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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해방 이후 <뇌우>를 통한 리얼리즘 연극의 수용은 우리 연극사에서 공인되는 부분이다. 그

러한 중국 리얼리즘 연극의 저력은 베세토연극제 참가작인 <천하제일루> 등을 통해 다시 확인

되었다. 약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기간 동안 중국은 리얼리즘 연극을 탄탄하게 다져 왔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실험극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다. 우리가 만난 대표

적인 중국 연극으로 가오싱젠과 티엔친신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일찍이 80년대 초에 서구 현

대극의 자유정신을 수용하고 실험극을 시도했던 가오싱젠은 예술의 자유를 위해 고독한 망명

을 선택했다. 이는 반세기의 단절 이후 다시 만난 중국이 여전히 닫힌 사회로 예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초기 작품들은 여전히 중국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작품들이며 

후기작들에서도 중국에 대한 문화적 기억들이 직조되어 있다. 그 후 뉴밀레니움을 전후하여 등

장한 티엔친신은 중국 현대극에 새로운 표현 형식을 부여하며 주목받았다. 티엔친신은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표현 형식의 실험을 통해 발산하며 국립극단 상임연출가로서 중국연극계에 새

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다. 중국의 상황이 아직도 많은 금기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실험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새로 부상하는 젊은 세대들의 창작열과 실험정신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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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다. 
수교 후 20년을 넘기는 중국 연극 교류를 진행하면서 실망감으로 다소 지쳐 있던 2015년 

우리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이 고선웅의 <조씨고아－복수의 씨앗>(국립극단)이다. 중국 연극

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구 연극을 학습해 왔고, 우리보다도 진도가 늦다. 따라서 중국 현대극

에서 서구적 연극에서와 같은 새로운 이즘이나 창의 등 강렬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다. 그러나 중국은 오랜 전통극의 역사와 너무나 다양한 희곡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무대화하는 다양하고도 정교한 표현 양식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그 미적 감수성은 우리와 매우 

큰 차이를 가지므로, 오히려 우리의 해석과 미감으로 재창작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번 <조

씨고아－복수의 씨앗>는 중국의 고전 희곡 텍스트를 기초로 한 재창작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한국무대의 중국연극, 뇌우, 리얼리즘연극, 가오싱젠, 티엔친신, 베세토연극제, 
고선웅, 조씨고아

1. 들어가며: 중국 근대극의 흐름과 현황

중국의 서구 근대극 수용 역사도 우리와 비슷하다. 동경 유학생들로부터 본격 신

극 운동이 전개된 것도 유사하다. 일본을 통해 서구 근대극을 만나면서 새로운 연극 

인식이 수립되었고, 입센을 비롯한 사회문제극이 계몽의 기치 아래 큰 향을 미쳤

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중국에서는 풍부한 전통극이 막강한 향력을 떨치고 있었

으므로, 전통극의 봉건성을 집중공격하며 구극이라 물리치고, 반봉건의 신문화 건설

을 위한 계몽 운동으로의 신극 운동을 전개했다. 신극은 창을 하지 않는다 하여 ‘화

극(話劇)’이라 불 다. 사회의 병폐를 파헤치고 고발하는 문제의식이 초기 신극 운동

의 중요한 지향이라면, 구극의 양식화된 연기와 달리 사실적 연기를 구사하는 ‘재현

(再現)’의 미학이 새로운 연극의 또 다른 지향이었다. 그 이정표적인 작품이 1930년

대에 나온 <뇌우(雷雨)>이다. 그 후 사회주의 예술을 선도했던 소련 연극의 지대한 

향 아래, 스타니슬랍스키 연기술을 수용하면서, 신극 100주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

지 리얼리즘은 중국연극계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신중국의 연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문예정책 아래 점차 비판 의식이 거세되고 표현 양식으

로 축소된 리얼리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사회주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긴 역사를 통해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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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은 전통을 완전히 떠날 수 없는 듯 보인다. 항일과 혁명의 선전을 위해 마오저

뚱이 ‘민족형식’을 불러낸 이래 수시로 ‘민족’과 ‘전통’을 호출하고 있다. 근자에 유네

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연관하여 순수 예술뿐 아니라 역사유물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민간 신앙과 제의까지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통 문화의 역에서는 ‘중국’ 문화가 ‘사회주의’ 이념에 우선하고 있는 것 

같다. 연극에서도 ‘전통극 현대화’와 ‘화극 민족화(중국화)’는 가장 중요한 구호이다. 

화극 민족화의 이정표적인 작품으로 50년대의 <찻집[茶館]>과 90년대의 <천하제일

루(天下第一楼)>를 들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전통극 현대화’가 극단을 달린 

시기, 권력이 전통을 무기삼아 문화를 말살시킨 시기 다. 문혁이 끝나고 문화의 백

화제방 시기가 온 것은 자연스런 결과다. 그로 인해 중국 연극에 다양성이 살아났고, 

실험극이 나타났으며, 제한된 기간이나마 리얼리즘의 정신이 되살아나 좋은 작품들

이 나올 수 있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서는 다시 사상적인 통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진전으로 상업주의가 지배적인 사상이 되면서, 연극에

서도 상업 연극이 이념 선전 연극과 함께 주류로 부상하고, 실험적 독립 연극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근대극의 흐름을 기초로 본문에서는 한국 연극과 중국 연극의 만남

을 조감하고자 한다. 서구 연극을 학습하며 연극 개념을 확대해 가던 동시대 한국 

무대에서 서구 연극의 지대한 향 아래 중국연극은 소외된 역이었다. 그러나 돌

이켜 보니 나름 의미 있는 공연들도 있었고, 그 축적된 성과를 조감할 만하다고 생각

된다. 그 만남의 양상을 리얼리즘의 수용, ‘신시기’1) 연극과의 조우(遭遇), 각색을 통

한 중국 고전 희곡의 재창작으로 나누어 보았다. 수용이 실제로 학습의 효과와 그로 

인한 분명한 향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조우는 직접적인 향 관계보다는 만남을 

통한 상호 이해와 탐색을 말한다. 각색을 통한 재창작은 중국 고전희곡의 가치와 가

능성을 발견하고 각색을 통해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재창작하는 단계로 들어섰음을 

말한다. 

1)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1949년 신중국 건설까지를 ‘현대’, 신중국 이후 시기를 ‘당대’라고 한

다. ‘당대’는 다시 1949년부터 1966년까지를 ‘17년 시기’, 1966년부터 1976년까지를 ‘문혁 시기’, 문
혁 이후 개혁 개방 시기를 ‘신시기’라고 한다. 董健 胡星亮 주편, 中國當代戲劇史稿(中國戲劇出版

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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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현대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중국 전통극과의 접촉이나 교류는 다

루지 않았다. 중국 연극의 범주도 홍콩과 대만 등 여타 중국어권을 제외한 중국의 

연극만을 대상으로 했다. 21세기에 들어 한중 교류가 다변화되면서 지역간 교류가 

확대되었으나, 본문에서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와 중

국의 근대극 역사 및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 발생한 시기를 고려하여 해방 

공간부터 다루었다.  

2. 중국 리얼리즘 연극의 수용: <뇌우>에서 <천하제일루>까지

중국의 서구 연극 수용은 우리와 비슷하게 일본을 거쳐 시작되었고, 신파극과 사

회문제를 다룬 번역극을 거쳐 리얼리즘 연극이 확립되었다. 중국 리얼리즘 연극의 

이정표로 꼽히는 것이 차오위의 <뇌우>와 라오써의 <찻집>인데, 그 중 <뇌우>는 해

방 공간의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우리나라 리얼리즘 연극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차오위는 본명이 완쟈바오[萬家寶]로, 1910년 텐진에서 출생하 다. 난카이중학 

시절 난카이신극단에 참여했고, 난카이대학 시절 입센의 <인형의 집> 공연에서 노라 

역을 맡기도 했다. 칭화대학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서양 연극을 공부하며, 1933년에 

<뇌우>를 집필했다. 이 때 필명 차오위를 쓰기 시작했다. 소설가 빠진의 추천으로 

이듬해 문학계간에 발표되었다. 1935년 먼저 도쿄에서 중화화극동호회에 의해 초

연되었고, 그 해 텐진 구숭[孤松]극단에서 중국 초연이 이루어졌다. 중국여행극단이 

지방 순회공연을 하면서 <뇌우> 공연 붐이 일어서 1936년에 이미 전국적으로 

5~600회 공연이 이루어졌다 한다.2) 이어 <일출(日出)>(1936), <원야(原野)>(1937), 

<태변(蛻変)>(1939), <북경인(北京人)>(1940)을 창작했고, 항일 전쟁 시기 피난 중 

충칭에서 빠진의 소설 <집[家]>을 희곡으로 각색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과 함께 문화예술 단체에서 활약했고 그 후 중앙희극학원 부원장, 베이징인민예술극

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격동의 시기가 그의 창작의 황금 

2) 오수경 ｢<뇌우> 해설｣, 뇌우(민음사, 2016).



동시대 한국 무대의 중국연극   125

시기 고, 그의 작품들로 인해 중국 근대극은 탄탄한 기초를 다졌다.    

<뇌우>는 곧 우리나라의 해방 공간에도 소개되어 수차의 공연이 이루어져서, 우

리 공연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46년 낙랑극회에 의해 초연된 이래 국립

극단이 1950, 1988, 2004년에 공연을 제작했으며, 2012년에는 중국 따렌화극단의 

<뇌우>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첫 번역인 김광주(金光州) 역 뇌우
한국어판(宣文社, 1946)이 출판된 이래, 최근 오수경의 뇌우(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44, 2016)까지 가장 많은 번역본이 출간된 작품이기도 하다.3) 

1946년 7월 5~11일 극단 낙랑극회가 국도극장에서 이서향 연출로 <뇌우>를 처음 

한국 무대에 소개했으나, 리얼리즘의 정수를 소화하기에 역부족이어서 그리 큰 주목

을 받지 못했다. 그 후 혁명극장이 <원야>를, 1947년 10월 신지극장이 <태양이 그리

워>(원제: <日出>, 이진순 연출)를, 1950년 3월 여인소극장이 <태변>(박노경 연출)

을, 6월 국립극단이 <뇌우>(유치진 각색 연출)를 공연했다.4) 이상 차오위의 초기작 

네 작품 모두 20세기 초중반 루쉰, 차오위 등 중국 현대소설과 희곡을 한국에 소개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김광주의 번역에 의존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공연은 1950년 6월 6일부터 15일까지 부민관에서 올린 <뇌

우>다. 국립극장 설립 후 국립극단으로 재정비된 극단 신협(新協)이 <원술랑>에 이

어 두 번째 올린 공연이었다. 조우푸위안 역 김동원, 조우핑 역 이해랑, 루구이 역 

박상익, 루스핑 역 김선 , 루쓰펑 역 황정순 등 최고의 캐스팅에다, 장치를 맡은 김

정환이 폭우가 내리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것도 화제 거리가 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19일부터 23일까지 연장 공연되었다. 당시 40여만의 서울 시 인구를 

감안할 때 15일간 ‘7만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 다’고 한 유치진의 언급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5) 대단한 반응이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당시 유계선과 더블캐스팅 

되어 조우판이역을 맡았던 백성희는 “표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한 줄은 광화문 네거

리까지, 한 줄은 덕수궁까지 이어졌다”고 증언했고, 조우푸위안 역을 맡았던 김동원

3) 그 외 김종현 역(중앙일보사, 1989), 한상덕 역(한국문화사, 1996), 하경심 신진호 공역(학고방, 
2013) 등이 있다. 

4) 1950년 6월 3일자, 경향신문, 김광주의 “비극의 연원”, 김남석 ｢<뇌우>공연의 변모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연극학 22호(한국연극학회, 2004). 

5) 이 통계는 유치진에 의한 것인데(동랑유치진전집(서울예대출판부, 1993), 208면), 김남석은 이를 

과장된 통계로 보았다. 김남석, 같은 글,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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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연극을 보지 않고는 문화인이 될 수 없다고 했을 만큼 지식인층의 호응을 

받은 것도 우리 연극사에서 전무한 일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6) 비록 유치진 연출

본도 원작에서 상당 부분을 덜어내고 각색한 것이기는 하나, 대중극단인 낙랑극회의 

공연에 비해 사실주의 무대와 인물 심리 구현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치정극으로 흐

르지 않도록 조우판이보다 루스핑의 비중을 강화하고 작품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 다고 한다. 절제된 연기의 앙상블과 관객들이 집에 갈 때 우산 

걱정을 하도록 만들 정도로 폭우를 잘 구현한 사실적 무대로, <뇌우> 공연은 중국에

서뿐 아니라 우리 연극사에서도 리얼리즘 연극의 확립에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7) 

6.25 전쟁 발발로 모두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으나, 피난 중에도 대구, 부산 등지에서 

<뇌우>가 공연되었다고 한다. 정전 후 1954년 7월 18일에 시공관에서 유치진 연출

로 재공연되었으나, 차오위가 중국 공산당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장 공연은 

취소되었고 그 후 수십 년간 공연되지 못했다.  

1988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국립극단 134회 정기 공연

으로 이해랑(李海浪) 연출의 <뇌우>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50년 공연에서 조우핑을 

맡았던 이해랑의 오랜 재공연 염원이 실현된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양국

의 해빙무드가 조성되었고 88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작품의 공연이 암묵적으로 허용

된 것 같다. 전설적인 <뇌우>의 명성과 백성희의 조우판이에 대한 기대로 상당한 관

심을 모았으나, 1950년 유치진 각색본을 재각색한 이해랑 연출본은 예전과 같은 반

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미 '반봉건'의 주제가 시의를 잃었고, 조우판이의 성격

을 이기주의적 욕망으로 해석한 조우판이 캐릭터도 다소 약했다. 그 후 2004년 국립

극단 워크숍 공연에 이어, 4월 1일부터 7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이윤택 연

출로 올려졌다. 가능한 한 삭제 없이 원작에 충실한 4시간짜리 공연으로, 경사 무대

를 사용한 사실적인 폭우 효과와 심리적 리얼리즘을 구현하려는 연출의 열망이 강렬

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리얼리즘 구현의 열망이 시극(詩劇) <뇌우>의 본질을 가

려서, 리얼리즘 연극의 품위와 서정성을 놓친 아쉬움이 있었다.8)     

6) 김동원, ｢국립극단 창단 전후｣, <태> 공연 팜플렛, 2000년 4월. 
7) 윤일수, ｢중국화극 <뇌우>의 한국공연 연구｣, 배달말 37호(2005).
8) 차오위는 ｢<뇌우> 서문｣에서 “내가 쓴 것은 한 편의 시 다.”라며, <뇌우>의 본질을 ‘시’로 정의한 

바 있다. 오수경 ｢<뇌우> 해설｣, 뇌우, 294~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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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극의 리얼리즘 전통 가운데 ‘화극 민족화’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정전이 

라오써의 <찻집>이다.9) 중국 베이징의 한 찻집을 배경으로 청말부터 군벌 내전 시

기를 거쳐 국민당 시기까지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의 몸부림을 따뜻하게 그려 내

어, 서구 근대극의 모방이 아닌 중국적 사유와 중국적 감각이 살아 있는 근대극을 

확립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뛰어난 리얼리즘 무대를 구현해 내는 베이징인민예술극

원(약칭: 베이징인예)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래서 “베이징인예 연극학파”라고 불리

기도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찻집>을 볼 기회가 없었다. 다만 1994년 제1회 베

세토연극제에서 <찻집>의 ‘민족화’ 전통을 잇는 대표작 <천하제일루>(허지핑[何冀

平] 작, 샤춘[夏淳], 구웨이[顧威] 연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를 만날 수 있었다.  

베세토연극제는 1994년 김의경의 발의에, 중국 쉬샤오쭝[徐曉鐘], 일본 스즈키 타

다시[鈴木忠志]가 호응하면서 창립되어, 한중 연극 교류의 물꼬를 틔워 준 연극제

다.10) <천하제일루>는 청말 베이징 오리요리집 푸쥐더[福聚徳]를 배경으로 구습을 

타파하고 경  개혁을 이루는 내용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도입을 긍정하는 메시

지를 담고 있다. “사실주의 연극의 깊이와 감동을 재확인시켜준 무대”라는 평론처

럼,11) 베이징인예 배우들의 완숙한 리얼리즘 연기에 찬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상하이화극원의 <남겨진 아내[留守夫人]>(1997), 따렌화극원의 <삼월의 도

화수[三月桃花水]>(2000), 공정화극단의 <패왕별희(覇王別姫)>(2003) 등 베세토연

극제 초기 초청작들은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었다. 노벨상 수상작가 모옌[莫言]의 

역사극 삼부작 중의 하나인 <패왕별희>는 전통극 <패왕별희>를 새롭게 해석하여, 

비극적인 웅 항우를 시인으로 그려낸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었다. 2012년 베세토

연극제에서는 중국 리얼리즘의 정전을 만나기 위해 따렌화극원의 <뇌우>를 초청하

다. 이는 베이징인예의 리얼리즘 버전을 계승한 것으로, 조우판이에 중점을 둔 해

석과 절제된 사실적 무대 두 가지 점에서 중국 리얼리즘극의 한 전형을 보여 주었다.

  

 9) 오수경 <찻집>, 중국현대문학전집(중앙일보사, 1989).  
10) BeSeTo演劇祭韓國委員會(이응수 책임편집), BeSeTo演劇祭10年史(연극과인간, 2004).
11) 이미원 ｢베세토연극제: 동북아시아 지역문화의 블럭화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공연과 리뷰

(1994.12), 7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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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신시기’ 연극과의 조우:
가오싱젠, 티엔친신 그리고 젊은 연출가들 

4, 50년대 <뇌우>를 비롯한 중국 작품의 수용은 우리 연극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후 약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중국과는 전면적 단절로 문화적 거리가 형성

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양국의 연극 교류가 열리긴 했으나, 개별 공연 주체의 

자발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은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해진 최근의 일이다. 그런 의

미에서 베세토연극제는 그 과도기에 한중 연극 교류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 한

국 작품의 중국 공연은 매번 대단한 호평을 이끌어냈고, 중국 연극계에 한국 연극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베세토 중국 초청작도 주류 리얼리즘에

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6년 왕옌숭[王延松] 연출의 <원야>, 2009년 궈샤오

난[郭曉男] 연출의 <선비와 망나니[秀才与劊子手]>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2015년에는 젊은 베세토로 세대교체한 베세토페스티벌에 황잉 스튜디오의 <황량일

몽(黄粱一夢)>이 초청되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작품 성격의 다양화는 문혁 이후 ‘신시기’ 개혁개방의 결과이다. 이들 ‘신

시기’ 연극은 개혁 개방의 결과 서구의 다양한 현대 연극 사조들이 수입되고 용인되

며 다양한 실험들이 나올 수 있었던 80년대와 천안문 이후 다시 통제가 강화되며 

수렴되기 시작한 90년대, 그리고 2008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중국이 소프트파

워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산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000년 이후에야 소개되기 시작했다. 

 

1) 가오싱젠의 <비상경보>, <버스정류장>, <저승>, <삶과 죽음 사이> 

2000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가오싱젠(高行健, 1940~)이 실은 중국 실험극의 

기수 음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이 번역 소개되고 공연되기 시작했다.12) 

가오싱젠은 베이징인민예술극원 소속 극작가로 있던 1980년대 초기에 <비상경보[絶

對信號]>, <버스정류장[車站]>, <현대절자희(現代折子戯)>, <독백>, <야인(野人)>, 

12) 오수경 옮김, 버스정류장(민음사, 2002); 오수경 옮김, 피안(연극과인간, 2008); 오수경 옮김, 
<밤의 노래>, 한국연극 201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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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안>을 창작했고, 1987년 망명을 전후하여 <저승[冥城]>, <도망>을, 프랑스 망명 

이후 <삶과 죽음 사이[生死界]>, <대화와 반문[對話與反詰]>, <야유신(夜遊神)>, <산

해경전(山海經傳)>, <주말사중주>, <팔월의 눈[八月雪]>, <죽음을 묻다[叩問死亡]> 

등을 창작했다. 

<비상경보>가 구체적인 서사 구조를 지닌 작품으로 리얼리즘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작품들은 리얼리즘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실험으로 

나아갔다. 현실과 상상, 타인과 자아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 보편의 자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버스정류장>, <야인>을 거쳐 <피안>에 이르면 사회와 개

인의 문제로부터 본격적인 내면 탐구로 들어가기 시작하여, <저승>, <삶과 죽음 사

이>에서 여성과 선 등의 연결 고리로 이어지고, <팔월의 눈>에서는 선적 사유를 통

해 동양 현대 연극의 한 모델을 제시한다. 그의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예술 정신은 

‘자유’다. 그는 억압적 현실이나 고정 관념, 죽음, 전통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 유랑하는 자유인이다. 중국의 완고한 리얼리즘 연극 전통에서 벗어남은 물론, 

많은 시사점을 통해 그의 연극론의 뼈대를 형성하게 해 준 전통극의 정식에서도 벗

어나려 한 데서도 그의 자유정신을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극단 반도에서 <비상경보>를 원제 그대로 <절대신호>(주요철 

연출)라는 제목으로 공연했다. 2006년에는 “가오싱젠 시리즈”라는 기획으로 <비상

경보>와 <삶과 죽음 사이>(주요철 연출)를, <버스정류장>(임경식 연출)을 공연했다. 

<비상경보>는 재현과 표현, 서정과 서스펜스가 혼합된 매력적인 희곡인데 너무 많이 

생략되어 아쉬웠다. <버스정류장>은 기다림을 다룬다는 점에서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리게 하지만, 부조리함 속에 일상 속의 서정을 담고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 어느 교외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서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버스를 기다리다 1년이 가고 10년이 흘 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맞은 사

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희극이다. 가오싱젠이 ‘다성부를 활용

한 연극 실험’이라고 천명한 바 있듯이, 빈 무대에서 배우의 몸과 소리를 주된 표현 

수단으로 주선율과 부선율이 각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대위법과 화성법을 통해 조화

를 이루기도 하며 교향악처럼 펼쳐지는 작품이다. 이러한 다성부의 효과를 살리기는 

쉽지 않아 상황 희극에 머물 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공연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서울문학포럼에 참가한 가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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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과 류자이푸[劉再復], Mable Lee, Noel Dutrait 등 가오싱젠 연구자 및 번역자들

이 함께 한 ‘가오싱젠페스티벌, 서울2011’에서다. 그의 매우 다른 스타일이면서도 일

맥상통하는 두 작품인 <저승>(아르코소극장)과 <삶과 죽음 사이>(국립극단소극장 

판) 공연이 강연, 심포지움, 화 상연(이상 한양대) 및 연기워크숍(국립극단 소극장 

판) 과 함께 펼졌다. 가오싱젠의 연극론과 연극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고, 그에게는 한국연극의 저력을 발견하는 자리 다.13) 

가오싱젠의 희곡 가운데 소재나 스타일에서 중국의 문화 코드가 선명하게 드러나

는 작품이 <저승>, <산해경전>, <팔월의 눈>인데, 그 중 <저승>은 2011년 한국 공연

이 작가가 공인한 연극 <저승>의 세계 초연이었다.14)  

<저승>은 장자 ‘호접몽’ 대목의 주인공인 장주가 아내를 희롱하는 이야기다.15) 

오래 집을 떠나 수련하던 장주가 아내의 정숙을 시험하고자 자신의 상여를 보내 사

망 소식을 전하고 미남자로 변신하여 아내를 유혹한다. 그 유혹에 넘어간 아내가 새 

연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남편의 관을 부수려하자 장주가 현신하여 그녀를 음탕한 

여인으로 규정한다. 믿었던 남편의 자작극에 통분하며 아내는 들고 있던 도끼로 스

스로를 내리친다. 저승에 간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승과 마찬가지로 죄악

과 권위가 판치는 저승에서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연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저승>에서는 이기적인 인간 장주의 어리석음과 이승과 판박이인 권위적인 저승 세

계를 싸잡아 비판하지만, 저승에서도 여전히 억압당하며 해탈하지 못하는 여성의 운

명을 다룬다. 마지막에 아내가 벌거벗은 채 무대 끝으로 굴러나와 피범벅인 창자를 

꺼내 씻는 잔혹하고 강렬한 장면은 <삶과 죽음 사이>,<팔월의 눈>에서도 차용되어 

여인의 비참한 운명과 가없는 한을 웅변해준다. 남자들과 여자들, 사람들로 이루어

진 코러스는 인간의 죄와 한계, 남녀 간의 소통 불가, 언어의 무용함을 중얼거리며, 

그녀를 타자화시켜 거리를 두고 그 존재를 바라보게 한다. 또한 작품의 수미를 장주

의 전지적 서술로서 초탈의 철학적 틀을 제시하여, 그 안쪽에 갇혀 있는 피투성이 

여인의 강렬한 잔상은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의 끝이 어디인지 생각하게 하는 동시

13) 가오싱젠페스티벌을 마친 후 가오싱젠과의 인터뷰에서. 2011. 6. 2.
14) <저승> 공연 팜프렛, 작가의 말. 이전에는 1987년 홍콩무용단 쟝칭[江青]의 의뢰로 간단한 무용극대

본으로 창작되어 1988년 무용으로 공연된 적이 있을 뿐이다. 
15) <大劈棺>이라는 전통극 레퍼토리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1995년 창무춤페스티벌에 초청된 중앙실험

화극단의 어공연 <장주, 아내를 시험하다>도 같은 소재로 만든 소극장 연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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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주의 초탈에 대한 사색, 인생의 불가해함에 대한 사색을 유도한다. 

박정석 연출로 극단 바람풀과 연극집단 반이 함께 한 <저승>은 전반의 매력적이

고 해학적인 이승 장면과 후반의 그로테스크한 저승 장면이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가오싱젠 희곡의 한국 무대 버전을 만들어냈다. 삼면 벽에 파이프로 얼기설기 엮은 

구조와 뒷면 벽에 설치한 다리만으로 아르코 소극장의 무대 공간을 텅 비워, 동양 

전통극의 빈 무대 미학을 살렸다. 벽면의 성근 구조 사이로 코러스들이 자유롭게 드

나들며 극에 개입하는 서사극적 구조를 잘 구현해서 극중 서사에 대한 다층적 시선

을 마련했으며, 우리 전통 연희와 탈, 변검 등의 특기를 활용하여 인물의 진실감을 

배제하며 유희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앞 단락에서는 장주 역의 박상종과 아내 역의 

천정하가 자유자재로 극 중 인물과 해설자, 배우의 역할을 드나들며, 가오싱젠이 제

시한 배우의 삼중성, 즉 배우와 역할 그리고 전이의 중성 상태를 잘 드러내서. 그의 

‘중성 배우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한편으로는 연극의 유희성을, 다른 한 편으로

는 사건화하지 않으면서도 전개되는 상황이 품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고 증폭

시키는 흥미로운 드라마트루기가 공연에서는 더욱 분명하고 매혹적으로 전개되었다. 

거기에 무대를 감싸고 있는 코러스들의 ‘참견’까지 곁들여져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는, 귀신도 놀라자빠졌던 연극’은 풍성한 두께를 갖게 된다.”17)라는 김소연의 평

론이 이 연극의 미덕을 말해준다. “양식의 혼재”18)와 “과도한 스펙타클”19)로 읽히기

도 한 뒷 단락의 저승 장면은 이승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저승 세계를 

통해 그 부조리함을 강조하고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기 위해

서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지향했다. 가오싱젠에게 <저승>은 여인의 설원 서사가 아니

라 인간의 욕망과 집착 그 자체를 관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

에서 바로 <삶과 죽음 사이>로 이어진다. 

장희재 연출의 <삶과 죽음 사이> 낭독 공연은 “깊이 있는 연구로 길트기를 한”, 

“원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스테이징의 실험적 면모에서 ‘낭독 공연’ 이상의 결

16) 오수경, ｢가오싱젠의 연기론－중성배우론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연기(연극과인간, 2015), 36
4․368면.

17) 김소연, ｢돌을 던져 이야기를 열다－극단 바람풀&연극집단 반 <저승>｣, 한국연극 2011년 7월호.
18) “양식의 혼재가 두드러진 한국적 ‘개량’ 버전으로 그 몫을 했다.” 허순자, ｢<저승>: 양식의 혼재로 

삶을 놀기｣, HanPAC View(2011.07).
19) 김소연,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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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낸” 성과20)로 평가된다. 사실 <삶과 죽음 사이>는 2009년 극단 여행자의 낭독 

공연(조최효정 연출, CJazit)이 있었고, 2012년 극단 죽죽의 공연이 있었다(김낙형 

연출, 선돌극장). 이는 “여성을 통한 인간 정체성에 대한 질문, 움직임을 통한 은유적 

이미지들”이 많아21) 작품 해석의 난이도가 높고 거의 전체가 여성 주인공의 내면 

독백이어서 배우의 공력이 필요한 작품이다. <저승>과 이어지는 여성 자아의 내면 

탐구이면서 존재의 문제에 대한 사색이라는 점에서 가오싱젠의 중요한 후기 창작 

맥락을 형성하는 작품이다. 특히 언어에 대한 탐구가 지속되는데, 인칭의 변화로 여

주인공이 스스로를 대상화 또는 타자화하거나, 간접 화법을 사용한 다층 서술로 타

자화된 자신을 다시 거리두기 하는 등 다양한 인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서술을 소화하기 위해 배우는 배우 자신으로서, 극중 인물로서뿐 아니라 중

성적 존재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이 역할들을 관조하며 소화해내야 한다.22) “이 극

은 자아 인식에서 자아 탐구로 나아가다가 종국에는 인생에 대한 정관하기로 확장”

된다.23) 이는 가오싱젠의 유한한 존재의 무한한 자유에 대한 추구와 맞물려 있는 

도전적인 작품인데, 장희재 연출작은 작가의 의도를 잘 구현해낸 창의적 연출로 작

가의 찬사를 받았다.24)

“가오싱젠페스티벌, 서울2011”을 통해 가오싱젠이라는 디아스포라 연극인의 절대 

자유의 예술정신과 중국 문화 정체성과 현대성이 만들어내는 혼종의 감수성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우리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를 통해 그가 중국 전통극 미학으로부터 

이끌어낸 연극관과 연기론이 동양적 맥락 위에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데 의미가 있다. 스즈키 메소드 외에 아직 이렇다 할 동양의 현대 연기 메소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연기론은 독특한 통찰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 허순자, 앞의 글.
21) 조최효정, ｢독회－<삶과 죽은 사이>연출가 조최효정 인터뷰｣, CJ azit 창작예술지원프로그램 11월. 
22) 가오싱젠, ｢劇作法与中性演員｣, 没有主義,(台北, 聯経, 1996), 295면.
23) 김낙형, ｢연출의 글｣, <生死界>공연팜프렛(2012.7.18.). 
24) 장희재 연출 <삶과 죽음 사이> 공연 후 ‘가오싱젠과의 대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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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엔친신의 <생사의 장>, <조씨고아>, <붉은 장미 흰 장미>, <로미오

와 줄리엣>  

중국의 국립극단인 국가화극원(国家話劇院) 상임 연출가 티엔친신(田沁鑫)은 현

대 중국 연출가 가운데 우리와 가장 친숙한 연출가다. 2005년 봄 아시아연출가워크

숍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여 그녀의 출세작인 <생사의 장[生死場]>(아르코소

극장)을 공연한 이래, 2006년 8월에는 극단 미추(손진책 연출) 창립 20주년 기념으

로 <조씨고아(趙氏孤児)>(예술의전당 토월극장)를 공연하 고, 곤극 <1699⋅도화

선>도 베세토연극제 참가작으로 국립극장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되었다. 

2010년 10월에 그녀가 연출한 국가화극원의 유행판 <붉은 장미 흰 장미[紅玫瑰与白

玫瑰]>(아르코대극장)가 서울에서 개최된 시어터 올림픽스Theatre Olymics에 참여

하 다. 2012년에는 한중수교2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극단(손진책 예술감독)과 중국

국가화극원의 공동 제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 연출하 다. 

티엔친신은 1968년 베이징에서 태어나, 1988년 전통극 연기 전공으로 베이징희

곡학교를 졸업하 고, 1995년에는 연출 전공으로 중앙희극학원을 졸업하 다. 전통

극과 현대극의 최고학부를 졸업하여, 동서양 연극 모두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갖추

었다. 1999년 서른의 나이로 샤오훙[蕭紅]의 소설 <생사의 장>을 각색 연출하여 최

고의 희곡상인 차오위문학상의 희곡상을 비롯한 커다란 연극상을 휩쓸었고, 린자오

화와 공동 연출한 경극 <재상 류루어궈[宰相劉羅鍋]>로 2003년도 제1회 ‘무대예술

정품공정(舞台芸術精品工程)’ 10대 우수 작품상에 선정되어, 현대극 전통극을 막론

하고 완성도 높은 대작을 내놓는 연출가로 자리매김하 다. 그녀의 연출 은 정치적 

선전의 주류 연극에서부터 서정적인 작품에까지, 또 가장 섬세한 전통극인 곤극의 

연출로부터 음악극, 뮤지컬을 거쳐 장편 드라마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

다.25) 심지어 “상업연극을 지향한다.”고 하여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 다.26) 

25) 티엔친신의 대표작으로는 위에 열거한 것 외에 현대극으로 <부러진 팔[断腕]>(1997), <역참의 복사

꽃[駅站桃花]>(1998), <성난 회오리바람[狂飇]>(2001), <자오핑 동학[趙平同学]>(2005), <명(明)－명

대의 그 일들[明朝那些事儿]>(2007), <사대가 한 집에[四世同堂]>(2010), <청사(青蛇)>(2013), <산사

나무의 사랑[山楂樹之恋]>(2014), <북경법원사(北京法源寺)>(2015) 등이 있다. 
26) 티엔친신은 단순한 흥행 연극과 구별하여 “상업연극”이란 관객을 고려한 연극을 말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田鑫沁, 田鑫沁的戯劇場,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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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티엔친신은 우리 배우들과 약 1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생사의 장≫을 

아르코소극장에 올리면서 한국 무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1999년 초연된 ≪생사

의 장≫은 스타니슬랍스키 체험연기론에 기초한 딱딱한 리얼리즘 연기 일색이던 중

국 연극계에서 강렬한 신체 이미지로 동북 지역 곤고한 농민들의 삶 속에 응축된 

생명의 에너지를 구현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표현주의 연출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

다. 그녀는 서울에 와서 오디션과 극장 답사를 마치자, 본래 항일 메시지를 담은 대

형 서사의 주류 연극이었던 중국판 <생사의 장>을 사흘 만에 유연하고 가변적인 블

랙박스 극장에 맞춰 재각색하 다.27) 그 작품 구성 능력과 창작 에너지는 경탄할 

만 했다. 또한 한국판에서는 신체 연기의 과장과 희화화를 통해 전체 시공간 속에서

의 리듬감과 조형성을 획득하면서, 조명을 이용한 공간 구성과 유연한 배역 전환으

로 함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소극장 무대를 만들어냈다. 연출가 자신도 주류 서사로

부터 자유로워진 한국판 <생사의 장>을 더 좋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28)  

2006년 8월에 공연한 <조씨고아>는 중국의 유명한 고전 비극을 저본으로 각색한 

것이다. 베이징에서는 2003년에 베이징을 대표하는 두 극단 베이징인민예술극원과 

국가화극원이 각기 린자오화 연출과 티엔친신 연출로 <조씨고아>를 공연하 는데, 

두 작품 모두 고아가 복수를 포기하는 결미를 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티엔친신

은 도안고와 정  등이 고아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는데, 

두 부친이 죽자 고아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떠나버린다. 문혁 등을 겪은 중국적 

현실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복수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고아는 중국 현대 젊은이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 티엔의 한국판에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전개되는 다소 복잡한 구조에 다시 인물까지 분해하여 2배우 1인물, 심지

어 3배우 1인물의 체제를 사용하여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간결하면서도 화려

한 홍/흑 색조의 시각 이미지와 연극적 놀이로의 연극성이 뛰어났다.29) 

<생사의 장>과 <조씨고아> 등에서 티엔은 표현주의적인 신체 연기와 빈 무대를 

27) 오수경, ｢인터뷰: ‘아시아연극연출가워크숍’의 티엔친신, 가브리엘 리｣, 연극평론 37(2005 여름호), 
281~295면.

28) 田鑫沁, ｢난 한국 배우들이 공연한 <생사장>을 더 좋아한다｣, 田鑫沁的戯劇場, 69~79면. 
29) “난 시각적 충격이 강한 무대를 좋아합니다. 무대극은 보고 듣는 것이어서 보이는 것에 흥미를 느낍

니다. 무대 위에선 뭔가 힘이 있고 동작, 조형성이 강한 것을 보고 싶어요……난 갈등이나 몸부림 

같은 의미를 지닌 소재를 좋아해요. 시각적 에너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티엔친신과의 인터뷰. 
魏力新, 做戯--戯劇人説(文化藝術出版社, 2003),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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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색채로 디자인하여 주목 받았다. 우리 배우들은 경극 배우 출신 중국 현대극 

연출가와의 작업을 통해 우리와는 다른 무대 리듬과 연기 양식의 차이들을 직접 느

끼는 기회가 됐다. 동양적 빈 공간의 미학을 잘 꿰뚫고 있는 티엔친신은 한국에서도 

탁월한 신체 활용과 무대 구성 능력으로 선이 굵고 시각적 충격이 강한 무대, 리듬감

이 강하고 흐름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다.30)  

이미 중국 최고의 연출가 반열에 오른 그녀가 중국 국내보다도 적은 개런티에 열

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간의 우정 외에도 열린 

환경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녀의 창의적 발상들을 무대화하며 실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티엔친신의 한국 작업은 그녀의 예술 생애에서도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한국판 <조씨고아>에 도입된 심리에 따른 인물 분해 방식은 그 후 <붉

은 장미 흰 장미>의 작업에 다시 응용되었고, 한 인물의 내적 갈등을 두 배우가 나누

어 연기하는 방식이 관극의 재미를 더하며 큰 호응을 얻어냈다.  

<붉은 장미 흰 장미>는 근대 초기의 상하이를 무대로 활동한 대표적인 자본주의 

작가 장아이링[張愛玲]의 원작을 각색한 경쾌하고 교묘한 희비극으로, 국가대극원 

드라마센터[戯劇場]에서 개관 기념으로 초연되었다. 기존의 중국 주류 연극들과는 

달리 올림픽 개최 전후 중국의 변화를 감지케 하는 무대 다. 유명 배우 친하이루[秦

海璐]가 붉은 장미로 열연하며 흥행에도 성공하 다. 2010년 6월에 ‘유행[時尚]’판이 

방한하 다. 주인공이 여성으로 바뀌었고, 인터넷과 비행기가 배경이 되는 현대적 

인간 소외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일탈을 풍자하거나 조소하기보다 사람들 간의 유대와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따뜻한 작품이 되었다. 되감기와 옵션, 음악과 멀티미디어 

등 현대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을 활용해서, 21세기 중국의 동시대적 소통을 보여주

었다.31) 

2012년 국립극단과 중국국가화극원의 공동 작업으로 제작된 <로미오와 줄리엣>

에서는 무대를 문혁 시기의 중국으로 옮겨 왔다. 가파른 경사 무대를 지붕으로 삼고 

좌우에 계단 건물을 넣고, 와이어까지 활용하여 무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면서 

30) 김성희, ｢김성희의 연극읽기－극단 미추 <조씨고아>｣, 한국연극(2006.10); 오수경, ｢중국 고대 역

사에서 찾는 현대인의 자화상－티엔친신의 조씨고아｣, 한국연극(2006.09.) 
31) 오수경, ｢중국국가대극장개관기념공연－중국국가화극원<붉은 장미 흰 장미>｣, 연극평론 2008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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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위병 젊은이들의 사랑에 어울리는 빠른 템포에 위태로우면서도 다이나믹한 동선

을 구사했다. 서울 공연 후 중국 버전으로 재창작 되어 많은 중국 젊은이들의 환 을 

받았다. 문혁 서사를 셰익스피어에 담아 전경화시킨 티엔의 국가화극원 연출가로서

의 면모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중국연극은 지금 사실주의 주류 연극과 가벼운 상업적 통속희극의 양대 흐름 속

에서 예술가의 의미 있는 예술적 추구와 자본주의 대중 관객의 요구를 함께 만족시

킬 연극을 모색하고 있다. 티엔친신은 부단한 호기심으로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고, 

그 과정을 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의 추구를 펼쳐가고 있다. 특히 

<생사의 장>과 <조씨고아>는 강렬한 시각적 표현력과 유연한 리듬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전통극의 연기 미학을 현대 무대에서 경험한 좋은 기회 다. 또한 우리 극

단과의 작업을 통해 거리두기와 놀리기를 터득한 티엔친신이 여타 작품에서 보여주

는 유연성은 한중 연극 교류의 좋은 성과이기도 하다.  

3) 기타 표현주의 계열의 작품들: <원야>, <여름날의 기억>, <선비와 

망나니>

주류 사실주의 연극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표현 양식을 찾아 전통극 미학으로부

터 감과 방법론을 얻은 작품들이 있다. 2005년 티엔친신의 <생사의 장> 이래 

2006년 베세토연극제의 <원야>, 2007년 아시아연출가워크숍의 <여름날의 기억[夏

天的記憶]>, 2009년 베세토연극제의 <선비와 망나니[秀才与劊子手]> 등에서 중국 

연극계의 새로운 시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06년 텐진인민예술극원의 <원야>(의정부예술의전당)는 <뇌우>, <일출>과 함께 

차오위 초기 희곡 3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 초연 이래, 

50년 만에 다시 공연된 왕옌숭[王延松] 연출의 <원야>는 과거 리얼리즘 무대와 전혀 

다른 표현주의적인 작품으로 오히려 원작의 본질에 다가간 듯 보 다. 민국 초 지주

의 폭압으로 부모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절름발이가 되었으며,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주인공이 탈옥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복수를 하고 탈주하다 죽음에 이르는 

비극이다. 오닐의 <황제 존스>를 모방한 제3막에서는 캄캄한 밤 황무지 들판의 추격 

속에 내면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환각과 정신착란을 통해 고조되는 비극적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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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假頭)를 쓴 코러스를 통해 흥미롭게 표현했다.32) 

2007년 텐진인민예술극원 소속 왕레이[王磊] 연출의 <여름날의 기억>도 인상적

인 작품이었다. 그녀 역시 전통극 기초가 탄탄한 배우이자 극작가, 연출가로 몸과 

호흡,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뛰어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들의 왜곡된 삶

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도시에서 돈을 번 남편이 시골에 남아 있는 아내를 버리기 

위해 청부이혼계략을 꾸미고 거기에 말려 든 청년과의 삼각관계를 다룬다. “개혁개

방의 상처를 통한 자아발견을 깊은 인성의 드라마터지와 상징적 스테이징으로 인상 

깊게 표현”하여, 자칫 멜로드라마로 떨어질 수 있는 소재를 깊이 있는 문학적 처리와 

경극에 기초한 표현력 있는 무대로 승화시킨 여성 연출가의 동양적 감수성이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33)

2009년 상하이화극예술센터의 <선비와 망나니[秀才与劊子手]>(2007, 황웨이뤄

[黄維若] 작, 궈샤오난[郭暁男] 연출)는 블랙 유머와 부조리가 어우러진 희극이다. 청

말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하던 선비와 당대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망나니가 각기 

과거제도와 사형제도가 폐지되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겪는 곤혹감을 다룬 작품

이다. 중국 전통 무대 미학을 잘 운용한 현대극으로, 진지한 주제와 상징적 이미지, 

해학적 표현이 잘 조화되어 중국 현대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역시 탈을 

쓴 코러스의 운용은 <원야>와 유사하지만 더욱 우화적인 처리로 유쾌한 풍자와 메시

지를 담았다. 

이들 표현주의 계열 작품에서 우리는 사실주의의 벽을 넘어 시간과 공간의 자유

로운 이동을 구사하며 펼쳐내는 서사와 빈 무대에서 간결한 소도구만으로도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는 압축된 표현의 상징성은 중국 전통극 미학에 크게 힘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원야>는 2002년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찐즈[金子]>라는 제목의 사천 전통극 형식으로도 공연된 적

이 있다. 오수경, ｢중국 천극단 《찐즈》－시각적 형상화의 장점이 살아있는 천극 무대｣, 객석
(2002. 7.); 오수경, ｢川劇 현대화 양상과 사례연구: 《金子》｣, 중국문학 54(2008). 

33) “아르코소극장 무대를 다스리며 통나무와 밧줄, 몇 점의 농촌 소품들로 상징되는 공간과 행동의 압축

은 본시 경극의 전통에서 기인한 현대적 무대 감각이리라.” 허순자, ｢2007 아시아연극연출가 워크숍: 
한중일 3국의 사중주｣, 연극평론 45호(2007), 117~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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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젊은 연출가들의 실험 

작품이 아닌 작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중국 연극인들이 있는데, 티엔친신과 왕레

이를 포함하여 장광티엔[張廣田]부터 사오저훼이[邵澤輝], 선리싱[沈力行], 왕충[王

翀]에 이르는 젊은 연출가들이다. 이 4인은 지금 각기 자기 색깔을 형성해가는 중국 

연극계의 차세대 대표 연출가들이다. 이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실험들이 미래 중국 

연극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과의 교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만남을 가능케 한 것은 2005년에 시작된 아시아연출가워크숍이었다. 아시아

의 젊은 연출가들을 초청하여 우리 배우들과 작업하도록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연극 세계를 모색 중인 아시아의 젊은 연출가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플랫

폼이 되었다.  

셰익스피어를 주제로 한 2009년, 장광티엔은 <햄릿>의 배경을 문혁 시대로 옮겨 

<위기의 햄릿>이라는 음악극으로 번안했다. 군중심리에 휘둘리는 대중에 비해 햄릿

을 독립적 인격으로 세우고자 했다. 장광티엔은 본래 작곡가로, 많은 가요, 화와 

드라마 음악을 작곡하 다. 2000년 베이징에서 <체‧게바라切格瓦拉> 공연으로 

“2000년 중국 지성 사회의 10대 사건”, “중국 당대 연극 가운데 획기적 의미를 갖는 

대표 작품”으로 꼽히며 일약 유명해진 연출가다. 

2010년부터 매년 세계적인 대작가를 선정하고, 그의 대표작들을 서로 다른 시선

으로 바라보는 프로젝트로 거듭나며, ‘아시아연출가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브레

히트 인 서울’이란 부제 하에 사오저훼이는 브레히트의 <제3제국의 공포와 참상>을 

연출하여, 서로를 믿지 못해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었다.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중국 무대에서는 아직 공연되지 못했다고 한다. 

2012년에는 유진 오닐을 주제로 선리싱이 <위대한 신 브라운>을 연출했다. 동양

의 철학사상인 음양 상생의 변증관계로 서양 문명 속 인간과 신의 발전 관계를 이해

하려 했다.34) 행불행, 진위, 육, 애증이 맞물려 있는 삶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벽과 거리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로 가면이 쓰 다. 극중 인물들이 모

34) 선리싱 연출의 말. “개인적으로 이 무대를 통해 관객이 작품 속, 동방의 변증 사상, 신과 인간, 삶과 

죽음, 흑과 백, 아름다움과 추악함이 음양의 상생처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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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면을 쓰고 등장하여, “표현주의적 기법을 통한 우화 만들기”35)로 읽히나, 실제 

연극적 미장센에서 그것이 충분히 실현되었는가는 유보적이다.36) 

2014년에는 헨릭 입센을 주제로 왕충이 <유령 2.0>을 연출하 다. 왕충은 “신조

류연극선언”을 발표하고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촉망받는 차세대 연출가다. 음악이

나 효과 외에는 무언극으로 연기만 하고, 그 공연을 스크린에 직접 투사하고 자막을 

제공하는 무성 화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살아있는 호흡이 거세되고 청각과 

직접적 감각이 거세된 스크린을 통해 앵글과 프레임 안에 편집된 모습으로만 드러나

도록 하 다. 입센의 인물들을 모두 지나간 시대의 유령으로 인식하고 액자 안으로 

가두어버린 왕충의 독특한 인식 방식이 흥미롭다.37)

이들 4인은 지금 중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대표주자들이다. 단지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배우들과의 공동 작업에 임해 주었다. 우리 배우들에게는 당대 

중국 연극의 호흡과 정신을 만나는 기회 을 것이다. 

세대교체로 젊어진 2015년 제22회 베세토연극제에도 젊은 연극인들이 초청되었

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출가 황잉[黃盈]이 각색 연출한 <황량일몽>(9.23~24, 남

산예술센터)을 공연했다.38) 중국 당대의 전기소설 <침중기>(枕中記)를 현대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젊은 연출가들의 새로운 인식과 연극 세계를 만나보는 귀한 기

회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4. 각색을 통한 중국 고전 희곡의 재창작

그간 우리 연극인들의 연출로 중국희곡이 우리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2010년 두

산 아트센터 인인인시리즈로 박정희 연출의 <코뿔소의 사랑>은 중국 실험극의 기수

35) 엄현희, ｢유진 오닐을 읽는 아시아의 시선: “2012 아시아연출가전”｣, 연극평론 65호(2012 여름호), 
49~52면.

36) 엄현희, 같은 글. 
37) 삼색 <유령> 연출에 대한 허순자의 평은 “입센 실험이 무모함 혹은 어려움”으로, 매우 유보적이다. 

｢시행착오의 반추를 촉구하는 값진 시도들: “2014 아시아연출가전”｣, 연극평론 73호(2014 여름

호), 82~85면. 
38) 이성곤, ｢외연의 확장보다는 지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5 베세토페스티벌”｣, 연극평론 79

호(2015 겨울호), 88~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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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는 멍징훼이의 작품을 우리 연출가의 연출로 보여 주었고,39) 앞서 소개한 

박정석 연출의 가오싱젠 <저승>, 장희재 연출의 가오싱젠 <삶과 죽음 사이>들은 매

우 의미 있는 시도로 본격적인 중국 현대극의 수용을 보여주었다. 우리 무대에서 만

나는 중국 현대극으로서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었지만, 특별히 각색을 통한 수용이

나 재창작은 아니었고, 또한 동시대의 <뇌우>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

래서 2015년 한국 무대에 오른 고선웅 연출의 <조씨고아>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우리 무대를 흡족하게 적신 뜻깊은 작품이었다. 아직 일천한 중국 현대극

보다 더 오래 풍부한 세계를 구축해 온 중국 고전 희곡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를 갖는다. 원대 중국 작가 기군상(紀君祥)의 잡극 <조씨고아>를 고선웅이 각색 연

출하며 그 문제를 자신의 무대어법으로 해결하여, 완전히 우리 것으로 거듭나게 했

기 때문이다. 고선웅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국립극단 제작, 명동예술극장, 

2015.11.4.~21)은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각색을 통해 깊이와 넓이를 더하며 우리의 

감수성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 다. 무겁지 않았으며 초반의 익살스럽고 빠른 무대 

리듬은 경쾌하기까지 했지만, 인성 깊숙한 곳까지 뒤흔드는 강렬함이 있었고, 공의

를 위해 복수해야 했지만 복수 후의 허탈함을 함께 되씹는 씁쓸함이 있었다. 김성희

는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의 각색을 높이 평가했고, 40) 김미희는 “동양적 사유와 

연극성의 성공적 접목”, “고전의 재해석에 대한 모범답안”이라 평했다.41) 이러한 의

미에서 고선웅의 <조씨고아> 재창작 작업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앞의 서술에 비해 많은 편폭을 할애하여 다루고자 하는 이유이다.  

<조씨고아>는 도안고의 권력욕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조씨 가문의 멸족 사건으로

부터 주변의 의사 정 을 비롯하여 한궐 장군, 공손저구 대부들이 유복자 고아를 살

려내어 복수를 완수하게 한다는 복수 주제의 역사극이다. 가장 일찍 서양에 알려진 

중국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다양한 각색에서 복수가 행해지기도 하고 볼

테르의 각색 버전처럼 중국의 도덕정신에 감화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도 했

다.42)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에서는 이 작품의 뼈대이자 정신이었던 복수를 채용

39) 사실 랴오이메이 작 멍징훼이 연출의 <코뿔소의 사랑>이 우리나라 프린지 훼스티벌 초기에 초청되어 

공연된 바 있으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40) 김성희, ｢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한국연극 473호(2015.12).
41) 김미희, ｢동양적 사유와 연극성의 성공적 접목｣, 연극평론 80호(2016 봄호), 51~55면.
42) 오수경, ｢<조씨고아> 심층읽기: 중국의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자 세계적 비극, 원잡극 <조씨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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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또 이를 비틀었다. 공의를 위해, 신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자식을 

내놓는 자기희생의 의미를 긍정하면서도, 권력자의 절대 권력을 향한 욕망에 따른 

살육을 신랄한 풍자로 드러냈고, 신의를 위해 보류해야 했던 부모로의 정과 자식을 

포기한 데 대한 회한을 보듬으며, 원작의 의미를 새롭게 확장시켰다. 지금도 지구상

의 많은 전쟁과 살육이 권력욕, 또는 복수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자신의 삶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선웅의 각색에서는 우선 매우 중요한 두 장면이 첨가되었다. 정 이 자신의 아

기를 조씨고아 대신 내어 놓기 위해 데려가는 대목에 첨가된 정 과 정  아내의 

갈등 장면이 그 하나이고, 마지막에 정 이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서 먼저 간 혼들

을 만나는 장면이 그 둘이다. 이 두 장면으로 인해 이 작품은 원대의 고전 <조씨고

아>에서 현대의 명작 <조씨고아>로 거듭났다. 

이러한 성공적인 각색의 기저에는 ‘역사적 기억’에 대한 가치 부여와 절대 권력과 

폭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깊은 인성에 대한 탐구가 자리한다. 핏빛 역사의 기억이 

묻혀버리지 않도록 장성한 고아에게 알려주어 그 복수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

의 책임이었다. 고아가 복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선택이지만, 역사의 진

실은 기억되어야 하고 공의가 해처럼 빛나야 한다는 역사 인식에서 다. 결국 공의

에 입각한 가치관에 대한 동의와 희생에 대한 감사가 고아로 하여금 그 책임을 받아

들이게 한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에 의해 자행되는 또 한 차례의 대살육에 정 은 

복수의 본질을 깨닫고 허탈감에 빠진다. 복수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기제라는 

진리를 설파하는 대목이며, 도안고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듯이 정 의 허탈감과 비

애는 정  사후 죽은 혼들을 만나는 대목에서 극대화된다. 

역사적 기억의 재현에 고선웅은 첫 대목의 서예와 첩에 대한 생략과 비약의 단

면적 스케치로부터 장희 공주와 조삭의 죽음, 정 의 고아 구출, 한궐과 공손저구의 

죽음들로 구축되는 사건의 재현, 그리고 정 의 생명을 건 웅변의 세 가지 다른 방식

을 활용하 다. 엉뚱하게 스케치된 스토리를 통해 역사적 기억이 흔히 단편적이고 

불확실하며 호도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정 의 

서술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강조함으로써 복수에 대한 관객과 고아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국립극단리허설북 16(2015), 28~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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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절대 권력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다 못해 거의 희화되어 나타난다. 도안고

가 조순 일가의 반역을 이유로 몰살을 주청하자, 경공이 이미 “일인지하, 만인지상”

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도안고의 머리를 눌러 의자로 삼아 깔고 앉는다.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장면이다. 마지막에 정 이 늙은 경공에게 도안고의 3족을 멸할 것인지 묻

자, “당연하지! 반역을 도모했다는데!”라며 3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조순 일

가 멸족에 대하여는 “그 땐 내가 좀 경솔했어. 가서 사과주나 마시지.”라고 가볍게 

응수한다. 그에게는 별 일이 아닌 것이다. 절대 권력 비판에 기초하여 비로소 복수의 

본질이 드러나는 동시에 현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의 별 볼 일 없는 시골 의사 정 은 웅으로의 무게를 

갖는 중국 무대의 정 과 크게 다르다. 그러한 그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

이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서도 인간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는다는 

데서 오히려 우리는 인성의 위대함을 느낀다.43) 남의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

시키려는 남편을 경멸하면서도 막을 수도 없는 정  아내의 창출은 작품에 감동을 

더했다. 원잡극 텍스트에는 없지만 중국인들도 경극을 비롯한 <조씨고아> 아류 텍스

트들에서 이미 정 의 아내를 등장시켰지만, 대의를 세우려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윤리적 아내 던 데 비해, 고선웅은 정 의 내적 갈등과 함께 아내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속죄44)를 함께 그려냈다. 더욱 깊은 인성의 문제를 한국적 감성으로 담아냄

으로써 원작의 비극적 에너지를 극대화한 것이다. 정 과 정  아내의 아기 바꾸는 

장면과 아기 묻는 장면을 통해 고선웅의 <조씨고아>는 원작은 물론 그 후의 어떤 

각색 공연에서도 표현하지 못한 인성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물들에 의해서다. 고선웅은 

원작 텍스트의 전형화된 인물들을 현대인의 감수성이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

로 재창조해냈다. 정 과 정  아내가 깊이 있게 그려진 것은 물론이지만, 고아도 

정 의 스토리를 듣는 즉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수의 의지를 다지는 기군상의 

43) 고선웅은 “사랑이 없으면 연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김소연, ｢인터뷰: 고선웅과 고전－연극적인 

너무나도 연극적인｣, 연극평론 80호(2016 봄호), 87~96면.
44) 뤼샤오핑은 ‘속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탁월한 각색 속에 드러나는 정의, 복수, 원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연극평론 80호(2016 봄호),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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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로부터, 경악하며 수긍하지 못하다가 부친의 팔뚝을 자르는 의연함 속에서 진실

을 읽어내고 점차 신뢰와 애정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고아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엔타고니스트로의 도안고도 권력욕에 붙들린 간신 또는 남성적 무

용의 상징에다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고 권력의 허망함을 깨닫는 도안고를 더하여 

복합적인 성격을 구축함으로써 정 과의 균형을 획득하 다. 이렇게 주인공들의 성

격이 깊이와 무게를 지니게 됨으로써 선악이나 충간의 이분법이 아닌 진실성을 지닌 

살아있는 인물들로 거듭나면서 작품은 더욱 탄탄해졌다. 게다가 모든 조연들에게도 

스토리를 부여하여 모든 역할이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도록 하여, 모두가 함께 놀이

의 주체로서 앙상블을 이루었다. 

또한 원작이 보여주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상상의 빈 무대는 연극의 유

희성을 강조하는 연출에게 더욱 큰 놀이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커튼만을 이용한 빈 

무대에서 인물의 등퇴장이나 장면의 연결들이 더욱 자유로워졌고, 뽕나무, 바퀴, 작

두, 팔뚝 등 소도구를 무대 위에 매달아 놓아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빈 무대의 

효용과 상징 이미지의 효과를 극대화하 다. 

여기에 고선웅표 익살은 이 무대를 한국적인 무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국의 버전들은 모두 ‘비극’의 장엄함에 기댄 반면, 한국 버전은 풍자와 해학이 넘

쳐 경쾌하기까지 했다. 조순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도안고에게 “도안고야, 너는 

노상 칼로 무엇을 하려 드는구나.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그만 칼은 칼집에 넣고 

책을 꺼내 들어라. 언제나 철이 들고. 쯧쯧.”이라고, 약을 올리며 자존심을 건드린다. 

문무 대립과 질투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경공 권력의 희화는 도안고 장면 외에, 제2

막에서 경공이 앉으려 하자 상경 위강이 슬라이딩으로 가서 의자가 되는 대목에서 

더욱 강화된다.45) 문지기와 군사들도 그들의 꿈을 이야기하며, 대를 이어간다. <적

벽가>의 군사 설움 대목을 연상시킨다.46) 공손저구의 동자가 문의 안과 밖을 연기하

는 대목 역시 자유로운 공간의 전환에 양념을 더한 연출의 놀이정신의 소산이다. 서

45) 이는 중국 고전 희곡 <장협장원>에 보이는 배우의 역할 바꾸기와 사람이 의자가 되고 문이 되는 ‘물
화’의 방식과 통한다. 오수경 외, 중국 고전극 읽기의 즐거움(민속원, 2011), 18~61면; 오수경, ｢중
국 전통극의 의사소통방식에 관한 고찰－곤극 《장협장원》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7집

(2003.8). 
46) 문지기가 20년 후 대를 이어 무사로 나올 때는 라오써 <찻집>에서 유마자, 당철취, 오상, 송은 등 

대를 이어 등장하는 인물들을 연상시킨다. 오수경, <찻집>(중앙일보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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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죽음이 유발한 웃음은 단순한 익살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기억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다. 연출의 예술적 상상력은 원작에서 장편의 독백으로 처리된 많은 서술들

을 관객 눈앞에 펼쳐 주었다. 때로는 서예나 첩의 경우처럼 비약과 생략으로 처리

했고, 때로는 신오처럼 상징적이면서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원작이 지닌 연극성은 중국 희곡의 드라마트루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

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고 연출은 처음 원작을 접했을 때 무대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냥 걸어 나오는 대범함에 놀랐다고 한다.47) 원작은 창과 대사 위주의 텍스트로 

지문은 매우 간결하지만, 기군상은 이 희곡에 이미 뛰어난 연극성을 담아 놓았다. 

예를 들어 공주가 정 에게 고아를 구해주도록 간청할 때, ‘무릎을 꿇는다(跪)’라는 

단 한 글자의 동작이 주어져 있다. 일국의 공주가 시골 의사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

고 궁극에는 자결로써 의지를 보이는 절실함이 지극히 간결하나 강력하게 드러난다. 

한궐 장군이 약상자에 고아를 담아 나오던 정 과 맞닥뜨렸을 때, 한궐은 세 번 정

을 보내주었다가 다시 부르며, 가라 하면 쏜살 같이 나가고 오라 하면 미그적거리는 

정 의 태도를 보고 고아를 찾아내는 대목이나 도안고가 공손저구가 자백을 하지 

않자 정 에게 직접 곤장을 치라 하는 대목도 뛰어난 연극성을 보여준다. 곤장을 고

르는 대목은 춘향전을 연상케 하나 고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내어 고통을 공감하

게 한다. 또 매를 맞은 공손저구가 “둘이서 그 갓난아기를 구하기로 의론했었소.”라

고 대답하여 정 뿐 아니라 관객까지 긴장하게 하는 서스펜스의 극작술도 뛰어나다. 

이러한 동작과 대사, 장면은 고선웅본에 그대로 채용되었다. 이번 작업에서 중국 고

전희곡의 극작술에 대한 발견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몇몇 중국 전통극단의 국내 공연이나 우리 극단에 의한 중국 작품의 공연

이 실제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러한 안타까움을 일소하며 <조씨고아>는 고선웅의 출중한 각색과 연출, 창작진의 창

의, 그리고 하성광, 장두이 등 우리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를 통해 우리 관객들로부터 

큰 공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조씨고아>의 성공적 재창작은 

그 희곡 자체가 갖고 있는 서사의 힘과 함께 중국 고전 희곡에 담긴 연극성과 놀이성

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47) ｢고선웅 연출 인터뷰: 우리 좋게만 사시다 갑시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국립극단리허설북 16, 
18~27면. 



투고일 16.10.09 심사완료일 16.10.25 게재확정일 16.11.08

동시대 한국 무대의 중국연극   145

5. 나가며

<뇌우>를 통한 리얼리즘 연극의 수용으로부터 아직 우리 기억에 생생한 <조씨고

아, 복수의 씨앗> 무대까지를 살펴보았다. 해방기 <뇌우>의 향은 우리 연극사에서 

공인되는 부분이다. 그러한 중국 리얼리즘의 저력은 베세토연극제 참가작인 <천하제

일루> 등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그 후 약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기간 동안 중국은 

리얼리즘 연극을 탄탄하게 다져 왔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실험극은 만날 기회가 많

지 않았다. 일찍이 80년대 초에 가오싱젠은 서구 현대극의 자유정신을 수용하고 실

험극을 시도했다. 실험은 자유로운 정신의 소산이다. 그 후 뉴 레니움을 전후하여 

티엔친신은 중국 현대극에 새로운 표현 형식을 부여하며 주목받았다. 티엔친신을 비

롯한 표현주의 연출가들은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전통극 미학을 접목한 표현 형식의 

실험을 통해 발산했다. 중국적 풍토에서 진정한 실험 정신보다는 실험적 스타일에 

그칠 우려가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창작열과 실험정신은 눈여겨볼 일이다. 

수교 후 20여년간 공연된 중국 연극 가운데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이 고선웅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었다. 중국은 오랜 전통극의 역사와 너무나 다양하고 풍

부한 희곡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무대화하는 다양하고도 정교한 표현 양식

을 수립하 다. 그런데 그 미적 감수성은 현대의 우리와 매우 큰 차이를 가지므로, 

오히려 지금 우리의 해석과 미감으로 재창작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번 고선웅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중국의 고전 희곡 텍스트를 기초로 한 재창작의 가능성

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고전 희곡의 극작술과 연극 미학

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자극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 희곡의 재발

견을 통한 재창작 노력이 우리 무대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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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Study of Chinese Drama on Korean Stage 
during 60years from 1945

Oh, Soo-kyung*

48)

Jus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Colony in the year 1945, early plays of Cao 

Yu such as “Thunderstorm”, “Champaign”, “Sunrise”, were performed in Seoul. 

Especially “Thunderstorm” performed by the National Theatre of Korea in 1950 had 

made a great sensation and we all know Korean theatre had received a big influence 

of the realism at that moment. The power of realism theatre of modern China was 

confirmed again by the“The First House under Heaven” performed by the Beijing 

People’s Art Theatre at the First BeSeTo Theatre Festival on 1994. It means that 

through the half century Chinese theatre made a good succession and progress in 

realism theatre. 

But we had little chance to meet experimental theatre of China. There were only 

Gao Xingjian and Tian Qinxin whom we could have met in Korean stage. In early 

80’s, Gao Xingjian received the influence of many streams of western modern theatre 

and cultivated his free spirit of art. He had written and directed several experimental 

playes such as “Bus Stop”, “The Other Shore”, but at last he had to chose exile to 

France not to loose his freedom to write. There were several performances of his 

plays “Emergency Signal” and “Bus Stop” on Seoul stage, but especially “Hades” 

and “Between Life and Death” of “The Gao Xingjian Festival in Seoul, 2011” had 

shown us the theatre aesthetics of Gao Xingjian who understand both culture of East 

and West well through our own interpretation and sensitivity. He is really an artist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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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ree spirit, through him Chinese Modern theatre stepped up to experimental theatre 

with wide spectrum from modern to postmodern. 

Tian Qinxin is a young playwright and director of National Theatre of China, who 

are good at physical theatre and made her first workshop performance on Seoul stage 

of “The Ground of Life and Death” korean version at the Asian Director’s workshop 

in 2005. She kept a good relationship with Theatre troup Michoo along with “The 

Orphan of Zhao” as the performance of 20th anniversary of Michoo troup in 2006. 

she also presented her “Peach Blossom Fan”(traditional Kunqu opera) by 

Jiangsu-Kunjuyuan,“Red Rose, White Rose” by NTC, “Romio and Juliet” by NTCK 

to Korean audience. She tried to motivate her passion through different experimental 

way of expression. There were several young directors who participated BeSeTo 

Theatre Festivals or Asian Directors Festivals, though we may not be able to expect 

much something experimental because China still has many prohibition in thought 

and expression. But they try to express their own passion of creation and spirit of 

experiment as a young generation of China. 

More than 20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passed, but we couldn’t remember any really great production in regard to 

Chinese theatre, which touched our heart and left us deep impression. Finally in 

2015, we met “The Orphan of Zhao” directed by Ko Sunwoong, produced by NTCK. 

The original text was written in 14th century of Yuan dynasty. But text is so full of 

theatricality for Ko Sunwoong, the adapter and director to feel great interest on it. 

Chinese traditional theatre not only established a very refined stylized acting system, 

but also promoted very skillful dramaturgy. Especially because director Ko has a 

belief that theatre is ‘play’, so it should be interesting, -actually this is a very 

distinctive characteristics motivated from Korean traditional theatre, he turned this 

heavy tragedy on Chinese stage into a very comic but very moving tragedy on 

Korean stage. This is a good trial case to show us the possibility of our own 

recreation based on the Chinese plays which have rich theatricality, also are so 

abundant in quantity. Now we can expect more from Chinese theatre not onl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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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excellent acting skill, but also from their old plays and the dramaturgy. 

Keywords: Chinese Drama on Korean stage, Thunderstorm, Gao Xingjian, 
Tian Qinxin, BeSeTo Theatre Festival, Ko Sunwoong, The Orphan 
of Zh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