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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禮樂은 중국문화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原始의 토댐가무와 주술의 

식이 진일보하여 완비되고 분화된 것이 이른바 禮와 樂이다 1) 원 초기에 있어서 예의 

개념은 오늘날의 법률 • 정치 • 도덕 • 종교 • 경제 동의 사회적 효용올 종합한 힘을 갖 

고 사회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禮는 각 분과로 분화되지 않은 종합적 문화이 

며， 이 미분화의 총체인 것이다 2) 樂의 개념도 오늘날 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즉， 우 

주， 인생， 사회가 모두 옴악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며， 구체적으로는 詩 • 歌 • 舞

를 포괄하고 있는 고대 인류의 주요한 문화활동이었다. 

그것들의 계통화된 완성은 대체로 股 · 周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로 보여진다. 周公

이 制禮作樂 했다는 전통적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고대의 예악이 주공에 이르러 

총결적으로 완비되어 고정된 제도로 성립되었다고 하겠다 3) 

1) 李i훌훌， f훨 ￡뼈 옮김， 훨동夏美學， 東文選， 서울， 1990, p. 20. 
2) 加훌常홉 릎융條， 東京大學 中國哲學팝F究室編， 中園멍、想、史， 1967, p. 12 참조. 
3) 李澤摩， 앞의 책， p.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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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악이 원 초기에는 종교적 성격이 강하지만 차츰 인문적 성격이 가미되어 제도로 

서 또는 교과목으로서 동장한다. 孔子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禮樂을 계숭하면 

서， 그 종교적， 제도적 성격에다 A間性의 具體的 實現方法이라는 의미를 부가하여 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별개로서의 예와 악이 아닌 예악이라는 통체적인 개념으 

로서 양자의 본질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f톰家i훌樂온 遠古의 禮樂빼統을 A性의 自뿔으로 內在化시켰다. 이리하여 예와 악은 

상호 대립되는 양극성을 극복하고 相反相城 내지는 相生相應하면서 A性의 實現 즉， 

인간완성의 중요한 역할올 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시된다. 유가의 입장에서보면 인간 

은 예악을 통하여 도덕척이고 또한 심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심미적 도덕 

과 도덕적 심미를 구유한 훌훌훌盡美하고 文質影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다. 

필자는 오늘의 한국교육의 문제점 즉， 왜곡된 교육의식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을 보면서， 한국의 교육문제 해결의 대전제률 숲A敎育의 實現이라 

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전인교육의 실현에 유가의 예악관 내지는 예악정신이 대단 

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올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이 소략한 논고는 그러한 문제 

의식올 제기하는 것일 뺑， 목표의 달성에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것이다. 

II. 1뿜豪禮樂의 特質과 憐能

1. 古代jI業의 it承과 새로운 禮樂빼神의 훌훌現 

공자는 전통을 계숭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바로 ‘煩益’의 시대정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는 한 시대의 문화나 사상은 

갑자기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거 • 현재 • 미래률 통하여 형성된 

다고 보았다. 그가 그토록 중시한 周禮는 股禮를 손익하여 발전시킨 것이며， 股禮는 

또한 夏禮를 근거로 손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周의 문화률 계숭하여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면 비록 百世 이후라도 가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4) 이와 같은 ‘손익’의 시대정신 

4) 꿇語， 짧政 . r子張閒十世可知il! 子日 股因於JUI 所根益可知il! 周因於股i톨 所빼益可知也 其或

빼훌周者 훌훌百世可知i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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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틀어 낸다는 ‘溫故知新’5)의 역사의식올 창출 

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古代의 禮樂(특히 周의 禮樂)을 전숭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 

다 6)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철저히 예술화되고， 품성과 생활이 장차 

최고의 자유， 가장 아름다운 조화， 최선의 통일7)을 이룰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공자는 禮와 樂에 仁의 정신을 가미하였다. 즉， 공자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 

악의 종교적， 제도적 성격에다 인간성의 구체적 실현 방법이라는 의미를 부가하여 새 

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예와 악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 속의 역동척 정신이 되어 공자의 사상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공자 

는 별개로서의 예와 악이 아니라 예악이라는 통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 본질과 

기능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자에 의해서 발현된 새로운 예악청신올 인과 

예， 인과 악의 관계를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仁의 實現態로서의 禮

周初 인문화의 추세로 생겨난 禮관념은 춘추시대에 크게 유행하고 발전하였으나， 

말기에 이르러 전통적인 禮에 대한 회의와 반대의 경향이 보인다. 즉， 예에 대한 새로 

운 해석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禮와 憐를 구분하는 태도라든가 禮를 훌나 信 • 德

둥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춘추 말기에 예가 지나치게 복잡해 

지고 예의 본질을 무시한 채 형식만을 강조하는 풍조가 만연한 데 대한 반작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공자는 예의 본질올 규명하고 그 참된 가치를 드러내고 

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바로 禮와 仁의 연결로 나타난다. 공자는 말하였다. 

「사람이 사람답지 (仁) 않으면 뼈는 해서 무엇히-겠는가?}) 

이는 곧 인이 예의 기초라는 말이다. 즉， 인간성 본연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는 예는 

5) 歸짧， 훌政 : r子日 끊故而知新 可以훌師용」 

6) 후宗三， 中園함뿔十九짧， 第3짧 참조. 

7) 任培道， (ii톨樂的宗敎性與훌術性)， ￥u훌學報 2期 참조. 

8) 훌짧， 八껴 : r子日 A而不t 如빼何 A而주仁 如榮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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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갖 쓸모없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당시의 형식화되고 말라 비툴어 

진 예에다가 근본정신올 주입하는 새로운 창조9)라 하겠으며 예에 새로운 생명올 붙어 

넣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예가 단순히 폐백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10) 즉， 예는 맹목적으로 외재적 의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본질올 가져야 한다는 관점인 것이다. 삼년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자는 喪禮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 11) 즉， 전통의 禮밟IJ로서의 삼년상올 곧바로 부모와 자 

식간의 生活情理에 귀결시켜， 예의 기초를 A性의 심리적인 바탕에 호소하고 있는 것 

이다.12) 이러한 공자의 태도는 禮라든가 義 둥의 규범적 약속 가운데 A心의 내적 요 

구를 강조하는 것이며， 예롤 강제적 규정에서 자각적 생활 이념으로 끌어 올련 것이 

다. 그리하여 일종의 종교적， 신비적인 것올 A倫日用의 평상한 것으로 변화시켜， 윤 

리규범과 심리욕구를 일체화시킨 것이다. 결국 예는 심리학적 내재근거를 취함으로써 

A性化되었으며， 神의 準續과 命令이 변하여 인간의 내적 요구 및 자각의식이 되었고， 

神올 따르던 것으로부터 인간올 따르고 자기를 따르게 된 것이니， 이러한 훌훌훌은 중국 

고대사상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13) 

願淵이 仁에 대해 물었올 때， 공자는 ‘克己復禮짧仁’14)이라고 했다. 朱子는 이것을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天理의 節文인 禮로 돌아가는 것이 곧 仁15)이라고 해석하였 

다. 여기서 공자는 질서와 규범인 예를 통하여 인이라는 내재적 덕성이 실현된다고 본 

것이니， 앞에서 인이 예의 근본이라고 한 것과는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하겠다. 이론 

적으로 보변 인은 예의 본질이 되지만， 실천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가 인을 실현하는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과 禮는 相須 · 相補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변 인은 인간의 내면적 세계로서 하나의 「가농적 양태일 뿐 현실 

태는 아니다. 가능적 양태인 仁이 현실 속에 표현될 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절도와 꾸 

9) 훌l明훌， 中團思뺑‘史 I, 이문출판사， 셔울， 1989, p. 62 참조. 
10) 훌짧， 빼1t: r子日 빼공 iI~ 玉범~乎흉X 樂능 樂~ 용훌훌훌~乎짧」 

11) 갈은 곳 : r宰我間三年之喪 ...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12) 李생훌훌， 앞의 책， 中園古代思想輪， A民出版社， 北京， 1986, p. 20 창조. 
13) 갈은 왜， pp. 20-21 참조. 
14) 論폼， 빼淵 

15) 갈은 곳， 朱子註 참조. 

” 
껴
 



멈새롤 그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l6) 

바로 이 꾸멈새(文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禮이다. 공자가 말한 仁은 인심 내 

부의 情意와 態度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와 태도가 어떻게 외면의 실재적 삶 

에 적절한 상태로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17) 공자가 예률 그토록 중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공자는 다양한 禮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인간의 어진 마음 즉， 인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l8) 나아가 禮가 

仁義롤 살피는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19) 禮는 공자에 이르러서 仁이라는 개념과 결합 

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으며， 예의 근거로서 인의 의미가 새삼 강조되는 것이다. 

(2) 仁과 樂의 根源的 連聚

『논어」에 악에 대한 언급이 다수 보이고 있거니와， 공자는 종래의 악을 계숭하면서 

새로운 예술정신올 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예술은 인간정신의 발현 가운데 폰재한 

다는 것이다. 서복관은 중국 고대음악이 공자에 와서 비로소 음악 최고의 예술가치에 

대한 자각이 생겼고， 최고 예술가치의 자각중에 「인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전형올 건 

립했다고 말한다 20) 

공자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음악은 해서 무엇하겠느냐?」2l)고 하여 樂의 본질 

은 단지 악기나 음률 풍의 형식에 있지 않고， 인간의 내직한 본질 즉， 仁에 있다고 말 

한다0"樂記」에서는 공자의 이러한 점을 계숭하여 “仁은 樂에 가깝고， 義는 禮에 가깝 

다"22)라고 하였다. 이처럼 仁과 樂올 連緊시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樂의 정상적 본질과 仁의 본질이 원래 자연상통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23) 

그것은 바로 和라고 할 것이다. 樂이 和를 본질로 이루어진 것임은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변 仁에서의 和의 요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6) 成泰훌， <홉 • 짧 두 빼f念읍 훔한 孔子思챔의 再照明)， 훌大훌術앓 29집， pp. 49-50 참조. 
17) 짧種， 中園思想史， 商務印훌館， 1983, p. 13 창조. 
18) 빼記， 11뿌尼흙居 : r子日 갖nmt之훌훌 所以仁鬼神벼. 1흩輪之jI 所以仁昭種，il!•..• J 

19) 빼記， 했特용 rmt찢於했 훨之至也 宗聊之찢 仁之至也 ... 故君子欲홉.1=훌之遺 jI其本il!J

20) 徐復I!I.， 中園훌術精神， ~홈生톨局， 훌北， 1979, p. 4 참조. 
21) 輪語， 八껴 : r子日 A而不仁 如빼何 A而不仁 如훌何」 

22) 樂옮， 樂빠 : r春作夏흘 仁也 fk~~藏 옳也 仁近於훌 훌近於jlJ 

23) ~I!I.復， 앞의 책， p.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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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읍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읍 먼저 도달하게 해 주는 것이다」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융 남에게 시키지 마라}5) 

여기서 보건대 仁은 곧 자기와 타인간에 공동의 지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 

의 동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궁구된 인간성에는 너와 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질성을 미루어 나가는 것이 忠愁요，%) 緊組이며 27) 和의 극치 

라 할 것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노래할 때에 훌륭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한 뒤에 

따라 불렀다」28) 

이처럽 다른 사람의 노래를 통하여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타인 속에서 자 

기를 발견하여 타인의 그것과 공명했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는 또한 음악이 仁의 실현 

파 밀접한 관계가 있음올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江文也는 공자의 이러한 관점올 지 

적하여， 

「보다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樂은 仁이라든가 忠뾰라든가 하는 하나 하니의 행위규정에 의해 

사랍들이 조화톨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랍읍 융합시킬 수 있으며， 공자는 이룹 인식하 

고 있었다}9) 

고말한다. 

요컨대 和라는 의미에서 樂과 仁은 근원적으로 상통하며， 이것이 바로 t:파 樂이 연 

계될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歌樂者 仁之和也"30)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思考에 

24) 輪題， 짧tf! : r…夫仁者 己欲호而立A 己欲達而逢AJ

25) 짧짧， 짧뼈 : r빼딩間1= ... B所不欲 까施於AJ 

26) 뚫語， 里仁 : r子日 훌乎 흠遺一以톨之 홈子日 唯 子出 門A閒日 何謂也 曾子日 夫子之道 忠옆 

而E용」 

27) 大學， 때9童 창조. 

28) 짧語， 述而 : r子與A짧而善 必使反之而後和之J , 史記， 孔子世家 참조. 

29) 江文也， 上代支那正樂考 -孔子'(!)音樂論 東京， 三省堂， 1942, p. 248 창조. 
30) 禮記， 11홈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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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한 것이다. 樂이 和를 극하면 ‘樂合同’31) 내지는 ‘樂統同’32)의 경지에 이르러 만물 

올 동화 가운데로 통일시키고， 仁者의 마음의 상태를 극하면 ‘天下歸仁’앓)하고 ‘1單然與

物同體’34) 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樂과 仁이 최고의 경계 속에서 

회통할 수 었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자가 추구한 도덕과 예술이 용합통일되는 

이상정계라 할 것이다. 

m.1:훔家에서의 훨훌樂의 機能과 投劃

1. 禮樂과 A間完成

공자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인간이었으며， 또한 그돌의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었다 35) 즉， 事A과 知生을 공자학의 본령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인간 

의 가장 인간다운 본질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며，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숨쉬고자 했다.36) 그의 이러한 노력은 ‘仁’사상으로 結品되었으며， 그에게 있어서 ‘仁’

의 실현윤 곧 인간의 완성을 의미한다 37) 그의 목표는 인간성(仁)의 실현을 통한 온전 

한 인격의 완성과 그로 인하여 이룩되어지는 아릅답고 선한 사회의 건설이라고 하겠 

다. 그러변 인간완성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詩툴 흉하여 순수한 감정을 일으키고， 짧로서 자신의 주체를 확핍시키며， 音樂을 용하여 자 

신의 인격을 완성한디-J혜) 

여기서 공자는 詩 • 禮 • 樂올 통하여 인간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었다. 바꿔 

말하면 예술적 감수성의 체득과 도덕적 규범성의 확립올 통하여 인간은 완성된다고 

31) 홉子， 樂뚫. 

32) 뺑뿐. 짧뺀. 

33) 論語， 願淵.

34) 程明道， 識{二篇.

35) 論語， 先進 . r季路問事鬼神 子日 未能웰ï;A:뚫能事鬼 敢問rE 未知生 *톰知死」 

36) 論語， 微子 . r…鳥밟不可핏同群 펌非斯A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 li不與易t1!J

37) 中庸. 20，합 r仁者 A也J. 효子， 盡心 . r仁tI!者 A也」

38) 論語， 泰伯 . r子더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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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 여기서 시와 악의 예술로서의 중요성온 말할 필요도 없지만， ‘立於禮’의 

빠도 단순히 규범성을 강조하는 융리적 규범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실로 禮는 규범 

성뿐만 아니라 예술성과 종교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39) 禮의 실행은 構式， 禮器，

服節 풍의 安排 및 坐作進退의 세셰하고 엄격한 규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것들을 익히 

려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즉， 禮는 ‘技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찌) ‘六

훌’의 첫머리에 禮를 놓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禮는 坐作

進退나 付때升降 동의 인간행위에 합당한 節度와 條節올 요구하게 되며， 그러한 동작 

과 자태는 인간에게 일종의 장엄하고 엄숙한 미감올 줄 수 있다.41) 이런 의미에서 예 

를 연극적 기능올 갖는 ‘우아한 행위예술’이라고 보는 견해U)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다. 

그중에서 음악을 최종단계에 놓아 인간완성이 음악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成於樂) 

고 한 것을 주목할 펼요가 있다. 중국 고대의 樂온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음악 

(聲樂 및 器樂)올 말하는 것이 아니라 詩 • 歌 • 舞를 결합한 종합예술올 가리키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공자에 이르러 古樂의 개념올 받아들이고 있지만 음악올 독립된 하 

나의 예술로 보려는 자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자가 자각한 이러한 옴악은 이제 

는 禮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통치계급이나 귀족계충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화되고 명민화된 음악인 것이다. 공자이전에도 이러한 자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공자야말로 음악교육을 관부교육으로부터 평민화시킨 제일인이라 칭한 것‘3)은 온당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자를 단지 고악의 회복에만 전전한 수구적인 보수파로 

보는 견해는 지나치게 일면적인 것이다. 

그러면 공자가 이토록 읍악을 중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용 앞서 논급하였듯이 

t:과의 관계에 연유한다. 공자는 인간성 흑， 仁에 바탕하지 않온 음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공자는 인간의 완성올 의미하는 仁외 실현이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가장 찰 이 

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자는 사랍들로 하여금 ‘仁’올 실행하게 하 

39) 李홉".. 훌j剛紀， 中園훌훌史 1卷 上冊， p. 134 창조. 
40) 위의 책， p. 137 참조. 
41) 갈온쩍. 
42) 今遭友띔， 東洋(J)훌훌， TBS. '"f 1) 갖 .::=.ñ ， jfi京， 1972, p. 137 창조. 
43) l똥友뼈， 中園哲훌史 上冊， p.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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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심의 정감상에 仁에 대한 

자각적인 요구가 생기게 하는 것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각적 요구는 인간의 청감을 

실현해 주는 예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자는 음악이 그 역할을 담당한 

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입장온 쉴러가 “심미와 예술은 개체의 천성올 롱하여 전 

체의 의지를 실현한다”고 한 말과 상통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成於樂’의 의미는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바꾸어 표현하면 ‘없 

仁於樂’ 또는 ‘成A於樂’이다. 즉， 공자가 말하는 ‘없於樂’은 옴악의 학습을 통해서 비 

로소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孔安國은 “음악 

은 본성올 이루는(成性) 것이다”라고 해석올 하였으며， 劉寶南은 “음악은 본성올 다 

스리므로 본성을 이룰 수 있다. 본성을 이룬다(成性)는 것은 또한 몸을 닦는다(條身) 

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子路가 成A(완성된 인간)을 물었 

을 때， “만약 藏武빼과 같은 지혜와 公掉과 같은 욕심없음과 下莊子와 같은 용기와 

再求와 같은 재주에다 續樂으로 문채를 내면 가히 成A이 될 수 있다”‘5)고 대답한 것 

이다. 공안국은 앞의 주석과 관련하여 여기서의 文올 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결 

국 인간이 지혜， 무욕， 용기， 재능 풍올 겸비하고 있어도 예악의 학습을 통하지 않고 

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A間完成과 禮樂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2. 禮樂의 社흩的 톨훌훌 

앞서 f需家에서는 예악이 인간성의 실현 즉， 인간의 완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 

한 것임을 보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유가의 인간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유가에서는 이상척인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예악올 매우 중시하고 있음융 알 수 있다. 

江文也는 支那古代에 있어서 業과 禮는 참으로 陰과 陽처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이고， 禮는 동시에 支那古代 정치의 중심점이라고 했다 46) 이처럼 중국고대에 있어서 

예와 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을 뽑만 아니라， 정치와도 멜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44) 쉴러， 훌美敎育톨輪 창조 (李i훌훌 • 劉剛紀， 앞의 책 所引).

45) 빠폼， 憲文.

46) 江文也， 上代支那正業했孔子(!')홉榮輪 三省堂，JI(京， 1942, p. 2 참조. 

-79-



또한 정치와 교육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가의 정치사상에서는 

교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바로 예악이 그 구체적 내용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개 

개인의 인격완성에 의해서 사회적 풍속의 미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유가의 기본적인 

사회관에 바탕한 것이라고 하겠다. 

유가에 있어서 예악의 사회적 실천은 정치와 깊은 관계에 있음은 이미 언급했거니 

와， 공자는 이를 德治와 正名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공자에 있어서 예악의 개인적 실 

천온 덕성을 실천하여 도덕의 주체로서 인간올 확립하자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도덕 

성(善)과 예술성(美)이 합일되는 善美A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공자의 정치적 이 

상은 역시 이러한 도덕정신의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德올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그것을 향하여 도는 것 

과 갈다」‘1) 

이처럽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올 德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덕이라는 것 

은 물론 짧政者의 도덕성올 말한다. 말하자면 짧政者는 덕성올 가지고 그 위치에 앉아 

있기만 하여도 정치가 잘된다는 것이다. 공자는 짧政者가 부단한 도덕적 수양을 통해 

덕성올 이루면， 上行下效式으로 정치가 수월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德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뚫政者의 자격올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그 

것온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풀 위에 부는 바랍처럽 자연히 아래까 

지 미쳐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개인의 실현에 있어서도 禮에 의한 

節制와 文節이 필요하듯이 정치에 있어서도 예의 요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 그는 당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갈둥과 충돌올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政令이나 *,J 

圖이 아니라， 道德과 禮制로 백성올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빽성을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최훌 짓고도 형벌읍 면하는 것을 다행 

으로 여기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성을 덕으로 이꿀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 

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 워 할 줄도 알고 또 그것을 고치 게 된다」얘) 

47) 論語， 옳政: r子티 짧政以德 比如北辰 居其所而왔星共之」 

48) 짧語， 훌政 : r子日 道之以政 齊之以쩌 民免而無햄 道之以傳 齊之以i톨 有짧且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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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자는 정치에 있어서 德올 근본으로 삼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온 禮에 기대 

학.iL 싫다. 극， 강사늠 개인적인 덕성의 실현과 마찬가지도 사휘적 도덕성의 회복은 

엄격한 정령이나 강력한 형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에 의해서 가농하다 

고 본다. 자율적인 덕에만 의존해서는 그것은 곧 정치의 포기나 다름없다. 덕치란 자 

치를 기본으로 하지만， 예는 사회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內德

과 外禮로써 내외를 서로 규율하고 규제해야 정치적 효과를 바랄 수 있다고 본 것이 

다}9) 이러한 정치사상은 물론 합법성이나 현실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성올 노청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의 진실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요구되는 것이다. 공자는 당시의 정 

치 적 상황올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天下에 道가 있으면 禮樂과 f正fjt이 天子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정벌 

이 제후로부터 나온다….J5JJ) 

이것은 당시 공자가 보는 정치적 감각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정치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이기도 하다 51)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올 것이다. 하나는 정치와 

예악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질서의 權分關係라 하겠다. 예악이 정치적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논의해 온 과정에서 대략 언급되었다Ii'논어」에 

는 禮와 樂을 따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병칭해서 쓰고 있다. 이 때의 禮樂이 

라는 개념온 예와 악이라는 별개의 개념의 병칭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 

로 쓰인 것이다. 이 때의 예악은 문불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자는 정치질서의 확립을 ‘권한올 침해하지 않는’(不慢權)데 있다고 보았다. 이 권 

한올 침해하기 않는다는 돗은 공자학셜 중에서 .ïE名觀念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온 禮 판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2) 

「자로가 말하였다. “만약 위나라 임금이 션생님을 모셔서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먼저 

무엇읍 하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답하셨다. “반드시 이릎을 바로 캅꼈다. 이톰이 바르지 못하 

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9) 劉明옳， 앞의 책， p. 89 참조. 

50) 論짧， 季J3;; : r孔子티 天下有道則빼樂íiEfjt 自天子出 天下無道lliJjI樂徒ft 自諸候出」

51) 勞思j't， 聊仁在 옮김， 中園哲學史(古代篇)， 탐구당， 셔올， p. 77 참조. 
52) 위와 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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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악이 융성하지 봇하고， 예악이 융생하지 못하면 형벌이 적중되지 않고， 형벌이 척중되지 않으 

면 빽성들은 손발옵 놓융 곳이 없게된다" J53) 

여기서 名의 厭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셜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명분의 의미를 취 

한다. 이것은 유가의 최초의 명분이론이다. 정치하는 것은 ‘이륨을 바로 잡는 것’(正 

名)이니， 그것은 곧 ‘권한의 구분’을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각 계충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각기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M) 

이상에서 보았듯이 공자는 德 • 禮樂 • 쩌政을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인 덕만으로는 정치적 실천이 불가한 것이며， 타율과 강제에 의한 형벌 

이나 정령만으로도 도덕성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유가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예악의 중요성은 그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 하겠다. 공 

자는 禮樂을 말함에 있어서는 德올 根本으로 말하였지만， 政治를 말함에는 禮樂올 根

本이라고 하고 페政은 그 다음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예악과 형정의 관계에 있 

어서 흥미있는 것은 『논어」에 나타나는 공자의 관점과 『樂굶」에 보이는 관점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접이다. 공자가 분명히 예악을 강조하고 형정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r악기」에서는 형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先王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툴 신중히 한다. 그러므로 빼로써 그들의 뭇을 인 

도하고， 樂으로써 그들의 소리톨 화평하게 하고， 政治로써 그들의 행동융 한결갈이 하고， *'1閒로 

써 그들의 사악함융 막았다.jf樂*'1政은 그 극치는 하나이다. 모두가 민심올 하나가 되게 하여 

治遺를 내는 것이다J55) 

즉， 禮 • 樂 • 쩌 • 政은 각각 형태와 기농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民心올 통일시키고 

治道를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것이다 rr논어」와 『악기」에서 예 

악과 형정올 보는 입장이 다소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악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53) 歸語，子路 : r子路日 衛君待子而짧政 子將쫓先 子日 必也 正名乎…名不正則률不順 릅不願則훌不 

成 훌不成則jf樂不興 @톨樂不興則뻐톰5不中 *'1웹不中則民無所惜手足훗」 

54) 勞思光， 앞의 책， p. 78 참조. 

55) 樂記， 樂本 • r훌故 先王慣所以應之者 故빼以道其志 樂以和其훌 政以一其行 퓨u以防其훌 i톨樂뻐l 

政 其極--tl2. 所以同民心而出治道-tl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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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동일하다. 유가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툴 바탕으로 理想的 政治의 實現

즉， 社會的 理想의 實現온 禮樂올 통해서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다. 

N. 훌훌園敎育의 問題짧과 훌훌樂敎育의 必要性

1. 웰빼훨홉의 問훌훌點과 훌훌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개혁을 외치는 소리 

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병폐는 날로 심해 가고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어펀 이는 “한국교육의 문제엔 이제 더 이상의 논의나 논란온 부질없 

고 필요없는 짓이며， 다만 누군가의 어떤 결단과 행동만이 요구될 뿔이라는 체념마저 

들게 한다"56)고 말한다. 이는 비단 교육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치， 

경제， 사회， 문화 둥 모든 분야에 개혁의 요구는 절실하다. 개혁올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 

끊임없는 문제의식의 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 어떤 개혁의 의지와 결 

단에 도움을 줄 수 있올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절에서는 대체로 선행의 연구 및 

조사결과를 개관하면서 의문점올 피력하고，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다옴 절의 

논지를 이꿀어내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의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왜곡된 교육의식， 입 

시위주의 교육， 빈약한 교육투자라고 할 수 있올 것이다. 여기서는 앞의 두 문제를 충 

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왜곡된 교육의식과 입시위주교육의 문제는 독립된 별개의 

사안이라기보다는 긴밀한 연관올 갖는 하나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올 것이다. 

한국교육문제의 해결방법에 있어서 논자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 선결문제인가에 대 

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어떤 이는 무슨 공부건， 무슨 방법이건 입시에 붙는 것이 목적인 이상 어떠한 교육 

이념， 교육철학도 입시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무슨 

이념， 무슨 철학， 무슨 목적이건 그것이 교육실제에 조금이라도 파고 들 수 있게 하려 

56) 郞算模 編， 교육난국의 해부， 나남， 서울， 1991, p. 9. 

- 83-



면 우선 입시위주 교육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육은 무 

이념의 표류， 무철학의 행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57) 

이러한 견해에 결론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너무 단순하고 피상 

적이다. 이는 교육개혁의 절박성에 대한 충청에서 나온 것으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 

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교육의식)와 외부적 조건 

(사회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은 단지 주 

장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이는 그동안 우리는 교육현실의 문제를 입시제도나 학교 밖의 사회구조와 

교육체제 및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빈약한 교육투자 같은 외부적 조건으로만 보았지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자신의 ‘교육의식’에 있다는 쟁각을 하지 못했던 점을 지 

적하면서， 교육병리현상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한 ‘교육의식’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대책의 모색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한다.58) 여기서는 본질적인 접근올 시도하는 

철학적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논자는 교육의 모든 문제를 총체척으로 교육의식의 

문제에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상당 부분 진실일 수 있으나， 역으로 외부 

적 조건에 의해 교육의식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 미홉한 것 갈다. 결국 교육 

의 문제는 내면적인 교육의식의 문제와 외면적인 사회구조나 교육체제 퉁과의 상관성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므로 입체적인 검토와 분석올 통하여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왜곡된 교육의식의 문제 

왜곡된 교육의식올 한명회 교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59) 첫째; 오늘의 한국인의 교육열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적 동기체계와 목적의식 

의 왜곡현상， 둘째; 교육현실을 오도하는 교육 개념의 문제， 셋째; 교육현실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교육내용， 방법， 평가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에 영향올 주는 왜곡된 개념 

의 문제， 넷째;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으로서의 교육적 병리현상과 관련된 의식의 문제 

57) 聊算模 外，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나남， 서울， 1993, pp. 26-27 참조. 
58) 한명회， <교육병리와 그 대책 : 왜곡된 교육의식의 문제>， 교육학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교육 

학회， 서울， 1993. 6, pp. 1-2 참조. 
59) 한명회，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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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다. 

여기서는 이들 중 첫번째 문제에 국한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60) 

한교수는 敎育熱의 성격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교육현실의 문제를 설명하는 근원적 

연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육의식의 왜곡현상과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고 주장한다. 물론 교육열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교육을 통하여 인간 

답게 되고자 하는 욕망， 인생을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 욕망올 전제로 하는 

열청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된 교육열은 이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그릇되고， 빗나가고， 낭비적인 교육열이며 오히려 교육을 망 

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61) 

우리의 敎育熱은 바로 進學熱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상당수 우리 사회에 만연되 

어 있는 ‘學歷主義的 價f直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력주의적 가치관은 

물론 사회와 시대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우리 한국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강 

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62)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學歷主義는 학력에 대한 가치부여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학력이 산업사회에서의 

직업의 기회와 자격 부여， 문화적인 신분과 지위 부여를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 

로운 신분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교육열은 신분상승의 욕 

구， 출세욕구， 그리고 인간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학력에 대한 가치부여 방식에 문제가 

있고， 학교가 제도적으로 학력올 독점하는 현상이 있는 한 그러한 의식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그룻되고 빗나간 교육열이 팽배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처럼 왜곡되고 과열된 교육열의 인해 한국교육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 

다. 왜곡된 교육의식은 입시경쟁의 과열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입시지옥올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과열과외문제， 치맛바람과 교육부패문제， 교사불신문제， 재수생문제， 입시위 

주의 학관식 문제， 학력인플레이션 현상， 고학력 실업자군 문제 ... 동 연쇄적인 교육문 

제를 야기시켰다. 물론 이러한 연쇄적 교육관련 문제의 모든 책임올 전적으로 잘못된 

60) 본 항목의 논의는 주로 한교수의 견해를 요약 · 정리한 것이다. 
61) 정범모 편， 교육난국의 해부， p. 27 창조. 
62) 이종각， 한국에 있어서 고학력 현상과 학혁 인플레이션， 교육진흥， 2(1), pp. 100-113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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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로 돌릴 수만은 없겠으나， 인과율의 선상에서 볼 때 잘못된 교육열의 성격이 이 

모든 현상의 연쇄적 원인으로 분명히 부각될 수 있울 것이다. 

(2) 입시위주교육의 실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쟁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과도한 입시경쟁은 교육올 황폐화시키는 핵심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교육은 해묵은 입시교육으로 번잡 

한 박식의 기억올 기를 뿐， 지적 창의력， 인간적 감수성，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 

는 도의적 심성， 예술적 감각， 사회적 의식은 기르지 못하고 있다 63) 그러나 이러한 전 

인적 특성들은 인간본연의 필수적인 자질일 쁜만 아니라， 정보사회로 특정지어지는 

미래에서의 국가적인 생존과 번영올 위해서도 필수적인 자질인 것이다 64) 

입시위주 교육은 학생들을 학교가 아니라 ‘공부감옥’으로 몰아 넣고 있다. 한국의 

초 • 중 · 고교 학쟁의 정규 수업일수는 세계 최고인 1년에 222일이다. 게다가 보충수 

업이나 지나친 과제로 말미암은 無放學， 無放옳R後， 無週末 풍을 가산하면 실로 잔인할 

정도이다. 심지어 입시생들 사이에는 ‘四當五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토록 많은 공부시간올 통하여 과연 무엇올 가르치는 것인가? 많은 논자들이 지적 

하듯이 이른바 下等精神過程올 통한 번잡한 博識일 뿐， 高等精神過程인 사고력， 창의 

력， 상상력， 지적 호기심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65) White

head는 “敎養이란 사고의 활동， 아름다움의 수용성， 인간적인 정서를 말하며， 박식은 

거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박식하기만 사람은 하느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찮 

고 쓸모없는 존재다"66) 라고 말한 것올 상기할 때， 우리는 귀찮고 쓸모없는 박식에 너 

무 많은 시간과 정열올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교육풍토 속에서 創意力 있 

고 건전한 情意와 社會性올 가진 사람이 길러질 리 만무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교육의 문제 중 왜곡된 교육의식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입시위 

63) 정범모 외，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나남， 서울， 1993, p. 13. 

64) 같은 곳. 

65) 같은 곳. 
66) Whitehead, A.N., “ The Aims of Eduacation" in Frankena (ed.) W.K., Philosophy of Edu

cation (N,Y.: MacmiIIan,1965) , p. 26(정 범모 외， 교육본연읍 핫아서， p. 23 所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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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육의 실상을 보았다.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왜곡된 교육의식올 바로 잡는 일， 입 

시위주의 교육을 청산하는 일， 빈약한 교육투자를 대폭 증액하는 일 둥이 그것이다. 그 

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정치적 결단과 실행을 유도하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문제의식의 제기를 중단할 수는 없다. 부득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안에서라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사회를 지식산업이 주축이되는 정보화 사회로 전망한다. 또한 

인류정신사의 과정에서 볼 때， 미래는 신앙시대， 이성시대， 과학시대를 넘어 인간시대 

로 예견된다 67) 요컨대 미래는 情報化 時代이자 A間化 時代라고 할 것이다. 정보사회 

에서는 보다 높은 ‘知力’이 요구된다. 이는 Whitehead가 지적한 ‘쓸모없고 귀찮은 박 

식’이 아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적 사고력， 조직력， 창의력， 상상력 풍의 고둥청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회복， 인간소생， 인간보존의 관심이 고조되는 미래의 인 

간화사회에서는 보다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간적 감 

수성이 예컨대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대전제가 되고， 과학기술의 인간적 활용의 대전 

제도 되며， 인간존중을 근간으로하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도 될 것이다 68) 또한 미래사 

회는 풍부한 예술적 감각과 투철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의 윤곽을 보았다. 이는 고래로 인간다 

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었던 인간상과 큰 차이가 없다. 지력， 인간적 감수성， 

윤리의식， 깊고 넓은 시야， 인간적 의연성은 옛부터 필요한 덕목이었다. 이것은 즉， 과 

거나 현재에 있어서 항상 교육의 대전제로 끊임없이 거론되어온 숲A的 A間像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대전제는 역시 全A敎育의 實現이라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입시경쟁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교육질서를 뒤혼드는 ‘無限鏡爭’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全A性

을 提高하는 방향의 훌훌爭이어야 할 것이다. 

67) 정범모 연， 교육난국의 해부， p. 378 참조. 

68) 같은 책， pp. 395-3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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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A敎育의 톨現과 톨톨業敎育 

(1) 全A敎育의 理念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全A뼈治의 理念파 方法을 다 

듬고 그것을 具現하고 實앓하는 일이라 하겠다. 먼저 전인교육의 이념올 확인하고 넘 

어가야 할 것이다. 전인교육의 홈후典的 定義는 이렇다. 

「전인교육 출人載育 知 • 情 · 意가 완천「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톨 기르는 것을 목척으로 하 

는 교육. 공리주의나 입신출세주의틀 동기로 하거나，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부국강병주의에 지배 

되어서 인간생활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 지식 • 기능이나 극단적인 애국심만읍 강조하는 교육에 

반대하여 일어녔다. 이러한 교육은， 인간융 신체적 • 정신적 또는 知的 • 心理빠動的 퉁 몇 재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사고의 편의툴 위한 것이다.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가 아무 

리 많다 해도 인간은 하나로 통정되어 전체적으로 반웅한다. 따라서 지적 · 정의적 • 심리체동적 

학습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련에서 상호작용한다. 그러므로 인간 얼반에 

필요한 동질적인 교육과 아울러 개성척 존재로셔의 인간을 존중하는， 다양하면서도 늄형있는 교 

육이 중요해진다. 또한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동으로 인하여 홍일성 •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천인 

교육은 학교뽕만 아니라 가정， 교회 혹은 지역사회 풍의 유기척 조화로써만이 가능하다·」69)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전인교육온 곧 인격교육이며， 인간성 지향의 교육이라고 할 

수 었다. 즉， 하나의 인격으로 일깨워진 인간만이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유 

능하며， 그리고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병폐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 

다는 교육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全A敎育의 이념온 敎育의 A間化 이념과 맥올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2) 孔子의 全A觀

동서고금을 통하여 수많은 교육이론과 실천이 있겠지만， 이러한 전인교육 내지는 

인간화 교육의 전형을 보여 준 이로는 역시 孔子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분명히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면으로도 발전 가능한， 또한 전 

체적으로 균형을 이룬 인간을 이상으로 한다 70) 즉， ‘全A’을 이상으로 하며， 공자는 

이롤 ‘君子’， ‘成A’ 동으로 표현한다. 그러한 군자를 공자는 ‘어느 한 용도에만 적합한 

6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 r교육학용어사전J， 배영사， 1981 , p. 464. 

70) 李東俊， (1:짧學의 敎育思想)， r1홈學原輪J，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78,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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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룻과 같온 존재가 아닌 사람’71) 이라고 하였다.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六훌(禮 • 

樂·射·뼈·書·數)를 습득하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라고 할 것이다. 이 중 

에서도 禮와 樂이 우선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子路가 ‘成A’ 즉， ‘완전한 사람’에 대해 묻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만약 홉武#의 지혜와 公繹의 탐욕하지 않음과 下莊子의 용기와 再求의 才훌에 i훌樂으로 문 

채를 내면 또한 成A이 될 수 있을 것이다J72) 

당시로 보자면 장무중， 공작， 변장자， 염구는 지혜， 무욕， 용기， 채예의 특정 부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가들이었다. 보통사람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공자는 넷올 다 갖추어도 완전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런 바탕 

에다 예악올 습득하여 문채가 드러날 수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토록 孔子가 말하는 全A의 텀標는 뚜렷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朱子는 ‘歲A’을 ‘全A’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즉， 이 

네 사람의 장점올 취하면 智慧는 이치를 궁구할 수 있고， i홉체흩은 마음올 수양할 수 있 

고， 勇氣는 힘써 행할 수 있고， 才藍는 두루 웅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또 禮로써 節制I

하고 樂으로써 和하여， 안으로는 德이 이루어지고 밖으로는 文宋가 드러나게 됨으로 

써 材全德備하여 j單然히 어느 한 가지 善으로 이룬 자취가 보이지 않으니 中.ïE和樂하 

여 *후然히 偏倚雜隊한 가리워짐이 없어서 그 사랍됨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 

였다 73) 

여기서 우리는 備家에서 말하는 理想的인 A間像이 얼마나 文質이 mm하며 全A的

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주자는 이 정도로는 지극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지극한 것을 논한다면 A道를 다한 ‘聖A’이 아니면 ‘成A’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 

71) 輪語， 屬政 : r子日 君子不器」

72) 論語， 憲問 . r子路間成A 子티 若滅武f뿌之知 公轉之不欲 下莊子之勇 ￥혼求之훌 文之以i톨樂 亦可

以짧成A용」 

73) 홈융語， 憲間， 朱子註 r成A웹全A 효tf'매 훌大夫 名뚫 莊子 훌下물大夫 좀옳此四子之長 則~足以

뿜理 원훌足以養心 勇足以力行 훌足以끊應 而又節之以禮 和之以樂 使I홈成於內 文見乎外 則tt全홉 

備 f單然不見一훌훌成名之述 中正和樂 *후然無復舞없之嚴 而其짧Ai!1. 亦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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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4) 물론 공자에 있어서 인간의 최종목표는 ‘聖A’이다聖A용 仁을 실현한 최고의 

인격자이며， 天A合-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올 말한다. 

그러나 공자는 이러한 완성태는 하나의 목표요 이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구 

나 성취할 수 있는 것온 아니라고 보고 차선의 대안올 제시한다. 

「오늘날의 成A이란 어찌 욕 그럴 수야 있겠는가. 利를 보고 훌훌톨 생각하고r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오래 된 약속읍 평소의 말 가운데 잊지 않는다면 이 또한 成A이 될 수 있을 것 
이다/5) 

비록 全A의 조건을 두루 갖추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투철한 도덕 의식올 가지고 

있다면 또한 ‘成A’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그저 실현 불가능한 이상만 

올 내세우지 않고 주어진 현실속에서 최선을 찾으려는 모습올 볼 수 있으며， 또한 전 

인의 요소가 비록 다양하지만 공자는 투철한 도덕의식올 매우 중시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3) 全A의 實現파 禮樂精神

全A올 말할 때， 흔히들 知 • 德 • 體라든가 知 • 情 • 意를 거론한다. 공자의 갱우는 

知 • 仁 • 勇올 들고 있다. 전인의 중요 조건올 제시함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종합해 보면 창조적인 사고력 내지는 지혜， 투철한 도덕의식， 풍부한 예술척 정감， 건 

강하고 균형잡힌 체력 동으로 요약될 수 있올 것이다. 이 중 偶家의 禮樂은 척어도 두 

가지 점에서 확실한 기농과 역할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니， 道德意識과 훌術的 情態의 

問題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예악의 효용이 이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온 禮樂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 禮는 단지 어떤 樓節이나 樓式

을 가리키고， 樂 또한 단순히 악기의 演奏나 歌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備家의 禮樂論은 결코 어떤 형식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예악이 나타내 

는 정신변에 치중한다. 그렇다면 예악의 정신은 무엇인가? 11'樂記」 전편을 통하여 예 

74) 질은 곳， 朱子註 r亦之짧言 非其至者 蓋就子路之所可及而홈홈之也 홈論其至 則非뿔A之훌훌A道 

不足以語此」

7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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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악의 본질적 성격과 기농적 차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있다. 

r(D樂也者 情之不可훌者 i톨也者 理之不可易者也 @樂統同 i톨辦異 @"樂之짧 管乎A情훗}&) 

이 논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껄명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에서 音樂은 A間의 心情의 發훌훌로서 불변하는 진실성을 가지며， 禮는 ￥*序

의 原理로서 불역의 진실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禮와 樂은 情(A情)과 理(훌 

理)의 문제로서 서로 다른 본질올 가지며， 모두가 불변하는 진실성올 갖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악은 조화의 원리요， 예는 질서의 원리 77)라는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에서는 이러한 본질인 차이로 말미암아 音樂은 만물을 同和 가운데로 統-시키고， 

禮는 사물의 이치를 差別하여 ~序를 지운다고 말한다. 이는 바로 예와 악의 기능적 

차이를 말한 것이라고 하겠다.@에서는 예와 악이 이러한 본질과 기능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A情에 管훨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치합올 말하고 있다. 공자가 

禮와 樂올 仁에 연계시켜 말하고 있음올 이미 논급한 것이지만， 예악이 외견상 아무리 

훌륭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實情을 떠나서는 폰재가치가 없다는 것 

이다. 

여기서 예와 악이 본질과 기능상 상반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별개의 것으로가 아니 

라 예악이라는 통섭된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즉， 예와 악이 ‘훌훌樂’ 

이라는 통체적인 차원으로 융합될 때 양자는 본질적으로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게 

되며， 다만 기능상으로 작용하는 측면에 한하여 상관관계에 있어서 대웅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78) 

한 마디로 음악의 정신올 ‘調和’이며， 예의 정신은 ‘授序’ 내지는 ‘節度’이다. 질서나 

절도는 곧 조화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 가운데는 예가 있기 마련이다. 

76) 樂記， 樂情.

77) 樂記， 樂輪 : r樂者 天地之和也 "者 天地之序也…」

갈은 편 : r大樂與天地同和 大i톨與天地同節…」 

78) 票原圭介， 中園古代樂論(i)맑究， 大東文化大學 東洋學lVf究所， 1978, p.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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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홈'èJ어l는 “옴악을 알면 예에 가깝다"79)고 하였다. 음악 가운데 예가 있듯이 예 가 

운데 음악이 있는 것이다. 음악은 내적인 것이며 예는 외적인 것으로， 안으로 화해야 

밖으로 순하게 되는 것이다 80) 즉， 예와 악의 개념적 양극성은 대립적으로 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相須 • 相출의 관계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음악의 同和의 원리가 

지나치면 放維에 흐르고， 예의 差別의 원리가 지나치면 離反하는데 이르게 된다 81) 그 

러므로 양자간의 균형적 조화가 불가결한 것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처럼 禮와 樂이라는 상반적 성격의 개념을 인정의 바탕위에 통섭시키고 중화의 

원리에 의거 이상적인 융합통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유가 예악론의 특정이라 할 것이 

다 r禮굶」 에는 “先王이 禮률 세우는 데는 根本과 節文이 었다. 忠信은 예의 근본이 

요， 義理는 예의 절문이다. 근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문은 행해지지 않는다"82)라고 

하였다. 여기서 忠信은 和의 표현이자 樂의 精神이다. 부분적으로 말하자변 “仁은 樂

에 가깝고， 雙는 禮에 가깝다"83)고 하지만， 근본으로 말하자면 禮와 樂은 역시 仁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은 짧家가 공인하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것이다. 

f훔家에서의 ‘仁’은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한 도덕척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심미적인 것， 즉， 개념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의성 • 활발성 • 다 

합이 없는 성질을 구유하고 있다 84) 안으로 조화롭고 성실한 면에서 말하면 仁은 樂이 

요， 밖으로 공경하고 형식지어지는 변에서 말하면 仁은 禮이다. 그러므로 禮와 樂은 

내외로 相應함이요， 어느 한 쪽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에 있어서의 

‘仁’이 란 말하자면 『禮홈'èJ에 이 른바 ‘無聲之樂’ 이요， ‘無짧之禮’라고 할 수 있올 것이 

다.없) 

이상에서 볼 때， 禮樂은 相生相應， 혹은 相反相威하며 A性올 實現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個A에 있어서는 禮樂이 있어야 修養이 이루어지고， 社會로 말하자면 禮樂이 

79) 樂記， 樂本 : r…知樂則幾於짧훗 a樂皆?흉謂之有傳 f훌者 得tÞ.J

80) 樂옮， 樂化 : r故樂也者 tb於內者也 atÞ.者 톨b於外者也 樂極和 i톨極順 內和而外뼈".J 

81) 樂옮， 樂꿇 : r榮者짧同 빼者짧異 同則相鏡 異則相敬 樂H흉則流 aø흉則*흩 合f홉t'1i1見者 i훌樂之훌tÞ. 

••• J 

82) 빼記， 빼器 : r先王之立빼也 有本有文 忠信i훌之本 훌훌理iI之文 無本不立…」

83) 樂記， 樂짧 : r春作夏長 仁也 秋없쫓훌훌 훌훌也 仁近於樂 훌훌近於꿇」 

84) 張亨， <論語짧짧)， r文學評論』 第6輯， 훌北， 1980연 5월 참조， 

85) 빼記， 孔子뻐居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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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文化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사회는 악과 예 

의정신 흑， 禮樂精神올 구비했을 때 비로소 완미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孔子는 古代의 禮樂文化를 傳承히·면서 이상과 같은 새로운 禮樂精神올 發現시켰올 

뿐만 아니라， 참다운 예악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이상올 실현 

하려 고 했던 것이 다. “興於詩 立於禮 밟於樂"86)은 바로 인격 의 완성 이 예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공자의 기본 관점을 말해주는 것이며， “志於道 熾於德 依於仁 游於훌훌"87) 

도 역시 인격실현과 관련된 서술인 것이다. 이 중에서 ‘成於樂’과 ’游於훌’는 공자가 

추구한 보다 높은 위치에서의 인격완성올 의미한다. 이들 개념은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다른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成於樂’과 ‘游於훌’는 기실 내 

재적 심리욕구와 외재적 객관규율 즉， 欲求와 法度가 合一되는 理想境界로 그가 말한 

“從心所欲不觸組"88)와도 상통하는 정신인 것이다. 요컨대 공자가 추구한 이러한 경계 

는 실로 情感과 理智， 意欲과 法度， 審美와 遭德 둥 서로 대립적인 것들이 조화 • 통일 

되고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되는 和平의 世界률 조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에의 도달이 고원하고 신비스러운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 

라， 현실에 바탕올 둔 禮樂의 實現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유가사상 

의 특정인 것이다. 

V. 맺는말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근거하여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禮樂에 대한 우리의 認識을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禮하면 단지 어떠한 의식이나 의철을 가리키며， 樂하면 저 악기나 연주 

하고 歌舞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다. 물론 그러한 것은 예와 

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며，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엄에 톨림없다. 그러나 

86) 論語， 泰伯.

87) 論語， 述而.

88) 輪語， 짧政. 

% 



예악의 청신을 체득함온 더욱 충요한 것이다. 예악의 형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 즉， 정신온 항상 새롭게 살아 있는 것이라고 생 

각된다. 인간 자신에 있어서 혹은 인간파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 

의 관계에 있어서 禮樂의 精神은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는 요소들올 이상적인 확해와 

통일로 이끄는 작용올 한다. 원리척으로는 ‘中庸’파 ‘中和’를 강조하지만 실제척으로는 

禮樂의 .훌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유가예악온 인성의 자각과 심리정감을 특히 강 

조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간성의 실현 즉， 훤만한 인격의 형성올 가능케 

해준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풍속을 선도하고 정치와 교화롤 이루어주는 문화적 역 

할올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敎育의 問題點과 課題에 대한 우리의 問題意識올 提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가치와 기농의 중대성에 비추어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퉁한시해 온 

것같다. 이는 그저 몇몇 교육전문가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논의나 논란거리가 아니요， 

전국민이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대책의 마련에 총력올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 

다.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왜곡된 교육의식올 바로잡는 일， 입시위주 교육올 청산 

하는 일， 빈약한 교육투자를 대폭 늘이는 일 퉁이 급선무임에 툴림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제기나 주장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제기나 주장마저 사라지면 

실행은 영영 물건너가고 마는 것이다. 

셋째， 곳곳에 도사린 수많은 문셋거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 문제해결의 대전제 

는 역시 全A敎育의 實現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가장 황폐 

해진 것이 전인교육이며， 이로 인해 개인이나 국가가 강당해야 할(어쩌면 져히 감당 

할 수도 없는) 그 손실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입시경쟁온 

불가피하더라도 교육질서를 뒤혼플고 인간성마저 파괴하는 무한경쟁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이며， 교육의 전인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경쟁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인 실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 

한 이론과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은 더 검토되고 연구되 

어야 할 것이지만， 필자는 유가의 예악관 내지는 예악청신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 

으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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