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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敦煌 聯章體歌辭 <搗練子⋅孟姜女> 2組 10首의 서사구조 및 연행양

상에 대한 고찰이다. 任半塘의 《敦煌歌辭總編》 ‘雜曲 普通聯章’ 條에는 <搗練子>

를 調名으로 하여 2組 총 10首의 詞가 ‘孟姜女’를 부제로 하여 실려 있다.1) 전체

적인 내용이 ‘孟姜女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이 두 組의 작품은 맹강녀 이야

기 계열의 聯章體歌辭라고 명명할 수 있다. 

돈황 연장체가사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주로 내용이나 형식, 언어운용 분석 등 

‘문자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가사는 순수한 문자언어의 행위로

서만 창작되고 향유된 ‘文字讀本’이 아닌, 가창 등의 演行 행위를 기반으로 창작되

고 향유된 노래이다. 따라서 문자 텍스트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작품이 가진 문학본

질의 가치 및 기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특히 <搗練子⋅孟姜女>는 聯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4S1A5B5A07042349).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중국어문학전공 강사 
 1) 任半塘 《敦煌歌辭總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549-5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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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2)의 형식을 이용하여, 중국의 4대 전설의 하나인 ‘맹강녀 이야기’를 제재로 하여 

쓴 기승전결의 생동적인 서사구조를 보여주는 작품인 만큼, 歌唱 외에도 다양한 형

식으로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搗練子⋅孟姜女>의 경우, 돈황의 기타 

연장체가사들과는 달리 그 서사구조와 연행형식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체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동일한 이야기를 ‘變文’의 형식으로 기록한 <孟姜女變文>이

다.3) <孟姜女變文>은 완정본이 아닌 殘本으로 남아있으며4), 그 남아있는 부분의 

내용은 <搗練子⋅孟姜女>와 상당부분 부합한다.5) 이는 이 둘이 상당한 관련이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돈황 연장체가사의 서사구조 및 그 연행형식 연구에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

을 한다. 이미 강창으로서의 <孟姜女變文>이 존재하는데, 왜 연장체의 가사 <搗練

子⋅孟姜女>가 또 존재했을까? 둘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두 문체 간

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여 <搗練子⋅孟姜女>의 서사구조와 그 연행 성질을 규명

할 수 있다면, 향후 초보적 형태의 종합예술 체재로서 돈황 연장체가사가 지닌 연

행 성질과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돈

 2) 聯章은 두 수나 두 수 이상의 동일한 곡조 혹은 서로 다른 곡조가 일정한 방식에 근거

하여 결합한 뒤 동일한 혹은 유사한 제재를 노래하거나 연출하는 套曲形式을 말한다. 

(夏承燾⋅吳熊和 《讀詞常識》, 中華書局, 2000, 36쪽) 연장체 가사는 이야기를 확장

시켜 전개하거나 극적요소를 첨가하기 수월하며, 이야기의 전달효과 역시 뛰어나다. 따

라서 작품의 서사성이나 연행성질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

 3) 돈황사본에 ‘맹강녀 이야기’ 관련 사본은 10종이 있다. 그 중 歌辭體 사본 4종이 《敦煌

歌辭總編》에 <搗練子>를 조명으로 하여 2組 10首가 수록되었고, 韻散結合體 사본 6

종이 <孟姜女變文>으로 수록되었다. 

 4) <孟姜女變文>이 필사된 사본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P.5039이다. 首尾가 모두 결여

되어 있으며, 39행이 남아있다. 만당에서 오대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王重民 

등이 <孟姜女變文>이라는 이름으로 《敦煌變文集》(人民文學出版社, 1957년)에 수록하

였다. P.5019는 13행이 남아있다. P.5039 사본과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며, 내용상

으로 볼 때 뒷부분으로 판단된다. 黃征⋅張湧泉은 이 두 종의 사본을 정리하고 校注하

여 《敦煌變文校注》(中華書局, 1997)에 수록하였다. 

 5) <孟姜女變文> 사본은 앞부분은 누락되었다. 기량의 혼백이 나타나 맹강녀가 보내준 ‘寒

衣’를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며,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후반부를 서술하고 있다. 한

의를 전하러 장성에 이른 맹강녀가 기량의 죽음을 알고 哭을 하자 성이 무너지면서 무

수한 해골이 드러난다. 기량의 해골을 찾고자 손가락을 물어 피를 흘리자 피가 해골 속

으로 스며들면서 남편의 유골을 찾는다. 이후 제문을 지어 낭독하고, 기량의 해골을 짊

어지고 돌아오는 것에서 끝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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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특히 연장체가사의 연구범위 확대와 이해의 심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

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은 돈황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당ㆍ오대라는 ‘시대적 특성’을 기반으

로, 우선 ‘기량의 처’에서 ‘맹강녀 이야기’로의 변이와 변형의 의미를 이해한 후, <搗

練子⋅孟姜女>의 서사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 연행 특징을 살

펴보고자 한다.

Ⅱ. ‘기량의 처’에서 ‘맹강녀 이야기’로

‘맹강녀 이야기’의 원형인 ‘杞梁의 妻’ 이야기는 《左傳》 襄公 23年條에 처음 나타

난다.6) 

莒나라 군주는 친히 북을 치고 그들을 몰아쳐서 정벌하고 기량을 사로잡았다. 

거나라 사람이 〔齊와〕 화친을 맺었다. 제나라 제후가 돌아오다가 교외에서 기량

의 처를 만나, 사람을 시켜 〔기량을〕조문 하게 하였다. 거절하면서 “제 남편이 

죄가 있다면 어찌 외람되게 군주의 조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죄가 

없다면 조상의 누추한 집이 있으니 저는 교외에서 조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제나라 제후는 기량의 집에서 조문하였다.

齊의 대부인 기량이 莒를 치다 죽고,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맞이하는 내용

이다. 이 기록에는 오늘날 널리 알려진 ‘맹강녀 이야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

의를 전달하기 위해〔 寒衣〕 남편을 찾아 나서고〔 夫〕, 남편의 죽음을 애도

하여 울어서〔哭夫〕, 장성을 무너뜨린 후〔崩城〕, 끝내는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

는〔投水〕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량의 처’가 ‘맹

강녀’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사실의 기록 속에 짧게 등장하는 ‘기량의 처’ 이야기는 시대의 요구에 따

 6) 《左傳》  <襄公>23年(B.C.550) 條: ｢莒子親鼓之, 從而伐之, 獲杞梁. 莒人行成. 齊侯

歸, 遇杞梁之妻於郊, 使弔之. 辭曰, 殖之有罪, 何辱命焉? 若免於罪, 猶有先人之敝

廬在, 下妾不得 郊弔. 齊侯弔諸其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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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용의 첨삭을 거치며 변모한다. 우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哭’에 대한 최

초의 기록은 《禮記》  <檀弓>에 나타난다. ｢기량이 죽고 그 처가 길에서 남편의 관을 

맞이하면서 슬피 울었다｣7) 는 기록은 ‘기량의 처’ 이야기가 단순한 사실의 기록에

서 감정의 요소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8) 이후 西漢에 이르러 劉向의 《說苑》과 

《列女傳》에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 싸워 27인을 죽인 후 전사하였다. 그 처가 소

식을 듣고 곡을 하니, 성곽이 허물어지고 귀퉁이가 무너졌는데, 이는 지진 때문이 

아니었다.｣9)라는 내용과 ｢기량의 아내는 자식이 없었고, 안팎으로 친척도 없었다. 

돌아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성 아래에서 곡을 하였다. 곡

소리가 심금을 울리므로,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열흘 동안 곡을 하자 성이 무너졌다.｣10)라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여 울어서〔哭

夫〕, 성을 붕괴시켰다〔崩城〕’는 劇的인 내용이 추가되었다. 특히 《列女傳》에는 

이 외에도 기량의 처가 남편을 장사지낸 뒤 치수에 몸을 던지는〔投水〕 내용11)도 

추가되었는데, 이는 서한에 와서 ‘기량의 처’ 이야기가 유가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

 7) 《禮記》  <檀弓> 下: ｢杞梁死焉, 其妻迎其柩于路, 而哭之哀.｣ 
 8) 기량의 처의 ‘울음〔哭夫〕’은 동한의 古詩十九首 중 <西北有高樓>에도 등장한다. ｢누

각 위에 비파 뜯으며 노래하는 소리, 그 소리 어찌 이리 슬픈가? 어느 누가 이 노래를 

이리 부를 수 있으랴, 기량의 처 말고 없으리라.(上有絃歌聲, 音響一何悲. 誰能爲此

曲, 無乃杞梁妻.)｣ 이를 보면 기량처의 울음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哭의 

전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劉向 《說苑》  <立節篇>: ｢遂進鬪, 殺二十七人而死. 其妻聞之而哭, 城爲之陁而隅爲之

崩, 此非所以起也.｣ 《說苑》  <善說篇>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다: ｢옛날에 화주와 

기량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 처가 그를 슬퍼하여 성을 향하여 곡을 하니, 성의 

귀퉁이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졌다.(昔華周⋅杞梁戰而死. 其妻悲之, 向城而哭, 隅爲之

崩, 城爲之陁.)｣
10) 《列女傳》  卷4 <貞 傳> ‘齊杞梁妻’: ｢杞梁之妻無子, 內外皆無五屬之親. 旣無所歸, 

乃枕其夫之屍于城下而哭, 內誠動人, 道路過 莫不爲之揮涕. 十日而城爲之崩.｣ 
11) 《列女傳》  卷4 <貞 傳> ‘齊杞梁妻’: ｢장사를 지내고는 말하였다.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무릇 여인이란 반드시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을. 부친이 있으면 부친을 

의지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의지하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의지해야 한다. 지금 

나는 위로는 부친이 없고, 가운데로는 남편이 없으며, 아래로는 아들이 없다. 안으로 

의지하여 나의 정성을 보여줄 수도 없고, 밖으로 의지하여 나의 절개를 세울 수도 없

다. 내가 어찌 재가를 할 수 있겠는가. 역시 죽을 수밖에. 드디어 치수로 달려가 죽었

다. (旣葬, 曰, 吾何歸矣? 夫婦人必有所倚 也. 父在則倚父, 夫在則倚夫, 子在則倚

子. 今吾上則無父, 中則無夫, 下則無子. 內無所倚而見吾誠. 外無所倚而立吾節. 吾

豈能更二哉. 亦死而已. 遂赴淄水而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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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기승전결의 극적 서사구조를 갖춘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준

다. 

‘기량의 처’ 이야기는 당대에 와서 다양한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원형을 완전

히 벗어나면서 이야기가 더욱 풍부하고 새롭게 변형된다. 唐代 《同賢記》에서는, 기

량의 처로 등장했던 주인공은 ‘孟仲姿’로, 齊나라 제후로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전사

한 杞梁은 秦나라의 노역에 동원된 뒤 성의 완성과 함께 맞아죽은 燕나라 백성 ‘杞

良’으로 변모했다. 또한 맹중자가 ‘피를 흘려 기량의 유골을 찾아내는〔滴血〕’ 장

면이 추가되면서 극적 효과를 더욱 높였다.12) 춘추시기 齊나라를 배경으로 전개되

었던 이야기가 시공간을 이동하여 秦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秦始皇’과 ‘長城’ 

등 상징성을 띤 인물과 장소, 그리고 ‘장성 축조’라는 이야기의 배경을 새롭게 등장

시킨 것이다. 특히, 敦煌寫本 <孟姜女變文>과 <搗練子⋅孟姜女>에서는 처음으로 

‘孟姜女’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한의를 보내는〔 寒衣〕’ 이야기13)가 새롭게 첨

가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列女傳》에서 ‘기량의 처’의 최후를 자살로 서술한 후 ｢기량

의 처는 정숙하고 예절을 알았다｣14)라고 평한 것과는 달리, 《同賢記》나 <孟姜女變

文>, <搗練子⋅孟姜女> 에서는 피를 백골에 떨어뜨려 기량의 뼈를 찾아 수습한 후 

장사지내는 것으로 끝을 맺을 뿐, ‘맹중자’ 또는 ‘맹강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등

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의 변형이 唐代 民間에서의 전승 과정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학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 빈번한 전란과 변방의 수비로 인하여 전쟁 혹은 요

역나간 임을 기다리는 정부의 원망을 그린 ‘征婦怨’, 府兵制로 인한 민간의 가중된 

부담을 상징하는 ‘寒衣’,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의 무대가 되는 ‘邊塞’는 당대 문학에

서 가장 돌출되어 나타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 하에, 남편을 

12) 이상의 내용은 당 현종 연간의 類書 《琱玉集》에 인용된 《同賢記》의 기록이다. 袁珂 編 

《中國神話大辭典》, 華夏出版社, 2015, 337쪽.

13) 唐代의 府兵制는 활⋅화살⋅창⋅투구⋅의복 등 종군에 필요한 기물은 물론 식량까지도 

征人이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그 중 의복, 즉 寒衣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준비해야 

했던 것으로, 장기간 이별해야했던 임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매개체이자, 征婦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 寒衣’는 唐代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14) 《列女傳》 卷4 <貞 傳> ‘齊杞梁妻’: ｢君子 , 杞梁之妻, 貞而知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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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지낸 뒤 ‘정숙하고 예절을 알아’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한 여인보다는, 폭정을 

상징하는 長城을 哭소리로 무너뜨렸다는 ‘맹강녀’가 당시 민간의 요구에 훨씬 부합

했을 것이다.15) 특히 변방 돈황의 상황은 중원 지역보다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빈번한 전쟁과 요역 속에 남성보다 더욱 무거운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수많은 ‘맹강

녀들’의 이야기가 <搗練子⋅孟姜女>와 <孟姜女變文> 속에 반영된 것이다.16)

이렇듯, 사실의 기록 속에서 예법을 준수하여 전사한 남편의 장례를 치르려 했던 

‘기량의 처’에 대한 이 짧고 단순했던 이야기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곡절과 편폭을 

갖추고 끊임없는 변형을 이룬 것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그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7) 

Ⅲ. <搗練子⋅孟姜女>의 서사구조

돈황 연장체가사 <搗練子⋅孟姜女>는 ‘孟姜女 이야기’를 노래한 가사로, 맹강녀 

가정의 비극을 통해 당시 민간에서 감내해야 했던 공통의 시대적 비극을 투영하고 

있다. 任半塘의 《敦煌歌辭總編》 ‘雜曲 普通聯章’ 條에 <搗練子>18)를 調名으로 하

15) 顧頡剛은 당대는 맹강녀 고사의 전환기로, 빈번한 전란과 변방의 수비로 인해 맹강녀 

고사에 ‘征婦怨’의 비애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顧頡

剛 <孟姜女故事的轉變>; 《孟姜女故事硏究集》, 上海古籍出版社, 1984, 38쪽.

16) 맹강녀 이야기는 宋代에 와서 대체적으로 완성을 보이며, 희곡 장르의 소재로도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明 徐渭의 《南詞敍 》 ‘宋元 篇’에 <孟姜女 寒衣>가 실려 있는 

것을 볼 때 맹강녀 이야기는 중국 희곡에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맹강녀 이야기는 스토리를 변용해가며 여전히 중국문학에서의 소재로 

차용되고 있다. ‘세계신화총서’라는 초국가적 프로젝트에 중국대표 작가로 선정된 현대

작가 童이 중국 ‘신화 다시 쓰기’의 주인공으로 ‘맹강녀’를 선택하여 장편소설 《碧奴》

(중경출판사, 2006. 우리말 번역본《눈물》, 김은신 옮김, 문학동네, 2007)를 발표하기

도 하였다.

17) 조숙자는 예법과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했던 수많은 동아시아 여성들의 원

형의 하나로서 《列女傳》에 실린 ‘기량의 처’의 죽음을 이야기함으로써 맹강녀 이야기의 

변형 및 의미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그는 또, 맹강녀 이야기가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성에 대한 그 시대의 요구사항이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

이라고 보았다. 조숙자 <고대 여인의 죽음과 그 그림자-‘杞梁의 아내’ 이야기를 중심으

로>;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2, 293-3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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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組 총 10수의 詞가 각각 ‘孟姜女’를 부제로 하여 실려 있다. 그 중 제1組 4수

는 P.2809⋅P.3911⋅P.3319 사본에 필사된 것을 교감하여 수록하였고, 제2組 6

수는 P.3718 사본의 배면에 필사된 것을 교감하여 수록한 것이다.(서술상의 편의

를 위하여 <搗練子⋅孟姜女> 제1조, <搗練子⋅孟姜女> 제2조로 표기하며, 인용문

을 제시할 때는 ‘제1조 제1수’의 경우 ‘1-1수’로 표기함을 밝힌다.) 

우선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의 내용을 살펴본다.

1. <搗練子⋅孟姜女> 제1조19)

1-1. 안채 앞에 서서, 부모님께 작별 고한다.

절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구나.

부모님께 권하거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황제의 귀한 옷과 식량 먹기 위해서 랍니다.20)

1-2. 부모님께 하직인사 한 후, 妻의 방으로 들어간다.

부모님께 소원해지지 마시오.

낭군께서는 나아가시는 길에 오로지 노력만 하세요.

감히 시부모님께 방만함이 있겠습니까.

1-3. 맹강녀, 기량의 처라네.

연산으로 떠나시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네요.

寒衣를 완성했으나 전해 줄 사람 없어.

스스로 寒衣를 전할 수밖에 없네요.

1-4. 장성 가는 길, 실로 어려워라.

18) <搗練子> 조명은 《敎坊記》에 보이지 않는다. 宋 陳大輿의 《梅苑》에 수록된 무명씨의 

사 8수를 근거로 하여 五代에 처음 창제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돈황 사본의 발견으

로 이 곡조가 당대 돈황인에 의해 창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高國藩 《敦煌曲子詞欣

賞》, 南京大學出版社, 90쪽) <搗練子>는 晉⋅宋 이래 시제로 주로 쓰이던 ‘擣衣’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로 전쟁이나 요역에 충당되어 변새로 떠난 남편에 대한 그

리움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單調 27자⋅33777 5句⋅3平韻의 형식으로, 구어로 

구술되기에 아주 적합한 형식이다.

19) P.3911에는 맨 앞에 ‘孟曲子搗練子平’이라고 곡조명이 쓰여 있다. 1-3수, 1-4수가 먼

저 필사되어 있고, ‘同前’이라는 글자 뒤에 1-1수, 1-2수가 연이어 필사되어 있다. 

P.2809는 세 개의 사본 가운데 가장 완정하나 곡조명이 없고 잘못된 글자가 많다. 

P.3911과 필사순서가 같으며, 글자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

일하다. P.3319는 마지막 2수만 남아 있다. 

20) 여기서의 ‘官家’는 ‘皇帝’를 뜻한다. 蔣禮鴻 主編 《敦煌文獻語 詞典》, 杭州大學出版

社, 1994,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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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쌓인 산 위로 눈발 분분히 흩날린다.21)

술이라도 마셔 밥 못 먹는 상황 이겨 내거라.

원컨대 어서 건강히 돌아와 주려무나. 

1-1. 前立. 拜辭娘. 不覺眠中淚千行. 勸你耶娘 悵望. 爲喫他官家重衣糧. 

1-2. 辭父娘了. 入妻房. 莫 生分向耶娘. 君去前程但努力. 不敢放慢向公婆.

1-3. 孟姜女. 杞梁妻. 一去燕山更不歸. 造得寒衣無人 . 不免自家 征衣. 

1-4. 長城路. 實難行. 乳酪山下雪紛紛. 喫酒只爲隔飯病. 願身强健早還歸. 

제1수는 부모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요역을 앞둔 기량의 절망감이 표현되어 있다. 제2수는 아내와 

이별하며 부모님의 봉양을 당부하는 기량의 걱정과 오히려 기량을 위로하는 맹강녀

의 지고지순한 정절을 묘사하고 있다. 제3수는 출정한 뒤 소식 없는 기량, 그리고 

그를 위해 만든 寒衣를 전해 줄 사람이 없어 맹강녀 스스로 한의를 전하러 가겠다

는 결심을 시부모님께 알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제4수는 한의를 전하러 가는 

여정의 어려움을 묘사하는 한편, 길 떠나기에 앞서 시부모님의 당부가 묘사되어 있

다. 실로 어렵고 고생스러운 노정에서 술이라도 좀 마셔서 추위나 밥을 잘 못 먹는 

상황을 이겨내고, 좋은 소식 가지고 어서 건강히 돌아와 주길 바라는 시부모님의 

걱정 어린 당부가 잘 드러나 있다.22)

2. <搗練子⋅孟姜女> 제2조23) 

21) 원문의 ‘乳酪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任半塘은 祁連山(오늘날 甘肅省과 靑海

省 경계에 있는 산맥)이 소를 방목하기 좋고 치즈가 뛰어나다는 《涼州記》의 기록을 인

용하여, 乳酪山이 기련산이 아닐까 의심하였다. 任半塘 《敦煌曲初探》, 上海文藝聯合

出版社, 1954, 422쪽. 이에 대해 高國藩은 李白의 시 <北風行> 중의 ‘燕山雪花大如

席’의 표현에 착안하여 연산에 큰 눈이 내리면 산이 온통 하얗게(乳酪) 변한다는 뜻으

로 보아, 乳酪山을 ‘한겨울 눈에 덮인 산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高國藩, 

《敦煌曲子詞欣賞》, 南京大學出版社, 2001, 94쪽. 

22) ‘隔飯病’은 음식물을 삼켜 넘기기 어려운 병으로 주로 노인에게서 발병된다. 이를 근거

로 하여, 4구는 시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밥이 넘어가지 않는 병 

때문이니’ 크게 걱정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마지막 4⋅5구는 맹강녀의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술 마심은 밥이 넘어가지 않는 병 때문이라오. 원컨대 몸 건강

히 조만간 돌아갈 수 있기를’, 즉 너무 힘들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술로써 그 어려

움을 대신하는 극한 상황과 함께 어서 빨리 한의를 전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맹강녀의 바램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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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름이 잔뜩 낀 듯, 달은 이미 떠올랐네요. 

어슴프레 한 속 잠 못 이루는데 어느덧 삼경. 

얼굴이 갈빛에서 붉은 색으로 흩어지네요.24)

크게 소리 내어 울며 일월성신을 불러봅니다.25) 

2-2. 흰 목화솜을 이리저리 재어, 2丈 길이로 하였어요.26) 

그대 치수에 맞추어 옷을 재단합니다. 

밤새 꿈에 늦가을 성 밖 물길만 보았어요.27)

그대 신상에 무슨 일 있는 듯싶어 두렵습니다.

2-3. 맹강녀, 진의 기량.

평생 진황을 원망하리라.28)

진왕은 변경에 사람들 붙잡아두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는,

천리만리 장성을 축조하는구나.

2-4. 장성 아래, 곡소리 애달프도다. 

애달픈 곡소리 장성을 무너뜨린다. 

1리 반 짧은 장성 내에 해골 천만 개. 

사방의 해골들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구나.29) 

23) 1961년 발견된 P.3718 사본의 배면에 필사된 것을 교감하여 수록하였다. 원래는 가사

의 앞에 ‘曲子名目’이라는 표제가 있었으나, 《敦煌曲子詞斠證初編》과 《敦煌歌辭總編》

에서 구식과 격률에 근거하여 조명을 <搗練子>로 보충하였다. <搗練子>의 격식과 일치

하나 마지막 한 수는 2구가 더 첨가되어 있다. 맹강녀 이야기를 쓰고 있으나, <搗練

子⋅孟姜女> 제1조와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搗練子⋅孟姜女> 제2조는 필적이 

열악하고 잘못 쓴 글자가 많아서, 교감 상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존재하며, 뜻을 명

백하게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석상에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任半塘의 《敦煌歌辭總編》을 중심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다

른 諸家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석하였다. 

24) ‘面上褐綾紅分散’는 誤字가 많아 뜻이 통하지 않는다. 任半塘은 ‘面上褐綾’이 부부 간

의 갈라짐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568쪽. 

25) ‘三星’은 ‘하룻밤 내내’ 혹은 ‘三年’이나 ‘福⋅祿⋅壽 三福神’을 지칭하기도 한다. 任半塘

은 ‘三光’, 즉 日⋅月⋅星神의 의미로 보았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569쪽.

26) ‘ ’는 ‘ 量’, 또는 ‘齊等⋅比並’의 뜻이다.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 詞典》, 86쪽.

27) ‘秋交末’는 뜻이 통하지 않아 諸家의 뜻을 좇아 ‘秋郊水’로 풀이하였다.

28) ‘懊惱’은 ‘분노하고 원망하다’의 뜻이며, ‘掬惱’으로 교감되기도 한다. ‘聲聲’은 원 사본에

는 ‘生生’으로 쓰고 있다. ‘生生掬惱 秦王’에 대해 고국번은 ‘생생세세 진시황의 뇌를 

후벼 파야지만 그 원망을 풀 수 있다(孟姜女恨不得生生世世剜挑掬起 秦王的人腦, 

才能解恨.)’는 맹강녀의 간절한 바램으로 해석하였다. 高國藩, 《敦煌曲子詞欣賞》, 

95-96쪽.

29) 이 구절은 ‘진시황이 사방의 해골을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로 해석한 것으로, 진시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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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칼 끝 빛나고, 두 사람 마음이 간절하였어라. 

열 개 손가락 핏방울 해골에 떨어뜨리네.

푸른 조릿대로 검은 배자 꿰어 짊어졌어요.

오늘 이후로 용모는 완전히 늙어버리리라.30)

2-6. 여보 잘 지냈소? 내 이 말 좀 들어봐 주소.

부모님 이별한 지 십 수 년.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떡과 산자 만들어주시오.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밤, 저승 노잣돈 태워 올린다.

2-1. 雲疑蓋. 月已升. 朦朧不眠已三更. 面上褐綾紅分散. 號咷大哭呼三星. 

2-2. 白綿. 二丈長. 裁衣長短尺上量. 夜來夢見秋交末. 自怕君身上□□.

2-3. 孟姜女. 秦杞梁. 聲聲懊惱 秦王. 秦王敢質三邊滯. 千番萬里築城長.

2-4. 長城下. 哭聲哀. 感得長城一垜摧. 裏畔髑髏千萬個. 十方骸骨不敎回.

2-5. □亮. 兩拳拳. 十個指頭血霑根. 靑竹干投上玄背子. 從今以後信和藩.

2-6. 娘子好. 體一 . 離別耶娘十數年. 早晩到家鄕勤餑饊. 月盡日交管黃紙

錢. 長無□□□□. 月盡日交管黃紙錢. 

제1수는 님이 떠난 후 홀로 잠 못 이루던 깊은 밤, 불길함을 느끼고 크게 곡을 

하며 어찌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시간의 배경이 불길함의 전

조를 설명하는 듯하다. 제2수는 지난 밤 꿈에서 본 남편에게 보낼 한의를 만드는 

장면이다. 여인은 꿈을 꾼 뒤 이미 임의 신변에 변고가 생겼음을 짐작하게 되는데,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여인의 마음이 읽혀진다.31) 제3수는 맹강녀가 진왕의 장성 

폭정에 분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十方骸骨不敎回’를 다른 제가의 의견대로 ‘十方

收骨不空回’로 보아, ‘사방에 많은 유골들, 그 안에서 반드시 남편의 유골을 찾아 빈손

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라는 맹강녀의 다짐을 노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0) ‘從今以後信和藩’의 ‘信和藩’은 내용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다른 제가의 견해를 따라 

‘相貌皤’로 해석하였다. 

31) 2-2수의 한의를 만드는 장면, 그리고 불길한 전조를 느끼는 장면은 <孟姜女變文>의 첫 

부분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앞부분 잘림) 그대 수고롭게도 어렵사리 겨울옷 보내주

었으니, 장차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손 부여잡고 헤어질 때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조만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이오. 어느 누가 

짐작했겠소, 홀연 몽둥이에 맞아, 혼은 사그라지고 목숨이 다하여 변방 장성 아래서 죽

을 지를. 당초에 헤어진 후 장성에 이르니, 일을 맡은 관리는 참으로 모질었다오. 목숨 

다하니 바로 성 안으로 짓이겨 넣어져버렸고, 떠도는 혼은 여기저기 흩어져 형극의 세

월을 보내었다오. 그대 힘들게 나를 보러 먼 길 오면서, 서리바람 무릅쓰다보니 기력이 

쇠하였겠소. 절대 몸 보중하여 어서 빨리 돌아가시오, 가련한 나는 지하에서나마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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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에 대한 강한 분노와 원망을 드러내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드디어 맹강녀가 

등장함으로써 <搗練子⋅孟姜女> 제2조가 맹강녀 이야기를 노래한 것임을 확인해준

다. 제4수는 맹강녀가 장성에 이르러 슬피 곡을 하고, 그 애달픈 곡소리에 장성이 

무너지면서 1리 반도 되지 않는 성 아래 수많은 해골이 드러나는 장면을 묘사하였

다.32) 제5수는 손가락의 피를 흘려 남편의 유골을 찾아내고33) 자신이 입고 있던 

배자를 벗어 유골을 싸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34) 제6수는 기량의 혼백이 아내 

를 오래도록 그리워하리다.((前缺). □貴珍重 寒衣, 未□(委) 何可報得? 熱(執)別

之時 不久, 擬如朝暮再還鄕. 誰爲忽遭槌杵禍, 魂銷命盡塞垣亡. 當別已後到長城, 

當作之官相苦剋. 命盡便被築城中, 遊魂散漫隨荊棘. 勞貴遠道故相看, 冒涉風霜損氣

力. 千萬珍重早皈還, 貧兵地下長相 (憶).｣(이하, <孟姜女變文>의 인용문은 모두 《敦

煌變文集》(人民文學出版社, 1957, 32-35쪽)을 저본으로 한다. 해석은 《敦煌變文集》

과 그 교주본인 《敦煌變文校注》(黃征⋅張湧泉 校注, 中華書局, 1997)을 중심으로 하

고, 필요에 따라 제가의 의견을 따랐음을 밝힌다.)

32) 2-4수의 곡소리로 장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孟姜女變文> 중의 唱詞 부분 ｢그 아내 그 

얘길 듣고 크게 곡하며 부르짖기를, “그대가 장성에서 요절한 줄 몰랐어요. 해골이 장

성 안에 짓이겨 넣어졌다고 말하시니,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맹강녀 스스로 원통하여 

땅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보고 통곡하니, 어진 남편 일찍 죽음이 한스럽고 또 한스럽도

다. 부인의 굳은 정절 산하를 감동시켜, 통곡소리에 장성이 무너지는구나.(其妻聞之大

哭叫, 不知君在長城妖. 既云骸骨築城中, 妾亦更知何所道. 姜女自雹哭黃天, 只恨賢

夫亡太早. 婦人決列(烈)感山河, 大哭卽得長城倒.)｣과 삽입시가인 ｢언덕 위로 슬픈 

구름 일어나고, 아득한 광야에는 곡소리 슬프구나. 사람에게 감정이 없다면, 장성이 어

찌 무너졌겠는가? 석벽 천 갈래 갈라지며, 산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구나. 장성이 무너

질 것 어찌 알았으랴, 모두 부인이 왔기 때문이라네.(隴上悲雲起, 曠野哭聲哀. 若道人

無感, 長城何爲頹? 石壁千 列, 山河一向迥. 不應城崩倒, 總爲婦人來.)｣와 그 의경

이 비슷하다. 

33) 2-5수의 피를 떨어뜨려 유골을 찾아내는 장면은 <孟姜女變文> 중의 說白 부분 ｢해골 

무수하니 죽은 이가 한둘이 아니구나. 해골이 종횡으로 널려있는데 무엇으로 진짜를 찾

을 수 있으리. 손가락 깨물어 피를 빼어, 장성에 뿌려서 정성스러운 마음 드러내어, 그 

남편의 해골을 찾아낸다.(髑髏無數, 死人非一. 骸骨縱橫, 憑何取實. 咬指取血, 灑長

城已(以)表單(丹)心, 選其夫骨.)｣과 唱詞 부분 ｢오호통재라! 찾아내기 어려워라, 보기

만 해도 근심일게 하는구나. 하나하나 집어들고 살펴보고, 손가락 깨물어 피 흘려 하나

하나 시험해보네. 만약 내 낭군이라면 피가 뼈로 스며들 것이요, 낭군 기량이 아니라면 

피는 그냥 흘러내릴 것이리.(嗚呼哀哉難簡擇, 見卽令人 思起. 一一捻取自看之, 咬

指取血從頭試. 若是兒夫血入骨, 不是杞梁血相離.)｣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34) 이 뒤로는 남편의 유골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떠나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 부분은 <搗練

子⋅孟姜女>에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P.5039 사본에 필사된 <孟姜女變文>의 마지막 

說白 부분 ｢제를 마치고, 남편의 뼈를 묶어 등에 지고,…….(祭之已了, 角束夫骨,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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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강녀에게 힘써 부모를 섬겨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쓴 후, 마지막으로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날, 맹강녀가 진혼제를 지내는 장면을 묘사하였다.35) 

두 組 <搗練子⋅孟姜女>의 형식 및 내용상에서의 동일점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형식면을 살펴본다. 두 組 모두 사패 <搗練子>의 ‘5구 33777’의 기본 격

식을 채용하여 각각 4수와 6수로 맹강녀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패

의 격식과 부합되기는 하나, 그중 ‘爲喫他官家重衣糧’(1-1수), ‘辭父娘了’(1-2수), 

‘靑竹干投上玄背子’(2-5수), ‘早晩到家鄕勤餑饊’(2-6수), ‘月盡日交管黃紙錢’(2-6

수)의 경우 8언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2-6수의 경우 마지막에 ‘ 長無□□□□. 

月盡日交管黃紙錢.’ 2句가 더 첨가되어 고정격식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형태를 보

이고 있다. 

둘째, 내용면을 살펴본다. 우선, 이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에서 처음으로 ‘기

량의 처’가 ‘孟姜女’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어 등장하고 있다. 제1조는 4수 모두가 맹

강녀 이야기와 부합된다. 2조의 경우 2-1수와 2-2수는 맹강녀가 한의를 만들고 장

성으로 향하는 배경설명의 역할을 하며, 2-3수부터 본격적으로 맹강녀 이야기를 서

술하고 있다. ‘맹강녀 이야기’ 전편을 볼 때, 제1조는 전반부를, 제2조는 후반부를 

背負,□□□□, 來.(下缺)｣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35) <搗練子⋅孟姜女>에서의 진혼제는 남편 기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장성

에서 노역하다 죽은 이 모두를 위한 진혼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역시 P.5039 <孟姜女

變文>의 후반부 說白 부분 ｢아직도 많은 해골,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구나. 강녀 슬

피 울며, 앞을 향해 묻는다. ‘이렇게나 많은 해골들, 고향은 어디신가요? 남편을 거두어 

돌아가는 길에, 그대들을 위해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대들도 만약 혼이 있다면, 제가 

마땅히 모셔야지요.’(更有數箇髑髏, 無人搬運, 姜女悲啼, 向前借問. 如許髑髏, 佳俱

(家居)何郡? 因取夫迴, 爲君傳信. 君若有神, 兒當接引.)｣과 이에 대해 해골들이 답

하는 唱詞 부분 ｢우리들은 모두 명가의 자제들이오. 진에 의해 성 쌓는 병졸로 충당되

어, 고생 고생하다가 모두 죽은 것이오. 들에 시체가 널려있으나 소식은 끊어져, 봄부

터 겨울까지 황사 속에 누워있었다오. 규중에서 슬피 원망할 사람에게 알려주시오. 힘

써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달라고요. 이 말을 마음속에 품었다가, 우리 부모 보게 되면 

조심히 알려주시오.(我等並是名家子. 被秦差充築城卒, 辛苦不襟(禁)俱役死. 舖屍野

外斷知聞, 春冬鎮臥黃沙裏. 爲報閨中哀怨人, 努力招魂存祭祀. 此 爲記在心懷, 見

我耶孃方便說.)｣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맹강녀 일가의 비극이 실은 당시 사회 

전반의 비극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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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상호 공통부분이 없다. 또한 寒衣를 만드는 부분이 2

조 10수의 작품 속에서 1-3수와 2-2수 두 首에 걸쳐 중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 首가 하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搗練子⋅孟姜女>의 특징36)과는 어울

리지 않는다.37)

그렇다면 동일하게 ‘맹강녀 이야기’를 노래한 작품이 왜 별도의 내용으로, 또 별

도의 사본으로 각각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이해

해볼 수 있다. 첫째, 이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는 원래 한편의 작품이다. 즉, 

현존하는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는 전체 맹강녀 이야기를 노래한 것 가운데 상

당부분이 유실된 나머지로 보는 것이다. 이는 제1조가 맹강녀 고사의 전반부를, 제

2조가 후반부를 노래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둘째, 이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는 

독립된 각각의 노래이다.38) 

敦煌 <搗練子⋅孟姜女>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변이와 변형을 거듭해 온 ‘맹

강녀 이야기’를 노래한 가사이다. 따라서 서사 성질이 강하게 존재하는 만큼, 작품 

자체에 대한 서사 성질 및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은 작품을 입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搗練子⋅孟姜女>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그 서

사구조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발단-위기-갈등-절정-대단원 식의 

서사구조를 보인다.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를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1수 : 요역 떠나며 부모님께 하직 인사하는 杞梁의 절망감 

1-2수 : 떠나기 전 부모님에 대한 당부의 말과 맹강녀의 위로

36) 高國藩은 <搗練子⋅孟姜女>의 특징 중의 하나로 1首의 詞가 하나의 場面을 노래하는 

것으로 꼽았다.(高國藩 《敦煌曲子詞欣賞》, 南京大學出版社, 2001, 97쪽) 이로 볼 

때, 1-3수와 2-2수에서 중복되어 나오는 ‘寒衣’ 관련 장면은 이 두 組의 <搗練子⋅孟

姜女>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에 상당히 주저하게 만든다. 

37)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此調四首 次調六首, 均非孟姜女故事之全, 亦非出於同一

劇本, 彼此幷無緊密之聯繫. 此調佔故事之開端, 次調佔故事之結束, 中間顯有脫節.｣
(上海古籍出版社, 1987) 552쪽. 

38) 이에 대해서는 Ⅳ장 <搗練子⋅孟姜女>의 연행형식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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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수 : 소식 없는 기량을 위해 寒衣를 전달하러 갈 결심을 시부모님께 알림

1-4수 : 장성으로 가는 노정의 어려움과 길을 떠날 때 시부모님이 하신 당부

2-1수 : 돌아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좋지 못한 꿈을 꾼 후의 슬픔

2-2수 : 寒衣를 만드는 한편 기량의 신상에 대한 염려 

2-3수 : 長城을 축성하는 진시황에 대한 원망

2-4수 : 哭으로 장성이 무너지고 그 아래 해골이 가득 드러나는 참상

2-5수 : 피를 흘려 기량의 유골을 찾아내는 장면

2-6수 : 기량의 혼백이 맹강녀에게 부모님의 봉양을 당부하는 것 및 鎭魂祭 거

행 장면

이야기의 발단은 부부의 이별에서 시작된다. 이 이별은 능동적이고 자의적인 이

별이 아닌, 통치계급이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을 동원하는 상황에

서 생겨난 강제적 이별이다. 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어찌할 수 없는 이별’이 원

인이 되고,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서로 맞물리면서 시간의 추이에 따른 사건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갈등요소의 등장이다. 2-3수에 보이는 ‘ 秦王’은 표면

적으로는 秦始皇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唐朝의 皇帝를 지칭한다.39) 秦始皇은 역

사 이래 최대의 폭군을 상징하며, 長城은 번중한 요역의 상징이자 통치계급 통치의 

상징이다. 단순한 사실 기록에 불과했던 ‘기량의 처’이야기는 당대에 이르러 진시황

의 장성 축조를 재소환하였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당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연결시킴으로써, ‘맹강녀 이야기’라는 새로운 경계로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

기 속에 당시의 과중한 전란과 요역으로 평범한 삶이 붕괴된 백성들의 고통과 분

노, 저항을 담아내어 단순한 기승전결의 서사구조 속에서 그 주제의식을 명확히 드

러내고 있다. 

둘째.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작중 인물의 진술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搗練子⋅孟姜女> 전편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39)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皆以秦王作代詞, 實怒唐王也.｣(上海古籍出版社, 1987) 

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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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아래, 곡성소리 구슬프구나. 그 곡소리 장성을 무너뜨린다. 장성 내에 해

골 천만 개. 사방의 해골들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2-4수)

안채 앞에 서서, 부모님께 작별 고한다. 절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구나. 부모님

께 권하노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황제의 귀한 옷과 식량 먹기 위해서 랍니다.

(1-1수)

맹강녀, 기량의 처라네. 연산으로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네요. 겨울옷을 

완성했으나 전해 줄 사람 없어, 스스로 征衣를 전할 수밖에 없네요.(1-3수)

2-4수는 맹강녀가 목도한 장성의 참상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대로 전달된

다. 전형적인 전지적 작가시점의 묘사로 볼 수 있다. 1-1수 역시 3인칭 관찰자 시

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기량의 독백으로도 볼 수 있다. 1-3수 

또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첫 1⋅2구는 명확

히 관찰자 시점에서의 서술로 볼 수 있고, 제3⋅4⋅5구는 1인칭 주인공인 맹강녀

의 독백으로도 읽혀진다. 

부모님께 하직인사 한 후, 妻의 방으로 들어간다. 부모님께 소원하지 마시오. 

낭군께서 나가시는 길에 오로지 노력만 하세요, 감히 시부모님께 방만함이 있겠습

니까.(1-2수) 

첫 1, 2구는 관찰자 시점에서의 서술이다. 제3구는 요역을 떠나기에 앞서 기량

이 맹강녀에게 당부하는 말을, 제4구와 5구는 맹강녀가 남편의 당부에 대답하는 내

용을 대화체의 형식으로 쓰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 1⋅2구이다. 이것은 관

찰자 시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량의 독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搗練子⋅孟姜女> 10수를 보면, 이렇게 시점의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작품 내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칭사가 생략된 데서 나온 결과이다. 이렇듯 인칭

사가 생략된 경우 이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배역의 진술로 볼 

것인가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작품의 연행 성질과

도 관련이 있다.

셋째. 새로운 여성상의 창출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돈황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당⋅오대라는 ‘시대적 특성’을 기반으로 탄생한 敦煌 

<搗練子⋅孟姜女> 속 주인공 ‘孟姜女’의 여성상은 양면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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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우선, 봉건사회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여인상이다. 이는 특히 <搗練子⋅
孟姜女> 제1조에서 잘 그려지고 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면

서도 그 개인의 비애를 초월하고 지고지순하게 수절하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극복

하고자 하는 전통윤리 하의 여성, 단순히 한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의를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적극적이고 강인한 여성, 그것은 바로 봉건사회에서 

여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미덕이다. 이는 기량의 입장에서 더욱 노골화되어 나타

난다. 기량은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아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소원해

지지 말라’(1-2수)며 맹강녀에게 부모에게 효성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죽은 

혼백으로 나타나서도 맹강녀에게 ‘빨리 돌아가 부모님께 떡과 산자를 만들어 봉양하

라’(2-6수)고 당부한다. 이러한 기량의 모습은 바로 당시 봉건사회의 요구가 그대

로 투영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搗練子⋅孟姜女> 제2조 속의 맹강녀는 매우 반항

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상을 보여준다. 그녀는 진시황의 장성 축조에 분노하고 원망

하여 마침내 哭으로써 장성을 붕괴시킨다. 장성의 붕괴는 당시 통치계급의 붕괴이

자 봉건왕조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맹강녀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저항을 대변

한 현실비판형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향의 《列女傳》이나 당대 이후 수많은 

맹강녀 이야기에서 예법과 정조를 지키기 위한 맹강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40) 

것과는 달리, <搗練子⋅孟姜女> 제2조 속의 맹강녀는 보다 더 ‘民’의 입장에서 자

주적이고 저항적이며 적극적인 시대의식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이는 바로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또 하나의 여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맹강녀’가 지닌 이러한 양면

성은 연행 연출에서 劇的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해준다. 

Ⅳ. <搗練子⋅孟姜女>의 연행형식

敦煌 <搗練子⋅孟姜女> 제1조는 P.3911 사본에 ‘孟曲子搗練子平’, 제2조는 

P.3718배면에 ‘曲子名目’이라는 표제가 있다. 여기서의 ‘曲子’는 <搗練子⋅孟姜女>

40) ‘맹강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진시황이 맹강녀의 미모에 혹해 그녀를 유인하지만, 

맹강녀는 부귀와 권력 등의 유혹을 물리치고 남편의 장례를 성대히 치른 후 강물에 투

신하여 죽음으로써 예법과 정조를 지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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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성질을 알려주는 것으로, <搗練子⋅孟姜女>가 음악과의 配 을 기본 성질

로 하는, 단순한 문자 독본이 아닌 가창의 형식으로 연행된 가요라는 사실을 명확

히 알려준다. 그러나 민간전설 본연의 서사적 구조가 명확한 <搗練子⋅孟姜女>가 

독립된 가창으로만 연행되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곡조를 기반으로 

하는 가사를 기본적으로 ‘현장 예술’로 본다면, 이들 작품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내용이나 형식⋅어휘표현 등에 대한 분석 외에도 현장에서의 연행 성질 및 형

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상술한 서사구조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敦煌 <搗

練子⋅孟姜女>의 연행 성질 및 형식을 고찰해본다.

첫째, 통속적이고 典型化된 쉬운 내용 

돈황가사는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그 서사구조 역시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따라

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통속적이고 쉬운 이야기나, 상징적인 인물 등을 등장시

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현장에서의 전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41) ‘맹강녀 이야기’는 그 내용이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계층을 묘사

한 것이 아닌 일반 대중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그려냈다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주인공인 맹강녀는 예부터 반전이나 염전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된 만큼, 당

대 지속적인 변경확대정책으로 인한 민심의 불안과 불만, 저항을 노래하기에는 가

장 효과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당시 많은 민간 예인들의 주목을 끌었을 것이다. 이

와 관련된 돈황 사본이 10종이나 존재하는 것은 당시 돈황 지역에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말해준다. 

둘째, 현장성이 강조된 원 사본의 필사순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조가 필사되어 있는 P.3911과 P.2809 사본의 필사 순

서이다. 원래 사본에서는 1-3수 ⟶ 1-4수 ⟶ 1-1수 ⟶ 1-2수 순서로 필사되어 있

다. 즉, P.3911 사본을 보면, ‘孟曲子搗練子平’이라는 곡조명이 있고 바로 다음에 

41) 돈황사는 口傳되기 쉬운 가창의 형식으로 인해 전래 및 수용이 용이한 반면 입으로 발

화되는 순간 그 수명이 다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顔廷亮 《敦煌文學槪

論》, 甘肅人民出版社, 1993, 119쪽) 이러한 한계로 인해 돈황사는 전반적으로 통속적

이고 이해하기 쉬운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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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바꾸어 ‘孟姜女, 杞梁妻. 一去燕山更不歸.’로 가사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를 역행하는 것이 된다. 두 

개의 사본에서 필사순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필사자의 단순한 기억착오로 보

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 사본에서 1-3수가 가장 먼저 필사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孟姜女’와 ‘ 寒衣’ 등 대중이 익히 아는 인물과 사건을 이용하여 청중을 집

중시키고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연창자의 의도가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의 필사 순서로 된 가사를 만약 ‘讀本’으로만 읽게 될 경우, 독자는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42) 따라서 원 사본의 필사 순서는 <搗練子⋅
孟姜女>가 현장에서의 연창을 기본 성질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

다.43) 

셋째, 인칭사의 생략 

敦煌 <搗練子⋅孟姜女>에는 인칭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搗練子⋅孟姜女>

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과 연계되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칭사의 생략은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 가창 등의 현장성 

예술에서 연창자는 혼자서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

기도 하고, 또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각 등장인물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즉, 

연창자는 때에 따라서는 맹강녀⋅기량⋅기량의 부모⋅기량의 혼백 등의 역할을 맡

아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도 있으며, 혹은 이 역할들이 교차되어있는 

장면으로 연창할 수도 있다.44) 작품 내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생동감은 이

42) 任半塘이 《敦煌曲校 》(上海文藝聯合出版社, 1955년)에서는 원 사본의 필사순서에 

따라 작품을 수록했지만, 그 뒤 《敦煌歌辭總編》(上海古籍出版社, 1987년)에서 이야

기의 흐름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여 수록한 것은, 원 필사순서를 民間 戱文의 혼란으

로 인한 필사자의 착오로 보았기 때문이다. 任半塘의 순서재배치는 결과적으로 ‘讀本’

의 성질을 강조한 것이 되었다. 

43) 吳眞은 P.3911 사본이 곡패와 조명, 동작제시사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본은 그 초사목적이 맹강녀곡자의 可唱性과 可演性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는 연출용 사본이라고 단정하였다. (吳眞 <敦煌孟姜女曲子的寫本情境>; 《民俗硏究》

2011년 2기, 181-182쪽 참조) 

44) 3인칭 관찰자 시점이자 등장인물의 독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代 體’의 인물

대화를 말한다. 대언체는 희극 성질을 확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戚

世雋는 이는 극본 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지만 다른 강창작품이이나 소설에

서도 상용되는 형식요소이니만큼 특수할 것이 없다고 보았다.(戚世雋 < 敦煌寫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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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현장성 예술 장르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창자가 가진 여러 

요소들, 즉 연창 능력⋅기억력⋅현장 장악능력이나 연행 공간에 따라 <搗練子⋅孟

姜女>는 얼마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연행될 수 있게 된다. 만약 敦煌 <搗練子⋅孟

姜女>가 단순히 문자기록 중심의 ‘讀本’이었다면 독자들은 이러한 살아있는 생동감

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넷째, 대화체의 활용

인물 간의 ‘대화’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더욱 

생동감 있고 핍진하게 인물을 묘사하고 상황을 그려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현장

에서의 연행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搗練子⋅孟姜女> 역시 대화체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대화체와 非직접적인 대화체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부모님께 하직인사 한 후, 妻의 방으로 들어간다. 부모님과 소원해지지 마시오. 

낭군께서 나가시는 길에 오로지 노력만 하세요, 감히 시부모님께 방만함이 있겠습

니까.(1-2수) 

돈황 <搗練子⋅孟姜女>에서 직접적인 대화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인 작품이다. 첫 1, 2구는 관찰자 시점의 노래 혹은 기량의 독백으로 볼 수 있다. 

3구는 명백히 먼 길 떠나기에 앞선 기량의 당부이며, 4구와 5구는 슬픔을 억누르

고 오히려 기량을 위로하는 맹강녀의 답가이다. 이렇게 한 수의 곡조 내에 대화체

를 활용하는 것 외에 두 수의 곡조가 서로 대창의 형식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맹강녀, 기량의 처라네. 연산으로 떠나시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네요. 寒衣

를 완성했으나 전해 줄 사람 없어, 스스로 寒衣를 전할 수밖에 없네요.(1-3수)

장성 가는 길, 실로 어려워라. 눈 쌓인 산 위로 눈발 분분히 흩날린다. 술이라

도 마셔 밥 못 먹는 상황 이겨내거라. 원컨대 어서 건강히 돌아와 주려무나.(1-4

수) 

1-3수는 맹강녀가 한의를 직접 전달할 결심을 시부모님께 밝히는 부분이며, 1-4

‘劇本’資料的檢討>; 《文化遺産》 2009년 제1기, 127-1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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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시부모님이 맹강녀가 길을 떠나기 전 하는 당부의 말이다. 곡조가 선후로 정

확히 唱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두 명의 話 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식의 직접적 대화체 외에도, 聽

가 작품 안에서 언급되는 非직접적인 대화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1-1수 ‘ 前

立, 拜辭娘’은 이별을 앞두고 기량이 직접 부모님께 이별을 고하는 장면으로, 비록 

가사 속에는 없지만 기량의 노래를 듣는 청자인 부모님의 존재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2-6수의 기량 혼백의 독백 역시 노래는 비록 혼자 하지만 맹강녀의 청자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체의 활용 또한 <搗練子⋅孟姜女>

의 연행 성질을 보여주는 중요요소이다.

다섯째, 실제생활에 밀착된 구어의 활용

돈황사는 민간에서 창작되어 민간을 중심으로 향유되고 전래된 것으로, 간결하고 

생동적인 서사 방식과 일상적인 구어의 운용으로 자연스럽고 질박한 풍격을 지닌

다. <搗練子⋅孟姜女> 또한 전편에 걸쳐 간결하고 통속적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그 본질인 民間性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勸你耶娘 悵望’⋅‘爲喫他官家重衣

糧’(1-1수), ‘莫 生分向耶娘’⋅‘不敢放慢向公婆’(1-2수), ‘造得寒衣無人 ’⋅‘不免

自家 征衣’(1-3수), ‘喫酒只爲隔飯病’⋅‘願身强健早還歸’(1-4수) 등 모두 화려한 

수식이 없이 주인공의 신분에 걸맞는 구어를 활용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을 더욱 생동

감있게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구어화된 특징은 현장성이 중시되는 희곡 언어의 특

성에 특히 부합된다.

또한 ‘辭父娘了’(1-2수)처럼 3언의 구형을 벗어난 것이나 ‘爲喫他官家重衣

糧’(1-1수)⋅‘靑竹干投上玄背子’(2-5수)⋅‘早晩到家鄕勤餑饊’(2-6수)⋅‘月盡日交管

黃紙錢’(2-6수) 등 7언의 정형을 벗어나 8언으로 되어 있는 구는 ‘了’⋅‘他’⋅‘子’⋅
‘鄕’⋅‘交’ 등 모두 구어적인 요소가 있는 글자들이 첨가된 것이다. 이는 민간에서 

창작된 <搗練子⋅孟姜女>가 민간에서 연창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첨가되어 불

리다가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6의 경우 마지막에 2句가 더 첨가되어 

있는 것은 고정격식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이기는 하나,45) 노래를 부를 때 연

45)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趙景深校: 末首重疊二句作結, 在後來詞曲結構中, 並不罕

見. 彈詞開篇全篇均七 上下二句, 但 後却是三句. 戱曲尾聲也常是三句.)｣(上海古

籍出版社, 1987) 5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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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가 가진 여러 요소들에 의해 자유롭게 연창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맹강녀가 남편의 혼을 제사지내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으로, 혼령을 위로

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중복 연창은 감정적 요소를 한껏 증가시킨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지문 성격의 句 존재

敦煌 <搗練子⋅孟姜女>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작품 속에 지문, 즉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무대 효과 등을 알려주는 지시

사의 성격을 보이는 구가 많이 보인다. <搗練子⋅孟姜女> 2조 10수 모두에서 제1

구와 제2구가 지시사로 쓰이고 있는 것은 <搗練子⋅孟姜女>가 표현기법 상 고정된 

내용 격식을 가졌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 가운데 특히 ‘ 前立, 拜辭娘.’(1-1수)⋅
‘辭父娘了, 入妻房.’(1-2수)⋅‘ 白綿, 二丈長.’(2-2수)⋅‘長城下, 哭聲哀.’(2-4

수)⋅‘娘子好, 體一 .’(2-6수) 등은 직접적인 동작 지시사로 볼 수 있어 <搗練

子⋅孟姜女>의 현장 연행 성질을 높여준다.

특히 이 가운데 주의할 것은 바로 1-2수 ‘辭父娘了’의 ‘了’자이다. ‘了’자는 희곡

극본과 불교의궤서 안에서 동작의 제시어로 쓰이는 ‘了’로 이해해야 한다.46) 즉, 부

모님께 하직인사를 드리는 동작 완료 후 바로 그 다음 동작인 아내의 방으로 연결

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형적인 동작지시사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관찰자 외에도 극정을 이끌어가는 각색이 최소 4인이 존재하는 것이

나, 哭을 하고 鎭魂祭를 올리는 상황, 집의 후원에서 시작되어 멀리 장성으로 서사

무대가 옮겨지는 서사공간의 확장 등은 <搗練子⋅孟姜女>가 단독의 연창 외에 극

적 형식으로 민간의 歌場47)에서 연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6) 吳眞 <敦煌孟姜女曲子的寫本情境>; 《民俗硏究》  2011년 2기. <伍子胥變文>｢비가를 

끝낸 후 강변에 이르러 멀리 바라본다.(悲歌以(已)了, 行至江邊遠盼.)｣ 중의 ‘了’ 역시 

‘끝내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외에 ‘了手’ 역시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敦煌 <秋胡

變文> ｢추호가 어머니께 하직하고 처의 방으로 들어가다(秋胡辭母了手, 行至妻房

中.)｣, <李陵變文> ｢이릉의 노모와 처자를 죽이고, 그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誅陵老

母妻子了手, 所司奏表於王.)｣에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 ‘了手’(蔣禮鴻 主編《敦煌文

獻語 詞典》, 199쪽) 역시 위치상 ‘了’와 그 쓰임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7) 歌場은 字意上으로는 ‘노래 공연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唐代의 歌場에서는 歌曲뿐만 

아니라 강창과 舞 등 다양한 종류의 공연이 행해졌다. 전홍철 《돈황강창문학의 이

해》, 소명출판, 2011, 477쪽.



44  《中國文學硏究》⋅제68집

그렇다면, 敦煌 <搗練子⋅孟姜女>는 어떤 형식으로 연행되었을까?

<搗練子⋅孟姜女> 제1組와 제2組의 관계 규명은 이 작품의 연행 형식을 유추하

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일하게 ‘맹강녀 이야기’를 노래한 작품이 별도의 내

용, 별도의 사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이해해볼 수 

있다. 

첫째, 이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는 원래 한편의 설창 작품의 唱부분이다. 

즉, 현존하는 2組의 <搗練子⋅孟姜女>를 전체 맹강녀 이야기를 노래한 것 가운

데 상당부분이 유실된 나머지로 보는 것이다. 맹강녀 이야기의 전반부를 묘사한 제

1조와 후반부를 묘사한 제2조를 합쳐서 하나의 작품으로 보게 되면, 이야기의 기승

전결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극적 요소도 더욱 증가된다. 만약 이들이 한편

의 작품으로 각 詞과 詞, 그리고 2개의 組 사이에 說白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면, 현존하는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는 설창 내의 唱詞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그 연행성질은 보다 더 강화된다.48) 즉 당대 講唱이 說白과 說

白 사이에 여러 배역의 노래가 삽입되는 정황을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49)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敦煌 <孟姜女變文>과 <秋胡變文>50)이

다. <孟姜女變文>은 殘卷으로 남아있는 내용을 볼 때, 唱과 講이 결합되어 이야기

48) 伏俊璉은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를 각각 시작부분과 결미부분으로 보고, 辭와 

辭⋅章과 章을 說白으로 메꿔준다면, 서사와 극적 갈등이 완벽히 갖춰진 한편의 이야

기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바로 대언을 서술수단으로 하고, 곡사를 표현형식으

로 하여 연출한 조기희극이라고 단정하였다. 伏俊璉⋅喩忠傑 <敦煌歌辭聯章套曲中戱

劇曲辭 述>; 《社 科學戰線》(古代文學硏究) 2014년 7기, 126-127쪽 참조. 

49) 王昆吾 《隋唐五代燕 雜 歌辭硏究》: ｢乙組六首,……但其中仍然有跳躍, 有省略, 表

明原作必嵌于說白之中; 二組一占故事之開端, 一占故事之結束, 中間顯有脫節; ……. 

據此, 我們可以想像唐代講唱于說白中間揷各種角色歌唱的情況, 亦可得知實際講唱

底本的關係.｣(中華書局, 1996) 414쪽
50) 敦煌 <秋胡變文>의 원형인 ‘추호 이야기’는 서한 劉向의 《列女傳》 卷5 ‘魯秋潔婦’에 보

인다. 장가든 지 닷새 만에 집을 떠나 陳나라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5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추호는 뽕 따는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황금으로 유혹하며 희롱한다. 

지고지순하게 정절을 지키며 시부모를 봉양해온 추호의 아내는 나중에 자신을 희롱한 

자가 남편 추호임을 알고, 그를 호되게 질책하고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는다. 역시 《列

女傳》 卷4 ‘齊杞梁妻’에 등장하는 ‘기량의 처’ 이야기와는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으

나, 남편의 부재 속에 정절을 지키며 시부모를 진심으로 봉양하던 기량의 처가 남편의 

장례를 마친 뒤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것과 그 이야기의 전개가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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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개하며 <搗練子⋅孟姜女> 제2조와 내용상 아주 흡사함이 이미 입증되었다. 

<秋胡變文>은 <搗練子⋅孟姜女> 제1조의 설창 가능성을 보여준다. 秋胡가 집을 

떠나는 것은 높은 벼슬에 오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비록 이야기의 발단은 ‘맹강녀 

이야기’와 다르지만, <秋胡變文>의 전반 도입부의 전개는 <搗練子⋅孟姜女> 1-1

수⋅1-2수와 매우 흡사하다. 특히 <搗練子⋅孟姜女> 1-1수 ‘ 前立, 拜辭娘.’과 

<秋胡變文>의 ｢말을 이미 마친 후 의관을 정돈하고 당 앞으로 가서 두 손을 모으

고 어머님께 아뢴다.(是 已訖, 整 容 , 行至 前, 叉手啓孃曰.)｣ <搗練子⋅孟

姜女> 1-2수 ‘辭父娘了, 入妻房.’과 <秋胡變文>의 ｢추호는 어머니께 떠나는 인사 

올리고, 처의 방으로 갔다. ……추호가 아내에게 일러 말하였다.(秋胡辭母了手, 行

至妻房中, ……秋胡啓娘子曰.’)｣는 그 내용의 전개가 상당히 흡사하다.51) 

‘맹강녀 이야기’나 ‘추호 이야기’처럼 민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민간 예인에 

의해 설창 형식으로 창작될 때, 아마도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 및 형식은 고정화된 

격식이었을 수도 있다. <孟姜女變文>과 <秋胡變文>, 그리고 <搗練子⋅孟姜女>의 

관계는 바로 민간의 唱詞가 變文이나 話本과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였음52)을 보

여주며, 이는 敦煌 <搗練子⋅孟姜女>가 설창의 창사부분으로 연행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이 외에, 敦煌賦 <齖䶗書>에 삽입된 정격연장체 가사 <十二時⋅勸

學> 역시 돈황가사가 삽입가요로 쓰인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53)로, <搗練子⋅孟姜

女>가 설창의 창사로 연행되었을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둘째, 이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는 독립된 각각의 노래이다. 

이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는 애초 설창의 창사였지만, 점차 설창 文本이 說

51) <搗練子⋅孟姜女> 제1조와 <秋胡變文>의 전개가 비슷한 것을 두고, 任半塘 역시 이것

이 당시 희극이나 강창에서 사용되던 민간문예의 하나의 규칙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秋胡變文>을 통해 <搗練子⋅孟姜女> 제1조 4수의 노래 사이사이에 說白이 어

떠한 형태로 존재했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고 보았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562

쪽)

52) 王昆吾 《隋唐五代燕 雜 歌辭硏究》: ｢這就反映了民間唱詞同變文、話本的相互影

響.｣(中華書局, 1996) 415쪽.

53) <齖䶗書>는 ‘齖䶗新婦文’⋅‘十二時’⋅‘呪詞’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의 해설(說)

과 인물 간의 대화(白) 그리고 노래(歌) 세 가지 방식이 모두 활용된 연행물이며, 특히 

운문체로 구성되어 있는 창부는 唱 형식으로 대화와 노래가 결합되어 있어 돈황 강

창문학이 歌辭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홍철 《돈황강창문학의 이

해》, 소명출판, 2011, 478-483쪽.



46  《中國文學硏究》⋅제68집

白 부분을 중심으로 고사를 서술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독립되어 유전되

었을 수도 있다.54) 또는 연행 현장에서 연창자의 즉흥적 변이에 의해, 혹은 청중

들의 요구에 의해 따로 가창 등의 형식으로 연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후 점차 

고정되어 독립적으로 구연되면서 전승되다가 필사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 외에도, 처음부터 핵심주제를 이용하여 각각 독립된 작품으로 창작되었을 가

능성도 충분이 존재한다.55) <搗練子⋅孟姜女> 제1조는 남편을 찾아 한의를 전달

하는 ‘ 寒衣’가 중심이 되어, 기량의 말(1-1수) - 부부의 대화(1-2수) - 맹강녀의 

말(1-3수) - 시부모님의 말(1-4수)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미 완벽한 이야기 구

조를 갖추고 있다. ‘ 寒衣’ 이야기는 기존의 ‘맹강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돈황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당대 사회를 정확히 반영하는 현상이

다.56) <搗練子⋅孟姜女> 제2組는 곡을 하여 장성을 무너뜨린다는 ‘哭長城’을 중심

으로, 소식 없는 임의 꿈을 꾸고(2-1수) - 한의를 재단하며(2-2수) - 장성 축조에 

54) 戴瑩瑩은 이들 가사를 원래 설창문본의 삽입가요였으나 후에 단독으로 유전된 운문, 

즉 擬定揷詞로 분류하였다. 그는 <搗練子⋅孟姜女> 외에도 <雲謠集雜曲子> 중 4수의 

<鳳歸雲⋅征夫數載> 등 서사구조를 갖춘 정부원 제재의 노래들을 비록 그 배후의 고사 

원형과 설창 문본은 알 길이 없으나, 강설에 함께 행해지던 삽입가요로 보았다. 戴瑩瑩 

<敦煌說唱文本中的揷詞>; 《社 科學硏究》 2015년5기, 200-202쪽 참조
55) 敦煌賦 <齖䶗書>는 《敦煌變文集》에는 ‘｢齖䶗新婦文’⋅‘十二時’⋅‘呪詞’의 순서로 수록

되었지만, 楚는 《敦煌變文選注》(巴蜀書社, 1990년)에서 ‘十二時’와 ‘呪詞’는 <齖䶗

書>와 관련 없는 것이 잘못 삽입되었다고 보고 <齖䶗書>만을 수록하였다. 이는 民間賦

를 비롯한 다른 설창의 연창 중에 내용 상 큰 관련이 없는 연장체의 가사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연창되었을 가능성을 역으로 설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56) 고전 詩詞에서 ‘砧杵’행위를 통한 ‘寒衣’ 만들기, 그리고 그것을 征夫에게 보내는 ‘ 寒

衣’는 征夫를 그리는 思婦의 그리움과 원망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돈황사 중에는 

이러한 ‘ 寒衣’를 노래한 작품이 많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돈황 정격연장체

가사 <十二月⋅邊使戎衣>를 들 수 있는데, 겨울 3개월의 노래는 擣衣⋅裁衣⋅ 造衣⋅
衣 등 寒衣를 다듬질하고 만들어서 보내는 것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노래하

면서, 매 과정마다 혹한의 계절을 감당해야하는 임에 대한 화자의 ‘근심’과 ‘그리움’의 

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김금남 <敦煌 定格聯章體歌辭 <十二月>의 서사구조 및 

연행형식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64집, 16쪽) 이 외에도 <菩薩蠻⋅香消羅幌堪魂斷> 

중의 ｢매년 한의를 만들지만, 설 때에도 돌아가지 못한다.(每歲 寒衣, 到頭歸不

歸.)｣, <定乾坤⋅塞北征戰幾時休> 중의 ｢한의를 만들었지만 전해줄 사람 없구나.(寒衣

造了無人 )｣, <浣溪沙⋅良人去> 중의 ｢남편 떠나가, 변경에 머무르신다. 삼 년 동안

이나 장정에 계시니, 모든 집에서는 다듬이로 옷 두드리는 소리뿐이로구나.(良人去, 住

邊庭. 三載長征, 萬家砧杵擣衣聲.)｣ 등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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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고(2-3수) - 곡으로 장성이 무너져 해골이 드러나고(2-4수) - 피를 흘려 기

량의 유골을 찾고(2-5수) - 진혼제를 거행하는(2-6수) 것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시 

완벽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다. ‘哭長城’은 ‘맹강녀 이야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듯 ‘한의를 보내는 것〔 寒衣〕’과 ‘곡을 하여 장성을 무너뜨리는 것〔哭長

城〕’은 맹강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민간에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충분히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는 주제이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비교적 짧은 편폭의 노래를 이용하여 각각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

에, 오히려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켜 널리 환영받았을 것이다. 

Ⅴ. 결론

敦煌 聯章體歌辭는 가창을 통한 연행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 어떤 형식으로 

연행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다행히 돈황 연

장체가사 <搗練子⋅孟姜女>는 그 서사구조와 연행형식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체, 즉 동일한 이야기를 ‘變文’의 형식으로 기록한 <孟姜女變文>이 존재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문체 간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여 <搗練子⋅孟姜女>의 서

사구조와 그 연행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돈황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당ㆍ오대라는 ‘시대적 특성’을 기반

으로, 우선 ‘기량의 처’에서 ‘맹강녀 이야기’로의 변이와 변형의 의미를 이해한 후, 

두 개의 組로 나뉘어져 있는 <搗練子⋅孟姜女>의 서사 구조 및 연행 성질의 분석

을 통해, 현장 예술로서의 <搗練子⋅孟姜女>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량의 처’가 당대 ‘맹강녀’로 변형을 이루면서, 맹강녀는 당대의 사회현실

에 저항하는 자주적이고 강인한 상징적인 여성상으로 고정된다. 이는 전통적인 윤

리체제 하의 여성상과는 또 다른, 당대의 빈번한 전란과 요역 속에 새롭게 창출된 

시대를 대변하는 여성상이다.

둘째, <搗練子⋅孟姜女>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서사구조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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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이야기의 전반부를 노래한 제1組 4수와 후반부를 노래한 제2組 6首, 총 

2組 10首로 이루어진 <搗練子⋅孟姜女>를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

은 근거가 된다. 

셋째, <搗練子⋅孟姜女>는 통속적이고 전형화된 내용,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중

심으로 한 배역 진술의 상호 침투, 인칭사의 생략 및 대화체의 활용, 지문의 존재 

등을 통해 劇的 성질을 명확히 보인다. 특히, 현장성이 강조된 원사본의 필사순서

는 <搗練子⋅孟姜女>가 가진 현장 연행 성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선, 돈황 사본

에는 <搗練子⋅孟姜女>가 두 개의 組로 분리되어 필사되어 있으나, <孟姜女變文>

이나 <秋胡變文> 등과의 관계를 통해 볼 때 이 두 組의 <搗練子⋅孟姜女>는 본래 

1편으로 된 설창 작품의 창사부분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두 組의 

가사가 ‘맹강녀 이야기’의 가장 핵심인 ‘ 寒衣’와 ‘哭長城’을 각각 노래하는 것으로 

볼 때, 본래 설창의 창사부분이었으나 구전되고 유전되는 과정 중에 독립되어 연행

되었을 가능성, 혹은 애초부터 독립적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搗練子⋅孟姜女>를 중심으로, 초보적 형태의 종합예술 체재로서 돈

황 연장체가사가 지닌 서사구조와 연행 성질을 연구한 것이다. 이는 향후 기타 연

장체가사의 연구범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를 보다 전면적

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變文⋅話本⋅詞文⋅民間賦 등 돈황 강창 장

르와의 관계로 그 연구 영역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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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敦煌寫本孟姜女故事相關內容的卷子共有十個, 其中散韻相間文體的六個, 被

稱爲<孟姜女變文>, 通俗歌辭體裁的卷子四個, 被稱爲<搗練子⋅孟姜女>。這就說

明<孟姜女變文>對分析<搗練子⋅孟姜女>的敍事構造和演行方式有一定的幇助。唐

代是孟姜女故事最終基本定型、更富傳奇色彩的時代。‘孟姜女’就成爲人民對封建

暴政的痛恨和對自由幸福生活的渴望與追求的典型人物。<搗練子⋅孟姜女>是孟姜

女故事相關的聯章體歌辭, 分爲兩組, 第一組四首, 第二組六首, 共二組十首。其

中, 第一組是屬于故事前半部分, 以送寒衣內容爲主而吟唱的。而第二組是屬于故

事後半部分, 以哭長城內容爲主而吟唱的。‘送寒衣’是被這個<搗練子⋅孟姜女>第

一次提到的, ‘哭長城’是<搗練子⋅孟姜女>主題集中露出的, 這些就使<搗練子⋅孟

姜女>所具有的時代的、地域的特性較爲突出。首先, <搗練子⋅孟姜女>採用單一

結構, 按時間的先後順序縱向敍事。‘辭行-送衣-罵秦-哭城-收骨’等, 一切都按照

事件的自然發展來寫。這種敍事方式是可以把兩組<搗練子. 孟姜女>聯成爲一篇

的。其二, <搗練子⋅孟姜女>有通俗而典型的內容、第三人稱話者手法、原寫本所

具有的現場性質、人稱詞省略、對話體活用等的特徵, 這說明<搗練子⋅孟姜女>所

具有的劇的敍事構造和演行性質。根據兩組<搗練子⋅孟姜女>情況來看, 可分爲兩
種演行狀況。一. 兩組<搗練子⋅孟姜女>有可能做爲一篇完整的故事而以唱詞的性

質來使用在說唱演行。<孟姜女變文>內容和<秋胡變文>中有些句子, 爲此提供很好

的憑據。二. 兩組<搗練子⋅孟姜女>有可能是說唱文本中的唱詞, 後單獨流傳的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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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
本文以<搗練子⋅孟姜女>爲中心, 而借用一些<孟姜女變文>等講唱文學的硏究

成果, 來分析敦煌聯章體歌辭的敍事構造和演行形式。在跟敦煌聯章體歌辭的演行

有關的資料不足之狀況下, 這樣的硏究方法, 就其他敦煌聯章體歌辭的硏究有效。
爲了更爲全面地了解敦煌聯章體歌辭, 今後有一定必要把其硏究範圍擴大到敦煌歌

辭跟其他講唱形式之間的關係。

【主題語】

돈황사, 도련자, 맹강녀, 서사구조, 연행형식, 맹강녀변문 

敦煌詞, 搗練子, 孟姜女, 敍事構造, 演行形式, 孟姜女變文

Dunhuang Ci, Daolianzi, Mengjiangnǚ, Narrative structure, Performance 

style, Mengjiangnǚ Bian-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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