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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과에서 본 17세기 원형세계상:
21세기 융합학문 모델

1)

배 선 복
†

이 논문은 수학, 천체물리학, 기하학 그리고 음악의 4분과의 연관성에서 17
세기 원형 세계상을 해명한다. 케플러는 인간영혼에는 원형세계상이 각인되었

다고 믿고, 1619년『우주의 조화, Harmonices mundi』5권에서 행성궤도의 공

전주기의 면적은 그들 궤도의 장반경의 세제곱으로 비례한다는 제 3법칙의 

정식화로 우주조화 이념을 구체화하였다. 우주조화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소프라노, 금성과 지구는 알토, 화성은 테너, 목성과 토성은 베이스로 

거대한 천구음악의 화음질서를 의미한다. 케플러의 3 법칙의 수립은 중력법칙

의 발전을 가져와 뉴턴은 1704년『광학, Optiks』에서 일곱 무지개 색과 옥타

브 음을 일치시키므로 음과 색 사이의 수학적 통일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케
플러와 뉴턴은 종전의 피타고라스의 현의 길이의 산술적 비례를 넘는 행성운

동의 비례에 음악과 색채의 조화관념의 도입으로 우주조화의 원형모상을 완

성하였다.

【주요어】원형세계상, 4분과, 다면체, 우주의 조화, 빛, 음, 색의 수학적 통일

1. 서론

오늘날 교육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 학교수업에서부터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우주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듣

는 음과 보는 색과 계산하는 수의 비례의 학습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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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상생활세계의 청취 가능한 음은 섞은 진동으로서 기본 음정이나 새

소리나 물소리를 비롯하여 소음이나 잡음 등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음이

나 색에 대한 지각이 지식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소

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작곡되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은 인간의 

혼과 신체의 측면에 물리적 향을 미치며 고통의 의학적 치료에도 도움

을 준다. 상대성 이론으로 20세기 현대물리학을 정초한 아인슈타인도 “모

든 것을 단순히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모사될 수 있다 보십니까?”라는 물

음에, “예”, “그것은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

은 베토벤 심포니를 공기압 곡선으로 나타낼 때처럼, 부적합한 수단으로 

될법한 일일 것입니다.”이라고 한바 있다.1) 곧 음악과 물리학은 수학이라

는 동일한 뿌리에 전혀 다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도표 1>2)

 

헤벨의 말대로 “피아노 치는 것이 수학법칙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

니며,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음에 깃들인 수학적 비례와 질서를 알

아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만, 음악은 일정한 리듬, 음의 강도, 고저

를 통하여 물체의 고유활동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어가 전혀 생각

지 못한 목적을 달성시켜 주고 있다고나 할 수 있다.”3) 물론, 음악으로 

 1) 좌측은 베토벤 심포니 9번의 긴 단면을 우측은 짧은 단면을 일정시간으로 

경과된 공기압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참고: S. H. Joachim, Die 

neuzeitliche Physik aus dem Geiste der Musik, Bremen 2001, 1쪽. 

 2) Ibid.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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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할 수 있는 표현하는 세계는 수의 사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인과적 근거로 주어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주어의 목적이 무

엇인지에 대하여서도 인식론적으로 보편타당하게 확인 가능한 것도 아니

다. 하지만 음을 너무 환원적으로 보아서, 감정이나 지각, 음악적 정서들

조차 실재현상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기화학적 수반현상으로만 

파악하게 된다면, 감정이나 체험으로부터 해방된 우주는 점진적으로 무의

미하게 남을 것이다.4)

동일하게 진동하는 음향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기술하느냐 미적 감각에 

따라 음악적 음률로 감상하느냐는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에 속한 철학적 

문제 다.5) 음악과 수학의 동일한 뿌리의 인식론적 통일에 대한 17세기 

세계상에는 분명히 4분과학습(quadrivium)6)에 의하여 보고 듣고 세는 

대상으로서 음과 색과 수의 통일과학이 존재하 지만, 철학은 “내일도 하

루가 있을 것인지”7), 혹은 “내일 해가 뜰 것인지”8)에 대한 물음에 회의

적인 답변과 이성적 근거를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갈라져 발전하 다. 결

국 철학은 유럽을 떠나 세계도처에서 지역학의 사유전통과 접목되거나 

갱신되었고, 과학은 지역적 국지성을 떠난 지식체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

었다.

 4) Ibid., 와인버그(S. Weinberg)도 우주를 이해하면 할수록, 점점 초점이 없

어진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작은 노력은 고작

해야 인간의 삶을 익살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극에 대한 어떤 은총을 주는 

일”이라고 실토한다.

 5) 근대철학은 상식이자 경험선상에서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갈라진다. 코페르

니쿠스 태양 중심 우주론에 사람과 사물, 주어와 세계의 대상 사이에 전인

적 세계이해에 인식론적 기초를 주고 논증하는 작업에서 근대철학이 탄생

하 다. 참고: H. Blumenberg, Die Genesis der kopernikanischen Welt, 

Typologie der fruehen Wirkungen. Der Stillstand des Himmels und 

der Fortgang der Zeit, Frankfurt am Main 1975, 338-340쪽. 

 6) 중세 대학에서 가르친 4분과 학문으로 수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이 이에 

해당된다. 3분과인 문법, 논리학, 수사학과 합쳐서 7분과 학문을 형성한다. 

 7) G. W. Leibniz, 모나드론 § 28. 
 8) D. Hume,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748), ed. 

L. A. Selby-Bigge(1894), section 4, part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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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밤하늘에 관찰되는 적색편이 현상에서 우주팽창의 사실을 추론하고 나

아가 최초 상태까지를 추정하는 과학이론의 뿌리도 색과 음 그리고 수의 

통일을 이룬 17세기 근대과학의 원형세계상9)에 기인한다. 원형 세계상이

란 고대 희랍에서 중세를 통하여 전래되어오던 산수, 천체물리학, 기하학 

그리고 음악의 4분과학습결과의 구현으로서 융합학문의 결과이었다. 고전

적 의미에서 4분과의 융합학문은 인간과 세계 사이를 분과지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분과지식으로 묶는 개별학문의 통합성만을 강조하 지만, 

15-6세기의 르네상스와 17세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통합인간형을 탄생시

켰고 이러한 통합인간형은 곧 과학혁명을 완성시켰다. 즉 근대과학의 세

계관 형성은 17세기의 케플러에서 뉴턴 같은 4분과 지식의 통합인간형에

서 도출된 원형 세계모상의 완성에 있다. 보고 듣고 세고 읽는 융합지식

의 토대로서 17세기 통일과학의 이념을10) 제시한 케플러와 뉴턴을 고찰

하는 것은 과학사와 과학이론의 측면에서 필요 할뿐만 아니라 오늘날 융

합학문의 차원에서 인문정신을 함양하고 창의적 미래정신을 열어가는 필

요한 기초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9) 원형(Archtype) 세계상은 케플러의 우주의 조화에서 정식화한 태양 중심

우주모델로서 뉴턴에 의하여 완성되므로 종전의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

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체계와는 차별이 있다. 
10) A. Poltschak & H.-S. Siller, Mathematik -die Schluesseltechnologie 

in Industrie und Wissenschaft, in: 10. Internationale Tagung ueber 

Schulmathematik, 26. Februar - 1. Maerz 2006, Technische 

Universitaet Wien, 폴샥과 질러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다른 과목과의 연

관성에 대한 질문에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한 연구는, 600명 학생들에서 음악

시간 때문에 수학과 외국어수업을 줄 더니, 이 학생들은 3년 후에 줄여놓은 학과 

과목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고 외국어에서는 그들의 같은 학급아이들 보다 더 월등

하게 나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음악학교에서 수행한 한 연구결과에 따

르더라도, 5세에서 7세 어린이에서 음악수업은 읽기, 쓰기와 수학에서 그들의 평균 

실적을 높 으며, 음악을 통하여 정신적 능력이 발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의 

학문적 뿌리는 17세기 근대학문이 물리학, 기하학, 음악, 수학의 유사성에서 지식과 

재능이 일치하 던 사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융합학문의 차원

에서도 수학, 물리학 그리고 음악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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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과 융합학문의 주역인 케플러는 인간에게 세계와의 조화의 가능한 

인지의 내면적 연관을 드러내는 우주조화를 느끼는 존귀한 자격을 부여

하 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 이래의 쿠자누스나 다빈치가 인간 혼에는 

신적 원형세계상이 각인되었다고 보는 입장을 이어

간 것이다. 케플러는 인간을 좌우상하전후의 육면체로서11) 간주한다. 

곧 인간의 혼은 대우주에서나 소우주에나 어디에도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를 느낀다. 케플러는 인간에 적용되는 유비추론을 우주론적으로 확장

하여, 1619년 우주조화Harmonices mundi 5권에서 당시에 알려진 일

곱 행성궤도의 공전주기의 면적은 그들 궤도의 장반경의 세제곱과 비례

한다는 법칙에 정식화하여 적용한다. 케플러의 제 3법칙이라고 알려진 이 

우주조화의 이념은 코페르니쿠스 태양 중심 이론에 따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소프라노, 금성과 지구는 알토, 화성은 테너, 목성과 토성

은 베이스로 놓고 구성되는 거대한 천구음악의 화음질서를 의미한다. 각 

행성의 조화는 플라톤적 기하학적 다면체의 복합성에서 산술적 근원을 

가지며, 신은 ‘창조 계획을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음악을 사용하 다는 것

이다. 이로써 15-6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며 고전인문정신의 부활운동으로 

중세를 통하여 4분과에 편입되면서 침잠하 던 음악은 17세기 과학혁명

시기에 인간과 세계 사이를 꿰뚫어 소통하는 학문의 통합이해의 바로미

터로 등장하 다.12) 1543년 코페르니쿠스에서 시작하여 1704년 뉴턴까지 

11) 케플러는 인간 스스로를 좌우상하전후(左右上下前後)의 육면체를 갖는 주사

위에 비유한다. “Nam homo ipse quidam quasi cubus est, in quo sex 

quasi plagae sunt, supra, infera, antica, postica, dextra, finstra.” J. 

Kepler, Mysterium cosmographicum. Das Weltgeheimnis, Uebersetzt 

und eingeleitet von M. Casper, Augsburg, 1923, 56쪽 참조. 
12) Ibid., 2쪽. 참조: H. Boettger, HARMONICES MUNDI, 

Abschiedsvorlesung gehalten am 27. Januar 2005, Universitaet 

Magdeburg, 24쪽. 최후의 로마 교양인 보에치우스는 피타고라스의 전통에 

따라 천구음악, 도구음악, 인간음악이라는 세 종류 음악으로 구분하고, 음과 

인간과 우주와의 인식론적 연관성을 저술로 남겼다. 도구음악은 인간과 우

주사이의 메커니즘으로서 천구음악을 반 하며, 인간음악은 도구음악과 더

불어 천구음악과 조화에 들어가면서 인간은 우주와의 조화에서 치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전통은 476년 서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천여 년 간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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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음과 색의 통일을 이루는 근대의 원형 세계상을 풀어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쥔 천구음악은 종전의 지구중심의 천동설에서 태양 

중심세계로 나가는 패러다임 이동에 수학언어와 더불어 자연에 감추어진 

코드 다. 

케플러의 여섯 행성운행면적의 입체에 관한 3 법칙의 수립은 뉴턴의 

중력법칙의 발견을 이끌었고, 1666년 백광실험 이래 1704년 광학Optiks

에서 일곱 무지개 색을 옥타브 음과 일치시키므로 음과 색 사이의 산술

적 통일성을 밝히는 결과를 가져왔다.13) 듣는 들음의 세계와 보는 색의 

대상 세계와의 통합시도는 케플러가 바라던 천구음악의 완성이었다. 뉴턴

은 원 중앙에 백색을 중심으로 둘레에 일곱 무지개 색의 조색서클을 통

하여 빛과 색과 소리의 산술적 통합을 시도하 다. 뉴턴의 업적은 코페르

니쿠스 태양 중심 세계관과 케플러의 우주조화의 원형세계상의 완성이었다.

3. 원형세계 형이상학 

어떤 것을 본다고 하 을 때, 눈은 빛에서 대상을 재생산하는 과정의 

마지막 심급의 산물로서만 볼 있다. 듣는 것 역시 오직 가청범위 안의 소

리로만 감각지각의 귀로 직접 전달된다. 서유럽에서는 15세기 말 콜럼부

스, 마젤란, 가마 등의 인물들이 세계대양을 항해하던 이래로 거실이나 

연구실 공간에서 가까이의 현미경과 망원경에 의한 미디어 채비로 먼 곳

의 사물을 제자리에서도 알 수 있다는 사유전통을 확립하 다. 이 사유전

절을 가져왔다. 보에치우스의 음악의 위계적 분류는 중세에는 정상에 천구

음악이 놓이면서 13세기까지 세계의 신적인 질서의 표현을 피타고라스 조

화로 간주되었다. 울리는 우주와 음을 내는 천구에 대한 이론은 하이젠베르

크(W. Heisenberg, 1901-1976)와 파울리(W. E. Pauli, 1900-1958)의 박

사 학위논문지도교수인 좀머펠드(A. Sommerfeld, 1868-1951)까지 명맥을 

이었다. 
13) J. D. Mollon, The Origins of Modern Color Science, The Science of 

Color Copyright © 2003 Elsevier Ltd, ISBN 0–-444–-512–-519. 2

쪽. 참조: http://www .new tonpro ject.sussex.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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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도 봄과 들음과 셈에 동일한 사유법칙이 통하

는 세계관의 탄생과 과학과 형이상학 역시 서로간의 체계에 대하여 타당

하다는 지적인 쌍립을 요구하 다.14) 르네상스 과학자이며 예술가인 다빈

치도 예술작업 때문에 광선은 자체로 빛을 소지하지 않고, 오직 파동 길

이의 스펙트럼에서만 빛을 인식한다고 생각하 다. 

사유발전을 광학발전과 같은 맥락에서 새롭게 다가온 문명세계를 이해

하기 시작하 을 때, 데카르트는 음과 색을 연구하 다. 데카르트는 먼저 

1619년 벡크만에게 보낸 음악편집Compendium musicae이라는 논문

에서 음악의 목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다양한 감흥을 일으

키는 것’이라 규정한 바 있다.15) 친한 친구의 목소리에 해당되는 인간의 

목소리가 많은 즐거움을 주는 음성의 산술적 미학의 토대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목소리에 자연적 동감을 갖는 귀는 잘못된 소리음향에는 의기소

침을 느끼지만 좋게 부딪치는 음향에는 기쁨을 느낀다. 데카르트는 1637

년 방법 서설에서 빛이 빗방울에 부딪치는 각도에서 낱낱의 색이 생기

는 자연현상에 관심을 갖고 오렌지, 노랑, 파랑, 청색, 빨강, 보라의 여섯 

색을 찾았다. 스피노자도 1687년 물리학을 수학과 가까이 결합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행하는 무지개의 기하학적 계산에서 물방울에 꺾여 들어오

는 빛의 입사각을 연구하 다. 16-7세기 4분과의 융합학문의 토대에서 

탄생한 근대과학은 빛과 색과 음의 형이상학적 배경으로서 신 존재를 전

제하 다. 근대과학은16) 무한, 변화, 미지, 공간, 운동에 대한 일원론적 신

학의 향을 깊숙이 받으면서 성장한 세계 사건에서 신의 지위로서 ‘움직

이는 모든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움직인다.’는 제일 원동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가정을 받아들 다. 이 가정은 12세기와 13세기 중세를 

통하여 전체 우주와 인과적 연관을 드러내고 모든 자연의 경과는 최대 

14) A. Volmar, Parametrisierungsgeschichte der neuzeitlichen Akustik, 

2003, 1쪽.
15) R. Descartes, Musicae Compendium, Hrsg. v. J. Brockt, Darmstadt 

1978, 2쪽. 참고: A. Volmar, Parametrisierungsgeschichte der 

neuzeitlichen Akustik, Juli 2003. 8-9쪽.
16) L. Kvasz, The Invisible Link Between Mathematics and Theology, 

in: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56, 2004,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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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천구에 귀인되는 우주의 최종원인을 갖도록 주석하게 하 고 코

페르니쿠스에게 조차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었다.17)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역시 빛, 음, 색의 수의 사유통일 이유로서 신 

존재를 전제하 기 때문에, 고전물리학의 과제는 한 일정한 시점의 한 체

계의 사태를 알면, 모든 시간에 그것을 알고, ‘순간의 지배는 삶의 지배’

가 되는 시간경과 국면의 이론적 장악을 의미할 수 있었다.18) 그들은 지

상에서 천상사태를 이상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실험하므로 측정을 

가능케 하는 자연법칙의 기술은 원형세계의 형이상학의 지반에 서있었다. 

물리학은 불변인 현재시점에서 주어진 가능한 시간에 과거와 미래에 일

반화된 현상을 기술하고, 지각가능 세계를 원한 이념의 불완전한 모사

로 순수한 이념을 참된 현실로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일정지점의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주면, 우주에 상호작용 하는 모든 힘, 우주전체의 발전, 과

거에서 그리고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은 18-9세기 라플라스까

지 이어졌다. 17세기 과학혁명이래의 사고란 크던 작던 부지불식의 미지

역의 신적인 창조에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묻는 역사 다.

이러한 근대과학의 형이상학적 근본전제는 천체운동의 선행과정을 일

정각도에서 고찰함에 스스로 방해받지 않던 종래의 경험적 명상적 전망

으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관측지점을 포기하므로 얻은 결과이다. 망원경에 

의한 성운의 하늘관찰은 외부태양에서 지구로 시선을 돌리는 안목(眼目)

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생긴 정적 공간 전망의 대가 다. 물리학 이론은 

실험조건의 창조로 재생산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려고 관찰된 현상을 자

17) 참조: H. Blumenberg, Die Genesis der kopernikanischen Welt, 

Zweideutigkeit des Himmels. Eroeffnung der Moeglichkeit eines 

Kopernikus, Frankfurt am Main 1975, 165-168쪽. ‘움직이는 모든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움직인다(Omne quod movetur, ab aliquo 

movetur)’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원동자(primum mobile)에 대한 운동 

모델은 코페르니쿠스에서 붙박이별들의 일일자전 현상과 태양의 연주현상

을 외적인 것에서 내부적인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서가 아니라, 거꾸로 체

계내부의 문제로, 밑에서 위로 야기된 것이다. 민 기/최원재 옮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제7장에서 제9장까지, 35-41쪽. 
18) S. H. Joachim, Die neuzeitliche Physik aus dem Geiste der Musik, 

Bremen 200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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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법칙으로 정식화하여 끊임없이 일반화된 매개변수를 찾는 과정의 산물

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의존하는 감각가능 가시 역과 가청범위의19) 

수적 통일에서 시간경과에 향을 받지 않는 원불변의 법칙과 규칙에 

근거주기 읽기를 의미하 다. 코페르니쿠스 혁명도 물리학적 측정도구의 

바늘의 가리킴으로 환원되는 수적 통일의 읽기전망을 갖는 한에서, 천체

물리학은 근원적으로 유일하게 색깔이 없고 진공이 없는 공간을 읽어내

는 형식을 이상적으로 규정하는 과제를 갖는다.20)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

미 해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찾는 첼로 현보다 10-35 나노미터 보다 짧

고 원자의 10-25 나노미터보다 작은 현대양자물리학 슈퍼 초 끈 통일장이

론에도 이러한 유비가 적용된다.21)

17세기 근대과학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봄과 들음에 대한 반대와 

모순에 대한 이론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 인물은 빈센치오 갈릴레오22)

이다. 그는 피타고라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음의 절대높이, 규범화된 조음 

이론으로 물리학과 음악의 통일이론 형성에 기여하 다.23) 지동설을 제시

한 갈릴레오가 물리실험에 경험적 자료를 수학적으로 양화할 때 현상을 

단순화하고 생산가능성 환원에 목표를 두어 천체를 관측한 것은 아버지

19) ‘소용돌이 소리’에서 빅뱅이나 대폭발처럼 세계에서 일어난 것은 처음부터 

다 보고 들을 수는 없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처에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한시라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행성운동의 법칙성을 음악적 조

화와 동일하게 놓은 봄을 관찰하고 재고 다듬어 놓은 구경거리와 조화로운 

느낌을 주는 들음이 일어나는 세계는 감지덕지(感之德之)의 세계나 다름없

다. 참조: P. Neubaecker, Harmonik und Symbolik, in Zeitschrift 

„Connection“ special Astrologie, IV/ 1989, 3-5쪽. 
20) S. H. Joachim, Die neuzeitliche Physik aus dem Geiste der Musik, 

Bremen 2001, 2쪽. 
21) H. Boettger, HARMONICES MUNDI, Abschiedsvorlesung gehalten 

am 27. Januar 2005, Universitaet Magdeburg, 11쪽. 
22) 빈센치오 갈릴레이((1520-1591)는 갈릴레이의 아버지로 음악이론가 다. 
23) A. Volmar, Parametrisierungsgeschichte der neuzeitlichen Akustik, 

2003, 6쪽. 메르센느(1588-1648)도 청취가능한 음의 간격과 조화는 현의 길

이로서가 아니라, 초속 진동자, 주파수를 통한 시간척도로 규정된다는 사실

을 밝혀내어 근대화성학을 창시하므로 음과 색의 이론통일이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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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이론에 힘있은바가 컸다.24) 빈센치오 갈릴레오는 화음과 불협화음

을 주어진 권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귀에 신뢰를 보내는 음향적 증거

에 호소하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보고 듣는 직접지각의 경험에서 

주변과 일상세계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25) 베네데티26)도 청취가능한 

음정과 화음은 현의 길이사태로가 아니라 주파수로 규정된다고 하면서 

들음을 봄으로 환원하고 봄을 들음으로 치환하 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우주론의 등장 이래 이와 같은 빛과 음, 색의 수적 통일에 대한 17세

기 근대과학의 통일적 세계관은 더불어 종전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을 무너뜨리고 피타고라스 음악비례이론을 넘어서므로 새로운 과학이론 

패러다임으로 확립될 수 있게 되었다.27)

4. 문제의 현안

들음과 봄의 세계 사이를 수의 법칙에 따른 조화로운 비례에서 청음의 

원형사유를 제시한 최초의 인물은 피타고라스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것

은 수이다.’ 색과 음도 동일한 수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28) 그는 대장간

24) Ibid., 8쪽. 
25) S. H. Joachim, Die neuzeitliche Physik aus dem Geiste der Musik, 

Bremen 2001, 3쪽. 
26) 베네데티(G. B. Benedetti, 1530-1590)는 갈릴레이 선구자로 이탈리아 수

학자, 물리학 및 음악이론가이다. 
27) W. M. Stroh, Musik und Mathematik, in: Studio fuer intelligente, 

interaktive und interkulturelle Multimedia-Lernumgebungen sowie 

fuer experimentelle elektronische Musik in Oldenburg, 3쪽. 참조: J. 

Kepler, 우주비  Mysterium Cosmographicum, 케플러는 “친애하는 독

자님께 드리는 문안”에서 인류는 피타고라스 이래의 2000년간의 오류이후

에 다시 태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in: ETH-Bibliothek Zurich, 제 3장, 

26-7쪽. 
28) 참조: B. Enders, Der Musikcomputer eine musikalische 

Universalmaschine oder: Die mannigfaltigen Beziehungen von Musik 

und Mathematik, Kaiserslautern, 2008, 1-3쪽. 유기적이든 비 유기적이든 



4분과에서 본 17세기 원형세계상 113

을 지나다 대장장이의 망치소리를 듣고는 직관적으로 음의 고저(高低)는 

망치무게와 두드리는 현의 기하학적 척도에 의존한다는 점을 파악하 다. 

망치무게의 12: 9: 8: 6의 비율은 기본음, 4음, 5음, 옥타브 음 사태를 발

생시킨다. 자연수 1에서 2에 대한 수적 비율은 옥타브, 2에 대한 3의 비

율은 5도 음, 3에 대 4의 비율은 4도 음이다.29) 이 비율은 1에서 4까지

의 자연수를 아래와 같이 삼각형 형태로 쌓아놓은 수 체계, 곧 피타고라

스 4수 체계(τετρακτύς)에서 온다. 무게의 수학적 비율을 현의 길이로 

나타내어 만들어진 것이 12현의 체계이므로, 현의 길이를 절반으로 나누

면 옥타브 음이 생겨나고, 3: 2로 나누면 5도 음이 나오고, 4: 3으로 나

누면 4도 음으로 청취 가능한 음정에 대한 음계가 발견된다.

<도식 1> 피타고라스 4수 체계      <도식 2> 피타고라스 행성비례

피타고라스는 4수 체계를 음과 색의 통일에 적용하고 이를 곧 우주전

체로 확장하 다. 바탕으로 지구중심에 딸린 달은 1 : 1로 놓았다. 지구

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4 : 3 금성은 3 : 2 태양은 2 : 1 비율을 유지

한다. 이 비례를 음정으로 표현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4도 음 

소리를 내고 금성은 5도 음 소리를 내고 태양은 옥타브 음을 유지한다. 

화성은 8 : 3, 목성은 6 : 2, 토성은 4 : 1 비율이므로, 화성은 옥타브 + 

조화로운 세계질서에 일반타당한 수의 사태가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29) C. Hartfeldt, W. Eid und H. Henning, Mathematik in der Welt der 

Toene, Magdeburg, 2002, 3-4쪽. N. Froese, Griechische Mathematik 

vor Euklid, Pythagoras & Co. 2010, in: Griechsche Antike 2010,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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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 음을 내고, 목성은 옥타브 + 5도 음을 내며, 토성은 이중 옥타브 음

을 낸다.30) 

피타고라스와 그의 학파는 지구에서 행성과 별들과의 떨어진 거리의 

계산에서 그들의 각 괘도와 음의 비율을 정하 다. 현의 거리사태는 모든 

청취 가능한 음의 고저를 드러내는 공간을 낳고, 현의 장단(長短)사태는 

음률로 구성하는 시간을 낳는다. 시간과 공간의 수적 사태에서 카오스는 

말할 것이 없는 것(Alogon)으로 무시되고 추방된다. 이는 4현 코드의 

d'', a', g', d', a, g, d의 음정에 해당된다. 만약 현을 12 단면으로 나눌 

경우, 옥타브는 5도 음(4 : 3 = 8 : 6), 4도 음(3 : 2 = 9 : 6), 8도 음(2 

: 1 = 12 : 6), 5도 음과 4도 음 사이에 12도 음(3 : 1)과 이중 옥타브(4 

: 1) 음정이 탄생한다. 

4. 케플러

케플러는 1571년 12월 27일 독일 뷰템베르크 주의 작은 도시 바일데

어 슈탓(Weil der Stadt)에서 정확하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224일 9시

간 53분이 지난 후에 태어났다.31) 그는 1630년 59세로 레겐스부르크에서 

죽기까지 행성궤도의 3가지 운동법칙으로 뉴턴의 만유인력법칙과 과학혁

명을 결정적으로 견인(牽引)하 다. 케플러의 학문적 성장은 1587년 튜빙

엔 대학교에서 4분과학문의 기초를 닦은 후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다음 

22세에 오스트리아의 프로테스탄트 도시인 그라츠에서 수학과 교수직을 

얻으면서 시작되었다. 케플러는 당시 그라츠에서 자신의 종교적 산실인 

프로테스탄트 활동의 운신 폭이 줄어들며 돈벌이를 위하여 점성술을 이

30) W. M. Stroh, Musik und Mathematik, in: Studio fuer intelligente, 

interaktive und interkulturelle Multimedia-Lernumgebungen sowie 

fuer experimentelle elektronische Musik in Oldenburg, 3쪽. 
31) J. Kepler, Harmonies of the World, Book Five, Edited, with 

commentary by S. Hawking, 2002, xi, 이 탄생시간의 기록은 케플러 자

신의 정확한 계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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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터키 침공과 추운 겨울 등을 예측한 캘린더 제작활동을 하 는데 

이는 본연의 천문학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32) 하지만 순수한 학

문적 입장에서 양적인 기하학적 대상에서 신적인 창조계획의 물음으로서, 

왜 여섯 행성이 있고, 이들은 주어진 일정한 원거리로 운행하며, 태양과 

행성속도와의 거리간격에 어떤 연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서는 과학적 답변을 주기 위하여 골몰하 다. 그러던 1595년 7월 9일 그

라츠의 기하학수업 중에 칠판에 한 원 안에 등변삼각형을 작도한 다음 

다른 원을 다시 등변삼각형 안에 넣으면서 갑작스런 감을 떠올린다. 이

것은 기하학적 정다면체는 플라톤이 티마이오스Timaios에서 말한 오

직 다섯 피타고라스 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시 알려진 여섯 행

성간의 기하학적 비례관계에 적용하고자한 발상이었다.33) 이것이 곧 수

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의 여섯 행성이 그들 사이(間)에 

놓인 다섯 공간에 있을 수 있고, 이들 공간이 균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하 다. 즉 코페르니쿠스가 가정하 던 여섯 행성천구의 크기와 비례를 

다섯 플라톤체로 나머지의 무한하게 많은 구체들을 찾아낸다면, 희망에 

따라 공간적인 궤도의 형태들이 눈앞에 펼칠 수 있다.

케플러는 1597년 우주비 Mysterium Cosmographicum에서 이런 

생각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여섯 행성궤도 간격의 기하학적 설명을 완성

하기 위하여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가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 다. 케

플러는 지구내부에 끼어있는 내행성 행성궤도의 천구를 일차물체로, 지구

외부를 둘러싸는 외행성 행성궤도의 천구를 이차물체로 구분한다. 

일차물체의 역은 지구에 가장 근접한 순서로 팔면체, 이십 면체가 놓

여있고, 이차물체의 역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순서로 십이 면체, 

사면체 그리고 육면체가 놓여있다. 케플러는 일차물체와 이차물체 각각에 

여자와 남자에 해당되게 파악하는 것이 우주의 원상이라고 간주하 다.34)

32) Ibid., xiii. 
33) Ibid., M. Lemcke, J. Kepler, Hamburg 1995, 33쪽. 
34) J. Kepler, Mysterium Cosmographicum, 1597, in: ETH-Bibliothek 

Zurich, 제 3장,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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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地球)는 모든 다른 궤도들에 대한 잣대를 갖는 구이다. 지구주위

로 십이 면체가 형성된다. 화성(火星)은 지구를 둘러싼 구이다. 화성궤

도는 사면체가 둘러싼다. 목성(木星)은 화성을 둘러싸는 구이다. 목성

은 육면체를 형성한다. 토성(土星)은 목성을 둘러싸는 구이다. 지금 지

구내부 둘레는 이십 면체가 형성된다. 금성(金星)은 이 이십 면체에 내

접하는 구이다. 금성내부에 팔면체가 구성된다. 수성(水星)은 팔면체에 

내접하는 구이다.”35)

육면체에는 기하학적으로 사각형이 6개, 사면체는 삼각형이 4개, 이십 

면체에는 삼각형이 20개가 있다. 팔면체에는 삼각형이 8개, 십이 면체에

는 오각형이 12개가 있다. 이들은 천체의 다섯 본질에 해당된다. 이차물

체에는 전체로서 자연을 가장 외적이면서 광대한 합리성을 나타내는 육

면체가 생겨났고 그 다음 육면체를 잘라 삼각형으로 만든 사면체가 생겨

났고, 사면체에서 십이 면체가 생겨났다. 일차물체에는 다면체 각으로 구

성되는 팔면체와 이십 면체가 있다.36) 

 도식 337)

 여성 태양  남성
 일차물체  이차물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8면체

20면체 12면체

4면체
6면체

 도식 438)

35) J. Kepler, Mysterium cosmographicum. Das Weltgeheimnis, 

Uebersetzt und eingeleitet von M. Casper, Augsburg, 1923, 20쪽. 
36) J. Kepler, Mysterium Cosmographicum, 1597, in: ETH-Bibliothek 

Zurich, 제 3장,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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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는 우주비  출간 이후 1600년에 당대 최고 천문학자 부라헤

와 만남으로 그의 작업을 계승하여 1609년 신천문학Astronomia Nova

에서 행성타원궤도운동의 제 1, 2 법칙을 정식화한다. 케플러는 브라헤

를 통하여 얻은 행성의 면적법칙에 대한 확고한 데이터의 지지로 신천

문학에서 우주비 에서 설명한 행성궤도와 거리에 대한 기하학 이론

과의 불일치를 깨달았지만 우주비 에서 세계는 원형에 따라 창조되었

다는 아이디어는 포기하지 않았다. 케플러는 각 행성은 태양 중심으로 타

원궤도로 운행한다는 1 법칙과 태양 중심에서 행성 중심까지 그려진 상

상적 선분이 같은 시간 같은 면적으로 겹친다는 2 법칙을 정식화한 다음, 

우주조화 5권에서 행성궤도의 공전주기의 면적은 그의 태양궤도의 장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3 법칙을 정식화한다. 3 법칙은 공전주기 T

의 면적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평균거리 D의 입체에 비례하므로 T2 = 

a
3
 이다. 케플러가 수립한 세계의 원형모상은 두 행성들 사이의 주기비율

은 엄격하게 그들 평균거리의 2분의 3의 제곱비례를 취함을 말해준다. 행

성들은 태양 주변으로 타원회전을 하면서 태양에 접근할수록 속도를 내

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속도를 줄인다. 지구기준에서 계산하면, 수성이 

가장 빨라서 116일 만에 왕복궤도를 공전하나 토성은 가장 긴 궤도로 30

년 걸린다.39) 행성들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궤도의 빨리 움직일 때의 근

일(近日)점과 가장 먼 거리의 천천히 움직일 때의 원일(遠日)점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각 행성들의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다.

케플러는 일곱 행성궤도의 공전주기의 면적은 궤도의 장반경의 세제곱

과 비례한다는 데이터를 통하여 태양계의 행성운행을 음계로 짜 맞추어 

표시하 다.40) 플라톤 5체 도식에 해당되는 행성의 간격은 규칙적 행성운

37) 이 도식에서 순서상 태양을 중심에 두고 좌측은 내행성이고 우측은 외행성

으로 배열하 고, 다면체는 행성간격에 배치하 다.
38) 계란 모양의 둘레를 취하는 천구는 밖에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며 다면체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39) J. Kepler, Harmonies of the World, Book Five, Edited, with 

commentary by S. Hawking, 2002, 19쪽. 
40) M. Cirillo, Kepler, Harmony, and the Pythagorean Tradition, 2009,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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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 544)

수렴 발산 행성 태양원근 조화중항 음계

토성 원일점:11.46'' a 1:48'':2'15''=4:5
장3도 음정

a/d=1/3 b/c=1/2 근일점:2'15'' b

목성 원일점:4'30'' c 4'35'':5'30''=5:6 
단3도 음정

c/f=1/8 d/e=5/24 근일점:5'30'' d

화성 원일점:26'14'' e 25'21'':38'1''=2:3
5도 음정

e/h=1/8 f/g= 2/3 근일점:38'1'' f

지구 원일점:57'3'' g 57'28'':61'18''=15:16
반 음정

g/k= 3/5 h/i= 5/8 근일점:61'18'' h

금성 원일점:94'50'' i 94'50'':98'47''=24:25
반음올림

i/m=1/4 k/l=3/5 근일점:97'37'' k

수성 원일:1,665 l 164'0''=98'47''=5:12
옥타브+단3도 음정

근일:1,382 m

동과 행성속도와 평균속도로 조화로운 음정을 만든다. 곧 3 법칙은 행성

의 운행 시간과 태양과의 떨어진 간격에 대한 산술적 표현이다.41) 태양궤

도에서 모든 행성의 최대속도는 그의 최소속도에 대하여 음계를 만들고, 

최대속도와 최소속도의 관계에서 음정을 만든다. 행성들의 일일 평균 각

속도를 계산하면, 각속도는 음정으로 바꿀 수 있다. 창조자는 음악표기법

을 이론화하는 작업으로, 각속도(角速度)가 태양에 있는 관찰자에게 가장 

잘 지각될 수 있도록 직선거리를 선택한다. 거기서 태양과 행성의 양극운

동에서 조화를 조율한다. 케플러는 시간을 넘어선 직선거리에 반(反)하여 

태양에 있는 관찰자에게 보다 많은 지각을 줄 수 있도록 각 행성들의 일

일 평균속도를42) 계산한다. 케플러는 그다음 그들의 각속도를 음정으로 

전환시키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은, 단 3음정, 반음올림, 반

음, 5도 음정(2 : 3), 단 3음정(5 : 6), 그리고 장 3음정(4 : 5) 비율을 취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43)

 

41) Ibid. 
42) J. Kepler, Harmonies of the World, Book Five, Edited, with 

commentary by S. Hawking, 2002, 13쪽. 
43) Ibid., 26쪽. 
44) J. Kepler, Harmonies of the World, Book Five, Edi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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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는 가설공식은 측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체 사이의 역학

원칙을 정식화하는 것이라 말한다. 행성운동 모델은 신에 의한 계산명령

과 같다는 것이다.45) 만약 행성운동이 수학공식으로 기술되면 행성들은 

음악을 수행한다. 수학공식의 요청은 단순한 계산지시를 넘어서 물리원칙

을 표현한다. 태양계에서 거주민을 위한 콘서트가 시작되면, 태양이 태양 

자체를 위한 마음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메커니즘으로 음악을 듣

는다. 이 시각 메커니즘은 지구거주민으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시 지각에 

있을지 어떤 마음에서 행성운동의 조화를 평가하는지를 억측하게 한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정신은 태양에 있다.46) 

케플러는 창조자가 대척운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조화를 심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원일점과 근일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

서 찾았다. 만약 듣는 음의 기본 음높이를 97.99헤르츠로 하고 이를 토성

에 적용하면,47) 타원궤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각 행성궤도들의 음의 높

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도식6  

우주조화는 태양의 위치로부터 모든 행성의 최대와 최소 속도에서 고

유 간격으로 행성속도의 상대적 극소와 극대를 반 한다. 소프라노는 수

성, 지구와 금성은 알토, 화성은 테너, 토성과 목성은 베이스에 해당된다. 

수성은 고음에서 자유롭고, 지구와 금성은 그들 운동 사이가 아주 좁은 

commentary by S. Hawking, 2002, 26쪽. 
45) M. Cirillo, Kepler, Harmony, and the Pythagorean Tradition, 2009, 3

쪽. 
46) Ibid. 
47) Ibid.,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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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있다. 알토가 좁은 공간에 가장 높은 것에 있고, 화성은 테너로서 

중간에 맞게 자유롭게 나아간다. 토성과 목성은 조화로운 베이스의 도약

을 만든다. 여섯 개별 노래들의 잘 뒤섞이는 화음작용은 실제 다면체의 

복합작업이다. 수성은 음계가 C에서 E까지 10번째로 달린다. 금성은 음

계가 거의 완전한 원 궤도로 E 지구는 거의 원으로 궤도를 취하며 오직 

G에서 A 내림으로 변주 된다. 화성은 금성이나 지구보다 불규칙한 길을 

취하여 F에서 G로 돌아간다. 목성은 단지 단 3음인 G에서 B내림으로 간

다. 달은 G에서 C까지 연주한다.

하늘에는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지만 행성들이 원일점과 근일점에 

도달할 때 절분과 악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주의 시초와 종말의 문제이

다.48) 각 행성들은 태양 중심을 향하여 최대 속도와 최저 속도 사이의 

비례에서 먼저 단 3도 음, 올림표(＃), 반음, 5도 음정, 단 3도 음, 장 3

도의 음악적 음정 순서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다. 다만 

지구는 미, 파, 솔을 부르므로 불행과 연민의 집이다.49)

케플러의 천구음악은 전적으로 전체의 다양한 음이 조화를 이루는 특

성을 지니지만, 라이프니츠는 과학과 철학을 통괄하는 모나드 개념에서 

바닷가에서 듣는 소리지각음악을 발전시켰다. 달의 인력으로 조석간만의 

차이가 일어나는 바닷가의 파도소리에는 물결의 파동, 바람, 파도의 휘감

김, 해안가의 지형, 등에 따라 혼란스러운 소리만 듣게 된다. 바닷가에 사

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 소리를 지각하지 않지만, 바닷가로 오는 사람은 

그냥 세미하게 정하지 않는 소리만 듣는다. 즉 혼은 물체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물체는 상이한 활동들의 무한성에서 자신을 표현한다.50) 그러

므로 라이프니츠는 ‘ 혼의 숨겨진 연습’을 음악으로 규정하고 ‘ 혼은 불

명료하고 지각하지 못하는 인식능력에서, 자신이 무엇을 계산하는지 인지

48) Ibid., 46쪽. 
49) J. Kepler, Mysterium cosmographicum. Das Weltgeheimnis, 

Uebersetzt und eingeleitet von M. Casper, Augsburg, 1923, 56쪽 참조. 

“별들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경향을 지닐 뿐이다.”이지만 지구거

주민인 인간만이 천체의 강요를 부수고 나올 자유로운 가능성과 점성술로 

정해놓은 길을 피할 가능성을 갖는다.
50) G. W. Leibniz, 이성에 근거한 자연과 은총의 원리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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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 계산 작용을 느낀다.’는 무지의 지의 역할을 

인정하 다.51) 

5. 뉴턴

뉴턴은 코페르니쿠스 탄생 170년이 지난 1642년 12월 25일 국 북 

윗햄(North Witham)에서 케플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달과 같이 7

개월 만에 유복자로 세상에 태어났다. 뉴턴은 어머니가 3살에 재혼하는 

바람에 아버지 유업으로 농사꾼이 되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재능을 인

정한 외삼촌 애쉬코우(W. Ascough)의 도움으로 1660년 여름 케임브리

지 대학에 입학하 다. 뉴턴은 무료급식과 특전의 대가로 다른 학생들의 

개인교습을 도우며 케플러, 데카르트, 비에타, 월리스 등을 공부하 다.52) 

1665/66년 케임브리지에 페스트가 발병하여 학교가 폐쇄되자 뉴턴은 시

골마을 울스트롭(Woolsthrope)으로 피신하는데 이때 중력, 미분계산, 광

학의 3대 발견의 기초 작업과 오늘날 까지 불변으로 남아있는 통일성 이

론을 정식화하 다. 즉, 태양체계의 행성운동, 지구 주변의 달의 운동, 그

리고 지구에서 유지되는 힘은 모두 동일한 중력에서 온다는 물음의 정식

화이다. 케플러와 갈릴레오의 탄생이 거의 9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뉴턴이 

51) 라이프니츠도 1712년 4월 17일 골드 바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우리 보다 더 음악적 감수성을 갖고 음악적 비례에 대한 기쁨을 갖고 보

다 적은 범위에서 우리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동물이 어디에선가 존재할 지

도 모른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는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 보다 더 큰 감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화

음지각은 옥타브, 5음, 4음, 장 3음, 단 3음, 소6음의 여섯 음정에서 의식하

지 못하는 혼의 셈을 느끼는 것이라 하 다. 곧 음악은 혼이 부지의 무

의식적 셈의 느낌으로서, 화음에서 즐거움, 불협화음에 혐오를 느끼는 산술

계산이라는 것이다(Musica est exercitium arithmeticae occultum 

nesciens se numerare animi). Gottfried Wilhelm Leibniz to Christian 

Goldbach (1712), in Epistolae ad diversos, Lipsiae: 239-242 

(1734-1742).
52) J. Wickert, I. Newton, Hamburg 1995,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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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성질에 관한 실험과 중력이론을 정식화한 일은 결코 만시지탄의 진

술은 아니다. 그 후 뉴턴은 40년 이상 전념하 던 물리실험결과에 기초하

여 1716년 광학에서 빛의 일곱 색깔은 음표의 옥타브 질서에 상응한다

는 연관성을 제시한다.53)

뉴턴의 첫 실험은 1665년 캠브리지 캠 강 근처 자선시장에서 프리즘을 

구입하고 렌즈를 직접 갈면서부터 다.54) 1666년 실험결과에 따르면, 빛

이 암실의 프리즘을 경과하면서 측정 가능한 굴절성, 즉 굴절각에서 빛의 

일곱 색깔이 생겨났다. 그 다음 렌즈의 초점에 따라 이들 스펙트럼의 일

53) 귀와 눈, 시그널을 물리학적으로 가공할 준비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두뇌

에서 지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뉴턴의 광학연구의 성서와의 연관은 

다음을 참조하라. 참조: Rabbi Yitzchak Ginsburg, From Noah's 

Rainbow to Isaac Newton's Prism, in: Kabbalah and Meditation for 

the nations, Tishrei 29, 5766, 2005. 창세기 9장 11-17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

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

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

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

라.”
54) 결과는 1671년에 색깔의 현상에 대하여 Phaenomena of colours에 집필

하여 1672년 2월 19일 런던 왕립학회철학회보(Philosophical Transaction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에 실었다. J. Wickert, Isaac Newton, 

Hamburg 1995, 19쪽. “1666년 나는 원형과는 다른 렌즈가공에 전념하면서 

색채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삼각 유리 프리즘을 만들었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방안을 어둡게 하고, 적합한 양의 태양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창

문가로 작은 원형 틈을 벌려놓고 거기에 내 프리즘을 갖다 대었더니 빛이 

맞은편 벽에 부딪쳤다. 이건 우선 생생하고 강도 높은 색을 관찰하는 것은 

편안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내가 얼마동안 조심스럽게 관찰해보니, 그들의 

형식의 길이를 발견하고는 놀랐다. 이들은 빛의 굴절법칙에 따라 원형이어

야 했던 것이다. 색깔들은 긴 측면에서는 직선으로 경계가 지어지고 끝에는 

빛이 점차로 감소하 다. 결국 그림자의 형태를 규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기서 원형으로 보 다. 이 색의 넓이를 따라 스펙트럼의 

길이를 비교하여 보니, 처음의 다섯 색깔은 마지막 것 보들 보다 크다는 것

을 발견하 습니다. 이런 강한 차이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욱 절실하게 원

인에 대한 탐구로 몰아 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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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조색을 두 번째 프리즘으로 보내니 백광으로 재결합되었다. 빛은 렌즈

에 의하여 꺾이고, 복합 프리즘으로 멀리 보내지고, 채색 필터로 지날지

라도, 항상 그대로 머물 다.55) 뉴턴은 여기서 ‘빛’과 ‘어둠’의 두 길항의 

원초적 색들이 신비스럽게 조합되는 고전적 아리스토텔레스 색채이론을 

극복한다. ‘어둠’은 전적으로 색이 아니라, 빛의 부재이고, ‘빛’은 모든 색

의 현상의 정점이 아니라, 뒤죽박죽 섞인 백색의 혼합이다.

뉴턴은 케플러의 행성운동에 대한 음표의 기술대로, 색깔을 수학법칙에 

종속시켜, 높은 음표에서 낮은 음표까지는 흑과 백의 스케일, 백에서 흑

의 스케일은 중재 색깔로 대비시켰다. 음표로 기술된 세계는 색깔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이 갖는 미술표현의 무한한 다양성은 음악의 리

듬, 음정이 된다. 이를 위하여 뉴턴은 태양 빛을 투명 삼각 프리즘에 쏘

이는 실험을 했고, 빛의 색깔, 반사, 굴절, 회절현상을 규명했다. 그리고 

빛과 소리의 감각사용 규제를 통하여 채색된 태양빛의 속성을 분석하므

로 색과 음 사이의 관계이론에 도달한다. 빛과 소리의 현상이 수학적으로 

통일되듯이, 봄과 들음의 지각현상도 수학적 매트릭스로 통합된다.

 도식 7  도식 8 
1666년 실험 조색모델 원색 2차색 3차색

빛의 순수형식인 백광의 조색서클에서 그들이 섞이는 색깔의 경계지역

에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미세한 블랙 틈이 발견된다. 그들은 쉽게 알아

55) Ibid., “이 날들에 나는 삶에 전력을 다해 발견에 매달렸고 어느 때 보다 열

심히 수학과 철학에 전념하 다”라고 한 뉴턴의 인식방식은 표시하고 렌즈

를 깎고 망원경을 만들고 새로운 광학을 창조하는 실험방식에서 오고 있다. 

그의 눈은 말 그래도 통찰이고, 보면서 검사하고 ‘정신에 있는 눈으로 보고, 

어떻게 사물이 움직이나 인식하려 하 다. 보는 인식에서 손과 눈이 함께 

일했고, 손은 해부에서 말없이 생각하 고, 모사의 기호에서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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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릴 수 없이 서로 서로 합하여진다. 그래서 뉴턴은 광학 1권 2부에서 

스펙트럼에서 색깔을 더하거나 빼는 효과로서 색깔의 미분위치변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강과 파랑을 양극으로 하는 스펙트럼을 정한다. 결국 빨

강에서 최소, 보라에서 최대 굴절각 비율이 찾아졌다.56) 스펙트럼 끝이나 

중심에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이 사인 비율의 표준 레벨인 50도일 때, 빨

강은 사인 77 그리고 보라는 사인 78 각도에 걸쳐있었다. 뉴턴은 두 차

례의 실험결과로서 프리즘 위치와 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

었다. 

<도식 9>

9：8 
보라

16：15 
남색

10：9 
파랑

9：8 
초록

10：9 
노랑

16：15 
주황 

9：8 
빨강

9：8 
빨강 

.
16：15 
주황

.
10：9 
노랑

.
9：8 
초록

10：9 
파랑 

.
16：15 
남색

.
9：8 
보라 

 77+7/9 77+2/3  77+1/2 77+1/3 77+1/5 77+1/8  

 1  8/9  5/6  3/4  2/3  3/5  9/16  1/2

백색과 동질의 조색은 일상세계의 황갈색이나 희끄무레한 색이다. 빛의 

조합으로 백색과의 혼합은 일차색의 상보혼합이다. 원색은 빨강, 노랑, 파

랑이고 대부분 다른 색깔은 섞인다. 그러나 두 개 혹은 더 많은 빛의 섞

임은 양이나 무게가 만드는 혼합채색특성이다. 

한 미디엄에서 다른 미디엄으로 빛이 나갈 때 각 색깔은 상이한 등급

에서 굴절되므로 스펙트럼 길이에 따라 색깔의 경계가 일어난다. 스펙트

럼의 서클의 중심은 무색으로 백색이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는 

불충분포만(unsaturated) 색의 범위라고 일컫는다. 반면에 색체 음악 바

퀴로서 원둘레는 스펙트럼 조색의 포만(saturated)된 상태를 표상한다. 

뉴턴은 조색바퀴에서 스펙트럼의 색의 무게나 양의 변화를 인지하도록 

색깔을 범례화(exemplification)57)하 다.

56) 광학 1권 2부 실험 7은 다음을 참고하라. in: Newton's Optical Papers 

| Newton Project, http://www.newtonproject.sussex.ac.uk. 
57) 17세기 과학실험의 일반화 작업에 행하여지던 범례화 방법은 라이프니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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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10>

가장자리 둘레에 위치한 상이한 크기를 갖는 무게중심의 균형점은 혼

합색의 무게 평균에서 ‘중력 중심’으로 위치를 이동한다.58) Z에 위치한 

색은 평균적으로 불충분포만의 적 오렌지 색깔을 띤다. 순수한 빛의 혼합

의 채색구성요소는 ‘굴절하기 쉽고’ 가장 낮은 등급의 굴절을 하는 빨강

색 D에서 비롯되는 출발을 계산하여야한다. 만약 올바른 비율을 갖는다

면 조색서클의 반대측면은 가장 중립적 색을 취하고, E-F, B-C는 반 음

정으로 같은 거리를 취한다. 조색 스펙트럼의 입사각을 현의 길이로 분배

한 비율은 1, 8/9, 5/6, 3/4, 2/3, 3/5, 9/16, 1/2이다. 이는 한 오직 백색 

음정의 비례를 갖는 피아노 건반의 키에 해당된다. D로부터 빨강에서 보

라까지를 경계 짓는 지점의 문자는 도리안 방식의 음표를 지칭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음정비율로 표시된다.59)

모나드 형이상학에서 단순실체의 특수화와 가변화 작용을 위하여 요구하

다. G. W. 라이프니츠, 모나드론 외 § 12, 책세상 2007, 35쪽. 
58) 광학 1권 2부 명제 6, 문제 7의 12번 도식은 다음을 참고하라. in: Newton's 

Optical Papers | Newton Project, http://www.newtonproject.sussex.a

c.uk. 
59) Ibid., 명제 3,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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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11>
 1 9분의 8 6분의 5 4분의 3 3분의 2 5분의 3 16분의 9 2분의 1

 현 음정의 현 단 3 음 4음 5음 장 6음 7음  8음

빨강은 MαβF, 주황은 αγδβ, 노랑은 γεζδ, 초록 εηθξ, 파랑 ηιχθ, 

남색 ιλμχ, 보라 λGAμ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일곱 무지개 색은 우측의 

최고 음표로부터 출발하여 옥타브 음 사이의 일곱 간격을 채우며, 옥타브 

음 사이의 7 음정에 해당된다. 그들은 빛이 최소 굴절을 하는 높은 빨강

에서 최대굴절을 하는 깊은 자색까지 내려오는 음계를 형성한다. 기본음

정은 G에서 X에 같은 거리로 연장된 왼쪽 A G에서 시작하며 최저음표

를 갖는다. F M은 현의 길이의 절반 M X에서 옥타브 음을 낸다. 곧 G 

X : M X 혹은 1 : 1/2 = 2 : 1 비율이다. 왼쪽에서 3번째는 음악체계에

서 순정 조율로 알려진 단 3도 음으로 X로부터 현의 길이의 5/6에 놓여

있다. 기본 음표 A G로부터 측정된 거리는 1 : 5/6 = 6 : 5이다. 다른 

음표는 스펙트럼에서 벌어진 거리에 따른 비례를 취한다. 

뉴턴은 1675년 빛의 본질에 관한 첫 번째 가설Hypothesis 

explaining the Properties of Light에서부터 색체음악을 정식화하면서 

음계표시를 하 지만 정작 광학에서는 음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허치슨은 뉴턴이 여러 이론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서라고 진단한

다.60) 실제로 위의 도식과는 달리 아래의 도식에는 남색이 지나치고 넓고 

스펙트럼의 폭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빨강에서 시작하는 것은 솔-파

를 발견하기 위하여 D에서 출발한 때문이라는 것이다.61) 꼭대기 자색까

60) N. Hutchison, MUSIC FOR MEASURE On the 300th Anniversary of 

Newton's "Opticks" 1997. (Last revised: 2010), 실제로 뉴턴은 1677년 

노스(F. North)의 “Philosophical Essay of Musick” 저작을 리뷰하기도 

하 다. 
61) Ibid., 뉴턴은 음표를 수학적 도구로 간주하 다. C의 자연적인 6성 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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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성 음계를 취하여, 색의 경계지역에 파, 미, 라, 솔, 파, 라로 기록한 

것은 그레고리 교회 음악, 도리안 음계에 의한 전통적 D 스케일의 선호

도에62) 따른 이유에서이다.

<도식 13>

<도식 12>

뉴턴의 프리즘의 일곱 광선과 현의 길이의 비례의 일치는 D, E, F, G, 

A, B, C 음계가 창출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63) 빨강은 C, 주황은 D, 

노랑은 E, 초록은 F, 파랑은 G, 남색은 A이며, 보라색은 B 음계이며 무

지개색은 8 음표 사이의 7 음정을 채운다.64) 음정은 기하학적 질서에 따

라 색깔은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케이스가 요구하는 대로 달리

며, 조색 바퀴 역시 음의 질서처럼 여러 색깔의 질서들을 창조한다. 빛을 

일곱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나누자 색깔의 과학은 광학의 어떤 다른 부분

처럼 참으로 수학적이고 음악적이고 사변적이 되었다.

‘변경을 주는 것’이 그로 하여금 파, 솔, 라를 따르게 하 다. 
62) Ibid., 여기서 음표는 솔과 파의 철자에 의하여 지시되고 있다. 뉴턴의 솔-

파의 명칭은 17세기 중엽의 음계 진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것으

로 비율도 협약 적이다. 6성 음계는 튜닝, 말하기, 글쓰기에 표준으로, 음성

을 위한 음악에서 이상적인 음정을 산출하고 현의 도구를 위한 것이다.
63) P. Kenneth. “Instruments to Perform Color-Music: Two Centuries of 

Technological Experimentation.” in: Leonardo, Vol. 21, No. 4, 1988, 

398쪽.
64) M. McDonnell, Visual Musi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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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논문은 케플러가 우주의 조화 5권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가설에 따라 일곱 행성궤도의 입체에 대하여 정식화한 천구음악의 화음

비례는, 뉴턴이 광학에서 일곱 행성의 천구운동은 빛의 일곱 무지개색

깔의 스펙트럼으로 재생하고 다시 백광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하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리와 빛과 색과 수에 대한 근대의 원형세계상이 형

성되었음을 입증하데 있다. 이는 정다면체가설로 행성운행의 천체현상을 

음계로 놓는 천구음악으로 17세기 근대자연과학이론의 원형 세계상 형성

에 기여한 케플러로부터 온다. 케플러는 태양 중심 행성계의 면적과 입체

의 비례연구로 피타고라스 현의 사태를 넘는 빛, 색, 소리 그리고 수의 

통일이론을 열었다.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의 고유 간격에서 상대적 극소

극대 속도로 음을 연주하며, 행성궤도들은 타원궤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계를 결정한다. 태양에 가까운 수성은 소프라노, 금성과 지구는 알토, 

화성은 테너, 태양에서 먼 목성과 토성은 베이스를 취한다. 수성은 5 : 

12 (옥타브 + 단3도 음), 금성은 24 : 25 (반음 올림), 지구는 15 : 16 

(반 음정), 화성은 2 : 3 (5도 음), 목성 5 : 6 (단 3도 음), 토성은 4 : 5 

(장 3도 음)이라는 비례를 취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전의 피타고라스의 현의 길이의 산술적 비례를 

넘어 진동주파수에 따른 음의 높이를 양화하고 행성운동의 비례에 음악

적 조화관념을 도입한65) 갈릴레오 부자(父子)의 역할도 기여하 다. 천구

음악은 일상 빛의 색깔을 보고 듣는 우주의 보편수학이 되므로 고대희랍

에서 17세기 서유럽문명에로의 지식이동과 지식혁명의 원동력이다. 케플

러의 반대론자 플르드66)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 17세기 자연과학 세

계관에 반기를 들었다. 플라톤 당시 노예들이 일하던 은광은 아테네 부의 

65) A. Volmar, Parametrisierungsgeschichte der neuzeitlichen Akustik, 

2003, 7-8쪽.
66) 플르드(R. Fludd, 1574-1637)는 국의 파르셀시우스 물리학, 우주론자, 수

학자, 신비적 카발라주의자로 케플러와 지식에 대한 과학적 연금술 접근에 

토론을 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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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이었는데, “수학자는 동굴 안에서 앉아있는 바보들과 함께 동굴내부

의 그림자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자연은 잘못되고 오류의 것들에 보이

지 않고 덮어있지만, 덮어있지 않은 자연을 측정하고 계시한다.”며 케플

러를 비판하 다. 케플러는 “그는 현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수수게

끼 그림에서 기쁜 모양이지만 나는 어둠에 덮인 자연의 사실을 밝은 인

식의 빛으로 돌린다.”라고 반박하 다.67)

케플러가 시작한 지구의 그림자 측정은 어두운 방안 창문으로 들어오

는 빛의 굴절성에서 꺾인 빛은 반대 벽에 무지개 스펙트럼으로 생겨난 

것을 본 뉴턴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빛의 입사각을 공통으로 사인 50도를 

주니, 빨강은 77과 보라는 78 사이의 사인 각에서 무지개 색깔이 분포되

었다. 뉴턴은 흩어진 스펙트럼의 빛을 프리즘으로 걸러내어 애초의 백광

으로 수렴하 다. 뉴턴은 모든 물체는 알려진 궤도나 힘의 작용은 질량과 

무게의 비례에서 상호인력으로 작용하며 그들 사이 거리의 역 제곱으로 

비례한다는 사실에서, 색과 음 사이의 비례가 일치하는 우주조화를 이끌

었다. 한 옥타브의 높은 음정은 기음의 2배 진동수이며, 색 역시 다른 미

디엄 사이의 상이한 체험을 일으키는 진동으로 2배 주파수를 갖는다. 같

은 시간에 회귀하는 진동의 반이 옥타브 음정 깊이를 만들며, 집적된 스

펙트럼의 색도 주파수에 따라 상이한 채색 현상을 드러낸다. 악기의 현을 

점점 세게 당기면 지속적으로 음정이 올라가며, 색도 주파수를 높여 가면 

‘질적인 양의 도약’으로 상이한 색깔체험을 한다. 옥타브 법칙은 옥타브 

화에서 더 높은 주파수에 있을 지라도 동일한 음이 울리며, 8 음계와 일

곱 무지개 색의 스펙트럼의 옥타브 화에도 타당하다.

모든 음정과 색감은 옥타브 화로 음정공간과 색감공간의 일정한 순환

구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수학적 비례로 규정된 지구자전

이 만드는 하루에도 음정이 있으며 사시사철의 채색현상에도 색감이 있

다. 음감과 색감은 일시(一時), 일일(一日) 달(月), 년(年), 일평생을 지속

되는 진동으로 주파수의 옥타브 법칙을 따른다. 모든 빛과 색과 음의 척

도와 진동의 수학적 비례에 대한 17세기의 통일이론은 21세기에도 타당

67) W. Tydecks, Mathematik Visionen aus der Zeit des Faschismus, ⓒ

tydecks.inf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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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형 세계상의 존속 근거를 준다. 하이젠베르크에 따르자면, 17세기 

이래의 엄  자연과학의 세계상은 자연의 상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간

과의 조화로운 비례의 관계상일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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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9

On the Archtype World View of 17 Century regards to 
Study of Quadrivium 

 - For a Model of the Unification of Science -

Sun Bok Bae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explicate complex overview about 

the Archetype of the world of 17 century in terms of arithmetics, 

astronomy, geometry and music(the Greek quadrivium). J. Kepler 

really believes that the archetype of the world is imprinted in the 

soul of human being. So in his famous work "Harmonices mundi" 

in 1619 is formulated Kepler's third law that the square of the 

period of a plane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ube of the semi 

major axis, i. e. symbolically P2 ∝ a3, where it is known as the 

harmonic law. The world harmony means that the seven planets 

sing all together according to the order of sphere music, where 

soprano, alto, tenor and base belong to the Mercury, Venus - 

Earth, Jupiter and Saturn. The Kepler's third law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Newton's law of gravitation, so that 

Newton can explain in his Optiks  in 1704 the mathematical 

unification of sound and colour through corresponding agreement 

between the seven rainbow's colour and the octave's sound. 

Kepler-Newton's model on the Archetype of the world harmony 

is a result of research by the introduction to the concept of a 

new musical harmony and a colourful arrangement in planet's 

proportional movements which are appeared as an overcome of 

the Pythagorean proportion of a chord. 

Key Words: Greek quadrivium, regular polyhedra, harmonic 

world, spheric orbs, musical scale, hue colour 

cir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