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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를 동반한 제사예능을 일본에서는 흔히 가구라(神樂)라고 부른다. 가구라의 어원
은 가무쿠라(神座)라고 하여 신이 거하는 장소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장 그 자체를 의미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의미가 넓어져서 신이 거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마을 사람
들이 한데 모여 그 앞에서 행하는 제사의 일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미야자키현(宮崎県) 북서부에 위치한 신화의 고장 다카치호( 天穗)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구라를 현지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다. 매년 벼 베기가 끝난 11월 말에서 이듬해 
2월초에 걸쳐서 다카치호의 각 마을에서는 가구라가 행해진다. 일반 민가를 택하여 가
구라를 연행하는 가구라야도(神樂宿)로 삼고서 밤을 새워 33번의 가구라가 봉납된다. 
다카치호의 가구라는 주로 철야로 행해진다고 하여 요가구라(夜神樂)라고도 한다. 가무
를 담당하고 있는 호샤동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마을 사람들로 이들
에 의해 다카치호가구라는 전승되고 있다. 다카치호가구라는 현재 20여개 마을에서 행
해지고 있으며 국가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다.

다카치호가구라는 지금의 히로시마현의 동부인 이즈모의 사다대사(佐 大社)에서 행
해진 신사(神事)에 그 모범을 두고 있어서, 모리모노(採物)라고 총칭되는 사카키(榊), 
고헤이(御幣), 방울( ), 부채(扇), 칼(太刀) 등의 무구를 들고 추는 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신노(神 )라고 하는 가면놀이가 곁들어져 있다. 마을의 신사에서 수호
신인 우지가미(氏神)와 야오요로즈노가미(八百万神)라고 해서 팔백만의 제신들을 맞이
하여 가구라야도에 모셔놓고 순번에 따라 33번의 가구라를 연행한다. 히코마이(彦 )
다이도노(大殿) 가미오로시(神 ) 등 강신을 위한 춤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마노이와토
라고 하는 일본신화를 소재로 한 다지카라오(手力男) 우즈메( 女) 도토리(戶取)를 
중심으로, 고풍(古 )의 귀신의 춤인 시바히키( 引), 곡예가 혼합된 야츠바치(八 ) 등
이 있으며, 히노마에(日之前) 구리오로시( 下) 구모오로시( 下) 등의 송신( 神)을 
위한 춤을 마지막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침까지 연행된 33번의 가구라가 끝이 난다.

본 논문에서는 다카치호가구라( 千穗神樂)를 민족지적 기술과 함께 예능론적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다카치호가구라는 강신이나 신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으나 민가에서 행
해지고 있는 가구라로서 사토가구라( 樂)의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다카치호는 
천손강림의 땅으로 일본신화와 관련된 제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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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가 진전되어 있다. 현지조사는 1997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와토지구(岩戶地
區)의 고카무라(五村)와 미타이지구(三田井地區)의 아사카베(淺 )에서 행하였으며 
1999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2000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바지역과 
함께 아사카베에서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제어 : 가구라(神樂), 다카치호(高千穗), 요카구라(夜神樂), 식33번(式33番), 가구라야도(神樂

宿), 미코야(神庭), 오모테사마(表樣), 도리모노(採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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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모(出 )의 사다대사(佐 大社)는 메이지유신(明治 新) 이전만 해도 이즈모대사
(出 大社)1)에 버금가는 신사(神社)로서 연중 70회에 가까운 제사가 행해졌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가 음력 8월 24일에서 25일까지 행해졌던 고자카에(御座替)
라고 하는 신들의 어좌(御座)를 교체하는 행사이다2). 이 신사에서는 40년에 한번씩 신
사를 재건(再建)하는 센자사이( 佐祭)를 행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년에 한번씩 고
자카에를 통하여 신들의 어좌를 새롭게 봉납하였다. 신들의 어좌에는 왕골로 짠 돗자리
가 깔려 있는데, 고자카에의 행사를 통하여 남전(南殿), 북전(北殿), 정전(正殿) 등의 
본전(本殿) 삼사(三社)와 15채의 섭사(攝社) 및 말사(末社)의 어좌에 깔려 있는 모든 
돗자리를 새 돗자리로 하나하나 바꾸어 깐다. 메이지유신 이전에만 해도 아이카군(秋

), 시마네군(島根 ), 타테누이군(楯 ) 3개 군과 오우(意宇)군 절반의 사가(社家)
가 모여 거행하였다고 한다. 

고자카에에서는 우선 어좌를 정화하기 위하여 고자노마이(御座之 )를 중심으로 7좌
(座)3)의 가무(歌 )를 동반한 의례가 행해진다. 제차는 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츠루기노마이(劍 ), 기요메(淸目), 산구(散供), 간죠(勸 ), 노리토(祝 ), 고자(御座), 
다구사(手 ) 등이 행해진다4). 즉, 가무의 의례가 행해질 마이니와( 庭)를 정화하고 
불제(祓 )의 신을 권청한 후에 어좌에 깔 돗자리를 들고 춤을 춘다. 그리고 나서는 행
사에 참석한 참배자들을 위한 여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노(神 )가 행해진다. 그 내
용은 신사의 연원이나 이즈모 신화 등을 가면놀이의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 제차
를 보면, 다이샤(大社), 마키리메(眞切 ), 스미요시(住吉), 야에가키(八 垣), 산칸(三

), 야마토다케루(日本武), 에비스(惠比 ), 하치만(八幡), 이츠쿠시마(嚴島), 코우진

1) 시마네현(島根 ) 이즈모시(出 市)에 위치한 이즈모대사(出 大社)는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
命)를 주신으로 하고 있는 신사로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命)를 주신으로 하고 있는 이세신궁
(伊勢神宮)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이다. 일본신화에 의하면 이즈모의 오쿠니누시노미코토가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에게 나라를 양도하였다고 한다.

2) 本田安次, 1979, 祭 神樂 , 神樂-古代 歌  日本 古代 1, 平凡社, p.83.
3) 가구라(神樂)에서는 연희되는 곡목의 단위를 자(座) 혹은 반(番) 등으로 표현한다.
4) 本田安次, 1990, 日本 傳 , 正社,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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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 이와토(岩戶), 다케미카즈치(武甕槌) 등이 있다5).
사다대사의 고자카에는 이즈모 이외에도 이와미(石 )6), 오키( 岐)7), 빗추(備中)8)  

및 히고(備後)9)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가면놀이인 노( )도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처음 어좌를 정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불제(祓 )의 가무도 기도(祈禱)를 위한 
가무로 변모되었고, 노( )도 빗추 히고에서는 대사적 요소가 가미되어 한층 연희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한편, 이렇게 규슈(九州), 긴키( 畿), 간토( 東) 등지로 
전파된 고자카에의 의례는 점점 간략화 된 형태로 행해져 돗자리 대신에 종이를 오려 
막대에 꽂은 고헤이(御幣)10)나 신성한 나뭇가지인 사카키(榊)11), 부채와 방울, 칼 혹
은 활과 화살 등의 무구( 具)를 들고 추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신의 현현을 나타내
는 매체 역할을 하는 고헤이, 사카키, 부채와 방울, 칼 혹은 활과 화살 등을 특히 손에 
뽑아 드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도리모노(採物)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즈모의 사다대사에서 행해진 의례에 규범을 두고 도리모노의 춤을 주로 
하면서 여기에 노( )가 합쳐져서 행해지는 가무의 의례를 일반적으로 이즈모계통의 가
구라라고 한다12).

이즈모계의 가구라는 현재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데13), 오카야마현(岡山 ) 빗츄
(備中) 등지에서는 6년 혹은 12년에 한번씩 고도노가구라(神殿神樂)라고 하는 것이 행
해지고 있다. 고도노가구라에서는 고도노(神殿)라고 불리는 가설의 제장을 설치하고 뱍
카이(白 )14), 치미치(千 )15), 죠카( )16) 등의 장식을 한 후에 여기에 제신을 청
5) 本田安次, 1993, 日本 傳 -神樂  本田安次 作 1卷, 正社, p.41.
6) 옛 지방의 이름으로 지금의 시마네현(島根 )의 서부.
7) 지금의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 岐島).
8) 지금의 오카야마현(岡山 )의 서부.
9) 지금의 구마모토현(熊本 ).
10) 흰색 종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 은색이나 오색의 종이를 접어 오린 것을 얇고 긴 대나무 등

의 막대에 꽂은 것을 말한다. 신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헤이속쿠(幣束)의 경칭으로 
헤이하쿠(幣帛), 누사, 미테구라, 니기테 등으로도 불린다. 고헤이는 주로 신들이 빙의하는 신체
로 사용되거나 신전에 바치는 예물로 사용되거나 액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11) 신사 경내에 심는 상록수의 총칭으로 주로 비쭈기나무라고 하여 차나뭇과의 작은 상록 활엽 교목
을 말한다. 예로부터 이 나무는 신성한 나무로서 그 가지는 신전에 바쳐졌다.

12) 혼다야스지(本田安次)는 일본의 가구라를 크게 미코가구라(巫女神樂), 이즈모계(出 )의 도리
모노가구라(採物神樂), 이세계(伊勢 )의 유타테가구라(湯立神樂), 야마부시가구라(山伏神樂)
반가쿠(番樂) 다이가구라(大神樂) 등의 시시가구라(獅子神樂) 등으로 나누고 있다.

13) 本田安次, 1979, 앞의 책, pp.83~94 ; 1990, 앞의 책, pp.14~28 ; 1993, 앞의 책, pp.38~103 참조.
14) 신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로 천장에 메다는 일종의 텐가이(天 ) 혹은 닫집을 말한다.
15) 신들이 드나드는 길이라고 하는데 종이를 가늘게 잘라 뱍카이로부터 사방팔방으로 길게 늘어뜨린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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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밤을 새워 가무를 동반한 가구라가 연행된다. 제차가 수없이 많으며 새벽 무렵에
는 강신현상도 일어난다. 가구라가 연행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신관이 신을 접하게 
되는데 이 때에 추곡의 여부나 마을의 길흉 등을 묻는 신탁이 행해진다. 

이와미의 오모토가구라(大元神樂), 히고의 고진가구라( 神神樂) 죠도가구라(淨土神
樂), 스오(周 )의 유카바가구라( 波神樂) 등도 몇 년을 주기로 행해지는데 히고에서
는 33년에 한번 행해지는 곳도 있다. 이들 가구라는 지역의 신인 우부스나가미17)에게 
봉납하는 것이 아니라 고진( 神)18)과 조령(祖 )19) 등을 진혼( )하기 위한 제사
라고 한다. 특히 노( )는 진혼과 깊이 관련해서 연행되고 있다.

미야자키현(宮崎 )에는 휴가(日向)의 3대 가구라라고 하여 히토츠세천(一瀨川) 상류
의 메라가구라( 神樂), 미미천( 川) 상류의 시바가구라(椎 神樂), 이츠츠세천(五瀨
川) 상류의 다카치호가구라( 千穗神樂) 등이 시모츠키( 月)라고 하는 동짓달에 행해
지고 있다20). 곡물의 수확이 끝나고 태양의 힘이 약해져서 농작물의 성장이 멈춘 한겨
울에 고야(神屋) 혹은 고니와(神庭) 등으로 불리는 제장을 만들어 놓고 우지카미(氏神)
를 비롯한 제신들을 권청하여 수확에 대한 감사와 함께 으듬해의 풍작을 기원하며 새로
운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제의를 행하는 것이다. 

다음의 본문에서는 이즈모계 가구라의 하나인 다카치호가구라( 千穗神樂)를 민족지
적 기술과 함께 예능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다카치호가구라는 강신이나 신탁
은 일어나고 있지 않으나 민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구라로서 사토가구라( 樂)21)의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다카치호는 천손강림의 땅으로 일본신화와 관련된 제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교적 예능화되어 있다. 다카치호의 가구라는 주로 밤을 
16) 시키(四季), 자제치, 에리모노 등으로도 불리우며 신사의 입구를 상징하는 도리이( 居), 사계의 

풍물 등의 무늬를 종이에 음각한 것을 말한다.
17)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원래 우지가미가 혈연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우부스나가미는 지연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구분이 애매해져서 지연적 성격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지가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18) 삼보고진(三寶 神)의 약자로 부뚜막을 관장하는 조왕신이면서 동시에 방화( 火)와 농업의 신이
기도 하다. 성격이 거칠고 사나와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신으로 이해
되고 있다.

19) 조상의 영으로 일본의 민간에서는 33주기 혹은 50주기가 지난 사자의 영은 개성을 잃고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고 있다.

20) 미야자키현의 시모츠키가구라에 대한 현지조사로는 황루시, 1996, 후루에다오의 시모쯔키가구라 
답사기 , 비교민속학  제13 , pp.473~486과 박원모, 1996, 시로미신사대제 , 비교민속학  
제13 , pp.291~314 등이 있다.

21) 일반적으로 궁중에서 연행되는 미가구라(御神樂)에 대해서 민간에서 행해지는 가구라를 사토가구
라( 樂 혹은 神樂)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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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워 행해진다고 하여 요가구라(夜神樂)라고도 한다.
현지조사는 1997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와토지구(岩戶地區)의 고카무라(五村)

와 미타이지구(三田井地區)의 아사카베(淺 )에서 행하였으며, 1999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2000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바지역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아사카
베에서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주로 아사카베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고카무
라(五村)에서 연행된 가구라를 보조자료로 사용하려고 한다. 

다카치호의 요가구라는 1962년에 현( )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71년에는 
국가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록제작 대상이 되었으며, 1978년 5월 22일
에 국가지정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일본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고장 다카치호( 千穗)는 미야자키현(宮崎 ) 북서부에 위
치한 마을로 북쪽으로는 큐슈(九州)에서 세 번째로 높은 소보산(祖母山), 서쪽으로는 
아소산( 山)의 구주연봉(久住 峰), 남쪽으로는 모로츠카산( 塚山) 등 광대한 산록
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이다. 교통망의 발달과 함께 아소산 남쪽 큐슈의 심장부에 위
치한 다카치호는 동으로 노베오카(延岡), 서로는 구마모토(熊本), 북으로는 오이타(大
分)와 후쿠오카(福岡) 등의 대도시로 이어지고 있다. 

다카치호는 일본서기(日本書 ) 와 고사기(古事 ) 가 전하는 천손강림(天孫 )
의 땅으로, 천손강림과 관련해서 고사기 에는 츠쿠시( )22) 히나타(日向)23) 타카
치호( 千穗)의 구시후루타케(久士布流多氣) 에 천손(天孫)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命)24)
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고 있고, 일본서기 에는 황손(皇孫) 니니기가 히무카(日
向)의 소( )의 다카치호타케( 千穗峰) 에 강림하였다고 하고 있다25).

22) 옛지명의 하나로 규슈(九州)의 다른 이름이다. 좁게는 지금의 후쿠오카현(福岡 ) 북서부에 해당
하는 치쿠젠( 前)과 남부의 치쿠고( 後)를 합한 지역을 말한다.

23) 옛지명의 하나로 미야자키현(宮崎 )과 가고시마현( 兒島 )의 일부에 해당한다.
24)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命)의 손자로 아마테라스의 명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신

들이 사는 다카마가하라( 天原)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25) 古事 (上卷), 日本書 (卷 二). 천손강림의 땅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야

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계에 있는 다카치호봉( 千穗峰)이라는 설과 미야자키현 북쪽에 위치한 
다카치호쵸( 千穗町)라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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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치호쵸( 千穗町) 내에는 천손 니니기를 제사하는 구시후루신사가 고사기 에 
전하는 구시후루타케(峰)를 배후로 해서 건립되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천손강림 때
에 하늘의 수원을 옮기었다는 아메노마나이(天眞名井)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 물이 지하
를 통하여 다카치호의 협곡으로 흐르고 있다. 구시후루타케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다카마가하라( 天 )의 중턱에는 일본신화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다카치호비( 千穗碑)
가 세워져 있고, 다시 다카마가하라의 남쪽에는 초대 천황인 진무(神武) 천황 등 네 명
의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시오지카미네(四皇子峰)가 있다. 또한, 진무(神武) 천황의 
자손 다테이와타츠노미코토(建盤竜命)가 큐슈를 통치할 때에 올라가 나라를 살피었다고 
하는 구니미가오카(國 丘)가 다카치호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카치호쵸의 시가지
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고, 고카세쵸(五瀬)와 다카치호쵸의 경계에는 일본서기 에서 
천손강림의 땅이라고 전하고 있는 후타카미야마(二上山)가 오타게(男岳)와 메타게(女
岳) 한 쌍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말기에 간행된 한자사전인 (和名抄) 에 의하면, 우스키
군( 杵 )에 치호(智保)라는 지명이 있고, 아소군( )에도 치호(智保)라고 하는 
이름의 지명이 있다. 즉 다카치호는 우스키군과 아소군을 포함하여 다카치호향( 千穗

)을 이루고 있었으며 전성기에는 다카치호 18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고 한다26). 
다카치호 18향은 정촌제(町村制) 실시 이후 9개 촌으로 병합되었다가 현재에는 10개 
지구를 이루고 있다. 현재 다카치호쵸는 크게 다카치호( 千穗), 이와토(岩戶), 다바라
(田原), 가미노(上 ) 등의 4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시 다카치호는 미타이(三
田井), 오시카타(押方), 무코야마(向山) 지구로, 이와토는 이와토와 가미이와토(上岩戶) 
지구로, 다바라는 다바라, 가와치(河內), 고카쇼(五所) 지구로, 가미노는 가미노와 시모
노(下 ) 지구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지구는 또 다시 오아자(大字)라고 하는 
56개의 소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三田井 : 町區, 神殿, 本 , 三田井北, 三田井東, 淺 , 大 原, 上川登
  押  方 : 中川登, 下川登, 片內, 山 , 三原尾 , 取川, 原東, 原 , 五村 , 五

村東
  向  山 : 椎屋 , 丸小 , 石原, 水崎, 人田, 尾狩, 秋元

26) 千穗町敎 委員會, 1987, 千穗 夜神樂 , p.13.



일본신화의 고장 다카치호(高千穗)의 요가구라(夜神樂) / 박원모

문화재 제38호(2005)   51

  岩  戶 : 之戶, 五村, 上寺, 立宿, 土呂久, 東岸寺, 原, 下永內, 上永內, 方 , 
大平

  上岩戶 : 日 , 日向

  田  原 : 上田原, 下田原, 岩
  河  內 : 中 , 河內, 城山, 奧 , 場, 下河內
  五  所 : 五所

  上   : 上 , 玄武, 口, 下
  下   : 下 東, 下

다카치호의 가구라는 이상과 같은 부( )라고도 하는 오아자(大字)를 단위로 연행된
다. 세대수가 많은 아자는 70~80세대 정도이고 적은 아자는 30~40세대 정도이다. 다
카치호의 56개의 소지구 중에서 현재 전승이 끊어지거나 철야로 가구라를 연행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히가구라(日神樂)라고 하여 낮에 간단하게 봉납하는 곳 등을 제외하
면 매년 20여 곳에서 요가구라가 행해지고 있다.

2000년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237.20 의 다카치호에 5,059세대 15,843명(남7,446
명 ; 여8,397명)이 살고 있다. 다카치호의 산업으로는 다카치호협곡 등의 자연경관과 
후타가미산(二上山) 등 천손강림과 관련한 명승지를 개발한 관광업이 기반을 이루고 있
으며 가구라주조(神樂 ) 등의 제조업과 식육용 소의 목축업과 더불어 쌀, 토마도, 오
이, 국화 등의 작물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임업 등이 발달되
어 있다. 



지도 2. 다카치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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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다카치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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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아사카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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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치호가구라는 매년 11월 하순에서 다음해 2월 상순에 걸쳐서 이츠츠세천(五瀨
川)을 따라 구이와토촌( 岩戶村)27), 다카치호쵸( 千穗町), 구나나요리촌( 七折村)28) 
등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밤을 새워 행해진다. 지금의 제일은 메이지유신 이후 역(曆)이 
양력으로 바꾸면서 음력의 날짜가 한 달씩 뒤로 미루어졌으며 그나마 생업을 위해 도회
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로 주말이나 경축일을 전후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
다. 조사지인 아사카베는 지금도 음력 11월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철야로 행하
고 있다. 그리고 고카무라는 매년 12월 첫째 토요일 오후부터 철야로 연행한다. 아사
카베와 고카무라를 비롯한 1997년도의 다카치호 요가구라의 일정과 장소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다카치호 요가구라의 일정과 장소

日 月 曜日 地  區 (神  社) 公民 (小  ) 神  樂  宿   
11.22 土 下  (八  幡) 下 東(大神 ) 尻  泰弘 7.0Km
11.22 土 上  (柚木 ) 下  ( 井 ) 江   功 4.0Km
11.22 土 上  (上  ) 上  (板  ) 工   秀 7.5Km
11.23 日 押  方(中  畑) 五村 (大內 ) 戶   公博 8.0Km
11.24 月 上  (   口)   口(秋  原) 佐   9.0Km
11.29 土 向  山(秋  元) 秋  元(中) 干  13.0Km
11.29 土 岩  戶(御  ) 上永之內 上永之內公民 9.0Km
11.29 土 押  方(   原) 原東 原神社社務所 8.5Km
12. 6 土 押  方(二  上) 山  (小 內) 甲斐  中尊 7.0Km
12. 6 土 岩  戶(歲) 五  村(日  ) 佐   定 7.0Km
12. 6 土 三田井( 初天神) 下川登 下川登公民 1.5Km
12.10 水 三田井(熊 三社大權現) 淺  (猿  伏) 田尻  壽稔 2.5Km
12.13 土 押  方(嶽  宮) 上押方 上押方公民 3.2Km
12.14 日 岩  戶(石  神) 方 (尾之上) 田  八 子 6.0Km
 1.10 土 向  山(丸小 ) 丸小 丸小 公民 3.0Km
 1.10 土 河  內(熊 瀧) 下河內 下河內콤뮤니티센터 16.0Km
 1.14 水 向  山(山  中) 尾  狩(狩  低) 甲斐照一 12.0Km
 1.17 土 田原(愛宕將 地 ) 下田原 岩公民 17.0Km
 1.31 土 向  山(䄷之瀧) 仁田 仁田公民 11.0Km
 2.10 火 田  原(熊  ) 上田原(仲  ) 橋本  章 10.0Km

27) 현재 다카치호쵸( 千穗町)에 합병되었다.
28) 현재의 히노카게쵸(日之影町)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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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라가 연행되는 장소를 가구라야도(神樂宿)라고 한다. 가구라야도는 민가인 경우
가 많으나 최근에는 공민관(公民 ) 혹은 신사의 사무소(社務所)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요가구라가 민가에서 연행될 경우, 가구라야도는 매년 제비뽑기에 의해서 정해진
다. 제비뽑기는 가구라가 끝난 다음날 나오라이(直會)라고 하는 회식 자리나 이듬해 연
초 신년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아사카베의 경우는 최근 나오라이를 하면서 제비
뽑기를 한다. 요가구라는 제비뽑기를 하여 당첨된 집의 마루 한 칸을 가구라를 연희하
는 무대인 고니와(神庭)로 하여 행해진다.

오아자 아사카베는 90세대 정도가 살고 있으며 사루부시( 伏), 도죠노(堂園), 요코
테(橫手), 야마고(山川), 우메기(梅木) 등 5개의 고아자(小字)로 이루어져 있다. 가구라
야도는 사루부시  도죠노  요코테  야마고  우메기 순으로 매년 고아자를 바뀌
어가며 정해진다. 즉, 순번이 돌아온 고아자에 속하는 집들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그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결정한다. 제비뽑기는 츠리구지( )라고 하여 종이에 희
망자의 이름을 써 바닥에 놓고 고헤이(御幣)의 종이 술에 달라 붙은 것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추첨한다. 후보자까지 둘에서 세 집을 선정해 놓았다가 일순위의 집에 불상사
가 생기거나 부정한 일이 있거나 하면 가구라야도를 다음 순번의 집으로 바꾼다. 물론 
불상사나 부정이 생긴 집의 사람들은 가구라에 참가하지 못한다. 또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민관 등에서 연행된다. 1997년도의 가구라야도는 사루부시의 타지리토시노
부(田尻壽稔)씨 집이었다.

요가구라를 연행하기에 앞서 잡신을 쫓기 위한 하마야(破 弓)라고 하는 활 모양의 
주물(呪物)을 가구라야도의 지붕 위 용마루 양 끝에, 혹은 집의 방위에 따라서는 툇마
루쪽 등에 세운다. 그리고 마당 중앙에 히모로기라고 하는 신들이 강림하는 처소를 만
드는데 대나무 가지 세 개를 높이 세우고 우키와라고 하는 볏가마니를 상하 두 단으로 
놓는다. 가운데 대나무 가지의 상단에는 청색 헤이(幣) 33개를, 하단에는 적색 헤이 28
개를 꽂는다. 아래위의 볏가마니는 천지를 의미하고 청색 헤이는 33천(天)을, 적색 헤
이는 28숙(宿)을 의미한다고 한다. 좌우의 대나무 가지에는 각각 흰색의 헤이 12개가 
꽂혀 있다. 흰색의 헤이는 일년 열 두 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천지의 은혜로 사계절이 
운행하여 곡물이 맺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히모로기가 있는 곳을 소토
지메(外注 )라고도 한다. 

가구라가 주로 연행되는 곳은 집안에 마련된 고니와(神庭)라고 하는 곳이다. 고니와는 
시메나와라고 하는 금줄을 사방 4m정도로 치고 구모( )라고 불리우는 천개(天 ), 흰색 
종이를 오려 음각을 한 에리모노(彫物) 등으로 장식한다. 요가구라 당일 밤 가구라야도에
서는 덧문을 떼어내고 툇마루를 객석으로 하여 툇마루와 고니와를 오가며 가구라가 연행된다.



사진 1. 가구라야도(神樂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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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히모로기



사진 3. 고니와(神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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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구모(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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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치호에서는 가구라를 연행하는 사람들을 호샤동이라고 부른다. 호샤동이라는 말
에는 봉사자(奉仕 )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호샤동은 그 마을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예
전에는 각 집을 대표하여 주로 장남이 담당하였으나 요즘에는 인원이 부족하여 호샤동
을 이웃 마을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원정을 가기도 하는 형편이다. 1997년도 아사카베의 
요가구라에는 사루부시에서 3명, 도죠노에서 4명, 요코테에서 5명, 야마고에서 3명, 우
메기에서 3명 등 지역의 호샤동이 18명 종사하였고 외부에서 6명이 참가하였다. 아사카
베의 경우 가구라 연습은 새로운 호샤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시작하지만 
보통은 1개월 전부터 하며 1주일에 3회 정도 연습한다고 한다. <표 2>는 1997년 12
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있었던 아사카베 요가구라의 호샤동 배역이다.

호샤동들이 가구라의 연행을 담당한다면, 가구라의 진행을 맡은 조직으로 야쿠쇼쿠
(役 )가 있다. 고카무라의 경우 총무 및 회계 역할을 하는 모토지메(元 )가 2명, 음
식을 만드는 이타노마(板之 )가 5명, 제장의 장식을 담당하는 나카제(中出)가 2명, 물
품의 구매을 담당하는 가리모토(借戾)가 2명 있었고, 그 외에 가구라를 언제 할 것인가
를 신관에게 알린다던가 하는 도도케카타(屇方)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요즘은 모토
지메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아사카베의 경우는 모토지메가 2명, 나카제가 2명, 호샤
동을 돌보는 가미츠카레 4명, 그 외 물을 길러 나르는 미즈부(水 ), 밤새 화재 등을 
감시하는 시메노반, 밥을 짓는 가마모토, 요리를 담당한 이타노마 등이 있었다. 호샤동 
뿐만 아니라 야쿠쇼쿠 또한 모두 남자들이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음식 만드는 일 등을 
여자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가구라는 각 집에서 한 명씩 대표가 참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카무라의 경우 3명의 여자들이 가구라에 참가하여 여러 일을 도
왔다. 3명 모두 남편이 이미 사망하여 주부가 가족을 대표하여 참가한 것이라고 한다. 
고카무라의 경우 가구라의 야쿠쇼쿠는 매년 바뀌며 가구라를 연행하기 1개월 전쯤에 결
정된다고 한다. 



일본신화의 고장 다카치호(高千穗)의 요가구라(夜神樂) / 박원모

문화재 제38호(2005)   59

표 2. 아사카베 요가구라의 제차와 배역 (猿伏, 1997.12.10-11)

番 名 役
1 彦    ( 入 : 熊   )  戶 秀俊
2 太    殿 田崎喜久 ,  佐 吉保,  梠  初,  梠  實
3 神    田崎喜久 ,  俵    勳,  甲斐淸澄
4     守 橋本照夫,  戶 政昭
5 杉    登 戶 秀俊,  田 幸夫  (入 神 : 梠  實)
6 地    固 橋本憲史,  熊 文俊,  甲斐淸孝,  佐 吉保
7 弊 神 添 戶 秀俊,  田 幸夫
8 住    吉 田崎喜久 ,  章,  戶 政昭,  甲斐淸澄  (入 神 : 田崎 市)
9 五    穀 梠  實,  甲斐淸孝,  戶 秀俊,  橋本照夫,  熊 文俊
10     俵    勳,  木理平,  田崎喜久 ,  田崎 市
11 沖    章,  橋本照夫,  熊 文俊,  橋本憲史
12 八    梠  實
13 本    橋本硏一,  田崎喜久 ,  佐 吉保,  戶 秀俊
14 太刀神添 田 幸夫,  甲斐淸孝
15 大    神 熊   ,  木理平,  戶 政昭
16 七  神 (  : 甲斐吉保) 田 幸夫,戶 秀俊, 章,甲斐淸孝,橋本照夫,橋本憲史
17 御 神 (引出 : 木理平)  甲斐淸澄,  俵    勳
18 弓 正 田 幸夫,  熊 文俊
19 岩    潛 (引出 : 田崎 市)  梠  實,  田 幸夫,  橋本照夫,  章
20 武    智 甲斐淸孝,  戶 秀俊
21 山    森 田 幸夫,  熊 文俊,  甲斐淸孝,  戶 秀俊 (山神 : 梠  實)
22 地    割 田 幸夫,  熊 文俊,  甲斐淸孝,  戶 秀俊 ( 神 : 梠實, 神主 : 俵勳)
23 日 之 前 田崎喜久 , 甲斐淸澄, 木理平,  橋本硏一
24 柴    引 橋本憲史
25 伊勢神樂 田崎喜久
26 手 力 梠  實
27     女 戶 秀俊
28 戶    取 甲斐淸澄
29     橋本硏一
30 御    柴 田 幸夫,  熊 文俊
31 注  口 橋本照夫  (注 引 : 章,  梠  實,  橋本硏一,  戶 秀俊)
32     下 章,  梠  實,  橋本硏一,  戶 秀俊
33     下 章,  梠  實,  橋本硏一,  戶 秀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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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샤동의 복식은 기본적으로 상하 흰 옷 차림에 흰색의 하카마( )라고 불리는 통이 
넓은 바지를 덧입고 그 위에 삼베로 만든 스오( )라고 하는 갈색의 두루마기를 걸치
는데 스오를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 면을 쓸 때에는 비단의 치하야(千早)라고 하는 소
매를 봉하지 않고 옷섶이 없는 예복차림의 겉옷을 걸친다. 그 밖의 신의 성격에 따라서
는 닷츠케바카마( 着 )라고 하는 무릎 부분을 끈으로 묶어 아랫도리를 가든하게 한 
치마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다. 

쓰개로는 검은 명주실( )로 만든 에보시( 帽子)라고 하는 건과 머리에 묶는 하치마
키( 卷)라고 하는 띠가 있다. 복식과 관련해서는 이 밖에 다스키( )라고 하는 어깨 
끈을 X자 혹은 자로 매는 경우가 있으며, 호칸(寶冠)이라고 하는 삼각형으로 자른 백
지를 이마에 대고 하치마키로 묶어 고정시키고 관자놀이에 헤이(幣)라고 하는 흰색 종
이 술을 늘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12개월을 나타내는 본텐(梵天)이라고 하여 흰
색 종이를 비스듬히 삼각으로 포개 접어 오려 만든 것을 다스키를 맨 등에 다는 경우
가 있다.

다카치호에서는 가구라에 사용되는 신면(神 )을 오모테사마( 樣)라고 부른다. 종류
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종정도가 있다. 대부분이 귀면( )으로 코가 큰 텐
구(天狗) 면 등도 있으며 야차(夜叉) 면과 같이 뿔이 달린 것도 있으나 소수이다. 이것
들은 대부분 에도시대(江戶時代) 말기에서 메이지시대에 제작된 것들이다. 간혹 푸른색, 
흰색 혹은 검정색의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면은 붉은 색이 칠해져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의 면은 입이 크게 벌려진 채 이에 금색 혹은 은색이 칠해져 있다. 면의 재료는 오동나
무나 계수나무가 많이 사용되며 조각할 경우 우즈메 면과 다치카라 면 한 조를 파는데 
10일 정도 걸리고 옷칠을 하면 2주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한다. 가구라에서 신면은 각각
의 신들의 성격에 맞게 골라 사용하게 되며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되는 신면도 있다.

무구는 오른손에 방울과 왼손에 부채를 드는 것이 기본 자세이다. 칼(太刀)이나 활과 
화살을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드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신성한 나뭇가지인 사카키(榊)나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고헤이(御幣)를 손에 들거나 허리에 꽂는 경우도 있다. 헤이(幣)란 
원래 신전에 바치는 비단 혹은 공물 등을 뜻하였으나 전의되어 의례에 사용되는 종이 삼 
따위를 접어오리거나 찢어서 막대에 꽂은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헤이를 이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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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히라고 발음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헤이가 있으며 각각 그 의미도 다르다. 

    후토다마구시후토다마구시후토다마구시후토다마구시((((太太太太玉玉玉玉串串串串)))) : 3척 정도의 사카키 나뭇가지에 청색과 적색의 헤이를 단 
것으로 가구라의 처음 히코마이(彦 )의 무구이다. 

    오누사오누사오누사오누사((((大大大大幣幣幣幣) ) ) ) : 강목 두 개를 포갠 3척 3촌의 자루 상단에 사각의 흰색 종이를 끼
어 넣고 마( )를 길게 늘어뜨렸다. 

    고진헤이고진헤이고진헤이고진헤이(((( 神神神神幣幣幣幣) ) ) ) : 기진( 神)의 헤이라고도 한다. 관(冠)이라고도 하는 머리부
분에 종이 2장을 겹쳐 비스듬히 자른 것을 끼우고 머리 밑으로 청색과 백색 두 
종류의 종이를 4단으로 잘라 위로부터 3, 5, 7가닥의 오리를 내어 늘어뜨렸다. 자
루는 대나무로 만들었으며 1척 2촌으로 청색 헤이는 왼쪽, 적색 헤이는 오른쪽 허
리 뒤에 꽂는다. 

    마이헤이마이헤이마이헤이마이헤이(((( 幣幣幣幣)))) : 스기노보리(杉登) 등에서 사용되는 무구이다. 헤이의 형태는 고
진헤이와 비슷하나 머리 부분이 다르다. 종이를 오려 만든 머리부분이 3갈래로 뻗
어 있다. 청색과 적색의 두 종류가 있으며 청색은 왼손에 들고 적색은 오른손에 
든다. 또한 허리에 꽂기도 한다.

    오키에헤이오키에헤이오키에헤이오키에헤이((((沖沖沖沖 幣幣幣幣)))) : 마이헤이와 비슷하나 3갈래로 뻗어 있는 머리 부분에 두 겹
으로 접어서 만든 삼각형의 종이를 끼우는데 이것은 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물
은 산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흰색이나 청색을 사용
한다. 이것은 수신(水神)의 헤이이기 때문이며 불(적색)을 금하기 때문이다.

    이세헤이이세헤이이세헤이이세헤이((((伊伊伊伊勢勢勢勢幣幣幣幣)))) : 이와토헤이(岩戶幣)라고도 하며 길이가 3척 3촌으로 7겹의 흰
색 종이에 산관(山冠)이라고 해서 머리 부분에 청색 종이를 삼각으로 5겹 접은 것
과 횡관(橫冠)이라고 하여 머리 부분에 적색 종이를 가로로 5겹 접은 것을 각각 
끼운다. 가구라에서는 산관의 청색 헤이를 가로로 횡관의 적색 헤이를 세로로 하
여 수직으로 들고 춤을 춘다. 

    우즈메헤이우즈메헤이우즈메헤이우즈메헤이(((( 女女女女幣幣幣幣)))) : 다이진헤이(大神幣)라고도 하며 종이 2장을 오려 만든 머리 
부분에 백 청 적색의 종이를 겹쳐 3단으로 붙였다. 

이 밖에 무구에는 츠에(杖)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는데, 츠에는 고진( 神)의 무구로
서 4종류가 있다. 모두 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의 선물29)을 나타내기도 한다.
29) 츠에(杖)는 일종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근처 시바가구라(椎 神樂) 등에서는 산으

로부터 내려온 신면이 주인에게 츠에를 건네주며 축복을 한다. 시바에서는 츠에를 멘보( 棒)라
고 부른다.



사진 5. 오모테사마(表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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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도리모노(採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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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리지와리지와리지와리((((地地地地割割割割))))에서 에서 에서 에서 고진고진고진고진(((( 神神神神))))이 이 이 이 드는 드는 드는 드는 츠에츠에츠에츠에 : 3척 정도의 대나무 중앙을 두 겹의 
백지로 감고 양쪽 끝에 오리를 낸 종이 술을 붙였다. 이것은 산사람들의 지팡이라
고도 한다. 

    고진츠에고진츠에고진츠에고진츠에(((( 神神神神杖杖杖杖)))) : 2척 정도의 대나무로 만드는데 양 끝에 백 청 적색의 오리
를 낸 종이를 달고 그 사이의 대 부분은 흰색 종이를 사선으로 말았다. 이것은 경
작을 할 때에 사용하는 자루라고 한다. 

    오츠에오츠에오츠에오츠에((((大大大大杖杖杖杖)))) :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의 무구로 6척 정도의 길고 굵은 대나
무 중앙을 두 겹의 흰색 종이로 감고 양 끝에 흰색의 오리를 낸 종이 술을 달았다.

    가타츠에가타츠에가타츠에가타츠에((((片片片片杖杖杖杖)))) : 야츠바치(八 )에서 사용하는 무구이다. 1척 정도의 대나무 한쪽 
끝에 흰색의 오리를 낸 종이를 단 것으로 2자루이다. 이것은 북채로도 사용된다. 

악기는 북을 중심으로 피리와 작은 바라 모양의 데뵤시(手拍子)라고 하는 청동악기가 
있다. 북은 직경 70~75센티 정도이고 끈으로 가죽을 고정시켰으며 두 사람이 두드리는데 
한 사람은 북의 오른쪽 가죽을 두드리면서 가끔 여세를 몰아 테두리를 두드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동체의 중앙을 쉬지않고 계속해서 두드린다. 데뵤시는 두 손에 들고 치는 경우
가 거의 드물고 두 장을 겹쳐 북의 동체 위에 매달아 북의 떨림에 의존해 소리를 내게 한
다. 그리고 피리는 야마토부에(大和 )라고 불리는 구멍이 큰 가로로 부는 피리이다. 

가구라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를 가구라우타(神樂歌)라고 한다. 가구라우타는 가구라의
유래를 고하는 것으로 본래 각각의 춤에 따라 정해진 것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
재에는 그 구별이 별로 없다. 춤의 진행과 관련된 일부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츠즈
키우타( 歌)라고 하여 북을 잡은 사람이 부른다. 노래의 가락은 가구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춤의 성격을 결정짓는 동기가 된다. 가사는 이 지방의 특유한 것이 비교적 
적고 전국적인 분포를 갖는 것이 많다. 이에 비해서 가구라세리우타라고 하는 것이 있
는데, 세리우타는 지방적 색채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미코야에서 가구라의 연행자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별도로 세련되지는 않지만 가구라야도에 모인 구경꾼들이 추운 겨울 
밤을 지새우기 위해 한데 모여 부르는 노래를 세리우타라고 한다. 그 내용은 가구라야
도에 온 처녀를 유혹하기 위한 노래도 있고 가구라를 연행하고 있는 호샤동을 칭찬한다
던가 야단친다든가 하는 내용의 노래 등 매우 다양하며 즉흥적이다. 이외에 가구라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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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북의 장단에 맞추어 독경을 하듯이 읊어 내려가는 것도 있다.
춤의 시작은 크게 고니와 안에서 제단을 향해 꿇어 앉아 배례를 한 상태에서 일어나

는 것과 분장실인 가쿠야(樂屋)에서 고니와로 춤을 추며 들어오는 두 가지의 형식이 있
다. 신면을 쓰고 등장하는 춤은 모두 가쿠야에서부터 춤을 추며 들어온다. 이것은 신면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배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 가쿠야에서 춤을 
추며 들어오는 것이 드물게 있는데 모두 춤을 추며 들어와서는 일단 무릎을 꿇고 제단
을 향해 배례를 한다. 

제단을 향해 꿇어 앉아 시작하는 춤은 먼저 오방의 신에게 예를 올리는 춤을 춘다. 
그리고는 사방을 돌며 춤을 추는데 이때 연행자들은 일렬로 서거나 서로 마주보고 선
다. 마지막으로 중앙을 향해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즉, 오방  사방  중앙의 순으
로 춤이 진행된다. 이렇게해서 일련의 춤이 끝나면 다시 박자가 빨라지고 도리모노(採
物) 등 손에 드는 무구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오무렸던 부채를 편다든가 스오( )
의 옷깃을 손으로 잡는다든가 칼이나 활과 화살 등의 도리모노를 손에 든다든가 한다. 
무구가 변할 때마다 반복하여 사방을 돌며 춤을 추다가 중앙을 향해 원을 그리며 춤을 
마친다. 칼을 들고 춤을 추더라도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은 채로 추고 계속해서 반복하
여 칼을 빼고 춘다든가 쌍칼을 들고 춘다든가하여 장시간 동안 춤을 추게 된다.

가구라에서 제사되는 신을 야오요로즈노가미(八白 神)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신이라
는 뜻으로 가구라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33번의 가구라에는 크게 세 부류
의 신들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천손강림(天孫 ) 및 아마노이와토(天岩戶) 등과 관련
된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고, 둘째는 다카치호신사 등 다카치호 88사(社)에서 모
시고 있는 지역의 수호신들이며, 셋째는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된 생산의 신들이다. 

첫째, 천손강림과 관련해서는 천손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 전령인 사루타히코노
미코토(猿田彦命), 이와토신화와 관련해서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朝大神), 다지카라오
노미코토(手力 命), 아마노우즈메노미코토(天 女命) 등 고사기(古事 )와 일본서기
(日本書 )에 등장하는 신들이 모셔진다.  

둘째, 다카치호 각 신사에서는 수호신으로 쥿샤다이묘진(十社大明神)을 모시고 있다. 
쥿샤다이묘진(十社大明神)이란 텐무천황(天武天皇)의 형제인 미케누노미코토(三毛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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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와 그의 아내 우노메히메( 目姬) 그리고 8명의 자녀들을 말한다. 전설에 의하면 후
다가미산(二上山)에 살고 있는 기하치( 八)라고 하는 악신이 산에서 내려와서는 나나츠
가이케(七池)에 사는 소보다케묘진(祖母岳明神)의 손녀 우노메히메( 目姬)를 강제로 아
내를 삼았다. 어느 날 고카세천(五瀨川)의 상류에 있는 나나츠가이케를 지나던 미케누노
미코토(三毛入 明)가 수면에 비치는 아름다운 우노메히메의 모습을 보고 접근하여 말을 
건다. 그리고 우노메의 가엾은 사정을 알게 된 이케누는 44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기하치
를 퇴치한다. 이후 미케누는 우노메를 아내로 맞아 8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자손대대로 
이 지역에서 쥿샤다이묘진(十社大明神)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신앙되고 있다.

셋째, 자연의 생산과 관련된 신들로 대표적인 것이 고진( 神)이 있다. 고진은 매우 
복잡한 성격의 신으로 가구라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불의 신으로 부엌 및 화재와 
관련되기도 하고, 전답 혹은 물의 신으로 농경과 관련 되기도 하고, 산의 신으로 수렵 
및 임업과 관련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중의 성격을 가진 고진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
져다 주기도 하지만 성격이 난폭하여 때로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

다카치호가구라에 등장하는 신들의 복식 등으로부터 나타나는 신들의 특성을 보면 크
게 3종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신면(神 )을 쓰고 화려한 치하야(千早)를 입고 등장하는 신들로 신의 강림을 
나타내는 헤이(幣)를 허리에 꽂고 권위를 상징하는 츠에(杖)를 들고 있다. 이 신들은 
사람과 완전히 격리된 세계의 신들로 하늘로부터 강림한 신들이다. 

둘째는 신면을 쓰고 닷츠케바카마( 着 )라고 하는 작업복 차림을 하고 등장하는 신
들로 생산과 관련된 신들이다. 등에 12장의 종이를 접어서 꽂았는데 이는 12지(支)와 
12달(月)을 나타내며 오행의 운행과 사시사철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셋째는 신면을 쓰고 치하야는 입지 않은 채 어깨에 다스키( )만 매고 등장하
는 신으로 산신(山神)이 있다. 인간이 매는 다스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다 인간에 
가까운 신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부류의 신들이 천신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이라고 한다면 둘째와 셋째 부
류의 신들은 지신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거친 신들이다. 그리고 신
들중에는 시치키진(七 神)의 귀신( 神) 처럼 둘째와 셋째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
는 신들도 있다.   

신들의 문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미코토즈케(命付)라고 하는 것이다. 33번 각
각의 가구라에는 일본신화와 관련된 신도(神 )의 신들이 제신으로 모셔지고 있는데 이
는 후대에 붙여진 이름들이다. 즉, 각각의 가구라에는 국가신도화의 과정에서 신들의 이
름이 의도적으로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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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치호의 요가구라는 신들을 맞이하는 우지카미무카에(氏神 )로부터 시작된다. 신
들이 거하는 마을 뒷산의 숲속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우지카미30)를 모신 신사(神社)가 
있는데, 여기에 일년 동안 모셔두었던 신면(神 )들을 꺼내어 가구라를 연행할 가구라
야도로 모셔오는 것을 우지카미무카에라고 한다. 가구라야도에서 요가구라의 준비가 끝
난 우지코31)들은 정화를 위한 의식을 행하고 나서 신사로 향한다. 신사에 도착해서는 
제사와 함께 시키산반(式三番)의 가구라를 연행하고 신면을 모시고 행렬을 지어 길놀이
를 하며 마을의 경계에서 경계까지 다니며 마을을 일주한다. 

마을의 수호신인 우지카미를 맞이하여 가구라야도에 모시는 가미무카에의 행렬은 지
역에 따라서 100미터가 넘는 경우도 있다. 오모테사마( 樣)라고 불리우는 가구라면(神
樂 )을 쓴 호샤동들이 야오요로즈노카미(八白 神), 즉 팔백만의 신들이 되어 행차하
고, 그 앞에는 상하 흰 복장에 흰색 하치마키를 한 일련의 집단이 하쿠진술(白刃 )이
라고 하는 도다신에류(戶田神影流)의 전통의 봉술을 선보이며 신들이 가는 길을 무예로
서 정화한다. 신들의 행렬을 선도하는 것은 천손강림 때에 선도 역할을 담당한 코가 큰 
붉은 신면(神 )을 착용한 사루타히코노미코토(猿田彦命)이다. 신화에 의하면 이 신은 
코의 길이가 7척이나 되고 신장이 거대하며 눈은 거울이 빛나는 것 같고 얼굴은 붉은 
빛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신들의 행렬이 가구라야도에 도착하면 마이이레( 入) 혹은 마
이코미( )라고 하여 마당에 설치된 소토지메를 세 바퀴 돌며 춤을 추게 된다. 마지
막에 자와타시(座渡)라고 하여 고니와에 놓인 쌀가마니 위에 앉은 사루타하코와 신관
(柛冠)의 문답32)이 이루어진다.

다카치호 33번의 가구라33)는 가구라의 유래를 구술하는 미코야하지메(御神屋始)에 
이은 제1번 히코마이(彦 )로부터 시작된다. 흰 옷 차림에 겉에다 비단의 치하야(千早)

30) 고장의 수호신으로 본디는 씨족신을 말한다.
31) 같은 씨족신을 모시는 같은 고장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서, 본래는 같은 씨족신을 모

시는 일족을 말한다.
32) 현재 가구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답(問 )은 신과 인간과의 대화로 정형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강신이나 신탁의 형식을 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33) 다카치호가구라는 33번의 제차로 이루어져 있다. 33번의 가구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가

구라와 마찬가지로 보통 불교의 33천(天) 등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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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걸친 사루다히코(猿田彦)가 오른손에 방울, 왼손에는 후토다마구시라고 하는 커다란 
사카키(榊)를 들고 고니와(神庭)의 중앙에 놓인 되 주위를 세 바퀴 돌다가 그 위에 올
라가 사방을 향해 배례한다. 이 춤과 다음의 다이도노(太殿)는 가구라가 연행될 제장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례적인 기능이 강하다. 계속되는 가미오리시(神 ), 친쥬( 守), 스
기노보리(杉登)는 시키산반(式三番)이라고 불리는데, 신들이 강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신들이 스기나무34)를 매개로 해서 강림하는 스기노보리(杉登)에서는 시네츠히코
(椎根津彦)와 우사츠히코(兎狹津彦) 두 신이 에보시( 帽子) 차림으로 춤추는 중에 고
진( 神) 가면을 쓴 마을의 수호신이 나타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시키산반이 끝나면 
고니와에서 나오라이(直會)라고 하는 회식이 진행되어 신주(神 )를 돌리게 된다. 계속
되는 지카타메(地固)는 수신(水神)의 공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큰 칼의 주력(呪力)으로 
대지(大地)를 진정시킨다는 의미이다. 춤에 사용된 큰 칼은 마지막에 다카라와다시(寶
渡)라고 하는 신의 축복을 전해주는 의식을 통하여 가구라야도의 집주인에게 건네진다. 
계속해서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헤이칸제(幣神添)가 이어진다.

밤이 깊어지면 가구라야도의 열기는 점점 높아져 구경꾼들로 가득 채워진다. 바다의 
신을 위한 춤이라고도 하고 농신인 이나리신(稻 神)을 위한 춤이라고도 하는 스미요시
(住吉)에 이어 곡물의 결실에 감사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고코쿠(五穀), 소데바나( ),  
혼바나(本 ) 등이 행해진다. 밤이 깊어 졸리기 시작할 시간이 되면 이른바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춤 이라고도 하는 익살스럽기 그지없는 고신타이(御神 )가 연행된다. 이자
나기(伊 岐)와 이자나미(伊 ) 두 남녀 신이 둘이서 사이좋게 술을 빚다가 술에 
취해 바람을 피우고 싶어 진 남신이 구경 온 여자 손님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신
은 화를 내며 남신을 여자들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지만 이내 여신도 구경 온 남자 손님
들과 바람을 피운다. 이윽고 서로 화해한 두 신은 서로 끌어안고 뒹굴며 화합한다. 관능
적이며 예로부터 관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구라이다. 

계속해서 활의 위력으로 사악한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한 춤인 유미쇼고(弓正 )와 신
들의 출정을 나타내는 춤인 부치(武智) 등 힘이 넘치는 가구라가 연행된다. 야마모리
(山森)에서는 네 명의 용신이 산신의 전령인 두 마리의 사자를 끌고 나와 춤을 춘다. 
춤이 끝나면 사자는 밤새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방문해 산신의 축복을 전해
준다. 계속되는 지와리(地割)에서는 가구라야도의 부엌에서 다섯 명의 고진( 神)과 주
인집 부부가 술잔을 주고받는 의례를 행한다. 이후 신들은 고니와에 춤을 추며 들어와 
신관에게 사악한 악령을 막아내는 활과 풍요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건네주고 신관은 다
34) 삼나무의 일종으로 곧고 키가 크며 아름이 굵어 목재로 많이 사용된다. 신사의 주변에는 주로 스

기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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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것들을 집주인에게 전달한다.
이세가구라(伊勢神樂)에서부터 마이비라키까지는 이와토록쿠반(岩戶六番)이라고 부르

는데, 여기에서는 일본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가 동생 스
사노오노미코토의 난동을 피해 숨어 있는 동굴의 문을 하늘의 신들이 모의해서 연다는 
아마노이와토비라키(天岩戶 )의 신화가 재현된다. 먼저 동굴의 내부를 탐색하는 다지
카라오(手力 )의 춤이 행해지고 계속해서 동굴에 숨은 아마테라스를 유혹하는 우아한 
우즈메( 女)의 춤이 추어진다. 그리고 다시 다지카라오가 등장하여 고니와의 정면에 
있는 동굴 문을 들어 여는 도토리(戶取)가 연행된다. 다지카라오의 신면(神 )은 처음
에는 흰색이지만 도토리에서는 붉은 색의 신면으로 바뀌어 등장한다. 동굴의 문을 완력
으로 여는 다지카라오의 상기된 얼굴 표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마이히라키( )에서
는 동굴 속에서 아마테라스의 상징인 거울(神 )이 나타난다. 신의 출현으로 다지카라
오와 우즈메가 즐거워하고 다른 호샤동들도 고니와에 들어와 전원이 소리 높여 마이히
라키를 노래한다. 

신인합일의 온시바(御柴)에 이어 송신을 위한 가구라인 시메구치(注 口), 구리오로
시( 下), 구모오리시( 下)가 이어지는데 구모오리시에서 마치 눈이라도 내리듯 종이 
조각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들은 천상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신들은 갖가지 모습으로 등장한다. 신면을 쓰고 등장하기도 하고 신성한 나무 
가지인 사카키( )나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고헤이(御幣)를 손에 들고 등장하기도 한
다. 그리고 어떤 신은 근엄하고 어떤 신은 장난끼가 흘러 넘친다. 또 어떤 신은 거칠기
가 그지없고 어떤 신은 다정다감하다.

이상의 33번 가구라의 각각의 곡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구라의 
순서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최근 아사카베에서 연행되고 있
는 가구라의 제차를 기준으로 하였다.

 : 마이이레에서 선도 역을 한 사루타히코노미코토(猿田彦命)의 가
구라이다. 사루타히코는 천손강림 때에 신들을 선도한 신으로 요가구라의 창두에 나와 
고니와를 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복장은 텐구면(天狗 )을 쓰고 스오에 비단으로 
만든 치하야(千早)를 입고 손에는 방울과 후토다마구시(太玉串)라고 하는 신성한 나뭇
가지를 들었다. 고니와 중앙에는 곡식을 계수하는 한말짜리 되가 뒤집어진 채 놓여 있
다. 고니와에 등장한 사루타히코는 되 주변을 세 바퀴 돌고서는 되 위에 올라서서 사방
을 바라다보며 배례한다. 되 위에서 내려온 사루타히코는 다시 되 주변을 세 바퀴 돌고
서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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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구마노곤겐사(熊野權現社)

사진 8. 가미무카에(神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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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마이이레(舞入)

사진 10. 자와타시(座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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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히코마이(彦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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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도노란 신을 제사하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란 뜻으로 신들을 
권청하여 모실 제장을 세우는 가구라이다. 신전 건립과 관련하여 목(木), 금( ), 화
(火), 수(水)를 나타내는 구구누치노미코토(久久之 命), 가나야마히코노미코토( 山彦
命), 가구츠치노미코토( 具土命), 미즈하노다노미코토(水波 命)가 등장한다. 각각은 
또한 동서남북의 방위를 관장하는 신으로 히코마이에 앞서 사방 모서리에 앉아 대기하
고 있다가 연이어서 등장한다. 스오( )에 에보시( 帽子)를 쓰고 부채와 방울을 들
었다. 가구라우타(神樂歌)를 부르면서 고니와를 사각으로 돌며 춤을 춘다. 

 : 고니와에 제신들을 권청하여 모시는 가구라이다. 팔백만 신을 
대표하여 천신(天神) 가무로기노미코토(神漏岐命), 지신(地神) 오시호미노미코토(忍穗

命), 해신(海神) 나카츠츠오노미코토(中 男命)가 등장한다. 스오에 에보시를 쓰고 부
채와 방울을 들었다. 제단을 향해 배례한 후 가구라우타(神樂歌)를 부르면서 고니와를 
돌며 춤을 춘다. 도중에 음악이 빨라지면서 격렬한 춤을 추다가는 다시 늦은 템포로 돌
아온다. 

 : 신들을 진좌( 座)시키는 가구라이다. 일본의 신사 주변에는 친쥬노
모리( 守之森)라고 하여 삼나무, 노송나무 등이 신목(神木)으로서 번식하고 있는데, 수
목(樹木)을 관장하는 오야츠히메노미코토(大屋津姬命)와 츠마즈히메노미코토의 공덕으
로 신들이 제장에 강림해 진좌하는 것을 표현한 춤이다. 스오에 에보시를 쓰고 부채와 
방울을 들었다35).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을 세워 앉은 채 긴 소매를 펄럭여 팔
에 휘말아 감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헨바이라고 해서 발로 땅을 밟는 동작을 하는데 
이것은 대지를 밟아 다져서 지령(地 )을 진혼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 이레키진(入 神)이라고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제장에 신이 
강림하는 가구라이다. 신들이 삼나무(杉木)를 매개로 해서 내려온다고 하여 스기노보리
라고 한다. 먼저 시네츠히코노미코토(椎根津彦命)와 우사츠히코노미코토(兎狹津彦命)가 
스오에 에보시를 쓰고 허리에 삼나무를 상징하는 적색과 청색 두 개의 고헤이를 꽂고 
춤을 춘다. 도중에 신면을 쓰고 츠에(杖)36)라고 하는 지팡이를 든 귀신 다케미카즈치카
미(武甕槌神)가 비집고 들어오면 앞의 두 신은 좌정을 하고 귀신 혼자서 춤을 춘다. 
35) 지역에 따라서는 에보시 대신에 게카사(毛 )라고 하여 백지발로 된 모자를 쓰는 경우도 있다.
36) 지팡이는 보물, 즉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타카라와타시(寶渡)라고 하여 지팡이

를 집 주인에게 건내주는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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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다이도노(大殿)

사진 13. 가미오로시(神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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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친쥬(鎭守)

사진 15. 스기노보리(杉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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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퇴장하면 두 신이 다시 일어나 춤을 추고 마무리 한다. 춤이 추어지고 있는 사
이사이에 시바이레(柴入)라고 해서 고니와 밖에 미리 준비해 둔 사바(柴)라고 하는 사
철나무 다발을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여 고니와를 향해 들고 시위한다.

 : 나라를 세우는 춤으로 지카타메란 대지를 밟아 견고히 하는 것
을 의미한다. 건국에 관련된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根命), 고토시로누시노미코토
(事代主命), 후토타마노미코토(太玉命), 이소타케루노미코토(五十猛命)가 등장한다. 스
오에 붉은 하치마키를 머리에 묶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방울과 사카기 나뭇가지
를 들고 춤을 춘다. 도중에 기모노에 두르는 오비(帶)를 어깨에 매고37) 결인 등을 하며 
춤을 추다가 칼을 빼어 들고 부채를 중앙에 놓고 돌면서 춤을 춘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오비를 어깨에 매는 것은 안산(安産)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임신한 여성이
나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여성의 오비를 봉납받아 사용하고서 다시 돌려준다. 춤이 끝
나면 다카라와타시(寶渡)라고 하여 춤에 사용되었던 칼을 가구라야도의 주인에게 건네
준다. 이것은 신의 축복을 건네주는 의식이라고 한다. 

 : 칸제란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으로 앞에 헤이가 붙은 것은 헤
이를 손에 들고 춤을 추기 때문이라고 한다. 헤이로 장식한다는 의미로 헤이카자시(幣

)라고도 부른다. 주신은 히코사시리노미코토(彦狹知命)와 데오키호오히노미코토(手
帆 命)이다. 스오에 에보시로 쓰고 손에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허리에는 7 5 3으로 
잘게 자른 헤이를 차고 춤을 춘다. 도중에 스오를 벗어 양손으로 들고서 춤을 추다가 
내려 놓고는 다시 계속해서 허리에 차고 있던 헤이를 빼어 들고 춤을 춘다. 헤이를 앞
으로 빼어 들고서는 공중에 그림을 그리듯이 혹은 한쪽 무릅을 바닥에 굻고 한쪽 팔을 
앞으로 빼어 응시하고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춘다. 

 : 스미요시 삼신(三神) 즉, 나카츠츠오노미코토(中 男命), 소코츠
츠오노미코토(底 男命), 우와츠츠오노미코토( 男命)의 춤으로 해신(海神) 오와다츠
미노미코토(大 津 命)를 찬양하는 가구라이다. 즉, 스미요시의 신은 와카(和歌)38)의 
신이기도 하여 언령( )의 힘으로 해신(海神) 와다츠미를 달래어 항해의 안전과 풍어

37) 일본 고대의 신앙인 슈겐도(修 )에서는 수행을 할 때 끈을 양 어깨에서 양겨드랑이에 걸쳐 X
자로 매는데 이를 다스키라고 한다.

38) 일본 고유 형식의 시로 나가우타( 歌), 미지카우타(短歌), 세도우타(旋 歌) 따위의 총칭이다. 
특히 미지카우타는 5 7 5 7 7의 5구 31음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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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이레키진(入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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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시바이레(紫入) 

사진 18. 지카타메(地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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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헤이칸제(幣神添)

사진 20. 스미요시(住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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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원하는 가구라라고 한다. 또한 호샤동 네 명이 추기 때문에 스미요시노카미(住吉
神), 야하타노카미(八幡神), 가스가노카미(春日神), 시라히게노카미(白 神) 네 신의 춤
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스미요시는 농신인 이나리신(稻 神)에게 드리는 이나리가구라
라고 하는 설도 있다. 스오를 입고 에보시에 붉은 하치마키를 하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허리에 헤이를 꽂은 호샤동 네 명이 가구라우타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으면 스오에 치하
야를 입은 신면이 허리에 헤이를 꽂고 부채와 지팡이를 들고 나와 혼자서 춤을 춘다. 마
지막에 신면은 퇴장하고 호샤동 네 명이 스오를 벗고 허리에 꽂았던 헤이를 들고 다시 
춤을 춘다. 

 : 수확과 신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가구라로 우카노미타마노미
코토(倉稻 命), 오타노미코토(大田命), 오미야메노미코토(大宮 命), 우케모치노카미
(保 神), 오나무치노미코토(大己 命) 등의 다섯 곡신(穀神)이 쌀( ), 피(稗), 조( ), 
콩( ), 옥수수 등의 오곡을 파종하는 춤이다. 스오에 치하야를 입고 한 손에는 방울을 
다른 한 손에는 곡물을 각각 한 가지씩 들고 나와 춤을 춘다. 도중에 쟁반에 낱알을 털
어 담아 들고 춤을 춘다. 마지막에 쟁반에 있던 오곡을 고니와 바닥에 뒤집어 엎어 흩
뜨려트린다.

 : 사계의 순행과 대지의 공덕을 찬양하여 곡물의 종자(穀種)를 
제사하는 가구라이다. 제신은 아마노우즈메노미코토(天 女命), 츠마츠히메노미코토, 이
시코리도메노미코토, 고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木 姬命) 네 명의 여신이다. 사
루타히코가 아메노우즈메의 소매를 끌고 가는 모습에서 소데바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고 한다39). 또한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와 고노하나사쿠야히메의 사랑을 축복하는 
춤이라고도 한다40). 그래서 소데바나는 연분이 맺어지기를 성원하는 가구라라고도 한다.

39) 사루타히코는 천손강림 때에 선도 역할을 맡은 길의 신이고, 아메노우즈메는 예능의 신이다. 사
루타히코는 천손강림 후 아메노우즈메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이세(伊勢) 사나가타(狹 田)의 이
스즈(五十 ) 강가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루타히코는 연분을 맺어 주는 신으로서 
신앙되기도 한다.

40) 신화에 의하면, 천손강림 후 니니기노미코토는 해변에서 오야마츠미노카미(大山津 神)의 딸 고
노하나사쿠야히메와 만나서 구혼을 한다. 오야마츠미는 이를 매우 기뻐하며 자매 신인 이와나가
히메(岩 姬)도 함께 바친다. 그러나 니니기는 고노하나사쿠야히메만을 남기고 이와나가히메를 
돌려보낸다. 오야마츠미의 의도는 이와나가히메를 바쳐 미코토의 수명이 바위처럼 부동하여 영원
하기를 바라고 고노하나사쿠야히메를 통하여 나무의 꽃이 번성하듯이 번영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니니기가 고노하나사쿠야히메만을 선택하였기에 인간의 수명도 나무의 꽃처럼 덧없이 짧
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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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고코쿠(五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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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오에 에보시를 쓰고 방울과 사카키 나뭇잎을 들었다. 도중에 호샤동들은 스오의 소매
를 잡고서 춤을 춘다.

 : 물과 관련된 가구라로 히부세(火伏)라고하여 신불(神佛)의 힘을 
빌려 화재를 막는 가구라이다. 또한 바다로부터 내방하는 신들을 맞이하는 가구라라고
도 한다. 제신은 아메노무라쿠모노미코토(天村 命), 오모이카네노카미(恩兼神), 코토시
로누시노카미(事代主神), 아메노호히노미코토(天穗日命)이다. 특히 아메노무라쿠모노미
코토는 천신강림 때에 다카마가하라( 天原)41)에 있는 마나이(眞名井)라고 하는 우물
의 수원을 인간에게 내려 주었다. 스오를 걸치지 않고 하카마( )만을 입고 머리에는 
붉은 하치마키를 묶고 이마에 불교에서 호칸(寶冠)이라고 부르는 삼각형의 종이를 끼워 
넣었으며 손에는 방울과 사카키를 들고 춤을 춘다. 도중에 헤이를 들고 춤을 춘다. 

 : 제신은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少彦名命)로 바다 저편 도코요노
쿠니(常世國)42)에서 복을 가지고 오는 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야츠바치란 북을 치는 타
법을 일컫는 것으로 스쿠나히코나가 뱃전에서 북을 두드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하고 북춤을 통해 지령(地 )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춤이라고도 한
다. 신면은 노( )에서 말하는 베시미 면을 쓰고 검은 두건을 뒤집어썼다. 농민들이 입
는 누비 하카마에 다스키를 걸치고 본텐(梵天)이라고 하는 헤이를 등에 하고 정강이에 
경갑을 차고 그 위에 흰 종이를 포개 대었다. 신면이 북을 치는 동작을 하며 춤을 추다
가 북 위에 올라타고서는 허리에 차고 있던 가타츠에를 빼서 북을 치고 몸을 뒤로 젖혀 
휘두르다가 북 위에서 물구나무를 선다. 즉, 곡예적인 요소가 농후한 가구라이다.

 : 수확에 감사하고 익년의 풍년을 예축하면서 드리는 가구라이다. 
제신은 소데바나와 동일하게 아메노우즈메노미코토, 이시코리도메노미코토, 츠마츠히메
노미코토, 기노하나사쿠야히메노미코토 네 명의 여신들이다. 그래서 소데바나가 인연을 
맺어주는 가구라라고 한다면 혼바나는 그 인연을 축복하는 향연의 가구라이라고도 한
다. 즉 소원이 성취된 것을 꽃의 결실에 견주어 표현한 것이다. 햅쌀과 사카키 나뭇잎을 
올려 놓은 쟁반을 들고 춤을 춘다. 후반부에는 한 명씩 나와 곡예를 하듯이 세 손가락
으로 쟁반을 바쳐 들고 춤을 추는데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춘다. 춤이 끝나
면 쟁반 위의 햅쌀을 제단에 바친다. 
41) 일본신화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신들이 사는 나라이다.
42) 머나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불로불사의 나라로 황천, 저승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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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2. 소데바나(袖花) 

사진 23 오키에(沖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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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야츠바치(八鉢) 

사진 25. 혼바나(本花)



84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 신칼의 공덕과 위엄을 예찬하고 재액을 막는 가구라이다. 
제신은 천손강림 때에 사신 역할을 담당한 후츠누시노카미( 津主神)와 다케미카즈치노
카미(武御 神)로 전쟁의 춤 혹은 역으로 평화의 춤이라고도 한다43). 스오에 하치마키
를 하고 칼을 허리에 차고 부채와 방울을 들었다. 먼저 부채와 방울로 제장을 정화한다. 
그리고 스오를 벗고 기모노의 오비로 다스키를 만들어 매고서 칼을 빼어 든다. 점점 빨
라지는 북의 박자에 맞추어 칼을 들고 곡예를 하듯이 열광적으로 춤을 춘다. 사방을 돌
며 양다리를 벌리고서 몸을 뒤로 제친 채 허공을 향해 칼을 일곱 번씩 휘두른다. 

 : 바다와 관련하여 풍어를 기원하는 가구라라고 한다. 제신 야부사
노하치로하이타카텐진(矢房八 拜應天神)은 강풍으로 조난당한 배를 구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길의 안전을 담당하는 도죠진( 祖神)에 속하고, 미치노단노미코토( 反
命)는 사자(死 )가 산다고 하는 요미노구니( 泉國)와 현세를 가로 막는 돌로, 이세츠
히코(伊勢津彦)는 가미가제(神 )로 각각 상징된다. 다이진 가구라에서 이 세 신들은 
고진( 神)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복식은 세 신 모두 치하야를 입고 있지만 신면은 착용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진( 神)의 권위를 상징하는 오누사(大幣)를 들고 춤을 춘다.

 : 농신의 춤으로 풍농을 기원하는 가구라이다. 어미 귀신(
神)인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神)와 그의 아들 귀신들의 춤이라고도 한다. 어미 귀
신이 닷츠케하카마44)를 입고 다스키, 본텐(梵天)을 하고 고진츠에를 집고 들어와서 되 
위에 서면 아들 귀신들이 한 명씩 차례로 등장하여 어미 귀신 앞에서 춤을 춘다. 아들 
귀신들의 춤은 서툴러서 보는 이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헤매고 있는 아들 귀
신들의 춤을 지켜보다가 어미 귀신은 고진츠에를 사용하여 몸을 찌른다든지 춤을 멈추
게 한다든지 하면서 춤에 대해 가르친다. 

 : 남녀 신인 이자나기노미코토(伊 岐命)와 이자나미노미코
토(伊 命)가 나라를 만드는 가구라라고도 하고 남녀 두 신이 햇곡으로 술을 만들
어 신전에 바치는 가구라로 술 빚는 춤이라고도 한다. 신면을 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신관의 인도로 고니와에 들어와서 바닥에 앉아 함께 술을 빚다가 술을 마시고 취해 서로

43) 후츠누시와 다케미카즈치는 천손강림 때에 먼저 이즈모(出 國) 이나사(稻佐) 해변에 내려와 도
츠카노츠루기(十握劍)라고 하는 칼을 물마루에 거꾸로 세워 꽂고 그 앞에 앉아 오쿠니누시노미
카미와 천손에게 나라를 양도해 줄 것을 교섭한 신들이다.

44) 위는 넉넉하고 아래는 좁은 솟곡 비슷한 바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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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다치칸제(太刀神添)

사진 27. 다이진(大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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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시치키진(七鬼神)

사진 29. 고신타이(御神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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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딩굴며 관능적인 표현을 한다. 즉, 남녀의 화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연희적인 가구
라인 것이다. 오락성이 강하여 관객들에게 난입하여 이성을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한다. 

 : 활의 위력으로 악령을 물리치는 정화의 춤이다. 제신인 츠구
요미노미코토(月夜 命)는 이자나기가 휴가(日向)의 아하기하라( 波岐原)에서 요미노
구니( 泉之國)의 부정을 제거할 때45)에 태어난 신이고, 아메노히와시노미코토(天日
命)는 아와국( 波國)46)의 이미베(忌 )씨의 조상신으로 그 자손들은 면과 베 등의 직
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호샤동 두 명이 안산을 위하여 봉납된 기모노의 오비로 
다스키를 만들어 매고 활과 화살을 들고 춤을 춘다. 춤이 끝난 후에는 가구라야도의 주
인에게 활과 화살을 건네주는 의식이 있다. 

 : 이와마(岩 )라고도 불리워지는 이와쿠구리는 상대편 칼끝을 
잡고 둥글게 서서 서로 교차하며 구르는 모습이 마치 물이 바위 틈새를 격류하는 것처
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처음에는 네 명이 추다가 세 명으로 줄고 다시 두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마지막에는 혼자서 쌍칼을 돌리며 춤을 춘다. 다케미카츠치노미코
토(武御 命), 아메노마히토츠츠노미코토(天目一 命), 다오키호히노미코토(手直帆 命), 
아메노호히노미코토(天穗日命) 등 네 신을 제신으로 하고 있다. 머리에 종이로 된 호칸
(寶冠)을 꽂은 것은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수덕(水德)의 권위를 나타
내고 있다. 기모노의 오비로 다스키를 만들어 어깨에 매고 춤을 추기 때문에 안산을 위
한 가구라라고도 한다.

 : 부치는 다음에 오는 야마모리의 전주곡으로 두 번 계속해서 추는 춤
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춤이라고도 하고 용왕의 춤이라고도 한다. 제신은 오토타치바나히
메노미코토(弟橘姬命)과 소토호리이라츠히메노미코토( 姬命)로 오토타치바나는 동
방정벌 때 폭풍우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 바다에 몸을 던져 용신을 진정시킨 여신이다. 
용신은 주로 여신으로 표현되는데 다음에 연행되는 야마모리와 부치는 산신(山神)과 해
신(海神)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스오에 붉은 하치마키를 머리에 묶고 허리에 고진
츠에를 차고 허리 양쪽으로 불과 물을 상징하는 붉은 색과 푸른 색의 헤이를 꽂았다. 

45) 이자나기가 이자나미의 죽음을 애도하여 죽음의 세계인 요미노쿠니에 다녀오는 이야기로 요미노
쿠니를 빠져나온 이자나기가 아하기하라에서 저승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목욕제계를 하는 
가운데 태양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츠구요미 등을 낳게 된다.

46) 지금의 도쿠시마(德島) 일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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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유미쇼고(弓正護)

사진 31. 이와쿠구리(岩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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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마모리는 용신의 춤으로 먼저 청 적 백 흑룡을 상징하는 
네 명의 호샤동이 나와 활과 칼을 들고 춤을 춘다. 춤이 끝나면 황룡을 상징하는 신면
을 쓴 산신이 산신의 전령인 두 마리의 사자를 끌고 등장한다. 산신은 사자 등에 올라
타는 등 한동안 사자들을 데리고 놀다가 고니와 밖으로 몰아낸다. 사자들은 밖으로 나
가 밤새도록 마을을 돌아다닌다. 사자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재액을 막고 축복을 하고 
걸립을 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가구라야도에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은 사자에게 물리면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 믿는다.

 : 지와리는 지역에 따라 지와리고진(地割 神), 가마토고진(窯
神), 고진문답( 神問 )이라고도 불린다. 지와리고진은 경작지의 분할을 담당하는 지신
(地神)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밀교와의 습합을 통해서 조왕신의 성격도 포함하게 되
었다. 즉, 고진은 불의 신과 오곡을 여물게 하는 전답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본래는 
산에서 나는 음식, 즉 수렵을 관장하는 산신이었다고도 한다. 지와리는 고진 스사노오노
미코토( 佐之男命)만 신면을 쓰고, 간느시(神主) 아마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根命)와 
헤이를 든 후토타마노미코토(太玉命)는 스오에 에보시를 쓰고, 활을 든 츠쿠요미노미코
토(月 命)와 칼을 든 다케미카즈치노미코토(武御 命)는 붉은 하치마키에 오비로 다스
키를 만들어 매었다. 다섯 신들은 가구라야도의 부엌에서 가정의 안녕과 제액을 위한 
의례를 하고 음복을 한 다음 다시 고니와로 돌아온다. 가구라의 제차 중에서 유일하게 
가구라야도의 가정을 위한 절차이다. 고니와로 돌아오면 고진이 혼자서 춤을 추며 고진
의 춤이 끝나면 고진이 쌀가마니 위에 앉아 신관(神主)과 문답(問 )을 한다. 문답이 
끝나면 다카라와타시(寶渡)라고 하여 고진이 신관에게 풍요와 안전을 상징하는 활과 츠
에를 건네주고 신관은 다시 이것들을 가구라야도의 주인에게 전달한다. 

 : 이 가구라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朝大神)가 아마노이와토
(天岩戶)라고 하는 하늘의 동굴에서 나오게 된 것을 축하하여 행하는 가구라라고도 한
다. 치하야를 입고 가면을 쓰지 않은 네 명의 호샤동이 소토지메(外注 )에서부터 춤을 
추며 고니와에 들어와 오누사(大幣)를 손에 들고 춤을 춘다. 히노마에는 히노마이(幣

)47)라고도 하는데 헤이(幣)는 소토지메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토지메에 대한 가구라
라고도 한다. 즉, 히노마에는 소토지메에 강림한 신들을 송신하는 가구라이다.

47) 헤이노마이(幣 )라고 쓰고 히노마이라고 읽음으로서 히노마에(日之前)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하는 것 같다(본문 56~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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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부치(武智)

사진 33. 야마모리(山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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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지와리(地割)

사진 35. 히노마에(日之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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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신 후타다마노미코토(太玉命)는 이무베(忌 )48)의 먼 조상
으로 아마노고야네노미코토(天兒玉根命)와 함께 제사에 봉사하는 신이다. 따라서 시바
히키는 아마노고야네의 춤인 다음의 이세가구라와 함께 이와토비라키(岩戶 )49)의 전
제를 이루는 중요한 가구라의 하나이다. 또한 시바(柴)는 사카키( )를 의미하는 것으
로 시바히키는 신성한 나무인 사카키에 대한 춤이기도 하다. 복식은 닷츠케하카마에 신
면을 쓰고 붉은 다스키를 매었다. 즉, 산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바히키는 후토다
마가 아메노카구야마(天 山)50)에 있는 마사카키(眞 木)51)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와
서 이와토비라키의 신사(神事)를 위해 동굴 앞을 장식하는 춤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후
토다마는 춤을 추다가 뒷짐을 지고 고니와의 네 모서리 기둥에 사카키를 놓고 뽑는 시
늉을 한다.

 : 이세가구라는 이와토비라키를 하기 위한 정화의 춤이다. 
신들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는 아마노고야네노미코토(天兒玉根命)가 머리에 에보시를 쓰
고 붉은 하치마키를 묶고 손에 방울과 부채 그리고 고헤이를 들고 조용하게 춤을 춘다. 
이세가구라에 사용되는 헤이는 이세헤이 혹은 이와토헤이라고 하며 오누사(大幣)와 함
께 천지의 신령이 거하는 영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면을 쓰지 않은 채 치하야를 
입고 있는데 이는 아마노고야네가 단지 신을 제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령과 접촉
하는 신의 대리자로서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이다. 

 :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아마노이와토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아낸 다지카라오노미코토(手力 命)가 동굴의 내부를 탐색하며 동굴의 문을 열기 위해 
궁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지카라오는 이세가구라를 모방하여 후에 창안
되어 부가된 가구라라고 한다. 흰색의 신면을 쓰고 방울과 백색의 이와토헤이를 들고 
귀품이 이세가구라 만큼은 덜하지만 정( )과 동(動)을 조화롭게 조합하여 춤을 춘다.

 : 이 가구라는 아메노우즈메노미코토(天 女命)가 아마노이와토 앞
에서 광란의 춤을 추어 아마테라스로 하여금 동굴 문을 살짝 열고 엿보게 한 신화의 이
야기를 가구라로 표현한 것이다. 우스꽝스러운 여면(女 )에 우즈메헤이( 女幣)와 해가 
48) 고대에 제사와 제기제작을 담당하는 관직의 하나이다.
49) 아마테라스가 숨어 있는 하늘의 동굴인 아마노이와토의 문을 여는 신화의 이야기를 말한다.
50) 신들이 거하는 다카마가하라( 天原)에 있다고 하는 산을 말한다.
51) 마사카기(眞 ) 혹은 사가키( )라고도 하며 제사에 사용되는 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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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시바히키(紫引)

사진 37. 이세가구라(伊勢神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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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다지카라오(手力雄)

사진 39. 우즈메(鈿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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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진 부채를 들고 스오( )의 소매자락을 팔에 빙빙 돌려 감으며 우아하게 춤을 춘
다. 이 가구라는 남성 신의 힘을 상징하는 다음의 도토리와 대조를 이룬다.

 : 도토리는 아마테라스가 우즈메의 춤을 보려고 엿보는 사이에 다
지카라오가 완력으로 동굴 문을 연다는 신화의 이야기를 가구라로 표현한 것이다. 다지
카라오가 붉은 신면에 닷츠케하카마를 입고 다스키를 허리에 차고 지팡이를 들고 등장한
다. 다지카라오에서는 신면이 흰색이었으나 도토리에서 붉은 색으로 바뀐 것은 다지카라
오가 이와토의 문을 혼신을 다해서 열려고 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홍조를 띠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지카라오는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허리에 차고 있던 다스키
를 어깨에 매고 고니와의 제단 앞에 놓여 있는 동굴 문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린다. 

 : 시바히기, 이세, 우즈메, 도토리에 이은 이와토비라키에 관한 
마지막 가구라이다. 아마노이와토가 열려 아마테라스가 동굴에서 나오자 세상은 다시금 
광명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다지카라오가 춤을 추고 있을 때에 간느
시가 제단 앞의 이와토 문을 열고 해와 달을 상징하는 거울을 꺼내어 다지카라오에게 
건내 준다. 다시금 되찾은 광명을 상징하듯 다지카라오는 태양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츠구요미노미코토(月 命)를 상징하고 낮과 밤의 세계를 비추는 해와 달의 거울을 양손
에 들고 춤을 추어 신들의 환희를 휘나레로 표현한다.

 : 신인합일의 고풍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가구라이다. 신면을 
쓰고 치하야를 입고 칼을 허리에 찬 천손(天孫)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命)와 우지가미
(氏神)가 고니와에서 춤을 추다가 치하야를 벗고 소토지메로 나가서 사철나무를 다발로 
묶어 놓은 시바(柴)에 올라타고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매인 채 소토지메를 돌며 즐겁게 
노닌다. 두 편으로 나누어진 마을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하며 시바를 들어올리는데 경
쟁에서 이긴 쪽에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따라서 온시바는 시바노리(柴乘)라고도 
하고 또한 소원성취를 비는 가구라라고도 한다. 소토지메로부터 고니와에 들어오면 신
들은 시바에 걸터 앉은 채 신관과 문답을 한다.

 : 시메구치와 다음에 계속되는 구리오리시, 구모오로시는 가구
라야도에 둘러친 시메라고 하는 금줄을 걷어내는 절차로 신들을 신들의 세계로 돌려 보
내는 송신의 가구라이다. 시메구치에서는 흰색 하카마에 에보시를 쓰고 방울과 사카키
를 든 네 명의 호샤동과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두 개의 거울을 든 이레키친(入 神)이 오
방의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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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 도토리(戶取)

사진 41. 마이히라키(舞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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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시바노리(紫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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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온시바(御紫)

사진 44. 시메구치(注連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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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메히키(注 引)라고도 하며 소토지메의 히모로기를 향하여 
일렬로 서서 히모로기에 묶여 있는 녹색의 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도리노이토( )
라고 하는 새끼줄을 네 명의 호샤동이 한 줄씩 잡고 가구라우타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 
새끼줄을 잡은 호샤동이 춤을 추며 점점 뒤로 물러나 고니와 안으로 들어가면 마을 사
람들이 달라 들어 새끼줄을 잡고 가구라우타를 부르며 함께 춤을 춘다.

 : 구리오로시를 연행한 네 명의 호샤동이 다시 고니와의 천정
에 달려 있는 구모의 네 귀퉁이에 연결된 새끼줄을 당겨 구모를 흔들며 가구라우타를 
부른다. 구리오로시가 마당에 있는 소토지메에 대한 것이라면 구모오로시는 안채에 있
는 고니와를 위한 것이다. 흔들리는 구모에서는 헤이, 에리모노 등을 만들고 남은 종이
조각들이 눈이 내리듯이 떨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종이 조각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 
주워간다. 구모오리시가 끝나면 간단한 제사를 행하고 33번의 가구라를 마치게 된다.

구리오로시를 마지막으로 철야로 연행된 33번의 가구라는 모두 끝이 난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을의 수호신인 우지가미를 신들이 거하는 산속의 숲으로 돌려보내는 일 뿐이다. 
가구라가 끝나면 제단에 놓여 있던 신면을 나무상자에 넣어 가마에 매고 모셔간다. 가
구라야도에서 신사에 우지가미를 되돌려 모시는 것을 가미오쿠리(神 )라고 한다. 시끌
벅적 했던 가미무카에(神 )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진다. 가마를 담당하는 사람
으로는 조상 대대로 신사의 열쇠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코도리( 番)와 모토지메 그리고 
가구라야도의 주인 정도가 전부이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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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구리오로시(繰下)

사진 46. 구모오리시(雲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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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치호의 요가구라는 지금의 시마네현의 동부인 이즈모의 사다대사에서 행해진 신
사(神事)에 그 모범을 두고 있는 이즈모 계통의 가구라로 노( )라고 하는 신면의 등장
과 함께 도리모노(採物)로 총칭되는 방울과 부채, 헤이(幣), 사카키(榊), 칼, 활과 화살 
등을 들고춤을 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구라이다.

마을의 수호신인 우지가미를 모시고 있는 마을 신사에서 가구라를 연행할 가구라야도
로 신면을 맞이하는 가미무카에(神 )로부터 시작하여 철야로 33번의 가구라가 펼쳐진
다. 33번의 가구라는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호샤동들에 의해 가무로 연행되며 야오요로
즈노가미라고 하여 8백만의 제신들이 권청된다. 다카치호의 33번 가구라는 현재 연행되
고 있는 순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52)

요도나나반요도나나반요도나나반요도나나반((((宵宵宵宵殿殿殿殿七七七七番番番番) ) ) ) :::: 33번 가구라의 도입부에는 서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도나
나반의 가구라가 있다. 먼저 번외의 미코야하지메(御神屋始)53)에 이어 히코마이(彦 )
와 다이도노(太殿)가 행해진다. 이 곡들은 가구라가 연행될 미코야를 정화하는 가구라
로 연이어서 연주된다. 다음의 가미오리시(神 ), 친쥬( 守), 스기노보리(杉登)는 특히 
시키산반(式三番)이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인 신사의 제전 등에서는 이 3번의 가구라만이 
행해지며 33번의 가구라를 대표하는 가구라이다. 여기에 지카타메(地固)와 함께 헤이칸
제(幣神添) 혹은 히부세라고도 불리는 오키에(沖 )를 더하여 요도나나반(宵殿七番)이
라고 한다. 요도나나반의 가구라는 이렇게 일련의 계통을 이루고 있다. 즉, 히코마이와 
다이도노로 시작하여 시키산반(式三番)이 중심이 되고 지가타메로 끝을 맺으며 마지막
에 헤이칸제(幣神添)를 통하여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헤이칸제 대신에 오키에와 
같은 소원성취를 위한 다른 가구라가 연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가구라가 낮에 봉납
될 때에는 히가구라(日神樂)라고 하여 요도나나반의 가구라만으로 연행된다.

간제간제간제간제((((神神神神添添添添) ) ) ) :::: 다음으로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제의 가구라가 있다. 간제
52) 小手川善次 , 千穗神樂 , 小手川善次 稿出版會, 1976 참조.
53) 요도나나반(宵殿七番)은 마지막의 헤이칸제 혹은 오키에 대신에 33번 가구라를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서 연행하는 번외의 미코야하지메를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낮에 연행되는 가구라
를 히가구라(日神樂)라고 하는데 히가쿠라는 간단히 요도나나반만을 연행하고 더욱 간단히 행할 
때에는 시키산반(式三番)만 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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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의는 불분명하나 한자로는 신첨(神添) 혹은 신수(神 )라고 쓰는 것을 볼 때 신내
림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제의 가구라는 각각의 도리모노의 주력(呪力)으로 재
액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제 계통의 가구라로는 헤이칸제(幣神添)와 다치
칸제(太刀神添)가 있으며 부치(武智)도 이 계통에 속한다. 이 외에 이와쿠구리(岩潛)와 
오키에(沖 )가 있으나 호칸(寶冠)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도리모노(採物)로 하는 유미쇼고(弓正 )도 간제 계통의 가구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쿠구리이와쿠구리이와쿠구리이와쿠구리((((岩岩岩岩潛潛潛潛)))) 오키에오키에오키에오키에((((沖沖沖沖 )))) 스미요시스미요시스미요시스미요시((((住住住住吉吉吉吉) ) ) ) :::: 이와쿠구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
고 있는 가구라로 산악신앙인 슈켄도(修 )의 작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덴가쿠(田樂) 계통의 가구라라고 한다. 다카치호가구라에서의 특색은 호간(寶冠)을 이
마에 붙이는 것으로 이는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재를 막는 히부세(火伏)라고 일컬어지는 오키에 또한 호간을 이마에 붙이고 추는 가
구라이다. 오키에와 이와쿠구리는 헤이간제와 동일하게 헤이를 봉납하는 것으로 봉사의 
중심은 수신(水神)이다. 또한 물을 주제로 하는 가구라에는 스미요시가 있다. 스미요시
는 농경과 관련된 이나리가구라(稻 神樂)라는 설도 있으나 명칭으로부터 볼 때에는 바
다의 신(海神)을 위한 것이다.

야마모리야마모리야마모리야마모리((((山山山山森森森森)))) 온시바온시바온시바온시바((((御御御御 )))) 지와리지와리지와리지와리((((地地地地割割割割)))) 다이진다이진다이진다이진((((大大大大神神神神) ) ) ) : : : : 야마모리는 용신의 춤
이라고도 하지만 춤이 끝나면 산신(山神)이 두 마리의 사자를 끌고 등장한다. 산신은 
사자를 쫓는 산인(山人)인 동시에 마을을 지키고 산의 진미를 선사하는 신인(神人)이
다. 온시바는 시바고진( 神)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고진( 神)과 관련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시바노리( 乘)에서 시바에 올라 타 있을 때는 산인(山人)이지만 고니와에 
들어오면 강림한 신이 되어 문답을 한다. 지와리 역시 고진이 등장하는데 지와리의 고
진은 경지를 개간하는 신이지만 현재는 조왕신과 관련된 의례로 부엌에서 행해진다. 이
렇게 볼 때 고진의 성격은 산신인 동시에 전답의 신이자 조왕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진은 성격이 난폭하고 거친 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이진 또한 난폭한 성격
의 신을 제사하는 춤으로 요도나나반에 상당하는 소원성취를 위한 가구라라고 한다.

소데바나소데바나소데바나소데바나(((( ), ), ), ), 혼바나혼바나혼바나혼바나((((本本本本 ), ), ), ), 고코쿠고코쿠고코쿠고코쿠((((五五五五穀穀穀穀) ) ) ) : : : : 소데바나, 혼바나, 고코쿠는 곡물(穀
物)의 신을 위한 가구라이다. 고코쿠는 신면을 쓰고 오곡의 이삭을 들고 춤을 추기 때
문에 곡신과 관련된 것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고코쿠의 마지막은 이삭을 훑어 담은 
쟁반을 들고 춤을 추다가 씨앗을 뿌리면서 끝을 낸다. 소데바나는 소매를 당겨서 신에
게 예의를 갖추는 춤이다. 그리고 혼바나는 연이어서 쟁반에 사카키 나뭇잎을 올려놓고 
추는 춤이다. 이 춤들은 쟁반, 즉 종자가 심겨질 땅을 정화하는 춤으로 소데바나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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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혼바나가 파(破), 고코쿠가 급(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시치키진시치키진시치키진시치키진((((七七七七 神神神神), ), ), ), 야츠바치야츠바치야츠바치야츠바치((((八八八八 ), ), ), ), 고신타이고신타이고신타이고신타이((((御御御御神神神神 ) ) ) ) :::: 계속되는 시치키진, 야츠바치, 

고신타이는 농신( 神)을 위한 가구라로 다카치호가구라 중에서 매우 특색 있는 계통의 
가구라이다. 특징은 신면(神 )은 쓰지만 소매를 걷어 올리고 무릎 부분을 끈으로 묶은 
닷츠케바카마( 着 ) 차림을 하는 등 농민의 모습을 하고 12개월을 나타내는 본텐(梵
天)이라고 하는 흰색 종이를 다스키를 맨 등에 단다. 

이와토이와토이와토이와토((((岩岩岩岩戶戶戶戶) ) ) ) :::: 보통은 이와토고반(岩戶五番)이라고 불리지만 현재는 6번이 되어 있
다. 이세가구라(伊勢神樂), 우즈메( 女), 다지카라오(手力 ) 3번의 가구라와 시바히키
(柴 引), 도토리(戶取), 마이히라키( ) 3번의 가구라가 계통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앞의 3번의 가구라는 곡이 연속되어 있으며 이세방면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뒤의 3번의 가구라는 이 지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보통 이와토고반(岩戶五番)이라고 할 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시바히키를 뺀다. 
그러나 미타이(三田井)와 이와토(岩戶) 지구에서는 마이히라키를 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관광객 등의 영향인 것으로 여겨진다.

히노마에히노마에히노마에히노마에((((日日日日之之之之前前前前), ), ), ), 시메구치시메구치시메구치시메구치((((注注注注 口口口口), ), ), ), 구리오로시구리오로시구리오로시구리오로시(((( 下下下下), ), ), ), 구모오리시구모오리시구모오리시구모오리시(((( 下下下下) ) ) ) :::: 마지막
의 일련의 가구라 히노마에, 시메구치, 구리오로시, 구모오리시는 가구라가 연행된 제장
인 시메(注 )를 위한 가구라로 이들 4번의 가구라를 끝으로 요카구라는 마치게 된다. 
즉, 히노마에, 시메구치, 구리오로시, 구모오리시는 송신을 위한 가구라이다. 히노마에를 
통하여 가구라에 동참한 신들을 송신하고, 시메구치로 가구라야도를 둘러친 시메나와를  
철거하며, 구리오로시로 히모로기, 즉 소토지메를 정리하고, 구모오로시로 고니와의 장
식들을 내린다.

이상과 같은 계통과 구조를 가진 33번의 다카치호가구라의 대체적인 순서는 요도나
나반으로부터 시작하여 간제, 소데바나, 나나키진, 고신타이, 야마모리 등이 이어지고 
이와토가 새벽에 연행되고 시바키진, 히노마에 이하로 마치게 된다. 다이진 등은 소원성
취를 바라는 요청이 있을 때 적당히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된다.

계통상으로 볼 때, 이밖에 풍요를 상징하는 신의 선물을 건네주는 다카라와타시(寶
渡)가 있는 가구라가 있다. 다카라와타시가 있는 가구라로는 지카타메(地固)와 유미쇼
고(弓正 )가 있고, 활과 츠에라고 하는 지팡이를 건네주는 지와리(地割)가 있다. 다카
라와타시는 도리모노(採物)인 칼이나 활과 화살 등을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의식으
로 도리모노는 주부(呪 )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소원의 성취를 표현하는 것이
라고도 한다. 그리고 시바이레(柴入)라고 해서 고니와 밖에 미리 준비해 둔 사바라고 
하는 사철나무 다발을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여 고니와를 행해서 높이 들고 시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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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는데 스기노보리(杉登), 지카타메(地固), 지와리(地割) 등에서 행해진다. 대체로 
이 사철나무 다발은 소토지메(外注 )의 신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마을의 수호신인 
우지가미(氏神)라고 여겨지고 있다. 사철나무 다발을 높이 드는 이유는 신의 도약을 나
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가구라 사이사이에 연행자들에게 신주(神 )가 주어지는데, 
이 또한 어느정도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 시키삼반(式三番)이 끝날 때와 요도나나반이 
끝날 때, 그리고 지와리(地割)에서 조왕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끝날 때에 신주를 돌리는
데, 이는 소원성취를 의미한다.

매년 11월 하순에서 다음해 2월 상순에 걸쳐서 행해지는 다카치호의 요가구라는 20
세기초에만 하더라도 50이 넘는 마을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20여 
마을에서 겨우 행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수가 점차 감소하
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옛날 농촌의 모습이 많이 손상되었고 무
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다카치호에서는 언제든지 가구라를 볼 수가 있다. 관광가구라라고 하여 다카치
호신사( 天穗神社)의 경내에 있는 가구라보존연수관에서 매일밤 8시부터 미니가구라가 
연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고 다치카라오, 우즈메, 고신타
이, 도토리 등 관광객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본신화를 주제로 한 1시간 가량의 프로
그램이 연행되고 있다. 물론 가구라를 연행하는 사람들은 각 마을의 호샤동으로 5명을 
한 조로하여 여러 조가 편성이 되어 있어 각 조가 순번에 따라 관광가구라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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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Weon-mo

A ritual ceremony accompanied by a song and dance is called as Kagura in 
Japan. The word Kagura is originally derived from Kamukura, which means the 
place where spirits reside. However, later it came to refer to the whole process of 
the ritual ceremony itself. Through the field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akachiho-kagura, helded in Takachiho, known as the village of myths, located in 
northern Miyazaki-ken in Japan. Kagura takes place all night through in each and 
every village in Takachiho and it normally runs from the end of November when 
the harvest season ends until early February the next year. One ordinary house is 
especially chosen for this ceremony, in which Kagura performs 33 repertoires. 
Takachiho-kagura is sometimes called as Yokagura, since the performance takes 
place over-night. A song and dance is performed by ordinary village people called 
hoshyadong, who inherited Takachiho-kagura. Currently, the ceremony is held in 
more than 20 villages and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s "Important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y" in Japan.

Takachiho-kagura follows the example of rituals held in Sada shrine in Izumo, 
which is now eastern Hiroshima-ken. It is the dance using a bell, a sword, a fan, 
which signify Norimono and is usually combined with mask-play called as Shinno. 
From the shrine of village, itwelcomes the gods who defense their village, called 
Ujikami and other 8 million gods, called Yaoyorozunokami, in Kagurayado, where 
Kagura of 33 repertoires is played in order. Kagura starts from danc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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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ance of the gods, Hikomai, Daidono, Kamioroshi, performs dances of 
Amanoiwato, the gate of heaven's cave in Japanese myths, Dazikara, Uzume, Dotori, 
and continues dances for the old ghosts Shibahiki, Yatsubachi mixed with 
acrobatics. Finally, this performance ends with dances to send off the gods, 
Hinomae, Gurioroshi, Gumooroshi, until the dawn the next morning. 

This paper explores Takachiho-kagura from the perspective of folk performance 
with ethnography. These days, ecstasy and oracle do not happen in 
Takachiho-kagura. However, it kept the old form of folk performance as Kagura 
held in ordinary house. Especially, in Takachiho, remarkable venue of the Japanese 
myths, Takachiho-kagura is developed artistically. The first field study was held in 
Gokamura, Iwato-zone and Ashakabe, Mitai-zone between December 6th and 
December 12th 1997. Afterwards, the second field study was conducted in the area 
of Shiba and Ashakabe from December 17th until December 19th 1997 and from 
December 1st until December 10th 2000.

keyword : Kagura, Takachiho, Yokagura, Shikisanban, Kagurayado, Himorogi, Mikouya, 

Omotesama, Torimo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