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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tegral to the Daoist ritual performances are a wide range of vocal 
utterances (dramatized verbalizations, reciting, and chanting) and 

instrumental music (music performed by wind and string instruments as 
well as the faqi U;~, percussion ritual objects). This ritual soundscape 
encloses the whole of ritual performance and to the Daoists: it completes the 
meaning and efficacy of the ritual. 

The core of Daoist ritual music is chanting. There are two essential 
methods of chanting: xingsong 1f~~fli (chanting with audible sound) and 
shensong hi$giJj (chanting without audible sound). This differentiation is 
closely rooted into the Daoist concept of lOU ~ (nothingness) and you ~. 
(having, being, or realized), which has its basis in the Daoist cosmology of 
yin-yang lOuxing ~~~fhji iT (yin-yang and five elements) and tian-ren heyi ~ A 
{t-- (human in harmony with universe or human as the universe). This 
paper looks at the musical values of Daoist ritual music through its 
cosmological foundation. 

Religious Daoism and its cosmological foundation 

Ritual practices of the lOushi ~m~ijj (shaman and spirit-medium) and fangshi 
JJ± (man of magical techniques) during the period of Zhou dynasty (11th 
century-256 B.C.) and the end of 2nd century are generally viewed as the 
predecessors of religious Daoism. Their ritual-magical techniques were later 
amalgamated into the cosmological yin-yang wuxing circa 350-270 B.C. 
Coupled with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tiall-ren heyi and with subs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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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s and reinterpretations, they became the basis of Chinese 
cosmology in explaining the formation of universe and the inter
relationships of things within it (Lu 1990: 272).] 

The yin-yang wuxing principle was developed from divergent ancient 
ritual practices. The yin-yang had its basis in the Yijing JH~ (Book of Changes, 
ca. 11th-1st century B.C), while the wuxing developed from the practices of 
the ancient ritual specialists, the fangshi and wushi. The two were later 
amalgamated by Zhou Yan fMflfrr (circa 350-270 B.C), and subsequently 
reinterpreted and expanded by others.2 

In Chunqiu fanlu if:f}(~~ (completed circa 135 B.C), written by Dong 
Zhongshu 'ijlp~f (circa 176-104 B.C), the explanatory yin-yang and the 
operational wuxing became the basis for explaining the formation of the 
universe and the inter-relationships of things within it: the universe evolved 
out of the Taiyi *~ (The Great Ultimate, Daoists call this Dao ill), which 
produced the yin and yang. Unity and mutation of the yin and yang 
prod uced all things in the universe. While the yin-yang provided the 
explanatory basis for the formation of universe and all things in it, the 
wuxing gave an operative system for all things in terms of the interaction, 
mutat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five elements. The five elements 
exhibited an inter-relationship of J/ Mixing xiangshcngli Qit§1:./1 (enhan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elements): wood (matching the season of 
spring and direction east) to fire (south, summer), fire to earth (center, late 
summer), earth to metal (west autumnL metal to water (north, winter), and 
water to wood. They also exhibited deterring relationship against each 
other, referred to as II wuxing xiangke :f.i. fj·tn ~c: /I: wa ter against fire, earth 
against water, wood against earth, metal against wood, fire against metal. 
An ideal universe is one that operates with the harmonious interactions 
between the wuxing and thereby reaching balance between the yin and 
yang.3 

Philosophers Laozi ;t-f and Zhuangzi HET (circa 369-285 B.C) both 

lit was also the basis of Chinese medicine, astrology, numerology, fortune telling, and 
geomancy. 

2The "Hongfan" chapter in Shangshu: WI/xing and five tastes; Chapter 28 "Feng zhan shu" of 
Shiji: wllxing and colours; the "Ying tong pian" chapter in LliShi cJllmqiu: wllxing and five 
colours; the "Li yun" and "Yue ling" chapters of Li ji: wlIxing, four seasons and five directions; 
Chapters 1] "Wuxing zhiyi" and 13 "Wuxing xiangshen" of Chunqiu fanlll by Dong Zhongshu 
(Han dynasty): WI/xing and five directions, four seasons and enhancing and deterring 
relationships of the wlIxillg, etc.; the "Tianwen gun," "Di wen gun," and "Shi ze gun" chapters 
of Hllinallzi: wuxing and the constellations, the five gods, and five musical pitches, etc. 

3For a discussion of the varying emphasis in the interpretations of tianren IJeyi between the 
Confucianists and the Daoists, see Wei Zhentong (197Y: 610-13). 



Soundscape of Daoist Rituals 65 

attributed the origin of heaven, earth and human to the Dao (Hang Lien 
1989: 3). Dao existed eternally,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4 Laozi's Daodejing ilif.~*.lf (ca. 300 RC) says: "Dao [nothingness] 
produces the One [the primordial energy]; One produces the Two [the ying 
and yang]; Two yields the Three [as a result of unity of the ying and yang, the 
process of he]; and Three makes millions of things." 

Between 140 and 185 A.D., as the Han dynasty came to its end, two 
religious movements appeared that were the beginnings of organized 
religious Daoism in China.5 One of these two religious organizations was 
the Tianshi Dao xnffiill (Way of the Heavenly Masters), later referred to as 
the Zhengyi Dao jf--ill (Orthodox One), that grew to be a major Daoist sect 
until the present day. In the twelfth century, a new Daoist sect, the Quanzhen 
Dao ~(till (Perfect Realization) was founded. It developed quickly and has 
since been the second most important Daoist sect to the present day. For 
centuries, these two Daoist sects exerted their influences in the courts and 
among the common people with regional and trans-regional 
denominational networks and liturgical styles. 

Daoists readily adopted the yin-yang wllxing cosmic principle as the 
foundation of Daoist cosmology. The Daoist cosmology thus explains: 
before the beginning there was the Dao: Dao was nothingness, Dao was zero, 
the primordial energy. Then the primordial energy emerged into the "One 
Thing," transforming "Nothingness" into "Something." This Something is 
to make everything possible and it cracked into the "Two." The Two were 
the Yin and Yang which produced the "Three." The Three denoted two 
triadic sets: one was heaven, earth, and man; and the other was the Sanguan 
~~~1:~' (Three Heavenly Officers) who served and monitored heaven, earth, 
and water. Then there was the "Four," which was linked to the four seasons. 
The "Five" was a spatial disposition of five directions (four directions plus 
the center). The Five was also the fundamentalwuxing (five elements or five 
phases):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Central to this Daoist cosmology is the concept of "tianren heyi." Human 
is viewed as the microcosm of the universe; he is the most ling ft (potent) of 
all beings in the universe. Because he is "potent," he is able to strive for 
unity and harmony between the micro and macro universes, which is 
essential in achieving the totality of "One Being." This "One Being" is the 
Dao. Thus Daoists spend lifetimes to search, nurture and perfect their 
potency - he who achieves the ultimate potency will be a Zhenren ~ A 

4Daoists attributed Laozi as the founder of Daoism. 
5Tiallshi Dao J:;~ijjili (Way of the Heavenly Masters) and Taipigdllo (Way of Peac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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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Man). A commentary found in "Jingshen," Chapter 7 of Huinanzi ili$j 
"f- (ca. 120 B.C.) says: liThe spirit of human comes from heaven, his body 
from the earth. Heaven has four seasons, five elements, and 360 days. 
Human has four limbs, five vital organs, and 360 bone-joints. Heaven can 
stir up wind, rain, thunder, and cold and hot weather; human has 
happiness, anger .... Human is the microcosm of the universe." Similarly, 
Daoist scripture Taipingjing * 1f-ffJf (Scripture of Peacefulness) also discussed 
this micro-macro relationship and called it tiallren ganying ~A~fff. (mutual 
inductance between the universe and human).6 Human, a microcosm of the 
universe, had analogous features to the universe: head - heaven, feet ~ earth, 
hair - stars, ears - sun and moon, mouth - river, teeth - jade stones, four 
limbs - four seasons, five organs (liver, heart, spleen, lung, and kidney) - five 
elements, etc. (Qing Xitai 1988: 75). Yin-yang wuxing, as the basis of the 
workings of the universe tian, must therefore also work within the body of 
human. When the micro universe was in one with the macro universe, the 
zhengqi tlt$¥.\ (true energy) within could be induced to be in tune with the 
micro universe, thereby achieving immortality (Xu Chaoren 1991: 245-51). 
Daoists used two ways to achieve the state of tianren heyi: the inward intra
personal neidan pgft (meditation) and waidan 7f.t} (alchem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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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oists claimed this scripture appeared durig the reign of Shunti of Eastern Han, 126-44. 
119 chapters of the original 170 chapters ar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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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ward inter-personal zaijiao JIM (ritual) (Chan Yaoting and Liu Zhongyu 
1992: 22; Qing Xitai 1988: 59-62).7 

Daoist ritual and ritual music 

Present-day Daoist rituals are modeled largely after the traditions 
established during the Ming dynasty (late 14th century onwards), with 
regional variance in details. These rituals can be grouped under three 
categories: xiudao fashi {I~~$¥ (rituals aiming to cleanse the body and 
mind), jinian fashi Nc2:~.t¥ (rituals celebrating the birthdays of gods, deities, 
and Daoist masters), and zaijiao fashi JI~$¥ (rituals providing salvation to 
the dead). The Daoist ritual field is a microcosm of the universe. Rituals 
serve to renew and revitalize the balance between elements in the universe, 
and the unification between the micro-universe and the macro-universe. 
This micro-macro cosmic relationship can be seen in every aspect of the 
Daoist ritual. Let's take the ritual altar as an example. On the north center of 
the Daoist altar sets the San Qing :=.m (The Three Pure Ones), the highest in 
the Daoist pantheon of gods. They are the cosmic One, Two, and Three in 
the yin-yang wt/xing scheme: the Yuanshi Tianzhuan j[;Mi7(~ (Heavenly 
Worthy of the Primordial Beginning), whose hands hold nothing, 
symbolizing the Beginning "Nothing"; at his left is the Lingbao Tianzhuan 
JtW7(~ (Heavenly Worthy of the Numinous Treasure), who holds a jade 
scepter or a mirror (the yin-yang mirror), symbolizing the birth from 
"Nothing" to One, from the shapeless to shaped; and at the right, the Daode 
Tianzhuan Jtf.'~r:R~ (Heavenly Worthy of the Way and its Power), who 
holds a fan, symbolizing the forming of Two (the yin-yang). 

Daoist ritual enactment is the simultaneous execution of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Music, the ritual soundscape, helps to bring the two 
worlds into one. To the Daoist, ritual sounds, in particular reciting and 
chanting, are important in enhancing the qi *" (primordial energy) required 
to regulate and balance the yin-yang wuxing. It is a form of meditation. The 
yin-yang wt/xing scheme links different musical pitches of the pentatonic 
mode to different vital organs that have varying importance and function in 
meditation. The "Yueshu ~." (Book of music) chapter in Shiji ~~c 
(Historical annuals) says: "Music vibrates the blood and spirit, and adjusts 
the correct inner state. The gong (pitch do) vibrates the spleen .... the shang 
(pitch re) vibrates the lung .... the jiao (pitch mi) vibrates the liver .... the zhi 

71 am adopting the terms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from Li Yeyuan's three
level model of the traditional Chinese cosmology (Li Yeyuan 1992, vol. 2: 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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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2. Yuanshi Tianzh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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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3. Lingbao Tianzhuan 



70 

Illustration 4. Daode Tianzh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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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 sol) vibrates the heart.... and the yu (pitch la) vibrates the kidney .... "s 
Daoists believe that the lung activates the "golden light" that initiates the 
flow of qi inside human's body. The qi, after being activated, needs to be 
guided along a proper route within the human body. This process is made 
possible by the spleen that blends and transports the qi through the body 
and finally stores it in the xia dantian r-ftl33 (the "sea of qi" or reservoir of 
energy), an area about three inches below the belly-button. The yin-yang 
wuxing scheme matches pitch re (shang) to the lung, and pitch gong (do) to 
the spleen. 

In the Daoist chant repertory, there are a number of chants that are used 
in more esoteric rituals aiming for self-cultivation, such as those of xiudao 
fashi. I will cite two such chants to illustrate how Daoist cosmic view is 

8The yin-yang wuxing principle and the tianren heyi concept were also important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hinese music in general. The "Yinlii" chapter in Lushi chunqiu g IX; 
system): "When the qi (primordial energy) of heaven and earth combined, they produced the 
wind, which yielded the twelve Iii (pitches) .... " A chapter entitled "Shibo lun he" (Shibo talks 
about harmony) in Guoyu 11~ quotes Shibo, a philosopher of S06-771 B.C: "The universe and 
everything within it operate according to the law of he fJl (the state of harmony) .... Wise 
emperors thus made harmonious music based on this model." 



72 

Chant notation in Quanzhen zhengyun*: 

*Quanzhen zhengyun is a collection of 56 standardized chants that are used in Daoist temples 
belonging to the Quanzhen sect. The earliest edition of it dates back to 1906 and was found in 
the Erxian Temple in Chengdu, Sichuan Province. This notation recorded the percussion 
patterns of the ritual instruments (i.e., dang t; and qing ~) at the right side and the textual 
syllables at the left; melody of the chant was not notated. 

Musical Example 1. Buxu chant 

applied in music for meditative ends. 
The first case of example is a type of chant called buxu ~ W (pacing the 

void). The earliest extant buxu text dates from 4th century A.D. and the 
earliest notation of buxu is found in the 10th-century collection Yuyin fashi :E 
i}ii¥ (Rituals of the jade sounds) from the Northern Song dynasty. Buxu is 
a generic name referring to buxu chants of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and 
geographical regions. These chants have similar textual structure of regular 
five or seven syllables per line. Buxu is usually sung at the beginning of a 
ritual, such as the Wanke B~l* (Daily Evening Ritual), the Jiao M rituals, and 
the Chaoke tJ1H (Ritual of Audience). It usually begins and ends in free time, 
and is melismatic at the caesura or phrase-end positions. A Daoist manual 
Daojiao yuanliu ilUxilmE (Origins of Daoism) has this to say about the 
meaning of buxu: "It means pacing the Void .... When the images of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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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chant in cipher notation**: 

J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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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made according to field recording of Daoist master Min Zhiting's chanting in 
1991. 

Pure Ones have been set up and the emplacements of all the gods are 
installed, the Daoshi [Daoist priests] stand in line according to their rank. ... 
That is when the buxu is performed" (Kristofer M. Schipper 1989: 110-11). 
One of the buxu texts says: "We pay homage to the Highest Perfected, 
burning incense which goes to the Void .... When we circle around, our steps 
follow the pattern of the stars on high .... "9 Yet another passage from a 
Daoist writing gives this commentary about the meditative preparations 
prior to the performance of buxu: "Before chanting buxu, grind the teeth 
three times, swallow three times, and then concentrate on the vision of the 
sun and the moon .... The rays enter through the nose to the Palace of the 

9Choreographic movements of "walking the stars" are referred to as "bugang Jj; ','1~:' dance 
steps that trace the patterns of the magical square or of conste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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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t notation in Quanzhen zhengyun: 

Musical Example 2. Dengqingyun chant 

Golden Flower. There, after a moment, they change into a nine-colored 
halo .... Again, grind the teeth three times and swallow three times, and then 
concentrate on the vision of the Primordial Lord of the Three Simple in the 
Palace of the Golden Flower, in the likeness of an infant.. .. "10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existing buxu chants shows that: (1) most buxu chants 
end on the pitch do (gong); and (2) the pitch re (shang) is a pitch of structural 
importance.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he buxu chant from Quanzhen 
zhengyun ~rltiE$ (Orthodox Chants of the Quanzhen sect). 

Another chant type, the Dengqingyun mml1ft (Cleansing chant), is used at 
the beginning of the Zaoke Jf.~ (Daily Morning Ritual). This type of chants 
has a textual structure of 4 syllable per line. The purpose of the chant is to 
cleanse the body and mind of the Daoists as well as the general area at the 

lOPassage quoted from the translation by Kristofer M. Schipper (198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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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chant in cipher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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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1'iliUJ'A<. 

*Transcription made according to field recording of Daoist master Min Zhiting's chanting in 
1991. 

start of the Daily Morning Ritual. Musical Example 2 is a case in point of 
this type of chants. Here again, the tendency of emphasizin~ pitches re and 
do is obvious. 

In the contexts of Daoist cosmology and meditation, the emphasis on 
pitches re and do in these chants seems to be not incidental. To conclude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turn to a term that appeared on the first page of this 
paper, shensong - an aspect of Daoist ritual music that our discipline is 
presently methodologically inapt to deal with. The differentiation between 
xingsong and shensong is closely related to the Daoist cosmological view of 
the you coming from the WU. Laozi once said, "great music has few or no 
sound" (dayue xisheng *~~§).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is phrase, to the Daoists, this could mean "the essence of music is 
inaudible," just like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which was in a state of 
wu (nothingness, shapeless, inaudible, and tast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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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의삭의 음경(홉훌) 
내뷰자 관점에셔 본 ‘음악젝’ 까치 

차오 펀예(曺本治 · 홍콩중문대학) 
김 인숙 옮김 (서울대 강사) 

.:s:..교 의식의 수행에서 필수요소는 넓은 영역의 성악 발성(극화한 언어， 낭송， 

영창헬唱)과 기악(판현은 물론 타악 의물인 법기法器로도 연주되는 음악)이 

다. 이러한 의식의 음경(音景)은 도교의 의식 수행 전부를 포괄하며， 도교신자들 

에게 그것은 의식의 의미와 영험을 완성하는 것이다. 

도교 의식음악의 핵심은 영창이다. 영창에는 두 가지 본질척인 방법이 있다. 소 

리내어 부르는 형송(形論)과， 소리 없이 부프는 신송(神論)이 그것이다. 이 구별 

은 음양오행과 천인합일이라는 도교적 우주론에 기초한 도교적 무(無)와 유(有) 

개념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 글은 도교 의식음악의 음악적 가치를 도교의 우주 

론척 기반을 통해 고찰한다. 

종교척 도교와 그 우주혼척 기반 

주(周 .11세기 ~256 B.C.)로부터 2세기말 사이 무사(Æ.師)와 방사(方士)의 의식 

이 일반으로 종교적 도교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무사와 방사의 의식 · 주술척 기술 

은 그 후 기원전 350~270년경 음양오행의 우주론에 융합되였다. 천인합일의 철학 

적 개념과 연결되고 잇따른 확장과 재해석을 통해 음양오행 우주론은 우주의 형성 

과 우주 내 만물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중국 우주론의 기초가 되었다(Lu 1990: 
272).1 

음양오행의 원리는 다양한 고대 의식관행으로부터 발달하였다. 음양은 『역경 (易

經)~ (11 ~ 1세기경 B.C.)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 오행은 고대 의식 담당자들인 

방사와 무사의 행위에서 나왔다. 두 가지는 뒤에 추연(웠따늄 350경 ~270경 B.C.) 

에 의해 결합되어 이후 다른 이들에 의해 재해석되고 확장되었다 2 

1또한 중국의 의학， 점성솔， 수정(數퍼). 예언 및 흙점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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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서(童f뿌野 176경 -104 B.C)의 『춘추번로(春秋緊露)Jì (135경 B.C 완성)에 

서 , 셜명척 도구인 음양과 작동의 도구인 오행이 우주의 형성과 우주 내 만물 상호 

간의 판계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다 곧， 우주는 대의 (大橫: 도교에서 말하는 도 

道)에서 비롯하며 , 그로부터 음양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음양의 합일파 변환은 우 

주만물을 생성한다. 음양이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해석적인 기초를 제공한 데 비 

해， 오행은 다섯 요소의 상호작용， 변환. 대립을 통해 만붙이 작동하는 체계률 부 

여한다. 오행 사이에는 상생(相生)의 상호관계가 나타난다. 나무(동쪽， 봄)는 불 

(서쪽. 여름)을， 불은 흙(중앙， 늦여름)을， 흙은 쇠 (서쪽， 가을)를， 쇠는 물(북쪽， 

겨울-)을， 물은 나무를 생 (生)한다. 오행은 상극(채克)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을 불읍， 흙은 물을， 나무는 흙을， 쇠는 나무를. 불은 쇠를 극(克)한다. 이상척 

우주는 오행 사이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으로써 작좁하여 음과 양의 조화에 다다룬 
다 3 

노자(老子)와 장자(莊子.369경 ~285 B.C) 같은 철학자들은 다같이 천 - 지 · 인 

의 근원을 도라고 하였다(Hang Lien 1989: 3). 도란 시공의 경계를 초월하여 영원 
히 존재하는 것이다4 노자의 『도덕경 (道f廳쪼)Jl (300경 B.C)은 “도〔無〕는 하나〔근 
원척 에너지〕를 낳고， 하나는 둘〔음양〕을 낳고， 둘은 셋〔음양의 통일의 결과， 합 

(合)의 과정〕을 낳으며，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하였다. 

기원후 140-185년 사이 한(漢)이 무너질 무렵 , 조직화된 종교로서 도교의 시초 

가 된 두 가지 종교운동이 일어났다 5 이 두 종교조직 가운데 하나가 천사도(天師 
道)로， 뒤에 정일도(正-道)로 불리며 도교의 최대 종파로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 

다. 12세기， 새로운 도교 종파인 전진도(全률道)가 창시되었다. 전진도는 급속하 

게 발전하여 이후 현재까지 두 번째로 중요한 도교 종파로 자려잡았다. 수 세기 동 

안 이 두 도교 종파가 공존하면서 지역적 및 초지역적 분파망과 예배 양식을 통해 

궁중과 일반 대중에 영향력플 행사해 왔다. 

도가는 음양오행 우주원리를 도가 우주론의 기초로 받아 들였다. 도가 우주론은 

그리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태초에 도(道)가 있었다. 도는 무(無)이며， 영(零)이 

며 . 원초적 에너지이다. 다시 왼초적 에너지가 하나〔 →〕로 되면서 무를 유로 탈바 

꿈시켰다. 이 하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 쪼개져 둘〔二〕이 된다. 풀 

〔二〕은 음과 양이며， 셋〔三〕을 낳는다. 셋〔三〕이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 

2r상서 (尙書)~ 홍범 (洪範) : 오행과 오띠 (11味): r사기 ( 史記)~ 봉선서 (封빼황) 오행과 오 

색여써춘추(呂E\:春秋)J 영동면: 오행과 오색예가(續記).l 예운(禮運) . 월령(月令) : 
오행과 사계 · 오방; 동중서(한). r춘추번로(春秋緊露)J 오행파 오방 사계， 오행상생 ‘ 오 

행상극회남자(堆南 f)J 천푼훈(天文히11) . 추형훈(壓形없11) . 시 칙훈(時 HIJ 넓 1 1) 오행과 천 

문 · 오선 Ui神) 오음(]i품，)‘ 
〕유가와 도가의 천인합일 해석에 관한 다양한 관점은 Wei Zhentong0979: 610-13) 창조 
4도가에서는 노자를 도교의 칭시자라 한다. 
5천사도(天帥道)와 태평도(太平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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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天) . 지(地) . 언 (A) 삼재이고， 다른 하나는 천(天) . 지(地) . 수(水)를 관 

장하는 삼관(三官)이다. 다음에 넷〔四〕이 있어 사계절과 맺어진다. 다섯〔五〕은 오 

방(동 · 서 · 남 · 북 · 중앙)의 공간배치이며. 또한 만물의 근본인 목(木) . 화 

(火) . 토(土) . 금(金) . 수(水) 오행이다. 

이 도교적 우주관의 중심이 천인합일’ 개념이다. 인간은 대우주에 대해 소우 

주， 우주 내 만물의 영장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영묘하므로 .유일꺼F 의 온전함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통일과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 

‘유일자’ 가 바로 도이다 그래서 도교신자들은 자기의 영묘함올 탐구하고 양육하 

고 완성하는 데 일생을 바친다. 궁극의 영요함을 얻은 사람이 진인(훌A)이다0'"회 

남자(進南子)Jl (120경 B.C.) 7장 “정신훈(精神訓)"에 있는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오며 , 몽은 땅으로부터 온다. 하늘에는 사계 

와 오행 . 360일이 었다. 사람에게는 사지와 오장. 360개의 관절이 있다.‘ 하늘은 바 

람， 비， 천둥， 춤고 더운 날씨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에게는 기뽑파 노여움이 있 

다 인간은 우주 안의 소우주이다 비숫하게， 도교 경전인 『태평경(太平經)JI도 

이 소우주-대우주 관계를 논하며 이률 천인감웅(天A感應)이라 했다 6 우주 안의 
소우주인 인간은 우주에 대응하는 모습을 강고 있다. 머리는 하늘， 다리는 땅， 머 

리차락은 별， 귀는 해와 달， 입은 강물， 이〔蘭〕는 옥(玉)， 사지는 사계， 오장(간 · 

심장 · 비장 · 허파 · 신장)은 오행， 이런 식이다(Qing Xitai 1988: 75). 우주 곧 천 

天

목(木) 화(火) 

춘(春) 하(夏) 

간장(Iff緣) 성장(心陽) 

청(좁) 척($ ) 

동(東) 서(西) 

각(角) 치(微) 

(mi) (501) 

〈그림 1 > 음양오행 (陰陽五行)

大鷹(道)

g←i「g←←→ ] 

A 地

오행(五行)과 사계(四季) 

토(土) 금(金) 

추(秋) 

비장(牌훌) 예장(뼈職) 

황(寶) 백(白) 

중앙(中央) 서(西) 

오응(五홉) 

궁(宮) 상(商) 

(do) (re) 

수(水) 

동(~) 

신장(홉麻) 

혹(黑) 

북(北) 

우(~~) 

(la) 

6도가에서는 『태평경』이 동한(東漢) 순제(順帝. 126~44) 때 나왔다고 한다， 전체 170장 

가운데 119장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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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의 작용의 기초로서 음양오행은 그러므로 당연히 언간의 육체 속에서도 작용 

하고 있어야 한다 소우주가 대우주와 하나가 될 때 대우주 안의 진기 ((윷氣)가 소 

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Xu Chaoren 

1991: 245-51). 도교선자들은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프로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을 쓴 

다. 내적으로 개인 내부의 내단(內꺼. 병상)과 외단(外싼， 연금술) . 그리고 외적으 

로는 개인간의 재초(廳醒u이다(Chan Yaoting and Liu Zhongyu 1992: 22; Qing 

Xitai 1988: 59-62)? 

도교의식과의식읍악 

오늘날의 도교의식은 대체로 명(明: 14세기 후빈'- )대 확렵된 전통을 모델로 하 

며， 세세한 부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의식판 수도법사(修道法·事: 영육靈肉 

정화를 위한 의식) . 기념법사(記念法事: 신， 귀， 도교 성인들의 축일 의식). 재초 

법사(짧離法事: 사자死者·를 위한 천도제)의 세 범주로 나누인다. 도교의 의식공간 

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의식은 우주 내 원소들 간의 균형과， 소우주와 대우주 간의 

통멸을 되살리고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 대-소 우주의 관계는 도교의식의 

모뜬 측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교 제단을 예로 들어 보자. 도교 제단의 북쪽 중 

앙에는 도교의 여러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삼청(느:폐)을 모신다. 삼청은 음양오행 

도식에서 우주의 일 - 이 · 암에 해당한다. 원시천촌Ut始天尊)은 빈손으로， 태초의 

‘무’를 상정한다. 원시천존 왼편의 영보천존(靈寶天尊)은 손어l 옥훌(易) 또는 거 

울(음양의 거울)을 블어 ‘무’ 에서 하나가 생겼유윤， 무행에서 유형이 나왔음을 상 

정한다. 오른편의 도덕천존(道德天尊)은 부-채를 단 모습으로 똘(음양)이 형성됨을 

상정한다. 

도교의 의식수행은 ‘안’과 .밖’의 동시 수행이다. 의식의 유경(합景)인 음악은 

두 세계블 하나로 결합하도록 돕는다. 도교신자에 세 의식의 소리 , 특히 낭송과 영 

창은， 음양오행을 조절하고 균형잡는 데 펼요한 가(氣)의 강화에 중요하다. 음악 

은 일종의 명상이다‘ 음양오행의 도식은 오뜸유계의 각 음쓸 영상에서 여러 중요 

한 기능L을 갖는 신체 각 기관과 연결한다‘ 「사기(폈다).，u “악서(樂편:)"는 “음악은 

혈맥과 정신을 뛰세 하며 몫 안의 바른 상태-룹 조절해 준디- 궁(宮)은 비장， 상 

(f챔)은 허파륜， 각(角)은 간을. 치(徵)는 샘장을， 우(꺼)는 신장윤 진동시킨다”고 

한다 8 도교선자뜰은 허파야말로 ‘황금색 빛’ 을 활성회할 수 있으며 , 이 빛이 인체 

7 ‘개인 내부 (intra-personal) ’ , ‘개인간 (inter-personal) ’ 이라는 용어는 리 여위엔의 전통 

중국 우주론의 삼단계 모렐을 벌려온 것이다(U Yeyuan 1992, vo l. 2: 64-94) ‘ 

8음양오행의 원리와 천인합인의 개념은 줍국유악 인반의 이-흔적 지초에도 역시 중요하다 

『여씨춘추(낌l1:春秋)ll (239 B.C.) “음플(감律)"은 융(f멘의 가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천 

지의 기가 결합하연 바팎윌- 낳고， 바란은 12율을 낳얀다“’ 9국아(國품)，J의 ”사보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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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훌 ￡‘ 광씀 ￡i i품 .Â 

、‘熾

〈그림 2> 원시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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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쏠 컸“鍵 ‘鍵 、灌 ‘ L 

〈그림 3) 영보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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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홈 ￡‘ 4혔 i확 、짧 *、

〈그림 4) 도덕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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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皇上.帝

虎

地神

핏府神 

」
홉
 神

神

tg 

f 

水

관리 

뿔A 

관리 

太A

〈그림 5) 도교 의식 제만 

내 기의 흐름을 촉발한다고 믿는다. 활성화된 기는 인체 내 바른 기를 따라 훌려야 

한다. 이 과정은 몽을 통해 기를 혼합하고 운반하여 마침내 배꼽 밑 셰 치 아래 하 

단전(下판田. ‘기해氣海 혹은 에너지의 저장소)에 모으는 비장의 기능에 의해 가 

능해진다. 음양오행 구도에서 장(商)은 허파， 궁(宮)은 비장에 해당한다. 

도교 성가 가운데는 수도법사 등 자기수양을 위한 비의(秘權)에 쓰이는 성가가 

많다. 도가 우주관이 명상 목적으로 음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두 곡의 성가를 보 

기로살펴겠다. 

첫 보기는 보허 (步虛)라 볼리는 성가 유형이다. 현존 최고(最古)의 보허 사설로 

는 4세기의 것이 전하며 , 최고의 보허 악보는 10세기 북송대의 『옥음법사(玉합法 

事)J1에 보인다. ‘보허’ 는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서 불리는 보허 성가의 총칭이다. 

이들 성가는 1행에 규칙척으로 5~7자가 붙는 유사한 사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허는 보통 만과(8짧課)나 초(醒) 의식， 그리고 조과(朝科) 등의 시작부분에서 불 

린다. 대개 무박자로 시작하고 끝나며 , 매행 전반푸 끝이나 맨끝은 일자다음(-← 

多흡)껴。이1다Ii'도교원류(道敎源流).1l는 보허의 의미틀 이렇게 설명한다. “보허(步虛) 

는 허공을 걷는다는 뜻이다 삼청(三淸)의 상이 갖춰지고 모든 신뜰이 모셔지 

806-771 B.C.의 철학자 사보를 인용， “우주와 그 속의 반물은 ‘화(和)’ 의 법칙에 따라 작동 
하며 · 어진 임금은 이 모댈에 따라 조화로운 음악을 만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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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진정운』은 전진교 도교사원에서 쓰이는 56곡의 표준 성가집이다. 초창기 형태는 1906년 
것으로， 쓰환성 ([!.])l 1 ) 청두(成都)의 이현사(좋)에서 발견됐다. 악보는 오른쪽에 다악 의물 
의 연주볍( ‘當’과 ‘請’ ), 왼쪽에 가사플 척고 있다 선울은 기보하지 않았다 
"199]년 도사 민 즈팅의 낭송을 현지 채보. 

〈악보 1 ) 보허 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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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정청운 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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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사(道師)들은 각자의 서열에 따라 열을 맞춰 선다 … 바로 그 때 보허를 연 

주한다 .. (Kristofer M. Schipper 1989: 110-11). 보허의 사셜 중에는 이런 것이 었 

다. “허공에 향을 사르며 지존께 경배하네 원을 그리며 돌 때 발자국은 저 높 

은 별자리를 따르너1 .... 얘 또 다른 도교 서척의 구절에는 보허를 연주하기 앞서 행 
하는 명상적인 예비절차에 대한 해설이 있다. “보허를 노래하기 전， 이를 세 번 갈 

고， 침을 세 차례 삼킨 연후 해와 달의 모습에 정신을 모은다 코를 통해 들어간 

빛이 황금꽃의 궁전에 들어간다. 잠시 후 빛은 아홉 빛깜 원광으로 변한다. 다시， 

세 번 이를 갈고 세 차례 칩을 삼킨 연후. 어린아이와 갇은 순수함으로， 황금꽃의 

궁전에 있는 세 가지 순수의 원초척 주인의 모습에 정신을 집중한다 ..... 10 현전하 

는 여러 보허 성가를 비교분석해 보면 (1) 대부분의 보허 성가는 궁(宮)으로 마치 

며 (2) 상(商)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음임을 발 수 있다. 다음은 『전진정운(全훌正 
짧)JJ 에 실린 보허의 보기이다. 

또 다른 성가 유형언 정청운(港淸짧)은 조과(早課) 맨 앞에 쓰인다. 이 유형의 

성가는 매 행 4자로 되어 있다. 성가의 목적은 나날의 조과에 앞서 심신과 아울러 

도량(道場)을 정화하려는 것이다. 악보 2는 그 보기이다. 여기서도 레음과 도음을 

강조하는경향이 뚜렷하다. 

도가 우주관과 명상의 맥락에서， 이들 성가에서 레음과 도음이 강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끌 첫머리에 등장한 말 하나， 폼 우리 학문이 당장은 

방법론적으로 다루기 적합하지 않은 도교 의식음악의 한 측면인 신송(神調)으로 

되돌아가 보자. 신송과 형송의 구별은 무로부터의 유의 생성이라는 도교 우주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자는 “위대한 음악은 소리가 없다(大樂希聲r고 하였 

다. 해석이 구구하지만 도교신자들에게 이 말은. 무(무형. 무성無聲， 무u1 無味)의 

상태였던 태초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본질은 들을 수 없다”는 못이리라(Wu 

Shuqing 1994: 14-15). 

9 .별올 밟는’ 춤동작은 마방진이나 별자리의 모양올 따라 걷는 무용 스랩으로， ‘보강(步 

?간)’ 이라 일컨는다‘ 
10크리스토퍼 쉬퍼 (Kristofer M. Schipper 1989: 115)의 번역을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