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맴패를 롱해 온 산동 신랴교민의 맴패 

윤소희 (국립 부산대학교) 

1. 머리말 

N매 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신라인 

L..!. 의 범패와 관련한 내용은 제2권 중 839년 11월 22일 무렵의 기록에 해당 

하는데 이 기록에 보이는 적산법화원에서 불라는 범패들을 보면 전문 직숭이 부 

르는 노래를 비롯하여 승려의 선창에 이어서 부르는 신도들의 합창 퉁 다양한 범 

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전문 범패숭에 의해서만 불리는 오늘날의 한국범패 

를 볼 때 신도가 합창을 하거나 승려와 주고받는 범패는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 

러나 필자가 중국과 대만에서 불교의식음악을 현지 조사해보니 적산원에서 불린 

다양한 형태의 범패들과 유사한 모습들이 오히려 일상적인 모습이어서 적산원의 

다양한 범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엔닌의 『입당구 

법순례행기』에 보이는 적산법화원의 신라인들의 범패를 대만 현행 범패의 실제 

악보를 통해 조명하므로써 산통 신라교민의 범패 뿐 아니라 현행 한 · 중 불교음 

악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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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산원 범패의 종류와 용례 

불타의 설교는 처음에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다가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기억 

하고 전파하기 위해 게(獨)와 송(煩)의 형식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에서 점차 불교음악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초기 불교음악에는 전독(轉5劃과 패 

찬(敗護)이 대표적이었다. 전독은 불경의 산문을 옮은 것(泳調)이고 패찬은 부처 

의 공덕을 찬미하는 가사를 노래한 것으로 오늘날 한국에서 말하는 범패가 여기 

에 속한다. 현재 한국에서 범패라고 하면 주로 패찬만을 떠올리지만 대만에서의 

범패는 전독과 패찬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대만의 시중에는 대중음악 뿐 

아니라 불교음악 음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범패음반을 살펴보면 전독이 

차지하는 분량이 훨씬 많을 정도이다. 전독은 패독(뼈讀)이라고도 하는데 경전이 

나 다라니를 율조를 넣어 낭송함을 말한다. 대만의 불교의식은 주로 송경의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데 이들 의식 속에 나타나는 패독과 산동적산원의 것을 대조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송경의식과 패독 

적산법화원의 불교의식은 새벽과 저녁의 예불의식을 빼고는 모두 경전과 관련 

되는 의식이다. 엔닌의 기록에는 새벽과 저녁으로 행하는 의식은 당풍으로 하였 

다라고만 했을 뿐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내용이 없으나 한낮에 행한 강경의식 · 

일일강의식 · 송경의식은 의식진행과 음악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들 의 

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경전을 대중이 함께 율을 맞추어 송경하는 것이 

다. 오늘날 한국에는 송경의식이 거의 사라진데 비하여1 중국과 대만에서는 대부 

분의 의식이 송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본 바에 의하면 대만에서는 조석 

예불에서도 30분 이상을 길고 짧은 경과 주를 송경하는데 경은 한문음을 그대로 

낭송하고 주(g兄)2는 산스크르스트인 범어를 낭송한다. 법회3 때에는 종일 혹은 일 

1 한국에서도 조석 예불에 반야심경과 같은 짧은 경올 원거나 천도재나 우란분재와 같은 

의식에서 아미타경과 같은 것을 낭송하는 부분은 있지만 송경 그 자체를 의식화한 것이 아니 

다. 실제로 선율과 리틈의 율조에 있어 음악적인 비중이 대만에 비해 매우 낮다. 

2 주(뻐)는 범어 발음 그대로 낭송하는데 한국의 다라니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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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이상을 송경을 하는데 꽤독에는 일정한 율이 있고 경의 시작구와 종지구를 

비롯하여 문장의 단락을 맺어주는 리듬과 음형이 있어 대중들이 쉽게 율을 맞출 

수있다. 

(1) 한문가사 패독 

한문으로 된 패독은 주로 한역(漢譯)된 경전을 낭송할 때 쓰인다. 같은 율조에 

여러 가지 경전을 송경하기도 한다. 그 중 아미타경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4 

위 악보를 보면 경전을 낭송하기 전에 먼저 그에 해당하는 불호 “南無運池海會

佛홈鐘” 삼청(세번)에 이어서 佛設阿網院經이라고 경의 제목을 노래하는데 이어 

서 본문으로 들어간다. 시작하는 ‘南無’는 주법숭이 5010로 시작하고 이하 불호 

3청은 대중과 합창으로 하다가 경의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주법승의 

5010로 ‘佛說’을 길게 노래하면 대중의 합창으로 아미타경 제목을 노래한 뒤 본 

문이 이어진다. 적산원의 강경의식에서 강사가 경의 제목을 길게 노래했다5는 부 

분은 “불셜아미타경”까지에 해당하겠으나 대만의 송경에서는 “불셜”까지만 주법 

숭이 독창으로 노래하고 경의 제목인 “아미타경”부터 신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강경의식과 송경의식이라는 의식의 차이 

와 그에 따른 패독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 악보는 반복되는 패턴을 생략하여 11-13번째 마디에서는 가장 중간 속도의 

송경부분이고 18마디부터는 종지구에 해당한다. 대만 일대의 사찰을 다녀보면 종 

파와 지역을 불문하고 아미타경을 송경하는 율조는 거의 비슷하다. 위 악보에서 

아미타경의 단락은 첫째 • 둘째 • 셋째 단의 마지막 음절이 단락을 맺어 주는 부 

분이다. 이는 ‘미레 도 레’ 혹은 ‘미레 도레 레’의 선율로 단락을 맺고 있다. 

3 대만에서의 법회란 한국의 영산재와 같이 특별한 의식이다. 3-4일 혹은 일주일， 한달이 
소요되는 법회 동 연중 시절에 따라 다양한 법회가 있다 

4 송경의 예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반야심경을 예로 들어볼까 생각했으나 반야심경 
은 매우 짧은 경이므로 대만의 일반적인 송경의 모습올 다 보여주기가 적절치 못했다. 아미 
타경은 대만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며 가장 일반적인 송경의 모습올 지니고 있다. 

5 r入康求法띤禮行를èJ 卷=.(839. 11. 22) jffi山院講經優式 原文'- 전략 - 大聚同륨코械香 
定香解脫香等 C홉했P貝등E 講師n블經題目 便開題分別三門釋題目꿇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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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어(산스크리스트어) 패독 

범패의 가사에서 범어로 된 가사는 대부분 밀교와 관련이 있다. 대만의 범어 

가사는 한국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에 해당하는 〈대비주(大悲뻐))를 비롯하여 왕 

생주(往生뻐)， 십소주(十小뻐)， 선녀천주와 같이 긴 다라니류가 있는가 하면 광명 

진언 같은 짧은 진언도 있는데 패독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긴 다라니류이다. 범 

어 가사는 한어가사와 언어 구조가 다른 만큼 패독의 율조에도 차이가 있다. 이 

중 〈선녀천주〉를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녀천주는 각 마디의 끝 음이 ‘미도레’로 단락을 맺고 있다. 조만과에서 송경 

부분을 들어보면 선녀천주 이전의 송경은 모두 아미타경의 음조로 계속다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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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선녀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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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천주에 이르면 ‘미도레’로 변하여 장시간의 송경에 변화와 활기를 준다. 

2) 독창 범패 

적산원의 의식을 보면 승려들은 대개 독창으로 노래하였다. 강경의식을 주제한 

‘강사’가 경전의 제목을 긴 소리로 노래하기도 하고 일일강경을 주제한 도강이 

창경한 것도 독창이며 하좌(下座)에서 노래한 승려도 독창으로 노래하였다.6 한 

국의 현행 범패는 숭려의 독창으로 노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중국과 대 

만 범패에서는 승려의 독창 범패는 특별한 경우이다. 

적산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만 승려의 독창 범패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일상적인 예불에서 부르는 축원류의 노래는 낭송조에 가까운 것으로 어느 숭 

려건 의식을 주제하면 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새벽과 저녁에 기도담당 숭려 

가 부르는 종성(鐘聲)은 수행과정의 대부분의 숭려가 부르는 노래이고 기범강백 

과 같은 노래는 매우 고풍스런 노래로 이러한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랍은 범패에 

특별히 재능이 있는 몇몇 전문 숭려들만이 할 줄 아는 노래이다. 이들의 예를 악 

보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r入庸求法째훌q=r듬èJ 卷二{839. 11. 깅)7ffi山院講經優式 原文: 講師上堂 登高座問 大聚同
홉 稱漢佛名 륨曲一依新羅륨， 不似康륨 講師登座등E 稱佛名便停 時有下座-f홈作첼一據康風 M 
E何於J1:t經等-行個훗 至願佛開徵密句 大짧 同륨P읍굽新뾰香正香解脫香等 - 中略 - 講師下

座혐 -1'톰n昌處世界如虛空偏 좁勢碩{以本;國. 

r入康求法샌禮行記J ， 卷第二 新羅-日講經 原文: 홉I講登南座T 讀佛使止 時有下座一f릅作rt 
E何於JJ:t經等-行偏也 作rtT 南座n릅經題텀 所謂n읍經長引 륨多有屆曲 n블經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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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조의 백문 

적산원에서는 의식을 이끌어 가는 강사 · 도강 · 도사가 독창으로 경의 제목이 

나 뜻을 노래로 하였다. 강경의식에서 강사는 경의 제목을 노래한 후 곧 대의를 

해설하여 삼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등7 의식 진행 곳곳에서 노래를 하였다. 이 

와 같이 의식을 주제하는 승려의 노래는 오늘날 대만의 범패에서 찾아보면 주법 

숭의 노래이다. 의식을 이끌어 가는 주법숭은 경의 제목을 노래하여 송경을 유도 

하기도 하고， 법회의 연유를 노래하기도 하고 천도법회에서는 영가들에게 노래로 

설법을 하기도 한다. 그 중의 한 예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악보 3) 화상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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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노래는 주법숭이 부르는 백문으로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주는 공허하고 인 

생이 허무하니 모든 신도들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행과 자비행으로 극락에 이 

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곡의 성격을 보면 첫 소절은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 

낭송조로 시작하여 두 번째 단락은 느린 선율이 길게 장인되고 있다. 마지막 소 

절은 주법승의 노래에 이어서 대중이 화답하며 마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법승이 

부르는 매우 다양한 곡들을 대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엔닌의 기록을 보면 하좌 

7 r入훔求法뼈훌行記」 卷二(839. 11. 22) iJft山院講劉義式 原文 전략 大짧 同륨唱코新械 
香표香解脫香等 i휠.t，t~貝등￡ 講師n昌經題目 便開題分JJIj三門 釋題텀옳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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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숭은 당풍으로 노래하고 신도들은 신라풍으로 노래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법 

승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풍이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 점으로 봐서 주법승의 노 

래는 선율이나 음악적인 면모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사셜조의 곡이었으므로 

향풍이라거나 당풍이라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2) 전문 범패승의 노래 

적산원에서는 “강경의식과 일일강경 · 송경의식에서 하좌의 한 숭려가 당풍으 

로 노래했고 그 노래는 당풍이었다."8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강경의식에서 하좌의 일숭(一엽)이 1구의 게(↑홉)를 당풍으로 노래했고， 

일일강 의식에서도 하좌의 일숭(一f曾)이 범패를 불렀고， 송경의식에서도 일승(一 

↑曾)이 여래묘식신 등 2행의 게를 당풍으로 노래했다”는 기록이다. 

위의 의식들은 경전을 강설하며 해석하거나 학습 혹은 염송기도를 하는 것으 

로 출가숭과 일반대중을 청중으로 삼는다. 당시 불교의 대중화와 교화가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때 자연히 불교의 대중화에 직접 종사하게 되었 

던 숭려가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교화방법이 동장하게 되었다. 

법화원의 강경법주였던 성림화상(聖빡和尙)은 20여 년 동안이나 오대산 · 장안 등 

지를 순례하며 구법했던 고숭9이지만 고숭대덕의 강설을 청중들이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때 불전의 법의를 손쉽게 이해시키고 대중을 교화시 

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직승(職f曾)이 그 역할을 보조하였는데10 그 가운데 하나가 

범 패사(쯤n貝師)였다. 

강사를 보조하여 범패를 노래한 범패사 또는 작범법사라고 불리워지는 직승은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중요한 교화승 가운데 하나였다. 당대에 중국에서 정 

교하고도 특유한 음곡으로 범패를 불러 민중을 매혹시켰던 작범법사들로는 도량 

(道郞)， 법인(法忍)， 지홈(智欣)， 혜광(慧光) 퉁이 고숭전에 전해지고 있는더11 11 산 

동법화원의 불교의식 중에 당풍으로 노래한 일숭이 바로 이런 직숭이었다.12 엔 

8 r入庸求法센禮11'記」 卷二(839. 11. 22) ~山院講經僅式 原文: 講師上堂 登高座問 大聚同
훌 稱漢佛名 률曲-依新羅륨， 不似廣홉 講師登座옮 稱佛名便停 時有下座一↑홈作쯤-據홈l화 

9 r入康求法젠i홈行홈r.J 卷二 開成年(839) 7月 23 日條.

10 상세 내용은 윤소회， “新羅A의 佛敎 겸용式과 훌樂 n", r한국음악연구J， 서울: 한국국악 
학회 ， 2007 창고 바람. 

11 r高엽傳』 卷13 톨智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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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기범강백(起첼經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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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은 이들의 노래는 당풍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노래는 당대의 고숭전에 나 

타나는 작범법사가 부른 노래와 같은 류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만에는 범패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숭은 없지만 대단위 총림의 숭려 중 

에서 범패에 재능을 가진 승려들이 특별한 범패들을 익혀 의식 중에 대표 독창자 

로 노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곡이 적산원의 일숭아 노래한 당풍 범패와 가 

장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현행 대만 범패를 채보 분류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곡들은 문류(文觸 악곡 중에서도 특히 기교가 많은 “기범강백”같은 곡이 

이에 해당한다.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면 법계의 오묘함과 불보살의 광명을 찬 

하며 이에 대한 감홍으로 다함께 수행하여 진리와 하나 될 것을 설법하고 있다.13 

대만의 대부분의 범패가 합창으로 이루어지므로 리듬의 규칙성이 필요한 반면 

독창으로 노래하는 이러한 곡들은 리듬의 규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뿐 아니 

라 선율의 기교에서도 전문적 기량을 발휘하여 장식음과 요성 · 선율의 장인에 

있어서도 그 폭이 매우 넓다. 

(3) 주법숭의 유도음 

적산원의 강경의식 말미에 숭려 1명의 선창으로 삼례를 부르기 시작하면 강 

사 • 대중이 다함께 노래를 따라한다는 기록이 있다.14 숭려의 선창을 받아서 대 

12 김문경 당대 사회와 종교J，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pp. 137-180. 

13 起첼院白 7r사 全文: 週那뼈體遍法界以罵身 華藏莊嚴等太虛而없量 維t밟슐 不異寂場 極
依표以常願 在聖凡 而鷹間 初成正쩔 現神윷於홈提場中 웰法*용 훌I!I륨於홉1t明嚴 遍七處而↑를 
演 歷九會以同효 쨌萬行之因華嚴-承之道果 譯導敎典 大뺨法흉 fJD祝 좋!’基훌훌固 앓효싫띤몹 佛日

t홈輝 法품常뺑 十方施主 增益福田 法界中 生 同圓種뽑.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대만불교 의식음악 연구"， p. 69의 가사외 해석 전체 채보 악보 pp. 258-260 참고 바랍. 

14 엔닌 r입당구법순례행기』 원문: 卷二 (839. 11. 22) j}f;山院講經橫式 原文: 辰時打훌훌*옆훌 

打驚聚 鐘꿇 良久之會 大聚t堂 方定짧鍾考鍾池本作了 講師上堂 登高座問 大聚同륨 稱莫佛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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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 삼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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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회향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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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함께 노래하는 방식은 현재 대만의 불교의식에서 가장 일반적인 범패의 모 

습이다. 아래 악보를 보면 주법숭의 선창 유도음(5010 부분)으로 시작하여 신도 

들의 합창(Tutti 부분)으로 노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예불이 끝날 무렵 삼귀의와 회향은 주로 연달아서 부른다. 이 두 

악곡의 첫 소절을 비교해 보면 삼귀의 첫 소절은 매우 느리고 길게 장인하여 한 

단락을 모두 독창숭려의 선창(유도음) 선율이다. 이에 비해 회향은 삼귀의보다 

빠른 템포이며 5010로 부르는 유도음은 첫마디에 단 3음의 짧은 소절이다. 

3) 합창범패 

오늘날 중국과 대만에서 의식을 시작할 때는 찬류 악곡을 노래하는데 이 곡들 

홈曲一依新羅륨， 不似廣률 講師登座옳 稱佛名便{후 時有下座-f홈作첼-훌居風 ßn~，何於JI:않또等 

-行偏옷 至願佛開徵密‘句 大聚 同률n읍공新械香正香解脫香等 - 中略 - 講師下座樓 一{홈n읍處 

世界如虛空喝 흡勢隨似本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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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송대의 사(詞)를 가사로 한 것이므로 당대에 속하는 신라적산원 당시에는 불 

리지 않았던 장르이다. 그러므로 적산원의 의식 시작곡은 오늘날 중국의 찬류 악 

곡이 생기기 전 면모를 추정하는 좋은 단서가 된다. 이 부분의 원문을 살펴보면 

대중이 불명을 찬탄했다15고 하는데 이러한 범패를 오늘날 대만의 범패에서 찾아 

보면 염불류 노래와 비슷하다. 특히 이 노래를 신라풍으로 불렀다고 하며 악풍이 

장인하였다라고 셜명하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오늘날 한국 범패 중 불보살을 찬 

탄하는 노래나 ‘영산회상불보살’을 노래한 영산회상 상영산과 같은 것으로 추정 

된다. 

적산법화원에서 송경의식을 할 때 여래묘색신께 행향을 한 후 대중이 마하반 

야를 수십번 반복하며 노래한다16는 대목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현재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염불류 범패에 속한다. 염불류 범패는 한 소절 정도의 길이에 

해당하는 불보살의 명호를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로 이들은 대개 의식 중 향을 올 

리거나， 절을 할 때， 혹은 의식의 진행상 앞과 뒤의 의식의 연결이 필요 할 때， 경 

전 낭송 후 그 경과 관련되는 부처님 명호를 노래하는 등 그 용례가 다양하다. 

그 종류로는 ‘나무석가모니불’과 같은 부처의 명호가 3，000개나 되고 수많은 이 

름의 관세음보살 · 약사보살 · 아미타불과 미타신앙을 노래하는 염불조의 노래가 

의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17 이들 불호를 노래할 때의 의식의 용례 

또한 적산원의 것과 일치하는데 이들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긴염불 · 짧은염불 

염불류 노래는 크게 하이차오인(海湖흡)으로 느리게 노래하는 것과 구산인(鼓 

山륨)으로 빠르게 노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의식의 필요에 따라서 

느린 염불은 주로 차분한 염불기도에 쓰이고 빠른 염불은 법회때 행향을 하거나 

의식 중 다음 순서를 연결할 때 혹은 도량을 돌며 노래한다. 그런가하면 염불의 

15 卷第二 新羅-日講經 原文: 辰時打鐘 長打擬7 講師홈l灌二A入堂 大짧先入列坐 講師讀師
入堂之會大聚同륨 稱J훌佛名長링1. 

16 엔닌의 f입당구법순례행기」 원문: 卷第二 新羅論經樓式 “大康뺏作念經 打鐘定聚7 下座
-1'릅 起打짧n昌-切행敬빼훌常住三寶 次一f홈作1t 如來妙色身等兩行獨 흩짧共庸-般 作첼之會 

-A훨香젊 歷行짧座之前 急行行便休 *聚同륨 등輔응미般若題數十遍也”. 

17 尹昭훌， “대만불교 의식음악”，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중 다양한 염불류 악곡이 
소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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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천티엔스(承天츄)의 느린염불 • 빠른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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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는 긴 불호를 느리게 시작하여 점차 빨라지면서 짧은 불호를 빠르게 몰아 

가며 노래로 하는 염불의식도 있다. 

위 악보를 살펴보면 느린 염불은 ‘나무아미타불’ 6자염불을 템포 

시작하여 점차 빨라지면서 ‘아미타불’ 4자염불로 이어진다. 템포 J = 64의 4자염 

불은 더욱 빠르게 몰아서 J = 140, 160 이상으로 잦아 든 후에 참선으로 이어진 

후 참선이 끝날 때는 다시 잦아든 염불을 서서히 풀어서 제자리로 돌아든다. 

J = 30으로 

(2) 5음조 .7음조 염불 

필자가 본 염불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7음조는 7음계 ， 5음조는 5음계로 된 

노래인줄 알았는데 채보를 하여 보니 7음초는 한 가지 불호를 7가지 선율로 이어 

서 부르는 것이고 5음조는 5가지 선율을 이어서 부르는 것이었다. 이들은 마치 7 

개 혹은 5개의 구슬로 엮어진 염주를 계속 돌리며 염불을 하듯이 끝없이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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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5읍조 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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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르는 노래이다. 

위 악보는 5음조 염불인데， 5가지 선율을 이어서 한없이 반복해서 부를 수 있 

는 노래이다. 위의 선율에 관음성호를 얹어서 노래하기도 한다. 

〈악보 9) 7음조 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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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염불은 일곱번째 마디에서 계속 되돌아가며 염불하듯이 노래하다 끝날 

때 마지막 마디의 선율로 종지한다. 

(3) 약사불호 

적산원의 송경의식에서 염경이 끝난 후 의식을 주재하던 도사가 ‘나무십이대 

원’이라고 노래하면 신도들은 ‘약사유리광불’이라고 응창하고， 이어서 도사는 다 

른 소절을 하면 신도들은 통음으로 또 다른 소리를 잇는다는 기록이 있다，18 나무 

십이대원은 『藥師經(약사경)J1에 있는 127}.지의 기원을 말하는 것으로 약사여래가 

발하였다고 한다，19 약사여래는 약사유리광여래라고도 하므로 이와 같은 교창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대만 범패 중에서 약사예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 악보에서 예 1은 대중이 합창으로 계속 반복하는 노래이고 예 2는 두팀으로 

나누어 교창으로 반복하는 노래이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대중이 수십번 반복 

해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다고 한 것은 악보 1에 해당하며， 주고받는 노래는 예 

2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똑같은 약사불호라도 여러 가지 양식으로 노래를 하는 

〈악보 10) 합창 약사불 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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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엔닌의 r입당구법순례행기」 원문: 卷第二 新羅調經構式원문· 導師n읍코 南無十大願 大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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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世륨홈薦 餘皆如此 i體T.

19 김문경 r입당구법순례행기~ ，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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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교창 약사불 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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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많다. 

(4) 기타 염불류 

이 외에도 수백 가지의 염불류 노래가 있다. 때로는 같은 선율을 여러 가지 다 

른 불보살 명호를 노래하기도 하는 염불류 노래는 범패 증 가장 쉽고 간단한 악 

곡이다. 

〈악보 12> 천상천하무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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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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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창 범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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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원의 강경의식에서 강사가 고좌에 오르고 나면 하좌의 숭려가 독창으로 

1구의 게(↑홈)를 당풍으로 노래하고 이어서 한 숭려가 선창으로 개경게를 노래하 

고 대중이 신라풍으로 응답하여 계향 · 정향 • 혜향을 노래하였다는 대목이 보인 

다.20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승려와 신도가 주고받는 교창 

범패가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 숭려는 당풍으로 멕이고 신도들은 신라풍으로 응 

답했다는 것이다. 

앞서 염불류에서도 대중의 합창으로 부르는 약사불 노래가 있는가하면 대중이 

두팀으로 나누어 주고 받는 약사불이 있었다. 염불류 노래뿐 아니라 숭려와 대중 

이 주고받는 범패는 대만의 법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대만의 범패 

에서 배원류의 노래는 모두가 숭려와 신도， 혹은 신도들끼리 두 편으로 나누어 

주고 받거나 멕이고 받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가 하면 위의 예에서와 같이 멕이 

는 노래는 당풍， 받는 노래는 향풍과 같이 서로 다른 악풍의 노래를 주고받는 경 

우도 대만의 범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삼계수’를 들 수 

20 r入康求法펴흉行記」 卷二(839. 11. 22) 7ffi山院講經優式 頂文: 辰時打講經鐘 打驚聚 鐘옳 
良久之會 大裵t堂 方定聚鍾考鍾池本作了 講師上堂 登高座問 大樂同홈 稱』莫佛名 音曲一依新
羅音， 不似홈륨 講師登座꿇 稱佛名便停 時有下座카륨作쯤-훌훔風 M긍긍何於t짧等-行偏훗 至
願佛開徵密句 大聚 同홈n읍코新뾰香正香解脫香等 - 中略 - 講師下座裡 一f홈P~處世界如虛2E 
f홈 흩勢趙似本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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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4> 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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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삼계수(三積首)는 스숭의 발끝에 머리를 세 번 조아려 절한다는 뜻인데， 이 

노래는 숭려와 신도가 멕이고 받으며 노래하는데 이때 주고받는 노래 양식이 매 

우다르다. 

위 곡을 실제로 들어보면 첫째 단의 악보는 숭려가 혼자 노래하는데 그 창법은 

요성과 장식음이 매우 복잡하다. 반면 두 번째 단의 대중의 노래는 선율이 매우 

단순할 뿐 아니라 요성이나 장식음이 거의 없어 마치 다른 노래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전문 범패숭이 당풍으로 노래하고 일반 신도는 그들이 부르기 

에 편한 신라풍으로 화답한 산동 신라인의 교창범패와 매우 유사하다. 대만 범패 

중 가장 다양한 악곡 형식을 들면 교창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드리 형식에서 

부터 느린 하이차오인(海懶륨)과 빠른 구산인(鼓山音)까지 그 레퍼토리의 폭이 

매우 넓다.21 한국 범패의 짓소리 중 “단정례”와 같은 곡은 합창 중간에 훗소리로 

받아서 독창으로 부르는 부분이 이와 유사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신도들과 주 

고받는 것은 아니다. 

3. 맺음말 

현재 대만에서 불교의식을 시작할 때 바치는 찬류악곡은 송대의 사(詞)를 가사 

로 하여 명 · 청대에 정착된 만큼 당대(康代)의 사원인 적산법화원에는 이런 악곡 

21 尹昭喜， “대만불교 의식음악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중 악곡 유 

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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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그러므로 적산원에서 의식을 시작할 때 부르는 범패는 오늘날 대만의 

의식을 시작하는 찬류 범패와 완전히 다르다. 그 외에 적산원에서 불렀던 대중의 

합창이나 교창 · 주법숭의 선창에 이어서 부르는 노래， 숭려가 당풍으로 멕이고 

대중이 신라풍으로 받듯 서로 다른 악풍을 멕이고 받는 노래들이 현행 대만 범패 

에는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에는 대중이 노래하는 범패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적산법화원의 신라교민의 범패는 중국범패인 대만의 

것과 훨씬 많은 친연성을 갖고 있다. 

산동적산원의 범패는 신라인의 범패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거주한 교민들의 범 

패였기에 일반적인 신라의 범패라고 볼 수 없다. 만약 한국의 기독교 유입 당시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교민들이 예배를 한다면 본토에서는 부르지 않는 최신 유 

행의 미국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예배절차나 찬송가 또한 국내의 교회와 똑 

같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당시 신라에는 불교라는 외래 종교가 완전히 토 

착화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일반 민중이 산동 교민과 같은 당풍으로 조석예불을 

드리고 향풍과 당풍을 흔합하여 강경 · 일일강 · 송경의식을 산동교민처럼 하기 

어려웠고 범패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산통 신라인의 

범패는 신라교민의 범패이지 신라의 범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만의 패독이 일정한 율과 단락을 맺는 종지형이 규칙화 되어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독경은 각 지방과 사찰 · 개인에 따라 다르다. 반면 대만에서 숭려가 혼자 

노래하는 기교적이고 고풍스런 백문류 악곡은 현재 한국의 범패에도 많이 전해 

지고 있다. 비록 선율 성격과 악곡 양식이 다르긴 하지만 숭려가 부르는 독창 범 

패라는 점에서는 대만 범패와 상통하는 점이 많다. 송경과 범패에 있어 이와 같 

이 개인적인 면모를 보이는 현상은 개인적 수행과 기도를 좋아하는 한민족의 성 

향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적산원에서 대중이 불명을 반복해서 부른 것이 신라풍이었다는 것을 보면 신 

라 본토에서 대중이 부르는 범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패가 불교의 대 

중화로 인하여 생겨난 것을 감안해 볼 때 세계의 그 어느 민족보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한민족이 불보살을 노래하는 대중의 범패가 없었을 리가 없다. 이는 억 

불정책과 사찰정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상황속에서 민중들의 범패는 점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적산원에서 신라풍으로 노래한 범패는 불명을 찬탄하며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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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류였다.깅 대만의 여러 범패 장르 중에 염불류 범패는 한소절 정도의 노래를 

반복하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노래이다. 즉 “아무아미타불”과 같은 불호에 약 

간의 음율을 넣어 길게 늘여 부르거나 짧은 한소절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주고받 

는 것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신라에는 향풍의 범패가 있었다 할지라 

도 매우 단순한 범패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산동 신라인의 염불류 범패는 오늘날 한국전통음악 중 영산회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산회상불보살’을 노래한 영산회상은 불호를 노래하는 염불 

류 범패와 같은 장르로 볼 수 있다. 현행 대만의 염불류 노래 중 6자 염불에서 점 

차 빨라져서 4자 염불로 몰아가는 염불범패는 그 성격이 느린 상령산에서 빨라 

져가는 성격과도 연결되고，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염불도드리와도 닮은 면이 매 

우 많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영산회상”을 중국과 대만의 염불류 범패에 견주 

에 연구해 보면 홍미로운 연구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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