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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궁정 연향(宴饗) 중 백희(百 )에 관한 연구
― <헌종행락도(憲宗行樂圖)>(1485)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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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중국 궁정 연향 중의 백희(百戱)1)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대부터 송대까지의 종목과 연행 상황에 치중되어 있고, 또 청대의 경우에도 주로
경극(京劇) 양식을 위주로 공연된 소위 ‘궁정희(宮廷戲)’를 고찰하는 과정 속에서
백희에 관한 연구도 다소 이루어진 편이다. 하지만 명대의 백희에 관해 궁정 연향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
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54-A00310).
**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시간강사
1) 본고에서는 ‘백희’를 서커스로의 雜技와 연극성이 비교적 강한 演戱 장르를 아우르는 넓
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는 본래 漢代에 흥성한 외래의 ‘散樂’ 계통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
다가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南宋 이후 출현한 음악극 형태로의 ‘戱曲’에서 벗어나는 온
갖 놀이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또 ‘雅樂’과 ‘俗樂’ 중의 춤을 ‘樂舞’라 부르곤 하는
데, 백희와 악무 모두 樂⋅歌⋅舞의 요소를 두루 갖춘 형태로 연극과 무용 장르 중 어
느 것에 더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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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宴饗) 문화와 연관지어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대부터 송대까지는
백희 양식이 성황을 이루었지만 명⋅청대에는 음악극 양식이 주류였기 때문에 궁정
연향 중 올려진 백희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2)
그러나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궁정 연향 중의 공연 문화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
된 바 있다. 특히 백희의 경우는 동아시아 삼국의 궁정 연향 중 공통적으로 보이는
전통 양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高麗) 시대에 송대의 교방악(敎坊樂)을 유입
한 뒤 조선(朝鮮) 말까지 줄곧 궁정 연향 중 공연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에는
명대 이후로 궁정에서 송대의 교방악이 제대로 전승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더욱 잘
보존되어 있다고 평가된다.3) 과연, 조선과 동시대로의 명대에 궁정 연향 속에서 어
떠한 백희가 공연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본고에서는 명대 궁정 연향 중에 연행된 백희의 종류와 성격을 분석하되, 특히
명 성화(成化) 21년(1485) <헌종행락도(憲宗行樂圖)>에 보이는 주요 종목에 집중
하려 한다. 이 그림은 1966년 강소성(江蘇省) 소주시(蘇州市) 호구향(虎丘鄕)에
서 출토된 것으로, 기존의 문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명대 연향 중 백희 공연의 상
황을 보다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485년 정월에 있었던 의례에 관해
《명헌종실록(明憲宗實錄)》에는 정단(正旦)의 경우 ｢성화 21년 봄 정월 갑신(甲申)

초하루에 황제께서 봉선전(奉先殿) 황태후궁(皇太后宮)에 가시어 예를 행하시었
고, 이를 마친 뒤에 봉천전(奉天殿)에 납시자 문무(文武) 군신(羣臣) 및 사이(四
夷) 조사(朝使)가 경하례(慶賀禮)를 행하였으며, 군신들은 다시 문화전(文華殿)에
가서 황태자(皇太子)께 경하드렸다｣4)고 했고, 갑오(甲午) 입춘(立春) 때에도 봉천
전과 문화전에서 마찬가지로 경하례를 행하였으나 ｢성변(星變) 때문에 연향을 하지
않았다｣5)고 했으며, 을미(乙未)에 남교(南郊)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낸 뒤 환궁하
2) 궁중 백희의 연행사적 맥락에 관해서는 김순희 <중국 궁중 백희의 문화콘텐츠로의 전
망>(《중국학연구》 제50집, 2009), 824-827 참조.
3) 한⋅중⋅일의 역대 궁정 연향 중 공통적으로 보이는 의식과 공연에 관한 논의는 특히 麻
國鈞 <供盞儀式考略>(《賽社與樂戶論集》 北京, 中國戱劇出版社, 2006), 1-38쪽에 상
세하다. 그러나 명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禮節傳簿》에 보이는 바와 같은 민간의 공잔의
식이 송대의 것을 계승 발전시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을 뿐, 궁정의 경우는 정체되었다
면서 매우 소략히 다루고 있다.
4) ｢成化二十一年春正月甲申朔, 上詣奉先殿皇太后宮行禮, 畢, 出御奉天殿, 文武羣臣及
四夷朝使行慶賀禮, 羣臣復詣文華殿慶賀皇太子.｣(《明憲宗實錄》 卷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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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황태후를 알현하고 봉천전에서 경성례(慶成禮)를 행하였지만 역시 ｢성변 때문에
연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명사(明史)》의 <헌종본기(憲宗本紀)>에 보이는 것처
럼 성화 ｢21년 봄 정월 갑신 초하루에 성변이 있었다｣6)고 했고, 바로 하늘의 이상
징조를 심각하게 여겨 주요한 의례에까지 요란한 연향은 생략했던 것이다.
또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모습과 같은 원소절(元宵節)에도 ｢문무 군신에게 상
원절(上元節) 열흘 휴가를 하사｣7)하셨지만, 역시 ｢성화 21년 봄 정월 무술(戊戌)
상원절에 군신연(羣臣宴)을 하지 않았다｣8)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다른 사절
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정단(正旦)을 경하하기 위해 온 이극돈(李克
墩) 등의 신하에게 연향을 베풀었다｣9)고 하였으니, 전혀 연향을 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게다가 <헌종행락도>에는 원소절에 있었던 화려한 백희 공연 모습이 담겨
있다.([그림1] 참조)

[그림1] 明 成化 21年(1485) <憲宗行樂圖>(局部)
5)
6)
7)
8)
9)

｢以星變免宴.｣(《明憲宗實錄》 卷260)
｢二十一年春正月甲申朔, 星变.｣(《明史》 本紀14 憲宗2)
｢賜文武羣臣上元節假十日.｣(《明憲宗實錄》 卷260)
｢成化二十一年春正月戊戌上元節免羣臣宴.｣(《明憲宗實錄》 卷261)
｢賜朝鮮國賀正旦陪臣李克墩等宴.｣(《明憲宗實錄》 卷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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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는 <마술 통[筒子]>, <수레 바퀴 들어 돌리기[蹬車輪]>, <고리 통과하
기[鑽圈]>, <사람 받쳐 올리기[蹬人]>, <장대 들어 올리기[蹬竿]>같은 잡기 종목들
그리고 각기 춤추며 행진하고 있는 재신(財神), 괴성(魁星), 도사(道士), 대두화상
(大頭和尙)의 모습과 뒤이어 ‘만국래조(萬國來朝)’의 모습을 형상화 한 사자(獅子)
와 호인(胡人)의 행렬, 또 삼국(三國) 고사를 죽마무(竹馬舞)로 표현한 <세 영웅
이 여포와 싸우다[三英戰呂布]>와 종규(鍾馗) 전설을 근거로 한 <판관이 소귀를
잡다[判官捉小鬼]>같은 연희 종목들이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종목들이 궁
정에서 연행되던 정황이 역사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이 궁정 백희의 존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그림 자료이다.
이와 같이 필자는 연구 성과가 미진한 명대의 백희에 관해, 먼저 궁정 연향 중의
의례 및 관장 기관과 같은 연행 외적 환경을 살펴본 뒤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종
목들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헌 자료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민간에 전
승되어 당시 백희 연행의 실상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로 소위 ‘나희(儺戲)’를 비롯
한 민속 연희에 관한 보고 내용도 근거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명대
궁정 연향 중 연행된 백희의 존재 양상을 규명하는 일차적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역대 궁정 백희로 확장시키고 각 종목에 초점을 맞춰 고찰할 후속 연구에 튼
실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명대 궁정 연향의 환경
우선 명대 궁정 연향의 시⋅공간 및 관장 기관과 연향 중의 백희 공연 상황을 문
헌 기록을 통해 실증하여 궁정 백희의 컨텍스트적 환경을 조명한다.

1. 시⋅공간과 관장 기관
명대 궁정 연향의 종류에 관해 《명사(明史)》 <대연의(大宴儀)>에서는 대연(大
宴), 중연(中宴), 상연(常宴), 소연(小宴)이 있다면서 그 제도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홍무(洪武) 원년(1368)이고 또 26년(1393)에 대연례(大宴禮), 영락(永樂)
원년(1403)에 교사례(郊祀禮)를 정하였으며 북경으로 천도한 19년(1421)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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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향이 계속되었음을 명기하면서, 주로 대연의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홍무(洪武) 원년 봉천전(奉天殿)에서 위신(衞臣)에게 대연을 열 적에 3품(品)
이상은 전(殿) 위에 오르고 나머지는 단지(丹墀)에 줄지어 섰으니, 드디어 정단
(正旦), 동지(冬至), 성절(聖節) 잔치의 근신전례(謹身殿禮)를 정한 것이다. 26
년에 대연례를 다시금 정하고 봉천전에서 거행하였다. 영락 원년에는 교사례를 만
들고 대연을 열었다. 19년에는 북경교사(北京郊社), 종묘(宗廟)와 궁전(宮殿)을
만들고 대연을 열었다.10)

주로 정단, 동지, 성절과 같은 때에 궁정 안에서는 ‘봉천전’에서 큰 연향이 벌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주요 명절에 해당하는 입춘(立春), 원소(元宵), 4월
초파일, 단오(端午), 중양(重陽), 납팔일(臘八日)의 백관연(百官宴)과 가뭄 끝에
큰 눈이 내리자 그것을 경하하는 상설연(賞雪宴), 황태후(皇太后)의 성탄(聖誕)이
나 동궁(東宮)의 춘추절(千秋節)과 같은 생신 잔치, 서적 간행이나 내각의 임관과
관련한 잔치와 진사(進士)에게 베푸는 은영연(恩榮宴) 등이 존재하였다.
입춘, 원소, 4월 초파일, 단오, 중양, 납팔일의 경우에 영락 연간에는 모두 봉
천문(奉天門)에서 백관연을 베풀며 악(樂)을 사용하였다. 그 뒤로 모두 오문(午
門) 밖에서 잔치를 했고 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선덕(宣德) 5년 겨울에는 오래토록 눈이 내리지 않다가 12월에 대설이 내렸다.
황제께서 위신들에게 희설시(喜雪詩)를 보여주시고 또 상설연을 베푸셨다.……
황태후 성탄의 경우, 정통(正統) 4년 오문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동궁 춘추절
의 경우, 영락 연간에는 문화전(文華殿)에서 부부당상(府部堂上), 춘방(春坊),
과도(科道), 근시금의위(近侍錦衣衞)와 천하진전관(天下進箋官)에게 잔치를 베
풀었다. 선덕(宣德) 연간 이후에는 모두 오문 밖에서 연회를 했다.……
서적을 찬수(纂修) 교감(校勘)할 때 업무를 시작하거나 책이 완성되면 모두 잔치
를 베풀었다. 내각(閣臣)이 9년 임기를 마치면, 예부(禮部)에서 잔치를 베풀고 구
경(九卿)이 잔치에 배석하였다. 새로 진사가 된 자에게는 은영연을 베풀었다.11)

10) ｢洪武元年大宴衞臣於奉天殿, 三品以上陞殿, 餘列於丹墀, 遂定正旦､ 冬至聖節宴謹
身殿禮. 二十六年重定大宴禮, 陳於奉天殿. 永樂元年, 以郊祀禮成, 大宴. 十九年以
北京郊社､ 宗廟及宮殿成, 大宴.｣(《明史》 志29 禮7 嘉禮1 <大宴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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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봉천전 외의 연향 장소로 ‘봉천문’과 ‘오문’ 그리고 ‘문화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외에 황후(皇后), 황비(皇妃), 황태자비(皇太子妃), 왕비(王妃), 공주
(公主) 같은 명부(命婦)를 대상으로 하는 연향의 상황은 다소 달라서 ｢‘곤녕궁(坤
寧宮)’에 의장(儀仗)과 여악(女樂)을 배설｣12)하고 승상부인(丞相夫人)이 수화(壽
花)를 2품의 외명부(外命婦)가 식안(食案)을 진상하면서 모두 7차례의 술과 5차례
의 음식이 올려졌다. 그리고 황제가 주가 되는 규모가 큰 연향의 경우, 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는 물론 배석하는 자리와 의장의 배치까지 모두 정해진 것이었다.
무릇 큰 연향 때에는 상보사(尚寶司)가 봉천전에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금의
위(錦衣衞)가 전각 밖의 동서쪽에 황휘(黃麾)를 설치하고, 금오위(金吾衞) 등이
전각의 동서 양측에 호위관(護衞官) 24인을 배치하였다.
교방사(教坊司)는 전각 안쪽에 구주악가(九奏樂歌)를 배치하고 전각 바깥쪽에
대악(大樂)을 배치하며, 전각 아래에 삼무(三舞) 잡대(雜隊)를 대기시켰다.
광록사(光祿寺)는 어좌 아래 서쪽에 주정(酒亭), 어좌 아래 동쪽에 선정(膳
亭), 주정 및 선정의 동서쪽에 진수혜해정(珍羞醯醢亭)을 설치하였다. 어좌의 동
서쪽에 어연(御筵)을 깔고, 어좌의 동쪽에는 황태자좌(皇太子座)를 배치하되 서
쪽을 향하게 하며, 여러 왕들은 순서대로 남쪽에 자리하되 동서로 마주보게 하였
다. 위신 중에서 4품 이상은 전각 안에 자리하고, 5품 이하는 동서쪽 회랑에 자리
한다. 사호(司壺), 상주(尚酒), 상식(尚食)이 각기 직무를 행하였다.13)

위의 기록에 따르면 광록사를 중심으로 상보사, 금의위, 금오위 등이 연향 준비
에 참여하였고, 특히 교방사가 악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凡立春､ 元宵､ 四月八日､ 端午､ 重陽､ 臘八日, 永樂間, 俱於奉天門賜百官宴, 用
樂. 其後皆宴於午門外, 不用樂.…… 宣德五年冬, 久未雪, 十二月大雪. 帝示衞臣喜雪
詩, 復賜賞雪宴.…… 皇太后聖誕, 正統四年賜宴午門. 東宮千秋節, 永樂間, 賜府部堂
上､ 春坊､ 科道､ 近侍錦衣衞及天下進箋官, 宴於文華殿. 宣德以後, 俱宴午門外.……
纂修校勘書籍, 開館暨書成, 皆賜宴. 閣臣九年考滿, 賜宴於禮部, 九卿侍宴. 新進士
賜宴曰恩榮.｣(《明史》 志29 禮7 嘉禮1 <大宴儀>)
12) ｢坤寧宮設儀仗､ 女樂.｣(《明史》 志29 禮7 嘉禮1 <大宴儀>)
13) ｢凡大饗, 尚寶司設御座於奉天殿, 錦衣衞設黃麾於殿外之東西, 金吾等衞設護衞官二
十四人於殿東西. 教坊司設九奏樂歌於殿內, 設大樂於殿外, 立三舞雜隊於殿下. 光祿
寺設酒亭於御座下西, 膳亭於御座下東, 珍羞醯醢亭於酒膳亭之東西. 設御筵於御座東
西, 設皇太子座於御座東, 西向, 諸王以次南, 東西相向. 衞臣四品以上位於殿內, 五
品以下位於東西廡, 司壺､ 尚酒､ 尚食各供事.｣(《明史》 志29 禮7 嘉禮1 <大宴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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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역대로 궁중 예악(禮樂)을 관장하는 기구가 존재하였다. 주나라에는
‘춘관종백(春官宗伯)’, 진나라에는 ‘봉상(奉常)’이 있었고, 한나라 이후로는 제사 연
향의 아악(雅樂)을 담당하던 ‘태상(太常)’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당나라 건국 초기
무덕(武德) 연간(618-626)에 태상의 부속된 기구로 ‘교방(敎坊)’이라는 명칭이 처
음 나타난다.14) 이후 속악(俗樂)이 흥성하자 당나라 ｢현종(玄宗)이 정통의 소리가
아닌 것들은 궁정에 교방을 설치해 담당｣15)하게 하여, 비로소 교방이 태상에서 분
리되었다. 또 개원(開元) 2년(714)에는 봉래궁(蓬萊宮)에 내교방(內敎坊)을 세우
고 ｢무릇 제사와 대조회(大朝會)에는 태상 아악을 쓰고, 세시(歲時) 연회에는 교방
의 갖은 악을 사용하였다. 이전 시대의 연악(燕樂), 청악(淸樂), 산악(散樂)은 태
상에 예속되었으나, 훗날 점차 교방에 귀속｣16)되었다. 이후 송원 시대에도 교방은
궁정 예악을 주관하는 대표적 기구로 기능하였다.
명나라가 들어선 뒤에도 전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여전히 제사 악무는 ‘태상사(太
常司)’가 조회 연향은 ‘교방사(教坊司)’가 주관하였다. 두 기관의 설립과 역할에 관
해 《명사(明史)》 <악지(樂志)>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태조(太祖)께서 처음 금릉(金陵)을 정복하시고 곧 전악관(典乐官)을 세우셨다.
그 이듬 해에는 아악을 설치하여 교사(郊社) 제사에 공급하게 하셨다. 오(吴) 원
년에 향후 조하(朝贺) 때 여악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 해에 태상사를
설치하였는데, 그 소속으로 협률랑(协律郎) 등의 벼슬이 있었다.…… 악생(樂生)
의 경우는 도동(道童)을 쓰고, 무생(舞生)의 경우는 군민(军民) 중에 준수한 자
제를 쓰도록 바꾸었다.
또 교방사를 설치하여 연회 때의 대악(大乐)을 관장하게 하였다. 대사(大使),
부사(副使), 화성랑(和声郎), 좌우소악(左右韶乐), 좌우사악(左右司乐)을 만들어
모두 악공(乐工)이 맡게 하였다. 훗날 화성랑을 봉란(奉銮)이라 바꾸었다.17)
14) 鄭莉, 鄒代蘭, <淺談明宮廷演劇機構>(《四川戱劇》 2008年 第1期), 31쪽 참조.
15) ｢玄宗以其非正聲, 置敎坊於禁中以處之.｣(《舊唐書》 卷29 樂2)
16) ｢凡祭祀､ 大朝會則用太常雅樂, 歲時宴會則用敎坊諸部樂, 前代有燕樂､ 淸樂､ 散樂,
隸太常, 后稍歸敎坊.｣(《文獻通考》 卷146 樂19)
17) ｢太祖初克金陵, 即立典乐官. 其明年置雅乐, 以供郊社之祭. 吴元年, 命自今朝贺, 不
用女乐.…… 是年置太常司, 其属有协律郎等官.…… 乐生仍用道童, 舞生改用军民俊秀
子弟. 又置教坊司, 掌宴会大乐. 设大使､ 副使､ 和声郎, 左､ 右韶乐, 左右司乐, 皆
以乐工为之. 后改和声郎为奉銮.｣(《明史》 志37 樂1)

58 《中國文學硏究》⋅제44집

그러나 명대에는 교방사가 본래 태상사의 업무였던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악적
(樂籍) 관리와 지방의 악무 수집 및 편찬을 통한 교화(敎化)의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교방사에서 공연한 악무들은 주로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하거나
충효절의(忠孝節義)를 찬양하는 내용의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때문에 《맥망관초교
본(脉望館鈔校本) 고금잡극(古今雜劇)》에 수록된 본조(本朝) 즉 명대 교방에서
엮어 연출한 잡극 극본 18종도 역시 길상(吉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18)
이 극본들 중에 <여러 신령들이 원소절을 경하 드리다[衆神聖慶賀元宵節]>, <황
제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만국에서 조공을 오다[祝聖壽萬國來朝]>, <경풍년에
다섯 잡귀가 종규를 괴롭히다[慶豊年五鬼鬧鍾馗]> 등은 모두 <헌종행락도>에 보이
는 연희의 부류로 재신(財神), 괴성(魁星), 도사(道士), 대두화상(大頭和尙) 같은
기복신(祈福神)들의 행렬과 만국래조(萬國來朝) 행렬 중의 호인(胡人) 및 사자(獅
子) 그리고 종규희(鍾馗戱) <판관이 소귀를 잡다[判官捉小鬼]>의 등장인물 판관
및 소귀의 존재와도 각기 상통되는 것이다.
또 명나라 때에는 내외 연향 관리에 있어서도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예부
(禮部)에 소속되어 예악을 위주로 공연하던 교방사의 배우(俳優)들이 문무(文武)
대신(大臣)이나 조공(朝貢) 사신(使臣) 등을 접대하는 외조(外朝) 연극을 담당한
반면,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황제가 즐기던 내정(內廷) 연극의 경우는 홍무 28년
(1395) 환관 즉 중관(中官) 이십사아문(二十四衙門) 중의 ‘종고사(钟鼓司)’를 설
치하여 공연하게 하였다.
명 유약우(劉若愚)의 《명궁사(明宮史)》 권2 <종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구
에는 장인태감(掌印太监) 1명, 첨서(佥书) 수십명, 사방(司房) 및 학예관(学藝官)
200여 명이 있었고, 이외에 공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어용감(御用监), 내관
감(内官监), 사설감(司设监), 병장국(兵仗局)을 두었다. 이들은 황제의 거동 때마
다 ‘출조종고(出朝钟鼓)’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9월의 등고(登高), 단오(端午)의
투용주(斗龙舟), 세모의 궁중구나(宫中驱傩), 일월식의 구호타고(救护打鼓) 등의
행사도 관장하였다. 또 추수(秋收) 때 ‘타도지희(打稻之戱)’를 할 적에는 농부나 전
답을 관리하는 인물로 분장하기도 했으며, 공연 종목으로는 주로 우스개 떠는 내용
의 ‘과금지희(过锦之戏)’19)와 갖가지 세간의 이야기를 다루거나 재주를 부리는 ‘잡
18) 鄭莉, 鄒代蘭, 앞의 논문, 32-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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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杂剧)’의 부류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수괴뢰희(水傀儡戏)’도 있었다. 특히 원소
절(元宵節)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 상원(上元)이 되기 전에는 건청궁(乾清宫) 섬돌에 7층짜리 패방등(牌坊燈)
을 세우거나 혹은 수황전(寿皇殿)에 높이 13층에 달하는 둥근 오산등(鰲山燈)을
설치하여 근시(近侍)를 보내 등을 달게 하고 종고사가 공연을 하였다. 내부(内府)
공용고(供用库)에서 납촉(蜡烛)을 내왔고, 내관감(内官监)이 기화(奇花), 화포
(火炮), 교선(巧线), 분자(盆子), 연화(烟火), 화인(火人), 화마(火马)의 부류를
마련하였다.20)

이에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바와 같은 성화 21년(1485)의 원소절 때에도 ‘건청
궁’과 ‘수황전’에서 종고사의 주관 하에 행사가 준비되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그림에는 헌종 황제를 모셔 놓고 환관들이 민간의 원소절 풍습을 모방하여 폭죽
을 터트리고 저잣거리의 장터 정경을 구현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갖은 화조매죽
(花鳥梅竹) 형상의 둥근 구등(球燈)과 팔선(八仙)을 비롯한 인물 형상의 괴뢰(傀
儡)를 매단 거대한 등붕(燈棚)의 모습도 보인다.
훗날 성화 연간(1465-1487)에서 약 100년 가량이 지난 뒤인 만력(萬曆) 연간
(1573-1619)에 신종(神宗) 황제는 종고사 외에 따로 자신만을 위해 공연하는 기
구 혹은 장소로 기능했던 ‘옥희궁(玉熙宮)’과 모후를 위한 ‘사재(四齋)’를 두어 환관
들이 새로 흥행하는 외희(外戱)를 익혀 공연하게도 하였다. 심덕부(沈德符)의 《만
력야획편(萬曆野獲編)》 보유(補遺)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내정의 연극들은 다 종고사에 예속되었는데, 모두 전해오는 원본(院本)이나 금
원(金元) 시대의 옛 것을 익힌 것인 까닭에 그 업무가 대체로 교방과 상통하는 것
이었다. 지금에야 갖가지 극을 옥희궁에서 배설하는데 익양(弋陽), 해염(海鹽),
19) ‘과금지희’의 정체성과 백희 및 目蓮戱 등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解玉峰의 <‘過錦’縱
橫>(《戱史辨》 第2輯, 2001), 153-177에 상세하여 참고의 가치가 있다. 협의적 개념
의 과금희는 골계적인 성격의 小戱들을 연달아 연출하는 것을 말하지만, 광의적으로는
간단한 이야기를 앞뒤로 연결하여 연달아 공연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20) ｢又上元之前, 或於乾清宫丹陛上安七层牌坊燈, 或於寿皇殿安方员鰲山燈, 有高至十
三层者, 派近侍上燈, 钟鼓司作乐, 内府供用库备蜡烛, 内官监备奇花､ 火炮､ 巧线､
盆子､ 烟火､ 火人､ 火马之类.｣(《明宮史》 卷2 <钟鼓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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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산(崑山) 같은 외희를 익혀서 하는 것이 다 있고, 필요한 인원도 300명에 달하
여 더 이상 종고사에 소속되지 않는다.21)

명나라 중엽 이후 민간에서는 한나라 이후로 흥성했던 백희와 같은 소희(小戱)
형태에서 더 나아가 규모가 큰 대희(大戱) 형태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기에, 궁정에
서도 따로 관장 기구를 설치하여 공연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바와 같은 성화 21년(1485) 원소절의 상황은 건청궁 및 수황전에서 교방사
의 지원 하에 주로 종고사의 환관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연향의 절차와 백희 진상
명대 궁정 연향의 절차 및 백희 진상과 관련해서는 《명사》에 비교적 상세한 기록
이 보인다. 물론, 홍무 26년에 대연례를 재정비하고 영락 원년에 교사례를 만든 것
등을 포함하여 훗날 악장(樂章) 등에 거듭 변화가 있었으나, 적어도 <헌종행락도>
가 그려진 헌종 재위 시절까지 ‘조회연향(朝會宴饗)’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홍무 3
년의 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무 3년에 조회연향의 제도를 다시 정하다[洪武三年, 又定朝會宴饗之制]> 조
항 첫머리에 성절, 정단, 동지, 대조하(大朝贺) 때에는 교방사 소속 화성랑(和聲
郞)의 지휘 하에 황제가 납실 적에【비룡인지곡(飞龙引之曲)】, 백관(百官)이 절
을 올릴 적에【풍운회지곡(风雲会之曲)】, 승상(丞相)이 치사(致词)를 읊을 적에
【경황도지곡(庆皇都之曲)】, 백관이 다시 절을 올릴 적에【희승평지곡(喜升平之
曲)】, 황제가 일어서시면【하성조지곡(贺聖朝之曲)】을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대조하 때의 상황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면서, 교방사의 관장 하에 전각 양
쪽에 중화소악(中和韶乐)을 배치하고 섬돌 양쪽에 대무(大舞)를 진설하였고 황제
의 거동에 맞추어【성안지곡(聖安之曲)】과【정안지곡(定安之曲)】을 연주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연향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경우와 대규모의 연향으
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보다 엄격한 절차 하에 공연이 진행되었음
21) ｢內廷諸戱劇俱隸鐘鼓司, 皆習相傳院本, 沿金元之舊, 以故其事多與敎坊相通. 至今
上始設諸劇於玉熙宮, 以習外戱, 如弋陽､ 海鹽､ 崑山諸家俱有之, 其人員以三百爲
率, 不復屬鐘鼓司.｣(《萬曆野獲編》 補遺 卷1 <禁中演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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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반 연향에 관한 기록 중에는 백희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보이지 않지만,
‘삼무(三舞)’ 즉 무무(武舞)로의 <평정천하지무(平定天下之舞)>, 문무(文舞)로의
<거서회동지무(车书会同之舞)>, 사이무(四夷舞)로의 <무안사이지무(抚安四夷之
舞)>에 관한 다음의 언급이 보인다.
무릇 연향 때에는 화성랑 4인이 악무를 총괄하였는데, 이중 두 사람은 휘(麾)
를 들고서 악공(乐工) 앞의 양쪽에 서고, 두 사람은 공연을 감독하고자 악공의 뒤
양쪽에 선다. 전각 위에 진설이 끝나면, 화성랑이 휘를 들고 양쪽 계단으로 올라
가 황제의 술상 좌우에 섰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가공(歌工)과 악공을 이끌고 양쪽
계단으로 올라가 섬돌 위의 양쪽에서 각기 동서쪽을 향하여 섰다.
무사(舞师) 2인은 정(旌)을 든 채로 무무사(武舞士)들을 이끌고 서쪽 계단의
남쪽에 섰고, 2인은 도(翿)를 든 채로 문무사(文舞士)들을 이끌고 동쪽 계단의
남쪽에 섰으며, 2인은 당(幢)을 든 채로 사이무사(四夷舞士)들을 이끌고 무무의
서남쪽에 섰다. 모두 북향을 하였다.
무무는 <평정천하지무>라 부르며 무공(武功)으로 화란(祸乱)을 평정한 모습을
형상화 한다. 문무는 <거서회동지무>라 부르며 문덕(文德)으로 태평(太平)을 이룩
한 모습을 형상화 한다. 사이무는 <무안사이지무>라 부르며 위덕(威德)으로 원인
(远人)을 복속시킨 모습을 형상화 한다.
이 대악(大乐)들에서는 2인이 희죽(戱竹)을 들고서 대악공(大乐工)을 인도해
섬돌의 서쪽에 늘어섰고, 문무의 두 춤을 반주하는 악공들은 섬돌의 동쪽에 늘어
섰으며, 사이무를 반주하는 악공들은 사이무의 북쪽에 늘어섰는데, 모두가 북향을
하였다. 황제께서 나오실 때가 되면, 의장대가 움직이고 대악을 연주하기 시작한
다. 자리에 오르실 때에 악을 멈춘다.22)

위의 기록에 뒤이어 각기 9번씩 술과 안주를 올리며 악무를 공연하는 모습이 서
22) ｢凡宴飨, 和声郎四人总乐舞, 二人执麾, 立乐工前之两旁; 二人押乐, 立乐工后之两
旁. 殿上陈设毕, 和声郎执麾由两阶升, 立于御酒案之左右; 二人引歌工､ 乐工由两阶
升, 立于丹陛上之两旁, 东西向. 舞师二人执旌, 引武舞士立于西阶下之南; 又二人执
翿, 引文舞士立于东阶下之南; 又二人执幢, 引四夷舞士立于武舞之西南; 俱北向. 武
舞曰 <平定天下之舞>, 象以武功定祸乱也; 文舞曰 <车书会同之舞>, 象以文德致太平
也; 四夷舞曰 <抚安四夷之舞>, 象以威德服远人也. 此大乐二人, 执戏竹, 引大乐工陈
列于丹陛之西, 文武二舞乐工列于丹陛之东, 四夷乐工列于四夷舞之北, 俱北向. 驾将
出, 仗动, 大乐作. 升座, 乐止.｣(《明史》 志37 樂1 <洪武三年, 又定朝會宴饗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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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어 있다. 첫 번째 잔을 올릴 때 화성랑이 여러 가공 및 악공을 이끌고 나와서
이후 등⋅퇴장을 반복하며【기림호지곡(起临濠之曲)】을 비롯한 9곡을 차례로 연
주한다.23) 안주를 올릴 때에도 화성랑의 지휘 하에 ‘구주삼무(九奏三舞)’의 대악
(大樂)으로 <비룡인지악>, <풍운회지악>, <경황도지악>, <평정천하지무>, <하성조지
악>, <무안사이지무>, <구중환지악(九重欢之乐)>, <거서회동지무>, <만년춘지악(萬
年春之乐)>의 순서로 공연한다고 하였다.
‘삼무’에 관해서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홍무 연간에 정한 악기(樂器)와 악장
(樂章)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언급이 보인다. 권31 <대연악(大宴樂)>의 기록에 따
르면, 첫째로 <평정천하지무>의 경우에는 무사(舞士) 32명이 왼손에 방패[干], 오
른손에 도끼[戚]를 들고 4행 8열로 늘어서서 사납게 부딪고 찌르는 듯한 모습의
춤을 춘다. 둘째로 <거서회동지무>의 경우에는 무사 32인이 왼손에 피리[籥], 오른
손에 꿩깃[翟]을 들고 4행 8열로 늘어서서 천천히 읍하고 사양하는 듯한 모습의
춤을 춘다고 했다. 셋째로 <무안사이지무>의 경우에는 무사 16인이 4열 4행으로
서며, 각각의 오랑캐 복장을 한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
각 4인이 엎드려 절하고 기쁘게 뛰어올랐다가 구부리고 수그리는 모습의 춤을 춘다
고 했다. 그리고 권31 <대연악>과 권104의 <교방사승응악무(敎坊司承應樂舞)>에
따르면, 무릇 큰 연향 때 <무안사이지무>에는 인무악공(引舞樂工) 2인, 가공 4인,
악공 17인 그리고 고려무(高麗舞), 유구무(琉球舞), 북번무(北番舞), 회회무(回回
舞)에 각 4인이 나온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백희에 관해서는 다만 공연한다는
말만 기록했을 뿐이다.24)
다음으로 《명사》에서는 대규모 연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교방사의 주관 하에서
2~4번째 잔에 <평정천하지무>, <무안사이지무>, <거서회동지무> 순서로 ‘삼무’를
공연할 뿐더러, 5번째 잔에서는 <백희(百戱)>를 공연하고 6~8번째 잔까지 <팔만
23) 이 기록에 이어서 연향에 쓰이는 악곡이 훗날 홍무 4년과 15년에 각기 변화가 있었다
고 부연하고 있다. 즉 일반 연향에 관한 기록에서는 홍무 3년의 것, 대규모 연향에 관
한 기록에서는 홍무 15년에 제정된 악곡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잔을
올릴 때 쓰이는 악곡의 이름은 서술을 생략하도록 한다. 또 《명사》 志38 樂2 樂章1과
樂章2에 각각의 악장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24) 《大明會典》에 보이는 해당 기록은 卷31의 경우에 楊家駱 主編 《中國音樂史料》[第2
冊](臺北, 鼎文書局, 1975)의 204-270, 210쪽, 卷104의 경우는 2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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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보(八蠻献寶)>, <채련대자(采莲队子)>, <어약어연(鱼跃於淵)>을 공연하며 연회
를 파하기 전에 <백화대무(百花队舞)>를 공연한다고 하였다.
그 대규모의 연향을 베풀 때에는 교방사가 전각 안에 중화소악(中和韶乐)을 배
설하고, 전각 밖에 대악(大乐)을 배설하며, 삼무(三舞)의 잡대(杂队)는 전각 아래
에 선다.
황제께서 일어나시면 대악을 시작한다. 자리에 오르시면 악을 멈춘다. 문무관
(文武官)이 들어와 전각 밖에 늘어서서 북쪽을 향해 절하면 대악을 시작한다. 절
을 끝내면 악을 멈춘다. 어연(御筵)에 나아가시면 악을 시작한다. 도착하시면 악
을 멈춘다. 꽃을 진상하면, 악을 시작한다. 진상을 마치면, 악을 멈춘다.
첫 번째 잔을 올릴 때에는 교방사가【염정개운지곡(炎精开运之曲)】을 연주하
여 악을 시작한다. 내외관(内外官)이 절을 끝내면, 악을 멈춘다. 꽃을 흩뿌리면,
악을 시작한다. 다 흩뿌리면, 악을 멈춘다.
두 번째 잔에는 교방사가【황풍지곡(皇风之曲)】을 연주한다. 악을 멈추면, 탕
(汤)을 올린다. 고취(鼓吹)가 음식을 앞세우고 전각 밖에 다다르고, 고취를 멈추
면 전각 위에서 악을 시작한다. 신하들이 탕을 다 마시면, 악을 멈춘다. 무무가 입
장하면 교방사가 <평정천하지무>를 청하여 반주한다.
세 번째 잔에는 교방사가【권황명지곡(眷皇明之曲)】을 청하여 연주하고, 앞의
의례와 같이 술을 올린다. 악을 멈추면, 교방사가 <무안사이지무>를 청하여 반주
한다.
네 번째 잔에는【천도전지곡(天道传之曲)】을 연주하고, 앞의 의례와 같이 술
과 탕을 올린다. 악을 멈추면, <거서회동지무>를 반주한다.
다섯 번째 잔에는【진황강지곡(振皇纲之曲)】을 연주하고, 앞의 의례와 같이
술을 올린다. 악을 멈추면, <백희> 공연을 반주한다.
여섯 번째 잔에는【금릉지곡(金陵之曲)】을 연주하고, 앞의 의례와 같이 술과
탕을 올린다. 악을 멈추면, <팔만헌보> 공연을 반주한다.
일곱 번째 잔에는【장양지곡(长杨之曲)】을 연주하고, 앞의 의례와 같이 술을
올린다. 악을 멈추면, <채련대자> 공연을 반주한다.
여덟 번째 잔에는【방례지곡(芳醴之曲)】을 연주하고, 앞의 의례와 같이 술과
탕을 올린다. 악을 멈추면, <어약어연> 공연을 반주한다.
아홉 번째 잔에는【가육룡지곡(驾六龙之曲)】을 연주하고, 앞의 의례와 같이
술을 올린다. 악을 멈추면, 술잔을 거두어들인다.
탕을 올리고 대선(大膳)을 올리면, 악을 시작한다. 신하들이 식사를 끝내면, 악
을 멈추고 <백화대무>를 공연한다.
연회가 끝나면 상을 거두어들인다. 신하들이 자리에 나와 북쪽을 향하여 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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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시작한다. 절을 끝내면, 악을 멈춘다. 황제께서 일어나시면 대악을 시작하고,
편(鞭)이 울리면 백관(百官)이 차례대로 나선다.25)

이처럼 규모가 큰 연향 때에는 문무와 무무 그리고 사이무의 ‘삼무’에 해당하는
종목들과 더불어, 대무(隊舞)로서 팔방의 오랑캐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보물을 진상
하는 모습이었을 <팔만헌보>, 당⋅송대에 성행한 바 있는 연꽃 따는 모습을 모티프
로 삼는 <채련대자>, 한나라 백희 ‘어룡만연(魚龍蔓延)’의 전통을 계승하여 만든
<어약어연>, 온갖 꽃을 들거나 혹은 꽃으로 분장하여 춤추었을 <백화대무> 등의 종
목들을 연향 중에 공연하였다.26)
제5잔을 올린 뒤 공연했던 ‘백희’ 종목의 구체적인 연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명
만력(萬曆) 연간 송무등(宋懋登)이 《구약별집(九龠別集》에서 종고사의 재주에 <사
자 춤[狻猊舞]>, <줄 던지기[擲索]>, <일곱 탁자 쌓기[疊七桌]>, <치도판(齒跳板)>
그리고 어희(御戱)가 있는데, 어희로서 ｢원본(院本)은 모두 괴뢰무(傀儡舞)로 추
었으며 잡극 즉 금원대 사람의 북구궁(北九宮)과 남구궁(南九宮) 역시 내정(內廷)
에서 공연하였다｣고 했으니,27) 이 백희 종목은 사자 춤이나 가면무 혹은 재주를
25) ｢其大宴飨, 教坊司设中和韶乐于殿内, 设大乐于殿外, 立三舞杂队于殿下. 驾兴, 大乐
作. 升座, 乐止. 文武官入列于殿外, 北向拜, 大乐作. 拜毕, 乐止. 进御筵, 乐作. 进
讫, 乐止. 进花, 乐作. 进讫, 乐止. 进第一爵, 教坊司奏【炎精开运之曲】, 乐作. 内
外官拜毕, 乐止. 散花, 乐作. 散讫, 乐止. 第二爵, 教坊司奏【皇风之曲】. 乐止, 进
汤. 鼓吹飨节前导至殿外, 鼓吹止, 殿上乐作. 群臣汤馔成, 乐止. 武舞入, 教坊司请
奏 <平定天下之舞>. 第三爵, 教坊司请奏【眷皇明之曲】, 进酒如前仪. 乐止, 教坊司
请奏 <抚安四夷之舞>. 第四爵, 奏【天道传之曲】, 进酒进汤如前仪. 乐止, 奏 <车书
会同之舞>. 第五爵, 奏【振皇纲之曲】, 进酒如前仪. 乐止, 奏 <百戏> 承应. 第六爵,
奏【金陵之曲】, 进酒进汤如前仪. 乐止, 奏 <八蠻献寶> 承应. 第七爵, 奏【长杨之
曲】, 进酒如前仪. 乐止, 奏 <采莲队子> 承应. 第八爵, 奏【芳醴之曲】, 进酒进汤如
前仪. 乐止, 奏 <鱼跃於淵> 承应. 第九爵, 奏【驾六龙之曲】, 进酒如前仪. 乐止, 收
爵. 进汤, 进大膳, 乐作. 供群臣饭食讫, 乐止, <百花队舞> 承应. 宴成彻案. 群臣出
席, 北向拜, 乐作. 拜毕, 乐止. 驾兴, 大乐作､ 鸣鞭, 百官以次出.｣(《明史》 志37 樂1
<洪武三年, 又定朝會宴饗之制>)
26) 隊舞는 궁정 연향 중의 주요 양식으로, 당대에 생겨나 송대에 크게 성행하였다. 小兒
隊로 <柘枝舞>, <劍器>, <婆羅門>, <醉胡騰>등과 女弟子隊로 <菩薩蠻>, <抛毬樂>,
<采蓮>, <佳人剪牧丹> 등이 대표적이다.(朱恒夫<隊戱考論>; 《賽社與樂戶論集》[上冊]
北京, 中國戱劇出版社, 2006), 227-243쪽 참조)
27) 宋懋登 《九龠別集》 卷3 <御戱>: ｢院本皆作傀儡舞, 雜劇卽金元人北九宮､ 南九宮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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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는 잡기 성격의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명대 연향 중 공연한 종목에는 아악(雅樂) 계통에 속하는 악무들은 물론
이고, 속악(俗樂) 계통에 속하는 원본과 잡극 그리고 백희 같은 부류가 포함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명회요(明會要)》 권21에 ｢무릇 악은 중화소악
(中和韶乐), 당하악(堂下樂), 단폐악(丹陛樂), 유식악(侑食樂), 대악(大樂)이라
말한다. 그 아악은 팔음(八音), 오성(五聲), 십이율(十二律), 구주(九奏), 만무(萬
舞)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속악에는 백희, 대무(隊舞), 구가(謳歌)로 공연하는 것
이 있다. 제사 때에는 아악을 사용하며 태상(太常)이 이끈다. 연향 조회 때에는 속
악도 아울러 사용하며 배우[伶人]들을 이끈다｣28)고 했고, 《명사》 <악지(樂志)> 첫
부분에서는 ｢명대에 만든 것을 살펴 보면, 대체로 한⋅당⋅송대⋅원대 사람들의 옛
것을 모아서는 살짝 그 이름을 바꿔 놓은 것이다.…… 아악과 속악이 뒤섞여 나오니
정성(正聲)인 것이 없다｣29)고 했을 정도였다. 게다가 정덕(正德) 3년(1508) 무종
(武宗)이 종고사에 내린 지시로 말미암아 교방에서 재주가 뛰어난 하간부(河間府)
등 지방의 악호(樂戶)까지 불러들여 ｢근두(筋斗) 백희의 부류가 날로 궁정에서 성
행하였다｣30)고 했으니,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악으로의 ‘산악(散樂)’ 외에도 당시
민간의 공연물들도 궁정에 유입되어 성대히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종목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이 외에 《명사》의 곳곳에 백희 공연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홍무 15년에 다시
정한 연향 구주 악장[洪武十五年重定宴饗九奏樂章]>에는 ｢대사경성(大祀慶成) 대
연(大宴)에 <만국래조대무(萬國來朝隊舞)>와 <영편득승대무(纓鞭得勝隊舞)>, 만수
성절(萬壽聖節) 대연에 <구이진보대무(九夷進寶隊舞)>와 <수성대무(壽星隊舞)>,
동지 대연에 <찬성희대무(讚聖喜隊舞)>와 <백화성조대무(百花聖朝隊舞)>, 정단 대
演之內廷｣(周華斌 《京都古戱樓》 北京, 海洋出版社, 1993, 62쪽 재인용) 주화빈이
‘괴뢰무’는 응당 ‘가면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였다. 송대의 ‘육괴뢰(肉傀儡)’를 木偶가
아닌 眞人의 춤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함을 떠올릴 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8) ｢凡樂: 曰中和韶樂, 曰堂下樂, 曰丹陛樂, 曰侑食樂, 曰大樂. 其雅樂: 備八音､ 五聲､
十二律､ 九奏､ 萬舞之節. 俗樂: 有百戱承應､ 隊舞承應､ 謳歌承應. 祭祀用雅樂, 太
常領之. 宴享朝會, 兼用俗樂, 領於伶人.｣(《明會要》 卷21 <樂上>)
29) ｢稽明代之制作, 大抵集漢､ 唐､ 宋､ 元人之舊, 而稍更易其名.…… 第雅俗雜出, 無從
正之.｣(《明史》 志37 樂1)
30) ｢筋斗百戱之類, 日盛於禁廷.｣(《明史》 志37 樂1)

66 《中國文學硏究》⋅제44집

연에 <백희연화분대무(百戱蓮花盆隊舞)>와 <승고채련대무(勝鼓采蓮隊舞)>를 사용
한다｣31)는 기록이 있고, <영락 18년에 제정한 연향 악무[永樂十八年定宴饗樂舞]>
에는 ｢대사경성에 <영편득승만이대무(纓鞭得勝蠻夷隊舞)>, 만수성절에 <구이진보
대무>, 동지절에 <찬성희대무>, 정단절에 <백희연분대무(百戱蓮盆隊舞)>를 사용한
다｣32)고 했다. 게다가 대규모의 연향 및 축제 때에만 백희를 진상한 것도 아니었
다. 소연(小宴) 때의 악장을 기록한 <영락 연간의 소연 악장[永樂間小宴樂章]>에
｢상술한 두 번째 연주부터 8번째 연주까지 다 백희를 공연한다｣33)는 기록이 보이
고, 또 동궁(東宮) 연향과 관련해서도 <영락 연간에 제정한 동궁 연향 악장[永樂
間定東宮宴饗樂章]>에 ｢상술한 2번째 연주부터 6번째 연주까지 다 백희를 공연한
다｣34)고 하였다.
이와 같이 궁정에서의 백희 공연이 매우 활발했던 송나라 때의 상황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명나라 때에도 백희가 여전히 궁정 연향 중의 중요 종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명 중엽 이후에 흥성했던 전통극 장르에 주목했던
탓에 기존 연구에서 크게 홀시되었던 명나라 궁정 백희의 존재 상황을 재조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35) 특히 위에 언급된 대무 가운데 <팔만헌
보>, <만국래조대무>, <구이진보대무>와 유사한 모습이 <헌종행락도>에도 보이는데,
바로 ‘만국래조(萬國來朝)’의 상황을 형상화 한 것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성화
21년(1485) 원소절에 있었던 주요 백희 종목을 잡기류와 연희류로 나누어 하나하
나 살펴보도록 한다.
31) ｢大祀慶成大宴, 用萬國來朝隊舞､ 纓鞭得勝隊舞. 萬壽聖節大宴, 用九夷進寶隊舞､ 壽
星隊舞. 冬至大宴, 用讚聖喜隊舞､ 百花聖朝隊舞. 正旦大宴, 用百戲蓮花盆隊舞､ 勝
鼓采蓮隊舞.｣(《明史》 志39 樂3 樂章2 <洪武十五年重定宴饗九奏樂章>)
32) ｢大祀慶成, 用纓鞭得勝蠻夷隊舞; 萬壽聖節, 九夷進寶隊舞; 冬至節, 讚聖喜隊舞;
正旦節, 百戲蓮盆隊舞.｣(《明史》 志39 樂3 樂章2 <永樂十八年定宴饗樂舞>)
33) ｢右二奏至八奏, 俱奏百戲承應.｣(《明史》 志39 樂3 樂章2<永樂間小宴樂章>)
34) ｢右二奏至六奏, 俱奏百戲承應.｣(《明史》 志39 樂3 樂章2<永樂間定東宮宴饗樂章>)
35) 예를 들어 비교적 근래의 것으로 완정된 연구서인 廖奔, 劉彦君의 《中國戱曲發展史》
([第3卷] 太原, 山西敎育出版社, 2000), 11-14쪽에서는 명대 궁정 잡극을 다루면서
종고사의 공연을 언급하고 있지만 백희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전문적으
로 역대 궁정 소희를 다룬 蔡欣欣의 <歷代宮廷演劇中小戱演出現象論析>(《戱史辨》
第3輯, 2002), 189-207쪽에서도 주로 한대, 당대, 송대, 청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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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백희
<헌종행락도>는 명나라 궁정 화가의 작품으로 세로 36.6㎝, 가로 630.6㎝의 견
본(絹本)이며 <헌종원소행락도권(憲宗元宵行樂圖卷)>이라고도 부른다. 이 그림은
명나라 헌종(憲宗) 주견심(朱見深, 1447-1487)이 성화(成化) 21년(1485) 민간
의 원소절(元宵節) 풍습을 본떠 궁전에 저잣거리를 가설하고 폭죽을 터트리고 등을
내걸고 잡기와 연희를 포함한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 그
림에는 ｢신년원소경도(新年元宵景圖)｣라는 제목 하에 총 41행의 제화(題畵)가 다
음과 같이 적혀 있고, 맨 끝에 ｢성화이십일년중동길일(成化二十一年仲冬吉日)｣이
라는 서명과 ｢풍년상완지보(豊年賞玩之寶)｣라 적힌 인장이 찍혀 있다.
상원(上元)의 가절(嘉節)은 한 계절 봄빛이 비롯되는 때이며, 정월 초하루는
한 해의 아름다운 경관이 시작되는 때이다. 도부(桃符)를 바꾸어 놓고는 신도(神
荼)와 욱루(郁壘)께 제사지내어 지난 해에 고별하며, ㉮산초 열매로 빚은 술 따라
가며 연회 속에 고악(鼓樂) 연주하여 새해를 축하한다. 무수한 밝은 등불에 코끼
리, 말, 사람, 물고기의 모습이 특이하다. 하늘 가득한 별님과 달님이 섬돌과 궁전
을 비추고 있다. 축하를 담당한 이들은 춘절(春節)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공연을
올리는 자들은 세시(歲時)의 즐거움을 축원한다. 조화로운 분위기에 감응하여 궁
궐의 개울에 얼음이 녹고, 밝고 아리따운 봄빛 비추니 새벽 언덕에 버들가지 금빛
으로 늘어져 있다. ㉯등구(燈毬)를 곱게 만들어 놓았으니 수 많은 은빛 별님이 땅
에서 구르는 듯 하고, 오산(鰲山)을 높이 세워 놓으니 소나무 가득한 금빛 대궐이
하늘을 밝히는 듯 하다. 붉은 빛은 북두칠성을 쏘아 태울 듯, 비단 색은 은하수로
흘러 가는 듯 하다. ㉰악공(樂工)이 공연을 올리니 사람들은 빼곡히 모여 구경을
한다. 폭죽 소리 울리니 귀여운 시녀들 깜짝 놀래고, 전각과 누대 황금 빛으로 번
쩍이며, 정원의 나무들 초록 빛으로 들썩인다. ㉱포로(鮑老)가 춤을 추니 온몸에
붉은 비단 펄럭이고, 주렴의 등불이 번뜩이니 처마에 푸른 유리 요동친다. ㉲만국
(萬國)이 내조(來朝)하여 올해의 풍년을 축하하고, 사이(四夷)가 복속하여 천하
의 태평을 칭송한다. 자손이 넘쳐나니 황실이 번창함을 즐거워하시고, 종사가 편
안하니 천년만년 예절과 의리를 숭상하리라. 옹희(雍熙)의 태양 길이길이 굽어보
며, 승평(昇平)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리라. 이에 다음과 같이 찬하도다.
정월 초하루 길일의 경사 얼마나 상서로운지,
옥 같은 누대와 황금 빛 궁전 모두 등불 빛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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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瑤池)와 자부(紫府) 같은 궁전에서 신선의 음악 연주하는 듯,
산초 열매로 빚은 술을 권하니 신선의 술 나누는 듯 하여라.
특이하고 상서로운 것들 비단으로 장식하고,
별님과 달님 번갈아 비추니 씻은 듯이 깨끗하네.
해마다 좋은 밤 즐거움을 바랐는데,
해마다 풍년 드니 비할 데 없이 기쁘도다.
궁궐 개울의 얼음은 봄을 맞아 일찌감치 녹아들고,
갈고(羯鼓) 소리는 날이 밝기를 다투어 재촉하는구나.
오산의 불빛 타오르고 파란 구름이 떠오르니,
우뚝 솟은 금빛 대궐이 신선 사는 봉래산(蓬萊山) 보다 낫구나.
무수한 옥이 박힌 듯이 하늘에 은빛 별님 반짝이고,
궁궐의 다리에는 버들 색이 푸르름을 뽐내누나.
수 많은 사람들 기교스런 공연을 구경하고,
하늘 가득히 폭죽 소리 끊이지 않네.
불꽃이 하늘을 뒤덮으니 온갖 물건이 새로워 보이고,
상서로운 빛은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누나.
원소절 경사에 승평의 노래 감상하니,
음악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누나.
신선 사는 영주(瀛洲)와 봉래로 가는 길 이어진 듯 하고,
그 봉우리 곁에서 쉬는 듯 모두들 근심이 없구나.
태평스런 퉁소 소리 밤새도록 들려오고,
노래 소리 북 소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네.36)
36) <新年元宵景圖⋅題畵>: ｢上元嘉節, 九十春光之始, 新正令旦, 一年美景之初. 桃符已
換, 醮祭鬰荼辭舊歲, 椒觴頻酌, 肆筵鼓樂賀新年. 萬盞明燈, 象馬人魚異樣. 一天星
月, 堦除臺榭輝煌. 賀郞擔担, 表年年節節之高, 樂藝呈工, 䭭歲歲時時之樂. 感召和
氣, 御溝水泮氷紋, 明媚春光, 曉岸栁垂金線. 燈毬巧製, 數點銀星連地滾, 鰲山高設,
萬松金闕照天明. 紅光焰射斗牛墟, 綵色飄搖銀漢表. 樂工呈藝, 聚觀濟濟多人. 爆[火
+章] 聲宏, 驚喜娃娃侍女, 殿閣樓臺金閃爍, 園林樹木綠參差. 鮑老㑳傁, 遍體曳番
紅錦綉, 簾燈晃耀, 一池搖動碧玻璃. 萬國來朝, 賀喜豐年稔歲, 四夷賓服, 頌稱海晏
河淸. 螽斯慶衍, 神孫聖子樂榮昌. 宗社尊安, 萬載千秋崇禮義. 長瞻化日雍熙, 永享
昇平之福. 系之贊曰: 新正吉慶多禎祥, 玉樓金殿皆燈光. 瑤池紫府奏仙樂, 椒觴滿勸
分瓊漿. 異祥裝成綺羅裏, 星月交輝淨如洗. 年年良夜尙歡娛, 歲歲豐登樂無比. 御溝
冰泮春融早, 羯鼓聲催競天曉. 鰲山光焰翠雲浮, 金闕巍峩勝蓬島. 瑤天萬顆燦銀星,
玉橋柳色扶竦靑. 濟濟人觀藝呈巧, 連天爆響無時停. 華盖中天萬象新, 祥光繚繞五雲
心. 元宵慶賞昇平曲, 樂事還同萬衆心. 瀛洲路接蓬萊衢, 邊峰頓息咸無虞. 太平簫管
竟終夕, 謳歌鼓腹盈寰區.｣(朱敏 <憲宗元宵行樂圖卷賞析>(《收藏家》 2009年 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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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를 통해서는 연향 속에서 술잔을 올리며 공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에서는 원소절에 걸맞게 수 많은 등불과 거대한 오산을 궁정에 설치했음이 드러
난다. 또 ㉰에서는 악공들이 공연을 올리는 모습, ㉱에서는 <포로 춤[跳鮑老]> 즉
승려가 머리 앞뒤를 가리는 커다란 탈을 쓰고 춤추는 <대두화상(大頭和尙)>의 공
연 모습, ㉲에서는 명나라 주변의 오랑캐 나라 ‘만국’이 황실 조정에 와서 경하 드
리는 ‘만국래조(萬國來朝)’의 악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헌종행
락도>의 각 부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원소절을 맞아 궁정 연향 중에
백희를 성대히 공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에는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림 자료 자체에 천착하여 각 종목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
고자 한다.

1. 잡기류
<헌종행락도>에는 <마술 통[筒子]>과 <고리 통과하기[鑽圈]> 그리고 ‘등기(蹬技)’
의 부류로서 <수레 바퀴 들어 돌리기[蹬車輪]>, <사람 받쳐 올리기[蹬人]>, <장대
들어 올리기[蹬竿]>로 보이는 잡기 종목들이 담겨 있다.

1) <마술 통[筒子]>
<헌종행락도>의 맨 왼쪽 부분에는 헌종 황제가 천막이 쳐져 있는 전각 위에 앉아
구경하고 있고, 그 아래 계단 중턱에는 놀이패의 대표로 보이는 자가 황제를 향해
공연 종목 등을 아뢰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또 계단 바로 밑에는 허리에 검을 찬
이가 양손을 입에 대고 악기를 불고 있는 듯 하고, 그의 머리 위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한 사람이 올라가 재주를 부리고 있으며, 곁에 다른 두 사람은 악기를 연주
하고 있다.([그림2] 참조) 그러나 이들이 독자적인 잡기 혹은 <마술 통>이나 ‘등기’
중에서 어떠한 종목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4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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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憲宗과 <筒子>

그리고 계단 앞 마당에는 네모진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천이 덮힌 통 하나가
있는데, 그 뒤에 서 있는 마술사는 한 손은 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의 손가락을 입에
물고서 곧 마술을 부릴 듯한 모습이다. 역시 탁자 주변에는 두 사람이 악기를 연주
하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그림2] 참조)
이 잡기는 <마술 통>이라 부르는 눈 속임 재주의 일종이다. 이는 명대에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는 환술(幻術)의 부류로 보통 바닥이 뚫려 있는 통을 사용하여, 마술
사가 순식간에 재주를 부려서 빈 통에서 갖가지 물건으로 꺼내는 방식이었다. 한⋅
당대부터 <오이 재배하기[種瓜]>를 비롯해 중국에는 오랜 세월 다양한 환술들이 존
재했는데, 명⋅청대에는 ‘희법(戱法)’이라 불렀고 <마술 통>을 비롯해 <칼 삼키기
[呑刀子]>, <땅에 금잔 숨기기[土遁金杯]>, <평지에서 잔 돌리기[平地撥杯]>, <천
궁에서 복숭아 훔치기[天宮偸桃]>등이 존재하였다.37) 이 <마술 통>에 관해 명대
유동(劉桐)은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에서 청명절(淸明節) 민간에서의 상황을 ｢
탁자에 통 3개를 올려 놓고 물건들을 다 숨긴 뒤 텅 비어있음을 보여준다. 숨겼던

37) 崔樂泉 《圖說中國古代百戱雜技》(北京, 世界圖書出版西安公司, 2007), 124, 162165, 1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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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탁자 가득 꺼내 놓으면, 비둘기가 날아가기도 하고 원숭이가 뛰어오르기도
한다. 다시 감추어서 텅 비게 하는데, 민첩했을 따름이지 환술은 아니다｣38)고 말
하기도 했다. 이 외에 청대 포송령(蒲松齡)의 《요재지이(聊齋志異)》 <희술(戱術)>
에는 빈 통에서 다량의 쌀을 꺼내고 다시 쌀을 통 안에 집어넣지만 그 쌀이 모두
사라지는 모습의 <마술 통> 연기가 묘사되어 있다.39) 이러한 정황을 통해 <헌종행
락도> 중에 보이는 잡기는 <마술 통>이 분명하다.

2) ‘등기(蹬技)’
<마술 통>의 오른 편 위쪽에는 <수레 바퀴 들어 돌리기>, 아래쪽에는 <사람 받쳐
올리기>, 그리고 화려한 등붕(燈棚)을 배경으로 <장대 들어 올리기>와 같은 잡기들
이 보인다.
첫째로 <수레 바퀴 들어 돌리기>의 경우, 탁자 위에 한 사람이 등을 대고 누워서
피리를 불며 한 다리로는 수레 바퀴를 지탱하고 다른 한 다리로는 수레 바퀴를 돌
리고 있고, 또 그 위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올라 서서 느긋하게 피리를 불고 있다.
역시 탁자 주변에는 북을 치는 사람, 징을 치는 사람, 입에 손을 물고 휘파람을 부
는 사람이 둘러서 있다.([그림3] 상단 부분 참조)
둘째로 <사람 받쳐 올리기>의 경우, 탁자 위에 한 사람이 누워 두 손에 피리를
잡고 불면서 두 다리로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공중에 띄우고 있다. 주변에는 징을
치고 있는 두 사람과 각기 북⋅피리⋅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으며, 자신의
차례를 대기하고 있는 듯한 다른 한 아이의 모습도 보인다.([그림3] 하단 부분 및
[그림1] 참조)
셋째로 <장대 들어 올리기>의 경우, 탁자 위에 한 사람이 등을 대고 누워 두 손
에 피리를 잡고 불며 두 발로 긴 장대를 지탱하여 세우고 있고, 장대 꼭대기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올라가 한 손으로 장대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작은 깃발을 잡
고 흔들고 있다. 역시 탁자 주변에는 북과 징을 치는 이가 장단을 맞추고 있다.
([그림4] 참조)
38) ｢三筒在案, 諸物械藏, 示以空空. 發藏滿案, 有鴿飛, 有猴躍焉. 已復藏於空, 捷耳,
非幻也.｣(《帝京景物略》 卷5 <高粱橋>)
39) 崔樂泉, 앞의 책, 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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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蹬車輪>, <鑽圈>, <蹬人>

[그림4] 元宵節 燈棚과 <蹬竿>

이러한 세 가지 잡기들은 크게는 ‘등기’에 속하는 부류로 당⋅송 시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며 <탁자 들어 올리기[蹬桌]>, <통 들어 올리기[蹬筒]>, <사다리
들어 올리기[蹬梯]> 등의 종목이 있는데, 특히 송대의 <척농(踢弄)> 부류 중에 <발
로 항아리 차 올리기[踢缸]> 종목을 대표로 꼽는다. 이 등기의 부류는 명대에 이르
러 더욱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고,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모습이 가장 전형적인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40) 이는 공중 곡예라는 점에서 한대 이래로 보이는 <줄타기
[走索]>나 <장대 타기[尋橦]>같은 고공(高空) 잡기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장대 들어 올리기>가 장대를 받치거나 장대에 오르는 식의 간기(竿技) 즉 장대 곡
예의 기술과 접목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으며,41) <수레 바퀴 들어 돌리기>의 경
우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힘을 뽐내던 역기(力技)와 혼합된 상황이다. 이 그
40) 傅起鳳, 傅勝龍 《中國雜技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9), 302-306쪽 참조.
41) 장대 곡예에 관해서는 안상복의 <중국의 전통 장대곡예 그 기원과 역사 전개>(《중국문
학》 제47집, 2006)에서 논의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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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통해서 명대에는 ‘등기’의 부류가 과거의 주변 종목들을 흡수하여 다채롭게 변
화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고리 통과하기[鑽圈]>
<수레 바퀴 들어 돌리기>와 <사람 받쳐 올리기> 사이에는 소위 <고리 통과하기>
라 명명할 수 있는 잡기가 보인다. 탁자 위에 둥근 고리가 세워져 있고 웃통을 벗
은 한 사람이 마침 몸을 날려 통과하기 직전이다. 탁자 왼쪽에는 이미 고리를 통과
한 것으로 보이는 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흥겹게 구경하고 있고, 공중에 떠 있는 사
람의 오른쪽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며 뒤이어 통과하려는 듯 대기하
고 있다.([그림3]의 중간 부분 및 [그림1] 참조)
특히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사람의 재주는 사실 ‘도립(倒立)’한 뒤에 허리를 뒤로
젖히는 ‘유술(柔術)’의 두 동작을 연달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한대의 화상석(畵像
石)에도 흔히 보이는 중국 잡기의 기본 공력에 해당한다.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그
림에 보이 듯 빙글빙글 돌며 고리를 통과하는 기교로 발전한 것이다. 이미 한대 장
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좁은 고리를 유연하게 통과하는 ‘충협(沖狹)’의 모
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또 위진남북조 시대에 ‘연희(燕戱)’ 즉 사방에 날카로운 칼
을 꼽거나 불꽃이 타오르는 고리를 제비처럼 날렵히 통과하는 <칼 고리 통과하기
[鑽刀圈]> 혹은 <불 고리 통과하기[鑽火圈]> 모습도 보인다. 또 그림처럼 고리를
탁자 위에 올려 놓는 것 외에 고리를 손에 들거나 땅 위에 올려 놓는 것, 그리고
고리를 여러 겹 설치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42) 앞서 언급한 《명사》에서
정덕 3년(1508)에는 지방의 악호까지 불러들여 재주를 넘는 ‘근두(筋斗)’ 백희가
궁정에 성행하였다고 했는데, <헌종행락도>를 통해 성화 21년(1485) 궁정에서 더
욱 발전한 형태로의 유사한 백희가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연희류
<헌종행락도>를 살펴 보면, 여러 인물들이 춤을 추며 긴 행렬을 지어가는 모습이

42) 崔樂泉, 위의 책, 34-36쪽, 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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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들은 각종 연희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재신(財神), 괴성(魁星), 도사(道
士), 대두화상(大頭和尙) 같은 기복신들, 죽마무(竹馬舞)의 형태로 삼국 이야기를
공연하는 듯한 영웅들, ‘만국래조(萬國來朝)’의 모티프를 표현하는 듯한 서역의 호
인(胡人)들과 사자(獅子), 종규희(鍾馗戱)에 나오는 판관(判官)과 소귀(小鬼)들이
라 판단된다.

1) 기복신(祈福神)의 행렬
우선 맨 앞에는 ｢천하태평(天下太平)｣과 ｢풍조우순(風調雨順)｣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고, 맨 끝에는 판(板), 적(笛), 고(鼓)를 연주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또 그들 사이에 재신, 괴성, 도사, 화상이라 파악되는 인물
들이 보인다. 바로 오른손에 보검(寶劍)을 들고 왼손에 금괘로 보이는 물건을 든
무신(武神) 형상의 ‘재신’, 커다란 붓을 어깨에 짊어진 문신(文神) 형상의 ‘괴성’,
흥겹게 춤추는 도사로 분장한 듯한 인물과 커다란 가두(假頭) 탈을 쓴 승려 ‘대두
화상’인 것이다.([그림5] 참조)
이러한 인물들은 오늘날 전승되는 민간 연희에도 흔히 보인다. 예를 들어 강서성
(江西省) 남풍현(南豊縣) 감방촌(甘坊村)에서 원소절을 맞아 행하는 ‘도나(跳儺)’
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 문곡성(文曲星)이 붓대를 내려 찍으며 춤
추는 <괴성>, 조공원수(趙公元帥)라 간주되는 인물이 보검과 금괘를 들고 나와 춤
추는 <재신> 등이 존재한다.43) 이들은 과거급제를 비롯한 출세와 재물을 모아 부
귀를 이루려는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복신들인데, 그 분장 및
소도구가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인물들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사와 화상은 각기 도교와 불교 계통의 기복신들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연희에서 의례를 주관하거나 공연을 하는 도사의 모습은 강소성(江蘇省) 남통현(南
通縣)의 ‘동자희(僮子戱)’를 비롯해 오늘날까지 곳곳에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헌
종행락도>에 보이는 모습과 같은 화상이 나오는 연희로는 <대두화상>이 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포대화상(布袋和尙)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춤추는 것은 <대두화상>

43) 필자의 2002년 현지 답사 내용 및 曾志鞏의 《江西南豊儺文化》(北京, 中國戱劇出版
社, 2005)의 보고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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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형적인 동작이며, 이 승려는 자손 번창을 바라는 생육신(生育神)으로의 기능
도 담당하는 기복신의 일종이다.44) 따라서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화상은 <대두화
상>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한 기복신임이 확실하다.

[그림5] 祈福神 ―― 財神, 魁星, 道士, 大頭和尙

나아가 앞서 교방사에서 공연했던 잡극(雜劇) 중에 <여러 신령들이 원소절을 경
하 드리다[衆神聖慶賀元宵節]>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류의 잡극에도 결국은 복
(福)⋅녹(祿)⋅수(壽) 등과 더불어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재신, 괴성, 도사, 화상
과 같은 기복신들이 등장했으리라 생각된다.

2) 삼국희(三國戱) <세 영웅이 여포와 싸우다[三英戰呂布]>
기복신들의 행렬에 이어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다음 연희는 가짜 말 즉 ‘죽마
(竹馬)’를 허리에 묶은 인물 즉 유비(劉備), 관우(關羽), 장비(張飛)가 다함께 여
포(呂布)에 대적하는 모습이 보이며, 또 계단 위에는 따로 한 사람이 징을 치며 흥
을 돋우고 있다.([그림6] 참조) 이는 삼국 이야기를 연출하는 <세 영웅이 여포와
싸우다[三英戰呂布]>의 일종이다.
44) 이 연희의 역사적 전개와 전승 현황에 관해서는 김순희 《중국의 탈놀이 대두화상》(서
울, 한국학술정보, 2007)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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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三國戱<三英戰呂布>

세 영웅이 여포와 싸우는 이야기는 소설 《삼국지(三國志)》 제5회에도 나오는 유
명한 이야기다. 동탁(董卓)이 효령(孝靈) 황제를 폐위하고 전권을 휘두르자, 원소
(袁紹)가 여러 제후들과 연합하여 동탁을 정벌하는데, 그 과정에서 용맹한 장수 여
포로 말미암아 대패하게 되고, 이어서 유비, 관우, 장비의 삼 형제가 출전해 호뇌관
(虎牢關)에서 여포와 전투를 벌이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에 기반하여 민간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연희 공연을 벌여 왔다. 그 중에는 탈을 쓰거나 혹은 얼굴 분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대사나 노래가 있거나 혹은 없는 것도 있으며, 진짜 말을 사용
하기도 하지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대나무로 만든 가짜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각지에 죽마무로 삼국 이야기를 연출하는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귀주성(貴州省) 안순(安順) 지역에 전승되는 지희(地戱) 중 <세 영웅이 여포와 싸
우다>와 매우 유사하며, 이 외에도 삼국희로서 《예절전부(禮節傳簿)》가 발견된 산서
성(山西省) 상당(上黨) 지역의 대희(隊戱) <화웅을 참하다[斬華雄]>, 강서성 남풍
현 갱계촌(賡溪村)에서 죽마무(竹馬舞) 형태로 연행하는 <화관색이 포삼낭과 싸우
다[花關索戰鮑三娘]>, 또 운남성(雲南省)의 관색희(關索戲) 등에 관련된 종목들이
보이는데, 각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죽마를 두르고 연출하는 형식들도 다
수 존재한다.45) 그림에 드러나는 인물들의 분장을 통해서 민간의 삼국희 <세 영웅
이 여포와 싸우다>가 명대 궁정에 유입되어 공연되었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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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국래조(萬國來朝)’의 사자무(獅子舞)
죽마무의 뒤에는 새해를 맞아 사방 오랑캐가 진귀한 선물을 진상하는 ‘만국래조’
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 행렬도 보인다. 맨 앞에는 호인(胡人)이 사자
(獅子)를 이끌며 행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뒤에는 ｢초재진보(招財進寶)｣라 적
혔을 법한 동전(銅錢)처럼 생긴 둥근 공 모양의 물건을 들었거나 혹은 산호(珊瑚)
와 상아(象牙)를 이고 매고 들고서 마치 사슴으로 분장한 듯한 다른 호인들의 모습
도 보인다.46)([그림7] 참조)

[그림7] 萬國來朝의 獅子舞

이 종목은 앞서 언급한 《명사》에 보이는 대무(隊舞) <팔만헌보(八蠻獻寶)>, <만
국래조대무(萬國來朝隊舞)>, <구이진보대무(九夷進寶隊舞)> 그리고 교방사에서 공
연했던 잡극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만국에서 조공을 오다[祝聖壽萬國來
朝]>같은 속악(俗樂)과는 크게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삼무(三
舞)’ 중의 <무안사이지무(撫安四夷之舞)>는 오랑캐를 다루었다는 소재적 측면에서
는 <헌종행락도>의 것과 유사하지만, 명나라가 사방 오랑캐를 편히 다스린다는 모
45) 각 지역에 전승되는 삼국희에 관해서는 특히 臺灣 施合鄭基金會에서 주관한 《民俗曲
藝叢書》 시리즈의 조사 보고가 매우 충실하다.
46) 朱敏, 앞의 논문, 43쪽과 傅起鳳, 傅勝龍, 앞의 책, 2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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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프를 추상적인 춤으로 표현하는 아악(雅樂)에 해당되므로 그림에 보이는 백희와
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림 속에는 특히 사자무의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사자는 서역에서 중국에 진상
하던 물품이었고 또 인도 불교와 관련이 깊은 종목이므로 호인들의 등장이 자연스
럽다. 동한(東漢) 시대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안식국(安息國), 월지국(月氏國), 소
륵국(疏勒國)에서 살아있는 진짜 사자를 진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서(漢書)》
<예악지(禮樂志)>에 사자 춤으로의 ‘상인(象人)’이라는 말이 처음 보이고, 남북조
시대 《낙양가람기(洛陽伽藍記)》에는 불교 ‘행상(行象)’ 의식 중 불상 앞에 사자가
앞장 섰다는 기록이 있다. 당대에는 궁정의 구자악(龜玆樂)과 서량악(西涼樂) 중
사자무가 주요한 종목으로 자리잡아 《악부잡록(樂府雜錄)》에 <오방사자(五方獅
子)>와 <구두사자(九頭獅子)>, 《교방기(敎坊記)》에 <서하사자(西河獅子)>라는 종
목이 보인다. 또 송대에는 궁정 백희 종목 중에 포함되어 《송사(宋史)》 권95에도
사자가 줄을 타고 장대를 오르는 등의 화려한 재주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
럼 사자무는 당⋅송대 궁정에서 다채롭게 연행되었으나, 명대 이후에는 궁정보다는
주로 민간에서 연행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47) 그러나 <헌종행락도>를 통해 명대
궁정에서도 ‘만국래조’의 행렬 중에 사자무가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종규희(鍾馗戱) <판관이 소귀를 잡다[判官捉小鬼]>
‘만국래조’의 행렬에 이어 ｢경상원소절(慶賞元宵節)｣이라 적힌 깃발을 든 자가
앞서고 금(琴), 박판(拍板), 비파(琵琶), 노생(蘆笙), 소(蕭)를 든 악대가 따르고
전체 행렬의 맨 끝에는 <판관이 소귀를 잡다>의 등장인물로 보이는 판관(判官) 하
나와 소귀(小鬼) 셋이 춤을 추며 행진하고 있다.([그림8] 참조)
여기에서 판관이란 염라대왕(閻羅大王)의 수하로 생사부(生死簿)를 관장하는 무
서운 신의 하나이고, 종규란 당 현종의 꿈속에 나타나 학질 귀신을 잡아먹은 것으
로 유명해진 신의 하나인데, 민간에서는 판관과 종규를 동일시 하여 판관이 등장하
는 연희는 ‘종규희’라고도 부른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명대 교방사에서 공연했던

47) 김순희, 앞의 책, 94-98쪽 및 陳軍, 李雁 <中國古代獅子舞的起源及興衰史>; 《農業
考古》 2009年 第6期, 217-2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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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극 <경풍년에 다섯 잡귀가 종규를 괴롭히다[慶豊年五鬼鬧鍾馗]>에는 옥황상제
(玉皇上帝)가 종남산(終南山)의 진사(進士) 종규에서 천하의 판관을 관리 감독하
는 도판관(都判官)의 관직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보인다.48) 이 외에 종규가 나오는
극작품으로 명말청초 장대복(張大复)의 전기 <천하락(天下樂)>이 있고, 곤곡(崑
曲) 중에도 <가매(嫁妹)>나 <화판(火判)>같은 레퍼토리가 보이는 등 희곡과 소설에
서 두루 문학적 소재로 활용된 바 있다.
종규희로는 당대에 이미 <무종규(舞鍾馗)>가 보이고, 송대에는 <할판관(瞎判
官)>이나 <무판(舞判)>같은 종목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명대의 경우로 전여성(田
汝成)은 《서호유람지여(西湖遊覽志餘)》에서 세모의 구나(驅儺) 의식 중 연행된 종
규희에 관해 ｢민간에서 조왕신(竈王神)께 제사지낼 적에 엿, 찹쌀 강정, 콩가루 완
자를 제물로 바친다. 거지가 얼굴에 칠을 해서 귀판(鬼判)으로 분장하고는 울부짖
고 뛰어다니며 잡귀를 쫓고 물건을 비럭질해 간다｣49)고도 했다. 이러한 연희 역시
오늘날까지 곳곳에 전승되고 있다.
우선 판관이 생사부를 들고 춤추는 형태로 강소성 회안현(淮安縣) <도판(跳判)>
과 흥화현(興化縣) <판무(判舞)>, 절강성(浙江省) 녕해현(寧海縣) <도문판(跳文
判)>이 있고, 또 판관과 소귀가 희롱하며 춤추는 형태의 강소성 여동현(如東縣)
<종규희복(鍾馗戲蝠)>, 강소성 남통현 <대판(擡判)>, 절강성 사문현(泗門縣)< 조판
관(調判官)>, 안휘성(安徽省) 흡현(歙縣) <도종규(跳鍾馗)>, 강서성 남풍현 <도판
(跳判)>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판관이 잡귀를 쫓는 과정을 구현하는 형태로 안휘
성 귀지현(貴池縣)과 강서성 만재현(萬載縣) 등에 <판관이 소귀를 잡다>라는 명칭
의 종목이 전승되고 있는데, <헌종행락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띤다.50)
따라서 성화 21년(1485) 궁중에서도 종규희로의 <판관이 소귀를 잡다>가 연행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48) 明 趙元度 《孤本元明雜劇》 臺南, 平平出版社, 1963, 3547-3570쪽 참조.
49) ｢十二月二十四日, 謂之交年. 民間祀竈, 以膠牙餳､ 糯米花糖､ 豆粉團爲獻. 丐者塗
抹變形, 裝成鬼判, 叫跳驅儺, 索乞利物.｣(《西湖遊覽志餘》 卷20 <熙朝樂事>)
50) 각 지역에 전승되는 종규희에 관해서는 《中國民族民間舞蹈集成》(1988~2001)에 수
록된 조사 보고가 독보적이다.

80 《中國文學硏究》⋅제44집

[그림8] 鍾馗戱 <判官捉小鬼>

이와 같이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잡기와 연희 형태를 아우르는 백희 종목들의
실체를 파악해 보았다. 성화 21년(1485) 궁정에서 공연했던 백희들은 민간의 원소
절 풍습과 그대로 맞닿아 있으며, 또 그 일부는 오늘날까지 각지에 전승되고 있는
나희(儺戱) 중의 대표적 종목이기도 한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 문헌에 잘 드러나
지 않는 궁정 백희 종목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 명대 궁정 연향 중에 매
우 다양한 백희가 공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맺는 말
본고에서는 명대 궁정 연향(宴饗) 중 연행된 백희(百戱)의 존재 양상을 문화사
적 시각에서 규명하기 위해, 우선 문헌 자료에 나타난 명대 궁정 연향의 시⋅공간
및 관장 기관 같은 컨텍스트적 상황과 연향 중의 백희 진상 절차에 관해 살펴보았
다. 이어서 성화(成化) 21년 원소절(元宵節)의 공연 모습이 담긴 <헌종행락도(憲
宗行樂圖)>의 백희 종목을 대상으로, 그 실체를 문헌 기록 및 조사 보고에 근거해
하나하나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공연 상황은 원소절에 건청궁(乾淸宮) 및 수황전(壽皇
殿) 같은 궁정에서 교방사(敎坊司)의 지원과 종고사(鐘鼓司)의 주관 하에 환관들

명대 궁정 연향(宴饗) 중 백희(百戲)에 관한 연구 81

에 의해 벌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대부터 송대까지의 백
희에 주목하여 홀시하였으나, 명대 궁정에서도 백희는 여전히 중요한 공연 종목이
었던 것이다. 나아가 명대 교방사는 민간의 것을 수집하였을 뿐더러 민간의 악호
(樂戶)를 소집하여 궁정 연향 중에 공연하게 하였는데, <헌종행락도>에 보이는 실
제 종목들의 실체를 확인한 결과 민간 연희의 궁정 유입 실상과 활발한 연행의 상
황이 드러났다.
그림에 보이는 백희 종목이 <마술 통[筒子]>, <수레 바퀴 들어 돌리기[蹬車輪]>,
<사람 받쳐 올리기[蹬人]>, <장대 들어 올리기[蹬竿]>, <고리 통과하기[鑽圈]>같은
잡기로서 한대부터 송대까지의 전통을 계승했을 뿐더러 더욱 다채롭게 변화된 것이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희 종목의 경우는 재신(財神), 괴성(魁星), 도사(道士),
대두화상(大頭和尙) 같은 기복신(祈福神)들의 행렬과 삼국희(三國戱) <세 영웅이
여포와 싸우다[三英戰呂布]>, ‘만국래조(萬國來朝)’의 사자무(獅子舞), 종규희(鍾
馗戱) <판관이 소귀를 잡다[判官捉小鬼]>로서 문헌 기록에 잘 보이지 않던 구체적
인 명대 궁정 백희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송대에 비해 보잘 것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넘어 명
대 궁정 연향 중 백희 연행의 실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백희 연행
의 공백기처럼 여겨지는 명대의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게 된 것은 후속 연구에 튼실
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 사료된다. 세부 종목에 관해 통사적 시각에서 더 구체적
으로 접근하거나, 교방사에서 엮어 연출한 잡극 양식 속에 백희가 침투한 내용을
실증할 필요도 요구되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비단 ‘아리랑’만이 아니라 조선족의 농
악무를 비롯한 무수한 백희 종목들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産)에
등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과거 단오 문화유산 논쟁에 이어 백희가 잠시 사
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국가 간의 유산
분쟁을 떠나서도 백희가 동아시아의 공통된 궁정 공연 장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주목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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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为了探索明代宫廷宴飨中的百戏, 先考察在文献上所见的宴飨仪式和乐舞
机构等背景, 然后针对于 《宪宗行乐图》 所见的实际情况及具体品种研究｡ 这
幅图是在成化二十一年元宵节乾清宫及寿皇殿等地“教坊司”的支持下“钟鼓司”的
宦官主持演戏的盛大场面｡ 一般认为自汉朝至宋朝的百戏特别兴盛, 因此关于
明朝宫廷百戏的研究较为忽略｡ 而 《明史》 上有许多在宫廷宴飨中百戏上演的
记载,

又有一些民间百戏传入到朝廷表演的内容,

可知明朝对宫廷百戏的重视｡

图上可见, 杂技类有 《筒子》､ 《蹬車輪》､ 《蹬人》､ 《蹬竿》､ 《鑽圈》 等｡ 这些基
于明朝之前的百戏, 更加多样多彩进步起来的｡ 还有小戏类, 笔者认为确实是“祈
福神”(如財神､ 魁星､ 道士､ 大頭和尙）边走边跳的舞队､ 三國戱 《三英戰呂
布》､ “萬國來朝”舞队中的 《獅子舞》､ 鍾馗戱 《判官捉小鬼》 等, 其实全是在文
献上少见的珍贵明朝宫廷百戏品种｡

【主題語】
明代, 宮廷, 宴饗, 百戱, 憲宗行樂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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