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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통치이념이 현대 민족가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여 중국의 문화 정치 양상을 고찰한 것으로 항상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

해온 중국형 오페라가 시진핑 시대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념과 체제를 반영하고 있

는지 고찰하고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신가극 ‘백모녀’를 

창작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한 이래, 중국의 문화예술은 정치

에 복속돼왔다. 80년대 개혁과 개방 시기의 흐름에 따라 창작의 자유, 소재 선택의 

다양성 등 중국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변화의 기조가 나타났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

국 공산당 지도부 전면에 등장한 2012년 이후, 중국의 문화예술계에는 점차 또 다른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중국몽’의 핵심내용

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이에 따른 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주도적으로 

민족가극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문화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마

오쩌둥 시대의 중국 사회주의 문화예술 정책이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시진핑 체제에서 창작, 공연된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가극 세 편의 특징을 

문헌과 공연 실황을 통해 고찰, 분석하고, 동시에 중국 오페라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연구를 시행한 결과, ‘중국몽’은 민족가극 작품 안에서 중국 역사의 횡적 

확장, 중국 영토의 종적 확장, 국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다원일체론의 형태로 나

타났다. 중국은 고유한 환경과 문화를 반영한 중국형 오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고 있다. 동아시아 공연예술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개성과 특질을 가진 

오페라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예술이 이념이나 이데올로

기와 결합해 정치적 도구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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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서구에서 비활성화 된 공연예술로 평가되고, 심지어 ‘박제가 된 예술’

로도 여겨지는 오늘날의 오페라는1) 전혀 다른 지역에서 활발히 창작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추세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오늘날 많은 자국의 오페라를 창작하고 공연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이 

서양음악을 수용한 역사는 대략 150년 내외이고 오페라의 그보다 더 늦

게 도입됐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서양음악을 발전시킨 일본은 한국과 중

국 서양음악 도입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2) 일본은 이미 1906년 

일본에서 창작된 첫 일본오페라 ‘하고로모(羽衣)’를 공연했고3) 중국은 

1945년 최초의 중국형 오페라인 ‘백모녀(白毛女)’를 공연했다.4)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이유로 이보다 상당히 늦은 1950년 최초의 한국오페

라 ‘춘향전’이 공연됐다고 알려져 있다.5) 이후 한중일 삼국은 서구의 오

페라 양식을 자국의 문화적 특징과 결합한 오페라를 지속적으로 창작, 

발전시키고 있다. 

많은 서양음악 양식 중에서 오페라가 동북아시아 삼국에서 특히 관심

을 끄는 이유는 오페라가 내포한 본질적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음악극으

로서 오페라는, 복잡한 대사 없이 작품의 메시지와 인물의 감정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종합예술인 오페라는 자국의 문화적 요소와 사상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봉

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전환한 한·중·일에서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1) Mladen Dolar, Slavoj Zizek, (Opera’s Second Death), 이성민, �오페라의 두 번째 죽

음�, 민음사, 2010, 11쪽.

2) 민경찬 외,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98쪽.

3) 增井敬二 著, <日本オペラ史 ~ 1952> 上, 水曜社, 2003, p.104.

4) 尹銀雪. ｢�白毛女�서사의 정치화 경향 비교 고찰｣,�중국어문학논집�74호, 중국어문학

연구회, 2012, 77쪽.

5) 손수연, ｢한국 창작오페라 소재의 특징 분석과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연

구� 제5호, 건국대학교 글로컬 문화전략연구소, 2015,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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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손수연의 논문6)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창작된 오페라를 한국 또는 일

본오페라로 지칭하고 중국의 경우, 중국형(中國形)오페라라고 별도 지칭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같은 지리적 조건과 유사한 한자문화권을 공유

하고 있음에도 한일과 중국의 오페라 발전 방식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민족적 특질이 원인이기도 하고 한일과는 다른 정치체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창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국

의 정서와 특징을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교적 서양의 오페라 양식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오페라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창작 초기

부터 서구 오페라는 물론 한국과 일본오페라와도 다른 창작의 목적과 발

전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오페라의 본질적인 두 가지 특성은 

유지하되, 서구의 오페라와는 다른 중국형 오페라를 창조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순수한 서양음악의 한 형태로서 오페라를 수용하여 발

달시켜 왔다면, 중국은 오페라 창작 초기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오페라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왔다.7) 1942년 마오쩌둥은 문예강화

(延安文藝講話)에서, "모든 문학과 예술작품은 예술성을 지니면서도 정

치적이어야 하고, 혁명 주체인 노동자와 농민 및 병사들을 위한 작품으

로서, 그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사회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창작되

어야 한다."8) 라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 아래서 중국오페라

는 시작되었다. 이는 예술을 이념과 체제의 선전도구로서 사용한 사회주

의 리얼리즘 예술의 본질이기도 했다.9) 

6) 손수연, ｢한국 창작오페라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44쪽.

7) 양회석, ｢중국 신가극의 형성과 특질｣, �중국문학� 27권, 한국중국어문학회, 1997, 354

쪽.

8) 손수연, 이병민, ｢중국 신가극을 통한 동아시아 오페라의 재창조｣, �인문콘텐츠� 제44

권, 인문콘텐츠학회, 2017, 38쪽.

9) 박홍순, �지적 공감을 위한 서양 미술사 THE STORY OF ART,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미

술의 모든 것�, 마로니에북스, 2017,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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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오페라는 1949년 기준, 중국의 문맹률이 전체인구의 

80%에 달하는 상황에서10) 중국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학습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활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글을 읽지 못

하는 인민들이 오페라로 불리는 음악극 양식의 감상을 통해 사회주의 이

념을 학습하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의 혁명운동이 중국 사회 전반에 확

산됐다.11) 이와 같은 양상은 초기 중국오페라의 형태와 성격을 규정하게 

만들었고 본 연구에서 중국형 오페라로 명명한 가극 양식을 확립하는 계

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문화혁명의 암흑기를 지나 1980년대 개

혁과 개방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문화예술은 다시 한 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다.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덩샤오핑은 1979년 문대회(文代會)에서 “문학과 

예술은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12) 라고 천명

했다. 1945년 마오쩌뚱의 문예강화 이래, 34년간 지속돼왔던 중국 문화

예술 관련 기조와 정책이 바뀌게 된 것이다.13) 이러한 변화는 중국오페

라에도 반영되어, 그동안 주요 소재로 사용된 사회주의 이념이나 민중 

계몽적 성격의 작품 이외에, 민담·설화·고전문학 등 중국 전통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발표된 작품은 

오페라 ‘상서(伤逝)’, ‘원야(原野)’, ‘창원(苍原)’ 등으로, 소재를 고전이

나 현대문학에서 찾고 있어 점차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중국의 오페라는 중국만의 특색과 예술적 전통을 담은 독특한 종합

예술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2013년 3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18차 

10) 이경자, ｢서양 교육 수용에 따른 중국 교육의 변화 연구｣, �중국지식네트워크�제12권

(제0호),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18, 67쪽.

11) 김시준, ｢中國의 文藝政策수립 및 변화과정 연구｣,�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1995년, 340쪽.

12) ｢중국문예일군 제4차 대표대회(全国文代会)의 축사｣, 1979년 10월.

13) 김태만,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 문화연구� 제3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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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직후,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이름의 국정 의

제를 처음으로 내세웠다.14) 듣기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중국몽’은 위대

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개혁과 개방 이후 30 여 년 간 

이뤄온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의 했던 중국

의 부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해석된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중국인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문화

적 역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후 중국의 오페라는 시진핑 체제의 문화

정책과 관련된 작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상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온 중국형 오페라

가 시진핑 시대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념과 체제를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

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자는 이전 연구에서 중국의 서양음악 

수용과 중국형 오페라의 발생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15) 따라서 이번 연

구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로서 중국형 오페라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중국몽’ 개념과 결합하여 최근 어떠한 창작 경향과 특징, 전개양상을 나

타내는지 대표적인 작품을 문헌조사와 공연실황 조사연구 등을 통해 살

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페라의 공연이 현재 중국 사회와 문화

예술계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한국과 중국에

서 창작되는 오페라에 대해, 양국 오페라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설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대조하고자 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문화 정치 양상이 현대 민족가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공연예술콘텐츠로서 중국형 오페라의 지속가

능성과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줄 것으로 

예측된다.

14) 유희복, ｢강대국화 과정에서 중국의 지적 대항과 실천: ‘화평굴기’와 ‘중국몽’을 중심

으로｣,�중국지식네트워크,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17, 45쪽.

15) 손수연, 이병민, ｢중국 신가극을 통한 동아시아 오페라의 재창조｣, �인문콘텐츠� 제44

권, 인문콘텐츠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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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가극(新歌剧)에서 민족가극(民族歌剧)으로

중국에 서양음악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대략 1840년경으로 보고 

있다.16) 1840년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청나라가 1842년 난징 조약

을 체결함으로써, 이 시기 들어온 기독교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양음악의 

보급이 시작됐다.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으로 전환하는 혼란의 시대에, 중

국의 서양음악은 민중 계몽이라는 중요한 명분 아래 교육적 목적을 가지

고 발전하였다.17) 당시 중국의 서양음악은 ‘신흥음악(新兴音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는 중국의 전통음악과는 구별되는, 서양음악을 바탕

으로 중국에서 새롭게 시작된 근대음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8) 중

국의 신흥음악은 19세기 후반 일본으로 서양음악 유학을 다녀온 중국 유

학생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의 건국과 항일운동 시기를 거쳐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하기까지, 신흥음악은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

로 전환되는 역사적 격변기에 중국 민중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중국은 서양음악 수용 초기부터, 음악적 예술성 못지않게 음악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했다. 신흥음악은 익히기에 간단하고 쉬운 가창을 이용하

여 사회 개혁과 혁명사상을 전파했다. 단선율 위주의 동양음악과는 달

리, 합창을 활용한 서양음악의 다성음악적 특징을 가진 신흥음악은 사회

에 진취적 기운을 고취시키고 민중 계몽이라는 당시 중국의 시대적 사명

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가운데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음악극 또한 다양한 양상으

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삼아 제작된 중국의 음악

극은, 193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중국 공산당의 활동과 항일운동에 많

16) 민경찬 외,�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57쪽.

17) 馮長春, 中國近代音樂思潮硏究, 人民音樂, 2007, p.68.

18) 李詩原·薺栢平, 中國近現代音樂史卷-音樂表演藝朮与作曲技法理論, 人民音樂, 2008,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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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음악

극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의 전파는 효과적인 전달방법이 되었다. 

수 천 년 간 봉건국가 체제를 유지해온 중국에서, 불과 몇 십 년간 이뤄진 

사회적 변화는 중국 민중의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점을 파악하고 우선 노동자나 농민 등 피지배계급

을 대상으로 노동요와 노동무를(勞動舞 )결합한 ‘앙가극(秧歌劇)’을 확산

시켰다. 

그러나 앙가극은 초기 음악극 형태로, 이를 오페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몇 단계의 실험적 가극 창작을 거쳐, 1945년 ‘백모녀(白毛女)’를 

공연하게 되는데, 이를 중국형 오페라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중국형 

오페라는 음악적 형태에 있어 서양음악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극의 구

성에는 중국 연극의 전통적 요소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희곡19)과 

곤곡20) 등 중국의 전통 연극은 이후에도 중국에서 창작된 오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국은 서양음악 수용 초기부터 중국만의 특질과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신흥음악을 창조하기 위해 고민해왔고, 오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이 창작 초기부터 서양 오

페라 양식과 중국의 전통 연극 형식, 그리고 중국 특유의 국가주의적 성

격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중국오페라에 대해 ‘중국형 오페라’로 명명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바 있다.21)

이렇게 탄생한 중국형 오페라를 당시 중국에서는 신가극(新歌剧)이라

고 지칭했다.22)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는 오페라를 주로 가극(歌剧)이라

19) 안상복, ｢중국 전통극의 양식과 각색체제｣,�중국학보� 제45권, 한국중국학회, 2002, 

134쪽.

20) 안상복, ｢중국 전통극의 양식과 각색체제｣,�중국학보� 제45권, 한국중국학회, 2002, 

135쪽.

21) 손수연, 이병민, ｢중국 신가극을 통한 동아시아오페라의 재창조｣,�인문콘텐츠�제44

권, 인문콘텐츠학회, 2017, 66쪽.

22) 양회석, ｢신가극 < 백모녀 (白毛女) > 와 민족형식｣, �중국희곡� 제4권, 한국중국희곡

학회, 1996,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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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르고 있다. 신가극이란 신흥음악과 마찬가지로 서양음악을 기반으

로 하되, 기존의 오페라와는 다른 중국 고유의 이념과 특색을 담아 창작

된 가극을 의미한다. 또한 서양의 오페라 발성 방식을 사용한 창법 사용

과 음악적 완성도에 있어서도 이전의 음악극과는 다른 향상된 수준을 보

여주는 것이 신가극의 특징 중 하나다. 

 ‘백모녀’는 봉건 사회의 낡은 악습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

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중

국 공산당이 중국 민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

다. ‘백모녀’는 초연한지 75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종종 공연되며, 같은 

제목의 가무극과 영화까지 등장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백모녀’

의 성공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한 신가극이 수 십 편 창작·공

연되었다. 신가극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공산당 집권 체제를 공고

히 하고 대중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는데 유효적절한 도구로 활

용되었다. 이후 신가극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상당한 공백기를 거친 뒤, 

1980년대 개혁과 개방 시기에 새롭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동아시아에서 창작된 오페라에 대한 호칭의 정의와 개념

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에서 창작된 

오페라를 일컬어 ‘창작오페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오페라는 

예술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오페라에 별도로 ‘창작’이라

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양의 고전 오페

라와 구분하고 근대 이후 아시아에서 창작되거나 현대에 창작된 오페라

를 지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지만, 이를 엄밀히 나누기 위

해서는 한국오페라, 일본오페라, 중국오페라라고 지칭하는 것이 본래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음악 유입 초기 창작된 자국어 오페라에 대해 창작오페라(소사쿠

(創作)오페라)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일본에서도 현재는 일본오페라라고 

부르고 있다.23) 오늘날에도 ‘창작오페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통하지 않

는 것은 아니나, 일찍이 중국형 오페라를 창조하고 ‘신가극’으로 명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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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이후 발전된 가극 양식의 범주와 명칭을 규정하는데 있어 보

다 명확한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과 개방 시기 무렵 신가극은 

1981년에 열린 전국가극좌담회의 결과, ‘민족가극(民族歌剧)’이라는 새로

운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24) 이는 개방 이후, 서양 오페라 형식 그대로 창

작된 서구식 중국오페라와, 중국형 오페라인 신가극을 구분하기 위해 수

정된 용어이다. 이처럼 서양 오페라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창작된 오페

라를 오늘날 중국에서는 ‘원창가극(原创歌剧)’으로 부르며, 신가극의 전

통을 이어받은 중국형 오페라를 ‘민족가극’으로 구분지어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다 분명한 명칭으로 거듭난 민족가극은 이후 소재 선택이나 

음악적 형식에 있어서도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발전하고 있으며, 원

창가극보다 대중의 많은 관심을 끌며, 작품에 따라 인기 있는 종합 공연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25) 또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선 이후, ‘중국몽’으

로 대표되는 문화정책의 의의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며 중국

형 오페라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가고 있다. 

III. 시진핑의 ‘중국몽’과 민족가극

시진핑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함과 동시에 ‘중국몽(中

国梦’)이라는 국정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2013

년 취임선언 뒤 25분 가까이 이어진 연설에서, ‘중국몽’을 9번, '인민'을 

44번 언급해, 10여 차례 박수를 받았다.26) ‘중국몽’은 ‘국가부강, 민족

진흥, 인민행복의 실현’을 모토로 하는 중국의 꿈이자 중국인의 이상이

23) 增井敬二, 日本オペラ史～1952 上, 水曜社, 2003. p.95.

24) 리거, ｢중국 신가극(新歌劇) <백모녀(白毛女)>에 나타난 민족예술에 대한 연구｣, 한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56쪽.

25) 손수연, ｢한국 창작오페라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68쪽.

26) 정보은,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 문화정책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한중사회과학

연구�제51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19,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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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 인민이 단결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기에 중국 지도부가 2013년 9월과 10월에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등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미래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외진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확장 중심의 정책 지향도 드러났다.27) 이는 “중국의 길을 

통해 중국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다.”고 말한 ‘중국몽’의 의미를 확고

히 한 것이다.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시진핑의 통치이념에는 중국 문화정책의 방향

도 포함되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국만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

의적 문화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28) 시진핑 체제의 문화정책 기

조는,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锦涛) 시대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후진

타오 지도부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역설했고, 문화를 통한 중국

의 소프트 파워와 국가 브랜드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했다. 특히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취임하기 이전에 열린 중국공산

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2011. 10. 18)에서 채택된 ｢문화체

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의 큰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는 몇 가

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

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은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문화 창조를 진행하고, 중국을 사회주의 문

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고 있으며29), 

이후 등장한 시진핑 지도부 역시 동일한 문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년 이상 마오쩌뚱(毛泽东)의 옌안 문예강화

를 따라왔던 중국공산당의 문예지침은 1979년 덩샤오핑(邓小平)이 “문

27) 안혜정,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문화해외진출전략｣,�중국지역연구�제5권(제

3호), 중국지역학회, 2018, 172쪽.

28) 정보은,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 문화정책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한중사회과학

연구�제51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19, 129쪽.

29) 김태만,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동북아 문화연구�제37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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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정치에 종속된다는 이런 구호를 앞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30)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됐고, 이후 자유로운 창작이 허

용됐다. 그러나 ‘이념과 혁명을 위한 문화와 예술’이라는 대전제가 사라

진 오늘의 중국 문화예술계는, ‘국가주의 혹은 다원일체론’31)이라는 개

념이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이 ‘중국몽’에서 언급

한 “중국의 꿈은 국가의 꿈이며 모든 중국인의 꿈이다” 라는 언술과 무관

하지 않다. 국가와 개인의 꿈과 행복을 동일시하면서 개인과 국가의 일

체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 아래서 창작되고 공연된 

중국의 민족가극은 소재 선택에 있어 이러한 맥락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중국 문화 사업 핵심발표 내용은 2017년 10월 열린 중국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내용에 따라 12가지로 정리되는데 , 이 중 

두 번째 요소인 “문학과 예술 작품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포괄적이고 엄

격하게 유지한다.”는 내용과, 세 번째 “예술의 창작과 생산을 번영시킨

다.”는 내용에 등장하는 <2018—2021년 전국 현실제재 무대예술 창작계

획全国现实题材舞台艺术创作计划>의 요소를 많이 반영한 가극의 창작과 

공연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몽’ 이념과 관련하여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과 근접한 시기부터 

최근까지 초연된 가극 세 편을 선정해 ① 소재, ② 음악적 요소, ③ 가극

의 구성 등 세 가지 요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징과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 편의 가극은 다방면의 평가와 공연기록을 근거로, 

처음부터 민족가극으로 창작된 작품 두 편과 원창가극을 표방하고 있으

나, 민족가극적인 요소를 많이 삽입해 최근 경향을 반영한 작품 한 편을 

선정하였다. 이들 작품은 베이징 국가대극원(国家大剧院)에서 공연되었

거나, 지방정부의 주도로 창작돼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고, 베이징의 주

요 공연장에서 공연되었다. 

30) ｢중국문예일군 제4차 대표대회(全国文代会)의 축사｣, 1979년 10월.

31) 조경란, ｢현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 –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제17권(제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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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족가극과 원창가극의 정의와 범주를 규정한 바 있지만, 최근 

민족가극과 원창가극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형식은 서양 오페라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출연 가수의 발성법

은 서양의 벨칸토 창법이 아니라 중국 민족가극 특유의 가창방법을32) 사

용한다. 음악적 구성이나 발성법은 서구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가극의 

구성 요소를 민족가극 양식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중국의 서양음악이 발

달할수록 양측의 특징을 자유롭게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점차 엄밀한 구

분이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근래의 혼용양상을 

인식하면서도, 작품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래의 기준대로 분류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민족가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2012년 6월 베이징 국

가대극원에서 초연된 <운하요(运河谣)>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베이징 

국가대극원 최초로 공연된 민족가극이다. 또한 국가대극원에서 열린 제4

회 세계오페라포럼 기념 창작공연으로 초청된 전 세계 오페라 관계자들

이 이 작품의 초연을 함께 감상했다. 

① 이 작품의 소재는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대운하를 중심으로 벌어

지는 사랑이야기를 다룬 비극을 다루고 있다. 경항운하로 불리기도 하는 

이 운하는 2500년 전 건설된 인공운하로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로 알려져 있다. 명나라 시대 이곳을 배경으로 만나서 사랑에 빠

지고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는 서생과 예인(藝人)의 서사가 화려한 무대

장치와 서정적인 음악을 동반하여 전개된다. 여주인공 이름이 수이홍리

엔(水紅蓮)인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두 주인공은 운하의 축제에서 

만난다. 물과 연꽃은 불가분의 관계로 그 자체가 주인공들의 운명을 상

징하고, 붉은 연꽃이란 이름을 가진 여주인공은 중국 특유의 홍색문화를 

상징하고 있다.33) 이 작품은 중국 오페라의 중심인 베이징 국가대극원이 

32) 이정화, ｢중국 조선족 성악예술의 역사적 고찰 : 벨칸토 연창의 특징을 중심으로｣,�글

로벌문화콘텐츠�제35호, 한국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8, 135쪽.

33) 이광수, ｢중국공산당의 정치선전과 홍색문화열｣,�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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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창작한 가극으로, 국가 1급 작곡가이자 중국 음악가협회 부

회장을 지낸 인칭(印青)이 작곡했다. 

② 이 작품의 음악적인 측면을 보면, 배경이 되는 절강성이나 강소성

의 전통 민요나 민가를 극에 많이 삽입하였고, 5음계를 바탕으로 한 화성

음악을 위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창작가극이 그렇듯이 스펙터클

한 극적 긴장을 요구하는 장면이 많은데, 이러한 장면 역시 낭만주의적 

화성음악에 민요조의 음계를 결합시키고 있다. 또한 바그너가 주로 사용

했던 유도동기를 사용해 등장인물을 상징하는 음악적 모티브로 활용함으

로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작품이 초연 당시 많은 중국인들에

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이유34) 중 하나도 이처럼 친근하면서 유연한 선율

을 잘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작품의 극적 구성은 명나라와 운하가 시대적,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므로 중국 전통의 희곡35)과도 같은 구성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으

며, 장대한 무대장치를 통해 관객들의 몰입을 높였다. 이 작품의 초연 무

대가 국가대극원인 것도 작품의 호화로운 무대장치가 가능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인들에게 운하란 단순한 수로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운하의 시작을 진(秦)의 시황(始皇)이 천하를 통일하던 기원전 3

세기 혹은 그 이전으로 보기도 한다. 도로가 발달하기 이전의 역사에서 

이어지는 수로는 광활한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권력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운하요>가 소재로써 흔히 알려진 

황허강이나 양쯔강 대신 대운하를 선택한 배경에는 중국 고대문명의 기

원을 앞당겨 신화를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断代工

程)에 따른 ‘위대한 중국’의 맥락이 연결되어36) 있으며, 중국 민족의 역

권(제2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3, 347쪽.

34) 民族歌剧又结一枚红莲——观《运河谣》有感, https://www.jinyueya.com/magazine/ 

29578676.htm(검색일 2019년 12월 20일).

35) 희곡(戏曲): 중국 전통극.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경극(京劇)과 평극(評劇)·월극(越劇) 

등의 지방극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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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기술, 문화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의 소산이자, 과학과 교육으로 나

라를 발전시키자는 과교흥국 정책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37) 

두 번째 작품인 <기몽산(沂蒙山)>은 산둥성 선전부, 산둥성 문화관광

청, 린이(临沂)시가 공동 제작해 2019년 3월 14일 산둥가무극원(山东歌

舞剧院)에서 초연한 대형 민족가극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제작한 민족가

극으로써 작품의 배경으로 산둥성 린이시에 위치한 기몽산은 2019년 유

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① 이 작품은 기몽산을 배경으로 중국 공산당의 항일운동과 국민당과

의 해방전쟁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1938년 마오쩌둥 휘하의 팔로군 115

사단이 기몽산에 혁명근거지를 세우고 지역민들과 함께 항일운동과 해방

투쟁을 하는 과정이 비장하게 재현하고 있다. 12년의 전쟁기간 동안, 

120 만 명이 넘는 기몽산 주민이 군대를 지원했으며, 20 만 명이 넘는 사

람들이 전쟁에 참여해 10 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전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38)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 직전에 한 연설에서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언급했다. 최고지도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됐

던 마오쩌둥의 시대처럼 시진핑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9) 따라서 이 가극을 통해 마오쩌둥의 시대를 상

기시키고, 그 계승자로써 시진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36)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경향 고대사 서술｣,�韓國史學史學報�Vol.0No.16, 한

국사학사학회, 2007,110쪽.

37) 박영록, ｢중국의 “科敎興國” 정책과 대학교육의 대중화｣,�中國學 論叢�Vol.19, 한국

중국문화학회, 2005, 602쪽.

38) 震撼!大型民族歌剧《沂蒙山》,唱段首度曝光东方网, (https://news.eastday.com/ 

eastday/13news/auto/news/china/20181221/u7ai8270390.html(검색일 2019년 12

월 20일). 

39) 2019년 10월 1일 베이징 텐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 열병식 직전 

시진핑은 마오저뚱을 연상시키는 중산복을 입고 “70년 전 마오쩌둥 동지가 세계에 장

엄하게 중국의 건국을 선포했다. 70년 동안 사회주의 중국은 세계와 동방에 우뚝 섰

다. 어떤 세력도 우리 위대한 조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고 어떤 세력도 중국 인민과 중

화민족이 전진하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연설했다. http://www.xinhuanet. 

com/2019-10/01/c_1125065749.htm (검색일 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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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작품은 또한 2019년 전국 우수무대예술극, 우수민족가극전 등

에서 입상하며 베이징 톈차오(天桥)예술센터에서 재공연 되었다. 

② 이 작품의 음악은 항일운동과 관련한 인민 투쟁을 소재로 하는 만

큼 시종일관 진취적이고 박진감 넘치게 펼쳐진다. 사회주의 이념극답게 

민중들의 합창과 군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빠른 템포의 호전적인 음

악이 중국 전통 음계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또한 산둥지방의 민요와 민

속악기인 대나무 피리(竹笛) 등을 삽입해 지역성을 살렸다. 이 작품에서 

많은 등장인물이 희생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남은 이들은 결국 절망을 

극복하고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중국인으로 거듭 난다. 결말이 감동적인 

대합창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도 마오쩌둥 시대의 신가극의 음악적 

형식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③ <기몽산>의 구성은 해방구 시대의 혁명선전가극의 전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이전 시대와 차별화 되는 부분은 이데올로기를 직설적으로 주

입하기보다는 중국 민족의 강인함, 우수성을 자연유산과 결합시켜 시진

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운하요>

와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중화민족40)의 핵심적 코드인 홍색 문화가 소품

과 의상, 조명을 통해 무대에 수차례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 작품은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2015년 4월 공연된 원창가극 

<빙산 위의 방문객 (冰山上的来客)>이다. 이 작품은 정통 오페라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대극원에서 초빙한 서구의 제작스태프도 제작에 참

여했다. 

① 이 작품은 1963년 대성공을 거둔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

다. 특이하게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군인과 악당의 대

결, 지역민의 희생과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1963년도에 영화

가 성공을 거두면서 영화음악도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영화음악의 작

40) 용미령, ｢중국 국가브랜드 개발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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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맡았던 레이 젠방(雷振邦)의 딸 레이레이(雷蕾)가 작곡을 맡아 화제

가 되기도 한 이 작품은 신장 위구르 지역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음악과 

의상, 춤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적인 중국 창작가극과는 다른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알려진 바대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이슬람교도인 소수

민족의 자치구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등 반중 정서가 매우 강

한 곳이다. 현재도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지배가 강화되는 등 강한 긴장

감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41) 이러한 시국에 국립오페라 극장인 국가

대극원에서 이 지역을 소재로 한 원창가극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주창

한 일대일로에는 중국의 고대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하는 신실크

로드를 만들어 친중국 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신장 위

구르 지역은 서북공정의 핵심지역이자,42) 과거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지도부는 대내외적으로 신장 위구르가 중국

의 영토이며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임을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홍

보하고 강압적인 이미지를 개선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이나 군사적 수단과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예술과 같은 연

성 권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작

품이 중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신장 위구르족 출신 군인과 지역민

의 희생 등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상영된 동명의 영화도 애초에 이와 같은 목적

으로 제작됐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② 이 작품의 음악은 중국 지도부의 기대와는 조금 달리, 중국인 혹은 

동북 아시아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이국적으로 들리고 있다. 신장 지방 

타지크족의 리듬과 악기, 민속음악이 바탕이 돼 악곡의 리듬 변화가 많

고 4/4, 5/8, 6/8, 2/12 등의 박자가 상호 교체된다. 선율이 아름답고 

41) ｢신장위구르 사태로 민족문제 해결의 전환점 마련해야｣,�아주경제�, 2014년 6월10일자.

42) 허종국, ｢서북공정의 의미와 주요내용｣,�민족연구�Vol.52, 한국민족연구원, 2012,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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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이 정확해 작품의 이미지와는 훌륭히 어울리나 기존의 중국 전통음

악 선율과는 많이 다르므로 작품의 소재가 된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이질감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작곡자가 원작에서 유행했던 부친의 

곡도 삽입하는 가운데, 현대 오페라만의 특성을 담으려고 노력했기 때문

에 가창과 합창, 기악 부분 모두 다채롭고 풍부한 음악이 사용되어 오페

라로서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③ 이 작품은 정통 오페라 양식을 추구했으므로 극의 구성과 발성법 

모두 서양 오페라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식 장면과 여주

인공의 의상을 통해 홍색 문화의 상징성은 고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상과 무대장치 역시 현지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고증과 재현이 확실

한 편이다.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의 전개와 장면 전환 속에서도 중심적

인 내용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대본이 탄탄했고 음악적인 통일성이 유지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대극원에서 제작한 공연실황 영

상을 보면, 중국어 자막과 함께 아랍어 자막을 함께 병기해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을 배려함과 동시에 중국의 일부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

시키고자 하는 다원일체론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43)

<표 1은> 앞서 선정한 세 편의 작품들의 특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 세 편의 중국형 오페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시진핑 체제의 

중국 지도부는 과거 해방구 시기의 공산당 지도부가 그랬던 것처럼 가극

과 같은 문화예술을 이데올로기의 전파와 헤게모니 강화를 위해 활용하

고 있다고 파악된다. 또한 최근 가극의 소재로서 사용되는 중국의 전통 

문화콘텐츠는 예술적 발현이나 보존의 개념을 벗어나 시진핑이 ‘중국몽’

에서 언급한 대로 ‘위대한 중국의 부흥’과 중화사상으로의 회귀를 함의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43) 려군, ｢중화민족다원일체론에 기반한 중국 소수민족 이중언어교육 정책 및 실태 분석 :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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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몽’ 이념과 관련한 민족가극 세 편의 특징분석

작품명/

분류

 초연 시기 

및 장소
창작 목적  특징 정치적 함의 

운하요

(运河谣)/

민족가극

2012년 6월 

베이징 

국가대극원

① 베이징 

국가대극원 최초로 

창작된 민족가극 

② 제4회 

세계오페라포럼 

기념 창작공연 

① 명나라 시대, 

경항운하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랑의 비극

② 낭만주의적 

화성음악에 민요조의 

음계를 결합

③ 중국 전통연극적인 

요소의 삽입

① 횡적 확장

②하상주단대공

정과 연관성

③ 과교흥국 전략

기몽산

(沂蒙山)/

민족가극

2019년 3월 

산둥성 

산둥가무극원

① 산둥성 정부와 

린이(临沂)시가 

공동 제작한 

정부주도형 

민족가극

② 2019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린이시의 

기몽산을 배경으로 

창작 

① 기몽산을 배경으로 

중국 공산당의 항일운동과 

국민당과의 

해방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룸

② 합창과 군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빠른 

템포의 호전적인 음악이 

중국 전통 음계를 

바탕으로 전개

③ 이전 시대의 

혁명선전극과 차별화

① 마오쩌둥 

계승자인 

시진핑의 이미지

② 시진핑 주도 

사회주의 시대의 

개막(2019 양회)

빙산 위의 

방문객

(冰山上

的来客)/

원창가극

2015년 4월

베이징

국가대극원 

①1963년 대성공을 

거둔 동명의 영화가 

원작

② 서구의 

제작스태프도 

초빙해 제작에 

참여시킨 정통 

서구식 오페라 

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인과 악당의 

대결, 지역민의 희생과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함

② 신장 지방 타지크족의 

리듬과 악기, 민속음악이 

바탕이 돼 악곡의 리듬 

변화가 많음

③ 정통 오페라 양식의 

추구로 극의 구성과 

발성법 모두 서양 

오페라에 가까운 형태

① 종적 확장

② 다원일체론

③ 서북공정

④ 일대일로 전략

이처럼 중국의 문화예술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하였다. 중

국형 오페라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오늘날에는 중국 고유

의 오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페라를 창작, 제

작하는 전문가들은 중국형 오페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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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

로 양적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44) 한국과 중국 오페라 전문가를 대상으

로 조사연구를 진행한 것은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으나 한국,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 중국오페라와 한국의 경우를 대조함으로써 

차이점과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창작오페라(공통적 

이해를 돕기 위해 창작오페라로 표기하였다)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대

체로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창작

오페라는 공연예술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다(자국 기준)’는 설문에 대해

서는 창작오페라의 공연예술시장에서 활성화 정도를 한국 오페라전문가

들은 평균 2.60(5점 만점)의 인지도를 나타냈고 중국 오페라전문가들은 

평균 3.35(5점 만점)의 인지도를 나타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활성화

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어 두 국가 간 응답에 통계학적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전체 오페라의 객석점유율이나 유료관객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창작오페라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45) 중국 역시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적인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오페라 전문가들이 한국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

로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형 

오페라를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공연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4) 한국과 중국의 오페라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했고, 설문문항과 대상을 선정할 때 비교 연구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각 음악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오페라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한지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로 범위를 한정하여 설문연구에 있어 동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도록 했다. 양국

의 창작오페라 활성화 정도, 창작오페라 만족도, 창작오페라의 발전가치에 대한 인식

도 측정을 위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뤄졌다. 통계학적 검증방법은 t 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했으며, 전체 설문지의 

개수는 77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으로 인해 5건의 설문을 제거하여, 최종 

분석대상 설문지 개수는 한국 35, 중국 37로 총 72건이다. 총 설문 문항 7개로 구성되

었고 이중 명목형 변수 2개, 5점 리커트 척도 변수 5개로 구성하였다.

45)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19,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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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세 편의 중국형 오페라는 비교적 최근 창작, 공연됐다. 

이 같은 관점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형 오페라를 이전 시대와 비교해보

면, 마오쩌둥 시대 사회주의 이념 위주의 신가극은 문화혁명을 거쳐 덩

샤오핑 시대에 민족가극과 원창가극으로 재정립 되었다. 이 시기에는 개

혁과 개방에 따라 소재 선택과 구성, 음악적 표현의 자유가 많이 허용되

었기 때문에 중국 전통의 설화나 민담 등이 소재로 새롭게 활용되고 현대

적인 작곡기법도 사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에는 

가극의 완성도가 보다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외국 문물에 대한 접촉이 확대됨에 따라 오페라 양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가극의 수준 역시 많이 올라가게 되었다. 

이 시기 등장한 가극들은 중국 가극의 고유한 특징은 유지한 가운데 음악

적으로나 구성면에서 많은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

에 나타난 중국형 오페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애국주의 또는 국가주

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가극의 사회

적 역할에 다시금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나가며

중국은 격변의 근현대사를 거쳐 오늘날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불릴 

만큼 성장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이후 경제적으로 놀랄 만큼 성장한 

중국이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과거

와 같이 확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시진핑이 주석 취임 당시 통치이념

으로 제시한 ‘중국몽’과 직결된다. 핵심사상인 ‘위대한 중화(中華)민족의 

부흥’은 발달된 문화와 강한 국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중심이자 선도적 

국가 역할을 했던 과거의 부활을 의미하며 방법론의 하나로 일대일로(一

帶一路)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에서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벗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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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굴기(中国崛起)를 바탕으로 한 강한 자문화중심주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중국의 굴기와 함께 문화굴기(文化崛起)도 언급하고 있다. 

21세기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문화임을 인지해 “문화 건설

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사회주

의 문화 발전의 길을 걷자”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예술분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오페라다. 중국의 문화예술은 본래 정치와 불가분

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왔다. 1942년 마오쩌둥의 옌안 문예강화에 따른 

산물로서 신가극 ‘백모녀’가 등장한 이래, 서구의 오페라 형식을 변용한 

중국의 오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도부의 정치 철학과 중국 고유의 특징

에 따라 발전했고, 본 연구자는 이를 중국형 오페라라고 명명한 바 있다.

중국은 서양음악 수용 초기부터 중국만의 특색과 풍격을 담은 중국 서

양음악을 창작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러한 결과물을 신흥음악이라고 부르

고 있다. 신흥음악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음악극은 중국 사회의 격변기

에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신가극을 탄생시키고 이어서 민족가극과 원

창가극이라는 이름의 중국형 오페라를 창조했다. 이러한 중국형 오페라

의 진화와 성장의 배경에는 대부분 정치나 사상에서 비롯된 목적성이 존

재했지만, 그 역시 중국형 오페라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중국형 오페라는 시진핑 주석의 통치이념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고급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앞에서 체제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공연된 중국형 오페라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공연된 <운하요>는 국가대극원에서 최초

로 창작한 민족가극으로, 공간적 배경이 2500 년 전에 건설된 경항대운

하다. 중국이 만리장성과 함께 기적의 8대 공정(工程)으로 자랑하는 고

대 운하를 주 무대로 가슴 아픈 비극이 펼쳐지나 마지막에는 희망을 노래

하며 끝을 맺는다. 국가대극원은 <운하요>를 통해서 일찍이 발달한 중국

의 과학문명과 중국인의 강인한 정신력, 우수성 등을 보여주면서 하상주

단대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역사의 종적인 팽창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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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2019년 산둥가무극원에서 초연한 대형 민족가극 <기몽산>

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산둥성 당국이 해방구 시대 중국 공산당의 유

적을 기념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

로 당시 중국 공산당과 기몽산 주변 주민들의 투철한 사회주의 사상과 항

일정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마오쩌둥의 팔로군을 소재로 한 가극이 

등장한 것은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진정한 계승자이며, 신시대의 중국 특

색 사회주의 이념의 주창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음악적으로 이 두 작품은 모두 민족가극으로써, 중국의 전통음악

과 낭만주의 음악의 결합, 중국 민가(民歌)46) 특유의 발성법을 사용해 

중국형 오페라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냈다. 

끝으로 2015년 국가대극원에서 초연된 <빙산 위에서 온 방문객>은 위

의 두 작품과는 다른 정통 서양 오페라 형태의 원창가극인데다 현재 분쟁

지역인 신장 위구르 지역을 소재하고 있어 더욱 특별한 오페라다. 또한 

이 작품의 원작이 1963년 큰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영화인 것을 감안하

면, 국가대극원에서 왜 굳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지역을 소재로 한 오페

라를 부활시켰는지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완성도는 신장 위

구르가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통 민요와 이국적인 풍물과 융합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서북공정과 다원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횡적 확장

을 통해 이 곳이 중국의 일부임을 재확인 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전략을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무대에

서 홍색문화를 선보이고 있고, 중국 역사와 문화의 위대함, 중국인의 뛰

어난 정신력과 근성을 찬양하는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형 오페라에서 나타난 이 같은 특징은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

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중국형 오페라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

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 조사연구에서, 중국 

46) 박옥민, ｢벨칸토 창법과 중국 민족창법의 비교연구: 발음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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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에서 창작된 오페라는 활성화 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민족가극이 인기를 끌기는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형 오페라가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인기가 

있거나 문화산업으로 자생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중국 오페라전문가들이 활성화 됐다고 느끼는 것은 중국 정

부의 주도적인 중국형 오페라 활용 방식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로 전환된 

중화사상을 중국형 오페라를 통해 구체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오페라 작품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47) 

21세기는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가 중요시되는 시대이다.48) 국력

이 급격히 성장한 중국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

황이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국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중국몽’으로 상징되는 통치이념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방법의 하나로 과거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이념 

전파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중국형 오페라를 문화 정치의 수단으로 이

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연예술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개성

과 특질을 가진 오페라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중국은 

고유한 환경과 문화를 반영한 중국형 오페라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술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정치적 도구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사례와 조사가 중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다. 현재 중국의 오페라 발달은 베이징과 상하이 두 지

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표본 지역의 확대를 통해 문

화 정치적인 양상이 드러나는 중국형 오페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구

체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7) 위행복,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분석 - ‘소프트파워’ 개념과 관련하여｣,�한중언어문화

연구�,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19, 233쪽.

48) Joseph Nye, (SOFT POWER), 홍수원, �(외교 전문가 조지프 S. 나이의) 소프트 파워�, 

세종연구원, 200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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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China through Contemporary 

Chinese National Opera

Sohn, Sooyeoun

This study examined the cultural and political aspects of China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governing ideology 

on modern Chinese national opera. Since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reated the new opera “White Mother and Daughter” and used it as a tool to 

spread socialist ideology, Chinese culture and arts have been subjugated to 

politics. The trend of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1980s has also led to 

changes in Chinese culture and arts, including freedom of creation and variety 

of material choices. But since 2012, when Xi Jinping appeared at the 

forefro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nother change has 

been observed gradually in China’s cultural and artistic community. The 

core content of the “Chinese dream” proposed by President Xi Jinping as a 

governing ideology is the “Revival of the great Chinese people”. As for the 

resulting cultural policies,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e practice of 

“developing socialist cultur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China’s 

communist leadership is initiatively using national opera as a tool for 

cultural politics for the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and this can be 

regarded as a evolved form of Mao Zedong’s socialist culture and arts 

policy.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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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national opera created and performed under the Xi Jinping regime, 

“Chinese Dream” appeared in the form of a transverse expansion of Chinese 

history, a longitudinal expansion of Chinese territory, nationalism, self- 

culturalism and plurality monolithic theory. For the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s content in East Asia, it is encouraging that many operas with various 

pers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appear, and China also continues to develop 

Chinese-style operas reflecting its unique environment and culture. In any 

case, however, it is judged that art is a matter of caution when combined 

with ideology or ideology to become a political tool.

Key Words : Chinese dream, Sinocentrism, Cultural policies, Chinese 

contemporary opera, Chinese national op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