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타 노리아키 가가쿠연구회에서는 한반도에서 전

래 된 부가쿠 중 <나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무

용가나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실기 레슨과 워크숍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한 부가쿠 레슨 모습. (사진) 

 

고마가쿠(高麗楽)는 부가쿠 중 우무(右舞)로 분류됩

니다. 우무는 기본적으로 타악기의 박자에 맞추어 

춤 동작을 익혀나갑니다. 한국의 전통 춤 또한  타

악기의 리듬에 맞춰 연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것은 좌무(左舞) 해당하는 도가쿠(唐楽)가 곡의 선

율에 맞춰 춤 동작을 익혀나가는 것과는 매우 대조

적입니다. 이상과 같은 부가쿠의 실기 연습법을 통

해, 한국전통 춤과 중국전통 춤의 교수법 상의 차

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

다. 

미타노리아키 아악연구회 

미타 노리아키 가가쿠연구회는 고마가쿠의 귀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많은 한국의 여러분께 일본에 남아있는 고마가쿠

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

마가쿠 그리고 일본 가가쿠 소개 및 공연, 강연, 워

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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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 Noriaki Gagaku Academy Tokyo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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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agaku.asia （한국어・일본어・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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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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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상 가가쿠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453

년 인교천황(允恭天皇)의 붕어에 즈음하여 신

라로부터  악인(楽人) 80여명이 파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가쿠가 전래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한

반도로부터 많은 악인이 일본으로 건너와 뛰어난 

선진문화예술을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한

반도로부터 전래된 춤과 음악은 여러 시대를 거쳐 

오늘날 일본 가가쿠의  ‘고마가쿠(高麗楽)’로 전승

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쿠(舞楽)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나소리

(納曾利)>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 8C~12C)에 저

술된 『원씨물어(源氏物語)』나 혹은 『침초자(枕

草子)』에도 등장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

아 온 악곡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나소리>는 신

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특히 한

국의 궁중춤인 <처용무>와의  관련성이 주목을 받

고 있습니다. 

   

 

＜무악 나소리＞ 

＜처용무＞ 

 

한국에서 진행한 부가쿠 워크숍 중에서 매우 뛰어

난 실기 성과를 보인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수강생

을 중심으로 2005년에는 도쿄와 서울에서, 2008

년에는 다시 도쿄, 그리고 2009년에는 중국 항주

에서 <나소리>를 공연했습니다. 고마가쿠가 일본

에 전래된 후 1300년. 일본 가가쿠 연주자의 고마

가쿠 연주에 맞추어 한국인 무용가가 <나소리>를 

춤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에 일본으로 건너

온 고마가쿠을 다시 한국으로 귀향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고마가쿠를 통한 교류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소리>중국 항주（2009） 

본 미타 노리아키 가가쿠연구회는 2000년 이후, 

한국의 음악가와 무용가는 물론 많은 연구자들과 

실기 및 이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5

년에는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그리고 2008년에

는 다시 도쿄, 2009년에는 중국 항주에서 한국인 

무용가에 의한 부가쿠 <나소리>를 공연한 바 있습

니다. 
미타 노리아키 아악 연구회 회장 

교토악가(京都方楽家)인 아베가(安倍家)의 제29대 

아베 스에마사(安倍季昌)로부터 히치리키(篳篥)와 

가쿠소(楽筝), 그리고 우무(右舞)를 배웠다.  

더불어 구나이쵸 시키부 쇼쿠가쿠부(宮内庁式部職

楽部)의 악장을 역임한 안자이 쇼고(安齋省吾)로 부

터 부가쿠(舞楽) 란료오(蘭陵王)를 배웠다. 일본의 

국립극장과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부가쿠를 공연한 

바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는 일본 가가쿠의 국제

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해 이른바 ‘가가쿠 귀향 

프로젝트’를 전아시아에서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지에서 실연자 및 연구

자로서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가쿠슈인대학(学習院大学) 문학부졸업.  

동대학원 박사전기과정 졸업.  

교토악가 아베류(安倍流)의 가가쿠 사범 

미타 노리아키 가가쿠연구회 회장 

베이징 무도학원 특별강사(唐舞)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항저우 사범대학음악원 특별강사(唐舞)  

서울국제무용콩쿠르민족무용부문심사위원 

(2005~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