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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일본의 사자춤은 6세기경 불교와 함께 유입되어 사원행사인 기악(伎樂)에서 비롯되었으
며 지방의 다양한 축제 및 민속연희에 등장하면서 오늘날 가장 널리 행해지는 민속예능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자춤은 두 사람의 행위자가 구성하는 이인사자가 기본인데, 후대로 내려
오면서 일인 사자, 삼인 사자, 혹은 삼인 이상이 구성하는 사자 등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
다. 또 사자 이외에 사슴, 멧돼지, 용, 기린 등의 춤도 ‘사자춤(시시마이)’이라 불리는 것이
일본 사자춤의 독특한 점이다. 그 가운데 일인 사자춤은 하나의 유형을 이룰 정도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본고는 일인 사자춤과 이인 사자춤의 차이점 및 일인 사자춤의 등장 배경을
춤의 구체적인 행위(연기)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다.
첫째, 사자춤이 일본에 유입된 초기단계에서는 사자를 권위의 상징으로 존재자체를 부
각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 후대에 와서는 점차 극적인 내용과 구성을 갖춘 일인사자춤이
등장하게 된다. 둘째, 권현(權現)춤과 다이가구라(太神楽)가 이인사자도 아니며 일인사자도
아닌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사자춤의 변이양상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일본
사자춤이 전국적으로 널리 성행하게 된 사상적인 배경을 검토하여 사자춤이 불교가 유입
정착되는 과정에서 신불습합(神仏習合)의 구체적 표상임을 지적하였다. 즉 신불습합의 본지
수적(本地垂迹) 사상은 권현(權現)신앙으로 나타나며, 이 권현신앙의 확산은 사자춤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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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주요 배경이 된다. 또 한편으로 일본 최고의 신사인 이세신궁 참배의 유행과 함
께 신사참배를 대신한 사자춤이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와같이
‘권현’ 즉 신이 사자의 모습을 빌어 세상에 나타난다는 사자춤의 대리적 표상에서 연극의
본질적인 특성(변신, 연기)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제어：사자춤, 아바타, 권현, 본지수적, 다이가구라, 기악, 부가쿠, 마츠리, 행렬

1. 머리말
주지하듯이 사자가 서식하는 곳에서는 사자춤이 없으며 오히려 사자가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자춤이 널리 전승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에는 사자가 서식하지 않지만 사자춤이 일찍부터 전승 발전되었다. 동아시
아 삼국의 사자춤은 모두 외래에서 전래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배경을 지
니고 있으며 또한 각각 독특한 연행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사자춤은 예술적인
표현양식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문화적 요소가 지역적 특수성
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발달하였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고대 동서양의 문화교류는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그 문
화교류의 대표주자가 바로 사자춤이었다. 특히 실크로드 문화의 종착지로
일컬어지는 일본열도에서 사자춤은 크게 꽃피우게 된다. 한국의 사자춤은
북청사자놀이를 비롯하여 가면극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현재 여덟 개 지역
에 전승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일본의 경우 사자춤이 전승되는 지역은 7천
혹은 8천여 곳에 달한다. 사자춤이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민속예능 중에서 양적으로도 많고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다.1) 그만큼 일본민속예능에서 사자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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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사자춤의 종류나 존재양태가 매
우 다양하여 일정한 분류기준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사자춤에
대한 기존 연구의 가장 큰 화두는 기원과 분류에 관한 것이었다. 사자가
일본에 서식하는 동물이 아니며 사자춤이 외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분포지역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연행형태
를 보이고 있어 외래유입설만으로 모든 사자춤에 적용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선 명칭만 보더라도 일본어로 사자는 ‘시시(シシ)’라고 하는데 이는 반
드시 사자 즉 라이온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즉 사슴을 가노시시(鹿), 멧
돼지를 이노시시(猪)라고 하여 옛날에는 육식동물을 시시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시’라고 부르는 사슴이나 멧돼지의 동물의장 춤이 이미
널리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춤이 국외에서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일본 고유 기원설이 등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왔다. 즉 사슴과
멧돼지는 일찍부터 일본에 서식하던 동물이며 외부로부터 사자춤이 유입되
기 이전에 원시적인 토템신앙으로서 동물의장 춤이 존재하였다는 보편성을
들어 일본 고유의 사자춤이 존재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의 사자춤 일본 고유 기원설이다.2) 그에 의하면 예부터
사슴춤(鹿舞) 전승이 있었으며 여기에 중국에서 사자춤이 유입되면서 보다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사자춤의 노래에 사슴을 노래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는 점, 뿔이 달린 사자탈[頭]이 남아 있다는 점을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사자춤 일본고유 기원설은 오데라 유기치(小寺融吉)에 의해
계승되었다. 오데라는 외래유입 사자춤과 일본고유 사자춤이 있었다고 보
고 일본고유의 사자춤은 원시적인 토템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
1) 西角井正大, 뺷民俗芸能뺸(東京：ぎょうせい), 1979, p.189.
2) 柳田国男, ｢獅子舞考｣, 뺷民俗芸術뺸 第3卷 第1号, 1930.1,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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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 그리고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4)는 야나기타의 일본고유 기원설
을 인정하면서도 사자탈에 뿔이 달린 것을 두고 사슴에서 유래한다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사자춤과 관련된 토착적인 설화를
소개하면서 외래유입 사자춤과 일본 고유 사슴춤은 그 목적이 다르며 형식
에 있어서도 이인사자춤은 외래도입 사자춤이며 일인사자춤은 일본 고유
사자춤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이인사자춤은 주로 불교사원에서, 일인사자
춤은 주로 신사에서 연행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혼다 야스지(本田安次)는 사자춤의 기원에 대해 일본고유 기원설보
다 외래유입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사슴춤과 같은 후류(風流)계통의
일인사자춤이 고대의 문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근세 이후의 문헌에
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일인사자춤은 관동지역과 동북지역 즉 일본의 동부
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북춤[太鼓踊]의 형식과 노래가사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근세 이후 북춤(太鼓踊)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5) 그 후 야마지
고조(山路興造)는 혼다의 학설에 기초하면서 사자춤의 예능사적 검토를 통
하여 동북지역의 후류계통의 일인사자춤과 기악계통의 이인사자춤을 별개
의 예능으로 취급해야 하며 사자무(獅子舞)와 사자용(獅子踊)으로 구분하
여 표기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6)
이러한 사자춤 기원에 관한 선행연구 중 예능사적인 입장에서 발생기원

3) 小寺融吉, ｢固有の獅子と輸入の獅子｣, 뺷民俗芸術뺸 第3卷 第1号, 1930.1, pp.233-242.
4) 中山太郎, ｢獅子舞漫考｣, 뺷民俗芸術뺸 第3卷 第1号, 1930.1, pp.205-216. 사자춤의 사자머
리에 뿔을 단 것은 반드시 사자 이외의 동물을 지칭하지는 않으며 사자춤의 특성상 사자
의 장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뿔을 덧붙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지적하였다.
5) 本田安次, ｢獅子舞考｣, 뺷延年뺸(東京：木耳社), 1969, pp.51-77.
6) 山路輿造, ｢三匹獅子舞の成立｣, 뺷民俗芸能研究뺸 第3号, 1986.5, pp.50-66.
｢山伏神樂·番樂の源流｣, 뺷民俗芸能研究뺸 第6号, 1987.11, pp.1-18.
｢獅子舞の原型とその変容｣, 뺷民俗芸能研究뺸 第41号, 2006.9, pp.1-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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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희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예능으로 취급해야한다는 야마지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조면서 본고는 일본의 사자춤을 개관하고 사자춤이
일본사회에 널리 보급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연행 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악계통의 사자춤(獅子舞)과 후류(風流)계
통의 사자춤(獅子踊)을 함께 취급한다.
일본 사자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30년 뺷民俗藝術-獅子舞研究뺸가
나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사자춤의 현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 사자
춤에 대한 조사보고와 사자춤의 민속학적인 계통을 세우려는 시도였다. 그
리고 1980년대 뺷마츠리(まつり)뺸의 사자춤 특집호7)가 3회에 걸쳐 일본의 최
북단에서 최남단인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사자춤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 지방행정단위에서 문화재보존과 전승의 일환으로 민속예능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자춤에 관한 보고는 거의 망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혼다 야스지는 전국의 사자춤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문헌자료
를 정리 보고하여 사자춤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8) 사자춤에 대한 보고
서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사자춤
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일본 사자춤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괄적인 소개차원에
서 언급한 것9)을 제외하면 한·일, 혹은 한·중·일의 사자춤에 대한 비교
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다.10) 한국의 사자춤과 일본 혹은 중국의 사자춤
7)
8)
9)
10)

まつり同好会, 뺷まつり뺸 42号(1984), 43号(1984), 44号(1985), pp.1-386.
本田安次, 뺷延年뺸(東京：木耳社, 1969, pp.51-85, pp.1099-1122.
전경욱, 뺷북청사자놀음뺸, 화산문화, 2001, 202-212쪽.
折野和己, ｢韓日 獅子舞의 比較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97쪽；김현주, ｢한
·중·일 사자무 전래사적 비교연구｣, 뺷대한무용학회논문집뺸 제33호, 대한무용학회, 2002,
25-48쪽；宋和姸, ｢한·일 獅子舞에 의한 동물모방춤의 형태적 특이성｣, 慶熙大大學院 석사
학위논문, 1994, 1-63쪽；李應寿, ｢五色獅子の源流｣, 뺷日本学報뺸 44輯, 2000.6, 565-577쪽；
李應寿, ｢沖縄浦添の勢理客獅子と韓国｣, 뺷日本学報뺸 61輯, 2004.11, 615-628쪽；高年世,
｢韓·日 獅子舞 比較硏究-북청사자놀음과 이세다이카구라(伊勢大神樂)를 중심으로｣, 全北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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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일부 대상을 선택하여 서로 비교한 것이 대부분이다. 비교연구의 대상
으로 모든 사자춤을 망라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된 대상이 마치 일본의 대표
적인 사자춤으로 취급하는 것은 한계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앞서 언급했듯 일본 사자춤의 7, 8천 종류에 이르는 다양성 및 기원에
대한 복잡한 논의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본고는 일본에 왜 이렇게 많은 사자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
발한다. 아울러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조로 하면서 사자춤의 연희양식을 살
펴보고, 또 기원과 발생에 초점을 둔 기존의 분류가 아니라 사자춤의 연행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사자춤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일인사자춤, 이인사자춤, 혹은 기악계통의 사자춤, 후류계통의 사자춤에 대
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행렬 중심의 이인사자춤, 연희 중
심의 일인사자춤이라는 담론이 일정 부분 성립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사자
춤의 기능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행렬중심의 사자춤, 연희 중심의 사자춤
으로 분류하고 그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렇게 다양
한 사자춤이 전승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사자춤의 개념
사자춤이 널리 분포하게 된 사상적인 배경을 탐색하기 위해서 ‘사자’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층적인 사고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일본
인들이 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인들에게 사자는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일본인의 생활관습과도 같
은 종교인 신도(神道)의 신사에 가면 사자상(獅子像)을 쉽게 목격할 수 있
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6, 1-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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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신사입구의 양쪽에 사자상(獅子像)과 박견상(狛犬像)이 설치
되어 있다. 사자와 박견에 대해서는 다소 이설이 있지만 사자는 뿔이 없으
며 입을 벌리고 왼쪽에 위치하며, 박견은 뿔이 있으며 입을 다문 모습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사자와 박견은 부가쿠(舞樂)11)에서 서로 쌍을 이
루는 춤으로 등장한다. 고대 부가쿠의 사자춤은 좌방악의 사자춤, 우방악의
박견이 교대로 등장하는 쓰가이마이(番樂)이기도 하였다.12) 일본의 고대
예능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뺷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뺸에는 박견의 모
습이 사자와 함께 등장한다.13) 이 그림에는 신라박(新羅狛)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머리는 물론 양손과 양발도 박견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다. 부가쿠
의 박견의 형상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박견춤은 이미 이른
시기에 단절되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오늘날 두 마리가 쌍으로 등장하
는 사자춤은 사자와 박견의 모습에서 변화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사자춤을 언급할 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용어상의 문제이다. 한
국어의 사자춤과 사자무(獅子舞)는 ‘춤’과 ‘무’ 즉, 한글과 한자라는 차이 외
에는 변별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엄격하게 시시마이(獅子舞)와
시시오도리(獅子踊)를 구분하고 있다. 즉 무(舞)와 용(踊)의 개념적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자춤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시마이를 지칭하지만 특정
지역 혹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시시오도리(獅子踊)라는 용어를 쓴다. 예
를 들어 이인사자춤에서 시시오도리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일
인사자춤 일부에 한해서 사용한다. 사실 ‘마이(舞)’와 ‘오도리(踊)’는 사자춤
에 한정되지 않고 예능 전반에 걸쳐 개념적 차이가 있다. ‘마이’는 춤 중에서
11) 부가쿠(舞楽)：아악(雅樂)은 순수 음악인 간겐(管絃)과 춤이 동반되는 부가쿠(舞楽)로 구
분한다. 부가쿠는 좌방무(左舞)와 우방무(右舞)로 나누어진다.
12) 쓰가이마이(番舞)에 대해서는 남성호, 뺷일본민속예능 춤추는 神 연구뺸, 어문학사, 2010,
343쪽 참조.
13) 信西古樂圖는 고대 일본예능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산악백희를 모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7

426 구비문학연구 제32집 (2011. 6. 30)

도 회전하다라는 뜻의 마와루(廻る)에서 왔으며, ‘오도리’는 도약(跳躍)을
뜻한다. 가부키(歌舞伎)의 춤은 오도리, 노가쿠(能樂)의 춤은 마이라고 한
다. 전문가에 의한 의식(儀式)성 강한 춤을 마이라고 한다면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춤은 대체로 오도리라고 부른다.14) 또 지역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어 교토지역의 춤은 마이의 요소가 강하고 도쿄지역에서는 오도리 요소
가 돋보인다.
시시마이(獅子舞)의 명칭에서도 사자춤이 불교나 신도의 사원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의식성이 강한 사자춤 본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시오도리(獅子踊)의 경우, 종교의식과 분리 독립된 경우가 많으며 오락적
인 측면이 강조된다. 이인사자춤은 거의 대부분 시시마이이며 일인사자춤
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시마이라고 한다. 일인사자춤 중에서 특히 시시오
도리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일본고유계통의 사자춤으로 분류된다.15)
그런데 사자춤의 기원설은 외래기원설, 일본고유설이 있으며 이를 계통
상으로 외래기원 사자춤을 기악계통, 일본 고유 사자춤을 후류(風流)계통으
로 분류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자춤이 전래하게 된 이유는 사자춤 유래담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백수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자의 힘을 빌려 악귀와 액을
물리치고 복을 초래한다는 기본적인 기복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 사자
춤 전승의 원동력은 사자춤 연행 이유이기도 한 사자춤의 효능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사자춤을 추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풍년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후세에
이것을 ‘풍년의 춤’으로 전하고 있다(秋田県鹿角郡尾去沢町).16)
14) 郡司正勝, 뺷日本舞踊辞典뺸(東京：東京堂出版), 1977, p.66, p.375.
15) 본고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사자춤이라고 하면 사자무(獅子舞)를 지칭하며, 시시오도리
로 한정할 때에만 獅子踊라고 표기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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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의 바람(風)을 쬐면 병이 낫는다(東京都青梅市沢井).
－ 사자춤 역을 연기한 사람이 신었던 짚신은 안전한 출산을 위한 부적이
된다(東京西多摩郡檜原村樋里).
－ 사자춤의 천(막)을 어린이의 이불피로 사용하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
란다(東京稲城市青渭).
－ 사자에 머리를 물리면 두통이 낫는다.
－ 사자가 마을신사에 사람들을 모아 춤을 추면 오곡풍년이 든다.
－ 대화재가 있을 때 사자를 모신 곳은 화를 면하였기 때문에 사자는 화
재예방에 효과가 있다(東京藤沢).
－ 사자머리는 귀신들을 쫓고 악마를 물리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17)

이러한 효능담에서 보듯 사자춤은 풍년기원, 질병퇴치, 건강회복, 화재예
방 등 다방면에 걸쳐 재앙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왔으며 인
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神 혹은 神의 대리자로서 숭배대상이 되어왔다.
이와는 달리 사자를 부정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자춤이
끝나고 난 후 사자가면(頭)을 태워 버리는 풍속이 있다. 사자를 태워버린다
는 것은 사자를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기피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사냥꾼 혹은 산신(山神)
이 사자(사슴, 멧돼지) 위에 올라타거나 사냥을 하기도 하는 등 사자를 퇴치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는 사슴, 멧돼지 등 일본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유감주술적인 행위에
서 사자춤이 비롯되었다는 사자춤 기원설 중 일본고유설의 근거가 된다.
사자가면[頭]을 불에 태우거나 사자를 퇴치해야 할 동물로 상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인사자춤이다. 사자의 권위를 강조하거나 그 자체의 위엄을 보여
주는 이인사자춤과는 기능적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사자의 효능담이나
16) 横田孝平, ｢越後小千谷の獅子舞｣, 民俗芸術の会, 뺷民俗芸術뺸 第1巻 第10号, 1928, p.71.
17) 中村規, ｢獅子の概念に関する考察-民俗芸能に登場する獅子舞を通じて-｣, 芸能学会編集
委員会, 뺷芸能뺸 第3号, 通巻420号, 1997.3, pp.72-7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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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사자는 대체로 인간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사자를 神 또는 神의 대리자로 인식하
게 되었다.

3. 사자춤의 연행 형태와 권현(權現)신앙
3.1. 행렬(行道)로서의 사자 춤
사자춤은 기본적으로 이인사자춤과 일인사자춤으로 나뉘지만18) 실제로
는 일인사자, 이인사자, 삼인사자,19) 삼인이상 여러 명으로 구성되는 사자
등 다양하다. 이는 사자 한 마리를 몇 사람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른 분류이
다. 사자가 네발 달린 짐승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으로 한 마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사람이 사자의 머리와 사자
꼬리를 각각 담당하는 경우가 보다 사실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하겠다. 일본
에 처음 사자춤이 유입되었을 때에도 이인사자춤이었다. 이에 비해서 일인
사자춤, 삼인사자춤, 혹은 삼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자춤은 기본형인 이인사
자춤에서 파생 혹은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자의 구성은 사자춤이 연행되는 행사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
사자춤이 처음 시작된 기악(伎樂)에서는 행렬의 선두 혹은 행사의 첫 부분
에 등장하여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일종의 액막이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대
부분 이인사자춤이었다. 행렬의 선두 혹은 행사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인
사자춤은 기악(伎樂) 및 부가쿠(舞樂)에서 잘 나타난다.
18) 本田安次, 앞의 글, p.53.
19) 삼인사자의 사례로서는 효고현(兵庫県) 미마사카시(美作市) 미야하라(宮原) 텐비키신사
(天曳神社)의 사자춤, 군마현[(간라초(甘楽町) 아키하타(秋畑)]의 사자춤 등이 있는데 이
인사자춤 혹은 일인사자춤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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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악 혹은 부가쿠 계통 사자춤의 특징을 야마지 고조(山路興造)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사자는 행렬의 선두역할을 한다(액막이).
② 사자는 행렬[行道]에서 걸어가는 네발 달린(이인사자)이다.
③ 사자는 맹수이기 때문에 고삐 잡는 사람(口取)이 따른다.
④ 사자를 놀리는 역이 있다(두 명의 사자아이).20)

행렬의 선두로 구성된 사자는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인 경우가 있으며 규모
가 큰 경우에는 다섯 마리, 일곱 마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자 한 마리
에 고삐를 잡는 사람과 사자를 놀리는 아이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자춤이 문헌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기악이다. 기악 전래에 대해서는
欽明天皇(540-572)때 오나라에서 귀화한 지총(智聡)이 불상 등과 함께 기악
한 세트를 전했다고 하는 뺷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뺸과 612년에 백제의 미
마지(味摩之)가 일본에 귀화하여 기악을 전했다는 뺷일본서기뺸의 기록이 있
지만 기악에 사자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뺷법륭사가
람연기급유기자재장(法隆寺伽藍緣起及流記資財帳)뺸(747)21)에 기악도구 열
한 점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자가면(獅子頭) 두개와 오색 털로 된
사자의상, 그리고 사자아이[獅子児]의 가면 네 개와 의상이 있었다는 기록
에서 기악에 사자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뺷서대사자재유기장(西大寺資
材流記帳)뺸(771년)22)에는 사자가면 두 개와 사자아이 가면 네 개가 기록되
20) 山路興造, 앞의 글, p.3.
21) 伎樂壹拾壹具
師子貳頭 五色毛在
袴四腰
師子子肆面 衣服具
治道貳面 衣服具
吳公壹面 衣服具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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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또 뺷광륭사자재교체실록(廣隆寺資財交替実録帳)뺸(858년)에도 사
자 한 마리와 사자아이 두 명의 기록이 있으며, 뺷관세음사자재장(觀世音寺
資材帳)뺸(904년)의 구기악(舊伎樂)항목에 사자가면 두 개가 있지만 크게 파
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기록과 신기악(新伎樂)에는 사자 한 마리와 사자
아이 두 명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사자는 기본적으로 두 마리였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사자 한 마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교사원의 자재기록
으로 보아 사자춤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자춤이
어떻게 연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단지 뺷교훈초(教訓抄)뺸(1233년)에
아악의 일부로서 전하고 있는 기악(妓樂) 항목을 통해서 기악 사자춤의 구
체적인 연행형태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기악은 석가탄신일(4월 8일)이나 기악회(妓樂會 7월 15일)에 연행되었는
데 먼저 행렬(行道)이 있고 이어서 기악의 각 종목이 연행되었다. 행렬은
사자(師子)를 선두로 각 곡목의 배역(踊物), 관악기 연주자(笛吹), 법회관계
자로 관을 쓴 승려들(帽冠), 타악기 연주자(打物) 순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행렬이 끝나고 가장 먼저 사자춤(師子舞)으로부터 기악의 본 공연이 시작
되었다.
先 師子舞
其詞、一越調音、似 뺷陵王뺸 破、喚頭。
古記、破喚頭三反、高舞三反、口下三反。何事哉。23)

22) 庇二枚 寺所作
治道二面
獅子二頭
獅子児四面
吳公二面
23) 植木行宣, 校注 ｢教訓抄｣, 뺷古代中世芸術論뺸, 日本思想大系 1973, p.88. 是以爲行道.立次
第者、先師子、次踊物、次笛吹、次帽冠、次打物 三鼓二人、銅拍子二人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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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춤은 아악의 <능왕(陵王)>과 유사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머
리를 세 번 높이 쳐들고 땅에 세 번 엎드리는 동작을 하였다24). 고개를 쳐들
거나 숙이는 동작은 사자를 흉내 내는 동작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교훈초의 저자인 고마노 지카자네
(狛近真)도 머리를 세 번 높이 들고 세 번 엎드리는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의문(何事哉)을 제시하고 있다. 사자춤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
어 있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연행모습은 알 수 없지만 사자의 위엄을 보여
주는 행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자를 흉내내는 동작을 보임으로써 사자
의 존재자체를 부각시키려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을 없애고
무대를 정화한다는 액막이가 주요 기능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불교사원의 자재기록에서 사자아이(獅子児）의 존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뺷교훈초뺸에는 사자아이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뺷교훈초뺸의 저자가 아악(악기 특히 피리) 담당자였기 때문에 기악
사자춤에 사자아이를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사자아이가 없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악 관장기관인 가가쿠료(雅樂療)가 설치되
고 아악이 정비되면서 기악은 축소되어 아악으로 편성되었는데 뺷교훈초뺸
가 쓰인 당시에는 이미 기악의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25) 또 앞에서 언
급한 사원의 기악관련 자재장의 기록으로 보아 기악이 처음 도래되었을 당
시 사자 두 마리에 사자아이 네 명이었던 것이 아악(雅樂)이 등장하면서
기악이 점차 쇠퇴하고 사자춤도 사자 한 마리와 사자아이 두 명으로 축소된
다. 결국 한 마리의 사자만이 남게 되고 사자아이는 없어지거나 다른 역할

24) 이두현은 獅子兒에 조종되어 獅子가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교훈초에는
獅子兒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자아이가 없을 수 도 있다. 李杜鉉, 뺷韓國假面劇뺸, 서
울대학교 출판부, 1994, 61쪽.
25) 徐禎完, ｢伎樂 追跡考 － 뺷教訓抄뺸 해석과 한일 가면극연구-｣, 뺷日本学報뺸 第61輯 2卷,
2004.11, 531-551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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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26) 이때 사자아이가 고삐를 잡고 있다는 것은 맹수
이기 때문에 제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사자탈을 쓰고 사자 몸통을
이루는 막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자춤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기악이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자춤은 축소 혹은 변화되었
으며 지방으로 전파되면서 민속예능으로 자리잡게 된다. 기악의 가면들은
현재 200여 개가 전해지고 있는데 가면 자체가 매우 이국적인 얼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남근 흔들기(マラフリ)나 나이 많은 고승의 기저귀를 빨기(ム
ツキアライ)와 같은 매우 골계적인 내용으로 현재 사자춤 이외에 민속예능
으로 전해지고 있는 곡목은 거의 볼 수 없다. 기악의 여러 곡목 중에서 사자
춤만이 민속예능으로 전승되고 있음은 사자춤이 지닌 정화의 의미, 즉 신앙
적인 기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기악에서 사자춤은 스토리나 특정 내용을 갖춘 춤이 아니라
이국적인 모습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가볍게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땅에 엎드리는 단조로운 동작으로 구성되었다.
부가쿠에서도 사자춤이 등장하는데 기악의 사자춤에서 도입되었는지 이
와는 달리 아악의 사자가 따로 존재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27) 틀림없이
두 사람이 한 마리의 사자를 구성하는 이인사자춤임에는 틀림없다. 법회에
등장하는 부가쿠의 사자춤은 다음과 같이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 ˙ ˙ ˙ 巽坤 [法成寺金堂供養記(1022年)]
○ 両師子出臥舞台
○ 舞人持桙登舞台上鎮而退帰、次左右師子出臥舞台巽坤 [뺷江家次第뺸 興
26) ｢年中行事絵巻｣의 축제 행렬도나 ｢北野天満宮祭礼絵巻｣의 사자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사자아이는 보이지 않고 북(鼓)을 치는 자들이 보인다.
27) 山路興造, ｢獅子舞の原型とその変容｣, 뺷民俗芸能研究뺸 第41号, 2006, p.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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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寺 供養의 條(1081年)]
○ 師子出臥舞台巽坤(중략)次雅樂寮相卒樂人至前所発樂 河曲子新古、経
本道到樂屋前立 師子立、舞如前 [｢尊勝寺供養記｣ ‘群書類聚’(1102年)]
○ 次師子出自左右樂屋方、臥舞台艮·巽角、件師子付緋綱、舞者四人、
京中業者応召、単衣左赤右青、末濃袴左蘇芳右 袴、毛沓付爪、綾師子
四人、左右舞人進之左右各二人、面形、半臂·表袴·団扇·糸鞋·
襪·袙·単衣、大口給之、龖四人左右舞人各二人進之[뺷知信記뺸(1132
年]28) (방점은 인용자)

여기에서 사자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대의 남동쪽[巽]과 남서쪽[坤] 혹
은 남동쪽과 동북쪽[艮] 구석에 엎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자는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방해가 없도록 법회를 수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춤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뺷知信記뺸에서 사자는 붉은색(심홍
색)의 고삐를 매고 있으며 사자춤꾼이 네 명인 것으로 보아 두 마리의 사자
임을 알 수 있으며 사자아이(綾師子)와 고삐를 잡는 사람[龖]이 각각 네 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기악의 사자춤과 마찬가지로 사자아
이와 고삐를 잡는 사람은 이인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자춤꾼의 행위를 유
도하고 사자 존재자체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한 역할로 볼 수 있다.
사자춤의 연행형태를 알 수 있는 ｢日吉社並比叡山行幸記｣에 의하면 박
견은 땅에 엎드리고 사자는 무대에 올라가 사방으로 예를 표한 후 본존 및
증성(證誠)을 향해 절을 하고 나면 고삐를 잡는 사람이 등장하여 사자에
고삐를 걸고 파리쫓기를 하고 무대의 좌우 구석에 앉는다고 하였다. 사자의
행위로서는 사방을 향해 예를 표하고 절을 하는 매우 제한된 행위였다. 현
재 전승되고 있는 오사카의 사천왕사(四天王寺)의 성령회(聖霊会)의 사자
춤에서도 사자 두 마리가 등장하여 좌방사자가 바깥으로, 우방사자가 안쪽
28) 山路興造, 앞의 글에서 재인용, pp.8-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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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대를 돌고 난 다음에 반대로 걸어 내려가는 매우 간단한 동작에 지
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부가쿠의 사자춤은 불교사원의 법회 때 널리 연행되었지만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된 연출이라기보다는 무대의 구석에 눕거나 사자 주
위에서 파리를 쫓는 정도로 단순한 행위였다. 물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
되는 법회에 활발하고 약동적인 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춤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악이나 부가쿠의 사자춤은 이국적인 풍모를
가진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현재 지방축제의 일환
으로 행해지는 사자춤은 거의 마지막 단계, 즉 축제행사가 끝날 무렵에 등
장하는 경우29)가 많은 데 비해 기악과 부가쿠에서는 행렬의 선두나 무대의
첫 부분에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연행한 위치나 순서만을 보더라도 사자춤
은 정화와 액막이의 기능에 중점이 있었으며 이인사자로서 사자의 사실성
이 강조되고 존재자체에 의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자춤이
지방으로 전파되면서 민중들의 손에 의해 한층 더 다양하고 생기있고 발랄
한 모습으로 변형 파생하게 된다.

3.2. 연희로서의 사자춤
지금까지 기악과 부가쿠의 사자춤이 주로 사자가 지닌 위엄과 장엄함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연희로서 극적인 내
용을 담고 있는 사자춤이다. 이러한 사자춤은 네발을 가진 사실적인 사자의
모습보다는 한사람이 한 마리의 사자를 구성하는 일인사자춤에서 뚜렷하게
29) 민속연희의 일부로서 연행되는 사자춤은 대부분 행사의 종결부분에 등장한다. 이는 축제
현장에 모여든 여러 신들을 돌려보내고 난입한 잡귀들을 물리치고 진정시킨다(鎮め)는
의미가 강하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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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일인사자춤은 관동지방의 삼두사자춤(三匹獅子舞)을 비롯하여
동북지역의 시시오도리(鹿踊) 등이 있으며 미야자키현(宮崎県)의 다카치호
가구라(高千穂神樂)나 시로미가구라(銀鏡神樂) 등에서도 볼 수 없다. 특히
삼두사자춤과 시시오도리는 기악계통의 사자춤과는 기원이나 발생 및 연기
형태 등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인사자춤은 한사
람이 사자탈을 쓰고 가슴에 북(羯鼓)을 달고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형태로
서 사실적인 사자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네발 달린 사자가 아니라 직립한
사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즉 원래의 사자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사자
의 존재 자체가 지닌 위엄보다는 화려하게 장식하고 격렬한 동작을 보여주
는 즉 구경꾼(관객)을 염두에 둔 사자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자탈
(頭)도 반드시 사자의 모습이 아니며 오히려 사슴이나 멧돼지 등 다른 동물
형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악계통의 사자춤이 축제(법회)나 가
구라와 같은 전체 행사의 일부로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일
인사자춤은 전체 행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자춤 자체가 하나의 독
립된 예능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인사자춤도 행렬에 참여하
기도 하지만 행렬의 길을 정화하는 액막이가 주된 기능은 아니다. 일인사자
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삼두사자춤(三匹獅子舞)은 관동지역에 집중
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사자춤의 한 유형을 이룰 정도로 독특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이 삼두사자춤의 구체적인 연희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삼두사자춤은 일인으로 구성된 사자 세 마리가 등장하는 사자춤을 일컫
는다. 이는 일본 서부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장식성을 강조하는 후류
(風流)계통의 북춤에 사자탈을 쓰게 되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북춤은 꽃
갓을 쓴 춤꾼이 북을 치면서 피리(적)나 사사라의 반주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으로 춤꾼이 머리에 사자탈을 썼느냐의 유무와 춤꾼 수에 차이
가 있을 뿐 매우 유사하다.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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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두사자춤은 기본적으로 수사자 두 마리에 암사자 한 마리로 구성
된다. 그리고 꽃갓(花笠)을 쓰고 여장(女裝)한 어린이 네 명이 사자 주위에
서 스리사사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한다. 스리사사라는 대나무 끝을 잘게
쪼개어 다발로 묶어 홈이 난 막대기를 긁어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사자춤
은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사자 감추기(雌獅子隠し)라는 특정 종
목이 연행된다.31) 암사자를 사이에 두고 수사자 두마리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는 등 삼각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소박하지만 연극적인 구성
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 것은 역시 일인사자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로움이 있기에 가능하다. 다케우치(竹内勝太郎)는
일찍이 이인사자춤에서 일인사자춤이 파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인사자춤
으로서는 도저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으며 연기적인 행위가 요구되었
기 때문32)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악계통의 사자춤에도 일인사자가 있었다
는 사실로 보아 이인사자춤에서 일인사자춤으로의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대
한 구체적인 검증자료가 결여되어 있지만 사자춤을 연기적인 측면에서 연
희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일인사자춤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는지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사자탈을 쓰고 가슴에는 갈고(羯鼓)를 매달고 연주하면서 추는 일인사자
춤의 전형적인 모습은 뺷人倫訓蒙図彙뺸(1690)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머리에 뿔이 난 동물(사자)가면을 쓰고 가슴에 갈고를
달고 오른손으로 북채를 들고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얼굴을 사자가면으로
가리지 않고 드러내 놓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얼굴표정으로 보아 젊은
이 혹은 소년인 것 같다. 등 뒤로 늘어뜨린 것은 사자의 몸통을 이루는 막이
다. 그리고 짚신을 신고 각반을 차고 있어 행동하기 편한 복장을 하고 있다.
30) 本田安次, 앞의 글, pp.71-75.
31) 山路輿造, ｢三匹獅子舞の成立｣, 뺷民俗芸能研究뺸 第3号, 1986.5, p.51.
32) 竹内勝太郎, ｢獅子舞の演劇史的意義｣, 뺷民俗芸術뺸 第３卷 第1号, 1930.1, p.230.
18

일본 사자춤과 권현(權現)사상 437

물론 묘사된 모습만으로 구체적인 사자춤의 연행형태를 유추하기란 쉽지
않지만 손발이 자유로우며 말(축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은 짐
작할 수 있다.

뺷人倫訓蒙図彙뺸의 獅子舞

그림과 함께 사자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있는데 사자는 악마(惡
魔)를 쫓는 존재로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천축(인도)의 짐승이며
덴가쿠법사(田樂法師)가 사자탈을 메고 다니면서 다양한 예능을 보여주고
춤을 추었으나 지금은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에도(東京)를 비롯하여 동해도(東海道：에도와 교토사이의 태평양 연안
도로)의 풍물과 명소 유적을 그림과 함께 소개한 아사이 료이(浅井了意
1612-1691)의 뺷東海道名所記뺸에는 보다 활동적인 일인사자춤의 모습이 묘
사되어 있다. 사자탈을 쓰고 등 뒤로 막을 늘어뜨리고 있으며 두 손에 북채
를 잡고 북(갈고)을 치며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다. 주위에는 어린이들이
사자주위를 둘러싸고 무서워 달아나기도 하고 호기심으로 접근하기도 하며
즐겁게 놀고 있다. 사자탈을 쓴 자의 동작은 매우 자유로우며 동적으로 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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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어 있다. 또 어린이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 등 이인사자춤에서 보이
는 사자의 위엄과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뺷東海道名所記뺸 第五巻
(와세다대학 도서관 소장)

近世職人尽絵巻
（東京国立博物館 소장)

일본 에도시대의 다양한 직업을 풍속화로 소개하는 뺷近世職人尽絵巻뺸
(鍬形蕙斎, 1764-1824)에도 삼두사자춤이 묘사되어 있는데 매우 동적인 모
습이다. 피리와 북의 반주에 맞추어 물구나무서기를 하거나 가슴에 매달고
있는 북을 치면서 춤추는 동작이 묘사되어 있다.
또 근세 이후 성립된 것이지만 일인사자춤으로 에치고사자(越後獅子) 혹
은 가쿠베사자(角兵衛獅子)라고 불리는 사자춤이 있다. 이는 엄밀하게 말
해서 사자춤이라기보다는 곡예에 가깝다. 7세에서 14세 정도의 어린이가
사자탈을 쓰고 거리예능[大道芸]을 방불케 하는 곡예를 보여준다. 사자탈을
머리에 쓰고 있지만 사자춤이라기 보다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볼거리
제공에 주안점이 놓여 있다.
한편 삼두사자춤과는 달리 사슴춤(鹿踊), 사자춤(獅子踊)이라고 불리는
소위 시시오도리(獅子踊)가 동북지역에 전승되고 있다. 이는 가슴에 북(갈
고)을 매달고 연주하면서 추는 춤(太鼓踊系)과 북을 매지 않고 추는 춤(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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踊系)으로 나뉜다. 등장하는 사자(사슴)는 8마리 혹은 12마리가 한조를 이
룬다. 여러 마리의 사자들 중에 우두머리 사자가 있으며 암사자와 수사자가
여러 가지 대형을 갖추기도 하고 등에 꽂은 꽃장대－神 내리는 신대(히모로
기)라고도 한다－를 바닥에 두드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춤을 보여준다. 삼두
사자춤에서 보이던 암사자 감추기 등과 같은 극적인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극적인 요소가 풍부한 일인사자춤은 노가쿠(能樂)나 가부키(歌舞
伎)에 도입되었다. 신앙에 바탕을 둔 민속예능으로서의 사자춤과는 달리
노가쿠나 가부키에서는 배우들의 자유로운 동작이 강조되는 만큼 사자춤도
일인사자춤이 된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주로 소위 석교모노[石橋
物]이라고 일컬어지는 고전예능이다. <석교>는 노가쿠의 작품으로 사자춤
의 기원과 위엄을 표현함으로써 노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신앙적인 바
탕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가쿠<석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오에사다모토(大江定基)는 출가하여 법명을 적소법사(寂昭法師)라고 한다.
그는 중국, 인도의 불교 유적을 순례하는 가운데 중국의 청량산(清涼山) 기
슭에 도착한다. 선경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산으로 들어가는 입
구에는 좁고 긴 석교(돌다리)가 놓여있다. 다리 건너편에는 문수보살(文殊
菩薩)의 정토(浄土)이다. 법사가 다리를 건너려고 할 때 나무꾼(樵)(혹은 동
자(童子), 늙은이(老翁)인 경우도 있음)이 나타나 이 다리는 깊이 천장(天
丈)이나 되는 계곡에 걸려 있는데 폭이 1척, 길이 3장으로 된 돌다리(石橋)
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승이라도 고행을 마치지 않는 자는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없다고 한다. 잠시 기다리게 하고는 나무꾼은 사라진다(후반부：무
대정면에 다다미 1장과 모란꽃이 놓인다). 그리고 란조(乱序)라고 하는 긴
박감 넘치는 특수한 음악에 맞추어 사자가 등장하여 모란꽃을 놀리면서 호
쾌한 춤을 춘다.33)
33) 西野春雄, 羽田昶, 뺷能·狂言事典뺸(東京：平凡社), 1987,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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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쿠(能樂)에 사자가 등장하게 된 것은 덴가쿠(田樂)의 영향으로34) 기
악계통이나 부가쿠계통 혹은 민속예능으로서의 사자춤과는 구별된다. 사
자는 불교에서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이
야기이다. 사자춤은 무서운 가면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노
가쿠의 엄숙한 분위기에는 이인사자가 등장할 만도 한데 이인사자가 아니
라 일인사자이다. 사자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사자의 경쾌한 움직임이나
스토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인사자춤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 두 마리의 사자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머리털이 흰 사자와
붉은 사자이다. 흰 사자는 장중하게, 붉은 사자는 경쾌하게 춤을 춘다. 오늘
날에는 전반부를 생략하고 후반부 즉 사자춤만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많은
데 경사스러운 춤으로 여긴다.
노가쿠의 <석교>는 가부키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가부키 사자춤이 창작
되기도 한다. 가부키에서는 상생사자(相生獅子), 경사자(鏡獅子), 침사자
(枕獅子), 연사자(連獅子）등 다양한 작품으로 각색 연출된다. 노가쿠와 가
부키는 발생시기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전통예능의 장르로 재창작되었다
는 것은 사자춤이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상생사자는
전반부에서 여인－유녀(기생) 혹은 젊은 여인－이 홍백 천으로 된 사자머리
를 양손에 들고 춤을 추고, 후반부에서는 상의 한쪽 어깨를 벗은 채 부채
갓을 쓰고 모란가지를 든 사자모습으로 등장한다. 손에 사자머리를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은 뺷신서고악도뺸에 등장하는 신라박(新羅狛)의 오두사자 즉
머리뿐만 아니라 양손과 양발도 사자머리로 되어 있는 것을 연상케 한다.
그 밖에 노가쿠의 석교물 이외에 민간의 다이가구라의 사자춤을 응용하
여 가부키화한 에치고사자(越後獅子), 키오이사자(勢獅子), 쿠라마사자(鞍
馬獅子) 등의 작품들이 있는데 모두 일인사자춤으로 되어 있다.
34) 小寺融吉, ｢固有の獅子と輸入の獅子｣, 뺷民俗芸術뺸 第3卷 第1号, 1930.1,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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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노와 가부키의 경우 사자의 위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인
사자춤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었을 터인데 굳이 일인사자춤으로 연출한
것은 사자자체가 지닌 위엄보다는 무대 위에서 자유로운 연기력이 요구되
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인사자춤이 이인사자춤에 비하여 훨씬
내용이 풍부하며 다양한 타 예능들과 공존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3.3. 신의 대리자로서의 사자춤
지금까지 일본의 사자춤을 일인사자춤과 이인사자춤으로 나누어 그 기
능과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인사자춤과 이인사자춤은 발
생기원에서부터 연행형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 일인 사자, 이인
사자 이외에 세 명 이상 수십 명으로 구성되는 지네[百足]와 같은 사자춤도
있다.35) 일본의 사자춤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일
인사자춤과 이인사자춤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일인사자춤도
아니고 이인사자춤도 아닌 애매한 형태를 띠고 있는 사자춤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민속예능 중의 하나인 다이가구라(太神樂)의 사자춤과 야마부시
가구라(山伏神樂)의 사자춤(権現舞)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이가구라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이나 아츠타 신궁(熱田神宮)의 신인(神
人：신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사에 관련된 잡역을 담당하던 下級神職)이
사자탈(頭)을 휴대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행하던 가구라(神樂)를 말한
다. 본래는 이인사자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일인사자춤의 형태로 변화
되었던 것이다. 다이가구라의 다이는 太 혹은 大로 표기하기도 하고 다이다
이가구라라고 해서 太太, 혹은 大大라는 접두어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이
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가구라의 규모나 봉납하는 금액
35) 사사라는 대나무 솔과 같은 것으로 홈이 파진 막대기를 긁어 소리를 내는 민속악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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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다에 따른 大中小의 ‘大(太)’의 의미이며 특별히 규모가 크고 많은 경비
(講金)을 냈을 때에는 ‘大大神樂’ 혹은 ‘太太神樂’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太神楽’로 정착되었다는 설이다.36) 또 하나는 ‘대체하다’ 혹
은 ‘대신하다’ 라는 뜻의 ‘代’ 혹은 ‘代代’에서 발음상 유사한 ‘大(太)’로 바뀌
었다는 학설로 代神楽의 효과가 신사참배와 동일하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는 설이다.37)
다이가구라는 내용과는 관계없는 가구라의 미칭으로 사자춤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자춤으로서의 다이가구라는 사자춤의 전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오늘날 사자춤이 널리 유행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임
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신사참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믿는 신앙심이야
말로 전국적으로 사자춤이 분포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즉 신사참배를 하는 대신 사자춤을 추었다는 것은 사자는 곧 신의 대리자이
며 신의 권현(権現：아바타)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신사참배는 헤이안시대(794-1185)말부터 유행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마노신사(熊野神社) 참배이다. 구마노는 신화속의 존재인 이자나미노 미
고토伊邪那美命)의 장례를 치른 곳으로 유명한데 천황의 참배가 이어지면
서 구마노 참배는 천황이나 귀족에 이어 서민들에 이르기 까지 크게 유행하
였다. 이것이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세신궁 참배로 이어진다. 전국에서 참배
객들이 모이고 이세신궁의 참배가 사회적 풍습으로 자리잡게 되자 이세신
궁 근처에 살고 있던 가구라 담당자(神人)들이 사자탈(頭)을 지참하고 전국
으로 돌면서 사자춤을 추고 이세신궁의 부적으로 배포하게 된다. 즉 이세가
구라의 사자춤을 이세신궁을 참배하는 것과 동일한 효능이 있다고 믿게 하
였던 것이다. 점차 神人의 사자춤을 지방 사람들이 직접 배워 연희하게 되
36) 小寺融吉 뺷芸術としての神楽の研究뺸(東京：地平社書房), 1929, pp.1-14.
37) 西津井正慶, 뺷神楽研究뺸(東京：壬生書院), 1934, 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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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이가구라는 곡예와 같은 곡목이 첨가되기도 하고 묵극형식의 연극으
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사자춤에 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앞마당이나 현관입구에서 복을 빌어주고 부정을 없애는 춤사위로 이루어진
다. 손에는 봉폐와 방울을 들고 흔든다. 현행의 사자는 두 명으로 구성된
이인사자이지만 뒤꼬리를 담당하는 자는 사자의 일부에서 벗어나 사자의
꼬리를 들고 뒤따르는 보조자로 전락하였다. 가끔 꼬리역이 피리[橫笛] 연
주자를 겸하기도 한다. 과거 사자춤의 연행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뺷人倫訓蒙図彙뺸의 다이가구라(代神樂) 항목에 묘사
된 그림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두 명으로 구성된 사자가 사사라
(簓)38)와 츠즈미(장고모습을 한 소형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

뺷人倫訓蒙図彙뺸代神樂

하야치네 가구라 곤겐(権現)춤
(사진제공:岳神楽保存会)

38) 사사라(簓)는 대나무 솔과 같은 것으로 홈이 파진 막대기를 긁어 소리를 내는 민속악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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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자의 뒷다리를 담당하는 자가 얼굴을
사자 몸통 밖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사자 꼬리부분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다소 코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웃음을 유발시키는 역할로
보인다. 기악이나 부가쿠의 이인사자춤이 지니고 있는 장중하고 엄숙한 모
습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 연행되고 있는 다이가구라의 사자춤처럼 꼬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직 사자몸통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이인 사자
춤에서 변형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형된 사자의 모습은 하야치네 가구라(早池峰神楽)의 곤겐
(権現)춤에서도 볼 수 있다. 하야치네가구라는 하야치네산 기슭에 위치하
고 있는 다케(岳)와 오츠구나이(大償)39) 부락에서 연행되고 있는 가구라이
다. 이때 가구라의 담당자가 야마부시(山伏)였기 때문에 야마부시가구라
(山伏神楽)라고도 한다. 야마부시는 영험한 산에서 수행을 한 슈겐도(修験
道)의 전문적인 사제자를 말한다. 슈겐도는 일본 고유의 산악신앙과 불교가
습합되고 도교(道敎), 음양도(陰陽道) 등의 요소가 가미된 일본 특유의 종
교이다. 야마부시는 산에서 수행을 하고 마을로 내려와 종교 활동의 일환으
로써 가구라를 연행했던 것이다. 슈겐도의 야마부시들이 연행하는 가구라
는 일본 동북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와테현(岩手県)에서는 야마부시가
구라 혹은 곤겐마이(權現舞)라고 부르며 아키타현(秋田県)에서는 반가쿠
(番舞), 아오모리현(青森県) 일대에서는 노마이(能舞)라고 한다. 하야치네
가구라를 비롯해 야마부시가구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곤겐마이(権現舞)라고 일컬어지는 사자춤이다.
하야치네 가구라는 7월 31일에서 8월 1일에 걸쳐 하야치네 신사 경내에
39) 두 부락의 가구라 구성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다케의 산신(山神)은 입을 다물고 있고
(阿), 오츠구나이의 산신은 입을 벌린 모습을 하고 있다(呍). 또 다케는 남성춤이, 오츠구
나이는 여성춤이 중심이 되고 있는 등 대조적인 특징이 있다. 大迫町観光協会編, 뺷早池
峰神楽뺸(盛岡：郷土文化研究会), 1995,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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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행사(例大祭)를 비롯하여 새해맞이나 가옥을 신축
했을 때 혹은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의뢰를 받아 연행한다. 또 농한기인
겨울(정월)에는 사자가면(頭)을 들고 마을(霞)을 돌면서 복을 주고 걸립을
한다. 특히 사자춤은 하야치네 가구라를 달리 곤게마이(権現舞)라고 통칭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자춤은 화재를 예방하고 액을
물리치며 재난이나 질병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신축가옥이나 선박이
제조되었을 때 불운을 막고 복을 비는 기도의 의미가 있으며 조상공양의
목적으로 조상의 무덤에서 연행되기도 한다.
하야치네 가구라의 곤겐마이도 두 명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
으로는 이인사자춤이다. 그러나 실제 꼬리역(스코토리すことり라고 한다)
은 사자 몸통 밖에서 사자의 꼬리(막)를 잡고 뒤따르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
에 완전한 이인사자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꼬리역이라기보다는 보조자 혹
은 조수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이다. 먼저 꼬리역이 등장하여 무대 중앙에
사자머리(獅子頭)높이 들고 앉아 있으면 머리역(頭役の舞手)이 사자머리를
향해 박수를 치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후 부채와 방울을 들고 공중으로
높이 던져 받는 등의 춤을 춘다. 이를 시타마이(下舞)라고 한다. 일종의 신
의 강림을 기원하는 춤이다. 시타마이(下舞)의 마지막에는 허리에 차고 있
던 칼을 빼어 들고 예를 취한다. 사자춤을 출 때에는 칼을 허리에 차지 않는
다.
시타마이가 끝나면 사자머리(곤겐)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예를 취하고 꼬
리역에게 사자머리를 받는다. 머리역은 사자머리를 손에 들고 몇 차례 회전
하며 춤을 춘 후 사자몸통(막) 안으로 들어간다. 이 때 꼬리역은 사자의
꼬리부분의 막을 잡고 머리역이 원활하게 춤출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며
뒤따른다. 머리역은 사자의 위턱과 아래턱을 잡고 부딪치게 하여 소리를
낸다. 이를 이빨 치기(歯打ち)라고 한다. 구경꾼들이 무대(가구라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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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면 사자 입으로 구경꾼들의 머리를 물기도 하고(頭かじり) 사자 밑
으로 통과하기(胎内くぐり)를 한다. 사자에게 물리거나 사자 밑을 통과하
면 건강하고 운이 좋아진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다. 이어서 제관
(타유)이 쌀을 담은 쟁반을 들고 나와 사방으로 뿌리고 사자 입에 물이 담긴
국자를 물린다. 이때 꼬리역은 사자몸통 뒤에서 천을 크게 펼쳐 위엄 있는
사자의 모습을 연출한다. 제관은 사자 입에 물린 국자를 받아 사방으로 뿌
린다. 이는 화재예방(火伏せ)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머리물기, 몸통 통과하기, 물 뿌리기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행위를
한다는 점과 등장하는 사자는 한 마리라는 점, 그리고 두 사람으로 사자를
구성하지만 춤의 기본은 머리역 한사람에 의해 연행된다는 점이다.
기악이나 부가쿠 계통의 행렬중심의 사자춤은 두 마리가 등장하는 것이
기본이며 5마리, 7마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자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곤겐마이와 다이가구라의 사자춤은
기본적으로 한 마리가 등장한다.
이때 사자춤을 곤겐마이(権現舞)라고 하는데 곤겐(權現)이라는 명칭에서
사자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곤겐마이의 ‘권현(곤겐：権現)’ 은 화신(化
身) 혹은 분신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온 용어이다. 권(權)은 ‘가짜’ 혹은
‘임시’라는 뜻이며 현(現)은 ‘나타나다’는 뜻이다. 즉 가짜 혹은 임시로 나타
난다는 의미이다. 이는 본래 인도의 ‘아바타’라는 용어에서 나온 말이다.
권현은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임시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데
불교가 일본에 유입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토착종교(神祇)와 충돌하면
서 일본의 본지수적(本地垂迹)사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본지는 시작
도 끝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기위해 적(迹)을 여러
곳에 떨어뜨렸는데(垂) 이것이 신이 되어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다. 일본의 신들은 근본은 모두 불보살이며 부처나 신은 모두 하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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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다. 이 용어는 법화수량품(法華壽量品)에 보이는데 원래는 영원한
석가 즉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부처를 본지로 하고 깨우침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석가를 수적(垂迹)으로 생각했던 것이다.40)
인도의 권현(아바타)사상이 일본에 유입되어 일본의 본지수적 사상을 배태
하게 된다. 즉 부처가 본지라면 일본의 신들은 수적이라는 사상이다. 절대
적인 존재인 부처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일본에 나타난 것이 일본의 신들
이라는 논리이다. 사자를 권현이라고 한 것은 신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일본의 신은 부처의 권현이며 사자는 신의 권현이라면
사자는 부처의 권현의 권현이 되는 셈이다. 신들을 대신해서 나타난 것이
사자춤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일본 사자춤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분포를 보일 정도로 사자춤이 널리 성행하게 되었으
며 근세 이후에 등장한 사슴이나 멧돼지, 기린, 용과 같은 동물의장 춤도
사자춤으로 불리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존재가 있고 이를 대신에서 임시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본
지수적’에 기초한 權現사상이야말로 사자춤이라는 공연예술의 근간을 이루
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축제현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 일본의 축제도 물론 지역에 따라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
지만 축제기간 동안 신들의 임시 거처, 혹은 일시적인 거처를 마련하여 인
간 세상에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오타비쇼(お旅所)라고 일컬어지는 신들
의 임시 거처이다. 신들은 인간 세상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는 다시 신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 왔다.
오타비쇼와 가설무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언급하기로 하겠지만
가설무대가 탄생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본지수적 사상이 작용하고 있음을
40) 辻善之助, ｢本地垂迹説の起源について｣, 뺷日本仏教史之研究뺸 続編(東京：金港堂書籍), 1931,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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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요컨대 ‘대신’, ‘일시적’, ‘임시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본지수적
사상은 일본문화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자춤이 전국적
으로 널리 확산 보급되어 정착되어 온 배경에는 權現의 사상이 크게 영향력
을 행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이가구라의 ‘代’ 와 본지수적 사상의 ‘權現’
은 원래의 존재가 아니라 대체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일본사회에 權現사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
에 사자춤이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
타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가진 權現舞와 太神楽의 사자춤은 연행형태에 있어
서도 사자춤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원래 두 사람
으로 구성된 이인사자춤이었지만 점차 보다 자유로운 행동과 다양한 내용
을 담아내기 위해서 일인사자춤도 이인사자춤도 아닌 중간형태의 양식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현상은 퇴화 혹은 진화로서의
변형이라기보다는 다양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출된 문화현상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맺음말
일본의 사자춤은 動物擬裝 춤의 한 양식이지만 민속예능을 비롯하여 고
전예능인 노가쿠나 가부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자주 등장하며 민
속예능의 70%를 점한다고 할 정도로 일본 사회의 기층문화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일본의 사자춤은 계통상으로도 여러 갈래이며 다양한 지역성으로 인해
무수한 연구논문이나 보고자료들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
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일본 사자춤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감하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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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외래계통의 기악사자춤과 고유계통의 풍류사자춤을 연행형태에 초점
을 맞추어 행렬중심의 이인사자춤, 연희중심의 일인사자춤, 그리고 이인사
자춤과 일인사자춤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는 權現舞와 太神楽의 사자춤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악에서 행렬의 선두, 혹은 법회를 수호하는 사자춤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자가 지닌 상징성과 권위를 강조하는데 그 역점
이 있었다면, 시시오도리(獅子踊) 등으로 불리는 일인사자춤은 네발 달린
사자가 아닌 직립사자로서 연극적인 내용이나 곡예 등의 예능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노가쿠나 가부키와
같은 고전예능에는 이인사자춤이 아니라 일인사자춤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연예술로서 다양한 연기와 자유로운 활동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인사자이면서 사자의 꼬리역이 사자의 몸통 밖으로 나와 머리
역의 보조자로 전락하고 있음에서 사자춤의 변화양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사자춤의 형상은 반드시 라이온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슴이
나 멧돼지를 비롯하여 상상의 동물인 용이나 기린 등도 사자춤이라는 용어
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동물들을 靈物인 사자로 상정하고 그 힘을 빌려
가정이나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악과
부가쿠 자체는 쇠퇴하였지만 그 중에서 사자춤은 다른 곡목과는 달리 민간
에 뿌리를 내리면서 변화 발전해왔던 것이다.
신들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이러한 신들의 대리인 혹은
신들의 사자(使者)로서 등장하는 것이 권현(權現)이다. 사자춤이 발달하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서 신사참배의 대체적인 행위로서 다이가구라와 신의
대리자로서의 권현(곤겐)의 존재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즉 일본의 여러
신들이 부처의 대리로 등장한다는 신불습합, 본지수적(本地垂迹）사상이
표상화된 것, 그것이 사자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神의 대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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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자춤, 혹은 신사참배의 대신으로 전개된 다이가구라의 사자춤은 사자
춤의 확산에 중간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일본 사자춤의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사자춤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친 ‘權現’사상과 ‘代’의 개념은 일본
공연예술 나아가 일본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사자춤에 내포되어 있는 ‘權現’, ‘代’의 개념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의 사자춤
의 전개과정을 비교연구하고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데 기초가 되기를 전
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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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 Shishimai
and The Thought of Abatar
－Research on pattern of playing form of Japanese Shishimai
(Lion dance) and philosophical backgrounds－

Nam, Sung Ho(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Shishimai(lion dance) of Japan flowed in with the Buddhism in about
the sixth century and started from Gigaku(伎楽) of the buddhist temple. It is
the folk performing arts that appear in various local festivals and are done
most widely today. The lion dance is generally consist of one lion that is
played by two performers.
However, various shishimais will arise at posterity. shishimai composed of
one person, three person or three people or more, etc. Moreover there is
called Shishimai that the dance of the deer, the wild boar, the dragon, and
the Kirin. Especially one performer-Shishimai becomes a pattern and it is
distributed a lo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background to which different point and
Shishimai by two performers and one performer. There was an emphasis in
existence as symbol of the authority at first. It was pointed out that one
performer Shishimai had developed a dramatic content and composed being
added and depending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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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een changing process that is neither Shishimai by two performers nor
a Shishimai by one performer from one performer. It is possible to see from
Shishimai named Gongenmai(権現舞) of incarnate in lion dance and Isedaikagura
(伊勢太神楽) that Shinto music and dancing of Ise shrine as an exampl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of Japanese Shishimai can be confirmed
through Gongenmai and Isedaikagura which is widely distributed in Japan.
And the Shishimai is a concrete symbol of the process to which the Buddhism
takes hold in general in Japan.
The Gongen concept is the cornerstone of the Honji Suijaku(本地垂迹) idea,
according to which Indian Buddhist deities choose to appear to the Japanese
as native Kami(神) in order to save mankind. And the Shishimai has diffused
instead of the visit to a shrine of Ise Jingu Shrine(伊勢神宮).
The Shishimai is Gongen of god's temporary appearance, and the
representation act of the visit to a shrine. It can be seen the theatrical attribute
(acting and transformation) as the prototype of play.
Key words：Shishimai(lion dance), Avatar, Gongenmai(権現舞),

Honji Suijaku(本地垂迹), Daikagura(太神楽), Gigaku(伎楽),
Bugaku(舞楽), Maturi(Festival), Pa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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