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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淸代 宮廷大戱 ≪天香慶節≫의 문학적, 공연 예술적 특징을 총

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천향경절≫은 가을을 대표하는 中秋節 月令承應戱이자 皇帝와 皇太后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慶典承應戱로서 節氣를 풍성하게 만들고, 기념일을 성

대하게 치르기 위한 목적 하에 中秋와 初冬 시기에 주로 공연되었다. 또한 

보통의 승응희들이 1-2齣의 짤막한 편폭이었던 데 반하여 ≪천향경절≫은 총 

16齣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三層大戱臺에서의 공연을 전제로 한 大戱 다. 

월령승응희들이 절기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기존

의 故事를 개편한 것과 달리 ≪천향경절≫은 ‘해와 달’이라는 신화전설의 모

티프를 차용하 다. 주요 등장인물인 ‘玉兎-金烏-赤兎’는 각각 天界의 神物과 

人界의 瑞獸로서 기본적으로 ‘男-女’의 구도 아래에 위치한다. 짝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발현되면서 모두가 갑작스럽게 일탈을 감행하지만, 그 일탈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로 흐르지 않고 ‘婚禮’라는 사회적 제도 내로 수렴된다. 

결국 모든 혼란이 평정되어 만물은 제자리로 회귀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질서가 평화롭게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천향경절≫의 의미 지향

이 드러난다. 

또한 ≪천향경절≫은 邊方인 緬甸國과 暹羅國이라는 異國을 이야기 속으

로 끌어들여 새로운 이야기로 내용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면전국과 섬라국으로 전이되어 더욱 복잡해지고 첨

예해진 극중 갈등 양상은 중추절을 기념하기 위한 天上과 주변국의 ‘朝貢禮’

로 귀결된다. 이 조공례의 중심에는 ‘中國’이 위치하며, 천상의 신들도 찬양

하는 중국 황제에 대한 禮의 추구는 중국적 질서인 ‘中華’를 바로 세우고, 모

든 세상이 ‘중화’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大一統’에 대한 지향을 표방한다.

다음으로 ≪천향경절≫은 이러한 의미 지향을 실제 공연 무대 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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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을 통하여 가시화시켰다. 등장인물과 砌末의 증가, 상하 무대를 자유자

재로 넘나드는 유동적인 무대 활용, 變身術 등과 같은 연출 기법은 모두 극

중 내용을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재현하 다. 삼층대희대에서 이루어지는 대

규모 무대 연출이 보여주는 화려한 觀賞性은 청 황실의 막강한 재정 능력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황제의 權力과 神性을 보여주는 권력 기제의 일

환이 된다. 특히 공연 시작 전 반드시 행해지던 ‘달’을 향한 제사 의식은 당

시의 궁정희가 단순히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오락과 유희를 넘어서서 

궁정의 禮로 기능하 다는 표징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천향경절≫은 宮中 藝人이었던 王瑤卿에 의하여 民國 초기까지 전승이 

되었다. 당시 궁정 연극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천향경절≫은 1914년, 1917년, 1934년 세 차례 공연을 끝

으로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이는 ≪천향경절≫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 이후 

맞닥뜨리게 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 기 때문이었다고 추정된다. 즉 ≪천향

경절≫이 내재하고 있던 궁정희로서의 고유한 특징이 그만큼 강하고 뚜렷했

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는 청대의 궁정과 민국 시기 민간 

상업 극장에서의 ≪천향경절≫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서로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전통극의 계승과 단절에 관한 중요한 화두를 담고 있다.

주요어: ≪天香慶節≫, 淸代, 宮廷戱, 中秋節, 乾隆帝, 皇太后, 玉兎, 金烏, 

赤兎, 緬甸國, 暹羅國, 禮性, 大一統

학번: 2005-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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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본 논문은 ≪天香慶節≫의 총체적이며 다각적인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淸代 宮廷戱의 編纂 배경에 관한 구체적인 면모를 먼저 검토하

고자 한다.

청대는 中國 역사상 궁정 戱曲이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발전했던 시기

이다. 특히 皇族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희곡은 祭祀, 慶祝, 娛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궁정 文化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 다. 궁정에서는 순수

한 관람을 위한 공연 외에 朝廷의 禮나 月令에 공식적으로 연출하는 承應

戱가 등장하 으며, 승응희를 연출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內務部 관할에 두어 

직접 배우들을 육성하고 공연을 관장하게 하 다. 궁정의 음악이나 演戱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청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

계화된 형태로 정비된 것은 청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궁정에서의 배우들의 연출에 관해서는 이르게는 ≪國語≫에 등장하는 晉 

優施,1) ≪史記⋅滑稽列傳≫ 중의 楚 優孟2)에 관한 기록과 ≪漢書≫에 묘사

된 平樂館에서의 百戱 공연 묘사,3) 唐代 崔令欽의 ≪敎坊記≫ 내의 기록4) 등

을 들 수 있다. 당대에는 太常寺 아래에 敎坊司를 두고 俗 , 歌舞, 百戱의 교

 1) ≪國語⋅晉語≫: “獻公의 배우로 시라는 자가 있었는데, 여희와 사통하고 있었다
(公之優曰施, 通於驪姬).” 左丘明 撰, 林東錫 譯註, 서울: 동서문화사, 2009, 527쪽.

 2) ≪史記⋅滑稽列傳≫: “초나라에 우맹이라는 자가 있었다. 본래 초나라의 악인이
었다. 키가 8척이며, 변설에 능하여 언제나 담소로써 풍자하 다(優孟故楚之 人

也. 長八尺, 多辯, 常以談笑諷諫).” 司馬遷 著, 丁範鎭 외 옮김, 서울: 까치, 2006, 

1103쪽.

 3) ≪漢書⋅武帝紀≫: “여름에 장안의 백성들이 상림 평락관에서 각저를 구경하 다
(夏, 京師民觀角抵於上林平樂館).” 班固 撰, ≪漢書≫, 臺北: 鼎文書局, 民國70(1981).

 4) ≪敎坊記≫: “내기와 양원의 가인들이 번갈아가며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 다(內

妓 兩院歌人, 更代上舞臺唱歌).” 崔令欽 撰, ≪敎坊記≫, 北京: 中華書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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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담당하도록 하 다. 宋代와 元代에도 교방을 설치하여 연희 음악을 담

당하도록 하 으며 특히 원대 교방사는 禮部에 부속된 기관으로, 궁정 안 승

응 악인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 明代에도 교방사는 예부 소속

으로 주로 舞의 승응을 담당하 다. 蔣之翹의 ≪天啓宮詞≫ 自注에 의하면 

“내시 2백 명이 희곡을 익혀 승응하 다(近侍二百名, 習戱承應).”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명대에 궁정에서 희곡을 익히고 공연하 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

다.5)

淸朝는 다민족 통일체 국가로서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사업

을 진행하 으며,6) 이 중 劇本의 편찬과 公演 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

어진 주요 희곡 활동 중 하나 다.7) 治帝가 尤侗이 지어 바친 ≪讀離騷≫
를 좋아하여 敎坊司 太監들을 시켜 무대에 올리게 했다는 기록이나,8) 康熙帝

가 교방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目連傳奇≫ 공연에 살아있는 호랑이, 코끼리 

등을 올려 실제를 방불케 하는 연출을 선보 다는 일화들은 淸初부터 이어

진 皇帝들의 戱曲熱을 방증한다.9)

청대 궁정에서 희곡은 감상과 遊戱를 위한 단순한 觀賞 목적뿐만 아니라 

禮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면서10)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 다. 禮를 

 5) ≪중국 고대극장의 역사≫(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서울: 솔출판사, 2007)의 
제2부 연극 형성기의 극장, <淸代 “昇平署” 檔案에 나타난 宮庭戱 연출상황>(신
지 , ≪中國文學≫ 제3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의 ‘제2장 昇平署 이전 연출
기관’, <청대 궁정의 연극기구 고찰>(류진희, ≪중국어문학논집≫ 제59집, 중국어
문학연구회, 2009)의 ‘제2장 궁정 연극기구의 조직과 직무’ 부분을 참고하여 정리
하 다.

 6) 王政堯는 乾隆 연간을 滿洲族 入關 이래 문화 참여에 대한 의식과 열망이 더욱 
강해진 시기라고 평하 다. ≪淸代戱劇文化史略≫,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10쪽.

 7) 켄트 가이 지음, 양휘웅 옮김, ≪四庫全書≫, 서울: 생각의나무, 2009, 71쪽.

 8) 尤侗, ≪西 餘集≫: “순치 15년 41세 때, 나의 ≪독이소≫ 악부를 바쳤는데 황제
께서 거듭 읽고 좋아하여 교방의 내인들을 시켜 관현악으로 만들게 하여 궁중 아
악으로 삼으셨다( 治十五年, 年四十一歲, 有以予讀離騷 府獻 , 上益讀而善之, 

令敎坊內人, 播之管絃, 爲宮中雅 ).” 王芷章 編, ≪淸昇平署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5쪽.

 9) 신지 , <淸代 “昇平署” 檔案에 나타난 宮庭戱 연출상황>, ≪中國文學≫ 제3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181쪽.

10) 咸豊, 同治, 光緖 연간 황제의 스승이었던 翁同龢는 淸代 宮廷 안에서 행해진 承



제1장 서 론

- 3 -

관장하는 掌 司가 공연을 지휘하는가 하면, 역귀를 몰아내고 복을 비는 내

용과 절차가 연출에 삽입되기도 하 다.11) 또한 궁 안에 삼층으로 된 대형 

무대를 만들고, 대규모 무대 연출이 일종의 ‘程式’으로 자리 잡으며, 희곡은 

禮의 일환으로 皇權과 직결된 중요한 文化 勸力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특히 乾隆帝는 청대 宮廷戱의 면모를 확립시킨 황제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기존의 교방사, 南府, 景山과 같은 희곡 담당 기구를 두고도 部라는 

새로운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 관련 업무를 분담시켰다.12) 또한 궁정과 行宮 

안에 三層大戱臺13)들을 완비하 으며, 조정의 詞臣들에게 칙령을 내려 劇本

을 창작하게 하는 등 “淸代 戱劇의 轉變期”14)를 구가하 다고 평가받는다. 

應戱 공연은 모두가 典禮로 중요한 궁정 행사 중 하나 다고 지적하 다.(翁同龢 

著, 陳義杰 整理, ≪翁同龢日記⋅第三冊≫, 北京: 中華書局, 2006, 31433-31444쪽.) 

王芷章은 乾隆帝가 張照를 시켜 희곡을 만들게 하여 궁정에 구비시키고 공연을 
하게 한 것이 희곡을 典禮로 활용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았다.(王芷章, ≪淸昇

平署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58쪽.)

11) 신지 , <乾隆帝가 淸代 內廷演戱 발전에 미친 향>, ≪중국어문학≫ 제50집, 

남중국어문학회, 2007, 42쪽.

12) 淸初 궁정의 연희는 明代의 敎坊司를 그대로 유지하고 女  24명을 충당하여 이
루어졌다. 治 원년에는 여기에 황제를 수행하는 細  太監 18명을 별도로 더 
설치하 다. 순치 8년(1651)에는 다시 성지를 내려 기존의 여악을 폐지하고 모든 
승응은 태감이 담당하도록 바꾼 뒤 태감 수를 48명으로 정하 다. 康熙 연간에는 
새로운 희곡 연출 기관인 南府가 內務府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南府와 景山은 雍
正, 乾隆, 嘉慶을 거쳐 道光 초까지 궁정의 양대 연희 담당 기구 다. 교방사는 
雍正 7년(1729) 和声署로 이름을 바꾼 뒤 외정 조회 연향 음악만을 담당하게 되
었다. 乾隆 연간에는 새로 部를 만들고 화성서를 그 밑에 두고 연희 음악을 담
당하도록 하 다. 또한 본래 官學이던 景山에 南方에서 뽑혀온 실력 있는 예인들
을 머무르게 하면서 경산 역시 희곡 담당 기구로 기능하 다.(王芷章 編, ≪淸昇

平署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4-10쪽.)

이후 道光 초기에는 남부의 인원을 줄이고 경산을 폐지하 으며, 도광 7년(1827)

에는 民籍學生들을 모두 내보낸 뒤 남부를 昇平署로 바꾸고 그 아래에 內學, 中

和 , 掌 司, 錢糧處, 檔案房을 두었다.(류진희의 <청대 궁정의 연극기구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59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과 胡淳艳의 <清宫“西游

戏”的改编 演出-以≪昇平寶筏≫为核心>(≪戱曲藝術≫ 第27卷 第4期, 中國戱曲

學院, 2006 참조.)

13) 청대 궁정에 설치된 삼층대희대는 모두 5개 다. 圓明園 同樂院의 淸音閣, 紫禁

城 寧壽宮 閱是樓 안의 暢音閣, 자금성 壽安宮의 戱樓, 熱河 避暑山莊의 淸音閣, 

頤和園의 德和園으로, 현재는 자금성의 창음각과 이화원의 덕화원 희대 두 개만 
남아있다. 본고 제4장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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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궁정희의 편찬에 관해서는 ≪嘯亭續 ≫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건륭 초기, 순임금께서 다스리시어 해내가 평안하자 장문민에게 명하

여 여러 원본들을 만들어 올리게 하고는 악부에 비치하고 연습을 시켜 

각 절기마다 상시로 공연을 하게 하 다. 그 중에는 ≪굴자경도≫,15) 

≪자안제각≫16)과 같은 고사들이 악보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를 ≪월령승응≫이라 하 다. 내당에 여러 기뻐하고 축하할 일에는 

상서로움을 드러내는 내용을 공연하 는데 이를 ≪법궁아주≫라 하

다. 만수절을 전후해서는 여러 신선들이 축수하고 축하하는 내용 및 어린 

아이와 노인이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는 내용 등을 공연하 는데 이를 

≪구구대경≫이라고 하 다. 또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한 일을 십본

으로 만들어서 이를 ≪권선금과≫라 하고 세모에 공연하 는데 귀신과 

도깨비들이 두루 나오니 역귀를 쫓는 무나 의식을 대신하 다. 당대 현

장법사가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오는 이야기는 ≪승평보벌≫이라 하고 

상원절 전후에 공연하 다. 그 곡문은 모두 장문민이 직접 만든 것들

로, 문채가 유려하고 전고가 풍부하여 매우 뛰어났다. 그 후 장각친왕

에게 촉한삼국지의 옛이야기를 악보로 만들 것을 명하 으니 이를 

≪정치춘추≫라고 하 다. 또한 송 정화 연간 양산의 도적 및 송금의 

전쟁, 휘종과 흠종의 북벌에 관한 내용도 악보로 만들었는데 ≪충의선

도≫라고 불 다.17) 

14)僶勉出版社 編, ≪中國戱劇發展史≫, 臺南: 僶勉出版社, 中華民國 64(1975). 

第8章 <淸代戱劇的轉變> 참조.

15) 楚나라 애국 시인 屈原을 기려 단오에 競舟하는 풍속을 극화한 작품이다.

16) 王子安, 즉 初唐 시인 王勃이 重陽節 滕王閣에 올라 ≪滕王閣序≫를 지은 일을 
극화한 작품이다.

17) “乾隆初, 純皇帝以海內昇平, 命張文敏製諸院本進呈, 以備 部演習, 凡各節令皆奏

演. 其時典故如≪屈子競渡≫, ≪子安題閣≫諸事, 無不譜入, 之≪月令承應≫. 其

於內庭諸喜慶事, 奏演祥徵瑞應 , 之≪法宮雅奏≫. 其於萬壽令節前後奏演群仙

神道添籌錫禧, 以及黃童白叟含哺鼓腹 , 之≪九九大慶≫. 又演目犍連 救母

事, 析爲十本, 之≪勸善金科≫, 於歲暮奏之, 以其鬼魅雜出, 以代古人儺祓之意. 

演唐玄奘西域取經事, 之≪昇平寶筏≫, 於上元前後日奏之. 其曲文皆文敏親製, 

詞藻奇麗, 引用內典經卷, 大爲超妙. 其後又命莊恪親王譜蜀、漢三國志典故, 之

≪鼎峙春秋≫. 又譜宋政和間梁山諸盜及宋、金交兵, 徽、欽北狩諸事, 之≪忠義

璇圖≫.” 昭槤 撰, ≪嘯亭續  卷一⋅大戱節戱≫, 北京: 中華書局, 2006, 377-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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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궁정희 편찬에 관련된 요지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륭 시기부터 황제의 勅令에 의하여 대대적인 劇本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 둘째, 극본의 개편 작업은 장문민,18) 장각친왕19) 등

과 같은 조정 주요 관리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셋째, 건륭 시기 악부라

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이곳에서 궁정희 작품들을 관장하여 예인들을 

훈련시키고 공연을 담당하 다. 넷째, 황실 기념일의 성격에 따른 공연 시기

가 명확히 범주화되었으며, 각 시기에 공연되는 작품들이 세분화되었다. 이

는 크게 세 가지 층차로 나뉘어 元旦에서부터 除夜까지의 주요 節日에 속하

는 극목은 ≪月令承應≫, 皇帝와 皇太后 등의 생일과 관련된 극목은 ≪九九

大慶≫, 황실의 婚禮나 황족 탄생 등의 경사에 행해진 극목은 ≪法宮雅奏≫
라는 명칭으로 재편되었다. 다섯째, 기존에 이미 說과 희곡을 통하여 인지

도가 확보된 ‘目連 故事’, ‘西遊 故事’, ‘三國 故事’, ‘水滸 故事’를 개편하여 

10本(매본 24齣, 총 240齣)으로 구성된 장편의 連臺本戱가 만들어졌다. ≪勸

善金科≫와 ≪昇平寶筏≫은 장문민이, ≪鼎峙春秋≫와 ≪忠義璇圖≫는 장각

친왕이 작업하 으며, 의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우 특정 절기에 공연하 다.

이렇듯 궁정희의 탄생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건륭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 희곡 관련 부서를 새로 증설하여 희곡을 편찬하고 공연을 활성화시

켰으며, 궁정과 행궁 내 삼층대희대를 증축하여 공연 공간을 확대하 다.20) 

건륭제의 이러한 행보는 표면적으로 보면 희곡에 대한 전폭적이고 무조건적

인 후원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희곡 활동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

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궁정희의 기획과 편찬이 당시 刑部上書 던 

장문민과 같은 대신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완성된 작품들은 여러 차례의 

18) 이름은 张照(1691-1745)이다. 乾隆 연간에 刑部尚书를 지내며 部의 관직을 겸
하여 궁정희 편찬을 주도하 다. 본고 제2장 제3절에서 다루고 있다.

19) 爱新觉罗⋅允祿으로, 康熙帝의 열여섯 째 아들이다. 乾隆 연간 部의 업무를 총
괄하며 궁정희 편찬에 참여하 다. 본고 제2장 제3절에서 다루고 있다. 

20) 신지 은 乾隆 연간 탄탄한 재정과 안정된 국정 운 으로 궁정 내 희대 건축, 戱

班 양성, 희곡 편찬 등이 動因이 되어 淸代 內廷演戱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고 분석하 다. <乾隆帝가 淸代 內廷演戱 발전에 미친 향>

(≪중국어문학≫ 제50집, 남중국어문학회,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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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을 통과해야만 했다. 실제로 건륭제는 희곡이 가지는 사회적 향력에 

크게 주의를 기울 다.21) 軍機處, 禮部, 翰林院과 같은 기관들에서 작품의 정

치적 성향을 선별하도록 하 으며, 희곡 내용과 공연을 규제하는 법령을 발

포하는 등 희곡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기도 하 다. 

전에 각 성의 관리들에게 불온한 단어나 구절을 담은 서적들을 샅샅

이 찾아내어 수도로 보내 파기하라고 명을 내린 바 있었다. 현재 여러 

총독과 순무들이 계속해서 제출한 책의 수는 참으로 많다. 그래서 연극

의 대본에도 불온한 구절이 없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말과 

현 왕조 초의 사건을 묘사하는 작품들의 경우에 현 왕조와 관련된 단

어나 구절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남송과 금의 일을 다룬 

사곡 중에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극본들은 종종 연출이 너무 과장되어 

진실이 왜곡된 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다. 유전된 지 오래라 무식한 무

리들은 혹 극본의 내용을 진짜로 여길 수 있으니 특히 관련이 있는 것

들은 또한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22)

이렇듯 청대 궁정희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 통치자의 감독 하에 엄격한 기

준과 규제를 만족시키는 철저한 御用 문학이었다.23) 통치자의 주도 하에 이

루어진 문예 활동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궁정희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나 문제의식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필자는 궁정희에 반

되어 있는 ‘통치자의 의도성’이라는 측면에서 궁정희를 구성하는 기제와 

내재된 의미에 좀 더 주목해보고자 하 다. 

21) 켄트 가이 지음, 양휘웅 옮김, ≪四庫全書≫, 서울: 생각의나무, 2009, 71쪽. 

22) “前令各省 違礙字句書籍, 實力査繳, 解京銷燬. 現據各督撫等, 陸續解到 甚多. 

因思演戱曲本內, 亦未必無違礙之處: 如明季國初之事, 有關涉本朝字句, 自當一體

飭査; 至南宋 金朝關涉詞曲, 外間劇本, 往往有扮演過當, 以致失實 . 流傳久遠, 

無識之徒, 或至轉以劇本爲眞, 殊有關係, 亦當一體飭査.” 켄트 가이 지음, 양휘웅 
옮김, ≪四庫全書≫, 서울: 생각의나무, 2009, 312쪽 재인용.

23) 중국의 저명 음악 학자 楊陰瀏는 乾隆시기 극본 편찬은 淸 정부에서 관료들에게 
극본 창작 명령을 내려 통치자를 받들고, 통치 사상을 선양하는 극본을 쓰도록 
명한 것이었다고 설명하 다. 양음류 지음, 이창숙 옮김, ≪중국고대음악사고 하․
명청대≫, 서울: 소명출판, 2007,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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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엄격한 文字獄의 범주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희곡이 이미 ‘文’의 

역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주제와 사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었음을 보여준다.24) 또한 이러한 효용을 염두에 둔 통치자들에게 희곡은 이

미 하나의 권력 기제로, 궁정희는 황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구체

적이고 가시적인 상징물로 치환 가능하 다.25)

그 중 필자가 주목한 ≪천향경절≫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 궁정희 극목들 

가운데에서도 차별성을 갖는 작품으로, 궁정희의 특징과 성향을 압축하여 담

아내고 있는 대표적 표본이 될 수 있다. 

≪천향경절≫은 가을을 대표하는 中秋節 月令承應戱이자 황제와 皇太后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慶典승응희26)로서 절기를 풍성하게 만들고,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목적 하에 中秋와 初冬 시기에 주로 공연되었다. 

또한 보통의 승응희들이 1-2齣의 짤막한 편폭이었던 데 반하여 ≪천향경

절≫은 총 16齣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삼층대희대에서의 공연을 전제로 한 

大戱 다.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도 월령승응희 대부분이 절기를 대표하는 역

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기존의 고사를 개편한 것과 달리 ≪천향경

절≫은 해와 달이라는 신화적 모티프를 이야기의 소재로 차용하고, 邊方인 

緬甸國27)과 暹羅國28)이라는 異國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기존에 존재하

24) 청대의 학술 활동은 공공의 목적과 정치적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청의 황제
들은 지식인들의 정치 활동에는 제약을 둔 반면 저술 활동은 장려하여 청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출판 사업이 황실에 의하여 완수되었다. 벤저민 엘먼 지음, 양휘웅 
옮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서울: 예문서원, 2008, 70-75쪽 참조.

25) 淸代에는 합법적 권위를 가진 皇權이 유일한 권력이었다. 켄트 가이 지음, 양휘웅 
옮김, ≪四庫全書≫, 서울: 생각의나무, 2009, 130-131쪽.

26) 특히 황제의 萬壽節은 淸代 典禮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元旦, 冬至와 함께 
3대 節日에 속하 다. 乾隆帝의 만수절은 중추절 이틀 전인 음력 8월 13일로, 

음력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大戱를 공연하 다. 王芷章, ≪淸昇平署

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21쪽.

27) 면전국은 현재의 미얀마(Myanmar)를 지칭한다. 미얀마는 중국의 운남 지역을 
통하여 중국 대륙에 연결되는 육상 교역로 상에 위치해있는 이점을 이용하여 
중국과 오랜 기간 접촉하던 나라 다. 중국이 최초로 조공국으로서 미얀마를 인
정했던 때는 12세기 초로, 明 초기부터 선위사를 설치하며 일반 조공국에서 지위가 
상향 조정되었고, 이후 3년을 주기로 하는 조공 관계를 맺게 되었다. 권선홍․황귀연․
김홍구․박장식․우덕찬 공저,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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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던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玉兎’를 중심으로 한 줄거리 및 공연 시작 전 행해지던 ‘달’을 향한 제사 의

식은 절기를 기념하기 위한 ≪천향경절≫의 禮性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으로, 당시 궁정희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다

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희곡 연구자들은 ≪천향경절≫이 청대 궁정에서 만수절과 중추절이라는 

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공연되던 비중 있는 작품이었다는 사실은 주지

를 하면서도29) 궁정희로서의 어용적 속성으로 일반화시키는 등,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청대에 공연되던 궁정희 작품이 200종30)이 

출판부, 1999 참조.

28) 섬라국은 현재의 태국(Thailand)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보통 무역적 이해관계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태국이 무역상 유리한 지정학정 위치를 이용하여 중국과
의 조공 관계를 통해 최대한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 기 때문으로 파
악된다. 明代에 잠시 주춤하던 태국과 중국의 조공 관계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다시 활발해져 태국은 평균 2-3년에 한 번씩 청에 조공사절단을 파견하 다. 조
흥국, <1910년 以前 태국 화인(華人) 사회 연구>, ≪民族과 文化≫ 제7집, 한양대
학교 민족학연구소, 1998, 315-321쪽 참조.

29) 傅惜華는 ≪天香慶節≫이 淸代 內廷에서 중추절에 공연되던 承應大戱이자 ≪九

九大慶≫의 한 종류로, 乾隆 연간 張文敏이 칙령을 받들어 편찬한 작품이라고 명
시하 고(<淸宮承應 梨園所演之≪天香慶節≫>, ≪傅惜華戱曲論叢≫, 北京: 文

化藝術出版社, 2007, 140쪽.), 薛晓金은 ≪天香慶節≫을 궁정에서 며칠에 걸쳐 공
연되던 观赏戏로 분류하 다. (<清宫演剧中的节令戏>, ≪戏曲艺术≫ 第36卷 第1

期, 中国戏曲学院, 2015, 66쪽.) 楊連啓도 ≪天香慶節≫은 실제 ≪九九大慶≫의 
극목 중 하나 으며, 乾隆帝 때부터 光緖帝 때까지 중추절에도 반드시 공연되는 
극목이었다고 하 다.(楊連啓 著, ≪淸末宮廷承應戱≫, 北京: 中國戱劇出版社, 

2012, 68쪽.)

30) 淸代 宮廷에서는 元旦부터 除夜까지 歲時 禮에 따라 공연한 月令承應戱 목록은 
200종 정도 으며, 이 중 현재까지 전하는 것은 90여 종이다. 임미주, <세시 명절을 
통해 본 중국희곡 - 잡지 ≪立 畫刊≫ 속 應節戲 자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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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이미 판본이 확정되고 연구가 집적된 內廷大

戱(連臺本戱) 관련 연구가 궁정희 ‘텍스트(text)’ 연구의 주류 던 데 기인한 

것이다. 이는 다시 텍스트 자체의 접근성과도 관계된다. 淸末 궁정희 극본들

이 민간으로 대거 유출된 이후 오랜 기간 이들의 실태 파악자체가 어려웠으

며,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치며 2000년대 초반 影印本 출간 이후에야 비로소 

일부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31)

현재까지 ≪천향경절≫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이창숙의 <≪天香

慶節≫ 簡論>과 磯部祐子의 <清代宫廷戏曲≪天香庆节≫ 述>,32) 졸고 <淸代

宮廷戲≪天香慶節≫的演出技法和意義>33) 세 편에 불과하다. 이창숙은 중국

국가도서관과 북경수도도서관에 소장된 ≪천향경절≫ 판본들의 특징을 세부

적으로 고찰하 다. 나아가 판본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작품의 내용을 살피

고 구체적인 獻演 대상을 추정하는 등 ≪천향경절≫ 연구의 초석을 다져주

었다. ≪천향경절≫의 판본과 주제에 관한 첫 번째 연구 다는 점에서 이창

숙의 논문은 참신한 시도 으나 ≪천향경절≫에 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소

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텍스트의 분석이나 궁정희적 특성에 관한 논의까지는 

31) 현재까지 출판된 궁정희 작품 관련 인본 서적은 다음과 같다.

① 首都圖書館編輯, ≪明淸抄本孤本戱曲叢刊≫, 北京: 線裝書局, 1996.

②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海口: 海南出版社, 2001.

③ 黄寬重⋅李孝悌⋅吳政上 主編, ≪俗文學叢刊≫,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 研

究所 新文豐出版, 民國90(2001).

④ 吳書蔭 主編,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北京: 學苑出版社, 2004.

궁정희 관련 檔案 기록을 수록한 단행본 서적은 다음과 같다.

① 丁汝芹, ≪淸代內廷演戱史話≫, 北京: 紫禁城出版社, 1999.

② 王芷章 編, ≪淸昇平署志略⋅上下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③ 朱家溍⋅丁汝芹 著, ≪淸代內廷演劇始末 ≫, 北京: 中國書店, 2007.

④ 張聊公 著, ≪民國京昆史料叢書 第二輯≫, 北京: 學苑出版社, 2008.

⑤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 北京: 學苑出版社, 2009.

⑥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 北京: 中華書局, 

2011.

32) 磯部祐子, <清代宫廷戏曲≪天香庆节≫ 述>, ≪文学遗产≫ 2014年 第4期, 中国社

会科学院文学研究所, 2014.

33) 이현정, <淸代宮廷戲≪天香慶節≫的演出技法和意義>, ≪中國文學≫ 제82집, 한국
중국어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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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못하 다.

2014년에 발표된 磯部祐子의 연구 역시 崑曲本과 京劇本의 판본 비교, 경

극본으로의 개편과 전승 양상을 아우르는 ≪천향경절≫에 대한 전반적인 역

사와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그는 청 이후의 궁정희 계승에 대한 자료들을 

덧붙임으로써 이창숙의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보를 제공하 다. 하지

만 저본 설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34) ≪천향경절≫에 관한 

전반적인 개술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대만에서 나온 黃雍婷의 <淸代宮廷中秋承應戱曲硏究>(國立成功大學 碩士

學位論文, 2010)는 기존 청대 궁정희 연구에서 범위를 좁혀 중추절에 주로 

공연되었던 4종의 작품 중 ≪천향경절≫에 관한 면모를 일부 다루고 있어 주

목할 만하다. 줄거리와 특징 고찰이 표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 으

며 역시 작품에 대한 분석은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전승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여 본고에서 힘입은 바가 크다. 최근 소개된 임미주의 <세시 

명절을 통해 본 중국희곡 - 잡지 ≪立 畫刊≫ 속 應節戲 자료를 중심으

로>35)에서도 궁정희 ≪천향경절≫이 民國 시기에 개편, 공연되었던 기사를 

소개하고 있어 ≪천향경절≫의 민간전승에 관한 부분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20여 년 가까이 축적된 국내의 청대 궁정희에 관한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이에 관한 학위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청대 궁정의 연

극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술은 어느 정도 완성된 반면,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소개 수준의 소논문 몇 편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는 근 10년 이래 중

국과 대만에서 개별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

하면 차이가 크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연구 성과들 역시도 여전히 연대본희 

위주의 연구로 점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타 궁정희 작품들의 발

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청대 궁정희 관련 연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단편 논문

34) 본고 제2장 제1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5) 임미주,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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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미 축적된 양이 상당하며 궁정 희대, 연극 기구, 건륭의 업적, 장조 연

구 등 궁정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측면으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36) 인본들의 본격적인 출간과 함께 궁정희 연구는 청대의 연극 기구나 

戱臺 등에 관한 연극사적 고찰에서부터 심미성이나 시대적 특징 등에 관한 

문학 내부적 연구로까지 주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무대의 설계와 고증에 관

련한 건축학적 연구까지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학위논문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하 다. 학위논

문의 경향을 보면 최근 텍스트 관련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대부

분 ≪昭代箫韶≫, ≪鼎峙春秋≫ 등과 같은 연대본희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37) 이들은 원형 고사의 개편 양상, 판본 비교, 각색⋅인물⋅줄거리 분

석, 무대 연출 양상 등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 사상을 분석하는 구조로 기술

되는 경우가 많다. <张照年谱>(梁骥, 吉林大学 碩士學位論文, 2007)에서는 조

대별로 장조의 생애와 업적을 세분하여 다루고 있어 궁정희 편찬 시기를 추

정하는 데 단서가 되었다. 

국내 연구자들의 궁정희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신지

은 北京에서 昇平署 檔案을 직접 접하고 궁정희의 면모를 파악, 연출 상황

36) 孟燕寧, <张照 乾隆朝宫廷戲曲>, ≪紫禁城≫, 1994年 第4期.

梁继, <张照 乾隆关系 述-以书法为视角>, ≪学术交流≫, 2008年 第8期.

曹娟, <清代昇平署戏曲>, ≪中华文化画报≫, 2006年 第2期.

温显贵, <清代宫廷戏曲的发展 承应演出>, ≪雲南艺术学院学报≫, 2006年 第1期.

幺书仪, <乾隆皇帝 戏曲>, ≪紫禁城≫, 2005年 第6期.

幺书仪, <晚清宫廷演剧的变革>, ≪文学遗产≫, 2001年 第5期.

罗燕, <试析清宫承应戏表演中的仪式性特点>, ≪文化遗产≫, 2010年 第4期.

俞健, <清宫大戏台 舞台技术>, ≪艺术科技≫, 1999年 第2期.

37) 柳珍姬, <≪鼎峙春秋≫ 關公造型之硏究>, 國立政治大學 博士學位論文, 2004.

王鹏龙, <雁北明清剧场及其演剧研究>, 山西师范大学 博士學位論文, 2012.

郝成文, <≪昭代箫韶≫研究>, 山西师范大学 博士學位論文, 2012.

周豊, <历史衍变下的清宫大戏臺>, 上海戏剧学院 碩士學位論文, 2007.

肖岸芬, <清代宫廷戏剧研究综述>, 廣州大学 碩士學位論文, 2007.

郝成文, <杨家 戏曲暨≪昭代箫韶≫研究>, 山西师范大学 碩士學位論文, 2009.

潘琰佩, <从三国戏到≪鼎峙春秋≫关羽形象的演变研究>, 河南大学 碩士學位論文, 2011.

康 芬, <论清代宫廷大戏≪忠义璇图≫>, 福建师范大学 碩士學位論文, 2012.

贺留勝, <清代宫廷大戏≪升平寶筏≫研究>, 安庆师范学院 碩士學位論文, 2013.

冯碧雲, <≪清宫升平署档案集成⋅咸豊朝≫演剧研究>, 山西师范大学 碩士學位論文, 2014.



淸代 宮廷大戱 ≪天香慶節≫ 硏究

- 12 -

을 소개하여38) 국내 학계에 궁정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후 건륭제

가 편찬을 명했던 절희 및 연대본희 작품들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청대 궁정

희의 확립과 건륭제의 향 관계를 살폈다.39) 특히 <淸代 月令承應戱의 歲時

禮性>40) 연구에서 월령희 행사가 제사와 연극이 결합한 제사 연극의 또 

다른 모형이자 왕실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으로서의 의례 다는 주장은 전

통적인 宮儺 이외에 궁정희를 式性과 연결시킨 새로운 시도로, 필자가 논

지로 삼고 있는 궁정희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

제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연행사와 연행록을 통한 조선 使臣들의 중국 희곡 관

람 기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창숙은 <조선 연행사가 본 淸代 戱衣의 문

화사적 의미>,41) <특집: 燕行의 문화사; 燕行 에 실린 중국 演戱와 그에 대

한 조선인의 인식>42) 등 연행록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 청대 희곡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中國國家圖書館과 北京首都圖書館 善本

室에 소장된 궁정희 대본 ≪節節好音≫43)과 ≪천향경절≫44)에 관한 번역과 

판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궁정희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

히 <淸宮 三層大戱臺의 함의>45)를 통하여 청대 삼층대희대의 규모와 연행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궁정희 연구에 있어 논의의 폭을 넓혀주었다.

청대 궁정희 중 ≪鼎峙春秋≫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류진희는 2004년 

38) 신지 , <淸代 ‘昇平署’ 檔案에 나타난 宮庭戱 연출상황>, ≪中國文學≫ 제3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39) 신지 의 연구 성과로 <淸代 宮庭의 月令承應戱 硏究>(≪中國文學≫ 제39집, 한
국중국어문학회, 2003.), <乾隆帝가 淸代 內廷演戱 발전에 미친 향>(≪중국어
문학≫ 제50집, 남중국어문학회, 2007.) 등이 있다. 

40) 신지 , <淸代 月令承應戱의 歲時 禮性>, ≪中國語文學誌≫ 제45집, 중국어문학회, 

2013.

41) 이창숙, <조선 연행사가 본 淸代 戱衣의 문화사적 의미>, ≪중국희곡≫ 제9집, 한국
중국희곡학회, 2004.

42) 이창숙, <특집: 燕行의 문화사; 燕行 에 실린 중국 演戱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한국실학연구≫ 제20집, 한국실학학회, 2010.

43) 이창숙, <마디마디 좋은 소리 - 節節好音>, ≪문헌과 해석≫, 문헌과해석사, 2009.

44) 이창숙, <≪天香慶節≫ 簡論>, ≪中國文學≫ 제6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45) 이창숙, <淸宮 三層大戱臺의 함의>, ≪2013年度 韓國中語中文學  聯合國際學術

大  ‘중어중문학 연구와 사회의 소통’ 논문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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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춘추≫의 關公 형상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청대 궁

정의 연극기구 고찰>,46) <서태후시기 궁정의 연극 공연환경>47) 등 청대의 연

극 환경과 궁정의 공연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청대 궁정 연

극에서 시기를 거슬러 당, 송, 원, 명의 궁정 연극 기구와 공연 상황48) 등에 

대한 내용까지 연구의 폭을 넓힘으로써 중국의 궁정 연극 발전에 대한 통시

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아울러주었다. 

최근의 연구로는 이정재의 <淸代 宮廷演劇의 公演 樣相과 文獻 現況>49)을 

주목할 만한데, 청대 연극 기구와 유전하는 궁정희 문헌에 관한 유래와 실태

를 면 하게 정리해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궁정희 연구 중 난제로 남아있던 극본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해보고자 하

는 시도 다는 점에서 가치와 성과가 크다. 

궁정희 분야의 신진 연구자인 임미주는 청대 궁정희 중 특히 월령승응희

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세시 명절을 통해 본 중국

희곡 - 잡지 ≪立 畫刊≫ 속 應節戲 자료를 중심으로>50)라는 논문을 통하여 

절기 연극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 다. 항전시기 희곡전문 잡지인 ≪立 畵

刊≫ 속에 수록된 33期의 응절희 기사를 대상으로 민간의 경극 응절희에 대

해 면 히 분석하고, 궁정희와의 연관 관계를 살핌으로써 민국 시기 궁정희

의 전승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 다.

46) 류진희, <청대 궁정의 연극기구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59집, 중국어문학
연구소, 2009.

47) 류진희, <서태후시기 궁정의 연극 공연환경>, ≪중국어문학논집≫ 제68집, 중국
어문학연구소, 2011.

48) 류진희의 단편 논문으로 <唐代 궁정의 아악과 연악기관의 발전>(≪중국어문학논
집≫ 제43집, 중국어문학연구소, 2007.), <송대 敎坊의 조직과 직무 변화 고찰>

(≪中央史論≫ 제40집, 중앙사학연구회, 2014.), <원대 궁정연희기구 고찰>(≪中

央史論≫ 제42집, 중앙사학연구회, 2015.), <명대 궁정의 연극기구 고찰>(≪중국
어문학논집≫ 제52집, 중국어문학연구소, 2008.) 등이 있다.

49) 이정재, <淸代 宮廷演劇의 公演 樣相과 文獻 現況>, ≪中國文學≫ 제86집, 한국
중국어문학회, 2016.

50) 임미주, <세시 명절을 통해 본 중국희곡 - 잡지 ≪立 畫刊≫속 應節戲 자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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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먼저 ≪천향경절≫ 판본들에 대한 

면 한 고찰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천향경절≫을 구성하는 내부 기제들을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 분석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을 구성하

는 신화적 요소들과 禮51)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천향경절≫이 궁정

희로서 가지는 극적 의미와 위치를 규명할 것이다. 본 작업을 통하여 청대 

궁정 연극의 실제를 고찰함과 동시에 중국 공연사에서 청대 궁정희가 갖는 

위치까지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초보적이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궁정희 연극의 성격과 의미

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滿洲族의 지배

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과 맞물려 의례와 의식을 주관하고 구현하는 양식으

로 활용되었던 희곡이 어떠한 사회적 기제 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연 예술 분야의 무대 건축 및 무대 연

출 연구자들에게 청대 중국의 공연 양상을 소개함으로써 좁게는 동아시아, 

넓게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궁정 공연 건축, 궁정 무대 연출과의 비교 연구

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한 부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청 조정은 문인들의 詩文을 비롯하여 일반 백성들 사이의 “자질구레한 이

야기( 道消息)”52)들까지도 통제하며 여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확대하

다. 실제로 희곡의 편찬과 연출 역시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었으며,53) 

51) 신지 은 <淸代 月令承應戱의 歲時 禮性>에서 ‘세시의례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궁정의 월령승응희를 辟邪와 祈福이라는 종교적 제의와 관련된 宮儺로 파악하
다. 필자는 월령승응희가 규칙적으로 절기마다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세시성’을, 

궁정의 축제와 관련된 典禮라는 관점에서 종교성보다는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의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신지 , <淸代 月令承應戱의 歲時 禮性>, 

≪中國語文學誌≫ 제45집, 중국어문학회, 2013, 303-307쪽 참조.

52) 필립 쿤 지음, 이 옥 옮김, ≪ 혼을 훔치는 사람들≫, 서울: 책과 함께, 2004, 65쪽.

53) 콜린 맥커라스는 궁정의 극본 개작과 검열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황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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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백성들의 생각과 그들 간의 정보 공유까지도 국가의 규제 하에 

두고자 하 다.54) 이러한 상황에서 궁 안에는 삼층으로 된 대규모 무대를 설

립하고, 칙령을 내려 조정의 詞臣들에게 대량의 극본을 만들게 한 이유는 무

엇이었을까? 또한 궁정의 모든 기념일마다 크고 작은 무대를 활용하여 극을 

공연하며 1년 사시사철 희곡을 활성화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학 양식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떼어낼 수 없는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

기 때문에 문학예술도 일종의 사회적 제도로 볼 수 있다.55) 그러나 문학은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꿈이 본질인 까닭에 사회 속에 위치하면서도 사회 밖

을 꿈꾸며, 그것을 통하여 사회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보여주는 것을 근본 속

성으로 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즉 사회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공식적 언어 

체계로도 표현되지 못하거나 표현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의사소

통의 기반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상상의 산물이다.56) 따라서 문학 텍스트는 

사회 속에 처한 집단적 상상력의 한 특성을 대변하는 인물인 작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형상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희곡 텍스트에는 연행의 기초를 이루는 讀本으로서의 ‘이야기’와 현

장에서 재현되는 공감각적 작품으로서의 ‘공연물’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결

합되어 있다. 문자와 구비 연행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발전하는 만큼 희곡 

텍스트는 共時性과 通時性을 모두 갖추게 되며 이는 청대를 관통하는 통치 

계층의 희곡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이를 추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가

시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크게 판본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대본 텍스트에 대한 

비위에 거슬릴 만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훈성을 강조한 작업으
로, 청대의 황제들이 희곡을 자신들의 유가적인 정치적, 사회적 관습에 필요한 
무기로 간주하 다고 분석하 다. 콜린 맥커라스 지음, 김장환⋅하경심⋅김성동 
옮김, ≪중국희곡사≫, 서울: 학고방, 1995, 119쪽.

54) 청대 문자옥은 康熙, 雍正, 乾隆 세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100여 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사형된 사람만도 200명이 넘었다. 中華書局編輯部, ≪古代著名事件≫, 

北京: 中華書局, 1996, 366쪽.

55) Laurenson, Diana T / Swingewood, Alan 공저, 정혜선 역, ≪文學의 社 學≫, 서울: 

한길사, 1986 참조.

56) 이인성, ≪축제를 향한 희극≫,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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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석, 그리고 실제 공연 모습의 재구성을 통하여 ≪천향경절≫의 형식

과 주제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속성을 파악해보고자 하 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필사와 인을 거치며 현재 남아 전하는 ≪천향경절≫ 
판본들의 전체적인 면모를 검토하고, 이들 간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각각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천향경절≫에는 작자나 편찬 시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판본들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 

때문에 청대 궁정에서 사용된 음악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본들을 크게 崑弋

本과 皮簧本 계통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내용과 체제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고자 하 다. 

제3장에서는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의 형상과 갈등 양상을 분석한다. ≪천향

경절≫은 천계 소속의 월궁 玉兎와 일궁 金烏, 인계 소속 赤兎 사이의 삼각

관계를 통하여 남녀 사이의 원초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57) 이

는 明淸 시기의 才子佳人劇의 모습과 유사하나 동시에 욕망의 주체들이 인

간이 아니라 중국의 神話傳說에서 온 해와 달, 토끼와 까마귀라는 상징적인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재자가인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다.58) 즉 ≪천향경절≫은 인간의 삶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모방하여 五慾

七情을 해소한다는 희곡의 원초적 지향59)에서 끝나지 않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서사를 지향한다. 남녀 주인공에 해당하는 옥토, 금오, 적토는 

결국 어느 누구도 團圓을 맺지 못하고 끝이 남으로써 悲劇的인 면모를 보인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극은 천상의 중재로 인해 각각 제자리를 찾아가 사

회와 우주 전체의 질서가 회복되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를 이룬다는 점

에서 한 차원 높은 대단원으로 승화된다. 

또한 인물과 더불어 ≪천향경절≫ 전개의 또 하나의 중심축인 공간의 문

57) 이창숙, <≪天香慶節≫ 簡論>, ≪中國文學≫ 제6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25쪽.

58) 신화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사유(primary thought)로, 신화에 대한 해석은 
표면상의 서술 밑에 깊숙이 숨어 있는 속마음을 읽어내는 일이다. 김재용⋅이종주 
공저, ≪왜 우리 신화인가-동북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과 우리 신화≫,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1999, 19쪽. 

59) 이명우, ≪희곡의 이해≫, 서울: 박이정, 1999, 7-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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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주목하여 갈등 양상을 구조화시키고, 내재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천향경절≫은 각각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단편적 이야기들의 결

합이 아니라, 인물들 간의 갈등이 변방의 두 나라로 전이되어 결국은 극중의 

모든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총체성을 보여준다. 갈등의 선후에 

모두 朝貢禮를 배치함으로써 천자로서의 ‘황제’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천향경절≫이 표방하는 “질서의 회복”이라는 대명제는 결국 해

와 달, 양과 음, 남과 여의 혼란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만주족과 한족, 중국

과 주변부의 대통합이라는 대내외적 통치 이념을 대변하며, 이를 통해 ‘中

華’60)를 표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의 실제 양상을 

분석하고 등장인물 및 투입 물량의 대량화, 무대연출 및 특수효과의 다양화 

등을 근거로 ≪천향경절≫이 갖는 공연 문화적인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삼층의 대규모 공연 공간의 출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안에

서 이루어진 연출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한 연출이 내포하는 함의를 규

명하는 작업이 주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천향경절≫의 무대연출에

서 보이는 여러 특징들을 ‘規範化’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청대에 

삼층대희대라는 고정된 무대 공간이 생겨나며 그 안에서 의례를 목적으로 

전에 없이 대규모 무대 연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함이다. 황제

60) 중국 역사상 어느 왕조, 어느 종족이 大統을 쟁취했는가를 불문하고 제왕의 자리
에 오른 초창기에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바로 어떻게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
하느냐의 문제 다. ‘정통성’의 핵심 내용은 ‘大一統’, ‘禮 의 제정’, ‘중국과 오
랑캐의 정리’ 다. ‘정통’은 ‘居正(도덕적 정당성)’과 ‘一統(광대한 토의 보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청조는 단순히 종족 혈연의 계승이 아
니라 토를 차지한 뒤 원래 있던 정통의 끈을 계승하는 것을 요지로 삼고자 하
다. 이는 청나라가 ‘중국’의 맥락에서 자신들이 어떤 지위에 처하는지에 큰 관

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
음을 반증한다. ‘華夷’의 개념이 중국이나 한족들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끊임
없이 이동하는 상태에 있음에 근거하여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지역이나 
민족도 모두 적합한 조건을 지니기만 하면 ‘華’가 될 수 있다는 관념과 해석을 
적용하 다. 즉 청조 스스로 자신들을 ‘화’로 인식하 으며, 이전 왕조들과의 계
승 관계 내에서 왕조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 다. 양녠췬 지음, 명청
문화연구회 옮김, ≪강남은 어디인가≫, 파주: 글항아리, 2015, 18-24쪽, 479-5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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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되는 ≪천향경절≫의 이야기성은 다시 완벽한 무대를 통한 대규모 

연출로 가시화되었고, 이는 당시 황실의 막대한 재력과 황제의 권위를 드러

내는 장치 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의미화 작업을 바탕으로 청조 멸망 후 궁

정희로서의 ≪천향경절≫이 이후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민간으로 계승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궁정희가 어떤 식으로 민간희로 개편되고 공연 되었는

지 민국시기 ≪천향경절≫의 실제 전승 양상을 짚어본다. 또한 ≪천향경절≫
이 이후 비슷한 성격의 월령희들에 미친 향력을 살펴보고, 궁정희가 근대

물로 이양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극본이 전승, 변이 혹은 단절되었던 원인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통극의 현대화에 대한 의미까지 다루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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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天香慶節≫ 판본 및 특징

제1절 현존 판본 검토

≪천향경절≫의 내용과 판본에 관한 초보적인 정보는 ≪古本戱曲劇目提要≫ 
<中秋慶節> 부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편찬자의 이름이 없다. ≪구구대경≫ 중 한 작품으로 개편을 거쳐 

≪천향경절≫이라 이름 붙 다. 청인희곡서적 중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곡록≫은 청대 소련의 ≪소정잡록≫에 의거하여 쓴 것이다. 

…… 이 극의 현존 판본은 중국예술연구원 희곡연구소 소장 내부구초

본, 승평서존고본, 북경도서관 소장 청초본이 있다.61)

필자가 현재까지 발견하고 수집한 ≪천향경절≫의 판본은 中國國家圖書館

과 北京首都圖書館 소장본인 필사본 完帙 3종과 殘卷 7종, 그리고 曲譜와 提

綱을 포함한 影印本 14종까지 총 24종이다.62) 여기에 2006년 처음 공개되어 

傅學斌이 감정을 했던 민간 소장 京劇本 1종63)까지 더하면 총 25종의 판본이 

61) “無名氏撰. ≪九九大慶≫之一種. 經改編, 名爲≪天香慶節≫. 淸人戱曲書 未見著

, ≪曲 ≫據昭槤≪嘯亭雜 ≫著 . …… 此劇現存版本有中國藝術硏究院戱曲硏

究所所藏內府 抄本, 昇平署存庫本, 北圖藏淸鈔本.” 李修生 主編, ≪古本戱曲劇

目提要≫,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786쪽. 

62) ≪古本戱曲劇目提要≫에서 언급한 북경도서관 소장 청초본은 바로 중국국가도
서관 소장본(이하 崑弋國圖本)인 것으로 확인되나, ‘중국예술연구원 소장본’과 
‘승평서존고본’은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필자가 수집한 판본 중 어떤 판
본과 일치하는지 알아내지 못하 다.

63) “작년에 공예 미술의 대가이신 백대성 선생께서 추천을 하여 필자는 CCTV ≪감
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던 ≪천향경절≫ 초본에 대한 
논평을 하게 되었다. 민간 소장본은 상하 두 권으로 행서와 해서로 베껴 쓴 총강
이었다. 행 간격과 표점이 없고, 장의 차례로 단락을 나누어 총 34장이었다. 그 
안에는 각색의 상장, 하장, 빈백, 창사에서부터 탁자와 의자의 배치 및 철거, 체
말의 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전문 배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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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존 ≪천향경절≫ 판본은 모두 필사본이다. 완질 3종은 사용된 음악의 종

류와 分齣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南北曲

曲牌를 사용하고 16齣으로 구성된 판본이 있다. 이는 중국국가도서관과 북경

수도도서관에 각각 1종씩 소장되어 있는데, 중국국가도서관에서는 마이크로

필름본만 제공하고 있어 원본은 확인할 수 없다. 필름의 첫 면에 1冊이라는 

기록이 보인다.64) 본문은 16척 모두에 각 척의 내용을 압축한 7字짜리 齣名

이 병기되어있다.

북경수도도서관 소장 판본은 2008년 이창숙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직접 촬

한 것으로, 필자는 2015년 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접하 다. 곤익본은 ≪明

淸抄本孤本戱曲叢刊 第4冊≫(首都圖書館編輯, 北京: 線裝書局, 1996.), 피황본

여기에 따라 연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래 이 책이 바로 민국 시기 경극으
로 개편된 개인 소장품이다. 거의 100년의 상전벽해를 겪은 진귀한 자료를 마주
하니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었다. 이 초본과 수도도서관에 소장된 청대 곤익본 초
본을 대조해보니 제1척 “칠정양광” 부분에서 무대에 등장하는 28수, 의종 성관, 

희화동자, 금오, 일광동자, 태양제군은 한 명도 빠짐이 없었다(去年求经工艺美术

大师白大成推荐, 笔 被中央电视台≪鉴寶≫节目邀去点评民间收藏的“天”剧抄本, 

那上下两册用行楷誊写的总讲, 無行距标点, 以场次分段, 共34场. 其中对角色上

场、下场、念白、唱词乃至桌椅摆放和砌末迁换, 都有具体交待, 内行人根据它就能

排戏. 原来这正是民国时期改作京剧的个人藏品. 面对这幾乎历尽百年沧桑的珍贵资

料, 感到眼福不浅. 以此抄本对照首都图书馆藏清抄昆本≪天香庆节≫, 第一齣“七

政扬光”, 上场的廿八宿、仪从星官、羲和童子、金乌、日光童子和太阳帝君, 一个

不 ).” 傅學斌, <漫天星宿演故事>, ≪人民日报海外版≫, 2006年 12月 8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6-12/08/content_12102776.htm)

이 민간 소장본은 ≪天香庆节≫ 纸本 总讲 上下册으로, 소장자인 张源의 스승이 
시장에서 300元에 구매하 다. 모두 2册으로 각 권은 높이가 29㎝, 너비가 22㎝
이다. 부학빈은 이 판본이 민국 시기의 手抄本으로 공연 현장에서 연출용으로 쓰
이던 판본이 아닌 보존용 판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종류의 극본이 이 
정도로 완정하기는 드문 일로, 감정가 1600元도 낮은 가격이라고 평가하 다. 

(http://www.cntv.cn/program/jb/20051115/100924.shtml)

64) 마이크로필름본 첫 화면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香慶節 一卷

淸抄本

一冊

原件書號

A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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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第28冊⋅頭本/二本/三本/四本 天香慶節≫
(吳書蔭 主編, 北京: 學苑出版社, 2004.)을 통하여 각각 세부 내용을 확인하

다. 남북곡곡패에 16척본은 4冊 1函으로 각 책의 題簽은 홍색 바탕에 墨書로 

썼으며, 서명 “天香慶節” 아래에 각각 “上卷前四齣總本”, “上卷後四齣總本”, 

“下卷前四齣總本”, “下卷後四齣總本”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본문 16척에는 

모두 척명이 부기되어 있는데 중국국가도서관본 소장본과 달리 척명을 표기

하는 글자 수가 4字로 되어 있다. 

<崑弋首圖本 4冊 1函> <崑弋首圖本 第1齣>

이 판본은 채색 鳳凰 무늬가 그려진 금색 비단함에 싸여 있는 것으로 보아 

황족들이 공연을 관람할 때 제공되던 安殿本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다.65) 

65) “총본, 단두본, 곡보, 천두, 배장, 제강 등 매번 일곱 종류의 판본이 만들어졌으며, 

총본은 다시 고본과 안전본으로 나뉘었다. 고본은 무대 연출용 판본이었다. 안전
본은 해서체로 베껴 써서 황제와 황후 등이 극을 관람할 때 제공하는 용도로 쓰
다(每出都有七種本: 總本⋅單頭本⋅曲譜⋅串頭⋅排場⋅提綱. 總本又分庫本和

安殿本. 庫本卽排演用本. 安殿本是恭楷寫的供帝后看戱時所用).” 朱家溍, ≪故宮

食 ⋅下≫,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9, 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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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崑弋首圖本 函 전면> <崑弋首圖本 函 후면>

북경수도도서관에는 남북곡곡패에 搖板西皮, 倒板西皮, 西皮, 快西皮, 吹腔 

등을 섞어 사용하고, 齣을 나누지 않은 판본 1종이 더 소장되어 있다. 4冊 1

函으로, 각 책의 題簽은 홍색 바탕에 墨書로 썼다. 제1책은 “天香慶節 卷一”, 

제2책은 “天香慶節 卷二”, 제3책은 “天香慶節 卷三”, 제4책은 “天香慶節 卷

四”로 표기하 으며, 본문은 分齣 없이 “頭本天香慶節”, “二本天香慶節”, “三

本天香慶節”, “四本天香慶節”로 구분되어 있다.

<皮簧首圖本 권1> <皮簧首圖本 頭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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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簧首圖本 권2> <皮簧首圖本 二本>

<皮簧首圖本 권3> <皮簧首圖本 三本>

<皮簧首圖本 권4> <皮簧首圖本 四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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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도서관에도 이와 동일 계통의 판본이 1, 2책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역시 마이크로필름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제1책 표지에는 “頭本天香慶節

總本”, 제2책 표지에는 “二本天香慶節總本”이라고 표기하 으며, 본문은 분

척 없이 “頭本天香慶節”, “二本天香慶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日本 東京大學 雙紅 文庫에도 ≪天香慶節傳奇 上/下卷≫이 소장되어 있

다.66) 다만 필자가 PDF 문서로 확인 결과 第13齣의 ⅔ 분량까지만 실려 있어 

完帙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曲辭나 지시문에서 몇 글자가 빠지거나 추가되

는 등의 소소한 변화는 있으나 북경수도도서관 소장 16齣本과 동일 계통이

다. 이 판본의 특기 사항은 첫째 곡사의 각 글자 옆에 字로 工尺譜를 붙여 

놓은 점, 둘째 제1, 2, 3, 5, 6, 7, 8, 11, 13척의 척명 아래에는 “崑”, 제4, 9, 10, 

12척의 척명 아래에는 “弋”이라고 표기하여 각각 崑腔과 弋腔을 사용하여 공

연하 음을 명시하 다는 점이다.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판

본들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기로 한다.67) 

① 南北曲曲牌를 사용하고 16齣으로 구성된 판본: 崑弋本

② 曲牌에 西皮와 二簧 등 板腔體 음악을 섞어 사용하고 齣을 나누지 않은 

판본: 皮簧本 

③ 中國國家圖書館 소장본: 國圖本

④ 北京首都圖書館 소장본: 首圖本

⑤ 日本 東京大學 雙紅 文庫 소장본: 雙紅 本

66) 黄士忠, (日)大木康 主編, ≪日本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雙紅 文庫藏稀見中國鈔

本曲本彙刊 第1冊(卷上) / 第2冊(卷下)≫,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3. (東京

大學 OPAC 登録番号 6413032969 / 6413032977) 이상의 서지 사항은 확인하 으
나 서적을 구할 수 없어 본고에서는 PDF 파일본으로 확인한 결과만을 기술하
음을 밝힌다.

67) 이하 판본의 구분과 명칭은 이창숙의 <≪天香慶節≫ 簡論>(≪中國文學≫ 제6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26-27쪽.)에 정리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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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기

관

國家圖書館 首都圖書館 雙紅 文庫

판

본

간

칭

崑弋

國圖本

皮簧

國圖本 

崑弋

首圖本

皮簧

首圖本 

崑弋

雙紅 本

서

명

天香慶節

一卷
天香慶節

天香慶節

二卷 

天香慶節

四卷

天香慶節傳奇

上下卷

형

태

사

항

一冊

原件書號

A3434

제1면 右下 

장서인: 

北京圖書館藏

3行2字

2冊 

(2冊 殘帙)

6行18字 

字雙行

無格

제1책: 

31張 63面

제2책: 

34張 67面

4册 (1函)

半葉 5行

行16-24字

不等

無行格

钤“鄞马彦

祥所藏善

本戏曲之

印”白文印

≪明淸抄

本孤本戱

曲叢刊≫ 
제4책과 동

일 판본

4册

26.8×19.6cm

半葉 5行

行15字

無边框

钤“阎萬章”朱

文印、“萬章

藏书”朱文印 

吴晓铃赠书，
钤“晓铃臧

书”朱文印 

崑弋首圖本 즉 

≪明淸抄本孤本

戱曲叢刊≫ 제4

책과 동일 판본

주

기

사

항

▶淸抄本

▶表題: 

天香慶節

▶총 16齣

▶齣名 7字

▶表題: 

天香慶節

▶無分齣:

頭本天香慶節

總本

二本天香慶節

總本

▶원래 4冊

이나 頭本/

二本 2冊만 

▶表題: 

天香慶節

▶총 16齣

▶齣名 4字

▶表題: 

天香慶節卷一

天香慶節卷二

天香慶節卷三

天香慶節卷四

▶無分齣:

頭本天香慶節

二本天香慶節

三本天香慶節

四本天香慶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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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궁정희가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곤강이나 익강을 사용해 음악을 구성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피황본은 민간 극단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기에 

참신한 것에 대한 황족들의 요구가 더해지며 출현한 것이다. 즉 시기적으로 

곤익본은 피황본보다 먼저 편찬된 판본임이 확실하며, 초기 궁정희가 만들어

지던 당시의 雅正한 규범과 품격에 더 부합하는 형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故宮 食 ⋅淸代亂彈戱在宮中發展的史料≫를 통하여 同治 시기에도 

궁정에서는 여전히 곤강과 익강을 사용한 공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궁중에서는 절기에만 娛神戱, 進膳戱 그리고 몇 회를 연결하는 공연

을 하는데, 반드시 빠뜨릴 수 없는 승응희이다. 여전히 원래 승평서에

서 연기를 하던 태감들이 담당하는데, 공연에서는 또한 변함없이 익강

과 곤강을 위주로 한다.68) 

북경수도도서관에는 몇 종류의 잔권이 더 존재하는데 제1, 2척을 1책으로 

묶은 판본과 제5, 6척을 1책으로 묶은 판본, ≪天香慶節總本≫ 1책 이렇게 총 

68) “宮中只在節令演獻戱、宴戱和點綴幾場必不可 的承應戱, 仍由原昇平署演戱的太

監擔任, 所演亦仍 以弋腔、昆腔爲主.” 朱家溍, ≪故宮 食 ⋅下≫, 北京: 紫禁

城出版社, 2009, 444쪽.

현전

소

장

처 

및 

청

구

기

호

中國國家圖

書館古籍馆

南區善本阅

览室

善本缩微

1盘; 35mm

银盐

SBA03523

中國國家圖

書館古籍馆

南區善本阅

览室 

A05591

首图古籍

(丁)/13743

首图古籍

己/314

日本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

所圖書室 

東文研⋅図 
集;詞曲:南北: 

514-1 

集;詞曲:南北: 

514-2 



제2장 ≪天香慶節≫ 판본 및 특징

- 27 -

세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장기관 首都圖書館 (殘卷)

사용음악 崑弋本 皮簧本

서명
天香慶節

五, 六齣

天香慶節

二(兩)齣
天香慶節 總本

형태

사항

一冊

28.6×24.5cm 

半葉 8或10行

行14至17字

字约22字

無边框

1册

1册

半葉 4行, 行18字

無行线

無边框

표지 서첨: 홍색 묵서

주기

사항

수기 메모:

北京大學

文科硏究所圖書室 24

吳 189

수기 메모: 

北京大學

文科硏究所圖書室 

22-28(22)

天香慶節

清张照等

吳 192

소장처 

및 

청구기호

首图古籍

(己)/187

首都圖書館

歷史文献阅览室

首图古籍

(丁)/13779

제1, 2척을 수록한 1책은 1척 척명 위에 “昆”이라고 표기가 있는 점으로 미

루어 곤익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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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圖書館 소장 吳曉鈴 기증본, 吳 192>

이 판본은 실제로 韻, 句, 襯字의 표기까지 곤익국도본과 완벽하게 일치했

다. 다만 곡사에 공척보가 표기 되어 있고, 시작 부분 위쪽 상단에 붉은 글씨

로 “28수가 뛰어 내려온다(跳二十八宿下)” “녹대에서 네 장수가 뛰어 내려온

다(祿臺跳四帥下)”, “취타하고 제군이 등장하여 앉아서 노래한다(吹打帝君上

坐唱)”와 같이 무대에서의 연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總本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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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圖書館 소장 吳曉鈴 기증본, 吳 189>

제5, 6척을 1책으로 묶은 위의 판본 역시 척명의 표기와 곡패의 사용 등 곤

익국도본과 일치한다. 이 판본은 곡패명 위아래로 붉은 표시를 하여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한 점, 곡사 옆에 공척보를 기록한 점 등으로 미루어 역시 총

본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皮簧首圖本 總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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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잔권 ≪총본≫은 피황본 계열로 ≪피황본≫ 頭本의 중간 지점

인 “生이 송무기로 분하고, 旦이 옥토로 분하여 등장한다”라고 된 부분을 시

작으로 삼고 있다. 복식, 체말, 곡패는 ≪피황본≫과 모두 동일하나 【粉蝶

兒】 이후 대사 부분을 ≪피황본≫에 비하여 간략하게 처리하 다. 

≪총본≫ 
(生扮宋無忌代道巾穿八卦衣拿繩刷. 旦扮玉兎穿宮衣拿桂花. 仝上唱)

【粉蝶兒】 瑤池仙境, 現丹桂瑤池仙境, 願聖朝福萬代四海平慶. 

(玉兎白) 正是.

≪피황본≫ 
(生扮宋無忌代道穿八卦衣拿繩刷. 旦扮玉兎穿宮衣拿桂花. 仝上唱)

【粉蝶兒】 瑤池仙境, 現丹桂瑤池仙境, 願聖朝福萬代四海平慶. 

(宋無忌白) 仙宋無忌. 

(玉兎白) 仙搗霜仙子. 恭逢中秋令節, 奉太陰元君之命, 共獻 月中丹

桂, 以備聖主賞玩, 離了廣寒宮, 已到中華地界了. 你看, 百倡繁庶, 萬象

光輝, 處處笙歌, 人人樂境, 眞乃太平景象也.

청대에는 새로운 극이 만들어지면 세 가지 판본이 기본적으로 함께 만들

어졌다. 황제와 황태후를 위해 제공되는 安殿本(淨本), 總管이 극을 연출할 

때 쓰는 總本, 司房에 남겨 보존하는 庫本이다.69) 이들은 다시 연출 용도에 

따라 배역을 맡은 연기자들이 나누어 베껴 쓴 單用劇本, 인물의 동작과 대사

만 기록한 串頭, 대사와 노래만 기록한 盖口, 리허설용인 排場本 등으로 세분

되었다.70) 

즉 이상의 세 잔권들은 총관의 연출본인 총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곡

패명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쉽도록 하 으며, 곡사에는 모두 공척

보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천향경절≫ 텍스트 전체 혹은 일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내

69) 丁汝芹, ≪淸代內廷演戱史話≫, 北京: 紫禁城出版社, 1999, 20쪽.

70) 楊連啓 著, ≪淸末宮廷承應戱≫, 北京: 中國戱劇出版社, 2012,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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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을 담고 있는 인본은 앞서 언급한 쌍홍당본을 제외하고 14종으로 

≪故宮珍本叢刊≫,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俗文學叢刊≫ 등에 

수록되어 있다. 각 판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71)

71) 磯部祐子는 <清代宫廷戏曲≪天香庆节≫ 述>에서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第25冊≫ 중의 ≪天香慶節≫ 十六齣과 ≪明淸抄本孤本戱曲叢刊 第4冊≫ 중의 
≪天香慶節≫을 ‘崑曲本’ 계통으로,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第28冊≫에 
수록된 ≪天香慶節≫ 卷一/卷二/卷三/卷四와 ≪故宮珍本叢刊 第660冊≫에 수록된 
≪天香慶節≫을 ‘京劇本’ 계통의 저본으로 분류하 다.(磯部祐子, <清代宫廷戏曲

≪天香庆节≫ 述>, ≪文学遗产≫ 2014年 第4期, 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 2014, 

126쪽.) 저본 설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
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磯部祐子 역시 음악적 차이에 따라 판본 계통을 나누고자 하
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서명 주기사항
소장처 및 

청구기호
판본별 유사도

1

≪故宮珍本叢刊≫ 
第660冊 

天香慶節 全本72)

▶ 表題: 天香慶節 

全本

▶ 分齣 없음

▶ 齣名 없음

▶ 京劇本

▶ 첫 부분에 한 번 

生扮宋無忌, 旦扮玉

兎로 각색 표기, 이

후에는 모두 宋, 玉

으로 표기

▶ 곡패 부분 상하 

- 표시

▶ 각 齣의 끝에 完

을 표기해 分齣의 

표지로 삼음

(11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동양문집실

081.2 고256ㄱ
v.660

≪綏中吳氏藏抄本稿

本戱曲叢刊≫ 
第28冊 

天香慶節 

卷一/卷二/卷三/卷四

2 ≪故宮珍本叢刊≫ ▶ 表題: 天香慶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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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89冊 

天香慶節 曲譜73)

▶ 齣名 없음

▶ 上本 曲譜 

- 1, 2, 3, 5, 6齣

(4齣은 弋)

- 7, 8齣 曲譜/

- 拾壹三四六 曲譜

▶ 後八齣 曲譜

- 1, 10, 11, 12, 13, 

14, 15, 16齣

백남학술정보관 

동양문집실

081.2 고256ㄱ
v.689

3

≪故宮珍本叢刊≫ 
第693冊 

天香慶節 題綱74)

▶ 각 척별 등장 각

색과 배우명 표기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동양문집실

081.2 고256ㄱ
v.693

4

≪故宮珍本叢刊≫ 
第695冊 

天香慶節

串頭排場75)

▶ 表題: 天香慶節 

串頭排場

▶ 齣名 없음

▶ 등퇴장 인물 및 

동작 지시문과 唱

詞만 기재됨

▶ 곡패명은 기울

여 썼으며, □로 구

분함

▶ 1-9齣(10齣無串), 

11齣(12齣無串), 13

齣(14齣無串頭), 15

齣-16齣으로 구성됨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동양문집실

081.2 고256ㄱ
v.695

≪綏中吳氏藏抄本稿

本戱曲叢刊≫ 
第25冊 8齣까지는 거

의 동일하나, 9-16齣까

지가 추가됨

5

≪明淸抄本孤本戱

曲叢刊≫ 第4冊 

天香慶節76)

▶ 表題: 天香慶節

▶ 총 16齣

▶ 齣名 4字

▶ 崑曲本

首都圖書館

歷史文献阅览室

(丁)/13743

6
≪綏中吳氏藏抄本

稿本戱曲叢刊≫ 
▶ 表題: 佚名 串頭

▶ 총 8齣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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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冊 串頭77)

▶ 齣名 없음

▶ 京劇本

▶ 곡패명은 기울

여 씀

▶ 동작을 표지하

는 수기 메모 

▶ 글자를 빼고 고

친 표시

▶ 말줄임 메모

895.12009 W95s 

2004 v.25

7

≪綏中吳氏藏抄本

稿本戱曲叢刊≫ 第
25冊 

≪天香慶節≫
十六齣78)

▶ 表題: 天香慶節

▶ 총 16齣

▶ 題目正名 7字

▶ 崑曲本

▶ 무대지시 수기 

메모

▶ 구식 표지 ㅡ, 

단락 표지 ㄴ 
▶ 글자를 빼거나 

써넣음

▶ 곡패 위에 × 표

시를 한 것도 있음

▶ 5, 6齣은 따로 

표지를 두었으며, 

필체가 바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895.12009 W95s 

2004 v.25

▶ 中國國家圖書館 古

籍馆善本阅览室

善本缩微1盘; 35mm银

盐

SBA03523

(글자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간혹 있음)

▶ 首都圖書館

歷史文献阅览室

(己)/192 

8

≪綏中吳氏藏抄本

稿本戱曲叢刊≫ 
第27冊 

頭本 天香慶節(金烏)79)

▶ 表題: 頭本 天香

慶節 金烏

▶ 分齣 없음

▶ 齣名 없음

▶ 京劇本(唱慢板)

▶ 지시문을 상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895.12009 W95s 

2004 v.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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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로 표시

▶ 첫 부분만 工尺譜 

표기

9

≪綏中吳氏藏抄本

稿本戱曲叢刊≫ 
第28冊 

天香慶節 

卷一/卷二/卷三/卷四80)

▶ 表題: 天香慶節 

▶ 內題: 天香慶節 

卷一 頭本 天香慶

節 / 天香慶節 卷二 

二本 天香慶節 / 天

香慶節 卷三 三本 

天香慶節 / 天香慶

節 卷四 四本 天香

慶節

▶ 分齣 없음

▶ 齣名 없음

▶ 京劇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895.12009 W95s 

2004 v.28

首都圖書館

歷史文献阅览室

己/314

10

≪俗文學叢刊≫ 
第93冊 

天香慶節 

五星脚本81)

▶ 表題: 天香慶節 

五星

▶ 분류코드: 

K39-436-2 

▶ 齣名 없음

▶ 한 齣 구성

▶ 賀新郞-謝皇天-

收尾 창사만 기록

▶ 工尺譜 표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895.12008 Z61s 

2001 v.93

11

≪俗文學叢刊≫ 
第93冊 

天香慶節 

赤兎脚本(一)82)

▶ 表題: 天香慶節 

赤兎(一)

▶ 분류코드: 

K06-055-11

▶ 齣名 없음

▶ 崑曲本

▶ 간단한 지시문

과 창사로만 구성

▶ 6齣(尾聲), 11齣

(普天 -前腔), 13齣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895.12008 Z61s 

2001 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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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好事近), 15齣(四

邊靜-慶餘)로 구성

12

≪俗文學叢刊≫ 
第93冊 

天香慶節 

赤兎脚本(二)83)

▶ 表題: 天香慶節 

赤兎(二)

▶ 분류코드: 

K-719

▶ 齣名 없음

▶ 崑曲本

▶ 4, 5, 8, 9, 10, 11, 

13, 14, 15齣 구성

▶ 내용과 형식은 곤

익수도본과 유사 

(헌연 대상 聖主/헌연 

시기 中秋)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895.12008 Z61s 

2001 v.93

13

≪俗文學叢刊≫ 
第93冊 

天香慶節 

赤兎脚本(三)84)

▶ 表題: 天香慶節 

赤兎(三)

▶ 분류코드: 

K-720

▶ 齣名 없음

▶ 崑曲本

▶ 제목 표지에 

‘准’이라고 씀

▶ 4, 5, 8, 9, 10, 

11, 13, 14, 15齣으

로만 구성

▶ 헌연 대상聖主/

헌연 시기 秋)

▶ 天香慶節 赤兎

(二) K-719와 필체 

다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895.12008 Z61s 

2001 v.93

14 ≪俗文學叢刊≫ ▶ 表題: 天香慶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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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第660冊 - 崑弋承應宴戱 第一冊(共三冊)≫, 海口: 

海南出版社, 2001, 274-300쪽.

73)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第689冊 - 秦腔⋅單角本⋅曲譜 第五冊(共五冊)≫, 

海口: 海南出版社, 2001, 328-351쪽.

第93冊 

天香慶節

崑曲譜85)

曲譜 上下 2本

▶ 분류코드: 

K-62-650

▶ 齣名 없음

▶ 崑曲本

▶ 頭本 上卷 曲譜

(1-6齣의 내용을 28

부분으로 세분 / 4

齣은 弋腔이라 곡

보 없음)에는 모두 

工尺譜 표기

- 1-7: 1齣

- 8-12: 2齣

- 13-18: 3齣

- 4齣 弋腔(無曲譜)

- 19-24: 5齣

- 25-28: 6齣

▶ 二本 下卷 曲譜

(8齣-16齣의 내용을 

26 부분으로 세분/9, 

10, 12齣은 弋腔)에

는 工尺譜 표기 없음

- 7, 8, 11, 13, 14, 

16齣으로만 구성

- 九齣弋腔

- 十齣 弋腔

- 十二齣 弋腔

- 十五齣 云末 又云末

중앙도서관

895.12008 Z61s 

2001 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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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들 각각에 대한 창작 시기와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

지만 다양한 형태의 판본들이 전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천향경절≫이 곤익본의 형태로 먼저 편찬

된 이래 본래의 특징과 면모를 고수하며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극목이었다

는 점, 둘째, ≪천향경절≫이 피황을 사용한 개편 작업을 거쳐 시대적인 요구

에 부응하며 청말까지도 황실에서 꾸준히 공연되던 작품이었다는 점이다. 

곤익본과 피황본은 먼저 音  사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4)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第693冊 - 各種提綱 第四冊(共五冊)≫, 海口: 海南

出版社, 2001, 119-147쪽.

75)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第695冊 - 各種串頭⋅各種排場 第一冊(共二冊)≫, 

海口: 海南出版社, 2001, 169-179쪽.

76) 首都圖書館編輯, ≪明淸抄本孤本戱曲叢刊 第四冊≫, 北京: 線裝書局, 1996, 1-279쪽.

77) 吳書蔭 主編,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第25冊≫, 北京: 學苑出版社, 2004, 

191-222쪽.

78) 吳書蔭 主編,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第25冊≫, 北京:學苑出版社, 2004, 

223-408쪽.

79) 吳書蔭 主編,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第27冊≫, 北京:學苑出版社, 2004, 

539-556쪽.

80) 吳書蔭 主編, ≪綏中吳氏藏抄本稿本戱曲叢刊 第28冊≫, 北京: 學苑出版社, 2004, 

1-316쪽.

81) 黄寬重, 李孝悌, 吳政上 主編, ≪俗文學叢刊 第93冊 崑曲⋅天香慶節 五星≫,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 研究所 新文豐出版, 民國90(2001), 219-225쪽.

82) 黄寬重, 李孝悌, 吳政上 主編, ≪俗文學叢刊 第93冊 崑曲⋅赤兎(一)≫, 臺北: 中央

研究院歷史語 研究所 新文豐出版, 民國90(2001), 227-233쪽.

83) 黄寬重, 李孝悌, 吳政上 主編, ≪俗文學叢刊 第93冊 崑曲⋅赤兎(二)≫, 臺北: 中央

研究院歷史語 研究所 新文豐出版, 民國90(2001), 235-297쪽.

84) 黄寬重, 李孝悌, 吳政上 主編, ≪俗文學叢刊 第93冊 崑曲⋅赤兎(三)≫, 臺北: 中央

研究院歷史語 研究所 新文豐出版, 民國90(2001), 299-370쪽.

85) 黄寬重, 李孝悌, 吳政上 主編, ≪俗文學叢刊 第93冊 崑曲⋅天香慶節 崑曲譜≫,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 研究所 新文豐出版, 民國90(2001), 371-475쪽.

齣數 崑弋國圖本 崑弋首圖本 皮簧國圖本 皮簧首圖本

1  南呂調套曲 一枝花 

 南呂調套曲 梁州第七 

  一枝花 

  賀新郞

頭

本

  引

  鎖吶二簧

  引

  鎖吶二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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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呂調套曲 賀新郞 

 南呂調套曲 元鶴鳴 

 南呂調套曲 謝皇天 

 南呂調套曲 四塊玉 

 南呂調套曲 烏夜啼 

 南呂調套曲 感皇恩 

 南呂調套曲 採茶歌 

 收尾

  元鶴鳴

  謝皇天

  烏夜啼 

  感皇恩

  採茶歌

  收尾

  搖板西皮

  倒板西皮

  搖板西皮

  搖板

  搖板

  搖板

  鎖吶二簧

  粉蝶兒

  吹腔

  搖板

  點絳脣 

  點絳脣 

  新水令

  點絳脣

  搖板西皮

  倒板西皮

  搖板西皮

  鎖吶二簧

  搖板

  粉蝶兒

  吹腔

  搖板

  點絳脣

  西皮

  點絳脣

  點絳脣

  搖板

  點絳脣

  吹腔

2

 石調正曲 燈兒

 石調正曲 錦 燈

 石調正曲 錦上花

 石調正曲 錦前拍

 石調正曲 錦中拍

 石調正 錦後拍

 慶餘

  燈兒

  錦 燈

  錦上花

  錦中拍

  錦後拍

  慶餘

二

本

  吹腔

  江兒水

  水仙子

  粉蝶兒

  新水令

  江兒水

  尾聲

  新水令

  江兒水

  傾盃序

  點絳(脣)

  吹腔

  江兒水

  水仙子

  粉蝶兒

  新水令

  江兒水

  尾聲

  新水令

  江兒水

  傾盃序

  吹腔

  吹腔

  吹腔

  吹腔

  快西皮

  吹腔

  點絳脣

3

 正宮正曲 十棒鼓

 仙呂入雙角合套 

 (곡패명 없음)

 仙呂入雙角合套 滴滴金

 仙呂入雙角合套 百字折  

 桂令

 雙角套曲 喬牌兒

 雙角套曲 豆葉黃

 雙角套曲 川撥掉

 雙角套曲 鴈兒落

 雙角套曲 得勝令

 新水令

 滴滴金

 百字折桂令

 豆葉黃

 川撥掉

 鴈兒落

 得勝令

 鴛鴦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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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雙角套曲 鴛鴦煞

4

 大石調正曲 海榴花

 大石調正曲 芙蓉花

 大石調正曲 愛媚花

 大石調正曲 金蓮花

 大石調正曲 並頭蓮

  海榴花

  芙蓉花

  愛媚花

  金蓮花

  並頭蓮

5

 商調正曲 二郞神

 商調正曲 集賢賓

 商調正曲 鶯啼序

 商調正曲 黃鶯兒

 商調正曲 御林

 商調正曲 琥珀猫兒墜

 尾聲

 二郞神

 集賢序

 鶯啼序

 黃鶯兒

 御林

 琥珀猫兒墜

 尾聲

三

本

  折桂令

  折桂令

  鬪鵪鶉

  粉蝶兒

  西皮

  雁兒落

  點絳脣

  西皮

  快西皮

  粉蝶兒

  點絳脣

  折桂令

  新水令

  鬪鵪鶉

  鬪鵪鶉

  粉蝶兒

  雁兒落

  雁兒落

  吹腔

6

 雙角隻曲 雙令江兒水

 仙呂宮引 天下樂

 仙呂宮引 番卜算

 仙呂宮正曲 鵞鴨滿渡船

 仙呂宮正曲 赤馬兒

 又一體

 雙令江兒水

 天下樂

 番卜算

 赤馬兒

 又一體

 尾聲

四

本

  引

  吹腔

  吹腔

  金殿喜重重

  怕春歸

  點絳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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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仙呂宮正曲 拗芝蔴

 尾

  錦纏道

  六國朝

  有慶餘

7

 高宮合套 端正好

 高宮合套 南普天

 高宮合套 北脫 衫

 高宮合套 傾盃序

 高宮合套 北 梁州

 高宮合套 南 桃紅

 北尾聲

 北端正好

 南普天

 北脫 衫

 傾盃序

 北 梁州

 南 桃紅

 北尾聲

8

 (필체가 바뀜)

 步步嬌

 又一體

 園林好(仙呂宮正曲)

 又一體

 江兒水(仙呂宮正曲)

 五供養(前曲)

 玉嬌枝(前腔)

 川撥棹(前腔)

 尾聲

 步步嬌

 園林好

 又一體

 江兒水

 五供養

 尾聲

9

 필체 다시 바뀜

 仙呂宮正曲 風入松

 又一體

 又一體

 又一體

 仙呂宮正曲 急三鎗

 仙呂宮正曲 風入松

 又一體

 仙呂宮正曲 急三鎗

 仙呂宮正曲 風入松

  風入松

  又一体

  急三鎗

  風入松

  急三鎗

  風入松

10  黃鐘宮引 玉女步瑞雲

 黃鐘宮正曲 畵眉序

 玉女步瑞雲

 畵眉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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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又一體

 黃鐘宮正曲 鮑 催

 黃鐘宮正曲 滴溜子

 黃鐘宮正曲 滴滴金

 黃鐘宮正曲 雙聲子

 又一体

 鮑 催

 滴滴金

 雙聲子

11

 正宮正曲 普天

 正宮正曲 朝天子

 正宮正曲 普天

 正宮正曲 朝天子

 正宮正曲 普天

  普天

  朝天子

  普天

  朝天子

  普天

12

 高大石角套曲 念奴嬌

 高大石角套曲 六國朝

 高大石角套曲 卜金錢

 高大石角套曲 喜秋風

 高大石角套曲 歸塞北

 高大石角套曲 雁過南樓

 尾聲

  念奴嬌

  六國朝

  卜金錢

  喜秋風

  歸塞北

  尾聲

13

 中呂調合套 北粉蝶兒

 中呂調合套 南好事近

 中呂調合套 北石榴花

 中呂調合套 南好事近

 中呂調合套 北鬪鵪鶉

 中呂調合套 南撲燈蛾

 中呂調合套 北上 樓

 中呂調合套 南撲燈蛾

 北尾聲 恠金烏

 北粉蝶兒

 南好事近

 北石榴花

 南撲燈蛾

 北尾聲

14

 中呂宮正曲 粉蝶兒

 中呂宮正曲 紅芍藥

 中呂宮正曲 耍孩兒

 中呂宮正曲 攤破地錦花

 粉蝶兒

 紅芍藥

 河陽

 攤破地錦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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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표를 통해 볼 때, 같은 곤익본의 경우에도 국도본은 곡패 앞에 

宮調와 曲牌의 종류를 병기하고 있으며,86) 구성 곡패의 종류도 수도본에 비

하여 23개가 많다. 곡패 앞이나 뒤에 부기한 ‘正曲’⋅‘套曲’ 등은 ≪九宮大成

南北詞宮譜≫에서 용도에 따라 분류한 곡패 종류의 명칭이다. ≪九宮大成南

北詞宮譜≫가 1746년에 간행되었으므로 곤익국도본은 1746년 이후, 즉 건륭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악적 차이와 더불어 두드러지는 판본상의 차이는 바로 體制이다. 내용을 

명시하는 각 齣名을 보면 곤익국도본은 모두 7자로 되어 있는 반면, 곤익수

86) ‘套曲’, ‘正曲’ 등은 모두 ≪九宮大成南北調宮譜≫에서 용도에 따라 분류한 곡패의 
종류이다. 이창숙, <≪天香慶節≫ 簡論>, ≪中國文學≫ 제6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30쪽 참조.

 中呂宮正曲 縷縷金

 中呂宮正曲 越恁好

 中呂宮正曲 紅繡鞋

 尾聲

 縷縷金

 越恁好

 紅繡鞋

 尾聲

15

 正宮正曲 金殿喜重重

 正宮正曲 怕春歸

 正宮正曲 四邊靜

 又一體

 正宮正曲 玉芙蓉

 正宮正曲 錦纏道

 慶餘

 金殿喜重重

 怕春歸

 四邊靜

 錦纏道

 慶餘

16

 大石角套曲 六國朝

 大石角套曲 喜秋風

 大石角套曲 歸塞北

 大石角套曲 六國朝

 大石角套曲 雁過南樓

 有餘慶

  喜秋風

  六國朝

  有餘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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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본은 4자로 되어 있다. 피황본은 국도본과 수도본 모두 척의 구분도 없고, 

척명 역시 따로 붙어 있지 않다. 

齣數 崑弋國圖本 崑弋首圖本

第1齣 合壁聯珠光至治 七政揚光

第2齣 金英玉屑表馨香 金英表瑞

第3齣 婉轉開筵圖好合 直圖好合

第4齣 殷勤屈駕倩良媒 曲倩良媒

第5齣 冰人自荐心懷詐 氷人自薦

第6齣 荒服來王蚌獻珠 荒服來王

第7齣 攝寶恰乘凔月夜 攝 龍領

第8齣 贅婚攪散洞房春 鬧散鴦幃

第9齣 玉兎金烏方角勝 奪壻角勝

第10齣 暹羅緬甸忽生嫌 衒寶生嫌

第11齣 列干戈稱武 揮戈揚

第12齣 徧 踪跡遇金仙 跡追踪

第13齣 成擒準擬鸞交續 擬續鸞交

第14齣 竊負徒勞鳳卜虛 空勞鳳卜

第15齣 九天日月歸烏兎 烏兎歸元

第16齣 萬載淸秋獻福祺 天香慶祝

이상을 종합하면 곡패의 운용 및 곡사나 대사량, 여기에 척명까지 수도본

이 국도본에 비해 소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략된 내용이나 바뀐 부분

들이 줄거리의 흐름상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필자는 곤익본 중에

서도 국도본이 먼저 편찬된 정식 판본이었을 것이며, 수도본은 국도본을 바

탕으로 공연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간소화한 판본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당안의 기록 중 한 가지 특이 사항은 도광 원년(1821) 11월 23일의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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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2년(1842) ≪差事檔≫, 24년(1844) ≪恩賞日記檔≫의 기록에서는 ≪天香

慶節≫이 아닌 ≪天香介壽≫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1) ≪道光元年(1821) 11月 23日≫
≪천향개수≫는 원래 94명이 필요하나 36명을 줄여서 실 인원은 58명

으로 한다.

≪天香介壽≫: 原用人九十四名, 擬減人三十六名, 實用人五十八名.87)

(2) ≪道光二十二年(1842) 差事檔≫
8월 8일

동락원 승응

오전 6시 51분 공연 시작

오후 1시 15분 공연 종료

≪천향개수≫ 16척

八月初八日

同樂園承應

卯正三刻六分開戱

未初一刻戱畢

天香介壽 十六出88)

(3) ≪道光二十四年(1844) 恩賞日記檔≫ 
(8월) 8일

동락원 승응희

오전 7시 10분 공연 시작

오후 1시 41분 공연 종료

≪천향개수≫ 16척

오전 7시 57분 공연 시작

황태후가 동락원에 이르시어 공연을 보았다.

87) 朱家溍⋅丁汝芹 著, ≪淸代內廷演劇始末 ≫, 北京: 中國書店, 2007, 131쪽 재인용.

88)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淸昇平署存檔事例漫抄 卷二⋅皇太后萬壽≫, 

北京: 學苑出版社, 2009, 5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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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初八日

同樂園承應戱

辰初十分開戱

未初二刻十一分戱畢

天香介壽 十六出

辰初三刻十二分

皇太后至同樂園看戱89)

이렇게 총 세 편의 기록에서 ≪천향경절≫이 아닌 ≪천향개수≫라는 극목

이 확인되었다. 공연은 모두 8월 8일 원명원 소재 同樂園에서 이루어졌으며, 

극목 아래에 ‘十六出’이라고 하여 16척짜리 공연임을 밝히고 있다. 승응희 목

록 중 ≪천향개수≫라는 작품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천향개수≫는 ≪천향경절≫의 단순한 異名일 가능성 하나와, ≪천향경

절≫의 개편본이었을 가능성을 각각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천향경절≫과 

동일한 16척 길이의 편폭, 8월이라는 공연 시기를 고려하면 ≪천향개수≫와 

≪천향경절≫은 사실상 동일한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광 시기 

다른 당안들에서 ≪천향경절≫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고, ≪천향개

수≫라는 명칭이 같은 시기에 몇 차례 보이는 정도로 보아 ≪천향개수≫는 

≪천향경절≫을 당시 유행하던 음악과 형식으로 개편한 이본을 지칭하던 새

로운 명칭이었을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중추절이라는 절기인데다 8월 10일이 도광제의 생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만수절 이틀 전 동락원에서 황제와 황태후 앞에서 새로운 개편본을 선보

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천향경절≫과 함께 중추절에 공연되던 주요 극목으로는 ≪丹桂飄香≫과 

≪霓裳獻舞≫가 있었다. ≪천향경절≫이 공연되지 않던 때에도 이 두 작품은 

함께 빈번하게 중추절 기념 승응희로 무대에 올려졌다. 

89)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第八冊≫, 北京: 中華

書局, 2011, 4059-40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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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四年(1824) 恩賞日記檔≫
8월 15일

동락원 승응

오전 7시 45분 공연 시작

오후 1시 45분 공연 종료

(개장) ≪상운봉월≫ (단장) ≪만화헌수≫
봉삼무사전 주연은 내학이 ≪단계표향≫과 ≪ 상헌무≫를 승응한다.

(도광 4년(1824) ≪은상일기당≫)

八月十五日

同樂園承應

辰初三刻開戱 未初三刻戱畢

(開場)祥雲捧月 (團場)萬花獻壽

奉三無私酒宴承應內學

丹桂飄香 霓裳獻舞

(道光四年恩賞日記檔)90)

≪道光七年(1827)恩賞旨意承應檔≫
8월 15일

동락원 승응

오전 7시 50분 공연 시작

오후 1시 45분 공연 종료

(개장) ≪서응상징≫ 15분 (단장) ≪평안여의≫ 10분

함월루 주연 승응

오후 5시 32분 공연 시작

오후 6시 2분 공연 종료

≪ 상헌무≫, ≪금정유부≫, ≪유초공월≫
(도광 7년(1827) ≪은상지의승응당≫)

八月十五日

同樂園承應

辰初三刻五分開戱 未初三刻戱畢

(開場)瑞應祥徵 一刻 (團場)平安如意 十分

90)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淸昇平署存檔事例漫抄 卷一⋅中秋≫, 

北京: 學苑出版社, 2009,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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涵月樓酒宴承應

酉初二刻二分開戱 酉正二分戱畢

霓裳獻舞 金定愈夫 酉初供月

(道光七年恩賞旨意承應檔)91)

위의 두 조목을 예로 보면 월령승응희의 공연 장소는 원명원 내 봉삼무사

전과 함월루로 비교적 단출한 공간에서 승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번거로운 무대 程式이 없이도 ‘月供’의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성격의 작품이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丹桂飄香≫
네 화신 : 이는 모두 신주의 성황과 태후의 공덕이 높고 깊어 초목이 무

성한 것이니, 때문에 월중의 단계 또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함께 : (노래한다)

      성덕이 향기로워 하늘에 닿았구나.
      이러한 때는 푸른 달빛 흐드러지고 
      이 때문에 단계도 향기 날리네. ……92)

≪霓裳獻舞≫
항아 : 제가 듣건대 성황과 태후가 계시어 瑞星이 밝고, 瑞雲이 나타나

며, 은택이 내리고, 甘泉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중추

이니 천상의 향기가 성황의 은혜를 따라 함께 농후합니다. 맑은 

빛과 상서로운 달빛도 함께 찬란하니 이 모두가 성덕에 감화하

여 나타난 징조입니다.

남선 : …… 향기가 팔공에 가득한 것을 보니 사시의 운행이 순조롭고, 

사해가 길이 보존됨을 알 수 있습니다.

91)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淸昇平署存檔事例漫抄 卷一⋅中秋≫, 

北京: 學苑出版社, 2009, 36쪽.

92) (花神白) 此皆神州聖皇太后功德高深, 賁若草木, 故爾月中丹桂, 亦欣欣向榮也. (同

唱) 聖德唯馨達上蒼. 這些時碧月光多. 因此上丹桂飄香. ……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昇平署月令承應戱(齊如山)≫, 北京: 學苑

出版社, 2009, 287-289쪽 全文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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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 : 이 좋은 밤을 맞아 여러 신선들께서는 잠시 난새 수레를 멈추시

고 술잔을 받들어 멀리 예상곡을 들으며 함께 성스러운 징조를 

이어 나가시지요.93)

두 작품은 花神들이 月主인 嫦娥를 수행하고 桂花 구경을 나와 황제와 태

후의 공덕을 치하하며 중추절을 즐긴다는 내용이다. 줄거리나 체제는 ≪천향

경절≫에 비하여 훨씬 짧지만 항아의 등장, 계화 감상, 중추절 축하 등 절기

를 기념하고 황제와 황태후의 덕으로 인한 태평성세를 경하하기 위한 목적

성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판본 간 줄거리와 각색의 비교

≪천향경절≫은 판본마다 편폭도 다양하고 사용된 음악이나 등장인물들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이 되는 줄거리는 동일하다. 중추절을 

맞아 중국의 천자에게 길상을 빌고자 丹桂를 바치러 간다는 기본적인 줄거

리 아래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교차되어 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玉兎, 金烏, 赤兎라는 얽히고설킨 남녀의 삼각관계이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세 인물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전이된 섬라국과 면전국이

라는 변방 간의 분쟁과 화해이다. 여러 판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대략

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帝君과 太陰元君이 仲秋節을 맞아 중국의 천자에게 丹桂를 선물하기 

위해 宋無忌와 玉兎(搗霜仙子)를 불러 임무를 맡긴다. 단계를 바치러 가던 중 

인간 세상을 동경하던 옥토는 현기증이 난다는 핑계로 꾀병을 부려 송무기

93) (嫦娥白) 我聞聖皇太后在上, 景星明, 慶雲現, 甘露零, 醴泉出, 今夜中秋天香隨湛露

齊濃, 淸光 祥月俱燦, 此皆聖德感也召. (男仙白) …… 香滿八空, 識玉烛之均調, 全

甌之永固也. (嫦娥白) 當此良宵, 請衆仙暫停鸞馭, 奉桂 , 遙聽霓裳, 共賡聖瑞.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昇平署月令承應戱(齊如山)≫, 北京: 學苑

出版社, 2009, 289-291쪽 全文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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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속이고 도망을 치고, 天池山 ‘飛兎’들을 제압해 동굴을 빼앗고 그들을 시

종으로 부리며 생활한다. 옥토가 태음원군의 명으로 단계를 전하러 인간 세

상에 내려갔다는 말을 들은 金烏(陽精大聖)는 옥토를 따라 일궁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내려오고 연회에 옥토를 초대해 청혼하나 거절당한다. 赤兎(中山丈

人) 역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있는 옥토를 보고 한 눈에 반하여 혼인을 하고

자 연정을 품는다. 자신을 중매쟁이로 삼아 옥토와 혼인하고자 하는 금오에

게 결국 설득당하고 말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이 옥토를 차지하기 위해 모사

를 꾸민다. 暹羅國王은 중국의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고자 夜光珠를 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고 바다에서 야광주를 얻고는 함께 중국 천자에게 알현을 

가기로 약속했던 緬甸國王을 방문한다. 옥토에게 줄 귀하고 좋은 예물을 구

해오라는 적토의 요구에 금오는 도술을 부려 섬라국의 야광주를 훔친다. 금

오는 훔쳐 온 야광주를 옥토에게 예물로 주어 빨리 혼인을 성사시키고자 천

지산으로 돌아오지만 그 사이 자신을 속인 적토가 옥토와 혼례를 치르려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옥토를 사이에 두고 금오와 적토는 싸움을 벌이고 적

토는 옥토를 빼돌려 도망을 친다. 적토와 옥토는 금오를 피해 면전국왕을 찾

아가 금오에게 받은 야광주를 바치며 도움을 청한다. 면전국에 도착하여 야

광주를 보여주려던 섬라국왕은 상자를 열었다가 야광주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잃어버린 야광주를 면전국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섬라국왕

은 면전국왕이 야광주를 훔쳐갔다고 오해하게 되고 양국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옥토를 찾아다니던 송무기는 옥토를 찾아 헤매는 금오를 만나 의

기투합하고, 섬라국왕을 찾아가 돕기로 한다. 금오는 섬라국을 도와 싸우며 

면전국을 돕고 있던 적토를 물리치고 옥토를 빼앗는다. 금오는 옥토를 데리

고 하늘로 돌아가려는 송무기를 쫓고, 섬라국왕의 중매로 옥토와 혼례를 올

리려고 하나 섬라국왕의 방해와 적토의 잠입으로 다시 한 바탕 싸움이 일어

나고 혼례는 무산된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송무기의 보고를 들은 태양제군

의 중재로 면전국과 섬라국은 오해를 풀게 되고, 함께 황제에게 중추절 알현

을 떠난다. 옥토는 송무기를 따라 월궁으로 복귀한다.

위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은 곤익본과 피황본 모두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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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피황본의 경우 갈등을 야기하는 주변 인물들이 몇 명 더 등장하는 정도

이다. 우선 곤익본을 중심으로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齣數 登場人物

第1齣

二十八宿, 靑龍, 白虎, 朱雀, 玄武, 星官, 羲和童子, 三足金烏, 日光

童子, 太陽帝君, 五星, 嫦娥, 結璘, 玉兎, 月華仙女, 太陰元君, 三十

二黃雲使

第2齣 宋無忌, 玉兎, 衆花神, 二飛兎

第3齣 衆 烏, 金烏, 二侍女(飛兎 變身), 玉兎

第4齣 赤兎, 金烏

第5齣 玉兎, 金烏, 赤兎, 一侍女

第6齣 衆水卒, 大蚌, 暹羅國 番, 暹羅國王, 暹羅國母, 暹羅世子, 暹羅國女

第7齣
金烏, 暹羅國 番, 暹羅國水卒, 暹羅國王, 暹羅國母, 暹羅國女, 暹羅

番女, 假番女(金烏 變身)

第8齣
玉兎, 侍女, 人, 儐相, 赤兎, 金烏, 假赤兎(金烏 變身), 一虎(金烏 

變身)

第9齣 衆 烏, 金烏, 侍女, 赤兎, 玉兎

第10齣 衆緬甸 番, 緬甸國王, 赤兎, 玉兎, 暹羅國 番, 暹羅國王

第11齣
暹羅國母, 暹羅國女, 暹羅 番, 暹羅番兵, 暹羅番 , 緬甸番兵, 緬甸

番 , 赤兎, 玉兎, 緬甸國王

第12齣
宋無忌, 金烏, 衆 烏, 暹羅番兵, 暹羅番 , 暹羅國王, 暹羅國母, 暹

羅國女

第13齣
緬甸國 番, 緬甸國王, 赤兎, 玉兎, 宋無忌, 金烏, 衆 烏, 暹羅國

番兵, 暹羅番 , 暹羅國王, 暹羅國母, 暹羅國女

第14齣
赤兎, 暹羅國 番, 暹羅國王, 金烏, 暹羅國母, 玉兎, 假暹羅國王(玉

兎 變身), 假玉兎(暹羅國王 變身), 赤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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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진본총간⋅各種題綱≫편에는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천향경절≫ 제
강이 실려 있다.94) 이 중 공연에 실제 등장하는 각색과 배우의 이름이 함께 

정리되어 있는 제강은 두 종류이다. 

94) 故宮博物院編, ≪故宮珍本叢刊 第693冊 - 各種題綱 第四冊(共五冊)≫, 海口: 海南

出版社, 2001, 119-147쪽.

第15齣

從, 星官, 日光童子, 太陽帝君, 宋無忌, 緬甸國番兵, 緬甸番 , 緬

甸國王, 赤兎, 暹羅國番兵, 暹羅番 , 烏, 金烏, 玉兎, 暹羅國女, 

暹羅國母, 暹羅國王

第16齣 衆仙眞, 結璘, 玉兎, 月主, 彩雲使 , 寶鏡仙娥, 桂香童子

齣名 脚色 및 藝人名

第1齣 七政揚光

(二刻)

二十八宿 : (上) 張盛立, 丁進

壽, 錢 , 劉如榮, 撤, 撤, 

永山, 長春 / (下) 李金福, 張

田壽, 王盛德, 馬昌祿, 撤, 撤, 

得泰, 恩緖

四侍從 : 得成, 常初, 李四, 汪

十兒 

四星官 : 薛 祥, 顔連富, 張

寶義, 王廣和

羲和童子 : 李惠山

金烏形 : 鄭廷祥

日光童子 : 孫進祿, 張祿安

太陽帝君 : 狄盛寶

五星 : 張惠連, 王安, 李來海, 

吳全榮, 高如桂

六宮官 : 馬恒安, 李惠 阿壽, 

田福, 王久華, 蔡來

結璘 : 李福貴

二十八宿 : 錢 , 王盛得, 

得泰, 丁進壽, 長春, 馬昌祿, 

恩緖

侍從星官 : 薛 祥, 顔連富

羲和童子 : 李福慶

金烏形 : □□□95)

日光童子 : 張祿安

太陽帝君 : □□□
五星 : 王安, 李來海, 吳全榮, 

高如桂, 阿壽

宮官 : 田壽恒, 張祥林

結璘 : 董和玉

玉兔形 : □□□
太陰元君 : □□□
宋無忌 : 焦存貴

玉兔 : □□□
黃雲使  : 張盛立, 錢 , 

屠來 , 李金福, 得泰, 長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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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兎形 : 王元福

太陰元君 : 任榮

宋無忌 : 焦存貴

玉兎 : 侯慶福

黃雲 : (下) 張盛立, 丁進壽, 

錢 , 劉如榮, 撤, 撤, 屠來

, 長春 / (上) 李金福, 張田

壽, 王盛德, 馬昌祿, 撤, 撤, 

得泰, 恩緖 

馬昌祿

鼓 : 郭得

第2齣 金英表

(一刻)

宋無忌 : 焦存貴

玉兎 : 侯慶福

飛兎形 : 汪十兒, 得成

二飛兎 : 王有福, 董林元

宋無忌 : □□□
玉兔 : 侯慶福

飛兔形 : 汪十兒, 得成

飛兔 : 王有福, 董林元

鼓 : 郭得

第3齣 直圖好合

(一刻五下)

八 烏 : 張田壽, 王長林, 吳

連明, 汪十兒, 劉田福, 楊長

福, 李來海, 得成

金烏 : 任得慶

六侍女 : 王久華, 張寶義, 盛

得, 王有福, 馬恒安, 張盛立

玉兎 : 侯慶福

烏 : 王長林, 吳連明, 楊長

福, 李來海, 得成

金烏 : □□□
侍女 : 馬恒安, 董林元, 王有

福

玉兔 : 侯慶福

鼓 : 金福保

第4齣 曲倩良媒

(一刻五下)

赤兎 : 劉進勝

金烏 : 任得慶

赤兔 : □□□
金烏 : 任得慶

鼓 : □□□

第5齣 氷人自薦

(一刻十)

玉兎 : 侯慶福

赤兎 : 劉進勝

金烏 : 任得慶

飛兎 : 王有福

玉兔 : □□□
赤兔 : 劉進勝

金烏 : 任得慶

飛兔 : 王有福

鼓 : 郭得

第6齣 荒服來王

(一刻五下)

八水卒 : 馬昌祿, 錢 , 王

元福, 薛 祥, 孫進祿, 王盛

水卒 : 錢 , 張二鎖, 孫進

祿, 王盛得, 張祿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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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 張祿安, 鄭廷祥

巨蚌 : 董和玉

暹羅國番兵 : 王嵩岩, 瑞林, 

汪十兒, 李四

暹羅國王 : 劉如榮

二番女 : 進福, 王久華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世子 : 焦存貴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四番  : 丁進壽, 王進

福, 高如桂, 王安

四水手 : 同下手

巨蚌 : 董和玉

暹羅國番兵 : 王嵩岩, 瑞林, 

汪十兒

暹羅國王 : 劉如榮

番女 : 馬恒安, 王久華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世子 : 焦存貴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四番  : 丁進壽, 王進

福, 高如桂

水手 : □□□
鼓 : 郭得

第7齣 攝 龍領

(十分下)

金烏 : 任得慶

八水卒 : 馬昌祿, 錢 , 王

元福, 薛 祥, 孫進祿, 王盛

得, 張祿安, 鄭廷祥

(籐牌)水手 : 汪十兒, 張惠連, 

王嵩岩, 高如桂, 得成, 屠來

番女 : 馬恒安, 王久華

暹羅國王 : 劉如榮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女 : 張祥林

假番女 : 董和玉

執纛 番 : 顔連富

金烏 : □□□
水卒 : 錢 , 張二鎖, 馬昌

祿, 王元福, 王盛得, 薛 祥, 

孫進祿, 張祿安, 鄭廷祥

水手 : □□□
番女 : 馬恒安

暹羅國王 : 劉如榮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女 : □□□
假番女 : 董和玉

執纛 番 : 顔連富

鼓 : 郭得

第8齣 鬧散鴛幃

(一刻五下)

玉兎 : 侯慶福

侍女 : 張寶義, 王久華, 馬恒

安, 張盛立

二飛兎 : 王有福, 董林元

燈夫 : 四上手

人 : 金福保, 壽山, 李久合, 

□96)福 , 得 , 汪福海, 方秉

忠, 鮑桂山, 浦長海, 錢祥瑞

玉兔 : □□□
侍女 : 張寶義, 王久華, 馬恒

安, 張盛立

飛兔 : 董林元

燈夫 : 李四

人 : 金福保, 李奎林, 汪福

海

儐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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儐相 : 丁進壽

赤兎 : 劉進勝

金烏 : □□□
假赤兎 : 王廣和

熊 : 吳連明

赤兔 : □□□
金烏 : □□□
假赤兔 : □□□
熊 : 吳連明

鼓 : 郭得

第9齣 奪壻角勝

(一刻下)

烏 : 張田壽, 王長林, 吳連

明, 汪十兒, 劉田福, 楊長福, 

劉振福, 得成

金烏 : 郭□□
侍女 : 張寶義, 張盛立, 馬恒

安, 王久華

二飛兎 : 董林元, 王進福

玉兎 : 侯慶福

赤兎 : 白進貴

烏 : 張田壽, 王長林, 傅恒

泰, 楊長福

金烏 : 李存惠

侍女 : 張寶義, 王久華, 馬恒

安

飛兔 : 董林元, 王有福

玉兔 : 侯慶福

赤兔 : 劉進勝

鼓 : □□□

第10齣 

衒寶生嫌

(一刻五下)

緬甸國八 番 : 張惠連, 張文

斌, 王嵩岩, 李壽安, 張祿安, 

孫進祿, 李福慶, 顔連富

緬甸國王 : 吳全榮

報事 番 : 馬昌祿

赤兎 : 劉進勝

玉兎 : 侯慶福

暹羅國八 番 : 王進喜, 王安, 

得太, 瑞林, 丁進壽, 楊進寶, 

得昌, 李四

暹羅國王 : 劉如榮

緬甸國 番 : 張惠連, 張二鎖, 

王嵩岩, 李壽安, 張祿安, 孫進

祿, 李福慶, 顔連富

緬甸國王 : 吳全榮

報事 番 : 馬昌祿

赤兔 : 劉進勝

玉兔 : 侯慶福

暹羅國 番 : 屠來 , 王安, 

得泰, 瑞林, 丁進壽, 薛 祥, 

得昌

暹羅國王 : □□□
鼓 : □□□

第11齣 

揮戈揚

(十二分)

二番女 : 馬恒安, 張寶義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四 番 : 屠來 , 張初

存, 薛 祥, 李四

番女 : 馬恒安

暹羅國母 : □□□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 番 : 薛 祥, 得泰, 

屠來 , 李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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暹羅國王 : 劉如榮

暹羅國四番兵 : 王安, 得昌, 

丁進壽, 永壽

暹羅國四番  : 劉如榮, 王得

慶, 王盛德, 高如桂

緬甸國八番兵 : 張惠連, 孫進

祿, 王嵩岩, 李壽安, 張祿安, 

張文斌, 李福慶, 顔連富

緬甸國四番  : 王元福, 鄭廷

祥, 王進福, 王子實

赤兎 : 劉進勝

玉兎 : 侯慶福

緬甸國王 : 吳全榮

暹羅國王 : 劉如榮

暹羅國番兵 : 王安, 得昌, 丁

進壽, 瑞林

暹羅國番  : 王廣和, 王盛得, 

高如桂

緬甸國番兵 : 張惠連, 王嵩岩, 

張祿安, 張二鎖, 李福慶

緬甸國番  : 王進福, 王子實

赤兔 : 劉進勝

玉兔 : 侯慶福

緬甸國王 : 吳全榮

鼓 : □□□

第12齣 

跡追踪

(十三下)

宋無忌 : 焦存貴

八 烏 : 王長林, 張田壽, 吳

連明, 汪十兒, 劉田福, 楊長

福, 劉振福, 任得慶

金烏 : 李存惠

暹羅國八番兵 : 屠來 , 王安, 

□永壽, 瑞林, 張惠連, 丁進

壽, 得昌, 李四

暹羅國四番  : 李金福, 王廣

和, 王盛德, 高如桂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王 : 劉如榮

宋無忌 : □□□
烏 : 王長林, 吳連明, 汪十

兒, 楊長福

金烏 : 李存惠

暹羅國番兵 : 屠來 , 王安, 

得泰, 瑞林, 丁進壽, 得昌

暹羅國番  : 李金福, 王廣和, 

王盛得, 高如桂

暹羅國女 : □□□
暹羅國母 : □□□
暹羅國王 : 劉如榮

鼓 : 得

第13齣 

擬續鸞交

(一刻五下)

緬甸國八番兵 : 張惠連, 孫進

祿, 王嵩岩, 文光, 張祿安, 張

文斌, 李福慶, 李壽安

緬甸國四番  : 王元福, 鄭廷

祥, 王進福, 王子實

緬甸國王 : 吳全榮

赤兎 : 劉進勝

緬甸國番兵 : 張惠連, 孫進祿, 

王嵩岩, 文光

緬甸國番  : 王進福, 王子實

緬甸國王 : 吳全榮

赤兔 : 劉進勝

玉兔 : 侯慶福

報事 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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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兎 : 侯慶福

報事 番 : 馬昌祿

八 烏 : 張田壽, 王長林, 吳

連明, 汪十兒, 劉田福, 楊長

福, 劉振福, 任得慶

暹羅國四 番 : 屠來 , 得太, 

薛 祥, 李四

宋無忌 : 焦存貴

金烏 : 李存惠

暹羅國四番兵 : 王安, 瑞林, 

丁進壽, 得昌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四番  : 李金福, 王廣

和, 王盛德, 高如桂

暹羅國王 : 劉如榮

烏 : 吳連明, 劉振福, 任得

慶

暹羅國番兵 : 屠來 , 李四

宋無忌 : 焦存貴

金烏 : 李存惠

暹羅國番兵 : 王安, 瑞林, 丁

進壽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番  : 李金福, 王廣和, 

王盛得, 高如桂

暹羅國王 : □□□
鼓 : 郭得

第14齣 

空勞鳳卜

(一刻下)

赤兎 : 劉進勝

暹羅國八 番 : 屠來 , 王安, 

得太, 李四, 薛 祥, 丁進壽, 

得昌, 瑞林

暹羅國王 : 劉如榮

金烏 : 李存惠

玉兎 : 侯慶福

暹羅國母 : 任榮

假國王 : 顔連富

假玉兎 : 張寶義

赤兔 : 劉進勝

暹羅國 番 : 得泰, 李四

暹羅國王 : 劉如榮

金烏 : 李存惠

暹羅國母 : □□□
玉兔 : □□□
假國王 : □□□
假玉兔 : □□□
鼓 : □□□

第15齣 

烏兎歸元

(一刻十)

四侍從 : 田壽恒, 張文斌, 陸

金貴, 田福

日光童子 : 孫進祿, 張祿安

太陽帝君 : 狄盛寶

宋無忌 : 焦存貴

緬甸國八番兵 : 張惠連, 撤, 

撤, 李福慶, 張祿安, 屠來 , 

侍從 : 張二鎖, 田福

日光童子 : □□□
太陽帝君 : 狄盛寶

宋無忌 : □□□
緬甸國番兵 : 文光

緬甸國番  : 鄭廷祥, 王振福, 

王子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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撤, 得成

緬甸國四番  : 吳瑞香, 鄭廷

祥, 劉振喜, 王子實

赤兎 : 劉進勝

緬甸國王 : 吳全榮

暹羅國八番兵 : 得成, 王安, 

張初存, 李四, 薛 祥, 丁進

壽, 張玉山, 瑞林 

暹羅國四番  : 恩緖, 王廣和, 

李金福, 高如桂

八 烏 : 張田壽, 李惠山, 吳

連明, 長春, 張進壽, 楊長福, 

劉振福, 任得慶

金烏 : 李存惠

玉兎 : 侯慶福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王 : 李金福

赤兎形 : 武長壽

金烏形 : 孫進祿

玉兎形 : 汪十兒

赤兔 : □□□
緬甸國王 : 吳全榮

暹羅國番兵 : 得成, 王安, 李

四

暹羅國番  : 恩緖, 王廣和, 

高如桂

烏 : 王長林, 吳連明, 長春, 

劉田福, 楊長福

金烏 : 李存惠

玉兔 : □□□
暹羅國女 : 張祥林

暹羅國母 : 任榮

暹羅國王 : 劉如榮

赤兔形 : 德昌

金烏形 : 孫進祿

玉兔形 : 汪十兒

鼓 : □□□

第16齣 

天香慶賀

(一刻十下)

仙女 : 阿壽, 李久合, 董和玉, 

屠來

玉兎形 : 孫久榮

月主 : 王進福

四仙眞 : 李來海, 李 亭, 馬

昌祿, 李 亭

彩雲使  : 高如桂, 張惠連, 

王元福, 吳連明, 王安, 劉如

榮, 張惠連, □進□
寶鏡仙娥 : □進勝, 屠來 , 

張祥林, 劉進喜, 王盛德, 曾祿

吉, 張祿安, 顔連富

桂花童子 : 安進祿, 孫進祿, 

仙女 : 阿壽, 王盛得, 屠來

玉兔形: □□□
月主 : 王久華

仙眞 : 李來海, 馬昌祿, 孫培

亭

彩雲使  : 高如桂, 薛 祥, 

王安, 李金福, 張惠連

寶鏡仙娥 : 王有福, 董林元, 

張祥林, 田福, 張祿安, 顔連富

桂花童子 : □□□
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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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명과 등장 각색을 통해 볼 때 위의 두 판본은 곤익수도본 계열로, 제1척

의 등장인물 수는 중복되는 몇 명을 제외하고 총 42명이다. 첫 번째 제강에 

보이는 侯慶福과 吳連明은 光緖 20년(1894)에 궁정에서 태감들이 조직한 희

반인 普天同慶班 소속이었던 점에 비추어 두 제강은 모두 1894년 이후의 공

연 상황을 정리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곤익국도본이 건륭 시기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규모를 반 한 것

으로 볼 때, 곤익수도본의 편찬 시기가 곤익국도본에 비해서는 확실히 후대

이며, 특히 광서 연간에 들어서는 등장인물의 수가 반으로 줄 정도로 공연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상의 제강에는 각 척의 척명 아래 대체적인 공연 시간이 함께 기록

되어 있다. 이는 한 척의 공연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론 안배된 시간에 따라 

실제 공연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던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표지를 

제공해준다.

95) □□□는 藝人名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함. 앞부분에 등장하는 예인이 그 
각색을 다시 맡는 경우 기록을 생략한 것으로 보임.

96) □는 藝人名 중 글자가 누락된 부분을 표시함.

馬恒安, 鄭廷祥, 劉田福, 田壽

恒, 劉振福, 馮□才

척명 대강의 줄거리 소요 시간

第1齣 七政揚光 

중추절을 맞이하여 28수, 금

오, 태양제군, 태음원군 등 천

상의 신들이 등장하여 태평

성세를 감사하는 춤과 노래

를 하며 중국의 황제에게 단

계를 바치기로 함.

二刻 30분

第2齣 金英表瑞 
송무기와 옥토가 사신으로 

지상에 내려가게 되며, 짝을 
一刻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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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싶은 옥토는 송무기를 

속이고 지상에 잔류함. 

第3齣 直圖好合 
금오가 옥토를 초대하여 구혼

하나 거절당함.
一刻五下 20분 이내

第4齣 曲倩良媒 
금오가 적토를 찾아가 중매를 

부탁함.
一刻五下 20분 이내

第5齣 氷人自薦

적토는 금오의 중매쟁이로 

옥토를 찾아가나 금오를 따

돌리고 자신이 구혼을 하여 

옥토의 허락을 받아냄.

一刻十 25분

第6齣 荒服來王 

중추절을 맞아 남해의 거방

신도 바다에서 야광주를 내

어주고 이를 발견한 섬라국

은 조공품으로 바치고자 함.

一刻五下 20분 이내

第7齣 攝 龍領 

옥토와의 혼례에 예물로 쓸 

빙물을 구하기 위하여 떠난 

금오는 섬라국의 야광주를 

훔침.

十分下 10분 이내

第8齣 鬧散鴛幃 

옥토와 적토의 혼인날 금오는 

빙물을 들고 돌아와 이를 보

게 되고 금오와 적토 사이에 

싸움이 시작됨.

一刻五下 20분 이내

第9齣 奪壻角勝 

옥토를 사이에 두고 금오와 

적토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

고, 적토는 옥토와 함께 면전

국에 야광주를 바치고 피신

을 하기로 함.

一刻下 15분 이내

第10齣 衒寶生嫌 

황제에게 조공을 가기 위하

여 섬라국왕은 면전국을 찾

아오고 준비한 야광주가 없

어진 사실을 알고 당황함. 야

광주가 면전국왕에게 있는 

一刻五下 20분 이내



淸代 宮廷大戱 ≪天香慶節≫ 硏究

- 60 -

것을 본 섬라국왕은 면전국

이 야광주를 훔쳐 간 것으로 

오해하고 전쟁을 준비함.

第11齣 揮戈揚  교전이 벌어지고 섬라국이 패함. 十二分 12분

第12齣 跡追踪

옥토를 찾아 돌아다니던 송

무기는 금오를 만나게 되고 

함께 섬라국을 도와 옥토를 

찾기로 함.

十三下 13분 이내

第13齣 擬續鸞交

옥토와 적토는 면전국과 함

께, 금오와 송무기는 섬라국

과 함께 양국 간의 싸움이 

이어지고 옥토가 잡힘. 옥토

의 향방을 놓고 금오와 송무

기 간에도 싸움이 나고 송무

기가 패하자 금오는 옥토와

의 혼례를 위하여 섬라국왕

에게 중매를 부탁하고 혼인

을 강행하고자 함. 섬라국왕

은 옥토의 미모에 반하여 자

신이 옥토를 취하고자 다른 

마음을 품게 됨.

一刻五下 20분 이내

第14齣 空勞鳳卜

상황을 파악한 옥토는 도술

을 부려 섬라국왕을 가짜 옥

토 형태로 만들고 적토는 화

촉동방에 앉아 있던 섬라국

왕을 옥토로 착각해 업고 나

옴. 금오와의 혼례는 결국 무

산되고 섬라국왕은 용서를 

구하고, 금오는 섬라국의 야

광주를 찾아 되돌려 주기로 

약속함.

一刻下 1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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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총 공연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한 척에 소요되는 평균 공연 시간은 

20분 내외가 된다. 이 중 제1척에 할애되는 시간이 30분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천향경절≫에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절기를 맞이하여 

천상 세계의 신들이 황제의 덕을 칭송하며 상서로움을 찬양하는 첫 장면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중 있는 부분은 제5척, 제15척, 제16척으로 25분씩이 할애되었

다. 제5척은 금오의 중매쟁이로 옥토를 찾아간 적토가 금오를 따돌리고 구혼

에 성공하는 부분이다. 제15척은 갈등이 모두 해결되고 옥토와 금오가 월궁

과 일궁으로 각각 돌아가고 면전국과 섬라국이 화해 후 예물을 챙겨 황제에

게 중추절 알현을 가는 부분이며, 제16척은 천상 세계의 신들이 등장하여 상

서로움을 노래하며 절기를 축하하는 부분이다. 

곤익본에서는 등장인물 중 ‘金烏’의 부하들을 ‘衆 烏’로 표시한 데 반하여 

피황본에서는 ‘彩鶴’, ‘孔宣’, ‘白鸚鵡’, ‘靑鸞’ 등 넷으로 구체화하 다. 또 

‘赤兎’의 친구로 ‘黑兎’와 ‘花兎’가 더 등장한다. 피황국도본을 보면 “흑토, 화

토, 네 명의 소요로 분하고 함께 등장하여 노래한다(扮黑兎花兎四 妖同上

唱).”라는 지시문이 있다. 적토는 금오에게서 옥토를 찾기 위해 흑토와 화토

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들은 각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스꽝스

럽고 추악한 면모를 보인다.97)

97) 이창숙, <≪天香慶節≫ 簡論>, ≪中國文學≫ 제6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33쪽.

第15齣 烏兎歸元

태양제군의 명으로 면전국과 

섬라국은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게 되고, 옥토와 금오도 천

상으로 돌아감.

一刻十 25분

第16齣 天香慶賀

선녀, 결린, 옥토, 항아 등이 

중추절을 축하하며 춤을 추

고 노래함.

一刻十下 25분 이내

총 공연 시간 최대 305분 (5시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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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판본 고찰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곤익국도본’, ‘곤익수도본’, ‘피

황국도본’, ‘피황수도본’ 4종을 저본으로 삼되, 실제 작품의 분석은 이 중에

서도 ‘곤익국도본’을 위주로 진행할 것이다. 이는 첫째, ‘곤익본’이 ‘피황본’

에 비하여 먼저 만들어진 판본이 확실한 만큼 궁정희 본래의 면모를 파악하

는 데 있어 유효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 판본들의 비교 결과 희곡적 요소

나 전체적인 내용, 정리된 상태가 가장 완정한 ‘곤익국도본’이 ‘곤익본’ 중에

서도 가장 이른 판본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제3절 편찬 시기 추정

황제와 황태후에게 제공하던 안전본에서부터 연출용 총본까지 다양한 목

적을 가진 판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청대 궁정에서 ≪천향경절≫의 인기

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천향경절≫이 궁정희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

혔던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언급하는 

문헌 정보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시대적 배경과 작가에 대한 

추정, 극 중 내용 등을 토대로 편찬 시기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건륭 초, 순황제께서 다스리시어 해내가 평안하자 장문민에게 명하

여 여러 원본들을 만들어 올리게 하고는 악부에 비치하고 연습을 시켜 

각 절기마다 상시로 공연을 하게 하 다. …… 곡문은 모두 장문민이 직

접 만든 것들로, 문채가 유려하고 전고가 풍부하여 매우 뛰어났다. 후

에 장각친왕에게 촉한삼국지의 옛이야기를 악보로 만들 것을 명하 으

니 이를 ≪정치춘추≫라고 한다. 또한 송 정화 연간의 양산의 도적 및 

송금의 전쟁, 휘종과 흠종의 북벌에 관한 내용을 악보로 만든 것을 

≪충의선도≫라고 불 다. 그 곡사가 모두 장안 문객의 손에서 나온 것

들이라 모두 내용을 덧붙여 만들고 원명대의 ≪수호의협≫이나 ≪서천

도≫와 같은 여러 원본의 곡문을 베낀 것이라 문민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 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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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은 部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형부상서이던 장조에게 겸직을 명하

고,99) 본격적으로 궁정희 편찬에 돌입했다. ≪中國曲學大辭典≫에 장조의 생

평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张照(1691-1745)는 초명이 묵, 자는 득천, 호는 경남과 천병거사로 江

苏 婁縣(지금의 上海 松江) 사람이다. 강희 48년(1709) 진사가 되어 翰林

院檢討를 제수 받고 南書房에 입직했다. 옹정 원년(1723)에는 詹事府에 

재직하 고, 옹정 8년(1730)에는 內閣學士를 제수 받았으며, 11년(1733)

에는 刑部左侍郞를 맡고, 다음해 刑部尙書로 옮겨갔다. 13년(1735) 5월에

는 撫定苗疆大臣으로 차출되나 곧 탄핵을 당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하

옥되었다. 건륭 원년(1736) 조정에서 참수형에 처하기로 논의하나 고종의 

특명으로 사면되었다. 2년(1737) 복직되어 內閣學士에 임명되었다. 5년

(1740) 刑部侍郞을 제수 받고, 다음해 장친왕 윤록과 함께 ≪律吕正

义≫ 속편 편찬을 명받고 5권에 불과하던 원서를 120권으로 증편하

다. 7년(1742) 刑部尚书를 맡게 되고, 部의 관장까지 겸하여 칙령으로 

내정희곡을 편찬하 다. 10년(1745) 정월, 부친상을 치르러 가던 중 徐

州에서 병사하 고 文敏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음률에 정통했는데 그

가 편찬한 궁정대희로는 ≪승평보벌≫, ≪권선금과≫가 있으며, 각각 

240척에 달하는 장편으로 내정연희 체제의 선례를 만들어냈다. 또 ≪월

령승응≫, ≪법궁아주≫, ≪구구대경≫ 등도 편찬하 다. 장조가 만든 곡

조는 대부분 ≪九宮大成南北詞宮譜≫에서 가져와 곡보의 범례로 삼았

다. 시화에 능하 으며, 특히 서법에 뛰어났다. ≪득천거사집≫, ≪천병

재첩≫, ≪천병재서화제발≫ 등이 있다. ≪청사고≫에 列傳이 전한다.100) 

98) “乾隆初, 純皇帝以海內昇平, 命張文敏製諸院本進呈, 以備 部演習, 凡各節令皆

奏演. …… 其曲文皆文敏親製, 詞藻奇麗, 引用內典經卷, 大爲超妙. 其後又命莊恪

親王譜蜀漢三國志典故, 之鼎峙春秋. 又譜宋政和間梁山諸盜及宋金交兵, 徽欽北

狩諸事, 之忠義璇圖. 其詞皆出日華遊客之手, 惟能敷衍成章, 又抄襲元明水滸義

俠、西川圖諸院本曲文, 遠不逮文敏多矣.” 昭槤 撰, ≪嘯亭續  卷一⋅大戱節

戱≫, 北京: 中華書局, 2006, 377-378쪽.

99) 장조는 두 가지 일을 겸직하여 管理大臣 혹은 典 大臣이라 불리기도 하 다. 孟

燕寧, <張照 乾隆朝宮廷戱曲>, ≪紫禁城≫ 1994年 第4期, 故宫博物院, 1994, 45쪽. 

100) “初名默, 字得天, 號涇南、天 居士. 婁縣(今上海松江)人. 淸康熙四十八年(1709)

進士, 授翰林院檢討, 入値南書房. 雍正元年(1723)任職詹事府, 八年授內閣學士, 

十一年任刑部左侍郞, 翌年遷尙書. 十三年五月, 出任撫定苗疆大臣, 不久, 因被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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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속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청대 궁정희의 편찬은 당시 악부에 

소속되었던 주요 문신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대본희의 

주요 작품들 중 ≪昇平寶筏≫⋅≪勸善金科≫는 장조가 편찬한 것이 확실하

며, ≪鼎峙春秋≫는 周祥玉101)⋅鄒金生 등이 편찬, ≪昭代簫韶≫는 王庭

章102)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평사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작가는 장조와 

장각친왕 윤록 정도에 불과하다. ≪淸史稿 列傳≫에 기록이 전한다. 

성조(강희제)의 열여섯 째 아들 윤록은 …… 수학에 능하고, 악률에 

정통하 다. …… 건륭 원년(1736) 총리사무 겸 공부 관장을 명받아 친

왕으로 녹봉을 두 배로 받았다. 4년(1739), 윤잉의 아들 홍석의 서 사

건에 연루되어 쌍봉이 정지되고 도통직에서도 파면 당하 다. 7년

(1742), 삼태, 장조와 함께 악부를 관장하는 일을 명받았다. …… 32년

(1767)에 73세로 죽었다. 시호는 각이다.103)

奪職下獄. 乾隆元年(1736)廷議當斬, 高宗特命赦免. 二年復起用任內閣學士. 五年

授刑部侍郞, 翌年奉命 莊親王允祿主持續修≪律呂正義≫事宜, 增編至一百二十

卷(原書僅五卷). 七年任刑部尙書, 兼管 部, 奉詔編寫內廷戱曲. 十年正月奔父喪, 

在徐州病亡, 諡文敏. 精曉音律, 所編宮廷大戱有≪昇平寶筏≫、≪劝善金科≫, 各

爲二百四十出之巨制, 創內廷戱體制的先例. 又編≪月令承应≫、≪法宮雅奏≫、
≪九九大庆≫等. 所制曲調多被≪九宮大成南北詞宮譜≫引爲曲譜范例. 兼工詩畵, 

尤精書法. 有≪得天居士集≫、≪天 齋帖≫、≪天 齋書畵題跋≫等. ≪淸史

稿≫有傳.” 齊森華⋅陳多⋅葉長海 主編, ≪中國曲學大辭典≫, 杭州: 浙江敎育出

版社, 1997, 166쪽.

101) 周祥钰은 청대 雍正, 乾隆 시기에 살았다. 字號 등 생평은 미상으로, 江苏 常熟 

사람이다. 궁정대희 ≪忠義璇圖≫, ≪鼎峙春秋≫의 편찬에 참여하 다. 徐 華, 

朱廷鏐 등과 함께 ≪九宮大成南北詞宮譜≫ 편찬에도 참여하 다고 알려져 있
다. 齊森華⋅陳多⋅葉長海 主編, ≪中國曲學大辭典≫, 杭州: 浙江敎育出版社, 

1997, 168쪽.

102) 王庭章은 청대 건륭시대에 살았으며, 字는 朝炳이고 江苏 常熟 사람이다. 생평 
사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궁정대희 ≪昭代簫韶≫의 편찬에 참여하
다. 齊森華⋅陳多⋅葉長海 主編, ≪中國曲學大辭典≫, 杭州: 浙江敎育出版社, 

1997, 168쪽.

103) “聖朝第十六子允祿 …… 精數學通 律. …… 乾隆元年, 命总理事务兼掌工部, 食

亲王雙俸. …… 四年, 坐 允礽子弘皙往来诡秘, 停雙俸, 罢都统. 七年, 命 三

泰、張照管乐部. …… 三十二年, 薨, 年七十三, 谥曰恪.” 柯劭忞等 編, ≪淸史

稿⋅列傳四之七≫, 民國 16(1927)-昭和12(193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자료실(화한서분류) 4371 14 77 중 ≪淸史稿⋅列傳六⋅諸王五≫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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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와 윤록의 행적을 통해볼 때, 악부라는 부서는 두 사람이 악부의 관직

을 제수 받은 건륭 7년(1742)에 신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周祥鈺, 

鄒金生은 ≪정치춘추≫ 이외에도 윤록과 함께 건륭 11년(1746)에 편찬된 

≪新定九宮大成南北詞宮譜≫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사신들이었다는 공통점

이 있다.104) 즉 청초에 이루어졌다는 승응희의 편찬은 대략 1742년부터 1746

년 사이 건륭제의 구상 하에 계획되고, 칙령 하에 수행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예 시스템의 소산이었다. 

≪천향경절≫의 작자와 편찬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쉽게도 남아있는 판본 모두 작자의 이름이 아예 없거나, ‘佚名’, 

‘不著撰人’이라고만 되어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청대 궁정 연극은 건륭 초부

터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하 다. 道光 이후부터는 연극을 관장하는 기구

가 昇平署로 개편되는 과정에서105) 대규모로 진행되던 ≪구구대경≫의 연출

이 점차 줄어들었고, 새로운 극본도 거의 창작되지 않았다.106)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천향경절≫에 반 된 청조와 暹羅, 緬甸과

의 조공 관계를 살펴보면 ≪천향경절≫의 창작 시기를 조금 더 한정지을 수 

있다. 섬라국왕과 면전국왕이 중추절을 맞아 중화에 조공 사신을 보내는 줄

거리는 ≪천향경절≫의 서두를 여는 중요한 실마리이다. 역사상 중국이 면전

국과 조공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건륭이 이룬 十全武功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

다. 건륭 33년(1768), 傅恒이 군사를 이끌고 면전의 수도를 쳐서 면전국왕이 

104) ≪续修四库全书集部目 ≫ 集部 第1753冊-第1756冊에서는 ≪新定九宮大成南北

詞宮譜≫ 편찬자를 “周祥鈺、鄒金生等輯”(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 編, ≪續修四

庫全書⋅集部⋅曲類≫ 1753-175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이라고 하 으
며, ≪新定九宮大成南北詞宮譜譯注≫에서는 작자를 和碩親王允祿, 周祥鈺, 鄒金

生, 徐 華, 王文祿, 朱廷鏐, 徐應龍으로 명기하 다.(和碩親王允祿⋅周祥鈺⋅鄒

金生⋅徐 華⋅王文祿⋅朱廷鏐⋅徐應龍, ≪新定九宮大成南北詞宮譜譯注≫, 香

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9.)

105) 康熙帝 때 처음 생겨난 南府와 景山은 雍正, 乾隆, 嘉慶을 거쳐 道光 초까지 존
재했던 청 궁정의 양대 연희 담당 기구 다. 이후 도광 연간에 승평서라는 기구
를 만들어 남부와 경산을 통폐합하여 개혁하고 內學, 中和 , 掌 司, 錢糧處, 

檔案房을 두었다. 류진희, <청대 궁정의 연극기구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59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참조.

106) 王芷章 編, ≪淸昇平署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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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항을 하고, 건륭 43년(1778) 이래로 면전국은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

했다.107) 같은 해, 면전이 섬라국을 침략하고 화교 출신이던 鄭昭가 阿瑜陀耶

성을 수복하며 曼谷 왕조를 세우고 청조에 의해 섬라왕으로 책봉되며 조공

을 바치러 오게 되었다. 2년 후 건륭 45년(1780) 건륭제의 칠순 생일까지 고

려하면 ≪천향경절≫의 편찬은 이르게는 건륭 초 장조를 비롯한 사신들이 

궁정희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부터, 늦어도 섬라, 면전과의 조공 관계가 정리

되고 건륭의 칠순 생일을 기념하는 1780년 사이에 이루어진 작업일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중추절, 황제의 생일, 섬라국과 면전국의 조공이라는 

극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

다. 건륭 이후 ≪천향경절≫은 중추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공연으로 

지속되었으며, 황제의 생일과 십전무공을 찬양하기 위한 극의 색채는 점점 

줄어들어 절기를 기념하는 절희로서 재미와 오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傅惜華는 ≪천향경절≫을 장조가 건륭의 칙령으로 편찬한 ≪구구대경≫ 
중 한 작품이라고 명시하 다. 乾嘉 시기 매년 중추절이면 승평서의 내감들

이 ≪천향경절≫을 수차례 연창하 으며, 하루 만에 공연을 마치는 때도 있

고, 이틀로 나누어 공연하는 때도 있었다고 기록하 다.108) 출처를 따로 밝히

지 않아 어디에서 단서를 얻은 정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석화 역시 ≪소

정잡록≫의 기록과 함께 중추절 즈음에 만수절을 지내게 되는 청대의 황제

는 건륭 한 사람 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품의 편찬 시기를 건륭 시기

로 확정지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필자는 ≪천향경절≫의 텍스트 분석 중 판본에 따라 헌연 대상, 

헌연 시기, 헌연 장소를 암시하는 단어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하 다. 이는 헌연 대상의 명칭에 따라 헌연 시기와 장소가 각기 다르게 

107) 섬라와 면전은 모두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고 貢期를 정하여 조공하 던 境
外外蕃으로, 건륭 연간의 조공 횟수는 섬라는 총 13회, 면전은 총 8회 다. 최소
자 지음, ≪淸과 朝鮮 -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서울: 혜안, 2005, 131-132

쪽 <乾隆年間 各國入貢表> 참조.

108) 傅惜華 著, 王文章 主編, ≪傅惜華戱曲論叢≫,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7,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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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때문이다. 곤익국도본의 경우에는 대상이 聖主로 표기되어 있지만, 

곤익수도본의 경우에는 대상이 太后로 되어 있다. 헌연 시기로 추정할 수 있

는 작품 속 절기의 표시 역시 대상이 성주일 경우에는 中秋라고 되어있는 반

면, 대상이 태후일 경우에는 初冬으로 상이하다. 장소를 명시하는 부분 역시 

성주일 경우에는 山莊의 上林御苑이지만 태후일 경우에는 神州의 上林御苑

으로 차이를 보인다. 곤익본 2종과 피황본 2종, 그리고 쌍홍당본에 기록된 표

지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헌연 

대상

공연

시기

강림

장소

단계 전달 

최종 장소

곤익국도본

聖主 中秋 山莊 上林御苑

(원군이 말한다) …… 광한궁의 단계는 인간 세상에는 없는 품종

이라 한 가지 꺾어 어원에 바쳐드리면 명덕이 향기를 뿜고 자손이 

번성할 표징입니다. …… (송무기가 등장하여 말한다) 알겠나이다. 

천상에 중추절이 가까워 오니 인간 세상 달그림자가 맑구나. 원군께

서는 위로 오르시지요. 송무기 인사드리겠나이다. (원군이 말한다) 

너는 옥토와 함께 단계 한 가지를 꺾어 산장에 바치고, 화신에게 분

부하여 조심히 가꾸어 성주께서 완상하실 수 있도록 하라. …… (한 

가지를 꺾고 노래한다) 오늘 상림어원의 옥섬돌에 단계를 바치네.

(元君白) …… 廣寒宮所有丹桂, 人世無種, 意欲折取一枝, 供獻御

苑,109) 以爲明德馨香, 子孫繁衍之驗. …… (宋無忌上白)領法旨. 天上

中秋近, 人間月影淸, 元君在上, 宋無忌參見. (元君白)你可 玉兎, 折

取丹桂一枝, 獻至山莊, 吩咐花神, 心培植, 以供聖主淸玩. …… (作

折一枝科唱)今獻在上林御苑玉砌瑤基.

곤익수도본

太后 初冬 神州 上林御苑

(태음원군이 말한다) …… 광한궁의 단계는 인간 세상에는 없는 

품종이라 한 가지 꺾어 어원에 바쳐드리면 명덕이 향기를 뿜고 자

손이 번성할 표징입니다. …… (송무기가 등장하여 말한다) 알겠나이

다. 천상에 초겨울이 가까워 오니 인간 세상 달그림자가 맑구나. 원

군께서는 위로 오르시지요. 송무기 인사드리겠나이다. (태음원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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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너는 옥토와 함께 단계 한 가지를 꺾어 신주에 바치고, 화

신에게 분부하여 조심히 가꾸어 태후께서 완상하실 수 있도록 하라. 

…… (한 가지를 꺾고 노래한다) 오늘 상림어원의 옥섬돌에 단계를 

바치네.

(太陰元君白) …… 廣寒宮所有丹桂, 人世無種, 意欲折取一枝, 供

獻御苑, 以爲明德馨香, 子孫繁衍之驗. …… (宋無忌上白)領法旨. 天上

初冬近, 人間月影淸, 元君在上, 宋無忌參見. (太陰元君白)你可 玉兎, 

折取丹桂一枝, 獻至神州, 吩咐 心培植, 以供太后淸玩. …… (作折一

枝科唱)今獻在上林御苑玉砌瑤基.

곤익쌍홍당본

聖主 中秋 神京 上林御苑

(원군이 말한다) …… 광한궁의 단계는 인간 세상에는 없는 품종

이라 한 가지 꺾어 어원에 바쳐드리면 명덕이 향기를 뿜고 자손이 

번성할 표징입니다. …… (송무기가 등장하여 말한다) 알겠나이다. 

천상에 중추절이 가까워 오니 인간 세상 달그림자가 맑구나. 원군께

서는 위로 오르시지요. 송무기 인사드리겠나이다. (원군이 말한다) 

너는 옥토와 함께 단계 한 가지를 꺾어 신경에 바치고, 화신에게 분

부하여 조심히 가꾸어 성주께서 완상하실 수 있도록 하라. …… (한 

가지를 꺾고 노래한다) 오늘 상림어원의 옥섬돌에 단계를 바치네.

(元君白) …… 廣寒宮所有丹桂, 人世無種, 意欲折取一枝, 供獻御

苑, 以爲明德馨香, 子孫繁衍之騐. …… (宋無忌上白)領法旨. 天上中秋

近, 人間月影淸, 元君在上, 宋無忌參見. (元君白)你可 玉兎, 折取丹

桂一枝, 獻至神京, 吩咐花神 心培植, 以供聖主淸玩. …… (作折一枝

科唱)今獻在上林御苑玉砌瑤基.

피황국도본

聖主 初冬 神州 上林御苑

(태음원군이 말한다) …… 광한궁의 단계는 인간 세상에는 없는 

품종이라 한 가지 꺾어 어원에 바쳐드리면 명덕이 향기를 뿜고 자

손이 번성할 표징입니다. …… (송무기가 등장하여 말한다) 알겠나이

다. 천상에 초겨울이 가까워 오니 인간 세상 달그림자가 맑구나. 원

군께서는 위로 오르시지요. 송무기 인사드리겠나이다. (태음원군이 

말한다) 너는 옥토와 함께 단계 한 가지를 꺾어 신주에 바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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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궁정희 중 절기를 기념하기 위한 월령승응희는 ≪소정속록≫의 기록

을 통해 볼 때 건륭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며, 황족들의 생일을 축하

하기 위한 ≪구구대경≫의 편찬 역시 건륭 시기에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道

光 시기 南府의 규모가 축소되고 연극 관장 기구가 昇平署로 바뀌는 과정에

109) ______은 헌연 대상으로 추정되는 주체, 공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공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등의 표지를 구분하기 쉽도록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임.

신에게 분부하여 조심히 가꾸어 태후께서 완상하실 수 있도록 하라. 

…… (송무기가 요판으로 노래한다) 명을 받들어, 오늘 상림어원에 

단계를 바치네.

(太陰元君白) …… 廣寒宮所有丹桂, 人世無種, 意欲折取一枝, 供

獻御苑, 以爲明德馨香, 子孫繁衍之騐. …… (宋無忌上白)領法旨. 天上

初冬近, 人間月影淸, 元君在上, 宋無忌參見. (太陰元君白)你可 玉兎, 

折取丹桂一枝, 獻至神州, 吩咐花神, 心培植, 以供聖主淸玩. …… 
(宋無忌唱搖板)奉勅令, 今獻在上林御苑.

피황수도본

太后 初冬 神州 上林御苑

(태음원군이 말한다) …… 광한궁의 단계는 인간 세상에는 없는 

품종이라 한 가지 꺾어 어원에 바쳐드리면 명덕이 향기를 뿜고 자

손이 번성할 표징입니다. …… (송무기가 등장하여 말한다) 알겠나이

다. 천상에 초겨울이 가까워 오니 인간 세상 달그림자가 맑구나. 원

군께서는 위로 오르시지요. 송무기 인사드리겠나이다. (태음원군이 

말한다) 너는 옥토와 함께 단계 한 가지를 꺾어 신주에 바치고, 화

신에게 분부하여 조심히 가꾸어 태후께서 완상하실 수 있도록 하라. 

…… (송무기가 요판으로 노래한다) 명을 받들어, 오늘 상림어원에 

단계를 바치네.

(太陰元君白) …… 廣寒宮所有丹桂, 人世無種, 意欲折取一枝, 供

獻御苑, 以爲明德馨香, 子孫繁衍之騐. …… (宋無忌上白)領法旨. 天上

初冬近, 人間月影淸, 元君在上, 宋無忌參見. (太陰元君白)你可 玉兎, 

折取丹桂一枝, 獻至神州, 吩咐花神, 心培植, 以供太后淸玩.…… (宋

無忌唱搖板)奉勅令, 今獻在上林御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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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嘉慶 시기까지 대규모로 행해지던 ≪구구대경≫의 공연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으며, 새로운 극본은 거의 창작되지 않게 되었다.110) 따라서 중추승응희

이자 구구대경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천향경절≫의 편찬 시기

는 乾嘉 시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극본 중 성주와 태후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건

륭제의 생일이 음력 8월 13일, 가경제의 생일이 음력 10월 6일, 도광제의 생

일이 음력 8월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시기가 중추절일 경우의 성주는 건륭제

와 도광제까지 유추가 가능하며, 시기가 초동일 경우의 성주는 가경제가 유

일하다 하겠다.111) 

실제로 건륭제의 만수절을 축하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여러 나라의 사신

들이 北京과 熱河를 방문하 으며, 재계를 위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만수절과 

중추절을 동시에 축하하기 위한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연일 끊이지 않았던 

기록을 보면 ≪천향경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륭은 희곡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직접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를 정

도로 음악에 대한 애호가 남달랐던 것으로 유명하다. ≪花子拾金≫이라는 작

품을 만들고 寧壽宮의 倦勤齋 희대에서 직접 岔曲을 불 는데 자신의 목소

리에 맞지 않자 곤, 익 두 강조의 장점을 취하여 바로 새로운 곡을 만들었을 

110) 청대 초기 궁정에서 행해지던 공연은 南府와 景山에서 관리하 다. 道光 7년, 

이 두 기관은 昇平署로 통폐합되었다. 咸豊 9년까지 궁정에서 행해지는 대부분
의 공연은 승평서의 太監들이 단독으로 연출하 다. 승평서의 규모는 궁정희의 
전성기 던 건륭 시기에 비하여 1/10 정도로 줄어들었다. 류진희, <청대 궁정의 
연극기구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59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참조.

111) 皇帝名 生日 (農曆)

乾隆 1711年 8月 13日

嘉庆 1760年 10月 6日

道光 1782年 8月 10日

咸丰 1831年 6月 9日

同治 1856年 3月 23日

光绪 1871年 6月 28日

宣统 1906年 1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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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음률에 정통하 다.112)

건륭은 자신이 만든 곡을 御製腔, 御製清曲이라고 칭하 다.113) 희곡에 대

한 그의 관심과 취미는 궁정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청대 극본의 편찬과 

열하 피서산장의 청음각, 자금성의 창음각에 삼층대희대 역시 모두 건륭의 

업적으로, 대량의 절희들을 활용한 대규모 공연은 모두 이 시기 시작되었다.

이렇듯 작품에서 지칭하는 성주가 건륭제라면 만수절승응희로서 공연 시

기는 중추로 맞아 떨어진다. 성주가 건륭제일 경우 태후는 건륭의 모친인 孝

聖宪皇后(崇慶皇太后)가 되나, 효성헌황후의 생일은 음력 11월 25일로 초동

을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간극이 발생한다.

황태후의 생신은 11월 25일이다. 건륭 16년 황태후의 60세 생일을 맞

아 나라 안팎의 신료들이 모두 경사에 모여 축수연을 거행했다. 서화문

에서 부터 서직문 밖 고량교까지 10여 리에 걸쳐 각각 구획을 나누어 

등을 매단 채붕을 설치하고, 누각을 지었다.114)

성주를 건륭 이후로 넓혀 보았을 때 태후로 지칭될 수 있는 대상은 효성헌

황후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이다. 

112) 徐珂의 ≪淸稗類鈔≫ 제7책 ≪明智類⋅伶人機警≫에 “고종은 음률에 밝았는데, 

≪습금≫ 한 척은 고종이 직접 만든 곡이다(高宗精音律, ≪拾金≫一齣, 御製曲

也).”라고 되어 있다. 徐珂 編撰, ≪淸稗類鈔⋅第七冊≫, 北京: 中華書局, 1996, 

3339-3340쪽.

113) 孟燕寧, <張照 乾隆朝宮廷戱曲>, ≪紫禁城≫ 1994年 第4期, 故宫博物院, 1994, 

44쪽. 

114) “皇太后壽辰在十一月二十五日. 乾隆十六年屆六十慈壽, 中外臣僚紛集京師, 擧行

大慶. 自西華門至西直門外之高粱橋, 十餘里中, 各有分地, 張設燈綵, 結撰樓閣.” 

趙翼 撰, ≪簷曝雜記⋅慶典≫, 北京: 中華書局, 2007,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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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后名 生日 (農曆)

孝聖宪皇后 (崇庆皇太后) 1692年 11月 25日

孝和睿皇后 (恭慈皇太后) 1776년 10月 10日

孝静成皇后 (康慈皇太后) 1812年 5月 11日

孝贞显皇后 (慈安皇太后) 1837年 7月 12日

孝钦显皇后 (慈禧皇太后) 1835年 10月 10日

孝定景皇后 (隆裕皇太后) 1868年 1月 28日

이들의 음력 생일을 살펴본 결과 초겨울에 태어난 태후는 도광제의 모친

인 孝和睿皇后(恭慈皇太后)115)와 동치제의 모친인 孝钦显皇后(慈禧皇太后)116) 

둘 뿐이었다. 즉 헌연 대상이 ‘태후’이고, 공연 시기가 ‘초동 절’로 된 곤익수

도본과 피황수도본은 이 두 황태후들을 위해 개편되어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도서관 소장본들은 이르게는 도광 시기부터 늦어도 

광서 연간 사이에 만들어진 판본들로, 국가도서관 소장본들에 비하여 시기적

으로 다소 후대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117) 도광 3년 효화예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10월 초의 승응 기록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월 초하루 수방재에서 극을 승응한다.

2일 동락원에서 극을 승응한다.

9일 오전 5시 정각 동락원에서 구구대경을 승응하고, 오후 1시 45

분 승응을 마친다.

10일 기춘원에서 인사를 올리는 예식이 끝나면 동락원에서 구구

대경을 승응한다. 오후 1시 45분 승응을 마친다. (이 날은 

115) 嘉慶帝의 孝和睿皇后(恭慈皇太后)는 乾隆 41년(1776) 10월 10일에 태어나 嘉慶 25

년(1820) 8월에 宣宗이 즉위하면서 皇太后가 되었으며, 道光 29년(1849) 12월 11일
卒하 다.

116) 咸豊帝의 孝钦显皇后(慈禧皇太后)는 道光 15년(1835) 10월 10일에 태어나 咸豐 11년
(1861) 7월에 穆宗이 즉위하면서 皇太后가 되었으며, 光緖 34년(1908) 卒하 다.

117) ≪光緖二十年(1894) 差事檔≫의 기록에서부터 ≪천향경절≫을 頭本, 二本, 三本, 

四本으로 나눈 판본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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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후의 탄신일이다. 기춘원은 기거하던 곳이다.)

11일 안우궁에서 인사를 올리는 예식이 끝나면 동락원에서 구구

대경을 승응한다. 오후 1시 45분 승응을 마친다. (안우궁에

는 성조 세종의 어진이 모셔져 있어 가서 인사를 드린다.)

旨十月 初一日漱芳齋承應戱

初二日同樂園承應戱

初九日卯正同樂園承應九九大慶未初三刻畢

初十日綺春園行禮畢, 同樂園承應九九大慶未初三刻畢(按是日皇

太后誕辰, 綺春園乃所居處)

十一日安佑宮行禮畢, 同樂園承應九九大慶未初三刻畢(按安佑宮

奉有聖朝世宗神御, 故往行禮)118)

≪구구대경≫의 구체적인 작품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천향경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황태후의 생일을 축

하하기 위하여 동락원에서 ≪구구대경≫의 공연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분명

하다. 또한 동락원 희대의 雲兜 체말을 사용하기 위하여 올렸던 조서의 내용

을 보면119) 분명히 ≪구구대경≫ 중 삼층대희대를 사용해야 하는 공연이 포

함되어 있었으며, ≪천향경절≫이 그 중 한 극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

성 역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慈禧太后는 매월 1일과 15일까지 節日에 포함시키고 朔望承應이라 

하여 정기적인 공연 횟수를 더 늘렸을 정도의 戱曲狂이었다. 당시 그녀의 음

악적 취향으로 인하여 궁정에서는 西皮二黃을 사용한 극본의 개편과 공연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즉 피황본은 그녀의 희곡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제작된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120)

118) 王芷章 編, ≪淸昇平署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00쪽.

119) “≪구구대경≫ 중 운두 체말 등을 사용하는 승응희가 있어 이에 아룁니다(九九

大慶, 有雲兜 末等戱, 謹此奏聞).” 王芷章 編, ≪淸昇平署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101쪽.

120) 당시 사용된 음악으로 인하여 경극을 亂彈, 二黃이라 칭하기도 하 다. 王政堯, 

≪淸代戱劇文化史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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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물과 구조의 중층성

≪천향경절≫은 중추절 및 황제, 황태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주로 공연되던 극목이다. 절일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승응희로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천향경절≫이 

청 왕조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궁정희로 자리매김 했음을 반증한다. 즉 오

랜 시간 궁정에서 공연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의례성은 물론이거니와 극 자

체가 가지는 힘 역시 상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그 힘이 기본적으로 ≪천향경절≫의 서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향경절≫은 신화와 전설 속의 인물들을 차용하여 여성으로 형

상화된 옥토를 차지하기 위해 남성으로 형상화된 금오와 적토가 대결을 벌

이는 삼각관계를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이는 소설과 희곡에서 익숙한 ‘才

子佳人劇’121)의 틀을 빌리면서도 내부적 구조를 다각도로 비틀어 놓음으로써 

흥미를 자극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이 재자가인극의 틀을 

강하게 간섭하면서도 동시에 극 전체의 이야기가 일정한 수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제로도 작동한다.

신화전설은 우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성과 권력을 이미지화 시킨다

는 점에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내포한다.122) 또한 이러한 신화 속의 신화소들

121) 최진아는 <唐代 愛情類 傳奇 硏究>에서 연애사에 있어 연애의 대상을 기준으로 
애정류 전기를 人神戀愛 유형, 異類相愛 유형, 才子佳人 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
하 다. ≪천향경절≫의 옥토가 천상의 존재이기는 하나 지상에 내려와 여성의 
형상으로 탈바꿈하여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필자는 옥토를 중심으로 벌어
지는 삼각관계 역시 인간 남녀의 애정 이야기인 ‘재자가인류 서사’로 보았다. 최
진아, <唐代 愛情類 傳奇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05-106쪽 참조.

122) 왕권을 장악한 집단이나 왕권의 성립에 관여했던 집단은 그 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화를 만들었다. 이 때 취사선택하는 모티프들은 
그들의 편의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집단 내부의 전승 체계에 다른 집단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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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한 후 생겨나게 되는 갈등과 모순

은 일종의 폭로요 풍자임과 동시에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는 요소가 된다. 

또한 생각지 못한 지점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일탈과 욕망의 추구는 ‘탈맥

락적 웃음’123)을 유발하며 극의 분위기를 쇄신시킨다. 

≪천향경절≫은 옥토를 중심에 놓은 금오와 적토의 삼각관계라는 축에, 면

전국과 섬라국의 대립이라는 또 다른 축이 교차되는 雙線 구조를 이루고 있

다. 쌍선 구조는 양선을 이어가듯이 극정을 전개하는 기법으로, 양자 간의 대

조 대비 효과를 통하여 극의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용이하다.124) 

작자는 작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최상의 복선과 인과율을 

안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옥토라는 여인의 형상이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한

다. 옥토의 아름다운 외모와 배필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예측불허의 갈등을 

유발하며 극의 재미를 돋우지만 최종적으로는 결코 유교적 기본 질서에 위

배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환원시킨다. 옥토를 보는 남성들

은 옥토와 말 한 마디 해보지 않고도 그녀를 취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되

는데, 이는 옥토가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일차적 요인이 된다. 

옥토로 인하여 금오는 日宮에서의 탈출을 감행하고, 옥토와의 혼인을 위해 

지고 있던 전승 체계의 모티프들을 가감하여 왕권의 장악을 합리화하는 신화를 
만들어낸다. 김화경 지음, ≪세계 신화 속의 여성들≫, 서울: 도원미디어, 2003, 

274쪽.

123) 김대행은 기쁨이나 즐거움과 연관하여 웃음이 추구되는 것을 보통의 ‘맥락적 
웃음’이라고 보고, 이에 상반되는 애처롭고 비장한 상황에서 돌연하게 추구되는 
웃음을 ‘탈맥락적 웃음’이라고 명명하 다. ≪천향경절≫이 슬프고 침통한 분위
기의 극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연속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웃음
이 삽입된다는 점에서 맥락을 벗어난 웃음으로 볼 수 있다. ‘탈맥락적 웃음’은 
특히 언어적 노력을 통하여 생산된 제작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5-17쪽 참조.

124) 幺書 , ≪戱曲≫: “명 전기 중의 많은 작품들이 쌍선 구조를 사용하 는데 예
를 들어 이개선의 ≪보검기≫, 주조준의 ≪홍매기≫, 심경의 ≪홍거기≫와 같은 
작품은 모두 두 가지의 줄거리 선이 병행하여 발전해 간다(明傳奇中的許多作品

都採用了雙線結構, 例如李開先≪寶劍記≫、周朝俊≪紅梅記≫、沈璟≪紅蕖記≫
等, 都是兩條故事線索竝行發展).” 이금순, <梁辰魚의 ≪浣紗記≫ 硏究>, 전남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3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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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라국의 보물까지 훔쳐온다. 적토 역시 옥토를 차지하기 위하여 금오를 속

이고 우롱하는가 하면, 옥토와의 혼인을 위하여 금오가 훔쳐온 섬라국의 명

주를 면전국에 바침으로써 양국 간의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낸다. 또한 삼각

관계 외부에 위치해 있던 섬라국왕이 옥토의 실물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흔

들려 흑심을 품고 華燭洞房에 숨어 들어가 옥토를 취하려는 추태를 저지르

고 만다. 

섬라국과 면전국 사이의 갈등은 옥토를 위한 예물로서의 명주가 본래는 

섬라국이 준비한 중추절 조공품이었다는 원의와 맞물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는 결국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 양국의 전쟁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는 서사적 개연성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옥토-금오-적토의 ‘애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면전국과 섬라국의 ‘조

공을 둘러싼 갈등’으로의 증폭되며 중층을 이루는 갈등 구도는 섬라국왕의 

개입과 함께 다시 ‘애정을 둘러싼 갈등’과 착종되며 극은 물고 물리는 순환 

구조 속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본 절에서는 먼저 인물들의 삼각관계와 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쌍선 구

조를 起, 承, 轉, 結로 나누어서 분석한 후, 주요한 세 명의 등장인물인 옥토, 

금오, 적토의 배역이 지니는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하겠다. 

≪천향경절≫의 서사를 기, 승, 전, 결의 4단계로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125) 필자는 옥토-금오-적토의 삼각관계를 단일 갈등으로 파

악, 극적인 갈등의 시작으로 잡고 세 인물 사이의 갈등을 포함하여 면전국과 

심라국의 충돌로 이어지는 갈등을 중층 갈등, 즉 갈등의 심화로 파악하 다. 

먼저 起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척부터 제2척까지로, 천신의 명을 받고 내

125) 이창숙은 ≪천향경절≫의 구성을 제1척부터 제5척까지를 ‘발단’, 제6척부터 제8척
까지를 ‘전개’, 제9척부터 제12척까지를 ‘위기’, 제13척부터 제14척까지를 ‘절정’, 

제15척부터 제16척까지를 ‘결말’, 총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이창숙, <≪天香

慶節≫ 簡論>, ≪中國文學≫ 제6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35쪽.) 필자는 
극중의 갈등 상황을 위주로 옥토-금오-적토의 삼각관계를 ‘承’으로, 면전국과 
섬라국의 한층 증폭된 갈등 상황을 ‘轉’으로 파악하여 ≪천향경절≫의 구성을 
총 네 단계로 구분하고, ≪천향경절≫의 텍스트 내적 분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층차를 적용하 다.



제3장 ≪天香慶節≫의 문학적 특성

- 77 -

려온 옥토가 인간 세상에 잔류하기로 결심을 하고 飛兎들의 동굴을 빼앗아 

지상에 터전을 잡기까지이다. 太陽帝君과 太陰元君은 중추절을 맞아 중국의 

황제에게 丹桂를 선물로 보내기 위하여 宋無忌와 옥토를 사신으로 내려 보

낸다. 인간 세상에서 보이는 남녀의 情을 동경하게 된 옥토는 월궁으로 복귀

하지 않고 송무기를 속여 지상에 남는다. 옥토는 天池山에 살고 있던 비토들

을 물리쳐 동굴을 점령하고 비토들을 수하로 부린다. 

이 부분에서 단계를 바치기 위한 옥토의 ‘지상행’은 극 전체의 전개에 있

어 가장 핵심적인 발단이 된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서부터 옥토의 세속적 

욕망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극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대전제를 일관되게 쫓

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承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척부터 제8척까지로, 옥토를 중심에 놓은 금오와 

적토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부분이다. 옥토가 지상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금오 역시 옥토를 따라 일궁을 탈출하여 지상으로 내려오고, 주

연을 열어 옥토를 초대한다. 금오는 옥토의 면전에서 구애를 펴지만 옥토는 

원치 않는 금오의 구애에 결국 화를 내고 돌아와 버린다. 옥토의 마음을 되

돌려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금오는 적토를 찾아가 중매를 부탁한다. 

그러나 적토는 지상에 내려온 옥토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한 번 본 

후 이미 마음을 빼앗겨 있던 상태 기에 금오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한다. 이

에 금오는 물리적인 힘까지 행사하며 적토를 굴복시키고, 적토는 하는 수없

이 금오의 중매쟁이가 되어 옥토와의 혼사를 진행해주기로 허락한다. 금오 

없이 혼자 옥토를 찾아가려던 적토는 금오의 의심으로 결국 함께 천지산으

로 간다. 적토는 금오를 멀찍이 보내놓고 중매를 핑계로 오히려 옥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옥토의 마음을 열어 결혼 승낙을 얻어낸다. 적토는 

귀한 예물을 구해오면 옥토가 혼인을 허락하기로 했다며 금오를 속이고, 내

막을 모르는 금오는 예물을 구하러 떠났다가 섬라국의 명주를 훔쳐서 돌아

온다. 그 사이 옥토와 적토가 혼례를 올리려 한 사실을 알게 된 금오는 노발

대발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옥토와 적토는 금오가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면

전국으로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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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는 금오와 적토의 사랑싸움으로 인하여 극 전체의 갈등 구도

가 형성된다. 두 인물은 모두 옥토를 한 번 보고 바로 사랑에 빠져 구애를 시

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랑을 얻기 위해 

옥토에게 구애를 펴는 과정에서는 성격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결국 

금오는 옥토의 마음을 얻지 못해 구애에 실패하고, 적토는 옥토의 마음을 얻

어 구애에 성공하면서 금오와 적토 사이의 갈등은 더욱 고조된다. 

轉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9척부터 제14척까지로, 옥토-금오-적토의 삼각관

계에 면전국과 섬라국의 갈등이라는 한 축이 더 첨가된다. 섬라국왕은 중추

절에 중국에 진상할 공물에 대해 상의하기 위하여 면전국을 방문한다. 그러

나 그는 바다에서 우연히 얻어 준비해온 명주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알고 당

황한다. 면전국왕은 자기도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며 옥토와 적토가 면전

국으로 넘어오며 바친 명주를 섬라국왕에게 보여준다. 섬라국왕은 자신의 보

물이 면전국에 있는 것을 보고 면전국왕이 훔쳐간 것이라고 오해하고 대노

하여 면전국을 치기로 결정한다. 금오는 면전국으로 도망간 옥토와 적토를 

찾기 위해 섬라국왕을 돕기로 하고, 옥토를 찾으러 천상에서 내려온 송무기

도 금오와 합류하여 섬라국을 도와 싸운다. 쫓고 쫓기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싸움이 몇 차례 계속되다 금오와 송무기가 마침내 옥토를 사로잡는다. 송무

기는 옥토를 데리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금오는 옥토와의 혼인을 끝

까지 고집하며 송무기를 쫓아버리고, 섬라국왕에게 중매를 부탁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옥토의 미모에 반하게 된 섬라국왕이 다시 옥토를 취하려는 흑

심을 품게 된다. 옥토는 도술을 부려 교란 작전을 펴고, 옥토를 찾기 위해 섬

라국에 잠입해 들어온 적토까지 뒤엉켜 또 한 바탕 싸움이 나면서 옥토와 금

오의 혼례는 결국 무산된다. 섬라국모의 중재로 복잡했던 내막이 밝혀지고 

금오는 면전국에서 명주를 찾아와 섬라국왕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속한다.

이 부분의 主線은 명주로 인하여 빚어지게 되는 면전국과 섬라국 사이의 

갈등이다. 옥토와 적토의 혼인으로 인한 금오와의 대립은 면전국과 섬라국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개인들 간의 애정 싸움은 결국 조공품의 엇갈린 향방에 

따른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된다. 여기에 금오의 중매쟁이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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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기로 한 섬라국왕이 옥토를 본 후 갑자기 신부를 탐하게 되는 副線이 

하나 더 삽입되며 결말을 앞두고 이 부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5척부터 제16척까지로, 기존에 일어났던 모든 문

제가 해결되고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들 또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게 된다. 

송무기는 태양제군의 부름에 하늘로 올라가 사건의 전모를 보고한다. 태양제

군은 송무기에게 옥토의 복귀와 면전국과 섬라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함께 지상에 내려갈 것을 명한다. 다시 만나게 된 섬라국왕과 면전국왕이 

명주의 소유를 놓고 또 한 바탕 교전을 벌이고 있을 때 태양제군의 무리가 

강림한다. 태양제군은 사사로이 천계를 빠져나온 금오의 죄를 용서하고, 면

전국과 섬라국 사이의 오해도 풀어준다. 송무기는 옥토를 데리고 하늘로 돌

아가고, 면전국왕과 섬라국왕도 서로 화해한 후 烏, 적토, 명주를 예물로 

챙겨 황제에게 중추절 알현을 떠난다. 지상에 강림한 항아도 옥토의 죄를 사

해주고, 끝으로 천상의 모든 일월신들이 중추절을 축하하며 황제의 덕으로 

인한 태평성세를 노래한다.

≪천향경절≫에서 강조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일탈, 그리고 과한 욕망

이 불러오는 비극적 결말은 남녀의 관계에 대한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애정 

문제로도 치환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자가인극’은 선남선녀들이 만남

과 헤어짐을 거치다가 혼인으로 그 사랑을 완성한다. 그러나 ≪천향경절≫은 

이와 달리 사랑을 꿈꾸던 옥토, 금오, 적토가 누구하고도 결합을 하지 못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례적인 결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

지만 고대 신화에서부터 일-월 양자의 결합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로 전제

되어 있기에, 옥토와 금오의 모순된 인연은 맺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

내는 예정된 결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애정 갈등이라는 삼각관계를 감싸고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틀을 보면 

극은 중추절을 맞아 황제에게 丹桂를 선물하려는 계획에서 시작하여 중추절

을 맞아 다시 황제의 덕을 노래하고 알현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이

처럼 ≪천향경절≫은 시작과 끝을 ‘중국의 황제를 향한 중추절 알현’으로 통

일시킴으로써 갈등의 시작과 마무리를 모두 ‘중국의 황제’로 귀결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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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남녀의 삼각관계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간 서사적 首

尾雙關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청의 황제를 중심에 둠으로써 궁정희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극을 통해 宇宙의 조화를 통한 

중국의 안정이라는 이상을 보여주려는 의도에 부합한다.

이제 기, 승, 전, 결의 서사 속에서 활약하는 주요 인물들의 형상을 집중적

으로 탐구해본다. ≪천향경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옥토는 

하나의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작품의 핵심 의미를 모두 유추해낼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배역이다. 옥토라는 인물 설정이 지닌 상징적 의미

와 그의 성격, 또한 극중의 주인공으로 욕망을 발현하고 해소해나가는 과정 

등을 살펴보자.

옥토의 下降은 갈등이 배태되는 가장 기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옥토의 

昇天은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가장 최종적인 결과물이 된다. 특히 옥토는 월

궁의 정령으로, ‘달 속의 옥토’라는 기호는 중추절이라는 歲時性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상징이 된다. 

戰國時代 이후 仙藥을 구하는 분위기가 성행하며 羿가 西王母로부터 얻어 

온 불사약을 몰래 홈쳐서 혼자 먹고 달로 도망간 嫦娥의 이야기는 중추절의 

대표적인 신화로 자리 잡았다.126) 劉安의 ≪淮南子⋅覽冥訓≫에 나오는 嫦娥

奔月 고사를 필두로 ‘달-항아-토끼’는 하나의 독립된 신화 구도로 굳어졌

다.127) 晉代 傅玄이 “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흰 토끼가 약을 찧고 있

다.”128)라고 한 구절을 보면 달 속의 존재를 옥토끼로 규정하고, 토끼의 업무

를 선약 찧는 일이라고 규정하 다. 이후 중국인들에게 ‘달-옥토끼-搗藥’은 

또 하나의 의미 사슬로 고정되면서 친숙하면서도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129) 

126) 선정규, ≪여와의 오색돌: 중국 문화의 신화적 원형≫,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394-395쪽.

127) 劉安, ≪淮南子⋅覽冥訓≫: “예가 서왕모에게 불사약을 청하 는데 항아가 그것을 
훔쳐 달로 달아나 버렸다(羿請不死之藥於西王母, 姮娥竊之而奔月).”

128) 傅玄, <擬天問>: “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백토가 선약을 찧고 있다(月中何有, 

白兎搗藥).”

129) 중국 신화에서는 달로 도망간 항아가 蟾蜍, 즉 두꺼비가 되었다고도 본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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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천향경절≫에서 ‘항아’가 아닌 ‘옥토’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신화적 사유에서부터 항아에게는 예라는 남편이 애

초부터 상정되어 있었으며, 달로 도망간 이후 항아는 월궁의 여신이라는 고

착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130) 반면 ‘옥토’는 달에 사는 존재라는 점 이외

에 고정된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의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즉 서사의 관점에서 항아는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끼워 넣을 여

지가 남아있지 않은 女神으로서의 완성된 기표라면,131) 옥토는 ‘달’과 ‘중추

절’, ‘천상의 존재’라는 기의는 확실하면서도 그 이면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천향경절≫에서 옥토는 아름다운 자태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각적 사

랑의 대상으로 묘사된다.132) 금오와 적토가 옥토에게 언제 어떻게 호감을 느

끼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의 과정은 설명되지 않지만 그들은 옥토를 보자

여성과 달, 여성과 두꺼비가 일체화되면서 ‘달-여성-두꺼비’ 역시 하나의 공식이 
되었는데 聞一多는 두꺼비의 한자어인 ‘섬여’에서 ‘蜍’가 비슷한 발음인 ‘兎’로 
변하여 ‘蟾兎’가 되었고, 이후 두꺼비를 칭하던 이름이 ‘두꺼비’와 ‘토끼’를 칭하
게 되며 양자 모두 달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다고 설명하 다. 김재용⋅이종주 
공저, ≪왜 우리 신화인가-동북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과 우리 신화≫,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1999, 186쪽. 

130) 蕭統, ≪文選⋅祭顔光祿文≫: “옛날 항아가 서왕모에게 불사약을 얻어먹고 달로 
달아나 월정이 되었다(昔姮娥以西王母不死之藥服之, 遂奔月爲月精).”

131) 앞서 살펴본 청대 中秋承應戱 던 ≪丹桂飄香≫과 ≪霓裳獻舞≫ 두 작품에서도 
항아는 이미 달을 대표하는 여신으로서의 月主로 등장한다.

132) 만주족은 특히 ‘흰색’을 숭배하 는데 이는 빛과 밝음에 대한 숭배가 이어진 결
과 다. 해, 달, 별의 빛으로 한해의 강우량과 운세를 점칠 정도로 빛을 중시하
고, 빛을 가진 것들은 생명과 혼과 지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빛을 하늘의 눈이라 찬미하고, 그 백색을 하늘의 원색
이고 해와 달의 원색이며, 별빛과 불빛의 원색이라고 여겼다. 즉 만주족에게 백
색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빛을 주는 해와 달과 별의 상징으로, 하늘의 색이며 
생명의 색이자 상서로운 색으로 간주되었다.(김재용⋅이종주 공저, ≪왜 우리 
신화인가-동북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과 우리 신화≫, 서울: 도서출판 동아
시아, 1999, 164쪽.) 이를 통해 볼 때, ‘옥토’는 신화적 의미의 달 속의 토끼라는 
상징과 더불어 만주족이 숭배한 ‘흰색’이 갖는 천상, 상서러움 등의 이미지를 
덧입음으로써 비할 데 없는 완전무결한 여성의 이미지로 재탄생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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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사랑에 빠지고, 옥토를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자 꿈꾸게 된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옥토의 여성미는 기존의 신화와 이미지에서부터 태생적으로 갖추

어진 것으로 의심하거나 훼손될 수 없는 옥토의 본질적 특성이다. 즉 여성성

은 옥토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묘사된 옥토는 최고의 미녀로 묘사될 

수밖에 없으며, 남성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더욱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133) 이들에게 옥토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이며, 그녀의 미모는 色慾을 자극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보이는 대상으

로서의 여성 자체와 그녀를 바라보는 상대 남성의 시선이 교차된다는 측면

에서134) 옥토가 겸비한 才色은 남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佳人의 형

상화라고 할 수 있다.135) 

금오는 “태음원군의 명으로 옥토가 지상에 단계를 바치러 내려가는데, 저

는 일시에 마음이 동하여 일궁을 빠져 나와 그녀를 쫓아 여기에 왔습니다(太

陰元命玉兎下降塵寰, 供獻月中丹桂, 俺一時動心飛出日宮, 追 到此).”라며 

“一時動心”을 옥토를 따라 내려온 일탈의 이유로 든다. 적토는 옥토의 외모

를 묘사하며 “정말 제대로 된 코와 입이지요(眞是箇鼻子嘴).”136)라고 감탄을 

133) 달의 신성은 짐승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짐승이 신의 정령으로 바뀌었다. 이렇
게 동물적인 속성과 관련하여 그려지던 여신의 이미지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동물적인 본성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하 다. 동양에서 보이는 ‘달 
속에 사는 토끼’는 온순하고 유순한 성품, 무해하고 수줍은 이미지로 모범적인 
존재, 안내자로 인식된다. 에스터 하딩 지음, 김정란 옮김, ≪사랑의 이해: 달 신
화와 여성의 신비≫, 서울: 문학동네, 1996, 92-95쪽 참조. 

134) 송정화, ≪중국 여신 연구≫, 서울: 민음사, 2007, 173-174쪽 참조.

135) 만주 신화에서는 300명의 여신이 거론될 정도로 여신의 존재가 우세하다. 민간
의 의례에서 가까운 신격들은 모두 여신들이었고, 생활을 규정하는 삶의 범례 
역시 여신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만주 사회가 남성 중심적 체제로 
이행하고, 그에 따라 창조신 역시 남신으로 전환 되어가는 와중에도 창조 여신
을 비롯한 여신에 대한 지향이 만주 사회 내부에서 지속되고 있었음을 말해준
다.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만주⋅한
국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270-273쪽.

136) ≪崑弋國圖本≫ 第3齣: “그녀의 용모를 묘사하자면, 아, 아 정말 반질한 대머리 
한 개에 아홉 개의 쇠철 참새가 늘어져 있으니 열 개의 머리는 묘사하기가 어
렵습니다. 그녀의 눈썹은 그, 그 눈썹과 비슷하고, 그녀의 눈동자는 이, 이 눈동
자와 꼭 닮았습니다. 그 코와 입은, 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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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낸다. 극의 후반부에 갑자기 옥토에게 반하여 흑심을 품게 되는 섬라국

왕 역시 마찬가지이다. 

섬라국왕 : 하하하. (뒤를 돌아 말한다) 아, 아름답구나. 세상에 어찌 이

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단 말인가? 어제 전장에서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 정말 사랑스럽구나. 우선 금오가 

여기에서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고 나는 안에서 기

뻐하면 그 역시 좋은 것.137) 

……
섬라국왕 : 저희 이곳의 풍습에서는 반드시 주선자가 동방 안까지 배웅을 

해야 합니다.

금오 : 풍속이 또 그러하군요. 감사합니다.138)

즉 옥토는 한 번만 봐도 마음이 동하는 여성이자, 반드시 취하여 가지고 

싶은 여성, 그리고 멀쩡한 남성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난데없는 일

탈을 자행하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설정된다.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옥토가 단순히 외모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善女로서의 가인

의 투사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내

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갈등에 관

여하는 옥토의 모습은 탈관습적인 새로운 가인의 창조라는 점에서 더욱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옥토가 지상에 내려오게 된 이유는 중추절 丹桂를 바치고 오라는 태음원

군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애초에 옥토는 어떠한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을 염

코와 입이지요(若提起他的模樣, 呵呀, 呵呀, 眞是一箇禿子, 提溜著九箇鐵雀兒, 

十箇頭兒的難畵難描. 他的眉毛就彷彿那箇那箇眉毛, 他的眼睛活像這箇這箇眼睛. 

那箇鼻子嘴, 吓, 不必說了, 眞是箇鼻子嘴).”

137) ≪崑弋國圖本≫ 第13齣: (暹羅國王白) 吓吓吓. (背科白) 阿呀, 妙吓, 怎麽世間有

這樣標致女子? 昨日在陣上看不明白, 今日一見眞個令人可愛. 我且允他在此成親, 

我在裏頭燥燥脾, 也是好的.

138) ≪崑弋國圖本≫ 第14齣: (暹羅國王白) 我們這里的風俗, 必得張羅人 入洞房中. 

(金烏白) 又是風俗如此, 多謝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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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두지 않은 수동적인 인물이었다. 옥토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는 시점

은 바로 중국에 도착한 이후부터이다. 모든 인간적인 욕망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발현되기 시작한다.

원군 : 옥토, 너는 원래 모습을 벗고 송무기와 함께 단계를 꺾어 가 바

치어라. 

옥토 : 명을 받들겠나이다. (퇴장한다. 관리 복장으로 갈아입고 등장하여 

노래한다)139)

옥토는 인간 세상을 목도하게 되면서 使臣으로서의 公的 신분을 포기하고, 

한 여자로서의 요구와 권리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내보이는 ‘문제적 개인’으

로 탈바꿈한다.140) 

옥토 : 쳇, 내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 생각해보니 이 옥토 광한궁에서 

항아와 함께 살고 있으니 청상과부 취향에 처량한 신세를 정말

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쁘게도 인간 세상에 내려왔군

요. 이 세상의 부귀와 화, 가무와 즐거운 연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르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러워 일부러 아픈 척을 하여 

송무기를 속여 혼자서 단계를 바치러 가게 하 지요.141)

139) ≪崑弋國圖本≫ 第1齣: (元君白) 玉兎, 你可脫落原形, 宋無忌折取丹桂, 呈獻去 . 

(玉兎白) 領法旨. (下. 換官粧上唱)

140) 박희병은 ≪春香傳≫에서 여자 주인공 春香이 李夢龍에게 신의와 정절을 지킨 
것은 한 인간으로, 한 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지향에 의한 행동
이었음을 지적하며 춘향이 ‘문제적 개인’으로 거듭났다고 분석하 다.(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 ≪전환기 동아시아의 문학≫, 서울: 창작과비평
사, 1985, 90쪽.) ≪천향경절≫에서 옥토 역시 월궁에 소속된 천상의 존재라는 
신분에 따른 규범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
동에 옮기는 인물 형상이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

141) ≪崑弋國圖本≫ 第2齣: 啐, 我那里是甚麽身子不爽. 想我玉兎在廣寒宮中 嫦娥

共處, 那些淸寡的趣味凄凉的形狀. 呵唷, 令人寔難消受, 今喜來到塵寰. 你看, 這

富貴繁華, 絃歌歡晏, 夫唱婦隨的光景, 好不動人羨慕, 故爾假做萎蕤的樣子, 哄那

宋無忌, 自去呈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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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가 지상에 남으며 일탈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속적 쾌락에 

대한 동경 때문이다. 특히 ‘항아-청상과부’라는 옥토의 언급은 월궁에서의 그

녀의 삶이 얼마나 적막하고 무미건조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역설적으로 인계는 하늘의 신령도 부러워할 만큼 다채롭고 풍요로운 애정사

가 넘쳐나는 곳이다. 더군다나 월궁에서 만나는 상대는 온통 여자들로 그곳

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항아의 시중을 들고 선약을 찧는 일이다. 월궁에서의 

옥토는 항아의 시녀라는 사실 이외의 다른 정체성은 모두 억압되었기 때문

에 무료하게 살아가는 처지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이 배가된다. 이에 대한 옥

토의 저항적 욕구는 바로 사랑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드러난다. 피황본 중

의 옥토는 이러한 심리를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옥토 : (노래한다) 

      다시는 광한부 섬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다시는 항아와 함께 달 속에서 외롭지 않으리. 
      인간 세상에 왔으니 젊고 멋진 남자를 찾아
      짝을 이루어 백년해로하리라. 

   (말한다) 잠시만. 나는 월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은신처를 

찾아야겠다. 이 앞에 펼쳐진 높고 험한 봉우리들을 보라. 내가 

가서 한 번 봐야겠다. 

   (노래한다) 

   이번에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 땅에 왔으니, 
   멋진 짝을 찾으리라.142) 

옥토는 남녀의 정다운 모습을 그저 부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백년해로하겠다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내비친다. 월궁의 사신으

로 지상에 내려왔던 애초의 목적은 제쳐두고 자신의 삶을 찾고자 결심하는 

142) ≪皮簧國圖本/皮簧首圖本≫ 頭本: (玉兎唱) 再不去廣寒府蟾宮來到, 再不去 嫦

娥在月裡靈霄. 到人間覓佳偶靑春年 , 作一雙同偕 共入絞綃. (白) 且慢, 我旣不

願回月府, 必 覓個安身之處. 你看, 前面一座峻嶺, 待我前去看來. (唱) 今番無意

到中華, 個俊俏美寃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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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의 태도는 천상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일종의 破戒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시기 여성은 성적 욕망을 비롯하여 모든 욕망을 철저하게 억제하도

록 훈육되었으며, 인내와 순종만이 미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봉건적 신

분 제도와 예교, 가부장적 이념 내에서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전면에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陽强陰柔’라는 이분법 하에 ‘陽-剛-

男-적극’, ‘陰-柔-女-소극’이라는 속성을 강요 받아왔기 때문이다.143) 이로 인

하여 봉건적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男 女卑라는 관념은 절대적인 자연의 

이치 또는 도덕규범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지배 계층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욕망을 억압하기 위해 ‘三從之道’와 

‘七去之惡’ 등과 같은 관념이나 규범 등을 만들어 여성들에게 덧씌우기도 하

다. 봉건적 전통사회에서 정조는 여성에 대한 육체적 순결을 가리키는데, 

이는 혼전의 육체적 순결과 혼인 후의 一夫從事를 포함한다. 전통사회에서 

정조는 여성의 품행을 구속하는 일종의 도덕 개념으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

던 속박이었다.144) 

청대에도 초기에 잠시 여성들의 재혼에 관대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을 제

외하고는 1700년대 중반부터 청조는 秀女와 指婚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성들

의 결혼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 다. 또한 만주족 남성이 한인 여성을 취하

는 것은 허용하되 만주족 여성이 비만주족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하는 

등 만주족의 인구수와 권력 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혼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강력하게 통제하 다.145) 

143) 김혜숙, <음양 존재론과 여성주의 인식론적 함축>, ≪한국여성학≫ 제15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9, 8쪽. 

144) 김 숙, <≪西廂記≫ 性 표현의 대담성과 그 문화 의의>, ≪中語中文學≫ 제47

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10, 167쪽 및 戴僞, ≪中國婚姻性愛史稿≫, 北京: 東方

出版社, 1992, 39-41쪽.

145) 만주족 八旗의 13-16세의 모든 여성들은 반드시 황궁의 ‘秀女(일종의 궁녀)’ 선
발에 응시해야 했으며, 수녀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시에는 처벌을 받았
다. 수녀로 선발된 소녀들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궁에 머물러야 했다. 이들은 
황족의 부인이 되거나 황제의 첩으로 뽑히기도 했으며, 수녀의 복무를 마친 후
에도 니루 좌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指婚’ 제도에 얽매이는 등 여성들의 결
혼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 하에 관리되었다. 마크 C.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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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대에는 정숙한 여성들을 기념하며 牌坊을 세우고 사당에 위패를 

모시는 법령이 공포되는 등146) 貞烈 숭배 풍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배우자나 

약혼자가 죽은 후 여성이 자살을 할 경우 공적인 표창이 내려지는 등 정절은 

일종의 종교 교리처럼 변하 으며, 節婦와 烈女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

다.147) 만주족 통치자들은 여성들의 정절과 남성들의 충성심을 동일시함으로

써 백성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 했고,148)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속박은 

더욱 심해졌다.149)

그러나 사상의 통제와 정책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이후로 인간의 

情과 욕망을 긍정하는 문화사상적 흐름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녀의 

性愛를 다루는 다수의 소설과 희곡 작품들이 등장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동적이고 정적이던 옥토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기 시작하

면서 보다 생동적인 형상으로 바뀌어 간다.150) 월궁의 적막함, 무료함에 대한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서울: 푸른역사, 2010, 376-380쪽 참조.

146) ≪浙江通志≫나 ≪大淸 典≫ 등에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정숙한 과
부와 처녀들을 구히 기억하기 위하여 패방을 세우고 사당에 위패를 모시는 
관례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 다. 또한 명대까지 가족이 부담하던 패방 설립 비
용도 청대부터는 지역 서원에서 따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하 다. 패방은 
보통 죽은 여인이 살았던 집 문 앞에 세워 관의 표창을 공적으로 전시하는 의
미로 쓰 으며, 사당에 위패를 안치하는 것은 지방관이 1년에 두 번 제사를 올
려준다는 점에서 패방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예로운 일로 인식되었다. 田汝

康 지음, 이재정 옮김,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서울: 예문서원, 1999, 

167-168쪽. / 232-233쪽.

147) 김명석 지음, ≪중국인의 성과 사랑≫,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117쪽.

148) 과부의 수절이 황제에 대한 충성과 극진한 효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한 청 
조정은 며느리의 고결한 과부 생활을 허락했던 가족들에게 명예를 수여하는 정
책을 시행하 다. 윌리엄 T. 로 지음, 기세찬 옮김, ≪하버드 중국사 청―중국 
최후의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191쪽.

149) 田汝康 지음, 이재정 옮김,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서울: 예문서원, 

1999, 167-172쪽.

150) ≪古今圖書集成≫의 <閨節>, <閨烈> 두 부분에 수록된 절부와 열녀의 수를 보
면 唐代에는 51명뿐이던 것이 宋代에는 267명으로 증가했고, 明代에는 36,000명
에 달하 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安徽省 休寧縣만 해도 그 수가 2,200명에 달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강요된 禁慾과 성적 억압의 정도가 심해졌다.(김명석 지음, 

≪중국인의 성과 사랑≫,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116-117쪽.)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옥토라는 여성이 좋은 남자를 찾겠다는 자신의 욕망을 가감 없
이 드러내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여성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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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은 인간 세상의 부귀 화, 가무오락, 남녀해로에 대한 동경을 더욱 증폭

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의식을 인지한 

옥토는 일탈을 감행함으로써 점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탈바꿈한다. ‘멋진 

짝’에 대한 동경을 실행하기 위하여 옥토는 가장 먼저 飛兎들의 공간인 天池

山 동굴을 점거하여 은신처를 마련한다. 

두 마리 비토 : 아, 어디 촌놈이 우리 선산에 들어와 감히 우리 동굴을 

빼앗으려 하느냐. 

옥토 : 아,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만 너희는 누구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두 마리 비토 : 우리는 천지산의 동굴 주인이다. 이 동굴은 우리의 것인

데 이 요부가 어디서 감히 빼앗으려 하느냐. 빨리 돌아

가야 후회를 면할 것이다. 

옥토 : 이것들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는구나. 너희들이 내 위세

를 모르는구나. 빨리 나에게 동굴을 넘겨야 만사가 끝날 것이다. 

두 마리 비토 : 헛소리 말아라. 우리 둘이 너를 잡을 것이다. 

…… 
(싸운다. 옥토가 비토 한 마리를 잡고 목을 베려는 동작을 한다)

비토 : 선자님, 손을 멈추시고 화를 삭이시지요. (함께 꿇어앉는다) 이 

동굴을 선자님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마음대로 부리시

고 용서해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옥토 : 진심이렷다. 

비토 : 선자님께 어찌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옥토 : 그렇다면 너희들을 용서하마. 일어나라. 

비토 : 예. 선자님의 법호를 여쭈어 봐도 될는지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옥토 : 나는 광한궁의 도상선자니라.151) 

에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극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된다. 

151) ≪崑弋國圖本≫ 第2齣: (二飛兎白) 唗, 何處野人入我仙山, 敢是要奪我每的洞府

麽. (玉兎白) 唔, 差也不多. 你每是何人敢來問我. (飛兎白) 我每乃天池山洞主. 這

洞府是我每的. 你這妖婦敢來搶奪. 勸你早早回去, 免生後悔. (玉兎白) 賤婢出口傷

人. 你每也不知我的利害. 快快把洞讓我, 萬事全休. (飛兎白) 賤婢休得胡 . 看俺

二人擒你. …… (戰科 玉兎作執一飛兎欲斬科 一飛兎白) 仙姑, 不要動手. 請息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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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에서 ‘시녀’ 던 옥토의 신분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仙子’로 격

상된다. 월궁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아래에 위치하던 옥토 지만 천지산을 장

악한 이후에는 상전의 위치에서 비토들을 거느리기 시작하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神物’로서의 권위도 획득하게 된다. 

특히 옥토가 기거하게 되는 천지산 동굴은152) 옥토가 여성으로서의 미모

와 신물로서의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여성으로 재탄생되는 공간이자153) 금

오와 적토의 구애가 이루어지 장소로 옥토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향유하

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여성 형상인 옥토와 갈등 관계를 이루며 극의 주요한 서사를 이

끌어내는 남성 형상 금오에 대하여 살펴보자. 금오는 옥토와 더불어 천상에 

속하는 인물로, 日宮의 정령이다. 금오는 원래 태양을 실어 나르는 까마귀

로154) 달 속의 토끼 혹은 두꺼비와 쌍을 이루는 신화소이다. 

해는 양기의 으뜸이다. 쌓이면 날짐승이 되는데 형태는 까마귀와 같

고, 세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 양의 무리는 홀수이다. 달은 음기의 

으뜸이다. 쌓이면 들짐승이 되는데 그 형태는 토끼와 같다. 음의 무리

는 짝수이다. ……155) 

대황의 한가운데 얼요군저라는 산이 있다. 그 위에 부목이 있는데 높

이가 300리 이고 잎은 겨자와 같다. 골짜기가 있는데 이름이 온원곡이

(同跪白) 願 洞府讓 仙姑. 我等願聽驅使. 只求仙姑饒恕. (玉兎白) 可是實 麽. 

(飛兎白) 怎敢欺誑仙姑. (玉兎白) 旣如此, 饒你每. 起來. (飛兎白) 是. 敢問仙姑法

號 從何處而來. (玉兎白) 我乃廣寒宮搗霜仙子是也. 

152) 蕭兵은 구멍⋅동굴⋅계곡은 모두 텅 빈 자궁이라는 상징 원리에 착안하여 老子

의 “골짜기의 신[谷神]”이란 바로 “오묘한 암컷[玄牝]”이고, 道의 원함과 무한
함을 상징하며, 이 모두가 여성 숭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석하 다. 蕭兵, 노승
현 옮김, ≪노자와 성≫, 서울: 문학동네, 2000, 19-20쪽 참조.

153) 송정화, ≪중국 여신 연구≫, 서울: 민음사, 2007, 191-193쪽 참조.

154) 王充, ≪論衡⋅說日≫: “해 속에는 삼족오가 있고, 달 속에는 토끼와 두꺼비가 
있다(日中有三足烏, 月中有兎、蟾蜍).” 

155) 张衡, ≪靈宪≫: “日 , 阳精之宗. 积而成鸟, 象乌, 而有三趾. 阳之类, 其数奇. 月

, 阴精之宗. 积而成兽, 象兎. 阴之类, 其数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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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탕곡 위에 부목이 있다. 한 개의 해가 막 도착하자 한 개의 해가 막 

떠오르는데 모두 까마귀에 실려 있다.156)

해와 까마귀는 하나의 의미소로 묶여 중국적 관념에서 태양, 양기, 남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引伸되었다. 중국적 관념에서 ‘새’는 보통 ‘남성’의 이미

지로 대표되는데157) 趙國華는 이를 ≪詩經⋅關鴡≫편까지 소급하 다. “구욱

구욱 물수리는 황하 섬 속에서 우는데, 대장부의 좋은 배필, 아리따운 고운 

아가씨 그리네(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158)에서 물가에서 

물수리가 우는 장면은 바로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찾으려고 집착하는 

모습이며 여기에서 ‘雎鳩’는 남성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159) 금오는 등장 

부분에 삼족오인 자신의 형상을 묘사하며 羿와 함께 일궁에서 수행 중임을 

밝힌다.160)

금오 : 저는 양정대성입니다. 오랫동안 단지에서 시중들고, 아침마다 

목욕하는 해를 지키며 늘상 태양의 정기를 삼키자 그것이 쌓여 

금오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발톱에서는 세 발가락이 생

겨나, 양수의 기이한 불빛을 밝힙니다. …… 하늘에서는 부상 신

목 위에 깃들고, 후에는 도도산에 거하 습니다. 신예를 따라 

156) ≪山海經⋅大荒東經≫: “大荒之中, 有山名曰孼搖頵羝. 上有扶木, 柱三百里, 其葉

如芥. 有谷曰溫源谷, 湯谷上有扶木. 一日方至, 一日方出, 皆載於烏.”

157) 중국에서 남성 혹은 남근을 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남자들이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과 연결된다. 새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게 된 것은 신축성
이 있다는 것, 새가 알을 낳듯 남근에도 고환이 있다는 것,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생명이 나오듯 인간도 남자의 알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 생명을 잉태
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재용⋅이종주 공저, ≪왜 우리 신화인가-동북
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과 우리 신화≫,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1999, 

174-181쪽 참조. 

158) 金學主 譯, ≪(新完譯) 詩經≫, 서울: 明文 , 2002, 48쪽 해석 참조.

159) 김재용⋅이종주 공저, ≪왜 우리 신화인가-동북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과 
우리 신화≫,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1999, 179-180쪽. 

160) 까마귀는 여진족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몇몇의 여진족 씨족은 까마귀를 자신
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풍습이 있다. 까마귀는 샤먼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성스
러운 새 중 하나로, 하늘의 동반자로 인식되었다. 마크 C.엘리엇 지음, 이훈⋅김
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서울: 푸른역사, 2010,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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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궁으로 와서 그를 따라 수행한지 곧 4000년이 됩니다.161)

실제로 까마귀는 만주족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族源神話인 “천녀 불고

륜이 까치의 과일을 먹고 청의 시조를 낳았다(天女佛庫倫吞果生淸祖)”는 이

야기에서부터 창세신화에서 무속신화에 이르기까지 까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즉 생명의 기원이고 구원자이자 사람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성스러운 길조로 인식되었다.162) 

이와 같은 존재인 금오가 신선으로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금기를 

스스로 그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깨뜨린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금

오는 4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단련해온 수행자이다. 그런 그가 옥

토라는 여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동하고, 한 순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

하여 일궁을 탈출한다는 설정은 수행자로서의 금오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로, 

금오가 실제로 매우 본능적이며 감정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금오의 이러한 성격은 옥토와의 첫 만남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지상에 내

려올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던 금오가 지상에 내려오게 된 것은 온전히 옥토

를 취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금오는 옥토를 초대하여 처음 만

나는 자리에서 “陰陽交媾”, “天地氣和”라는 말로 주연을 베푼 속내를 밝힌다. 

여기에서 “交媾”라는 표현은 남녀의 性交를 전제로 한 交合이라는 의미를 담

고 있는 말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노골적인 구애라고 볼 수 있다. 

금오 : (웃는다) 선자, 사실대로 말씀 드리자면 전일에 원군이 당신을 

월궁에서 내려 보낸 이래로 저는 일시에 마음이 동하여 사모하

는 마음이 생긴 까닭에 일궁을 빠져 나와 여기까지 쫓아오게 되

었습니다. 제 생각에 음양이 교접하면 천지의 기운이 화합하게 

되니, 이를 위하여 주연을 열고 당신을 초대하여 여기로 모셔 

161) ≪崑弋國圖本≫ 第3齣: 俺乃陽精大聖是也. 久恃丹池, 朝看浴日, 常呑太陽之華, 

積成金烏之象. 距生三趾, 明陽數之奇燄. …… 天向棲扶桑神木之上, 後居桃都山

中. 自神羿挈至日宮, 逐其旋轉 及四千年矣.

162) 김재용⋅이종주 공저, ≪왜 우리 신화인가-동북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과 
우리 신화≫,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1999,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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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보고 혼인을 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싫지 않으시다면 

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지요.163) 

옥토가 지상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마음이 동하여 

몰래 일궁을 탈출했다는 금오의 진술은 그가 본능적인 것은 물론 충동적이

고 맹목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옥토와 금오의 만남은 달과 해라는 두 이질적인 요소들의 상호 교차

로, 둘의 결합은 자연 질서의 와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모순을 내

포한다. 즉 옥토가 끝까지 금오를 거부하며 벌어지는 갈등은 질서와 안정이

라는 ≪천향경절≫의 지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는 필연적인 결과를 내재하고 있다. 

삼각관계의 마지막 인물인 적토는 산중에 은거하며 수련 중인 瑞物이다. 

속세에서 종적을 감춘 隱逸 라는 소개와 달리 적토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세 인물 중 갈등의 촉매이자 가장 지략적으로 인물들 사이를 오가며 실리를 

챙기는 인물이다. 적토가 옥토에게 반하게 되는 과정은 금오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감정적이지만, 옥토나 금오처럼 규율에 반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

고 산중에서의 은거를 청산하고 일탈을 꾀한다는 점에서 세 인물 중 가장 자

유로운 위치이기도 하다.

적토 : 저는 중산장인 적토입니다. 종적을 감추고 산중에 숨어서 모습

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응도>에서 적토는 상서러운 동물

이라고 하 습니다. …… 생각해보니 그녀도 卯이고 저도 卯입

니다. 속담에 꽃 대 꽃, 버드나무 대 버드나무라고 하 는데 ‘버

들 류’에서 ‘나무 목’ 변을 빼면 바로 ‘卯’ 대 ‘卯’가 되니, 이 인

연은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옥토가 있는 곳으

로 가서 달콤한 말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봐야겠습니다. 만약 

경사스런 일이 성사된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

163) ≪崑弋國圖本≫ 第3齣: (笑科) 仙子, 寔不相瞞, 自那日元君著你出了月宮, 我便一

時情動, 遂生仰慕之, 故爾飛出日宮, 追出到此. 我想陰陽交媾, 天地氣和, 爲此設

酒, 請你到來, 面訂婚姻. 若不嫌棄, 就是這一件要緊的勾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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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웃는다)164)

적토는 성서러움을 상징하는 붉은 토끼이다. ≪宋書⋅符書志中≫에 “적토

는 왕자의 덕이 성하면 나타난다(赤兎, 王 盛德則至).”라고 하 고, ≪新唐

書⋅百官志一≫에서는 “경운과 경운은 큰 길조로, 그에 속하는 명물은 64종

이다. 백랑과 적토는 상등 서물이며, 그에 속하는 명물은 38종이다. 창오와 

주안은 중등 서물이며, 그에 속하는 명물은 32종이다(景雲慶雲爲大瑞, 其名

物六十有四. 白狼赤兎爲上瑞, 其名物三十有八. 蒼烏朱雁爲中瑞, 其名物三十

有二).”라고 하여 적토가 상등에 속하는 서물임을 명시하 다. ≪史记⋅孟子

荀卿列传≫에서는 “중국을 적현신주라고 이름 하 다. 적현신주 안에는 아홉 

개의 주가 있는데, 夏禹가 정리한 9주가 바로 이것이다(中国名曰赤县神州. 赤

县神州内自有九州, 禹之序九州是也).”라고 하 다. 즉 적토의 “赤”은 “赤县神

州”인 중국을 뜻하는 말로, “적토”는 중국 땅에 사는 상서로운 토끼로 지상

의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인계의 존재인 적토는 천계의 존재인 옥토, 금오와의 관계 내에서 상대적

으로 열등하다. 적토는 옥토를 마음에 품고도 금오의 위세에 결국 중매를 허

락하는가 하면 옥토와의 관계 내에서도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옥토를 배려

한다. 금오가 옥토를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 보면 적토의 성향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옥토 : 다만 이전의 일은 잊으시오.

금오 : 선자님께서 기꺼이 저를 따르시겠다니 다행입니다. 이전의 일은 하

나도 남김없이 지우겠습니다, 지우지요.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165)

164) ≪崑弋國圖本≫ 第4齣: 我乃中山丈人赤兎是也. 潛跡山中伏而不見. 那瑞應圖上

說赤兎 瑞獸也. …… 我想他也是卯, 我也是箇卯. 俗語說得好, 花 花, 柳 柳, 

柳字去了木旁, 就是卯 卯, 這段姻緣不可錯過. 今日是箇好日子, 不免到他那里去

甛 蜜語打動他. 萬一成就好事, 豈不美哉, 快哉, 樂哉. (笑科)

165) ≪崑弋國圖本≫ 第13齣: (玉兎白) 只望你前事不必記懷. (金烏白) 仙子若肯 從, 

就是萬幸了. 從前之事哪, 一筆勾消, 一筆勾消. 待我來放了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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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가 옥토와 적토가 혼례를 올리려 했던 이전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옥

토의 마음을 되돌리는 장면이다. 적토가 옥토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구애하

는 장면을 비교해보자.

적토 : 선자님, 제가 이런 신분으로 어떻게 선자님과 짝을 맺어 부부가 

될 수 있을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노래한다)

   잠시 짝하여 차디 찬 이부자리 함께 누우시지요.
   혼인 후 만약 저보다 인품이 출중하고, 도행이 뛰어나며, 품위가 

높은 자가 있어 당신이 그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지시면 마음대

로 연애를 하셔도 저는 모르는 척 하고 보지 않겠습니다. 어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지요. 어떻습

니까?166) 

우선 자기와 혼인만 해주면 이후 옥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도 그녀의 결

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적토의 태도는 일반 남성의 상식을 뛰어넘는

다. 이는 한편으로는 옥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옥토와의 관계에서 열세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정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 셋의 관계를 정리하면 옥토와 금오는 각각 천계의 일월과 관계되는 

존재들이며, 적토는 지상에 속하는 인계의 존재로서 ≪천향경절≫이 천지인

을 아우르는 모든 세계를 서사 내부에 담아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옥토

가 선약을 찧는 신선인 搗霜仙子, 금오가 양기의 대정령 陽精大聖, 적토가 중

산의 은일자인 中山丈人으로 불리며 천상과 지상의 구분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부분을 통해 집약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혼인을 통한 이들의 결합은 

음양의 결합이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주의 조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166) ≪崑弋國圖本≫ 第5齣: (赤兎白) 仙子, 我豈不知, 我這個身分如何配 你做夫妻? 

不過是, (唱) 權時聊伴衾寒冷. (白) 成親以後, 倘或有比我人材出衆, 道行高强, 品

位 大的, 你要愛他, 只管和他相好, 竟裝不知道, 沒有瞧見. 由着你愛怎麽 , 怎

麽 , 好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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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적 존재인 옥토, 금오, 적토의 관계가 내포하는 상징성은 더욱 부각된다. 

옥토와 금오의 관계는 月精의 상징인 달 속의 토끼로서 ‘月-兎’와 日精의 상

징인 태양 속 까마귀로서 ‘日-烏’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 이는 조금 더 확대

하여 ‘月-兎-陰-女’, ‘日-烏-陽-男’이라는 음과 양, 남과 여의 관계로 풀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적토 역시 지상의 瑞獸로 인간계의 남성을 대표한다는 점

에서 ≪천향경절≫의 세 주인공은 모두 남-여의 구도 하에 자리한다. 

남녀의 애정은 바꾸어 말하면 음-양의 조화로, ≪천향경절≫의 인물 형상

은 단순한 남녀 관계를 넘어 우주의 일치와 화합이라는 차원에까지 열림으

로써 이중적 의미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즉 신화적인 형상에서 차용된 인간

의 모습, 여기에 다시 삽입된 남녀의 구분이라는 일차적 형상은 단순한 남녀

의 양분에서 그치지 않고 음과 양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여기에서 다시 음

양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의미까지 담지하게 되는 것이다.

제2절 예법을 통한 욕망의 봉합

≪천향경절≫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인물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천향경절≫의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일관되

지 않으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절대 일탈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천

상의 존재들이 일탈을 감행한다는 점, 이들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본능과 

욕망을 가감 없이 표출한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일탈은 규범과 제도를 무너

뜨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배회하다 결국 ‘禮’로 회귀하며 ‘혼인’을 추구한

다는 점 등이 그 예이다. 즉 개체들의 욕망은 소속 집단에서의 일탈로 이어

지지만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집

단으로 회귀한다.

먼저 극의 주요 인물인 옥토, 금오, 적토의 관계는 앞에서도 언급하 듯 표

면적으로 보았을 때 ‘재자가인극’의 서사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천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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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중추절의 화합이라는 의미를 

가장 인간적인 주제인 남녀의 애정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극적인 긴장을 더

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속되는 반전과 그 과정에서 폭로되는 

인물들의 추태와 모순은 보는 이들의 공감대를 극대화시키며 웃음과 재미를 

창출한다. 이 부분에서는 삼각관계의 중심에 위치한 옥토-금오-적토 사이에

서 일어나는 애정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이들의 갈등이 

‘혼례’로 수렴되는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옥토는 짝을 찾겠다는 의지의 발현 후 천상의 규칙까지 어겨가며 지상에 

잔류했지만 금오의 접근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도학적 논리를 설파하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가 하면 神物로서의 체면을 이유로 거절을 하는 등 월

궁으로의 복귀를 거부하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금오 : 제가 직접 차를 올려 성의를 표하겠습니다. 

옥토 : 남녀는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는 법인데 어찌 대성의 손으로 

주십니까? 

금오 : 하 그렇지요! 남녀는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상선자님 말씀이 맞으니 드려라. (준오가 차를 건

넨다) 

…… 
금오 : 다시 술을 내오너라. 도상선자께 한 잔 올려야겠다. 

옥토 : 제가 술이 약해 견디지 못하겠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167) 

옥토는 독수공방 신세를 벗어나 화목하고 재미있게 살아보고 싶다는 애초

의 선언과는 달리 금욕과 정절을 강조하며 모순된 언행으로 일관한다. 차와 

술을 주고받는 것도 친히 해서는 안 된다며 남녀의 有別을 강조하고,168) 여

167) ≪崑弋國圖本≫ 第3齣: (金烏白) 待我手奉, 方見志誠. (玉兎白) 男女授受不親, 何

必大聖手奉? (金烏白) 嗄, 是吓. 男女授受不親. 不錯, 不錯. 仙子說得有理. 過

去. ( 烏 茶科) …… (金烏白) 再看酒來, 待奉敬仙子一杯. (玉兎白) 奴家酒力不

勝, 告辭了.

168) ≪孟子⋅離屢章句上≫: “순우곤이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하고 묻자, 맹자께서 ｢예이다.｣라고 대답하셨다(淳于髡曰, 男女授受



제3장 ≪天香慶節≫의 문학적 특성

- 97 -

자의 속사정은 알려고 하지 말라며 금오의 대화에 응해주지 않는다.

금오 :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상선자의 말씀이 매우 일리 있습니다. 이

러한 경치를 마주하니 미련이 남습니다. 선자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옥토 : 남자는 집안일을 이야기 하지 않고, 여자는 바깥일을 이야기 하

지 않는 법입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금오 :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자님의 말씀이 더욱 맞습니다. 오늘 특별

히 이리 변변치 못한 연회를 열어 선자님의 가르침을 얻고자 하

으니 어서 자리에 오르시지요.169)

특히 옥토는 남녀의 분별을 강조하는데 이는 옥토가 유교적 관념과 행동 

규범을 매우 중시하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표지로, 지상에 잔류하며 옥토가 

꿈꾸던 이상이 자신이 직접 멋지고 어린 남자를 찾겠다던 열망과 모순되는 

지점이다. 옥토에게 있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바로 남

녀 간의 相悅之情으로, 지상에 남기로 한 이상 남녀 간의 사랑이야말로 옥토

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가치이자 궁극적인 덕목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

이 벌어지려고만 하면 옥토는 상대를 향해 남녀의 도리를 설파하고, “제멋대

로”이며 “당돌하다”고 꾸짖고 화를 내며 접근을 차단시킨다. 이는 옥토의 모

순된 심리를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으로, 옥토가 지향하는 남녀의 만남이 애

초부터 무조건적인 자유로운 연애가 아닌 부인과 남편의 인연, 곧 ‘혼인’에 

의한 관계 맺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옥토가 만나고 싶다고 선포한 

남자는 바로 ‘남편’이며, 그녀의 관념 속에서 남녀 관계는 유교적 질서 속에

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부’ 관계여야 했던 것이다. 

옥토 : 대성께서 잘못하셨습니다. 당신과 저는 모두 천상의 신물들입니

不親, 禮 . 孟子曰, 禮也).”

169) ≪崑弋國圖本≫ 第3齣: (金烏白) 不錯, 不錯. 仙子說得狠有理. 此風光, 使人留

. 仙子, 你那心中也有活動的念頭否. (玉兎白) 男不 內, 女不 外. 你問他怎麽. 

(金烏白) 不錯不錯. 仙子說得更有理了. 今日特設菲筵扳聆淸誨, 就請仙子上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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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속세에 와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된 것뿐인데 어찌 제멋

대로 음탕한 마음이 동하여 듣기 거북한 말을 당돌하게 하시는

지요. 저는 여러 말 하지 않겠으니 그 입 그만 다무시지요. 

금오 : 아이고, 아이고, 정말 경전 같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저 저 저 점

잖은 체하는 얼굴. 하하하, 선자님 그리 말씀하지 마시오. 당신

과 내가 이번에 속세에 내려온 것은 본디 사사로운 정 때문이었

습니다. 아래 세상에까지 와서도 그리 고루하게 굴려면 차라리 

처량 맞은 월궁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인

간세상에서 저 부부들은 궤안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마주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을 나눕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 (옆으

로 다가온다)

옥토 : 금오, 억지 그만 부려라. 네가 감히 내가 이도 없고 뿔도 없어 

연약하고 무능하다 여겨 그 따위 헛소리로 나를 압박하려 하는 

것이냐?170)

대화가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옥토는 최대한 우회적, 점진적으로 자신

의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요지는 옥토가 사랑에 관

한 이야기를 나눌 만큼 금오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옥토는 거듭 의사

를 표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금오가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수위를 높여 나가는 금오에게 결국 극도의 거부

감을 표시하고 만다. 옥토는 오로지 ‘성적 결합’이라는 요구로 일관하는 금오

의 태도에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저돌적인 금

오의 언행이 무례하게 여겨질 뿐이다. 옥토에게 있어 사랑의 내적, 외적 완성

은 일정 수준의 감정의 교류와 적법한 절차 이후에 가능한 일로, 남녀의 만

남 자체가 육체적인 결합으로 연결될 수는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옥토에게 있어 사랑은 단순히 남성과의 성적 합일이 아

170) ≪崑弋國圖本≫ 第3齣: (玉兎白) 大聖差矣. 你我同是天上神物, 不過來到塵寰, 領

畧勝景而已. 怎麽擅動滛心, 這汚耳之 來傏突. 我愼勿多 , 請自噤聲. (金烏

白) 呵喲, 呵喲, 說得好正經話兒. 哪哪哪, 裝得好正經面孔. 哈哈哈, 仙子不是這樣

講. 你我此番下來, 原有私情. 若是來到世上裝古板, 何不原到月宮裏去受凄凉. 你

看, 人間那些夫婦並几遂肩相憐相愛, 何等的有趣. …… (作近身科. 玉兎白) 金烏休

得無理, 你敢道我不牙不角, 輭弱無能, 故爾這等胡 亂語來欺壓我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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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안정감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애착과 감정의 결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인이라는 사회적 인정이 우선시되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오를 거부하는 이면에 옥토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모순이 드러

난다. 옥토는 자신이 싫다며 거절하고 도망을 쳤던 금오를 향해 끝까지 쫓아

와 달래주지 않았다고 원망을 하며, 다시 독수공방 신세를 한탄하는 이중성

을 보인다.

옥토 : 저는 광한궁의 옥토입니다. 어제 금오가 저를 연회에 초대하

는데 술자리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억지로 연리지를 이루자 

하지 뭡니까. 아, 제가 몰래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것도 원래 좋

은 짝을 찾아서 심사를 풀고자 함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

데도 이리 단호히 거절한 것은 그의 성품이 불같이 강하고 급해 

온유하고 부드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이니 어찌 그와 

친 하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첫째 그의 포악함이 

싫고, 둘째 그의 무례함을 책망하며 몇 마디 대들고는 한 대 때

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횡포를 부리며 무리를 불러 저를 

잡아서 한 바탕 실랑이를 벌 지요.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

히 알기에 도망쳐 돌아왔는데 그는 쫓아오지도 않더군요. 됐습

니다. 그저 청광을 마주하고 독수공방하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무료하기만 합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답답하군요.171)

즉 위의 독백은 아무리 다시 쫓아왔어도 금오처럼 포용력이 없고 강한 남

자는 자신의 상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옥토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는 동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짝을 찾고 싶은 간절함과 아쉬움이 교차된다

는 점에서 이중성을 띤다. 옥토는 금오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그의 포

171) ≪崑弋國圖本≫ 第5齣: 我乃廣寒宮玉兎是也. 昨日被金烏請去飮宴, 酒席之間, 便

語挑撥, 竟欲强諧連理. 咳, 豈不知奴家偸入塵寰, 原要覓一佳偶, 暢我情懷. 

又焉肯峻拒如此, 爭奈他性稟純火剛强, 急烈無一些軟欵溫柔的情趣, 如何 他親

近的來. 彼時, 一則惡其 戾, 二則怪他無禮, 被我挺撞了幾句, 打了他一掌. 他便

竟使强橫喝衆擒我, 我 他抵抗了一場. 情知不是敵手, 只得 奔回來, 他却也不來

追赶, 這也罷了. 只是 此淸光, 孤衾獨枕, 輾轉無聊, 好不悶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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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함과 무례함 때문이라고 밝힌다. 감정적 교류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옥토에

게 성적 결합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금오는 당연히 불쾌하고 두려운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역으로 이후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하며, 예의를 지키는 상

대인 적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옥토의 심리 변화에 대한 복선이 되기도 

한다.172) 

옥토 : 저는 도상선자입니다. 오늘 양정대성이 저를 연회에 초대하 다

고 하여 이렇게 특별히 가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 그

는 일궁 출신이고, 저는 본래 월부 소속입니다. 그는 양의 덕성

을 이어받았고, 저는 음의 정기를 받은 자이니 그 기세가 얼음

과 숯처럼 서로 다를 텐데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나를 초대

해오니 마음은 가기 싫으나 그의 성격이 불같이 급하니 마지못

해 가기로 하 습니다. 여봐라, 나를 따라서 가자.173)

≪천향경절≫에서 옥토에게 구애를 펴는 첫 번째 남성은 금오이다. 금오는 

옥토 때문에 일궁을 빠져 나오고, 옥토를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에 연회를 기

획하고 주선하는 등 사랑에 있어 계획적이고 적극적이다. 하지만 그는 미모

의 여성을 보는 것만으로 사랑에 빠지고, 무모하게 지상으로의 탈출을 감행

하며, 자신을 거부하는 옥토에게 집착하는 등 사랑에 대해 순진하고 맹목적

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금오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본인의 욕구

에 충실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번 옥토에게 거부당하고, 적토에게 옥토를 빼앗

기는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의 급한 성격과 지나친 솔직함은 결국 

옥토와의 관계를 망치는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옥토와 금오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원인은 두 인물 모두 천상의 존재

172) ≪崑弋國圖本≫ 第5齣에 옥토가 금오를 중매하러 와 자신의 구애를 펴는 적토
에게 “성격이 온유하다(你的性格雖則溫柔)”는 여지를 준 후, 계속되는 적토의 
부드러운 회유에 결국 “좋은 날을 잡아 장가를 오라(你去選個吉日, 前來入贅便

了).”며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173) ≪崑弋國圖本≫ 第3齣: 我乃搗霜仙子是也. 今有陽精大聖請我飮宴, 爲此特來趨

赴. 且住, 我想他身處日宮, 奴家生居月府. 他承陽德, 奴稟陰精, 其勢有若氷炭, 有

甚交關. 前來請我, 本欲不去, 但畏他火性急烈, 不敢不來. 侍兒每, 隨我前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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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동급의 神物이라는 점도 향을 미친다. 즉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위치한 둘 사이의 힘의 길항은 옥토와 적토의 관계에 비하여 훨씬 팽

팽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옥토를 차지하고 말겠다는 금오의 오기와 자

존심이 더욱 치열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옥토의 대사 중 “금오의 초대에 응하기 싫었으나 그의 성격이 불같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하는 수없이 연회에 참석한다”는 푸념은 금오의 이

러한 면모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금오는 더 남성답고, 

더 명예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그 힘을 이

용하여 상대에게도 사랑을 강요한다. 

(옥토를 끌어당기자 옥토가 금오를 손으로 때린다)

금오 : 아야 아야, 이 빌어먹을 게 호의를 모르고. 여봐라, 나에게 잡아 

오너라. (서로 붙잡는 동작을 한다. 싸우며 퇴장한다. 금오가 옥

토를 쫓아 등장하여 싸운다. 금오가 노래한다)

  【쌍각투곡174) 득승령】

   오늘 내 혼인을 하려 결심하였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일랑 하지 말기를.
   이미 나의 그물 안에 떨어졌으니 
   날갯짓 해 봐야 어찌 날아오르겠는가. 
   (싸우는 동작을 하며 퇴장한다. 준오가 시녀를 쫓아 등장하고 

싸우며 퇴장한다. 옥토와 시녀가 패하여 등장한다)

옥토 : (노래한다)

   저놈이 미쳐 날뛰니
   막아내기 어렵구나.

시녀 : 선자님, 저쪽이 지독하여 못이길 듯합니다. 빨리 돌아가시지요. 

옥토 : 그만. 하, 할 수 없군. 

함께 : (노래한다)

   부득불 급하게
   우선 돌아가서 결정을 하자, 결정을. 

(금오의 무리들이 쫓아 등장하여 싸우는 동작을 한다. 옥토와 시녀가 

174) 원문의 ‘四’는 ‘曲’의 오자인 듯하여, 번역문에서는 ‘곡’으로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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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도망가며 퇴장한다)

금오 : 도망갔구나. 아이고, 아이고. 화가 난다. 하, 화가 나.175)

금오는 양, 불, 급함 등 뜨겁고 정열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로 옥토와는 정

반대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금오는 혼인을 거부하는 옥토를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내 혼례라는 절차 구성에 돌입

한다. 자신의 성급함으로 인하여 옥토를 놓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적토

를 찾아가 중매를 부탁하고, 섬라국의 명주를 훔쳐 결혼 예물로 삼는 등 금

오는 옥토와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금오 : 이 때문에 오늘 특별히 찾아와 당신께 중매를 부탁하는 것이요. 

적토 : 중매를 하면 뭘 하려고요? 

금오 : 그녀한테 가서 혼담을 좀 전해주시오. 

적토 : 혼담을 전하면 뭘 하려고요? 

금오 : 장가를 들고 싶소. 

적토 : 장가를 들어서 뭘 하려고요? 

금오 : 부부가 되어야지요.176) 

옥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적토를 찾아가 사정을 하며 옥토와의 혼인

을 이루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금오의 모습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는 적토

에게 의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177) 

175) ≪崑弋國圖本≫ 第3齣: (作摟玉兎, 玉兎掌金烏科. 金烏白) 呵呀呵呀, 好賤婢不識

抬擧. 子孫每, 我擒下. (作相持科. 戰下. 金烏追玉兎上戰. 金烏唱)【雙角套四 

得勝令】俺今日決意要成雙, 恁可也休思返故鄕. 已落在咱羅網, 便翅怎飛翔. (戰

科下. 烏追侍女上, 戰科下. 玉兎侍女敗上. 玉兎唱) 他恁的猖狂, 好敎俺難遮攩. 

(侍女白) 仙姑那厮利害, 戰他不過, 快些回去罷. (玉兎白) 罷了. 吓, 罷了. (仝唱) 

只得忙忙, 且回家作主張主張. (金烏等追上戰科. 玉兎侍女急 下. 金烏白) 跑了. 

呵呀, 呵呀. 可惱. 吓, 可惱.

176) ≪崑弋國圖本≫ 第4齣: (金烏白) 爲此今日特來求你爲媒. (赤兎白) 爲媒做甚麽? 

(金烏白) 到他那里去說合. (赤兎白) 說合做甚麽? (金烏白) 我要娶他. (赤兎白) 娶

他做甚麽? (金烏白) 他做夫妻. 

177) 연인과의 헤어짐은 분리에 따른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그 결과 거절당한 연인
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하여 종종 기이하고 부적절하며, 심지어 위험하



제3장 ≪天香慶節≫의 문학적 특성

- 103 -

금오 : 안심을 못하겠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좀 들어봐야겠다.

…… 
금오 :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토 : 제가 반나절 동안 당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금오 : 안에서 무얼 했습니까?

적토 : 당신을 위하여 중매를 하고 있지요.

금오 : 내 혼담을 건네면서 왜 당신이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것이오?

……
금오 : 허락을 했습니까?

적토 : 내내 머리를 박고 있던 덕분에 그녀가 허락을 하 습니다.

금오 : 허락을 했군요. (크게 웃는다) 잘됐습니다. 이제야 제 친구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적토 : 허락하기는 하 으나 조그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금오 : 뭡니까?

적토 : 그녀가 말하길 천상에도 둘도 없고, 인간 세상에서도 비할 바 없

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 예물로 주면 그때 당신과 혼인을 하

겠다고 합니다.

금오 : 하, 예물로 보물을 구해 달라.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 지금 

가서 찾아보리다.178)

이렇게 금오는 적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예물을 구하러 떠나는데, 그

의 적극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은 옥토에게 더욱 빠져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179) 옥토를 얻기 위해 계속된 금오의 노력은 사랑의 대상에 

기까지 한 시도를 감행한다. 거절당한 상당수 연인은 버려졌다는 분노로 고통 
받고 우울해한다. 로버트 스턴버그⋅카린 웨이스 편저, 김소희 옮김, ≪심리학, 

사랑을 말하다≫, 파주: 21세기북스, 2010, 114쪽.

178) ≪崑弋國圖本≫ 第5齣: (金烏上白) 有些不放心, 待我來聽一聽說得怎麽樣了. …… 
(金烏白) 你在裏面說甚麽? (赤兎白) 我這半天是給你上好兒? …… (金烏白) 你在

裏面做甚麽? (赤兎白) 給你說親呢. (金烏白) 替我說親, 你爲甚麽磕起頭來? …… 
(金烏白) 應允了? (赤兎白) 虧了這一路磕頭, 他纔應了. (金烏白) 應了. (大笑科白) 

好. 這纔是我的朋友嚜. (赤兎白) 應是應了, 還有這麽一點兒 爲難. (金烏白) 甚

麽? (赤兎白) 他說要天上無雙, 人間沒有 兒的這麽一件寶貝作聘禮, 他纔和你成

親呢. (金烏白) 吓, 要一件寶貝做聘禮. 這又何難? 我如今就去找 便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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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기를 강하게 자극하게 되고,180) 이는 금오의 환상을 강화시킴으로

써181) 결과적으로는 옥토와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방해 요소로 작

용하게 된다. 

금오 : 네 이 옥토! 앞전에 나에게 시집을 왔더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

겠느냐. 공교롭게 저 적토에게 빠져 기꺼운 마음으로 동분서주하

더니 사람들에게 추태나 보이고 몸을 쉴 곳마저 없구나. 네가 걱

정 되어서이니 오늘 나를 잘 따라가면 만사가 끝날 것이다. 

…… 
옥토 : 허튼 소리 말고 칼이나 받아라.182)

금오는 면전국과의 전투에서 옥토를 잡게 되고, 마지막까지도 옥토에게 혼

인을 강요하는 집요함을 보인다. 

금오 : 하하하, 이제 제게 잡히셨으니 마음을 돌려 저를 따르시지요.

179) 才子와 佳人이 처음 보는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을 유지하게 되
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자신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가 되기 때문이다. 아니
마란 남성 개체의 내적 인격 안에 있는 여성성을 말하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
의식 안에 내재된 남성성을 말한다. 즉 남녀가 서로를 원하고 끌어당기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자신에게 내재된 무의식적 작용에 의하여 추동된다. C. G. 융⋅
C. S. 홀, J. 야코비 지음, 설 환 옮김, ≪융 심리학 해설≫, 서울: 선 사, 2014, 

273-283쪽 참조.

180) 로버트 스턴버그⋅카린 웨이스 편저, 김소희 옮김, ≪심리학, 사랑을 말하다≫, 

파주: 21세기북스, 2010, 114쪽.

181) 융은 인간의 정신은 언제나 전일성을 향해 매진하고, 의식을 더 크게 확장하려 
하며, 이를 완성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무의식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들
을 의식으로 이동시키기를 추구하는데,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의식에서 훨씬 완
전하고 의식적인 개성으로 동화됨으로써 실질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
인의 정신은 무의식의 내용을 통합하고 성장하려는 진화적인 충동을 선천적으
로 지니고 있다. 또한 잃어버린 부분 모두를 온전하게 의식적인 자기로 통합하
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 A. 존슨 지음, 고혜경 옮김, ≪로맨틱 러브에 
대한 융 심리학적 이해, We≫, 서울: 동연, 2008, 25쪽.

182) ≪崑弋國圖本≫ 第13齣: (金烏白) 呔, 玉兎. 你先前若是嫁了我, 何等安閑何等受

用. 你偏偏看上了那赤兎, 倒甘心隨着他東奔西 , 出乖露醜, 連個安身之處都沒有. 

我倒替你害懆哩, 如今好好的隨了我去, 萬事全休. …… (玉兎白) 休得胡說, 看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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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 : 오늘 네게 잡혔으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183)

옥토를 중심에 놓고 금오와 연적이 되는 적토는 처음에는 금오를 도와줄 

우호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적토 : 그건 아주 쉽지요. …… 저는 입술이 세 개이니 당신이 중매를 

원하시는 분이 봉래산 신선이든 달 속 항아이든 제가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성사되지 않을 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그런

데 도대체 누구시랍니까? 

금오 : 바로 천지산의 도상선자라오.184)

이들의 대립은 두 인물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이 옥토로 동일하다는 사

실이 확인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관건은 중매를 거부하는 적토에게 금오가 

자신의 중매를 끝까지 강요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적토 : 당신이 그녀와 부부가 된다. (돌아서서 말한다) 그러면 나는? 

금오 : 당신이 성사만 시켜주면 내 반드시 크게 사례하리다. 

적토 : 이런 일이 생기다니 놀라 자빠지겠네. 아이고, 당신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중매는 못합니다. 

…… 결코 이 중매를 해드리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 저 도상

선자는 아주 사납습니다. 성깔은 더럽고, 난폭한 데다 게으르니 

부인으로 맞아 뭣하시렵니까. 다른 상대를 말씀해보세요. 

금오 : 그녀가 사납긴 하나 나는 무섭지 않으니 가서 중매를 해주시오.185) 

183) ≪崑弋國圖本≫ 第13齣: (金烏白) …… 哈哈哈, 你如今又被我擒住, 可該回心轉意

從我了. (玉兎白) 今旣被你擒住, 無可奈何只得 從你.

184) ≪崑弋國圖本≫ 第4齣: (赤兎白) 這箇極容易. …… 我可是三片, 憑你要說甚麽樣

兒的人, 那怕蓬萊仙子, 月裏嫦娥, 只要我一路花 巧語, 不怕不成. …… 到底是誰? 

(金烏白) 就是天池山的搗霜仙子.

185) ≪崑弋國圖本≫ 第4齣: (赤兎白) 你合他做夫妻. (背白) 我呢. (金烏白) 你若說得

成, 自當重謝. (赤兎白) 吓, 是這麽一件事情. 吓, 告訴你罷. 別的事情我都能, 惟有

做媒我不 . …… 並不是我不給你去做這箇媒. 吓, 那箇仙子利害著的呢. 脾氣又不

好又橫又懶, 你娶他怎麽, 另說一箇罷. (金烏白) 他就利害, 我也不怕他, 煩你去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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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토 역시 옥토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금오는 끝까지 적

토에게 자신의 중매를 맡기게 되고, 이는 역으로 적토가 옥토와 만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다.

금오 : 하,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이렇게 당신을 우러러 가서 혼담을 넣

어 달라 부탁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토 : 저도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저를 괴롭히

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금오 : 이런,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간청하고 있거늘 너는 이런저런 핑계

만 대는구나. 네가 설마 내 성격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 
나를 위해 주선하지 않는다면, 먼저 흠씬 두들겨 패주겠다. (때

리려는 동작을 한다)186)

적토는 금오의 압박에 못 이겨 옥토를 찾아가고, 그 결과 스스로의 중매에 

성공하여 금오보다 먼저 옥토를 차지한다. 옥토를 만나고 구애를 하는 시점

은 모두 금오보다 늦지만, 적토는 금오와 달리 여유롭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

처함으로써 옥토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옥토 : 앉으시지요. 

적토 :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선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몰래 월부를 떠나 이곳에 머무는 것은 무슨 생각에

서십니까? 

옥토 : 이 사람이 다 생각이 있어서겠지요.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187) 

說罷. 

186) ≪崑弋國圖本≫ 第4齣: (金烏白) 咳, 無奈何哪, 我在奉揖了求你去說說罷. (赤兎

白) 我這里磕頭了求你, 另 一個罷, 不要攪我了. (金烏白) 吓, 我這樣的央求你, 

你只管推三阻四. 你難道不知我的性兒麽. …… 不爲我做周旋, 先請伊飽 拳. (欲

打科)

187) ≪崑弋國圖本≫ 第5齣: (玉兎白) 請坐. (赤兎白) 不要拘, 不要拘. …… 請問仙子, 

偸離月府, 在此盤桓, 心裏頭的是怎麽個主意? (玉兎白) 人各有志, 問他怎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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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토의 관심에 경계를 표하던 옥토는 부드럽고 상냥한 그에게 점점 호감

을 느끼게 된다. 적토와 금오는 옥토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강요하는 금오가 강압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경우 던 데 반하여 적토는 먼저 옥토의 기분을 살피고 그녀의 반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행동을 전개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적토 : 선자님, 제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간청 드리니, 이리

만 해주시면 감사하기 그지없겠습니다. 선자님, 좋으신 선자님, 

저의 수선자님, 저의 천선자님. 

옥토 : 아, 당신 성격이 온유하기는 하나 나는 천상의 신물이고, 당신은 인

간 세상의 서물에 불과한데 어디 나에게 기어오르려 하시오.188)

옥토는 자신을 하늘의 신물로, 적토를 지상의 서물로 경계 지으면서도 부

드럽고 온유한 성정의 적토에게 마음이 넘어가게 되고, 적토는 자신의 사랑

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옥토에 대한 마음을 표시한다. 

적토 : 선자님, 허락을 하십시오. 만약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머리를 땅

에 박겠습니다. (노래한다) 

   미녀께 절하며 
   진심으로 애걸하나니 
   돈수를 멈추지 않으리. 
   (머리를 땅에 조아린다) 소리가 울리도록 이마를 땅에 박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189)

옥토는 잠시 망설이지만 적토의 진심어린 모습에 결국 혼인을 허락한다. 

188) ≪崑弋國圖本≫ 第5齣: (白) 仙子, 只求你賞我這麽一點頭, 我就感恩不盡了吓. 仙

子, 好仙子, 我的水仙子, 我的天仙子. (玉兎白) 㕶, 你的性格雖則溫柔, 只是我乃

天上仙姝, 你不過是人間瑞獸, 那里高扳得我吓. 

189) ≪崑弋國圖本≫ 第5齣: (赤兎白) 仙子, 你應了罷哉. 你要不應, 我就磕頭了. (唱) 

拜娉婷, 哀求誠懇, 首不消停. (磕頭科白) 磕頭了磕响頭, 一個兩個三個四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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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 : 만약 그가 보물을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토 : 어찌 그리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혼인을 올리고 다른 

곳을 찾아 옮겨가면 되지요. 그자가 어디에서 우리를 찾겠습니까? 

옥토 : 자 이제 일어나시지요. 

적토 : 허락을 하셔야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옥토 : 아이고, 일어나십시오. (적토를 부축하여 일으킨다)

적토 : 이것은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자님. 언제 혼례를 

올릴까요? 

옥토 : 당신이 좋은 날을 잡아서 장가를 오면 되지요.190) 

≪천향경절≫에서 남녀의 합일은 이렇게 모두가 혼례의 추구로 귀결된다. 

극 속의 인물들은 모두 욕망의 발현과 동시에 그 욕망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

여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는 일탈을 감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로 흐르지 않고 예법에 의거한 혼인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제도 안으로 다시 수렴되며, 이로써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

들고자 하는 염원은 부정되지 않는다. 

고대 중국에서 인간 사회의 첫 출발이자 모든 관계의 근본은 혼인이었으

며, 남녀의 일치는 혼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

었다. 유교적 질서의 성립과 함께 혼인 관념은 “혼례가 예의 근본”이라고 천

명될 정도로 모든 관계를 파생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천지가 있고 난 후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고 난 후 남녀가 있다. 남녀

가 있고 난 후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난 후 부자가 있게 된다. 부자

가 있고 난 후 군신이 존재하게 되고 군신이 있고 난 후 상하의 구분이 

있으며 상하의 구분이 있고 난 후 예의가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191)

190) ≪崑弋國圖本≫ 第5齣: (玉兎白) 倘他 了寶貝來怎麽處? (赤兎白) 那裏輕容易就

找着了. 咱每成了親, 另找一個地方搬了去. 他那里找咱每. (玉兎白) 如此起來. (赤

兎白) 應准了我好起來吓. (玉兎白) 啐, 起來呢. (扶赤兎起科. 赤兎白) 這個是應准

了, 多謝仙子. 咱每幾時成親? (玉兎白) 你去選個吉日, 前來入贅便了. 

191) ≪周易⋅序卦≫: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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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격식은 상당히 엄격하고 중요하게 다루어

졌으며, 그 과정에 있어 부모의 허락과 중매는 필수적인 요소 다.192) ≪詩

經≫193)을 비롯하여 ≪孟子≫194)와 ≪禮記≫195)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젊은 

남녀는 자신의 결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으며, 오로지 부모의 

뜻에 따라야만 했다.196) 

이러한 맥락에서 옥토, 금오, 적토가 구애하고, 중매를 설정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은 ≪천향경절≫이 남녀상열지사를 추구하지만 단순한 

남녀의 교합을 넘어서서 의례와 절차에 따른 신성성에 의미를 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婚外의 사랑이 부정하고 음탕한 것으로 인식되던 사회 속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랑은 ‘혼인’이라는 제도로 묶이는 사랑이어야 했다.197) 즉 

금오와 적토에게 있어서도 공식적인 사랑을 위한 옥토와의 혼인은 반드시 

쟁취해내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사로운 목적을 위

하여 벌인 일탈에 대한 대가를 합법적 수단인 ‘혼인’을 통하여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천향경절≫의 인물들은 혼인이라는 제도적인 틀은 따르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예법에 완전히 매몰되지는 않는다. 옥토는 부부로서의 결합에 있어 

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禮義有所錯.”

192) 김종미 외 8명 지음,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列女傳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252쪽.

193) ≪詩經⋅齐风⋅南山≫: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부모
에게 알려야 하지요. ……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중매가 없으면 
얻을 수 없지요(娶妻如之何? 必告父母. …… 娶妻如之何? 匪媒不得).”

194) ≪孟子⋅萬章章句上≫: “부모의 명령과 중매의 말을 듣지 않고 구멍을 뚫어 서로 
엿보며 담장을 뛰어넘어 서로 쫓아다니면 곧 부모와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천시하 다(不待父母之命, 媒約之 , 鑽穴隙相窺, 踰牆相從, 則父母國人皆賤之).”

195) ≪禮記⋅內則≫: “예를 갖추어 맞이하면 처가 되고, 예를 갖추지 않고 혼인하면 
첩이 된다(聘則爲妻, 奔則爲妾).”

196) 张晋藩, ≪中国法制通史⋅第1卷≫, 北京: 法律出版社, 1999 참조.

197) 王琦珍 지음, 김응엽 옮김, ≪중국, 예로 읽는 봉건의 역사≫, 서울: 예문서원, 

1999,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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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교류를 중시하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한 순수한 사랑에 초점

을 맞춘다. 여기에서 남성인 금오와 적토뿐만 아니라 여성인 옥토도 욕망을 

가진 존재임이 인정되고, 여성 역시 자신의 상대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음

을 보여줌으로써 욕망의 추구에 있어 남녀의 평등을 보여준다. 

즉 ≪천향경절≫의 인물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탈을 감행하고 욕망을 분출하지만, 이들이 벌이는 소동은 결국 사회

적 제도 안에 수렴되는 혼인을 지향함으로써 결코 사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

으며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데로 회귀

한다. 

제3절 조공례를 통한 갈등의 해소

≪천향경절≫에서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 이후 면전국과 섬라국이라는 국

가 간의 갈등으로 전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공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품 속에는 세 공간이 등장하는데 바로 신들이 거하는 天上, 황제가 위치하

는 중국, 그리고 면전과 섬라라는 異國이다. 이들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지상

을 중심으로 하나는 수직축(천상-지상), 다른 하나는 수평축(중국-이국)에 위

치하는데, 극의 갈등이 발생하는 장소인 동시에 갈등을 유발하는 동인으로도 

맞물린다.

(이십팔수,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춤을 춘다. 성관, 희화동자, 삼족금오, 

일광동자가 단선을 들고 태양제군을 이끌고 등장하여 함께 노래한다) 

…… 
태양제군 : 저는 태양제군입니다. 日月星 중 우두머리로, 칠정 중 첫 번째 

이지요. 황도에 오르니 만물이 조화롭고, 태양이 나오니 백

공이 일을 시작합니다.198)

198) ≪崑弋國圖本≫ 第1齣: 二十八宿、靑龍、白虎、朱雀、玄武跳舞科. 星官、羲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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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늘 신들이 거하는 천상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곳으로, 

질서와 원칙을 겸비한 조화로운 공간이다. 전체 세계의 안정을 관장하고 통

제하는 곳이지만 중국의 황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세상의 안정을 위해 

그를 도울 뿐, 절대 황제와 대립하지 않는다.

태음원군 : 송무기를 들라 하라. 

결린 : 원군께서 분부가 있으시다니 송무기는 드시오. 

송무기 : 명을 받들겠나이다. 천상에 초겨울이 가까워 오니 인간 세상 

달그림자가 맑구나. 송무기 원군께 인사 올리나이다. 

태음원군 : 너는 옥토와 함께 단계 한 가지를 꺾어 산장에 바치고, 화신에

게 분부하여 조심히 가꾸어 성주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하라. 

송무기 : 뜻을 받들겠나이다.199) 

≪천향경절≫에서는 태양제군과 태음원군, 南海의 파도신까지 천지를 아

우르는 모든 신들이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러르는 모습을 부각시킴으로

써 황제의 절대성과 신성성을 강조한다. 

거방 : 저는 남해의 파도신 거방입니다. 성주께서 계시어 밝고 따뜻하니 

황하 맑고 바다는 잔잔하고, 팔방은 귀화하며, 만물이 상서러움을 

드러냅니다. 우리 파도신 무리는 명주를 바쳐드리고자 합니다. 중

추절이라 달빛이 맑고 고우니 명주를 꺼내어 가을 달빛과 그 빛

을 겨루어서 사람들이 보고 그물로 걷어가 천가에 바치도록 해

야겠습니다.200)

童子、三足金烏、日光童子執扇引太陽帝君上同唱. …… 吾乃太陽帝君是也. 冠三

光之首, 爲七政之先. 升黃道而萬物融和, 出靑方而百工起作.

199) ≪崑弋國圖本≫ 第1齣: (元君白) 宣宋無忌上殿. (結璘白) 元君有旨, 宣宋無忌上

殿. (宋無忌上白) 領法旨. 天上中秋近, 人間月影淸. 元君在上, 宋無忌參見. (元君

白) 你可 玉兎折取丹桂一枝, 獻至山莊, 吩咐花神 心培植, 以供聖主淸玩. (宋無

忌白) 領法旨.

200) ≪崑弋國圖本≫ 第6齣: 俺乃南海波臣巨蚌是也. 恭逢聖主當陽, 河淸海晏, 八方向

化, 萬物呈祥. 俺忝屬波臣, 合把明珠呈獻, 趂此中秋天氣, 晧月澄鮮, 不免放出明

珠, 秋月賭賽光華, 使人望見, 敎他網去, 獻上天家便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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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가 태음원군의 명을 따르고 있을 때까지는 지상이라는 공간 역시도 

본연의 공적인 업무의 공간으로 천상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그러나 잔류를 

결정하면서부터 천상은 코스모스의 세계, 이에 반하여 지상은 俗의 세계, 카

오스(chaos)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 천상과 지상의 인물들이 한데 뒤섞이는 

장소이자, 모두가 각자의 욕망을 분출하며 결합을 꾀함으로써 천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불완전한 공간으로 변모한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지상 내에서 중국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면전국

과 섬라국이다. 옥토와 금오의 혼인이 어그러진 후 양자 간의 대립 구도는 

옥토와 적토를 받아준 면전국과 금오가 손을 잡는 섬라국이라는 이중적 대

립 구도로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조공을 위한 명주의 행방이 갈등의 촉매 

작용을 한다.201) 

면전국왕과 섬라국왕이 명주를 진상하기 위해 모이는 장면 및 사라진 명

주의 소재를 파악하다 전쟁을 시작하는 부분 등 극중 양국의 대립은 접경 국

으로서 이권 분쟁이 잦았던 당시의 실제 국제 정세를 반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202) 또 이는 궁정이라는 특수한 공연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변형시

201) ≪천향경절≫에서 또 다른 갈등의 중심축을 변방인 면전과 섬라로 설정한 이유
는 실제로 중국과 변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교적인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사안과는 무관한 허구적 삽입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청
은 변방을 정복하고 토를 확장시킴으로써 중국 역사상 최대의 토를 가진 
다민족국가를 형성하 다. 乾隆 통치 시기 실제로 면전과의 전쟁이 있었고, ‘十

全武功’은 건륭제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륭 시
기 <萬國來朝圖>와 같은 그림에 풍성한 의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조공
을 오지 않은 국가의 사신들까지 모두 그려 넣었던 점을 감안하면 ≪천향경
절≫ 속 면전과 섬라의 관계 역시 작품의 전개를 위한 상징적인 설정일 수도 
있다.

202) 미얀마와 태국은 직접적인 토 확장의 목적 이외에도 주변국들과의 사이에서 
토의 안정 등을 이유로 11세기 이후부터 빈번하게 전쟁을 해왔다. 16세기에

는 미얀마가 태국을 정복하며 우위에 서지만, 17세기 다시 태국이 주도권을 쥐
게 되고, 18세기 말 미얀마의 새로운 왕조인 꼰바웅(Konbaung)이 들어서서 태국
의 아유타야(Ayutthaya) 왕조를 무너뜨릴 때까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이어졌
다. 즉 태국과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경제, 무역, 왕권의 안정 등을 이
유로 대립 관계에 위치하 음을 알 수 있다. 김성원, <16세기 미얀마-태국 전쟁, 

그 원인과 파장>, ≪아시아지역연구≫ 제6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지역연
구소, 2003, 67-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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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청 제국의 인식을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닌 옥토, 금오, 적토 사이

의 갈등을 전가 받아 시작된다. 옥토, 금오, 적토의 애정 행각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욕망과 더 진귀한 공물을 진상하고 싶은 국왕들의 공적인 욕망이 맞

물리며 면전국과 섬라국은 여러 갈등이 중첩되는 공간이 된다. 

제8척에서 금오는 섬라국왕에게서 훔쳐온 명주를 옥토에게 예물로 바치

고, 이를 감추어 두었던 적토는 명주를 담보로 면전국왕에게 기탁을 요청한

다. 옥토와 적토에게 면전국은 隱身과 寄宿의 공간이자 금오의 방해에서 벗

어나 온전한 합일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기도 하다.

적토 : 장소를 찾아 숨어 봅시다. (생각하는 동작을 한다) 여기도 별로

이고, 저기도 별로이군요. (생각하는 동작을 한다) 아! 있습니다. 

앞 쪽이 면전국 땅이니 우리 그곳으로 가서 몸을 숨깁시다. 금

오는 분명 저 산악 동굴로 가서 찾을 것이니 우리가 되레 면전

국으로 가서 면전 음악을 배우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어찌 하겠

습니까? 어떠신지요? 

옥토 : 좋기는 하나,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요? 

적토 :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광주를 면전국왕에게 바치

지요. 만수절 공물을 진상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런 귀한 보물

을 얻게 되면 면전국왕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머

무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까지 대접해 주리라고 보장

합니다.

옥토 : 그럼 좋겠군요. 빨리 면전국으로 가지요. 

적토 : 가시지요. 

함께 : (노래한다)

   야광주를 바치고 남의 집에 머무르며
   잠시 몸을 숨기고 밤낮을 보내리.203)

203) ≪崑弋國圖本≫ 第9齣: (赤兎白) 自然得找個地方兒, 躱一躱麽. (想科) 這里不好, 

那里也不好. (想科) 吓, 有. 前面是緬甸國的地方, 咱每到他國中去躱一躱. 那金烏

自然往那山巖石洞裏去找 , 那里想得着咱們倒在緬甸國學緬甸 呢, 好不好?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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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면전국과 섬라국의 회동은 중추절을 맞이하여 황제에게 바칠 조공품

을 준비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된다.204) 

섬라국왕 : 저는 섬라국왕입니다. 일전에 면전국왕과 함께 중화 천조의 

대황제께 알현을 가기로 약조를 하여 이렇게 배를 타고 왔

습니다. 어제 면전국과의 접경 지역에 이미 도착하여 부인과 

아이들은 모두 여관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면전국왕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여봐라, 출발하자.205)

면전국 도착 후 준비해 간 명주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알게 된 섬라국왕은 

면전국왕이 똑같은 명주를 내어 놓자 자신의 것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게 된

다. 옥토와 적토가 바친 명주가 도난품임을 모르는 면전국왕 역시 자신을 의

심하는 섬라국왕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명주로 인하여 양국의 우호는 순

식간에 깨져버린다.

섬라국왕 : 방금 주연에서 그가 내 명주를 보고 싶어 하 는데 상자를 

열자 비어 있는 게 아니겠소. 나는 너무 놀랐는데 그가 자

兎白) 好便好, 只是他每未必肯留. (赤兎白) 有個主意. 咱每把這顆珠子 給國王. 

那國王此時正要進萬壽貢, 得了這樣寶貝豈不歡喜. 非但留咱每住, 包管還有好湯

好水供給咱們呢. (玉兎白) 如此甚好. 快些前去. (赤兎白) 走吓. (同唱) 獻明珠投止

望門, 權躱避過朝昏.

204) 조선의 사행 기록 중 섬라의 조공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조공품들이 
실제로 값 비싸고 진귀한 토산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李土甲, ≪燕行記事⋅聞見雜記 下≫: “섬라국은 본래 해남의 섬과 나곡 두 나라
인데 후에 합병하여 하나가 되었다. 공기는 3년에 한 번이고, 공로는 광동을 거
친다. 그 물품은 용연향, 상아, 서양의 섬금화단, 호초, 등황, 두구, 소목, 침속향, 

대풍자, 금은, 향이다. 예전에 바치던 공작과 거북은 후에 면제하 다(暹羅國本

是海南暹 羅斛二國, 後幷爲一. 貢期三年一次. 貢道由廣東. 厥貢龍涎香、象牙、
西洋閃金花緞、胡椒、籐黃、荳蔻、 木、沈束香、大楓子、金銀香, 貢孔雀、
龜, 後許免).”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행록선집 Ⅵ≫, 서울: 민족문화문고간
행회, 1982, 307쪽 참조.

205) ≪崑弋國圖本≫ 第10齣: (白) 俺乃暹羅國是也. 前 相約緬甸國王, 同詣中華, 朝

覲天朝大皇帝, 爲此航海而來. 昨日已到緬甸交界, 夫人孩兒等, 俱已安 行舘. 今

日去 緬王相 . 衆 番, 就此前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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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 나라에도 명주가 있다며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글쎄 

우리가 얻은 그 명주가 아니겠소. 그가 어떻게 훔쳐 갔는지

를 모르겠소. 그와 언쟁을 벌 는데 오히려 타박만 받았소. 

그리하여 화가 나 돌아와 버린 게요. 

섬라국모 : 정말 우리 명주인지 잘 보신 겁니까? 

섬라국왕 : 그 명주는 당신과 내가 여러 번 만져 보던 것인데 어찌 모

를 수가 있겠소? 게다가 천하에 그처럼 큰 명주가 또 어디

에 있단 말이오? 

……
섬라국왕 : 여봐라, 어서 병사들을 불러 무기를 갖추고 기다려라!206) 

이렇듯 ≪천향경절≫ 내에서 면전과 섬라라는 두 공간들은 ‘조공’이라는 

화두에서 시작해 ‘황제 알현’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중추절’과 ‘진상품’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의 변화 축들로 집약된다. 애초에 옥토가 월궁에서 지상

으로 내려가는 이유, 금오가 옥토를 따라 지상으로 탈출한 이유, 옥토와 적토

가 면전국으로 피신을 하며 내세운 명분, 섬라국과 면전국이 명주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원인,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면전국과 섬라국이 화해를 하는 이

유 등 ≪천향경절≫ 내에서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중추절에 조공을 바친다

는 거대 계기로 인하여 구성되며, 극중 ‘중국’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화해

와 종착의 공간으로서 최종 목적지가 된다. 

柳得恭이 1790년 건륭의 80회 만수절을 축하하기 위해 열하에 갔을 당시 

연회에 참석했던 조공국들 중 면전국에 관한 기록이 있다.207)

206) ≪崑弋國圖本≫ 第11齣: (暹羅國王白) 方纔在酒席上, 他要看我的明珠, 不想打開

盒蓋, 竟是空空的. 我正然驚訝, 他說他那里倒有一顆明珠, 及至拿來看時, 却就是

咱們那一顆, 不知他怎麽樣偸去的. 我那時 他取討, 反被他搶白了一場, 爲此念怒

而回. (暹羅國母白) 你可認得明白果是咱家的麽? (暹羅國王白) 那明珠, 你我把玩

過好幾次的, 怎麽認不明白? 況且天下那里還有這樣大的明珠. …… (暹羅國王白) 

番, 快喚衆番兵整齊器械伺候. 

207) 柳得恭의 ≪泠齋集 卷之四≫에 <熱河紀行詩> 49首가 수록되어 있다. ≪燕行

全集 60≫(林基中 編,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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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宴> 

東廊西廡 花氍 동랑과 서무에는 꽃방석이 깔렸는데 

蠻使番王坐位殊 만사와 번왕의 앉은 위치 다르구나.

日午機房傳內賜 한낮 기방에서 하사품 내어주니

沈香如意鼻烟壺 침향목과 여의주, 비연통이라네.

황제가 전각에 나아가 연희를 관람하는데, 동무에는 친왕, 패륵, 다라

군왕, 진국공, 보국공 등 여러 종실이 차례로 모시고 앉았다. 서무에는 

몽고왕이 첫째이고, 다음으로 회회왕, 그 다음으로 안남국왕이 함께 앞

줄을 모시고 앉았다. …… 그 다음에 본국(조선) 사신, 그 다음에 안남국 

배신, 그 다음에 남장 사신, 그 다음에 면전 사신, 그 다음에는 대만 생

번이 함께 뒷줄을 모시고 앉았다. …… 208)

또 <滿洲諸王>, <蒙古諸王>, <回回諸王>, <安南諸王>, <南掌使 >, <緬甸

使 >, <臺灣生番>이라는 제목으로 연회에서의 순차에 따라 참석했던 사신

들에 관한 시도 남아 있어 면면을 파악할 수 있다.

<緬甸使 > 

銀盒檳榔滿滿懷, 은합에 빈랑 가득가득 품고서

微吟俚曲踏天街. 가요를 나직이 읊조리며 천가를 밟았네.

未駝覺㧓何官職, 편기미타, 편기각과는 무슨 관직인가?

石筆縈回看篆蝸. 활석붓으로 감고 돌리니 전서 모양으로 지나간 

달팽이 흔적 같구나.209) 

208) “皇帝御正殿 宴. 东庑, 亲王、贝勒、多罗郡王、镇国公、辅国公诸宗室以次侍

坐. 西庑, 蒙古王为首, 次回回王, 次安南王, 俱前行侍坐. ……次本国使臣, 次安南

倍臣, 次南掌使臣, 次 甸使臣, 次臺湾生番, 俱後行侍坐. ……” 林基中 編, ≪燕

行 續集 120≫, 서울: 尙書院, 2008, 377쪽. 원문 번역은 ≪열하를 여행하며 시
를 짓다―熱河紀行詩註≫(유득공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서울: 휴머니스트, 2010.) 74-75쪽 참조.

209) 林基中 編, ≪燕行 全集 60≫,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25쪽. 

원문 번역은 ≪열하를 여행하며 시를 짓다―熱河紀行詩註≫(유득공 지음, 실시
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서울: 휴머니스트, 2010.) 96-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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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는 중화권 내의 조공국들에 대해 明代의 조공 제도를 대체로 따랐다. 

중국의 시각에서 조공은 황제의 은혜를 받은 속국이 감사를 표하는 禮 다. 

이런 이유로 조공품은 예물이라 하고 답례품은 褒美라 하여 예부에서 이와 

관련한 의식과 업무를 관장하 다.210) 조공은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의미를 갖는 행위로, 조공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권위를 인정

받음으로써 왕권의 대내외적 안정을 확립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

단이 되었다. 군사와 안보에 있어서도 조공을 맺은 국가는 중국에 의해 국제

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중국과 한 세력권 안에 위치함으로써 불필

요한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공품과 답례품은 일차적으로는 의전적인 성격을 띠지만 부차적으로

는 비싸고 진귀한 異物의 획득이라는 점에서 상업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

었다. 특히 조공 시 무관세로 행해지던 조공 무역은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경제 활동이었다.211) 

이처럼 조공관계는 중국과 조공국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총체

적인 제도 던 동시에 중국과 변방 간의 유일한 공식적 교류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즉 면전국과 섬라국은 중국이라는 국제 관계 안에 위치해 있

는 존재로, 이는 ≪천향경절≫에서 강조하는 ‘조공례’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맞물려 돌아간다. 조공례라는 특수한 의전에는 천하의 共主로서의 중국의 황

제, 그런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天下一體’라는 청의 일원적 국제 질서관이 

내재되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섬라국왕이 바다에서 얻은 귀한 명주를 지체 없이 중국 황제에게 진상하

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보면 조공품은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誠敬之心)”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섬라국왕 : 하하하, 과연 이렇게 큰 명주라니. 소번에게 상을 내리겠다. 

210) 임계순 저, ≪清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신서원, 2007, 253-259쪽 참조.

211) 권선홍⋅황귀연⋅김홍구⋅박장식⋅우덕찬 공저,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132-1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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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라국 소번 : (감사를 표한다) 망극합니다, 대왕. 

섬라국왕 : 이 보물은 세상에 드문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얻었으니 어찌 

큰 행운이 아니겠느냐? 

섬라국모 : 예로부터 성황께서 계셔 하늘은 도에 인색하지 않고, 땅은 

보물에 인색하지 않아 명주가 나온 것이니, 황제께 바쳐 우

리들의 진심을 보여드리지요. 

섬라국왕 : 부인의 말씀이 내 뜻과 딱 맞소. 보물을 박아 넣은 금합을 

준비하여 이 신주를 잘 포장하여 진상합시다.212) 

면전국왕 : 이곳은 중화와 접경 지역이지요. 성주의 크신 은혜를 입어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섬라국왕 : 우리는 모두 운이 좋군요. 이런 성세를 만났으니 참으로 행

운이 작지 않습니다.213) 

≪천향경절≫ 속 갈등 양상은 면전과 섬라의 화해를 통해 먼저 중국 외부

의 안정으로 일단락된다. 양국의 화해와 일치는 결국 “천조에의 알현”이라는 

궁극적 지향으로 수렴되고, 이 중심에 중국의 황제가 위치하고 있다. 

섬라국왕 : 대왕, 모두 저의 불찰이니 사죄드립니다. (읍한다)

면전국왕 : 소왕이 내막도 모르고 맞서서 실례를 범하 습니다. (읍한다)

섬라국왕 : 아닙니다, 아닙니다. 

면전국왕 : 중국으로 가서 연회를 여시지요. 첫째는 사죄요, 둘째는 중

추절을 축하하고 즐기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일 출발이니 

적토와 준오도 데리고 가 천조에 알현하고 만수절을 축하

드리지요. 

섬라국왕 : 지당하십니다. 

212) ≪崑弋國圖本≫ 第6齣: (國王白) 哈哈哈, 竟有這樣的大明珠. 番, 俱有賞. ( 番

謝科白) 多謝大王. (國王白) 這樣寶貝, 世所罕有. 今日得來, 豈非萬幸. (國母白) 

自古聖皇在上, 天不愛道, 地不愛寶, 故有明珠出現, 可 來獻上天家, 已顯我每誠

敬之心. (國王白) 夫人之 , 甚合吾意. 可准備嵌寶金盒, 裝此神珠, 呈獻便了.

213) ≪崑弋國圖本≫ 第10齣: (緬甸國王白) 王這里 中華接壤, 仰賴聖主洪福, 罄無

不宜. (暹羅國王白) 你我有幸, 際此盛時, 實是造化不 . 



제3장 ≪天香慶節≫의 문학적 특성

- 119 -

무리 : (노래한다)

  【경여】

   양쪽으로 나뉘어 공연히 싸워댔는데 
   다행히 신인이 판결해 주셨네. 
   함께 가서 머리 조아리고 만만세 사시도록 축하드리세.214) 

이상을 종합해보면 천상과 지상이라는 수직축을 통해 중국의 황제는 하늘

의 신들도 우러를 만큼의 성덕을 가진 천자로서 천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주적 질서까지도 관장하는 최고 주재자로 등극하게 된다. 또한 중국과 변

방이라는 수평축 역시 조공례라는 일관된 최종 목적을 통해 중국의 황제에

게로 귀결된다. 이처럼 ≪천향경절≫에서는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중국의 

황제’를 향하여 회귀하고 복속되며 ‘하나’를 이루는 구조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천상을 향하는 수직축과 변방을 아우르는 수평축의 중심에 바로 ‘중국’

이 위치하며, 수직축과 수평축은 모두 이 ‘중국’을 향하여 수렴되고 이곳의 

질서를 통하여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

제4절 소결: 조화의 大團圓과 中華 질서의 유지

≪천향경절≫은 옥토와 금오, 즉 달과 해로 대변되는 천상의 신물들과 서

수로 대변되는 인계의 적토를 중심으로 ‘이 세상’으로 끌려 들어온 ‘신성’한 

존재들이 펼치는 ‘세속적 욕망’에 관한 대서사시이다. 전혀 속되지 않을 것 

같은 존재들이 일탈을 감행하여 남녀의 합일을 꿈꾸면서 한바탕 소동을 일

으키고 이에 면전과 섬라 두 나라가 얽히면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다가 

214) ≪崑弋國圖本≫ 第15齣: (暹羅國王白) 大王, 都是 至粗魯, 在此陪罪了. (揖科 

緬甸國王白) 王實不知就裏, 故行抗拒得罪了. (揖科 暹羅國王白) 豈敢豈敢. (緬

甸國王白) 請到國中安排筵宴, 一則賠禮, 二則慶賞中秋, 就是明日起程, 帶了赤兎

烏到天朝叩祝萬壽便了. (暹羅國王白) 說得有理. (衆同唱)

【慶餘】一朝兩下空爭鬪, 幸得個神人分剖. 好同去叩祝遐齡萬萬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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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해로 마무리된다. ≪천향경절≫의 결말에는 중재자이자 해결사로서 

태양제군이 등장한다. 극의 결말에서 태양제군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을 평정하고 원래의 질서를 회복시킨다.

태양제군 : 송무기는 속히 가서 옥토를 데려오고, 양국을 화해시켜라. 

적토와 준오는 모두 성조의 서물들이니 만수 절기를 맞이

하여 명주와 더불어 두 나라가 함께 공물로 진상하면 된다.

송무기 : 명을 받들겠나이다. …… 나는 태양, 태음 두 분을 받들어, 성

군의 법지가 있어 특별히 왔으니 너희 두 나라는 화해하고, 

각각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조용히 듣도록 하라. 양국은 본래 

사이가 좋았으니 이러한 오해와 의심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

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그 명주는 원래 섬라국에서 발견한 

것인데 금오가 훔쳐가서 예물로 삼았던 까닭에 면전국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준오와 적토는 이 명주와 함께 모두 

성조의 서물이니 너희 두 나라는 이제부터 친선을 도모하며 

만수절기를 기다렸다가 세 가지 공물을 진상하여 그로써 성

군의 지극한 덕을 드러내어라. 

…… 
면전국왕, 섬라국왕 : 제군의 칙유를 받았으니 그대로 따르겠나이다.215) 

지상에 내려와 삼각관계로 싸우던 옥토, 금오, 적토도 명주로 인한 오해로 

전쟁을 벌이던 면전국과 섬라국도 태양제군의 칙령에 모두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며 본래의 질서를 회복한다. 

송무기 : 옥토는 나를 따라 월궁으로 돌아가자! 

215) ≪崑弋國圖本≫ 第15齣: (帝君白) 宋無忌速去收回玉兎, 兩國解和. 其赤兎 烏

皆是聖朝瑞物, 待萬壽之期 那明珠, 他兩國一同合表貢獻便了. (宋無忌白) 領法

旨. …… (宋無忌白) 吾奉太陽太陰二位, 星君法旨特來, 爾兩國講和, 各宜斂兵靜

聽, 爾兩國素來和好, 不可因此猜疑 生嫌隙. 其明珠原係暹羅所得, 因被金烏窃取

爲聘故, 落緬王之手, 其 烏赤兎並此明珠皆是聖朝瑞物, 爾兩國可從此修好待等

萬壽之期, 此三物供獻, 以表聖君盛德. …… (兩國王白) 旣蒙帝君勅諭, 我等敢不

遵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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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 : 명을 받들겠나이다.216)

이들의 불법적 일탈은 모두 용서받게 되고, 한 바탕 소동 후 아무 일도 없

었다는 듯 본래의 자리로 회귀한다.

태양제군 : 금오, 어찌하여 경솔한 행동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잘못을 

저질 느냐? 지금은 잠시 용서할 테니 한 번 쓴 꾀를 다시는 

내보이지 마라. (금오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한다)217) 

항아 : 일전에 월부의 옥토가 순간 속된 마음이 들어 여러 가지 추태를 

보 습니다. 본래 한 차례 혼이 나야하지만 태음원군께서 너그

러이 용서하시어 잠시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귀정하여 

월궁에서 개심하고 참회 중입니다.218)

일반적으로 ‘재자가인극’은 선남선녀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거치다가 혼인

으로 그 사랑을 완성한다. 그러나 ≪천향경절≫은 이와 달리 사랑을 꿈꾸던 

옥토, 금오, 적토가 누구하고도 결합을 하지 못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일종의 悲劇이라 할 수 있다. 옥토와 금오, 적토는 

인간처럼 욕망을 추구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천상의 

존재이고 신화 속 인물이다. 또한 토끼와 까마귀의 결합은 달과 해의 일치로, 

이는 우주 질서의 혼란, 즉 카오스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성립

될 수 없는 전제이기도 하다. 즉 이들이 마지막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설정은 주인공들의 이별이라는 관점에서는 비극일지 몰라도 전우주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주의 行과 안정이라는 한층 나아간 의미의 포괄적 

大團圓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등장인물 어느 누구도 짝을 이루지 못

216) ≪崑弋國圖本≫ 第15齣: (宋無忌白) 玉兎隨俺回月宮去 . (玉兎白) 領法旨.

217) ≪崑弋國圖本≫ 第15齣: (帝君白) 金烏! 何得妄動痴念致干 咎? 如今權爾姑容, 

此後不可復萌故智. (金烏作叩謝科)

218) ≪崑弋國圖本≫ 第16齣: 前 府中玉兎 起凡心, 做出許多醜態. 本該懲潘一番, 

乃蒙太陰元君寬宥, 權時姑免. 今已歸正, 月宮洗心懺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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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감으로써 신화적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모든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순화하여 하나의 整體로 만들어내는219) 우주 

질서의 회복이자 하늘에 대한 경외인 동시에, 그 모든 것의 주재자인 황제의 

권위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띤다. 

실제 청의 황제들은 하늘, 자연과 관련된 샤머니즘을 만주의 전통과 동일

시하 으며 샤머니즘을 만주족의 정체성 강조에 이용하기도 했다.220) 누르하

치를 필두로 만주족은 샤머니즘 국가 의례를 강조하 고, 홍타이지는 황제 

제천 의식인 天壇에서의 제사를 처음 시행하며 천단에서의 제천의례와 함께 

만주족의 샤머니즘 제사를 도입하 다.221) 즉 하늘과 관련된 일련의 가치들

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유지하는 중요한 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천향경

절≫ 내에 삽입된 신화적 요소들은 中華로의 일원화라는 이념적 정당화222)

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주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중화의 강조는 천상과 지상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난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천상이 지상에 비해 우월한 공간이지만 ≪천향경절≫의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관계 사이에 역전이 일어난다. 천상의 신들이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부분, 중추절을 맞아 황제에게 丹桂를 선물하려는 천상의 계

획, 그리고 황제에게 단계, 준오, 적토라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서물을 진상

하는 결말을 볼 때, 사실상 천상은 황제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목적을 위해

서 존재한다. 

게다가 변방 간의 갈등 중 섬라국과 면전국이 전쟁을 멈추고 함께 중국에 

조공을 바친다는 마무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 사이의 화해와 안정이라는 

대단원의 중심에도 역시 중국의 황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223) 즉 극중 

219) 선정규, ≪여와의 오색돌: 중국 문화의 신화적 원형≫,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191쪽.

220) 이블린S. 로스키, 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청 황실의 사회사≫, 서울: 

까치글방, 2010, 298쪽.

22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문학팀 역주, ≪청대 만주족의 샤먼 제사≫, 

서울: 소명출판, 2014, 9쪽.

222)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454쪽.

223) 건륭제의 시호는 ‘法天隆運至誠先覺體元入極敷文奮武欽明孝慈神聖純皇帝’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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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세계’는 천상에도 없는 매력과 힘을 가짐으로써 천상 세계마저 ‘끌어

당기는 힘을 가진 세계’로224) 기능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력을 갖는다.

모든 갈등들이 봉합되는 마지막 지점에 ‘이 세계’의 대표 인물인 ‘중국의 

황제’가 위치한다는 점은 ≪천향경절≫ 속 내부 질서의 핵심이 결국은 ‘지

상’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점에서 극의 의미와 지향을 명확히 해주는 대목이

라 할 수 있다. 결국 극을 관통하는 ‘천조에의 알현’이라는 수미쌍관적 구조

는 면전과 섬라 간 갈등의 해소와 우주 질서의 회복이 결국 황제의 덕치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배가시킨다. 황제의 공덕으로 우주가 원만하게 

순환하여 절기를 맞이하는 광을 누리고,225) 이는 다시 사해의 안정과 태평

성세를 가능하게 만들며 태평성세는 다시 안정과 조화로 순환되기 때문이

다.226) 

이러한 ≪천향경절≫의 문학적 특징들은 당시 이데올로기적 상징으로 기

능하면서 오랜 세월 궁정희로 공연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궁정희는 

애초부터 규제와 검열이라는 제제 하에 탄생된 문학 작품으로, 이는 궁정희

가 궁정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황족과 관료대신 및 외국의 사신이라는 특수

한 관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결과 다. 즉 이

(김 수, ≪중국 역대 정권 정보표≫, 서울: 창해, 2005, 120쪽.), 청의 황제들은 중
국의 황제인 동시에 칸 중의 칸이요, 부처의 화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
다(이블린 S. 로스키, 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청 황실의 사회사≫, 서울: 

까치글방, 2010, 261쪽. 및 徐曉楠, <淸朝統治 的三重身份>, ≪雲南社 主義學院

學報≫ 2013年 第5期, 377-378쪽 참조.). 

224) 나선희는 ≪西遊記≫에 복합적인 세계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뿐만 아니라 인
간과 요마, 동물적 존재와 요마들 등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 간의 교유가 자연스
럽게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점에 주목하 다. 또한 이 복합적인 세계를 이분법
적 논리로 나누어 보자면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는 대
등하게 공존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저 세상’을 제압하며, ‘이 세상’이 
‘저 세상’의 질서를 끌어당기는 관계라고 분석하 다. 그렇게 형성된 세계의 본
질은 ‘세속화’로, ‘세속화’는 복합적인 세계가 ‘통합적 질서’를 가진 세계로 묶
이는 내적인 핵이 된다고 보았다. 나선희, ≪서유기 읽기의 즐거움: 고대 중국인
의 사이버스페이스≫, 서울: 살림출판사, 2005, 74-77쪽 참조. 

225) 여진사회에서부터 샤머니즘의 신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특히 하늘에 
대한 숭배 관념이 강했다. 류지원, <淸代 皇室祭祀의 샤머니즘적 性格>, ≪明淸

史硏究≫ 제23집, 명청사학회, 2005, 293쪽.

226) 袁珂 지음, 정석원 옮김, ≪중국의 고대신화≫, 서울: 문예출판사, 2012, 471-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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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배경은 궁정희의 내용이나 형식이 통치 계층이 지향하는 바를 담아내

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역으로 통치 계층이 지향하는 바를 담아내

었을 때에만 비로소 궁정희로 인정받아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구조적 특수

성을 수반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장을 통하여 수평축과 수직축을 

아우르는 세상과 우주가 무대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며 ≪천향경절≫
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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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天香慶節≫의 공연예술적 특성

제1절 역사적 연행 시기와 장소

≪천향경절≫의 무대 공연에 관해서는 嘉慶 24년(1819)부터 宣統 3년

(1911)까지 90년 정도의 연행 기록이 존재한다. 하지만 ≪천향경절≫이 편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륭 시기부터 추산하면 ≪천향경절≫의 실제 공연 

역사는 檔案의 기록을227) 훨씬 뛰어넘어 150년에 이른다. 

≪淸昇平署志略≫에는 ≪嘉慶二十四年(1819) 恩賞檔≫의 기록이 실려 있

는데 여기에서 ≪천향경절≫은 ‘中秋承應’ 극목에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점

은 나열된 극목들 중 ≪천향경절≫만 옆에 ‘大戱’라는 단어를 부기해놓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單齣으로 이루어진 여타 승응희들과 달리 ≪천향경절≫이 

16척으로 구성된 긴 편폭의 작품으로, 삼층대희대에서 공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승평서 당안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는 현

전 자료들을 통하여 ≪천향경절≫이 언제, 어디에서 공연되었는지를 재구성

해보기로 한다.

(1) ≪嘉慶二十四年(1819) 恩賞日記檔≫
* 중추승응 

이 날 역시 관례대로 총관이 내학수령 및 태감 몇 명을 인솔하여 월공 

앞으로 가서 재의를 읊는다. 원명원 내에서는 평호추월, 궁정 내에서는 

양심전에서 행해졌다. 주연이 있을 때는 ≪단계표향≫, ≪예상헌무≫를 

227) 현재 남아 전하는 昇平署 檔案은 道光 이후의 것들로, 이전의 것은 咸豊과 光緖 

연간 두 차례의 전란을 거치며 대부분 소실되었다. 康熙, 雍正, 乾隆 시기의 당
안은 개별 사료나 기타 당안 중에 끼어져서 간간이 보이는 정도이고, 嘉慶 연간
의 것 역시 몇 책 정도만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궁정희의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건륭 연간의 궁정희 연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당안의 도움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신지 , <淸代 “昇平署” 檔案에 나타난 宮庭戱 연출상황>, ≪中

國文學≫ 제35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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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응하는데 함월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달을 감상하는 곳이

었기 때문이다. 주연이 없을 때는 동락원에서 대희 ≪천향경 ≫을 승

응하 으며, 궁에서 행해질 때는 수방재에서 하 다. 

* 승응 극목

≪천가답월≫, ≪단계표향≫, ≪태평승집≫, ≪상운봉월≫, ≪감유습계≫, 

≪예상헌무≫, ≪광한법곡≫, ≪천향경 (大戱)≫

中秋承應

是日亦例由總管率領內學首領及太監數人, 至月供前念齋意, 園內在平湖

秋月,228) 宮中在養心殿, 有酒宴則承應丹桂飄香、霓裳獻舞, 以演於涵月

樓 多, 以其爲賞月之處也. 無則承應大戱天香慶節於同樂園, 若宮內則於

漱芳齋中奏演之.

承應之戱

天街踏月 丹桂飄香 太平勝集 憨儒拾桂 霓裳獻舞 廣漢法曲 天香慶節大戱229) 

(2) ≪道光三年(1823) 恩賞日記檔≫
(7월) 28일

동락원에서 구구대경을 승응하다.

≪나한도해≫, ≪요직녀≫, ≪보탑능공≫, ≪요림향세계≫, ≪흔상수≫, 

≪대명년≫, ≪천향경 ≫

二十八日在

同樂園排

九九大慶

羅漢渡海 邀織女 寶塔凌空 瑤林香世界 欣上壽 待明年 天香慶節230)

(3) ≪道光三年(1823) 恩賞日記檔≫
8월 12일

녹희 삼가 아뢰옵니다. “8월 15일 제가 내학수령 류덕과 진진조, 태감 

류진희와 안복을 인솔하여 월공 앞에 이르러 재의를 읊으면 십번학이 

228) 平湖秋月은 圆明园 40景 중 하나로, 福海(東湖라고도 하며 원명원 내에서 가장 
큰 호수) 北岸에 위치해있다. 杭州의 西湖十景 중 하나인 평호추월과 同名으로, 

원명원 내 서호십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

229) 王芷章 編, ≪淸昇平署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71쪽 재인용.

230)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第二冊≫, 北京: 

中華書局, 2011, 606-6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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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연주합니다. 봉삼무사전 주연 때는 내학이 ≪단계표향≫, 

≪예상헌무≫를 승응하니 이에 삼가 아뢰옵니다.” (이후 동일한 상주는 

기록하지 않음)

8월 15일

동락원 승응

오전 8시 3분 공연 시작 

오후 1시 20분

≪천향경 ≫ 16척

(도광 3년(1823) ≪은상일기당≫)

八月十二日

奴才祿喜謹奏. 八月十五日, 奴才率領內學首領劉德、陳進朝, 太監劉進

喜、安福, 至月供前念齋意, 十番學隨 . 奉三無私酒宴, 內學承應丹桂

飄香, 霓裳獻舞, 謹此奉聞.(以後同例奏不 )

八月十五日

同樂園承應

辰正三分開戱 未初一刻五分

天香慶節十六出 

(道光三年恩賞日記檔)231)

(4) ≪咸豊二年(1852) 差事檔≫
8월 15일

동락원 승응

오전 8시 40분 공연 시작

오후 3시 7분 공연 종료

≪천향경 ≫ 16척

봉삼무사전 주연 승응

≪단계표향≫, ≪예상헌무≫
(함풍 2년(1852) ≪차사당≫)

八月十五日

同樂園承應

辰正二刻十分開戱 申初七分戱畢

231)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淸昇平署存檔事例漫抄 卷一⋅中秋≫, 

北京: 學苑出版社, 2009, 3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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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香慶節十六出

奉三無私酒宴承應

丹桂飄香 霓裳獻舞

(咸豊二年差事檔)232)

(5) ≪咸豊三年(1853) 恩賞日記檔≫
8월 13일

旨意를 전하길 ≪천향경 ≫에 대해 물었다. 

녹희가 “운두, 선척, 일월광 때문에 중화궁에서는 공연이 불가합니다.”

라고 회답하 다.

八月十三日 

旨意問天香慶節

祿喜回奏

因有雲兜、船隻、日月光 重華宮唱不開233)

(6) ≪咸豊五年(1855) 差事檔≫
8월 15일

동락원에서 ≪천향경 ≫ 16척을 승응한다.

평호추월 월공 앞에서 재의를 읊는다.

(함풍 5년(1855) ≪차사당≫)

八月十五日

同樂園承應天香慶節十六出

平湖秋月月供前念齋意 

(咸豊五年差事檔)234)

(7) ≪咸豊十年(1860) 旨意檔≫
7월 16일

김이 지의를 전하길, “8월 14일 동락원에서 잡희 일부를 승응하는데 

232)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淸昇平署存檔事例漫抄 卷一⋅中秋≫, 

北京: 學苑出版社, 2009, 36쪽 재인용.

233) 朱家溍⋅丁汝芹 著, ≪淸代內廷演劇始末 ≫, 北京: 中國書店, 2007, 259쪽 재인용.

234)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淸昇平署存檔事例漫抄 卷一⋅中秋≫, 

北京: 學苑出版社, 2009, 3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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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노래를 끼워 넣는다. 15일에는 ≪천향경 ≫을 연출한다.”라고 

하 다.

七月十六日

金傳旨八月十四日同樂園承應雜戱軸子 

裏外揷着唱

十五日伺候天香慶節235)

(8) ≪咸豊十一年(1861) 恩賞日記檔≫
(5월) 27일

황제께서 8월에 무슨 절희가 있느냐고 물으셨다.

≪천향경 ≫, ≪회섬궁≫, ≪단계표향≫이 있다고 회답하 다.

二十七日

上問八月有甚麽節戱

回奏有天香慶節 蟾宮丹桂飄香236)

(9) ≪同治七年(1868) 恩賞日記檔≫
(4월) 14일

이덕삼 삼가 아뢰옵니다. “5월의 월령승응희인 ≪천도제사≫와 8월 

월령승응희인 ≪천향경절≫에 사용할 체말 등에 관한 항목입니다. 소

인과 수령 기진록이 살펴보니 수리를 하여 승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를 해야 할 항목들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열거하겠나이다.”

十四日

奴才李三德謹奉恭爲

五月節承應闡道除邪八月節承應天香慶節應用 末等

奴才 首領祁進祿酌量當用修理成做以備承差

奴才謹 當用成做修理之 恭列於後237) 

235) 朱家溍⋅丁汝芹 著, ≪淸代內廷演劇始末 ≫, 北京: 中國書店, 2007, 305쪽 재인용.

236) 朱家溍⋅丁汝芹 著, ≪淸代內廷演劇始末 ≫, 北京: 中國書店, 2007, 311쪽 재인용.

237)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第二二冊≫, 北京: 

中華書局, 2011, 11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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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同治七年(1868) 恩賞日記檔≫
8월 6일

수방재에서 ≪천향경 ≫ 8척을 승응하다.

8월 15일

수방재에서 ≪천향경 ≫ 후8척을 승응하다.

오후 5시 만세야께서 양심전 월공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재의를 읊으면 

내학이 음악을 연주한다.

(동치 7년(1868) ≪은상일기당≫)

八月初六日

漱芳齋承應天香慶節前八出

十五日

漱芳齋承應天香慶節後八出

酉初萬歲爺養心殿月供前拈香伺候念齋意內學隨  

(同治七年恩賞日記檔)238)

(11) ≪光緖十五年(1889) 旨意檔≫
8월 16일

류득인이 지의를 전하길, “내년 6월 만수절에 ≪천향경 ≫을 연출하

는데 적토는 하경희, 옥토는 이복귀, 금오는 안진록이 맡는다.”라고 하

다. 

八月十六日 

劉得印傳旨, 明年六月萬壽伺候天香慶節, 赤兎何慶喜上, 玉兎李福貴上, 

金烏安進祿上.239)

(12) ≪光緖十六年(1890) 恩賞日記檔≫
6월 25일 

순일재에서 ≪천향경 ≫ 8척을 승응한다.

6월 26일 

순일재에서 ≪천향경 ≫ 후8척을 승응한다.

六月二十五日 

238) 周明泰 輯, ≪民國京昆史料叢書 第四輯⋅淸昇平署存檔事例漫抄 卷一⋅中秋≫, 

北京: 學苑出版社, 2009, 36쪽 재인용.

239) 朱家溍⋅丁汝芹 著, ≪淸代內廷演劇始末 ≫, 北京: 中國書店, 2007, 38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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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一齋承應

天香慶節前八出

二十六日

純一齋承應

天香慶節後八出240)

(13) ≪光緖十七年(1891) 差事檔≫
8월 15일

순일재에서 ≪천향경 ≫ 8척 (2시간 45분), ≪연안관≫, ≪전가복≫, 

≪탐모≫, ≪반도회≫, ≪금도≫, ≪천향경 ≫ 후8척 (2시간 15분)을 

승응한다.

八月十五日

純一齋司候戱

天香慶節前八出十一刻 延安關 全家福 探母 蟠桃  琴挑 天香慶節後八出

九刻241)

(14) ≪光緖二十年(1894) 差事檔≫
(8월) 15일

사희반이 수궁에서 ≪공축무강≫, ≪강기린≫, ≪쌍천사≫, 본가≪두본

천향경 ≫, 본가≪이본천향경 ≫, 본가≪삼본천향경 ≫, 본가≪사본

천향경 ≫, ≪만상홀≫, ≪백화산≫을 승응한다.

十五日 

四喜班

寧壽宮伺候戱 

恭祝無疆 降麒麟 㕠天師 本家242)頭本天香慶節 本家二本天香慶節 本家三

本天香慶節 本家四本天香慶節 滿床笏 百花山243)

240)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第三六冊≫, 北京: 

中華書局, 2011, 19145-19146쪽.

241)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第三七冊≫, 北京: 

中華書局, 2011, 19700-19701쪽.

242) 本家 또는 本은 慈禧太后의 近侍 太監들로 구성된 배우 집단인 普天同慶班을 지칭
한다. 정확한 설립 연대는 알 수 없지만 光緖 5년(1879)을 전후하여 활동을 시작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지 , <淸代 光緖 年間 宮廷演劇의 새로운 공연 면모 연구>, 

≪中國語文學誌≫ 제60집, 중국어문학회, 2017, 176-1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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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光緖二十二年(1896) 差事檔≫
8월 19일 

이락전에서 ≪천향경 ≫ 8척 (2시간 45분), ≪유사≫, ≪패왕장≫, 

≪신안역≫, ≪노화하≫, ≪천향경 ≫ 후8척 (2시간 15분), ≪백화

산≫을 승응한다.

八月十九日

頤樂殿伺候戱

天香慶節前八出十一刻 遊寺 覇王莊 新安驛 花河 天香慶節後八出九刻 

百花山244)

(16) ≪光緖三十三年(1907) 恩賞日記檔≫
8월 18일

순일재에서 ≪천향경  8척≫, ≪염양루≫ …… ≪천향경  후8척≫, 

≪금전표≫를 승응한다.

8월 19일

이락전에서 본≪두본, 이본천향경 ≫, ≪조가루≫, ≪효감천≫ …… 
본≪삼본, 사본천향경 ≫, ≪수렴동≫을 승응한다.

八月十八日

純一齋承應

天香慶節前八出 豔陽樓 …… 天香慶節後八出 金錢豹 

十九日

頤樂殿承應

本頭二本天香慶節 趙家樓 孝感天 …… 本三四本天香慶節 水簾洞245)

光緖 연간 昇平署에서 연출을 담당하던 信修明은 궁정 생활 회고록인 

≪太監談往 ≫에서 중추승응희로 ≪천향경절≫을 언급하 다. 이는 청대 

후기에도 ≪천향경절≫이 중추절의 대표 공연으로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

243)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第三九冊≫, 北京: 

中華書局, 2011, 20912-20913쪽. 

244)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第四一冊≫, 北京: 

中華書局, 2011, 21814-21815쪽.

245) 中國國家圖書館 編, ≪中國國家圖書館藏淸宮昇平署檔案集成⋅第四八冊≫, 北京: 

中華書局, 2011, 25441-25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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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매달 특별한 일이 없을 시에는 초하루와 보름 두 날에 공연을 하

다. 한해 경축일마다 절령희 공연이 있었는데, 5월 단오절에는 단오절령

희, 8월 중추절에는 중추절령희, 만수절에는 만수절령희, 불교나 도교를 

기리는 날에는 석도절령희, 칠석에는 칠석절령희가 있었다. 원단에는 

≪여원 신≫, 除夕에는 ≪응수다복≫, 정월 초 이틀에는 ≪재원부주≫, 

4월 초파일에는 ≪불지도마≫와 ≪마왕답불≫을, 단양절에는 ≪천도제

사≫, 중추절에는 ≪천향경 ≫, 칠석에는 ≪작교비서≫, 6월 19일에는 

≪나한도해≫, 6월 20일 광서제 만수절과 10월 10일 자희태후의 만수절에

는 모두 ≪만수무강≫을 공연하여 기념일을 장식하 다.246)

齊如山 역시 ≪천향경절≫을 절기에 공연되던 월령승응희 극목으로 분류

하 다. 

월령승응은 1년 안에 준비하는데, 매달 절일에 공연하는 연희를 모두 

월령승응이라고 칭하 다. 이러한 희곡은 매우 많은데 원단에서부터 제

석까지 12개월 내의 일체의 절일은 모두 그 절기에 승응하는 작품이 있

었다. 우리 국극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극본은 백 여 종 되는데 북평국

립도서관, 고궁박물원 두 곳에서 보존하고 있는 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으나 제목이 온전하게 적혀 있지는 않다. ≪희우원소≫, 

≪자안제각≫, ≪굴자경도≫, ≪혼원합≫, ≪천향경 ≫, ≪구화품국≫, 

≪답설심매≫ 등과 같은 작품들은 시기가 되면 모두 반드시 공연는 극

목들로, ≪소정잡록≫의 기록 중 이에 관해 언급한 조항이 하나 있다. 

비록 자세하지는 않으나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247)

246) “每月 常時, 朔、望兩天戱, 年節有年節節令戱, 五月端午有端午的節令戱, 八月

中秋有仲秋節的節令戱, 萬壽節有萬壽節令戱, 佛道日有佛道日的節令戱, 七夕有

七夕的節令戱. 如元旦日之<如愿迎新>, 除夕之<應受多福>, 正月初二日<財源輻

輳>, 巳月初八日<佛旨渡魔>, <魔王答佛>. 端陽節<闡道除邪>, 仲秋節<天香慶

節>, 七夕日<鵲橋秘誓>, 六月十九日<羅漢渡海>, 六月二十日光緖之萬壽節及十月

十日慈禧萬壽節皆唱<萬壽無疆>, 點綴節令.” 信受明 等著, ≪太監談往 ⋅宮廷

瑣記≫, 北京: 紫禁城出版社, 2010, 25쪽.

247) “月令承應, 豫備一年之中, 每月的節日, 所演之戱, 都名曰月令承應. 這種戱劇很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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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천향경절≫은 8월 중추절을 즈음한 시기에 주

로 공연되었다. 공연 장소는 가경제, 도광제, 함풍제 때는 원명원의 동락원, 

동치제 때는 수방재, 광서제 때는 순일재와 이락전이었다. 원명원의 동락원 

희대와 이화원의 이락전 희대는 모두 삼층대희대 으며, 수방재 희대 역시 2

층 희대이기는 하나 무대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천향경

절≫은 2층 이상의 무대를 갖춘 대규모 희대에서 공연되던 큰 규모의 궁정희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淸末民初 희곡 음악가 던 曹心泉의 <청대 내정연희 회고록(前淸內廷演戱

回憶 )>에는 희대 설비와 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당시의 대희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궁정 희대 중에는 규모가 큰 곳이 세 군데 있는데, 열하행궁 희대가 

가장 크고, 다음이 수궁, 그 다음이 이화원의 이락전이다. 내감들은 

이 세 곳의 희대를 큰 나리, 둘째 나리, 셋째 나리라고 불 다. 이 세 무

대는 모두 3층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 다섯 곳의 지정이 있다. 매우 장

엄하고 아름다웠다. 몇 몇 극본들은 이 세 곳의 희대가 아니면 공연할 

수 없었다.248)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청대 궁정 연극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렇게 궁 안

에 만들어진 삼층대희대이다. 청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정 희대들이 수리 

및 개축되었다. 北京의 紫禁城, 圓明園, 西苑(北海와 中海), 頤和園 및 열하의 

自元旦到除夕, 十二個月之中, 所有節日, 都有應節的戱, 我國劇學 中收藏的這種

本子, 有一百多種, 北平國立圖書館、故宮博物院, 兩處保存的, 都比我還多, 戱名子

是記不全了. 如喜遇元宵、子安題閣、屈子競渡、混元盒、天香慶節、九華品菊、
踏雪 梅等等的戱, 届時都是必演的, ≪嘯亭雜 ≫中, 有一則談此事, 雖然不詳, 亦

可知其大槪.” 齊如山 著, ≪齊如山全集 第四冊⋅戱界 掌故⋅談應節戱≫, 臺北: 

齐如山先生遗著编印委员会, 民國53(1964), 2391쪽. (戱界 掌故 75쪽.)

248) ≪劇學月刊≫ 第2卷 第4期 1933年 4月: “宮中戱臺, 大 三處, 以熱河行宮戱臺

爲 大, 其次爲寧壽宮, 其次爲頤和園之頤樂殿. 內監稱此三戱臺爲大爺, 二爺, 三

爺. 此三臺之建築, 皆分三層, 下有五口井, 極爲壯麗, 有數本戱, 非在此三戱臺不

能演奏 .” 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중국 고대극장의 역사≫, 서울: 솔출
판사, 2007, 3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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避暑山莊을 중심으로 단층, 이층, 삼층 무대들이 만들어졌고, 각종 공연에서

는 용도에 따라 이 무대들을 적극 활용하 다. 삼층 희대는 紫禁城 壽安宮 

희대,249) 자금성 寧壽宮 閱是樓 안의 暢音閣 희대, 圓明園 同樂院의 淸音閣 

희대, 頤和園의 德和園 희대, 熱河 避暑山莊 福壽園의 淸音閣 희대로 총 다섯 

개 다. 현재는 자금성의 창음각 희대와 이화원의 덕화원 희대 두 개만 남아

있다.250) 

<자금성의 창음각 희대>

 

<이화원의 덕화원 희대>

자금성 창음각 희대는 건륭 36년(1771)에 착공하여 건륭 41년(1776)에 완성

되었다. 원명원 청음각 희대는 현재 북경시 海淀區에 위치해있었으며, 원명

원이 세워진 시기는 康熙 48년(1709)이나 희대의 설립은 건륭 후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륭제, 嘉慶帝, 道光帝, 咸豊帝 모두 원명원에 오래 기거했

던 점으로 미루어 이상의 황제들이 관람한 연극 공연 대부분은 원명원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화원 덕화원 희대는 건륭 연간(1736-1795)에 지어

진 것으로, 불연합군에 의해 훼손된 이후 光緖 연간(1875-1908)에 重修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서산장의 청음각은 북경에서 210㎞ 떨어진 현재의 承德

249) 건륭 16년(1751) 건륭제가 모친의 6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임시로 삼층의 
형태로 만든 희대로, 10년 후인 황태후의 칠순 생일 때 정식으로 완성하 다. 

궁정 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삼층대희대로, 건륭 42년(1777) 황태후가 붕어
하고, 창음각 희대가 만들어지자 이 희대는 嘉慶 초에 철거되었다. 趙楊 編著, 

≪淸代宮廷演戱≫, 北京: 紫禁城出版社, 1999, 22쪽 참조.

250) 周華斌, ≪京都古戲樓≫, 北京: 海洋出版社, 1993, 84-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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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해 있다. 행궁인 피서산장은 강희 42년(1703)에 세워졌으며, 건륭제

가 매년 가을 이곳에 머물 기 때문에 음력 8월 13일이었던 만수절 기념 연

회는 주로 이곳에서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대가 세워진 시기는 불명

확하나 건륭 21년(1756)-22년(1757) 즈음 이미 청음각에서 큰 공연이 행해진 

점을 미루어 건륭 전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251)

제2절 대규모 공연 공간

≪천향경절≫의 첫 장면에서는 천상 세계의 신들이 대거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8수의 별자리들이 각각 한 명씩 등장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靑

龍⋅白虎⋅朱雀⋅玄武까지 32명이 춤을 추며 등장, 뒤이어 太陽帝君과 함께 

5명이 더 무대에 올라 총 37명의 춤과 노래로 공연이 시작된다.252) 이는 ≪천

향경절≫이 ‘대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증거로, 이후 등장하는 항아, 옥토, 

태음원군을 비롯하여253) 32명의 黃雲使 까지254) 제1척에 등장하는 등장인

물만 총 81명에 이른다.255) 표면적인 숫자만 해도 여든 명이 넘는 것으로 보

아 악기 연주나 무대효과 등 무대 뒤의 제작진까지 포함한다면 첫 장면에서

만 백여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시문 상 ‘여럿[衆]’이라고 처리되는 부분은 실제 몇 명이 등장하는 

251) 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중국 고대극장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7, 

338-346쪽 참조.

252) ≪崑弋國圖本≫ 第1齣: 28수,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춤을 춘다. 성관, 희화동
자, 삼족금오, 일광동자가 단선을 들고 태양제군을 이끌고 등장하여 함께 노래
한다.(二十八宿靑龍、白虎、朱雀、玄武跳舞科. 星官、羲和童子、三足金烏、日

光童子執扇引太陽帝君上同唱.)

253) ≪崑弋國圖本≫ 第1齣: 항아, 결린, 옥토, 월화선녀가 단선을 들고 태음원군을 이
끌고 등장하여 함께 노래한다.(嫦娥、結璘、玉兎、月華仙女執扇引太陰元君上, 

仝唱.)

254) ≪崑弋國圖本≫ 第1齣: 32명의 황운사자가 등장하며 춤을 추며 노래한다.(三十

二黃雲使 上舞科唱.)

255) 본고 제2장 제2절에 정리된 각 척별 등장인물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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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숫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1척

에 등장하는 공연의 규모를 감안할 때 최하 10여 명 이상의 군집이었을 것임

을 예상해볼 수 있다. 

몇 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공연은 궁정과 행궁에 만들어진 삼층대

희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중 열하의 피서산장은 당시 화려하고 장대한 

볼거리가 연출되는 공간이었다. 이곳은 대규모의 연회 및 오락 거리에 더하

여 각종 경축일 및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건륭제는 매년 가을 피서산장에 머물며 만수절을 경축하는 연회를 열었으며, 

자신의 생일 중 40회 이상을 이곳에서 보냈다. 또한 두르베트 몽골의 복속

(1754) 기념식, 제6대 판첸 라마(1780)와 국 매카트니(Macartney)의 사절단

(1793) 접도 바로 피서산장에서 이루어졌다.256) 趙翼이 건륭 21-22년

(1756-1757) 사이 피서산장의 청음각 대희대에서 만수절 공연을 관람한 기록

은 당시 공연 상황과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內府 戱班에는 배우들이 가장 많으며, 袍, 笏, 甲, 胄 및 여러 도구들

은 모두 바깥세상에는 없는 것들이다. 나는 일찍이 열하행궁에서 이것

들을 보았다. 지난 가을 사냥에 열하에 가니 몽고의 여러 왕들이 모두 

알현하러 왔다. 중추절 이틀 전은 황제의 탄신일이어서 그 달 6일부터 

大戱를 공연하기 시작해 15일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 희대는 넓이

가 9筵에 3층으로 되어 있다. 요괴로 분장한 이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

려오기도 하고 아래에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심지어 양쪽 곁채 누

각까지 신선이 머무는 곳이 되고, 낙타를 타고 말을 춤추게 하니 마당

도 가득 찼다. 어떤 때는 귀신들이 모두 모여 가면이 수천수백 개인데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었다. 신선이 등장하려고 할 때는 열두 세살 남

짓의 道童들이 먼저 대열을 지어 등장하고, 이어서 열대여섯 살과 열 

일고여덟 살 남짓 된 이들이 등장한다. 매 대열마다 수십 명씩인데 키

가 비슷비슷하여 조금의 차이도 없었다. 이 정도만 보아도 다른 것들이 

어떨지 짐작이 갈 것이다. 또 60甲子에 따라 壽星 60명이 분장을 하고 

256) 이블린S. 로스키, 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청 황실의 사회사≫, 서울: 까
치글방, 2010,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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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데, 이후에는 늘어나 120명이나 되었다. 다시 여덟 명의 신선이 

경하하러 오는 장면에서는 데리고 나오는 道童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다. 당나라 玄獎 법사가 雷音寺에서 불경을 구하는 날을 공연하

는 장면에서는 如來가 단에 오르면 迦葉, 羅漢, 辟支, 聲聞들이 위아래 

9개 층으로 나누어 수 천 명이 줄지어 앉았는데도 희대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257)

삼층대희대는 기본적으로 3층 福臺, 2층 祿臺, 1층 壽臺 총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너비는 14-17ｍ 사이, 높이는 20-25ｍ 정도 되는 크기로 구

조와 설비가 이전의 무대들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각 층 사이와 지하에는 

배우 및 진행 요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가 있고, 도르래나 밧줄과 같은 

각종 기계 장치 및 水槽 시설을 배치하여 화려한 무대 연출 및 자체 음향 효

과가 가능했다. 현존하는 삼층대희대들은 구조와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자금

성의 창음각은 기단 높이 1.2ｍ, 전체 높이는 20.71ｍ, 일층 수대의 폭은 14ｍ
로 총 면적은 685.94㎡이다. 이화원의 덕화원 희대는 전체 높이가 21ｍ, 사방

의 폭은 14ｍ이다. 피서산장의 청음각은 높이 25.6ｍ, 일층의 폭은 17.28ｍ, 

깊이는 약 14ｍ이다. 또한 내부에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설치하여 특수 

효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258) 

≪천향경절≫은 피서산장과 원명원에 위치한 삼층대희대에서 주로 공연되

었으며 1층과 2층 무대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궁정희 공연에서 3

층 복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대본희 몇 작품들에 국한되며, 3층 무대의 실

257) “内府戏班, 子弟 多, 袍笏甲胄及诸装具, 皆世所未有, 余尝於热河行宫见之. 上秋

獮至热河, 蒙古诸王皆觐. 中秋前二日为萬壽聖节, 是以月之六日即演大戏, 至十五

日止. …… 戏臺阔九筵, 凡三层. 所扮妖魅, 有自上而下 , 自下突出 , 甚至两厢

楼亦作化人居, 而跨驼舞马, 则庭中亦满焉. 有时神鬼毕集, 面具千百, 無一相肖 . 

神仙 出, 先有道童十二、三岁 作队出场, 繼有十五、六岁, 十七、八岁 . 每队

各数十人, 长短一律, 無分寸参差. 举此则其他可知也. 又按六十甲子扮壽星六十

人, 後增至一百二十人. 又有八仙来庆贺, 携带道童不计其数. 至唐玄奘僧雷音寺取

經之日, 如来上殿, 迦葉、罗汉、辟支、声闻, 高下分九层, 列坐幾千人, 而臺仍绰

有餘地.” 趙翼 撰, ≪簷曝雜記⋅大戱≫, 北京: 中華書局, 2007, 11쪽. 

258) 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중국 고대극장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7, 

338-3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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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대희의 경우에 보통 1층 수대와 2층 녹대만을 사용

하여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복대는 활용 면적이 가장 작아서 무

대 입구의 난간이 있는 곳에만 겨우 몰려서 연기를 펼 수 있었는데 너무 높

아 관람석에 앉아 있는 관객의 시야에서는 안쪽 깊은 곳까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수대와 녹대를 주로 활용한 ≪천향경절≫은 활용 면적이 큰 1, 

2층 무대만을 사용함으로써 최적의 무대 효과를 꾀하고자 하 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무대 연출259)

무대가 커짐에 따라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연출 양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

지 변화가 생겨났다. 우선 등장인물의 수가 늘어난 만큼이나 사용되는 砌末

의 수가 증가했다. 체말은 작품 속에서 사용되는 소품 및 도구를 지칭하는데,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 종류와 숫자가 훨씬 다양해졌다. 이는 

무대 연출을 최소화한 채, 배우의 말과 행동만으로도 사건의 장소와 시간이 

바뀌던 기존 중국극의 전통에서 벗어난 양태이다.

≪천향경절≫에서는 제2척에서 중추절의 상징물로 천자에게 바칠 桂花가 

첫 번째 체말로 등장한다.

송무기와 옥토가 계화를 메고 등장한다.260)

제6척에서 暹羅國王이 중국의 천자에게 바칠 夜光珠를 구하기 위해 바다

로 떠나는 장면에서는 여러 수졸들이 물결무늬가 그려진 水紋旗를 들고 등

장하여 파도가 치는 장면을 연출한다.

259) 졸고, <淸代宮廷戲≪天香慶節≫的演出技法和意義>(≪中國文學≫ 제82집, 한국
중국어문학회, 2015.) 참조.

260) ≪崑弋國圖本≫ 第2齣: 宋無忌、玉兎掮桂花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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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졸들이 물결 문양 깃발을 들고 등장하여 춤을 추다가 대방

을 이끌고 등장하여 흔든다.261)

제7척에서는 섬라국 왕족들이 야광주를 얻기 위해 항해하는 장면을 위해 

배를 타고[駕船] 등장한다. 이 시기의 무대 연출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장면 역시 배우의 노를 젓는 단순한 동작으로 배를 암시한 것이 아니라, 실

제로 배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어 무대에 설치하 던 것으로 확인된다. 

섬라국 소번, 수졸, 국왕, 국모, 국녀, 번녀가 배를 타고 등장하여 함

께 노래한다. …… 섬라국왕 등이 배를 타고 등장하여 함께 노래한다.262)

≪천향경절≫에 사용된 도구와 의상에 관하여 咸豊 11년 錢糧處에서 <새

로 만든 희의 건수[新製之戱衣件數]>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天香慶節≫
金烏衣二件

熊衣二件

金烏䐦腦隨膀子一件

烏䐦腦隨膀子八件

金烏足一隻

赤兔套頭

暹羅國帽二

暹羅國 番髮十六

兔子衣二分

兔衣一分

大蛤蚌一分

紅兔耳四

261) ≪崑弋國圖本≫ 第6齣: 衆水卒執水紋旗上, 跳舞引大蚌上擺勢科.

262) ≪崑弋國圖本≫ 第7齣: 暹羅國 番、水卒、國王、國母、國女、番女駕船上,

同唱. …… 暹羅國王等駕船上同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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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兔耳二十

元寶槕子一張

梭羅樹

網一合

戟一

鎗十二

夾紙爐子一個

夾紙勺一把

大 船五隻

四雲兜大雲板263)

≪천향경절≫ 관련 신청 건수는 총 88종으로, 다양한 체말이 공연에 필요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명칭은 ‘희의 건수’라고 되어 있지만 내역서

를 보면 금오와 적토, 섬라국의 의상과 같은 복식에서부터 탁자와 창, 방패, 

술잔 등의 도구들까지 당시 공연에 쓰일 전반적인 체말에 관한 내역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크고 작은 배 다섯 척(大 船五隻)”이라는 항목이 보이는

데, 이는 ≪천향경절≫ 공연에 다섯 척에 달하는 배 모양의 조형물이 등장했

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이다. <平定臺灣得勝圖>에 보면 무대 위에 모형 

배가 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대 삼층대희대에서의 공연이 실

물을 사용하여 무대 위 공간을 실제처럼 재현하려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63) 王芷章 編, ≪淸昇平署志略⋅下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5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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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定臺灣得勝圖>264)

제8척에서는 대표적인 체말로 호랑이 탈이 등장한다. 옥토와 적토가 혼례

를 위해 화촉동방에 들어가려는 찰나 금오가 호랑이 탈을 쓰고 나타나 훼방

을 놓는 부분이다. 호랑이로 변장한 금오는 적토와 옥토의 어깨에 머리를 올

려놓고 놀리며 우스개를 떤다.

(호랑이로 분하여 호랑이 머리를 두 사람의 어깨에 얹고 등장한다)

적토, 옥토 : 이게 뭐야? (놀란다) 아이고. 

(호랑이가 두 사람을 덮치자 두 사람이 함께 때리는 동작을 한다. 호랑

이가 몰래 퇴장한다. 옥토가 적토를 잡고 때린다)

적토 : 아이고, 도상선자님, 접니다 저. 

옥토 : 누구냐? 

적토 : 저요. 

옥토 : 쳇, 어째서 또 당신입니까? 

적토 : 당신이 날 때렸군요. 왜 때리셨나요? 그런데 선자님은 뭘 보지 

못하셨소? 

옥토 : 맹호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적토 : 저도 맹호 한 마리를 보았는데 어디로 간 거지요? 빨리 찾아봅

시다. (찾는 동작을 한다) 없는데. 아, 그래, 잘못 본거겠지. 생각

264) http://pmgs.kongfz.com/item_pic_3910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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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또 눈이 침침했었나 봅니다. 호랑이는 상관 말고 밤이 

깊었으니 우리 그만 가서 잠이나 잡시다.265)

공연에 사용되던 도구는 1회 공연에서만 대략 100여 종 정도로 몸이나 손

에 드는 桂花나 단선, 탁자, 의자와 같은 소품에서부터266) 휘장, 평대, 배와 

같은 대형 조형물까지267) 다양하다. 이후 피황본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곤익

본에 비하여 줄어든 편폭에도 불구하고 공연에 필요한 체말은 여전히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황국도본≫과 ≪피황수도본≫ 
頭本의 경우에는 지시문에 아예 “ 末”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대 위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운동이 황운을 잡고 등장하여 무대를 돈다)

태양제군 : 성관들이여, 황운이 해를 받드는 합벽연주의 상을 드러내어 

성스러운 길상을 비춥시다. 

성관들 : 뜻을 받들겠나이다. 

(이곳에서 산이 열리고 일월합벽오성연주 체말이 나타난다. 태양제군

이 쇄납이황으로 노래한다) …… (태양제군 등이 퇴장한다. 황운사자가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나자 퇴장한다. 생이 송무기로 분하고 팔괘의로 바

265) ≪崑弋國圖本≫ 第8齣: (扮一虎以虎頭放二人肩上. 赤兎玉兎白)甚麽東西 (看驚科

白) 阿呀. (虎撲二人, 二人同搏科. 虎隱下. 玉兎擒赤兎打科. 赤兎白) 阿呀, 仙子, 

是我是我. (玉兎白) 是那個. (赤兎白) 是我. (玉兎白) 啐. 怎麽又是你. (赤兎白) 你

就是 打我打得了我了. 你瞧見甚麽沒有. (玉兎白) 看見一隻猛虎. (赤兎白) 我看

見一隻猛虎. 那里去了. 快找找. ( 科) 沒有. 吓, 是了, 又是眼離了. (赤兎白) 想來

又是眼花了. (赤兎白) 不要管他. 夜已深了. 咱们竟去睡罷.

266) ≪崑弋國圖本≫ 第3齣: “준오가 차를 바치는 동작을 한다( 烏進茶科).”

≪崑弋國圖本≫ 第8齣: “함께 옷을 벗고 그릇을 가져가는 동작을 한다(同脫衣取

器科).”

≪崑弋國圖本≫ 第10齣: “면전국왕 등이 등장하여 각자 말에서 내려 서로 인사
하는 동작을 한다(緬甸國王等上, 各作下馬相見科).”

≪崑弋國圖本≫ 第15齣: “의종성관, 일광동자가 단선을 들고 태양제군을 이끌고 
등장하여 노래한다( 從星官、日光童子執扇引太陽帝君上唱).”

267) ≪崑弋國圖本≫ 第8齣: “각자 탁자와 의자 등의 물건으로 서로 견제하는 동작을 
한다(各以桌椅凳臺等物相持科).” 

≪崑弋國圖本≫ 第10齣: “탁자를 배열한다. 각자 자리로 나아간다(擺桌科. 各出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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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 입고 拂子를 들고, 단이 옥토로 분하고 궁복을 입고 계화를 들고 함

께 등장하여 노래한다)268)

또한 피황본의 경우에는 곤익본에서 단독으로 출현하는 바다의 신 巨蚌 

이외에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함께 등장한다.

수졸, 대왕조개형, 잉어형, 새우형, 두꺼비형, 게형, 소라형, 자라형, 

메기형들이 함께 등장하여 무대를 돈다.269)

제14척에서는 적토와 옥토의 혼인 장면을 위해 무대 위에 침실이 설치된다.

무대 위에 침상, 휘장 등의 물건을 설치한다. 옥토가 등장하여 말한

다.270)

침대 휘장 등의 물건을 설치한다는 지시문으로 보건대 무대 위에 실제 휘

장을 드리운 침상을 세트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처럼 무대를 돌

리거나 위아래로 옮겨 무대 장치를 순간적으로 이동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

나 삼층대희대에는 무대와 무대 사이에 기중기나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었던 

만큼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장면에 맞는 크고 무거운 세트들을 설치할 수 있

었다. 

제16척에서도 선녀와 결린, 옥토가 월주를 수행하고 녹대로부터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는 무대 위를 구름 문양 휘장으로 가리고 月宮을 설치한다.

268) ≪皮簧國圖本/皮簧首圖本≫ 頭本: (雲童執黃雲上, 轉場. 太陽帝君白) 衆星官, 可

現黃雲捧日合璧連珠之象, 以昭聖瑞 . (星官白) 領法旨. (此處開山現日月合璧五

星連珠 末. 太陽帝君唱鎖吶二簧) …… (太陽帝君等下. 黃雲使 舞介, 舞畢下. 生

扮宋無忌代道穿八卦衣拿蠅刷, 旦扮玉兎穿宮衣拿桂花, 仝上唱) 

269) ≪皮簧國圖本/皮簧首圖本≫ 頭本: 水卒、巨蚌形、鯉魚形、蝦米形、蛤蟆形、螃
蠏形、螺絲形、鱉形、鮎魚形, 仝上, 遶場. 

270) ≪崑弋國圖本≫ 第14齣: 場上設床帳等物, 玉兎上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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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위에 운장을 치고 월궁을 설치한다. 여러 신선들이 등장하여 

노래한다.271)

무대에 등장하여서는 운장을 걷어내고 대사를 시작한다.

운장을 걷어내는 동작을 한다.272)

무대 위에 휘장이 등장하는 경우는 피황본의 지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대 위에 휘장을 설치한다. 금오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 퇴장한다. 

시녀, 옥토, 중산장인이 함께 등장한다. …… 옥토가 옷을 갈아입는다. 

가짜 적토가 휘장으로부터 나와서 살핀다.273)

또 무대 위의 임시 무대로 西洋 平臺를 설치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무대 위에 서양 평대 하나를 설치하고, 수졸들이 무대를 빙빙 돌다 내달린다.

국왕, 국모, 세자, 국녀, 소번이 평대 위로 올라간다. …… 평대 위로 올

라가 말한다.274)

이 장면은 앞부분에서 섬라국의 왕족들이 조공을 떠나기 전 觀海樓로 가

서 주연을 즐기기로 한 이후의 상황으로,275) 서양 평대는 바로 바다 위의 관

271) ≪崑弋國圖本≫ 第16齣: 場上遮雲帳設月宮一座. 衆仙眞上唱.

272) ≪崑弋國圖本≫ 第16齣: 撤雲帳科.

273) ≪皮簧國圖本/皮簧首圖本≫ 二本: 場上設帳. 金烏進帳下. 侍女、玉兎、中山丈人

仝上. …… 玉兎更衣. 假赤兎從帳中出看.

274) ≪崑弋國圖本≫ 第6齣: 場上設西洋平臺一座, 水卒遶場走勢科. 國王、國母、世

子、國女、 番上平臺科. …… 作上平臺科白.

275) ≪崑弋國圖本≫ 第6齣: “(세자가 말한다) 소자 주연을 준비했으니 관해루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 전별연을 열겠습니다. (국왕과 국모가 말한다) 그러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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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를 표현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관해루로 상징된 

평대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아래에서 수졸들이 계속해서 무대를 돌며 바다의 

물살을 표현하고 있다. 

무대 위에 평대를 설치하고 수졸들이 무대를 빙빙 돈다. 왕등이 함

께 등장한다. 양루 체말로 들어가서 앉는다.276)

피황본에서는 동일한 장면에 평대와 더불어 양루 체말이라는 설비가 하나 

더 보인다. 평대는 관해루를 표현한 장치임을 알 수 있고, 양루는 인물들이 

착석하는 장소로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평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앉을 수 있

는 좌식 설비가 하나 더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공연 장소가 삼층대희대가 아닐 경우 설치에 제약이 따

랐으며, 실제로 무대 세트로 인하여 소규모 희대에서 ≪천향경절≫ 공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咸豊三年(1853) 恩賞日記檔≫

8월 13일

旨意를 전하길 ≪천향경 ≫에 대해 물었다. 

녹희가 “운두, 선척, 일월광 때문에 중화궁에서는 공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회답하 다.

八月十三日 

旨意問天香慶節

祿喜回奏

因有雲兜、船隻、日月光 重華宮唱不開277)

나. 바로 관해루로 가자((世子白) 孩兒備有酒晏, 在觀海樓, 爹爹母親餞行. (國

王國母白) 生受你了, 就往觀海樓去 ).”

276) ≪皮簧國圖本/皮簧首圖本≫ 二本: 場上設平臺水卒遶場. 王等仝上. 洋樓 末入坐.

277) 朱家溍⋅丁汝芹 著, ≪淸代內廷演劇始末 ≫, 北京: 中國書店, 2007,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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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华宫의 희대는 漱芳斋 희대278)를 말하는 것으로 수방재에는 2개의 희대

가 있었다. 한 곳은 2층으로 된 구조이기는 하 으나 천장에 天井이 있어 기

계 설비가 가능했으며 무대 바닥에는 음향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다른 한 

곳은 風雅存이라는 소형 희대로 배우 한 명이 등장하여 공연할 수 있는 정도

의 소규모 무대 다. 기록에서 언급된 중화궁은 2층짜리 수방재 희대를 지칭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升天入地’를 필요로 하는 보통의 神佛劇 공연이 

자주 이루어지던 무대279)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은 

당시 ≪천향경절≫의 무대 규모를 다시 한 번 짐작하게 해준다. 

특히 당안의 내용 중 거론된 “운두”280), “선척” 등은 실제 ≪천향경절≫ 무
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던 설비로, ≪천향경절≫ 공연이 대부분 원명원의 동

락원 내 삼층대희대에서 이루어졌던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분위

기에 맞도록 다양한 배경과 무대 장치를 삽입함으로써 ≪천향경절≫은 천지

인을 아우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삼층대희대라는 한 화면 안에 담아

냈다. 이는 무대의 배경과 체말의 배치뿐만 아니라 무대와 무대 사이를 넘나

들며 공간을 운용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5척281)과 제16척282)에서는 天界의 신들이 祿臺에서 등장한다는 지시문

을 통해 2층 무대에서 1층 무대로 뛰어내리는 장면을 묘사하 다. 제15척 금

278) 건륭 시기에 만들어진 희대로, 청말까지도 宴戱를 제외한 慶壽節令戱, 連臺本戱 

등이 이곳에서 자주 공연되었다. 劉徐州 編著, ≪趣談中國戱樓≫, 天津: 百花文藝

出版社, 2003, 152-153쪽.

279) 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중국 고대극장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7, 

339-340쪽 참조.

280) 雲兜는 배우가 각 무대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상승 혹은 하강 장치
이다. 철판 주위에 목판을 대고 네 모퉁이에 두꺼운 융 노끈을 매달아 구름 모
양을 그린 비단 주머니를 아래로 늘어뜨려 놓는 형태이다. 융 노끈 끝을 하나로 
합쳐 두꺼운 밧줄과 연결하고, 그 밧줄을 천정에 있는 축에 감은 다음 끌어 당
겨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 다. 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중국 고대극장
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7, 352-353쪽 참조.

281) ≪崑弋國圖本≫ 第15齣: 의종성관, 일광동자, 송무기가 태양제군을 이끌고 녹대로
부터 등장하여 함께 노래한다.( 從星官、日光童子、宋無忌引太陽帝君從祿臺上, 

同唱.)

282) ≪崑弋國圖本≫ 第16齣: 선녀, 결린, 옥토가 월주를 이끌고 녹대로부터 등장하여 
함께 노래한다.(仙女、結璘、玉兎引月主從祿臺上, 同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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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天井祿臺로 날아오른다는 지시문283)을 통해 배우

들이 6미터가 넘는 1층과 2층 무대를 뛰어서 넘나들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

다. 또한 제15척에서 宋無忌가 玉兎를 데리고 함께 월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두에 오르는 장면284) 등 천계의 인물들은 대부분 2층 무대를 이용하여 등

장과 퇴장을 반복한다. 

무대 연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배우들이 위층과 아래층을 오르내리며 

연기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보는 이들에게 신기하고 재미있

으며 생동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상성과 유희

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1층과 2층의 공간적 성격을 구분지음으로써 관

객들에게 신계와 인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 차이를 체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궁정희의 위엄을 드러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천향경절≫에서는 추격전이나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장면에

서 재빨리 다른 모습으로 형체를 바꾸는 변신술, 마술과 같은 특수 효과가 

발견된다.285) 제7척에서 금오가 가짜 番女로 변신해서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

보자.

금오가 몰래 등장하고 퇴장한다. 번녀로 변하여 등장하자마자 순식

간에 숨는다.286)

제8척에서는 假赤兎가 등장하며,287) 제9척에서는 假玉兎가 나온다.288) 변

283) ≪崑弋國圖本≫ 第15齣: 금오가 원래의 형태가 되어 날아서 천정녹대로 올라간다.

(金烏作現原形飛, 上天井祿臺科.)

284) ≪崑弋國圖本≫ 第15齣: 운두에 오른다.(上雲兜科.)

285) 이러한 특수 효과는 삼층대희대 사용 시 자주 보이는 연출법으로, 무대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神佛이나 귀신이 도술을 부려 변신하는 장면을 표현하 다. 

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중국 고대극장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7, 

356쪽.

286) ≪崑弋國圖本≫ 第7齣: 金乌暗上下, 作变一番女, 随上闪隐科.

287) ≪崑弋國圖本≫ 第8齣: (侍女引赤兔、玉兔暗上, 作进房更衣科. 扮一假赤兔暗上, 

作对坐对看科.) (侍女白) 吓, 怎麽有两个新郎? (赤兔白) 这是个甚麽东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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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관한 무대지시문은 제14척과 제15척에 이르기까지 십 여 차례 정도 확

인된다. 그 중 제14척의 “옥토가 급히 비켜서서 손짓을 하더니 가짜 국왕으

로 변하여 몰래 등장한다.”289)는 부분은 옥토가 자신에게 흑심을 품은 섬라

국왕을 혼내주기 위하여 도술을 부려 섬라국왕으로 변신하는 부분으로 지시

문 중 “做手势”는 순간적으로 외양을 바꾸는 특수 기법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섬라국왕이 가짜 옥토로 변하여 의자에 앉는다(暹羅國王作變假

玉兎坐椅科).”는 부분은 옥토의 도술로 옥토는 섬라국왕으로, 섬라국왕은 옥

토로 각각 둘의 모습이 뒤바뀌는 장면으로, 순식간에 즉각적인 변신이 일어

나게 됨을 표지한다. 제15척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

는 부분에서 “作現(原)形”과 같은 지시문을 사용하여 형체의 변화를 보여준다.

적토가 본 모습을 드러낸다.

赤兎作現形科.

금오가 본래의 모습으로 바뀌어 천정녹대로 날아오른다.

金烏作現原形飛上天井祿臺科.

금오 형상이 태양제군을 알현하고 사죄한다.

金烏形見帝君謝罪科.

준오가 적토 형상을 끌고 몰래 등장한다.

烏牽赤兎形暗上.

(준오가) 네 가지 형상290)으로 변하여 등장한다.

288) ≪崑弋國圖本≫ 第9齣: (金烏作抱假玉兎, 大笑科, 白) 子孫們. ( 烏上白) 赤兎

去了. (金烏白) 玉兎已被俺擒住, 那赤兎便宜他去罷了, 快些回去, 准備做親.

289) ≪崑弋國圖本≫ 第14齣: 玉兔闪 , 做手势作变一假国王暗上.

290) ≪皮簧國圖本/皮簧首圖本≫ 중 금오를 수행하는 무리를 “무생이 채학으로 분하
고, 정이 공선과 백앵무로 분하고, 무단이 청란으로 분하여 함께 등장하여 노래
한다(武生扮彩鶴, 淨扮孔宣白鸚鵡, 武旦扮靑鸞, 仝上唱).”라고 소개한 점으로 미
루어, 중준오가 변화하는 네 가지 형상은 바로 학, 공작, 앵무, 난새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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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四形上.

“○○形”으로 바뀌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검보나 의상을 바꾸어 다른 모습으로의 변신을 보여줄 가능성 

하나와, 미리 분장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다른 배우와 맞바꾸기를 통한 교

체가 이루어졌을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중국 희곡에서 배우들은 

‘唱’, ‘念’, ‘做’, ‘打’라는 네 가지 연기를 기본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했다. 

형체를 바꾸거나 눈속임을 위해 재빨리 움직이는 등의 행위는 재주부리기에 

해당하는 ‘打’의 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무대에서 배우들의 모든 동작은 

아무리 사소한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무용적인 표현이 동반되어야 하

는데291) 바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관객들에게 지

루할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극적 재미를 이끌어내는 지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피황본에서도 변신을 전제로 한 특수 효과가 보이는데 16마리의 토끼형이 

16명의 남녀로 순식간에 바뀌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16마리의 토끼 형상이 남녀 16명으로 변신한다. 소토가 동굴에서 나

온다. 두 마리의 비토 형상이 등장하고 퇴장한다. 두 명의 무단이 두 비

토로 분하고 함께 등장한다. 네 명의 요괴가 궁복을 입고 불자를 들고 

함께 등장한다. 두 비토가 노래한다.292)

또한 실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명과 관련되었을 법한 연출 기

법도 확인된다. 야광주가 빛을 발하는 장면은 지금의 레이저쇼와 비슷한 효

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특수 장치가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실제 

장치는 없이 유리나 도기를 활용하여 야광주 자체가 반짝이는 효과를 얻어

냈을 가능성도 가정할 수 있다.

291) 김학주, ≪경극이란 어떤 연극인가?≫, 서울: 명문당, 2009, 119-120쪽 참조.

292) ≪皮簧國圖本/皮簧首圖本≫ 頭本: 扮十六兎形上變男女十六. 兎由山洞內出. 二

飛兎形上下. 二武旦扮二飛兎仝上. 穿宮裝拿繩刷四 妖仝上. 二飛兎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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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이 위로 뛰어올라 구슬을 내어 놓자 (야광주가) 빛을 발한다.293)

이러한 장치들은 이야기를 더욱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극

의 현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제공함으로써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줄거리가 진행되는 동안 극

에 필요한 모든 세부 요소들이 무대 위에서 진짜처럼 가시화된다는 것은 진

짜와 똑같은 세계를 무대 위에 만들어내겠다는 의도적 연출의 결과로, 이러

한 의도적 연출은 더욱 핍진하고 완벽한 세계를 향한 궁정희의 염원을 반

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294)

제4절 소결: 儀禮로서의 기능과 皇權 과시

이상 무대와 연출 기법들을 분석함으로써 삼층대희대를 통한 ≪천향경

절≫의 실제 연출 양상을 살펴보았다. 희곡은 오랜 기간 무대 위에서 관객들

과 호흡을 같이 해온 공연 예술이다. 읽혀져 독자들의 상상에만 맡겨지는 극

본에서 그치지 않고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희곡과 무대는 불가분의 

관계에 위치한다. 공연 공간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왔는데 明淸시대에는 개인

과 황실의 정원 및 실내에 고정된 무대가 만들어지며 이전과는 달라진 개념

의 공연 공간이 탄생하 다. 이러한 공연 공간의 변화는 연출 형태의 변화, 

작품 및 무대 설비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 고, 청대는 이러한 변

화의 절정기 다고 할 수 있다.295)

293) ≪崑弋國圖本≫ 第6齣: 大蚌上跳躍作出珠放光科. 

294) 원펑(Wen C. Fong)은 청대의 황제들이 예술을 국가의 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하 다. Distributed by H. N. Abrams, Possessing the Past,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6, 555쪽.

295) 서양 연극에서 극장 무대의 변화를 살펴보면 희랍극의 야외 무대로부터 엘리자
베스조 시대의 원형 또는 8각형의 무대를 거쳐 현대의 ‘상자틀 무대’에까지 서
양 연극 무대는 사실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배우 자신의 연기 공간은 세 개의 
실제 벽과 네 번째 상상의 벽의 향을 받아 실내에 적합한 형태의 연기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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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극장은 時空의 변화가 자유롭고, 배우의 연기에 의존하여 사실의 재

현이 아닌 연극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문화된 극장에 대

한 요구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로 인하여 연극과 극장은 절대적인 필요

충분조건이 아니었다. 廖奔이 극장을 중국 희곡에서 하나의 도구로 파악하

고, 극장과 극 양식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인정하 듯296) 청대 삼층대희대를 

통한 무대의 대규모화는 자연스럽게 극 양식의 대규모화로 이어졌고, 궁정희

는 무대를 통하여 다양한 보여주기(showing)를 실현해내었다. 이는 기존 희곡 

전통에서 ‘寫意’297)로 인식되던 중국 희곡이 ‘寫實’로 바뀌게 되는 가장 가시

적인 표징이다.298) 

다양한 장비와 세트들을 배치하여 매 상황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조명과 

특수 기법과 같은 무대 효과까지도 세세하게 배치한 연출은 규모 자체로도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함과 동시에 관객들이 실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

끼게 만들며 극에 대한 몰입을 배가시키기에 용이하다.299) 

즉 ≪천향경절≫ 속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총체적 세상은 세부

적인 연출을 통하여 무대 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무대 위

의 세상은 천지인을 아우르는 하나의 소우주가 되어 소우주가 상징하는 메

시지를 담아내는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여기에 삼층으로 구성된 소우주의 

설립 및 배우, 세트, 소도구와 같은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에는 황실의 풍부

화하 다. G. B. 테니슨 저, 이태주 옮김, ≪演劇原論≫, 서울: 현대 미학사, 

1996, 149-174쪽 참조. 

296) 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중국 고대극장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7, 

27-30쪽 참조.

297) 기존의 중국 전통극에서 무대 연출은 무대공간의 설정과 전환에 있어서 실제적
인 변화 없이 연기자의 말이나 상징적인 동작을 통하여 공간을 제시하거나 시간
의 흐름을 표지하는 虛擬的인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양회석 지음, ≪중국희곡≫, 

서울: 민음사, 1994, 47쪽.

298) 이창숙은 작가가 실재 현실을 모방하는 목적은 독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있으며, 이념을 삽입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
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파악하 다. 이창숙, <明淸 소설 희곡 담론의 현실과 허구에 
대한 인식>, ≪中國學報≫ 제54집, 한국중국학회, 2006, 166쪽.

299) 무대 위의 다양한 도구와 여러 신선들의 화려한 의상, 희대 건축의 웅장미는 화
려하고 위엄 있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랴오번 지음, 오수경 외 옮김, ≪중국 고
대극장의 역사≫, 서울: 솔출판사, 2007, 358-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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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했던 만큼 대규모 무대와 무대 연출은 황제가 가진 

권력과 위엄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소우주가 상

징하는 메시지 역시 통치 계층의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

다.300) 

이는 궁정희 공연이 극목과 배우,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무대와 연출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하도록 정식화되었다는 사실과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궁정희가 조정 예악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례 중 하나로 기능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천향경절≫의 본 공연 전에는 식전 

행사로 달을 향한 제사 의식이 병행되었다.

* 중추승응 

이 날 역시 총관이 내학수령 및 태감 여러 명을 인솔하고는 월공 앞

에 이르러 재의를 읊는다. 원명원 내에서는 평호추월, 궁중에서는 양심

전에서 이루어졌다. 주연이 있으면 ≪단계표향≫, ≪예상헌무≫를 승응

하 는데, 이는 함월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달을 감상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주연이 없을 때에는 동락원에서 대희 ≪천향경

절≫을 승응하 으며, 궁에서 행해질 때는 수방재에서 하 다.301) 

공연 장소가 원명원일 경우에는 평호추월에서 먼저 의식을 행한 후, 동락

원으로 옮겨 ≪천향경절≫을 공연했으며, 자금성일 경우에는 양심전에서 먼

저 의식을 행하고, 수방재로 옮겨 ≪천향경절≫을 공연하 다.

300) 孙召华, <清代宫廷戏曲砌末>, ≪紫禁城≫ 2013年 第11期, 故宫博物院, 2013, 96쪽.

301) “≪中秋承應≫是日亦例由總管率領內學首領及太監數人, 至月供前念齋意, 園內在

平湖秋月, 宮中在養心殿. 有酒宴則承應≪丹桂飄香≫、≪霓裳獻舞≫, 以演於涵月

樓 多, 以其爲賞月之處也. 無則承應大戱天香慶節於同樂園, 若宮內則於漱芳齋中

奏演之.” 王芷章 編, ≪淸昇平署志略⋅上冊≫, 北京: 商務印書館, 2006,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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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의식 [月供前念齋意]

원명원 평호추월 자금성 양심전

본 공연

酒宴이 있을 때 酒宴이 없을 때

승응 장소 승응 극목 승응 장소 승응 극목

원명원 함월루
≪단계표향≫
≪예상헌무≫

원명원 동락원 ≪천향경절≫
자금성 수방재 ≪천향경절≫

이는 ≪천향경절≫이 궁정의 중추절 의례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지로, 공연 전에는 반드시 달을 향한 의식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만주족은 실제로 24절기 중 중추절을 중시하 으며, 8월 15일 밤에 보름달

이 떠오르면 달을 향한 제사 의식을 행하 다. 상에 月餠을 올린 후 분향을 

하고 절을 하 으며, 의식이 끝나면 ‘團圓餠’을 쪼개어 나누어 먹었다. 달이 

陰性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먼저 절을 하고 남자들은 나중에 하 다.302) 특히 

중추절 달은 옥토와 함께 절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공연 전 이루어지는 달

을 향한 의식은 ≪천향경절≫이 지향하는 화합과 대단원, 황제의 덕망과 권

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텍스트 내외부의 전체적인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실의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 안팎의 민심을 모으는 데 있

어 중심에 위치하는 중국의 황제와 황권, 그 절대성과 신성성을 드높이는 권

력 기제의 일환으로 기능했던 궁정희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삼층대희대를 통한 ≪천향경절≫ 연출은 크게 무대와 연

출이라는 觀賞性 측면에서의 형식적 의미와, 희대를 통해 신성의 세계를 인

간 세상에 예술적으로 재현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이데올로기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觀念性 측면에서의 내용적 상징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대규모의 규범화된 무대 연출은 의례의 위엄과 기품을 상징함과 동

302) 楊英杰 著, ≪淸代滿族風俗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1,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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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화려한 볼거리를 통하여 황제의 신성과 권위를 대변하는 가시적 매개

물로 기능하 다. 즉 ‘중화’의 권위와 질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통치

에 있어서 만주족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화 권력으로 기능하 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극본과 희대를 국가의 의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문화적, 이념적 장치로 삼음은 궁정희가 청대 ‘大一統’이라는 심리의식, 문화

의식을 구현하는 상징 기제 중 하나 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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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민간전승과 희곡사적 의의

제1절 民國 시기 개편 과정

≪천향경절≫은 선통 3년(1911)을 끝으로 100년이 넘는 궁정 공연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303) 광서 34년(1908) ≪差事檔≫의 기록을 통해 보면 8월 

중추절을 전후하여 두 차례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공연에서 피황본 

전본을 승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光緖三十四年(1908) 差事檔≫

8월 13일

이락전에서 ≪천향경  1-4본≫, ≪염양루≫, ≪천향경  5-8본≫, 

≪금쇄기≫, ≪본 양고≫, ≪황학루≫, ≪송등≫, ≪계패관≫, ≪하하

남≫, ≪천향경  후팔본≫을 승응한다.

8월 16일

이락전에서 본≪두본천향경 ≫, ≪철롱산≫, 본≪이본천향경 ≫, 

≪전성도≫, ≪마상연≫, ≪여기해≫, ≪칠성묘≫, ≪연 채≫, ≪삼사

본천향경 ≫을 승응한다.

八月十三日

頤樂殿承應

天香慶節一至四本 豔陽樓 天香慶節五至八本 金鎖記 本陽告 黃鶴樓 

燈 界牌關 下河南 天香慶節後八本

八月十六日

頤樂殿承應

303) 朱家溍⋅丁汝芹의 ≪淸代內廷演劇始末 ≫(北京: 中國書店, 2007, 475-477쪽.)에 
선통 3년(1911) 2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연되었던 궁정희 극목들이 기록되
어 있다. 이 중 ≪天香慶界≫라는 극명이 보이는데 ≪天香慶節≫을 지칭하는 
듯하다. 1911년 武昌蜂起로 인하여 이후 궁정에서의 공연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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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頭本天香慶節 鐵籠山 本二本天香慶節 戰成都 馬上緣 女起解 七星廟 

連營寨 三四本天香慶節304)

≪천향경절≫은 민국시기에 접어들어 피황으로 재개편을 거쳐 세 차례 공

연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천향경절≫의 경극화는 민국 시기에 갑자기 생

겨난 현상이 아니다. 광서 시기부터 궁정에서 그 움직임이 이미 포착되는데, 

朱家溍은 ≪故宮 食 ≫에서 승평서 피황본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렇게 

회고하 다. 

승평서에서 남아있는 서피이황 극본은 대다수가 광서 연간에 연출된 

공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 궁에서 서피이황희

를 연출하는 횟수는 점점 많아졌으며, 또 항상 외반을 궁으로 불러들여 

공연하게 하 다. 따라서 이전에 익강과 곤강으로 연출하던 제도에 따

라 전수하고, 극본을 만들게 하 다.305) 

≪천향경절≫ 판본 중 頭本, 二本, 三本, 四本으로 나뉜 피황본 판본은 이 

시기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광서 연간의 당안 기록 중 이 판

본을 가지고 공연을 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민국 시기에 들어서 ≪천향경절≫은 민간 극장에서의 공연을 위하여 피황

을 사용한 경극본으로 재개편되었다. 王瑤卿(1881-1954)이 주인공 옥토를 연

기했는데, 궁정 연출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공연계에 큰 반향

을 불러일으켰다.

≪천향경절≫ 공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 태음 두 제군이 회동

304) 黃雍婷, <淸代宮廷中秋承應戱曲硏究>, 國立成功大學 碩士學位論文, 2010, 108쪽 
재인용. 

305) “昇平署遺留的西皮二黃劇本大多數是光緖年間在演出中陸續建立的. …… 西皮二

黃戱在宮中上演場次漸多. 又經常傳外班進內演唱, 所以也必 授照以前演弋腔、
昆腔的制度, 建立劇本.” 朱家溍, ≪故宮 食 ⋅下≫,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9, 

472쪽.



淸代 宮廷大戱 ≪天香慶節≫ 硏究

- 158 -

하여 송무기와 옥토를 지상세계에 내려 보내 계수나무를 심도록 결정

한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옥토는 인간 세상에 미련이 남아 천지산 동굴

로 달아나 수련을 한다. 금오가 옥토를 쫓아 사사로이 속세에 오게 되

고 금오는 적토에게 옥토와 짝을 이룰 수 있도록 중매를 청하지만 생

각지도 못하게 적토가 스스로를 중매하여 옥토와 혼인을 하게 되자 대

노하여 신혼 방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옥토는 무리를 이끌고 금오에게 

대항하고, 금오는 패주하지만 烏들을 불러 포위공격을 편다. 옥토는 

도망한 후 야광주를 가지고 면전국왕에게 몸을 의탁한다. 섬라국왕이 

병사들을 데리고 면전국을 응징하려고 하여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모든 소식을 알게 된 옥황상제는 송무기를 시켜 복종시킬 것

을 명하고, 금오는 일궁으로, 옥토는 월궁으로 돌아가게 된다. 

옛날에 궁정에서는 중추절이면 이 작품을 가지고 승응하 다. 연극

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왕요경이 그해 주연인 옥토로 분하 다. …… 
민국 성립 이후 경극으로 개편하여 공연에 참여하 다. 자료에 따르면 

“민국 초기 제1무대에서 이 극본을 얻어 피황으로 개편하여 공연하

다. …… 왕요경, 왕혜방, 가홍림, 이순정, 이련중, 금중인, 왕장림, 장문

빈, 이경산 등이 나누어 각색을 분하 다. 각색은 즐비하고, 체말은 신

기하여 북경 전체를 진동시킬 만하 다.”라고 하 다.306)

항전시기 북경에서 출간된 희곡전문 잡지인 ≪立 畵刊≫ 기사에는 공연 

시기와 개편 과정이 조금 더 상세히 거론되어 있다.

민국 3년, 서쪽 珠 口에 제1무대가 세워졌을 때, 왕요경이 공연을 

306) “≪天香庆节≫演太阳和太阴两帝君盛会, 议派宋無忌和玉兔下界传种桂树. 事後玉

兔留恋人间, 遁入天地洞修炼. 金乌追求玉兔亦私下凡尘, 金乌请赤兔做媒成全, 不

想赤兔竟自媒 玉兔成婚, 金乌怒闹洞房, 玉兔率众抵抗, 金乌败走约来群鸟围攻, 

玉兔脱身後携照夜珠投奔 甸王, 暹罗王兴兵问罪, 引发两国征战. 玉帝闻知命宋

無忌前去收伏, 於是金乌归日, 玉兔返月. 昔年宫廷中秋佳节, 曾以此戏应承, 在梨

园界久享盛名的王瑶卿, 是當年主角玉兔的扮演 . …… 民国後他曾参 其改编

成京戏公演. 据资料载：｢民国初第一舞台得此本, 改做皮黄搬演 …… 王瑶卿、王

蕙芳、贾洪林、李顺亭、李连仲、金仲仁、王长林、张文斌、李敬山分扮各角, 角

色整齐, 砌末新奇, 遂能震动九城.｣” 傅學斌, <漫天星宿演故事>, ≪人民日报海外

版≫, 2006年 12月 8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6-12/08/content_1210277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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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로 약속이 되어있어 칠석날 ≪천하배≫, 중원절 ≪헌어람≫ 뒤로 

잡았다. 중추절이 다가오자 소설가 장음당과 ≪천향경절≫ 개편을 상

의하여, 반달 동안 연구하여 성공하 다. 궁전, 산 형태, 토끼 형태의 

세트를 함께 만들어 공연을 하니 기이하고 왁자지껄하여 매우 익살스

러웠다.307)

기사에 명시된 “민국 3년”이라는 말로 미루어 민국 시기 경극본으로의 개

편과 初演은 모두 1914년에 이루어졌다. 또한 경극본은 왕요경의 단독 작업

이 아니라 소설가 장음당과의 협동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왕요경이 궁정에서 

가지고 나온 극본을 가지고 15일 동안 고심하여 새로운 형태의 경극본을 만

들어냈고, 개편본에 어울리는 무대 세트까지 함께 배치함으로써 극의 분위기

를 더욱 활기차고 재미있게 만들어냈다. 이는 청의 궁정희가 경극 극목의 형

성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궁정과 

민간의 교류에 당시 양단을 오가며 연기를 했던 경극 배우들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 음을 알 수 있다.

부석화도 1914년 초연 당시 경극본에 등장했던 각색의 대강과 배우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각색의 안배가 좋고, 체말이 새로워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 평가하 다.308)

玉兎 - 王瑤卿

宋無忌 - 賈洪林

太陽帝君 - 李 亭

그 외 - 王長林, 錢俊仙, 陳桐雲, 鳳凰, 郭春山, 范寶亭, 春林, 

張采林, 趙芝香, 張文斌, 劉硯亭, 李連仲, 曹二庚, 姚佩蘭, 

王蕙芳, 金仲仁, 李敬山 

307) “民國三年西珠 口第一舞臺創立, 王瑤卿被約擔任排演, 七夕≪天河配≫, 中元

≪獻魚藍≫之後. 值中秋節 說家莊蔭棠商編≪天香慶節≫, 研討半月成功, 並

制有宮殿、山形、兔形佈景, 演來異常火熾, 殊為滑稽.” 汪俠公, <俠公劇話－王瑤

卿昔排 ≪天香慶節≫>, 陳志明⋅王維賢編, ≪立 畵刊京劇資料選編≫, 無出版

地出版 , 2005, 534쪽.

308) 傅惜華 著, 王文章 主編, ≪傅惜華戱曲論叢≫,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7,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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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공연되었던 경극 ≪천향경절≫은 궁정본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

를 보인다. 이는 무대 사용에 있어서의 공연 상황과 관객층, 관객들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궁정에서 공연되던 때와는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체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궁정희본 16척을 30척으로 늘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옥토, 금오, 적토 사이의 우여곡절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의

도로 파악된다. 실제로 제5척에 <玉兎下凡>이라고 하여 옥토가 월궁으로 돌

아가지 않고 인계를 범하는 내용을 따로 배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이르기

까지 5척이나 필요했던 것을 보면 극정의 묘사가 세분화되고, 갈등 역시 첨

예해지고 다양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宮廷 皮簧本 民間 京劇本

1. 七政揚光 1. 七政揚光

2. 金英表瑞 2. 日月合壁

3. 五星聯珠

4. 蟾宮折桂

5. 玉兎下凡

6. 金烏私

7. 占据天池

3. 直圖好合
8. 陽精請宴

9. 議婚反目

4. 曲倩良媒 10. 曲倩良媒

5. 氷人自薦

11. 氷人自薦

12. 誆步金烏

13. 海中獻珠

6. 荒服來王 14. 荒服來朝

7. 攝 龍領

15. 暹羅家宴

16. 下海撈寶

17. 携春進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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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극본 臉譜를 통해 보면 궁정본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다양한 동물 

각색들이 대거 확인된다. 龍, 鼠, 牛, 虎, 猴, 鷄, 狼, 雉, 蛇, 豹, 狗, 猪, 鷲, 鶚, 

鷂 등과 같은 각종 들짐승과 날짐승들의 명칭이 즐비한데 이는 갈등이 진행

되는 과정에 다양한 금수들을 투입하여 극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흥미를 유

발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남아 전하는 

체말과 검보 양상을 통하여 무대나 인물에 대한 민국 시기의 공연 상황을 짐

작해볼 수 있다.

18. 金烏 寶

19. 變法番女

20. 盜走明珠

21. 找赤兎

22. 天池 聘

23. 赤玉結婚

24. 鼓 入贅

25. 聘被阻

26. 復騙金烏

27. 疑心偸窺

8. 鬧散鴛幃

28. 鬧散鴛幃

9. 奪壻角勝

10. 衔寶生嫌

11. 揮戈揚

12. 跡追踪

13. 擬續鸞交
29. 戰打赤兎

14. 空勞鳳卜

15. 烏兎歸元
30. 敗走金烏

16. 天香慶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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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세트로 광한궁전, 흩날리는 단계, 곡사회랑, 호석단정이 좌우로 

늘어서 있다. 금계로 분한 자는 목봉산으로 금색 갑옷에 금색 투구를 

쓰고, 금칠한 얼굴에 긴 수염을 늘어뜨린 용맹한 무사의 모습이다. 손

에는 큰 칼을 들었고, 풍채는 위풍당당하며, 목청이 크고 낭랑하다. 남

자 토선으로 분한 자는 왕장림으로, 붉은 색 전수포를 입고, 찰건을 썼

으며, 붉은 칠을 한 얼굴에 수염이 없다. 손에는 쌍칼을 들었고, 말주변

이 좋으며, 다리와 허리가 유연하다. 여자 토선으로 분한 자는 왕요경

으로, 옅은 색 옷을 입었는데 옷차림새가 고상하고 우아하다. 자태가 

아름답고 고우며, 손에는 쌍검을 들었다. 목소리는 낭랑하고, 노래는 은

근하여 구절마다 금을 단련하는 듯하며, 글자마다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으니 소리가 참으로 맑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309)

<金烏 臉譜>310) <赤兎 臉譜>311)

309) “ 景有廣寒宫殿、丹桂婆娑, 曲榭回廊、湖石短亭分列左右, 饰金鸡 为穆凤山, 

金甲金盔, 金面长髯, 扮相雄武. 手持大 , 风凛凛, 嗓音洪亮. 饰男兔仙 为王

长林, 红箭袖袍扎巾, 红面無须, 手持雙 , 口齿伶俐, 腰腿靈活. 饰女兔仙 为王

瑶卿, 着淡白衣, 装束古雅. 婀娜窈窕, 手持雙剑, 嗓音清脆, 腔 婉转, 句句炼金字

字走珠, 真个响遏行雲.” 傅學斌, <金烏赤兎 宮廷>, ≪人民日报海外版≫, 2006

年 10月 13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6-10/13/content_11476572.htm

310) 傅學斌, <金烏赤兎 宮廷>, ≪人民日报海外版≫, 2006年 10月 13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6-10/13/content_1147657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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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빈이 남긴 문헌에서는 주요 각색들의 복식과 체말, 검보와 목소리에 

대한 묘사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금오, 적토, 옥토 대신

에 금계, 남토선자, 여토선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인물들의 형상별로 금오는 

큰 칼을 찬 무사의 모습이고, 적토는 유려한 말솜씨와 유연한 몸놀림을 선보

인다. 옥토는 아름다운 자태에 고운 목소리를 가진 佳人의 형상을 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311) 傅學斌, <金烏赤兎 宮廷>, ≪人民日报海外版≫, 2006年 10月 13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6-10/13/content_1147657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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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香慶節≫ 臉譜拾遺>312)

312) 傅學斌, <天香慶佳節民間有藏本⋅≪天香慶節≫臉譜拾遺>, ≪中國京劇≫ 2006年 

第9期, 文化部振 京劇指 委員 , 2006,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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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록에서는 민국 6년인 1917년 ≪천향경절≫ 연출의 화려하고 익

살스러운 면모를 부각시켜 공연 상황을 묘사하 다. 

왕요경과 왕장림이 옥토 부부, 이련중이 금오대선, 범복태가 섬라국

왕, 왕혜방이 섬라국 왕비, 기린동이 면전국왕, 고경규가 송무기, 이순

정이 태양성군으로 각각 분하 다. 형상이 기이하고 색감이 다양했으

며, 내용이 익살맞고 교활하여 어떤 것도 흠잡을 게 없다. 매란방의 

≪항아분월≫과 비교해보면 같은 응절희313)라도 아속 면에서 천양지차

이다. 면전국왕이 진상하려 했었는데 옥토 부부가 야명주를 가지고 모

든 사절단 앞으로 나가는 모습은 당시 천조의 존엄성과 궁중 신령의 

이상을 족히 표현해냈으니 ≪천향경절≫이 궁정의 작품임은 의심의 여

지가 없다. 다만 배우들이 우스개 부분을 상황에 따라 늘리고 줄인 까

닭에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314)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옥토와 적토를 “옥토 부부”라고 묶어서 기록하고 있

다는 점이다. 궁정희 중에서는 옥토와 적토가 혼례를 준비할 뿐 어떤 판본에

서도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부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이 불가하다. 반면 경극본의 척명 중 제23척에 <赤玉結婚>이 삽입된 것으로 

보아 경극본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는 옥토와 적토가 혼례를 올림으로써 잠

깐이나마 團圓을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15) 또한 만약 옥토와 적토

313) 齊如山은 民國 시기 민간의 ‘應節戱’의 기원에 대해서 “과거 辛亥革命 이후에는 
응절희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고, 응절희라는 세 글자도 보편적이지 않아서 언
급되지 않았다(從前在前清時代, 應節戲並不發達, 並無應節戲這三個字, 也不十分

普遍, 平常也說不著).”라고 하 다. 이는 궁정에서 사용하던 ‘월령승응희’라는 명
칭의 절기 관련 희곡들이 민국 시기로 접어들며 ‘응절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
는 과정을 보여준다. 齊如山 著, ≪齊如山全集 第四冊⋅戱界 掌故⋅談應節戱≫, 

臺北: 齐如山先生遗著编印委员会, 民國53(1964), 2392쪽. (戱界 掌故 76쪽.)

314) “王瑤卿 王長林, 飾玉兎夫婦, 李連仲飾金烏大仙, 范福太飾暹羅國王, 王蕙芳飾

暹羅國王妃, 麒麟童飾緬甸國王, 高慶奎飾宋無忌, 李 亭飾太陽星君, 扮像光怪陸

離, 情節滑稽俶詭, 皆莫可稽詰, 以視梅蘭芳之嫦娥奔月, 同一應節戱, 而雅俗之判

遠矣. 觀其緬甸國王欲進貢, 兎兒夫婦, 以夜明珠進諸節, 皆足表見當時天朝 嚴

之觀念, 宮掖神怪之理想, 其爲大內之 本子, 殆無疑義, 惟諸伶科諢, 不免有隨意

增減之處, 故尙能引發人笑耳.” 張聊公 著, ≪民國京昆史料叢書 第二輯⋅聽歌想

影 ≫,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07-108쪽. (聽歌想影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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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로 맺어졌다가 주위의 방해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옥토가 송무기와 함께 월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부부의 

생이별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애절함을 더욱 자극할 수 있었을 것

이기 때문이다. 

제2절 민간 공연 양상

≪천향경절≫은 왕요경에 의하여 민간으로 유출되고 경극본으로 개편되어 

1914년, 1917년, 1934년 총 3번에 걸쳐 무대에 올랐다. 傅學斌의 <遙想當年應

秋節>이라는 문장에 민국 3년인 1914년 ≪천향경절≫ 경극본이 초연되었으

며, 후에 왕요경의 제자인 송덕주에게 전수되어 재연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1941년 ≪입언화간≫에 실린 <협공희화-중추응절희>라는 글을 보면 

“중추응절희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은 ≪천향경절≫이다. 민국 3년 중추

절 서쪽 주시구에 있는 제1무대에서 처음 공연되었는데 궁정에서 활동

하던 왕요경이 공연한 것으로 소설가 장음당이 윤색한 것이었다. 수 년 

전(1934년) 왕요경이 다시 이 희곡을 희곡학교 송덕주에게 전수하여 또

한 중추절에 처음 공연하 다.”라고 하 다.316)

희곡평론가 張聊公의 글에서는 민국 6년(1917) 중추절에 왕요경이 제1무대

315) 서경호는 明代 이후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들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團圓 

結局을 당시 광범위한 독자 계층의 기호를 맞추기 위한 보편적 감성으로 파악
하 다. 즉 굴곡을 거친 후 남녀가 사랑을 완성하는 설정은 독자들의 기호를 만
족시켜 통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 다.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705-706쪽 참조.

316) “1941年≪立 畵刊≫載<俠公戱話-中秋應節戱>: ｢中秋應節戱, 要 爲≪天香慶

節≫. 民國三年中秋, 西珠 口第一舞臺首演, 系內廷供奉王瑤卿所排, 並由 說家

莊蔭棠增潤其戱劇情, 數載前, 瑤卿復 其戱傳授戱曲學校宋德珠, 亦在中秋首

演.｣” 傅學斌, <遙想當年應秋節>, ≪人民日報海外版≫, 2007年 10月 12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7-10/12/content_243223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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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皮簧으로 개작한 ≪천향경절≫을 보았던 기록을 싣고 있다. 1914년 초

연 후 1917년 중추절에 한 번 더 공연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일부이다.

≪천향경절≫을 관람하고 쓰다 (민국 6년)

민국 6년 중추절 밤, 제1무대에서 ≪천향경절≫을 보았다. 이 극의 

공연이 모두 청대 궁정의 공연을 그대로 한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한 

번 보고 싶었다. 왕요경과 왕장림이 옥토 부부로 분하 다.317) 

부학빈은 <金烏赤兎 宮廷>에서 왕요경이 제1무대에서 ≪천향경절≫을 

공연하 으며, 중화희곡학교에 부임한 후에도 후학들에게 이 극을 전수하여 

1934년 한 번 더 공연을 올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사실도 함께 기록하 다.

우연히 구간 ≪입언화간≫ 154기를 읽게 되었는데, 괴은의 <내정 중

추절희에 관한 기억>이라는 글에서 “청 광서 22년 병신 가을, 나는 예

부원외랑 겸 이화원전등공소위원직을 맡고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중

추절이라 …… 이화원에서 극을 관람하라는 황명이 전해졌다. 자리에 

앉은 후 먼저 ≪사복≫, ≪만국래조≫와 같은 것들이 연출 되었고, 다

시 몇 분이 지나 ≪천향경절≫의 막이 올랐다. …… ”라고 하 다. 민국 

성립 이후 왕요경이 제1무대에서 다시 연출했던 ≪천향경절≫의 성대

했던 분위기 및 1934년 왕요경이 중화희곡학교에 부임했을 때 또 이 

극을 제자 송덕주에게 전수하여 재차 무대에 올리기 위해 갖가지 노력

을 기울 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318)

317) <觀天香慶節記 (民六)>

“民國六年中秋夕, 至第一舞台, 觀天香慶節, 聞是劇編排, 悉照前淸大內所演, 故欲

一觀其內容. 王瑤卿 王長林, 飾玉兎夫婦.” 張聊公 著, ≪民國京昆史料叢書 第

二輯⋅聽歌想影 ≫,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07-108쪽. (聽歌想影  97-98쪽.)

318) “偶讀 刊≪立 ≫154期, 槐隱<內廷中秋節演戱之回憶>: ｢淸光緖二十二年丙申

之秋, 鄙人以禮部員外郞兼充頤和園電燈公所委員. 時値中秋節 …… , 旋傳旨賞在

頤和園觀劇. 入座後先演≪賜福≫、 ≪萬國來朝≫等戱, 又逾數分鐘, 則≪天香慶

節≫開幕矣. ……｣ 不禁讓我聯想民國後王瑤卿於第一舞臺復排≪天香慶節≫公演

之盛況, 以及1934年王瑤卿於中華戱曲學校任敎時, 又 该戱授予弟子宋德珠再度

搬上舞臺的種種努力.” 傅學斌, <金烏赤兎 宮廷>, ≪人民日报海外版≫, 200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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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왕요경이 지도를 했고, 宋德珠가 옥토, 蕭德寅이 금오, 王德溥가 적

토, 周和桐이 28수 중 한 명을 맡고, 周金蓮, 張金梁, 李和曾, 李金泉, 何金海, 

郭金光, 齊和昌 등의 유명 배우들이 배역을 맡아 열연하여 전통을 잘 보존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319)

1934년 4월, 중화희곡학교가 길상희원에서 연출하는 ≪천향경절≫ 
프로그램에 왕요경 연출, 송덕주 옥토, 소덕인 금오, 희화와 일광 두 동

자는 각각 안배, 28수 가운데 주화동 포함, 모두가 잘 아는 이화증, 이

금천, 장금량 등이 출연한다고 명기하 다.320)

≪ 京 戱單≫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공연의 팸플릿을 보면 공연

10月 13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6-10/13/content_11476572.htm

319) 傅學斌, <天香慶佳節民間有藏本>, ≪中國京劇≫ 2006年 第9期, 文化部振 京劇

指 委員 , 2006, 32쪽.

320) “1934年 4月, 中华戏校在吉祥戏院演出“天”剧的戏单, 标明王瑶卿教, 宋德珠玉兔, 

萧德寅金乌, 羲和、日光两童子各有分派, 二十八宿當中就有周和桐, 大家熟识的

李和曾、李金泉和张金梁等位都有角色安排.” 傅學斌, <漫天星宿演故事>, ≪人民

日报海外版≫, 2006年 12月 8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6-12/08/content_1210277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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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는 4월 12일 목요일로, ≪천향경절≫은 <釣金龜(35

분)>, <二進宮(50분)>, <買家樓(90분)>, <女起解(45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공연 되었으며 총 120분이 소요되는 이 날의 주요 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

다.32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경극본으로 개편된 ≪천향경절≫은 1914년과 

1917년 왕요경이 주연을 맡았던 두 차례의 공연과, 1934년 왕요경의 제자인 

송덕주가 옥토를 연기했던 한 차례, 이렇게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34년 이후로는 천향경절의 공연 여부나 극본의 개편 여부에 대

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후 몇 차례 더 공연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가 없다.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 연기했던 ≪천향경절≫의 화제성이나 인기로 

보아 기록을 통해 드러난 세 차례 공연 이외에도 전승 기록이 끊기기 전인 

1934년까지는 공연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제3절 소결: 전승 단절의 의미

≪입언화간≫ 중에는 중추절에 공연된 응절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

사들이 총 4기 수록되어 있어서 경극 응절희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

을 수 있다.322) 기사에서 언급된 중추절 관련 응절희 극목은 ≪唐王游月宮≫, 

≪賜福≫, ≪萬國來朝≫, ≪四海外平≫, ≪天香慶節≫, ≪胭脂判≫, ≪嫦娥奔

321) 杜廣沛 收藏, 婁悅 撰文, ≪ 京 戱單: 從宣統到民國≫,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4, 77쪽.

322) ① <梨園話  - 內廷中秋節演戲之回憶> (154期 6 ).

② <俠公戲話 - 中秋應節戲> (157期 4 ).

③ <俠公話劇 - 王瑤卿昔排≪天香慶節≫> (314期 5 ).

④ <中秋節應節戲 - 戲碼均含已不甚注意> (314期 5 ).

임미주, <세시 명절을 통해 본 중국희곡 - 잡지 ≪立 畫刊≫ 속 應節戲 자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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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廣寒宮≫, ≪中秋賞月≫, ≪猴王游月宮≫, ≪蕭何月下追韓信≫, ≪東

昌府≫, ≪奔月≫, ≪連環套≫, ≪定軍山≫, ≪打 殺家≫, ≪大英傑烈≫, 

≪南天門≫, ≪花蕊夫人≫ 등 19개로, ≪천향경절≫도 포함되어 있다. 

<俠公戲話 - 中秋應節戲> 기사에 따르면, “중추절 응절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천향경절≫, ≪당왕유월궁≫이고, 그 다음이 ≪항아분월≫, ≪광한

궁≫, ≪중추상월≫이다.”323)라고 했을 정도로 ≪천향경절≫은 중추절 월령

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천향경절≫의 경극 개편은 정통 궁정희가 민간의 경극으로 전수되는 일

련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교적 의미를 갖는다. 박제품이나 전시품으

로 박물관에 보존되지 않고 민간에 살아있는 형태로 보전됨으로써 극본과 

공연, 즉 희곡 전반에 긍정적인 향력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전

통 문화가 현대적으로 계승되는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 희곡의 변화는 좁은 의

미에서는 새로운 腔調가 예전의 강조를 대체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기존의 희곡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되어 지속 발

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324) 

궁정희 던 ≪천향경절≫의 개편과 공연은 민국 초기 큰 반향을 불러일으

키며 관객들의 주의를 끌었으나 안타깝게도 1934년 길상희원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연출과 전승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몇 차례 는지

는 확인되지 않지만 20여 년의 공연을 끝으로 전승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전

통희의 계승 과정에서 ≪천향경절≫이 당시 관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

던 일정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천향경절≫의 궁정희적 

특성이 처음에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천향경절≫에 주목하게 만드는 원인

이 되었겠지만, 시대의 요구와 동떨어진 궁정희의 그림자는 관객들이 더 이

323) “中秋應節戲 要 為≪天香慶節≫､ ≪唐王游月宮≫, 以次為≪嫦娥奔月≫、
≪廣寒宮≫、≪中秋賞月≫.” 陳志明⋅王維賢編, ≪立 畵刊京劇資料選編≫, 無

出版地出版 , 2005, 348쪽.

324) 김명학, <20세기 중국 전통희곡의 계승과 개혁>, ≪中國學論叢≫ 제11집, 한국
중국문화학회, 2001,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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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천향경절≫을 원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천향경절≫ 전승 단절의 이유를 두 가지 측면

에서 추측해보았다. 먼저 20세기 초 새로운 문학을 추구하던 중국 문학계 내 

흐름과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1917년 新文學運動이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봉건의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글쓰기를 제창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공연 분

야에서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본을 거쳐 전해진 서양 연극의 향으로 

인하여 전통극과 차별화된 “新劇”이 출현하 다.325) 

1894년 淸日戰爭을 계기로 청조의 패망과 함께 반제국주의 애국 정서와 

民族主義적 정서가 결합하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리주의를 위한 수단으

로서 ‘ 說’과 ‘희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 중국 전통희곡은 “帝

王 相”에 치우치고, 봉건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현실 생활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고, 고정된 “程式”을 따른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에 새로운 사상을 선전하고 언어와 동작을 통하여 생활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희곡 개량 움직임이 대두되었다.326) 

陳獨秀는 ≪新 說≫ 第二卷 第二期 중 <論戱曲>에서 희곡의 사회적 기능

을 강조하며 전통 희곡 개혁에 있어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 다. 그 요지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희곡개량은) 첫째, 풍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희곡을 많이 편찬해

야 한다. 둘째, 서양의 방법을 채용해야 한다. 셋째, 신선귀신을 내용으

로 하는 희곡을 공연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음란한 희곡을 공연해서는 

안 된다. 다섯 째, 부귀공명과 같은 옛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327)

희곡의 개량과 현대화 작업의 과정에서 내건 기치를 보면 내용과 표현 양 

325) 陳白塵⋅董健, ≪中國現代戱劇史稿≫, 北京: 中國戱劇出版社, 1989, 34쪽.

326) 조득창, <20세기 전반기 중국 京劇形式의 변모양상 연구>, ≪中國語文論叢≫ 
제26집, 중국어문연구회, 2004, 318-319쪽. 

327) “(一) 宜多新編有益風化之戱. (二) 採用西法. (三) 不可演神仙鬼怪之戱. (四) 不可

演淫戱. (五) 除富貴功名之俗套.” 徐中玉 主編, ≪中國近代文學大系⋅第1集⋅第

2卷⋅文學理論集二≫, 上海: 上海書店, 1995, 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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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모두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희곡의 교화적인 효용을 강

조하는 당시의 분위기 하에서 ≪천향경절≫은 주제와 내용 모두에 있어 전

승을 지속시킬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천향경절≫은 천지인을 비롯한 海

底의 신들까지도 모두 무대 위에 강림시키는 명백한 신선극이다. 또한 줄거

리 자체에서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이 다수 등장하는 

만큼 “음란”이라는 기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단원”을 지향하

는 중국인들의 의식에서 주인공들이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결

말은 인기를 끌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28) 부학빈은 <漫天星宿

演故事>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 다.

이 극을 보자면 황당무계한데 옥토와 금오가 어떻게 혼인을 할 수 

있겠는가? 각자의 위치에 안착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329) 

다시 말해 해와 달의 정령들이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설정은 봉건 

시대에는 사회와 우주 질서의 회복 즉 청조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전제 왕권이 소멸된 이후 새로운 사회 분위기 내에서 그 

의미는 희석될 뿐만 아니라 황당하게까지 비춰질 수 있었다. 

실제로 齊如山은 경극 ≪천향경절≫을 관람 후 재미가 없고, 식상하다고 

비평을 가하 다. 이를 보면 당시 ≪천향경절≫의 개편은 궁정희 전통의 보

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극적 재미와 내용면에

서는 흡인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328) 중국 고전문학에서 사용되는 團圓 結局은 大團圓의 結末로 원만한 형국, 화목
한 상태로의 전환, 단란성 회복의 의미가 동반된 소위 ‘해피엔딩’으로 인식되는 
심미 수법이다. 이러한 단원 의식은 중국인의 민족적 특징을 반 한 문화의식
의 발현이다. 오창화, <中國 古典戱曲의｢團圓結局｣論>, ≪中國戱曲≫ 제4집, 한
국중국희곡학회, 1996, 8-10쪽 참조.

329) “此戏看似荒诞, 玉兔金乌如何婚配? 只能各安其所结尾.” 傅學斌, <漫天星宿演故

事>, ≪人民日报海外版≫, 2006年 12月 8日 第13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06-12/08/content_1210277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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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성립 이후 왕요경이 제1무대에서 청대 궁정 응절희 ≪천향경

절≫을 공연하 다. 이 극은 오로지 왁자지껄 할 뿐 정말이지 재미가 

없었다. 특히 여러 명이 토끼 분장을 하고 등장하는데 더욱 고상하지 

못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궁정에서 행해지던 극본이었기에 사람들은 

매우 환 하 다. 나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330)

따라서 이후 제여산이 만든 경극 ≪嫦娥奔月≫이 梅蘭芳 공연 시 사람들

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기록은 극의 창작과 공연이 시류의 흐름에 부합해야 

함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331)

다음은 복식과 체말 등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무대에 소요되는 막대한 제

작비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천향경절≫은 천상 세계의 신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배우가 필요했다. 부학빈의 기록에 따르

면 경극본으로 개편된 공연 역시 기본적인 줄거리와 주요 인물들은 모두 궁

정희 ≪천향경절≫의 원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첫 장면에서 여러 仙官들

과 태양제군, 28수의 별들이 모두 일제히 등장하여 궁정 연출의 위엄을 재현

해냈다고 하 다.332) 즉 민간 극장에 맞도록 아무리 극의 규모를 축소했다 

할지라도 ≪천향경절≫ 공연에는 수십 명에 이르는 배우들과 배우들이 입는 

의상, 사용하는 소품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상당한 연출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다. 민간 극장에서 상업적 목적을 지닌 경극 응절희들이 성행하던 시기

에 ≪천향경절≫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즉 연출 

비용 대비 수임성에 있어 ≪천향경절≫은 상업극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

함으로써 이후 계승에 어려움이 컸을 것임을 말해준다.

330) “民國後瑤卿在一舞臺, 把淸宮中應節戱天香慶節, 給排了出來, 但此戱, 熱鬧只管

熱鬧, 實在是沒甚麽意思, 尤其是扮上許多兎子, 更覺不高尙, 然因是宮裡頭的本

子, 大家也很歡迎, 我則很不贊成.” 齊如山 著, ≪齊如山全集 第四冊⋅戱界 掌

故⋅嫦娥奔月≫, 臺北: 齐如山先生遗著编印委员会, 民國53(1964), 2400쪽. (戱界

掌故 84쪽.)

331) 齊如山 著, ≪齊如山全集 第四冊⋅戱界 掌故⋅嫦娥奔月≫, 臺北: 齐如山先生遗

著编印委员会, 民國53(1964), 2401쪽. (戱界 掌故 85쪽.)

332) 傅學斌, <天香慶佳節民間有藏本>, ≪中國京劇≫ 2006年 第9期, 文化部振 京劇

指 委員 , 2006,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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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천향경절≫이 경극본으로 개편되고, 전승되는 일련

의 과정에서 민간의 응절희 형성에 끼친 향력을 절대 간과할 수는 없다. 

줄거리의 우여곡절과 골계미는 서사성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연출 방식은 분

명히 당시의 민간 극단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이후의 응절희 극목이 형성되

는 데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천향경절≫이라는 극목이 후대에도 

여전히 회자되며 중추승응희의 대표작으로 손꼽혔던 점은 ≪천향경절≫이 

풍성한 볼거리라는 콘텐츠로서는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민국 시기 궁정희 공연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향경절≫ 자
체는 대단히 매력적인 극목이었다. 하지만 궁정의 가치와 민간 가치의 괴리

와 불일치로 인하여 상업적 공연물로서는 효용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었던 

간극의 발생, 이것이 바로 ≪천향경절≫의 전승이 지속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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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대 궁정희 ≪천향경절≫을 다각도에서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 판본들을 검토하고 텍스트적 의미를 살핀 후, 민국 시기까

지의 전승 상황을 통하여 ≪천향경절≫의 희곡사적 위치까지를 추적해보고

자 하 다. 특히 극중 인물 간의 갈등을 분석하여 극의 의도를 도출해내고, 

무대 연출에서 확인되는 공연 예술적 특징을 아우름으로써 ≪천향경절≫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 다. 

≪천향경절≫은 궁정대희로서, 그 규모와 내용이 지니는 독특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인본이 출간

되고도 다시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첫 연구가 시도되었고, 이후로도 국내외

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은 ≪천향경절≫의 무대 연출에 관한 졸고를 비롯하

여 세 편에 불과하 다. 아쉽게도 나머지 두 편 역시 줄거리와 음악적 차이

에 따른 판본 비교에 치우쳐 있어 ≪천향경절≫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에 필자는 ≪천향경절≫의 가치를 밝히기 

위하여 문본의 실제와 삼층대희대를 활용한 공연 양상까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 고, 이에 ≪천향경절≫의 전체적인 면모와 내재된 의미 지

향을 밝히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현전하는 ≪천향경절≫의 판본들을 조사하여 음악과 형

식에 따라 계통별로 분류하고, 텍스트 내부적 표지들을 비교하여 각 판본들

의 선후 관계 및 갈래를 정리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천향경절≫이 

건륭 연간의 중추절 및 중추절 이틀 전인 건륭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목

적으로 처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 다. 또한 여러 판본

들 중 가장 이르고 완정한 형태인 ≪곤익국도본≫을 본 연구의 저본으로 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선정한 ≪곤익국도본≫을 저본으로 삼아 ≪천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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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극적 구조와 인물 형상을 분석하 다. ≪천향경절≫의 주요 등장인물

인 옥토-금오-적토는 각각 天界의 神物과 人界의 瑞獸로 신화적인 인물들이

지만, 각각의 욕망이 발현되면서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일탈을 감행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일탈은 예의 기본인 ‘혼인’의 추구로 귀결되

고, 결국 누구와도 맺어지지 못한 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이 궁정희인 ≪천향경절≫이 당시의 다른 재자가인극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성은 결국 우주 질서의 회복과 

황제로의 복속이라는 ≪천향경절≫의 큰 의미 지향을 뒷받침하는 장치임을 

발견하 다. 

다음으로 면전국과 섬라국으로 이야기가 전이되며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

에서는 그 화두가 ‘조공례’라는 점에 착안하 다. 작품 속 인물들과 공간들이 

뒤얽혀 갈등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천향경절≫이 황제에 대한 의례로 회귀

하는 중심에는 ‘중화’를 표방하고, 대일통을 지향하는 청 황족들의 이데올로

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 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내용을 이어 다양하고 복잡한 인물들 간의 갈등 양

상이 실제 무대 위에서 어떤 식으로 연출되었는지, 그러한 연출이 가지는 의

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 다. 먼저 등장인물 수의 증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연 공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체말의 증가와 무대 활용의 유

동성을 들어 삼층대희대에서의 무대 운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해보았다. 세부

적으로 이루어지는 변신술, 조명 기술과 같은 특수한 연출 기법 등 ≪천향경

절≫의 무대연출은 모두 극의 觀賞性과 재미를 배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들로서, 이는 청 황실의 막강한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황제의 권력

과 신성을 담지해내고자 한 이데올로기적 소산임을 지적하 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건륭 시기를 시작으로 150여 년의 공연 역사를 

가진 ≪천향경절≫이 청조 멸망 이후 어떻게 개편되어 민간으로 전승되었는

가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변형된 궁정희로서의 특성이 지니는 장단점을 

분석하 다. 왕조의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궁정희가 민국 시기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계승, 변화, 도태되는 양상은 텍스트로서의 문학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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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물로서의 희곡의 역할과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다. 

≪천향경절≫은 궁중 예인이었던 왕요경에 의하여 민국 초기 경극으로 개

편되었지만 공식적인 공연 기록은 세 차례로, 구체적인 전승 양상에 대해서

는 더 이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국 시기 개편된 경극본 ≪천향경절≫
은 청대 궁정희의 면모를 보존하려는 전통 계승 의식을 내재하면서도 궁정

희 극본과 달리 더 다양한 인물들을 투입시키고, 더 많은 골계를 추구하 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공연되지 못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

다. 첫째, 민국 초기 민중의 계도와 교화를 강조한 희곡개량운동의 기치와 상

충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을 가능성이다. 둘째, 궁정희로서의 면모를 간

직한 ≪천향경절≫ 공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을 충당하기 위한 대량의 제작

비가 필요한 만큼 상업성을 우선으로 하는 응절희 공연에서의 효용성은 떨

어졌을 가능성이다. 즉 궁정에서 추구하던 궁정희의 가치와 민간의 상업 극

장에서 요구하던 극 공연에 대한 가치의 상충은 ≪천향경절≫의 전승을 어

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 필자는 ≪천향경절≫ 판본의 비교와 갈래 정리, 저본의 확정, 작품 내

부 인물의 형상과 세 한 갈등 구조 분석, 실제 공연 양상, 민간으로의 계승 

및 공연 중단의 원인 분석 등의 작업을 통하여 ≪천향경절≫ 텍스트의 전반

적인 면모와 가치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는 전승이 끊긴 ≪천향경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극의 공연사적 의미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

의 역시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고는 ≪천향경절≫이라는 한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느라 다

른 궁정희와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 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좁

게는 여타 중추절 관련 월령승응희들과의 비교, 나아가서는 이 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여타 궁정대희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궁정희를 관통하는 일련의 

체계를 좀 더 면 히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마지막으로, 궁정희 수초본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원본을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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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가 많아 텍스트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연구 환경

의 내부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궁정희 중에는 작자와 저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이외

의 原텍스트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소장 기관들의 협

조로 문헌의 실물 확인이 용이해져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가 좀 더 원활

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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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urt Drama 

≪TianXiangQingJie≫ in Qing Dynasty

Lee, Hyun Jeong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raits of literary and performing arts on the Court 

Drama ≪TianXiangQingJie≫ in Qing Dynasty. 

≪TianXiangQingJie≫ is distinct from other Court Drama in terms of their 

volumes and contents. So it can be a representative sample including different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urt Drama. 

≪TianXiangQingJie≫ used to play to celebrate the Emperor or Empress 

Dowager’s birthday in Mid-Autumn Festival or early winter. This drama was 

composed of 16 Acts in contrast to other common Court Dramas in Season, and 

showed a large scale of performance using the three-floored stage. 

≪TianXiangQingJie≫ is unique in many ways, which borrows mythological 

motif like ‘Sun and Moon story’. There are three main characters who n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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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hare―Gold raven―Red hare’. They are mythological characters who 

represented the world of mortals and immortals. But, they tried to deviate from 

getting out of their position. However, ironically deviation is concluded 

‘Marriage’ which is basic of Chinese courtesy, they were not cemented by love 

and go back in place. Three main characters are located under the male and 

female relationship. Man and woman’s affection is harmony of ‘Yin(陰)’ and 

‘Yang(陽)’, and a character shape of ≪TianXiangQingJie≫ put together not only 

man and woman’s love but also unity and concord of whole universe.

In addition, by drawing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state of Burma and 

Siam, the story is more complicated and become more voluminous. Moreover, a 

acute tension among the three main characters and their conflicts spread between 

Burma and Siam. But their conflicts are united through paying tribute to China 

from heaven and countryside in remembrance of Mid-Autumn Festival. In other 

words, Emperor of China who represent the world, solved all conflict and 

establish “Great unity”.

Next, these inherent messages of ≪TianXiangQingJie≫ are visualized using 

actual stage direction. Like increased characters and real props, flexibility of the 

three-floored stage, transformation skill are realistically reproduce a whole world 

containing the world of mortals and immortals. This huge scale stage direction 

needs a lot of financial support, so it naturally symbolizes Emperor’s authority 

and sacred. In particular, from a memorial ceremony for moon before beginning 

of this Court Drama function as not only just a entertainment and amusement but 

also a ritual.

After the fall of the Qing Dynasty, ≪TianXiangQingJie≫ was played only 

three times in 1914, 1917, 1934 by WangYaoQing(王瑤卿) at commercial theater. 

At that time many audience expected to see the Court Drama in person, but after 

then ≪TianXiangQingJie≫ did not succeed continuously because of limitation of 

period and environmental change. In other words, it proves firm and ob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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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nherent in ≪TianXiangQingJie≫ as a Court Drama. 

Keywords: ≪TianXiangQingJie(天香慶節)≫, Qing Dynasty(淸代), Court Drama

(宮廷戱), Mid-Autumn Festival(中秋節), Qianlong Emperor(乾隆帝), 

Empress Dowager(皇太后), White hare(玉兎), Gold raven(金烏), Red 

hare(赤兎), The state of Burma(緬甸國), The state of Siam(暹羅國), 

Ritual( 禮性), Great unity(大一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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