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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晩淸 시기 京劇 무대에서 ‘天下第一名丑’으로 지칭되며 丑行 배우 가운

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劉赶三의 연기 활동을 고찰하였다. 劉赶三은 당시 관객

들의 이목을 生旦行의 연기에서 丑行의 연기로 옮겨가게 한 장본인으로, 丑行 중

에서도 ‘丑婆子 연기의 開山祖師’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경극 丑婆子戲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배우였다. 하지만 그가 丑婆子戲 에서 보여준 뛰어난 재능과 연

기력만으로 경극 무대의 丑行을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 받는 것은 아니다. 그는 늦

은 나이에 丑行의 직업 배우로 변신한 후 40여 년의 세월동안 다양한 연기와 활발

한 戲班 활동을 펼쳤으며, 무엇보다도 무대 위에서 최고 권력의 부패와 횡포에 대

해 침묵하지 않고 대담하게 풍자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대변한 용기 있는 배우였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국내에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던 劉赶三의 무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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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하고, 최고의 丑行 배우로 평가받는 그의 연기 특징을 재조명하였다.

Ⅰ. 序

2002년 새해 첫날 중국 CCTV는 TV 연속극 <天下第一丑> 1집을 방영하였다. 

30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바로 淸末 京劇 丑行 배우로 이름을 날린 劉赶三

(1817-1894)을 주인공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연기 인생 스토리를 담은 작품

으로, 방영 당시 北京과 天津 등에서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구에 회자

되었다. 물론 드라마라는 특성상 재미를 더하는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

만 京劇 예술과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주인공 劉赶三이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1) 

사실 劉赶三의 존재가 부각된 것은 청말 인물화가 沈蓉圃가 光緖시기에 완성한 

그림 <同光名伶十三絶>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가 ‘同光名伶十三絶’의 한 명으로 

거론되면서 부터이다.2) 劉赶三은 그림에 등장하는 유명 京劇 배우들(生行 6명, 

 1)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上海古籍出版社, 2014, 225쪽. 

 2) <同光名伶十三絶> 그림은 同治⋅光緖시기(1862-1908) 대표적인 京⋅崑劇 배우 13

명을 한 화면에 모아 그들이 등장했던 주요작품 속 무대복장의 모습으로 묘사해 놓은 

채색 인물초상화이다. ‘同光名伶十三絶’의 명칭은 이 그림에서 비롯되었다. 그림의 원

본은 1943년 北京 ‘三六九’ 畵報社의 책임자 朱书绅(復昌)이 北京의 故家에 전해지

던 것을 입수한 후 영인하여 발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梅蘭芳이 朱书绅에게 

고가를 치르고 원본을 매입하여 집안의 가보로 보관하다가 1961년 梅蘭芳이 세상을 

떠난 후 자손들이 국가에 헌납하였다. 현재 <同光名伶十三絶> 그림은 中國藝術博物館

에 소장되어 있다. 소장본 두루마리 그림의 크기는 가로 105.3cm 세로 25.7cm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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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처럼 매우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3명의 유명 배우들은 京劇 11명, 崑劇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극 배우 11명을 

行當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生行 6명: 程長庚(1811~1880, 老生), 張勝奎(생졸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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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崑劇 배우는 崑旦 朱蓮

芬(1836~1884)과 崑丑 楊鳴玉(1815~1894)이다.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



晩淸시기 ‘天下第一名丑’ 劉赶三의 연기활동 고찰  81

旦行 4명, 丑行 1명) 중 유일한 丑行 배우이다. 일반적으로 과거 경극 무대 안 밖

에서 관중들의 주목을 받으며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들은 대부분 生行과 旦行의 배

우들이었다. 다시 말해 丑行의 경우 작품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담당하

지만 무대에서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요 行當은 아니었다. 특히 그림 속 등장 

배우들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生旦 위주의 同光시기 경극 극단에서 丑行의 

劉赶三이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당시 그의 명성

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劉赶三은 丑行 중에서도 ‘老婆(丑婆子) 연

기의 開山祖師’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경극 丑婆子戲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배우이다. 丑婆子는 그가 자신만의 개성 있고 독특한 연기로 가장 장점을 보였던 

대표적인 역할로, <同光名伶十三絶> 그림에서도 경극 <探親家>에 등장하는 노파

(鄕下媽媽)의 분장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앞줄 왼쪽 두 번째 자리). 분명히 시골 

노파의 생동감 있는 연기가 당시 관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며 환영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의 작가 沈蓉圃에게도 劉赶三을 대표하는 가장 인상 깊은 모습으

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劉赶三은 同光시기 京劇史에서 ‘天下第一名丑’, ‘皮黃大丑’으로 지칭되며 

丑行 배우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丑婆子戲에서 보여

준 뛰어난 재능과 연기력만으로 경극 무대의 丑行을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 받는 것

은 아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丑行의 직업 배우로 변신한 후 40여 년의 세월동안 

다양한 연기와 활발한 戲班 활동을 펼쳤으며, 무엇보다도 무대 위에서 최고 권력의 

부패와 횡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대담하게 풍자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대변한 

용기 있는 배우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국내에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던 劉

赶三의 무대 활동을 정리하고, 최고의 丑行 배우로 평가받는 그의 연기 특징을 재

조명해보고자 한다.

극 生旦배우 5인의 연기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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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光名伶十

三絶’ 중 四喜班 ‘二大名旦’의 연기활동 고찰>(《中國文學硏究》 제72집, 한국중문학회,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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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劉赶三의 배우 활동

1. 票友에서 직업 배우로 

劉赶三은 1817년(嘉慶 22년 6월 26일)에 河北 天津에서 태어나 1894년(光緖 

20년 7월 10일) 향년 78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본명은 寶山, 호는 芝軒, 字는 韻

卿, 號는 保身 3)이다. 赶三이란 예명은 그가 직업 배우로 활동하며 명성을 날

리던 어느 날, 하루에 세 곳이나 되는 무대를 바삐 옮겨 다니며 연기했다고 해서 

동료들이 붙여준 것이다.

유년시절 劉赶三은 부친 劉乾升이 天津의 鹽院을 관리하던 鹽官을 지내면서 동

시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藥鋪를 경영하였으므로 비교적 부유한 집안 환경에서 성

장하였다. 부친은 아들이 관직에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뒷바라지하였고, 劉赶

三 또한 총명하였으므로 과거를 준비하였으나 여러 차례 낙방하면서 청년 시절 그

의 出仕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당시 마음의 상처가 컸던 劉赶三은 戲園을 드

나들며 소일하다 점점 唱戲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天津의 侯家後에 있던 戲園 

群雅軒의 票房에 票友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京劇을 공부하게 된다. 

群雅軒 票房은 道光시기(1821~1850) 중반부터 天津지역에서 경극을 좋아하던 

문인 雅士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애호가들의 동호모임 장소였다. 또한 당시 

天津의 群雅軒에서는 票房 소속의 비직업 아마추어 배우인 票友들뿐만 아니라 이

미 北京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배우들의 공연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劉赶三이 票友

로 경극에 입문할 즈음 北京에서 내려와 群雅軒에서 공연했던 유명 배우로는 余三

勝(老生)⋅余四勝(花臉)⋅張三元(武老生)⋅孫大常(丑)⋅畵兒李( 生)⋅張子玖

(老生)⋅王長壽(旦)⋅常子和(旦) 등을 들 수 있다.4) 특히 1850년 道光 황제가 

생을 마감한 후 27개월의 國喪 기간 동안 北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연 금지령의 

규제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었던 天津의 戲園은 北京의 이름난 票友와 배우들의 

주요한 활동 무대였다. 이러한 상황은 경극에 빠져든 劉赶三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

 3) 劉赶三의 자립 후 거처 保身 은 北京 宣南區 韩家潭路(韓家胡同)에 위치하였다. 

 4) 北京 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究所 編著 《中國京劇史(上卷)》, 中國戲劇出版社, 

1990, 545쪽.



晩淸시기 ‘天下第一名丑’ 劉赶三의 연기활동 고찰  83

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天津에 운집한 배우들 중 劉赶三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초기 경극 발전에 있어 ‘老生 前三傑’(‘老生 前三鼎

甲’)의 칭호를 얻었던 余三勝(1802~1866)이다. 余三勝은 漢戲班 출신(湖北 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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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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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극 老生의 소리를 만들어낸 배우이다. 劉赶三은 본래 老生에 관심을 가지고 있

었고 余三勝의 소리에 매혹되어 그를 찾아가 본격적으로 老生戲의 연기를 배우게 

된다.

劉赶三은 본래 老生을 공부하였으므로 자연히 余三勝의 뒤를 바짝 쫓아다니며 

온 마음을 다해 공부하였고,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몰랐다. 몇 년 후에 그는 余派

戲, 예를 들어 <敎子>의 薛保⋅<跑坡>⋅<回龍鴿>의 薛平貴⋅<秋胡戲處>의 秋

胡⋅<天水關>의 諸葛亮 등을 연기할 수 있었다. 동시에 票房에는 奎派의 유명한 

票友 張子玖가 있었다. 그는 張子玖에게서 奎派의 老生戲, 예를 들어 <打金枝>

의 唐王⋅<金水橋>의 唐王⋅<回龍鴿>의 薛平貴를 배워 연기할 수 있었다.5)

이처럼 劉赶三은 각고의 노력으로 余三勝의 老生戲뿐만 아니라 또 다른 老生의 

일인자 張二奎(1814~1864)가 창시하여 전수된 奎派의 老生戲 연기도 공부하였

다. 일반적으로 余派 老生의 창법은 처량하면서 부드럽게 감기는 소리, 奎派는 고

음의 우렁찬 소리를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劉赶三은 票友 시절 경극 老生 唱

腔의 양대 파인 余派와 奎派의 창법을 흡수하여 老生 배우로서 갖추어야 할 唱功

을 연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劉赶三이 北京의 戲班에 소속되어 본격적으로 

전문 직업배우의 길로 들어선 시기는 道光 황제의 國喪기간이 끝난 1853년(咸豐 

3년) 이후로 추정된다. 당시 天津에 머물던 余三勝은 北京 戲園의 공연 금지령이 

해제되자 北京의 유명 戲班인 春臺班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즈음 劉赶三은 친분

이 두터웠던 余三勝의 소개로 春臺班에 가입하여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비로소 

 5)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他原是票老生的, 自然緊緊拽住余三

勝這一龍尾巴, 潛心學習, 日夜不輟. 數載後, 他學 了余派戲如<敎子>( 薛保)⋅<跑

坡>⋅<回龍鴿>(薛平貴)⋅<秋胡戲處>(秋胡)⋅<天水關>(諸葛亮)等. 同時, 票房中有奎

派名票(此時或可能已下海)張子玖, 他向子玖學 了奎派老生戲<打金枝>(唐王)⋅<金

水橋>(唐王), 以及奎派的<回龍鴿>(薛平貴)等.｣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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戲班 소속의 직업배우로 이름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劉赶三이란 이름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55년 가을에 간행된 《法嬰秘

笈》(雙影庵生 作)에 열거된 北京 4대 戲班(三慶⋅春臺⋅四喜⋅雙奎)의 소속 배

우와 공연 극목 기록이다. 春臺班의 기록6)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余三勝은 수석 

老生의 반열에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劉赶三은 老生 배우가 아니라 

<雙釘記> 속 丑行의 배역인 裁縫(胡能手)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즉 

1853년 이후 北京에 올라와 春臺班 소속 배우로 활동할 때에 劉赶三은 이미 자신

의 무대 배역을 票友 시절부터 연마했던 老生의 연기가 아니라 丑角으로 변경하여 

이름을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中國京劇史》에서는 그가 北京에 올라온 

직후 永勝奎班에 가입하였고 그 후 三慶班 소속으로 있으면서 老生의 대가 程長

庚(1811~1880)⋅郝蘭田(1832~1872)⋅張二奎로부터 老生 연기를 배웠다고 언

급하였으며, 당시 北京 극단에는 老生의 명배우들이 즐비하였기 때문에 劉赶三이 

경쟁에서 그들을 뛰어넘기가 어려워 결국 丑角으로 연기를 변경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7) 또한 張永和는 그가 丑角으로 변신한 배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

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北京에 온 후 三慶⋅春臺⋅四喜⋅雙奎 및 重慶班 등에는 모두 인재들이 즐비

하였으며, 각 戲班에는 이미 열 명 남짓의 老生을 연기하는 좋은 배우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비록 그의 老生戲도 나쁘진 않았지만 당시 程長庚⋅余三勝⋅張二

奎⋅王九齡⋅張子玖⋅周鳳山⋅銅騾子⋅張三元⋅張喜兒 등과 비교한다면 그 기

량은 확실히 조금 뒤떨어졌다. 만약 계속 老生을 연기한다면 분명 빛을 보기는 어

려운 형세였다. 아마도 劉赶三의 선배인 余三勝이 그에게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6) 《法嬰秘笈》: ｢春臺班: 余三勝演<定軍山>黃忠⋅<探母>楊四郞⋅<當銅賣馬>秦瓊⋅<雙

盡忠>李廣⋅<捉曹放曹>陳宮⋅<碰碑>楊令公⋅<瓊林宴>范仲禹, 全兒演<醉寫嚇蠻書>李

白⋅<掃雪>劉子明, 朱大麻子演<陽平關>曹操⋅<瓊林宴>包文正, 胡來演<斷密澗>李

密⋅<五臺 兄>楊五郞, 春蘭演<探母>⋅<孟金榜>⋅<三娘敎子>, 胡六兒演<虹霓關>王

伯黨, 劉赶三演<雙釘記>裁縫.｣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 中國戲劇出版社, 2003, 

224쪽 재인용.) 

 7) 北京 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究所 編著 《中國京劇史(上卷)》: ｢進京先入永勝奎班, 

之後又搭三慶, 得程長庚指 , 從郝蘭田學老生, 更私淑張二奎, 得其神似, 常演王帽

戲. …… 惟當時劇壇 生名角如林, 有程長庚⋅余三勝⋅張二奎⋅王九齡⋅盧勝奎⋅周

長山⋅張勝奎諸家在前, 難 爭雄, 遂 演丑角.｣ (545-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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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길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丑角으로 변경하여 연습하였다. 

劉赶三은 목청을 갖추었고 연기도 좋았다. 특히 왜소한 체격에 윤곽이 분명하고 

마른 얼굴형을 가졌는데 마르고 야윈 몸집이었지만 머리는 영리하고 민첩하였다. 

임기응변과 유머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行當을 바꾼 것은 아마도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8)

다시 말해 劉赶三은 春臺班 활동 이전에도 한동안 여전히 老生 연기를 포기하

지 않았지만 수년간 자신을 지켜 본 余三勝의 조언과 특히 北京의 쟁쟁한 老生 명

배우들 사이에서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연기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

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변신은 老生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단신과 마른 

체형의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한 것이며, 연마한 老生의 唱功을 바탕으로 丑行에 

적합한 언어 구사에 뛰어난 장점을 살린 올바른 선택이었다. 

2. 戲班 활동

1855년 《法嬰秘笈》에 기재된 春臺班 공연 기록 이후 劉赶三의 이름은 약 8년 

후인 1863년(同治 2년) 가을 咸豐帝의 國喪 기간이 끝난 후 北京의 각 戲班이 

공연 개시를 위해 精忠廟에 보고한 《花名冊》에 등장한다. 이 명부에서 劉赶三은 

春臺班 소속이 아니라 四喜班 소속의 丑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특히 9

명의 四喜班 丑角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9) 또한 《都門紀略》(新增

本, 1864년 徐永年 편찬본)에는 이 당시 그가 四喜班에서 공연한 丑의 극목과 배

역이 기록되어 있다.10) 즉 咸豐 말기 혹은 同治 초기에 劉赶三은 이미 春臺班에

 8)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來到北京後, 看到三慶⋅春臺⋅四

喜⋅雙奎及重慶班等均是人才濟濟, 每個班裏都有十個八個唱老生的好演員. 他的老生

戲雖然不錯, 但要和當時的程長庚⋅余三勝⋅張二奎⋅王九齡⋅張子玖⋅周鳳山⋅銅騾

子⋅張三元⋅張喜兒等比起來, 顯然是技遜一籌, 如果唱老生, 勢必難有出頭之日. 也

許是他的前輩余三勝給他指了一條改弦更張的明路, 從此, 他改習丑角. 劉寶山有嗓

子, 表演, 特別是個子矮, 面龐淸癯, 身材瘦削, 頭腦機敏: 善於隨機應變, 語 幽

黙, 所以他改行當還是改 了.｣ (227쪽.)

 9)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同治 2年條): ｢四喜班 丑行, 劉寶山⋅劉洪 ⋅楊鳴玉⋅張

茂榮⋅李二壽⋅徐扶記⋅楊茂林⋅崇玉香⋅宋赶生.｣ (290쪽.)

10)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同治 2年條): ｢赶三演<思志誠>老媽⋅<絨花計>崔八⋅<拾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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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와 당시 三慶班과 함께 北京 양대 戲班으로 자리 잡은 四喜班11)의 간판 丑

行 배우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劉赶三은 1863년 精忠廟가 각 戲班에 공포한 告示文에서 북경 梨

園을 대표하는 네 명의 首(廟首) 중 程長庚에 이어 두 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리

고 있다.12) 精忠廟는 戲班의 대소사를 분담 관리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공

익 단체이지만 淸 정부의 內務府 昇平暑에서 관리( 郞中)를 파견하여 戲班의 영

업과 사무를 규제 관할하였다. 당시 精忠廟 조직을 대표하는 네 명의 首는 관례

상 각 戲班의 유명 老生 배우들 중 동료들의 인정을 거쳐 內務府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었기 때문에 丑行 배우가 首의 직책을 담당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아마도 劉赶三이 관례를 깨며 首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기 실력

뿐 아니라 학식과 인품이 뛰어났기에 가능하였을 것이었다.

한편 1867년(同治 6년) 봄, 劉赶三은 북경 戲班에서 제명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매년 음력 3월 18일은 梨園祖師 唐明皇의 생일로, 梨園界 전체

가 ‘祭神’의 행사를 치르는 날이었다. 이 날은 精忠廟의 규정에 따라 각 戲班의 공

연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배우들 또한 전날부터 당연히 唱戲를 하지 않는 것이 백

여 년 동안 지켜진 관례였지만 劉赶三은 이를 위반하고 몰래 內務府 관리의 사적

인 戲에 참가였던 것이다. 아래는 《道咸以來梨園繫年 》同治 6年條에 보이

는 기록이다.

丑行 劉赶三은 3월 17, 18일 이틀 동안 개인적으로 몰래 地安門내 黃花門 東

口路 북쪽에 있는 內務府 郞中인 馬子修의 집에서 열린 無名班의 에 참

가하였다. 廟首였던 張子玖⋅王蘭鳳⋅程長庚⋅徐 香 등이 조사 후 알게 되자 

劉赶三을 梨園에서 축출시키고 ‘保身 ’이란 名號를 취소해 버리려고 하였다. 후

에 제자인 張福官⋅王 福 등이 馬子修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廟首들을 설득하

鐲>劉媒婆⋅<入府>李 兒⋅<探親>鄕下媽媽⋅<賣鋍鋍>魏虎.｣ (308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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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慶班과 春臺班에 미치지 못하였으

나 뛰어난 배우들과 특히 旦行 배우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同治시기에 이르러서는 春

臺班을 뛰어넘어 三慶班과 함께 양대 京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12)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同治 2年條),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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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劉赶三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죄’로 銀 오백 냥의 처벌과 精忠廟의 

旗杆 두 곳을 중수하게 하였다. 旗杆에는 ‘同治歲次丁卯夏季, 津門弟子劉寶三敬

獻重修’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13) 

劉赶三이 梨園의 祭神日에는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

이고 더군다나 그는 精忠廟의 廟首를 지냈으므로 발각이 되었을 경우 엄벌에 처해

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內務府의 주요 관리였던 馬子修(馬

嵩林)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戲班의 규정을 어기고 남몰래 

戲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벌은 엄중하여 자신의 배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벌금과 精忠廟 앞

에 旗杆을 세우게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同治시기 精忠廟의 역할 중 

배우나 戲班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首들이 회의를 거쳐 자신들이 직접 처리한 

대표적인 ‘講廟事件’으로,14) 어찌 보면 당시 劉赶三의 유명세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위기를 넘긴 劉赶三은 이후에도 四喜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소속 배우로 활동하

였다. 1872년(同治 11년) 각 戲班이 內務府에 올린 배우 명단인 《精忠廟花名冊

底簿》에 劉赶三은 四喜班 丑行 명단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15) 하지만 

1876년(光緖 2년) 3월, 그는 또 다시 國喪(同治帝)기간 공연 금지령을 위반하였

다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3월 중, 工科給事中 劉恩溥 등이 상소를 올렸다. 國喪 기간이 아직 이 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현재 江  常州와 鎭江의 督粮道를 담당하고 있는 英朴이 집

에서 공연을 펼쳤는데 배우 劉赶三과 孫彩珠에게 이를 주관토록 하였다는 것이

13) 周明泰 《道咸以來梨園繫年 》(同治 6年條): ｢丑行劉赶三, 私自三月十七⋅十八兩

日, 應地安門內黃花門東口路北, 內務府 郞中馬子修宅無名班 兩日, 被廟首張子

玖⋅王蘭鳳⋅程長庚⋅徐 香等査知, 赶三赶出梨園, 注鎖‘保身 ’名號. 後經其徒張

福官⋅王 福托求馬子修, 諭廟首等, 科罰赶三不應爲而爲銀五百兩, 重修大 街精忠

廟旗杆二座, 刻有‘同治歲次丁卯夏季, 津門弟子劉寶三敬獻重修’字樣.｣ (傳記文學出版

社, 1974.)

14) 張發潁 《中國戲班史》, 學苑出版社, 2004, 364쪽. 

15)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同治 11年條): ｢(四喜班)丑行: 劉寶山⋅劉洪 ⋅楊鳴玉

等十六人.｣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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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제는 工部左侍郞이자 總官內務府大臣인 榮祿을 파견하여 조사 처리하게 

하고 또한 劉赶三과 孫彩珠 두 사람을 심문하라고 명을 내렸다. 알고 보니 ‘說白

淸唱’에 해당하는 공연이었을 뿐 形套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명을 받들어 英朴의 

관직을 삭탈하였고 배우 劉赶三과 孫彩珠에게는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로 6

개월간 북경의 南苑 廡甸으로 노역을 보내는 징벌을 내렸다.16) 

3년의 國喪 기간 동안 戲班은 공연이 제한되면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속 배우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淸 정부는 황제의 國喪 초기에는 

都城내 모든 공연을 금지하다가 일 년이 지난 후부터(皇后의 경우 백 일 이후) 戲

服 등 形套(行套)를 갖추지 않고 평상복으로 악기 연주 없이 펼쳐지는 ‘說白淸唱’

의 공연은 허락하였다.17) 그렇다면 劉赶三의 경우 엄밀히 말한다면 국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이미 國喪을 치른 지 일 년이 지난 시기였으며, 旦行의 

靑衣 배우 孫彩珠와 함께 한 ‘說白淸唱’의 공연이었으므로 6개월의 노역은 이유 없

는 불합리한 처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이후 劉赶三의 

행적을 살펴 볼 때 당시 징벌은 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光緖 초기 戲班

의 활동을 담은 《觀劇日志》18)의 기록을 보면 그는 이 해 5월에 四喜班의 대표적

인 生行 배우 王九齡(1818~1885), 또한 당시 四喜班의 班主를 담당하며 旦行 

배우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던 梅巧玲(1842~1882)과 合演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19) 

16) 周明泰 《道咸以來梨園繫年 》(光緖 2年條): ｢三月間, 工科給事中劉恩溥等奏參, 

國服未滿二周, 現任江 常⋅鎭督粮道英朴在宅演戲, 係優伶劉赶三⋅孫彩珠承辦, 奉

旨派工部左侍郞⋅總官內務府大臣榮祿査辦, 倂傳訊劉孫二人, 認爲系 串說白淸唱, 

未着形套. 奉旨英朴革職, 伶人劉赶三⋅孫彩珠不安本分, 著發往南苑龐甸六個月, 以

示懲罰.｣
17) 北京 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編 《中國京劇史(上卷)》, 482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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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光緖 2年條): ｢王九齡: 丙子五月初七日(大軸)三本<五彩

輿>, 合演 赶三. 初八日(大軸)四本<五彩輿>⋅<搶王口霞>, 合演 子雲⋅赶三⋅中

定⋅赶升⋅百歲⋅劉五. 十四日(大軸)七本<五彩輿>, 合演 巧林⋅貴雲⋅赶三.｣ (415
쪽, 재인용.) ｢梅巧玲: 丙子五月十六日(壓軸)<浣花溪>, 合演 吳⋅赶三⋅溜子.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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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劉赶三이 활동한 소속 戲班의 내력은 다소 복잡하다. 《中國京劇史》에서는 

그가 십여 개의 戲班을 거쳤다고 적고 있으나20) 명확한 고증은 불가능하다. 다만 

우선 國喪이 끝난 1877년(光緖 3년) 5월부터 그는 四喜班에서 永勝奎班으로 적

을 옮겨 활동하였다.21) 특히 1879년 7월에는 大臣 王文韶(1830~1908)의 집에

서 거행된 戲 공연에 永勝奎班을 대표하는 丑行 배우로 참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 戲는 당시 戲班 중 가장 규모가 컸던 三慶班이 주관하여 소속 유명배

우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틀 동안 열린 행사로,22) 永勝奎班 소속의 劉赶三은 일종

의 외래배우(外串) 자격으로 초빙되어 공연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후

에도 여러 차례 三大 戲班(三慶⋅四喜⋅春臺班)의 대규모 합동  공연에서 永

勝奎班을 대표하여 外串배우로 특별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간다. 

1883년(光緖 9년)에는 이 해에 生行의 徐德奎가 재조직한 嵩祝成班 소속으로 

활동한 기록이 보이며,23) 《道咸以來梨園繫年 》에 실린 三慶班이 다른 戲班

(春臺班, 嵩祝成班, 四喜班) 배우들과 함께 펼친 두 차례 공연 戲單에도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보아 嵩祝成班에 있으면서 합동 공연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24) 또한 이즈음에 그가 嵩祝成班을 나와 三慶班 전속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

도 있는데, 이는 1886년(光緖 12년)에 편찬된 《菊臺集秀 》25)에서 劉赶三에 대

해 ‘隷三慶部’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26) 

十日(大軸)<翠屛山>合演 奎官⋅赶三⋅貴雲⋅楊全⋅劉五. 閏五月十四日(大軸)<鴻鸞

禧>合演 劉赶三. 十八日<閨房 >, 合演 鮑⋅劉五⋅赶三. 八月初四日(壓軸)<打棋

盤>, 合演 赶三⋅壽朋⋅壽豊.｣ (422쪽, 재인용.)

20) 北京 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編 《中國京劇史(上卷)》: ｢他曾先後搭過 嵩祝⋅
和春⋅春臺⋅四喜⋅承慶⋅勝春⋅九和成⋅勝春奎⋅永勝奎⋅嵩祝成各班.｣ (546쪽.)

21)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光緖 3年條), 455쪽 참조.

22)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光緖 5年條): ｢(三慶班) 七月十七⋅十八兩日: 應史家胡

同仁和王文怡公虁石宅 , 重要戲目: …… <闖山>宋福壽⋅劉赶三.｣ (466-467쪽.)

23)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光緖 9年條): ｢嵩祝成班: 領班人徐德奎. …… 丑行: 黃雄

秀, 劉赶三, 許福雄, 多福綠等.｣ (536쪽.)

24)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光緖 9年條): ｢五月初六日: …… <絨花計>劉寶山. 八月十

六日: …… <雙沙河>孫彩珠⋅秦又琴⋅劉寶山.｣ (521쪽.)

25) 《菊臺集秀 》은 1873년 간행된 《菊部群英》(邗江 游仙客 辑 )의 형식을 모방하여 

편찬된 책으로, 작자는 미상이다. 책에는 《菊部群英》의 기록 이후 四喜⋅三慶⋅春臺班

에 소속된 배우 40여명의 號, 이력, 行當, 주요 극목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 京劇史 

연구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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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光緖 16년), 劉赶三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조직된 

丹桂班의 창립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데, 당시 精忠廟에 

보고된 명단에는 그가 丑行의 수석 배우로 이름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뿐만 아니라 1893년(光緖 19년) 慈禧太后의 59세 생일을 기념하여 경극 戲班 중 

4곳을 선발(四喜⋅三慶⋅同春⋅ 丹桂), 中南海와 頤和園에서 공연을 거행하였을 

때 劉赶三은 丹桂班 소속으로 유명 배우들과 合演하기도 하였다.28) 또한 이 해 

11월 耿永山의 집에서 四喜班 배우 중심으로 거행된 戲에도 참가하였는데, 

이 날의 공연 戲目에는 赶이란 이름으로 그를 기록하고 있다.29) 현존 자료로 볼 

때 이 공연은 아마도 기록상 劉赶三이 생전에 펼친 마지막 무대였을 것으로 추측

된다. 이외에도 그는 1893년 6월에 精忠廟 首로 새롭게 組班된 福勝班의 심

의30) 공문에 네 명의 首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까지 首 임무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31) 丑行의 배우가 이처럼 장기간

(1863년 이래) 首의 중요 직책을 맡은 경우는 劉赶三이 유일하다. 

1894년(光緖 20년) 여름, 劉赶三은 향년 78세의 나이로 자신의 거처에서 병사

하였다. 吳燾(倦游逸叟)는 《梨園 話》에서 죽음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

하고 있다. 

26) 《菊臺集秀 》: ｢保身主人刘赶三, 字寳山, 天津人. 隷三庆部, 唱丑, 兼生.｣ (张次溪 

輯  《清代燕都梨园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88.) 

27)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光緖 16年條): ｢ 丹桂班: 大班姓名: …… 丑行劉寶山⋅
裕雲鵬⋅王長林⋅董志斌⋅陸金桂等.｣ (608쪽.) 

28)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光緖 19年條): ｢劉赶三, 七月十四日, 純一齋<探親>, 合演

梅明祥, <請醫>. 八月十六日, 聽鸝館<浣花溪>, 合演 韓寶芬. 十九日, 聽鸝館<普

球山>, 合演 黃. 二十日, 聽鸝館<紅門寺>, 合演 羅腹林⋅裕五⋅吳連奎. 九月初一

日, 純一齋<紅門寺>, 合演 同上. 十五日, 頤年殿<四進士>, 合演 周長山⋅沈全

奎⋅黃潤甫. 十二月初一日, 頤年殿<普球山>, 合演 黃.｣(654쪽.)

29) 周明泰 《道咸以來梨園繫年 》(光緖 19年條): ｢<普球山>, …… 赶. < 親演禮>, 

赶. <變羊記>, 赶. <紅門寺>, 赶, …….｣
30) 戲班의 성립을 심의하는 것은 首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새로운 戲班은 네 명

의 首들이 우선 심의를 한 다음 內務府 精忠廟 사무를 관리하는 郞中에게 보고를 

하고 설립 허가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1893년의 首는 劉赶三⋅兪光

⋅時慶⋅譚鑫培였다.

31) 王芷章 《中國京劇編年史》(光緖 19年條), 6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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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년(1894), 合肥相國(李鴻章)이 北洋에 있을 때 일본과의 전쟁에서 불리

해지자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劉赶三은 이때 나이 이미 팔십 여세로, 때마침 <丑

表功>을 연기하고 있었다.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부분에서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동

작을 지으며 대사를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전쟁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내 黃馬褂를 벗길 수 없고, 내 三眼花翎을 뺏을 수도 없어!” 마

침 李鴻章의 아들이 樓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는데, 군주와 부친을 모욕했

다고 보고 찻잔을 그에게 던졌으며, 관아로 압송하여 징벌을 내렸다. 결국 劉赶三

은 울화가 쌓여 죽고 말았다.32)

이 기록에서 1894년 劉赶三의 나이를 팔십 여세로 적은 것은 誤記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나이뿐만 아

니라 무대 위에서 즉흥 대사로 李鴻章을 풍자한 작품명도 <丑表功>이 아니라 <探

親家>⋅<鴻鸞禧> 등 차이를 보인다.33) 다만 공통된 내용은 1894년 청일전쟁이 발

발한 후 北洋軍을 이끌던 李鴻章이 일본에 대패하고 실각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劉赶三이 무대에서 李鴻章을 비판 풍자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른 후 얼마 뒤 

병을 얻어 죽었다는 것이다.

Ⅲ. 劉赶三의 연기 특징

1. 연기 劇名과 배역, 丑婆子戲

劉赶三이 연기한 경극 극명과 배역은 《菊部羣英》(邗江 游仙客 著, 1873년)

과 《菊臺集秀 》(작자 미상, 1886년)에 나열된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2) 吳燾 《梨園 話》: ｢甲午之歲, 合肥相國(李鴻章)方在北洋, 以 東洋戰爭不利, 褫奪

榮服. 劉年已八十餘, 適唱<丑表功>一劇, 至忍俊不禁處, 忽作科諢曰: “我有汗馬功勞

也, 你不該脫去我黃馬褂, 拔去我三眼花翎.” 合肥公子方在樓上觀劇, 以辱其君親, 飛

茗具擲之, 復 坊懲治, 劉遂氣結死.｣ (張次溪 輯  《淸代燕都梨園史料》, 中國戲劇

出版社, 1988.) 

33) 王政堯 《淸代戲劇文化史論》, 北京大學出版社, 2005, 250-2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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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菊部羣英》:

<羣英会>蒋干, <拾鐲>劉媒婆, <绒花计>崔八, <虹霓关>孝子, <雙铃记>王先生, 

<紅门寺>皂頭, <红鸾禧>金松, <赶 >店家, <金玉墜>店媽媽, <浣花溪>魚夫人, 

<入府>李瓶兒, <探亲>乡下妈妈, <演禮>太太, <逛燈>瞎子, <摇会>邻居, <思志城>

媽, <请醫>醫生, <玉鈴瓏>鴇兒, <貪歡報>張旺, <龍鳳配>狗陰陽, <审头刺汤>

汤勤, <雙沙河>魏 主, < 猪告狀>/<下河南>公子, <八扯>二哥, <捉曹放曹>吕伯

奢, <敎子>薛保, <赶三关>薛平贵/穆公, <跑坡>薛平贵, <回龍閣>薛平贵, <打金

枝>唐王, <金水橋>唐王, <探窯> 夫人, <戲妻>秋胡, <天水關>諸葛亮, <胭脂血>

白皂隷.34) 

《菊臺集秀 》:

<羣英会>蒋干, <绒花计>崔八, <虹霓关>孝子, <浣花溪>夫人, <红鸾禧>金松, 

<探亲>乡下妈妈, <请醫>醫生, <审头刺汤>汤勤, <下河南>公子, <雙铃记>王先生, 

<红门寺>皇顺, <赶 >店家, <演禮>太太, <雙沙河>魏 主, <入府>李瓶兒, <摇会>

邻居, <八扯> 二, <捉放>吕伯奢, <胭脂血>白皂隷, <赶三关>穆洪/薛平贵.35) 

《菊部羣英》의 기록 중 하단의 8개 배역(10개 극목), 즉 吕伯奢(<捉曹放曹>), 

薛保(<敎子>), 薛平贵(<赶三关>⋅<跑坡>⋅<回龍閣>), 唐肅宗(<打金枝>), 唐太宗

(<金水橋>), 秋胡(<戲妻>), 諸葛亮(<天水關>), 白皂隷(<胭脂血>)는 余三勝과 張

二奎의 老生戲로, 劉赶三이 余派와 奎派에서 사사받은 老生의 배역이다. 《菊臺集

秀 》의 기록에도 이 가운데 세 개의 老生戲 극목(<捉放>, <胭脂血>, <赶三关>)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劉赶三은 丑角 연기이외에도 앞서 설명하였듯이 票友시

절부터 연마했던 老生의 연기로도 재능을 발휘하여 무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菊部羣英》의 기록을 통해 볼 때 同治 시기에는 老生戲의 출연 비중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菊部羣英》에 보이는 <探窯>는 

旦戲로, 그가 旦의 배역(王夫人)도 소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旦戲는 아마도 

그가 春臺班 시절 함께 활동했던 旦行의 일인자 郝蘭田(1832~1872)36)으로부

34) 《菊部羣英》: 張次溪 輯  《淸代燕都梨園史料》. 
35) 《菊臺集秀 》: 张次溪 輯  《清代燕都梨园史料》.
36) 郝蘭田은 ‘同光名伶十三絶’ 중의 한명으로, 배우 입문 초기에는 三慶班의 老生으로 활

동하였다. 이후 春臺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程長庚의 권유로 旦으로 行當을 바꾼 

후 부단한 노력으로 老旦의 새로운 唱腔과 인물의 성격에 치중한 연기를 탄생시켰다. 



晩淸시기 ‘天下第一名丑’ 劉赶三의 연기활동 고찰  93

터 唱腔과 연기를 배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는 모두 丑行戲의 극목과 배역이다. 丑行은 크게 남성 역할의 文丑과 武

丑, 여성 역할의 丑婆子로 분류되며, 劉赶三은 주로 文丑과 丑婆子를 연기하였다. 

우선 文丑의 경우 다시 여러 갈래의 行當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에서 열거한 극목을 

중심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方巾丑: <羣英会>의 蒋干, <审头刺汤>의 汤勤. 

茶衣丑: <绒花计>의 崔八, <赶 (连升店)>의 店家, <请醫>의 醫生(劉高手), 

<八扯(十八扯)>二哥, <逛燈(瞎子逛燈)>의 瞎子, <摇会(雙摇会)>의 邻居, <入府

(入侯府)>의 李瓶兒(李平兒), <貪歡報(秦淮河)>의 張旺.

褶子丑: < 猪告狀>의 公子, <紅门寺(巧拿智空)>의 皂頭, <红鸾禧>의 金松, 

<雙沙河>의 魏 主(魏 生), <虹霓关>의 孝子(家 ), <雙铃记>의 王先生.

方巾丑은 方巾을 쓰고 두루마기(褶子) 차림으로, 儒生이나 士 등 문화적 소

양을 갖춘 인물의 역할을 담당한다. 茶衣丑은 남색의 짧은 저고리(茶衣)를 입고 

일꾼이나 하인 등 주로 하층민으로 분장한다. 褶子丑은 부잣집 아들이나 난봉꾼, 

풍류 인물로 등장한다. 

여성으로 분장하는 丑婆子는 바로 劉赶三이 가장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行當

이다. 위에서 열거한 극목 중 <探亲(探親家)>의 乡下妈妈, <拾鐲(拾玉鐲)>의 劉媒

婆, <演禮( 親演禮)>의 太太(陳氏), <浣花溪>의 魚夫人, <玉鈴瓏>의 鴇兒, <金

玉墜>의 店媽媽, <思志城>의 媽 등이다. 《中國京劇史》에서는 그의 丑婆子 연기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연기는 모두 유달리 특출하게 뛰어났고 좋지 않은 작품이 없었다. 끊임없이 눈

앞에 펼쳐지는 소탈하고 꾸밈없는 연기는 각기 그 오묘함이 극에 달하였다. 劉赶

三 이전에는 丑婆戲에 대해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쓰는 자가 없었다. 그의 연기를 

거쳐 이 行當은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극단은 지금 丑婆

를 중시하는’ 국면이 생겨났다. 그의 수많은 걸작들은 후대의 규범으로 전해져 그 

그는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旦의 수준과 위치를 높이고 老旦行을 하나의 독립된 行

當으로 만드는데 공헌한 배우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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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는 경극 丑婆의 예술 세계를 개척하여 이 行當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37) 

이처럼 劉赶三은 丑婆子를 하나의 독립된 行當으로 발전시킨 선구자로, ‘丑婆子

의 開山祖師’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丑婆子戲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丑婆子는 彩旦으로 칭하기도 하였으며, 또 세분하여 밝고 활발한 성

격을 지닌 젊은 여성 역할을 彩旦, 나이 많은 노년의 여성 역할을 婆子로 나누기도 

한다. 劉赶三은 당시 대부분 유머와 해학이 담긴 說白과 做功 위주의 연기로 희극

적 색채가 가득한 주인공 노파(婆子)의 역할로 무대에 올랐다. 그 대표작은 바로 

<探親家>의 乡下妈妈로, <同光名伶十三絶> 그림에 등장하는 劉赶三은 바로 乡下

妈妈로 분장한 모습이다.

(《同光名伶十三絶》 그림 속 <探親家>의 鄕下媽媽로 분장한 모습)

<探親家>(<探亲相骂>)의 내용은 시골에 사는 노파 胡氏(乡下妈妈)가 성안으로 

시집보낸 딸을 보기 위해 사위집으로 찾아가고, 그곳에서 사돈부인 李氏를 만나 벌

어지는 일을 담고 있다.38) 劉赶三은 이 시골에서 올라온 친정어머니, 즉 촌스럽고 

37) 北京 藝術硏究所⋅上海藝術硏究所 編著 《中國京劇史(上卷)》: ｢演來都異常出色, 

無一出不好, 逸趣紛呈, 各極其妙. 在他之前, 丑婆戲從來無人介意, 經他一演, 這

一行當始爲人矚目, 出現‘菊部而今重丑婆’的局面. 他的許多傑作傳爲後世的典範, 影

響極深. 可以說, 是他開創了京劇丑婆行當的藝術天地, 成爲了這一行當的開山人.｣ 
(546쪽.) 

38) 친정어머니(胡氏, 丑婆子)를 만난 딸(野花, 旦)은 자신이 남편(李相公, 生)에게 시

집와서 겪은 고충을 하소연하고, 후에 등장한 시어머니 李氏(李奶奶, 旦)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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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스럽지만 순박하고 선량한 시골 촌부의 모습을 마치 실제 그대로의 인물처럼 

연기하였다. 그는 촌부의 신분과 성격에 맞게 개성을 잘 살려 생동감을 불어 넣었

고, 한편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인 연기를 펼쳐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촌부로 분장 후 얼굴의 각 부위를 움직이는 연기(‘五官挪位’)로 유명

하였다.39)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졸린 듯 게슴츠레하게 뜬 눈, 양 볼에 깊게 

패인 주름, 쭈글쭈글한 입술 모양 등으로 시골 노모의 피곤한 삶과 성격, 그리고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丑角的表連藝術>에서는 그의 연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는 항상 시골 노파의 행동을 마음에 두고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대단한 노력

을 기울여 그 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내었다. 그가 이 노파를 연기하면 사람들은 

한눈에 그녀가 성안에 자주 출입하지 않는 순박하고 성실한 시골 노모임을 바로 

알아챈다. 도시생활이 익숙하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성안에 사는 사돈 부인이 자

신을 무시하지 않을까, 또 우스운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모르면서도 

억지로 아는 척을 한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어색함을 드러내 버리므로 

상대방은 더욱 그녀를 무시하게 된다.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채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심리는 더욱더 다급해지고 허둥대면서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연결되는 그의 연기는 시골 노파의 심리 상

태를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었다. 그는 노모를 재미있게 표현하였을 뿐 아니

라 동시에 그녀의 순박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연기하였다. 그의 연기는 이후 

시골 사람을 억지로 丑化하여 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표현해냄으로써 

도시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40)

사돈 胡氏의 촌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비웃는다. 심지어 며느리가 멍청하다며 가혹하게 

꾸짖자 胡氏는 딸을 감싸 보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다 크게 

말다툼을 벌이고 헤어지게 된다. 

39) 張永和 《皮黃初 菊芳譜 - 同光十三絶合傳》, 237쪽. 

40) 祁兆良 等<丑角的表連藝術>: ｢他經常留意揣摩鄕下媽媽的行動, 下死功夫捉摸這股子

勁. 他把這位媽媽演得叫人一看就知道是位不常進城的誠實淳樸的鄕村 媽媽, 城

生活不習慣, 不熟悉, 可又怕城裏的親家太太看不起她, 怕露怯, 因而勉强裝懂, 可是

一投手一擧脚就 不 頭, 使 方更瞧不起她了. 因爲看出人家瞧不起自己, 她心裏也

就更慌張了, 更找不着門了. 這樣貫穿一氣的表演可把鄕下媽媽的心理演得生動極了. 

他不但把 媽媽演得好笑, 同時也演出了她的淳樸可愛. 他的演法, 是跟後來那些故意

丑化鄕下人, 在臺上大出鄕下人洋相, 以博城裏人好笑的路子完全不同的.｣ (《蕭長華

藝術評論集》, 中國戲劇出版社, 1990,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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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赶三의 <探親家>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노모를 연기

할 때 살아있는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무대에 등장하여 자신의 뜻대로 나귀를 부리

며 연기를 펼쳤다는 것이다. 그의 기상천외한 발상과 연기는 당시 관중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燕都名伶傳>에서는 다음

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劉赶三은 집에서 나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흰 눈썹과 눈자위에 네 발에 

난 푸른 털은 마치 칠을 해놓은 듯했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언제나 이 나귀를 타

고 나갔다. 폭신한 말안장에 푸른 색 말고삐, 방울을 목덜미에 매달고 저자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은 방울소리를 듣고 바로 劉赶三임을 알아차렸다. 또 항상 나귀 목

에 큰 북을 매달아 두드렸으며, 큰 징을 나귀 귀에 가까이 대고 치곤 하였다. 오

랜 시간이 지나자 나귀는 북과 징소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후에는 무대 

뒤에 나귀를 매어 놓았다가 공연이 끝난 후에는 다시 무대 위로 끌고 왔다. 무대 

위에 오르는 것이 습관이 되자 나귀는 조금도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 귀

를 붙인 채 편안한 모습으로 기둥 옆에 서 있었으며, 북과 징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대도 놀라지 않았다. 劉赶三은 <探親>을 연기할 때 나귀를 끌고 무대에 올랐

기 때문에 마침내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41) 

위 기록대로 나귀(이름은 墨玉 또는 二 兒)는 훈련을 통해 시끄러운 무대 분위

기에 적응되어 있었으며, 특히 <探親家>에서는 劉赶三이 무대에서 하는 동작에 익

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따라 마치 연기를 하듯 움직였다고 한다. 가라

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었으며 심지어는 극정에 맞게 배우들처럼 빠른 걸음으로 무

대를 돌며(‘跑圓場’) 약속된 지점에 가서 멈추는(‘挖門兒’) 동작을 했다고 하니 관중

들의 놀란 반응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慈禧太后가 이 소식

을 듣고 劉赶三이 나귀를 타고 入宮하여 나귀와 함께 <探親家>를 공연할 수 있도

록 허락하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다고도 한다.42) 

41) 張次溪 <燕都名伶傳>: ｢赶三家畜一驢, 粉眉白目, 四足毛靑似漆. 每出, 輒騎之. 軟

屉靑韁, 下響鈴一串, 行於街 , 人聞鈴聲, 卽知爲劉赶三也. 又常繫大鼓於驢 而

擊之, 再以大鑼近驢耳而鼓之. 日久, 驢不畏鑼鼓, 後更繫之於後臺. 至散戲後, 牽至

臺上, 驢登臺旣慣, 毫不驚慌, 兩耳貼然, 立於柱旁, 鑼鼓喧闐不驚. 故赶三演<探親>, 

牽驢上場, 竟以是享名.｣ (張次溪 輯  《淸代燕都梨園史料(續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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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劉以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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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귀를 타고 <探親家> 무대에 오르는 鄕下媽媽의 모습)

물론 무대 위 나귀의 등장이 큰 화제 거리가 되었겠지만 劉赶三의 乡下妈妈 연

기가 관객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귀를 타고 

무대에 올랐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劉赶三의 연기가 그동안 노

파를 연기한 다른 丑角들의 일반적인 모습, 즉 추태를 드러내거나 과장된 행동으로 

웃음거리를 만들어 억지웃음을 유발시키는 연기와 달랐기 때문에 당시 관객들은 그

의 등장에 환호하였을 것이다. 劉赶三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순박한 시골 

노파의 말투와 행동거지를 세심한 관찰과 철저한 연구를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 표

현하였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관객들의 호응과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劉赶三의 乡下妈妈 연기를 통해 <探親家>가 눈물이 담긴 

喜劇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다.43) 

이외에 앞서 언급한 다른 丑婆子戲 작품에서도 그는 배역과 혼연일체가 되어 노

파의 신분과 행동,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새로

운 연기를 펼쳐 보였다. 이 점이 바로 劉赶三이 중국 京劇史에서 丑婆子라는 새로

운 독립된 行當을 창조한 배우, 관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丑角의 연기

를 한 단계 발전시킨 배우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子戲爲 出色, 赶眞驢上臺. 慈禧喜之, 傳旨允許赶三騎驢入宮表演, 赶三在驢頸上加

一串銅鈴, 宮庭內外一聞鈴聲, 就知是赶三到來, 顯 一時.｣ (北京出版社, 1985, 

511쪽.) 

43) 王政堯 《淸代戲劇文化史論》: ｢經過劉赶三的潛心硏究和革新創造, 這出玩笑戲被提高

成‘一出包含着眼淚的’喜劇或鬧劇.｣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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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한 풍자 연기 

1874년 겨울 穆宗(同治帝)이 서거한 후 國喪 소식이 정식으로 공포되기 전인 

어느 날 밤, 劉赶三은 阜成園에서 경극 <南庙請醫>의 의사(丑) 劉高手로 분장하

여 연기를 하고 있었다. 마침 무대 위로 황제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劉赶三은 순

간 즉흥적으로 劉高手의 대사를 만들어 연기를 펼쳤다. 당시 청중들은 황제의 죽음 

원인을 빗댄 그의 놀랍고도 대담한 발언에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를 미치광이로 취

급하였다고 한다. 

同治帝가 세상을 떠났을 때 赶三은 阜成园에서 <南庙请醫>를 연기하고 있었

다. 즉석에서 대사를 만들어 말하였다. “나는 东华门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문안 궁내에 돈 많은 공자님이 계신데 최근에 병에 걸리셨어요. 나를 찾기에 

가서 치료를 해보니 매독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천연두에 걸

렸다고 생각하고 약 한 첩을 처방했지만 바로 죽어 버렸어요! 만약 내가 다시 东

华门으로 가다가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 하찮은 목숨이 남아 있겠습니

까?”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으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어

떤 사람들이 깜짝 놀라 赶三에게 말하였다. “나라의 임금이야, 설사 정말 당신 말

과 같다하더라도 백성 된 자는 마땅히 임금을 위해 숨기고 덮어야지 그걸 사람들

에게 떠벌리는 건 옳지 않아. 다행히도 자리에 인척이나 귀한 사람이 없었기에 망

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赶三은 엄숙한 태도를 하며 말하

였다. “穆宗은 임금 자리에 있을 때 백성들이 곤궁에 빠져도 그들을 구할 방법을 

구하진 않고 주지육림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악질 병에 걸린 겁니다. 스스로 화를 

부른 것이니, 한구석의 소문은 덮어 버릴 수 있겠지만 만방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없습니다.” 듣던 사람은 바로 그를 미치광이로 여겼다.44) 

44) 張次溪 《燕都名伶傳》: ｢清穆宗崩时, 赶三適在阜成园演<南庙请医>一剧, 作科白曰: 

“东华门我是不去的, 因为那门兒裏头, 有家阔哥兒, 新近害了病, 找我去治, 他害的是

梅毒, 我还當是出天花呢, 一剂药下去, 就死啦! 我要再走东华门, 被人家瞧见, 哪还

有 命儿吗?” 闻 咋 , 目为疯人. 時人愕然, 語赶三曰: “是國君也, 雖誠如爾之所

, 爲人民 , 亦當爲之掩飾, 不宜宣揚於衆. 幸坐 無親貴, 不然, 爾死不知其所矣.” 

赶三正襟曰: “穆宗在位, 不因民困而求救拯之方, 乃花天酒地, 致酿惡疾, 禍由自取, 

可以蒙一隅之聽聞, 而不可蔽萬方之耳目.” 聞 輒目爲瘋人.｣ (張次溪 輯  《淸代燕

都梨園史料(續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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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庙請醫>(일명 < 黃請醫>)는 客店 주인 黃씨가 남녀 투숙객 중 남자가 갑자

기 병이 나자 의사 劉高手를 불러 치료하게 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으로, 劉高手의 

우스운 행동과 대사(插科打诨)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극은 劉高手의 진료가 끝나면

서 막을 내리는데, 바로 이때 劉高手로 분장한 丑角 劉赶三이 황제의 죽음 원인이 

매독 때문이라는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말을 즉흥적인 대사로 읊조

렸던 것이다. 즉 당시 19세 어린 나이의 同治帝가 국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

져 생활하다 결국 몹쓸 병에 걸려 사망하였음을 과감하게 풍자하여 청중들을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최고 권력의 病死 원인을 무대에서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풍자한 劉赶

三에 대해 任半塘은 그를 ‘淸代 배우 중 가장 대담한 배우’로 소개하였으며, 자신

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봉건 시대의 악폐에 반항한 그의 정신은 고대 優伶들이 

발휘했던 氣魄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였다.45) 任半塘이 말한 중국 고대 

優伶들의 氣魄은 바로 대담한 諷諫(諷刺) 정신을 의미한다. 즉 “優伶의 諷諫 정신

은 反 建에 있으며, 백성들의 바람에 부합하여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다.”46)

주지하다시피 풍자는 흔히 匕首로 비유된다. 왜냐하면 풍자의 주된 속성은 날카

로운 공격성에 있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해 공격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해학이나 

유머가 풍자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비록 그 공격성이 비록 해학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출된다 하다라도 풍자의 본질인 당시 사회의 결함이나 악폐 등을 날카롭게 폭로

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야만 한다. 고대 중국의 배우들은 ‘말한 사

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은 경계할 만하다( 之 無罪, 聞之 足以戒)’는 묵계 

속에서 통치 권력의 부당함을 연기를 통해 諷諫(‘執藝以諫’, ‘隨戲寓諷’)하였다. 심

지어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당시 정치와 경제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풍자하기도 하였다. 劉赶三의 예리한 화법은 바로 이러한 고대 優

伶들의 해학 속에 담긴 풍자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戲劇 평론가 張肖倫

(1891~1978)의 평가처럼 ‘드러나지 않는 나쁜 점을 집어내어 여지를 남겨 두지 

않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비수와 같이 정곡을 찌르는 말로 반드시 핵심을 폭

45) 任二北 《優語集》: ｢淸優人之大膽, 無過赶三.…… 赶三反抗 建時代之元惡大憝, 一往

直前, 從無顧慮, 斯無愧我國古優傳統之氣魄.｣ (上海文藝出版社, 1981, 206쪽.) 

46) 任二北 《優語集》: ｢優諫精神在反 建, 符合人民願望, 爲人民之喉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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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였던 것이다.47) 이외에도 劉赶三이 무대에서 최고 권력의 폐단을 대담하게 

풍자한 이야기는 여러 개가 전해진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光緖 초기 道光帝의 여섯 째 아들 恭親王의 저택인 恭王府

의 에서 <思志誠> 공연에 참가하였다. <思志誠>은 妓院에서 벌어지는 일을 익

살스럽게 표현한 喜劇으로, 刘赶三은 기원의 여주인인 媽(鸨母)로 분장하여 연

기하였다.

어느 해, 모 귀인이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 때 赶三을 불러 <思志誠>극을 

연기하게 했다. 赶三은 鸨母로 분장하였는데, 공연 중 기루에 유객(嫖客)들이 들

어오는 상황이 되자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야! 

나와서 손님 좀 모셔라!” 당시 惇王⋅恭王⋅醇王 세 명의 종친이 마침 밖에서 들

어오고 있었다. 惇王은 항렬상 다섯 번째, 恭王은 여섯 번째, 醇王은 일곱 번째였

으므로 赶三이 그렇게 비꼰 것이다. 惇王이 듣고선 탁자를 내리치며 말하였다. 

“어떤 미친놈이기에 이렇게도 무례한가!” 赶三을 옥에 가두었으나 사람들이 사정

하여 곤장 40대를 쳤다. 하지만 赶三의 기세는 오히려 조금도 꺾이지 않았으며,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귀인의 횡포가 이러한데 망할 징조이다. 저 인간

들은 날마다 가무와 여색을 즐기면서 우리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질 않는

다. 나는 정말로 그들을 처벌하고 싶었다.”48)

<思志誠> 공연 중 ‘기원으로 閔天亮 등 세 명의 손님들이 들어오고 鸨母가 그들

을 맞이하는 장면’(‘嫖客進院’)이 되었을 때 마침 조정의 최고 종친인 惇王(奕詝)⋅
恭王(奕訴)⋅醇王(奕譞)이 관람석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무대에서 이를 지켜 

본 劉赶三이 즉흥적으로 鸨母의 대사를 만들어 기생들을 불렀던 것이다. 당시 기

원은 기생들을 이름이 아니라 기원에 들어온 순서대로 호칭하였는데, 劉赶三은 道

光帝의 세 아들 惇王(다섯 째)⋅恭王(여섯 째)⋅醇王(일곱 째)의 항렬 순대로 기

47) 張肖倫 《燕塵菊影 》: ｢惟喜刺人隱惡, 刻不留餘地. 口齒之犀利, 如一寸之匕, 所

摘必中要害.｣ (《中國京劇史(上卷)》, 548쪽.)

48) 張次溪 《燕都名伶傳》: ｢某岁, 某贵人宴客, 招赶三演<思志誠>一剧, 赶三饰鸨母, 演

客至时, 引吭高呼曰: “ 五⋅ 六⋅ 七, 出来见客呀!” 时惇⋅恭⋅醇三邸, 適自外

入, 惇行五, 恭行六, 醇行七也, 故赶三以是讥之. 惇邸闻而击案, 曰: “何物狂奴, 無

禮如此!” 下之狱, 众为缓颊, 杖四十. 而赶三之氣尤不稍衰, 出, 尝语人曰: “贵人之

暴横如此, 非善征也. 且彼輩日以聲色爲 , 而無所益於我民, 我固思有以懲之.｣ ((張
次溪 輯  《淸代燕都梨園史料(續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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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불렀다. 청중들은 크게 웃음을 터트렸고, 惇王은 劉赶三이 자신들을 희롱한 

것을 알아채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당연히 劉赶三의 즉흥 대사는 그

의 말처럼 ‘날마다 聲色에 빠져 살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는’ 권력가 종친

들의 추행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 당시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

지 못하는 말을 고초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무대에서 풍자해 냄으로써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燕都名伶傳》에는 그가 西太后의 부당한 행위를 용감하게 풍자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赶三의 기예가 알려지면서 升平署 总管이 그를 궁정 배우로 차출하였다. 하루

는 慈禧 황후의 명령으로 <十八扯>를 공연할 때 劉赶三은 황제의 역할을 담당하

였다. 그는 무대 위 황제가 앉는 자리를 대하고서는 무대를 끝낼 무렵 갑자기 혼

자서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가짜 황제라고 여기지만 난 앉아 있을 수가 있지. 

저기 저 진짜 황제는 날마다 시중을 들며 서 있어야만 하니 언제 앉아본 적이 있

었겠는가!” 慈禧는 德宗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德宗을 매우 가혹하게 대

하였다. 매번 극을 관람할 때마다 慈禧는 안에 앉아 있었지만 德宗에게는 옆에 

서 있게 하여 마치 하인처럼 대하였다. 그러므로 劉赶三이 불공평함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慈禧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때부터 德宗을 앉아있게 하였다.49)

同治帝 사망 후 불과 네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光緖帝(德

宗, 1871~1908)는 평생을 西太后(慈禧황후, 1835~1908)의 수렴청정과 횡포에 

시달린 비운의 황제였다. 西太后는 공연을 관람할 때에도 光緖帝를 자신의 옆에 

세워 둔 채 앉지 못하게 하였다. 무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劉赶三은 자신이 연기

하는 극중의 황제도 앉을 자리가 있는데, 앉지도 못하고 선채로 공연을 지켜보는 

光緖帝의 모습에 울분과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즉흥적인 대사로 西太后의 악랄함

을 직접적으로 풍자하였던 것이다. 비록 무대 위의 연기였다 할지라도 당시 그 누

49) 張次溪 《燕都名伶傳》: ｢赶三既以艺着, 升平署总管招为供奉. 一日, 慈禧后命演<十八

扯>, 饰皇帝, 临入座, 忽吊场曰: “汝看吾为假皇帝, 尚能坐. 彼真皇帝, 日日侍立, 又

何曾得坐耶!” 缘慈禧 德宗结怨, 待德宗極苛. 每观剧, 慈禧后坐 中, 而令德宗侍立

於侧, 视同仆妾. 故赶三为之鸣不平也. 慈禧为掩众口, 自是赐德宗坐焉.｣ (張次溪 輯

 《淸代燕都梨園史料(續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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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西太后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일개 배우의 이러한 즉흥 대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1874년(同治 13년, 甲戌年) 과거시험의 試題를 가지고 세태를 풍자한 

일화도 유명하다. 당시 試의 試題는 ‘君子坦蕩蕩’이었다. 

甲戌年 試의 제목은 ‘君子坦蕩蕩’이었다. 세 차례 시험(初場, 二場, 三場)이 

모두 끝난 후 모 戲園에서는 <連升三級>(<連升店>)을 공연하였다. 劉赶三이 여관 

주인으로 분장하였는데 王明芳( 生)을 질책하며 말하였다. “내 생각에 당신은 시

험장에서 출제된 試題의 의미를 모를 것 같소. 바로 十三旦을 지칭하는 것이오. 

坦 글자의 오른쪽은 旦이고, 蕩蕩은 각각 하나의 旦이 되지요. 또 坦자에 土旁이 

붙었으니 十一旦을 뜻하고 거기에 蕩蕩의 두 旦을 더하면 바로 十三旦이 되는 것

이오.” 이 당시는 秦腔을 노래하던 十三旦의 명성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때였

기 때문에 劉赶三이 이름으로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50)

군자의 마음가짐을 뜻하는 ‘坦蕩蕩’을 破字와 諧音으로 배우 十三旦의 이름으로 

풀이해낸 劉赶三의 번뜻이는 재치와 해학은 사람들의 찬탄과 함께 한동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왜냐하면 十三旦은 당시 명성을 날리던 花旦 侯俊山

(1854~1935)의 예명으로, 同治帝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배우였기 때문이다. 劉

赶三은 표면적으로는 試題로 十三旦을 비유하였지만 그 속에는 정사를 돌보지 않

고 十三旦에 빠져있는 同治帝와 주변의 大臣들을 풍자하고 있다. 다시 말해 劉赶

三은 황제가 편애하는 十三旦을 대신들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고 또 그와 친분

을 쌓기를 원하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과거의 試題가 十三旦을 위해 출제

되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50) 吳燾 《梨園 話》: ｢甲戌 試, 題爲君子坦蕩蕩. 三場畢後, 某園演<連升三級>, 劉飾

店主人, 詰問王明芳曰: ‘諒爾不知闈中命題之意, 乃指十三旦也. 坦字右乃旦, 蕩蕩各

一旦, 又坦字加土旁爲十一旦, 加蕩蕩兩旦字, 則十三旦矣.’ 彼時唱秦腔之十三旦艶名

正噪, 故劉以此名抓哏. 劉旣以此技擅長, 迨中東之役, 竟以李文忠抓哏, 至激徽人之

怒, 驚懼而死.” (張次溪 輯  《淸代燕都梨園史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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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語

본고는 ‘同光名伶十三絶’에 포함되는 경극 배우 11명 중 유일한 丑行 배우로 同

光 시기 ‘天下第一名丑’의 찬사를 받았던 劉赶三(1817~1894)의 배우 활동 과정

과 연기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살펴보았듯이 劉赶三은 天津 群雅軒 票房에서 

老生 연기를 공부한 票友 출신으로, 1853년 이후 北京에 올라와 春臺班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직업 배우로 변신하였다. 주목할 점은 당시 그가 배우로서는 많은 나이

였음에도 과감하게 行當을 변경하여 票友 시절부터 연마한 老生의 역할이 아니라 

丑角의 배우로 무대에 올라 이름을 알렸다는 것이다. 行當을 변경한 그의 도전은 

戲班마다 유명한 老生 배우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老生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자

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한 것이며, 연마한 老生의 唱功을 바탕으로 해학과 즉흥

적인 언어 구사에 뛰어난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현명한 선택이었다. 

春臺班 이후 그는 四喜班의 간판 丑行 배우로 명성을 떨쳤으며, 精忠廟 조직을 

대표하는 首의 자리에 올라 전체 戲班의 업무를 관할하였다. 票友 출신으로 더

군다나 丑行의 배우가 首의 직책을 담당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아마도 劉

赶三이 昇平暑와 동료들의 승인을 받아 首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기 실력뿐 아니라 학식과 인품이 남달랐기에 가능하였을 것이었다. 春臺班과 四

喜班외에도 40여 년의 연기 인생 동안 劉赶三은 永勝奎班⋅嵩祝成班⋅三慶班⋅
丹桂班 등 여러 戲班의 丑行 배우로 활동하며 유명 生旦 배우들과 合演하였으

며, 대규모 합동  공연의 外串배우로 특별 출연하는 등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

쳐나갔다. 또한 1894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약 30여 년간 首의 직무를 담당

함으로써 경극 배우 가운데 가장 장기간 首의 자리에 오른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劉赶三은 당시 경극 무대에서 관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丑行의 연기

를 한 단계 발전시킨 배우였다. 특히 그를 대표하는 연기는 丑行戲 가운데서도 丑

婆子戲이다. 대표작은 <探親家>의 乡下妈妈로, 바로 <同光名伶十三絶> 그림에 등

장하는 분장 모습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배역과 혼연일체가 되어 시골 노파의 신

분과 행동,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생동감 있는 

연기를 펼쳐 보였다. 이 점이 바로 그가 중국 京劇史에서 丑婆子라는 새로운 독립

된 行當을 창조한 배우, 관객들의 이목을 生旦行의 연기에서 丑行의 연기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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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한 장본인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또한 劉赶三이 배우로서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대 위에서 최고 권

력의 폐단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풍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淸代 

배우 중 가장 담대한 배우’로, 고대 優伶들이 통치 권력의 악폐와 부당함을 연기를 

통해 표출했던 ‘執藝以諫’⋅‘隨戲寓諷’의 諷諫 정신을 계승한 진정한 배우로 평가받

고 있다. 무대에서 펼쳐진 劉赶三의 대담한 풍자는 살펴보았듯이 그의 죽음과도 연

결된다. 1894년 <丑表功> 무대에서 극중 즉흥대사로 일본에 패해 실각한 李鴻章

을 풍자하였고, 그 죄로 투옥된 후 병을 얻어 목숨을 잃은 그는 결국 자신의 號 

‘保身’의 또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던 배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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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論文以‘同光名伶十三絶’中唯一的京劇丑行演員劉赶三(1817~1894)爲硏

究對象, 考察他在晩淸時期的演出活動, 竝對他的表演特徵予以評述. 

劉赶三爲京劇舞臺上第一代丑行演員的傑出代表. 道光年間, 他曾在天津群雅

軒票房當餘業演員, 學習老生. 後來到北京春臺班, 改行當專習丑行, 成了一名專

業京劇丑行演員. 當時北京戲班內老生行人才濟濟, 他又非科班出身, 特別是“個子

矮, 面龐淸癯”, 難以出頭. 但他頭腦機敏, 善於隨機應變, 語言幽黙, 所以他改行

當沒幾年, 在丑行中便頗有名氣. 根據記載, 1863年他已改搭四喜班, 成爲四喜班

丑行中排名第一的丑角. 此後, 劉赶三在演戲的四十餘年中先後搭入過永勝奎班⋅
嵩祝成班⋅三慶班⋅小丹桂班等, 仍列丑行第一名, 與同時有名的生旦演員都合演

過. 而且, 他擔任精忠廟梨園會首職務, 丑行演員當會首很難, 但他由於技藝卓

絶⋅學識豐富⋅性格爽直, 得到昇平署和同行們的認可, 自同治初年到1894年逝

世, 得以擔任梨園界會首一職. 

劉赶三對京劇丑行最大的貢獻在於他所演的丑婆子戲. 可以說, 是他開創了京

劇丑婆子行當的藝術天地, 成爲了這一行當的開山祖師. 在他之前, 對丑婆子戲從

來無人留意, 經過他一扮演, 這一行當始爲人矚目, 呈現“菊部而今重丑婆”的格局. 

<探親家>是他的拿手劇目, 他在其中扮演鄕下媽媽, 曾名聲传扬於北京, 冠絶一

時. 凭此進入<同光名伶十三絶>, 與各行當中最有名的演員比肩而立, 可見當時對

他的推崇. 劉赶三還有一點爲世人所賞識尊敬的, 便是“語含譏諷, 投槍匕首, 現情

抓哏, 直刺權貴.” 這是繼承和发扬了古代優伶“執藝以諫’, ‘隨戲寓諷”的諷諫傳統. 

他以無畏無私的精神, 大膽諷諫, 抨擊時弊, 留下了至今仍爲人傳頌的梨園佳話. 

【主題語】

경극 축행, 류간삼, ‘동광명령십삼절’, 희반, 풍자

京劇丑行, 劉赶三, ‘同光名伶十三絶’, 戲班, 諷刺

Clown roles in Peking opera, Liu Gansan, ‘The thirteen famous actors 

during the Tongzhi and Guangxu period’, Theatrical Troupe, Sa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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