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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국 시대 말엽에서 한나라 초기 

오음(五音)과 십이율(十二律)의 음악 외적 

용례에 관한 고찰*
38)

조 정 은

【주제분류】중국고대철학, 음률론

【주요어】오음(五音), 오성(五聲), 육률(六律), 십이율(十二律), 오행(五行), 세시 

체계

【요약문】이 글은 오음과 십이율, 그리고 이들과 밀접한 개념인 오성과 육률의 

용례를 선진 시대와 한 초 문헌을 대상으로 살피면서, 오음과 십이율이 전국 시

대 후기에 이르러 세시 체계 및 오행 이론과 관련성을 지니며 개념적 중요성을 

얻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오음은 음이 지닌 음악적 소리라는 뜻이 뚜렷해지며 전국 후기에 이르러 오성

의 우세 경향을 뒤집는다. 그리고 그 용례는 병법과 세시 체계 등을 다루는 음

악 외적 맥락으로까지 확대된다. 육률은 율 체계를 대표하는 용어로 두루 쓰였

는데 전국 말엽에 이르러 십이율이란 용어가 여씨춘추에 새롭게 등장한다. 
이는 율 체계에서 이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던 열두 개의 전체 구성이 열두 달 

체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중요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시 체계의 영향

은 오음과 사계절의 대응, 십이율과 열두 달 및 24절기의 대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국 말엽 오행 이론의 영향을 보여주듯 여씨춘추는 오음을 오행에 배속하고 

이러한 시각은 회남자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들의 서술을 할관자, 사기

* 이 논문은 2014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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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서｣와 함께 비교할 경우, 오음은 방위나 계절보다 늦게 오행에 배속되었고, 
이후 오행 상극 이론을 음률 인식에 적용할 만큼 오행의 틀 안에서 오음을 이해

하는 경향은 짙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좌전에 실린 ‘기에서 나온 소리’라는 개념과 전국 말엽 이래로 팽배해진 천

인상관적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한 해의 운행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오음과 

십이율은 세시 체계와 관련하여 다뤄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오행 이론이 정

교해지며 음률 체계까지 포섭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 놓인 

음률론은 음악적 관점보다 사상적 관점에서 더 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Ⅰ. 서론

이 글은 음악적 소리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인 오음과 십이율을 전국 시

대 말엽과 한(漢) 초기 문헌에서 음악과 무관하게 세시 체계나 오행과 관련

하여 다루는 용례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음, 십이율과 가까운 개

념인 오성(五聲)과 육률(六律)도 주요 개념으로서 다룰 것이다. 오음과 십

이율의 음악 외적 용례에 대한 탐색은 당대 음률 인식의 새로운 국면과 그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1)

음률 용어의 음악 외적 용례는 전국 시대 말엽 편찬된 여씨춘추에 본

격적으로 등장하여 한 초기 문헌인 회남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글

은 선진 문헌에서 한 초 문헌에 이르기까지 음률 용어의 출현 양상을 살피

면서, 전국 후기 오음과 십이율이 개념적 중요성을 얻으며 그 용례가 음악 

외적 맥락으로 확대되는 데에 세시 체계와 오행 이론에 대한 관심이 일정 

정도 기여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 글은 음률 용어의 음악 외적 용례가 두드러지는 회남자를 주로 다

루고, 회남자와 유사한 시각을 보여 주는 조금 앞선 시대 문헌으로 여씨

춘추와 할관자도 살필 것이다.2) 이외에도 사기 ｢율서｣ 및 전국 말엽

1) 이 글에서 ‘음률’은 오음, 십이율, 오성, 육률을 아울러 지칭하거나 이들 중 일부를 지

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2) 할관자(鶡冠子)의 편성 연대에 관해 그레이엄은 비록 모든 편들이 동시에 편집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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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 초 문헌의 용례와 대비하는 맥락에서 주례, 국어, 좌전을 다룰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오음, 십이율과 관련지을 수 있는 선행 연구 주제로는 음

(音)과 성(聲)의 차이, 삼분손익법, 회남자의 음률론 등이 있다. 이 글은 

음과 성을 구분된 개념으로 다루는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되, 이러한 

구분이 뚜렷해지며 오음 개념이 오성 개념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고, 그 뜻

에서는 음악과 무관한 상징성이 대두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삼분손익

법은 관자, 여씨춘추, 회남자, 한서의 서술에 근거하여 그 방식의 

차이가 지적되었다.3) 이 글은 삼분손익법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삼

분손익법과 십이율의 연결에서 드러나는 도식적 성격을 지적하며 십이율

을 음악 외적 맥락에서 다루는 일례로 삼고자 한다. 회남자는 이전 시기 

다른 어떤 문헌보다 음률에 대한 서술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분석이 음악

적 혹은 사상적 관점에서 종종 이루어졌다.4) 회남자의 음률론이 음악적

으로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

에서, 이 글은 음악적 관점의 논의를 잇는 대신 음률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는 않았겠지만 진시황 이름 피휘, 철학 사상, 다른 문헌과 겹치는 부분 등을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한나라 통일 전 몇십 년 사이 작성되었으리라 추측한다. Graham, “A 
Neglected Pre-Han Philosophical Text”, 500-509. 각 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대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할관자의 여러 편들은 기원전 2-3세기경 작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efoort, The Pheasant Cap Master, 
21-24 참고.

3) 관자와 여씨춘추가 유사한 방식이고 회남자는 다른 방식이라고 보기도 하고, 
회남자가 여씨춘추의 방식을 잇고 관자는 이와 다르다고 보기도 한다. 한서
는 이 두 방식과 모두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34, 36번 주석에서 다룬다. 

4) 회남자에서 삼분손익법을 통해 각 율에 부여한 숫자와 오음 상생 순서를 포함해 고

래로 논란이 되어온 부분들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고래로 논란이 많은 부분

으로 徐金陽은 ｢宮商焉生? 和繆安解?｣에서 ｢천문훈｣의 “徵生宮, 宮生商, 商生羽, 羽
生角, 角生姑洗, 姑洗生應鍾, 比於正音, 故爲和. 應鍾生蕤賓, 不比正音, 故爲繆. 日冬至

音比林鍾, 浸以濁, 日夏至音比黃鍾, 浸以淸”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궁이 아닌 치에서 시

작하는 오음 생성 순서, 이 서술이 가리키는 선법, 比와 不比, 和와 繆의 뜻을 지적하

며, 이에 대해 어떤 해석이 있었는지 자신의 해석과 함께 제시한다. 국내 연구로는 ｢천

문훈｣, ｢지형훈｣, ｢시칙훈｣의 전체 내용을 상세히 분석 정리하고, 이를 음양오행론, 주

역의 사상 등과 관련지어 분석한 김병훈의 ｢회남자의 율수와 사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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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며 사상적 관점의 논의를 더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오성, 오음, 육률, 십이율이란 용

어가 선진 문헌에 분포하는 양상과 언급되는 맥락을 살피면서 이들 용어의 

인식에 어떤 특징과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유로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응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오음과 오행, 
오음과 십이율, 십이율과 열두 달 혹은 24절기 사이의 대응을 살피면서 세

시 체계와 오행 이론이 음률 인식에 준 영향에 대해 논할 것이다.

Ⅱ. 오음과 십이율: 오성, 육률과 대비의 관점에서

1. 오성과 오음

오성과 오음은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 다섯 소리를 가

리키기도 하고, 오색과 오미처럼 감각 기관을 즐겁게 하는 대상으로 나올 

때는5) 아름다운 소리 즉 음악을 뜻한다.6) 그렇다면 같은 뜻을 지닌 오성과 

오음은 처음부터 두루 선진 문헌에 등장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성(聲)과 

음(音)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비록 ｢악기｣는 감정을 표현한 소리인 성이 

형식을 갖췄을 때 음이 된다고 하여7) 성과 음을 비음악적 소리와 음악적 소

리로 구분하지만, 여러 선진 문헌에서 성과 음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채 

둘 모두 음악적 소리를 뜻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8) 그렇다고 

성과 음의 구분을 ｢악기｣의 독특한 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후, 고하, 장

5) 여씨춘추 耳之欲五聲, 目之欲五色, 口之欲五味, 情也; 노자 五色令人目盲, 五音令

人耳聾, 五味令人口爽; 한비자 不務聽治而好五音, 則窮身之事也.
6) 이외에도 다섯 종류의 소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남자 ｢범론훈｣에는 

“우임금 때는 오음으로 정치를 했다(禹之時, 以五音聽治)”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오

음은 鐘, 鼓, 磬, 鐸, 鞀 다섯 타악기의 소리이다.
7)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凡音者, 生人心者也. 情動於

中, 故形於聲, 聲成文, 謂之音.
8) 예를 들어 좌전은 “介葛盧聞牛鳴曰, 是生三犧. 皆用之矣. 其音云”처럼 동물의 울음

소리에 音을 쓴다. 聲은 소리의 뜻으로 두루 쓰이고, 오성의 예에서처럼 음악적 소리를 

뜻할 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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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같은 여러 상보적 대립어와 함께 음성을 말하는 노자 2장을 볼 때,9) 
음과 성은 ｢악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10) 
노자에서 두 용어를 대립어로 사용하고 ｢악기｣에 이르러 둘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으로 볼 때, 성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던 음이 점차로 음악적 소

리라는 뜻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아

래 표에 제시한 오성과 오음의 등장 빈도수 양상에도 부합한다.

좌전 주례 서경 국어 장자 관자 여씨춘추
오성 7 5 1 1 4 4 5

오음 0 0 0 0 1 4(3)11) 4

특정 경향성을 단정할 만큼 빈도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선 시기 문

헌에서 등장하지 않던 오음이 관자와 여씨춘추에 이르러 오성과 유사

한 빈도수를 보이는 것에서 오음이 점차 선호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선호는 음이 음악적 소리라는 뜻을 차츰 강하게 띠게 된 경향

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성이 음악적 소리를 포함하여 소리를 뜻하는 

용어로 두루 쓰이다가 의미 영역을 공유하되 덜 보편적으로 쓰이던 음이 점

차 음악적 소리의 영역을 우세하게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9) 有無相生, 難易相成, 長短相形, 高下相盈, 音聲相和, 前後相隨.
10) 박소정은 노자의 “音聲相和”와 “大音希聲”에 나온 음⋅성 개념에 대한 기존 해석

에서 두 개념의 차이를 적절히 밝히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音은 “인간의 마음을 

거쳐 의미를 띠게 된 소리”, 聲은 “의미로 걸러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소리”로 정의한

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소리(聲)가 인간의 마음을 거쳐 의미를 지니게 되고(音) 이것

이 다시 외부로 표출된다는(聲) 설명에서 전자의 聲이 음악적이지 않은 소리라면 후자

의 聲은 음악적인 소리라고 하여, 聲이 음악적 소리도 뜻한다고 주장한다. 박소정, ｢노

자 철학의 音⋅聲 개념 연구｣, 184-185. 이 글에서 “대립적 개념”이라고 말한 것은 비

록 聲과 音이 비슷한 뜻을 지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음악적이지 않은 소리와 음악적 

소리로 대비된다는 정도까지이고, 노자의 음성 개념에 관해 제기된 마음속 이미지

로서의 音과 이것이 표출된 음악적 소리인 聲이라는 구분은 취하지 않는다.
11) 정확도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검색 결과 관자에는 오음과 오성이 각 네 번 나온다. 

오음의 네 용례 중 하나는 이전 문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세 번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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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음 선호 경향은 오성이 두 번, 오음이 일곱 번 나오는 할관자에 이르

러 뚜렷해진다.12) 그리고 이런 경향과 함께 오음은 오히려 음악과 무관한 

맥락에서도 사용되어 병법과 관련해 언급되기도 한다.13)

옛날 전쟁을 잘하는 경우, 병력을 일으켜 서로 따랐고, 오행에 따라 포진하

며, 오음에 따라 전쟁했다.14)

아래로는 지형의 이점에 의지하여 오행을 따른다. 왼쪽에 木, 오른쪽에 金, 
앞쪽에 火, 뒤쪽에 水, 가운데 土가 되도록 군영을 세우고 병사를 배열하여 

그 마땅함을 잃지 않는다. … 저 하늘은 만물을 낳지만 만물에 속하지 않고 

그 본원은 음양이다. 사계절은 생장 수렴하면서 순서를 잃지 않으니 이를 헤

아리는 것이 音이다. 音은 옮길 수 없는 것이니 그 공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병법을 익히고 배우는 데는 반드시 하늘의 헤아림을 앞세운다. 오행에 따라 

포진하며 오음에 따라 전투한다. 왼쪽에 궁⋅각을 두고 오른쪽에 상⋅우를 

끼며 치는 임금으로 뒤에 따른다.15) 

할관자에 따르면 오행과 오음은 군영과 병사를 배치하는 기준이다.16) 
숫자, 맛, 색 등 오행에 대응하는 많은 체계 중 소리 체계인 오음이 특별히 

12) 할관자는 “오음은 조화시킨 것이고, 오성은 고유한 것이다. 五音, 調也, 五聲, 故也”
고 하면서 오성과 오음을 구분하여 오음에 정제된 소리의 배열이란 함의를 짙게 싣는

다. 이 구절과 본문에 인용한 용례를 제외한 오음의 나머지 네 용례 중 하나는 역시 병

법과 관련되며 나머지 셋은 육률과 함께 군주가 바로 잡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된다. 오
음과 육률을 바로 잡는다는 표현은 오음에 대한 할관자만의 독특한 용례는 아니다.

13) 사기 ｢율서｣에서도 “육률은 모든 일의 근본인데 특히 전쟁에서 중요하다(六律爲萬

事根本焉. 其於兵械尤所重)”고 하여 소리와 전쟁의 관련성을 말한다. 하지만 곧 이어

지는 “소리를 들으면 승부가 드러난다(聞聲效勝負)”는 구절을 볼 때, 이는 초나라 군

대가 진격한다는 말에 “남풍은 활기가 없고 죽음의 소리가 많으니 초나라는 이기지 못

할 것(南風不競, 多死聲. 楚必無功)”이라고 진단한 사광의 말이 실린 좌전 양공18년

의 기록에 가까운 맥락인 것 같다. 즉, 소리와 심리 사이의 관련성을 지적한 것으로 음

악과 무관한 맥락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할관자는 소리 체계의 상징성을 가지

고 전쟁과 관련시키는 것 같다.
14) ｢世兵｣ 昔善戰者擧兵相從, 陳以五行, 戰以五音.
15) ｢天權｣ 下因地利, 制以五行. 左木右金前火後水中土, 營軍陳士, 不失其宜. … 彼天生物

而不物者, 其原陰陽也. 四時生長收藏而不失序者, 其權音也. 音在乎不可傳者, 其功英

也. 故所肄學兵, 必先天權. 陳以五行, 戰以五音, 左倍宫角, 右挾商羽, 徵君爲隨.
16) ｢천권｣에서 말하는 오행 배열은 오행과 방위의 대응과 일치하지만 오음은 무슨 기준

으로 왼쪽, 오른쪽, 뒤쪽에 배열한 것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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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음에서 일정한 원칙이란 함의가 강하게 드

러났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는 사계절의 질서를 헤아리는 것이 음이라고 

하면서 음을 변치 않는 법칙으로 제시하는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사계절의 

질서와 음을 연결하는 것은 ‘기(氣)에서 나온 소리’라는 믿음의 연장 선상

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기에서 소리가 생긴다는 생각은 좌전에 이미 나

오고,17) 여씨춘추 역시 ｢음률｣편에서 “천지의 기가 합하여 바람을 일으

키고, 해가 [일정 자리에] 이르면 달이 바람을 모아 십이율을 생성한다”
고18) 말한다. 음양 변화로 천지 만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여씨춘추 ｢대

악｣편에서 엿볼 수 있듯 천지 운행을 기의 작용으로 이해했다면, 기에서 생

긴 소리와 사계절의 운행을 연결 짓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할관자에서 오행과 함께 오음을 말한 것은 숫자 5의 공통점이 있기 때

문이겠지만 오행과 대응하는 여러 요소 중 유독 오음이 나온 것은 특정 음

고 간격으로 배열하는 오음이란 개념에 실리는 규칙성이란 함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규칙이 강조되는 맥락에 있는 소리는 음악적 성격이 강할 것

이고, 이 소리를 지칭하는 데에 성이 아닌 음이 선택된 것이다. 오성 대신 

오음이란 용어가 선택된 데에는 음에 담긴 음악적 함의가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이 있지만, 이런 이유로 선택된 오음은 규칙성이란 상징적 의미를 가지

고 오히려 비음악적 맥락에서 병력의 배치 기준으로서 언급되고, 소리와 기 

사이의 밀접성이란 기존의 인식이 더해지며 사계절의 운행과 관련되기도 

한다. 
할관자에 나오는 오음의 용례로부터 오성에서 오음으로 언어 사용이 

옮겨 갈 즈음 오음은 음악적 맥락과 무관한 도식적 체계로서도 다뤄진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19) 그리고 이런 가설은 오음이 16번, 오성이 3번 나오

17) 天有六氣, 降生五味, 發爲五色, 徵爲五聲. 淫生六疾; 氣爲五味, 發爲五色, 章爲五聲.
18) 天地之氣, 合而生風, 日至則月鐘其風, 以生十二律.
19) 이 글에서 말하는 “음악적 맥락”은 음률 용어가 음악적 의미를 지니며 언급되는 경우

로서, 이들 용어가 나오는 구절이 반드시 음악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설

명하면 회남자의 “눈이 오색을 즐기고, 입이 맛난 것을 먹고, 귀가 오성을 탐닉하니 

일곱 구멍이 서로 다투어 생명을 해친다(目悅五色, 口嚼滋味, 耳淫五聲, 七竅交爭, 以
害其性)”에서 오성이 음악적으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음악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

으나 이 구절의 주제가 음악은 아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비음악적 맥락”은 음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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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남자에서도 유효하다.20) 주제로서든 단순 소재로서든 음악에 관한 

서술이 거의 없는 할관자에서는 비음악적 맥락의 오음이 용례의 주류를 

차지한다. 하지만 회남자에는 음악에 관한 서술이 종종 나오는 만큼 오

성/오음의 출현 횟수도 높고, 아래 인용할 오음의 두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

두 음악적 맥락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음악적 맥락에서 오음이 오성보다 빈

도수가 훨씬 높은 점은 앞서 지적한 오성에서 오음으로의 전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또한 비록 두 번뿐이지만 오음을 도식적 체계로서 다루는 용례

는 할관자로부터 세운 가설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천문훈｣, ｢지형훈｣, ｢시칙훈｣의 편명이 보여 주듯이 회남자는 천문, 

지리, 세시 같은 자연 현상의 체계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관심에서 회남

자는 세시 체계와 소리의 관련성을 중시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숫자에 

기반을 둔 구조적 연관성을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을 아래 구절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陰 둘과 陽 하나가 氣 둘을 이루고, 陽 둘과 陰 하나는 氣 셋을 이룬다.21) 氣
를 합하면 音이 되고, 陰을 합하면 陽이 되며, 陽을 합하면 律이 된다. 그러

므로 오음과 육률이라고 한다. 音이 스스로 배가 되어 日이 되고, 律이 스스

로 배가 되어 辰이 된다. 그러므로 日은 열 개이고, 辰은 열두 개이다.22) 

에서 음악적 뜻을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0) 할관자와 회남자에서 오성을 음악적 맥락과 무관한 도식적 체계로 다룬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21) 이 문장의 뜻은 알기 어려워 해석의 타당성 판단은 보류한 채 주석가의 설명을 소개하

는 것에 그친다. 王引之(1766-1834)는 陰 둘[二陰]이 아니라 陰 하나[一陰]가 돼야 한

다고 본다. 이에 반해 兪樾(1821-1907)은 글자를 고치지 않고 주역의 少陽, 少陰의 

수를 가지고 해석한다. 즉, 陰이 둘이면 陰의 수 2를 두 번 하여 4가 되고, 陽이 하나면 

陽의 수 3을 한 번 하여 3이 된다. 이 두 수를 합하면 少陽의 수 7이 되는데 여기에서 5
를 빼면 2가 된다. 이것이 氣 둘이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

석하여 소음의 수 8[6(←3×2)+2(←2×1)]에서 5를 빼면 3이 되는데, 이것이 氣 셋이라

는 설명이다. 劉文典, 淮南鴻烈集解, 104. 유월이 7과 8에서 5를 빼는 것은 주역
의 生數와 成數 개념에 근거를 둔 것 같다. 즉, 1∼4는 生數이고, 여기에 5를 더해 만들

어지는 6∼9는 成數인데, 소양과 소음의 수에서 5를 제하여 이 수를 낳은 수를 제시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天文訓｣ 二陰一陽成氣二, 二陽一陰成氣三, 合氣而爲音, 合陰而爲陽, 合陽而爲律. 故

曰五音六律, 音自倍而爲日, 律自倍而爲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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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1율에서 5음이 생기므로 12율은 60음이 된다. 이어서 여섯 배를 하면 

6×6=36이니 360음이 되어 한 해의 날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율력의 수는 

천지의 도이다.23) 

“氣를 합하면 音이 된다”는 것은 陰과 陽이 이룬 기가 둘과 셋이므로 이

를 합하면 5가 되어 音, 즉 오음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지는 구절은 

허광일의 설명을 따르면 앞서 나온 陰 둘과 陰 하나를 합해 陽의 수인 3이 

되고, 이 3을 두 번 합하면 6이 되어 律, 즉 육률이 되는 것이다.24) 그리고 

音의 수 5는 배가 되어 십간[日]을 나타내고, 율의 수 6은 배가 되어 십이지

[辰]를 나타낸다. 이처럼 회남자는 역법의 근간인 십간과 십이지의 근원

으로 음과 율을 말한다. 그리고 이 음과 율은 모두 기에서 유래한다. 
회남자 역시 좌전과 여씨춘추 등에 나타난 ‘기에서 나온 소리’란 

사유를 이어받으며 소리와 세시 체계 사이의 밀접성을 더한다. 음양의 기로

부터 음률, 음률로부터 간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리에서 그 매개는 숫자이

다. 이러한 매개는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두드러져서 음률의 수가 한 

해의 날수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
이상 살펴봤듯이 할관자, 그리고 특히 회남자에 오성에 비해 오음

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은 성과 의미 영역을 공유하던 음에 음악적 소리라

는 뜻이 짙게 실리면서 오음이 우세하게 사용되었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또한 이 두 문헌은 음이 지닌 음악적 뜻 때문에 우위를 차지한 오

음이지만 오음의 용례는 오히려 병법과 세시 등 음악과 무관한 맥락으로 확

대되는 것을 보여 준다.

2. 육률과 십이율

십이율은 여씨춘추에 이르러야 등장하는 반면25) 육률은 여러 선진 문

23) ｢天文訓｣ 其以爲音也, 一律而生五音, 十二律而爲六十音. 因而六之, 六六三十六. 故三

百六十音, 以當一歲之日. 故律歷之數, 天地之道也.
24) 許匡一, 淮南子全譯, 141.
25) 십이율은 ｢고악｣편에 한 번, ｢음률｣편에 두 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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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에 두루 나온다.26) “육률을 가지고 오음을 바로 잡는다”는 맹자의 구

절로부터27) 전국 시대에도 오늘날 정의하듯 고정된 음높이를 가진 소리라

는 뜻으로 율을, 음 간격만을 표시하는 다섯 소리라는 뜻으로 오음을 사용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28) 즉, 율의 높이가 제대로 잡혀 있다면 음 사이 

간격만이 정해져 있고 음높이는 비어 있는 오음의 소리를 제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왜 십이율이 아니고 육률이냐

는 것이다. 국어와 주례에 십이율의 이름이 모두 나오므로 전국 시대

에 이미 십이율이 구비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째서 십이율이 아닌 육률을 

두루 쓰는가? 이에 대해서는 육률을 율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여겼을 가

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육률을 구체적인 여섯 율보다는 율 체계를 나타

내는 일반 개념으로서 사용했을 수 있다.
육률과 달리 나머지 여섯 율의 묶음을 가리키는 용어는 국어에 六間으

로, 주례에는 六同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찾기 힘들다. 십이율을 음양으

로 구분해서 보고,29) 십이율명을 모두 말하는 여씨춘추에도 육률만 나올 

뿐이다. 육률 밖의 여섯 율에 대한 용어가 정립되지 못한 점은 이들에 대한 

개념화가 더 나중에 이뤄졌기 때문일 수 있다. 여씨춘추에 따르면 삼분

손익법에 따라 십이율이 생기지만,30) 십이율을 구성하는 두 그룹에 대한 

개념화의 시간 편차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삼분손익법으로 십이율이 동시

에 성립했다고 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십이율 체계가 성립한 후에 삼분손

26) 육률은 상서, 주례, 좌전, 국어, 관자, 맹자, 장자, 할관자, 여씨춘

추 등 여러 문헌에 나온다.
27) 7.1 師曠之聰, 不以六律, 不能正五音. … 旣竭耳力焉, 繼之以六律, 正五音, 不可勝用也.
28) 律과 五音의 정의는 중국음악사전, 255, 413 참고.
29) 여씨춘추 ｢고악｣은 “봉황 울음소리를 듣고 12율을 구별하여서 수컷의 울음소리로 

여섯 율을 삼고, 암컷의 울음소리도 여섯 율로 삼았다(聽鳳皇之鳴, 以別十二律. 其雄鳴

爲六, 雌鳴亦六)”고 하여 십이율을 음양으로 구분하는 시각을 보여 준다. 나중에 한서
는 陽의 소리인 六律에 짝하여 陰의 소리를 六呂로 부른다.

30) 삼분손익법은 황종의 율관 혹은 현의 길이를 정한 후 이 중 ⅓을 덜어[三分損一] 완전5
도 위의 음을 얻고, 다음에는 남은 길이의 ⅓을 다시 더해[三分益一] 완전4도 아래 음

을 얻는 방법이다. 삼분손일은 율관 길이가 짧아지므로 아래로 내려가며 만든다는 뜻

으로 下生이라고 부르고, 삼분익일은 길어지므로 上生이라고 한다. 삼분손익법을 따

르면 황종-임종-태주-남려-고선-응종-유빈-대려-이칙-협종-무역-중려 순서로 십이율

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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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법과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31) 

오늘날처럼 한 옥타브 안의 모든 음들을 음악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지 

않는 한 십이율 전체 체계에 대한 관심은 낮았을 것이고, 율은 오음의 음높

이를 정해주는 고정된 음고를 갖는 개념으로서 중요했을 수 있다.32) 이처

럼 고정된 음고라는 뜻이 중시된 채 먼저 두루 사용되던 용어인 육률을 율 

체계를 대표하는 용어로 썼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미 십이율 체계가 성립했어도 그 전체 체계에 대한 관심은 낮았고 육

률을 여전히 두루 사용했다면 십이율 개념은 어떤 이유로 부상하게 되었을

까? 십이율과 유사한 명칭인 ‘十有二律’과 ‘十有二聲’이 주례 ｢춘관⋅전

동｣에 나오지만 ‘十有二’의 수식을 받는 예는 율과 성 외에도 人, 敎, 土, 歲, 
風 등 많다. 또한 십이율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부분에서 六律과 六同, 陽聲

과 陰聲이란 용어를 쓸 뿐 十有二律/聲은 쓰지 않는다. 이를 볼 때 주례의 

‘十有二律/聲’을 십이율 체계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십이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십이율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여씨

춘추에서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맹춘기로부터 계동기까지 열두 구분을 

따르는 여씨춘추 12기 구조에 나타난 일 년 열두 달 체계에 대한 강조는 

같은 숫자로 구성된 십이율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31) 팔켄하우젠은 육률에 속하지 않는 율 이름은 ‘呂’ 혹은 ‘鐘’으로 끝나면서 규칙성을 보

이는 반면, 육률의 이름에는 이러한 규칙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규칙성이 없는 

이름으로 된 육률이 나머지 율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한다고 보면서 십이율의 단계적 

생성을 지지한다. 또한 기원전 433년경으로 추정되는 증후을 무덤에서 발굴된 편종의 

64개 종에 새겨진 글로부터 증후을 시기인 기원전 5세기경에는 한 옥타브를 이루는 

12음계가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Falkenhausen, “On the Early 
Development of Chinese Musical Theory”, 433-435.

32) 회남자 ｢본경훈｣은 “상제는 태일을 체현하고, 왕자는 음양을 본받고, 패자는 사계

절을 법칙으로 삼고, 군주는 육률을 사용한다(帝者體太一, 王者法陰陽, 覇者則四時, 
君者用六律)”고 하여 육률을 군주가 취해야 할 원칙으로 언급한다. 이는 율이 지닌 고

정된 음고란 뜻으로부터 항구한 기준이란 상징적 의미를 추출한 용례로 해석할 수 있

다. 고정된 음고 혹은 율관이란 율의 뜻이 확장되어 도량형의 기준, 나아가 법률/규칙

이란 뜻으로 발전한 것 같은데, 육률을 법률/규칙의 뜻으로 쓰는 예는 회남자가 처

음인 것 같다. 이처럼 회남자는 육률 역시 오음과 십이율처럼 비음악적 맥락에서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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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은 소리와 기 사이의 관련성에 더하여 열두 달과 십이율을 서로 대응

시키기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회남자는 여씨춘추의 시각을 잇

는 한편, 한 발 더 나아가 앞서 보았듯 한 해의 날수인 360을 이루는 단위로 

십이율을 말하거나, 십이율을 가지고 24절기의 변화에 응한다고 하는 등33) 
십이율을 더 다양한 세시 체계와 연결시킨다.

Ⅲ. 도식적 체계로서 오음과 십이율

앞서 오음과 십이율이 5와 12라는 숫자를 통해 십간, 한 해의 날수, 열두 

달 등에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오음과 십이율이 오행, 계절, 방
위, 열두 달, 24절기 등과 대응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십이율과 열두 달의 대응

여씨춘추 ｢음률｣편에서 십이율은 황종이 음력 11월인 중동(仲冬)에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열두 달에 대응한다.34) 십이율과 열두 

달의 대응은 회남자의 ｢천문훈｣과 ｢시칙훈｣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

33) ｢天文訓｣ 以十二律, 應二十四時之變.
34) 대응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만약 십이율이 황종에서 시작하는 한 옥타브 안에 있는 

경우라면 황종부터 응종까지 약 반음 간격으로 점차 음고가 높아지지만 다른 가능성

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씨춘추에는 “黃鐘⋅大呂⋅太簇⋅夾鐘⋅姑洗⋅仲

呂⋅㽔賓爲上, 林鐘⋅夷則⋅南呂⋅無射⋅應鐘爲下”라고 적혀 있어서, “爲上”과 “爲

下”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삼분손익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上과 下를 上生과 

下生으로 읽으면 유빈을 전후로 삼분익일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삼분손일부터 시

작하여 손일과 익일이 번갈아 일어나며 아래 표에 적힌 순서대로 음고가 높아지지만, 
上과 下가 황종을 기준으로 음고가 위냐 아래냐를 가리킨다면 관자처럼 삼분익일부

터 시작하여 익일과 손일이 반복되며 임-이-남-무-응-황-대-태-협-고-중-유의 음고순

으로 배열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려를 전후로 삼분익일이 반복된다. 이에 대한 구체

적 논의는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면서 양자의 논쟁을 탐색하는 陳克秀의 ｢<<呂氏春

秋>>的“十二律”與“十二紀”｣에서 찾을 수 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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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회남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서 봤듯 십이지, 한 해의 날수, 그리고 

곧 살펴볼 24절기에까지 십이율을 연결시킨다. 
회남자에서 십이율과 24절기가 대응하는 양상을 살피면, 동지부터 하

지까지는 황종을 시작으로 음고가 낮아지는 순서로 십이율이 대응한다. 따
라서 동지에 배속된 황종은 하지에 배속된 황종보다 한 옥타브 높은 황종이

다.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다시 높아지는 순서로 율이 배열한다.35) 여씨춘

추에서 황종이 중동에 배속하는 것은 음기가 가장 강성한 때, 다시 말해 

양기가 싹트기 시작하는 때와 양률(陽律)의 시작인 황종 사이의 연결점을 

보여 준다. 이후의 대응도 대려는 12월, 태주는 1월 등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홀수 달에는 양률이 짝수 달에는 음률이 대응하며 음양 이론에 부합

한다. 하지만 대응이 순차적이다 보니 음기가 더 강한 달에 양률이 대응하

는 방식으로 음양 이론이 고려되지는 않는다. 회남자에서 십이율을 24절

기에 대응시킬 때에도 역시 순차적이어서 서로 대응하는 각 절기와 율 사이

에 특별한 관련성을 말하기 어렵다.
십이율에 대한 관심은 여씨춘추에 십이율을 얻는 삼분손익법이 실리

는 데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삼분손익법은 관자 ｢지원｣편에 등장하지만 

오음에 대해서만 다룰 뿐이고 십이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씨춘추가 처

음이다. 하지만 여씨춘추는 율의 생성 순서만을 명시하고 율이 상생(上

35) ｢천문훈｣의 다른 곳에서는 “日冬至, 音比林鐘”이라 하여 임종을 동지에 배속시킨다. 
이에 대해 黃翔鵬은 ｢律數之秘｣에서 한나라 때에는 F均 淸商음계를 사용했고, 이 음

계에서 임종이 궁에 해당한다고 하여 음악적으로 동지가 임종에 배속하는 이유를 제

시한다. 하지만 이 글은 이러한 음악적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임종을 동지

에 배속한 구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24절기와 12율을 대응시키는 부분에만 한

정하여 논한다. 십이율과 서양 음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음고 변화 이해의 편

의상 서양 음계와 함께 십이율과 24절기의 대응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황종 응종 무역 남려 이칙 임종 유빈 중려 고선 협종 태주 대려

C’ B B♭ A G# G F# F E E♭ D C#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C C# D E♭ E F F# G G#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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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한 것인지 하생(下生)한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주석 34에 설명했듯 

삼분손익의 순서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회남자는 각 율마다 상생과 

하생을 명시하여 황종이 제일 아래 음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율마다 수

를 부여한다.36) 이때 수는 황종에 81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종 54, 
태주 72로 진행하는데 이 숫자는 고선 64 이후로는 자연수가 나올 수 없

다.37) 회남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자연수만 적음으로써 음악적으로 

의미 있는 율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삼분손익법을 다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38) 
앞서 여씨춘추에 이르러 세시 체계에 대한 관심으로 십이율이 주목받

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십이율명을 말하는 국어와 회남자의 맥락을 비

교해보면 십이율이 처음부터 세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는 않았음을 추

측할 수 있다. 주 경왕이 율에 대해 묻자 악관 주구가 답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국어에는 12율명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6은 중앙의 색이니 황종이라 부르고39) 육기와 구덕을 두루 기릅니다.40) 

36) 회남자는 상생과 하생을 명시하여 34번 주석의 첫 번째 방식임을 분명히 했다. 한

서에서는 삼분익일이나 손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예외 없이 손일과 익일이 일관되게 

번갈아 일어난다. 한서를 따르면 대려, 협종, 중려가 한 옥타브 높은 음역에 놓인다. 
만약 여씨춘추가 34번 주석의 두 번째 방식을 말했다면 삼분손익법은 회남자와 

한서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되어 왔는데, 한서에서 세 개의 율이 다른 옥타브에 놓

이는 것이 보여주듯 음악을 고려한 변화 과정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7) 황종(81) → 임종(81×2/3=54) → 태주(54×4/3=72) → 남려(72×2/3=48) → 고선

(48×4/3=64) → 응종(64×2/3=42.67).
38) 이 글은 반올림을 율수 산출에서 음악에 대해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

지만 이와 반대로 이러한 율수 산출이 음악적으로 더 나은 소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도 한다. 후자 해석의 예로는 趙宋光, ｢<<淮南鴻烈⋅天文訓>>大數到約數的躍遷奧秘｣ 
참고.

39) 위소의 “六者, 天地之中”, “六爲中, 故六律六呂”, “黃, 中之色也”라는 주석을 볼 때, 이 

구절은 6이 중앙을 상징하므로 육률의 시작인 황종은 중앙 土의 색인 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회남자에서 “동지에 이르면 土의 기운이고, 
土의 색이 황색이라 황종이라고 한다 (日冬至, 德氣爲土, 土色黃, 故曰黃鍾)”고 하여 오행 

이론에 근거하여 황종의 유래를 밝히는 것과 비슷한 해석이다. 하지만 만약 국어의 기
록이 주 경왕(기원전 544-520 재위) 당대의 것이라면 오행 이론에 근거를 둔 이 같은 

해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40) 좌전에 따르면 六氣는 陰⋅陽⋅風⋅雨⋅晦⋅明이다. 위소는 九德을 九功之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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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황종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둘째는 태주로 금속의 소리로 연주하

여 양을 도와 막힌 것을 나오게 합니다. 셋째는 고선으로 만물을 정결하게 

하여 신을 모시고 손님을 맞아들입니다. 넷째는 유빈으로 신과 인간을 평안

하게 하여 술을 올리고 잔을 교환합니다. 다섯째는 이칙으로 구공(九功)의 

법칙을 노래하여 백성을 안정시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는 

무역으로 선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려 백성에게 법도를 보여 줍니다. 
육간을 만들어 가라앉은 것을 일으키고 격앙된 것을 물리칩니다. 원간은 대

려로 사물이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이간은 협종으로 사계절의 미세한 기운

이 나오게 합니다. 삼간은 중려로 중앙의 기운이 퍼지게 합니다. 사간은 임

종으로 여러 일을 조화롭게 하고 잘 살펴 직분에 항상 신속하고 경건하게 

임하게 합니다. 오간은 남려로 양을 도와 결실을 맺습니다. 육간은 응종으

로 기물을 모두 이롭게 하고 [예에] 응하여 다시 [일정하게] 쓰이게 합니

다.41) 

국어는 12율을 육률과 육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신과 손님을 모시

고, 선현의 덕을 알리며, 술잔을 올리는 등의 서술은 십이율을 말하는 맥락

이 의례임을 암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의례의 각 절차마다 특정 율을 중심

으로 한 선법(旋法)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혹은 각 절차에

서 하는 일로서 옛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을 지닌 고선의 경우42) 만물을 정

결하게 하고, 이칙의 경우 구공의 법칙을 말하는 등 율명의 뜻이 절차 내용

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때, 율이 각 절차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육률의 뜻이 의례 절차와 관련이 많은 반면 육간의 뜻은 자연 현상에 관

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록 위소(204-273)는 “중려는 4월의 음인데 11월

부터 싹트기 시작한 양기가 중반인 4월에 이르면 밖으로 퍼진다”고43) 설명

풀면서 서경에 실린 九功 즉 水, 火, 金, 木, 土, 穀과 正德, 利用, 厚生을 나열한다. 
41) ｢周語 下｣ 夫六, 中之色也. 故名之曰黃鍾, 所以宣養六氣九德也. 由是第之. 二曰太蔟, 

所以金奏贊陽出滯也. 三曰姑洗, 所以修絜百物, 考神納賓也. 四曰蕤賓, 所以安靖神人, 
獻酬交酢也. 五曰夷則, 所以詠歌九則, 平民無貳也. 六曰無射, 所以宣布哲人之令德, 示
民軌儀也. 爲之六閒, 以揚沈伏, 而黜散越也. 元閒大呂, 助宣物也. 二閒夾鍾, 出四隙之

細也. 三閒仲呂, 宣中氣也. 四閒林鍾, 和展百事, 俾莫不任肅純恪也. 五閒南呂, 贊陽秀

也. 六閒應鍾, 均利器用, 俾應復也.
42) 高誘는 회남자에 주를 달며 姑를 故로 푼다. 劉文典, 淮南鴻烈集解, 99.
43) 陽氣越於中, 至四月, 宣散於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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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어에서도 율과 달의 대응을 전제했다고 여기지만 회남자의 서

술과 비교하면 상관성이 덜하다. 
국어와 달리 회남자는 각 달에 속하는 별자리와 함께 율을 말하여 

율과 달의 대응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전체 서술 중 율의 뜻

에 대한 것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태주는 [양기가] 모였지만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협종은 씨

앗이 처음으로 싹튼다는 뜻이다. 고선은 묵은 것이 가고 새것이 온다는 뜻

이다. 중려는 속에서 자란다는 뜻이다. 유빈은 편안히 여겨 복종한다는 뜻

이다. 임종은 끌어당겨 멈추게 한다는 뜻이다. 이칙은 법칙을 바꾼다는 뜻

이니 덕이 떠나간다. 남려는 맡아서 감싸는 것이 크다는 뜻이다. 무역은 [양
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응종은 응하여 모인

다는 뜻이다. 황종은 땅에 [기가] 모인다는 뜻이다.44) 대려는 [음기가] 무리

지어 떠나간다는 뜻이다.45)

육려와 육간으로 구분하여 율을 나열한 국어와 달리 회남자는 1월

에 대응하는 태주부터 12월의 대려까지 나열한다. 육률에서 육간의 순서로 

나열한 국어에서는 나열 기준에 율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같지

만 1월부터 각 달에 대응하는 율을 나열하는 회남자에서는 율보다는 세

시 체계가 우선한다. 그리고 율의 뜻과 율이 대응한 달 사이의 관련성도 국

어보다 뚜렷하다. 예를 들어 태주가 대응한 음력 1월은 동지가 속한 11월

부터 양기가 차츰 자라나서 어느 정도 모인 때이지만 아직 음기가 왕성할 

때라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풀 수 있다. 또한 임종이 끌어당겨 멈추게 

한다는 것은 식물의 열매가 음력 6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7월부터 

이를 멈추고 몸체를 단단히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6) 응종이 응해서 

모인다는 것은 고유(205년경)에 따르면 만물이 때에 응해 모여 저장된다는 

44) ｢천문훈｣의 “黃者, 土德之色, 鍾者, 氣之所鍾也”를 따른 해석이다. 
45) ｢天文訓｣ 太蔟者, 蔟而未出也. … 夾鍾者, 種始莢也. … 姑洗者, 陳去而新來也. … 仲

呂者, 中充大也. … 蕤賓者, 安而服也. … 林鍾者, 引而止也. … 夷則者, 易其則也, 德
以去矣. … 南呂者, 任包大也. 無射入無厭也. … 應鍾者, 應其鍾也. … 黃鍾者, 鍾已黃

也. … 大呂者, 旅旅而去也.
46) 전통예술원 음악사료강독회, 회남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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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47) 응종은 겨울의 시작인 10월의 율이므로 저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기와 한서에서도 12율명의 뜻을 푸는데, 음양의 기를 명시하는 

등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 회남자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볼 때,48) 
율을 세시 체계의 틀 안에서 인식하는 경향은 점점 짙어진 것 같다. 그리고 

회남자에서 12율명을 해석하는 맥락이 세시 중심으로 옮겨 가는 것은 십

이율이 여씨춘추에 이르러 세시 체계와 관련하여 주목받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오음과 오행, 십이율의 대응

(1) 오음과 오행의 대응

여씨춘추와 할관자는 오음과 오행, 방위, 계절 사이의 대응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여씨춘추 할관자
오음 角 徵 宮 商 羽 徵 羽 宮 商 角
방위 東 南 中 西 北 東 南 中 西 北
오행 木 火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계절 春 夏 季夏 秋 冬 春 夏 秋 冬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방위, 오행, 계절의 대응은 여씨춘추와 할관

자가 같지만 오음의 대응은 다르다. 할관자 ｢태홍｣편은 오음과 방위 사

이 대응을 먼저 서술하고 이어서 오행과 방위와 계절을 연결하여 서술한

다.49) 이때 대응하는 방위의 성격과 음의 뜻은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다. 

47) 陰應於陽, 轉成其功, 萬物應時聚藏, 故曰應鐘.
48) 사기와 한서의 서술에 대한 분석은 이들과 국어, 회남자의 십이율명 해설을 

분석하고 이후 이 네 문헌의 해설이 인용된 양상을 살피는 박정련의 ｢12율명의 의미

와 전승 현황에 대한 문헌 검토｣에서 살펴볼 수 있다. 
49) 鶡冠子 ｢泰鴻｣ 東方者, 萬物立止焉, 故調以徵. 南方者, 萬物華羽焉, 故調以羽. 西方

者, 萬物成章焉, 故調以商. 北方者, 萬物錄臧焉, 故調以角. 中央者, 太一之位, 百神仰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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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쪽은 만물이 확립되고 깃드는 곳이니 치로써 조화를 이루고, 
남쪽은 만물이 영화롭게 펼쳐지는 곳이니 우로써 조화를 이룬다는 식이다. 
이때 徵의 모은다는 뜻은 만물이 깃든다는 뜻과 연결할 수 있을 테고, 새가 

날개를 펼치는 모양의 羽는 만물이 영화롭게 펼쳐지는 뜻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할관자의 서술은 비록 상징적일망정 유사한 뜻을 매개로 오음이 방위

에 대응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여씨춘추와 할관자의 대응이 

다른 것으로 볼 때 여씨춘추는 다른 매개 기준을 적용한 것 같다. 오행에 

대응하는 요소들은 火에 대응하는 요소가 붉은색, 탄내, 쓴맛인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오행의 성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오음 역시 오행과의 관

계가 우선시되며 새롭게 배열되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영달(574-648)은 

예기 ｢월령｣에 주를 달면서 각이 봄에 대응하는 이유가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가 각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오음과 오행 사이의 유사성을 지

적한다.50) 
비록 공영달의 해석이 여씨춘추 편찬자의 인식과 같다고 말하기는 어

렵지만, 할관자에 서술된 오음과 방위의 대응이 여씨춘추와 다른 이유

를 추측하는 데에는 도움을 준다. 즉, 할관자에서는 오음과 방위가 직접 

연결되었다면 여씨춘추에서는 오음과 오행이 직접 연결되면서 차이가 생

겼을 수 있다. 방위와 계절의 대응이 두 문헌에서 같은 것으로 볼 때 오음이 

오행의 체계에 편입된 것은 방위나 계절보다 나중일 수 있다. 이처럼 오음과 

오행의 대응을 처음부터 고려한 것 같지는 않지만 회남자는 할관자가 

아닌 여씨춘추의 대응을 이으며 오음을 오행 체계 안에서 인식한다. 

(2) 오음과 십이율의 대응

오음은 음 간격을 표시하고, 십이율은 고정된 음높이를 지니므로 십이율 

중 하나의 율로 오음 중 하나의 음높이를 정하면 나머지 네 음은 선법이 정

焉, 故調以宮. … 以木華物, 天下盡木也, 使居東方主春. 以火照物, 天下盡火也, 使居南

方主夏. 以金割物, 天下盡金也, 使居西方主秋. 以水沉物, 天下盡水也, 使居北方主冬. 
土爲大都, 天下盡土也, 使居中央守地, 天下盡人也, 以天子爲正.

50) 其春時之音, 爲當於角, 取象木之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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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 간격에 따라 자연히 그 높이가 정해진다. 이러한 음악적 대응은 주

례 ｢춘관⋅대사악｣에서 볼 수 있다.51)

원구(圜丘) 방구(方丘) 종묘(宗廟)

원종 황종 태주 고선 함종 태주 고선 남려 황종 대려 태주 응종

궁 각 치 우 궁 각 치 우 궁 각 치 우

원구, 방구, 종묘에서 천신, 지신, 조상신에게 제사 지낼 때 위에 정리된 

선법의 음악을 연주한다. 궁⋅각⋅치⋅우에 대응하는 율 간격을 고려한다

면 이들이 하나의 선법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52) 율과 음 각 대응이 

하나의 선법으로 모두 열두 개의 선법을 나타낸다고 봐야 할 것이다.53) 즉 

원종이 궁, 황종이 각, 태주가 치, 고선이 우로 조직된 하나의 선법이 아니

라, 원종이 궁인 선법, 황종이 각인 선법,54) 태주가 치인 선법, 고선 우인 선

법, 모두 네 선법을 천신의 제사에 사용하는 것이다.55)

주례의 예에서 생각할 수 있듯 본래 음과 율은 음악적으로 대응하는데 

여씨춘추와 회남자에서는 음악과 무관한 대응을 그려볼 수 있다. 즉 

51) 아래 표에서 원종(圜鍾)은 협종, 함종(函鍾)은 임종의 별칭이다.
52) 십이율을 음고순으로 나열하면 황종-대려-태주-협종-고선-중려-유빈-임종-이칙-남려-

무역-응종이다. 따라서 궁-협종, 각-황종, 치-태주, 우-고선이 한 선법을 이루기에는 음 

간격이 잘 안 맞는다. 또한 商 없이 네 음만으로 구성된 선법도 문제이다.
53) 孫詒讓(1848-1908)은 鄭玄(127-200)이 궁⋅각⋅치⋅우의 묶음 셋을 각각 하나의 선

법으로 본 것을 틀렸다고 지적하고, 구당서 ｢음악지｣ 등에 근거하여 율과 음의 열두 

대응이 각각 중심음(均)을 나타낸다는 陳澧(1810-1882)의 의견을 취해, 세 개의 제사

에서 각각 네 가지 선법의 음악을 연주한다고 설명한다. 孫詒讓, 周禮正義, 
1775-1777.

54) 원종이 궁인 선법, 황종이 각인 선법은 원문의 “圜鍾爲宮”, “黃鍾爲角”을 푼 말이다. 
중국 악조 해석법에는 爲調式과 之調式이 있는데, 이 해석법에 따르면 黃鐘爲角은 황

종이 각이 되고 이칙이 궁이 되는 각 선법으로 황종이 궁이 되고 고선이 각이 되는 각 

선법인 黃鐘之角과 다르다. 국악대사전, 565, 708.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선진 시대

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55) 商이 없는 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다. 하나는 제사는 부드러움을 숭상하는데 

商은 金의 소리이기 때문에 강하고 견고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나라는 木德을 가지므로 木과 상극 관계에 있는 金을 취하지 않아 商調를 쓰지 않는

다는 것이다. 孫詒讓, 周禮正義, 1758,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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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음과 사계절의 대응, 십이율과 열두 달의 대응을 조합하여 오음과 십이율

을 대응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봄에 속하는 1, 2, 3월에 배속하는 태주, 협
종, 고선이 모두 봄에 짝하는 각에 대응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회남자에는 “황종이 궁이 되고, 태주가 상이 되며, 고선이 각

이 되고, 임종이 치가 되며, 남려가 우가 된다”는 구절이 있는데,56) 이는 삼

분손익법에 따른 오음의 생성 순서인 궁→치→상→우→각과 십이율 삼분

손익법에서 얻는 첫 다섯 율인 황종→임종→태주→남려→고선을 대응시

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주례에서 살펴본 황종이 궁인 선법

이 된다는 점에서 음악적 의미가 있지만 60개에 달하는 선법 중 이것 하나

만 나온 것은 삼분손익법이 중심에 놓인 서술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오음과 십이율의 두 대응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각 치
궁57)

상 우
황종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황종 대려

상 각 치 우 궁

회남자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 사기 ｢율서｣에는 이 두 유형만으

로는 설명이 힘든 대응도 등장한다. ｢율서｣에 나온 십이율과 오음의 대응

은 아래와 같다.58)

56) ｢天文訓｣ 黃鍾爲宮, 太蔟爲商, 姑洗爲角, 林鍾爲徵, 南呂爲羽.
57) 여씨춘추에서 계하에 해당하는 음은 치이고, 율은 임종이지만 ｢계하기｣ 말미에 사

계절과 오행의 숫자 불일치 때문에 대응할 곳이 없는 요소들도 나열한다. 즉, 방위에서 

중앙, 오행에서 土, 오음에서 宮 등을 말하는데, 이때 궁을 황종의 궁이라고 한다. 회

남자는 말미에 따로 서술하지 않고 土, 宮을 계하에 배속시키고 율은 백종(임종)을 배

속시키고 황종은 언급하지 않는다. 
58) 표는 ｢율서｣의 다음 서술에 근거한다. 律數: 黃鐘長八寸七分一, 宮. 大呂長七寸五分三

分一. 太蔟長七寸七分二, 角. 夾鐘長六寸一分三分一. 姑洗長六寸七分四, 羽. 仲呂長五

寸九分三分二, 徵. 蕤賓長五寸六分三分一. 林鐘長五寸七分四, 角. 夷則長五寸四分三

分二, 商. 南呂長四寸七分八, 徵. 無射長四寸四分三分二. 應鐘長四寸二分三分二, 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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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황종 대려

각 우 치 각 상 치 우 궁

이 중 태주-각, 중려-치, 이칙-상, 응종-우의 대응은 여씨춘추와 회남

자에 공통으로 나온 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봄부터 겨울까지 각, 치, 
상, 우가 대응하는 것을 따르되, 각 계절의 첫 번째 달에 해당하는 율에만 

음을 대응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봄의 첫 번째 달인 음력 1월에 해당하는 

태주는 봄의 음인 각에 대응한다. 황종을 궁으로 삼는 것까지 포함해 다섯 

대응은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고선-우, 임종-각, 남려-치는 위에 서술한 두 

대응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를 삼분손익법을 기준으로 한 대

응에 맞춰 고선은 각에, 임종은 치에, 남려는 우에 대응하도록 고쳐야 한다

고 보기도 한다.59) 
이러한 수정 대신 ｢율서｣의 서술이 오류가 아니라는 가정 아래, 오음과 

오행의 대응, 그리고 오행 상극 순서를 가지고 이 대응을 설명하기도 한다. 
즉, 오행 상극 순서는 토→목→금→화→수인데, 여기에 배속하는 오음과 

삼분손익법을 통해 얻는 첫 다섯 율을 대응시키면 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대

응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60)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오행 상극 순서 土  →  木  →  金  →  火  →  水
오행에 대응하는 오음 宮  →  角  →  商  →  徵  →  羽
삼분손익법에서 얻는 첫 다섯 율 황종 → 임종 → 태주 → 남려 → 고선

태주는 이 방법을 따르면 상에 대응하고, 여씨춘추나 회남자의 서

술을 따르면 각에 대응하는데, ｢율서｣에서 태주와 각을 대응시킨 것을 보

면 후자의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59) 王元啓, 史記三書正譌, 8-9. 왕원계(1714-1786)는 이뿐 아니라 태주는 상에 대응시

켜야 하고, 중려와 이칙에 대응된 치와 상은 삭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회남자에 

서술된 삼분손익법의 순서에 따른 음과 율의 대응에 근거한 것으로 사기가 다른 이

론에 근거하여 음과 율을 대응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60) 김병훈, 율려와 동양사상, 49-50. 



논문48
이 설명에서 오음은 오행 상극 순서를 따르고 율은 삼분손익 생성 순서

를 따라서 순서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지만, ｢율서｣ 작성 당시 오

행상극설이 널리 알려졌고 오행과 오음 사이의 연결이 확고했을 가능성, 그
리고 십이율의 경우 순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틀이 삼분손익법 외에 달

리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비록 위의 설명

이 ｢율서｣의 저자가 ‘고선-우, 임종-각, 남려-치’의 대응을 말할 때 고려한 

이론이었는지 확언할 수 없지만 더 설득력 있는 다른 설명이 나올 때까지 가

능성을 열어 둘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율서｣에서

는 오음과 십이율의 대응에 오행 상극 순서까지 고려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남자는 “치가 궁을 낳고, 궁이 상을 낳고, 상이 우를 낳고, 우가 각을 

낳는다”고61) 하여 ‘치→궁→상→우→각’으로 오음 생성 순서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관자에 서술된 삼분손익법에 따른 오음 생성 순서인 ‘궁→
치→상→우→각’과 달라서 치와 궁이 뒤바뀐 것으로 보기도 한다.62) 반면 

이 생성 순서는 ‘화→토→금→수→목’의 오행 상생 순서를 따른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63) 하지만 ｢지형훈｣에서 오늘날 전해지

는 오행 상생 순서와 다른 ‘土→木→火→雲→水’를64) 제시하는 것으로 봐

서 회남자의 저자가 오행 상생 순서를 오음 인식에 반영할 만큼 오행 상

생의 틀이 강력히 영향을 미쳤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Ⅳ. 결론

이 글은 오음과 십이율이 오성과 육률에 비해 더 늦은 시기에 출현 빈도

가 증가하는 한편 그 용례가 음악 외적 맥락으로 확대되는 양상에 대한 궁

61) ｢天文訓｣ 徵生宮, 宮生商, 商生羽, 羽生角.
62) 明의 劉績은 “徵生宮, 宮生商”을 “宮生徵, 徵生商”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劉文典, 淮

南鴻烈集解, 113.
63) 徐金陽은 ｢천문훈｣의 저자가 음악과 무관하게 오행론에 따라 오음 생성 순서를 적었

을 가능성을 열어 두는 한편, 이 순서가 고대 금 조현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열어 

둔다. 徐金陽, ｢宮商焉生? 和繆安解?｣, 65-66.
64) 高誘에 따르면 雲에서 金氣가 생겨난다. 劉文典, 淮南鴻烈集解,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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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증에서 비롯되었다. 선진 시대 문헌은 그 시기가 앞설수록 오성이 뚜렷한 

우세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점 비슷해지다가 할관자와 회남자에 이르

러서는 오음이 우세하다. 오성에서 오음으로의 전이는 성(聲)처럼 폭넓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성과 의미 영역을 공유하던 음(音)이 점차로 음악적 

소리라는 뜻을 강하게 띠게 된 경향을 말해줄 수 있다. 음이 지닌 음악적 소

리란 뜻이 오음의 우세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오음의 용례는 음악과 무관한 

쪽으로 확장되어 할관자는 병법과 관련하여 오음을 말하고, 회남자는 

세시 체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다룬다.
십이율 체계가 성립한 후에도 두루 쓰인 용어는 십이율이 아닌 육률이

다. 율은 오음에 대응하면서 음악적으로 의미를 지니므로 오음에서 5가 중

요한 것만큼 육률에서 6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용어인 

육률을 여전히 율 체계를 대표하는 용어로 쓴 것 같다. 십이율이 여씨춘추
에 처음 등장한 데에는 기존의 육률이 담아낼 수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

일 것이다. 바로 열두 달과 대응하는 측면이다. 열두 달을 각 율에 대응시키

는 여씨춘추에서 십이율은 음악적 관심보다는 열두 달과의 구조적 유사

성에서 주목받는다. 여기에는 이미 좌전에도 보이는 기와 소리 사이의 

밀접성도 한몫했을 것이다. 전국 말엽 기의 작용을 천지 운행의 주요 동력

으로 인식했던 만큼, 기로부터 생긴 음률을 천지 운행의 구분 틀인 세시 체

계에 쉽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져서 회남자에 이르러 십이율은 24절기에까지 대응한다.
오음과 십이율은 숫자에 기반을 두고 세시 체계와 관련성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숫자적 유사성이 있어야 가능한 여러 대응 양상에 참여한다. 여씨

춘추는 오음과 오행 및 방위, 사계절의 대응, 십이율과 열두 달의 대응을 

보여 준다. 회남자는 이를 잇는 한편 이에 더하여 십이율과 24절기의 대

응을 제시하고, 삼분손익법을 기준으로 오음과 십이율을 대응시킨다. 삼분

손익법을 통한 대응은 음악적 의미도 있지만 회남자가 이를 실은 것은 

음악적 고려보다는 십이율에 대한 관심에서 주목받은 삼분손익법에 대한 

도식적 논의를 이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할관자, 여씨춘추, 회남자, 사기 ｢율서｣를 함께 살펴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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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 이론을 가지고 오음을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할관자는 오음을 방위에 대응시키는데 이 대응은 오늘날 전해진 여씨

춘추에 실린 대응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원래 방위랑 직접 대응한 오음

이 뒤늦게 오행에 직접 대응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회남자는 할

관자가 아닌 여씨춘추의 대응을 따르며 오음을 오행 체계에 편입한 사

유를 잇는다. ｢율서｣는 회남자와 여씨춘추에 나오지 않는 오음과 십

이율의 대응을 제시하며 오행 상극 이론을 오음 순환에 반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이들 문헌을 통해 전국 후기로부터 한 초에 이르는 시기 

오음이 오행 체계에 편입되고 나아가 오행 상극 이론까지 음률 인식에 영향

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음과 십이율이 세시 체계와 오행 이론과 함께 논의되는 것은 춘추 시

대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는 기에서 나온 소리라는 믿음, 전국 말엽 팽배한 

기의 움직임으로 천지 운행을 이해하는 사유와 오행 이론이란 사상적 배경

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숫자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관련성을 주

목한 것은 전국 시대에 흔치 않은 사유로 한 대에 새롭게 등장한 사유를 고

찰하면서 그 사상적 원류와 전개 양상을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대에 더

욱 치밀하게 발전하는 자연 세계와의 상관성 속에 있는 음률론도 이 글의 

논의를 이어 탐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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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u yin and Shier lü in Non-Musical Contexts, 
from the Late Warring States to the Early Han

Jo, Jung Eu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wu yin and shier lü which appear in 
ancient Chinese texts with  relevant concepts, namely wu sheng and liu lü,up 
to the early Han Dynasty. I suggest that wu yin and shier lü developed 
conceptual significance during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partly in 
relation to calendrical systems and Wu xing theory.

The term wu sheng, which appears widely in pre-Han texts, gave way to 
wu yin in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as yin came to be associated more 
strongly with the meaning of musical sound. With this tendency, wu yin 
began to be discussed in non-musical contexts where military strategies or 
calendrical systems are a matter of concern. Furthermore, liu lü was widely 
used as a term that represents the whole set of lü. However, at the end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term shier lü made its first appearance in the 
Lüshi chunqiu. This suggests that the whole set of twelve lü assumed 
ever-greater significance as a result of growing interest in the twelve 
divisions of the year. Wu yin and shier lü’s relation to calendrical systems is 
also found in their respective correspondence to the four seasons, twelve 
months, or solar terms.

Exhibiting the influence of Wu xing theory in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the Lüshi chunqiu correlates wu yin to wu xing, and the Huainanzi 
follows the same idea. When comparing their descriptions of wu yi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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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in the Heguanzi and the “Lüshu” of the Shiji, we can suggest that wu 
yin were assigned to wu xing later than directions and seasons, and that Wu 
xing theory became more strongly reflected in the perception of wu yin as 
supported by the belief that wu yin follow the mutual conquest cycle of wu 
xing. 

As the possible philosophical backgrounds that caused wu yin and shier 
lü t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calendrical systems, we can indicate two 
main concepts: one is sounds generated from qi, which are described as 
early as the Zuo zhuan, and the other is the interest in cosmic operations, 
which might be partly inspired by the correlative thinking which dominated 
intellectual life from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In addition, Wu xing 
theory became more elaborated as to affect the perception of wu yin and 
shier lü. In this sense, some discourse on notes and pitch-standards can be 
more properly understood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rather than a 
musical perspective.

Keywords: Wu yin (five tones/sounds), Wu sheng (five tones/sounds), Liu 
lü (six pitch-standards), Shier lü (twelve pitch-standards), Wu 
xing (five elements), Calendrical sys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