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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문화가치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우성룡 열풍’을 개별 사

례로 삼아 당대 중국의 역사인물에 대한 문화콘텐츠 산업 개발 사례

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관련 경험과 교훈을 얻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우선 시대별로 역사 기록과 문예 창작 두 부분으로 나누

어 현재 우성룡 관련 역사 자원과 문예창작의 현황을 살펴보고, 2장, 3

장, 4장에서는 각각 문화 파워의 원천, 문화 파워의 재생, 신 문화 파

워의 창조라는 시각에서 우성룡 열풍의 형성과정과 여러 창작 방법 

등의 관계 및 영향, 그리고 중국 산시(山西) 지역에서 우성룡이 인정

받게 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인물의 원생태적 자료

와 그 개발 과정에서 서면문헌 이외에도 구전 자료의 역할이 매우 중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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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매체 형식의 출현은 대중문화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새로운 학과의 탄생을 통해서 “창의 문화”에 관심이 증대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콘텐츠학이다. 문화콘텐츠학은 “문화” 

+ “콘텐츠” 개념으로, 핵심은 후자, 즉 새로운 매체 수단과 전파 방식

으로 전통적 의미의 문화 자원을 새로이 개발하고 새로운 사회적 반응

과 문화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너

무나 잘 알려진 디즈니랜드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Dreamworks animation studios) 등은 TV와 영화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전통을 변형시키거나 가공하여 ‘뮬란’이나 ‘쿵푸팬더’처럼 전 세

계적 흥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

출해냈으며,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연구자들은 또한 이러한 류의 효

과가 형성되게 된 그 메커니즘과 그 문화적 새로운 가치관의 내함과 

성질에 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문화의 

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가였던 미국이 문화 파워의 원천과 이미

지를 창조하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 파워를 발굴하고 

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개발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각각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현지 대중의 

인정과 촉진작용 또한 기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제어 : 문화콘텐츠 개발, 역사인물, 우성룡(于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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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해 나가야 함은 피할 수 없는, 노력해 볼만한 과제임은 의심의 여

지가 없다. ‘역사’는 과거 속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건이다. 그러나 그

것의 존재 의미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이다. 역사를 본보기

로 삼고, 역사를 통해 오늘을 이해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소중한 경험 

자산이다. 가장 엄정하게 역사적 자원을 다루었던 것은 정사(正史)로 

대표되는 서면문헌 기록과 역사학자들의 평론 및 연구일 것이다. 기록

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 사회는 구전, 편찬, 유물과 유적의 보호, 기념물

의 건축, 기념활동 등등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해 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종종 강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역사적 진실과는 동떨어

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객관적 역사의 진실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비판들은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행위의 목적 그 자체는 진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형식과 내용’을 이용하여 오늘날 사회를 위한 어

떤 가치관을 수립하고 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역사’의 힘을 빌려 오늘의 사회에 문화적 힘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사인물과 역사이야기를 사회적 여론과 대중문화의 중심에 끌어들이

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현대 중국의 역사 인물에 대한 문화산업

의 개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2017년 

중국 중앙방송국(CCTV)에서 방영했던 TV 드라마를 통해 한 역사인

물이 대중들의 시선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가 바로 강희제(康熙

帝)에 의해 천하제일 청백리로 일컬어졌던 우성룡(于成龍)이다. 역사 

자료에서 살펴보면 우성룡은 청대 초기 많은 업적을 남겼던 관리로, 

TV 드라마에서 묘사되었던 것처럼 관리로서의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

면서도 시종일관 청렴함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또한 우성룡에 대

한 역사적 평가가 어떠했는가는 제쳐두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

면서도 청렴함을 유지했던 인물이 역사적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우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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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늘날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가 대변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일

까? 우성룡이 가져온 사회적 반응과 문화적 효과는 또 어떠한 것일까?

Ⅰ. ‘우성룡’ 련 역사 자료와 문학․ 술 작품

  우성룡(1617～1684)은 청대 초기의 중요 관원이었다. 청대 순치(

治) 18년(1661)년에 출사하여 지현(知縣), 지주(知州), 지부(知府), 도원

(道員), 안찰사(按察使), 포정사( 政使), 순무(巡撫)와 총독(總督)을 거

쳐 병부상서(兵部尙書), 대학사(大學士)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재임 

기간에는 세 번이나 “탁이(卓異: 탁월한 업적으로 상을 받음)” 추천을 

받기도 했다. 강희 황제로부터 “제일 청백리[淸官第一]”라는 칭송을 받

기도 했다. 강희 23년(1684) 남경(南京)에서 양강총독(兩江總督)으로 

재임하다 세상을 떠났으며, 강희제는 “천하 청백리 중의 제일[天下廉吏

第一]”이라고 칭송하면서 태자태보(太子太保)에 봉하고 “청단(淸端)”이

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청대 초기부터 21세기까지 우성룡에 관한 역사 기록과 문예작품이 

끊임없이 출현함으로써 이 역사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생동적인 인식 가

치를 펼쳐 보여주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저작과 작품을 창작 유형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생태  역사 기록

  여기서 ‘원생태’라 함은 후대 사람들이 가공하지 않은, 역사인물 자

신이 남긴 글과 서적 등의 문자 자료를 말한다. 우성룡 생전에 문하생

들은 그의 글들을 모아 우산주독(于山奏牘)(7권 부록 1권)을 편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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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사후에는 유서들을 정리하여 우청단공정서(于淸端公政書)(8권)

를 편찬하였는데, 이 두 권의 책은 그가 관직에 있던 기간 동안 썼던 

공문서와 상소문, 권고문 등이, 부록에는 다른 사람과 주고받았던 서신

과 시, 사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현전하는 우산주독은 각각 세 곳

의 도서관(두 곳의 대학 도서관1)과 국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우청단공정서는 ‘강희본(康熙本)’과 ‘건륭본(乾隆本)’, 그리고 ‘사고본

(四庫本)’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서면문헌들은 우성룡의 일생에 관

한 주요한 역사 자료이며, 후세 사람들은 이를 통해 우성룡이란 인물에 

대해 이해하고 추종하며 기리고 있다. 

2. 역사가의 기록과 평   그에 한 연구

  우성룡의 생애와 학문사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 가운

데 시기가 가장 이른 역사전기 형식의 자료는 만청 시기의 이학가(理

學家)인 당감(唐鑒)의 학안소식(學案 識)2)이 있다. 당감(1776～

1861)은 청대 가경(嘉慶) 연간에 진사에 급제하고, 학문적으로 주희를 

숭상하며 양명학설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일찍이 금릉서원(金陵書院)

에서 강학을 맡기도 했으며, 유명한 증국번(曾國藩)의 스승이기도 하

1) 산시(山西)대학도서관 그리고 난카이(南開)대학도서관.

2) “학안체(學案體)”는 학술적 원류를 서술하는 역사서 체제로, 명말 청초에 

시작되었다. 기본 체례는 각각의 학안 앞쪽에 먼저 표를 하나 그려넣고서 

스승과 학우, 제자들을 나열하여 학파의 연원과 그 전승체계를 보여준다, 

각 학안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모두 짧은 전기를 기술하여 그 생평 상황과 

학술적 종지를 서술하고 있다. 학안 주인공의 학술 논저는 모두 하나 하나 

분명한 출처를 밝혀 두었다. 전기 뒤편에는 부록을 실어 관련 일화들 및 당

시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의 평론을 싣고, 옳고 그름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이러한 류의 학안체는 중국 역사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현한 학

술사상사 전문저서로, 편년체와 기전체, 기사본말체, 그리고 전지체(典志體) 

등의 주요 역사서 체재 이후에 출현한 새로운 역사 서술 체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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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안소식은 청대의 강학(講學) 유학자를 전도(傳道), 익도(翼道), 

수도(守道), 경학(經學), 그리고 심종(心宗)의 다섯 부류로 구분하고 있

는데, 우성룡을 수도(守道)의 대표로 꼽았다. 수도 학안의 종지는 정주

(程朱) 이학파의 후학 중에서 “뜻을 세워 견지해 나가고 몸으로 엄격하

게 실천하며, 얻은 것을 지켜 도를 더욱 밝힐 수 있는[ 定以立其志, 嚴

肅以持其身, 得所守以道益明]” 현사(賢士)를 기록하고자 함이었다. 이 

학안에는 우성룡에 대한 평가를 “청(淸)”으로 기록하여 “벼슬아치의 스

승[吏 之師]”이라고 표현하였다. 학안소식은 학파에 대한 견식이 매

우 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청나라 최초로 청대 유학자들의 계보를 확

립한 역사서라는 점에서 후대 학자들에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 중화민

국 시기로 접어들어 중화서국의 사부비요(四部備要)와 상무인서관의 

만유문고(萬有文庫) 같은 근대의 상비 고서적에 편입되었다. 또 1936

년 세계서국에서 출판한 사조학안(四朝學案)에도 편입되었다. 그리

고 북양정부에서 편수한 청사고(淸史稿)와 1999년에 바이서우이(白

壽彝)가 편찬한 중국통사(中國通史) 제10권 청대 전기편(淸代傳記編)

에도 모두 우성룡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성룡이 전

통적 엘리트 계층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역사적 시각에서의 우성룡에 대한 재인식은 바이서우이(白壽彝)의 

편찬 이후 10년 뒤에야 이루어졌다. 2008년 산서고적출판사에서 우성

룡집(于成龍集)을 출판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강희본 우청단공정 

서를 저본으로 하여 정사와 지방지(方志), 총집, 비각과 우성룡 문하

생과 후인들이 정리한 사료 등을 보완하였다. 그 가운데 외집에는 우성

룡의 전기 11편, 묘지명 1편, 제사 논찬 15편과 각 지방지에 기록되어 

있는 우성룡 공적 16편을 수록하고 있다. 책 뒤편에는 우씨(于氏) 집안 

족보와 가계의 규모, 가훈과 우성룡 관련 대소사 연표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이 책은 당대(當代)에 편집된 가장 완벽하고 상세한 우성룡 연구 

자료로 평가 받으며, 중국 청사편찬위원회 “문헌총간”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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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산진(三晉)출판사에서 우성룡 연구 논문집을 발행하였

다. 2010년에 지린(吉林)인민출판사에서는 우성룡 문사집(于成龍文史

集)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간체자본을 출판하기도 했다. 문집의 출

판은 연구 성과의 탄생을 더욱 촉진시켰다. 같은 해는 산시(山西)대학 

문학원 고전문헌학 전공에서 청대 우성룡의 <우청단공정서> 판본 고

찰(淸于成龍<于淸端公政書版本 略>)이란 제목의 석사논문이 발표되

었는데, 이는 단편 논문 이외에 현재 우성룡에 관한 유일한 전문 연구

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료는 원생태적 역사 기록들과 함께 우성룡 문

화 개발의 역사적 기초가 되고 있다. 

3. 기문학류 작품

  만약 앞에서 말한 역사적 자원들이 원생태적 기록이라고 한다면, 우

성룡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개발은 그 분산적이고 단편적인 역사적 원

형을 이용하여 문학적 형상을 창조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문학 창작은 포송령(蒲松齡)의 요재지이(聊齋志異) 17권 

중의 ｢우승상(于丞相)｣ 편이다. 이 단편의 발단부는 “승상 우성룡이 관

할 주를 순시하며 고우에 도착했다.[于中丞成龍, 按部高郵]”로 시작함

으로써 우성룡의 신분3)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강(현 

강소江 , 안휘安徽, 강서江西) 총독 시기의 일들을 기록한 것임을 밝

히고 있다. 내용 가운데에는 우성룡이 두 가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치 한 사고와 절묘한 판결 능력을 갖춘 관리의 이미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이는 우성룡이 공안소설(公案 說)4) 주인공의 시초라고 

3) 명․청 시기의 순무(巡撫)는 통상 중승(中丞)으로 불렸다.

4) 공안소설(公案 說)은 중국 고전소설의 일종으로, 명·청 시기에 크게 성행

하였다. 주로 관리들의 절묘한 사건 판결 과정을 줄거리로 하고 있으며, 억

울한 사건이나 허위 조작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청렴함”이나 “청명함”과 같

은 정치적 품격과 이상적 인격을 칭송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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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는 자료다. 포송령(1640～1715)은 청대 초기에 활동했던 인

물로, 그가 요재지이를 창작했던 시기는 우성룡이 세상을 떠난 지 얼

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성룡｣ 편은 동시대 인물을 이야기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대 말기에 등장한 장편 공안 평서5) 

우공안(于公案)에서는 우성룡을 청렴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관리

이자 신하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으며, 광서 연간에는 동명의 장회

소설(章回 說)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이미 전체 판

본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청대 말기의 우공안 장
회소설의 내용과 평서의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우성룡이 문학작품 속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20세기 말이 되어서

였다. 1998년 왕용타이(王永泰)가 장편소설 청백리 우성룡을 창작했

다. 이 책은 50여만 자(字)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으로 전기문학 형식

을 통해 우성룡의 생애와 청백리로서의 업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

이 세상에 나온 후에 매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전후하여 평서

와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이후 우성룡을 주인공으로 한 많은 전기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2000년 산시(山西)출판사

에서 발간한 천하제일 청백리 우성룡(天下第一淸白吏于成龍)과 2010

년 인민문학출판사에서 발행한 천리양심(天理良心)(2016년 수정판 

발행), 2013년 군중(群衆)출판사의 청나라 제일 청백리 우성룡(大淸第

一廉吏于成龍)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작품들은 “한 시대의 청백리, 

우성룡”이라는 문학적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4. 지방극과 드라마  화 작품

  위에서 언급한 전기문학 이외에도, 우성룡의 이야기는 무대 예술과 

5) 평서(評書) : 중국 설창(說唱) 문예의 한 종류로, 주로 긴 장편의 이야기들을 

다룬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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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작품으로 편집 제작되기도 함으로써 그 예술적 이미지를 확대하

는 한편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해 나갔다.

  1998년 왕용타이(王永泰) 판 우성룡 이야기가 세상에 등장한 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에는 타이위안(太原) 방송국에서 이 이야

기를 19회 분량의 TV드라마 한 시대의 청백리 우성룡(一代廉吏于成

龍)으로 만들어 중앙방송국을 통해 방영하였다. 2003년에는 상하이 

경극원에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경극 청백리 우성룡(廉吏于成龍)을 

무대에 올렸으며, 2009년에는 이 경극 작품을 105분 분량의 희곡영화

로 제작하여 상영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산시(山西) 뤼량청년진극

원(呂梁靑年晋劇院)에서 청백리 우성룡(廉吏于成龍)을 진극(晋劇)으

로 개작하여 공연하기도 했으며, 2014년 산시 다통(大同)의 북로방자

(北路梆子), 2015년 포극(蒲劇), 2015년 타이위안실험진극원(實驗晋劇

院) 등에서 “청백리 우성룡”이란 이름으로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10년에는 유명한 평서 전승자인 산톈팡(單田芳)이 이 이야기

를 근거로 100회 분량의 장편 평서로 개작하여 랴오닝(遼寧)방송국에

서 연속으로 방영하였다. 이후 인터넷의 “중국평서NET”, “산톈팡 평서

넷”과 기타 유사한 평서 관련 인터넷 상에 온라인 시청과 다운로드 링

크가 되었다. 2017년에 중앙방송국에서는 다시 40회 분량의 신판 드라

마 우성룡을 매일 황금시간 대에 2회 분량씩 방영함으로써 우성룡의 

예술적 형상은 일반 가정에까지 전파되게 되었다.

  이상은 우성룡이라는 역사 인물에 관한 역사 자료와 문학 예술 작품

들에 대한 소개이다. 이러한 자료들의 원생태는 분명 실존인물의 생애

와 업적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자료의 수량과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인물 형상 역시 더욱 분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으며, 

마치 시간의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시대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 파워이다. 그렇다면 우성룡 사례에서 이러한 역사, 문학 예

술적 자원들은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해 나갔을까? 이 힘의 영향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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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까지이며, 어떤 사회적 효과와 문화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다음은 세 가지 관점, 즉 파워의 원천, 파워의 재생, 새로운 파워의 창

조라는 관점 이 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문화 워의 원천: 서면 문헌과 구 구술

  앞에서 줄곧 우성룡이 실존 역사 인물이고 그의 생애나 업적이 모두 

역사기록으로 남아있음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들 이외에 민간의 구전(口傳) 역시도 매우 중요한 창작 원천이었음

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8년은 우성룡 열풍의 분수령이었다. 1998년 이전에는 주로 우성

룡이 생활했던 청대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청단공정서가 

사고전서에 편입되고, 우성룡의 전기가 청사고에 수록되었다는 점은 

그의 이름에 대한 영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포송령

의 단편소설 우중승(于中丞)과 청대 말기 장회소설 우공안(于公案)
은 우성룡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우성룡은 단지 청대의 청백리 중의 한 명에 불과했을 뿐이고, 

여러 공안 소설의 주인공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것

들은 1940년대 이후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1998년까지 이르렀다. 

  1998년 ‘왕용타이’판 역사소설 청백리 우성룡의 창작은 당대의 우

성룡 문예 현상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요재지이․우중승에
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적혀 있었고 편폭도 매우 짧았지만, 

청백리 우성룡은 생애를 단서로 하여 전설적 인물 우성룡의 이야기

를 전개함으로써 소소한 생활상과 관직에서의 대사건들을 통해 절개를 

지닌 청백리의 인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몇 번의 수정 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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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체 50여만 자에 달하는 장편소설로 세상에 나왔다. 이후 연이어 

몇 편의 희곡과 평서, 그리고 그와 유사한 소설과 전기문학 작품들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왕용타이가 후배들의 문예 창작에 예술적 

본보기를 제공해 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창작 원천은 주로 우
청단공정서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창작 경험에서 보면, 현지에

서 구전되고 있던 우성룡에 관한 이야기의 영향이 매우 컸다. 왕용타이

는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인물로, 성정부 공산당학교 정치이론 통신교

육과정을 졸업한 후 지방 문화홍보 분야 간부를 지냈다. 학력으로 보면 

역사연구나 문학창작 방면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그의 아

내의 소개6)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어렸을 적에 그의 어머니께서 그에게 우성룡에 대한 이야기

를 자주 들려주었고, 당시부터 청백리 우성룡에 매료되었다. 글

자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 우성룡에 관한 책을 찾아 읽

고 싶었으나 찾지 못하다가, 조금 더 큰 후에는 책이 없으니 자

신이 우성룡에 대한 책을 직접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방으로 우성룡 관련 자료를 찾아 헤맸으며, 어떤 사

람이 우청단공정서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책을 써낼 수 있겠

냐고 물었다. 그는 곧바로 쓸 수 있다고 대답했고, 이후에 잠도 

잊고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사료를 베끼고 밤낮없이 책들을 뒤

져 1년 후부터 소설 창작에 돌입했다. 4년의 세월동안 몇 번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1997년에 탈고를 하고, 1998년에 정식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다. 

  우청단공정서로 대표되는 사료가 그의 창작에 매우 풍부한 자원들

을 제공해 준 셈이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점은 

창작의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또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창작을 지속

6) 왕용타이는 1954년생으로, 2012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자료는 2014년 

방송국에서 했던 그의 아내의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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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2010년에 우성룡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천리양심의 저자인 왕전

촨(王振川) 역시도 우성룡 관련 사료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었으며, 특

히 소설을 탈고하고 나서 2008년의 산시(山西)고적출판사에서 펴낸 우
성룡집을 읽고서 원고를 전면 수정하여 마침내 2016년에 수정판을 출

판하였다고 한다. 왕용타이와 마찬가지로 문헌 사료를 읽는 것 이외에

도 왕전촨 역시도 많은 조사를 진행했고, 현지인들에게서 우성룡과 관

련된 많은 일화들을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성룡 열풍이 일어난 후 

팡산현(方山縣)에서만 우성룡과 관련된 민간의 일화가 110여 편 수집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후세 사람들의 창작에 많은 원천자료가 되

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학 작품들이 현지에서 보급되는 데에도 아

주 좋은 사회적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우성룡에 관한 드라마와 희곡

이 현지에서는 인기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구전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나 전문적 연구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사

실상 만약에 글로 작성된 역사 문헌이 우성룡이라는 이 역사 속 인물 

대한 문화적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민간에 구전되어오던 이야기는 그 

문화적 효과에 대한 소프트 파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

사적 문헌자료는 서면 문자에 의해 전해지는 것으로, 그 경로나 영향력

의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구전 이야기는 

직접 민간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 전파 범위가 훨씬 넓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당대의 드라마나 희곡 역시도 우성룡 이야

기의 구비 전승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이나 전기문학 창

작과 그 전파가 서면 문자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드라마나 평서, 희곡 

등은 주로 소리와 시각을 통해 수용되고 전파되기 때문이다. 사료 연구

와 전기문학 창작은 역사적 사료에 대한 보존과 재현을 비교적 강조한

다. 반면 영상물이나 희곡 작품은 인물 형상과 가치관 전달을 위주로 

한다. 사람들은 실존인물에 대한 기본적 역사적 사실을 통해 단순히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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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진상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실존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기초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이 역

사인물의 이야기를 보고 화제 거리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나아가서

는 그 인물로 대표되는 가치관을 추종하거나 그에 대해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Ⅲ. 문화 워의 재생: 문 작품의 창작과 

  1998년은 당대(當代) 우성룡의 출발점이었다. 왕용타이가 창작한 장

편소설 청백리 우성룡은 우성룡을 당대 대중들의 시선 속으로 끌어

들였고, 강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출판 후에 빠르게 산시(山西) 작

가협회 전속 간행물인 잡지 황하(黃河)에 게재되었고, 이후에도 중국 

감찰 계통의 간행물인 검찰문학(檢察文學)과 산시 지역 주요 신문인 

타이위안(太原)일보에도 연재되었다. 2000년에는 타이위안 방송국에

서 19회 분량의 드라마 일대 청백리 우성룡으로 각색되어 중앙방송

국(CCTV) 1채널의 황금시간대에 방송되었다. 이 드라마는 중국 ‘전국 

五個一 프로젝트 상(全國五個一工程獎)’7)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8년 이전의 우성룡은 역사책이나 문예작품 속에 단지 청대의 중

요 관리 중의 한명이자 청렴한 신하의 이미지로 나타나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특히 몇몇 대형 지방극

[戱曲] 극단에서 우성룡을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연함에 

7) 중공중앙선전부에서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1992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전

년도의 희극․드라마․책․이론 논문(사회과학 분야)․영화 중에서 각각 

최고의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省, 自治區, 直轄 )과 관련 기관에 증

서를 주고 상금을 주는 활동이다. 1995년부터는 노래와 라디오 드라마도 포

함되었지만,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다.(바이두https://baike.baidu.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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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성룡은 중국 당대의 청렴성 확립 사업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대표적 역사 인물이 되었다. 우성룡은 점차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인식되

었으며, 희곡계에서도 이로 인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되게 되었던 

것이다.

  경극 청백리 우성룡(廉吏于成龍)은 전국 중점(重點) 경극단인 상

하이 경극단이 2003년 리허설을 진행했던 신편 역사극이다. 창작 팀에

는 전국 각지에서 19명의 국가 일급 예술가들이 모여 있었으며, 그 중

에서도 주연을 맡은 상장롱(尙長容)과 관동티엔(關棟天)은 경극계의 

황금 조합으로 일컬어진다. 이 경극은 공연 후 제 4회 중국 경극 예술

제 금상과 제 9회 중국 희극제 우수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다. 그리하여 

상하이, 베이징,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스자좡(石家莊), 닝보(寧波), 

푸저우(福州), 취안저우(泉州), 그리고 마카오 등지에서 관중들의 호평

을 받음으로써 많은 지방의 청렴 교육 교재가 되었다.

  진극(晋劇)과 포극(蒲劇), 그리고 북로방자(北路梆子)는 모두 산시 

지역의 주요 지방극으로, 우성룡을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을 연이어 무대에 올렸다. 그 가운데 2015년 ‘진극계 제일 노생(老生)8)’

이라는 칭송을 받는 셰타오(謝濤)가 주연한 우성룡은 3년 동안 희곡

계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으며, 평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 희곡의 예술적 

성취에 대해 토론되곤 했다. 2016년 중극 희곡학원연구소 소장, 중국 

문예평론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푸진(傅謹)은 우성룡 관련 학술

대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청렴결백을 이야기하고 청백리에 관한 극을 

공연하지만 대부분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하지만, 셰타오가 주연한 

우성룡은 매우 훌륭하다. 극의 줄거리나 디테일뿐만 아니라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에 대한 표현 모두가 자연스러워 현재 청백리를 묘사하

는 극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8) 노년의 남자 배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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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대의 평서(評書)판 우성룡도 등장했다. 당대의 유명한 평서 전

승자인 산톈팡(單田芳:1934～)은 평서 청백리 우성룡의 창작자이자 

이야기꾼[說書人]이다. 그는 2010년에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전

승자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중국 희곡예술 모란대상(中國曲藝牡

丹獎)(제 7회)에서 ‘종신 성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는 희곡예술 연예인 대중 인기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의 

연출은 중국 평서를 시장으로 인도한 시초였으며, 1995년에는 베이징 

산톈팡문화전파유한공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산톈팡 평서’는 중국 전

통문화 상징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역사 이야기[說書]에 뛰어났던 

평서 대가 산톈팡은 청백리 우성룡 이야기를 각색하여 라디오(100회 

분)와 텔레비전(120회 분)에서 방송하기도 했다. 이 펑서 판본은 청대 

말기의 우공안 평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창

작이었다. 

  희곡예술과 희곡계에서 출시한 청백리 우성룡의 이미지는 중앙(정

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우성룡이라는 문학 형상의 창작은 분

명 왕용타이 개인의 선택이었으며, 또한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맡고 있던 지방정부의 선전부 간부 일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애호나 숭배 이외에도 이 인물의 사적(事迹)은 자

신의 청렴함을 지켜나가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으며, 

이것은 또한 왕용타이의 창작 목적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9) 어쨌든 이 

소설이 정식으로 출판되었을 때 겉표지 제목에 “리스(離石區) 당원 간

부 청렴 교육 독본”10)이라고 적혀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설과 

전기문학이 청렴 교육의 교재로 지정되어 각급 고위 지도층 간부의 필

독서가 된 것 외에도 또 우성룡을 주인공으로 한 희곡 작품들도 많은 

상을 휩쓸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순회공연이 이루어졌고 베

 9) 이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 추측으로, 앞으로 구체적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10) 离石区党员干部廉政教育读本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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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에서도 공연되었다. 전국 각지와 각급 당정 기관에서는 당원과 지

도층 간부들을 동원하여 극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층 인사들도 신년 희곡 만찬 연회에서 이 신편 

클린 정치극을 관람했다.11) 중앙기율위원회 선전 전략은 이러한 점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중기위(中紀委)’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감찰위

원회의 약칭으로, 여기서는 중국공산당의 당풍을 책임진다. 2013년 9

월, 중기위에서는 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권위 있는 웹 퍼블리싱 플랫

폼과 교육홍보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웹페이지를 통한 선전 홍보 활동 

가운데에는 2014년 6월 그들이 인터넷 동영상 란에서 19회 분량의 

2000년 판 드라마 일대 청백리 우성룡을 업로드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5월에는 또 “중국 전통 속의 가정 규칙” 시리즈를 통해 

일대 청백리 우성룡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국가나 지역의 발전 전략이 문화산업의 발전과 매

우 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정

치적 품격을 알리는 것은 중국의 국가적 의식형태에 대한 관리이자 운

용으로, 정식적인 정치교육 이외에도 문예창작이 소프트 파워로써 엄

격한(rigidity) 제도건설 과정에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것이

며, 또한 이러한 노력을 관료사회 내부의 사상교육에서부터 새로운 사

회 윤리와 국가적 신앙의 확립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

하여 창작 집단과 전파 집단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미있는 점

은, 우성룡 문화열풍의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열풍이 산시에서 중앙으

로, 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

11) 2014년 12월 31일 저녁 중앙의 7명의 상무위원과 수도 베이징의 천여 명

의 가람들이 신년맞이 희곡 만찬 연회에서 희곡판 우성룡 이야기를 관람

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성룡의 고향인 산서 여량은 당시 부패로 황폐해져 

있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공산당과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 극을 보았

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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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문예활동은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의 응집력과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

다.

Ⅳ. 새로운 문화 워의 창조: 지역에서의 공감

  1999년 바이서우이(白壽彝) 선생이 중국통사․청대 전기편을 편찬

하기까지는 우성룡과 관련된 1차적 문헌자료와 문예작품의 창작에 기

본적으로 모두 특별한 “산시(山西)”적 색채가 없었다. 1998년 청백리 

우성룡을 창작한 왕용타이를 시작으로 산서 현지의 문예창작 집단과 

연구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왕용타이는 산시(山西)성 뤼량(呂梁)시 

리스(離石)현 출신으로, 우성룡과는 동향이다. 또한 리스현 문학 예술

계 연합회(약칭 문련文聯이라고 함) 부주석과 뤼량시 리스 작가협회 

주석직을 역임하였다. 2008년에는 산시고적출판사의 우성룡집의 편

찬자인 리즈안(李志安)은 산시 원수이(文水縣)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 

뤼량 지방위원회(地委) 문교부 과원(科員), 뤼량 행정관서 교육국 과원, 

뤼량 지방위원회 조직부 과원을 거쳐 2003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는 팡산현(方山縣) 위원회 부서기, 현장(縣長)을 역임하였다. 2000년   

천하제일 청백리 우성룡의 세 저자 중에서 첫 번째인 왕뤄동(王若

東)과 두 번째인 리우나이순(劉乃 )은 모두 팡산 출신이다. 왕뤄동은 

뤼량지구 문물사업국 국장과 뤼량시 도시건설국 국장을 역임하였다. 

세 번째인 린샹(林祥)은 산시성 린현(臨縣) 출신으로, 산시성 작가협회 

회원이며, 뤼량시 작가협회 부주석이기도 하다. 그는 1972년 4월에 팡

산현의 어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1975년부터 팡산현 교

육국 교육연구실에서 일했고, 이후에 현위원회에 들어갔으며, 현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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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급 직위를 역임하기도 했다. 2010년 천리양심의 작가 왕전촨은 산

시성 완롱(萬榮) 출신으로, 산시성 윈청(運城)방송국에서 근무했으며, 

산시성 작가협회 회원이자 윈청시 작가협회 이사였다. 진극 우성룡
을 연기했던 셰타오의 어머니가 진극(晋劇) 배우였기 때문에 11살부터 

타이위안시 문화예술학교에 들어가 진극을 공부했고, 이후에는 산시성 

진극무대에서 활동하였다. 타이위안시 문연(文聯) 부주석, 타이위안시 

실험진극원 부원장, 타위위안시 진극예술연구원 명예원장, 산시성 인민

대표, 타이위안시 인민대표 상무위원을 지냈다.

  이러한 창작 집단 중에서 “산시인(山西人)”은 주력군이 되었다. 그리

하여 목전의 우성룡 문화 열풍은 산시성의 우성룡 열풍이라고 해도 지

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창작자의 출신 배경으로 보면, 그들은 문예계에

서 일정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현급 이상의 

당정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러한 점들은 그들의 창작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선전 작업과 연결되어 청렴정치 문예 선전의 색채

가 짙었다. 우성룡과 동향출신이라는 점은 그들의 창작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지만, 그러나 왜 당대의 산시인은 이렇게 청렴정치 문제를 중

요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지 출신 청백리 형상을 내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보도에 따

르면 산시성은 중국에서 근래 부패가 아주 심한 재해지역으로, 새로 부

임한 지방정부의 고위 지도자들은 특히 청렴정치 확립을 중시하였다고 

한다. 2014년 산시성 서기로 부임한 왕루린(王儒林)을 예로 들어본다. 

산시성 현지 관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던 엄준한 상황에서 부임 전

에 주로 지린성(吉林省)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던 왕루린은 산시성

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속담에 이르길 “새로 부임한 관리는 세 개의 횃

불을 가지고 있다(新官上任三把火)”고 하는데, 왕루린은 관료들의 업무 

진작과 산시성의 정치 생태 변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부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는 뤼량시로 시찰을 나가 특별히 뤼량시 라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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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堡)촌의 우성룡 고택을 방문하였다. 우성룡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이해한 후,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5차 집단학습

에서 지시했던 “중국 반부패 청렴의 역사를 연구하고 과거의 청렴정치 

문화를 이해하며, 중국 역사상의 반부패 청렴의 교훈을 살펴보아야 사

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역사를 통해 반부패 청렴을 제창해 나갈 수 

있다.”고 했던 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 역사 속 청렴정치 문화의 

본보기를 찾으라는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뤼량과 산시성에서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지를 연구하여 우성룡의 청렴정치 문화를 널리 

선전하고, 고대의 청백리 우성룡을 본보기로 하여 부패척결 능력을 끊

임없이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왕루린의 이 말의 취지는 1998

년 청백리 우성룡을 필두로 한 일부 문예작품의 등장과 그에 대한 

뜨거운 방송 열기의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보다 앞선 2011년 팡산(方山) 정부의 업무 보고에서 “관광

산업 확대”라는 발전 전략에 따라 ‘우성룡 문화연구회’, ‘북무당산(北武

當山) 도교문화연구회’를 설립하고 전문가를 동원하여 우성룡에 대해 

발굴과 연구를 하고, 홍보를 통해 우성룡과 북무당을 개발하여 후세들

을 위한 고귀한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2013년 팡산현 

정부보고에서도 우성룡 청렴정치 교육기지 건설을 통해 관광객 맞이를 

시급히 진행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원이 부족하고 현 고

위 지도자들의 지지도 구호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앞서 언급했던 

왕루린은 우성룡의 무덤 앞에서 역사적으로 우성룡의 무덤이 두 차례

나 훼손되었음에도 지금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

성룡의 고택과 묘지를 속히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념 유적 보호

에 매우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는 “내가 보기에 뤼량이 몇 년 만 

일찍 이 사업을 중요시했다면 그렇게 많은 고위 간부들이 감옥에 가거

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 곧바로 염정원(廉政園)이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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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7일 ‘우성룡 청렴정치 문화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

었다. 문화원 전체는 청렴문화광장, 우성룡능원, 우성룡청렴문화기지, 

청렴문화전람관, 우성룡고택, 교육체험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적과 유물 전시, 교육 연수, 문화체험과 관람이 하나로 이루어진 종

합 문화시설이다. 또한 특색 있는 청렴문화 제품의 개발, 청렴문화 특

산 공예품, 팡산 지역특산물과 우성룡 시리즈 도서도 판매하고 있다. 

동시에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 1회 중화청렴문화제도 개최하였

다. 청렴문화제의 주요 내용에는 청렴문화경전--우성룡의 권민절검가

(勸民節 歌) 읽기, 청렴결백 문화활동 선전을 위한 만인의 사인회, 전
국민 청렴문화 학습 제안서, 우씨 종친 제사, 우성룡 주제 토론회와 

우성룡 희극 선전 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근래에 접어들어 우

성룡 문화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이와 관련된 보도는 별로 없었다. 2017년 1월 우성룡 

열풍, 우성룡 염정원에 찬물 끼얹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에

서 “중앙TV의 우성룡 드라마의 인기는 전국의 우성룡 열풍을 불러

일으켰지만, 우성룡염정원의 정문에는 ‘공사로 인해 잠시 폐관’이라는 

안내문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일까? 염

정원의 운영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염정원의 출현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200년 전기문

학 천하제일 청백리 우성룡의 제1 작가인 왕뤄동은 그 자신의 청렴

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2016년 왕루린은 산시성 고위직에서 물러났

다. 이러한 것들은 청렴정치가 선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관리와 운용의 문제는 역사 인물의 문화적 개발이란 입

장에서 보면, 우성룡이 1998년 이후 중국 문화계의 주인공 중의 하나가 

되고, 산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중요한 촉매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청

렴정치라는 정치적 맥락 이외에도 산시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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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만화영화

는 풍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에서의 이 같은 

역사 인물에 대한 발굴은 정치 선전과 문화전통 홍보 효과가 더욱 강

조된다. 염정원의 건설 과정에서 관광과 문화적 특색의 제품 판매가 출

현하였다는 점은 그 구체적 형식이나 성격, 효과에 대한 더욱 심도 있

는 고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적어도 역사가 유구하고 관광 산업의 형

태가 비교적 성숙한 유명 인사의 고향이나 고택, 기념 유적지 관광 등

과 비교할 때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2017년 중앙방송국의 연초 대형 드라마가 우성룡이라는 이 역사적 

인물을 대중 여론의 초점이 되게 했던 것은 결코 돌발 사건이 아니며, 

우연은 더더욱 아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옛 것에서 오늘을 반추하는 것

은 중국 문화의 우수한 전통이다. 역사 인물을 인식할 때 사람들은 종

종 1차 문헌자료를 특히 중요시하게 되는데, 우성룡 문화산업 개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풍부한 구전 이야기는 초기 창작자들

에게 영감과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서면 문학의 창작에서부터 드라마, 희곡 등의 영상과 무대 예술의 

창작으로 우성룡 정신문화의 전파 경로와 층차가 확대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예형식으로 우성룡을 알게 되었

고, 그리하여 우성룡 문화를 계승하는 집단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써 

역사 인물의 원천 자료와 개발 운용 과정에서는 서면문헌 이외에도 구

전 이야기의 역할도 충분히 중시되어야 함을 잘 알 수 있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이야기들과 당대의 영상 작품 또는 희곡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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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람들이 매우 즐겨듣고 보는 표현 방식으로, 이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우성룡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품격과 인간적 매력을 

효율적으로 전해줄 수 있다. 어쨌든, 구전 이야기나 영상, 희곡 작품의 

방영은 우성룡의 문화적 수용 집단의 범위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더 많

은 사람들이 이 문화 전파 과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우성룡 문화의 개발 사례에서 중앙 정부의 청렴정치 정책의 운영이 

유도와 촉진 작용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만약 지방의 

문화계 간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이 역사 인물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홍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중앙정부 관련 

부문의 지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방에서 확립한 이 역사인물 형상의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하의 국가제도 건설

과 민족문화 정신의 개조, 새로운 사회 윤리의 함양과 국가 신앙 체계

를 통해 국가 전체의 문화 파워로 키워나가는 것을 주도적 정책으로 

삼는, 이른바 국가적 문화 개발의 중국식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개발은 단지 국가의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식

인 계층과 대중들의 공감을 필요로 한다. 우성룡이라는 이 역사 인물이 

대표하는 가치관은 청렴함과 유가(儒家)의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는 

분명 주류적 의식 형태의 가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인물에 대

한 순수 오락적 특성의 문화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다. 전기문학과 여

러 역사적 전통극은 지식인 계층의 정부에 대한 부화뇌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유형의 정의적 가치관에 대한 인정을 대표하는 것

이다. 평서와 희곡은 중국 특유의 역사 소재 문예 형식으로, 유구한 역

사 전통과 심후한 민간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전파 방

식을 취했던 것은 그 목적이 당연히 문화 수용의 창작을 확대하기 위

한 것이었다. 드라마를 내세운 것은 더 많은 대중들이 우성룡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청렴정치와 청렴도라는 화제를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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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하고, 그리하여 가정과 이웃, 친구들 사이의 일상 화제가 되게 했

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특히 현지인들의 그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공감을 중요시해

야 한다. 사실, 앞에 언급했던 ‘우성룡 청렴정치 문화원’의 건설은 민간 

사업자 가오린칭(高林淸)에 의해 완성되었다. 가오린칭은 현지 출신의 

사업가로 우성룡의 소설과 전기작품을 읽은 후 큰 감동을 받아 청렴원 

건립에 뜻을 두고 우성룡의 고상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그는 문화원 건립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았

다. 그러나 보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가오린칭은 우성룡에게서 고향

의 정서를 찾게 되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을 길이 없었

다. 개인의 제한적인 자금 투입 이외에, 왕루린 부임 이전에 실질적인 

정부 투자는 매우 힘들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성룡 열풍의 출현은 결코 우성룡 

청렴정치의 홍보가 완전히 승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즉 관련 문예작품이 여러 큰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술적 가치는 여전히 역사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우성룡 문화 개발의 사례에서 우리

는 문화 파워가 변동되고 재생되며 창조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역사”의 가치는 “바로 그 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치는 향수

처럼 자동으로 발향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향수라도 하더라도 제조가 

필요하고, 제조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원료를 뽑아 서로 다른 향기의 

향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힘은 우

리가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2018년 1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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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of Historical 

Figures：

In the case of Qing honest and uoright official 

Yu Chenglong

Pang, Jianchun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value development, this paper is 

in the case of “Yu Chenglong fever”, disuse an example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for historical figures in 

contemporary China.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historical records & literary and artistic cre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the times, and introduces the historical 

resources and literary works of Yu Chenglong. In the second, third, 

fourth part from the source of cultural power, the regenerative 

cultural power and the creation of new cultural power, carding and 

analysis of the forming process of Yu Chenglong fev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creative way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local identity in the Shanxi area. This paper puts forward that in 

the primary resources and the operation of historical figures, the 

role of oral presentation should be paid full attention to in addition 

to the written literature. In this kind of operation, the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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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played an important 

leading role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identity and promotion of 

the local people are the motive force of the more grass-roots level.

Key Words : Cultural contents, Historical figures, Yu Chengl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