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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百歲篇｣은 사람의 일생을 100세로 보고, 10년씩을 단위로 하여 총 10수의 형

식으로 사람의 일생을 노래한 작품이다. 본 연구과제는 총 6조 60수에 달하는 敦

煌 定格聯章體歌辭｢百歲篇｣의 서사구조 분석 및 작품에 나타난 당⋅오대 돈황 지

역 사람들의 생명의식에 대한 연구이다. 

敦煌 ｢百歲篇｣은 남⋅녀 등 세속인물의 일생을 노래하거나 불가 수행승의 일생

을 노래하는 등 ‘인물의 일생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비교적 단조로운 인상을 

준다. 이로 인해 기타 정격연장체가사인 ｢五更轉｣이나 ｢十二時｣와는 달리 독자적

인 연구대상이 거의 되지 못하였고, 기존의 연구 또한 寫本이나 調名 분석 또는 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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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내용 분류 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敦煌 ｢百歲篇｣을 ‘인물의 일생을 묘사’한 작품으로만 단순하게 평가해버

릴 수는 없다. 敦煌 ｢百歲篇｣은 특정 인물의 삶의 역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설계와 장수에 대한 염원 등 당⋅오대시기 돈황 지역 사람들의 보편적

인 인식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남자⋅여자⋅승려 등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인

물 群의 일생에 대한 묘사는 당시 사회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

가 출가자의 작품이나 非출가자의 작품 모두 현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불교의 

‘空’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敦煌 ｢百歲篇｣의 원류로 보는 晉 陸機의 ｢百年

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晩唐 五代 시기 돈황 사상의 주류

를 이룬 佛敎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척박한 자연환경과 전쟁 등의 공포 속에 생활

하던 돈황 지역 사람들이 ‘生’에 대한 집착과 연민에서 벗어나 ｢세상만물은 인연 따

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즉 ‘相’이 없는 것’임을 깨닫고 ‘空’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생명의식을 보여준다.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敦煌 定格聯章體歌辭 ｢百歲篇｣에 나타난 당⋅오대 돈황 지역 사람들

의 생명의식에 대한 고찰이다.1)

현존하는 敦煌 ｢百歲篇｣은 6組 60首로, 돈황사본 중의 다른 定格聯章體歌辭와 

비교해볼 때 그 편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五更轉｣이나 ｢十二時｣ 등 다른 

곡조들이 태자 成道의 이야기나 佛家의 교리 외에도 勸善이나 勸學, 征婦의 원망 

등 세속적인 다양한 주제를 작품 속에 묘사하는 것2)과는 달리, 敦煌 ｢百歲篇｣은 

 1) 定格聯章은 곡조와 내용이 일치하고, 句式과 段數가 모두 고정된 격식을 가지고, 음악

과 配 하는 詞의 형태를 말한다. 任半塘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그 형식은 南朝에서 

시작된 이래 唐代에 크게 유행하였다. ｢百歲篇｣ 외에도, ｢五更轉｣⋅｢十二時｣⋅｢五更

轉兼十二時｣⋅｢十二月｣이 있는데, 이들 작품은 시간의 순서로 노래하고 있다고 하여 

‘分時聯章體歌辭’라고 부르기도 한다. (《敦煌學大辭典》 ‘定格聯章’ 참조) 敦煌 定格聯

章體歌辭｢百歲篇｣은 이후로는 敦煌 ｢百歲篇｣으로 명명한다. 

 2) 敦煌 定格聯章體歌辭 ｢五更轉｣은 야간의 다섯 시간을 단위로 삼아 노래한 것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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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인물의 일생을 노래하거나 불가 수행승의 일생을 노래하는 등 ‘인물의 일생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비교적 단조로운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로 인해 ｢百歲

篇｣은 ｢五更轉｣이나 ｢十二時｣와는 달리 독자적인 연구대상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百歲篇｣을 ‘인물의 일생을 묘사’한 작품으로만 단순하게 평가해버릴 수

는 없다. 특히 敦煌 ｢百歲篇｣의 경우, 인물의 성질에 따라 내용 및 서사구조에 차

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생의 유한함과 그에 따른 무상함이 작품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운데 불교의 ‘空’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空’사상은 敦煌 ｢百歲篇｣의 

원류로 보는 晉 陸機의 ｢百年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이는 

唐⋅五代시기 변경의 돈황 지역 사람들의 생명의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

건이 된다. 

이에 본 논문은 敦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唐⋅五代라는 ‘시대적 특성’을 기반

으로, 우선 敦煌 ｢百歲篇｣의 寫本 및 調名을 고찰하고, 그 서사구조의 특징을 분

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당⋅오대 시기 돈황민의 생명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敦煌 ｢百歲篇｣ 寫本 고찰

任半塘의 《敦煌歌辭總編》‘雜曲 定格聯章’ 條에는 ｢百歲篇｣를 調名으로 하고, 

‘丈夫’⋅‘女人’⋅‘壠上苗’⋅‘池上荷’⋅‘一生身’⋅‘緇門’을 부제로 하는 총 6組 60수의 

詞가 실려 있다.3) 이들 6組의 敦煌 ｢百歲篇｣이 필사된 사본은 S.2947⋅S.5549⋅
P.4525⋅P.3168⋅P.3361⋅S.1588⋅S.0930⋅P.3821⋅P.2847⋅S.4654⋅
S.5558 등 총 11종이 있으며, 각각의 ｢百歲篇｣은 형식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우선 ｢百歲篇｣ ‘緇門’⋅｢百歲篇｣ ‘丈夫’⋅｢百歲篇｣ ‘女人’ 등 3組의 ｢百歲篇｣은 

두 11組의 작품이 있다.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글을 모르는 고통을 노래

한 ‘歎五更’ 같은 것도 있다. ｢十二時｣는 12地支의 시간을 단위로 삼아 노래한 것으로, 

모두 12組의 작품이 있다. ｢五更轉｣처럼 불교 관련 내용이 많으나, 詠史⋅發憤勸學⋅
天下傳孝⋅求宦 등 사회 일반의 다양한 제재를 노래한다. ｢十二月｣은 2組의 작품 모

두 ‘相思’ 주제를 노래한다. 

 3) 이들 작품은 이후로는 ｢百歲篇｣ ‘丈夫’⋅｢百歲篇｣ ‘女人’⋅｢百歲篇｣ ‘壠上苗’⋅｢百歲

篇｣ ‘池上荷’⋅｢百歲篇｣ ‘一生身’⋅｢百歲篇｣ ‘緇門’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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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9474)과 S.55495) 사본에 단독 필사되어 있다. 3組 모두 10수, 7언4구 7777

의 句法이며, 매 수 처음은 ‘一十’, ‘二十’……‘百歲’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百歲篇｣ 
형식의 定格을 보여준다.

一十花枝兩斯兼, 나이 열 살, 꽃가지 두 손으로 쥐고

優柔婀娜復嬮孅. 온화하고 아리따워 하늘거리는 자태로다. 

父娘憐似瑤臺月, 부모님은 요대의 달인 양 귀히 여기며 

常不許出朱簾. 늘 붉은 주렴 밖을 나서지 못하게 하시네. 

(｢百歲篇｣ ‘女人’-제1수)

｢百歲篇｣ ‘壠上苗’와 ｢百歲篇｣ ‘池上荷’는 P.3361, S.1588에 ‘歎百歲詩’의 제목 

아래 두 작품이 ‘又曰’로 이어진 채 연속 필사되어 있다.6) 형식면에서 보면, 각 수

의 첫구가 ‘一十一’, ‘二十二’……‘九十九’, ‘一百終’ 등 3언으로 되어 있고, 그 뒤로 

7언3구가 이어져서 3777의 구법을 보이는 등 ｢百歲篇｣ ‘丈夫’ 등과 차이를 보인

다. 사본의 원제목 또한 ‘百歲篇’이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10수의 가사로 인생 

백년을 순차적으로 노래하는 등 그 내용과 형식이 위의 ｢百歲篇｣ ‘丈夫’ 등과 큰 

 4) 사본 첫머리에 ‘寶積經第一袟第一卷三律 ’라는 題記가 있고, 그 뒤로 한 칸을 띄운 

다음 ‘緇門百歲篇’⋅‘丈夫百歲篇’⋅‘女人百歲篇’ 등 3組의 ｢百歲篇｣가 필사되어 있다. 

뒤로 갈수록 훼손되고 누락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각주 내에서 돈황사본 내의 調名 

표기는 임반당의 조명표기를 따르지 않고 원 사본의 필사형태를 따른다. 이는 최대한 

원 사본의 상태를 드러내고자 함이다. 이하 동일하다.) 

 5) S.2947과 동일하게 ‘緇門百歲篇‘⋅‘丈夫百歲篇’⋅‘女人百歲篇’ 등 3組의 ｢百歲篇｣만 

필사되어 있다. 사본의 첫부분 ‘緇門百歲篇’은 제4수부터 보이며, 3組의 ｢百歲篇｣이 

연속 필사된 후에 ‘百歲篇一卷完’이라고 쓰여 있다. 그 뒤로는 또 ‘曹義成陳闍梨周藥奴

井□竭了阿柳阿 信手寫百歲篇一卷.’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본을 필사한 사

람들의 명단을 표기한 것이다. S.2947과 동일하게 돈황 지역의 보편적인 人物群인 남

성⋅여성⋅승려의 ｢百歲篇｣ 만을 독립적으로 필사한 사본으로 그 의미가 있다. 

 6) 원 사본은 제1수가 필사된 후 ‘又曰’이란 두 글자가 있고 다시 또 다른 제1수가 필사되

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언뜻 보면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任半塘은 이 작

품이 원래 독립된 2組의 작품인데 필사자에 의해 한 작품처럼 필사된 것으로 보고, 각

각 제1수 제2구 중의 ‘壠上苗’와 ‘池上荷’를 따서 제목으로 취한 후 별도의 작품으로 독

립시켰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按此原是兩位作 精心下筆. 兩套同題之作, 被

傳抄 故弄狡獪, 矯揉造作, 合而爲一, 冒充原作原貌如此.｣ 上海古籍出版社, 1987

년, 1325쪽.) 본 논문은 任半塘의 견해를 취하여 독립된 작품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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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어서 任半塘은 이를 ｢百歲篇｣의 또 다른 別格으로 보았다. 

주의할 것은 ｢百歲篇｣ ‘一生身’이다. 이 작품은 S.0930과 P.28477)에 ‘百歲詩’ 

또는 ‘百歲書’의 제목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당 승려 悟眞이 지은 것으로 보인다.8) 

7언 4구, 7777의 구법으로 되어있으나, 매 수 처음에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를 쓰

지 않고, 마지막 제4구의 끝 세 글자는 ‘一生身’으로 반복되고 있는 등 그 형식은 

기타 5組의 ｢百歲篇｣과는 완연히 다르다. 

幼齡割愛願投眞, 어려서 어버이 사랑 끊어내고 진리 탐구의 길 들어서

고자

未報紫顔乳哺恩. 자애로운 얼굴과 젖 먹인 은혜에 아직 보답 못했도다 

子欲養而親不待, 자식 봉양하고자 해도 어버이 기다리지 않으시니

孝虧終始一生身. 일생 동안 끝내 효도는 어그러지고 말았도다.

(｢百歲篇｣ ‘一生身’-제1수)

게다가 특정 개인의 일생을 회고해서 쓴 작품이라는 점 등 기타 5組의 ｢百歲篇｣
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하여 ｢百歲篇｣ ‘一生身’을 ｢百歲篇｣ 계열의 작품에서 제

외하는 경우도 있다.9) 이런 경우 작품이 필사된 사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P.3821본은 敦煌 ｢百歲篇｣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본이다. ｢百歲篇｣ ‘緇

門’⋅｢百歲篇｣ ‘丈夫’⋅｢百歲篇｣ ‘女人’ 순으로 필사되어 있는데, ｢百歲篇｣ ‘緇門’은 

그 제목이 보이지 않고 제1수부터 필사되어있으며, 나머지 두 편은 제목이 뚜렷이 

적혀있다. 그 뒤를 이어 ‘百歲詩拾首’의 제목 하에 ｢百歲篇｣ ‘一生身’이 필사되어 

있으며, 그 바로 뒤에는 ｢十二時行孝文一本｣ ‘詠史’⋅｢白侍郞作十二時行孝文｣⋅
｢十二時行孝文｣⋅｢十二時行孝文｣ ‘發憤’ 등 일련의 정격연장체가사 ｢十二時｣가 필

 7) S.0930에는 引이 있는데 ‘裁詩十首’라는 언급이 있다. 또 첫머리에 ‘河西都僧統賜紫

沙門 悟眞’이 있어 작가를 밝히고 있다. P.2847에는 ‘國師唐和尙百歲書’라고 제목이 

써있고 그 뒤로 ‘勅授漢西都僧統賜紫沙門’이 필사되어 있다. 

 8) ｢百歲篇｣ ‘一生身’의 작가 등에 관해서는 <Ⅳ 敦煌 ｢百歲篇｣서사구조 분석> 참조.

 9) 張錫厚는 그의 《全敦煌詩》에서 ｢百歲篇｣ ‘一生身’을 제외한 5組 50首 만을 수록하고 

있다. (張錫厚 《全敦煌詩》, 作家出版社, 2006년) 車柱環 또한 이를 여타 ｢百歲篇｣과
는 사실상 동종류로 다룰 수는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았다. (車柱環 《敦煌詞文學論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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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感皇恩｣⋅｢ 莫遮｣⋅｢浣溪沙｣⋅｢ 金門｣⋅｢生査

子｣⋅｢定風波｣ 등 15수의 曲子詞가 사본의 正面에 동일한 필체로 깨끗하게 정서

되어 있다. 이 사본이 중요한 이유는 ｢百歲篇｣ ‘一生身’의 조명 성질 때문이다. 사

본을 보면, 필사 순서 상 사본 전반부는 정격연장체가사를, 후반부는 곡자사를 필

사하고 있다. 우선 3組의 ｢百歲篇｣을 필사한 후 바로 이어 ｢百歲篇｣ ‘一生身’을 필

사하고 그 뒤를 이어 ｢十二時｣ 계열의 작품들이 연이어 필사되었다는 것은, ｢百歲

篇｣ ‘一生身’이 형식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작품 역시 10수의 시로 인

물의 일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百歲篇｣과 동일한 곡조를 사용하였을 가능

성이 아주 높았음을 추측케 한다.10)

Ⅲ. 敦煌 ｢百歲篇｣ 調名 고찰

대다수의 논저들이 敦煌 ｢百歲篇｣을 佛敎歌辭의 범위에 귀속시켜 논의를 한다. 

그러나 6組의 敦煌 ｢百歲篇｣을 보면, 불가 수행승의 일생을 노래한 ｢百歲篇｣ ‘緇
門’과 당시의 고승 悟眞이 일생을 회고하면서 썼다고 하는 ｢百歲篇｣ ‘一生身’에는 

불교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긴 하지만 세속적인 욕망이나 염원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 또한 나머지 4組의 경우는 인생 전반에 대한 묘사부분에서 

불교와의 연관성이 언뜻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敦煌 ｢百歲篇｣은 분명 불

교적인 색채가 있긴 하지만, 불교의 교리를 說하는 정통 佛曲에 비하면 종교적 색

채는 훨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불가적 내용과 속세적 내용이 교묘히 어울려있는 듯이 보이는 敦煌 ｢百
歲篇｣ 調名의 원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敦煌 ｢百歲篇｣이 六朝 時期 佛家의 唱 用으로 만든 것에서 기원한다고 

보는 주장이다. 이를 대표하는 학자는 任半塘이다. 그는 불교계에서 민심을 끌어들

10) 劉傳啓는 敦煌歌辭는 學習과 諷誦之用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로 볼 때 P.3821 사본은 

돈황 지역의 교학 혹은 학습용의 소책자라고 보았다. (劉傳啓 <敦煌歌辭在唐五代敦煌

地區的傳播 功用>: ｢此卷應亦是敦煌敎學或學習之用的 冊子.｣ 《大舞臺》, 2012년 

7기,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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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백년시절 순식간에 지나가니, 苦樂이 갈마드는 것은 반드시 因果에 의

한 것이다(百年迅速, 遷滅俄 , 苦樂參差, 必由因果)｣라는 교리를 내세우고자 했

고, 이를 전파하기 위하여 ｢百歲篇｣ 조명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11) 그러나 顔廷

亮은 敦煌 ｢百歲篇｣류의 작품을 ‘俚曲 調’라 명명하고 佛曲과는 엄격히 선을 그

었으며,12) 高國藩 역시 이들 작품을 ‘民間 調’라 명명하고 육조 승려의 창도용에

서 기원한다는 임반당의 주장을 부정하였다.13)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敦煌 ｢百歲

篇｣ 계열의 작품 가운데는 임반당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에 전해지던 民間의 調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는 주장이다. 즉, 敦煌 

｢百歲篇｣은 불가에서 교리를 보다 쉽게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 곡조

를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생을 백년으로 보고 10년 단위로 나눈 후 각 시기의 삶의 상황을 논한 것은 

예전부터 있었다.14) 이것이 노래로 불려진 최초의 작품은 晉 陸機(261-303)의 

｢百年歌｣이다. ｢百年歌｣는 위진 시기 악부시의 한 체제로, 지금 전해지는 위진 시

기의 작품은 이것 하나밖에 없지만,15) ‘인생 백년’을 노래하는 ｢百年歌｣류의 작품

은 꾸준히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6) 이로 볼 때 陸機의 ｢百年歌｣는 敦煌 ｢百

11) 任二北 《敦煌曲初探》: ｢此調分明起於六朝僧侶唱 之用, 創始更早.｣ (上海文藝聯合

出版社, 1954년) 63쪽.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梁慧皎高僧傳一五唱 門記宋釋道

照曾 武帝敍‘百年迅速, 遷滅俄 , 苦樂參差, 必由因果’. 足見佛敎之誘 人心, 早卽

闡發‘百年迅速, 必由因果.’之義. 爲適應唱唄之 要, 而百歲篇之曲調乃産生.……而百

歲篇曲因緣於佛家之唱 , 事乃益明.｣ (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1323-1324쪽. 

12) 顔廷亮은 ｢百歲篇｣⋅｢五更轉｣⋅｢十二時｣ 등 민간곡조의 唱詞를 ‘俚曲 調’라고 명명

한 뒤, 가사의 내용 상 이들 俚曲 調를 佛曲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엄격히 이 둘은 

다른 성질의 작품이라고 보았다. (顔廷亮 《敦煌文學槪論》, 甘肅人民出版社, 1993, 

442쪽.) 

13) 高國藩 《敦煌民間文學》(臺北, 臺灣聯京出版公司, 1994년) 183-184쪽.

14) 《禮記》  ｢曲禮｣上: ｢人生十年曰幼, 學. 二十曰弱, 冠. 三十曰壯, 有室. 四十曰强, 而

仕. 五十曰艾, 服官政. 六十曰 , 指使. 七十曰老, 而傳, 八十⋅九十曰 , 七年曰

悼, 悼 , 雖有罪, 不加刑焉. 百年曰期, 頤.｣ 
15) 이 외에 陳 釋智匠의 《古今 》: ｢百年歌, 晉王道沖, 陸機竝作.｣, 唐 徐 의 《初學

記》: ｢百年歌, 晉王道中, 陸機竝作.｣ 등의 기록을 보면 晉 王道沖(일설 中)도 ｢百年

歌｣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 가사는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任二北 《敦煌曲初探》, 上

海文藝聯合出版社, 1954년, 6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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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篇｣ 곡조의 산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작품은 ‘인생 백

년’을 노래하는 내용상의 유사점 뿐 아니라, 형식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사점이 보

인다. 陸機 ｢百年歌｣는 5구에서 8구까지의 다양한 형식으로 37777(777)의 구법

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1구는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7777의 구법이 된다. 이는 敦煌 ｢百歲篇｣의 구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

다. 특히 ｢百歲篇｣ ‘壟上苗’와 ｢百歲篇｣ ‘池上荷’와는 그 句數의 차이만 있을 뿐 

3777의 동일한 구법을 사용하는 등 그 관계가 매우 긴밀함을 알 수 있다.17)

그렇다면 불가에서 민간의 곡조를 이용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민간에서 유행하는 곡조는 일반적으로 간결하고 평이하며 비교적 강한 전파능력

을 가지고 있다. 중국으로 전래된 후, 교리의 전파를 위해 점차 중국화, 세속화의 

경향을 보이게 된 불교가 일반대중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바로 노래였다. 따라서 불교는 중국에 본래 있던 민간의 곡조를 이용하였는

데,18) 특히 ｢五更轉｣⋅｢十二時｣ 등 여러 가지 곡조의 장편의 연장형식을 많이 이

용하였다. 이는 간단한 형식을 이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자연

스럽게 확대하는 것이 가능했고, 반복 서술 등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교리를 더욱 

16) 당대에 이르러 인생 백년을 순차적으로 노래하는 작품이 많아졌다. 唐 貞元 연간

(785-805) 李觀이 ｢百年歌｣를 지었다고 하나 지금 그 가사는 전하지 않는다. 동시기 

陳羽의 ｢古意｣는 남녀주인공의 13세부터 60세까지의 영고성쇠를 노래한 것으로 ｢百年

歌｣의 별체로 보인다. (張錫厚 《敦煌文學源流》, 作家出版社, 343-344쪽.) 晩唐 咸通 

연간(859-873)에 李可及이 舞曲 ｢歎百年曲｣을 지었는데, 任二北은 이를 ｢百歲篇｣調
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 (任二北 《敦煌曲初探》: ｢唐懿宗時, 有歎百年, 或爲本調

〔百歲篇〕之直接所本, 則晩唐之曲調也.｣ 上海文藝聯合出版社, 1954년, 64쪽.) 이 

외에 後唐 莊宗 때(923-926)에도 ｢百年歌｣가 여전히 불렸음이 기록되어 있다. (《五

代史》 <莊宗本紀>: ｢克用破孟方立于邢州, 還軍上黨, 置酒三垂岡. 伶人奏百年歌, 至

于衰 之際, 聲辭甚悲, 座上皆凄愴.｣)
17) 高國藩은 ｢百歲篇｣의 기원은 陸機의 ｢百年歌｣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후 당대에 이르

러 불교의 교리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주장하였다. (高國藩 《敦煌民

間文學》, 臺北, 臺灣聯京出版公司, 1994년, 183-184쪽.) 張錫厚 역시 돈황 ｢百歲

篇｣의 산생이 陸機 ｢百年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張錫厚 《敦煌文學

源流》, 作家出版社, 2001년, 342쪽.) 

18) 敦煌 佛曲 曲調의 원류는 첫째,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곡조, 둘째, 

佛讚을 위해 중국에서 창작한 곡조, 셋째, 중국에 이미 있던 민간곡조를 불교에서 이용

한 것이다. (王定勇 <敦煌佛曲曲調 述>, 《 州大學學報》 11권3기, 2004년 7월, 

55-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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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敦煌 ｢百歲篇｣ 역시 마찬가지이다.20) 특

히 ｢百歲篇｣은 調名 本意를 노래하기 때문에, 일반대중에게 알리고자하는 바를 보

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었다.21) 이렇듯 불교계에서 불교 교리의 전파를 위해 민간

의 기존 곡조를 이용했다는 것은 불교계가 그 교화의 중심을 일반대중에게 두었음

을 보여준다. 

Ⅳ. 敦煌 ｢百歲篇｣ 敍事構造 분석

｢百歲篇｣은 사람의 일생을 100세로 보고, 10년씩을 단위로 하여 총 10수로 사

람의 일생을 노래한 작품이다. 句法 상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동일

한 체계의 곡조를 이용하여 문인, 일반 민중, 승려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인

생 전 과정에 걸친 희노애락과 염원 등을 담아내었다.22) 따라서 작품 자체에 대한 

19) 王志鵬 <敦煌佛敎歌辭的形成及其調名特徵>, 《淮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 科學版), 

2006년 5월, 564쪽.

20) 鄭阿財 <敦煌寫卷定格聯章｢百歲篇｣硏究>: ｢所 百歲篇, 是 人生以十年爲單位, 從

十歲到百歲, 分別用十首歌辭聯成一套, 來吟唱詠嘆人生百年光陰之迅速, 盛衰傾滅之

無常.｣ (《木鐸》 제11기, 1987년 2월)

21) 王魁星⋅劉劍은 調名本意를 통속성을 위한 전형적인 어휘 사용⋅敍事의 詩意化⋅時

事의 반영⋅대언체 활용과 함께 돈황가사 특유의 서사 특징으로 분석한 바 있다. (王魁

星⋅劉劍 <敦煌歌辭敍事特徵初探>, 《平 山學院學報》 22권 1기, 2007, 60쪽.)

22) 문인 작품으로 唐 이전의 것으로는 南朝 晉 陸機의 ｢百年歌｣가 있으며, 中唐 문인 李

觀의 작품도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中唐文人李觀

有作, 不傳. 此調之唐以前辭, 惟見晉陸機｢百年歌｣一套.｣, 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1308쪽.) 민간 作品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敦煌 ｢百歲篇｣ 가운데 ｢百歲篇｣ ‘丈夫’⋅
｢百歲篇｣ ‘女人’⋅｢百歲篇｣ ‘壠上苗’⋅｢百歲篇｣ ‘池上荷’가 있다. 이외에 절강성 淳安縣

과 東陽縣에서 채록(1953년 9월)된 ｢百歲歌｣와 ｢開船五更｣ 등의 민가와(任半塘 《敦

煌歌辭總編》, 1315쪽.), 高國藩이 강소성에서 채록한 ｢茅山百歲篇｣(1982년 11월 강

소성 句容縣 모산지구에서 채록)을 들 수 있다. ｢茅山百歲篇｣은 현지인의 암송을 채록

한 것으로, 총10수로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7777구법을 사용하는데, 중간에 간혹 8언

이나 9언이 혼용되기도 한다. 제1수는 각 句의 처음이 一歲⋅三歲⋅五歲⋅七歲로 시

작되고, 제2수부터는 첫 구가 ‘人到二十成了人’⋅‘人到三十半老人’의 형식으로 시작하

여 ‘人到百歲老壽星’까지 이어지는 등 구조와 형식이 敦煌 ｢百歲篇｣과 기본적으로 일

치한다. (高國藩 《敦煌民間文學》, 臺北, 臺灣聯京出版公司, 1994년, 174-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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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성질 및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은 작품을 보다 입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敦煌 ｢百歲篇｣은 크게 非출가자와 출가자의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1. 非出家

여성의 일생을 노래한 ｢百歲篇｣ ‘女人’과 남성의 일생을 노래한 ｢百歲篇｣ ‘丈

夫’⋅｢百歲篇｣ ‘壠上苗’⋅｢百歲篇｣ ‘池上荷’가 여기에 속한다.

四十當家主計深, 마흔이라, 스스로 살림 맡아 책임이 무거운데23)

三男五女惱人心. 삼남 오녀 늘 근심하게 하는구나.

秦箏不理貪機織, 진쟁은 타지 않고 길쌈만 탐내면서

祗恐陽烏昏復沈. 다만 해가 어두워졌다 다시 떨어질까 두려울 뿐이라. 

六十面皺髮如絲, 예순이라, 주름진 얼굴에 실 같은 머리카락

行步龍鍾 語詞.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고 말수도 줄어든다.24)

兒未得婚新婦, 아들 장가 못가 신부 얻지 못함 시름하고

憂女隨夫別異居. 딸은 남편 따라가 떨어져 살게 됨을 근심한다.

여인의 ‘인생 백년’을 노래한 ｢百歲篇｣ ‘女人’ 제4수와 제6수이다. ‘부모님 요대의 

달인 양 귀히 여기며(父娘憐似瑤臺月-제1수)’ 금지옥엽으로 사랑받던 10대를 지

나, 20대에 ‘부모가 정혼하여 공훈 집안 섬기게 되어, 아름다운 수레 타고 황혼녘 

남편 따라간 후(父娘聘許事功勳, 香車暮逐隨夫壻-제2수)’, ‘비단창가에 앉아 거울 

들고 꽃비녀 정돈하고(紗窓攬鏡整花鈿-제3수)’, ‘모란꽃 피는 시절 노래하는 벗들

과 함께, 노 젖고 배 타며 푸른 연꽃을 따는(牧丹時節邀歌伴, 撥棹乘船採碧蓮-제

3수)’ 등 아직은 집안 걱정 없는 꽃 같은 시절을 보낸 후, 40대 중년에 이르러 스

이 밖에 승려의 것으로는 ｢百歲篇｣ ‘緇門’과 ｢百歲篇｣ ‘一生身’을 들 수 있다.

23) 當家는 自家, 本人의 뜻이다. (蔣禮鴻 《敦煌文獻語 詞典》, 杭州大學出版社, 1994

년, 73쪽.)

24) 龍鍾은 원 사본에는 ‘躘踵’으로 필사되어 있다. 피곤한 모습 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蔣禮鴻 《敦煌文獻語 詞典》, 杭州大學出版社, 1994년,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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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집안 살림을 주관하는 등 10대에서 50대까지 총 5수의 시에서는 일반적인 여

성의 일생을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60세부터는 노쇠함에 대한 근심, 

자식에 대한 근심 등이 시작되며, 이후 70대에 이르면 ‘내일 아침 미풍이라도 불어

온다면, 근골이 심하게 떨릴 것이니(明晨若有微風至, 筋骨相牽似打羅25)-제7수)’ 

등 본격적으로 노쇠함을 노래하다가 100세에 죽음으로 끝맺는다.

四十看看欲下坡, 마흔이라, 보고보아도 내리막길이라

近來朋友半消磨. 근래 벗들도 반이나 사라졌다오.

無人解到思量處, 아무도 내 근심 풀어줄 이 없으니

祗道春光沒有多. 다만 봄 경치 얼마 남지 않았음에랴.

五十强 幾事成, 쉰 살이라, 억지도 도모해서 겨우 몇 가지 일 이루었

으나

一身何足料前程. 이 한 몸 무엇으로 족히 앞길 헤아리리오.

紅顔已向 中改, 홍안은 이미 시름 속에 늙어버렸으니

白髮那堪鏡裏生. 거울 속 생겨나는 백발 어찌 감당할 수 있으리.

｢百歲篇｣ ‘丈夫’ 제4수와 제5수이다. 작품 속 남성은 ‘형제 모습 玉같아 부모의 

자랑거리(弟兄如玉父娘誇-제1수)’였던 ‘玉’ 같은 소년기를 지나, ‘집을 나서 말을 

타고 동서로 마구 내달리는(出門騎馬亂東西-제2수)’ 남성적 기개를 뽐내고 ‘비단 

보기를 발아래 진흙 같이 여기는(錦帛看如脚下泥-제2수)’ 거침없는 20대를 보낸 

후, ‘서른이라, 당당하게 육예 갖추고(三十 六藝全-제3수)’ 등 六藝를 온전히 

갖춘 30대를 보내는 등 상당히 得意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40대에 이르러 갑자

기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며, 50대에 이르러서는 비록 ‘억지로 도모해서 몇 가지 

일 이루기(五十强 幾事成-제5수)’는 했으나 이미 노쇠함에 대한 묘사가 본격적으

로 시작된다. 그 뒤로는 ‘무단히 나이만 먹어가니 사람들 웃음거리 되며, 노쇠함과 

병은 띠 풀 연달아 뽑히는 듯 연이어지고(無端老去令人笑, 衰病相牽似拔茅-제7

수)’, ‘대문 앞에서 묻노니 비명에 간 귀신들이요, 꿈에 만나는 건 모두 죽은 사람들

25) 打羅는 篩籮를 가리킨다. 체를 흔들어 걸러내기 위해서는 힘차게 흔들어야 한다. 즉, 

여기서는 나이가 들어 미풍도 견디기 힘드니, 근골이 떨림이 매우 심하다는 의미이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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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前借問非時鬼, 夢裏相逢是故人-제8수)’이라고 읊는 등 전반적으로 쇠락과 그로 

인한 강한 무기력함이 지속되다가 100세에 죽음으로 끝맺는다. 

｢百歲篇｣ ‘壠上苗’과 ｢百歲篇｣ ‘池上荷’ 역시 남성의 일생을 중점적으로 묘사하

고 있다.

三十三, 서른세 살이라

開筵美酒正初含. 잔치 열어 맛있는 술 이제 막 입에 머금어본다.

彎弓直向單于北, 활 당겨 곧장 선우 있는 북쪽으로 향하고

仗劍仍過瀚海南. 검 들고 거듭 사막 남쪽을 넘어간다.26)

四十四, 마흔 네살이라

蛾眉鏡裏無靑翠. 거울 속 비친 눈썹에 푸르른 젊음이 없구나.

紅顔夜夜改常 , 홍안도 매일 밤마다 모습 바뀌게 되고

蟬鬢朝朝不相似. 매미날개 같은 귀밑머리도 아침마다 달라지도다.

｢百歲篇｣ ‘壠上苗’ 제3수와 제4수이다. ‘매가 새장에서 나오니 털 덮힌 발톱 날

카로운(蒼鷹出籠毛爪利-제2수)’ 기개를 자랑하던 20대를 지나, 활 쏘고 검 휘두르

며 이족을 물리치던 30대의 영광을 뒤로 하고, 역시 44세부터는 쇠락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귀밑머리 주변 백발은 흰 명주실 같고, 뺨 위의 싱싱했던 얼굴은 가

을 이슬 같은(鬢邊白髮如素絲, 頰上靑顔若秋露-제5수)’ 50대를 지나 ‘몸 늙어 서

리 내리는 날에는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는(身老霜天 盡日-제8수)’ 시간을 거쳐 

마침내 100세에 죽음으로 종결된다. ｢百歲篇｣ ‘丈夫’와 거의 유사한 서사구조를 보

이고 있다. 

三十三, 서른세 살이라

武略文章陌上談. 군사 책략과 문장을 길에서 이야기한다. 

十月角弓鳴塞北, 시월에는 각궁 들고 변경 북쪽에서 활을 울리며

五花駿馬獵城南. 오화준마 타고 성 남쪽에서 사냥을 한다.

26) 瀚海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漢魏 시기에는 북방의 큰 호수를, 唐代에는 

몽고 고원의 대사막 이북 및 지금의 준거얼분지 일대를, 元代에는 古金山을, 明代 이

래는 고비사막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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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四, 마흔네 살이라

草木山川動殺氣. 산천초목에 살기가 도는구나.

風光漸漸不依依, 아름다운 경치 점점 예전만 못하고

物色那堪太憔悴. 물색이 지나치게 초췌하니 이를 어이 견디리.

｢百歲篇｣ ‘池上荷’ 제3수와 제4수이다. ‘오로지 영웅 협객이 되고자 귀인을 사귀

던( 爲英俠交豪貴-제2수)’ 20대를 지나, 30대에 문무를 겸비하고 변경 북쪽에서 

활을 쏘던 호기로운 남자 또한 44세부터는 점차 노쇠함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적

적하구나 봄 경치 시름겨워 어둡고, 쌀쌀하구나 찬바람 집안으로 들어오는(寂寂春

光 不明, 凜凜寒風來入戶-제5수)’ 50대와 ‘귀밑머리 주변 백발이 다투어 재촉하

는(鬢邊白髮競相催-제6수)’ 60대를 거치며 계속하여 인생의 쇠락함을 노래하다가 

100세에 이르러 죽음으로 종결된다. 역시 앞서 서술한 ｢百歲篇｣ ‘丈夫’, ｢百歲篇｣ 
‘壠上苗’와 거의 유사한 서술순차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 볼 때, 非출가자 ｢百歲篇｣의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첫째, 敦煌 非출가자 ｢百歲篇｣은 起-承-轉-結의 ‘순차적 서사구조’를 보인다. 또

한 ｢百歲篇｣ 調名대로 열 수의 시가 합쳐져야만 ‘인생 백년’을 노래하는 한편의 작

품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정해진 결말을 놓고 진

행되어 劇的 재미가 고조되지 못하는 비교적 평면적인 서사구조를 보여준다. 

둘째, 敦煌 非출가자 ｢百歲篇｣은 구체적인 인물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노래한 것

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설계와 장수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는 등, 당시 사람들

이 가지고 있던 ‘인생 백년’ 전 과정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구조를 반영하고 있다.27) 

이들 敦煌 非출가자 ｢百歲篇｣은 전반부에서는 상당히 안락하고 득의한 삶을 묘사

27) 특히 ｢百歲篇｣ ‘丈夫’과 ｢百歲篇｣ ‘女人’에 대해 高國藩은, 민속학적 각도에서 이 작품

들이 당시의 일반적인 민가형식의 喪歌라고 보았다. 돈황에서 빈발하는 전쟁과 반란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힘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남자와 여자의 일생 전반에 대한 묘사

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생모습을 노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高國藩 《敦

煌民間文學》, 臺北, 臺灣聯京出版公司, 1994년, 186-187쪽.) 차주환은 男女 ｢百歲

篇｣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남녀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車柱環 《敦煌詞文學論

》, 서울대학교출판부,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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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남성을 묘사한 작품은 모두 40세부터,28) 여성의 경우는 60세부터 노

쇠함에 대한 묘사가 시작되면서, ‘인생 백년, 즐거움은 짧고 근심과 고통이 많다’는 

｢百歲篇｣ 서사구조의 핵심을 보여준다.29)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남성과 여성의 쇠락

이 시작되는 나이대의 차이이다. 陸機의 ｢百年歌｣에서 70대에 노쇠함이 시작되었

던 것과는 달리,30) 敦煌 ｢百歲篇｣ ‘丈夫’ 등에서는 40대에 이미 ‘근래 벗들도 반이

나 사라졌고, 아무도 내 근심 풀어줄 이 없으니(近來朋友半消磨, 無人解到思量處-

｢百歲篇｣ ‘丈夫’)’⋅‘홍안도 매일 밤마다 모습 바뀌게 되고, 매미날개 같은 귀밑머리

도 아침마다 달라지도다(紅顔夜夜改常 , 蟬鬢朝朝不相似-｢(百歲篇｣ ‘壠上苗’)⋅
‘아름다운 경치 점점 예전만 못하고, 물색이 지나치게 초췌하니 이를 어이 견디리

(風光漸漸不依依, 物色那堪太憔悴-｢百歲篇｣ ‘池上荷’)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는 

바로 당시 전쟁이나 부역 등으로 남성의 기대수명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시사해주

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는 당대 돈황지역의 인구변화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唐 

天寶 6년(747)의 호적인 <天寶六載籍>(P.3354) 중 호주 陰承光의 호적을 보면, 

陰承光은 29세로 白丁, 즉 벼슬이 없는 장남이며, 할머니⋅어머니⋅아내⋅남동

생⋅여동생이 있다. 73세인 할머니와 46세인 어머니가 모두 과부이며 여동생 또한 

나이가 적지 않으나 아직 출가하지 못한 상태이고, 아내의 나이 또한 44세로 음광

생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돈황호적에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적고, 미혼의 

여자가 다수 기록되어 있다.31) 또한 張承奉 귀의군 시기의 인구 역시 <沙州百姓

上回鶻天可汗書>(P.3633)를 보면 甘州와 回鶻과의 수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크게 줄고, 영역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32) 이러한 인구변화는 당시 

28) ｢百歲篇｣ ‘丈夫’에서 이미 40세의 나이에 노쇠해가는 상황을 다룬 것에 대해, 차주환은 

‘당시 무기력한 貴家자제들의 성장을 다룬 탓인가 싶어진다’고 하였다. (車柱環 《敦煌

詞文學論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204쪽.) 

29) 여성의 경우, ｢百歲篇｣ ‘女人’에서 실질적인 쇠락에 대한 묘사는 60대에 시작된다. 그

러나 30대까지 꽃다운 시절을 지나 40대에 이르러서 ‘스스로 살림 맡아 책임이 무겁고 

자식에 대한 근심하는’ 등의 내용이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여인의 전체 인생 또한 즐

거움보다는 근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0) 陸機 ｢百年歌｣에 관한 것은 <Ⅴ 敦煌 ｢百歲篇｣에 나타난 생명의식> 참조.

31) 이 호적은 <天寶六載敦煌郡敦煌縣龍勒鄕都鄕里戶籍殘卷>(P.3354)의 일부이다. (나

가사와 카즈토시 저, 민병훈 역 《돈황의 역사와 문화》, 사계절, 2010년, 175-177쪽.)

32) <沙州百姓上回鶻天可汗書>(P.3633)는 張承奉의 귀의군정권이 西漢金山國으로 독립

정권을 세운이래(895-914년) 回鶻 등과 15년간 전쟁이 끊이지 않자, 911년 沙州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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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에 여초현상이 있었음을 시사해주며,33)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짊어져야 했

던 사회적 역할은 훨씬 가중되었다. ｢百歲篇｣ ‘女人’에서 노쇠함이 남성보다 20년

이나 늦게 묘사되고, 40대 이후 집안 살림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근심 등이 묘사된 

것을 볼 때 남성의 부재로 인한 자녀 양육 및 가정경제에 대한 여인들의 부담이 상

당히 컸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典型化된 比喩를 통해 각 나이 대에 대한 인식의 보편성을 더욱 강화시키

고 있다. ｢百歲篇｣ ‘丈夫’나 ｢百歲篇｣ ‘女人’ 등은 각 나이별 동작이나 행동, 상황

을 그대로 직서하듯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百歲篇｣ ‘壠上苗’과 

｢百歲篇｣ ‘池上荷’은 ‘봄 벼가 밭두둑에 싹을 처음 티운(春禾壟上苗初出-제1수)’, 

‘매가 새장에서 나오니 털 덮힌 발톱이 날카로운(蒼鷹出籠毛爪利-제2수)’, ‘숲과 들

에 길이 동서로 두루 나있는(林野東西徧道路-제5수)’, ‘벼랑 위 꺽인 한 그루 버드

나무(臨崖摧殘一株柳-제9수: 이상 ｢百歲篇｣ ‘壠上苗’)’나, 혹은 ‘못에 이제 막 피어

난 연이 줄지어 꽃을 피우는(池上新荷行花出’-제1수), ‘산천초목에 살기가 도는(草

木山川動殺氣-제4수)’, ‘세월 치닫기가 독사 내달리는 것 같은(日月迅走如奔蝮-제

6수)’, ‘벼랑 위 늘어진 등나무 마른 버드나무에 걸린 듯한(臨崖垂藤掛枯柳-제9수: 

이상 ｢百歲篇｣ ‘池上荷’)’ 등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직접적인 비유를 통해 각 

나이대가 지닌 특징을 훨씬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出家

수행승의 일생을 노래한 ｢百歲篇｣ ‘緇門’과 당시의 고승 悟眞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노래한 ｢百歲篇｣ ‘一生身’이 여기에 속한다. 

성 1만명의 이름으로 감주 회골에게 보낸 항복의 문서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주의 인

구가 張議潮 귀의군시기에 비해 2/3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鄭炳林 <晩唐五代

敦煌地區人口變化硏究>, 《江西社 科學》, 2004년 12. 24-25쪽.) 

33) 당대 돈황 지역은 일부다처제의 풍속이 성행하였다. 이는 노동력 보충과 인구의 증가라

는 목적 외에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후반까지 돈황 민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여초

현상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高國藩 《敦煌民俗學》, 上海文藝出版社, 

1989년, 22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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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幽玄總攬知, 마흔 살에 심오한 이치 전부 다 터득하고

遊巡天下入王畿. 천하를 널리 주유하다가 제왕의 땅으로 들어왔다.

經論一 分擘盡, 經藏과 論藏을 한마디 말로 완벽히 나눠놓으니 

五承八藏更無疑. 五乘과 八藏34)은 더욱 의심가는 바 없어라.

七十連宵坐結跏, 칠십에 몇 날 밤 결가부좌하여

觀空何處有榮華. 空을 관조하니 어디 영화가 있으랴.

匡心直樂求淸淨, 마음을 바로잡아 줄곧 즐거이 淸淨을 구하며

永離沾衣染著花. 꽃물 들인 화려한 옷 영원히 떠나네.

｢百歲篇｣ ‘緇門’35) 제4수와 제7수이다. ｢百歲篇｣ ‘緇門’은 10살에 어버이 하직

하고 출가한 한 수행승이 어려서 잠시 ‘경전 내던지고 풀꽃을 따는(往往抛經摘草花

-제1수)’ 등 일탈도 있었으나 총명한 자질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을 거

쳐 크게 깨우침을 얻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특히 50대에 ‘은혜 내려 제왕의 궁정

으로 들어오니, 자색 가사 새로 내리시어 의기가 이제 막 짙어지고(五十恩延入帝

宮, 紫衣新賜意初濃-제5수)’, ‘御殿에서 불경을 담론하며 비를 내리는(談經御殿傾

雷雨-제5수)’는 등 상당히 득의한 당대 귀족승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70대에 

이르러서도 ‘몇 날 밤 결가부좌하여, 空을 관조하고 淸淨을 구하는 등 쉼 없이 정

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비록 80대 들어서 ‘여든 살은 살아있기는 하나 힘은 

이미 다하여, 꿈속에서도 자주 도량의 좌대에 오른다(八十雖存力已殘, 夢中時復到

天關-제8수)’는 등 쇠잔함에 대한 묘사가 잠시 등장하기는 하지만, ‘흙을 산같이 쌓

았으나 모두가 공이로구나(聚土如山總是空-제10수)’처럼 100세에 이를 때까지 非

34) 五承은 해탈에 이르는 다섯 가지 敎法, 즉 人乘⋅天乘⋅聲聞乘⋅緣覺乘⋅菩薩乘을 

이른다. 八藏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부처님의 말씀법문을 8종으로 나눈 것

으로 胎化藏⋅中陰藏⋅摩訶衍方等藏⋅戒律藏⋅十住菩薩藏⋅雜藏⋅金剛藏⋅佛藏을 

이르기도 하고, 大乘과 乘에서 각자 세운 經藏⋅律藏⋅論藏⋅呪藏을 이르기도 한다. 

35) S.2947사본 권 머리에 ｢寶積經第一袟第一卷三律 ｣라는 題記가 있다. 이에 대해 

任半塘은 《大寶積經》 <三律 > 卷一之二 중 比丘의 일생은 결국 나이가 들고 노쇠

해지면 범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묘사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百歲篇｣ ‘緇門’의 노

래가 생긴 원인으로 보았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當有比丘, 年紀二十、三

十、四十, 乃至百歲, 爲老所侵, 莊嚴衣服, 雖剃鬚髮, 毁壞 ; 老病衰朽, 無有

光, 趣向邪法. 臨命終時, 由罪意 之所障蔽, 孰思已犯, 懈怠不修. 而於三處示現, 證

得何等爲主.…… ｣, 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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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 작품군에서 보았던 쇠약함이나 한탄은 보이지 않는다. 

男兒特達建功勳, 남아 특별히 현달하여 공훈을 세우고자

萬里崎嶇遠赴秦. 만 리 험한 길을 지나 멀리 진나라로 간다.

策聖明天子喜, 성명하신 물음에 대책 내놓으니 천자 기뻐하시어

承恩至立一生身. 일생동안 은혜 받고 출세 길에 오른다.

迷情顚倒氣貪嗔, 미혹된 마음 도리에 어긋나 탐욕과 성내길 좋아하여

還曾自讚毁他人.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남을 헐뜯는다.

口過閒談輕 罪, 구업과 실없는 소리 작은 죄라 가볍게 여겼으니

如今追悔一生身. 지금 와서 일생동안의 잘못 되짚어가며 후회하노라.

｢百歲篇｣ ‘一生身’ 제5수와 제7수이다.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

는 보이지 않으나 ‘幼齡(제1수)’⋅‘盛年(제3수)’⋅‘榮枯(제10수)’ 등 나이를 나타내

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百歲篇｣류의 작품과 동일하게 순차적 서술구조를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百歲篇｣ ‘一生身’이 필사되어 있는 S.0930에 引36)에는 

이 작품이 당의 승려 悟眞37)이 지은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敦煌 ｢百歲篇｣ 
6組 가운데 유일하게 작가가 밝혀진 것이다. 특히 悟眞이 70살이 넘어서 일생 동

안을 회고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책하며 지었다는 引을 통해, ｢百歲篇｣ ‘一
生身’이 여타 작품과 달리 적어도 70세까지는 개인의 일생을 노래한 작품임을 알 

36) P.9304 引: ｢하서사람 도승통 자사를 하사받은 승려 오진은 나이가 70이 넘었다. 

중풍과 질병이 겹쳐 거동이 쉽지 않은 반신불수였다. 일생동안 한 바를 생각해보니, 의

도적으로 한 일들은 짧은 시간에 하기 어려웠고, 無爲의 이치에서는 몰래 행함이 모자

랐다. 다만 習氣에 의해 윤회에 얽매어 있었다. 몸과 마음을 자책하며, 시 10수를 지었

다. 아름답고 정묘한 것은 아니나, 뜻은 크고 간결하며 문채가 있다. 가슴 속에 품은 

바를 풀어서 잠시 번민을 풀어보고자 함이다. 감식안이 있는 군자들께서는 긍휼이 여겨 

책망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河西都僧統賜紫沙門悟眞, 年逾七十. 風疾相兼, 動靜

往來, 半身不遂. 思憶一生所作, 有爲實事, 難竟寸陰, 無爲理中, 竊行缺 . 獨被習

氣, 繫在輪迴, 自責身心, 裁詩十首. 維非佳妙, 狂簡斐然, 散慮 懷, 暫時解悶. 鑑識

君子, 矜勿誚焉.)｣ 
37) 悟眞은 張議潮 起義 시 승려를 이끌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洪辯의 제자이다. 그는 大

中 5년(851), 귀의군사절단의 일원으로 唐에 入朝하여 황제를 알현한 뒤 紫沙를 하사

받았으며, 후에 교단의 영수인 都僧統을 제수받았다. 당⋅오대 시기 승려의 出世와 入

世의 여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당시 불교의 세속화의 상황을 입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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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한 수행승이 ‘오직 옛 것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새 것 

아는 것을 기뻐하던(惟忻溫故樂知新-제2수)’ 20대와 ‘한창 나이에 글에 탐닉하고 

풍운의 뜻 내달리던(盛年耽讀騁風雲-제3수)’ 30대까지 열심히 학문에 뜻을 두고 

정진한다. 그러다가 40대에 이르러 ‘의식이 풍족하니 빈한함 멀어지고, 천을 얻으면 

만을 채우고자 마음과 정신 소모하며(豐衣足食固辭貧, 得千望萬費心神-제4수)’, 

‘남아 특별히 현달하여 공을 세우고자(男兒特達建功勳-제5수)’ 하는 등 속세의 욕

망에 빠졌다가 70대에 이르러서야 ‘지금 와서 일생동안의 잘못 되짚어가며 후회하

노라(如今追悔一生身-제7수)’며 잘못을 후회하는 내용이 이어진다.38) 결국에는 다

시 불법에 귀의한 후, 진정한 이치를 깨닫기 위해 정진하다가 ‘철저하고 올바른 깨

달음 얻으니 배움에 티끌 하나 없는(圓明正覺學無塵-제9수)’ 90대를 지나 100세 

들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百歲篇｣ ‘緇門’과 서사구조 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 非출가자와 출가자의 ｢百歲篇｣은 둘 다 ｢百歲篇｣ 調名 本意를 노래했기 

때문에 순차적 서사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百歲篇｣ ‘一生身’의 경우 승려 悟眞

이라는 구체적 인물의 인생을 노래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 역시 悟眞이 나이 70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것이고 뒷부분은 남은 인생에 대한 염원을 쓴 것이라는 점에

서 기타 5組의 ｢百歲篇｣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非출가자와 출가자 두 작

품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다. 非출가자 작품은 모두 예외 없이 기나긴 쇠락의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허무함과 무상함의 시간을 지나 최종적으로 100세에는 죽음으로 귀결된다. 이에 

비해 출가자 작품은 쇠락에 대한 묘사가 극도로 자제되고 있으며, 허무함이나 무상

감 등은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100세에 이르러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으

로 마무리 된다. 

이렇듯 敦煌 ｢百歲篇｣은 非출가자와 출가자, 남성과 여성 등 인물의 성질에 따

라 나름의 고정된 서사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작품이 산생한 시기의 사

38) 任半塘은 ｢百歲篇｣ ‘一生身’의 전체 구조를 볼 때, 제4수에서 제7수까지는 悟眞의 원

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悟眞의 이름을 빌려 悟眞을 조롱하고 책망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1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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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Ⅴ. 敦煌 ｢百歲篇｣에 나타난 生命意識

｢탄식하노니 열다섯 젊었던 시절, 정신도 맑고 용모도 꽃다운 모습을 드러냈었

지. 나만 이렇게 늙은 거라고 말하지 말게나, 자네들도 순식간에 이와 같을 것이

니.｣39) 

노옹이 소년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 인생은 짧은 것으로 종내는 쇠락하고 늙어버

린다는 것을 피력한 敦煌 ｢ 年老翁相問歎詩｣ 중 답가의 일부분이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주의 섭리이다. 따라서 

‘생명의 유한함〔生年不滿百〕’과 그에 따른 ‘무상함’은 ‘인생이 아침이슬과 같이 덧

없음〔譬如朝露〕’ 식의 비유로 많은 문학 작품에서 다루었다. 물론 그 안에는 흐

르는 물처럼 흘러가버리는 인생, 짧은 인생을 슬퍼하거나 개탄하지만 말고 시기적

절하게 할 일을 해나가자는 긍정적인 바람이 담겨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근저에는 

짧은 인생에 대한 아쉬움, 집착 등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百歲篇｣ 계열의 작품 역시 현세의 짧은 인생에 대한 집착이 ‘인생 백년’을 노래

하는 것으로 역으로 표현되어 생겨난 것이다. ‘인생 백년’을 가사로 만든 최초의 작

품은 晉 陸機(261-303)의 ｢百年歌｣이다.

六十時, 예순이라

年亦 艾業亦隆, 나이 늙어감에 해야 할 일 또한 융성해져

驂駕四牡入紫宮. 사두마차 타고 황제의 궁에 들어간다.

軒冕婀娜翠雲中, 초헌과 면류관 고관 모습 푸른 구름 속 아리땁게 빛나며

子孫昌盛家道豐. 자손 번창하고 집안 살림 풍족하도다 

淸酒 炙奈樂何, 맑은 술에 구운 고기, 즐겁기 그지없어라

淸酒 炙奈樂何. 맑은 술에 구운 고기, 즐겁기 그지없어라.

39) ｢ 年老翁相問歎詩｣(S.2049⋅P.2129): ｢翁乃其時聞此語, 含笑歎 如且住. 體瘦皮

疏吾不 , 暗昧昏迷留 汝. 吾嗟三五 年時, 神淸美貌呈芳姿. 莫 我獨今如此, 汝

等 臾還若斯.｣ (劉進寶 《敦煌學通論》, 甘肅敎育出版社, 2002년, 373-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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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百時, 백 살이라 

盈數已登肌肉單, 나이 꽉 차니 근육은 쇠하고

四支百節還相患. 사지와 모든 뼈마디가 여전히 여기저기 아프도다

目若濁鏡口垂涎, 눈은 흐린 거울마냥 탁하고 입에서는 침이 흐른다.

呼吸嚬蹙反側難, 호흡은 거칠어져 돌아눕기조차 어려우니,

茵褥滋味不復安. 왕골자리와 맛있는 음식도 더는 편치 않도다. 

陸機의 ｢百年歌｣ 제6수와 제10수이다. 陸機의 ｢百年歌｣40)는 상당히 得意한 

인물의 일생을 노래하고 있다. 70세를 기점으로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60

세까지는 공을 세워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등 이상적인 인

생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70세 이후로는 점차 심화되는 근력과 기억력의 쇠함을 

서술하면서 공허함과 무상함을 드러낸다.

과연 육기가 생존했던 시기에 사람이 백세를 산다는 것이 가능했을까? ‘百年’은 

아주 긴 시간으로, 아마도 상상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

이다. 따라서 ‘인생 백년’을 노래한다는 것은 유한한 생명에 대한 아쉬움과 집착을 

역으로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陸機 ｢百年歌｣는 바로 이에 대한 좋은 예

이다. 陸機는 42세에 단명한 문인이기에, 陸機의 ｢百年歌｣ 역시 특정 인물의 일생

을 노래한 것이 아닌, 인생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陸機 ｢百年歌｣와 비교해보면, 敦煌 非출가자 ｢百歲篇｣에서 유한한 인생에 대한 

무상감과 그로 인한 무력감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陸機 ｢百年歌｣에는 

죽음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데,41) 敦煌 ｢百歲篇｣은 모든 작품이 제10수에

40) 陸機의 ｢百年歌｣는 각 수가 첫 구는 一十時⋅二十時 등으로 시작되어 37777의 구법

을 사용한다. 그러나 매 수 5구에서 8구까지로 되어 있는 등 그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

다. 또한 제6수, 즉 60세까지는 ‘淸酒 炙奈樂何’의 화성구가 각 2구씩 작품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 작품이 60세까지 인생 최고의 

순간을 서술하고 70세 이후로는 인생의 쇠락을 노래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41) 陸機의 ｢百年歌｣는 마지막 제10수에서도 ‘죽음’이란 단어는 노출되지 않는다. 《 府古

題要解》 등의 기사에는 이 시가 ‘百二十’까지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이 부

분은 전하지 않는다. (唐 吳兢 《 府古題要解》: ｢(百年詩)起總角, 至百年, 歷述其幼

、丁壯、 之狀, 十歲爲一首. 陸機詩至百二十時. 唐 王獻 《炙轂子雜 》: ｢百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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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죽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듯 敦煌 ｢百歲篇｣에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묘사는 

작품의 산생지인 돈황 지역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敦煌은 唐 德宗 建中 2년(781) 吐藩에 의한 점령기가 시작되었고, 근 70년이 

지난 뒤인 唐 宣宗 大中 2년(848), 한족 출신인 돈황의 토호 張議潮가 토번의 내

란을 틈타 기의하여 서북 일대의 영토를 회복한 후 歸義軍을 건립하면서 다시 唐

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당의 국력은 이미 쇠약해져서 서북 일대를 통치할 

수 없었고, 歸義軍政權 역시 이후 170여년의 존립기간 동안 吐藩, 回鶻 등 주변 

소수민족의 위협 및 침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돈황 지역은 크고 작은 전

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듯 열악한 자연환경과 혼란한 사회 환경, 예기치 않은 죽

음에 늘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하여 느끼는 불안감 혹은 

유한한 인생에 대한 공허함 등을 노래하였는데, 그 이면에 자연스럽게 깊이 내재되

어 있는 의식은 바로 ‘生’에 대한 집착이다. 

당말 오대 시기 중원의 불교가 쇠퇴일로에 놓였던 것과는 달리, 돈황 지역에서는 

귀의군정권의 비호 하에 불교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

키는 역할을 수행했다.42) 따라서 이러한 ‘生’에 대한 연민과 집착은, 인생을 고해로 

보고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는 불교가 중국에서 정착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였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사람들 의식의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生에 대한 연민과 집착을 

없애고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것이 중요했다.43) 敦煌 ｢九相觀詩｣44)는 바로 당

시 사람들의 生에 대한 연민과 집착을 없애고자 만들어진 작품이다. 원래 ‘九想’이

란 佛敎 不淨觀法門의 하나로, 살아선 아름다웠던 사람도 죽고 나면 썩어 구더기

歌, 每十歲爲一首, 陸士衡至百二十時也.｣ 張錫厚 《敦煌文學源流》, 作家出版社, 343

쪽.)

42) 정병윤 <돈황문서로 본 中古시기 돈황불교의 포용성 연구>, 《中國硏究》 63권, 48-50쪽.

43) 불교는 돈황에 전래된 이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교 고유의 교의나 계율을 중국

인들의 전통적 관념에 맞게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문학양식을 이용하여 교

리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中國化

되고 世俗化된 불교는 돈황에서 크게 성행할 수 있었다. 현존하는 돈황사본의 대다수

가 불교 경전 혹은 불교 고사 등 불교와 관련된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歌辭類를 예로 

들어보면, 任二北의 《敦煌曲校 》에 수록된 545수 중 불교가사는 298수이고, 《敦煌

歌辭總編》에 수록된 1241수 중 불교가사는 절반에 달한다. 

44) 돈황사본 가운데 총 5본, 4종 형식의 ｢九想觀｣詩가 있으며, 돈황사본 외에도 唐 包佶

의 ｢觀壁畵九想圖｣와 일본인 당 구법승 空海의 ｢九想詩｣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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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끓고, 들짐승 날짐승의 밥이 되다가 결국 뼈만 남아 스러지는 등 죽은 후의 시

신에 나타나는 변화의 단계를 묘사하여 인생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끊어내고자 하

는 불교의 교리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불교 고유의 교의나 계율을 중

국인들의 전통적 관념에 맞게 수정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하며 일반 대중 속으로 나

아가려 하였다. 따라서 敦煌 ｢九想觀詩｣에는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 즉 ‘生-

-病-死’ 등 現生에서의 인생 전반만을 묘사함으로써, 敦煌 ｢百歲篇｣과 거의 비슷

한 서사구조를 보여준다.45)

百歲歸原逐晩風, 백 살에는 무덤에 묻혀 저녁 바람 뒤쫒아야지

松楸葉落幾春冬. 소나무 가래나무 잎 떨어져 봄 겨울 몇 차례나 지났는가.

平生意氣今朝盡, 평생의 의기 오늘 아침에 다 없어지고

聚土如山總是空. 흙을 산처럼 모았으나 모두가 공이로다.

(｢百歲篇｣ ‘緇門’-제10수)

歲有榮枯秋復春, 해마다 영고성쇠 있듯이 가을이었다 다시 봄이라

千般老病苦相奔. 이런저런 늙은이 앓는 병 고통스럽게 내달려온다.

從玆更莫回顧 , 이제부터 더는 되돌아보며 연연해하지 말자

好去千萬一生身. 일생동안의 모든 것 잘 버려보자꾸나.

(｢百歲篇｣ ‘一生身’-제10수)

｢百歲篇｣ ‘緇門’과 ｢百歲篇｣ ‘一生身’은 출가 수행승의 인생을 노래한 것으로, 이

들 작품에서 묘사되는 ‘백세’의 모습에는 ‘평생 정진하는 과정에서 공을 차근차근 쌓

아왔으나 모두가 空이고’, ‘이제부터 더는 되돌아보며 연연해하지 말고, 일생동안의 

모든 것 잘 버려보자꾸나’ 등 일체의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나 ‘空’으로 나아가는 불

가의 사상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는 非출가자의 인생을 노래한 ｢百歲篇｣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45) 楚는 ｢九想觀詩｣는 실은 ‘百歲詩’와 ‘四相’⋅‘九想’이 결합되어 지어진 것이며, 특히 

7언체의 ｢九想觀詩｣는 初生想⋅童子想⋅盛年想⋅衰 想를 1組로 하여 인생의 과정

을 묘사한 것으로 ‘百歲詩’류와 흡사하다고 보았다. ( 楚 《敦煌詩歌 論》: ｢三種｢九
想觀詩｣ 雖然以‘九想觀’爲題, 實際上却是揉合了‘百歲詩’⋅‘四相’⋅‘九想’而成的.……初

生想⋅童子想⋅盛年想⋅衰 想爲一組, 描寫了人生的過程, 顯然和‘百歲詩’相似.｣ 巴

蜀書社, 2001년,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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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歲山崖風似頹, 백 살이라 낭떠러지에 바람 불어 무너져 내린 듯

如今身化作塵埃. 지금은 몸이 티끌로 변해버렸다.

四時祭拜兒孫在, 사철 제사 올리는 자손 있고

明月長年照土 . 밝은 달 오래도록 흙더미 비추어준다.

(｢百歲篇｣ ‘女人’-제10수)

百歲歸原起不來, 백 살이라, 무덤으로 들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暮風騷屑石松哀. 저물녘 바람 소나무에 슬프고 처연하게 쏴아 불어온다.

人生不外非虛計, 인생이란 예외 없는 것, 공허한 계획은 세우지 말길

萬古空留一土 . 만고에 흙 한 더미 남을 뿐이라네.

(｢百歲篇｣ ‘丈夫’-제10수)

一百終, 백 살이라, 끝이로다

寂寂泉臺掩夜空. 적적하니 무덤은 밤하늘에 가려져 있구나.

閉骨不知寒暑變, 무덤 속 백골은 추위와 더위 갈마드는 것 모를 터

月明長照壟頭松. 달 밝아 오래도록 언덕 위 소나무 비추어준다. 

(｢百歲篇｣ ‘壟上苗’-제10수)

一百終, 백 살이라, 끝이로다

墳前幾樹凌霜松. 무덤 앞 몇 그루 서리 맞은 소나무 있을 뿐.

千秋不見蛾眉態, 천년토록 아름다운 자태 보이지 않고

萬歲空留狐兎踪. 만년토록 무덤만 남겨놓을 뿐이라네.

(｢百歲篇｣ ‘池上荷’-제10수)

｢百歲篇｣ ‘丈夫’, ｢百歲篇｣ ‘女人’ 등 일반 非출가자의 작품 속에서 인생은 삶에

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화려한 젊은 날을 지나 노쇠한 삶으로 나아가는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었으며, 즐거움보다 쇠락의 날이 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종

내는 인생이란 ‘만고에 흙 한 더미 남을 뿐(萬古空留一土 )’이며, ‘만년토록 무덤

만 남겨놓는(萬歲空留狐兎踪)’ 것임을 깨닫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결과적으로 농후

한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출가자의 ｢百歲篇｣과 마찬가지로 現生을 마무리하

는 마지막 과정에서 生에 대한 연민이나 집착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현존하는 

敦煌 ｢百歲篇｣은 모두 최후에는 불교의 ‘空’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돈황에서 유행하던 曲子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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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去春來春復春, 봄이 가고 봄이 오고 봄은 또 봄이라

寒暑來頻, 추위와 더위 서로 갈마드는구나

月生月盡月還新, 달이 떠올랐다 달이 스러져도 달은 여전히 새롭고

又被老催人. 또 다시 늙음만 재촉하도다.

只見庭前千歲月, 단지 보이는 것은 뜰 앞 천년을 이어오는 저 달

長在長存, 늘 그곳에 있는 모습일 뿐

不見 上百年人, 당 위의 백년사는 사람 보이지 않으니

盡總化微塵. 모두 다 먼지로 변해버린 것이리.

(敦煌曲子詞｢楊柳枝｣ ‘春去春來春復春’)46)

전편에 걸쳐 ｢백년 세월 빠르게 지나가니, 반드시 인과에 의한 것(百年迅速, 必

由因果)｣을 분명히 드러내는 노래로, 달과 사람을 대비하여 더욱 선명하게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낸다. 또한 마지막 구를 통해 모든 것이 ‘空’으로 돌아가는 생명의식

을 보여주고 있다. 

敦煌 ｢百歲篇｣이 필사된 사본이 11종에 이른다는 것은 ｢百歲篇｣이 변방의 敦煌

에서 널리 유행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는 당말 오대에 이르러 돈황의 중심사

상으로 자리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바로 유한한 인생이 주는 가치와 의의

를 부정하고 ‘세상만물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즉 ‘相’이 없는 

것’임을 깨닫고 ‘空’으로 돌아가는 당⋅오대 돈황 사람들의 새로운 생명의식을 보여

준다.

Ⅵ. 결론

본 논문은 돈황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당⋅오대라는 ‘시대적 특성’을 기반으로, 

우선 敦煌 ｢百歲篇｣의 寫本 및 調名을 고찰하고, 非출가군과 출가군의 ｢百歲篇｣
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작품에 나타난 당⋅오대 돈황 사람들의 

46) 任半塘은 이 곡조를 ‘老催人’을 부제로 하여 수록하면서 ‘佛家’의 내용을 노래한 것으로 

보았다. (任半塘 《敦煌歌辭總編》: ｢按此辭內容原是佛家‘無常’說之毒素, 百歲篇同

一思想, 玆故編在宗敎範圍.｣, 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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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敦煌 ｢百歲篇｣이 필사된 사본은 모두 11종으로, 당시 이 곡조가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P.3821사본은 ｢百歲篇｣ ‘一生身’의 調名 성질을 

｢百歲篇｣으로 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었다. 

둘째, 敦煌 ｢百歲篇｣ 調名은 晉 陸機의 ｢百年歌｣를 기반으로 하여 산생된 것으

로, 당⋅오대 시기 불교의 中國化, 世俗化 성질을 반증해주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승려 悟眞의 ｢百歲篇｣ ‘一生身’은 돈황 지역 불교 교화의 대상이 민간에 있었

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셋째, 敦煌 ｢百歲篇｣은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순차적 서사구조’를 

쓰고 있으며, 열 수가 합쳐져야 한편의 작품이 완성되는 유기적 연결체이다. 또한 

특정 인물의 인생 회고가 아닌 인생 전반에 대한 설계와 장수에 대한 염원 등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남자⋅여자⋅승려 등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인물 群의 일생에 대한 묘사는 당시 사회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敦煌 ｢百歲篇｣은 출가자는 물론 非출가자의 작품에서도 모두 현생을 마무

리하는 과정에서 生에 대한 연민이나 집착을 벗어나 불교의 ‘空’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당말 오대시기에 이르러 돈황의 중심사상으로 자리한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사람들의 생명의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존의 敦煌 ｢百歲篇｣ 연구는 대부분 ‘定格聯章體 佛敎歌辭’의 틀에서 校勘이

나 調名⋅體制에 대한 분석 및 대략적인 내용분류 등이 주를 이루었다. 기타 정격

연장체가사의 연구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본 논문은 이들 연구결과를 기반

으로 敦煌 ｢百歲篇｣의 서사구조와 생명의식을 연구한 것이다. 이는 향후 기타 정

격연장체가사의 서사구조 연구 및 당⋅오대 서북지역 사회사 관련으로 연구주제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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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敦煌聯章歌辭｢百歲篇｣是把人生以十年爲單位, 從十歲到百歲, 分別用十首歌

辭聯成一套, 來吟唱詠歎人生百年光陰之迅速, 盛衰輕滅之無常。敦煌 ｢百歲篇｣
總共6組60首, 各組都分別用1組來吟唱女人、男人和佛僧無常變化之人生。

此文首先對敦煌｢百歲篇｣的寫本和調名進行考察, 然後再分析其敍事構造和生

命意識。其硏究結果如下。
第一, 敦煌寫本中有關｢百歲篇｣寫本有11種, 其中, P.3821寫本情況足以證

明可以把｢百歲篇｣ ‘一生身’包括在｢百歲篇｣調名範圍。第二, 敦煌 ｢百歲篇｣是根據

中國傳統民間曲調而産生的, 這就是證明晩唐五代時期敦煌佛敎趨向中國化、世俗

化的性質。第三, 敦煌｢百歲篇｣的敍事構造是具有反復鋪排、層次性質的。｢百歲

篇｣反映的不是具體人物的人生經歷, 而是晩唐五代敦煌居民對整個人生的普遍的

期待。第四, 敦煌 ｢百歲篇｣不管出家者的還是非出家者的, 6組都在佛敎影響下最

後第十首內顯然反映出‘空’理。這足以提高了解晩唐五代敦煌居民的生命意識。
目前, 現有的有關｢百歲篇｣硏究一般都以校勘、調名、內容分類等項目爲主, 

這跟其他定格聯章歌辭硏究情況別無二致。本文借用這些硏究成果來分析敦煌 ｢百
歲篇｣的敍事構造和生命意識。這也說明今後可以把其硏究範圍擴大到其他敦煌聯
章歌辭的敍事構造以及有關唐五代西北地區社會文化的方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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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題語】

백세편, 돈황, 돈황사, 정격연장, 생명의식, 서사구조

百歲篇, 敦煌, 敦煌詞, 定格聯章, 生命意識, 敍事構造

Baisui-pian, Dunhuang, Dunhuang-Ci, Chapter-after-chapter Style, 

Awareness of Life, Narrative str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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