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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京劇은 1867년 봄 상해 최초의 京劇戲園인 滿庭芳의 京班 공연을 시작으로 상

해 관객들의 커다란 환영을 받으며 상해에 정착하였다.1) 이후 淸末 상해 4대 京劇

戲園으로 지칭되는 丹桂茶園⋅金桂軒⋅天仙茶園⋅大觀園 등의 대형 京劇戲園이 

차례로 건립2)되어 京劇 열풍을 이어갔으며, 이외에도 民國 초기에 이르기까지 상

  * 안양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1) 1866년 영국 국적의 중국인 羅逸卿은 영국 조계지인 寶善街 남쪽 靖遠街에 北京戲園

의 양식을 모방한 滿庭芳을 준공하고, 天津의 京班 배우들을 초청하여 1867년 봄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 滿庭芳의 京班 공연은 京劇을 처음 접한 상해 

사람들을 광분에 휩싸이게 할 정도로 사회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哀梨老人 《同

光梨園紀略》  ‘羅逸卿開滿庭芳’: ｢此京班到申之破天荒也. 該班初到, 滬人創見, 擧國

若狂.｣ 《 府新聲》, 上海國華書局, 1905, 4쪽.)

 2) 丹桂茶園은 1867년 겨울 浙江省 定海 출신의 劉維忠이 자본을 투자하여 寶善街 인

근 大新街에 건립하였다. 金桂軒은 1870년 丹桂茶園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老生 배우 

熊金桂가 石路에서 창립하였다. 天仙茶園은 1875년 12월 官府에서 衙役으로 일하던 

王炳 이 滿庭芳 자리에서 개장하였다. 大觀園은 1877년 8월에 兆豐洋行 買辦 吳蟾

靑이 寶善街 鶴鳴茶園 자리에서 새롭게 개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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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는 백여 개에 달하는 수많은 중소형 京劇戲園이 난립하여 영업 경쟁을 펼치며 

공연시장을 점유하였다. 이처럼 上海京劇3)의 발전사는 북경과는 또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며 上海京劇의 형성과 성행을 주도한 상해 京劇戲園의 변천사라 할 수 있

다.

京劇이 상해에 첫 선을 보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戲園은 租界구역의 급속한 상

업화에 따라 즐비하게 들어선 妓館, 烟館, 茶館, 酒店 등과 함께 향락과 유흥을 

즐기는 상해 사람들의 중요한 오락 장소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4) 당시 京劇戲

園은 북경의 공연시장과는 또 다른 상업화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北京戲

園의 경영방식을 탈피해야만 했다. 즉 북경은 전통적으로 戲園과 戲班의 경영이 

분리되어 戲園은 戲班을 구성할 수 없었으며, 戲班 또한 戲園을 같이 경영할 수 

없었다. 공연은 쌍방이 계약을 맺은 후 성사되었기 때문에 배우들은 戲班에만 소속

되어 있었을 뿐 戲園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5) 만약 공연에서 손실을 보더라

도 戲班의 책임일 뿐 戲園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상해 京劇戲園의 園

主들은 배우들을 戲園에 소속시켜 관리하는 戲班과 戲園의 合一制(‘班園一體制’)

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영 방법은 戲園主가 직접 戲班과 戲園의 경제권 및 인사

권을 동시에 가진 고용주가 되므로 소속 배우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지 만이 

戲園의 영업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으며, 배우들 역시 고정된 戲園에 소속되면

서 장기적인 공연과 일정한 출연료(包銀) 수입이 보장됨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바

탕으로 연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班園一體’의 체계에서 戲園主의 경영능력은 戲園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

 3) 上海京劇이란 북경의 京劇이 상해로 남하한 후 상해만의 독특한 경제와 문화적 환경 

아래 北京京劇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하나의 유파를 이루며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명칭이다. 따라서 上海京劇은 北京京劇을 지칭하는 北派⋅內江派⋅京派와 대비하여 

南派⋅外江派⋅海派京劇으로도 불린다.

 4) 1869년 10월 23일자 《上海新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租界내 妓館은 천여 곳에 달

했으며, 1872년 5월 25일자 《申報》에 게재된 <附 笑笑山人烟館月損紀事>에는 租界

내에 1700여 곳의 烟館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李長莉 《晩淸上海社 的變遷》, 

天津人民出版社, 2002, 238쪽 참조.)

 5) 張發穎 《中國戲班史》: ｢按淸代規定, 戲園不准自己組班, 當然戲班亦不能兼營戲園. 

演出活動中戲園一方稱爲‘前臺’, 戲班一方稱爲‘後臺’. 演出過程中, 戲班要 戲園簽定

合同, 然後按合同演出.｣ (學苑出版社, 2003,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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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그들이 戲園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은 바로 자본을 투자하여 끊임없이 북경 京班의 새로운 명배우들을 유치

하거나 戲園을 대표하는 간판배우를 배출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관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화려한 최신식 무대 장치와 짜임새 있는 新編 劇目 등을 갖추는 것이

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연 내용 즉 ‘新角 등장, 新彩 설비, 新戲 공연’이 시작

됨을 알리는 광고 선전활동은 상해 京劇戲園의 영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

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6)

본고에서는 이처럼 청말 상해의 새로운 문화풍속도를 형성한 京劇戲園의 공연활

동 중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 당시 상해지역을 묘사한 竹枝詞의 내용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竹枝詞는 고대 巴蜀 지역의 민가에서 기원하여 盛唐시

기에 이르러 문인들의 창작 詩體로 발전한 후 역대로 방대한 수량으로 창작되었으

며 여러 지역에서 끊이질 않고 유행하였다. 역대 竹枝詞는 문학적 가치와 함께 청

대 王士禛이 그 특징에 대해 “泛咏風土”7)라 하였듯이 각 시기와 지역의 민간풍속

에 대한 연구 자료이외에도 사회 현상, 역사 사건, 인물 故事 등을 보충 고찰할 수 

있는 史料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1843년 개항 후 민국 초기에 이르기까지 상

해에 거주한 문인과 상해를 유람한 외지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대량의 上海竹枝詞

는 당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상해사회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현상을 표현하고 있

어 청말 상해의 풍경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文化史料라 평가할 수 있다.8) 이에 

필자는 기존의 上海京劇 관련 자료와 함께 《上海洋場竹枝詞》9)에 수록된 淸末 上

 6) 北京 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究所編著 《中國京劇史(上卷)》: ｢戲園欲繼續維持和發

展營業, 除不斷增聘新角搭班獻藝外, 還不得不從劇目和表演藝術的創新方面 求出

路. 在張貼於街頭和報載的戲園廣告上, ‘新角⋅新戲⋅新彩⋅新砌’等字樣時有出現.｣ 
(中國戲劇出版社, 1990, 264쪽.)

 7) 郎廷槐(編) 《師友詩傳 》: ｢王士禛云, ‘竹枝’泛咏風土, ‘柳枝’ 咏楊柳, 此其異也.｣ 
(王利器⋅王慎之 《歷代竹枝詞(初集)》, 三秦出版社, 1991, <任半塘: 竹枝 (代

序)>27쪽.)

 8) 上海竹枝詞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上海竹枝詞硏究》(程 , 華東師

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10)를 참조할 수 있다. 

 9) 상해 풍속학자 顧炳權이 수집 정리하여 편찬한 《上海洋場竹枝詞》(上海書店, 1996)에

는 개항 후 1949년까지 상해시 중심지역을 묘사한 4,000여 수의 竹枝詞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顧炳權은 《上海歷代竹枝詞》(上海書店, 2001)에서 明淸 시기 상해시 

외곽지역을 묘사한 4,000여 수의 竹枝詞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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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竹枝詞를 참고하여 당시 상해 京劇戲園의 공연활동 특징 가운데 북경에서 내려

온 명배우들의 활약상과 燈彩戲 공연 모습, 戲園의 선전활동과 관객들의 관람 풍

경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南下한 京班 명배우의 활약

18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기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薪翹의 竹枝詞 <滬北

十景>10) 제 1수의 부제는 ‘桂園觀劇’이다. 桂園은 京劇戲園인 丹桂茶園을 지칭하

는 것으로, 薪翹는 당시 丹桂茶園에서 京劇을 관람하는 모습을 상해 租界지역(滬

北)의 십대 경관 중 하나로 뽑았을 만큼 이 시기 경극 공연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桂園觀劇’에서는 당시 북경에서 내려와 상해 무대에 첫 선을 보인 京班배우들의 

명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相傳鞠部 豪奢, 듣자하니 북경 戲班에서 가장 호사를 누리는 배우는 

不待登場萬口夸.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사람들마다 극찬을 한다고 하더니.

一樣梨園名弟子, 마찬가지로 戲園의 이름난 배우들도

來從京國更風華. 北京에서 온 자들이 풍채와 재능에서 더욱 뛰어나구나.

북경의 京班배우들이 상해로 南下하기 시작한 것은 丹桂茶園의 園主 劉維忠의 

초청에서 비롯되었다. 1867년 劉維忠은 戲園의 정식 개장을 준비하면서 직접 북

경으로 올라가 三慶班과 四喜班 출신의 여러 角色의 명배우들을 초청하여 경극무

대의 진용을 구성하였다.11) 이때 劉維忠의 초청에 응한 배우들은 京劇史에 있어 

10) <滬北十景>은 王韜(1828-1897)의 《瀛壖雜志》 卷6에 실려 있다. 작자로 표기된 薪翹

의 생평과 이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滬北十景>이 지어진 시기를 1860년대 말

에서 70년대 초기 사이로 추측하는 이유는 王韜가 1870년 香港으로 돌아간 후 이전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瀛壖雜志》를 저술하였으며, 1875년 廣州에

서 이를 출판하였기 때문이다. (｢1870年重返香港, 日長多暇, 便 稿分類編排, 又

一些近事陸續增入, 共厘定六卷, 定名 《瀛壖雜志》. 1875年這本“ 記上海一邑之事”

的著作在廣州正式出版.｣ 《瀛壖雜志》, 上海古籍出版社, 1989, <題記> 1쪽.)

11) 哀梨老人의 《同光梨園紀略》‘劉維忠續開丹桂’에서는 1867년 劉維忠의 초청에 응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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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상해에 내려와 활동한 북경 京班소속 배우들로, 이들의 공연은 丹桂茶園

의 흥행 성공과 함께 상해에 京劇의 유행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당시 丹桂茶

園의 영업이 성황을 이루자 劉維忠은 이듬해 가을 다시 한 번 북경의 명배우들을 

초청하여 더욱 탄탄한 연기진을 구축하게 된다.12) 두 차례에 걸쳐 丹桂茶園에 정

착한 북경의 京班배우들 중 상해 관객을 사로잡은 명배우는 단연 楊月樓였다.

楊月樓(1844-1890)는 安徽 懷寧縣 출신으로, 이름은 久昌이다. 月樓는 字이

며, 外號는 楊猴子이다. 그는 京劇 ‘老生 前三傑’(余三勝, 程长庚, 张二奎)의 가

창과 연기 장점을 두루 갖춘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즉 楊月樓는 북경에서 徽班의 

生行으로 명성을 날린 張二奎의 제자로 입문하여 뛰어난 老生 연기로 張(二奎)派

의 계승자이자 대표인물로 이름을 알린 후, 程(長庚)派와 余(三勝)派의 武生 연기 

학습을 통해 세 파의 특색과 풍격을 모두 받아들여 자신만의 연기를 펼쳐보였던 경

극계의 걸출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楊月樓는 1868년 상해로 내려온 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대에 오를 때 마다 靑樓의 기녀들을 사로잡는 대단한 인기를 누

린다.13) 이후 그는 1872년 4월부터 金桂軒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 번 상해 경

극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金桂軒은 1870년 개장 후 곧바로 京班 배우들을 

초청하였으며,14) 뛰어난 武生과 武旦의 진용을 갖춘 武戲의 공연과 함께 楊月樓

의 합류로 인해 上海에서 丹桂茶園과 함께 가장 명성을 떨치는 京劇戲園으로 자

리 잡게 된다. 이 시기 金桂軒 무대에 첫 선을 보인 楊月樓에 대해 袁祖志15)는 

해로 내려온 배우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文武老生: 銅騾子(劉義增), 夏奎

章, 熊金桂, 周長春, 周長山, 景四寶. / 架子花臉: 董三雄, 寧天吉. / 武生: 胖羊

兒. / 開口跳(武丑): 棚匠張三. / 靑衣: 王桂芳. / 花旦: 浪雙喜(陳雙喜), 馮三喜. 

/ 花臉: 疤瘌王(王 桂).｣ (《 府新聲》, 5-6쪽.)

12) 1868년 남하한 배우들은 다음과 같다. ｢老生: 周春奎, 孫菊仙. / 武旦: 王桂喜. / 淨

角: 大奎官(劉萬義). / 武生: 孟七, 任春廷(任七). / 武丑: 張七. / 老生兼武生: 楊

月樓. / 敲師: 程章甫.｣ (北京 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究所編著 《中國京劇史(上

卷)》, 中國戲劇出版社, 1990, 254쪽 참조.)

13) 黃式權《淞南夢影 》: ｢丹桂園主人聘之來滬, 未及一年, 芳譽大噪, 每一登場, 靑樓中

趨之若鶩, 幾如衛洗馬豐姿, 令人看殺.｣ (上海古籍出版社, 1989, 125쪽.)

14) 《同光梨園紀略》‘徽班京班同開金桂軒’에 기록된 배우들은 다음과 같다. ｢老生: 馬六, 

林連桂. / 花臉: 穆, 趙殿奎, 趙祥玉. / 靑衣: 王喜壽, 陳彩林. / 武生: 陣春

元, 黃月山, 深韻秋, 徐世芳. / 武二花臉: 孟七, 張大黑. / 開口跳: 楊貴. / 武

旦: 黑兒, 大福喜, 鐵兒. / 靑衫: 常子和.｣(《 府新聲》, 12쪽.)

15) 袁祖志(1827-1900?)는 浙江 杭州출신으로, 자는 翔甫, 별호는 倉山 主이다. 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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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滬北竹枝詞>(총 24수)16) 제 3수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金桂何如丹桂優, 金桂軒이 어째서 丹桂茶園보다 뛰어난가?

佳人個個懶勾留. 여인네들마다 떠나길 주저하며 서성거리니.

一般京調非偏愛, 대부분 京劇을 유달리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只爲貪看楊月樓. 단지 楊月樓를 오래도록 바라보려는 마음일 뿐. 

또한 袁祖志는 위 竹枝詞아래 주를 달아 “공연은 丹桂茶園이 비교적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유독 妓樓의 여인들은 金桂軒으로 몰려가 물의를 불러 일으켰다. 楊

月樓는 顯官의 家伶 출신으로 빼어난 외모와 고상함뿐 아니라 연기는 文武老生을 

겸하였다.”17)라고 기록하였다. 이외에 1872년 7월 9일자 《申報》에 게재된 晟溪養

浩主人의 <戲園竹枝詞>(총 16수)18) 제 12수에서도 당시 金桂軒에 소속된 楊月

樓의 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二桂名園賭賽來, 丹桂茶園과 金桂軒의 승부로,

一邊收拾一邊開. 한쪽을 정리하고 다른 쪽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月樓風貌倌人愛, 楊月樓의 풍채와 용모에 기생들이 좋아하였으니,

不羨紅妝浪半臺. 花旦이 무대에 올라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性靈派 시인 袁枚의 손자이다. 1871년 上海縣丞에 부임하였으며, 1876년 《新报》의 

창간 主編을 담당하였다. 1881년에는 상해 福州路 인근에 ‘楊柳樓臺’로 이름 지은 주

택을 건립하여 상해 문인들의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窺園詩社’를 조직하였다. 이후 서

유럽 각국을 유람하였으며 귀국 후 1893년부터 3년간 《新闻报》의 주필을 담당하였다. 

저서로는 《海上竹枝詞》, 《出洋 知》, 《瀛海采問紀實》, 《西俗雜志》, 《涉洋管見》, 《海

外吟》, 《海上吟》 등이 있다.

16) <續滬北竹枝詞>는 《申報》 1872년 5월 18일자에 忏情生이란 서명으로 게재되었다. 같

은 날 《申報》에는 海上逐臭夫란 이름으로 <滬北竹枝詞> 24수도 게재되었다. <滬北竹

枝詞>와 <續滬北竹枝詞>는 이후 1876년에 간행된 袁祖志 편찬의 竹枝詞 작품집인 

《海上竹枝詞》 一卷(許氏刊本, 上海圖書館所藏)에 수록되었고, 이 책의 序에서 수록

된 작품이 袁祖志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海上逐臭夫와 忏情生은 모두 袁祖志

의 필명이라 할 수 있다.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上海書店, 1996, 441-442쪽 

참조.)

17) ｢戲以丹桂爲 優, 而勾欄中人獨趨金桂, 致招物議. 楊月樓爲顯宦之家伶, 玉立亭亭, 

藝兼文武.｣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12쪽.)

18)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357-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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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金桂軒에서의 楊月樓의 인기는 대단하여 공연이 있는 날이면 “戲園 입구

에 인력거가 성시를 이루었으며 여인네들이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19)로, 그는 거

의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풍채와 외모뿐만 아니라 楊月樓가 펼치는 武生 

연기는 金桂軒을 찾은 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金桂軒이 文戲 위주의 丹桂茶

園과 함께 ‘文丹桂武金桂’의 명성을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즈음 발표된 竹枝詞에는 당시 楊月樓와 京班배우들의 활약상을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1872년 7월 12일자 《申報》에 게재된 鴛湖隱名

氏20)의 <洋場竹枝詞>(총 38수)21) 제 22수이다. 

周文楊武共相推, 周春奎의 文戲와 杨月楼의 武戲를 모두들 추천하고,

三喜胭脂點兩腮. 두 뺨에 연지 찍은 冯三喜도 등장한다. 

一自滿 齊唱好, 가득 찬 객석에서 일제히 좋다고 소리치니 

看他得意下臺來. 득의한 모습으로 무대를 내려오는 모습 보인다.

周春奎(생졸년 미상)는 天津 사람으로, 자는 星桓이다. 1855년 북경의 雙奎班

에 가입하여 老生 연기를 연마하고 무대에 오른 이래 1863년에는 春臺班을 관장

하였으며 또한 奎慶班의 班主로 활동하며 京班의 대표적인 老生 배우로 명성을 얻

었다. 1868년 劉維忠의 초청으로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에 소속되었으며, 이후 

1872년에는 丹桂茶園의 간판 배우로 자리 잡게 된다. 晟溪養浩主人의 <戲園竹枝

詞> 제 4수에서는 周春奎의 공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丹桂京班素擅名, 평소 丹桂茶園의 京班은 명성이 자자하였으며

春奎北調甚分明. 더욱이 周春奎의 北調 소리는 두드러졌다.

19) <戲園雜談>(1872년 6월 4일자 《申報》 게재): ｢金桂僅以楊月樓一人哄動時目, 遂使車

蓋盈門, 簪裾滿坐.｣ (蔡世成 選編⋅陸漢文 校點 《申報京劇資料選編》, 上海 文化局

黨史資料征集領 組⋅上海 文化系統地方志編輯委員 ⋅《上海京劇志》 編輯部主

編, 1994, 1쪽.)

20) 1872년 9월 18일자 《申報》에는 鴛湖隱名氏란 동일한 서명으로 <續洋場竹枝詞> 10수

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顧炳權은 上海師範大學 도서관 소장본에 이 竹枝詞 두 편의 

작자를 張春華로 기록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鴛湖隱名氏는 張春華의 별칭으로 파악

하였다.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449쪽.)

21)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359-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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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雷陣 雙園 , <五雷陣>과 <雙園 >의 공연에는

定有旁觀喝彩聲. 반드시 관중들의 갈채소리가 가득하였다.

위 竹枝詞를 통해 周春奎는 1872년 여름 丹桂茶園에서 張二奎派의 대표적인 

극목이자 자신의 拿手戲라 할 수 있는 <五雷陣>과 <雙園 >의 老生 역할을 담당

하며 상해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周春奎는 이후 1876년에

는 金桂軒에 소속되어 生行의 우두머리(‘臺柱子’) 반열에 오른다.22)

이외 鴛湖隱名氏의 <洋場竹枝詞> 제 22수에 등장하는 冯三喜(생졸년 미상)는 

북경 四喜班에 소속되었다가 1867년 劉維忠의 초청으로 상해에 내려와 丹桂茶園

에서 활동한 花旦 배우이다. 冯三喜는 이후 상해에 정착하여 30여 년간 무대에 오

르며 老旦의 고수로 명성을 얻었으며, 아들 馮子和(1888-1941) 역시 상해 경극무

대에서 크게 이름을 날린 花旦 배우이다. 또한 1872년 9월 9일자 《申報》에 게재

된 花川悔多情生草의 <滬北竹枝詞>(총 20수)23) 제 9⋅12수에서는 당시 京班배

우들의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丹桂茶園金桂軒, 丹桂茶園과 金桂軒에서는

燕歌趙舞戲新翻. 燕歌趙舞와 같은 새로운 戲를 공연한다.

人人爭看齊稱好, 모두들 앞 다투어 보고서 좋다고 칭찬하니

閑煞笙簫山雅園. 笙簫을 연주하는 山雅園은 점차 사라져 갈듯.

周春奎曲妙通神, 周春奎의 노래 소리 오묘하고 신통하며

任七郞還技出人. 任七의 기예 또한 탁월하다.

新到爭傳韓桂喜, 새로 와 명성이 자자한 韓桂喜는

一時抹煞衆伶倫. 일시에 여러 배우들을 압도해 버린다.

제 9수에서는 1867년 상해로 내려온 京班배우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경극이 상

해무대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1872년에 이르러서는 崑劇의 공연시장이 점차 잠식되

22) <《申報》首見京劇一詞>(1876년 2월 7일자 《申報》 게재): ｢京劇 重老生, 各部必有能

唱之老生一二人, 始能成班, 俗呼爲臺柱子. 如上海金桂軒之春奎⋅景四, 丹桂園之孫

春恒是也.｣ (蔡世成 選編⋅陸漢文 校點 《申報京劇資料選編》, 10쪽.)

23)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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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山雅園은 1851년 개업한 상해의 崑劇 전용 戲園

으로 三雅園의 별칭이다. 三雅園은 崑劇의 몰락으로 1891년 초 문을 닫기까지 

州 崑班(大章班, 大雅班 등) 배우들에게 고정된 공연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경극 

열풍에 밀린 崑劇예술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청말 상해 崑劇

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24) 1872년 당시 京班의 등장으로 崑班의 세력이 약해지

고 있는 상황은 袁祖志의 <續滬北竹枝詞> 제 2수에서도 묘사하고 있다.25) 참고로 

1870년대 초 상해의 모습을 기록한 葛元煦의 《滬游雜記》에서는 경극에 비해 崑劇

을 감상하는 관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애석해하고 있어26) 이 시기 三雅園이 

처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 12수에서는 周春奎와 함께 任七과 韓桂喜가 등장한다. 任七(생졸년 미상)은 

북경 사람으로, 본명은 任春廷이다. 북경 嵩祝班에 입문하여 武戲를 연마한 후 

1855년 雙奎班에 가입하여 명성을 얻었다. 1863년에는 萬 奎班을 조직하였으며, 

이듬해에는 久和班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27) 任七은 뛰어난 무술연기로 이름을 

날린 북경 경극계의 손꼽히는 武生 배우로, 1868년 이후 상해 경극무대에 정착하

였다. 任七은 丹桂茶園 劉維忠의 초청으로 함께 내려온 張七(1850-1895)과 얼마 

뒤 金桂軒에서 활동한 孟七(생졸년 미상)과 더불어 ‘武行三七(江北三七)’로 칭해

진다. 특히 그는 長七과 함께 南派京劇 武生배우의 선두 주자로 상해에 정착하여 

경극 武戲 발전의 토대를 다진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28)

韓桂喜(생졸년 미상)는 天津 河北梆子 戲班 출신의 武旦 배우로, 1872년 4월 

처음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에서 공연하였다.29) 당시 그가 펼친 연기는 “여러 배

24) 청말 상해 崑劇의 변천 과정과 三雅園의 공연활동에 관한 내용은 <淸末上海崑劇變遷

>(여승환, 《中國文學硏究》 33집, 韓國中文學 , 2006)를 참조할 수 있다.

25) 袁祖志 <續滬北竹枝詞>(1872년 5월 18일자 《申報》 게재): ｢自有京班百不如, 崑班雜

劇槪刪除.｣
26) 葛元煦 《滬游雜記》 卷2 <戲園>: ｢邇來京班以丹桂茶園⋅金桂軒爲 , 金桂武戲 勝

文班, 惟三雅園皆吳下 伶, 惜知音 鮮矣.｣ (鄭祖安標點本, 上海古籍出版社, 1989, 

33쪽.)

27)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下冊)》  <京劇名藝人傳略集>, 中國戲劇出版社, 2003, 974

쪽 참조.

28) 于質彬 《南北皮黃戲史述》, 黃山書社, 1994, 108쪽 참조.

29) 韓桂喜가 처음 상해로 내려온 시기와 丹桂茶園 무대에 선 상황은 絳芸館主人이 상해

에 거주하며 쓴 일기(1871년부터 1882년까지) 《絳芸館日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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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을 압도할 만큼” 관객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倉山 主(袁祖志)는 그

를 “藝, 色, 志를 갖춘 연꽃같이 순수한 배우”30)로 평가하였으며, 絳芸館主人 역

시 《絳芸館日記》에서 韓桂喜의 연기와 용모를 본 후 그를 배우들 가운데 으뜸(‘伶

元’)으로 정하고 한편의 竹枝詞를 지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雛伶幾輩集申江, 어린 배우 무리들이 상해로 몰려들어

角武爭文未肯降. 서로 文戲와 武戲를 뽐내며 지려고 하지 않는다.

第一端推韓桂喜, 제일 뛰어난 자로는 韓桂喜를 꼽으니,

推他色藝世無雙.31) 외모와 연기가 세상에 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1874년 《申報》에 게재된 여러 편의 竹枝詞에서도 당시 丹桂茶園, 金桂軒

의 성황과 구체적인 京班배우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명성과 활약상

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戲牌一挂着優伶, 戲牌에는 배우들의 이름이 걸려 있고,

脚色全完演不停. 脚色이 전부 갖추어져 공연은 끊이지 않는다.

劇到出神齊喝采, 劇이 최고조에 이르자 일제히 갈채를 보내고

喧天鑼鼓醉應聲.32) 하늘을 진동하는 鑼鼓소리에 취한 듯 호응하며 소리친다.

出色京班次第來, 뛰어난 京班이 잇달아 내려와

金丹二桂兩排開. 나란히 金桂, 丹桂 두 戲園을 열었네.

春魁大噪音淸爽, 春魁가 명성을 날리니 그 소리는 청량하여

喊好旁人幾十回.33) 관객들은 수십 차례 환호성을 지른다.

1872년 4월 15일 일기에서 絳芸館主人은, ｢幼謙이 불러 丹桂茶園에 가서, 새로 온 

脚色 韓桂喜와 淸客 陳玉棠의 戲를 보았다.(幼謙邀往丹桂茶園, 看新到脚色韓桂喜, 

及淸客陳玉棠戲.)｣라고 적고 있다. (《淸代日記彙抄》, 上海人民出版社, 1982.)

30) 哀梨老人 《同光梨園紀略》 ‘韓桂喜一夜兩唱’ : ｢倉山 主有贈韓桂喜詩並序; 韓桂喜

, 丹桂部之伶人也. 來自津沽超羣菊部. 申江之聞秦腔, 自韓桂喜始. …… 有藝有色

而又有志, 似出淤泥而不染.｣ (《 府新聲》, 72쪽.)

31) 《絳芸館日記》 ‘1873년 7월 23일’ : ｢至丹桂園, 看韓桂喜演烟花棍, 極妙. 滬上優伶不

知凡幾, 要得文武兼長色藝雙絶 , 惟韓桂喜一人. 余 賞識, 定爲伶元. 遂口占一絶

以紀之.｣ (《淸代日記彙抄》)
32) 松江養廉館主 <上海茶園竹枝詞>(총 29수) 제 23수 (1874년 2월 5일자 《申報》 게

재):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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衣冠優孟各爭姸, 배우들은 각기 고운 자태 뽐내며

歌舞低回亦可憐. 곡절 있는 노래와 춤사위 역시 연민을 일으킨다.

丹桂□開金桂續, 丹桂가 문을 연 후 金桂가 뒤를 잇고 

游人齊唱九更天.34) 유람객들은 모두 <九更天>을 노래 부른다.

丹桂飄香金桂開, 丹桂 향기 바람에 흩날리자 金桂도 피어나고

雙雙菊部帝都來. 京班의 황제들 모두 짝을 이뤄 내려온다.

莫嫌歌舞郞當甚, 배우들이 대단하지 않을 거라 의심하지 마라.

曾沐君恩雨露培.35) 일찍이 聖恩을 입어 명성을 누렸으니.

특히 마지막으로 예시한 <春申浦竹枝詞> 제 59수에는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아 

京劇戲園의 성황과 명배우들이 이미 북경에서 대단한 명성을 누렸음을 부연설명하

고 있다. “丹桂茶園이 있는 寶善街와 金桂軒이 있는 閘路 사이에 자리한 희원들은 

모두 京劇戲園이다. 그 명성은 이미 조정에까지 알려져 周春奎와 같은 명배우들은 

일찍이 황제를 위해 공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노래와 기예에 뛰어난 자들 

또한 매우 많았다.”36)

한편 1888년 2월 27일자 《申報》에 게재된 雲間 不羈生 서명의 <梨園竹枝

詞>(총 20수)37) 중 일부에서는 당시 京劇戲園의 변천과정, 그리고 배우들의 공연 

활동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우선 제 1수를 살펴보자.

園名丹桂創熊家, 丹桂라는 이름의 戲園은 熊金桂가 창립하였고

濟濟人材盡足誇. 몰려든 수많은 인재들은 모두 칭찬할 만했다.

杜而今漸廖落, 杜蝶雲 이후 지금은 점차 적막해져가니 

何時恢復 生涯. 언제쯤 예전의 활동을 회복할 수 있을까?

33) 雲間逸士 <洋場竹枝詞> ‘戲館’ (1874년 4월 27일자 《申報》 게재): 顧炳權 《上海洋場

竹枝詞》, 384쪽.

34) 邗江詞客 <滬游竹枝詞>(총 49수) 제 28수 (1874년 6월 11자 《申報》 게재):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62쪽.

35) 苕溪洛如花館主人 <春申浦竹枝詞>(총 65수) 제 59수 (1874년 10월 23자 《申報》 게

재):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46쪽. 

36) ｢丹桂園在寶善街, 金桂軒在閘路, 中皆京都梨園. 聲聞輦下, 名優如周春奎等, 曾經供

奉御覽. 其餘以曲勝, 以藝勝 , 復不一而足.｣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46쪽.)

37)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415-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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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에서 언급한 熊家는 1870년 金桂軒을 창립한 老生 배우 熊金桂를 지칭하는 

것으로, 작자가 丹桂茶園의 설립자를 劉維忠이 아니라 熊金桂로 본 것은 아마도 

착오가 있는 듯하다. 3, 4구에서는 丹桂茶園의 곡절 있는 변천과정을 비유하고 있

다. 3구의 杜는 生 배우 杜蝶雲을 지칭한다. 杜蝶雲(1839-?)의 본명은 杜玉

卿(慶)으로, 1860년대 초기 북경 四喜班에서 이미 生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1871년 처음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에서 활동할 때에는 뛰어난 재능과 품격으로 

丹桂의 領袖로 평가받기도 하였다.38) 이후 1874년 경 杜蝶雲은 劉維忠의 지나친 

투자로 인한 경영난으로 잠시 폐업상태에 있던 丹桂茶園을 인수하고는 기존 소속 

배우들 이외 두 차례에 걸쳐 북경의 명배우들을 초청하여 후한 대우와 함께 막강한 

연기진용을 구축함으로써 丹桂茶園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39) 하지만 

1878년 봄에 이르러 杜蝶雲 역시 누적된 영업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북경으로 돌

아가고 戲園은 다시 문을 닫는다. 이후 丹桂茶園은 당시 소속 배우였던 孫春恒, 

大奎官, 謝梅卿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영업을 재개한 뒤 관중들의 환영을 받았

지만 1년이 채 안 되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공연을 중지하게 된다.40) 이때부터 

寶善街에 자리 잡았던 丹桂茶園(일명 丹桂)의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되며, 1884

년 가을에 劉維忠은 大新街에 규모가 더욱 커진 새로운 丹桂茶園(일명 新丹桂)을 

건립하고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배우들을 규합하여 약 3년간 그 명성을 유지한

다.41)

38) 袁祖志는 1872년 4월에 발표한 <丹桂九枝吟> 제 1수에서 杜蝶雲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領袖爭雄杜蝶雲, 早從日下播聲聞. 看他演到閨房 , 文采風流信出群.｣ 
(中國戲曲志編輯委員 編 《中國戲曲志(上海卷)》, 中國ISBN中心, 1996附 <歷史資

料> 993쪽.) 

39) 哀梨老人 《同光梨園紀略》 ‘杜蝶雲接開丹桂’ : 《 府新聲》, 5-6쪽 참조. 당시 丹桂茶

園의 배우진은 다음과 같다. ｢ 生: 孫春恒, 孫菊仙, 吳鳳鳴. / 凈角: 大奎官, 劉廷

玉, 董三雄, 寧天吉. / 武生: 黃月山, 李春來, 曹吉安. / 武二花: 郝福芝, 劉福義. / 

武三花: 謝梅卿, 杜錦芳, 張九柱. / 武旦: 韓桂喜, 仇三華, 喜四壽, 王大喜. / 開口

跳: 田黑兒, 陳吉太, 夏月恒. / 花旦: 謝寶林, 劉鳳林, 馮三喜. / 丑: 周松林, 米

全, 禿扁兒, 朱二 , 徐九. / 靑衣: 李隷香, 陳雙喜.｣
40) 哀梨老人 《同光梨園紀略》 ‘孫春恒接開丹桂’ : 《 府新聲》, 16-17쪽 참조. 

41) 哀梨老人 《同光梨園紀略》 ‘劉維忠重開新丹桂’ : 《 府新聲》, 32-35쪽 참조. 당시 新

丹桂의 공연에 참여한 대표적인 배우들은 다음과 같다. ｢ 生: 徐岱雲, 夏奎章, 穆瑞

, 林連桂. / 生: 杜蝶雲, 周釗泉. / 靑衣: 李隷香, 孫瑞 . / 花旦: 想九霄, 周

鳳林, 桂鳳. / 武旦余玉琴. / 武丑: 張永升. / 武二花: 趙德虎, 張九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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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梨園竹枝詞>가 발표된 1888년 2월 무렵에는 花旦 배우 想九霄(田際雲)가 

新丹桂를 접수하여 운영하던 시기로,42) 이 당시 新丹桂는 후발 京劇戲園과의 치

열한 경쟁 구도아래 소속 명배우들의 이탈이 빈번해지면서 과거 劉維忠과 杜蝶雲 

경영 시절 丹桂茶園의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梨園竹枝詞>의 작

자는 제 1수에서 예전 丹桂의 화려했던 명성을 회상하며 다시 한 번 부활을 기대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또한 <梨園竹枝詞> 제 8수에서는 또 다른 京劇戲

園의 변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鶴鳴去歲創樓臺, 鶴鳴茶園이 문 닫은 해 새로 樓臺를 세운

中桂更名又續開. 中桂茶園은 다시 이름 바꿔 또 다른 戲園을 열었다. 

管領大觀園一衆, 大觀園 무리들을 도맡아 관리한 이는 

月樓去後月山來. 楊月樓가 떠난 이후의 黃月山이로다.

鶴鳴茶園은 1877년 1월 오스트리아 상인 바크(巴客)가 자본을 투자하여 寶善

街에 건립한 戲園이다. 개장 전 鶴鳴은 공개적으로 京班 배우들을 모집43)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으나 실제 개장 초기 戲園의 경영과 京⋅徽⋅崑班 배우가 뒤

섞인 공연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44) 이에 巴客은 戲園을 楊月樓에게 넘

겨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楊月樓가 州로 떠나면서 결국 개장 약 7개월 

만에 戲園은 폐업을 하고 만다.45) 이때 鶴鳴茶園을 매입한 사람이 戲園 이름을 

中桂茶園으로 개명하고 영업을 시작하지만 中桂 역시 한달 만에 문을 닫게 되고, 

얼마 뒤 비어있던 戲園을 兆豐洋行의 買辦 吳蟾靑이 인수하여 大觀園이라는 새로

운 戲園을 설립한다.46) 위 竹枝詞의 1, 2구는 바로 이러한 鶴鳴에서 大觀園에 이

르는 변천과정을 언급하였다. 1877년 9월에 개장한 大觀園은 丹桂茶園, 金桂軒, 

42) 哀梨老人 《同光梨園紀略》  ‘想九霄開丹桂’ : 《 府新聲》, 38-39쪽 참조.

43) 姚志龍 <上海茶園的變遷>: ｢巴客公開召租, “邀請中國京班戲, 無論何等角色均可進場

演出, 價格面議.”｣ (周華斌⋅朱聯群 主編 《中國劇場史論(下卷)》, 北京廣播學院出版

社, 2003, 584쪽.)

44) 姚志龍 <上海茶園的變遷>: ｢巴客不熟悉京劇, 又不懂業務, 鶴鳴茶園內京⋅徽⋅崑亂

雜, 湊成一班, 一無可觀, 營業大減.｣ (《中國劇場史論(下卷)》, 585쪽.) 

45) 哀梨老人 《同光梨園紀略》  ‘楊月樓開鶴鳴茶園’ : 《 府新聲》, 13-14쪽 참조. 

46) 哀梨老人 《同光梨園紀略》  ‘吳蟾靑開大觀園’ : 《 府新聲》, 23-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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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仙茶園과 함께 청말 상해 4대 京劇戲園의 명성을 누렸던 곳으로, 개장 초기 大

觀園의 활동에서 주목해야할 인물은 바로 4구에 등장하는 黃月山이다.

黃月山(1850-1900)은 河北 武淸 사람으로, 梆子戲班인 瑞勝和武班에서 무예

를 익혔다. 黃月山은 梆子戲班에서 京班의 武生 배우로 전환한 대표적인 인물이

자, 경극 武生 3대 유파 중 黃派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전통 극본

을 개편하였을 뿐 아니라 武戲 위주의 새로운 극본을 다수 창작하여 ‘自編自演’한 

배우로도 유명하다.47) 黃月山은 1872년 초에 처음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에 소

속되어 연기를 펼쳤는데, 이때 丹桂茶園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던 武生 任七을 스

승으로 모시고 기예를 익힌 후 뛰어난 武工과 梆子 腔調에 기초한 唱白 연기로 큰 

인기를 누렸다. 袁祖志는 <丹桂九枝吟> 제 3수에서 1872년 丹桂에서 공연하던 黃

月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黃月山能繼月樓, 黃月山은 楊月樓의 뒤를 이을 만하니, 

身懷絶技性風流. 뛰어난 연기력을 지녔으며 천성은 풍류를 즐겼다.

莫嫌風貌年來減, 나이 들어 풍채와 용모가 떨어질 거라 의심치 마라.

結束登場泂不侔.48) 무대를 떠난 뒤에도 그에 필적할만한 자 아무도 없으니.

黃月山은 이후 金桂軒에서 활동하다 1875년 연말 天仙茶園의 개장으로 金桂軒

에서 활동하던 대다수의 배우들이 天仙茶園으로 옮겨감으로써 金桂軒이 문을 닫게 

되자 余孟과 함께 金桂軒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1877년 3월 黃月山이 공연을 위

해 북경으로 올라간 뒤 余孟의 경영 실패로 인해 삼 개월 만에 金桂軒은 다시 문

을 닫게 되고 소속 배우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상

해로 내려온 黃月山은 거리로 내몰린 배우들을 인솔하여 새롭게 개장한 大觀園으

로 가서 배우들에게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1877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직접 大觀園을 인수하여 연기와 함께 경영에 참가하게 

된다.49) 위 <梨園竹枝詞> 제 8수의 3, 4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47)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編 《中國大百科全書(戲曲曲藝卷)》 ‘黃月山’, 中國大百

科全書出版社, 1983, 134쪽 참조. 

48) 中國戲曲志編輯委員 編 《中國戲曲志(上海卷)》, 附<歷史資料> 993쪽.

49) 姚志龍 <上海茶園的變遷>: 《中國劇場史論(下卷)》, 584-5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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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雲間 不羈生의 <梨園竹枝詞> 제 2수와 9수에서는 경극 명배우 孫春恒과 

孫鞠仙이 펼친 연기와 대표작에 대한 감상을 적고 있다.

鳴鳳淸音不可追, 봉황 우는 듯 맑은 소리는 따라할 수 없는 것으로

天敎 六占鬚眉. 하늘이 六(孫春恒)을 가르쳐 老生이 되게 했다. 

試從請宋靈中見, <請宋靈>에서 그 모습 살펴볼 수 있으니

便是黃龍痛飮時. 바로 黃龍를 격파하고 통쾌하게 술을 마실 때로다. 

鞠仙滿腹是精神, 孫鞠仙은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지니고 있어

不但音高氣更淸. 소리는 높을 뿐 아니라 그 기운은 더욱 청아하다.

排到昭關今夜唱, 오늘 밤 < 城昭關>을 노래 부르니

園中喝來響雷聲. 戲園에서 들리는 갈채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울린다.

孫春恒(1847-1885)은 天津 사람으로, 六은 아명이다. 어릴 때 스승 張勝奎 

아래에서 입문하여 嵩祝班, 阜成班 등에서 老生 배우로 활약하였다. 1868년 처음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 공연에 참가하였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북경으로 

돌아갔다가 1872년 재차 남하하였을 때에는 丹桂에서 높은 몸값을 받으며 명성을 

누렸다.50) 특히 1874년 杜蝶雲이 丹桂를 인수한 후에는 老生行의 대표 배우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위 竹枝詞에서 언급한 <請宋靈>은 黃月山의 대표적인 新編 

京劇으로, 1876년 6월 丹桂茶園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다. 이때 孫春恒은 영웅 

岳飛역을 담당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는데,51) 바로 4구에서 묘

사한 것처럼 岳飛가 금나라 도읍 黃龍府를 격파하고 부하들과 痛飮을 하고 싶다는 

50) 袁祖志는 <丹桂九枝吟> 제 9수에서 당시 孫春恒의 입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

다. ｢春恒亦京號孫郞, 身價高能壓輩行. <三子經> 原推獨步, 絶無人敢妄稱量.｣ (中國

戲曲志編輯委員 編 《中國戲曲志(上海卷)》, 附<歷史資料> 994쪽.)

51) 1876년 6월 24일 丹桂茶園에서 <請宋靈>이 初演될 때 孫春恒⋅孫菊仙⋅大奎官⋅李

棣香⋅黃月山⋅郝福芝⋅吳鳳鳴⋅張九柱⋅杜錦芳 등이 출연하였다. 《同光梨園紀略》

‘杜蝶雲接開丹桂’에서는 당시 丹桂에서 공연한 新戲 가운데 <請宋靈>이 가장 뛰어났다

고 평가하였다. (｢該園新戲以文武岳請宋靈 好”｣ 《 府新聲》, 10쪽.) 또한 1876년 6

월 27일자 《申報》에 게재된 극평 <名優演劇>에서는 孫春恒의 岳王 연기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岳王忠心耿耿, 聲淚俱下, 所告四太子之 , 義正詞嚴, 深得

大國之體, 乃孫春恒所演, 有聲有色, 令人忠義之氣勃勃而生. 此雖京中所未有也, 可

爲上海獨步.｣ (《申報》, 上海書店縮印本, 1987, [8]冊 5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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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의 마음을 토로해내는 가상의 상황을 연기할 때 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孫鞠仙(1841-1931)은 天津사람으로 본명은 孫濂, 호는 寶臣이다. 孫鞠仙은 戲

班에 정식 입문하여 경극을 익힌 배우가 아니라 상인 집안에서 자란 경극애호가로 

票房에서 기예를 배우고 무대에 선 후 경극 ‘老生 後三傑’(孙菊仙, 谭鑫培, 汪桂

芬)의 지위에 올라 일파를 이룬 인물이다. 그는 1870년 일종의 아마추어 배우라 

할 수 있는 票友 신분으로 처음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에서 ‘客串’으로 공연에 참

가한 후 ‘孫處’란 이름으로 명성을 얻었다.52) 1874년 12월에는 京劇戲園인 昇平

軒을 설립하여 1876년까지 운영하였으며 이후 丹桂茶園에 소속되어 활동하다 북

경으로 돌아간다.53) 언급된 < 城昭關>은 丹桂茶園 시절 孫鞠仙의 대표극으로 손

꼽힌다.

Ⅱ. 京劇戲園의 燈彩戲 공연

燈彩戲는 燈戲 또는 彩戲라고도 하며, 다양한 색채를 가진 등불(燈光) 장치와 

채색된 도구로 사실적인 무대배경을 꾸며 공연하는 戲劇을 지칭한다. 청말 同治시

기부터 상해에서 선보인 燈彩戲는 당시 상해 京劇戲園의 공연에 나타나는 대표적

인 특징 중 하나이자, 중국 戲劇의 무대장치와 배경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燈彩戲 공연은 중국의 전통적인 戲劇 무대 배경을 상상의 

모습(‘心景’)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實景’)으로 바꾸어 놓은 혁신이자, ‘寫

意’ 중심의 공연이 ‘寫實’로 변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燈

彩戲 공연은 당시 京班배우들의 뛰어난 ‘唱念做打’ 연기에 빠져 든 상해 관객들에

게 더욱 더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하고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커다란 환

영을 받음과 동시에 京劇戲園의 성행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52) ‘客串’은 票友가 공연에 참가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清

客串’이라 하였다. 당시 票友들은 모두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고 ‘處’자로 이름을 대신

하였기 때문에 孫鞠仙은 孫處로 알려졌다.

53) 哀梨老人 《同光梨園紀略》 ‘孫菊仙開昇平軒’ : 《 府新聲》, 10-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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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戲園 내부에 燈光을 내건 것은 청말 상해의 京劇戲園에서 처음 시작된 것

은 아니다. 이전 청대 북경의 戲園이나 茶館에서 야간 공연을 위한 무대 조명용 등

불은 필수였으며, 이외에도 <月明樓> 鼓詞를 통해 康熙년간 북경의 酒館 月明樓

의 戲臺에서는 단순한 조명의 목적뿐 아니라 무대 장식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려한 

燈籠을 무대 양편에 걸어 놓고 공연을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54) 또한 상해의 

경우 燈彩戲 공연은 同治 초기 崑班戲園에서 우연히 시작되어 京劇戲園으로 발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55) 하지만 청말 상해 京劇戲園에서 크게 성행한 燈彩戲는 

무대 배경의 장식 측면에서 이전 북경이나 상해 崑班戲園의 彩燈 효과와는 본질적

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京劇戲園의 燈彩戲 공연을 처음으로 묘사한 竹枝詞는 1872년 7월 9일자 《申

報》에 게재된 晟溪養浩主人 <戲園竹枝詞>(총 16수) 제 2수와 15수이다.

穿來柳港 花街, 화려한 유흥가를 지나가니

一片歌聲處處皆. 노래 소리 한 가락 곳곳에서 들린다.

新彩新燈新脚色, 새롭게 장식한 燈彩와 脚色이 새로 왔음을 

敎人沿路貼招牌. 사람을 시켜 길 따라 招牌를 붙인다.

群英共集畵樓中, 영웅들이 모여든 화려하게 채색한 누각 

異樣裝潢奪化工.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이 마음껏 솜씨를 뽐낸다. 

銀燭滿筵燈滿座, 銀燭과 등불이 자리에 가득하니 

渾疑身在廣寒宮. 내 몸이 마치 廣寒宮에 와 있는 것 같구나.

같은 해 7월 12일자 《申報》에 게재된 鴛湖隱名氏 <洋場竹枝詞>(총 38수) 제 

23수에서도 당시 새롭게 燈彩와 末로 무대를 단장하였고 이를 알리는 戲園 광고

가 거리 곳곳에 붙었음을 묘사하고 있다.

54) <月明樓>: ｢明晃晃戲臺眞寬大, 上邊吊掛眞可觀. 五色紬子當中掛, 宮燈紗燈掛兩邊.｣ 
(廖奔 《中國古代劇場史》, 中州古籍出版社, 1997, 95쪽.) 

55) 馬彦祥 <淸末之上海戲劇>: ｢這種燈彩戲創始於同治初年, 其先不過是崑曲班中偶一演

之, 未見如何新奇, 後來天仙⋅金桂⋅丹桂⋅宜春等園相繼爭仿, 乃流行一時.｣ (《東方

雜誌》 第33卷 7號,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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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宵新彩兼新 , 오늘 밤 새로운 燈彩와 무대 장치를 갖추었다는 소식을

招紙粘來到處傳. 광고 招紙를 붙여 여기저기 선전한다.

莫笑空中架樓閣, 공중에 매달아 놓은 누각이라 비웃지 마라.

此中賺得幾多錢.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니.

또한 1873년 2월 13일자 《申報》에 게재된 龍湫 隱의 <申江元夜踏燈詞>(총 

10수)56)에서는 불야성을 이룬 상해의 정월 대보름 밤을 표현하였고, 특히 제 6수

에서는 戲園에서도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휘황찬란한 燈彩戲 공연이 

펼쳐졌음을 묘사하고 있다.

梨園弦管各飛揚, 梨園의 음악 선율 하늘에 가득 날리니 

贏得游人 若狂. 유람객들 마음 사로잡아 마치 미친 듯 흥분케 한다.

曼衍魚龍吹海立, 수없이 일어나는 변화는 바람에 파도가 솟구쳐 오르는 듯

今宵燈彩倍輝煌. 오늘 밤 燈彩는 더더욱 눈부시게 빛나는구나.

위 세 편의 竹枝詞에 언급된 燈彩戲가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

지는 1875년 12월에 개장한 天仙茶園의 燈彩戲 공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姚志龍은 <上海茶園的變遷>에서 天仙茶園이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한 新

戲<碧游潭>의 무대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天仙茶園에서 <碧游潭> 新戲를 공연할 때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러 가지 모양

의 燈彩를 여러 단으로 연결시켜 만들었는데 그 비용은 당시 <洛陽橋>보다 열 배

나 많았다. 燈彩는 우선 月臺가 갑자기 樓亭과 殿閣으로 바뀌더니 다시 화원 속 

아름다운 경치로 변화되었다. 푸르른 대나무와 소나무, 예쁜 꽃과 갖가지 화초, 춤

추듯 날아다니는 벌과 나비, 시끄럽게 울어대는 작은 새, 바위 부근의 九曲紅橋, 

우아하게 노니는 선녀, 연못 속 무수히 일렁이는 은물결, 이리저리 뛰어오르는 금

붕어. 석굴 속에도 기이한 燈法이 있었는데 하나의 등불이 만개의 등불로 바뀌었

고, 또한 갑자기 만개의 등불이 하나로 바뀌는 모습 등이었다. 이러한 무대 장치

는 당시 茶園의 일대 기적이었으니, 공연 이후 上海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57) 

56)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375쪽.

57) 姚志龍 <上海茶園的變遷>: ｢天仙茶園上演<碧游潭>新戲時, 請名家札成異樣燈彩, 其

費工時大於<洛陽橋>十倍, 燈彩先現月臺倏變樓亭殿閣, 再變花園美景, 翠竹蒼松,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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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洛陽橋>는 崑班의 전통 劇目으로, 光緖 초기 崑班戲園인 三雅園에서 燈彩戲

의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당시 三雅園은 극의 주 배경이 되는 洛陽橋와 龍宮 등을 

燈彩로 장식하여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58) 하지만 위 天仙茶園의 <碧游潭> 

공연에 사용된 燈彩는 규모면에서 崑班의 <洛陽橋>에 비교하여 그 제작비용이 열 

배에 달했으며, 더욱 화려하고 상상초월의 변화무쌍한 무대 장치로 활용되었기에 

姚志龍은 당시 茶園의 일대 기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870년대부터 

상해탄을 뒤흔든 燈彩戲 공연은 그 시작은 비록 崑班에서 비롯되었으나 경극의 유

행과 함께 ‘新奇’함을 좋아하던 상해 관객들의 취향에 부합하면서 京劇戲園의 새로

운 공연 풍속도로 자리 잡게 된다.

참고로 1870년대 京劇戲園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화려한 燈彩戲 공연이 성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가스등(煤氣燈, 地火燈)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도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해에 가스가 보급된 것은 1864년 自來火公司

가 설립되고부터이며 이듬해에는 거리마다 가스등 조명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 상

해의 풍경을 담은 辰橋의 <申江百咏>(일명 <申江竹枝詞>)59) 제 5수에서는 당시 

상해의 밤거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火樹千株照水明, 나무에 매단 수많은 등불 투명한 물처럼 환히 빛나니

終宵如在月中行. 밤 깊도록 마치 달빛 받으며 거니는 듯하다.

地埋鐵管通街 , 땅에 묻은 철관은 온 거리에 뻗어 있어

眞個鎖魂不夜城. 참으로 정신을 놓게 만드는 不夜城이로다.

온 거리를 불야성으로 만든 가스등은 곧바로 戲園이나 酒樓, 茶館에도 도입되어 

다양한 모양의 형태로 설치가 되는데, 辰橋는 위 竹枝詞 아래 주를 달아 이를 설

명하고 있다.60) 또한 薪翹의 <滬北十景> 제 9수 ‘夜 燃燈’에서도 電火로 표현한 

花異卉⋅蜂蝶飛舞⋅鳥雀聲喧⋅石畔九曲紅橋⋅仙女婉轉游嬉⋅池中千層銀浪⋅金魚往

來跳躍. 石洞內有奇異燈法, 一盞燈能變萬盞燈, 瞬間萬盞燈變成一盞燈等景. 這種

景爲當時茶園的一大奇蹟, 自開演以來轟動上海灘.｣ (《中國劇場史論(下卷)》, 586쪽.) 

58) 中國戲曲志編輯委員 編 《中國戲曲志(上海卷)》, 227쪽 참조.

59) <申江百咏>은 1887년 春醉樓刊本으로 전해지며, 上下卷 각 50수가 수록되어 있다. 

辰橋는 작자의 自號로(卷首 題詞: “君所居曰辰橋, 因以自號.”) 본명은 알 수 없다.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79⋅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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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불이 야간공연을 화려하고 풍부하게 수놓았음을 묘사하였다.61) 이처럼 戲園

에 도입된 가스 조명은 당연히 燈彩戲 무대장치에 활용되어 姚志龍이 묘사한 것처

럼 기존의 蠟燭을 활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등불이 만개의 등불로 바뀌

고, 갑자기 만개의 등불이 하나로 바뀌는” 기적 같은 무대효과를 발휘하였던 것이

다.

燈彩戲 공연은 1880년대 들어 본격화되어 京劇戲園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해 앞 다투어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燈彩를 제작하였으며, 아울러 燈彩戲 전용의 

새로운 극(‘燈彩新戲’)을 만들어 공연하였다. 예를 들어 1880년 大觀園의 <陰陽

獄>(‘善戲’)⋅<蜃中樓>⋅<福瑞山>, 丹桂茶園의 <治民記>(‘善戲’)⋅<萬里 夫>, 天

仙茶園의 <延壽籙>(‘善戲’)⋅<難中福>, 金桂軒의 <鳳蓮山>⋅<馨泉池>⋅<盈花潭> 

등이다.62) 이 중 大觀園에서 7월에 처음 공연한 <陰陽獄>은 당시 《申報》에 게재

된 공연 광고(‘告白’)를 통해 갖가지 색의 燈彩로 실물과 꼭 닮은 사실적인 모습의 

무대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3)

주목할 부분은 大觀園의 <陰陽獄>은 같은 시기 丹桂茶園의 <治民記>(7월), 天

仙茶園의 <延壽籙>(7월) 등과 함께 燈彩戲 극목 중 ‘善戲’로 구분되어 첫 선을 보

였다는 점이다. ‘善戲’는 1880년 여름, 官方에서 淫戲 공연의 금지 조치로 내린 

‘遵示演戲’ 명령에 따라 무대에 올린 극본들을 지칭한다.64) 결론적으로 당시 ‘善戲’

60) ｢地火皆由鐵管通至馬路, 於是各戲館及酒樓⋅茶肆俱可接點. 其燈每盞有玻罩, 或倒

懸, 或直竪, 或向壁上橫穿, 各隨所便. 人行其間, 眞如入不夜城也.｣
61) ｢電火千枝鐵管連, 宜舞館 歌筵. 紫明供奉今休羡, 徹夜渾如不夜天.｣ (顧炳權 《上

海洋場竹枝詞》, 393쪽.)

62) 沈定戶 <淸光緖十年到十八年間上海曲壇槪況及書場經營方式>: 《中國劇場史論(下

卷)》, 594쪽 참조.

63) 《申報》 1880년 7월 8일자 大觀園 告白 ‘新排燈戲’ : ｢今排成善戲中之 足觀感 名曰

<陰陽獄>, 分作三本, 每日排演一本, 另加各色燈彩, 異樣鮮明. 業已描慕純然, 神形

逼肖.｣ (《申報》 [17]冊, 27쪽.)

64) ‘善戲’는 극작가 余治(1809-1874)의 극본집 《庶幾 今 》(일명 《勸善 府》)의 작품

을 일컫는 말로, 모두 28종의 경극 극본이 수록되어 있다. 余治가 《庶幾 今 》을 저

술한 목적은 “배우들의 입을 통해 교훈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借梨園之口, 宣佈訓 )”

이었으므로 극본의 내용은 대부분 忠孝節義의 선전과 勸善懲惡을 그 주제로 하고 있

다. 이러한 余治의 극본은 당연히 당시 淫戲 공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紳士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작품이었기에 그들은 余治의 극본을 ‘善戲’라고 지칭하였

으며, 戲園이 이를 공연할 수 있도록 상해 道台에 청원하였다. 결국 戲園은 상해 道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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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연은 禮敎 선양의 진부한 내용과 단순한 구성으로 상해 관객들에게 철저히 외

면을 당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65) 이러한 ‘善戲’를 燈彩戲로 제작하여 공연

한 것은 官方의 조치에 대한 戲園의 교묘한 대응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戲

園主들은 ‘善戲’가 관객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였지만 ‘遵示演戲’ 

라는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인 

영업수익을 위해 더욱 화려한 燈彩戲의 공연형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陸萼庭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각 戲園의 ‘遵示演戲’ 방법은 모두 매우 교묘하였다. 대체로 燈彩戲의 방식을 

이용하여 善戲의 내용을 공연하였는데, 장식을 바꾸어 이동할 수 있었으며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한동안은 유지를 할 수 있었다. 

……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당시는 바로 한여름으로 각 戲園들은 관례에 따라 

휴업을 하는 때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거 善戲를 공연하였던 것이니, 당국과 

약속한 삼개간월의 기한을 그럭저럭 때우면서 무더운 시기를 지낼 수가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자 각 戲園들은 일찌감치 善戲를 방치해두고 더 이상 무대에 올리

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쟁적으로 燈彩戲를 공연하는 열기를 불러 일으켰다.66)

이처럼 각 戲園들은 ‘善戲’의 공연을 오히려 燈彩戲의 연출 경험을 쌓아 발전시

키는 계기로 삼았으며, ‘遵示演戲’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더욱 경쟁적으로 燈彩戲 

공연에 뛰어 들었던 것이다. 1883년 5월 28일자 《申報》에 게재된 古潤招隱山人

의 ‘遵示演戲’ 명령에 따라 ‘善戲’를 삼 개월 간 의무적으로 공연하였다. 

65) 1888년 4월 6일자 《申報》에 게재된 <善戲可嘉>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

고하고 있다. ｢余蓮村 先生이 지은 古 府는 대부분 勸善懲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찍이 각 憲에서는 각 戲園에 令을 내려 공연을 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

도 구성이 단순하고 치밀하지 못해 관중들이 싫어하여 냉대하니, 결국 끝내 성행하지 

않았다. (余蓮村先生所制古 府, 多以勸懲爲事, 曾經各憲傳令本埠各戲園扮演. 無如

節目淸疏, 觀 頗嫌冷落, 以故終未盛行.)｣ (蔡世成 選編⋅陸漢文 校點 《申報京劇資

料選編》, 22쪽.)

66) 陸萼庭 《崑劇演出史稿》: ｢各戲園‘遵示演戲’的辦法同樣很巧妙, 大致利用燈戲的格局, 

敷衍善戲的內容, 可以點窜移動, 務求生動, 這樣, 居然也能維持于一時. …… 可要注

意, 其時正當炎夏, 各園照例排歇工戲, 乘此大批上演善戲, 旣可應付當局三個月的約

期, 又可借以度過淡季. 迨到秋凉, 各戲園的善戲早已束之高閣, 却掀起了一個競演燈

彩戲的熱潮.｣ (上海敎育出版社, 2006,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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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申江紀游>(총 60수)67) 제 30수에는 滿春茶園의 燈彩戲가 매우 훌륭하였다

(“滿春茶園燈戲尤佳”)고 주를 달고 그 공연에 대해 묘사하였다.

一片笙歌聒耳繁, 笙簧 반주 노래 소리 귀가 따갑도록 들려오고

爭春更讓滿春園. 봄날의 화려함은 滿春園에 비할 바 못 된다.

銀花火樹相輝映, 휘황찬란한 등불은 서로 어울려 눈부시게 빛나니 

錯認觀燈是上元. 정월 대보름 관등놀이로 착각하게 한다.

한편 1882년 4월 상해에 電光公司가 설립된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電燈의 사용은 당시 상해 시민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야간 觀燈의 즐거움

을 가져다주었다.68) 아울러 戲園에서도 중국 최초로 가스등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신기한 전등을 사용함으로써 조명과 무대장치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상해경제의 번영과 함께 선진적인 과학기술이 결합된 무대 위의 혁명으로, 야간 공

연뿐만 아니라 燈彩 제작과 기술이 더욱 진일보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京劇戲園의 선 활동과 객풍경

晟溪養浩主人의 <戲園竹枝詞>(총 16수) 제 1수에서는 租界내 성황을 이루며 

영업 중인 京劇戲園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洋場隨處足逍遙, 洋場 곳곳을 자유롭게 거닐며 

漫把情形筆墨描. 모습들을 필묵으로 마음껏 묘사한다. 

大 戲園開滿路, 문을 연 크고 작은 戲園들이 길을 가득 채웠고, 

笙歌夜夜似元宵. 밤마다 들리는 笙簧 노래 소리 마치 대보름 밤과 같도다.

경극이 상해무대에 등장한 후 京劇戲園의 초기 광고 수단은 戲園의 외부와 길거

67)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66쪽. 

68) 李長莉 《晩淸上海社 的變遷》: ｢至當年11月, 上海裝電燈的已有數十處. 於是, 夜觀

電燈一時又成爲上海 民的一大 事.｣ (天津人民出版社, 2002,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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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붙이는 광고지(海報)였다. 袁祖志의 <續滬北竹枝詞>(1872년 5월 18일자 

《申報》 게재) 제 2수이다.

自有京班百不如, 京班이 등장한 후 모든 戲班이 예전만 못하니, 

崑班雜劇槪刪除. 崑班과 다른 劇種들은 대개 사라지는 듯하다. 

街頭招貼人爭看, 사람들은 길거리에 붙은 광고를 다투어 보는데 

十本新排五采輿. 그것은 새롭게 공연하는 10本의 <五采輿>69)이다.

이외에도 앞서 살펴본 晟溪養浩主人 <戲園竹枝詞>(1872년 7월 9일자 《申報》 

게재) 제 2수에서는 “새롭게 장식한 燈彩와 새로운 脚色을 알리는 招牌를 사람을 

시켜 길 따라 붙인다(新彩新燈新脚色, 敎人沿路貼招牌)”라고 하였고, 鴛湖隱名氏

의 <洋場竹枝詞>(1872년 7월 12일자 《申報》 게재) 제 23수에서도 “오늘 밤 새로

운 燈彩와 무대 장치를 갖추었다는 소식을 招紙를 붙여 여기저기 선전한다(今宵新

彩兼新 , 招紙粘來到處傳)”라고 묘사하였다. 이처럼 당시 招牌 또는 招紙라고 불

렸던 京劇戲園의 광고포스터는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때마다 거리 곳곳에 붙여져 

관객들에게 공연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戲園의 초기 招紙는 비교적 간

단하여 爛紅紙에 출연 배우의 이름은 없이 공연하는 극명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점차 종이는 雲母紙로 바뀌었으며 戲園主들은 상해에 내려와 새롭게 무대에 서는 

경극 배우들을 부각시켜 더 많은 관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배우들의 이름도 표기

하였다.70) 

상해 京劇戲園의 招紙 광고는 이전 시기 상해뿐만 아니라 1870년대 북경의 戲

園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생소한 풍경이었다.71) 梅蘭芳은 1913년 북경에서 

69) <五采輿>(일명 < 紅袍>)는 이미 1867년 丹桂茶園이 初演한 상해 최초의 連臺本戲

로, 明代의 淸官이었던 海瑞의 이야기를 제재로 새롭게 10本으로 編劇한 것이다. 

70) 海上漱石生 <上海戲園變遷志>: ｢戲園於通衢墻壁上所粘招貼, 呼爲海報. 初亦以爛

紅紙爲之, 且以正幅紙分裁爲二, 故闊只一尺有奇, 草書當晩或當日之各戲於上, 而無

演員名字. 後改用雲母箋, 仍 裁作狹長式, 惟字則槪用棕印, 不再書寫, 略見整齊. 

逮用全張大雲母箋, 戲上始有演員之名.｣ (周華斌⋅朱聯群主編《中國劇場史論(下卷)》, 

566쪽.) 

71) 齊如山 <戲界 掌故>: ｢從前沒有戲報子, 也不貼廣告, 更沒有甚麽聞片, 更沒有新聞

紙, 也無報可登, 每日演甚麽戲, 事前絶 不發表.｣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北京 委

員 ⋅文史資料硏究委員 編 《京劇談往 (三編)》, 北京出版社, 1990, 4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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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해로 내려와 丹桂第一臺 무대에서 공연하였을 때 상해 거리 곳곳에 붙은 

戲園의 초청배우 광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회고한바 있다.72)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청말 상해 京劇戲園의 거리 광고는 梅蘭芳이 목격한 민국 

초기의 상황과 대동소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招紙 이외 京劇戲園은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戲單을 배포하였다. 戲單은 

戲目이라고도 하며, 배우의 이름과 극명이 적힌 일종의 공연 프로그램 안내장이라 

할 수 있다. 1874년 10월 17일자 《申報》에 게재된 苕溪洛如花館主人의 <春申浦

竹枝詞>73)이다.

淸早紛紛 戲單, 이른 아침 쉴 새 없이 戲單을 보내와

新來脚色大奎官. 새로운 脚色 大奎官이 왔음을 알린다.

恰逢禮拜閑無事, 때마침 휴일이고 일이 없어 한가하니

好把京班仔細看. 京班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처럼 戲單은 일반적으로 공연에 앞서 매일 아침 주로 상류층 단골고객에게 보

내졌는데, 전달자는 戲園에 고용된 案目이었다. 案目이 처음 등장하는 竹枝詞는 

袁祖志의 <續滬北竹枝詞> 제 11수이다.

案目朝朝 戲單, 案目이 아침마다 戲單을 보내오니,

邀朋且盡一宵歡. 친구를 불러 하루 저녁 마음껏 즐기련다.

倌人請客微分別, 기녀들이 손님을 모시는 데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兩桌琉璃高脚盤. 탁자 두 개에 유리로 된 高脚盤을 마련해 놓는다.

袁祖志는 위 竹枝詞 아래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았다. ｢案目은 각 戲園에서 고객

72) 梅蘭芳口述, 許姬傳⋅許源朱整理 《舞臺生活四十年(梅蘭芳回憶 )》: ｢民國二年

(1913)十一月, 梅蘭芳首次到上海在丹桂第一臺演出, 後來他回憶當時上海京劇戲園

的宣傳情形說: 戲館 板邀到了北京名角, 他們的宣傳方式, 是登日報⋅貼海報. 新角

在報上登的名字⋅佔的篇幅, 大得可怕. 滿街上每個角落裏又都可以看到各戲園的海

報, 等於現在的廣告路牌. 這種海報都是紅紙上面引着一個黑框子, 裏面用金子塡寫角

兒的名姓和戲碼. 那時的習慣, 不拿劇團做單位, 都拿角兒做單位.｣ (團結出版社, 

2006, 138쪽.)

73) 李長莉 《晩淸上海社 的變遷》, 254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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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응대하는 자를 칭한다. 밤낮으로 공연하는 劇을 나누어 열거하여 붉은 종이에 

인쇄한 후 공연 날짜에 앞서 보내는데 그것을 戲單이라 한다. 기녀들이 고객들을 

초청하여 戲를 관람할 때에는 반드시 탁자 두 개를 나란히 배열해 놓고 서양식의 

굽 높은 유리 쟁반을 놓아두었다. 이름난 꽃과 예쁜 과일들이 서로 빛을 내며 조화

를 이룬다.｣74)

구체적으로 말해 案目은 청말 상해 京劇戲園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독특한 직업군

으로, 주로 상류층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에 대한 홍보와 판촉활동을 펼쳤기 때문

에 당시 戲園의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戲園에 

고용된 案目의 주된 역할은 戲園主를 위해 더 많은 관객들을 끌어 모아 戲票의 판

매 수익을 올려 주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수입은 오로지 戲票의 판매 수량에 따

라 결정되었기 때문에75) 각 戲園에 소속된 案目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여 매일 아

침 戲單을 보내주는 등 경쟁적인 호객활동을 통해 戲票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각 戲園에서는 20여 명의 案目을 고용하였으며, 우두머리라 할 수 있

는 案目頭를 두어 그들을 관리하고 戲票의 판매를 책임지게 했다.76)

이외에도 案目은 袁祖志의 설명처럼 “各戲園應客 ”의 역할에 충실하였는데 戲

園을 찾는 상류층 단골 고객들을 위해 미리 자리를 예약해 주고 접대하는 등의 영

업활동을 펼쳤다. 1872년 7월 19일자 《申報》에 게재된 滬上閑鷗의 <洋涇竹枝

詞>(총 24수)77) 제 19수에서는 戲園내 案目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今朝相約戲園中, 오늘 아침 戲園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서

74) ｢案目, 各戲園應客 之稱. 日夜所演之劇分別開列, 刊印紅箋先期俟 , 之戲單. 

倌人請客觀戲, 必連排兩几, 增設西洋琉璃高脚盤, 名花美果, 交映生輝.)｣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13쪽.)

75) 일반적으로 案目은 戲票 한 장당 5%의 금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갔다. (赫馬 《上

海 話》: ｢他們的正當收入, 是每一張票子上, 可以拿一個九五扣, 就是他向帳房裏交

帳時, 只消九五折算帳好了. 應交一百元, 只要交九十五元, 他有五元好處. 數目似乎

不大, 不過合算起來, 倒也相當可觀. 譬如今天賣一千元的話, 就可得五十元.｣ 上海文

化出版社, 1956, 13쪽.)

76) 中國戲曲志編輯委員 編 《中國戲曲志(上海卷)》, 714쪽.

77)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363-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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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桌包來氣自雄. 正桌을 독차지하니 스스로 호쾌한 기분을 느낀다.

案目彎腰忙動問, 案目은 허리 굽혀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어 보니

逢迎若輩素來工. 사람들 접대하는 솜씨는 언제나 뛰어나다.

당시 상해의 京劇戲園은 풍류를 즐기는 상류층에게는 무대의 正席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경제력과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案目은 이러한 고객

들을 유치하는 것이 자신의 수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戲票 판매활동 이외 戲園 

내부에서도 그들을 예약된 자리로 안내하여 戲單에 적힌 공연 劇目을 미리 지정하

도록 물어보고 과일과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등 단골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맞춤 서

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中國京劇史》의 설명이 상세하다.

상층사회의 사치를 즐기는 주요 고객들이 공연을 관람할 때에는 戲園의 案目이 

배우와 劇目이 적힌 戲單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자리를 정하고 戲를 지정한다. 

이들 고객들은 案目이 허리를 굽혀 戲單을 바칠 때 붙여놓은 공연 劇目 이외에 

돈을 내어 자신이 보고 싶은 劇目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정한 기일이 되면 친구를 

초청하거나 가족과 동행하기도 하며, 혹은 妓女를 불러 함께 가서 미리 정해놓은 

좌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한다. 예약된 좌석 앞의 탁자에는 일반적으로 신선한 과

일과 간식 네 접시를 놓아두고 관람자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한다.78)

案目의 또 다른 영업 대상은 妓女였다. 위 袁祖志의 竹枝詞 3구에 언급된 倌人

은 고급 기녀를 지칭하는 것으로, ‘請客看戲’는 당시 상해 기녀들의 주요 영업 업무 

중 하나였다. 때문에 案目들은 수시로 妓館에 戲單을 돌리며 기녀들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펼쳤다. 鴛湖隱名氏의 <洋場竹枝詞>(총 38수) 제 14수이다.

日日頻 戲目分, 날마다 빈번하게 戲單을 돌리지만

遍於妓館 殷勤. 妓館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듯. 

聲聲 姐來相請, 聲聲 姐가 와 초대를 하니

78) 北京 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究所編著 《中國京劇史(上卷)》: ｢上層社 的闊綽主顧

們看戲, 則由戲園中‘案目’持演員和劇目的單冊上門定座點戲. 這些主顧在案目彎腰上

戲單之際, 可在貼演戲碼之外, 出資點演自己想看的劇目, 屆時或邀朋携眷, 或招妓同

往, 按 訂座位就座觀劇. 在 訂的座位前, 桌上通常擺有四盆鮮果點心供觀衆享用.｣ (25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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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夜新燈好戲文. 오늘 밤 좋은 戲文으로 새로운 燈戲를 공연한다 하네.

상해에 京劇戲園이 등장한 후 그곳을 찾는 기녀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았다. 

다시 말해 기녀들은 戲園의 주요 단골 고객층 중 하나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楊月

樓와 같이 자신이 사모하는 배우를 보기 위해 戲園을 드나들기도 하였으며 또한 

고객들을 戲園으로 초대하여 동석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辰橋의 <申江百詠> 제 

87수를 살펴보자.

邀同看劇包廂樓, 특별석을 빌려 나를 불러 함께 劇을 보는데

促膝殷殷體態柔. 정답게 무릎 맞대고 옆에 앉아 몸짓은 나긋나긋. 

節拍新搊渾未識, 박자가 새로 바뀌어 거의 따라가질 못했더니

嬌聲爲我說從頭. 간드러진 목소리로 나에게 처음 시작을 알려주네.

이러한 기녀들의 ‘請客看戲’ 풍경에 대해 辰橋는 위 竹枝詞 아래 “고객이 劇情을 

알지 못할 경우 반드시 기녀들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79)라고 주를 달았다. 즉 

기녀들은 동석한 고객에게 演唱순서와 공연하고 있는 극의 스토리와 흐름을 설명해

줄 정도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녀들의 ‘請客’ 뿐만 

아니라 상류층 관객들이 기녀를 불러내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당시 상해에서는 기

녀가 손님의 부름에 응해 妓館을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시중을 드는 ‘出局’이 유행

하였는데 京劇戲園은 기녀들의 중요한 ‘出局’장소 중 하나였다. 袁祖志의 <滬北竹

枝詞> 제 4수를 살펴보자.

丹桂園兼一美園, 丹桂茶園과 一美園(滿庭芳)에서는

笙歌從不問朝昏. 笙簧 노래 소리 아침저녁으로 끊이지 않네.

燈紅酒綠花枝豔, 화려한 유흥가 화류계 요염한 여인들의 모습,

任是無情也斷魂. 설령 무정한 이라 할지라도 넋을 잃고 말리라.

袁祖志는 注에서, “기녀를 불러 함께 관람하는 것을 속칭 ‘叫局’이라 한다. 밤 공

79) ｢妓女請客看戲, 必包廂樓, 客並坐. 如客不知劇情, 妓必 之詳道.｣ (顧炳權 《上海

洋場竹枝詞》,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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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오는 자들이 비교적 많았다.”80)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1870년대 중반 작품으

로 작자미상의 <春申浦竹枝詞>(총 125수) 제 103수에서는 상류층이 戲園으로 기

녀를 불러내어 즐기는 ‘叫局’의 상황을 ‘戲局’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며,81)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玉貌花容氣若蘭, 아리따운 외모에 난처럼 향기로운 숨결.

叫來戲局半 歡. 戲園으로 불러 한창 즐거움에 빠져 있으니.

交頭接耳溫存態, 머리 맞대고 귓속말 건네는 부드러운 몸짓,

不顧旁人冷眼看. 주위 사람이 차가운 눈초리 보내도 개의치 않는다.

고급 기녀의 ‘請客’과 상류층의 ‘戲局’은 대개 특별석이라 할 수 있는 包廂을 빌

려 이루어졌다. 187, 80년대 京劇戲園의 일반적인 구조는 方形의 이층 구조로, 관

객석 또한 상하층으로 구분되었다. 이층에는 正廳⋅包廂⋅花樓, 일층에는 官廳⋅
正廳⋅邊廂으로 구분된 관람석이 설치되었다. 包廂은 이층 正廳의 양편에 칸막이

가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방의 형태로 이루어진 특별관람석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

해 은밀하고 과감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기녀와 동석하여 관람하는 자리

로 애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春申浦竹枝詞> 제 69수와 京劇戲園의 包廂 관람 모

습을 설명한 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茶園丹桂滿庭芳, 茶園 丹桂와 滿庭芳 등

到底京班戲更强. 아무래도 京班의 戲가 더욱 우월하다.

出局叫來從不雅, 기녀를 불러내는 것은 결국 고상한 일이 아니니

避人 好是包廂. 包廂은 사람을 피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注에서는, “包廂은 무대 양편에 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끔 문을 닫을 수 있

다. 기녀를 대동하고 동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몸을 숨겼다.”82)라고 설명하

80) ｢戲園不下數十所, 丹桂⋅一美其 著 , 一美卽滿庭芳. 招妓同觀, 俗稱叫局, 夜劇來

多.｣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90쪽.)

81) ｢看戲喚妓曰戲局.｣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59쪽.)

82) ｢包廂, 在臺之兩旁, 有門可閉避人, 伴妓共肩 , 都掩飾於此.｣ (顧炳權 《上海洋場竹

枝詞》,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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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戲園竹枝詞>(총 16수) 제 14수에서도 包廂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였다.

包定房間兩側厢, 미리 빌려 놓은 양쪽 包廂에서

倚花旁柳大猖狂. 기녀를 옆에 두고 제멋대로 마음껏 즐긴다.

有時點出風流戲, 때로는 風流戲를 지정하고는

不惜囊中幾個洋. 주머니속의 洋錢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包廂 이외에도 戲園 안의 객석 풍경은 기녀와 동석한 상류층 관객들로 가득했

다. 이들은 간혹 자신이 원하는 극을 지정하여 戲園측에 공연하도록 요구하였다(‘點

戲’, ‘點演’). ‘點戲’의 풍속은 상류층의 戲 공연에서 비롯된 것으로,83) 이전 戲

園들은 일반적으로 관객들의 劇目 지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京劇戲園은 이

윤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戲에서 볼 수 있었던 ‘點戲’의 방법을 채택하였

던 것이다. 이때 일부 상류층 관객은 사람들의 이목을 자극하는 이른바 淫戲 즉 風

流戲의 극목을 지정하였다. 아래 문장은 1872년 7월 2일자 《申報》에 게재된 <勸

戒點演淫戲說>의 일부이다.

요즘 上海의 각 戲園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淫戲를 공연하고 있으니, 문 입구마

다 榜文을 붙여 놓고 거리마다 광고를 하고 있다. …… (이 劇들은) 온갖 추악함

과 음란함으로 가득하다. 의관을 차려입은 고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도 상관하지 

않으며 남녀가 뒤섞여 앉아 있어도 내버려 둔다. 게다가 객석의 손님가운데에는 

劇名을 지정하여 공연을 요구하는 자도 있다. 염치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가.84)

83) ‘點戲’의 풍속이 본격화된 것은 明代 중기이후 上海에서 희곡 연출활동이 성행하자 희

곡을 애호하던 지주계층과 巨商 및 부호들이 명절이나 집안의 慶事에 흥을 돋우기 위

해 자신들의 저택으로 배우들을 불러 공연을 하게 한 것에서 시작된다. 공연 장소는 대

부분 廳 이나 園林에 마련된 戲樓⋅舞榭였으며, ‘點戲’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하거

나 손님가운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하였다. (《中國戲曲志》 編輯委員 編 《中國戲曲志

(上海卷)》, 702쪽 참조.)

84) ｢今日上海各戲園中, 演淫戲, 榜諸門首, 帖諸街衢. …… 百般穢褻, 萬種淫汚, 不顧

衣冠之滿 , 不問男女之雜坐, 且有座上之客, 指名索點 . 廉恥云亡, 以居何等.｣ 
(《申報》[1]冊,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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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객 풍경을 묘사한 竹枝詞는 慈湖 隱의 <續滬北竹枝詞>(총 20수, 

(1872년 8월 12일자 《申報》 게재)85) 제 2수이다.

金丹二桂戲超群, 金桂軒과 丹桂茶園의 공연이 눈에 띠는 것은

滿座簪纓未足云. 자리 가득한 高官들을 거론하기에도 부족하다.

別有一番新點綴, 유달리 눈에 띠는 새로운 풍경은

風流强半擁紅裙. 대부분이 기녀를 옆에 두고 풍류를 즐긴다는 것

즉 이 시기 상해의 京劇戲園은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전통적인 공연장소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향락에 빠져든 상류층에게는 자신들의 부와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유

흥장소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京劇戲園은 또한 상인을 포함한 부호들이 사교활동을 위해 연회를 개최하는 접

대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돈이 많고 자리가 성대한 모임은 참석자들이 무대 정면의 

좌석(‘正席’)을 차지하였고, 비교적 적은 수의 모임은 무대 옆쪽 좌석(‘傍座’)을 차

지하였다. 공연 戲目은 바로 正席에 앉은 主客이 지정하였는데, 애써 음란하고 해

학적인 극을 선택하고 이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86) 袁祖志의 <續滬北

竹枝詞> 제 23수에는 이러한 戲園 접대의 관객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戲園請客易調停, 戲園으로 손님을 모시면 접대하기 쉬워,

酒席包來滿正廳. 술상을 맞춰 차려놓으니 正廳에 가득하다.

座上何多征戰士, 자리엔 무관 출신들이 왜 이리도 많은가.

紛紛五品戴藍翎. 五品의 冠帽에 꽂는 藍翎이 어지럽게 날린다.

3, 4구는 무관 차림을 한 참석자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袁祖志는 다음과 

같이 注를 달아 부가 설명하고 있다.

돈 많은 부호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戲園을 빌려 손님들을 위해 크게 

85)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365-366쪽.

86) <勸演正戲說>(1872년 2월 17일자 《上海新報》 게재): ｢席豐 居正席, 錢 席寡 居

傍座, 而戲則點於正席之主客焉. 嘗見點戲之時, 有務擇其淫謔之戲以夸所點之善 .｣ 
(李長莉 《晩淸上海社 的變遷》, 25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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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를 열었다. 갖춰 입은 관복은 거의 대부분이 고위 관직의 것이었으니, 어찌 

모두 軍 이래 직급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마도 진짜

로 그러한 관직을 가졌다는 것인가?87) 

원래 청대 5품 이상의 무관은 남색의 공작 깃털(藍翎)을 꽂은 花翎冠을 착용하

였다. 藍翎과 같은 冠帽의 장식은 관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청대 중반 이전

에는 품계에 따라 그 규정이 엄격히 지켜졌으나 이후 관직 매수가 성행하면서 점차 

남용되었다. 심지어 관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상류층들은 자신들의 부와 신분을 과

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花翎冠을 착용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즉 위 竹枝詞는 바

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戲園을 빌려 열린 연회자리에 초대되어 正廳의 좌석을 

가득 채웠음을 표현하고 있다. 

청말 상해 京劇戲園의 관객 풍경 중 예전과 달라진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기녀 

이외 여성 관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1843년 개항 후 초기 상해

에는 대중화된 유흥 오락장소가 점차 늘어났음에도 그곳은 개항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성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1870년대 들어 도시 상업화로 비롯된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의 변화, 아울러 남녀평등 관념이 부각됨에 따라 戲園을 비

롯한 茶館, 酒樓, 煙館 등 기존의 남성 전용 오락공간은 여성 고객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된다.88) 특히 부녀자들이 戲園을 찾아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일종의 유행처럼 퍼져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1874년 초기에 지어

진 것으로 추정되는 <婦女看戲竹枝詞>(작자 미상, 총 30수)8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시하는 <婦女看戲竹枝詞> 전반부 세 수에서는 공연을 보러 가기 전

부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

다.

演戲剛逢日月朝, 연극이 시작되는 날이 다가오자 

87) ｢鉅賈富賈, 或因喜慶包借戲園廣宴賓客. 峨冠博帶, 半多顯秩, 豈皆軍 以來無足重輕

之職歟, 抑莫 有之事歟?｣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14쪽.)

88) 李長莉 《晩淸上海社 的變遷》, 第5章 <婦女走上社 之風 男女平等觀念> 1節 ‘女子

走上消閑場所’ 참조.

89)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387-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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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家婦女講深宵. 집집마다 부녀자들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눈다.

看臺宜 戲臺近, 공연 관람은 당연히 戲臺와 가까워야만 하니

吩咐奚奴 作標. 계집종에게 미리 자리를 예약하도록 지시한다. (제 1수) 

鄰家姊妹各商量, 이웃집 자매들마다 서로 의논하는 것은

明日如何作曉妝. 내일 아침에 일어나 어떤 화장을 해야 할지.

婢點燈親檢鑰, 어린 계집종이 불을 비추면 스스로 옷장을 뒤져

隔宵翻出好衣裳. 밤새도록 예쁜 옷을 찾아낸다. (제 2수)

一夜芳衾睡不成, 잠자리에 들어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曉雞齊唱報天明. 새벽 무렵 닭들이 울어대며 날이 밝았음을 알린다.

先挑錦帳窗前望, 먼저 비단 휘장 걷어내고 창 앞에서

果否何如昨日晴. 과연 어제처럼 날이 맑은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제 3수)

참고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처럼 부녀자들의 戲園 출입이 유행하고 있을 즈

음 상해 官府는 부녀자의 戲園 출입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아래는 1874년 1월 7

일 上海 縣令 葉廷春이 반포한 <嚴禁婦女入館看戲告示>이다.

上海 지역에는 戲館이 즐비하여 매일 해가 지면 홍등이 밤을 밝힌다. 귀밑머리

에 반짝이는 비녀, 향기로운 옷차림의 여인들이 차례차례 계속 몰려든다. 좌석은 

손님들로 항상 가득 차는데, 예쁘게 화장한 여인들이 다수의 자리를 차지한다. 배

우 楊月樓 범죄사건이래 合邑의 紳董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부

녀자들의 공연관람을 금지시키기로 하였다. …… 근래 租界 일대가 화려해 질수록 

戲館도 갈수록 문란해져 남녀가 뒤섞여 난잡하다. 지금 배우 楊月樓가 죄를 범하

여 압송하여 심문하고 있다. 살펴보니 그가 戲館에서 공연을 할 때 대개 제멋대로 

음탕한 짓을 하여 처음에는 기녀들을 유인하더니 그 후에는 점차 양가 규수를 유

혹하였으니,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移 에서는 각 가장들에게 단속할 

것을 고시하길 바라며 부녀자들이 戲館에 들어가서 戲를 관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90)

90) ｢上海一區, 戲館林立, 每當白日西墜, 紅燈夕張, 鬢影釵光, 衣香人語, 沓來紛至. 座

上客常滿, 紅粉居多. 自伶人楊月樓犯案, 合邑紳董, 正本淸源, 謝禁婦女看戲. …… 
近因洋涇濱一帶尤爲華靡, 戲館尤觴, 男女雜沓. 玆悉優伶楊月樓犯事解訊. 計其在館

演劇, 大都肆其淫蕩, 始由勾引靑樓, 繼漸串誘良戶, 求提嚴辦. 幷請移 示諭各家長

約束, 不准婦女入館看戲.｣ (《申報》 [4]冊,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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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告示에서 알 수 있듯이 부녀자 戲園 출입금지령의 도화선은 바로 1873년 12

월에 발생한 배우 楊月樓 사안 즉 ‘楊月樓誘拐卷 案’91)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상해 官府는 戲園과 공연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여 부녀자의 戲園 출입금지령과 함

께 淫戲 공연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92) 하지만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戲園측

은 여전히 淫戲를 공연하였으며, <婦女看戲竹枝詞>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녀자의 

戲園 출입 또한 끊이질 않았다. 당시 京劇戲園이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지

령을 엄수하지 않았던 데에는 官方의 태도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도 있

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상해처럼 소비와 오락문화가 발달한 근대 상업도시에서 부녀

자의 戲園 출입을 강제로 억제하려 한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

다. 결국 금지령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婦女看戲’의 열기는 청말 상해 

京劇戲園의 새로운 관객 풍속도로 자리 잡게 된다.

Ⅴ. 結語

京劇은 淸末 상해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上海京劇의 

발전이 있었기에 京劇이 國劇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만큼93) 淸末 

上海京劇은 중국 京劇의 발전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당시 

上海京劇의 발전은 근대화된 상업도시 상해에서 소비오락문화의 주요 공간으로 환

91) 이 사건은 同光시기 四大奇案이라 불릴 만큼 당시 상해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廣東 상인 韋씨의 딸 韋阿寶가 상해 무대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楊月樓와 사랑에 빠진 후 모친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하였다. 하지만 韋씨 일가와 고

향사람들은 楊月樓가 양가 규수인 韋阿寶를 유괴하였을 뿐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달아

났다고 보고 上海縣에 그를 고소하였다. 이에 公共租界 審公廨에서는 楊月樓를 체

포하여 上海縣으로 압송하였으며, 廣東출신인 縣令 葉廷春은 楊月樓를 고문하여 자백

을 강요하고 그를 수감하였다.

92) 청말 상해 官府의 淫戲 공연에 대한 제재현상은 <청말(1872-1890) 상해희극계의 ‘淫

戲 연출금지(禁演淫戲)’ 현상 고찰>(여승환, 《中語中文學》 44집, 韓國中語中文學 , 

2009)을 참조할 수 있다.

93) 謝柏梁 <上海京劇的歷史地位 文化精神>: ｢沒有上海京劇的繁盛, 也就沒有京劇的南

方大本營和全國化趨勢, 也就沒有京劇作爲國劇的前所沒有的劇種地位.｣ (《中國戲

劇》, 中國戲劇家協 , 1997年 第8期,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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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받았던 상해 京劇戲園의 변천 및 공연활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淸末 上海京劇의 유행을 주도하며 새로운 문

화풍속도를 형성한 京劇戲園의 대표적인 공연활동 특징을 당시 上海竹枝詞에 묘사

된 내용을 통해 고찰하였다.

淸末 上海竹枝詞는 풍부한 묘사 대상, 우수한 작자 배출, 발표와 전파공간의 확

대 등으로 인해 대량으로 창작되었다. 이러한 上海竹枝詞는 ‘詞以補史’⋅‘詞以讀史’⋅
‘詞以解史’의 사료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듯이94) 당시 상해의 정치⋅경제⋅문화⋅
역사 등 제반영역의 사회현상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중 상해 京劇戲園의 京劇 공

연 모습을 묘사한 竹枝詞는 기존 上海京劇의 면모를 기술한 관련 사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살펴보았듯이 淸末 상해의 京劇戲園들은 설립 후 영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명배우들을 유치하였다. 이 시기 창작된 上海竹枝詞에서는 楊月樓⋅周

春奎⋅任七⋅韓桂喜⋅黃月山⋅孫春恒⋅孫鞠仙 등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과 金

桂軒 등에 소속되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북경 京班 명배우의 활약상을 묘

사하였다. 또한 일부 竹枝詞의 표현을 통해 上海京劇 무대공연의 대표적인 특징으

로 무대 설비와 배경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燈彩戲 공연이 상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커다란 환영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竹枝詞에는 많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北京戲園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상업화된 광고 선전

과 더욱이 관객 유치의 전문 영업인이라 할 수 있는 案目의 독특한 영업모습이 그

대로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京劇戲園의 선전활동은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공연장

소로서의 영업뿐만 아니라 당시 상해 상류층의 유흥과 사교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에도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妓女들의 ‘請客觀戲’나 상류층의 ‘點戲 접대’ 등의 새로

운 관객 풍경과 관람 문화를 형성하였다. 上海竹枝詞에는 이러한 모습 또한 생동

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물론 본고의 서술 내용이 청말 상해 京劇戲園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고찰한 것은 

아니다. 당시 京劇戲園에서 펼쳐진 기타 戲劇(崑劇, 徽劇, 梆子劇)과의 ‘同臺合

演’, 燈彩戲와 함께 上海京劇의 또 다른 무대 혁신이라 할 수 있는 連臺本戲의 공

연, 경극 여배우들로만 구성된 女伶科班(髦兒戲班)의 髦兒戲 공연, 新編 창작역사

94) 程  《上海竹枝詞硏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10,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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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改良京劇의 공연 그리고 《申報》를 통한 광고 선전활동 등도 청말 상해 京劇

戲園만의 공연 면모를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이다. 다만 본고의 서술은 上海

竹枝詞에 표현된 대표적인 공연활동 특징에 국한하였으며, 이외 열거한 내용들은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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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淸末上海竹枝詞具有重要的史料價値, 它涉及到淸末上海的政治經濟⋅
歷史文化等諸多領域, 描寫了社 各方面的眞實情況. 其中一些竹枝詞 淸

末上海京劇戲園舞臺的情況作了比 生動的描述. 通過這些描述, 本論文

當時上海京劇戲園的一些重要公演活動進行了初步探討.

1867年京劇傳入上海之後, 很快爲上海近代的商業文化所同化, 走上了一

條具有鮮明個性的發展道路, 後形成風格獨樹一幟的上海京劇. 淸末上海京

劇的産生 發展, 京劇戲園的盛行 活動有直接的伴生關係. 當時上海京劇

戲園採用了戲園 戲班合一的經營體制, 在這樣體制下, 戲園主的經營能力就

是戲園成敗的重要因素之一. 他們爲了吸引上海觀衆, 除了出資不斷邀請北京

京班名角和培養自己的名角, 在舞臺上不斷 別的劇種競爭⋅融合外, 還爲了

留住觀衆, 在舞臺 景⋅演出形式等方面創造了新的因素, 比如燈彩戲⋅連臺

本戲⋅新編劇目的創新. 此外, 由於京劇戲園之間激烈的商業競爭, 各戲園更

加强了 ‘新角⋅新彩⋅新戲’的宣傳活動. 在班園合一的戲園運營體制下, 爲了

提高上座率, 宣傳活動便成了戲園主又一用力之處. 在上述的京劇戲園公演活

動內容中, 本論文依據《上海洋場竹枝詞》收 資料, 察了如下的重要特徵: 

從北京南來的著名京班演員的公演情況; 在舞臺實踐中 引人矚目的燈彩戲演

出面貌; 京劇戲園的宣傳活動以及各色觀衆的看戲風景等.

總之, 淸末上海竹枝詞所包含的有關上海京劇的資料極其豐富, 這些資料 其

他史料 照起來進行 察, 使我們 淸末上海京劇獲得更加深入的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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