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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논문은 청대 관공신앙이 황실과 민간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신격화로 인해 경극 관우극 공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청대 관우신앙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에 완성되어 관우는 전지전능한 

보편적인 신이 되었다. 이로 인해 관우극 공연은 상당히 짙은 신앙적 색채를 띠고 

있다. 관우역을 맡은 신앙심이 깊은 배우, 현성(顯聖)을 기대하는 관객, 관우신을 

모신 무대 등 이 모든 것들이 신앙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다른 극에서는 볼 수 없

는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5S1A5A2A01014737).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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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면서

본 연구는 민간신앙과 중국 공연문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청대 황제들과 

민간에서 추숭된 관우의 신격화 현상이 어떻게 성행하고 확대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신격화된 관우에 대한 신앙이 관우극 공연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관공신앙은 중국 후한시대의 명장 관우를 섬기는 신앙으로, 관우가 죽은 후 민간

에서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중국인들이 숭앙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신앙이다. 초

기 관공신앙은 위진남북조시기에 관우가 참살당한 곳인 형주(荊州)지역에서 관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민간에서 제사 지낸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송대에 

이르러 관우의 영험함을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공인을 받으면서 관우 숭배가 보편

화되게 된다. 이후 명대에 관우는 인간에서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청대에는 

공자의 문묘(文廟)와 함께 무묘(武廟)에 추대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관우의 도덕적 

덕행과 종교적 영험함은 더욱 증가하여 유, 불, 도교 등의 종교와 민간신앙이 결합

하여 지역신, 사찰을 수호하는 호법신(護法神), 국가를 수호하는 전쟁신, 상인집단

의 보호신이자 재물신 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신, 의약의 신, 벽사신(辟

邪神), 자손 점지신 등 만능신에 가까운 신이 되었다.

특히 청대에 이르러 관우 숭배는 최고조에 달하여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극대화되

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도 관우 사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

다. 황제들과 민간에서의 추앙으로 관공신앙은 더욱 성행하고 확대되어 관우는 전

지전능한 만능신으로 청 황실과 민중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이처럼 관

우 숭배현상이 최정점에 이른 관우는 위로는 황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

지, 한족뿐만 아니라 이민족까지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신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공신앙이 청대 황실과 민간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리고 이런 신격화로 인해 관우극1) 공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대 황제들과 민간에서 믿던 관공신앙이 어

1) 관우를 주인공으로 한 전문 희곡(戱曲)을 ‘관공희(關公戱)’ 또는 ‘관우희(關羽戱)’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우극으로 통일하여 사용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관우극의 범

주를 경극 관우극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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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성행되고 확산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보편화된 관공신앙이 관우극 공연

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배우, 관객, 무대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관우역을 맡은 배우들은 어떤 심성으로 관우극을 대하고 공연을 하며 또 그

들이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으로 금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전지전능한 관우신을 

믿고 의지하는 관객들은 관우극 공연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두려워했을까? 신이 

된 관우는 주로 어느 무대에서 공연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

공신앙이 희곡발전에 미치는 중국연극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아울러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청대 관공신앙의 성행과 확대2)

중국은 역사상 다양한 인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다. 그 중 

관우는 가장 대표적이고 독특한 인물이다. 초기 관우 숭배는 위진남북조시기에 관

우가 참살당한 곳인 형주지역에서 여귀(厲鬼)가 된 관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민

간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시작이었으나, 당대까지만 해도 관우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송대에 이르러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자 통치자들에 의해 

관우의 영험함을 인정받으면서 충신의 형상으로 중시 받기 시작했다. 송 휘종 때는 

충혜공(忠惠公)이라는 시호를 시작으로 남송 효종 때에는 의용무안영제왕(義勇武

安英濟王)이라는 긴 봉호를 받았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면서 관우 

숭배가 보편화되게 된다. 《삼국지연의》가 출현하면서 명대에는 급기야 만력제(萬曆

帝)에 의해 신의 최고등급인 관성제군(關聖帝君)에 봉해지면서 관우는 인간의 세

계를 떠나 신의 전당으로 들어갔다. 이로 관우의 사당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신

앙층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관우 숭배 현상은 청대에 이르러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정점에 도달했다. 관

우 숭배가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극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도 관우 사

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청의 시조인 누루하치와 

2) 청대 관공신앙의 성행과 확대 부분은 차미경의 <청대 관우 숭배현상과 경극 관우극의 

발전>(《중국문화연구》, 2015, 2), 342-348쪽을 종합 정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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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타이지부터 시작된 관우 숭배는 역대 황제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크게 두 방면으

로 추숭되었다.

첫 번째는 관우를 청 정부의 황실제사와 국가제사에 편입시켜 격상시켰다. 만주

족은 원래 샤머니즘을 믿었는데 그들의 제단에 관공을 모셔놓고 함께 제사를 지냈

다. 이는 청 황실의 관공에 대한 숭배로 그들이 믿는 샤머니즘과 서로 결합하여 궁

중제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3) 이로 청 황실의 관우 추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청 정부는 명대의 국가제사체제 중 군사(郡祠)에 포함되어 있던 

관우제사를 중사(中祀)로 승격시켰다.4) 이로 관우는 역대 제왕이나 문창제군 등과 

동일한 지위로 제전에 올랐던 것이다. 이런 황제들의 숭배로 관제묘의 등급이 높아

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는 관우의 봉호를 끊임없이 격상함으로써 관우의 위상을 강화했다. 순치

제는 명대 신종이 관우에게 봉한 ‘삼계복마대제신위원진천존관성제군(三界伏魔大帝

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제군’을 ‘대제’로 승격시켜 ‘충의신무

관성대제(忠義神武關聖大帝)’로 봉했다. 이후 관우의 봉호는 건륭 가경 도광 함풍 

동치연간을 거치면서 광서 5년(1879)에는 ‘충의신무영우인용위현호국보민정성수정

익찬선덕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라

는 26자에 달하는 봉호를 받았다. 청 정부는 관우의 ‘충의’와 ‘신무’를 중심으로 그

를 받아들였고, 또 황제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관우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는 의

미를 부여하여 이렇게 긴 봉호를 하사한 것이다.5) 관우는 청 정부에게 있어 ‘충의’

3) 유지원, <청대 황실제사의 샤머니즘적 성격 — 당자와 곤녕궁 제사를 중심으로>, 《명청

사연구》 제23집, 304-305쪽.
4) 청조의 주요 황실제사에는 크게 황제가 친히 主祭하는 大祀, 황제 혹은 파견된 관리가 

주제하는 中祀, 그리고 관리가 주제하는 群祀가 있다. 大祀에는 圓丘⋅方澤 祈穀 雩
祭 太廟 社稷 등이 있고, 中祀에는 日 月 歷代帝王 先師孔子 先農 先蠶 天神 地祗
太歲 등이 있으며, 群祀에는 先醫 龍王 등의 廟와 賢良 昭忠 등의 祠가 있다. 萬依⋅
王樹卿⋅劉路, 《淸代宮廷史》(百花文藝出版社, 2004), 243쪽.

5) 청대 관우의 봉호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연 대 (西元) 작호, 시호(爵號, 諡號) 기 타
淸 世祖 順治9年

(1652)
忠義神武關聖大帝

淸 世宗 雍正3年
(1725)

관우 三代를 모두 책봉



청대 관공신앙과 관우극의 공연문화적 특징 53

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으며 ‘신묘한 무공’으로 청 정부를 지켜주

는 전쟁신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민간 사회에서 관우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신으로 추앙받아 민중들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중국인들은 관우를 가장 영험한 신으로 믿어 북경은 물론이고 전국 

산간벽지에 이르기 까지 화려하고 웅장한 관제묘를 세워 그들의 기원을 기탁했다.

특히 유불도 삼교에서 관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관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

다. 유교에서는 관우의 인격정신인 충의를 받들어 문형성제 혹은 산서부자, 관부자

라 하여 아성아현으로 추앙하였다. 불교는 관우가 죽은 후 옥천산에서 지의선사에 

의해 대오했다하여 사찰의 수호신이자 호법신인 관제보살, 가람보살, 개천보살로 

받들어 모셨다. 또한 도교는 ｢관우가 치우를 물리치고 해주의 염지를 해갈시켰다｣
하여 탕마진군, 복마대제, 숭성진군, 익한천존 등으로 받들었다. 이처럼 삼교와의 

교류를 통해 관우는 인간의 수명과 벼슬을 주관하고, 과거 합격을 도우며, 질병치

료 및 각종 재앙을 제거해 주고 사악한 잡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또 

반역자를 징벌하고 저승의 순찰도 담당하며 나아가 상인을 보호하여 큰 재물을 얻

게 해주는 등 그야말로 만능신에 가까운 법력의 소유자가 되었다.6) 이로 민간 사

회에서 관우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신으로 추앙받아 민중들이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었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관우의 숭배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이런 관

淸 高宗 乾隆33年
(1768)

忠義神武靈佑關聖大帝
신강지역의 반란 

진압
淸 仁宗

嘉慶18年 (1813)
忠義神武靈佑仁勇關聖大帝

백련교의 농민봉기 

진압
淸 宣宗 道光8年

(1828)
忠義神武靈佑仁勇威顯關聖大帝

신강의 장격이 난 

평정
淸 文宗 咸豐2年

(1852)
忠義神武靈佑仁勇威顯護國關聖大帝 태평천국의 난 진압

淸 文宗 咸豐4年
(1854)

忠義神武靈佑仁勇威顯護國保民關聖
大帝

淸 穆宗 同治9年
(1870)

忠義神武靈佑仁勇威顯護國保民翊贊
關聖大帝

염군기의를 진압

淸 德宗 光緖5年
(1879)

忠義神武靈佑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
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

6) 진기환, 《중국의 토속신과 그 신화》(지영사, 1996),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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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신격화의 완성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관우는 청대 황제들에게 충의의 화신이자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았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는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와도 같은 만능신이 되어 추

앙을 받았다. 이는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숭배현상이라 할 수 있다.

Ⅲ. 관공신앙으로 인한 관우극의 공연문화적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대의 관공신앙은 황제에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최정점에 도달하였다. 이런 보편화된 관공신앙으로 인해 청대 경극 관우극은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관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감동적

인 내용의 관우극 작품의 수가 증가하였고, 관우를 전문적으로 연기하는 배우와 관

우만을 연기하는 홍생(紅生)이라는 배역이 등장하였다.7) 이러한 현상은 중국연극

사에 있어 아주 보기 드문 일이다. 이와 같은 경극 관우극의 발전은 청대 관공신앙

의 보편화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편화된 관

공신앙이 경극 관우극 공연에 어떻게 작동했을까? 이에 본 장에서는 공연의 주요요

건인 배우, 관객, 무대 등으로 나누어 관우극 공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신도로서의 배우

주지하다시피 관우는 인간에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관우극 공연은 일반 희곡 공

연과는 상당히 다르며 짙은 신앙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관우역을 맡은 배

우는 일반 배우와 달리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청대에 관우역을 

맡은 배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한수정후 관운장은 유장(儒將)이며 의사(義士)로 평생의 사업이 공명정대하고 

7) 차미경, <청대 관우 숭배현상과 경극 관우극의 발전>(《중국문화연구》, 2015, 2),
348-3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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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거지에 부끄러움이 없어 역사서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만고에 빛나고 있

다. 아래로는 부녀자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으로 감동받고 그 덕을 흠

모한다. 지금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오랫동안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관우극는 희곡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 파로서 다른 극과 아주 다

르다. 배우는 반드시 《삼국연의》를 읽고 정신과 예술 두 부분을 정해야 한다. 소위 

정신이란 오랫동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한 태도를 버리고 극중의 인물을 굳

게 믿고 본래의 자신을 잊고 경건하게 닦아 그 신이 옛날과 만나기를 구해야 한

다. 책심이 이미 정확해졌다면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을 연구해야 한다. 내

가 보기에는 첫째는 분장한 모습이 영민하고 용맹스러워 한다. 분장이 멋지려면 

특히 얼굴 분장의 닮아야 한다. 관공의 모습은 일반인의 모습과 다르며, 눈, 눈썹,
색이 모두 특이한 점이 있어 스스로 깨달아야지 말로 전하기는 어렵다. 둘째는 동

작이 엄숙하고 정중해야 한다. 요구하는 바가 좋은데 특히 거동이 정중해야 한다.
관공의 무예는 일반인의 무예와 다르다. 유장의 풍모는 태산과 같이 무거우며 지

혜와 용기를 모두 겸비하고 있고 신비한 위력은 측량이 불가하다. 힘이 너무 세면 

거칠고 사나움으로 흐르고 수족에 힘이 없으면 활기가 없어 보인다. 이것 때문에 

칼로 춤을 추고 말을 달리는 것은 매우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쉬지 않고 노

력해야지만 완전하게 할 수 있다(韓壽亭候關雲長儒將也, 亦義士也. 一生事業,
磊落光明, 俯仰無怍, 史冊流傳, 彪炳萬古, 下至婦人孺子, 無不震其名而欽其德,
今日馨香俎豆, 廟食千秋, 宜也. 故關公戱乃戱中超然一派, 與其他各劇, 絶然不
侔. 演者必熟讀《三國演義》, 定精神､ 藝術二類｡ 所謂精神者, 長存尊敬之心, 掃
除龌龊之態, 認定戲中之人, 忘卻本來之我, 虔誠揣摩, 求其神與古會｡ 策心既
正, 乃進而研究藝術｡ 以予所見, 第一在扮相之英武｡ 要求扮相之佳, 尤在開臉之
肖｡ 關公之像, 異乎常人之像, 眼也､ 眉也､ 色也有特異之點, 可以意會, 難以言
傳｡ 第二在做工之肅穆｡ 要求之好, 尤在舉動之鎮靜｡ 關公之武藝, 異于常人之武
藝, 儒將風度, 重如泰山, 智勇兼全, 神威莫測｡ 用力太猛, 則流于粗野；手足無
勁, 則近于委靡｡ 以是舞刀馳馬, 極不易做, 此則勤習無懈, 方能純化).8)

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사람들은 관우역을 맡은 배우는 우선 반드시 《삼국연의》

를 읽고 관우에 대한 정신과 예술 두 방면을 추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精神)은 관우에 대한 신앙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술(藝術)은 관우

의 분장과 동작을 통해 신 관우 형상의 극대화를 말한다. 이를 통해 당시 관객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신 관우를 무대에서 만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 당시 배우들에

8) 《菊部叢刊》,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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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요구된 두 방면을 중심으로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관우에 대한 신앙심이다. 관우역을 맡은 배우들은 반드시 관우를 신앙적

으로 숭배해야 했다. 청대 배우 중 관우역으로 가장 대표적인 배우에는 미희자(米

喜子)9), 정장경(程長庚)10), 왕홍수(王鴻壽)11) 등이 있다. 미희자와 정장경은 경

극 형성기에 관우역을 새로운 경지로 개척했고, 왕홍수는 경극 성숙기에 관우역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배우들이다. 이렇게 관우를 연기했던 배우들은 집에 관우 신

전을 모셔 놓고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관우를 숭배했다고 한다. 우선 미희자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원외사(梨園外史)》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미희자는 관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별히 예를 갖추었다. 집 안에 

관우신상을 모셔놓고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웠으며, 매달 15일에는 반드시 정양문

에 있는 관묘에 다녀왔다. 관우극 공연이 있기 몇 일전에는 목욕을 재계한다. 분

9) 미희자(1780~1832)는 미응선(米應先)으로 자는 석천(石泉) 호는 도림(桃林)이고 호

북사람이다. 그는 예술과 인격이 훌륭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미희관(米戱
官)’ 혹은 ‘미선생(米先生)’이라 불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연극을 배웠으며, 성량이 풍

부하고 웅장하며 생동적인 연기로 유명했다. 그는 당시 삼경반에서 이런 자신의 특징을 

살려 관우극의 대표작인 <전장사>를 공연하며 북경에서 ‘미희자가 공연을 하면, 관공이 

되살아난다’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10) 정장경(1811~1878)은 안휘성(安徽省) 잠산(潛山) 사람으로, 이름은 춘(椿), 자는 옥

산(玉山)이다. 경극 형성기에 활동한 ‘삼인방’ 배우 중에 그가 가장 유명하다. 그는 당

시 북경에 유행하던 여러 지방의 음악을 익혀 경극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휘반의 영수,
경극의 비조, 배우계의 성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는 함풍(咸豊)시기에 궁정에서 

공연을 주관하던 기관이 승평서(昇平署)로 바뀌면서 이곳에 소속된 3개의 안휘극단인 

춘대, 삼경, 사희극단을 총관하였으며 배우계의 대부가 되어 평생 연극배우단체인 정충

묘(精忠廟)의 대표를 지냈다. 정장경은 안휘지방의 연극배우인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

부터 안휘극단에 들어가 연기수업을 받았다. 후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온 그는 몇 차

례 공연을 하지만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그는 <전장사>에서 마치 관우가 

살아온 듯한 연기로 명성을 얻었다.
11) 왕홍수(1850~1925)는 예명은 삼마자(三麻子) 혹은 삼노판(三老板)으로 안휘사람이

다. 그는 광서 중엽 이후 북경과 상해에서 관우극 하면 연상될 정도로 관우극 전문배우

로 유명했다. 그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상해에 적을 둔 상해 배우답게 기존의 

작품이나 표현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상해의 실험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경지를 추구했

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관우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표현예술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관우극 공연에서 규제하던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새로운 멋진 관우 

형상을 창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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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에 도착하여 얼굴 분장을 마친 후 가슴 속에서 관우 신마(神馬)를 품고 있었

으며, 다른 사람들과 절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후 향을 피우고 

신을 보내드렸다. 그의 경건함은 실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喜子對
關爺, 比別人分外敬禮｡ 家裏中堂供的神像, 早晩燒香, 初一十五, 必到正陽門關
廟去走走｡ 唱老爺戱的前數日, 齋戒沐浴, 到了後臺, 勾好了臉, 懷中揣了關爺神
馬, 絶不與人講話｡ 唱畢之後, 焚香送神｡ 他那虔誠眞叫作一言難盡).12)

미희자는 관우역을 하는 배우이자 그 역시도 신도였다. 그래서 미희자는 이처럼 

지극 정성으로 관우신을 모셨고 관우극 공연에 임하는 자세 역시 경건했던 것이다.

이런 미희자의 관우 숭배방식과 공연에 대한 경건한 표현은 후대 관우극을 연기하

는 배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살아있는 관우’로 불리는 왕홍수도 평생 관우를 독실하게 숭배한 것으로 유명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홍수는) 평생 관우를 정중하게 신봉하여 매번 공연에 앞서 관우 신상에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을 한 후 화장을 했다. 무대에 등장하면 마치 장중한 영령(英靈)
같아 다가가 그에게 절을 하게 하는데 그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신이 옛날과 만날 수 있다. 노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고, 또 봉황 눈에는 신령함이 있다. 더욱이 제이인자가 없지만 단지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들이 누에 눈썹에 봉황 눈, 그리고 붉은 얼굴과 

미염을 보면 마치 아스라하게 천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는 듯하여 사람

으로 하여금 숙연히 예를 갖추게 한다. 오씨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찍어서 예를 

표하고 신봉하며 관우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는데 이상할 것이 없다(生平崇奉壯
繆崔篤, 每於演劇之先, 對其像焚香膜拜, 然後化裝｡ 即登臺, 一似壯繆之英靈,
附托彼躬, 令彼爲代表者, 故專心致志, 一絲不苟, 乃能神與古會, 不怒而威｡ 而
其眼鳳之有神, 尤無第二人可有, 只惜唱工不佳耳｡ 吾人觀其蠶眉鳳目､ 棗顔美
髥, 巍巍乎若天神由王闕而下降塵埃, 不由人不肅然起敬｡ 無怪奧人攝其影而頂
禮供奉, 信爲雲長重生也).13)

왕홍수 역시도 이처럼 관우에 대한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분장과 동작이 마치 관우가 환생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여 그는 ‘살아있는 관

12) 藩鏡芙⋅陳墨香, 《梨園外史》(北京寶文堂書店, 1989), 26-27쪽 참조.
13) 《菊部叢刊》,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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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고 평가받는 것이다. 이처럼 배우들은 관우신에 대한 깊은 신앙심으로 이와 같

은 신을 연기하지만 마치 신과 같은 형상을 재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신앙심과 더불어 관우에 대한 두려움도 매우 컸다. 당시 배우들은 관우에 

대한 경의가 부족하면 관우가 벌을 내린 것이라고 믿었다. 관우극으로 당시 많은 

거액을 벌었던 미희자도 자신이 관공역을 하고 난 뒤로 줄곧 병을 앓아왔는데 아마

도 신을 모독했기 때문에 병을 얻은 것 같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내 이 밥은 모두가 관우가 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한 계절에 이렇

게 많은 돈을 벌수 있단 말인가? 나는 관우를 존경하여 단지 은혜를 알고 보답을 

할 뿐이다. 그러나 관우극은 아무래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내가 관우를 공

연한 이래 줄곧 병에 걸려 약통을 메고 지내는데 아마도 신을 모독한 까닭이다.
관우는 저승에 있어서 비록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지만 그의 수하인 장비나 

조창 등은 모두가 성미가 사나워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我這碗飯, 全是關老爺
賞的｡ 不然憑甚麽一季掙人家八百弔錢的包銀? 我敬重老爺, 只算知恩圖報, 但
是老爺的戱, 到底不該唱｡ 我自從扮演他老人家以來, 總是害病, 簡直背了藥罐
子, 大槪是褻瀆神明之故｡ 老爺在天之靈, 雖不計較這些, 他手下的張飛老爺, 周
倉老爺, 都是有火性的, 難免不降點災).14)

신을 연기하는 배우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당시 배우들은 관우에 대한 경의가 부족하면 관우가 벌을 내린다고 믿었고 이

와 관련된 유홍승(劉鴻升)의 일화가 唐魯孫의 《충의극으로 관우극을 전문적으로 

논하다[從忠義劇專談關公戱]》에 소개되어 있다.

……한번은 유홍승이 갑자기 고아한 흥취가 발동하여 <뼈를 깍아 독을 치료하다

(刮骨療毒)>이라는 극을 공연하고자 하였다. 보통 배우들은 그 다음날 홍생희 공

연이 있으면 가장 경건했다. 첫날은 목욕을 재계해야 했고, 공연이 있는 당일은 

분장을 마치고 신마(神馬)를 품고 무대 뒤에서 절을 한 후에야 비로소 평안하게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였다. 그러나 유홍승은 늘 일처리가 세심하지 못한 편이라 

평상시처럼 신마를 품고 복을 기원하지도 않고 바로 무대에 올랐다. ‘뼈를 깍는 장

면’에서 화타로 분장한 사람이 잠시 부주의하여 나무로 된 칼로 갑자기 어깻죽지의 

살을 베어내었다. 당시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분장을 지우자 피가 멈추지

14) 藩鏡芙⋅陳墨香, 《梨園外史》(北京寶文堂書店, 1989), 24쪽.



청대 관공신앙과 관우극의 공연문화적 특징 59

를 않았다. 비록 나중에 치료를 잘 했지만 족히 반개월은 어깨를 들지 못했다. 어

떤 사람은 그가 관공을 숭배하지 않아서 가벼운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

때부터 유홍승은 다시는 관우극을 공연하지 않으려 했다(劉鴻升……有一次他忽發
雅興, 想唱一出刮骨療毒, 一般伶工在第二天演紅生戲, 最虔誠的, 頭一天要齋戒
沐浴, 當天扮好戲, 揣上神祃, 要在後臺膜拜後, 才坦然登臺演唱｡ 劉瘸子一向做
事馬虎, 跟平常一樣, 沒揣神拜福就上臺了｡ “刮骨”一場, 飾華佗的一不留神, 木
頭刀居然把膀子上的肉劃了一道口子, 當時沒有覺出怎樣, 可是一卸妝, 血流不
止｡ 雖然後來治好, 可是, 足足有半個多月抬不起胳膊來｡ 有人說那是不崇敬武
聖, 所得的一點薄懲｡ 從此劉鴻升就再也不動關戲了).15)

결국 유홍승은 미희자와 왕홍수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관우를 믿지 않고 심지어 

관우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고 관우극을 공연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

던 것이다. 이는 청대 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는 관공신앙으로 인해 관우극을 공연

하는 배우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관우 역할을 맡은 배우는 관공으로 분장을 마친 후에는 마치 관우신이 된 

것 같은 심리 속에서 일시적으로 관우신의 신격을 가진 소유자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관우극 공연 시에 배우에게 특별한 공연규칙과 금기사항들이 만들어졌고, 배

우는 본인 스스로 관우신를 위해 다양한 금기사항들을 준수해야 했다.16) 관우를 

신앙적으로 숭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연 중에 관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우극 공연이 있기 10일에서 30일 이전부터 목욕재계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닭을 

잡아 제사를 지냈으며 관우 신상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야 했다.17) 만약 그렇

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우신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우에게 노여움을 사서 

유홍승처럼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여겼다.

이외에도 배우들에게는 관우에 대한 신앙과 경외심으로 관우극 공연에 다양한 금

기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관우극 작품을 공연하는데 있어 관우의 이미지에 부정

적인 내용의 극은 공연을 금기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관우가 전쟁에서 패한 

내용인 <맥성으로 도망치다(走麥城)>18)이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우 분장

15) 么書儀, 《晩晴戲曲的改革》(人民文學出版社, 2006), 277쪽.
16) 관우극 공연에 대한 특별한 공연 규칙과 금기사항은 蔡東洲⋅文廷海의 《關羽崇拜硏

究》(巴蜀書店, 2001), 308-310쪽을 참고 바란다.
17) 蔡東洲⋅文廷海, 《關羽崇拜硏究》(巴蜀書店, 2001),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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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배우는 관우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에게도 특별한 예우를 받

아 관공으로 분장을 마친 후에는 자리가 없어 의자를 스스로 옮기면 마치 관공이 

의자를 옮기는 것으로 모독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허락하지 않았다.19) 이처럼 관우

역을 맡은 배우는 일반 배우와는 아주 달랐다.

둘째는 관우 형상의 극대화이다. 배우들은 관우의 분장과 동작을 통해 살아있는 

듯한 관우 형상을 창출해야 한다. 북경 무대에서 최초로 관우를 연기한 배우는 미

희자이다. 미희자는 당시 삼경반에서 자신의 특징을 살려 관우극의 대표작인 <전장

사(戰長沙)>를 공연하며 북경에서 ‘미희자가 공연을 하면, 관공이 되살아난다’20)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이런 유행어 탄생은 바로 그의 분장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는 평상시에 관객들이 보던 붉게 분장한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검은 사마귀가 있고 봉황 눈에 긴 수염을 단 살아 있는 관우’21)였다. 미희자가 이

렇게 관우와 흡사한 무대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우에 대한 그의 지극한 신앙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미희자의 관우극을 계승한 정장경 역시 <전장사>에서 마치 관우가 살아온 듯한 

분장과 연기로 명성을 얻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가 선택한 극은 <전장사>로, 얼굴 분장을 할 때 먼저 연지를 발랐는데 이는 

당시 관우의 얼굴 분장 방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무대에 나온 후 관과 검은 기백

이 있고 웅대하며 노래는 비장하고 시원하여 마치 그때의 관우가 세상에 있는 듯

하여 관객들은 모두가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했다(彼所選之戱, 爲戰長沙, 開臉
之祭, 先塗胭脂, 一破當時扮演關公之臉普, 迨出場後, 冠劍雄豪, 音節慷爽, 如

18) <주맥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조가 관우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영토

를 할양하였다. 손권은 형주를 얻을 것을 암암리에 약조 받고 귀로를 차단한다. 손권이 

보낸 呂蒙이 병을 핑계로 진공하지 않자 陸遜이 계략을 내 여몽 대신 도독이 된다. 관

우는 그를 우습게보고 방비를 하지 않은 채 번성을 공격한다. 그 사이를 틈타 여몽은 

형주를 얻고, 徐晃과 협공하여 관우를 대패시켰다. 관우는 麥城으로 퇴각하여 지원군

을 기다렸으나, 포위되어 사로잡히고 만다. 이런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면 배우들이 몸

이 아프거나 무대가 불이 나거나 하는 등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배우들은 

이런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한다.
19) 齊如山, 《京劇的變遷》(遼寧敎育出版社, 2008), 34쪽.
20) 李洪春, 劉松岩, 《京劇長談》(中國戱劇出版社, 1982), 52쪽.
21) 李洪春, 劉松岩, 《京劇長談》(中國戱劇出版社, 1982),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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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年關羽之再世, 觀客皆嘆爲得未曾有).22)

<전장사>는 관우와 황충이 장사에서 한판 싸움을 벌리는 내용으로, 관우로 분장

한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우렁차며 비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는 마치 관우가 

살아있는 듯하여 관중들은 그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정장경 이후 ‘살아있는 관우’로 불리는 왕홍수는 당시 관우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표현예술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관우극 공연에서 규제하던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새로운 멋진 관우 형상을 창조했다. 특히 관우의 충의한 얼굴 

형상을 돋보이기 위해 그는 미응선이 사용한 음주법과 정장경이 사용한 얼굴 문지

르는 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홍색으로 얼굴을 칠하고 누에 눈썹과 봉황 눈을 그리고 

7개의 사마귀를 2개의 사마귀로 고쳐 그렸다. 또한 머리 위에 두 개의 활 모양의 

문양을 그리고 미간에는 박쥐와 흡사한 문양을 그려 그의 위엄 있고 장중한 새로운 

관우의 형상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왕홍수는 관우극을 파격적으로 개혁하여 경극 

배역 중 관우의 전문 배역인 ‘홍생(紅生)’을 창조했다.23) 왕홍수는 이렇게 새로운 

관우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관공의 화상을 수집하여 여러 해 동안 그림 속에 있는 

관공의 자세와 표정을 연구하여 ‘불 속에서 부활한 관우’24)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배우들의 관우에 대한 지극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배우들은 무대에 마치 

살아있는 듯한 관우를 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관우의 분장과 동작을 창출해

냈던 것이다.

2. 현성(顯聖)을 기대하는 관객

자신들의 모든 것을 믿고 기탁하는 신이 무대에 등장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신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청대는 신분고하와 남

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지전능한 만능의 신인 관우를 믿고 경외했다. 이런 관우에 대

한 신격화는 관객의 감상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22) 波多野乾一著, 鹿原學人譯著, 《京劇二百年之歷史》(上海啓智印務公司出版, 1926).
23) 王政堯, 《淸代戱劇文化史論》(北京大學出版社, 2005), 134-137쪽 참조.
24) 李洪春, 劉松岩, 《京劇長談》(中國戱劇出版社, 1982),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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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우극 공연을 어떻게 감상했을까? 관객을 황실, 사대부, 일반 민중으로 크게 나누

어 다른 극에서는 볼 수 없는 그들만의 관극현상을 알아보자.

우선 황실부터 알아보자. 청초의 황제들은 성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관우 공연

을 금지시켰다.25) 건륭 초기에도 이런 인식이 별로 바뀌지 않아 배우들이 ｢역대 

제왕⋅왕후⋅충신열사⋅선현⋅성인의 모습으로 분하는 것을 금지한다｣26)고 했지만 

건륭제 본인은 그 어느 황제보다도 연극을 좋아해 궁정 안에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신들에게 삼국지 스토리를 가지고 극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240막에 달하

는 대형 역사극인 <정치춘추(鼎峙春秋)>를 만들게 했다. 그 중 상당 부분이 관우가 

중심인물로 등장했다. 물론 이때는 아직 경극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 주로 다른 

지방극이 중심이 되었겠지만 관우극을 보고 싶어하는 황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건륭제에 이어 청대에 두 번째로 중국 전통극의 전성기를 

만들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서태후 때에는 민간극단을 궁정에 들어오게 하여 관우

극을 궁정에서도 관람할 수 있었다. 이때 황제와 서태후는 관우로 분장한 배우가 

등장할 때 그들만의 방법으로 관우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그들만의 방법은 다

음과 같다.

궁중에서 관우극을 공연할 때 매번 관공이 무대에 등장하면 황제와 서태후는 자

리에서 일어나 몇 발자국 걷는 체 하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在宮裏頭演關公的
戱, 每逢關公一上場, 皇上與西太后均要離座, 佯爲散行機步, 方再坐下).27)

이런 동작으로써 황제와 서태후는 관공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다. 이로 궁중 공연

에서 황실이 그를 얼마나 공경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는 벌을 내리기까지 했다. 한 번은 이순정(李順亭)이란 배우가 관공으로 분장하고 

궁정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昭槤, 《嘯亭雜錄》(中華書局, 1980), 5040쪽 참조.
26) 건륭5년(1740)에 다음과 같은 금지령을 내렸다. ｢무릇, 배우가 잡극 희문을 공연할 

때, 역대 제왕 황후 충신열사 선현과 성인의 모습으로 분하는 것을 금한다. 위반한 자

는 곤장 백대에 처한다. 분하도록 허락한 관민도 같은 죄에 처한다.｣ 《大淸律例按語》,
《元明淸三代禁毁小說戱曲史料》, 39쪽.

27) 齊如山, 《京劇的變遷》(遼寧敎育出版社, 2008),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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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희 등은 불 휘장을 철수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늘 자리를 피해 일어나 

회랑 앞까지 걸어가서 잠시 서 있다가 비로소 돌아와 앉았다. 모든 연극에서 관세

음보살이나 혹은 관우가 등장하면 그녀는 늘 구실을 찾아 일어나 잠시 피한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동치의 한 후궁이 관공이 등장했는데 잠시 정신

을 팔아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 것을 잊었다. 후에 자희는 다른 구실로 그녀를 

벌하여 어화원에 가서 충의신무관성대제 앞에서 삼일 동안 연이서 향을 피우며 예

의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참회하게 했다(……慈禧等一把火彩洒出, 不等撤帷
子, 總是避席而起, 走到廊子前站一會才回座｡ 後來才發現, 凡是戱里上觀世音菩
薩, 或是上關公, 她總是托詞起身, 回避片刻｡ 有一次, 同治一位妃子, 當關公出
場, 一疏神, 忘了起身離席, 慈禧後來借別的說詞, 罰她到御花園, 忠義神武關聖
大帝座前連燒三天香, 懺悔失敬呢).28)

이를 통해 서태후 즉 청 황실이 얼마나 관공을 숭앙했는지 알 수 있다. 관공신앙

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서태후 때에는 이미 관우극 공연을 통해 ‘성현을 찬양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관우극을 궁정에서 공연했고 ‘자리를 떠남’으로 경의를 

표현하는 특수한 방식을 채용했던 것이다. 이는 관우극이 공식적으로 관방과 민간

에서 합일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29)

관리와 사대부의 경우는 관우극 공연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의미 있다. 그들은 

사대부이며 동시에 관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보고 싶지만 

정부의 금령에 따라야 했고, 또 관우극 공연을 보는 것은 신명을 모독하는 것이라 

여겨 관우극 공연이 있으면 보지 않고 피해서 떠났다고 한다. 다음은 《이원외사》에

서 있는 내용이다.

옛날에 심문각은 매번 연회에 관우극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피해서 

갔는데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행동이다(往年沈文慤公每見賓筵有關帝戱, 即便避
去, 那才是老成擧動).30)

또 미희자가 한번은 당회 공연에서 관우극 중의 하나인 <벽을 뚫고 책을 읽다(破

28) 《什錦拼盤》, 第242쪽. 么書儀의 <晩淸關公戱演出與伶人的關羽崇拜>(《戱曲硏究》 第
61輯), 14쪽에서 재인용.

29) 齊如山, 《齊如山文集》 十五(遼寧敎育出版社, 2010), 196쪽 참조.
30) 藩鏡芙⋅陳墨香, 《梨園外史》(北京寶文堂書店, 1989),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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壁觀書)>31)를 공연할 때 양경숙이란 사람이 ｢신명을 모독하는 것을 면하려면 보지 

않고 가야 한다｣32)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그들은 ‘피하고 보지 않는 행동’을 

취했는데 이는 바로 관우극 공연은 신에 대한 모독이고, 관우극을 관람하는 것은 

모독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로서 그들은 관공에 대한 경외

와 존중을 나타냄과 동시에 선황의 금령을 지키려한 것이다.

정장경이 관우를 공연한 시기에는 그저 피하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

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숙연하게 일어서서’33) 무대에 등장한 관우를 맞이했

다. 청 초순(焦循)의 《극설(劇說)》에 보면 ｢우리 마을의 강대중은 매번 공적인 연

회에서 관공으로 분장한 배우를 보면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존경을 표현냈다(吾郡

江大中丞蘭, 每於公演見有扮演關侯者, 則拱立致敬)｣34)고 한다. 이는 청대 후기

로 오면서 관우극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청대 후기에는 관

우극을 통해서 ‘성현을 찬양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사대부들도 관우극을 대

하는 태도가 변한 것이다. 그들도 그들이 믿는 관우신을 만나기 원해 다원에 가서 

관우극을 관람했는데 이때 우연히 ‘살아있는 관우’를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했다고 한다.35)

이런 황실이나 사대부들과 달리 일반 민중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관우극 공연에 

참여했다. 일반 민중들의 관공신앙은 더욱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그들은 무대에

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원하는 전지전능한 신인 관우를 만나기를 희망하고 좋아

해 관우극은 자연히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또 그들은 무대에서 마치 현성(顯聖)

한 듯한 관우신을 만나면 어떤 거리낌 없이 그에 대한 존중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

었다. 일반 민중들은 극을 주로 관제묘나 회관의 무대, 또는 다원(茶園)에서 관람

했다. 특히 찻집인 다원에서 극을 관람할 때에는 차 마시고 담배 피우며 잡담을 나

누는 등 어수선하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관우극을 공연하고 관우가 등장할 때면 

31) <벽을 뚫고 책을 읽다(破壁觀書)>는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하자 조조는 두 형수와 관우

에게 한 방을 쓰도록 했지만 관우는 칼로 벽을 만들고 밤새 책을 읽었다는 내용이다.
32) 藩鏡芙⋅陳墨香, 《梨園外史》(北京寶文堂書店, 1989), 25쪽.
33) 《程長庚專記》에 기록된 내용을 么書儀의 <晩淸關公戱演出與伶人的關羽崇拜>(《戱曲

硏究》 第61輯) 14쪽에서 재인용.
34) 焦循, 《劇說》, 《中國古典戲曲論著集成八》(中國戲劇出版社, 1980), 208쪽.
35) 李洪春, 劉松岩, 《京劇長談》(中國戱劇出版社, 1982),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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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중이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관람하였다. 한 번은 미희자가 

관우극의 대표작인 <전장사>를 공연하였는데 이때 일반 관객들은 관우로 분장하여 

연기한 그를 ‘현성(顯聖)한 관우’로 여겨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 번은…… 그가 술 한 병을 들고 대기실로 들어와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무대 의상을 입고 앉아 있던 그는 손으로 뇌문을 쥐더니 등장하려 할 때 가져온 

술을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는 수염을 걸고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당시 관우가 

등장할 때에는 지금과 다르다. 당시에는 왼손의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은 

소매를 받쳐 들었다. 그가 무대 중앙에 이르러 소매를 내리며 동작을 취했다. 미

희자가 수수를 내리자 관중은 깜짝 놀랐다. 무대 앞에서 극을 보던 관원과 일반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평상시에 보던 붉게 분장한 

얼굴이 아니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검은 사마귀가 있고 봉황 눈에 긴 수

염을 단 살아 있는 관우였다. ……미희자가 공연을 하면, 관공이 되살아난다(一次,
……他一進後臺, 就把一壺酒放在化粧卓上, 而後穿行頭, 穿好後就坐下來用手捏
腦門, 在快上場時, 一口氣把一壺酒喝光, 然後戴上髥口, 從容上場｡ 那時, 關公
的出場和現在不一樣, 當時是用左手水袖遮面, 右手揪住袖角, 到臺口再落水袖亮
相｡ 當米喜子一落水袖時, 臺下就亂套了, 前臺有些聽戱的官員平民跪下一大片
――在他們眼前的, 不是常看的, 揉紅臉的關公, 而是一位面如重棗, 臉有黑痣,
鳳目長髥的活關公……米喜子一演戱, 關老爺就顯聖).36)

이처럼 미희자의 관공 연기는 너무도 핍진하여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관

성제군과 혼란을 느끼게 하여 관중들은 인간과 신을 분별치 못하는 효과를 창출했

다. 이런 효과는 술 때문으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고 검은 사마귀가 있고 붉게 

충혈된 눈에 긴 수염을 단 살아있는 관우가 등장하자, 평소 그를 추앙하던 관중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후 사람들은 ‘미

희자가 공연을 하면, 관공이 되살아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일반 민중들은 자신들

의 믿음의 신인 관우를 무대에서 만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36) 李洪春, 劉松岩, 《京劇長談》(中國戱劇出版社, 1982),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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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우신을 모신 무대

관우극은 주로 관우를 모시는 사당인 관제묘와 관우를 상방의 수호신과 직업신,

그리고 재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회관무대에서 공연되었는데 이는 관우에 대한 봉헌

의식과의 관련이 있다. 청대 관공신앙이 성행되고 확산되면서 관우를 보시는 사당

인 관제묘가 전국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일반 민중들은 전능신인 

관우에게 그들 일상의 모든 것을 기원했다. 민간 사회에서 관우는 전지전능한 만능

의 신으로 추앙받아 민중들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중국인들은 관우를 가장 영

험한 신으로 믿어 북경은 물론이고 전국 산간벽지에 이르기 까지 화려하고 웅장한 

관제묘를 세워 그들의 기원을 기탁했다.37)

민중들에게 평소에는 휴식 장소로 명절에는 공공오락의 장소로 관제묘는 늘 그들

과 함께 했다. 이런 관제묘 안에는 보편적으로 관우의 제삿날이나 묘회(廟會)라는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무대를 설치하여 전통극을 공연하였다. 그들은 관제묘에서 

제사를 올림과 더불어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관우신께 기구와 감사를 표시했다.38)

이때 관우의 멋진 활약과 관련된 내용의 관우극들이 주로 공연되었음은 당연한 것

이다.

또한 오랫동안 외지에 머무르는 상인들에게 있어 회관은 숙박을 해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무를 처리하는 장소였지만, 아울러 고향의 신이나 직업신[行業神]께 제

사를 올리는 장소이기도 했다. 즉 고향 사묘(祠廟) 연장으로서 척박한 외지에서 복

록을 기구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그래서 회관건축은 기본적으로 사묘의 구조를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까닭에 회관에도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과 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즉 

회관의 무대는 기본적으로 사묘의 무대양식인 ‘묘대(廟臺)’에 속하며 기능도 동일한 

것이다. 중국은 전국 곳곳마다 지방의 향토신을 섬기는 크고 작은 사묘들이 존재하

며 수시로 제사가 거행되었는데 연극공연은 바로 제례의 절차 중에 신에게 감사드

37) 王政堯, 《淸代戱劇文化史論》(北京大學出版社, 2005), 111-114쪽 참조.
38) 제사 드릴 때 제물과 함께 가무나 연극 등을 바치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면면히 내

려오던 전통이었다. 송금원시기의 사묘에 이미 전문화된 공연무대인 舞亭이나 樂樓가 

건립되어 있었는데, 신에게 기구 감사를 올릴 때 연극을 바치는 것이 가장 좋은 봉헌이

라는 의식이 이미 일반화되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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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중요한 활동이다.39) 따라서 사묘 정전에 모신 주신이 가장 보기 좋은 자리인 

신전의 맞은편에 희대가 세워졌고, 고정된 객석 대신에 정전과 희대사이에 있는 넓

은 마당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것인데, 회관 연극도 바로 이러한 공간구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생경한 환경 속에서 분투하던 상인들은 회관에 어려서부터 그들의 심성 속에 자

리잡아온 고향의 신을 모셔와 사업의 번창과 안전을 기구하는 수호신으로 삼았다.

특히, 산서(山西)상인들은 의리와 신용의 표상으로 산서 해주출신인 관우를 수호신

과 재신으로 모셨다.40) 대다수의 산섬(山陝)회관에는 회관의 중앙에 관우의 신상

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제사일 뿐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경배했다. 특

별한 날에는 회관무대에서 연극공연으로 또한 기구와 감사를 드렸다.41) 이런 공연

에서 그들의 수호신이며 재신인 관우가 등장하는 관우극이 자주 공연되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관우신을 모시는 관제묘와 회관무대의 공연에서는 주로 관우의 업적이 두

드러지는 내용인 <다섯 관문을 지나다(過五關)>이나 <단도로 모임에 가다(單刀

會)>42) 등이 자주 공연되었을 것이다.43) 당시 관객들은 관제묘나 회관무대에서 

이런 공연을 보며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멋지고 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

에 그들의 소망을 간절히 기탁했을 것이다. 이런 무대에서의 관우극 공연은 관우극

이 더욱 발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39) 車文明, 《20世紀戱曲文物的發現與曲學硏究》, 52쪽.
40) 이화승, <관공신앙과 산섬상인의 발전>, 《동양사학연구》 제112집 참조.
41) 산서(山西)상인들은 의리와 신용의 표상으로 산서 해주출신인 관우신을 모셨다. 대다수

의 산섬(山陝)회관에는 회관의 중앙에 관우의 신상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제사일 뿐 아

니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경배했다. 중국인들은 향토의식이 아주 강한 편이라 

산서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토의 영웅인 관우를 신으로 추대하고 그들이 진출하는 

행선지마다 그 신상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를 수호신으로 삼았던 것이다.
42) <過五關>은 관우가 許昌을 떠나 다섯 관문을 지나가면서 조조의 여섯 장수를 베며 위

험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다. 또 <單刀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荊州를 다시 취한 유

비가 長沙⋅零陵⋅桂陽 3군을 돌려주는 척만 하자, 손권의 사신 諸葛瑾이 관우에게 

재차 요구하였으나 관우는 응하지 않았다. 魯肅은 조급하여 연회를 열어 관우를 초청하

고 부장을 잠복시켰다. 연회장에서 노숙이 형주 반환을 요구하자, 관우는 취한 척 하며 

한 손에는 단도를 들고, 한 손에는 노숙을 붙들었다. 東吳의 장수들은 노숙이 다칠까 

우려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고, 관우는 안전하게 형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43) 張勇風, 《中國戲曲文化中的禁忌現象硏究》(文化藝術出版社, 2016),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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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대 관공신앙의 성행과 확대로 인해 경극 관우극 공

연은 다른 희곡 공연과는 다른 독특한 공연문화를 형성했다는 알 수 있었다. 청대 

관우 신격화의 완성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져 관우는 위로는 황

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신이 

되었다.

청대 초기에는 성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관우극 공연을 금지했으나 청대 후기에 

들어와 관공신앙이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면서 관우극 공연을 통해서 ‘성현을 찬양한

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관우극 공연이 활발해졌고, 관우의 신격화된 

이미지로 인해 다른 작품과는 다른 특수한 공연 문화를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관우

는 인간에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관우극 공연은 상당히 짙은 신앙적 색채를 띠고 

있다. 관우역을 맡은 신앙심이 깊은 배우, 현성(顯聖)을 기대하는 관객, 관우신을 

모신 무대 등 이 모든 것들이 신앙과 연계되어 있다. 신앙이 깊으면 두려움도 커지

는 법이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금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금기는 신앙

의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배우, 관객, 무대를 통해 본 관우

에 대한 신성성과 금기는 결국 관우 숭배의 결과이며 동시에 관우의 숭고함과 신성

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연극의 발전과정 속에 민간신앙이 

갖는 의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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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In an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ian

faith and performance culture of China, efforts are made in this

study to review how deification of Guanyu revered by emperors and

civilians during the Ching Dynasty had flourished and prevailed and,

furthermore, to look into how such faith of deified Guanyu has

affected the performance of Guanyu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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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yu cult is the faith of serving Guanyu who was a great

commander in the era of Later Han (後漢) in China. After death of

Guanyu, the faith began to sprout in the private sector and, since

then, has grown to be a representative civil faith of China till now.

In the early stage during Wei (魏) - Chin (晉) Southern and

Northern Dynasty Period (南北朝時代), it took the form of memorial

service for civilians to coax the spirit of the deceased Guanyu and

was gradually expanded into combining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other types of civilian faiths devoted to the gods who

were believed to protect local communities, temples, nations and

merchants, to name just a few. Furthermore, such beliefs were

extended even to gods of scholarship, medicine, patronage of villages,

pray for offspring, or almost close to the almighty. This belief, in

particular, reached a peak in the Ching Dynasty when it was given

maximum help of the state power and became so popularized in the

civil area that there was no place where the shrine for Guanyu

didn’t exist. Highly praised by emperors and civilians, Guanyu cult

had become more and more widespread upto the extent that it deeply

poured into the life of the royal families and grassroots during the

Ching Dynasty.

Next, I examined the effect of Guanyu belief upon the performance

of Guanyu drama as a Beijing opera in the present study. Due to

the deified image of Guanyu, Guanyu drama has developed while

forming a special performance culture different from other works.

Since Guanyu has been man-turned-god, the performance of Guanyu

drama features accordingly a fairly deep religious context. The actors

playing the role of faithful Guanyu, the audience looking forward to

seeing a saint in him, and the stage where the god Guanyu is

enshrined are all connected with faith. When faith is deep, fear

increases, as a matter of course. There then is a taboo to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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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ear, which is another concrete expression of faith. The

sacredness and taboo of Guanyu as seen through the actor, audience,

and stage are the results of the Guanyu worship and, as a

consequence, they act to further highlight sublimeness and

sacredness of Guanyu. Through this process, we have come to

recognize once again that the significance of civilian faith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dram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hat

could never be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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