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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mai is a dance drama that was introduced, almost four-hundred years 
ago, to the district of Higashidorimura - an area located at the 

northernmost tip of the main island of Honshu. Itinerant priests known as 
yamabushi, or mountain priests, developed nomai as a vehicle for 
evangelizing to provincial audiences. They eventually taught the tradition 
to the local population to insure its survival, and today it continues to be 
performed by fourteen villages. 

Yamabushi were practitioners of Shugendo, an ascetic religion which 
combined primordial beliefs in the sacredness of mountains with the 
precepts and rituals of Shintoism, Shingon Buddhism, Confucianism, and 
religious Taoism. They synthesized Buddhist musical elements and 
Shugendo beliefs with already existing folk Shinto performing tradition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rites and the appeasement of deities; this 
synthesis gives l10mai its unique character. The present study centers on the 
ceremonial and prayer pieces which form the core of the l10mai repertoire 
and represent the ritual essence of the tradition. 

A look at Japan's two major religions provides a background for 
investigating nomai's duality. Shinto, translated as 'The Way of the Gods,' is 
the indigenous religion of Japan that combines the veneration of ancestors 
and nature worship. It originated from shamanic rituals and beliefs dating 
back to Japan's antiquity and served as the state religion during the Yamato 
period from the 3rd to the 6th century. Shinto music and dance known as 
kagura, meaning" entertainment for the gods," serves as a way to purify the 
worship place and to conjure and entertain deities as a form of prayer to 
prolong life. 

Buddhism's influence is felt beginning in the tenth century whe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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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sects contributed in shaping Japan's national character. The Tendai 
sect founded by Saicho (A.D. 767-822) combined tenets of the original 
Tendai teachings of the Chinese monk, Chih-k'ai, containing meditative, 
disciplinary, and esoteric elements. The monk Kukai (A.D. 774-835) brought 
Shingon Buddhist beliefs to Japan from China. The accompanying arts and 
highly mystical aspect of Shingon Buddhism appealed to the emotional side 
of members of the nobility. These aspects complemented the more formal 
ethical teachings of Confucianism and its preoccupation with politics and 
civic affairs (Anesaki, 1963: 135) In this way Buddhism was further 
absorbed by the Japanese. 

By the twelfth century, Shingon Buddhism gave impetus to a syncretic 
theory called Ryobll Shinto, or Dual Shinto. To widen the acceptance of 
Buddhism among the Japanese masses resistant to this foreign religion, 
Buddhist priests applied Ryobu Shinto, a rather obscure theory based in 
Shingon Buddhism which held "that the tutelary deities of Japan, 
worshipped according to the Shinto rites, were nothing else than temporary 
manifestations (gongen) of the Buddhist divinities (bodhisattvas), whose true 
home was India but who appeared in Japan, where they left traces (suijaku) 
of their passage." (Papinot 1984: 519). Basically, Buddhist deities -
considered higher beings - were superimposed over those in the Shinto 
pantheon. As a consequence of this shift in emphasis, politically powerful 
Buddhist priests had Shinto temples apportioned to them, except for the 
two national temples - Ise and Izumo - which remained purely Shinto. 
Syncretism led to combined presentation that featured performing 
traditions from both Buddhism and Shintoism, resulting in the exchange 
and borrowing of elements between the two religions and their allied arts. 

Scholarly writings on nomai propose dual origins. An in-depth history 
written by Inoura Yoshinobu in 1963 relates the derivation of nomai from a 
genre called slzugen-no, a masked dance drama used by practitioners of 
Shugendo to propagate esoteric Buddhist beliefs. Simultaneously, it is 
generally accepted by scholars of Japanese music and drama that nOmai is a 
form of kagllra which yamabushi adapted and disseminated and is thus 
referred to as yamabushi kagura. Honda Yasuji, in his 1974 publication, 
asserts that yamabllshi kagura is derived from the recitations of mountain 
priests and evolved in the northern provinces of the main island of Honshu. 
Despite the difference in designation, theatre scholars suggest that 
yamabllshi kagllra is the likely prototype for lu'5mai because of the similarities 
in the style of music and dance that it shares with local kagura traditions. 

The borrowing and mixing that took place among performing traditions 
in Japan occurred at major Buddhist temples and Shinto shrine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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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regular places for performances. The coexistence of temples and 
shrines even within the same compound was common during the medieval 
period, when Shintoism and Buddhism coalesced into the hybrid religion of 
Ryobu Shinto. This coexistence often brought many rituals, music, and 
dance of both Shinto and Buddhism together in a single event. These 
institutions shared many of the same performing arts with the court in 
Kyoto and served as cultural centers for the common people, just as the 
court served the royal family and nobility. One reason for such sponsorship 
is that temples and shrines were centers of activity not only for worship, but 
for routine commerce. This function of temples and shrines originated in 
their continual need for food, materials, and labor. Accordingly, temple and 
shrine grounds were filled with traders, travellers, itinerant musicians and 
preachers, as well as local residents (O'Neill 1958: 59). Such a confluence of 
people provided audiences for the performing arts and, from the eighth 
century [Nara period (A.D. 710-794)] on, Buddhist temples and Shinto 
shrines played a major role in the evolution of the dramatic arts in Japan. 

Nomai Repertoire 

Nomai's oldest and most central compositions are the ceremonial and 
prayer dances, which were established by the middle of the thirteenth 
century within the yamabllshi kagllra tradition. The ceremonial songs and 
dances derive from the repertoires of court kagura and bugaku dating back to 
the 8th century. The ceremonial pieces function to purify the performance 
area and pray for abundant harvests and long life. The prayer dances serve 
either to exorcise evil influences, tell stories of mountain gods and Buddhist 
deities, or give allegorical accounts of yamabushi, which were originally 
intended to educate villagers about the merits of Buddhism. Kagura 
provided the ritual framework for nomai's programming and presentation 
as a whole. 

A second ritual source evident in nomai are Buddhist temple rituals of 
magic and exorcism, as well as ennen dance all presented as a means of 
prolonging life. Not all performing traditions of the temples and shrines 
were borrowed from the court. A tenth-century example were the magic 
and exorcistic rituals performed by sorcerers called shushi or jushi [Other 
pronunciations of the written Japanese word for shushi or jushi, which 
appear in Heian period documents include sushi, zushi, and noronji (Blau 
1966:427 as cited in Ortolani 1984)], who were esoteric Buddhist priests. To 
make their ceremonies more intelligible to devotees, they practiced magic, 
divination, and exorcism in official Buddhist rites (Ortolani 1984: 181). 



148 

The repertoire of the shushi tradition consisted of twelve pieces, including 
dramatizations of Buddhist teachings, warrior pieces, and sword dances 
presented as parodies (Inoura and Kawatake 1981: 48). These pieces were all 
attempts to dramatize Buddhist sorcery practiced in temples. Shushi 
performances also acquired dramatic elements through the use of gorgeous 
costumes. Remnants of the s}zllslzi tradition still extant in the nomai 
repertoire include a prayer dance that exhorts the merits of Buddhism, 
warrior dances, and the use of more elaborate costuming for dramatic effect. 

Nomai Instrumental Music 

The Shinto origin of nomai's ceremonial and prayer dances suggests that 
nomai instrumental music is also borrowed from Shinto, since music was 
adopted along with the dances it accompanied. Nomai instruments include 
a double-headed barrel drum called taiko, a bamboo transverse flute (jue), 
and brass cymbals (tebiragane). A conch shell, or horagai, functions as a 
trumpet in a few nomai pieces that extol the merits of Buddhism. 

The origin of nomai's musical instrumentation, however, is not purely a 
Shinto practice. The instrumentation is actually traced back to two 
performing traditions - kagura and gigaku.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ources of the 8th century provide a limited knowledge of kagura musical 
instruments. These sources describe the wagon (a type of plucked zither), fue 
(a bamboo flute), tsuzumi (a double-headed drum), and SUZll (a bell tree 
rattle). The native names of these instruments point to their indigenous 
origins and the flute and drum are the main instruments of all folk kagura 
found throughout Japan. The use of small brass cymbals in nomai, however, 
is a vestige of gigaku, a form of entertainment originally associated with the 
central Chinese state of Wu in the region now known as Soochow. Gigakll 
became affiliated with Buddhism as a result of being introduced to Japan 
along with the Buddhist faith and its allied arts. Presentations of gigaku 
regularly followed Buddhist ceremonies. The Kyokunsho (Selections for 
Instruction and Admonition), a record on music completed in 1233, states 
that gigaku consisted of a program of nine to ten dance pieces and 
pantomimes, in which performers wore large skull masks. A transverse 
flute, hip drums, and brass cymbals provided musical accompaniment to 
these pieces. Gigaku's influence is evident in nomai and many folk kagura 
traditions which feature the addition of brass cymbals to the indigenous 
flute and drum ensemble. 

Buddhist beliefs are present in the religious significance attached to each 
nomai musical instrument. In odori nembutsll, a genre of Buddhist in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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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ance, the taiko drum is said to reflect the spiritual background of 
human nature. Buddhist belief also holds that the sound of the taiko and a 
conch shell trumpet are believed to embody the sound of spiritual 
enlightenment itself. The shell trumpet has long been an instrument of 
yamabushi, who at one time used the instrument to announce their entrance 
to villages, and particularly for ritual or dance performances given in 
exchange for donations. The Buddhist meanings attached to these 
instruments add to the dual qualities of nomai. 

The musical style of nomai and local kagura are almost identical in their 
rhythmic and melodic aspects. This is particularly evident in comparing the 
music of nomai's lion dance entitled, "Gongenmai," to that of Okunai kagura's 
lion dance, a local kagura tradition. The dance and music of the two lion's 
dances are almost the same. A more detailed comparison of the two musics 
requires a separate study, but I maintain that the musical foundation of 
nomai instrumental music is kagura instrumental music, which was already 
in existence when yamabushi we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omai. 

The instrumental music of nomai generally follows the same musical 
structure as folk kagura, in which a certain number of set pieces are repeated 
as often as necessary, and the music is continuous and organized around 
rhythmic cadences. The adoption of these folk kagura elements points to the 
tendency of yamabushi to draw upon local Shinto performing traditions as a 
means of making nomai accessible to the local population. 

Song Melodies 

Nomai song melodies exhibit attributes of song styles from Japan's 
medieval period including yokyoku (a style of singing featured in no drama); 
heikyoku epic-ballads; saimol1 hymns used in Buddhist, Shinto, and 
Confucian rites; and song from a ballad drama called kowakamai. The basis 
for these vocal styles and for medieval Japanese songs in general is 
Buddhist chant, or shomyo. 

The primary influence of Buddhist chant on nomai songs results from the 
practice of Buddhist evangelists who composed vernacular pieces in a folk 
music style to make them more accessible and appealing to the rural 
masses. The existence of older folk song traditions that have a Buddhist 
overtone to their texts and sometimes a distinct shomyo quality in their 
melodies is evidence of this practice (MaIm 1974: 71). The predominance of 
shomyo in nomai songs may also be attributable to the yamabushi's Buddhist 
music orient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their desire to have nomai serve as 
a didactic form of entertainment with which to prosyletize Buddhist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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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rovincial population. 

Song Texts 

Song texts for the ceremonial, prayer, and warrior dances form a 
patchwork of quotations and fragments from classical poetry, sacred 
Buddhist or Shinto texts, or legends and epics, which are arranged in poetic 
form and sung to melodies borrowed from chants of the Tendai Buddhist 
sect. The practice of placing an emphasis on the delivery of song texts in a 
stylized mode, rather than actual literary content is a general tendency in 
the traditional dramatic arts of Japan. This may account for the fact that 
song texts are often a conglomeration of poetry, sacred texts, and fragments 
of legends or epics. 

Fragmented texts of songs in 11 omai' s ceremonial pieces reveal their 
origins in ritual Shinto songs called kagura uta. These songs invited gods 
and consoled spirits with presentations of symbolic offerings and dances, 
intended as appeasing entertainment in exchange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and continued welfare of the community. Kagura uta and the song types 
mentioned earlier were most likely heard in sarugaku (Sarugaku, a 
performing tradition from the tenth to fourteenth century, was a type of 
variety show that featured dramatic sketches, solo mimicry performance, 
lion dances, and acts of dextrous tricks, juggling, acrobatics, and conjuring 
arts.) performances given at major temples and shrines in the provincial 
regions of Japan by travelling sarllgakll troupes. Yamabushi were likely 
exposed to these performances during their extensive pilgrimages to major 
temples and shrines throughout Japan. Undoubtedly, the songs in these 
performances served as models for yamabllshi in their development of nomai 
songs. 

"Gongemnai" 
The l10mai piece "Gongenmai" exemplifies the intersection of both Shinto 

and Buddhist performing traditions. "Gongenmai" is a lion dance borrowed 
from gigakll, a performing art that filtered from the court into the provinces 
from the tenth century on. The dance became the basis for a type of kagura 
called shishi kagllra ('lion kagura') and it is still performed at shrine festivals 
and as a part of no drama and kabuki performances. It is also described as 
one of the original pieces of the shugen 110 repertoire; a dance of exorcism 
categorized as kitomai, or prayer dance. Kito were exorcisms carried out by 
yamabllslzi to drive out the demon or spirit causing illness. In nomai, the 
Buddhist elements of "Gongenmai" are dominant. The word "Gong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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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en11lai" is a Buddhist term defined as "the fact or image of a Buddhist 
saint appearing in a temporary state to save the public," and it is the name 
ascribed to the deity that is revered and summoned in nomai. "Gongenmai" 
is performed with a lions' head mask manipulated in the hands of a dancer. 
The use of a lion's head symbolizes the presence of Buddha, whose strength 
is needed to successfully carry out an exorcism. Japanese musicologists 
Inoura and Kawatake support the fact that this dance, originally a lion 
dance of gigaku, later became a ritual of shushi Buddhist priests. The 
combined Buddhist and Shinto significance of the lion's dance made it a 
perfect vehicle for yamabushi. 

Conclusion 

The coupling of musical influences from both Shintoism and Buddhism in 
nomai reflects the syncretic religious practices of medieval Japan, which 
lasted from the 12th to the 16th centuries (A.D. 1192-1573). The belief that 
nomai music originally emanated from the gongen deity (housed in the lion's 
head mask) establishes l10mai as a sacred Buddhist tradition of the 
ya11labushi. Within the Shinto framework the divine symbolism attributed to 
the sounds created by the nomai drum, cymbals, and flute evokes a sacred 
time and place, serving to promote reverence toward Shinto gods in the 
ceremonial and prayer dances. The Shinto foundation of Ilomai is evident in 
the musical instrumentation, instrumental melodies, and programmatic 
framework. The Buddhist contribution includes song melodies, vocal style, 
and an emphasis on ritual exorcism. The positioning of Buddhist musical 
elements onto a Shinto-based tradition parallels the same process Buddhists 
achieved in establishing Ryobll Shinto and exhibits Buddhism's general 
tendency to blend with other religions and honor local deities. 

Comments on "Gongenmai" 

The rhythmic repetition of the drum and cymbals in the kai no kudari 
insrumental accompaniment creates momentum for the symbolic 
possession that occurs in "Gonge1111lai". Kai no klldari is closely linked to the 
Kumano gongen deity, and is performed primarily for the prayer dance 
"GongeI111lai" . 

"Gongellmai" is a two-part dance. The first half, referred to as shitamai or 
"Bangaku" is ceremonial. The stately choreography is similar to that in the 
first half of other l1011lai ceremonial dances - "Torimai" and "Henzai." 

The dancer wears the garb of a warrior, including a sword and headband 



152 

of folded cloth called hachimaki. This costume supports the idea that 
"Bangaku" was originally a guard dance performed by soldiers. A white fan 
is held in the dancer's right hand, but no mask is worn. 

The second half of the dance is "Gongenmai" proper. This portion is 
stylistically freer and more theatrical in its use of the wooden lion's head. 
Two dancers perform it. One manipulates the wooden lion's head with both 
hands and dances, performing a series of turns that are punctuated by a 
snapping motion of the lion's jaws. This snapping motion symbolizes the 
removal of evil from the community. The second dancer, called otori (tail), 
assists by holding the lion's body, a long cloth attached to the wooden head, 
and twisting the cloth during the turns of the first dancer to prevent it from 
getting tangled. The climax of the dance is reached when the dancer 
manipulating the lion's head enacts being possessed by the gongen deity. In 
becoming the gongen, the performer raises the lion's head above his own 
and lets the attached cloth body descend and cover him completely. At this 
point, the figure of the lion sits in front of a small table set up as an altar and 
performs a series of symbolic acts of exorcism. First, he alternates taking a 
Buddhist sistrum and rosary in this mouth and then mimics magical 
gestures practiced by yamabllshi, called kuji. Divine purification is 
considered complete when the lion removes the sistrum from his mouth 
and uncooked grains of rice are thrown at the lion. 

Glossary 

nomai 

yamabllshi 

kagllra 
Ryobll Shinto 

sllllgen no 

bllgaku 
ennen dance 

shllshi, or jushi 
taiko 
fue 
tebiragane 

a masked dance drama performed in fourteen villages on 
Shimokita Peninsula located at the northernmost tip of the main 
island of Honshu. 
esoteric Buddhist itinerant priests who practiced their austerities 
on sacred mountains. 
Shinto music and dance 
a syncretic theory that combined Buddhist and Shinto beliefs and 
concepts 
a masked dance drama performed by Shugendo priests 
(yamabuslzi) to propagate esoteric Buddhist beliefs 
court dance and its musical accompaniment 
a dance featured in a Buddhist ceremony of prayer for the 
prolongation of a high-ranking person's life. As early as 1100, 
I'llnell featured songs, dances, and imitative acts as entertainment 
following the ceremony. 
esoteric Buddhist priests 
a double-headed barrel drum 
a bamboo transverse flute 
small brass cymbals 



horagai 
gigaku 

wagon 
tsuzumi 
suzu 
yokyoku 
heikyoku 
saimon 
shomyo 
sarug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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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h shell trumpet 
a theatrical genre featuring dance and pantomime for which large 
skull masks were worn 
a plucked zither used in the music of court kagura 
a double-headed drum 
a bell tree rattle 
a style of singing featured in no drama 
epic ballads 
hymns used in Buddhist, Shinto, and Confucian rites 
Buddhist chant 
variety show performed for commoners beginning in the 10th C. 

Etymology of the word "shishi II in shishi kagura: 

Shishi-junjin-zammai the lion-like, strenuous samadhi. The powerful influence of 
this samadhi is compared with the dignity and strength of a 
lion. One can keep the heretical sectarians and the students 
of the two vehicles in awe, and make one's influence felt 
over them, if one enters this samadhi. - Sanskrit: samadhi; 
Japanese: zammai - a state of trance in which one 
experiences the realization of truth. All branches of 
Japanese Buddhism employ this state of mind. 



일온 꽉뷰 노마。lC能舞)의 음약젝 · 영젝 이중성 

수잔 아사이(노스이스턴 대학) 
임종훈옮검(서울대 석사과정) 

L 마이〔能舞〕는 흔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허가시도리무라구에 지금으로부터 거 

-1-의 400년 전에 소개되었던 가면극으로， 야마부시(산에 사는 중)라고 알려진 

순례승려들이 지방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전시켰다. 그 

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을 세워주었고 오늘날까지 14개 마을에서 이 전통은 계 

속유지되고있다. 

야마부시는 산을 신성하게 여기는 원시신앙， 신도， 신곤불교， 유교와 도교의 교 

리와 전례가 함해진 금욕수행 종교인 슈겐도를 실천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불교 

음악의 요소와 슈겐도 신앙을 기존의 농경의식 및 오신(娘神)의식과 관련된 신도 

(神道)의 민속 전통과 결합시켰고 이렇게 결함된 노마이는 독특한 성격을 띠게 되 

었다 본 연구는 노마이 레퍼터리의 핵심이면서 전통 제의식의 골수가 되는 의식 

문과 기도문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에 있는 주요한 두 가지 종교를 살펴보는 것은 노마이 음악이 지닌 이중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배경 연구가 될 수 있다. ‘신의 길’ 이라고 번역되는 신 

도는 조상숭배와 자연숭배가 어우리져 있는 얼본의 토속종교이다. 이것은 일본 고 

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샤마니즘의 제의와 신앙에서 유래되었고， 서기 3세기경 

부터 6세기의 야마토 시대에는 고대국가의 종교가 되였다. “신을 위한 여흥”이라 

는 뜻인 가구가로 알려진 신도의 음악과 춤은 제사 지내는 장소를 정화하고 강신 

하는데 쓰였는데 장수를 축원하는 기도문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불교는 이미 10세기 초에 두 종파가 일본의 국가형성에 기여하면서 막강한 영향 

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사이조(기원후 767-822년)를 시조로 하는 텐다이파는 중 

국승려인 치카이의 가르침에서 교리를 취하였는데， 여기에는 명상적이면서 엄격한 

규율과 함께 비의전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다 승려 쿠카이(기원후 774-835년)가 

중국으로부터 신곤 불교를 들여오자， 그 예술과 신비적인 면은 당시 귀족들의 정 

서에 맞았는더l 이러한 점은 유교가 가진 윤리적인 교훈들과 정치적인 성격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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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였다(아네사키， 1963: 135) , 불교는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에게 훨씬 더 가까 

이 다가가게 되었다 

12세기에 신곤 불교는 이중적인 신도 즉 료부 신도라고 불리는 혼합된 이론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외래 종교에 거부감을 갖는 일본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도 

록 하기 위해 승려들은 모호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교부 신도를 적용하였다. 즉 

그 이론이란 신도 의식에 따라 제사지내는 일본의 수호신들은 결국 불교의 보살들 

이 일시적으로 현현한 것〔곤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보살들의 고향은 

인도이지만 일본에 나타났고 여기에 그들의 자취〔수이자쿠〕를 남겼다는 것이다 

(파피노 1984: 519) , 불교의 신격들은 상위의 존재로 간주되어 신도 신전의 신들 위 

에 위치한다. 이렇게 불교의 신격플을 대우한 결과로 불교 승려들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얻게 되어 현재까지 신도사원인 두 개의 국가 사원， 이세와 이즈모를 

제외한 전 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합을 통해 불교와 신도의 공연전통 

이 섞여 나타나고， 두 종교와 관련 예술들 사이에서 그 요소들이 교환되고 차용 

된다. 

노마이에 관한 학술 연구들은 그 기원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1963년 요시노부 

가 쓴 섬도 깊은 역사 연구에서는 노마이의 기원이 비의적인 불교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슈겐도를 실천하던 이들이 추던 가면무용인 슈겐-노라고 본다. 또한 일본 음 

악학자들과 극예술 연구자들은 노마이가 야마부시들이 채택하여 보급한 가구라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어 야마부시 가구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흔다 야수지는 그가 

1974년에 쓴 책에서 야마부시 가구라가 산악승려들의 낭송조에서 파생되고 혼슈 

북쪽지역에서 발달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처럼 다른명칭에도불구하고연 

극학자들은 야마부시 가구라가 지방의 가구라 전통과 비슷한 음악과 무용 스타일 

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마부시 가구라가 노마이의 원형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공연전통에서 차용과 혼합은 주로 공연에 필요한 상설무대를 제공하던 

주요 불교 사찰과 신도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세 시대에는 흔히 같은 관 

구에 사찰과 사원이 공존하여 신도와 불교는 료부 신도라는 혼성종교로 통합되었 

다. 같은 공연에서 신도와 불교의 제식 , 음악， 무용이 함께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이 사찰 사원들은 교토의 궁궐에서 행하던 것과 같은 공연예술들을 공연함으로써 

궁궐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위한 공연을 베푼 것처럼 이곳은 서민들을 위한 문화의 

중섬지가 되었다. 이렇게 사원과 사찰이 서만을 후원할 수 있였던 것은 이곳이 예 

배의 장소일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엽의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찰과 사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음식과 물건과 노동력이 필요하였던 까닭에 이러한 기능이 형 

성되었다 따라서 이곳 뜰은 교역상인들， 여행자들， 순례하는 음악가와 셜교자들 

및 지역 주민들로 항시 붐했다(오닐 1958: 59) , 이러한 군중들이 모여서 공연예술 

을 감상할 관객이 형성되었고， 8세기 나라시대(기원후 710-794) 이후로 불교사찰 
과 신도사원은 엘본의 가면극 예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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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이 레퍼터리 

노마이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심이 되는 작품은 제식과 기도의 춤으로 13세기 중 

엽에 야마부시 가구라의 전통 속에서 생겨났다. 제식의 노래와 춤은 8세기까지 거 

슬러 올라가는 궁정 가구라와 부가쿠의 레퍼터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제식문은 공 

연하는 장소를 정화하고 풍성한 수확과 장수를 비는 역할을 하였다 기도의 춤은 

악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산신들과 불교의 신격들에 관한 이야기 , 야마부시의 우화 

적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 행해졌는데 원래 이것은 불교의 공덕을 마을 사람들 

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였다. 가구라는 노마이의 순서를 정하 

고 공연하는데 전체적 인 틀을 제공하였다. 

노마이에서 또 하나 분명허 밝혀진 기원은， 장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 

엔넨과 함께 주술 및 구마식으로 구성된 불교 의식이다. 사찰과 사원의 모든 공연 

예술을 궁정에서 빌려온 것은 아니다. 10세기의 한 예로 슈시 또는 쥬시라고 불리 

던 불교의 주술승려들이 행하던 주술과 구마 의식을 들 수 있다.[이 명칭들의 또 

다른 문어체 일본어의 발음은 헤이안 시대의 문헌에 sushi zushi noronji (블로 
1966: 427 , 오툴라니 1984)로 나타난다. J 그들은 자신틀의 제식을 신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불교 예식에서 주술과 점 그리고 구마식을 사용하였다 

(오툴라니 1984: 18). 

슈시 전통의 레퍼터리는 12개의 작품으로 구성되는데 불교도의 가르침을 극화 

한 것， 전사에 대한 이야기， 풍자극인 칼춤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누라와 가와타케 

1981: 48). 이 작품들은 모두 사찰에서 행해지던 불교 주술을 극화하기 위한 시도 

였다. 슈시 공연은 또한 화려한 의상들을 사용함으로써 극적인 요소를 부각시켰 

다. 노마이에는 불교의 공덕을 권장하는 기도의 춤， 전사의 춤， 극적 효과를 위해 

사용된 더욱 정교한 의상 등 슈시 전통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었다. 

노마이의 악기들 

노마이의 의식과 기도의 춤이 신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노마이의 악기 또한 

신도에서 빌려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음악이 반주하는 춤과 함께 가기 때 

문이다 노마이의 악기에는 타이코라고 하는 두 면의 통으로 된 북， 대나무， 횡피 

리(fue) , 청동으로 된 섬별즈〔테비라가네〕가 있다. 호라가이 라고 불린 조개 껍데 

기는 불교의 공덕을 권장하는 몇 몇 작품에서 트럼렛과 갇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마이의 악기 구성이 완전히 신도의 방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사실 

악기 구성은 가구라와 기가쿠 두 공연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다 8세기의 고고학과 

역사학적인 자료들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가구라에 쓰인 악기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자료에는 와곤〔일종의 뜯는 현악기 J , 푸에〔대나무 피리 J , 쓰쓰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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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북〕 그리고 수즈〔나무딸랑이〕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 악기의 본래 명칭에서 

그 토착적 기원을 알 수 있으며 피리와 북은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는 모든 민속 가 

구라에서 주요 악기로 쓰였다 그러나 노마이에 작은 청동 심별즈를 쓴 것은 지금 

의 Soochow 지방인， 중국의 중앙에 있는 Wu에서 유래된 여흥의 한 형태인 기가 
쿠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가쿠는 일본에 불교신앙 빛 그 예술과 함께 

소개된 결과 불교와 밀접한 것으로 되었다. 기가쿠의 공연에는 의례껏 불교의식이 

뒤따랐다 1233년에 완성된 악서인 F교문쇼』는 기가쿠가 커다란 해골가면을 쓴 무 

용수들이 등장하는 9개 또는 107B의 무용프로그램과 무언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는 횡피리， hip drums , 청동 섬별즈가 동반되었다. 기 

가쿠는 토착피리와 북 앙상블에 청동 섬별즈가 추가된 점이 특정인 민속 가구라 

전통과 노마이에 많은 영향을 마쳤다. 

각각의 노마이 악기가 지난 종교적 의미 속에는 모두 불교신앙이 들어가 있다. 

불교의 신을 불러내는 춤인 오도리 냄부추에서 타이코 북은 인간 본성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였다， 불교 신앙에서도 타이코와 조개껍데기 트럼 

렛 소리가 인간의 영적 교화 자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조개 트럼 

렛은 오랜 동안 야마부시의 악기로 사용되었는데 이틀은 마을에 들어감을 알릴 

때， 특히 보시를 받고 그 대가로 제의식 또는 춤 공연을 할 때 이를 사용하였다. 이 

들 악기에 부여된 불교적 의미들은 이렇게 해서 노마이의 이중적인 특정의 한 부 

분이 되었다. 

노마이의 음악양식과 지방의 가구라는 리듬과 멜로디에서 거의 동일하다. 이것 

은 노마이에서 추는 곤겐마이라는 이름의 사자춤과 지방 가구라 전통인 오쿠나이 

가구라의 사자춤에 사용된 음악을 비교해 보면 곧 알 수 있다. 이 두 사자춤의 춤 

과 음악은 거의 같다. 두 음악을 더 상세하게 비교하려면 각 음악을 따로 연구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 나는 야마부시가 노마이를 발전시키고 있을 그 때에 가구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마이 기악음악의 기초는 가구라 기악음악이라는 

것을전제로한다. 

일반적으로 노마이의 기악음악은 일정한 1회 연주 작품들이 될 수 있는 한 자주 

반복되고 음악이 지속적이면서 리드믹한 종지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민속 가구 

라와 같은 음악구조를 따른다. 이렇게 민속 가구라의 요소들을 채택한 것은 야마 

부시가 노마이를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신도 공연을 

끌어 들였음을 시사한다. 

노래션율 

노마이의 노래 선율은 요교쿠를 포함하는 일본 중세 시대의 노래 양식(노에 나 

타나는 노래 양식) 즉 헤이교쿠 서사 발라드; 사이몬 불교， 신도， 유교의 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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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찬가; 그리고 고와카마라 불리는 서사극에서 나온 노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통 불교에서 쓰는 노래인 쇼묘가 이들 성악 양식과 중세 일본노래들의 기 

초가되고있다. 

노마이 노래에 미친 초기 불교의 영향은 불교 설법가들이 지방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호소하고자 토속 작품들을 민속음악 양식으로 작곡하였던 관행 

에서 비롯되었다， 불교 승려들이 쓴 가사에 역력하게 배어있는 오랜 민속음악의 

전통들과 멜로디에 들어있는 쇼묘의 특성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Malm 1974: 71 ), 

노마이의 노래에 쇼묘가 지배적으로 쓰인 것은 또한 야마부시의 불교음악적 성향 

과 훈련 그리고 불교신앙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노마이를 유홍의 교훈 

적 방편으로 쓰고자 했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래가사 

의식， 기도， 전사의 춤에 쓰인 노래 가사는 고전 시， 불교와 신도의 성전， 전설 

그리고 서사시에서 따온 인용과 단편들을 합쳐 시 형태로 구성하여 텐다이 불교지 

파의 노래에서 빌린 멜로디에 따라 불렀다. 원래의 문학적 내용보다는 양식화된 

형태에 따라 노래 가사를 구술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일본의 전통 가면극예술에 

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던 경향이었는데 이는 노래 가사가 보통 시 , 성전， 전셜 또 

는 서사시의 단편들을 짜맺춘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노마이의 의식 작품에 쓰인 노래들의 단편적인 가사들은 가구라 우타라고 불리 

는 신도의 제의식 노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노래들은 신들을 초대하여 상정 

적인 헌납과 춤으로 흔들을 위로하고 유화의 여흥을 베풀어 장수와 공동체의 번영 

을 그 대가로 받고자 기원하였다. 가구라 우타와 앞서 언급한 노래들은 대부분 일 

본 지방의 주요사찰과 사원에서 순례중인 사루카쿠 그룹이 공연하던 사루가쿠1에 
서 들을 수 있었다 야마부시들은 아마도 일본 전역을 돌며 주요 사찰과 사원을 강 

도 높게 순례하는 동안 이런 공연틀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의섬할 여지 없이 이 

공연들에 사용되었던 노래들은 야마부시들이 노마이의 노래 “곤겐마이”에 모델로 

사용하였을것이다 

노마이의 가사인 “곤겐마이 는 신도와 불교 공연전통이 상호 교류되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궁정에서 지방으로 퍼져 10세기 이후 전수되어 온 공연예술인 

기가쿠에서 빌려온 사자춤이 곤겐마이’이다. 이 춤은 시시 가구라(사자 가구라) 

라는 가구라 형태의 기초가 되였고 지금도 사원의 축제에서 그리고 노 가면극과 

가부키의 일부로서 공연되고 있다. 또한 슈겐노 레퍼터리2의 오리지널 작품 중의 

110 14세기에 있었던 전통공연으로 가면극 장면들， 일인 무언극， 사자춤， 능란한 속임수 
묘기， 접시 돌리기， 곡예， 주술공연 등으로 이루어진 버라이어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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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묘사된다. 기토는 야마부시들이 악귀 또는 병마의 신을 쫓아내기 위해 행 

한 주술이었다 노마이에는 불교적 요소인 곤겐마이 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였다. 

“곤겐마이”의 “곤겐”은 불교용어로 대중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부처님 

의 이미지를 뜻하며 노마이에서 불러내 숭배하는 신에게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곤겐마이는 무용수가 손으로 사자머리 가면을 조작하면서 행하는 공연이다. 사자 

의 머리는 부처념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강력한 힘을 빌려 주술을 

성공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음악학자 이노우라와 가와타케는 원래 

기가쿠의 사자춤이였던 이 춤이 후에 불교승려 수시들의 제의식이 되었다는 사실 

을 지지하고 있다. 불교와 신도가 결합된 사자춤의 중요성이야말로 야마부시들에 

게는 완벽한 방편이 되었던 것이다 

결론 

신도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음악이 서로 섞여 노마이에 나타난 것에서 12세기에 

서 16세기(기원후 1192-1573) 에 걸친 중세 일본에 있었던 혼합된 종교 관행을 알 

수 있다. 노마이 음악이 원래 곤겐 신(사자 머리에 기거하고 있는 신)으로부터 나 

온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노마이는 야마부시의 신성한 불교 전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노마이 북， 섬별즈 그리고 피리가 만들어내는 소리들로 특정지워진 신성 

한 상칭은 신도라는 형식적인 틀을 사용하여 신성한 시간과 장소를 상기시키고 제 

식과 기도의 춤을 통해 신도 신들에의 숭배를 고취하였다. 신도가 노마이의 기초 

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악기 악기의 선율 그리고 진행순서의 형식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는 선율과 성악양식에 공헌했고， 그리고 제식화된 구마의식 

에서 강조되어 있다. 신도의 전통에 불교의 음악적 요소틀이 영향을 미친 것과 마 

찬가지로 료부 선도를 확립하는 데 불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불교가 타 

종교와 친화되고 지방의 신들을 존중하는 일반적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곤겐마이”에 관한 설명 

카이 노 쿠다리의 기악 반주에서 북과 심별즈 리듬의 반복이 “곤겐마이”에서 생 

겨나는 상징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 카이 노 쿠다리는 구마노 

의 곤겐 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주로 기도의 춤인 “곤겐마이”에 사용되었다. 

“곤겐마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춤이다. 시타마이 또는 “반가쿠”라고 칭해 

지는 전반부는 제의와 관련된 춤이다， 장엄한 안무는 다른 노마이의 제의식춤 “토 

리마이”와 “헨자이”의 전반부 안무와 유사하다. 

2 ‘기토마이’ 라고 분류된 주술춤 또는 기원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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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는 칼을 차고 천을 접어 만든 하지마끼라는 머리띠를 두른 전사의 옷차림 

을 한다. 이런 의상은 “반가쿠”가 원래 군인들이 추던 호위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무용수는 오른 손에 흰색 부채를 들고 가면은 쓰지 않는다. 

후반부는 고유의 곤겐마이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양식이 자유롭고 나무로 된 사 

자머리를 사용함에 있어 좀 더 연극적이다. 두 명의 무용수가 공연을 한다. 한 사 

람이 나무 사자머리를 양손으로 조작하면서 일련의 회전춤을 추다가 사자턱이 달 

려들어 럽썩 무는 동작을 하면서 강약을 준다. 이 물어내는 동작은 공동체에서 악 

귀를 쫓아냄을 상정한다. 오토리(꼬리)라 불리는 두 번째 무용수는 나무머리에 긴 

천을 달아 만든 사자의 폼통을 잡고 첫 번째 무용수가 회전을 하는 동안 걸려서 념 

어지지 않도록 천을 잡아춘는 보조 역할을 한다 사자 머리를 다루던 무용수가 곤 

겐 신에 틀린 것처럼 행동하면서 춤은 클라이맥스에 달한다. 곤겐 신이 되면서 무 

용수는 사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천으로 된 사자의 몸이 자신 

을 완전히 감싸도록 한다 이 시점에서 사자 형상을 한 무용수는 제단으로 마련된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일련의 상징적인 주술행위를 한다. 먼저 그는 불교의 시스트 

럼(악기)과 염주를 업에다 물고 아마부시들이 하던 쿠지라고 불리는 주술적 무언 

극을 한다. 사자가 드디어 업에 문 시스트럼을 빼내고 익히지 않은 쌀 알갱이들을 

사자에게 던지면 신성한 정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용어 

노마이 

야마부시 
가구라 
료부신도(듀얼신도) 
슈겐노 

부가쿠 
에넨춤 

슈시또는쥬시 
다이코 
푸에 
테바라가네 
호라가이 
기가쿠 

와곤 
쓰쓰미 
/“.::><. -rr 

혼슈 섬 최북단에 위치한 시모키타 반도의 147ij 마을에서 행 
해졌던가면무용극 
신성한 산에서 금욕생활을 하며 순례하던 불교의 주술 승려들 
신도의 음악과춤 
불교와 신도의 신앙과 개념들을 결함한 혼합이론 
슈겐도 승려들(야마부시)이 불교의 주술신앙을 전파하기 위 
해공연했던가면무용극 
궁정 무용과그반주음악 
신분 높은 사람의 생명연장을 기원하는 불교 기도의식에 나타 
나는 춤. 일찍이 1100년 경 에넨에는 이미 의식이 끝나고 여 
는 여흥으로 노래， 춤 그리고 모방연기가 등장한다 
불교의 주술승려들 
쌍두의통북 
대나무횡피리 
작은청동섬별즈 
조개 껍데기 트럼렛 
커다란 해골 가면을 쓰고 춤추고 판토마임을 하는 연극적 장 
근 

궁정 가구라 음악에서 쓰던 뜯는 찌터 
쌍두의북 
나무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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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뺀 짧 빼
 

서사발라드 
불교신도그리고유교제식에 쓰이던 찬가 
불교의노래 
10세기에 시작된 서민들의 버라이어티 쇼 

시시 가구라에 나타난 ‘시시’ 라는 말의 어원 

시시-푼진-잠마이 사자같은 정열적 인 사마디 이 사마디의 막강한 영향력은 사자의 
신성과 힘에 비유된다 사마디에 들어가면 이교분파들과 학생들 
이 경외심을 갖도록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산스크리트; 사마디， 일본어 잠마이 진리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황홀경 상태. 일 
본의 모든 불교지파들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