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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철학에서 서양음악교육철학이 거의 대부

분 점유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음악교육철학은 학교

에서 왜 음악교육을 하는가의 문제를 탐구하는 분야이다. 이제는 우리의

전통사상에 기초한 음악교육철학이 필요하다. 현행음악교육철학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점을 동양사상 중에서도 역사가 오래되고, 신분에 관계없

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많은 분야에 걸쳐 적용, 사용된 음양오행론적 접

근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동양의 여러 사상과 철학 중에서 음악교육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적 의미를 조명하고 학교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바를 도출하여 음양오행론적 음악교육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철학을 어떻게 분

석할 수 있는가? 둘째,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셋째, 현대 공교육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악교육에 음

양오행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로 압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논문, 저서, 출판물, 사전, 음원사이트, 국립국악원 고

서 사이트, 교과서와 같은 문헌연구와 교수, 교사, 음대학생, 국악인, 동

양철학인(東洋哲學人), 유교(儒敎)학자들과의 인터뷰와 수업내용 등을 조

사, 분석하는 질적연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미의 질적연구를 하였다. 

   연구내용으로 현행음악교육철학을 음양오행론에 근거하여 비판적 분

석을 하고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교육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공교육에 적

용할 수 있는 음악수업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의 5가지로 분류하

여 음양오행론적 수업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음양오행론은 정신적, 물리적, 물질적 모든 것들을 포함

해서 음(陰)과 양(陽)(중(中) 포함)으로 이뤄지며, 또 만물은 오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성분을 나눌 수 있다. 음악 역시 음양오

행으로 구분하고 음악교육도 음양오행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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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교육적 측면에서는 첫째, 음악은 금(金), 수(水)의 청(聽)감각에 해

당한다. 둘째, 국악, 양악, 세계음악 모두 음양오행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국악수업에서 장단은 우리 전통의 삼재(三才)사상, 삼태극(三太極) 

사상이 반영된 3소박 개념과 3박과 2박을 혼합한 음양박(陰陽拍)으로 나

눌 수 있다. 넷째, 교과통합수업도 음양의 원리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좋

다. 다섯째, 교과내용 즉 가창은 화(火)의 활동, 연주는 목(木)의 활동, 감

상은 수(水)의 활동, 창작은 금(金)의 활동, 이론은 토(土)의 활동이므로

다섯 가지가 골고루 시행되어야 음양오행의 이치에 맞다. 악기도 음양오

행이 있으며, 사람도 음양오행으로 체질과 성격이 나뉘므로 거기에 맞는

교육과 학습방법이 달라지며, 자신에게 맞는 악기와 학습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음양오행론적 음악교육은 동양, 한국적 음악교육철학의 의미를 제시

하고, 학생 개별특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음악교과활동과 교과통합, 이질

그룹 편성, 융합교육에 의미를 부여한다.

   주요어: 음양오행, 명리, 체질론, 음악교육철학

   학번: 2012-3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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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철학에서 서양음악교육철학이 거의 대부

분 점유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음악교육철학은 학교

에서 왜 음악교육을 하는가의 문제를 탐구하는 분야이다. 이제는 우리의

전통사상에 기초한 음악교육철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이 시작되면서 음악교과도 시작되었다. 1880년대

한국에 서양인들에 의한 근대식 학교가 설립된 이후 교과목에 ‘창가(唱

歌)’1)라는 이름으로 음악과목이 포함되었다(송방송, 2007). 그러나 그것은

유럽, 미주 기독교 국가들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음악과목

이 학교교육에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철학적 고민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1910년부터 일제식민지 기간에도 당시 일제통감부의 강압적인

일제교육편제를 따랐고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가 든 가사의 음악교육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학교교육제도 밖에서 애국가, 항일가와 같은 민족주

의 창가가 불려졌으나 총독부의 압수로 국내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만주의 조선족 독립군의 후예의 자료가 약간 남아 있다(민경찬, 

2006; 송방송, 2007). 해방 후에는 해방가요가 불렸으나 계급투쟁의 성격

을 띠게 되면서 남, 북한이 갈라지는데 일조를 했다. 광복 직후 ‘홍익인

간(弘益人間)’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 그

러나 음악교사는 대부분 일본인이고 전문음악교육기관은 이화여자전문학

교 음악과가 전부였다(송방송, 2007).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을

1) 조선말 서양음악은 ‘찬송가’의 형태인 ‘찬양가’로 시작되었고, 서양악 양식의 새로운

갈래의 노래가 창가(唱歌)였다(송방송, 2007). 1905년 김인식에 의해 창가(唱歌)의 형

태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곡인 ‘학도가’는 우리나라 창작 음악 1호로

서, 유절형식, 조성음악, 기능화성, 붓점리듬, 단선율로 작곡되었다. 김인식, 이상준, 홍

난파는 선교사로부터, 정사인, 백우용은 양악대의 에케르트로부터 서양음악을 배웠다

(민경찬, 2006). 이후 일제강점기엔 일제주의의 군가(軍歌)가 유입되고 총독부는 가사

모집을 하였다(송방송·신성웅, 2005). 즉 창가는 단어 뜻은 한국적이나 서양음계를 오

선보로 그린 노래들로서 서양음악교육의 효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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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발표하고, 군정청 문교부에서 음악교과서를 만들었다. 1946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최초의 음악

교과서인 『초등노래책』이 창간되었다. 이는 국정교과서로 필수과목이

었고, 1947년 7월에는 최초로 중등학교 음악교과서도 발간되었다. 중등음

악은 6년제로 검정교과서로 3학년까지는 필수, 4학년 이후는 선택이었다. 

중등음악교과의 특징은 ‘해방가요’가 빠지고, 외국가곡이 들어왔으며, 가

창중심에서 감상, 기악, 이론으로 내용이 확대되었다(민경찬, 2006). 한국

전쟁기 이후 음악교육은 남북한이 갈라지고 각각의 사상음악이 교과에

반영되었다. 1955년 8월 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교육 개혁을 실시하여 법을 개정, 공포하였는데, 이때부터 1963년 2월 14

일까지가 ‘제 1차 교육과정기’이다. 이후 교육과정은 개편을 거듭하여, 

이후 점차 나라가 안정되고 70, 80년대 들어 점차 음악교육의 연구와 관

심이 늘었으며, 1981년 12월 31일 제 4차 교육과정에 ‘개념적 접근법’을

도입하였다(민경찬, 2006).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음악교육 이론

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음악교육철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박재훈, 

1976; 이강숙, 1981; 1990; 1997; 류덕희, 1983; 1985; 류덕희·고성희; 

1996). 코다이, 오르프 교수법과 그 철학을 통하여 음악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었고, 심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을 강조한 리머(B. Reimer)의

심미적 음악교육론은 5차 교육과정부터 영향을 끼쳤으며, 음악행위를 강

조한 엘리엇(D. Elliott)의 실천주의적 음악교육론(praxialism of music 

education), 구성주의(constructionism)를 강조한 보드만(E. Boardman)의 생

성적 음악교수이론(Generative approach in music education) 등은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음악교육 철학적 논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석문

주·권덕원, 2002; 권덕원, 2004b). 1990년 대 이후 한국의 음악교육자들에

의한 철학적 연구량이 증가하였다(권덕원, 1999a; 1999b; 2000; 최은식, 

1998; 2003; 2006).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음악교육학이 발전하기 시작하

였고, 또한 학교에서 당연했던 음악교육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서양에서 이미 발전한 음악교육철학이 소개

되기 시작했고(권덕원 외, 2010; 민경훈 외, 2010; 권덕원 외, 2012), 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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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등 동양철학에 기초한 이론도 탐구 대상이 되었다(조민환, 1997; 

2003; 2006; 2011, 2013; 한흥섭, 1994; 1997; 1998; 1999; 2000; 2005; 

2006; 김정희, 2006). 

   국악교육은 조선 말기, 특히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문물이 갑자기

유입되어 음악은 국악으로 분류되고(오현미, 2003), 학교에서 국악교육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받게 되었고(서한범, 2008; 김덕수, 1981a; 

1981b; 2007), 국악교육학회가 76년 설립되었다(김초이, 2012). 특히 제 6

차와 7차 교육과정개정에서 급격한 국악분량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현

경실, 2014)2), 실재 교육현장은 그렇지 못했다(이성천, 1994). 그리고 국

악은 국악답게 가르치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황준연․성기련, 2010). 

   음악교육철학3)은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다. 

음악교육철학은 교육과정, 평가, 교수법,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심리

등등 모든 음악교육 관련 학문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요한 음악교육철

학에서 서양음악교육철학이 거의 독점적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한번쯤은

재고해봐야 한다. 학위논문을 제외하고서도 서양음악교육철학의 연구는

많다. 그 중 리머의 연구(권덕원, 1999a; 최은식, 1998; 2006; 김기수, 

2013), 엘리엇 연구(권덕원, 1999b), 아이스너 연구(권덕원, 2000a), 다문화

주의 연구(권덕원, 2000b; 장근주, 2007; 변계원․조혜임, 2005), 학교음악

2)  7차교육과정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계속 국악의 비율이 하락하여 현 2009개정교

육과정음악과에 따르면, 고교의 경우, 24. 7%(현경실, 2014), 중학교 32. 8%(서가람, 
2013) 정도 된다. 

3)  주대창(2013)에 의하면, 서양 근대 계몽주의는 보편적 교육, 공교육의 음악교육의 당

위성 제공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음악, 음악교육에 접목

되면서 철학적 사고는 음악교육에서 점차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 이런

당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제시하기 위한 분과 중 하나가 음악교육철학이

다. 음악교육철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출판된 리머(B. Reimer)

의 ‘음악교육철학(philosophy of music)’이 그 효시이다. 이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인

1995년 엘리엇(D. Elliott)의 ‘음악 문제들, 새 음악교육철학(Music Matters, new

philosophy of music)’이다. 물론 음악교육철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음악철학, 음악미

학, 교육철학의 수준에서는 많은 연구와 시도들이 있었다. 문자 그대로의 음악교육철

학은 리머와 엘리엇이 대표자라 할 수 있다. 음악교육자(Earhart, 1936; Morgan,

1938; Buttelman, 1940, 재인용) 사이에서 음악교육철학이라는 표현은 20세기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그것은 음악교육철학의 내용은 없고 단순한 단어 조합(Kopsas, 2011,

재인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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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연구(권덕원, 2004), 국악교육정책 연구(권덕원, 2006), 구성주의

연구(권덕원, 2009; 최은식, 2003), 이런 예를 봐도 음악교육철학은 서양

학 위주의 연구가 많다. 음악교육계에서 동양음악교육철학 연구들이 있

지만, 음악철학이라기보다는 유학(儒學)의 한 부분으로 연구되거나(이경

언, 2003a), 예악론(禮樂論) 연구이며(이상은, 1990; 1994; 2007), 중국의

음악관 연구(김용희, 2003), 국악 관련 동양사상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이경언, 2003b; 송방송, 1999; 2002; 최종민, 2001). 따라서 동양학 계

통의 음악철학, 음악교육철학은 동양철학계나 도덕, 윤리과에서 더욱 많

이 연구되고 있다. 중국철학 미학(조민환, 1998), 도가음악(조민환, 1997; 

2003; 한흥섭, 1994; 1998; 1999), 예악론 연구(조민환, 2006; 2011; 2013; 

한평수, 1998; 양승희, 1993; 윤영돈. 2006; 이상호, 2011), 유가, 도가 음

악비교연구(박낙규, 1992; 1993; 박소정, 1997; 2002; 2003; 2006), 도가음

악(신정근, 2008; 이은주, 2001), 순자 악론 연구(정병섭, 2010; 최진규, 

2010; 이국봉․정인지, 2011)등이 있다.

   동양사상의 핵심인 공자의 유가사상, 노자, 장자의 도가사상, 법가나

묵자의 묵가사상들이 있지만(김갑수, 2010; 장형근, 2004), 음양오행론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대 조선은 유가(성리학)사상을 건국이념으

로 삼았다. 그로인해 많은 분야가 유가사상을 기본 철학이념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것은 통치이념과 궁중예절, 사대부의 학문 분야이지, 그 외 모

든 문화와 민간의 생활은 여전히 음양오행론, 삼재론(三才論)(天地人), 풍

류사상, 신선도 등등의 한국고유의 사상이 더 많았다(김태규, 2002; 박주

현, 1997; 이현중, 2001a; 2001b; 이현중․외, 2006). 정확히 분류하자면

음양오행론은 음양중오행론(陰陽中五行論)으로 구별되어야 한다(우실하, 

1997, 1998, 2004; 김지하, 2000).    

 우리나라의 가장 지대한 사상인 유가의 입장에서도, 진양(陳暘)은

『악서(樂書)』 예악론(禮樂論)을 다룸에 있어서 『주역(周易)』을 근거

로 해석하였다(조민환, 2011). 역대 많은 음악이론서 가운데 『주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주역』을 원용하여 학설로 삼은 것은『악기(樂

記)』와『악서』다. 진양이 『악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와 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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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리적 이해는 『예기』「악기」에서 말한 예악의 형이상학적 사유틀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조민환, 2013). 이처럼 유가에

서도 『주역』의 음양사상을 논하고 적용하고 있다.

   유가(儒家)의 ‘예악론(禮樂論)’4)은 공자(孔子)에서 비롯된 유가들이 인

류의 도덕, 정치, 질서의 틀로서 ‘예(禮)’를 최고의 이상적 가치로 설정하

여 모든 사람이 예를 따르고 성인(聖人)이 예와 더불어 제작한 ‘악(樂)’으

로 교화함으로써 이상 사회를 실현하는 신념체계이다(한흥섭, 2000; 이상

호, 2011; 윤영돈, 2006; 한평수, 1998). 그러나 예악은 질서와 조화를 중

시하며, 그것은 통치이념으로서 천자(天子), 왕(王)이 제정한 예악만이 정

당화되었다(조민환, 1997). 예악론은 군자(君子)만이 악(樂)을 알 수 있다

고 『악기(樂記)』에 기록되어 있다. 유가의 ‘예악론(禮樂論)’의 이런 신

념은 오늘날 신분질서가 폐지된 상황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며, 국악의

아악(雅樂)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나 민속악 이하 기타 모

든 음악교육철학에 적용하기엔 무리라 판단하였다. 

  고대 중국의 음악사상은 크게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의 음악사상으로

나누는데, 즉 유가의 『예기』5)「악기」에서의 음악사상과 유가에 대립

하여 음악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는 자연주의 예술론을 주장한 혜강의

『성무애락론(聲無哀樂論)』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한흥섭, 1998; 

박낙규, 1992; 1993; 신정근, 2008; 박소정, 1997; 2002; 2003; 2006). 

   이은주(2001), 정병섭(2010), 최진규(2010)의 순자(荀子)6)의「악론(樂

4)  유가(儒家)의 예악사상(禮樂思想)에서 예(禮)와 악(樂)의 관계 및 악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가의 예악 사상은 주(周)나라 때 그 근간이 형

성되었으며, 공자(孔子)와 순자(荀子)를 거쳐 한(漢)나라 초기『예기(禮記)』의「악기

(樂記)」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유가(儒家)에 있어서 예악 사상은 기본적으로

경세론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지만 예와 악은 단순히 치국을 위한 도구의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禮)와 악(樂) 모두 사람의 마음과 천지자연

의 질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유가에 있어서 악은, 예와 함께 도덕적 교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악교(樂敎), 즉 시와 예술을 통한 도덕교육이란 미적 체

험을 통한 도덕감의 고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樂)은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

게 인(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불가결한 도덕교육의 요소이다. 윤영돈. 
(2006). 유가의 禮樂사상에서 樂의 문제. 도덕윤리과교육. 23. 83-99.  

5) 『예기(禮記)』에서 12율(律)은 12월(月)과 배치하여 악률(樂律)과 12절기(節氣)를 배속

시켰는데, 이는 음양오행적(陰陽五行的) 분류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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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을 종합해보면 유가(儒家)의 악론(樂論)처럼 내적 심성을 도야하고

예의로 교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절제로 음악을 닦아 덕성을 조화

롭게 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백성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신분, 분수에 맞

게 견제시키는 예(禮)와 악(樂)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당시 묵가(墨家)7)의

비악론(非樂論)에 반대하였다. 순자(荀子)의 악론은 유가의 예악론을 강

화하면서 도가(道家)의 논의도 도와준다고 보았다(이국봉․정인지, 2011). 

   즉 가장 보편적이고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지배적으로 널리 활용되

었고, 다른 학파에까지 영향을 끼친 음양오행론이므로 이를 연구주제로

6)  순자(荀子)(BC. 298-238)는 중국 주(周)나라 말기 전국시대의 유물론적(唯物論的) 경
향의 유가(儒家)사상가이다.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에 대하여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시대는 전국(戰國)의 7대 강국이 중국의 천하 통

일을 지향하면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그 와중에서 진(秦)이 통일 사업을 강력히 추진

하였던 시대였다. 그는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고 있던 중국 통일의 과제에 몰두하여, 
군거화일(群居和一)이라고 하는 질서를 지향하고 예의(禮義)라는 수단을 제기하였다. 
‘군거화일'이란 천자, 제후, 사대부, 관인백사(官人百吏), 서민이 직분에 따라 일을 하

고 각각 그 직분(職分)에 만족하는 질서를 일컫는다. '예의'는 이 분(分)을 결정하는

기준(귀천지등(貴賤之等), 장유지차(長幻之差), 지우능불능지분(知愚能不能之分)이며, 
선왕(先王) :성인(聖人)의 제작(制作)에 따른 것이다. 이 '예의'의 '분'은 천인(天人)의 분

(分)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공통성이 이것에 의해 크게 발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부국강병(富國强兵)의 문제도,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도, 모두

'예의'에 의거하여 해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예의'는 법가(法家)의 법(法)에 접

근하고 있고, 인식론상으로는 도가(道家)의 영향이 농후하다. 그는 유가(儒家)의 입장

을 지키면서, 진(秦)의 입장에 서서 제자(諸家)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선진사

상(先秦思想)의 집대성자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순자(荀子)』는 그의 언론(言論)을
모은 것이다.(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7)  묵자(墨子)는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했던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적(墨翟) 또는 그의 저

서이며 그는 노(魯)나라 사람으로 송나라에서 벼슬을 하였다. 저서로는 그의 후학들

이 편집한『묵자(墨子)』53편이 남아있다. 묵자는 겸애, 박애, 반전, 절검, 금욕을 강조

하였다. 겸애는 자신과 자신의 집과 국가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과 그의 집과 국가

또한 사랑하라는 무차별 박애의 겸애설을 주장한다. 묵자는 겸애설에 기반하여 전쟁

을 배격하고 평화, 비전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어술과 축성술을 가르쳤다. 
또한 근검과 금욕을 강조하고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음악을 허식이라 하여 배격하

는 비악론을 제시하였다. 묵자의 사상은 공자의 유가사상과 함께 전국시대에 크게 성

장하면서 유가사상에 대해 공자의 인(仁)을 차별애라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으며 묵가

집단은 거자(巨子)를 지도자로 하여 농촌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전국시대 말기 3
파로 분리되었다. 법가(法家)를 채택한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는 탄압을 받

았으며 전한 무제(前漢 武帝) 때 유교일존 정책으로 완전히 소멸하였다(장형근. 
(2004). 『중국사상의 뿌리』. 서울: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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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음식, 의상, 주거, 천문, 지리, 의학, 역학 등

음양오행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현행 음악교육철학 책이나 교재에서도 유가의 ‘예악론(禮樂

論)’이 아주 일부로 소개되고(권덕원․석문주․최은식, 2012), 대부분은

서양음악교육철학자와 사상에 관해서만 저술되어 있다. 그리고 서양음악

교육철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교육철학, 교과서, 학교 입학고사와 논

문자격시험, 임용고시에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서양음악

교육철학자의 양대산맥(兩大山脈)인 리머와 엘리엇도 서로를 비판하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있는데(Reimer, 1989; 2002; Elliott, 1995; 1997)8), 그들

의 철학이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보다는 그대로 답습하는 연구가 주

종을 이루며, 그들에 관한 연구와 동양철학 사상 연구가 각각 따로 연구

되고 있다. 음악교육계에서도 우리 고유의 음악교육철학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하면서도(권덕원·석문주·최은식, 2012),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

지 않다. 

   그리고 전통사상 중 음양오행론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교육

의 추세인 개별맞춤형 교육9)에 적합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성격과 체질이 다르다. 음양오행론은 각각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과부, 교육과정 뿐 아니라 모든 교

육계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으로 음악교육에서도 인성교육연구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연구(김미숙·권혜인, 2013), 음

악비평 활동과 창의, 인성에 접목한 연구(박진홍, 2011), 교육과정과 역량

과 인성을 접목한 연구(정은경·정진원, 2013), 역량과 인성교육에 관한 교

사인식 연구(정진원·오지향·정은경, 2013), 교과 인성교육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성기·민경훈, 2014)가 있다. 음양오행론은 각 개별학생의 특

성 뿐 아니라 정신과 성격, 신체적 체질과 건강을 아우르기에 인성의 개

선에도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행음악교육철학으로는 완전

8)  음양오행론으로 분석하면, 리머는 내면의 심미적 체험과 감상을 강조한 음(陰), 연주

를 강조한 엘리엇은 양(陽)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실재로 음악과목을 비롯한 예술과목은 아직도 개별수업이 많다. 최은식·신혜경(2012)
의 양적연구에서도 음악과의 개별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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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점을 동양사상 중에서도 역사가 오래되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많은 분야에 걸쳐 적용, 사용된 음양오행론적 접근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동양의 여러 사상과 철학 중에서 음악교육계

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적 의미를 조

명하고 학교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바를 도출하여 음양오행론적 음

악교육론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와 내용

2-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음악교육계에서 별로 부각되지 않은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학교음악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1)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철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우리나라에서의 음악교육철

학은 서양음악교육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음악교육의 기본도 음악

교육철학에서 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음악교육철학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음악교육철학이 특정 지역의 특정인들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것은

균형을 잃은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음악과 음악교육도 분리된 상황에서

음악교육 역시 국악, 양악, 세계음악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음악교

육철학 부분은 양악 중심 국가인 유럽과 미주 지역의 음악교육철학자의

사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국악, 양악, 세

계음악을 다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음악교육철학은 특정한 지역과 인사로

편향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음악이 특정 지역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사시대부터 음악이 존재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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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철학도 당연히 지역마다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철학을 동양적, 한국적인 철학을 기조로 확장

시키고자 하였다. 음양오행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한자문화권에서

는 매우 오랜 역사와 전통, 실생활과 학문 전반에 두루 사용되어왔다. 음

악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국악에서는 음양오행론을 기반으로 악률, 악기

제작, 연주법, 악보, 선율, 장단 등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국악연

구에서는 음양오행을 연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양오행은 국악에만 해

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음양오행론이 국악 뿐 아니라 서양

음악, 세계음악까지도 포괄하여 적용시킬 수 있음을 시도하였다. 역시 음

악 분석적 차원을 떠나서 철학적인 면에서도 음양오행론이 가능함을 보

이고자 하였다.  

2)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음양오행론은 의식주의 기본 실생활로부터 의학, 천문학, 지리학, 역

학 등의 학문에 이르기까지 실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려

울 만큼 분야가 많다. 이 중에서 음악과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분

야를 선택하였다. 그 중 역학 중에서 『주역(周易)』과 사주명리학(四柱

學)을 근거로 한 오행체질 분석과 한의학 중에서 팔체질을 포함한 사상

체질을 근거로 음악을 하는 사람의 성격, 건강, 체질에 맞춘 개별 맞춤형

음악교육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오행체질은 정신적 성향, 즉 성격

을 좌우하는 것이고, 한의학적 체질론은 신체 장부의 강약과 대소에 따

른 구분으로 신체의 장부 하나하나가 사람의 특질, 생태, 성격을 지배하

므로 교육적 함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음양오행론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음악과 악기도

음양오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음악 역시 음양오행으로 분석할 수 있

고 음악이 특정 오행이 더 강하거나 많다면 특정 오행의 음악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한 곡에 특정한 오행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

니다. 한 선율에서도 목성(木性)을 띨 수 있고 다른 선율은 화성(火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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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 수 있다. 리듬 역시 따라서 음양오행으로 특정 오행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조성(調聲)으로도 음양(陰陽)의 분석이 가

능하다. 즉 악곡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서양음악 분석과 마찬가지로 음

양오행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악기도 음양오행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국악의 팔음(八音)10)처럼 악

기의 재질(材質)로 음양오행을 분석할 수 있고, 연주법(演奏法)과 음역(音

域)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즉 성격, 건강, 체질, 악기, 음악 전반에 음양

오행에 따라 음악교육 방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3) 현대 공교육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악교육에 음양오행론을 어떻게 적

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론을 제시하더라도 실재 학교교육에 적

용할 수 없다면 그 가치가 상실될 것이다. 연구문제 1, 2번에서 음양오행

에 따른 음악교육철학의 분석, 전반적인 음악과 음악교육, 음악을 하는

사람에 따른 개별 맞춤형 음악교육에 관해 다루었다면, 연구문제 3번은

바로 실재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내용 분석 연구이다. 현행

2009개정교육과정 음악과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음

양오행론에 근거한 음악교육적 수업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학교 음악교

육을 진단하려면 현행 음악교사의 학교수업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양오행론적 음악수업을 하는 교사가 없는 관계로 수업

조사나 설문조사의 내용은 없다. 교과서 분석을 통한 내용분석을 기반으

로 음양오행론적 음악수업안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행 음악교사의 수

업, 교육관, 학교환경, 철학, 교사양성 문제들에 관한 심층적 내용을 배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사 면접(interview)내용을 추가로 보강하였다. 심

층 면접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줄이는 데 일조하

였다. 

10) 8가지 재료 구분에 의한 악기구분.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

(革), 목(木)의 8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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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음양오행론이라는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

는 음악교육철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음양오행론적 음악교육적 의미

를 제시하고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별 연구내용을 제시할 수 있

다.

I. 장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의 단락에서 우리나라 음악교육철학과

국악교육사, 동양철학 관련 음악교육철학에 관해 약술을 하였다. ‘연구

문제와 내용’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3가지로 정리하였다. ‘연구기

여 및 제한점’에서는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실용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제한점’으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II. 장의 ‘음양오행론의 정의’ 단락에서 음양오행론의 정의와 역사적

사료를 서술하였고, ‘한국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로서의 음양오행론’ 에

서는 중국의 음양오행론과 한국의 음양오행론을 비교 설명하였다. ‘역학

과 음양오행’ 단락에서는 여러 가지 역학 중에서 ‘사주명리’를 채택하여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였고, ‘체질론과 음양오행’ 에서는 음양오행을 기반

으로 하는 한의학 체질론인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에 대해 비교 설

명하였다. ‘음악과 음양오행’에서는 현재 음양오행으로 구분한 음악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한방음악치료’에서 음악을 음양오행으

로 분석, 적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악곡분석과 음악교육에 적용, 응

용함으로써 음악교육적 함의를 구하였다.

III. 장에서는 음양오행론의 음악교육적 의미에 대한 고찰 단원으로서,

현행 음악교육철학 중 주요한 5가지의 음악교육사상을 음악교육의 대안

적 접근인 음양오행의 입장에서 비판적 분석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다음

은 ‘청감각’, ‘악기’, ‘성격’, ‘체질’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청감각’은 음양

오행론을 적용한 한의학과 역학에서 분류된 예를 따라 분석하였다. ‘악

기’는 소리, 재질, 연주법에 따라 음양오행으로 구분하였고, ‘성격’은 음양

오행론으로 분석된 ‘사주명리’의 ‘격국론’에 따라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여 각 유형별 음악교육에 관해 서술하였다. ‘체질’은 동무 이제마 선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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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 권도원 선생의 팔체질, 그리고 고대(古代)『황제내경(黃帝內

經)』에서도 언급되었고’ 이후 역학계와 한의학계에서 분류된 오행체질

의 3가지 체질에 관해 음양오행론의 음악교육적 의미에 대해 서술, 예시

를 들었다. 특히 최신 주요한 교육 주제인 인성교육의 차원에서도 ‘체질’ 

단원과 연계해 음양오행적 학생의 생활지도의 예를 들었다.

   IV. 장에서는 음양오행론의 음악교육적 적용 관련 단원으로서, 실제

음양오행적 음악수업지도안의 제시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음악과 내

용 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의 3영역으로 구분되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음양오행적 분석에 따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의 5영

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따라 음양오행적 교수 수업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활동은 음양적으로 양뇌를 같이 쓰는 활동을 장려하여, 단순

한 개별활동보다는 통합활동, 예를 들면, 가창과 기악을 동시에 하는 활

동, 다른 과목과의 통합활동, 창작활동과 이론학습을 병합하는 내용 등으

로 구성하였다. 

   V. 장 결론에서는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현대 음악교육철학을 비판적

으로 분석하고, 음양오행론적 음악교육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의 의미를 사주격국분류와 체질론에 따른

음악교육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중학교 음악과목 수업지도안을

음양오행론에 따른 수업지도안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의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본 연구를 종합, 정리, 요약하고 제언을 곁들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논문, 저서, 출판물, 사전, 음원사이트, 국립국악원 고서 사

이트, 교과서와 같은 문헌연구와 교수, 교사, 음대학생, 국악인, 동양철학

인(東洋哲學人), 유교(儒敎)학자들과의 인터뷰와 수업내용 등을 조사, 분

석하는 질적연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미로의 질적연구를 하였다. 그

이유는 음양오행론, 한의학 체질론, 사주명리학, 음악교육학, 국악교육, 

음악교육, 동양철학 등과 같이 여러 학문 분야의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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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문헌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

헌적 연구를 더욱 정교하게 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과 강의, 인

터뷰를 추가로 보강하여 논문의 내용을 확인, 점검하였다. 

   실재로 음양오행론은 수천 년에 걸쳐 실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학문적인 역할보다는 술업(術業)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

적연구의 심층내용만을 기재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근거가 부족해 보인

다. 실재로 역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대부분의 역학자들도 조상 대대로

배운 것이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지, 서양적 합리적 사고관을 통

해 일일이 실증(實證)적 연구를 하는 경향이 드물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

론 최근 21세기에 들어서 역학(易學)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학

이나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논문을 쓰는 등의 현대적 학문으로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경향의 학술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서적, 문헌, 논문, 역학자들의 연구와 수업내용에 해당하는 이론과 실습, 

실재로 음악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동양철학과 유학(儒學) 분야는 학술적으로 연구가 많으므로 주로 학

교의 수업내용과 학자들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별 면담

의 시도는 필요하여 심층적 내면, 사고관을 조사하였다. 음악의 이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문헌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기관련, 

특히 국악부분은 연구자가 국악과 출신이 아닌 관계로 학교에서의 수업

은 주로 이론적인 부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국악인들과의 접촉이

필요하였다. 실재 국악인들은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특정 유파가 다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파를 조사할 수는 없었음을 밝힌다. 

   분야별 질적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의 동양철학의 개관 단

원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본교 동양철학과 교수(중국고대철학)의

수업내용과 의견을 참조하였고,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서 2015년 3월

부터 현재까지의 유교학자(사서오경)들의 수업내용과 의견, 사주명리학을

생업으로 삼은 명리학자들의 수업내용과 의견(1979년부터 현재까지)을

참조하여 문헌연구의 실증(實證)을 시도하였다. 동양고대철학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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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고대철학 관련 부분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본교의 서양고대

철학, 미학, 신화수업을 토대로 확인, 정리하였다. 미술관련 내용은 본교

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미술사와 미술미학 수업을 참

고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심리학 부분은 1989년 학부시절부터 석, 박사

과정의 심리학, 교육심리학, 학교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수업내

용과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였다.

   음악을 음양오행으로 구분하여 한방음악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한의대

교수와 2013년 가을에 이메일과 전화로 몇 차례 인터뷰를 하고 그 교수

의 문헌을 위주로 음악과 음양오행 단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2013년 3

월부터 6월까지 본교 의대 교수로부터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 수업을

받고 그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한의학 체질론은 연구자의 논문(2012년)을

비롯한 한의대와 의대 교수의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D대학교 음악과, 기악과 학생

73명과 심층 개별면담을 하였다. 연구가설을 “첫째, 음악전공자들의 사주

격국은 일정한 규격이 있을 것이다. 둘째, 학과(전공) 만족도와 교육방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과(전공) 만족도가 낮

다면 사주구성이 음악전공 사주 격국과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로 세우고 각각의 학생들과 심층면담을 하여 사주명리학적 이론과 실제

가 맞는지 실증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III.장 사주격국 분류에 따른 음악

교육 단원과 오행체질별 음악교육 단원을 정리하였다. 

   특히 음악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초등음악교사와 중

등음악교사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중등음악교사의 경우 2012년 3월부

터 2015년 1월까지 인천의 여교사와 서울의 여교사와 면담을 가졌으나

특정기간 내의 지속적인 면담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인천 여교사의 경우, 

교육적 내용보다는 개인사적 내용이 주종을 이루어 문서로 남기기에 부

적절하여 거의 인용할 수 없었다. 서울의 여교사의 경우, 단답형으로 끝

내는 경우가 많아 역시 문서로 남길 만한 내용이 부족하여 거의 인용할

수 없었다. 초등교사의 경우 부산의 초등교사와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매주 3회 씩, 단순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초등교사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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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로서 교대를 다니지 않고 일반 음대를 졸업하고 특채로 초등

교사가 된 경우였다. 그래서 주로 교사가 된 경위, 시간, 방법 등에 관한

인터뷰를 주로 하였으나, 자세한 서술을 꺼렸고 학교생활, 교육관, 학생

지도에 관한 인터뷰 역시 피상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서 역

시 문헌으로 정리하기 부적절하였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오히려 음악교육계의 현실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 생각한다. 2013년 3월에서 5월까지는 대구의 초등교사와 매주 1회씩

총 13회의 심층면담을 하였다. 이 대구 여교사의 경우 쉽지 않은 질문에

도 진지하고 솔직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었고, 전 대화 녹음까지 가능하

였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음악교육교수의 수업과 강

의, 세미나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음악교육단원은 주로 문헌연구가 많고

특히 음악교육철학적 내용은 현직 음악교육 교수의 문헌을 주로 참조하

였다.

    IV.장의 ‘음악교육의 적용’ 단원에 포함된 자작곡(自作曲)은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본교의 창작수업 시간에 작곡한 곡을 주로 사용하였다. 

자작곡 외의 곡은 2009개정 음악과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 17종에 실린

악곡을 사용하였다. 서양음악 중 오르간 부분은 학부(오르간 전공)의 수

업내용과 연구자의 논문(2008)을 참고하였고, 국악 관련 내용 역시 2006

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국악과 교수(본교, 타교 포함)의 이론수업, 

세미나와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실기관련 내용은 사실상 제자로 입문하

지 않고는 인터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수업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1994년 9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국립국악원 피리주자로부터 단소를 사

사하였고,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악원 정가단원(正歌團員)으로

부터 ‘시조’와 ‘가곡’ 지도를 받으면서 인터뷰를 하였다.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경기민요 이수자로부터 ‘경기민요’와 장구를 사사하였고, 2013

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본교에서 판소리, 남도민요, 가야금 수업을 하였

으며,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금주자로부터 단소 수업을 포함한 모

든 국악실기 수업내용과 대담을 참고하여 국악단원을 정리, 확인하였다. 

참고한 악보는 국립국악원 사이트와 정악단원의 정가(正歌), 피리, 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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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를 참조하였다. 

4. 연구기대효과 및 제한점

1)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음악교육분야의 학술적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동양, 한국적 음악교육철학의 의미를 제시

할 수 있다. 기존의 음악교육철학은 유럽과 미주의 음악교육철학자, 예술

철학자, 교육철학, 고대 그리스와 그 이후 유럽과 미주철학과 사상에 기

반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양철학적 음악연구는 동양철학

과와 도덕, 윤리학과 등에서 유가, 도가의 철학과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연구와 국악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음악교육의 차

원에서의 음악교육철학의 연구, 교육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연구

라 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동양적, 한국적 음악교육적 의미를 제시

하는 동시에 실재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음을 예증하고자 하였다. 서

양음악교육철학은 실재 음악교육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있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에 반영되고 있다. 동양사상에 관련된 연구들은 단순한 철학, 

사상적 연구에 그치는 경향이 다분하여, 실재 음악교육 사례에 적용하기

보다는 국악의 사상적 배경이나 ‘예악론’에 기반한 음악고서(古書) 분석

에 적용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양오행론에

기반한 음악교육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단순한 동양사상연

구가 아닌 음악교육철학의 의미와 실재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연구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생 특성, 성향,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음악교육으로 유도할 수

있다. 최근 교육의 ‘화두’인 맞춤형 교육, 수준별 교육에 적합한 음악교

육으로 이끌 수 있다. 국, 영, 수는 수준별, 맞춤형으로 교실을 이동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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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업을 하는 곳이 많다. 개인 과외가 아닌 일반 클래스 수업도 수

준과 성향에 맞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개별 수업, 도제식으로 전수되어

온 예술과목은 그에 비할 바가 못 된다(김한미, 2012; 안주영, 2009;  

Lave, J., & Wenger, E., 1991). 예술과목은 아무리 클래스 수업을 위주로 하

더라도 학생의 개인 기량과 능력에 따라 교수, 평가를 개별로 하는 일이

많다. 이런 음악과목에서 개별 성향과 특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교사는 학생 개별 상담을 통해 음악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지

도를 할 수 있고, 장차 음악관련 진학상담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수업이 아닌 클래스 수업의 경우에도 음악활동을 전체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별 활동을 하는 일이 많다. 보통은 그룹을

짜는데 성적(成績)으로 분류하거나 임의로 그룹을 짜는 일이 많은데, 음

양오행적인 ‘격국’ 분류나 ‘체질별’ 분류를 하면 그룹을 짜는 데 객관적

이고 효율적인 그룹을 짤 수 있다. 보통 성적으로 짜면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임의로 짜면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하거나 특정

학생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룹을 짜는 확실한 이유와 근거를 제

시하면 학생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고, 납득시키기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그룹의 능력과 능률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가정교육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음양오행별

로 학생의 특성, 성격, 체질을 구분하게 되면 단순히 교육, 음악교육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 식, 주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다른 과목

및 교우관계, 부모 자식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등 모든 분야에 응용,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초, 중등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과목만 가르치는

대학과 다르기 때문에 학생지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사는 자신

의 전공수업보다 학생 생활, 태도 지도에 훨씬 더 큰 비중과 노력, 시간

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음악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이

는 음악을 통한 인성의 개선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음양

오행론은 음악, 음악수업, 음악교육철학의 문제 뿐 아니라 학생의 성격, 

체질을 분석함으로써 각 학생의 개성에 따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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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임교사, 상담교사의 보직을 맡은 음악교사에게 매우 유용하다. 음악

교육 뿐 아니라, 다른 과목의 학습과 일상생활적인 부분까지 음양오행적

특성, 체질 구분을 통해 학생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을 잘 아는

만큼 교육, 지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국악, 양악, 세계음악 모두 음양오행론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행 음악 분석은 D. J.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에 기반한 서양음

악을 분석하는 방식, 국악을 분석하는 방식, 세계음악을 분석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각각 전공에 따라 따로 공부한다. 교사들도 자신의

전공과목을 위주로 다른 분야를 가르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분야

가 아닌 음악에 접근을 어려워한다. 내용이 낯설다고 회피한다고 볼 수

도 있으나, 서로서로 자신과 다른 전공 영역을 되도록 침해하지 않으려

는 폐쇄성도 일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공이 아닌 일반 학교교육에

서의 ‘음악’ 과목은 전공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기초음악교육이다. 다 가르쳐야 한다. 기초음악교육에서 서양음악, 국악, 

세계음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주하는 것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보

고 모든 음악을 가능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가

크다. 음양오행론적 방법으로 국악, 양악, 세계음악을 분석할 수 있다. 음

양오행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이는 장르를 불문할 수

있고 음악과목 외, 기타과목, 교과과목 외에 인성, 생활지도, 의식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섯째, 음악교과 활동의 다양화와 교과통합수업에 의미를 부여한다. 

초등음악교육과 달리 중등음악교육에서는 음악교사가 음악을 전공한 경

우이다. 음악전공은 세부적으로 서양음악에서도 피아노, 성악, 현악(매우

다양). 관악(매우 다양), 작곡 실기와 이론까지 분류되어 수십 종이 넘고, 

국악과에서도 노래인 소리도 민속음악(민요, 잡가, 판소리)과 정가(시조, 

가곡, 가사)로 구분되고 기악(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기타 관악기), 

타악기 등 수십 종이 넘는다. 이 많은 전공 중에서 하나를 전공한다. 그

러나 학교음악수업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의 다섯 분야를 서

양음악, 국악, 세계음악 모두를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사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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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공 외에 음악 활동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어려운 일이

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는 다 잘해야 하고, 학부모도 그렇게 바란다. 

그런데 만약 교사가 성악을 전공했다면 아무래도 가창 위주의 수업이 되

기 쉽고, 수업의 피아노 반주도 학생을 대신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감상은 전공에 관계없지만 창작 수업에 있어서는 작곡전공 교사에게 유

리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서양음악전공자는 국악에 대해 자신 없어

하고 ‘국악강사풀제’ 같은 시간강사를 활용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국악강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수업에서

국악수업의 질이 하락하거나 국악수업을 대부분 감상 위주로 하는 경우

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음양오행론에 따르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의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며,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음악

활동 다섯 가지 뿐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계된 수업도 유용하다. 오행을

가능한 많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뇌의 활동, 정서, 신체활동

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음양오행론은 음악활동의 고른 분포와 타 과목과

의 연계 수업에 의미를 부여한다. 

   여섯째, 국악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는 끊임없이 음악적 다각화의 노력을 해야 하

지만 서양음악 전공자가 국악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고 국악 전공자 역시

서양음악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

교사는 서양음악 전공자가 많으며, 국악수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

소한다. 그에 따라 ‘국악강사풀제’라는 제도를 통해, 시간강사를 도입하

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악강사는 시간강사로 규정시간만큼 일하

고 이 학교, 저 학교 떠돌거나 학교에서 다시 등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도 없다.11)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그 방법은 음

악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편은 되었지만, 정작 음악

교사로 하여금 완전히 국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직 음악교사의 국악재교육 강화에 있다(권덕원, 2005). 서양음

11) 힐러리 핀첨성. (2012). 국공립학교 국악교육의 현실: 국악강사풀제 프로그램 평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주한독일문화원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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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 관점에서 국악을 접근하면 국악이 더 어렵고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음양오행론적 방법은 국악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곱째, 동양철학, 한의학, 음악교육의 융합교육의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최근은 창의, 인성교육, 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음

양오행론이라는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 명리학적 격국분류와 한의학적

체질론으로 학생을 분류하고 음양오행론으로 구분한 음악과 교육법을 적

용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동양철학, 한의학, 음악, 음악교육을 융합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학문적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로 다른 타

학문과도 융합할 가능성을 찾는데 참고가 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도

있다.

2) 본 연구의 제한점

   

   연구문제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철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

는가?”에 따른 구성내용의 한계로서, 음악교육철학 모두를 다루지는 않

았다. 서양음악교육철학은 음악교육철학자(리머, 엘리엇)의 사상, 이론을

떠나서 기본적인 고대 그리스철학(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소피스트 등등), 중세 스콜라 철학12), 근세 유럽철학(합리론, 

관념론, 경험론, 변증법, 유물론, 실존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

등)의 서양철학 사조들과 서양미학(관련주의, 형식주의, 표현주의, 절대표

현주의 등등)에 관련된 음악교육철학 분석도 있을 수 있고, 현대의 음악

교수법(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음악학습이론의 고든13), 가드너의 다

12) 박균열. (2005). Thomas Aquinas 음악철학이 가치교육적 시사. 윤리교육연구. 7(-). 
209-230.의 연구는 중세신학자(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음악을 논한 것으로 유가

의 예악론처럼 음악철학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본다.
13)  미국의 음악학습이론가, 고든 음악이론의 핵심은 ‘오디에이션’, ‘음악적성’, ‘음악학

습위계’이다. 특히 양적으로 ‘음악적성검사’를 만들어 표준화하였다. 한국에서도 음악

적성관련 연구와 검사가 있다. 현경실. (1994). 음악소질 형성과정과 한국음악 소질 검

사 제작을 위한 방안연구. 국악과 교육. 12(-). 33-55. 현경실·석문주. (1996). 음악적성

검사 개발을 위한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과 Musical Aptitude Profile
의 타당도 연구. 연세음악연구. 4(-). 149-173. 현경실· 석문주. (1997). 초등학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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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능이론 등도 음악교육철학적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다루려면 ‘현행음악교육철학 비교분석’이라는 새로운 논문이 나와

야 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요 음악교육철학을 중심으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음양오행론이 왜 연구주제가 되었는지를 밝히는 수준으로 5

종류(리머, 엘리엇, 아이스너, 구성주의, 다문화주의)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문제의 연구내용의 한계로는 국내 음악교육 교수의 연구논문

과 저서의 분석을 위주로 다룬 것이다. 리머와 엘리엇, 아이스너의 저서

와 논문과 원문의 정확한 해석과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정확한 분석이 어

렵고 시간소모가 너무 많아서 정통한 국내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

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외국 음악교육철학을 분석 연구하는 것

이 핵심이 아니기에 부득이하게 취한 방편임을 밝힌다. 그리고 학위논문

으로 리머와 엘리엇에 관한 연구들이 있지만 주로 그 이론에 따른 교과

지도안 관련 내용 위주라서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특정 교수

의 연구를 주로 인용한 것이 큰 한계이다. 앞으로 더욱 심도 깊은 조사

가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했으나 음악교육이라는 연구초점에 따

라 ‘음양오행론의 개념과 이해’ 단원에서 음양오행 전반을 다루지는 않

았다. 음양오행론은 의식주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천문, 지리, 풍수, 역

학(명리, 육효, 자미두수, 육임 등등), 한의학에서의 음식, 약물, 침구까지

도 포괄하며, 한의학에 기반한 한방음악치료에서도 음악치료관련 내용

등등으로 형이상학, 형이하학 전 분야에 걸쳐 적용, 사용되고 있다. 사실

음양오행론의 입장에서는 음악치료와 음악교육의 경계도 모호하다. 일반

적인 음악교육계와 음악치료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음양오행론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음악적성검사 개발. 음악교육연구. 16(-). 119-145. 현경실. 
(1998). 한국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한국음악정성검사의

타당도 연구. 음악교육연구. 17(-). 15-44. 현경실. (2003). 한국음악성 검사 개발 연구. 
국악과 교육. 18(-). 403-440. 현경실. (2005).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음악적성

검사개발연구. 음악과 문화. 12(-). 111-138. 장기범. (2003). Web 기반 표준화된 한국

어린이 음악적성검사 도구 개발.-연구보고서. 한국연구재단(NRF)연구성과물. 음악적성

검사는 개별적 음악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본 음양오행적 음악교육연구와 상통하

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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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포괄한다. 현재 일반 학급에서도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습장

애아가 있고 그에 따른 치료적 음악수업도 필요하다. 음악치료와 음악교

육이 분리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학교의 음악에

적용된다면 전공학생과 사설음악교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

다. 사실 음양오행론적 음악교육은 개별형 맞춤형에 최적화된 것으로 음

악을 전공하는 학생, 개별 레슨의 경우에 더욱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두를 다루기엔 너무 방대하고 분야가 많아 새로운 논제, 새

로운 논문으로 집필되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일반 공교육, 정상학생 그

것도 중학교로 한정하였다. 한다. 따라서 ‘음양오행론의 개념과 이해’ 단

원에서는 ‘음양오행론의 정의’, ‘역학’에서도 ‘사주명리’와 ‘주역’ 만 간략

하게 언급하고, 체질론에서도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의 학문적 고찰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른 연구문제인 “음양오행론을 근거로 음악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제

시할 수 있는가?”에서 예시한 사주 격국 분류에 따른 음악교육과 한의학

적 체질론에 관련된 음악교육으로 제한하여 서술하고, “음양오행론을 근

거로 음악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에 따른 내용으로 적

용한 음악교육의 의미’ 단원에서 체질론적 음악교육의 예시를 10 천간

(天干)을 기준으로 각 10개로 한정하였다. 100만 가지 이상의 수치를 일

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각 천간(天干)의 하나씩만을 예를 들었다. 그

정도면 글을 이해와 응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음

양오행론의 음악교육적 적용’ 단원에서 음악교육의 적용은 교과서를 통

한 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다

다르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현행 2009개정음악과교육과정 중학교(7, 8, 

9)교과서 17종으로 한정하여 비판적 고찰을 하고 그에 따른 음양오행론

적 수업안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의 다섯 가지 분야로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실재 현행 학교 음악수업을 일일이 조사하고 음양오행론적 음악

수업을 조사할 수 없고, 음악교사들의 설문조사도 아직 음양오행론에 대

해 모르는 음악교사가 많기 때문에 양적조사도 시기상조이며, 또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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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개인적 오차가 크기 때문에 객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연구결과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수준에 그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실재 공교육에 적용시켜 일반

적인 음악교육과 음양오행론적 음악교육과의 실증적 비교연구가 이후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확한 양적연구와 오랜 기간의 교사

수업과정을 통한 질적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본 연구를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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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음양오행론의 개념과 이해

1. 음양오행론의 정의

   음양오행론을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음양설과 오행설은 원래 독립

되어 있었으나 대략 기원전 4세기 초인 전국시대(戰國時代)에 결합되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틀로 사용되었다. 제(齊)나라의

추연(騶衍)이 체계적으로 결합시켰다고 전해오나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남

아 있지 않다. 그러나 한대(漢代)가 되면서 두 관점이 하나의 정합적인

이론으로 통합된 것은 확실하다(한국사상연구회, 1975; 소재학, 2009). 어

원으로 보면 음양(陰·陽)이라는 두 문자는 각각 어둠과 밝음에 관련되어

있다. 음이라는 글자는 언덕(丘)과 구름(雲)의 상형(象形)을 포함하고 있

으며, 陽이라는 글자는 모든 빛의 원천인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한국철

학회, 1987). 결국 음은 여성적인 것, 수동성·추위·어둠·습기·부드러움을

뜻하고, 양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더위·밝음·건조함·굳음을 뜻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힘이 서로 작용하여 우주의 삼라만

상을 발생시키고 변화, 소멸시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음양에 관한 최

초의 기록은 기원전 4∼3세기에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국어(國語)』에

나타나 있다(소재학, 2009).『역경(易經)』의 계사전(繫辭傳)에 “일음일양

그것이 도이다(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여 우주에는 두 가지의 힘 또는

작용이 있어 때로는 한쪽이, 어느 때는 다른 쪽이 물결과 같이 계기적으

로 우세하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沈鍾哲 譯解, 1979). 이 밖에

『묵자(墨子)』·『장자(莊子)』 및 『도덕경(道德經)』에도 음양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음양사상에는 상반(相反)과 응합(應合)의 논리가 함축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반은 ＋와 －의 대립이고 응합이란 상반이

단순한 대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호의존의 관계를 유지하면

서 발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사상연구회, 1975; 수야직희 저/ 오이

환 역, 1986). 이런 상반응합의 사상은 음양사상에 이르러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강유(剛柔)의 이론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강유의



- 25 -

이론을 소급해 올라가면 『역경』의 십익(十翼)으로부터 『도덕경』을

거쳐 『서경(書經)』의「홍범(洪範)」에 이르게 된다.「홍범」의 구주(九

疇)의 여섯 번째에 삼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삼덕의 사상이 강유의 이

론으로 강과 유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음양설은 주로 『주역』과 연관

되어 있는데, 효(爻)와 괘(卦)에서 획선(劃線)  ‘ㅡ’는 양을, 절선(絶線) 

‘--’는 음을 나타낸다(소재학, 2009). 팔괘(八卦) 중 건괘(乾卦)와 곤괘(坤

卦)는 각각 ‘ㅡ’과 ‘--’ 로서 양과 음의 특별함을 상징하고, 나머지 6괘

는 음양의 효가 조합되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음·양 교역(交易)의 과정을

도획으로 상징화한 것으로 천지 만물의 생성을 나타내고 있다(沈鍾哲 譯

解, 1979). 

   오행설의 기원은 서기전 4세기 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오행설의

최초 언급이라고 하는 왕검(玉劍)의 손잡이 새김글에 “오행의 기가 가라

앉으면 응축(凝縮)을 발생시킨다.”라는 구절의 연대와 같은 시기이다. 오

행설에 관한 또 다른 근거가 되는 출처는 『서경』의 「홍범」편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오행에 관하여 그 첫째는 수(水)이고, 둘째는 화(火), 셋

째는 목(木), 넷째는 금(金), 다섯째는 토(土)이다. 수의 성질은 물체를 젖

게 하고 아래로 스며들며, 화는 위로 타올라 가는 것이며, 목은 휘어지기

도 하고 곧게 나가기도 하며, 금은 주형(鑄型)에 따르는 성질이 있고, 토

는 씨앗을 뿌려 추수를 할 수 있게 하는 성질이 있다. 젖게 하고 방울져

떨어지는 것은 짠맛(鹹味)을 내며, 타거나 뜨거워지는 것은 쓴맛(苦味)을

낸다. 곡면(曲面)이나 곧은 막대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맛(酸味)을 내

고, 주형에 따르며 이윽고 단단해지는 것은 매운맛(辛味)을 내고, 키우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단맛(甘味)을 낸다(소재학, 2009).” 이와 같이, 

오행의 개념은 다섯 종류의 기본적 물질이라기보다는 다섯 가지의 기본

과정을 나타내려는 노력의 소산이며, 영원히 순환운동을 하고 있는 다섯

개의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 진(秦)나라 이래 우주의 사물을 다섯 가지로

나누게 되어 사계(四季)의 순서나 공간적인 방위(方位), 신체의 기관, 색

깔·냄새·맛 등에 모두 적용했다. 이를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이라고 불

리는데 오행과 관련시키면 나무(木)는 불(火)을 생(生)하고, 불(火)은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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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을 생하고, 흙(土)은 쇠(金)를 생하고, 쇠(金)는 물(水)을 생한다. 두

번 째의 입장은 각 물질의 개별적인 힘을 강조한 것으로, 각 물질과 각

단계가 선행자를 정복한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므로 오행상승설

(五行相勝說)이라고 한다. 목(木)은 금(金)에 지고, 금(金)은 화(火)에 지

며, 화(火)는 수(水)에, 수(水)는 토(土)에 지며, 다시 토(土)는 목(木)에 지

므로 순서는 목금화수토(木·金·火·水·土)의 상극배열이 역행(逆行)으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포괄적 도식에 맞추어 자연물이건 인공물이건 모든 사

물은 다섯 범주로 구분되었다(추송학, 1976; 1980; 1981; 1988; 2002). 따

라서, 동서남북(東西南北)은 각기 목금화수(木·金·火·水)에, 중앙(中央)은

토(土)에 각각 배정되었고, 춘하추동(春夏秋冬)은 목화금수(木·火·金·水)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명확하게 다섯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의적

인 구분과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朴王用, 1997). 오행설은 역사관

에도 편입되어 추연(鄒衍)14)은 종시오덕설(終始五德說)과 음양주운설(陰

陽主運說)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오행의 덕의 실현이 王道의 규범이며

오행의 속성을 군주가 지녀야 할 덕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으

로, 예컨대 수덕(水德)의 왕은 윤하(潤下)를, 화덕(火德)의 왕은 염상(炎

上)을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소재학, 2009). 이에 따라 진시황

(秦始皇)은 모든 면에서 수의 색인 검정색(黑色)을 숭상하여 황하(黃河)의

이름도 흑수(黑水)라고 바꿀 정도였다. 이러한 음양주운설은 『관자(管

子)』의 사시편(四時篇)과 유관편(幼官篇)에 전해지고, 이 두 편이 다시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채용되어 『회남자(淮南子)』의 시즉십이기(時

14) 추연(騶衍)으로도 쓴다. 전국 시대 제(齊)나라 사람. 직하(稷下)에 살면서 위(魏)나라

와 연(燕)나라, 조(趙)나라 등을 다니면서 제후(諸侯)들의 존경을 받았다. 연소왕(燕昭
王)이 석궁(石宮)을 지어 맞아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천문(天文)에 대해 논하기를 좋

아해 담천연(‘談天衍)’으로 불렸다. 맹자보다 약간 늦게 등장해 음양오행설(陰陽五行

說)을 제창했다. 세상의 모든 사상(事象)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

행상승(五行相勝)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했고, 이에 의해 역사의 추이(推移)나
미래에 대한 예견을 했다. 이것은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과 함께 중국의 전통적 사

상의 기초가 되었다. 『회남자(淮南子)』에 보면 “추연이연(燕)나라 혜왕(惠王)에게 벼

슬하면서 충성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혜왕이 주변의 참소하는 말을 듣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추연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크게 통곡하자 여름 5월이었는데

도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추자(鄒子)』 49편과 『추자시종(鄒子始終)』 56편 등의

저서가 있었지만 전하지 않는다, 중국역대인명사전, 2010.1.20, 이회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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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行 木 火 土 金 水

方位 東 南 中央 西 北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支 4 寅卯辰 巳午未 申酉戌 亥子丑

地支 5 寅, 卯 巳, 午
辰, 戌,

丑, 未
申, 酉 亥, 子

五邪 風 熱 濕 燥 寒

五季 春 夏 四季 秋 冬

五臟 肝腸 心臟, 心包 脾臟 肺臟 腎臟

六腑 膽 小腸, 三焦 胃 大腸 膀胱

五色 靑 赤 黃 白 黑

五味 신맛(酸) 쓴맛(苦) 단맛(柑) 매운맛(辛) 짠맛(鹹)

八卦 震, 巽 離 艮 ,坤 乾 ,兌 坎

五宮 눈(眼) 혀(舌) 몸(身) 코(鼻) 귀(耳)

五性 仁 禮 信 義 知

五意 怒 喜 思 哀 恐

則十二紀)에 이르러서 마침내 『예기(禮記)』월령(月令)의 성립을 이룬

것이다(양계초․풍우란 외/김홍경 역, 1993). 월령(月令)이란 군주가 일반

백성들에게 내린 월중행사표로서 매달마다 그 달에 알맞은 시령을 행하

지 않으면 천시(天時)에 영향을 주어 괴변이 생긴다고 여겼다. 이러한 작

업은 정치적·사회적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음양오행론의

이론과 유가적인 정치철학을 결부시킨 것이다(양계초․풍우란 외/김홍경

역, 199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교도덕적인 오상(五常), 즉 인의예지신(仁·義·

禮·智·信)이 오행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다른 여러 요소들을 오행에 배

속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오행종합소속표15)

15) 이 표의 저자 소재학(2009)은 그의 저서『음양오행의 원리이해』, 서울: 도서출판 하

원정. 243의 표에서 오음(五音)을 토(土)의 소리에 순(脣)을 배치하여 미음, 비읍, 피읖
을 배속하고, 수(水)의 소리에 후음(喉音), 이응, 히읗을 배속하였다. 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解例)에 나온 것을 그대로 쓴 것인데, 실재 역학계에서는 소

리 나는 오행을 분류할 때, 수(水)에 미음, 비읍, 토(土)에 이응, 히읗을 배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역학계에서 사용하는 소리대로 수정,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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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情 仁慈 明朗 重厚 勇斷 憂愁

五精 魂 神 意 鬼 精

五音 牙音 舌音 喉音 齒音 脣音

數理 3, 8 2, 7 5, 10 4, 9 1, 6

소리 ㄱ, ㅋ
ㄴ, ㄷ, 

ㄹ, ㅌ
ㅇ, ㅎ ㅅ, ㅈ, ㅊ ㅁ, ㅂ, ㅍ

출처: 소재학(2009).음양오행의 원리이해』.서울: 도서출판 하원정. 243의 표

 2. 한국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로서의 음양오행론

   우실하(1998)는 우리나라 전통 세계관의 구성요소를 역사상(易思想, 

나중에 음양론으로 습합(習合)16), 오행론(五行論, 나중에 음양론과 습합되

어 음양 오행론으로 완성됨), 삼재론(三才論)  3가지로 나누었다. 이 세

사상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삼재론

은 한국 고유의 성격을 더 부각시키는 요소이다. 

   서양에서 고대 양대 사상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나누듯이 동

아시아와 그 주변국가에서는 남방 농업계(중국)의 2수로 분화되는 사상

과 북방 유목, 수렵계 3수로 분화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산동

반도와 요동 반도를 잇는 발해만 인근의 제(齊)나라와 연(燕)나라 지역에

서 발생한 음양오행론은 농경문화에서 온 2수 분화 세계관과 수렵 문화

에 터한 3수 분화 세계관이 만나면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우실하, 

1997; 1998; 김지하, 2000).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경계로 동쪽의 신라와 서쪽의 고구려, 백제가

서로 문화가 달랐다. 3수 분화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신라가 삼국 통

일을 하면서 한국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를 ‘삼재론’ 중심의 음양오행론

으로 완성시킨 중요한 요인이다.17) 삼재론, 삼신사상은 우리나라 전통문

16) 습합(習合)이란 철학, 종교 등에서 서로 다른 학설이나 교리가 절충, 융합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불교는 무교(巫敎)와 습합되었다(유동식. (1983).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 출판부. 8판. 258-260.
17) 이는 단순한 지역색을 떠나서 음악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지방음악을 토리로 구분해

서 나눌 때, 백두대간 동쪽 전체,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역을 메나리토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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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큰 축으로 음양오행론에 습합되었다(우실하, 1997; 1998; 김지하, 

2000). 김인회(1993)는 중국의 경우 ‘대대적(待對的)’이기보다는 ‘반대적

(反對的)’이라 하여 중국과 한국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차이는

음양의 이분법에서 ‘음양 공존의 역동적 조화를 지향하는 논리’(한국)와

‘이분대립적 변증법적 논리 구조’(중국)로 구분한다. 고대 한국인들의 이

상은 ‘천지(天地)’나 ‘천인(天人)’ 간의 대립이 아니라 사람(人) 속에서의

천지의 조화 추구라고 본다. 즉 천(天), 지(地), 인(人) 3수를 기본으로 한

삼신사상, 삼재론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김인회(1993)는 천지인 삼재론을

음양의 이분법으로 환원해서 보고 있다고 우실하(1997; 1998)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동쪽인 신라에선 고유의 삼재사상이 더 큰

음양오행론으로 발전하고 백두대간의 왼쪽인 고구려, 백제는 중국의 영

향을 더 많이 받은 음양오행론적 삼재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삼재론은

무극(0)에서 1로, 1에서 3, 셋으로 분화되고 셋이 각각 셋으로 분화되어

9 아홉이 되고 9는 변화의 완성수가 되며 9의 자기 복제수는 81로서 81

은 우주적 완성수를 의미한다. 도가사상 역시 이 삼재론적 사고관을 보

여준다. 그러나 유가를 중심으로 한 다른 학파들이 2수 분화의 세계관을

주장하고 점차 유가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중국에서 삼재론은 점차 약화

된다(우실하, 1997; 1998; 김지하, 2000). 북방 샤머니즘 전통에 기반한 3

수 분화 세계관은 삼재론, 삼신사상, 신선도, 풍류도 등으로 전개되어 한

국 신라 쪽으로 넘어오게 되며 이 사상은 초월적이고, 탈세간적, 영적 세

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2수 분화의 세계관은 다른 요인과 융합되

면서 음양설(陰陽論), 역사상(易思想), 선진유학(先秦儒學), 성리학(性理學) 

등으로 전개되어 언제나 현세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중심적인 특성을 지

닌다. 실재로 중국에선 무속(巫俗)이 없으며 신봉하지 않았다. 공자 역시

“귀신을 공경하지만 멀리하라”라 말하면서 당시의 동이사상(東夷思想)을

한다. 백두대간 서쪽은 평안도의 서도소리, 경기권과 충청도의 경토리, 전라도의 육자

배기토리로 구분된다. 백두대간의 동쪽의 3수 분화권이 이후 통일신라로 합쳐짐으로

써 3수 분화, 3박 계열, 3박을 강조하는 경향은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한다. 첫

박을 떨면서 강조하는 남도소리가 오히려 매우 특이한 경우로 여겨진다. 이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타 지역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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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따르지도 않았다. 공자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 초월

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부차적인 것이 되었으며 결국 동아시

아 문화사는 현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유교전통과 초월적이고 탈세간적

인 신교(新敎), 도교(道敎), 무교(巫敎), 불교(佛敎) 전통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전개되었다(우실하, 1997; 1998).

3. 역학과 음양오행

   역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역(周易)』을 근거로 하는 역학(易

學), 육임(六壬), 육효(六爻), 천문을 중심으로 하는 자미두수(紫薇斗數), 

연월일시를 이용하는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 등등이 있다. 이 중 역학의

가장 기초인『주역』과 본 연구에서 III장. 음악교육적 의미 중에서 ‘성

격와 음양오행’에 적용된 사주명리학을 중심으로 다룬다. 

1)『주역(周易)』

   유교의 경전(經典) 중 오경(五經)18)의 하나인 ‘역경(易經)’19), 단순히

‘역(易)’이라고도 한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동시에 가장 난해

한 글로 일컬어진다. 공자가 극히 진중하게 여겨 받들고 주희(朱熹)가

‘역경(易經)’이라 일컬어 숭상한 이래로 『주역』은 오경의 으뜸으로 손

18) 오경(五經)이란 한 대(漢代)에 중시된『시(詩)』,『서(書)』,『역(易)』,『예기(禮記)』,
『춘추(春秋)』 5서(書)에서 기원한다.

19) 『주역(周易)』이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이 된 것은 곽점 초간과 마왕퇴 백서주역

등의 발견을 통해 『周易』이 전국 중기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역(易)』은 분서(焚

書) 이후의 진한시기에 비로소 유가 경전이 되었다는 관점을 무너뜨린다. 유가가

『역(易)』을 경전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을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책으로 보기 때

문이다. 『역(易)』이 유가의 경전에 포함된 것은 공자(孔子)에 의한 것이고, 『주역

(周易)』의 유가(儒家) 경전화(經典化)의 과정은 공자(孔子)의 “만이희역(晩而喜易)”에

서 시작한다. 『주역(周易)』은 더 이상 점서(占書)가 아니라, 성인의 말을 담은 책으

로, 마침내 유가의 경전 속에 진입하게 된다. 이로부터 유가들은 『주역(周易)』을 해

석할 때, 덕의(德義)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정병석. (2014). 周易의 儒家經

典化. 철학논총. 76(-). 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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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히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역』은 상경(上經)·하경(下經) 및 십익(十翼)20)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즉 천지만물은 모두 양과 음의 이원론(二元論)으로 되어 있으며, 

그 위치나 생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주역』의 원리이

다21).  태극(太極)이 변하여 음, 양으로, 음, 양은 다시 변해 8괘, 즉 건

(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괘가 되었다. 건

은 하늘, 부친, 건강을 뜻하며, 태는 못(池), 소녀, 기쁨이며, 이는 불(火), 

中女, 아름다움이며, 진은 우뢰, 장남, 움직임이며, 손은 바람, 장녀, 감은

물, 중남(中男), 함정, 간은 산, 소남(少男), 그침, 곤은 땅, 모친, 순(順)을

뜻한다. 그러나 8괘만 가지고는 천지, 자연의 현상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이것을 변형하여 64괘를 만들고 거기에 괘사와 효사를 붙여 설명한 것이

바로 주역의 경문(經文)이다(성태용, 1982; 김인환 역해, 2006; 沈鐘哲 역

20) '십익(十翼)'이란 경문을 돕는다는 뜻으로 경문의 해석을 말한다. 단전(彖傳) 상·하 2
편(1괘의 종합적 해설), 상전(象傳) 상·하 2편(64괘의 해설), 계사전(繫辭傳) 상·하 2편

(종합적인 철학적 해석, 십익의 핵심사상), 문언전(文言傳)(乾坤 2괘의 윤리적 해석), 
설괘전(說卦傳)(괘의 능력과 형상 등의 개괄적 설명), 서괘전(序卦傳)(64괘 배열순서의

설명), 잡가전(雜家傳)(서로 대립하는 괘의 설명)의 7종 10편으로 이루어졌다. 공자(孔
子)가 지은 것이라고 하나 전국시대로부터 한(漢)나라 초에 유학자들에 의하여 저작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나라 때에 ‘십익(十翼)’이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주역(周
易)』은 「십익(十翼)」의 성립으로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21)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양자택

일적 이분법(二分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병인(病因)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같은 이분법과 다른 사유법칙을 정립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

새로운 사유법칙을『주역』의 음양대대성(陰陽對待性) 원리(原理)에서 탐색하였다. 대

대(對待)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자신과 상반(相反)되는 존재를 요구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그 관념을 대표하는 음양(陰陽)이라는 낱말이 상징

하듯이 상반적(相反的)인 대극(對極)을 상호 배제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

로를 조건지우고 상호 의존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이 대대성 원리의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상반적인 양자(兩者)는 적대적인 것 같으

나, 바로 그 상반성을 매개로 하여 감응함으로써 조화 통일된다. 그러나『주역』에서

는, 조화성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투쟁해야 할 경우에는 오히

려 투쟁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이 상황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시중(時中)’의 논리이다. 즉 『주역』은 모든 양극(兩極)을 대

대적(對待的) 관계(關係)로 파악하여 끊임없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최영진. (1989). 易學思想의 哲學的 硏究-『周易』의 陰陽對待的 構造와 中正思

想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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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979; 심의용, 2006; 정진일 역해, 1998). 

   한대(漢代)의 학자 정현(鄭玄)은 “역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으

니 이간(易簡)이 첫째요, 변역(變易)이 둘째요, 불역(不易)이 셋째다”라 하

였고, 송대의 주희(朱熹)도 “교역(交易)·변역의 뜻이 있으므로 역이라 이

른다”고 하였다. 이간이란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미쳐 만물을 생성케

하는 이법(理法)은 실로 단순하며, 그래서 알기 쉽고 따르기 쉽다는 뜻이

다. 변역이란 천지간의 현상, 인간 사회의 모든 사행(事行)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고, 불역이란 이런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줄기가 있

으니 예컨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해와 달이 갈마들어 밝히고 부모

는 자애를 베풀고 자식은 그를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주희(朱熹)의 교역이란 천지와 상하 사방이 대대(對待)함을 이르는 것

이고, 변역은 음양과 주야(晝夜)의 유행(流行)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설문(說文)』에는 역이라는 글자를 ‘도마뱀’이라 풀이하고 있다. 말하

자면, 역(易)자는 그 상형으로 ‘日’은 머리 부분이고 아래쪽 ‘勿’은 발과

꼬리를 나타내고 있다. 도마뱀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몸의 빛깔을 변하기

때문에 역(易)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역은 일(日), 월(月)을 가리키는 것

이고 음양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상 여러 설을 종합해 보면 역

이란 도마뱀의 상형으로 전변만화(轉變萬化)하는 자연·인사(人事)의 사상

(事象)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례(周禮)』, 춘관편(春官篇)의

대복(大卜)의 직(職)을 논하는 글에 “삼역법(三易法)을 장악하나니 첫째는

연산(連山)이요, 둘째는 귀장(歸藏), 셋째는 주역인데 그 괘가 모두 여덟

이고 그 나누임이 64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대의 두자춘(杜子春)

은 연산은 복희(伏羲), 귀장은 황제(黃帝)의 역이라 하였고, 정현은 역을

하(夏)나라에서는 연산이라 하고 은(殷)나라에서는 귀장, 주(周)나라에서

는 주역이라 한다고 하였다. 역의 작자에 대해서는 복희씨가 팔괘를 만

들고 신농씨(神農氏), 혹은 복희씨(伏羲氏), 하우씨(夏禹氏), 주문왕(周文

王)이 64괘로 나누었으며, 문왕이 괘에 사(辭)를 붙여 『주역(周易)』이

이루어진 뒤에 그 아들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어 완성되었고 이에

공자가 십익(十翼)을 붙였다고 한다. 이것이 대개의 통설이다(『한국민족



- 33 -

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역(周易)』은 오랜 세월과 사대성인(四大聖人, 복희씨, 주문왕, 주

공, 공자)의 깨달음이 기록된 명작(名作)이며, 실제로 동양정신을 지배해

왔던 유교(儒敎)의 최고(最高)의 경전(經傳)이었고, 도교(道敎)에서도 최고

경전이었으며, 불교(佛敎)의 고승(高僧)들도 『주역(周易)』을 모르고는

고승(高僧)이 되지 못했다. 서구(西歐)의 헤겔 철학(哲學), 라이프니쯔 수

학(數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相對性理論)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 오늘날 세계의 지성(知性)들은 다시금 『주역(周易)』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주역(周易)』講義. 中. 上經. 東來鄕校 平生敎育院.).

                 [그림 II-1] 팔괘의 배속표

출처: 『주역(周易)』의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주역(周易)』관

련 서적에는 거의 다 나오는 도표임.

2)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

가. 사주 명리학의 기본 이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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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주의 기원과 그 변천

   사주 명리학이란 사람의 생년월일시의 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숙명

을 예지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십간과 십이지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경

험과학과 통계과학의 산출로 규명된 동양철학의 한 분야이다. 명리학의

최초관련 서적인 『연해자평(淵海子平)』23)이 외에도 이미 중국 전국시

대(戰國時代)에 낙녹자, 귀곡자 등이 정밀한 연구를 하였고, 한(漢)나라

때에는 근중서, 사마리, 동방삭, 엄군평 등이 있었고 한말 삼국시대에는

관로, 진유곽, 박북재, 유위정 등이 세상에 알려진 대가였으며, 당(唐)나

라 때에는 원천강, 일행선자, 이허중 등이 더욱 연구하여 실용화시켰다. 

『연해자평』에 의하면 당나라의 이허중이 사주팔자(四柱八字)24) 중 연

간(年干)25)을 중심으로 해서 오행(五行)의 생극(生剋)을 알아보았다고 한

다. 그리고 오늘날의 철칙이 된 일간(日干)중심으로 판명하는 것은 『연

해자평』에서 처음 창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연해자평』도 그 설명방

법이 애매하고 특히 외격(外格)26)에 속하는 ‘비천록마격’이니 ‘임기용배

격’이니 하여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그 진의를 설명하지 못한 점은 비판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해자평』이 공표된 후 신봉장씨(神峰張氏)가

쓴 벽류(闢謬) 『명리정종(命理正宗)』과 명(明)나라 때 만유오(萬有吾)가

편찬한 『삼명통회(三明通會)』등이 세상에 나왔으나 별로 진전이 없더

22)  참고문헌에 나오는 대부분의 명리서 참조. 강진원, 고미숙, 고진석, 권오호, 김기승,

김동완, 김두규, 김만태, 김배성, 김인환, 김종의, 김태규, 맹기옥, 문지도, 박용성, 박주

현, 백영관, 서광호, 소재학, 심의용, 엄태문, 우리문화연구회, 정국영, 정진일, 추송학,

한명호, 홍연표 등등

23) 『연해자평(淵海子平)』은 수 천 년 동안 내려오던 사주 명리에 관한 이론들을 체계

를 세워 세상에 공표한 최초의 명리학서이다. 저자는 중국 宋나라의 태화서봉당에 거

주하던 徐公升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그래서 명리학의 기원을 약 1400년 전

이때부터로 잡는 경우가 많다. 
24) 사주팔자(四柱八字)란 글자 그대로 네 개의 기둥, 여덟 글자라는 뜻이다. 연월일시의

네 기둥에 기둥별 글자 두자씩 해서 팔자이다.

25) 사주팔자의 네 기둥 중 첫 기둥, 각 기둥에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중 위 글자를 干

이라 하고 아래 글자를 支라 한다. 연간은 즉 사주의 네 기둥 중 첫 기둥의 위 글자

를 말한다. 예로 일간은 세 번째 기둥이다.

26) 내격(內格)에 반대되는 의미로, 쉽게 말해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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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명나라 초기 유백온(劉伯溫)이 쓴 『적천수(滴天髓)』가 약 사, 오백

년 동안 비전되어 오다가 청(淸)나라 때 세상에 알려져 명리학에 큰 발

전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연해자평』이 언제 전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송나라와 문물교류가 빈번한 것으로 미뤄봐서 중국에

크게 뒤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우

리나라 학자들이 『연해자평』과 『명리정종』에 집착하고 있으며, 속세

에선 당사주(唐四柱)가 성행하고 있어, 중국과 대만, 일본 등지에 비해

학문적인 노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백영관, 1987). 

나) 합(合)과 형충파해(刑冲破害)27)

  합(合)에는 간합(干合)과 지합(支合), 삼합(三合)이 있다.28) 합들이 서로

친화하는 것이라면 이들 형, 충, 파, 해는 서로 상극, 배척한다.

다) 육신(六神)

   육신은 일간을 각주의 간지와 대조하여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운명에

대한 작용력을 추상하는 십성(拾星)으로 나타낸 것이다. 

   육신29)에는 음양오행이 같거나 다른 것에 맞추어 비견(比肩), 겁재(劫

27) 형(刑)은 인(寅)- 사(巳)- 신(申)과 축(丑)- 술(戌) -미(米)의 삼형(三刑)과 자묘(子卯)

의 형과 진(辰), 오(午), 유(酉), 해(亥)의 4지지가 똑같이 나올 때를 말한다. 충(冲)은

자(子)-오(午)충, 축(丑)-미(未)충, 인(寅)-신(申)충, 묘(卯)-유(酉)충, 진(辰)-술(戌)충,

사(巳)-해(亥)충이다. 파(破)는 자(子)-유(酉)파, 오(午)-묘(卯)파, 사(巳)-신(申)파, 인

(寅)-해(亥)파, 진(辰)-축(丑)파, 술(戌)-미(未)파이다. 해(害)는 자(子)-미(未)해, 축

(丑)-오(午))해, 인(寅)-사(巳)해, 묘(卯)-진(辰)해, 신(申)-헤(亥)해, 유(酉)戌술(해)이다.

28) 간합(干合)은 갑기(甲己)가 합하여 토(土)로 변하고, 을경(乙庚)이 합하여 금(金)으로

변하고, 병신(丙辛)이 합하여 수(水)로 변하고, 정임(丁壬)이 합하여 목(木)으로 변하

고, 무계(戊癸)가 합하여 화(火)로 변한다. 지합(地合)은 육합(六合)이라고도 하는데,

자축(子丑)이 합하여 토(土)가 되고, 묘술(卯戌)이 합하여 화(火)가 되고, 신사(申巳)가

합하여 수(水)가 되고, 인해(寅亥)가 합하여 목(木)이 되고, 진유(辰酉)가 합하여 금

(金)이 되고 午未는 합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삼합(三合)은 신자진(申子辰)이 합하여

수(水)가 되고, 사유축(巳酉丑)이 합하여 금(金)이 되고, 인오술(寅午戌)이 합하여 화

(火)되고, 해묘미(亥卯未)가 합하여 목(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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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견(比肩)은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은 것이다. 비견은 형제, 친국, 조카, 남

편의 첩을 표시하고 특성으로는 분가(分家), 양자(養子), 독립, 이별, 분리 등이다. 자

존심이 강하고 과단독행(果斷獨行)하여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여 타인과 불화하고 비

방을 초래한다. 심성이 고독하고 교제를 싫어한다. 겁재(劫財)는 일간과 오행은 같으

나 음양이 다른 것이다. 겁재는 비견과 같이 형제, 이복형제, 남편의 첩을 표시하는

육신으로서 그 특성은 교만불손하고 쟁투폭력을 의미한다. 교만하고 부부상극하여 배

우자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야망이 너무 커서 투기와 요행을 바라고 손재, 파산하고

고독을 초래한다.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이다. 식신은 남

자에게는 장인, 장모, 조카 및 손자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자식, 손자 및 친정의 조

카를 의미한다. 식신은 그 특성이 의식주가 풍부하고 소득, 자산 등이 윤택함을 의미

한다. 상관은 일간이 생하나 음양이 다른 것이다. 상관(傷官)은 조모(祖母) 또는 외조

모(外祖父)를 나타내고, 남자에게는 첩의 어머니,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상관

은 교만하여 사람을 얕보는 특성이 있어서,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사기 쉽다. 세인의

반대, 방해, 경쟁, 소송 등을 야기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편재(騙財)는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이다. 편재는 남자에게는 아버지와 첩 또는 처의 형제를 의미

하고 여자에게는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의미하며 시주에 있는 편재는 손자를 의미한

다. 특성은 강개(慷慨)한 정신이 있고, 담백하고 수식이 없다. 재산이 많은 것 같아도

손실도 빠르므로 금전출납이 빈번함을 암시한다. 돈과 여자로 인한 재화가 많다. 정

재(正財)는 일간이 극하는 것이나 음양도 다른 것이다. 정재는 백부(伯父) 또는 백모

(伯母)를 표시하여 남자에게는 처(妻)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의미한다.

또 정재는 명예, 번영, 자산 또는 신용을 의미하고 복성(福祿)과 길상(吉祥)을 나타낸

다. 정신은 정의와 공론을 존중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며 의협심이 강하다. 명랑하여

주색(酒色)을 좋아하며 남자의 경우 결혼운이 좋은 편이다. 여자의 경우 재산관리를

잘 한다. 편관(編官)은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이다. 편관은 일명 칠살

(七煞)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또는 백모, 조부, 사촌형제 등을 표

시하고, 여자에게는 정혼 외의 남편 또는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편관의 특성은 권병

(權柄), 완강(頑剛), 투쟁, 성급, 흉폭, 고독을 의미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 협기

(俠氣)가 있어 크게 출세하거나 반대로 범법자가 되기 쉽다. 정관은 일간을 극하나

음양이 다른 것이다.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식과 조카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남편과

조모를 의미한다. 특성은 품행이 단정하고 장상(長上)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 가계(家

系)가 정통(正統)이며 명예 및 신용이 있으며 자비심이 많고 용모가 단정하고 인품이

순정(純正)하다. 편인(編印)은 일간을 생하고 음양이 같은 것이다. 편인은 계모 및 유

모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첩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낸다. 특성은 복수(福壽)를 해치고 식신을 파괴한다. 이것이 편

인을 도식(倒食)이라 부르는 이유다. 편인은 또한 파재(破材), 실권(失權), 병재(病災),

이별, 고독, 박명(薄命), 색난(色難) 등을 의미한다. 정인(正印)은 일간을 생하고 음양

이 다른 것이다. 정인을 인수(印綬)라고도 하는데, 남자에게는 어머니 및 장모를 의미

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와 사촌 형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녀 공히 손자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인수는 지혜, 학문 및 총명함의 특성이 있으므로 인수가 있으면 자기 멋

대로 하는 결점도 있기는 하나 인의(仁義)를 알고 자비심이 있으며 종교를 좋아하고

군자 및 대인의 파격(風格)이 있으며, 그 자질이 온후단정(溫厚端正)하여 신망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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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 식신(食神), 상관(傷官), 편재(偏財), 정재(正財), 편관(偏官), 정관(正

官), 편인(偏印), 정인(正印) 열 개 즉 십성으로 구성된다. 

라) 용신(用神) 및 격국(格局)

   사주를 판단함에 있어 지금까지 열거한 부분적인 것만을 가지고 추측

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판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전

체의 오행의 조화가 잘 되고, 상생상극이 매끄럽고, 특정한 오행에 치우

치지 말며, 가능한 살과 형, 충, 파, 해가 없고 육신의 성분이 좋으면 좋

은 사주라 한다. 게다가 귀인(貴人)같은 좋은 성분이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러나 오행의 조화가 안 되고 특정한 오행에 치우치고, 충파형해가 있

고, 육신의 성분이 나쁘고, 살이 많으며 오행의 상생상극의 조화가 안 되

면 나쁜 사주라 한다. 사주가 좋으면 그 사람의 외모, 성격, 수명, 재물, 

배우자, 명예 등이 좋으며, 나쁜 사주일 경우 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

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주는 거의 없으며, 특정한 복(福)과 화

(禍)가 고루 나눠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정

확히 판별하려면 수 십 년에 걸친 연구와 실전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함부로 사주를 판별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격국의

분류는 사주의 종류를 대충 특성별, 종류별로 모아 이름을 붙인 것인데

격국을 알면 대충 그 사주를 알 수 있다. 격국의 종류는 크게 내격(內格)

과 내격에 반하는 외격(外格)이 있다. 외격을 종격(從格)과 화격(化格)으

로 구분한다.30) 

   용신(用神)은 사주팔자의 음양 및 오행의 조화를 위해 소용되는 육신

을 말한다. 가령 사주가 심히 신약(身弱)이면 일주를 생하고 도와주는 육

며 자산풍부, 복수쌍전(福壽雙全), 무병식재(無病息災), 산업진흥, 가도번영, 생애안락

등의 경향이 있다.

30)  내격의 종류로는 재자약살격(財滋弱煞格), 살중용인격(煞重用印格), 식신제살격(食傷

制煞格), 제살태과격(制煞太過格), 관살혼잡격(官煞混雜格), 식상용인격(食傷用印格),

식상생재격(食傷生財格), 식상용식상격(食傷用食傷格)이 있고 외격의 종류로는 종강격

(從强格), 종관살격(從官煞格), 종재격(從財格), 종아격(從兒格), 종세격(從勢格), 가종

격(假從格), 화격(化格), 가화격(假化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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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용신이고 신강(身强)이면 반대로 일주를 억제하거나 기운을 누출시

키는 육신이 용신이다. 또 사주가 한습(寒濕)하면 용신은 조열(燥熱)한

것이 되고, 반대로 사주가 조열하면 한습한 것이 용신이 된다. 이 용신의

사주상의 위치, 강약 및 어느 육신에 해당하느냐에 의해 운명의 길흉화

복(吉凶禍福)이 결정되므로, 용신은 감정의 관건이다. 고로 용신을 모르

고서 사주를 판별하기 어렵다.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조합하여 60주기(周期)로 시간(時間)과

방위(方位), 각도(角度) 등을 나타내는 간지(干支)는 중국의 상(商)나라 시

대부터 나타났다.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문(甲骨文)은 이 시기에 간

지를 사용하여 기일(紀日)이나 숫자 등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漢)시대 이후에는 하루 24시간을 12(十二支)로 구분해 나타내

면서 연월일시(年月日時)의 사주(四柱) 구분이 더욱 체계화하였다. 이미

주(周)나라 때에도 간지를 근거로 길흉을 판단했지만, 춘추전국시대(春秋

戰國時代)에 이르러 간지의 사용이 널리 보급되고, 세계와 자연을 음양

(陰陽)과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의 다섯 가지 요소로 설명

하는 음양오행설이 확산되면서 간지와 음양오행설을 결합하여 길흉화복

을 점치는 명리학(命理學)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명리학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체계화한 것은 중국의 당(唐)나라 이후이다. 당의 이허중

(李虛中)은 개인의 사주를 근거로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방법을 체계화하

였는데, 이를 당사주(唐四柱)라고 한다. 그래서 이허중은 중국 고대 명리

학의 종사(宗師)로 평가된다. 이후 송(宋)나라 때의 인물인 서자평(徐子

平)은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剋) 이론을 결합하여 명리학을 더욱 체계화

하였는데, 간지 여덟 글자에 나타난 음양과 오행의 배합으로 그 사람의

부귀와 빈천, 길흉, 화복을 점친다고 하여 그의 명리학을 팔자학(八字學), 

자평팔자학(子平八字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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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질론과 음양오행

   외국에서 고대(古代)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體液說)31)을

비롯해 기타 이론32)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III.장 음악교육의 의미 단원

중에서 ‘체질과 음양오행’에 적용된 한의학 계통의 체질론을 위주로 설

명한다.

1) 사상체질(四象體質)

가. 한의학 사상체질론의 철학적 연원(淵源)과 그 형성배경

   ‘사상인(四象人)’이라는 용어는 이제마 이전의 조선 의학사에는 어디

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의학(中國醫學)에서도 찾을 수 없

는 독특한 용어다(김두종, 1980). 이 말은 『격치고(格治藁)』33)에서만 발

견된다. 

  『동의보감』과 사상체질론과의 관계를 보면 허준이 추구한 형상의학

이 획일적 형상의학이라면 이제마는 차등적, 체질병증 형상의학으로 발

전시켰으며, 즉 사상체질론은 기존의 천인(天人)관계의 인간관에서 심신

31) 황담즙질, 흑담즙질(우울질), 다혈질, 점액질의 4 체액론으로 인체 유형을 구분하는

이론으로, 사상의학 계와 혈액형 계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하기도 한다. 황담즙질을

태양인과 AB형에 비교, 흑담즙질을 소음인과 A형에, 다혈질을 소양인과 B형에, 점액

질을 태음인과 O형에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다(김진미. (2012).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

체질의 비교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8(3). 63-74.).
32)  크레치머의 비만형, 세장형, 투쟁형, 발육부진형의 4체형과 시가누드의 호흡형, 소

화형, 근육형, 뇌형 등의 분류법, A.B.O식 혈액형 분류법 등(김진미. (2012). 63-74.).
33) 鄭遇悅(1994)에 따르면『격치고』는 사상의학의 원전인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

元)』을 저술하기에 앞서 1880-1893까지 14년에 걸쳐 쓰여진 사상(思想)의 방황기록

으로 『동의수세보원』의 「성명론(性命論)」과 「사단론(四端論)」에 압축되어 있다.

박주홍(2008)에 의하면『격치고』가 이제마의 저서 중 철학서인데 반해 『동의수세보

원』은 의학서라 볼 수 있다. 『격치고』는 「유약(儒略)」「반성잠(反誠箴)」「독행

편(獨行篇)」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과 사회, 주변 세계에 관해 유학에서 추구

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과 시각으로 재해석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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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心身論的) 인간관으로 바뀌어 인간 중심 의학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다(『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編, 2005).

   또한 “신농(神農), 황제(黃帝) 이후 진(秦), 한(漢) 이전까지의 병증약

리(病症藥理)는 장중경(張仲景)이 전했고, 위(魏), 진(晉), 이후 수(隋), 당

(唐) 이전까지의 병증약리(病症藥理)는 주굉(袾宏)이 전하였고, 송(宋), 원

(元) 이후 명(明) 이전까지의 병증약리는 이천(李梴), 공신(龔信), 허준(許

浚)이 전하였다. 의학자들의 공로와 업적을 논한다면 장중경, 주굉, 허준

을 첫째로 이천과 공신을 다음으로 볼 수 있다(박주홍, 2008).34)

나. 사상체질 생리관(生理觀)의 형성과정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성명론(性命論)」에서 그의 사상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사상구조(四象構造)를 밝히고

있으며, 사상의 본체론적 구조는 태극(太極)-양의(兩儀)-사상(四象)으로 이

어지는 구조, 곧 심(心), 신(身), 사(事), 물(物)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설

명하고 있다. 기존의 역리(易理)에서는 사상(四象)이 단지 팔괘(八卦)로

분화하는 중간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마는 사상이 더 이상 분화하지 않

는 실체적 개념인 사심신물(事心身物)을 가리킨다고 보아 사상구조의 본

체론(本體論)을 설명하고 있다.35) 사상체질론의 장부론은 사초(四焦)와

사해론(四海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초(四焦)36)는 인체에서 생화작

용(生化作用)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사해(四海)는 생화작용에 의하여 생성

34)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원론(醫源論) 내용(內用) 재인용(再引用).

35) 이제마의 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주역(周易)』에서와 같이 사상(四象)은 팔괘(八
卦)와 64괘(卦)로 분화하는 과정이라 여긴다. 또 여덟 개로 세분하는 팔체질(八體質)이
론이 더 역철학적(易哲學的) 의미와 가깝다고 본다(김진미. (2012).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의 비교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8(3). 63-74). 이후 64체질론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36) 사초(四焦)의 부위는 폐(肺), 위완(胃脘) 부위를 상초(上焦), 비(脾), 위(胃) 부위를 중

상초(中上焦), 간(肝), 소장(小腸), 부위를 중하초(中下焦), 신(腎), 대장(大腸) 부위를 하

초(下焦)라 하였다. 이런 부위적 개념은 실질 장부의 현대 해부학적인 위치와는 일치

하지 않다. 오히려 사초의 부위적 개념에는 온(溫), 열(熱), 량(凉), 한(寒)의 사기(四氣)
가 작용하는 부위적 개념에 더 중점을 두어 구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編. (200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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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질이 모여 있는 곳이다(『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編, 2005).

다. 사상체질 병리관(病理觀)의 특징

   이제마는『동의수세보원』「사단론(四端論)」의 서두(序頭)에서 인품

장리(人稟臟理)와 인추심욕(人趨心慾)을 함께 설명하여 심욕(心慾)과 장부

대소(臟腑大小)와의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런 심욕(心慾)의 흐름 자

체가 장부대소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기예이방

종(棄禮而放縱)(예를 버리고 방종함)’ 하는 것은 태양인의 심욕, ‘기의이

투일(棄義而偸逸)(의를 버리고 안일한 것만 꾀함)’하는 것은 소음인의 심

욕, ‘기지이식사(棄智而飾私)(지혜를 버리고 사사로운 일을 꾸밈)’하는 것

은 소양인의 심욕, ‘기인이극욕(棄仁而極慾)(어짊을 버리고 극도로 욕심

만 좇음)’하는 것을 태음인의 심욕으로 보았다. 또 여기서 “오장(五臟) 

중 심(心)은 중앙의 태극(太極)이고 오장(五臟) 중 폐비간신(肺脾肝腎)은

사유(四維)의 사상(四象)이다. 심(心)과 폐비간신(肺脾肝腎) 네 장(臟)과의

관계를 태극(太極)과 사상(四象)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심욕(心慾)과 장부

대소(臟腑大小)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박주홍, 2008).

 

  희노애락(喜怒哀樂)이라는 성정(性情)의 개념(槪念)은 『황제내경』의

‘칠정(七情)’ 또는 성리학(性理學)의 ‘사단칠정(四端七情)’ 중 ‘칠정’의 개

념보다는 상술했듯이『중용(中庸)』에서 말하는 “희노애락미발 위지중

발이개중절 위지화(喜怒哀樂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것을 일컬어 中이라 하고 발현되어 모두 절

도에 맞는 것을 가리켜 화(和)라 한다.)”에서의 희노애락을 성(性)과 정

(情)으로 구분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사심신물(事心身物)이라는 사물류적

(四物類的) 요약 정신에 의해 ‘희노애락’으로 새로이 설정된 이제마의 독

창적(獨創的)인 개념이다(『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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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팔체질론(八體質論)

가. 기원 및 분류

   사상체질론은 유학자이자 한의학자인 이제마 선생의 철학과 유학이

주 배경으로 주로 성정, 체형, 섭생, 약물치료에 중점을 둔 반면 1960년

대 발표한 침구학의 전문가인 권도원 선생의 팔체질론은 침치료를 주 근

간으로 삼는다. 팔체질은 체질을 4개로 분류하는 사상체질과 달리 간(肝)

이 가장 강한 목양(木陽)체질, 쓸개가 가장 강한 목음(木陰)체질, 폐(肺)가

가장 강한 금양(金陽)체질, 대장(大腸)이 가장 강한 금음(金陰)체질, 비장

(脾臟)이 가장 강한 토양(土陽)체질, 위(胃)가 가장 강한 토음(土陰)체질, 

신장(腎臟)이 가장 강한 수양(水陽)체질, 방광(膀胱)이 가장 강한 수음(水

陰)체질로 나뉜다(정용재, 2011; 2012; 이봉희․권강범․박철․조창래․류

도곤, 2009). 

나. 팔체질의 기본 원리

   팔체질의 기본원리 중 오장육부(五臟六腑) 중 뇌(腦)는 포함하지 않는

다. 사상에서 말하는 폐비간신(肺脾肝腎)에 각각 신령혼백(神靈魂魄)이

들어있어 생명을 영위한다고 본다.

   목양체질은 간(肝)>신(腎)>심(心)>비(脾)>폐(肺), 목음체질은 담(膽)>소

장(小腸)>위(胃)>방광(膀胱)>대장(大腸), 금양체질은 폐(肺)>비(脾)>심(心)>

신(腎)>간(肝), 금음체질은 대장(大腸)>방광(膀胱)>위(胃)>소장(小腸)>담

(膽)이며 토양체질은 비(脾)>심(心)>간(肝)>폐(肺)>신(腎), 토음체질은 위

(胃)>대장(大腸)>소장(小腸)>담(膽)>방광(膀胱), 수양체질은 신(腎)>폐(肺)>

간(肝)>심(心)>비(脾), 수음체질은 방광(膀胱)>담(膽)>소장(小腸)>대장(大

腸)>위(胃)의 순으로 장부(臟腑)의 대소(大小)가 다르다(정용재, 2012; 이

봉희․권강범․박철․조창래․류도곤, 2009).

   화양(火陽), 화음체질(火陰體質)은 없다. 화(火)는 형태가 없어서 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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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없는 것이다. 만약 존재한다 해도 화(火)나 열(熱)로 바뀌기 때문이

다. 그러나 팔체질에서 화(火)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며 각 체질에서 화

(火)가 작용하고 그 체질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 화(火)에

속하는 장기 즉 심장, 소장, 심포, 삼초(心腸, 小腸, 心包, 三焦)37)는 자율

신경계의 역할을 담당하며 난치병에서 주요한 임무를 하므로 체질침으로

치료할 때 이들 장기를 동원한다(배철환, 2002).

다. 사상체질과 팔체질의 비교38)

   사상체질은 폐(肺), 비(脾), 간(肝), 신(腎) 4장부의 2원적 원리로 구분

한다. 팔체질은 심장을 포함한 5장부의 강약 순서를 다 배열한다.39) 

37) 심포(心包)와 삼초(三焦):서양의학의 신경계에는 추체외로(錐體外路, extra pyramidal 
tract)라는 중추신경계의 연수(延髓, medulla oblongata)부위에 존재하는 신경로가 있다. 
이는 같은 연수부위에 존재하는 추체로(pyramidal tract)라는 신경로와 구분되는 운동

신경과 관련된 특정 부위를 넓게 지칭하는 말이다. 추체외로계는 이 추체로계의 운동

에 따른 근육의 긴장, 이완 등의 운동을 반사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제

어탑과 같은 것이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조화된 운동이 어렵게 되어 근육의 강직

과 의도하지 않은 떨림이 생기는 파킨슨병(Pakinson's disease)이나 부자연스러운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는 무도병(chorea)등이 그것이다. 또 다른 서양의학이 개념을 빌

린다면 심포와 삼초는 신경계나 내분비계와 비슷하다. 그렇다 해도 신경계나 내분비

계 그 자체는 아니다. 심포와 삼초는 추체외로계처럼 존재하는 장기가 아니다. 무형

의 기능으로서만 존재한다. 심포와 삼초는 타 장부들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권능에 의해 자신의 기를 생성하고 그를 통해 타 장부들의 조화로운 기능을 이루게

하는 절대적 기능을 갖는다. 심포와 삼초를 뺀 장부를 오장오부(五臟五腑)라 한다. 심
장(心腸)을 언급할 때 『소문(素問)』「선명오기편(宣明五氣編)」에 나오는 ‘심장신(心
腸神)’은 심장에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또 심주신명(心柱神明)이
라는 심장이 정신적인 면을 주관한다는 말이다. 이는 서양의학의 심장의 혈액펌프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심장의 서양의학의 기능과 유사한 것을 찾자면 ‘심주혈맥(心
柱血脈)’이 있다. 이는 심장이 혈관을 주도하는 것으로 펌프기능보다는 혈액순환을

돕는 맥관ㄱ계(脈管系)(vascular system)를 관할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주석원. 
(2007).『8체질 의학의 원리』. 서울: 통나무.

38) 사상체질과 팔체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장은수․김호석․정종욱․유종향․임정

아․이시우. (2008)의 논문에 따르면 목체질의 경우 태음인과 절반 정도의 일치를 보

였으며, 수체질의 경우 소음인과의 연관성이 높았으며, 토체질의 경우 소양인과 매우

연관이 높았고, 태양인과 비교대상인 금체질의 경우 연구대상이 적어 판별할 수 없음

을 보여준다(김진미, 2012).

39) 체질을 이론적으로 도출하면 20개이나 체질 배열 양단에 심장이 오는 것을 뺀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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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木陽체질은 肝>腎>心>脾>肺, 木陰체질은 膽>小腸>胃>膀胱>大腸, 金陽體

質은 肺>脾>心>腎>肝, 金陰體質은 大腸>膀胱>胃>小腸>膽이며 土陽體質은

脾>心>肝>肺>腎, 土陰體質은 胃>大腸>小腸>膽>膀胱, 水陽體質은 腎>肺>     

肝>心>脾, 水陰體質은 膀胱>膽>小腸>大腸>胃 (정용재, 2012; 이봉희․권강

범․박철․조창래․류도곤, 2009).

   또 하나의 차이점은 땀의 배출문제인데 『동의수세보원』「사상본초

권(四象草本券)」에서 이제마 선생은 “태양인, 태음인은 땀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소양인, 소음인은 땀을 흘리면 좋지 않다.”40)고 한 반면 권도

원 선생은 “금(金)체질과 수(水)체질은 땀을 흘려선 안 되고 목(木)체질과

토양(土陽)체질은 땀을 많이 내는 것이 좋다.”고 한 점이 특별한 차이점

이다(김진미, 2012). 

 

  

장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다면 너무 쉽게 흥분하는 심장으로 폭발하거나 인체가 제

대로 시동되지 못하고 꺼져버릴 것이다. 즉 자연도태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화(火)
가 양극단에 오는 화목토금수(火木土金水), 화목수토금(火木水土金), 화토금목수(火土

金木水), 화토목수금(火土木水金), 금수목토화(金水木土火), 금토수목화(金土水木火), 수

금토목화(水金土木火), 수목금토화(水木金土火) 이 8개를 빼면 12배열이 남는데 현재

8체질만 인정하므로 나머지 4배열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4배열은 목

화수금토(木火水金土), 목수금화토(木水金火土), 토화금수목(土火金水木), 토금수화목

(土金水火木) 이다. 이 4배열을 제 9배열이라 칭한다면, 실제 임상에서 치료환자 대부

분인 8체질 내에서 치료가 된다. 금양(金陽), 금음(金陰), 토양(土陽), 목양(木陽), 목음

(木陰)의 빈도가 90%이상이다. 수양(水陽)이나 수음(水陰)체질은 아주 가끔 내원하고, 
토음(土陰)체질은 거의 오지 않는다. 토음(土陰)체질은 빈도가 희박하기 때문이고 수

양(水陽), 수음(水陰)체질은 나름 건강관리를 잘 하고 또 우리나라의 매운 음식과 인

삼, 홍삼 등, 보기 보양 약재들이 널리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병에 걸릴 비율이 적고, 
자가치료로 건강을 다른 체질에 비해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8체질로 치

유가 안 되는 임상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을 9배열의 환자로 분류하였다. 존재

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3배열 즉 10, 11, 12배열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실재 임상

에서 보지는 못하였으나 심도 있는 체질이론의 연구를 이해 과제로 남긴다(주석원. 
(2007). 『8체질 의학의 원리』.서울: 통나무. 137-138.).

40) “태양태음 신체다한즉무병, 핍한즉유병, 소양소음 신체핍한즉무병, 다한즉유병(太陽

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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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행체질(五行體質)

가. 기원 및 분류

   오행설(五行說)의 가장 오래된 기원은『서경(書經)』의 「홍범(洪範)」

이다(백승헌, 2002). 이는 오행학설사(五行學說史)에서 획기적인 저작이

다. 오행을 가장 앞세우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매개

이자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오행설은 한대(漢代)에 이르러

『주역(周易)』의 음양설(陰陽說)과 더불어 생성되고 전개되었다.『황제

내경(黃帝內徑)』은 체질론의 시발점이다(全國 韓醫人 四象醫學敎室 編, 

2005). 이는 전반 9권은 「소문(素問)」, 후반 9권은 「영추(靈樞)」로 구

분된 총 18권의 의서(醫書)이다. 이들이 포괄하는 내용은 양생과 예방, 

음양장상(장부의 생리, 병리를 반영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포괄), 경락

학설, 치료법 등이다. 그 외에 침구법, 탕약, 안마, 기공 등의 치료법, 약

성이론, 운기학설 등이 있다.『황제내경』「영추」에 오태인론(五態人論), 

음양25인(陰陽25人)은 체질론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오태인론은 사상체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음양 25인은 음양오행론을 인체에

적용한 최초의 단서이다. 음양 25인론을 보면 목(木), 화(火), 토(土), 금

(金), 수(水)형이 다뤄지고 경락학설이 적용되어 있다. 물론 이들 체질론

은 사상체질론과는 다르나 이론적 토대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

다.『황제내경』의 오태인론에는 태양인(太陽人), 소음인(少陰人), 소양인

(少陽人), 태음인(太陰人), 음양화평인(陰陽和平人) 다섯이다. 오태인론의

태음인은 겉으로는 겸허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에 주도면밀하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본 후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또 피부

색이 검고 신체가 장대하고 자세가 구부정하다. 소음인은 작은 이익을

탐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외모는 고결해

보이나 서 있으면 불안해 보이고 걸을 때 기어가는 듯 힘이 없다. 태양

인은 대사를 논하길 좋아하며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도모하던 일이

비록 실패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득의양양하여 오만해 보이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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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 부위가 희다. 소양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뽐내며 자신을 선전

하고 외교적인 일에는 능하나 내부적으로는 친근한 사람이 없다. 서 있

을 때 머리를 높이 쳐들고 걸을 때 몸을 흔들길 좋아하며 뒷짐을 지는

습관이 있다. 음양화평지인은 음양의 기가 조화롭고 혈맥이 순조롭게 운

행된다(한경숙․.남동현․김태희․박영배, 2006).

나. 『주역(周易)』과 오행론(五行論)

   ‘의원우역(醫源于易)’ 동양의 의학은 역학(易學)에서 나왔다. 『주역』

과 음양오행론의 원리를 통해서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인 방제학, 본초학, 

침구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가 구성되어 있다.『주역』은 방대하고 심

오한 책이다. 우주의 운행법칙을 기호화하고 상징화한 동양적 과학이다. 

주역(周易)의 원리로 본 생리의 구조를 보면 태극(太極)은 심장(心臟)(마

음)이며 두뇌(頭腦), 사상(四象)은 간(肝), 비(脾), 폐(肺), 신(腎)이다. 태극

(太極) 두뇌는 음양(陰陽)으로 좌뇌(左腦)와 우뇌(右腦)로 나뉘고 사상(四

象)은 팔괘(八卦)41)를 형성하여 생리적 변화를 구성한다(백승헌, 2002). 

乾卦: 하늘(天)은 두뇌의 생리로 하늘의 광기(光氣)를 받는다.

兌卦: 못(澤)은 폐와 대장의 생리로 기(氣)를 흡수하고 탁한 기를 배설한다.

離卦: 불(火)은 심장과 소장의 생리로 혈(血)을 순환, 생성한다.

辰卦: 우레(雷)는 손과 발, 사지(四肢)의 생리로 에너지를 교차, 진동, 활동한다.

巽卦: 바람(風)은 간과 담의 생리로 신경을 조절한다.

坎卦: 물(水)은 신장과 방광, 자궁, 전립선의 생리로 정(精)을 생성, 배설한다.

艮卦: 산(山)은 비장과 췌장의 생리로 에너지의 운화(運化)를 담당한다.

坤卦: 땅(地)은 위장과 12지장의 생리로 에너지를 소화, 흡수시킨다.

   위의 백승헌(2002)의 구분에 의하면 건(乾)은 하늘이고 양(陽)이므로

두뇌로 보고, 태(兌)는 금기(金氣)를 띠므로 폐(肺), 대장(大腸)으로, 리

41) 건태이진손감간곤(乾兌離震巽坎艮坤)으로 각각 천택화뢰풍수산지(天澤火雷風水山地)

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각의 방위(方位), 동물(動物), 색(色), 가족구성원(家族構成員)

들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부배속(臟腑 配屬)을 본다.



- 47 -

(離)는 화기(火氣)이므로 심장(心腸), 소장(小腸)과 피(血)로 본 것이다. 진

(辰)은 우레로 양성(陽性) 목기(木氣)를 띠므로, 손과 발처럼 움직이는 활

동을 의미한다. 손(巽)은 바람으로 목(木)의 기운이므로 간(肝)과 담(膽)에

해당한다. 감(坎)은 수기(水氣)이므로 신장(腎臟), 방광(膀胱), 자궁(子宮), 

정소(精巢)와 같이 정(精)을 생성, 배설하는 것이다. 간(艮)은 토기(土氣)

로 비장(脾臟)과 췌장(膵臟)에 해당하며, 곤(坤) 역시 토기(土氣)로 위장

(胃腸)과 십이지장(十二指腸)에 배속될 수 있다. 역학(易學)계통의 연구에

서는 건(乾)을 양금(陽金), 태(兌)를 음금(陰金)으로, 리(離)를 화(火), 진

(辰)을 양목(陽木), 손(巽)을 음목(陰木)에, 감(坎)을 수(水)에, 간(艮)을 양

토(陽土)로, 곤(坤)을 음토(陰土)에 배속하여 음양을 구별한다. 즉 수화(水

火)만 음양(陰陽)의 구분이 없다. 

  

다. 사주구성(四柱 構成)과 오행체질(五行體質) 

   생년월일시의 사주구성(四柱構成)이 체질을 구성한다는 원리이다. 사

주팔자를 보는 것과 체질분석을 하는 것은 방법론에서 음양오행론의 기

본 원리는 같지만 공식을 풀어내는 원리와 관점이 다르다. 체질분석은

인체의 생리와 병리를 중심으로 파악한다(서승환, 2007).42) 음양오행론은

오행인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가 각각 음양이 있어 10개의 천간(天干)43)

과 12지지(地支)44)로 나눈다는 것이다. 이것을 10천간, 12지지라 명명하

42) 오행체질을 판별함에 있어 사주(四柱)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주

역(周易)』의 원리를 적용하는 예도 있으나 『주역(周易)』은 팔괘(八卦)와 더 친하므

로 팔체질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김진미, 2012, 63-74). 
43)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서 갑(甲) 양목(陽木), 을(乙) 음목(陰

木), 병(丙) 양화(陽火), 정(丁) 음화(陰火), 무(戊) 양토(陽土), 기(己) 음토(陰土), 경

(庚) 양금(陽金), 신(辛) 음금(陰金), 임(壬) 양수(陽水), 계(癸) 음수(陰水). 로 각각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이 배속된다.

44)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로서 자(子) 음수(陰水)로 쥐,

축(丑) 음토(陰土)로 소, 인(寅) 양목(陽木)으로 범, 묘(卯) 음목(陰木)으로 토끼, 진

(辰) 양토(陽土)로 용, 사(巳) 양화(陽火)로 뱀, 오(午) 음화(陰火)로 말, 미(未) 음토

(陰土)로 양, 신(申) 양금(陽金)으로 원숭이, 유(酉) 음금(陰金)으로 닭, 술(戌) 양토(陽

土)로 개, 해(亥) 양수(陽水)로 돼지를 의미한다(김진미, 2012, 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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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간 지지의 배합에 따라 60갑자(甲子)로 구성된다. 60갑자 음양오행

은 서로 성질에 따라 작용하고 변화하면서 운명, 성격,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 60갑자 천간, 지지는 기호논리학으로 인체의 장부설, 경락설, 약

재, 약물, 방제에 이르기까지 음양오행론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

에 음양오행론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는『황제내경』을 비롯한 제반 한

의학은 설명되기 어렵다(장민주, 2002).

라. 천간지지(天干地支)과 장부(臟腑)와의 관계 및 배속(配屬)

   갑(甲)-담낭(膽囊), 을(乙)-간장(肝臟), 병(丙)-소장(小腸), 정(丁)-심장(心

臟), 무(戊)-위장(胃臟), 기(己)-비장(脾臟), 경(庚)-대장(大腸), 신(辛)-폐(肺), 

임(壬)-방광(膀胱), 계(癸)-신장(腎臟), 자(子)-신장(腎臟), 축(丑)-췌장(膵臟), 

인(寅)-담낭(膽囊), 묘(卯)-간장(肝臟), 진(辰)-십이지장(十二指腸), 사(巳)-소

장(小腸), 오(午)-심장(心臟), 미(未)-비장(脾臟), 신(申)-대장(大腸), 유(酉)-

폐(肺), 술(戌)-위장(胃臟), 해(亥)-방광(膀胱). 여기서 비장(脾臟)과 췌장(膵

臟)은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서로 인체생리와 대사를

조율하는 작용을 한다(백승헌, 2000; 서승환, 2007). 

   역마(驛馬)인 인신사해(寅申巳亥)는 움직임, 역동성, 추진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히 거친 부분이 있고, 도화(桃花)인 자오묘유(子午卯酉)는 꼼

꼼함, 장식력, 치장, 섬세함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역마는 육부(六腑)에서

거친 기수액곡(氣水液穀)을 진고유액(津膏油液)으로 바꾸고, 도화는 오장

(五臟)에서 진고유액(津膏油液)을 정미로운 니막혈정(膩膜血精)으로 만들

어서 신령혼백(神靈魂魄)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역마인 인신사해(寅申巳

亥)와 도화인 자오묘유(子午卯酉)의 기(氣)작용은 겉으로 드러나나 진술

축미(辰戌丑未) 고장(庫藏)은 십이지지(十二地支)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

으면서도 조용히 저장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의 축(軸)으로 변

(變)을 조절한다. 모든 장기(臟器)는 충합(沖合)을 할 때 진술축미(辰戌丑

未)에 함장되어 있는 물질을 보내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술축미(辰戌丑

未)는 은행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김광수․강정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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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의 10천간 12지지와 장부관계를 설명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천

간지지가 의미하는 음양오행은 신체 장부의 강약, 즉 건강과 일치한다.  

따라서 오행체질의 핵심은 음양오행에 따라 성격과 건강이 드러나기 때

문에 그에 따른 맞춤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성격과 건강

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교육과 치료 역시 구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

주에 인신사해(寅申巳亥) 역마가 있으면 활동성, 역동성, 추진력이 있고, 

도화(桃花)인 자오묘유(子午卯酉)는 꼼꼼함, 장식력, 치장, 섬세한 성격이

다. 이런 성격에 따라 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 

마. 지지(地支)의 합(合), 충(冲), 파(破), 형(刑), 해(害), 원진(元嗔)들과

   장부(臟腑)와의 관계

  

  이들 십이지지(十二地支)의 음양(陰陽)작용은 합(合), 형(刑), 충(沖), 파

(破), 해(害), 원진(怨嗔)45)에 의해 원활하게 돌아가니 이 작용들이 없으면

만물은 생장화수장(生長化收藏)을 못한다(김광수․강정수, 2004).46)

45) 육합(六合): 인해(寅亥), 사신(巳申), 오미(午未), 진유(辰酉), 묘술(卯戌), 자축(子丑).

삼합(三合): 인오술(寅午戌) , 신자진(申子辰), 해묘미(亥卯未), 사유축(巳酉丑). 층(沖):

인신(寅申), 사해(巳亥), 자오(子午), 묘술(卯酉), 축미(丑未), 진술(辰戌). 파(破): 인해

(寅亥), 사신(巳申), 자유(子酉), 오묘(午卯), 술미(戌未), 축진(丑辰). 해(害): 인사(寅

巳), 신해(申亥), 묘진(卯辰), 자미(子未), 축오(丑午), 유술(酉戌). 원진(怨嗔): 인유(寅

酉), 신묘(申卯), 자미(子未), 축오(丑午), 사술(巳戌). 형(刑): 해해(亥亥), 유유(酉酉),

오오(午午), 진진(辰辰), 자묘(子卯), 삼형(三刑): 인사신(寅巳申), 축술미(丑戌未). 沈載

烈. (1999).『淵海子平精解』. 서울: 名文堂. 11-28.
46) 합(合): 형(形)을 완성시키고, 유지시키며, 안정시키고, 서로 연결하는 통로작용을 한

다. 형(刑): 단단한 합(合)을 조화(造化)하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며, 움직이게 한다.

형(刑)은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현상을 말하고, 법의 집행, 법에 의한 통제, 질서,

규칙, 수축, 대결, 수정을 의미한다. 형(刑)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사지골절통, 사지의

뒤틀림, 꼬이는 증상 등의 형벌을 가하는 증상이고, 수술은 축술미(丑戌未) 삼형(三

刑)과 관련된다. 충(沖): 충돌, 발전, 변화, 확장을 의미한다. 충(沖)은 급성으로 급격한

변화를, 극(克)은 대치 상태와 오행의 적당한 조화를 유발한다. 충(沖)은 다듬고, 때리

고, 부수고 하는 현상으로 충(沖)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터져서 나오는 증상으로, 울

(鬱) 중에서 충(沖)까지 가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하혈(下血), 뉵혈(衄血)이 있다. 갑자

기 말라 비틀어진다든지, 사지(四肢)가 구급하거나, 사지마비(四肢痲痺) 등은 충(沖)을

당한데 형벌(刑罰)까지 겸해진 증상들이다. 파(破): 고립과 헤어짐, 변동의 작용을 하

면서 불필요한 모서리를 제거하고 견제한다. 해(害): 속에서 병드는 벌레, 균,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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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주구성의 오장육부(五臟六腑)의 요소들과 합(合), 충(沖), 파

(파,) 형(刑), 해(害) 들의 관계에 따라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

이 오행체질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47) 역시 특정 음양오행의 장부가

손상되면 그 장부에 해당하는 오행의 손상에 따라 성격 역시 영향을 미

친다. 정신과 육신은 분리되지 않는다. 오장육부가 다 건강한 사람은 성

격도 원만하다.  

   체질판단에 있어서 사주 구성에 목(木)이 많고 본인의 몸 즉 일간(日

干)이 갑목(甲木)이면 사주구성으로 봐서도 목체질(木體質) 즉 태음인(太

陰人) 또는 목음인(木陰人), 목음체질(木陰體質)로 볼 수 있다. 양목(陽木)

인데 왜 목음(木陰)이냐고 질문하면 안 된다. 장부배속 원리상 간장(肝

臟)은 甲木이 아니라 을목(乙木)이므로 팔체질론에서는 음양이 오행체질

론과 반대가 된다. 그것을 꺼려서 김배성(2011)의 10체질론48)에서는 오행

체질처럼 양간지(陽干支)를 양체질(陽體質)로 음간지(陰干支)를 음체질(陰

體質)로 구분하기도 한다. 

스 같은 것을 가려내는 작용으로 미리 안 좋은 해(害)가 올 것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도 해(害)의 작용이다. 따라서 해(害)에는 앞으로 다가올 해(害)를 예방하는 작용,

실제로 해(害)를 당해 장기(臟器)를 상(傷)하는 작용이 있다. 인체에 기생충이 있음으

로써 인체 자체 방어를 하게 되어 큰 힘을 발휘하는데, 만약 나쁘게만 생각하면 원진

(怨嗔)의 작용이 되는 것이다. 원진(怨嗔)은 만성적(慢性的)이고 고질적(痼疾)的이고

끈질기다. 형(刑)이 있으므로 장기(臟器)가 규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파(破)작용으로

자축거리면서 변동 작용을 일으키고 모난 것이 걸러지며, 해(害)의 작용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이 있으므로 생멸(生滅)이 있게 된다. 合이 되어

야 장기가 유지되며, 합(合)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서로 빌려 온다. 즉 충(沖)을 합(合)

으로 극복해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47) 오행체질(五行體質)을 사주체질(四柱體質)과 관련의 직접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

문을 받는데 사주 외에 사람의 체질을 오행으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한 바가 없고 혹 사주 외의 방법에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고 싶기도 하다. 관상

학이나 골상학에서 신체부위와 오행을 접목하는 예가 있긴 하나, 개인 신체의 전체적

인 음양오행의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김진미, 2012, 63-74). 
48) 김대원. (2011a). 김대원. (2011b)에서 말하길 사주(四柱) 10천간(天干)에 따라 체질(體
質)을 10개로 보고 갑(甲)을 목양(木陽), 을(乙)을 목음(木陰), 병(丙)을 화양(火陽), 정

(丁)을 화음(火陰), 무(戊)를 토양(土陽), 기(己)를 토음(土陰), 경(庚)을 금양(金陽), 신

(辛)을 금음(金陰), 임(壬)을 수양(水陽), 계(癸)를 수음체질(水陰體質)로 나눠서 분류(分
類)하는 체질론(體質論)이다. 팔체질(八體質)의 음양(陰陽)과 반대로 표현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갑(甲)이 쓸개, 을(乙)이 간장(肝臟)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음

양(陰陽)의 명칭(名稱)만 다를 뿐이다. 



- 51 -

中正 太極 ☯

一變 陰陽 陰 陽

二變 四象

太陰

--

--

少陽

ㅡ

--

少陰

-- 

ㅡ

太陽

ㅡ

ㅡ

三變 八卦

坤

(地)

☷

艮

(山)

☶

坎

(水)

☵

巽

(風)

☴

震

(雷)

☳

離

(火)

☲

兌

(澤)

☱

乾

(天)

☰

伏羲 卦順

八 七 六 五 四 三 二 一

寒

太陰

熱

太陰

寒

少陽

熱

少陽

寒

少陰

熱

少陰

寒

太陽

熱

太陽

                       [표 II-2] 음양설 도표

 출처: 강인정. (1998). 『체질보감』. 서울: 도서출판 넥서스. 표 발췌

   강인정(1998)은 팔체질을 한태음, 열태음, 한소양, 열소양, 한소음, 열

소음, 한태양, 열태양으로 나누었다. 용어는 다르나 내용은 같다. 강인정

(1998)은 사상체질, 팔체질로 나누는 것이 있고, 이 8가지를 각각 8가지

로 다시 나누어 64체질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상체질을 기본

으로 삼는다. 그러나 치료 시에는 각 사상체질에서 열(熱)과 한(寒)으로

나누어 8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열(熱)은 ‘뜨겁다’와 에너지 흐름

이 ‘오른쪽’으로 흐른다. 한(寒)은 ‘차갑다’, ‘왼쪽’으로 흐른다. 위의 도표

는 사상체질, 팔체질이 주역(周易)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

는 입장이다. 이에 동의하기에 이 도표를 첨부하였다. 각 체질은 각각의

주역의 물상이 내포하는 특질을 반영하고, 신체체질 뿐 아니라 성격까지

드러나며 교육적, 음악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음양오행

적 음악교육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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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악과 음양오행

1) 음양오행(陰陽五行)에 의한 오행음악(五行音樂) 분류

   내부 음양오행의 기기변화가 소리라는 형태로 외부로 방출될 때, 신

기(神機)의 의도에 따라 음성 또는 양성으로 분화되고 장단, 고저, 기세

에 따라 어느 하나로 독특한 성향을 띄는 데 이를 오성(五聲)이라 하고

호(呼), 소(笑), 가(歌), 곡(哭), 신(呻)이라고 한다. 이를 음양오행의 이치

에 따라 분석하면 호는 목성으로 양중지음(陽中之陰)이며 소는 화성으로

양중지양(陽中之陽), 가는 토성으로 음중지지음(陰中之至陰), 곡은 금성으

로 음중지양(陰中之陽), 신은 수성으로 음중지음(陰中之陰)으로 볼 수 있

다.49) 서양음악의 음양의 속성들을 리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박이 양, 

약박이 음이다. 다음으로 음표의 길이가 짧은 것이 양이고 음표의 길이

가 긴 것이 음이다. 그 이유는 짧은 음표는 빠르게 움직이고 길이가 긴

것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이다(이승현, 2008). 

[그림 II-2] 서양음악에 나타난 음양

   그러나 이런 리듬은 상대적 의미로서 음양이다. 예를 들어 4분음표가

2분음표에 비하면 양이지만 8분음표에 비하면 음인 것이다. 즉 리듬 안

에서도 음양의 상대적 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선율의 측면에서 음양의

49) 이승현은 목(木)을 음중지양(陰中之陽), 금(金)을 양중지음(陽中之陰)으로 이하 내용

을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자와 대개 음양오행을 하는 사람들은 목(木)을 양중지음(陽

中之陰), 금(金)을 음중지양(陰中之陽)으로 설명하기에 그 내용을 전부 목(木)을 양중

지음(陽中之陰), 금(金)을 음중지양(陰中之陽)으로 다 바꾸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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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상행선율은 상승의 느낌을 주고 마음을 고조시키는 양의 성질, 

하행선율은 하강의 느낌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운으로 음의 성질이다. 

순차진행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음의 속성, 도약진행은 발산과 분출의

기운인 양의 속성이다. 그러나 선율에서도 음양의 상대적 관계가 있다. 

같은 상행선율이라 하더라도 모두 양의 속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상행선율은 서서히 분출하는 기운이 있어 음의 성질로 구분하고 도

약상행선율은 급격하게 분출하고 상승하는 기운이 있어 양의 성질로 구

분할 수 있는 상대적 음양 속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음색의 측면에서 음

양의 속성은 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사람의 음색, 음질이 다르므로 다른

기를 발산한다. 먼저 현악기의 경우 바이올린은 음색이 가볍고 날카로워

빠르게 뻗는 기운으로 양의 속성, 첼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근하

고 포용력이 있어 음의 속성이다. 여기도 음양의 상대성이 존재하여 첼

로를 더블베이스와 비교하면 양으로 분류하고 더블베이스는 음으로 분류

된다. 그밖에 화성, 빠르기, 악상기호 등에서도 음양의 요소를 볼 수 있

다(이승현, 2008). 이승현은 음악의 성질, 빠르기, 음색, 진행으로 음양을

구분하여 음악치료에 적용하여 치료효과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 

학술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 소리를 음양오행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근거

가 있고 타당하다. 즉 소리와 음악은 음양오행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2) 서양음악(西洋音樂)의 오행음악(五行音樂) 분류

가. 목기음악(木氣音樂)

   목기는 양중지음기로 양기가 음기의 껍질을 깨고 용출하는 기세를 띠

는 것으로 만물이 영달하고 겨울의 웅크린 기운을 펼쳐서 발생(發生)과

창달(暢達)을 주도하는 기운이다. 새싹처럼 부드럽고 연약한 듯하나 딱딱

한 껍질을 깨고 곧게 뻗어나가는 용출력이 있는 상을 띠는 음악이다.  

당김음(syncopation), 점음표를 많이 사용하여 촉동지기(觸動之氣)를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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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며, 선율에서는 상행선율과 도약선율을

많이 사용하여 승발(承發)의 기운을 발하는 음악이다. 음색으로는 피아노

가 목기(木氣)의 속성을 잘 표현하며, 밝고 가벼운 장조음악의 장3화음, 

현악 3중주의 점음표가 많은 알레그로(allegro)악장 부분도 목기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승현, 2008). 

   밝고, 화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의 목기음악은 어린 학생들에게

적합한 음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의기소침하고 소심한 학생들에게 기

운을 북돋아주는 효과를 주므로 교사는 이를 적절히 음악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단 성향이 지나치게 양성이고, 난폭한 경우(예를 들어 ADHD50)

학생)는 적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50) 근래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

생들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 아동들을 가리켜 일명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 칭한다. 이 증상은 학령기 아동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주의력 결핍(inattention), 충동성(impulsivity), 과잉행동(hyperactivity)
의 증세를 보인다. ADHD 증상을 가진 아동들은 유아기나 학령전기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으나 구조화된 생활과 규칙을 준수하고 조직화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학령

기 때부터 그 증상이 두드러진다(Adamek, Mary S. & Darrow, Alice Ann (2005). Music 
in Special Education, The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Inc.; Barkley, R. A. 
(1998). Attention -Defficit Hyper Activity Disorder, NY: Guilford Press; Barkley, R. A. & 
Murphy, K. R. (1998). Attention- Defficit  Hyperactivity Disorder, NY: Guilgord Press.;
쩌우쯔원·왕이 지음. 원성 엮음. 청담아이누리한의원 옮김. (2007). 『한방으로 치료하

는 ADHD』. 서울: 북피아.). 초등교육 현장에서 가장 지도하기 힘들며 문제시되고 있

는 아동들이 이 ADHD를 가진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한 학급의 약

15%인 평균 4-6명이 ADHD로 보고되고 있다(동아일보, 2006.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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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서양 목기 음악 악보51)

51) 이승현. (2008).『한방음악치료』.서울: 군자출판사. 69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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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기음악(火氣音樂)

   화기는 양중지양기로 용출한 양기가 사방으로 분열하여 발산하는 기

세를 띠는 것으로 여름의 발산과 번영을 주도하는 기운이다. 여름에 무

성하게 형체를 키우면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분열력이 있는 화기의 상을

띠는 음악이다. 구체적인 음악 표현으로 주된 리듬의 스타일이 8분음표

와 16분음표, 32분음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힘차게 뻗어 가는 느

낌을 주는 음악적 표현과 순차진행의 빠른 스타카토와 스케일을 크레센

도와 더불어 사용하는 선율을 사용하여 뻗어나가는 분열력과 발산하는

기를 발하는 음악이 화기음악이다. 음색으로는 바이올린이 화기의 속성

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며 특히 장조음악에서 빠른 리듬의 기교를

연주하는 패시지 부분이 화기를 발한다. 피아노에서는 강한 터치와 빠른

기교가 동시에 요구되는 크레센도 프레이즈 부분 등이 화기를 발하는 부

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승현, 2008). 

   음악수업에 적용할 때 화기(火氣)음악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흥분시

키는 힘이 있으므로 교사는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학생들이 긴장, 흥분

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목기음악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양성(陽性)인 학생(예: ADHD)에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

다.52) 

52)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ADHD의 원인은 조동(躁動), 실총(失聰), 건망(健忘) 등의 범주

와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 보고된 중국의 임상논문에서는 ADHD의 원인을 음허양항

(陰虛陽亢), 심비량허(心脾兩虛), 담화(痰火) 등으로 논하고 있으며, 관련 장부로는 간

(肝), 신(腎), 심(心), 비(脾)를 말하고 있다(박현철·강문수·김락형, 2007; 이태호· 김락

형·장인수·김정연, 2003).『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은 “양증(陽證)은 몸의 움직임이

가볍고, 말소리가 가볍고 소리가 잘 나오는 반면 음증(陰證)은 몸이 가라앉고 말소리

가 무거워서 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음양의 평형이 유난히 양으

로 치우치면 움직임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하고 자주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ADHD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전국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편, 1999). 과잉행동이 주로 낮에 많이 나타나는 것, 화증

(火證)으로 인해 성질이 급해져서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지(五志)의 과도(過度)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것, 항상 움직임이 많은 것이 이와 관계된다. 신체

와 관련해서 “사지(四肢)는 모든 양(陽)의 근본으로 양이 성(盛)하면 사지가 충실해지

고 사지가 충실하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또한 ADHD의 과잉행동 증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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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 서양 화기 음악 악보53)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돌아다니거나 지나치게 달리고 기어오르는 증상과 관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전국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편, 1999). 이는 양(陽)과 열

(熱)의 편성(偏盛)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말해 준

다.

53) 이승현. (2008).『한방음악치료』. 서울: 군자출판사. 71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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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기음악(土氣音樂)

   토기는 중앙지기로 부드러우며 포용력이 있어 목기(木氣), 화기(火氣), 

금기(金氣), 수기(水氣)를 조화롭게 하는 기세를 띤다. 중앙의 토는 양화

와 음화가 서로 어울리도록 조율하고 조화롭게 하므로 음양 어느 한쪽으

로 치우치지 않고 조흡하며 포용하는 기운이다. 토기음악은 양이나 음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포용하는 음악이다. 구체적인 음악 표현 특성으

로는 주된 리듬의 스타일이 4분음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긴장감이나 촉급

함이 없이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면서도 속이 가득 채워진 듯한 웅

장함도 주는 음악이다. 선율에서도 심한 도약진행이 없이 3, 4도 이내의

음정을 모데라토(moderato) 로 연주하여 안정감을 주면서도 속이 가득 채

워진 듯한 웅장함도 주는 음악이 토기음악이다. 음색으로는 평안하고 안

정된 소리인 첼로가 토기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며 너무 빠

르거나 느리지 않는 모데라토 악장 부분과 목관악기인 클라리넷의 빠르

지 않은 악장의 장조 부분도 토기를 발하는 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

승현, 2008). 

   음악수업에 적용함에 있어 토기음악은 중화, 중용, 편안한 느낌을 주

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있다. 교사는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토기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불안하고

소심한 학생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활달한 경

우는 넘치는 양기를 흡수시켜 진정시킬 수 있다. 가창, 기악, 감상곡으로

활용하면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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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서양 토기 음악 악보54)

54) 이승현. (2008).『한방음악치료』. 서울: 군자출판사. 73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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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기음악(金氣音樂)

   금기는 음중지양기로 양기의 극심한 분열 중에서 일어난 음기가 양기

의 번성한 분열력을 수렴하는 기세를 띠고 있다. 즉 넓게 펼쳐있는 기운

을 내부로 거두어들이는 기세를 띠며 가을의 금기를 수렴(收斂), 숙살(肅

殺)의 기운으로 본다. 구체적인 음악의 표현 특성으로는 주된 리듬의 스

타일이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진행하고 선율은 단조의

단3화음과 함께 순차하행 선율을 중심으로 표현하며 수렴하는 기운을 발

하는 음악이 금기음악이다. 음색으로는 플루트가 금기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며 반음계적 하강 진행 부분과 애조 띤 바이올린 선율의

반음계적 순차진행 부분도 금기를 발하는 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승

현, 2008).

  금기음악은 목, 화음악과 반대로 음성을 띠면서 수축, 숙살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소심하고, 불안하고 얌전한 학생에게 적용하면 음침한 기

운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교사는 지나치게 밝고 활달하여 남을 배려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적용시켜야 좋은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넘치는

양기를 수축시키고 치솟는 기운을 하강시켜 진정시킬 수 있다. ADHD나

괄괄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음악활동을 시킨다면 교육적 효과가 있으리

라 예상한다. 금기음악은 반음계, 감화음, 하강선율 진행이 많으므로 일

반적으로 듣기에 애수를 띠며, 슬픈 정조(情調)의 음악이 많다. 어린 학

생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의 연령과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

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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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 서양 금기 음악 악보55)

55) 이승현. (2008).『한방음악치료』. 서울: 군자출판사. 74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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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기음악(水氣音樂)

   수기는 음중지음기로 밖에서 수렴한 음기를 안으로 응축하는 기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겨울에는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므로 양을 요동함이

없어야 하며 수기는 움직임이 적고 휴식과 잠장(潛藏)하는 기운이다. 수

기음악의 분류기준은 음중지음의 속성을 갖고 기운을 내부에 간직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장하여 내부에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움직임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응축력이 있는 상을 띠는 음악으로 구분

한다. 구체적인 음악의 표현 특성으로는 주된 리듬이 점2분음표나 온음

표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적게 하면서, 씨앗이 생명력을 응축시켜 내부에

간직하듯 긴 음표 뒤에 짧은 음표를 짧게 사용하여 느리고 작은 움직임

을 주는 리듬 스타일과 도약 하강진행하는 선율은 응축되고 잠장하는 기

운을 발하여 수기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음색으로는 오르간이나 피아

노의 지속저음이 수기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바순이나 더블베이스의 아다지오(adagio) 부분도 천천히 움직이고 가라앉

는 잠장의 기를 발하는 수기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승현, 2008).

   음악수업에 있어서 수기음악은 느리고, 차분하나 축 처지는 분위기의

음악이 많으므로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루한 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역

시 지나치게 양성인 학생들에게는 기운을 하강시키고 차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금기음악과 수기음악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양성인

학생들에게 진정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수기음악

은 느리고 처지는 음악이 많으므로 감상 제재곡으로 사용하려면 짧게 하

여 학생들에게 지루한 감, 졸음, 주의산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

록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연주활동을 할 때도 적절한 분량의 제재곡

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곡이 아니라면 차분하고

편안한 좋은 제재곡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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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7] 서양의 수기 음악 악보56)

4) 전통음악(傳統音樂)에 나타난 음양(陰陽)

   국악은 장단, 가락, 악기음색 등의 표현요소에 따라 각각 다른 기운을

발하는데 어떤 음악은 경쾌하며 활발하여 우리마음을 촉동(觸動)시키기

도 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도 하는 발생과 발산의 작용을 하는데 이런

기운들은 양의 속성으로 본다. 반대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안정시키기도 하는 숙살(肅殺)과 잠장(潛藏) 작용을 하는데 이는 음의 속

성이다. 또한 장단의 틀에서 음양을 살펴보면 중중모리를 기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양조와 중모리는 느리게 움직이는 음의 속성, 자진모리와

휘모리, 단모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뻗어가는 양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장단에도 음양의 상대적 관계가 존재하여 같은 음의 속성

이라도 진양조와 중모리를 비교하면 중모리보다 느린 장단인 진양조는

음이고 중모리는 진양조에 비해 양이다. 둘째, 조(調)의 측면에서 보자면

56) 이승현. (2008).『한방음악치료』. 서울: 군자출판사. 75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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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는 한가롭고 평화롭게라는 화평정대(和平正大)함을 의미하며 우조57)

는 높고 꿋꿋함을 의미한다. 우조에서 돌장58)을 거쳐 평조로 바뀌거나

계면조에서 평조로 바뀔 수 있다. 평조는 중(中), 우조는 양(陽), 계면

조59)는 음(陰)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도 음양의 상대적 관계가

있어서 시작과 중간에 조가 바뀌면 긴장과 이완이 교차되는 가락의 음양

적 속성을 볼 수 있다. 또 하나 단락과 단락 간 가락의 짜임새는 같은

가락이나, 약간 변주된 가락이 옥타브 위 아래로 대조를 이룬다든지, 프

레이즈 별로 묻고 답하는 형태를 취한다든지 하여 가락의 형태 안에서도

음양의 속성을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음색의 측면에서 음양의 속성을 보

면, 국악기의 분류방법에 재료로 구분하는 법이 있고, 어떤 계통의 음악

에 편성되는가에 따라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나누는 법이 있다.60) 그

러나 역시 하나의 악기 안에서도 그 연주방법에 따라 음색이 변하여 음

양의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대금의 경우 저취(低吹), 평취(平吹), 역취

(力吹) 주법에 따라 저취의 음색은 어둡고 무거워 음의 속성이고 역취는

힘 있고 맑아 양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승현, 2008).

   국악수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악기로 연주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악

기의 다양한 소리, 재료, 연주법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음양오행

57)『악학궤범』에 따르면 평조와 우조는 높고 낮음의 의미를 지닌다. 우조는 평조에 비

해 높다는 뜻이다. 우조와 평조는 음계상으로는 구조가 같다. 즉 ‘황태중임남’과 ‘임남

황태고’의 차이이다. 가곡에서는 ‘우조’만 쓰는데 이는 높은 평조만 쓴다는 뜻이다.

58) 돌가락, 즉 경과구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악상은 평조에 가깝다. 이 부분을 기점

으로 음계도 바뀌고 조도 바뀐다.

59) 일반적으로 평조는 밝아서 양성, 계면조는 애수를 띤 슬픔을 의미하여 음성으로 보

지만 궁중음악이나 정악에서의 계면조는 오히려 역동적이고 활발한 경우가 많다. 정

신적이고 차분한 평조는 양성으로 역동적인 계면조는 음성으로 보므로 역시 평조는

양성, 계면조는 음성으로 볼 수 있다.

60) 팔음(八音), 즉 재료로 구분하는 것의 예를 들자면 사부(絲部)의 가야금, 거문고를

보면 거문고의 깊이 있는 음색과 무거움으로 차분함과 잠장하는 음의 속성이며 비해

서 가야금은 밝은 음색과 빠른 음악적 기교를 구사할 수 있는 가벼움으로 진취적이

고 번성하는 양의 속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음양의 상대적 관계는 존재한

다. 가야금과 거문고를 비교하면 가야금은 거문고에 비해 훨씬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

며 밝은 음색을 발하기 때문에 양의 속성이고 비해서 거문고는 음의 속성이다. 목부

의 박, 축, 어 등은 음색이 힘차게 차고 나가는 양의 속성인 반면 토부의 훈, 부는 음

색이 어둡고 차분하여 음의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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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리를 감상, 체험토록 할 수 있다. 가창이나 기악수업의 경우, 곡조

의 흐름과 연주법들을 음양오행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가르치면 학생

들이 국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연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전통음악(傳統音樂)의 오행음악(五行音樂) 분류

가. 목기음악(木氣音樂)

   목기음악의 분류는 봄에 돋아나는 새싹과 같이 부드럽고 연약한 듯

하면서도 딱딱한 겉 표면을 깨고 곧게 뻗어나가는 촉동(觸動), 용출(湧

出)의 음악이다. 구체적인 국악의 표현 특성으로는 장단은 중중모리나

자진모리장단에, 악상기호는 평조를 중심으로 하는 밝게 튀어 오르는 느

낌을 주는 가락, 음색으로는 가야금이 발현하는 밝은 음색과 피리의 화

평(和平)하면서도 흥을 촉동시키는 독주 부분이 목기음악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승현, 2008).

   서양음악과 마찬가지로 당김음과 점음표가 많다. 길고 짧은 비율이

촉동의 효과를 주므로 목기를 띤다.

[그림 II-8] 국악목기악보의 예. 발췌61)

61) 이승현. (2008). 한방음악치료. 서울: 군자출판사. 83의 그림, 국악 목기 음악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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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기음악(火氣音樂)

   화기음악의 분류기준은 여름에 무성하게 형체를 키우면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분열력이 있는 상을 띠는 음악으로 구체적인 국악의 표현 특성

으로는 휘모리나 단모리 장단에, 악상기호로서의 평조를 중심으로 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가락, 악기로는 가야금이나 해금의 휘모리 부분, 대금의

힘차게 뻗어나가는 역취주법 부분을 들 수 있다(이승현, 2008).

[그림 II-9] 국악화기악보의 예62)

   화기음악은 장단이 화려하고 빠른 경우가 많으므로 대단히 발산적이

다. 처음부터 빠른 음악으로 갑자기 수업하는 것보다는 느린 음악에서

62) 이승현. (2008).『한방음악치료』.서울: 군자출판사. 84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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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빠른 음악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천천히 심박수를

올리는 것이 건강에도 무리가 없다. 실재로 우리나라 음악은 느린음악에

서 점차 빠른 음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양적으로도 옳은 진

행이다. 

다. 토기음악(土氣音樂)

   목화(木火)는 양(陽)을 추동하고 금수(金水)는 음(陰)을 주재하면서 순

환하는데, 중앙의 토(土)는 음양이 서로 어울리도록 조율하고 조화롭게

함으로 음양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 포용하는 기운을 띠

고 있다. 즉 부드럽고 평안한 음이나 양의 성질들을 조화롭게 하는 포용

력이 있는 상을 띠는 음악을 토기음악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국악의

표현 특성으로는 중중모리 장단에, 우조에서 평조로 바뀌거나 계면조에

서 평조로 바뀌는 평조 중심의 화평정대한 가락을 토기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악기로는 활을 사용하여 연음의 부드러움과 중간 음역의 건실

함을 주는 아쟁의 음색과 평안하고 안정된 대금의 평취주법 부분이 해당

된다(이승현, 2008).

   음악수업에 있어서도 토기음악은 매우 적절하다. 모든 성향의 학생들

에게 부작용 없이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빠르기, 평이한 선율

진행, 중음역, 편안한 음색, 편안한 연주법 등은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하

다. 제재곡으로 사용함에 있어 무난하다.

[그림 II-10] 국악토기악보의 예. 발췌63)

63) 이승현. (2008).『한방음악치료』.서울: 군자출판사. 86의 그림 토기 음악 악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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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기음악(金氣音樂)

   금기는 가을의 추수(秋收) 수납(收納)의 기운으로 봄, 여름에 벌여 놓

았던 일들을 거둔다는 뜻이고 평(平)은 가라앉혀 고요하게 한다는 뜻이

다 가을의 기운은 급하고 청명(淸明)하여 금기를 수용(收容)과 평정(平靜)

을 주도하는 기운으로 본다. 금기음악의 분류기준은 음중지양의 속성을

갖고 펼쳐있는 기운을 내부로 거두고 숙살(肅殺)하여 수용과 평정을 주

도하는 수렴(收斂)의 힘을 띠는 음악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국악의 표

현 특성으로는 중모리 장단에 계면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금 슬프면서 스

며드는 영롱함을 주는 가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악기로는 거문고의 차

분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음색과 술대로 발현할 때의 영롱함이 이에

속하고 대금이나 해금이 애수 띤 계면조의 조금 느린 가락을 연주하는

부분도 금기음악에 속한다(이승현, 2008).

   금기음악은 수축력이 있어서 반음계, 감화음, 하강진행의 슬픈 음악이

더더욱 금기를 띠는데, 국악은 기본적으로 온음계, 그것도 5음음계에서 3

음음계를 사용하고, 화성이 없는 음악으로 서양음악보다는 덜 금기를 띤

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미분음의 시김새와 떨림효과(비브라토)의 음악, 

금속성 음색이 있는 악기 등이 금기를 내포한다. 그리고 우리 음악에서

도 남도 3음 계면조의 음악은 꺾는 소리에서 반음을 쓰는 독특한 음계로

서 금기를 가진 음악으로 볼 수 있다. 육자배기토리의 음악, 산조 등에서

는 반음계로 꺾는 소리를 사용한다. 금기를 띤다고 볼 수 있다. 산조에서

도 반음계를 사용하고 비교적 느린 하강진행을 하는 부분은 금기를 띤다

고 본다. 산조를 감상교재로 사용하게 되면 금기음악을 부분 발췌해서

들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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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1] 국악금기악보의 예. 발췌64)

마. 수기음악(水氣音樂)

   수기는 외부로부터 수렴한 음기를 안으로 응축(凝縮)하는 기세를 띠

고 있는 것으로 겨울의 기운은 물이 얼고 수렴되어 들어온 기운이 새어

나가지 못하게 갈무리를 하고 요동(搖動)함이 없어야 하므로 수기를 휴

식(休息)과 잠장(潛藏)을 주도하는 기운으로 본다. 수기음악의 분류기준

은 기운을 내부에 간직해서 잠장(潛藏)하여 내부에 강한 힘을 갖고 있지

만 겉으로는 움직임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응축력이 있는 상을 띠는

음악이다. 구체적인 국악의 표현 특성으로는 아주 느린 진양조장단에 계

면조를 중심으로 하는 무겁게 움직이고 가라앉는 가락의 음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악기로는 거문고의 어둡고 차분한 음색이 이에 속하고 느리

게 움직이거나 긴 농현의 음이 수기의 기운을 더한다. 대금이 저취로 연

주하면서 한 음을 길게 부는 것도 수기음악에 속한다(이승현, 2008).

64) 이승현. (2008). 『한방음악치료』. 서울: 군자출판사. 88의 그림, 금기음악 악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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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2] 국악수기악보의 예. 발췌65)

   국악에서 느린 곡은 서양음악에 비해 매우 느리다고 여긴다. 호흡이

그만큼 더 긴 음악이다.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매우 지루

하다는 감을 줄 수 있다. 진양조의 경우, 가창, 기악, 감상곡으로 삼기에

무리가 있다. 감상을 할 때도 짧게 부분만 들려주는 것이 좋다. 국악의

수기음악은 대체로 많이 느리고 처지는 분위기이므로 교사는 적절히 수

업에 발췌, 적용하는 것이 좋다. 

65) 이승현. (2008).『한방음악치료』. 서울: 군자출판사. 89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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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음양오행론의 음악교육적 의미

1. 음악교육의 대안적 접근으로서 음양오행론

   우리나라에서 음악교육철학은 주로 유럽과 미주의 음악교육철학자들

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학문에서 가장 기본 바탕인 철학이

음악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먼저 국가 교육과정에 바로

적용된다. 교육과정은 국가 학교교육에 바로 전달되고, 교원양성 과정과

자격시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음악교육철학은 전국의 학생에게

영향을 끼친다. 실로 그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이 음악교육철

학이 우리나라와 먼 특정 지역의 교육철학 사상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번쯤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은 전통문화, 전통사상에 관한

연구와 관심도 많고 많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음악교육계에서도 전

통사상에 기반한 음악교육철학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권덕원·

석문주·최은식, 2012). 음양오행론은 학문성과 함께 실용성을 겸비한 오

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자문화권의 아시아에서는 의식주(衣食住)를 비

롯한 모든 문화, 학문, 천문, 지리, 의학, 예술에 적용되어 왔다. 그 파급

력은 그 어떤 사상보다 영향력이 크다. 이를 음악교육에 적용하면 새로

운 음악교육철학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음악교육철학을 음양오행적

분석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리머의 내적 심미적 체험, 느낌, 감상, 작품, 통찰 등등의 사상은

음(陰) 중(中) 음(陰)으로 지나치게 음기(陰氣)가 많은 철학이다.66) 삼라만

상(森羅萬象)이 음양오행의 조화 속에서 중화(中和)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의 철학은 너무나 음적(陰的)이다. 음악은 태초부터 인간 스스로 자연

스럽게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는 행위들로 수반되었고, 음악활동을 하

66) 김기수(2011; 2013)에 따르면 리머는 음악교육의 본질이 음악의 본질에 기인하며, 철

학적으로 음악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인 미학에 대한 이해가 음악교육철학 체계의 기

초가 됨을 강조하였다. 심미적 음악교육의 미학적 근거로 절대표현주의(absolute

expressionism)를 선택하였다. 듀이(Dewey, 1934)와 랭거(Langer, 1942), 레너드

(Leonard, 1959), 마이어(Meyer, 1956) 등의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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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너무 음성적인 것들만 강조

하였다. 그리고 2003년 3판에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기본

철학은 서양유럽음악이 중심이다. 세계 모든 음악이 다 있어야 음양오행

이고 음양오행은 어느 한 쪽이 치우쳐선 안 된다. 중화가 깨지기 때문이

다. 리머(1989)에 따르면 현행 음악교육에 대한 비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권덕원, 1999a). “첫째,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음악 개념

에 기초한 교육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리머는 오르프교수법, 코

다이교수법 등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악보읽기(notation reading)

가 음악적 언어(musical literacy)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넷째,

리머는 예술에 있어서, 서로들 간의 공통요소 접근법(common elements

approach)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Reimer, 1989, 재인용).”

   이 인용문의 첫째글인 ‘개념적 접근법’67)에 관한 비판적 내용은 본

연구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념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도 있고, 실재로 이를 반영한 음악교과서도 편찬되었다. 이 방법은 제제

곡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류 모든 음악의 공통적인 요소인 ‘개념’을 통한

음악교육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박자(장단)에서 3

박 음악의 3박자를 개념으로 잡고 가르친다면 오스트리아의 ‘왈츠’, 국악

의 세마치장단의 ‘아리랑’, 폴란드의 ‘마주르카’ 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념적 접근법’은 단

순한 개념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장, 심화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므로

초등 음악부터 중등, 고등음악까지 순서대로 연계성 있는 음악교육이 되

어야만 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어려서 처음으로 ‘개념

67) 개념적 접근법은 1960년대에 MENC(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의 전문

서적 발간과 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ject) 등 교육과정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1970년대-1980년대에는 심미적 음악교육철학과 융합되면서 빠르

게 확산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표준성취기준’에 비중 있게 반영되어 보다

확고하게 정착되었으며, 다른 한편 ‘생성적 음악학습이론’, ‘음악적 이해를 위한 교수’ 
이론을 통해 심화·발전되었다. ‘개념적 접근법’이 미국에서 반세기 넘게 계승·발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MENC와 같은 음악교육전문단체의 활약, 학자들의 지속적인 이론

개발노력, 교과서에 빠르게 획기적으로 반영시킨 점 등을 원동력으로 들 수 있다(문
경숙. (2011). 미국 개념적 접근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음악교육연구. 
40(3).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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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법’의 음악방식으로 음악을 배운 학생은 초, 중, 고, 대학에 이르

기까지 ‘개념적 접근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중간에 다른 음악교과

서나 다른 음악교육방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초등교사와의

인터뷰68)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음악교과서의 선정은 그리 연관적이거

나, 학술적인 의미를 통한 선정이 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실재 초등학교

와 중등학교를 계속 연계하여 ‘개념적 접근법’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

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니 단순히 초등학교에서도 전학을

가게 되면 교과서가 바뀌고 교육방법이 바뀐다. 절대 연관된 교육을 할

수 없다. 즉 ‘개념적 접근법’의 학술적인 시도나 의도는 일리가 있으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적용성, 실용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리고 모든 개

념을 다 적용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악과 여러 세계음악

엔 ‘화성’이 없다. ‘화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국악과 많은 민속음

악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개념’이라는 접근법도 결국은 유럽, 

미주의 서양음악에 최적화된 이론이다.

   둘째의 내용인 20세기 초반의 유럽의 음악교수법인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의 교수법들에 대한 비판은 리머는 이는 단순한 음악기능, 실

기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음악교육철학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교수법에도 음악교육철학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재

로 코다이, 오르프, 달크로즈와 같은 사람은 음악교수법으로 분류되고 학

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수법에도 음악교육철학을 내

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리머는 음악교육철학의 범주를 너무 좁게 제한

한다.

   세 번째의 ‘악보읽기’에 관한 내용이다. 물론 이 생각도 전혀 틀렸다

고 볼 수는 없다. 악보 없어도 감상할 수 있고, 무용, 건축, 연극도 마찬

가지이다. 그러나 이런 철학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반영되면서 그 이전

까지는 악보읽기 교육이 잘 이루어져 현재 중년 이상의 어른들은 악보를

68) 연구자는 교대에서 음악심화과정을 졸업한 대구의 초등교사와 13주에 걸쳐 13회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행 음악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 조사한 적이 있다.

교과서의 선정 문제는 음악전담교사와 상관없이 학부모, 교장, 위원회에서 일괄적으

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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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잘 읽고 있는데 반해 요즘 어린 학생들은 악보를 전혀 못 읽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음악적 능력이 퇴보하고 있다. 이처럼 비판과 우리

실정에 맞는 재해석 없는 무조건적 답습은 결국 음악교육에 도움이 아니

라 음악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였다.69) 

   넷째, 리머는 예술에 있어서, 서로들 간의 공통요소 접근법(common 

elements approach)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관한 내용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융합

교육’으로 과학과 예술, 시와 음악, 문학과 음악 등을 융합하려는 현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융합교육이 좋다는 그룹

과 각 교과의 본질을 살리자는 그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음양오행

론적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과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융합하여 본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반대이지만 통합으로 서로 다른 (음양오행적) 속

성이 더 시너지 효과를 준다는 쪽에 찬성한다. 

   리머는 18-19세기 서양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철학과 미학, 교수법

등에도 제한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오직 음악 고유의 음악교육

철학만을 주장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음악인들

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유럽 왕족, 귀족들은

취미활동으로(그라우트 저, 민은기 외 역, 2007),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들

대부분은 스스로의 수양을 위해서 연주를 하였다. 직업적으로 음악을 하

는 사람들은 다 신분이 미천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길었다(이성천, 2000; 

송방송, 2007). 신분사회가 철폐된 현대에서도 리머의 음악철학관은 연주

는 하층계급이 하는 것으로 여기는 근세 유럽 귀족 엘리트주의가 보인

다. 리머는 감상활동(음(陰) 중(中) 음(陰)이 강조되었고, 이론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취급되었다.70) 음양오행론으로 분석할 때, 감상은

69) 최근 내한한 ‘비틀즈’의 ‘폴 메카트니’ 역시 악보를 읽고 쓰지 못해도 수많은 히트곡

을 남겼고, 전설의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역시 악보를 읽고 쓰지 못해도 최고의

테너였다면서 악보 읽기교육의 필요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는 전

자계산기가 있으니 사칙연산법과 구구단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70) 리머는 극소수의 연주자들을 위한 음악교육이 아니라 대부분에 해당하는 일반 감상,

일반음악애호가를 양성하는데 음악교육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Reimer, 1989,

2003). 그래서 특히 감상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한다. 이 사상은 일반 학교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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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水), 겨울, 가창은 화(火), 여름, 연주는 목(木), 봄, 창작은 금(金), 가을

이며 이론은 토(土), 중화(간절기)이다.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보읽기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데, 독보활동은 음악 영역에서 매

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토(土), 중화(中和)의 활동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리머는 협소한 철학관을 갖고 있으며 리머와 엘리엇은 서

로 음양적으로 상반된다.71) 엘리엇은 리머와 반대로 지나치게 양적(陽的)

이다. 엘리엇은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이 음악의 맥락성을 경시하고 미

적 특질만 강조하여, 감상에 지나치게 치우침을 비판하는 철학이다(박은

실, 2001). 엘리엇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크게 ‘음악하기(작곡, 편곡, 연주, 

즉흥연주, 지휘 등)’와 ‘음악성의 발달’이다(권덕원·석문주·최은식, 2012).

엘리엇은 세계음악, 다문화음악, 그리고 연주활동을 중시한다. 오늘날 우

리나라 교과서에도 세계음악과 대중음악이 반영되고 있고, 국악도 중시

한다. 그리고 감상활동 뿐 아니라 가창, 기악, 창작활동도 중요하다. 리머

의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은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 동양의 음양오행은 언

제나 중화(中和)를 추구한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도 결함이나 부족해선

안 된다. 리머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창, 연주, 창작, 감상, 이론은 모두

골고루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엘리엇의 악보 중심의 음악만 음악이 아

니라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리고 종족음악을 떠나서 악보나 악곡이 음

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 어떤 연주자도 매번 똑같은 연

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악보 없는 수많은 종

족음악들, 그리고 즉흥적 요소가 많은 국악(민속악)이나 재즈(Jazz)와 같

은 음악은 연주할 때마다 매번 다른 것이다. 

   또한 엘리엇이 문서화된 교육과정에 집중현상에 대해 비판적인데 즉

그는 “참된 커리큘럼은 문서화된 계획이 아니라 교사다(권덕원·석문주·최

교육에 매우 적합한 철학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악교육(시창, 청음, 연주)의

퇴행을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71) 리머가 내적체험, 느낌, 감상을 중시함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양(陽), 동작의 표출

의 측면에서는 음(陰)이 되며 엘리엇의 실천주의, 행위중심의 음악은 정신적 측면에

서는 음(陰), 동작의 측면에서는 양(陽)이 된다. 즉 서양의 관념론은 양(陽), 실재론과

경험론은 음(陰)의 차원이고 동작의 표출 면에서는 정적인 사고나 내면을 음(陰), 표

출적 행위와 실체들은 양(陽)이 된다. 음양의 원리는 항상 상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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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식, 2012).”라 주장한 바에 대해서 동의한다. 요즘 교육공학이 발달해

서 최신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한 음악교육공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

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그런 기기와 공학에 점점 더 의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 슈타이너(R. Steiner)가 “교

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듯이 그

어떤 기기나 공학도 교사 그 자체의 질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모든 교

육공학과 교육매체와 도구는 단지 교사의 철학과 능력과 생각에서 더 효

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최신 기자재를 사용

한다하더라도 교사가 제대로 철학과 능력과 실력과 비전을 갖추지 못했

다면 소위 ‘돼지 목에 진주’밖에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의 세상은 물질적, 

도구적,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발달하는데, 정작 교사의 질적수준, 

교사의 교육철학 등에 대해서는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다.72)

  엘리엇의 다문화주의는 오행사상과 상통한다. 음양오행론에서 오감(五

感), 다섯 감각(感覺) 등은 다 오행에 배속되며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건

강한 인격과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없다. 즉 문화나 예술, 사상, 음악에

있어서도 특정지역의 특정한 장르의 음악만이 옳다는 것은 음양오행론에

위배된다. 음양오행론의 차원에서는 세계음악(world music)은 타당하며

다양한 음악을 듣고 배워 향유해야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기를 수 있다.

   아이스너의 ‘통합 리터러시(multiple literacy)’와 가드너의 ‘다중지능

(multuple intelligence)’은 음양오행론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엘리엇 단원

에서 ‘악보 읽기’에 대해 문맹(文盲)에 비유했듯이, 음악적 언어(musical 

literacy), 미술적 언어(visual literacy), 수학적 언어(mathematical literacy), 

과학적 언어(scientific literacy), 문학적 언어(literary literacy) 등, 모든 과목

과 영역에 각자의 언어가 있다는 점에 찬성한다. 그것이 아이스너가 주

장하는 ‘통합 리터러시(multiple literacy)’이다. 이 점에서 아이스너의 ‘통

합 리터러시’에 매우 찬성하는 바이다. 음양오행의 측면에서 모든 감각

72) 지금의 교사의 위상은 바닥에 떨어진 수준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를 예전처

럼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를 폭행하고 촬

영해서 신고하고 고발하는 세상,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수업을

하지도,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도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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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다 사용하고(오감(五感), 즉 시각(視覺), 청각(聽覺), 촉각(觸覺), 

후각(嗅覺), 미각(味覺)), 오미(五味) 즉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 쓴맛을

다 맛보아야하고, 오행에 배속되는 모든 감각과 신체를 이용하고 골고루

사용해야 정신, 육신이 건강하다. 즉 학문, 예술, 감각체계의 사용에 있어

서도 국, 영, 수, 사회, 과학과 같은 어학, 수리, 논리, 사고, 암기와 같은

정신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과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섯 가지

감각을 골고루 사용하고 익혀야 정신과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 즉 음

악으로 청감각과 청력, 소리로 인해 정신과 육신에 전해지는 수(水)의 기

운은 몸과 마음, 정신을 맑고 균형 잡히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인문사회, 

수리과학, 논리, 암기과목과 함께 예술과목(음악, 미술), 그리고 정신 뿐

아니라 육신자체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이 반드시 모두 골고루 이루어져

야 함이 마땅하다.

  구성주의73)를 음양오행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성주의가 갖는 상대성, 

가변성, 주관성, 맥락성, 유용성, 총체성에 비춰볼 때 우선 음양은 늘 상

대적이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 아버지가 양, 아들을 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크

73) 권덕원(2009)은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특징을 상대성, 가변성, 주관성, 맥락성, 유용성, 
총체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은식(2003)은 인식론으로서의 구성주의는 지식을 표상

(표상주의는 인간의 지식과 외부세계가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때

지식이란 외부세계에 대한 형식화 또는 추상화로 간주된다.)으로 간주하는 객관주의

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

에 대해 각각 형이상학적 인식론과 실재론적 인식론의 대비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지

식을 궁극적, 객관적 대상의 표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적 인식론의 공통점

을 가진다.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학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상대주의 인

식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영원하거나 객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지식

도 상대적이라 주장하였다. 이 소피스트 학파의 구성주의 인식론의 초기형태를 보여

준다. 그리스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구성주의 인식론은 18세기 이탈리아 사상가 비코( 
G. Vico, 1668-1744)로서 비코는 인간의 우주는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상상적인 것

으로 주장하고 지식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부정하였다. 이후 칸트는 오성(悟性)을 인

식대상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보고 인간에게 대상을 구성하는 개념작용능력의 관점으

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오성을 감성이나 이성과 다른 인식능력으로 구별한 것으로 구

성주의적 의의를 가진다. 철학적 인식론의 한 영역으로서의 구성주의적 관점은 20세

기 후반에 들어와서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객관주의 즉, 대상과 인식주체의 이원적 구

분을 전제로 하는 근대성(modernity)의 개념이 해체되면서 새롭게 조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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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많은 것을 양으로 볼 경우), 아버지는 연로해서 기운이 약하고 아들

은 어리고 젊어서 기운이 더 세다는 차원에서는 아버지를 음, 아들을 양

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음양의 법칙은 항상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구성주의의 상대성, 가변성, 주관성, 맥락성과 관계있다. 

그리고 유용성의 면으로 보자면 음양오행론처럼 몇 천 년 동안 동아시아

와 그 주변 국가 전부에 이르기까지 널리 광범위한 지역, 수천 년의 역

사와 함께 의, 식, 주, 학문, 건축, 음악, 미술, 철학, 천문, 지리, 수학, 역

학, 의학 그 어떤 분야도 다 망라하는 실용성을 갖고 있다. 이는 세계 어

떤 철학이나 사상, 이론도 이처럼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다. 총체성을 근

거로 하자면 음양오행사상은 대부분 총체적 사상관이다. 전체에서 부분

으로 들어가는 음양오행사상은 연역적이고 따로 분리, 대립, 조각 내지

않는다. 서양사상이 주로 분리, 대립, 상충하는 사고관을 갖고 있다. 그리

고 부분에서 전체로 들어가는 귀납적 방식이 서양의 방식이다. 그런 차

원에서 구성주의는 개인의 사고를 부분에서 전체로 점차로 구성해나가는

것으로 서양의 사고차원이다. 그렇지만 총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금

발전적이다. 다양성, 다문화, 상대성, 포스트모더니즘 등 현대 교육이 추

구해야 할 것들을 많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는 이상과 현실

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이 딜레마(dilemma)로 작용하여 현재 학교교육에서

교사들이 선뜻 적용하기 어려워한다. 특히 구성주의는 학생 개개인이 지

식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줄

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은 구성주의 수업, 

부분 부분은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

   다문화음악교육74)을 보면, 음양오행적으로 세계 모든 문화가 다 있어

74) 권덕원·석문주·최은식(2012)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유럽 중심의 단일문화주의를 비

판하면서 등장한 이념으로 어느 한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문

화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민족의 이민

자 국가로서 각각의 민족,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각 민족 고유 가치를 중시하

게 되었다. ‘자유, 정의, 평등, 형평의 이상에 근거한 철학적 개념으로서 다문화적 조

건의 특성인 다원주의(pluralism)를 배격하는 모든 개념과 기관을 거부하는 개념이다.

방금주·김용희(2007)에 따르면, 종족적 다문화주의, 반인종적 다문화주의, 비평적 다문

화주의, 자유민주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넷으로 구분된다. 반면 민경훈(2009)에서는 독

일권의 구분을 따르며, ‘상호문화’ ‘다문화’ ‘간문화’의 용어로 설명한다. 권덕원(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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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음양오행의 구비에 맞다. 가능한 모든 대륙의 음악을 다 익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시수에 전 대륙의 음악을 똑같이 균등

하게 분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기본을 지킨 후에 그 외에

시간을 가능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좋다. 자기 주체성, 근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가지와 잎, 꽃, 열매들이 아무리 달려도 나무가 흔들리

지 않는 것과 같다. 근본 뿌리를 튼튼하게 한 다음, 기둥에 해당하는 음

악, 가지에 해당하는 음악, 꽃에 해당하는 음악, 열매에 해당하는 음악을

교사의 재량과 능력에 맞게 고루 다문화음악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권덕원(2000b)은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

고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음

악,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다문화주

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identity)을 갖

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음악들 사이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식하도록

해준다(Seeger, 1992, 재인용). 넷째, 자기 고유의 음악 이해에 도움이 된

다. 다섯째, 음악적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다문화주의적 음

악교육은 음악의 개념을 확대시켜 준다.” 

   위의 인용문을 종합하면, 다문화음악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

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문화를 더욱 잘 알게 할 수 있고, 창의성 발달, 

‘개념’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작곡가의 창작에 있어

서 세계 음악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일반

공교육의 음악수업에서도 다양한 세계 음악을 접하는 것은 음악의 굴레

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음악에로 지평을 넓힐 수 있다. 그 나라의 음악을

알게 되면 다른 문화까지 궁금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문화의 영역

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음악 뿐 아니라 문화, 사회, 역사, 지리 등등 안목

이 넓어지게 된다. 쉽게 예를 들면 ‘한류(Korean wave)’는 처음 TV 드라

마에서 시작하여 점차 젊은 층(10대-20대)의 K-POP음악, 영화, 뮤지컬, 

‘난타(亂打)’와 ‘점프(Jump)’ 같은 공연물, ‘뽀로로’ ‘타요’ ‘코코몽’과 같

과 민경훈(2009)은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어느 고유한 문화권의 음악을 수업 내용으로

세계음악으로 확대시킬 수 있지만 자국의 전통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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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아 애니메이션 등의 대중문화로 확장되다가, 지금은 한국 전통문화

(국악, 한국무용, 템플 스테이(temple stay), 태권도 등등)의 영역까지 확장

되고 있다. 어느 하나를 하다보면 그에 따른 다른 것에도 점점 관심이

가게 마련인 것이다. 이렇듯 다문화 음악교육의 역할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음양오행론의 대두 이유를 정리하자면 최초의 음악교육철학자

인 리머 이전에도 수많은 철학, 사상, 미학들에 근거한 논의들이 계속 있

었다. 오히려 음악교육 고유의 철학만을 고집한다면 리머와 엘리엇밖에

없는데, 그 둘만 음악교육철학에 관해 연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대부

터 현대까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에 관한 사상적 연구는 있었다. 

음악교육철학 그 자체만의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협소한 사고이다. 

리머는 지나치게 음성적이고 감상에 치중하였다. 엘리엇은 반대로 연주

와 행위를 위주로 양성적이다. 그 두 철학은 상반되어 양극단에서 음악

교육철학을 지배하고 있다. 

   음양오행사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양, 특히 한자문화권에서 의

상, 음식, 주택, 의학, 역학, 풍수지리, 음악, 미술을 포함한 예술까지도

습합(習合)75)되어 왔다. 진리(眞理)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해당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음양오행은 생활, 학문, 예술, 교육,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모두에 적용된다. 음양오행사상은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분되

며, 한국의 삼재론에 따르면 음, 중, 양의 셋으로 구분되며 음, 양, 중은

다시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으로 구분된다. 이는 어느 특정한

오행에 치우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신체의 장부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정신과 육신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정한 오행의

부족함이나 과다 없이 오행이 고루 분포되어야 중화를 이루는데, 중화의

이치는 교육 뿐 아니라 음악, 교육,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음양오

행론에 근거한 음악교육론은 동양, 한국의 사상에 기반하였으며, 국악의

궁중음악 뿐 아니라 정악, 민속악, 서양음악, 세계음악까지도 분석,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학생 개인의 특성과 성향, 기질에 맞는 적절한 개별 맞

춤형 교육이 가능하므로 예술과목의 개성에도 잘 부합한다. 또한 음양오

75) 철학이나 종교 따위에서, 서로 다른 학설이나 교리를 절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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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조화로우면 정서적 안정과 신체의 건강까지 유익하다.

2. 청감각과 음양오행

   우주의 모든 구성 물질과 기운은 음양으로 나뉘고 그 내용은 오행이

다. 연상원(1999)은 폐는 금(金)이고 현상은 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폐가 실(實)하면 소리에 민감하고, 폐가 허(虛)하면 소리에 둔하다. 이렇

게 귀는 폐기능의 강약에 따라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학계나 한의학계에서는 눈을 목(木), 혀를 화

(火), 입을 토(土), 코를 금(金), 귀를 수(水)의 오관(五官)으로 분류한다.76)  

  옛날 사람들은 ‘귀는 신장(腎臟)의 문(門)이라 해서 신장이 약하면 귀

가 울리거나 소리가 난다.’고 했다. 신장(腎臟)은 수(水)이고 폐는 금(金)

이므로 소리와 음악은 금수(金水)의 기능이 중요하다. 실제 금생수(金生

水)하여 폐기능이 좋으면 수(水)의 기능, 즉 음악, 소리와 관계있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청감각(聽感覺)은 금수(金水)에 해당한다고 본다. 눈은 목

(木)으로 보지만, 시각(視覺)은 화(火)의 작용이다. 눈이 목(木)이고 목은

간기능이고 간이 성(成)하면 목생화(木生火)해서 화기(火氣)가 충천하는

데, 이는 보는 것, 시각은 불이다. 장기의 본질과 그 본질이 생(生)하고

극(剋)함에 따라 감각기관의 기능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즉 미술과 음악은 서로 반대의 감각기관, 오행을 사용한다. 시각적 예

술을 잘 하려면 목(木), 화기(火氣)가 예민하고, 청각예술을 잘 하려면 금

(金), 수기(水氣)가 예민해야 한다. 이는 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눈을 혹사한다.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화기가 너무 과열되고 양기(陽氣)가 충천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고 화(火)를 많이 낸다. 너무 조열(燥熱)한 까닭이

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화증(火症)은 시원한 금기(金氣)와 수기(水氣)로

식혀주어야 한다. 아니면 토기(土氣)로 중화(中和)를 시켜야 한다. 이는

76) 서울 강서구 보건소 한의학도우미 중(中) 음양오행과 한의학에서 발췌. 2015. 1. 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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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학생들에게 미술보다 음악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다.77) 

실제로 양기(陽氣)와 화기(火氣)가 충천한 아이에게 밝고 화려한 화성(火

性) 옷을 입히고78), 하루 종일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와 같은 전기, 전

자파(火) 속에서 목화(木火)의 기운인 눈의 활동을 많이 하면 정서불안, 

조급증, ADHD 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목화가 과잉하면 금수가

77) 서양철학적 관점에서도 피타고라스 (B.C 582-B.C 497) 는 음악을 수(數)로 분석하고, 
우주론적 음악을 설파하였으며, 음악과 영혼 간에는 직접적인 상응관계와 상호 영향

이 있으며, 영혼과 음악은 그 본질이 조화이고, 음악은 무너진 조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 (B.C 428-B.C 348)은『국가론』에서 음악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 사회 전체에 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모든 음악적 혁신의 결과는 사

회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음악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제공

하는 수단이나 보조물이 아니라 인간 영혼을 덕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의 필수적 요

소로 보았다. 구리나(2011)는 플라톤을 교육과 좋은 삶의 관련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철학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는 음악을 개별적인 음향현상이

며 독립적 인간행위이며, 음악이 우주의 조화라는 사고보다 목소리와 음이 인간 영혼

자체의 표현으로서 아동교육에 있어서 실제 악기교육의 필요성 역설하며 그것이 전

달하는 에토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야 올바른 향수의 능력을 갖춘다고 보았다. 강
경선(2012)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음악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

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전인교육에 있어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둘의 궁

극적인 목적은 상이하다. 플라톤은 음악을 통해 대중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의 음악관은 집단의 획일적인 사상과 통제를 요구하는 공산국가, 종교집단, 독재국

가의 음악검열의 기초가 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이론과 카타르시스의 음악

관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쾌감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관은

음악심리치료의 기본 원리인 동질성의 원리와 카타르시스의 기초가 된다. 음악을 인

간 조정의 도구로 보는 플라톤의 음악관은 1960-70년대 이후 행동주의 음악치료와 행

동치료에서 음악을 이용한 인간행동 조정이론을 통해 다시 부활한다. 플라톤의 음악

적 에토스는 조정이라는 기능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과 카타르시스 이론

은 치료의 기능으로 갈라져 적용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을

매우 중시했는데, 상대적으로 조형예술(회화, 조각, 건축)을 음악보다 하위에 두었다. 
조형예술은 기술, 노동, 노예의 숙련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예술론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예술론의 지침이 되었다. 고대에서 플라톤은 20세까지는 음악과

체육을 필수교과로 선정하였고, 중세에서는 liberal arts(교양과목)에 문법, 논리, 수사

산술, 기하, 음악, 천문을 두었으며, 현재 교양과정(어학, 예술, 역사, 철학, 문학)중에

서 예술에 음악학을 두고 있다.
78) 물론 모든 아이들에게 어둡고 단순한 옷을 입히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우울한 성향이면 밝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생기를 돋우어야 하고, 반대로

난폭하고 시끄럽고 조급한 아이에게는 어둡고 차분하고 단순한 옷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음양오행의 중화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

향으로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맞는 옷을 입히고,

먹이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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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버리므로 양기가 충천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수선스런 증상을

보이게 된다.79) 인체의 오장(五臟)도 오행(五行)으로 구비되어 있고 이

오장(五臟)의 힘이 고르고 균등해야 건강하다. 오감(五感)도 마찬가지이

다. 시각, 청각, 미각80), 촉각, 후각 다섯 가지의 감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작곡가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음양오행적 속성의 소리를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조직, 조합한 소리

의 집합을 음악으로 정의한다. 음악교육은 조화로운 음양오행의 소리의

조직인 음악을 통해 정신과 육신의 안정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심미

적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81) 즉 교육적 차원에서 음악이므로 단순한

79)『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허준 선생이 말씀하시길 “양증(陽證)은 몸의 움직임이 가

볍고, 말소리가 가볍고 소리가 잘 나오는 반면 음증(陰證)은 몸이 가라앉고 말소리가

무거워서 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음양(陰陽)의 평형이 유난히 양

(陽)으로 치우치면 움직임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하고 자주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ADHD의 특성과 관계

가 있다. 항상 움직인다는 것은 상화(相火)의 작용이다. 화(火)와 관련해서 “일절(一切)
의 화증(火證)에서는 성질이 급해지고 조열(潮熱)이 심하다.”고 하고, 오지(五志)가 과

도하게 난동(亂動)하는 것은 화(火)의 작용으로 인한 증(症)으로 본다. 병이 낮에는 극

심하다가 밤이 되면 안정되는 것은 양병(陽病)이 심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기(氣)가 병

든 것이다(전국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편, 1999, 253-254, 271, 272, 534, 541). 과잉행

동이 주로 낮에 많이 나타나는 것, 화증(火證)으로 인해 성질이 급해져서 차례를 기

다리지 못하고 오지(五志)의 과도(過度)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것, 항상

움직임이 많은 것이 이와 관계된다. 신체와 관련해서 “사지(四肢)는 모든 양(陽)의 근

본으로 양(陽)이 성(盛) 면 사지(四肢)가 충실해지고 사지(四肢)가 충실하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또한 ADHD의 과잉행동 증상 중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돌아다니거나 지나치게 달리고 기어오르는 증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0) 미각(味覺), 즉 맛도 음양오행이 있고 후각(嗅覺) 등 각각의 감각(感覺)도 다 오행(五

行)이 있다. 미각(味覺)에서 쓴 맛이 화(火)인데, 담배, 술, 커피 이 셋이 대표적인 화

성(火性)기호품이다. 셋 다 중독성이 강하고 화기(火氣)를 띠기 때문에, 현대인의 양

기(陽氣), 화기(火氣), 스트레스, 화병(火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81) 음악교육의 정의는 시대와 지역, 학자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플라톤의 ‘국가론’과 아

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는 수준 높은 시민양성에 있었으며, 유가(儒家)의 예악론

은 군자(君子)의 품성이자 통치원리의 조화인 예(禮)가 음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어 음악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한 플라톤과

음악이 일반적 교양 수준에 필요하며, 인격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 동조하는 바이다. 현행 음악교육자(권덕원 외, 2010; 민경훈 외, 2010; 이홍수

(1996)의 음악교육의 정의를 종합하자면, 예술교육의 일부분으로 음악미의 이해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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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감각 뿐 아니라 모든 감각과 신체장기, 뇌의 활동에 유익함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특정 매니아 층의 저속한 가사를 포함하는 음악, 청

감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음색, 음량, 음역대의 음악을 제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이스너도 ‘통합 리터러시(multiple literacy)’82)에

서 모든 감각을 다 살리는 교육의 중요성을(Eisner, E. W. 1994), 가드너

도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83)’에서 음악적 지능을 강조했는데

(Gardner, H. 1983), 이것도 음양오행론과 일맥상통한다.

득(感得)을 통하여 높은 미적 정조(情操)와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보통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과 전문적인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

한 음악교육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82) ‘통합 리터러시(multiple literacy)’와 ‘다중문해력(multiliteracy)’는 다르다. ‘다중문해력

(multiliteracy)’의 개념은 ‘New London Group(1996)’에서 정의하기를 첫째, 세계화에 따

라 언어의 사용이 변화한 것이다. 그 예로 영어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아프리카, 
인도,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민자들에 의한 방언들까지 본래 영국말

과 다르게 변화하였다. 둘째, 멀티미디어와 같이 우리의 의사소통이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TV. 라디오, 기타 통신장비, 영화, 광고 등등 언론 텍스트에 국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http://en.wikipedia.org/wiki/Multiliteracy). 권덕원(2000a) 원고에서는 ‘통합 리터

러시’라 하지는 않았다. ‘multiple literacy’라고 원어로 기재되어 있다. ‘다중문해력

(multiliteracy)'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통합 리터러시’로 표현하였다. 아이스너의

‘통합 리터러시(multiple literacy)’는 DBAE(discipline based of art education)에서 이해

할 수 있는데, DBAE는 네 가지 영역인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 미술제작을 포함한

통합된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델을 제시한 학자가 아이스너이고, 1984년에

그리어(D. Greer)가 발표한 잡지 소논문에서 미국 미술교육 분야의 전문용어로써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DBAE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개념이 아니며, 특히 훈련

내지는 이해에 근거한 미술교육이란 뜻으로 아이스너와 그리어의 미술교육 사상을

주축으로 1982년부터 미국의 폴 게티 재단이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는 미술교육 운동

이다. DBAE의 구조적 이해를 보면 DBAE 연구진들은 "예술은 예술만이 갖는 독특한

방법으로, 언어나 글로서는 전달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의 교육적 가치는 예술작품을 통해 인류의 경험과 창조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술교육이 마땅히 일반 교과 중에 기본교과로 채택되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김성숙. (2003). 『미술교육의 이해』.서울: 학지사. 김황기. (2002). 
『DBAE: 어제와 오늘』(2002). 학지사.).

83) 가드너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은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

시키면서 각 학생이 지닌 다양한 능력을 발굴, 계발하는 것으로, 언어지능, 논리-수학

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이해 지능, 자연탐구

지능의 8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석문주. (2002).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

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 음악교육연구. 22(-).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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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기와 음양오행

  

   악기도 음양오행이 있다. 소리의 음색으로 나누는 법, 악기의 재료로

나누는 법, 연주법으로 나누는 법 등등(이승현, 2008), 그리고 사람의 목

소리도 종류가 다양하다. 소리가 높고 크고 우렁찬 것을 양성(陽聲), 소

리가 낮고 작고 가는 소리는 음성(陰聲)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악기의 재

질에 따라 목(木)의 재질, 금(金)재질, 토(土)재질, 물로 된 악기는 잘 쓰

지는 않지만 소리의 특성으로 수(水) 악기로 구분한다. 화(火)의 악기는

주로 화려하고 밝은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악기의 재료로 국악에서는

팔음(八音)이라 하여 8 종류의 자연물에서 악기를 구분하였다. 금(金), 석

(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인데, 각각의 재료에서

오행을 구분할 수 있고, 연주방법과 소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사(絲)부

악기는 음색을 화려하게 연주할 수 있기에 화기(火氣) 악기로 분류한다. 

   서양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 계열을 보면 찰현악기이므로 화성(火聲)

을 기본적으로 띤다. 바이올린은 소리 음역이 높고 화려한 연주를 할 수

있으므로 화(火)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올라만 해도 중음역이고 첼

로의 경우 저음역이므로 토(土)의 성격에 더 가깝다. 베이스는 더 저음이

라 수기(水氣)를 띠기도 한다. 즉 음양오행은 항상 상대적이고 주관적이

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악기의 소리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관악기의 경우, 음색이 워낙 독특하고 튀기

때문에 금기(金氣)악기임에 틀림이 없다. 음역이 높건 낮건 금속성 소리

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금기악기이다. 목관악기의 경우, 본래는 나무재

질인데 요즘은 다 금속재질로 변하여서 실재 목관의 소리라기보다는 목

기와 금기가 섞인 소리라 하는 것이 더 맞다. 건반악기의 경우, 피아노는

나무가 강철로 된 현을 두드리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목기와 금기의 속

성을 내포하고 있다. 피아노 회사에 따라서 좀 더 금속성 소리를 줄여

토기(土氣) 소리에 가까운 피아노도 있다. 음질은 피아노 제작회사에 따

라 다르고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의 피아노를 선택한다. 그리고

건반은 나무, 플라스틱, 예전엔 상아(象牙)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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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틀림없는 나무이므로 여러 가지 재료가 중화된 중화의 토성(土聲)

이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독특한 악기의 반주를 함에 있어 그 독

주악기의 소리를 잘 감싸주고 빛내준다. 그리고 피아노는 음역이 매우

넓다. 저음에서 고음까지 영역을 다 포함하므로 역시 중성(中性)이다. 그

리고 악곡도 가장 변화가 많으므로 악곡에 따라 오행의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다. 그래서 중화(中和)의 토(土)에 가깝다. 같은 건반악기라도 쳄

발로는 철현을 뜯는 것이므로 금속성 소리, 금기악기이다. 오르간의 경

우, 파이프의 재질에 따라 오행의 속성이 바뀐다. 목관, 금관이 주로 많

고 금관악기, 목관악기, 종소리, 현악기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으며, 또

각각의 소리들을 조합하므로 목, 화, 토, 금, 수를 포함한 오행종합세트, 

즉 중화의 토(土) 악기라 할 수 있다. 모든 소리를 단독으로도, 복합으로

도 다 낼 수 있으므로 독주악기라 해도 오케스트라의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다. 반주도 할 수 있다. 음색이 가장 다양하다. 타악기의 경우, 리듬을

치는 무율악기와 유율악기로 나누는데, 악기의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기

본적으로 북 종류는 가죽을 사용하므로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화기(火氣)에 가깝다고 본다. 목금의 경우, 재료에 따라 목기악기, 

실로폰이나 핸드벨, 종, 철금의 경우는 금기악기이다. 그리고 노래는 몸

을 사용하는 악기이다. 사람의 목소리도 재질이 다르고 음역도 다르다. 

고음은 양성(陽性), 중음은 토성(土性), 저음은 금성(金聲)이나 수성(水性)

을 띤다. 물은 가장 아래에 가라앉는 소리이다. 이것 역시 상대적인데, 

본인보다 더 높은 소리를 옆에서 내면 그 사람이 양성이고 본인은 음성

이 된다. 상대적으로 잘 조화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음악의 중요성이므

로 음양오행이 잘 조화된 소리들은 듣기에도 편하고 아름답게 들린다. 

4. 성격과 음양오행

   사람도 음양오행으로 성격이 나뉜다. 이는 신체를 중점적으로 하는

체질론이라기보다는 생년월일시로 구분하는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말함

이다. 사주 격국으로도 사람의 성격유형을 구분한다. 체질론에서 오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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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도 사주로 구분하는 것이기에 매우 비슷한 면이 있다. 사주 격국에서

육신 십성으로 구분함으로 사주 성격유형을 구분하여 각자 거기에 맞는

성격으로 음악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리학의

MBTI84), 에니어그램85)과 같은 다양한 성격유형검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서양심리학에서는 비교적 근대에 이런 유형검사가 나왔지만 동양

과 한국에서는 이미 아주 옛날부터 이런 유형검사가 있었다. 전통으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오랜 임상경력도 있고, 해석도 더 넓고 다양하여 더

실제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질은 몸이 그러하므로 발생하는

성향이며, 사주 격국의 성격은 정신적인 성격의 기준이 더 강하다. 체질

을 잘 알면 모든 학문과 예술을 함에 있어 자신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을

찾아 더 효율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1) 사주의 육신의 강약으로 나타나는 증후군과 교육방법

  육신의 심리 증후군이란 사주에서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한 오행의 간

지에서 성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함의 현상을 말한다. 중화를 못 이루

거나 편고(偏枯)된 오행의 강약은 그 강약의 정도 차에 따라 성격, 행동

습관으로 나타나며, 사회생활, 인간관계, 학업, 이성, 직업, 적성, 사업, 성

84)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Carl Jung의 심리 유형론(이죽내, 2009)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 MBTI는 시행이 쉽고 간편하여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MBTI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내향(E-I) 지표, 정보 수집

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직관(S-N) 지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

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사고-감정(T-F) 지표,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 실생활

에서 적용되어 나타난 생활양식을 보여 주는 판단-인식(J-P) 지표이다. MBTI는 이 4
가지 선호 지표가 조합된 양식을 통해 1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하여,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최승희․김수욱. (2013).『인간관계를 위한 심리

학』. 서울: 박영사.  심리학용어사전. (2014). 한국심리학회.
85) 돈 리차드 리소, 러스 허드슨 지음, 구태원, 도홍찬 옮김. (2003). 레니 바론, 엘리자

베스 와겔리 지음. 에니어그램 코칭 인스티튜트 옮김. (2012)에 의하면 에니어그램

(Enneagram)은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자 인간이해의 틀이

다. 희랍어에서 9를 뜻하는 ennear와 점, 선, 도형을 뜻하는 grammos의 합성어로, 원래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이라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에 윤운성교수에 의해

표준화를 거친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KEPTI)가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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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등에 따라 부정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또는 일정하게 잠재되어 있다가

대운과 세운과의 연동적 작용에 의해 길흉으로 나타나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러므로 사주분석을 통하여 결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단점

을 보완할 수 있고, 오행의 강약에 따라 상대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

후군을 분석하여 거기에 적합한 양육, 교육, 인간관계, 직업 적성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 사주분석은 한 사람의 행복구현을 위

한 인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김배성, 2004; 

김의인, 2005).  

2) 사주 격국으로 본 음악교육 방법86)

비약한 학생:

   비약한 학생들은 주관성이 약하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학생은 스스로의 노력과 자존감을 찾아야 한다. 비약한 경우 혼자

서 개인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음악과목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약한 학생들의 경우 혼자 연습하는 독주악기보다

는 같이 하는 관현악이나 성악 등이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

고 본인 스스로 혼자서 연습하고 공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강한 학생:

   비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건 혼자서 독립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

이 오히려 편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스스로 잘 났다는 자신감도 있다. 그

러므로 고독한 예술의 경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학업에 관심이 있

다면 노력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독주 악기 등에 강하고, 자신 만을

위한 생활에 익숙하므로, 자신의 개발에는 좋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교류

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앙상블 연주를 한다든가

86) 연구자는 석사과정 때에 D 대학교 음악과, 기악과 학생들 73명의 사주명식을 일일

이 개별면담을 통한 연구조사를 통한 격국분류를 해 본적이 있다. 비강, 식약, 인약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약이 최저수치였다. 즉 일반적인 음악인들의 성향과 거의 일치하

였다. 한 대학교 샘플링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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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를 해 주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식약한 학생:

   식약한 사람들은 자존감과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비강처럼 스스로 잘 나서 노력하기 보다는 스스

로 만족을 못 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예술의 경지에 끝이 없으며,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 유형이 음악공부엔 적합하다. 단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 봉사 활동을 한다

든지 그룹 스터디나 앙상블 연주를 한다든지 하는 사교성 연마에도 힘

써야 한다.

식강한 학생:

   식강한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 투사와 표현으로 오히려 자존감이 상실

될 수 있으며, 통제력이 약하여 무절제하고 반항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규칙과 질서에 순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이나 교사의

지도에 반감을 갖지 않고 따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남다른

창의력이 있으므로 예술적인 분야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어른이

나 선배에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예술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재약한 학생:

   재성은 재산과 돈,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를 의미한다. 재성

이 약한 것은 돈에 대한 관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옛날의 예

술가들은 금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의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유복한 가정에서 돈 걱정이 없다. 그래서 무관심한 학

생들이 많다. 재성이 약하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상을 추구하는 예술가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위

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엔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예술이 좋아

도 현실적으로 돈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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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한 학생:

   재성이 강한 학생은 재성이 약한 것과 반대로 너무 돈과 현실, 그리

고 남학생의 경우 여자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즉 음악을 비롯

한 예술이나 학문의 세계에선 가장 최악의 성격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재성이 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학문이나 예술보다는 현실적인 생계문제

와 재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설사 현재 음악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음악 자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음악으로 인해 어

떤 현실적인 만족감, 즉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가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은 대체로 술과 여자, 도박(물론 도박 관련은 비겁에 해당한다.)

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예술인들은 요즘의 연예인들에 해당

한다.87) 

관약한 학생:

   관약한 학생은 주관성이 강하고 준법성이 떨어지면서도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의욕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음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한 연주가들의 연주를 보고 들으면서

도전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사의 지도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강한 학생:

   관강한 학생은 과도한 규칙 속에 자신을 묶는 경향이 있다. 편집증, 

마니아 증후군의 경향이 있다. 이런 유형은 특정 전공이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성격으로 음악을 하는 데 적당할 수 있다. 단 성격적으로 피해

의식에 잠기든지, 오히려 반항적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관강한 사람들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가에게

매우 유리한 성격 유형이다. 음악과목은 음악으로 정서를 순화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점을 자신의 음악성 함양에 쏟는 것이 좋다. 

87) D대학교 음악과, 기악과 전공자들의 사주를 풀이한 결과 예전의 재인(才人)들과 구

별되었으며, 예전의 재인들의 역할은 요즘의 연예인들이 하고 있고 실재 연예인의 사

주가 옛날의 재인 사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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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약한 학생:

   인약한 학생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포기가 빠르다. 그러므로 학문과 예술에 불리한 편이다. 이런 유형의 학

생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노력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이나 연주에 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강한 학생:

   인강한 학생들은 지나친 주관성, 이기성, 구태의연, 권태로움에 빠져

있는 유형으로 오히려 학업과 예술에 방만하여 게을러질 수 있다. 그리

고 매사에 만사태평인 성격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연습과 공부가 필

요하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시험이나 연주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장

점일 수도 있지만 학문이나, 예술의 경지에서 볼 때 큰 발전이나 결과는

보이지 않는 유형이다. 

   사주 명리학적인 방법론은 서양의 교육심리학적인 방법론과는 차별되

면서 독특한 것으로 새로운 교육방법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것을 학

계에 널리 응용하여서 서양식 교육방법론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의학의 사상이론과 서양 심리학을 함께 적용한다면 완벽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MBTI와 연계된

연구88)와 에니어그램과 연계된 연구89)들에서 한의학과 심리학, 음양오행

88) 최선미․지상은․정봉연․안규식․고병희․성현제. (2000). QSCCII와 MBTI 비교분석

을 통한 사상체질 성격유형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6(1). 47-57. 최한․박수

진․이수진․고광찬. (2004). 사상유형학의 성격심리학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5(2). 
151-164. 박효인. (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분석과 비교연구. 심성연구. 15(2). 87-177. 이종훈․조정효․정광조․손창

조. (2008).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 성격유형의 설문비교연구. 사상체질학회지. 
13(2). 156-164. 

89) 이종우․성갑선․엄혜정. (2009). 사상체질과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비만예측. 한방비만학회지. 9(2). 21-31. 정준범. (2013).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과 四柱命

理學의 성격유형에 대한연구-日刊을 중심으로. 에니어그램연구. 10(2). 1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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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섞여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으로, 각자 자신의 사주를 판별함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사주 명리학을 생업으로 운영하고 있

는 사람들이 2002년 통계로 약 10만 명이 넘고 무속(巫俗)에 해당하는

신점 점술가들은 15만에서 20만 명이 넘는다(沈揆喆, 2003)고 한다. 그러

니 현재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90), 생계나 돈을 위하여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사주 명리학에 대한 나쁜 오해와 편견을 불러들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5. 체질과 음양오행

   사람도 음양오행으로 체질이 나뉜다. 소리의 성격, 높낮이, 재질 등에

따라서도 음양오행이 구분되지만, 사람도 음양오행으로 성격이 구분된다. 

태고의『황제내경』에 오태인(五太人)으로 사람을 5종으로 구분하였다.91) 

이는 원시 체질론인데, 이미 5행의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발달된 체

질론이 있다. 각 체질별로 성격 뿐 아니라 생김새, 음식, 의복, 강한 감각

과 약한 감각, 강한 신체 장기(臟器)와 약한 장기(臟器)까지 구분되므로

자신의 체질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성격을 떠나 약한

신체장기를 타고난 경우, 음악을 하는 데에도 지장을 미친다. 취미나 기

본교양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문제되지 않지만, 이후 전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질은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

체질로 구분되며 각 체질별로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악기를 선택하

90) 여담(餘談)이지만 신점(神占)을 치는 ‘무속인(巫俗人)’들 세계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무속인 대담토론, 무속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 신내림

을 받은 무속인들은 그나마 영험(靈驗)한데 2-3년 지나면 신력(神力)이 쇠(衰)하여 적

중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그때부터는 사기(詐欺)에 가까운 영업(營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푸념 섞인 고백을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들은 신

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무당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91) 국보조·김효철. (2011). 『黃帝內徑』체질의 음양분류적 해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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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옳다. 기악 하는 사람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대체적으

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외향적이고 발산적이고 즉흥적이며, 인내

심이 부족한 유형이며, 금관악기와 타악기도 그와 비슷하고 현악기는 소

심하고 섬세하며, 피아노는 중화하고, 인내심이 많다고 한다(박유미, 

2004). 이는 악기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모습이며

즉 자신의 성격에 맞는 악기를 골랐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은 전문연주자들이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골랐기 때문에 전문가

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음악수업에 있어서도 교사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 개별과제나 팀과제

를 체질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합창이나 관현악 활동, 음악극과 같은

단체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의 체질에 따라 배역, 역할, 악기, 

제재곡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상체질, 팔체질별 음악학습법(四象體質, 八體質別 音樂 學習法)

가. 금 체질(金陽, 金陰 體質)

  호산지기가 강한 금 체질은 기세가 상승하며, 이상을 추구하며, 현실감

이 부족하다. 그러나 예술성이 강하고 예민하고 섬세하여 음악인으로서

장점이 많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보다는 급히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

음이 앞선다. 벼락치기한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힘들다. 시험이

끝나면 바로 잊게 되고 뇌의 피로도 많이 누적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

다. 또 이런 방식으로는 긴장감도 매우 증가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실

수를 할 수도 있다. 금 체질 학생은 한 과목에 집중하여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보려는 생각이 앞선다. 이런 학생은 잘하

는 과목은 조금 덜하고 부족한 과목은 더욱 많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싫은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잘하는 과목을 나중에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다. 대체로 금 체질 학생들은 공부와는 담 쌓고 친구와 사

교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은 이 학생들의 능력을 잘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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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송재희, 

2004; 김정호, 2004). 

   사상체질로 태양인으로 불리는 이 체질은 청각이 발달되고, 목이 두

껍고 잘 발달되어있으므로, 성악을 하면 유리하다. 폐가 가장 튼튼한 금

체질은 특히 단숨에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며 내뱉는 염불 독경과 비슷

한, 성악의 경우 최고의 체질이라 할 수 있다. 금 체질이 성악을 하면 건

강상으로도 매우 유익하며 성격적으로도 성악인은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반주자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교적인 금 체질에게는 잘 맞는 음

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잘 난 척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그 역시 당당

히 청중을 마주보고 연주하는 성악이 체질에 잘 맞다. 이들은 무대체질

로서, 혼자 할 때보다 청중을 마주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호응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분발하여 본인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낸다. 그러

다가 지쳐 쓰러질 수 있으니, 시간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가장 창의력이 뛰어난 금 체질에게는 작곡도 매우 좋다. 천재 작곡가

의 경우, 금 체질, 태양인으로 추측한다. 일반인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태양인은 새롭고, 획기적인 창작을 잘 한다. 금 체질들은 사물이나 상황

을 논리가 아닌 이미지로 받아들일 만큼 직관이 발달하고 호기심도 많으

므로 전형적인 예술가형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 역시 어떤 이미지

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미지로 표현한다. 금 체질들의 음악공부는 조목

조목 형식을 따져 꼼꼼하게 하지 못 한다. 큰 덩어리만 생각한다. 곡을

완성할 때도 큰 틀을 먼저 잡고 점차 부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것

저것 여러 가지를 시작해서 좋아하는 것이나 잘 풀리는 것부터 완성한

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자꾸 샘솟아서 그때그때 만들어내

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일은 잘 벌이고, 마무리를 잘 못한다. 그래서 금

체질에게는 제대로 된 비서나 내조자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은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금 체질 학생들은, 작곡

이든 연주든 간에 곡을 시작만 하지 말고 완성하도록 애쓰고, 뒷마무리

와 정리를 잘 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한다. 작곡의 경우 반드시 저장할

때 따로 백업 해두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보안에 좀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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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어 서로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금 체질들의 업적은 생전보다는 사후에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생전에도 능력보다는 인간적으로 매우 독선적이라 인정을 못 받아

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양보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체력적으로는

하반신이 부실하고 기력이 쇠하므로,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므로 하반

신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을 다져야 한다. 몸에 열이 많으므로 수영이 최

적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간이 가장 약한 체질이므로 술을 절대 삼가

고 피곤이 잘 쌓이므로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유행하는 식초음료를 마시면 간의 기운을 보하므로 매우 피로회복에 좋

다. 육류는 금물이다. 

  

나. 목 체질(木陽, 木陰體質)

   흡취지기가 강한 목 체질은 실질적이고 이해타산이 빠르며, 현실감각

이 뛰어나고 책임감 역시 강하다. 그러나 몸이 무겁고 권태증, 몸살, 팔

다리가 쑤시는 경향이 있다.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으며 경쟁심도 강하

다. 그러나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시험에서도 한 두 문제 틀리고도

시험을 망쳤다고 말하는 타입이다. 꾸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

나 자기 고집이 강하여 남의 의견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관심

이 적어 현재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따라서 항상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나 방법에도 눈을 돌리고 틀린 답안지에는 자신의 약점이 잘

드러나므로 지나간 시험지를 검토하여 되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꾸준한 노력으로 성취하지만 자칫 노력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는

공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송재희, 2004; 김정호, 2004). 

   만일 성격이 너무 태평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게으

르고 실천력이 부족하다면 규칙적인 운동으로 이를 떨쳐내야 한다. 사상

체질로는 태음인에 해당된다.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한 목 체질은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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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실질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그리

고 게으르다. 그래서 목 체질 학생들은 적어도 음악을 억지로 하지는 않

는다. 하지만 목 체질은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주위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특성상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런 목 체질인의 음악성적은 좋을 리가 만무하다. 그럴 경우 부모님의 눈

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도록 한다. 억지로 할 때 가장 결과가 나

쁜 체질이 목 체질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목 체질들은 음악이 잘 맞는 과목이다. 

음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재능도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과목이다. 목 체질

인은 가장 끈기가 있으며, 반드시 실질적인 산물을 만들어 낸다. 목 체질

학생은 음악공부나 연습을 할 때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학교 도서관

이나 연습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목 체질인의 주변 영역성, 분위

기성에 가장 잘 맞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주변 환경을 가장

잘 타는 체질도 이 체질이다. 또 목 체질은 숲만 보고 나무는 잘 보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 연습량에 비해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곡을 연습할 때 안 되는 부분을 따로 집중적으로 연습한 후 전체를 연습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목 체질인은 곡을 처음 받을 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부분 연습에 들어가는 경

우가 많다. 그리고 새로운 곡 받는 것을 좋아해서 예습을 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그리고 예습을 잘 한다. 선생님이 곡을 주기도 전에 스스로 악

보를 찾아 미리 이것저것 연습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목 체질은 성격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를 잘 하기 때문

에 연습 때보다 연주나 시험 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 할 때가 많

다. 그래서 무대 공포증이 생기기도 한다. 청중을 똑바로 보고 노래하는

성악보다는 악기와 씨름하는 기악이 낫다. 기악 중에서도 관현악처럼 청

중을 보는 것보다는 악기를 보고하는 피아노나 오르간 등의 건반악기류

가 좋다. 능력 면으로도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오케스트라

나 합창단의 지휘 등에도 뛰어나다. 또 목양, 목음 둘 다 심폐기능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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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약하므로 관악기를 할 경우 다른 체질에 비해 가장 불리하며,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 심폐강화 운동을 반드시 해서 폐활량 늘리기에 힘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폐활량이 작고, 목 체질이 타 체질에

비해 폐활량이 작다. 성악 역시 목 체질에게 가장 불리하다. 폐가 가장

부실한 목인들은 천천히 들이쉬어 단숨에 내뱉는 숨을 쉬어야 하는데 성

악의 경우 단숨에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면서 내 쉬어야 하는 성악에 최

악의 체질이라 할 수 있다. 목 체질인 학생이 성악을 한다면 즐겁게 취

미로 하고 이후 전공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

이 좋다.

다. 토 체질(土陽, 土陰體質)

   승양지기가 강한 토 체질은 추진하고 시작하는 재능이 있어 여러 가

지 학교 행사나 학급의 일을 앞장서서 나서기를 잘한다. 의욕은 강하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기도 한다. 결단력이 강하나 실천력은 약하다. 내적

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일에 비중을 많이 두

며 공부에 있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굳이 감추려들지 않기 때문

에 자신의 생각을 주저 없이 말하고 지적한다. 마음이 들떠서 공부하기

쉽고, 귀가 얇아 이 책이 좋다면 그렇게 하고 저 책이 좋다면 저런 식으

로 주체성이 부족하기 쉽다. 공부 자체에 있어서도 과시욕구가 앞서 내

실 있는 공부보다는 친구나 선생님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의

깊이가 떨어진다(송재희, 2004; 김정호, 2004).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 친구들이 많은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

면 좋다. 사상론으로 소양인으로 분류되는 토 체질 들은 활달하고 호기

심 많고 사교적이고 멋쟁이이다.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음악도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같이 어울리

는 것을 좋아한다. 무대체질로 연습 때보다 실전에 강하다. 칭찬에 민감

해 칭찬하면 능률이 오른다. 그러므로 남 앞에서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토양인은 폐와 성대 즉 폐기능이 좋지 못하기에 이후 전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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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엔 성악이나 관악은 그다지 유리하지 못하다. 몸에 무리가 온다. 단

토음 체질은 성악이 좋으며, 관악기도 좋다. 그러나 토음인은 매우 드물

며 성격도 소양인이라기보다는 수 체질이나 목 체질에 가깝다. 그러므로

토음인의 경우 성격유형으로는 목 체질이나 수 체질처럼 공부하는 것이

좋으나 섭생과 건강, 치료는 반드시 토 체질로 섭생하고 치료해야 한다. 

특히 토음인은 항생제 쇼크가 잘 오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물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집중적인 자기 연습과 공부시간은 혼자 아

침에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성악의 경우 아침 시간에 목이 덜 풀려 성악

실기는 오후가 좋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학습효과는 가장 좋으므로 다른

이론공부나 다른 실기연습을 하든가 해서 아침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는 것이 좋다. 집중시간이 짧으므로 새벽, 아침 연습시간에 짧고 깊게 연

습하는 것이 좋다.92)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토 체질들은 복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곡을 완성하는 데 전체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연

습하는 것이 좋다. 부분에만 집중해 곡의 전체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한

다. 토 체질들은 집중시간이 짧으므로 전체를 연습하기가 힘들다. 즉 이

들은 곡의 길이가 길면 힘들다. 역시 곡의 길이가 짧은 성악이 곡의 길

이가 긴 기악보다 유리하다. 타악기의 경우도 발산적인 토 체질에게 적

당하다. 

  

라. 수 체질(水陽, 水陰體質)

  하강지기가 강한 수 체질은 고집이 세고 일이 안되면 화를 내고 친화

력이 부족하다. 생각이 많고 치밀하며 공부에 대한 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세운다. 그러나 실천이 의욕적이지 못한 것이 수 체질 학생의 특징이

다. 차분하고 얌전하고 성실하고 노트정리도 잘 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하는 일이 없고 소극적인 학생들이 많다. 게으르고 체력

도 약한 경우가 많아 항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많다. 전체적인

92) 일반적인 토체질인의 경우이다. 그러나 만약 오행체질로 볼 때 목, 화가 많아 양기

가 많아질 경우 부족한 음기를 보충하고자 하므로, 야행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신체적인 팔체질과 사주 오행체질이 서로 상반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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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 잘 순응하여 공부하므로 교우 간에 원만하지만 내적인 스트레

스는 강하다(송재희, 2004; 김정호, 2004). 

   공부가 길어지면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므로 체력 약하고 지구력이 약

하니 벼락치기는 삼간다. 사상론으로 소음인으로 분류되는 수 체질은, 음

악을 할 때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한다. 선생님이 시킨 대로

말도 잘 듣는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면 군말 없이 잘 한다. 그러

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발한다. 항상 안에다 품는 성격이어서 스트레스

를 잘 받는데, 주로 위장으로 나타난다. 소화가 잘 안되고 위에 통증이

생기면 소음인으로서 안 좋은 현상이다. 수 체질 중 수양인들은 과묵하

고 의심이 많아 목 체질로 오판되기 쉽다. 그러나 실재 수양인들은 폐의

기운이 강하므로 성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93) 그것이 진짜 목 체질과

가장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성격과 생김새만으로 체질을 판단하는 어리

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소음인의 수음인들은 위

하수가 잘 오고 스트레스가 위로 쌓이면 짜증이 나고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너무 완벽하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 체질

은 조용하며, 친한 친구끼리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활발하고 사교적

인 일은 하기가 어렵다. 목 체질처럼 실수를 하지 않으며, 소심하나 의외

로 무대나 시험 때 긴장하지 않는다. 자기가 할 것은 다 한다. 단점으로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다. 승부욕보다는 시기, 질투심으로 경쟁한다. 토

체질의 시기 질투가 겉으로 보인다면 수 체질의 질투는 눈에 띠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음악도 성악보다는 기악을 하는 편이 좋다. 특히 현악기의 경우 미세

하고 꼼꼼한 수 체질이 적당하다. 작곡의 경우 편집과 꼼꼼하게 마무리

를 잘 하며 자료정리와 보관도 철저하다. 하지만 창의력은 가장 부족하

므로 창작을 해야 하는 작곡의 경우 비관하거나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꼼꼼하지 못한 목 체질의 스케줄 관리도 수 체질 친구가 있으면

만사해결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사상 또는 팔체질일 경우 해당되

93) 수양인(水陽人)= 열성소음인(熱性少陰人)=수(水)>금(金)>목(木)>화(火)>토(土), 신

(腎)>폐(肺)>간(肝)>심(心)>비(脾)이므로 신장(腎臟)이 최강(最强)이며 폐(肺)가 그

다음으로 강하므로 성악이나 관악에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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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사주오행과 상반되는 체질일 경우 성격유형이 전혀 다르게 나

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성격에 따라 성격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

다.94) 그러나 건강 체질 면에서는 사상체질, 팔체질이 바뀌지 않으므로, 

태양인 즉 금양, 금음체질이 폐가 튼튼해서 성악에 최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태음인 즉 목양, 목음체질이 폐가 가장 나쁜 체질로서 성악

과 관악에 불리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성격유형은 사주팔

자, 즉 오행체질에 따라 성격이 다른 체질로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체질감별을 쉽사리 판별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음악수업에서 그룹수업의 경우, 기본적인 사상체질 정도만 분류해서

그룹을 짜는 정도가 적당하다.95) 음악수업의 경우 강의는 전체로 같이

하고 앙상블 수업과 과제물 제출은 사상체질을 분류하여 서로 다른 체질

끼리 조를 이룬다. 즉 이질 집단 구성을 한다.96) 크게 양체질과 음체질을

94) 사주에 따른 오행체질을 잘 모르는 경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주에 목, 화가

많거나 구성이 양의 간지가 많아서 양기가 많은데, 몸 체질은 음기가 많은 수 체질의

경우 수 체질의 전형적인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한여름 대낮에 태어

난 사람은 그 자체로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음기가 많은 수 체질인으로 태어난다

고 해도 음양이 중화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체질감별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체질감

별 시 오진을 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팔체질과 오행체질을 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하

는 바이다.

95) 사상체질 진단은 이미 진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

단하여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팔체질 진단 프로그램은 연구 계발 중에 있다. 
김태연·유정희·이의주·고병희·송일병. (2003).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의 Upgrade 연

구 I.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에 의한 체질별 응답차이에 따른 분석-. 사상체질의

학회지 15(1). 27-38. 이상규·곽창규·이의주·고병희·송일병. (2003). 사상체질분류검사지

(QSCC)의 Upgrade 연구 II.-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의 재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

학회지. 15(1). 39-49. 이재형·채한·박수진·권영규. (2007). QSCCII 반복 측정결과 동일

체질로 판정된 사람의 기질 및 성격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5). 1319-1331. 하재

범·정운기·최민기·유준상·전종원·김달래. (2007). 사상체지음성분석기 PSSC를 통한 한

국인 소아, 청소년 체질별 음성특성 연구-단문을 중시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2). 
40-52. 이주호·김민용·김희주·신용섭·오환섭·박영배·박영재. (2011). 팔체질 진단을 위한

단계별 설문지 개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6(1). 60-77.
96) 심리학계에서는 이미 이질집단 구성이 동질집단보다 효율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지만

전경원(2000). 사상체질 분류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집단구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29(1). 61.에서도 양체질과 음체질 혼합팀이 창의성 교육을 극대화하는데 동질 그룹

보다 이질 그룹이 더 효율적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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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고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태음인과 소양인, 태음인과 소음

인 이런 식으로 집단구성을 한다. 가능한 모든 체질이 다 그룹에 들게

편성을 한다. 태양인은 희귀하므로 없을 경우가 많지만 있다면 한 그룹

에 한 명만 넣는다. 태양인은 그룹에서 둘 이상 있으면 팀을 이끄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독재자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그룹 과제를 주고 마지

막에 포트폴리오를 협업과제로 준다. 

   사주격국 분류로 그룹을 짤 수도 있는데, 10유형이라 번거로울 수 있

으므로 선택은 교사에게 맡긴다. 예술중학교는 일반중학교에 교육과정에

준해 전공실기를 추가하는 정도이고97) 학교 음악 공통 교육과정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다. 음악교과서가 따로 나오는

것은 3학년부터이며 7학년부터 9학년까지 중학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98) 2009개정교육과정 음악과는 학년군별로 묶여 있는데 3-4학년, 5-6

학년, 7-8-9학년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 내용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로

이전의 이해 영역이 빠져 있는데 감상과 표현에 이해를 포함시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학년 군으로 각각의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와 학년군

별 영역별 학습활동 예시에 준해서 수업안을 짜고 교육과정에 준하는 수

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별 이론이나 독창, 독주, 개인 창작의 경우 체질별 모둠을

만들 수 없으므로 그에 준한 사상체질별 모둠 수업안을 예시한다. 이질

그룹이 훨씬 협동도 잘 되고 분업도 잘 되고 각자 맡은 분야를 개성을

발휘해서 효율적인 음악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99) 한 반에 약 30

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태음인 15명, 소양인 9명, 소음인 6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태음 5: 소양 3: 소음 2).100)그러면 교사는 세 모둠으로

97) 전공실기는 바로 다음 단락인 2)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별 음악교육 단원을 참

고하면 된다.

98) 2009개정교육과정 음악과. (201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1-361호)(최종수정

1213) 교육과학기술부

99) 음양오행이 골고루 섞이는 것이 중화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00) 이제마도 태음: 소양: 소음의 비율을 5: 3: 2라고 밝혔고 백영화․김호석․이시우․

유종향․김윤영․장은수. (2011). 성격특성에 따른 사상체질과 삶의 질 연관성. 사상체

질의학회지. 23(3). 258. 에서도 전국분포 태음인 43.6% : 소양인 31.3% : 소음인

25.5%라고 결과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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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각 모둠 당 태음 5명, 소양 3명 소음 2명 씩 분류하면 된다. 모둠

으로 하는 수업은 우리 음악의 기본인 악, 가, 무 일체의 종합예술에 기

원해서 모둠수업을 진행한다. 합창과 관현악활동에 있어서도 학생의 체

질에 맞게 음역대, 배역, 악기지정을 할 수 있다. 학생의 체질을 고려하

여 음역, 배역, 악기를 정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효율적

이다.

2)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별 음악교육(四象體質, 八體質, 五行體質別

   音樂敎育)

   체질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한다

는 의미이다. 이처럼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 전부를 적용한다는 것

은 가장 정밀한 체질분류이므로 개인별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일

반적인 클래스 수업이나 모둠수업의 경우는 일일이 적용하기 번거롭다.  

단체의 경우는 사상체질만 적용하거나 격국에 따른 오행체질 분류 정도

가 적당하다. 교사는 학생의 체질(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을 정확히

판별한 뒤 그 학생에 따른 진단과 처방에 맞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가

정에서도 자녀의 체질진단을 정확히 판별한 후 자녀의 건강, 음식, 인테

리어, 의복, 교육지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101) 여기서는 10

개의 예시만을 든다.

① 오행체질은 갑(甲)목양, 목양불급화체질(갑(甲)일주 여름 출생(出生), 

사상체질은 태음인 팔체질은 목음인(태음한체질)인 경우

   태음인이면서 목음(한성태음)인은 우선 기본적으로 목기가 강한데다

여름생으로 화기도 강하다. 화가 태왕해서 나무가 마르는 형국(形局)이니

토기로 뿌리를 보하고 수기로 나무를 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101) 한기증〮〮〮·이특구. (1998). 실내건축에 있어서 사상체질에 따른 한국인의 색채선호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2). 2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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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을 막기 위해 금기로 나뭇가지를 쳐주면 훨씬 효율적이다. 여름생

갑목, 목음인에게서 수기(水氣)란 어머니, 교육, 학문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항상 부모님의 지도하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 학생의 건강과

성격, 운세를 좋게 하는 길이다. 금 관련 폐와 대장이 약한데 목음인은

대장이 특히 약하다. 과민성대장염이 많은데 신경을 쓰거나 긴장하면 바

로 배가 아프므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중압감을 주지 않는 수업을

해야 한다. 목음인은 당연히 성악, 관악을 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신경이

더 예민해지므로 성악, 관악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긴장을 잘하

고 배탈이 잘 나는 목음인은 사람을 직접 보지 않고 악기만 보고 하는

건반악기가 가장 적당하다. 오르간, 피아노, 쳄발로 등등, 그 다음이 현악

기이다. 그러나 이런 여름생으로 화기가 많은 경우는 날카롭고 치솟는

듯한 금기와 화기를 많이 내는 바이올린보다는 중후한 토기 소리에 가까

운 첼로나 베이스가 낫다. 그러나 현악기 중 찰현악기의 소리는 쇠줄의

금기와 주법 상 고음역대(火)찌르는 듯한 소리가 나므로 하프(쇠줄이나

찰현악기보다 순화된 소리)나 가야금, 거문고와 같이 명주실을 퉁기는

주법악기가 더 낫다. 창의성과 꼼꼼함이 부족하므로 작곡은 그다지 추천

하고 싶지 않다. 타악기 역시 발산적인 성향의 양체질에 더 적당하다. 

   한성태음인으로 몸이 찬 체질이라 음식은 따뜻한 태음인 음식을 먹어

야 하지만 여름생이므로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자존심이 높고 엘

리트 의식이 있으므로 일류 선생님을 선호한다. 강압적인 수업은 좋지

않다. 그러나 나무의 특성상 위만 보고 자라기에 집중을 잘 할 수 있고

경쟁심을 유도하는 방식, 높은 목표를 갖도록 지도하면 좋다. 또한 나무

는 흙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나무에 있어서 흙은 재물, 남자에게는 여

자이므로 여자와 물질에 관심을 가능한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집중력도 흩어지고 건강도 상하며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여

름생은 불에 타는 형국이라 집중력과 경쟁심이 적어지는데 가능한 말을

적게 시키고 (말을 하는 것은 불, 화기를 더욱 재촉하는 것임) 깊이 생각

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인성지도 면으로 보자면 특히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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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어른의 보살핌(水)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억지로 독립심을

키운다든지 강하게 키우기 위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서는 학생의 정

신, 육체, 학업능률 모두를 해치는 길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

로 예민하고 약하므로 칭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火)을 하면 할

수록 건강과 신경이 손상 가는 학생에게 말로 해명을 하라는 둥, 설명해

보라는 둥 하면 학생은 더욱 주눅이 들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다. 차

분히 글(水)로 마음을 정리시키는 편이 낫다. 건강과 정신이 하나임을 숙

지하고 섭생을 반드시 한태음 체질식을 먹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

름생이므로 공부방 인테리어는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즉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따뜻한 것을 제공하고(체질론) 몸 밖(사주명리), 환경은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② 오행체질은 을(乙)목음, 목음과체질(을(乙)일주 봄 출생(出生), 사상체

질은 태양인 팔체질은 금음인(태양한체질)인 경우

  끈기와 지구력, 실천력은 최고이므로 음악이든 공부든 오랫동안 씨름

하는 영역에 적합하다. 갑(甲)목양이 한번 쓰러지면 일어설 수 없는데 반

해 잡초는 일어난다. 그러나 넝쿨식물은 나무 없이 혼자서 높이 올라갈

수 없다. 그러나 봄 출생 을(乙)목은 혼자서도 잘 버티며 주변에 갑(甲)

목(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또 감고 올라간다. 그러나 아무리 꽃인 을목이

라도 봄에 태어나면 목기가 태강해져서 지구력과 실천력은 강하지만 유

연함이 부족하다. 가장 지구력과 끈기가 강하고 쓰러져도 다시 금방 회

복하므로 음악을 하는 데 매우 적당하다. 음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실패와 노력이 반복하는 영역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꽃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므로 자타 공히 미적

감각, 예술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예술적 기질을 갖고 있으므로 지도

하기도 쉽다. 그리고 한성태양인이므로 체질적으로 대장이 가장 강하고

폐 역시 강하다. 그래서 성악, 관악도 유리하다. 동료와 어울리기 좋아하

는 봄 을목 목음체질은 독주악기도 좋지만 합주하기도 좋아하므로 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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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기본 체질은 목체질이므로 건반악기, 현악

기, 작곡 다 무방하다. 즉 목기가 강해 태음인처럼 보이지만 사상체질, 

팔체질이 태양인인 경우 목과 금이 둘 다 강하므로 성악, 기악, 작곡 다

무방하다. 그러나 태양인 자체가 희귀한 데 오행체질로도 목음과체질에

해당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체질론 비교를 위해 일부러 사

상, 팔체질와 오행체질이 서로 상극하는 예를 든 것이다. 

   인성지도의 면에서는 이 학생은 봄에 태어난 꽃나무로 매우 건강하

다. 정신력, 체력, 지구력 다 뛰어나고 예술적 기질 역시 다분하다. 그리

고 강인하므로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도 무방하다. 부모나 교사의 보살

핌 없이 독립적으로 잘 설 수 있다. 오히려 지나친 간섭을 싫어한다. 꽃

은 향기를 품고 향기는 나비를 부른다고 남녀 공히 이성 조심해야 한다. 

갑목(甲木, 양(陽)이 재물과 여자에 관심이 있는데 반해 을목(乙木, 음(陰)

은 재물, 명예를 다 중시한다. 그 점을 잘 숙지하여 인성교육을 해야 한

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융통성도 있고 그러면서 튀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강한 목을 태양인의 강한 금기가 제어를 함) 부모와 교사로서는

안심된다. 중화가 잘 된 학생이므로 특별히 가리는 음악은 없으니 시끄

럽고 전자음악만 아니면 무방하다. 본래 태양인은 목기가 약해서 간, 쓸

개가 약하지만 이 학생은 본인이 목이고 또 봄에 태어났으니 목기가 매

우 강하다. 금 계통의 폐, 대장과 목 계통의 간, 쓸개, 신경이 서로 중화

되었으므로 섭생이나 교육, 환경에 있어서 그다지 유의하지 않아도 무방

하다.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 가공식품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 

 

③ 오행체질은 병(丙)화양, 화양목체질(병(丙일주 봄 출생), 사상체질은

소양인, 팔체질은 토양인(소양열체질)인 경우

   이 유형은 화려한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의 앞에 나오

거나 역할을 맡게 하거나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무

대체질으로 음악 활동하는 것이 적성에 맞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얘기

를 경청하지도 않는다. 교사는 중요한 사상만 추려서 강하게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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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다. 양체질에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순발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에 열광한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실증을 잘 내므로 하나를 오래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변덕을 잘 부린다. 그래서 음악을 하더라도 장기간

지구력을 갖고 혼자서 애쓰는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질은 급한데

참을성이 부족해서 실수가 많다. 교사는 짧은 시간에 중요한 핵심을 가

르치고 무대에 올려주는 일을 권장시키는 것이 학생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양인의 특징상 시각에 예민하므로 솔직한 태도와 겉모

습을 중시한다. 외모에 지나친 관심이 많다. 즉 교사가 예쁘고 잘 차려

입은 것을 좋아한다. 

   열성소양인이므로 비위가 강하고 신장, 방광(水氣)이 약하게 났는데

봄 생이므로 목기가 태과하여 그래서 약한 수기가 더욱 약해지고 화기를

더욱 부추긴 형국이다. 즉 소양인의 강한 비위(土)가 봄의 과다한 목기에

눌려 오히려 위기능이 약해진다. 그리고 목이 화를 생하여 화성이 넘쳐

더욱 병(丙)화양체질이 더욱 심화되어 공부를 싫어하고 음악도 단지 놀

이 수준으로만 즐기려 한다. 힘들고 장시간 노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한다. 이 아이는 즐겁게 다양하게 친구들에게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다. 열성소양인이면서 목화가 태과하므로 목기와

화기를 잠재울 수 있는 음악활동이 좋다. 즉 금, 수기가 강한 음악을 권

장한다. 쇳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어렵지 않고 금방 기운을 발산할 수

있는 타악기(가죽이나 나무는 금물), 실로폰, 핸드벨, 꽹과리, 징 등이 적

당하다. 화려하고 고음역의 소리를 피하고 중저음의 차분하고 단순한 음

악을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는 봄의 목이 많은 병(丙)화양체질의 열성 소양

인 학생이므로 우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의무라 생각하고 길러야 한다. 목화가 태왕하므로 고집이 세고 안하무인

인 학생이므로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듣는다. 그리고 공부와

일을 싫어하는 게으른 학생이므로 단단히 따끔하게 짧고 강하게 훈육해

야 한다. 공부와 음악보다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

므로 부모와 교사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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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지 자주 하면 효과가 없고 반항심만 키운다. 교육전문 상담가나 권

위가 있는 사람의 지도조언이 효과적이다. 이 학생은 본인이 원해서 하

는 것이 아니면 하기 싫어하고 끈기도 부족하고 특히 공부나 일처럼 느

껴지면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부모와 교사는 억지로 공

부나 음악을 시켜서는 안 된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느껴서 하겠다고 할 때 시키는 것이 좋다. 

   열성소양인이라 토기가 강하고 봄 출생이라 목기가 태과하고 본인이

병(丙)화양체질이므로 목, 화, 토가 강하고 금, 수가 태약하므로 오행 균

형이 심히 깨어진 상태로 정신, 신체가 다 불건전한 상태이다. 음양과 오

행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모는 우선 열성소양인의 체질식을 반

드시 지키고 목기운도 강하니 위 기능도 떨어지므로 과식을 피하게 하고

금, 수의 차갑고 시원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몸의 열을 식힐 수

있는 청량감 있는 음악을 늘 들려주고 옷, 방 인테리어, 음식을 열을 식

힐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 뭘 해도 길게 하지는 않지만 시

작은 잘 한다. 공부처럼 해야 하는 음악이 아니면 조금씩은 시킬 수 있

다. 그래도 금, 수의 기운이 강하고 악보 읽기와 연주법이 까다롭지 않는

음악을 시키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성격도 차분해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능력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노래하기, 금속성 타악기 등을 통해 몸의 열

기와 화기를 발산시킬 수 있는 음악을 시키는 것이 좋다.

④ 오행체질은 정(丁)화음, 화음불급수체질(丁일주 겨울 출생), 사상체질

은 태음인, 팔체질은 목양인(열성태음인)인 경우

   촛불, 용광로, 모닥불로서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금속을 제련하듯이

뛰어난 창의성을 가졌다. 본시 소극적인데 겨울 생으로 수기가 많아져서

불씨가 물을 만나 더욱 꺼질 것 같으니 더욱 소극적이고 조심스럽다. 따

라서 교사는 학생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손재

주가 좋고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므로 음악공부를 좋아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불안함을 없애주고 격려해야 한다.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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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수업을 해야 한다. 열성태음인으로 기본적으로

목기(간, 쓸개, 신경계)는 타고 났으며 금기(폐, 대장)가 약하니 가능한

성악, 관악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성악, 관악을 위한 빨리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는 숨쉬기는 태음인들에게 있어 건강에 불리하다. 태음인은

반대로 천천히 들이쉬고 빨리 내뱉는 호흡이 좋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정(丁)화음으로서 수(水)기가 많아 약해진 것으로 목, 화의 따뜻한 소리

를 낼 수 있는 악기가 좋다. 기본적으로 건반악기 무방하다. 화기를 북돋

아 줄 수 있는 밝고 화려한 음색을 내는 바이올린, 가야금, 타악기로는

가죽과 나무를 사용하는 장구, 북, 목금 등이 좋다.

   인성교육의 측면으로 보면, 약한 불이 물을 만나 꺼질 것 같으므로

목화(木火)의 원조가 필요하다 이 학생에게 있어 목은 사람으로서는 어

머니(부모), 교사, 학업, 공부이며 화는 형제, 자매 친구들이다. 그러나 화

보다는 목이 더 필요한 것이 화가 들어와도 물이 꺼버리므로 목이 있어

야 많은 물을 빨아들이면서 불을 생조 하므로 목이 더 중요하다. 즉 부

모의 원조와 학업에 충실 하는 것이 이 학생을 건강하고 총명하게 만드

는 지름길이다. 열성태음인 식단을 반드시 지켜서 학생의 몸을 보호하고

주위 환경도 밝고 따뜻하게 인테리어를 해주어야 한다. 태음인이므로 학

생에게 말을 많이 시켜서도 안 된다. 옷도 밝고 따뜻한 색을 입히며 가

정에서도 밝고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 목, 화를 생조(生助) 할

수 있는 음악과 악기가 좋은데 가야금, 거문고와 같이 나무와 명주실로

된 악기는 자체로도 목이며 소리도 목기와 화기의 소리를 내므로 연주

뿐 아니라 감상에도 좋다. 부모는 언제나 학생의 보호자이며 원조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모든 일을 항상 부모와 교사, 즉 어른과 상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⑤ 오행체질은 무(戊)토양, 토양불급금체질(戊일주 가을 출생), 사상체질

은 태음인, 팔체질은 목양인(열성태음인)인 경우

   가을산의 물상(物象)으로 태어나 가을의 금기가 많으니 산 속에 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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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와 광석이라 나무와 꽃이 자라기 어렵다. 즉 목기가 상한다. 민둥산

이라 그래서 우선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외모를 가진다. 돌산이 아름

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예쁘게 보일 뿐이다. 산은 무뚝뚝하거나 매

정해 보여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금기가 많은 산은 토기가 부족하여 쇠

약하므로 마음이 여리고 속으로 상처받는 학생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그

점을 명심하고 수업을 해야 한다. 열성태음인으로 기본적으로 목기가 있

다. 그런데 가을생이므로 금기가 강해져서 태음인의 금기 부족은 충분히

보충하였다. 즉 이 학생에게 음악수업에서 금기는 더 보강할 필요는 없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기가 성한 태음인인데다 금기가 있으니 목소리

가 좋아 노래를 잘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태음인이므로 노래를 많이

하거나 관악기를 심하게 불면 폐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즉 이 학생은

토양불급금체질로서 금기를 피하고 화기와 토기를 보충하여 주는 음악이

필요하다. 즉 밝고 따뜻한 음색을 내면서 진중하고 화평한 음악을 하는

것이 좋다. 북, 장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해금, 가야금, 거문

고, 목금 등이 좋다. 건반 악기의 경우 쇳소리가 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오르간이 좋고 피아노가 쳄발로보다 낫다. 

   인성교육의 측면으로 보면 본시 산은 움직이지 않고 만물을 조용히

포용한다. 그래서 한번 앉은 자리는 옮기지 않는다. 즉 일찌감치 진로를

파악해서 한 우물을 파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주체의식이 강하고 드러

나지 않는 고집이 매우 세어 혼자 결정하고 판단한다. 즉 부모나 교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리며 자기식대로 한다. 부모와 교

사의 입장에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답답하다. 그러나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좀처럼 본심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학생이 본심을 말한다면 차분히 시간을 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 학생은 산의 흙이 쇠와 바위에 의해 파해쳐

진 형상(形象)이므로 강한 금기를 녹이고 약한 토기를 생조(生助)하는 화

기가 절실한 학생인데 이 학생에게는 부모와 교사의 보살핌과 학업에 충

실 하는 것이 화기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건강과 정신 모두에게 이롭다. 

늘 공부를 하도록 시켜야 학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 무슨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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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모른다고 학생을 독립시키거나 해선 안 된다. 늘 부모가 곁에 가까

이 두면서 공부를 하건 음악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학생은 열성태

음인 음식으로 몸을 지키고 환경은 금기를 쳐낼 수 있도록 화기를 보강

하는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즉 섭생과 환경 모두 따뜻한 환경 속에서

키워야 한다. 태음인이면서 금기가 많아 이 학생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것은 학생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학생에게 말하는 것은 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기, 토기를 기본으로 보강시키고 목생화

하므로 화기가 있는 경우 목기도 보강 가능하다. 음악 역시 밝고 따뜻하

면서 진중하며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고 연주하도록 한다. 금속성 소리를

내는 음악은 절대 금물이다.

⑥ 오행체질은 기(己)토음, 토음불급금체질(기(己)일주 가을 출생), 사상체

질은 소음인, 팔체질은 수음체질(한성소음인)인 경우

   이 유형은 부드러운 평지, 밭인데 가을생이라 돌밭이다. 게다가 한성

소음인으로 몸이 가장 차고 위가 좋지 않다. 즉 밭이 쇠, 돌과 물에 쓸려

가는 형국이다. 본시 밭은 나무나 꽃, 채소, 과일 등을 키워내는 물상(物

象)으로 교육과 양성에 소질이 있다. 그런데 지력이 약하고 돌이 많아

돌을 쳐 내고 밭을 갈아 작물을 심어야 수확을 할 수 있다. 이 학생에게

있어 금을 쳐내는 것은 화극금 하는 불이다. 그리고 물이 많아 진흙이

되었으니 목기로 수기를 흡수시키고 화기도 보강해야 한다. 즉 목, 화의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는 학생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

하며 불안함을 버리고 관대함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대기만성 형이

므로 끈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어야 한다. 목, 화 즉 나무와 실, 가죽

으로 된 악기와 소리가 좋다. 폐기능이 좋은 편은 아니기에 성악, 관악은

가능한 삼간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

스, 장구, 북, 건반악기의 피아노, 오르간도 좋다. 

   인성교육의 차원으로 보면, 이 학생은 가을 돌밭의 물상(物象)으로 황

량한 땅에 해당한다. 우선 빨리 돌부터 걷어 내고 비료를 주고 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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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야 한다. 여기서 돌을 걷은 것은 화의 작용, 즉 부모와 교사, 학업, 

공부이다. 그 후에야 작물을 심을 수 있다. 여기서 작물은 시험, 입시, 취

업, 남편, 직장에 해당한다. 즉 이 학생은 부모, 교사의 보살핌 속에서 공

부를 열심히 한 후라야 입학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게다가 한성소음인으로 수기도 풍부하여 웬만한 불을 꺼진다. 열심

히 공부(火)해야 물기도 말릴 수 있다. 본디 위가 제일 나쁜 체질이므로

음식은 반드시 영양가 있고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소식, 규칙적인 식단

이 되어야 한다. 즉 부모가 늘 챙겨줘야 한다. 부모는 반드시 한성소음인

식단으로 학생의 체력을 보강하고 집안 인테리어도 밝고 따뜻하게 하여

학생의 차가운 수분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음악공부는 역시 목, 

화, 토를 보강하는 밝고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고 금속성 소리, 어둡고 무

거운 소리를 피한다. 항상 학생의 곁에서 언제나 돌보고 있고 믿어주고

있다고 부모와 교사는 안심시켜야 한다. 

⑦ 오행체질은 금(庚)금양, 금양과체질(경(庚)일주 가을 출생), 사상체질은

태양인, 팔체질은 금양인(열성태양인)인 경우

   가을 강철로 순수함과 정의로움, 솔직한 태도를 가졌다. 게다가 태양

인이라 금기가 가장 강하니 오로지 금기만 충만하다. 엄청난 크기의 철

광석이니 불로 제련되지 못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다. 용광로에 들어가

야 제대로 된 물건이 될 수 있다. 즉 너무 솔직하여 주위를 보지 않는다. 

제련되지 못한 쇠붙이라 주변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데 본심은

순수하다. 용광로에 해당하는 화(火)의 활동은 훈련, 제도, 법, 규칙 준수, 

예절교육에 해당한다. 즉 예의바른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 학생이다. 교

사는 이런 학생을 가르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속마음이 음흉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고 단지 표현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것이니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강한 금기를 누르기엔 너무 강하

니 말로 조용히 가르치기 어렵다. 군대나 엄격한 사생(師生)관계를 유지

시키는 것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학생은 사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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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용감한 군인이나 경찰이 되기 쉬운데 그게 적성에 잘 맞다. 반대로

이런 학생이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하면 불량배나 깡패가 되어 주위

사람을 해치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금기를 누르는 화기, 금기를 누출시

키는 수기 어느 쪽이든 한 쪽으로 한다. 왜냐하면 수와 화는 서로 상극

이라 같이 적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학생에게 있어 화기

(火氣)는 엄격한 훈육과 규율이며 수기(水氣)는 말, 언변, 표현력 등이다. 

교사는 엄하고 절도 있는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고 상과 벌을 정확히 해

서 가르치면 학생이 반발을 하지 않는다. 규칙과 절도 없이 무조건 화를

내고 체벌을 가하면 강하게 반항하고 대들고 오히려 탈선하기 쉽다. 태

양인인데 금기가 충만하니 이보다 노래를 잘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넘치는 금기를 발산시켜 성격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질 것이다. 교사는 훌륭한 성악가를 만들 수 있

다. 관악을 해도 호흡법이 잘 맞아 무방하나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 발산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악기 중 금관악기는 금속성 소리로 더욱 금기

를 부채질 하는 것이니 폐의 기운을 호흡으로 뺄 수는 있지만 귀로 계속

금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 학생의 경우는 노래를 시켜야 가

장 건강하고 효과적이고 성격도 좋아지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그리

고 태양인은 가장 창의적인 체질이므로 작곡에도 뛰어나다. 

   인성교육의 측면으로 보면, 이 학생은 가을 강철로 태어났는데 또 태

양인이니 온통 금기로 가득하다. 화기(火氣)로 제련시켜야 제대로 된 물

건이 된다. 남자는 여자와 쉽게 친해지는 재주가 있고 돈을 좋아한다. 왜

냐하면 강철남자에게 돈과 여자는 나무나 꽃인데 강철이 태왕하니 웬만

한 나무와 꽃은 바로 꺾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庚)양금은 순수하고 의

리가 있어 교육을 잘 받으면 이성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

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 학생은 개혁을 상

징하는 도끼 역할, 혁명가 기질로 생각의 구조가 단순하여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 겉은 차고 속은 무르다. 남도 다치게 하고 자신도 잘 다친다. 

불의를 보면 못 참으니 신중하도록 호불호가 너무 드러나고 감정의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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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고 쉽게 흥분하므로 칼같이 자르는 경향이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엄격한 인성교육이 없으면 부랑배나 깡패가 되어 부모와 교사의

속을 썩일 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보살

핌을 받으면 받을수록 버릇없고 엇나가니 어릴 때부터 엄격한 기숙학교

에 보내 강력한 제도권 속에서 엄격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그

렇게 엄격한 교육(火)을 받아야 철광석이 제련되어 단순한 돌이 아닌 탱

크, 자동차, 비행기, 기차, 철교 등등이 되어 사람들에게 유익한 제품이

될 수 있다. 

   열성태양인의 식단을 반드시 지킨다. 특히 이렇게 오행체질까지도 완

벽하게 금기가 많은 태양인이 고기나 유제품 등을 섭취하게 되면 파킨슨

씨병이나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릴 수 있다. 철저히 채식 위주의 열성

태양인 식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양음식(녹용, 인삼, 홍삼

제품 등등)은 독약이니 절대 복용시켜선 안 된다. 학생이 섭섭해 하더라

도 정신, 육신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학생을 위해 집에서도 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부모와 함께 토론의 기회

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 학생의 경우, 말을 많이 해서 금기를 발

산시켜야 건강해지고 똑똑해진다. 그런 식으로 정서를 순화시켜 대인관

계도 좋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명적인 아이이니 나쁜

일이 아니라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키워

주는 것이 좋다.

⑧ 오행체질은 신(辛)금음, 금음불급화체질(신(辛)일주 여름 출생), 사상체

질은 태양인, 팔체질은 금음인(한성태양인)인 경우

   여름 보석이니 태양 빛을 받아 보석이 빛난다. 그러나 화기(火氣)가

너무 출중해 금(金), 은(銀)이 녹으려 한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불이

너무 세면 녹아버리니 가치가 없다. 기본적으로 물이 와서 금, 은, 보석

을 깨끗이 씻어주고 장식장에 보관해야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 학생은 보석으로의 자존심이 강하므로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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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수(水)이므로, 대화를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외모를 따지고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 자기관리가 철저하므

로 빈틈을 잘 보이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소는 부드럽다가도 상대

에 따라 매몰하게 대하므로 교사는 위엄을 갖추고 학생에게 얕보이지 않

도록 행동해야 한다. 

   사상체질로 태양인으로 금기가 많고 본인이 신(辛)금이므로 호흡법으

로 건강해지는 성악, 관악기가 좋다. 그러나 여름생으로 화기운이 많아

금(金)의 살기를 제어하므로 굳이 강압적이고 엄격한 훈육을 할 필요는

없다. 경(庚)금은 강철이므로 강하게 훈육해야 하지만 신(辛)금은 보석으

로 약한데다가 여름생이라 불에 녹을 지경이므로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학생에게 허술

하게 보이지 않게 교사의 권위와 품위를 지킨다. 이 학생의 경우, 어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성악, 관악 전반 다 좋으며 남 앞에 자

신의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니 연예인 기질도 다분하다. 제어된 태

양인이므로 창의력이 매우 뛰어나서 작곡에도 소질이 있다. 기본적으로

태양인(열성이든 한성이든)은 창의적이고 혁명적이어서 작곡은 최적이다. 

차분하고 꼼꼼하니 건반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두 무방하다.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여름 신(辛)금은 금, 은, 보석, 칼, 가위, 

액세서리이므로 도도하고 화려하며 주위의 관심이 집중된다. 귀족 본능

이 있다. 기본적으로 외모가 출중하다. 그리고 자신을 보석으로 봐주길

바라므로 질투와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나 여름생이므로 지모지략적인

경제활동은 목(木)에 해당하는데, 이를 중시하는 교육을 먼저 시키면 목

생화 하여 화기(火氣)를 더욱 부추기므로 보석이 녹아버린다. 즉 재능이

망가진다. 그러나 기본의 보석의 아름다움과 금속의 냉정함이 공존한다.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주위 사람들을 보는 눈도 높다. 외모만

따지지 않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작고 약해도 금

이므로 목표가 정해지면 강한 추진력이 있다. 두뇌회전이 빠르지만 불에

녹은 상태라 과도하고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다. 마음을 대범하게 갖도

록 가르쳐야 한다. 상대를 냉정히 판단하고 선을 그으므로 친할수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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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야 한다. 나쁜 일은 깊이 새겨 잊지 않는다. 이는 부모형제에게도 적

용된다. 자존심이 상한 일은 평생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 

금, 은에 새긴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에 녹지 않도록 흙으로 보호하고 물로 씻어서 보석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즉 공부(土)를 해서 불의 기운을 빼야 살 수 있다. 

부모님과 선생님(土)과 잘 지내고 수(水)의 기운을 받도록 미소와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한다.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상승시키니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된다. 한성태양인인데다 여름생이라 태

양인처럼 보이지 않다. 그러므로 판별에 주의를 요한다. 섭식은 한성태양

인 식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불이 많으므로 주위 인테리어는 시원하

게 해주어야 한다. 집에서 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부모와 교사는 이 학

생과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한다. 학생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것이 건강에

도 좋고 부모자식, 사제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학생은 부모

와 교사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선입관이 평생 지워지지 않으므로 어른

으로서의 체신을 잘 지켜야 한다. 

⑨ 오행체질은 임(壬)수양, 수양과체질(임(壬)일주 겨울 출생), 사상체질은

소양인, 팔체질은 토음인(한성소양인)인 경우

   겨울 바다 임(壬)수로 났으니 포부가 크고 많은 것을 포용한다. 포용

력이 지나쳐 주관이 약해지지 않도록 교사는 질문하고 학생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은 모든 것을 감싸고 또 피해서 흘러간다. 

그런데 겨울은 물이 가장 성한 시기이니 물이 더욱 커지고 많아지고 차

가와졌다. 물이 깊고 많으면 흐르지 못하고 얼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머리 회전이 잘 되지 않는다. 물이 넘쳐흐르니 큰 제방이 막아야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 제방은 토(土)인데, 이 학생의 토의 활동은 질서, 규칙, 

훈육이다. 다소 엄격한 방식으로 훈육해야, 즉 강한 토(土)의 기운이어야

물이 넘치지 않기에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다. 한성소양인이라 겉

으로는 소양인처럼 보이지 않는데다가 수기가 태과한 겨울 바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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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소음인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발산적이고 외향적인 소양인

의 기본 성향은 내재되어 있다. 겨울 바다이므로 얼지 않도록 화기, 물을

흡수시키는 목기, 넘치지 않도록 토기를 보강하는 음악이나 악기를 선택

한다. 성악은 수기를 생하고 관악은 금기를 생하므로 금한다. 나무, 흙, 

불의 기운을 보강하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바이올린, 비올라, 장구, 북, 

피아노, 오르간 등이 무방하다. 

   인성교육의 차원으로는 이 학생은 거대한 겨울바다 즉 겨울 임(壬)수

로 태어났다. 산골짜기에서부터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 또한 계속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신을 낮춘다. 그래서 임

(壬)수양체질은 함부로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다. 물은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롭고 노련하다. 바다는 물이 모여야 힘을

발휘하듯 홀로 고민하도록 하지 말고 부모, 교사와 상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색적이고 생각이 깊어 신중하다. 물은 그릇의 모양대로 담기고

늘 수평을 유지한다. 즉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

응한다. 부모라도 속을 알기 어렵고 간혹 엉큼하다. 드넓은 겨울 바다는

속이 안 보이 때문이다. 겨울바다이므로 정체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물이 얼면 지혜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질로는 한성소양인데, 일반적으로 소양인은 위기능이 좋지만 이 학

생의 경우 본인의 몸도 물인데다 겨울생이라 수기가 태과하여 위장의 토

(土)가 휩쓸려 무너진 형태이다. 즉 위기능이 일반적인 소양인만큼 좋지

않다. 본인이 물인데다 겨울생이라 소양인으로 보이지 않고 또 토음인

즉 한성소양인이라 더더욱 소양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체질감별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식생활은 반드시 한성소양인 식단으로 한

다. 소음인으로 착각해서 따뜻하게 하겠다고 인삼, 홍삼을 먹이거나 해선

안 된다. 

   단 겨울 바다이므로 주위 인테리어는 따뜻한 난색 계열로 꾸며주고

옷도 그렇게 입히는 것이 좋다. 말하는 것은 목(木)의 활동이니, 수다(木)

를 떨게 하여 수기를 목기운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좋다. 재잘재잘 말을

많이 하게하고 잘 들어준다. 항상 학생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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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土)있게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고 독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 토음인이

면서 위가 좋지 않으니 식사는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먹이고 음악은 차가

운 물을 녹이고 흡수시킬 수 있는 목, 화, 토로 된 악기의 음악을 듣고

연주하게 한다. 시끄러운 전자음악은 금물이다. 밝고 화려하며 장엄한 음

악을 들려준다.

   

⑩ 오행체질은 계(癸)수음, 수음불급화체질(계(癸)일주 여름 출생), 사상체

질은 소양인, 팔체질은 토양인(열성소양인)인 경우

   여름의 비로 태어났으니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인기가 많은 학생이

다. 비와 시냇물의 형상이니 항상 움직이고 다양한 사람과 환경을 만나

는 일이 좋다. 즉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정체되면

물이 썩는다. 건강이 먼저 상한다. 늘 움직이며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것

이 좋다. 물은 지혜로우니 아이디어 뱅크로서 대해주어야 한다. 물은 여

름에 가장 필요하다. 이 학생은 계(癸)수로 여름생이라 화기가 중천해서

물이 마를 지경이다. 게다가 열성토양인으로 화기와 토기가 태과하다. 본

인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베풀고 싶지만 정작 자신은 체력과 정신력

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나친 화기와 토기를 빼도록 금, 수를 보강시켜야

한다. 이 학생에게 금은 학업, 부모, 공부이므로 교사가 지도하기 수월한

편이다. 공부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 좋은 일이니까 음악도 금, 수를 보강

하는 음악을 한다. 정작 폐기능은 좋은 편이 아니므로 노래나 관악기는

불리하고 금기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금속성 타악기, 철현으로 이

루어진 현악기가 좋다. 화려한 고음(불은 위로만 치솟으므로)을 내는 것

보다는 저음(물은 아래로 흐르므로)이나 낭랑한 소리가 나는 하프, 철금, 

실로폰, 심벌즈, 꽹과리, 징, 핸드벨 등이 좋다. 

   인성교육의 차원으로 보면, 이 학생은 여름 비, 시냇물로 태어났는데, 

물은 지혜롭고 아이디어와 재주가 많고 헌신적이다. 그런데 화기(火氣)가

많은 여름에 열성소양인이니 토기(土氣)까지 많아 물이 마를 지경이다. 

더더욱 감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여리다. 남자라도 수음은 눈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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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므로 윗

사람에게 반항 하지 않고 온순하고 순종적이다. 그렇다고 이 학생을 가

둬두면 물이 썩는 형상이므로 정신, 육신 건강에 해롭다. 활동적인 본성

을 잘 살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공부를 하도록 하여 물이 불과 흙에 흡

수되지 않도록 움직이고 흐르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학생이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지쳐 보이면 같이 여행을 다니

는 것이 좋다. 매우 쇠약한 물이니 자신감을 살려주어야 물이 가진 지혜

로움을 되찾을 수 있다. 물을 보강하는 것은 금(金)과 수(水)인데 금(金)

은 부모, 교사, 공부, 학문이고 수(水)는 형제, 자매, 친구, 동료들이다. 혼

자 있게 하지 말고 형제자매와 한 방을 쓰게 하고 그룹을 만들어 친구들

과 어울리면 심지가 강해진다. 공부 장소도 과목별로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학생에게 화(火)는 재물과 여자인데 돈과 여자에 관

심이 많아 공부를 방해한다. 이 학생은 공부(金)를 해야 건강도 지키고

일도 잘 되는데 돈과 여자를 밝히면 건강도 상하고 공부도 일도 못하게

된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길을 잘 인도해야 한다. 기본

적으로 여름생이므로 수기(水氣)의 그릇이 작아 큰일은 벌이지 않지만

화(火)에 해당하는 돈과 여자에 집착하면 물(본인)이 다 말라 버린다. 열

성소양인 식단으로 몸 건강을 챙긴다. 항상 공부를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인테리어도 시원하고 청량감 있게 해준다. 학생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늘 부모, 교사나 형제, 친구가 옆에서 돌봐주어야 한다. 몸

속도 주위 환경도 시원하게 열을 식혀주고 청량감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

다. 음악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음악, 금속성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을 들려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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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음양오행론의 음악교육적 적용

  앞장에서 기술한 음양오행으로 분류한 음악, 성격, 체질, 악기의 내용

을 근거로 음악을 분석하고, 사주와 체질론에 따라 분류된 이질집단 구

성을 전제로 하여 다음의 중학교(7, 8, 9학년) 음악 수업안을 구성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 음악과의 내용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 내용영역을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이해

(이론)의 토(土), 가창(화(火)), 연주(목(木)), 창작(금(金)), 감상(수(水))의 5

단계로 구분하였다. 크게 보면 음(陰)의 영역인 이해(이론)영역과 양(陽)

의 영역인 활동(가창, 연주, 창작, 감상)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음

양(陰陽)으로 구분하면 이해와 활동이며 오행(五行)으로 구분하면 가창, 

연주, 창작, 감상, 이해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가창수업102)

   음악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영역이다. 가창은 몸에서 직접

소리를 발산하는 것으로 음양오행으로 볼 때, 양중양(陽中陽), 즉 화(火)

의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음악심리학

의 관점103)에서 연구한 결과, 성악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가장 활발하

고 외향적이라는 실험결과와 상통한다.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7종을 분석한 결과, 가창부분

은 국악가창, 서양음악가창, 세계음악가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중

대중음악의 가창도 눈에 띄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창에서 대중음악을 추

102) 일반적인 호흡에는 흉식호흡(胸食呼吸)과 복식호흡(服食呼吸)이 있다. 정상적인 호

흡은 복식호흡이다. 단전호흡(丹田呼吸)은 단전(丹田) 즉 배꼽 아래 한 치 오 푼 내려

간 지점인데 복식호흡법으로 횡경막을 아래위로 조종하는 횡경막 운동법이다. 그러나

목양체질, 목음체질, 토양체질, 수음체질은 선천적으로 폐가 약한 반면 금양체질, 금

음체질, 토음체질, 수양체질은 선천적으로 폐의 기운이 강하므로(배철환, 2002; 정용

재, 2012). 폐기능이 강한 체질은 전통적인 단전호흡이 도움이 된다. 즉 노래와 관악

기를 하는 사람들은 폐가 강한 금양, 금음, 토음, 수양체질이 유리하다.

103) 박유미. (2004). 『음악심리학의 이해』. 서울: 음악춘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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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지는 않는다. 대중음악 가창은 음악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

들 스스로 많이 듣고 부르고, 생활화하기 때문이다. 음악시수는 매우 부

족하므로 가능한 학생의 음악적 이해력, 감상력, 분석력, 연주력을 향상

시키거나 사고력, 분석력, 통합능력을 향상시키는 음양오행적 제재곡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 

   다음에 제시하는 음양오행적 가창(火)활동의 수업예시로 제목은 ‘봄’

이다. 봄(木)의 가사와 목(木)의 기운(氣運)이 강한 선율이다. 반주와 선율

이 목기운을 띠도록 당김음을 사용하였고, 가사는 김광섭의 ‘봄’의 시에

서 차용하였으며, 곡은 연구자가 지었다.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화(火)의

활동이나 곡목의 가사와 선율, 리듬은 목(木)의 기운을 사용하였다. 노래

와 반주가 서로 주고받으며 주선율을 노래하므로 노래만 따로 부를 수

없는 곡이다. 노래와 건반연주를 동시에 함으로써, 단순한 가창을 피하도

록 의도하였다. 학생들에게 노래를 먼저 지도하고 반주를 연습시킨다. 학

생들 모두 피아노나 건반을 사용하면 좋으나 여건상 어려우면 멜로디언

을 사용한다. 노래 그룹과 멜로디언의 음역상 오른손과 왼손을 나눠 연

주해야 하므로 반주 2 그룹으로 나눠 연습한다. 다음 서로 바꿔 연습한

다. 잘 되면 각자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한다. 노래와 반주가 서로

주선율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연주와 노래를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활동은 음양의 양뇌(兩腦)를 발달시킬 수 있다. 언어

영역, 수리영역, 사고영역, 논리영역, 기억영역 등의 좌뇌의 활동이 요구

되는 좌뇌파(陽)의 학습과 직관, 창의, 아이디어, 종합, 예술감각 등을 담

당하는 우뇌파(陰)의 두 뇌를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104) 기본적으로

좌뇌를 위한 과목들이 주지교과로 점수내기에 급급한 것이다.105) 우뇌중

심의 예술과목은 상대적으로 인정 못 받는 게 현실인데, 실재적으로 학

업성적이 좋고, 지능이 높은 학생의 뇌활동을 볼 때, 절대 좌뇌만 발달해

서는 그런 성적,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우뇌의 직관(直觀)이 더해질 때, 

104) 위와 반대로 직관, 창의력을 양(陽)으로 수리, 논리를 음(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음양이 다르다는 것이다.

105) 강민수(2011)도 그의 박사논문에서 국영수 위주, 예체능 교육의 부실은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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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뇌의 논리(論理)가 더 발달한다. 양뇌(兩腦)가 같이 활동해야 제대로

뇌가 작용하는 것이다.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과목과도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음악과목과 타 과목과의 통합수업을 추천하는 바

이다.

[그림 IV-1] 가창지도 악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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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악보 2번은 다른 음양오행적 가창수업안의 예시이다. 제목과

가사는 비워두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이 곡의 분위기에 맞는 제목과

가사내용을 각자 창작(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곡의 선율은 차분한 토

(土)이며 반주에서 금(金), 수(水)의 기운을 부가하였다. 곡의 형식은

A-B-A'로 바장조로 가다 중간에 라단조, 다시 바장조로 가도록 하여 음

양을 조화하였다. 장조는 양(陽), 단조는 음(陰)이며 장, 단조의 분위기에

맞도록 가사 역시 분위기에 맞게 변화를 꾀하도록 지도한다. 곡은 연구

자가 지었다. 

   교사가 피아노로 반주하면서 가창의 시범을 보인 후, 곡의 분위기나

느낌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피아노가 없으면 대체악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 각자 노래제목과 노래가사를 짓도록 한다. 그리고 노래 선율, 가사

의 일치도에 맞도록 연습할 수 있게 가사창작의 시간을 충분히 준다. 미

리 과제로 줄 수도 있다. 

   각자 자신의 제목과 가사를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교사 자신의 제목과 가사를 밝힌다. 그리고 그 노래로 불러본다. 연구자

는 이 노래를 ‘봄’으로 지었고, 가사는 “관악사(冠岳舍) 들판에 꽃들이

가득 피었네”로 시작하여 중간 단조부분에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꽃잎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내용을 넣었고 장조로 다시 바뀐 부분은 비가 그쳐

꽃놀이를 하려는 가사로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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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가창지도 악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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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악가창의 예시이다. 17종 교과서에 따르면 국악가창수업에

서도 오선악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음, 정간보, 가락선보 등도 병행

하고 있다. 국악의 특성상 다양한 악보의 병행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오

선보를 사용함에 있어 박자표의 사용은 8/9, 8/12, 4/12 등을 사용하는데, 

틀렸다기보다는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악장단과 서양음

악 박자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이다. 장단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음

양오행으로 분석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 

   국악의 세계음악과 아니 가까운 중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도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3소박 장단개념이다. 이는 삼재론, 삼태극과 같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사상이다. 천지인(天地人) 셋이 모여야 하나가 되고 이

하나에서 만물이 3의 배수로 증가하는 것이 삼태극 사상이다.106) 우리



- 125 -

음악은 기본적으로 3소박을 가진다.107) 서양음악의 차원에서 보면 ‘셋잇

단음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세계음악을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지

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음악을 ‘셋잇단음표’로 쪼개는 리듬을

쓰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추정한다. 다른 나라 음악은 짝수 리듬, 2박, 

4박 계열이 많다. 그리고 첫 박이 강세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음악

은 3소박이 기본 한 박이고 3박으로 쪼개지는 장단이 많다. 민속음악 중

에서도 3박자 장단인 ‘세마치’ 노래의 경우, 첫 박, 둘째 박, 셋째 박에서

첫 박과 셋째 박에 강세가 온다. 셋째가 더 강하다. 즉 하나둘셋, 둘둘

셋, 셋둘셋, 넷둘셋(1, 2, 3, 4, 5, 6, 7, 8, 9, 10, 11, 12)박이 한배108)이

다. 이런 식이다. 시작의 첫 박은 시작(陽)이므로 강하게 들어간다. 그리

고 특히 세 번 째의 셋째 박은 특히 강세를 두어 맺는다는 표현을 쓰는

데, 이는 봄(내고), 여름(달고), 가을(맺고), 겨울(풀고) 중 가을의 9월, 9박

106) 이중수. (2011). 풍물 굿 장단에서 박의 리듬구조와 수리체계. 민족미학. 10(2). 
113-134. 김지하. (2000). 『셋과 둘 그리고 혼돈』. 서울: 솔과학

107) 3소박은 궁중음악, 정악, 민속악 전반에 걸쳐 장단이 삼박이 아닌 경우에도 한 박

즉 한 정간은 3소박으로 나눠진다. 실재로 ‘문묘제례악’은 주(周)나라 음악에서 왔으

니 제외하더라도 ‘종묘제례악’, ‘경모궁제례악’, ‘유황곡’, ‘정동방곡’, ‘여민락만’, ‘여민
락령’, ‘낙양춘’은 불규칙박이나 3소박은 갖고 있고, ‘해령’은 3박장단에 3소박을 가진

다. ‘보허자’, ‘여민락’, ‘상영산’, ‘중영산’, ‘수제천’은 6/4/4/6의 장단에 3소박이며 ‘세
령산’, ‘가락덜이’는 3/2/2/3의 장단에 3소박이다. 단 ‘동동’은 6/3/3/6 장단에 모두 3소

박이다. ‘타령’, ‘군악’, ‘도드리’, ‘길타령’, ‘금전악’, ‘군악’의 장단은 3/3/3/3/이고 다

삼소박이다. ‘절화’ 즉 ‘취타’는 2+2+2+2의 장단이나 한 정간은 역시 3소박이다. ‘대취
타’는 2+2+2+2+2+2장단이나 역시 3소박이다. 그 밖에 가곡을 기악곡으로 한 ‘경풍년’, 
‘염양춘’, ‘수룡음’ 역시 가곡의 장단과 같이 3+3+2+3/3+2의 16박이나 한박 즉 한 정

간은 모두 3소박이고 편장단인 경우2+3+2/3의 장단에도 역시 한 정간은 모두 3소박이

다. 성악곡인 시조는 5박과 8박이나 한 박은 다 3소박이며 가곡 역시 16박, 10박이나

다 3소박이고, 가사 역시 5박과 6박이나 한박은 다 3소박이다. 예외로 ‘천년만세’의
‘양청도드리’의 피리보에서 부분적으로 이소박이 나타났고(국립국악원 홈페이지 학술

연구, 고서, 악보 사이트. http://www.gugak.go.kr/site. 鄭在國, 金泰変 編. 正樂譜), 이충

선 단소산조(김기수. (1994). 『단소율보』. 서울: 은하출판사.)에서 부분적으로 2소박

이 보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슬러시)는 정간보의 대강표시)
108) 한배란 속도의 느리고 빠른 정도를 뜻하는 전통용어로, 원래는 활을 쏘아 떨어뜨린

거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음악에서는 공간을 시간화시킨 개념으로 속도가 빠르고 느

린 정도를 의미하게 되었다. 보통 ‘한배가 길다’, ‘한배가 짧다’, ‘한배가 맞다’ 등으로

사용한다.(변미혜․한윤아․김희라. (2008).『국악용어편수자료집』I. 서울: 민속원. 99. 



- 126 -

에 강세를 두어 가을 금기(金氣)의 수축, 결실의 의미로 강하게 맺어주는

것이다. 즉 겨울의 마지막은 다른 것보다 약하게 한다. 

  예를 들어 세마치장단의 ‘아리랑’이다. 교과서의 아리랑 악보를 첨부한

다. 오선악보라 단순히 음정과 박자만 알 수 있다. 첫 음은 시작(陽)이므

로 강하게 들어간다. 그것은 어떤 노래라도 음악이라도 시작은 양(陽)이

라 강(强)이다. 다음의 악보 예시인 ‘구아리랑’의 악보는 세마치이나 8/9

로 표기되어 있다. ‘구아리랑’은 2박과 3박이 강하게 나타난다. 가장 유

명한 ‘본조아리랑’은 첫박과 3박이 강하게 보인다. 본조아리랑의 박자표

가 세마치장단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아리랑’도 ‘본조아

리랑’도 부를 때는 “아리라앙 아리라앙 아라리이 요오오오” 이렇게

불러야 제대로 세마치를 부르는 것이다. 도라지도 마찬가지다. “도라지 

도라지이 배액도오 라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109) 

109) 경기민요임에도 불구하고 창자(소리꾼)에 따라 첫 음에 요성(搖聲)을 넣어 강세(强
勢)를 두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는 남도소리의 영향인지(특이하게 남도소리, 남도민

요는 첫 박에 강한 요성을 쓰고 강하게 부른다. 그러나 9박 째는 역시 강조한다.), 우

리소리 자체가 첫 음에 요성을 넣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3수분화가 더 강한 메

나리토리보다 약화된 2수분화의 중국계열을 더 따른 해석으로서 첫 박이 양박(陽拍)
으로서 어떻게든 표시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실재로 첫박을 더 강조하고 요성을

쓰는 지역은 백두대간의 서쪽이다. 즉 경기도, 남도, 평안도에서 요성을 쓰고 첫박을

더 강조한다. 그래도 3(소)박을 장단의 기본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단지 강세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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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구 아리랑’ 악보110) 

   즉 ‘아리랑’에서 ‘아’ 보다는 ‘랑’이 더 길거나 장식적이거나 강하게

부르는 것이다. 

[그림 IV-4] ‘본조 아리랑’ 악보111)

110)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3). 윤명원·윤경미·조성기·이지혜·최문희. 천재

교과서. 62. 발췌

111)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3). 윤명원·윤경미·조성기·이지혜·최문희. 천재

교과서. 62.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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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전국 ‘아리랑’ 악보 발췌112)

   위의 [그림 IV-5] 전국 ‘아리랑’ 악보를 보면 평안도와 전라도 지역의

‘아리랑’은 요성(搖聲)을 사용하며 첫박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 경향을

보인다. 경기도 ‘아리랑’은 2박과 3박이 강조되었다. 강원도와 경상도는

3박이 가장 강조되었다. 이는 백두대간의 동서로 구분된 3수분화권과 중

국의 영향을 받은 2수분화권의 영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장단을 보면, ‘세마치’,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도

어렵지 않다. 속도만 다르지 ‘중모리’ 12박을 기본으로 한다. 교과서에서

는 중모리를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12박으로 표현한다. ‘중중모리’는

112)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3). 윤명원·윤경미·조성기·이지혜·최문희. 천재

교과서. 6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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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12박으로 표현한다. 4분음표보다 8분음표는

더 빠름을 나타낸 것이다. 즉 한 박을 3소박으로 나눈 ‘중중모리’, ‘굿거

리’도 8분음표를 한 박으로 제시하고 12박으로 표시한다. 즉 ‘굿거리’도

4박 3소박(12소박)이다. ‘자진모리’도 4박 3소박(12소박), ‘세마치’는 이름

처럼 3박을 기본으로 4개를 묶어 12소박이 한 구간이다. 크게 묶든, 작게

묶든, 12는 1년 12달을 의미한다. 가장 느린 ‘진양조’는 24박인데, 1년은

12달이나 24절기로 구성되었다. 그 24절기, 다시 말해 12박보다 두 배 더

느리게 부른다는 것이다. 이 진양은 6박 씩 4개의 24박인데, 6박씩 묶였

다고 ‘육자배기’라고도 한다. 6박(봄, 내고), 6박(여름, 달고), 6박(가을, 맺

고), 6박(겨울, 푼다)으로 한 각이 구성된다. 워낙 느려서 처음엔 장단을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조금만 익숙해지면 24절기를 느낄

수 있다. 가을에서 맺는 것도 그렇고 24박 중 가을의 후반을 맺는다. 세

번째, 가을의 6박은 본래 3박을 두 배로 늘인 것이니 17, 18박이 그 지점

인데 17박, 18박을 가을의 끝자락을 맺는다. 이는 기본구조이고, 보통 6

박 단위(육자배기)로 기(起), 경(景), 결(結), 해(解)를 이루어 24박, 24절기

인데, 음악이 진행되면서, 내고, 달고, 달고, 달고, 맺고, 로 끝낼 수도 있

고, 내고, 달고, 달고, 맺고, 풀고, 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달고, 달고, 달고, 

맺고, 로 갈 수도 있고 음악에 따라 연주자에 따라 진행에 변화가 많다. 

즉 봄, 여름, 여름, 여름, 가을로 갈 수도 있고 여름, 여름, 여름, 가을, 겨

울로 가는 등 음악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진양은 6박을 한 계

절로 쓰므로, 6박 단위로 쪼개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3박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더 빨라진 휘모리의 경우, 3소박이 2소박으로 변한

다. 기본이 3박이나 급하게 몰면 3소박이 2소박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3

소박만 있다가 아니라 3소박이 기본이고 2소박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

는 가장 빠른 장단의 유형으로 매우 급박한 경우 쓰인다. 우리가 어릴

때의 놀이로 예를 든다. (사선 / 기준 한박)

“꼭/-/-, 꼭/-/-, 숨/-/어, 라/-/-,  머/-/리, 카/-/락, 보/-/인, 다/-/-” 

   말에서 노래가 나왔으니까, 3소박으로 분명 불렀다. 말도 3박 계열로



- 130 -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한 경우는 이렇게 부른다. 

“꼬/옥, 꼬/옥, 숨/어, 라/아, 머/리, 카/락, 보/인, 다/-,” 2소박으로 바뀐다. 

이게 휘모리다.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꼭/-/-, 꼭/-, 숨/-/어, 라/-, 머/-/리, 카/락, 보/-/인,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노래다. 엇모리이다. 3박과 2박을 섞어

썼다. 서양음악에서 3박과 2박을 섞어 쓰는 것은 동유럽의 일부국가113)

에서 간혹 있지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박자이다. 중국과 일본도 짝

수박으로 정확하게 분리되는 박자이다. 하여튼 한국 고유의 기본박자는

3(소)박이며 2박(음박)을 섞어서 음양박을 사용한다. 엇모리는 3박 + 2박

의 구조인데 이는 3박(陽), 2박(陰)으로 음양(陰陽)이 섞여 있어 음양박

(陰陽拍)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V-5]에서 ‘강원도 아리랑’은 엇모리로

오선악보에는 8/10으로 표기되었는데, 3+2로 양박(3)과 음박(2)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 다른 장단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장단 형이 있고, 변형장단, 응용

장단이 다 있다. 12박 중모리, 덩/쿵/따, 쿵/따기/딱딱, 구궁/쿵/딱, 쿵/-/쿵, 

기본 장단이다. 노래가 아닌 반주 장단은 시작을 알리는 첫 박을 강하게

주고 물론 9박도 가장 강하게 맺는다. 12소박, 중중모리, 자진모리, 굿거

리 등은 4박 장단 3소박으로 분해되니 첫 박 3소박의 첫 박을 강하게 넣

는다. 3소박 첫 박에 ‘덩’이나 ‘쿵’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 노래는 3박

이 강하고 반주는 첫 박이 강해서 서로 주고받는 강약의 리듬이 산다.

그래서 우리음악이 장단이 다채롭고 신명이 나는 것이다. 반주장단은 첫

박을 강조하여 장단의 골격을 정확하게 표현해준다.

   중모리의 대표민요, ‘한오백년’을 예로 든다. 물론 느린 곡인데 가요

(조용필의 영향)로 불리면서 빨리 부르는 것이 익숙하다고 한다. 반주는

113) 이 지역은 아마도 상고시대에 우리 민족의 일부가 이동해서 후손을 낳았으리라 추

측한다. 이런 내용은 다른 논문으로 다시 써야할 내용이니 이하 생략한다. 헝가리, 루

마니아, 불가리아 등등에서는 3박과 2박의 혼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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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쿵/따, 쿵/따기/딱딱, 구궁/쿵/딱, 쿵/-/쿵, 이 12박을 계속 반복하고, 장

구가 없으면 책상을 치든 무릎을 치던 관계없다. 이 12박을 반복하고, 노

래는 ‘한오백년’을 부른다. 첫음은 시작(陽)이니 강하게 들어간다. (쉼표

를 기준 3박, 사선 / 기준 한박) 음양오행의 원리는 양(陽)은 시작이고

강(强)이고 음(陰)은 끝이고 약(弱)하다. 그리고 겨울의 마지막 3박은 한

배의 마지막(陰)이므로 다른 계절의 3박보다는 약하다. 마침의 의미가 있

다. 한배의 시작(陽)은 강(强)하게, 한배의 마침, 음(陰)은 약하게 즉 계절

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고, 달고, 맺고, 풀고의 형태이므로 푸는

데에서는 풀어야 하므로 강하게 맺지 않는다. 따라서 곡의 맨 마지막 겨

울의 마지막 3박은 특히 흐리게 끝난다(음양(陰陽)의 도(道).114)

“한많/으/은, 이세/사/아앙, 야속/하/아안, 님아/아/아아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한배 12박)

정/두/고오, 몸만/가아/니이이, 눈물/이이/나아아아, 네에/에/에헤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한배 12박)

아무/려/어어어어엄, 그렇/지/이이, 그렇/고오오/마알, 고오오/오/오오

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한배) 

한오/백/녀언, 사자/느은/데에에, 왠/성/화아아아, 요오/오/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한배)

   3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 시김새도 3박째에 들어간다. 이 시김새는 부

114) 이것도 서양음악과 매우 상반되는 점이다. 서양음악은 시작은 작은 동기로 시작하

다 중간에 화려하다 마지막을 정점으로 치달아 장대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시작부

터 강한 것도 있고 마침을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로 현대곡

이나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한 경우이지, 시작보다 마침을 더 강하고 확실하게 맺는

것이 기본이다. 곡의 맨 처음과 맨 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프레이즈가

마칠 때도 끝을 확실히 해준다. 그래야 조성도 분명하고, 악곡 구조적으로 어느 위치

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서양음악은 시작보다 종지가 더 중요하다. 즉 동양

은 양(陽)의 지역으로 정신적(精神的)이고 서양은 음(陰)의 지역으로 물질적(物質的)

이므로 서로의 사고관도 음양으로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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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사람마다 개성껏 부르면 된다. 우리음악의 특징이 시김새에 있다. 

시김새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음악이 아니다. 반주장단과 노래장단의 강

세가 서로 엇갈리지만 9박에서 서로 합장단으로 딱 만난다. 이 9박이 서

로 딱 맞지 않으면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다. 이 9박이 서로 딱 맞아야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해 진다. 다른 장단도 다 반주 장단 기본형이

있고, 응용형이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건 장단하는 사람의 능력과 신

명에 따라 달라지는데, 장단이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들어가면 노래가

더 감칠맛이 난다. 그러나 기본 첫 박과 3박이 흐트러지지는 않는다. 반

주는 기본 장단을 잘 이끌어야 노래나 악기 하는 사람이 마음껏 자기 연

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덕수 외, 1990). 

   그러나 남부지방의 남도민요의 경우는 3박 계열 음악에 첫 박이 강하

게 들어가는 3박 리듬형이 많이 보이는데, 주로 첫 박에 강하게 요성(搖

聲)을 많이 쓴다. 이는 남도민요의 매우 독특한 개성인 것이다.115) 그래

도 첫 박과 셋째박이 같이 강, 약, 강, 강, 약, 강, 이런 식이지, 서양 3박

자처럼, 강, 약, 약, 의 반복은 아니다. 즉 첫 박과 3박이 둘 다 강하다. 

즉 1, 3은 양수(陽數)고 2는 음수(陰數)이니, 양(陽)에 해당하는 것은 강

(强)하고 음(陰)에 해당하는 것은 약(弱)한 것이다. 음양의 이치에 맞게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실하(1998)와 김지하(2000)의 말대로 백두대간의 동서로 나누어 동

쪽인 메나리토리(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체)의 경우 3수 분화 지역으

로 한국 민족성인 3박이 더 강하고, 서쪽의 경토리, 서도토리, 육자배기

토리의 경우, 중국계 2수 분화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남도소리의 경우

첫박을 강하게 떨어주면서, 3박이 다소 약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래도 서

양음악의 관점에서 보면, 남도소리의 강, 약, 강 리듬도 상당히 새롭고

참신한 리듬이다. 첫 박이 더 강한 음악도 있고, 3박이 더 강한 경우도

115) 선율적으로도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음악과 매우 다른 점은 반음으로 꺾는 소리를

쓴다는 점도 독특하다. 남도 3음 계면조는 ‘미’ ‘라’ ‘도시’의 3음인데, 여기서 ‘미’는
요성으로 굵게 떨어주고 ‘라’는 평으로 내고 ‘도시’는 위에서 강하게 꺾는 소리이다. 
일본음계가 5음계에서 반음을 2번이나 쓰는 것이 동양음악으로도 매우 독특한데 일

본에 남도선율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 133 -

있지만, 본래 우리음악은 3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삼(三)이

란 수는 한국의 수(數)인 삼재(三才)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중음악(宮中音樂)과 정악(正樂)의 경우, 감정의 자제와 중용

을 중시하여 이런 3박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박자인지

모르게 연주한다. ‘종묘제례악’, ‘경모궁제례악’, ‘유황곡’, ‘정동방곡’, ‘여

민락만’, ‘여민락령’, ‘낙양춘’들은 불규칙박자이다. ‘수제천’, ‘여민락’ ‘보

허자’ ‘상영산’, ‘중영산’은 6+4+4+6의 20박 장단인데, 음악이 급박(急

迫)116)되면 3+2+2+3의 10박이 되어 ‘세령산’, ‘가락덜이’와 같은 곡의 장

단이 된다. 즉 3박 2박을 섞어서 사용하되 두 배로 늘여서 사용한 것이

20박이다. 이런 음양박을 서양음악의 잣대로 20박짜리 정악을 4박 5마디

로 오선보로 채보를 하거나, 5박 4마디로 오선보로 채보를 하는데, 이는

우리 음악의 기본 장단을 잘 모르는 결과다. 3박(陽)이 기본이며 3박과 2

박의 음양박이 기본이다. 실제로 위의 곡의 악보를 보면 대강(大綱)117) 

표시가 6/4/4/6으로 되어 있다. 정간보(井間譜)118)를 유심히 보면 알 수

116) 두 배로 빨라짐

117) 정간보(井間譜)의 한 정간이 한 박인데, 3간, 2간, 3간,  6간, 4간, 6간씩으로 굵게

표시를 하여 표시한다. 큰 정간이라 해서 대강(大綱)이라 한다. 음악에 따라 대강이

달라지나 6+4+4+6의 구조는 느린 정악곡(‘수제천’, ‘여민락’, ‘보허자’, ‘상영산’, ‘중영

산’ 등등)의 기본 박자로 볼 수 있다. 단 ‘동동’은 6/3/3/6의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118) 우리나라 옛 기보법(記譜法)의 하나. 일명 유량악보(有量樂譜). 음가(音價)를 표시할

수 있는 정간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최고의 유량악보이다. 우물 정(井)자처럼
생긴 칸에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기보법과 함께 사용된 이 기보법은 세종

(1418-1450) 때 처음으로 고안됐다. 1행(行)이 32정간으로 이루어진 32정간보는『세종

실록(世宗實錄)』에 전한다. 1행이 16정간으로 된 16정간보는 세조(1455-1468) 때 처음

으로 창안됐다. 이 정간보는 『세조실록(世祖實錄)』에 전한다. 16정간보에는 3정간·2
정간·3정간·3정간·2정간·3정간으로 구분한 육대강(六大綱)이 사용됐다. 32정간보나 16
정간보는 모두 음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기보법이다. 음의 고저를 표시할 수 없는 결

점(缺點)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정간보는 창간됐을 때부터 율자보(律字譜)나 오음

약보(五音略譜)처럼 음의 고저를 기보할 수 있는 기보법과 함께 사용됐다. 정간보의

출현 이후 율자보나 오음약보 외 합자보(合字譜)와 육보(肉譜) 같은 음의 고저를 기보

할 수 있는 기보법이 정간보와 함께 사용됐다. 세조 이후 16정간보가 널리 사용됐으

니『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대악후보(大樂後譜)』·『금합자보(琴合字譜)』·『속악

원보(俗樂源譜)』등이 16정간보를 사용한 고악보이다. 다만『금곡대의초(琴曲大意
抄)』의 영산회상(靈山會相) 및『속악원보(俗樂源譜)』의 "영산회상(靈山會相)"·"여민락

(與民樂)·"보허자만(步虛子慢)이 20정간보로 기보됐다. 현행 가곡(歌曲)의 정간보는 1
행이 16정간으로 된 16정간보에 기보됐다. 오늘날 국립국악원에서 사용하는 정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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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9) 

   역시 시조에서도 5박, 8박을 쓰는데 여기서 5박은 3박+2박이고 (양

(陽)+음(陰), 8박은 3박+2박+3박 (양(陽)+음(陰)+양(陽)이다. 우리음악은 기

본이 3박이요, 음양의 조화를 생각해서 아니 본능적으로 3박과 2박을 섞

어서 사용하였다.120) 가곡의 16박(3+3+2+3/3+2), 10박(2+3+2/3)도 시조의

5박(3+2), 8박(3+2+3), 가사(3/3/3/3),(3+2/2+3), 영산회상의 ‘상영산’, ‘중영

산’, ‘수제천’, ‘보허자’, ‘여민락’ 등에서는 (6/4/4/6), ‘세령산’은 급박(急

迫)되어 (3/2/2/3), ‘가락덜이’(3/2/2/3), ‘상현도드리’, ‘염불도드리’는 도드

리이므로 단일 6박(3+3), ‘타령’과 ‘군악’은 (3/3/3/3)즉 기본은 3박이고 3

박과 2박을 섞어 음양박을 사용하고 느린 곡은 2배형이 된다.121)심지어

요즘 대중음악도 이런 3박 계통 음악에 셋째 박에 강세를, 4박 계통 음

악에 셋째 또는 넷째 박에 강세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핏줄로 전

해 내려오는 본능이 아닌가 생각한다.122) 그리고 우리는 셋째 박 강세

음악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외국인들은 매우 독특한 리

듬이라고 참신하다고 한다. 그들에게 특이하게 들리는 것인데, 우리나라

1정간을 1박으로 잡아서 기보하고 있다.(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

고사)
119) 민속악(民俗樂)은 악보가 없다. 아니 정간보가 없다는 것이다. 육보(肉譜)나 연음

(連音)표나 기타 구전심수(口傳心授)로 주로 전해온다.

120) 경기민요의 대표곡 중 ‘노랫가락’은 시조와 장단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시조는 5박, 
8박에서 3+2, 3+2+3의 형태이고 ‘노랫가락’은 3+2와 3+3+2의 장단을 쓴다. 즉 3박과

3+2의 음양 박은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121) /(슬러시)는 정간보의 대강표시, 16박은 ‘초수대엽’을 비롯한 가곡 대부분의 노래와

가곡기악반주와 기악화된 음악(‘경풍년’, ‘수룡음’, ‘염양춘’) 악보, 10박은 ‘편수대엽’
을 비롯한 가곡에서 ‘편’자가 들어가는 모든 노래와 가곡기악반주와 기악화된 음악

(‘편수룡음’)들의 악보, 가사는 도드리 6박 단일장단의 곡(백구사, 수양산가, 매화가, 
황계사, 춘면곡, 죽지사, 어부사, 길군악), 5박 단일장단의 곡(상사별곡, 처사가, 양양

가), 그리고 무박의 ‘권주가’가 있다. 다 대강은 ‘덩’을 기준으로 나누었다(국립국악원

홈페이지 학술연구, 고서, 악보 사이트. http://www.gugak.go.kr/site. 鄭在國, 金泰変 編. 
正樂譜), 이충선 단소산조(김기수. (1994). 『단소율보』. 서울: 은하출판사. 국립국악원

정가(正歌)연주자, 피리연주자와 국악단체의 대금연주자의 견해 포함) 
122) 연구자는 한류열풍의 음악을 가끔 들어보는데, 박자, 장단을 유심히 듣는다. 그럴

때마다 3박 곡일 경우, 첫 박보다 셋째 박에 강세가 오고, 4박 곡에서도 끝 박, 4박에

강세를 둔 곡들이 많았다. 이것 역시 자진모리의 첫박과 4박에 강세를 두는 장단과

일치한다. 우리 전통 장단이 세계적으로 통하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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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대중음악의 연주법, 악기, 노래가사나 장르들로 그냥 ‘소울’ ‘레

게’ ‘록’ ‘팝’ 등등의 이름을 붙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전통 장단이 나

타나는 것이다.

  시조123) 수업의 예이다. 이는 가창수업과 국어의 통합수업이다. 국어시

간에 시조를 정형시로 배워서 각자 창작하기를 연습한다. 시조 구성이

초, 중, 종장의 3장(삼재론, 음양중, 천지인)으로 한국의 수, 3으로 되어

있다. 시조는 초장 3-4-3-4, 중장 3-4-3-4, 종장 3-5-4-3인데 약간씩의 변동

은 있으나 종장 첫 구 3은 불변이다. 이 원칙으로 창작시조를 짓게 한다.  

   시조창의 경우 3음 계면조로 황(黃), 중(仲), 임(林) 3음을 쓴다.124) 시

조창에서는 ‘가곡’과 달리 종장 마지막 ‘하느니’ ‘하오리라’ 등등의 구절

을 생략한다. 시조는 전문 연주의 경우 반주(세피리, 단소, 대금, 해금, 

장구)를 대동하기도 하나 기본은 수양과 풍취를 위해 혼자 자신의 무릎

을 치거나 장구반주로 불렀다.125) 

   학생들은 먼저 장단연습을 자신의 무릎을 사용하여 연습한다. 잘 되

면 시조를 가사로 무릎장단을 하면서 연습한다. 익숙해지면 시조창과 함

께 무릎장단을 치면서 한다. 교사는 장구로 시조장단을 넣어 준다. 다음

의 악보는 ‘동창이’의 초장을 정간보와 가락선보로 나타낸 것으로 시각

적으로 음높이와 박자를 쉽게 알 수 있어서 발췌했다. 시조는 황, 중, 임

123) 우리는 국어시간에 시조(時調)를 배워 그냥 시(詩)로 착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한자(漢字)가 다르다. 시조(時調)는 시(時) 자(字)와 poem은 시(詩)다. 우리가 국어(國
語)시간에 배웠던 시조(時調)는 노래지 국어시간에 다른 시(詩)수업에 배웠던 시(詩)가
아니다. 시조(時調)는 시절가요의 의미이다. 

124) 이는 같은 3음 계면조라도 민요인 남도 소리계열의 3음 계면조와는 약간 다르다.

음계도 정가인 시조는 황, 중, 임이라는 율명(律名)을 쓰지만 민속요인 민요는 ‘미, 라,

도시’와 같은 계이름으로 표현한다. 남도민요는 매우 음성적인 소리이다. 떠는 음도

음성(陰性)이고 반음으로 꺾는 음도 매우 음적인 소리이다. [그림 IV-5]에서 ‘진도아

리랑’을 봐도 떠는 음(미), 평으로 내는 음(라), 꺾는 음(도시)의 3음을 사용한다. 남도

3음 계면조이다. 수축(收縮)된 금기(金氣)의 반음을 사용하는 남도토리는 금성(金性)

의 음성(陰性)으로 국악에서도 매우 개성적인 소리라 할 수 있다. 가야금 산조의 경

우도 정악 가야금과 달리 조율을 하여, 금기(金氣)의 반음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강하

게 농현(弄絃)하여 더욱 음성적(陰性的)으로 구성진 선율을 연출한다.

125) 남창(男唱)의 경우, 중(仲)을 기본 음정으로 여창(女唱)의 경우 청황(潢)을 음정으로

잡는다. 이에 따라 반주 악기의 음높이가 결정된다. 어린이와 변성 전의 경우, 청태

(汰)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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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음 계면조로 음높이가 단순하고 박자가 5박과 8박으로 정해져 있어

서 가락선보가 유용하다. 가곡의 경우는 5음을 다 사용하고 박자도 16박, 

10박에 선율과 기교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락선보보다는 원래의 정간

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아래 악보에서 덩 표시는 양손으로 무릎치기, ㉦ 표시는 왼손 검지로

무릎을 짚거나 손가락을 튕긴다. 덕은 오른손으로 치기, 쿵은 왼손으로

치기를 한다. 장단에서 주의할 점은 노래는 셋째 박에 강세를 주지만 장

단은 첫 박을 강하게 하여 장단을 꽉 잡아준다(김덕수 외, 1990). 장구나

기타 타악기(징, 북, 꽹과리 등등)가 있지만 장구반주가 기본이니 장구로

설명한다.

[그림 IV-6] ‘동창이’의 가락선보126)

126)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허화병·이희원·오병태·장주연. 세광음악출판

사. 8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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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는 시조 ‘동창이’의 초장이다. 초장이 잘 되면 중장과 종장도

가르친다. 역시 가락선보를 그려서 중장과 종장의 가사를 붙여준다. 사실

초장만 배워서는 시조를 부를 수도 없고 국어시간에 ‘시조’를 창작하였

다하더라도 쓸 데가 없다. 시조창을 배우면 학생 각자가 창작한 시조를

가락선보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 부르게 한다. 그리고 시조 ‘동창이’는 가

곡 ‘우조 초수대엽’과 시조시가 같다. 시조 ‘동창이’ 수업이 끝나면 가곡

‘우조 초수대엽’을 들려주고 서로 비교해본다.127) 

   선법에 해당하는 조(調)의 이론은 국악계에서 국악학자들마다 너무

다양한 이론과 주장이 많고 아직 통합되지 않아서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128) 크게 평조와 계면조를 각각 양과 음에 비할 수 있다. 평조, 

우조, 계면조를 비교하면 우조가 양, 평조가 중, 계면조를 음으로 나눌

수 있다. 민요의 토리는 평조, 계면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학자(장사훈/한만영, 서한범, 전인평, 백대웅, 국립국악원, 93신악회

동계 세미나)들의 의견이 다르나(권덕원, 1994), 2009개정 교과서를 기준

으로 하면 아래 악보와 같다. 지역의 위치로 구분할 때, 경토리는 중성, 

메나리토리는 양성, 수심가토리와 육자배기토리는 음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율적으로 볼 때도 수심가토리의 잘게 떨어주는 콧소리, 육자배기

토리의 반음으로 꺾는 음 등이 음성을 띠고, 강하고 억센 느낌의 메나리

토리가 양성이 된다. 다양한 토리를 학습하는 것이 음양오행에 맞다. 

  아래의 [그림 IV-7] 악보의 예를 보더라도 서도와 남도는 요성을 쓰고

남도는 반음을 사용함으로서 음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경기도는 장2도가

세 개이고 단3도가 하나인데 반해 메나리토리는 장 3도가 두 개이고 장

2도가 두 개다. 음폭이 큰 것이 더욱 역동적인 선율이므로 메나리토리가

가장 양성이고 경토리가 중성, 남도와 서도토리를 음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127) 시조가 3장 구성, 3음계로 주로 혼자(간단한 반주)인데 반해 가곡은 5장 구성, 5음

계를 사용하며 관현악 반주가 대동하는 전문가 음악이다.
128) 이혜구. (1995). 『한국음악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혜구. (2005) 『한국음악이

론』. 서울: 민속원. 이보형. (2012). 조(調)가 지시하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 한국음악

연구. 51. 245-271. 장사훈. (1977). 국악음계론. 국악교육. 2. 40-55. 황준연. (2012). 
『韓國傳統音樂의 樂調』. 서울대학교출판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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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7] ‘전국 토리’129)

  

129)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박정자·김후경·현후연·김은숙. (주). 아침나

라. 76-77.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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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메기고 받는 가창수업의 예이다. 동부민요 즉 메나리토리130)의

‘뱃노래’와 ‘옹헤야’이다. 메기는 소리로 먼저 하는 ‘옹헤야’와 받는 소리

로 시작하는 ‘뱃노래’가 있다. 시작은 양이고 뒤는 음인데, 혼자 메기는

것을 양으로 보고 제창의 받는 소리를 음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두 부분

음양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IV-8] ‘옹헤야’ 악보부분 발췌131)

   ‘옹헤야’는 단모리, 휘모리와 비슷하다. 3소박이 급해져서 2소박이 되

는 경우이다. 휘모리 빠른 2박이 4/4의 악보로 표기되었다. 메트로놈 숫

자가 없다면 혼동을 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휘모리, 단모리는 가장 빠른

급박이라 설명하고 빠른 2박의 느낌으로 설명한다. 또한 메나리토리는

미, 솔, 라, 도, 레 5음계 중 미, 라, 도를 주요 음으로 사용하는 동부민요

130) 본 연구에서는 메나리토리는 양성, 서도토리, 육자배기토리 음성, 경토리는 중성으

로 본다.

131)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박정자·김희경·현희연·김은숙. (주). 아침나

라. 82. 악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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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성(陽性)이 강한 선법이다. 

   메기고 받는 소리를 분할하여 악보로 나타낸 것은 시각적으로 입체적

으로 보여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발췌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메

기고 받는 역할을 번갈아 가며 부르도록 한다. 그러나 메기고 받는 소리

의 경우, 주로 메기는 소리는 독창으로, 받는 소리는 제창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림 IV-9] ‘뱃노래’ 악보부분 발췌132)

   ‘뱃노래’는 굿거리장단 4박자 3소박 즉 12소박이다. 점4분음표를 한

박으로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점4분음표 속에 8분음표가 3개 들어 있으

므로 한 박에 3소박을 포함한 것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뱃노래’는

받는 소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이고, ‘뱃노래’에 맞게 신체동작이 포함

되어 있어 발췌하였다. 율동과 더불어 노래를 하도록 한다.

132)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정욱희·설창환·이희종·유대안·이정원·최청와. 
BM 성안당. 84. 악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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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가창활동과 신체활동을 겸한 가무(歌舞)활동인 ‘강강술래’를 제

시한다.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 또는 추석 밤에 부녀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원형의 여러 가지 진(陳)을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곡의 구성은

중모리장단의 강강술래와 자진모리장단의 자진강강술래 음양의 이원구성

이다. 그러나 3음 계면조 육자배기토리에 강한 농음(弄音)과 반음(半音)

의 꺾는 음 등등 금기(金氣)의 음성적(陰性的)인 곡조이다. 남도소리의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를 잘 구분하여 메기고 받도록

한다. 

[그림 IV-10] ‘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 악보133)

133)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3). 정길선·황병숙·유건석·강세연·박경준·엄숙용. 
(주) 지학사. 188. 악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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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먼저 노래를 가르친다. 교사는 장구로 중모리와 자진모리

장단을 반주로 넣어준다. 중모리 12박 곡조는 첫박과 9박이 가장 강조되

므로 장구장단을 잘 쳐주고, 자진모리 4박 곡조는 첫박과 4박을 강하게

쳐준다. 중모리든 자진모리든 ‘기경결해’, ‘봄여름가을겨울’의 음양오행의

진행에 따라 장단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같은 장단의 반복이라고 다 똑

같이 치는 것이 아니다. 그 후 노래가 잘 되면 ‘강강술래’ 동영상을 보여

준다. 영상을 보고 무용을 잘 보고 참고하여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실제

로 동작을 하면서 노래 부른다. 

  다음은 가창과 사회(지리)의 통합수업의 예이다. 중국민요 ‘모리화’, 일

본민요 ‘사쿠라’, 아프리카 가나 아칸족 민요 ‘체체쿨레’를 비교하고 지

도에서 찾은 후 각 나라의 문화와 지역에 대해 공부해 본다. 

   세계음악은 사회(지리)수업과 통합수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양

한 시대의 음악은 역사과목과 연계할 수 있고, 다양한 국가의 음악은 지

리과목와 연계한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다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

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이 우리 것을 더 잘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권의 5대권 구분을

오행에 적용시킨 관점으로 볼 때도 골고루 수업하는 것이 음양오행사상

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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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 ‘모리화’ 악보134)

   중국 대표 민요 ‘모리화’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으로 주

변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모리화(Jasmine)는 말리꽃이다. 향이 좋아 차로

많이 마신다. 

   음악적으로 5음 온음음계(궁상각치우)를 사용하고 대부분 순차진행이

며, 리듬이 평이하여 중화(中和)의 토기(土氣)를 띤다. 중국을 상징하는

오행도 토(土)이다. a-a-b-c-d-e-e'로 크게 A-B-C로 볼 수 있다. 하향 종지

를 사용하여 종지의 음성(陰性)이 부각되었다. 계이름 ‘도’를 궁(宮)으로

보면 각음으로 시작, 치음으로 종지하는데, 시작음 기준 각조, 종지음을

기준으로 치조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었다.  

134)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장보윤·곽은순·곽성원. 현대음악. 91. 악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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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2] ‘사쿠라’ 악보135)

   일본의 대표민요로 에도(江戶) 막부시대136)부터 전해 온 ‘사쿠라’이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제 1막에 사용되었다. 최저음부터 최고음까지

시-도-미-파-라-시-도로서 중심음 ‘미’ 5음 음계로 종지도 중심음으로 한

다.  5음 음계에서 한 옥타브 내에 반음이 2개인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로서 일본의 특색이 강하게 풍긴다고 할 수 있다. 동양사(일본사)와 지리

수업을 병행하여 수업할 수 있다. 

   반음을 사용하는 금기의 음성적 특징이 매우 강하고, 처연하면서 애

수를 띤 곡이다. 일본은 자체로도 섬나라라서 음기가 강한데, 노래 선율

도 매우 음성적(陰性的)이며 강한 숙살성(肅殺性)과 수축성(收縮性)의 금

기(金氣)를 띤 음악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대표 민요 ‘본조아리랑’, 중국의 대표 민요 ‘모리화’, 일본의

대표 민요 ‘사쿠라’를 가지고 3국을 비교한다. 먼저 서양식 계이름과 오

음약보137) 방식으로 음계를 분석해보면 ‘본조아리랑’은 솔라도레미의 5

135)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3). 강민선·양은주·한태동·김선희·류주욱. 교학

사. 137. 악보 발췌.
136)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일본을 통일하고 에도(江戶, 현재 ‘토오쿄오(東京)’)

에 수립한 부케정권(武家政權). 지금도 東京人들은 자신을 에도사람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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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계로 구성되었으며, 계이름 ‘도’를 중심음 궁(宮)으로 보면 하일(下

一) ‘라’, 하이(下二) ‘솔’, 상일(上一) ‘레’, 상이(上二) ‘미’로서 곡은 최저

음 ‘솔’에서 최고음 ‘솔’로서 ‘솔라도레미솔’의 한 옥타브 이내의 노래이

다. 중심음(宮)에서 아래로 4도, 위로 5도로 중심음 기준, 위아래로 다 완

전음계의 범위로 움직인다. 시작은 하이(下二) ‘솔’로 시작하나 종지는

중심음 ‘도(宮)’으로 한다. 

   ‘모리화’는 계이름으로 볼 때 최저음 ‘솔’에서 최고음 ‘미’로 옥타브(8

도)를 넘어 13도의 음정의 폭을 가지고 있으며, 중심음 ‘미’를 궁(宮)으로

보면 하일(下一) ‘레’, 하이(下二) ‘도’, 하삼(下三) ‘라’, 하사(下四) ‘솔’이

되며, 상일(上一) ‘솔’, 상이(上二) ‘라’, 상삼(上三) ‘도’로 분석할 수 있

다. 즉 ‘솔라도레미솔라도’의 음역을 갖고 있다. ‘미’ 궁(宮)을 중심으로

아래로 장6도, 위로 단6도의 음정의 폭을 가지며 시작을 ‘미’ 중심음(宮)

으로 하나 종지는 하사(下四) ‘솔’ 음으로 종지한다. 

   ‘사쿠라’는 계이름으로 볼 때, 최저음 ‘시’에서 최고음 ‘시’로 한 옥타

브의 곡으로 음역은 ‘시도미파라시’의 음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아리

랑’과 중국의 ‘모리화’의 경우 온음계로 진행하고 있으나 ‘사쿠라’는 ‘시

도’와 ‘미파’의 반음계가 한 옥타브 내에 2개 들어있다. 중심음 ‘미’를 궁

(宮)으로 보면 하일(下一) ‘도’, 하이(下二) ‘시’, 상일(上一) ‘파’, 상이(上

二) ‘라’, 상삼(上三) ‘시’로 분석할 수 있다. 시작을 상이(上二) ‘라’로 하

고 종지는 ‘미’ 중심음(宮)으로 한다. 

   즉 셋 다 5음음계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본조아리랑’은 강한 3박 장

단과 화려하고 창의적인 시김새를 갖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역동

적이며 창의성을 지녀 양성(陽性)이 강하고, 짝수 박 위주이며 평이(平

易)한 장단의 중국의 ‘모리화’는 중성(中性), 짝수박이면서 반음을 많이

사용한 일본의 ‘사쿠라’는 음성(陰性)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5음음계의 5라는 숫자도 오행(五行)의 5수, 우리나라 남도 3음

계면조의 음계의 3과 3박장단도 한국의 수, 3수(천지인(天地人) 삼재(三

才))로 볼 수 있다. 

137) 조선 세조(朝鮮 世祖)가 창제하여 19세기까지 사용해온 국악 기보법(記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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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3] ‘체체쿨레’ 악보138)

   아프리카 ‘가나’의 아칸족 민요로 율동과 겸비해서 지도할 수 있어

가창과 체육의 통합용으로 발췌하였다. 도, 레, 미, 파, 솔의 5음을 사용

하였으나 반음계는 사용하지 않았다. a-a-b-b-c-c-d-d-e-e-e-f의 구조로서

A-B-C-D-E-E'구조이다. 온음음계이며, 당김음을 많이 사용하고, 순차진행

과 도약진행이 섞여 있어 양성(陽性)에 목성(木性)을 띤 밝은 노래이다. 

위 그림의 율동과 함께 지도한다. 

   아프리카 지도를 펴서 가나의 위치와 문화를 설명한다. 가나는 초콜

릿의 원료인 카카오(Cacao)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고 나라에서도 여러

부족이 모여 있다. 그 중 아칸족의 노래임을 설명한다. 

138) 2009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주광식·채은영·김주경·최은아. (주). 박영사. 
16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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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악수업

   주로 악기연주, 기악활동을 말하는 데, 이는 몸으로 표현하되, 악기라

는 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양중음(陽中陰), 즉 목

(木)의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계절로는 봄으로 부드러우나 치솟는 기운이

느껴지는 목(木)의 활동처럼 자라나는 나무처럼 성장하도록 가르친다.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에 따르면 가창활동에 비해 기악활동

의 비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창의 경우,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고 교사의 전공과 관계없

이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악, 세계음악의 장르의 구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악활동의 경우, 악기를 전 학생이 지참

해야 하고 학생 모두 연주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교사의

전공에 따라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약이 따른다. 특히 교사의

전공이 국악이 아닌 경우 국악의 기악활동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기악활동의 예시들은 쉬운 대중음악의 2중

주139), 사물놀이의 기초 등이 눈에 띄고, 악기로서는 리코더, 피아노, 장

구, 단소, 소금, 기타, 가야금 등의 제재곡이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학생

들이 다룰 수 있고,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악기가 얼마나 되는

지 의문이 든다. 음악실이 제대로 있는 경우라고 해도, 학생들 전원 가야

금을 연주하거나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휴

대가 간편하고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리코더, 소금을 제외하고는 각자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주 능력의 편차가 크다. 학생의 기악능력을 사교

육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140) 

139) 교과서의 기악활동은 쉽고 친숙한 대중음악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역시 대중음

악을 학교음악수업에 적용하기엔 시간이 아깝다. 대중음악은 사설학원에서도 많이 가

르치고, 학생 개별로 생활화되어 연주할 일이 많다. 굳이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

다고 생각한다.

140) 실제로 연구자는 사설학원과 개인레슨으로 학생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너희들 학원에서 다 배워왔지?”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배우러왔다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생들은 사설학원에서 단소나 기타, 피아노, 가야금, 장구 등을 배워간다. 가

창활동보다 기악활동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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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시하는 기악활동은 푸가(fuga)141)이다. 연주활동은 목(木)이

나 제재곡의 푸가는 밝고 화려한 선율로 화(火)의 음악으로 연구자가 지

었다. 전체적으로 화(火)의 기운을 구상한 것이지만 부분 부분으로 따지

자면 목(木), 토(土), 금(金), 수(水) 등등의 선율도 다 들어있다. 한 가지

오행만으로는 음악을 지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오행(五行)을

그 중심오행으로 삼는 것이다. 교사가 피아노로 시범을 보인다. 학생들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연주한다. 3성 푸가(fuga)이므로 세 명 단위 또는

전체 3그룹을 나눠서 3선율을 번갈아 가면서 연주할 수 있다. 잘 되면

독주를 한다. 즉 대위법(對位法)142) 음악 이론을 설명하면서 음악사, 음

악형식과 함께 기악수업을 한다. 악기 선택은 자유롭게 음역에 맞는 것

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론의 토(土), 연주의 목(木), 그러나 악곡은 화(火), 

악기선택은 자유로운 금(金) 등으로 음양오행이 고루 분포되는 수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이 곡은 연주와 이론(음악형식, 음악사)을 위한 제제곡

이다. 현행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따로 대위법이나 화성법을 가르치기

보다는 서양음악사, 국악사를 따로 설정한 정도이다. 음악사와 화성법, 

대위법은 그때그때 악곡에 따라서 함께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3성 푸가는 이후 ‘바흐의 푸가’ 감상수업에 앞서 기초 이론을 배우고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쉬운 푸가를 익힌 후 다음에 대가의

푸가를 감상하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141) 푸가(fuga)는 하나의 주제(때로는 2개 혹은 3개의 주제. 이 경우에는 2중 푸가 혹은

3중 푸가라고 한다)가 각 성부 혹은 각 악기에 장기적이며 규율적인 모방반복을 행하

면서 특정된 조적(調的)법칙을 지켜 만든 악곡이다. 푸가가 갖는 선율적 요소는 주제

(주창), 응답(답창), 대주제(對主題―대창, 주제 혹은 응답의 대위적 부주제)의 3개이

다. 또한 주제 종결의 연장으로서의 코다도 선율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파퓰러음악용

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1.28, 삼호뮤직)
142) 독립성이 강한 둘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작곡기법, 음표 대 음표를 뜻

하는 라틴어 punctus contra punctus(點對點)에서 유래한 말로 각 성부가 명료하게 선율

적 독립성을 지니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 16세기

17세기가 전성시대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는 화성음악의 시대에 해당하며

17, 18. 20세기는 양자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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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4] 기악지도 악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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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IV-15]와 [그림 IV-16] 악곡은 역시 기악과 이론수업을

위한 악곡으로 연구자가 작곡한 연습곡 5번과 7번이다. 둘 다 대위법 기

초 악곡인데, 앞의 푸가보다 난이도에 있어 쉽다. 5번은 2성부 악곡이고

7번은 2성이나 부분 3성이니 두 명 단위로 연주를 하거나 한 반을 두 그

룹으로 짜서 연주할 수 있다. 악기는 음역대와 음량이 비슷한 어떤 선율

악기라도 가능하다. 오행이 다른 여러 다양한 악기로 표현해보고 음색을

서로 비교해 본다. 두 곡 모두 장조에서 중간에 단조로 전조한 부분이

있으니 음양을 조화했다. 두 곡 다 빠른 악곡으로 화(火)기가 강하다. 합

주를 먼저 시키고 다음 서로 바꿔 선율을 연주한 다음 익숙해지면 독주

를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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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5] 기악지도 악보 2

   [그림 IV-15]와 [그림 IV-16] 의 악보를 교사가 피아노로 시범을 보인

다. 피아노가 없으면 다른 건반악기로 대체한다. 학생들은 멜로디언을 사

용할 수 있다. 클래식 기타를 연주할 수 있으면 기타 2중주, 리코더 2중

주라면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음역대를 악기에 맞게 조정해서 연주한다. 

목금 2중주, 철금 2중주 다 가능하다. 여기서 2중주란 2명만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2그룹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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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6] 기악지도 악보 3

  다음은 국악 기악수업의 예시로 단소로 ‘정간보’를 보고 연주하기이다. 

‘영산회상143)’ 중 ‘타령’의 악보이다. 이 정간보를 보면 장구반주가 ‘타령

장단(4박 3소박=12소박, 3/3/3/3)’으로 붙어 있다. 학생이 단소를 불고 교

사가 장구로 타령반주를 넣는다.144) 꾸밈음도 표현되어 있다.

143) ‘영산회상불보살(靈山會上佛菩薩)’로 원래는 가사가 있는 불교음악이었으나 이후 가

사가 탈락되고 풍류음악으로 연주되었다. 현악영산회산, 관악영산회상, 평조회상의 3

종이 있으며, 현악영산회상의 구성은 상영산, 중영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 군악, 타령으로 관악영산회상과 평조회상에서는 하현도드리가 빠진

다(이성천, 2000). 
144) 반주 장구와 풍물 장구는 다르다. 장구의 크기, 연주법(열채, 궁채)도 장단의 내용

도 차이가 크다. ‘타령’은 정악 타령장단이고, 가곡, 시조, 궁중음악 뿐 아니라 민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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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7] ‘타령’ 악보145)

   위의 [그림 IV-17] ‘타령’ 악보는 잔가락을 뺀 ‘타령’의 1장으로 원곡

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서 시조 ‘동창이’가 초, 중, 종장을 다해

야 한 곡이 되듯이 ‘타령’도 전체 4장까지를 다 해야 한 곡조가 되므로

1장만 가르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타령’도 ‘영산회상’ 9곡 중 한 곡인

데 그 한 곡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1장을 불

수 있다면 2, 3, 4장도 불 수 있다. 단소는 처음 소리 내는 것이 어렵지

소리가 나고 위의 정간보를 읽고 연주할 수 있으면 나머지 2, 3, 4장도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다. 교사는 나머지 악보를 구해서 학생들에게 나

인 민요, 잡가도 다 반주 장구를 사용한다(선소리 제외). 즉 기악, 성악 다 반주를 할

때는 반주 장구를 사용한다.

145)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양종모·신현남·김한순·독고현·황은주. 음악

과 생활. 69. 악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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눠주고 가르친다. 위의 악보도 잔가락을 뺀 단순한 악보로 되어 있으므

로 학생들이 무리 없이 잘 연주하면 잔가락이 다 들어 있는 원본 악보로

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조는 계면조이나 평조처럼 들린다. 5음 계면조(중임무황태)로 구성된

정악이라 음(陰)의 조성이나 양성(陽性)처럼 밝게 느껴진다.146) 정악은 감

정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곡이 빠르기 때문이기

도 하다. 단소는 자체가 계면조 악곡에 맞게 지공(指空)이 구성되어 있

다.147)

   다음의 기악 제재곡은 ‘사물놀이’의 기초이다. ‘사물놀이’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에 의해 1978년 창단되었다. 꽹과리, 장구, 북, 징의 4 악기로

전국의 유명한 풍물굿의 가락을 짜깁기해서 극음악용으로 만든 것이다

(김덕수, 2007). 

[그림 IV-18] ‘사물놀이 인사굿’148) 

   이 인사굿은 3/3/3/3의 장단이며 한 대강에서 첫 박과 둘째 박이 강조

되어 당김음과 같은 효과를 내어 역동적인 장단으로 구성되었다. 3박자

146) 대부분의 국악인(정악(正樂))의 경우, 정확한 (중임무황태)음정과 빠른 속도로 연주

하나 특정인의 경우, ‘타령’의 특정 음정을 단조(minor)처럼 눅여낸다는 의견도 있다.

147) 단소는 기본적으로 중(仲)임(林)무(無)황(黃)태(太)의 음계로 연주하지만 단소의 전

체 지공을 다 막으면 중(仲) 아래에 협(夾)음을 낼 수 있다. 또한 기본 중(仲) 지공법

에서 왼손 3지만을 떼면 남(南)음도 낼 수 있다. 즉 ‘협중임남무황태’를 다 낼 수 있

어서 계면조 악기지만 평조, 계면조 다 연주 가능하다. 그리고 ‘중임무황태’의 5음계

는 음정구성이 평조의 ‘솔라도레미’ 계이름과 구성이 같아 평조로 들리고 평조곡을

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크고 길게 평조단소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이는 ‘황태중임남’을 기본으로 지공을 뚫어서 저음의 평조를 연주하도록 하였으나

지공(指空)간의 거리가 넓어서 여성 또는 어린이가 연주하기는 불편하다.

148)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2014). 민은기·이경화·안인경·송선형. 천재교육. 136 
발췌



- 155 -

구성으로 3박의 느낌을 잘 살려 연주한다. 

[그림 IV-19] ‘사물놀이 구음 연주법’149) 

   국악에서 구음(口音)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간보가 없는 민속악에

서 더 그러하다. 구음만 가지고도 어떤 악기의 어떤 곡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사물놀이의 경우 무율타악기이므로 선율

은 없지만 연주법을 알 수 있다. 보통 장단악기는 기본이 장구이므로

“덩, 쿵, 덕, 딱, 더러러러”와 같은 장구의 구음 표현을 많이 쓴다. 학생

들에게 구음 연습을 시키고 다음에 직접 연주를 하게 한다. 

   다음의 [그림 IV-20] ‘별달거리’는 2소박 장단으로 구성되었다. 빠른

곡의 경우 3소박이 2소박으로 바뀐다. 이는 ‘휘모리’장단과 마찬가지이

다. 2소박 장단을 잘 살려 가사만 먼저 연습한 다음 구음으로 연습한다. 

149)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2014). 민은기·이경화·안인경·송선형. 천재교육. 137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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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가사와 연주를 같이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 2소박에 맞

는 가사를 창작해 오도록 하여 창작한 가사에 ‘별달거리’를 연주하게 한

다.

[그림 IV-20] ‘별달거리’ 사물악보150)

150)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양종모·신현남·김한순·독고현·황은주. 음악

과 생활. 73. 발췌.



- 157 -

   사물놀이 수업을 할 경우, 사물악기를 전부 지참 또는 부분 지참하여

연주한다고 해도 음량이 매우 크므로 다른 학급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음이 잘 되는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악기를

배분하고 구음으로 먼저 합주를 한 뒤 잘 되면 악기로 합주를 한다. 꽹

과리, 북, 장구, 징 4가지 악기의 구음이 다 다르다. 구음만 보면 어느 악

기인지 알 수 있다. 구음으로 먼저 연습한 후, 악기로 연주한다. 4 그룹

으로 4 악기를 나눈다. 그룹은 사상체질을 고려하여 나눈다. 

   다음의 기악수업 제시는 장구 기본 장단연주이다. 장구는 모든 국악

(정악, 민속악)의 가창, 기악, 무용 등에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와 같

은 악기로 국악의 가장 기초 기악활동은 장구라 할 수 있다. 앞서 가창

활동에서 국악가창 시에 장구로 장단을 치면서 노래할 수 있다. 장구 장

단치기 수업을 한 이후의 국악 가창은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기로 진행하

도록 한다. 단 ‘사물놀이’에서의 장구와 반주장구는 다르다. 크기도 다르

지만 연주법과 치는 장단의 종류도 다르다. ‘사물놀이’는 궁글채를 사용

하고 반주장구는 열채를 사용한다. 여기서의 장구 장단치기 수업은 반주

장구를 의미한다. 역시 구음으로 먼저 연습을 한 후 악기로 연주한다. 

   세마치를 배우면, 아리랑, 도라지 등의 세마치장단의 노래를 부를 때

장구로 반주하면서 노래를 한다. 단소로 ‘타령’을 불 때는 타령장단을 장

구로 반주해 준다. 늴리리야 등의 굿거리장단의 노래를 할 때는 굿거리

장단을 연주하면서 부른다. ‘옹헤야’를 메기고 받으면서 단모리장단을 친

다. ‘강원도아리랑’을 부르면서 엇모리장단을 친다. 학생들이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를 부르며 동작을 할 때도 교사는 중모리와 자진모리장단

을 장구로 반주를 해준다. 장구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해야 완전한 노

래가 된다. 가창(화(火)) 따로, 기악(목(木)) 따로의 수업보다 가창과 기악

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음악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음양적으로 보충이 되

고 양뇌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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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1] ‘장구 장단’151) 

   구음과 정간보, 오선보가 함께 병기되어 한 눈에 보기 쉬운 악보라

발췌하였다. 엇모리는 3+2 장단이고 단모리(휘모리)는 2+2+2+2의 장단이

고 그 외는 다 3+3+3+3의 장단구성이다. 

151)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홍미희·김종건·이동희·이승윤·정미·허유미· 
비상교육. 8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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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작수업

   창작은 동작이나 신체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음(陰)

이나 자신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해 내는 것이므로 음중양(陰中陽), 

즉 금(金)의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창작활동은 금(金), 계절로 가을이며

가을의 금기는 수축하고 강건(剛健)하다. 체질론으로 볼 때도 태양인이

가장 창의력이 뛰어난데, 태양인이 가장 강한 오행은 금(金)이다. 태양인

을 금양인, 금음인으로 구분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 실재로 천재 작곡가

들은 대부분 금체질, 즉 태양인이 많았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학교 음악

교육을 함에 있어서, 태양인 학생은 워낙 극소수이고, 다른 대부분의 체

질을 가진 학생들도 음양오행을 고루 구비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도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교육 트렌드는 ‘창의(創意)’ ‘인성(人性)’인데, ‘창의성’ 신장에

음악이 빠질 수 없고, 음악 활동 중에서도 ‘창작’ 활동이 있어 매우 적절

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창작활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

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답과 점수에 집착하여 자신의 내면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함”을 한 요인(김용희, 2000)과, “평소에 축적된 실력이 많은

모범생 타입의 학생이 사고의 틀을 깨고 표현력을 발산하기 시작할 때

수업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김용희, 2001).” 이처럼 학생의 내면적 요인이

창작활동에 어려운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교사 스스로 창작활동에 자유

롭지 않은 경우(김용희, 2006)도 있다고 본다.152)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 중에서 가장 미비한 활동영역이 ‘창작’인데, 교과서에는 창

작활동을 단순히 ‘가사 바꾸기’, ‘화성’에 맞는 선율 창작하기 등의 활동

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MIDI나 컴퓨터를 이용한 창작활

동에 관련된 예시들도 있으나, 학교 음악실 설비에 컴퓨터음악 관련 장

비가 얼마나 설치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컴퓨터 음악장비 교실은 대학에

152) 연구자는 초, 중, 고 음악시간에 창작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학부(오르간 전공,

피아노 부전공), 석사(음악교육 전공) 때도 전공수업 외, 화성법, 대위법, 관현악법 시

간에 곡을 쓰지 못하고 박사과정에 와서 개별로 신청한 창작수업시간에서 비로소 곡

을 썼다. 즉 작곡전공 출신이 아닌 경우 창작수업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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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실기작곡과 전용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대로 된 창작수업을 한

경우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는 의외로 높다(석문주, 2001)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는 창작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아래의 [IV-22] 창작지도 악보는 애니메이션 음악을 창작수업의 활용

의 예시이다. 창작의 재료로 대중음악을 사용하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

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 등을 창작의

자료로 삼도록 한다. 다음의 예시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부산 아시안게

임 주제곡 '프론티어(frontier)'로 유명한 ‘양방언’의 음악(애니메이션, ‘십

이국기(十二國記)’ 시작곡)을 연구자가 편곡하였다. 양방언의 주선율에

위 아래로 대선율을 추가하여 넣었다. 본 곡은 아시아 선율악기 독주와

관현합주인데 바이올린과 피아노 2중주곡으로 편곡하였다. 

   이 곡은 쓸쓸한 금(金)의 기운과 잠장(潛藏)의 수(水)의 기운의 독주부

분과 목(木)과 토(土)의 중후하면서 씩씩한 관현합주 부분으로 구성되었

다. A-A-B-C로 A 와 B 부분은 아시아계 선율악기 독주, C 부분은 관현

악 파트이다. 대중음악은 악보로 곡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원

으로 작곡하는 것이기에 악보는 듣고 채보를 해야 한다. 

   교사는 양방언의 원곡을 들려준 다음 시범으로 이 곡을 연주한다. 이

악보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유명한 곡이므로 원래 양방언의 원곡과 연

구자의 선율이 어떻게 다른 지를 파악하게 해본다. 그렇게 예시를 든 후, 

학생들에게 각자 좋아하는 곡을 선택하여 능력껏 채보하도록 한다. 능력

이 되는 학생들은 편곡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대중음악 관련 수업은 창

작수업 재료로 매우 적당하다. 또 더 심화한다면 학생들에게 직접 음원

을 제작해 오도록 한다. 요즘 작곡 프로그램(cakewalk sonar, cubase 등등)

이 많고, 악보사보 프로그램(sibelius, finale 등등)도 많으니 적극 활용토록

지도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중음악을 악보로 채보해 오는

과제를 준다. 곡 분량은 1분에서 2분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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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V-22] 창작지도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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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블루스 창작하기의 예시이다. 

[그림 IV-23]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악보153)

   ‘푸가’는 대위법을 설명하였지만 블루스는 화성법을 가르친다. 전형적

인 블루스의 12마디 코드 진행은 I-I-I-I-IV-IV-I-I-V-IV-I-I로 진행한다. 그

리고 블루스 음계는 장단음계가 섞여 있는데, 위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는 첫마디 I도는 장음계, 2마디 I도는 단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IV도에서

도 단음계를 사용하여 이 곡은 전체적으로 단음계를 많이 사용하여 음성

이 강한 노래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음양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선율이

블루스의 독특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리듬의 차원에서는 마디 첫 부분

에 쉼표를 많이 넣어 당김음의 효과를 주어 목성(木性)을 띤다. 

   학생들에게 블루스 화성진행을 설명하고 이 곡을 연습하게 한 다음

자신의 블루스 선율을 창작하도록 한다. 화성은 정해진 것으로 화성에

맞는 선율만 지으면 되므로 난이도는 무난하다고 본다. 

153)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4). 김용희·김신영·현경실·현경채·임인경·최유진·
오누리. 금성출판사. 93. 악보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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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상수업

   감상은 음악, 소리를 외부에서 자신의 내부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내부에서 미적체험을 하는 것이므로 음양오행으로 음중음(陰中陰), 즉 수

(水)의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한다. 음악과 소리 자

체가 수(水)인데다, 감상활동 역시 수(水)의 활동이므로 음양적으로 볼

때, 매우 음기(陰氣)가 강한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감상활동을 함에 있어

서, 학생들이 제대로 집중하고 들을 수 있도록 교사가 유념해야 한다. 연

령이 짧을수록 집중하는 시간이 짧으므로 가능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악곡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수동적인 감상활동이 되지 않도록 지도

해야 한다. 

   특히 국악감상에 있어서는 음양오행적 분석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음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같아서 음양오행론이 알게 모르게

다 배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크게 정악(正樂)과 민속악(民俗樂)으로 나

누면, 정악은 품위(品位) 있고, 아정(雅正)한 음악이므로 정신적 세계, 중

용의 도, 절제미, 우아미 등등 표현보다는 내적 체험과 중용을 중시하므

로 음양으로 정신적이고 내재적인 양의 기운이 강하고, 민속악은 감정의

직설적인 표현, 농현(弄絃)154)과 농음(弄音)155)도 강하고, 가사(歌辭)나 사

설(辭說)의 경우, 매우 직설적이고 대중적인 가사도 많이 있었다. 장단의

경우도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장단을 사용하였으며, 신명나는 음악이

많다. 역시 정악에 비해 음이라 하겠다. 단 성향적으로 정악과 민속악의

음양을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다. 

154) 요(搖)·요롱(搖弄)·롱(弄)이라고도 하며, 관악기의 요성(搖聲)과 같다. 넓은 뜻으로는

줄을 흔드는 것, 또 줄을 끌어내리거나(퇴성, 退聲), 줄을 밀어 소리를 낸 다음 급히

제 음으로 끌어내리는 것(꺾는 소리), 줄을 급히 밀어 올렸다가 다시 제 음으로 돌아

오는 것, 전성(轉聲)등을 통틀어 의미하고, 좁은 뜻으로는 줄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

법을 의미한다. 장사훈. (1966). 농현법의 연구.『국악논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사

훈. (1975). 거문고의 역안법에 따른 연주기법의 발전에 대하여.『한국전통음악의 연

구』. 서울: 보진재. 장사훈. (1975). 전성법과 퇴성법.『한국전통음악의 연구』.서울: 
보진재.

155) 현악기가 아닌 관악기나 노래의 요성(搖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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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통음악은 예로부터 악가무일체(樂歌舞 一體)로 시작되었다. 제

천의식(祭天儀式)에서 비롯하였는데, 제천의식에서 궁중음악(宮中音樂), 

굿 음악까지 그런 경향이 다분하다. 그리고 무용(舞踊)에는 반드시 음악

이 따랐다. 이런 악가무일체 음악부터, 무용반주, 악기 제조부터 악론(樂

論), 의상, 악기배치156), 악률(樂律) 등등에 다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있

다.157) 

   우선 아악(雅樂)의 경우, 중국 주(周)나라의 아악(雅樂)의 원리를 충실

히 따라서 복원하여 연주하였다. 그러나 황종(黃鐘)158)율관(律管)을 우리

156) 동(東)쪽에 양(陽)에 해당하는 악기배치와 시작(陽)을 담당하고, 서(西)쪽에 음(陰)

에 해당하는 악기배치와 마침(陰)을 담당한다. 예) 편종(編鐘)(부어 만드는 악기(양,

陽), 축(柷)은 동쪽에 배치, 시작에 연주하고, 편경(編磬)(깎아 만드는 악기, 음(陰), 어

(敔)는 서쪽에 배치 음악의 끝에 연주한다. 어(敔)는 호랑이 모양인데 호랑이가 상징

하는 것도 백호(白虎), 금(金), 서(西)쪽이다.

157)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과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에서 궁중의 의식음악과 제례음

악 연주시의 악기 배치, 즉 악현제도(樂懸制度) 중 당상(堂上)에 위치하는 등가(登歌)
와 섬돌 아래인 당하(堂下)에 위치하는 헌가(軒架)가 짝을 이룬다. 연주악대를 갈라놓

은 것은 음양사상 산물로 등가는 양의 위치이고 헌가는 음의 위치에 속한다. 따라서

등가에서는 음려(陰呂)의 음악을 연주하고 헌가에서는 양율(陽律)의 음악을 연주한다. 
등가와 헌가는 함께 연주하지 않고 교대로 연주한다. 등가 악기는 편종, 편경, 금, 슬, 
지, 적, 소, 소생, 화생, 훈, 박부, 축, 어이다. 헌가악기는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가 중

심이 되며 편종(編鍾)·편경(編磬)·일현금(一絃琴)·삼현금(三絃琴)·오현금(五絃琴)·칠현금

(七絃琴)·구현금(九絃琴)·슬(瑟)·지(篪)·소(簫)·소생(巢笙)·진고(晉鼓)·입고(立鼓)·우생(竽
笙)·훈(塤)·비고(鼙鼓)·응고(應鼓)·축(柷)·어(敔)였다. 우리나라에 이 악기배치법이 수용

된 것은 1116년(예종 11)에 송나라로부터의 아악 수용과 때를 같이한다. (국악용어사

전. 2010. 7. 국립국악원).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158) 한국의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율명(律名). 12율(律)의 첫째 율이며 양율(陽律)에 속한

다. 12율을 산출하는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의 기준음이 되며 율관(律管)의 길이는

대개 9치 9푼으로 한다. 황종의 음높이는 당악계(唐樂系)음악이나 제례악 등에서는 서

양음악의 C음에 가깝고, 여민락(與民樂), 보허사(步虛詞), 및 가곡 ·가사 등 향악계(鄕
樂系)음악에서는 E♭에 가깝다. 두 번째는 동양 음악의 십이율(十二律) 중에서 첫 번

째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중국 고대 역법에서는

십이율은 낮은 음으로부터 황종(黃鍾),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鍾),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鍾),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鍾)의 순

으로 되어 있다. 십이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첫 음인 황종은 11월에 해당한다. 중국 후한

(後漢), 반고(班固)의 『백호통의(白虎通義)』 「오행편(五行篇)」에 “11월을 황종이라

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황(黃)은 중화(中和)의 색이고 종(鍾)은 움직인다는 뜻이

니, 양의 기운이 땅 속에서 움직여 만물을 배양한다는 의미이다(十一月謂之黃鍾何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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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식으로 새로 만들었다.159) 아악 연주에 사용하는 악기는 팔음(八音)

이라 하여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 8

가지 천연재료를 사용하였다. 이 재료는 오행을 구비한 것으로 굳이 8종

류를 한 것은 역(易)의 팔괘(八卦)를 본뜬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다음의 음양오행론적 감상수업안의 예시는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

다. 종묘제례는 제사음악으로 조선 역대 군왕과 왕비를 모신 사당인 종

묘(宗廟)에서 거행하는 제사이다.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은 공자(孔子)와

그 제자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고 종묘제례악은 조선 왕

과 왕비를 제사지내는 음악이다.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1호이자

2001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제례악은

의식음악(儀式音樂), 제례음악(祭禮音樂), 악가무일체(樂歌舞一體), 음양오

행철학(陰陽五行哲學)이 고스란히 담긴 곡으로 감상수업 뿐 아니라 음양

오행의 설명에 매우 용이한 제재곡이다. 

   우선 기본 종묘제례악의 구성과 내용을 설명한다. 노래를 ‘악장(樂

章)’이라 하며 악(樂)은 기악반주, 무(舞)는 일무(佾舞)라 칭한다. 그 다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악가무(樂歌舞)와 악기(樂器)구성, 위치, 연주순서

등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가능하다면 매년 5월 첫 일요일에 직접 학생

들을 데려가서 종묘제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일 년

에 단 하루이므로 부득이하게 동영상을 보여준다.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세종대왕 때 회례악으로 만들었으나 세

조 때 종묘제례악으로 보태평, 정대업을 각각 11곡을 편곡한 기원을 설

명하고 종묘제례악의 구성과 배치 등을 설명한다. 종묘제례악의 구성은

문덕(文德)을 칭송한 보태평(保太平)과 무공(武功)을 치하한 정대업(定大

業)으로 나뉘는데, 보태평을 양(陽)의 음악으로 황태중임남(黃太仲林南)의

5음 평조(平調), 황협중임무(黃夾仲林無)의 5음 계면조(界面調)인 정대업

을 음(陰)의 음악에 비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음악에 일무(佾舞)가

中和之色 鍾者動也 言陽氣動於黃泉之下 動養萬物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국립민속

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159) 한국 기장쌀이 중국기장쌀보다 작아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중국계 아악이나 당악

은 황종음이 C 음이고 한국계 향악음악은 황종음인 Eb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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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데, 악현제도(樂懸制度)는 당상(堂上)에 위치하는 등가(登歌)와 섬

돌 아래인 당하(堂下)에 위치한 헌가(軒架)가 짝을 이룬다. 양(陽)인 등가

에서는 음려(陰呂)인 음악을 연주하고 헌가에서 양율(陽律)의 음악을 연

주하여 중화(中和)를 맞춘다. 등가와 헌가는 교대로 연주한다. 

   악기는 문묘제례악은 아악기만 사용하지만 종묘제례악은 아악기, 당

악기, 향악기를 모두 사용한다. 등가의 악기는 편종, 편경, 금, 슬, 지 적, 

소, 생, 훈, 박부, 축, 어이며, 헌가의 악기는 관악기, 타악기 중심으로 편

종, 편경, 일현금, 삼현금, 오현금, 칠현금, 구현금, 슬, 지, 소, 소생, 진고, 

입고, 우생, 훈, 비고, 응고, 축, 어이다. 방위로는 양의 방향인 동쪽에 양

의 악기(부어 만드는 악기)인 편종, 축 등을 배치하고 시작음을 연주하고

음의 방향인 서쪽에 음의 악기(깎아 만든 악기)인 편경, 어 등을 배치하

여 마지막 음을 연주한다. 이는 악기, 방향, 위치, 음의 시작과 마침 등을

음양오행의 원리에 맞게 연주, 무용, 가창하는 것이다. 종묘제례악은 국

악사 중 조선초기의 음악, 궁중음악, 제례음악, 악가무일체 음악, 악기구

분, 악기위치, 악곡구분, 연주방식 등등 이론적 배경등등 음양오행을 염

두에 두고 작곡되었다. 

   다음의 [그림 IV-24]악보의 예시는 종묘제례악 중 보태평의 첫째곡

‘희문’으로 신(神)을 맞는 ‘영신례’와 첫 술을 바치는 ‘초헌’에 연주되는

악곡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문묘제례악과 달리 우리음악인 종묘제례악에

서도 시김새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잘 들어보고 양국의 특징을 비교해 본

다. 그리고 [그림 IV-25]은 보태평 중 ‘귀인’을 노래만 따서 그린 악보인

데 율명이 있으므로 ‘귀인’을 율명으로 따라 불러보도록 한다. 제례악을

오선보로 표기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나 여러 악기를 한 악보에 표시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그림 IV-24]악보를 발췌하였다. [그림

IV-25] 악보는 ‘귀인’을 부르는데 필요한 단선율 악보로 참고하는 수준에

서 발췌하였다. 학생들에게 악보를 감상할 때 참고용으로 보여주고 실제

소리와 악보의 차이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한다. 왜냐하면 실제 음악과

오선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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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4] 보태평 중 ‘희문’ 악보 발췌160)

   

[그림 IV-25] 보태평 중 ‘귀인’ 노래 악보 발췌161)

   ‘귀인’은 보태평의 황태중임남의 5음 평조(‘정대업’에 비해 양(陽)이나

제례악의 특성상 평온한 중성(中性)에 가까운 선율이다. 음양중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이다.

160)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창의지성 음악. (2012). 윤용재·손철수·남기훈·지종문·김태

은·이요한·구정미·정원경·이주상·김백희·홍미리. 경기도교육청. 238. 악보 발췌

161)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음악. (2013). 윤명원·윤경미·조성기·이지혜·최문희. 천재교

과서. 144. 악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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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바로크 음악의 대표자 바흐(J. S. Bach, 1685-1750)의 ‘사단조

푸가’이다. 앞서 기악연주에서 푸가를 연주하기의 예시를 들었는데, 대가

의 음악을 감상해보고 비교해 본다. 푸가는 제시부-전개부-종결부의 3부

구성이다. 주제 가락의 진행에 유의하여 들어본다. 오르간 악곡이다.

[그림 IV-26] 바흐의 ‘작은 푸가 사단조’ 악보 발췌162)

  

162)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음악. (2014). 최은식·김대원·박현숙·권혜근·강선영·김주연·
하명지. 두산동아. 110. 악보 발췌. 단 참고악보 맨 하단, 페달 성부 마지막 A 음이

옥타브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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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7]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악보 발췌163)

   역시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곡이다. 기교가 화려하고 즉흥적인 요소

가 강한 토카타(toccata)164)와 주제가 각 성부에 반복되는 푸가의 2중 악

장구성이다. 당시 푸가는 전주곡(prelude)165)이나 토카타와 같은 곡을 앞

에 두고 작곡되는 경향이 많았다. 단 이탈리아는 3중 악장구성이 많았다. 

빠른 악장-느린악장-빠른악장의 구성인데, 양-음-양의 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느린 곡과 빠른 곡을 묶어서 2중 구성의 노래

(예: 긴-자진형식의 농부가, 강강술래, 사랑가, 아리, 엮음형식의 수심가)

들이 많은데, 역시 느린악장과 빠른악장을 묶은 구성이 독일, 프랑스 지

163)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음악. (2013). 홍미희·김종건·이동희·이승윤·정미·허유미. 비

상교육. 107. 악보 발췌.
164) 건반악기의 즉흥연주에서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건반악곡으로서, 손가락 가득히

찰 만큼 중후한 화음과 급속한 패시지를 구사하며,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함을 특징으

로 한다(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1.28, 삼호뮤직).
165) 종교적·세속적 음악에 있어서, 개시 또는 도입의 역할을 하는 악곡. 그러나 19세기, 

특히 쇼팽, 리스트, 스크랴빈, 드뷔시 등의 작품에서는 이 개시, 도입의 의의가 사라

지고, 전주곡은 사실상 독립된 악곡을 형성하고 있다(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

악용어사전, 2002.1.28, 삼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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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바로크 음악에서 많이 보인다. 음양을 조화했다고 볼 수 있다. ‘사단

조 푸가’는 독립악장이다. 단조이면서 빠른 선율의 진행으로 감정적으로

고조시키는 음성(陰性)이면서 화(火)의 음악으로 볼 수 있다.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의 토카타의 도입부는 장엄하면서 화려하나 하강선율로 진

행하여 금기를 띠고 토카타의 주제부는 매우 빠른 상행진행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화기를 띤다. 푸가 역시 단조이며 곳곳에 반음계로 음적인

성분과 화성을 강하게 띤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는 장엄

하면서 화려하고 애조를 띠어 금기와 화기가 많은 음성적인 악곡으로 볼

수 있다. 

   오르간의 풍부하고 화려한 음색을 잘 감상해 본다. 교사는 오르간의

구조와 연주법 등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설명을 해준다. 오르간은 제작자

에 따라 수십 개의 음색 단추(stop)를 사용하고 또 서로 섞어서 수백 종

류의 음색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손건반도 만들기에 따라 2단에서 6단

까지도 제작할 수 있으며 페달에도 건반이 2옥타브 반, 즉 도에서 솔까

지의 건반이 있다. 양손과 양발을 모두 건반으로 연주하며 다양한 음색

단추(stop)를 이용해 음색을 조종할 수 있는 독보적인 악기이다(김진미, 

2008).

   다음은 푸치니(Puccini, G. 1858-1924)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감상곡으

로 제시한다. 푸치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오르가니스트, 합창 지

휘자로 ‘나비부인’, ‘라 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등의 오페라가 유명하

다. ‘투란도트’는 3막 구성으로 두 시간이나 되므로 학생들에게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다. 줄거리를 잠깐 설명한 후 29분짜리 투란도트 애니

메이션을 보여준다.166) 줄거리는 고대 중국의 황제 알툼의 공주 투란도

트는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문제를 푸는 사람과 결혼하고 못 푸는 자

는 죽인다고 선포한다. 타르타르의 칼라프 왕자는 투란도트를 보고 운명

을 느끼고 수수께끼에 도전하여 풀고 공주의 마음을 돌린다. 

   여기서 세 가지 수수께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학생들

166) http://www.youtube.com/watch?v=QCy7mvAI4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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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시하고 답을 생각해보게 한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첫째,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개 빛으로 날아다니는 환상이다. 둘째, 불처럼 타오르나

불은 아니고 죽으면 차가와진다. 셋째, 그대에게 불을 주나 얼음으로 얼

리는 것이다. 정답은 희망, 피, 투란도트이다.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애

니메이션 배경음악에 아는 노래가 나왔는지 질문해 본다. 정답은 ‘모리

화’이다. 다시금 중국민요 ‘모리화’를 학생들에게 부르게 한다. 

[그림 IV-28] 오페라 ‘투란도트’ 중 ‘Nessun Dorma(아무도 잠들지 말라)’ 

악보 발췌167)

   ‘투란도트’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네순 도르마’의 일부이다. 테너

라면 누구나 다 도전하고 싶은 명곡 중의 명곡이다. ‘네순 도르마’의 연

주 동영상을 여러 테너의 버전으로 보여준다.168) 그리고 각각의 노래를

비교해 보고 의견을 발표시킨다. 오페라는 종합예술로서 음악(성악, 기

악), 문학(대본, 드라마), 미술(무대, 의상), 연기(연극)의 집합체이다. 종합

예술로서 음양오행이 고루 구비되었다. 문학, 예술의 교과통합이라 할 수

있다. 시각, 청각의 감각 뿐 아니라 스토리의 전개에 따른 분석력까지 발

달시킬 수 있다. 음양오행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제제곡이라 할 수 있

다. 

167) 2009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음악. (2013). 이홍수·민경훈·고영신·유명국·김일영·윤해진. 
교학사. 209. 악보 발췌.

168) 

http://blog.naver.com/rose2020rose?Redirect=Log&logNo=220096699296&jumpingVid=5F997C
BB87245D2A9932AA46CFBF6260A105(파바로티 버전)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1=07&ch_userid=sictopia1&prgid=51376992&ref=na
(폴 포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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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수업

   이론은 가창, 연주(기악), 창작, 감상 모든 활동에 다 포함되는 영역이

다. 음악활동을 실기로만 할 수 없다. 음악 과목은 이론학습이 중요하다.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하면서 그 제재곡에 따른 이론수업을 병행

하는 것이다. 이론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월말이나 기말에 음악

사와 같은 역사관련 이론은 한꺼번에 전체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으나

각각의 제재곡에 따른 음악사 수업도 평소에 그때그때 하는 것이 좋다.

   이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최근 들어 악보를 읽지 않고도 음악을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

고 하여(Reimer, 1989; 2002), 예전보다 시창, 청음교육의 비중이 매우 줄

어들었다. 물론 세계음악과 우리 전통음악169)도 오선악보 없는 음악이

많고, 악보 없이 듣고 외어서 연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글을 배워서

모든 과목의 글을 다 읽어서 공부를 하듯이, 음악도 악보를 읽지 못하면, 

음악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다. 외워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재능 있

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악보를 읽을 줄 알면 더 많은 음악

을 더 깊게 익히고 즐길 수 있다. 오선악보를 배우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세계 어느 어린이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어릴 때 악보읽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짧

고 쉬운 음악만 찾게 되고 그러다보니 수준이 높고 긴 음악은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음악활동을 할 때도 악보를 읽지 못하면 암기로 외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창의 경우, 길이도 짧고 단선율로

자신의 성부만 부르면 되니까 어떻게 악보를 몰라도 외워서 할 수도 있

겠지만, 기악음악, 특히 화성을 표현하는 건반악기나 단선율 악기라도 음

169) 국악수업의 경우, 오선악보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음악을 오선보가 제대

로 표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화성이 없이 단선율이지만 미묘한 시김새와 표현이

섬세한 우리음악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오선보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우리식의 가락

선보, 肉譜, 정간보, 손시김새, 무릎장단 등등의 다른 악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황

준연․성기련, 2010). 음악교과서 국악기보체계의 올바른 방향모색. 국악교육연구. 
4(2). 279-300. 악보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음악을 제대로 가르치고 익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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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긴 경우, 악보를 모르면 배우고, 연주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정간보, 가락선보, 육보(肉譜)170) 등은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하

다면 합자보(合字譜)171), 율자보(律字譜)172), 오음약보(五音略譜)173), 공척

170)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기보법인 육보(肉譜)는 고려시대 향비파·거문고·가야금·젓

대·향피리 같은 향악기에 사용됐다고 『세조실록(世祖)實錄』 권48의 악보 서문에 언

급됐다. 악기의 소리를 흉내 내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구음(口音)으로 만든 기보법

이 육보이다. 악기의 소리를 의성음(擬聲音)으로 표기한 구음을 바탕으로 만든 이 기

보법은 다양하다. 그 이유는 육보에 쓰인 구음이 악기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육

보의 구음은 일정한 음고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음명(音名)이나 계명(階名)을 표시

하는 것도 아닌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구음의 음악적 특징은 모호하고 불안

전한 것이기 때문에, 육보는 하나의 독립된 기보법으로 사용되지 못했고, 언제나 오

음약보(五音略譜)·합자보(合字譜) 등의 다른 기보법과 함께 사용됐다. (송방송. (2008).
『한국음악용어론』. 권4. 서울: 보고사. 1694-96. 송방송. (2007).『증보한국음악통

사』. 서울: 민속원. 313-14. 489-91. 張師勛. (1984).『國樂大事典』. 서울: 세광음악출

판사. 573.).(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171) 거문고의 연주법을 여러 약자로 표시한 기보법. 왼손 짚는 법, 오른손의 탄법(彈

法), 줄이름, 괘의 순서 등을 표시하였다.『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거문고·가

야금·당비파·향비파의 합자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그 뒤의 악보에는 거문고의 합

자보 밖에 없다. 예외로 『금합자보(琴合字譜)』중의 비파보가 합자보로 되어 있지만, 
거문고의 합자보와 대동소이하다. 대개의 경우 육보와 나란히 병기되어 사용되었는

데, 19세기말의 『삼죽금보(三竹琴譜)』에 이르러 합자보는 줄과 괘의 순서만 드문드

문 나오고 육보만이 남게 되었다.『금합자보(琴合字譜)』『삼죽금보(三竹琴譜)』『악

학궤범(樂學軌範)』, 장사훈. (1975).「한국음악의 기보법」.『한국전통음악의 연구』. 
보진재. 이혜구. (1957). 한국의 구기보법.『한국음악연구』.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한
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72) 12율명으로 음의 고저를 표시하는 문자보(文字譜)의 일종이다. 고려 때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추정되는 율자보는 『세종실록악보(世宗實錄樂譜)』의 정간보(井間譜)와
함께 사용됐다. 이 기보법은 우리나라 최고 악보인 『세종실록악보』에 32정간보와

함께 사용됐다. 그 이후 현재까지 국립국악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12율명의 첫 글자

만이 악보에 사용되는 율자보가 언제나 정간보와 함께 사용되는 까닭은 음의 고저만

을 표기할 수 있으나 음의 시가를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율자보는 위

에 예시했듯이 주로 궁중음악을 기보할 때 사용됐고, 민간음악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

다. 송방송. (2008).『한국음악용어론』권4. 1711-12. 송방송. (2007).『증보한국음악통

사』. 서울: 민속원. 314, 488. 
173)  세조가 창안한 고음기보법(音高記譜法). 어떤 선법의 중심음을 ‘궁(宮)’으로 표시하

고 그 음계를 따라 한 음 위를 ‘상일(上一)’, 두 음 위를 ‘상이(上二)’ 등으로 표시하

고 아래로는 ‘하일(下一)’, ‘하이(下二)’ 등으로 표시한다. 항상 정간보와 함께 사용되

어 그 시가를 알게 하였다(장사훈. (1975). 「한국음악의 기보법」,『한국전통음악의

연구』. 서울: 보진재. 이혜구. (1957).「한국의 구기보법」,『한국음악연구』, 서울: 국

민음악연구회



- 174 -

보(工尺譜)174) 등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악보읽기 외에도 음악개념부

터 음악사, 화성, 조성, 형식, 셈여림, 음색, 악리, 악기론 등등 할 것이

많다. 앞의 기악수업의 예시, 창작수업의 예시에서도 대위법, 화성법, 음

악사 등의 이론수업이 병행되도록 예시하였다. 

   음악이론은 네 가지 음악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 모두 필요한

요소이므로 중(中)의 의미, 음양론에서는 음양중의 중(中), 삼재론(三才論)

에서 천지인(天地人)중에서 인(人), 오행론으로 중앙(中央)을 뜻하는 토

(土)의 활동이다. 토(土)는 음양론에서도 중간자이고, 오행론에서도 중앙

(中央), 중간자이다. 그러나 이 토(土)가 없으면 나머지 목(木), 화(火), 금

(金), 수(水)가 활동을 못한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말미에 토(土)

가 간절기처럼 중화작용을 해서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간다. 음양오행론의

차원에서 볼 때, 음악은 절대로 실기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즉

음양오행의 활동이 전부 골고루 되어야 하므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 이 5 가지의 음악활동이 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174) 우리나라 구기보법(舊記譜法)의 하나. 일명 십자보(十字譜)·약자보(略字譜).음의 높낮

이를 표시하는 열 글자로 기보하는 공척보는 중국 송(宋)나라 때 만들어졌다. 고려

때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율자보(律字譜)와 함께 사용됐다. 이 공척보는 『세종실록(世
宗實錄)』 권137 소재 임우(林宇)의 『대성악보(大成樂譜)』에 나온다. 신제아악보의

공척보에 나오는 부호와 12율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오(五)는 청협종·청태주·청대려, 
육(六)은 청황종, 범(凡)은 응종·무역, 공(工)은 남려·이칙, 척(尺)은 임종, 구(句)는 유

빈, 상(上)은 중려, 일(一)은 고선·협종, 사(四)는 태주·대려, 그리고 합(合)은 황종과 각

각 같다. 세조 때 오음약보(五音略譜)로 표기할 수 없는 7음음계의 음이 출현할 때

공척보의 일부 글자가 오음약보에서 보조로 사용됐다. 그 이후 공척보는 성종

(1469-1494) 때 『악학궤범(樂學軌範)』(1493) 권7에서 당비파(唐琵琶)·당적(唐笛)·퉁소

의 산형(散形)에 사용됐을 뿐이다(송방송. (2008).『한국음악용어론』. 권1. 220-23. 송
방송. (2007).『증보한국음악통사』. 서울: 민속원.  285. 권1. 314-15. 張師勛. (1984).
『國樂大事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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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철학에서 서양음악교육철학이 거의 대부

분 차지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이제는 우리 고유의

동양, 한국사상에 근거한 음악교육철학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양

사상 중 ‘음양오행론’을 택한 이유는 ‘음양오행론’은 동양사상의 대부분

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 사상이기 때문이다(김태규, 2002; 박주현, 

1997; 이현중, 2001a; 2001b; 이현중․외, 2006). 유가의 ‘예악론’은 예전

신분 질서의 확립이라는 성질 때문에 현재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

았다. 그러나 유가의 입장에서도 진양(陳暘)은 『악서(樂書)』 예악론(禮

樂論)을 다룸에 있어서『주역(周易)』을 근거로 해석하였다(조민환, 1997; 

2011). 도가의 ‘성무애락론’도 우리나라의 삼재론적 사상을 담고 있지만

(한흥섭, 1998; 박낙규, 1992; 1993), 전체적인 음악교육철학을 다 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묵가는 음악을 배격하였고 역사가 짧다

(장형근, 2004). 반면 음양오행론은 오랜 역사와 전통과 함께 한국인 뿐

아니라 동아시아계(한자문화권) 전반에 몇 천 년 동안 모든 의, 식, 주, 

학문, 의학 등등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어 왔다. 음양오행론은 학문적일

뿐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얼마든지 교육학, 음악교육학에 적용가능하며, 

학교 단체음악교육 뿐 아니라, 맞춤형 개별교육,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

육, 통합교육까지도 응용,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는

현재 추락된 공교육의 위상과 음악교육에 의미, 적용하는 바가 매우 크

다. 

   음양오행론은 음양론과 오행론이 각자 발전하다 합쳐져 오늘에 이르

고 있다. 간단히 말해 만물은 정신적, 물리적, 물질적 모든 것들을 포함

해서 음과 양(중中) 포함)으로 이뤄지며, 또 만물은 오행(五行),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성분을 나눌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음양오

행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고대 제자백가시대에 이미 성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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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추연(鄒衍)과 동중서(董仲舒), 여불위(呂不韋) 등은 음양오행론을

학문적 수준에 올려놓았다(한국사상연구회, 1975; 소재학, 2009). 음양오

행론의 간단한 예로서 요일을 봐도 양(陽)=일(日), 음(陰)=월(月),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로 요일이 음양오행 구성이며,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오행성도 음양오행이다. 해는 양(陽), 달은 음(陰)이고 수성(水

星), 화성(火星), 목성(木星), 금성(金星), 토성(土星) 이는 고대인들이 볼

수 있었던 한계이다. 

   주요한 음악교육철학인 리머와 엘리엇의 경우, 음양오행론으로 분석

하면 리머는 상대적으로 음(陰)에 치중한 서양유럽음악 위주의 감상 활

동을 중시하고, 엘리엇은 리머와 반대로 ‘연주하기’의 행동과 ‘세계음악’

을 강조한 양성(陽性)이 강한 사상이다. 예술교육론의 아이스너의 ‘통합

리터러시’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구성주의’는 음양오행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다문화교육 역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세계음악을 고루

적용하는 것이 옳다. 특히 다문화 음악교육은 음악 외에 기타 여러 문화

로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음양오행론적 음악교육의 측면에서는 첫째, 음악은 금(金), 수(水), 청

(聽)감각에 해당한다. 이는 목(木), 화(火) 감각을 사용하는 미술과 상반된

다. 둘째, 국악, 양악, 세계 음악 모두 음양오행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

재 국악에서 궁중음악과 정악의 이론적 분석에만 적용되었던 음양오행론

적 분석은 시대와 장르,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가능하다. 셋째, 국악

수업은 우리 전통의 삼재(三才)사상, 삼태극(三太極) 사상이 반영된 3을

중심으로 3소박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3박(양박)과 2박의 음박을 사용하

여 음양박의 장단으로 구성되었다. 국악은 궁중음악, 정악, 민속악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에서 3소박 장단구조를 가졌는데175)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넷째, 교과통합수업도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적

용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음악 과목, 음악활동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

목을 접목하거나 복합적 음악활동을 하는 것이 음양(陰陽)의 양뇌(兩

腦)176)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175) 휘모리 2소박 장단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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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활동 면으로 보면 가창은 화(火)의 활동, 연주는 목(木)의 활동, 

감상은 수(水)의 활동, 창작은 금(金)의 활동, 이론은 토(土)의 활동이므로

다섯 가지가 골고루 시행되어야 음양오행의 이치에 맞다. 각 활동에서도

음양오행을 고루 섞어 통합하는 것이 좋다. 음악도 음양오행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악기도 음양오행이 있으므로 자신에 맞는 악기와 전공을 선택

하면 능률이 오른다. 사람도 음양오행으로 성격과 체질이 나뉘므로 자신

의 성격과 체질을 잘 알고 자신에 맞는 악기와 학습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음양오행론을 기반으로 사주 격국분류 유형에 따른 음악교육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음양오행으로 구분되는 육신의 격국 분류에 따라

비겁, 인성, 재성, 식상, 관성의 강약에 따라 음악교육이 달라진다. 또한

과 한의학 체질론으로도 음악교육방법을 분석할 수 있는데, 사상체질과

오행체질에 따라서도 음악교육과 인성교육으로 나누어 어떻게 다르게 교

육해야 한다. 학교의 클래스 수업이나 모둠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사상체

질로 구분한 모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지도나 전공 상담에 있

어서는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을 다 고려하여 정교한 맞춤교육을 하

는 것이 좋다.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음악교육의 적용은 현재로서는 아직 음양오

행론에 근거한 음악수업을 하는 곳이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

구나 실재 수업을 계속 관찰, 참관하는 질적연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2009개정음악과교육과정에 준해서 설명하

고 국악,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교과통합, 통합수업안을 제시하여 실제

학교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었다. 음양오행으로 음악을 분석하여

제재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하다면 교사가 창작을 해야 할

것이다. 국악의 경우, 음양오행론으로 분석이 용이하므로 있는 제재곡을

음양오행으로 잘 분석하여 수업시간에 따라 적절히 적용한다. 그리고 가

장 중요한 것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의 5가지가 고루 균형을 이

176) 좌뇌(左腦)를 양(陽), 우뇌(右腦)를 음(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腦梁)을 중

(中)에 비할 수 있다. 즉 양뇌를 다 사용하는 것이 음양중의 이치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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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화(中和)의 원리에 맞다. 교사는 자신의

전공 위주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 

   음양오행론적 음악교육은 동양, 한국적 음악교육철학의 의미를 제시

하고, 음악의 시대와 지역, 장르를 불문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음악 뿐

아니라 생활, 인성을 포함한 학생 개별특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음악교과

활동과 교과통합, 이질그룹 편성, 음악과 동양철학, 한의학의 융합교육에

의미를 부여한다.

 2. 제언

   음양오행을 이용한 명리학적 격국구분이나 음양오행적 체질별 학습이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교사는 학생의 사주나 체질까지 알아야 하는가라

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요즘 많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전공주임

교사들이 교과지도 뿐 아니라 학생지도를 위해 심리학적 연구(MBTI, 에

니어그램, MMPI(다면적 인성검사)) 들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체질검

사나 격국분류 역시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단지 서양식 심리학이

아니라 동양식, 한국식 철학, 의학의 차이일 뿐이다. 이는 교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달린 문제이다. 

   그러나 정작 정확한 격국이나 체질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재 사상체질, 팔체질 진단의 오진으로 인해 이리저리 방

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유능한 체질진단전문의에게 받아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오행체질의 진단은 사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오행체질

역시 상세히 정확히 구분하자면 60체질이 아니라 6천이 아니라 6만이 넘

는다. 즉 오행체질 역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한다. 세 체질이 정확히 진단

되면 이제 학생에게 꼭 맞는 전공 선택, 학습방법, 교육방법, 식생활, 의

생활, 환경, 인테리어, 교우관계까지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의 성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제관계,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음양오행적 음악교육을 하면 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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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정서적, 신체적, 성격적, 능력적인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성

공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는

적고 부작용만 커져 음악을 관두게 되거나 음악을 혐오하게 되고 정신, 

육신 건강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오행체질의 불균형으로 음양오

행이 부조화된 학생은 신경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손상과 질병, 정서

불안 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치료적

음악수업이 필요하다. 교사는 그런 학생에 맞는 음악치료적 수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역학, 체질론 등은 한의학적인 관점과 음양오행의 동양철학에서 기인

한 것이다. 이런 동양학은 아직도 서양학문(서양의학, 서양심리학, 서양

교육학, 서양음악교육학 등등)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되었고 연구도 미진

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논리적으로 각 과목이 분리되지 못하고 두루

뭉술하다는 동양학의 특성도 한 몫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음악치료와 음

악교육이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국악과 서양음악 세계음악도 분리하여

연구한다. 음악전공도 음악교육 전공과 음악전공으로 분리되었다. 그 음

악전공도 각 악기별로 구분되어 따로 연구하고 음악교육도 각각의 전공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수법, 음악교육심리학 등등)으로 나누어서 연구한

다. 하지만 논리라는 것이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만이 옳

은 것은 아니다. 요즘 트렌드인 융합교육 역시 학문에서 이분법적 분리

가 능사는 아님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음악교육계는 더더욱

서양 학문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악교육전문가들도 음악교

육에서 국악은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국악 교육하는 사람도 음악교육

분야에서는 서양음악교육에 기반하여 가르치거나 공부하러 미국이나 유

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 그리고 음악교육을 동양철학이나 한의학에

기반 하여 연구하는 것은 아직 생소하다고 여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본

연구가 우리의 철학과 의학 등 한국적인 음악교육연구에 초석이 되고 앞

으로도 더 발전된 연구가 따르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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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

陽

人

金陰人=大腸實, 膽虛: 대장이 실한 것이 병이 되고 대장을 사(瀉)하는

것이 처방이다. 이 체질은 머리 모양이 특징이다. 즉 머리가 크고 얼굴

은 둥근 편이며 살은 별로 없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외모를 지녔다. 이마

는 넓고 눈빛은 예리하게 빛난다. 성품은 사고력이 좋으며 판단력이 빠

르고 진취적이고 영웅심을 발휘하려 한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여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분노를 자주 나타낸다.

금음인은 대변이 묽게나오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 신경통 요

통이 잘 일어나고 치질, 치루, 대장염 같은 장 이상이나 자궁질환도 자

주 발생한다.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잘 일어나며 육식을 피해야 한다.

金陽人=肺實, 肝虛: 간이 허약한 것이 병이 되고 간을 보(補)하는 게 치

료이다. 폐 기능이 좋고 간 기능 약하다.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걷지

못한다. 소변이 많다. 청각이 좋다. 여자는 몸이 건강해도 아이를 잘 낳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금양인은 외모 상으로 대개 상체가 발달하고 허리가 빈약하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불편해 하며 기대거나 눕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격은 독선적이며 광적인 면도 있고 과장하

여 자랑하며 집념 또한 강하다. 두뇌가 뛰어나 창의력이 있으며 발명가

적 기질이 있다. 진취적인 기상으로 과단성 있는 행동을 하며 의욕이 지

나치고 꼼꼼하고 까다로우며 두각을 나타내는 유별난 행동으로 주위사

람과 화합되기 어렵다.

www.wikipedia.org
http://www.youtube.com/watch?v=QCy7mvAI4bs (투란도트 애니메이션)
http://blog.naver.com/rose2020rose?Redirect=Log&logNo=220096699296&jumpingVid=5
F997CBB87245D2A9932AA46CFBF6260A105(네순 도르마, 파바로티)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1=07&ch_userid=sictopia1&prgid=51376992
&ref=na(네순 도르마, 폴 포츠)

부 록

[표 I] 사상 및 팔체질 분류(박금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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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가 굵고 발달되어 있으며 깔끔하고 단정한 매무새를 좋아하며

청각이 뛰어나 음악에 재능은 있지만 감상적인 번뇌를 자주하는 게 흠

이다. 간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며 약에 대한 부작용이 민감하다. 과식

은 금물, 기름진 육식과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하며 담백한 음식과 하루

두 끼의 소식이 필요하다.

少

陽

人

土陰人=胃實, 膀胱虛:위가 실한 것이 병이고 위를 瀉(사)하는 것이 처방

이다. 가슴이 좁은 새가슴형이고 옆에서 보면 등이 굽어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진 모습이다. 엉덩이는 작고 살색은 희며 윤기가 적은 건성피부형

이다. 귀티가 풍기는 용모로 머리통이 앞뒤로 나오면서 적은 편이고 머

리카락은 가늘고 곱슬머리가 많다. 또한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 쉽다.

성격은 급하고 경솔하여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야 다른 일을 시작

하며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는 단순한 성격이다. 밖으로 얌전한 것 같으

나 속에는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불의를 못 참는 강직한 성격을 소유하

며 의리를 지킨다. 반면 다정다감하며 동정심을 발휘하기도 한다. 또 솔

직하고 꾸밈이 없으며 아부는 싫어한다. 오락에는 재능이 없으며 판단력

이 뛰어나 직감이 적중하는 경우가 있고 명예욕을 중시한다. 냉수를 좋

아하며 변비에 잘 걸리고 소주, 고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

여름을 견디기 힘들고 신경과민, 울화병, 신경쇠약, 협심증, 눈병에 주의

해야 한다.

土陽人=脾實, 腎虛: 신이 허한 것이 병이 되고 신을 補하는 게 치료이

다. 비위가 좋고 신장이 약하다. 열이 많다. 소화력 왕성하나 땀이 별로

없다. 시각이 특히 좋다. 외모 상으로 흉곽이 발달되어 있으며 엉덩이가

자기 체형에 비해 적은 편이다.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가 약하다. 머리통

이 작고 둥글며 짱구형인 사람들이 많다. 눈매가 날카롭고 눈꼬리가 치

켜 올라가거나 눈썹이 짙다. 입이 작고 입술이 얇으며 턱이 뾰족하여 하

관이 바른 형이다. 성격은 매우 급해서 일을 서두르며 일에 싫증을 쉽게

느낀다.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묻질 못하고 말해버려 비밀이 없고 경

솔한 편이다.

토양인은 배설기능이 나쁜 체질로 소변을 자주 보고 허리가 잘 아프

며 수족, 얼굴에 부종이 오며 생리가 불순하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가

슴이 답답하고 잘 놀라며 심장이 잘 뛰고 빈혈 증세처럼 어지러워하는

현기증이 잘 생기며 두통이 자주 온다.

太

陰

木陰人=大腸虛, 膽實: 대장이 허한 것이 병이 되고 대장을 보(補)하는

게 치료이다. 얼굴에 여드름 흔적이 있는 사람이 많고 손발이 잘 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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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골격이 크며 키도 크고 윤곽도 뚜렷한 모습이다. 콧구멍이 작은 사람들

도 목음인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성격은 말수가 적어 조용한 편이고 서

정적, 가정적인 사람이 많다. 그러나 게으르고 낮잠을 좋아하며 결단력

이 없어 일처리가 빠르지 못하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일은 꾸준히 노력

하여 크게 성공하는 성품을 갖고 있기도 하다. 생선회나 맥주를 먹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추위를 잘 타고 배꼽주위를 누르면 아프고 뻐

근하다는 경우가 많다. 심폐기능이 약한 증상이 있어 겁이 많고 가슴이

잘 뛰며 불안하고 우울해서 잠을 잘 못자고 어지러우며 팔다리 어깨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자주 있다.

木陽人=肺虛, 肝實: 간이 실한 것이 병이 되고 간을 瀉하는 것이 처방이

다. 간 기능이 좋고 폐, 심장, 대장, 피부가 약하다. 땀을 많이 흘린다.

후각이 특히 좋다. 여자는 겨울에 손, 발이 잘 튼다. 골격이 굵고 비대하

며 피부가 검푸른 청동색 얼굴이다. 땀구멍이 크다. 이목구비 윤곽이 뚜

렷하고 허리가 굵고 배가 나와 걸을 때 다소 거만해 보인다. 땀이 많아

자주 흘리며 물이나 국물을 좋아한다. 뼈대가 굵고 의젓하며 행동이 듬

직하지만 고집과 심술이 있으며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르다. 기운이 세

며 잔병이 별로 없고 목욕이나 안마, 부항 등을 좋아한다. 속마음을 알

수 없고 미련하고 우둔한 면도 있다. 성격은 다혈질로 무서운 인상이며

지구력이 있어 사업가적 재질이 있고 명예보다는 재복을 좋아한다. 눈에

피로를 느끼며 목덜미가 당기거나 어깨가 뻐근하고 호흡이 약해 숨이

잘 차고 가래도 잘 뱉는다. 혈압이 높고 동맥경화와 같은 순환기 질환과

지방간 같은 신체적 이상이 잘 발생한다.

少

陰

人

水陰人=胃虛, 膀胱實: 위가 허한 것이 病根이 되고 위를 補하는 게 처방

이다. 체구가 적으면서 상하체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 용모도 오밀조밀

하며 이마는 약간 나오고 이목구비는 작지만 다소곳한 인상이고 피부가

부드럽고 땀이 적다. 얌전하며 걸음걸이도 자연스럽다. 여위어 마른 모

습으로 몸이 가늘고 안색이 창백하며 혈색이 없이 몸이 아주 찬 체질이

다. 여자의 경우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말할 때 눈웃음을 짓는 사람이

많다. 성격이 소심하고 사무적이며 얌전하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자신

을 제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실리를 얻기 위해 잔재주를 부리며 깔

끔하고 매사 소극적이며 무기력한 면도 많다. 자신의 일을 남이 손대는

것을 싫어하며 편협하고 질투심도 강하며 인색한 면도 있다. 돈과 명예

보다는 사랑을 중시하며 우선시 한다. 위의 기능이 약해 적게 먹는다.

손발이 차고 추위를 잘 타며 소화불량이 많다. 현실로는 자신을 찾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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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사람이면서도 공상이 많은 정신적 고민을 하는 체질이다.

水陽人=脾虛, 腎實: 신이 실한 것이 病根이 되고 腎을 瀉하는 것이 처방

이다. 신장이 좋고 비위가 약하다. 허약체질, 냉성체질, 땀이 없고 없는

게 정상이다. 미각이 특히 좋고 피부가 부드럽고 여자는 겨울에도 손발

이 트지 않는다. 무의식중에 한숨을 잘 쉰다. 상하체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서 몸이 단단하고 날렵하며 동작이 민첩하여 운동에 재질이 있다.

이마는 약간 나오고 이목구비가 크진 않지만 잘 짜여 있어서 용모가 오

밀조밀하고 피부가 부드러우며 땀이 적다. 걸음걸이가 안정되어 자연스

럽고 얌전한 편이다. 체온은 높은 편이고 찬 곳을 좋아하며 성욕이 강하

다. 성품은 내성적 소극적이며 겉으로는 부드럽고 겸손하나 마음속은 강

인하고 조직적이며 치밀하다. 복수심도 강하며 결단력이 있고 조직적이

고 사무적이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성품이며 아첨도 잘하고

질투심이 강하다. 마음이 다소 편협한 편이며 남에게 인색한 면도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며 기회를 잘 엿본다. 생각한 것

을 반복하여 생각함으로써 의심을 잘한다. 따라서 소화불량, 위산과다증

이 생기며 두통, 어지러움증도 잘 느낀다. 건강할 때는 땀이 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쇠약하지는 체질이다.

해로운 음식 유익한 음식

태

양

인

찹쌀, 차조, 수수, 흰밀가루, 흰콩,

율무, 땅콩, 빨간팥, 흰설탕, 참깨,

참기름, 무, 당근, 도라지, 더덕,

마, 열무, 미나리, 샐러리, 유색상

추, 모든 육류, 우유, 요구르트,

두유, 계란, 기름진 음식, 흰소금,

사과, 밤, 대추, 호두, 은행, 참외,

멜론, 수박, 꿀, 로얄젤리, 화분,

인삼, 녹용, 영지, 홍차, 커피, 비

타민 A. S. D. E. 술, 모든 약

쌀, 통밀, 보리, 검은팥, 검은콩, 색이

있는 콩, 호밀, 검은깨, 들깨, 메밀,

메조, 포도당, 황설탕, 천일염, 초콜

릿, 배추, 양배추, 케일, 푸른 상추,

푸른 야채, 취나물, 가지, 오이, 토마

토,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 새우, 조개,

굴, 오징어, 청어, 고등어, 배, 감, 곶

감, 포도, 귤, 오렌지, 모과, 복숭아,

잣, 살구,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구

연산, 비타민 C. 오가피, 녹차, 소주

태

음

메밀, 보리, 흰밀가루, 검은콩, 검

은팥, 녹두, 검은깨, 들깨, 흰설탕,

쌀, 현미, 통밀가루, 찹쌀, 차조, 수수,

흰콩, 빨간팥, 땅콩, 유색콩, 율무, 감

[표 II] 사상체질에 좋은 식품 해로운 식품(박금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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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초콜릿, 흰소금, 배추, 케일, 유색

상추, 미나리, 신선초, 샐러리, 숙

주나물, 조개류, 게, 새우, 굴, 오

징어, 낙지, 갈치, 고등어, 청어,

꽁치, 참치, 감, 곶감, 포도, 대추,

참외, 멜론, 모과, 영지, 결명자,

구기자, 오미자, 오가피, 비타민

E. 술

자, 고구마, 황설탕, 천일염, 무, 당근,

도라지, 더덕, 연근, 마, 우엉, 시금치,

양배추, 푸른 상추, 취나물, 마늘, 파,

양파, 생강, 두부, 콩나물, 가지, 호박,

미역, 김, 다시마, 소고기, 개고기, 닭

고기, 여러 가지 생선, 사과, 귤, 수

박, 밤, 호두, 잣, 은행, 인삼, 녹용,

갈근, 구연산, 비타민 A. B. C. D, 소

주

소

양

인

찹쌀, 차조, 수수, 흰 밀가루, 빨

간 팥, 흰콩, 율무, 감자, 고구마,

참깨, 참기름, 흰 설탕, 흰 소금,

파, 양파, 당근, 도라지, 더덕, 마,

생강, 카레, 후추, 겨자, 유색상추,

미역, 김, 다시마, 닭고기, 개고기,

노루고기, 양고기, 조기, 사과, 귤,

오렌지, 레몬, 밤, 대추, 호두, 인

삼, 녹용, 꿀, 화분, 비타민 B. 술,

현미, 옥수수

쌀, 녹두, 보리, 검은팥, 통밀가루, 색

이 있는 콩, 메밀, 검은깨, 들깨, 땅

콩, 황설탕, 천일염, 배추, 푸른 상추,

푸른 야채, 시금치, 열무, 미나리, 샐

러리, 신선초, 취나물, 오이, 마늘, 무,

연근, 토란, 우엉, 가지, 호박, 돼지고

기, 소고기, 계란, 대부분의 어패류,

배, 감, 곶감, 포도, 참외, 수박, 딸기,

멜론, 바나나, 파인애플, 영지, 결명

자, 구기자, 오미자, 비타민 E. 비타

민 C. 구연산, 소주

소

음

인

보리, 팥, 흰 밀가루, 메밀, 수수,

검은콩, 녹두, 율무, 땅콩, 검은깨,

들깨, 흰 설탕, 흰 소금, 배추, 케

일, 유색상추, 미나리, 샐러리, 도

라지, 더덕, 당근, 오이, 참외, 수

박, 멜론, 돼지고기, 조개, 새우,

게, 굴, 오징어, 낙지, 갈치, 고등

어, 청어, 감, 곶감, 포도, 밤, 잣,

배, 바나나, 영지, 결명자, 구기자,

오미자, 비타민 E. 찬음식, 얼음,

맥주, 신선초

쌀, 현미, 찹쌀, 차조, 통밀, 흰콩, 유

색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황설탕,

천일염, 푸른 상추, 양배추, 시금치,

파, 양파, 생강, 마늘, 고추, 취나물,

후추, 카레, 참기름, 무, 연근, 우엉,

미역, 김, 다시마, 파래, 가지, 호박,

닭고기, 개고기, 소고기, 양고기, 염

소고기, 보통생선, 사과, 귤, 오렌지,

토마토, 복숭아, 대추, 인삼, 녹용, 꿀,

구연산, 비타민 B. C.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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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격국과 음악과 질적조사 분석자료

1. 연구 설계 및 가설 설정

1) 연구의 설계

설문지에 따른 표본을 정리하여 격국을 분류한다. 음악인들을 위한 격국 분

류는 수백 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중세 이후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따로 음악인들을 분류하지 않았고 예능인 또는 재인으로

분류했으며 이런 사주를 저급한 사주로 쳤다.

실재로 D대학교 음악과, 기악과 학생들의 표본을 토대로 옛날의 재인사주

격국과 비교함으로써 실재 음악인들의 사주 격국을 객관적으로 분류한다. 음악

전공자들의 사주를 분석한 후 육신의 격국을 먼저 분류하고 음악전공자들의 사

주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점검한 후 사주 명식의 육신의 강약으로 인해 나타나

는 육신별 증후군과 자기보고식 심리증후군 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고 육신증후

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방법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가설의 설정

➀ 음악전공자들의 사주 격국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규격이 있을 것이다.

➁ 학과(전공) 만족도와 교육방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➂ 학과(전공) 만족도가 낮다면 사주구성이 음악전공 사주 격국과 뭔가 다른 점

이 있을 것이다.

2. 음악과의 격국 분류

응답자 73명 중 25명은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서 격국은 분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간은 파악할 수 있어서 일간의 분류는 하였다. 총 73명 중 남학생의

수는 11명으로 그 중 3명이 시간을 모른다고 하였다. 격국분류가 되지 않은 학

생도 심층면접의 내용은 중요하므로 참고대상으로 삼았다.

일간177)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갑일 생은 73명 중 8명, 을일 생은 73명 중

14명, 병일 생은 73명 중 4명, 정일 생은 73명 중 9명, 무일 생은 73명 중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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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수 퍼센트

비겁(비견, 겁재)이 약한 사람 1명 1.37%

비겁이 강한 사람 7명 9.59%

식상(식신, 상관)이 약한 사람 8명 10.96%

식상이 강한 사람 3명 4.11%

재성(정재, 편재)이 약한 사람 4명 5.48%

재성이 강한 사람 3명 4.11%

관성(정관, 편관)이 약한 사람 5명 6.85%

관성이 강한 사람 4명 5.48%

인성(정인, 편인)이 약한 사람 8명 10.96%

인성이 강한 사람 5명 6.85%

총 48명

이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임

기일 생은 73명 중 4명, 경일 생은 73명 중 7명, 신일 생은 73명 중 7명, 임일

생은 73명 중 4명, 계일 생은 73명 중 6명이었다. 가장 많은 일간은 을이었고,

가장 적은 일간은 병, 기, 임일이었다.

<격국을 분류하여 십성의 강약 조사>

위의 도표를 분석하면, 식상이 약한 사람과 인성이 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겁이 약한 사람은 가장 드물었으며, 비겁이 강한

사람들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도표는 비록 응답자 수가 적어서 완전한 분석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음악전공자들만 따로 분류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의 신빙성은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겁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독립심과 자존감이 강한 것을 나타내며,

남들과 협동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성향으로 예술인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을 보였다. 그리고 식상이 약하다는 것은 대체로 소극적이거

나 자신감의 부족, 그리고 희생정신의 결여로 판단될 수 있다. 예술인들은 대체

로 스스로의 만족감이 부족하여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점에 미뤄볼 때

이런 성향도 어느 정도 타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과

희생정신의 부족감 역시 일반인들이 볼 때의 예술인들의 이기적인 성향과도 일

치한다.

177) 일간은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며, 각 개인의 성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갑(甲)은 나무,

을(乙)은 화초, 병(丙)은 태양, 정(丁)은 촛불, 무(戊)는 산, 기(己)는 밭, 경(庚)은 강철, 신(辛)은

보석, 임(壬)은 바다, 계(癸)는 시냇물 정도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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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약한 것은 무계획성, 실천력 부족, 게으름, 시작만 하고 끝을 못내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는 딱히 예술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대체로 학업성적인 낮

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관심이 적은 학

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성이 강한 사람들 역시 학업에는 관심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이기성과 정신적인 권태로 인해 자신의 생각 외

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이다.

그 밖에 재성이나 관성의 분포는 중간 정도로 보인다. 재성에 관계된 점은 돈

과 재산, 즉 사업적인 수완을 의미하며, 관성에 대한 것은 명예나 취업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즉 예술가적 성향과는 벗어나는 점이라 볼 수 있다. 단

적으로 말하면, 재성에 관계된 학생들은 경영, 사업과 돈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관성에 관계된 학생들은 명예에 관계된 직장이나 직업 등 대기업이나 관, 공직

에 취업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옛날의 재인들의 사주와 비교하였을 때, 그 시절의 재인들의 사주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시대적으로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 시절의 재인과는 성격과 환경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옛날의 재

인들의 사주는 현재의 음악과 학생들의 사주보다는 일반 연예인들과 더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옛날의 재인들의 역할을 음악전공자들이 하기

보다는 연예인들이 더 그 역할에 충실하다고 하겠다.

위의 응답자 자기보고에 따른 학과만족도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만을

추려내어서 격국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다. 학과만족도 검사자 중에서 연월일시

를 정확히 적은 학생들에 한해서 조사하였다.

<학과만족도가 높은 학생>

학생 A: 식약이면서 관강하고, 본인은 무토이면서 신약하였다.

학생 B: 관약하나 본인이 임수이면서 신강하였다.

학생 C: 식강인데 본인은 기토이면서 가종아격이다.

학생 D: 인약인데 편관이 4개로 관강하며 본인은 계수로 태약하다.

학생 E: 식약이나 전체적으로 중화가 잘 되어 있으며, 본인은 신금으로 신강하

다. 좋은 사주라 할 수 있다.

학생 F: 관약하긴 하나 심약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중화가 되어 있으며, 본인은

신금이며 신강하다. 일시 지지에 자오 상충된 것이 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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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G: 비강이며 관약하다. 본인은 임수로 건록격에 해당하고 정재인 정화가

생조를 받아 조후가 잘 된 좋은 사주이다.

학생 H: 비강이면서 관약한 태강한 사주로, 관성을 용신 잡는데 다행히 관의 뿌

리가 튼튼하다. 본인은 경금으로 관의 조후를 받아 좋은 사주가 되었다.

학생 I: 비강으로 거의 종강격이 될 뻔 했으나 지지에 인목과, 천간에 을목이 있

어 파격되었다. 본인은 무토로 태강하고 관이 심약해서 본인의 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J: 인강하고 재강하다. 관이 없는 것이 흠이나 본인 경금이 신강하고 재성

이 강하여 힘의 균형을 이룬다.

학생 K: 식강하고 인성이 전혀 없는 태약사주이다. 본인 계수인데 수생목, 목생

화, 화생토하여 월지 정관에 힘이 실렸다. 재성이 있어 중화가 되었다.

학생 L: 관강으로 신약할 뻔 했으나 비겁이 중중하여 약간 신약하다. 전체적으

로 비겁과 관살이 강하고 인성이 거의 없는 을목 일간이다.

이로서 학과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사주는 대부분 좋은 사주에 해당하였으

며, 성격적으로 볼 때 비강하거나 식상과 관성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과만족도가 낮은 학생>

학생 A: 관강하나 본인 병화인데 비겁과 인성이 있어 약하지 않다. 조후가 잘

되었고 오행이 구비된 좋은 사주이다.

학생 B: 재강한 종재격 사주이다. 이 학생은 학업보다는 사업이나 경영에 적합

하다.

학생 C: 관약하고 겁재가 중중한 양인격 갑목으로 태강하다. 힘을 눌러줄 관성

이 전혀 없으며, 약한 상관과 재성이 있어도 제살이 힘겹다. 일시 자묘 형이 된

것도 문제점이다.

학생 D: 식강하나 전체적으로 중화가 잘 되어 있고 오행이 구비된 좋은 사주이

다. 경금 일간으로 일시 자오 충 된 것과 관살 혼잡한 것이 흠이다.

학과만족도가 낮은 학생들도 사주가 비교적 좋았으며, 이는 음악과 학생들의

환경상태가 일반 학생들보다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B의 경우 전공을 잘

못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C의 경우 본인의 의지력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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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논문을 위한 설문지>

1. 성명.

2. 한자 성명

3. 성별: 남, 여(동그라미로 구분해 주세요.)

4. 생년월일시(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실제 태어난 날짜와 시간) 시간은 아주 정

확하게 예를 들면 15시 36분. 양력 음력 둘 중 정확한 것으로 기재할 것

5. 출생지(‘응애’ 하고 태어난 바로 그 자리의 지명, 외국이면 그 나라 그 도시

그 동네 이름까지. 예: 부산시 수영구 광안 2동 00 산부인과 또는 몇 번지)

6. 가족관계: 부, 모,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기타, 만약 사망

하신 분이 있으면 사망 연령을 기재해 주세요.)

7. 전공: 자세히 예: 피아노 현재 학부 2학년.

8. 음악을 시작한 나이

9. 음악을 시작한 동기(예: 부모님이 시켜서, 본인이 원해서....)

10. 사상체질(아는 사람만 기재)

11. 별자리(아는 사람만 기재)

12. MBTI(아는 사람만 기재)

13. 해외여행 유무(갔다면 어느 나라, 언제, 며칠 간, 어떤 이유로....)

14. 학과 만족도(상, 중, 하)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과로 전과하고 싶은

가?

15. 앞으로의 진로(예: 석박사 진학, 유학, 학원취업, 학원운영, 가사, 결혼, 아직

모름....)

16. 학점평균(전체 평점과 전공실기 평점, 부전공 실기 평점 다 기재)

17. 하루 음악공부 시간(이론공부 시간: 실기공부 시간: 각각 기재)

18. 잘하는 과목(음악전공과목, 교양과목 포함)

19. 좋아하는 과목(음악전공과목, 교양과목 포함)

20. 싫어하는 과목(음악전공과목, 교양과목 포함)

21. 못하는 과목(음악전공과목, 교양과목 포함)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내용에 따른 상담내용은 학술적인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논문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사생활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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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음악교육의 현황에 대한 교수와 교사 의식 조사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등음악교육은 교대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전공은 상관이 없다?”

다 아는 내용인가? 당연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중등음악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라면 특히 최근 중등임용 적체와 기간제 교사를 위주로 예체능 교사를 모집하

는 경우가 많아서 중등음악교사가 되지 못 한 사람이라면 또한 초등학생을 자

녀로 둔 학부모라면 한번쯤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명제이다. 따라서 초등음악교

육의 현실은 어떠한지 초등음악과 교수의 수업 관찰과 초등교사와의 대담으로

써 초등음악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기간 절차

음악심화과정을 졸업한 6년차 초등교사와 초등음악과 정교수를 대상으로 교

사는 매주 인터뷰를 하고 교수는 매주 수업참관을 통하여 해석, 논의한다.

기간은 2013년 3월 첫 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간 인터뷰와 수업참여관찰

을 한다. 학기 초 교사와 교수와 연락을 취하여 인터뷰와 수업참관을 허가받고

13주 동안의 인터뷰와 수업관찰 내용을 범위로 작성하였다.

교사 이름은 가명으로 교수 이름은 이니셜 약자로 사용한다.

3. 연구 문제

1) 초등음악교사 양성은 어떠한가?

2) 담임교사, 연구교사, 전담교사, 음악전담교사란?

3) 음악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국악수업은 잘되고 있나?

5) 교육과정은 왜 이리 자주 바뀌나?

6) 교육행정은 교사의 짐인가?

7) 중등자격소지자가 초등전담교사가 될 가능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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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초등음악교사 양성은 어떠한가?

초등학교 음악교사는 어떻게 양성되는지 K교수와 김남주 교사의 의

견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K교수:

“교육대학에서 음악교사의 양성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

째,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음악적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없다. 둘째, 교육대학

4년 교과과정 중 음악 또는 음악교육에 관련된 과목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대마

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 약 140학점 중 음악 관련 과목은 10학점이

다. 셋째, 교대를 졸업한 교사들을 위한 음악연수가 부족하다.~중략~”

“교대에서는 전공과목은 30학점, 그 외 과목은 10학점 씩 이수를 한다. 그것

만으로는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 생각한다. 일 년에 한 번

씩 교과회의를 한다. 그 때는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마찬가지이다. 서로 자

기 과목 더 시수 늘려보려고 애쓰지만 겨우 유지하는 데 그친다. 내가 지금 교

대 학생들 초, 중, 고 동안 국, 영, 수 위주로 공부해서 음악교육을 거의 못 받

았는데 대학 와서도 국, 영, 수 위주로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그리고 중등교육처럼 음악전공자를 뽑아서 음악교육을 위주로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어서 아무리 음악을 잘 해도 임용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음악도 아예 써 먹지 못하니까, 또 안 되었다.~중략~”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는 중등교사들을

초등에 어떻게 이용해보려는 점도 있다.”

김남주 교사:

“1, 2학년까지는 전 심화과정이 공통 음대에 가서 수업을 가서 하구요. 3학

년, 4학년 되어서 이제 음악 심화과정 만의 예, 했는데 국악 같은 경우는 기악

을 더 한다든지 그 중에서 인제 딴 과 같은 경우에는 단소, 장구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교대에선 단소, 장구, 판소리~중략~”

“커리큘럼이 교대마다 달라요.~중략~특히 저희는 인제 그 음악과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수업을 그 시수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열 몇 과목을 다

쪼개서 듣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쪼갠 것 중에 국악이 쪼개 들어가야 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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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화과정이 아닌 학생들 경우에는 거의 다 국악을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중략~”

“저희가 뭐 되게 많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니구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열심

히 하는거고. 남자 선배들이 음악 심화과정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초, 중, 고 때

전혀 음악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중략~정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악보도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예. 되게 편차가 심하지.~중략~

정말 아닌 사람은 FAIL 되는거고~중략~저희가 음악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더라도 저희가 거기서 얻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정

말 중요한 것 같아요.~중략~”

교대커리큘럼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교대에서 각 과목

의 생존권에 따라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므로 한정된 시수 내

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교대마다 전공과

목의 수업내역이 다른데 그것을 학생이 선택할 수 없는데 학생들은 입학

하고 나서 그 과목을 알 수 있다. 졸업생들이 체감하는 수업과목으로 바

뀔 수 있도록 교대 음악전공심화 과목을 편성하는 방편도 고려해볼 만하

다. 그리고 각 교대전공심화과정의 교과내역을 미리 교대입학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면 교대준비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고 생각한다.

2. 담임교사, 연구교사, 전담교사, 음악전담교사란?

초등학교엔 담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종류의 교사 명칭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각각 교사의

역할은 어떤지 보도록 한다. 김남주 교사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싣는다.

김남주 교사:

“학교에 와 보면 음악심화과정을 졸업한 선생님이 전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외의 과목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별한 음, 자

주 생기는 예로 업무, 즉 담임 업무의 회피를 위해서 교과전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편이죠. 그래도 지금 음악교육에 있어 지식이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신 선생님들께서 음악지도를 대충하시는 경우도 생기

죠.~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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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교과전담을 하고 시수, 시

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시니까~중략~.”

“아침시간도 그렇고 점심시간도 그렇고 종례 후도 그렇고 그래 계속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안전사고도 교사책임이고 그리고 학년 단위로 동

급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관리하

고 있다면 그것도 결과물을 내고 해야죠. 학년 안에서 업무를 한다거나 또 많이

모아서.~중략~”

“전담교사, 그건, 그걸 하는 것 보다 그, 학교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음악

교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중략~”

“교과 전담 역량이 크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교

과 전담이 좀 더 폭 넓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뭐 음악전담, 미

술전담 지금 조금 더 선생님들이 좀 더 그 쪽의 기술이나 지식이 더 있으신 분

들이 그 수업을 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담임이 있어

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아직 많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의 기본 과목을 제외하고는, 그게 기본과목이 더 중요하다

거나 그런 뜻은 아니구요. 몇 가지의 과목은 담임교사의 재량 하에 있되 더 많

은 폭으로 교과전담이 생겨서 좀 더 양질의 수업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대에서 각 과마다 전공이 있다는 것도 사실 그런 메리

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죠?~중략~”

“그게 저의 연구교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과목에 대해서 시

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지도안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수업하는

거 장학사님과 심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명씩 들어가서 간단하게 짠 수업지도

안을 가지고 수업시연을 해요. 하고 이제 거기서 몇 프로를 선정을 해서 그게

학교 한 5월 달 쯤에 그게 있거든요. 9월 달 쯤까지 시간을 주고 학급경영이나

이제 모든 걸 그 과목과 그거 학급경영도 정말 잘해야 돼요. 연구수업을 잘하려

면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그런 시험을 치거든요. 1등급을 받으면 연구교사가 되죠. 그건 한 교

육청 당 한 과목에 한 명 두 명 정도 뽑고 매년 그렇게 뽑아요. 교장, 교감이

랑 수석교사는 아직 그 급이 달라요. 수석교사 만약 연구교사 이건 보통 3, 40

대 들이 많이 하거든요. 교장, 교감은 약간 경력이 40대 이상 되시고 거의 다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연구교사죠.~중략~”

초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인 담임교사는 굳건한 성역인 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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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요즘은 특정과목의 전담교사가 등장하였으며 많은 교사들이

전담교사를 선호하고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담교사의 경우

전공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

은 것으로 전공과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석교사와 비슷한 개념의 연구교사는 능력과

경력, 승진에 도움이 되는 듯하다.

3. 음악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음악활동영역, 음악교육철학, 교사의 음악교육관, 음악환경, 학생들에

게 끼치는 영향, 음악평가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남주 교사의 의

견과 K교수의 수업내용을 종합해 보았다.

김남주 교사: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 이 5개의 영역을 당연히 그건 골고루 해야 한

다고 생각하구요. 골고루 하는 데 활동이 사실 활동을 사실 무조건 하긴 하잖아

요. 가창이든, 기악이든 간에 창작이든? 이거 할 때 이걸 그냥 활동진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시간 수업, 한 차시, 한 차시 여기서 봐야 되는 개념이 뭔

지? 이 4가지 활동영역과 이해 이 5가지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따로 따로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와 활동 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음악수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구요.~중략~"

"가창은 사실 학생들이 제일 음악에서 손쉽게 뭔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학생들이 많이들 좋아하거든요. 남자애들이 고학

년 올라가면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다들 표정이 밝

은 걸 주로 볼 수 있구요. 그다음 기악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한 학기면 한 학기, 일 년이면 일 년 그 때 이제 만약에 3학년이 되어 리코

더의 기초를 습득해야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띄엄띄엄 제재곡마다 단원마다 한

번씩 리코더가 나오잖아요? 그 때 그 때 한 번씩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년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되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학생들이 상승된

뭐지? 점수? 실력? 그 실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얻는 것이 되게 많고, (중략)~ 단소도 그렇게 하면 소리 못 내는 아이들도 일

년 내내 하면 잘 내구요."

“감상 영역도 학생들이 자기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음악 같은 경우 되게 즐

거워하고 관련주의적 음악일 경우 더 특히 즐거워하고~중략~음악과 이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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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그 대상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있어서 즐거워해요.”

"수행평가 방식이 상, 중, 하를 거의 다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행평가 상, 중, 하로 매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

부분 포트폴리오를 해오거나 만들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상, 중, 하로 매겨

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죠.~중략~"

담임교사든 음악전담교사든 음악수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명

시된 대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그리고 국악수업을 중등교사와 비교하

였을 때 중등교사보다 고루 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에 명

시된 대로 충실하게 수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평가의 경우

가능한 좋은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었다.

김남주 교사:

"학생들도 선생님들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이 과목에 몰입하는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도 달라지죠. 정말 음악을 성심성의껏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학

생도 그만큼 몰입하죠. 그건 중, 고등학교하고 다른 것 같아요.~중략~저학년이

더 적극적이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소극적으로 변해요.~중략~”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러니까 제가 교대 다니던 시절에 여러 가지 전 과목을 공부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을 뿐이지만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했던 것이 음

악활동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내 합창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졸업

하고 난 뒤 학교에 있으면서 그 어린이 합창단 반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음 그

교사합창단 활동도 해봤었고~~중략~”

“예전 제가 어릴 때 배우던 시절과 현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일반적

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실행적인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엘

리엇적인 관점에서의 수업이 그러니까 아직도 뭘 해야 된다고 무조건~중략 ~저

는 70:30, 80:20? 70:30정도 될 것 같아요. 실행 대 심미가.~중략~”

“음악을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악곡을 부분부분

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 흐름을 느끼도록 하는 거 그게 되

게 중요할 것 같애요.~중략~”

“이 음악이 뭐 어떤 것 같애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학

생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것을 자기 삶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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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요.~중략~개념수업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면, 또 그건 또 부분적으로

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중략~”

“제 만족스러운 수준에 오르기까지 되게 훈련을 중시를 했었거든요.~중략~

그러니까 자기 교과에 대한 선생님의 프라이드가 있고~중략~ 저도 특히 음악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악기도 훨씬 더 잘 불게하고 싶었고 그리고 더 많이 경험

하는 모습을 다른 선생님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리코더도 정말 열심

히 시키고 노래도 정말 열심히 시키고 악기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와서 하면서 되게 열심히 열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 마치고 나서 제

가 이걸 뭔가 ‘아이들이 느끼도록 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중략~음악 속

에서 좀 더 많이 생각해볼 수 있게, 그러니까 ‘즐거운 생활’할 때 제가 재구성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중략~”

K교수:

“『Strong Art Strong School』" 즉 예술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더라.~

중략~근데 그것이 대체로 집안 환경 좋고 음악이 다른 과목에 전이되어서 잘하

는 것도 있고 그런 요소도 다 작용한다는 것이지.~중략~”

“음악 평가는 기본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예술적

인가’하는 문제이다. 즉 음악 평가는 양적인 평가보다 질적인 평가로서의 속성

에 더 적합하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 입시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봉사활동이나 자격증 등도 대학입시에 반영되는데 학

교의 정식 과목이며 중요한 발달영역인 음악이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 교

육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중략~”

“심미적 경험이 음악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1970년 이후 오늘까지 미국을 중

심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아직은 엘리엇의 실천적 음악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내적 경험을 강조하는 리머의 이론에 비해

훨씬 가시적인 측면이 강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민족음악들의 특성을 포

괄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철학이라 할 수 있다.~중략~”

음악교사는 음악환경과 음악활동 음악교육을 받는 등의 음악환경이

음악교육철학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음악활동 및 지

속적인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교육철학의 양대 산맥인 리머의 심미적 음악관과 엘리엇의 실천

적 음악관은 오히려 교실 현장에서는 실천적 음악관이 지배적인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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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상과 실재는 역시 다른 것 같다.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교사에 따라 음악관이 매우 많이 영향

을 받으므로 부모들은 국, 영, 수 위주의 교육이 반드시 옳은 교육이 아

님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역시도 그러함을 깨달아 열정적인 음

악수업이 되어서 학생들의 음악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국악수업은 잘되고 있나?

5000년 간 내려온 우리 음악을 국악이라 하고 들어온 지 100여년의

서양음악을 음악이라고 부르는 세상 속에서 과연 국악은 초등음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K교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초, 중, 고교 교과서의 국악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그

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교과서의 국악 비중은 점점 커져서 현재 35%-50%

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이 질적 팽창으로 온 것은 아니다.~중

략~”

“국악강사풀제는 국악교육에 자신감이 없는 교사들과 일자리가 없는 젊은

국악인들에게 다소 숨통을 터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문제점도 많다. 첫째,

한 학교당 혜택을 받는 시간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둘째, 국악교육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교사들이 완전히 국악에 손을 놓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엄청난 예산을 국악강사풀제의 강사들에게 쓸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국악

연수를 시키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훨씬 크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중략~”

김남주 교사:

“많은 선생님들이 국악을 사실 어려워해요.~중략~초등학교는 ~중략~국악수업

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심화과정에서 국악을 한 분이 아니라면 거의 정말 찾기

가 어렵거든요.~중략~양악보다 국악을 가르치는 데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

요.~중략~제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 국악교육과

정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사실 저도 첨 들어보는 거고~중략~그걸 새롭게 이해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중략~있기 때문에 예. 좀 당황스러워요.~중략~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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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과서가 되게 많이 바뀐 것이 뭐냐면 굉장히 정간보에 정말 그 한자 저기

뭐야 율명을 최근에 정간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걸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중략~”

“국악강사풀제는 선생님들한테 국악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좋은 소식

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정말 교사가 안일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초등교사가 모든 과목에 정말 전문적이어야 한다. 라기 보다 자기가 잘할 수 있

는 몇 개의 과목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몇 가지의 과

목은 담임교사의 재량 하에 있되 더 많은 폭으로 교과전담이 생겨서 좀 더 양

질의 수업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중략~”

국악수업의 경우 심리적 부담이 컸으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

으며 국악강사풀제에 대해서 교사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

다.

5. 교육과정은 왜 이리 자주 바뀌나?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최근 들어 2년마다 개정되고 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김남주 교사:

“교육과정 이제 겨우 이해하고 좀 연수, 개정될 때마다 그 연수를 계속 받아

야 되거든요.~ 중략~ 연수도 받았는데 그게 보통 7, 8년에서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서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2년? 2년? 이런 식으로 ~중략 ~매 해 지금

교육과정 연수를 선생님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되게 그게 화가 나요.~중

략~”

K교수:

“해방 이후 교육과정은 9번 바뀌었다. 근데 최근 2007 교육과정 개정, 2009

교육과정 개정으로 급변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활동, 이해, 생활화였던 내용영

역이 2009년 개정에는 표현, 감상, 생활화로 바뀌었다. ‘이해’ 부분은 아예 부록

으로 첨부되고 다른 과목들에는 없는 ‘생활화’는 굳이 음악과에 들어있다. ‘개념’

의 중요성, ‘이해’가 빠진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7차 음악교육과정이 내용이 많

고 어렵다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기피했다는데 그게 많은 게 아니다. 오히

려 지금은 너무 엉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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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중등교사보다 훨씬 부담을 느끼는 초등교사

의 상황을 떠나서 너무 잦은 교육과정 개편은 행정적, 비용적, 교사, 학

생,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6. 교육행정은 교사의 짐인가?

교사는 수업과 학생관리 뿐 아니라 행적적 사무가 많다. ‘잡무’로 표

현되고 있는 행정적 업무는 교사들에게 있어 어떤 것인지 김남주 교사의

견해를 싣는다.

김남주 교사:

“교실에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공문이 오고 회람이 오고 그게. 회람,

공문 이런 것들 치러야 될 것이 많아서. -중략-수업 외적인 업무와는 또 다른

담임들의 업무.-중략- 아침시간도 그렇고 점심시간도 그렇고 종례 후도 그렇고

그래 계속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안전사고도 교사책임이고 그리

고 학년 단위로 동급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관리하고 있다면 그것도 결과물을 내고 해야죠. 학년 안에서 업무를

한다거나 또 많이 모아서.~중략~”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연수기회가 방학 때 많고 학기 중에도 있고 그래서

자기개발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채워나가려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과학 실험 연수 같은 거 있으면 저 사실 과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찾아서 가서 해요.~중략~”

수업, 담임업무 외에 행정적인 업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 그 일

로 전담교사를 지망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중요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

줄여주는 것이 교사, 학생 모두에게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문제도 한 몫 하는 듯하다.

김남주 교사:

“음악과는 선생님이 더 체감하는 게 많은 부분이 뭐냐면 검정교과서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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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 ~중략~ 5학년이 3종, 6학년이 5종,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학기 초에

심의를 거쳐서 하나를 고르거든요. ~중략~그런 방식으로 취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혼란이 있으실 것 같고. 국정이라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는 제가 생각

을 하기는 해도 디자인부터 너무 다르고 너무나 낯선 느낌이 좀 많아요.~중략~

그 변화 자체가 교사들한테는 큰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가르쳐 봤던 거를 다시

가르치는 거랑 ~중략~ 또 그 3, 4학년들이 한 음악책을 쓴다거나~중략~집중이수

제나 뭐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느끼는 건 더 크구

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사실 지난 정부가 너무나 ~중략~예술교육에 무지한 사

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검정교과서가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몇몇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중략~ 교장, 교감, 교사 몇 명? 그리고 학부모~중략~ 그 지역 인사 그런 식으

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거기서 하기도 하고 교과서를 뽑는 위원회가 따로 있기

도 해요. ~중략~그 담당 과목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중략~ 그렇게 해서 고르는

데 거기서 한꺼번에 검정교과서끼리는 다 모아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악은 음악, 수학은 수학, 미술은 미술 다 이렇게 몇 종 씩 촥 모아 놓

고 이중에서 골라보고 그 때 뭐 고를 경우에 한 출판사로 쫙 가기도 하고 아니

면 이 과목은 이 출판사 이 과목은 저 출판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중략~ 교과의 특성을 잘 고려한 의미 있는 작업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교육의 경우도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바뀜에 따라 교과서

의 선택의 기회는 많아졌지만 정작 각 과목을 선정하는 것은 전공과 상

관없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전공에 맞게 각 교과서

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음악수업에 피아노, 악기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김남주 교사:

“행정적으로 우리는 교실에 피아노가 없다고 오르간도 없다고 우리는 그거

다 치운다고 학교에서 그게 학교차원에서 다 치운다고 교실에 피아노 딱 한 대

갖다 놓고 음악실에 피아노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강당에 그런데 선생님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조그만 오르간 나는 학교에 마지막에 있던 학교에

이제 작은 키보드를 우리 반 갖다 놓고 선생님들이 잘 안 쓰는 거고 내가 그냥

우리 반 갖다 놓고 쓸께요. 그런 식으로 뭐 정말 음악을 위한 좋은 자료들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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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이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음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사실 반

주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주할 악기가 없어요. 소리를 내 줄 악기가 없

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주는 게 사실 유용해요. 애들이 그냥 그냥 노래하는 것

보다 그냥 아무 반주 없이 하는 것보다 사실 거기서 나오는 그게 기계음일지라

도 그걸 하는 게 낫거든요.”

행정적 효율인지, 비용절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음악시간에 악기나

원음 없이 디지털 음원과 음향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

지, 그리고 음향도 기계음에 가깝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 청각 건강으로

도 음악 미학적으로도 이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7. 중등자격소지자가 초등전담교사가 될 가능성 있을까?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민감한 주제였고 핵심질문이라 가장 마지막 인

터뷰로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가장 감정이 고조된 김남주 교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는 그 생생한 상황을 그대로 싣는

다.

연구자:

“오늘 질문을 생각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핵심 질문인 것 같은데 조금 어렵

기도 하고 맨 마지막으로 돌린 이유도 있는 게 지금 중등 임용자들이 굉장히

적체가 심하고 거의 임용을 뽑지 않고 기간제교사로만 대체하려는 경향이 많고

또 00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3년에 한 번도 안 뽑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교

사는 아무래도 합격 확률이 높고 게다가 담임교사 할 때는 몰랐지만 전담교사

음악전담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만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적체된 중등교

원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초등교사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김남주 교사:

“그거는 정말 너무 모르시고 하는 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

아요. 지난번에도 세미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입시단계부

터 생각해보면요. 00교대 교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

요.” -중략- “난 초등교사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중략- “우리가 초등학교에

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교수법, 다양한 교육학을 배우잖아요? 이거는 오직 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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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목적 우리는 다 목표가 똑같은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볼께요. 사대 임용제

도 자체부터가 사범대가 있구요. 비사범대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교직을 이수

할 수 있잖아요?”

연구자:

“아아 10% 이수할 수 있어요.”

김남주 교사: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음대를 졸업한 학생들 음대생들도 많은 보통

음악교육과는 거의 없고 음대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연구자:

“교육대학원에 가죠.”

김남주 교사:

“한번 생각해 볼께요. 그 사람들이 음대에 입학할 때는 피아노 칠라고 들어

갔지 나는 음악교사 해야지. 하고 들어 간 학생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작점부

터가” -중략- “너무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그 글에

대해서 뭔가 더 그 제도라기보다도 이 사회가 너무 -중략-“그러니까 이런 식으

로 이게 너무 사회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중략-“이건 되게 사회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우리자라 많다고

자기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입학생 수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해에

퇴직하는 수와 맞물려서 입학생 수를 뽑거든요.”

연구자:

“으음. 근데 옛날에는”

김남주 교사: :

“저희는 특수목적대학 딱”

연구자:“100% 다 들어갔지만 지금은 1.2: 1정도 된다고.”

김남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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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목적 대학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이제 편입반도 생기고” -중략- “2학

년까지 없다가 3학년 때 편입 A반 편입 B반이 저희 때 생겼거든요.” -중략-

“거기도 한 과에 우리 과에 한 학년 수준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2반에 80명 정

도 한 해에 들어 왔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사회에서 꼭 우리는 좀

덜 경쟁력 있는 덜 치열한 곳인 이유가 사회적으로 당연히 제도적으로도 만들

어 진거고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고 특수목적대학인건데” -중략- “아니 그

왜 자리 좀 많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리 만들어 놓고 자리 만들어라. 비켜라.”

-중략- “편입생을 밀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리를 더 주자.”

연구자:

“음. 아, 그래서 지금 경쟁이 치열해 진건가요? 아무래도?”

김남주 교사:

“경쟁이 치열해 진거요?”-중략- “그거는 어떻게 이제까지 적체된 수가 생겨

서 그런건지, 아, 저희가 뽑는 수는 교대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얘긴데 교수

님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밥그릇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게

그 과에서 한 과목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예민해 지실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 수는 더 늘일 수도

더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고는 싶지만 그대로 이제 받는 거예

요. 그대로 이제 학생 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이번에는 퇴직수

가 퇴직자수가 적고 요만큼 뽑아도 되겠다. 그런데 사실 그게 교대 이게 굉장히

큰 체제잖아요? 대학교육이 그 체계에서 쉽게 입학생 수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필요한 인원과

교육대생 배출생 사이에서 이제 숫자가 안 맞게 되는거죠.”-중략-“그리고 이러

다가 또 한 번씩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명퇴라는 제도가 들어온게”-중략=

“그것도 국가적으로 뭔가 있어서 그 제도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런 제도가 갑

자기 들어와 버리면 우루루 빠져 나가면”-중략- “또 교대생은 그대로인데 그럼

이제 100% 대부분이 뽑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뭐 이용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위치에서 있어요.” -중략- “저희는 딱 중요

한 게 그거 같아요. 우리는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어 피아노치려고 들어와

서 4년 공부하고 교직 딴 사람이랑 우리는 아예 고등학교 졸업 시기 20, 19살

때부터 우린 달랐다는 거예요. 어어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양보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칠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

중략- “우리가 4년 동안 배우는 것들이 결국 그거는 음악에 대한 것이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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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아동에 대한 것이고 정말 초등교육에 대한 것이고 그것도 각 교과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고 거기서 얻는 것이 아무리 피아노 반주 못 하는 선생님이라고

해도 뭐 그 음대생이 와서 뭐 피아노는 더 화려하게 잘 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음악의 모든 제 영역들을 잘 다루어서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연주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어어”

연구자:

“그럼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분들도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김남주 교사: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면 뽑히잖아?” 우리는 “그래 들어갈 때 당연히

교사할라고 들어왔는데 이 대학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도 그럼 미리 여기 들어

오지? 왜?” “점수 따서 들어오지? 왜?” -중략-

“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처음부터 여기 들어오지 왜 지금 와가지고 너희

는 왜 다 뽑히잖아? 할 거면 하고 싶었으면 진작 오지.”

연구자 :

“근데 중등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하면 뽑지를 않는거야. 아예 근데 초등은

해마다 뽑잖아요? 어느 정도 그 규모를 뽑기 때문에” -중략- “진짜 꼴찌가 아

닌 다음에야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

영, 수도 해마다 뽑긴 해도 항상 모잘라거든요. 그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

이 너무 좁아가지고” -중략-“근데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사범대에 들어갔는데”

김남주 교사:

“음악, 그러니까 저는 음악교육과 KW대학교 음악교육과 아니면 J댄가? 어

디 음악교육과가 M대? 몇 군데 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중략- “그런

학생들이 그 대학을 나오면 음악교육을 사범대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 학생들

이 저는 시험 칠 기회를 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구자: “예. 가산점을 받잖아요?”

김남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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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다른 과에서 10% 이런 식으로” -중략- “주는 그 수가 몇 십 년

이 쌓이면 이게 엄청난 수잖아요?” -중략- “모든 대학에서 10%, 10%, 10% 이

런 식으로 주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직 그 사람들이

이수하는 게 4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과 그 사람들이 우리 교직을

위해서 몇 십 시간 이수한 것과 그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자:

“근데 사범대에서 교직과목 이수한 것과 일반대에서 교직과목 이수한 거는

거의 비슷해요. 사범대 나왔다고 음악보다 교육에 관련된 걸 더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니예요. 교대는 확실히 교육관련 수업을 많이 하는데 사범대”

김남주 교사:

“근데 음악교육과 KW대 음악교육과 교육과정 아세요?” -중략- “그리고 제

가 알기로 음악교육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군데 음악교육과면 분명히 커리

큘럼이 거의 교대처럼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한

학기에 20몇 학점씩을 8학기 듣는 거랑 일반대학교에서 자기 전공을 하고 이제

다르죠.”

연구자:

“어느 정도는 다르긴 한데 교대만큼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는다는 거죠.”

김남주 교사 :

“아 저는 저희가 아는 대로” -중략- “교육학적인 측면으로도 되게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제 그런 특수목적대학이 존재를 한다면 사범대

가 있고 교육대가 있고 한다면 그건 입학할 때부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때문

에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그런 입장이예요. 예”

연구자:

“가산점을 아무래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0.001점으

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 플러스 점수가 거의 좀 크거든요. 그래서 거의 결정적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리가 없으니까

자꾸자꾸 더 적체가 되고 있죠.”

김남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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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 나라 사회문제”

연구자:

“그럼 처음부터 자리를 주지말지 왜 줘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인가요?”

김남주 교사:

“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 -중략- “그런 입장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

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잘 못 된 거고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

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근데 제가 아는 그 때도 뭔가 기회가 되어서인진 모르겠는데 중등 사범대

는 아니고 그냥 일반 음악과를 나왔는데 초등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남주 교사:

“저 되게 이상한 것들이 한번 씩 들어오는데요.”

연구자:

“그것도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김남주 교사:

“2000년대 초반 그 때 뭐가 들어 왔나면” -중략- “그게 그거 한 몇 십 시간

의 연수를 받고 교사로 임시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정식교사가 되는”

-중략- “제가 갔을 때 처음 성악을 전공한 어떻게 선생님이 교사를 하고 있어

요.” -중략- 저는 사실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한번씩” -중략- “연수 좀 받고 그 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까 교사 명퇴하고 그러니까 맞물려서 명퇴로 확 빠져나가고 너무 모자라서 그

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지? 사범대 교사되고 통폐합 이런 거 가

지고 저희가 데모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연구자:

“지금도 데모하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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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교사: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의 요구도 좀 들어주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교사자격증 초등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

는”

연구자:

“그래도 교대 안 다니고 초등교사로 다니는 게 저는 되게 놀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동료교사들은 어떻

게 생각할까?”

김남주 교사: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사실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연마를 하고 연수도 받고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근

데 그거는 그 사람은 이미 교육자격증을 받았으니까” -중략- “연수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초등교사들이 되게 뭐 싸움을 많이 하거나”

-중략- “경쟁적이거나”

연구자 :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김남주 교사 :

“분위기가 아니니까, 예” -중략- “예, 예 그리고 언젠가는 묻어가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알겠지만 나중에는”

연구자:

“5년마다 옮기니까”

김남주 교사: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난 참 운이 좋은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 . . . . . .

연구자:

“예, 그럼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범대와 교대 통폐합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김남주 교사 : “그거는 제도를 얼마나 잘 정비하느냐의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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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렇습니까? 어떻게 정비를 하면”

김남주 교사:

“그러니까 그대로 학교는 그대로 두고 뽑을 때만 똑같이 경쟁을 시켜야만

그러니까 사범대를 나왔으면 교대 그러니까 자리를 실재로 얘기했을 때 자리를

놓고 봤을 때 자리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각자 사범대에서 공부하고 교대

에서 공부하고 시험은 서로 뭐 같이 칠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중략-

“그러니까 저기 뭐지? 조금 제도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교사라는 음악교육

대학이 있고 그 안에 초등, 중등, 고등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머리를 써서 제도를 바꾸어야지. 그냥

사범대 통폐합한다는 그 이유는 하나거든요.”

연구자:

“뭔데요?”

김남주 교사:

“골고루 이 사람들이 너무 사범대 쪽으로 저기 교직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

리 내놔라고 요구를 하니까”

연구자:

“그렇죠. 자리가 없으니까”

김남주 교사:

“그거 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구자:

“음 그럼 사범대 입장에서 하는 거군요.”

김남주 교사: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 잘못 되었다는 거죠. 하면 안 되죠.”

연구자:

“그럼 교대생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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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교사: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연구자: “사범대에선 찬성할 일이네요.”

김남주 교사:

“저 때의 제 때의 사범대 통폐합 그 당시엔 그런 류 였고 당연히 사범대에

선 찬성을 했겠죠? 음 지금의 성격은 어떤 식으로 통폐합을 하는 지는 잘 모르

겠어요.” -중략- 통폐합이 우리나라 이때까지 해 온 것 보면 되게 졸속적으로

가겠죠.” -중략-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다녀라. 시험 때 딱 돼서 니도 이거 칠

수 있고 니도 이거 칠 수 있고 그렇게 그거 아닐까 싶어요. 어어”

연구자 :

“아아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대부분을 실었

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등자격 소지자가 초등전담교사로 지원하는 교

육청 공고문을 본 적이 있다. 이는 초등교직과 중등교직의 차이와 현실

을 전혀 모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중등자격자의 경우 초등교사에 지원

할 법적 근거도 없고 초등교육계의 냉담한 시선도 전혀 모르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인터뷰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였

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통폐합 문제도 교대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초

등교육계는 정말 굳건한 성역인 것 같다.

결론 및 제언

초등음악교사는 교대를 나와야 한다. 단 국악강사풀제 같은 강사들은

교대를 나오지 않는다.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교대를 나와 초등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교대의 커리큘럼은 전 과목을 하고 심화과

정을 조금 더 한다.

교사가 되면 담임, 전담 등의 업무와 함께 행정적 공무가 많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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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공무가 전담교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의 개편은 교사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

고 있다.

교사의 교육철학은 학생들의 음악관에게도 영향을 주며 교사 역시 자

기개발과 환경에 따라 교육관이 달라질 수 있다.

적체가 심하지만 중등음악교육전공자는 아직까지는 초등음악전담교사

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짧은 기간 동안 교수 한 분과 교사 한 분의 대담 자료로 일반화시키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초등교육계와 중등교육계의 입장의 차이와 구직문제는 오랫동안의 화

두였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타협이 필요하다.

교육행정은 교사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소소한 잡무성 행정보다는 이

런 실질적인 외침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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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started by suggesting the problem that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in our country is almost based on Western music 

education philosophy.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is a field, which 

studies to find the answers of why music should to be taught in school.  

  Now music education philosophy based on our traditional ideas is 

required. The current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did not fully 

respectable and it can be complemented by Aproach of Yin-Yang-Wuxing 

Principle, which has a long history among oriental thought. It was 

applied and used in many field for all class of people, regardless of 

rank.

  The purpose of study is to illuminate the meaning of mus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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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Yin-Yang-Wuxing Principle, which almost did not receive attention 
among other ideas and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in the East, to find 
its implications for school, and to suggest Yin-Yang-Wuxing Principle's 
music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condensed as following, first, how can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be analyzed based on Yin-Yang-Wuxing 
Principle? Second, how can the meaning of music education be suggested 
based on Yin-Yang-Wuxing Principle? Third, how can Yin-Yang-Wuxing 
Principle be applied in general music education.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such as paper, books, 

publications, dictionaries, source site, the site reports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Literature and professor of the same 

textbooks, a qualitative study, which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interviews 

with teachers, professors, Korean traditional musician, Eastern philosopher, 

Confucianism Scholars and teaching content, and a qualitative study of a 

wide range of meaning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music education philosophy based on 

Yin-Yang-Wuxing Principle, suggested the teaching method based on 

Yin-Yang-Wuxing Principle, and presented the instructional plan classified 

into singing, instrument, creation, appreciation, and theory that can be 

applied to general music education.

  In conclusion, Yin-Yang-Wuxing Principle was consisted of Yin(陰) and 

Yang(陽) including Zhung(中) mentally, physically, materially, and all things 

can be divided by the five elements  wood(木), fire(火), earth(土), metal

(金), water(水) according to its component. Music is also divided into 

Yin-Yang-Wuxing Principle, and it can be applied to music education. 

   In terms of music education, first, the music corresponds to metal, water 

of sense of listening. Second, Korean tradition music, Western music, and 

World music all can be analyzed by Yin-Yang-Wuxing Principle. Thir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korean music rhythm(長短) is divided in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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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eat(三小拍) and 3 beat(陽拍) and 2 beat(陰拍) based on traditional  

Thoughts(Samjae(三才) & Samtaeguk(三太極)). Fourth, curriculum integration 

class may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Yin-Yang-Wuxing 

Principle. Fifth, in the content of subject, singing is the activity of fire, 

playing instrument is the activity of wood, appreciation is the activity of 

water, creation is the activity of matal, and theory is the activity of earth.   

  Therefore, carrying out five domain evenly is accordance to the reason of 

Yin-Yang-Wuxing Principle. The instruments are divided by 

Yin-Yang-Wuxing Principle. A human is also divided by Constitution and 

characteristic in accordance to Yin-Yang-Wuxing Principle. Therefore, the 

education and learning method should be different for everyone, and 

choosing the instrument and learning method appropriate to them should be 

made.

  The music education of Yin-Yang-Wuxing Principle, presents the meaning 

of the Korean style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respec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provides the various activities of music education, suggests 

the meaning of curriculum integration, heterogeneous grouping, and education 

convergence.

key word: Yin-Yang Wuxing Principle, constitutional theory, music educatio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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