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음악의 젠롱공잔과 현대 뮤대 

이지선(서울대 강사) 

1. 머리말 

01 본음악은 크게 극장음악과 비극장음악으로 나뀐다 극장음악은 글자 그대 
E조 로 극장에서 상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으로， 전통연극인 노(能)， 교겐 

(狂言)， 분라쿠(文樂)， 가부키(歌舞使) 등의 반주로 사용되는 음악을 말한다. 

반면에 비극장음악은 극장과는 관계없는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음악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연주되던 음악을 말하다. 이러한 음악으로는 

가가쿠(雅樂)， 쇼묘(聲明)， 비와(뚫똘)음악， 고토(筆)음악， 샤미센(三味線)음악， 샤 

쿠하치(，R八)음악 등이 있다. 가가쿠는 궁내청식부직 악부(宮內廳式部職樂部)라 

는 궁중악사들에 의해서 연주되는 궁중음악이고， 쇼묘는 불교음악을 말하며， 비 

와음악은 비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음악이다. 고토와 샤미센은 집안에서 교양 

으로서 연주하던 가정음악이며， 샤쿠하치는 승려의 수행의 일환으로 연주되다가 

후에 가정음악으로 도입된 음악이다. 또한 민요는 민중의 일상생활 속의 노래이 

다. 이렇듯 가가쿠부터 민요에 이르는 음악은 극장이라는 무대와는 통떨어진 장 

소， 즉 궁중， 사찰， 집안， 마을 등에서 연주되던 음악으로， 그 목적은 의식이나 행 

사， 교양， 수행 ， 유희 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장음악은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에 접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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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메이지시대 이후에는 서양식 극장이 많이 건 

설되었고， 이에 따라 특별한 장소에서만 연주되던 음악이 극장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음악 장르가 관객을 대상으로 하여 무대에서 공연됨으로써 이 

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비극장음악이 메이지시대 이후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 변화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2. 일본음악의 무대화 양상 

1) 가가쿠(雅樂) 

가가쿠(雅樂)는 일본의 궁중음악을 말한다. 크게 일본 고유의 가무와 대륙계 

악무， 궁중 가곡으로 나뒤는데， 이중 고대 중국과 한국에서 전해준 음악이 가가 

쿠의 중심이다. 중국계음악은 도가쿠(홈樂)라고 하고 한국계음악은 고마가쿠(高 

麗樂)라 한다. 도가쿠와 고마가쿠는 원래 모두 부가쿠(舞樂)라고 하는 무용이 수 

반된 형태로， 부가쿠를 보거나 연주하는 것을 부가쿠에(舞樂會)라고 하였다. 부가 

쿠는 궁중 정원이나 신사 절 등의 야외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던 것이 10세기 초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귀족사회에 수용되어 춤을 수반 

하지 않고 음악만을 연주하는 형태가 동장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간겐(管鉉)의 유래이다. 한국의 옛 선비들이 시를 옮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을 교양으로 여겼던 것처럼 일본의 귀족들도 시카간겐(詩歌管鉉)을 필수교양으 

로 하였다. 준토쿠(順德)천황(1210-1221 재위)이 저술한 『긴피쇼(禁秘妙).!1에는 

천황이 배워야할 덕목으로 ‘첫째는 학문， 둘째는 간겐(第-細學問也 .. ，第二管鉉)’

이라 할 만큼 역대 많은 천황도 간겐을 즐겼다. 

간겐(管鉉)은 글자 그대로 관현악을 말하지만， 궁중이나 귀족 사회에서 교양으 

로서 즐긴 음악이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편성이었다. 또한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기 위한 음악도 아니었다. 따라서 연주할 때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 

고 서로 마주보거나 둥글게 앉아서 연주하는 동 연주 위치가 자유로운 형태였다. 

또한 악기편성도 정해져 있지 않아 타악기 없이 최소한의 악기로 연주하는 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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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11세기 초에 쓰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장편소설 『겐지모노가타리 

(源R物語) JJ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源民物語續卷) JJ (그 

림 1)에는 간겐의 연주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그림에는 주인공인 히카루 겐 

지(光源民)가 중앙에서 고토(筆)을 타고 있고 왼쪽에는 류테키(龍富) 연주자가 있 

으며 ， 이들과 마주보는 위치에 쇼(쫓)와 히치리키(筆藥) 연주자가 앉아 있다. 여 

기서 사용된 악기는 현악기 한 종류와 관악기 세 종류 뿐 타악기의 모습은 보이 

지 않는다. 

또 다른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의 작품인 『스미요시모노가타리에마 

키(住吉物語續卷).o (그림 2)에도 귀족들이 간겐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 여기 

에는 타악기가 다이코(太鼓)， 쇼코(班鼓)， 갓코(羅鼓)의 연주자가 횟마루에 앉아 

있고 이들과 마주보는 위치의 방안에는 왼쪽부터 히치리키， 비와(뚫똘;)， 고토， 류 

테키 ， 쇼의 연주자들이 앉아 있다. 이 그림의 악기편성은 현행 가가쿠의 간겐과 

같이 현악기 세 종류， 관악기 세 종류， 타악기 세 종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현행과는 다르게 현악기 연주자와 관악기 연주자가 섞여 앉아 있고 타악기 

주자들도 현행과는 다른 위치에 앉아 있다. 또한 악기는 각각 한 사람씩 연주하 

고 있어 현행과는 그 인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반면， 현재 일본의 궁중 연주단인 궁내청식부직 악부의 간겐 편성은 〈사진 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앞 줄 왼쪽부터 쇼코， 다이코， 갓코가 각 1명씩 앉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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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f住놈物語細~J 

히치리키， 비와， 고토， 류테키， 쇼 / 다이코， 쇼코， 갓코 

뒷줄에 고토와 비와가 각 2명씩， 맨 뒷줄에 류테키， 히치리키， 쇼가 각 3명씩 편 

성된다. 즉 첫째 줄은 타악기， 둘째 줄은 현악기 ， 셋째 줄은 관악기로， 이것은 삼 

〈사진 1) 궁내청 악부의 연주 

류테키， 히치리키， 쇼/ 고토， 비와/ 쇼코， 다이코， 갓코 



일본음악의 전통공간과 현대무대 199 

고(三鼓) . 이현(二鉉) . 삼관(三管)의 악기편성이라 불린다. 이러한 악기편성과 연 

주 위치， 연주 인원(16명)은 고정되어 있어 현재 다른 일반 단체가 연주를 할 때 

도 이러한 편성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또한 이들 연주자들은 모두 앞쪽， 

즉 관객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헤이안시대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간겐에서는 연주자가 서로 마 

주보며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또한 인원이 각 1명씩이며 현악기와 관악기의 위 

치가 섞여 있는 등 자유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간겐은 기본적으로 타 

인에게 들려주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귀족들이 교양으로서 연주한 음악으로 악 

기편성이나 연주 위치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었다. 다만 궁중 

에서 천황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천황은 얼굴을 

직접 내보이지 않고 발을 친 곳에서 연주를 들었기 때문에 이 또한 모든 악기의 

위치가 반드시 천황 쪽을 향하게 앉을 필요는 없었다. 

간겐이 관객을 위한 음악， 즉 무대 음악이 된 것은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가 되면서 부터이다. 메이지시대에는 궁중이 도쿄(東京)로 옮겨지면서 

궁중의식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 중 하나가 각 지방에서 연주 

되던 가가쿠를 중앙으로 모두 집결하여 정리하는 것이었다. 1876년과 1888년에 

는 그때까지 전승되어 온 가가쿠의 여러 곡을 정리하여 『메이지센테이후(明治橫 

定諸) JJ를 제정하였다. 

이 악보가 만들어짐으로써 궁내청 악부의 정식 레퍼토리가 정해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궁내청(宮內廳)에는 위의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나무틀로 둘 

러싸인 무대에 앉아 앞을 향하는 위치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무틀의 

무대를 고란(句￦삐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에도시대(江戶時代， 1603-1867)부터 부 

가쿠(舞樂)를 위한 무대로 사용된 것이다. 바닥에 깔려 있는 초록색 천은 잔디밭 

을 상정하는 것으로 고란이 야외 무대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야외에서 부가쿠를 위한 무대였던 것이 메이지시대에 궁내청의 실내에 만들어지 

게 되었고 여기에서 간겐도 부가쿠와 함께 연주하게끔 되었다. 

간겐의 현재와 같은 연주위치와 인원은 메이지시대에 서양의 오케스트라의 영 

향을 받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간겐을 관객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관악기 각 3 

명씩， 현악기 각 2명씩， 타악기 각 1명썩 하여 큰 음향과 함께 시각적인 효과도 



200 

높이도록 하였다.1 

현재의 연주 위치에서 특이한 것은 타악기가 앞줄에 위치한다는 점인데 그 중 

한국의 좌고에 해당하는 다이코를 가운데 둠으로써 서양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즉 뒤 줄의 연주자들은 다이코 주자의 손의 움직임 

을 시야에 넣으면서 합주해 나간다. 음악적인 면에서 보면， 원래 간겐은 소편성 

의 실내악이므로 합주의 웅장함보다는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과 이 

들이 어울려서 발산하는 선율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으나， 현 

재에는 연주인원이 늘어나고 또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 하나하나를 크게 내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겨 다소 거친 음악이 되어가고 있 

는 경향도 보인다. 

가가쿠가 청중을 상대로 연주함에 따라서 등 • 퇴장 방법과 인사 방법에도 규 

칙이 생기게 되었다. 즉 무대 왼쪽에서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의 연주자의 순서 

로 일렬로 동장하여 각각 무릎을 꿇고 앉는다. 전원이 앉으면 쇼(똘) 주자가 조현 

을 위해서 음을 내고 비와와 고토 주자는 조현을 확인한다. 이것이 끝나면 갓코 

(羅鼓) 주자가 무릎을 꿇고 앉은 채 혼자서 인사를 한다. 갓코 주자의 인사가 끝 

나면 전원이 가부좌 자세로 고쳐 앉아 연주를 시작한다. 연주가 끝나면 다이코 

(太鼓) 주자는 채인 바치를 악기의 틀에 걸고， 이것을 신호로 전원이 처음과 같이 

무릎을 꿇는 자세로 바꾼다. 이어 갓코 주자 흔자만 인사를 하고 인사가 끝나면 

뒷줄부터 다시 일렬로 순서대로 퇴장한다. 동장부터 퇴장까지 이러한 약속에 따 

라서 조용하게 진행시킨다. 

현재 가가쿠의 공연에서는 보통 간겐의 연주가 끝나면 이어서 부가쿠의 공연 

이 연행된다. 하지만 원래 간겐과 부가쿠는 함께 행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헤이 

안시대에는 귀족들이 모여 간겐을 즐겼는데， 그 중 천황이나 상황 등이 주최한 

간겐의 모임을 교유(細遊)라고 불렀다. 교유에서는 릿쓰의 부(律σ)홈이와 료의 부 

1 이렇게 연주인원， 악기 위치， 음향 퉁이 변화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 

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를 개량(改良)이나 개악(改惡)이라는 용어로서 명가 

하지 않고 다만 변화되었다는 개변(改變)의 용어를 사용한다. 좋게 되었다， 나쁘게 되었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연구자들의 몫이다. 발생한 변화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면 현재에는 ‘개악’이 될 

지도 모르지만 당시의 사랍들에게는 ‘개량’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선 변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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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呂σ)部)로 나누어 율에 속하는 음계(平調， 黃鐘調， 盤涉調)로 된 곡과 려에 속하 

는 음계(출越調， 雙調， 太食調)로 된 곡을 번갈아서 연주하였다. 

한편， 부가쿠는 사찰의 여러 법회에서 종종 연행되었다. 오래된 기록으로는 

752(天平勝숲 4)년에 개최된 도다이지(東大좋) 대불개안공양회(大佛開眼供養會) 

의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는 불교음악인 쇼묘(聲明)와 더불어 여러 종류의 악무 

가 연행되었다. 헤이안시대가 되면 정토신앙이 널리 퍼지게 되고 불교가 귀족사 

회로 보급되면서 천황， 상황， 황후 등의 기원에 의한 신당(新堂)이나 탑의 조영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나라시대의 호국의 성격이 진한 법회 외에 이러한 신축공사 

의 낙성을 축하하는 낙경공양회 (落慶供養會) 등에 있어서도 빈번하게 부가쿠가 

연행되었다. 

이렇듯 부가쿠는 사찰 등의 법회에서 행해지던 것이었고， 간겐은 교유를 중심 

으로 귀족들 사이에서 유흥의 하나로서 즐겼던 음악으로 이들은 성격이 전혀 다 

른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목적과 성격의 간겐과 부가쿠가 함께 연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메이지시대 이후 궁내청에 고란의 무대가 생기고 천황이나 외국 

손님을 위한 감상용 공연으로 이들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한 무대에서 공연되게 

되었고， 현재에는 간겐과 부가쿠를 함께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부가쿠의 구성은 ‘등장 전의 전주-무인의 등장과 데루테(出手)-도쿄쿠(當曲)의 

춤-이루테(入手)의 춤과 무인의 퇴장’으로 이루어진 다소 복잡하고 긴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곡이라고 불리는 곡은 상당히 긴 콕인데， 현재에는 간겐과 

함께 연행됨으로 인하여 긴 곡은 거의 연주하지 않게 되었고 연주하는 경우에도 

중간을 생략하는 등 감상하는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흥미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것은 비단 부가쿠의 경우 외에 간겐에 있어서도 관객을 

염두로 곡을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전하는 도가쿠 90여 곡 중에서 연주되는 곡은 

그리 많지 않아 레퍼토리가 규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가쿠는 궁중음악이니 만큼 궁내청 악부의 악사들에 의해서 궁내청 안에 있 

는 고란 무대에서 연주되고， 연주도 천황과 황족을 위한 연주나 궁중 공식 행사 

때의 연주가 대부분이므로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가가쿠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 

었다. 하지만 1966년 국립극장(國立劇場)이 개장되면서 가가쿠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국립극장은 전후(前後) 피폐된 예술계의 재건과 연극문화 

의 진흥을 목적으로 1966년에 개장되었고，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웠던 가가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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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 창작 가가쿠 〈슈테이카(秋底없)) 

불교음악인 쇼묘 둥을 시작으로 일본전통음악의 대부분이 국립극장의 무대에 올 

려지게 되었다. 

국립극장의 개장 초기의 가가쿠 공연은 외래에서 전래된 악무， 즉 도가쿠와 고 

마가쿠를 중심으로 대극장에서는 부가쿠를 소극장에서는 간겐을 공연해왔다. 위 

에서도 언급했듯이 간겐이나 부가쿠의 연주곡은 규범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궁내청에서도 오랫동안 연주해오지 않아 전숭이 단절되었던 

대곡이나 비곡(秘曲)의 재홍이 시도되기도 했다. 

한편， 전통곡의 공연과 병행하여 가가쿠 악기를 사용한 작품을 현대음악 작곡 

가에게 위촉하는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다케미쓰 도루 

(武滿澈)의 〈슈테이카(秋展歌， In an autumn garden) )를 시작으로 창작 가가쿠 

라 할 수 있는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또한 『신센가쿠후(新擺樂諸}J1나 「돈황비 

파보(敎熺좋풍똘諸).!I 동의 고악보의 해독에 의한 연주나 고대 악기의 복원 동도 행 

해졌고， 이 악보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이론을 근거로 만든 음악은 ‘레이가 

쿠(冷樂)’라 불리어 복원연주회가 열렸다. 이러한 음악은 가가쿠의 고전곡 외에 

단절곡의 복원이나 정창원(正술院) 악기의 복원 연주， 현대 작품의 연주 동을 연 

주하는 레이가쿠샤(冷樂舍)라는 가가쿠 연주단에 의해서 주로 연주되고 있다. 

2) 쇼묘(聲明) 

쇼묘는 일본의 불교음악을 말한다. 따라서 쇼묘는 극장의 무대가 아닌 사찰의 

법회나 행사와 함께 연행되어 왔는데 1966년 처음으로 국립극장 개장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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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형태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개장 공연으로서 그동안 특수한 장소와 한정 

된 사람들에게만 보여 졌던 가가쿠와 쇼묘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이 

후 현재까지 가가쿠는 매년 두 차례， 쇼묘는 매년 가을에 국립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다. 

원래 쇼묘는 사찰에서 법회나 행사와 함께 연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게 들려주기 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법회의 목적에 필요한 의식의 하나이다. 따 

라서 국립극장의 초기의 공연형태도 각종파의 대표적인 쇼묘를 이른바 법회로서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립(뻐立)이나 경립 

(經立) 등 쇼묘의 여러 특성에 따라서 법회를 소개하고 하였다. 초기 쇼묘 공연에 

서는 법회에서 행해지는 희귀한 음악이라는 점에서 관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 

만 여러 차례 공연을 이어가면서 단지 희귀한 예술이라는 점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쇼묘라고 하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우 

수한 음악성을 개발해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쇼묘는 비록 감상용 음악은 아니지만 음악적으로 홍미로운 부분이 있다. 하지 

〈사진 3 ) 국립극장의 쇼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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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 부분은 간혹 몇 곳에서만 보일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 

러한 부분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부분을 확대하거나 강조， 또는 반복하 

여 연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전통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또한 법회에서 행해지는 음악은 모두 홍미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지루한 것도 많다. 하지만 법회마다 정해진 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 

는 곳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특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곡은 생략할 수도 없다. 관 

객은 이렇게 구성된 곡에서 일부 홍미로운 부분을 접하기 위해서 어렵고 지루한 

많은 부분을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적 의의와 예술적 가치가 일치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감상을 위해서 연주회장을 찾은 관객에게는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쇼묘는 법회의 중심이 되는 정형화된 의식인 법요의 전반부에서 불린다. 법요 

의 종류로는 사개법요(四簡法要， 시카호요)와 이개법요(二簡法要， 니카호요)， 일 

개법요(一簡法要， 잇카호요)가 있어 이들 법요에서 쇼묘가 행해진다. 사개법요는 

〈패 )， <산화)， <범음)， <석장〉으로 구성되고， 이 중 〈패 〉와 〈산화〉만을 부르는 것 

을 이개법요， < 패 〉만을 부르는 것을 일개법요라 한다. 이러한 상당히 긴 시간의 

법요를 그대로 극장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제약이 따 

른다. 따라서 쇼묘를 한정된 시간에 음악공연 형태로 연행하기 위해서 축소시키 

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종교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우선시할지， 음악적으로 

홍미로운 부분을 우선시할지의 문제로 극장관계자와 종파측이 대립을 일으키기 

도 한다. 즉， 극장에서의 쇼묘 공연에 대해서 종교행사로서 인식할지 음악공연으 

로 인식할지의 차이이다. 또는 음악사의 자료로서 인식할지 음악운동의 일환으 

로 인식할지의 차이인 것이다. 결국 음악적인 요소가 없는 부분은 생략되는 등 

구조상의 변화가 야기되기도 한다. 즉， 사찰의 의식으로서의 쇼묘가 무대화됨으 

로 인하여 의식성이 희박해지고 전통예술의 하나로서 음악적인 요소를 강조하 

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쇼묘라는 ‘음악’ 개념은 국립극장의 무대에서 만들어진 것흐로， 무 

대예술로서의 음악이지 종교음악으로서의 불교음악과는 다르다. 원래 극장은 허 

구의 장이고， 실험의 장이다. 여기에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교음악의 성격을 

가져올 때 원형 그대로의 전개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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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절에서 쇼묘를 연행할 때는 부처를 향하여 노래를 공양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무대에서 연출하면 숭려들은 뒷모습을 관객에게 보이게 되어 무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 된다. 따라서 불상을 어느 곳에 안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극장 연출가와 승려들 사이에 대립도 생기게 된다. 결국 부처는 항상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 안에도 있다는 인식으로 불상을 무대에 두지 않고 관객 

을 향하여 연행하고 있다. 

1984년 이후부터 국립극장에서는 법회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작곡한 

신작 쇼묘가 공연되고 있다. 쇼묘의 음악어법을 현대의 일본어에 적응시키는 실 

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연은 이시이 마키(石井률木) 작곡의 〈가에루노 

쇼묘(뾰σ)聲名) )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이후 많은 작곡가에 의한 위촉 작품이 연 

이어 발표되었다. <가에루노쇼묘〉는 쇼묘라는 불교음악의 틀을 캔 획기적인 작품 

으로 평가되는데， 가에루， 즉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생명력과 인 

간에게 밟힌 불쌍한 모습이 유모로스하게 표현되어 있다. 국립극장의 쇼묘공연에 

서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나온 곡이기도 하다. 이후 숭려들이 참가한 현대음악， 

쇼묘와 교겐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논쟁하는 연극적인 작품 등 기존의 툴에서 벗 

어난 실험적인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주목할 만한 공연은 부가쿠호에(舞樂法會)이다. 이것은 

〈사진 4> 신작 쇼묘 〈가어|루노쇼묘(얄m톨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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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부가쿠와 쇼묘가 함께 연행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국립극장에서 처음으 

로 무대 위에서 연행되게 된 것이다. 원래 쇼묘와 가가쿠의 부가쿠(舞樂)에 의한 

부가쿠호에는 752년 도다이지(東大춤)의 대불개안공양(大佛開眼供養)에서 대대적 

으로 행해진 이래， 고대 · 중세의 사찰에서 연행되었던 오락적인 예술성이 풍부한 

법회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메이지시대 이후 쇠퇴하여 오늘날에는 시텐노지(四天 

王놓)의 성령회(聖靈會) 정도에서만 볼 수 있다 시텐노지에서 연행될 때는 사찰 

의 안에서 법회와 더불어 쇼묘가 행해지고 밖의 가가쿠 무대， 즉 고란(句爛)에서 

는 부가쿠가 연행된다. 이렇게 다른 무대를 필요로 하는 부가쿠호에가 국립극장 

의 한 무대에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의 연출에 의해서 연행되어 쇼묘 공연 

의 새로운 기획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천태종과 진언종 세 파의 승려들이 함께 

출연하여 종파를 초월한 대대적인 쇼묘 공연이 연행되기도 했고， 현재에는 다양 

한 형태의 공연이 특색 있는 기획으로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3) 헤 이 케 비 와(平家똘똘) 

헤이케비와(平家좋흙좋)는 비와의 반주로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JJ를 낭창 

하는 음악을 말한다. 원래는 맹인음악가틀이 연주하던 것으로 혼자서 악기와 노 

래를 하는 실내악이다. 전통적으로 헤이케비와는 종교의식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사찰에서 법회의 사이에 연주되거나 하이쿠(排句) 동호회에서 연주되었고， 때로 

는 무사들의 집에 불려가 연주되어 모두 실내에서 연주되던 음악이었다. 

이것이 1950년대 극장에서 공연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 

고 연주자가 무대에서 낭창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발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음악 전체의 빠르기를 느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써 한 곡의 

길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1957년에 녹음된 연주 

와 현재의 연주를 비교하면 25분짜리 연주가 40분으로 늘어났다. 즉 가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연주 속도가 느려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가 

사를 활기차게 노래하던 원래의 스타일을 잃게 되었고 반대로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고부시(小節)라 불라는 짧은 선율형이나 장식적 요소가 많이 삽입되어 선율 

이 복잡해졌다. 헤이케비와는 『헤이케모노가타리』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현재에는 장식적 선율이 많아졌고， 한 가사에 많은 선율을 

붙이는 멜리스마틱 스타일로 부르기 때문에 노래를 천천히 불러도 복잡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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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가사의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4) 고토(筆)와 샤미센(三味線) 음악 

전통적으로 고토음악은 소쿄쿠(筆曲)라 부르고， 샤미센음악 중 고토음악과 관 

계있는 음악을 지우타(地歌)라고 한다. 이 두 장르는 독주 뿐 아니라 고토와 샤미 

센의 합주로 연주된다. 산쿄쿠(三曲)는 이러한 소쿄쿠나 지우타가 원곡이 되어 

여기에 샤쿠하치 (R八)나 고큐(胡딛)가 결합한 형태이다. 즉 산쿄쿠는 고토 · 샤미 

센 · 샤쿠하치 또는 고토 · 샤미센 · 교큐의 삼중주를 말한다. 

이러한 소쿄쿠나 지우타 산쿄쿠는 일본의 대표적인 실내악이다. 원래 자시키 

(座敵)라 불리는 가정 내의 객실이나 응접실에서 행해지던 교양으로서의 음악으 

로， 이러한 음악을 일컬어 가정음악이라고 하였다. 특히 고토(筆)는 에도시대에 

직업적인 맹인 연주가들 사이에서의 전승 외에 일반 애호가들을 상대로 수신과 

교양을 위해서 교습되었， 귀족， 무사 뿐 아니라 경제권이 있던 서민들에게도 보 

급되었다. 메이지시대에는 샤쿠하치 (R八)가 지우타 및 소표쿠와 결합하였고 이 

로써 산쿄쿠는 대표적인 가정음악으로서 전승되어 왔다. 이처럼 소쿄쿠나 지우 

타， 산쿄쿠는 청중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기 위한 음악이 아닌， 다시 말해서 무 

대음악이 아닌 집안 내에서 연주되었던 가정음악으로서 애호되었고， 단지 즐기 

기 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자기수양이나 교양으로써 배워야하는 덕목 중의 하 

나였다. 

이러한 음악이 근대에 이르러 극장의 무대에서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작은 방 

에서 연주되던 음악이 넓은 장소로 옮겨짐에 따라 음량과 음향의 문제가 떠오르 

〈사진 5 ) 산쿄쿠 합주(고토 · 샤미센 • 샤쿠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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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마이크를 사용하게 된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악기를 크게 하고 줄의 재료에 변화를 주었다. 고토의 줄은 원래 가 

야금과 마찬가지고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다. 그러나 현재는 명주실외에 테트론줄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고토음악이 무대화되면서 보다 큰소리와 내 

구성 좋은 재료를 추구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고토의 두 유파， 즉 야마다류(山田流)와 이쿠타류(生田流) 중 이쿠타류의 

고토는 1900년대 초에 비해서 약 10센티 정도가 커졌다. 원래 이쿠타류의 고토는 

야마다류의 고토보다 약 10센티 정도가 작은데 기악적으로 발달한 이쿠타류가 

근세에 이르러 더욱 힘차고 화려한 음악을 추구하면서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여 

현재에는 야마다류의 고토와 같은 크기가 된 것도 있다. 

샤미센은 목(사오， 掉)의 굵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윈다. 목이 굵은 것은 후토 

자오(太掉)， 중간 것은 주자오(中掉)， 가는 것은 호소자오(細掉)이다. 그런데 이 러 

한 악기들은 각각 전후(戰後) 네 번에 거쳐 목의 굵기가 굵어졌다. 목이 굵어짐에 

따라서 악기의 몸체도 자연히 조금씩 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역시 무대 

에서 보다 큰소리로 울림을 발산하기 위한 것에 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실내악이 무대용 음악으로서 연주됨에 따라 큰 음량이 요구되었고 이 

것은 악기의 재료나 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음량의 문제는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연주회장의 연주는 관객에게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마이크의 사용은 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최근의 관객들은 음 

악을 듣는 귀가 뛰어나기 때문에 단지 큰소리만을 원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마 

이크를 사용하여 전통음악의 맛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스러운 음향을 

만들도록 많은 주의를 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전통음악연주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극장도 만들어졌다. 1996년 개장된 기오이(紀尾井)흘은 서양음악을 위한 연주회 

장과 일본음악 전용의 연주회장을 갖추고 있다. 기오이홀의 서양음악 연주회장에 

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반면에 일본음악 연주회장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객석이 몇 좌석 되지 않고 무대와 객석은 매우 가 

까워 악기나 노래 소리가 그대로 전달된다. 즉 마이크를 통한 인위적인 음색을 

피하고 전통악기가 발산하는 음량을 자연스럽게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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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 겐다이 호가쿠 

고 있다. 

고토나 샤미센， 샤쿠하치 등의 악기를 사용한 창작음악은 ‘겐다이 호가쿠(近代 

해樂)’라고 불린다. 이러한 음악은 고전음악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무대에서 연주 

하기 위해서 작곡된 음악이다. 고토는 전통적으로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고 연주 

하는 악기이지만 겐다이 호가쿠， 즉 창작음악을 연주할 때는 릿소다이(立奏台)라 

고 하는 악기 받침대에 악기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연주한다. 악기가 바닥에 

서 멀어지면 자연히 공명통도 바닥과 멀어져 소리가 잘 울리는 효과가 있다. 또 

한 고토는 창작곡에서 아래 줄을 연주하거나 아래 줄의 고토의 줄받침(지， 柱)을 

이동시킬 때，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일어나서 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바닥에 앉기보다는 의자에 앉는 경우가 이러한 동작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 

로 릿소다이가 선호된다. 릿소다이는 음향이나 연주주법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처음에는 창작곡 위주의 곡을 연주하는데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전통곡을 연주 

할 때도 릿소다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 샤쿠하치(R八) 음악 

샤쿠하치는 대나무로 만든 종적이다. 원래 허무승(虛無慣)이라고 하는 보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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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化宗)의 승려들이 수행으로서 불던 법기(法器)였는데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일 

반인들 사이로 퍼지게 되었다. 샤쿠하치는 지공이 5개로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내부의 표면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메이지 

시대 이전의 샤쿠하치는 지나시(地無니 샤쿠하치라고 하여 관 내부의 표면이 까 

칠까칠한 형태를 가져 다소 불완전한 음정을 가진다. 그러나 지나시 샤쿠하치의 

제작과정에서는 음정의 정확함보다는 샤쿠하치만의 음색의 맛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오랜 동안 지나시 샤쿠하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샤쿠하치가 엄연히 악 

기인 이상， 음정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전통곡을 연 

주할 때는 지공에서 나는 음을 그대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드시 메리 ( J 1)), 

가리 (方 1)), 유리(그 1) )의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수정 

하면서 연주할 수 있다. 즉， 다소 음정 이 불완전하다고 해도 메리나 카리의 폭이 

약간 변화함에 따라 불완전한 음정이 보완될 수 있었다，2 

그러나 메이지시대 이후 샤쿠하치의 음악 종류가 다양해지고 서양음악의 영향 

과 함께 극장에서 연주하게 됨으로써 연주자와 악기제작자는 새로운 주법을 연 

주할 수 있는 악기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로써 현대와 같은 지누리(地逢 0 ) 샤쿠 

하치로 변화하게 되었다. 지누리 샤쿠하치는 관의 내벽의 까칠까칠 면을 가루로 

보완하고 그 위에 윷칠을 함으로써 내벽을 매끈하게 만든 악기이다. 

다이쇼기(大正期， 1912-1926)와 쇼와기 (昭和期， 1926-1989)에는 서양음악의 영 

향으로 새로운 음악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신일본음악(新日本륨樂) 운동 

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음악의 전통을 준수하면서도 서양음악에서 음악양식이 

나 어법을 도입하여 만든 새로운 음악이다. 신일본음악의 전성시대가 되자 그 음 

악이 요구하는 음정을 더욱 쉽게 내는 악기가 절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신일본 

음악은 메이지시대 이후 적극적으로 유입된 서양음악의 양식을 일본음악에 적용 

시키는 시도였으므로 선율적으로도 화성적으로도 양악기적인 연주기술이 필요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의 관악기처럼 샤쿠하치의 관의 안쪽을 매끈하게 

2 샤쿠하치의 기본적인 음은 지공을 열고 닫음으로써 내지만， 이외에 반음이나 미세한 음 
은 지공의 반개(半開) 동의 손가락 움직임과 숨을 취구에 대는 각도의 변화로 만들어 낸다 

특히 숨의 각도로 인한 음정의 변화는 고개를 끄덕이는 방향에 의해서 좌우된다. 고개를 내 

리연 음이 낮아지는데 이것을 ‘메리 ’라 하고 고개를 올려 음을 높이는 것을 ‘가리’라 한다. 

메리와 가리는 연속적으로 사용되어 음을 미세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포르타벤토를 연주할 

수 있다 이것은 샤쿠하치가 가지고 있는 큰 특정으로 여러 악곡에서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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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발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악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연주할 때 안정된 음정 

을 가지게 되었다. 

원래 허무승들의 수행의 일환으로 사용했던 법기， 샤쿠하치가 근대이후 일반인 

들에게 공개됨으로써 무대의 감상용 음악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샤쿠하치가 전 

통곡 뿐 아니라 창작곡 서양음악과의 합주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한편， 조루리 등， 가부키나 분라쿠라는 연극과 관련 있는 무대 음악이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음악 중 고토， 샤미센， 샤쿠하치의 음악은 전술했듯이 

가정음악으로서 일반인들에 의해 향유되고 애호되었다. 순음악으로서 발전해 온 

이 음악들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예부터 현재까지 연주자의 인구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전숭곡도 다채롭고 풍부하다. 따라서 국립극장에서는 고토， 샤미센， 샤쿠 

하치의 연주회를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여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음악은 한국음 

악과는 다르게 전통곡의 대부분이 작콕가와 작곡연대가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 

라 ‘명 작곡가를 초대하여’라는 주제로 소쿄쿠 지우타의 대표적인 작곡가 17명 

의 작품 35곡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가케아이(掛合)의 매력 ’으로서 여러 종류의 

주고 받는 형태의 곡을 모아서 연주하거나 일본음악이 자연과 깊은 친화성을 가 

지고 있는 것에 착목하여 ‘자연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사계절과 풍경에 연관된 

곡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연주형태’， ‘겐지모노가타리(源民物語)를 중 

심으로’， ‘기악성의 융성 ’ 퉁 폭 넓은 주제로 특별 공연을 하고， 또한 특정한 주제 

를 정하지 않고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일반 공연도 매년 행하고 있다. 

6) 민요(民護) 

민요는 각 지역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발전해온 음악이다. 민요라 

는 말은 영어의 ‘folk song' 또는 독일어의 ‘Volkslied’의 번역어로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문학자를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20년대부터 현재 민요 

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그 이전에 민요라는 개념이 서지 않았을 때는 리요(理 

諸)， 고요(흉護)， 이나카우타(田舍歌)， 지호우타(地方歌) 등으로 불리었다. 메이지 

시대까지는 각 지역에서 생활과 함께 내려오는 노래였는데， 1910년대부터 레코 

드 둥에서 리요로서 소개되고 발매되어 여러 지역의 노래가 알려지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가 전국적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들어와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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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 개설되고 방송 중에 ‘민요’를 내보내게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60 

년대 이후 국영방송인 NHK에서 민요를 소개하는 프로를 만들어 TV 방송 무대 

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요를 전문으로 부르는 가수가 나타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 

피 민요는 농촌이나 어촌 퉁에서 내려오는 비전문가들의 노래이지만 이것이 무 

대화되면서 전문가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민요가 전문가들의 노래가 되면서 

선율이 복잡해지고 발성법이 어려워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민요전문 가수는 

전통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이지만 일본의 전통 대중가요인 엔카(演歌) 가수를 겸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 

원래 향토민요였던 노래가 전문가의 노래가 되면서 발생한 변화 중의 다른 하 

나는 노래가 규범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사시오이와케(江差追分)> 

라는 민요는 고이즈미 후미오(小果文夫)가 1960년대에 조사할 당시만 해도 여러 

버전이 있었다. 이 노래에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과 자유롭게 바꾸어 불러도 

되는 부분이 있어 〈에사시오이와케〉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노래이지만 개인마다 

또 마을마다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노래가 방송을 타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 

고 이에 따라 전문 가수가 부르게 되었으며 레코드로 녹음되면서 노래에 규범이 

생기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레코드에 녹음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마을에 존재하고 있었던 특성이나 즉홍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고전음악과 

같이 선율이 고정화되기에 이르렀다. 

민요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생긴 또 하나의 문제는 가사의 문제이다. 민요는 원 

래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점차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되었다. 특히 현대로 오면서 무대에서 많은 청중을 상대로 하는 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가사를 듣는 이에게 잘 전달되도록 발음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원래 민요는 각지에서 생긴 것이므로 표준어보다는 그 토지의 방언으로 불려야 

만 그 지방색이 표현된다. 그러나 아무리 지방색을 중요시하는 민요라고 해도 가 

사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도쿄의 몇몇 유명한 민요하우스에서 

는 훗카이도(北i處홉)， 쓰가루(律輕)， 아키타(秋田) 퉁 각 지방에서 목소리가 좋고 

유망한 젊은이들을 발굴하여 공연을 하는데 도쿄사람들에게 친근하도록 심한 방 

언은 고쳐서 도쿄풍으로 부르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쓰가루의 노래에는 쓰가루 

방언이 ， 아키타의 노래에는 아키타의 방언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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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가사를 표준어로 바꾸면 이것은 이미 민요가 아닌 유행가에 지나지 않게 된 

다. 민요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민요가수들에게 불리면서 선율의 고정화와 더불어 

가사의 표준어화가 되어 가고 있다. 

현재에도 각 마을에서 불리고 있는 민요도 존재하지만 마을에 전하는 민요는 

농촌이나 어촌 등의 일이 점차 없어짐에 따라서 점차 전숭이 끊어져 가고 있어 

연구자들에 의해 채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생활 속의 민요는 점차 사라 

져 기록만이 남고 있고， 무대화된 민요는 점차 규범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상 

황이라고 하겠다. 

3.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비극장음악， 즉 가가쿠(雅樂)， 쇼묘(聲明)， 헤이케비와 

(平家뚫똘)， 고토(筆)음악， 샤미센(三味線)음악， 샤쿠하치(R八)음악， 민요를 대상 

으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음악에서 발생한 변화 양상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헤이안시대의 가가쿠의 간겐은 귀족들이 교양으로서 연주하던 음악으로 악기 

편성이나 인원， 연주위치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는 음악이었다. 하지 

만 메이지시대 이후 궁내청에 가가쿠의 전용무대가 마련되어 천황가와 외국사절 

을 위해 그 무대에서 연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8종류의 악기와 16명의 인원’ 

이라는 정해진 방식이 생겼고 자유롭게 둘러앉아 연주하던 것에서 모두 한 방향 

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었으며， 등 · 퇴장이나 인사 방법에서 일정한 규칙이 생기 

게 되었다. 또한 연주인원의 증가와 함께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웅장함을 표 

현하기 위하여 큰 음향을 추구한 나머지 음악 자체가 예전보다는 거친 음악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부가쿠와 간겐은 같은 무대에서 연행된다. 하지만 부가쿠는 사찰 등의 법 

회에서 행해지던 것이었고 간겐은 교유를 중심으로 귀족들 사이에서 유홍의 하 

나로서 즐겼던 음악으로 이들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목적도 성격 

도 다른 간겐과 부가쿠가 함께 연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궁내청의 전용 

무대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한 무대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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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궁내청뿐 아니라 일반 극장에서 연주할 때도 간겐 

과 부가쿠는 함께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쇼묘는 일본의 불교음악으로 사찰의 법회에서 연행된다. 하지만 1966년 도쿄 

에 국립극장이 개장되면서 사찰 밖의 무대로도 나오게 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공연초기에는 단지 희귀한 예술이라는 점으로 관객을 끌었지만 공연 

을 거듭하면서 우수한 음악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관객에게 홍 

미를 주는 부분， 혹은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부분만을 선택하여 무대에 올리 

려 하여， 종교적 의의와 예술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결국 법 

요에서 음악적인 요소가 없는 부분은 생략되는 등 구조상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즉， 사찰의 의식으로서의 쇼묘가 무대화됨으로써 의식성이 희박해지고 전통예술 

의 하나로서 음악적인 요소가 강조되게 되었다. 

헤이케비와는 비와반주의 낭창음악이다. 이 음악은 1950년대부터 극장에서 공 

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음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관객에게 가사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발음을 천천히 한 나머지 음악 전체가 느려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활기차게 노래하던 원래의 스타일을 잃게 되었다. 또 

한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장식적 선율형이 많이 삽입되어 선율이 복잡해졌다. 헤 

이케비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복잡한 선율로 인하여 

오히려 가사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고토와 샤미센음악은 원래 가정 내의 객실이나 응접실에서 행해지던 음악으로， 

이러한 음악을 일컬어 가정음악이라고 했다. 특히 고토는 자기 수양이나 교양으 

로서 배우는 덕목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음악이 근대에 이르러 극장의 무대에서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음량과 음향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다. 보다 큰 음량을 위 

해 악기를 크게 만들었고 기존의 명주실이 아닌 내구성이 좋은 테트론 실의 악 

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샤미센도 악기의 목이 굵어지고 몸체도 커지게 

되었다. 이렇듯 실내악이 무대용 음악으로서 연주됨에 따라 큰 음량이 요구되었 

고 이것은 악기의 재료나 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종적인 샤쿠하치는 원래 보화종의 승려들이 수행의 일환으로서 불던 법기였다. 

메이지시대 이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고 그 음악의 종류도 다양해져 고전곡뿐 

아니라 서양음악과도 함께 연주하게 되었다. 원래 샤쿠하치의 관 내부의 표면은 

까칠까칠한 형태를 가져 다소 불완전한 음정을 가진다. 고전곡을 불 때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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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처 리로 인하여 음정조절이 가능하지만 서양음악을 연주할 때는 불완전한 

음정은 장애가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양의 관악기처럼 악기의 관 안쪽 

을 매끈하게 만드는 발상을 하게 되었고， 내벽의 까칠까칠 면을 가루로 보완하고 

그 위에 윷칠을 한 악기로 변하게 되었다. 

민요는 각 지역에서 생활과 함께 내려오는 노래이다. 일정 지역에서만 전숭되 

던 민요는 1910년대부터 레코드의 발매로 타 지역의 노래가 알려지기 시작하였 

고 1950년대의 라디오와 1960년대 이후의 TV를 통하여 방송무대에 올려지게 되 

었으며 ， 민요를 전문으로 부르는 가수가 등장하게 되었다. 민요가 전문가들의 노 

래로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는 선율이 복잡해지고 발성법이 

어려워져 일반인들은 따라하기 어려운 노래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각 

마을에 존재하고 있었던 특성이나 즉흥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고전음악과 같이 

선율이 고정화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셋째는 표준어 가사를 사용함으로써 지 

방색의 표현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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