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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고대 중국에서 戲劇 俳優는 優伶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지칭되었다. 優伶은 優
人과 伶人의 합칭으로 그 역사는 유구하다. 優人과 伶人의 호칭은 先秦시대 기록
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唐代에 이르기까지 戲劇 연기자 외에도 音樂, 歌舞,
滑稽(嘲笑), 雜技 등 각종 공연에 종사하는 예인을 총칭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
용되었다. 이후 宋元시대부터 優伶은 戲劇예술이 발전함에 따라 樂工, 歌人, 舞
人, 滑稽人, 雜技人을 총칭하는 광의의 명칭에서 점차 戲劇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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俳優(‘演員’)의 호칭으로 전문화된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당대 俳優는 이처
럼 다양한 성격을 가진 優伶 가운데 歌舞와 科白을 연기의 표현수단으로 삼아 구
체적인 故事를 연기했던 戲劇 藝人을 지칭하는 것이다.
당대는 악무와 공연예술의 전성기였다. 더불어 가무의 흥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
지면서 발전한 歌舞戲와 이전시기부터 전해져오던 해학과 골계위주의 參軍戲가 궁
정과 민간에서 모두 환영받는 공연예술로 자리 잡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전 시기
에 비해 戲劇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優伶의 활동은 더욱 왕성하였고, 이들은 매우
다양한 호칭으로 기록되었다.1) 또한 걸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唐人의 저서와
詩文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前代의 기록에도 배우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대에 이르러 그 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 優伶
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은 그
들의 뛰어난 연기와 왕성한 활동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대 儒家들은
戲劇을 ‘大雅之堂’에 오를 수 없는 散樂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현존하는 이들 배우들에 대한 기록은 매우 의미 있
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당대 배우의 이름과 연기활동을 고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은 바로 晩唐
시기 段安節의 《樂府雜錄》이다.2) 段安節은 《樂府雜錄》 <俳優>條에서 開元시기이
래 參軍戲와 歌舞戲에 뛰어났던 17인의 이름을 시기별로 나열하고 그들을 俳優로
지칭하였다.3) 이외에도 唐書와 詩文에는 俳優의 다양한 별칭으로 기록된 戲劇 배
1) 예를 들어 唐書에 보이는 俳優의 별칭으로는 優人, 優子, 優工, 倡優, 伶人, 伶工, 伶
官, 俳兒, 倡人, 倡子, 倡卒, 樂人, 樂工, 樂伎, 戲人, 雜戲人 등이 있다. 명칭의 출처
와 용례에 대해서는 孫民紀 《優伶考述》(中國戲劇出版社, 1999, 一. 稱謂)의 고찰이
상세하다.
2) 段安節의 생졸년은 분명하지 않으며, 《樂府雜錄》은 昭宗 乾寧년간(894-897)에 저술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樂府雜錄》은 당대 궁정과 민간에서 유행한 각종 戲劇, 가무, 악
곡, 악기의 원류와 내용 및 각 방면에 뛰어난 優伶의 이름과 관련 史實을 기술하고 있
다.
3) 《樂府雜錄》 <俳優>條에 기록된 배우는 黃幡綽, 張野狐, 李仙鶴, 曹叔度, 劉泉水, 范傳
康, 上官唐卿, 呂敬遷, 孫乾, 劉璃缾, 郭外春, 孫有態, 劉眞, 康迺, 李百魁, 石寶山
등이다. (《樂府雜錄》은 현재 십여 종의 판본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樂府雜錄》
은 《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中國戲劇出版社, 1982) 第一集에 수록된 내용으로, 이 기
록은 1844년 錢熙祚가 편찬한 《守山閣叢書》 수록본을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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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의 이름이 여기저기 흩어져 보이는데, 任半塘은 《唐戲弄》에서 《樂府雜錄》의
기록과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모두 57명을 언급하였다.4) 사실 이들은 대부분 戲劇
활동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기록이 매우 간략하다. 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樂工이나 歌舞人의 성격에 가까운 이들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任半
塘이 언급한 배우들 가운데서도 당대 戲劇 공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배우들
을 初盛唐과 中晩唐 두 시기로 나누고,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그들의 활동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初, 盛唐시기 俳優의 戲劇 활동
1. 太常 소속 樂人 ‘稱心’
稱心은 唐太宗의 长子인 恆山王 承乾(618-645)의 측근에 있었던 太常5) 소속
의 樂人으로, 그의 이름과 관련기록은 《舊唐書》 卷76 <太宗諸子傳>에 보인다.
太常의 樂人가운데 십여 세의 나이로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으며 가무에 뛰어난
자가 있었다. 承乾이 특별히 총애하였고, 稱心이라 불렀다. 太宗이 그 사실을 알
고서는 크게 분노하며 稱心을 잡아들여 죽였으며, 稱心과 연루되어 죽은 이 또한
여러 명이나 되었다. 承乾은 泰(太宗의 넷째 아들인 濮王)가 그 일을 들추어내어
알렸다고 생각하였고,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한층 더 심해졌다. 承乾은 稱心을 애
도하는 마음이 그치지를 않아 궁중에 방을 마련하여 그 형상을 세우고 앞에 偶人
4) 《唐戲弄》 第7章 <演員>에 나열된 배우로는 초당시기의 張四⋅稱心⋅襪子⋅何懿⋅安金
藏, 성당시기 張四娘⋅容兒⋅阿布思妻⋅黃幡綽⋅張野狐⋅李仙鶴⋅李龜年⋅留杯亭⋅安
不鬧, 중당시기 成輔端⋅周季南⋅周季崇⋅劉采春⋅阿軌⋅秋娘⋅高崔嵬, 만당시기 康
迺⋅米禾稼⋅米萬槌⋅錦錦⋅趙萬金⋅孫子多⋅曹叔度⋅劉泉水⋅祝漢貞⋅孫乾飯⋅劉
璃甁⋅李可及⋅范傳康⋅上官唐卿⋅呂敬遷⋅馮季皋⋅吳姬⋅石野猪⋅郭外春⋅孫有態⋅
劉眞⋅李百魁⋅曹觸新⋅石寶山⋅張隱⋅穆刀綾⋅安㘘新⋅張廷範⋅米都知⋅胡趲⋅王
含揚⋅千滿川⋅白迦⋅葉珪⋅張美⋅張翶 등이 있다. (作家出版社, 1958, 下冊 859870쪽 참조.)
5) 太常은 禮樂을 관장하던 최고 행정기구였다. 당대의 음악기구는 太樂署, 鼓吹署, 敎坊,
梨園의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악과 연악을 관장하던 太樂署와 의장의 鼓吹樂
을 전담하던 鼓吹署는 정부의 太常에 속하였고, 敎坊과 梨園은 주로 궁정에 소속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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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車馬를 진열하고서는 宮人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제를 올리도록 하였다. 承乾은
여러 차례 그곳에 가서 배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궁중에 무덤을 만들어 장례
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벼슬을 추증하고 비를 세워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承
乾은 이때부터 병을 핑계로 조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수개월 이상 되었다. (有
太常樂人年十餘歲, 美姿容, 善歌舞. 承乾特加寵幸, 號曰稱心. 太宗知而大怒,
收稱心殺之, 坐稱心死者又數人. 承乾意泰告訐其事, 怨心逾甚. 痛悼稱心不已,
於宮中構室, 立其形像, 列偶人車馬於前, 令宮人朝暮奠祭. 承乾數至其處, 徘徊
流涕. 仍於宮中起冢而葬之, 幷贈官樹碑, 以申哀悼. 承乾自此託疾不朝參者輒逾
數月.)6)

恆山王 承乾은 626년 太宗의 즉위 후 8세의 나이로 황태자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太宗의 총애를 받았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聲色을 좋아
하게 되었고 특히 朝會가 끝난 후에는 倡優들과 가깝게 지내며 음란한 놀이로 생
활하였다.7) 또한 언제나 政事를 돌보지 않고 胡樂과 百戲에 빠져있었다고 한다.8)
이후 承乾은 결국 폐위되고 太宗의 아홉 번째 아들 治가 재위에 올라 高宗(649683 재위)이 된다.
위에서 인용한 내용은 바로 이처럼 방종한 생활과 散樂에 심취한 承乾이 稱心이
라는 太常의 어린 樂人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위 기록에서 태자 承乾과 미소년인 稱心 사이가 어떠하였는지는 구
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둘의 관계가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太宗이 진노하여
稱心을 죽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太常 樂人으로서의 稱心은 단순히 가무에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태자에게 흉허물 없는 말과 행동으로 즐거움을 준 俳兒의 역할을 담당하였
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新唐書》 卷80 <太宗諸子傳>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東宮의 俳兒는 외모를 뽐내었으니 承乾이 총애하였다. 황제가 그 사실을 알고
6) 《舊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997, 第八冊 2648쪽.
7) 《舊唐書》 卷76 <太宗諸子傳>: ｢及長, 好聲色, 慢遊無度, 然懼太宗知之, 不敢見其迹.
每臨朝視事, 必言忠孝之道, 退朝後, 便與羣小褻狎.｣(中華書局校點本, 第八冊 2648
쪽.)
8) 《舊唐書》 卷76 <太宗諸子傳>: ｢常命戶奴數十百人專習伎樂, 學胡人椎髻, 翦綵爲舞衣,
尋橦跳劍, 晝夜不絶, 敲角之聲, 日聞於外.｣(中華書局校點本, 第八冊 2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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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하여 아이를 잡아들여 죽였으며, 이에 연루되어 죽은 자도 여러 명이었다.
(東宮有俳兒, 善姿首, 承乾嬖愛. 帝聞震怒, 收兒殺之, 坐死者數人.)9)

즉 이 기록에서는 稱心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東宮의 俳兒는 바로 稱心
을 말하는 것이며, 俳兒는 당대 戲劇 俳優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라 할 수 있다.
段安節의 《樂府雜錄》에는 傀儡戲 연출자인 郭郞에 대해, ｢戲場에서는 반드시 俳
兒의 앞자리에 두었다(凡戲場必在俳兒之首)｣라고 기록하였는데,10) 이는 郭郞 연
출의 傀儡戲를 기타 배우들에 앞서 가장 먼저 공연하였음을 의미한다. 원래 ‘俳’자
는 말로 희롱하는 것을 의미한다.11) 특히 稱心의 말과 행동은 ‘俳’의 의미에 대한
초당시기 顔師古의 해석(｢俳, 謂優之褻狎者｣)처럼 다소 외설적이며 거리낌 없는
표현에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任半塘은 위 《新唐書》의 기록가운데
‘善姿首’를 예쁜 모습으로 분장하는 것에 뛰어났다고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남자인
稱心이 여인으로 분장하여 외설스러운 내용을 연기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12)
또한 이처럼 배우로서 稱心의 기예가 외설적이었음은 639년에 太子를 보좌하던
대신 張玄素가 학문을 소홀히 하는 承乾에게 君子의 도리를 일깨우기 위해 올린
상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騎射와 畋游, 褻戲와 酣歌는 이목을 즐겁게 하고 본성과 영혼을 움직이는 것으
로,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란 만사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흔들
려서 절제함이 없으면 혼란스럽게 되니 敗德의 원인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騎
射畋游, 褻戲酣歌, 悅耳目, 移情靈, 不可以御. 夫心爲萬事主, 動而無節則亂,
敗德之原, 實在於此.)13)
9) 《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二冊 2564쪽.
10) 《樂府雜錄》 <傀儡子>: ｢其引歌舞有郭郞者, 髮正禿, 善優笑, 閭里呼爲郭郞. 凡戲場
必在俳兒之首.)｣ (《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本, 中國戲劇出版社, 1982, 第一集 62
쪽.)
11) 《說文解字》(八上)의 ｢俳, 戲也｣에 대해 段玉裁는 ｢以其戲言之謂之俳｣라고 注하였다.
또 西漢 시기 史游의 《急就篇》(十六)에 기록된 ｢倡優俳笑觀倚庭｣에 대해 顔師古
(581-645)는 《急就篇注》에서｢倡, 樂人也. 優, 戲人也. 俳, 謂優之褻狎者也｣라고 해
석하였다. (孫民紀 《優伶考述》, 中國戲劇出版社, 1999, 4쪽 참조.)
12) 任半塘 《唐戲弄》(下冊): ｢傳曰‘善姿首’, 乃善於裝扮姿首. 稱心殆以男子弄假婦人者,
因伎褻狎而爲俳兒耳.｣ (作家出版社, 1958, 860쪽.)

50 《中國文學硏究》⋅제45집

太子의 ‘褻戲’와 ‘酣歌’에 대한 탐닉을 敗德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멀리할 것을
간청하고 있는 이 글에서 ‘褻戲’는 바로 稱心이 太子에게 보여준 외설스러운 말과
가무로 표현된 연기로 볼 수 있다. 사실 初唐 시기 배우들의 이러한 행동은 개국
초기부터 궁중에서 크게 번져 있는 상태였으며, 618년 대신 孫伏伽가 황제에게 올
린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 조정 대신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非正
聲’이자 淫風이었던 것이다.14)
이후 궁중 배우들의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太宗을 이은 高宗 시기에도 빈번하
게 이루어졌다. 《新唐書》 卷115 <郝處俊傳>에는 674년 대신 郝處俊이 高宗에게
어린 두 王子(雍王 賢과 周王 顯)가 太常의 배우들을 멀리할 것을 간청하는 기록
이 보인다.15) 郝處俊이 지적한 당시 배우들의 ‘言辭無度’함은 바로 太宗의 태자
承乾과 스스럼없이 지내며 총애를 받았던 배우 稱心의 연기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2. 胡人 출신 倡優 ‘襪子, 何懿’
襪子와 何懿는 中宗 시기(683-710) 궁중에서 활동했던 胡人 출신의 배우들이
다. 두 사람에 대한 이름과 관련 기록은 《新唐書》 卷119 <武平一傳>에 보인다.
후에 兩儀殿에서 연회를 벌일 때 황제께서 황후의 오빠 光祿少卿 嬰을 監酒官
에 명하였다. 嬰은 재치와 익살이 있었으며 언변이 좋아 學士들에게 그를 조롱케
하여도 嬰은 여러 사람을 능히 대적할 수 있었다. 술이 한참 오르자 胡人인 襪子
13) 《新唐書》 卷103 <張玄素傳>: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三冊 4000쪽.
14) 《新唐書》 卷103 <孫伏加傳>: ｢百戲와 散樂은 본시 正聲이 아니니 수말에 이르러 비
로소 이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는 淫風이라 할 수 있으니,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
다. (百戲散樂, 本非正聲, 隋末始見崇用. 此謂淫風, 不得不變.)｣(中華書局校點本,
第十三冊 3996쪽.)
15) 《新唐書》 卷115 <郝處俊傳>: ｢禮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남을 기만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지금 남을 속이는 마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두 王子께서는
나이가 어리고 의지와 취향이 완전치 않습니다. 지금 朋黨을 이루어 서로 다투게 하고,
저 俳兒와 優子들은 예법에 어긋난 言辭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 헐뜯고 비웃고 있으니,
이는 仁義를 인도하고 화목함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禮所以示童子無誑者, 恐其欺
詐之心生也. 二王春秋少, 意趣未定, 乃分朋造黨使相誇, 彼俳兒優子, 言辭無度, 爭
勝負, 相譏誚, 非所以導仁義, 示雍和也.)｣(中華書局校點本, 第十四冊 4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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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何懿 등이 合生을 노래 불렀는데, 노랫말이 천박하고 음란하였다. 또 거만 방
자한 행동으로 司農少卿 宋廷瑜에게 하사한 魚袋를 뺏으려고도 하였다. (後宴兩
儀殿, 帝命后兄光祿少卿嬰監酒. 嬰滑稽敏給, 詔學士嘲之, 嬰能抗數人. 酒酣,
胡人襪子何懿等唱合生, 歌言淺穢. 因倨肆, 欲奪司農少卿宋廷瑜賜魚袋.)16)

이 기록은 中宗 시기 궁중 연회자리에서 胡人 출신 襪子와 何懿가 合生을 공연
한 내용을 담고 있다. 合生의 명칭과 유래는 정확하지가 않지만 당대에는 궁정과
민간에서 歌舞戲의 형식으로 연출되었으며, 송대에 이르러서는 說唱의 형식으로
주로 瓦舍勾欄에서 공연된 다양한 기예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당대의 合生은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하여 胡樂과 胡舞를 중심으로 故事를 연출한 胡戲계통의 歌舞戲
였다.17)
위 기록에서 胡人이라고 명시한 襪子와 何懿의 구체적인 출신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初唐 시기부터 西域에서 건너온 많은 樂工과 舞妓들이 長安에 거주하고 있
었으며, 이들 중 중앙아시아 昭武九姓 출신의 樂舞人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國名으
로 姓을 표기한 점18)으로 미루어 볼 때 何懿는 아마도 何國(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지역) 사람일 것으로 추측된다. 襪子 또한 何懿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시기에 何國에서 선발되어 장안으로 보내졌던 예인이 아닐까 생
각된다.
胡人의 신분으로 궁중에 머물던 襪子와 何懿가 御前에서 보인 천박하고 음란한
노래말(‘歌言淺穢’)의 실상은 위 기록에 이어지는 文館直學士 武平一의 간언을 통

16) 《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第十四冊 4295쪽.
17) 당송 시기 合生戲의 연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필자의 <唐宋 ‘合生’ 伎藝考>
(《中語中文學》 제34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4, 305-328)를 참조할 수 있다. 아래
의 글은 이 논문의 내용가운데 배우 襪子와 何懿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충 정리한
것이다.
18) 昭武九姓은 수당시기에 중앙아시아 粟特(Sogdian) 지역의 사람을 부르는 별칭이었다.
粟特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Samarqand)주와 부하라(Bukhara)주, 타지크
스탄의 소그드(Sughd)주에 해당한다. 당시 昭武九姓에 해당하는 아홉 개 나라는 康,
安, 曹, 石, 米, 何, 火尋, 戊地, 史 등이며, 이를 姓氏로 사용한 樂舞人으로 문헌에
기록된 사람은 康國의 康昆倫⋅康老⋅康迺, 安國의 安比奴⋅安金藏, 曹國의 曹剛⋅
曹保, 石國의 石胡兒⋅石寶山, 米國의 米嘉榮⋅米禾稼, 何國의 何滿子⋅何戡 등이
있다.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明》, 明文書局, 1982, 12-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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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대강을 유추해볼 수 있다.
武平一이 글을 올려 간언하였다. “…… 엎드려 생각건대 胡樂을 성률에 따라 연
주하는 것은 본래 四夷의 기예를 구비하려는 것인데, 근래에는 날로 방탕해져서
異曲과 新聲으로 哀思와 음란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王公에서 비롯된 것이 여
항에까지 번져 나가 妖妓와 胡人뿐 아니라 거리의 아이들과 서민들까지 妃主의
성격과 외모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王公들의 이름과 관직을 나열하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데, 이를 合生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臣은 바라건대 방탕하고 경박
한 것을 버리시고 엄숙하고 바른 것을 숭상하시며, 胡樂을 四夷樂의 범위밖에 두
시어 모두 그 직분을 면제시키고 돌려보내소서. 하물며 兩儀承慶殿은 폐하께서
조정의 政事를 돌보는 곳이니,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푸실 때에는 倡優들의 지나친
희롱으로 국가의 법도를 더럽히는 일은 용납하지 마십시오. 만약 政事를 처리하는
여가에 진실로 耳目을 즐기시려면 마땅히 後庭에서 연주하시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武平一의 간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平一上書諫曰, “…… 伏見胡
樂施於聲律, 本備四夷之數, 比來日益流宕, 異曲新聲, 哀思淫溺. 始自王公, 稍
及閭巷, 妖妓胡人, 街童市子, 或言妃主情貌, 或列王公名質, 詠歌蹈舞, 號曰合
生. …… 臣顧屛流僻, 崇肅雍, 凡胡樂備四夷外, 一皆罷遣. 況兩儀承慶殿者, 陛
下受朝聽政之所, 比大饗羣臣, 不容以倡優媟狎, 虧汚邦典. 若聽政之暇, 苟琓耳
目, 自當奏之後庭可也.” 不納.)19)

이 글을 통해 볼 때 당시 合生은 궁중뿐 아니라 민간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으며, 길거리의 아이들까지도 合生을 흉내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襪子와 何懿가 노래한 合生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妃主의 성격과 외모를 이야
기하거나 혹은 王公들의 이름과 관직을 거론(言妃主情貌, 或列王公名質)｣20)한
것이었으며,21) 두 사람은 이를 춤과 함께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명 이러한 내용은 당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
19) 《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第十四冊 4295쪽.
20) ‘情貌’와 ‘名質’에 대해 任半塘은 ‘情’을 愛情事와 같은 은밀한 사적인 일로, ‘質’은 관직
과 고향으로 해석하였다. (｢曰‘情貌’, 指內情與外貌. 內情分明是情事⋅情節, 甚至情
愛. 曰‘列名質’, 語較費解, 應指直接用王公眞姓名⋅眞爵里, 無所避忌.｣ 《唐戲弄》(上
冊), 231쪽.)
21) 明代 胡震亨은 《唐音癸籤》 <樂通>에서 ‘合生歌’에 주를 달아 襪子와 何懿가 부른 合
生의 노래말이 ‘言妃主情貌, 列王公名質’이라고 하였다. (｢中宗宴內殿, 胡人襪子何懿
等此歌, 或言妃主情貌, 或列王公名質, 詞至穢媟, 武平一諫宜禁止, 不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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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胡人 배우가 이를 胡樂에 배합시켜 거리낌 없이 노골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武平一은 胡樂에 대한 警戒와 함께 合生을 배우들의 지나친 희롱
(‘倡優媟狎’)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킬 것을 中宗에게 간청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
과적으로 武平一의 간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예전부터
배우들이 御前에서 황제의 인척과 대신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황제와 后妃들의 이
야기도 거리낌 없이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22)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개
의할 바가 아닌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이전부터 儒臣들
의 입장에서 淫風으로 여겨진 猥褻戲는 궁중에서 만연하고 있었으며, 中宗 또한
合生의 가사가 지나쳤다하더라도 ‘異曲新聲’으로 耳目을 즐겁게 해주는 襪子와 何
懿의 공연을 차마 금지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襪子와 何懿는 당시
이러한 궁중 연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거리낌 없이 王公
과 妃主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색다른 歌舞를 공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任半塘은 唐代의 合生을 두 배우(王公 역할의 生, 妃主 역할의 旦)의 合
演으로 이루어진 歌舞戲로 규정지었기 때문에,23) 襪子와 何懿의 역할에 대해 각
기 妃主와 王公을 연기한 旦과 生의 脚色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24) 특히
任半塘의 견해대로 襪子의 경우 여성일 가능성도 있다.

3. 敎坊 소속 女優 ‘張四娘, 容兒’
당대 여성 배우의 활동은 《舊唐書》 卷4 <高宗本紀> 661년(高宗 龍朔元年)의
기록, ｢皇后가 천하의 부인들이 俳優의 戲를 연출하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자, 조
칙을 내려 따르게 했다｣25)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초당시기부터 이미 보편화되었음
22) 《應菴隨筆》: ｢古之優人於御前嘲笑, 不但不避貴戚大臣, 雖天子后妃, 亦無所諱.｣(李
嘯倉 <合生考>: 《李嘯倉戲曲曲藝硏究論集》, 中國戲劇出版社, 1994, 301쪽 재인
용.).
23) 任半塘 《唐戲弄》(上冊): ｢合生之爲伎, 乃由兩人合演, 一生一旦, 一扮王公, 一扮妃
主, 有悲歡離合之情節, 以歌舞科白爲表現, 實爲歌舞戲也.｣ (231쪽.)
24) 任半塘 《唐戲弄》(上冊): ｢演合生之二胡人, 一曰襪子, 應則武平一所謂妖妓, 必以聲
色勝. 後世旦色之源, 所謂胡妲是也. 一曰何懿, 應是生脚, 扮王公者, 其人不必爲女
性.｣ (232쪽.)
25) ｢夏五月丙申, …… 是日, 皇后請禁天下婦人爲俳優之戲, 詔從之.｣(中華書局校點本,

54 《中國文學硏究》⋅제45집

을 알 수 있다. 당시 여성 배우들의 연출은 百戲성격의 유희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
측되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기록이 소략한 원인은 봉건사
회에서 민간 예인, 특히 여성 배우의 활동이 기록될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궁정의 여성 배우라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와 지위는 미약하여 황제와 직접적인 연
관이 있거나 궁중에서 크게 중시를 받지 않는 한 그 이름과 자취가 史書에 기록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배우의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
며, 특히 玄宗 시기에는 敎坊의 확대와 함께 敎坊 소속 여성 예인들의 활동이 활
발해진다.
당대 초기에 개설된 敎坊은 악무를 교습하고 그 예인들을 관리하던 기구였다.
714년(玄宗 開元2년)에 이르러 敎坊은 그 규모가 확대되어 궁정에는 內敎坊을 두
었고 西京과 東京에는 外敎坊(각각 左敎坊과 右敎坊을 설치)을 두었으며, 악무와
함께 배우와 雜技도 관장하였다.26) 당시 內外敎坊에 소속된 여성 예인의 수는 분
명치 않지만 상당수를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外敎坊에 소속된 여성 예인들은
궁밖에 거주하며 필요에 따라 궁에 들어가 공연을 펼쳤으며, 內敎坊 여성 예인의
경우 그 기예의 등급에 따라 宜春院에 거주하며 황제의 총애를 받던 ‘內人(前頭
人)’과 雲韶院에 소속된 ‘宮人’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宮人’ 가운데는 평민의
여성으로 선발되어 궁에 들어와 주로 악기를 배우는 여인(‘搊彈家’)도 있었다.27)
이들의 임무는 당연히 황제를 위한 가무와 기악 및 잡기공연이 주가 되었지만 이들
가운데에는 가무와 함께 연기에도 뛰어난 여성 배우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開元⋅天寶년간 內外敎坊의 제도와 人事를 기록한 崔令欽의 《敎坊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기록은 張四娘이란 여인과 관련된 《敎坊記》의 기록이다.

第一冊 82쪽.)
26) 《新唐書》 卷48 <百官志>: ｢開元二年, 又置內敎坊於蓬萊宮側, 有音聲博士⋅第一曹
博士⋅第二曹博士. 京都置左右敎坊, 掌俳優雜技. 自是不隸太常, 以中官爲敎坊史.｣
(中華書局校點本, 第四冊 1244쪽.)
27) 崔令欽 《敎坊記》: ｢妓女入宜春院, 謂之‘內人’, 亦曰‘前頭人’, 常在上前也. …… 樓下
戲出隊, 宜春院人少, 卽以雲韶添之. 雲韶謂之‘宮人’. …… 平人女以容色選入內者, 敎
習琵琶⋅三絃⋅箜篌⋅箏等者, 謂之‘搊彈家’.｣(《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本, 中國戲劇
出版社, 1982, 第一集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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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五奴의 아내 張四娘은 가무에 뛰어났고 용모도 빼어났으며, 踏謠娘을 잘 연
기하였다. (그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五奴도 늘상 그녀를 따라 앞에 나타
났다. 사람들은 그가 빨리 취하도록 하기위해 여러 차례 술을 권하였다. 五奴가
말하길, “나에게 돈만 많이 준다면 설사 떡을 먹어도 취할 수 있으니 술은 필요 없
소”라고 하였다. 요즘 아내를 등쳐먹는 자를 五奴라고 부르는데, 蘇五奴에게서 비
롯되었다. (蘇五奴妻張四娘, 善歌舞, 亦姿色, 能弄踏謠娘. 有邀迓者, 五奴輒隨
之前. 人欲其速醉, 多勸酒. 五奴曰, “但多與我錢, 雖喫䊚子亦醉, 不煩酒也.” 今
呼鬻妻者爲五奴, 自蘇始.)28)

張四娘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으므로 外敎坊에 소속된 예인이었을 것이다. 위
｢能弄踏謠娘｣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그녀는 당대 戲劇 <踏謠娘>의 여성 주인공 踏
謠娘을 능숙하게 연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任半塘은 이 내용을 당시 敎坊내
에 戲劇 연출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으며,29) 나아가
<踏謠娘>을 실제로 연기한 敎坊의 여성 배우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였다.30)
<踏謠娘>은 北齊시기에 비롯되어 성당 시기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완비된 연출
요소를 갖추고 민간과 敎坊에서 널리 공연되었던 당대 歌舞戲의 대표적인 극명이
라 할 수 있다. 《敎坊記》에 기록된 <踏謠娘>의 공연 상황은 다음과 같다.
<踏謠娘>: 北齊때 蘇씨 姓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매부리코였으며 실제로 벼
슬을 하지 않았으나 郎中이라고 自號하였고, 음주를 좋아하였으며 취하면 난폭하
게 굴었다. 매번 취할 때마다 항상 그의 처를 때렸다. 처는 슬픔을 안고 이웃에
호소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모방하였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천천히 걸
어서 입장하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의 一疊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다음
과 같이 和唱하였다. “踏謠和來. 踏謠娘苦和來.’ 걸으면서 노래하였으므로 ‘踏謠’
라고 하였다. 원통함을 호소한 것이므로 ‘苦’라고 하였다. 그 남편이 이르러서는
28) 현존하는 《敎坊記》 판본은 모두 십여 종이 있으며, 각 판본마다 기록된 자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위 기록은 南宋 시기 曾慥가 편찬한 《類說》 卷7에 수록된 《敎坊記》를
근거한 것이다. (《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本, 第一集 <敎坊記校勘記>, 27쪽 참조.)
29) 任半塘 《敎坊記箋訂》: ｢‘能弄踏謠娘’五字, 肯定敎坊散樂內有戲劇, 關係甚大.｣(中華
書局, 1962, 52쪽.)
30) 《唐戲弄》(下冊): ｢已指出開天間善演此劇之實在演員, 非常重要! 不僅使此劇之傳說
爲益具體, 幷證明盛唐敎坊女伎不僅歌舞, 且演歌舞戲, 尤有關係.｣ (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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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싸우는 모습을 형용함으로써 웃고 즐겼다. 지금은 여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郎中이라 하지 않고 단지 阿叔子라고 부른다. 희롱을 함에 또한 典庫의
역도 더해졌으니, 옛 모습을 모두 상실하였다. 혹 談容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또
한 옛 것이 아니다. (<踏謠娘>: 北齊有人姓蘇, 䶌鼻, 實不仕, 以自號爲郎中, 嗜
飮酗酒. 每醉輒毆其妻. 妻銜悲, 訴於鄕里. 時人弄之. 丈夫著婦人衣, 徐行入場,
行歌. 每一疊, 傍人齊聲和之云, “踏謠和來, 踏謠娘苦和來.” 以其且步且歌, 故謂
之踏謠. 以其稱寃, 故言苦. 及其夫至, 則作毆鬪之狀, 以爲笑樂. 今則婦人爲之,
遂不呼郎中, 但云阿叔子. 調弄又加典庫, 全失舊旨. 或呼爲談容娘, 又非.)31)

北齊 시기 <踏謠娘>의 기본 줄거리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매번 구타를 당하는
踏謠娘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괴롭고 억울한 심정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것
이었다. 하지만 玄宗 시기에는 崔令欽이 옛 모습을 잃어 버렸다(｢全失舊旨｣)고 하
였듯이 그 내용과 공연 형식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는데, 특히 형식상 두드러
진 요소는 바로 여성 배우의 등장이다. 즉 北齊 시기에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丈夫著婦人衣｣) 踏謠娘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玄宗 시기에는 여성이 직접 등
장하여 踏謠娘을 연기(｢今則婦人爲之｣)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張四娘은 당시
유행한 <踏謠娘>을 연기한 여성 배우 중 한 명이었으며, 《敎坊記》에 이름이 기록
될 만큼 踏謠娘의 연기에도 뛰어났던 敎坊소속의 여성 배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玄宗 시기에는 <踏謠娘>의 명칭에도 변화가 있어 <談容娘>이라고도 불렀는
데, 이는 당시 사람 常非月이 쓴 <咏談容娘>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擧手整花鈿,
翻身舞錦筳.
馬圍行處匝,
人簇看場圓.
歌要齊聲和,
情敎細語傳.
不知心大小,
容得許多憐.32)

손들어 머리의 꽃 장식 매만지고는
몸을 날려 비단자리위에서 춤을 춘다.
말들은 길거리 주위에 매어져 있고
사람들은 戲場주위를 둥글게 에워싸고 구경한다.
노래 부를 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창하고
감정은 속삭이는 말로 전해진다.
여인의 마음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이 많은 동정심 받아들일 수 있을 듯.

31) 《敎坊記》: 《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本》 第一集, 18쪽. <踏謠娘>에 대한 기록은 《敎坊
記》 이외에도 《通典》, 《樂府雜錄》, 《舊唐書》 <音樂志>, 《劉賓客嘉話錄》, 《太平御覽》
등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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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제목은 <咏談容娘>이지만 내용은 민간에서 펼쳐진 踏謠娘의 연기, 戲場
의 분위기, 관중들의 반응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張四娘의 踏謠娘 연기는
바로 이 시에 나타난 모습과 다를 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任半塘과 마찬
가지로 董每戡 역시 <說‘踏謠娘’ - ‘談容娘’> 논문에서 이러한 玄宗시기 <踏謠娘>
공연에 나타난 여성 배우의 등장에 대해 진정한 坤角(女角)의 시작이자 정식 배우
의 출현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張四娘의 기록은 당시 이러한 女優의 성행
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33)
張四娘 이외 敎坊에 소속된 여성 예인으로 배우의 연기에 뛰어나 이름이 언급된
또 다른 사람은 容兒를 들 수 있다. 容兒에 대한 기록은 張祜(782?-852)의 시
<容兒鉢頭>에 보인다.
爭走金車叱鞅牛,
笑聲惟是說千秋.
兩邊角子羊門裏,
猶學容兒弄鉢頭.35)

앞 다투어 금수레 타고 가죽 끈 두른 소 몰아가니
웃음소린 오직 千秋節을 기뻐하는 것.
양편에 角子가 지키는 羊門 안에서는34)
여전히 容兒가 연기하는 鉢頭를 배우고 있다.

張祜는 元和⋅長慶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시인임에도 이전 시기인 開元⋅天寶년
간 궁중의 가무와 敎坊 內人을 제재로 한 다수의 宮詞를 창작하였다.36) 특히 張
祜의 <千秋樂>시37)는 玄宗시기 千秋節 날 花萼樓에서 펼쳐진 大曲 <千秋樂>과
32) 《全唐詩》 卷203: 中華書局校點本, 1992, 第六冊 2125쪽.
33) 董每戡 《說劇》(中國戲劇史專題硏究論文集), 人民文學出版社, 1983, 142-143쪽 참
조.)
34) ‘角子羊門裏’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아마도 敎坊 예인들이 모여 악무를 배우는 공
간으로 추측되며(《唐代樂舞書畵詩選》: ｢角子羊門, 似指敎坊藝人敎習場所.｣ 北京語
言學院出版社, 1988, 233쪽), 任半塘은 ‘角子’를 宮內를 지키는 守衛로 추측하였다.
(《唐戲弄》(上冊): ｢角子羊門, 未得其制, 俟考. 角子或指宮內守衛.｣ 248쪽.)
35) 《全唐詩》 卷511: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五冊 5847쪽.
36) 《全唐詩》 卷511에 수록된 張祜의 시 가운데 <上巳樂>⋅<千秋樂>⋅<大酺樂>⋅<熱戲
樂> 등은 玄宗 시기 궁중에서 펼쳐진 악무와 잡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邠王小管>⋅
<邠娘羯鼓>⋅<耍娘歌>⋅<悖拏兒舞> 등은 당시 敎坊 內人인 邠王⋅邠娘⋅耍娘⋅悖拏
兒의 뛰어난 악기연주와 가무를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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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坊 예인의 잡기(長竿) 공연을 묘사하고 있다. 千秋節은 729년(開元 17년)부터
玄宗의 생일(8월 5일)을 경축하기 위해 제정한 명절로, 玄宗은 이날 妃嬪과 신하
들을 불러 花萼樓에서 연회를 베풀었으며 敎坊 예인들은 가무와 百戲를 공연하였
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容兒鉢頭>시는 당시 妃嬪들이 春秋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식한 수레를 타고 앞 다투어 몰려가는 분위기와 <鉢頭> 공연을 위
해 容兒가 敎坊 예인들을 가르치는 상황을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다.
容兒에 대한 기록은 張祜의 시외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아마도 玄宗 시기 敎坊
에 소속된 內人으로, 당시 그녀의 <鉢頭> 연기를 다른 예인들이 학습할 만큼 뛰어
난 연기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따라서 任半塘은 容兒를 張四娘과 함께 성당을 대
표하는 女優로 선정하였으며, 궁중의 戲劇 공연을 책임지고 연출하였던 배우로 판
단하였다.38) 그러나 아쉽게도 容兒가 어떠한 모습으로 <鉢頭>를 연기하였는지, 千
秋節에 <鉢頭>가 어떠한 형식으로 공연되었는지 張祜의 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
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鉢頭>는 당대에 유행한 歌舞戲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杜佑(735812)는 《通典》 卷146 <樂典>에서 歌舞戲 범주에 <鉢頭>(撥頭로 표기)를 포함시
키고 그 유래와 연출 상황을 기록하였다.
歌舞戲로는 大面, 撥頭, 踏搖娘, 窟礧子 등의 戲가 있다. …… 撥頭는 西域에
서 나왔다. 胡人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는데, 그 아들이 맹수를 찾아서 죽였으니,
이를 춤으로 만들어 그 모습을 형용하였다. (歌舞戲, 有大面⋅撥頭⋅踏搖娘⋅窟
礧子等戲. …… 撥頭出西域. 胡人爲猛獸所噬, 其子求獸殺之, 爲此舞以象之.)39)

또한 段安節의 《樂府雜錄》 <鼓架部>條에는 좀 더 구체적인 <鉢頭>의 연출 상황
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37) <千秋樂>: ｢八月平時花萼樓, 萬方同樂奏千秋. 傾城人看長竿出, 一技初成趙解愁.
(8월의 평온한 어느 날 花萼樓에서 모든 이 함께 즐기며 <千秋樂>을 연주한다. 성안
모든 사람들 長竿 공연을 구경하니, 그 기예 처음에는 敎坊의 趙解愁가 만들었지.)｣
《全唐詩》 卷511: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五冊 5838쪽.
38) 《唐戲弄》(下冊): ｢據張祜詩, 其人善鉢頭戲, 宮中於千秋節曾學爲之, 豈亦宮中之‘伶
正之師’歟?｣ (862쪽.)
39) 《通典》: 中華書局校點本, 1988, 卷4 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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鉢頭,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당하자 결국 산에 올라 아버지
의 시신을 찾았다. 산에는 여덟 구비가 있었으므로 악곡도 여덟 첩이었다. 연기를
하는 사람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옷을 입었으며, 얼굴은 우는 모습을 하여 喪을
당한 모습이었다. (鉢頭, 昔有人, 父爲虎所傷, 遂上山尋其父屍. 山有八折, 故曲
八疊. 戲者被髮, 素衣, 面作啼, 蓋遭喪之狀也.)40)

위 두 기록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鉢頭>는 아들이 아
버지를 해친 맹수를 찾아 복수를 하고 힘들게 아버지의 시신을 찾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아들의 용맹과 효심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樂府雜錄》의 기록처럼 여덟
구비나 되는 산을 헤매는 과정은 여덟 첩의 악곡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극의
전개과정이 비교적 복잡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아들을 연기한
배우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절실하게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
다.
하지만 <鉢頭>에서 표현한 喪을 당한 비통한 분위기의 劇情은 張祜가 묘사한 것
처럼 웃음소리가 만발한 千秋節의 경축 자리와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
반된 현상에 대해 <鉢頭>의 연기자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가면을 쓰고 슬픔을 과
장되게 표현하였으므로 관객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
다.41)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張祜가 언급한 容兒 주연의 <鉢頭>는 민간
에서 유행한 <鉢頭>와 동일한 극명이지만 또 다른 성격과 내용으로 개편된 歌舞戲
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容兒의 <鉢頭>는 千秋節의 성격에 맞게 玄宗의 생
일을 기념하고 祝壽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연출되었을 것이다.42) 비록 그 구체적인
모습은 고증할 수 없지만 容兒는 바로 敎坊에서 이러한 변화된 <鉢頭> 공연을 대
표하는 主演이자 연출자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0) 《樂府雜錄》: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45쪽.
41) 孫民紀 《優伶考述》: ｢唐代這一節目的演出, 似乎却有喜劇的效果, 此見於唐詩, 如張
祜<容兒鉢頭>. …… 這大槪是它凝固在面具上的悲啼, 顯得過於奇誕, 同時其假裝哀喪
的表演, 也可能過於誇張, 因而在觀者看來, 往往覺得滑稽好笑.｣(中國戲劇出版社,
1999, 218쪽.)
42) 任半塘은 唐代 <鉢頭>가 하나의 내용을 담은 歌舞戲가 아니라 <鉢頭>의 범위 내에 부
동한 劇情이 연출되었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따라서 그는 《通典》과 《樂府雜錄》의 기록
을 종합하여 <格獸復仇>라는 극명을, 張祜의 시를 근거로<祝千秋>라는 극명을 만들어
<鉢頭>의 劇情을 구분하였다. (《唐戲弄》(上冊),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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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參軍戲 俳優 ‘黃幡綽, 張野狐, 李仙鶴’
《樂府雜錄》 <俳優>條의 기록 첫머리에는 玄宗시기 黃幡綽, 張野狐, 李仙鶴 등

이 參軍戲에 뛰어난 배우였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開元년간, 黃幡綽과 張野狐가 參軍을 연기하였다. 後漢 館陶令 石耽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石耽은 뇌물을 받은 죄가 있었으나 和帝가 그 재능을 애석하게 여
겨 죄를 면하게 해 주었다. 매번 宴樂을 베풀 때 흰 비단옷을 입게 하고는 優伶에
게 명하여 그를 희롱하며 욕보이게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풀어 주었다. 후에
그를 參軍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開元년간 李仙鶴이 이 戲를 잘하였고, 明皇
이 韶州의 同正參軍 벼슬을 특별히 내려 그 녹을 먹게 하였다. 이로 인해 陸鴻漸
이 글을 지어 ‘韶州參軍’이라 하였는데, 대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開元中, 黃
幡綽⋅張野狐弄參軍. 始自後漢館陶令石耽. 耽有贓犯, 和帝惜其才, 免罪. 每宴
樂, 卽令衣白夾衫, 命優伶戲弄辱之, 經年乃放. 後爲參軍, 誤也. 開元中有李仙
鶴善此戲, 明皇特授韶州同正參軍, 以食其綠. 是以陸鴻漸撰詞云韶州參軍, 皆由
此也.)43)

參軍戲는 대개 一問一答의 형식으로 풍자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연극으로, 그 명
칭은 參軍이라는 관직에서 비롯되었다. 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參軍戲의 형식
적인 기원은 後漢 和帝(89-105재위) 시기 연회자리에서 뇌물죄를 범한 관리(石
耽)와 그를 희롱하는 배우의 연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만 당시에는 죄인 石耽의
관직이 參軍이 아니었으며, 사면이 된 후 연회자리에 石耽이 직접 배우와 함께 등
장하였다. 이후 後趙의 高祖 石勒(319-333 재위) 시기에도 이와 유사한 戲가 연
출되었다.
石勒시기 參軍 周延이 館陶令으로 있으면서 관청의 비단 수백 필을 횡령하여
하옥되었다. 형벌을 면하는 여덟 가지 조항(八議)에 포함시켜 풀어 주었다. 그 후
에 큰 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에게 두건을 쓰고 누런 비단 홑옷을 입도록 시켰
다. 배우가 “당신은 무슨 벼슬이기에 우리들 틈에 끼었소?”라고 물으면, “나는 본
래 館陶令이었소”라고 대답하였다. 비단 홑옷을 흔들며 말하길, “정무를 보면서 이
걸 좀 떼어먹었기 때문에 당신들 틈에 있게 된거요”라고 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
43) 《樂府雜錄》: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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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勒參軍周延, 爲館陶令, 斷官絹數百匹, 下獄. 以八議, 宥之. 後每大會, 使俳
優着介幘, 黃絹單衣. 優問, “汝爲何官, 在我輩中?” 曰, “我本爲館陶令.” 抖數單
衣, 曰, “政坐取是, 入汝輩中.” 以爲笑.)44)

이 기록에서는 횡령죄를 범한 관리 周延의 관직을 參軍이라 하였으며, 사면이
된 후 그가 직접 연회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周延으로 분장한 배우가 등장하
여 자신을 희롱하는 또 다른 배우와 함께 문답 형식의 해학적인 내용을 연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參軍戲의 형식은 後漢시기에, 그 명칭은 後趙
시기 參軍의 관직에서 생겨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당대 이전의 參軍戲는 주
로 두 명의 배우가 등장하여 각각 놀림 받는 죄인의 역할과 그를 놀리는 역할을 전
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 《樂府雜錄》에 기록된 玄宗시기 黃幡綽, 張野狐, 李仙鶴 등의 배우가
담당한 參軍의 역할과 표현이 어떠하였는지는 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실치
가 않다. 다만 그 역할이 죄를 범하고 놀림을 당하는 石耽과 周延의 모습이었을 것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성당시기 유행한 參軍戲의 기본적인
형식과 명칭은 전대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죄를 범한 參軍 관리의 이
야기에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20년(開元 8년) 玄宗 앞에
서 펼쳐진 배우들의 공연을 살펴보자.
侍中 宋璟은 죄를 짓고도 마음대로 호소하는 자들이 끊이질 않자 모두 御史臺
로 보내어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中丞 李謹度에게 말하길, “복종하고 더 이
상 호소하지 않는 자는 내 보내라. 여전히 호소하는 자들은 구금하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를 원망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때마침 날이 가물어 가뭄귀신이 나타
나자 배우가 가뭄귀신 모습을 하고 황제 앞에서 공연을 하였다. “가뭄귀신이 어째
서 나왔는가?”라고 묻자, “相公의 처분을 받들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그 이
유를 물어보았다. 가뭄귀신이 말하길, “원망을 품은 자가 300여 명인데, 相公이
모두 옥에 가두고 그들을 억류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侍中宋璟, 疾負罪而妄訴不已
者, 悉付御史臺治之. 謂中丞李謹度曰, “服不更訴者, 出之. 尙訴未已者, 且繫.”
由是人多怨者. 會天旱, 有魃, 優人作魃狀, 戲於上前. 問, “魃何爲出.” 對曰, “奉
44) 《太平御覽》 卷569 <優倡>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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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公處分.” 又問何故. 魃曰, “負寃者三百餘人, 相公悉以繫獄抑之, 故魃不得不
出.” 上心以爲然.)45)

이 기록에 나타난 배우들의 연기는 一問一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분명
參軍戲의 형식을 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參軍에 대한 조롱
이 아니라 가뭄귀신(旱魃神)으로 분장한 배우가 황제 앞에서 가뭄의 원인이 재상
宋璟(약663-737)의 엄격한 형벌 정책 때문이었음을 풍자하고 있다. 이외에도 肅
宗(756-762 재위) 시기 연회자리에 등장한 阿布思의 아내에 관한 기록은 이 시기
의 參軍戲가 형식면에서도 변화가 생겼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래는 당대 趙璘의
《因話錄》에 실린 기록이다.

肅宗이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 때 여자 배우들이 ‘假官戲’를 연기하였는데, 그중
녹색 옷을 입고 간책을 쥐고 있는 자를 ‘參軍樁’이라고 불렀다. 天寶 말 蕃將 阿
布思가 형벌을 받고 죽자 그의 아내는 궁중에 배속되었고, 優戲에 뛰어났기 때문
에 樂工에 예속되었다. 이날 드디어 분장한 관리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으니,
‘樁’이 된 것이다. 황제와 배석한 신하들이 웃고 즐겼지만 공주만이 홀로 고개를
숙이고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지를 않았다. 황제가 그 이유를 뭇자, 공주가 간언
하였다. “궁중에 시녀들이 적지 않은데, 하필 이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만약 阿布
思가 분명 반역자라면 그 아내 역시 같은 형벌을 받아야할 사람일지니 皇上의 자
리 가까이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죄에 연루되었다면 차마 어찌
그의 아내를 배우들의 자리에 함께 두고 웃고 즐기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
까? 저는 비록 우매하나 분명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제 또한 그녀를 가엽게
여기고 연기를 그만두게 하였으며, 阿布思의 아내를 사면하였다. (肅宗宴於宮中,
女優有弄假官戲, 其綠衣秉簡者, 謂之參軍樁. 天寶末, 蕃將阿布思伏法, 其妻配
掖庭, 善爲優, 因此隸樂工. 是日, 遂爲假官之長, 所爲樁者. 上及侍宴者笑樂,
公主獨俛首, 嚬眉不視. 上問其故, 公主遂諫曰, “禁中侍女不少, 何必須得此人.
使阿布思眞逆人也, 其妻亦同刑人, 不合近至尊之座. 若果冤橫, 又豈忍使其妻與
羣優雜處, 爲笑謔之具哉. 妾雖至愚, 深以爲不可.” 上亦憫惻, 遂罷戲, 而免阿布
思之妻.)46)

45) 《通鑑》 卷212. ‘開元八年正月’條
46) 趙璘 《因話錄》 卷一 <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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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布思는 돌궐의 장수로 당나라에 귀순하였지만 安祿山과의 불화로 인해 玄宗
天寶 말기에 피살된다. 위 기록은 죄인으로 전락한 阿布思의 아내가 궁중 樂工의
신분으로 지내던 중 肅宗의 연회자리에 女優의 일원으로 등장하여 參軍戲를 공연
하였고, 그녀를 동정한 政和공주(肅宗의 셋째 딸)로 인해 사면된 내용을 적고 있
다.47) 당시 연회에서 여자 배우들은 관리로 분장하여 그들을 풍자하는 내용(‘假官
戲’)을 연기하였으며, 여기서 阿布思의 아내는 ‘參軍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參軍
樁’의 ‘樁’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假官之長’을 ‘參軍樁’으로 호칭한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하나의 脚色, 즉 분장한 관리들 가운데 주인공 역할을 담당한 배우를 지
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任半塘은 阿布思의 아내가 참가
한 參軍戲는 형식면에서 규모가 확대되어 등장인물이 관리 한 명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또 비록 웃고 즐기는 해학적인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는 관리의
폭정을 폭로하여 民意를 전달하려는 參軍戲 본연의 풍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
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48)
따라서 당대 參軍戲는 기존의 연출 형식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故事를 표현하였으며, 參軍의 의미는 이미 극중 脚色의 성격으로 변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종시기 黃幡綽⋅張野狐⋅李仙鶴 등의 배우는 이러한 參軍
脚色의 역할에 뛰어났으며, 이미 변화된 형식으로 해학과 풍자가 담긴 다양한 내용
의 參軍戲를 연기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당대 최고의 배
우로 평가받는 인물은 바로 黃幡綽이다.
黃幡綽은 궁정 梨園에서 활동하던 玄宗의 梨園弟子로, 음악 방면에서도 천부적
인 재능을 가진 예인이었다. 拍板의 악보를 만들어 올리라는 玄宗의 명령에 귀만
47) 이 史實은 《新唐書》 卷83 <諸帝公主列傳>에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阿布思의
아내는 궁중에 예속되어 황제의 연회자리에서 綠衣를 입고 倡優가 되었다. 공주가 간
언하길, “布思는 분명 반역자이니 그 아내를 皇上의 가까이에 두는 것은 용납하지 마
십시오. 죄가 없다면 倡優들의 무리에 함께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황
제가 용서하고 그녀를 내보냈다. (阿布思之妻隸掖庭, 帝宴, 使衣綠衣爲倡. 主諫曰,
“布思誠逆人, 妻不容近至尊. 無罪, 不可與羣倡處.” 帝爲免出之.)｣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二冊 3661쪽.)
48) 《唐戲弄》(上冊): ｢參軍樁旣推爲假官之長, 分明登場者不止一官, 必尙有吏⋅有民. 如
此, 在演出中雖以滑稽邀寵爲主, 不宜於向座上格君之非, 但亦可借此場面, 隨時揭露
官吏貪暴, 以宣達民隱, 不失參軍戲之諷刺本分.｣(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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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악보는 필요 없다는 뜻에서 귀 두 개를 그려 올렸다는 이야기,49) 玄宗이
연주하던 羯鼓 소리만을 듣고서 현종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화를 피했다는 이야
기50) 등은 그가 知音의 능력을 가진 樂工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그는 뛰어
난 재치와 교묘한 말솜씨로 세칭 ‘滑稽之雄’51)이라 불렸을 만큼 玄宗의 총애를 받
았던 배우였다. 高彦休(874-944?)는 《唐闕史》에서 黃幡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開元 연간 黃幡綽은 玄宗이 하루라도 그를 보지 못하면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드러날 정도였다. 하지만 黃幡綽은 종종 倡戲를 통해 올바르게 간언을 할 수 있
는 자였다. “옻칠을 한 성벽은 크고 웅장할 것이므로 외적들이 올라올 수 없을 것
입니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이 사람의 유파를 알겠다. (其開元中黃幡綽, 玄宗如
一日不見, 則龍顔爲之不舒. 而幡綽往往能以倡戲匡諫者. “漆城蕩蕩, 寇不能上”,
信斯人之流也.)52)

中國戲劇史에서 배우들이 해학적인 말을 통해 군주의 잘못을 간언하는 이른바
諷諫의 전통은 그 역사가 유구하다. 《史記》 卷126 <滑稽列傳>에 기록된 楚나라
莊王시기의 배우 優孟53)과 秦나라 시기 배우 優旃의 故事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49) 《樂府雜錄》 <拍板>條 : ｢拍板本無譜. 明皇遣黃幡綽造譜, 乃於紙上畵兩耳以進. 上問
其故, 對, “但有耳道, 則無失節奏也.”｣(《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58쪽.)
50) 南卓 《羯鼓錄》: ｢黃幡綽亦知音, 上嘗使人召之不時至, 上怒, 絡繹遣使尋捕. 綽旣至,
及殿側, 聞上理鼓, 固止謁者不令報. 俄頃上又問侍官, “奴來未?” 綽又止之. 曲罷後,
改奏一曲, 纔三數十聲, 綽卽走入. 上問, “何處去來?” 曰, “有親故遠適, 送至郊外.”
上頷之. 鼓畢, 上謂曰, “賴稍遲, 我向來怒時, 至必撻焉. 適方思之, 長入供奉, 已五
十餘日, 暫一日出外, 不可不放他東西過往.” 綽拜謝訖. 內官有相偶語笑者. 上詰之.
具言綽尋至, 聽鼓聲, 候時以入. 上問綽. 綽語其方怒及解怒之際, 皆無少差. 上奇之,
復厲聲謂曰, “我心脾肉骨下事, 安有侍官奴聞小鼓能料之耶! 今且謂我何如?” 綽走下
階, 面北鞠躬大聲曰, “奉敕, 豎金雞.” 上大笑而止.｣ (上海古籍出版社校點本, 1988,
5쪽.)
51) 趙璘 《因話錄》 卷四 <角部>: ｢幡綽, 優人, 假戲謔之言, 警悟時主. 解紛救禍之事甚
衆, 眞滑稽之雄.｣
52) 高彦休 《唐闕史》 卷下 ‘李可及戲三敎’條
53) 優孟은 楚 莊王이 자신의 愛馬가 죽은 후 大夫의 禮로서 말을 장사지내려고 하자 왕
에게 부당함을 깨우쳐주기 위해 해학적인 言辭로 諷諫하였다. 즉 大夫의 禮는 박하니
오히려 임금의 禮를 갖추어 장사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馬者王之所愛也, 以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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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에서 高彦休가 제시한 ｢漆城蕩蕩, 寇不能上｣은 바로 優旃이 즉위 후
성벽에 옻칠을 하려는 秦 2세에게 한 말이다. 優旃은 이 말을 한 후 ｢옻칠을 하고
자 한다면 그 일을 하기는 쉬우나 옻칠을 말리기 위한 陰室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간언하였고, 결국 秦 2세는 그 일을 중지하였다.54) 이처럼 優旃의 말은 교묘하고
과장된 해학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의도는 秦 2세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바로잡
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黃幡綽 또한 優旃과 마찬가지로 해학적인
말로 황제에게 즐거움과 웃음거리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諷諫을 통해 불합리함을
바로잡으려는 ‘託諷匡正’의 목적의식도 가졌던 배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黃幡綽의 언행과 관련된 기록은 다른 배우에 비해 비교적 많다. 任半塘
은 《唐優語》를 통해 唐書에 기록된 黃幡綽의 말을 정리하여 優語 14條로 소개하
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종이 泰山에서 封禪祭를 지내려 할 때 張說은 封禪使가 되었다. 張說의 사
위인 鄭鎰은 본래 관직이 9품이었다. 전례에 따르면 봉선제가 끝난 후에 三政丞
이하는 모두 직급을 한 단계 높여주었다. 다만 鄭鎰은 張說 덕분에 갑자기 다섯
등급이나 올라갔으며, 緋服도 하사받았다. 술과 음식을 나누어주는 大脯의 순서
때 현종은 鄭鎰의 관직이 크게 뛰어오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물었으나 鄭鎰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黃幡綽이 말하길, “그것은 바로 泰山의 힘
입니다”라고 하였다. (明皇封禪泰山, 張說爲封禪使. 說女壻鄭鎰, 本九品官. 舊
例, 封禪後, 自三公以下, 皆遷轉一級. 惟鄭鎰因說, 驟遷五品, 兼賜緋服. 因大脯
次, 玄宗見鎰官位騰躍, 怪而問之, 鎰無詞以對. 黃幡綽曰, “此乃泰山之力也.”)55)
황제는 말을 좋아하였는데, 擊毬를 하려고 하니 內廐에서 기르는 말 가운데는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없었다. 마침 黃幡綽과 함께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다가 말하
길, “나는 오랫동안 좋은 말을 가지고 싶었거늘, 《馬經》에 능통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였다. 黃幡綽이 “臣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지금 세
國堂堂之大, 何求不得, 而以大夫禮葬之薄, 請以人君禮葬之.”｣) 결국 莊王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優孟은 莊王에게 죽은 말을 가마솥에 삶아 사람들의 창자 속에 장사지
낼 것을 간언하였다.(｢“請爲大王六畜葬之. 以壟灶爲槨, 銅歷爲棺, 賚以姜棗, 荐以木
蘭, 祭以粮稻, 衣以火光, 葬之于人腹腸.”｣)
54) 《史記》 卷126 <滑稽列傳>: ｢“卽欲就之, 易爲漆耳, 顧難爲蔭室.” 於是二世笑之, 以其
故止.｣
55) 段成式 《酉陽雜俎》 卷12. (《唐優語》: 《唐戲弄》(附載), 94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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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상들이 모두 《馬經》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내가 세
승상들과 정사를 논의하는 것 외에도 그들의 넓은 학문을 모두 헤아려 보았건만
《馬經》에 능통한 자가 있다는 걸 들어보지 못하였다. 너는 어찌 그것을 아느냐?”
黃幡綽이 말하길, “臣은 날마다 모래톱에서 승상들이 타고 가는 말을 보았고, 모
두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분명 《馬經》에 능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上好馬, 擊毬, 內廐所飼者, 意猶未甚適. 會黃幡綽戲語相解, 因
曰, “吾欲良馬久之, 而誰能通於馬經者?” 幡綽奏曰, “臣能知之.” 且曰, “今三丞相
悉善馬經.” 上曰, “吾與三丞相語政事之外, 悉究其旁學, 不聞有通馬經者. 爾焉
得之?” 幡綽曰, “臣日日沙堤上, 見丞相所乘馬, 皆良馬也. 以是知必通馬經.”)56)
黃幡綽의 滑稽는 막힘이 없었다. 일찍이 우스갯소리를 하여 황제가 기뻐하였
고, 그에게 관복인 緋衣를 하사하였다. 갑자기 어느 날 토끼 꼬리를 차고 나타나
자 황제가 이상하여 물어 보았다. 대답하길, “緋衣는 내려 주셨지만 魚袋가 없었
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魚袋는 본래 조정의 관리들이 궁에 들어올
때 魚符를 합쳐본 후에야 허리에 찰 수가 있는 것이니, 너는 아쉬워하지 마라”고
하였다. 결국 魚袋를 하사하지 않았다. (黃幡綽滑稽不窮. 嘗爲戲, 上悅, 假以緋
衣. 忽一日, 佩一兎尾, 上怪問. 答曰, “賜緋毛魚袋.” 上謂曰, “魚袋, 本朝官入閣
合符, 方佩之, 不爲汝惜.” 竟不賜.)57)

첫 번째 기록에서 黃幡綽은 726년(開元 14년) 鄭鎰이 封禪使였던 장인을 수행
하여 封禪祭를 다녀온 후 관직이 급상승하자 이를 빗대어 교묘하게 ‘태산의 힘(泰
山之力)’이라고 풍자하였다. 두 번째 내용은 玄宗에게 李林甫와 楊國忠 등 당시
황제에 버금가는 권세와 영화를 누리던 丞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諷諫한 것
이다. 세 번째 기록에서 토끼꼬리를 허리에 차고 나타난 이유로 황제가 관복인 緋
衣는 하사하였지만 魚袋가 없었기 때문(｢賜緋毛58)魚袋｣)이라고 한 말은 당시 조
정에서 관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魚袋를 함부로 남발하여 그 가치가 떨어졌음을 풍
자하고 있다.
이외에도 唐書에 기록된 黃幡綽과 관련된 일화는 대부분 그가 玄宗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총애를 받았던 내용이다. 또 후대의 기록에서도 黃幡綽과 관련된 傳說을
56) 李濬 《松窗雜錄》(《唐優語》: 《唐戲弄》(附載), 946쪽 재인용)
57) 李濬 《松窗雜錄》(《唐優語》: 《唐戲弄》(附載), 947쪽 재인용)
58) ‘毛’는 ‘無’의 의미로 해석된다. (王讜 撰, 周勛初 校證 《唐語林校證》: ｢賜緋毛魚袋,
毛諧莫, 卽無意.｣中華書局, 1987, 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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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는데,59) 그 진위여부를 떠나 그의 명성이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다.
張野狐와 李仙鶴에 대한 기록은 黃幡綽에 비해 많지 않다. 張野狐는 黃幡綽과
마찬가지로 玄宗의 梨園弟子였으며, 觱篥 연주에 뛰어났다. 특히 玄宗이 창작한
악곡 <雨霖鈴>을 연주하여 명성을 얻었다. 당대 《明皇雜錄》의 기록에 의하면 安祿
山의 난 때 玄宗이 蜀땅으로 행차하던 중 비속에서 방울소리를 듣고 楊貴妃를 그
리워하며 악곡 <雨霖鈴>을 창작하였고, 당시 악곡을 받아두었던 張野狐는 華淸宮
으로 돌아온 후 望京樓에서 이를 觱篥로 구슬프게 연주하여 玄宗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60) <雨霖鈴>이 이후 敎坊의 연주곡이 되었음은
《敎坊記》에 나열된 大曲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61) 악곡의 유래와 張野狐의

이름은 《樂府雜錄》에도 기록되어 있다.62) 한편 張祜는 <雨霖鈴>시에서 張野狐의
이름을 張徽로 기록하였다.63)
李仙鶴은 위에서 인용한 《樂府雜錄》 <俳優>條의 기록에 의하면 參軍戲에 뛰어
나 明皇이 韶州의 同正參軍 벼슬을 내렸고, 陸鴻漸은 글을 지어 그를 韶州參軍이
라 칭하였다고 한다. 陸鴻漸은 《茶經》의 저자 陸羽(733-804)로, 鴻漸은 陸羽의
字이다. 唐書의 기록에 의하면 陸羽는 일찍이 자신이 거처하던 사원을 뛰쳐나와
배우 집단에 들어가 생활하며 《謔談》 3편을 지었으며,64) 또 그가 지은 해학적인
59) <關於黃幡綽之傳說>: 《唐戲弄》(下冊) 971-977쪽 참조.
60) 鄭處誨 《明皇雜錄》: ｢明皇旣幸蜀, 西南行初入斜谷, 屬霖雨涉旬, 於棧道雨中聞鈴,
音與山相應. 上旣悼念貴妃, 採其聲爲雨霖鈴曲, 以寄恨焉. 時梨園子弟善吹觱篥者,
張野狐爲第一, 此人從至蜀, 上因以其曲授野狐. 泊至德中, 車駕復行華淸宮, 從官嬪
御多非舊人. 上於望京樓下命野狐奏雨霖鈴曲, 未半, 上四顧凄凉, 不覺流涕, 左右感
動, 與之歔欷, 其曲今傳於法部.｣(《唐宋筆記史料叢刊》, 田廷柱 點校, 中華書局,
1994, 46쪽.)
61) 崔令欽 《敎坊記》: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17쪽.
62) 段安節 《樂府雜錄》: ｢雨淋鈴者, 因唐明皇駕廻至駱谷, 聞雨淋鑾鈴, 因令張野狐撰爲
曲名.｣(《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59쪽.)
63) <雨霖鈴>: ｢雨淋鈴夜却歸秦, 猶是張徽一曲新. 長說上皇和淚敎, 月明南內更無人.｣
(《全唐詩》 卷511: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五冊.)
64) 《全唐文》 卷433 <陸文學自傳>: ｢困倦所役, 捨主者而去. 卷衣詣伶黨, 著謔談三篇.
以身爲伶正, 弄木人⋅假吏⋅藏珠之戲. …… 天寶中, 郢人酺於滄良道, 邑吏召子爲伶
正之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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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하였다.65) 《謔談》 3편은 지금 전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알 수 없지만 《新唐書》의 기록대로라면 陸羽는 단편으로 이루어진
상당한 분량의 해학적인 글을 지었기 때문에 《謔談》 3편은 이를 모은 일종의 參軍
戲 극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樂府雜錄》에서 陸羽가 글을 지어(‘撰詞’)
李仙鶴을 언급한 내용은 그가 당시 參軍戲에 뛰어난 李仙鶴을 위해 戲詞 즉 參軍
戲 극본을 썼으며, 글속에서 李仙鶴을 韶州參軍으로 지칭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敎坊記》에 기록된 小曲의 명칭 가운데 <仙鶴子>는 李仙鶴이 지은
것이든가 아니면 李仙鶴을 위하여 만든 악곡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Ⅲ. 中, 晩唐시기 俳優의 戲劇 활동
1. <旱稅>劇 창작 優人 ‘成輔端’
肅宗(756-762 재위)부터 敬宗(824-826 재위)에 이르는 中唐시기에서 唐書에
기록된 배우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成輔端이다. 成輔端은 德宗 貞元연간
(785-805) 長安에서 활동하던 배우였다. 관련기록은 《舊唐書》 卷135 <李實傳>에
보인다.
(貞元) 20년, 봄과 여름의 가뭄으로 關中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었음에도 李實
은 가혹한 정치로 세금을 과중하게 거두어 進上함으로써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하소연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궁궐에
들어가 上奏할때, 德宗이 백성들의 고통을 물어보자 李實은, “금년은 비록 가뭄이
들었으나, 곡물은 매우 좋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租稅를
면제받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궁핍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자 집을 부수어 瓦木과
보리 모를 팔아 조세를 바쳤다. 배우 成輔端이 연기를 하기 위해 말을 지었는데,
秦땅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읊은 것이다. “秦땅의 城池 이백 년의 세월동
안, 田園이 이처럼 황폐한 적이 언제였던가. 百苗에 심을 보리 모는 한 섬의 쌀
로, 세 칸 집은 이천 錢이 되었네.” 이와 같은 말이 수십 篇이 되었다. 李實이 이
를 듣고는 화를 내며 成輔端이 國政을 비방하였다고 말하였다. 德宗은 令을 내려
65) 《新唐書》 卷196 <陸羽傳>: ｢…… 因亡去, 匿爲優人, 作詼諧數千言. 天寶中, 州人酺,
吏署羽爲伶師.｣(中華書局校點本, 第十八冊 5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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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或者가 말하길, “소경이 箴諫을 읊조리는 것은 그 해
학적인 말을 통해 諷諫의 의미를 담는 것이니, 배우들이 예전부터 하던 일이었다.
정치를 비방하는 말을 적을 수 있게 謗木을 세우고, 고루한 말들을 채집하는 것은
본래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자 함이니, 諷議가 존재하는 것이다. 成輔端에게 죄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德宗 역시 깊이 후회하였으며, 京師에서는 분
하여 이를 갈며 李實을 나무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二十年春夏旱, 關中大歉,
實爲政猛暴, 方務聚斂進奉, 以固恩顧. 百姓所訴, 一不介意. 因入對, 德宗問人
疾苦, 實奏曰, “今年雖旱, 穀田甚好.” 由是租稅皆不免. 人窮無告, 乃徹屋瓦木,
賣麥苗以供賦歛. 優人成輔端因戲作語, 爲秦民艱苦之狀云, “秦地城池二百年, 何
期如此賤田園. 一頃麥苗伍碩米, 三間堂屋二千錢.” 凡如此語, 有數十篇. 實聞
之, 怒, 言輔端誹謗國政. 德宗遽令決殺. 當時言者曰, “瞽誦箴諫, 取其詼諧以託
諷諫, 優伶舊事也. 設謗木, 採芻蕘, 本欲達下情, 存諷議. 輔端不可加罪.” 德宗
亦心悔. 京師無不切齒以怒實.)66)

이 내용은 《新唐書》 卷167 <李實傳>에도 기록되어 있다.67) 두 기록에서 ｢優人
成輔端因戲作語｣, ｢優人成輔端爲俳語諷帝｣라고 하였듯이 德宗 貞元 20년(804
년) 당시 배우 신분이었던 成輔端은 공연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현실 풍자의 내용이
담긴 俳語를 창작하였다. 俳語란 俳諧, 俳說, 俳笑와 마찬가지로 배우들이 표현하
는 언어적인 연기 요소인 說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成輔端의 俳語는 《舊唐書》
에 기록된 한 수의 7언 4구 이외에도 당시에는 수십 편의 가사로 이루어져 있었음
66) 《舊唐書》: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一冊 3731쪽.
67) ｢貞元 20년 가뭄으로 關中지방에 기근이 들었으나 李實은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황
제의 은총을 받는 것에만 힘을 쏟고 있었다. 백성들이 관아에 訴를 올렸지만 조금도
듣지를 않았다. 德宗이 바깥세상 민생의 고통을 묻자, 李實이 속여서 말하길, “비록 흉
년이 들었으나 추수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세를 더욱 엄하게
다그쳤고, 백성들은 곤궁하여도 하소연할 길이 없자, 집을 부수고 모를 내다 팔아 관아
에 바쳤다. 배우 成輔端이 俳語를 지어 황제를 풍자하자 李實이 분노하며 천한 신분
이 나라를 비방한다고 上奏하였다. 이에 황제가 成輔端을 죽이도록 하였다. 혹자가 말
하길, “옛적에 소경이 箴諫을 읊조렸으니 비록 해학적인 말을 통해 諷諫의 의미를 담
았다 하더라도 어찌 誅殺하였겠는가”라고 하였다. 황제는 후회를 하면서도 李實을 벌
하지는 않았다. (貞元二十年旱, 關輔飢, 實方務聚斂以結恩. 民訴府上, 一不問. 德宗
訪外疾苦, 實詭曰, “歲雖旱, 不害有秋.” 乃峻責租調, 人窮無告, 至徹舍鬻苗輸于官.
優人成輔端爲俳語諷帝, 實怒, 奏賤工謗國, 帝爲殺之. 或言, ‘古者, 瞽誦箴諫, 雖詼
諧託諭, 何誅焉.“ 帝悔, 然不罪實.)｣ (《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第十六冊 51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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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루어 볼 때 상당한 내용의 풍자를 담아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全唐詩》
권732에도 成輔端의 이름아래 <戲語>라는 제목으로 《舊唐書》에 보이는 7언 4구
시 한 수가 기록되어 있다.68) 희곡학자들은 이러한 成輔端의 창작극을 <旱稅>라고
명명하였고, <旱稅>를 <義陽主>⋅<劉闢責買>⋅<西涼伎>와 함께 중당시기 4대 풍
자극으로 규정하였다.
成輔端이 <旱稅>를 창작하고 공연한 목적은 貞元 20년(804년) 關中지역의 흉
년으로 인한 심한 기근 속에서도 京兆尹 李實(?-815)이 부당하고 가혹하게 조세
를 징수하자 고통 받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李實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반항
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李實의 폭정을 용인하는 德宗의 무능함
을 풍자하기 위함이었다.
貞元 19년에 京兆尹의 관직에 오른 李實은 德宗의 총애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히려 법령을 어기며 제
멋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69) 특히 흉년이 든 다음 해인 貞元 21년 그의 失
政은 長安의 모든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었다.
21년, 京畿지역에 아직 나라에 바치지 못한 조세를 감면해 주라는 조칙이 내려
졌으나 李實은 조칙을 따르지 않고 조세를 징수하였다. 백성들은 큰 곤경에 빠지
게 되었으며, 관리들은 대부분 笞刑을 당하게 되자 강제로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
하여 삼십만 貫을 거두어 들였으니, 胥吏나 위반하는 자들은 바로 벌을 주었다.
거지와 가난한 자들은 당연히 죽기도 하였다. 없는 자들은 “죽어도 굽히지 않겠다”
고 말하며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였다. 長安에는 貴賤을 막론하고 모두 그 포학함
에 고통을 당하였다. (二十一年, 有詔蠲畿內逋租, 實違詔徵之, 百姓大困, 官吏
多遭笞罰, 剝割掊斂, 聚錢三十萬貫, 胥吏或犯者, 卽按之. 有乞丐絲髮固死; 無
者, 且曰“死亦不屈”, 亦杖殺之. 京師貴賤同苦其暴虐.)70)

德宗 또한 780년 재위에 오른 뒤 당시 재상 楊炎의 상소에 따라 租庸調 세법을
개혁하여 착취를 위한 세법인 兩稅法을 실시하였으며, 치세 말년에는 탐욕과 사치
68) 《全唐詩》: 中華書局校點本, 第二十一冊, 8376쪽.
69) 《舊唐書》 卷135 <李實傳>: ｢貞元十九年, 爲京兆尹, 卿及兼官如故. 尋封嗣道王. 自
爲京尹, 恃寵强愎, 不顧文法, 人皆側目.｣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一冊 3731쪽.)
70) 《舊唐書》 卷135 <李實傳>: 《舊唐書》,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一冊 3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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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삼은 군주였다. 따라서 貞元 말년은 長安의 李實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리들
도 재물을 좋아하는 군주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과중한 租稅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71)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成輔端은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旱稅>를 창작하
여 李實과 황제를 풍자하였던 것이다. 당시 關中지역의 백성들에게 있어 <旱稅>의
戲語는 자신들의 고통과 원망을 잘 대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들의
입을 통해 번져 나갔으며,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72) 때문에 李
實은 결국 일개 비천한 배우신분의 成輔端에게 국정을 비방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 버렸고, 成輔端의 희생은 李實과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커다란 분
노와 원한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처럼 <旱稅>를 통해 보여준 成輔端의 풍자는 당시 조정의 言官이나 重臣들이
감히 해내지 못했던 것이며, 더군다나 그의 戲語가 죽음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현실비판의 풍자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以身殉藝’
의 배우이자, 중국희극사상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배우로 평가받고 있
다.73)

2. 가족 戲班 俳優 ‘周季南, 周季崇, 劉采春’
周季南과 周季崇은 형제이며, 劉采春은 周季崇의 아내이다. 이들에 관한 기록
은 晩唐시기 范攄가 기술한 《雲溪友議》 卷下 <豔陽詞>조에 보인다.
元稹이 中書에 있을 때 晉公 裴度의 아들 裴撰의 급제에 관한 일로 의론이 벌
어져 同州로 폄적되었다. 浙東에 있는 동안 薛濤와 헤어진 지 이미 십 년의 세월
71) 《舊唐書》 卷173 <李珏傳>: ｢珏曰, “德宗中年好貨, 方鎭進奉, 卽加恩澤. 租賦出自百
姓, 更令貪吏剝削, 聚貨以希恩, 理道固不可也.”｣ (中華書局校點本, 第十四冊 4505
쪽.)
72) 韓邦利 <以身殉藝的戲人成輔端>: ｢由於這出戲道出了人民心中的怨恨和積憤, 一時風
傳遠近, 街談巷議, 秦地百姓效之傳唱, 震撼了當時的社會人心.｣ (陝西省戲劇家協會
編 《當代戲劇》 1980年 第4期, 37쪽.)
73) 《唐戲弄》(上冊): ｢<旱稅>劇之編演人, 以一猥賤匹夫, 敢與統治階級之巨魁, 作正面衝
突, 短兵肉搏, 遂爾壯烈犧牲! 因此乃造成我國戲劇史上最光明之一頁.｣(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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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났다. 급히 사람을 蜀땅으로 보내 薛濤를 데리고 오려 할 때 俳優인 周季南
과 周季崇 그리고 周季崇의 아내 劉采春이 淮甸에서 왔다. ‘陸參軍’을 뛰어나게
연기하였으며, 노래 소리가 구름을 멎게 할 정도였다. 韻은 비록 薛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빼어난 미모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元稹은 거의 薛濤를 잊어버렸으
니, 劉采春에게 시를 지어주길, “새로 두 눈썹 예쁘게 그려 화장하였고, 恆州의
透額羅로 얼굴을 감쌌네. 얼굴은 둥글며 笏처럼 매끄럽고 빛이 나며, 부드럽고 가
벼운 발걸음에 皺文靴를 신었네. 말투는 우아하고 풍류가 넘쳐나며, 몸짓은 여운
을 남기듯 빼어나게 곱도다. 더욱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은, 詩詞를 선별하여
<望夫歌>의 곡조로 노래 부른다는 것”이라 하였다. <望夫歌>는 바로 <囉嗊>곡이
다. 劉采春이 노래한 120 수는 모두 당대의 才子들이 지은 것이다. 그 가사는 5,
6, 7언 이며 모두 화창할 수 있었다. …… 劉采春이 이 곡을 부르면 여인들이나
행인들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元在中書, 論與裴晉公度子弟撰
及第, 議出同州. 乃浙東, 別濤已逾十載. 方擬馳使往蜀取濤, 乃有俳優周季南⋅
季崇及妻劉採春, 自淮甸而來. 善弄陸參軍, 歌聲徹雲. 篇韻雖不及濤, 容華莫之
比也. 元公似忘薛濤, 而贈采春詩曰, “新裝巧樣畫雙蛾, 幔裹恆州透額羅. 正面偷
輪光滑笏, 緩行輕踏皺文靴. 言辭雅措風流足, 舉止低回秀媚多. 更有惱人腸斷
處, 選詞能唱<望夫歌>. <望夫歌>者, 即<囉嗊>之曲也. 采春所唱一百二十首, 皆
當代才子所作. 其詞五⋅六⋅七言, 皆可和矣. …… 采春一唱是曲, 閨婦行人莫不
漣泣.)74)

元稹(779-831)은 憲宗 元和 4년(809)에 監察御使에 오른 후 西蜀지역으로 출
장을 갔을 때 당시 樂妓로 명성을 날리던 薛濤를 만나 짧은 기간 동안 사랑에 빠
졌었다. 이후 그는 長安으로의 소환, 通州⋅虢州 등에서의 관직생활, 그리고 穆宗
長慶 3년(823)부터 文宗 大和 3년(829)에 이르기까지 越州刺史 겸 浙東觀察使
로 있으면서 오랜 기간 薛濤를 만나지 못하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이어갔다. 薛
濤에 대한 元稹의 사모의 정은 元稹이 長安 翰林院에 있을 때 지은 <寄贈薛濤>시
에 잘 나타나 있다.75)
위 기록은 元稹이 浙東觀察使로 있을 때 淮甸(지금의 江蘇省 淮安, 淮陽 일대)
에서 越州(지금의 浙江省 紹興)로 건너 와 공연을 한 劉采春을 보고 항상 마음에
74) 范攄 《雲溪友議》: 古典文學出版社, 1957, 63쪽.
75) 《全唐詩》 卷423: ｢锦江滑腻峨眉秀, 幻出文君與薛涛. 言语巧偷鹦鹉舌, 文章分得凤
凰毛. 纷纷辞客多停笔, 個個公卿欲梦刀. 别後相思隔煙水, 菖蒲花发五雲高.｣(中華書
局校點本 第十二冊, 46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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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던 薛濤를 잊어버릴 만큼 그녀의 미모와 노래에 빠져들게 되었음을 적고 있다.
또한 劉采春은 특히 <囉嗊曲>으로 부른 <望夫歌>에 뛰어났으며,76)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 소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위 내용의 초점은 물론 元稹과 劉采春의 인연, 柳采春의 뛰어난 미모와 노래솜
씨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위 기록은 중국 희극사상 처음으로 보이는
가족 戲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즉 劉采春은 남편인 周季崇, 周季
崇의 형 周季南 등 가족으로 이루어진 민간의 직업 배우집단, 즉 ‘周家班’77)이라
칭할 수 있는 가족 戲班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戲班의 중심 역할을 담당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위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周家班’에는 劉采春
의 딸인 周德華도 함께 활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78) 이처럼 형제⋅부부⋅모녀가
함께 이루어진 가족 단위의 戲班 활동은 중국 戲班史에 있어 매우 드물게 보이는
현상이며, 더군다나 중당시기에 이미 이러한 조직의 戲班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희극사상 큰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周氏 형제와 劉采春은 원래 淮甸지역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이었다. 越州로 옮겨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일
종의 유랑극단이었을 것이며, 元稹의 눈에 들어온 것처럼 민간이외에 官府에서도
공연활동을 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中國戲曲通史》에서는 이들을 梨園弟
子나 家妓들처럼 상류계층 집단에 소속된 신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공
연 활동을 하는 일종의 상업성 班社로 파악하였다.79)
76) <囉嗊曲>의 ‘囉嗊’은 金陵에 있는 누각의 명칭에도 보인다. (范攄는 ｢金陵有囉嗊樓,
卽陳後主所建｣이라 自注하였다.) 원래 ‘囉嗊’은 방언으로 ‘來羅’의 의미이다. (方以智
《通雅》 卷29<樂曲>: ｢羅嗊猶來羅.｣) ‘來羅’는 멀리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
라는 마음을 담은 말이다. 《全唐詩》 卷802에는 劉采春의 이름으로 기록된 <囉嗊曲>
6수가 실려 있다. (中華書局校點本, 第二十三冊, 9023쪽.)
77) ｢浙東俳優團體‘周家班’者, 卽由周季南季崇兄弟, 及崇妻劉采春等合組而成.｣ (《唐戲
弄》(上冊), 211쪽.)
78) 范攄 《雲溪友議》 卷下 <溫裴黜>: ｢宴席中有德華周氏者, 乃劉采春女也. 雖囉嗊之歌,
不及其母, 而楊柳之詞, 采春難及.｣
79) 張庚⋅郭漢城 主編 《中國戲曲通史》(上): ｢它的劇團組織形式和後來的流動班社大致
相同, 是一個家庭班, 有一個靠她吃飯的角兒劉采春. 這個班社到處流動, 走到一處地
方除了投靠官府外, 也自行營業. 這種劇團組織, 完全是一種自負盈虧的商業性班社,
而與宮廷或貴族官僚自家養起來的甚麽梨園弟子⋅家內歌姬之類是不相同的. 這是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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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參軍戲의 공연에 뛰어났다. 위 《雲溪友議》 기록에서는 이들의 參軍戲를
‘陸參軍’이라 지칭하였다. ‘陸參軍’에서 ‘陸’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徐慕雲은 앞서 盛唐시기의 參軍戲 배우를 고찰하며 인용한 《樂府雜錄》의 기록,
즉 陸羽가 李仙鶴을 위해 參軍戲 극본을 지었다는 내용(｢是以陸鴻漸撰詞云韶州
參軍｣)에 근거하여 ‘陸參軍’을 陸羽의 參軍戲로 지칭하였다.80) 그는 또 이 기술에
이어 《雲溪友議》에서 ｢歌聲徹雲｣이라 기록한 점에 근거하여 이들이 공연한 ‘陸參
軍’이 희롱의 내용이 중심이 된 기존의 參軍戲와는 달리 歌唱이 포함되었음을 설명
하였다.81) 하지만 기타 사료에서 ‘陸參軍’의 명칭이나 관련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
며, 陸羽가 歌唱이 포함된 새로운 형식의 參軍戲를 창작하였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徐慕雲의 학설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徐慕雲의 견해대로 《雲溪友議》에 기록된 ‘陸參軍’은 參軍의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劉采春의 歌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說白 중심의 희롱과
해학위주의 기존 參軍戲와는 다른 모습으로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周貽白
의 견해와도 일치한다.82) 다시 말해 ‘陸參軍’은 盛唐시기의 다양한 내용을 담은 參
軍戲가 中唐시기에 이르러 형식면에서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었음
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劉采春과 같은 여성 배우의
歌唱이 공연의 주된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劉采春은 ‘陸參軍’이 언급된 유
일한 기록인 《雲溪友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歌唱이 포함된 參軍戲 즉 ‘陸參軍’
의 창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83) 이러한 歌唱이 배합된 參軍戲 연기는 薛能(?880)의 <吳姬> 10수 중 제 8수에 묘사된 ｢女兒는 악기 연주소리에 맞춰 參軍을
연기한다(女兒管弦弄參軍)｣84)는 시구를 통해 볼 때 晩唐시기에도 펼쳐졌음을 짐

80)
81)
82)
83)
84)

業發達了的都市的産物.｣ (中國戲劇出版社, 1980, 36쪽.)
徐慕雲 《中國戲劇史》: ｢《樂府雜錄》云, …… 唐人‘弄參軍’, 亦謂之‘弄陸參軍’, 卽指此
也.｣ (上海古籍出版社, 2001, 26쪽.)
徐慕雲 《中國戲劇史》: ｢云‘歌聲徹雲’者, 是參軍之戲, 非一味弄辱爲事, 而亦有歌焉.
且不僅宮中宴讌演之, 竝已深入民間矣.｣ (27쪽.)
周貽白 《中國戲劇史》(上): ｢參軍上冠以陸字, 當爲另一故事而沿用參軍的舊稱. 況有
女子加入歌唱, 似與專事嘲謔之參軍戲有別.｣ (中華書局, 1953, 60쪽.)
張庚⋅郭漢城 主編 《中國戲曲通史》(上): ｢陸參軍的主角曾經以<囉嗊曲>唱過<望夫
歌>, 這種歌雖不是敍事的, 却開闢了參軍戲中唱曲子的先例.｣ (51쪽.)
《全唐詩》 卷561: ｢樓臺重疊滿天雲, 殷殷唱鼉世上聞. 此日楊花初似雪, 女兒絃管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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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다.

3. <三敎論衡> 優人 ‘李可及’
李可及은 懿宗(859-873 재위) 시기 궁정에서 활동했던 배우로, 당대 배우 중
황제에게 각별한 총애를 받았을 뿐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렸던 예외적인 인물이다.
그는 懿宗의 총애에 의지하여 將軍의 지위에 오르는 권세를 누렸는데, 이러한 李
可及의 행적은 《舊唐書》 卷177 <曹確傳>, 《新唐書》 卷181 <曹確傳>에 보인다.
《新唐書》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황제는 薄德하여 배우 李可及을 가까이 하며 총애하였다. 李可及은 새로
운 가창에 능하였으며 스스로 곡을 지었으니, 노래 가사와 곡조는 구슬프고 곡절
하여 장안의 경박한 젊은이들은 앞 다투어 그것을 모방하면서 ‘拍彈’이라고 불렀
다. 同昌公主의 장례가 끝나고 황제와 淑妃 郭氏의 슬픔과 공주에 대한 그리움이
그치지를 않자 李可及은 황제를 위해 <歎百年>이라는 무곡을 만들었다. 그 춤을
배우는 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으니, 모두가 진주와 비취로 가득 장식을 하였으며
魚龍이 그려진 자리를 깔았는데 비단 오천 필을 사용하였다. 곡에 맞추어 지은 가
사는 애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듣는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춤이 끝나자 장
신구들이 땅에 가득 떨어졌고 황제는 천하의 지극한 슬픔이라 생각하여 더욱 그를
총애하였다. 일찍이 李可及의 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황제는, “집으
로 가라, 내 당연히 술을 하사하겠노라”고 하였다. 잠시 후 관리가 銀榼 두 통을
짊어지고 와 그에게 주었는데, 모두 진주가 들어있었다. 李可及은 황제의 은총을
믿고 방자함이 심하였지만 사람들은 감히 그를 배척할 수 없었으며, 결국에는 威
衛將軍에 발탁되었다. (時帝薄於德, 昵寵優人李可及. 可及者, 能新聲, 自度曲,
辭調悽折, 京師媮薄少年爭慕之, 號爲‘拍彈’. 同昌公主喪畢, 帝與郭淑妃悼念不
已, 可及爲帝造曲, 曰<歎百年>. 敎舞者數百, 皆珠翠橡飾, 刻畵魚龍地衣, 度用
繒五千. 倚曲作辭, 哀思裴回, 聞者皆涕下. 舞闋, 珠寶覆地, 帝以爲天下之至悲,
愈寵之. 家嘗娶婦, 帝曰, “第去, 吾當賜酒.” 俄而使者負二銀榼與之, 皆珠珍也.
可及憑恩橫甚, 人無敢斥, 遂擢爲威衛將軍.)85)

參軍.｣
85) 《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七冊, 5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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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상 曹確은 이러한 懿宗의 李可及에 대한 총애와 부당한 관직 제수에 대
해 여러 차례 간언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神策中尉로 있던 충신 西
門季玄은 巧言으로 아첨을 일삼고 또 벼슬에 오른 李可及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였
지만86) 李可及의 전횡은 懿宗의 재위기간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얼마 후 僖宗
(873-888 재위)이 즉위하자 결국 재상 崔彦昭의 상소로 쫓겨나 嶺南지역에서 생
을 마감하였다.87)
李可及은 작곡에 능하였으며, 성악의 곡조방면에서 새로운 창법으로 노래를 불
렀다. 당시 장안의 젊은이들은 그의 창법을 ‘拍彈’이라 부르며 모방하였다. ‘拍彈’은
떠는 목소리로 발성하는 창법으로, 특히 그의 노래 소리는 구성지고 변화가 다양하
여 듣는 사람들이 피곤을 잊을 정도였다고 한다.88) 또한 李可及은 춤에도 조예가
깊어 同昌公主(849-870, 懿宗의 장녀)를 애도하기 위한 隊舞曲 <歎百年>을 만들
었으며, 이외에도 <菩薩蠻>舞를 창작하여 懿宗의 총애를 받았다.89) 이처럼 뛰어난
가무능력을 지닌 李可及이 황제에게 받은 은총은 당대의 다른 배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였다. 위 《新唐書》에 기록된 일화이외에도 懿宗은 그에게 金麒
麟을 하사하는 등 높은 관직과 함께 많은 재물을 안겨주었다.90)
李可及은 가무이외 골계와 해학적인 연기에도 뛰어난 배우였다. 《唐闕史》 卷下
에는 ‘李可及戲三敎’의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咸通년간(860-873), 배우 李可及은 골계와 익살스러운 연기가 무리들 가운데
특출하였다. 비록 諷刺에 기탁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었지만 지혜
와 기교의 민첩함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찍이 延慶節에 승려와 도
86) 《新唐書》 卷181 <曹確傳>: ｢神策中尉西門季玄者, 亦剛骾, 謂可及曰, “汝以巧佞惑天
子, 當族滅.” 嘗見其受賜, 謂曰, “今載以官車, 後籍滅亦當爾.”｣ (中華書局校點本 第
十七冊, 5352쪽.)
87) 《新唐書》 卷183 <崔彦昭傳>: ｢伶人李可及爲懿宗所寵, 橫甚, 彦昭奏逐, 死嶺南.｣
(中華書局校點本 第十七冊, 5381쪽.)
88) 《唐會要》 卷34 <論樂>: ｢咸通中, 伶官李可及, 善音律. 尤能轉喉爲新聲, 音辭曲折,
聽者忘倦. 京師屠酤少年效之, 謂之拍彈.｣ (中華書局校點本 中冊, 632쪽.)
89) 《唐會要》 卷34<論樂>: ｢又常於安國寺作菩薩蠻舞. 上益憐之.｣(中華書局校點本 中
冊, 632쪽.)
90) 蘇鶚 《杜陽雜編》(卷下): ｢上賜可及金麒麟, 高數尺, 可及取官車載歸私第. …… 可及
官歷大將軍, 賞賜盈萬, 甚無狀.｣ (孫民紀 《優伶考述》 8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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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강론이 끝난 후 이어서 배우들이 戲를 하기에 이르렀다. 李可及은 유가의 복
장과 품이 높은 갓을 쓰고, 소매가 넓은 옷자락에 헐렁한 혁대를 하고 자리를 정
리하고서 강단에 올라 자칭 <三敎論衡>을 하였다. 모퉁이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미 三敎에 정통하다고 말했으니, 釋迦如來는 어떤 사람이요?”라고 묻자, 대답
하기를, “부인입니다”라고 하였다. 물은 사람이 놀라, “무엇 때문이요?”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金剛經》에서 ‘자리를 깔고 앉는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이 아니라면
어찌 남편이 앉은 후에 여자가 앉는 것을 걱정하겠소”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 때문
에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또 묻기를, “太上老君은 어떤 사람이요?”라고 하니, “역
시 부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물은 자가 더욱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말하길,
“《道德經》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면 이는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나에게 또한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인이 아
니라면 어찌 임신한 것을 근심하겠소?”라고 하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다. 또 묻
기를, “文宣王은 어떤 사람이요?”라고 하니, “부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물은 자
가, “어떻게 알 수 있소?”라고 하니, 대답하길, “《論語》에 이르기를, ‘팔겠도다, 팔
겠도다. 나는 살 사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인이 아니면 어찌 시
집가길 기다리겠소?”라고 하였다. 황제가 매우 즐거워하며 후하게 상을 내렸다. 다
음날 環卫之员外职을 제수하였다. (咸通中, 優人李可及者, 滑稽諧戲, 獨出輩流.
雖不能託諷匡正, 然智巧敏捷, 亦不可多得. 嘗因延慶節, 緇黃講論畢, 次及倡優
爲戲. 可及乃儒服險巾, 褒衣博帶, 攝齊以升講座, 自稱<三敎論衡>. 其隅坐者問
曰, “旣言博通三敎, 釋迦如來是何人?” 對曰, “是婦人.” 問者驚曰, “何也?” 對曰,
“《金剛經》云, 敷坐而坐. 或非婦人, 何煩夫坐, 然後兒坐也.” 上爲之啓齒. 又問
曰, “太上老君何人也.” 對曰, “亦婦人也.” 問者益所不喩. 乃曰, 《道德經》云, “吾
有大患, 是吾有身. 及吾無身, 吾復何患. 倘非婦人, 何患乎有娠乎?” 上大悅. 又
問, “文宣王何人也?” 對曰, “婦人也.” 問者曰, “何以知之.” 對曰, “《論語》云, 沽之
哉, 沽之哉. 我待價者也. 向非婦人, 待嫁奚爲?” 上意極歡, 寵賜甚厚. 翌日, 授
環卫之员外职.)91)

‘三敎論衡’은 儒, 佛, 道敎의 교리 또는 의례에 관해 벌어지는 논쟁으로, 고대부
터 三敎는 황제의 신앙과 세력 경쟁에 따라 충돌이 발생하였다. 특히 황제 앞에서
三敎의 대표자가 서로의 교리에 대해 우열을 따지는 ‘三敎論衡’은 北周의 武帝시기
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중당 德宗시기에 이르러 ‘三敎論衡’은 황제의 誕日과 같은
국가의 경축자리에서 三敎의 學士가 殿庭에 모여 강론을 펼치는 의식으로 점차 제
91) 高彦休 《唐闕史》 卷下. (《唐人軼事彙編》(下), 上海古籍出版社, 1995. 1478쪽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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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되었다.92) 白居易도 文宗 大和元年(827)에 麟德殿에서 벌어진 ‘三敎論衡’ 행
사에 유교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는데, 당시의 談論 기록은 《白居易集》에 <三敎論
衡>이란 제목으로 남아있다.93) 주목할 점은 白居易의 기록을 살펴보면 마치 예정
된 각본처럼 三敎의 대표가 번갈아가며 서로 상대의 교리에 대해 묻고, 어려운 질
문을 던지면 이에 대답하고 다시 반문하는 ‘難問對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94) 이것은 이 시기의 ‘三敎論衡’은 경전의 교리와 사상을 논하는 본연의 목
적보다는 틀에 짜여 진 문답의 형식으로 황제에게 즐거움을 주기위한 공연의 자리
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三敎論衡’은 懿宗시기에도 이어졌다. 당시 李可及은 懿宗의 誕日인 延
慶節에 승려와 도사의 강론이 끝난 후 三敎의 경전 구절에 대해 기지를 발휘하여
諧音字를 통해 해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三敎論衡>이라 자칭하였다. 그가 연기
한 <三敎論衡>은 바로 參軍戲의 연출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95) 즉 李可及
은 궁정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던 ‘三敎論衡’의 강론형식을 이용하고 또 이를 변형시
켜 자신과 다른 배우가 參軍과 蒼鶻의 역할을 담당하며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參軍
戲의 형식으로 공연하였던 것이다. 李可及은 三敎의 경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재치를 발휘하였기 때문에 懿宗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주었으며
(‘上意極歡’) 관직을 하사받을 만큼 그 효과는 대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분명 李可及의 <三敎論衡>은 당대 參軍戲의 공연 내용이 만당에 이르러 더욱
다양해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唐闕史》의 기록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그의 <三敎論衡>은 풍자를 통해 불합리함을 바로잡으려는 ‘託諷匡正’의
92) 《新唐書》 卷161 <徐岱傳>: ｢帝以誕日, 歲歲詔佛老者, 大論麟德殿, 竝召岱及趙需⋅
許孟容⋅韋渠牟講說. 始三家若矛楯然, 卒而同歸於善, 帝大悅.｣ (中華書局校點本 第
十六冊, 4984쪽.)
93) 《白居易集》 卷68 <三敎論衡>: ｢大和元年十月, 皇帝降誕日, 奉勅召入麟德殿內道場,
對御三敎談論. 略錄大端, 不可具載.｣ (《白居易集》, 顧學頡 校點, 中華書局, 第四冊
1434쪽.)
94) 白居易의 <三敎論衡>은 僧問儒對, 僧難儒對, 儒問僧對, 儒難僧對, 儒問道對, 儒難
道對, 道問儒對, 儒難道對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95) 周貽白 《中國戲劇史》(上): ｢此項演出, 雖爲利用經典的音誤而逞其詭辯, 但就其形式
而言, 一正坐, 一隅坐, 似卽參軍蒼鶻. 且其問答亦相對待, 當亦參軍戲之類.｣ (6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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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李可及은 황제에게 아첨을 하기위한 수단으
로 배우로서의 재능을 발휘하고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중당시기 배우
成輔端의 희생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4. 《樂府雜錄》 <俳優>條에 기록된 ‘弄假婦人’, ‘弄婆羅門’ 俳優
《樂府雜錄》 <俳優>條에는 앞서 기술한 중당시기 黃幡綽, 張野狐, 李仙鶴 이외

에도 만당시기에 활동했던 다수의 배우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름만
나열되어 있으며, 기타 唐書에서도 관련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활동
상황을 고찰할 수는 없다. 우선 《樂府雜錄》에서는 위 세 사람과 함께 參軍戲에 뛰
어났던 배우로 武宗(840-846 재위) 시기의 曹叔度⋅劉泉水, 그리고 懿宗 咸通
(860-874)시기의 范傳康⋅上官唐卿⋅呂敬遷 등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또 이어서
‘弄假婦人’과 ‘弄婆羅門’에 뛰어난 배우들의 이름을 차례로 나열하였다.
‘弄假婦人’에는 大中 시기 이래로 孫乾⋅劉璃缾이 있었으며, 근래에는 郭外春⋅
孫有熊가 있다. 僖宗이 蜀지역으로 행차하였을 때 공연을 하는 자 가운데 劉眞이
라는 이가 있었는데 더욱 뛰어났다. 후에 황제를 따라 장안으로 들어와 敎坊에 소
속되었다. ‘弄婆羅’에는 大中 초기에 康迺⋅李百魁⋅石寶山이 있었다. (‘弄假婦
人’, 大中以來有孫乾⋅劉璃缾, 近有郭外春⋅孫有熊. 僖宗幸蜀時, 戲中有劉眞
者, 尤能, 後乃隨駕入京, 籍於敎坊. ‘弄婆羅’, 大中初有康迺⋅李百魁⋅石寶山.)96)

‘弄假婦人’ 배우로는 宣宗 大中(846-859) 시기에 활동한 孫乾97)⋅劉璃缾, 또
段安節 자신이 살았던 僖宗(873-888재위) 시기의 郭外春⋅孫有熊⋅劉眞을 언급
하였다. ‘弄假婦人’은 말 그대로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周貽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弄假婦人’은 당연히 남자가 여자로 분장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비록 분명히

96) 《樂府雜錄》: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49쪽.
97) 《說郛》 卷3 <談壘> 수록본 《樂府雜錄》에서는 孫乾飯으로 기록하였다. (<樂府雜錄校
勘記>: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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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가무 가운데 <踏搖娘>에서 “남자가 여인의 옷을 입
는다“고 하였는데 분명 그와 같은 유형일 것이다. 또 魏나라 시기에는 <遼東妖婦>
가 있었으며 隋나라 시기에는 ”남자가 여자 복장을 입는” 공연의 기록이 있으므로,
‘弄假婦人’은 唐나라 開元 시기 이후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蜀지역에
이미 이러한 공연이 있었다는 것은 ‘弄假婦人’이 이미 각지로 발전해 나갔음을 알
게 해준다.98)

남자 배우의 女裝 연기는 周貽白이 언급한 것처럼 北齊시기때 부터 공연된 <踏
搖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魏나라 曹芳(239-254 재위) 시기에
이미 두 명의 남자 배우가 등장하여 다소 외설적인 내용을 연기한 <遼東妖婦>가
출현하였다. <遼東妖婦>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배우 중 한 명이
여자로 분장하여 당시 민간에서 전래되던 遼東의 妖婦이야기를 외설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새롭게 연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99)
이러한 女裝 연기는 隋나라에 이어 당대에도 성행하였으며 더욱이 만당시기에
이르러서는 女裝을 담당한 배우들의 연기를 ‘弄假婦人’이라는 일종의 각색에 해당
하는 의미로 호칭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段安節은 ‘旦’이라는 각색 명칭을 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언급한 ‘弄假婦人’ 배우들은 후세 戲劇의 ‘旦’ 역할에 뛰어난 자들
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蜀지역에서 활동했던 劉眞은 이들 가운데서도
재능이 뛰어난 ‘旦’역 배우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任半塘은 郭外春과 孫有熊의
이름도 ‘旦’ 배우의 이름에 부합된다고 해석하였다.100)

98) 周貽白 《中國戲劇史》(上): ｢‘弄假婦人’, 當卽以男扮女. 其故事雖未敍明, 如歌舞中的
<踏搖娘>”丈夫着婦人衣”, 當亦其類. 且魏有‘遼東妖婦’, 隋時‘男爲女服’, 則'弄假婦人
‘已不始自唐開元以後. 且當時蜀中已有此戲, 可見其已發展到各地去.｣(62쪽.)
99) <遼東妖婦>의 공연과 관련된 기록은 晉나라 景帝(司馬師)가 曹芳을 폐위시키는 上奏
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三國志⋅魏書》 <三少帝紀> 裴注(引<廢帝奏>): ｢날마다 어린
배우인 郭懷와 袁信등을 불러 建始殿과 芙蓉殿앞에서 옷을 벗은 채 놀이를 하게 하였
다. …… 郭懷와 袁信 등은 廣望觀아래에서 <遼東妖婦>를 공연하였는데, 지나치게 외
설스러워 길을 가던 행인들이 눈을 가렸으나 황제는 觀위에서 웃으며 즐겼다.｣ (日延
小優郭懷袁信等, 於建始芙蓉殿前, 裸袒游戲. …… 使懷信等, 於觀下作<遼東妖婦>,
嬉褻過度, 道路行人掩目, 帝於觀上以爲讌笑.)
100) 《唐戲弄》(下): ｢外春⋅有熊, 皆符合旦之優名, 而不合淨丑之優名.｣(6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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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樂府雜錄》 기록에서는 宣宗 大中(846-859) 초기에 활동한 ‘弄婆羅’ 배우로
康迺, 李百魁, 石寶山을 거론하였다. 《樂府雜錄》은 현재 십여 종의 판본이 존재한
다. 위 기록은 그중 1844년 錢熙祚가 편찬한 《守山閣叢書》 수록본에 근거한 것으
로, 이 판본에서는 위 기록에 이어 ‘婆羅’ 아래 ‘門’자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101) 한편 원말명초 陶宗儀의 《說郛》 卷3 <談壘> 수록본에서는 ‘弄假婦
人‘ 아래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弄婆羅門’에는 太和 초기의 康迺⋅米禾稼⋅米萬搥가 있었으며, 근년에는 李百
魁⋅石瑤山이 있다. (‘弄婆羅門’, 太和初, 有康迺⋅米禾稼⋅米萬搥, 近年有李百
魁⋅石瑤山也.)102)

이 기록에서는 ‘弄婆羅門’으로 표기하였고 米禾稼와 米萬搥란 인물이 추가되어
있으며, 石寶山을 石瑤山으로 적고 있다. 또 시기를 文宗 太和(827-835) 초기라
하였으므로 이들 ‘弄婆羅門’ 배우들이 《守山閣叢書》 수록본에 기록된 大中 초기보
다 약 20여 년 앞서 활동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婆羅門>은 악곡의 명칭으로, 《敎坊記》에서는 <望月婆羅門>이라는 이름으로 雜
曲名에 나열하였으며, 당대 南卓의 《羯鼓錄》에도 太簇商에 속하는 樂曲名에 <婆
羅門>이 포함되어 있다.103) 원래 <婆羅門> 악곡은 開元시기 西涼의 절도사로 있
던 楊敬述이 玄宗에게 진상한 인도의 梵曲으로, 玄宗은 이 악곡을 근거로 大曲
<霓裳羽衣>를 창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04) 이후 <婆羅門>은 散樂범주에 포함되
는 악무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당대 杜佑는 《通典》 卷146 <散樂>條에서 <婆羅
門>樂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歌舞戲에는 大面⋅撥頭⋅踏搖娘⋅窟礧子 등의 戲가 있다. 玄宗은 그것이 正
聲이 아니라고 하여 宮中에 敎坊을 설치하고 관리하였다. 婆羅門樂은 옻칠한 篳
101)
102)
103)
104)

｢案, 婆羅下疑當有門字.｣(《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49쪽.)
<樂府雜錄校勘記>: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 第一集 71쪽.
任半塘 《敎坊記箋訂》 <曲名>條 참조.
<霓裳羽衣>와 <婆羅門> 악곡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필자의 <唐代 大曲 <霓
裳羽衣>考>(《中國文學硏究》 제22집, 한국중문학회, 2001, 145-171)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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篥 둘과 齊鼓 하나를 사용하였다. 散樂은 橫笛 하나, 拍板 하나, 腰鼓 셋을 사용
하였다. 그 나머지 雜戲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여 모두 족히 거론할 것이 못된
다. (歌舞戲, 有大面⋅撥頭⋅踏搖娘⋅窟礧子等戲. 玄宗以其非正聲, 置敎坊於禁
中以處之. 婆羅門樂, 用漆篳篥二, 齊鼓一. 散樂, 用橫笛一, 拍板一, 腰鼓三.
其餘雜戲, 變態多端, 皆不足稱也.)105)

즉 杜佑는 <婆羅門>樂을 散樂 범주의 歌舞戲로 명칭한 것은 아니지만 기타 雜
戲와는 분명 구별되는 성격으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송 시기 陳暘의
《樂書》 卷188 <胡部>조에는 <婆羅門>을 參軍戲와 함께 당대 胡部의 戲로 기록하

였으며, 卷173 <弄婆羅門>조에서는 위 《通典》의 기록과 《說郛》 수록본 《樂府雜
錄》의 기록을 합쳐 기술하였다.106) 이외 卷184 <婆羅門>조에서도 <婆羅門>舞와
이후 ‘弄婆羅門’에 능했던 배우들을 언급하였다.
<婆羅門>舞는 자색비단 옷을 입고 錫鐶杖을 들고 춤을 추었다. 唐 太和 초기
에는 康迺⋅米禾稼⋅米萬搥가 있었고, 그 후에는 李百媚⋅曹觸新⋅石寶山이 있
었으니 모두 ‘弄婆羅門’에 능한 자들이었다. (婆羅門舞, 衣緋紫色衣, 執錫鐶杖.
唐太和初, 有康迺⋅米禾稼⋅米萬搥, 後有李百媚⋅曹觸新⋅石寶山, 皆善弄婆羅
門者也.)107)

종합해보면 ‘弄婆羅門’은 서역에서 건너온 <婆羅門> 악곡이 유행하면서 이를 토
대로 악무가 곁들여져 공연된 하나의 戲名이라 할 수 있다. 또 《樂書》의 기록에서
는 ‘弄婆羅門’ 배우로 曹觸新이 추가되었으며, 李百魁는 李百媚로 표기되어 있다.
결국 현재 고찰할 수 있는 만당시기 ‘弄婆羅門’ 배우는 모두 6명이다. 특히 李百魁
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韶武九姓인 胡姓(康, 米, 曹, 石)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
역 출신의 배우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들의 정서에 적합한 ‘弄婆羅門’ 연기에
더욱 정통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05) 《通典》: 中華書局校點本, 卷4 3729쪽.
106) 《樂書》 卷188 <胡部>: ｢戲有參軍⋅婆羅門.｣ 卷173 <弄婆羅門>: ｢婆羅門樂, 與四
夷同列. 婆羅門樂, 用漆篳篥二, 齊鼓一. 其餘雜戲, 變態多端, 皆不足稱也. 唐太和
初, 有康迺⋅米禾稼⋅米萬搥, 近年有李百媚⋅曹觸新⋅石寶山焉.｣
107) 《樂書》 卷184 <婆羅門>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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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語
唐代는 공연예술의 발전과 함께 이전 시기에 비해 戲劇 공연에 종사하던 배우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활동에 관한 唐書의 기록은 소
략하다. 이는 歌舞戲와 參軍戲가 궁중과 민간을 막론하고 성행하였지만 구체적인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는 散樂 범주의 雜戱에 포함되어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 배우들은 지위와 신분이 미천하였으며
그들의 연기는 간혹 풍속을 해치는 비천한 기예이자 猥褻戲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특히 初唐시기 궁중의 배우들은 통치자의 애호와 총애로 인해 때로는 외설적이며
거리낌 없는 말과 행동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敗德의 원인을 제공하는 집단으로 인
식되기도 하였다. 이들 가운데 太宗시기 太常 소속 배우로 承乾의 총애를 받았던
稱心, 中宗시기 胡人 출신의 배우로 歌舞戲인 合生戲를 공연했던 배우 襪子⋅何
懿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盛唐 玄宗시기에는 敎坊의 확대와 함께 敎坊 소속 배우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배우의 출현이다. 전대에는 남자 배우가 여장을 하고 여성
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玄宗시기에는 여성 배우들이 희극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
하게 된다. 당대 歌舞戲의 대표 극목인 <踏謠娘>을 연기했던 張四娘, <鉢頭>의 연
기에 뛰어나 궁중의 공연을 책임지고 연출했던 容兒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肅宗시기 궁중에서 參軍戲를 연기했던 阿布思의 아내, 穆宗시기
가족 戲班의 일원으로 參軍戲에 뛰어났던 劉采春 등은 모두 唐書에 기록을 남긴
여성배우들이다. 또한 盛唐 시기의 參軍戲 배우들은 기존의 연출 형식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상황에 따라 해학과 풍자가 담긴 다양한 내용을 연기하였다. 黃幡綽⋅張
野狐⋅李仙鶴 등이 뛰어난 배우였으며, 특히 당대 최고의 배우로 평가받는 黃幡綽
은 연기를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託諷匡正’의 목적의식을 가진
배우였다.
中唐시기 희극 배우들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지만 德宗시기 成輔端의 활동은 주
목할 만하다. 그는 가혹한 정치와 통치자의 죄악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를 풍자한 戲語를 창작하여 <旱稅>극을 연기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죽음에 이른
그는 배우의 신분으로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殉職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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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 穆宗시기 浙東지역에서 활동한 周季南⋅周季崇⋅劉采
春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기록은 당시 가족으로 구성된 민간 戲班의 면모와 歌唱
이 포함된 參軍戲의 공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晩唐시기 배우들의 활동으로는 《樂府雜錄》 <俳優>條에 기록된 ‘弄假婦人’⋅‘弄婆
羅門’ 배우들의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懿宗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李可及
에 대해 서술하였다. 李可及은 악곡과 가무뿐만 아니라 해학적인 언변에도 뛰어나
연기방면에서는 黃幡綽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배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三敎論衡>을 현실비판의 풍자극으로 볼 수 없듯이 배우로서 諷諫의 역할을 보여
주지 못한 점은 黃幡綽, 成輔端 등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당대의 戲劇 배우들은 중국 戲劇史에 있어 당대 戲劇문화의 실상
을 알려주는 중요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궁중과 민간에서 모두 다채로
운 연기 활동을 통해 당대 戲劇을 대표하는 歌舞戲와 參軍戲의 성행을 선도하였으
며, 당대의 戲劇예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던 주역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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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唐代既是表演艺术发展的时期, 也是戏剧俳優活动非常活跃的时期. 初唐
宫廷俳優受到统治者的爱好和宠爱，他们的表演有时会比较猥亵, 肆無忌惮. 因
此被视为提供败壞道德原因的集团. 其代表人物是太宗时期受宠於承乾的太常
俳優稱心, 中宗时期表演合生戲的胡人出身俳優襪子⋅何懿等.
盛唐玄宗时期随着敎坊的扩大, 敎坊俳優的活动更加活跃. 特别要关注的
是女優的出现. 这之前都是男扮女装, 演了女性的角色, 但到這时期女優在舞
台上正式登场了. 表演<踏謠娘>的張四娘⋅<鉢頭>的容兒是其代表人物. 而且,
盛唐时期参军戏俳優自由运用旣存演出的形式, 表演了带有滑稽讽刺内容的戏剧.
出色的俳優有黃幡綽⋅張野狐⋅李仙鶴等, 尤其是被评为唐代最优秀俳優的黃幡
綽, 是通过表演讽刺世态, 试图改变现实的有‘託諷匡正’意识的俳優.
有关中唐戏剧俳優的记载很少见, 但德宗时期的成輔端的活动很受瞩目. 他
为批判并讽刺统治者的罪恶, 创作了戲語, 表演了<旱稅>劇. 他虽然只是一個
俳優, 但他勇敢地站出来诉说了當时百姓的痛苦. 另外, 穆宗时期在浙东地区
活动的周季南⋅周季崇⋅劉采春等人的记载有助於了解當时由家族成员组成的
民间戏班的面貌以及相伴歌唱的参军戏的表演情况.
晚唐俳優的活动是考察了在《樂府雜錄》<俳優>條记载的‘弄假婦人’⋅‘弄婆羅
門’俳優, 并且叙述了受宠於懿宗的李可及. 李可及不仅擅长乐曲⋅歌舞, 而且
还擅长运用讽刺语言. 在演技方面, 他可以同黃幡綽一起被称为代表唐代的俳
優. 只是<三敎論衡>不是批判现实的讽刺剧, 他作为俳優没有起到諷諫的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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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一点與黃幡綽⋅成輔端恰成对照.
由此可见, 唐代的戏剧俳優是中国戏剧史上的重要角色, 通过他们可以了
解戏剧文化的真实面貌. 他们通过在宫廷和民间的豐富多彩的演技活动, 引导
了代表唐代戏剧的歌舞戏和参军戏的盛行, 担任了更加豐富唐代戏剧艺术的主
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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