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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劇’이 된 京劇: 근대 중국 민족 예술의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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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문에서는 20 세기 초 경극의 표상화 양상을 통해 그 정체성의 변화를 조감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극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강력한 서구 문명의 도래 앞에서 전통에 대한 부정이 

계몽과 동격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경극 역시 ‘봉건’의 잔재로서 비판의 대상이었다. 서구 근대

의 시선으로 당시 대표 극종이었던 경극을 위시한 전통극종들을 ‘舊劇’으로 매도하며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그 후 일방적 ‘西化’에 대한 반성으로 전통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당
시 국력의 척도이던 물질문명이 아닌 정신문명에서, 특히 시청각적으로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

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역에서 국가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각성이 나타나면서 민족 예술 정신의 계승을 위해 전통 예술에 대한 재검

토와 긍정적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즉 ‘병든 사자’로 표상되었던 중국의 쇠약한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화려한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국가로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경극이 

선택되었다. 30년대 梅蘭芳을 필두로 한 경극 공연단의 화려한 무대는 중국 민족 예술로의 

京劇의 매력을 세계의 중심인 뉴욕 무대에 각인시켰고, 그 후 梅蘭芳과 京劇은 중국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 梅蘭芳과 齊如山 등은 관심 있는 문화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2012S1A5B8A03034081).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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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청하여 ‘國劇學會’를 창설하여, 중국의 전통극을 지칭하는 ‘國劇’의 내함이 확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京劇이 ‘國劇’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가의 문화 표상으로서 굳건히 자리하게 되었

다. 항일 전쟁 시기 위기의식을 느낀 모택동은 ‘民族形式’이 아니면 혁명을 완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전통을 활용하게 되고, 국공내전 이후 대만에서는 국가정통성을 기탁하며 민족의 구

심점으로서 국극을 부양했다. 그 과정에서 다시 경극이 국가의 문화 표상으로서 자리 잡게 되

었다. 
그러나 그 후 이념적 혼란 가운데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경극은 민족화와 현대화의 구호 아

래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양판희는 그 극단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향력이 커질수록 예술의 

생명력이 제약을 받게 됨은 대만과 신중국 초기 양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제어] 경극, 국극, 구극, 타자의 표상, 민족 예술의 표상, 국가 정통성의 표상. 민족형식

1. 서언

중국 민족 예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극을 떠올린다. 화 ≪마지막 황제≫와 

≪패왕별희≫ 등에 주요한 배경으로 쓰인 경극 장면들이 그 좋은 예이다. 화려한 화

장을 한 경극 배우 얼굴이 중국문화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도 이미 전지

구적으로 공인된 현상 중의 하나다. 

그러나 실상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강력한 서구 문명의 도래 앞에

서, 전통에 대한 부정이 계몽과 동격인 시기가 있었고, 경극 역시 ‘봉건’의 잔재로서 

비판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후 일방적 ‘西化’ 즉 서구화에 대한 반성으로 

전통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당시 국력의 척도이던 물질문명이 아닌 정신문명

에서, 특히 시청각적으로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역

에서 국가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병든 사자’로 표상되었던 

중국의 쇠약한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화려한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국가로의 새로

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경극이 선택되었다. 梅蘭芳을 필두로 한 경극 공연단의 

화려한 무대는 중국 민족 예술로의 京劇의 매력을 세계의 중심인 뉴욕 무대에 각인

시켰고, 그 후 梅蘭芳과 京劇은 중국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 후 梅蘭芳과 齊如山 등은 관심 있는 문화인들을 청하여 ‘國劇學會’를 창설

하고, ‘國劇’이라는 타이틀 아래 중국 전통극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

련하 다. 이로써 경극은 국가의 문화 표상으로서 굳건히 자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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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 전쟁과 이념적 혼란 가운데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경극은 민족화와 

현대화의 구호 아래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양판희는 그 극단을 보여주었다. 그 후 

각종 문화 콘텐츠들의 부상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오던 경극은 21세기에 들면서 

2002년 먼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崑劇에게 잠시 그 화려한 자리를 

내어준 듯 보 다. 20세기 격동의 시기에 서구 문명과의 충돌, 일본제국주의의 침탈,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 다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수용하여, 이제 WTO 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화의 문을 연 중국이 20세기 경극으로 표상되었던 중국

의 전통 문화를 더욱 세련된 고급 예술인 崑劇으로 표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2010년에 경극 역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여전히 중국

국가경극원이 중국국가화극원과 함께 현대극과 전통극을 대표하며 이원 체제를 유

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과 긍정, 개혁과 회복으로 이어져 온 경극 역사의 이면에서 그 정체성

은 어떻게 요동쳐 왔는지, 앞으로의 향방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경극은 타

파의 대상인가? 소위 ‘國粹’라 불리는 중국문화의 정수인가? 고급문예인가 아니면 

대중문예인가? 그 전통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생활을 반 하고 인민을 위해 

또는 이념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혁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전통예

술인가? 살아있는 현대예술인가? 본문에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복잡한 모순을 지

닌 정치적 흐름 속에서 경극이 어떻게 표상되어 왔는지, 그리고 재현 양상의 부단한 

변화 속에서 경극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경극에 대한 연구와 평론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중국은 다 거론하기도 어렵고, 

국내에서도 김학주, 송철규, 차미경 등이 경극을 소개하는 단행본을 출판했고, 김의

경, 김 숙 등이 梅蘭芳에 관한 번역본을 냈다. 연구로도 수 편의 학위논문이 나와 

있고, 시대별 주제별 연구를 진행한 단편논문들이 나와 있다. 조득창은 재현과 표현의 

관점에서 전통극의 개량을 다루었으며, 김우석은 전통극 현대화 문제를 조감하며 경

극 현대화를 살폈고, 김종진은 근대와 혼종의 개념으로 17년 시기의 전통 소환과 현재

의 정전화를 다루었다. 다만 전통에 대한 김우석의 긍정적 전망이든 김종진의 다소 

부정적 전망이든 오랜 기간 중국의 민간 연극을 조사해 온 필자로서는 경극의 미래를 

위해 그 행간에서 민간 문화로의 전통의 역량을 좀 더 강조할 필요를 느낀다.1) 현재 

경극이 처한 곤경은 민족 예술 표상으로의 경극에 대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지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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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傅謹 역시 경극에서 지방희적 특성과 민간성을 강조한 

바 있다.2) 그러나 경극은 이미 그 생성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지방희의 혼종이었고, 

발전 과정에서 가장 문인화된 고급예술인 곤극을 흡수하 을 뿐 아니라, 가장 새로운 

신극과 부딪치며 時裝戱, 古裝戱 등 혼종의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전통의 단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을 갖게 된다. 17년 시기에 전통이 소환되면서 또 한 

번 본격적인 혼종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단절이란 담론의 층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일 뿐이며 전통이 완전히 단절될 수 없고 그래서 비로소 소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경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몇 시기로 나누어 살필 때에도 

상호 유기성과 인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3) 설사 경극이 국극의 지위를 얻었다 해도 

역사에 기록되는 소수의 대표적인 예술가뿐 아니라 많은 무명의 민간 극단과 아마추

어 연극인들도 그 생존과 발전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한 세기에 걸친 경극의 표상화 양상을 통해 그 정체성의 변화를 조감

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극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미 국가적 표상이 된 

지 오래여서 다시 역동적인 민간의 연희 양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민간의 생

명력이 적극적으로 수혈되지 않으면 당분간 긍정적 전망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

라 보이기 때문이다. 한 세기에 걸친 경극의 운명을 다루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증거 

제시나 문제에 대한 천착을 피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한편의 논문으로 다루기에는 편폭의 제

약이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경극이 중국 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는 

과정 및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살피

고,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위상 변화에 대하여는 별개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자 한다. 거시적 조망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이니 만큼, 구체적 논증에 많은 편폭을 

 1) 조득창 ｢梅蘭芳의 1910년대 경극개혁 연구｣(中國語文論譯叢刊 제18집, 2006); 김우석 ｢중국 전통

극 현대화의 성과와 전망｣(중국어문학지 제26집, 2008); 김종진 ｢전통의 소환과 현재의 정전화(正
典化)｣(中語中文學 제47집, 2010). 

 2) “京劇是中國文化傳統的重要表徵之一。它是“地方戱”出現的 重要的劇種, 是雅文化在中國文化整体

中渐趋衰落的時代變革的産物。相對於超越了特定地域審美趣味的崑曲而言, 它更多地是特定地域文化

的産物; 相對於崑曲所代表的文人士大夫趣味, 它更接近於底層和民間的趣味, 京劇的劇目系统更充分

體現出其歷史叙述的民間性或曰草根特性” 傅謹 ｢京劇崛起與中國文化傳統的近代轉型——以崑曲的文

化角色爲背景｣, 文藝研究, 2007年第9期. 
 3) 김우석, 위의 글,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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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애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시선에 의해 어떠한 방향성을 획득하여 어떠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지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미리 밝힌다. 

2. 서구 근대의 시선으로 본 타자의 표상: ‘舊劇’
 

경극은 중국 전통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청대 乾隆 황제 55년(1790) 三慶班을 

필두로 四喜班、和春班、春台班 등 4대 徽班이 북경에 진출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약 이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간 문인사대부의 연극이며 궁정연극으로 애호되

었던 崑劇이 지나친 雅化로 인해 점차 시들해지고 좀 더 통속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皮簧戱가 청 황실의 궁정 연극으로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 휘반이 북

경에 진출하기까지 皮簧戱의 역사를 보면, 二簧腔, 秦腔, 崑腔, 漢調(楚調, 西皮) 등이 

혼합되어 소위 피황희가 형성되었고, 특히 北京語音의 향을 받아 북경에 ‘京音’의 

특색을 갖는 극종이 형성되었다. 이로 볼 때 피황희는 태생적으로 혼종의 극종이었

다.4) 이들이 차츰 외지 공연을 하며 향을 미치게 되어, 同光 연간에는 피황희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특히 상해 공연시 상해인들이 북경 특색의 피황희를 ‘京戱’ 

또는 ‘京劇’이라고 불 다. 후에 국민당의 북벌로 북경이 北平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

자 ‘平劇’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지방희로서 북경에 들어와 여타 극종들과의 경쟁 속

에서 많은 장점들을 흡수하며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 민간에서 그리고 궁중에까지 

널리 사랑 받는 극종이 되었다. 명청대 상층계층인 문인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사랑받

은 곤극으로부터 많은 것을 학습하고 수용하 다는 점에서 경극은 민간 연예와 중앙 

주류 예술과의 혼종이기도 하다. 결국 경극의 신선한 생명력은 곤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궁정연극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민간에서 자생적으

로 자라난 극종이 궁정연극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예인들의 노력과 후원자들의 아낌

없는 후원이 있었다. 곤극의 발전을 통해 확산된 후원문화는 경극의 발전에도 큰 도

움이 되었다. 명말 청초부터 성장하여 건륭제 때가 되면 본격적인 연극 시장과 후원 

문화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예인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그 당시 배우들은 

 4) 于質彬, 南北皮黃戱史述 제1장,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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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 속에서 창조적 마인드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여러 流派 예술을 이루

었다.5) 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와 풍부한 레퍼토리를 지닌, 또 언어적으로도 官話 

지역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지역에서 수용될 수 있는 극종이었다. 아직 국민 연극이

라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적어도 다양한 지방의 연극들이 적극적으로 경극에 

녹아들어 있음은 경극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랜 봉건 사회에서 성장한 경극의 레퍼토리들은 봉건적 내용에, 낭만적이

거나 음탕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했고, 특히 상층계층의 애호 속에 퇴폐적인 관극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 다. 청말 민국 초기 서구 문명의 도래와 함께 불가피하게 당

면하게 된 사회 변혁 속에서 경극은 가장 가시적인 비판 대상 또는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었다.6) 이는 경극을 비롯한 전통극들이 중국 사회에서 인민들에게 가장 환

받는 오락이자 교육의 수단이어서 그 향력도 그만큼 컸던 데에 기인한다.

五四 운동 이전 胡適 등 新靑年파 인사들은 文學進化論과 함께 서양에서 수입

한 話劇으로 구시대의 전통극을 대신할 것을 주장하며, 전통극 옹호론자 던 張厚載 

등과 격렬한 지상 토론을 벌 다. 이것이 소위 新靑年지상에서 벌어진 ‘新舊劇論
爭’이다.7) 胡適은 과학과 민주를 내세웠던 신문화운동의 열 가지 과제를 제시하 는

데, 사회의 도덕적 사상적 개혁과 관련된 항목들 외에 ‘文學革命’, ‘國語統一’, ‘戱劇

改良’ 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연극은 전달의 현장성과 군중성으로 인해 사회 

변혁 운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파급력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으므

로, 연극 개량에 주목하 을 것이다.8) 胡適의 연극 개량은 구태의 전통극을 내치고 

사회문제를 다루는 話劇, 즉 새로운 연극인 신극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전통극

에 ‘남은 찌꺼기遺形物’이라거나 ‘낡은 연극舊劇’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타파의 대상

으로 삼았다. 김종진은 이를 신극이 근대적 연극의 자리를 차지함과 동시에 전통극

 5) 北京市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 中國京劇史 中卷 제21장에서는 전적으로 경극 유파 형성의 조

건과 경극 유파 발전의 양상 및 의의를 살피고 있다. 中國戱劇出版社, 70~121면. 
 6) 조득창은 ｢淸末民初改良戱曲文學體制的嬗變｣(中國語文論叢 제20집, 2001)에서 1902년 梁啓超가 

｢論小說與群治之關係｣에서 전통극을 포함한 개념으로의 소설을 비판한 이후로, 蔣智由의 ｢中國之演

劇界｣, 箸夫의 ｢論開智普及之法首以改良戱本爲先｣, 歐榘甲의 ｢觀戱記｣, 陳獨秀의 ｢論戱曲｣, 王鍾麒

의 ｢劇場之敎育｣ 등 신해혁명 이전의 문장에서 이미 서구의 예를 들어 구극을 비판하고 개혁 대상으

로 간주하고 있음을 살핀 바 있다. 
 7) 주로 新靑年 제4권 제6기(1918.6)부터 제5권 제5기(1918.10)까지 집중적으로 보인다.
 8) 吳秀卿, ｢五四期의 戱劇運動｣, 中國文學 제15집(1987),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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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말한다.9) 그러나 역설적으로 구극 타파나 

희곡 개량의 구호 자체가 전통극의 민중에 대한 향력을 말해주는 동시에 전통 사

회에서 구극이 전통문화의 실질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康保成은 五四 新文化運動 당시 중국의 전통극이 나아갈 방향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었다고 보고, 그 입장을 전통양식을 지키려는 수호파, 급진개혁파, 온건개량파

의 세 가지 유파로 정리하 다.10) 그 중에서 당시 언론을 주도한 것은 급진개혁파

고 胡適, 傅斯年, 陳獨秀, 錢玄同 등이 그 대표 주자 다. 陳獨秀는 ‘臉譜 화장과 무

술’은 “중국인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美感을 표현하는 기술과 절대적으

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고 비난했고,11) 錢玄同은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분장

한 사람과 말 같지 않게 하는 말을 완전히 다 없애고 뒤집어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진정한 연극을 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하 다.12) 온건한 개량파의 경우에도 전통극

의 형식은 보류하더라도 구극의 야만적인 표현 방식들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서구 근대의 시선으로 타자로의 중국을 바라 본 결과

다. 계몽을 기치로 하여 빠른 시간에 서구 근대를 수용하려는 이들은 무너져가는 중

국의 봉건적이고 비근대적인 문화로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중국의 전통극을 ‘구

극’으로 매도하여 그 기반을 깨뜨리고자 하 다. 이것이 당시의 주된 맥락이었다면, 

당시 가장 널리 유행하 던 피황희 즉 경극이 주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미 거의 역사 속으로 퇴출된 곤극과 마찬가지로 피황희 역시 곧 역사 속으

로 퇴출될 것이라 전망하 다.13) 그들이 신문화운동을 통해 근대를 선포하기 전에 

연극계에서 먼저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 이미 퇴락하기 시작한 文明戱 역시 신극의 

품에 포용되지 못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신문화 운동에서 이러한 신구

극 간의 논쟁은 한편으로 미약하나마 서구의 타자로서의 중국문화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주었고, 중국 전통극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옹호의 시각이

든 비판의 시각이든 중국적 특성을 자각하는 계기 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시 신구극 양측은 이러한 논쟁을 통해 한 편은 신극 운동의 발판을 굳혔고 다른 

 9) 김종진 ｢전통의 소환과 현재의 정전화(正典化)｣, 中語中文學 제47집, 2010, 452면.
10) 康保成, 中國近代戱劇形式論, 漓江出版社, 1991, 50~54면.
11) 陳獨秀 ｢張厚載｢新文學及中國舊劇｣論評｣, 新靑年 제4권 제6기; 新文學大系․文學論爭集, 410면. 
12) 錢玄同, ｢隨感錄｣, 新靑年 제5권 제1기; 新文學大系․文學論爭集, 410면.
13) 劉復, ｢我之文學改良觀｣; 康保成 위의 책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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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은 나름의 자기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신극운동이 날로 성숙해가

고 구극도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게 된다. 신극측은 아직 반봉건과 서구지향적 가치

관을 동일시하던 소수 지식인 및 부르주아 계층의 서구 연극 지향에 머물러 있어서, 

봉건 인식을 대표하는 구극을 부정하는 나머지 그 민중 기반과 예술적 생명력마저 

무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했으며, 오랜 전통 문화의 寶庫이자 美感의 집대성으로서 축

적되어 온 예술형식으로의 미학적 요소까지 한꺼번에 매도해 버리는 과격함을 보

다. 또 구극측은 혹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관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서구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배타성으로 인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역할 수 없는 근대의 도래 앞에서 신사조의 기세에 눌

려, 순수예술적 시각에서의 미적 탐구를 통한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중문예로의 인식이나 민족형식으로의 인식도 충분히 심화시키지 못했다. 

그 후 중국이 사회주의적 현실주의 문예를 지향하면서 아지프로적 성격이 강해지자 

이러한 순수예술로의 탐구는 근대와의 소통보다는 전통 안에서의 논리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다. 구극의 민중 기반 문제는 대중문예로의 인식과 민족형식으로의 인식

이 요구되면서 20년대 말 문예대중화 논쟁과 30년대 말 민족형식 논쟁을 거쳐 구형

식의 이용과 신형식의 창조, 나아가 민족형식의 창출이란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결

국은 신극의 정신인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중국의 민간 형식인 구극에 접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데, 이는 미약하나마 초기 신구극 논쟁에서 보이는 자기반

성과 도약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4) 

3. 민족 예술의 표상으로 호출된 國劇 

서구 세계가 강력한 힘을 지닌 제국으로 중국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청말부터 

중국은 ‘國’자를 사용하여 자기 인식을 표출하기 시작하 다. 양무운동 시기에는 大

清國에서, 20세기 20년대에는 民國에서, ‘國’을 따와서, 國語,國文,國樂,國歌,國學,國

粹 등의 어휘가 등장하 고, 특히 ‘國語運動’이 가장 주목을 끌었다.15) 세계의 중심

14) 吳秀卿, 위의 글, 300~301면. 
15) 周華斌, ｢國劇與地方戲曲｣, 周華斌戱曲論集, 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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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중국이 서구 근대의 강력한 외부 세계 앞에서 타자로의 민족적 자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연극에서도 단순한 서구 지향적 五四 시기 연극운동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민족적 자각이 드러난 연극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國劇運動’이다.

5․4 운동 시기 연극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대개 해외 유학파 다. 그 중 일본 

유학을 하고 상해에서 활동한 田漢 등은 후에 프로연극 쪽으로 기울어 左翼演劇運動

을 이끌었고, 구미 유학 후 1925년 귀국하여 북경에서 활동하던 余上沅, 趙太侔 등

은 胡適, 徐志摩 등과 호응하며 國劇運動을 이끌었다. 특히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余上沅, 趙太侔들은 동서 문화 비교의 시각에서 전통 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

를 토대로 전통 문화로의 회귀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余上沅은 뉴욕에서 林徽音, 

梁思成, 梁實秋, 顧一樵, 瞿士英, 張嘉鑄, 熊佛西, 熊正謹 등 십여 인과 中華戱劇改進

社를 조직하고, ≪楊貴妃≫, ≪牛郞織女≫ 등을 공연하 는데, 의외의 호평을 받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귀국하여 국극운동을 벌이자는 결의를 하고, 때

가 되면 北京藝術劇院을 세우겠다는 포부도 표명하 다.16) 

당시 余上沅 등은 “중국인에 의해 중국의 재료를 써서 중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중

국의 연극. 이런 연극을 우리는 국극이라고 명명한다.”고 國劇을 정의하 다.17) 梁實

秋는 ｢悼念余上沅｣에서 “여기서 소위 國劇이라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경극’이

나 ‘피황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당시의 일반적인 화극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완전히 중국 전통극을 버리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양 연극의 수법

을 취하려 했다. 이론적인 모색에 그치지 않고 작은 극장이라도 있어서 실험을 하고 

싶어 했다.”18)라 한 언급으로 볼 때, 이들이 내세운 ‘國劇’이 적어도 일반적인 전통

극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통극의 중국적 특색인 ‘寫意的’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전히 현재의 구극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

극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데서, “舊劇은 순수예술로서 상당한 성취

를 이루었다.”, “舊劇은 개량의 가능성이 있다”며, 신구극 병존 가능성을 두기 시작

하 다.19) 그 배경에는 외국 특히 아일랜드 민족 연극 운동의 향이 크다.20) 초기

16) 余上沅이 胡適에게 보낸 편지. 胡適往來書信選 上冊(中華書局, 1979), 297면. 
17) “由中國人, 用中國材料去演給中國人看的中國戲, 這樣的戲, 我們名之為國劇.” 余上沅, ｢國劇運動序

｣, 國劇運動(新月書店, 1927); 中國現代文論選, 280면. 
18) 梁實秋散文 第四集(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89), 201면. 
19) 余上沅, ｢舊戱評價｣, 洪深 ｢導言｣, 中國新文學大系․戱劇集, 76면; 吳秀卿 ,｢1920年代 戱劇運動 



120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2집

에 입센의 사회문제극에 경도되었던 신문화운동가들이 이 시기에는 특히 아일랜드 

민족연극 운동의 향을 받아, ‘국민’ 연극, ‘향토’ 연극이라는 의미의 ‘國劇’을 내세

우게 된 것이다. 余上沅이 당시 그 글들을 모아 國劇運動으로 편찬하면서 이들 활

동의 본격적인 명칭으로 고정되었다. 이들은 민족성을 구비한 세계성을 강조하 으

며, 민족 전통극의 미학적 가치를 긍정하 고, 분명한 ‘자아’에 발을 딛고 중서 연극

의 혼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 다. 중국현대연극사에서 ‘민족화’의 문제를 제시

하고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1) 

따라서 국극운동의 의미는 중국이 독자적인 문화정체성을 발현할 예술로의 ‘국극’

을 호출하 다는 데 있다. 서구 수용 일변도에서 노선을 일부 수정하여 민족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긍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신문화운동가들로부터 일방

적으로 비난의 포화를 받아왔던 전통극이 다소 긍정적 시선을 획득하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는 전통극이 순수 예술로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나아가 개량을 통해 중국

의 국민 연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외국에 있으면서 동

서가 각기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서양은 사실적인 데 비중을 두고 동양은 사의적인 

데 비중을 두고 있더라는 차이가 더 잘 보 던 것이며, 서구의 타자로서의 민족적 

자각이 민족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여 타자로의 전통을 끌어안고 개량을 통해 근대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었다. 불완전하나마 국극운동으로부터 중국 연극의 민족화 논의

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이어 熊佛西는 國劇은 중국인의 삶을 담는 연극이므로, 연극의 형식이 아

닌 내용이 중요하며, 현재의 구극의 부족함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음을 천명하

다.22) 또한 연극의 교육 기능에 주목하여 교육과 오락의 기능을 겸비한 연극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23) 이는 예술 가운데 가장 민중과 관계가 접한 것이 연극이

라는 인식 때문이었다.24) 이 역시 신구극 논쟁 당시를 상기시키는 언급이다. 구극의 

小考｣, 中國現代文學 제2집(1988), 125면.
20) 馬慧, ｢爱尔兰民族戏剧运动与中国国剧运动｣, 江西社會科學 2012년 제7기(2012. 11), www.xzbu.com.
21) 胡星亮, ｢論國劇運動的話劇民族化思考｣, 文學評論 1998년 제3기, 87~96면.
22) 熊佛西, ｢國劇與舊劇｣, 佛西論劇(北平北京書局, 1928.11), 80면. 
23) “有人說戲劇就是教育, 舞臺即是學校。又有人說戲劇是人生的表現, 舞臺是世界的縮影。還有人說戲劇

是一種有趣味的玩藝兒, 其目的在娛樂。…… 教育與娛樂是分不開的。” 熊佛西, ｢戲劇與中國｣, 위의 

책, 2면. 
24) “藝術中比較 有民眾關係的要算戲劇” 熊佛西, 위의 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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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기반을 생각할 때 개량을 통해 구극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熊佛西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극 개량의 방법론을 제시하

기도 한다.25) 

그는 특히 國家劇院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그가 말하는 국가극원이란 국가

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극장으로, 國劇 위주로 공연하며, 관객은 무료로 관람하는 

민중 지향의 극장이다.26) 그는 국가극원의 중요성이 국립학교나 도서관에 못지않으

며 독일과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비를 국가극원에 지원하는 것은 이를 국

가적인 명예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27) 국가극원에 대한 논의는 민족적 자각

으로부터 시작된 현재적 국극의 논의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극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國格을 높이고 국민을 교육하며 다수 국민에게 향유권을 부여해주는 데까지 

진전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궁정극장이 아닌 근대적 국립극장의 논의이며 민

중극장의 논의라는 점에서 이후 중국 연극사의 전개와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는다.

본격적으로 서구 연극 양식이 아닌 전통극 특히 경극을 국극으로 자리 잡게 한 

이는 梅蘭芳과 齊如山이었다. 국극운동을 통해 민족 예술의 표상으로 호출된 국극은 

중국인의 연극을 의미하지만, 엄 한 의미에서 전통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고, 

더욱이나 경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1931년 齊如山과 梅蘭芳이 北平國劇學會

를 만들어 國劇傳習所를 개설하고 國劇畫報를 발간하 는데, 이때의 國劇이 비로

소 외래의 신극이 아닌 고유의 전통극을 가리켰다. 이는 京劇을 중심으로 하여 崑劇,

梆子戲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國劇’이란 두 글자는 내가 창립한 國劇學會에서 비롯되었다. 그 전에는 없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국극이란 國民과 國産의 국자이고, 國旗나 國歌의 국자가 아니

다. 범위가 넓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극은 모두 국극이다. 弋陽腔, 崑山腔, 梆子

戱, 皮簧戱 등이 다 국극이고, 사천, 귀주, 호광 등 각성의 전통극에서부터 越劇 및 

대만의 歌仔戱 등등도 모두 국극이라 할 수 있다.”28) 

25) 熊佛西, ｢國劇與舊劇｣, 위의 책, 73~80면.
26) 熊佛西, ｢國家劇院｣, 위의 책(1927), 68면.
27) 熊佛西, 위의 글, 71면. 
28) “這國劇二字, 是始自自我創立的國劇學會, 從前是沒有的, 但是我所謂國劇, 乃國民國貨之國, 不是國旗

國歌之國, 他的範圍很寬, 凡國中產生的戲, 都算國劇, 不但弋腔、崑腔、梆子腔、皮簧等戲才算國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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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근대 국가의 개념에서 나온 표상이 아니라 원래 거기에 있는 것, 원래 

거기에 속한 것,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국’자를 썼다고 밝히며, 모

든 전통극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齊如山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경극이었고, 

梅蘭芳을 위해 기존 작품들을 각색하여 연극적 효과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 던 

것도 주로 경극 대본들이었다. 드디어 전통극이 국극으로 호칭되기에 이르 다. 포

괄적 의미에서 ‘國粹’라고 불리던 데서 더욱 구체적인 호칭을 얻게 된 것이다. 이보

다 더 구체적으로 경극을 국극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례는 당시 대표적인 경극 武

生이었던 楊小樓가 ‘國劇宗師’라 불렸다는 점이다. 그 시기에 대하여는 혹 1928년경

의 일로 추정하기도 하고, 1934년이라는 증거를 내놓기도 한다.29) 따라서 경극을 

국극이라 호칭한 것이 국극학회 설립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

도 이 시기에 이미 많은 이들이 경극이 국극으로 불리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梅蘭芳은 8살 때부터 전통극을 배우기 시작하여 靑衣를 전공하 고 스무 살 때부

터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 는데, 당시의 改良新戱와 話劇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한 그는 1914년부터는 당시 사회 문제를 다룬 

時裝新戱를 공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시장신희의 사실적 연기가 경극의 미학

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변화는 시키되 본래 모습은 바꾸지 않는다는 뜻으로 ‘移步不

換形’의 원칙을 내세우고 더 이상 시장신희를 공연하지 않았다. 22세부터는 齊如山

과의 합작을 통해 古裝新戱를 공연하여 큰 환 을 받았고, 34세인 1927년에는 여성 

역할에 뛰어난 4명의 당대 최고 배우인 ‘四大名旦’ 가운데 첫 손에 꼽히게 되었다.30) 

이미 세계가 긴 하게 교류하는 시대로 접어든 20세기 초 梅蘭芳의 방일(1919, 

1924, 1956), 방미(1930), 방소(1935, 1960) 등 해외 공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31) 일본 공연을 통해 “서양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서양에 있는 

就是各省的戲, 如川滇湖廣等省之戲, 以至越劇及臺灣歌仔戲等等, 都可以算是國劇.” 齊如山, 五十年

來的國劇(正中書局 1962), 1면. 
29) 田志平, ｢京劇獲稱“國劇”的論證｣, 文藝硏究 2014年 第5期, 108면. 
30) 조득창, ｢梅蘭芳의 1910년대 경극개혁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18집(2006) 에서는 1.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기, 2. 새로운 형식의 실험, 3. 재현과 표현의 엇박자로 梅蘭芳의 1910년대 예술인생과 

경극 개혁 양상을 분석하 다. 
31) 北京市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 編著, 中國京劇史 中卷(北京: 中國戱劇出版社, 1990), 

168~190면; 梅蘭芳 지음, 매소무 역음, 김 숙 옮김, 移步不換形--梅蘭芳의 살과 예술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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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32)는 자신을 얻게 된 齊如山은 梅蘭芳의 미국 공연을 

기획했다. 당시 熊佛西를 비롯한 話劇界 인사들로부터 염려를 샀지만,33) 齊如山은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면 한 기획으로 공연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Peking 

Opera’를 중국을 대표하는 극예술로 세계에 자리잡게 한 것이었다. 물론 齊如山의 

이러한 행보는 경극 예술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나, 梅蘭芳이라는 배우를 통

해 이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통극은 오랜 훈련을 통한 기량과 예

술적 표현력을 겸비한 배우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예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梅蘭芳의 미국 공연 후 齊如山은 1933년 북경에서 遊美記를 출판하여 그 

전후 상황과 그의 의도를 기록으로 남겼다. 일본 공연이 일본의 중국희곡 애호자들

의 초청에 응한 것으로, 그의 비유에 의하면 ‘堂會戱’인데 반해, 미국 공연은 이미 

세계의 문화 중심이 된 미국에 중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그가 주동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물론 백배는 더 어려움이 컸다고 술회한다. 이는 

미국 공사 Paul Reinsch가 梅蘭芳이 미국에 가서 공연하면 중미 친선 교류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라 언급한 데서부터 촉발되었다고 한다. 葉恭綽 선생으로부터 이 이야

기를 전해들은 齊如山은 문화를 통한 민간 외교의 가능성에다 서양과 다른 중국의 

문화, 중국의 연극이 미국인들의 환 을 받는 것은 물론 세계 연극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준비에 나선다. 그는 이때에도 梅蘭芳보다 국극을 

강조하 고, 경극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唱과 舞蹈化된 연기 동작이 아름다운 전

통 극목과 古裝戱를 준비했다.34) 

梅蘭芳의 해외 공연을 통해 경극이 중국의 대표 극종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제 

경극은 齊如山의 처음 의도와 달리 점차 국가와 국기의 국자의 의미를 획득해 갔다. 

드디어 ‘國劇’이라는 호칭이 특별히 경극을 지칭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극은 처음으

로 국내외에 많은 관객을 확보한 극종이 되었고, 외부의 시선에 힘입어 중화민국이

라는 근대 국가의 문화 표상으로의 지위를 획득하 다. 경극의 開山祖師로 일컬어지

는 程長庚의 시대로부터 경극이 세계 속의 중국 극예술로 자리 잡는 梅蘭芳 시대가 

(서울: 북코리아, 2014), 19~21면, 284~369면.
32) 齊如山, 五十年的國劇(正中書局, 1962), 138면.
33) 熊佛西, ｢梅蘭芳｣, 위의 책, 107~117면. 
34) 齊如山, 위의 책, 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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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것이다. 경극이 세계 속에서 중화문화의 정수, 즉 國粹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경극은 국극으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 장에서 梅蘭芳을 중심으로 國劇의 자리에 오르는 경극을 이야기 했지만, 물론 

이 시기의 경극을 梅蘭芳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는 많은 경극 예인들이 그들의 창의와 노력을 통해 다양한 유파 예술을 발전시켰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35) 梅派, 程派, 譚派, 麒派 등 독특한 정신적 풍모와 표현의 

스타일을 지닌 유파가 형성되고 계승되었다. 이러한 유파의 형성은 경극이 예술적으

로 충분히 성숙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한 유파는 순수한 개성의 산물이라기보

다는 일정한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36) 본문에서 이들 유파 예

술의 특성을 일일이 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다양한 풍격의 공존과 경쟁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제 음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위로부터의 

계도나 지침이 아닌 자발적인 창조가 경극 발전의 기본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

이다. 매란방의 해외 공연이 민간의 자발적인 것이든, 보이지 않는 국가적 기획의 

일부 던 간에, 이러한 자발적 창조와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혼종의 창의와 함께 철

저한 민족 연극 미학에 대한 의식을 지닌 매란방이 시대를 대표하게 된 것이라 이해

된다.37)

4. 국가 正統性의 표상이 된 臺灣의 國劇

1949년 국공 내전에서 패한 蔣介石는 대만으로 후퇴하 지만, 故土 회복을 國是

로 내걸고 中華民國이라는 국호를 유지하며, 정통을 자처하 다. 공산당이 사회주의 

체제하에 유물론적 역사관과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내세우며 전통 문화를 파괴할 것

임을 예견하고, 특히 문화적으로 中華文化의 계승과 발양을 기본 목표로 내걸었다. 

35) 北京市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 編著, 中國京劇史 中卷 第21章, ｢表演藝術的新發展｣에서 경극 

유파의 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70~121면. 
36) 위의 책, 73~78면. 
37) 매란방의 방미 연출의 성격이 제여산과 매란방이 주도한 민간 문화사절단의 성격을 갖지만, 傅謹은 

이것이 실제로는 자금의 출처 등을 볼 때 국가적 기획의 성격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글로벌 시대와 동아시아의 문화 표상Ⅵ”국제학술회의.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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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문화적 정통성의 계승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38) 

혹은 ‘道德仁義’의 중국 전통 가치관을 선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는 건강한 국민 

오락을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국극을 긍정하 고, 나아가 ‘국가적 정서와 격조를 풍

부하게 보존하고 있는 예술’이요 ‘國粹’임을 재확인하 다.39) 

이때 국민당 정부를 따라 대만에 정착한 문화 예술인이 적지 않았는데, 특히 梅蘭

芳과 국극학회를 만들고 경극 발전에 공헌한 齊如山도 그 중의 하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대만 정계에서 國劇은 대단한 비호를 받았다. 첫째가 군인데, 蔣介石 총통은 공산당

이 중국문화를 파괴할 것임을 예견하고 특별히 전통 문화 보존을 제창했다. 또 인심이 

옛날 같지 않고 풍속이 날로 천박해지는 것을 보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오락을 극력 제창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국극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정계가 총통의 뜻을 따라 국극을 제창했고, 특히 각 군중에서 이를 제창하여 제일 먼저 

공군의 大鵬劇團이 생겼고, 점차 각 군에 모두 國劇團이 생겼다.”40) 

대만에는 국민당 정부와 함께 대륙 각지에서 많은 外省人들이 이주하 고, 다양한 

지역 문화가 수입되었다. 국민당은 이들 외성인의 구심점이 될 문화로서 京劇을 國

劇으로 명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총통이 직접 국극을 관람하고 지

원하 을 뿐 아니라,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를 두어 국극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고, 國劇硏究推行委員會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국극 연구를 지원했다. 특히 육해

공군에 國劇團을 창설하여, 國軍文藝活動中心에서는 명절과 국가 기념일은 물론 평

소에도 잦은 공연이 이루어졌다.41) 臺灣政府의 國劇에 대한 지원은 1. 극본 창작 지

원, 2. 교육부 예술학교에 연극과 창설 및 대학에 國劇研究所 설립. 3. 대만 현지 지

방희 자료 정리, 4. 해외 공연 장려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42) 復興과 國光 양대 

38) 王安祈, ｢文化變遷中臺灣京劇發展的脈絡｣, 傳統戱曲的現代表現(里仁書局, 1996), 91면. 
39) 陳立夫, 國劇藝術輯論 陳序(黎明文化事業公司, 1980). 1~2면. 
40) “臺灣政界, 對於國劇, 確有很大的益處, 第一是軍界, 因為 總統蔣公, 鑒於共產黨, 勢將毀滅中國文化, 

所以特別提倡保存舊有文化, 又鑒於人心不古, 風俗日壞, 故又極力提倡正堂娛樂。這兩件事情, 均於國

劇有直接的關係, 所以政界都遵着 總統的意旨, 提倡國劇, 尤以各軍中提倡 力, 初是空軍所成的大

鵬劇團, 以後各軍也都有了國劇的康樂隊.” 齊如山 위의 책, 125~126면. 
41) 陳立夫, 위의 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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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劇團과 國立臺灣戲曲學院 등이 京劇의 保存, 傳承 및 보급에 힘을 기울여 왔다. 

경극 전문 프로그램으로 臺灣TV에서 매주 ≪臺視國劇≫을 방송하 고, 中國TV에

서 매주 ≪國劇大展≫을 방송하 다. 

이처럼 臺灣에서 경극은 중화민국의 정통을 계승하여 중화문화를 발양한다는 기

치 하에 國劇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사회는 

다변화 되어 가는데, 정부 주도 군 소속 극단의 경극은 여전히 전통 극목과 ‘反攻大

陸’의 기치 아래 머무르고 있어 1970년대부터는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오락과 매체의 증가에 대본 검열 등 폐쇄적인 조치들도 관객의 이탈을 가중

시켰다. 결국 절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경극이 80년대 초에는 점차 관객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郭小莊이 이끄는 민간극단 ‘雅音小集’이 나와 

≪王魁負桂英≫ 등 현대적인 경극 실험을 통해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전체 경극의 

분위기를 바꾸어갔다. ‘雅音小集’은 새로운 젊은 관객들에게 ‘이전 시대의 통속문화

의 유물’에서 ‘새로 나온 세련된 현대 문화예술’로 경극의 인식을 바꾸어주었다. 王安

祈는 이것이 이후 새로운 작품, 새로운 스타일 나아가 신극종의 탐색을 시작하는 계

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43) 郭小莊이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평형을 구하려고 했다면 

뒤를 이어 나온 ’當代傳奇劇場‘의 吳興國는 현대화, 국제화의 길로 내달았다. ≪慾望

城國≫과 ≪王子復仇記≫는 각기 셰익스피어의 ≪멕베스≫와 ≪햄릿≫을 중국화한 

것으로, 서구 명작을 통해 연극의 사상성을 충실하게 하고자 했다. 王安祈는 吳興國

의 새로운 전통극을 향한 이념적 지향에 대해 新劇種의 지향으로 이해한다.44) 

90년대 초부터 대만에서는 국극 대신 경극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나

는 중국 본토의 극단들이 대만서 공연하기 시작하면서 경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臺灣獨立’의 기치 아래 臺灣 문화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로부터 대만의 무대는 전통 회귀와 본토화의 두 경향이 착종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

하 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국극이라는 명칭을 내세우지 않고 주로 경극으로 호칭된

다. 초기 국가 정통성과 중화문화의 표상이었던 경극의 위상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國劇의 절대적 위치에서 다양한 전통극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상대적 지위로 약화되

42) 齊如山, 위의 책, 127면. 
43) 王安祈, 위의 글, 94~95면.
44) 王安祈, 위의 글,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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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말해준다. 근자에는 國光劇團의 예술감독 王安祈가 당대적 감성과 사유를 담

은 새로운 현대극으로의 경극 창작에 힘을 쏟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만의 경극은 중국과 다른 풍격을 갖는다. 京劇의 文士化에 대하여는 이미 王安

祈의 연구가 나와 있다.45) 대만 문학과 예술의 ‘雅化’는 대륙과 구별되는 대만 중화 

문화의 전반적 특성이기도 하다. 언어 풍격의 차이로도 드러나는 대만의 ‘雅化’ 경향

은 경극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본토에서 이식된 극종으로서 역시 주로 본토에서 

건너온 지식인 관중을 대상으로 ‘國粹’의 명예를 지고 반세기 이상을 걸어온 역사만 

보아도 이해될 만한 일이다. 대만 토종 지방희인 歌仔戱나 客家採茶戱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중국의 경극과 비교해도 그러하다. 이러한 ‘雅化’ 경

향은 대만의 경극이 더욱 博物館 國劇으로 가는 것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지만, 통속

적인 대중예술이기보다는 높은 예술 수준을 지향하는 小衆藝術로의 정체성을 구축

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대만 경극은 국가 권위로 정통의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위상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극단으로는 國光劇團（國立國光劇團, 王安祈), 復興劇團（현재 臺灣戲曲學

院京劇團）, 臺北新劇團(李寶春), 當代傳奇劇場(吳興國) 등 4개의 경극단이 있고, 고

정 경극 공연장으로 國光劇場, 復興劇場, 碧湖劇場, 臺北戲棚 네 개 극장이 있으며, 

그 외에도 國家戲劇院, 中山堂, 城市舞台, 新舞台 등에서 대형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사회주의 중국의 民族形式 호출

齊如山과 梅蘭芳의 활약에 힘입어 경극이 세계 속의 연극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

국 대륙은 항일 전쟁과 국공 내전의 혼란 속에서 자유롭게 예술 발전을 도모할 상황

이 되지 못했다. 1938년 이후 1945년까지 梅蘭芳도 무대에 오르지 않고 칩거하

다.46) 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을 위해 매진하던 좌익 지식인들은 

20년대 말 문예대중화에 이어 30년대 항일 시기를 거치며 민중과 유리된 五四 시기 

45) 王安祈, ｢京劇文士化的幾個階段｣, 傳統戱曲的現代表現(里仁書局, 1996), 59~84면. 
46) 梅蘭芳, 위의 책,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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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화운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문예 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田漢은 신구극 논쟁에서 전통극을 무조건 구극으로 매도하는 것이 불공평하며, 구

극을 歌劇, 신극을 話劇으로 부르며 각기 모두 新舊가 있을 수 있다고 하 다. 가극

의 음악과 사상을 개량해서 민중 전체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47) 1936

년 評劇 배우인 白玉霜의 상해 공연 후 蹦蹦戲 토론회에서, 阿英은 전통극의 개혁을 

통해 구형식을 통한 반제반봉건의 새 작품을 창조해야한다고 주장하 다.48) 항일의 

시대 정서에 맞추어 구형식에 시대적 내용을 담은 개혁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 다. 1937년 77사변으로 항일 전쟁이 발발하자 상해에서 抗敵救亡協會가 성립

되었고, 歐陽予倩의 각색 연출로 국가의 흥망을 염려하는 내용의 ≪梁紅玉≫,≪桃花

扇≫ 등이 공연되었다.49) 그 후 全國抗敵協會가 성립되었는데, 각종 지방희 관련 인

사들이 참여하 고, 각기 활동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민간 연예 형식을 항일과 혁

명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 다. 이는 그 후 毛澤東이 민족형식을 혁명의 도구로 인식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毛澤東은 農工兵이 혁명 주체임을 천명하고 혁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민족형

식’을 이용해야 함을 자각하 다. 서구 자본주의의 폐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모색

된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향하지만, 중국적 현실은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만이 아닌 農工兵이어야 함을 직시한 까닭이다. 국공 내전과 長征을 통해 毛

澤東은 서구사회주의 내지 소련 코민테른 모델을 답습해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

을 완수할 수 없음을 깨닫고 중국적 사회주의를 모색하 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농민의 생활양식을 근거로 혁명 사상을 고취시키고 교육하기 위해 민중들이 

즐겨 듣고 즐겨 보는 소위 ‘喜聞樂見’하는 ‘民族形式’이 호출되었다. 봉건의 잔재로

서 타파의 대상이던 전통 문예 형식들이 현실 생활을 담아 새로운 사상을 선전하는 

도구로 재발견된 것이다. 

1938년 서양을 그대로 모방하는 ‘洋八股’나 ‘敎條主義’를 멈추고 “신선하고 활발

한, 중국 인민들이 듣고 보기 좋아하는 중국 스타일과 중국 기질의 것으로 대신해야 

47) 田漢, ｢新國劇運動第一聲｣, 梨園公報(上海, 1928.11.8.); 余從、周育德, 中國戲曲史略(人民音樂

出版社, 1993), 334면. 
48) 余從、周育德, 위의 책, 335면.
49) 余從、周育德, 위의 책,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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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며 ‘민족형식’을 제창함으로써, 20세기 초부터 서구 양식에 대해 지니고 있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민족형식의 호출

은 舊形式들의 민중 기초를 긍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 논의에서도 중요성을 갖는

다. 중국경극사에서는 매우 많은 편폭을 할애하여 당시 공산당의 향권인 國統區

와 抗日根據地 및 국민당 향권인 淪陷區의 경극활동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

시 기록되고 관찰된 의미 있는 활동만을 다룬 것일 터이니, 실제 민간 기반이 더욱 

광대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50) 

延安文藝講話에서는 사회생활이 문학예술의 원천이며, 문예는 농공병과 인민 대

중을 위해 존재하며(‘二爲’) 政治와 藝術 그리고 內容과 形式의 통일을 이루어야한다

는 원칙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문예 발전의 이론이자 정책의 기초이며 희곡 창

작에서도 여전히 준수해야 할 창작원칙이었다. 이후 문화대혁명은 이 강화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51) 毛澤東은 민족형식 그대로가 아니고 ‘推陳出新’, 즉 옛 형식

에 새 내용을 담으려했다. 1943년 延安에서 역사유물론의 관점에 따라 재창작된 대

표작으로 ≪逼上梁山≫, ≪三打祝家莊≫등을 들 수 있는데,52) 이는 경극에 있어 ‘推

陳出新’의 구체적 실천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毛澤東 체제 하에서 경극은 이 방향성

을 유지했고, 정치적 이념적 시선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담도록 요구되었다. 전통극

은 봉건 사회에서 발전해 온 예술로 봉건 시대의 낙인이 찍혀 있으므로, 새로이 사회

주의 정신문명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적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53) 그래서 신중국 초기에는 田漢의 ≪白蛇傳≫, ≪西廂記≫ 등 전통 극목 각

색 작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츰 새로운 현실 제재를 다루는 혁명 문예로의 창작 

극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이 변해가므로 삶을 담아

내는 예술도 변해야 하며, 경극도 現代戲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래서 신중국 건국 

초기부터 공산당의 도 하에 무엇보다 먼저 희곡개혁을 진행했다. 이는 구극이 인

민의 정신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 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중국

의 國劇은 양식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국식 사회주의와 

50) 北京市藝術硏究所 上海藝術硏究所 編著, 中國京劇史 中卷 제26장~30장, 265~524면.
51)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70주년 기념학술연토회. 
52) 余從、周育德, 위의 책, 340면.
53) 周揚 서문, 中國戲曲現代戲研究會 편 戲曲現代戲文集, 進一步革新和發展戲曲藝術(中國戲劇出版

社, 198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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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가장 중국적인 양식으로 戱曲現代戱라는 역이 창출되고, 그 추구는 문

혁 시기 樣板戱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이후 양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문으로 

다루고자 한다. 

6. 결어

청 중엽 이래 다양한 지방희들의 혼종으로 형성된 피황희는 북경을 기반으로 성

장하여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京劇이라 불리는 대극종을 이루었으나, 20세기에 들

면서 상해로부터 시작된 신극의 향으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

다. 민국 이래 한 세기동안 봉건의 잔재로서 부정되던 구극으로부터 중국의 전통 문

화와 민족 예술을 대표하는 국극으로 자리잡았다가, 그 후 역사의 현장에서 국가 정

통성의 표상으로,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다시 문혁의 총아로 부침을 겪고. 지금은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여전히 중국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극예술로의 경극의 근대사를 보면 부단히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

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왔음을 알 수 있다.54)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본래 지방에서 북경으로, 향촌에서 궁정으로 근거지가 확대되며 

전국적 대중성을 획득한 경극은 김학주 선생의 표제처럼 ‘대중예술’이었다.55) 대중

예술이 고급예술과 상반되는 개념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역사적으로도 대중예술은 

시간이 지나며 고급예술이 되어 왔다. 민간의 노래가 문인들의 노래가 되면서 고급 

문학이 되었고, 민간의 연극이 전문가의 손을 거쳐 고급연극이 되었다. 그러나 20세

기는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동과 서, 전통과 현대, 고급예술과 대중문화가 상호 충돌

하며 혼종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시기 다. 명청 시기 

문인사대부의 총아로서 경극의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는 학습의 대상이었던 고급예

술 곤곡이 차츰 대중적인 경극의 역동적 발전을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청말 민국 초

에는 雅部의 곤극과 花部의 亂彈이 함께 공연되는 ‘崑亂同臺’의 양상이 나타났다. 위

기에 처한 곤극이 경극과의 동맹을 통해 도태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전도 현상에 다

54) 조득창, 위의 글(2006), 104~113면; 김우석, 위의 글(2008), 250면. 
55) 김학주, 위대한 중국의 대중예술: 경극(서울: 명문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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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아니다. 이처럼 경극은 전통극예술 가운데 최고의 고급예술로서 궁정과 관료와 

문인사대부의 자부심이었던 곤극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다른 지역 극종으로부터 중

국적 전통의 표현 미학을 배우며 중국 전통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조로 풍미하기 시작한 서구의 사실주의 사회극으로부터 사회적 발언의 방식을 학

습하며, 여전히 대중예술로서 관객의 요구에 발맞추어 갔다. 

20세기 전반기에 국극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족정체성 또는 국가

정체성의 표상으로 기능하 다. 초기 梅蘭芳의 경극 개량을 포함하여 이렇게 민간에

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는 항상 큰 탄성을 가지며 변화의 흐름을 타고 대중예

술의 생명력을 이어간다. 그러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분리된 후, 각기 권

력이 개입하여 국가 주도로 행해진 경극 개혁 또는 부양 과정에서는 건강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극단을 보이는 대만의 國劇과 중국 문혁 시기의 

모범극인 樣板戱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다음 논문에서는 政體의 분리 이후 신중국 시

기 경극 표상의 성격을 살피면서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진일보의 이해를 도모하

는 동시에, 경극 예술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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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ing Opera, becoming National Theatre: 
Representation of Chinese National Art 

Oh, Soo-kyung*

56)

This paper is going to study how the Peking Opera become the representation of 

national art of China. In Qing Dynasty, people all over the China, not only in upper 

class but also in lower class, were enjoying many kinds of traditional opera including 

Peking opera, Kun opera and many kinds of local theatres. But in early 20th century, 

in front of western civilization, new literati of asian countries ashamed of their own 

traditional arts and began to criticize them as the vestiges of feudal society. 

Especially because Chinese traditional theatres are very influential among people, the 

May 4th movement group leading the new cultural movement made vigorous assault 

on the traditional theatres. Before long, they begun realizing the problem and 

concerning their own cultural identity.

When Mei Lanfang and Qi Rushan established “Association of National Opera.”, 

they put emphasis on Peking Opera and the study on Peking Opera was carrying out. 

The title, National Theatre is exclusively related with Peking Opera since then. After 

National Party moved from mainland China to Taiwan because of the different 

ideology, Republic of China in Taiwan used the name National Theatre for Peking 

Opera in order to establish their legitimacy in suceeding Chinese culture. That’s why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ldn’t use the word, even though Peking opera n nainland 

China was more popular than in Taiwan. Instead, they’ve been using Beijing Opera.

Key Words: Peking Opera, National Theatre, Old theatre, Representation of 
Others, Representation of National Art, Representation of National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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