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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1943년 세상에 공개된 <同光名伶十三絶> 畵는 청말 인물화가 沈蓉圃가 光緖

(1875-1908) 초기에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1) 이 그림은 同治

(1862-1874) 시기부터 光緖 초기에 이르기까지 北京에 회자되던 유명 京劇 배우 

13명을 한 화면에 모아 그들이 등장했던 대표적인 작품 속 무대복장의 모습으로 

  * 안양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1) 그림의 원본은 1943년 北京 ‘三六九’畵報社의 책임자 朱书绅(復昌)이 北京의 故家에 

전해지던 것을 입수한 후 영인하여 발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京劇大師 梅蘭

芳이 朱书绅에게 고가를 치르고 원본을 매입하여 집안의 가보로 보관하다가 1961년 

梅蘭芳이 세상을 떠난 후 자손들이 국가에 헌납하였다. 현재 <同光名伶十三絶> 화는 

中國藝術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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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해 놓은 채색 인물초상화이다. 한 폭으로 이루어진 두루마리 그림의 크기는 가

로 1丈 세로 3尺 남짓 되며, 배우 각각의 등장 배역에 따른 분장⋅표정⋅복식 등

의 묘사는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매우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同光名伶十三絶> 畵

물론 <同光名伶十三絶>에 그려진 13명의 인물들이 당시 활동했던 모든 배우들

을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13명으로 한정한 배경과 선별 조건 등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더욱이 그림에는 生⋅旦⋅丑行의 배우만 있을 뿐 

당시 凈行의 유명 花脸 배우들2)이 빠져있어 학계에서는 그림의 진위여부⋅타인이

나 후세 사람의 위조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

로 沈蓉圃가 당시 유명 배우들을 13명으로 한정하여 ‘十三絶’로 지칭한 것은 그가 

처음 구상한 개념이 아니라 乾隆 연간의 화가 賀世魁가 그린 <京腔十三絶>3)의 

13이란 수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그림 속에 凈行의 

유명 배우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沈蓉圃가 凈行 배우를 중시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이 작품이 일시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완성했던 각각의 배우 

 2) 同治⋅光緖 인기를 얻었던 花脸 배우들로는 春臺班의 朱志學(朱大麻子), 雙奎班의 

大奎官(劉萬義), 嵩祝成班의 徐寶成, 四喜班의 孫保和⋅葉中定, 三慶班의 何桂山⋅
錢寶豐⋅黃潤甫 등을 들 수 있다.

 3) <京腔十三絶> 그림은 乾隆년간 북경 ‘诚一斋’ 南紙店 문에 편액으로 걸려있었다고 전

해진다. 그림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戲曲史家 王芷章은 《腔調 原》에서 13명의 이름

과 角色을 다음과 같이 고증하였다. ｢大头官(君王帽生), 虎张( 口跳, 武丑), 池财官

(武生), 嘟噜胡(花白髯, 老生), 杨大彪(红凈), 肉粥(花包), 公李三(脆生), 马年

(黑凈), 连喜(花旦), 霍六(正生兼 生), 唐套儿(花面), 王七爸(青衫), 陳丑子(正

丑).｣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中國戲劇出版社, 2003, 1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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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화를 취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凈行의 인물 그림이 누락되었다

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이다.4) 어쨌든 <同光名伶十三絶>은 그림에 대한 회화적인 

가치는 차치하고라도 同治⋅光緖 시기 당시 北京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주요 

경극 배우들의 모습과 그들의 대표적인 劇目, 아울러 등장 배우들의 복식과 도구 

등 경극 무대예술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戲劇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同光名伶十三絶>에 등장하는 13명의 인물은 앞줄 6명, 뒷줄 7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을 배역 역할인 行當별로 분류해보면 生行 배우 6명, 旦行 배우 5명, 

丑行 배우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生行은 程長庚⋅張勝奎⋅盧勝奎⋅楊月樓⋅
譚鑫培⋅徐 香, 旦行으로는 郝蘭田⋅時 福⋅梅巧玲⋅余紫雲⋅朱蓮芬, 丑行은 

劉赶三⋅楊鳴玉이 묘사되어 있다.5) 이들은 분명 同治⋅光緖 시기 북경 경극 무대

에서 뛰어난 연기로 커다란 명성을 얻었던 인물들이며, 단순히 그림 속에 묘사된 

‘十三絶’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同光名伶十三絶’의 명칭을 얻을 만큼 경극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배우들이다. 

이에 필자는 ‘十三絶’의 연기 활동 상황을 고찰해보려는 연구계획을 세웠으며, 우

선 이들 중 生行의 老生 배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生行은 경극 行當 연기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老生은 生行의 대표적인 角色이라 할 수 있다. ‘十三絶’

 4) 翁偶虹, <泛談十三絶>: 《中國京劇》, 1992年 第2期, 33쪽. 혹자는 凈行의 경우 다른 

角色에 비해 배우들의 본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복잡한 분장을 하

고 있기 때문에 배우 본인의 얼굴과 표정 등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림

에서 제외되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

傳》, 上海古籍出版社, 2014, 30쪽.)

 5) 구체적으로 각 배우들의 생졸년, 行當, 작품 속 角色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줄 왼쪽부터: 張勝奎(생졸년 미상, 老生, <一捧雪>의 莫成역), 劉赶三(1817-1894, 

丑, <探親家>의 鄕下媽媽역), 程長庚(1811-1880, 老生, <群英会>의 魯肅역) 時 福

(1846-1900, 靑衣, <桑園 >의 羅敷역), 盧勝奎(1822-1889, 老生, <空城計>의 諸

葛亮역), 譚鑫培(1847-1917, 武生, <惡虎村>의 黃天覇역)

뒷줄 왼쪽부터: 郝蘭田(1832-1872, 老旦, <行路訓子>의 康氏역), 梅巧玲(1842- 

1882, 靑衣, <雁門關>의 蕭太后역), 余紫雲(1855-1910, 靑衣, <彩樓配>의 王寶釧

역), 徐 香(1832-1912, 生, <群英会>의 周瑜역), 楊鳴玉(1815-1894, 崑丑, <思

志誠>의 閔天亮역), 朱蓮芬(1836-1884, 崑旦, <琴挑>의 陳妙常역), 楊月樓(1844- 

1890, 老生, <四郞探母>의 楊延輝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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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6명의 生行 중 老生이 4명(程長庚, 張勝奎, 盧勝奎, 楊月樓)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경극의 鼻祖이자 ‘老生 前三傑’의 한 명으로, 경극예술의 형

성에 커다란 공헌을 한 程長庚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 서술이 이루어졌고 또한 원

고의 분량을 고려하여 나머지 세 명에 대한 배우 활동과 연기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做功老生’으로 이름을 날린 張勝奎 

1. 張勝奎의 배우 활동

<同光名伶十三絶> 그림에서 앞줄 왼쪽 첫 번째 자리에 그려진 인물은 바로 경극 

<一捧雪>의 莫成 역할로 분장한 老生 張勝奎이다. 張勝奎의 또 다른 예명은 奎官

이며,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北京 출신으로 전해질 뿐 생졸년도 분명하지 

않다. 勝奎라는 예명은 程長庚(1811-1880), 余三勝(1802-1866)과 함께 초기 경

극의 ‘老生 前三傑’(‘老生 前三鼎甲’)이자 壯元의 칭호를 가졌던 張二奎(1814- 

1864)를 능가하는 배우가 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존하는 문헌 자료에서 張勝奎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京劇 형성 초기 

중요 戲班이었던 雙奎班의 班主 張二奎가 1864년(同治 3년 12월) 國喪기간이 

끝난 후 공연 허가를 위해 精忠廟에 올린 공연 花名冊으로, 이 명단에 張勝奎는 

老生行의 첫 번째 배우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6) 따라서 당시 張勝奎는 張二奎가 

새롭게 개편 조직한 雙奎班에 소속되어 老生行의 대표 배우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戲曲 평론가 張永和는 張勝奎가 1864년에 雙奎班에서 대표 老生 배우로 

활동하였다면 당시 그의 나이는 수준급의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서른 전후가 되었

을 것이며, 그가 光緖 말년 경에 생을 마감하였다는 일부 사람들의 말에 근거하여 

張勝奎의 생졸년을 1831년 전후 ∼ 1908년 전후로 추측하였다.7) 

이후 張勝奎의 戲班 공연 활동은 분명하지 않지만 光緖 초기 戲班의 활동을 담

 6)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中國戲劇出版社, 2003, 317쪽. 

 7)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上海古籍出版社, 2014,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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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觀劇日志》8)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그는 1876년(光緖 2년) 한동안 四喜班의 

老生배우로 소속되어 泰華茶園을 중심으로 공연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9) 아마도 

張二奎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雙奎班이 해산되자 몇 년 동안 여러 곳의 戲

班을 전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張勝奎는 1877년에 기존의 阜成班을 재

조직하고 직접 班主 자리에 올라 戲班을 이끌었으며, 간혹 四喜班의 외래 배우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후 阜成班이 해산되자 1880년대 초부터 다시 四喜班에 소

속되어 老生行의 대표 배우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그는 1880년대 초 四喜班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做功 위주의 연기를 펼

치는 老生, 즉 ‘做功老生’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做功老生’은 ‘做派 生’이라고도 

하며, 唱功 위주의 연기를 펼치는 ‘唱功 生’과는 달리 표정과 몸동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매우 풍부하고 뛰어난 老生배우를 지칭한다. 배우들은 무대에서 

주로 흰색의 수염(髯口)을 달고 나이가 많거나 생활이 궁핍한 인물들로 분장하여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속칭 ‘衰派 生’으로도 불려졌다. 당시 그가 ‘做功

老生’으로 무대에 올라 연기한 주요 劇으로는 <胭脂血>⋅<盜宗卷>⋅<翠屛山>⋅<戰

北原>⋅<伐東吳>⋅<觀畵>⋅<天雷報>⋅<烏龍院>⋅<搜杯>⋅<審頭> 등을 들 수 있

다.10) 특히 <一捧雪> 전 극의 일부 折인 <搜杯>와 <審頭> 등에 등장하는 莫成 역

할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며, 이로 인해 張勝奎는 ‘活莫成’의 칭호를 얻게 된다.

1886년에는 새롭게 조직된 勝春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887년에는 경극 

‘老生 新三傑(後三傑)’11)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譚鑫培(1847-1917)가 조직한 同

春班으로 소속을 바꾸어 몇 년간 활동하였다. 특히 同春班 시절 그는 譚鑫培의 대

표작에 짝을 이루어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文昭關>의 東皋公(老

 8) 手稿本 一冊으로 이루어진 《觀劇日志》는 현재 中國戲曲硏究院에 소장되어 있으며, 저

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日志는 1876년(光緖 2년)부터 1883년까지 저자가 직접 관람

한 북경 戲班(四戲班, 三慶班, 春臺班 등)의 공연 戲目과 등장 배우들의 이름을 기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四戲班 관련 기록이 다수를 차지한다. 

 9) 《觀劇日志》: ｢張勝奎, 丙子五月二十六日(十場)<胭脂血>, 二十八日(大軸)<盜宗卷>, 

三十日(大軸)<翠屛山>, 閏五月十日(大軸)<戰北原>, 十四日(大軸)<伐東吳>, 合演

九林⋅中定⋅增祿, 六月二十九日(四場)<觀畵>, 合演 嘯雲, 七月七日(大軸)<天雷

報>.｣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416-417쪽 재인용.)

10)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530쪽. 

11) ‘老生新三傑’은 譚鑫培와 孙菊仙(1841-1931), 汪桂芬(1860-1908)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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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 역, <搜孤>의 公孙杵臼(老生) 역, <羣英会>의 諸葛孔明(老生) 역 등이다.12)

1893년(光緖 19년)에는 배우 熊連喜(1849-?), 高德祿(1849-1921) 등과 四喜

班을 재조직하고 직접 班主를 담당하였으며, 10월 西太后의 59세 생일을 기념하

여 中南海와 頤和園 내에서 펼쳐진 戲班 연합공연에 四喜班을 이끌고 참가하였다. 

당시 張勝奎는 四喜班 소속배우였던 孫菊仙, 龍長勝과 함께 ‘老生 三巨頭’로 이름

을 올렸다. 이때 張勝奎가 合演으로 무대에 올린 극은 <梅玉配>⋅<大鐵弓緣>⋅<永

慶升平>⋅<節義廉明>⋅<白帝城> 등이다.13) 

이후 張勝奎의 배우 활동기록은 상세하지 않지만 그의 연기와 대표작은 유일한 

제자 劉景然(1844-1929)에게 계승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劉景然은 河北省 豐润

县의 票房에서 활동한 票友 출신으로, 張勝奎를 스승으로 모신 후 四喜班에서 做

功老生으로 명성을 얻으며 활동하였다. 희극 평론가 張肖傖(1891-1978)은 《燕塵

菊影 》에서 張勝奎의 대표작과 함께 劉景然에게 전수된 각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뛰어났던 극으로는 예를 들어 <三字經>⋅<罵楊廣>⋅<一捧雪>⋅<九更天>⋅<完

璧歸趙>⋅<淸官冊> 등이 있었으며, 모두 각기 특징이 있었다. 소장한 각본도 매우 

많았는데 사망 후 劉景然에게 전해졌다. 劉鴻升(1874-1921)이 노래했던 <忠烈

圖>⋅<喜 侯>⋅<打竇瑤>⋅<敲鼓求金>⋅< 堯天>⋅<拷打吉平> 등의 극은 모두 

劉景然에게서 전수받은 것으로, 바로 張勝奎가 소장했던 각본이었다. 또한 <諸葛

招親>극도 예전부터 있던 극본이었는데 일찍이 張勝奎가 연기한 적이 있었다.14)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張勝奎는 연기와 戲班 경영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배우로 극본을 정리하고 소장하는데도 큰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12) 陳彦衡, 《 劇叢談》: ｢演时, 张奎官为东皋公. 张亦 角, 学三勝, 能戏極多, 鑫培早

年曾从之学戏. …… 张奎官 鑫培配戏甚多, 如<搜孤>之公孙杵臼⋅<羣英会>之孔明, 

允稱拿手.｣ (張次溪輯 ,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13)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573, 577, 635, 636쪽. 

14) 張肖傖, 《燕塵菊影 》: ｢擅長之戲, 如<三字經>⋅<罵楊廣>⋅<一捧雪>⋅<九更天>⋅<完

璧歸趙>⋅<淸官冊>, 皆各有所長. 脚本收藏極富, 死後傳之於劉景然. 而劉鴻升所唱之

<忠烈圖>⋅<喜 侯>⋅<打竇瑤>⋅<敲鼓求金>⋅< 堯天>⋅<拷打吉平>諸戲, 皆由景然

指授 , 則奎官之 脚本也. 又<諸葛招親>一劇, 亦屬 有劇本, 奎官曾排演之.｣ (王

芷章, 《中國京劇編年史》, 63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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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張勝奎 연기에 한 평가

做功이 뛰어났다하더라도 唱功의 능력은 老生 배우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張

勝奎는 경극 唱腔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余三勝을 스승으로 모시며 입문하였으므로 

唱法의 경우 余三勝을 이어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余三勝은 漢戲班 출신(湖北 羅

田縣)으로 북경에 진출한 후 汉  皮黄을 기반으로 徽調 二黄 곡조의 창법을 융

합하고, 崑曲과 秦腔의 장점을 흡수하여 선율이 풍부하면서도 독특한 풍격을 지닌 

경극 老生의 소리를 만들어낸 인물이다. 張勝奎는 余三勝의 영향과 비록 천부적인 

자질은 부족하였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韻味가 뛰어난 자신만의 老生 唱法을 표현

하였다. 光緖시기 吳燾(倦游逸叟)는 《梨園 話》에서 자신이 직접 들은 張勝奎의 

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張勝奎는 고음으로 노래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운치가 매우 뛰어났다. 목소리는 

가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 이른바 劇家들이 말하는 ‘雲遮月’의 소리이다. 그의 宗

派는 余三勝에 가깝지만 余三勝이 漢調로 노래 불렀기에 걸어온 길은 다소 차이

점이 있다.15)

‘雲遮月’의 소리란 경극 老生의 독특한 창법을 비유한 표현이다. 달이 처음에는 

구름에 가려져 제 빛을 내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소리에 비유한 것으로, 즉 처음엔 저음의 소리로 마치 목소

리가 쉰 듯 허스키하게 들리지만 들을수록 맑고 깨끗하게 울리면서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매력적인 발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리는 연마 끝에 얻어지는 것으

로, 특히 처량하면서도 구성진 창법을 가진 老生 배우들의 소리를 지칭하는 표현이

기도 하다. 이처럼 張勝奎는 余三勝의 창법을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고음에 약한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며 운치가 뛰어난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대해 張永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5) 吳燾, 《梨園 話》: ｢張勝奎不唱高調, 却極有韻致. 蓋嗓音幽細, 劇家所 ‘雲遮月’ . 

其宗派 余三勝相近, 但余唱漢調, 途徑微有不同.｣ (張次溪輯 , 《淸代燕都梨園史

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8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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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인 재능은 뛰어난 배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張勝奎는 

비록 張二奎와 스승이자 친구의 관계였으며, 더욱이 余三勝과는 사제의 정이 있

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선천적으로 훌륭하지 못하였다. 張二奎와 같은 고음의 우렁

찬 소리는 가지지 않았으며, 또한 余三勝의 처량하면서 부드럽게 감기는 소리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또 다른 길을 개척하였으니 張派의 王帽戲와 唱工戲를 연기

하지 않았으며, 또한 余派의 ‘反二簧’ 곡조로 무대를 사로잡는 非情戲도 연기하지 

않았다.16)

따라서 張勝奎는 자신만의 창법이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뛰어난 做功으로 자신

이 담당한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그의 做功 연기는 ‘神似, 形

似’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을 만큼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吳燾는 

《梨園 話》에서 張勝奎의 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가장 뛰어났던 劇으로는 <一捧雪>의 <搜杯>⋅<審頭>⋅<刺湯>⋅<雪杯圓>, <天

雷報>, <法場換 > 등이 있다. 모두 동작과 표정연기에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一捧雪>의 <薊州 >에서 충복인 하인이 스스로 기꺼이 죽음을 대신하는 상황 묘

사는 실로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 예전 사람들은 뛰어난 戲劇이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풍속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거짓

된 말이 아니다.17)

<一捧雪>에서 관객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인물이 바로 주인을 위해 목숨

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義僕 莫成으로, 즉 <同光名伶十三絶> 畵에서 張勝奎가 老

生의 역할로 분장한 인물이다. <一捧雪>은 明末淸初의 저명한 희곡작가 李玉

(1600-1676)의 초기 傳奇 작품으로, 명대 嘉靖 연간 宰相 严嵩의 아들 严世蕃과 

16)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天賦是成爲一個優秀演員極重要的條

件. 雖然張勝奎 張二奎半師半友, 余三勝更有師生之誼, 但他的嗓音天賦不佳, 旣

無張二奎的高聳入雲⋅實大聲宏. 也無余三勝的蒼凉悱惻, 委婉纏綿. 所以他另辟蹊

徑, 不演張派的王帽戲⋅唱工戲. 也不演余派以反二簧勝場的非情戲.｣ (上海古籍出版

社, 2014, 179쪽.)

17) 吳燾, 《梨園 話》: ｢其 擅長 爲<一捧雪>之<搜杯>⋅<審頭>⋅<刺湯>⋅<雪杯圓>, <天

雷報>, <法場換 >等劇, 皆注重做派. 尤出色 <一捧雪>之<薊州 >一出, 描摹義僕願

以身代死情狀, 可使觀 隕涕. 昔人 戲劇之佳 , 可以感發人心, 裨益風俗, 良不誣

也.｣ (張次溪輯 ,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8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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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가의 후손 莫懷古 사이에 莫氏 집안의 가보로 전해지던 玉杯(一捧雪)로 인해 

발생한 이야기를 제재로 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당시 사회 문제와 嚴氏 일가를 중심

으로 한 지배계층의 부패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 현실주의적 색채가 강한 時

事劇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一捧雪>은 경극으로 개편되어 일명 <搜杯代戮>⋅
<莫成替主>⋅<薊州 >⋅<審頭刺湯>⋅<雪杯圓> 등의 折名으로 공연되었으며, 주요 

角色으로는 莫成( 生)⋅莫懷古( 生)⋅严嵩(净)⋅汤勤(丑)⋅雪艳(旦)⋅戚继光

(末) 등이 있다.

<一捧雪>에서 莫成은 莫氏 집안의 奴僕으로, 주인 莫懷古가 위기에 닥칠 때마

다 몸과 마음을 대해 충성을 다하는 忠僕으로 묘사되고 있다. 莫成은 결국 莫懷古

가 严世蕃에게 가짜 玉杯를 만들어 바친 것이 발각되어 감옥에 갇힌 채 목숨을 잃

을 상황에서 莫懷古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된다. 張勝奎는 이러한 

극중 莫成의 인생 역정을 비장하고 생동감 있는 연기로 매우 절실하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특히 莫成이 비록 주인을 위해 의연하게 죽음을 택하였지만 형장에서 참수

를 당하기 직전 내면의 삶에 대한 갈망을 토로하는 장면(<薊州 ⋅法場>)에서 張

勝奎가 보여준 뛰어난 사실적인 심리 연기는 관중들의 찬탄과 함께 莫成에 대한 

동정과 안타까움을 유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張勝奎의 연기 모습

에 대해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薊州 > 일 절은 義僕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상황을 묘사하였는데, 관객들 

모두를 몹시 슬프고 애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있었지만 엄숙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의 사색 가득한 얼

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게다가 유분가루가 코 안으로 흡입되는 상황에도 

결코 노래를 부르는 데 막힘이 없었으며, 참형 집행의 소리가 들리자 바로 콧물을 

흘렸다. <搜狐> 극에서 公孫杵臼로 분장할 때에도 역시 이러한 연기를 펼쳤는데 

사람들은 쇠락한 늙은이가 갑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흐르는 피눈물에 앞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에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인심을 감

동시키고 풍속에 도움을 줌이 이와 같았으니, 진정한 絶技였다.18)

18)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 ｢<薊州 >一折, 描摹義僕以身代死情狀, 能使四座盡爲酸

鼻. 更於出斬時, 面上敷以油漬, 儼然待死之囚, 面罩死色, 且更於鼻孔中吸入粉油, 

於唱作竝不窒碍, 而一聞開 立垂玉柱. 於<搜狐>一戲飾公孫杵臼, 亦用此技, 使人恍

見一頹唐老叟, 死訊乍臨, 血淚紛披, 不禁爲之憫惜泣下, 其感人心, 裨風俗有如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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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張勝奎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雲遮月’의 목소리(唱功), ‘神似’

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칭할 만큼 탁월한 표정과 동작(做功) 이외에 念白의 연기에 

있어서도 정확한 발음(‘吐字’)과 고저강약이 분명한 억양으로 인물의 심리와 감정 

묘사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念白의 비중이 많은 ‘白口戲’ 류의 극

목, 즉 <三字經>⋅<審刺客>⋅<罵楊廣>⋅<胭脂雪>⋅<完璧歸趙>⋅<淸官冊>⋅<盜宗

卷> 등도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19) 

Ⅲ. 諸葛孔明 연기의 일인자 盧勝奎

1. 盧勝奎의 배우 활동

盧勝奎(1822-1889)는 <同光名伶十三絶> 그림에서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

리의 인물로, <空城計>에 등장하는 諸葛孔明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勝奎는 예

명이며,20)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적과 경극에 투신하기 전 행적 또한 일반

적으로 江西省 혹은 安徽省 출신의 지식인(讀書人)으로 과거에 낙방한 후 북경에

서 타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徐珂

(1869-1928)는 《淸稗類鈔》에서 盧勝奎가 경극 배우로 입문하게 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떤 이는 그가 安徽의 擧人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북경에서 떠돌이 생활

을 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극에 탐닉하였고, 특히 程長庚을 숭배하였다. 날마다 

반드시 극장에 가서 程長庚의 극을 경청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결국에는 程長

庚과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程長庚이 그의 상황을 듣고서는 몹시 불쌍히 생각하

고 자신의 거처에 머물게 하며 衣食을 제공해 주었다. 盧勝奎 또한 功名의 길이 

순탄하지 못하여 관직에 오르려는 뜻이 없었기에 배우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였

眞絶技也.｣ (朱書紳 輯, 《民國京崑史料叢書》 第一輯, 學苑出版社, 2008, 341쪽.) 

19)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181쪽.

20) 勝奎라는 예명은 그가 三慶班에서 배우로 입문한 후 張勝奎와 마찬가지로 당시 최고

의 인기를 구가하던 張二奎를 능가하는 배우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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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程長庚 또한 盧勝奎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에서 盧勝奎가 

그의 상대역으로 출연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盧勝奎는 생

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21)

한편 張永和는 盧勝奎의 양아들로 알려진 경극 丑行 배우 蕭長華(1878-1967)

의 생전 증언을 근거로 그가 江西가 아닌 安徽省 출신이며, 학문에 능통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고향에서 徽戲에 대한 소양과 연기 재능을 갖추었던 뛰어난 票友였다

고 추측하였다.22) 나아가 盧勝奎가 북경으로 올라온 후 생활과 程長庚의 三慶班

에 가입하며 경극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盧勝奎는 대략 咸豊 말기에서 同治 초기에 북경에서 작은 일자리를 구했는데, 

바로 蕭長華가 말한 “관아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事”와 같은 작은 임시 관직(差

使)이었다. 돈벌이가 많지 않아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공무 이외 시간이 날 때마

다 극장을 찾았는데 三慶班의 程長庚뿐만 아니라 春臺班의 余三勝, 四喜班의 王

九齡 등 이름난 老生 배우들이 연기하는 京劇을 보러 다녔다. 그가 극을 보며 공

부한 시간은 분명 매우 길었을 것으로 대략 십여 년 정도였다면 咸豊 중기부터 同

治 중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보인다. 이때 그는 공연을 관람하며 아울러 만남을 통

해 이미 程長庚과 친숙한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은 더욱 힘들

어져 아마도 差使 일을 잃게 되었거나 아니면 수입이 점차 줄어들어 차를 마시거

나 극장을 찾을 돈 조차 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당시 그는 程長庚을 찾아가 三

慶班에 가입하여 배우가 되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하였고, 程長庚은 盧勝奎와 교

류하면서 그의 겸손한 사람됨을 알고 있었으며, 소리와 연기를 듣고 보았을 뿐 아

니라 경극에 대한 그의 박학한 지식이 三慶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盧勝奎

의 가입에 동의하였을 것이다.23) 

盧勝奎가 程長庚의 도움으로 三慶班에 가입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1872년(同治 11년) 花名冊(《精忠廟花名冊底簿》)에 기록된 三慶班의 生行 배우 

21) 徐珂, 《淸稗類鈔》 第11冊: ｢或云爲安徽擧人, 或云为安徽举人, 流落京师. 其人夙有

戏癖, 尤崇拜长庚, 日必至剧场, 聆其戏, 久之遂识长庚. 长庚询得其状, 颇怜之, 遂留

至寓中, 供其衣食. 盧亦以功名坎坷, 無志上进, 願厕身伶界. 长庚復为之延誉, 凡演

戏, 非盧为配角不唱, 盧因是得有噉饭地矣.｣ (中華書局, 1984, 5114쪽.) 

22)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96쪽.

23)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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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첫 번째로 이름이 올라 있다.24) 따라서 同治(1862-1874) 중반부터 三慶

班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략 그의 나이 50세 되던 즈음에 

三慶班의 간판 배우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는 줄곧 三慶班의 주요 배우로 공연에 참가하는데, 光緖 2년(1876) 각 

戲班의 공연 상황을 기록한 《都門紀略》에 의하면 盧勝奎는 三慶班에서 盧臺子란 

이름으로 <空城計>의 諸葛孔明⋅<打嚴嵩>의 鄒應龍⋅<安五路>의 諸葛孔明⋅<胭

脂>의 虎元帥 등을 연기하였으며,25) 또한 同治 國喪기간 후 景泰茶園⋅泰華茶園 

등에서 펼쳐진 三大 戲班(春臺班, 四喜班, 三慶班)의 합동 공연에서 三慶班의 핵

심 배우로 참가하였다.26) 특히 <空城計>는 매 공연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大軸戲

에 포함되어 있어 이 시기 북경 경극무대에서의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盧勝奎는 1878년 당시 삼경반의 대표작인 <羣英 > 공연에서 관중들을 사

로잡는 孔明 연기로 ‘活孔明’의 칭호를 얻으며 魯肅역의 程長庚(‘活魯肅’), 周瑜역

의 徐 香(‘活周瑜’)과 함께 三慶班 ‘三絶’의 인기를 누리게 된다. 이 <羣英 >의 

배역 畵像이 바로 <同光名伶十三絶> 화에 그려진 세 사람의 모습이다. 이후 1880

년 程長庚의 사망 전까지 三慶班의 三國戲 공연에서 매번 程長庚과 짝을 이루어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卢胜奎는 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극작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였

다. 그는 대략 同治말기에 소설 《三國演義》를 저본으로 陳壽의 《三國志》를 참고하

여 가장 재미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부분을 개편하여 36本의 《全本連臺三国志》

를 완성하였다.27) 당시 《三國志》의 連臺本戲 공연은 관중들의 큰 인기를 얻었으

며 이후 三慶班의 대표 극목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三慶班은 매년 《全本

連臺三国志》 공연을 한 해를 대표하는 무대로 삼아 동짓날부터 시작하여 매일 한 

本씩 36본 全本을 공연한 후 그 해 무대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였다고 한다.28) 

24)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生行: 盧勝奎⋅殷德瑞⋅譚金福⋅華玉亭⋅殷榮海等九

人.｣ (356쪽.)

25)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411쪽.

26)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433쪽.

27) 현재 全本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劉表托孤>⋅<馬跳檀溪>부터 <取南郡>에 이르는 36

本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取南郡> 이후 4本을 추가한 40本說이 전해지고 있

다. (《中國大百科全書⋅戲曲曲藝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3, 335쪽.) 

28)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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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本連臺三国志》의 성공 원인은 卢胜奎의 손을 거친 우수한 극본과 함께 光緖 

초기 三慶班에 소속된 호화 진용의 걸출한 배우들이 배역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1883년 삼경반의 공연에서는 劉桂慶(劉備)⋅程長庚(關羽, 魯肅)⋅錢寶峰(張飛, 

黃蓋)⋅楊月樓(趙雲)⋅曹六(徐福)⋅徐 香(周瑜) 등이 공연하였으며, 卢胜奎 자

신은 諸葛孔明을 연기하였다.29)

卢胜奎는 1889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줄곧 三慶班의 대표 老

生으로 인기를 누렸으며, 현재 전해지는 문헌(《觀劇日誌》, 《都門紀略》, 《京劇名藝

人傳略集》) 기록을 종합해 보면 자신을 대표하는 諸葛孔明 연기와 《全本連臺三国

志》 극목을 포함하여 대략 삼십여 편의 老生戲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2. 盧勝奎 연기에 한 평가

1870년대 후반 盧勝奎의 연기를 지켜본 吳燾는 《梨園 話》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盧勝奎는 余三勝에게서 배운 자로, 三慶班에 소속되었을 때에는 程長庚과 짝

을 이루어 공연하였다. 그가 전문적으로 연기한 <碰碑>⋅<珠簾寨>⋅<空城計> 등

과 같은 여러 극들은 모두 余三勝을 모범으로 삼아 모방한 것으로, 실제 인물처럼 

똑같이 묘사하였다. 그는 극의 중요한 장면에서는 문장을 줄이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오히려 더 첨가하였는데 唱詞가 늘어날수록 더욱 좋아졌다. 예를 들어 <碰碑>

의 ｢反調｣의 경우 많게는 수십 구에 달했으며, <空城計>의 王平이 사람을 보내 

诸葛亮에게 지도를 바치는 장면에서는 무대에 등장하여 ｢正板改二六｣의 대 단락

을 첨가하였고, <鳳鳴關>에서 趙子龍의 ‘表功’ 장면의 ｢二六｣ 단락 등은 다른 배

우와 비교하였을 때 수십 구나 많았다. 또한 그 唱詞의 강약과 고저 역시 복잡다

단하게 변화하지 않음이 없어 자연스럽게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내가 일찍이 그와 

한담을 나눌 때 盧勝奎가 말하길, ‘《三國演義》 책은 분명 說家의 말이지만 내

29)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547쪽.

30) 做工戲: <群英 >⋅<草船借箭>⋅<取南郡>⋅<臨江 >⋅<盜宗卷>⋅<黃金臺>⋅<鬧

府>⋅<打嚴嵩>⋅<取滎陽>⋅<審刺客>⋅<一捧雪>⋅<烏龍院>⋅<胭脂虎>⋅<翠屛山>. 唱

工戲: <空城計>⋅<戰北原>⋅<安居平五路>⋅<七星燈>⋅<洪羊洞>⋅<捉放曹>⋅<罵

曹>⋅<法場換子>⋅<桑園寄子>⋅<碰碑>⋅<珠簾寨>⋅<硃砂痣>⋅<打金枝>⋅<魚腸劍>⋅
<罵楊廣>. 靠把戲: <定軍山>⋅<鳳鳴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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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陳壽의 《三國志》와 비교 검토해 보니 비록 첨가하여 꾸며놓은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서로 일치하는 곳도 꽤나 많았다.’라고 하였다.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31) 

즉 盧勝奎는 친분을 쌓았던 程長庚의 좋은 무대 파트너였지만 그의 기본적인 唱

功은 程長庚이 아니라 余三勝의 창법을 본받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盧勝奎는 자신에게 적합한 소리, 즉 고음으로 구름을 뚫을 듯(‘高亢入雲’) 우

렁차게 울려 퍼지는 程長庚의 창법이 아니라 비장하면서도 변화와 선율이 풍부한 

余三勝의 소리를 연마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余三勝의 대표적인 老生 唱工戲인 

<碰碑>⋅<珠簾寨>⋅<空城計> 등의 극에서 뛰어난 노래솜씨를 발휘하였으며, 아울

러 대량의 唱詞를 독창적으로 첨가하여 이들 극을 자신만의 唱工戲로 재창조하였

다. 唱功뿐만 아니라 동작과 표정의 做功에서도 그는 비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諸葛孔明의 표정과 내면 연기는 마치 역사 속 상상했던 인물이 그대로 살아 

돌아온 듯 절묘하여 다른 배우들을 능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盧勝奎가 무대에서 극중 唱詞를 임의로 대량 첨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전체 극의 

흐름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청중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위 吳燾가 탄

복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다른 배우들과는 달리 文士 출신으로 《三國志》

와 같은 史書를 숙독하였기에 역사극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京班 

배우들의 軼事를 기록해 놓은 《梨園軼聞》(許九埜 著)32)에서는 盧勝奎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卢臺子는 바로 卢胜奎이다. 文士 출신으로 시문을 상당히 공부하였다고 들었

31) 吳燾, 《梨園 話》: ｢盧勝奎, 學余三勝 也, 隸三慶班時, 程伶配演. 其 演 如

<碰碑>⋅<珠簾寨>⋅<空城計>諸劇, 皆規仿余伶, 惟妙惟肖. 其爭勝處, 不但不刪减詞

句, 且復多多益善. 如<碰碑>之｢反調｣, 多至數十句, <空城計>於王平差人獻地圖時, 

上場添｢正板｣⋅｢改二六｣一大段, <鳳鳴關>表功｢二六｣一段, 他伶多至數十句. 其詞

句之抑揚高下, 又無不錯綜以變化之, 自然引人入勝. 余嘗 之閑談, 盧 余曰, 《三國

演義》一書, 固 說家 , 吾嘗取陳志校核之, 雖不無增飾裝點, 而相合處頗多. 伶人有

此談論, 亦頗難能可貴矣.｣ (張次溪輯 ,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816쪽.)

32) 《梨園軼聞》은 책 말미에 “壬申孟春宛平七十二叟许九埜识於济南之习勤斋.”라 기록되

어 있어 작자 許九埜이 72세 되던 1932년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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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음의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치 목이 쉰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맑게 들렸다. 

余三勝의 직계로 三庆班에 소속되어 程長庚과 짝을 이루었다. 三庆班의 本戏, 

예를 들어 《三国志》와 《取南郡》 등은 모두 그가 직접 정리한 것으로 매우 심원한 

뜻이 담겨있어 후세 新劇家들의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작품과는 같지 않다.33) 

또한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에서는 그의 編劇 능력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기록

을 남기고 있다. 

卢胜奎는 어릴 적 이미 독서를 통해 문자에 정통하였으며, 더욱이 《三国演義》

를 꿰뚫고 있었다. …… 卢胜奎는 이에 스스로 새로운 구상을 하고는 《三国演義》

의 기록을 취하였다. …… 마음속에 심원한 뜻을 가지고 개편에 공을 들였기에 창

작된 작품은 조리가 분명하였다. 이후 편극가들이 단지 旦色으로 세간에 뽐내기 

위해 ‘插科打诨’에는 뛰어났지만 앞뒤가 어긋나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않다. 가장 뛰어난 부분은 모든 科白이 책속의 원 문장을 편집하였다는 것이다. 

音節은 박자가 분명하고 명쾌하였으며, 운취는 막힘이 없이 유창하여 단지 입에서 

나는 소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소리가 지루하거나 어색해지는 폐단이 거의 없었으

니 문장을 갈고 다듬는 데 있어 일인자였다.34)

이처럼 그는 余三勝派의 적통으로 배우로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編劇에서 발휘된 

탁월한 재능과 성과로 인해 중국 경극사상 제일의 극작가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盧勝奎를 지칭한 盧臺子란 별명도 그가 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三慶班의 주요 

극본 編寫를 주도하였으며, 全本 《三国志》와 같은 連臺本戲류의 대형 新戲 극본 

창작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33) 許九埜, 《梨園軼聞》: ｢卢台子卽卢胜奎, 闻係文士出身, 颇研笔墨. 嗓音沉着, 似哑而

实亮, 为余三勝嫡派, 隸三庆部, 为长庚配角. 凡三庆本戏如《三国志》⋅《取南郡》, 皆

其亲排, 極有丘壑, 非如後来之新剧家, 首尾不相顧也.｣ (张次溪輯 , 《清代燕都梨园

史料》)
34)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 ｢盧幼旣讀書頗通文字, 尤諳習《三国演義》 …… 盧乃自出心

裁, 取《三国演義》所記 …… 以胸具丘壑, 工於組織, 凡有所作, 皆饒條理, 不若後之編

劇家, 徒以旦色炫世, 科諢爲工, 首尾異趨, 不相關合 也. 堪稱 , 所有科白皆就

書中原詞略加剪裁. 無不音節鏗鏘⋅風韻條暢, 不啻若自其口出, 而絶 支離聱牙之

病, 亦爐錘能手也.｣ (朱書紳輯, 《民國京崑史料叢書》 第一輯, 學苑出版社, 2008,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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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文武’ 연기를 겸비한 楊月樓

1. 楊月樓의 배우 활동

楊月樓(1844-1890)는 <同光名伶十三絶> 그림에서 뒷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자

리의 인물로, <四郞探母>에 등장하는 楊延輝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楊月樓의 

본명은 久昌(이후 久先으로 개명)이며, 安徽省 懷寧縣 石牌鎭 출신이다. 그는 유

년 시절 徽班의 武旦으로 활동하던 부친 楊二喜를 따라 북경에 올라온 후 雙奎班

의 班主이자 忠恕 의 科班 교육을 담당하던 張二奎의 눈에 띄어 雙奎班의 항렬

에 따라 玉樓라는 예명을 얻으며 배우의 길로 입문하게 된다. 

이후 그는 배우로서 적합한 목소리와 천부적인 신체조건 그리고 총명함으로 張二

奎의 총애를 받으면서 老生역의 연기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다. 張二奎는 그에게 

老生의 唱功이 주가 되는 자신의 대표적인 ‘王帽戏(皇上戲)’ 류의 극들을 하나하나 

전수하였으며, 얼마 후 楊月樓는 忠恕  科班의 師兄으로 무예에 뛰어났던 兪菊

笙(字는 潤仙, 1839-1914)과 함께 忠恕 의 ‘文武雙璧’으로 불릴 만큼 명성을 얻

게 된다. 또한 楊月樓는 武戲에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楊月樓의 기예는 대개 천부적인 자질에서 나온 것으로, 기백이 힘이 있고 소리

는 우렁찼으며 외모 또한 훤칠하고 뛰어났다. 王帽戲와 같이 장엄하고 기품이 있

는 극을 노래하였는데, 스승의 업적을 전수받기에 충분하였다. 武生戲 또한 高山

深林의 龍虎와 같이 헤아리기 어려운 기상을 구비하였으니 兪菊笙과 비교해도 손

색이 없었다. 그러므로 科班을 떠난 후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35)

楊月樓는 대략 同治 초기에 出科하여 月樓로 개명하였으며 북경 戲園무대에서 

老生과 武生戲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존 자료에서 당시 그가 북

경 戲班에 소속되어 활동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1868년(同治 7년) 24세 되던 

해에 상해로 내려와 丹桂茶園 무대에 선 기록이 出科 후 처음으로 보이는 그의 행

35) 王芷章, 《京劇名藝人傳略集》: ｢月樓於藝, 蓋出天資, 氣沛聲洪, 像又雄偉, 唱王帽一

類冠冕 皇之戲, 足傳乃師衣鉢. 而武生各戲, 亦復能具高山深林龍虎不測之氣象, 

菊笙相 , 亦無愧色. 故於出師之後, 名卽日顯.｣ (《中國京劇編年史》, 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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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 할 수 있다.36) 

丹桂茶園은 1867년 겨울 劉維忠이 개장한 상해의 京劇 戲園으로, 개장 무대에 

북경의 경극 명배우들을 초청 공연하여 흥행 성공과 함께 상해의 경극 유행 열풍을 

불러일으킨 곳이다.37) 丹桂茶園의 영업이 성황을 이루자 劉維忠은 이듬해 가을 

다시 한 번 북경의 명배우들을 초청하는데, 이들 중 상해 관객 특히 여성층을 사로

잡은 배우는 단연 楊月樓였다.38) 그는 상해로 내려온 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대에 오를 때마다 靑樓의 기녀들을 사로잡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으며,39) 1872

년부터는 丹桂茶園과 경쟁을 펼치던 金桂軒으로 자리를 옮겨 명성을 떨친다. 金桂

軒에서도 楊月樓의 인기는 대단하여 공연이 있는 날이면 “戲園 입구에 인력거가 

성시를 이루었으며 여인네들이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40)로, 그는 거의 우상과 다

를 바 없는 존재였다. 여성 관객뿐만 아니라 문사 출신의 경극 애호가들에게도 그

의 등장과 연기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감상의 대상이 되었다.41) 이처럼 풍채와 

36)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楊月樓, 雙奎散後, 在京未見塔班, 本年隨任七等人南

下, 卽紅紫起來.｣ (345쪽)

37) 劉維忠의 丹桂茶園 설립과 上海의 경극 열풍에 대해서는 拙稿 <上海 京劇戲園 - 丹

桂茶園⋅金桂軒의 설립과 1872년의 연출활동 고찰>(《中國文學硏究》 제32집, 한국중

문학회, 2006) 참조.

38) 1868년 상해로 내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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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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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戲園雜談>(《申報》 1872년 6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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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관료출신으로 추측되는 경극애호가 絳芸館主人은 《絳芸館日記》에서 同治 11년(1872) 

丹桂茶園을 찾아 楊月樓의 연기를 관람한 후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긴다. ｢至丹桂園

看戲. 今日爲楊月樓初進丹桂, 頗爲熱鬧.｣(同治 11년 6월 8일), ｢往丹桂園看戲. 今

日爲楊月樓回申復演, 熱鬧之至, 戲亦十分可觀.｣(同治 11년 8월 25일), ｢至丹桂看

戲. 點楊月樓演<白水灘>, 甚賞可觀.｣(同治 11년 9월 10일), ｢往丹桂園看戲. 楊月樓

演｢翠屛山｣, 幷皆佳妙. 丹桂日盛一矣.｣(同治 11년 9월 28일) (《絳芸館日記》: 《淸代

日記彙抄》, 上海史資料叢刊, 上海人民出版社, 1982.) 《絳芸館日記》와 상해 희원의 

공연 활동에 관해서는 졸고 < 《絳芸館日記》에 기록된 淸末 上海 주요 戲園의 공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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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뿐만 아니라 楊月樓가 펼치는 연기는 丹桂茶園과 金桂軒을 찾은 관중들로부

터 큰 사랑을 받아 丹桂茶園은 文戲, 金桂軒은 武戲라는 명성(‘文丹桂武金桂’)을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상해의 두 戲園에서 인기를 끌었던 楊

月樓의 주요 극목으로는 張二奎로부터 전수받은 老生戲의 경우 <四郞探母>(杨延

辉)⋅<打金枝>(唐王)⋅<五雷陣>(孫臏)⋅<取滎陽>(劉邦)⋅<回龍閣>(薛平貴)⋅<牧

羊圈>(趙義) 등이 있으며, 武生戲로는 <惡虎村>(黃天覇)⋅<連環套>(黃天覇)⋅<趙

家樓>(华雲龙) 등을 들 수 있다.42) 

하지만 楊月樓는 1873년(同治 12년) 11월 초, 당시 상해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良家 규수를 유괴 도주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면서 상해에서의 연기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43) 이 사건으로 楊月樓는 처음에는 기녀들을 유인하였

고 후에는 양가 규수까지 유혹하여 풍속을 해친 중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상해 

官府는 戲園과 공연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부녀자의 戲園 출입금지

령까지 내리게 된다.44) 楊月樓는 감옥생활 1년 후 ‘四千里充軍’의 형을 판결 받아 

黑龍江 지역으로 배치되어 고난을 겪던 중 1875년(光緖 원년) 4월에 慈禧太后의 

동>(《中國語文學論集》 65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0) 참조.

42) 吳燾, 《梨園 話》: 張次溪輯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635- 

636쪽.

43)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楊月樓가 丹桂茶園에서 공연할 때 廣東 상인 韋씨의 딸 

韋阿寶가 그에게 반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韋阿寶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허락받는다. 하지만 韋씨 일가와 고향사람들은 楊月樓가 양가 규수인 韋阿寶를 유괴하

였을 뿐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보고 上海縣에 그를 고소한다. 公共租界 

審公廨에서는 楊月樓를 체포하였고, 廣東출신인 縣令 葉廷春은 楊月樓를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그를 수감한다. (中國戲曲志編輯委員 編, 《中國戲曲志ㆍ上海卷》, 

中國ISBN中心出版, 1996, 797쪽 <楊月樓誘拐卷 案> 참조.)

44) 《申報》 同治 12년 11월 19일자 게재 <嚴禁婦女入館看戲告示>: ｢근래 租界 일대가 

화려해 질수록 戲園도 갈수록 문란해져 남녀가 뒤섞여 난잡하다. 지금 배우 楊月樓가 

죄를 범하여 압송하여 심문하고 있다. 살펴보니 그가 희원에서 공연을 할 때 대개 제멋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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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戲園에 들어가서 戲를 관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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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蔡世成 選編, 《 《申報》京劇資料選編》, 上海圖書館藏書, 

1984,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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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생일을 맞이하여 시행된 ‘天下大赦令’을 통해 석방된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

간 후 1876년 11월 丹桂茶園의 초청으로 다시 상해로 돌아와 무대에 서게 된

다.45) 당시 楊月樓가 丹桂茶園에서 연기한 극목과 배역은 <牧羊圈>의 趙義⋅<泗

州城>의 孫悟空⋅<胭脂虎>의 元帥⋅<白水灘>의 十一郞⋅<八大錘>의 陸文龍⋅<翠

屛山>의 石秀⋅<梵王宮>의 華雲 등이다.

이후 楊月樓는 상해에서 鶴鳴戲園을 개장(1876년 연말)하여 약 2개월 정도 운

영한 후 州와 天津 공연을 거쳐 1877년 연말 三慶班 班主 程長庚의 요청으로 

三慶班에 소속되어 북경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三慶班이 처음 공연한 36本 連

臺本戲 《三國志》(<長坂破>)에서 趙雲 배역으로 참가하여 빼어난 무술 연기로 관중

들을 사로잡으며 극찬을 받는다. 1878년 정월 三慶班의 공연에서는 楊猴子라는 

예명으로 <進宮>⋅<太平橋>⋅<牧羊圈> 등을 연기하였다.46) 

이 시기 程長庚은 楊月樓를 후계자로 삼아 자신의 대표 작품을 전수하였는데, 

<群英 >⋅<草船借箭>⋅<取南郡>⋅<法門寺>⋅<安居平五路>⋅<天水關> 등이다. 

또한 程長庚은 楊月樓의 인품과 조직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三慶班의 사무를 

일임하였고, 아울러 그를 북경 梨園  즉 精忠廟의 廟首( 首) 자리에 추천하였

다. 1880년 말 程長庚이 사망하자 楊月樓는 三慶班의 班主에 오른다. 그는 三慶

班을 지키겠다는 程長庚과의 약속47)대로 1890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三慶班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무대 연기뿐만 아니라 戲班 운영에 매진하면

서 三慶班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공헌하였다. 

2. 楊月樓 연기에 한 평가

楊月樓는 ‘老生 新三傑’(譚鑫培, 孙菊仙, 汪桂芬)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활동하

였지만 그들과 필적할 만한 老生 배우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경극의 四工(唱⋅
做⋅念⋅打)에 특출하여 文武戲 연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연기자였

45)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436쪽.

46)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458쪽.

47) 楊月樓는 程長庚이 죽기 전 다음과 같이 맹서하였다. ｢月樓感激程老板知遇之恩, 今

後 把自己的後半生完全貢獻給三慶, 我要和您一樣, 再也不離開三慶. 生在三慶, 死

也再三慶.｣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11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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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吳燾는 《梨園 話》에서 楊月樓의 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楊月樓는 張二奎의 제자로, 연기한 <探母>⋅<打金枝>⋅<取滎陽>⋅<牧羊圈> 

등의 극은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바를 그대로 준수한 것이다. 관객들은 그가 종파

의 기풍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칭송하였다. 하지만 楊月樓는 본래 武生으로 이

름이 알려졌는데 나는 유독 그의 여러 武生劇을 좋아하였다. 예를 들어 <惡虎

村>⋅<連環套>에서 연기한 黃天覇, <昊天關>의 劉義 연기, <賈家樓>의 唐璧 연

기 등은 모두 눈빛이 빛나고 매우 활기가 넘쳐 다른 배우들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

다.48)

앞서 살펴 본대로 楊月樓의 老生 연기는 그가 배우의 길로 입문하였을 때 스승

이었던 張二奎로부터 전수받은 文戲에서 빛을 발하였다. <同光名伶十三絶> 그림

에서는 이 가운데 奎派의 대표 극이라 할 수 있는 <四郞探母>(일명 <北天门>)의 

주인공 杨延辉(楊四郞)로 분장한 楊月樓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四郞探母>는 

張二奎가 명대 소설 《楊家 演義》의 일부, 즉 北宋시기 충신이자 名 인 楊業의 

4남 延辉의 이야기를 극본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 극은 張二奎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 배우들의 노래로 북경에 회자되던 경극의 대표적인 老生 唱功戲이다. 楊月樓

는 이미 科班시절부터 타고난 성량과 기존 배우들을 능가하는 재능으로 張二奎의 

拿手戲인 <四郞探母>를 전수받으면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1868년 上海로 내려온 후 그의 唱功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883년 편찬된 

《淞南夢影 》에서는 상해 무대에서 펼쳐진 楊月樓의 노래와 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楊月樓는 北京 春臺班에 소속되었던 老生으로, 노래 소리는 우렁차고 쟁쟁하

게 울려 퍼져 하늘에 떠도는 구름을 멈추게 한다. 더욱이 능란하고 숙련된 기예와 

조화롭고 오묘한 ‘插科打诨’의 연기는 유독 뛰어났다.49)

48) 吳燾, 《梨園 話》: ｢楊月樓爲張二奎弟子, 其所演<探母>⋅<打金枝>⋅<取滎陽>⋅<牧

羊圈>等劇, 恪守師門衣鉢, 觀 稱其不墜宗風. 但楊本以武生著名, 余獨喜其武生各

劇, 如<惡虎村>⋅<連環套>之飾黃天覇, <昊天關>之飾劉義, <賈家樓>之飾唐璧, 皆奕

奕有神, 他伶迴異.｣ (張次溪輯 ,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49) 黃式權, 《淞南夢影 》: ｢楊月樓, 隷春臺部爲 生, 歌喉嘹亮, 響遏行雲, 而技藝之精

嫻, 科諢之諧妙, 尤爲獨出冠時.｣ (上海古籍出版社, 1989,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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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음의 소리로 크게 울림을 주면서 기운이 넘쳐나는 목청(‘響遏行雲’, ‘聲

震屋瓦’), 정확하고 힘찬 발성(‘咬字切音’, ‘噴吐有力’)의 창법은 관객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뛰어난 외모와 분장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한 비범한 풍채는 

그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해 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다. 1872년 《申報》에 게재

된 <竹枝詞>에서는 上海 金桂軒 무대에 선 楊月樓의 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

사하고 있다.

金桂軒이 어째서 丹桂茶園보다 뛰어난가? 여인네들마다 떠나길 주저하며 서성

거리니. 대부분 京劇을 유달리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楊月樓를 오래도록 

바라보려는 마음일 뿐.50) (《申報》 1872년 5월 18일자 게재)

丹桂茶園과 金桂軒의 승부로, 한쪽을 정리하고 다른 쪽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楊月樓의 풍채와 용모에 기생들이 좋아하였으니, 花旦이 무대에 올라와도 부러워

하지 않는다.51) (《申報》 1872년 7월 9일자 게재) 

楊月樓는 唱功 이외 武生 연기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武生은 무엇보

다도 무예 실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는 타고난 신체조건과 科班시절 연마한 무

예를 바탕으로 출중한 武功을 연기하였다. 따라서 경극 武生行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연기하는 靠把戲에서 

물 흐르듯 유려한 몸놀림과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자세는 독보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 <定軍山>의 黃忠을 연기할 때 20분이 넘는 

道白을 하는 동안 등 뒤에 꽂은 靠旗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52)

이외에 上海에 머물 당시 海派의 猴戲 무공을 연마, 남북지역에 유행한 猴戲 연

기의 장점을 취하여 새로운 孫悟空의 형상을 연기하였다. 楊月樓의 孫悟空 연기는 

상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매력적인 요소였다. 그는 孫悟空

50) 袁祖志, <續滬北竹枝詞>(총 24수) 제 3수: ｢金桂何如丹桂優, 佳人個個懶勾留. 一般

京調非偏愛, 只爲貪看楊月樓.｣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上海書店, 1996, 12

쪽.)

51) 晟溪養浩主人, <戲園竹枝詞>(총 16수) 제 12수: ｢二桂名園賭賽來, 一邊收拾一邊開. 

月樓風貌倌人愛, 不羨紅妝浪半臺.｣ (顧炳權, 《上海洋場竹枝詞》, 357쪽.)

52) 《立 畵刊》: ｢月樓唱<定軍山>黃忠, 坐場道白有二十分鍾之久, 其背後四旗紋絲不動, 

足見其功之硬.｣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11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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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세계, 모습, 동작 등을 절묘하게 표현하여 神, 人, 猴가 결합된 猴王의 형

상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관객들은 그에게 ‘美猴王’⋅‘楊猴子’란 별칭을 붙여주었으

며, 다른 배우들을 능가하는 명성을 안겨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楊猴子라고 불렀다. 《西游記》의 孫悟空을 연기할 때면 반드시 

武生으로 분장하고 등장해야 하지만 간혹 분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배

역은 도약 동작의 민첩함과 봉춤의 숙련됨이 뛰어나야 한다. 楊月樓는 본래 武生

에 능하였고 분장한 모습도 더없이 훌륭하였으며, 技擊⋅臺步⋅身段⋅打把 또한 

매우 세밀하였다. 매번 孫悟空으로 연기한 극으로는 <芭蕉扇>⋅<五花洞>⋅<蟠桃

>⋅<金錢豹> 등이 있다. 모두 원숭이처럼 민첩하고 재빨랐으며 風雲을 넘나드

는 풍채가 있었기에 ‘猴子’라 일컬어졌다.53)

1876년 겨울 楊月樓가 무고한 옥고를 치룬 후 上海 무대에 복귀하였을 때 당시 

《申報》 기사에는 그의 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게재하였다. 

전날 밤 <牧羊卷>과 <泗州城> 文武 두 극을 연기하였다. 관객들로 거의 발 디

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먼저 <牧羊卷>을 노래 불렀는데 소리는 크고 우렁찼으며, 

노래 가락은 원숙하여 갈채를 보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곡이 끝나니 그 소리와 

격조는 진정 북경 程長庚이 탈바꿈한 모습이다. 이어서 <泗州城>을 공연하였는데 

孫悟空이 요괴를 물리치는 모습을 연기하였다. 창과 봉은 마치 배꽃이 휘감아 도

는 눈발처럼 날리 듯 빠르게 움직이고, 밝은 달빛이 옥구슬처럼 굴러가듯 매끄럽

게 미끄러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동작으로 연결되니 무기를 

쓰는 능력이 숙련된 자이다. 옛 극을 새롭게 연기하였는데 그 기예가 절묘하였

다.54)

53) 徐珂, 《淸稗類鈔》 第38冊 <優伶娼妓>: ｢人稱之曰楊猴子, 演《西游記》悟空, 必以武生

繪面爲之, 或竟有不繪面 . 此角以超距靈捷, 舞棒圓熟爲工. 月樓本善武生, 扮相絶

佳, 而技擊⋅臺步⋅身段⋅打把, 又靡不精. 每扮悟空, 如<芭蕉扇>⋅<五花洞>⋅<蟠桃

>⋅<金錢豹>等劇. 皆靈活如猴, 有出入風雲之槪, 故以猴子見稱.｣(中華書局, 1984, 

30쪽.) 

54) 《申報》 光緖 2년(1876) 11월 10일자 게재 <丹桂請楊月樓演劇>: ｢前夜爲<牧羊卷>⋅
<泗州城>文武兩出, 觀 幾無從揷足. 初唱<牧羊卷>, 聲音宏亮, 腔調圓熱, 無不喝采, 

曲終逼音格調, 純是京都程長庚脫胎. 後演<泗州城>, 扮悟公收妖, 槍棒如梨花滾雪, 

明月走珠, 至于平空縱跳, 武備是其所熟嫻 也. 劇新演, 神乎技矣.｣ (蔡世成 選

編, 《 《申報》京劇資料選編》,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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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上海 관중들은 다시 등장한 楊月樓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 주었으며, 그

는 예전과 다름없는 뛰어난 文武 연기를 펼쳤음을 알 수 있다. 1877년 연말 楊月

樓는 북경무대에서 三慶班의 대표작인 連臺本戲 《三國志》 공연에 참가하였는데, 

이때 일 년에 한번 선보이는 <長坂破>의 趙子龍 연기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 끝으로 아래 기록은 당시 楊月樓의 연기에 대한 관중들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

는 평가이다.

<長坂破>의 趙雲 연기는 단지 일 년에 한 번 공연하는 것으로, 섣달 그믐날이 

다가오면서 무대를 마감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비로소 한차례 공연을 한다. 애호

가들은 일 년 동안 목을 빼며 간절히 기다리다가 마침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좋아하는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사방이 조용해지고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다가 장막이 걷히자마자 바로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다. 楊月樓의 연기는 호방하고 용맹한 자태로 생기가 넘쳐나며 늠름하였

고, 마치 平侯(趙雲)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창을 휘두르며 魏나라 장수와 목숨

을 아끼지 않고 격렬하게 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관객들은 이 순간

이 되면 마치 나무를 깎아 만든 닭 마냥 두려움과 놀라움에 넋을 잃고 조금도 움

직이지를 못하고 찬바람 맞아 울지 못하는 매미처럼 말문이 막혀 버린다. 반드시 

마지막 장면이 되어 극이 끝나게 되면 비로소 숨을 내쉬며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

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하나같이 찬사를 보내니, 극장의 지붕 기와가 들썩거렸

다.55) 

Ⅴ. 結語

청말 인물화가 沈蓉圃의 작품으로 알려진 <同光名伶十三絶>은 중국 京劇史 연

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그림 사료이다. 그림 속에는 行當별로 生行 배우 6명, 旦

55)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 ｢<長坂破>之趙雲, 則年之一演, 必至臘盡年逼, 臺 屆, 

始一爲之, 癖好 引領終歲乍快耳目, 其欣賞之情, 可想而知. 四座寂寂, 屛息以俟, 

卽至繡幕一揭欲不喝彩不能也, 而月樓之作, 則英姿颯爽, 神采奕奕, 如睹 平侯浴血

揮戈 魏 十蕩一抉, 拚命酣戰, 觀 至此, 則不禁呆若木鷄, 噤若寒蟬, 必待一决告

終, 方得氣息乍緩, 縱聲一贊, 屋瓦爲動也.｣ (朱書紳 輯, 《民國京崑史料叢書》 第一

輯, 學苑出版社, 2008,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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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배우 5명, 丑行 배우 2명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분명 同光 시기 북경 경극 

무대에서 뛰어난 연기로 커다란 명성을 얻었던 인물들이자 경극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배우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13명의 배우 가운데 生行의 老生 

배우 3인의 연기활동과 그들에 대한 평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生行은 경극 탄생 초기부터 유명 배우들의 등장과 활동으로 빛을 발했던 行當 

연기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그중 老生은 生行의 대표적인 角色이라 할 수 

있다. <同光名伶十三絶>에서도 6명의 生行 배우 중 武生 譚鑫培, 生 徐 香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程長庚, 張勝奎, 盧勝奎, 楊月樓)이 老生이다. 程長庚은 주

지하다시피 徽班의 영수⋅경극의 鼻祖이자 경극 1세대 ‘老生三傑’⋅‘老生前三鼎甲’

의 대표적인 老生 배우로, 그의 활동과 업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서술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3인의 老生 배우에 대한 生平과 연기활동, 평가는 상대적으

로 두드러지지 않았기에 본고에서는 우선 이들의 상황을 고찰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張勝奎는 <同光名伶十三絶>에서 그의 대표작 <一捧雪>의 莫成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실물 같은 핍진한 莫成 연기로 ‘活莫成’의 인기를 누렸으며, 다수의 ‘做功老

生戲’에서 뛰어난 做功 연기로 명성을 얻었다. 做功뿐만 아니라 각고의 노력 끝에 

운미가 뛰어난 자신만의 ‘雲遮月’ 唱法을 구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서 諸

葛孔明의 모습으로 묘사된 盧勝奎는 三慶班의 대표작인 <羣英 >(<空城計>) 공연

에서 관중들을 사로잡는 孔明 연기로 ‘活孔明’의 칭호와 함께 三慶班 ‘三絶’의 인기

를 누린 명배우였다. 또한 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三慶班의 주요 극본 編寫를 

주도하였으며, 全本 《三国志》와 같은 連臺本戲류의 대형 新戲 극본 창작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楊月樓는 두 사람과는 달리 배우 입문부터 천부적인 목소리, 

외모, 신체조건으로 文武老生戲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다. 上海 활동시

절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과 함께 불상사로 고초를 겪기도 하였지만 복귀 후에도 여

전히 文戲뿐만 아니라 猴戲를 포함한 뛰어난 武戲 연기를 펼쳤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무대 연기 외 三慶班의 운영에도 공헌을 한 배우였다. 

끝으로 원고 분량상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同光十三絶’ 명배우들의 연기 활동과 

평가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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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同光名伶十三絶>是中國京劇史上重要的戲劇圖畵史料. 圖中人物由晩淸著

名人物畵家沈蓉圃所繪, 爲淸同治光緖年間在京劇舞臺上膾炙人口的十三位名伶

(生行6人, 旦行5人, 丑行2人). 本論文以<同光名伶十三絶>中三位生行老生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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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勝奎, 盧勝奎, 楊月樓)作爲硏究對象, 考察他們在當時演出活動, 竝對他們的

評價以評述. 生行是京劇形成發展過程中最爲興盛的一行, ‘十三絶’中也是生行中

老生演員最盛. 張勝奎(生卒年不詳), 是以演做功老生戲見長的老生演員. 莫成是

他飾演的最位神容竝肖之人, 故有‘活莫成’之稱. 他在畵中位於前排左起第一位, 

扮演<一捧雪>之莫成. 盧勝奎(1822-1889), 是讀書人出身, 落第後加入三庆班的

老生演員, 也是最早的京剧編剧作家. 他熟讀史書, 對歷史劇的理解和感悟超於他

人, 是以能在劇中隨性加入唱詞. 他在畵中位於前排右起第二位, 扮演<空城計>之

諸葛孔明. 楊月樓(1844-1899), 是同光時期劇壇上以老生兼演武生的少有傑出

人才. 出科後在上海演出諸多文武佳劇, 舞臺上的扮相漂亮英俊, 允文允武, 登場

卽獲盛贊. 更引得觀衆趨之若鶩的是他扮演的孫悟空. 他在畵中位於後排右起第一

人, 扮演<四郞探母>之楊延輝.

【主題語】

<동광명령십삼절>, 경극 노생, 장승규, 노승규, 양월루

<同光名伶十三絶>, 京劇老生, 張勝奎, 盧勝奎, 楊月樓

<The thirteen famous actors during the Tongzhi and Guangxu period>, an 

elderly character in Chinese opera, Zhang Shengkui, Lu Shengkui, Yang 

yue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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