 음악경지이며 또한 그외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경지이다. 그것은 결코 簡家의 운리 또는 초윤리에 속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반윤리이자 초

울리적인 플거움이다. 윤리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모든 喜짧哀樂， 惡好愛↑홉을 초월한 위에
서 의 天樂이 다 (11)

장자는 이러한 天樂을 至樂으로 상았기 때문에 최고의 음악은 자연척인 것이지 인위척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묘로 장자는 언위적인 모든 음악，

예컨데 五聲六律 둥은

터럭처렴

무의미하다고 인식하였다.

장자는 美·醒의 상대성과 허구성을 표출하여 인위적언 미와 예출을 부청하고 유가의 예
악과 세속의 음악마학사상을 부청하였으며 소박함과 진질을 숭상하였다.

에 반대하였으나 그의

그가 비록 예악

‘至樂無樂’ 사상은 簡家의 生活理想과 美學理想‘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가와 내재적 연관성이 있다.
장자의 음악미학사상은 음악예숭의 본질을 섣명하지 않고 음악과 거다 예솔의 객관 가치

를 부청하고 아울러 美觸의 객관 가치를 부갱함으로써 마학상의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이

(11) 李澤훔， r 華夏美學 J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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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 이렇듯 장자는 섬미 대상의 질적 규갱성올

부정하여 십미 대상 존재의 의미블 셰

거하였다. 때문에 사람의 심미주체의 능력 역시 부정하였고

심미주체의

존재의미도

제거

해버렸으며 마지막에는 심미의 표준도 없댔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미학사상파 문학예술발전의

과청에 있어서 莊子의 영향과 공현은 매우 크다. 특히 장자가

유가의 예악사상과 세속의 문예사상에 대해 반대하고 부청한 것은
수 있다

(12)

i.
1.

장자의 공헌이라고 할

짧홈南 ~t 朝의 音훌훌훌훌훌思銀

흙훌 玄훌과 흩術

漢代의 쩔대적 천제군주제 아래의 지식충을 규제하던 것은 유교청신이었다. 유교는 국가
의 정통학문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사상·문화의 모든 분야흘 지배하였고， 그
결과 종교 • 뭄학 • 예술은 정치나 도덕에 대해 봉사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後漢말부터
土大夫들이 귀족화되고 왕조권력이 약화되면서 유교의 권위는 전과 같지 않았다 (13)

홍건척의 챔입과 대규모의 농민반란으로 마침내 後漢이 망하고 이어서 오랜 전쟁을 치른

뒤의 혼란한 청국은 鏡·置·吳 三國무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반 배성뿐 아니라 대호족 지주 둥의 지배충은 죽옴에 대한 두려웅과 삶에 대한 회의가 만
연하게 되었다. 지배충의 내부에서는 또다시 훌훌11:왕가와 토착호족출신의 품벌세족집단과의

권력투쟁이 얼어냐고， 正始연간에는 費11:왕권과 司馬11:를 중심으로하는 비갱통파와 청통파
의 양집단으로 분열되면서 정국은 여전히 호란스려웠다. 통치권력의 쟁탈을 위해 상호간의
청치척 모함과 책략올 빈번하게 일삼은 이 푸 집단에 속한 지식인플은 이려한 와중에서 정
치척 투쟁의 희생물이 될까 내심 불안한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는 청치적 투쟁 속에서 한현으로는 이에 따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지연서 그
이전 지식인 사이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유한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자각파 인생무상의 감
갱이 심화됩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펀으로는 그들이 성취해 온 경제적 청치척 안청울 갈구하

게 되는 이중책 모순올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생긴 것이 玄學이다. 즉 玄學은 현설에서 일어냐는 죽음에 대한 두려
움과 불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획득하였던
(1 2) 莊孔陽 천게서 pp.124-139 창조
(1 3) 풍양사학회펀， r東洋史 J (지식산엽사，

1983) p.93.

경제척 정치적

특권을

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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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없이 유지하기를 바란 데에서 생긴 철학척 사유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철학 사유에서

는 현실을 공청하면서도 이롤 다시 극복 • 초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변화하는 혐실 배후에는 이를 관할하는 근원적인 무엇이 있음을 상청하고，

여기에셔
그들이

쳐한 일시척 현실과 영원 불변의 세계를 ‘有’와 ‘無’의 현학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1‘}

찢없뽑의 玄學은 중국철학사에서 선진제자백가로부터 제 2 의 발천과청으로 진입하는 충요
한 철학사적 위치롤 첨유하고 있는데 이 玄學이 좀더 중요한 비중융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예술일 것이다. 왜냐하연 위진시대와 함께 시작된

‘A의 자각’은 바로

‘예술의 자각’이기

도 하며， 현학은 이에 대한 철학적 사상과 방법론의 토대를 제공하였기 때운이다.
문학의 자각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이전의 도덕척， 정치적

의마로부터

획득하고， 예술롤은 본격적으로 독렵척인 저술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벗어나서 자율성을

당시 지식인이 쳐하고 있논

현실은 현학과 예‘술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처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 것
은 현학이 당시 지식인들이 혼란한 시대에 당면해서 삶의 뭄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철

학적 사변이며 위진예술은 이 철학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기 때뭄이라는 사실이다 (15)

玄學윤 美學에 매우 깊운 영향올 끼쳤다. 위진

현학가에게 있어서 美란 유한올 초월하

여 무한올 통하여 유한을 파악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서 유한에 의 하여 국한되 지 않고 농히

무한에

도달하여 개별켜인 유한의 形名에 이끌려어 사악한 도에 들어가지

않으며 동시에

도달한 미는 외제척인 장식의 미가 아니고 진실하고 영원한 소박한 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美는 무한의 표현임과 동시에 인생에서의 일종의 철대적 자유의 청신 경계이기도 하다. 미

는 무한의 표현이묘로 그것은 형체와 소리가 있어 보고 들올 수 있는 어떤 사물에 머무르
지 않고 형체와 소려를 초월하여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한 ‘大훌， 大률’은 有形， 有名의

이른바 王弼이 말

‘四훌， 五聲’을 통해야만 표현될 수 있지만 사상과 요성

얘 집착하면 대상과 대음은 파악될 수 없다. 즉 무한은 유한올 통해야만 비로소 표현될 수
있지만， 무한을 파악하려면 반드시 유한올 초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院籍은 더욱 명확히 나타낸다.

形色과 률聲을 초월한 미의 추쿠는 워진

현학의 무한에 대한 추구가 마학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것은 보고 들을 수 있는 형체

와 성음의 미를 경시하고 마가 초감성적얀 깊이를 지니는 정신적

내용업을 강조하는 것￡

로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마학사상 미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1 4) 曺松植， 쫓없팝玄學이 六朝훌術論에 끼 친 영 향， r美學」 제 14 집 (한국미 학회 ,
(1 5) 전게 서 , pp.5-6.

1989) p.7.

- 42완척의 이른바 ‘미요하여 형체가 없으며， 적막하여 소리가 없음(微뺑無形， 寂莫無聽)’， ‘짧
짧하여 淑淸함올 본다’는 것은 현학이 추구하는， 유한을 초월하여 무한과 합치하는 경계인
것이다.

이렇듯 玄學은 美學에 깊은 영향을

끼쳤지만 玄學家 가운데 직접적으로 미학에 대해 논

술한 저서를 남긴 사람은 院籍과 觸康 뿐이다.

유가의 허위성올 비판하고 개체 인격의 절

대 자유를 중시한 완척과 혜강의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상가운데

음악마학올 살펴볼 수

있다.

2. 院웰의 音훌훌훌
~籍 (210"-'263) 은 字가 耐宗이며 陳留밟民(현재 何南省 밟民縣)의
의 부친의 영 향을 깊이 받아(16) 부친과 같이 문장과 詩， 음악해 석
완적은 ‘簡家禮法’이 “천하의 잔혹한 도둑이요，

사람이다.

완적은 그

등에 능했다.

어지러운 죽음의 술법”이라고

주장하였

다. 완적은 유가예법을 비판했지만 한펀으로는 유가의 仁愛정신과 上下尊뽑의 구분을 부정

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이상척인 사회는 비록 상하존비의 구분은 있지만 서로 반목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仁愛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완적은 禮法으로써 사람

의 性情을 묶어놓은 것을 반대하였으며 君많의 구분을 반대하였지만， 유가가 주장하는 상
하존비를 전제로한 인애롤 반대하지는 않았다. 완적은 단지 隔家가 규청한 君닮上下의 예
법으로는 진정으로 仁愛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여 道家의 분쟁없는 無鳥自然 상
태를 통해 유가의 인애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유가의 인애정신과 도가의

자연무위의 이상

적 결합， 이것은 완적사상의 중요한 특정이다.

완적의 이론은 그의 저서인 《樂論》에 나타나 있다. ((樂論》은 완적이 직접 예술문제를 다
룬 저작으로서 劉子와 완적이 더불어 음악의 문제를 토론한 것을 쓴 것인데 그 주된 논지
는 왜 유가가 풍속을 바꾸는데 樂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보았는가에 대한 것이 있다.

이것

은 위진 시대의 중요한 변화가 어떻게 음악의 기본문제를 이해할 것인가를 제출한 것으로

서 실제로 樂의 본질과 사회기능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것은 先奏 關家， 특별히 순자학파에 속하는 《樂記》가

樂의 본질과 사회기능의 문제 이

이미 되풀이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던

문제이다. 무엇때문에 현학가인 ~籍이 한펀으로 유가를 숭상하는 설명을 덧붙이는 문제를

제출해야 했는가에 대한 사상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음악이 유가에 의해서 治國~

天下에 관련된 큰 문제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濟世志”를 품고 있던 玩籍도 자연히 이것
(1 6) 완척의 부친 I\iê햄는 유명한 ‘建安七子’ 중의 한명으로 운장과 융악에 능했고 뽑操의 총애율 받
았으며 曺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에 주의롤 기울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진 시대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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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어떻게 음악의 기본문

제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완적에서 혜강에 이르기까지 음
악의 본질에 대한 주의와 토론은 모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

완적 《악론》의 중심은 樂의 본체에

업각해서

는 雅樂과 잖樂과의 구별， 예와 악의 다른 작용，

음악의 기능을 논술하고 나아가서 正樂 또
악의 변화와 불변의

문제 퉁을

언급하고

맨 마지막에는 슬픔(哀)으로써 음악을 삼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귀결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선진유가의 樂論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진시기의

음악에

대한 새

로운 업장을 포함하고 있다.
완적이 인식하기로

樂의 본체는

“天地의 體，

만물의 본성이며” 동시에 樂의 본체와 기

능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완적이 말한 만물의 본성이란 陰陽을 말하는 것이지 사물의
본질을 가려켜 말한 것은 아니다.
완적은 말하기를 “대체로 樂이라는 것은 천지의 禮이며 만물의

본성이다.

그 예에 합치

하고 그 본성을 얻으면 조화롭게 되고， 그 예를 벗어나고 본성을 잃으연 어그러지게 된다.

옛날에 성인이 음악을 만든 것은 천지의 본성에 순웅하고 만물의 생기를 체득하려고 한 것
이 다. 그러 으로 天地八方의 소리 를 청 하여 陰陽八風의 소리 를 맞이 하였고 황종의

중화로

운 음률을 고르게 하여 群生의 만물에 情氣를 열 었다. 그러 으로

律呂와

어 울리 면

陰陽이

조화롭게 되고 즙聲이 적합하게 되면 만물이 비슷하게

그리고

남녀는 그 장소를

바꾸지

않으며 君많은 그 지위를

雅樂이 번거롭지

참람하지

모인다.

않는다 ...... (중략) ...... 乾坤은 易簡하기

않고 道德은 2fi淡하기 때문에

소리가 없고 맛이 없다.

때문에

번거롭지

않으면

음양이 스스로 통하게 되 고， 맛이 없으면 만물이 스스로 즐캡 다. 날마다 善에 옮겨 교화를

완성하여도 스스로 알지 못하여 풍습을 변화하여 이 음악에 합치된다. 이것은 자연의 道이
며 음악이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7)

이것은 樂記에서 말하는 “大樂은 天地와 同和한다”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견해이다.

陰陽， 群生萬뺑은 본래 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천지음양，
이룬다면 그것 또한 천지음양，

군생만물

본유의

天地

조화를

군생만물과 인류사회 모두가 조화플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

고 자연의 합규율적 통일성의 표현이 되으로 당연히 조화로운 것이 라고 제시하였다.

완적은 결코 유가의 신분 구분 즉 상하존비의 구분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구분이 자연일체와 만물일체의 원칙에서 서로 잔혹한 투쟁을 하
지않으면서 일체로 되는 것이다.

(1 7)

íí 빠籍集》 제 40 항

天地自然의 초화로써 음악의

조화를 설명하고

나아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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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사회적 작용을 설명하려는 사상은 유가가 이마 오랫동안 지녀왔던 기본적인 입장이

다. 그러나 이것은 &籍이 워진의 철학 본체로의 탑구였고 그가 도가사상이 성행했던 시대
에 살았기 때문에 유가 樂짧의 기본 사상을 설명할 때， 션진유가와 같지 않윤 첨이 있다.
먼저 玩籍이 선진유가의 樂論에 비해서， 더욱 명확하게 음악의 본체，

즉 天地의 體， 萬

勳의 뾰을 쩨시하였고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논증을 하였다.

&籍이 말하기를，

“그러묘로 八좁얘는 본체가 있고， 五聲에는 자연스러움이 있다. 물체와

같은 것은 크고 작은 것으로써 임금융 돕는다. 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흔란시켜선 안된
다. 크고 작은 것으로써 임금을 보살피기 때문에 평둥하게 할 수 있다.

저 호훌의 거문고

와 雲和의 비파， 孤竹의 管， 때濟의 聲 둥과 같이 그 물체가 모두 조화롭고 맑고 고흔것은
소리가 서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곳이 있다. 크고 작은 것으로써 임금을

돕는 것은 黃鐘의 기운을 따르기 때운에 반드시 일정한 법식이 있다. 일정한 곳이 있기 때
문에 그 기구는 귀중하며， 일정한 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는 망령스럽지 않다. 귀중하

기 때문에 귀신을 섬길수 있고， 망령스럽지 않기 때문에 샤람을 교화시 킬 수 있다.

체는 하늘의 상징에 관련되었기

그 물

때문에 함부로 바꾸어션 안된다. 雅와 題은 구벌이 있기

때운에 사람과 귀신이 섞이지 않는다. 節會에는 볍식이 있기 때문에 曲折은 혼란되지 않으
며， 周旅에는 법도가 있기 때운에 굽어보고 우러러 보는 것에 혼란되지 않는다.
주된 것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어긋나지 않는다. 善으로써 이끌고，

톨k흙에는

조화로써 펀안하게 하

며， 절충 o 로써 지키며， 꾸준함으로써 가진다. 그 무리지은 것을 흩어버리고， 그 문채로움
을 나열하고， 그 요철한 것을 붙들어 주고， 오래사는 것을 돕는다. 또 풍속의 펀벽된 습관
율 제거하여 聖王의 큰 교화에로 돌아가게 한다.

천하의 뭇을 한결같이 하려는 것이다.
롭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소리를 평탄하게 하고 그 용모를 조화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소리를 생각하지 않으며，

않는다. 그러면 윗사람，

錯亂활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능히 조화에 도달할 수 있다.

自然의 본체에서 나오는 것이으로 서로 뒤섞여서

성음에는각각 순서가 있고정연함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완적이 논한 자연일체，

생각하고 自然의 道가 음악이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임금은 신하의 안색을 범하지

아랫사람들은 싸우지 않으며， 忠파 훌가 완성된다>>

윗 글에서 1m;籍은 음악의 八륨， 五聲이

다.

先王의 음악은 만물의 性情을 교정하고，

완적 전체의 철학

것이라고

기초이며

만물일체는

말하는

자연을

樂의 本體라고

자연관의 가장 근본적인 엽장이

또한 완적의 악론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

다. 완적에 있어서 자연의 본체라고 생각하는 음악은 근본상에 있어서 자연일체， 만물일체

의 체현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투쟁과 쟁탈이 없는 명화롭고 낙관척인 세계로 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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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러한 완적의 악론은 자연의 도에 의존해서 유가 음악이 많은 논증을 할 수
없었던 “大樂은 天地와

同和한다”는

사상을 철학 본체흔적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 것

이다.

玩籍은 樂論에 서 “以悲짧樂”， “以哀寫樂”을 바 판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夏듭의 말기 에 임 해 서 는， 모든 여 자와 남자가 옷으로는 아름다운 수식을 하고 음식 으로
는 乾體과 고기로 하였다. 端操가 새벽에 불려지니， 그것을 듣는 사랍은 근심과 걱정을 하

였다. 천하가 그 재앙에

고통스러워하고， 백성은 그

해독에 상처를

받았다. 股의 마지막

임금 역시 이 노래를 연주하였다. 술과 고기음식을 쌓아놓고， 밥을 가지고 낮을 잊게 하였
다. 그러나 단식하는 소리는

끊이지

않고， 敵國은 이미 그 거운고와

다. 堂에 가득 모여 술을 마시는데， 음악이 연주되자 눈물올 흘렸다.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악은 음악이 아닌 것이다.

바파를 거두어 들었

이것은 모두 걱갱이

임금과 신하가 있을때， 종묘에

서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니， 그것을 듣는 사람은 모두 그것 때운에 슬퍼하고 목을 매었다.
桓帝가 楚의 거운고 노래를 듣고서， 져량하고 방심하여 방에 기대어 슬퍼하였으며， 바분강

개하고 단식하면서，

‘좋구냐

!

이와같이 거문고롤 연주하는

것은 하냐로써 충분하구냐’라

고 말하였다. 順帝가 꿨像에 올라갈때 울타리 가 둘러 쌓인 길을

지 나가연서 새 울융을 듣고

슬퍼 하고， 눈물은 흘러 가로질 러 흐르는데 , 그는 말하기 를 ‘좋다， 새 울음이 ’ 라고 하고， 좌

우 신하에게 그것을

옳게 하연서

‘거운고 소리가 이와같이 난다면 어찌 즐겹지 않겠는가’

라 하였다. 대체로 이것은 슬픔을 음악이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말로 슬픔을

음악이라 생각한다면， 천하에 어떠한 음악이 있겠는가. 천하에 음악이 없는데，

음양의 조

화가 있고 재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음악이란 것은 사람의 청신
을 화평하게 하고 쇠미한 기운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천지가 서로 태연하게 하고， 먼 곳

의 물건이 와서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음악이라 부른다. 지금은 눈물을 흘
리고 감동하며， 크게 탄식하며 氣를 손상시키며， 추위와 더위가 적절히 움직이지 않고， 모
든 물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록 실과 대나무로 된 악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슬픔(哀)이라고 불러야 한다. 어찌 허리를 구부러 내려보고 위로 우러러 보연서 탄식하는
것， 이것으로써 음악이라 부르겠는가. 옛날 季流子가

바람을

향해서 거문고를

연주하니，

그것을 듣는 사람은 눈물이 흘러 옷소매가 적시게 되었다. 제자들은 ‘좋구냐， 거문고를 연
주하는 것이 역시 오묘하도다.’라고 말하였다. 季流子는 ‘樂은 善이라 부르고，

哀는 屬이

라 부른다. 나는 哀傷을 하는 것이지 善樂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 o

웅 말할 때， 絲竹은 반드시 樂을 행하는 것이 아니며， 歌닮은 반드시 善을 행하는 것이 아

- 46니다. 그러묘로 묵자가 음악을

비난하는 것은

대체로 哀룰

음악으로 생각한 것을 슬퍼한

것이다. 胡*가 솔픔에 탑낙하는 것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이 되기를 원하였다.

李斯는 슬픔을 쫓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활한 로끼가 쫓을 것을

생각하였다.

아아! 군자는 그것을 경계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f$G籍은 각종 역사적인 사실을 열거하여 以悲짧樂 以흉짧樂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
하고자 하였다. 완적이 생활했던 시대는 바로 솔픔이 충만한 시대였고， 名士까지도 완전한
사람이 척었다.

완적이 슬픔으로써 음악을 삼는다는 것을 반대하면서 인용하였던 것은 고

대의 실례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생활했던 시대를 지칭한 것이기도 하다.

*는 슬픔에 탐닉하여 변화하지 않고，

그가 말했던 “胡

李斯는 슬픔을 쫓아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현상은

위진 시대에도 똑같이 명확하게 존재하였던 사실이다.

완적은 이러한 현상 존재롤 따루는

것은 亡國之網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보았고 그래서 말하기를 “진실로 슬픔을 음악으로 삼
는다면 천하에 무슨 음악이 있겠는가， 천하에 음악이 없이 음양이 조화롭고 재해가 일어나
지 않게 하는 것은 또한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f$G籍이 以悲짧樂

以哀罵樂을

반대한

사회적，

역사적 원인을 뭇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樂을 통하여 슬픔이 총만되어 있는 당시의 사회적인
력하였고 인간의 갱신을 화팽하게 하고

이

장태를 변화시키려고 노

쇠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천지가 交泰하

고 먼 곳에 있는 물건이 와서 모이게 하였으며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

완적 은 그가 이 해 한 자연의 본체 로부려 음악의 본질을

논술하였기

때 문에

음악에 대 한

感뿔의 역량과 미적 소재는 유가 악론과 매우 뚜렷한 구별을 갖고 있다. 이것은 완적의 악
론을 고찰하는데 반드시 주의 해 야할 하나의 중요한 운제 이 다.

완적 은

짧음악을 듣고 3개월 동안 고기맛을

바로 至樂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공자가 제 나라에서
사람으로 하여

금 無欲하게 하고 마음을 I명청하고 기를 고정시키기 때운에 고기를 아륨답다고 생각하지
않게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공자의 의미와 부합되지 않는다.
구별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완척의

악론과 유가의

악론과의

유가가 추구하고 있는 樂의 최고의 경계는 유가사회의 정

치 • 윤리 • 도덕 • 이상의 찬란한 실현이다. 이른바 ‘3개월동안 고기맛을 몰랐다’는 것은 악
이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정신향수가 엽과 배의 욕구의 향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극단

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입과 배의 욕구의 향수에 대해 홍취를 잃어
버리게 한다. 이것은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청신적 향수가 감각적 육체의 향수보다도 높다

는 사상올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유가 악론은 완적이 말하는 無欲 無味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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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비록 樂記도 “음악은 즐거운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또

한 비록 “군자는 道를 얻는 것을 좋아하고 小A은 욕망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유가는 완적이 말하는 至樂이 사람무로 하여금 無欲하게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

이 아니라 道로써 욕망을 통제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완적의

無欲說은 도가의 이치

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유가의 상하존비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것
을 옹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와 서로 비교할 때， 완적의 악론은 윤리를 벗어날 수 없
으며 윤리를 초월한 더욱 순수한

십마의의를 가지고

있다. 완적은 음악의 사회적 작용을

설명할 때， 음악은 정치 • 윤리를 가지고 있고 만물이 스스로 즐거워하고 만물의 신을 고요
하게 하며 性命의 진체를 고정시켜서 사람의 정신으로 하여금 화펑하게
시 한번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음악미학사상에 있어서 완적의

한다는 작용을 다

《악흔》이 갖는 의의

이며 그것은 위진현학이 유가의 윤리학적 마학을 타파하여 순수한 미학적인 경향으로 나가
게한 것을 실현한 것이다I1 B)

3.

積훌의 훌훌無훌훌훌$

혜강 (223"-'262) 은 字가 뼈夜이고 鍵末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이며

司馬民 일족의 청치적 투쟁의 혼란한 시기에 살았다.

음악가로 費民와

여러 정치집단이 서로 싸우는 와충

에 기존의 봉건 질서는 흔들렸고， 불확실한 사회상황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사상척 경향
은 세속적 가치들을 초탈하려는 淸갖思想으로 흘렀다(19) 혜강은 이러한 당시의

봉건귀족

지식인의 사상적 경향하에서 도가의 자연숭상과 유가의 적극 업세를 결합하고 유가의 인성
억제를 극복하려 시도하였다.

혜 강의 음악사상은 〈聲無哀樂論〉에 집 중적 ξL로 나타난다.

先奏 關家의 악론을 보면， 유

가에서는 음악을 情感의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음악은 哀樂과 관계가 있다고 보
았다. 그러묘로 선진시대에는 음악에 哀樂아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냐 楚

漢이후 鍵普에 이르면서 음악은 哀를 표현하는 것이지 樂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경향
을 점점 띠게 되었으며 완적에 이르러
반대함으로써 바로소 음악을

“悲哀로 음악을 한다(以悲짧樂， 以哀짧樂)"는 점을

哀樂의 운제와

관련시켜 파악하기 시작했다. 완적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激樂을 주어야하고 悲哀를 느끼게
읍악에는 애 락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지

위진 현학 중， 제일

먼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음악은

아직

않았다.

‘聲無哀樂’이라는 명제를 명확히 제시한 사람은 바로 혜강이

(1 8) 李澤原， I 中國美學史」 제 2 권， pp. 166-180 참소
(1 9) 樓陰劉， I 中國古代音樂史觸」 上 p.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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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혜강윤 완척의 의견에 반대했으나 실제로는 완척의 사상이 발전된 것이었다. 혜강이 주

장하는 ‘성무애락론’은 그의 養生輪 중 ‘和’의 개념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혜강은 음
악으로써 養生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양생의 근본은 청신척인 ‘和’에 있다고 보았기 혜문에
융악의 본질 역시

‘和’라고 생각하였 a으로 ‘和’로써 해심적인 음악폰을 세우게 되었다.

‘和’의 개념율 기초로 하는 혜강의 성무애락론은 음악의 본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종하

고 있다. 그 중에는 서로 관련있는 세 가지 문제， 즉 음악의 본체론，

음악의 성음과 사람

의 정 감과의 관계 , 음악의 사회적 작용의 문제 를 포함한다.

和플 음악의 본질로 삼는 것은 중국역사상 하나의 오래된 관념이다. 유가의 和는 유가가
재창하는 갱치윤리와 연계되는 개인과 집단간의 조화를 말한다. 집단이란 관념은 유가 미
학의 중요한 관념이며， 개인의 가치는 집단의

청치운리

도덕 책엄의 실현에 의해 결청된

마. 이와 달리 혜강의 악론은 음악과 양생의 상호관계를 파악했으며 동시에 양생의 최고의
경지는 개인 인격의 자유를 도달하게 하는 것， 즉 哀樂을

초월하는

和의

경지인 것이다.

유가에셔 예솔의 가치는 ‘인륜을 이루고 교화를 도와주는(成A論， 助敎化)’례에 있는데 혜
강도 유가에서 말하는 仁훌道德을 부청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격에

내재하는 청신의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혜강은 예솔의 최고의 본체가 정감의 표현율 초월
하는 개개인의 정신척인 우한한 자유의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술의 목적은 사람들

로 하여금 번뇌와 고통올 유발시키는 각종 정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냐서

정신의

우한한

자유에 도달하게 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혜강은 음악 즉 예솔로 하여금 윤리도댁
에의 의존성을 벗어나도록 하여 심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혜강이 음악에는 애락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무애락의 논거는 聲룹에는 일정함이 없다(聲
륨之無常)는 것， 마음은 옴악과 더불어 분명히 별개의 것이다(心之與聲， 明짧二動)라는 것
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혜강은 물론 음악이 사람의 정감을 환기시킨다는 점율 부인한 것
은 아니나 ‘읍악을 애증으로 좌우되는 哀樂이 변화된

어떤 것’으로 보지는 않는

宮·商 동의 음이 어루러져 만드는 화음은 사람들이 항상 듣기를 원하는 것，
情欲이 애호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정욕과 음악의 상호관계 때문에

것이다.

즉 사람들의

정욕과 관계있는 애락

은 서로 연계된다. 여기서 그는 음악과 애락의 관계를 끌어내고， 애락은 사물에 부여한 이
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묘로 음악은 비록 애락의 갱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에 애락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20) 하나의 정감의 표현은 여러

악이 될 수 있다.

(20)

다른 음

‘聲륨之無常’운 음악은 정감의 표현에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樓陰劉， 전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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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악과 청감과의 관계는 펼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이미 애략과는 무관하고 단지 마음이 애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묘로 心과 聲은 자연히 별개
의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혜강은， 음악의 애락은 단지 주체의

정감 판단의

산물이며 음

악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유가와 혜강의 견해는 ‘移風易洛’의 뭄제를 논한 관점에서는
일치하고 았다. 유가에서는 음악을 윤리 도덕 감정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이에 대
해 혜강은 윤리 정치적인 관점에 종속시키는 유가사상을 타파하려고 하였다. 그려나 음악이
풍속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풍치계급의 입장에 서서

새로운 해석을 내린다. 혜강은

‘移風易洛’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지 측면에서 음악의 기능을 말하고 있다.

그의 음악론은 실제로 두가

첫째， 통치계급에 있는 개인의

‘養生’이라는 관

정에서 본 음악이고 줄째는 견고한 통치계급이 어떻게 사회를 다스렬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본 음악이다. 이로써 보면 혜강 역시 통치계급의

사상가이었으므로， 봉건 윤려 도덕파 관

계있는 음악의 작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혜강은 음악의 청치적
작용을 철대적으로 부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성무애락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음악의 청치적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통치자는 백성에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백성의 생활을 개선해야 하는 책임올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헌

첨에서 불때

혜강은 지배자들이 음악을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그 기저에 깡
고 있는 것이다

(21)

혜강의 음악이론은 당대의 사회적， 지적 배경의 제약(봉건질서의 혼란과 그에 따른 봉건
귀족 지식인의 지적 경향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많

은 한계롤 노정한다. 그러나 그 실제의 음악이나 창작파정 둥에 대한 비명은 경험에서 나

온 또다른 탁월한 정들이 있다. 그는 王者之樂만을 주장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민간 음악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작품에서도 古來의 전통적인 창작기법과 더불어 민
간의 창작기법을 쓰고 있다. 또한 유가에 의하여 음란한 음악으로 치부되었던

‘鄭聲’의 음

악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히 주의할 만한 혜강의 이론과 설천사이에서의 모순은， 그가

이흔상으로는

사상， 감청의 내용을 갖는 것을 부청하고 있지만， 실제의 음악올 수용，

음악이

비명할 경우에는

그것을 분명히 공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혜강은 음악이 현설을 반영하는 측면을 도외
시하고 있으며 음악이 현실에 대해 갖는 일정한 작용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

(2 1)

李澤훔， 전게 서

pp.208-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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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맺

옴

말

선진시대 미학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천 예술분야는 음악으로 음악은 통치자의

사회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음악의 창조와 감상에 대한 논의는 선진시대의 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심마와 예솔에 대한 탐구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이론의 전제가 된다.

펼연적으로 우주와 인생에

대한

따라서 언간본절에 대한 각각의 서로 다른 견

해는 마와 예술의 본질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배태시켰다. 孔子를 비롯한 簡家美學
은 사회와 정치를 위하여 예술이 봉사해야 한다는 실용척이고 공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題子와 韓非는 關家와 완전히 대렴하여 소생산자의 극단적으로 편협한 공리주

의의 관정에서 섬미와 예술활동을 부정함으로써

‘非樂’의 이론을 주장하였다. 한펀 道家의

老子와 莊子는 공려를 초월하고 철대자유를 추구하였으므로

유가에 비해 심미 예술활동의

질질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老·莊은 형이상학적인 道의 관첨에서
진청한 음악이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道와 合-되는

‘大륨希聲’과 ‘至樂無樂’으로 여겨

졌다.

위전시대는 위진 현학의 생성으로 말미암아 중국 고대 철학사상이 중요한 변환을 일으킨
시기이다. 위진 현학은 漢代의 우주폰을 본체론으로 전환시켰으며 그 중심파제는 이상인격

의 본체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유가가 추구하는 이상인격은 개체가 철대적으로 仁薰道德에

복종하는 것이지만， 위진 현학은 유학의 허위성을 비판하고 속박을

타파하여 얀격의 철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진시대의 미학이 유학사상의 속박에서 뱃어나 충분히
독랩 발전을 획득할 수

있게 한 중요 사상적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심미와 예술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개체 강성의 존째로서 의의와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籍은 유가의 仁愛精神과 도가의 自然無薦의 이상적 결합을 추구하였다. 그러묘로 완적

의 악론은 유가의 신분구분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한펀으로는 유가의 운리학적 미학
을 다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道家의 自然、無짧의 정신을 반영함으로써 無欲 無味를 음악의
최고 경계로 삼았다.

積康은， 음악은 哀樂과 무관하기 때 문에 음악의 애 락은

청 강 판단의 산묻이 며 음악자체

카 갖고 있는 성질이 아념을 주장하는 ‘聲無哀樂論’을 제시하였다.

혜강의

성무애략론은

예술의 본체가 정감의 표현을 초월하는 개개인의 청신척언 무한한 자유의 상태라고 생각하
고 음악은 각종 情感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의 무한한 차유에

도달해야한다고 하는

=- S i '--'
사상이 다. 혜 강의 樂論이 중국음악미 학사상상 중요한 의 의 를 갖는 정 은 음악으로 하여 금
운리도덕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심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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