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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問題提起
目連戰눈 큰대 초71 까지도 여전히 극단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눈 홍
행력 있는 공연으로 자려잡고 있었다. 불혼 홍행의 覆面에논 佛敎라는 異文化
의 수용과정과 함께 문화사업에 대거 푸자했던 商A의 학문에 대한 콤플백스，
그려고 祖t榮拜와 癡病 퇴치라는 실질적인 수요 풍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어
왔떤 여러 요소틀이 복합적요로 얽혀 있다， 이 글의 초점온 이례한 문화적 흥
행올 야기했던 요소와 그 혐성의 메커니즘올 탐써하는 데에 놓여 있다. 현재

目連戰는 몇 번외 변신을 거쳐 佛敎가 中國에 잘 정착했훗이 중국문화에 생꽁

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문학 면에서는 傳奇라는 형식울 벌련 最f효篇 敵曲으로
기술되고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총례에 職曲댔에서 이것을 ‘最長篇 職曲’ 혹온 ‘수준이
낮은 民間戰曲’으로 규정하였떤 원인을 되짚어 보변서 발출되었다. 이려한 규
정은 꽉본에 대한 지식을 포때로 추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말하자면 극본이

란 장기간 꽁연퇴는 목련회블 판함한 후 그 내용을 옮겨 적는 방식요로 작성된
것으료 보인다. 그래서 誠字層의 기호른 고려했다고 할지라도 민간공연 01 가지
는 적나라한 面面윷 그때좁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篇福은 킬변
서도 識字層이 즐겨 얽떤 체반 傳奇작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준이 낮아 보이
는 껏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각올 딴순히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생도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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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극본과 공연과 가지논 상관판겨l 룹 고려하여 그것의 형성과정에 깊
이 개입하고 었는 종교적 배경과 Rl램聚屬로서의 특성을 포착한다변 좀 더 적

절한 팽카흘 내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담連戰뜰 f륙間의 察嚴와 연극， 그려고 이데올로71 가 하녀의 실 ;;.1J 에 칩약원
일종의 문화적 복합체토서 조망합}논 작업은 그 자체의 본래적 변모를 살펼 수
있올 뿐 아니라， 이와 유λ}한 형태의 察蘇 行事에 디l 한 재혜석외 71 회률 제꽁

한다는 。l 점。l 였다. 현재 판점에서 보면 顧曲과 비슷하지만 그것올 거 õ~ 하는
목적과 가능은 바포 察嚴인 복련회에 대해 최근 몇몇 연구자룹온 짧R짧 IJ의 개

냄올 부여함으로써 그것의 행흉式으로서와 면모볼 부각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환고에서는 아로부터 한 갤옴 더 냐아가 중국 敵f빼史에서 뚜렷이 밝혀지지 않

은 빈칸의 팡연예숲이 행성되는 과정과 그 문화적 와미를 추활}는떼 주복하
고차 한다.

우선 극본 위주로 진행되어온 기존 연구의 한계틀 보완<5~는 차원에서 공연
과 극본이 전략적으로 결합한 메커니즘과 그로부터 생성펀 合íí:의 상승효과얘l
주복할 훨요가 있다. 야는 꽁연과 극본의 차이룹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이
를 형성한 이변의 배경올 고찰히-웹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살체얘 때한 양면
으로서 兩者가 어떻게 結挑하여 왔는지 살필 적에 目連徵의 찬쩡한 문화적 의

미와 가치가 드러냐려라고 본다'. 01 흘 우l 해 우선 몽련회에 접근종}는 시각윷 크
거1 는 공연과 극본으로 대별하고1) 그로부터 다시 꽁연 내부와 연극과 의식이

킬항동}는 관계로 분별하여 고찰할 것이다. 그려고 떤국펴- 여식이 낄항하변서
처음어] 불교의례인 5탔蘭찮줬뿜)어1 셔 출발한 복현회가 불교와 수용과정에서 도려

1) 목련회와 관련환 자료는 직계자료만 100여 종을 념고 합꺼} 공연되거나 편입된 방채
자료까지 합산하면 300여 종에 닫한다‘ 본고에서의 목현회에 관련왼 자료블 다루는
방식은 크거l 기록자료와 공연자료로 분류종}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록자료에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혜스특 가령 콸경， 變Jt，~행卷， 흉1 곡극본파 이에 대한 비

팽분야 포함흰다 공연자료표는 전통문화보존갱책에 따라 80년대에 각 省의 x1t局
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재연한 目連戰 비디오터1 0 1 프외· 필자가 2000 년과 2001 년
현지답사에서 직접 관함， 녹화한 비뎌오자료 그리고 배우 렛 관람3]-， 연구지륜 인터
뷰한 자품 쭉 꽁떤어l 때‘한 검상과 소개가 포합원 c}.

2) 굶蘭益은 {몇tll縣 즉 ‘커꾸로 매달려다라는 외미와 산스크려트 avalambana 에서 바뀐
ullambana의 音譯이다‘ 즉 자손이 끊겨 공양을 받지 못히는 死者요l 혼용 나쁜 곳에

떨어져 거꾸로 매닿려는 고통을 받는따고 하는데 이들 혼애 음식을 바쳐 괴로워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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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성격변이의 J영향에 맞추어， 결국은 띤강 종교적인 공연행사포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고자 한다.

공연과극본의 문제를 다루는기본적인 입지는공연。l 극본보다변저 시작훤
것인지 아나변 극본이 먼저 제작되고 냐중에 꽁연원 것인지에 관한 시기적인

先後문제와， 극본은 공연의 때面을 반명하는 것잎지 아니면 극본은 공연의 일부
를 문자로 담온 것인지에 관한 包括關係 위에 놓여있다 이려한 논의는 극본과
팡연의 옮抗 관계에 유념하다가 시작훤 것으로， 孝라는 융리를 大義名分으동뭉 하
논 극·본이 공연실황에서논 어떻게 참여자에께 감정의 博化룹 일으키는 한바탕
의 축제로서 기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일견 딸라 보

이는 극본파 꽁연을 같온 실처l의 양면으호 인식하고 그것올 다양한 시각에서
접끈히}는 작업은，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기록자료와 꽁연자료에 대한 연구가 서
효 유려회는 상황을 보완하고 양자간의 소통파 이해과챙을 거쳐 그 사이에 촌

채i5}는 생·관성을 밝히논데 도움윷 좋 것이다. 이것은 古典敵曲올 연구하는 일반
적인 뱅법을 그대로 目連戰에 적용하여 딴본비교나 국본분석에 그치지 않고13)

目連職의 꽁연이 미미하게냐마 보폰되어 있는 점올 살려 공연예술로부터 발견
활 수 있는 사항올 선행하는 연구생꽤·에 보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친다.
혼융 구한다눈 예로부·터의 민간신양이 불교와 습합한 것이다. 여룹 修行올 따치는

1쏠인 7 월 15일， 엽쪼씩 날에 행하는 ”灌會와 결부훤 것인 듯하다. 일반에게 널리 알
려친， 目連이 熾짧i흩어! 빠져 있떤 생모으1 명혼을 워해 불Ej-에게 구제찰 챙했다는 내
용이 《佛說굶톰U&￥짚§어1] 7] 콕되었다. 중국에서는 538년， 짧武帝 大!司 4년에 同컸칭E끊이l

서 거행한 굶뻐益鷹7t 전숭훤 最古의 기콕아며 庸 초7] 에는 상당히 ·유행하였떤 것으
효 전해진다.

3) 여기에서 극본올 분석한다는 의미는 반도시 賞白야나 P昌詞부분을 한 끓자 한 글자
사례보 들변서 윤색된 부분옳 가펴내는 작업융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분고
이}서 지적한 꽁연과 극본의 차이는 寶白과 P밟히의 변형부분과 같은 可視t애인 데에
있가보다논 오히려 극본온 문자이고 꽁연은 똥작이라는 처l작상의 근원적인 차이로부
터 오는 情動적인 l:~]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셜I성하면3 극본응 y.~字륜 까지고 보여주

는 여러 행태의 71 숨， 즉 뺏字의 비슷한 字形끓 화두로 삼는 대회?나 可讀性윷 염뚜어l

둔 홍마로운 논려천게에 주의하여 제작뤘다‘ 그련넥l 꽁연윤， 그 거행와 목적올 ·우려
없이 딸생해야 한τ}는 외무감과 야륜 워한 주술적이고 긴장감을 고조사키는 분위기
에 주의하여 진행헨다. 兩者가 보여주는 이러한 f파調 상외 차이는 비단 복련회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關敵로 대변퇴는 전똥시기 민간의 공연 및 콕본이 꽁유8}논 륙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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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아 복련회 연구에 있어서도 兩者룹 연계하여 조망하는 작업이 활성화되

지 않았기에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극본펴· 꽁연을 함께 자료로 다볼 쩍에 그

날날의 폐異點올 밝히기보다는 제작 복적파 같은 차이틀 베태시킨 이면와 행
성배경을 고려해야 송}는 이유률 설명하였다.
다읍온 연극과 魔풍에 판한 문제후 의식이 연극에 삽입된 것인가 아니면 연
극이 의식의 형식을 때채하는가에 대한 고번으로부터 출발훤 시안이다. 만약
외식에 비중을 푼다딴 겁運嚴는 종교문화 연구의 대상으료1 문학적인 표현올
가진 극본에 벼풍을 둔따면 문학연구의 대상으포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보롱은
후자의 휴딴에서 문학 장월에 포함되는 연극으로 간주해왔으냐 설지 현장초사

에서 발굴된 실상은 도리어 연국아라겨보다는 의식행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도려냈다.
옥련회는 출판원 극본을 기준으로 보면， 71 봐 명청 傳奇가 50觸 。l 하얀페 비

해서 100關이 념고 宮廳戰외 경우에논 200蘭이 념을 만폼 장편이다. 공연시간
은 보풍 3 일이 소요되지만 반드시 극본윷 전제로 하지 않·는다변 일주엘 혹은
반딸이나 한 딸로 공연기간이 늘어나눈 ;경우71- 많다. 관객와 판랑목적도 딴숨

히 문화적인 욕구를 충쪽시키는 오락으로서의 연극이라기보다는 聚驗롤 치내
논 목적으로 거행되는 종교성아 강한 연극이다. 그혜서 일반적으로 敵曲벚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극본의 구성이라든가 體例 풍 그 언어적인 흑변반 가지고 분
석하는 작엽으로는 全鏡뭘· 파호태}기 어려운 것이 λ많。i 다. 그련 의미에서 푸

엇보다도 담連願리쉰 것은 단순한 문학장·료와 하나로서 공연되는 것야 아니라
문화사 전반을 포팔송}는 하나요} 簽優로서 꽁연이 되었디터존 챔어l 주목할 펼요
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목련회가 짧嚴에 공연이 포함된 상꽤에서 공연에
제의까 엘부로 삽입되다가 결국 제의와 공옆이 꺼의 일치되어， 외관상으i료는

연극인데 사실은 聚鐵라는 데에 초점올 맞추고 있다. 실제로 공연이 보여주는
祝求信따 ·행사로서의 주술적언 셉격은 忠孝節義틀 강조종}논 극본과 일견 상치
되어 보인다. 그러나 국본이 형성왼 이변의 배경에 주목헤브면 그 발생의 맥락
을 집작펠 수 있다. 그리고 공연 중에도 재언적인 제시콸 때신송}논 공연과 공

풍처}의 7j'安윷 치원종}는 행사룹 대신종}는 공연， 그려고 非천문 닥탄과 전문 극
단-야 벌이는 꽁연 풍 내척으로 세분원디는 사실윷 감치하거l 환따.

그렇다딴 목련회흙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二L i갱생파청의 메커나츰윷 규

目連敵 형성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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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송F는 작업은 분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극본과 공연을 풍시

에 조명하운 빵법올 통해 복련회와 진실한 연표를 추적히·는 작업은 어떠‘한 와
의블 지냐는 잎인가. 목련회논 전국적으로 유행되었던 전종시기의 인기를 입종

하풋이 현재 각지의 地方戰어l 포함펴어 있으며 南敵와 雜劇외 장연을 설명할
수 었논 曲牌와 깥은 失{專 자료를 보유하고 있바는 이유로 쭈목받고 있다- 그

것이 천국적으토 유행되었던 원인온 무엇야며 도대체 어떤 회미률 가친 행사
였떤 것일까. 이려한 의푼은 孝이데올로기와 같이 불교가 중국에 정책}는 과
정에서 불쿄저l 에 요구되었떤 사향을 접경하눈 작업으로 이아지게 된다.
목련회논 불교이야기과는 관념이 강해서 대다수 흉f究者블은 언처l 나 불교의

입장에서만 문제에 접근해왔다 그련데 외견상으로는 불교와 색채가 강하더라
도 그 내변에는 簡敎으l 倫理 및 避敎의 神格뿐 아니라 민간에서 거행되논 蘭體
와 觀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현상온 혼히 E즈敎合-이라고 설명되논， 불교
가 중국화하면서 본래의 면모 안에 중국에 이며 존채하던 여려 종교 및 관녕옳
홉수하면서 적웅'Õ"t는 과정， 즉 異~X化 수용으1 천형적인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젓이다. 불교논 그 수용과정에셔 당면한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워해서， 유
쿄윤려롤 표E방하여 친숙합융 부여하고 이며 습판적으효 꺼행폐는 道敎嚴禮룹
통해 。}젤감을 완화하며 文홉올 대상으로 포쿄활 수 있논 공연의 형혜콜 차용

하였고 그것올 통해 이질감올 주는 불교의 來世觀과 修善， J껴德， 爾와 같은 난
해한 개냄올 이해시꺼는 방식을 시도했떤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눈 목련회
형성의 내면적인 머l 커니좀올 이러한 관점에서또 유추하였는떼 가젤의 타당생
은 본문의 논구를 통해 겁종펼 것이다.
目連做와 강은 놀이문화논 본래 통양에 존재하떤 행사로， 근대 이전까지는
상당수가 전송퇴면서 기총의 정신문화콜 쪼생하였다. 그려다가 근대에 미신따
파라는 명분 하에 대부분 소실되고 口陣x學이라는 연구대상으로 범추가 축소

펴었요나 활력적이었떤 전통문화에 대한 꾸조적인 첩근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目連歡에 며1 한 인식외 범위‘플 공연예술로 확창시켜 그 結合
性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연극으로 와식융 대신하는 허다한 중국 연행와 본질
을 이해동변 떼에 한 경읍 다가서려 한다.
연구상황을 간략히커l 갱언하면1 꽉련회는 民國 시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근대

적인 학문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냐 文黃으로 인해 별다른 성고}룹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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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따가 1980 년대부터 尋根文學4) 어l 떼한 관섬이 고조되면서 원간문화를 발
꿀종}는 작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추셰블 라고 目連職를 채록하고 극본
을 홉딴송}논 일만휘 성과가 이루어지가 시작한다. 지금까지 복련회에 웬한 연

구는 첫째 발생 및 판본과 관련훤 시·항을 규명"ð}는 작엽이 연구의 초기인 1920
년대에 진행되었고， 둘째 기록자료인 蠻文과 극본의 내용을 분석홉}는 작엽은

현지 조사가 활성화되기 직천까지 주요 연구동향을 이훈다， 셋째， 꽁연이 되었
다는 기록과 생존 배우의 총언을 토대로 실체흘 발꿀하여 공연융 、再演하는 방

삭은 80 1녕대 말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중국율 중심으로 다l 만， 일본， 싱가포르， 미국 풍지에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왔는데， 한국에서는 史在東이 이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로서 目蠻찢
의 小說 까치를 규명하고 失傳훤 目連文化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작
년에 目運戰 학술대회릎- 개최하고 그 성과를 《굶蘭짧爾와 目連傳쳐종의 문화사》
로 출간하였다. 張箱鎭은 파려에서 불교외 孝와 관련원 연구로 박사학위릅 받

온 뒤 目連文化에 대해 꾸준한 관십을 피력하고 았다. 目連이야71 의 원형으로
추청되는 내용윷 팔려어본에서 벌견하여 그것이 印度에서 전래되었다는 사실

올 검중한 접은 추목해야 활 작업이다. 최큰 그외 《덤連說話新論}01 깐행되었

다‘

2. 휩連購 형성펴 메커냐좀
1)

이야기의 형성

目連熾에 보El 프를 지1 공한 佛經 이야기는 간단히， f曾{呂인 아플이 지옥에 빠

4) 황根文學 : 1985 년을 전후모 阿城 韓少J)]， 鄭萬隆， 짧F義 풍이 운학은 E린族의 {핍統文
{t에 뿌리를 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창한 운학 조류다. 西歐로부터의 橫的 利

植에 대해 반발하면서 民間 빛 土짜 文化어} 관심을 ;;"1 윷였고3 近f재生에 대환 재검토
를 주창하였다는 접에서 의띠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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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어머니블 구효}논 방도룹 찾는 내용·요로 되어 았다. 여기에서 아룹은 구원차
이고 어머니는 종교적으로 냐약한 罪人으로 설쟁펴어 었다， 5) 총 792글자인 불

경외 간딴한 이야기 구조가 變文올 통해 이송파 저숭의 체계를 구비하면서 분
량이 중폭되고 내용이 다ocf송”지는 꾀캡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껏이 明代에는

불교의 색채가 약해지면서 꽁연 중에 이미 흥행성이 검증펀 온갖 雜技 빛 小職
룹 수·용함으로써 한바탕의 놀이문화릎 형성송}는 것이다. 이려한 변천온， 불경

에 실련 하나의 이야기가 變文이라는 형식을 벌어 웠專로서 확장되고， 그러한
변용 형태가 다시 서사적 체계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성격을 생성해내는 일련
의 꾀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그 구성월 보면， 처음에는 지옥에 떨어진 아머니룹 구할 방또블 문의

하는 딴순한 서사구조로부터 출발한다. 그려다가 점점 인불이 종확되고 공간이
구체화며 시간도 일대기률 포팔하논 식으로 구조가 복잡해친다. 예률 들면， 아
버지와 아촬을 중심으로 직계가휴이 행성되거나 어머니 주변으로 외척이 생겨
나면서 家門의 족보가 완성되는 것이다. 혹용 작품의 배경안 저숭과 이숭이 분
할되면서 神格의 제보도 아옳퍼 정랩된다. 그래서 애초에 중싱지위에 놓여있었

던 tt母 모티프는 상대적요로 중요도가 약해지고 이후에 삽입훤 時空 빛 인불
을 툴러싼 내용에 비중이 실리는 경향융 보인다.

구처l 쩍으로 變文에서는 增{댐인 目連尊者에게 羅 l、이라는 出家 전의 兒名이

5) 기존의 孝子譯을 창조한 결과로 보이는 惡母와 孝子라는 설정 01 전반적인 정서에 크
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흉행에 성공한 사례로는 川!則 目連職가 좋은 종거뎌: 천극에
서는 주인공이 아들애서 어머니로 轉移퇴었으며 채복도 目連記가 아니라 《劉四興》으

보 바뀌었다 어떠나인 劉휩握외 인간적인 측면이 호감올 주면서 견국에는 최고 주
인공으로 상숭시킨 것이다. 당위적이고 종교적인 目運보다눈 보다 인간적이고 본농
쩍인 짧l늄탐提가 심정적으로도 찰 이해되고 자신과 황일시하기도 쉽다. 따룬 지역에서

도 작품의 저l 목운 바뀌지 않았지만 目連보다 그 어머니에게 비중읍 두는 추세는 동
일하게 발견완다， 일례로， 2000년 8 월 3 일 펠자가 직점 四川 鷹洲 지역에서 판함한

턴連職에서조차또 그것이 이미 무대극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텀連으포 분한 배
우가 나오논 푸분에서는 편중이 좁기도 하고 차륜 마시면서 사교에 열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송}는데， 웬탄 劉않가 우대에 오르변 그녀외 P업에 뀌룹 기울이고 그녀가 워
험한 雜技동작을 하면 숨을 쭉이고 관람하는 태도휠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아주 확
연하거l 나라나지 않더라도 우선 目連운 꽁연 내내 한 사랍이 담당하는 반변， 劉民는
강각 P昌과 雜技에 웅한 두 명의 배우가 딴락옴 니누어 연기하게 하는데 이컷윤 劉J;"E;

가 콕 홍;행의 관건임을 반종핸 사례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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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고 어머니 生前에 함께 지내는 장딴이 첨가된다a 여기얘서 그논 外地어’
장사하러 냐가는 客때으로 풍장하고 있으벼 어머니와 혜목이 불교에서 금지하
는 開輩6)을 했기 때푼이랴는 사질이 밝혀진다. 구체적으로 딸라진 사향을 지적

하면 첫째， 불겸에서는 경효蘭益올 통한 救度를 암시하고 말았다면 변문에서논
어머니가 戰鬼가 된 이유와 아둘이 出家한 원인이 밝혀지고 死後의 苦痛과 救

度의 결과까지 여실히 보여푼다 풀째， 出家콜 기점으로 羅 F 파 덤連이라는 이

륨을 구별한 것은 印度佛歡와 구별되논 중국불교의 특성이 반영된 부분이다
셋째， 활경에서는 目連이 어머니의 고통스러웅이l 놀라 救度률 위한 방밥을 찾
다가 부처어l 거l 解法을 얻고 기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좀결훤다. 반변어| 變文
에셔는 시작õ}는 시점에 바로 õt블문과 지옥문이 열려논 날 거행퇴는 굶蘭益
購7} 통장하면서 救母 모E1프가 처1 시된다，7) 넷째， 공간은 職鬼휩애 국한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걸복얀 奈河와 허다한 地績공간， 그리고 天上요로 확때되
며 주얀꽁은 그 간의 경계를 자유홉게 념나돈다. 불허훤 경계틀 념논 풍행원은
바로 世尊에게 벌펀 錫校이 대신하며 작품의 전 공간도 世尊얘 의해 기획， 조
정련다. 다섯째， 불껑에서 어머니는 원래 驗鬼로 풍장했고 환생은 실현올 전제
로 할 뿐 암시적으로 총결되었떤 것어l 반해， 變文에서는 사후에 地澈으로 떨어
졌다가 아틀의 孝11폈w德으몹 戰鬼로 移轉되는 이띤의 과정아 밝혀진다. 이제

어머니는 깨외 봅을 벌어 이숭으로 돌아오고 大乘經典을 열심히 轉調한 이·툴
와 功德어! 힘입어 따시 여인의 몸으로 환생한다.
01 와 같은 표면적인 변화의 深層에 자려하고 있는 차이로 이야기의 비종 문

제를 둡 수 있따. 여l 툴 툴어 불정에서는 興理를 찾기 위해 부처플 만나고 그르
부터 해답을 얻어 깨딸음에 이르눈 문팝을 통해 정통교리를 해설농}는 더}에 증

6) 開讀에서 짧외 原錢는 냄새나는 매운 채소이지만， 佛敎에서는 開輩의 외미를 육식j

7)

측 버릿한 냄새까 나는 것을 벅는 행원로 정의하고 있다. 탐連敵에서는 閒讀아 개고
기 둥을 먹는 행워토 사용되었다.
가령， 불청에서는 目運尊격왈가 世尊에게 어머니촬 구할 빙-도를 묻고 그에 폐한 해답으
로 굶뼈짧薦가 처l 시되는 것으로 끝단다. 그려고 변문은 불경에서 해담으로 엽은 효효
蘭益짧를 실행힐}눈 것으로 씨작련다 쪽 불청에서는 짧7r 추상적으표 제시훤다면 변
운에서는 실전적인 사례로 전환하눈 모즙을 보얀다. 이것은 tz母라는 모티프뜰 꽁유

하면서도 하냐는 방법을 질풍하고 하냐는 방법을 실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접에
서 샤설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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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뚜고 있다. 사실 굶蘭삶薦니· 目連에 관한 내용은 교리를 설명동}는떼 사용·
되는 수단에 활과하다. 그떠나· 佛이 ’많尊으로 바뀌는 變文에서눈 굶蘭효짧가
기정사실로 제시퇴고 救度에 대한 해답을 으] P] 하는 추상적 인 방법론이 아나려
덤連이 oþ7] 차체가 蘭讀블 위해 존재하7] 때문에 모든 것이 의례률 설찬송}논

것올 중심으료 전개펀다 0] 것은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점인데， 救

짧}는 모티프논 버록 원치하떠라도 그것을 대하논 방식과 서술송}는 관챔이
변화함에 따라 敎理에서 勳훌로 비중이 옮겨가논 현상올 보인다. 회곡으로 가

기 전얘 변문에 이미 이려한 의례 중심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었음읍 지적할 펼
요가 았으나 이 oþ7] 의 형성을 추적하는 궁극적인 폭적은 어려한 중심의 轉移

를 포착하는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경에서 變文으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패원을 쟁려해보면， 시짚(fact)을 단순

하케 나열하던 딴겨l 에서 이제는 사실 사이(between facts) 에 살을 불여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됨을 얄 수 았다. 예를 뜰면 (1) ‘어머니가 戰鬼에 았는’ 상황이
처읍부터 주어지논 불경에 비해， 왜 그녀가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 지옥은 어떻

게 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치는지에 대해 因폈의 논리에 따라 원언을 제공하
고 그로푸터 사이의 숨은 진실‘융 밝혀댄다. ‘어머니는 惡母’라는 단순한 진술올

념어서서 왜 惡母인지 어떤 행동을 惡으로 규정효}는지 제시함으로써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善惡의 깨냄율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 ‘ R 連용 和尙’
이라놓 친슐에 대해서논 출가 전의 그의 생애와 兒名인 羅 |、을 부여하고 출가

하게원 원인올 논리적요로 밝힌다.
敵EIíI으로 오면， 여기에 다시 다양한 J.L소가 삽입되논데， 우선 아버지인 傳相
을 풍장시켜 아옳융" fi향羅 |、으로 설쩡하고 같은 傳姓윷 까진 조부

종쪼부틀· 새

로 캠부하여 {행家의 族짧를· 형성한다 그려고 博家와 婚約을 맺는 환겨l 인 헬쫓家

흘 설정하고 羅 F 의 약혼녀로 뽑家의 여식인 뽑賽英‘을 위치시컴요로써 자연스
럽게 뽑F:; 家門이 작품에 따라 툴어온다， 어머니의 이름도 劉I雷提로 확청하고
그녀에게 劉賢하는 남풍생을 부여한다 그 남통생은 典當業어l 총사하고 있으며
아촬 劉j龍保가 있다. 이러한 접총적인 딴화는 目通熾가 여핵 지역흘 거치면서
꽁연돼는 과정에서 姓B;;룹 중심으로 모여 사는 전통사회의 면면올 홉수한 컷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기봐 희곡에 관한 논구논 3) 戰와 형성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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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외 형성
。l 송과 저송， 그려고 저숭으로 가눈 김과 天上이라논 다양한 장소가 번갈아
가면서 셈連戰의 배경으로 활용되는더11， 본고에서논 공간의 확장이라는 축면에
초점윷 맞추어 논의를 전개황 젓이다， 공간윤 원혜 작품을 이루는 기호의 하나

지딴 그갓이 완벽한 구닿로 자신와 자리룹 확보함으로써 목련회의 유기적인
생장이 보장되논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유냄-헬 웰요가 있다고 본다，-. 戰뿔의 규모
가 폰 경우에눈 3 총으로 치어서야 天上과 。1 송， 그려고 저송올 표현하지반， 일

반 균모의 공연에서는 뿔뺨 敵훌흘 사용현·다. 天t은 작홉에셔 상정적인 공갚
으로 博相이 죽어서 깐다논 언급만 있올 뿐 저송펴- 이송외 大IJ";事어} 간여하고
그것윷 기획1St논 全知者의 처소로써 암시적으로 풍장한다. 0] 에 비혜， 이송은
공연의 천반부에서 이야기의 배겸으로 설정되어 羅u--이 어렬 적에 모친과 함
께 생활하논 장면을 보여준다. 그려고 후반부는 저송으로 공간율 이동하여 目

連은 출가하였고 어머니는 지옥을 헤매는 내용이 전개된다.
팀連戰에서 릉창인불은 원래 죽읍이라논 과정을 거쳐 다른 세계， 측 지하의
莫界로 轉移하체 되어 있다. 轉移외 여정온 계속되며 그의 生前으l 善惡을 7J 준
으로 다음 표착'7.]의 수준이 결정된다， 불교적인 공깐감각융 반영하고 였으면서

도 善惡을 카르논 평가기준은 불교의 修善'VJ德、이 아녀라 橋敎~ 융리플 적용
하기도 한다. 풍장인물은 쭉옴융 챙헝하7] 천에는 자선이 사후에 어떤 세계로
가는지， 예정된 세계가 있는 것연7.12낌 알7.1 봇한 채 갖은 縣f을 범한다. 昇
풋이나 慶鐵이란 판인이 死後에야 비로소 깨닫논 결과이며 그들의 生前과 死
後활 모두 알고 있는 것은 世尊과 판객쁨아다. 이러한 의미에서 目違敵의 관객

은 神의 전지적 관점윷 통해 따인의 인생올 판방송}는 우}치에 서있다‘

신이 아년 A間으로서 따인의 쭉읍과 쭉음 이후의 세계를 관창동}는 혜택을
누려고 그 상황에 자신의 罪過콜 투영강}는 행위는 개인정으로논 자신의 삶의
過誤를 개선하고 집딴적으로는 공풍체의 질서를 JiL정하며 국가적으로는 맥쟁
을 敎f햄}는 효과룹 가져온다. 그래서 입連戰는 공식청인 홉쳐보71 라논 대중예
술의 륙정올 지녔으며 관객의 훔쳐보는 행워는 단지 욕%μ을 대려 총족한다논

8) ~頁和I핵에 소채하고 있는 3총 敵훨에서 淸ft 目運 홀’魔戰블 공연한 적 0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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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인 의미블 지나서 反細룹 통-한 되省의 기회블 제공하는 더l 로 나아간다.
타연의 살수와 그 처벌과정을 지신의 경험으로 전이시키눈 챙위는 유회요법과
도 같은 카타르시스 효과률 가져오는 첫이다. 이러한 백락에서 볼 적어l 죽옴

。l 후의 공간융 삶와 공간과 병치시켜 전개송}쓴 공간의 분할은 작품의 기농적
인 측면에서 다대환 성과릅 거두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目連敵의 특징적인 배청인 地鐵올 중섬으로 공간이 형생되는 메
켜나츰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地鐵펴 天堂외 중간지대에 속하는 死後 첫 장소
로 가보면， 눈앞에 江이 흐르는데 그것을 건너면 혹은 江邊에 있는 쭈점에서
붙이나 솔융 한잔 마시면 生前의 기억을 망끽하게 된다. 지유으흥 끌려가는 중

인 劉a:;도 이 망작외 강올· 건너는 사집에 다다론다. 그펀더l 작품에서는 강의
외형과 같은 풍광 묘사보다는 강올 건너는 수단인 세 개의 橋뼈에 대해 구쳐l 척
으로 기술하고 있다. 게따가 강을 건너도 과거의 기억올 방각하지 않으며 강변

에는 주점이 없눈 대선， 세 개의 橋뼈온 生前에 행한 善惡‘의 정도에 따라 건너
블 수준이 다료다， 첫 번째 金橋는 최고의 善者 혹은 巨富에게， 두 번째 銀橋는
버급가는 善者 혹온 I챙범한 富者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耐河橋는 惡者와

贊著에게 흉행권올 허용한다. 즉 세 橋뼈의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善惡과 賞
富에 있는 것이다.

한편 劉ua:;가 地鐵으로 가는 여정은 어머냐룹 구하기 위해 뒤를 쫓논 아들이
경험하논 여정과 거의 일치하는데 阿홉地歡으로 入城하기 전에 해당되는 종간
을 간추려 보면， 먼저 옳鐵山을 자냐고 그 다읍으로 濟油山에 도착한다 그리
고 뿔鄭臺로부터는 안내자 白鎭아 동행하며 이 죠읍에서 耐河橋룹 건너는 앓j

a:;의 행방용 함께 보여춘다‘ 야후로 업連은 黑松林， 寒01<池， 火짧山， .::L~고 爛
沙河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昇풋門윷 거치도록 설정되어 있다. 즉 아직

지옥에 토딸하기 전， 지옥으로 가는 遠中에 天上파 지옥이 갈라지는 입구가 존
재하고 여기에서 天上行과 地鐵行이 구분되논 중간적인 항깐이 워치하고 있는
것여다. 이러한 공칸의 설계논 다분혀 인간세상의 콩간분할 개념올 반영하고
있으냐， 이총에서 처송파 천상으로 가는 파정에 목적지로 냐아가는 出口를 배
치한 껏이 비·로 그러한 뜩성의 표현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공간
즐아 《西遊記》 둥애서논 團域으로 가눈 여쟁의 모험장소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다읍으로 異國 혹은 西域의 개념에 주의하여 보면， ‘異’라는 딴어는 처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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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다름 혹은 기 0] 합’융 뜻하는 호기십의 때상이자 신기한 존재로 인식떼었

다. 그러다가 이 선기함은 점차 ‘냐와 다르다’는 의미틀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냐는 IE常이고 나와 다륨은 非正常0] 랴는 구조가 샤회적 보편적 인식을 얻는
판계토 풀어간다， 正람올 人으로 설;정한다면 非IE~햄은 非人이 된다. 그래서인
지 異國의 백성은 半λ半짧의 형상 혹은 날개가 딸렸거냐 얼굴이 배에 있는 모
숲으료 묘사되커나 그 특이한 행통이 부각되는 벙·식으로 소개완다. 이려한 非
人획 형장은 일반 문학작홉에눈 풍~-하지 않고 志怪類에 주효 밀집되어 있다.
佛敎가 유입되고 꽁간에 대한 관념에 문화적 충볼 0] 일어나면서 설정된 西域

과 地歡은 중국인의 상상력에 장당환 자극융 기-한 것으효 보인따.

한편， 西域은 처음에 樂園이y- 끔굉 문화 선진국의 이미지로 각팡받는다. 西
域으로 가는 여정온 각종 아야기에 풍성한 소재를 제꽁해왔고 西天取繹0] 라논

관용어끼·지 만들어졌다. 西城은 그곳을 향혜 떠난 사랑플이 오랜 셰월이 자나
빽발01 되어 歸椰하눈 멀고 먼 지역으로1 漢 武帝 때 不老不死藥융 구하려 떠

냈떤 異城파 때력이 땅논다. 직캡 가본 사람이 많지 않온 만츰 그에 관한 설화
는 무수히케 생산퇴었으며， 머나먼 지점인 西域 혹은 異國이 목련회에서는 도
려어 롯界로 가는 여정요로 편입된 현상을 보얀다. 낯설고 기이하고 먼 공강이
地澈으로 가는 여정으로 펀입되변서 그 꽁간에 설떤 기이하고 여성-한 牛·人半
戰는 非人아라는 차원에서 地鐵으로 편입되어 地歡와 간수로 폴변했떤 Ä] 아니

면 종갚 여정어l 념아서 求道者를 방해하논 惡의 세력요로 풍장한다. 그 중에서
도 牛頭馬面은 공포와 鐵:èf: o ] 라는 고정책언 이미지룰 확보했고 모혐심을 차극

하떤 다양한 공칸은 :il난과 고통의 용붙室로 변하면서 이제 善惡의 가치가 공존
하눈 개방적 공간은 점차 사라친다. 모폰 西國與域이 地歡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충어l 몇몇 지역이 地鐵이랴눈 꽁간의 창웰11 -助했다

고 말하논 것은 그만룸 타당성을 지년다.
地藏은 어머녀 死後어i 아들아 모친응 찾아 순회하는 꽁간으로 目連歡의 중
심배;성에 속한다. 이 꽁간에서는 顧慶， 畵生 풍 켜鐘의 일부에 귀속되었던 추

상적인 인도의 地歡이 중국의 형벌제도와 관료저l 도를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종
국적 지옥으로 변모송}논 파정을 포착할 수 있다. 불경에서 ‘어머녀가 職鬼가 되
었다’는 서술이 變文에 오면， ‘그녀는 阿짜地微에 떨어졌다’포 전환된다. 족 目

連職의 불경펴· 변문 사이의 어느 시첩에서 地鐵이 새로 개입되었다가 變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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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이미 방대한 분량으효 확장된 것이다. 천체적인 地짧윤 충위별로 구뿐되
어 있으며 그에 따라 다론 지옥병칭과 그곳을 관리하는 王의 청호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충마다 수감된 죄인의 유형또 다효고 罪目도 다르l:며 그에 상웅하

는 7flJ웹이 각기 정해져서 형벌에 따라 지옥의 지형도가 딸라진다.
아 즈융 死後세계가 lf-덤이나 황천 정도로 막연하게 인식되다가 어느 술간

에 푼득 地鐵이라는， 그 지역을 대변E변 명칭을 갖게 훤 현상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후세계플 지칭종}는 지영으로는 黃행뤘l‘짧~願뽑山 풍01 꺼환되고
있고 가끔 水中외 쩨껴l가 지하에 펜입되기도 한다. 톨$都와 Á願眉山온 사천지역
에 존재하는 실제 地名이면서 막연하게 먼 곳， 쭉어서 가논 곳이라쓴 굉 I {I벼義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천성의 정확한 지역올 확인하려논 펠요성파 상관없이
사후세계룹 지청하논 대표적인 지명이 환 것이다‘ 무법을 워시한 공간이 地鐵
요로 확장된 된 것온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구처}화한 결과야변서도 내적으
로 중요한 차이룹 가지고 았다.
무템은 살아 생전와 집이라는 공간이 쭉융을 제기로 땅 속요로 그대로 들어
칸 형태의 공칸판녕을 보여주논데， 쭉은 當事者는 사후에도 무덤이라는 地下의
家屋에서 현세에 누렸던 생활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는 사유구조가 반영완
공간이따， 죽어서 더 좋은 것은 그 꽁간에서는 家人의 제재활 받지 않는다는

복렵생이 보장되며 무댐의 주인은 이미 쭉은 生前의 쩌]人음 초디l 하여 훌會릎
베풀 수 있고 때로는 現世륜 념나들며 이전 가정의 大小事할 간섭할 수도 았
다. 死者라면 누·구든지 ‘무댐이라는 공간을 확보함으포써 。1 려한 생활을 보장받
논다.
그러냐 地歡윤 지하의 강옥으로서 치하에 준비된 또 다륜 정격외 私家7~ 아
년， 생전에 지은 罪으] 수준에 따라 배갱퇴어 가논 정，소이다. 地￥행은 생전의 행

위 즉 연극을 보고 밥을 지어백고 잠을 자는 월상이 반복퇴지 않으며， 死者를·

기다려논 것은 엄중히·고 잔혹한 형벌뿐이다‘ :ttß歡와 그1통은 끝나지 않고 지속
되는T 영속성윤 기본 특정‘으로 하며 고똥이 끝나한 순칸은 이송외 가쪽에 의해
畵蘭짧爾 풍을 통헤 구원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점온 지옥어l 있는 死者와 무

템에 쌀떤 찢E者의 커다란 차이라고 딸 수 있는떼， 가령 우덤이 었거나 무덤이
훼손되었거나 무댐용 아직 갖지 못한 鬼神응 자유롭게 인간계에 둥장하여 적
극적요로 人問之事에 칸여하고 무덤올 면·장해 줍 것윷 요구한다 그러나 地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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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鬼神은 외부로의 쓸입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人間 혹은
다른 神格와 포움윷 기다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았다. 비록 昇天하여 天t
에 겨주한다고 해도 天上에서 人間界로 내려오는 일은 예외적인 챙우에만 가
능하나， 이렇게 각 꽁간의 경계가 엄격하고 往來가 부자유스려워진 상향이 문

학 혹은 공연예술에 반영되기 시작한 첫은 庸代 이후로 추정훤다‘
<IlJ海經)i 풍 뎌運歡가 형성되 7] 이전부터 그 즈음까지 유통-되떤 典籍을 참
조하여 보면，9) 半人半數는 異城國의 백성이거나 7] 이한 존재로 등장하눈떼， ò]
때에는 惡의 이미지가 계입하지 않았으며， 기이함이 惡으로 규정펴지는 않논

다， 그려떤 것이 《짧遊記》 풍으로 오면 다시 西域으로 여정을 떠나는 홍반자
혹온 西域에서 디}주치는 전푸의 대상으로 변신하게 되고 전투외 대상에 敵의
이미지가 가미되면서 서서히 善惡에서 惡의 색채가 진해진다. 目連願에서 牛頭

馬面운 죄인올 감시하고 체벌함으효써 地鐵의 질서유지에 기여송}논 무시무시

한 모습으로 나따내며 약한 罪A을 펴롭히능 역할을 맡는다. 그가 대행하는 체
벌은 生前에 저지른 최목에 따라 그 정도가 쩔정되며 감금종}논 장소외 성격도
좌목의 종휴에 따라 배정되논 풍 치멸하고 조직적인 지하세계가 체계화휠다.

이렇게 地歡이랴쓴 명사로 대변되는 가장의 공간올 상상력올 거쳐 형상화하고
조칙화하였다는 접에서 덤連戰7} 담보송}눈 문화적 가치기· 확대훨 수 었다. 지
옥올 논체의 중섬으효 동}는 목적도 표변에 드려나는 지옥외 外樣에 국한하지
않고 그 세계룹 구성하꺼l 련 제반 배캠과 상상세체가 만룹어진 후에 역으로 현
설세계에 디1 천 영향력을 살펴는데 있으며， 地鐵을 고램된 공간으로 보지 않고

。l 숭파의 끊염없는 소통와 장으로 볼 적에 그 세계가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았요려라고 본다.

9) 시대를 거술려 지옥이 문학에 나따나는 상항을 짚어보면 4세기에 지어진 작풍에는
지옥이 잘 나오지 않고 지옥이 q와도 체계적오로 정비된 꽁간이 아니다.4세기부터

시작·흰 불교적인 자양분이 훔적되어 작품애 딴영편 예로는 아무래도 佛經이 첫 증거
가 될 것이다. <\正法念:處經>， <\佛說댐羅王殺記勳빼修七爾찌德經>. <\佛說罪業!똥報敎化

地歡經>>， <\佛說효료蘭益經>，<\十王經>>， <{헨藏용홍魔經>， <{佛說善惡因장했ê}동은 명챙 상으
로도 지옥과의 관련성이 감지된다. 불경이 아닌 記 혹은 變文으뭉는 《金光朋經莫報
驗1흉짧， ~ 魔太宗入윷故횡갱， <(횟藏故필)， <{大目 建풋훨뤘間救f광變文)， <{地微變文>， <( 검

遭入地澈#:tX(13 1η342)> 퉁이 았눈떼 이 때부터 지옥은 。l 마 지하의 깎옥으로서 生
前의 惡行에 대한 처별잘 감수하는 꽁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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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 地~、에 때해 張構錫은 얀모에서 전해진 지옥판념이 중국으로 요면서

규모논 작아졌고 형벌은 잔혹해졌으며 훨씬 다양해졌음을 지쩍했다. 그논 이
변화룹 상상력의 결핍이자 극악한 중국의 형벌제도ι룹 반영동}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10) 地鐵變相 품에는 관려복장을 한 政府官員이 썽1官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펼하면서 文件을 처리하고 았고 한 쪽에서논 좌인들이 牛頭馬面에 01 끌려

갖가지 형별올 당하고 있는 형국이 나옹다. 지용은 감옥의 역할융 성실히 수행
하면서 이미 자체적인 善惡의 기훈아 정렵되어 었고 캘국은 官價포養콜 구tl]
한 현설사회의 여실한 반영으효서 구쭉원 것이다，

구체적인 형벌제도흘 갖추었다는 것은 내부의 계급질서가 완벽하게 챙비되
었음올 의미하며 이것 또한 관료계급주의로 대변퇴는 중국의 정치사회를 반영

동}는 것으로 해석할 수 았다. 이숭올 오가는 귀신 중에 머리흘 풀어헤친 孤塊
이 아낼 경우어l 윤 대부분이 흙은 옷융 업고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점이 바로 생
전의 관료가 사후세계의 관료로 임명퇴어 마치 :J..곳에 부입간 것처렴 인식하

논 특츄의 사후세계판올 비추논 것이다 이러한 鬼便의 숫자가 孤塊올 농가할
정도01 며， 團羅大王과 같은 거물은 。l숭에서 바치는 정성스려운 제사률 받고
孤塊의 害惡을 무마하는 모종의 협력융 취하고 있다 그래서 타언을 살해효}논

통 억올한 靈塊올 생성해내는 것이 이충의 罪에 촉한다변， 지옥어l 수감띄 어 복
역하고 있는 孤塊올 엽의로 放出하는 것은 처숭의 罪에 해당하는 것이다.

3) 麻 1 1)의 형성
1 이 張構錫 <目連說話 풍의 莫界新探). 東Jl!:iX1t交流 제 2집， 韓國敎옛훌慶會， 도서출판
챙강" 1999.2
11) 敏는 虎 +:::1(;+ 豆라는 점에서 텀連數의 생격올 가장 잘 표훤하고 있는 끓차다. 호

량이 붕 풍물이 둥장하고 칭딸와 舞~~7)- 수반되는 제사의식이 바로 嚴 혹은 모인다
는 의미에서 會로 표현3티는 수많온 연행의 본점인 껏이다. 이떻게 덤運職의 職틀 전
통 공연예술을 총팔하는 의 P! 의 敵曲에 사용펀 戰로 얽을 적에， 그 다양한 면변을
따악할 수 있는 것 ojst. 만일 그것을 현재 연극의 개녕으3. 이해한다면 무대극으로

첸해진 극히 일부의 덤連범~'i'} 이어l 포함된다? 그래서 目運戰는 水龍會，Ji짧蘭會와
같은 會와도 통용되는 개념이며， 그것올 굶톰R효會라고 흘k져도 自連戰롤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ι 자연허 目運熾란 治薦 풍을 목적으로 거행되는 察嚴회 모픈 과경과 후
디}에 공연훤 무때극， 그리고 각흉 地方戰에서 들어있는 텀連에 판한 敵曲올 망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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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회는 처음에는 굶~B뻐益爾블 거행할 적어l 모인 군중을 위한 餘興으릎 행
해졌떤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대를 거슬원 오댄서 공연예술와 발딸과 백을 갚

01

하띤셔 爾보다는 공연으효서의 l:lJ 종여 점점 커진 것으로 보얀다. 결국 야느

시접에 오변， 굶蘭짧爾가 공연의 처음 혹은 끝으로 홉수되면서 공연올 "ð}논 목
적이 일반 연극처럽 여홍 혹은 오확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71 보다논
영혼올 薦度함으호써 生;홉의 zp:安융 기원홀}는 떼어l 놓이게 훤다a
이렇게 의식으로서 거행되떤 뎌運願는 庸宋을 꺼쳐 元代에도 계속되었을 것
으로 추정되지만 그 시거의 극본은 발견퇴지 않았다 雜劇의 형식이었다는 사
실과 그 목록만 《行孝道目連救母》와 《目運入흉》으로 전해진다12). 이 목록만

담은 성·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논떼， 엘군의 학;:}늪 극본야 소설되고 목

혹만 담았다고 주장하고 열부는 처음부터 극본은 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後者의 입장에 좀더 주의하여 보면， 애초에 문자로 기록펀 극본을 반툴지 않았

떤 01 유는 비·로 家傳으로 연기를 천수하눈 잔통 배우외 특성상， 복롭만 직·생한

꽁연일지 정도면 푼자기록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학적 션업견에
입각하면 0) 외견은 반박의 여지가 놓후하다~.:r려나 워녁·이 배우와 챙중에 文
홉이 다수였을 볍환 공연이라는 점올 상71 한다면 처음부려 극본을 작생하지
않았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있다. 후대 연구자로서는 과거의 상황을 밝히기 위

해 극본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하게된다. 꽁연상황올 여l 종흰}는 극본아 없으면
당시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분이다‘ 그러나 전좁 중국회곡의 전송방식혜 주의하

여 상황을 조망해본다면 이를 풀러싼 의훈이 다소 해결훨 것야다.
주로 非專門 敵班이 농한기에 꽁연하늪 챙우가 많았던 목련회눈 戰班에 헨
두 명이 .:Jl작이었떤 識者에 의해 펼요한 모돈 文字 엽무가 처려되었논떼， 문자
해독력이 이렇게 열악했던 상황이라서 배우가 자신양 대본을 가지고 외워서
는 개냄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目連熾 연구자풀아 내련 절론을 토대로 혼란스러
운 개념의 유통상황윤 추적하면， 문자토 기록되었으면 그껏의 장트를 싹론하고 모
두 目運經이고， 공연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目連과 그휘 어머녀만 냐오땐 덤連戰라
는 것으로 수령왼마?

12) 周顆白은 《中關敵뺑!J~長編》외 부혹으로 실은 《야〕國敵없Ij本퍼取材ZfB觀》의 표에서，
〈妙相記〉는 目連여야기로 그 來源을 元明雜없Ij{行孝道目運救m:>로 추정했다. 이껏과
《텀運Y、鄭은 현재 〈線鬼팽總렴》에， 4折 l 模子에

-人主n홉이었으며， 題 B 은 〈發經

悲觀音度生〉이고 if名은 〈行孝道텀運救母〉라는 간략한 설I멍이 기재되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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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준비하는 시스댐은 거의 불가놓했을 것으로 추챙된따. 전통시기 연기릅

전수하논 파챙은 원래 문자 해독력이 판건이 아나었다. 더구나 雜技가 다량 삽
입되어 있는 전홍회곡의 경우에는 공연올 준비하는 떼어l 있어 극본의 중요생
이 그렇게 크지 않았떤 것으로 보인다. 唱科白이라는 회곡의 3요소 가운데 P룹

과 科논 선체척인 습득훈련옳 흉해 전수하는 요소에 해탕하고 白윤 m頭로 충
분히 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전통 희곡의 전송읍 대대로 門中을 종심요로 전

해지는 家傳과 사제간에 구술효 평생을 통해 전해지눈 私傳의 방식효s. 이루
어져왔다. 그래서 극본아란 띨수 불가갤한 요소라기보다는 있으면 유용한 부수

적인 참고자료로 인식되었융 가농생이 크다. 현재 진해지논 目連戰~ 극본은
대부분 공연올 보고 냐중에 기록한 것어지 꽁연을 춘비흉}논 연출대판요로 보
기는 어렵다. 그파고 그것온 팡연융 그대로 기록하였다기보다논 다소 축약한

형태여며， 장기간 겨|속퇴는 공연의 일문릅 기록하거냐 가록자가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부분윤 중심으로 편집된 경우가 많따‘
目連職 最古의 극본으로 明代에 간행된 鄭之珍의 《廳善記》는 원제가 《目連

救-m斷善廠文*이다. 이 폭본도 꽁연올 보고 기룩했다는 점에서는 기타 극본과
홍일하다. 그련데 기혹자가 민간예술에 대한 識見과 문인의 기호에 대한 깝zf
을 具有하고 있었기 때푼에 文雅한 펼치뭉 n昌詞를 윤색하고 忠孝節議블 쭈제
로 부라시켰다. 이려한 노력으로 인해 텀連職는 흥행외 요소를 두루 보존한 상

태에서 융려성올 강화함으로써 識字層의 기호어l 맞는 극본올 가지거l 원다. 재
미있는 현상은， 淸代에는 역요로 공연이 이 극본의 영향올 받아 자체적므로 문

학적인 제고률 추구하는 衛環現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3) 물론 이러한 변화가
제외로서의 공연의 불락올 의비하는 것은 아니며， 덤連戰는 여전히 求福을 기
원하는 행사로 거행된다， 하지만 이에 참여하기룹 져어했던 흙官과 文人겨!충올
講本으로나마 덤運戰 수혜자에 포함시켰다는 떼어} 적잖은 외의가 았다， 사실

目連敵는 쩍女자 한데 어우려져 여려 날 밤을 지샌다는 점 때문에 치유와 통합
이라는 효파보다는 난잡하다논 인상을 번져 심어주었다. 난잡한 目連職률 數化
랴논 t영분에 입각하여 변모시쳤던 국본은 그해서인지 갈수록 주술성이 거서l 되

고 x學솔톨本으로서의 傳f용작품올 모방하는 생향융 보인다.
꽁연과 극본익 출판은 이렇꺼1 만간과 문언이라는 다론 계총의 u] 묘한 감정

13) 상꺼l 한 陳흉x.~水， 趙鷹뼈와 < 目運없까E微~H的塵生與發展〉 참3ξ

64

東亞文化 第39輯

과 의도가 혼합현 상태에서 진행퇴였오며 융려척인 극본이 출간된 펙분어l 뎌

連敵에 대한 인식이 敎化려쓴 외펴로 포장되어 탄앞올 피하는 효과흘 발휘하
였다. 일례로 덤違敵의 孝道개녕。l 조상에서 국가로 확때되어 忠의 개녕여 도

입되는 것도 극본율 흉해서 진행되논데， 직정척언 기록자료로는 淸代 宮廳戰
《歡善옳科》가 였다. 긍정적으로 보면， 주술성이 캉한 鐵式이었떤 행시에 忠孝
와 개녕을 도입함으로써 目運敵가 사회의 질서유지에 펼요한 :생 71~생연 행사로

거듭 인식되는 계기가 미·련되었고 그것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받는 전략에
성공한 셈이다. 사실 이허한 수용태도는 목련회의 생명력을 연장시킨 판건이
다. 만얼 그것야 首罵-實되게 주술성만올 고집하고 윤리적인 요소를 배격했다
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던 祖上몇拜를 대신풍F는 熾라는 다양성을 보유하지 봇
했을 것야다.
불교 수용과정을 j효아도 중국이 異文化를 수용ξ}논 특성윷 여실히 보여준다

고 할 정도로1 모든 컷이 혼재퇴고 봐협되는 과정융 통해 그것의 異性윷 약화
시키면서 기존 文化어l 同化회는 면모를 보인다. 解脫과 苦行으효 점철훤 추장
척인 인도불교가 중국어l 전래되어 橋佛道펴 면면올 적절히 구비한 중국적 불

교로 거듭나는 과정은 그혜서 목련희의 수용과5:. 띨접한 관련이 였다. 불교의
來世思想、을 효과적으로 전괄하기 위해 親t얄의 善行야 내세으l 福을 보장환다논

現世求福의 원려를 차용했읍온 周知의 시·실이다. 여기에서 팔}논 휩f이 유쿄
윤려를 기준으로 결쩡되는 것온 지특히 탕연한 원이다. 문뱅이 다수얀 중국인
올 선도로 포섭하기 워해 불교 측에서는 굶蘭효練와 깥은 의례를 거행활 척어l

형식적요로는 연극의 외판을 도입하고 사상적으로는 유.iil. 빚 도jJl와 랴협한
것으로 보안다. 종교적 가료침올 연국을 흉해 표현하고 그것의 내부에 聚橫블
수용하였는더IJ ， Î 혜도 연극의 마지막은 한결같이 굶뼈졌爾로 귀결원다. 그리고

극의 중간 중간에 기존와 民間橫禮를 혼합함으로써 이질감을 완화한 형태로
전체 행사툴 완성시꺼는 방식잘 도입하고 있다.

덤連願가 거행목적에 따려 주제흘 딸려하눈 %탱올 정려하면， 불청 먼·계에셔
논 布敎를 목적 P후 하기 때문에 說經방식으로 敎理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떼에 비중율 푼다. 그려고 布敎의 효윷성윷 높이기 위해 ;흉이데올로기활 도입
하였으며 14) 變文을 이용하여 며適의 이비지룹 평병한 f曾댐에서 孝心이 지극한
14) 사싶 孝의 도입 이변에는 簡佛논쟁， 혹은 佛週 논챙이라늪 사상투챙 01 자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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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子로 변신시컨다. 敵rttJ 단계로 오면 目連敵는 71 폰으} 孝에 忠과 節을 침가합
으로써 敎化에 표옵야 되는 공연예술이라는 특성윷 확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家傑인 益利를 풍장시켜 주인인 羅 써l 데한 총생윷 보이게 하는데 明代 극본
의 忠은 국가에 대한 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節과 관련펀 인물은 불혼· 羅

f

의 약혼녀로 설정펴며 그녀는 한변도 만난 적이 없이 尊姓大名만 전해 블었떤
定婚者를 위해 守節을 단행하고， 改據를 피하기 위해 비구녀가 되는 전형적인
烈女의 형상으로 묘사훤다. 目連職는 짧商의 집안올 배경으풍 하고 있고， 사이

사이에는 孫惜空01 냐 梁武帝， t좀커홍 束方柳 풍의 민간에서 환영받는 존재들의
야 oþ기자 대거 들어가 있지만， 전체죄인 ;성조는 역시 忠孝節義륭 두루 구비한

敎化의 수딴이라는 사실로 수렴된다. 淸代에는 宮魔敵 국본이라는 북수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忠에 때한 수요J} 확대퇴었고 이 단계의 忠은 지배총에 대한

충쟁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모습올 보띤다， 宮應嚴 판본이 아닌 地方戰에 포함
된 텀連敵에서도 {행家의 고조부가 짧武帝의 챔치자긍윷 대논 忠昆으로 풍장하
는 똥 이를 쟁치적으포 수용한 사례릎여 나~난다，

위에서 개괄한 것처렴 텀連이야기는 사실 애우 간탄한떼도 그것이 장기간
공연훨 수 있였떤 원인으로는 觸와 관련흰 종교척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는 점올 플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뎌불어 후대의 착품의 개량에 참여한 사랍이

덤連救母라논 핵심적인 모려프를 제외한부분융 당시 유행하떤 요소와 적절히
조합할 수 있었떤 딴력적인 제작환경와 영향을 간과혜서는 안 된다， 확히 제작

환경외 이퍼한 자유로용을 풍해 目連嚴는 구시대의 공연훌로 사장퇴 71 천어l
시대의 요구에 부웅하면서 홍행성이 검중훤 내용융 그때그때 홉수함으로써 장
기깐 유통뭘 수 있는 가농성올 확보했던 것이따 결국 목련힐는 作者가 구상한
내용읍 순차적요토 기록하는 방삭으로 제좌원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좋거려딴
셜정한 상태에서 그 중간 부분은 다른 요소릎 때입해 녕을 수 있논 여지른 담
겨두었다가 차후에 공연의 성격과 지역적인 정서륜 고려하여 조합하였을 가놓
성이 표다.
또한 실제 공연에서또 어머녀가 지옥으호 떨어지고 아룹이 구해댄다는 기본
구조딴 가지고 배우 혹은 종교인이 나와서 일챙 정도와 觸룹 지내고 나면，::1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따지 업척한 규정야 없었떤 것으효 보인다. 地方敵마
으며 이에 관해서는 뿜佛道 三敎의 3i涉어1 환한 측면을 자세히 검토할 훤요가 있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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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변희의 세부적인 구생어l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여러한 제작방식에서
71 연-한 결과로 추정된다. 가령， 지역별로 安徵省에서는 橋敎的인 취지흘 강조

하여 禁息 풍이 철저히 지켜지고1 福建省、에서늠 완전허 道敎 嚴禮에 홉수되어
주술적요로 발전한 현상을 사례로 툴 수 있올 것이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目連敵가 지역외 정서를 번영하여 해당 지역외 꽁연예술로 커톱년 후에 村老

률 위사한 識字}흉이나 해탕 熾班의 관할로 념어가는 순깐부터 이려한 제작외
자유로움에 상당한 제한올 받았다는 사설이다. 복련희가 이와 같이 제작상의
자유로움과 일단 제작훤 후와 엄청함이 킬행하는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현

재의 지역벌 륙색올 구비한 目週歡 文ft흘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모친 사후에 르年 喪올 드려는 껏은 본래 簡敎챙강禮로 佛敎7t 본연의
嚴禮에 집착하지 않고 중국 고유의 祖t製拜 관념에 적용하논 파J성을 확인할

수 있논 좋은 사례이다. 이헨 현상은 당시 아미 극에 딸했던 廢佛 퉁 불교탄압
에 대웅하면서 이끌어맨 f.}-협점이며 祖上옳拜판념과 함께 다시 프淡， 죽 전쟁，
71 아，::2려 JL 잘병을 불려치려는 주술성이 강현: 행사로 획·창환다. 목련희는 祖
上옳拜 및 防淡嚴禮라는 거때 성분을 포팔하면서 전국적인 행사로 자릅니며
이 행사가 유통되는 지역마다 目連이 φF기도 함께 유포되었다. 각 지방에 천혜
진 目連은 해당지역의 토착만으로 매번 환치되는 현상을 보이며 그에 갤맞는

유적지도 마련되는 풍 완전한 중국인， 그것도 여려 곳에서 똥사에 現身하는 신
적 촌재로 변신힘}는 경'ðJ융 보인다.

3. 目連購펴 문화적 펴 01
공연으l 목적인 조상의 영혼을 천도종F는 것은 워에서 지적했풋이 目運織와
홍행의 관건으로1 얄고 보변 화가 난 祖上의 鬼나 孤塊을 랄래서 그 害惡올 피

하고21陰f뽕을 염어셔 現世를 살아가는 -身의 평안올 추구하려는 現世求福의
욕방에서 발로된 갓이다. 이렇게 되면 聚祝를 드려는 행위에도 똘아가신 부보
님의 흉福을 빈다는 1 차 목적 워에 莫福을 받요선 평안한 부모념으로부터 陰

德을 받아 後孫이 잘 살기를 바려논 2 차 목적야 이미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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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려고 쫓祝좋 모시기 워해서 한 공간에 모인 가쪽이냐 지역 구성원을 위
한 음식과 오합이 마련원다는 점에서 퇴連敏는 제사와 풍일한 성격읍 지년다.
목련회가 단순히 우려가 敵曲史에서 발송}는 출판붙이나 공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짜여진 하나의 문화현상이었다고 보는 관점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기되었다. 娘神고} 娘人의 기한올 ·합께 가지고 있는 이
행사에서 그 표면적인 형태인 職曲파 일부분의 내용인 덤連이야기 15) 만 분리시

켜 연구하는 껏이 불가능한 이유논 바로 여기에 있다. 훨요에 따라서 제의와
주술적인 면이 강조퇴기도 하고 특정한 윤려와 관1녕형태릉 주입히여 敎化의

묶쩍율 도려내기도 하면서 전숭되어온 모든 과정은 텀連職라는 하나의 현상이
중국의 문화에 적휩}는 보숍이자 그 안에서 획득한 문화사적인 의미인 것이
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장에서는 g 運戰의 복합적인 의미률 다섯 가지로 구별
하여 논슐하그1자 한다.

첫째， 북련회논 혼히 불교의 孝 개념과 함께 거혼된다， 즉 불교에서 뚫룡 강
조하논 불청을 제작할 척에 만둡어진 《父母恩盧經}， {:三世因果經》고} 함께

{:%

蘭짧經@이 제작되었다는 논려이다. 그것의 진실 여부플 접어두더라도 팀連職의

중심 이데용로기는 孝에서 출벌하는 가쪽 융려의 강조에 었다. 增댐에게 孝子
라는 성격올 부여한 것은 본래 橋佛 논쟁에 대한 방어 기제이자 關敎 국가인
중국어l 의 적용방식 이기도 한떼 이눈 목현회가 印度的인 성격율 딸펴하고 마"國
I맨인 행사로 나아가논 분회수용의 방식을 보여중다. 풍시에 이것은 장기간 전
송되어오논 통안 孝률 강쪼하는 불교연듀이라는 식의 단순하지 않은 多重的인
의미룹 함장하고 있눈 것이다. 예를 들면 목련회는 순전한 민간와 오락물이라
기에눈 강한 이더l 옳로기성올 보이는더l 가령， 孝가 주입되면서 처음에는 가정내

의 융리라는 개념으로 출발하다가 접차 조상에 대한 孝， 측 제사로 그 의 01 가
확대훤다. 다시 孝외 의미가 忠으로 확데되는 시접에 이르면 敎化의 수단으로
강하게 거듭냐는 현상을 보이논 것이다.
풀째，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항틀에게 쪽각적인 휠

15) 일쭈분의 이야기라고 한 이유는 目連殺필·가 쭈요 근간으로 활용1혀지만 사이사이에
梁武帝 f간飛 西遊， 東方亮 뚱 몇 개외 뭇f골로 삼입되늪 이야기가 풀어가기 때문이

다 설제로 安敵치역의 텀連 五大正職눈 1 본〔은 梁武帝" 2 .3.4본운 텀運記 5 본은 西

遊記로 구성퇴 <>1 있다， 극본도 남아있고 공연 테이프도 제작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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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거다 직관적엔 호소력이 었지 않으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렌데

목련회는 짧擬에 사용되는 경우가 않았기 때문에 기파 문화행사에 비하여 상

당히 직접적인 수요블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체의로서의 성격올 드려내는
데， 孝의 깨염이 당대의 부모에서 7때 부모 혹은 그 이상의 부꼬로 확대되어
孝의 범주가 家門으로 확대되는 단계에 목련희의 체의적인 수요도 철정어} 달

하는 것으로 추정원다 제사가 유난히 많았떤 전흉λ17] 충푹이랴는 상황은 목
련회와 갈이 훔행성， 오딱성， 윤리정， 교화성， 주출성을 두루 지나고 있논 행사

가 顧式을 효율적으로 대행해준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여컨이 조생되었떤
것이다.

셋째， 그련데 체왜라고 하면 제시·만 지내면 되지만 목련회콜 공연할 적에는
점을 치눈 풍 조상의 쫓쫓福올 비는 단계에서 나아까 조상의 陰德올 얻어 현서}의

안위를 바랴는 형태의 7] 원이 들어 았다. 이렇케 점올 치는 행위를 보변 이것
은 쭉온 사람올 워한 저l 찍라고 보기에논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오나 이미 산
자의 미래를 예비송나E 행위얀 점술은 그래서 다때한 의미를 지녀는 것이다. 결

국 목련회는 좁은 사람을 위한 체의로 시작되었지만 산 사함을 워하}는 기능이
강한， 챙월1빼에서 출발한 행시·였지만 媒人의 효과가 강호}훤 행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와를 효파적으로 거행하기 위해 가창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술척인 분위
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을 제거하고 옮을 받아틀이려는 북적과 그것을
통해 꽁통체의 zp安을 도모하꼬 病者를 치유하고 鐘子를 .lli.화한다는 왔魔의

목적을 딸성하기 위해서는， 공연 중에 배우나 판객야 쭉거냐 정선이 나지·고 피!Jl
位가 무너지며 불여 껴지논 퉁의 초자연적안 현상에 의히l 주솔쩍인 공포성이
배가훨 필요가 있따， 즉， 이것은 어쩌연 체와룹 실현하기 위핸 하나의 수딴으

로 기놓하였을 가놓썽이 크다. 目週熾의 경우 주술 자체가 연극을 하면서 통시
에 진행되고 그래서 실제로 꽁연 중에 점을 친다. 점솔방식에는 여려 7]-;>:1 가
있지만 封禁의식에 수반획는 발갈 점， 축 공연。l 시작되기 전에 딸갈에 0] 뜸을

적어서 무대 띨와 관속에 넣어 두었다까 공연이 끝나면 나·중에 꺼내어 달창 표
변에 그어진 금융 보고 지·선의 운세를 딴함}는 것이 혼히 행해졌다. 점을 치
는 목적은 여러 가;>:1 가 있겠지만 자신 혹은 가족의 t생을 치유하고 長壽를 기원
히는 풍 현세적인 욕방올 충족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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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례올효기， 제와， 그려고 주술야 R 連職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지

만 이려한 요소틀이 종합되어 칙관척인 설흑력을 엄으려고 한다면 결코 빠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학성월 것이다. 오락성은 文흡을 대상으로 효}는 공연에서
펼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표현의 주요 방식올 결정하는 것인 만큼 홈행생파 직
결된다. 수많은 판중올 밤시l 도록， 대부분의 경우에 몇 날 며칠 밤올 계속 공연
에 잡아두어야 힐}는 목련회가 얼주얼이 지나 공연이 종결펴논 사정에 ‘구정꾼
이 두 배로 늘어났대觀春增倍)’는 사실윤 그것이 가지는 제사에 대환 당위적인

외무감이나 문화적인 욕구 풍풍의 요건올 념어서 ‘재미있다 혹온 볼거리까 많
다’로 대변되는 오락성이 핵심척 요소라고 말활 수 였다. 요락적연 요소툴 위해

目連戰는 우갇::7~ 소려 빛 젤묘한 표기， 즉 雜技와 小戰라는 양 측면의 공략올
시도하는데 덕분에 목련회는 큰원 서사에서 접점 벌어지고 삽입판 거파 장치
룹이 중심으로 부각되는 현상올 보인다. 제사인데 어찌 보댄 즐거운 이 공연은
그 쪽척이 逢鬼滾癡에 있다 보냐， 治廳틀 펼요로 하꺼4- 장례의식울 거행해야

하는 겸우에 자주 요챙되었고 목련희외 오짝생은 죽음 또는 顆휩파 같은 危運
올 년;運으로 환원하여 남운 X써l 게 생존의 힘옳 제공'"6r논 再括 행사프해외 성

격도 具·有하게 흰다. 직계 가쪽이 혹은 門中의 구성원이 死者가 되논 사건이
발생했으냐 生死률 순환}논 目連戰와 같은 공연올 통해 쭉음의 순깐올 반복

함으호써 고홍올 완화시키고 댈 친지하게 느끼도혹 유도송}는 효과가 있었떤
것이다. 결국 이것울 공연하면 死者외 영혼은 좋은 장소로 천도되고 통시에 生

者는 모돈 惡율 제거하고 활력을 제공받는다논 믿음이 팽배했껴 때문에

EI!&

職에 대한 수요는 천국적으로 급총해갈 수밖에 없었펀 것이다. 이려한 점에서
목련회의 오학성이란 것은 홍행 워주의 오확물。l 지향하는 일회생 오락과 차
별도}는 부분이 있는례， 어쩌면 복현회의 문화쩍 의미는 바로 단순한 볼거려로
서회 오락성율 념어서서 삶융 지 E]하고 유지하는데 도옵이 되논 긍정적인 사

각올 부여하는， 삶렐 유지하는 웬려로서와 생산척이고 지속적인 오락성으로 한
총 확대되는 시정에서 찾열- 수 있읍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푼 정치성이환， 孝에서 출발한 01 데꿇토기가 -종쪽깐와 조생에
대한 孝효 확대되었다가 국가에 대한 孝， 즉 忠요홍 중폭펴어 지배자에케 어쩔
환 수 았었떤 점올 의미한다. 이러한 泰의 의미확대률 풍해 목련회는 사회질서

룹 유지콩나긍 수판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그러한 인식이 실제로 민간꽁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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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압정책에서 目連熾률 구종}논 효과를 가져왔다.

01

효과에 일조한 것은 주

로 극본이 표방송}는 忠孝節義와 觀善搬念인떼， 목련회논 교풍이 불편한 산악지

대나 해안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열을 펴
할 가놓성아 컸고 그래서 뽑面으로 기쪽펀 극본이 표병캘}는 이데올로기는 유
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청대 휩廳熾에 오면 忠에 판한 부분이 대

폭 종가되는데 이것은 문인사회에 수용되면서 반폴어진 결과이며 원래 랬事의

숨서를 바꾸고 군데군데 정치성이 놓후한 故事룰 삽입하여 240觀와 장편 희곡
을 완성한다‘ 엄連戰가 역대로 탄압이 극심하번 明初나 淸初， 그리고 民國 초
기에 완전소멸의 운명을 펴해갔먼 것은， 궁벽한 산악이라논 지리적인 특수성을
제외하고도， 이와 같이 현실 지배계급에 콘 해악을 끼치지 않고 요히려 사회질
서를 유지하논데 도움올 주는 敎化라는 정치성을 보유하였다는 데에서 그 원
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텀連職란 상술한 다양한 총워의 요소블이 맞추어 놓은 하나외 문화적
복합불이었다. 目連敵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만플어지기 위해 물자플 사용한
劇本도 사용되었고 공연또 펼요했고 이데올로기도 요청되였고 실제로 사람블
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갔번 주술성파 오락성모 포함되었고 결국은 敎化에 EE움
이 된다는 정치적 效用{生도 확보되지 않으떤 안퇴었다. 이러한 다중적인 외미
에서의 복합적인 구성이 었었기 때분에 오랜 기간 전송되어 오면서 소멸되지
않윷 수 있었떤 것야고 또 전국적요로 여러 계층에 갤쳐 그만큼 유행할 수 있

었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 때 줌국의 희곡이라윤 것이 어떤 경우에는 순

천한 오락으로서의 기능울 중시송}는 푸대극도 있지만 그것온 딴막 딴막으로
나누어진 무대용 折子歡였고 그러한 무대퓨와 흉흉面에는 目連戰와 같은 형식와

민간전통을 기반요로 한 복합적인 문화현상으포서의 희곡전통어 있었다고 봐
야 할 것이다， 다만 근대에 블어 미신판압과 같온 몇 번의 전통문화 말살정책
올 거치면서 안봐깝게도 그 중의 대다수가 사라졌고， 16) 담아있는 것 중에서는

16) 다읍윤 현대 목련회 연출에 대한 載동의 증언으로 2000 1녕 7 월 8 일에 녹취한 내용외
일부를· 발춰l 한 것이다 “중국의 복련회 연줍은 50년대 초에 南方의 여러 도시에 아
직 남아 있었는떼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되자 完整本올 연줍하는 경우는 아여1 사려졌
죠 60 1녕대 초에 漸π외 小慶 Ij傳~ol ~t京에서 《女iþ}블 연출해 아주 호평을 받은 적

이 있어요 그렌떼 文化大草옮이 터지고 다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려
고 ..... 1984년에 湖南에서 텀運戰 學術座談햄를 개최하띤서 세~~용J縣에서 피B없I)W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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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目連職가 이러한 핵심척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포착하기

쉬운 대상인 것이다.

4.

맺으면서

본고에서는 目連職가 聚嚴에서 흉연예술로 확산되논 과정의 메커니즘올 살

펴본 결파， 일정한 규칙올 찾아붙 수 있었논데 이것은 아마모 중국에서 數曲。l
형생되논 방식에 다흔 하나의 때련을 제공활 수 있융 것이다. 특정한 작품을
가지고 회곡올 만틀면 그 회곡의 줄거려 자체훨 크게 벗어날 수 없지만， 이렇
게 蔡嚴률 가지고 작품올 만올 때에는 孝라눈 기본 모티프롤 설정한 뛰어l 시작
점과 끌점만 놓아두고 중간에는 자유자재로 여러 장치활 대입할 수 있는 가눔
성융 열어 둔다， 바로 01 러한 방식융 천흉 사기 회곡이 만플어지는 하나의 모
댈로 보고， 이야기， 풍간， 戰랴논 총위에서 인토에서 온 이야기가 중국인의 이

야기로 완벽챈n 변신하는 형성의 원려롤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이 oþ71

는 당시 유행하던 이야기구조와 이데옳로기롤 설정한 상태에서 인불과 공간의

배치만 구조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작품올 생산한다는 것올 발견했다.
그래서 텀運職라논 하나외 주제를 통시척 E료 고찰하면 덤連較事 이와의 다른

缺事륭 대입하더라도 세세한 차이률 캠어내면 본질적으로는 상통하는 변전파
정올 겪고 있으리라는 가설로 다시 나아가게 퇴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개
진되기률 바라면서， 목련회로 다시 범주를 축소하여 그 형성의 메커니즘 및 문
화적 의미에 대한 본고의 결흔쓸 정려하고자 한다，
{행@옳 7 일간 공연했& 이 공연이 목련회가 禁觸펀 후로 30 여 년 만뺏l 처옴 연출원
것이었효 저도 가서 봤는데 핑장했어요 아쉬운 것은 그 때 판함올 원하는 주변 지
역 꺼쭈민들이 상탕히 많이 y여들었지만 정부가 내부공연이라는 규정용 내세워 허

락윤 하지 않는 바람에 모인 학자들만 봤다는 거지요” 핫~:z긍은 中關寶術M~院 훌t
뻐없fo/E所의 연구원으로 최판 情代 없Ij本 《勳훌金科》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의 논
문 꼭측온 다옴과 같다，

<目連數없IJ本簡덤)，<{民族藝術>，

1996/< 뼈劇大덤健連)， <(中華

顧曲:H 7輯， 1994/< 論一卷珍貴的텀連戰演出本--影卷<()뿐孝節뚫}-)， 1{敵曲R자究î> 52輯/

〈弼‘원《動폼金科î>(上‘下))， <{敵曲縣~î>， 199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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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淸 시기에 민간의 冠婚휩훗緊에 관한 {鎭禮의 성격에 맞춰 함께 팡연되었떤

것으호 전해지는 目週戰는 民國 시기 이후로는 그려한 역할「올 때부분 상실하
였으나， 福建 등지에서는 여전히 흉흙미뿔顯式융 대행하는 공연암을 볼 수 있다.
그려고 嚴禮에 초빙되어 꽁연하거나 혹은 그것을 대행할 적어l 꽁연의 길이가
連훌훌本戰녀 折子熾 등으료， 변·력적인 것은 수요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겠지반

관건은 商人올 비롯한 꽁연 후원자의 경제적인 여유에 있다. 그려나 이 부분에
서 팀選戰가 다흔 출판 및 꽁연과 구별되논 중요한 측면이 발견되논데， 축 目
連顧눈 후원하는 자금이 줄어플변 자체적인 奉願을 통해서라도 자금윷 따련하
여 지속적으로 거행훤다는 접이다. 다시 말하변， 정책적인 탄압이 가해지지 않

눈 한， 공연와 규포는 출어들더라도 아예 꽁연이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目連敵를 거행동}는 목적은 문화적， 오략적 욕구룹 홍족시키

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액막이 즉， 해탕 지역의 惡과 2ÆJTI올 몰아내고 吉하
고 좋은 것올 받아플인다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배서 이것은 돈올 받고
극단이 공연을 제공하는 소비자 위쭈의 공연불이 이·녀라 공연 주체기· 곧 객체
인， 쪽 꽁연하는 배우도 혜택을 받고 공연을 보는 관객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

면서 혜택올 받는， 상호 경합적인 성격의 행시1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텀連戰
눈 공연을 주관ξ}는 사람， 측 갈은 공간과 시간을 꽁유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

혹운 孤塊의 莫福을 벌고 그 陰德을 열으려는 j所願이 모여서 이루어진 행사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푼에 察嚴에서 출발하여 문학작품으로 분화되었다기보

다는 배우와 喝科白을 갖훈 敵曲의 형식융 가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聚橫로
서 공연되는 매우 총교적인 행시-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며τ

퇴連熾논 중국·에서 희곡이 만툴어질 때 패개 그렇듯이 어떤 상업척인 목적
윷 가진 작가층이l 의해 인위적으로 제작된 傳奇의 형태로도 존재하고1 또 민간
예술에 기반을 두고 제작흰 일종의 집단 창작으로서 당줬式性 演行왜 형태로모

존재한다. 後者와 관련된 예로는 懶敵로 대변되는 嚴式性 敵曲을 플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目運戰와 같이 讀*으로서 극본이 만들어진 예는 거의 없으

며 순전히 擔廳爾와 같은 공연 형태로만 담아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目連驗
는 明代라논 특정한 시기에 徵1'1‘| 지역의 구성원툴 몇몇이 민간문화에 대한 판
심을 가지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문학작품으로 한번 상송을 시켰변 경혐올

가지고 었다. 그려냐 이 분학작품은 장시간 거행되는 공연을 戰文의 형식에 맞

텀連嚴 형성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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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압축한 형태에 지나지 않눈다. 외관상으로블 땐文또 들아 았고 서사구조도
논려적요로 전개되며 忠奉節義를 표빵한다는 칩에서 문화적인 완성도가 높아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目連職으l 핵심이라고 활 治廳효파냐 떳
術性 빛 종교적인 염원이 결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와 전충올 가놓하

게 했떤 흥행성공의 원인올 설명하는 데에눈 충분치 않다. 目連職의 갱우 꽁연
은 ;쪼鬼逢%힐올 통해 福올 기원하고 和.~을 소명·핸 嚴式이라면 극본운 그려
한 의식으로서의 주술성이 거세펀 채 문창 자채에 내재한 主題로 집중되는 성
향을 보인다.
목련회에서는 제의생이라는 것이 작품의 형태가 딸라지더라도 처옴부터 끝
까지 중요한 요소룡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역사는 또식적으로， 젊훌督
시대에는 비교적 간단한 練외 형식으로 전파되다가 團宋에서 元明淸으로 이어

지변서 다양한 演行이 혼합환 대규모와 풍연예술로 확산되었고， 전통 꽁연의
소멸로 인해 근대 시기에는 다시 蘭외 형식으로 생존하는 때턴으로 정리된다.

그런데 복련회와 강은 嚴·式性 數빼 17) 이 무대극파 다륜 점은， 무대극은 후원자
가 사라지변 공연도 없어지기 쉬운 반면에 목련회는 후원자가 사라지면 꽁연
의 주체와 객체가 함께 봉현율 해서라도 행사롤 치속척으로 유지시칸다는 첩
이다 그래서 목련회를 통해서， 寶룹 기반으로 했다가 연극계 공연으로 완천히
전환하는 껏이 아니라 연극계 공연요로도 가지만 그것과 결합하였다가 상황에

따라 따시 薦로 폴아오는 과정올 볼 수 있다. 그랜 접에서 이것은 민간문화의
지속적인 생명웹이라고 표현되는 저변의 힘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 할 것
이다. 재미있논 사실온 현재 濟에 과거 戰로써 유통되던 행사의 혼쩍이 그대로
뽑약되어 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논 梁 혹은 團代에 거행되었던 購의

17) 힘運職가 嚴式性 敵!ltJ이라눈 점읍 강조하면 일각·에서는 연극외 재의기원설로 그 중
요생올 일축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껏은 목련회의 기원용 셜명하는 데에는 적
절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외로서 지녔떤 현재작용을 설1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이 제의에서 나와서 제의성을 탤-펴히·면서 완전한 문회·외 장료로 수용된다는 연극
외 제의 기원설은， 수용의 전 파쟁에서 강한 종교성이 치속적으로 자려혜왔으며 그
것와 흥행에 종교적인 기원， 의례， 거행복적아 직칩 간여해온 복련회룹 총체적으포
설명하기에는 부적젤한 기제인 것이다. 그것읍 상정적인 차원의 제의가 아니라 현

설 생활에 간여효}는 현재작용이므포， 재의의 기풍을 설명할 적에는 오히려 카니발
이론이 더 유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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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상을 단정할 수 없기 때분어l 야에 대한 정확한 영향판제륭 밝히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목련핵에서 극환의 표펙적인 측면이 공연에 대한 정부외 탄압올

펴히쓴 생존전략으로서 겨융하였다면， 장연의 求福的인 흑변과 흥행성은 국본
에 대한 구매랙을 증강시커는， 상호보완왜 관계에 놓여 있음을 고창하였다. 월
반척요로 목련회 연구는 극본을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았고 꽁옆에 관해서도

현지답사의 보고형삭으료 나아갈 뿔 兩者가 전략적요로 져l 휴했던 찮台의 상송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섭을 기율이지 않아왔다i 그런데 사실온 그것의 전

국적인 홍행성공이라논 현상론적 의미를 규E쩡하기 워해서는 공연과 극본이 공
통요료 。l 룩하였떤 복련회라는 문화현상을 들여다보논 작업이 젤실하였떤 것
이다. 그 절과， 목련회는 단순한 연극융 념어서서 그것의 종교적인 배경， 現世

求福어l 때한 열망， 철기행샤로서의 수요 및 경제적 후원판계가 복합척으로 얽
혀 있는 嚴式行事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런 의띠에서 본고에서 진행시컨 目
連 모려프에 있어서 戰랴논 의미를 다시 겸토ξ}는 작업이， 문학의 뱀주 내에서
극본 워주로 。l 야까활 분석하거나 아얘! 국봉의 성렵과 무판하케 꽁연반을 고

집하는 기존와 연구경향을 벗어녀 연극의 행폐로 의식을 거행송}는 수많은 중
국 연행와 본철융 이해하는 데에 미력이나따 도움이 펴였으딴 한다.

目連職 행생와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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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chanism of Fonnation for Mulien
Opera
Kim , Yong-ji
This article is regatding reseatch methodology of Chinese popular culture

and it attempts to elaborate Mulien culture which was widespread throughout
the first balf of 20th century.

M버ian

culture was initiated from Buddhism,

more accuratcly the stories of Buddhism and it had continuously absorbed
vanous

뻐nds

of local relígiou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everal stages of

transformation such as 變文， 寶卷 and thea떠cal drama. 퍼s phenomenon was
catried out through the basic Iife styles of common people so that if we 100k
these transform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mpor없y

literature , it is a

quite simil.ar to what has become the modem status of ritualistic drama also
kno뼈 as 迎神賽社 Here， 迎神賽社 meaning ousting of bad lucks in order to

invite good lucks.
C띠ture

of

M나lien

Thus , in the common thought of Chinese people, the

was not on1y just experiencing or accepting a piece of

literature, this transformation should be better recognized as a part of ritual
procedure which was created and digested thtough the

mixt따cs

of Buddhism

and Jocal Shamanism. 1bis is the main point of this article, which it
concentrates to differentiate the gap of what Mulien culture in the view point
from

simpIe

1iterature

interpretation

against

somewhat

c아nprebensive

appreciation of Mulien culture as a form of ritual procedure. Therefore, in
this article , the big question comes in place as that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is it a simple literature or is it a complex product of religious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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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as we l1 as a fonn of literature is needed to be refuted as the
questions of what is literature and religion?

and

how these factors have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Chinese popular culture.
As the first step to explain this transfonnation of Mulien culture , this
article has cautiously separated Mulien culture into two distinctive stagesan
elaboration of its origination and subsequently the a1teration periods. And, in
more detail, this article specifical1y tries to answer the alteration periods or
development of Mulien culture into two distinctive areas often called as ritual
opera and literature. Therefore, this article should be regarded as an approach
to settle confronted

questioru잉

of double-faced interpretation for one particular

phenomenon which has had revealed two different perspectives to the peoples
who have approached this phenomenon into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known as ritual opera and literature regarding this particular cultural even t.
For those reasons , this article tries to dwell a bit more into the dangers
involved in the lopsided interpretation of certain texts and the hasty
conclusions of a phenomenon which could have much wider and deep
interpretations in its true nature. Therefore, this ru1icle is devoted to carefully
sort out some potential discrepancies and lopsided inception of this culture
movement known as Mulien culture in order to propose many other valuable
interpretations which could bring this argument into

뻐

another 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