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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청말 沈蓉圃의 그림 <同光名伶十三絶>에서 梅巧玲은 <雁門關>에 등장하는 蕭

太后, 時 福의 경우 <桑園 >의 羅敷로 분장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두 사람은 

同光 시기 四喜班의 ‘旦行二絶’로 평가받았을 만큼 배우로서의 출중한 역량을 발휘

하였을 뿐만 아니라 四喜班의 班主를 담당하며 戲班의 운영 능력과 인품도 인정받

았던 인물들이었다. 본고는 同光 시기 花衫 역할의 창시자이자 다양한 역할을 소화

한 ‘天下第一名旦’ 梅巧玲과 靑衣 역할의 일인자로 ‘捲手靑衣’를 선보인 ‘天下第一

靑衣’ 時 福의 배우 활동 과정과 연기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였다.

  * 안양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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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同光名伶十三絶’은 청말 인물화가 沈蓉圃가 光緖(1875~1908) 시기에 완성한 

그림 <同光名伶十三絶>1)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그림 속에 등장하는 同治

(1862~1874) 시기부터 光緖 시기에 이르기까지 北京에서 활동하던 유명 京劇 

배우 11명2)과 崑劇 배우 2명3)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同光名伶十三絶>에 그

려진 13명의 인물들이 同治⋅光緖시기에 활동했던 모든 배우들을 대표한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수많은 배우들을 ‘十三絶’로 한정한 배경과 선별 기준이 비

록 화가 沈蓉圃의 주관적인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분명 당시 뛰어난 연기와 

활동으로 북경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커다란 명성을 얻었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十三絶’의 연기 활동 상황을 파악해보려는 연구계획을 세웠으며, 이

미 선행 연구로 生行의 老生 배우 3인(張勝奎, 盧勝奎, 楊月樓)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본고는 그 후속 작업으로, 旦行 배우 중 花衫 역할의 창시자이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 ‘第一名旦’ 梅巧玲과 靑衣 역할의 일인자로 ‘捲手靑衣’를 선보인 ‘第

一靑衣’ 時 福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이 그림은 同光시기 京⋅崑劇 배우 13명을 한 화면에 모아 그들이 등장했던 대표적인 

작품 속 무대복장의 모습으로 묘사해 놓은 채색 인물초상화이다. 그림의 원본은 1943

년 北京 ‘三六九’畵報社의 책임자 朱书绅(復昌)이 北京의 故家에 전해지던 것을 입수

한 후 영인하여 발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梅蘭芳이 朱书绅에게 고가를 치르

고 원본을 매입하여 집안의 가보로 보관하다가 1961년 梅蘭芳이 세상을 떠난 후 자손

들이 국가에 헌납하였다. 현재 <同光名伶十三絶>그림은 中國藝術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한 폭으로 이루어진 두루마리 그림의 크기는 가로 1丈 세로 3尺 남짓 되며, 배

우 각각의 등장 배역에 따른 분장⋅표정⋅복식 등의 묘사는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처럼 매우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拙稿 

<<同光名伶十三絶>畵에 그려진 京劇 老生 배우 3인의 연기활동 고찰>(《中國文學硏

究》 제67집, 한국중문학회, 2017.) 참조. 

 2) 11명의 배우들을 行當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生行 6명: 程長庚(1811~1880, 老

生), 張勝奎(생졸년 미상, 老生), 盧勝奎(1822~1889, 老生), 楊月樓(1844~1890, 

老生), 譚鑫培(1847~1917, 武生), 徐 香(1832~1912, 生). 旦行 4명: 郝蘭田

(1832~1872, 老旦), 梅巧玲(1842~1882, 花衫), 時 福(1846~1900, 靑衣), 余

紫雲(1855~1910, 花衫). 丑行 1명: 劉赶三(1817~1894, 丑).

 3) 崑劇 배우는 崑旦 朱蓮芬(1836~1884)과 崑丑 楊鳴玉(1815~18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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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光緖 시기 ‘十三絶’에 포함되는 旦行 배우는 梅巧玲과 時 福 외에도 京

劇 老旦의 새로운 唱腔을 개발한 ‘第一老旦’ 郝蘭田, 梅巧玲의 제자로 花衫을 계

승 발전시킨 余紫雲, 그리고 ‘梨園第一崑旦’의 찬사를 받은 朱蓮芬 등이 있다.4) 

이들도 모두 旦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지만, 본고에서

는 원고의 분량을 고려하여 우선 四喜班5)의 ‘旦行二絶’로 평가받았을 만큼 배우로

서의 출중한 역량뿐만 아니라 四喜班의 班主를 담당하며 戲班의 운영 능력을 발휘

했던 두 인물의 배우 활동과정과 연기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것이다.

Ⅱ. ‘第一名旦’ 梅巧玲

1. 梅巧玲의 배우 활동

 

(梅巧玲 肖像과 <同光名伶十三絶>그림 속 <雁門關>의 蕭太后로 분장한 모습.)

 4) <同光名伶十三絶>그림에서 梅巧玲은 <雁門關>의 蕭太后, 時 福은 <桑園 >의 羅敷, 

郝蘭田은 <行路訓子>의 康氏, 余紫雲은 <彩樓配>의 王寶釧, 朱蓮芬은 <琴挑>의 陳妙

常으로 분장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5) 四喜班은 乾隆 중기에 安徽에서 조직된 戲班이다. 1801년(嘉庆 6년) 북경으로 올라

와 崑曲 공연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道光시기부터 점차 京劇 위주의 戲班으로 변모하

였다. 초기에는 戲班의 규모와 역량 면에서 당시 북경 양대 京班이었던 三慶班과 春臺

班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뛰어난 배우들과 특히 旦行 배우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同光

시기에 이르러서는 春臺班을 뛰어넘어 三慶班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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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巧玲(1842~1882)은 京劇大師 梅蘭芳(1894~1961)의 祖父로, 본명은 芳, 

字는 慧仙⋅雪芬⋅筱波이며,6) 본적은 江  泰州이다. 州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

으며 벼슬살이를 하던 부친(梅鴻浩)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이 기울면서 배우의 길

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梅巧玲이 北京으로 올라와 科班에 입문한 시기는 대략 열한 살 되던 1852년(咸

豐 2년)으로, 모친 曹氏를 따라 상경한 후 福盛科班에서 楊三喜로부터 처음으로 

崑劇 旦角의 기예를 익힌 것으로 전해진다.7) 하지만 梅巧玲의 처음 徒弟 교육과

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福盛班의 班主였던 楊三喜와 梅巧玲의 두 번째 스승

이었던 夏白眼은 교육보다는 어린 제자들을 학대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로, 梅

巧玲은 몇 년간 두 사람 밑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이후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와 재능을 알아보고 제자로 삼아준 세 번째 스승 羅巧福과 인연을 맺으면서 

그는 본격적인 경극 旦角 배우로서의 연기 수업을 받게 된다. 당시 상황에 대해 梅

巧玲의 부인 陳氏(1841~1924)8)는 손자 梅蘭芳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다.

세 번째 사부 羅巧福은 본래 楊三喜의 제자로, 일찍이 스승의 밑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 그도 자신의 문하생을 받았었다. 너의 할아버지가 夏씨 집에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 바로 돈을 써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지. 이

때부터 할아버지는 羅씨 문하에서 마음 놓고 戲를 배웠단다. 羅巧福은 제자들을 

매우 너그럽게 대해 주었고, 가르치는 것도 정성을 다했는데 특히 너의 할아버지

를 남다르게 아껴주었다. 너의 할아버지는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

 6) 별호는 焦國居士이며, 自號는 梅道人이다. 또한 명성을 얻은 후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

고 景和 이라 이름 하였으므로 景和 主人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7) 1961년 출판된 梅蘭芳의 회고록 《舞臺生活四十年》에서 梅蘭芳의 祖母(陳夫人)는 남

편 梅巧玲이 열한 살부터 福盛班에서 徒弟생활을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舞臺生活四

十年》(上), 團結出版社, 2006, 13쪽.) 이를 근거로 《中國京劇史》에서는, ｢11歲時, 

他進入福盛班, 從班主楊三喜學崑旦, 兼學皮簧.｣으로 적고 있다. (中國戲劇出版社, 

1990, 480쪽.) 또한 《江 戲曲志⋅揚州卷》의 年表에서도 ｢咸豐二年, 梅巧玲隨母曹

氏離泰州入京, 從福盛班, 習靑衣.｣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王芷章은 《中國京劇編年

史》에서 梅巧玲이 17세 때 모친 曹氏를 따라 상경하여 福盛科班에 들어간 것으로 서

술하였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 (｢年十七歲, 隨母曹氏來京, 入福盛 楊三喜習藝, 

唱旦, 兼崑亂.｣ 中國戲劇出版社, 2003, 165쪽.)

 8) 陳부인은 嘉慶시기 四喜班에서 崑劇 生으로 명성을 날린 陳金爵(본명 陈煦棠)의 

셋째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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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얼굴을 알릴 희망을 갖게 되었지.9)

羅巧福(1835~?, 字는 笑仙)은 梅巧玲보다 일곱 살 많은 師兄으로, 靑衣와 花

旦 연기에 뛰어난 배우였다. 그는 楊三喜 아래에서 徒弟 과정을 마친 후 四喜班의 

명배우로 활동하며 명성을 얻게 되자 자신만의 거처인 醇和 을 마련하고 제자들

을 가르쳤다. 당시 梅巧玲은 이곳에 기거하며 羅巧福의 세심한 지도로 旦角의 연

기를 전수받으면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梅巧玲의 醇和  제자 생활은 수년 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醇和 을 

나와 처음 戲班에 몸을 담은 시기는 福盛科班에 들어가 연기를 배운 지 십년이 조

금 지난 1863년(同治 3년)으로, 그해 四喜班의 花名冊에 旦行의 배우들 중 梅慧

仙이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10) 慧仙은 梅巧玲의 字이다. 또한 이듬해에는 四喜

班에서 巧齡이란 이름으로 여러 극을 공연한 기록도 보인다.11) 이후 그는 1871년

(同治 10년) 무렵 서른 살의 나이에 四喜班을 총괄하는 班主 자리에 오른다. 당시 

四喜班은 三慶班⋅春臺班과 함께 명성을 누리던 북경 삼대 京劇 戲班의 하나로, 

비교적 젊은 그가 대형 戲班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연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았음을 말해 준다. 

四喜班의 班主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梅巧玲은 戲班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신편 劇目과 連臺本戲를 공연하며 四喜班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사실적인 무대

배경을 위해 燈彩와 같은 새로운 무대장치와 도구들을 선보였으며, 특히 자신 역시 

분장과 복장에서 기존의 旦角 배우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 즉 花衫이라는 새로운 

배역(行當)을 만들어 낸다. 花衫은 花旦과 靑衣(靑衫)를 결합시킨 배역으로, 심지

어 马旦의 특징도 포함하고 있다. 花衫의 창조는 旦角의 배역을 엄격히 구분하

던 관례를 깨고 旦角의 표현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유형을 개척하

 9) 梅蘭芳 述 《舞臺生活四十年》(上): ｢第三個師父羅巧福, 他本是楊三喜的徒弟, 早就滿

了師, 他也開門授徒. 看到你祖父在夏家受的這份苦. 引起了他的同情, 就花銀子把你

祖父贖了出來, 從此就在羅家安心學戲. 羅巧福待徒弟非常厚道, 敎戲也認眞, 尤其

你祖父是另眼相待. 你祖父這才算是苦盡甘來, 有了出頭的希望了.｣ (14쪽.) 

10)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中國戲劇出版社, 2003, 1863年條, 290쪽.

11)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巧齡演<梅玉配> 夫人⋅<探母>蕭太后⋅<浣花溪>任蓉仙⋅<閨

房 >夫人.｣ (1864年條,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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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旦角 분장 모습의 개혁 중 花衫이라는 명칭은 梅巧玲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원

래 旗裝戲의 ‘兩把頭’는 커다란 비녀로 머리카락을 틀어 올려 만든 머리 모양으로, 

그 모습이 마치 捲子와 같아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梅巧玲이 8本의 

<雁門關>을 공연하면서 처음으로 분장의 모습이 바뀌었다. 時裝戲 또한 梅巧玲이 

<德政坊>에서 窮不怕夫人을 연기하며 汗褂子(明代의 복식)를 입은 것에서 비롯

되었다. 燈彩와 砌模(末)의 무대 도구들은 梅巧玲이 <乘龍 >⋅<盤絲洞>을 공연

할 때부터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京劇 개혁의 시작이다.12)

<雁門關>은 1874년(同治 13년) 四喜班이 새롭게 공연한 8本의 連臺本戲로, 梅

巧玲이 극중 蕭太后를 연기하여 ‘活萧太后’라는 극찬을 받은 그의 대표작이자 이후 

四喜班의 간판 극목 중 하나가 된 작품이다. <同光名伶十三絶>그림에 등장하는 梅

巧玲은 바로 蕭太后로 분장한 모습이다. 이 극은 滿族의 복식으로 연기하는 旗裝

戲로, 梅巧玲은 기존 旗裝戲에 등장하는 旦角 배우들의 복장이나 머리 모양(장식)

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遼國의 황후 蕭太后의 분장에서 ‘兩

把頭’가 아닌 ‘钿子头’의 머리 모양’13)과 旗蠎(太后의 예복)을 입고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분장은 극의 내용과 전개에 있어 蕭太后란 인물 성격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모습으로 그가 처음 시도하였던 것이다. 분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梅巧玲은 

극중에서 새로운 蕭太后의 인물 형상, 바로 花衫의 배역을 창조하였다. 

蕭銀宗(蕭太后)는 遼나라의 정치와 군사를 한 몸에 장악한 첫 번째 인물이며, 

사람들이 모두 아는 여장부이다. 이에 근거하여 梅巧玲은 靑衣의 단정하고 엄숙

한 모습⋅花旦의 담대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 馬旦의 영특하고 강건한 모습을 

12) 莊淸逸 《班中角色 規定》: ｢旦角扮相改革, 名花衫自梅慧仙始, 如旗裝兩把頭, 用大

頭髮梳成, 形如捲子, 不美觀. 梅慧仙演八本<雁門關>, 始改扮相. 時裝亦自梅慧仙

演<德政坊>飾窮不怕夫人, 穿汗褂子. 燈彩砌模, 從梅演<乘龍 >⋅<盤絲洞>開始, 此

爲皮黃改革之始.｣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1874年條, 402-403쪽 재인용.) 

13) ‘兩把頭’(‘二把頭’)는 滿族 귀부인의 대표적인 머리 모양을 지칭한다. 머리카락을 모아 

머리위로 틀어 올린 후 긴 발잠(비녀)으로 틀을 대어 좌우 양쪽으로 감아 묵은 다음 큰 

쪽을 꼽아 장식하는 머리 형식이다. ‘钿子头’는 ‘两把头’에서 발전한 머리 장식으로, 머

리카락을 묶은 후 틀을 씌우고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머리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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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융합시켰다. 또한 심지어 당시 王帽老生으로 활동한 張二奎⋅張子久⋅周春

奎 등 奎派의 老生이 황제로 분장하며 펼쳤던 동작과 표정을 참고하여 行當의 경

계선을 완전히 타파하였다. 인물의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삼음

으로써 무대에서 제일의 여황제 형상을 창조하였다. 위풍은 당당하였고 기세는 주

위를 압도하였다.14) 

당시 班主 梅巧玲이 무대에서 선보인 새로운 시도, 또 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혁신적인 모습의 공연으로 四喜班의 명성은 날로 커져 갔으며, 유명 배우들이 몰려

들면서 규모 또한 방대해져 북경 제일의 戲班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1877년

(光緖 3년) 四喜班의 연말 공연에서 梅巧玲은 戲班의 배우들을 총동원하여 8일 

동안 <雁門關>의 공연을 편성하였다.15) 이 공연은 규모와 배우의 진용을 볼 때 당

시 다른 戲班들이 기획하기 어려웠던 대형 공연으로, 梅巧玲 자신을 포함한 다수

의 유명 배우들이 참여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光緖시기 吳燾(倦游逸叟)는 《梨園

話》에서 <雁門關>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四喜班에는 두 편의 大劇이 있었는데, <雁門關>과 <五彩 >이다. 모두 8일 동

안 공연하는 작품으로, 사람들을 황홀한 경지에 빠지게 했다. <雁門關>은 遼와 宋

의 교전이 결국 발생하는 내용을 공연한 것으로, 대개 소설 《楊家 》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극은 四喜班의 명배우들이 모두 참가하여 연기를 펼쳤는데, 모두

들 四喜班이 아니면 이 극을 공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梅巧玲은 蕭太后를, 王

九齡이 楊延輝를 담당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에 충분하였다. 時 福⋅
余紫雲⋅張紫仙이 세 명의 공주를 연기하였으며, 또한 楊延輝의 본처 및 이른바 

八姐⋅九妹를 담당하는 자가 있었다. 각 의 제자들도 阿哥⋅格格로 분장하여 

연기하였다. 이 극은 旦角이 출연이 매우 많았고 우열을 다투지 않음이 없어 관람

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였는데, 각 이 대부분 四喜班에 예속되었기 때문이다.16)

14)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蕭銀宗是遼國執政治軍事於一身的頭

號人物, 是一個人所皆知的女强人, 據此, 梅巧玲把靑衣的端莊肅穆⋅花旦的潑辣傳

神⋅ 馬旦的英挺剛勁融和在一起, 甚至還借鑒了當年王帽老生張二奎⋅張子久⋅周春

奎等奎派老生扮演皇上的一些動作表情, 完全打破行當界線, 以塑造人物爲 高目的, 

在舞臺上塑造了第一個女皇帝的形象, 八面 風, 氣勢極大.｣ (上海古籍出版社, 2014, 

191쪽.)

15)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1877年條 451쪽.

16) 吳燾 《梨園 話》: ｢四喜班有兩長劇, 一<雁門關>, 一<五彩 >, 皆以八日扮演, 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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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梅巧玲은 文士들과의 교류도 매우 빈번하여 그의 거처인 景花 을 드나드

는 명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문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연

기력뿐만 아니라 당시 배우로서는 드물게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이

다. 그는 八分隸書의 서예에도 뛰어나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얻고자 했고, 史書를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심지어 골동품 감별에도 뛰어나 사대부들도 그에게 감별을 

부탁하였다고 한다.17) 

또한 梅巧玲이 四喜班의 班主로 戲班을 이끌던 시절 그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일화도 전해진다. 당시 발생한 두 차례의 國喪(1875년 同治帝, 1881년 孝貞皇后

의 죽음) 기간 동안 戲班은 공연이 제한되면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속 

배우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 淸 정부의 규정상 황제의 國喪 초기에는 都城내 

모든 공연을 금지하다가 일 년이 지난 후부터(황후의 경우 백 일 이후) 도성 밖에

서 戲服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악기 연주 없이 ‘說白淸唱’의 공연만 허락하였다.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어 戲班을 유지할 수 없는 戲班들은 분분히 해산하였고, 

大戲班들도 배우들에게 보수의 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四喜班은 班主 

梅巧玲이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손실을 충당하며 여전히 국상 전과 다를 바 없이 

보수 전부를 지급하였다.18) 梅巧玲의 이러한 선행은 아마도 그가 과거 科班시절 

학대를 받으며 추위와 배고픔을 당해보았기에 그의 밑에 있던 제자들과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신에

게 빚이 있던 친구가 죽자 그 債券을 영전에 불태워 버리고 빚을 모두 탕감해주어 

유족의 어려움을 도와준 일, 또 친분이 있던 가난한 선비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담

入勝. <雁門關>演遼宋交戰, 終於形成, 大率本 說之楊家 而成. 此劇, 本班名伶, 

無不獻技, 咸 非四喜班不能演此劇. 梅巧玲飾蕭后, 王九齡飾楊延輝, 已足涵蓋一切. 

而時 福⋅余紫雲⋅張紫仙飾三公主, 尙有飾楊延輝原配及所 八姐九妹 , 又有各

弟子飾所 阿哥⋅格格 , 此劇占旦角太多, 無不競勝, 博觀 歡, 以各 多隸四喜故

也.｣ (張次溪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832쪽.)

17) 朱書紳 輯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1943년 간행): ｢一時景和 中, 名士往來如過江

之鲫. …… 巧玲以 文士交遊久, 頗擅筆札, 於漢隸八分尤稱獨步, 得 寶之. 好讀史

鑑談掌故, 治藝之餘手不釋卷, 更工鑑賞, 湯盤漢鐺, 過目釐然, 士大夫轉求敎焉.｣ 
(《民國京崑史料叢書》, 學苑出版社, 2008, 319쪽.) 

18) 北京 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編 《中國京劇史(上卷)》, 中國戲劇出版社, 1990, 

481-4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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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잡힌 저당물을 자신의 돈으로 되찾아 준 일, 생계가 곤란해진 戲班 동료들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준 일 등의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19) 

이처럼 배우와 班主로 戲班을 이끌던 梅巧玲은 말년에도 四喜班의  공연뿐

만 아니라 三慶班이 주도했던  공연에 外串배우로 특별 출연하였으며(1879

년), 삼대 戲班의 합동  공연에서 四喜班을 대표하여 공연하는 등(1881년)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간다.20) 당시  공연에 梅巧玲이 빠지면 자리한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하지만 십여 년간 

이어진 梅巧玲의 班主와 배우 활동은 1882년(光緖 8년) 음력 7월 7일, 梨園公所

의 회의장에서 급사함으로써 41살의 젊은 나이에 끝을 맺는다.21) 인품과 능력을 

갖춘 배우로 존경과 명성을 누리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북경 사회를 충격에 빠

트린 큰 사건으로, 당시 戲班과 梨園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고 한다.22)

2. 梅巧玲 연기에 한 평가

四喜班 초기 시절 梅巧玲은 이미 崑劇과 京劇 旦行의 다양한 角色을 연기하며 

‘第一名旦’의 명성을 얻었다. 그가 담당한 角色은 崑劇의 正旦을 포함하여 京劇의 

靑衣, 花旦, 馬旦, 閨門旦, 玩笑旦, 潑辣旦 등 그 연기 폭이 매우 광범위하였

다. 同治 12년(1873)에 간행된 《菊部羣英》(邗江 游仙客 著)에는 당시 梅巧玲

이 四喜班에서 연기한 극명(崑劇 16折, 京劇 33出)과 배역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

어 있다.23)

<思凡>(趙尼), <刺虎>(費宮娥), <定情>⋅<賜盒>⋅<絮閣>⋅< 宴>(楊貴妃), 

<折柳>(雀 玉), <剔目>(李亞仙), <贈劍>(白花公主), <說親回話>(田氏), <雙鈴

19)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同光十三絶合傳》, 上海古籍出版社, 2014, 195-196쪽.

20)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1879年條 467쪽, 1881年條 498쪽.

21)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1882年條 507쪽.

22)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同光十三絶合傳》: ｢四喜班和梨園界同仁以及梅伶的衆大親

友粉絲, 於這位俠伶的英年早逝, 無不悲痛萬分, 紛紛前來 葬, 隊伍延綿數公里, 

成爲轟動京師的一大事件.｣ (196쪽.)

23) 《菊部羣英》: 張次溪 緝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495-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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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趙玉), <萬事足>(邱夫人), <红楼梦>(史湘雲), <雪中人>(夫人), <梅玉配>(韩

翠珠), <黄河阵>(雲霄), <探母>(蕭太后/公主), <赶三关>⋅<回龙鸽>(代战公主), 

<打金枝>(正宮/升平公主), <金水桥>(西宫), <彩楼配>(王寶川), <雁門關>(蕭太

后), <二进宫>(李燕妃), <蘆花河>( 利花), <汾河灣>(柳迎春), <三进士>(王氏), 

<玉 春>(苏三), <虹霓关>(东方夫人), <翠屏山>(潘巧雲), <乌龙院>(阎婆惜), 

<胭脂虎>(石中玉), <玉玲珑>(梁红玉), <浣花溪>(任荧卿), <得意缘>(雲鸾), <闺

房乐>(管夫人), <德政坊>(窮不怕夫人), <真富贵>(邵真真), <红鸾喜>(金玉奴), 

<延安关>(雙阳公主), <双沙河>(公主), <破洪州>(穆桂英), <摇会>(大娘), <變羊>

(柳夫人), <探親>(旗婆子), <贪欢报>(李湘兰), <思志誠>(女老), <盤絲洞>(蛛蜘

精), <乘龍 >(劉毅).

위 49개의 작품 중에서 梅巧玲이 연기했던 전통 崑旦(正旦)의 배역은 <思凡>의 

趙尼, <刺虎>의 費宮娥, <定情>⋅<賜盒>⋅<絮閣>⋅< 宴>의 楊貴妃, <折柳>의 雀

玉, <贈劍>의 白花公主, <說親回話>의 田氏 등이 있다. 京劇 靑衣 연기의 대표

작으로는 <二进宫>의 李燕妃, <彩楼配>의 王寶川, < 花河>의 梨花, <汾河灣>

의 柳迎春, <玉 春>의 苏三 등이 있으며, 花旦은 <翠屏山>의 潘巧雲, <乌龙院>

의 阎婆惜, <胭脂虎>의 石中玉, <玉玲珑>의 梁红玉, <得意缘>의 雲鸾 등이 유명

하다. 이외에 閨門旦은 <红鸾喜>의 金玉奴, <打金枝>의 升平公主, 馬旦은 <虹

霓关>의 东方夫人, <延安关>의 雙阳公主, <破洪州>의 穆桂英, 潑辣旦은 <雙鈴

記>의 赵玉, <贪欢报>의 李湘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열거한 극목 중 <雁門關>

과 <探母>의 蕭太后, <德政坊>의 窮不怕夫人, <探親>의 旗婆子 등은 앞서 언급한 

梅巧玲이 창시한 花衫의 배역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전통적으로 京班의 旦角은 관례상 배역이 엄격하게 분업화⋅전문화되어 각 

角色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24) 하지만 梅巧玲은 위 극명과 배역에서 알 수 있

24) 예를 들어 正旦인 靑衣는 주로 행동이 단정 엄숙한 현모나 양처, 정절을 지키는 열녀 

등 중년 여인의 배역을 담당한다. 연기의 특징은 唱功이 주가 되며, 做功은 비교적 적

다. 花旦은 靑衣와 대조를 이루어 성격이 활발 억척스럽거나 천진난만한 젊은 여인의 

배역을 담당한다. 唱功보다는 做功을 중시한다. 馬旦은 武旦의 일종으로 주로 무예

가 뛰어나고 위세가 넘치는 여성 영웅의 형상으로 분장한다. 做功뿐만 아니라 唱功도 

중시되며, 인물의 강렬한 성격과 표정연기도 뛰어나야 한다. 闺门旦은 旦이라고도 

부르며, 결혼 전인 평범한 집안의 딸 혹은 대갓집 규수와 같은 청춘 소녀의 배역이다. 

玩笑旦은 喜劇 혹은 闹剧에 등장하는 배역으로, 다소 과장된 행동을 하며 유머와 해학

을 장기로 한다. 潑辣旦은 花旦에서 갈라져 나온 角色으로, 행동거지가 발랄하고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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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旦行의 특정한 角色에만 장점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모든 배역에 구애받지 않

고 그 역할을 소화해낸 배우였다. 이에 대해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에서는 梅巧

玲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靑衣를 연기할 땐 엄숙하고 단정하며, 花衫을 연기할 땐 청초하고 아름다우면

서도 부귀한 모습이다. 또 玩笑旦을 연기할 경우에는 발랄하며 경박한 행동거지를 

보였으니, 한 몸에 많은 장점을 겸비하여 마치 千手菩薩처럼 天女에서 羅刹까지 

다양하게 변화하는 수많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 정말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다.25)

梅巧玲이 여러 角色의 특징을 파악하며 보여준 변화무쌍한 연기를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진 천수보살에 비유한 것이 매우 이채롭다. 《中國京劇史》에서도 관중들에게 

찬사를 받은 그의 예술적인 경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시 徽班의 靑衣와 花旦의 경계는 매우 엄격하였다. 靑衣는 무엇보다 唱功을 

중시하였으며, 花旦은 특별히 做功과 분장을 중시하였다. 梅巧玲은 본래 花旦에 

뛰어났으나 분장한 모습이 그다지 좋지 않아 사람들은 ‘胖巧玲’이라 칭하였다. 하

지만 오히려 그의 예술적인 조예는 깊어 관중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그의 연기 폭은 넓어 花旦戲외에도 靑衣와 崑旦에도 뛰어나 실제로 王瑤卿⋅梅

蘭芳 등이 靑衣와 花旦을 하나로 융합한 것에 기초를 닦았다.26)

사실 梅巧玲은 旦角 배우로는 적합하지 않은 비만형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

다. 사람들은 그를 ‘胖巧玲’(胖慧仙’)이라 불렀으며, 巧玲이란 예명도 황제가 그의 

연기를 보고 호칭한 ‘胖巧玲’에서 비롯된 것(“天子親呼胖巧玲”)으로 비교적 살이 찐 

몸매였음에도 연기에서는 고운 자태와 몸놀림을 표현하였기에 붙여진 것이다. 王芷

방탕한 인물 성격이 특징이다. 

25) 朱書紳 輯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 ｢演靑衣則嚴肅端裝, 演花衫則明麗華貴, 至演

玩笑旦則潑辣風騷, 一身而兼衆長, 如千手菩薩, 具天女羅刹萬千變相, 眞俊才也.｣ 
(《民國京崑史料叢書》 第一輯, 319쪽.)

26) 北京 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編 《中國京劇史(上卷)》: ｢當時徽班裏靑衣花旦的

界限很嚴, 靑衣首重唱功, 花旦則 重做功及扮相. 梅巧玲本工花旦, 扮相幷不算好, 

人稱‘胖巧玲’, 但却能以他的藝術造詣深得觀衆讚譽. 同時, 他的戲路很寬, 花旦戲外, 

兼工靑衣和崑旦, 實際上爲王瑤卿⋅梅蘭芳等融靑衣花旦於一爐打下了基礎.｣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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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은 《京劇名藝人傳略集》에서 그에 대해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慧仙(梅巧玲)은 옥같이 매끈한 피부에 통통하게 살이 쪄 양귀비처럼 풍만하다

는 평가가 있었다. 詞人 李蒓客은 매번 그를 ‘胖慧仙’이라고 불렀다. 그가 연기를 

할 때 분장한 모습은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았으나 노랫소리는 맑고 우렁찼으며, 

音調는 청량하고 듣기 좋아 마치 꽃 사이에서 지저귀는 앵무새와 숲에서 들려오는 

제비 소리 같았다. 說白은 더욱이 구사하는 언어가 예리하여 다른 배우들이 따라 

잡을 수가 없었는데, 《通鑑》과 《三國志》 등의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詩詞와 고전

에 대한 내용을 언제나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교류한 부류들이 대개 文士들이었

므로 同治시기에 그를 칭송하는 명성이 매우 높았다.27)

旦角 배우가 풍만한 체형으로 인해 여인으로 분장한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梅巧玲은 科班시절 혹독한 수련

과정을 통해 습득한 목소리와 창법(‘歌喉嘹亮, 音調淸脆’), 게다가 총명한 머리로 

詩詞와 고전에 능통하여 극중 언어(說白)의 구사가 남달랐기 때문에 무대에서 자

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王夢生은 

《梨園佳話》(1915년, 商務印書館 출판)에서 梅巧玲이 표현한 說白의 출중함과 특

히 다른 旦角 배우들과 비교되는 그의 언어 장점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외 예를 들어 <胭脂虎>⋅<玉玲瓏>⋅<浣花溪>⋅<下河南> 등 說白을 중시하

는 극은 완전히 뛰어난 말솜씨로 성공을 해야 하는데, 楊桂雲(1861~1914)과 田

桂鳳(1866~1931) 같은 이가 모두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전부터 전해져 오는 胖巧玲만 못하였다. 巧玲은 북경 사람으로, 旦角으로 유명하

였는데 楊桂雲과 田桂鳳의 선배이다. 巧玲은 용모가 풍만하여 분장한 모습은 뛰

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구사하는 언어는 색이 분명하며 화려한 꽃과 같아 마치 맑

게 지저귀는 앵무새 소리가 꽃 사이로 울려 퍼지는 듯하고, 장단이 있는 말들은 

교묘하며 매우 자연스러웠다. 예를 들어 <胭脂虎> 史鍾玉, <浣花溪> 任蓉卿의 說

27) 王芷章 《京劇名藝人傳略集》: ｢慧仙豐肌琢玉, 有環肥之目, 詞人李蒓客每以胖慧仙稱

之. 其演劇時之扮相雖不甚佳, 而歌喉嘹亮, 音調淸脆, 如花外囀鶯, 林間語燕. 說白

則更辭鋒犀利, 人莫能窮, 以嘗讀《通鑑》⋅《三國志》等書, 故 於韻語古典, 隨口輒出. 

交皆文士輩, 同治中聲譽尤盛.｣(《中國京劇編年史》, 1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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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은 모두 騈語와 雅詞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科白과는 달랐다. 보통의 배

우들은 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융통성이 없이 규칙대로만 연기를 하여 마

치 아둔한 아이가 책을 외우듯 때때로 끊어지며 막혀버렸으니, 文理가 통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사 속에 古語를 많이 인용하여 가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읽어 내기가 너무 어려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끝을 맺을 수가 없게 된다. …… 梅
巧玲은 비록 용모는 좋지 않았지만 생각이 빠르고 영민하여 가사 속 雅詞의 구절

들을 마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였으니, 이 때문에 상류층 인사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그를 풍만한 양귀비로 비난하지 않았다. 楊桂雲도 마찬가지로 

절묘하다고 하지만 그와 비교하면 雅와 俗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므로 당연히 梅巧

玲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다.28)

이처럼 梅巧玲은 文理를 체득하여 상류층 문인 雅士들의 기호에 맞는 고상하고 

심오한 古語를 마치 口語처럼 막힘없이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梅巧玲은  공연에서 창의적인 창법과 자신의 신체 특징을 잘 활용한 파격적이

고 대담한 연기를 펼쳐 공연을 주관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雁門

關>의 蕭太后 연기에서는 州의 발음으로 노래하였고, <盤絲洞>에서는 蜘蛛精이 

목욕하는 장면에서 과감하게 노출을 시도하였으며, <渡銀河>에서는 풍만한 楊貴妃

의 모습을 연기하였다.29) 즉 <雁門關>의 경우 京劇의 노래 곡조에 州의 어투는 

결코 적합하지 않지만 그는 오히려 ‘ 音( 韻)’과 자신의 청량한 목소리를 결합시

킨 창의적인 창법으로 蕭太后를 연기하여 호평을 받았던 것이다. ‘ 音’의 구사는 

28) 王夢生 《梨園佳話》: ｢此外 重說白如<胭脂虎>⋅<玉玲瓏>⋅<浣花溪>⋅<下河南>等劇, 

全以長 取勝, 若楊, 若田均自能任. 然究不如 傳之胖巧玲也. 巧玲京師人, 以貼劇

著, 在田⋅楊爲前輩, 體貌厚重, 扮相不佳. 而 具燦花, 如呖呖鶯聲, 囀於花外, 長

短語, 妙合自然. 如<胭脂虎>之史鍾玉, <浣花溪>之任蓉卿, 說白皆騈語雅詞, 常

科白不類, 常伶不能文義, 按圖索驥, 如拙童背書, 斷續梗塞, 文理全失. 且詞中又多

引用古語, 滿篇之乎 也, 讀 頗難, 不留心, 全無收束. …… 巧玲貌雖近寢, 而心

有靈犀, 於諸句雅詞, 不啻若自其口出, 以此見賞於上流人物, 不以環肥而 之. 桂雲

若如同工, 而雅俗迴別, 故巧玲應居第一流.｣ (《民國京崑史料叢書》 第一輯, 學苑出版

社, 2008, 208쪽.) 

29) 吳燾 《梨園 話》: ｢梅巧玲佳劇如<雁門關>⋅<盤絲洞>⋅<渡銀河>等劇, 爲出色. <雁

門關>飾蕭后, 體態旣豐腴, 又御旗婦冠服, 口操 音, 淸脆無比. <盤絲洞>飾蜘蛛精, 

率衆裸上身沐浴於河. 老杜<麗人行>所 “肌理細膩骨肉勻” , 庶幾近之. <渡銀河>飾楊

太眞, 艶麗而肥, 恰稱‘環肥’之目. 加以喉音淸亮, 圓轉自如, 故梅演此數劇, 主家輒以

夸豪擧.｣ (張次溪 《淸代燕都梨園史料》, 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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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巧玲이 유년 시절을 州에서 보냈기에 가능했던 창법으로 보인다. 또한 《西游

記》를 개편한 <盤絲洞>의 목욕장면에서 자신을 포함한 旦角들이 거미요괴 여인들

(蜘蛛精)로 분장하여 상반신을 노출했다는 것은 분명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한 연기였다고 할 수 있다. 吳燾가 이 모습을 보고 杜甫 <麗人行>의 시구를 

인용, 즉 ‘매끄러운 살결과 고운 몸매(肌理細膩骨肉勻)’로 묘사한 것처럼 梅巧玲은 

자신의 신체 특징을 활용하여 妖女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특히

나 <渡銀河>에서 보여준 양귀비의 경우 자신의 체형에 딱 맞는 자연스러운 연기로 

호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雁門關>에서 보여준 梅巧玲의 사실적인 연기에 

대해 齊如山(1875~1962)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전에 四喜班에서<雁門關>을 공연하였는데, 梅巧玲이 蕭太后를 연기한다고 

하여 특별히 蕭太后를 주시하였다. 가장 훌륭했던 장면은 5⋅6⋅8本으로, 宋나라 

군대가 입성하는 그 장면이었다. 巧玲이 무대에 앉자 무대 아래에서는 장내가 떠

들썩하게 환호하였으며, 후에 仙鶴 다리 모양의 물 담뱃대로 담배를 피울 때 궁녀

들은 꿇어 앉아 불을 붙이고 巧玲이 연기를 내뿜는 모습 또한 매우 능수능란하였

다. 관중들은 모두 진짜 太后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였다.30)

이 말을 통해 梅巧玲은 蕭太后의 신분에 맞는 동작과 습관 등 극중 인물에 합당

한 세세한 부분의 표현에서도 빛을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 《京劇之變遷》: ｢從前四喜班排<雁門關>, 梅巧玲去太后, 所以 看太后, 好是五⋅
六⋅八三本, 迎接宋軍入城的那一場. 巧玲在臺口一坐, 臺下便給哄 的好, 後用仙鶴

腿水煙袋吸煙, 宮女跪着點煙, 巧玲吸煙吹煙, 亦能得好, 觀衆都說 眞太后無異.｣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1882年條 5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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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第一靑衣’ 時 福

1. 時 福의 배우 활동

(時小福 肖像과 <同光名伶十三絶> 그림 속 <桑園會>의 羅敷로 분장한 모습.)

同治⋅光緖시기 ‘天下第一靑衣’로 명성을 날린 时 福(1846-1900)은 江苏 吴

县( 州 ) 출신으로, 본명은 庆, 별명은 馥, 字는 琴香⋅纫之이며 호는 赞卿이

다. 또 出科하여 명성을 얻은 후 거주한 號가 綺春이었으므로 綺春 主人으로 

불리기도 했다.31) 

时 福은 어린 시절 빈곤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열두 

살 때 부모를 따라 北京으로 올라와 동향인이었던 名旦 鄭秀蘭32)이 이끄는 靑馥

 科班에 들어가 崑劇 旦角과 京劇 靑衣의 연기를 학습하였다. 수년 간 科班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그는 四喜班 소속 배우로 활동하게 되는데, 1864년(同治 3

년) 四喜班이 공연한 극명과 배역 기록에 처음으로 梅巧玲, 鄭秀蘭에 이어 靑衣 

배우로 무대에 오른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33) 당시 时 福은 뛰어난 신체 조건

31) 綺春 의 위치는 북경 宣南区 猪毛胡同(지금의 朱茅胡同)이다. 

32) 鄭秀蘭(1849~?)은 州 출신으로, 아명은 寄生 호는 素香이다. 崑班에서 靑衣 연기

로 입문한 후 同治⋅光緖 연간 北京 四喜班의 간판 旦行 배우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

이다. 또한 戲班의 행정 업무 능력도 뛰어나 여러 해 동안 四喜班의 관리를 책임지는 

管事를 담당하기도 했다.

33)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巧齡(玲)演<梅玉配> 夫人, <探母>蕭太后, <浣花溪>任

蓉仙, <閨房 >夫人. 秀蘭演<探母>公主, <敎子>王春娥, <斬竇娥>竇娥. 小福演<宇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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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崑⋅京劇의 旦角 연기력을 겸비하였으며, 특히 靑衣戲 배역의 분장 모습뿐만 

아니라 唱⋅念⋅做⋅舞의 연기에서 출중한 실력을 선보였다. 따라서 그는 얼마 지

나지 않아 바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四喜班의 간판 靑衣 배우로 자리 잡

게 된다. 

이후 오랜 시간동안 그는 四喜班에서 梅巧玲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四喜班 

旦行 배우 중 ‘二绝’로 명성을 누리게 된다. 다만 時 福은 同治帝 國喪 기간 동안 

무대에 오르지 않다가 1877년(光緖 3년) 3월 국상 기간이 끝난 후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데, 光緖 초기 戲班의 활동을 담은 《觀劇日志》34)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그는 四喜班 공연 중 대부분의 ‘壓軸戲’와 ‘大軸戲’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

다.35) ‘壓軸戲’는 전체 공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大軸戲’는 공연의 마지막 무대

를 지칭한다. ‘壓軸戲’는 극의 전개와 배우의 연기가 최고조로 발휘되면서 무대를 

압도하는(‘壓臺戲’) 부분이며, ‘大軸戲’는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客戏’) 피날

레 부분이다. 또한 《觀劇日志》의 기록을 보면 1877년 연말 四喜班이 심혈을 기울

이고 모든 배우들을 참여시켜 8일간 진행한 大戲 <雁門關> 공연에서 公主역을 담

당하며 매번 ‘壓軸戲’와 ‘大軸戲’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36) 다시 말해 약 삼 년

간의 國喪 공연금지 이후 다시 등장한 時 福은 四喜班의 간판 배우로, 1877년 

당시 北京 京劇무대에서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누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時

福은 1880년 2월, 三大戲班(三慶⋅四喜⋅春臺班)이 합작하여 宣外文昌 館에

鋒>趙 姐, < 花河> 梨花, <斬子>穆桂英.｣ (1863年條,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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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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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북경 戲班(四喜班, 三慶班, 春臺班 등)의 공연 戲目과 등장 배우들의 이름을 기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四喜班 관련 기록이 다수를 차지한다. 

35) 《觀劇日志》: ｢時 福, 丁丑年四月二十日(壓軸)<戲妻>, 合演 九林. 二十二日(壓

軸)<赶三關>, 合演 九林. 五月七日(壓軸)<二進宮>, 合演 九林. 二十二日(壓軸)<擊

掌>. 二十九日(大軸)<孝感天>, 合演 紫雲. 三十日(大軸)(汾河灣). 六月三日(大軸)

<玉 春>. 初五日(大軸)<彩樓配>. 六日(大軸)<跑坡>, 合演 九林. 二十二日(壓軸)

<斬子>, 合演 連奎. 二十三日(壓軸)<宇宙峰>. 七月一日(大軸)< 審>. 十五日(大

軸)<牧羊卷>, 合演 陳畜. 九月二十一日(壓軸)<打金枝>, 合演 巧林⋅連奎. 十月三

十日(壓軸)<四郞探母>, 合演 九林⋅陳畜⋅巧林⋅子雲⋅劉五⋅百歲. 十一月八日(大

軸)<五花洞>, 合演 子雲⋅百壽⋅劉五⋅八十.｣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448쪽 

재인용.)

36)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45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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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펼친  공연에서 四喜班을 대표하여 <五花洞>에 출연하였으며, 1881년 2월

의 三大戲班 합동  공연에서는 <牧羊卷>을 연기하였다.37)

얼마 후인 1882년(光緖 8년) 여름, 時 福은 30대 중반에 四喜班의 새로운 班

主 자리에 오른다. 그가 班主가 되기까지는 약간의 사연이 있었다. 직전까지 四喜

班을 운영하던 班主는 梅巧伶이었으나 두 번의 國喪(同治帝, 孝貞皇后)으로 인해 

戲班은 해산의 처지에 놓일 만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었다. 당시 梅巧玲

의 어려운 상황과 時 福의 도움에 대해 《燕都名伶傳(時 福傳)》과 《中國京劇史》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梅巧玲이 四喜班을 관장하고 있었으나 적자가 거듭 심해지면서 時 福에게 戲

班의 관리를 부탁하였다. 時 福은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았지만 四喜班을 주관할 

사람이 없어 와해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동지들은 본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배고

픔과 추위에 시달리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자금을 마련하여 구제해 주었지

만 오래 지탱하지 못하자 다시 재산을 팔아 계속 도움을 주었다.38)

(梅巧玲은) 이후 채워 넣어야 하는 돈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자신 또한 지탱하

기가 어려워지자 時 福에게 戲班의 인수와 관리를 부탁하려고 하였다. 時 福은 

인수를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도리어 자신의 집을 매각하여 돈을 梅巧玲에게 빌려

주고 四喜班이 난관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梅巧玲과 時 福이 자신을 버

리고 남을 도와 위급함을 구해줬던 이러한 정의로운 행동은 四喜班의 동료들과 

연극계 사람들의 일치된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39) 

時 福은 梅巧玲보다 네 살이 어렸지만 出科후 四喜班에서 오랜 시간동안 旦行 

배우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좋은 친구사이였으며, 그 역시 梅巧玲과 함께 평소 문인 

묵객들과 즐겨 교류하였다. 유머 가득한 말솜씨와 호탕한 음주로 좌중을 휘어잡았

37)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492⋅498쪽.

38) 《燕都名伶傳》: ｢巧玲主四喜班, 以賠累重, 請君理其事. 初不之允, 旣而念四喜無人主

持, 勢 瓦解, 同志失業則飢寒矣, 乃出金濟之, 不支, 更䰞産爲繼.｣ (張發穎 《中國戲

班史》, 學苑出版社, 2004, 180쪽 재인용.) 

39) 北京 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編 《中國京劇史(上卷)》: ｢後因賠墊過多, 自己也

難以支撑, 想請時 福來接管. 時 福不肯接受, 但却賣掉了自己的住房, 借給梅巧玲

一筆銀子, 幇助四喜班度過了難關. 梅巧玲和時 福的這種 己助人, 急人之難的正義

行爲, 受到四喜班同人和梨園界的一致稱讚和 敬.｣ (4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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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람됨이 솔직하고 인정이 많아 곤궁한 처지에 놓인 동료가 있으면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40) 따라서 그는 곤경에 빠진 친구 梅巧玲과 생계에 위험을 받는 

100여 명의 四喜班 동료들을 보고 수수방관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집을 팔아 자

금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梅巧玲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1882년, 음력 7월 7일) 결국 時 福은 四喜班을 총괄하는 班主

의 자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그는 班主 시절 당시 북경 梨園을 대표하는 네 명의 首 중 한 명으로 이

름을 올리게 된다. 원래 淸 정부의 內務府 규정상 旦角 배우는 首의 직책을 담

당할 수 없었지만 時 福이 관례를 깨며 임명된 것은 그의 인품과 명성이 뛰어났

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首가 가진 권력은 상당하였지만 자리에 오른 그는 戲班들

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섰다. 특히 당시 새롭게 조직을 준비하는 경극 戲班

은 우선 首들이 심의를 한 다음 內務府 精忠廟 사무를 관리하는 郞中에게 보

고를 하고 설립 허가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時 福은 그들을 대신

하여 비준과 공연 허가를 받아주기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時 福은) 程長庚⋅兪菊笙 등과 함께 梨園의 首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룩한 업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梨園의 전해오는 규정으로는 북경에서 

새로운 戲班을 조직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계획한 戲班의 이름을 4대 

首를 통해 內務府 郞中에게 제출하고 인증 등록을 청구한 후, 그에 대한 비준

을 기다린 다음에서야 비로소 공연을 시작할 수 있다. 네 명의 首 중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해도 가능하지만 비준이 나온 후에는 반드시 네 명의 首가 서명

을 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光緖 시기 많은 新班들은 時 福의 온화하고 선량한 

성격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워 대부분 그에게 달려가 부탁하였다. 時 福 또한 피

곤함을 마다하지 않았고, 신발이 닳을 정도여도 아까워하지 않았다.41) 

40) 王芷章 《京劇名藝人傳略集》: ｢平時喜 文士游, 善談噱, 能飮酒, 觥籌交錯, 本瀾

翻, 輒能使四座傾倒, 所 人皆劫劫, 而我獨有餘光. ……若爲人, 則天性獨眞, 可共患

難, 同業中有困厄, 無不盡力援救.｣ (《中國京劇編年史》, 998쪽.) 

41) 王芷章 《京劇名藝人傳略集》: ｢嘗 程長庚⋅兪菊笙輩, 同膺梨園 首, 所成就於人

甚衆. 梨園 規, 凡在京城內, 欲組織新班 , 先 所擬班名, 交由四大 首, 向內

務府 郞中處, 請求立案, 俟其批准, 方得開演. 於此四人中, 有一爲之代呈便可, 批

出後, 仍 四 首簽字, 方有效. 光緖間, 有許多新班, 以時之和靄可親, 多往懇之, 而

時亦不辭勞 , 足履破敗, 弗惜也.｣ (《中國京劇編年史》, 9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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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의 기간 동안 四喜班을 주관한 후 時 福은 1886년(光緖 12년) 음력 2

월 15일, 老生 명배우 孫菊仙(1841~1931)⋅李連仲(花臉)⋅李燕雲(武旦) 등과 

함께 宮庭의 음악과 연극을 관장하는 昇平署의 外班 배우(供奉內庭)에 선발된다. 

그 후 그는 1899년(光緖 25년)까지 십여 년간 궁정을 출입하며 20여 出의 극에서 

단독 또는 合演으로 무대에 올랐다.42) 당시 慈嬉皇后와 光緖帝는 그의 연기를 즐

겨 감상하며 총애하였는데, 특히 재미있는 일화중 하나는 時 福이 <群英 >를 연

기할 때 慈禧皇后는 그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御酒를 하사하여 무대에서 

술을 마시고 연기하게 하는 특별한 恩典을 베풀었다고 한다.43)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술을 마신 채 慈禧皇后 앞에서 선보인 <群英 >의 배역은 靑衣의 역할이 아

니라 生 周瑜의 연기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時 福은 靑衣뿐만 아니라 生

의 唱法과 做工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배우로, 입궁하여 孫菊仙과 함께<群英

>를 공연할 때에는 生의 周瑜를 연기하였다.44) 그렇다면 아마도 평소 술을 좋

아한 그가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더 周瑜의 호방한 영웅의 기개를 마음껏 표현하

42)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光緖十二年二月十五日 孫菊仙及二李等同時選入署中. 

12年2月16日, 漱芳齋: <探母>(孫菊仙)⋅<彩樓配>. 22日, 同: <玉 春>. 23日, 同: 

<群英 >(孫菊仙)(小生)⋅<宇宙鋒>. 3月8日, 同: <祭江>. 9日, 同: <戲妻>(孫菊

仙)⋅< 雁>. 15日, 麗景軒: < 雁>. 4月4日, 漱芳齋: <祭塔>. 5日, 同: <探窯>. 8

日, 同: < 宴>. 16日: <斬竇娥>. 5月5日, 同: < 雁>. 6日, 同: <宇宙鋒>. 15日, 

同: <敎子>. 6月1日, 同: <南天門>. 5日, 寧壽宮: <彩樓配>. 15日, 同: < 宴>(王阿

巧)⋅< 雁>. 25日, 同: <彩樓配>. 7月7日, 同: <祭塔>. 8月14日, 同: <敎子>. 9月2

日, 寧壽宮: <敎子>. 11日, 同: <攔江>. 13日, 麗景軒: <祭江>. 15日, 同: <斬竇

娥>. 10月1日, 長春宮: <擊掌>. 8日, 同: < 雁>. 11日, 同: <彩樓配>. 13日, 同: 

<陽關折柳>(鮑福山). 16日, 同: <攔江>. 11月27日, 同: <四郞探母>(孫菊仙). 28日, 

同: <戰蒲關>(孫菊仙, 李 亭). 13年10月1日, 長春宮: <陽關折柳>(鮑福山). 4月15

日, 純一齋: <陽關折柳>(鮑福山). 12月29日, 長春宮: < 宴>(王桂花). 19年4月5日, 

漱芳齋: <陽關折柳>(王桂花). 21年11月20日, 頤年殿: <五花洞>(陳德霖). 24年5月5

日, 頤年殿: <孝感天>(孫怡雲). 25年4月15日, 純一齋: <一捧雪>(龍長勝).｣ (1886年
條, 566⋅999쪽.)

43) 王芷章 《京劇名藝人傳略集》: ｢其後卸去班務, 不常出演, 只供奉內庭, 慈禧后知其嗜

好杯中物, 當 孫菊仙合演<群英 >時, 曾勅賜御酒, 令在臺上飮之, 亦殊典也.｣ (《中
國京劇編年史》, 999쪽.)

44)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時 福的 生唱得特別好, 做派也甚

佳. 他在宮中演戲時, 曾和孫菊仙演出<群英 >時扮演周瑜, 把周瑜英武風流的性格展

現得入木三分.｣ (上海古籍出版社, 2014,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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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에 慈禧皇后는 그에게 특별히 음주 연기(‘飮場’)를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梨園 首의 직무와 함께 供奉內庭으로 차출되어 궁정을 출입하며 무대

에 오르던 時 福은 四喜班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891년(光緖 17

년) 班主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인다. 그의 유명 제자들은 모

두 이름 끝 자가 ‘仙’으로, ‘八仙弟子’가 있다.45) 이들은 모두 스승의 영향을 받아 

旦行 연기에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으며, 스승과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여 ‘醉八仙’

으로도 불렸다. 또 매년 時 福의 생일이면 함께 모여 성대한 축하자리를 가졌으므

로 사람들은 그 모임을 ‘八仙慶壽’라고 불렀다. 그 중 가장 비범한 제자로는 梅蘭芳

에게 靑衣 연기를 전수한 吳菱仙을 들 수 있다.46) 

時 福은 1900년(光緖 26년) 음력 5월 13일, 향년 55세의 나이에 일종의 심혈

관 질환으로 생을 마감한다. 자신이 모집한  공연에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제자(張藹卿)에 대한 분노와 이로 인한 지나친 음주가 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病死 상황에 대해 《京劇談往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光緖 25년, 時 福은 여러 명배우들을 불러 모아 모 王府의  공연에 참석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미 정해놓은 극목 중에는 張藹卿이 연기하는 <五花洞>이 

있었는데, 張藹卿은 시간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다. 時 福은 매우 화가 났고 

결국 자신이 분장하고서는 무대에 올랐다. 그의 뛰어난 연기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후 주인이 주연을 베풀어 그를 

위로하였는데, 時 福이 의외로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셨으며 게다가 張藹卿에 

대한 화가 복받쳐 올라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바로 병이 들었다. 진료에도 효과가 

없었으며 이때부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질 못하다가 光緖 26년에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향년 겨우 55세로 梨園 안팎으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

다.47)

45) 吳菱仙, 張雲仙, 陳霓仙, 陳桐仙, 吳靄仙, 江 仙, 王逸仙, 張紫仙 등이다.

46) 吳菱仙은 浙江 嘉  사람으로, 본명은 吳永明이다. 梅巧玲의 四喜班에서 활동하였으

며, 時 福으로부터 靑衣의 창법을 전수받았다. 1902년 梅蘭芳의 伯父 梅雨田의 부

탁으로 당시 8세였던 梅蘭芳에게 처음으로 靑衣 연기를 지도하였다. 그는 <戰蒲關>을 

시작으로 梅蘭芳에게 엄격하고 진지한 태도로 약 30여 出의 靑衣戲를 전수하였고, 梅

蘭芳은 이후 吳菱仙을 자신의 예술적 성취에 큰 영향을 준 스승으로 평가하였다. (梅

蘭芳 《舞臺生活四十年(梅蘭芳回憶 )》, 團結出版社, 2006, 21-24쪽.)

47)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北京 委員 , 文史資料硏究委員  編 《京劇談往 》: ｢光緖

二十五年, 時 福應約遍邀名伶演戲於某王府, 所定劇目中有張藹卿之<五花洞>, 張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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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時 福 연기에 한 평가

時 福이 四喜班에 소속되어 활동 하던 초기 시절,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王芷章은 《京劇名藝人傳略集》에서 時 福이 四喜班의 주

연 靑衣 배우로 자리 잡았을 무렵 무대에서 펼쳐진 그의 연기 모습과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时 福은 고운 자태에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흘렀다. 화려한 복장과 머리 장식

을 갖추고 잔걸음으로 무대를 누빌 때에는 단아함과 고귀한 모습으로 농염하면서

도 순결한 자태가 탁월하였다. 연기에 있어서는 崑劇과 京劇에 모두 정통하였고, 

특히 靑衣역에 뛰어났다. 예를 들어 <桑園 >와 <敎子> 등의 극이다. 모두 우아

한 모습과 부드러운 몸동작으로 배역의 신분에 적합하였다. 노래 한가락을 뽑아낼 

때마다 극장의 사람들은 모두 함께 갈채를 보냈고, 귀를 기울이던 권세가들 또한 

모두 찬탄하였다. 여인의 절개와 비분을 노래하는 장면에서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다.48)

일반적으로 靑衣(正旦) 배우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노래 실력(唱工)을 갖춰야 하

고, 단아하고 진중한 자태를 유지하며 여인의 작고 부드러운 몸동작을 절제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时 福은 위 王芷章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出科후 얼

마 지나지 않아 탁월한 노래 솜씨와 고운 자태로 관중들을 사로잡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73년(同治 12년)에 간행된 《菊部羣英》(邗江 游仙客 著)에는 당시 각 戲班

의 중요 배우와 공연 극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時 福은 四喜班의 旦行 배우 20

여 명 가운데 梅巧玲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연

기한 배역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時未來, 福憤甚, 乃自扮裝出演, 精采紛呈, 無不稱絶. 事後主人設宴慰勞, 不料

福飮食過量, 又加上生張藹卿的氣, 返家第二天就病了, 診治無效, 自是臥床不起, 光

緖庚子年病逝, 享年僅五十五歲, 內外行無不惋惜.｣ (北京出版社, 1985, 509쪽.)

48) 王芷章 《京劇名藝人傳略集》: ｢琴香瑰姿靡麗, 神采飛揚, 當其被褘翟, 尙瓊英, 細步

氍毹, 嚴然華貴, 以醲粹勝也. 於技, 崑亂皆精, 尤擅捲袖靑衣, 如<桑園 >⋅<敎子>等

戲. 蓋其 閑體靜, 身分恰合, 每引喉一歌, 廣場百諾, 重垣屬耳 , 亦皆嘆賞. 至節烈

悲憤處, 能感人泣下.｣ (《中國京劇編年史》, 9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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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挑簾裁衣>潘金蓮, <折柳>霍 玉, < 宴>楊貴妃, <彩樓配>王玉釧, <擊掌>王

玉釧, <探窑>王玉釧, <跑坡>王玉釧, <回龍鴿>王玉釧⋅代戰公主, <赶三關>代戰

公主, <打金枝>正宮⋅升平公主, <金水橋>詹妃⋅銀 公主, <法門寺>宋巧嬌, <探

母>四夫人, <敎子>王春娥, <戲妻>羅敷, <斬子>穆桂英, <祭江>孫夫人, <汾河灣>

柳英春, <斬竇娥>竇娥, <南天門>曹玉蓮, <二進宮>李燕妃, <宇宙鋒>趙 姐, <蘆

花河> 梨花, <牧羊圈>趙景棠, <玉 春> 三, <虹霓關>丫环49)

위 26개의 작품 중 <彩樓配>⋅<擊掌>(<三擊掌>)⋅<探窑>(<探寒窑>)의 王玉釧, 

<打金枝>의 正宮娘娘, <金水橋>의 銀 公主, <法門寺>의 宋巧嬌, <玉 春>의 

三 등은 그가 단독으로 연기한 靑衣戲이다. 또한 <汾河灣>⋅<跑坡>(<武家坡>)⋅
<回龍鴿>⋅<戲妻>(<桑園 >)⋅<牧羊圈>⋅<蘆花河>⋅<敎子>⋅<探母>⋅<赶三關>⋅
<南天門>⋅<二進宮> 등은 四喜班의 유명 老生 王九齡(1818-1885) 혹은 孫菊仙

(1841~1931)과 함께 무대에서 靑衣 배역으로 합연한 작품이다. 이외 <金水橋>의 

詹妃, <回龍鴿>의 代戰公主, <虹霓關>의 丫环은 花旦 배역이며, <挑簾裁衣>⋅<折

柳>⋅< 宴>은 崑曲으로, 崑旦(正旦)인 潘金蓮⋅霍 玉⋅楊貴妃를 연기한 것이

다. 이처럼 時 福의 연기 폭은 넓었으며, 단독 혹은 합연한 여러 靑衣戲에서 다

양한 여주인공 연기를 선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경극계의 저명 師이자 唱腔 연구의 권위자였던 陳彦衡(1868~1933)은 《 劇

叢談》에서 春臺班의 유명 靑衣 胡喜祿(1827~1890)의 뒤를 잇는 京班의 유명 靑

衣를 거론하며 時 福의 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 후(胡喜祿 이후) 时 福⋅余紫雲⋅吴顺林⋅陈德霖 등이 모두 세간의 명성

을 얻었다. 時 福은 신중하고 냉정하지만 운치가 있으며, 余紫雲은 웅장하고 힘

이 있으면서도 매혹적이다. 두 사람은 노래한 곡은 다르지만 그 절묘함은 같아 우

열을 가릴 수가 없다. 時 福은 본래 州 사람으로, 남방의 소리를 익혔기에 노

래 소리는 대부분 崑曲의 여운이 많이 남아 있다.50)

49) 《菊部羣英》: 張次溪 《淸代燕都梨園史料》, 491-492쪽. 

50) 陳彦衡 《 劇叢談》: ｢厥後时 福⋅余紫雲⋅吴顺林⋅陈德霖, 皆有声於时. 福沈着

有韵, 紫雲峭拔多姿, 二人異曲同工, 無分高下, 时本苏人, 猶操南音, 所唱多崑曲遗

韵.｣ (張次溪輯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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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四喜班 시절 時 福의 靑衣 창법과 做工에 대해 희극 평론가들은 아래와 

같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목청껏 소리를 내면 그 울림은 마치 바람에 실려 오는 퉁소 소리처럼 멀리 하늘 

밖에서 들려오는 듯하고, 멀리서 울어대는 학의 울음소리가 아득히 먼 천공을 뚫

고 나가는 듯하다. 발음과 가락 하나하나가 모두 섬세하고 치밀하여 딱 들어맞도

록 정성을 다하였는데 각각이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비록 맑고 구성진 소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분명 멀리 퍼져가는 종의 소리이다.51)

時 福의 목소리는 높고 맑게 울려 마치 바람결에 들려오는 퉁소 소리와 같았

다. 더욱이 做工에 뛰어났는데 예를 들어 <汾河灣>⋅<武家坡>⋅<敎子>⋅<浣紗

記> 등의 극은 모두 각고의 고심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다. 또한 온 마음을 다 기

울여 몰두한 것은 다른 극을 동시에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2) 

時 福은 崑曲과 京劇에 모두 정통하였다. 단아하고 조용한 여성의 자태였지만 

냉담함은 뼈 속을 파고드는 듯 했다. 捲袖靑衣의 역에 뛰어났는데, 옷소매를 올리

는 연기는 인물의 내심을 표현하는 작은 몸동작의 일종으로, 예를 들어 <桑園

>⋅<敎子>⋅<武家坡> 등의 극에서 보인다. 대개 이러한 연기는 뽕잎을 따거나 

베를 짜는 것과 같은 섬세한 做工으로 때때로 소매를 올려 두 손을 밖으로 내보였

다. 노래와 몸동작은 세속을 초월한 듯 비범하여 부드러움과 평온함의 극치를 이

루었다.53)

이처럼 時 福은 고음의 목소리로 구성지며 맑게 울리면서도 힘이 있는 이른바 

‘剛柔相濟’의 소리를 구사하였다. 이러한 靑衣의 창법은 그가 발음 하나하나에 세

51) 《同光朝名伶十三絶傳略》: ｢引吭一鳴, 如風 洞簫, 韻來天外, 遙空鶴唳, 聲徹絳霄, 

一字一腔, 皆細針密線, 極意熨帖, 各臻神妙, 雖屬鶯歌燕語, 却是鍾韻鏞聲.｣ (《民國

京崑史料叢書》 第一輯, 學苑出版社, 北京, 2008, 329쪽.) 

52) 吳燾 《梨園 話》: ｢時伶嗓音高朗, 如鳳引洞簫, 尤工於做派, 如<汾河灣>⋅<武家

坡>⋅<敎子>⋅<浣紗記>等劇, 皆其慘淡經營之作. 或 心致志, 不兼演他 戲劇故也.｣ 
(張次溪輯  《淸代燕都梨園史料》, 821쪽.)

53) 張肖傖 《燕塵菊影 》: ｢時 福崑亂皆精, 靜體閑, 淸可徹骨, 工捲袖靑衣, 袖子工

夫爲 身段之一種, 如<桑園 >⋅<敎子>⋅<武家坡>等劇. 蓋此類戲如采桑機織之做工, 

均時時捲袖露手也. 唱做拔俗, 備極和婉閑靜之致.｣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715

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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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崑劇 旦行의 곡절 있는 창법을 연마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운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창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做工의 경우 그는 극중 여인의 세심한 감정을 세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면서도 다소 대범한 동작을 선보였다. 당시 전통적인 靑衣는 긴 치

마와 소매가 긴 褶子를 입고 발과 손을 드러내지 않은 채 품위 있는 동작과 절제된 

보폭의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다시 말해 규정상 靑衣는 소매사이로 손을 노출시킬 

수 없었지만 時 福은 ‘捲手靑衣’(또는 ‘露手靑衣’)라는 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관

례를 깨고 때때로 무대 위에서 소매를 걷어 팔을 드러내는 동작을 취하였던 것이

다. 이러한 파격은 張肖傖이 언급한 것처럼 작품(<桑園 >(<秋胡戏妻>), <敎子>, 

<武家坡>(<跑坡>)) 속 여주인공(羅敷, 王春娥, 王寶钏)이 ‘뽕잎을 따거나 베를 짜

는’ 극중 모습을 더 실감되게 표현하였으므로 오히려 관중들로부터 비난이 아닌 찬

사를 받았던 것이다. 《同光名伶十三絶》 그림 속 모습은 바로 <桑園 >의 羅敷로 

분장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時 福은 生戲에도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앞서 언급한 慈禧

皇后 앞에서 연기한 <桑園 >의 生 주인공 周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가 중년 

이후 生의 연기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궁중에서 연기한 

20여 극목 가운데 <孝感天>(光緖 28년)이 포함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54) 즉 

<孝感天>은 生의 唱工이 중심이 되는 生戲로, 時 福은 生인 주인공 共叔

段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의 共叔段 가창에 대해 《梨園佳話》(1915년, 

商務印書館 출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의 노래 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완곡하여 감동적이었다. <孝感天>에서 共叔

段으로 분장하여 연기할 때 매우 평온한 박자의 느린 리듬으로 노래하였는데, 일

반적인 慢板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한 두 박자를 더한 것으로 이른바 ‘一板四眼’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극은 反調와 正調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처량함과 엄숙함

이 주를 이룬다. …… 내가 時 福을 본 것은 단지 이 극 뿐이었지만 마음을 사로

잡아 스스로 내가 매우 들을 복이 있다고 여겼다.55) 

54) 주 42) 참조.

55) 王夢生 《梨園佳話》: ｢其唱和婉動聽, 演<孝感天>扮共叔段唱極平穩拍之緩, 常慢

板, 可加一⋅二眼, 所 ‘一板四眼’ 是也. 此劇反正調均備, 以悲悽靜穆爲主. …… 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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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叔段은 鄭나라 莊公의 동생으로 모친인 武姜의 총애를 업고 형 莊公에 대한 

반역을 꾀하였으나 실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극중에서 共叔段은 죽은 

후 모친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효심과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였는데, 時 福은 바로 

그 共叔段의 심정을 매우 느린 박자의 새로운 板式으로 절절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Ⅳ. 結語

본고는 ‘同光名伶十三絶’에 포함되는 旦行 배우 다섯 명 가운데 同治⋅光緖 시

기 ‘天下第一名旦’의 찬사를 받았던 梅巧玲(1842-1882)과 ‘天下第一靑衣’의 연기

를 펼쳤던 時 福(1846~1900)의 배우 활동 과정과 연기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였

다. 同治⋅光緖 시기 四喜班의 ‘旦行二絶’로도 평가받는 두 사람은 <同光名伶十三

絶>그림에서는 梅巧玲의 경우 <雁門關>에 등장하는 蕭太后의 모습으로 뒷줄 왼쪽

에서 두 번째 자리, 時 福은 <桑園 >에 등장하는 羅敷의 모습으로 앞줄 왼쪽에

서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梅巧玲은 혹독한 徒弟과정을 거친 후 四喜班 소속으로 무대에 오

르던 초창기 시절부터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崑旦의 正旦을 포함하여 

京劇의 花旦⋅靑衣⋅ 馬旦⋅閨門旦⋅琓笑旦 심지어 潑辣旦의 역할을 모두 소화

해낼 만큼 연기 폭이 넓었으며,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行當의 벽을 깨고 花旦과 

靑衣의 연기 표현을 결합시켜 京劇 旦行의 새로운 角色인 花衫을 창시하였다. 비

록 ‘胖巧玲’이라 불릴 만큼 여인으로 분장한 그의 모습은 훌륭하지 않았으나 맑은 

목소리에 청량하게 울려 퍼지는 창법, 文理를 터득하여 나오는 남다른 언어(說白) 

구사, 자신의 신체 특징을 잘 활용한 대담한 연기를 표현하였기에 무대에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었다. 時 福은 崑旦과 靑衣의 연기를 연

마한 科班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四喜班의 주연 靑衣 배우로 활

약하였다. 당시 그는 靑衣에 적합한 신체 조건으로 분장 모습이 출중하였을 뿐 아

及見 福, 僅此一劇, 然覺味美於心, 頗自許尙有耳福也.｣ (朱書紳 輯《民國京崑史料

叢書》 第一輯,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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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연기력도 겸비하였다. 특히 고음의 목소리를 구사하며 구성지면서도 힘이 있

는 ‘剛柔相濟’의 뛰어난 노래 실력, 단아한 자태와 절제된 동작 속에 표현되는 극중 

여인의 세심한 감정은 관중들에게 큰 여운과 감동을 주었다. 또한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소매를 드러내는 靑衣의 파격적인 동작도 그가 처음 시도하였다. 이후로도 時

福은 四喜班의 간판 배우로 공연의 ‘壓軸戲’와 ‘大軸戲’를 전담하였으며, 昇平署

의 供奉內庭 배우로 ‘第一靑衣’의 명성에 걸맞게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梅巧玲과 時 福은 배우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戲班을 운영

하던 능력과 인품도 인정받았던 인물들이었다. 두 사람은 앞뒤로 四喜班의 班主를 

역임(梅巧玲: 1871~1882, 時 福: 1882~1891)하며 四喜班의 공연을 흥행으

로 이끌면서 최고 戲班의 명성을 유지시켰으며, 또한 戲班과 동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선행을 베풀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일치된 찬사와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끝으로 원고 분량으로 인해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同光名伶十三絶’ 旦行 배우들

의 연기 활동과 평가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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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同光名伶十三絶’是淸同治光緖年間13名京⋅崑劇著名演員的合稱, 以光緖年

間人物畵家沈蓉圃所繪彩色劇裝寫眞畵得名. 本論文以‘同光名伶十三絶’中兩位京

劇旦行演員(梅巧玲, 時小福)作爲硏究對象, 考察他們在當時演出活動, 竝對他們

的評價以評述. 梅巧玲(1842~1882)在<同光名伶十三絶>畵中前排左起第二位, 

扮演<雁門關>之蕭太后. 時小福(1846~1900)在畵中前排左起第四位, 穿靑褶子

扮演<桑園會>之羅敷. 在表演藝術上, 梅巧玲的最大特點是戲路寬闊. 按老京班的

規矩, 旦行中的各門各類, 分工嚴格, 不允許隨意打破樊籬. 但他打破花旦⋅靑衣

嚴格分工的陳規規律, 集花旦的嬌媚和靑衣的端莊於一身, 創造了京劇旦行一個新

的行當‘花衫’. 雖梅巧玲體形很胖, 就‘扮相不甚佳’, 而他‘‘歌喉嘹亮, 音調淸脆’, 又

‘說白則更辭鋒犀利’, 彌補了扮相上的不足. 時小福出科後因扮相身材均好, 唱⋅
念⋅做⋅舞皆精, 入四喜班很快就紅了, 成爲四喜班的靑衣主演. 他在四喜班做主

演時, 嗓音‘高亢嘹亮, 剛中寓柔’, 每當他引吭高歌, 滿園觀衆齊聲讚許, 可見他聲

音的感人力量. 他不僅演唱甚佳, 而且善於做表. 時小福中年後被選入昇平暑(供

奉內庭)在宮廷演出許多個人戲和合作戲, 很得皇后和光緖帝的賞識. 兩個人先後

擔任過四喜班班主, 做班主的期間中, 因他們的管理能力⋅人格魅力, 來搭班的名

演員越來越多, 四喜班的上座率逐年增長, 超過春臺班而成爲北京第二大京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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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題語】

‘동광명령십삼절’, 경극 단행, 사희반, 매교령, 시소복 

‘同光名伶十三絶’, 京劇旦行, 四喜班, 梅巧玲, 時小福

‘The thirteen famous actors during the Tongzhi and Guangxu period’, 

Female roles in Chinese opera, ‘Sixi’ Theatrical Troupe, Mei Qiaoling, Shi 

Xiao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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