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나희(懶載)의 현지연유*
- 쉬쥬생(責 J’l‘l휩、) 도진현(i훌훌縣)의 냐희를 중심으로 -

이용식(용인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1. 머리말
그Z 국의 나희(離載)는 재앙을 쫓고 복을 비는 무교적(댄敎的) 제의에 연희적

-0놀。l 가 결합된 형태의 민간선앙의례이다 나희는 나단(離團) , 나반(觀)
또는 단반(펄班)이라고 하는 전문연희패에 의해 조직되고 진행된다. 나희의 연행

자를 법사(法師)라 하고， 그 우두머리를 장단사(활흠師)라고 한다. 주로 법사나 나
희를 청한 사람의 집에 당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나희를 나당희(離堂敵)라고도 한다.
나희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나축역(騙懶逢평) , 즉 액운과 병을 물리기
위해 하는 것인데， 연희적 요소가 다분하다. 즉， 법사들의 노래와 음악， 춤， 그리고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공연 형태의 종교의례가 나희인 것이다 법사틀은 노래
를 부르며 신을 청하고 노래와 춤으로 신을 놀린다. 노래와 춤은 악기반주가 따르
기 마련이다.
이렇게 나희는 민간신앙의례이면서도 악가무극(樂歌舞劇)이 함께 하는 총체적

인 공연예술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굿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에서도 예전에는 궁중을 중심으로 행하던 무교적 의식을 나례(懶禮)라고 불렀듯이
중국의 나희는 우리의 굿과 같은 성격의 의례이며 많은 닮은 점을 갖고 었다. 필자
는 2004년 1월 7일부터 10 일까지 중국 귀주성 (貴州省) 도진현(道를縣) 구성진(舊

*

이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금을 받아 수

행중인 〈아시아지역의 무속의례에서 연희된 춤

분야 담당으로 참가했다‘

조사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펼자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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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1>중국 귀주성

도진현

城鎭) 홍암촌(紅嚴村) 견조구조(視擔漢組)1 에서 3박 4일간 나희를 현지조사했다.

도진현 나희는 문화혁명 기간에도 민간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며 전통적 모습을 온
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에는 현재 약 45개의 나희 단체인 나
단(離휩)과 400여 명의 법사가 나희를 연행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현지조사한

나희를 중심으로 중국 나희의 문화적 · 음악적 특정을 조사한 것이다 .

1

귀주성은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성이며， 도진현은 귀주성의 북동부에 위치한다. 도진현의 총

면적은 2 ,156 평방 킬로미터이고 ， 총 인구는 33만여 명이다 소수민족인 묘족(혐緣)이 많이 거주
하며， 흘로족 ({z老族)과 한족(漢族)도 거주한다 해발 1α뻐n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사
람들의 왕래가 적어서 경제 ·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쌀

자

채소

옥수수

밀보리 · 콩

고구마

감

담배 등의 농사가 주업이다 ‘ 구성진( 舊城鎭) 홍암촌(紅嚴村) 견조구조(視樓灌組)의

거주자는 대부분 묘족인데 성씨(姓 BÇ) 는 이( 李) 씨가 많다. 이씨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10대(十
代) 이상 살아왔다고 한다

중국 나희(離敵)의 현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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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희의 종류

중국에는 다양한 양식의 나희가 존재하는데， 대개 나희가 연행되는 맥락에 따라
궁정나(宮廷離) . 군나(軍離) . 사원나(좋院離)， 민간나(民間懶)의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한다 2

@궁정나(宮廷離)
궁정나(宮廷離)는 궁정에서 연행되는 것으로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나(大

離)’ 라고 한다i'주례(周禮)~의 「하관(夏官) 방상씨(方相民 )J 에 “방상씨는 곰 가
죽을 썼고 황금으로 만든 눈이 네 개에， 검은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었고， 창과 방

패를 들고 여러 졸개를 이끌고 구나축역 (騙懶逢평)을 하였다”고 하여 3 그 역사가
매우 오랜 것을 알 수 있다. 당송(曺宋)시대에는 그음날 밤에 대나(大離)를 행할

때 교방(敎혜)의 재인들이 분장하여 장군， 부사(↑쉰횟) . 판관(判官) . 종규(鍾뼈) .
조군(삼君) . 토지， 오방사자 등을 연행했고. 고취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행해졌다.
궁정나는 민간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자체가 나희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나례의 단계에 머물렀다

@군나(軍離)
군나(軍離)는 고대 군대에서 출정 시의 제사 의식 또는 군사 훈련의 목적으로 행
해지던 나희이다. 고대 이후 변경에 파견된 군인들에 의해 각지로 전해졌고， 세월

이 흐르면서 각 지방 민속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다. 군나의 특정은
창이나 도끼 등의 무기를 춤의 무구로 이용하는 것인데， 귀주(貴州)의 지희(地敵) .
운남(雲南)의 관색희(關索載)， 청해(淸海)의 납둔절(納賴節) 등에서 그 흔적을 찾
을수었다.

@사원나(춤院離)
사원나(좋院離)는 사원에서 행해지는 나희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원나는 주

로 라마교 사원에서 행해지는 ‘참(훈娘)’ 또는 ‘도선(跳神)’ 을 들 수 있다. 이 외
에도 도교 사원에서 행해지는 나희도 사원나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나희

2

曲六 ζ

中國各民族離敏的分類特徵及其活化石價f直」， 『懶敵-中國戰曲之活化石~ (北京: 黃山

書社. 1992) 오수경

r공연으로서의 귀주 동인지구 나당희 연구J.

비교민속학』 제 27집(서울 비

교민속학회 .2004) 에서 재인용
3

“方相f1Ç掌豪態皮， 黃金四目， 玄衣朱흉， 執::Jt揚眉， 師百鏡而時離(司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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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사들이 도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교 의례도 사원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민간나(民間離)
민간나(民間離)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유행한 나희를 말한다. 민간나의 기원도

매우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논어 (論語)~ ，-향당(獅黨 )J 편에 공자가 “향
인(椰 A) 이 나(離)를 행하자， 조복(朝服)을 입고 계단에 섰다 "4는 기록을 보면 춘

추전국시대에 이미 민간나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중국에서는 다양
한 형태의 민간나가 존재하는데， 귀주성 도진현의 나희도 민간나의 하나이다.

3.

귀주성 도진현 나희의 의례 절차와 의미

나희는 남성신인 나공(離公)과 여성신인 나모(離母)에 대한 숭배와 귀신과 역병

을 몰아내는 구나축역(騙離逢평)의 제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공과 나모는
대홍수 때 표주박을 타고 살아 남은 남매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전설의 신인
데，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모셔지는 조상신이다. 나공 나모는 지역에

따라 동산성공(東山聖公)과 남산성모(南山聖母)라고도 하고， 복희 (代義)와 여와
(女빼)라고도 한다 5 도진현에서는 이들을 복희와 여와로 여긴다(도판 1). 중국인
들은 치병， 기복， 자손발원 등을 원할 때 조상신인 나공과 나모에게 제사를 올린
다
필자가 현지조사한 나희는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안
나(平安擁)라고도 한다. 이 나희를 주재한 나단은 이영상(李짧神)이라는 장단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묘족과 홀로족 출신의 볍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

법사들은 모두 남성인 점에서 여성 무당이 많은 우리 무교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보인다. 이영산은 묘족 출신으로 도진현에 많은 이씨 성을 갖는 47년 경력의 나이

많은 법사이다. 나희의 법사들은 우리의 무당처럼 무업(꼬業)을 전업으로 하는 것
은 아니며， 주엽은 농업인데 나희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는 반농반무(半農半띤)
의 성격을 갖는다. 대부분이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정도의 학력이
지만 주로 구전심수로 연행예술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력이 일천한 것이 나희 연행
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법사가 장단사인 이영상에게서 오랫동

4

“獅A離， 朝服面立"'f Wf階

5 오수경， 앞의 글.

중국 나희(離歡)의 현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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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 1 ) 나공상 ( 상 ) 과 나모상 ( 하 )6

〈 표 1) 나회에 참여한 법사들의 인적사항
셔。며
。

직책

나이

경력

직업

학력

종족

이영상(李짧햄)

장단사

72세

47년

농업

소학

묘족

대극서(數克書)

법사

72세

23년

농업

소학

홀로족

이의창 (李義昌)

법사

44세

18년

농업

소학

묘족

조영신(趙永信)

법사

39세

18년

농업

중학

훌로족

초지여(省志숫 )

법사

43세

3년

농업

이영화( 李播和)

법사

63세

32년

농업

소학

묘족

이휘현( 李輝賢)

법사

43세

27년

농업

중학

묘족

주계학(周쁨學)

법사

34서l

1년

농업

소학

홀로족

이휘상( 李輝神)

법사

53세

25년

농업

소학

묘족

이휘충( 李輝忠)

법사

34세

17년

농업

소학

묘족

장원청(張遠浦)

법사

51 세

1 8년

농업

중학

토가족

왕문신( 王文新)

법사

46서l

24년

농업

소학

묘족

묘족

안 학습한 제자들이다. 이번 나희 연행에 참여한 법사들의 인적사항은 〈표 1 )과 같

다.
나희는 음악과 더불어 춤과 극으로 연행된다. 법사는 각 제차에 모시는 신격에
6 이논문에실린모든사진은필자가직접촬영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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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 나회의 여러 가지 탈

〈 도판 3 ) 장군 역할의 탈

맞는 법의(法衣)를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을 형상화한 탈을 쓰고 연행을 한다.
법의는 여러 종류가 았는데， 그 중에서도 홍색에 청색과 백색 테두리가 있는 오룡
봉탑의(五龍棒搭衣)와 홍색의 중앙에 하얀 태극도가 그려진 태극팔패의( 太極八함
衣)가 가장 기본이 된다 . 이 외에도 신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법의를 입기도 한다 .
나희의 탈은 검각(險왔) 혹은 검자(險子)라고 부르는데. 나무로 만든 것으로서

20

여 종류의 탈이 쓰인다(도판 2) . 탈의 가장자리에는 베로 만든 띠를 두르는데 ， 베
는 연행자의 배역에 따라 색깔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무장(武將)은 적포 ， 남성역
은 백포 ， 여성역은 혹포 또는 정포를 두른다(도판 3).

이번 나희의 제차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요대(席j 臺) : 요대는 본격적인 나회가 시작되기 전에 나희의 시작을 알리기 위

해 악기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굿에서 본격적인 굿을 시작하기

전에 장구와 정 소리를 울리면서 굿당을 정화하는 신청 (神廳)울림 혹은 주당물림
제차와 같은 기능을 한다. 악기소리에 이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법사는 큰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이는 도교( 道敎)의 시구(詩句)를 노래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시구

로서 백화시 (百花詩)라고 한다

(1) 개단 (開훨 ) : 본격적인 나희의 첫 번째 제차로서 나희를 하는 이유를 알리는

중국 나희(離載)의 현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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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이다. 옥황상제가 수많은 군사를 파견해서 나희를 청한 집의 나희가 잘 되도록
해줄 것을 청하여， 이 집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2)

참신(參神) : 나회에서 모시는 모든 신을 나당으로 청신(請神)하는 제차이

다. 이 제차에서는 관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락적 연희인 삽희가 있는
데， 여단이라는 신이 천으로 만든 손수레를 타고 등장하여 장단사와 여러 놀이를

한다(3) 신문(申文) : 신문은 옥황상제에게 누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나희를 하
는지를 펀지로 알리는 제차이다.

(4)

답조(劉샀) : 옥황상제에게 나희하는 것을 잘 보고해 달라고 부엌신인 조신

보살(題神폼魔)7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제차이다. 옥황상제가 부엌신을 나희를 하
는 집에 보내어 나희를 하는 것을 감독하기 때문에 옥황상제에게 잘 보고해 달라고

조신보살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부엌신의 보고에 따라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한다.

(5) 입루(立樓) : 신이 와서 기거할 곳을 만드는 제차이다.
(6) 고숙(告宿) : 신이 나당에 오기 전에 법사들이 쉬기 위해서 잠을 잔다는 것을
알리는제차이다

(7) 청신(請神) : 수많은 신들이 나당에 오기를 청하는 제차이다.

(8)

청사권주(請師歡酒) ; 법사가 조사(祖師)를 청하여 술을 바치고 존경을 표하

는 제차이다 이 때 나단의 역사와 조사의 법호， 생년월일， 묘지의 위치 등이 설명
된다. 이 제차에서는 희생제물인 돼지의 피를 받아 단 앞에 둔다-

(9) 영교(迎橋) : 신들이 나당으로 오도록 다리를 놓고 선이 오기를 청하는 제차
이다. 다리 위에 신의 그림이 그려진 교안(橋案)을 놓고 그 위에 칼 127R 8 를 놓는

다. 다리 밑에 물을 담은 용기를 놓고 두부， 흰떡， 술을 진설하고， 교안을 통해 신

이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연행한다.

(10) 교표(交標) : 상(上)

중(中) . 하(下) 삼계의 신선들에게 미리 바치겠다고

약속한 희생물의 피를 표에 묻혀서 바치는 제차이다

(11) 포나(地離) : 중국의 창세신인 복희 남매(복희와 여와) . 곧 나공과 나모의
내력을 풀어내는 제차이다. 이 제차에서는 나공과 나모， 공자， 석가， 노자 등의 무

불도(꼬佛道) 제선의 내력을 풀어낸다
7 이는 부엌을 지키는 우리의 조왕신(題王神)과 비슷한 신이다.
8

칼을 12개 놓는 것은 12도산이라 하는데， 이것은 액이 든 아이나 사람이 타파해야 할 127ß 의

관문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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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동(開洞) : 천상 도화동(挑花洞)의 문을 지키고 있는 당씨태파(훔R太婆)
에게 동문을 열어서 신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제차이다.

(13) 타동(打洞) : 도화동의 문을 열어서 당(曺) . 곽(郭) . 주(周) 씨 성을 갖는 세
장군이 오방의 귀신 요괴를 물리쳐서 신이 나단에 강림하게 하는 제차이다

(1 4) 진대(鎭臺) : 불을 다스리는 신인 영관(靈冠)이 나희를 하는 집에 화재가 일
어나지 않고 온역이 없게 해주는 내용과， 하늘의 신선들이 내려와 사악한 것을 물
리치고 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소사귀정 (橋利歸正)의 의미가 있는 제차이다.
장차의 명칭이 진대인 것은 영관이 대 위에 올라 화재를 누르기 때문인데， 붉게 분
장한 영관의 얼굴을 흰 종이에 탁본하여 대문 위에 붙여 두면 영원히 이 집에 불이
안난다고 한다 9

(15)

출신(出神) : 신들이 팔묘단에서 나단으로 등장하는 제차이다 10명의 신이

차례로 등장하여 자신의 내력을 설명하고는 퇴장하는데， 마지막에 법사가 소산(小
山)을 들고 춤을 추면서 출신이 끝났음을 알린다.

(16) 차병(差兵) : 법사가 옥황상제에게 오방오로(五方五路)의 병마들을 나당으
로 보내어 주인집의 소망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제차이다

(1 7) 영생(領姓) : 희생물을 각각의 신에게 나누어주는 제차이다.
(18) 삼원장군(드元將軍) : 당， 곽， 주 씨성을 갖는 삼원장군이 병사들을 훈련시
키고 진영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19) 방혼(放塊) : 산왕(山王)이라는 신이 나당에 들어와서 도끼로 오방을 정리
하고 주인을 위해 혼을 불러온다. 나희를 연행하는 법사가 신의 가변을 쓰면 그 때
부터 신격화하기 때문에 신의 가면을 쓰기 전에 자신의 혼을 상징적으로 숨겨두는
데， 숨겨둔 혼을 이 제차에서 불러오는 것이다.

(20) 회숙(回熟) : 천상시계인 삼청전(三淸願)으로 편지를 보내고 술로 하늘과
땅에 온 모든 액운을 없애고 삼보천진의 모든 신들이 나단에 와주기를 청한다.

(21) 방양(放후) : 중국 고전인 『유의전서(柳殺傳書)~의 이야기를 극으로 연희한

다. 내용은 용녀(龍女)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것이다.

(22) 타관(打關) : 액운이 있는 아이의 액운을 없애주는 내용이다. 나당의 문으로
부터 나단까지 관문을 만들고 127~ 의 칼을 놓아 아이를 그 위로 통과시켜 액운을
물린다.

9

다

신라시대에 처용의 얼굴 그림을 대문에 붙이변 질병이 피해간다는 처용설화와 비슷한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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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선(造船) : 온역 (盛평)과 온귀 (盛鬼)를 배에 태워서 보내는 제차이다. 초
선(草船)에는 옹귀를 태우고， 목선(木船)에는 온역을 태워서 보낸다

(24) 구원(銷恩) : 주인이 신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한 제물을 바쳐 법사(法事)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을 구원보살에게 알리고 . 구원보살아 와서 관련 서류를 받아
가기를 청하는 제차이다.

(25)

돈전(願轉) : 나공과 나모를 장단사의 집에 있는 사단(師禮)으로 돌려보내

는제차이다.

(26) 송신(送神) : 나희에 청한 모든 선을 돌려보내는 제차이다.
(27) 사신(解神): 나희에 청한 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제차이다.

(28)

안향화(安香火) : 나희를 행하는 동안 나희를 청한 집의 조상신이 시끄럽고

불편했던 것을 위로하는 제차이다.

4. 나희의 악기와음악
나희의 음악은 법사가 신을 모시고 놀라는 노래와 춤， 그리고 극이 위주가 되며 ，

이를 반주하는 악대가 따른다 . 반주음악은 대개 법사들이 연주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사람들 중에 나희의 음악을 잘 아는 이가 악기를 연주하기도 한다.
나희의 제차를 진행하는 법사는 해당 제차의 성격에 맞는 법의를 입고 연행하며 악

사들은 평복 차림으로 악기 를 연주한다 반주악단은 나단을 바라볼 때 왼편에 위치
하며 (도판

4) .

퉁글게 앉아서 악기 를 연주한다 ( 도판

〈 도판

5)

4>귀주성 도진현 나회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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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 귀주성 도진 현 나회의 반주악사

(1) 나희의 악기
도진현 나희에서 쓰이는 악기는 주로 타악기 위주이다. 타악기 중에서도 주로 금
속성 타악기가 주종을 이룬다 . 우리나라의 정이나 팽과리처럼 앓고 둥근 공 (gong)
종류의 통(鋼)으로 만든 금속성 타악기가 가장 중요하게 연주되는데， 그 크기에 따

라 구라(句鍵， 혹은 小鍵) , 신라(神擺) , 대라( 大羅) 등이 있다- 가장 작은 구라( ( 도
판 5 ) 에서 맨 왼쪽의 악기)는 지름이 약 10.5011이고 두께가 약 2.5011인 금속성 타
악기로서， 보통 반주음악이 시작할 때 처음 연주되면서 음악의 템포를 결정짓는 악

기이다 신라( ( 도판 5 ) 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의 악기)는 지름이 약 24011이고 두께
가 약 2011인데 ， 반주악기로 연주되기도 하고 법사가 나단 앞에 서서 신을 청하는
노래를 부를 때， 스스로 들고 치기도 한다(도판 6). 대라((도판 5) 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악기)는 지름이 약 345011이고 두께가 약 3 . 5cm이다 구라， 신라， 대라

는 모두 나무를 둥글게 깎아 만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악기의 윗 부분에는 두

개의 구멍을 뚫어 굵은 실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들고 진다.
공 종류의 악기 외에 많이 연주하는 악기가 우리나라의 자바라처럼 두 쪽의 앓고
둥근 금속성 타악기를 부딪혀 소리내는 심별즈 (cymb매s) 종류의 악기이다. 악기의

크기에 따라 교(왔)와 발(撥)이 았다. 이들 악기들은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퇴어
나왔으며， 악기의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고 붉은 색의 헝짚을 부착시켜서 손잡이
기능을 한다. 교는 지름이 약 16011이고 가운데 부분의 두께가 약 4011이며， 발은

지름이 약 25.5011이고 가운데 부분의 두께가 약 7011이다. 교는 볍사가 나단(懶權)
앞에 서서 신을 청하는 노래를 부를 때， 스스로 들고 치기도 한다(도판 7). 발은 다

른 악기틀과 더불어 노래와 춤을 반주하는 악기로 연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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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주성 도진현 나회에서 신라를
들고노래를부르는법사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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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뀌주성 도진현 나희에서 교를 들
고노래를부르는법사

북((도판 5 ) 의 가운데 악기)은 나회에서 쓰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고(離鼓)
라고도 하며， 그저 고(鼓)라고도 한다. 고는 붉은 색으로 칠한 나무로 만든 몽통에
소가죽을 못으로 박은 것이다. 악기의 지름은 약 27cm이며 두께는 약 15cm o ] 다，

길이가 약 23.5αn가 되는 나무를 깎아 만든 두 개의 앓은 채로 친다. 악사의 양 무
릎 사이에 북변을 위로 향하게 끼우고 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치는 단변고(單面

鼓) 이다
우리나라의 박(拍)처럼 밟은 나무조각을 붙인 악기는 규판(띠板)이다. 보통 중

국의 경극(京劇)에서 연주되는 악기는 판(板)이라고 하는 네 쪽의 나무를 엮은 악
기인데 ， 도진현 나희에서 쓰이는 악기는 두 쪽의 나무를 엮은 것이다 규판은 길이
는 약 13αn이며. 넓이가 약

5cm ,

두께가 약 lcm가 되는 악기이다. 이 악기는 주로

고를 연주하는 볍사가 음악의 진행에 따라서 왼손에 쥐고 친다. 목어 (木魚)는 나무
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타악기이다. 우리나라의 불교 목탁과 그 크기나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통 북을 연주하는 악사가 무릎 사이에논 북을 끼고 연주를 하는데 ， 경
우에 따라서는 한 손에는 규판을 들고， 한 손에는 목어채를 치고 연주한다(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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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귀주성

도진현 나희에서 규판과 목어를 연주하는 법사

〈도판 9 ) 귀주성 도진현 나희에서 우각을 연주하는 법사

8)

이는 경극에서 소고(小鼓)를 툴에 얹어 놓고 연주하는 악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판(板) 을 연주하면서 극의 흐름을 지휘하는 역할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귀주성 도진현 나희에서 쓰이는 유일한 관악기는 우각(牛角)이다 . 우각은 물소

의 뿔을 취하여 그 속을 파내고 나무로 만든 목소(木銷)를 끼워 넣어 만든다 - 악기
의 형태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고. 악기익 길이는 약 43cm O ] 며 ， 아랫 부분의 둘레는
약 30cm이고 올라가면서 앓아져서 부는 부분인 윗 부분의 둘레는 약 8αn이다(도

판 9) . 우각은 주로 법사가 한 제차를 시작할 때 연주하는데， 이는 사람과 신이 서

중국 나희 (離載)의 현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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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쓰이는 도구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각은 법사의 “호령각(號

令角 r 으로 쓰인다고 한다 우각 소리는 아주 크게 들려 마치 “옥황(玉皇 r 의 소리
와도 같다고 하는데， 법사는 옥황대제가 나단에 와 주시기를 공경스런 마음으로 청
하는 중요한 악기로 이를 사용한다.

(2) 나희의 음악
나희의 음악은 흔히 제의(察構)음악， 정희 u爭敵)음악， 삽희(揮敵)음악의 세 가

지로 구분한다. 제의음악은 법사가 제의를 진행할 때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음악으
로， 나공 혹은 나모 또는 해당 제차에 모셔지는 신의 내력 등을 노래하는 것이다.
정희음악은 법사가 탈을 쓰고 나희를 연출할 때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음악으로， 법
사가 한 소절을 부르고 나면 나고가 화답하는 형식이다. 삽희음악은 탈을 쓰지 않
고 정희 사이에 연행하거나 정희가 끝난 후에 연행하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다. 이는 생활과 밀접한 제재들로 다른 극종에서 파생한 것이거나 설창문학에서 가
져온 곡목들이다

정희음악의 기초에다 민간에서 연행하는 화등(花燈)이나 농악

(農樂) , 산가(山歌) , 곡가가(哭媒歌) , 반가(盤歌， 방아타령) 등을 흡수하여 독특한
민간 연창(演唱)음악을 형성하고 있다.
귀주성 도진현 나희는 기악로만 춤을 반주하는 경우도 있고， 법사가 노래를 부르
며 춤을 추고 악사들이 악기를 반주하면서 노래를 합창하는 경우도 있다 10 나희 음

악은 9가지 장단과 137}지 선율의 “구판십삼강(九板十三뺨)"으로 정리되었다 구
판은 삼추라(三鍾羅) , 조금전(朝金願) , 단협쌍(單짜雙) 등 2박자와 3박자 위주의
타악기 장단이고， 13강은 이황원강(二黃原뺨) , 진하강(辰河땐)， 만삼안(慢三眼) ,
사평강(四平院) 등 선율이 들어간 가락과 그에 따른 절주를 포함하는 장단이다 11

그러나 도진현 나회 음악은 기본적으로 2소박 4박자의 4/4박자 리듬으로 연주된다.

다만 춤의 종류에 따라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나 빨라지면서 음악을 달리한다.
본격적인 나희가 시작되기 전 요란한 악거 소리로 나희의 시작을 알리는 제차인
요대에서는 순전히 악기로만 연주한다(보례 1), 음악은 빠른 2소박 4박자의 4/4박

10

필자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노랫말이 있는 노래 부분은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없

었다 더구나 이번 나희에서 부르는 법사의 노래가 거의 알아듣기 힘든 방언과 은어로 일관하기

때문에 필자가 대동한 중국인 통역사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래 부분의 분석은 노랫말
의 의미와 관련된 분석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선율과 라듬의 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할 수 밖

에 없었다. 나회의 노래에 대해서는 曺堆江堆 南通의 童子敵J ，동아시아의 무속음악』 제 8회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서울: 국립국악원， 2004)

, 156-173쪽 참조.

11 李華林德江離堂歡~ (貴州. 貴州民族出版社， 1993) , 43-54쪽 오수경， 앞의 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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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리듬에 연주된다. 구라가 먼저 한 마디를 연주하면 신라， 대라， 발， 고 등의 나

머지 악기들이 두 번째 마디부터 연주한다. 구라와 발이 주요 리듬을 연주하고 신
라와 대라는 서로 한 박자씩 주고 받는다. 고는 한 박자씩 원점을 친다. 제 8마디에

서는 다시 구라가 리듬을 치고 발과 반 박자씩 교대한다. 나머지 악기들은 제 10마
디부터 가세한다.

〈보례 1) 요대의 음악
구하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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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래는 거의 모든 제차의 춤에서 불려진다. 심지어는 법사가 본격적인 제차를 시

작하기 전에 나단(離밸) 뒷 편에서 법복(法服)을 입을 때도 노래를 부른다. 예를
들어 나희를 하는 이유를 알리는 제차인 개단(開펄)에서 법사가 나단 뒤에서 준비

하는 과정에서 노래를 부른다(보례 2) . 먼저 타악기가 전주를 연주한다. 구라가 두
박자를 울린 후 신라， 대라， 발， 고 등의 나머지 악기들이 가세한다. 발은 빠른 리
듬( þ) 을 연주하고 나머지 악기들은 한 박자씩 연주한다. 타악기들이 여닮 마디를
연주하고 노래가 시작되는데， 먼저 제차를 연행하는 법사가 두 박자 정도로 짧게
앞소리를 내면 나머지 악사들이 합창으로 함께 노래를 부른다 악사들이 합창하는

부분을 방강(휠뺨)이라고 한다. 노래를 다섯 마디 부르고 다시 타악기 합주를 하
고， 또 같은 가락의 노래를 하는 식으로 반복된다.

182
〈보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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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셔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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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가 법복을 갈아입는 동안 타악기가 계속 연주하면서 법사가 서서히 나단 앞
으로 들어선다 법사는 나단 앞에서 우각을 불면서 신을 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단의 시작 부분에서 우각을 연주한다(보례 3). 먼저 조금 빠른 4/4박자의 리듬으
로 구라， 신라， 대라， 발， 고 등의 타악기들이 두 마디를 연주한다. 세 번째 마디부

184
터 우각이 연주되는데， 우각은 높은 음 (e') 과 낮은 음 (b) 의 두 음을 소리 낸다. 특

히 낮은 음에서는 트릴( trill) 기법이 빈번하게 쓰인다. 우각 연주를 마치면 타악기
만으로 비슷한 리듬을 계속 연주하게 된다.

〈보례 3) 개단의 우각과 타악 합주
건、
우삭

‘’
구하

~'f

얘<f

I!

고

t.'

간‘

걷‘

중국 나희(離載)의 현지연구

185

볍사는 제차가 시작되면 나단 앞에 서서 타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예
를 들어 개단에서 법사는 독창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음악은 조금 느린 4/4박자

의 리듬에 불려진다. 대라， 신라， 구라의 순서로 악기가 울리고 발이 빠른 리듬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네 마디의 타악기 전주를 마치면 법사는 독창으로 노래를 부르

기 시작한다. 독창으로 악기 반주가 없이 부르는데， 여섯 번째 마디부터는 거의 낭
송조로 옮는다. 제 12마디에서 다시 가락적으로 부르고 제 13마디부터는 악사들이

합창을 짧게 하고 제 15마디부터 다시 타악기가 합주를 한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
복된다.

〈보례

4) 개단의 청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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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추는 경우에도 법사가 노래를 부르는데， 혼자 춤을 출 때와 둘이 춤을 출 때가
다르다. 개단에서는 혼자 춤을 추는 경우이다(보례 5). 먼저 구라가 두 박자를 짧게
치고 발이 셋째 박부터 가세한다. 나머지 악기들은 둘째 마디부터 연주한다 제 10마
디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먼저 춤을 추는 법사가 두 마디를 짧게 독창을 하

고 이후에 합창을 부른다. 합창을 세 마디 반을 부른 후 구라가 짧게 두 박자를 치고
나머지 악기들이 가세한다 타악 합주가 이어지고 노래를 부르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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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단의 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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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춤을 추는 경우에는 이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옥황상

제에게 票(편지， 상소문)를 올리는 장차인 신문(申文)은 둘이 춤을 추는데， 둘이서
교대로 노래를 부르게 된다(보례 6). 둘이 춤을 추는 경우에는 규판과 목어가 연주

하는데， 목어는 고와 거의 같은 리듬을 연주한다. 타악기가 연주되다가 먼저 우각
을 울린다. 우각은 악사 중의 한 명이 불게 되는데， 청신에서 연주되는 가락과 거

의 유사하다. 우각을 타악기 반주에 맞춰 네 마디 연주하고 두 마디를 타악기만으
로 연주하면 노래가 시작된다. 노래는 두 법사가 두 마디씩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비슷한 선율형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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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6) 신문의 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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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중국의 나희(離載)는 민간신앙의례이면서도 악가무극(樂歌舞劇)으로 연행하는
종합공연예술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굿과 유사한 성격의 종교의례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국가에서 행하는 나례(離禮)는 종교적 성향이 강하고 민간에서 행하는 잡희
(雜敵)는 놀이적 성향이 강한데， 중국의 나희는 이런 이중성을 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희를 연행하는 전문연희패인 나단(離團)은 우두머리인 장단사(掌禮師)를
정점으로 연행자인 수 명의 법사(法師)로 조직된다. 이들은 현재는 무업을 전업으
로 삼지는 않고 평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나희를 주재하는 반농반무(半農半꼬)의

성격을 갖는 특수한 연희집단이다. 무업을 전업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무당집단과
는 달리 탈굿 혹은 탈놀이를 연행하는 집단은 대개 반농반예(半農半藝)의 비직업

적인 탈꾼인 것과 비교하면 12 중국의 나희는 우리의 무당굿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종교로서의 맥을 잃고 점차 굿놀이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나희를 연행
하는 법사는 신격에 맞는 법의 (法衣)를 입고 선을 형상화한 탈을 쓰는 점에서 아직

도 신을 경배하는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었다.
도진현 나희의 음악은 주로 금속성 타악기 종류와 북으로만 반주하는데， 우리나
라의 굿에서도 타악기가 위주를 이루는 것 13과 비슷한 것이다. 주로 4/4박자의 리

듬으로 된 음악이 주류를 이루면서 노래나 춤에 따라 빠르기를 달리 하면서 연주된
다 노래는 볍사가 혼자 부르는 독창， 제차를 주재하는 법사가 짧게 선창을 한 후
반주악사들이 합창을 부르는 방식， 춤을 추는 볍사 둘이 교대로 부르는 교대창， 혹

은 법사와 반주악사들이 교대로 부르는 교대창 등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노래
는 대개 짧은 선율형이 반복되는데， 이는 3~4개의 짧은 선율형이 반복되면서 극도
로 형식화한 우리의 황해도 무가와도14 비슷한 것이다. 결국 중국의 나희와 우리나

라의 굿은 종교적인 측면이나 공연예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기 때
문에 북동아시아 샤머니즘 (sh때뻐ism) 음악의 보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12 졸고한국의 탈놀이 음악J.

전통문화연구」 제 3집(용인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4)
13

우리 굿음악에서 선율악기를 연주하는 서울 · 경기， 전라도 등지의 굿은 종교적인 효율성보

다는 음악적인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의 지역， 즉 황해도， 동해안， 제주도 릉지의

굿은 대개 타악기로만 반주한다
14 졸고

r굿의 구조， 음악의 상정 J.

한국음악연구』 제 33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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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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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Ethnography of Chinese Nuo-hsi
Yongshik Lee(Yongin University)

Chinese nuoxi is the traditional folk religious ritual resided by the shaman. It is, at
the same time, the performing arts in which the shaman sings, dances, and performs
special theatrical acts. In this sense, it is similar to the Korean shaman ritual, called gut.
In this paper, I present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nuoxi which I observed in

Kwizhou, China, last year.
Unlike the Korean shaman who is the professional priest and artist - that means
s/he makes living by the shaman vocation, the Chinese shaman is a half-shaman
whose main vocation is usually the farmer. The Chinese shaman resides the ritual
only when the clients demand it (the occasion is scanty). However, the Chinese
shaman wears the special costume and masks in order to usher the deities during the
ritual. In this sense, the Chinese shaman is the religious priest who evokes the deity
and prays for the welfare of the human being.
The Chinese shaman ritual is accompanied mainly by the percussions. The music is
rather simple. The 4/4 rhythm is heard and several formalized melodic patterns are
sung throughout the ritual. The musical feature of the Chinese ritual share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at of the Korean counterpart. In short, we can find the similar traits
of shaman ritual and its music in the Chinese nuoxi and the Korean g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