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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萬 榮
서울大 홉大 助數援

本觸는 前東京大學敎授며 現 東京藝術大훌敎授인 함邊成雄博土의 fThe Traditionat 

Music of JapanJ의 譯註이 다. 

· 앞으로 本 民族音樂(Ethnomusicology)誌에 東洋各國의 傳統홉樂을 계속하여 소개할 

것이다. 

• ........................... 차 례 •.••.•... 

1. B本훌훌小史 7. 홍 曲

2. 日本훌훌의 ~훌 8. 三味.. 훌훌 

3. 雅 훌 9. R八홉훌 
4. 톨 뼈 10. 民 홉 

5. 훌훌홉훌 付民혐톨뾰 
6. 條

日本音훌小史 

日本홉樂의 歷史는 편의상 다옴의 다섯 時代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第 1 期 "-'6세기 上古時代

第 2 期 7세 기 "-'10세 기 明爆(Asuka) 奈良(Nara) zp:安 (Heian)初期

第 3 期 11셰 기 "-' 16세 기 平安後期 짧씁(Kamakura) 室flIJ (M uromachi) 

第 4 期 17셰 커 "-'1868 챔~ÚJ (Momoyama) 江戶 (Edo) 

第 5 期 1868"-' 明治 (Meiji) 以後

第一期의 古代는 韓半島로 부터 移住한 支配層이 다스렸고 文化도 三國으로 부터 移入되 

었다. 

第二期 아스까時代(592←628)에 百濟로 부터 佛敎가 傳來되 었 다(5521건에 百濟 聖王이 뚫 

에 佛像 짧論을 보냄 ). 이 時期에 法隆좋가 세워 졌다. 奈良 Nara(710-793)는 그 당시 首

都의 이 름인례 , 이 시 대 에 韓國과 中國으로 부터 많은 文物올 받아 드렸다. 東大좋의 大佛
像이 이때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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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옴의 平’:t; Heian~f\; (794→1191)에 首都플 京都로 옮겼는데 1868년 까지 存續하였 

다. 이 시기으 tlíJ팎은 빼白들이 婚政을 하였고 이들이 갖;化의 後兒A노풋을 하였다. 

第三jtJj ιf'bJI￥ f4;;의 後半期는 武土늪이 政治에 간여 함으로서 文化에 도 이 을의 영 향이 막 

대하었다. 같은 시기에 펴되 Genji가 삶깐 Kamakura에 짜府를 세우고 武斷政治를 하였다 

(1 192 • J33í) . 다유네 는 힐U1r \luromachi시 대 (1338--1573) 가 계 속되 는데 , jjl利 Ashikaga 

家가 將떤으흐 취임히여 티本을 통치하였다. 때η은 핑京의 띠i힘쪽 약 48키로 떠러진 도시 

이 고， 힘jJl]"은 京폐부근 지 방의 이 픔이 다. 第三뼈는 武土와 뼈꾀듭이 父化에 막대 한 잉 향을 

끼쳤다. 

第liLJ期 挑山 Momoyama시 대 (1574-1602) 와 그 다음의 江戶 Edo시 대 (1603-1867) 가 第

|여111]에 해 당하는데 튜히 江戶時代는 將행政治의 원짧期였다. 따며시 挑llj시내의 국제문화 

적 싱 양을 나|몰고 [Q族王義를 내 세눴다. 商人플의 活動이 활발해 지면서 그들의 관심있는 

'll 文化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江戶時代는 德川짜府에 의하여 265년이니 계속되었다. 

第표쐐 明治維新(1868)은 눈을 外部t止뀐 듀 -ò-] 西 l軟로 올렴으로시 近代化기 시직되었다. 

政治의 젤權온 將웹오로 부터 大’발이 되찾았다. 明治維新은 西歐文明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운에 口本의 傳統文化는 다소 위축을 면치 뭇하였다. 또 t!t界 第二次太패 후-로는 I짧際文 

ít의 영향으로 H 本의 文化는 다분허 西歐化하였다. 

日 本옵뺏은 위 에 만한 政.治文化史와 빌점 한 관계 가 있 다-

第 -Jtfj의 1:: 1려時f，\;는 JjJiJ읍 I꺼 내지는 原住民듬의 유익이 있었으나 구체적무로는 알 걸이 

없다. 그우에 계속되는 第二期에는 아시아大陸 즉 처음에 韓國 그 다읍에 中國에서 흡樂이 

들어응으로 R 本흡樂에 획기적 변화블 가치았다. 中國91 ‘~\‘樂은 더]度 이란 西域 等地의 홉 

쨌과 관계기‘ 있는것 갇다. 그것은 끓탤가 어떻게 西쪽에서 東으로 수입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윌- 것이다. 

三種의 표뭔가 752년 東大좋의 大 f뺏點眼式 演奏에 사용되 었는데， 현재 는 奈良에 있는 iE 

::c:r1l7\μ어l 保rr되어 있다. 三種의 뚫환란 四鉉賢원;(日 : Biwa, 韓 : 혐꿇휠라 부름)， 五紙;표휩 

〈日 : Gogenbiwa, 韓 : 劉전평)， 그리고 [況팩(日 : Genkan , 中 : Yüanhsien, 韓 : 月琴)이다. 

四표끊턴는 iîí l;'; 이 란의 j1니싼 Barbat에 서 시 직 하여 아쿄카니 스 만의 Gandhara->西域의 

Khotan→中國-→韓國→ 日 本유혹 갔다. 

五썼끓웰는 古代印度에서 말생하여 西域→中國→韓國→日本으로 수압되었다. 이 비파는 

印度에서 東南아시아 諸國(버마 작바 집-보마아)로도 들어 갔다. ~;é~은 中國 固有의 樂器

로서 L菜￡동종졸 또는 강흘漢子파고도 부르며 轉國에서는 月감으로도 퉁한다. 



m … 
이 란의 Barbat는 아람 o 로 들어 가 El’ ûd가 되 었고 다시 西洋 o 로 을어 가 Lute가 되 었 다. 

第三期의 代表的 륨樂은 雅藥(Gagaku)로서 韓國 中園 印度 등에셔 들어온 것들과 日本

뼈有의 흡樂도 포함된다. 佛敎홉樂언 쇼묘(聲明)는 印度에서 발생하여 마1國에 수입되었고. 

다시 韓國과 日本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커다란 상:르홀 이루었다. 雅樂과 聲明은 日人의 취 

향에 맞도록 약간 고쳐 지기는 했으나 비교적 原形이 많이 남아 있다. 

이 時期에 두개 의 日 本 固有홉樂이 생 겼는데 , 鍵쉽時代(1192--1337)의 ZJS家옳활(Heike

biwa)와 室때時代(1338-1573)의 能(Noh) 이 다， ZJS家똘념는 ff事的 곱樂으로서 雅樂!!쉰둥 

CGagaJ이1 Biwa)를 사용한다. 平家끓웰는 후에 鐘摩f6ßCSatsumabiwa) 와 파前끊턴(Chik

uzenbiwa) 그라고 三味線CShamisen) 홉樂드로 그 맥 략이 이 어 진다. 이 三味總품樂은 득히 

人形劇 義太夫(Gidayu)에서 찰 들어 나는데， 이것은 일종의 륨환的 곱樂이다. 

또 다른 형태의 fF평좁樂은 能이 다. 能은 能管(Noh-kan ， 小쩔비슷하게 생김)과 여 러 종 

듀의 북으로 반주한다. 能은 文學， 劇， 좁樂， 舞웹의 結合홍홍術이략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한 日本 藝術의 美學上 最 t級。l 라 할 수 있다. 

이 時期는 武士(Samurai) ， f曾f딩 등 t流社會기 흡樂的 後見人이 었다. 

第四期는 挑山時代(1574-1602)와 德)I[時代(1603-1868) 인데， 商人들과 藝術人들이 주로 

활동하였다. 이 들은 農民륜과 함께 下層階級에 속하였다. 이 해 에 얼 어 난 줍樂은 주로 3기 

지 인데 작(Koto) ， 프!대線 (Shamisen) ， R八 (Shakuhachi)의 유악이 다. 헬은 13뻔으로셔 獨

奏樂器와 노래 의 ffô奏樂鼎로- 쓰인다. 

三味線은 三鉉의 밴죠처럼 생겼는데 伴奏로만 쓰인다. 三味編뜨 日人뜰이 매우 좋아 하 

는 악기 로서 여 려 流派가 있 다. 또 이 악기 는 ff휩的 홉樂과 ff↑좁댄1 좁藥을 다 연주j하는데 

ff事的 흡樂은 앞서 만한 平家짚탤에서 派生한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는 다옴 章에서 상세 

히 취급하겠다. 

R八 (Shakuhachi)는 織뺨으로서 中國의 蕭에서 由來하였다. 이 악키는 처옴 室머時代 

{Muromachi , 1338-1573)에 나왔는데 현재것 보다 훨신 짧은 -R.，-캉의 걸이여서 대나무 

한보막으로 되어 있어 一節l;TJ (Hitoyogiri) 아 볼렀다. 江戶(Edo ， 1603→1868)時代에 이르러 

현재처램 -R.，八#이 되었고 주로 홉增들이 사용하였다. 그후 18세기때에 이르러 獨奏 聲

術홉樂이 생겨났다， 19세기에 이르러 한， 三味線과 합하여 三曲(Sankyoku) 즉 三重奏를 

이루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樂器로는 胡런(三鉉 또는 四鉉의 해금， Kokyu)롤 뜰 수 있다. 이 악 

기는 據鉉樂器로는 유일한 것이고 찰 사용되지 않는다. 中國에서 起源한 것인레， 쭉 三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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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 둥과 合奏하는데 쓰였다. 그러나 후에는 R八가대신쓰임으로 胡런은 안쓰이게 되었다o. 

第四期에는 三味線 풍 R八가 三大 강르를 형성하였다. 한펀 雅樂 좋훌훌훌홉樂 能 둥도 역’ 

시 盛行되었다. 그러나 1868년 明治維新이후로는 傳統홉樂이 차츰 쇠퇴해 갔다. 그후 약 

100년간 日本은 西歐홉樂 一邊倒가 되었다. 그러나 비록 전통옴악이 그 중요성을 잃어 가 

긴 했어도 아직도 日A의 마옴속엔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民讀냐 民洛홉樂은 지 

금도 여전히 많이 연주되고 있다. 民洛홉樂은 그 j월源年代가 不明이지만 대개 江戶時代

(1603-1868) 前後로 추정 된다. 

- 日本音業의 特徵

1. 흩史的 特홈 

행樂(Hogaku， 日本홉樂)은 歷史的 @:會的 地理的 條件에 따라 變化했다. 행樂史上 홍마 

있는 사싣은 거의 모든 장르의 옴악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별로 變하지 않고 그대로 保存

되어 온다는 사싣이다o 8세기의 雅樂， 15세기의 能， 17-19세기의 三味編 홉樂， 19세기 후 

반의 월前표휠 흡樂 둥이 모두 그대로 연주되고 있다. 

홉樂의 스타일은 크게 보아 社會의 歷史的 變化에 따른다. 雅樂은 古代 宮廷， 貴族들。l 

뒤를 보아주어 생겨난 것이고， 能는 諸候의 後見￡로 생겨난 것이다. 三味線 흡樂은 17-

19세기 전만에 결쳐 商j、階層에 의하여 발날되었다. 

寶휩와 효좋은 원래 좁A들이 연주했었는데 그들은 政府가 職屋數(Shokuyashiki) 라는 특수 

한 社숍制度속에 보호하였다. 神社(神道思想과 有關)와 佛敎좋院은 雅樂·能 .R八 등 음 

악의 그런대로의 後見A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zp:家寶뀔와 R八은 원래 增댐들이 연주 

하였었다. 聲明은 佛敎흉흉式에 사용되었었다. 

社會的 測面에서 흥미있는 사심은 音樂A 社會가 매우 保守的이어서 自己保存을 위한 組~

織을 철저하게 지커나간다는 사싣이다. 흡樂A을은 流派라는 集團組織을 형성하였다. 各流

派의 우두머리를 家元(Iemoto) 략 부르는데， 家元는 자기 子孫이나 弟子中 후계지즐 선정한 

다. 家元는 자기 流派의 政治的 降濟的 상태만 조정하는게 아니라 藝術의 스타일까지도 보 

존시킨다. 

새록운 스타일을 만든 弟子는 그 流派에서 쫓겨 나서 降濟的 社會的 모험을 강행하지 않 

으면 않된다. 倒를 들면 350年間 能는 5流派 이외에는 더 만들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三味線 륨樂은 民間홉樂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流派를 만들었다. 

zp:安時代 (9-12세기) 이후로 日本의 文化中心地는 京都와 江戶(현 東京)였다. 京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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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년부터 一千年 以 t이 나 日 本의 首都여 서 옛 文化의 中心地였 다. 大맺(Osaka) 는 京都

에서 南西쪽으로 불과 수 마일 떨어져 있지만 江戶時代(1603-1867)에 홈g濟的 g훌展예뭄에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京都와 大행 地方 一帶를 上方(Kamigata) 라 불렀고 江戶룹 下方(Simogata) 과 판랐다. 江

戶에는 그당시 德川 짜府(Tokugawa Shogunate)가 있었다. 이 값府 즉 將軍家는 日本의 

實權을 장악하고 있었다. 江戶와 大板는 商A들이 많이 活動댔고 그들이 經濟와 文化에 크 

게 영향을 주어 새로운 스다일의 흡樂을 만둡어 냈는데 이것이 三味縮 홉樂이다. 이 옴악 

은 보통 歌舞技(Kabuki) 와 人形劇 文樂(Bunraku) 와 관련이 있다. 江戶와 大板사이에는 품 

樂의 스다일과 분위기상 매우 큰 差짧기 있는데 특헤 三味線과 암흡樂이 그렇다. 現在도 

上方의 분위기는 京都 以西플 지배하고 있으며 江戶式은 東京 以束을 지배한다. 

宗敎 특 δl 佛敎는 노래나 연극의 사설 내용뿐 아니다 홉樂꽃學 분야에서도 큰 잉헝:을 끼 

쳤다. 現t比의 恨과 n1土思想‘은 짧깐마흉代 (1192--1337)때 부터 平家P{[j와 能의 내용을 지배 

하기 시작하였다. ì[戶時代07-19세기또)에는 愛人끼리의 [~殺이 不한한 사란을 주제록 

하는 연극 노래 등에 많이 나다났다. 폐원5딘、想、은 흡樂授業方法얘 현저히 도입되어 그 결과로 

高度의 洗練美와 形式化뜩 초래하였다. 

f需敎의 忠孝思想은 道德的으s...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었고 향術의 1:;'평와 사설 내용 및 

藝術創í'F의 팀的까지도 :A]<lll 허었다. 소f建時代으1 홉樂에서 擺敎는 í:펴5(;:<= "죄의 倫f떻가 되었 

다. 따라서 한 流派의 長과 짜子간의 관계는 이 道德、性이 지배하였다. 

神道思想은 權式 홉樂을 통하여 휩樂은 神이 내펴 준 것이과는 생각을 낳게 하였다 01 

러한 생각은 江戶時代까지도 -흡樂美學을 지배히였다. 

2. 音業的 特徵

됐樂은 장르에 따과 그 특깅이 달과시 한마다료 어떻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대체 

적으로 다옹과 같은 특깅을 들 수 있겠다. 

(1) 單 聲

合奏로 펀 雅樂을 제외하고는， 모든 日本傳統팝樂은 되度의 F낌，함마] 美끌 나타내고 있다. 

和聲이 없는 대 신 微分휩， 自 由리 듬 , 微妙한 휩ô 등으로 때洋댐樂이 。1 룩한 높은 경 지 에 

이르고 있다. 

(2) 흡 階

두 종류의 5옴음계(諸 2)가 琴 三味線 民짧 등에 쓰인다. 한펀 7읍옴계〔讀 )는 雅樂에 

쓰인다. 能는 Tetrachord(諸 )로 되어 있다. 흡程은 西洋의 ZiS均率과 딸라 三分협益法~ 



- 160 -

로 되어 있다. 

우선 홉名을 살펴 보면 다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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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않律形態(melodic Pattern 즉 가락) 

음악은 몇개의 旅律形態의 組立ξ로 이푸어 진다. 能나 義太夫(Gidayu) 동의 

(4) 自由리듬 

좋P樂은 장단이 있는 것도 있으나 창단이 없는 自 f디리듬으르 된 것도 있다- 能는 그 대표 

척 {71j이다. 

色(5) 홉 

그리 多차:콩 

각 악기간에 섬세한 홉色의 差異

日本樂器의 종류는 撥鉉樂器와 管樂器(그것도 모두 竹製) 뿐이 므로 흡色은 

또한 연주와 감상이 미묘한 자이를 

그러 나 同~樂器라도 그 종퓨가 많아서 

흘 볼 수 있다. 例컨데 三味線은 1O~重 以上이나 있다. 

지 못한 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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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낸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이 미묘한 홉色은 廳홉(Noise) 이 樂흡과 結合됨으로서 

이 루어 진 다. 이 魔홉을 日 A들은 自然흡 o 르 생 각하여 펙 좋아한다. 

(6) 結、合的 特흔L 

日本흡樂은 기본적 Z로 웰樂i륨1的이다. 게다기 연극 무용 옹익이 한데 어울린 땀ff훨術이 

다. 雅樂 작 R八 Ri삼홉樂 등은 拖對홈樂이라 한 수 있다. 能는 이런 類의 代表다 할 수 

있다. 

(7) 美

第三期 이후로 樣式化펀 洗練美는 B人의 홉樂쫓의 기관적 요소기 되었다. 지나치게 하 

려 하고 表面的인 美는 펀수록 피 한다. 能의 「F‘iJ (J ki) ， 三빼線 합했으] í뼈玄J (Yugen) 같은 

꽂學的 單語는 。l 사상에서 연유한 것이 다. 결과적우루 精神이 끊fTj .!í!.다 꾀 건조되 었디. 

바지 막으로 日本릅樂과 아시 아諸國의 응축樂과의 관계 칠- 略述하려 젠 다. 地理펴 L' 로 찰 애 

日本烏는 東北亞의 최챔단에 위치한다. 따'2]셔 ，~樂온 오리}동안 獨自的으로 합따되어 왔다 

그러 나 大陸으로 부터 의 文化的 영 향은 행樂을 크게 지극하였다. 

이것은 奈당時代(8세 7])와 zp:강時代 (794 • 1185). 그 이전 시대에서 더욱 그병다. 第드期 

(1 1 → 16서1 기)의 民族主義기 갱비}하여 있맨 시키에노 많은 榮짧듣0] (三짜;線 R끼 응) 아시 

아 大陸(특히 中國)으호 부디 傳來허였다. 그러나 예건데 -늬때젠은 많이 變원되있고， 그 

팝樂은 中l짧으1 그것과는 크게 다드다. 

이더한 輸入樂짧의 m상이 얀마갔다 히더리도 日本傳統홉樂의 잔치1 적 모녕은 j、 μ-의 급: 

씌영要素들을 많이 간직히고 있다-'주 6] 꺼f樂의 경우는 더육 그렇다. 

이러한 歷史的 관련.9]에도 13 本괴 아시이- 請‘國의 급-찢양파는 ;lt通點이 않다. j꺼쓸 늪띤 댄 

채的， 휩階으1 微l沙한 달원， 自 8]버듬 품0.의 9힘「돼! 生活 自然 연극 무용 등과익 연관， 상; 

敎， 倫理 道德、觀 等을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싱세한 점까지흘 듭어 맏한다는 것은 매우 

-õl .!ë-d 
u '" η. 

화i西의 즙樂을 B] 교하는데 있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近까 때洋 필:樂이마 파면 대개 

16세기 이후의 음악쓸 가리커는데， 그 이전의 서양 음악은 아시아 음익과 共通點이 많았다 

는 사실이다. 

티本흡樂은 印度즙樂에 비하여 宗敎的 펀彩가 덜하다. 日本A의 취향으로는 韓國 中國

印度 인도네시아 동의 옴악은 너우 화려하다. (古代) 印度는 한 목타브를 22흡무로 쪼겠고 

아라비아는 17 흡， 泰國은 7옴， 인도네시아는 5옴으로 等分했다. 그러나 韓國 中國 日本은 

不均等한 12홉으로 나누었 다. 가락은 각국마다 다른 調에 기 하여 이 루어 져 있고， 各調는 



m “ 

5 내지 7옴 옴계로 되어 있다. 印度의 鉉樂器는 鐵絲로 되어 있는례 비하여 日本은 명주싣 

로 되어 있으며 취미상 영주싶 소리를 더 좋아 한다. 

三. 짧 樂(Gagaku)

雅樂은 약 12001건 전에 宮中에서 시작되었고 宮城과 神社 및 좋院을 中心으로 傳承되어 

왔다. 雅樂의 種類는 다옴과 같다. 

(1) 管鉉(Kangen)-펀·樂 (Togaku) ， 高麗樂(Komagaku)

(2) 舞樂(Bugaku)-園樂， 高麗樂

(3) 歌曲-(崔馬樂(Saibara) ， 朋합(Roei) 

(4) 神樂--慶舞(Yamatomai) , 東遊(Azuma-asobi) , 久米歌(Kume-uta) ， 五節舞

(Gosetsumai) , 神樂 (Kagura) 

雅樂은 대개 初期 zf'安時代 (9세기 초반)에 현재의 形態가 잡혔다. 이것은 奈良時代(710-

784)의 雅樂의 계승인데 中國과 韓國의 륨樂들의 完全한 模做이었다. 

管鉉(Kangen)은 文字 그대로 管樂器와 鉉樂器의 合奏홉樂이고， 舞樂(Bugaku)는 무용 

반주 옴악이 다. 管鉉과 舞樂은 악기 펀성 법 이 약간 다를 뿐， 모두 康樂(Togaku)와 高麗樂

(Komagaku) 로 되 어 있 다 

管鉉， 舞樂， 歌曲이 宮中의 흉후과 憐式에 사용된 반면에 神樂은 聚禮樂으로 사용되었다 

현개에는 물흔 야러한 의의가 없어졌지만. 

(1) 管款(Kangen)과 舞樂(Bugaku) (1) 

奈良(Nara) 時代(8세기)에는 高麗樂와庸·樂을 연주하는데 30여종의 악기가 사용되었다. 

그때에는 宮中에 音樂을 담당하는 部暑가 있었다 (2) 

正감院에 는 752年에 사용했던 17種의 樂器가 保存되 어 있다 (3) 그中 몇 가지 는 現在 雅樂

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즉 院威 五鉉표휠 쫓覆(百濟짤 또는 堅옳覆) 新羅짤 七結;琴

橫館’ 蕭(排蕭) 쑤 方響 古代R八(雅樂R八) 등 

現在의 管%효과 舞樂은 左方(Saho) 와 右方(Uho) 가 있다. 左方은 中國에서 온 音樂ù1

(i) 現存 庸樂은 70여곡으로서 그중 30여곡이 舞樂이고， ~옳麗樂은 25曲청도가 연주되고 있다. 
(2) 8"'9세기에는 雅樂察에서 雅樂을 관장했으나 그후 948年에 樂所(Gakusho)를 두고 樂長이 左方

과 右方에 各一人， 그 다음이 =/者(Nino-rnono) , 그 밖에 雷吹(Fue-fuki) • 훌榮吹(Hichiriki- ‘ 
fuki) , 뿔吹(Sho-fuki) ， 뚫풍彈 (Biwa-hiki) , 筆彈(koto-hiki) 左舞A 右舞A‘동으로 불었다. (田邊
尙雄 : 日 本홉樂史 p. 97-98) 

(3) 田邊尙雄 : 正홈院η樂器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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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 右方은 韓國에서 건너 간 륨樂이 다 (5) 또 日本/、이 作曲한 옴악도 그 스타일로 보아 

左 右로 나누었다. 

管鉉과 舞樂의 樂器編成은 다옴과 같다. 筆과 꿇훨는 左方樂 管鉉에만 쓰인다. 짧과 鼓

〈觸鼓와 三鼓)는 左右가 다르다. 쫓은 右方에 는 않쓴다 (6) 

} • 꿇~-----꿇;←「옳-=-= --，---;---:-=::::=--::좋二 

1 龍짧(Ryuteki) 
1 轉(腦r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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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1ã 
톨@ 

"'" 설三 

左 方
쫓f훌훌 (Biwa) 

홈鼓(Kakko) 

표효(Shoko) 

太鼓 (Taiko)

高홈흉1Il" (Komabue) 

훌*훌 

￥홉 훌* 

흉￡ 鼓

太 鼓

홈 麗 짧 

*훌 윷 

右 方 三鼓 (San-no-tsuzumi) 

표혔(Sh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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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太

鼓
鼓

鼓

(4) 日 本의 居樂은 中國의 홉樂이 아니 라 그 당시 西城音樂이 었다. 즉 酒胡=F- 胡軟酒 뼈育홉1 동은 

胡子Csogdian)의 솔주청 꾼의 노래 이 고， 蘇莫子는 훌鉉樂， 뺑陸頻은 했語의 Kalavinka로서 西天

소식올 가져온다는 傳說上의 새 이름이고， 賣海波는 kokonor湖水와 관계까 있다. 
이 밖에 新羅像王 最방州 훌德짧 還城樂 暗뼈 技頭 둥 古樂도 西城系의 응악이었다. 그러나 

皇帝破陣樂 春훌빼 五常樂 둥의 中國系 音樂도 약간 있긴 하다. Laurence Picken의 “아시 아 音
樂史의 請樓相"C韓園홉樂와究 第2輯) “ 日 本훔樂에 나다난 쫓훌짧"(韓園홈樂돼究 第5輯) 용照 

(5) 홉麗樂(komagaku)는 高句麗樂 澈海樂 新羅樂 百濟樂 홉麗樂 중에셔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 모든 음악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6) “韓國에서 현래 左方樂(康樂)과 右方樂(獅樂)은 그 명칭이 펴l 용된 만큼 구별되지 않고， 鄭康交

奏 즉 合奏되기 때문에， 현재 日本의 그것과 천연 별개의 것인 듯한 인싱을 준다. 그러나 현재 

에서 과거로 소급하면 할수록 兩園에 있어서의 左方樂과 右方樂이 각각 정근하여. r康樂J r高
麗樂」이 라는 영 칭 이 표시 하듯， 유사한 康樂， 유사한 高麗樂이 라는 것 올 암시 한다. 

우선 악기현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연 고려 文宗(1046-1083) 탕시의 右方樂은 方響 쫓 E환 
짧 쫓홉藥 훌훌훌훌 校鼓 拍으로 변성되어 있어.~鼓(方響의 代用?) 쫓 龍짧 짧藥 훌 끓똘 ￥g鼓플 

사용하는 日本의 左方樂과 大差가 없다 만약 康樂어l 필요한 方響과 해이 日本에서도 과거에 

사용된 역사적 사실이 발견되연 日本의 左方樂윤 韓國의 그것과 같았을 것이고， 또한 패國의 

左方樂은 모두 짧의 뚫j文短의 奏樂圖와 %佛하었을 것이 다. C훨풍二 쩔짤二 짧二 方짧二 컬二 
숲홈聚二 硬鼓二 拍二 大鼓- 시 카고 미 술관 소장) 
한펀 현재 한국의 우용음악은 大양 파리 해금 장고 북융 사용하고 있으냐， 고려시대에는 大

양대신에 中양 또는 小쌓을 썼고， 또 해금은 원재 한국의 악기가 아니므로 고려이전 그리고 해 
금의 傳來이전에는 中答 또는 小쌓 파리 장고플 사용하였음에 뜰립이 없고， 따라서 그 우용만 
주악기는 현재 日本의 右方樂의 악기펀성(高麗짧 題藥 三鼓)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급 日本의 高麗樂에 사용되는 擊緊은 日本의 康樂에서 사용되는 그것과 同一하지만 

원래는 居짧寶와 다륜 鄭짧藥이나 아니었던지 ? 그렇다띤 韓國과 日本의 右方樂은 더욱 접근할 
것 이 다 李惠求 : r韓園의 左方樂과 右方樂」 轉國音樂序說 p. 71-72. 

<7) 管鉉編成은 fi'ì-稱 5츠管 (ffi 龍짧 籍簽). 二鉉(훨훨， 筆). 三鼓(太鼓.~鼓 騙鼓)라 부른다. 樂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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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樂에 사용되는 樂器플 略述하면 다음파 갇다. 

a. 管樂器

，~li !'1씨f(Ryutcki) : 감1간n 七:fL 차례호 指:JL을 떼면서 붕면 그 홉은 다유과 같다. 

찮웰(d) ， ~첸金 (d ll ) ， zf調 (e) ， -F 無(fll) , 輕調(g) ， 黃행((a) , 盤涉(b) ， 훌越(d') 

땀i麗í'HCKomabue) : m~ m-보다 가늪고 짧은 낀’trri. 六孔， (샤， fll , g , a , b, C" , e' 

짧쩍윈 (Hichiriki) : 前뼈 七孔 後面 二孔 合 九孔. 홈域은 g-a'. 서 (좁〕플 웅직 여 서 半홉정 

도 올리고 내델수 있다. 

7(',:(Sho) : 상hl위에 lí개의 까管을 꽂고， 짧의 덤에 까口을 1간픔어 분다. 各 끼씁의 낸 밑 

에는 하모니카처램 金짧 다]두릅 단어서 그것드로 소리를 낸다. 그中 27~ 의 管은 소리가 않 

난다. 管의 감이야i1 t이다 갑짜가 다은데， 한펀에 5-6흡을 同時에 내어서 和흡을 이룬다. 

:.flìi씹을 나}는 方法은 아래의 같이 11개가 있다. 

‘합3 
--& 시mp、 ~ .. J. .... n......... .w....... “ ‘ “ a “‘ ( ‘、 ‘、 ""X ~X~， "'X"~ "X{、 "(l ~ ’({1"'" ~π，-x .-,r 

짜、 g ‘、 n 뇨 값 값 ‘~ ‘씹 ~ 용=:~근rI용-'-R용카l 
、~ ----..J- --!:() "v ~:\) ...... ‘、 "X .. ‘ 」、 ” ‘ l 

ι j Cl ):1 gc ot‘u 뼈꺼 bl 용 v 도표-g- 훌 
(1) (0) k나 iιhi νkotsu 

+c뺑〕 十 下 Z. I 美 行 It 능 比

위의 和f쩔은 모두 a와 b딜‘을 기지고 있우며， 각각의 和릅-은 5度나 4度關무로 구성되어 

있는것 같다. 이것은 三分擔益法에 의한 것이다. 

b. 삼樂器 

i필B(Biwa) : l由顆 4셨， 一名 樂공63~(Gaku Biwa) , 나무로 된 撥(Spectrum) ..2..후 친다. 

調鉉法은 調에 따마 다음 5가지가 있다. 

fE훨에는 위 에 말한 樂'fét! CGaku-Biwa) 외 에도 롭f曾훈E환 (Moso-biwa ， -名 카E神tH펴 

四鉉)， 平家굉휩(Hcike-biwa ， 四鉉)， 睡摩표턴(Satsuma-biwa ， 曲顆 四鉉)， 않前푼쉰(Chiku

zen-biwa, 曲銀 四鉉L 五鉉3;E턴(直銀， 현재 안쓰임， 한국에서는 劉표휩라고 함) 등이 있다. 

筆(So， 또는 Koto) : 13統의 가야금 같은 악기 로서 右추의 母指 食指 長指에 竹이 나 象牙

로 펀 義m를 끼고 친다. 調씹:法온 調에 따라 다음 6가지가 있다. 

寧 또는 琴의 종 류에 는 위 에 말한 筆外에 도 和琴CWagon 또는 Yamato-koto, 6鉉)， →휩 

琴(Ichigenkin 또는 板琴 Hankin) , 二렁琴(Nigenkin ， 八雲琴와 東流二鉉훨의 二種이 있 다) 

둥이 있다. 

배치도 정해져 있어서 앞줄에 打樂꿇 한사랍씩. 가운데 鉉樂器 두사랑씩. 뒷출에 管樂器 각 3~ 

A씩 도합 16A이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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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越뼈 

2f謂

大食킹쩨 

했，랩 

tfi鍾싸! 

엇&沙빼 

홉15 

협4 

흥즌는」←←용 

칼드드끊묘」二」체 
훌륭 ••• 

훨趣짧 옳폭철=~든l二략“ 

平調 챙I 등 §둠 용 남~#o::=\l 냥「난돋l 
大食짧 옳중도파궁궁꽁:Q-~ 빠옹g뇨뿔폴j 
훨양셰 옳날펀파I U c+」L률헬 
짧윷줄혜 -IA‘ n•• Q τ l 활 - g j二긍( 둥 一 I 냥二~!l-==::0=두료l 

짧涉짧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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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打樂器

片￥~ì월(Kakko) : 섭;싫처럼 생겼는데 양손에 채를 둡고 친다. 奏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iL카 

來(Katarai)와 諸來(Mororai)가 있다이 

』듀u ￥ 뼈’ 
냐 4 

4 
右手

片來左주 

녁 4 I )L ~. ~. ~ .. ~. ~. ~. ~. I 
41.~.~.~-~.~.~-~.~ I 諸來

奏者의 훌홉鼓보다 그 크기가 약간 작다. 三파(san-no-tsuzumi) (9) 校행처럼 생긴 것으로 

•* τ 二二-----，，--\)二~~=:J
뿔---a-~--~-:()~ ~O_ ~二二二느←----==1 

훌훌홉 

讀 6

톨훌l 

• 

呂
훌
&
%
 

‘t 

와~ n 

-ðr--
좋꽃꼽;，. --1.\--0---윤F 껴i빼 

옳 賣훌홈g 
샤
 
센
 

& 

야
 아 
a g 8 흉I 9 g -0-I 용 

繼옳 돋릎 표 

I 

(8) 챔鼓는 겸용.위에 올려놓고 樂長이냐 年長者가 앞줄 오른쪽(관객석에서 볼때)에 앉아서 연주하는 
것으로 첼鉉樂의 지휘자에 해당하며 음악의 속도， 音樂을 끌이게 하는 신호를 한다. 左方樂 즉 
댄樂에 사용한다. 奏法에는 片來 諸來이외에도 매소걸 첫 拍에 해당하는 곳에 한벤씩 치는 正
(sei) 쫓法이 있다. 

예컨데 越天樂에서는 每4小節마다 /正/片來/1E/諸來/의 奏法을 반복한다. 
가 들어가는 곳이다. 

(9) 훨짧樂어] 쓰이 고， n활樂에 서 의 騙행와 같은 역 할을 담당한다. 

。표는太鼓 

압9 윷표 e g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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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펀 마푸 외에 놓고 왼손a로 잡은 다옴 오른 손에 靜〔채)홀·들고 천다. 

좋f鼓(5hoko) : 둥근 짧을 툴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짧의 크기는 홉婆에 따라 다른것이 

사용된다. 舞樂에는 쌍으로 쓰이며 두개의 裡(방맹이)로 친다. 

太鼓(Taiko) : 큰 북으로서 한국의 座鼓에 해당한다. 管鉉(Kangen)에서는 座載청도 크기 

의 樂太鼓(Gakudaiko)플 쓰고， 舞樂(Bugaku)에는 가장 큰 大太鼓(Dadaiko) (10) .롤 쓴다. 

左方管鉉에서는 筆擊(Hichiriki)가 主雄律을 불고 龍짧(Ryuteki)가 따라 불다가 가끔 장 

식음을 넣는다. 짧 (5ho)는 많은 홉을 동시에 내지만 最低홉이 主旅律을 연주하게 되어 있 

다. 즉 和홉이 션율위에 있는 생이다. 짧과는 반대로 養흩나 筆은 和홉의 제얼 위의 홈이 

主旅律이 된다. 

管鉉과 舞樂의 律名은 庸制를 따른 것이다. 그 旅法은 7홉音階의 律旅法과 呂旅法이 었 

고 主흡이 六調子(Roku-choshi) 라 하여 여섯이 있다. 

管섰·舞樂은 그 크기에 따라 大曲 中曲 小曲의 3종류가 있다. 

讀7 ~훌 · 久米~의 홉鉉 

훌폴 
A --흐를훌를õf 

三-k- F}.' , J -
(zan) T .’ ‘ ___ d 

• 듀는훌르좋-← 
Im-l ” ’ --‘=‘=--, • 1---(;) 
때)내휠 

‘4 

--g --1 」ι

훌 

‘r. , 
효율 

"0 

處)~좋 J 

(T~설 umu ‘ 

f----날---프 

흙듣품 

----.•-
l 
I 
l 

(10) 大太鼓에는 左方太鼓와 右方太鼓의 두종류가 었다. 左方太鼓는 左方舞樂에， 右方太鼓는 右方옳 
樂에 쓰이는데 이 두 太鼓는 항상 썽이 되어서 무대 左右에 놓는다. 구조와 크기는 갇으나 장 
직이 약간 다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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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illl은 }하(Jo) j많 (Ha) 急(Kyu)의 3부운우록 되 어 있다 flll 

작은 曲은 한 榮활ξL로 되어 있고 Da CappOA의 ABA의 形式을 가지고 있다 0:: ， 

合축한 때에는 먼저 이이 獨奏.!i.. 시작하여 그 다음에 打樂器와 찢 筆鎭이 들어오고 itß 

와 寧이 加勢한다. 이 ):l;~gil分올 홉lìZ CNetori) 또는 調子(Joshi) 다 하는데 榮웹듭은 쪼에 

갖도록 調律하여 |山의 분위 기 둘 만듭어 주는 역 할을 한다 1131 

또 한기자 피i쫓上의 득강은 일종의 자유 Canon스타일이다 ti.方舞樂의 序섹서 第-→ tE 

奏者가 고JÞi律을 분다. 그러면 몇각자훈에 第ι4 ?E쫓;휩 7} u}든다. 조급있다가 第三 짧奏者 

기 또 따은다. 떠-學筆이 짧合것애 끼어둡고 소금 훈에 tiiU筆웰이 띠-은다. 쉐도 같은 퍼;으후 

연추에 가난한나. 이라하여 三짤이 全體 合奏에 가담하여 퍼 !ti 2 1 듣고} 샘타1 Canon으로서 

애역있는 옴양의 흔돈을- 만듭어 낸다. 

이것을 폐子(Joshi) 파 하는데 左jj짜樂의 찌j젖 t버으로 쓰인다→. 즉 /\허점子 젤，섬파딩， 셋調， 

:/dt~i/，j ， 平調， 黃kE 調， 盤강15쾌← 에 각끼 다릎 調子(準‘벼j 名) 가닥이 있다. 

左方젠의 좌싶은 끼、ø.이고 차 jJj끼:는 綠잉이다. 2뮤강íí-T 의 數는 l[;; 딩에 따라 1, 2，‘i， G ‘ 8名

이 춘다. 이41 左jj깎의 一人폈는 I子1國의 ‘땀樂舞 보다는 印度에서 삼싸한 것이 많디. JX裝도 

튜씩이 있어 中國式이 이니다. 

(3) 1m馬樂CSaibara) 외 덩9칩:(Roci) 

f崔.띄樂 1151 는 글자 그대 로 馬夫의 노래 라는 풋이 다. 대 개 ZfSV펴 f \,; (í94-1185) 에 당씨 의 民

，i~ 동을 웰術歌 l버化한 것이 다 . ￥R.1'{ lO l111 中 6fhJ은 l껴治時代에 f껑)1.:된 깃이 다. 

퍼때， 筆摩， 짧， R쉰， 第 등이 만주하고 獨F삼者는 |돼의 요소 요소에 나무후 펀 껏따子 

(Syakubyoshi)를 친다 t윤은 .ff]즙을 내지 않고 旅律민을 분다. 

!l!lilik(Roei) 1161는 자1漢없상짜， 新選없詩佳에서 그 짧說을 따은 漢詩文을 노태한E7. Jlg합 

의 15뻐中 14 깨1은 l꺼治時代에 復元된 것이 다. 싸씹， 筆薰，$: 둥이 1간주하고 삶은 포Hi律 

만분다. 

(11) 序 破 急은 한국의 慢 中 歡에 해당한다. 글자 그대로 뼈의 빠르기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物理

的 速度라느니 보다는 心理的 速度를 말하는 것 으로， ll] 록 急이 라 하더 아도 한국 땅q벼의 數大
葉처럼 西洋音樂에 미하여 매우 느리다. 

(1 2) 重頭(Judo) 라고 부른다. 

(13)' 국악의 다스릅〔調홉)과 ll] 숫하다. 

(14) 一A舞--陸王 貴德 二A舞-→育海波 納曾flJ 四人舞-→太zp:樂 釋切 六/\舞--? 八人舞
--? 

(15) f崔馬樂는 現存 10曲이 남아 있다-~調 呂廳法S로 된 曲이 “安名尊"CAnnato) 등 6aB , zp:調 律
旅法의 曲이 “更衣"(Koromogae) 둥 4曲이 있다. 

(16) “홉辰"CKasin ， “東뿜"(Togan) 동 15曲이 냥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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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神道{義式활樂 

神道{앓式품樂은 위에 든 댐‘樂 高麗樂 歌曲 둥과는 전혀 딜라서 古代 土%홉樂에서 由來

한다. 즉 神道樓式홉樂은 宮中의 神道짧式(즈E樓式)이 나 神社에서 사용되 었다. 웹法이 나 만 

주도 특색이 있다. 現在의 演行法은 初期 zp:安時代에 이룩원 것이다. 그러나 훌覆의 用法

은 管삼: 舞樂 f崔馬樂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로 미루어 神樂도 이들 옴악에서 약간의 영힘 

은 받은듯 하다. 

神道{.R;i:.\:칩‘樂에는 4기지 종류가 있다. 즉 神樂(Kagura) ， 홉舞(Yamato-mai) ， 久米舞

(Kume-mai) , 東遊(Azuma-asobi) 둥이 다. 

神樂은 全國 大小神社에 서 民힘的 æ廢式에 사용된다. 이 처 렴 地方의 椰土色彩가 짙은 

것을 里神樂(Sato-kagura) 라 하고 宮中에서 하는 神樂을 鄭神樂(Mi-Kagura) 라 한다- ~쥔때l 

樂은 宮中內 神社.에서 天皇이 參席한 가운데 -年에 세번 한다(17) 神道義式을 완전히 마 

치려면 數日問이 캘리는데 요즘에는 저녁에 6시간 갱도로 줄여서 12뾰올 연주한다. 

神樂의 반주악기 로는 神樂짧(Kagura-bue) ， 筆擊， 和쪽-(Wagon)에 다 두개 의 ~:ltl子

<(Syakubyoshi)를 더하는데 이것은 두 合n덤團에서 나온 두 지도자가 연쥬-한다. 

神樂짧[(Kagurabue)는 짧태으로 6孔이 있고 a d' e' f' g' a' c"의 순요 로 소리 기- 난다. 

和학'(Wagon 또는 Y amato-Koto)는 흩琴으로서 6힘이 다. 가야금처 립 얀족이 있으며 오른 

손에 웰車L(Koto-Saki)를 쥐고 뜯는다. 왼손은 그냥 맨손으로 뜯는다. 

~舞(Yamto-mai)는 4Á 또는 6Á이 古代 日本의 文댄衣裝을 입고 춤을 추는 작은 l버이 

다. 만주는- 神樂짧 筆藥 和책 둥이 고 合n펀으로 노래 한다. 合n팀의 지 도지-는 썼拍子록 J터::r 

를 짚어 준다. 

久米舞(Kume-mai)는 운자 그대 후 久米族(久米라는 古代武土 계 급)의 무용이 다_ 4人이 

古代 武士의 衣裝을 엽고 춤춘다. 역 시 神樂m j훌覆 和琴 合n원 퉁이 반주한다. 

東遊(Azuma-asobi)는 東國의 놀이 라는 풋으로 4Á 또는 6人이 中世의 武土衣裝율 입 고 

춤춘다. 반주악기는 위에 여러 칭:르의 옴악과 같다. 東遊는 4개의 짧은 曲￡로 되어 있는 

데 첫번째와 두번째때에는 무용이 없다. 久米舞와 마찬가지로 舞關주들이 入退楊할때 캄용찢원 

만으로 연주한다. 

(17) 12月 15 日 • 4月 3 日 의 빼武天皇票 그리 고 12月 25~ 의 大正天뿔찢， 이 렇 게 三回 演行한다. 흉5 
%흙 (Niwabi). 阿知女作法(Ajime-saho) • 柳 (sakaki). 閔짧神(Sizukarakami) • 早빼뼈(Hayakara

kami). 小前張(Kosaibari) • 朝짤(Asakura). 其뺑三度拍子(spnokoma-sandobyosi) • 其뺑場拍子 
(sonokoma-agebyosi) 동 15때이 있고， 밍韓神와 其뺑揚拍子는 舞뼈이 I아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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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훌 明CShomyo)

聲明은 싼스크렬 (Sanskrit)의 Sabda(헬) Vidya(明， 뿔)에서 그 語‘뼈이 왔는데 經典의 곱體‘ 

學을 짧究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佛敎의 原型언 Brahmanism의 다젓 맑究課程中 하나였다. 

日本은 552년에 뀐濟로부터 佛敎를 받아 들였다(18) 聲明은 zp:安時代에 日個 最없(Saicho) 

와 空海(Kukai) 가 中國에서 1t 1띠를 배워와서 각기 天台 (Tendaí)宗과 륭言(Shíngon)示을 

創設하였다. 이 두 宗派의 經明이 오늘날 日本삼明의 代表格이다. 天台宗은 京都근처의 比

띠山(Híeisan)에 있는 延歷좋(Enryakují) 가 總本山이고， 휩-듬宗은 京都의 東좋가 總本山이 

았다가 후에 大짧 남쪽의 高野山(Koyasan)좋혹 옮겼다(19) 

ffJfia흉代 (1192-1337) 이후에 日本에는 햄土宗 買宗 g運宗 둥 벚개의 새 宗派가 생겼 

다. 이얘 爾(Zen) 佛敎가 도업되였고 그후 輝宗이 日本佛敎의 大宗이 되었다. 이러한 宗派

뜰드 그둡 나릅-대로의 聲明이 있지만 모두 天台짧明과 률言행明의 變形이라 할 수 있다. 

달조mr時代(Muromachí 1338-1573)로 부터 日 語를 解說로 하는 'fD護(Wasan)과 細혀〈歌 

(Goeika) 가 一般民架사이에 유행하였다. 

그려나 최근에는 햄明이 츄院이나 家底에셔 겸점 形式化하여 宗敎的 感興力을 상씬하게 

되었다. 많은 日人틀은 웠明이라변 모르게 되고 細經(O-Kyo)로 통하게 되였다 (20) 쩔明의 

解說 또한 행語나 漢文이어서 -般헤게는 難解하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도 전의 짧式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델明은 짧式의 텀的과 宗派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解說도 했語 漢文 H語의 세가지 

종류-가 쓰인다. 룹階에는 五룹합階， 七휩룹階， 그려고 테트라코도로 성명되는 것도 있다 (2 1) 

(18) 百濟 聖王 (523"-'554) 이 日本의 西部姬에게 達率 뼈줬횟 둥융 金짧 釋설맨像했월勳石佛 經論 풍과 

함께 보냈다. 그후 554년에는 생률惠 道深동 16명의 승려플 보내어 본격척인 佛數 천파가 시작되 

었다. 

(1 9) 天台聲明의 開祖는 물론 傳敎大師 最遭(saicho)이지만 廳式파 聲明의 기초릉 놓은것은 圓仁慧훌 

大師(794-864)이다. 그는 韓國의 륨훌輝師보다 34, 5년 뒤인 셔커 838-9년에 入康， 847년에 

日本으로 되폴아가 天台聲明을 일으켰는데， 그의 入康求法젠禮行記에 상세히 나와있다. 
그후 種藏 (Jozo) (891-964) , 源信(Genshin) (1 1세 기 후반) 풍을 거 쳐 良忍、聖應大師 (Ryonin

showodaishi) (12세기)에 이르려 5流派를 械一하고 큰케 聲明을 中興서컸다. 
한편 空海弘法大1li!í (774-835) 는 804년 "'806년에 康에서 했뼈플 배웠다. 그후 합雅쉽正 源仁

갚信 寬空 퉁을 거쳐 寬朝大업正 (916-998)에 이르러 탑言聲明이 大成되었지만， 그후 各rm~로 

’ 나뉘어 혼란을 일으키다가 1145년경에 ，용性法親王의 제창으로 各派의 대표자 15Á이 모여 73 日
間이 나 協議會를 연 끝에 @ 本相應、院流 @ 新相應院流 @ 醒觸流 @ 進流의 四流로 再統合하 
였다. 進ìiff는 그후 홉野山(南山이라고도 함)으로 그 본커지를 옮겨 南山進流라 부르게 되었다. 

(20) 이 점 은 한국에 서 도 마찬가지 여 서 jt;~ 라면 -般을픈 모르고 보통 念佛로 통한다. 
(21) 聲明의 音階에 대 하여 는 여 러 가지 理論이 었 으나 가장 傳候的 理論을 소개 하연 3가지 音階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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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明은 能(Noh)와 zp:家훌훨(Heikebiwa)에 크게 영향올 주었다. 

佛敎樓式인 法會(Ho-e) (22) 는 여 러 부분으로 되 어 있 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法훌 

(Hoyo) (23) 와 講式(Koshiki) 124) 가 있다. 法要는 樓式의 처옴에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는 「四個法要J (Shika-no-hoyo)인데 n貝 (Bai) ， 散華(Sange) ， 첼홉(Bon-non) ， 錫校(Syakujo)o

의 4개로 되어 있다. 講式(Koshiki)는 zp:安時代 中期02세기초)에 짧式化되었다. 講式는 

日語로 부르며 能(Noh)의 t눔律과 흡사하다 (25) 

五. 좋훌훌훌音樂 

.寶훨는 원래 雅樂合奏에만 사용되었었으나 (26) zp:安時代 初期부터 聲明의 반주악기로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地神寶휠 CJ ishin bi wa)라 불렀는데 홉￥說이 經典인 地神經에서1 

따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名 톱f曾폼활라고도 하는데 톱增이 홉않를 뜯으며 佛템 

을 하기 때문이다. 그후 地神짧웰는 京都에서 九州로 옮겨 가서 비록 많이 쇠퇴하기는 했 

지만 현재까지 전한다. 

鍵융時代(1l92-1337) 초기에 새로운 훌훌훌홈樂인 平家옮휩(Heike-biwa)가 나왔는데， 이 

것은 zp:家物語 (Heike monogatari)를 노래로 엮은 것이다. 平家物語는 歷史小說로서 平家

(1l60-1185)의 興亡盛養플 이 야기 한다. 

zp:家寶휠는 語物 (Katarimono) 즉 이 야기 를 노래 로 엮 는 것의 始때가 되 었 다. 이 때 사용 

되는 寶활는 雅樂에 사용되는 樂폼휩(Gakubiwa)와 크기가 좀- 작을뿐 同類의 것이다 (27) 

室따fC1Juromachi 1338-1573) 후기 에 는 鐘얻훨종종웰 (28) (Satsuma-biwa) 가 九州南部의 鐘摩地

方〈現 顧兒島)의 균주의 후원하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 악기는 地神꿇훨와 zp:家꿇훨의 계 

송이 다. 睡摩뚫활의 奏法은 zp:家끓환보다 더 리드미 칼하며， 역 시 供唱으후 이 야기 를 엮 어 

@ 呂曲(上曲이라고도 함)-宮 商 角 흉徵 徵 쩌 變宮의 7음음계로서 中園系의 음악과 관 
계가 있다. 呂旅法.

@ 律曲(下曲이라고도 함)-宮 商 角 徵 겼의 sol션법으로 펀 5音음계포 되어 있어 한국의 

zp.調와 同類?

@ 中曲--宮(so\) 商(la) 下梅 角 (do) 徵(re) ":B (mi) 上梅로 되 어 있는데 印度音樂 系統에’ 

속한다. 여기에서 上梅(Jobai) 와 下梅(Gebai) 는 짧梅 (Enbai) 라고 부르며 자유로히 土下로 움직 i 

。l 는 音이다. 이 中曲을 테프라코드(Tetrachord)로 說明할 수도 있다. 

(22) 法會(Ho-e) 란 한국 佛敎嚴式언 齊에 해당한다. 
(23) 法훨(Hoyo)는 한국의 훗소리 냐 짓 소리 처 럼 소리 로 되 어 었 다 
(24) 蕭式(koshiki)는 由致냐 請휩같은 안채 비 소리 에 해 당한다. 

(25) 짧式이외에도 表白 (hyohyaku)가 있는데 이것은 察文을 읽어 나가는 聲明이다. 

(26) 이것을 樂옳활(Gakubiwa) 라 한다. 

(27) 樂훨흉나 zp.家활활는 曲預 4鉉으로서 康f풍활에 해 당한다. 
(28) 曲題 四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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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데， 노래할 때에는 연주하지 않고 노래와 노래사이에 비파를 단다. 쭈豪fHf와 그 

구초에 있어 약간 다르다. 

태治時f'(; (1 868-1912)에 lA前 :!L12í (Chikuzcnbiwa) (291 가 九州北方의 줬I前(現 福I웹 Fu

kuoka)에서 나왔나. 이 야前훌훌fJ는 됩增RM와 鐘摩fE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옴악 

은 三味線곱樂의 영향을 받아 훌훌摩fH;1촬樂보다 그 선율이 했事的이기 보다는 好情的이며 

강식유도 많아 이-픔답다. f씨治時代 이후로 陸醒짧힘나 윗힘j표뭔가 모두 東京으로 그 중심 

지칠- 정「겼다. 그려고 현재는 全日本에 다시 과지게 되고 중요한 傳統팝樂의 일부가 되었다. 

링홈摩:rËJL!1와 }).'대íJf낌fJ;는 구조상 樂nü외- 약간 다르-다. 즉 이것듭은 樂:n t:'E에 비하여 폼 

통이 직-고， JL릿지(陳)가 높으며， 봄통은 약간 연한 나무를 쓰며， 撥(plectrum)은 크고， 줄 

도 기-늘고 쫓法도 약간 다르다. 樂器를 쥐는 方法도 다른레， 樂갚펀는 7}c2jS으로 드는데 반 

하여 鍾摩나 따前잖펀는 팬i힐으로 든다. :}횟~~法도 樂rt'&í는 練휘 를 投鉉하는데 이 들 두 악 

기는 樓와 標사이의 출을 按점;한다. 

jjI前:tèU는 鐘摩fEEE에 비히여 약깐 직은 撥(plectrum)을 쓰고 느래와 악기의 선율이 다

아름담다. 그 調鉉法은 다음과 갚다 • 

謂8

옳 홉훌톨 훌훌 
-←0-쉴O 8 

Jf1心숍 
I 

임훌 l 옳 6 9 

9 
I 

’~Rtr 훌훌 1 中心音

五~I 옳 
8 g 짜 Q 

1ft心 ;.f I 

이 두 표감홉樂은 本質上 持述的 홉樂이기 때문에 특별한 륨樂形式은 없다. 각1家홉‘휠와 

마찬가지 로 가닥(!iÆ律形態 melodic pattern)오로 되 어 있 다 • 노래 部分은 두가지 의 스타일로 

이루어지는데 地(ji)와 節(fushi) 이다. 地는 이야커릎 서슬적으로 엮어간다는 풋이고 節은 

f足律的인 소리 部分이 다. 

(29) 直頻 四鉉 또는 五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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鐘탤딴R2l의 홉￥說은 파土(Samurai) 社會에서 비풋한 歷벚로 보아 주로 武士을의 道德{生이 

냐 쟁i爭歷텃3物들을 네 마로 한디 . 

-‘/、. 能 (Noh)

能는 公샤í1養術이기는 히지만 그 곱樂 또한 매우 중요한 H 本의 傳쩌t숍樂의 일부를 자지 

하고 있다. 能는 文學 펙劇舞隔 홉樂의 緣合藝術이다. 게다가 能는 그후에 나온 음익에 많 

은 C녕향을 끼쳤다. 

能는 처 유 顧阿爛 淸次(Kanami Kiyotsugu , 1333-1384)와 그의 아들인 世呵播 元消(Zeami

Motokiyo, 1363-→ 1443) 가 創始하였고(30; ， 당시 室떠J時代0338-→ 1573)의 執權者인 足주IJ義滿 

(Ashikaga Y oshimìtsu)의 휴L윈융 받았다. 그 당시 能의 레파토리는 2， 000여곡이나 있었는 

데! 펀재는 한 200곡 정도가 있고 1311 그중 칠만가량은 世阿爛의 f'f品이다. 

室I밤時代에 能는 접전 武士(samurai) 와 一般平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能는 주로 섣에 

서 후원하는 野外에서 i행奏되었다. 

能의 專門家들은 組合을 만플어서 자신들의 權益을 보호해 왔다. 江戶時tl;; (Edo ， 1603-

1868)에는 주로 짜府의 {앓;;--\;펄樂 01 되어서 원래의 響應é'J 멜素를 상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I3Jl治時代에 이료러 다시 能는 ;r:j[똥의 藝術Í15J\:이 되고 렵;族둡과 꽃뼈둡의 후견 을 받았다. 

能의 演出舞활는 다음-，'1 같다. 

舞臺右使 : 地줬Eh CJ i U t<1 i -za) 즉 {'i' r[j團

舞훌훌後뼈 : 器業('1、Yß. 太펴 太쇄 i能管) tf 급‘ (Kyogen) 

本舞臺념μ1 긴 앙i쫓는 1샘JJr(Hashigakari) 이고， 0] 푸딛에는 큰 독을- 품어서 일좁의 -차， 1\':'; 

동으록 사용한다. 

本짧-臺의 背景에 는 ~큰 소나무릎 그려 놓았다. 그밖에는 아무 무대장치도 없고， 다반 작 

은 小道貝로서 집아나 무념 배 마자 등을 상징헬 뿐이다. 그 모양은 매우 ;산단하고도 싱정 

(30) 8세기경 大陸으로 부디 散樂 즉 雜f支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樂 歌 舞 曲훌 합術 演훌1 동 잡다 
한것엄 포함한다. 그후 주安時代(794-1185) 에 이르러 패지되었고 그중 演'IJ的 훨素만 남아서 
笑劇으로 발전되고 이것융 滾樂Csarugaku) 라고 불렀다. 이것은 후에 狂言Ckyogen)으로 발천했 

다. 한면 鐘樂集團중에서 歌舞플 중심으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짧짤時代 1192-
1337) • 說話나 古典에서 그 헤마를 띠온 것들이었다. 이것을 罷라 했다. 따 1과서 현채 能와 狂
言을 섞어서 上演하는 전통은 이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31) 現存하는 能의 台本은 2.000여곡이지만 上演可能한 것은 약 240曲정도냐 딴다. 그 內容을 大5.111

하연 「現在能J(Genzai-Noh) 와 「夢幻能J(Mugen-Noh)이 다. 

「現tE能」는 寶在人物의 ff事的 테 마륜 주로 하고. r夢幻能」는 鬼神이 나다니-서 옛 날의 
말하는 것 등은 헤 마로 상는다. 

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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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의 演技舞觸 홉樂은 그 보게 되어있다. 척이다. 그러나 관객은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훌徵性이 가장 중요한 美的 基準이 된다. 衣裝도 王않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조로운 색채의 

狂助演，臨(Waki)는 

옷을 업는다. 

配짧은 크게 보아 세 가지 가 있는데 ，{t手 (Shite)는 .1:않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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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gen)은 홉劇的인 짧間配投이다. 各配投은 처음 배울때 부터 정해져 있어서 바꾸어 버 

演할 수 없다 1321 또 각 配않마다 여 러 流派가 있다. 

삼手(Shite)‘-5流派 

觀t比流(Kanze-ryu) ， 寶生流(Hosho-ryu) ， 金春流(Komparu-ryu) ， 金剛流(Kongo-ryu) ， 喜多

流(Kita-ryu)

n값 (Waki)-3流派 133) 

狂言(Kyogen)-2流派 134)

t1:手는 유일한 生않이고 能의 中心A物르서 歌짧를 한다. 對話나 獨白을 특별한 빼揚 o 로 

한다. 演끊는 매 우 形式化되 어 있고 우용도 이 런 식 ù 로 한다. 能는 대 개 單짜;01 나 二합으 

로 되어 있다. 

二원劇에 서 tl:手는 第- 二팎에 서 각기 다른 짧劃을 한다. 예 를 들면 第一캅에 서 젊 은 

女A으로 招했다면 第二값에서는 武士의 》몹神으로 해한다. 狂言은 幕間에 한다. 

能흡樂은 獨n텀 合띈 135) 器樂 獨白 對話 등으후 。1 푸어 진다. 劇의 구조는 曲目에 따라 다 

르지 만l 그 基本形式뜬 [펙定되 어 있다. 

第一따 : 次第 136) (Shidai)--렐 (37) (Issei) -Shodo--練 !) (38) (Kuri) • f ν 1391 (Sashi)-曲 (40) 

(Kuse)-論議 (4 1) (Rongi) 

第二幕 : 待;염 (421 (~lachiutai; -Nochijite-W !) 1431 CKiri) 

舞뭔E은 어느 한幕에 들어가거나 兩책에 다 들어기키도 한다 1441 

(32) 예컨데 처음부더 Mb를 공부한 사땀이연 끝끝내 그 값만 해야지， {J:of나 狂감을 할 수는 없다. 

(33) 寶生流(Hosho-ryu) , 福王流 (Fukuwo-ryo) , 高安流 (Takayasu-ryu) . 
(34) 大藏流(Okura-ryu) ， 和良流 (Gasen-ryu)

(35) 合唱은 地諸(Jiutai) 라는 齊唱l짧아 부른다. 地짧는 劇中A物은 아니 다. 그래 서 掛裝하지 않은채 
舞臺 左便에 줄을 맞추어 앉아서 한다 地諸외 옮￥，iQ內容은 地文(Ji-no-mon ， 第三者的인 말)도 

있지만， 대개 감手投의 感情表現이나 아니라 같이 이야기 줄거리를 노폐하는 것이 많다. 따라 
서 地諸는 f:f:手앓들이 받게 되어 있다 

(36) 次第(shidai) 는 能의 序頭部分으로서 。l 와 同-한 가략이 全曲을 동 하여 여 러 번 냐온다. 

(37) -聲(Issei) 는 처음 노래라는 뜻으로， 自 I최로운 리듬으로 能의 청으로 보아 上·中청으로 부른다 
(38) 操 (kuri)는 第-幕의 플라이 막스部分으로서 全曲中 最高의 音高로 노래 한다. 

(39) sashi는 서양 opera의 에싸다티브와 같은 것으로 두 노래사이를 연견시켜준다. 高揚된 語調로 

하는 “얄”이다. 

(40) 뼈 (kuse) 는 第~幕의 舞隔部分인 데 全曲의 核心部分으로 간주된다. 

(41) 論議(Rongi)는 第一幕의 끝으로 하는 部分으로， 두 배우(f:f:手와 II:ß)가 高揚된 語調의 말이나 

또는 노래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옥이다 
(42) 待짧 (machiutai) 는 第二幕의 序曲이 다. 

(43) 切 (kiri)는 全曲의 Finale로서 合P昌으로 부흔다-

(44) 舞觸部分은 曲 (kuse) 라 부른다‘ 能의 順序를 序 破 急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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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의 홉樂(노래부분)은 가락(磁律形텐)로 되어 있는데， 예컨테 下(Sage) 꿇(Haru) r~ 

(Uki) 9멜 (mawashi) 入緣 (iril、 uri) 음이 잉디 (45 ， 能의 따律은 맏과 돗을 觀정:에거l 전달하 

는게 그 옥각이긴 하지만 매우 임삭한 센파을 가진 시깅세를- 가진다. 사/2 파律이라는 것 

도 西洋홉찾5되 고11 씨타디브에 7}깜디. 

흡옳1織은 시1 개의 중요한 核필1'(다그心꽉〉우효 되어 있다. 

各 核홉간의 홉程은 완전 4도이다. 下核읍:은 대개 終止홉의 역할을 한다. 이 3품 외에도 

上核훌 5도위의 즙과 下核륨밑의 4도〔또는 5도) 아래의 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이 

5촬 사이에 다은 홉들도 존재헨다. 이 룹들 기갚데 기정- 중요한 갓은 上核즙보다 장 2 도 

위의 흡이다 (46) 

序(]o)-導入部

第-段 : 次第 (shidai) 

破(Ha)-展開部
第二段 : 一훌(Issei) • 道行(Michiyuki)

第三段 : 問짧(Mondo) 
第四段 : 폈 (kuri). 曲 (kuse). 짧議(Rongi) 

(中入 (Nakairi)-f법奏땐) 
집 즙 (kyogen) 또는 f얀~t(M~ι!-， Îlltai) 

急(kyu)--大l짧따l 
第五段 : (一聲. rJî장) 舞 (mai) ， 져lí;fj: (、"aka) ， l;Ij (kiri) 

(45) 이 러한 가락은 小段(kodan) 이 라 하는데， 小段을 렛개 쌓아 올-펴셔 

는 헤는 方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약 40개가 있다. 
(46) 各숍마다 그 빼龍에 따라 명 칭 이 있는테 다음과 같다. 

뚫| 2 1E 
,---------

1/2 上륨| ‘ J 

~I -î - 년 
中끓1 __ 1깐(lFg 

中 1

‘

E 
짧l 피ε二JR* 
꺼 늄 

4 또는 5
F # 

썩仁二느τ- E 

甲 (kan)

操 (kuri)

上浮(]o Uki) 

上(10)

中浮 (Naka-U1d) 

中 (Chu)

下 (Ge)

trlJ (Osae) 

따라서 上보다 칭 2 도 위의 音은 上浮(]o uki) 인 B이 디 

한 뻐올 이룬다 小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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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 한 읍·둡을 신융록 사용하는 데에는 임삭한 규4! 이 있마. 예날 갑띤 빼x'-f는 上CJo)에 

서 직점 뎌~(chu 완전 4도 이래)후 갈 수 없다. 먼져 장 2 도 위의 흡인 上(?(Jo Uki)로 갔 

다가 中로 간다. 

[!시法에는 두가지 기 있는데 弱W)(Yüwagin} 과 따 IIlì (lsuyügin) 이 다. 닝상 1η 으 L~:W: 는 Sl 시 뻐i 

lJ~한 비 와 같고 행11↑은 다옴파 갚 다. 

옳닐」←{ --- ~~~ 一

T-「「「r←:二I

'* 樣
홉 휩 

훌， 
훌-c:= 

9힘 11↑에서는 核 j룹이 픔→밖에 없고， 그 음정온 단 3JJL이다. 이깃은 띤l간의 ~f써f 릎 C,j 츄시킨 

형 너l 이 다.ftc괴律은 弱~보다 띤 횡b짜]이 다 1471 

能으] "']듀 또한 ull-?- 풍요한 득깅을 가지고 있디. 천채적으‘로 보서 디[귀로운 i::'l-r:"{까지 1깐 

윈착척으후 8]1’1子 한 단위료 꾀어있다. 2J二래의 歌 11' ，;j는 5 내지 7 갚까지 한 단꾀 iL sq 어 있 

다. 이것을 8꾀子이1 맞도퓨 핀버이 하는데 사섣 샌이는 力-法 0] ιh싸 (llira-nori) ， t，짜~(Chu

nori) 太乘CO-nori)의 3기지기 있다. 平乘는 가다ζ-판 장단얀미 짜2 ， .1 , 8:11’ 1 이 늪어니시 7, 5 

파폐의 歌5 ‘o μ 12강:달 8Ji'I에 맞춘다. 따피서 이ï;，]찬 강딘은 기겨l 걱아 아니마 신측싱파 지I ij 
미 기 S)，、 다 ι81 

能의 n쫓후 쓰이는 樂器는 <1 7}:'] 인니1] I'íf →권 선-융익 7] 0] ,,] t:i;i‘ 1 인 能管 (Noh-I、‘In)은 /j 

제 노래소L~ 와 다른 가막을 순녀 7個으l 指tL이 있2 홉첼은 오후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47) 써lÚf' (yowëgin) 과 랬샤 (Tsuyogin) 의 차이는 미단 갑:주직뿐 아니려 앉합法과 HJj순에도 A이가 았 
다 즉 Nabiki라는 搖聲이 弱 l싸에서는 약하게 규칙적으요 한는데 비하여 彈짜에서쓴 강하게 붙 
규직 척으로 위 아때로 흔플리기 때문에 흉程이 혼플죄시 줍階플 정하기가 힌툴다::E 값짜유 
慢美 溫和 哀愁같은 女性따 기갚은 나아내는데 비하여 弼씩윤 영숙， ‘11 댔， )jJ •1: lifl 앓 셉 j 
분을 나타낸다. 

(48) 

大乘 (O-nori) 는 한音이 한 拍子에 해당하는 것이 웬칙인데， 神 없 妹精둥 몇'iJ的 깨역이 풍 
장할 때 라든가 舞폐的인 장연에 사용된다. rþ乘 (Chu'nori) 는 二추-拍이고 성참 성큼 흘러나는 
活動的 리듬인터1. 阿修羅니 地렀의 괴로-읍， 忍훌의 恨， 戰關場面 둥에 쓰인다.1'乘 (Hiranori) 
룹;乘 中乘 이외의 장변에 모두 쓰인다 이것운 七五調의 가사갚 기본으쿄 12띤 8拍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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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P楊이 매우 섬세하고도 중요한 요소이다 (~9) 

小鼓(Ko-tsuzumi)는 장고처럼 생겼는데 말가죽으로 만들었고 어깨에 메고 친다. 奏者는 

小鼓를 오른쪽 어 깨 에 메 고 오른손의 손가락￡로 치 는데 彈弱에 따라 5가지 의 奏法이 있 

다 (5이 

小鼓와 홉程은 左手록 죠l 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調(Shirabe) 끈으로 조절펀다. 이 렇게 

만들어 지는 홉色은 섬세하고도 심요한 아릎다움이 있다. 또 奏者는 작은 앓은 종이 쪽지 

률 小鼓둬의 가죽에 붙여서 홉色을 섬세하게 조철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로서 演奏會場

의 크기 온도 습도에 척응시킨다. 

^架 (O-nori) (외외 숫자는 拍)

2 3 4 「니 6 7 g 1 

홍」 H • • 
50 00 to ki yo shi Isu ne 
L-___ -1 -------' L-____ -1 ----

.rp乘 (Naka:nori) 
~ 3 .i 5 6 7 8 

쉰t f r F I F ? } : lI l-F r F F ? :! 
ka ni n\0 da JI 0 no kO S3 zu tsu aa e κ , -'仁= ==f} }Jr二 느LJ} 

7f'乘 (Hira-nori) 

4 γ J; I) J!J) J .b.b.J! ，)lJ;}.b Lμ4내 
。 ko 10 mo 0 ro ka ya ka ka ru yo ni 0 SU 

(49) 能管(Noh-kan)의 奏法에 는 力吹 (Serne 또는 Kan(甲)이 라고도 부릉)와 低吹 (Fukura 또는 Ryo 
(呂) 라고도 부릅)가 있는데 , 그 관계 는 만듯이 한 옥타브 차이 가 나지 만은 않는다. 

훨t*) 
seme(力吹) 피-

-. ‘ - .... ........ ... ‘ _ .. 

- ’ 

L궐t .• .a 

能管의 音樂上의 奏法에는 拍子가 정해져 있고 打樂器 리듬에 맞추어 부는 合吹(A、wase-Fuki)
와 拍子를 청하지 않고 自由로운 리듬으로 부는 Ashirai-Fuki가 있다. 舞隔에는 合吹로 불고 노 

래伴奏는 모두 Ashirai-Fuki로 분다. 배우을의 出入에는 兩者를 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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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훨(O-tsuzumi)는 小載보다 약간 크고 역시 양쪽에 말가죽으록 되어 있다. 奏者는 ￡주 

혹 쥐고 왼편 우릎위에 올려놓고 右手 長指에 두꺼운 종이 골우룰 끼고 친다 (51) 대개 연 

주시간 한시간 전에 슛불에 찍어서 사용한다 (52) 

太鼓(Taiko)는 소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마루위에 엎어 놓고 우 나무 방망이로 두드린다 (53) 

흡質은 물론 방망이 두드리 는 기 술에 달렸다. 

장단은 8拍子가 기본이지만 변화가 우쌍하여 각 악기마다 약 200여종의 장단이 있다 (5') 

이 장단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서로 어울려서 아주 멋진 모자엌을 만뜰어 낸다. 흥미 

있는 것은 각 타악기끼리 自由리듬과 장단올 교요하게 어울리게 하는 것인페， 째로는 악기 

와 노래 가 그렇게 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能는 고도로 形式化된 藝術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많은 신축성이 있다. 

能의 美는 世阿顆가 지적한 대로 「뼈玄J(Yugen， 즉 優美 高尙)과 「花J(Hana 즉 매력)이 

다. 이것은 즉 象徵主義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能는 舞台藝術로서 最少의 추段 

으로 最t의 效果를 니1 는 심요하고도 고도의 表現이라 할 수 있다. 

七. 훌曲 (Sokyoku)와 三曲 (Sankyoku) 

증흉iJlj는 n戶時代0603 ←1868)의 三大품-樂 (55) 中 히니이다. 筆은 원래 )fjt樂에 쓰이는樂筆 

~Gakuso)에서 나온 것이다. 雅樂에서의 筆(Koto)는 合奏로 사용된 것이지만 文敵에 의하 

면 예전에도 獨奏때이 많이 있었다. 

(50) ψ ppo(부호 。)← 까주의 食指長指 藥指로 가죽의 복판을 세게 치는 동시에 左手로 쥐고 있 

만 調 (Shirabe ， 小鼓의 縮觀을 풀둘 말어서 조였다 플었다 하는 끈)블 握力으로 푼다. 그러연 

여음은 低音으로 조급 떤어진다. 보통 이 奏法으로 치게 되어 있다 
(g: ppu (부호는 강1 또는 ()) 左手의 調플 약간 늦추고 右手의 f종指로 가죽을 진다. 

@ chi(부호는 e) 調를 제게 조이고 右주 慶指로 가죽의 下端을 가법게 친다. 
(1, Ta(부호는 ,0,) 調를 세게 조이고 右手의 食指 흉指 藥指로 복판아닌 가녁을 세게 진다. 

(51 ) 꺼手의 長指뿐 아니 라 食指와 藥指까지 사용하기도 한다. 그 때에는 세손가악에 모두 미농지로 
만든 끌무을 낀다. 
쫓法에는 3가지가 있는데， (ì) chyong (부호 .6) 가죽의 한 뷰J간에서 약간 오른 쪽윤 세게 친 

다. @ ssu(부호 ‘ 또는 e) 右手-블 높이 을었다가 가녁 을 가볍 게 치 는 소"-1 @ Don(부호 ο) 

ssu보다 약간 가내 운 소，，1. 

(52) 가죽은 두 세벤 사용후에는 새것으로 바꾸어 쓴다 

(53) 奏法에는 6가지가 있다. 
G) Ten-兩햄(방망이)를 높이 들어 세케 친디. @Te-右함il. 짧게 세게 친다. 경) Ke 

--左챔로 짧개 세게 친다. @ Le-kc와 |퍼이지만 약간 弱하고 우겁게 낀다. ('2) ssu--右
챔로 상짝 천다 @ku-左햄로 살짝 친다. 
左右햄를 쇼대 로 빨리 연 속하여 치 는 것 을 刻 (kizamu) 라 하는데 , 彈音은 ["T e-ke-te-ke-te-ke J 

요 弱音은 [" ssu-ku-ssu-ku- !!6 u.kuJ가 된 다-
.(54) 장단의 중유는 小鼓에 약 170 大鼓에 약 200 , 太誠에 약 1007]-지 나 힘用 장단이 있 고 이 밖에 도 

특수한 것들이 있다. (["日本音樂η 手선|혼 J) 
<55) 짧 (koto) , 三味線 (shamisen) ， .R.八 (syakuhachi) 音聚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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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훈만에(빼I L! n-'jf \;) , 九州~tff\:에 l 패i (l~t:njun 1517--1636)이녀는 써이 2j) 반주으f 

없:lll\올 처유 r간뜰있다 (56) 이 새후운 j급·짜플 'J'"i“~~훌 (Tsukushi-güto) 라 하는데 3처야한 괜JIWi 

이 갚띤 j띠名이 다. 그우 싸젠으 'd뼈 /\{?3않다(Yutsuhashi Kengyo, Hì14--1(85) 가 J;(~~흙 

를 배워서 새로운 짧배-윤 만듣었다 (57) 

그는 3/L젤rm~I!l\.s: 1 6011으l 뻐11;1 1을 관파시 ~:nx 0, umi-uta) 다는 시기-듀-의 이 듭을 란였다. 

1}’i챈第와 八챔와의 Æ폈·는 筆~1 ，뼈 irj‘ 1파과 jÞü1융 닌‘ï: 1 한 김 이 다. 찌Lg/;筆는 쩌f~~의 t4j따 

11; (sol 선멈)에 s&카 。1 Jli!J삽I히는데 비 하여 八삼싸:i씨는 따fkll을r 바닝으후 뚜調二jζ(llirajüshi) 

와 띨:1 1‘뼈 ::f (Kumoi- jüshi)의 허혀야￠을 빼쏘이 있는데， 이깃이 그 우i는 第외 에 jL식 니)쩌삽:11 

이되었다. /\댐외 그의 :<11 지듭은많은낌 1 [1 1-'알낀갈있는데， 기의기-짧{，I~갓의 歌 IU1이쩌다 (5H) 

μi 펴넌2흉 (Tsukushi-gùlü)의 出밍과 거의 능끼이| 二싸總(Sharnisen) 읍-익 JL 생강는t::1 生w

磁tit (lkuda Kcngyo, 1656--171싱가 느i꺼、淑J낀歌 CJi-uta)둡 짧 1i1 1 팍 합쳐서 값，iJ‘이 었다 (5U ， 

이때부터 노래와 노래사이에 노다1 5'..다 긴 밟것i 따j 양 llli 이 1111\ 내지 3lili 싹 나타나세 되었다. 

이 긴 해j헛따l은 산格上우도 요아 이 마 獨교펀 짧떳피j 形A을 취 하기l 되 었고 。 l 깃을 -1:벌

(Tegoto) 과 부르고， 이터한 짧짜에J인 地때~-It .-r-'h物 (Tegoto-monü) 녁 댔다. 

주펄陽가 京鄭와 大板에서 발달한데 대히여 μ-戶(즉 東京)에서는 山田秘단CYamada 

(56) 훨)1뼈 (kenjun) 윤 fL州의 久않tγ; 판4양￥으} 줍으로， 그 절에 진하는 雅樂과 다l國의 七*1zfc~ 건- 參

考하여 짧앓流第曲올 만들었다. 

(57) 이것이 지급보동筆 flil (1터 úll 0] 라고도한다)의 근윈이다. 八橋는賢順의 lj;子인 it水 (Hosui) 로 

부터 없~경홉을 배워 이것을 값訂 또는 新f안을 만들어서 짧의 組歐 13flil. 段物(Dan-mono) 3曲，
을 만들었다. 이것들올 弟子인 北島檢校(kitashima kengyo) 에 {행했는데 그늠 또 익 간의 ð訂올 

하여 弟子인 生田檢校(1655-1715 Ikuda kengyo)에게 진승했다. 
(58) 짧의 系讀와 流派는 다음과 같다. 

용順 서 페 께 서 ;p;잊딴 iAE 

八橋檢校 ~-------------------------------------------------/‘、橋 Iyjl

-北앓 tfp t1-， -1ô田檢校-←---------}→→→→-------

-용橋縣-ι-장村楊校 j 

， -0-八짧때檢합-光뻐極校 /止田짜 

’-o-c-， -m뼈뽕t1 

1-0-0-펀홉~f갖 / 

-0-0-山田檢1갖----← 山田流

(59) 三味線은 室뼈時代(1338-1573) 末협에 1j[球로 부터 傳짜했는데 노래件奏로 쓰인것올 三까짧組 

歌(Shaniisen-kumiuta) 라 했다. 이것이 地歌(Jiuta) 中 가장 오래펀 原形이다. 

그후 生田檢校는 1695년에 生田流(Ikudaryu) 를 세웠는데， 生田流 以前에는 훌빼과 地歌는 껴IJ 
{몹의 것이었다. 生田는 地歌中의 長歐(Naga-Uta) 나 端歌(Ha-Uta)에도 흉을 덧붙여 n奏하키 

시작하여 바로서 生田流筆曲이라는 혈術形式이 생겼다. 



'.'.\빼 f 

11 ;Jf:.1W ( 

，Ilzrl쩌 f 

- 181 -

l 짧10 - 二 三 때 Ji t; 八 九 ;-,• 1:\ n센 

챙蘇h숲숲펀펀i떤때줍파;↓]jiijL55dijr 
:擾;짧繼짧짧r뜸펀쉰딘μ]뜸汽꽉때ωω\.)1랙μ\.) ÞG꾀듭ÞG ()마다A↓μ()과J g j iiS 」藝핵늬l 
薰5룹fi때 A 힘 한뿔졸홉 

Kengyo , 1757--1817) 끼 늬짜織쉽榮올 第llil 에 홉入 ò) 였 디 (60) 

그휴」 江)그木에 /ii;.~~w.앉 (Yoshizawa Kengyo) 기 名(→l’h~(Na r;oya)이1 시 엣 냥식 껴}.;:;l 인 kH歐

에서 렌트를 얻어 순 第(Koto) 만으로 만주하는 ·옴악융 만들었다 (61) 

간i i원는 그의 新lUI의 사션을 주!L i~' 今;fll歐찌-. 金葉젠에서 따왔다!:E. 쟁의 調H:i.t s고 약 

간 단랴 했는데 ， ~0JiÍit.t과 陽從法을 동시에 망라한 古今調子CKokin-joshi) 과는 ，쐐fιi플 만 

들었다. 

明治時1"\: {;써부디 it!l rf잡樂이 J듭어 오끼| 傳統&':1 짧벼i에 많은 훌化훌 짧圖했7-] 민 거 의 ιIψ 

하었다. 그줌 宮城 道雄(Miyagi Michio, 1895--1956)는 洋짧과 P훌統IUl과휠d쉰frλ! 키 펴 ~럭 

-Ïi1-~)、다. 그는 숲휩·階三맨系의 L' J 등， 관현악척 기빙융 導入하였다， 그후 낀{城으1 ?yL‘ μ， C

많은 a本 홉樂家듣~o] 룹니l 내었고 愛H받았다. 다른 한펀에서는 EE 닥은 식요포 써 i운 스 

타일을 만들려 했다. 

二次太職後에는 傳紙的 스타얼위에 바 'J을 둔 새로운 용악올 만뜰려는 운동이 넙이 일고 

있다. 

筆(Koto -名 {좌창￥)는 쩌讓에 쓰이는- 樂寧(Gakuso)와 거의 11] 슷하다. 경이가 186cm , 폭 

이 48cm되는 오동나무로 만들고 영주신로 출을 렛다. 그 둬판도 역시 오동나무인페 두개의 

(60) 江戶의 됩人 山田檢校는 당시 LI戶에서 유챙혀언 Zl;~Vlt:~용뼈에 河뺏~(kato-5HSU). ,J,; l!l‘ (yo 
kyoku) , 후曲 (Heikyoku 즉 平家훨환〉 동용 월入하여 새로용 용악융 35때이냐 안폴었다. 그는 

作曲 樣式뿐 아니라 寧의 演奏法도 없흉하였다. 감 종래 짜都 大&에서는 훌파 三써，~의 -f;~ 
g훌 三味綠을 훌d하여 대개의 경우 프味級을 위한 曲에 훌이 거든다는 갱도었는에. 11IEE~한는 
그 반대로 짧이 중요악기가 되고 三味緣은 助쫓的 역할이 되었다. 

(61) 地歌(Ji-uta)의 手$:物 (Te-goto-mono)의 땅당은 器聚융 매우 꽉강하게 만물가l 랬는에 이에 대한 
反動2.로 1830-40年뼈에 쩔曲의 르너l 쌍스 울동이 냐타났다. 이것윤 복낌에서 단순끽 내지 1fi\ 

윷化로의 복귀홉 의마한다. 즉 옛날의 f늠典的 훌曲로의 복귀흩 뜻한다. 
이 천환기를 가져온 이는 光빼檢校(Mitsuzaki kengyo)이지만 그의 후애인 합~~t<훗 (yo~，hizawa 

kengyo)가 大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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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l겉 

*흩 

龍R헤 龍背 좁ít 

m 雅樂훌 짧樓 혔끌우 
空?지을 갔다. 

굵기 가 같은 13鉉을 柱(안족)로 버 틴 다. 奏者는 엄 지 장지 식 지 에 훌牙로 만든 JT\ (pick) 

를 끼고 타는데 그 모양은 流派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筆는 순수한 樂흡만이 나는데 魔륨을 즐기는 日A들의 취향때문에 줄을 긁어서 소리를 
내기도 한다 (62) 

三味線이 짧를 반주하기 시작하자 앞서 말한 手事物(Tegoto-mono)가 유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筆과 三味線， 또는 두개의 筆의 合奏가 유행하게 되었다. 이때 첫번째 筆를 本주 

(Honte) , 두번째를 替手(Kaede) 라 하는데 替手는 좀더 복칩한 선율을 치게 된다. 만일 第

三의 筆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대개 drone이나 ostinato를 치게 된다. 三妹線은 筆의 合奏에 

서 準多聲즙樂的 效果룰 낸다. 

(62) 右手의 手法애는 播手(kakite)와 小따(kozume)가 있다· 搖手는 食指와 흉指로 연해 있는 두줄을 
계속 치는 것올 말하고 小m.는 엄지로 한줄만올 뜯는 것을 말한다· 또 왼손 수법은 눌러서 소 
리를 높이는 것을 뼈手(Oside) ， 鉉의 餘音올 장식화하는 것을 色(Iro) 라 한다. 



- 183 -

江戶未부터 R八(Shakuhachi) 가 筆와 三味顧 合奏에 껴게 되는페 이것율 三曲(Sankyoku)

라 한다. 원래 예천에는 R八대신 胡덩(Kokyu)가 사용되었었다. 胡~는 혜금과 같다. 

걷흉曲 (Sokyoku)의 홉樂形式은 시대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이 歌曲이다. 이미 古形은 組歐

(Kumi-uta)로서 6개의 짧은 歌曲으로 되어 있고 (63) 그 사절은 짧은 없홈로 되어 있다. 形

式은 매 우 古典的이 어 서 每曲의 길이 는 32Jj、節로 같고 (64) 每四小節의 篇一小節은 一定한 

類型으로 되 어 있 다. 또 每曲의 끝나는 類型도 같다 (65) 그러 나 후에 작곡된 曲들에 서 이 

、러 한 類型이 차츰 살아졌다. 

組歌는 노래와 연주률 한사람이 동시에 한다. 훌의 純器樂曲은 段빼(Dan-mono) 또는 調

物(Shirabe-mono) 라 한다. 가장 古形의 曲올 六段@調CRokudan-no-shirabe) 라 부르는례 일 

종의 變奏曲이고 各段은 26小節로 되어 있다 (66) 

手事物(Tegoto-mono)는 筆의 레파토리중 큰 비중울 차지하고 있는레 긴 훌훌寶部分(手事) 

을 가진 노래 (地歌)이 다. 器樂部分은 하냐에서 셋까지 있는 것이 있다. 가장 큰 曲은 다용 

과 같이 7부분으로 되어있다. 

前뼈(Mae-uta)-手事-中뼈 (Naka-uta)-手事-中맺-手事-後뼈(Ato-uta). 

그러나 대부분의 옴악은 前뼈-手事-後뼈의 三部分으로 되어 있다 (67) r根몇@松」 

(Nebikino-matsu)라는 曲은 대규모의 曲으로 前奏曲이 붙어 있어 천부홀 연주하는데 35分

이 걸린다. 手事가 없는 노래의 形式은 사설내용의 테마에 따라 다르다. 그려나 근본척으 

로 이러한 形式들은 序 破 急의 三部形式에 基하고 있다. 

대부분의 筆曲는 筆가 주로 가청에서 女A들이 즐기는 樂器인 만큼 우아하고 서청척인 

(63) 筆組歌는 文學的인 사설과 명확한 樂式올 가진 격조높은 훌術歌曲이다. 그 사설은 주로 源]:\;
物語，~歌(waka ， 우리 의 時調에 해 당) 또는 康詩를 주제 로 한 七五調 六四調 동 四句로 펀 
今樣(Imayo)形式의 노래 一首을 -歌로 하여 六歌(혜로는 五歌 또는 七歌)로서 한 曲올 이 
푼다. 

(64) 各歌의 拍數는 64拍으로 정해져 있고 훌의 族律進行法도 規則的이어서 旅律은 -歌가 四小節
八拍씩의 樂句 8개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二」音(즉 A)으로 노래의 한句를 노래한다. 

(65) 各句의 F'f頭에 는 雅樂의 手法인 「狗ffiJ (kakezume)의 手法이 나오고， 各歌 또는 一曲의 끝에 는 

독특한 終止形을 사용한다-
(66) 段物(調서物)는 八橋檢校와 그의 弟子들이 만든 것으로 「六段@調J r八段@調J r亂輪줌」 퉁이 

았다. 段物는 文字 그대 로 한曲이 6段 또는 8段으로 되 어 있고 各段의 拍數가 52拍(第1段의 처 
음 rnîJi에 만은 煥頭 二拍이 더 붙는다. 따라서 本文의 26小節이 란 2拍을 한 小節로 본 것이 다. 
段物는 본래 組歌 學習上의 練習曲으iξ 만들어 진 것이라 생각되지만 素朴整然한 雅趣가 

있다. 

(67) 前때 (mae-uta) 는 느라 고 부드러 우며 手事(Tegoto)는 빠르고 技巧的， 後때 CAto-uta) 는 前때보다 

약간빠른노래부분이다. 手事의 前後에는 r /' -j-￥ J (Tsunagi) , r <" 7 '7 J (Makura) , r 1- '7 ν 」

(Chirashi) 등의 경과구플 붙인다. 前뼈의 앞에는 前彈(Maebiki ， 일종의 홈u奏 illl) , 後I!l'l.의 뒤에 
는 後彈(Atobiki ， 後奏때)라는 짧은 器樂部分이 붙어 있다. 또 前떠나 後맹 동 노패부분을 「合
子J (Ainode)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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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릎 사설록 하고 있다. 비녁- 시강의 감갱도 매우 세난된 1상입2..5!.. A싸한다. 안내 lL →싸 

~.R 품樂은 2l.다 앓Uó0이며 직접적 .li.떤을 한다. 山버流 댈t니j(느妹線과의 合횟)늠 2i..닥 찌U&~ 

表現을 히지만 그대노 딛!þk繼 홉榮에 비하면 덜하다. 

筆이외에노 Ü:P時 K에 L짧감인 八헐석:'(Yakumo-goto ， 一名 出필서: lzumo-g.oto; 기 닉왔、 

는데 中園ξl 七M:얀‘을 봄따서 안곡이 나 柳기- 없다 (6~1 

八. 三妹線 音樂

느JÞU써(Shamisen)은 三상의 밴쇼처 덤 생 긴 악기 이 다. 이 것-은 다"i!M의 三씹;(Sanhsien)을 

日本á;~노 고친 것인터l 원래는 Persia(지금의 Iran) 地方의 Qubuz나 Setar 1691 기 Jμ1\:;03λil 

기)에 二칩으노 '-t타난 것이녀 그우 j피球앓에 들어오고， 1562年경어1 日本우노 평7、되었 

다. 中國과 Jjtt휠의 二t0:은 t냉 (li8) 기- 츄ξL‘로 만든 것 인데 日 끼ι에 시 는 고양이 나 개 꺼 기 품~을 

사용한다. 

두三味線의 ..y..잉C"r ~ni;;으1&짧에 따터 많은 종됨-으] 음각이 派生짜ψ、는데 太5Jlj 0; 떤 j5:物

(Uta-mono) , .ii삼物I(Katari-mono) ， R‘;정가 있다. 

三妹線 1$청의 民펴는 비츄 어띤 것은 llarrative style.!L 되어 %는 것도 있지 rj- f1~;fμ의 

=lÞK線 응홉樂과는 4-:핍上 다휴다. 

러形의 느妹썼 품梁은 느극!þt:線 hl없 (ShamisCll-Kumiuta) 이 다. 이 것은 筆組l8셔 마 긴가A] 

로 몇개의 느샤淑 ff~ {앉머1을 풍이 놓응 깃"록 한 사람이 ..J:..래와 만주룹 다 한I--"L'. 二~

i얹 組敬는 치읍 太;값와 자휩j 릎:J:þ心한 上方(Kamigata)에서 나왔고 1701 그 우에 iJ~PO~clo) 

에서노 나왔다. 듀妹썼짧i歌는 그훈 地~CJi-uta) 가 계승하는데 ，Y:.추그나l 록 iJ:tgJ 는 上)j 뾰 

1i을 의미한다~흉;표i 망에서 섣영한바꽉 마잔가지혹， 쳐k歌는 三~擬과 筆7f ffιi c;~ 주 윈 1?a 

(Tegoto-mono)후 발전차있고， 또 地歌와 J:훤物1는 三味線만"후 만주하는 것도 상갖r:;. 

大;뼈의 歌舞{x의 배 우인 板田 ↓~~니郞 (Sakada Hyoshiro)가 江戶에 와서 (71) iL행 地歌외 비 

슷한 三味線곱樂을 가지2.. 歐舞1x에 出j형하었다. 이것이 사실상 μ戶없’舞{쪼의 λ;1 수티→일을 

만들게띈 동기가 되었고 이것을 효l씨 (Naga-uta) 략 월렀는데， 그훈 접접 화려한 음악→ξ:..~ 

변요하여 오늘달 歌舞많의 .::t훨 ilì)分￡ι로 舞짧}伴奏로 사용된다. 長1씨는 긴 짧樂Êß:상으펴突 

(6링 八雲琴(yakumo-goto)는 득수한 神社와 敎빼의 젖잊세E用， 또는 감싱 용으로 사용된다융니 ←→기~ff.횡 
과의 슴찢는 금지되어 있다. 

(69) Setar의 se는 三， tar는 鉉이 란 뜻인 데 , 낱i{l(; Egypt의 Nefer 또는 Nofre가 그 前身이 아 닌 가 생 
각된다. 

(70) 똘메時代(1338-1573) 

(71) 173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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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훌훌의 系톨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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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由을 가지고 있 o 며， 能(Noh)의 반주악기(能管 小鼓 大향 太鼓) 즉 離子(Hayashi)펀성 <721 

으로 반주한다. 長때는 많은 歌手， 三味線(本추 Honte와 替手 Kaede -名 上調子 Uwa

joshi의 두 부분으후 되어있디)， 嘴子(Hayashi ， 30여명)들이 연주한다. 이들은 무대휘의 붉 

은 색a로 만든 台위헤 특정한 衣裝을 임고 앉아서 연주히기 때문에 화려한 효과를 낸다. 

게 다가 또다른 몇 명 의 歌手， 三味線， 약 10영 의 能管， 많은 打樂器들이 썼果홉樂을 연주하 

는데 이 틀을 下座懶子(Geza-bayashi) 또는 쉰懶子(Kage-bayashi) 략 한다. 이 틀은 무대 왼 

쪽끝에 숨어서 연주한다. 

두먼째의 중요한 갱→르인 謂物(Katarí-mono)는 日本흡樂中에도 가장 독득한 옴익이며 댄 

洋흡樂에서는 그 類릎 찾기 힘든 聲樂曲이다. 語物란 narration style을 의미한다. 이것은 

?爭쩍휩짧(Joruri) 라고도 부르는데， 왜냐 하면 三@한線 音樂의 古形은 narrative style로서 ‘펠좌엽 

瓚라는 젊은 女A의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옴 짧짧짧익 이야기는 三妹線

伴奏가 아니었다. 江戶初期에 이릎을 알수 없는 narrative 三味線 홉樂의 先顧者가 上1J

(Kamí-gata)에서 나왔다‘ 그는 많은 弟子가 있었는데 그中에 竹本義太夫(Takemoto Gidayu , 

1651-1714)가 新 짧瓚짧인 義太夫節(Gidayu-bushi)를 만들어 人形劇(쭈의 文樂 Bunraku) 

(72) 離子(Hayashi) 란 n樂器윈- 중삼 으로 하는 合奏， 또는 樂器編成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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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하였다. 그는 歌舞찮(Kabuki) 와 A形劇의 가장 유영한 作家인 近松門左衛門(Chika-→

matsu Monzaenon , 1653-1724) 과 合力하여 만들었다. 節(Bushi)란 원래 노래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쩔짧짧의 流派 또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義太夫(Gidayu)는 上方(Kamigata)의 쯤l.EI휩짧 分野의 主流를 이룬 반면 江戶에서는 河東

節(kato-bushi)와 一中節(ltchu-bushi) 가 江戶 歌舞使의 主流가 되 었다‘中(ltchu) (73) 는 

京都에서 그 이름을 날리다가 上方의 분뷔기를 그대로 간직한채 江戶로 옮겨 갔다. 펴束節 

(Kato-bushi)의 장시 자 1741 역 시 上方에 서 시 직 댔으니 上方펴보다 더 화려 한 江戶式으로 발 

전시겼다 1751 미束， 一中의 全{끊期가 약간 지나자 lJ 戶의 웹i짧짧界에는 뽑後節(Bungo

bushi) 기- 생겼는데 1761 원래 上方에서 생겼지만 江戶에서 캅자기 성공하였다. 그려나 가나 

치 게 선 징 적 인 사설 과 그 영 향때 문에 1771 德川딩.府(Tokugawa Bakuhu 1603-1866) 에 의 하 

。1 첼 il→되었다. 뿔後節(Bungo-bushi) 다음에는 그 제지중에서 常響핍節(Tokiwazu-bush) 외 

新內節 (Shinnai-bushi)를 만들었다. 常웠센節의 創設者 1781 의 한 弟子는 富本節(1‘omimoto

bushi) (79) 를 만듬었고 그 후에 또 셈:rc節 (Kiyomoto-bushi) 1801 기→ 계숭한다. 이러한 뽑後節 

으1 後續流派뜰은 려 江戶행짧짧인 -→中(Itchu) 와 河東(Kato)를 歌舞많 舞台에서 대신히게 

되었다. 

펴元가 니타냐자 줍本(T‘omimoto)는 곰 댐元와 常盤냐의 압력때문에 사라져 버렸다. 이 

렇게 해서 많은 江戶의 햄짧짧 중에서 ;함짧i반， i럽커 新內만이 上方(Kamigata)의 義太夫

(Gidayu)와 함께 narrative한 三味線 홉樂무로 남게 되 었다. 

江戶(1603-1868)末에는 새로운 三味線 만주 歌떠l이 江戶의 下流層에서 유행하게 되있는 

테 이깃이 해떼 (Ha-uta) 이마. 폐歌란 짧은 노래란 뜻으로 江戶時代 初의 유행하던 노래의 

라바이딸이다. 한펀 은따한 武上들이 원래의 저급한 流行歌릎 사섣은 그대로 썼으나 좀더 

세련되고 고급한 펄術쿄- 格上시킨 것으로 歌윗(Utazawa) 까 있다. 조금 후에 歌떻의 두가 

운 분의기의 반동으로 小!띠 (ko-uta) 파는 새롭고 짧은 流行歌가 나왔는데 이것이 돼μ， 歌

:별요다 띈깐 유녕하케 되었다. 小:111는 二次大戰後에도 上流 經濟人사이에 크게 유행히고 있 

(73) 都太夫一lψ(Miyako-dayu ltchu , 1650-1725) 
(74) 江戶太失河東 (Edo-dayu- kato) 
(75) 浮짧짧(Joruri)界는 大板의 義太夫-節 (Gidayu-bushi) , 京都의 -中節(Itchu-bushi) , 江戶의 河東

節 (Kato-bushi) 가 18C 前半의 日本은 지배하고 있었다 
(76) 컴~-中 (miyako Itchu)의 門弟언 都國太夫半中 (Miyakoguni-dayu-hanchu)가 宮古路뽕後(Miyakoji 

bungo)로 êj(名하고 시 작한 홉짧웹의 한 流派이 다， 

(77) 淸死 퉁윤 많이 묘사하였다. 이것쓸 「心中」이 라 한다. 
(78) 宮古路聲後(Miyakoji bungo)의 弟子인 常뺨律文字太솟 (Tokiwazu Mojidayu) , 1747年
(79) 常響뿜文字太夫의 제 자인 휩本뽑前操 
(80) 淸퍼延5월太夫 (Kiyomoto Enjudayu , 177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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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曲 (zokkyoku)는 또 다른 장:르의 三味線 伴奏 유행가이다. 없曲은 地方의 流行歌 또는 

민요동 雜多한 것들의 총칭이며 도시생활에 맞도록 세련화된 것이다. 

끝으로 浪花節(Naniwa-bushi) 라는 三味線 流行歌를 든다. 이것은 역시 narrative style에 

속하며 說敎節(Sekkyo-bushi)에서 연유한 것이다. 說敎節는 매얼의 뉴스를 엮는 옛 짧짧짧 

와 義太夫를 合친 것이다. 、浪花節 (Naniwa-bushi)라는 명청은 그 음악이 成立된 浪花(지금 

의 大板)의 이릎을 딴 것이다. 浪花節의 스타일과 사션은 平民들이 쉽게 이해하고 출걸수 

있는 것이었다. 浪花節의 사설은 옛 日本의 습관이나 道德〔義理)올 테마로 상은게 많다. 

그러나 二次大戰後에 美國式 流行歌에 말려사 쇠퇴해 버렸다. 

民證도 三味線의 영힌: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三味顧 흡樂은 陰짧法으로 되어 있다. 

三味線의 構造

三味編은 花觸(화듀나무)나 뽕나무 또는 떡찬나무(構〕로 민-든 4각형의 상자속에 紅木 또 

는 앓橋으로 만든 掉(88cm)을 끼워서 만든 것이디. 가죽은 흔히 고양이 가죽을 대지만 義

太夫(Gidayu)에서는 그보다 약간 두꺼운 개가죽을 쓰기도 한다. 擁皮(Bachigawa)라는 작 

은 가죽을 원재 의 기 죽위 에 더 대 는데 이 것은 撥(spectrum)로 치 는것을 보호하기 위 한 것 

이다. 석줄을 매는데 그 굵기가 다 다르다. 줄은 擁(Ppachi)로 치거나 뜯거나 한다. 撥의 

크기와 무게는 음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제일 굵은 줄은 항상 다른출과 함께 치는데 약간 購홉섞인 소리가 매력척이다. 이렇게 

질 정 끄는듯한 소음섞 인 륨을 觸 1) (Sawari)라 한다. 

左手는 食指 長指 藥指만으로 출을 정는다. 

小I!Q (Ko-uta)를 연주하거나 특별한 옴향효과를 낼때 撥대신 左手 食指로 그냥 펑겨서 소 

리를 내기도 한다. 撥로 출을 철때는 가죽도 거의 동시에 같이 천다. 01 러한 奏法은 매우 

특별한 음향효과를 내게 된다. 

三味線은 본길상 노래의 伴奏樂器다. 따라서 노래의 선율을 그대로 모방하지만 리듭을 

매우 명확하게 알려 준다. 노래와 三味線은 약간의 리듬상의 차이가 있는데 노래가 三味線

보다 약 半박자가량 빨리 나간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서 그 사성은 챙중에게 잘 알아듣게 

되고 이해될 수 있게 된다. 

多聲的 특정을 가진 樂器合奏는 地n只와 長n貝에서 들을수 있는데 이것판은 合手(Ainote)

또는 合方(Aikata) 라 부르는 器樂部分 즉 間奏曲을 가지고 있다. 筆曲에서 처럼 기본선율 

을 本手(Honte) ， 對:tf;f律을 替手(Kaede) 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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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律값 은 세 가지 가 있는레 , 本調子(Honchoshi) 는 zp:常에 , 二揚調子-(Niagari choshi) 는 

밥은 분위기에， 三下調子(Sansagari choshi)는 음윤한 분위기에 각기 맞는다. 한 댐을 떤주 

하는 중해도 기분에 따라 다-른 調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예컨데 本調子에서 二揚로 변하 

면 第二염:융 한홉 높여서 며j心품이 짧흡:으로 轉調가 된다. 이렇게 되떤 기분과 느낌이 아 

주- 란다각 냐l 마는 강한 섰果블 낸다. 또 二揚에서 三 j、·록 바뀌펴면 低삽을 한됩 늪인다. 

이렇게 꾀딴 잔치l 적으로 本調子보다 한흡씩 위-로 늪인 결과기 띈다_ 01 러한 일은 신;，11 루 

많이 일어 난다. 

三妹線 핍樂에서 j二調子(Uwajoshi)는 替 HKaede) 대신에 副주로 자주 사용된다. 上調

子란 둔지 그디1 로 높은 음갱 또는 높은 調律法이 란 풋이 다 (81) 보통 이 三味線는 本주의 三

味線보다 한 4다브 높게 "쩌律한다. 따나서 多뺨的 묶-정이 매우 줬하게 나타냐는데 두개의 

다른 旅律을 I혀時에 틀는 것과 같다. 

三짝능없 옮:樂의 形펴은 그 똥듀에 따과 디르다. 효:I~l나 常짧i J1- 쉰피로 {'~奏하는 歌舞찮의 

(81) 高低合奏에 사용되는 댐音 三味線 또는 그 調律名이다. 보통 音댐의 調律(本子)에 대하여 4도 

또는 5도 높게 調律된 三洙線인데 핸 (sao) 어l 양을 批 (kase) 로 염 시 로 묶에 서 鉉의 걷이 흉 짧게 

만들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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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式은 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形式의 흡樂 (82)은 @ 置限 (83) (Okiuta) @ 道行 18.)

(Michiyuki) @ 問答 (85) (Mondo) @ 口說 (86) (Kudoki) @폐地(87) (Odoriji) @切 (88) (Kiri)의 

여젓개의 基本的 部分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構成은 能와 매우 흡사하다. 

九 . .R八 音業

R八(Shakuhachi)는 생김새와 모양이 매우 간단하지만 그 읍악은 매력척이다.R八는 竹

으로 만든 維짧인데 앞에 4孔 둬에 1孔이 있다 (89) R八란 日本R무로 一R八τ(54.5cm)이 

란뜻이다. 

奈良時代(710-784)에도 R八가 있었는데 그것은 앞에 5孔 둬에 1孔이었다. 이것은 中國

씨시 ; 아온 것으로 ~安담代(Heian ， 794-1185)에 없어 졌다. 室메時代(Muromachi ， 1338-

1573) 에 中國어l 샤 爾(hsiao) 가 들어와서 一節切(Hitoyogiri)로 變했다. 이것은 대나우 한마 

(82) 특히 歌舞{支의 우용융 바탕으로 한 長때 

(83) 長l명， 홉짧짧에서 둥장인물이 나오기前에 연주하는 序奏部이다. 正式名稱윤 흉~일때는 置~
(Okiuta) , 뺑理環일때 는 置얻용쩍월짧 (Okijoruri) 라 부은다. 

(84) 道行(Michiyuki) 란 배우가 동장할째 하는 음악이다. 
(85) 問答(Mondo) 란 對話블 의미 

(86) 口說(kudoki) 란 사랑歌로서 主않이 感情을 表現하는 Aria部分인데 딴소리의 더늠처럼 한뻐 들올 
만한 部分이다. 

(87) 觸地(Odoriji)는 舞觸曲.

(88) 切 (kiri)는 끝部分이 란 뜻. 

(89) R.八의 源jjff는 <þ園 宋 이 후에 나타난 短짧의 變形이 라 생 각된 다. 
田邊尙雄 : 日本音樂史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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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란 뜻으로 매 우 작은 짧이 어 서 -R-τ1"(33.3cm)의 5孔이 었 다. 이 것은 처 옴 동냥중들이 

愛好하였고 후에 下級 武土 商A들에 널리 퍼 졌 다. 

江戶初期에 普化(Fuke)宗의 됩慣들(虛無價)이 拉행을 위해 R八즐 사용하였다. 이것을 

普化R八(Fuke Shakuhachi) 라 불렀다 (9이 

은토l 한 武士(械土였다기 浪ÁO] 됨)인 ‘맨뿜‘작古 (Kurosawa Kinko 1710-1771)는 普化宗

섣으l 치八先生인데 새료운 流派를 만들고 많은 新페도 만들었다 (911 

江F'米에 좌납l流의 흡·樂家듭은 ?흉따l에 참가하여 胡딩(Kokyu)를 대신하여 筆， 三味線괴

함께 三l퍼 CSankyoku)블 이푸었다. 2fil~流의 R八 獨奏벼j을 本벼j (Honkyoku) 라 부르는 반 

면 그밖의 曲을 外범j (Gaikyoku) 라 부른다. 

R八기 짤와 함께 관리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社會階級의 사랍듭에게 愛用되었고 明治中

葉(1896)에는 中尾都山0876 --1956 Nakao Tozan)이 새 流派를 만들었다. 오늘날 확-古流와 

都山流가 R.i\界를 지배하고 있다. 않化R八는 明治時代 普化宗이 철폐됨에 따라(871) 그 

품樂도 쇠퇴했다. 그때 휩A 第演奏家들의 보호처였던 職屋數(Shokuyashiki)도 철폐되 

었다. 

R.j\는 대나무 밑둥으로 만든다. 內孔의 지름은 대개 4-5cm, 길이는 筆와 三味線과의 

合奏에 따라 차이가 있다기 日本R字도 -R八τ(54.5cm)의 견이의 樂器는 獨奏用인데 最

低품이 d이다. 앞의 4孔 뒤에 1孔을 차례로 되면 d, f , g , a , c , d'의 順으로 소리가 난다. 半

짧法과 입술의 대는 角度에 따라 12흡이 다 날수 있다次口는 外없u으-로 對角線 o 혹 쌀라 

서 만든다. 

여러가지 奏法흐로 藝術的 썼果을 높인다. 즉 흡을 끌어 올리거나 내리고 뼈規을 흉化시 

키며 |次口의 끝을 불어서 廳흡을 내는둥 다양한 기법이 있다. 좋은 홉‘色을 얻기 위해서 管

의 內部릅 없이 나 能管처 램 살짝 락카칭을 한다. 

本曲(Honkyoku)의 흡樂形式은 -定한게 없다. 각기 다른 가락을 여기 저기에 끼어 맞추 

어 놓은 것 같다 (921 

(90) 普化R八는 뿌리 에 가까운 굵은 대 나우로 만든다. 

(91) 黑澤琴古는 各地를 돌아다니며 古曲을 수집 그것을 고쳐서 30蘇曲을 만들고 여기에 옛부터 傳
하는 3曲 (虛짧 痛海鷹 虛空웠蔡) 둥을 합해 서 이 것 을 本曲으로 定하고 琴古流률 세 웠 다. 

(92) 本曲의 族律法은 같던가 비슷한 가락이 여러 曲에 共通으로 사용되어서 同-奏者(流派)의 연주 
로는 어느 曲이나 비슷한 印象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奏者(流派)의 연주흥는 同-曲이 
라도 전혀 別個曲으로 율리기도 한다. 이것은 어느 가락을 어느 갱도에서 끊느냐(phrasing의 문 

제) 또 어떤 式의 장식융 붙이느냐에 따른 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旅律뿔上의 뉴앙스는 奏
者의 自 由性과 IlP興住에 맡겨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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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점은 自由리듬이 다. 

本曲는 모두기- 自由리듬으로 되어 있다 (93) 三味線 짧曲에서 처렌 R八 1롭樂도 F응f쉴法으 

로 되어 있다. 

普化宗의 本曲(30-.401김])는 禮佛敎의 思想을 기초로 한다. ￥;:古派의 本fl:ll는 뽑:化R八의 

페파토리룹- 물려 받았지만 보다 예술척으로 고천 것이다. 또 宗-敎싼이 아년 新作듭도 씌古 

派 本曲에 많이 나타났다. 

+. 民諸와 民혐흡樂 
비록 日A들의 生活환경은 現代化됐어도 아직 많은 民謝가 남아 있다. 勞動條件 때문에 

쉽게 없어정 勞動讀도 享흉用우로 많이 남아있다. 많은 聚構式， 훼스티발 둥이 이러한 옴 

악 무용 안극 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중 얼마는 Æf성때문에 원래 형태렐 그냥 保存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大部分은 社會의 變j표과 藝術홉樂--특히 三味線 륨樂---때운 

에 變質되어 버렸다. 

日本의 民짧는 다옴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CD 勞動짧--뱃노때 , 만모는 소리， 벼농사 소리， ?西E륙n.HC술칩의 소려) 등 

@ 효웹(Bon odori)--여름의 佛敎짧式으로 全日本에 유행 

@ 훌享즙짧 

@ 結婚짧， 상여소리 

@ 童證r， 자장가 

日本民짧는 核音組織 또는 陽雄法(無半홉의 五홈組織)， 陰旅法 등으로 되어있다. 陽따E法 

은 비교적 순수한 옴악이고 陰旅法은 三味線의 영향을 많이 받은 民讀에 많다. 그러나두 

가지 경우 모두 三味線 伴奏로 많이 불린다. 

리듬은 一定한 것과 담由로운 것이 있는데 前者는 勞動짧， 舞펴휩홉樂과 노꽤， 아이들의 

遊敵讀에 많고 後者는- 作業짧와 R八 伴奏 또는 無伴奏의 흉享諸 둥에 많다. 여러 종류의 

북--큰북， 작은북， 장고처럼 생긴 북， 막대기로 치는 북， 맨손으로 치는 북 둥--이 민 

요 반주로 쓰인다. 때로 龍짧나 없， 拍 둥이 북과 함께 合奏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伴奏

를 雜子(Hayashi) 라 하는데 能나 歌舞많의 그것과 같은 이름이다. 

民힘홉樂中 가장 큰 종류의 것은 神樂(Kagura)인데 民洛的인 것올 里神樂(O-kagura)라 

(93) 한 音올 몇拍 끄느냐 하는 것은 연주자의 숨에 의하기 혜푼에 엄밀하게 말한다연 연추에마다 걸 
이가 달라진다. 뼈컨베 樂讀에 J J 。의 리픔은 설제 연주로 J J •. 나 J Þ J 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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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雅樂의 뼈l神樂 (Mi-kagura) 꾀는 전감 다르마. 딴패쪼는 地方의 神社 등에서 i윗行되는 

것무로 Sato-kagura략고도 부릎 다. 

응약에 따라 많은 자이가 있으나 대개 t공 f갑흡-쩔。11 쓰이는 악기는 침'imc條셈 또는 값짧)， 

太행， 때로는 大太鼓 등이 사용된 다. 

附 훌훌 

民fá훌홈E 

F~lti짧能의 種類
l ‘ 神樂(kagura)

a. 짜女輪樂(Miko-kagura) 

b. 出雲流神樂(Izumoryu-kagura) 즉 採物뼈l했 (Torimono-kagura) 

C. 伊랬流神樂(Iscryu -kagura) 즉 溶立神쨌~(Yudalc-kagura) 
cl. 聊子神樂 (Sisi-kagu ra) • →-1111*神樂 (Yamabushikagura) 審樂 (Bangaku) 太빼樂(Dai-kagura) 

2. m樂(Dengaku)

a. 꿨祝의 田첸 (Ta-asobi)←-ÐJ ro'l liilí 
b. 때田植빼혐(Odaue-shinji) -_.-머舞 (Damai) ， ÐJ樂뼈 (Dengaku-odori) 

3. J9l.ì5fE (Furyu) 
a. 승:佛쩌ÌJ 

b. 찮뼈 (Bon'OJori) 

C. 太효뼈 

d. 獅子舞
e 小歌IiJíJ

f. 繹뼈 (Aya-odori) 
g. 作物風때í (Tsukurimonofu-odori) 
h 假裝風流
i. 練” 風VfE (Neri- Furyu) 

4. 祝福藝
a 來짧神 
b. 千秋萬歲
C. 뚫物 (katarirnon 0) _._-幸若舞 (kowaka-mai) , 題 目立 (Taimokudate) 

5. 外來系· 延年系
a. 使樂·聊子舞
b. 舞樂
C. 延年

d. 二十五홉옳來迎會 
e. 鬼舞(Oni-mai) ， 佛舞 (Hotoke-mai)

f. 散樂-鎭樂 (Saru-gaku) 
g. A形효居 (꼭두각시 늪음) 
h. 歌鍵않 

以上을 간담히 짧明해 본다. 

‘ 1. 神 훌(kagura) 

츠E쇼·神樂(Miko-kagura)는 제사지내는 뚱에서 Æ女가 행하는 신들련 동작이 세련화되어 춤으로 독 

립한 것인데， 獨立的 藍能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神樂과 함께 演行되는 경우가 있다. 
lH雲流神樂(Izurnoryu-kagura)는 出雲의 住l흰(Sada)大社에서 행하는 것으로， 손에 방석올 들고 추 

는 「採物舞J (Torimono-mai) 를 中心으로 여기에 能롤 덧붙진 요양으로 演行한다. 후에 能部分이 변하 
여 바위운블 여는 동작플 rf1心으로 하는 깜戶神樂(lwado-kagura) 둥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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獅子神했(Sisi-kagura) 는 中國l專來의 椰子훌 植現.(부처의 성격도 갖춘 함)으로 하고 껴도를 중심으 
로 여기에 能나 散樂(曲藝)플 덧풍여 演行힌다. 典겼(Okuha)의 太平洋 연안지방에서는 山tk神聚
(yamabushi-kagura) , 東海쪽 연 안에 서 는 審樂(Bangaku) ， 또 伊勢 尾張地方에 서 는 太빼뿔(Dai-kagura) 
라고 부른다. 

2. 田 훌 

f앓祝(yoshuku)의 田遊 (Ta-asobi) 는 주로 愛:m縣에서 靜뼈l*에 걸천 山間地方에 傳來되는 半 神훌， 
半 앓能의 뽑作iüff願의 예 능이 다. 뛰 면 서 춤춘다. 
뼈田植柳훌(Odaue-shinji)는 中國(Chukoku)地方에서 볼 수 있는 「花田植」로서 마을의 처녀틀과 반 

의神융 상징하는 좁年과 서로 노래룹- 주거나 받거니 하는 것이다‘ 「田樂團J(Tengaku-odori)는 이 계 
동의 行훌에 유래한 것으로 특히 횟HI에는 세련된 것들이 남아있다. 

3. 홈 流(Furyu)

w..流란 화려하고도 로맨턱한 쭉能。1 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옷올 엽고 많용 사랍들이 추는 太敬願
(Tail‘。-odori) • 獅子舞(Shisi-mai) • 念佛뼈(Nenbutsu-odori) • 益隔 (Bon-odori) • 廳觸(Aya-odori) • 雨ε
願(Amagoi-odori) 동의 총칭이다. 太鼓플 사용않하는 것을 小歌隔 (kouta-odori) 략 힌다. 西 g 本， 九

州 地方에서는 臨部에 太鼓룹 걸고 커다란 장식쉴응 등에 에고 추는 경우가 많다 한펀 東日本에는 
1E효대신에 사승의 ，，]려흘- 쓰고 추는것도 윤 수 있다. 

4. 빼홉 훌 
일반;켜으로 門付藝(kaJozuke-gei) 라 부료며 죄집의 fEr 앞에 가서 훌훌能을 하고 보수룹 받는 것인예， 

神의 모양을 히고 찾아오는 자갈 祝핀 A(Hogaibito) 라 부른다 Æ 축복-을 말윷 하는 r"'f秋萬歲」냐 
「大黑舞」 둥 여러 종류가 있다. 
후若舞(Kowaka-mai)는 16세기 전반이1 유행폈던 이야기를 엮는 훌能S로서 2J!家빼題 (Heike. 

monogatari) 曾我物語 (Soga monogatari) 등이 풍려 었다. 이 것은 小鼓伴쫓로 춤추며 노래 하는 훌훌船 
。l 다. 

5. 外來系·延年系
舞樂(Bugaku)는 6.7세기에 걸쳐 中國에서 傳來한 것으로.~德太子 둥의 장려로 말마암아 地方애 

보급되고 全國빼社 흉院에서 聊樂(kagura)가 있기전에 演行되었다. 또 12-15세기에 경쳐 츄院에서 
는 훌拜者의 千秋萬慶흔 축복하는 延年(Ennen)01 라는 각종 춤이 행해 졌다. 01 런 춤외에도 古風의 
能가 演行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延年이리고 불렀다. 延年은 손넙들의 리셉션에서도 행하여 졌다. 
二十五홉廣來迎會는 奈良 東京 千葉 :fIl歌山 동 各地의 철에 서 행 해 지 는 佛事의 충으로서 25홈훌의 
假面올 쓰고 읍者들을 極樂으로 영 접 한다는 춤이 다. 

人形호휩(Shibai)는 指A形의 뼈뭘가 훌쩍엽짧와 합쳐진 것으로 關西地方에서 成立펀 훌훌罷이다. 후 

에는 2A 또는 3人이 한 人形을 웅칙이게 하는 큰 A形뺑j이 되기도 했다. 東京부근에서는 로꾸로車 
에 앉아 혼자서 조갱하는 車人形이 있고 飛陣(Hida) 의 홉III (Takayama)에셔는 山車(Dashi) 의 앞에 

붙인 Marionet A形이 사용된다. 
歌舞~(民{삼的인것)는 19세기초 全國神社에서 행하여졌으냐 한 60餘、年빼부터 거의 없어지고 말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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