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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역(周易)�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수(數)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괘(卦)

가 상징하는 이미지로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그 안에 담긴 도덕적인 이치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율려(律

呂)가 �주역(周易)�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고대의 그 활용 방법은 주역과 마찬가지였다. 첫째, 악기의 조율을 

위한 삼분손익법을 이용한 수리 해석법, 둘째, 율려가 상징하는 음악적 의미를 이용한 상징해석법, 셋째, 율려 안에 

담긴 도덕적인 이치로 확장하는 응용해석법이 그러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율려(律呂)의 사전적 의미와 고대 율려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율려가 갖는 술수역학(術數易學)과 고법 명리학의 기원인 납음오행(納音五

行)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고대의 문헌을 연구하여 이를 세분하게 분류 해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아가 율려가 술수 

역학 및 명리학에 응용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로 인하여 율려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향후 술수역학 및 

명리학 연구 등 관련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율려, 삼분손익법, 술수역학, 명리학, 납음오행

Abstract   There are three main ways to interpret Zhouyi(周易). The first is to interpret it as a number, the second 

is to interpret it as an image symbolized by the Gwae(卦), and the third is to interpret it as the moral reason 

contained in it. Although YulRyeo(律呂) is not as widely known as Zhouyi, its use in ancient times was the same as 

that of the main character. First, the mathematical analysis method using the three-pronged method for tuning musical 

instruments, second, the symbolic interpretation using the musical meaning symbolized by YulRyeo, and third, the 

applied interpretation method that expands to the moral reason contained in YulRye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organize the dictionary meaning of YulRyeo and various meanings of ancient YulRyeo. In addition, by studying 

ancient literature on the meaning of YulRyeo's magic spell mechanics(術數易學) and Naepeum and Five Elements(納
音五行), which is the origin of Gobeop Myongriology, I classify and interpret them in detail. and to find ways to 

apply it to Myongriolog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give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YulRyeo and will be 

of little help to related studies such as the mechanics of magic and Myongriology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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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율려(律呂)의 정의 

율려(律呂)란, 음악에서 한 옥타 (Octave) 안에 배

열된 12율(律)의 양률(陽律)과 음려(陰呂)를 일컫는 국

악 용어이다. 12율은 서양 음계의 한 옥타 에 차례 로 

배열된 12개의 반음(半音)을 의미하므로, 즉 1개의 율은 

반음에 해당된다. 12율은 황종율 (黃鐘律管)을 기 으

로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에 의해서 산출된다. 삼분손

익법으로 산출된 12율의 명칭을 차례 로 열거하면, 

“황종(黃鐘), 려(大呂), 태주(太 ), 종(夾鐘), 고선

(姑洗), 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 ), 응종(應鐘)”1)이다. 

1.2 율려(律呂)의 기원

�춘추원명포(春秋元命包)�에 이르기를 “율(律) 자는 

조율한다는 뜻이다”라 했으며, �속한서(續漢書)�에 말

하기를 “율(律)은 기 (技藝)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했

다. �사기(史記)� ｢율서(律書)｣에서 말하기를 “려(呂)는 

차례 로 하는 것이니, 사시의 기운을 차례 로 서술해

서 열두 달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성 (成俔)의 『악학궤범( 學軌範)』 권1에 의하면, 

12율(律) 가운데 홀수인 율(律)은 황종(黃鐘), 태주(太

), 고선(故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 )을 

양률(陽律)이라고 하고, 짝수인 려(呂)는 임종(林鍾), 남

려(南呂), 응종(應鍾), 려(大呂), 종(夾鍾), 려(仲

呂)를 음려(陰呂)라고 한다. 양률(陽律)은 육양성(六陽

聲), 육률(六律), 육시(六始), 육간(六間)이라고도 부르

며, 음려(陰呂)는 육음성(六陰聲), 육려(六呂), 육동(六

同)이라고도 부른다. 12율(律)은 원래 해와 달이 1년에 

12번 만나는데, 그것이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본받아서 

성인(聖人)이 육려(六呂)를 만들었고, 북두칠성이 12진

(辰)으로 운행(運行)하는 것을 본받아서 육률(六律)을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양률(陽律)은 왼쪽으로 돌

아서 음(陰)과 합(合)하고, 음려(陰呂)는 오른쪽으로 돌

아서 양(陽)과 합(合)하여 천지사방에 음양(陰陽)의 소

리가 갖추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2)

1) 채원정(蔡元定), �율려신서(律呂新書)�, 문진, (2011), 90쪽.

2) 성 (成俔), �악학궤범( 學軌範)�, 명문당, (2011).

�삼례의종(三禮義宗)�에 이르기를 “율(律)은 법(法)

이라는 말이니, 양(陽)의 기운이 피어남에 각각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려(呂)는 돕는다는 말이니, 양(陽)

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이다”라 했다. �제왕세기(帝王世

紀)�에 이르기를 “황제의 명을 받은 윤(伶倫)3)이, 

하의 서쪽에 있는 곤륜산의 응달 해곡이라는 것에서 구

멍이 고르고 두꺼운 나무를 베어서, 두 마디 사이를 

잘라 황종(黃鐘)의 (管)을 만들어 불며 황새의 울음

을 흉내 내니, 암수가 각각 여섯이다. 이것으로 율(律)과 

려(呂)를 정하고, 별자리를 분류했다.”4)라고 했다. 한 

�사기(史記)� ｢율서(律書)｣에서는 “음(陰)과 양(陽)이 

각각 여섯이므로 합(合)하면 열둘이니, 양(陽)의 여섯은 

율(律)이 되고, 음(陰)의 여섯은 려(呂)가 된다. 율(律)

은 황종(黃鐘), 태주(太 ), 고선(故洗), 유빈(蕤賓), 이

칙(夷則), 무역(無 )의 여섯이고, 려(呂)는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 려(大呂), 종(夾鍾), 려

(仲呂)의 여섯이다.”라고 했다. 

자연 상에서 음양의 근원에는 태극이 있는 것과 마

찬가지로, 악에서 역시 태극에 해당하는 음(音)이 있다. 

이 음은 인간이 태어나며 최 로 터트리는 음, 즉 바로 

태음(太音)이다. 이를 두고 � 자(管子)�에서는 시작 음

의 의미를 부여하 고 “그 소리가 반드시 크다.”라고 했

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노자(老子)�에서는 “태음(太

音)은 소리가 없다.”라고 하 다. 그러나 음양에 태극을 

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태음은 비록 소리는 없으나 

오음(五音)을 포함하는 음(音)이다. 왕필(王弼)이 주석

하기를 “오음(五音)의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면 

태음(太音)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왕필

의 의도는 인간이 태어날 때 로 그러한 소리가 있다

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 터트리는 첫

울음에서의 호흡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 한 것으로, 즉 

마음이 끌리는 바가 없는 자연의 소리이기 때문이다.5) 

3) �한서(漢書)�에 이르기를 “ 윤(伶倫)은 황제(黃帝)때 음악을 

장했던 리로, 황제의 명에 의해 12율려(律呂)를 처음 제정했다고 

한다. 윤(伶倫)이 악 ( 官)이 된 이후로, 씨(伶氏)가 로 악

이 되어 음악을 장했으므로, 음악을 맡은 벼슬아치를 (伶

官), 악인( 人)을 공(伶工) 는 인(伶人)이라”고 한다.

4) �여씨춘추(呂氏春秋)� ｢ 하기(仲夏紀)｣ 고악(古 )에서 이르기

를, “옛날 황제(黃帝)가 윤(伶倫)에게 성률(聲律)을 제정하도록 

명하자, 그가 해계지곡(嶰谿之谷)의 나무를 가지고 12율려(律呂)

를 만들었다.”고 한다. 

5) 이종진, �율려 미학과 악기�, 한국학술정보(주), (2019),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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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율려의 탄생 

�율려신서(律呂新書)�의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을 

살펴보면 “삼분손일(三分損一)과 삼분익일(三分益一)

을 반복하여 성음(聲音)을 조율(調律)하는 방법으로, 삼

분익일에 의해 얻어지는 것을 상생(上生)이라 하고, 삼

분손일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하생(下生)이라 한다. 그

리고 상생(上生)과 하생(下生)을 합해 ‘상생(相生)’이라

고 한다.”라고 했으며 “삼분손일(三分損一)을 하거나 

삼분익일(三分益一)을 하면 반드시 그 음(音)으로부터 

8번째의 음을 얻게 되는데, 8율씩 떨어져 있는 음들 즉 

기본음 황종→임종→태주→남려→고선→응종→유빈→

려→이칙→ 종→무역→ 려의 순으로 얻어지는 것

을 ‘격팔상생(隔八相生)’이다.”라고 했다.6) 

율려(律呂)의 수리를 정하는 것은 술수학의 범주에 

속한다. 역 의 술사들은 율 (律管)의 치수에 해 신

비화된 해석 들을 하곤 했다.7) 

�속한서(續漢書)� ｢율력지(律曆誌)｣에서 율술(律術)

이 말하 다. “양(陽)은 둥근 모양이고 성질은 움직이

며, 음(陰)은 모난 것으로 성질은 고요하니, 움직이는 것

은 숫자가 셋이고, 고요한 것은 숫자가 둘이다. 양이 음

을 낳은 것은 배(倍)로 하고, 음이 양을 낳은 것을 반

(半)으로 하니, 모두 셋으로 하나를 삼는다. 양이 음을 

낳은 것을‘아래에서 낳는다.’라고 하고, 음이 양을 낳은 

것을 ‘ 에서 낳는다.’라고 하니, 모두 하늘은 셋이고 땅

은 둘로 하며, 둥근 것으로 덮고, 모난 것으로 뒤집으며, 

여섯 짝수가 홀수를 받드는 도(道)이다.”8) �회남자(淮

南子)� ｢천문훈(天文訓)｣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도량형

을 정함에 있어 천도(天道)를 기 로 했었다. 황종(黃

鐘)의 길이가 9 , 만물은 3에서 생겨나며 3을 3배로 하

여 9가 되고 9를 3배 하여 27, 그러므로 폭이 2척 7 인 

것은 고제(古制)이다. 형태가 있으면 음성(音聲)이 있

다. 음(音)은 수 8을 기 로 하여 생긴다. 그러므로 사람

의 팔꿈치는 길이가 4척이며 심( )은 그 2배이다. 따라

서 8척을 1심이라고 한다. 율(律)의 수는 12, 그러므로 

12표(票)의 길이를 1푼(分)으로 한다. 율(律)의 수는 12

6) 채원정(蔡元定), �율려신서(律呂新書)�, 문진, (2011), 139쪽.

7) 유호균, �주역과 술수역학�, 동과서, (2017), 299쪽. 

8) 범엽(范曄), �후한서(後漢書)�,�속한서(續漢書)�,｢율력지(律曆誌)

｣, “陽以圓爲形 其性動 陰以方爲節 其性靜 動 數三 靜 數二 以陽

生陰而倍之 以陰生陽而倍之 以陰生陽半之 皆以三而一 陽生陰曰下

生 陰生陽曰上生 皆參天兩地 圓蓋方覆 六偶承奇道也.”

진에 상당하며 음의 수는 일(日)의 수에 상당한다. 음

(音)에 있어서는 1율로 부터 5음을 낳고 12율(律)로 60

음(音)이 된다. 그것을 6배 하면 60×6=360이다. 그러므

로 360음(音)을 1년간의 날짜에 맞춘다. 이 게 해서 율

력(律曆)의 수(數)는 천지자연의 법칙에 기 를 둔 것이

다”9)라고 했다. 12율(律)의 실수(實數)는 법(寸法)으

로 요약하면 황종, 임종, 태주는 온 한 (寸)만을 얻

고, 푼법(分法)으로 요약하면 남려, 고선은 온 한 푼

(分)만을 얻고, 리법(釐法)으로 요약하면 응종, 유빈은 

온 한 리(釐)만을 얻고, 호법(毫法)으로 요약하면 

려, 이칙은 온 한 호(毫)만을 얻고, 사법(絲法)으로 요

약하자면 종, 무역은 온 한 사(絲)만을 얻는다. 려 

(管) 131072에 이르러 다음 삼분익일(三分益一)해서 

정수(正數)로 떨어지지 않아 그 수가 계속되지 않으니, 

이것이 율(律)이 12에서 그치는 이유이다.10) 

12율려(律呂)는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에 의해 정

해졌는데, 그 내용은 고  문헌인 � 기(禮記)� ｢악기

( 記)｣, �여씨춘추(呂氏春秋)� ｢음률(音律)｣, � 자(管

子)� ｢지원(地員)｣, �사기(史記)� ｢율서(律書)｣ 등에 있

으며, 채원정(蔡元定)이 술한 �율려신서(律呂新書)�

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율려(律呂)의 수리론

 2.1 육률(六律)의 수(數) 

주구(伶州鳩)가 말하기를 “율(律)은 고르게 하고 법

도(法度)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셋으로 벼리를 

삼고, 여섯으로써 고르게 하며, 열둘로써 이룬다고 한 것

이니 하늘의 도(道)이다.”11)라고 하 다. 

첫 번째인 ‘황종(黃鐘)’은 여섯 가지 앙의 근원으로, 

옛날의 신령스러운 악사( 師)가 가운데의 소리를 살피

고 헤아려서 율(律)을 측정하고 종(鍾)을 고르게 했다. 

그러므로 황종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여섯 기운을 펴고 

기르는 것이다.12) 

9) 유안(劉安), �회남자(淮南子) 상(上)� ｢천문훈(天文訓)｣, 명문당, 

(2013), 154∼155쪽. 

10) 채원정(蔡元定), �율려신서(律呂新書)�, 문진, (2011), 105쪽.

11) 좌구명(左丘明), �국어(國語)�, “伶州鳩曰 律所以立均出 也 故云 

紀以三 平以六 成以十二 天之道也.”인간사랑, (2017), 454쪽.

12) 소길(簫吉), �오행 의(五行大義) 하(下)�, 유학당, (2008),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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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律)은 “황종(黃鐘), 태주(太 ), 고선(故洗), 유빈

(蕤賓), 이칙(夷則), 무역(無 )”의 여섯을 통틀어서 육률

(六律)이라고 한다. 아래의 표<2-1>는 육률(六律)의 의

미와 숫자와 상징에 해서 �회남자(淮南子)� ｢천문훈

(天文訓)｣, �오행 의(五行大義)�, �율려신서(律呂新書)�

등의 고  문헌들을 참고하여 이를 도표화시켰다.

표<2-1> 육률의 의미와 숫자와 상징

2.2 육려(六呂)의 수(數) 

육려(六呂)란 여섯 가지 사이음을 만들어서, 가라앉은 

것은 부양시키고, 넘치고 흩어진 것은 내치는 것이다.13)

려(呂)는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 려

(大呂), 종(夾鍾), 려(仲呂)”의 여섯을 통틀어서 육

13) 소길(簫吉), �오행 의(五行大義) 하(下)�, 유학당, (2008), 440쪽.

려(六呂)이라고 한다. 아래의 표<2-2> 한 육려(六呂)

의 의미와 숫자와 상징에 해서 고  문헌들을 참고하

여 이를 도표화시켰다.

표<2-2> 육려(六呂)의 의미와 숫자와 상징

2.3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

�악 ( 緯)�에 이르기를 “ 궁(中宮)인 황종(黃鐘)

의 수(數)가 81이니, 하늘 하나, 땅 둘, 사람 셋의 수(數)

로써 더하고 빼서 율(律)에 있어서 다섯 음의 화하는 

기운을 이룬다. 더하는 것은 로 낳은 것을 주 하고, 

빼는 것은 아래로 낳는 것을 주 하니, 로 낳는 것은 

삼분의 일을 더하는 것이요, 아래로 낳는 것은 삼분의 

일을 빼는 것이다. 따라서 더하는 것은 넷으로 곱하고 

셋으로 나 며, 빼는 것은 둘로 곱하고 셋으로 나 다

.”14)고 했다. 



A Study of Antiquity YulRyeo

Industry Promotion Research❙  63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15)이란, 황종 율 (律管)에서 

시작해서 삼분손일(三分損一)과 삼분익일(三分益一)을 

차례 로 반복해서 12율 (十二律管)의 길이를 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다음의 표<2-3> 12율려(律呂)의 상생

(相生)과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은 삼분손익법의 계산

법으로 12 율려(律呂)의 상생(相生)과 수(數)를 산출하

는 방법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2-3> 12율려(律呂)의 상생(相生)과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

더하는 것

삼분익일

(三分益一)

54(임종의 수)×4÷3=72(태주의 수)

48(남려의 수)×4÷3=64(고선의 수)

42(응종의 수)×4÷3=56.888...≒56(유빈의 수)

56(유빈의 수)×4÷3=76( 려의 수)

51(이칙의 수)×4÷3=68( 종의 수)

45(무역의 수)×4÷3=60( 려의 수)

빼는 것

삼분손일

(三分損一)

81(황종의 수)×2÷3=54(임종의 수)

72(태주의 수)×2÷3=48(남려의 수)

64(고선의 수)×2÷3=42.666...≒42(응종의 수)

76( 려의 수)×2÷3=50.666...≒51(이칙의 수)

68( 종의 수)×2÷3=45.333...≒45(무역의 수)

�악학궤범( 學軌範)�｢십이율 장도설(十二律圍長

圖說)｣에 의하면 “길이가 9 (寸)인 황종(黃鐘) 율 을 

삼분손일(三分損一), 즉 3분의 2를 취하면, 6 의 임종 

율 을 얻는다. 6 의 임종 율 을 삼분익일(三分益一), 

즉 3분의 4를 취하면, 8 의 태주 율 을 얻는다. 즉, 

로 완  5도(3분의 2), 아래로 완  4도(3분의 4)를 더해

가는 음렬이다.”16)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삼분손익법

(三分損益法)으로 얻은 음들은 편종(編鐘)과 편경(編磬)

을 사용했던 고 의 합주 음악에는 사용되나, 거문고나 

가야 으로 연주하는 근세에 발달 된 음악에는 거의 사

용되지 않는다.

2.4 율려 수(數)의 구성

�회남자(淮南子)�에 이르기를 “수(數)가 하나에서 시

14) �악 ( 緯)�, “黃鐘中宮 數八十一 以天一地二人三之數 以增減 

律成五音中和之氣 增治上生 減治下生 上生  三分益一 下生  三分

減一 益 以四乘之 以三除之 減 以二乘之 以三除之.”

15)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 : “삼분손일(三分損一)이란 일정한 

(管)의 길이를 3등분하여 그  3분의 2만으로 소리를 낸다는 뜻이며, 

삼분익일(三分益一)이란 의 길이를 3등분 한 다음 그 3분의 1만큼

을 더 늘려 3분의 4를 만들어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16) �악학궤범( 學軌範)� ｢십이율 장도설(十二律圍長圖說)｣

작하나, 하나로는 생(生)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양(陰陽)

으로 나뉜다.  음양이 만물을 낳기에 ‘하나가 둘을 낳

고 둘이 셋을 낳으며 셋이 만물을 낳는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석 달이 한 계 이 되고, 제사에 세 번 드리는 

것이 있으며, 상사(喪事)에 세 번 이 있고, 군사에는 세 

번 명령함이 있으니, 모두 셋으로써 한 을 삼는다. 셋을 

세 번 하면 아홉이기 때문에 황종의 율(律)이 구 (九寸)

이고 궁성(宮聲)의 음조(音調)가 아홉이 되어서, 아홉을 

아홉 번 곱한 81로 황종의 수가 세워진다.”라고 했다. 

황종의 수는 81로, 기운은 子에 있어서 11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성기(星紀)17)에 있으니 아래로 임종을 낳

고, 임종의 수는 54로, 기운이 未에 있어서 6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순화(鶉火)18)이니 로 태주를 낳으며, 태

주의 수는 72로, 기운이 寅에 있어서 정월에 서며, 그때

의 별은 추자(娵訾)19)이나 아래로 남려를 낳으며, 남려

의 수는 48로, 기운이 酉에 있어서 8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수성(壽星)20)이니 로 고선을 낳고, 고선의 수는 

64로, 기운이 辰에 있어서 3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량

(大梁)21)이니 아래로 응종을 낳으며, 응종의 수는 42로, 

기운이 亥에 있어서 10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석목(析

木)22)이니 로 유빈을 낳고, 유빈의 수는 56으로, 기운

이 午에 있어서 5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순수(鶉首)23)

이니 로 려를 낳으며, 려의 수는 76으로, 기운이 

丑에 있어서 12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효(玄枵)24)이

니 아래로 이칙을 낳고, 이칙의 수는 51로, 기운이 申에 

있어서 7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순미(鶉尾)25)이니 로 

17) 성기(星紀)는 두수(斗宿)부터 우수(牛宿)까지에 해당하며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이 운행을 마치고 시작하는 곳이므로 성기(星紀)라고 한다.

18) 순화(鶉火)는 류수(柳宿) 9도부터 장수(張宿) 16도까지에 해당하며, 남

방(南方) 주작(朱雀)의 정기를 머 고 있다고 하여 순화(鶉火)라고 한다.

19) 추자(娵訾)는 제곡(帝嚳)의 비(妃)의 성(星)으로 미인을 뜻한다. 

수(危宿) 16도부터 규수(奎宿) 4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20) 수성(壽星)은 28수 시작인 각수(角宿)와 항수(亢宿)에 해당한다. 

28수 의 어른에 해당하므로 ‘장수 수(壽)’ 자를 썼다. 복(福)과 수명

(壽命)을 주 한다고 한다.

21) 량(大梁)은 묘수(昴宿)가 그 심별로, 의 말미에 해와 달이 만나는 곳이다. 

22) 석목(析木)은 기수(箕宿)와 두수(斗宿)의 사이에 해당하며, 은

하수의 나루터가 된다. 석목(析木)은 처음이란 뜻으로, 석목의 입

의 10도, 기수(箕宿)의 입에서 입동(立冬)이 된다.

23) 순수(鶉首)는 정수(井宿) 6도부터 류수(柳宿) 8도까지에 해당하며 남방

(南方) 주작(朱雀)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므로 순수(鶉首)라고 하 다.

24) 효(玄枵)는 북방(北方) 7수의 심인 여수(女宿), 허수(虛宿), 

수(危宿)를 말한다. (玄)은 검고 고요함을 뜻하고, 효(枵)는 텅빈 

것을 뜻하니, 북방(北方)의 어둡고 고요함을 상징한다.

25) 순미(鶉尾)는 장수(張宿) 17도부터 진수(軫宿) 11도까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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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낳으며, 종의 수는 68로, 기운이 卯에 있어서 

2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강루(降婁)26)이니 아래로 무역

을 낳고, 무역의 수는 45로, 기운이 戌에 있어서 9월에 

서며, 그때의 별은 화(大火)27)이니 로 려를 낳고, 

려의 수는 60으로, 기운이 巳에 있어서 4월에 서며, 그

때의 별은 실침(實沈)28)이다.29) 

2.5 오음(五音)의 구성

고  율려에서는 12 율려에서 생된 음(音) 에 오

성(五聲) 즉 오음(五音)이란, 고  율려학(律呂學)의 

요한 개념으로써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 

5개로 구성되었으며 오음(五音)과 12 율려의 응 계

는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황종(黃鐘)의 수(數)는 

9×9=81이니 이것이 오성(五聲)의 근본이다. 그 수를 삼

분손일(三分損一)하여 치성(徵聲)을 하생(下生)하고, 치

성을 삼분익일(三分益一)하여 상성(商聲)을 상생(上生)

하고, 상성을 삼분손일하여 우성(羽聲)을 하생하고, 우

성을 삼분익일하여 각성(角聲)을 상생한다. 각성의 수 

64에 이르러 3으로 나 어 정수(正數)로 떨어지지 않으

니 이는 성음(聲音)이 오(五)에서 마치는 이유이다.30) 

황종의 통 길이는 9치(약 27㎝)로 매치마다 아홉 등분

하여 9×9=81의 수를 얻는다. 이것이 궁(宮: 81)의 수가 

된다. 그 수를 세 등분해서 그 하나를 덜어 아래로 치

(徵: 임종(林鍾):54)를 얻는다. 이 수를 세 등분해서 그 

하나를 더해 로 상(商: 태주(太 ):72)을 얻는다. 이 수

를 세 등분해서 그 하나를 덜어 아래로 우(羽: 남려(南

呂):48)를 얻는다. 이 수를 세 등분해서 그 하나를 더해 

로 각(角: 고선(故洗):64)을 얻는다. 이것이 오음의 상

생 순서이고 그 수는 각각 궁(81), 상(72), 각(64), 치(54), 

우(48) 이다. 이 게 삼분손일과 삼분익일을 반복하여 

12음을 조율한다. 오음은 즉 오성(五聲)의 수(數)로 이루

어졌으며 다음의 <표2-4>는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당된다. 남방 주작의 꼬리라는 뜻이다.

26) 강루(降婁)는 규수(奎宿) 5도부터 수(胃宿) 6도까지에 해당한

다. 특히 규수(奎宿)와 루수(婁宿)를 말하기도 한다. 

27) 화(大火)는 28수  남방(南方) 주작(朱雀)에 해당하는 심수(心宿)

가 제일 크고 붉으므로 화큰 불, 는 진(大辰)이라고 한다.

28) 실침(實沈)은 삼수(參宿)를 주 하는 신의 이름으로 필수(畢宿) 

12도부터 정수(井宿) 15도까지이다.

29) 소길(簫吉), �오행 의(五行大義) 하(下)�, 유학당, (2008), 446쪽.

30) 채원정(蔡元定), �율려신서(律呂新書)�, 도서출  문진, (2011), 115∼116쪽.

<표2-4> 오성(五聲)의 수(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악서( 書)｣에 의하

면 오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궁(宮) : 오행(五行)  土에 응하고 군왕을 

상징하며 신성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궁(宮)

음을 잘 들으면 사람의 성정을 온화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 다. 궁(宮)음이 어지러워

지면 곡조가 흩어지게 되며, 군왕이 교만하고 사

치하며 음란과 안일에 빠져있음을 말해 다.”

“상(商) : 오행(五行)  金에 응하고, 신을 상징하

며 바른 행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商)음을 잘 들으면 

사람을 방정하게 하고 정의를 좋아하게 만든다. 상(商)

음이 어지러워지면 곡조가 바르지 못하고 기이하게 되

며, 신이 직을 제 로 처리하지 않음을 말해 다.”

“각(角) : 오행(五行)  木에 응하고, 백성을 상

징하며 인자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角)음을 잘 

들으면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게 하고 사람을 사

랑하게 만든다. 각(角)음이 어지러워지면 곡조가 처

량해지며 정치가 가혹하고 민심이 원망하고 있음을 

말해 다.”

“치(徵) : 오행(五行)  火에 응하고, 인간의 

활동을 상징하며 을 의미한다. 그래서 치

(徵)음을 잘 들으면 사람들로 하여  선(善)을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게 만든다. 치(徵)음이 

어지러워지면 곡조가 애달 지며, 나라의 쉴 새 

없는 사역 때문에 백성이 고달픔을 말해 다.”

“우(羽) : 오행(五行)  水에 응하고, 기물(器物)

을 상징하며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羽)음을 잘 

들으면 사람이 총명해지고 을 차리게 된다. 우

(羽)음이 어지러워지면 곡조가 태로워지며, 세 이 

무 무거워 백성의 살림이 어려워짐을 말해 다.”

“이처럼 오음(五音)이 다 어지럽다면, 바로 난세

의 음(音)으로써 나라의 제가 붕괴되고 망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말해 다.” 

오음(五音)은 바로 오행(五行)으로 연결되며, 오행설

(五行說)을 바탕으로 하여, 오음을 가지고 길흉(吉凶)을 

(占)치기도 했었다. 율려학(律呂學) 에서 가장 술수

오성(五聲) 오성의 수

궁성(宮聲) 81

상성(商聲) 54×4÷3= 72

각성(角聲) 48×4÷3= 64

치성(徵聲) 81×2÷3= 54

우성(羽聲) 72×2÷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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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數)와 한 련이 있는 것이 오음(五音)이다. 과거

에 오음을 갖고서 (占)을 친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고명한 술사(術士)라면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오음을 

통해 길흉(吉凶)을 추단(推斷)할 수가 있다. 고 사회에

서 유행했던 날짜에 한 기(禁忌)에도 오음과 련된 

법(占法)이 있다. 오성수택법(五姓修宅法)은 사람들의 

성씨(姓氏)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 5종류로 분류한 뒤에 각 성씨(姓氏)는 1년 

동안에 집을 짓거나 고칠 때 해야 하는 달을 정한다. 이 

오성수택법(五姓修宅法)도 오음(五音)과 오행(五行)을 연

결하고 시간에 각각의 길흉과 기를 만든 것이다.31)

3. 율려(律呂)의 상징론

 3.1 가락에 담긴 소리의 의미

옛사람은 성음(聲音)을 신비하게 여겼고, 그 속에는 

뭔가 심오한 뜻이 있다고 생각했다. 율(律)은 성음을 해

석하고 악한 것으로, 경지에 오른 문가는 음악(音

) 속에 감춰진 정보를 터득할 수 있다고 여겼다. 공자

(孔子)도 율학(律學)의 문가 으며 악률( 律)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 숭고한 의의와 내 한 함축을 깊이 이해

하고 있었다. 그는 제(齊)나라에서 순(舜)임  때의 소

(韶) 음악을 듣고 나서는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선(善)하도다!”라며 찬탄하고 그 감동을 잊지 못해 오랫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깨닫지 못할 정도

으며, 한 주(周)나라 무왕(武王) 시 의 무(武) 음악을 

들었을 때, 공자는 무왕의 가락 에 주나라의 덕(德)스

러운 모습도 들었으나, 한편으로 무왕이 은(殷)나라의 

주(紂) 임 을 토벌하는 살기(殺氣)도 보았기에 “완벽하

게 아름다우나, 완벽하게 선(善)하지는 못하다”라고 탄식

했다.32) �논형(論衡)� ｢기괴(奇怪)｣에서 왕충(王充)이 말

하기를 “공자는 피리를 불고 난 뒤, 자신이 은(殷)나라 자

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다.33) 이를 보면 공자의 

음악에 한 재능 역시 매우 비범했음을 알 수 있다.34)

음악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 처음

에 마음속에서 외부로부터의 감동을 느끼고 소리를 표

31) 유호균, �주역과 술수역학�, 동과서, (2017), 302∼303쪽.

32) �논어(論語)� ｢팔일(八佾)｣ “子 韶 盡美矣 又盡善也, 武 盡美矣 未盡善也.”

33) 왕충(王充), �논형(論衡)� ｢기괴(奇怪)｣, 성기옥 옮김, 동아일보

사, (2016), 161쪽.

34) 유호균, �주역과 술수역학�, 동과서, (2017), 286쪽.

하게 되는데, 소리가 가락을 갖추면서 음(音)으로 변

화하고, 여기에 악기( 器)를 동원해서 음(音)을 표 함

으로써 악 )을 이룬다.35)  

� 기(禮記)�에서는 “음(音)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

오며 악( )은 윤리에 통하는 것이다”라고 하 다. 그러

나 음률에 해 �회남자(淮南子)� ｢주술훈(主術訓)｣에

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악( )은 음(音)에 의해서 생기고, 음(音)은 율

(律)에 의해서 생기며, 율(律)은 풍(風)에 의해서 

생긴다. 이것이 음성(音聲)의 근본이다.”36) 

여기서는 소리와 음(音)과 악( )과 율(律)을 풍(風)

에 그 원인을 돌렸는데, 옛사람은 바람이 하느님의 의지

를 표 한다고 생각했기에 율학(律學)을 천인합일(天人

合一) 사상(思想)의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고 의 율(律)

이 윤리화  신비화되는 기 가 되었다. 

3.2 치세의 율려 

고 의 율(律)은 제왕들이 정치를 펴는 방책(方策)  

하나 다. �사기(史記)�의 ｢악서( 書)｣에서 사마천(司

馬遷)이 말하기를 “상고시 (上古時代)의 밝은 제왕이 

음악(音 )을 거행한 것은 제멋 로 즐기기 한 오락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려는 것이었다. 교화(敎化)를 바

로잡는 것은, 모두 음(音)에서 비롯하니 음이 바르면 행

실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 다. 음과 소리는 행실의 기

본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써, 소리와 음이 바른 사람이

어야 행실을 단정히 할 수 있기에 역 의 제왕(帝王)들은 

모두 자신의 악률( 律)을 갖고 있었으며, 역  제왕들의 

악곡( 曲)은 그들의 정책이나 사상을 반 하고 있는 경

우가 많았다. �사기(史記)�의 ｢악서( 書)｣에서는 (禮)

와 악( )을 서로 응시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악( )은 백성의 소리를 조화시키고 (禮)는 백

성의 마음을 조 한다. 악( )이란 같음(同)이요, 

(禮)는 다름(異)이며, 악( )은 안에서 나오고 

(禮)는 밖에서 지어지며, 큰 악( )은 쉽고 큰 

(禮)는 간단하며, 악( )이 지극하면 원망이 없고 

(禮)가 지극하면 다툼이 없으며, 큰 악은 천지와 함

께 조화하고 큰 (禮)는 천지와 함께 제하며, 악

35) 의 책 288쪽.

36) 유안(劉安) 편 , �회남자(淮南子)� ｢주술훈(主術訓)｣“ 生於

音, 音生於律, 律生於風. 此聲之宗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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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하늘이 짓고 (禮)는 땅이 만들며, 인(仁)은 악

( )에 가깝고 의(義)는 (禮)에 가까우며, 악( )을 지

어서 하늘에 응하고 (禮)를 지어서 땅에 짝 지운다.”37) 

공자(孔子)는 악( )을 매우 시했다. 그는 �논어(論

語)� ｢태백(泰伯)｣에서 말하기를 “시(詩)에서 정감(情感)

이 일어나고 (禮)에서 행실이 바로 서며 악( )에서 인

격(人格)이 완성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한 �논

어(論語)� ｢양화(陽貨)｣에서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3년

을 (禮)를 차리지 않으면 (禮)는 훼손될 것이요, 3년

을 악( )을 하지 않으면 악( )은 무 지게 된다.”라고 

하 다. 이는 고  국의 제(禮制) 에 악률( 律)의 

역할이 매우 요한 구성요소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3.3 난세와 망국의 율려

치세(治世)의 율려가 있다면 난세(亂世)와 망국(亡國)

의 율려도 역시 있게 마련이다. �사기(史記)� ｢악서(

書)｣에서는 난세(亂世)의 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定

義) 내렸다.

 “나아가고 물러감에 몸을 굽실거리고 간사스런 

소리가 음란해서, 사람을 끝없이 빠져들게 하고 

어릿 나 노래하는 창기들은 남녀와 장유(長

幼)의 구별을 알지 못한다.”38)

난세(亂世)의 음악은 미풍양속을 해치지만, 다른 한

편으론 사람의 마음을 잡아끌어 당기는 매력이 있어서, 

그것이 정통의 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

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난세의 

음악은 군신간에 서로 능멸하고 하극상을 일으킨다. 그

러나 이보다 더 나쁜 음악도 있다. 아마도 가장 두려운 

악률( 律)은 나라를 망치는 음악일 것이다. 이는 법

을 혼란 시킬 뿐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늘

을 노(怒)하게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임 을 망치는 비

참한 결과를 낳는다.39)  

은(殷)나라의 설 인 유명한 악사( 士)인 사연(師

延)은 주왕(紂王)을 해 음란한 음악을 연주하지 않은 

이유로 극형(極刑)을 당하게 되자, 사연은 혼을 어지

럽히고 혼백(魂魄)을 음란(淫亂)하게 하는 곡조(曲調)를 

37)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악서( 書)｣.

38)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악서( 書)｣.

39) 유호균, �주역과 술수역학�, 동과서, (2017), 294쪽.

연주하 다. 주왕이 음악을 듣고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

지 않고 하루종일 들어도 싫증 내지 않았기에 사연은 이

게 포락(炮烙)의 곤액을 벗어났으나, 은나라는 이로 

인해서 멸망하 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

왕을 방벌(放伐)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연은 악기를 껴안

고 강에 투신하고 말았다.40) �사기(史記)�의 ｢악서(

書)｣에서는 은나라의 사연의 음악을 듣게 된 춘추시  

(衛)나라의 공(靈公)이 악사 사 (師渭)를 불러 음

률을 기록하게 하고 연습시켜 진(晉)나라에 도착해서 진 

평공(平公)과 진나라 악사 사 (師曠) 에서 연주를 시

작하자, 한 곡이 끝나기도 에 사 이 은나라 사연에 

한 를 얘기하며 그 음악은 나라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연주를 제지(制止)하 으나 진 평공은 사 에게 

계속 연주를 마치기를 청하 고, 그의 연주가 끝나자 이

처럼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감동 시킬 수 있는 음악이 더 

있는지 묻자, 사 이 말하기를 “황제(黃帝)의 음악은 하

늘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울리나 군왕께서는 그런 덕행

이 없으니 이를 듣게 되면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말하

으나 평공이 간 히 원하여 사 이 어쩔 수 없이 연주

하자, 한바탕의 운무(雲霧)가 서북쪽에서 일어나고 풍

(狂風)이 몰아치며 큰비가 쏟아져 지붕의 기왓장이 날아

가고 사람들은 이리 리 도망치기 바빴다. 평공은 땅에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후 진나라에는 3년간 가

뭄이 들어 곡식을 수확하지 못했다.41) 

3.4 전쟁과 바람의 율려

기(氣)는 율려(律呂)를 조 하는 기 이자, 동시에 기

(氣) 자체에도 신비스러운 의미가 들어있었다. 망기(望

氣)42)는 고  복(占卜)의 요한 수단  하나 다. 가

령 제왕(帝王)이 탄생했을 때, 창공에 기이한 구름이 출

하는 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개

원 경(開元占經)�43)에는 하늘에 안은 붉고 밖은 노란

데 사방에 자욱이 구름이 끼는 상이 발생하면, 그곳에

40) �태평 기(太平廣記)�, (권 230.),｢사연(師延)｣.

41) 유호균, �주역과 술수역학�, 동과서, (2017), 296∼297쪽.

42) 망기(望氣) : 나타나 있는 기운을 보아서 일의 조짐을 알아냄.

43) �개원 경(開元占經)�,은 당(唐)나라 때 천문이나 술(占術)에 

하여 기록한 책으로 당시 천축역법(天竺曆法)을 맡고 있던 구담

실달(瞿曇悉達 : 인도명은 고타마 싯다르타) 등이 지었는데, 모두 

120권이었다. 개원 연간(713∼741)에 술되었으며, 많은 서(緯

書)와 상실된 고 서 《석씨성경(石氏星經)》 등을 인용하 기 때

문에 시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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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왕이 될 분이 탄생했거나 천자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후한서(後漢書)� 권 82 하, 동부 (董

扶傳)에서 말하기를 “한(漢)나라 말년에 술사 동부(董

扶)가 태상(太常) 유언(劉焉)에게 말했다. ‘서울에서 폭

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익주(益州)에 해당하는 천문분

야에 천자의 기운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언은 이 말을 

듣고 황제(黃帝)에게 익주목사로 출을 가게 해주기를 

청했다. 1년 뒤에 천하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웅할거 시

가 도래했다. 뒤에 유비(劉備)가 익주에서 황제에 올

랐으니 동부의 언은 응험(應驗)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고 의 군사작 에 있어서 율려학(律呂學)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큰 향을 주었는데, 그 배경은 기(氣)

이다. �사기(史記)� ｢율서(律書)｣에 의하면 “ 진의 

에는 기색(氣色)이 떠 있으니, 기운(氣運)이 강하면 소리

가 강하고 소리가 강하면 병졸도 굳세다. 율 (律管)은 

기(氣)에 통(通)하는 것이므로 길흉(吉凶)을 아는 것이

다”라고 했다. 한 �사기(史記)� ｢율서(律書)｣에서 말

하기를 “�주역(周易)�에서는 ‘군사가 율(律)로써 출정한

다.’라는 말이 있고, �주례(周禮)�에도 ‘태사(太師)가 율

(律)을 가지고서 군 의 소리를 듣고 그 길흉(吉凶)을 

(占)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런 

기록들은 고 의 율려학(律呂學)과 군사학(軍士學)간의 

불가분의 상 계를 보여주며, 그 속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이치가 숨어있다. �춘추(春秋)�의 도리

에 의하면, 홍수가 발생하면 토지(土地)의 신(神)에게 제

사를 지내는 곳에서 북을 울리며 희생물을 바치도록 되

어 있다. �춘추(春秋)�를 해설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북

을 울리는 까닭은 토지(土地)의 신(神)을 공격하기 해

서다.”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토지(土地)의 신(神)을 

하기 해서다.” 은 공격과 같다. 음기(陰氣)가 양

기(陽氣)보다 강하면 토지의 신을 공격해서 수해(水害)

를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승부의 도리에는 합당하

나 �의례( 禮)�의 도리에는 알맞지 않다. �의례( 禮)�

에 따르면, 북을 치는 이유는 함성을 보조해서 소리를 

더욱 크게 울리기 함이었다. 고 에는 군주가 외출할 

때 종이나 북을 울려서 신하와 백성에게 알렸다. 북 치

는 일을 토지신(土地神)에 한 공격으로 여기는 일은, 

종과 북을 쳐서 군주를 공격한다고 여기는 일과 같다. 

일이 하고 긴 하면 종이나 북을 사용한다. 사소하

고 하지 않은 일에는 방울이나 퉁소를 사용하기도 한

다. 고(鼓)를 해설한 사람은 북을 두드리는 일을 토지신

을 공격하는 행 로 생각했다. ‘고(鼓)’는 원래 비난하는 

뜻이 아니지만, 이러한 해설 때문에 어머니를 공격한다

든지 정의를 배반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비난하는 말에

도 쓰이기 시작했다. 북을 두드리는 일은 음기(陰氣)가 

왕성하고 양기(陽氣)가 쇠약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해

서다. 존귀한 자를 공격한다는 질책은 어디에서 유래되

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44)  

고 의 술사들이 악률( 律)을 이용해서 (占)을 치

는 핵심은 노래의 곡조를 듣고 인간 세상의 길흉(吉凶)

을 깨닫는 ‘청음(聽音)’에 있다. �구당서( 唐書)� 권 

191, ｢이사진 (李嗣眞傳)｣에서는 이사진(李嗣眞)이란 

음률(音律)에 통달한 술사(術士)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한번은 태청 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곡이 끝나자 

‘이 곡조(曲調)는 어쩌면 이 게 애달 면서 조화롭지 

못합니까?’하고 물었다. 사람들이 ‘이것은 황태자가 새

로 지은 곡으로 보경락(寶慶樂)이라고 합니다.’라고 알

려 주었다. 며칠 뒤에 세자는 서인으로 폐해졌다.”45)  

악률( 律)과 더불어 노래의 가사도 술수와 요한 계

를 맺고 있다. 역 의 사서에 들어있는 ｢오행지(五行志)

｣에는 ‘시요(詩妖)’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뭔가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시(詩)나 곡(曲), 동요(童

謠) 등이 고하는 길흉(吉凶)을 다루고 있다. 시요는 동

요나 민가(民歌)의 형식으로 자주 나타난다. �후한서(後

漢書)� (지 13, 오행) “한(漢) 말기 간신 동탁(董卓)이 정

권을 잡고 있었는데, 시 에는 그가 횡( 橫) 발호(跋

扈)하여 잔혹한 행동을 일삼다 나 에 구족(九族)이 멸

문지화를 당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노래들이 나돌았

다. 그  ‘천리 (千里草) 어  그리 푸른가? 십일복(十

日卜)은 살아날 수가 없다네.’라는 가요가 불려졌다. 이

는 자를 자한 것으로 ‘千里草’ 자를 합하면 동(董)

자가 되고 ‘十日卜’은 탁(卓)자가 된다.” �후한서(後漢書)

� 권30하, ｢낭의 ｣에서 말하기를 “풍각(風角)은 사방팔

방의 바람을 살피어 길흉(吉凶)을 (占)친다.”라고 하

다. 한 �개원 경(開元占經)�에는 별도로 ｢풍 (風

占)｣1권에서 인용된 황제 (黃帝占)의 일부에는 풍

(風占)의 원칙이 소개되어 있다.46)

44) 왕충(王充), �논형(論衡)�｢순고( 鼓)｣, 성기옥 옮김, 동아일보사, 

(2016), 573∼582쪽.

45) �구당서( 唐書)� 권 191, ｢이사진 (李嗣眞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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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안정되지 못

한 상이다. 산천이나 바닷가나 동굴 같은 곳에서 

나는 바람은 늘 일정한 것이므로 을 쳐서는 안 

되지만, 만일 궁궐이나 성채의 안이나 군사의 진

에서 풍세가 이상하게 변해서 모래와 돌을 날린다

거나 햇빛이 흐려진다면 반드시 을 쳐야 한다.”47) 

�사기(史記)� ｢악서( 書)｣에서 말하기를 “옛날 사람

들은 천지(天地)의 기운(氣運)이 합(合)해서 바람을 일

으키고, 천지(天地)간에 바람의 기운이 바르게 불어 12

율(律)이 정해진다.”라고 하 다. 천지(天地)의 기운(氣

運)인 팔풍(八風)에는 “부주풍(不周風), 조풍(條風), 명

서풍(明庶風), 청명풍(淸明風), 경풍(景風), 양풍(凉風), 

창합풍(閶闔風)”이 있다. 팔풍(八風)은 천지(天地)의 상

(相)과 12율(律)을 연결해주는 매개역할(媒介役割)을 하

는데, 이는 음률(音律)과 자연계의 내재  연 성을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

訓)｣에서는 24 기(節氣)와 12율(律)의 계를 열거(列

擧)하면서, 임종(林鍾)의 음률(音律)은 경칩(驚蟄) 때의 

우  소리에서 취(取)했고 유빈(蕤賓)의 음률(音律)은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의 우 의 소리에서 취(取)했다

고 지 한다. 이런 자연주의  설명방식은 바로 12율

(律)의 근원을 사실 로 드러낸 것이며, 12율이란 사람

들이 자연계에 한 소리를 모사(模寫)한 데서 나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48)

3.5 심신 수양과 윤리학으로의 율려

악률( 律)은 자연을 본받은 것이며, 갓 태어난 아이

의 소리는 이러한 자연을 내재한 순수한 인간의 소리다. 

�장자(莊子)�에서는 이같이 원 인 인간의 모습을 고

목(枯木)으로 비유하고 있다.

“남곽자기(南郭子基)는 책상에 몸을 기 앉았다. 하늘

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동안 온

몸에서 생기(生氣)가 사라져 버리고 혼(魂)이 나간 빈

껍데기 모양으로 변해 갔다. 곁에 모시고 있던 안성자

유(顔成子游)가 그 모습을 보며 이 게 얼거렸다. 

‘어  된 일인가? 육체를 진실로 고목과 같게 할 수 

있지만, 정신은 진실로 죽은 재와 같게 할 수 있는가? 

지  책상에 기 앉은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잖나?”49) 

46) 유호균, �주역과 술수역학�, 동과서, (2017), 307∼314쪽.

47) �개원 경(開元占經)� 권 91.

48) 유호균, �주역과 술수 역학�, 동과서, (2017), 305쪽.

49) 장자, �장자(莊子)�, 북마당, (2012), 27∼28쪽.

이는 천지자연의 모습을 말한 것으로 온 한 덕(德)

에 근본을 둔 인간의 모습을 비유 으로 형용한 것이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본래의 덕성(德性)에 근거하기에 인

간의 성음(聲音)이 가장 근본 이고 자연 인 성음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남곽자기(南郭子基)가 다시 의식을 찾고 말하

기를 ‘안성자유(顔成子游)냐? 방  나는 나를 잃었었

는데 도 그것을 알고 있었더냐? 그러나 아직은 멀었

다. 는 인뢰(人籟 : 사람의 음악)는 알고 있어도 지

뢰(地籟 : 땅의 음악)은 들은 이 없을 것이다. 설령 

지뢰(地籟)를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천뢰(天籟: 하늘

의 음악)를 듣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을 테니.”50) 

�장자(莊子)�에 의하면 인뢰(人籟)와 지뢰(地籟)는 

들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 인 천뢰(天籟)의 성음(聲音)

이란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인뢰는 율

(律管)을 통하여 나오는 성음이며, 지뢰는 지에서 나오

는 성음(聲音)이며, 천뢰는 자연 만물의 가장 근본 인 성

음을 뜻하므로 천뢰는 로 취해지는 성음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아래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51)의 �화

담집� 제1편 시문(詩文)  하나인 ｢동짓날에 읊다｣이다.

「동짓날에 읊다」

“양(陽)의 기운(氣運)이 땅 까지 불어와 한소

리 우 로 나타나니 기(氣)가 황종궁(黃鐘宮) 

별자리에 호응하여 재 담긴 악기의 소리통을 

움직 네, 우물 속 샘물 맛도 오히려 담백하지

만, 나무의 뿌리가 흙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네, 

사람이 능히 복괘(卜卦)를 안다면 도(道)가 멀

리 있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 그림을 바

꾸어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돌아오네, 넓고 큰 

공부지만 하기에 달렸으니 그 가 도(道)에 이

르면 모든 벗들이 오리라.” (하략)...

 시의 첫 구 인 ‘양(陽)의 기운(氣運)이 땅 까지 

불어와’는 양기(陽氣)가 발동하는 날인 동지(冬至)를 표

한 것이다. ‘기(氣)가 황종궁(黃鐘宮) 별자리에 호응하

여’에서 황종궁 한 동지를 나타내고 있다. 황종궁은 

국 음악의 12율(十二律)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

로 12율을 24 기에 배정하면 동지는 황종궁에 해당이 

50) 의 책 28쪽.

51)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은 조선 기의 학자로 한국의 

유학 사상 본격 인 철학 문제를 제기하고, 이(理)보다 기(氣)를 시한 독자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완성해서 주기론(主氣論)의 선구자가 되었다. 

표작으로는 �화담집�,「 원이기(元理氣)」,「 이기설(理氣說)」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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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재 담긴 악기의 소리통을 움직 네.’란 말은 동짓

날이 되면 황종궁에 해당하는 악기의 소리통에서 재가 

날아 나왔다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 옛날에는 갈 를 태

운 재를 12율(律)에 해당하는 악기의 소리통에 넣고 거

기에 해당하는 기를 알아냈다고 한다.52) 

아래는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화담집(花潭

集)� 제4편 ｢명(詺)｣에 있는 ｢  없는 거문고에 새김｣과 

｢거문고에 새김｣이다.

「  없는 거문고에 새김」

 “거문고에 이 없음은 본체는 그 로 두고 작

용은 뺀 것이다. 하지만 정말 작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움직임을 머 는 것이다. 듣

되 소리를 통해 듣는 것은 소리 없음을 통해 듣

는 것만 못하고, 형체를 즐기는 것은 형체 없음

을 통해 즐기는 것만 못하다. 형제 없음을 통해 

즐기면 그 미묘함을 얻게 되고, 소리 없음을 통

해 들으면 그 오묘함을 얻게 된다. 밖으로는 있

음에서 얻지만, 안으로는 없음에서 깨닫는다.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흥취를 돌아본다면 어   

의 공부를 일삼겠는가?. 거문고를 켤 때는 거

문고의 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  사

이를 쓴다. 음률 밖 소리에서 나는 본연의 소리

를 얻는다. 소리로 즐기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

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그것이 그 가 기 하는 

것이니 어  내 거문고를 듣겠는가?”

「거문고에 새김」

 “그 의 가락을 퉁기며 내 마음을 즐겁게 

하네. 여러 가지 곡조를 고르되 밖으로는 

음탕하지 않네. 도를 지켜 어우러지니, 하

늘이 그때를 이루며, 통달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니 황도 그 법칙을 따르네. 거문고 

 뜯는 소리의 어우러짐이여 요순시 로 

돌아가는구나. 더러움을 씻어냄이여 하늘과 

짝하는 도다. 아양의 곡조를 연주하지만, 사

람들 가 들으리오. 번거로움과 간단함이

여 깊은 느낌이 있도다.”

이 은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자신의 심  자세

를 경계한 로 생각할 수 있다. 옛 선비들은 거문고를 

무척 요하게 여기면서도 특히나 이 없는 거문고를 

높게 쳤는데, 그것은 마음의 소리가 요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인 인 것이 아닌 자연의 그 로의 소리가 더 

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선비들은 늘 거문고

를 가까이했었다. 그 까닭인즉 거문고는 한자로는 

52) 서경덕, �화담집�, 풀빛, (2011), 53쪽.

(琴)인데, 그 발음은 잘못된 행실을 삼간다는 뜻의 (禁)

과 같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 ｢  없는 거문고에 새김｣ 의 

이 없는 거문고는 �장자(莊子)�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은 곧 소리를 내는 도구다. 그러나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소리 없음을 통해서 듣는 것이 한 수 다. 

이는 자를 통해 쓰인 의미를 본다. 하지만 자의 조

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두 번째 시 ｢거문고에 새김｣

에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에 하여 설명하고 있다. 거문

고 가락은 여러 을 튕겨야 나오는 것이나, 서로 어울

려져야 됨을 강조하므로 세상 만물의 이치가 역시 어울

림인 즉, 율려(律呂)에 있다는 주기론(主氣論)자인 화담

(花潭) 서경덕(徐敬德)은 그의 생각을  속에 은연 에 

내포 했다고 볼 수 있다. 

4. 율려(律呂)의 응용론

4.1 팔풍을 주역 팔괘와 명리학에 응용  

고 의 율려(律呂)는 기(氣)나 바람 등 여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을 율려의 외연(外延)으로 삼고 

율려의 술수 (術數的)인 기능과 의의(意義)를 깊이 탐

구하여 율려의 이론을 술수 역학을 비롯한 명리학에 응

용하고자 한다. 자연을 형상한 율려(律呂)는 태극을 기

반으로 한 음양 (陰陽待 )의 구조로써 구성되어 있

다. 양률(陽律)과 음려(陰呂)는 화(化)하되 동(動)하지 

않는 조건에서 십이율(十二律)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만물을 낳고 낳는 화(中和)를 아름다움으로 여겼고, 

로 그러함이 반복되고 순환하는 과정에서 만물이 

길러지는 자연을 미(美)로 여겼다. 53)   

�회남자(淮南子)』｢시칙편(時則編)｣에서는 1년을 네 

등분하여 춘하추동(春夏秋冬)이라는 사시(四時)의 개념

(槪念)을 넣었으며, 각 계 을 다시 세 등분하여 12개월

을 만들면서 12개월에 맞는 시령사상(時令思想)을 배정

하 다. 즉 시령사상은 사시(四時)에서의 령(令)과 12개

월에서의 령(令)으로 다시 한번 나 고 있다.54) 

�회남자(淮南子)� ｢천문편(天文編)｣에서 말하기를 

“자연(自然)에서의 사시(四時)는 팔풍(八風)에 의해서 

53) 이종진, �율려 미학과 악기�, 한국학술정보, (2019), 77쪽.

54) 최원호, 「명리학으로 본 기악연주자의 직업 성 사례분석」, 

국제뇌교육종합 학원 학교 석사학 논문, (2020),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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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다고 하 으므로 팔풍(八風)은 하늘의 명(命)이고 

령(令)이다.” 라고 했다.55) 

본 연구자는 팔풍(八風)을 �주역(周易)�의 팔괘(八卦)

로 나 고 팔풍이 부는 기(節氣)  바람이 부는 방향

을 비롯하여 명리학(命理學)의 12 기를 사립(四立)과 이

분이지(二分二至), 즉 “동지, 입춘, 추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을 1년 365일을 45일씩 8 기로 나 어 자평 

명리학의 월령별 지장간(地藏干)에 배합하여 명리학과 주

역의 팔괘에 입시켜보았다. 다음의 표<4-1>는 기의 

팔풍(八風)을 팔괘(八卦)  팔방(八方)과 명리학의 월령

의 인원용사(人元用司)에 배합시켜 분류한 것이다.

4.2 12율려와 12지지와 12경맥 

주돈이(周敦頤)는 �통서(通書)�「악 제십팔( 中第十八)」

과「악하제십구( 下第十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음악은 정치에 근본을 둔다. 정치가 잘되고 백성
이 편안하면, 온 천하의 마음이 화평해진다. 그러므로 
성인이 음악을 만들어 그 화평한 마음을 드높여 천지
에 이르게 하니, 천지의 기(氣)가 여기에 감응하여 크
게 화평해진다. 이처럼 천지가 화평하면 만물이 순조롭
기에 귀신의 복이 이르고 새와 짐승이 길들어진다.”56)

 “음악의 소리가 담박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평화

55) 의 책, 29쪽.

56) 주돈이(周敦頤), �통서해(通書解)�「악 제십팔( 中第十八)」, 

청계, (2004), 203쪽.

롭고, 음악의 가사가 선(善)하면 노래하는 사람이 사
모한다. 그러므로 기풍이 바 고 습속이 변하게 된다. 
괴상한 소리와 요염한 가사의 향 한 그 다.”57)

이처럼 율려(律呂)의 기(氣)가 인간의 마음 변화로 인

하여 신체의 변화까지 불러온다. 이것은 곧  물리학

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주 만물은 입자와 동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의 한 부분을 고 의 동양사상으로 나타낸 것이

다. 연구자는 이를 동양 의학에 응용해보았다. 다음의 표

<4-2>는 기별로 12율려의 주 수에 따른 서양 음계와 

12경맥과 일맥상통하는 계를 배합하여 분류해보았다.

4.3 율려와 납음오행(納音五行)

고법(古法) 명리학에서 요하게 다루는 기 이론 

의 하나가 납음(納音)이다. 납음은 오행(五行)이 오음(五

音)에 안배된 것이다. 고 에 오음은 “궁(宮), 상(商), 각

(角), 치(徵), 우(羽”)이다. 이와 안배되는 오행은 “土, 金, 

木, 火, 水”이다. �이기소원(理氣溯源)�에서 “ 개 납음

(納音)은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오행(五行)에 안배

하며 본래의 음(音)에서 나오는 오행(五行)이 바로 그 

천간과 지지의 납음이 된다.”라고 했다. 이는 60갑자(六

十甲子)에서 각 한 의 천간(天干)과 지지(地支)가 그

와 안배된 오음(五音)에서 나온 오행(五行)과 서로 일치

한다는 이다.58)

57) 의 책,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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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음(納音)과 역(易)은 납갑(納甲)에서 동법(同法)이

다. 건 납갑(納甲)하고 곤납계(坤納癸)는 건 (乾金)으

로부터 시작되어 곤토(坤土)에서 종(終)하는 것은 납음

(納音)도 건 으로 시작하 으니 토(土)에서 마쳐야 하

는데, 곤(坤) = 토(土)이다. 납음법(納音法)을 동류취처

(同類娶妻)하고 �격팔생자(隔八生子)� 하는데, 이것은 

율려(律呂)의 상생법(上生法)이다.59) 

오행의 수(數)에는 생수(生數), 장수(壯數), 노수( 數) 

세 종류가 있다. 이  노수( 數)로 납음수(納音數)를 정하

고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팔괘(八卦)에 배속시킨 것을 

납갑(納甲)이라고 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한 아래의 그림 

[4-1]은 납음수에 오행을 배속한 납갑표(納甲表)이다.

[그림 4-1] 오행과 납음수

다음의 그림 [4-2]는 고법(古法) 명리학(命理學)에서 

사용되었던 육십갑자(六十甲子) 납음오행(納音五行)을 

도표화 한 것이다.

[그림 4-2] 육십갑자 납음오행

58) 루즈지, �명리학의 이해Ⅰ�, (주)사회평론, (2018). 304쪽.

59) � 기변방서(協紀辨方書)� 명문당, (2018), 82-83쪽.

 고법 명리학에서는 납음오행(納音五行)의 상생상극(相生

相剋) 주로 단하고 천간지지(天干地支) 자체 오행(五

行)의 요도는 그 다음 순으로 사주간명에 활용하 다. 사

주의 각각의 납음오행이 그 주(主)의 자체 지지에서 12운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지오행(地支五行)과 상생이 되는지 

지지오행의 생왕사 (生旺死絶)이 어떤가를 따진다.60) 

사실상 납음(納音)의 오행(五行)은 이미 오래 부터 

있었기에 통  명리학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 서

한 시 의 경방(京房)은 60가지 율(律)이 상생하는 법 

‘六十律相生之法’, 즉 하나의 율이 오음(五音)을 낳고 12

가지 율이 60가지 음을 낳는 것인데, 이를 기후와 기

에 안배하여 비와 바람, 서리와 , 홍수와 가뭄, 추 와 

더  등의 자연 상을 측하 다. 12가지 율려(律呂)는 

옛날에 황제(黃帝)가 악  륜에게 명령하여 만든 것인

데, 후 에 역률학(曆率學)으로 발 됨으로써 성음(聲

音)을 사용하여 지구에서 음과 양의 두 가지 기가 올라

갔다가 내려가며, 가득 찼다가 텅 비우며 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것을 미루어 계산하 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납음은 바로 고 인들이 율려를 사용하여 지뢰(地籟)61)

를 측정했던 지혜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62) 

4.4 음률학(音律學)과 심학(心學)

� 기(禮記)�「악기( 記)」에서 말하기를 “음악이

란 즐거운 것이다. 군자(君子)는 음악에서 인의(仁義)의 

도(道)를 얻고, 소인( 人)은 음악에서 감각 인 욕구를 

얻게 된다. 도(道)로써 욕구를 제어하면 음악을 즐기되 

문란하지 않고, 욕구로써 도(道)를 망각하면 미혹(迷惑)

에 빠져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라고 하 다. 그런 까닭

에 군자는 인정(人情)을 돌이켜 고찰하여 그것으로써 그 

뜻을 평화롭게 하고, 리 즐겨 그것으로써 교육의 효과

를 이루는 것이다. 음악이 행해져서 백성의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면 가히 군자의 덕행을 볼 수 있는 것이

다. 음악에는 깊은 정감(情感)이 필요하고 그에 의해 명

확한 음악이 만들어지며, 사람의 기분이 왕성하게 움직

여서 듣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이 신묘한 것이다. 화합

하고 온순한 정신이 안으로 축 되어 아름다운 곡조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오직 음악은 허 로 표 할 

60) 김기승, 나 진, �명리학사�, 다산 방, (2017), 149쪽.

61) ‘지뢰(地籟)’란 땅에서 울리는 갖가지 소리를 가리킨다.

62) 루즈지, �명리학의 이해Ⅰ�, (주)사회평론, (2018),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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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다.63)

� 기(禮記)�「악기( 記)」의 제1장「악본( 本)」

에는 음악과 마음에 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체로 음(音)이 비롯되는 것은 사람의 마

음에 말미암아 생긴다. 사람 마음의 움직임은 

외부의 상황이 그 게 만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외부의 상황에 감응하여 움직이므로 

성(聲)으로 드러나고, 성이 호응하여 변화를 

낳으며, 변화가 방(方)을 이룬 것을 음(音)이

라 한다. 음을 배열하여 악기로 연주하고 간

(干)과 척(戚), 우(羽)와 모(旄)를 들고 춤추는 

것을 악( )이라 한다.”64)

고 (古代)의 음률학(音律學)은 기본 으로 음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윤리학과도 연 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먼  그것은 사람의 6가지 감정으로 표

된다고 주장하 다. � 기(禮記)』「악기( 記)」의 제1

장「악본( 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악( )이란 음(音)이 인간의 태어남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것은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외부의 상황에 감응한 것이다. 그

런 까닭으로 서러운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놀라고 두려워 어들고, 즐거

운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넓고 

그러우며, 기쁜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드날리고 흩어지며, 성난 마음을 느

끼는 자는 그 소리가 거칠고 사나우며, 공

경하는 마음을 느끼는 자는 그 소리가 올

곧고 반듯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자

는 그 소리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 여섯 

가지는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외부

의 상황에 감응한 뒤에 움직인 것이다.’65) 

음악(音 )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 

처음에 마음속에서 외부로부터의 감동을 느껴서 소리를 

표 하게 되는데, 소리가 가락을 갖추면서 음(音)으로 변

화하고, 여기에 악기( 器)를 동원해서 음(音)을 표 함

63) � 기(禮記)�「악기( 記)」, 자유문고, (2000), 325∼326쪽

64) � 기(禮記)�「악기( 記)」“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之

音.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之音. 比音而

之, 及干戚, 羽旄, 之 .”

65) � 기(禮記)�「악기( 記)」“ , 音之所由生也, 基本在人心之

感於物也. 是故其哀心感 , 其聲噍以殺, 其樂心感 , 其聲嘽以緩, 其

喜心感 , 其聲發以散, 其怒心感 , 其聲粗以慮, 其敬心感 , 其聲直

以廉, 其愛心感 , 其聲和以柔. 六 非性也, 感於物而後動.”

으로써 악( )을 이룬다.66) � 기(禮記)�「악기( 記)」 

제5장「악언( )」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음악의 상호

작용에 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 으로 서술하고 있다.

 “  사람은 형기와 심지의 본성은 있어도 

서럽고 즐겁고 기쁘고 성냄에 향상됨이 없어

서, 외물에 의해 감응한 연후에야 마음의 작용

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가냘 고 박하면서 

움츠러드는 음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그리워 

시름겨워한다. 그럽고 화해로우며, 완만하고 

평탄하게 다채롭고도 간략한 음이 지어지면, 사

람들은 편안하고 즐거워진다. 거칠고 사나우며 

힘차게 일어나서 끝에는 분발하고 분개하는 음

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굳세고 강해진다. 반듯하

고 곧바르며 꿋꿋하고 올바르며, 장 하고 진실

한 음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정숙하고 공경하게 

된다. 그럽고 여유로우며, 몸이 퍼지는 것에 

순응하여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음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인자하고 사랑하게 된다. 지

나치게 흘러서 치우치고 어그러져, 산란하게 가

볍고 지나친 음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음란하고 

어지러워진다.”67)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감정과 심리의 변화

에 가장 직 으로 반응하는 수단이란 바로 음악(音 ) 

즉 율려(律呂)란 것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주역(周易)�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뉜다. 첫째는 수(數)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괘

(卦)가 상징하는 이미지로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그 안에 담긴 도덕 인 이치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 율려(律呂)가 주역만큼 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고 의 그 활용 방법은 �주역(周易)�과 마찬가지 다. 

첫째, 악기의 조율을 한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을 이

용한 수리 해석법, 둘째, 율려(律呂)가 상징하는 음악  

의미를 이용한 상징해석법, 셋째, 율려(律呂) 안에 담긴 

도덕 인 이치로 확장하는 응용해석법이 그러했다. 

율려(律呂)의 기 이 되는 황종(黃鐘)의 수(數)는 81

66) 임채우 편 , 『주역과 술수역학』, 동과서, (2017), 288쪽.

67) � 기(禮記)�「악기( 記)」“夫民有血氣心知之性, 而無哀樂喜

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述形焉. 是故志微·噍殺之音作, 而民思

憂. 嘽諧·慢易·繁文·簡節之音作, 而民康 . 粗厲·猛起·奮末·廣賁之

音作, 而民剛毅. 廉直·勁正·莊誠之音作, 而民肅敬. 寬裕·肉好· 成·

和動之音作, 而民慈愛. 流辟·邪散·狄成·滌濫之音作, 而民淫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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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81이란 수를 상징 으로 본다면 �천부경(天符

經)�도 81자로 되어 있고 노자(老子)의 �도덕경(道德經)

� 한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려(律呂)는 수(數)가 하나에서 시작하나, 하나로는 

생(生)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양(陰陽)으로 나뉜다.  

음양(陰陽)이 만물(萬物)을 낳기에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으며 셋이 만물을 낳는다.”68) 라고 한 것이

므로 모두 3으로써 한 (節)을 삼는다. 3을 3번 하면 9

이기 때문에 황종(黃鐘)의 율(律)이 9 (九寸)이고 궁성

(宮聲)의 음조(音調)가 9가 되어서, 9를 9번 곱한 81로 

황종의 수가 세워진다는 3-9-81인 3진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주역(周易)�에서 나타나는 태극(太

極)=0, 음양(陰陽)=2, 사상(四象)=4, 팔괘(八卦)=8, 64괘

(卦)=64, 즉 2-4-8-64의 2진법 원리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 

율려(律呂)에 련된 여러 고  문헌들을 통해 연구

해 본 결과,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입자와 동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만물에 해, 동양의 고  인들은 지

구와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 宇宙)로 생각했기에 일정

한 율려의 기 을 확립하 고 그 음(音)을 정확하게 조

율(調律)하여 그 음(音)들의 어울림과 조화를 이루었으

며, 궁극 으로는 인간이 자연의 소리에 도달하여 율려

가 곧 천지와의 조화를 이루어 천인합일(天人合一)과 동

기감응(動機感應) 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명리학(命理學)의 시원(始原)인 고법(古法) 

명리학에서 가장 요하게 다루는 이론인 납음오행(納

音五行) 역시 율려(律呂)에서 생되었고 이후 역률학

(曆率學)으로 발 됨으로써 고 인들이 율려(律呂)를 

사용하여 천지에서의 음양(陰陽) 기운의 상승(上昇)과 

하강(下降)  기(氣)의 수축  팽창을 미루어 기후와 

기에 안배하여 자연 상을 측하 던 지혜의 결정체

다. 한 고 의 율려 사상에서 생된 동양 의학(醫

學)을 비롯한 기철학(氣哲學), 정치학(政治學), 사회학

(社 學), 윤리학(倫理學), 심학(心學), 학(占學), 술수

역학(術數易學), 오성수택법(五姓修宅法), 명리학(命理

學), 심리학(心理學) 등 다양한 동양학의 시 이자 기원

이 곧 ‘율려(律呂)’인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완 하게 

확신이 들었다. 그 밖의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더 많은 

68) �노자(老子)�, �도덕경(道德經)� 제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

三, 三生萬物.”

자료조사  연구를 통해 머지않은 훗날의 과제로 남겨

놓기로 하며 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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