潑寒胡戲의 유래와 唐代 금지 上疏를 통해 살펴본
연출 상황 고찰
1)

呂承煥

*

◁목 차▷
Ⅰ. 序言
Ⅱ. 潑寒胡戲의 유래
Ⅲ. 上疏를 통해 살펴본 唐代 潑寒胡戲의 연출 상황
1. 706년 呂元泰의 <陳時政疏>
2. 712년 韓朝宗의 <諫作乞寒胡戲表>
3. 713년 張說의 <諫潑寒胡戲疏>
Ⅳ. 結語

Ⅰ. 序言
潑寒胡戲에서 ‘潑寒’은 ‘乞寒’으로도 지칭된다. 이것은 물을 뿌려 추위를 기원하
는(‘潑水乞寒’) 서역지방의 전통 풍속에서 나온 말이다. 杜佑(735 - 812)는 《通
典》 卷146 <樂六> ‘四方樂’條에서 唐代에 유행한 ‘乞寒’의 戲가 서역의 樂舞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 즉 潑寒胡戲는 중원 지역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서
역에서 생겨난 전형적인 胡戲로, 서역에서 이미 악무의 연출과 함께 대중 유희로
표현된 ‘潑水乞寒’ 풍속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唐代 초기에는 점차 새로운 歌舞가
배합되어 궁중과 민간에서 모두 성행했던 일종의 歌舞戲라 할 수 있다.
문헌기록만을 통해 살펴볼 때 중국에서 潑寒胡戲가 처음으로 연출된 시기는 北
周 宣帝 大象元年(579년)이며, 이후 당대에 들어 玄宗 開元元年(713년) 潑寒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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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乞寒者, 本西國外蕃之樂也.｣ (《通典》 中華書局校點本, 1988, 4冊 3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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戲에 대한 금단 칙령이 내려진 다음에는 연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당대에서는 기록상 則天武后의 집권(690 - 705) 말기부터 潑寒胡戲가 궁중에 등
장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존속 시기는 불과 십 여 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
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동안 조정의 신하들은 계속해서 潑寒胡
戲의 폐단을 지적하며 금지시킬 것을 간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므로 당시 潑寒胡戲
의 성행 정도와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상소는 바로 中宗 시기 呂元
泰의 <陳時政疏>(706년), 睿宗 시기 韓朝宗의 <諫作乞寒胡戲表>(712년), 玄宗
시기 張說의 <諫潑寒胡戲疏>(713년)이다.
현재 당대 樂舞와 戲劇 연구에 있어 일차적인 장애요소는 그 실상을 올바로 파
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직접적인 기록이 소략하다는 점이다.2) 潑寒胡戲의
연출에 대한 기록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위 상소문은 당시 민간과 궁중에서
성행했던 潑寒胡戲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졌으며, 금지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를 고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편의 상소문에 묘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中宗 神龍元年(705년)부터 玄宗 開元元年
(713년)에 이르기까지 연출된 潑寒胡戲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우선 潑寒胡戲의 유래에 대해서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당대의 상
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서역에서 전래된 潑寒胡戲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潑寒胡戲의 구체적인 발생지에 대해서는 과거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었으며, 근래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3) 일반적으로 문헌기
2) 唐戲 연구의 대가 任半塘은 《唐戲弄》 <去蔽>에서 唐代 기록의 ‘殘闕⋅假借⋅俚僻⋅簡
略’이라는 근본적인 결함이 唐戲 연구에 대한 폐단으로 작용하였으며, 심지어 ‘唐代無戲
劇說’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음을 주장하였다. (《唐戲弄(上)》, 作家出版社, 1958, 21 33쪽 참조.)
3) 潑寒胡戲의 유래에 대한 학설은 과거 저명한 역사학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向達(1900 1966)은 《唐代長安與西域文明》(1933)에서 ‘이란 유래설’을, 岑仲勉(1886 - 1961)은
<唐代戲樂之波斯語>(1944)에서 ‘페르시아 유래설’을, 方詩銘(1919 - 2000)은 <蘇莫遮
考>(1948)에서 ‘康國 유래설’을 제기하였다. 이후 任半塘(1897 - 1991)은 《唐戲弄》
(1958)에서 이들의 의견을 새롭게 고증하고 반박하면서 ‘龜玆 유래’, ‘高昌 유래’ 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근래에는 대표적으로 張興勝(<唐代的潑寒胡戲>: 《絲綢之路》
1966年 2期), 王嶸(<多元文化背景下的‘蘇莫遮’>: 《民族藝術硏究》 1997年 第2期), 柏
紅秀⋅李昌集(<潑寒胡戲之入華與流變>: 《文學遺産》 2004年 3期), 王鳳霞(<也談潑寒
胡戲之入華與流變 — 柏紅秀⋅李昌集商確>: 《藝術百家》 2005年 2期) 등이 이전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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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통해 살펴볼 때 潑寒胡戲의 유래는 康國(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撒
马尔罕) 지역), 龜玆(지금의 新疆 위구르자치구 쿠챠(库车) 지역), 高昌(지금의
新疆 위구르자치구 투르판(吐鲁番) 지역) 등에서 행해졌던 ‘潑水’의 풍속에서 비롯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Ⅱ. 潑寒胡戲의 유래
潑寒胡戲의 康國 발생 관련 내용은 《舊唐書》 卷198 <西戎> ‘康國’條에서 康國
人의 풍속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康國 사람들은 모두 깊은 눈과 높은 코를 하였으며, 수염이 많다. …… 사람들
은 대부분 술을 좋아하였으며 길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 …… 12월을
정초로 삼았다. 婆羅門이 별의 모양을 보고 기후를 예측하며 吉凶을 판단하였다.
자못 佛法에 의지하였다. 11월이 되면 북을 울리고 춤을 추며 추위를 기원하였는
데, 서로 물을 뿌리면서 성대하게 戲樂을 하였다.(其人皆深目高鼻, 多鬚髥. ……
人多嗜酒, 好歌舞於道路. …… 以十二月爲歲首. 有婆羅門爲之占星候氣, 以定吉
凶. 頗有佛法. 至十一月, 鼓舞乞寒, 以水相潑, 盛爲戲樂.)4)

즉 康國人들은 연말인 11월이 되면 연례행사로 추위를 기원하는 일종의 祈寒祭
를 거행하였다. 겨울철에 찾아오는 첫 추위는 다음 해 풍년을 가져다주는 瑞雪을
예고하였기에 그들은 성대한 樂舞의 공연 속에 ‘물을 뿌리며 寒氣를 염원하는(潑水
乞寒)’ 행사를 펼쳤던 것이다. 당시 공연에는 북 외에도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었으
며, 사람들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드러낸 채 서로 물을 뿌리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였다.5) 이처럼 樂舞와 결합된 康國의 ‘潑水乞寒’ 풍속은 오락
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潑寒胡戲가 대체로 ‘西域’⋅‘龜玆’⋅‘康國’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4) 《舊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6冊 5310쪽.
5) 馬端臨 《文獻通考》 卷142 <樂考>21 ‘西戎’條: ｢乞寒本西國外蕃康國之樂. 其樂器有大
鼓⋅小鼓⋅琵琶⋅五弦⋅箜篌⋅笛. 其樂大抵以十一月, 裸露形體, 澆灌衢路, 鼓舞跳躍
而索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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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후 이러한 康國 고유의 풍속이 중
원 땅에 전래되었을 것이며, 乞寒의 목적과 함께 ‘潑水’와 가무의 오락적인 요소가
더욱 부각되어 潑寒胡戲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潑寒胡戲가 龜玆에서 비롯되었다는 학설은 唐代에서 潑寒胡戲를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인 <蘇莫遮>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 ‘蘇莫遮’라는 명칭은 西域語를 음역
한 것으로, ‘蘇摩遮’⋅‘蘇幕遮’⋅‘颯麿遮’라고도 표기되었다. ‘蘇莫遮’의 명의와 유래
에 대해서는 唐代의 高僧 慧琳이 《一切經音義》 卷41 <大乘理趣六波羅蜜多經卷
一音義>에서 《大乘理趣六波羅蜜多經》(般若三藏 譯) 卷1에 보이는 ‘蘇莫遮帽’ 관
련 기록을 해석한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大乘理趣六波羅蜜多
經》의 기록을 살펴보자.
또한 蘇莫遮帽와 같은 것은 사람의 얼굴과 머리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모든 중
생들이 그것을 보고서 戲弄을 하였다. 老蘇莫遮 역시 그러하였다. 이 고을 저 고
을마다 모든 중생들이 나이 든 모습의 蘇莫遮帽를 쓴 사람을 보면 모두 戲弄을
하였다.(又如蘇莫遮帽, 覆人面首, 令諸有情, 見卽戲弄. 老蘇莫遮, 亦復如是. 從
一城邑, 至一城邑, 一切衆生, 被衰老帽, 見皆戲弄.)6)

여기서 ‘蘇莫遮’는 일종의 面具와 같은 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시 서역인들은 아마도 이 蘇莫遮帽를 쓴 사람을 보고 공개적으로 희롱하였으며, 특
히 늙은이 모습의 蘇莫遮帽를 쓴 사람을 즐겨 희롱하였음을 알 수 있다.7) 慧琳은
이 기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蘇莫遮는 西戎의 胡語로, 颯麿遮라고도 한다. 이 戲는 본래 서역의 龜玆國에
서 나온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 曲이 존재한다. 중국의 渾脫⋅大面⋅鉢頭의
종류이다. 짐승의 얼굴이나 혹은 귀신의 모습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面具의 형상

6) 般若三藏 譯 《大乘理趣六波羅蜜多經》 卷1: 任半塘 《唐戲弄(下)》 <劇錄>, 作家出版
社, 1958, 469쪽 재인용.
7) ‘老蘇莫遮’의 의미에 대해 任半塘은 蘇莫遮帽를 쓴 늙은이가 희롱을 당하는 것으로 파
악하였다. (《唐戲弄(下)》 <劇錄>: “蘇莫遮帽, 在習俗上本是招人戲弄之標識. 衰老之人
覆此帽, 成‘老蘇莫遮’, 亦復遭人戲弄.” 469쪽.) 하지만 ‘老蘇莫遮’는 노쇠한 사람의 모
습으로 만들어진 蘇莫遮帽를 쓴 사람이 희롱의 대상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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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장하였다. 진흙물을 행인에게 뿌리기도 하며, 올가미를 던져 사람을 잡는
戲를 하였다. 매년 7월초에 공개적으로 이 戲를 행하였는데, 7일째가 되어서야 멈
추었다. 세속에 전하는 말을 보면, 늘 이 방법으로 羅刹과 惡鬼를 물리치고 쫓아
내어 백성들의 재해를 없앴다고 하였다.(蘇莫遮, 西戎胡語也, 正云颯麿遮. 此戲
本出西龜玆國, 至今猶有此曲. 此國渾脫⋅大面⋅鉢頭之類也. 或作獸面, 或象鬼
神, 假作種種面具形狀. 或以泥水霑灑行人, 或持羂索搭鉤, 捉人爲戲. 每年七月
初, 公行此戲, 七日乃停. 土俗相傳云, 常以此法攘厭, 驅趁羅刹惡鬼, 食啗人民
之害也.)8)

慧琳(737 - 820)은 西域의 疏勒(지금의 新疆 위구르자치구 카슈가르(喀什) 지
역) 사람으로 長安 大興善寺의 法師를 지냈으며, 貞元 4년(788)부터 元和 5년
(810)에 걸쳐 《一切經音義》 100卷을 찬술하였다. 따라서 그는 서역과 중원의 풍
속을 모두 접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위 글에서 서역에서 희롱의 표식이었
던 蘇莫遮帽가 점차 ‘蘇莫遮’라는 하나의 戲名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서역
의 龜玆지역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당대에는 ‘蘇莫遮’가 戲名외에
曲名으로도 차용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그가 <蘇莫遮>의 성격이 당대에 유
행한 <渾脫>歌舞와 歌舞戲인 <大面>, <鉢頭>가 악곡 반주에 배합되어 연출되었기
때문에 曲名으로도 사용된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慧琳이 묘사한
당시 龜玆人들의 <蘇莫遮>戲는 面具를 쓰고 진흙물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놀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龜玆에서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풍속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潑水’행위가 潑寒胡戲의 유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蘇莫遮>는
당대에서 潑寒胡戲를 지칭하는 별칭이었으며, 潑寒胡戲의 가사 혹은 악곡의 명칭
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潑寒胡戲의 龜玆유래설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潑寒胡戲의 高昌 유래설의 근거가 되는 기록은 宋代 王明淸의 《揮塵錄》 前4에
실린 내용이다. 이 기록은 ‘蘇莫遮’가 모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며, 이것이 戲名으
로 사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이기도 하다.
太平興國 6년(981) 5월, 조서를 내려 供奉官인 王延德와 殿前承旨인 白勳을
高昌에 사신으로 보냈다. 雍熙 元年(984) 4월, 王延德 등이 그 여정을 황제에게

8) 慧琳 《一切經音義》, 上海古籍出版社本, 1986, 卷2 16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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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다. “高昌은 西州입니다. …… 이 지역은 비와 눈이 내리지 않으며 매우 덥습
니다. 매년 한 여름철에 사람들은 모두 연못을 파고 굴을 만들어 그곳에 머뭅니다.
…… 부인들은 油帽를 썼는데 그것을 蘇幕遮라고 부릅니다. …… 은이나 놋쇠로 통
을 만들어 물을 담아 세차게 서로 던지거나 혹은 물을 서로 뿌리며 戲를 하였습니
다. 그것을 가리켜 陽氣를 누르고 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太平興國
六年五月, 詔遺供奉官王延德⋅殿前承旨白勳, 使高昌. 雍熙元年四月, 延德等敍
其行程來上云: “高昌卽西州也. …… 地無雨雪, 而極熱. 每盛署, 人皆穿池爲穴以
處. …… 婦人戴油帽, 謂之蘇幕遮. …… 以銀或鍮爲筒, 貯水, 激以相射, 或以水
交潑爲戲, 謂之壓陽氣, 去病.”)9)

이 글은 984년에 사신으로 高昌에 갔다 온 王延德 등이 太宗에게 그들의 여정
을 올린 글의 일부로, 高昌의 풍속과 <蘇莫遮>戲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高昌의
<蘇莫遮>는 아마도 방수를 목적으로 기름칠을 한 油帽, 즉 ‘蘇莫遮’를 쓴 부인들
의 ‘潑水’ 놀이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 기록은 북송시기 高昌의 풍속
을 묘사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볼 때 당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당대
초기 혹은 당대 이전에 高昌에서 행해진 <蘇莫遮>의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慧琳이 묘사한 龜玆의 <蘇莫遮>와 비교해보면 두 지역에서 행한 戲의 공통
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두 한 여름철에 행해졌으며, 戲의 오락적인 성격이외에
‘潑水’의 목적에 있어서도 高昌의 “陽氣를 누르고 병을 제거하려는 것”과 龜玆의
“羅刹과 惡鬼를 쫓아내어 백성들의 재해를 없애려는 것”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龜玆와 高昌은 실크로드의 통로에 위치한 서역의 인접국으로, 高昌은 樂舞
문화에 있어 龜玆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龜玆樂은 隋文帝 開皇 초기
(581년 이후) 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九部伎⋅十部伎에 편성되어 西域樂의 주축
을 이루었다. 高昌樂은 唐太宗때 高昌을 평정한 후 그 악무를 수용하여 貞觀 16
년(642) 十部伎의 編制에 마지막으로 편성되었다. 당시 高昌樂의 악기와 악무의
편제는 이전 龜玆樂과 매우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지역의 樂舞문화는 유
사성을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10) 그렇다면 <蘇莫遮> 역시 慧琳이 말한 것처럼 龜
9) 이 기록은 《宋史》 卷490 <高昌傳>에도 실려 있다.(任半塘 《唐戲弄(下)》 <劇錄>, 483
쪽 재인용.)
10) 龜玆伎와 高昌伎의 樂部 편성은 《新唐書》 卷21 <音樂志> ‘藝樂’11의 내용을 참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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玆에서 유래되어 高昌으로 전해졌고, 이후 高昌의 <蘇幕遮>는 다시 중원 땅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高昌에서는 北宋 초기까지 <蘇幕
遮> 풍속이 이어져 그 지역의 ‘驅暑’ 행위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
가 짐작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康國의 ‘潑水乞寒’ 풍속이 겨울철에 이루어진 것에
비해 龜玆와 高昌 지역의 ‘潑水’ 풍속인 <蘇幕遮>는 驅署와 驅疫의 목적으로 여름
철에 행해졌다는 점이다. 潑寒胡戲에서 ‘潑寒’의 원래 목적이 ‘潑水乞寒’이라면 여
름철 龜玆와 高昌의 풍속은 당연히 겨울철의 ‘潑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볼 당대에서 潑寒胡戲가 연출된 시기도 겨울철
이다. 따라서 潑寒胡戲의 龜玆와 高昌 유래설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康國⋅龜玆⋅高昌 세 지역의 ‘潑水’ 풍속을 연결하여 당대
에 연출된 <蘇幕遮>에는 겨울철 풍년을 기원하는 ‘乞寒’의 내용과 여름철 악귀와
재해를 물리치려는 목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연출 시기는 겨울이 합당하다
고 설명하기도 한다.11) 하지만 이 점은 任半塘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매우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본다.
그 지역에서 이미 민간풍속에서 변화되어 하나의 戲가 되었었다. 중국으로 전래
된 후에는 또 다시 行樂의 수요에 완전히 적응하였기 때문에 歌舞를 배합하여 짜
임새 있게 연출되었으며, 사람과 말들로 북적이고 비단옷들이 어지러이 펄럭이는
모습을 하였으니 충분히 戲劇化된 것이다. 이미 그 지역을 벗어났으므로 당연히
그들의 풍속을 애써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더위를 쫓는 행위는 추위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변화되었고, 병을 물리치는 행위는 장수를 기원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또한 한 여름에 행하던 것을 섣달로 변경시켜 버렸으니 결코 이
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중국의 ‘驅儺’ 풍속은 바로 섣달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一切經音義》에서 말한 “羅刹과 惡鬼를 물리치고 내쫓는” 일이니, 高昌의
‘乞寒’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戲는 섣달 안에 날을 잡아 행함이 마땅한 것
이다.12)
수 있다.
11) 王嶸 <多元文化背景下的‘蘇莫遮’>: ｢<蘇莫遮>歌舞戲的內容一是乞寒求水, 多降瑞雪,
凍滅害蟲, 來年水量充沛, 以利農牧業豐收. 二是禳災避邪, 驅赶魔鬼羅刹. 表演時間
除慧林記載爲七月外, 其餘記載爲十一月至元月的冬季. 當以冬季乞寒, 較爲合里.｣
(《民族藝術硏究》 1997年 第2期,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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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 최초로 ‘潑水’ 풍속을 놀이화한 潑寒胡戲가 발
생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의 潑寒胡戲가 중국으로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
게 확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13) 다만 중국의 潑寒胡戲는 위에서 언급한 서
역의 여러 지역에서 ‘潑水’라는 오락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민간의 세시풍속이 서
로 전파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하였고, 이후 중원 지역으로 전래되면
서 중국인의 수요에 맞춰 새로운 歌舞를 배합하고 공연 요소를 더욱 가미하여 歌舞
戲化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潑寒胡戲는 언제부터 중국에서 연출되었던 것일까? 학계에서는 일반적
으로 潑寒胡戲가 北周 시기(557 - 581)에 이미 중국으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
하고 있다. 그 근거는 《北周書》 卷7 <宣帝紀>에 실린 기록으로, 아래 내용은 문헌
상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潑寒胡戲의 연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甲子일, 宮으로 돌아온 후, 正武殿으로 나아가 百官과 宮人 및 內外 命婦들을
모아 놓고 妓樂을 크게 펼쳤다. 또 胡人들을 풀어 乞寒을 하게 하였으니, 물을
12) 《唐戲弄(下)》 <劇錄>: ｢在本土已由民俗演化而爲戲, 入我國後, 復完全適應行樂之需,
乃配合歌舞, 演出情節, 人馬雜沓, 綵繡繽繙, 更充分戲劇化矣. 旣不在其土, 當不必
謹守其俗, 於是變驅署爲乞寒, 轉祛病爲上壽, 改盛署爲臘盡, 都無足異. 我國驅儺,
固在臘盡, 其事之爲“攘厭驅趁羅刹惡鬼”(《一切經音義》語), 與高昌乞寒, 豪無二致, 宜
乎此戲亦選在臘月內爲之.｣(484쪽.)
13) 참고로 岑仲勉은 1944년에 발표한 <唐代戲樂之波斯語>(《東方雜誌》 40卷17號)에서
潑寒胡戲가 고대 페르시아(波斯)의 민간에서 행한 ‘潑水’풍속에서 기원하였음을 제시
하였다. 그는 특히 ‘蘇莫遮’의 名義에 대해서 서역의 帽名이 아닌 고대 페르시아의 神
名과 연결시키는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岑仲勉은 ‘蘇摩遮’를 ‘蘇莫遮’의 正名으로
인식하고, ‘蘇摩遮’를 ‘蘇摩’와 ‘遮’字로 나누어 그 名義를 고찰하였다. 그의 견해를 요
약해 보면 ‘蘇摩’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不死酒의 재료가 되었던 蘇摩草(Soma)에서,
‘遮’는 祭曲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蘇摩遮’는 不死神이자 酒神인 蘇摩神을 모실
때 부르는 악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蘇摩遮’란 명사를 ‘蘇摩’와 ‘遮’로 분
리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의 주장은 ‘蘇莫遮’가 帽名으로 서
역어의 음역이라고 밝힌 慧琳의 기록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牽强附會한 학설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許地山은 岑仲勉과는 상이하게 ‘蘇幕遮’를 ‘蘇’와 ‘幕遮’字로 나누
고 ‘幕遮’는 페르시아의 拜火敎(조로아스터교)에서 제사를 담당한 자인 ‘慕闍’의 轉音
이란 학설을 제시하였다. 岑仲勉과 許地山의 주장에 대해 任半塘은 《唐戲弄》에서 매
우 상세한 반론을 제기하며 일종의 가설임을 고증하였다.(《唐戲弄(下)》 <劇錄>, 485 492쪽) 본고에서는 이러한 任半塘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潑寒胡戲의 유래와 唐代 금지 上疏를 통해 살펴본 연출 상황 고찰 9

뿌리는 戲를 하며 즐겼다.(甲子(七日), 還宮, 御正武殿, 集百官及宮人內外命婦,
大列妓樂. 又縱胡人乞寒, 用水澆沃爲戲樂.)14)

이 기록은 北周 靜帝 大象 元年(579) 12월에 행한 潑寒胡戲를 묘사한 것으로,
당시 胡人들이 正武殿의 御前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潑水乞
寒’ 풍속을 펼쳐 보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는 胡人들의 내력과
그들이 연출한 潑寒胡戲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히 단순히
胡人들만의 ‘潑水’ 놀이에서 벗어나 보여주기 위한 공연의 성격으로 연출되었으며,
여러 가지 악무의 경연과 함께 펼쳐졌으므로 潑寒胡戲 또한 악곡의 반주가 갖추어
진 공연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15)
한편 潑寒胡戲가 이미 南朝 劉宋 시기(420 - 479)에 이미 중국에 전래되었다
는 주장도 있다. 그 추측자료는 《宋書》 卷41 <后妃⋅明恭王皇后傳>의 기록이다.
황제(明宗)께서 일찍이 궁정에서 크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부인들이 옷을 벗은
채 관람하며 웃고 즐겼다. 皇后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선 유독 말이 없었다. 황
제는 화를 내며 말하였다. “황후는 너무 대범하지 못하도다(寒乞). 지금 모두 웃고
즐기는데 어찌 혼자서만 보지 않는단 말이오?” 황후가 말하길, “즐길 수 있는 일들
은 많이 있습니다. 사촌 자매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옷을 벗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친정에서 기쁘게 즐기는 경우는
실로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였다.(上嘗宮內大集, 而裸婦人觀之,
以爲歡笑. 后以扇障面, 獨無所言. 帝怒曰: “外舍家寒乞, 今共笑樂, 何獨不視?”
后曰: “爲樂之事, 其方自多, 豈有姑姊妹集聚, 而裸婦人形體, 以此爲樂? 外舍之
爲歡適, 實與此不同也.”)16)

柏紅秀와 李昌集은 <潑寒胡戲之入華與流變>에서 이 기록의 ‘寒乞’을 ‘乞寒‘의

14) 《資治通鑑》 卷173에도 동일한 기록이 실려 있는데(｢甲子, 還宮, 御正武殿, 集百官及
宮人外命婦, 大列妓樂, 初作乞寒胡戲.｣),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乞寒胡戲라고 지칭하
였다.(《唐戲弄(下)》 <劇錄>, 479쪽 재인용.)
15) 李昌集 <‘蘇莫遮’的樂與辭 — 胡樂入華的個案硏究與唐代曲子辭的聲⋅詞關係探討>: ｢
《周書》所載北周宣帝在宮中‘縱胡人乞寒’之‘戲樂’, 其胡人當卽胡伎, 其‘戲’亦必有樂曲伴之.
｣(《中國文化硏究》 2004年 夏卷, 30쪽.)
16) 이 기록은 《魏書》 卷97 <外戚傳>, 《資治通鑑》 卷132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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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파악하였고, 나아가 ‘裸婦人形體’는 潑寒胡戲에서 옷을 벗은 채 거리에서
물을 뿌리는 행위(‘裸露形體, 澆灌衢路’)17)의 모습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潑寒胡戲
가 이미 北周 이전 劉宋 시기에 궁정에서 연출되었음을 제기하였던 것이다.18) 하
지만 위 문장 중 明宗이 말한 “外舍家寒乞”에서 ‘寒乞’의 의미는 황후의 성격이 대
범하지 못하고 인색하다는 것이지 추위를 기원하는 ‘乞寒’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明宗이 연회에서 옷을 벗은 부인들을 참가시켜 함께 즐기
자 皇后는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해 明宗은 皇后가 소심한 태도로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寒乞’이라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也談潑寒胡戲之入華與流變 — 柏紅秀⋅李昌集商確>(王鳳霞)에 실린
‘寒乞’ 의미 관련 고증과 반박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19) 결국 潑寒胡戲가 北周
大象 元年(579) 이전에 중원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할 지라도 이 《宋書》의
기록은 潑寒胡戲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潑寒胡戲의 중요한 특징인
胡人의 악무에 대한 내용이 보이질 않으므로 南朝 劉宋 시기에 이미 전래되었다는
학설은 견강부회의 견해라 할 수 있다.
이후 당대에 이르기까지 潑寒胡戲가 연출된 기록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당대에 들어 潑寒胡戲가 처음으로 연출된 시기는 대략 中宗의 母 則天武后의 집
권(690 - 705) 말기로,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은 《舊唐書》 卷97<張說傳>에 보인다.
則天武后 末年 겨울부터 潑寒胡戲를 하였는데, 中宗도 일찍이 樓閣에 나가 그
것을 관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오랑캐들이 入朝함으로써 潑寒胡戲를 연출하였
다.(自則天末年冬季, 爲潑寒胡戲, 中宗嘗御樓以觀之. 至是, 因蕃夷入朝, 又作
17) 주 5) 참조.
18) 柏紅秀⋅李昌集 <潑寒胡戲之入華與流變>: ｢事實上, 潑寒胡戲在南朝劉宋時已經傳
入. 《宋書》 卷41<后妃>: …… 這裏的‘寒乞‘, 卽’乞寒‘. 外舍, 外戚也, 指皇后家. 所謂
“裸婦人形體”云云, 正是潑寒胡戲“裸露形體, 澆灌衢路, 鼓舞跳躍而索寒也”的一大特
徵.｣(《文學遺産》 2004年 第3期.)
19) 王鳳霞 <也談潑寒胡戲之入華與流變 — 柏紅秀⋅李昌集商確>: ｢‘寒乞’一詞是漢語的
一個固定的搭配, 意思是小家子氣⋅不大方⋅寒酸, 或指藝術作品風神不足⋅淺薄等.
用這個含義來解釋‘柏文’所引《宋書》卷41<后妃>的材料, 意思是說皇后家太小氣, 沒見
過世面, 所以才大驚小怪, 不能以娛樂之心態看待以婦人裸體爲樂之事. 因此, 不必强
顚倒‘寒乞’二字以作他解. ‘寒乞’旣然不是‘乞寒’, 那它也就不是乞寒胡戲.｣ (《藝術百家》
2005年 第2期,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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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戲.)20)

이 기록에서는 中宗의 관람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舊唐書》 卷7 <中宗紀>
에는 中宗이 神龍 元年(705년) 11月, 洛陽의 南門樓에서 潑寒胡戲를 구경하였음
을 명시하였다.21) 이때 당대에서 처음으로 潑寒胡戲를 금지시킬 것을 간청하는 상
소가 등장하게 된다.

Ⅲ. 上疏를 통해 살펴본 唐代 潑寒胡戲의 연출 상황
1. 706년 呂元泰의 <陳時政疏>
唐代에서 潑寒胡戲를 금지시킬 것을 간청한 첫 번째 기록은 中宗 神龍 2년
(706년) 3월, 幷州 淸源縣尉로 있던 呂元泰가 올린 時政에 대한 상소문 <陳時政
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呂元泰의 상소는 바로 705년 中宗이 南門樓 앞에서
펼쳐진 潑寒胡戲의 공연을 관람한 직후에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상소에는 당시
민간에서 행해진 潑寒胡戲의 연출상황과 함께 이에 대한 呂元泰의 견해가 잘 드러
나고 있다. 《全唐文》에 실려 있는 상소문의 全文 가운데 潑寒胡戲와 관련된 부분
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근래 고을마다 서로 앞 다투어 渾脫隊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좋은 말을 타고 胡服을 입고 있으며, 이를 <蘇莫遮>라 부르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고 북을 두드리며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은 軍陣의 형세이며, 날뛰고 뒤
쫓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전쟁의 모습입니다. 비단에 수놓은 것을 뽐내고 다투
는 것은 여인들이 하는 길쌈 작업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에게서 거두는 것을 독려하는 것은 정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胡服을 입고 서
로 즐기는 것은 雅樂이 아닙니다. 渾脫이라 호칭하는 것도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
니다. 어찌 예의를 갖춘 왕조에서 오랑캐의 풍속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20) 劉昫 《舊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997, 9冊 3052쪽.
21) 《舊唐書》 卷7 <中宗紀>: ｢神龍元年十一月己丑, 御洛城南門樓, 觀潑寒胡戲.｣(《舊唐
書》中華書局校點本, 1冊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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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陣의 모습을 조정 밖의 사람들에게 그 행렬을 짓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선
왕의 禮樂이 아닌데도 사방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洪範》 <八政>에 이르기를, “四時를 헤아림에 제
때에 날이 춥다”라고 하였습니다. 군주께서 철에 맞게 일을 잘 헤아리면 곧 추위도
이에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어찌 반드시 옷을 벗어 신체를 드러내고 길거리에 물
을 뿌리며, 북장단에 춤을 추면서 추위를 빌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또 《禮記》에
이르기를, “立秋에 여름철의 政令을 행하면 즉 추위와 더위가 때에 맞지 않는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무릇 陰陽이 조화롭지 못한 것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입니
다. 좋고 나쁜 것으로 하늘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원인을 제공하였
기 때문입니다. 이치는 모두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어김없는 법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십니까?(比見都邑坊市, 相率為渾脫隊, 駿馬胡服, 名為蘇莫遮. 旗皷相當,
軍陣之勢也. 騰逐喧噪, 戰爭之象也. 錦綉誇競, 害女工也. 徴歛貧弱, 傷政體也.
胡服相觀, 非雅樂也. 渾脫為號, 非美名也. 安可以禮義之朝, 法胡虜之俗? 以軍
陣之勢, 列庭闕之下? …… 非先王之禮樂而示則於四方者, 斯實愚臣之所未喻也.
臣謹按《洪範》八政, 曰: “謀時寒若”, 君能謀事, 則時寒順之, 何必祼露形體, 澆灌
衢路, 鼓舞跳躍, 而索寒焉? 又《禮記》曰: “立秋之月行夏令, 則寒暑不節.” 夫隂
陽不調, 政教之失也. 休咎之應, 君政之感也. 理均影響, 可不戒哉!)22)

이 기록은 《新唐書》 卷118 <呂元泰傳>, 《通典》 卷146 <樂典> ‘四方樂’條, 《唐
會要》 卷34 <論樂>과 <雜錄> 등에도 위 전체 문장에서 다소의 생략이 있긴 하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23)
呂元泰가 이 상소에서 《洪範》의 구절을 인용한 후 말한 “옷을 벗어 신체를 드러
내고 길거리에 물을 뿌리며, 북장단에 춤을 추는(裸露形體, 澆灌衢路, 鼓舞跳躍)”
행위는 바로 앞서 살펴 본 康國의 乞寒 풍속과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위<陳時政疏>에서 呂元泰는 이 潑寒胡戲를 공연하는 무리들이 ‘渾脫隊’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의 戲를 <蘇莫遮>라 지칭하였다는 것이다.
<渾脫>은 당대에 연출된 춤의 명칭이며, ‘渾脫隊’는 무리를 이루어 <渾脫>을 추
는 일종의 隊舞를 의미한다. 즉 中宗시기 潑寒胡戲의 공연에는 새롭게 <渾脫>舞를
22) 呂元泰 <陳時政疏>: 董誥 《全唐文》 卷269. (《全唐文》, 上海古籍出版社(全五冊本),
1990, 2冊 1211쪽.)
23) 歐陽修 《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997, 14冊 4277쪽. 杜佑 《通典》: 中華書局校
點本, 1988, 4冊 3724쪽. 王溥 《唐會要》: 中華書局校點本, 1990, 中卷 626⋅62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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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隊伍가 등장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 <蘇莫遮>라 지칭한 潑寒胡戲에서 주
역을 이루는 것은 渾脫隊였음을 알 수 있다. 渾脫隊를 이룬 무리들 가운데 일부
는 駿馬를 타고 胡服을 입은 채 마치 騎馬隊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무
리들도 軍陣의 대오를 이루어 전쟁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한바탕 법석을 떨었을 것
으로 보인다.24)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몸을 드러낸 채 물을 뿌리며 북장단에
춤을 추었기에 呂元泰는 이를 時政을 해치는 경계의 대상인 오랑캐의 풍속으로 간
주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潑寒胡戲 공연에 배합된 渾脫隊의 <渾脫>舞는 어
떤 성격의 춤이었는지 고찰해 보자.
‘渾脫’이란 명칭은 ‘蘇莫遮’와 마찬가지로 胡語를 漢譯한 것으로, 양털로 만든 모
자를 지칭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25)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후 점차 面具의 일종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점차 그 의미가 변하여 하나의 舞
(曲)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대 張鷟(660? - 740)의
《朝野僉載》 卷1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趙公 長孫無忌가 검은 양의 털로 渾脫이라는 털모자를 만들었다. 천하 사람들
이 그것을 모방하였고, 그 모자를 趙公渾脫이라 하였다.(趙公長孫無忌, 以烏羊毛
爲渾脫氈帽. 天下慕之, 其帽爲趙公渾脫.)26)

長孫無忌(597 - 659)는 唐의 개국공신으로 趙國公의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가 양털로 만든 渾脫을 착용하자, 온 나라에 유행하여 그것을 ‘趙公渾脫’이라 불
렀다는 것은 당대 초기에 이미 渾脫 모자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이처럼 胡風의 모자를 지칭하던 渾脫이 舞의 명칭으로도 사용된 기록은 《舊
唐書》 卷189 <郭山惲傳>에 보인다.
이때 中宗은 여러 차례 가까운 신하와 修文學士를 불러 그들과 함께 연회를 열
24) 任半塘은 당시 공연이 馬上人과 馬下人, 그리고 樂隊로 구성되었다고 추론하였다.
(《唐戲弄(下)》 <劇錄>, 476쪽 참조.)
25) ‘渾脫’의 名義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페르시아어인 Kunda(口袋)의 음역, 몽고어 酒囊
의 의미, 牛皮로 만든 배 등의 說이 있다. (歐陽予倩 主編 《唐代舞蹈》, 上海古籍出
版社, 1980, 152 - 153쪽 참조.)
26) 張鷟 《朝野僉載》: 中華書局校點本, 197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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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 번은 각각에게 伎藝를 선보이라 명하고는 웃고 즐겼다. 工部尙書 張錫
은 <談容娘>을 추었고, 將作大匠 宗晋卿은 <渾脫>을 추었으며, 左衛將軍 張洽은
<黃麞>를 추었다. (時中宗數引近臣及修文學士, 與之宴集. 嘗令各効伎藝, 以爲笑
樂. 工部尙書張錫爲談容娘舞, 將作大匠宗晋卿舞渾脫, 左衛將軍張洽舞黃麞.)27)

이 기록은 中宗 景龍 3년(709)의 일로, <渾脫>이 궁정의 연회에서 宗晉卿에 의
해 獨舞로 연출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呂元泰의 상소(706년)에 나타난
것처럼 <渾脫>舞가 隊舞의 모습으로 민간의 潑寒胡戲에 배합된 것 이외에도 中宗
시기에는 獨舞로도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唐代舞蹈》에서는 이 獨舞가 潑寒胡
戲를 모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지만,28) 당시 御前에서 표현된 <渾脫>의 구체적
인 모습은 고증할 수가 없다. 다만 힘이 넘치는 남성적인 춤사위가 아니었을까 추
측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이 시기 <渾脫>이 健舞29)인 <劍器>와도 결합되어 표현
되었기 때문이다. 즉 송대 陳暘의 《樂書》에서는 당대 <劍器>와 <渾脫> 두 舞曲이
則天武后 말기부터 악곡에 있어 융합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30) 또한 杜甫는
代宗 大曆 2년(767)에 지은 <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의 序에서 과거 玄宗시기
<劍器>舞의 일인자 公孫大娘의 거침없고 변화무쌍한 춤사위를 자신이 직접 보았음
을 밝히고, 그 춤을 <劍器渾脫>이라고 지칭하였다.31) 이것은 健舞인 <劍器> 본래
의 모습에 <渾脫>의 활발하고 힘이 있는 동작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외에도 玄宗 시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敦煌舞曲歌辭 <劍器辭> 3수중 제 3수
에도 <劍器>와 <渾脫>이 합쳐져 표현되었음을 묘사하였는데,32) 이 歌辭 역시 軍
27) 《舊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5冊 4970쪽.
28) 歐陽予倩 《唐代舞蹈》: ｢中宗時將作大將宗晉卿的<渾脫舞>, 可能是模倣潑寒胡戲引人
發笑而已.｣(上海古籍出版社, 1980, 153쪽.)
29) <劍器>는 《樂府雜錄》<舞工>條에서 健舞로 분류하고 있다.(｢健舞曲有稜大⋅阿連⋅柘
枝⋅劍器⋅胡旋⋅胡騰.｣) 段安節 《樂府雜錄》: 《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本, 中國戲劇
出版社, 1982, 第一集 48쪽.
30) 陳暘 《樂書》 卷146: ｢唐自天后末年劍器入渾脫, 是爲犯聲之始. 劍器, 宮調. 渾脫,
角調.｣(歐陽予倩 《唐代舞蹈》, 129쪽 재인용.)
31) <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竝序>: ｢…… 開元 3年 내가 아직 어린애였을 때 郾城에서
公孫氏의 <劍器渾脫>舞를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 춤이 물 흐르듯 하면서 거침없고
변화무쌍하여, 특출함이 당시 제일이었다. (……開元三(一作五)載, 余尙童稚, 記于郾
城觀公孫氏舞劍器渾脫, 瀏漓頓挫, 獨出冠時.)｣(《全唐詩》 卷222: 《全唐詩》 中華書局
校點本, 1992, 제7책 1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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陣의 형세와 丈夫의 강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709년 御前에서 宗晉卿이 춘 <渾脫>은 <劍器渾脫>의 춤사위와 유사한
기세가 넘치는 남성적인 健舞였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706년 呂元泰의 상소에서
묘사한 潑寒胡戲 속에 배합된 <渾脫>隊舞의 모습, 즉 ‘軍陣之勢, 戰爭之象’의 일
부를 獨舞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渾脫>은 代宗 永泰 2년(765) 國
子學을 강론하는 자리에서 雜伎인 竿木과 함께 연출되기도 하였다.33) 또한 《敎坊
記》에는 <渾脫>舞에 배합되어 취한 모습을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醉渾脫>이
라는 大曲名이 명시되어 있으며,34) 《樂府雜錄》 <鼓架部>條에는 양머리 모양의 面
具를 쓰고 歌舞를 연출한 것으로 보이는 <洋頭渾脫>이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35)
결국 <渾脫>은 당대에 여러 歌舞(曲)와 결합하여 연출되었으며, 潑寒胡戲 속에
서는 隊舞의 형태로 배합되어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는” 상황에서 “서로 날뛰고 뒤
쫓아 다니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渾脫隊의 모습을 당
시 사람들이 <蘇莫遮>라 지칭하였다고 해서 <渾脫>과 潑寒胡戲를 동일한 성격의
기예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즉 呂元泰의 상소 속에 묘사된 潑寒胡戲는 ‘潑水’의
행위가 주를 이루는 <蘇莫遮>의 공연 속에 軍陣의 형세를 갖춘 渾脫隊의 모습이
배합된 상황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36) 결국 呂元泰의 상소를 통해 中宗시기 겨
울철 행해진 潑寒胡戲에는 서역에서 전래된 ‘乞寒’의 풍속이 당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당시 유행하던 악무인 <渾脫>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공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劍器辭> 第三: ｢排備白旗舞, 先自有由來. 合如花焰秀, 散若電光開. 喊聲天地裂,
騰踏山岳摧. 劍器呈多少, 渾脫向前來.｣ (任半塘 編著 《敦煌歌辭總編(下)》, 上海古
籍出版社, 1987, 1693쪽.)
33) 《舊唐書》 卷24 <禮樂志>: ｢二十四日, 於國子監上. 詔宰相及中書門下官⋅諸司常參
官⋅六軍軍將送上. 京兆府造食, 內敎坊音樂⋅竿木渾脫, 羅列於論堂前.｣ (《舊唐書》
중화서국교점본, 3책, 924쪽.)
34) 崔令欽 《敎坊記》: 《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本, 中國戲劇出版社, 1982, 第一集 17
쪽.
35) 段安節 《樂府雜錄》: 《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本, 中國戲劇出版社, 1982, 第一集 44
쪽.
36) 《唐戲弄(下)》<劇錄>: ｢<蘇莫遮>本身表現, 原在灑水乞寒而已. 所有軍陣戰爭之舞容,
自別屬於渾脫隊耳.｣(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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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2년 韓朝宗의 <諫作乞寒胡戲表>
706년 呂元泰의 상소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中宗과 대신
들의 潑寒胡戲 관람은 계속되었다.
景龍 3年(709년) 12月 乙酉일에 여러 長官들에게 명을 내리고 醴泉坊으로
납시어 潑胡王乞寒戲를 관람하였다. (景龍三年十二月乙酉, 令諸司長官, 向醴泉
坊, 看潑胡王乞寒戲.)37)

앞서 살펴보았듯이 中宗은 705년 11月에는 洛陽의 南門樓에서 潑寒胡戲를 관
람하였고,38) 709년 12월에는 당시 長安의 서쪽에 있던 西域人들의 집단 거주지
인 醴泉坊으로 행차하여 이 戲를 관람하였다. 즉 中宗 시기 潑寒胡戲는 겨울철 마
다 洛陽과 長安의 西域人들에 의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며, 황제에서부터 백
성들에 이르기까지 즐겨 관람하는 오락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기록에서는 문헌 기록상 유일하게 潑寒胡戲를 ‘潑胡王乞寒戲’라고 지칭
하였다. 이에 대해 徐筱汀은 <釋末與淨>에서 胡人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에서 비롯
된 명칭으로 해석하였으며,39) 任半塘은 좀 더 구체적으로 ‘潑胡王’으로 분장하여
등장한 새로운 인물과 연결시켜 붙여진 명칭으로 추측하였다.40) 또한 그는 ‘潑寒’,
‘潑胡寒’으로 기록된 것은 ‘潑胡王乞寒’의 간칭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胡王으로 분
장한 인물에 대한 ‘潑’의 행위가 단순한 ‘潑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
지만,41) 이는 아마도 胡王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추가로 등장시키고, 胡人들이 胡
王의 萬壽無疆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 胡人들은 차가운 기운을 기원하며 질병과 재해를 물리치려는 목적 외에

37) 《舊唐書》 卷7 <中宗紀>: 《舊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冊 149쪽.
38) 주 21) 참조.
39) 徐筱汀 <釋末與淨>: ｢此戲係因用水潑於胡人身上以乞寒而得名.｣ (《唐戲弄(下)》 <劇
錄>, 472쪽 재인용.)
40) 《唐戲弄(下)》 <劇錄>: ｢‘潑胡王’三字, 乃指所扮之人物, 而乞寒乃所演之事, 不僅化裝
舞隊, 灑水施索, 向行人觀衆戲弄而已.｣ (471쪽.)
41) 《唐戲弄(下)》 <劇錄>: ｢稱‘潑寒’或‘潑胡寒’者, 原爲‘潑胡王乞寒‘五字之簡稱. 至於‘潑’對
胡王, 究表何意, 尙待硏討, 似未必謂潑之以水.｣ (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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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胡王의 장수를 바란다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潑寒胡戲를 공연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向達도 潑寒胡戲를 ‘潑胡乞寒之戲’라고 지칭하였는데,42)
분명한 것은 ‘潑寒’, ‘潑寒胡’, ‘潑胡寒’, ‘潑胡乞寒’ 등의 명칭은 서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胡人이 자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潑水 풍속을 접한 당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지칭한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10년 中宗이 퇴위한 후 다시 황위에 오른 睿宗의 재위시기43)에도 潑寒胡戲는
계속해서 민간에서 연출되었다. 즉 《新唐書》 卷5 <睿宗紀>에는 景雲 2년(711) 12
월에 潑寒胡戲를 연출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44) 이때 潑寒胡戲는 706년 呂元泰
의 상소에 이어 또 한 번 조정의 대신에 의해 배척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이듬해인 712년 右拾遺로 있던 韓朝宗은 睿宗에게 이를 금지시킬 것을 상소한
<諫作乞寒胡戲表>를 올리게 된다.
신은 《左傳》에 이르기를, “辛有가 伊川 땅에 갔을 때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들판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백년도 안 되어 이곳이 오랑캐 땅이
되었단 말인가? 그 禮義는 이미 없어졌구나’”라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秦
과 晉나라 시기에 陸渾땅의 戎人들을 伊川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의 사
람들이 戎狄의 습속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로써 이치를 꿰뚫어 百代를
알 수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王公과 贵人들은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기둥
으로 그들의 행동은 모름지기 常規와 옛 도리에 합당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乞寒은 오랑캐의 풍속을 마음대로 따르고 있으니, 신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두가 옛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을 치름에 법도에 어긋남
에도 어찌 경계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머리 숙여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그 까닭을 헤아리십시오. (臣闻之《传》曰: “辛有適伊川, 见被髮於野者
曰: ‘不及百年, 此其为戎乎? 其禮先亡矣.’ ” 後秦晋迁陆浑之戎於伊川, 以其中国
之人, 习戎狄之事. 一言以实, 百代可知. 竊惟王公贵人, 国之藩翰, 凡所举措,
须合彝典. 今之乞寒, 滥觞胡俗, 臣参聽物议, 咸言非古. 作事不法, 無乃为戒!
伏願陛下三思, 筹其所以.)45)

42)
43)
44)
45)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明>: 《唐代長安與西域文明》, 重慶出版社, 2009, 58쪽.
睿宗의 在位시기는 684년에서 690년, 710년에서 712년까지이다.
｢十二月丁未, 作潑寒胡戲.｣(《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冊 118쪽.)
《全唐文》 卷301. (《全唐文》 上海古籍出版社本, 2卷 1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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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新唐書》 卷118 <韓思復傳>, 《通典》 卷146 <樂典> ‘四方樂’條, 《唐
會要》 卷34 <雜錄>에도 실려 있다.46)
위 기록에서 韓朝宗은 당시 백성들이 서역에서 전래된 潑寒胡戲의 풍속에 젖어
있는 것에 대해 睿宗에게 경계할 것을 간청하고 있다. 그는 潑寒胡戲의 성행을 周
나라 平王이 東遷하였을 당시 大夫 辛有가 周나라땅이었던 伊川을 두루 살펴보고
그곳의 풍속이 오랑캐의 것에 同化되어 禮義와 법도를 잃어버린 사실에 비유하였
다. 즉 조정 대신인 그의 눈에는 潑寒胡戲가 禮義에 어긋나는 戎狄의 습속으로 비
쳐졌던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王公과 妃嬪들까지 潑寒胡戲에 빠져있는 것을 탄식
하였는데, 특히 위 문장에 이어 太子가 신분을 숨긴 채 微行하여 潑寒胡戲를 관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또 길거리마다 백성들은 모두들 太子께서 微服차림으로 몰래 이 潑寒胡戲를
구경한 것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태자께서는 나라의 근본으로 백성들이 존
경하고 의지해야하는 분이거늘 이처럼 경솔하게 말을 타고 멋대로 내달리신다면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匈奴들이 王侯의 私邸에 있기도 하
고 실제로 이들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섞여 있거늘, 만약 刺客이 몰래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찌 夷와 夏의 백성을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소리치고 뛰
어다니는 순간에 습격한다면 미리 방비를 할 수 없어 큰 소란을 겪을 수 있으니,
이러한 憂患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태자께서 신분을 숨긴 채 微服으로 다니다
가 위험을 당하신다면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
하며, 救國의 마음으로 여러 방면의 국가 政務에 고심하고 계시거늘 지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찌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又道路籍籍, 咸云皇太子微行观此戏.
且元良国本, 苍生賢赖, 轻此驰骤, 能無蹔蹶? 况匈奴在邸, 实繁有徒, 刺客密发,
何限夷夏! 卒然奔呼, 掩袭無备, 邂逅驚擾, 则忧在不测. 白龙鱼服, 取困豫且,
深可畏也. 惟陛下爱人活国, 忧勤庶政, 今所施为, 岂徒然矣?)47)

이 문장에서 太子는 玄宗 李隆基(685 - 762)로, 그가 睿宗에 이어 황위에 오
른 시기는 712년 8월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玄宗의 즉위 직전에 쓰인 것이다. 상
소의 내용에서는 태자가 관람한 潑寒胡戲의 연출 상황이 구체적이지는 않다. 하지
46) 《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4冊 4273쪽. 《通典》 中華書局校點本, 4冊 3724쪽. 《唐
會要》 中華書局校點本, 中卷 629쪽.
47) 《全唐文》 卷301. (《全唐文》 上海古籍出版社本, 2卷 1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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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당시 태자는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가운데 微服을 한 채 말을 타고 그들 사이
에서 질주하고 있었으며, 그 현장의 분위기는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이리
저리 도망 다니는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앞서 呂元泰가, “깃발을 세우고 북을 두드리며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은 軍陣의 형세
이며, 날뛰고 뒤쫓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전쟁의 형상(旗皷相當, 軍陣之勢也.
騰逐喧噪, 戰爭之象也)”으로 묘사한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韓朝宗은 다수의 胡人
이 참가하여 대규모로 펼쳐진 潑寒胡戲가 중원의 예의와 풍속을 해치고 있다는 경
계의 마음뿐만 아니라 공연 참가자들의 격렬한 행동과 혼잡한 분위기 속에 노출된
태자의 암살 위험성을 경고하며 위 상소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韓朝宗이 潑寒胡戲에 대한 금지를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정치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玄宗은 710년 제 2의 則天武后
를 꿈꾸던 中宗의 비 韋皇后 일족을 제거한 후 부친인 睿宗을 복위시키고 長子가
아님에도 태자가 되었으며, 태자에 오른 후에도 皇位를 노리는 太平公主의 야심과
두 형인 李成器⋅李成義의 존재로 그 지위는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韓朝宗
의 상소는 이 시기 潑寒胡戲가 단순한 오락거리에서 벗어나 태자를 제거하려는 계
획적이고도 조직적인 政變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는 것이다.48) 이러한 주장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軍陣의 형세와 전쟁의 모습으로 펼쳐진 潑寒胡戲의 연출
속에 兵變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나 대규모 군사 훈련의 목적이 있었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713년 張說의 <諫潑寒胡戲疏>
睿宗은 韓朝宗의 상소에 대해 그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고 상을 내렸지만,49) 韓
朝宗의 건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712년 8월 睿宗이 玄宗에게 禪位한 후 이듬

48) 趙望泰 <潑寒胡戲被禁原因發微>: (《學術月刊》 1998年 第2期, 上海市社會科學聯合
會, 94 - 95쪽 참조.)
49) 《新唐書》 卷118 <韓思復傳>: ｢朝宗初歷左拾遺. 睿宗詔作乞寒胡戲, 諫曰 …… . 帝
稱善, 特賜中上考.｣ (《新唐書》 中華書局校點本, 14책 4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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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 玄宗 先天 2年(713년) 10月에 당시 中書令이었던 張說(667 - 730)은 韓朝
宗에 이어 다시 한 번 潑寒胡戲를 금지시킬 것을 상소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臣은 韓宣이 魯에 갔을 때 周의 禮를 보고 탄식하였으며, 孔子가 齊에 있을
때 倡優들의 죄를 살폈다고 들었습니다. 제후의 나라들이 이와 같았거늘 하물며
천자의 조정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지금 外蕃이 화친을 청하고 사신을 선
발하여 알현코자 하오니, 바라건대 禮樂으로 대하시고 군사의 위엄을 보이십시오.
비록 戎夷라고 말하지만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니 어찌 駒支의 辯辭나 由余의 현
명함이 없다고만 하겠습니까? 또한 潑寒胡戲에 대해서는 그 典故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을 盛德으로 어찌 살피겠으며, 물을 뿌
리고 진흙을 던지고 있으니, 禮義를 잃어버림이 어찌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法
은 魯의 禮와 다르지만 외설스러운 것은 齊의 倡優와 비교할 수 있으니, 아마도
干舞와 羽舞로 백성을 회유하여 따르게 하는 의리나 외교상 국위를 빛낼 수 있는
예의는 아닐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천한 저의 의견을 선택하시어 특별히 이 潑寒
胡戲를 그만두게 하시옵소서.(臣聞韓宣適魯, 見周禮而嘆. 孔子會齊, 數倡優之
罪. 列國如此, 況天朝乎. 今外蕃請和, 選使朝謁, 所當接以禮樂, 示以兵威. 雖
曰戎夷, 不可輕易, 焉知無駒支之辯, 由余之賢哉. 且潑寒胡, 未聞典故. 裸體跳
足, 盛德何觀. 揮水投泥, 失容斯甚. 法殊魯禮, 褻比齊優, 恐非干羽柔遠之義,
樽俎折衝之道. 愿择刍言, 特罢此戏.)50)

이 기록은 《舊唐書》 卷97 <張說傳>, 《通典》 卷146 <樂典> 四方樂’條, 《唐會
要》 卷34 <雜錄>에도 실려 있다.51)
張說의 상소 역시 玄宗의 즉위 직후에도 潑寒胡戲가 민간에서 크게 성행하였음
을 나타내 주고 있다. 張說은 潑寒胡戲에 대해 經傳에서 그 전례를 찾아본 적이
없으며,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며(裸體跳足)’, ‘물을 뿌리고 진흙을 던지는(揮水投
泥)’ 행위에 대해 非禮와 외설을 지적하며 금지시킬 것을 간청하였다. 이는 呂元泰
와 韓朝宗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玄宗은 中宗과 睿宗과는 달리 張說의
상소가 있은 직후인 開元 元年(713) 12월 7일, 潑寒胡戲에 대해 禁斷의 勅令을
내린다.
50) <諫潑寒胡戲疏>: 《全唐文》 卷223. (《全唐文》 上海古籍出版社本, 2卷 996쪽.)
51) 《舊唐書》 中華書局校點本, 9冊 3052쪽. 《通典》 中華書局校點本, 4冊 3724쪽. 《唐
會要》 中華書局校點本, 中卷 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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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令: 음력 섣달에 행하는 乞寒戲는 外蕃에서 시작된 것으로, 점차 번져 나가
풍속이 된지 이미 오래다. 좋은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앞 다투어 胡服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 온 都城 가득 만연하여 中華의 풍속을 심
각하게 더럽히고 있다. 朕은 이 폐단을 바로잡아 순박한 풍속으로 돌려놓고자 한
다. 《书》에서도 이르지 않았던가.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한 일을 해하지 않는다면
功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이한 물건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는 물건을 천히 여기
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넉넉해질 것이다.” 하물며 政要에 방해가 되며, 예의와 도
리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그것을 행한다면 장차 어찌 훈계를 한단 말
인가! 지금부터 마땅히 禁斷한다.(勅: 臘月乞寒, 外蕃所出, 漸漬成俗, 因循已
久. 至使乘肥衣轻, 竞矜胡服, 阗城溢陌, 深玷华风. 朕思革穨弊, 返於淳樸.
《书》不云乎: “不作無益害有益, 功乃成, 不贵異物贱用物, 人乃足.” 况妨於政要,
败紊禮经, 习而行之, 将何以训? 自今以後, 卽宜禁斷.)52)

張說의 상소 내용에서 알 수 있었지만 이 칙령을 통해서도 당시 潑寒胡戲는 胡
服을 입고 공연에 참가한 漢人들이 도성의 거리를 가득 채울 만큼 (‘竞矜胡服, 阗
城溢陌’) 성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唐會要》의 기록에서는 위 ‘自今以
後, 卽宜禁斷’의 문장 사이에 ‘無問蕃漢’의 네 글자를 추가하고 있어,53) 금지의 대
상은 漢人뿐만 아니라 長安에 머물던 胡人들의 연출까지도 모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칙령이후 潑寒胡戲는 금지된 것으로 보이며,54) 唐代 문헌에서도
이후의 연출 상황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玄宗이 선대의 황제들이 즐겨 관람하였고, 자신 또한 불과 일 년여 전
태자시절 미복 차림으로 몰래 군중 속으로 들어가 潑寒胡戲를 즐겼음에도 불구하
고 즉위 후 이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舞蹈史學家 王
克芬은 당시 조정 대신들의 계속된 반대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玄宗이 潑寒胡戲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금령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潑寒胡
戲가 중국의 풍속 습관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55) 하지만 이러
52) <禁斷臘月乞寒勅>: 《全唐文》 卷254. (《全唐文》 上海古籍出版社本, 2卷 1136쪽.)
53) 《唐會要》 卷34 <雜錄>: 《唐會要》 中華書局校點本, 中卷 629쪽.
54) 《舊唐書》 卷97 <張說傳>: ｢說上疏諫曰, …… 自是此戲乃絶.｣ (《舊唐書》 中華書局校
點本, 9冊 3052쪽.)
55) 王克芬 《中國舞蹈發展史》: ｢徒玄宗執政的時候, 由於朝臣的反對, 累次上奏請禁潑寒
胡戲, 而玄宗本人對此也不感興趣, 於是, 在公元713年10月7日, 下令禁止. 無論中原
漢人或西域胡人, 均不得擧行這種活動. 當時, 潑寒胡戲能够禁斷, 不僅是皇帝禁令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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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해는 주지하다시피 玄宗은 태자시절부터 민간의 散樂雜戲에 정통하였고, 당
대의 그 어떤 황제보다도 서역에서 전래된 胡樂을 애호하였던 통치자였던 점을 감
안한다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였
듯이 혼란한 정국 속에서 皇位에 오른 玄宗이 불안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치적 배경에서 潑寒胡戲에 대해 금령의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
다.56) 즉 집권초기 玄宗은 자신의 애호에도 불구하고 장차 통치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신들의 금지 건의를 받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
때 潑寒胡戲를 포함하여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 현상
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금단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57)
특히나 민간의 樂舞를 즐겼던 玄宗이 開元 2년(714) 8월 7일, <禁斷女樂勅>을
통해 女樂에 대해 금지령을 내린 것은 바로 潑寒胡戲의 금지와 같은 맥락에서 설
명될 수 있을 것이다.
勅令: 隋나라가 쇠퇴할 무렵 정치는 기울여져 있었으니, 徵聲의 음률이 鄭聲과
衛聲에 치우쳤고, 여인들이 미색을 뽐냄은 燕과 趙의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광장
에서는 角抵를 공연하며, 긴 소매 옷을 입은 舞伎들은 바람에 날리듯 하니, 모두
들 모여들어 구경하는 것이 점차 풍속이 되어 버렸다. …… 돌아보건대 이 伎樂은
모든 것이 무례하고 음탕하니 풍속과 정치를 해침에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이
다. 이미 법령을 위반하였으니 더욱 금단한다. (勅: 自有隋頹靡, 庶政凋弊, 徵聲
遍於鄭衛, 衒色矜於燕趙. 廣場角抵, 長袖從風, 聚而觀之, 寖以成俗. …… 眷玆
伎樂, 事切驕淫, 傷風害政, 莫斯爲甚. 旣違令式, 尤宜禁斷.)58)
作用, 更重要的是這種風俗不符合中原民情, 與中原的風俗習慣有較大距離.｣ (上海人
民出版社, 1989, 176쪽.)
56) 王嶸 <多元文化背景下的<蘇莫遮>>: ｢一代開明君主李隆基, 稱帝伊始, 竟將<蘇莫遮>
禁止, 是一件十分遺憾的事, 也是不符合他喜愛西域歌舞和兼容大度性格的. 但是, 封
建君主爲了自己的尊嚴而否定前代遺規也是很自然的.｣ (《民族藝術硏究》 1997年 第2
期, 雲南民族藝術硏究院, 64쪽.)
趙望泰 <潑寒胡戲被禁原因發微>: ｢玄宗上台後, 怎樣鞏固皇位, 安定政局, 就是最迫
切的大問題. 那麽, 只要是對此提出切實有效的意見和措施, 自然會被積極采納和實行
的.｣ (《學術月刊》1998年 第2期, 上海市社會科學聯合會, 94쪽.)
57) 玄宗은 즉위 후 <禁斷臘月乞寒勅>을 포함하여 <焚珠玉錦繡勅>, <禁斷妖訛等勅>, <禁
斷大酺廣費勅>, <禁斷女樂勅> 등을 반포한다.
58) <禁斷女樂勅>: 《全唐文》 卷254. (《全唐文》 上海古籍出版社本, 2卷 1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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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張說之文集》 卷10에는 <蘇摩遮>詩 5수가 실려 있다. 張說은 詩題아래
“潑寒胡戲所歌, 其和聲云億歲樂” (潑寒胡戲에서 부르던 노래로, 그 和聲은 億歲
樂이다.)라고 自注하고 있다. 따라서 張說의 <蘇摩遮> 5수는 潑寒胡戲를 공연할
때 불렀던 歌辭임을 알 수 있다. 이 7언4구의 聲詩는 《全唐詩》 卷89 <張說(五)>
에도 실려 있다.
<蘇摩遮>는 본래 西域의 胡族에서 나왔으니, 유리 같이 푸른 눈에 자줏빛 수
염. 황제의 은혜 온 우주에 펼쳐 있다는 말 듣고, 來朝하여 歌舞로 즐거움을 더한
다.(摩遮本出海西胡, 琉璃寶眼紫髥鬍. 聞道皇恩遍宇宙, 來將歌舞助歡娛. (億歲
樂.))
수놓은 옷차림과 이마에 두건, 머리엔 寶花冠, 夷歌와 騎舞로 사람들에게 볼거
리 제공한다. 스스로 물을 뿌려 陰氣 만드니, 올해 추울지 안 추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繡裝帕額寶花冠, 夷歌騎舞借人看. 自能激水成陰氣, 不慮今年寒不寒.
(億歲樂.))
섣달의 얼어붙은 陰氣 제왕의 누대에 쌓였건만, 호탕한 노래와 북장단에 추위
날려 보낸다. 油囊에 은하수 물을 담아다가, 祝壽의 술에 더하여 萬歲의 잔을 올
린다.(臘月凝陰積帝臺, 豪歌擊鼓送寒來. 油囊取得天河水, 將添上壽萬年杯.(億
歲樂.))
寒氣는 사람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 일부러 찬 물을 궁정 앞에 뿌리네. 바라
건대 聖君께서는 무한한 壽 누리시어, 영원히 새해로 낡은 해 이어 가시길.(寒氣
宜人最可憐, 故將寒水散庭前. 惟願聖君無限壽, 長取新年續舊年.(億歲樂.))
昭成皇后는 황제의 어머니, 영예와 기쁨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지난
날엔 서리 앞에 꽃잎이 땅에 떨어졌으나, 올해엔 눈 온 뒤 봄을 맞이하는 나무 같
도다.(昭成皇后帝家親, 榮樂諸人不比倫. 往日霜前花委地, 今年雪後樹逢春.(億
歲樂.))59)

우선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5首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시 궁정에서 행해진 潑
59) 《全唐詩》 中華書局校點本, 1992, 第3冊 9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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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胡戲 즉 <蘇摩遮>(<蘇莫遮>)의 공연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제 1수는 유리 같이
파란 눈과 자줏빛 수염을 한 西域의 胡人60)이 황제의 恩德을 칭송하기 위하여 입
궐하여 가무를 펼치는 상황, 제 2수는 胡服을 입은 胡人이 말을 타고 노래를 부르
며 물을 뿌리는 ‘潑水’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제 3수와 4수에서는 油囊에 담은
물을 뿌리는 ‘潑水’의 행위가 바로 황제의 祝壽를 기원하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4수의 시를 근거로 任半塘은 당시의 공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첫째, 이 가사는 御前에서 <蘇莫遮>의 공연 때 불렀던 것으로 민간에서 펼쳐진
<蘇莫遮>의 가사는 아니다. 둘째, 공연은 궁정의 露天에서 거행되었고, 연기자는
말을 탄 사람(馬上者)과 그렇지 않은(馬下者) 두 부류로 나누어지며 별도의 樂隊
가 있었다. 셋째, 푸른 눈에 자줏빛 수염을 한 胡人은 말을 타고 있었으며 歌舞를
담당하였다. 넷째, 말을 타지 않은 사람들은 물이 담긴 油囊을 차고 사람들에게 물
을 뿌리면서 말을 탄 胡人의 지휘를 따랐다. 다섯째, 胡樂⋅胡歌⋅胡舞로 이루어
졌으며, 반주 樂器는 주로 敲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戲의 주제는 ‘獻忠祝壽, 永慶
萬年’이다.61)
하지만 위 張說의 시에서는 단지 당시의 모습을 ‘夷歌騎舞’⋅‘豪歌急敲’라로만 하
였을 뿐 馬上과 馬下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任半
塘의 추론은 呂元泰의 상소에 나타난 민간에서 펼쳐진 潑寒胡戲의 모습과 연결시
켜 해석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 2수에 묘사된 ‘夷歌
騎舞’의 상황을 呂元泰가 말한 ‘駿馬胡服’을 한 자의 행위로 보고 이를 馬上人의
모습으로 보았으며, ‘豪歌急敲’의 모습을

‘旗敲相當, 騰逐諠譟’의 상황으로 보고

이를 馬下人들의 행동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蘇莫遮>가 민간과 궁정에
서 같은 형태로 공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潑水乞寒’이라는 戲의 기본
적인 구성은 동일하였다하더라도 궁정에서는 張說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제의
은덕을 칭송하고 萬壽無疆을 축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呂元泰가 묘사한
60) 向達은 푸른 눈과 자줏빛 수염을 한 胡人을 이란인의 모습으로 보았고, 이에 근거하여
潑寒胡戲가 이란에서 기원하여 龜玆를 통해 중국에 전래되었음을 제기하였다. (<唐代
長安與西域文明>: ｢蘇莫遮之乞寒胡戲, 原本出於伊蘭, 傳至印度以及龜玆. 中國之乞
寒戲當又由龜玆傳來也. 爲此者多屬胡人, 碧眼紫髥, 指其爲伊蘭族而言耳.｣ 《唐代長
安與西域文明》, 重慶出版社, 2009, 59쪽.)
61) 任半塘 《唐戲弄(下)》 <劇錄>, 4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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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蘇莫遮>는 <渾脫>隊舞의 오락성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시의 정확한 창작시기는 분명치 않다. 다만 제 5수의 시구만을 본다면 玄宗
의 즉위(712년) 직후에 지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昭成皇后는 현종의 어머니
로, 제 5수의 3⋅4句는 바로 昭成皇后의 被殺과 追尊을 비유한 것이어서 歌辭의
창작시기는 아마도 玄宗 즉위 직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62) 여기서 <蘇摩遮> 5수
의 창작시기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점은 당시 조정의 대신인 張說이 보여준 潑寒
胡戲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그는 玄宗에게 올린 <諫潑寒胡戲
疏>에서는 潑寒胡戲의 非禮와 외설을 지적하며 금지시킬 것을 간청하였지만 비슷
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시에서는 반대로 그 공연모습에 대해 찬미하는
묘사를 하고 있어 크게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蘇摩遮>시는 玄宗
즉위 직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張說이 潑寒胡戲를 애호한 中宗을 위해 지은 것
이라는 견해도 있다.63) 물론 제 5수의 성격이 앞 4수에서 潑寒胡戲의 공연상황을
묘사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명나라 楊慎의 《升庵詩話》 卷10에서 張說
의 시를 4수로 지칭하였다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64)
하지만 제 5수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시의 창작시기를 玄宗이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명한 것은 張說의 <蘇摩遮>시는 그가 玄宗즉위 초기 궁중에서 펼
쳐진 潑寒胡戲를 직접 관람하고 묘사하였으며, 713년 10月에 올린 <諫潑寒胡戲
疏>보다 앞선 시기에 지은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張說이 짧은 시간사이에 潑
寒胡戲에 대해 찬송과 비판이라는 입장의 변화를 보인 이유에 대해 任半塘은 해마
다 연출된 潑寒胡戲의 모습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시기 潑寒胡戲를 대하는 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65) 필자는 그러한 가능성외에도 張說이 궁정의
62) 昭成皇后는 睿宗의 皇后 竇氏로, 玄宗의 어머니이다. 竇皇后는 則天武后가 실권을
장악한 長壽 3년(694)에 則天武后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후 睿宗은 황위에 복귀한
景雲 원년(710)에 竇皇后를 昭成으로 諡號하였고, 玄宗은 즉위 후 皇太后로 追尊하
였다.
63) 王嶸 <多元文化背景下的<蘇莫遮>>: ｢武則天和他的兒子唐中宗李顯都愛看<蘇莫遮>, 詩
人張說爲了討好李顯, 宣揚‘皇恩浩蕩’, 特爲<蘇莫遮>寫下了<憶歲樂>歌詞四首.｣ (《民族
藝術硏究》 1997年 第二期, 雲南民族藝術硏究院, 64쪽.)
64) 任半塘 《唐戲弄(下)》<劇錄>: ｢此首內容, 較前四首大異, 未知果與之爲聯章否. 《升庵
詩話》, 曾稱說詩凡四首, 必明本所見, 並無此第五首也. 全辭應作於玄宗初年.｣ (47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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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莫遮>보다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潑寒胡戲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금단을 간청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상소에 보이는 潑寒胡戲의 모습은 살펴보았듯이
그가 묘사한 궁정에서 玄宗의 祝壽를 기원한 <蘇莫遮>에 나타나지 않는 민간의 공
연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Ⅳ. 結語
서역의 ‘潑水乞寒’ 풍속에서 비롯된 潑寒胡戲는 대략 北周 靜帝시기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았듯이 潑寒胡戲의 발생지에
대해서는 서역의 康國, 龜玆, 高昌 등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潑寒胡戲가 중국으로 전래되었는지 확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潑寒胡戲는 서역의 여러 지역에서 펼쳐진 민간 고유의 세시풍속이 점차 유희
와 공연의 성격을 지니며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연출 모습을 종합해 보면 서로 물을 뿌리는 오락적인 행위가 주를 이루었지만, 악
기 반주⋅노래와 춤⋅분장(面具 착용) 등 공연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潑寒胡戲가 중원 지역으로 전래되면서 당대에 들어 당대인의 수요
에 맞춰 새로운 歌舞가 배합되었고, 일종의 집단공연 형태의 歌舞戲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당대 초기 연출된 潑寒胡戲는 살펴 본 세 편의 상소문과 <蘇莫遮>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역에서 건너온 胡人들뿐만 아니라 漢人들도 대거 참여하였으며, 민간과
궁중에서 모두 성행하였다. 특히 민간에서는 몸을 드러내고 물을 뿌리며 춤을 추는
潑寒胡戲의 기본적인 요소이외에 당시 유행하던 <渾脫>舞를 추는 무리들을 새롭게
배합하였고 이들을 마치 軍陣의 형태로 배치하여 전쟁을 치르는 듯한 모습으로 연
출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연 속에 태자 신분의 李隆基는 말을 타고 미복을 한 채
隊伍 속에 뛰어들었는데, 암살의 위험을 걱정하였을 만큼 당시 潑寒胡戲는 격렬한
65) 任半塘 《唐戲弄(下)》 <劇錄>: ｢大槪各年所演, 先後未能悉同, 張氏詩褒其美, 而疏貶
其陋, 殆亦因各時期實際情況而變, 未必完全主觀上之出爾反爾, 自相矛盾耳.｣ (47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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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혼잡한 분위기속에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궁중에서는 潑寒胡戲 <蘇
莫遮>가 민간의 공연과는 달리 황제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행사로 거행되었다. 이
는 胡人들이 胡王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펼쳤던 것으로 짐작되는 ‘潑胡王乞
寒戲’와 유사한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開元 元年(713년) 겨울 玄宗의 금지 칙령이후 문헌기록상 당대에서 潑寒胡戲가
연출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潑寒胡戲에 사용된 악곡 <蘇莫遮>는
금단의 조치 후에도 계속 유전되었다. 즉 <蘇莫遮>는 開元⋅天寶시기 敎坊의 雜曲
名으로 기록되었고,66) 天寶 13년(754) 당시 樂曲名을 정리할 때 太蔟宮(沙陁調)
에 속한 <蘇莫遮>를 <萬宇淸>으로, 南呂商(金風調)에 속한 <蘇莫遮>를 <感皇恩>
으로 개명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67) 또한 敦煌 민간가사에도 <蘇莫遮>악곡에 배
합되어 가창된 것으로 보이는 雜言歌辭 <聰明兒> 2수, <大唐五臺曲子> 6수가 전
하고 있으며,68) 송대에 들어서는 范仲淹, 周邦彦 등 문인들이 <蘇莫遮>악곡에 맞
춰 ‘塡詞’한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악곡 <蘇莫者>
가 당대 <蘇莫遮>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학설도 있다,69) 이렇듯 713년 이후 중국
에서 潑寒胡戲에 대한 연출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蘇莫遮> 악곡은 생명력을 가
지고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蘇莫遮> 악곡 변천 및 ‘塡詞’ 상
황, 일본 전파 문제와 관련된 고찰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潑寒胡戲의
연출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6) 崔令欽이 肅宗 시기(756 - 762)에 開元⋅天寶년간 敎坊의 일들을 더듬어 저술한
《敎坊記》에는 <蘇莫遮>라는 樂曲名이 156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敎坊記》 中國古典
戲曲論著集成本, 中國戲劇出版社, 第1集, 15쪽.)
67) 《唐會要》 卷33 <諸樂>: ｢天寶十三載七月十日, 太樂署供奉曲名及改諸樂名. 太蔟呂
時號沙陁調, — 蘇莫遮改爲萬宇淸. 南呂商時號金風調, 蘇莫遮改爲感皇恩.｣ (《唐會
要》 中華書局校點本, 中卷 615쪽.)
68) 《敦煌歌辭總編》에 실린 <聰明兒> 2수의 곡조명은 <蘇莫遮>이며, <大唐五臺曲子> 6수
에는 “寄在蘇莫遮”라고 표기되어 있다. (任半塘編 《敦煌歌辭總編》, 上海古籍出版社,
1987, 中卷 644쪽, 下卷 1703쪽 참조.)
69)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明》: ｢<蘇莫遮>曲傳於日本, 名<蘇莫者>, 爲盤涉調中曲.｣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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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潑寒胡戲, 亦稱乞寒胡戲, 是典型的胡戲之一. 潑寒胡戲由西域何方傳入
中國, 有康國⋅龜玆⋅高昌等不同的幾種來源說. 但, 潑寒胡戲的原始發生地,
其最初傳入中國的確切始源國, 還無從確定. 可以確定的是, 潑寒胡戲源於康
國⋅龜玆⋅高昌一帶民間的節令游戲, 傳入中國之前, 在西域一帶已傳播⋅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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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很久, 早就混合了樂曲⋅歌舞⋅裝扮等表演藝術手段在內. 據文獻記載, 潑
寒胡戲最早於北周靜帝時期傳入中國. 有的學者指出傳入時間當早至南朝劉宋
時期, 但這個看法根據不足.
唐初潑寒胡戲在民間盛行之時, 有人相繼提出了禁止潑寒胡戲的建議, 他
們分別是呂元泰(706年, <陳時政疏>)⋅韓朝宗(712年,<諫作乞寒胡戲表>)⋅張
說(713年,<諫潑寒胡戲疏>), 這三篇疏文說明當時潑寒胡戲的影響廣及朝野. 而
且, 史書中罕見關於潑寒胡戲的正面記載, 幸賴以疏文, 可以窺見其在當時的
表演情況. 在民間擧行的潑寒胡戲, 其主要活動爲潑水爲戲. 卽所謂“祼露形體,
澆灌衢路”⋅“裸體跳足, 揮水投泥”. 雖然還保留有‘潑水’的游戲, 但已成爲一種
大衆參與的大規模組合性歌舞戲.

這種由大衆參與的潑寒胡戲氣氛非常熱烈,

具有强烈的娛樂性和觀賞性, 得到了皇帝和貴族的靑睞. 又可見有玄宗以太子
的身份微行參與這種有“軍陣之勢, 戰爭之象”的激烈活動, 從而使其具有潛在的
危險性. 此後, 開元元年潑寒胡戲被禁, 原因在於它與中原禮樂文化傳統相悖.
遭禁後, 潑寒胡戲的演出場面從中國消失了.
潑寒胡戲在唐代被稱爲<蘇莫遮>. <蘇莫遮>可以指一種歌辭, 張說又有<蘇
莫遮>五首, 這是在御前潑寒胡戲表演時唱的歌辭, 不是在民間行樂的歌辭. 主
題就是‘獻忠祝壽, 永慶萬年.’ <蘇莫遮>也可以指一種樂曲, 潑寒胡戲被禁後,
<蘇莫遮>樂曲相傳不絶, 從唐代至宋代, 與其樂曲相配合的歌辭也時或見於民
間及文人之作. 對<蘇莫遮>樂曲及‘塡詞’方面的情況, 還需要進一步的探索.

【主題語】
唐代, 潑寒胡戲, <蘇莫遮>, 西域 유래, 呂元泰<陳時政疏>,

韓朝宗<諫作乞

寒胡戲表>, 張說<諫潑寒胡戲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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