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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술에 나타난 불교음악 고증

악기를 심으로

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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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조각과 회화에 나타난 음악과 악기. Ⅲ 인도 불교음악의 

악기  특성과 형태 구분.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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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범패의 기원과 련하여, 인도의 불교미술에 나타난 고고

학  자료를 바탕으로 불교 인 삶과 음악의 의미, 양식, 악기의 특징 

등의 추 을 시도한다. 우선 인도를 동·서·남·북· 으로 구분하고 여기

에 존하는 음악 자료를 분석하 다. 도상의 고증을 통해 불교음악에 

사용된 악기는 명악기, 마명악기, 기명악기, 채명악기로 4분된다. 악기

에 따른 불교음악을 구체화하면 6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부처 찬탄: 

독창(비나 반주). ②부처에 한 경: 앙상블. ③부처의 일생: 탄생(장

엄음악), 태자 시 (악, 가, 무의 궁 음악), 열반(악, 가, 무의 지역음악). 

④자타카: 독주, 주, 앙상블, 춤. ⑤ 쟁, 사냥, 성지순례: 행악. ⑥장엄, 

비유, 상징: 독주. 이 같은 분류와 분석을 토 로 고  인도 불교음악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음향 으로는 인도 음악의 특징인 지속음

을 사용하여 음향  배음감을 고조시킨다. 둘째, 선율면에서도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여 풍부한 음색을 통해 운율 인 변화를 담아낸다. 셋

째, 리듬면에서도 춤, 반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단이 표 된다. 넷

째, 앙상블의 다양한 구성은 드라마틱한 음악세계를 드러낸다.

Ⅰ. 들어가는 말

종교의 에는 문화  래가 수반되는데 음악과 미술은 문

* 덕 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kchudam@naver.com



8 4  ∙ 印度哲學 제24집

화 술분야에서 요한 축을 이룬다. 음악은 종교의식에서 행해지

는 주요한 례로 불교음악 한 여타의 종교음악과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오늘날 아시아 권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교음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도로부터 동진해 오는 과정에서 래된 불교  음악이 각

각의 민족이나 지역에 맞게 변화하면서 독자  발 과정을 보인 

결과이다. 이 게 래된 불교  음악은 수세기를 거치면서 동양 

음악의 근간이 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 음악 발 에 많은 기

여를 하 다. 따라서 오늘날 이들 나라간의 음악  유사성 혹은 

상호 련성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음악의 핵심  요소인 범패의 

기원과 형태 등에 한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의 심에 인도의 

불교음악이 있다고 하겠다.

인도의 불교음악을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에서 

다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1. 음악자체의 이론이나 실체를 고증

2. 문헌을 통한 고증

3. 고고학  자료를 통한 고증

첫째, 인도 불교음악은 인도의 통에서 비롯되었지만 불행히

도 오늘날 그 음악의 이론이나 실체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것은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후 불교음악 역시도 함께 사라졌다

고 볼 수 있기에 지 은 그 명맥을 찾을 수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재 남아 있는 고  인도음악과 인도의 불교가 네팔

과 티벳 등으로 해지면서 래된 불교음악과 같은 맥락에서 동

남아시아의 불교음악 등을 비교고찰하면 약간의 인도 불교음악의 

실체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문헌을 통한 고증으로는 불교경 과 그 외의 자료 등을 

통해 다양한 불교음악의 학문  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존하는 풍부한 불교가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교음악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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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례  형태의 음악을 고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고학  자료를 통한 고증이란 고  인도의 고고학 자료

에 나타난 음악 련 도상을 연구의 상으로 하여 불교 인 삶과 

음악의 의미, 양식, 악기의 특징 등을 밝  당시 고 인도 불교음

악에 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세분한다면 언어학  연구, 불교의례를 통한 연구 등

이 있을 수 있으나 부분은 의 3가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목 과 방법은 세 번째의 입장에서 일

부 인도불탑에 나타난 조각과 석굴의 회화를 심으로 음악과 

련 있는 부분을 조망하여 인도 불교음악에 근할 수 있는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조각과 회화에 나타난 음악과 악기

종교고고학의 한 분과인 불교고고학은 불교 계의 유   유

물 등을  고고학  근방법으로 불교역사의 구체  개 과

정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목 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은 연구자

에 따라서 반드시 같지는 않다. 하지만 아시아에 있어서의 불교고

고학 연구는 유럽에 있어서의 성서고고학과 함께 종교문화의 

개를 구체  자료에 의해 악할 수 있는 분야로서 높이 평가되

고 있다.

고  인도의 술  자취는 주로 종교  유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이 힌두교 는 불교이거나 간에 그 종교의 기원과 성

장 그리고 쇠퇴는 종교 술도 궤를 같이 한다. 비록 경 에서 불

타는 음악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하여 소극  

입장을 띄지만 이후 재가신자들에 의해서 음악이 리 사용되었

고 승단 내부의 일부 승려도 이에 동조하 음은 명백하다. 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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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슝가왕조에서 굽타왕조 시 까지의 미술과 건축물에 불

교도들의 헌행태로 지 도 많은 유물에 그 로 남아 있다.

불탑을 심으로 석문, 기둥, 벽, 울타리 등에 부처님의 탄생, 

출가, 성도, 법륜, 열반 등의 역사  사실을 조각했는데, 여기

에 많은 음악악기들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불교음악에 한 고고

학  자료는 여러 시 와 여러 지역에 걸쳐 폭넓게 나타난다. 시

기 으론 략 천여 년(B.C. 250～A.D. 875)에 걸쳐 조성된 불교

유물들을 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 으론 마투라, 보드가야, 바

루뜨, 산치, 사르나트, 날란다, 피탈코라, 바자, 아잔타, 엘로라, 칸

헤리, 아오랑가바드, 푸리-오릿사, 나가르주나콘다, 아마르바띠, 골

리 등 인도 역에 걸쳐 수집할 수 있다. 이상의 고고학  자료 

에서 음악 혹은 악기와 련된 샘 들을 분류 정리하면 약 80

여개로 압축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문헌자료의 가치보다 그 내용이 시 으로 

앞선 것들이 부분이기에 지 까지 불확실하고 애매한 고 인도 

불교문화를 좀 더 확실하게 조명할 수 있는 일차  자료로써 활

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시 상에 한 해석에 의미를 더해

주고 새롭게 밝 주는 결정  단 를 제공하기도 하고 나아가 본 

연구의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 에 하여 M. Hariharan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인도에 있어서 불교든 힌두교든 사원은 매우 요하고 흥미로

운 일이다. 왜냐면 이곳은 최상의 종교  숭배의 장소이며 한, 헌

 음악과 춤의 당이기 때문이다.1)

이것은 고 인도 사원들이 문화 술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은 오늘날에도 불교사원은 통이 단

되어 이와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힌두교 사원에서는 종

1) Hariharan(198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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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축제 기간을 후로 음악과 무용이 곁들어지는 음악회를 흔

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 인 내용은 이상의 불교고고학  자료

를 통해 나타난 음악  음악악기들의 발 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악악기들을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악기들과 거의 모든 음악형식들의 기원과 발  등의 다양

한 변천사를 한 에 알 수 있다. 한 이 자료들을 통해 악기의 

구조나 모양을 확연히 알 수 있고 악기 잡는 법, 연주양식, 연주인

원 등을 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시각 인 술자료들은 일반 으로 불교시 사  흐

름에 맞춰 음악연주 변천사를 상황 으로 보여 다. 따라서 의 

80여개의 샘 들을2) 주요한 소스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샘 들을 분류 정리하기 해 인도의 통  지역구분인 동서

남북 의 5지역으로 나 었다. 먼  가장 자료가 풍부한 인도 

지역을 심으로 살펴보면 마투라, 보드가야, 바루뜨, 산치, 사르

나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지역은 불교도들에게는 가장 종

교 으로 성스러운 지역으로 부처님의 탄생지를 비롯해 많은 불

교순례지가 있는 곳이다.

1. 마투라

이 지역에도 문헌  자료나 고고학  자료가 말해주듯이 쿠샨

과 굽타 왕조시 에 불교가 아주 융성했으나 마투라의 최고 정

시기는 단연 굽타시 (A.D. 300～600)이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색 있는 음악 련 샘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는 출  후 사진의 독이 

쉽지 않으리라고 단되는 것은 여기서 사진을 싣지 않고 참고 서 의 

도  자료 번호만을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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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치를 불고 있는 남자

사실 이 장면은 배경이 어디인지 불명

확하다. 아마도 동굴 앞이나 창문에 서서 

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는 

커다란 고동을 불고 있는데 연주방식은 

고동의 끝에 입을 고 부는 방식이다.

2) Nema의 발 아래서 춤과 음악 연주

이 장면에는 여러 명의 악

사들을 볼 수 있어 매우 흥미

롭다. 아마도 춤의 반주를 맡

고 있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8명의 여인들이 보이는 데 몇

몇은 춤을 추고 있고  몇몇

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특이한 악기가 

에 띤다. 사진의 오른쪽에 아마도 체 유물을 통틀어 유일한 악

기인 것 같다. 양손으로 연주하는 직사각형의 악기는 비나 혹은 

펜 이 로 추정되나 반 정도는 하  같은 모양을 띄므로 확실히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의 여인은 커다란 울림통을 가진 활모

양의 비나를 연주하고 있다. 뒷쪽 땅바닥에 2명의 여인들이 더 있

으나 뒷모습에 가려 악기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2. 보드가야

이 지역의 이름은 우르벨라라고 불리는 곳으로 부처님이 깨달

음을 이룬 곳이다. 따라서 일 부터 불교도들에게 최고의 성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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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앙받는 지역이다. 보드가야에 새겨진 음악악기에 해 S. Krish

naswamy는 그의 논문에서, 인도조형 술에서의 음악 악기  

악기에 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지 하고 있다.

바루뜨 양식에는 매우 다양한 궁형하 의 유형들이 풍부하다. 그 

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울림통이 엉덩이 쪽에 기 있

고 악기의 이 몸의 바깥쪽을 향하도록 자세를 취한 후 팔로 을 연

주 하는 매우 독특한 자세인데 그러한 장면이 이 보드가야에서도 보

이는데 이 7 의 악기를 연주하는 여자 혹은 남자 악사들의 손에도 

와 같은 자세로 악기를 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3)

한 B. C. Deva도 이 지역의 악기에 해 새로운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

고  유 인 바루뜨나 보드가야에서 보이는 몇 몇의 하 들은 5  

하 들이다. 그러나 좀더 일반 인 것은 피딸코라의 조형물이나 조각

품에 나타난 악기들처럼 5 보다는 7 이 더 일반 이다.4)

이 지역 불교 조형물에서 음악악기와 련한 표  장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마하보디 사원의 아래쪽에서 법륜인을 짓고 있는 붓다5)

이 장면은 아마도 수된 마하보디사원의 바깥쪽 기단 부분에 

치한 것으로 다른 부조물과는 달리 기 형식에서 벗어난 양상

을 보인다. 여기서 부처님은 평소처럼 다른 사람을 동 하지 않

고 연꽃 에 홀로 앉아 계신다. 이 장면의 쪽에 악기를 연주하

는 비천상이 보인다. 왼편 쪽에는 북을 연주하는 여인이 보인

다. 왼손으로는 악기를 쥐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악기의 표면을 두

3) Krishnaswamy(1975) p. 46

4) Deva(1993) p. 121.

5) Sompura(1969) pl.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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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고 있다. 다른 악사는 반 편에 보인다. 그녀 역시 궁형 하  

모양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맨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2) 보드가야 탑의 하  연주자6)

이 장면은 매우 인상 으로 한 의 악사들을 볼 수 있다. 왼편

에는 여악사로 보이는데 궁형비나를 연주하고 있고 다른 편은 아

마도 그녀의 남편으로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은 악기가 그의 팔

에 얹 져 있다. 어 든 이 장면을 통해 이 지역의 비나 유형을 

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3. 바루뜨

기원  232년 아소카왕의 사후 마우리아 제국은 그의 손자들에 

의해 분열되었다.  통치력을 잃은 마우리아의 마지막 황제

는 마침내 그의 부하 장수에 의해 암살당했으며 기원  185년 새

로운 왕조가 들어서니 바로 슝가왕조이다. 슝가시  최고의 기념

물은 불탑으로 바루뜨 탑은 기원  2세기의 인도 조각 술을 

표한다. 바루뜨 부조물의 조형양식은 슝가 기의 술  기법

에 기 하고 있어 실로 정교하여 묘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생

담과 불타 생애의 주요 역사  사건들을 다양한 패  속에 잘 묘

사 되어 있으며 항상 일련의 상징을 형상화하고 있다.

1) Pl.no.XXI-CUN, Pl.no.XV-BAR7), 천상의 노래소리(부처님 

탄생에 한 언)

남문의 Prasenajit 기둥의 바깥쪽 아래 부분 부조물에 새겨진 

6) Ibid, pl. no. 14.

7) 여기서 언 한 리스트 (CUN)은 S. A. Cunningham의 Stupa of 

Barhut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 번호를 말하며 (BAR)은 B. N. Barua의 

Barhut ⅠⅡ&Ⅲ에서 수록하고 있는 사진의 분류 번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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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12명의 천상악사

들에 의해 천상음악이 연주

되는 장면이다. 이들은 4명

씩 조를 이루어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舞人

들은 서있는 자세로 오른쪽 

반을 차지하고 있고, 왼쪽

간 아래 부분엔 음악악사들

이 보이고, 왼쪽 쪽 나무

아래 성악가와 음악인들이 다리를 가부좌하고 앉아있다. 한 즐

겁게 연주하고 있는 악사들은 3～4개의 다양한 악기와 타악기

들을 연주하고 있다. 그  2개는 왼편에 앉아 kona를 오른손에 

끼고 연주하는 궁형비나이고, 그 다음이 아마도 쇠로 만든 Manje

era이며8) 세 번째는 1벌의 무딩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북

의 면이 쪽을 향하는 북이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얼굴을 맞

고 손을 마주치며 손장단을 하고 있다. 유연한 몸동작과 무인들의 

일사불란한 추임새는 극 인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 그들은 2명씩 

2 로 춤을 추고 있다. 춤추고 있는 무희들의 앞  가운데에 작은 

소년이 팔 와 벨트를 매고 함께 추고 있다. 

2) Pl.no.XXXIII-CUN, Pl.no.XX-BAR, 출가

정문 기둥에 새겨진 부조물로 태자의 출궁장면으로 3개의 장면

이 연속 으로 연결되어진다. 이 장면에는 天人 Arhadgupta가 손

을 모으고 있는 자세로 등장한다. 그의 왼쪽에 2명의 천인이 더 

있다. 그  한사람은 태자를 말에 태우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말 

아래 한명의 천인이 더 있고 그의 왼쪽 편에 양손으로 북을 연주

하는 악사가 보인다. 이 북은 일종의Damaru로 세요고에 해당한

다.

8) 심벌즈 모양이나 손바닥 정도의 크기이다. 이 악기는 통 으로 

종교음악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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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no.XVI-CUN, Pl.no.XLII-BAR, 부처님의 머리장식물을 

안치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33천의 천상축제

이 장면은 서쪽 문 구석에 있는 것으로 네모난 패 에 3개의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부처님 머리장식의 숭배축제’,‘신들의 회의

홀’ 그리고 ‘승리의 궁 ’을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장면은 33신들

의 홀을 보여 다. 단한 축제가 열린다. 그 정원 아래 왼쪽으로 

4명의 무인들이 춤을 추고 있다. 오른쪽으로 3명이 손 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4명의 악사들  한 명이 일어나 둥그런 벨

을 막 기로 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양손으

로 무딩가를 연주하고 나머지 둘은 울림통이 있는 궁형비나를 연

주한다.

4) Pl.no.XXXIII-CUN, Pl.no.XCVII-BAR, 원숭이들에 의해 

사로잡힌 코끼리

이 장면은 3장이다.9) 모

두 둥그런 메달 모양에 새

겨져 있다. 이 장면에서는 

코끼리와 원숭이가 등장한

다. 이 듯 공통 으로 나타

나는 동물의 장면들은 체

인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

임을 짐작  한다. 첫 번째 

장면에서 무리들 앞에 있는 

2마리의 원숭이들이 악사이다. 그  하나는 목에 북을 감고 연주

를 하고 있고 다른 악사는 한쪽 끝이 긴 로 에 묶인 종을 연주하

고 있다. 두 번째 장면도 같은 내용인데 조  진척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끼리를 끄는 원숭이 뒤에는 다른 2마리의 원숭이가 앉

아 있다. 그리고 다른 다섯은 손에 로 를 들고 코끼리 꼬리 아래

9) 여기서는 1, 2번째 장면은 제외하고 3번째만 사진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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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밧 을 넣어 엉덩이 의 다리를 묶고 있다. 앞의 악사는 터덜

터덜 걸으며 오른손에 채를 들고 연주를 하고 있으며 뒤의 악사

는 patah를 연주하고 있다. 세 번째 악사는 고동 모양의 악기 

종류를 불고 있다. 그가 불고 있는 악기는 매우 흥미롭다. 즉 고동 

끝에 쇠붙이를 달아 그곳에 입을 고 불고 있다. 세 번째 장면도 

 다른 메달모양에 코끼리와 이 연주 의 장이 등장한다. 이 

곳에서도 5마리의 악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악기를 연

주하는데 양손으로 손에 코나를 들고 북을 연주한다. 여기서의 북

을 크기로 볼 때 둔두비로 생각된다. 다른 악사들도 보이는 데 그

들은 매우 큰 고동에 쇠붙이를 달아 연주하고 있다.

5) Pl.no.XXX-CUN, Pl.no.LXXIV-BAR, 라만의 연주

이 장면은 둥그런 메달모양에 담겨져 있었는데 아쉽게도 일부

가 떨어져나가 남은 것은 약간의 내용만 남아있다. 장면은 라만

의 개인 집 내부 모습이다. 조각에 나타나는 라만의 모습은 왼

쪽 편에 보이는데 발은 편하게 걸쇠에 놓고 턱으로 비나를 고정

하고 손가락으로 연주하고 있다. 그의 뒤에는 여자가 보이는데 그

의 아내로 여겨지며 춤을 추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즉 남편은 연

주하고 아내는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장면의 자세

한 내용은 정하기 힘들다.

6) Pl.no.XLV-CUN, Pl.no.LXL-BAR), 뱀왕과 용왕이 부처님께 

경.

이 장면은 크게 3부분으로 나  수 있다. 먼  ‘부처님을 알

하는 뱀왕’, ‘부처님 계시는 성 방문’, ‘스승과의 만남’이다. 용왕이 

있는 바로 쪽 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뱀 처

녀가 노래를 하며 춤을 추자, 머리 다섯 달린 뱀왕이 수면 로 

떠오른다. 세 번째 장에서는 뱀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다. 그녀는 

갠지스강 한가운데 물 에서 워 있다. 뱀왕이 그녀를 보고 노래

와 춤을 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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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l.no.LXVIII-CUN, 연꽃요정

이 장면에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연꽃이 만발한 연못의 활짝 

핀 연꽃 에 서있다. 그녀

는 커다란 Vipañchi비나 

혹은 Saptatantr비나를 가

슴에 가로질러 메고 있다. 

그녀는 춤, 노래, 악기 등을 

잘 연마하 다. 이 장면에

서 비나는 확실히 피탈코

라 동굴에 있는 7  비나와 

같다.

4. 산치

산치 탑의 장 한 모습은 3세기부터 시작해 12세기까지 조성

된 인도 사원건축에 한 획을 그은 구조물이다. J. Mashall에 의하

면 四大門은 남문, 북문, 동문, 서문 순으로 건립되어졌고, 모든 문

들의 거의 서로 비슷비슷하게 디자인되었지만 세부 인 조각은 

모두 다르다. 아마도 이 네 개의 문은 2～3백년에 걸쳐 완성된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치조각은 우리에게 1세기경 Satavana 왕조의 생생한 일

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10)

1) Viśvantara 자타카

 이 패  앙에는 4개의 장면이 있다. 그  4번째인 ‘마지막 

재결합’의 장면에 음악악기가 보인다. 아래 로 2개의 행렬이 서

로 반  방향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정면을 향하는 행렬에는 

10) Murthy(1983)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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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이 일산 그늘아래 편안히 앉아 있으며 여러 명과 함께 그의 

행렬에는 악사의 모습도 보인다. 첫 번째 에 악 의 보습이 보

인다. 그들은 항아리 모양의 트럼펫, 작은 핸드드럼, 콘치, 그리고 

비나(사각형의)-하 도 보인다.

2) 쿠시나가라 말라족의 열반의식

이것은 부처님의 열반에 임해 

행해지는 성스런 공양으로 몇몇

은 꽃을 헌화하고 있고 그 앞에 

앙상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

, 틀드럼, 탬버린 같은 악기, 

백조모양의 트럼펫, 덜시머, 둔두

비, 알고자, 트럼펫 2명, 그리고 

한 명은 거의 독이 불가능하다.

5. 사르나트

사르나트는 법륜지로 성스러운 유 이다. 오늘날 5개의 유

이 있는데 불교의 기 역사  발 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들

이 많다. 사르나트 박물 에 보 하고 있는 석조유물에11) 5세기 

경에 새겨진 ‘Ksh ntiv din 자타카’가 새겨져 있다. 4개의 장면으

로 나뉘는데 2번째 장면에는 가로피리 2개, 한 의 무딩가(3헤

드), 그리고 3번째 장면에는 가로피리, 잘라(ghana 종류), 오른쪽 

앞에는 한 의 드럼, 그 외는 악사들에 둘러 쌓인 무용수가 보인

다.

북 인도는 인도의 북서쪽 경계선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간다

라가 표  유 지로 손꼽힌다. 

11) Sarnath Museum No.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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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다라

간다라 술은 헬 니즘과 

이집트 향이 엿보이며 향토

 특성도 살아 있다. 불상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간다라 

불교미술의 융성은 기원후 1

세기에 흥기하여 어도 7세

기 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에 

수많은 불교사원과 불탑들이 건립되었다.

1) 류트를 연주하는 음악가12)

악사는 그리스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둥근 지 을 

가진 비나를 연주하고 있다. 왼손으로 지 을 르고 있고 오른손

으로 기고 있다. 그림은 꽃병에 그려져 있고 조각양식은 기 

보드가야 양식을 따르고 있다.

2) 춤추는 장면13)

아주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다. 몇몇 악기도상이 보이는데 빠

따, 가로피리, 사로드 모양의 비나 그리고 춤이 나타나고, 오른쪽

엔 궁형비나가 보인다.

                                                          

다음은 서인도 지역으로 피탈코라, 아잔타와 엘로라가 표

인 곳이다.

이 지역은 불교에 한 문헌이 매우 희소한 반면 석굴사원을 

심으로 한 고고학  자료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아잔타와 엘로

라는 인도의 표 인 고  석굴사원으로 19세기 반에 처음으

12) Marshall(1980) pl. no. 45.

13) Ibid, pl. no.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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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인 장교에 의해 발견된 뒤 세계 으로 알려졌는데, 재는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표 인 불교미술의 보고로서 유명하

다. 석굴의 조 은 체로 다음 2기로 나 어 조성되었다. 제1기

는 B.C. 1∼A.D. 2세기 반의 안드라 왕조시 에 조 되었으며 

제10굴과 그 주변에 있는 몇 개의 굴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 후 

몇 세기의 공백시 를 두고 제2기의 조 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카타카 왕조인 5세기 후반에 개굴되기 시작하여 개 7세기 

반 무렵까지, 제1기에 조 된 석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개굴되었다.

아잔타석굴은 서인도에 많이 있는 불교 석굴군  규모가 가장 

크고, 건축  구성이 정연할 뿐만 아니라, 굴 안 의 장식조각과 

像彫刻이 매우 정교하며, 그 에서도 수  높은 벽화가 매우 

많다. 제1기에 조 된 제9굴과 제10굴은 인도 기불교미술의 소

박한 양식을 잘 나타내는 벽화가 많다. 제2기의 제16, 17, 1, 2굴의 

순으로 그려진 4굴의 벽화는 체가 불 도와 본생담의 내용과 

존상화가 부분이다. 이것들은 유실되거나 손상을 입은 것도 

지 않지만 인도회화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된다. 특히 제1, 2굴의 벽화와 천장의 장식화는 인도 술

의 황 기인 굽타왕조 벽화의 최고 걸작이다.

7. 피탈코라

7  비나연주

 비나 연주자와 련하여 이 지역에서 출토된 것은 3 이다. 하

나는 여자악사이고 2 은 남자악사로 은 악사와 어른악사의 모

습이다. 이 장면은 남자악사로Saptatantr비나를 연주하고 있는 모

습이다. 오른손에는 코나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을 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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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잔타

1) 붓다의 기

아잔타 석굴 벽화 속 여인들을 보면 작가의 빼어난 술세계를 

알 수 있다. 제 1석굴에 보이는 벽

화에는 색의 배열, 헤어스타일, 포

즈 그리고 의상들이 매우 뛰어나

다. 그림의 오른쪽 를 보면 나무

기둥에 몸을 기 어 아래쪽을 바

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래에 멋지게 춤을 추고 있는 여

인과 그녀의 춤을 반주하는 여악사들의 모습이 있다. 2명의 가로

피리가 보이고 2 의 수직형의 무딩가가 보인다. 

2) 연화수보살

아잔타 제1석굴의 ‘연꽃

수보살’의 벽화를 보면 

매는 마치 화살을 꺾은 듯

한 선정의 을 하고 있다. 

보살의 왼쪽 에는 건달

바가 류트형 비나를 연주

하고 있다. 4  직경 비나

로 오른손엔 코나를 낀채 

을 튕기고 왼손은 을 

르며 연주하는 모습이 선명하다. 

3) 춤추는 따라

장면의 한가운데에는 6명의 악사들에 의해 둘러 싸여 춤을 추

고 있는 따라를 찾을 수 있다. 악사들은 모두 여인으로 구성되었

으며 맨 왼쪽부터 후두까 타입 북, 그 에 짧은 가로피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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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지라를 연주하는 악사가 보인다. 따라의 오른쪽 편엔 손 을 

치는 이, 그 에 만지라, 그리고 한 의 북을 연주하는 악사를 

볼 수 있다.

동인도 지역은 재 소장 사진자료가 없는 계로 소개하지 못

하고 남인도로 넘어가고자 한다. 남인도 지역의 표는 나가르주

나콘다이지만 이 지역의 기 안드라 조각양식은 멀리 북인도의 

바루뜨 양식과 상당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을 볼 수 있다.

9. 나가르주나콘다

천상악사 Pañcaśikha의 방문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로운 

모습이다. 왼쪽 편에 앉아 있

는 부처는 손 을 치며 장단을 

맞추고 있는 모습으로 매우 희

귀한 장면이다. 그의 오른쪽에

는 천상악사 Pañcaśikha가 7

의 비나를 손가락으로 연주

하고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비나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 소리와 손  장단에 맞춰 춤을 추

고 있다.

이상이 인도 역의 미술에서 나타나는 불교음악에 한 표

 내용들이다. 이러한 고증을 토 로 악기의 특성과 형태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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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도 불교음악의 악기  특성과 형태 구분

앞 장에서 조각과 회화에 나타난 음악과 악기에 한 고증은 

그 동안 문헌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없었던 생생한 고고학  도상 

자료들로 악기 모양, 연주 장면, 연주 인원, 연주 자세 등을 정황

으로 살펴 인도 불교음악을 구명하는데 실재감을 더하는 요

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 련 도상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불교음악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성악과 기악 그리고 앙상블로 

나눠볼 수 있다.

도상에 나타난 악기들을 인도 통 악기 분류법에 따라 분류하

면 다음 4가지로 나  수 있다.

① 명악기(Tata Vadya)

②마명악기(Avanaddha Vadya)

③기명악기(Susira Vadya)

④채명악기(Gana Vadya)

1. 명악기

인도 명학기의 표는 비나이다. 인도음악 악기  비나는 인

도인들의 문화  삶을 가장 잘 담아내는 악기이다. 원래 비나는 

타악기를 제외한 모든 악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체로 악기

를 의미한다. 비나는 인도 악기  가장 오래된 악기 의 하나

로 여러 모양의 비나가 존재하고 연주 방법도 다양하다. 앞장의 

고증처럼 산치, 바루뜨, 간다라, 나가르주나콘다, 마투라, 아잔타석

굴 등지의 고고학 자료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비나를 찾아볼 수 

있다. 

시각  자료를 통해 살펴본 비나의 외형  모습을 분류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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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형 비나, ②류트형 비나, ③지터형 비나, ④라이어, ⑤삼부까로 

나  수 있고, 이러한 비나를 음악 으로 구분하면 ① 음 지속형 

비나, ②멜로디형 비나로 구분할 수 있다.14)

1) 음 지속형 비나

이 그룹 비나의 특징은 각각의 은 각각의 음을 내고 있으며 

한 악기 그룹  원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고 부터 인도 

음악에 있어 음 지속형 악기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이는 베다 경 을 낭송할 때 한 음을 지속 으로 연주하는 경

향과 같다.15) 음향악 으로 이러한 음 지속형 비나는 연주가들

에게 음악  배음 효과를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연주

하는 멜로디와의 조화를 이루는데 효과 이다.

이와 같은 그룹의 비나는 산치 탑 북문의 동쪽 기둥에 건달

바인 빵카쉬카가 비나를 가로로 들고 오른손으로 비나를 뜯고 왼

손으로 을 르며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다.

2) 멜로디형 비나

이 그룹에 속하는 악기는 인도음악사에서 매우 요한 악기

에 해당한다. 굽은 모양의 틀 아래쪽에 이 치하며 뜯거나 활

을 사용하여 소리를 낸다. 이 경우의 비나는 기원  2세기부터 4-

5세기까지의 고고학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각의 은 각각

의 음을 낸다. 주로 멜로디를 담당하며 음향도 크다. 이것은 기원

 2세기경 피탈코라 석굴 사원의 7  비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작품이 손 되었지만 남은 부분으로 비나의 모양과 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14) Krishna Murthy(1980) pp. 18-35.

15) Ritwik(1985-198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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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명악기

이 그룹의 악기는 가죽으로 막을 워 연주하는 타악기인 북 

종류이다. 고 의 타악기는 오늘날과 같이 인도음악의 장단인 딸

라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북은 장단을 연주 했다기 보다

는 다양한 음악 사운드를 냈다고 보면 된다. 이 역시도 여러 고고

학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악기들로 나타난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악기들은 다음과 같다. ①베리(bheri), ② 나바(Pa

nava), ③무딩가(Mudinga), ④둔두비(Dundubhi)이다.

1) 베리

이 그룹의 악기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큰 북으로 부처님 

당시 매우 일반 인 악기로 보여 지며 그 크기나 종류도 다양하

다. 이 악기는 소리도 매우 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여러 곳

의 도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쟁이나, 행진, 알림 등을 해서 사

용되며 양손을 사용하여 채로 두들긴다.

2) 빠나바

이 그룹의 악기 역시 오래된 악기로 허리가 잘룩한 악기이다. 

악기의 소리는 음이고 부드러워 드라마틱한 음악의 반주를 하

는 앙상블이나 의식, 음악공양 등 여러 상황에서 리 쓰이는 악

기이다. 이 악기는 바루뜨 유  ‘원숭이들에 의해 사로 잡힌 코끼

리’장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원숭이가 허

리가 들어간 북을 채와 손가락을 이용하여 연주하고 있다.

3) 무딩가

무딩가는 인도 고 음악에서 사용되는 북으로 원래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부처님 당시 흙으로 북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일

상 인 일이었으며, 나무로 만든 북도 함께 리 사용되었다. 이 

북들은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행진 등과 같이 이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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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나무로 만든 북이 사용되었다. 무딩가를 연주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가로형 혹은 세로형으로 목에 메는 방법과 왼손과 몸을 

이용하여 껴안는 방법으로 나 다. 이 악기는 아잔타 석굴의 회화

에서 ‘나각과 무딩가의 앙상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4) 둔두비

이 그룹의 북도 아주 오래된 악기  하나로 불타 당시 리 

사용되어진 북이다. 둔두비는 소리가 크고 멀리까지 들려 쟁이

나 의식에서 채를 이용하여 두드리며 사용하 다. 경 에서도 부

처님의 가르침에 자주 인용될 정도로 인 북이며 부처님의 

32존상  목소리를 비유할 때도 이 북에 비유하 다.

3. 기명악기

의 고증에서 나타나는 기명악기로는 나각(Sankha)과 뚜리야

(Turiya)가 표 이다. 이 악기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나각

이 그룹의 악기는 빈 공간에 바람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악

기로 세계 으로 고  문명에서 공통 으로 보이는 가장 원시

이고 상징 인 악기 재료이다. 인도 음악에서도 이 악기는 의식용

으로 많이 사용되어졌다. 나각의 소리는 악기와 더불어 드라마

틱한 음악의 앙상블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소리가 크

고 독특함으로 여러 타악기와 함께 쟁이나 행진, 코끼리 등을 

훈련시키는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고고학 자료에서도 이 악기의 

도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 인 것은 아잔타 제 17석굴에

서 보이는 음악 앙상블이다. 이 그림에서는 가로피리(Venu), 나각

(Sankha), 북, 심벌로 구성된 앙상블의 모습이며 다른 악기에 비

해 나각의 역동 인 모습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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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뚜리야

뚜리야는 악기의 일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앙상블을 의미

하기도 한다. 고  이 그룹의 악기는 행진, 잔치 등에서 아주 다양

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아잔타 제 17석굴 벽화 ‘왕의 행차’에서 나

타난 이 악기는 길이가 긴 튜 모양이며 끝이  가늘어 지다 

넓어지는 모습이다. 끝에 컵 모양이 덧 붙여졌다.

4. 채명악기

 고  인도음악에 사용된 이 분류의 악기들은 음악연주를 활기

차게 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 악기들로 가장 원시 인 악기들

이다. 한 이 악기들은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

로 땅바닥을 구르거나 손 을 치거나 하는 등도 이에 해당된다.

1) 벨

이 그룹의 악기는 일 이 바루뜨 탑의 '원숭이들에 의해 납

치된 코끼리' 장면에서 볼 수 있다.

2) 심벌

바루뜨, 산치 탑, 아잔타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벌

은 드럼과 비나에 맞춰 장단을 연주하기도 한다. 특히, 아잔타 제 

17석굴 벽화에서는 심벌의 모습이 자주 나온다. 튜울립 모양의 심

벌이 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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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나가는 말

종교마다 의 이해를 해 술이라는 상징을 사용한다. 특

히 음악은 이러한 상징의 필수요건으로 종교  상에 한 실재

감의 고양과 집단  사회에 한 강한 결속력의 표 이다. 일반

으로 종교 음악은 례 시 행하는 음악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

로는 교도나 제자들의 찬탄, 포교, 수행을 한 신행음악까지도 

그 범주에 둔다. 따라서 출가승이나 재가자들에 의한 찬탄, 공양, 

장엄, 의식, 비유, 수행, 교화 등을 한 음악 모두를 불교음악의 

범주에 둘 수 있겠다. 도상 속의 음악을 구체화 하면 다음의 6 가

지로 나  수 있다.

 1) 부처 찬탄 : 독창(비나반주)

 2) 부처에 한 경 : 앙상블

 3) 부처의 일생과 련 : 탄생(장엄음악), 태자 시 (악, 가, 무

의 궁 음악), 열반(악, 가, 무의 지역음악)

 4) 자타카 련 : 독주, 주, 앙상블, 춤

 5) 쟁, 사냥, 성지순례 : 행악

 6) 장엄, 비유, 상징 : 독주

지 까지 살펴본 도상 속에 나타난 인도불교음악은 당 의 생

활상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 한 자료로 다양한 음악 양식

을 표 하고 있다. 여기에 한 음악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향 으로는 인도 음악의 특징인 지속음을 사용하여 음향

 배음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 선율 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여 풍부한 음색

을 통해 운율 인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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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듬 면에서도 춤 반주 등을 고려 해 볼 때 다양한 장단이 

표 되고 있다.

4) 앙상블의 다양한 구성은 드라마틱한 음악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와 일상을 시각 이고 입체 으로 구체화한 

고고학  자료는 악기 련 음악부문을 연구하기에는 매우 긴요한 

자료이나, 구체물 없이 연주하는 성악이나 음악  형식  내용을 

연구하는 음악 문 분야 연구에 있어서는 문헌  자료도 병행해

야 효율 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 연구는 훗날의 과제로 남기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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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haeological Inquiry into Buddhist Music within 

Indian Art

With Reference to the Musical Instruments

Kwon, Gihyun

(Uiduk University)

Music and religion are so closely linked in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s complex, diverse, and difficult to define 

as either term in itself. Music has a high positive or 

negative value that reflects its near-universal importance in 

the religious sphere.

On this point, the extant remains of ancient Indian Art 

are mainly religious whether Buddhist or Brahmanical, and 

owe their origin and growth, to the development of their 

religions. Although the Buddhism in principle was totally 

averse to music, yet the service of the latter was sought by 

the followers of that religion for its propagation. Even from 

the early phases of its history, the religious fervor in the 

Saṃgha gave birth to schools of arts and architecture 

which expressed the inner devotion of the followers of the 

Lord Buddha.

The artists choose to depict in stone and in plaster 

reliefs important scenes from the life of the Buddha such as 

the birth, the great renunciation, the attainment of 

enlightenment, the first sermon and the great Pariniv ṇa, 

etc. As a proof, there have remained in existence many 

Buddhist monuments-the gateways, pillars, walls, railings, 

wall paintings in caves, etc. on which music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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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so shown in the narrative-cum-pictorial 

representations that form part of their sculptures and 

paintings. The archaeological, epigraphical, mural traditions 

are the first and last records which help us to study the 

present theme through the ages. In this review of the 

available evidence, we can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archaeological information relating to music. Many valuable 

clues are provided which help us in several ways and thus 

many aspects of the obscure and forgotten music of ancient 

period get illumined and meaningful in a revealing context.

The scenes depicted in Buddhist art forms give an idea 

of the construction and shape of the instruments,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held and played, the types of 

concert, and the number of people taking part therein and 

instruments used by them. Thus, the present study of art 

portrayals provides the knowledge of the type of music 

practised at different periods of Buddhist history in general 

and opens a overwhelming vista of integrated art 

expressions in particular.

A discussion is made with reference to the musical 

instruments depicted in Buddhist monasteries, stupas, caves, 

etc. It is commonly agreed that such instruments as 

portrayed in art are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 history 

of Buddhist sect but also in the study of Ancient Indian 

Music.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t hand is of utmost 

importance to certify the fact that many musical 

instruments existed at a very early date. Some examples in 

the scenes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classes which are, 

1)Ghana Vadya(solid) or idiophones, 2)Avanaddha 

Vadya(covered vessels) or drums, 3)Sushira Vadya(follow) 

or wing instruments and 4)Tata Vadya(stretched) or string 

instruments. Another pivotal concept has been that of the 

music in Buddhist Art. These instruments can be said to 

include such as the vina, citra vina, vipanchi vina, san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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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iya, bhumi-dundubhi, panava, bhanda, karkari, bheri and 

mudinga, etc. The representation of these several musical 

instruments depicted in Buddhist art appears in the form of 

an essemble. The use of these instrument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broad occasions namely; processions, 

war, celebrations, rite, Jatakas and worship. It is also 

available that visible references can be found at Barhut, 

Ajanta, Sanchi, Ghandhara, Pitalkhora, Sarnath, Mathura, 

Bodhgaya, Nagarjunakonda, etc.

Key words : Archaeological Inquiry, Buddhist Music, Indian 

Art, Ghana Vadya, Avanaddha Vadya, Sushira 

Vadya, Tata Vadya, Barhut, Ajanta, Ghandhara, 

San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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