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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孫寶瑄(1874-1924)은 浙江 錢塘 출신으로, 청말 고위관료 집안의 자제였다.1)
따라서 蔭生으로 主事에 오른 후 工部⋅郵傳部⋅大理院 등에서 관직을 지냈으며,
民國 초기에는 寧波의 海關監督을 역임하였다. 그는 비록 부친이나 형에 비해 뛰
어난 공적이나 명예는 얻지 못하였지만 書香 가득한 가정환경과 독서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經史子集 뿐만 아니라 서방과 일본의 다양한 신학문과 사

* 안양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1) 孫寶瑄의 또 다른 이름은 漸, 字는 仲璵(또는 愚, 瑜)이다. 부친 孙诒经(1826-1890,
字는 子授)은 光緖시기 户部右侍郎⋅吏部右侍郎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형 孫寶
琦(1867-1931, 字는 幕韓)는 駐프랑스⋅독일 公使官을 거쳐 北京政府의 內閣总理를
역임한 외교관이자 대신이다. 또한 孫寶瑄의 장인은 兩廣總督을 역임한 李瀚章
(1821-1899, 字는 筱泉)으로, 李鴻章(1823-1901)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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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섭렵한 지식인이었다. 동시에 국내외 여러 분야의 저명인사들과 교류하며 당
시 중국이 처한 제반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2) 이러한 그의 학
문적 사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의 일기 《忘山廬日記》에 고스란
히 기록되어 있다. 孫寶瑄은 나이 스무 살인 1893년(光緖 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冊씩 한해도 빠짐없이 일기를 기록하였다고 전한다.3)
본고는 이처럼 晩晴시기 사회상을 기록해 놓은 《忘山廬日記》를 통해 지식인으로
서 작자 孫寶瑄이 북경과 상해에서 직접 접한 京劇 배우들에 대한 평가 및 그들과
의 교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인들이 남긴 일
부 일기에는 당시 戲劇 공연과 관련된 적지 않은 기록이 남아있어 戲劇 연구의 주
요 문헌자료가 되고 있다.4) 특히 《忘山廬日記》가 주목받는 이유는 작자가 직접 京
劇 공연을 관람하고 남긴 내용, 즉 戲園의 공연분위기를 포함하여 배우들에 대한
평가와 만남 및 극에 대한 평론 등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忘山廬日記》는 당시 京劇 무대와 배우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戲劇史料
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일기의 판본은 1983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上海圖書館所藏
원본을 標點하여 출판한 것이다. 아울러 인용한 기록의 날짜는 원본 그대로 음력
표기임을 밝혀둔다.

2) 任琮 <忘山廬日記(前言)>: 《忘山廬日記》, 上海古籍出版社, 1983, 1-2쪽 참조.
3) 현존하는 일기는 1893년(癸巳)과 1894년(甲午)을 합친 1冊, 1897년(丁酉)⋅1898년
(戊戌)⋅1901년(辛丑)⋅1902년(壬寅)⋅1903년(癸卯) 각 1冊, 1906년(丙午)⋅1907
년(丁未)⋅1908년(戊申年) 각 1冊으로 모두 9冊이 남아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일본군
의 杭州 침공 때 소실되었다. 또한 처음 일기를 쓸 때에는 《梧竹山房日記》로 제목을
달았으나 후에 佛家의 ‘見道忘山’의 의미를 취하여 《忘山廬日記》로 개명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葉景葵 <忘山廬日記(序)>: 《忘山廬日記》, 2쪽 참조.)
4) 《忘山廬日記》 외에도 郭嵩燾(1818-1891)의 《郭嵩燾日記》, 趙彦偁(1819-1881)의
《三願堂日记》, 翁同稣(1830-1904)의 《翁同龢日记》, 王闓运(1833-1916)의 《湘绮楼
日记》, 杨恩寿(1835-1891)의 《坦园日记》, 絳芸館主人의 《絳芸館日記》, 葉昌炽
(1849-1917)의 《缘督庐日记》 등이 대표적인 일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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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老生 新三傑’에 대한 평가
1. 譚鑫培
孫寶瑄은 여러 악곡 가운데 京劇 음악인 徽曲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京劇 중에서 老生 주연의 老生戲 관람을 좋아하였다. 그는 스무 살 시절인 1893
년 11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93년 11월 18일: 한낮에 冕儕와 약속하여 함께 점심을 먹은 후 慶和茶園에
가서 극을 관람하였다. 나는 본성이 음악을 좋아하여 비록 음률에 정통하진 않지
만 들으면 피곤함을 잊어버린다. 徽曲을 가장 좋아하며 특히 老生을 좋아하는데
그 깊은 여운에 대해 말하자면 격앙된 감정 속에 통쾌하면서도 비장한 흥취가 있
다. 만약 충신 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욱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
이다. (日中, 約冕儕來共午飯, 畢, 同往慶和茶園觀劇. 余素性好絲竹, 雖非知
音, 而聽之忘倦, 最喜徽曲, 尤愛其老生, 謂其一唱三歎, 有激昻慷慨⋅淋漓悲壯
之致. 若遇忠臣孝子事, 則尤能感人.)5)

이렇듯 孫寶瑄은 高音의 격앙된 소리에 비장감과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老生의
唱을 좋아하였으며, 그 소리에 忠孝의 내용이 담긴다면 청중들을 더욱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만 하며, 특히 가슴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격분과 비장함이 흐르는 배우들의 노래
소리는 그 감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897년 8월 3일: 해질 무렵 廣和樓에 가서 극을 관람하였다. 음악의 기능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장과 격분의 노래 소리는 사람들에게
심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 (晡, 至廣和樓觀優. 音樂之道, 感人最
深. 其歌聲之悲壯激楚者, 能令人起雲霄之思.6)

따라서 그는 줄곧 다른 극종의 소리보다 ‘悲壯激昻’함이 담긴 京腔에 매료되었으
5) 《忘山廬日記》, 上海古籍出版社, 1983, 7쪽.
6) 《忘山廬日記》,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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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울러 忠臣, 孝子, 仁人, 志士의 가슴속 품은 뜻을 노래 가락에 담아내는 京
劇 老生배우들 특히 譚鑫培(1847-1917)와 孫菊仙(1841-1931)을 좋아하였고 그
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1901년 4월 15일: 나는 중국 戲劇의 가곡은 대략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秦腔은 구슬픈 소리가 마음을 자극하니, 망국의 소리로 숭상할 바가 못 된다. 崑
腔은 나긋나긋하고 고운 소리이지만 才子佳人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만 京腔에서 老生의 노래는 비록 가사가 속되고 거친 부분이 있지만 그 노래 가
락은 비장하고 처량하여 忠臣, 孝子, 仁人, 志士의 가슴속 품은 뜻을 전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예에 뛰어난 자는 북경의 譚心培(譚鑫培)와 孫菊仙 두 사람으로 평
소 내가 가장 즐겨듣던 배우들이다. 서양 음악의 경우 기세를 떨치려는 듯 힘이
있어 분명 治世의 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부분은 이들과
견줄 수가 없다. (余謂支那菊部之歌調, 凡三種, 曰秦腔, 哀怨激勵, 亡國之音,
不足尙也. 曰崑腔, 則柔曼靡麗, 但傳才子佳人之情緖而已. 惟京腔中老生所唱
者, 雖詞涉鄙俚, 而音節悲感蒼凉, 能曲傳忠臣孝子仁人志士之胸懷. 擅其技者,
惟京師之譚心培⋅孫菊仙二人, 余生平所最喜聽者也. 至西國之樂, 發揚蹈勵, 固
治世之音也, 而其感人處不及焉.)7)

주지하는 바와 같이 譚鑫培와 孙菊仙은 汪桂芬(1860-1908)과 함께 경극의 ‘老
生 新三傑(後三傑)’로 지칭되는 명배우들이다. 특히 譚鑫培는 경극의 비조로 추앙
받는 程長庚(1811-1880)을 사사하였으며, 程長庚과 함께 ‘老生 三傑(三鼎甲)’로
평가받는 余三勝(1802-1866), 张二奎(1814-1864)의 唱法과 연기 장점을 흡수
하여 老生역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인물이다. 孫寶瑄이 譚鑫培의 老生 연기를
접한 것은 위 일기를 쓴 며칠 후인 1893년 11월 23일 북경 慶和茶園에서의 공연
이었다.
1893년 11월 23일: 식사 후, 子頤가 나와 及仲을 불러 慶和茶園에 가서 同春
部 공연을 관람하였다. 마지막에 叫天이라는 老生이 등장하였는데 역시 이름난
배우였다. 목소리는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음의 처량함이 담겨있고 강약이
있어 매력이 있었다. 아쉽게도 이미 날이 저물어 끝까지 듣지 못하고 급히 돌아왔
다. (飯後, 子頤約余及仲基至慶和茶園觀同春部, 末一出有老生名叫天者, 亦名
7) 《忘山廬日記》,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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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也. 音喉宛轉激楚, 抑揚有致, 惜已曛黑, 不能卒聽, 急歸.)8)

叫天은 譚鑫培의 藝名이며9), 이날 그는 三慶班 소속배우로 同春班 공연에 참
가하였다. 同春班은 1887년에 譚鑫培와 老生 배우 周春奎의 주도하에 성립한 戲
班이다. 이후 1890년에 譚鑫培는 三慶班의 班主가 되어 三慶班으로 자리를 옮기
게 된다. 위 일기에서 언급된 慶和茶園의 同春班 공연은 譚鑫培가 이끄는 三慶班
과 合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 譚鑫培는 <翠屛山>⋅<烏龍院>⋅<戲鳳> 등 세
극에서 老生역으로 무대에 올라 관중들을 매료시켰다.10) 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孫寶瑄 역시 비장감이 흐르는 그의 목소리에 커다란 매력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忘山廬日記》에서 譚鑫培가 언급되는 시기는 孫寶瑄이 상해에 거주하고
있던 1901년 7월 초부터이다. 譚鑫培는 이 당시 상해 桂仙茶園의 초청으로 세 번
째로 상해에 내려와 공연을 펼쳤다.11) 그는 桂仙茶園을 시작으로 丹桂茶園, 天仙
茶園에서 공연하였으며, 이때 孫寶瑄은 여러 차례 이들 戲園을 드나들며 譚鑫培의
연기를 관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대 밖 술자리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일기에서는
북경을 떠난 후 상해에서 譚鑫培를 처음 만난 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01년 7월 2일: 저녁에 다시 少川叔과 質齋와 함께 金谷香 樓下에서 술을
마셨는데 京師의 譚鑫培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桂仙部의 초청으
로 온 것이다. 桂仙의 주인 또한 이날 밤 樓上에 자리를 마련하여 譚鑫培를 대접
8) 《忘山廬日記》, 9쪽.
9) 譚鑫培는 본명인 譚金福외에 譚金喜, 譚金培, 小叫天, 譚叫天 등으로도 불린다. 叫天
은 원래 譚鑫培의 부친으로 老旦과 老生배우로 활약했던 譚志道(1808-1887)의 藝名
으로, 당시 그의 목소리가 叫天子(종달새, 鹨鸟의 속칭)의 소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
진 것이다. 이후 譚鑫培는 부친을 이어 小叫天의 예명을 가졌는데, 위 일기에 기록된
叫天은 譚鑫培를 지칭하는 것이다.
10)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中國戲劇出版社, 2003, 576⋅642쪽, 참조.
11) 譚鑫培는 모두 여섯 차례 상해로 내려와 공연하였다. 그는 1879년 金桂軒의 초청으로
상해에 첫 선을 보인 이후, 1884년(丹桂茶園 초청), 1901년(桂仙茶園 초청), 1909
년(新舞臺 초청), 1912년(新新舞臺 초청)에 상해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 상해 공연은
69세 되던 1915년 新舞臺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공연은 매번 성황을 이루며
상해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上海文化藝術志》 編輯委員會 《上海京劇志》
編輯部, 《上海京劇志》, 上海文化出版社, 1999, 353-3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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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삼십 명이 참석하였다. 梅五란 사람은 뛰어난 胡琴연주로 남과 북에서
최고였으며, 譚鑫培와 함께 二絶로 호칭되었다. 質齋가 그를 樓下로 불러 상견하
였고, 곧바로 함께 家伎 高文秀의 집으로 가 林季鴻을 만났다. 季鴻은 靑衫의 唱
에 뛰어났으며, 梅五가 곡을 합주하였다. 季鴻이 병이 든 후 숨결이 조금 빨라졌
지만 梅五의 연주는 조화롭게 은은하면서 맑은 소리를 내어 듣는 사람은 속세의
번뇌가 없어지는 듯하였다. 王熙庵은 예전 북경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 이날
저녁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晩, 復與少川叔及質齋飮於金
谷香樓下, 聞京師譚鑫培到此, 蓋就桂仙部之聘也. 桂仙主人亦於是夕設宴樓上,
款鑫培, 會飮者三十人. 有梅五者, 善奏胡琴, 爲南北之冠, 與鑫培稱二絶. 質齋
邀其下樓相見, 遂同至家伎高文秀家, 遇林季鴻. 季鴻善唱靑衫, 與梅五合奏曲.
季鴻病後, 氣稍促, 梅五則响逸弦淸, 聞之令人芟煩涤俗. 有王熙庵者, 都下舊相
識也, 是晩亦不期而遇.)12)

譚鑫培와 함께 언급된 梅五(梅雨田, 1869-1914)13)는 당시 북경 경극음악계의
저명한 琴師로, 名旦 梅巧玲(1842-1882)의 長子이자 梅蘭芳(1894-1961)의 伯
父이다. 그는 1892년부터 三慶班에 소속된 후 장기간 譚鑫培의 胡琴 반주자로 활
동하며 譚鑫培의 연기를 더욱 돋보이게 한 인물이다.14) 일기의 기록처럼 譚鑫培
의 세 번째 상해 공연에도 동행한 그를 사람들은 譚鑫培와 함께 ‘二絶’로 호칭하였
으며, 훗날 梅蘭芳도 譚鑫培를 伯父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로 회고하였다.15) 위
일기에서 孫寶瑄은 梅雨田의 뛰어난 胡琴 연주에 마치 세상의 번뇌가 사라지는 듯
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당시 경극음악계의 鼓師로 유명세를 떨친 李五(李華亭, 1866-1912)도
1901년 7월 당시 譚鑫培와 함께 상해로 내려왔다. 李華亭은 1896년부터 喜慶班
에서 譚鑫培의 鼓手로 활약하면서 譚鑫培⋅梅雨田과 함께 ‘三絶’로 호칭되던 인물
이다.16) 얼마 뒤 일기에서는 李華亭과의 만남도 기록하고 있다.

《忘山廬日記》, 380쪽.
梅雨田은 북경 출신으로 본명은 啓勛, 아명은 大鎖이다.
张次溪 《淸代燕都梨園史略》, 中國戲劇出版社, 1988, 856쪽 참조.
梅蘭芳 《舞臺生活四十年(梅蘭芳回憶錄)》: ｢譚老板的唱腔, 配上他的胡琴. 內外行一
致公認是珠聯璧合, 最理想的一對合作者.｣ (團結出版社, 2006, 8쪽.)
16) 张次溪 《淸代燕都梨園史略》, 867쪽 참조.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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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7월 21일: 한낮을 지나 雅敍園에 도착하니, 邵季英도 와 있었다. 마
침 梅雨田이 永春⋅伯淵⋅秉庵과 술자리를 약속하여 옆방에 있다가 내가 온 것
을 보고서는 자리를 주선하기로 하고 결국 모두 불러 함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잠시 후 質齋도 왔다. 이날은 결국 내가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고, 梅雨田이 초대
한 자리는 다음 날로 미루기로 하였다.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
졌다. 해질 무렵에 함께 譚鑫培를 찾아갔다. 李華亭도 있었는데 譚鑫培의 鼓手인
사람으로, ‘八國兵入都’ 사건에 대해 매우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日昳, 至雅敍園,
邵季英亦到, 値梅雨田約永春⋅伯淵⋅秉庵飮, 在隔壁屋中, 見余至, 咸來周旋,
遂皆邀其入坐. 須庾, 質齋亦來. 是日遂易余作主人, 而雨田一局改他日矣. 縱談
盡歡. 晡, 偕訪譚鑫培. 有李華亭, 爲鑫培擊鼓者也, 譚八國兵入都事甚祥.)17)

이처럼 孫寶瑄은 무대 밖에서 譚鑫培 및 동행 樂師들과 친분을 쌓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戲園을 찾아 그들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1901년 7월 8일: 저녁에 譚鑫培가 연기한 孔明이 거문고를 타면서 적을 퇴각
시킨 상황을 관람하였다. 綸巾을 쓰고 羽扇을 든 모습은 세속을 벗어난 듯 고상하
여 당시의 孔明을 상상해보았다. (夜, 觀譚鑫培演孔明鼓琴却敵一事, 綸巾羽扇,
瀟洒出塵, 想見諸葛當年.)18)
1901년 7월 16일: 저녁에 石芝와 함께 譚鑫培가 연기한 <討魚稅>를 관람하였
다. 확실히 곤경에 처한 영웅의 기상과 절개가 드러났다. (夜, 與石芝觀譚鑫培演
<討魚稅>一劇, 確有英雄落魄氣槪.)19)
1901년 8월 7일: 저녁에 외출하여 譚鑫培의 <群英會> 연기를 관람하였다. 살
아있는 魯肅을 보는 것 같았다. (夜, 出觀譚鑫培演<群英會>, 活畵一魯肅.)20)
1901년 9월 5일: 저녁에 季中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이날 밤에 譚鑫
培가 연기한 <賣馬>를 관람하였다. (夜, 訪季中不遇. 是夕, 觀鑫培<賣馬>.)21)
1901년 11월 19일: 저녁에 다시 天仙茶園에 가서 譚鑫培의 <王佐斷臂> 연기
를 관람하였다. 풍채가 매우 뛰어났다. (夜, 復至天仙觀鑫培演<王佐斷臂>, 極有
神采.)22)
1902년 1월 7일: 저녁에 天仙茶園에서 譚鑫培가 연기한 <寄子>를 관람하였
17)
18)
19)
20)
21)
22)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388쪽.
382쪽.
386쪽.
395쪽.
408쪽.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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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夜, 觀劇於天仙, 譚鑫培演<寄子>.)23)

기록된 譚鑫培의 老生 연기, 즉 <空城計>의 諸葛亮⋅<討魚稅>(<打魚殺家>)의
萧恩⋅<群英會>의 魯肅⋅<賣馬>(<當鐧卖马>)의 秦琼⋅<王佐斷臂>의 王佐⋅<寄
子>(<桑园寄子>)의 邓伯道 등은 그의 대표작에 해당하는 배역으로, 孫寶瑄은 譚鑫
培가 보여준 연기에 대한 몰입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孫寶瑄은 바로 이러한
譚鑫培의 연기가 “노래 가락이 비장하고 처량하여 忠臣, 孝子, 仁人, 志士의 가슴
속 품은 뜻을 전할 수 있다.(音節悲感蒼凉, 能曲傳忠臣孝子仁人志士之胸懷.)”고
생각하였고, 아울러 관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感人’)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老生 배우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2. 孫菊仙, 汪桂芬
孫寶瑄은 譚鑫培 외에 孫菊仙과 汪桂芬 역시 뛰어난 老生 연기를 통해 ‘感人’의
능력을 가진 명배우로 높이 평가하였다. 두 사람의 경우 일기에서는 譚鑫培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상황은 보이지 않으며, 표현된 공연 관람에 관한 기록 또한 譚鑫培
에 비해 많지 않다. 우선 孫菊仙의 공연 관람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1년 4월 12일: 이날 밤 彦復과 함께 天仙茶園에 가서 孫菊仙이 공연한
<魚藏劍>을 관람하였다. 소리가 처량하면서도 기운이 있었다. (是晩, 偕彦復至天
仙觀孫菊仙<魚藏劍>, 音節蒼凉壯勵.)24)
1901년 5월 23일: 天仙茶園에 가서 孫菊仙이 연기한 <法門寺>를 관람하였다.
(詣天仙觀孫菊仙演<法門寺>.)25)
1901년 9월 7일: 저녁에 春仙茶園에서 孫菊仙의 연기를 관람하였다. (夜, 至
春仙觀菊仙演劇.)26)
1901년 9월 18일: 이날 밤 성을 나와 孫菊仙이 연기한 <藺相如完璧歸趙>를
관람하였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史記》에 근거한 것으로, 典雅하여 운치

23)
24)
25)
26)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469쪽.
347쪽.
364쪽.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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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是夕, 出城, 觀孫菊仙演<藺相如完璧歸趙>, 語語皆根據《史記》, 典
雅有味.)27)

孫菊仙28)은 戲班에 정식 입문하여 경극을 익힌 배우가 아니라 상인 집안에서
자란 경극애호가로 票房에서 연기를 배우고 무대에 선 후 ‘老生 新三傑’의 지위에
올라 일파(‘孫派’)를 이룬 老生계의 입지적인 인물이다. 그는 1870년 票友 신분으
로 처음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에서 ‘客串’으로 공연에 참가한 후 ‘孫處’란 이름으
로 명성을 얻었다.29) 1874년에는 상해 京劇戲園인 昇平軒을 설립하여 운영하였
으며, 1876년 이후 북경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戲班(嵩祝成班, 四喜班)에 가입하
여 활동하였다. 특히 1886년부터 십여 년간 궁정 升平署에 소속되어 慈禧皇后의
총애를 받으며 궁내에서 왕성한 연기활동을 펼치면서 궁정배우로 유명세를 누렸다.
하지만 1900년 八國聯合軍의 북경 침공으로 가세가 몰락하자 1901년 상해로 내
려와 天仙⋅春仙茶園 무대에 서게 된다.30)
孫寶瑄은 바로 이당시 상해의 戲園에서 북경에서 접하지 못했던 孫菊仙의 대표
적인 老生 배역, 즉 <魚藏劍>의 伍子胥, <法門寺>(<郿坞县>)의 赵廉, <完璧歸趙>
의 藺相如 연기를 관람하였던 것이다. 한편 孫寶瑄은 1901년 7월 일기에서 다음
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1901년 7월 11일: 仲顨가 왔다. 孫菊仙과 譚鑫培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였
다. 나는 “菊仙은 종과 북의 소리이고, 鑫培는 퉁소와 피리소리이다. 다만 汪桂芬
의 경우 두 사람의 장점을 겸비하였다.”라고 말하였다. (仲顨來. 論孫菊仙⋅譚鑫
培之分別. 余曰: 菊仙, 鐘鼓之音也. 鑫培, 簫管之音也. 惟汪桂芬, 兼兩人之所
長.)31)
27) 《忘山廬日記》, 414쪽.
28) 孫鞠仙은 天津사람으로 본명은 孫濂(또는 學年), 호는 寶臣이다.
29) ‘客串’은 戲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票友가 공연에 참가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보
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清客串’이라고도 하였다. 당시 票友들은 모두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고 ‘處’자로 이름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孫菊仙은 孫處로 알려졌다.
30) 孫菊仙은 이후 1902년 潘月樵와 공동 투자하여 天仙茶園을, 연이어 李春來와 함께
春仙茶園을 인수한 후 재개장하였다.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下冊)》, 中國戲劇出
版社, 2003, 920쪽 참조.)
31) 《忘山廬日記》, 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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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孫寶瑄은 앞서 표현한 것처럼 譚鑫培의 唱腔 풍격은 처량함과 비장감이 담
겨 운미가 뛰어나므로 ‘簫管’의 연주소리에 비유하였고, 이에 반해 孫菊仙의 唱腔
은 크고 울림이 있는 ‘鐘鼓’의 소리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음악을 대하는 그
의 예술적인 심미관을 잘 드러낸 표현으로, 두 배우의 唱法 특징을 매우 적절하게
묘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孫菊仙의 노래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크고 울
림이 있는 우렁찬 목소리(‘嗓音洪亮’)32)에 호탕하고 거침없는 기세(‘氣勝豪邁’)를
잘 표현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33)
위 일기에서 알 수 있듯이 孫寶瑄이 높이 평가한 또 다른 老生 배우는 바로 汪
桂芬이다. 汪桂芬34)은 14세부터 三慶과 四喜班에서 老生 겸 老旦 역을 익히며
경극무대에 정식으로 입문하였다. 하지만 18세에 목소리에 이상이 생기면서(‘倒嗓’)
약 3년간 胡琴 연주가로 변신하여 程長庚의 琴師로 무대에 서기도 하였다. 1881
년을 전후하여 목소리가 회복되면서 春台班에 가입하여 다시 老生 배우로 공연을
펼쳤는데, 이때 程長庚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長庚在世’)는 평가를 받을 만큼 커
다란 인기를 누렸다. 1892년에는 상해로 내려와 1898년 초까지 大觀園⋅丹桂茶
園⋅天福茶園 등에서 演唱하며 후한 대우를 받았고, 이후 북경으로 돌아와 春台班
에 복귀하여 활동하면서 ‘老生 新三傑’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35) 당시 그의 演唱
풍격은 풍부한 성량으로 힘이 넘치는 고음의 표현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깊은 여운
을 주는 부드러운 창법(‘緩唱’)에도 능숙했기 때문에 孫寶瑄은 그를 譚鑫培와 孫菊
仙의 장점을 겸비한 배우로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忘山廬日記》에는 1903년 2월 汪桂芬의 북경 湖廣館 공연을 관람하고 그 뛰어
난 운치에 감탄한 기록이 보이며36), 이후 孫寶瑄은 1908년 1월 汪桂芬의 병세가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연기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평가하는 기록을 남긴다.

32) 孫菊仙은 孫大嗓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33) 北京市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編 著 《中國京劇史(上卷)》, 中國戲劇出版社,
1990, 426-427쪽 참조.
34) 汪桂芬의 본명은 謙, 아명은 惠成, 자는 艶秋, 호는 美仙이다.
35) 北京市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究所編著 《中國京劇史(上卷)》, 419-420쪽 참조.
36) 1903년 2월 24일: ｢過午, 詣湖廣館觀劇. 是晩, 汪桂芬演唱<目蓮救母>, 韻格超勝,
孫夢岩謂爲宋拓<九成宮>.｣ (《忘山廬日記》, 6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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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1월 9일: 정오 무렵 益齋의 집에서 명배우 汪桂芬의 병세가 심하여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汪桂芬은 수십 년 동안 남북에서 명
성을 날린 사람이었으며, 그 연기는 당대 최고로 譚鑫培도 견줄 바가 아니었다.
(薄午, 在益齋許, 傳說名伶汪桂芬病亟, 恐將下世. 此人馳聲南北數十年, 其技爲
當今獨絶, 譚伶弗及也.)37)

뿐만 아니라 얼마 뒤 汪桂芬이 세상을 떠나자 그에 대한 애도의 挽詩를 지었으
며 존경과 슬픔의 마음을 표시하는 일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1908년 6월 2일: 이날 彦保의 집에서 명배우 汪桂芬의 사망 소식을 듣고 五
言絶句 두 수를 지어 애도하였다. (是日, 在彦保許聞名伶汪桂芬之死, 挽以五絶
二首.)38)
1908년 6월 3일: 咸豊⋅同治년간 北京 梨園에서 이름을 날린 四大家는, 王九
齡⋅余三勝⋅張二奎⋅程長庚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동시대의 曾國藩⋅胡林
翼⋅左宗棠⋅李鴻章 등의 위인과 더불어 山川의 기운이 집중된 사람이라 할 것
이다. 근래에는 다만 汪桂芬과 譚鑫培이 남아 마치 그 風雅한 여운이 전해지는
듯 하였지만 汪桂芬 또한 세상을 떠났도다. 생각건대 세상에 다시는 뒤를 이을 인
물이 없을 것이며, 극장 역시 그 소리가 끊어져 적막할 것이다. 슬프도다! (咸⋅
同之間, 京師梨園中最著名者四大家: 曰王九齡, 曰余三盛(勝), 曰張二奎, 曰程
長庚. 蓋幾與同時之曾⋅胡⋅左⋅李諸偉人竝爲山川間氣之所鍾者也. 近今獨留桂
芬⋅鑫培, 猶有其流風餘韻, 而桂芬則又死矣. 惟世界中不復有人物繼起, 而劇場
亦爲之寂寂絶響焉. 哀哉!)39)

위 일기에서 汪桂芬에 대한 애도이외 특히 주목할 점은 咸豊⋅同治시기 경극계
의 ‘老四派’라 칭하는 명배우 王九齡(1818-1885), 余三勝(1802-1866), 張二奎
(1814-1864), 程長庚(1811-1880)을 四大家로 호칭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大家
는 주로 유명한 문인들을 호칭하는 칭호로, 배우에게 大家의 호칭을 붙인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元曲四大家’40)처럼 戲劇家를 호칭하는 경우
37)
38)
39)
40)

《忘山廬日記》, 1140쪽.
《忘山廬日記》, 1209쪽.
《忘山廬日記》, 1209쪽.
馬致遠, 鄭光祖, 關漢卿, 白樸 네 사람을 四大家로 호칭한 기록은 明代 何良俊의
《四友斋丛说》에서 처음 보인다. (｢元人乐府称马东篱⋅郑德辉⋅关汉卿⋅白仁甫为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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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지만 그들은 배우라기보다는 雜劇作家 즉 문인이었다. 하지만 孫寶瑄은 배
우 네 사람을 ‘梨園四大家’로 규정하고, 소위 ‘同治中興四大名臣’인 曾國藩(18111872), 胡林翼(1812-1861), 左宗棠(1812-1885), 李鴻章(1823-1901)과 그들
을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공적을 이룬 중요한 인물로 동등하게 언급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程長庚에게 배우에게는 사용한 적이 없던 聖人의 호칭으로 존경을 표
시하였다. 즉 譚鑫培, 汪桂芬 등 老生 연기의 예술적 뿌리가 되었던 程長庚을 ‘戲
聖’으로 언급하였으며, ‘書聖’ 王羲之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1902년 9월 20일: 예전 북경에는 程長庚이라는 명배우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를 ‘戲中聖人’이라 불렀는데 그 소리의 渾厚함은 고금의 으뜸으로 전해진다. 후대
의 예를 들어 譚鑫培, 汪桂芬 등 뛰어난 배우들은 모두 그의 한 分派로 각기 一
家를 이룬 자들이다. 마치 颜真卿, 柳公权, 欧阳询, 褚遂良 등이 모두 王羲之의
分派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都中惜有名伶曰程長庚者, 人呼爲戲中聖人, 其音節
渾厚, 流傳獨步古今. 凡後來之秀, 如心培⋅桂芬諸人, 皆分其一支派, 而各自成
家者. 如顔⋅柳⋅歐⋅褚, 皆分右軍之一體也.)41)

孫寶瑄의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으로 배우들을 낮은 지위의 藝人으로만 취급하던
고정관념을 벗어난 것으로, 그가 가진 경극에 대한 관심과 특히 老生 배우들에 대
한 존경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Ⅲ. 기타 京劇 배우에 대한 평가와 교류
1. 京劇 명배우에 대한 평가
《忘山廬日記》에서 孫寶瑄은 ‘老生 新三傑’ 이외에도 경극 명배우들의 이름을 언
급하며 그들의 연기를 평가하였으며, 또한 교류를 가진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예
를 들어 1903년 5월 일기에서는 술자리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명배우 余紫雲
大家.｣)
41) 《忘山廬日記》, 5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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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田桂鳳을 만나 환담을 나눈 내용이 보인다.
1903년 5월 27일: 정오 무렵에 옷 장사꾼 曹씨와 약속이 있어 東昇樓에 갔다.
子涵과 嘯霞도 함께 있었으며 술자리가 끝난 후 廣和樓에 가서 劇을 관람하였다.
저녁에 嘯霞가 天福堂에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紫雲이 함께 자리하였다. 紫雲은
바로 梨園의 老弟子로 오래 동안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또 月琴, 華雲, 桂鳳도
모두 함께 동석하였다. 紫雲과 子涵은 십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
즐겁게 옛정을 돌이키며 말을 나누었다. 桂鳳은 명성을 날린 지가 거의 이십 년이
다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를 감상하였다. 하지만 아마도 늙어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고 장년이 된 사람도 있으며 비천했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등 여
러 번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桂鳳의 출중한 자태는 여전히 곱고 아리따
우며, 요염한 행동거지 또한 예전과 다를 바 없다. 이미 서른 예닐곱의 나이가 되
었건만 거의 늙어보이질 않으니 옷을 벗을 때 웃는 모습과 몸짓은 마치 부녀자와
흡사하다. 이른바 莊周가 말한 “정신이 가는대로 천기는 저절로 따른다”는 경지가
아니겠는가? (日中, 至東昇樓, 販衣賈人曹姓者約飮, 坐有子涵⋅嘯霞, 飮罷, 至
廣和樓觀劇. 晩, 嘯霞設飮於天福堂, 坐有紫雲, 則梨園老弟子矣, 久不登臺. 又
有月琴⋅華雲⋅桂鳳, 皆在坐. 紫雲與子涵, 十餘年前舊交, 歡然道故. 桂鳳馳名
殆二十年, 賞鑒殆不乏人. 然或老而死, 或少而壯, 或賤而貴, 不知經幾度變移,
而桂鳳神姿之嫵媚如故也, 擧止之婀娜如故也, 年已三十六七, 殆不覺老, 卽卸裝
時笑貌擧動, 仍宛然一婦人. 莊周所謂神動而天隨者, 非也?)42)

紫雲은 余紫雲(1855-1910)43)으로, 경극의 대표적인 花衫 배우이다. 그는 ‘老
生 三傑(三鼎甲)’중 한 사람인 余三勝의 아들이자, 老生 ‘余派’의 창시자인 余叔岩
(1890-1943)의 부친이다. 余紫雲은 부친을 따라 북경 景和堂에서 名旦 梅巧玲과
胡喜祿(1827-1890)을 통해 각각 花旦과 靑衣戲를 연마한 후 花旦과 靑衣의 聲
腔과 연기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旦角 유형인 花衫을 창시한 인물로 유명하다.
孫寶瑄과 함께 자리한 1903년 5월에는 이미 노년의 花衫 배우로 한동안 무대에
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桂鳳은 田桂鳳(1866-1930)44)으로, 경극의 유명한 花旦 배우 중 한사람이다.
42) 《忘山廬日記》, 698쪽.
43) 余紫雲은 湖北 羅田 출신으로 본명은 金梁, 谱名은 科荣(또는 培寿)이다. 자는 砚芬
(艳芬)이며, 호는 砚芳이다.
44) 田桂鳳은 북경 출신으로 자는 桐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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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光緖 초기에 譚鑫培와 함께 한 여러 차례 공연으로 ‘古今第一花旦’으로 불릴
만큼 명성을 얻었다. 특히 1890년 무렵에는 花旦戲는 전체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
하는 마지막 무대(大軸戲, 送客戲)에 올리지 않는다는 戲園의 관례를 깨고 大軸무
대에 오를 정도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田桂鳳은 당시 花旦 배우들이 일
반적으로 농염하고 풍만한 여성미를 표현한 것에 반해 청순하고 가녀린 규수의 역
할(閨門旦)에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무대 밖
일상생활에서도 여인과 다를 바 없는 고운 자태와 행동거지로 ‘田大媽’란 별명을 얻
기도 하였다.45) 위 일기에서 孫寶瑄은 이처럼 중년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그의 모
습을 莊子의 ‘神動而天隨’란 표현을 인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또한 1907년 7월의 일기에는 북경 福壽堂에서 펼쳐진 자선 공연에서 만년의 汪
桂芬이 명배우들과 合演한 <群英會>를 감상한 기록이 보인다. 이날 汪桂芬은 老生
역할로 魯肅을 연기하였으며, 이외 당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던 王桂官(小生),
羅百歲(文丑), 金秀山(凈), 黃潤甫(凈) 등이 참가하였다. 孫寶瑄은 당시의 공연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07년 7월 28일: 저물 무렵 芝兄을 방문하였다. 이날 저녁 함께 福壽堂에
가서 극을 관람하였다. 順直지역이 수재를 입자 梨園에서는 의무를 다하고자 자선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명배우들이 모두 모였다. 밤이 깊어 <群英會>를 공연하였다.
바로 孫權과 曹操의 赤壁 싸움에서 蔣幹이 長江을 건너 周瑜를 설득하는 상황을
연기한 것이다. 王桂官은 周瑜를 닮았으며, 汪桂芬의 魯肅, 羅百歲의 蔣幹, 金
秀山의 黃蓋, 黃三의 曹孟德 연기는 모두 각기 그 배역에 적합하였다. 정신을 집
중하여 보니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참으로 뛰어난 명창이었다. (薄晩出詣芝
兄. 是夕, 同詣福壽堂觀劇, 蓋爲順直水災, 梨園中皆盡義務, 開慈善會, 名優皆
集. 夜深, 演<群英會>一出, 卽孫曹赤壁之役, 蔣幹渡江說周瑜事. 桂官肖公瑾,
桂芬之魯肅, 羅百歲之蔣幹, 金秀山之黃蓋, 黃三之曹孟德, 皆各得其身分, 聚精
會神, 無一懈筆, 誠絶唱也.)46)

王桂官(1859-1908)47)은 四喜班에서 연기를 연마한 후 1892년 三慶班의 <群
45) 北京市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究所編著 《中國京劇史(上卷)》, 511쪽 참조.
46) 《忘山廬日記》, 1069쪽.
47) 王桂官의 본명은 樹榮, 호는 楞仙, 예명은 桂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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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會>공연에서 小生으로 周公瑾(周瑜)을 연기하여 ‘活周瑜’라는 극찬을 받은 후 小
生 배우로 큰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孫寶瑄은 1908년 王桂官이 세상을 떠나자
다시는 무대에서 周瑜를 볼 수 없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애도하였다.48)
羅百歲(1859-1912)49)는 四喜班에서 연기를 연마한 후 시사 풍자의 해학적인
대사와 사실적인 文丑 연기로 丑角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孫寶瑄은 위 일기 이틀 전에 三慶園의 공연에서 그의 연기를 관람하고 극찬한 바
있다.50)
金秀山(1855-1915)51)은 翠峰庵票房에서 票友로 활동하다 1877년 阜成班에
가입하여 무대에 정식 입문한 후 뛰어난 聲腔과 독특한 臉譜로 명성을 얻었으며,
凈角의 대표적인 銅錘花臉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黃潤甫(1845-1916)52)는 翠峰庵票房에서 票友로 활동한 花臉 배우이다. 三慶
班에 가입한 후 光緖 초기에 궁정배우로 선발되었으며, 특히 慈禧皇后앞에서 펼쳐
진 <戰宛城>의 曹操 연기 후 ‘活曹操’의 명성을 얻었다. 이후 譚鑫培, 汪桂芬, 陳
德林 등 명배우와의 合演에서 曹操 연기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위 일기에 기록된 1907년 7월에 펼쳐진 <群英會>는 이들 명배우들의 노년에 이
루어진 合演 무대로, 孫寶瑄은 배역에 딱 들어맞는 그들의 무르익은 연기에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絶唱으로 극찬하고 있다.
이외에도 《忘山廬日記》에는 주로 上海에서 활동한 上海京劇53) 배우에 대한 기
록도 보인다. 孫寶瑄은 1895년부터 1902년까지 약 8년간 상해에 거주하였다.54)
48) 1908년 7월 28일: ｢聞伶人王桂官之死. 蓋與桂芬相先後焉. 從此劇場上無復周公瑾
焉.｣ (《忘山廬日記》, 1232쪽.)
49) 羅百歲의 본명은 树德, 자는 朗臣이며, 兒名이 百岁이다.
50) 1907년 7월 26일: ｢在芝兄許午飯. 晡, 偕詣三慶園觀劇, 名優登臺甚夥. 有羅百歲
者, 以丑著名者也. 聞其去歲死去, 旣斂復生, 開棺出之, 至今猶日日登場, 最善諧謔,
笑罵一世, 由來二十餘年. 今彼於死生之際, 猶戲弄如此, 豈不使人絶倒.｣ (《忘山廬日
記》, 1068쪽.)
51) 金秀山은 북경 출신의 滿族으로, 호는 金麻子이다.
52) 黃潤甫는 북경 출신의 滿族으로, 세칭 黃三으로 불린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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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극은 1867년 상해로 남하한 후 점차 상해만의 독특한 문화와
공연 환경 아래 발전한다. 이후 1900년경에 이르러 새로운 劇目들을 가지고 北京京劇
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다른 공연이 선보이면서 上海京劇이란 명칭이 생겨난다.

32 《中國文學硏究》⋅제59집

그는 이 기간 동안의 일기에서 상해 戲園을 수시로 드나들며 공연을 관람한 기록을
남겼다.55) 1898년 10월에는 馮志奎가 주연한 <湘軍平逆傳>을 감상하였다.
1898년 10월 22일: 저녁에 丹桂園에 가서 극을 관람하였다. <湘軍平逆傳>을
공연하였다. 駱文忠과 曾文正 등 여러 사람들의 사적은 모두 《湘軍志》에 근거한
것으로 聲色을 갖추고 있었다. 曾文正이 흰 옷을 입고 나온 것은 아마도 부모의
喪을 당하여 집에 머물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우람한 체구의 그의 모습은 배우 馮
志奎가 담당하였다. (夜, 至丹桂園觀優, 演<湘軍平逆傳>, 其於駱文忠⋅曾文正
諸人事迹, 皆本《湘軍志》, 饒有聲色. 曾文正素衣而出, 蓋時方丁懮在家也. 狀貌
魁梧, 伶人馮志奎所扮.)56)

<湘軍平逆傳>은 潘月樵가 창작한 新編 連臺本戲(14本)이자, 상해경극의 효시
로 알려진 작품이다. 이 극은 曾國藩이 이끄는 湘軍이 太平軍을 물리친 사실을 엮
은 것으로, 1898년 10월 21일 丹桂茶園에서 初演되었다.57) 당시 曾國藩의 역할
을 담당한 馮志奎(1860-1930)는 북경 勝春科班에서 凈角의 기예를 익힌 후 光緖
초기 상해로 내려와 天仙茶園, 丹桂茶園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湘軍
平逆傳> 공연에서 진짜 칼과 창을 사용한 사실적인 武打 위주의 연기로 화제를 불
러일으켰는데, 孫寶瑄은 공연이 시작된 이튿날 바로 戲園을 찾았을 만큼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孫寶瑄이 비록 평소 공연을 좋아하고 배우에 대한 관심
이 많았기에 상해의 戲園 출입도 잦았지만 상해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대해서는 그
다지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겪은 상해 생활의 세 가지 괴로움
54) 현재 1895년과 1896년의 일기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1895년 孫寶瑄이 상해로 내
려간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1902년 11월 12일 일기에서, “나는
상해에서 팔년 간 거주하였고, 지금 비로소 북경으로 올라와 가문을 세웠다.”라고 하였
다. (“余居上海八年, 今始來都下設立門戶矣.” 《忘山廬日記》, 601쪽.) 따라서 孫寶瑄
의 상해 거주는 1895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55) 孫寶瑄은 상해 거주시기 중 현존하는 1897년부터 1902년의 일기에서 매년 수십 차례
의 觀劇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당시 그가 찾은 상해의 戲園은 丹桂茶園, 同樂軒, 三雅
園, 天福園, 味蒓園(海天勝處), 雅敍園, 天仙茶園, 春仙茶園, 桂仙茶園, 天樂園 등
이다.
56) 《忘山廬日記》, 277쪽.
57) 呂承煥 《同光時期上海京劇活動硏究》, 復旦大學 博士學位論文, 2008, 1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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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滬居三苦’) 중 하나로 ‘觀劇’을 첫 번째로 꼽았을 정도이다. 상해 생활 후반기에
쓴 일기이다.
1901년 6월 10일: 나는 상해 생활에는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고 말한다. 극을
관람하면서 겪는 괴로움, 사교 모임에서의 괴로움, 수렵의 괴로움이다. 수많은 사
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가운데 징과 북소리가 서로 울려 퍼지지만, 노래 소
리는 음률에 맞지 않으며 춤사위도 박자에 딱 들어맞지를 않는다. 눈이 침침해지
고 머리는 어지러워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서 계속 듣고 싶지 않게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배우는 시간을 끌며 등장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극을 관람하면서
겪는 괴로움이다. (余謂滬居有三苦: 一觀劇之苦, 一遊會之苦, 一猎圍之苦. 萬
人嘈啐, 金鼓和鳴, 歌不合律, 舞不應節, 眼枯頭眩, 心煩耳倦, 意中之人遲徊不
出, 此觀劇之苦也.)58)
1901년 7월 5일: 상해 지역은 아마도 聲色을 마음껏 즐기는 세상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사회에 출입하는 자는 대체로 閒民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閒民은 대
략 維新黨 사람들, 서양 상인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부잣집 자제들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근래 維新黨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곤경에 처하
여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서양 상인에 의존하여 살
아가거나 부잣집 자제들의 경우 유달리 많아져 그 세력이 이 상해 사회를 유지하
고 있으니, 마치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과 垓子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상해의
閒民들이 무리지어 모여드는 장소는 두 곳이 있다. 낮에 모이는 장소는 味蒓園이
고, 밤에 모여드는 장소는 四馬路이다. 때문에 味蒓園의 茶와 四馬路의 술은 멀
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셈이다. 상해에는 音律을 잘 이해하는 사
람이 드물기 때문에 비록 劇을 관람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것을 그다지 중요시여기
며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상해에는 色의 世界는 있으나 聲의 世界는
없다고 말한다. (上海一區, 蓋以聲色嬉娛爲世界者也, 而出入此世界中, 大抵閒
民最多. 閒民約分三種: 一維新黨人, 一依西商爲生者, 一富豪家子弟. 今者前一
種人漸就衰減, 且多落魄不能自存者. 惟後二種人特盛, 且力能維持此世界, 蓋有
金城湯池之功也. 上海閒民所麕集之地有二: 晝聚之地曰味蒓園, 夜聚之地曰四馬
路. 是故味蒓園之茶, 四馬路之酒, 遙遙相對. 上海解音律人甚稀, 故觀劇人雖多,
而視之不甚重. 故吾謂上海有色世界, 而無聲世界.)59)

1901년 당시 四馬路는 상업도시 상해사회의 최대 유흥가이자 번화가였으며, 味
58) 《忘山廬日記》, 371쪽.
59) 《忘山廬日記》, 3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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蒓園은 각종 사교모임과 공연이 빈번하게 열렸던 장소였다.60) 즉 孫寶瑄은 이곳을
드나드는 한량들의 오락 사교생활이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았으며, 즐비한 戲園에
서 펼쳐지는 번잡한 공연에 싫증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경극의 음률과
배우들의 唱腔을 중시하던 그로서는 상해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볼거리 위주의 공연
은 소리가 없는 ‘無聲世界’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에 평범한 보통
문명인이 부족함을 비판할 때 이를 배우들의 상황에 비유하여 상해 배우들의 전반
적인 수준이 북경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1902년 2월 23일: 무릇 국가는 특별한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외국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학문에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가 흥성하는 이유이다. 지금 중
국은 두세 명의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애석하게도 일반적인 학문을 이
해하는 보통 사람들이 매우 적다. 중국과 외국의 보통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문명
과 야만의 정도는 하늘과 땅처럼 크게 차이가 난다. 觀劇의 측면에서 이야기 해보
자. 상해 戲劇은 평상시 북경에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근래 義和團의
난 이후 유명 배우들이 삼삼오오 상해로 내려왔기에 사람들은 북경의 뛰어난 劇들
이 상해로 옮겨왔다고 이야기 한다. 나는 북경에 갔을 때 두 번이나 극장을 나서
기를 아쉬워했다. 劇속에 표현된 精神(혼)을 느낀 것이 결국에는 상해의 열 배가
되었으니, 무엇 때문일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좋은 배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록 상해에는 두세 명의 뛰어난 명배우들이 있다고 하지만 극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예전 그대로다. 마치 비록 중국에 두세 명의 뛰어난 학자들이 있지만 나라가
여전히 예전 그대로 미개한 것과 그 이치는 같다. (凡國家不患無異常人, 患無平
常人. 外國平常人無不通普通學, 此其所以盛也. 今我國非無二三異常人, 惜通普
通學之平常人寥寥. 以我國平常人, 與外國平常人相較, 而文野之程度, 相去霄壤
60) 四馬路는 지금의 福州路 일대로 1843년 개항이후 租界지역의 행정중심가였으며,
1901년 당시에는 茶園, 書場, 戲園, 妓館, 酒樓, 煙館 등이 집중되어 있던 번화가이
자 상해 문화의 중심지였다. 味蒓園은 南京西路와 泰興路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
금은 張園으로 불린다. 1884년 無錫 출신의 사업가 張叔和(1850 - 1919)가 영국 상
인의 개인 별장이었던 곳을 사들여 중건하였다. 당시 味蒓園은 아름다운 정원과 누각
으로 상해의 명승지로 명성을 날렸으며, 1893년 준공한 서양식 건축물 安恺第에는 강
당과 식당 등이 갖춰져 있어 각종 사교모임 뿐만 아니라 애국인사들의 연설회와 중요한
집회가 빈번하게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味蒓園내에는 ‘海天勝處’라는 戲園이
마련되어 여성으로 이루어진 京劇戲班의 髦兒戲 공연을 위주로 다양한 演劇무대가 펼
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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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請以觀劇論之: 上海之戲, 平時遠遜於京師, 而近因義和團亂後, 頗有三五著
名伶人南下, 人遂謂都中之好戲移於上海矣. 及余至京, 流連劇場二次, 覺戲中精
神, 終什倍於上海, 何也? 以平常之好角多也. 上海雖有二三異常之名伶, 其戲之
劣如故. 猶我國雖有二三異常之學人, 國之野蠻如故, 其理一也.)61)

비록 상해의 공연 수준은 북경에 비해 여전히 뒤쳐져 있지만 두세 명의 명배우가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孫寶瑄이 인정한 배우는 바로 汪笑儂
(1858-1918)이었다. 汪笑儂은 老生 배우이자 다수의 경극 극본을 개편 창작하여
‘梨園編劇第一能手’로 평가받는 극작가이며, 아울러 京劇改良運動을 선도한 경극
개혁가이다.62) 孫寶瑄은 1901년 3월 汪笑儂이 天仙茶園에서 <黨人碑>를 공연하
기 전 維新派의 한 사람인 穰卿(汪康年, 1860-1911)의 소개로 그를 처음 만나게
된다.
1901년 3월 9일: 늦은 오후에 《中外報》사옥을 방문했다. 穰卿이 나에게, “汪
笑儂이 연기한 <黨人碑>는 北宋시기 蔡京의 이야기로, 대개 戊戌년 조정의 일을
암시한 것이다. 모레쯤 동지들과 함께 가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도 기뻐하
며, “말석이라도 함께 자리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 일로 인해 汪笑儂의 사람됨
을 물어보니, 信儕는 그 사람이 담론에 뛰어나고 시문에 능한 開化黨 사람이라고
말했다. 드디어 方守六, 三六橋(이름은 三多로, 杭州 주둔 방어부대 소속이다),
汪鑒齋와 함께 三山會館으로 汪笑儂을 찾아갔다. 이날 저녁 金谷香에서 술자리
를 가졌다. (晡, 詣《中外報》館, 穰卿爲余言: 汪笑穠(儂)排演<黨人碑>, 北宋蔡京
故事, 蓋隱射戊戌朝政也. 明後日同志皆欲往觀. 余亦欣然曰, 願附末坐. 因詢笑
穠之爲人, 信儕言其人善談吐, 工詩文, 開化黨也. 遂與方守六⋅三六橋(三多, 杭
州駐防)⋅汪鑒齋偕訪笑穠於三山會館. 是晩, 宴於金谷香.)63)

<黨人碑>는 丘園(1617-1690)이 지은 傳奇 <黨人碑>의 내용을 근거로 汪笑儂
이 개편 창작한 4본의 역사극으로64), 汪笑儂이 직접 주인공 謝瓊仙을 연기하였다.
61) 《忘山廬日記》, 493쪽.
62) 汪笑儂의 공연활동, 극본창작, 京劇改良運動 등에 대해서는 <汪笑儂의 戲劇 활동 고
찰>(呂承煥, 《中國文學硏究》 제57집, 한국중문학회, 2014)에 상세하다.
63) 《忘山廬日記》, 329쪽.
64) ‘黨人碑’는 ‘黨籍碑’라고도 하며, 北宋말기 變法派인 수장인 蔡京(1047-1126)이 재상
에 오른 후 徽宗을 조정하여 哲宗 元祐연간의 守舊派였던 司馬光, 呂公著, 蘇軾,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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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은 1901년 3월 天仙茶園에서 처음 선을 보인 후 당시의 세태와 부합되어 상
해의 뜻있는 지식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65) 孫寶瑄은 汪笑儂을 만난 지 며
칠 후<黨人碑>를 감상하였으며66), 6월에도 한차례 더 <黨人碑> 제3본 공연을 관
람하였다.67) 또한 7월에는 술자리에서 다시 만나 그가 살아온 이력을 들으며 汪笑
儂이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이치와 학문을 인정하였다.
1901년 7월 2일: 정오 무렵 金谷香에서 술자리를 하였는데, 三郞이 함께 하였
다. 해질 무렵에는 李伯元이 술을 마시자고 청하여 江南春에 갔다. 劉永春과 汪
笑穠(儂)이 먼저 와 있었다. 笑穠(儂)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滿族출신으로
乙酉年(1885년)에 生員이 되어 선친의 문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선
친은 直隸지방의 督學이었다고 한다. 戊子年(1888년)에 북경의 順天鄕試에 응시
하여 中式举人에 오른 후 결국 河南지역의 候選縣官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파면을 당하고 이때부터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甲午
年(1894년)에 남쪽으로 내려와 상해를 유람하다 戲園에 들어가 연기를 하며 생계
를 이어갔다. 또 여러 번 蘇州에도 갔었지만 수입이 미약하였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매우 드물었다. 최근에 天仙茶園에서 <黨人碑>를 공연하였는데 時事를 암
시한 것으로 維新派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와 이야기를 해보니 새로운 이치를
대략 들을 수 있었고, 학문에 능한 자였다. (日中, 宴於金谷香, 三郞在坐. 晡, 至
江南春, 李伯淵(元)招飮. 劉永春⋅汪笑穠先在, 與笑穠談, 知其人旗籍, 於乙酉
年入庠, 出先人門下. 先人時督學直隸也. 戊子, 應試北闈, 中式, 遂以候選縣官
河南. 未幾犯奸案, 發覺褫革, 自是無聊賴. 甲午, 南遊海上, 遂入菊部, 奏技以
糊口. 又屢至姑蘇, 博利甚微, 落落不爲人知. 年來在天仙部排<黨人碑>一劇, 隱
射時事, 爲新黨所推重. 與之談, 亦略聞新理, 頗能讀書者.)68)

이처럼 孫寶瑄은 당시 상해의 배우들과 공연 관람에 대해서는 ‘극의 정신을 느낄

65)
66)
67)
68)

彦博, 程頤 등 309명을 元祐奸黨으로 몰아 그들의 이름을 새겨 端禮門 앞에 세웠던
비석을 지칭한다. <黨人碑>는 당시 書生이었던 謝瓊仙이 술에 취하여 이 黨人碑를 보
고 분노하여 비석을 부숴버린 사건을 토대로 창작된 것이다.
<黨人碑考>: ｢其情節適與時世脗合. 又經各報推許, 居滬有志之士, 僉來寓目, 有聲有
色, 無座餘位.｣ (哀梨老人 《同光梨園記略》: 《樂府新聲》, 國華書局印行, 1905, 152쪽.)
1901년 3월 12일: ｢晩, 在石芝家飯畢, 詣天仙菊部觀<黨人碑>.｣ (《忘山廬日記》,
330쪽.)
1901년 6월 12일: ｢夜觀<黨人碑>第三本.｣ (《忘山廬日記》, 372쪽.)
《忘山廬日記》,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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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觀劇의 괴로움’으로 저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汪笑儂과 그의<黨人碑> 공
연에는 깊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汪笑儂이
‘黨人碑’를 부순 謝瓊仙의 영웅형상을 통해 戊戌變法의 실패로 처형된 譚嗣同의
희생정신을 추앙하려는 목적에서 <黨人碑>를 개편 공연하였고69), 당시 상해 지식
인들과 마찬가지로 孫寶瑄 또한 譚嗣同을 추모하는 암시적인 내용에 감명을 받았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 花旦 배우 張冠霞(三盞燈)와의 교류
《忘山廬日記》에 언급된 경극 배우 중 등장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孫寶瑄과의
교류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로 花旦 배우 張冠霞를 들 수 있다. 張冠霞는
河北 梆子戲班 중 걸출한 旦角을 많이 배출한 永勝和班에서 花旦 연기를 익힌 배
우로, 예명은 三盞燈이다. 孫寶瑄은 그를 三郞이라고도 호칭하였다.
三盞燈의 자세한 생평은 알 수 없으나 1895년 무렵 永勝和班 출신 배우들과 함
께 상해로 내려와 당시 京班과 梆子班의 合演이 유행하던 상해의 경극무대에서 공
연한 후 명성을 얻게 되고, 그 후 대다수의 梆子戲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위
해 경극 花旦배우로 改唱하여 상해를 본거지로 삼아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
다.70) 바로 이 시기에 상해에 거주하던 孫寶瑄은 三盞燈과 교제하며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한 기록은 1898년 11월의 일기에 처음
69) 光緖 황제의 <明定國是詔> 발표 후 시도된 개혁정책인 戊戌變法은 守舊派의 반대로
100일 만에 실패로 돌아간다. 그 결과 1898년 9월 28일 북경에서는 譚嗣同(1865 1898)을 포함한 ‘戊戌六君子’(林旭, 杨銳, 杨深秀, 劉光第, 康廣仁)가 西太后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다. 汪笑儂은 바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黨人碑>를 개편하였다고 알
려져 있다.
70) 永勝和班은 1865년 河北 寶坻縣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895년 河北梆子 花旦 배우
張國泰(1865-1915)가 戲班의 班主가 되어 戲班을 개명(永勝玉班)하고 永勝和班 출
신 배우들을 이끌고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에서 京班 배우들과 合演하여 성공을 거
두었다. 당시 永勝和班의 旦角 배우들은 ‘燈’자로 끝나는 예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三
盞燈(張冠霞)은 一盞燈(張永德)⋅兩盞燈⋅四盞燈(周咏棠)⋅五盞燈(王貴山)⋅七盞燈
(毛韻珂) 등과 상해에 내려와 공연하였다. (呂承煥, <淸末河北梆子在上海的演出活動
(以河北梆子演員的活動爲中心)>: 《中國語文論譯叢刊》 제21집, 中國語文論譯學會,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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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1898년 11월 6일: 오후에 堅仲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갔다. 수레를 타고 味蒓園
에 가서 江西 사람 趙仲宣과 더불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질 무렵
다시 성안으로 돌아와 배우 三盞燈을 불러 함께 사진을 찍고 귀가하였다. 이 배우
는 내가 눈여겨보며 칭찬하고 깊이 빠져든 사람이다. 기억해보니 작년에 析津을
여행할 때 친구인 潘子靜이 나에게 평소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때 진심으로 탄복
하며 칭찬이 끊이질 않는 자가 유독 세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宋燕生, 三盞燈,
李合肥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도리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이날 밤 바로
세 사람을 위해 각각 贊詩를 지어 기록하였다. (過午, 偕堅仲出城, 同車馳往味蒓
園, 有江西人趙仲宣與俱茗談. 薄暮始還, 買得伶人名三盞燈者映像携歸. 此君爲
余所目賞而心醉者. 記客歲旅析津, 友人潘子靜謂余平日議論所心折贊不絶口者,
獨有三人. 曰宋燕生, 曰三盞燈, 曰李合肥. 余聞之以爲知言. 是夜, 遂爲三人各
制贊詩錄下.)71)

이 당시 三盞燈은 이미 상해에서 유명세를 타는 배우였기에 孫寶瑄은 그를 불러
기념촬영(‘戲照’)을 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예전에 친구가 청말 維新派의 대표적인
인물인 宋燕生(宋恕, 1862-1910)과 李合肥(李鴻章, 1823-1901)와 함께 三盞燈
을 거론하고 칭찬한 일을 떠올리며 三盞燈을 위해 贊詩72)를 지을 정도로 그에게
심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상해에서 三盞燈의 연기 관람과 만남은 매우 빈
번하였다. 1901년 일기에 기록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1년 .3월 28일: 오후 늦게 彦復, 虬齋와 함께 三郞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
하였다. 丹桂에 가서 그가 공연하는 新劇을 관람하려했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어
三郞을 金谷香으로 불러 술자리를 가졌는데 枚叔도 왔다. 三郞은 배운 적이 없어
글자를 알지 못하지만 말하는 것은 매우 고상하였다. (晡, 與彦復⋅虬齋偕訪三
郞, 不遇, 因至丹桂觀其演新劇. 薄暮, 招三郞至金谷香宴飮, 枚叔亦來. 三郞未
讀書, 不識一字, 然談吐極風雅.)73)
1901년 4월 1일: 오후 늦게 張冠霞와 함께 車를 타고 화원을 유람하며 打彈
71) 《忘山廬日記》, 280쪽.
72) 1898년 11월 6일: ｢婹嫋舞春風, 明豔媚朝日. 休言兒女腸, 更抱英雄質.｣ (《忘山廬
日記》, 280쪽.)
73) 《忘山廬日記》,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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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경하였다. 놀러 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해질 무렵 松柏園에 가서 산보하
였다. 저녁에 金谷香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少川叔이 마련한 것이었다. 자리가
끝난 후 女優들의 연기를 관람하였다. (晡, 偕張冠霞同車遊園, 觀打彈, 遊人甚
夥. 薄晩, 往松柏園閒步. 夜宴於金谷香, 少川叔之約也. 飮畢, 觀女優.)74)
1901년 6월 10일: 저녁에 다시 金谷香에서 劉, 何 두 사람과 林質齋, 張冠霞
와 약속하였다. 劉伶이 연기한 <鍘美案>를 관람하였다. (晩, 復約劉⋅何二君及林
質齋⋅張冠霞於金谷香. 夜觀劉伶演<鍘美案>.)75)
1901년 7월 2일: 정오 무렵 金谷香에서 술자리를 하였는데, 三郞이 함께 하였
다. (日中, 宴於金谷香, 三郞在坐.)76)
1901년 7월 16일: 정오에 郁堂과 같이 金谷香에 갔다. 三郞을 불러 함께 밥
을 먹었다. (日中, 與郁堂偕至金谷香, 招三郞來共飯.)77)
1901년 10월 14일: 저녁에 三郞이 연기한 <新安驛>을 관람하였다. 자태는 예
전과 다를 바 없었다. (夜, 觀三郞演<新安驛>, 風姿不減當年.)78)
1901년 10월 18일: 저녁에 琴甫와 함께 丹桂茶園에서 劇을 관람하였다. 三郞
이 등장하지 않을 때에는 조용히 앉아 책을 보았다. (夜, 與琴甫觀劇於丹桂, 三
郞未出臺時, 余靜坐觀書.)79)
1901년 10월 29일: 오후 늦게 張冠霞가 찾아와 함께 나가 거리를 산보하였다.
잠시 성가퀴에 올라 어두워지는 저녁 빛 가운데 많은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북쪽 길을 따라 올라가다 大境樓에 잠시 앉아 있었다. (晡, 冠霞過,
偕出街閒步. 俄登城堞, 望萬家煙火, 暮色蒼然. 因北行至大境樓小坐.)80)

이외에도 張冠霞가 崔氏 성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西廂記》의 張君瑞
와 崔鶯鶯의 사랑에 비유하여 축하의 對聯을 써 줄 정도로 둘의 관계는 친밀하였
다.81) 또한 孫寶瑄은 張冠霞가 결혼(191년 12월 4일)한 뒤에 그에게 상당수의
銀錢을 보내기도 하였다.82) 이처럼 孫寶瑄은 張冠霞와 단순히 연기 감상을 위해
74)
75)
76)
77)
78)
79)
80)
81)

《忘山廬日記》, 340쪽.
《忘山廬日記》, 371쪽.
《忘山廬日記》, 380쪽.
《忘山廬日記》, 389쪽.
《忘山廬日記》, 427쪽.
《忘山廬日記》, 429쪽.
《忘山廬日記》, 435쪽.
1901년 11월 14일: ｢是日買冷金聯及珊瑚箋, 欲書以贈張冠霞. 冠霞於下月四日完娶,
婦崔氏. 余贈聯云: 月圓碧海聞簫鼓, 曲譜西廂引鳳凰. 蓋用君瑞⋅雙文故事也.｣ 《忘
山廬日記》,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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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 만나는 배우와 관객의 친분을 넘어선 특별한 교류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당시 문인들이 여성스러운 旦角의 남자배우(男旦)와 무대 밖에서 친밀한
교류를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사회 현상이었다. 문인들은 유흥 자리에
妓女를 동석시켜 즐겼던 것처럼 男旦을 불러 妓女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취급
하거나 간혹 동성애적인 부적절한 성거래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83) 물론 살펴
보았듯이 孫寶瑄의 경우 일기에서 張冠霞를 娼妓와 같은 성적인 연애대상으로 교
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孫寶瑄 자신은 친밀하게 지냈던 張冠霞와
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1901년 8월 15일: 비가 내렸다. 琴甫가 지나는 길에 들러 三郞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나와 張冠霞 두 사람의 관계는 구분하자면 君臣과 같고 온정은 부
자지간과 같으며, 형제처럼 사랑하고 부부와 같은 정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처럼
서로 교류 왕래한다. 대개 五輪의 범위밖에 있지만 충분히 五輪을 겸비할 수 있는
관계이다. (雨. 琴甫過, 待三郞不至. 余與張冠霞二人, 分等君臣, 恩猶父子, 愛
若兄弟, 情同夫婦, 交遊往來如朋友, 蓋在五倫之外, 而能兼五倫者也.)84)

즉 단순한 유희의 대상이 아니며 비록 五倫의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예
의와 도리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孫寶瑄은 자
신이 상해에 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맺은 많은 친구들을 분류(學友, 談
友, 詩友, 道友, 佛友, 情友) 거론할 때 張冠霞를 유일한 ‘情友’로 구분하였다.85)
張冠霞의 결혼 후에도 孫寶瑄은 그의 연기를 감상하기 위해 戲園을 찾았다.
1901년 12월 25일: 저녁에 丹桂茶園에서 劇을 관람하였다. 梁山伯과 祝英台
의 이야기를 공연한 것이다. 張冠霞가 祝英台를 연기하였는데 곱고 이름다운 자
82) 1901년 12월 28일: ｢余今年於三絶圖中人物, 一一有以報之. …… 於冠霞則饋銀餠二
百枚, 冠霞得於月之四日完娶, 有室家之樂.｣ (《忘山廬日記》, 466쪽.)
83) 程宇昻 <明淸文人與男旦交往述論>: 《戲曲藝術》 第31卷 第2期, 中國戲曲學院,
2010, 53쪽 참조.
84) 《忘山廬日記》, 399쪽.
85) 1901년 9월 10일: ｢旅居海上數年, 往來之友甚夥, 約分數種: 曰學友, ……. 曰談友,
……. 曰詩友, ……. 曰道友, ……. 曰佛友, ……. 曰情友, 張冠霞.｣ (《忘山廬日記》,
410-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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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예전에 못지않았다. 祝英台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3년 동안 유학하며 梁
山伯과 함께 동거하였지만 그녀가 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祝英台가 집으로
돌아간 후 梁山伯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자 여인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맞이하였다.
梁山伯이 혼이 나간 것처럼 놀랐듯이 나 역시 그 모습에 빠져 쓰러질 뻔하였다.
張冠霞는 분명 대갓집 규수였다. 이러한 미녀를 얻는 복을 가졌다면 얼마나 행복
할까 나는 자탄하였다. (夜, 至丹桂觀劇, 演梁山伯祝英台故事. 冠霞扮英台, 色
妙麗不減當年. 易男服遊學三年, 與山伯同臥起, 不知其爲女子. 比英台歸家, 山
伯訪之, 則靚妝出現. 山伯銷魂, 余亦爲醉倒. 蓋冠霞居然一大家閨閫也. 余自歎
何幸享是豔福.)86)
1902년 1월 16일: 해질 무렵 三郞이 연기한 <賣榕花>를 관람하였다. 저녁에
錦谷春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돌아올 때 비가 내려 옷을 적셨다. (晩, 觀三郞演
<賣榕花>. 夜, 飮於錦谷春, 歸時雨沾衣.)87)
1902년 1월 21일: 저녁에 張冠霞가 연기한 <錯中錯>을 관람하였다. 이전 북
경에 있을 때 田際雲이 이 극을 연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좋았었다. 그 후에
명성을 이어가는 자가 없었다. 張冠霞의 이번 연기는 비록 자태는 그것에 비해 조
금 떨어지지만 규수의 풍격과 자세는 다를 바 없었다. 그러므로 이 극을 연기해도
속되지 않았다. (夜, 觀冠霞演<錯中錯>. 前在都, 見田際雲演此劇頗佳, 後無續響
者. 冠霞此時雖丰采減前, 而閨閣風度自若也, 故演此劇猶不俗.)88)

또한 張冠霞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즐거운 순간을 추억하며 친구들에게 보내주
기도 하였으며, 秉庵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情友’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시하
기도 하였다.
1902년 1월 22일: 나는 己亥년 重陽節 다음날 張冠霞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찍었었다. 庚子년 冬至 이튿날에는 玉蟾閣主人과 사진 한 장을 찍었었다. 이 일
은 내 평생의 즐거운 일이었기에 각각 여러 장을 인화하여 친구들에게 두루 보내
주었다. (余於己亥重陽後一日, 與冠霞合影一圖. 庚子冬至後二日, 與玉蟾閣主人
合影一圖. 此爲生平快意事, 皆各印數紙, 遍贈友人.89)
1902년 4월 19일: 秉庵이 말하였다. “지난 번 어떤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동
남지역의 명승지를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하여 매우 즐거웠다고 하
86)
87)
88)
89)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忘山廬日記》,

465쪽.
474쪽.
477쪽.
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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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당시 그 사람의 아내는 서른 살로 나이가 들어 용모가 시들해 졌기에
누군가가 말하길, ‘당신은 왜 젊고 예쁜 여자를 구해 같이 놀러가지 않고 서른이나
되는 나이 든 부인을 동반하였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 아내가 비록 나이도 들고 못 생겼지만 오히려 나는 아내의 애교를
보게 되어 좋았어.’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張冠霞와 사귀는 감
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 있는 것
이다.”라고 말하였다. (秉庵云: 昔有某君, 嘗挈其妻出遊東南名勝, 頗自得其樂.
時其妻年有三十, 色衰, 或謂曰: 子何不覓嬌好之女子, 與之同遊, 乃以三十計之
老妻爲伴, 有何樂耶? 答曰: 吾妻今日雖老且醜, 吾猶及見其嬌且好也. 忘山居士
曰: 余與張冠霞之交情, 所以始終不渝者, 卽此意.)90)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위 1902년 4월의 기록 이후 張冠霞는 일기에서 사라졌
다가 1908년 10월의 일기에 한차례 다시 등장하지만 ‘情友’로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사이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1908년 10월 16일: 이날 江寧의 釣魚巷에서 우연히 이전에 알고 지내던 三盞
燈이란 배우를 만났다. 나에게 무릎 굽혀 인사한 후 서서 몇 마디를 나누고는 가
버렸다. 唐人은 시에서, ‘正是江南好風景, 洛花時節又逢君.’라고 하였다. 내게 남
아있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是日在江寧釣魚巷遇舊識之伶名三盞燈者, 向
余一屈膝, 立談數語而去. 唐人詩云: 正是江南好風景, 洛花時節又逢君. 余不無
餘感也.)91)

南京의 江寧에서 만난 두 사람의 분위기는 분명 헤어졌던 연인의 우연한 만남처
럼 다소 어색하고 냉담함이 흐를 정도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
로 멀어졌는지는 일기에 남아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확실하지 않다. 하지
만 아마도 孫寶瑄이 1902년 후반기에 상해를 떠나면서 두 사람의 교제는 지속되지
못하고 점차 멀어졌을 것이며, 그 후 육년 여의 세월이 지나 우연히 재회하였지만
이미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 같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90) 《忘山廬日記》, 522쪽.
91) 《忘山廬日記》, 1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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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京劇 票友와의 교류
孫寶瑄은 경극 票友들과의 교류도 빈번하였다. 票友는 藝友라고도 하며, 戲班
의 伶籍이 없는 비직업성 배우를 지칭한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科班에서 정식으로
연기를 배운 후 戲班에 소속되어 활동한 직업 배우는 아니었지만 무대와 연기에 대
한 열정은 직업 배우 못지않았다. 淸代 중기 이후는 票友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
했던 시기로 그들은 연기 활동을 위해 票房을 조직하였으며, 그곳에서 명배우들을
초청하여 연기를 배우고 聲腔을 연마하며 자신들의 공연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당
시 票房 출신의 일부 이름난 票友(‘名票’)는 취미생활을 넘어서 전문 배우를 능가
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또 그들은 직업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경극 무대에
뛰어들어 명배우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孫菊仙⋅金秀
山⋅黃潤甫은 모두 손꼽히는 票友 출신의 명배우들이다.92) 孫寶瑄은 이러한 票友
의 활동과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08년 6월 1일: 左思는 시에서 이르기를, “공을 이루었지만 상은 받지 않은
채 예를 올리고 시골집으로 돌아가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은 오랜 세월동안
몇 되지 않으니 오직 陶朱公, 魯仲連, 留侯 세 사람만이 족히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경에서는 극장에 몸담으며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면서도 돈을 받
지 않는 자를 票友라고 부른다. 또 走票라고도 한다. 陶朱, 魯仲連, 留侯 같은
사람들은 바로 고금의 大票友이다. (左太沖詩云: 功成不受賞, 長揖歸田廬. 此種
人千古無幾, 唯陶朱公⋅魯仲連⋅留侯三人足以當之. 都中凡身入劇場, 登臺演技
而不取資者, 謂之票友. 又謂之走票. 若陶朱⋅魯仲連⋅留侯, 乃古今之大票友
也.)93)

그는 당시 돈을 벌 목적이 없이 오직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무대에 오르는 북경
의 票友들을 보고 그들을 큰 공을 세웠지만 권력에 연연해하지 않고 고상한 절개를
지키며 은거한 역사적 인물, 즉 范蠡⋅魯仲連⋅張良에 비유하였다. 이는 票友에
92) 이외에도 許蔭棠⋅汪笑儂⋅劉鴻聲⋅文瑞圖⋅德珺如⋅穆鳳山⋅孫春山 등은 청대 말
기 경극 발전과 보급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票友 출신의 명배우들이다. (北京市藝術硏
究所⋅上海藝術硏究所編 著 《中國京劇史(上卷)》, 196쪽 참조.)
93) 《忘山廬日記》, 1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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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존경심을 표시한 것이며, 그들이 당시 京劇界에 끼친 공헌을 인정한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孫寶瑄은 평소 票友들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친구로서 그들과
즐겨 교류하였다. 일기에 등장하는 票友는 林季鴻, 黃益齋, 邵季英, 文劭儒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林季鴻이 등장하는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1901년 5월 3일: 林質齋와 雅敍園에서 술자리를 약속하였다. 林季鴻과 북경
의 명배우 二麗도 함께 자리하였다. 술을 마신 뒤 현악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니
매우 즐거웠다. (林質齋約飮於雅敍園, 坐有林季鴻及都下名伶二麗. 酒後, 弦歌
甚樂.)94)
1901년 7월 2일: 林季鴻을 만났다. 季鴻은 靑衫의 唱에 뛰어났으며, 梅五가
곡을 합주하였다. (遇林季鴻. 季鴻善唱靑衫, 與梅五合奏曲.)95)

林季鴻의 생평은 확실치가 않다. 다만 동생 林紹琴(?-1919)도 票友 출신의 명
배우로, 그의 傳記를 살펴보면 林季鴻은 福州 출신으로 북경에서 동생과 함께 余
(紫雲)派의 靑衣 聲腔과 연기를 익힌 후 상당한 경지에 올랐으며, 이후 함께 상해
로 내려와 배우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96) 또한 梅蘭芳이 靑衣로 처음 무대
에 설 때 불렀던 <玉堂春>의 靑衣 唱腔은 바로 林季鴻이 새롭게 편곡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97) 따라서 그는 일기의 기록처럼 靑衣의 聲腔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孫寶瑄은 林季鴻외에 黃益齋, 文劭儒, 邵季英과도 절친한 친구로 빈번한 자리
를 가졌다. 일기에는 네 사람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록도 보인다.
1901년 5월 20일: 정오에 雅敍園에 가서 林季鴻을 만났다. 잠시 후 黃益齋,
文劭儒, 邵季英도 왔는데 모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친구들이었다. 서로
노래 부르며 담소를 나누니 매우 즐거웠다. (日中, 詣雅敍園, 遇林季鴻. 俄黃益
齋⋅文劭儒⋅邵季英皆至, 數人皆知音者. 相與弦歌笑語樂甚.)98)

94)
95)
96)
97)

《忘山廬日記》, 356쪽.
《忘山廬日記》, 380쪽.
中國戲曲志編輯委員會編 《中國戲曲志(上海卷)》, 中國ISBN中心, 1996, 846쪽 참조.
梅蘭芳 《舞臺生活四十年(梅蘭芳回憶錄)》,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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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益齋(1866-1933)의 본명은 黄邃之이다. 孫寶瑄은 그를 자신의 談友이자 道
友로 생각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99) 자연과학에 대한 그의 박학다식함
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하였다.100) 특히나 黃益齋는 북경에 머물 때는 觀劇을
일삼는 京劇 애호가였으며,101) 아울러 음률에 정통한 票友였다.
1903년 6월 9일: 益齋는 또한 음률에 뛰어나 汪桂芬을 모방하였는데 매우 비
슷하였다. 汪桂芬과 譚鑫培는 모두 程長庚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다. 邵季英은,
“益齋가 汪桂芬을 따르는 것은 마치 周子衡이 程長庚을 추종했던 것과 같으니 모
두 ‘神似’라 호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곡률을 깨닫는 것과 그
림을 감상하는 것은 모두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반드시 그 참 의미를 깊이 깨달
을 수 있는 능력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곡률의 의미는 글자 하나하나에서 비롯
되며, 그림의 의미는 필획 하나하나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益齋亦長音
律, 學汪桂芬甚肖. 桂芬與鑫培皆長庚之後起者也. 季英云: 益齋之於桂芬, 猶周
子衡之於長庚, 皆號稱神似者. 忘山曰: 審曲與觀畵, 皆極難事, 必以能尋其味爲
上. 曲之味從一字一字出, 畵之味從一筆一筆出.)102)

이외에도 孫寶瑄은 그의 唱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극찬하였다.
1908년 1월 14일: 益齋는 경극 唱腔에 뛰어난데 汪桂芬에 뒤지지 않는다. 음
률에 대한 구별이 매우 정밀하여 脣喉舌齒牙의 五音의 모음 글자가 소리를 이루
는 것을 분석하였다. 淸濁, 高下, 尖團을 표현하는 음절은 조금의 오류도 없었을
뿐 아니라 古音의 운용에도 뛰어났다. 따라서 소리는 귀를 통해 가슴속 깊이 스며
드니 심후한 운치가 있다. (益齋工於黃西陂, 不下汪桂芬. 其辨別音律精審, 分析
98) 《忘山廬日記》, 363쪽.
99) 1901년 9월 10일: ｢旅居海上數年, 往來之友甚夥, 約分數種: ……. 曰談友, 張經
甫⋅黃益齋⋅李耕餘⋅孫麗軒⋅蔭亭⋅丁叔雅⋅應季中⋅朱琴甫⋅邵季英⋅劉永春.｣
(《忘山廬日記》, 411쪽.) 1902년 10월 10일: ｢日中, 與彙東⋅少山⋅琴甫⋅益齋五
人, 共飮於雅敍園, 皆道友也.｣ (《忘山廬日記》, 589쪽.)
100) 1901년 7월 22일: ｢益齋精於化學⋅電學及一切格物學, 曾備辦各種儀器, 證諸實驗,
自云所費不下三萬金.｣ (《忘山廬日記》, 388 - 389쪽.) 1901년 12월 11일: ｢益齋
精於格致, 盛言電學之功用.｣ (《忘山廬日記》, 456쪽.) 1902년 9월 24일: ｢益齋精
於天算及理化學. (《忘山廬日記》, 584쪽.)
101) 1906년 10월 18일: ｢益齋到都無他事, 日以觀劇爲樂.｣ (《忘山廬日記》, 946쪽.)
102) 《忘山廬日記》, 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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脣喉舌齒牙母一字成聲. 其淸濁高下尖團, 無絲毫誤, 且善運用古音, 故觸耳沁
脾, 沉著有味.)103)

즉 孫寶瑄에게 있어 黃益齋는 글자의 聲律에 엄격했던 汪桂芬의 唱腔특징을 그
대로 구현한 名票였다.
위 1903년 6월 일기에서 黃益齋를 평가한 邵季英 역시 票友이자 孫寶瑄의 절
친한 知己였다. 孫寶瑄은 《詩經》<鶴鳴>의 구절, “九皋에서 학이 우니 그 소리 온
하늘에 울려 퍼진다(鶴鳴於九皋, 聲聞於天)”를 인용하여 고음으로 부르는 그의 청
아한 소리를 칭찬하였다.104) 또 같은 날 일기에서 언급한 周子衡(1815-1905) 역
시 북경의 뛰어난 老票友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孫寶瑄이 周子衡과 직접적인 교류
를 가진 상황은 보이질 않지만 그를 평가한 내용은 일기에 남아 있다.
1902년 9월 20일: 근래 同仁堂 약방에 있었던 周子衡만이 程長庚의 전모를
구현할 수 있어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程長庚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말들을 한다. 서양의 유성기가 수입된 후 경극에 정통한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선배들의 뛰어났던 소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程長庚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周子衡은 매번 그가 복
이 없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邵季英이 나에게 周子衡의 말을 알려주었고 나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程長庚이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니 周子衡이 바로 程長庚의
유성기이다.” 邵季英이 “맞다”고 말하였다. (近惟有同仁堂藥店周子衡, 能得長庚
全豹, 獲聞其韻味者, 幾謂與長庚無毫髮殊. 自西人留聲機輸入, 於是凡精此技者
皆大喜, 以爲吾輩所長, 亦可不朽. 然而長庚死矣, 故子衡每每謂長庚無福. 季英述子衡
之語以告余, 余笑曰: 長庚未嘗無福, 子衡卽長庚之留聲機器也. 季英曰: 然.)105)

周子衡은 程(長庚)派의 老生 聲腔을 연마한 票友로, 일기에 기록된 것처럼 사
업가 출신의 그가 북경무대에서 활동할 때 사람들이 周子衡과 程長庚의 소리를 구

103) 《忘山廬日記》, 1143쪽.
104) 1908년 1월 14일: ｢晩, 益齋召飮同福館, 有新築小樓, 軒豁平朗⋅可遠望也. 入夜,
燈火通明, 諸賓咸集, 曰季鴻⋅曰叔雅⋅曰二我(卽邵季英)⋅曰趙繩伯. 酒半, 美少三
五人, 皆梨園弟子也. 久之, 紛紛去, 季鴻⋅二我各奏高歌, 作變徵之音. 二我尤淸
厲, 所謂鶴鳴於九皋, 聲聞於天.｣ (《忘山廬日記》, 1143쪽.)
105) 《忘山廬日記》, 5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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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한다.106) 심지어 程長庚의 후계자인 汪桂
芬이 스승의 唱法을 배우기 위해 그에게 가르침을 청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
춘 名票로 알려져 있다. 孫寶瑄은 이러한 周子衡을 程長庚의 소리를 그대로 재생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녹음기로 호평하였던 것이다.

Ⅳ. 結語
현존하는 《忘山廬日記》 전반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볼 때 작자 孫寶瑄은 晩淸
시기 중국이 처한 정치, 경제, 외교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서양의 종교사상과 신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다방면의 인사들과 교류했던
維新派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여유로운 환경에서 윤택한 정신생활
을 즐겼으며, 경극애호가로 戲園을 수시로 드나들며 ‘觀劇’을 취미활동으로 삼았던
관료출신의 상류층 文人雅士였다. 필자는 일기를 통해 표현된 孫寶瑄의 개혁적인
정치성향, 풍부한 학문지식, 다양한 인맥과의 교유관계 등은 별도의 연구 분야로
남겨두고, 그의 ‘觀劇’ 기록만을 중심으로 孫寶瑄이 평가하고 교류했던 경극 배우들
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孫寶瑄이 줄곧 경극에 관심을 가진 것은 戲劇을 통한 敎化와 계몽의 작용을 중
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王陽明과 마찬가지로 “性情을 수양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
여 풍습을 교화하고자 하는 자는 戲劇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107)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식인들이 史傳에 기록된 孝弟와 忠義로 알려진 인물들의 이야기로 극본
106) 周子衡은 원래 북경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경극애호가였으나 사업실패 후 정식으로
경극배우가 될 결심을 하였다. 하지만 同仁堂 주인 樂氏의 권유로 배우의 길을 접어
두고 同仁堂의 관리를 도와주었다. 당시 그는 同仁堂을 드나들던 程派 명배우들과
친분을 쌓으며 老生 聲腔을 연구하였고, 천부적인 자질과 각고의 노력으로 程長庚과
매우 흡사한 소리를 갖게 되었다. 程長庚도 생전에 그의 소리를 인정하였으며, 陳彦
衡의 《舊劇叢談》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三慶班의 무대에 올랐을 때 무대 뒤 배우들
은 그를 程長庚으로 착각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北京市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
究所編 著 《中國京劇史(上卷)》, 596 - 597쪽 참조.)
107) 1901년 4월 15일: ｢王陽明云: 禮樂不復作矣. 今日而欲陶情善俗, 轉移風化者, 其
惟留意於戲子乎?｣ (《忘山廬日記》,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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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무대에 올린다면 풍속을 교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108) 이처럼 戲劇 공연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는 경극의 老生 배우에 관심을 가졌다.
즉 역사 속 忠臣, 孝子, 仁人, 志士의 가슴속 품은 뜻을 연기하는 老生 배우를 좋
아하였다. 더군다나 孫寶瑄의 음악 취향은 당시 문인들이 즐겨듣던 우아하고 부드
러운 崑曲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崑曲이 “음절이 너무 복잡하고 빨라 소리가 끊
어지는 곳이 많으며, 길게 늘어지는 소리도 없다. 때문에 귓가에 닿자마자 바로 지
나가버려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109)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거칠고 격앙된
힘이 있으면서 비장감이 흐르며 길게 여운을 남기는 老生의 唱法을 높이 평가하였
던 것이다. 특히 譚鑫培, 孫菊仙, 汪桂芬 등이 보여준 뛰어난 聲腔에 극찬을 표시
하였으며, 심지어 존경과 추앙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물론 孫寶瑄이 자신의 戲劇觀과 음악 성향에 따라 老生戲를 높게 평가하였지만
老生 명배우의 연기에만 집착하는 편협한 심미안을 가진 觀劇人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 북경 경극무대에서 활동하던 生, 旦, 凈, 丑角 배우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그
들의 연기와 唱法에도 호평을 하였으며, 무대 밖 사적인 만남에서 친분을 쌓기도
하였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상해 거주시절 접했던 上海京劇의 공연과 배우들에 대
해서는 ‘극의 정신을 느낄 수 없으며’ ‘관람하기 괴로운’ 수준으로 저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극의 내용과 배우들의 唱腔을 중시했던 孫寶瑄에게 있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볼거리에 치중했던 上海京劇은 자신의 감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
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黨人碑>를 개편하고 연기한 汪笑儂의 경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孫寶瑄이 상해 거주시기의 일기에 남긴 花旦 배우 張冠霞와의 교류 기록
은 그를 자신의 ‘情友’로 규정하였듯이 단순히 배우와 관객의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친분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외에도 직업 경극배우가 아닌 票友들과 친
108) 1908년 1월 11일: ｢今場市中一演戲, 其出諸史傳可據者蓋寡, 類皆鄙俚不典. 儒臣
學士曷不一爲宣導之, 別選史傳中孝弟忠義⋅瑰奇震愕之事蹟, 一一爲撰詞構局, 編
綴排比, 付諸管弦, 而去其淫哇蕪穢不經者, 似於風俗世道略有補也.｣ (《忘山廬日
記》, 1141쪽.)
109) 1902년 9월 14일: ｢詞曲以崑劇爲最雅馴, 然可讀而不可聽, 蓋其音節繁促, 轉折太
多, 無延長之韻, 故到耳卽過, 未能深感腦筋, 此其病也.｣ (《忘山廬日記》, 5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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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교류하며 그들의 연기에 칭찬과 존경심을 표시한 기록들은 경극에 대한 孫
寶瑄의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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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淸代至近代衆多文人日記中, 包含大量觀劇資料, 蘊藏著豐富的戲劇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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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息, 値得發掘竝加以硏究. 本論文擬以孫寶瑄(1874-1924)《忘山廬日記》爲
主要考察對象, 對近代文人的觀劇審美情趣和與演員的交遊, 作一初步探討.
孫寶瑄的觀劇活動是其社會交遊生活的重要內容之一, 這些在《忘山廬日
記》中有具體的描述. 孫寶瑄最喜愛看京劇老生戲, 其著眼點主要在“有激昻慷
慨⋅淋漓悲壯之致.” 因此, 他曾經多次觀看譚鑫培⋅孫菊仙⋅汪桂芬的老生表
演, 且對三人評價甚高. 除欣賞‘老生新三傑’的表演之外, 他也多次觀看北京著
名京劇演員(如余紫雲⋅田桂鳳⋅王桂官⋅羅百歲等)的表演竝與他們有密切的
交往, 《忘山廬日記》對此有多處評品和描述. 此外, 孫寶瑄對於上海京劇演員
的演出, 也表現出濃厚的興趣. 特別是對於京劇改良的重要人物汪笑儂的活動,
更爲關注. 但從整體來看, 他認爲, 上海的京劇演員的演出水準是比不上北京
的, 有“歌不合律, 舞不應節, 眼枯頭眩, 心煩耳倦”之弊. 在孫寶瑄與京劇演員
的交往上, 値得注意的事實是, 同當時許多文人的趣味一樣, 他跟有名的花旦
演員張冠霞也有特別密切的交往. 但不同的是, 通過日記中的描述可以看出,
在孫寶瑄的朋友當中, 張冠霞是屬於特殊的一種: ‘情友’. 此外, 孫寶瑄的交往
圈子裏, 有不少京劇票友, 如林季鴻⋅黃益齋⋅文劭儒⋅邵季英等. 他對於京劇
票友在藝術傳承方面的貢獻, 給予了充分的肯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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