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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萬榮著 〈佛敎音樂破究〉
李

求

惠

(서울大 명예교수)

총~~貝의 룹樂面의 뻐究發表가 縣少한데 이번

韓萬榮敎授의 〔佛敎흡樂맑究〕가 lli 刊케

된

것은 이 方面 맑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限에서는， 빼文 “新羅의
쨌뼈" (1 956) 에서 처음으로 同흡-集이
學位論文
文

즙-樂學界에 紹介되었고， 히와이大學의

李秉元敎授의

An Analytical Study of Sacred Buddhist Chant of Korea (1974) 와 同敎授의 輪

Structural Formulae of Melodies in Two Sacred Buddhist Chant Styles of Korea

(Korean Studies , 1977) 이 있을 뿐이 다.
이

〔佛敎륨樂짧究〕는 著者가 序文에 서 밝힌 것 같이 ,

것을 錄흡하고 (많往의 錄룹도 暴用하고) 그 錄즙을
單行本으로 만든 것 이 다.

自 己가

直接 첼때를 배 우고 또 그

採讀하고 分析昭究한 說文들을

모아

그 中 (1) “佛敎륨樂 擺說”은 〔張師鄭 - 韓萬榮共著 國樂樓論J (1 9

75) 에서 著者가 執筆한 것이고 (2) “훗소리의 聲과 形式”은 著者가 알린것같이 〔佛敎學報〕
第 5 輯(1 967) 에 發表되였던 것이고，

(3) “첼!떠 짓소리와

士領壽紀;융:륨樂學論盡 J (1 969) 에， 그리고 (4) “허닐품에
(1 97 1)에，

훗소리의 比較없究”는 〔李惠求博
關하여”는

〔韓國흡樂없究〕 第一輯

(5) “同표-集의 復元”은 〔韓國흡樂昭究〕 第 5 輯(1 975) 에， (6) “和請과 告꾀닌念佛”

은 〔張師탱]博士回甲紀念 東洋音樂論薰 J (1 977) 에， 그리고 “樂짧 훗소리 常住動供爾" 35 밟i 과
“樂讀 짓 소리 " 13 曲은 〔民倚짧-體系定立寶料集 第 4 賴짧 l명J (1 980) 에 질 렀던 것 이 다.

著者가 13年에 걸쳐 이곳 저곳에

發表한 論文이

이 렇게

單行本으로 出刊되어 佛敎흡樂에 關한 論

文과 樂讀를 便利하게 읽을 수 있게 펀 것은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그 6 篇의 論文과 採讀
쉴- 冊에 살 려 있는 /1없序대 로 살펴 보연 다음과 같다.

1. “佛敎音業椰說”
。l 글은 職說이 란 말이 가료치듯이 , 佛敎룹樂의 入門書로， 그 것 머 리 에

蘭와 Jt:1!ft의 種

類플 說明한 것은 入門書에 適合하다고 생 각한다. 그러 나 常住劃供의 嚴式/1업은 記述되 었지

만(l面 參照) 靈山짧의 橫式은 複雜하니까 省略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機會있으면 傳

쫓， 爾對靈， 灌협， 掛佛移運， 靈山作法， 食堂作法， 各拜齊 같은 式 11떠의 大鋼만이 라도 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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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면 좋겠다.

2. “훗소리의 훌과 形式”
훗소리의 〈聲〉 대 旅律形態와 形式(終止形을 包含)이 喝香， 合掌 f끓， 開혈의 採讀에 基하
여 說明되어 그것이 分明하여진다.

다만 記述이 너무 j댔略한 느낌이다. 例를 들면，

wr德用」 제 20 ，.....， 25소절
第一句의 「奉없」과 같다.

(27 面)을 「옳敵」과 같되 奉敵의 旅律을 4 度 아래후 내린

다라고 樂讀를 參耐하여 좀 더 正確하게 表現되었으먼
짧花」의 關係도 좀 더 仔細한 說明을 훨한다.

3.

것이

좋았을 것 같다. r水含 j 과 「合掌以

(p.29)

“홉 R貝 짓소리와 훗소리의 比較맑究”

이 짧文은 짓소리와 훗소후 두가지로 모두 불리우는 特뼈加持와 頭便외 樂讀를 比較하여

짓소리가 훗소리와 다른點을 찾아내려고 하였고， 짓소리에 性格을 規定하려고 試圖한 것이
다. 짓소리는 “갚다“.

“規模가 크다

“)/:f‘嚴하다”라는 表現만으로는 不足하고， 흡樂自體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그 다른 點은 主로 “자출인다”와 “잣는 소리”에 있다고 主張한다. 그
런데 그 “자출인다”와 “잣는 소리”를 “aj 흡型

“Cj 와 같은 旅律”이라고 說明하는 대신， 좀

더 말에 依한 그 륨型의 記述이 있 었으면 좋을 것 이 다.
하다고

꺼홉웅 樂E뽑플 보면 그 흡型이 分明

對答할치 모르나， 그 樂讀에서 彈調되는 部分(좁의 持續이냐 音程이냐)이 말로 正

確히 指橋되었으띤 더욱 分明하여 칠 것이나.

4.

“허덜품에 關하여”

이 論文은 錄흡 採讀된 單頂禮에 나타난

llP

허델품(歌詞없는 소리플 첨부한 것)의

두가지

曲의 ~頭와 뎌1 間에 나온 두가지 허델품에 基하여 板本 同됩:集예 나오는 허닐품의 種類

및 그 機能에 對하여 잘펴 관 것이다.

同홉-集에 허던품이 모두 12 曲에 나오는데， 그 中에

서 허델품의 名稱이

同릅集에

머리에 붙지 않고

다만 許(허널품)라고

쓰여있는

種類에 關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 허덜품을의 分類는 허딘품이라고만 쓰여
行旅律의 비슷한 旅律形態에 基準하였다.

llP

것들의

있는 것들의 先

허럴품에 先行하는 旅律形態가 |司-하변， 그

에 後續하는 허럴품도 同一하다는데 i훌眼한 것이다. 이 看眼은 非常하다고 생각한다.
그 結果 10뼈의 허덜품은 普禮， 單頂禮， 믹1m禮， 三5禮해切悲敬， 別禮請의 “普禮허덜

품”과 志盤至心， 靈山至心，

四部請， 五師禮의

“無，파名의 "'1 털품” 이렇게 두가지로

수 있다. 치금도 實際 불리우는 짓소리의 單頂禮의

허닐품에 基하여， 同픔集의

區分될

허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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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理한 것은 佛敎륨樂에 關한 古文없 解웹에 의 흉lt ù ] 락 하겠다.

5.

“同音훌의 홈元”

板本同숍集의 53 曲中 13 曲은 現在도 불리 우지 만， 나머 지 40曲을 同륨集에 基하여 復元하

려 는 野心的인 試圖의 論文이 다.

結局 現在 불리우는 녕|聲과 同一曲이기 때문에 救핀讓과 靈山훌훌f~ll 의 2曲이 復元될 수 있
고， 特陽加持와 同一하기 때문에 一륨之f홉햄， 成3二뺑土， 特件供養， 附騙證明의 4 曲이 復元
될 수 있고， 三南敵에 依하여 그와 同一한 三摩詞가 쉽게 復元될 수 있다.

그러나 大三寶

禮와 四方땐는 그것 을 構成하는 며向聲， 普禮Ðl i현， 無上尊환 또는 (縣聚生캠11:) 의 훌훌合에 依
하여 만 復元할 수 있 다. 그 曲의 復元이 〈聲〉의 써]識에 크게 頁敵한 셈 이 다.
그려 냐 部分的으로 復元 可能한 룹樂(例， 是諸쨌等)응 復元 不可能한 部分을 包含하여 ,
同즙集全體의 完全한

“復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서 나머지

30 曲은 (53 曲中) 如前히 불릴

수가 없다.

板本 同흡集에 섣련， 지금은 불리지 않는 40 때을 復元시키려는 野心的인 試圖에 도전하
며 著者는 10曲을 復元시키는헤 成功한 셈이다.

6. “和請과 告詞念佛”
混同되고 있는 和짧， 回心曲， 告펴念佛을 各各 區別 整理하여 그 性格을
文이다. 和請과 告패念佛은 別個의

規定하려는 論

f좋樂이고， 回心曲(恩、重經)은 告펴念佛의 {部分이라는

結論이다. 10餘가지냐 되는 和請괴 다섯가지플 包려한 告채念佛(Z{="調念佛， f감채念佛， 뒷念
佛， 오조염불， 반맥이)의 그 複擁한 關係의 規定은 어려운 일에 l짧하고， 모처럼 根載한 두
가지 和請과 告祝念佛을

構成하는 5曲의 貴重한 樂짧로 “西道소리 旅法” “강부타령 調” “東

部民諸旅法”을 例示했으띤 그 흡樂의 理解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著者는 正誤表에서
“장부타령調”를 DEGAB의 5 음계로서 “장부타령調”라고，

로 追加 說明하였으나， 平調念佛이
장부타령같이 5음계라는

“장부타령調”을 “5음계" (平調族法)

5음계로서 장부타령調라는 表現은 單純히

平調念佛도

表現과는 그 意味 또는 그 範圍에서 다르기때문에， 그 特記된 장

부타령調(또는 그 旅律形)은 樂讀에서 例示되어야 좀 더 理解될 것이다.

7.

樂

讀

끝에 달련 “훗소리 35曲과 껏소리 13뼈의 樂讀”는 著者가 苦心하여 採옹뽑한 것으로， 지금
까지 얻어 볼 수 없었던 貴重한 쩔料아다. 이 훗소리 35 曲中의 喝香 (186面) , 合掌偏(1 9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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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혈(1 96 떼) , 特써加 }.'f (248 面)의

特없加감의 採값9 와

:õ-1l-

樂→뽑는 32ffií , 34 面，

l-

r란

合掌댐，

開햄，

달라서 이들 4 뻐의 Jt 較없{究애 더욱 좋은 짝料라 하겠다.

잣소리의 採，페는 핏소 <'1 이 채"염보나 마 이뇌웠던
끝까지

36때， 55뼈의 喝香，

갓은 多주:한 일이 냐.

것이아고 생각렌다. 그 어꺼운 採짧릎

앞으s... 機會가 있으면 그 五線，뱀 採짧에 同픔集에 있는

Jl 갚 닫 o L넌 r"J 닙껴~M ，퍼에 쫓考가 핀줄룩 안나.
無 I벼” 그리고 니 1 1 ;'): 으1 “太떻”이 짧싫山으l

{ffJj갚 듬 I닌 이 11감으l

“太뿐 I피”이란 Jl 갚

fJ !ú ’f

“ l협無”가 靈짧山의 “i$î

採많에 릅니入하띤，

딘|않과

짧遊山 εI )'0피의 確짧고1 r패 1;~ 과 많f:Î" Jtr씨의 異|폐 考察애 따益응 줍 것 같냐.

앞으5L 꺼-者가 。l 樂댐틀윤 폈載하는데 ζL 지지 않고， 그 i‘ dr. i한 Ji料의 分 Vf 읍d 述윤 ili 기n
하여 첼 I~! líIl究에 칠;없k 하기 듭 期待한다.
f빼敎 {f~ 에 !짧1 한 새로운 맑究와 Cii휠한 쌓핍듭 1&값한
게는 不可없으} 文없k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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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J 本은

佛敎 f1:樂땅f究 A士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