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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티엔친신[田沁鑫]의 연극 《생사의 장 生死場》, 《명 明》

의 각색과 실험적인 연출기법을 고찰한 연구이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

지 중국 현대극계(現代劇界)는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선전할 것인가, 모

더니즘 연극의 실험성을 고수할 것인가, 그리고 예술과 상업 양방 면에

서 어떻게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티엔친신은 이 모

든 문제를 골고루 해결한 보기 드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연출가로 평가

받고 있다.

티엔친신은 동시대적 소통을 추구하는 연출가이다. 그는 극 내용의

주류성으로 정부와의 소통을 이뤘고 실험적인 연출기법으로 관객과의 소

통을 이뤘다. 하여 그가 연출한《생사의 장》과 《명》은 중국정부의 주

류사상에 부합되고 동시에 젊은 관객의 기호에 어울리는 연출기법으로

인해 상업에서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본고에서

는 동시대적 소통을 추구하는 티엔친신의 각색과 연출기법의 특징을 살

펴보기 위해 먼저 두 작품에서 표현된 주류성을 파악하고, 다음 실험적

인 연출기법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했다.

2장에서는 정부와의 소통을 이룬 티엔친신 작품을 살펴보기 위해 먼

저 신사실주의 연극인 주류연극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다음《생사의

장》과 《명》사실적인 극 내용을 통해 작품의 주류사상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을 이룬 실험적인 연출기법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 《생사의 장》에서 사용된 신체동작의 ‘소외효과’를 통해 시각적인

이미지를 고찰했고, 몽타주기법을 통해 극적 모순 충돌을 일으키는 시공

간의 변화를 고찰했다.

4장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을 이룬 전통극적 연출기법을 살펴보았다.

《생사의 장》에서 사용된 전통극의 가정(假定)을 통해 관객과 배우의

교류 및 무대의 유동성을 고찰했고, 상성(相聲)기법을 이용한 《명》의

연극대사 통속화를 통해 전통극 개방식무대의 오락성을 고찰했으며, ‘연

습실연극’의 연출기법을 통해 전통극 개방식무대를 회복하려는 탐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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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했다.

5장에서는 동시대적 소통을 추구하는 티엔친신의 각색과 연출의 가치

를 밝혔다.

결론적으로는 티엔친신이 사회의 변화와 관객의 요구를 작품에 반영

함으로써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했고, 각색과 실험적인 연출기법의 과

정을 통해 전통연극에 대한 연극관념을 수립하고 중국식 전통공연형식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주요어: 티엔친신(田沁鑫), 생사의 장(生死場), 명(明),

샤오홍(蕭紅), 당니엔밍위에(當年明月)

학 번: 2005-2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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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본 논문은 중국 현대 연출가 티엔친신[田沁鑫]1)의 연극 《생사의 장

[生死場]》과 《명(明)》의 각색과 연출이 현재의 중국 현대극계에서 가지

는 의의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중국 현대극계(現代劇界)2)는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선전할 것인가, 모더니즘 연극의 실험성을 고수할 것인가, 그리고

예술과 상업 양방 면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티엔친신[田沁鑫]은 이 모든 문제를 골고루 해결한 보기 드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다.

1999년에 티엔친신은 샤오홍[蕭紅]3)의 소설 《생사의 장[生死場]》을

현대극 《생사의 장[生死場]》으로 각색 연출하여 정부와 관객으로부터

동시에 찬사를 받았다. 샤오홍의 원작 소설은 1920-30년대 중국 동북지

방(흑룡강성 하얼빈 부근 농촌)의 여성과 농민의 삶과 죽음, 고통에 대한

강렬한 묘사로 항일문학 및 여성문학의 흐름에 커다란 획을 그은 작품이

다. 티엔친신은 이를 당대(當代)의 중국 현실에 비추어 각색하고 여러 가

지 연출기법을 혼합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다. 당시의

연극제작자 리둥(李東)4)은 정부 문화부(文化部)의 기관지 《중국문화보

1) 티엔친신(1968-)북경에서 태어났다. 중국희곡학원(中国戏曲学院) 소속 예술고등학교에서 경극

刀马旦을 전공했고 1995년에 중앙희극학원(중앙희극학원) 연출학과를 졸업하였다. 티엔친신은

거의 모든 작품을 창작 각색 및 연출을 동시에 맡고 있으며 1990년대 각색연출가 중에서 뛰어

난 재량을 보이며 성공을 이룩했다. 현재 중국 국가화극원(國家話劇院)의 가장 젊은 연출가이

며 유일한 여성 연출가이다. 국가화극원은 정부 직속 연기예술 단체이며, 2001년 중국청년예술

극원(中国青年艺术剧院)과 중앙실험화극원(中央实验话剧院)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2) 현재 중국의 연극은 경극(京劇)을 비롯한 전통극과 20세기 초 서양 무대극의 도입으로 발생한

화극(話劇)으로 양분된다. 중국학계에서는 전통극을 ‘시취[戲曲]’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문학의

한 장르인 희곡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의 전통 ‘시취’는 ‘전통극’으로 부르고, ‘화극’은

‘현대극’으로 부르기로 한다.

3) 샤오홍(1911-1942)은 신해혁명이 일어났던 1911년 흑룡강성(黑龍江省) 후란현[呼蘭縣]지주 집안

의 맏딸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장나이잉[张乃莹]이다. 1933년에는 첫 작품인 《왕씨이모의 죽음

[王阿姨的死]》을 발표하였고, 1935년에는 대표작품인 《생사의 장(生死场)》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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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文化報)》에 중국농민의 항일운동 이야기(中國農民抗日)이라는 화

제(話題)로 이 작품을 홍보하여 각계각층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해 공

연에서 중국정부로부터 장려금 200만 원(元)5)을 받았으며, 2000년에 중

국 연극문학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중국조우연극상[中国曹禺戏剧奖],

문화상(文华奖)의 극본상(剧本奖), 연출상[导演奖] 등을 받았다. 2005년에

는 10대 우수극작품[十大精品剧目]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에는 한국에서

극단 미추가 《생사의 장-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상연하였다. 《생사의 장

-한국판》은 티엔친신의 원작과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기에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2008년에 티엔친신은 당니엔밍위에[當年明月]6)가 인터넷을 통하여

연재한 소설 《명왕조의 그런 일들[明朝那些事兒]》을 원작자에게 각색을

의뢰하여 현대극 《명(明)》으로 무대 위에 올렸다. 원작은 권력투쟁을 다

룬 명나라 근 300년의 역사를 무협지처럼 흥미롭게 묘사하여 한족이 지

배한 명나라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극에서 티

엔친신은 명나라의 왕위쟁탈전을 통해 중국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임을

강조했고, 전통적인 개방식무대의 형식을 탐색해 상연함으로써 그해 공

연에 200만 원(元)의 수익을 올리는 등 대성공을 거두었다.

《생사의 장》과 《명》은 중국정부의 이념과 정책에 부합하는 주류7)

작품이면서도 동시에 젊은 관객의 기호에 어울리는 실험적인 연출기법을

도입해 상업적인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본 연구

에서는 티엔친신의 각색에 체현된 주류성을 먼저 파악하고, 실험적인 연

출기법을 분석하여 정부와 관객 양자로부터 동시에 찬사를 받은 요인을

밝히고, 나아가 그의 각색과 연출이 중국의 현대극에서 가지는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참고로 연극 《생사의 장》과 《명》의 상연 상황을 아래에 표로 정리

하여 제시한다.

4) 현재 중국국가화극원(中國國家話劇院)의 제작자이다.

5) 당시의 환율로 한화 약 4억 원에 해당한다.

6) 1980-, 본명은 石悦이다.

7) 중국 정부의 주요 정신이나 주요관점을 일컫는 용어이다. 주선율(主旋律)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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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연날짜 공연극단
공연장소

(극장명)
정부수상 내역

1999년

(6.12-16일)
중국실험화극원

(中國實驗話劇院)

중국아동극원

(中國兒童劇院)

․ 중국제6회예술제대상

 (中國第6届藝術节大奖)

․ 조우문학상(曹禺文学奖)

․ 중국예술최고상(中國藝術最高奖) 

․ 문화대상(文华大奖)

․ 문화각본상(文华编剧奖) 

․ 문화연출가상(导演奖)

2004년

(10.10-17일)

중국국가화극원

(中國國家話劇院)

북경해전극장

(北京海淀劇場)

2005년

(8.26-28일)

중국국가화극원

(中國國家話劇院)

북경천교극장

(北京天橋劇場)

․ 국가무대예술 10대작품 선정

 (國家舞臺藝術十大作品) 

2005년

(9.15-17일)

중국국가화극원

(中國國家話劇院)

상해일부무대

(上海逸夫舞臺)

2006년

(5.27-28일)

중국국가화극원

(中國國家話劇院)

심천대극원

(深川大劇院)

2006년

(6.1-2일)

중국국가화극원

(中國國家話劇院)

광주군구예당

(廣州軍區禮堂)

상연날짜 공연극단 공연장소(극장명)

2008년

(10.10-15일)

중국국가화극원

(中國國家話劇院)

국가화극원 대극장

(國家話劇院大劇場)

2008년

(10.18-24일)

중국국가화극원

(中國國家話劇院)

상해희극학원극장

(上海戱劇學院劇場)

2008년

(12.10-14일)

중국국가화극원

(中國國家話劇院)

북경보리극원

(北京保利劇院)

표1) 《생사의 장》 공연연보

표2) 《명》 공연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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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사 검토

《생사의 장》은 중국 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학계의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

국에는 티엔친신 작품 중 《생사의 장》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학계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본 연극의 주류사상을 선전

했다. 이 작품이 중국 정부와 학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

다.

연극 《생사의 장》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제사상(작품내용)에 관한

연구와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억압받는 여성의

식을 주제로 한 원작소설과 극본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이고, 후자는 실험

적인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생사의 장》 주제사상(작품내용)에 관한 선행 연구이다. 린하이풔

[蔺海波]8)는 논문에서 《생사의 장》을 사상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중국

정부의 주요정신을 나타내는 주류(主流)9)작품이고 명작을 각색한 연극이

라고 주장했다.10) 그는 《생사의 장》이 문학 원저를 개편하여 연극의

표현방식에서 이야기의 소재에 대해 새롭게 조직하고 실험을 하였기에

실제로는 일종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논의했지만 《생사의 장》의 원작

소설과 각색극본의 줄거리를 비교하는데 그쳤다. 그의 논문이 90년대 연

극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중국실험연극을 분석하는데 비중을

두었기에 명작각색연극이라고 주장하는 《생사의 장》을 전문적으로 분

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허예[何叶]의 논문은 티엔친신의 삼부작인 《생사의 장》, 《조씨고

아》, 《조평동학》에서 표현된 인간의 생명의식을 강조하고 원작과 각

색극본의 미학적인 가치와 문화의의를 비교분석한 연구이다.11) 그는 상

업적으로 성공을 이룩한 티엔친신의 작품이 예술과 상업, 주류와 변방,

8) 蔺海波：전직 중국 국립 연극대학 중앙희극학원 문학창작학과 교수, 현직 전매대학 교수

9) 주선율(主旋律)이라고도 한다. 중국 정부의 주요 정신이나 주요관점을 일컫는 용어이다.

10) 蔺海波, 『90年代中国戏剧研究』, 北京广播学院出版社，2002，p.147-172 참고

11) 何叶, “田沁鑫戏剧艺术评析”, 清华大学人文社会科学学院 硕士学位论文,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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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구분을 무너뜨린 융합체라고 주장하면서 티엔친신 연극의

실천적인 가치는 예술창작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연극문화에 대한 계시

(啓示)라고 주장했다. 허예는 여성시각에서 《생사의 장》 원작소설과 각

색극본의 여성의식에 대한 논의를 펼쳤지만 정부의 주류성과 상업적인

성공요인, 연출기법의 실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찬위안[单元]은 연구에서 인간의 생명의식에 대한 샤오홍과 티엔친

신의 사상내용의 일치함, 인간의 무지한 정신상태에 대한 시각의 일치함

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원작을 대폭 축소하여 새로운 창조를 한 티엔친

신의 연출방법에 대해 찬사를 했다. 하지만 무지한 인간의 정신상태에만

초점을 두고 원작과 각색극본을 논의했기에 극본에서 무지한 농민들이

각성을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출방법에 대한 독창적인 논의가 부족

했다.12)

허시라이[何西来]는 《생사의 장》에서 티엔친신이 낭만주의와 표현

주의 기법을 통한 상징과 은유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과 ‘사’를 표현했음

을 주장했다.13) ‘생’과 ‘사’의 상징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본고에서 논의

하려고 하는 신체연기를 통한 ‘생’과 ‘사’의 상징성 부분과 접점을 지닌

다. 하지만 허시라이는 원작 내용에서 나타난 상징과 은유를 주요하게

다루었기에 각색극본에 나타난 신체연기의 상징과 은유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류신[刘欣]은 연구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논의

했다.14) 그는 남권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의식이 표현된 소설과 남녀평

등 사회에서 각색된 극본의 여성의식을 비교 분석하면서 원작자와 각색

자의 여성의식을 논의했다. 여성의식에 대한 그의 논의는 본고가 주장하

는 여성의식과 접점을 지니기에 유용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성

의식을 작품의 주제로 선정하고 논의했기에 극본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생사의 장》연출기법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후싱량[胡星亮]15)은

12) 单元，‘契合与创造－话剧生死场之我见’，咸宁师专学报，2001

13) 何西来，‘象征和隐喻的艺术力量’，『戏剧广场』，1999

14) 刘欣，‘两位女作家，一个生死场－小说与护具之比较’，『文化与艺术』，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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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장》을 서양 현대연극을 참고하고 민족희곡의 미학을 계승하여

사실주의를 개척하는 신사실주의 작품이라고 논의했다.16) 하지만 그는

중국신사실주의 연극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작품을 일부 사례로 제

시했기에 연출방법 등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다.

연극평론가 수이징[水晶]은 전통 사실주의 연극도 아니고 실험연극

도 아닌, 다만 대극장에서 진행된 실험성을 지닌 작품이라고 논의했다.17)

그의 연구가 북경 실험극 연출가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

행되었기에 《생사의 장》을 북경 실험극의 일환으로 논의하는데 그쳤

다.

치엔리췬[钱理群]18)은 본 작품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에서 모두가

주장하는 주류연극은 아니고 모더니즘 연극과 전통희곡을 결합한 연극임

을 주장했지만19) 구체적인 논의는 내놓지 않고 있다.

두시저우[杜希宙]는 티엔친신의 연출기법을 분석하면서 전통연극의

표현형식을 벗어난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논의했다.20) 이러한

그의 분석은 본고가 주장하는 티엔친신의 실험적인 연출기법과 접점을

지닌다. 하지만 두시저우는 티엔친신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해 연출기법

을 분석했기에 독창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웨이샤오닝[伟小宁]은 연구에서 원작과 극본의 ‘생’ 과 ‘사’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원작에서는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민족의 ‘생’ 과 ‘사’를

표현했고 극본에서는 인류의 과제인 인간의 ‘생로병사’를 표현했다고 주

장했다. 이외에도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이론에 근거해 《생사의 장》

을 하나의 종합예술형태라고 논의하면서 작품에서 표현된 신체연기, 무

대의 빈 공간, 음악과 조명 등 티엔친신의 연출기법을 분석했다.21) 하지

15) 胡星亮：남경대학교 문학대학 교수, 연극이론가

16)“借鉴西方现代戏剧和继承民族戏曲美学以拓展现实主义的现代现实主义作品 ”

胡星亮，『中国现代戏剧论集』，中国戏剧出版社，2010，p.170-171 참고

17)“不是我们所熟悉的写实主义戏剧，也不是实验剧，而是在大剧场行为中创作的一种探索性戏剧。”

水晶，『北京实验戏剧』，上海人民出版社，2009，p.37 참고

18) 钱理群：북경대학교 중문학과 교수

19)“都说是主流性戏剧，这个难说。对先锋戏剧有借鉴，糅合了民族的东西。”钱理群，‘学界对生死场

的讨论’， 『读书』，1999，p.58-59 참고

20) 杜希宙，‘舞台与银幕的对话’，『电影评介』，衡水学院，2005

21) 伟小宁，‘谈话剧生死场的舞台表现手法’，『戏剧戏曲学』，云南艺术学院学报，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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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는 스타니슬라브스키 이론에만 국한되어 작품을 논의했기에 《생사

의 장》에 대한 기타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구별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생사의 장》에 반해 《명》은

연출기법에 대한 방송매체의 인터뷰 형식의 논의만 이루어졌다.

연극 《명》에 대해 라이비시[莱比希]는 “분명히 리어왕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연극의 입체적인 무대디자인을 소개하였고 배우들과의 인터

뷰를 통하여 배우입장에서 ‘연습실연극’의 실험성을 논의했다.22) 중보[宗

波]는 “역사는 어떻게 공연해야 재미있는가?”라고 하면서 티엔친신이 시

도한 연출기법에 대해서는 중국 실험성연극의 새로운 시도라고 주장했

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연극적 요소가 어울러져서 집중을 할 수 없었고

희극(喜劇)적 효과를 주려는 통속(通俗)적인 대사들은 내용적인 깊이가

없어서 아쉽다고 논의했다.23) 이와 같이 《명》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터

뷰 형식의 논의만 이루어졌기에 작품의 전체적인 분석으로 참고하기에는

그 한계가 따른다.

《생사의 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위와 같이 내용(주제)에 관한 연

구와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류성을 지

닌 본 연극이 신사실주의 이론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또한 본 연극이 현

재 중국연극계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상업적으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명》에 관

한 선행연구는 인터뷰 형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또한 종합적인 연

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여 본 논문은 티엔친신의 각색과 연출특징

을 고찰하기 위해 두 작품이 중국정부의 방침에 부합되는 주류연극이 지

니고 있는 가치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고 두

작품의 선행연구를 유효하게 수용하여 서양연극과 중국 전통극의 표현기

법을 결합한 실험적인 연출기법과 전통극의 개방식 무대형식을 회복하려

는 실험적인 연출기법을 규명하고자 한다.

22) 莱比希，‘明明不是李尔王’，『上海戏剧』，2008

23) 宗波, ‘历史如何演得好看’, 『中华文化书报』，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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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해당 작품의 극본과 실제 상연을 촬영한 기록물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생사의 장》은 1999년 6월 12일 북경 소재 중국아동극원(中

國兒童劇院) 대극장의 연출 실황을 촬영한 DVD 영상을 참고하여 연구

하고, 《명》은 2008년 10월 10일 중국국가대극원(中國國家大劇院)의 연

출 실황을 촬영한 DVD 영상을 참고하여 연구한다.24)

본 연구는 정부와 관객의 인정을 받은 점이 동시대적인 소통이라

사료되기에 정부와의 소통과 관객과의 소통으로 나누어서 고찰하려고

한다. 각색에 체현된 티엔친신의 주류성을 통해서 정부와의 소통을 살펴

보고, 실험적인 연출기법을 통해서 관객과의 소통을 살펴볼 것이다. 위의

두 작품에 나타나는 동시대적 소통의 틀은 시각적 표현력이 강한 무대,

관객과의 거리두기, 순차적인 시간구조 흩트리기, 전통극기법의 가정성과

오락성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하여 실험적인 연출기법에서 시각

적 표현력과 거리두기는 시각이미지를 전달하는 브레히트의 소외효과를

통해 고찰하고, 순차적인 시간구조 흩트리기는 극적 갈등과 의미를 생성

하는 몽타주기법을 통해 고찰하려고 한다. 전통극 연출기법에서는 빈 공

간의 미학을 통해 가정성의 활용을 고찰하고, 오락성을 추구하는 개방식

무대는 통속적인 연극대사와 ‘연습실연극’의 탐색과정을 통해 고찰하려고

한다.

2장에서는 티엔친신 출현배경과 그의 주류성 고찰을 위해 주류연극

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생사의 장》의 소설과 각색에서 나타

나는 부동한 시대의 주제를 살펴보고 주류성을 고찰한다. 《명》의 극

내용분석을 통해 티엔친신의 주류성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실험적인 연출기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시각적 이미지

를 전달하는 낯선 신체동작이 관객의 정서적인 몰입을 방해한다는 논의

로서 ‘소외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 시공간의 변화가 평면적인 무대

에 극적 충돌을 강화시킨다는 논의로서 그리피스(Griffith)가 개발한 ‘평

24) 《田沁鑫戱劇作品集》, 北京文化藝術音響出版社, 2009, ISRC CN-C02-09-315-00/V J8



- 9 -

행기법’을 에이젠슈테인(Eisenstein)의 몽타주를 통해 살펴보고, 벵상 피

넬(Vincent Pinel)의 해석을 참고해서 몽타주기법을 고찰할 것이다. 4장

에서는 전통극의 연출기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전통극의 요소를

도입한 무대공간의 확장이 ‘제4의 벽’을 파괴하고 무대의 유동성을 강조

한다는 논의로서 무대 위의 가정성(假定性)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전통

곡예의 오락성기법이 연극의 대중화를 추진한다는 논의로서 연극대사의

통속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 개방식무대의 회복을 추구하는 전통희

곡의 ‘연습실연극’ 탐색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 적용되는 브레히트의

‘소외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동시대적 소통을 추구하는 티엔

친신의 각색과 연출방법의 가치를 살펴보고 현재 중국 현대극계에 부여

하는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연극 《생사의 장》은 동북지역의 어휘를 사용하기에 일반관객이 이

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여 중국어 극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

부한다.



- 10 -

제2장 티엔친신의 출현 배경과 그의 주류성

제1절 주류연극의 흐름

오늘날의 중국연극은 전통극인 ‘희곡(戏曲)’과 20세기 초, 서양 사실

주의 연극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화극(話劇)’으로 나뉜다. 화극은 1976년

10월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입센의 사회문제극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으

나 관객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1980년대에 진입한 이후, 영화와 TV드라

마, 시장의 오락시설에 밀려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극계는

이러한 사실주의 연극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극을 개방했고 서양현대연

극 중에서 제일 먼저 브레히트의 연극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연극

사조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활용했다.25) 이렇게 출현한 것이 바로 중국

신사실주의26) 연극이다. 중국 신사실주의 연극은 사실주의 연극 기초 위

에서 서양현대연극과 중국 전통극 기법을 적극 활용한 사조이다.

후웨이민[胡伟民]은 “20세기 예술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현상중의

하나가 바로 사실주의 예술가들이 현대주의(비사실주의)에 큰 관심을 보

인 것이다. 사실주의 연극과 현대주의(비사실주의)와의 결합은 하나의 유

행으로 번지고 있다”27)라고 밝히고 있다.

연극이론가 후싱량[胡星亮]은 《중국현대연극논집[中国现代戏剧论集]》

에서 중국 신사실주의 연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기존의 전통 사실주의 연극이 외적인 현실을 강조 및 반영하고 등장인

25) 중국 연극계는 서양연극과의 교류를 위해 브레히트를 선택했다. 그것은 브레히트가 마르크스

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이며 중국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극계는 브레히트의 작

품은 전통적인 사실주의와 서양의 현대연극, 동양의 전통 희곡의 결합체임을 강조하면서 기존

입센의 문제극과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체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후웨이민[胡伟民]은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하면서 각종 연극의 유파와 각종 연극의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라고 개방적인 연극관념을 주장했다.

26) 신사실주의는 ‘네오리얼리즘(neo realism)’의 번역이다. 현재 중국 학술계는 네오리얼리즘을 신

현실주의(新現實主義) 또는 현대현실주의(現代現實主義)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본 연구가 한국에서 진행 되고 있기에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사실주의로 통일하여 사

용한다.

27) 胡伟民，‘开放的戏剧’，『文艺研究』，1985年第2期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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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성격을 형상화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신사실주의는

개방적인 사실주의 연극이다. 즉 신사실주의는 전통 사실주의와 서양의

현대주의 및 중국 전통희곡예술의 융합체이며 인간의 생존을 보여주고,

생명과 인류의 공통된 아픔과 기쁨을 중요시한다. 신사실주의 연극은 중

국 사실주의 연극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과 예술적인 표현력을 더욱 다채

롭게 한다.”28)

위의 서술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 신사실주의 작품의 줄거리는 기존

의 사실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작품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현대연

극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성을 수용하면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니려 함

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출현한 신사실주의 연극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주류연극29)으로 발전 했다.

신사실주의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80년대에 발표된 《개똥아범의 열반[狗

儿爷涅磐]》, 《상슈핑 마을 이야기[桑树坪纪事]》와 90년대에 발표된

《사수물결[死水微澜]》, 《생사의 장[生死場]》 등이다.30)

신사실주의 연극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류연극이었던

사실주의 연극의 계보를 잇는 또 다른 형식의 주류연극이고, 외국 학자

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현실주의 연극도, 실험연극도 아닌 연극의 저변에

서 출현한 일종의 연극 경향이다. 어찌되었건 중국의 신사실주의 연극이

기존의 입센과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독재를 물리치고 중국 연극계에 새로

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관객에게는 통속적인 내용으로 연극의 대중화를

가속화하면서 대중의 심리상태를 만족시킨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28) 胡星亮，『中国现代戏剧论集』，中国戏剧出版社，2010，p.166 참고

29) 정부의 주요정신이나 주요관점을 선전하는 연극으로써 정부의 지지를 받는다. 주류연극은 인

류의 이상(理想)을 표현하고 인생의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인류와 역사가 진보함에 있어서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중국의 객관적 실제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0) 이 작품들은 주요플롯보다는 각 장면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노래, 해설, 거대한 자막, 슬라

이드, 영상, 무용 등 요소들을 사용해 사건들을 서술(敍述)하며 ‘제4의 벽’을 파괴함으로써 ‘소외

효과’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외에도 신체연기의 ‘소외효과’를 수용하여 사회적으로 익숙해진 동

작을 낯설게 표현해 인물의 잠재적 의식(意識)을 표현했다. 서사극을 수용한 작품창작과 무대

표현은 전통연극의 ‘감정이입’을 막음으로서 ‘소외효과’를 달성하고 배우는 극중 인물에서, 관객

은 무대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와서 사고(思考)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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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경제는 통화팽창이 가속화되었고 1992년

초,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讲话) 및 제14차 당 대표대회는 중

국 시장경제 체제의 개혁목표를 확정지었으며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로부

터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었다. 제15차 당 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중국의

시장경제는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정치 및 경제상황

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문화예술도 이를 비켜갈 수는 없었

다.

80년대 사회변혁에 열정과 이상으로 가득 차 있던 지식인들은 90년

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및 시장경제의 급변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침묵과

방황을 거듭하고 통속화의 길로 들어섰다. 지식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던

예술의 ‘이상화’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고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롭

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초조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다. 과거 중국

정부는 국민에게 집체성과 통일성을 요구하였고, 중국 연극계도 그러한

통제 속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작품 활동을 해왔으나, 중국이 시장경

제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작가와 연출가들에게도 ‘다원화’와 ‘개인화’ 현상

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극장은 관객이 원하는 작품을 공연해서 수익을

올려야 했고 작가와 연출가는 관객이 원하는 작품을 출품해야 했다. 이

렇게 등장한 것이 ‘대중문화’이다.31) 지식인들의 생활방식이 변화를 가져

오게 되면서 그들은 그 변화 속에서 기존의 생존방식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여 많은 극작가와 연극 연출가들이 본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는 곧바로 90년대 문학예술창작의 저조함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문화예

술계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국민

들은 점차 개인적인 가치만 중시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홀시를 하게 된

것이다.

1994년 《상해문학 上海文学》 제6기에 ‘광야의 페허-문학과 인문정

신의 위기[旷野上的废墟－文学和人文精神的危机]’를 기재한 왕샤오밍[王

小明]은 ‘인문정신(人文精神)’에 관한 포럼에서 “현재 문학의 위기는 매

31) 김시준, 『중국 당대문학사 조사연구 1949-1993』, 서울대출판부, 2001, p.289-2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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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학잡지에 기재하는 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도 줄어들고 작가와 평론가들이 시장경제

의 영향을 받아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문학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문학의 위기는 실질적으로 중국인의 인문정신의 위기이

다.”라고 분석했다.32) 이와 같은 국민 인문정신의 위기에 중국정부는 즉

각 방침을 제정하고 국민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제시했다.

장쩌민(江澤民)은 2001년 7월1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성립

80주년대회 강화(中國共産黨成立80周年大會講話)’에서 주류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주의 문화의 주류사상을 선전하고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백화제방(百花齊放)과 백가쟁명(百家爭

鳴)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선진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관철

해야 하는 중요한 방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격렬한 국제경

쟁에 맞서려면 나라가 강대해져야 하고 우리민족은 떨쳐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본 세기 중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당의 동지와 전체 중국 인민들이 강인한 이상이념과 강대한 정신지주가

없으면 안 된다. 튼튼한 응집력과 풍부한 창조력, 완강한 투지와 일치한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사상문화 진지와 정신문화 상품은 과학이

론의 선전에 노력하고 선진문화의 전파와 사회정기를 진척시켜야 한다.

과학정신을 창도하고 전체 민족의 사상도덕소질과 과학문화소질의 향상

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33)

정부가 선전하는 주류사상은 문화예술 면에서 적극적인 선전과 추진

작용을 가져왔고 각 공연단체들은 주류사상에 어울리는 작품들을 창작했

다. 예술창작에 있어 정부의 높은 관심은 ‘5개1프로젝트[5個1工程]’34)와

32) 蔺海波, 『90年代中国戏剧研究』, 北京广播学院出版社，2002，p.162 참고

33)“唱响社会主义文化的主旋律，坚持为人民服务 为社会主义服务，实行百花齐放、百家争鸣，是发

展先进文化必须贯彻的重要方针。面对风雲变幻的国际局势和激烈的国际竞争，我们的国家要强

壮，我们的民族要振兴，我们要在本世纪中叶基本实现社会主义现代化，全党同志和全体中国人民

没有坚定的理想信念和强大的精神支柱不行，没有深厚的凝聚力和丰富的创造力不行，没有顽强的

斗志和一致的步调不行。一切思想文化阵地，一切精神文化产品，都要努力宣传科学理论，传播先

进文化，弘扬社会正气，倡导科学精神，不断提高全民族的思想道德素质和科学文化素质。” 蔺海

波, 『90年代中国戏剧研究』, 北京广播学院出版社，2002，p.168-181 참고

34) 1991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가 1년에 1차례 전국에 거쳐 추천된 연극과 TV드

라마, 라디오극, 가곡, 사회과학도서, 사회과학문장 등 5개 면의 최우수작품을 선정 및 장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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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文华奖)’35) 평가로 이어졌고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산출되었다.

90년대에 중국 정부는 신사실주의 연극에 주류연극이라는 명칭을 부여하

고 관객에게 적극 추천했다.

90년대 중국연극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두 가지, 즉

정치적인 요소와 시장경제의 요소이다. 전자는 주로 주류연극-신사실주

의 연극의 창작 및 ‘주류’ 작품 선정과 정부의 표창이며 후자는 시장경제

하의 소극장 중심의 상업적 연극과 실험연극이다.

90년대의 중국 연극은 ‘주류연극’을 중심으로 연극의 창작과 연출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하면서 주류연극, 명작각색연극36), 상업연극, 실험

연극37) 등 여러 장르가 공존했다.38)

‘주류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선전도구인 극단들은 점차적으로

새로운 연극형식을 수용해 정부의 인정뿐 만아니라 관객의 사랑도 받게

되었다. 90년대 정부와 관객의 인정을 동시에 획득한 대표적인 주류연

극39)은 티엔친신[田沁鑫]의 《생사의 장(生死场)》과 차리팡[查丽芳]40)의

프로젝트 이다.

35) 1991년부터 중국 문화부가 설립한 무대연기예술 부분의 최고상이다. 중국연극의 발전과 번영

을 위해 설립한 문화상은 무대연기예술의 전문 공연단체에 수여한다. 단체상으로는 문화대상,

문화신작품상 등이고 개인상으로는 연기, 연출, 각색, 무대미술 등 분야이다. 1999년 제8회 부

터는 문화대상을 폐지하였고 2000년 제6회 중국예술제에서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매년 이

루어지는 수상작 선정을 2년에 한번 씩 평가 및 선정하기로 했다.

36) 원작에 충실한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

)》, 유진 이오네스코(Eugen Ionescu)의《대머리 여가수(La Cantatrice chauve)》, 《의자

(Les Chaises)》, 해럴드 핀터(Harold Pinter)의 《관리인(The Caretaker)》등 부조리극과 차

오위[曹禺]의 《뇌우(雷雨)》, 라오서[老舍]의 《차관(茶馆)》, 바진[巴金]의 《집(家)》등 중국

명작연극도 꾸준히 공연되었다.

37) 실험극은 80년대의 짧은 호황을 뒤로 하고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선봉연극[先鋒戱劇]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면서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소극장에서 연극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오늘날 외

국학자들은 정부가 추천하는 주류연극인 신사실주의 연극보다도 비주류인 중국의 실험극에 더

관심을 갖는다. 중국의 실험극이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더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은 아마도 중국에서 극작가로 활동하다가 1989년 이후 프랑스로 망명한 가오싱지엔[高行健]의

소설《영산(灵山)》이 200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직후가 아닌 가 사료된다. 90년대 실험극의

대표적인 연출가는 멍징후이[孟京辉]이다. 그는 《사범(思凡)》, 《나는 사랑한다×××[我爱××

×]》,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죽음[一个无政府主义者的意外死亡]》, 《코뿔소의 사랑[恋爱的犀

牛]》등 작품을 발표했다.

38) 蔺海波, 『90年代中国戏剧研究』, 北京广播学院出版社，2002，p.4 참고

39) 이외에도 정부의 선정 및 장려를 받은 90년대 주류연극으로는 《대교(大桥)》, 《모택동의 이

야기[毛泽东的故事]》, 《정결(情结)》, 《기수장, 안녕하세요[旗长，您好]》, 《해변의 남아국

[海边有个男儿国]》, 《갑신기사(甲申记事)》, 《OK, 주식(OK, 股票)》, 《대청산(大青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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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물결[死水微澜]》이다.

1991년 차리팡은 리제런[李劼人]41)의 역사소설 《사수물결[死水微

澜]》을 각색, 연출하여 중국 정부와 학술계의 찬사를 받았다. 궈푸민[郭

富民]은 “현대극과 전통극의 유기적인 융합을 통하여 현대의 관객이 이

해할 수 있는 민족연극을 창조했다. 이는 연극 《사수물결[死水微澜]》이

성공한 중요한 원인이다.”42)라고 평가하고 있다.

연출가 차리팡은 원작소설43)에 의거하여 덩쉬안구[邓玄姑]가 7년 동

안 각각 세 명의 남성과 혼인하는 내용을 기본 줄거리로 극을 전개했다.

차리팡은 연극에서 “허리를 굽히면 빨래를 하고 걸어가다가 누우면 아편

집이 되는”44) 중국 전통극기법과 “사천등희(四川灯戏)45)，계공차(鸡公

车)46)”등 사천 전통지방희(地方戱)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력을 강화시

켰다. 차리팡은 연극 《사수물결[死水微澜]》에서 지역적 특징을 나타낸

사천방언 대사와 무대배경, 소도구를 사용하여 파촉(巴蜀)47)문화의 아름

다움을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90년대 신사실주의 ‘주류연극’으로 선정되어

《그해 여름에[那一年，在夏天]》, 《서홍강(徐洪刚)》, 《주은래는 남개에 있다[周恩来在南

开]》, 《간바라[甘巴拉]》, 《제일 위험한때[最危险的时候]》, 《공번삼(孔繁森)》, 《완링위[院

玲玉]》, 《세례(洗礼)》, 《공인세가(工人世家)》, 《대강분류(大江奔流)》, 《지질사(地质师)》,

《큰마당[大院]》, 《부친(父亲)》, 《마워이화[马卫华]》, 《삽협혼(三峡魂)》, 《신거(新居)》,

《성여(圣旅)》, 《소강민경(小港民警)》, 《세기풍(世纪风)》, 《사법국장(司法局长)》등 이다.

蔺海波, 『90年代中国戏剧研究』, 北京广播学院出版社，2002，p.168-172 참고

40) 중앙희극학원 연출학과 졸업, 국가 1급 연출가이다. 현재는 사천성(四川省) 청두화극단[成都话

剧团]연출가이다. 1991년에 각색 및 연출을 맡은 연극 《사수물결[死水微澜]》은 중국“문화상

(文华奖)” 연출가상[导演奖], 전국우수극본상(全国优秀剧本奖)을 수상했다.

41) 李劼人, 1991-1962년, 1935-1937년 사이에 역사소설 《死水微澜》을 집필했다.

42) “通过现代话剧与传统戏曲的有机交融，创造能为现代观众所接受的民族戏剧，这是《死水微澜》成

功的重要因素 ” 郭富民, ‘微澜中的生机-查丽芳的改编剧’《死水微澜》’，文化艺术出版社，200

9，p.226 인용

43) 리제런[李劼人]의 역사소설 《사수물결[死水微澜]》은 1894년 갑오전쟁(甲午戰爭)부터 1901년

신축조약(辛丑條約)이전, 청두[成都]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한 봉건사회 기독교를 신앙하는 교민

(敎民)과 의리를 중시하는 백성들의 포가(袍哥)집단사이의 세력다툼 속 백성들의 고달픈 생존

을 묘사한 작품이다.

44) “弯腰便可洗衣，躺下便是烟馆。”蔺海波, 『90年代中国戏剧研究』, 北京广播学院出版社，2002，

p.154 참고

45) 창을 위주로 하는 사천성의 지방 곡예이다.

46) 외바퀴 손수례를 칭한다. 사천지방에서는 계공차(鸡公车)라고 하지만 기타 강남지역에서 양각

차(羊角車)라고 한다.

47) 중국 사천성의 옛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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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학술계, 관객의 인정을 받았다. 차리팡의 연출기법은 티엔친신이

《생사의 장》에서 표현한 동북방언 대사, 전통희곡기법 수용 등에 일정

한 영향을 끼쳤다.

제2절《생사의 장》과 《명》에 나타난 주류사상

샤오홍[蕭紅]의 원작 소설 《생사의 장(生死场)》은 총 17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1-10장은 9.18 사변(九一八事變) 이전의 인간과 동물들의

‘생’과 ‘사’를 다루었고, 11-17장은 <9.18 사변>이후 농민들의 항일운동

과정을 다루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기 전, 1-10장까지 여자들은 중국

남자를 증오하고 일본군이 쳐들어온 후, 11-17장까지는 일본남자들을 증

오한다. 소설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고통을 제공받는 대상이고 출산에 대

한 공포는 남성의 욕망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이며 여성의 질병은 남성

의 멸시가 가져온 결과이다. 여자들의 눈에 항일운동은 여자들이 수난을

겪는 과정일 뿐이다. 소설은 여자의 신체를 통해 인간의 ‘생’과 ‘사’를 나

타냈고 봉건사회 말기 당시의 농촌 최하층 계급인 여성들의 비참한 생존

상황과 생명의 가치를 나타냈다.

샤오홍[蕭紅]의 원작 소설 《생사의 장(生死场)》에 대한 관념들은

크게 민족주의 또는 여성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원작 소설은 그동안 민

족주의 항일문학이라는 관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소

설 《생사의 장(生死场)》의 서문에 루쉰[魯迅]이 “북방 인민의 삶에 있

어서의 강인함과 죽음 앞에서의 몸부림”을 강렬하게 나타낸다고 평가하

면서 이 소설을 1932년 상해에 폭격을 가한 일본군과 연결시켰기 때문이

다. 후펑[胡風]은 소설의 후기에서 “개미와 같던 어리석은 농촌 남녀들이

비장하게 신성한 민족전쟁의 전선에 섰다. 개미와 같이 죽기 위해 살던

그들이 이제는 거인처럼 살기 위해 죽게 되었다.”라고 논평하면서 소설

의 농민들이 일본의 침략을 당한 이후 무지한 의식 상태에서부터 각성을

하고 항일운동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루쉰과 후펑의 평가가 소설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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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미 항일문학이라는 해석의 틀을 형성했기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민족주의 항일문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소설 《생사의 장(生死场)》

은 민족주의 항일작품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근래 현대적인 시각에서

는 민족주의 관점이 아닌 여성주의 관점과 농민들의 삶의 비극성을 주장

하는 다른 관점을 읽을 수 있다. 리디아 류(Li dia; liu)는 기존 민족주의

관점이 여성의 비극과 고통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음을 주

장하면서 소설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봉건주의

남권에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밝혔다.48) 멍웨[孟悅], 다이진화[戴錦

華] 역시 기존의 민족주의 관점을 반박하면서 고통 받는 무지상태의 농

민들이 동물적인 삶에서부터 인간으로의 삶을 승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고 주장했다.49) 그것은 소설의 3분의 2 정도가 여성의 신체적 비극에 대

한 묘사와 그들의 비참한 삶을 소개했고, 무지한 농민들이 죽기위해 살

고 있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소설의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는 항일운동에 대해 각성하는 농민들의 태도 역시 한순간에 승화

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게 했다.

이와 같이 원작소설은 크게 민족주의와 여성주의로 나뉘어서 해석되

고 있다. 소설이 여자의 몸을 통해 인간의 ‘생’과 ‘사’를 나타냈고 농촌

여성들의 비참한 생존상황과 생명의 가치를 나타냈지만 1930년대 이후의

연구는 루쉰과 후펑이 주장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주의 항일정신

을 강조하는 논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근래 현대적인 시각에서 소

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민족주의 관점이 아닌 여성시각의 관점과 농민

들의 비극적인 삶을 주장하는 관점이 나타났다. 티엔친신은 여성주의 등

현대적인 새로운 관점보다는 기존의 민족주의 관점을 수용해 소설을 각

색했다. 즉 소설을 국가의 이념을 강조하는 항일민족 투쟁으로 각색하여

작품의 주제로 표현했다.

극본 《생사의 장(生死场)》은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 원작소설 인

48) 리디아 류, 민정기역, ‘합법화 담론으로서의 문학비평’, 언어 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
이현정, ‘샤오홍의 삶과 죽음의 장에서 묘사된 농민의 항일투쟁에 대한 재검토’, 중국현대문
학제50호, 2009, 재인용 및 참고

49) 孟悦·戴锦华，浮出历史地表:现代妇女文学研究,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4, p.177-183, 위 논문

재인용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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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흐름 극본의 흐름

1장 밀 타작마당[麦场]

2장 채소밭[菜圃]

3장 늙은 말의 도살장행

[老马走进屠场]

4장 황량한 산[荒山]

5장 양떼[羊群]

6장 형벌의 날[刑罚的日子]

7장 죄악의 5월[罪恶的五月节]

8장 바쁜 모기[蚊虫繁忙着]

9장 전염병[传染病]

10장 십년(十年)

11장 변한 세월[年盘转动了]

12장 검은 혀[黑色的舌头]

13장 죽고 싶냐?[你要死灭吗]

14장 도시로[到都市里去]

15장 실패한 노란

약봉지[失败的黄色药包]

16장 비구니[尼姑]

17장 불구의 다리[不健全的腿]

서막 출산[生育]

1장 생사의 냉혹함과 조롱

[生死的冷酷与嘲弄]

2장 호의가 죽음으로

[好心肠落到死下场]

3장 생사의 뒤바뀜[死与活的颠倒]

4장 죽음의 발악[死的挣扎]

5장 생의 고난[生的苦难]

6장 항일은 죽음이다[抗日赴死]

물들의 관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소설의 내용과 인물들의 관계를 새롭

게 구축했다. 서막을 제외하고 6장으로 구성된 연극은 무지몽매한 인간

의 ‘생로병사’를 다루었고 무지한 인성의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항일운

동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극은 자오싼과 얼리반 두 집안의 원한을

시작으로 토지 세금의 추가징수에 반발한 농민폭동의 실패, 여자들의 빈

번한 출산이 초래하는 생명에 대한 멸시, 일본의 침략 이후에도 나만을

생각하는 무지몽매한 농민들의 태도 등을 통해 ‘생’과 ‘사’의 모순, 국민

내부의 모순, 통치계급과 비 통치계급의 모순, 제국주의 열강들에 짓밟힌

민족 모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래에 내용에 관한 표를 살펴보면서 소설과 극본에 나타난 주제사

상과 여성의식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3) 《생사의 장》 흐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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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내용 극본 내용

1930년대 하얼빈[哈尔滨]근교, 소작

농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는 가난

과 고통, 불평등한 억압이 팽배해 있다.

지주는 소작농을 착취하고 남자는 여자

를 학대한다. 얼리반[二里半]은 부인 곰

보댁[麻婆]에게 거친 말과 폭력을 서슴

지 않으며, 청예[成业]는 애인인 진즈

[金枝]를 쓰러뜨려 본능적인 욕정을 충

족하는데 급급하기만 하다. 자오싼[赵

三]은 아내 왕씨[王婆]가 음독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자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

르게 하지만 왕씨는 되살아난다. 마을

에서 가장 예쁘기로 소문났던 웨잉[月

英]은 결혼 후 중풍에 걸려 남편의 외

면 속에 하반신에 구더기가 들끓은 채

로 죽음을 맞이한다. 10년이라는 시간

이 지나는 동안에도 삶과 죽음이 아무

렇지 않게 공존하던 이 작은 마을에 만

주사변의 여파가 미쳐오고, 마을에는

일본군이 들이닥친다. 마을사람들이 일

본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겁

탈을 당한다. 이대로 당하면서 망국노

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항일운동을 할 것

인가? 마을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비밀조

직을 결성하여 왕씨는 보초를 서고 자

오싼은 의용군의 선전원이 되어 밤낮으

로 마을사람들 집을 찾아다닌다. 소심

하여 한평생 자신이 치는 양과만 지내

던 얼리반도 의용군에 참가한다.50)

추운 겨울, 동북 농촌에는 눈이 흩날

리고 있다. 출산을 앞둔 여자는 고통 속

에 신음하고 여자의 남편과 촌민(남자)

들은 동물이 새끼 낳는 이야기를 하느

라고 여자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는다.

자오싼[赵三]은 둘째 나리의 토지세와

착취에 불만을 품고 둘째 나리를 죽이

려고 하지만 둘째 나리 집에 들어온 좀

도둑을 ‘오살’한다. 둘째 나리는 돈을 내

어 감옥에 들어간 자오싼을 구해주고

자오싼은 둘째 나리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 얼리반[二里半]의 아들 청예[成业]는

자오싼의 딸 진즈[金枝]와 눈이 맞아 혼

전 임신을 하게 되고 얼리반은 아들을

위해 자오싼네 집에 혼인하러 가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만다. 이때, 마을에

는 일본군이 쳐들어온다. 일본군을 등에

업고 우쭐하려는 생각에 얼리반은 일본

군에게 친선을 베푼다. 하지만 일본군은

친선을 베푼 얼리반의 마누라 곰보댁

[麻婆]을 강간하고 죽인다. 자오싼의 혼

인반대로 청예와 진즈는 야반도주한다.

도주하던 중 청예는 군에 잡혀가고 진

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자오싼의

무력함에 실망한 왕씨[王婆]는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구사일생으로

되살아난다. 의용군에 참가했던 청예가

마을로 돌아와서 항일운동을 선전하고

일본군의 학살에 마을사람들은 하나둘

씩 각성하고 항일운동에 참가한다.

표4) 《생사의 장》 내용 비교



- 20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샤오홍[萧红]은 소설에서 당시 봉건사회의 제

도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여성의 비극을 주제로 표현했다. 그는 부권사회

의 규칙과 봉건사회의 제도에 반항하며 하층계급 여성의 생존상황과 생

명의 가치, 여성의 인물형상 등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성의 하늘은

낮고 날개는 얇다. 여성에게는 불필요한 자아희생 정신이 있다. 이는 용

감함이 아니라 나약함이다. 나는 날고 싶다. 하지만 날아가는 동시에 떨

어질 것이다”라고 자신의 여성의식에 대해 서술했다. 그에게 있어서 남

녀 성별이란 그가 생존을 하며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난제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서부터 받은 멸시와 정혼에 반항을

하여 집을 뛰쳐나온 이후, 자신만의 독립적인 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성별은 시종일관 그를 구속하고 얽어매고 있는 올가미인 것이다. 소설에

서 인간의 ‘생 生’과 ‘사 死’는 여성의 신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샤오홍은

소설에서 여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성과 주변의 환경은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여성의 신체를 통한 체험은 왜서 여성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샤오홍에게 있어서 생명의 시작과 끝

을 의미하는 여성의 신체는 국가와 민족, 인류의 그 어떠한 위대한 사건

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샤오홍[萧红]이 남권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비극을 주제로 나타냈

다면 티엔친신[田沁鑫]은 남녀성별을 떠나 중립적인 시각에서 무지한 상

태의 농민들이 자각하고 항일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극본의 주제로 나타

냈다.

1949년 건국 이래 중국사회는 이미 ‘남녀평등’51)이 기본국책으로 규

정되었기에 1990년대의 여성들은 더 이상 성별이 초래하는 불평등을 느

끼지 못한다. 티엔친신은 여성의식에 대해 이렇게 밝힌다.개개인의 성

공은 성별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 독립된 인격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

50) 萧红，이현정 역, 「生死场」, 세계문학의 숲, 2011 작품 줄거리 참고 및 인용

51)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시점으로 남녀평등은 기본 국책으로 규정되었다. 사회주의 이

론에 따라 남녀불평등의 가장 주요원인은 계급불평등, 즉 여인들이 독립적인 경제권을 소유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녀 할 것 없이 노동을 해야 한다

(즉 자기의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사회적 노동자로써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해응, 중국이주여성이 보는 중.한 성별문화의 차이(1), 이주노동자방송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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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서야 한다.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각색하고 연출을 하

며 작품을 발표한다. 한 번도 여성시각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이러한 티엔친신의 여성의식은 극본의 왕씨 인물에게서 나타난

다. 무지한 상태의 마을사회에서 강직하고 기개가 있는 왕씨는 유일하게

봉건사회의 남권(男權)에 도전을 한다. 즉 왕씨라는 인물을 통해 티엔친

신은 오늘날까지도 암연히 잔재하고 있는 남권사회에 도전을 하며, 중국

의 ‘남녀평등’ 기본 국책 하에 자신의 여성의식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티엔친신의 각색극본은 여성비극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무지

한 인간의 ‘생로병사’를 더 주요하게 다루었고, 마비된 인성의 소유자들

이 마지막에는 자발적으로 항일운동에 뛰어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각색극본에서 일본군이 마을에 쳐들어오기 전까지 농민들은 무지한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지냈다. 농민들은 통치계급의 착취로 인해 아

사직전의 삶을 살아갔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학대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

을 받으며, 무지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원작소설의

“동물들과 사람들은 낳기 바빴고 죽기 바빴다”의 표현으로 요약되는 부

분이다. 소설에서 여성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권(男權)에 있다면 각색

극본에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로병사’에 대한 무지한 농민들의 인

지(認知)이다. 극본의 “생로병사, 별거 아니야. 죽으면 파묻고, 늙으면 별

볼일 없고, 애비 죽으면 아들이 울고, 형 죽으면 가족이 울고, 형수 죽으

면 친정에서 울면 돼! 왜 사냐고? 먹고 입기 위해서이지.”에서 생로병사

에 대한 무지한 정신상태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지상태의 마을에 변화

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일본군의 마을침략이다. 총 3회에 걸

쳐 마을을 침략한 일본군에 반발하여 마을사람들은 하나둘씩 각성을 하

고 항일운동에 동참을 한다. 하지만 농민들의 각성은 순식간에 승화단계

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이 마을에 진입한 3회 동안 벌어졌던

사건들을 계기로 서서히 인지하고 각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일본군은 첫

번째로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 곰보댁을 강간하고 살해했고, 두 번째로

둘째나리를 살해했고, 세 번째로 금지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하자 마을사

람들을 하나둘씩 살해했다. 일본군이 세 번째로 마을을 침략하고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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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해하자 촌민들은 다 같이 항일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항일운동에 참

여했다.

티엔친신은 이와 같이 《생사의 장》각색에서 국가의 이념을 강조하

는 항일민족 투쟁을 주제로 표현했고, 중국의 기본국책인 ‘남녀평등’을

지지했기에 정부의 인정을 받아 성공을 할 수 있었다.

2008년 티엔친신은 상업연극 《명 明》을 발표했다. 원작자 당니엔밍

웨이[當年明月]가 각색하고 티엔친신이 연출을 맡은 연극 《명 明》은 중

국은 아직도 하나임을 강조했고 중국 56개 민족이 뭉쳐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계승해야 함을 호소했다.

티엔친신은 《명 明》에서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리어왕(King lear)

을 중국의 명나라로 옮겨와 자유로움과 희열, 유머를 적절히 결합해 관

객에게 선보였다. 당니엔밍웨이[當年明月] 원작소설 《명왕조의 그런 일

들[明朝那些事儿]》은 권력투쟁을 다룬 명나라의 역사를 무협지처럼 흥

미롭게 묘사했고 티엔친신은 명나라 역사를 꿰뚫고 있는 소설가의 도움

으로 명나라의 홍무황제(洪武皇帝), 건문제(建文帝), 영락대제(永乐大帝),

가정제(嘉靖帝) 등을 종합한 중국판 《리어왕》-《명 明》을 창작했다.

극은 리어왕의 세 딸을 명나라 황제의 세 아들로 설정했으며 《리어

왕》의 형식을 빌려 명나라의 왕위계승에 관한 민감한 사안을 ‘극중극’의

형식으로 풀어 나갔다. 연극내용은 총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중국 명나라 황제와 세 아들의 왕위계승에 관한 문제이다. 왕위계승을

고민하는 황제에게 내시가 《리어왕》을 추천하면서 극은 전개된다. 두

번째 부분은 황제와 세 아들이 《리어왕》의 내용으로 연극을 진행하는

‘극중극’ 형식이고 세 번째 부분은 황제가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

는 내용이다.

《리어왕》과 《명 明》은 모두 왕위계승에 관한 내용이지만 다른 결

말을 맞이한다. 《리어왕》은 권력과 땅을 분배하지만 운명의 굴곡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명 明》은 세 아들 중에서 강자만을 선

택하여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천하는 아직도 하나임을 강조했다. 티엔친

신은 극에서 명나라는 한인(漢人)이 지배했음을 강조했고 집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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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분열되지 않고 있음을 선전했다. 즉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오늘날의 중국은 56개 민족이 뭉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계승한다

는 주류사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2장에서 우리는 먼저 주류연극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다음 《생사

의 장》, 《명》의 사실적인 내용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티엔친신의 주

류성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에 중국 연극계는 사실주의 연극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극을 개방했고, 사실주의 기초위에서 서양현대극의 요소와

중국 전통극의 요소를 결합한 신사실주의 연극이론을 정립했다. 신사실

주의 연극은 90년대에는 주류연극이라는 명칭으로 정부의 주류사상을 선

전했고 연극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생사의 장》의 원작소설에서는 여

성의 비극을 주제로 나타냈고, 각색극본은 국가의 이념을 강조하는 항일

민족투쟁을 주제로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기본국책인 남녀평등을 지지

하는 등 티엔친신의 주류성을 읽을 수 있었다. 《명》에서는 강산은 하

나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한족을 중심으로 중국의 56개 민

족이 힘을 합쳐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함을 주제로 나타

냈다. 사실주의 작품내용에 나타난 주류성은 정부의 사상을 지지하기에

티엔친신의 작품이 성공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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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대극의 실험성과 관객의 소통 탐색

제1절 ‘소외효과’를 통한 시각 이미지의 전달

그림 1) 연극《생사의 장》 포스터

배우의 신체동작을 통해 관객과 무대의 거리감을 조성하고, 비어 있

는 무대에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관객에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

는 연출기법은 티엔친신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는 배우 신체동작

의 개방성을 강조했고,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확대하여 무대의 조형감

(造型感)을 돋보이게 했으며 배우동작을 작품 흐름의 전체적인 의미로

연출했다.

《생사의 장》에서 티엔친신은 브레히트의 ‘소외효과’를 적극 수용하

여 인간의 ‘생’과 ‘사’를 상징하는 가장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신체동작을

통해 30년대 동북지역 촌민들의 생활상태를 관객에게 보여주었다. 낯선

신체동작의 소외를 통해 관객은 30년대 동북지방 촌민들의 생존상황에

충격을 받았고, 현재 자신들의 정신상태와 생활상태를 되돌아보게 됨으

로서 삶에 대한 용기를 얻고 민족의 수난역사를 가슴에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 즉 신체동작의 ‘소외효과’를 통해 관객에게 주류사상을 전달한

연출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서막의 출산 장면은 여성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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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1-6장까지 매 장마다 ‘생’과 ‘사’의 장면을 보여준다. 무대와 관객

의 거리감을 조성하고 관객의 정서적 몰입을 방해하기 위해 연출은 ‘생’

과 ‘사’의 표현기법에서 브레히트의 ‘소외효과’를 적극 수용했으나 관객의

정서적인 몰입을 방해한다고 해서 관객의 감정 존재를 포기한 것은 아니

었다. 즉 작품에 대한 관객의 정서적인 몰입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배역

의 낯선 동작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서 힘을 얻고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각성하기를 바랐다.

그렇다면 소외란 무엇을 뜻하는가? 브레히트의 소외(Verfremdung)

는 그의 문학이론의 <중추적 범주>로서 서사극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개

념이다. 소외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성격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우선 간

단히 말해서 그 사건이나 성격에서 자명한 것, 알려진 것, 명백한 것을

제거하여 그에 관해서 놀라움과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소외시

킨다는 것은 즉 역사화 하는 것이며, 사건과 인물을 역사적으로, 그러니

까 무상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물론 동시대인에

게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들의 자세도 시대적 제약을 받는 것으로, 역

사적으로, 무상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다.52) 브레히트는 ‘소외효

과’를 통해 관객에게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했고 관객의 객관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브레히트가 제시한 ‘소외효과’ 연

기법에 의하면 배우는 자기가 보여 주어야 할 사건 경위를 분명한 동작

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연기하고 있는 인물의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인물의 내면적인 심리과정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동작을 개발

해야 한다.53)

관객과 거리감을 조성하는 연출기법은 《단완(斷腕)》54)에서 처음 시도되

었다. 《단완(斷腕)》을 시작으로 《생사의 장》, 《조씨고아(趙氏孤兒)》, 《홍장미와

백장미(紅玫瑰与白玫瑰)》에 이르기까지 배우의 신체동작과 강렬한 색채의

‘소외효과’를 통해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연출기법은 티엔친신 작

품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52) 이원양, 『브레히트 硏究』, 도서출판 두레, 1991, p.60 인용

53) Bertolt Brecht, 김기선역, 『서사극 이론』, 도서출판 한마당, p.69-76 참고

54) 1997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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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완(斷腕)》에서는 중국 요나라(遼國) 건국 황제 아률아보기(耶律

阿保机) 사후, 황후인 속율평(速律平)은 반란을 꾀하는 대신과 아들에게

“나는 아보기의 강산을 위해 살아가겠지만 나의 손목을 아보기의 영정에

바치는 것으로 나의 충성을 보이려고 한다.”고는 곧바로 칼을 집어 들어

자신의 손목을 절단한다. 칼로 손목을 내리치는 속율평의 신체동작은 무

대 위의 장력(긴장감)을 형성하면서 관객과의 거리감을 형성하고, 강렬한

시각적인 충격으로 ‘소외효과’를 이룩한다. 《생사의 장》에서 자오싼이

갓 태어난 진즈의 딸을 바닥에 내리쳐서 죽이는 장면에서 관객은 생명에

대한 멸시와 비참함을 느끼면서 무대와의 거리감을 형성한다. 《조씨고

아(趙氏孤兒)》55)는 고아의 모친인 장희(庄姬)의 모함으로 조씨 집안의

일가족 300명이 몰살을 당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극 전체가 살인과 죽

음으로 얼룩진다. 붉은 보자기에 싸인 300명의 베어진 머리채가 무대 바

닥위에 굴러다니고, 고아를 구하기 위해 희생되고 살해당하는 무수한 생

명들은 권력다툼의 피비린내 나는 세상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정영(程嬰)

의 처는 고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갓난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 아기

가 저자거리에 매달리겠죠? 그럼 개들이 우리 아기를 뜯어 먹을 거예

요.”하고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 붉은

색 보자기에 싸여서 굴러다니는 머리채와 붉은색 옷을 입고 자살을 하는

정영 처(妻)의 신체동작, 강렬한 색채가 조성하는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관객은 장력과 ‘소외’를 동시에 느끼고 무대와의 거리감을 형성하게 된

다. 초연판《홍장미와 백장미(紅玫瑰与白玫瑰)》56)에서 퉁전바오(佟振保)

는 사랑하는 연인 왕쟈오루이(王娇蕊)를 잊기 위해 마음속의 장례식을

진행한다. 퉁전바오가 왕쟈오루이의 남편을 뒤로하고 그녀 가상(假像)의

시체에 붉은색 장미꽃잎을 쏟아 붓는 장면에서 관객은 강렬한 시각적 효

55) 중국 춘추오패 진(晉)나라의 귀족 세가인 조씨 집안의 이야기이다. 티엔친신이 연출한 《조씨

고아(趙氏孤兒)》는 2003년 중국 국가화극원에 의해 공연된 중국판과, 2005년 극단 미추에 의

해 공연된 《조씨고아(趙氏孤兒)》한국판이 있다. 중국판과 한국판 공연은 극 내용과 연출기법

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조씨고아(趙氏孤兒)》는 2003년에 공연된 중국 국가화극

원의 중국판을 말한다.

56) 장아이링(張愛玲)원작 소설을 티엔친신이 각색, 연출한 《홍장미와 백장미(紅玫瑰与白玫瑰)》

는 극적 구성과 연출기법이 판이한 2008년에 공연된 초연판, 2010년에 공연된 유행판으로 나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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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느끼게 되고, 형상감(形象感)을 조성하는 무대는 관객과의 거리감을

조성하면서 ‘소외’를 이룩한다.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티엔친신의 연출

방법은 차리팡[查丽芳]57)의 《사수물결[死水微澜]》과 공통점을 갖는다.

티엔친신이 《생사의 장》,《조씨고아(趙氏孤兒)》에서 사용한 정열과 살인을 의

미하는 붉은색, 인간의 권력과 음침한 세력을 의미하는 검은색은《사수물결[死

水微澜]》에서 선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주인공인 덩쉬안구[邓玄姑]가 세

차례 결혼을 하면서 입는 붉은색 옷, 결혼식을 축하하는 무희(舞姬)들의

붉은색 명주를 이용한 무용, 붉은색 보자기, 붉은색 옷을 입은 여인들,

붉은색 우산 등을 등장시켜 생명의 의지를 상징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교회신도, 검은색 십자가, 교회신도의 목에 결려있는 검은색 패물과 검은

색 우산은 교회 세력을 상징한다. 색채의 대비가 선명한 붉은색과 검은

색의 사용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배우의 신체동작을 더욱 부각

시켜 ‘소외’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본 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 할 《생사의 장》에 나타난 ‘소외효과’를

살펴보면 인간의 생(生)과 사(死)의 상징은 배우의 동작을 통해 나타나

고 관객은 배우의 동작을 통해 시각적인 생소함과 충격을 받는다. 티엔

친신은 낯선 동작을 통해 관객이 정서적 몰입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으로

공연을 관람하기를 원했다. 그는 브레히트가 관객에게 희망한 “무대 위

에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나 배우연기는 허구이며 역사화이다. ‘소외’를

통해 작품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비판적인 자세를 수립하기를 강조

한다.”를 수용해 작품에 표현했다. 즉 티엔친신은 배우의 낯선 동작을 관

람한 관객이 ‘소외효과’를 느낌으로서 무대 위의 사건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현실생활 속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고’하게 했던 것이

다.

막이 오르면 어둠속에서 극이 전개된다. 극은 처음부터 인간의 ‘생로

병사(生老病死)’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57) 중앙희극학원 연출학과 졸업, 국가 1급 연출가이다. 현재는 사천성(四川省) 청두화극단〔成都

话剧团〕연출가이다. 1991년에 각색 및 연출을 맡은 연극 《사수물결〔死水微澜〕》은 중국“문

화상(文华奖)” 연출가상〔导演奖〕, 전국우수극본상(全国优秀剧本奖)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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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출산의 장면을 보여준다. 무대는 조명에 따라 집 밖과 집 안으로

나뉜다. 집 안에는 출산을 앞둔 여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집 밖에는

여자의 남편과 동네 남자들이 가축의 출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여자의 진통이 시작되자 네 명의 남자들은 출산하는 여자의 사지를 하나

씩 잡고 머리위로 들어 올린다. 출산 중에 있는 여자는 인간이 아닌 하

나의 생육(生育) 과정의 동물에 불과하다. 출산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여

자를 보면서 네 명의 남자는 ‘생리’적인 희열을 느끼며 거칠게 다룬다.

부인: (힘없이) 배가 점점 불러와서 큰 대야가 되었네,

안의 놈은 동서로 발길질을 해대고, 나오려고 하고,

여보, 어떡하지?

남 1: (기뻐서) 나오면 날 아빠라고 해야지.

부인: 안 나오면?

남자: 소 돼지는 어떻게 나왔대?

부인: 숨 막혀서 죽는 것도 있대.

남자: (얼굴에 힘주며) 힘껏, 숨 막혀도 나와야 돼.

부인: 여보, 애가 나오려고 해요.

남 1: (희열에 차서) 힘줘!

(부인이 운다. 남1이 부인을 향해서 “힘줘” 소리 지르면서 부인의 다리를 잡아

당긴다. 주위의 남자들도 흥분해서 도와준다. 남자들은 여자의 다리를 밧줄로

묶어서 들어올린다.)

남 1: 생로병사(生老病死), 별거 아니야. 낳으면 혼자

크라고 하고, 혼자 못 크면 그냥 놔둬.

남 3: 늙어도 별 볼일 없어, 눈이 안 보이면 보지 말고,

귀가 멀면 듣지 말라고 해, 이빨이 없으면 그냥

삼켜, 못 걸으면 반신불수 되는 거지 뭐.

남 2: 병? 사람이 오곡잡것을 먹는데 누가 병이 안 나겠어?

남 4: 죽는 거 별거 아니야. 애비 죽으면 아들이 울고,

형 죽으면 가족이 울고, 형수 죽으면 친정에서 울면 돼.

남 1: 오늘 울면 내일은 괜찮아. 구덩이를 파고 묻어.

남 3: 묻고 나서도 산 사람은 잘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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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왜 사는 거야?

남자모두: 먹고 입기 위해서지.

부인: 죽으면?

남자모두: (기뻐하며) 죽어? 끝나는 거지!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무대 어딘가에서 ‘생사의 장’ 낡은 글씨가 어렴풋이 보인다.)

(암전)

妇 人: （无助地）肚子越来越大、盆变成大盆了，

里边的东西跳着脚踹，要出来，哥，咋办？  

男 1: （乐了）出来，管我叫爹。  

妇 人: 出不来呢？

男 人: 猪、牛咋出来的？  

妇 人: 也有憋死的 

男 人: （绷了脸）使劲儿，憋死也得出来。 

妇 人: 哥！这东西要出来 

男 1: （喜悦地）使劲儿！  

【妇人哭了起来，男1走向妇人："使劲儿！"  

【男1拖拽妇人双腿，众男也兴奋地帮忙，大家将妇人推来搡去，妇人挣扎在他们的

手臂间。  

【男人们愉悦地将妇人的双脚套上绳索，把她扛起。 

【男人们显出快活的样子。  

男 1: 生老病死，没啥大不了的。生了就让他自个儿长去，

长大就长大，长不大就算了。  

男 3: 老了也没啥，眼花就甭看，耳聋就不听，牙掉了整吞，

走不动瘫着。这有啥法儿？谁老谁活该！  

男 2: 病，人吃五谷烂杂，谁不生病呢？  

男 4: 死也不是啥事。爹死儿子哭，儿子死妈哭，

哥哥死一家子哭，嫂子死娘家人哭。  

男 1: 今儿哭明儿好，挖坑儿埋人。  

男 3: 埋了往后，活着的照就过日子。  

妇 人: 活着为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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众男: 吃饭穿衣。  

妇 人: 人死了呢？  

众男: （乐了）死了？就完了呗！  

【一声婴儿的啼哭响亮起来。  

【舞台某处显现出古朴的“生死场”字样。  

【灯光渐隐。58)   

출생과 죽음에 관한 배우들의 일문일답 과정 중에 생명이 탄생한다.

그림 2)에서 표현된 출산 중인 여자의 사지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의

조형(造型)감을 통해 관객은 ‘생’에 대한 낯설음과 ‘사’에 대한 공포를 느

끼게 되고, 의식화(仪式化)된 배우의 신체연기와 마비상태의 얼굴표정은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 위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했고, 현실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희망을 갖게 했다. 원작 소설에서 “인간과

동물들은 낳기 바빴고 죽기 바빴다”의 투박하고 자연적인 원시상태가 이

장면에서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되었고 1930년대 일제침략하의 동북

산간지역 농민들의 무지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림2) 출산 중인 여자 진즈 진통장면 스케치

그림 2)를 시작으로 무대는 막이 내릴 때까지 ‘생’과 ‘사’의 테마를 갖고

진행된다. 여자들의 출산의 고통과 두려움은 5장에서 진즈가 딸을 출산

58)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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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림 3), 4) 장면에서도 잘 보여 진다.

그림3) 진통하는 진즈. 그림 4) 진즈 여아 출산.

(조명, 왕씨와 진즈가 보인다.)

(두 가닥의 밧줄에 진즈의 두 다리가 위쪽으로 매달려 있다.)

(왕씨는 진즈의 다리 사이에 서서 긴 담배를 물고 있다.)

진즈: 엄마, 돼지가 새끼 낳았어?

왕씨: 아직이야.

진즈: 돼지는 아플까?

왕씨: 안 아파.

진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왕씨: 돼지랑 같을 줄 알아?

진즈: 돼지는 사람보다 낫네. 돼지는 아프지도 않는데.

【灯光照亮王婆，金枝。  

【金枝脚部被两条绳子挂起。  

【王婆立在金枝两腿之间，吸着一管长烟。  

金 枝: 娘门口那猪生了吗？  

王 婆: 还没哪。  

金 枝: 猪疼吗？  

王 婆: 不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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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枝: 我咋疼哪？  

王 婆: 你能和猪一样啊？  

金 枝: 一样猪比人好，猪不疼。59) 

출산하는 진즈의 다리를 묶은 밧줄은 출산 중에 있는 여자의 다리를

상징하고, 출산 중인 여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상징한다. 극에서 진즈가

출산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딸을 낳았지만 진즈의 딸은 나오자마자 자오

싼에 의해 바닥에 내리쳐져서 죽임을 당한다. 자오싼은 영아를 바닥에

내리치고는 마당 밖에 있는 얼리반에게 “우리 더 이상 엮이는 게 없어.”

라고 소리친다.

이러한 출생과 죽음의 ‘파괴’적인 리듬은 전체 극을 지배하고 있다.

사건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하여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파멸되

어 버리고, 생사(生死)의 대비(对比)속에서 극중 인물들의 희비(喜悲)는

강렬한 정서로 표출되며 또한 생활의 격류(激流)속에서 휘청거리게 된다.

관객은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파괴’적인 신체동작을 통해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무대 위의 사건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비판하기를 바라는 ‘소외효

과’가 관객의 정서적 몰입을 막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배우들은 극을 전개하는 과정 중, 관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생소하지

만 분명한 배역의 신체동작을 보여주면서 ‘생소효과’를 일으키는 전제조

건을 충족시킨다.

극중의 자오싼은 외적으로는 담대하지만 내적으로는 나약한 노예성

을 지닌 우매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또한 등장인물들 중에서 제일 격렬

(激烈)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녔다. 자오싼의 신체연기는 소박하면서 호방

하고 또한 자유분방하기에 힘의 강도(强度)로 표현이 된다. 이번에는 1장

에서 자오싼이 지주를 살해하고 혈흔이 묻은 칼을 손에 들고 무대 앞으

로 걸어 나올 때 신체연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5)의 살해 장면은

중국 전통연극의 하나인 그림자극으로 표현되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림자극은 자오싼의 살해행위를 극대화하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

한다.

59)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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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살해 장면 그림 6) 자오싼 둘째 나리 살해.

(어둠속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린다.)

(무대 위에는 불꽃이 보이고 두 명의 남자가 싸우고 있다. 한명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고 한명은 빈손이다. 싸움 끝에 빈손인 한명이 칼을 쥔 자에게 살해된다.

피가 휘 뿌려지고 칼을 잡은 자의 숨소리가 들려온다.)

(네 명의 남자와 왕씨가 불길을 잡으려고 애쓴다.)

(칼을 잡은 자가 황급히 시체에서 멀어지고 조명이 갑자기 켜지더니 칼을 잡은

자를 비춘다. 농민 자오싼이다. 50대 초반이고 상의에는 피가 뿌려졌으며 손에

칼을 잡고 경직되어서 멈춰 선다.)

(불길이 잡히고 불을 끄던 사람들이 시체 쪽으로 모여든다.)

일동: 죽었어? 죽었네!

(자오싼이 몸을 심하게 떨며 앞쪽으로 몇 걸음 걸어서 나온다.)

(왕씨가 소리친다)

왕씨: 진즈 아빠! 당신 멋있어요. 멋있어, 진즈 아빠!

(조명이 왕씨의 손에 들려 있는 양동이를 비춘다. 왕씨는 양동이를 던지고 손으

로 왕씨를 치켜든다.)

왕씨: 진즈 아빠! 당신 멋있어요. 멋있어, 진즈 아빠!

(자오싼 입술은 움직이나 말을 못한다.)

왕씨: 진즈 아빠! 죽여 버렸어요. 여보!

(자오싼 역시 말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왕씨 자오싼의 얼굴을 때리고는 양동이의 물을 자오싼에게 쏟으려고 하다가

물이 없음을 발견하고 물을 가지러 양동이를 들고 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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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의 남자들이 시체를 들고 퇴장한다.)

【黑暗中，传来烧柴的声响。 

【舞台上出现火光，火光中两个男人打斗。一个人手握镰刀，另一个人空着两手。

【空手人显然占了上风，握刀人全力招架。终于，握刀人割断空手人的喉管。  

【血点子进溅出来，握刀人大口喘息。  

【四个男人与王婆奋力扑火。  

【握刀人踉跄着离开尸体，被灯光照亮--农民赵三，五十开外年纪，赤着上身，胸

前沾血，手握镰刀，伫立。  

【火势渐弱下去，众人住了手，围拢尸体。

众人: 死了？死了。

 【赵三身体打着颤，向前移动步子。  

【王婆大叫着：“她爹！你高高的，高高的，她爹！"  

【灯光照亮手拎瓦盆儿的王婆，她冲向赵三，丢下瓦盆，用她的大手攀住赵三。  

王 婆: 她爹，你高高的，高高的！她爹。  

【赵三动嘴说不出话。  

王 婆: 她爹，整死了，她爹！  

【赵三依旧发不出声，瘫卧在地。  

【王婆拍打了赵三的脸，后又拿起水盆泼向赵三，发现没水，返身下去舀水。  

【几个男人将尸体抬起，向赵三叨叨。60) 

그림 6)에서 자오싼은 도둑을 둘째나리로 착각하여 오살(误杀)하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온다. 그는 공포에 질린 경직된 표정으로 두 눈을 부릅뜨

고 거친 숨을 불규칙적으로 몰아쉰다. 칼을 잡고 있는 손은 부들부들 떨

고 있으며 경직된 윗몸을 억지로 펴려고 한다. 뒷 무대에서부터 앞무대

까지 관객을 쏘아보며 걸어 나오다가 지탱을 못하고 쓰러진다. 이때 마

누라 왕씨의 “여보, 당신 멋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려오자 정신을 차리고

왕씨의 등에 기댄다. 왕씨가 물을 뜨러 간 사이 자오싼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는다.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은 투박하고 담대한 농민 자오싼이 자

60)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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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주인인 둘째 나리를 살해 한 뒤의 공포와 무기력함, 비참함과 두려

움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살인을 한 낫을 들고 옷에 피가 묻은 채로

등장한 자오싼의 신체연기는 시각의 극대화로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정서적인 몰입을 차단해 거리감을 두게 한다.

이처럼 티엔친신은 생소함을 느끼게 하는 ‘소외효과’의 연기법을 적극

수용하여 배우들에게 배역의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배역의 내면적

심리과정을 드러내는 동작을 요구했다. 무지상태의 원시적인 동작과 각

성하지 못한 인간의 야생적인 동작을 통해 관객은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무대 위의 사건에서 거리감을 느끼면서 현재의 생활에 희망을 얻게 되고

민족의 비참한 수난을 다시 떠올리며 가슴속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

연극 《생사의 장》은 무지한 인간들의 가장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신체동작을 통해 ‘생’ 과 ‘사’에 대한 이미지의 상징을 나타냈고 1930년대

일제 식민지 하 동북지역 촌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무감각적인 현실생

활을 보여주었다. 관객은 배우동작의 낯설음을 통해 현실로 되돌아와 객

관적인 감정으로 사고를 하게 된다. 농민들의 무지한 상태의 삶과 죽음

에 대한 무감각한 동작, 비참한 삶의 몰각성에 대한 동작, 무지한 상태에

서부터 자발적으로 항일운동을 하는 동작 등의 ‘소외효과’를 통해 티엔친

신은 자아가치만을 중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홀시하는 오늘날의 국민의식

에 각성을 호소했다.

제2절 몽타주기법 응용을 통한 시공간(時空間)의 변화

중국 신사실주의 실험적인 연극들은 연극 본연의 기초위에서 영화

등 ‘비(非)연극’ 요소와의 융합을 통해 연극의 표현력을 강화했다. 영화예

술의 특징을 수용한 중국의 실험적인 연극들은 표현의 형식면에서 신선

하고 생동감이 있는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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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장》이다. 본 연극에서는 평면적인 무대에 몽타주기법을 사용

함으로서 시공간의 변화를 추구했고, 이는 극의 사건과 인물들의 충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중국 연극학계는 《생사의 장》에 사용된 몽타주를 연극과 영화의

성공적인 결합이라고 평가하면서 관객에게 적극 추천했다. 저우안화[周

安華]는 《생사의 장》의 몽타주기법에 대해 “본 연극은 영화의 몽타주

기법을 사용해 공간과 시간을 처리했으며 영화형식 연극의 연출방법을

실현했다. 무대를 개방하여 연극의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나타냈다”라고

평가했다.61)

중국 현대연극에서 ‘비연극’요소인 영화기법을 티엔친신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80년대에 영사막을 이용한 《평진결전(平津決

戰)》, 조명을 이용해 무대의 공간을 구분한 《9.13사건(九一三事件)》등

작품이 발표되었지만 연극과 영화의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하기에는 미비

한 수준이었다. 이외 모더니즘연극 《절대신호(絶對信號)》와 신사실주

의 연극 《개똥아범의 열반[狗儿爷涅磐]》에서도 과거, 현재, 상상 장면

이 서로 교차되면서 표현되었지만 다만 연출형식의 실험이었고 영화 몽

타주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다. 이와 반면

《생사의 장》에서 몽타주기법으로 연결된 각 장면들은 시공간을 초월하

여 사건의 모순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카메라 앵글의 구

도(構圖)에서만 볼 수 있는 시골풍경과 무지한 농민들의 신체동작이 서

로 어우러져 영화와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면서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켰

다. 티엔친신이 연출노트에서 “서사적인 원작소설이 나에게 소설의 공간

과 공간을 제공했다.”62)라고 밝혔듯이 《생사의 장》의 수많은 장면들이

평행몽타주와 전도몽타주 기법으로 배치되었다.

《생사의 장》에서 표현된 몽타주기법은 전통연극의 서술방식에 변화

를 가져왔고, 평면적인 무대 위에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시공간에 구

속받지 않게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서 관객에게 무한한 가시성(可視性)을

61) 周安华，‘论当代中国戏剧的电影化倾向’，『文艺研究』，2002, 참고

62) 田沁鑫，‘我心目中的现代戏剧’，『田沁鑫的戏剧场』，北京大学出版社，2010, p.68 참고 p.82－

84 참고



- 37 -

제공했다. 또한 원작소설의 서사적인 산문화(散文化)표현수법을 강화했

으며 원작소설의 인물과 사건의 모순을 극본에서 더욱 돌출하게 나타냈

다. 티엔친신은 몽타주기법을 통해 30년대 국민내부의 모순, 통치계급과

비 통치계급의 모순, 민족모순의 충돌을 더욱 강화했고 관객은 무대 위

에 전개되는 모순을 통해 민족단결과 민족의식을 깊이 되새기고 각성하

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극 《생사의 장》에 사용된 몽타주란 무엇인가? 몽타주

(montage)는 원래 불어의 ‘monter’ 즉 ‘조립하다’ 뜻으로 사용되어 온 건

축 용어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시학(Poetics)’에서 연극을

비롯한 모든 예술적 창작의 근원이 ‘구성(composition)’에 있다고 주장을

했다. 즉 연극에서의 구성이 플롯이라고 하면 영화에서의 구성이 바로

몽타주인 것이다.

러시아의 영화감독 에이젠슈테인(Eisenstein)63)은 몽타주를 ‘미국식

몽타주(할리우드 몽타주)’와 ‘소비에트 몽타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

다. 그는 미국의 영화감독 그리피스(Griffith)64)에 의해 개발된 미국식 몽

타주를 ‘평행편집(parallel editing)’이라고 특징짓는다. 그리피스에 의해

개발된 ‘평행편집’은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외적 통일성(outer

unity)’을 이루지만 외형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새로운 차원의 의미로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 이와 반면 에이젠슈테인에 의해 이론화된 소비에트

몽타주는 내적인 의미를 중요시했다. 즉 미국식 몽타주가 나란히 진행하

는 이야기의 외형적인 발전에 초점을 두고 긴박감 있게 표현하는 ‘객관

적 표상’이라면 소비에트 몽타주는 쇼트와 쇼트가 충돌을 하면서 제3의

의미인 상징과 은유로 비약을 하는 것이다.65)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에

63) 1898-1948년

64) 1875-1948년

65) 그리피스(Griffith,D.W.)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개발한 소련의 몽타주기법은 감독에 따라 개념

을 달리한다. 에이젠슈테인(Eisenstein)의 몽타주관은 몽타주를 통하여 관객에게서 정서적 반응

을 끌어내는 것이며, 별개의 두 쇼트들의 충돌(편집의 연결의 의미)에 의하여 두 쇼트의 개념

과는 다른 제3의 개념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는 몽타주의 수준이나 유형에 따라 길이·리듬·음

조·탈음조의 지적인 몽타주로 분류하고, 후자의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영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레프 쿨레쇼프(Lev Kuleshov)는 몽타주는 단순한 리듬을 창조하는 수단만은

아닌 현실과는 별개의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푸도프킨(Pudovkin,V.)은 쇼트는

생생한 원료로 있지만 그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복잡하게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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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슈테인은 그리피스의 ‘평행 몽타주’의 선례를 디킨스의 소설에서 선

례를 찾고 디킨스(Dickens)66) 역시 자신의 소설을 희비극(喜悲劇) 장면

이 규칙적으로 교차되는 멜로드라마와 연결시켰다. 바닥(A. Nicholas

Vardac)도 저서《무대에서 스크린으로(Stage to Screen)》에서 에이젠슈

테인과 같은 견해를 보이며 그리피스에 의해 개발된 ‘평행편집’은 멜로드

라마의 ‘교차편집’을 응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67) 에이젠슈테인과 바

닥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19세기의 대중예술인 멜로드라마가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무대 위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나란히 진행되는 방식

을 취했으며 이러한 ‘교차편집’ 방식을 토대로 그리피스가 영화의 평행몽

타주를 개발했음을 추리할 수 있다. 멜로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그리피스

의 평행편집은 오늘날의 미국식 몽타주 또는 할리우드 몽타주로 규정되

었고 이들은 긴박하게 진행되는 극의 전개를 외형적으로 보조하면서 표

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벵상 피넬(Vincent Pinel)은 평행몽타주를 공간의 조작이라고 규정하

고, 과거를 회상하는 전도몽타주68)를 시간의 조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영

화의 몽타주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69) 즉 공간의 조작인 평행몽

타주는 동일한 시간,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평행으로 전개되

고, 시간을 조작하는 전도몽타주는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자유롭

게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어 극적인 효과를 높인다.

티엔친신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조명을 통해 몽타주기법을 완

성했고 이러한 연출방법의 시도는 첫째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켜 극적 완

성도를 높였고 둘째 극 흐름의 모순을 통해 관객에게 정신의식의 각성을

호소했다.

아래에 극본을 살펴보면서 평행몽타주와 전도몽타주가 어떻게 사용

영화예술이 탄생된다고 보았다. 김용수, 『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열화당, 1996, 161-164 참

고

66) 1812-1870년

67) 김용수, 『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열화당, 1996, p.164 참고 및 인용

68) 또는 플래시 백 (Flash Back)이라고도 한다.

69) Vincent Pinel, 심은진역, 『몽타주 영화의 시간과 공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p.54-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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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공간을 조작하면서 극적 전개를 긴박하게 표

현하는 평행몽타주기법을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동일한 시간대에 벌어

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3장의 장면을 통해 관객은 현실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삶에 대한 희망적인 정신상태를 각성하게 되었다.

3장에서 사용된 평행 몽타주 기법이다. 1장에서 둘째 나리를 죽인

자오싼은 감옥에 잡혀오고 둘째 나리는 뒷돈을 써서 자오싼을 감옥에서

빼내준다. 농민들의 토지세를 갈취하는 둘째 나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오

싼은 둘째나리의 ‘은공’에 감사를 드리며 영원한 충복이 될 것을 맹세한

다. 1장에서 남편 자오싼의 ‘살해’행위에 ‘당신이 멋있어요.’라고 외쳐주던

왕씨는 남편의 둘째 나리 ‘살해’가 수포로 돌아가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

가자 절망한다. 남편은 감옥에 잡혀가고 딸 진즈는 남자와 도망을 갔고

겨울을 지내게 해줄 장작마저 원인모를 불에 타버리자 무일푼인 왕씨는

독약을 먹고 자살시도를 한다. 3장에서는 그림 7), 8)의 감옥에 있는 자

오싼과 집에 있는 왕씨가 서로 다른 연기구역에서 동시에 대화를 주고받

는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대사가 아니고 동일한 시간

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하는 독백인 것이다. 자오싼의 대사가 먼저 시작

되고 자오싼의 대사가 끝나면 왕씨의 대사가 이어진다.

그림 7) 감옥에 있는 자오싼. 그림 8) 집에 있는 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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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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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

간

,

다

른

공

간

에

서

장면1 (짜오산 대사) 장면2 (왕씨 대사)

(감옥)

자오싼: (감격해서) 은덕이에요!

(자오싼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하

고 점점 기뻐한다.)

자오싼: 마누라야, 진즈 어미야! 둘
째 나리가 돈, 둘째 나리가 돈을 갖
고 왔어 날 구해줬어! 둘째 나리가
날 찾아왔어, 날 찾아 왔다고! 둘째

나리는 우리의 은인이야!

(자오싼의 집)

(왕씨가 바닥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

며 멍하니 있다.)

왕씨: 난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어.
처음엔 강철이더니 나중에는 왜 흙이

되었지?

자오싼: 둘째 나리가 우리를 도와

주신거야.

왕씨: 왜 흙이 되었지？

자오싼: 우릴 찾았다니깐, 집에 돌아
가도 진즈가 왔을까? 얼리반네 청예
가 감히 진즈한테 오물단지를 씌우

려고 하네.

왕씨: 청예는 흙이 아니야, 근데 왜 하
필 진즈를 망쳤을까? 진즈야, 애 낳으
면 어미가 흉보는 입들을 막아줄게. 어
미는 무서운 거 없어, 근데 너는 무서
웠구나, 네 애비도 눈을 치켜떠서 많이

힘들었구나.

표 5) 다른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짜오산과 왕씨의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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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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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는

대

사

자오싼: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
는 거야, 근데 이 목숨이 돌아왔네,
돌아왔으면 살아야지, 집에 진즈 어
미도 있고 진즈도 있고 둘째 나리도
있는 거야, 둘째 나리 말이야, 내가
덤볐는데 괜찮나 보지? 그날 죽인
게 둘째 나리였으면 괜찮은 사람 죽
일 뻔했잖아? 사람은, 일하면서 화내
면 안 되지, 돌아가서 뭐라도 팔아서

둘째 나리한테 보답해야지.

왕씨: 둘째 나리가 죽어야 되는데, 강

철이라도 되나?

자오싼: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지.

왕씨: 도망갔으니 쪽 팔리고, 묶였으니
죽을게 뻔하고, 나뭇간...먹을게...돈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

자오싼: 양심이 있어야지.

왕씨: 못 살아가면 안 살면 되지. (왕

씨가 울면서 일어난다.)

자오싼: 얼리반, 썩을 놈, 돌아가면
나한테 절해야 해, 그리고 그놈들,
개새끼들, 다들 나한테 대가리 조아
려! (자오싼이 흥에 겨워 노래 부른

다)

(왕씨가 옷섶에서 약봉지를 꺼내고는
독약을 입에 털어 넣는다. 왕씨가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두 눈을 크게 뜬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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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监狱

赵 三: （充满感激地）恩德呵！  
【赵三深深磕头，渐渐地，他欢快起来。  

赵 三: 王婆子，她娘！二爷拿了钱，二爷拿了钱哪！

赎了，赎了。二爷是咱的恩人！  

【赵三家，王婆跪卧地上，望着一盏油灯发呆。  

王 婆: 我没见过这样的男人，起初是块铁，后来咋是堆泥了呢？

  赵 三: 二爷赎了咱。  

王 婆: 咋是泥了? 

赵 三: 赎了咱，就回家了也不知金枝回来没？

二里半家成业还真敢往金枝头上扣屎盆子！  

王 婆: 成业不是泥，可咋就坏了金枝？金枝你要生了孩子，

娘替你扛那些"舌头"，娘啥事不敢挺脯子。

可你怕了，跑了你爹也撅眼子朝天服了软儿 

赵 三: 命没了，就啥都没了。可这命又回来了，回来了，

就得过日子, 这日子里有她娘、金枝，还有二爷。

你说二爷这人,明明是我对起他，可他咋就有这肚量呢？

要是那天杀的真是二爷，不就杀了个不错的？！

人哪，干事不能凭火气，火气要不得。

回去要买东西 . 谢谢二爷。

王 婆: 二爷咋就没整死呢？咋他倒成了铁？  

赵 三: 人不能没良心 

王 婆: 跑了，没脸了；绑了，没命了。柴房、粮食、钱没了，

这日子咋过？  

赵 三: 人不能没良心 

王 婆: 不能过，就不过了。70)

【王婆被悲哀笼罩着，嚎啕地哭起来。  

赵 三: 二里半，晦气东西，回去得给我服软，

70)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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还有那帮王八蛋们，都得给我服软。  

【赵三欢快地哼起了小调。  

【王婆从怀里掏出一个纸包，胡乱地往嘴里倒着药粉，她服了毒。  

【王婆喘息着，奇异地大睁了双眼。  

【赵三的小调还在哼着。  

【灯光渐收71)

  이 장면에서 자오싼은 목숨을 건졌다고 좋아하면서 둘째 나리에 대

한 충성을 맹세하고, 왕씨는 남편 자오싼의 나약함에 자살을 결심하고

독약을 먹는다. 동일한 시간대의 서로 다른 사건이 무대 위에서 평면적

으로 진행되었다. 무대앞쪽에 왕씨가 배치되고 무대뒤쪽에 자오싼이 배

치되었다. 즉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관객과 교류를 하고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부의 심리와 성격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인

생의 갈림길에서 엇갈리면서 남자는 기뻐하고 여자는 비통해한다. 인간

의 죽음과 삶을 결정짓는 사건들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이는 평행 몽타주

기법을 통해 평면적인 무대 위에서 전개되었다. 관객은 긴박하게 진행되

는 장면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발버둥을 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

고, 오늘날 시장경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치는 자신들의 모

습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삶에 희망을 갖게 되고 민족의 정신상태에 대해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장면을 통해 민족은 단결되어야 함을 의도한 의

식(意識)은 6장에서 사용된 평행몽타주기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6장

은 일본병사가 세 번째로 마을에 진입해 전개되는 내용이다. 아래 극본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71)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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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진즈를 구하는 청예. 그림 10) 왕씨 자오싼 집안.

그림 9)의 진즈가 마을 밖에서 일본병사에게 붙잡히고 청예가 나타

나서 구해주는 장면과 그림 10)의 자오싼과 왕씨가 집에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같은 무대공간에서 평행으로 동시에 진행되었

다. 즉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자오싼과 왕씨의 연기 구역은 무대 앞

쪽이고 진즈와 일본병사의 연기구역은 바로 뒤에 배치된다.

(진즈 일본병사에게 잡힌다.)

진즈: 도와주세요!

(청예가 뛰어나와 일본병사를 넘어뜨린다.)

(진즈가 한쪽으로 넘어진다.)

(자오싼이 뛰어나와 일본병사를 넘어뜨리지만 도리어 어깨에 칼을 맞고

고통스러워한다.)

(청예는 일본병사의 목을 낫으로 힘껏 찌른다.)

(왕씨가 뛰어나오지만 죽어있는 일본병사는 보고 놀란다.)

청예: 진즈야!

진즈: ... ...청예오빠!

왕씨: 얘들아, 빨리 도망을 가!

청예: 왜요?

자오싼: 넌 사람을 죽였다고, 일본 놈들이 널 죽일 거야!

청예: 내가 죽인 건 바로 일본 놈이에요, 왜 도망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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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枝: 来人哪！

（成业冲过去推到日本兵。）

（金枝滚落一旁。）

（赵三闻声跑来，打倒日本兵，被日本兵用刺刀划破胳膊，他痛苦着）

（成业用镰刀狠剁日本兵，割断日本兵的喉管。）

（王婆跑来，看到已死的日本兵呆住。）

成业: 金枝！

金枝: ……成业！

王婆: 孩子。快跑。

成业: 跑啥？

赵三: 你杀人了，日本子要你的命的！

成业: 杀的就是日本子，咋能跑？72)

그림 11) 청예가 일본병사를 죽이고 진즈네 가족 모두 놀란다.

무대의 서로 다른 연기구역에서 다른 장소를 의미하며 연기하던 자오싼

과 왕씨는 진즈가 일본병사에게 잡히자 그림 11)과 같이 자오싼이 먼저

두발 물러나 진즈의 연기구역으로 들어와서 진즈를 도와준다.

티엔친신은 일본병사에게 붙잡힌 진즈와 이를 구해주는 청예를 무

대뒤쪽에서 긴박하게 진행시켰고, 무대앞쪽에는 집안에 있는 금지의 부

모인 자오싼과 왕씨를 배치시켰다. 긴박하게 진행되는 장면과 집안에서

72)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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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대치시킴으로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전제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무대앞쪽의 자오싼과 왕씨는 바로 한발 물러

나서 긴박하게 전개되는 장면으로 진입해 일본병사를 진압했고, 이 과

정에 청예가 일본병사를 살해하면서 또 다른 모순을 암시했다. 일본병

사의 두 번의 마을진입 과정에서 촌민들은 아무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

했지만 무지한 촌민들은 어떠한 반항도 없었다. 일본병사들의 첫 번째

마을진입에서 곰보댁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도 남편인 얼리반에게 “망

할 여편네가 남정네들한테 꼬리쳤다”는 욕설과 함께 귀뺨을 맞는다. 두

번째 마을진입에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둘째 나리를 살

해했지만 촌민들은 오히려 일본이 “어느 마을”인지 물었고, “우리 마을

에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소리 지르지?”하면서 침략계급에 대한 무지상

태를 보여주었다. 연출은 이러한 무지상태를 통해 항일운동에 대한 관

객의 민족감정을 계속 자극한 것이다. 관객의 민족감정은 일본병사들이

세 번째 마을진입 시, 진즈를 겁탈하려는 장면에서 폭발을 한다. 연출은

평행몽타주를 통해 관객에게 침략세력에 짓밟혔던 민족의 가슴 아픈 재

난을 되새기게 했고, 중국민족은 통일을 이루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강조했다.

티엔친신은 평행몽타주 외에도 시간을 조작하는 전도몽타주를 사용

해 변화된 서술방식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었고 등장인물의 의식흐름을

표현했다.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통치계급과 비 통치계급의 모

순을 강화했고 궁극적으로는 민족단결을 호소하는 티엔친신의 목적도

이루었다. 극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1장에서 사용된 전도몽타주(과거장면)이다. 1장에서 둘째 나리를 죽

인 자오싼은 관객에게 무엇 때문에 둘째 나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를 설명해준다. 연극의 무대 특성상 과거의 장면을 조명으로써 해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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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둘째 나리를 살해한 자오싼을 칭찬하는 왕씨.

자오싼은 둘째 나리를 살해한 다음 ‘멋있는 행동’을 했다고 칭찬해

주는 그림 12)의 왕씨를 뒤로 하고 무릎으로 한번 기어서 무대 앞쪽을

향한다. 그림 13)참조. 이때 뒤쪽의 연기구역은 암전으로 처리되고 그림

14)의 과거 자오싼과 둘째 나리와의 대화 장면은 스포트라이트 조명으

로 처리된다. 아래 장면을 분석하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13) 자오싼 과거로 이동. 그림14) 둘째 나리와 자오싼의 과거 장면.

(자오싼은 입만 움직일 뿐 말을 못한다.)

왕씨: 여보, 죽였어요, 여보!

(자오싼 일어나려다가 다시 넘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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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죽었어.

모두: 셋째 형!

자오싼: 둘둘째 나리 죽었어, 둘째 나리가!

【赵三动嘴说不出话。  

王 婆 她爹，整死了，她爹！  

【赵三依旧发不出声，瘫卧在地。  

……

男: 死了。  

众男: 三哥 

赵 三: 死了二二爷，二爷，二爷！

【赵三瞪着双眼，象是看到了啥 

【灯光照亮地主二爷，二爷悠悠转身。  

(자오싼 두 눈을 크게 뜨더니 무언가 보이는 듯하다.)

여기서 부터는 자오싼의 과거 회상 장면이다.

(조명이 둘째나리를 비춘다. 자오싼과 동년배인 둘째 나리는 부귀함과 고상함을

나타낸다.)

둘째 나리: 자오싼, 나랑 맞서지마, 그래도 토지세는 올려야 해,

토지세 결정됐어,

자오싼: 강의 물고기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토지세를 또 올리면...

둘째 나리: 무조건 올려야 돼, 관세, 마을세금이 얼마인데?

너희들이 안내면 나는 어떻게 하냐?

자오싼: 한 끼니 먹고 나면 다음끼니 걱정입니다, 굶어 죽습니다.

둘째 나리: 자오싼, 말 안 들으면 너희 집 장작 조심해,

겨울동안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자오싼: 그러면 당신을 죽여 버릴 거야!

(왕씨가 자오싼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둘째 나리는 사라지고 자오싼은 다시 현

실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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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爷，与赵三年纪相仿，衣着华贵，面貌慈祥，语音温和。 

二 爷: 赵三，不要跟我对着干，对着干地租也得加。这地租加定了。 

赵 三: 除了河里那点儿鱼，没啥吃食了，您再加租

二 爷: 非加不可。官税、乡税逼得紧，你们不交，我拿啥交去。  

赵 三: 吃了上顿没下顿，二爷，活不成了 

二 爷: 赵三，不听话，可小心你的柴房，放把火，叫你一冬天没柴烧。  

【赵三慢慢直起身子，与二爷拉开距离，自己发着狠。  

赵 三: 那我就，整死你！  

【王婆冲向发愣的赵三，将嘴里的水喷向他的脸。  

【二爷随光消失。  

【赵三被水喷醒，思绪回到现实中来。73)

전도몽타주를 사용한 과거장면을 통해 관객은 자오싼의 의식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오싼이 둘째 나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행동에 수

긍을 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장면 둘째나리의 대사를 통해 자오싼네 집

장작에 불이 난 원인을 알게 되었다.

전도몽타주는 2장에서도 사용이 되었다. 2장에서 청예와 진즈의 도

주가 얼리반에게 발각된다. 진즈와 청예를 떠나보내고 얼리반은 자신의

양과 대화를 하면서 진즈네 집에 혼담을 넣으러 갔던 과거의 장면을 회

상한다. 얼리반은 쭈그리고 과거장면의 조명 안(연기구역)으로 들어온다.

(얼리반이 절뚝거리며 뒤따라온다.)

(청예와 진즈가 얼어붙는다.)

청예: 아버지!

얼리반: 누가 네 애비냐?

진즈: 아저씨!

얼리반: 누가 네 아저씨냐?

청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얼리반: 상관 말아, 왜 집에 안 가?

청예: 아부지가 뭐라고 하셔도 집에는 안 가요.

73)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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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하고 진즈를 데리고 사라진다.)

(얼리반이 갑자기 흥얼거린다.)

얼리반: 양심도 없는 것들, 멀리 도망이나 가거라.

【二里半一瘸一拐地追上。 

【成业、金枝愣住。  

成 业: 爹。  

二里半: 谁是你爹？！  

金 枝: 大叔 

二里半: 谁是你大叔？！

成 业: 那你是啥？  

二里半: 甭管是啥，家去。  

成 业: 不知你是啥，凭啥家去。

【成业磕了头，拉金枝跑下。  

【二里半"哼哼"着，居然哼出了小调。  

二里半: 没良心的，跑远远的！74)  

그림 15) 청예를 떠나보낸 얼리반.

여기까지는 진즈 부친 자오싼이 결혼을 반대하자 청예가 진즈를 데

리고 야반도주 하는 과정에서 얼리반을 만나는 장면이다. 그림 15)는 청

예를 보내고 나서 자신의 양과 대화하는 얼리반이고, 그림16)은 얼리반

의 회상 장면이다. 여기에서 부터 전도몽타주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림

74)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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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얼리반이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으면 스포트라이트 조명만 남고

무대는 암전된다. 암전되어 있는 얼리반 앞쪽으로 조오싼이 미리 대기하

고 있다. 무대 조명이 다시 켜지면 과거의 장면이 완성된다. 즉 그림 17)

은 진즈네 집으로 혼사를 가서 자오싼한테 수모를 당하는 과거의 장면이

다.  

그림 16) 과거 장면 이동. 그림 17) 혼담 하러 갔을 때 과거 장면.

(얼리반이 회상에 잠긴다.)

(청예와 곰보댁이 등장한다.)

청예: (중얼거리며) 아버지, 오늘 혼담을 넣으러 가요.

진즈 배가 점점 불러와요.

(얼리반이 대답이 없다)

청예: 진즈한테 무조건 장가 갈 거야, 들리세요? 아버지!

곰보댁: (배를 내밀며) 아들아, 진짜로 불러 오는 거야?

청예: 불러와요. 진즈 배만 보면 힘이 난단 말이야.

아버지, 나 급하단 말이에요.

곰보댁: 그래, 다 쑨 죽이지, 여보 혼담을 넣으러 가요.

【二里半陷入回忆。  

【成业与麻婆出现。

成 业: （瓮声瓮气地）爹，今儿就给我提亲去。金枝肚子大了 

【二里半不吱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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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 业: 我娶定金枝了。听见了，爹！  

麻 婆: （大着胆子询问）儿子，真大了？  

成 业: 大了。我稀罕那小肚子，见着就来劲儿。

爹，你叫我急呀！  

麻 婆: 得，"做熟饭了"。拐子，走，咱提亲去。  

(얼리반 가족이 자오싼이네 집 앞에 도착을 하고 청예가 뒤에서 얼리반을 밀친

다. 얼리반이 넘어지며 자오싼네 집 안으로 들어서고)

(곰보댁이 청예의 손을 끌고 퇴장.)

얼리반: 아야!

(자오싼이 소리에 놀라서 등장.)

자오싼: 얼리반, 노크도 없이 왜 굴러 들어와?

얼리반: (창피해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一家人闹腾着来到赵三家门口，成业一撒手，二里半滚进赵三家门。  

【麻婆拽成业走下。  

二里半: 哎哟！  

【赵三闻声走出。  

赵 三: 二里半，咋不敲个门就爬进来了？  

二里半:（尴尬着）地滑

... ... ...

(자오싼이 달려와서 청예의 뺨을 때린다.)

(얼리반도 따라서 아들의 얼굴을 때린다.)

(자오싼이 답답한 마음에 얼리반을 노려본다.)

자오싼: 얼리반, 너 담도 크네. 담도 커!

얼리반: 안 커요, 안 커요.

(얼리반이 자오싼한테서 벗어나고 현실로 돌아온다.)

(자오싼은 조명을 따라서 사라진다.)

【赵三缓过神来，一拳打向成业。  

【二里半缓过神来，也一拳打向成业。赵三郁闷着，猛回头向二里半。  

赵 三: 二里半，胆子大，胆子大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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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里半: 不大，不大

【二里半"逃离"赵三，回到现时中，他恼火而羞臊着。  

【赵三随光消失。75)  

 위의 내용은 얼리반이 자오싼네 집에서 수모를 당하던 장면의 회상

이다. 얼리반은 과거의 자오싼한테서 ‘도망’쳐 나오고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자오싼한테 당한 수모를 속으로 삭힌다. 이 장면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동시에 얼리반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위축되

고 나약한 인물이지만 속으로는 수긍을 하지 못하는 성격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즉 국민의 내부 모순을 강화하려는 연출의 의도를 알 수 있

는 장면이다. 관객은 과거장면을 통해 청예와 진즈가 왜 야반도주 하게

되었는지 이해를 했고, 얼리반이 왜서 촌민들한테 모욕을 당하고도 반항

을 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생사의 장》에서는 연극의 서술방식이 뒤바뀌었기에 전도 몽타주

가 수시로 사용되어 사건의 원인과 인물의 의식흐름을 관객에게 설명을

해주고 모순의 충돌을 강화시킨다.

그림 18) 자오싼 과거 모임 회상. 그림 19) 진즈 과거 회상.

3장 감옥장면-그림 18)에서 자오싼은 감옥에서 과거 둘째 나리를 죽이려

고 마을 남자들과 모임을 갖던 장면을 회상한다. 바로 뒤에 자오싼이 있

75)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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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은 감옥이고 바로 앞에 조명으로 처리된 네 명의 남자들은 둘째 나

리를 살해하려는 과거의 모임 장면을 표현한다.

3장 야채 저장고 장면-그림 19)에서 진즈는 청예와 도주를 하던 중, 야

채 저장고에 숨어들고 진즈는 과거 강기슭에서 엄마와 마을 여편네들의

대화 장면을 회상한다. 왼쪽의 연기구역은 현재 야채저장고의 진즈와 청

예이고, 무대가운데에서부터 오른쪽까지는 과거의 강기슭 장면이다.

그림 20) 과거 장면으로 이동 중. 그림 21) 자오싼 과거 회상.

4장 왕씨 주검 장면- 그림 20)에서 왕씨의 주검을 등지고 자오싼은 기어

서 과거의 연기구역으로 이동하고, 주검이 되어서 누워있던 왕씨는 현재

장면의 연기구역이 암전되자 자오싼이 눈물을 흘리며 기어오는 동안 자

오싼을 앞질러서 과거의 연기구역으로 이동한다. 그림 21)은 자오싼의

회상장면이다. 즉 감옥에서 풀려난 자오싼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왕씨의 주검을 보자 과거 둘째 나리를 죽이기 전(前)，왕씨가 항일운동

을 하는 비밀 연락원의 총을 집에 갖고 와서는 총으로 둘째 나리를 죽이

자고 하던 강인한 모습을 회상한다.

전도몽타주의 사용으로 인하여 연극 《생사의 장》의 무대 위 선형

적 시간(線形時間)은 파괴되었다. 만약 관객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했다

면 연극 《생사의 장》은 선형적 시간으로 전개되어야 했다. 연극에서

관객에게 보여준 무대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수시로 바뀌기에 관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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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과거이고 어떤 사건이 현재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하

지만 관객은 극이 전개되면서 보여 지는 과거장면을 통해 극 초반에 혼

동되었던 등장인물의 의식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의문을 품었던 극 내

용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면서 더욱 더 작품에 흥미를 느끼고 서스펜스를

자아내게 되었다.

3장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티엔친신은 브레히트 ‘소외효과’를 응

용한 신체동작을 통해 무지한 촌민들의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행위를 관

객에게 보여주었고, 관객은 이러한 낯선 동작을 통해 현실생활의 자아상

태를 각성하게 되었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연출은 영화의 몽타주

기법을 응용하여 평면적인 무대의 ‘시공간’에 변화를 주었고 극의 사건과

인물들의 모순을 강화하여 관객에게 민족단결의 의식을 호소했다. 각색

극본에 나타난 중국정부의 주류사상-중국의 ‘남녀평등’ 정책을 지지하는

정신과 사회적 가치를 홀시하는 국민들에게 각성함을 호소하는 정신, 민

족의 재난을 되돌아보면서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는 정신 등은 정부와 학

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작품에 표현된 실험적인 연출기법-‘소외

효과’를 추구한 신체동작, 몽타주기법을 사용한 시공간의 변화 등은 관객

의 인정을 받아 《생사의 장》은 예술과 상업에서 모두 성공한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1999년 초연과 2004년, 2005년 총 세 차례의 공연을 거치

면서 연극 《생사의 장》은 차오위[曹禺]의 《뇌우(雷雨)》와 라오서[老

舍]의 《차관(茶馆)》의 계보를 잇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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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통극과 관객의 소통 추구

제1절 무대 빈공간의 가정성(假定性)

80년대 이후 중국 신사실주의 연극은 전통극의 가정성(假定性)에서

출발해 서양현대연극을 적극 수용하면서 연극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서양현대연극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국 전통극의 ‘가정성’에 대해 새롭

게 인식한 중국연극계는 무대가정성을 예술창작의 기본원칙으로 간주했

고, 영화나 TV드라마의 위협을 대비한 자아방어의 수단으로 삼고 있

다.76)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소속 극단들은 아직까지도 사실주의 연기법

과 사실적인 무대장치를 고집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티엔친신은 사실적인 무대배경과 무대장치를 배제하

고 전통극의 가정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전통극의 빈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가정성을 극의 축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

다. 본고의 《생사의 장》,《명》에서도 전체적인 무대의 시각효과를 추

구하면서 비사실적인 가정성(假定性)표현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중국대백과전서-희곡곡예》에서는 무대의 가정성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허구(가정 假定)는 전통극이 삶을 반영하는 기본적인 수

법이다. 전통극[戱曲]은 변형을 통하여 삶의 원칙을 반영한다. 이는 기타

예술과 동일하다. 다만 변형의 방법과 정도가 다를 뿐이다. 전통극의 변

형과 생활의 원형사이에는 비교적 큰 거리가 있다. 이러한 변형 수법 중

의 하나가 허구(가정)이다. 전통극의 허구성(가정성)은 먼저 무대의 시간

과 공간처리의 융통성에서 표현이 된다. 중국의 전통극은 일종의 가정성

(假定性)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과 하나의 약속을 한다. 무대의 제한적인

76) 문화대혁명 기간에 혁명경극을 제외한 현대극과 전통극은 상연금지 되었다가 1976년 이후 다

시 금지령이 풀렸다. 문화대혁명 이후, 입센의 사회문제극으로 되돌아가려던 현대극이 관객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연극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0년대를 전후로 하여 중국연극계는

서양현대연극과의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 브레히트의 연극이론을 적극 수용하

면서 중국 전통극의 ‘가정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고, 현대극에서 전통극 가정(假定)

기법의 사용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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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시간을 고정적이 아닌 자유와 유동의 공간과 시간으로 여긴다

.”77)

그렇다면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전통극의 가정성 표현기법을 사용하

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 첫 번째가 극장과

무대 관념의 변화이다. 극적환상을 추구하는 프로시니엄 무대에는 엄연

히 ‘제4의 벽’이 존재를 하고 관객은 극적환상을 쫓아 극에 몰입을 한다.

하지만 전통극의 가정성 표현기법을 사용하면 ‘제4의 벽’은 파괴되고 시

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즉 무대공간의

확장화(擴張化) 효과를 이루면서 배우와 관객은 거리감 없이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인식하게 된 무대미술의 기능적

인 변화이다. 즉 기존의 프로시니엄 무대의 사실적인 환경을 더 이상 배

우와 관객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대미술은 기존의 장식적인

효과에서부터 확장된 무대공간의 주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세 번

째로는 극적환상을 벗어난 무대배경의 변화이다. 극적 환상에서 벗어난

무대배경은 사실적인 모방을 탈출하여 배우의 연기와 관객의 상상력을

통해 매개인의 상상 속의 구도(構圖)에서 완성된다.

이와 같은 가정성 기법을 통해 티엔친신은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

지 않고 배우와 관객의 직접적인 교류를 추진했고, 비사실적인 무대배경

을 관객의 상상에 맡김으로서 무대의 유동성(流動性)을 강조했다.

《생사의 장》 무대에는 의자 몇 개가 놓여있고 배우의 위치 변화에

따라 무대는 전야(田野)가 되기도 하고 마당, 집안, 야채 저장고, 감옥,

산실(产室)로 변한다. 경사무대는 농촌의 광활한 토지를 상징하고 무대뒤

편에는 황토로 만든 거대한 부조(浮雕)가 있으며, 부조에는 농촌마을의

도안(图案)이 투박하게 그려져 있다. 무대 좌측의 석판에는 ‘생사장 生死

场’과 ‘샤오홍 萧红’ 다섯 글자가 적혀있다. 그 아래로는 회색의 벽이 세

워져 있어 농촌마을의 도안과 함께 음침하고 냉혹한 생존의 환경을 조성

77)“(虚拟，是戏曲反映生活的基本手法 戏曲通过变形来反映生活的原则，同所有艺术是一致的，只是

变形的方法和程度有所不同。戏曲的变形和生活的原形距离较大，这种变形手法之一就是虚拟。戏

曲的虚拟性首先表现为舞台时间和空间处理的灵活性。中国的戏曲有一种假定性，即和观众达成这

样一个默契:把舞台有限的空间和时间，当作不固定的、自由的、流动的空间和时间。)”≪中国大百

科全书-戏曲曲艺≫，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83，p.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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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었다.

가정성(假定性)을 지닌 빈 공간의 무대가 바로 인간세상의 생사의

장(生死场)이다. 이런 생사의 장(生死场)에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밀접

한 연결을 이루면서 윤회(輪回)하고 있다. 관객은 상징적인 공간에서 공

연을 관람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또 따른 자신

만의 무대를 완성한다.

극본을 살펴보면서 본 작품에 사용된 전통희곡의 가정성(假定性)을

알아보기로 한다.

5장에서 사용된 전통극의 가정성(假定性)이다. 진즈의 진통이 시작되

고 얼리반은 아들 청예의 편지내용을 진즈한테 알려주려고 찾아온다. 얼

리반의 목소리에 자오싼은 화가 치밀고 얼리반에게 욕을 해댄다. 무대에

서 담장은 가정(假定)으로 표현이 된다. 자오싼은 집 마당에 있고 왕씨와

진즈는 집안에 있고 얼리반은 담장 밖에 있다는 가정(假定)하에 극이 진

행된다.

        얼리반: 진즈야, 청예한테서 편지가 왔어!

군대에 들어갔대, 돈 벌어서 너한테 장가가겠다는구나.

청예가 항일운동도 한대. 청예가 출세했어.

자오싼: 야, 얼리반, 꺼져!

(자오싼과 얼리반이 쫓고 쫓기고 있다.)

자오싼: 얼리반, 나와!

진즈: 엄마, 엄마!

(왕씨 어눌해 있다가 갑자기 천으로 진즈의 입을 틀어막는다. 칼을 손에 잡고는

밖을 향해 소리 지른다.)

왕씨: 진즈야, 참아야 돼. 죽더라도 낳아야 된다.

다시 소리 지르면 칼로 다져버릴 꺼야.

(자오싼과 얼리반이 놀라서 멈춰서고 왕씨가 손에 칼을 들고 두 눈을 크게 뜬

다.)

(음악)

二里半 : 金枝，成业捎信来说他加了军，挣了钱回来娶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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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他还抗了日，他有出息 

赵 三: 二里半，滚！  

【两个男人相互迫寻着。  

赵 三: 二里半，你出来！  

金 枝: 娘，娘！  

【王婆木讷着，她突然转身寻出块破布塞到金枝口中，随手拾起把镰刀吼着。  

王 婆: 金枝！给我忍着，死了也得生！再叫，我就剁罢了你！  

【两个男人憋闷住。  

【王婆手握镰刀，怒目圆睁。  

【乐声响起。78) 

그림 22) 그림 23)
담장 밖의 얼리반. 담장 밖의 얼리반에게 소리 지르는 왕씨.

그림22)에서 얼리반은 가정(假定)의 담장을 넘어 진즈에게 청예의 소식

을 알리고 얼리반의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른 자오싼은 담장

밖으로 쫓아나가서 얼리반과 화풀이를 한다. 그림 23)에서 딸의 출산아

픔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동네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는 남편에게 화가

난 왕씨는 가정(假定)된 담장을 향해 자오싼과 얼리반에게 칼을 휘두르

며 소리 지른다.

78)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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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담장은 배우들의 연기에 의해 제시(提示)되고 관객은 각자의

상상력에 의존해 가정의 담장을 구도(構圖)속에 완성한다. 즉 이는 관객

이 무대흐름에 직접 참여를 해 무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효력을 발생했

다.

    이외에도 무대에는 가정성(假定性)이 수시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무대 왼쪽에는 사각형의 흙구덩이가 있는데 이는 1장에서는 야채 저장고

가 되고, 2장에서 진즈와 청예의 야반도주 장면에서는 배(船)로 가정(假

定)된다. 3장에서 도둑을 살해한 자오싼이 감옥에 갇힌 장면에서 긴 의

자는 감옥으로 가정(假定)되고, 5장에서 얼리반이 청예의 편지를 갖고 둘

째 나리 집을 찾아간 장면에서 원형 탁자가 부유한 지주집의 정원을 가

정(假定)하고, 5장에서 진즈가 출산하는 장면에서 진즈의 두 다리를 위로

향해 묶은 두 줄의 밧줄은 출산의 고통을 가정(假定)한다.

가정성 연출기법은《명》에서도 극 전반에 거쳐 활용되었다. 텅 비

어있는 무대뒷면에는 송대(宋代)의 <천리강산도 千里江山图>와 명대(明

代)의 <어락도 渔乐图>가 그려져 있고 16개의 의자가 놓여 있을 뿐, 무

대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빈 공간에서 배우들은 가정을 이용한 신체연

기로써 상황을 전개한다. 모함에 빠진 둘째태자의 처소가 불에 타는 장

면은 배우들이 손에 들고 있는 부채를 이용해 불타고 있는 장면을 표현

하고, 첫째와 셋째 태자의 전쟁장면은 16명의 배우들이 좌우측에 각각 8

명씩 나뉘어서 신체를 이용하여 말을 타면서 170만 대군의 전쟁 장면을

표현했다. 그림 24), 25) 참고

그림24) 불타고 있는 둘째태자 처소 그림25) 전쟁장면



- 61 -

전통극의 가정성을 이용한 배우들의 신체연기는 작품전체에서 수시로 표

현이 된다.

       ․셋째 태자한테 가하는 형별장면-코러스가 다가와서 부채로 무

대 바닥을 가볍게 치는 것으로 표현했다.

․황제가 도망가는 장면-무대를 크게 다섯 바퀴 도는 것으로

표현했다.

․첫째태자의 처소에서 셋째 태자의 처소로 옮겨가는 장면-

첫째 태자 배우가 뒤로 두발 물러서는 것으로 공간이동을

표현했다.

․황제의 퇴위발표 장면-모든 배우가 뒤로 넘어가서 다리를

허공에 들고 정지해 있는 것으로 놀라움을 표현했다.

․첫째 태자가 셋째 태자 처소를 방문한 장면-비어있는 무대

공간에서 문턱을 넘고 문에 이마를 부딪치는 것, 어둠속을

더듬으며 공격대상을 찾는 등 전통희곡 요소를 이용하여

표현했다.

․셋째 태자가 궐밖에 쫓겨나서 힘들게 산속을 들어가는 장면-

배우들이 앉았던 의자를 한 줄로 나열하고 배우가 의자 위를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했다.

․성문 전쟁장면-책상이 성벽과 성문을 상징하고 책상 위에 앉

아 있는 세 명의 배우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했다.

․셋째 태자가 금의위를 살해하는 장면-배우가 객석을 향해 빈

공간을 부채로 찌르면 의자 위에 앉아서 성벽위의 금의위를

상징하는 배우가 푹 쓰러짐으로써 성문이 열리고 적군이 항

복했음을 표현했다.

전통극 가정성의 사용으로 인해 기존 프로시니엄 무대의 ‘제4의 벽’은

파괴되었다. 또는 ‘제4의 벽’이 객석 제일 뒤쪽으로 이동되었다고 생각해

도 된다. 이로써 무대는 배우와 관객의 소통의 장이 된 것이다. 이처럼

빈 공간의 비사실적인 무대배경을 관객의 상상에 맡김으로서 무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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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流動性)을 강조한 연출방식은 《조씨고아》에서도 활용되었다. 텅

비어있는 무대의 배경은 네 개의 검은색 판막으로 구성되었다. 가운데

두 개의 판막은 전도되는 극의 서술방식에 따라 닫히고 열리면서 시공간

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구분을 나타내기

도 한다. 무대의 빈 공간에서 배우들을 간결하면서도 장력 있는 신체동

작으로 연극적인 기호를 표현하고 극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전통극의 가정성으로 인해 확장된 무대공간은 배우와 관객의 교류의

장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무대의 가정성을 바탕으로 관객은 자신들의 경

험과 상상으로 또 다른 자신들만의 무대를 완성하게 되었다.

제2절 연극대사의 통속화

《명》에서 티엔친신은 관객에게 전통극의 놀이문화를 일깨워주고 중국

전통 개방식무대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다. 서양의 사실주의 연극에 길

들여진 관객에게 객석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배우와의 공감대를 형성

하도록 일깨워주기 위해 전통극의 표현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 첫 번

째가 전통곡예 상성(相聲)기법을 사용한 연극대사의 통속화(通俗化)이다.

상성(相聲)은 재밌는 말 또는 동작을 통해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는 전통

곡예로서 상성의 소재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하고

배우는 약속된 절차에 따라 연기를 해야 한다. 연극대사 통속화에 대한

티엔친신의 시도는 당니엔밍위에(當年明月)79)의 원작 소설 《명왕조의

그런 일들[明朝那些事儿]》에서 영향을 받았다. 연극대사의 통속화는 전

통희곡의 개방식 무대를 회복하려는 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락

성을 추구하는 개방식무대는 대중적인 대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막이 오르면 명왕조의 16명의 황제가 황포를 입고 삼삼오오 담소를

79) 본명은 石悦이다. 《명 明》의 각색을 담당했다. 연극 명나라를 소재로 한 인터넷 소설은 한

족이 지배했던 명나라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바로 사회적인 명나라 붐을 일으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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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면서 등장을 한다. 티엔친신은 극의 첫 장면부터 상성(相声)기법을

응용한다. 상성 기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통속적인 연극대사는 공연

시작부터 ‘제4의 벽’을 거부하고 관객과의 교류를 시도한다. 막이 오르고

16명의 황제들이 다 같이 극의 첫 대사를 한다. 그림 26)참조.

그림26) 담소하는 16명 황제.

（투명막, 조명이 어두워지고 배우들이 황포를 입고

삼삼오오 무대에 등장한다. 투명막 뒤로 배우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두 명의 검장80)이 배우들에게 차를 따른다. 배우들이 의자에 앉는다.)

(투명막이 올라가고 조명이 밝아지고 배우들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한 줄로 서서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온다.)

모두: 위층 관객들,

(모두 허리 숙여 인사한다.)

휴대폰 진동으로 설정하신 관객들,

(모두 허리 숙여 인사한다.)

저녁 식사 안하신 관객들,

(모두 허리 숙여 인사한다.)

집이 4환 밖인 관객들,

(모두 허리 숙여 인사한다.)

공연티켓 돈 주고 입장한 관객들,

80) 검장(检场）:중국 전통희곡 공연에서 막을 내리지 않은 상황 하에서 도구를 설치하는 사람 또

는 도구를 철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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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허리 숙여 인사한다.)

우리들의 수다에 짜증안낸 관객들,

(모두 허리 숙여 인사한다.)

【纱幕，光暗，众演员着黄服，纷纷上台，在纱幕后随意的走动。

【两检场人上，给众人端茶，交流。众人坐在椅子上。

【纱幕起，光亮，众人起坐，并排走到台前。

众人：楼上的，

【众人，整齐的给观众鞠躬

手机调成震动的，

【众人，鞠躬

还没来得及吃晚饭的，

【众人，鞠躬

家住在四环以外的，

【众人，鞠躬

自己买票看戏的，

【众人，鞠躬

听我们说这么半天还不烦的。

【众人，鞠躬81)

자유로운 분위기 속의 유머러스한 대사는 배우와 관객의 교류를 시

도했다. 황포를 멋스럽게 차려입은 황제가 관객에게 현실생활의 내용으

로 이야기를 풀어감으로서 무대 위의 배우와 객석의 관객의 거리를 한꺼

번에 없애버린다. 중국 전통곡예 상성기법은 전체 극을 지배하고 있고

이는 다음의 대사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27) 28) 참조.

81)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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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그림28)

황제의 현실대사. 셰익스피어가 누구냐고 묻는 황제.

        

황제: 나는 황제야, 황제가 바로 짐이야. 짐은 과인이고 천자이고

용이고 대빵이고 사장이고 윗 대가리고 봉 두들기는 사람이고

일언천금이야, 즉 말하면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야.

皇帝：我是皇帝。皇帝，就是朕、寡人、天子、龙、头头、老板、

老大、拍板兼盖章的，一言九鼎，总而言之，是说话算话的。82)

황제: 나는 방대한 선단을 소유하고 있어, 제일 큰 거는 길이 44장,

               너비18장이야. 구체적인 크기는 혼자 생각해. 내 선단에는

2만 여명이 있어. 수 천대 배는 종횡무진하고 주유천하야.

뭐든지 다 해. 근데 사업만은 안 해.

皇帝：我拥有这世界上最庞大的船队，最大着，长四十四丈尺，

阔一十八丈，具体有多大，自己去想。我的船队有两万多人，

上千条船，纵横四海，周游天下，什么都做，就是不做生意！83)

         황제: 이 대본 누가 썼어?

환관: 셰익스피어입니다. 폐하!

황제: 몇 품 벼슬이야?

82)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5

83)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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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 향장84)도 못했습니다. 폐하!

황제: 향장도 못한 놈이 감히 대본을 써? 당장 잡아 들여라!

皇帝：这剧本谁写的？

太监：莎士比亚，皇上。

皇上：几品官啊？

太监：乡长都没當过，皇上。

皇上：乡长都没干过。就敢写剧本？把人抓来！85)

    이와 같은 황제의 통속적인 대사는 기존의 역사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간단명료하고 유머러스한 대사는 원작의 절

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원작소설에 기초한 연극대사는 티엔친신의 편집

을 거쳐 북경 지역의 언어로 바뀌지만 전통희곡 상성(相聲)기법의 기본

적인 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배우들의 대사에는 상성기법의 많은 독

백이 들어가 있고 일상생활 북경 골목에서 사용하는 서민적인 언어가 사

용되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대사들이다.

환관: 폐하가 일이 생기면 혼자 알아서 챙길 거야.

셋째 태자: 대본이 너무 솔직하네.

아버님, 남으셔도 되고 도주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太监：皇帝出事儿能自己把自己捞出来。

三皇子：剧本写的太实诚。

父亲，您想留住就留住，想流窜就流窜，随便。86)

환관: 우리 회사는 동안문 쪽에 있고 세력이 커.

금의위: 협력업체네, 우리는 협력업체야.

환관: 됐어, 다들 돌아가. 오늘 야근 없어.

84) 한국의 면장에 해당 됨.

85)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9-10

86)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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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위: 퇴근이래.

환관: 퇴근시간이니 끝내자고. 나는 독자기업이야.

황제의 퇴위를 협박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격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

太监：我们单位在东安门，权利很大。

锦衣卫：兄弟单位，我们是兄弟单位。

太监：行了，散了吧。不用加班。

锦衣卫：下班了。

太监：下班时间，该收场了。

本人独家经营逼宫等业务，价格公道。87)

    첫 부분이 끝난 두 번째 부분부터는 ‘극중극’으로 내용이 전개되었

다. 그림 29)에서 배우들은 황포를 무대 좌우측의 모델에게 입히고 아래

는 청바지, 위에는 명나라 시대 의상을 입고 안경을 끼고 《리어왕》의

내용에 따라 황제와 세 아들 간의 왕위쟁탈의 음모술수를 꾸민다. ‘극중

극’ 중간에도 배우들은 ‘극’ 외의 대사를 한다.

그림 29) 황포를 벗어서 모델에게 입혀준다.

황제: 내가 연기하는데 앞을 막지 마.

첫째: 내 모자 똑바로 되었어?

87)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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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你别挡我演戏。

大皇子：看我帽子戴得正不正？88)

  티엔친신은 연극 《명》의 통속적인 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

힌다.원작 소설의 간단명료한 실생활적인 언어가 본 연극 작품의 통속

적인 대사에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배우들의 많은 독백은 경극에서의

운백(韵白)89)이 아니라 경백(京白)90)이다. 연극대사의 대중적인 언어는

관객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 출근해서 하루 종일 힘든 업무에 시달린

관객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연극을 관람하러 왔을 때에는 휴식이 필요

하지 않겠는가? 연극대사의 통속화는 연극의 보급 면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91) 이전까지 작품이 관객의 수요보다는 정부의 주류

사상과 연출가 본인의 예술적인 창작에 치우쳤다면 연극 《명》부터는

상업연극 즉 관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완성했다.92) 여기에서 티엔

친신이 전통극 개방식 무대의 회복을 시도하면서도 연극의 상업성을 시

종일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성(相声)기법은 ‘극중극’ 장면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오

락성을 추구한다.

환관: 내가 지식이 없다고? 이 대본에 세 명의 딸이 있고

그중 한명의 이름이 오스트로프스키(아오쓰터뤄푸스지)93)야

황제: 뭐 기사(스지)라구? 코딜리아(카오위리야)94)야

환관: 군고구마(코우디과)? 궁중주방, 군고구마.

황제: 먹보냐? 세 명의 딸의 부친에 대한 사랑은 말도 마(마)!95)...

88)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25

89) 운백(韵白) 경극에서 전통적인 독법(读法)에 따라 읽는 대사이다.

90) 경백(京白): 경극에서 베이징 말로 읽는 대사이다.

91) 田沁鑫，『田沁鑫的戏剧场』，北京大学出版社，2010， p.235 참고

92) 연극 《명 明》은 2008년 초연에 200만위안(한화 약 3억4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09년의

연극 《홍장미백장미 红玫瑰白玫瑰》는 1000만위안(한화 약 17억원)의 수입을, 2010년 연극

《사세동당 四世同堂》은 19개 도시 순회공연에 2000만위안(한화 약 34억원)의 수입을 거둔다.

93) 오스트로프스키의 중국어 아오쓰터뤄푸스지[奥斯特洛夫斯基]에서 스지[斯基]는 운전기사의 뜻

인 스지[司机]와 발음이 같다.

94) 리어왕 딸 코딜리아의 중국어 카오위리야[考狱利亚]는 군고구마의 뜻인 카오거디과[烤个地瓜]

와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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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 마라훠궈? 궁중주방, 마라훠궈야.

황제: 아직 이네.

太监：谁说我没文化呀，我还知道这剧本里有三位闺女，

有一个叫奥斯特洛夫斯基。

皇上：什么司机啊，是考狱利亚。

太监：烤个地瓜？御膳房，烤个地瓜。

皇上：你就知道吃。这三闺女对父亲的爱，还都挺麻...

太监：麻辣火锅，御膳房，麻辣火锅。

皇上：你没完啦。96)

첫째 태자: 먼저 셋째를 죽이고, 셋째의 살을 갖고,

둘째 태자: 우리 만두 해먹자, 내가 만두피 만들게.

첫째 태자: 만주 속은 내가 할께. 생강도 넣고 마늘도 넣고.

둘째 태자: 소금 넣고 마늘 넣고.

첫째 태자: 새우 살 넣고 계란 넣고.

둘째 태자: 난 고수풀이 좋더라.

첫째 태자: 나도.

大皇子：先干掉老三，然后用肉酱，

二皇子：包饺子。我抻皮儿。

大皇子：我捏馅儿，放点儿姜加点儿葱。

二皇子：放点儿盐再放点儿蒜。

大皇子：加点虾仁和鸡蛋。

二皇子：我喜欢吃香菜。

大皇子：我也是。97)

 중국 관객에게 익숙한 상성(相声)표현기법은 난해한 역사소재에 거

부감을 갖고 있는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개방

식무대를 회복하려는 연출의 시도에 전제조건이 되었다. 유사한 연출기

95)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된 중국어 마[麻]는 사천 샤브샤브인 마라훠궈[麻辣火锅]의 첫 번째 글

자와 같은 한자이고 같은 발음이다.

96)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8

97)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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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대극《홍장미와 백장미》의 초연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욕망

과 이성으로 인물이 분해된 두 명의 퉁전바오가 애인인 홍장미에게 구애

(求愛)하는 장면, 아내 백장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장면에

서 사용된 상성기법은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연극대사의 통속화를 시

도하는 연출방식의 지속성을 알 수 있다.

통속적인 대사는 기존 사실주의 연극에 익숙한 관객에게는 신선함과

동시에 생소함을 부여하지만 통속적인 대사가 관객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실험이었고 전통희곡의 공연형식 회복을 위한 실험이었기에 연극의 대중

화에 일정한 작용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티엔친신이 《명》을 통해 전통

희곡에 대한 연극관념을 재정립했고 중국식 연출기법의 다양성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익한 실험이었다고 사료된다.

제3절 ‘연습실연극’에 대한 탐구

티엔친신은 전통희곡의 공연형식을 회복하기 위해 《명》에서 ‘연

습실연극[排练场戏剧]’의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연습실연극’이

란 무엇인가? 티엔친신은 ‘연습실연극’에 대해 이렇게 밝힌다. “중국관객

이라면 연극을 관람할 때 일종의 ‘가정(假定)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이

는 중국 전통무대가 일종의 놀이문화이기 때문이다. ‘연습실연극’은 무대

라는 하나의 공간에 배우의 연기구역과 휴식구역이 공존한다. 즉 무대에

오르기 전, 연습실에서 작품을 연습할 때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

다. 관객은 전통희곡의 오락성[游戏性]을 염두에 두고 어디가 연기구역이

고 어디가 배우의 휴식공간인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기존의 연극처

럼 관객에게 무대에서 보여 지는 것만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나

는 관객과의 교류를 중요시 한다.”98) 그는 ‘연습실연극’을 통해 관객과

배우와의 교류를 시도했고 관객에게 중국전통희곡의 놀이문화를 일깨워

98) 莱比希,明明不是李尔王,「上海戏剧」, 上海出版社, 2009, p.14-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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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서 기존 사실주의 연기법에 도전을 했다.

‘연습실연극’ 표현형식에서 우리는 브레히트의 ‘소외효과’를 찾을 수

있다. 브레히트는 중국공연예술에 적용되는 ‘소외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

혔다. “중국 배우의 표현이나 사건은 관객들의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중국 배우는 제4의 벽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하

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표시한다

.”99) 이는 관객의 의식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배우의 행동은 관객에

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야 하며 중국배우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감추지 않고 관객과 약속이 되어있는 전제하에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서양과는 다른 중국의 독특한 공연문화를 살펴보면서 전통극에 나타

나는 ‘소외효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전통희곡에

서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비극적인 대사로 창(唱)을 하려면 대부분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배역[角儿]은 휴식하면서 수염을 벗어 놓

기도 하고 검장(检场)이 갖다 주는 차를 마시면서 검장(检场)과 담소를

나누고 땀을 닦기고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검장(检场)이 무대 아래로 내

려가고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수염을 쓰고 몸을 돌려 언제 휴식을 취

했냐는 듯이 자신의 연기를 이어나간다. 이 모든 것은 무대 위에서 이루

어지고 관객도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창이 지나면 “좋아

[好]”를 외치고 객석에서 간식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해바라기도 까먹는

다.

위와 같은 공연문화를 전제로 배우들은 《명》에서 무대 위의 배역

과 배우 간에 ‘뛰쳐나옴’과 ‘진입’ 을 반복했다. 배역에서 ‘뛰쳐나옴’으로

인해 배우는 무대 위의 관객이 되고, 휴식하다가 또다시 배역으로의 ‘진

입’을 통해 ‘소외효과’ 즉 생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우의

‘뛰쳐나옴’ 과 ‘진입’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 역시 배역과 무대 위 관객(배

우)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소외효과’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중국

전통극은 이러한 ‘소외효과’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생소함을 느끼고 정서

99) 이상면, 『브레히트와 동양연극』, 평민사, 2001, p.7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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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몰입을 멈춘 차원이 아닌 그 생소함을 이용하는 세련된 방식 즉 배

우와 관객의 사전 약속을 전제로 하고 개방식(开放式)인 공연문화를 사

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티엔친신은 이와 같은 개방식(开放式)인 중국전통희곡의 연기양식과

관객의 공연관람 상황을 본 연극에 도입함으로써 개혁적인 연극실험을

강행하였다. 여기에서도 ‘제4의 벽’은 거부되었고 파괴되었다. 연출은 배

우들이 무대의 연기구역에서 스포트라이트 조명 안으로 들어오느냐 나가

느냐에 따라 배우들에게 극중 배역의 연기와 배우 자신의 모습을 요구했

다. 그림 30), 31)의 배우들은 연습실과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무대 위

에서 체험하면서 연기를 이어나갔고 때로는 배우로서 때로는 관객으로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는 배우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대세

트와 소품을 교체해주는 스태프들한테도 적용되었다. 배우들이 연기하건

말건 스태프들은 무대세트와 소품의 교체를 위해 스스럼없이 스포트라이

트 조명 밖에서 움직였다. 이러한 배우와 스태프의 모든 장면이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되며 관객은 이러한 ‘연습실연극’을 통해 기존의 연극에서

는 체험할 수 없었던 생소함과 자유스러움(편안함)을 느끼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무대 위의 연기구역과 휴식공간을 분별했다. 여기에서 의미하

는 생소함은 길들여졌던 기존의 관람상황이 아닌 전통공연형식을 접하는

데서 오는 당혹감이고 자유스러움(편안함)은 처음 당혹감의 시점 이후부

터 느끼게 되는 전통공연문화의 자유스러움(편안함)이다.

그림 30) 그림31)

무대 위에서 휴식중인 배우들. 앞에 배우가 연기할 때

다른 배우 연기를 관람하고 있다. 뒤에 배우는 물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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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연극’의 표현방식은 2008년 당시에는 중국연극학계에 충격으

로 다가왔고 개혁을 알리는 신호로도 간주되었다. ‘연습실연극’의 실험적

인 탐구는 본 공연에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었다. 티엔친신의 곤극 《1699·도

화선(1699·桃花扇)》, 현대극 《홍장미와 백장미(红玫瑰与白玫瑰)》의 초

연판과 유행판100)에서도 《명 明》과 유사한 연극실험이 있었다. 곤극

《1699·도화선(1699·桃花扇)》에서는 무대 좌우의 악대를 뒷무대로 이동했

고, 기존 악대들이 배치되었던 좌우측에 배우들의 객석을 마련하여 삼면무대

를 완성했다. 객석의 배우들은 자기 순서가 되면 무대에 등장하여 연기를 했

고 연기가 끝나면 다시 객석으로 돌아가는 순서를 이행함으로써 개방식 무

개의 실험을 진행했다. 초연판의 《홍장미와 백장미》에서 현재와 과거로

표현되는 좌우의 연기공간에서 배우들은 배역의 연기가 끝나면 조용히

연기구역의 뒤쪽에 배치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고, 배우의

모습은 어렴풋한 조명 하에 관객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다소 조심

스럽게 진행되었던 초연판의 ‘연습실연극’ 표현은 유행판에서는 적극적으

로 활용되었다. 유행판의 배우들은 극 중 배역에서 분리되어 관객과 대

화를 시도하고 동료 배우들과 연습 때처럼 배역에 대해 의논하다가 다시

극을 전개하면서 ‘연습실연극’의 표현방식을 활용했다.

그렇다면 ‘제4의 벽’을 파괴한 중국전통희곡의 요소가 ‘연습실연극’을

통해 작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아래의 장면을 통해

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배우들은 《명 明》의 배역과 극중극 《리

어왕》의 배역 사이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극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두: 이 민족의 선진적인 과학기술, 문화예술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려고 한다. 지적소유권도 포기할거야. 세계의

모든 이한테 대 명나라의 업적을 느끼게 할 거야.

(모두가 황포를 벗어서 뒤에 있는 모델에게 입힌다.)

셋째 태자: 오늘 모든 게 바뀔 거야. 오늘 결정을 해야 돼.

(셋째 태자가 무대 좌측에서 황제로 분장 중이다.)

100) 2006년《1699·도화선(1699·桃花扇)》발표, 2008년 초연판《홍장미와 백장미(红玫瑰与白玫

瑰)》, 2010년 유행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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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검장이 의자를 옮긴다)

황제: 의자는 왜 옮겨? 대신들을 들라 하라.

모두: 들랍신다.

众人：我可以慷慨的将我们这个民族先进得科学技术，文化艺术，

传播到世界的各个角落，不收你们一分知识产权。让这个

世界上所有的人，都能体验到大明的光辉！

【众人，换装，纷纷将黄服脱下，穿在造像上。

三皇子：今天，一切都将变化。今天，我要做一个决定。

【三皇子，从台右下，换装皇帝

【两人，搬椅子。

皇帝：谁让你们搬走的？上朝！

众人：上朝! 101)

    위의 장면에서는 황제와 셋째 태자를 제외한 14명의 황포를 입은 배

우들이 황포를 벗어서 뒤편에 서있는 모델에게 직접 입힌다. 이때 검은

색 의상을 입은 검장(检场)들도 나와서 배우들의 의상교체를 도와준다.

황포를 벗으니 배우들의 대신(大臣)의상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관객들

이 보고 있는 무대 위에서 진행되었다. 이때 배우들은 황제배역에서 ‘극

중극’의 진입을 위해, 기존의 배역에서 ‘뛰쳐나옴’을 시도해 또 다른 배역

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무대 스태프에 해당하는 전통극의 검장(检场)

들도 이 상황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무대에서 배우의 의상교체를 도와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관객에게 그대로 노출된다. 즉 배우와 배역과의

‘소외효과’, 관객과 배우의 ‘소외효과’, 관객과 검장의 ‘소외효과’가 이 장

면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황제배역에서 ‘뛰쳐나온’ 배우들은 검장의 도움을 받아 의상을 교체

하고 ‘극중극’의 또 다른 배역의 ‘진입’을 완성했다. 배우들은 손에 부채

를 하나씩 들고 있고 환관 역을 맡은 배우의 손에는 여자용 깃털부채가

들려있다. 대신의상을 입고 있는 배우들은 때로는 코러스로, 때로는 자신

101)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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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맡은 대신이나 책략가, 병사로 배역이 수시로 바뀐다. 이때부터 본

격적인 명나라 황실의 권력쟁탈 이야기가 연극 《리어왕》 내용을 토대

로 한 ‘극중극’ 형식으로 전개된다.

둘째 태자: 아버님, 이젠 우리 차례인가요?

첫째 태자: 반나절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제: 그래, 귀염둥이 아들들아, 많이 기다렸지.

리어왕 극본에 근거해서 극중극으로 한번

가보자꾸나. 나에 대한 사랑을 말해 보거라.

첫째 태자: 내가 맏이야. 내가 먼저 말할 거야.

아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환관: 당신은 큰 딸을 연기해야 하는 데요?

(환관이 첫째 태자의 머리에 꽃을 꽂아준다.)

첫째 태자: 내가 연기하는 데 막지 마.

지금부터 난 큰 딸이야.

아버님, 사랑 합니다.

둘째 태자: 큰 언니는 어쩜 나랑 같은 생각일까!

二皇子：爸爸该我们了吧。

大皇子：这都等半天了。

皇上：呦，我这宝贝儿子，等不及了。

来吧，根据李尔王的剧本演演戏中戏，

说说对父亲的爱吧。

大皇子：我是老大，我先来。爸爸，我是爱您的，

我是最爱您的。

太监：你演的是大闺女。

【太监，给大皇子带花。

大皇子：别挡着我演戏！我现在是大闺女。父亲我爱您。

二皇子：大姐，你简直和我想的是一模一样啊！102)

102) 田沁鑫，『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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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장면은 황제와 세 명의 아들들이 《리어왕》의 ‘극중극’을 시작

하는 장면이다. 세 명의 아들들은 청바지에 안경을 끼고 연기를 시작하

고 환관은 때로는 소품담당으로 변해 첫째 태자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기

도 한다. 첫째 태자의 “내가 연기하는데 막지 마, 이제부터 나는 큰 딸이

야”라는 대사는 관객에게 ‘이제부터 다른 배역으로 연기 시작합니다.’를

제시했다. 배우는 ‘극중극’에 ‘진입’하기전의 첫째 태자배역과 “내가 연기

하는데 막지 마, 이제부터 나는 큰 딸이야”라는 대사 이후, ‘극중극’ 에

‘진입’한 큰딸 배역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즉 배우본인->(첫째 태자)배역

->‘극중극’의 (큰딸)배역 등 세 명의 인물을 짧은 순간 관객한테 보여주

고 이중적인 제시를 시도하면서 ‘소외효과’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소외효과’ 는 전통극에서는 이미 사전에 약속되어진 행위이기에 이 장면

은 전통극의 오락성을 시도하는 범주에 속한다.

전통극의 표현기법은 관객의 ‘감정이입’을 방해하고 인위적인 예술행

위만을 행하는 브레히트의 ‘소외효과’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중국 관객

은 배우와의 사전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의 뜻을 알고 있기에 배우연기의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소외효과’를 즐긴다.

  티엔친신은 중국 전통극의 표현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개방되어 있는 연극을 좋아한다. 구속되어 있는 형식은 싫다.

《명》에서 배우들은 연기구역으로 수시로 진입하고 뛰쳐나간다. 자기배

역의 연기가 끝나면 배우들은 무대 위에 마련되어 있는 휴식공간에서 차

를 마실 수 있고 배우들과 관객의 입장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자기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연기구역으로 들어와서 연기를 이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중국관객은 연극을 관람할 때 극전개의 흐름을 중요시한다.

검장(检场)이 무대 위에 있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의치 않는다. 시

종일관 ‘상징성 象徵性’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프로시니엄

무대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관객에게 전통극의 무대양식을 일깨워 주고

싶다. 나는 중국식 공연양식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본 공연을 통해 탐

구하려고 한다.”103) 그에 따르면 전통극을 관람할 때 관객은 일종의 ‘소



- 77 -

외효과’를 즐기면서 공연을 관람한다. 즉 무대 위에서 배우가 행하고 있

는 배역의 연기와 배우 본연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즐기는

것이다.

위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중국 전통극이 상징과 형식화의 예술임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텅 비어있는 무대공간에 간단한 의자나 책상만

있으면 모든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 극의 흐름에 간단한 소품만 있으면

모든 장면의 연출이 가능하다. 배우는 텅 비어 있는 무대를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며 신체동작으로 상황을 표현했다. 그만큼 무대와 배우와 관객

이 서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객은 배우가 보여주는 연기이외에도

각자의 상상력으로 상황들을 추리를 하기에 보여 지는 모든 상황보다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다. 티엔친신이 시도한 ‘연습실연극’의 표

현방식은 서양의 사실주의 연극에 익숙해져 있는 관객에게 객석에만 국

한되지 말고 무대, 배우와 공감을 형성하도록 이끌어가는 중국 전통극의

고유한 표현방식이다. 즉 그는 관객에게 중국전통희곡의 놀이문화를 일

깨워주고 중국전통의 개방식 무대형태를 회복하려고 시도를 했다. 어떻

게 보면 중국전통 희곡의 각종 요소는 현대연극에 익숙해져 있는 관객한

테는 무대와 배우와 관객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낯설음과 당혹감을 느끼

게 하는 ‘소외효과’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삼자의 관계가 그 어떤 부

류에도 얽매이지 않고 태초부터 하나임을 증명하는 것이 본 공연에서 티

엔친신이 시도한 ‘연습실연극’의 표현방식이 아니었는지 생각된다.

4장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티엔친신은 전통극의 가정성을 활용

하여 무대의 빈 공간을 구분했고, 또한 무대의 유동성을 강조하여 관객

과 무대의 교류를 촉진했다. 전통극의 개방식 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상

성기법을 사용한 연극대사의 통속화(通俗化)와 ‘연습실연극’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실험을 감행했고, 주류사상을 전제로 관객의 인정을 받아 상업

적으로 성공을 함으로서 연극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 《생사의 장》을

창작할 때 까지만 해도 정부의 사상에 치우쳐있던 티엔친신은 《명》부

터는 관객의 입장에서 창작한 상업연극을 발표했다. 중국학계는 《명》

103) 田沁鑫，'연출노트에서'『田沁鑫的戏剧本』，北京大学出版社，2010，p.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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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표명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분열되지 않고 하

나임을 위시하는 사상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젊은 관객들은 연극에

서 표현된 많은 요소의 집합체에 환호를 하며 극장으로 몰려들어 공연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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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티엔친신의 각색과 연출의 가치

 중국학계에서는 현재까지도 연극 《생사의 장》에 대해 신사실주의

연극104)이라는 주장과 실험연극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의

에 대해 본고는 연극 《생사의 장》이 작품 내용면에서는 사실주의 요소

를 내포하고 있고, 무대연출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실험극적 요소가 내

포된 신사실주의 연극이라고 판단한다. 중국학계는 연극 《명》에 대해

서 구체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본고는 작품내용면에서는 사실

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연출기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개방무대의

기법을 실험한 신사실주의 연극이라고 판단한다.

티엔친신은 90년대 방황하던 중국 현대극계에 희망과 활력을 부여한

연출가이다. 그는 주류사상 의식을 전제로 하고, 서양 현대연극과 중국

전통극을 결합한 실험적인 연출기법으로 예술과 상업이 공존할 수 있음

을 증명함으로써 중국 현대극계의 발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활발한 시장경제를 구축한 90년대 후반의 사회 환경

속에서 중국 국민들은 개인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

만을 우선시하기에 사회적 가치는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를 홀시하는 국민의식은 정부가 선전하는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

의 건설에 필요한 강대한 정신력, 완강한 투지, 일치한 행동”에 어긋나는

현상이었다. 하여 중국정부는 국가 및 사회의 목표와 가치를 우선시할

것을 적극 선전하면서 ‘5개1프로젝트[5個1工程]’와 ‘문화상(文华奖)’을 설

치하여 장려했고, 정부소속 극단들도 이 선전을 담당하는 주류 연극을

열심히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장려에 선정되기 위해 정부소속 극단들

은 작품을 바꿀지언정 연출방식만은 사실주의 무대극 체계를 고집했고

이러한 연출방식은 관객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결국 정치연극으로

남게 되었다. 왕하이링[王海鸰]의 《세례(洗禮)》는 군인가족들이 홍수재

104) 신사실주의는 ‘네오리얼리즘(neo realism)’의 번역이다. 현재 중국 학술계는 네오리얼리즘을

신현실주의(新現實主義) 또는 현대현실주의(現代現實主義)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

지만 본 연구가 한국에서 진행 되고 있기에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사실주의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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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장에서 정신적인 세례를 거쳐 가족의 화목을 찾는 내용으로 전개되

었다. 본 작품은 재난 속의 인민을 구하는 희생정신을 찬양했기에 군인

과 정부의 지지를 받았지만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방식에 따라 등장인

물의 성격묘사에만 중점을 두었기에 새로운 미적관념과 세련된 형식미

(形式美)를 갈망하는 관객의 수요는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모더니즘 연극

인 선봉연극[先鋒戱劇]은 정부의 주류사상은 배제했지만 연출가들의 놀

이형식에 치우쳐 관객의 몰이해를 초래했다. 연출가 린자오화[林兆华]는

《세자매 고도를 기다리며[三姊妹 等待戈多]》에서 사무엘 베케트의 《고

도를 기다리며》와 체호브의 《세자매》를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 연극실

험을 진행했다. 외딴 섬에서 모스크바로 돌아가려는 세자매의 기다림과

외딴 섬 밖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묘사한 작품에 연극계는 부동한 시대에 나타난 ‘기다림’의 미학

이라고 극찬을 했다. 하지만 연출가의 실험형식만을 중요시한 《세자매

고도를 기다리며》는 관객의 외면을 받은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주류

연극이든지 모더니즘연극이든지 모두 관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현한 티엔친신의 작품은 중국 현대극계에 신선한 활력을 주었고 정부

와 관객의 인정, 예술과 상업의 성공을 동시에 획득했다.

찬위안[單元]은 《생사의 장》이 정부와 관객의 인정을 받고 예술과

상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이렇게 밝힌다. “본 연극은 적

막함 속에 장기간 방치되었던 연기영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이는

연출가와 배우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고 평온하기만 했던 무

대에 실험적인 신선한 형식을 도입시켰다. 본 공연을 통해 새로운 연극

적 양식에 활력을 얻은 학계와 심미적 가치를 창출한 관객들은 중국 현

대연극이 발전할 수 있는 추세를 읽을 수 있었다. 연출은 오늘날 사회적

가치와 민족운명을 홀시하는 국민사상의 본질을 파악했고 국민들에게 민

족적 자존심은 반드시 양성해야 하고 민족의 운명은 국민단결을 통해서

만이 형성된다는 사상을 호소했다.”105) 티엔친신이 정부정책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실험적인 연출방법을 작품에서 표현했고, 관객의 수요를 정

105) 单元，‘契合与创造－话剧生死场之我见’，咸宁师专学报，2001



- 81 -

확히 파악해 상업적으로 성공을 꾀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현대연

극과 기타 예술이 생존하려면 정부체재 ‘내외(內外)’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은 비록 주류연극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타

정치연극처럼 정부의 정신과 사상을 공개적으로 선전하지 않았다. 다만

주류사상의 의식형태를 전제로 하고 연출가 개인의 사상의식을 추가할

뿐이다. 티엔친신의 주류사상 의식형태는 위에서 살펴본 《생사의 장》,

《명》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생사의 장》에서는 무지한 농민들의 자

발적인 항일투쟁을 통해 오늘날의 국민들에게 비참했던 민족의 재난을

되새기고 사회적가치의 창출을 위해 각성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호소했

고, 기본국책인 ‘남녀평등’을 주장함으로서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명》에서는 한족이 지배를 했던 명나라 왕위계승을 통해 강산은 아직

도 하나임을 강조했다. 오늘날 한족을 중심으로 56개 민족이 힘을 합쳐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티

엔친신은 이러한 주류성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와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았

고,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실험적인 연극방식과 관객이 원하는 연극적

인 요소를 《생사의 장》과 《명》에 도입함으로서 관객으로부터 환영

받았으며, 예술과 상업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허예[何叶]는 “티엔친신의 작품에는 주류와 변방, 전통과 현대, 예술

과 상업에 대한 계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중국 현대연극의

발전상을 계시(啓示)했고 예술창작의 방법론을 제시했다.”106)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티엔친신이 정부정책과 대중문화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체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연극예술의 미적인 원칙을 고수하여 작품

창작을 진행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생사의 장》각색극본에 나타난 중국정부의 주류사상-중국의 ‘남녀

평등’ 정책을 지지하는 정신과 사회적 가치를 홀시하는 국민들에게 각성

함을 호소하는 정신, 민족의 재난을 되돌아보면서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

는 정신 등은 정부와 학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작품에 표현된 실

106) 何叶, “田沁鑫戏剧艺术评析”, 清华大学人文社会科学学院 硕士学位论文,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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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인 연출기법-‘소외효과’를 추구한 신체동작, 몽타주기법을 사용한 시

공간의 변화, 전통극의 가정성을 사용한 무대공간의 확장 등은 관객의

인정을 받아 《생사의 장》은 예술과 상업에서 모두 성공한 작품으로 기

록되고 있다.

《명》은 각색극본에 나타난 중국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임을 위시하

는 사상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관객과 배우의 교류를 시도한 전통

극의 상성기법을 사용한 연극대사의 통속화(通俗化), 중국 전통극의 개방

식 무대를 회복하려는 ‘연습실연극’의 혁신적인 실험 등은 관객의 인정을

받아 상업적으로 성공을 이룩함으로서 중국연극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

《생사의 장》과 《명》의 연출기법 규명을 통해 티엔친신의 작품에

는 중국 전통극 표현형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즉 티

엔친신은 중국 전통극의 표현형식을 위주로 하고 서양현대극의 장점을

수용해 작품에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양현대극과의 소통

을 통해 수용을 하지만 추종은 않는다는 연출가 개인의 이념(理念)을 알

수 있다.

중국 전통극의 양식적 기법은 티엔친신 연출기법의 주춧돌이다. 그

는 첫째 전통극의 간결화와 가정성을 전제로 사용하여 무대의 유동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연출이 중국 전통극의 빈공간의 미학을 이용해 무대의

시공간을 리듬감과 조형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체연기의 미

적인 아름다움과 무대배경의 색감을 중요시했고 이들이 극의 흐름에 수

식적인 작용을 이루게 했다. 즉 배우의 한 가지 동작 또는 무대에서 표

현되는 하나의 색감까지도 극의 흐름과 서로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을 하

는 것이다. 그것은 연출이 현대극에 중국 전통극의 사의(寫意)미학을 운

용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사의(寫意)미학을 개념적인 단순한 운용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계승 발전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로 작품 속에 표현

했다. 셋째 그는 역사적인 소재와 규모가 방대한 서사(敍事)에 관심을 갖

고, 여성의식을 배제하지만 여성 연출가로서의 풍부한 감수성을 이용해

연출방법을 완성하고 작품에 적극 반영했다.

티엔친신은 이상의 연출기법으로 사회의 변화를 반영했고 관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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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결합을 모색했다. 관객들은 원작소설의 재현에만 멈추지 않는

연출의 예술적인 재창조를 통해 즐거움을 얻었고 티엔친신 또한 시대에

반영되는 관객의 수요를 귀납해 작품에 반영함으로서 상업을 꾀하고 있

었다.

오수경은 “그녀의 작업을 추적하는 것은 중국 당대연극의 변화와 모

색을 가장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기도 하다.”107)라고 티엔친신의 작품을

평가했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티엔친신의 작품이 중국 연극계

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작품에 나타난 주류사상은 정부와 학계의 인정을 받았고, 실험적인

연출기법은 연극계와 관객의 지지를 받았기에 티엔친신의 작품은 현재에

도 ‘주류연극’, ‘상업연극’ 등 대중적인 연극으로 발전 중이며 기타 공연

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 가면서 중국연극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을 기본사상으로 규정하

고 선전한다. 이러한 중국체재에서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예술창작을 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중국 출신 극작

가 가오싱지엔[高行建]의 처지에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이념과 정책이냐, 예술이냐, 상업이냐를 놓게 고민하고 방

황하고 있는 중국 현대극계에 티엔친신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생사의

장》과 《명》에서 보여 준 티엔친신의 연극 세계는 현재 중국의 모든

예술가들이 당대(當代)의 중국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

도임에 틀림없다.

107) 오수경, ‘티엔친신의 <붉은 장미 흰 장미>’,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회, 2011, p.1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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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지금까지 중국정부와 관객의 인정을 받아 예술과 상업에서 동시에

성공을 이룩한 티엔친신의 《생사의 장》과 《명》의 각색에 나타난 주

류성과 실험적인 연출방법에 대해 고찰을 했다.

중국 국가화극원(国家话剧院) 소속 연출가인 티엔친신은 정부 방침

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자신만의 연극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주류연극인

《생사의 장》의 각색으로 정부와 학계, 관객의 인정을 받으며 서양현대

극과 중국 전통극의 요소를 결합한 연출방법으로 연극탐색을 진행했고,

연극 《명》에서는 주류성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으며 중국 전통극의 개

방식 무대를 회복하려는 실험을 감행했고 젊은 관객의 기호에 어울리는

실험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2장에서는 중국의 신사실주의 주류연극의 발생배경과 현황을 고찰하

면서 《생사의 장》과 《명》에 나타난 주제사상을 도출했다. 《생사의 장》

에서는 원작소설과 각색극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원작자와 각색자

가 나타내려는 주류사상과 여성의식을 살펴보았고, 《명》에서는 극본에

나타난 주류사상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실험적인 연출방법에 대해 고찰을

했다. 연출은 브레히트의 ‘소외효과’를 적극 수용해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당시 동북지역 촌민들의 정신상태를 표현했고, 관객은 낯선 신체동작을

통해 현실로 돌아와서 비참했던 민족의 비극을 되새기고 민족의 단결을

각성했다. 연출은 평면적인 무대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화의 몽타주기

법을 사용함으로서 사건과 등장인물의 모순을 강화시켰고, 관객은 긴박

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표현한 평행몽타주와 선형적인 시간의 파괴를 표

현한 전도몽타주를 통해 민족의 비극적인 참상을 다시 되새기고 현실의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현대극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티엔친신의 연출특징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전통극 연출기법을 살펴보았다. 연

출은 중국 전통극의 간결화기법과 ‘가정성’기법을 사용함으로서 무대공간

의 무한한 확장과 무대의 유동성(流動性)을 강조했고 무대와 관객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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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시도했다. 또한 전통곡예인 상성(相聲)기법을 사용해 관객의 재미와

흥미를 자아냈고 연극대사의 통속화에 기여를 함으로서 개방식무대의 오

락성을 추구했다. 이외에도 개방식무대를 회복하려는 ‘연습실연극’ 의 연

출방법을 통해 브레히트의 ‘소외효과’가 적용되는 전통극의 공연문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전통극에서 관객과 배우는 ‘소외’를 놀이문

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며 오히려 이 낯설음을 즐기면서 교류를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위에서 고찰했던 두 작품을 통해 티엔친신의 각색과 연출

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고 정부와 관객의 인정을 받으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개인적인 논의로서 분석을 했다.

테오도르 쌩크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바로 연극이라는 예술

적 행위를 승화시키기 위해 행해졌던 탐구와 실험의 과정이다. 살아있는

전통의 계승이라면 이미 양식적으로 고착화된 연극 행위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어버린 전통의 계승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티엔친신에게 ‘살

아있는 전통의 계승’이란 무엇일까? 또한 ‘전통을 계승하는 탐구와 실험

의 과정’은 어떠한 것일까? 티엔친신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전통의 계승’

은 전통극과 현대연극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중국만의 연극양식을 창조하

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전통을 계승하는 탐구와 실험의 과정’을 통해

중국 고유의 ‘중국식 표현방식’인 개방식무대를 되찾으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티엔친신의 실험적인 연출기법 규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국정부의 체재 내에서 예술과 상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티엔친신

의 각색에 나타난 주류성과 연출기법 탐색과정을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티엔친신의 각색에 나타난 주류성과 연출기법 특징을 《생사의 장》과

《명》을 통해 고찰하고자 했던 시도가 성과를 이룩했을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 티엔친신 작품의 주류성과 상업성을 파악하고 연출기법

을 규명한 종합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에서 본고의 연구

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연구한 티엔친신의

각색과 실험적인 연출기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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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사의 장(生死场)》

샤오홍 소설(萧红小说)/티엔친신 각색(田沁鑫编剧)

<등장인물>

자오싼[赵三]흑룡강 편벽한 시골 농민, 50대. 왕씨 남편, 진즈 父.

왕씨[王婆]흑룡강 편벽한 시골 농민, 40대. 자오싼 마누라, 진즈 母.

진즈[金枝]자오싼과 왕씨 딸, 18-19세이다.

얼리반[二里半]흑룡강 편벽한 시골 농민, 40대. 안짱다리이다. 청예 父.

곰보 댁[麻婆]흑룡강 편벽한 시골 농민, 40대. 얼리반 마누라, 청예 母.

청예[成业]얼리반과 곰보 댁 아들, 20대 초반의 젊은이다.

영지 댁[菱子嫂]촌민, 30대.

오씨 댁[吴姑姑]촌민, 50대.

웨잉[月英]촌민, 20대.

둘째 나리[二爷]지주, 50대.

통역관[翻译官]30대.

경찰[警察]40대.

네 명의 남자 촌민, 두 명의 일본인 병사, 기타인물.

장소: 중국 흑룡강 편벽한 시골이다.

시간: 1931년 9.18사변 전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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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오르면

(무대 뒤편으로 눈이 흩날리고 바람소리가 세차다. 네 명의 농부가 모닥

불을 쬐고 있다. 어정쩡한 자세에 정신상태가 마비된 농부들이다.)

남1: 춥네, 날씨가.

남2: 바람이 칼날이야.

남3: 우물도 얼었대, 물 조리도 깨졌어.

남4: 눈이 많이 내려서 집 문이 막혔어, 문이 안 열려.

(남3의 발에 모닥불 불똥이 튀자 뜨겁다고 소리를 지른다. 다른 남자들

이 남3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시 모닥불을 쪼인다. 달빛이 바닥에 있는

여자를 비춘다. 여자가 옷깃을 여미면서 불을 쬐고 있는 남자들을 가련

하게 바라본다.)

여자: 여보!

(남1이 여자를 바라보고는 대꾸를 않는다.)

여자: (도움을 포기하듯) 배가 점점 불러서 대야처럼 커졌어. 배 안의 애

가 발길질을 해대면서 나오려고 해. 여보, 어떡하지?

남1: (기뻐서) 나오면 날 아빠라고 해야지.

여자: 안 나오면?

남자: 소 돼지는 어떻게 나왔대?

여자: 숨 막혀서 죽는 것도 있대.

남자: (얼굴에 힘주며) 힘껏, 숨이 막혀도 나와야 돼.

여자: 여보, 애가 나오려고 해요.

남1: (희열에 차서) 힘줘!

(여자가 운다. 남1이 여자를 향해서 “힘줘!”소리 지르면서 여자의 다리를

잡아당긴다. 주위의 남자들도 흥분해서 도와준다. 남자들은 여자의 다리

를 밧줄로 묶어서 들어올린다.)

남1: 생로병사(生老病死), 별거 아니야. 낳으면 혼자 크라고 하고, 혼자

못 크면 그냥 놔둬.

남3: 늙어도 별 볼일이 없어, 눈이 안 보이면 보지 말고, 귀가 멀면 듣지

말라고 해, 이빨이 없으면 그냥 삼켜, 못 걸으면 반신불수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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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2: 병? 사람이 오곡잡것을 먹는데 누가 병이 안 나겠어?

남4: 죽는 거 별거 아니야. 애비 죽으면 아들이 울고, 형 죽으면 가족이

울고, 형수 죽으면 친정에서 울면 돼.

남1: 오늘 울면 내일은 괜찮아, 구덩이를 파고 묻어.

남3: 묻고 나서도 살아 있는 사람은 잘 살아가.

여자: 왜 사는 거야?

남자: 모두 먹고 입기 위해서지.

여자: 죽으면?

남자: 모두(기뻐하며)죽어? 끝나는 거지!

(애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무대 어딘가에서 ‘생사의장’ 낡은 글씨

가 어렴풋이 보인다. 암전.)

1장

(구토하는 여자소리가 들린다. 조명이 진즈를 비추고 진즈는 담벼락에

기대어 구토한다. 진즈가 입을 쓱 닦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배를 누른다.

청예가 두리번거리면서 진즈를 찾아서 안는다. 놀란 진즈가 청예를 밀어

내고, 청예는 다시 진즈를 바닥에 넘어뜨린다. 청예가 진즈의 다리를 잡

자 진즈가 청예를 때린다. 청예가 진즈의 옷섶에 머리를 집어넣자 진즈

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청예가 진즈의 옷 단추를 풀려고 하자 진즈

는 청예의 뺨을 때리고 밀어낸다. 청예가 다시 진즈의 다리를 붙잡아 쓰

러뜨리고 품에 안는다.)

청예: 진즈야, 진즈!

(청예는 진즈한테 키스하고 진즈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윗몸을 일으

켜서 청예를 때린다.)

진즈: 죽어, 죽어, 왜 안 죽고 나를 해치는 거야. 엄마가 알았어, 엄마가

알고 있을 거야.

청예: 아버지 더러 너희 집에 청혼하러 가라고 하면 되지.

진즈: 내 배 속에 있는걸 알았을 거야.

청예: 재수 없어,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네 배는 왜 그렇게 부실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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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즈: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청예: 뭘 어떻게 해? 다 쑨 죽인데. 너희 엄마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진즈: 엄마가 날 때려죽이려고 할 거야! 염치도 없어, 엄마는 동의하지

않을 거야.

(진즈가 청예를 때린다. 청예는 화가 나서 진즈를 뿌리친다.)

청예: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진즈가 울면서 청예에게 기대고 청예의 허리를 감싼다.)

진즈: 청예오빠, 오빠. 나를 데려가요. 나한테 빨리 장가를 들어요. 오빠.

(진즈가 청예에게 키스를 한다. 그러는 진즈를 청예가 꼭 안아 준다.)

청예: 널 데려가지, 다른 여자를 데려오게?

(청예가 진즈의 아랫배를 툭툭 친다.)

청예: 이게 뭐야, 나한테 시집오면 아들을 낳아야 해. 집안 가득 낳아줘

야 돼.

진즈: (눈물을 닦으며)되는 거야? 왜 안 되겠어? 내 배가 뭐할 것 있어?

한가할 틈이 없을 거야.

(청예가 진즈를 번쩍 들어서 안고 걸어간다.)

청예: 낳아야 돼, 집안 가득 낳아서 날 아빠라고 불러야 돼. 시끌벅적 한

게 얼마나 좋아.

(진즈는 청예에게 안겨 호박등불을 바라본다.)

진즈: 웨잉이 죽었대.

청예: (째려보면서) 죽으면 죽으라지.

(청예는 으슥한 곳을 찾아서 진즈의 옷섶을 만진다.)

청예: 낳아야 돼, 집안 가득 낳아서 날 아빠라고 불러야 돼.

(진즈는 청예에게 몸을 맡기면서도 눈길은 호박등불을 바라보고 있다.)

진즈: 청예오빠, 오빠, 날 데려가, 날 데려가.

(두 사람은 조명을 따라 퇴장하고 호박등불의 불은 서서히 꺼져간다. 어

둠 속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들린다. 무대 위에는 불꽃이 등장하고 불꽃

사이로 두 명의 남자가 싸우고 있다. 한 사람의 손에는 낫이 들려있고

또 다른 사람은 빈손이다. 싸움 끝에 낫을 든 사람이 빈손인 사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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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찌른다. 피가 뿜어져 나와서 벽에 뿜어지고 손에 낫을 든 사람의 숨

소리가 거칠다. 네 명의 남자와 왕씨가 사력을 대해 불을 끈다. 낫을 든

사람이 시체에서 점점 멀어지고 조명이 이 사람을 비춘다. 농민 자오싼

이다.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옷은 피로 물들여졌으며 가슴에는 핏자국이

선명하다. 손에는 낫이 들려져 있고 얼빠진 듯 서 있다. 불이 꺼지고 사

람들이 시체를 에워싸고는 “죽었어? 죽었네.”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자오

싼이 무대 앞으로 서서히 움직인다. 자오싼의 마누라 왕씨가 “여보! 당신

멋있어요, 당신 멋있어요, 여보!”를 외친다. 조명은 손에 대야를 들고 있

는 왕씨를 비춘다. 왕씨는 대야를 버리고 자오싼에게 다가와서 자오싼에

게 엄지를 치켜댄다.)

왕씨: 여보! 당신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보.

(자오싼이 입을 움직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왕씨: 여보, 죽였어, 여보!

(자오싼은 입을 벙긋거리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왕씨는 자오싼의

따귀를 때리지만 반응이 없자 대야의 물을 자오싼에게 퍼붓는다. 물이

없음을 발견하고는 물을 뜨러 퇴장한다. 남자들이 시체를 들고 와서 자

오싼을 보면서 중얼댄다.)

남자들: 죽었어요.

남자들: 셋째 형.

남3: 죽었어요.

(자오싼이 웅얼거리면서 소리를 낸다.)

자오싼: 죽었어, 둘…둘째 나리, 둘째 나리, 둘째 나리!

(자오싼이 눈을 치켜뜨더니 무언가 본 듯하다. 조명이 지주인 둘째 나리

를 비추고, 둘째 나리가 서서히 몸을 돌린다. 둘째 나리는 자오싼과 나이

가 비슷하고 옷차림에서 귀티가 흐른다. 자애로운 모습에 말투가 온화하

다.)

둘째 나리: 자오싼, 나랑 맞붙지를 말아, 나랑 맞붙어도 토지세는 올려야

돼. 토지세 올리기로 결정 됐어.

자오싼: 강에 물고기 빼고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리가 세금을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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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둘째 나리: 무조건 올려야 돼. 관세, 마을세가 빠듯해, 너희들이 안내면

난 무엇으로 세금을 바치느냐?

자오싼: 한 끼니를 먹으면 다음끼니 걱정입니다. 둘째 나리, 살 수가 없

습니다.

둘째 나리: 자오싼, 내 말을 거스르면 너희 집 장작을 조심해. 불 질러서

한겨울 널 얼어 죽일 거야.

(자오싼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둘째 나리와 멀어지면서 속으로 분을 삭

힌다.)

자오싼: 그렇다면 널 죽여 버릴 거야!

(둘째 나리 기분 좋게 웃는다. 웃음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웃다가 눈물이

흐르자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다.)

(왕씨가 멍하니 서있는 자오싼에게 물을 뿜어댄다.)

(둘째 나리가 조명이 어두워지면 사라진다.)

(자오싼은 왕씨의 물세례에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자오싼: 마누라야!

왕씨: (기뻐하며) 네!

자오싼: 왜 빨간색 옷을 입었대?

왕씨: 둘째 나리를 죽였으니 당신한테 기쁨을 주려 구요.

자오싼: 마누라야!

왕씨: 왜요?

자오싼: 내가 우리 주인을 죽였네!

왕씨: 히히, 죽었어, 죽였지요.

(남자들도 덩달아 기뻐한다.)

남1: 셋째 형, 둘째 나리가 죽었어.

자오싼: 죽었지.

(왕씨가 자오싼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해진 옷을 꿰매어 준다.)

남: 추가세금 없겠네, 셋째 형.

자오싼: 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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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1: 둘째 나리네 집에 가서 소라도 끌고 오자.

남2: 쌀도 가져오자, 좋은걸 먹자.

남4: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풀고 배불리 먹자.

남3: 둘째 나리네 은전도 그한테 나눠줘야지.

남2: 그라니?

남3: 그건 당연히 셋째 형이지.

자오싼: 모두 같이 나눠야지.

남1: 그래도 돼? 셋째 형이 둘째 나리를 죽였으니 셋째 형이 나눠줘.

자오싼: 너희를 불러서 같이 죽였으니 우리 모두 같이 나눠야지.

남1: 셋째 형 의견에 따르도록 해. 셋째 형이 둘째 나리를 죽였으니 이제

는 셋째 형이 둘째 나리 해요.

자오싼: 웃기지마! 우리 다 같이 둘째 나리 하는 거야.

(왕씨가 자오싼의 옷을 깁고는 다시 옷을 입혀준다.)

자오싼: 돈 나누고 각자 마을을 떠나는 거야.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본다.)

남1: 셋째 형, 난 형을 따를 거야.

남3: 나도, 형!

남4: 셋째 형, 형수 나도 있어.

남: 나도.

(남자들이 자오싼 앞으로 모여든다.)

자오싼: (잘난 척을 하면서)그럼 멀리가야지.

남자들: 그래야지.

자오싼: (생각하면서) 마을을 찾아서 큰 집을 짓고 땅도 장만하고, 가축

도 좀 사고 말이야. 마누라 있는 놈은 데리고 가고 없는 놈은 가마를 준

비해!

(남자들이 기뻐하며 자오싼을 바라본다. 곁에서 왕씨도 미소를 머금고

있다. 자오싼이 일어나면서)

자오싼: 다들 모여! 둘째 나리에게 절이라도 하자.

(남자들이 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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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 (언잖아서) 여보, 죽은 사람한테 뭘 해요?

자오싼: 멍청이야, 뭘 안다고! 가서 둘째 나리한테 등불을 켜드려.

(왕씨 거북해하면서 무대 위의 기와조각을 정리하면서 퇴장한다.)

자오싼: 둘째 나리. 오랫동안 주인이셨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폐를 끼쳤

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배고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나 자오싼이 둘째 나리를 해친 것도 조

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우리 집에서 둘째

나리를 배웅합니다. 상여소리를 듣고 저희 고단한 삶을 생각해 주시고

저승길에서는 저희를 욕해도 됩니다.

(자오싼이 남자들을 모이라고 한다. 남자들이 키득거리며 모인다. 왕씨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호박등불에 불을 켠다.)

자오싼: 생로병사, 별거 아니 라네!

남1: (상여소리) 생이여! 그거는 하늘이 화목해서 한 층 한 층 쌓은 거라

네. 발효된 찐빵을 찌면 된다네!

남2: (상여소리)늙은 건! 상한 만두이고 늙은 소의 힘줄이며 염라대왕을

빼고는 누구도 씹지 못한다네!

남3: (상여소리)병이 난건! 몸뚱이가 망가진 거야! 그렇다고 소심해 하지

는 말아라, 메고 다니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따리 넘기 거라.

남4: 죽는 건! 눈을 부라리면서 다리를 꽂게 펴고 저승에 도착해도 길은

막지는 말고, 알겠는가?

남자들: 그렇지!

자오싼: 알았지?

남자들: 그래요!

(남자들이 시체를 들고 일어선다. 이때 어디선가 박수소리가 들려오고

남자들이 멈춰 선다. 둘째 나리가 앞에 나타났다.)

둘째 나리: 괜찮게 부르는데, 누굴 보내는 거야?

남자들: (경직되어서) 둘째 나리?

(자오싼이 놀래서 제자리에 서있고 왕씨는 둘째 나리의 얼굴을 꼬집는

다. 둘째 나리가 왕씨의 귀뺨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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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나리: 이게 미쳤어? 둘째 나리야!

(왕씨가 바닥에 쓰러지고 자오싼은 다시 시체를 살펴본다. 왕씨도 시체

를 확인하러 뛰어간다. 두 사람은 절망스런 눈길로 서로를 마주본다. 동

북민요가 울려 퍼진다. 마치 그들을 비웃듯이 울려 퍼진다. 자오싼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둘째 나리: 죽은 사람이 왜 장삼을 입고 있어? 죽은 게 어떻게 장삼을

입어?

(조명이 서서히 밝아오면 남자들이 둘째 나리에게 무릎을 꿇는다. 왕씨

와 자오싼만이 멍하니 서있을 뿐이다. 둘째 나리가 여유롭게 바닥에 앉

는다.)

둘째 나리: 자오싼, 사람을 시켜서 너희 집 장작에 불을 놓기도 전에 장

작이 먼저 불에 타버렸구나, 내 말을 안 들으니 장작이 타버린 거야! 안

그러냐?

남자들: 맞아요, 둘째 나리!

둘째 나리: 죽은 자의 몸에 웬 피야? 칼을 썼냐?

남자들: 그렇습니다. 둘째 나리!

둘째 나리: 죽은 얘는 누구냐? 가서 보고 오너라.

(남자들이 재빨리 시체를 에워싼다. 시체에서 은전을 찾아낸다.)

남3: 도둑? 둘째 나리, 도둑입니다요.

둘째 나리: (기뻐하면서) 장삼을 입은 도둑이라? 자오싼, 네가 마을을 위

해서 큰일을 했구나. 그렇지만 사람을 죽였으니 보상은 해야지, 알겠느

냐?

남자들: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나리!

왕씨: (남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쁜 놈들, 너희 모두 개새끼들이야. 개새

끼들!

둘째 나리: 자오싼, 너는 알고 있겠지?

자오싼: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나리,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에요,

근데 이 죽은 놈은 도둑이에요, 도둑! 내가 마을을 위해서 도둑놈을 죽

였잖아요, 그건 나리가 말씀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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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싼이 일어나고 손목에는 장갑이 채워진다. 왕씨가 울면서 소리친

다.)

자오싼: (힘껏) 둘째 나리! 나리는 제 주인입니다. 나만의 주인이에요. 이

번에 절 살려주세요, 집에 보내주세요.

둘째 나리: 살려달라고? 음…

(서서히 암전)

2장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청예가 진즈를 끌고 도주한다.)

진즈: 우리 집 장작에 불이 났어, 집에 돌아갈래.

청예: 돌아가면 맞아 죽을 거야!

진즈: 엄마, 아버지 겨울을 어떻게 지내지?

청예: 어른 둘이 얼어 죽기라도 할 가봐?

진즈: 어디 가려 구? 생각이나 해봤어?

청예: 뭘 생각 해!

(얼리반이 뒤뚱거리며 뒤쫓아 온다. 청예와 진즈가 놀라서 멈춰 선다.)

청예: 아버지

얼리반: 누가 네 애비냐?

진즈: 아저씨

얼리반: 누가 네 아저씨냐?

청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얼리반: 상관 말아, 왜 집에 안 가?

청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집에는 안 가요.

(절을 하고 진즈를 데리고 사라진다.)

(얼리반이 갑자기 흥얼거린다.)

얼리반: 양심도 없는 것들, 멀리 도망이나 가거라.

(양 울음소리가 들린다. 얼리반이 양을 찾는다.)

얼리반: 로커야, 따라왔냐?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청예가 도망갔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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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때리네! 내 아들이 날 때린다. 사람도 아니야, 로커야 넌 내 아들이

야. 말썽도 안 부리고 내 말도 잘 들어주잖아, 넌 자식도 없지, 얼마나

여유롭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자식이 많으면 원수가 많아진대. 무

자식이 상팔자야. 그놈이 글쎄 혼사를 망쳤다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니!

(얼리반이 회상에 잠긴다)

(청예와 곰보댁이 등장한다.)

청예: (중얼거리며) 아버지, 오늘 혼담 하러 가요. 진즈 배가 점점 불러

와요.

(얼리반이 대답이 없다)

청예: 진즈한테 무조건 장가 갈 거야, 들리세요? 아버지!

곰보댁: (배를 내밀며) 아들아, 진짜로 불러 오는 거야?

청예: 불러와요. 진즈 배만 보면 힘이 난단 말이야. 아버지, 나 급하단 말

이에요.

곰보댁: 그래, 다 쑨 죽이지, 여보 혼담 하러 가요.

(얼리반 대답이 없다.)

곰보댁: 당신 대답보다 방귀가 더 먼저 나오겠네.

(산양의 울음소리가 멀어진다. 얼리반이 일어서면서 양에게 말을 한다.)

얼리반: 로커야, 배불렀으면 돌아와, 싸돌아 댕기지 말고.

(청예는 화가 나서 얼리반을 노려보지만 얼리반은 아직도 양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

얼리반: 로커야, 다른 집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 밭에 들어가면 다들 나

만 욕한다.

(청예가 바지춤에서 낫을 꺼내 든다.)

얼리반: (뒤돌아보면서) 왜?

청예: 죽이려 구요, 저놈의 양새끼를.

얼리반: (낫에 머리를 들이 민다.)날 먼저 죽여라.

곰보댁: 당신더러 청혼하러 가라고 하는데 왜 목은 들먹여요? 참!

(얼리반이 자신의 뺨을 때린다.)

얼리반: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아! 니 애비가 누구한테 밉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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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 배가 불러 온 다

구? 걔 애비가 날 살려둘 것 같으냐? 걔 애비가 어떤 사람이야? 매일

둘째 나리를 죽인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그 집 딸의 배

를 불러오게 만든 다냐? 창피해, 창피하단 말이야! 차라리 날 죽여라.

(청예의 뺨을 때린다.) 날 죽여!

곰보댁: 왜 그래요? (청예를 향해) 아들, 아팠지?

청예: 날 때리면 다에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창피했어요. 날 먼저

만들고 나중에 결혼 하셨잖아요?

(얼리반이 또 청예를 때리려고 한다.)

청예: 날 때리는 것 빼고는 뭘 할 줄 알아요?

얼리반: (주먹을 쥐고) 죽여 버리겠어!

(청예가 얼리반의 손을 움켜쥔다.)

청예: 내가 당신을 죽여 드릴게요.

(얼리반과 청예가 대치하고 있다.)

곰보댁: 청예가 자오싼네 딸의 배를 불러오게 했으니 우리 청예가 자오

싼보다는 담이 크잖아요? 이 도리 아닌가? 참!

(얼리반이 곰보댁을 향해)

얼리반: 망할 여편네야, 젊었을 때 날 망하게 하더니 아직도 부끄러운 걸

몰라!

곰보댁: 누가 망할 것이야? 당신이 없으면 내가 망할 것이 되남?

청예: 이 일은 내가 했으니 아버지! 오늘 청혼하러 가요. 진즈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대로 말해버려요, 진즈 아버지 알아서 판단하라 해

요.

얼리반: 날 죽여라, 날 죽이라고!

(청예가 얼리반을 번쩍 든다.)

얼리반: 뭐 하려고?

청예: 뭘 하긴요? 청혼하러 가요. 엄마, 날 도와줘!

(곰보댁이 웃으면서 청예를 도와준다. 얼리반이 청예에게 들려서 버둥거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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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가족이 자오싼이네 집 앞에 도착을 하고 청예가 뒤에서 얼리반

을 밀어낸다. 얼리반이 넘어지며 자오싼네 집 안으로 들어서고)

(곰보댁이 청예의 손을 끌고 퇴장.)

얼리반: 아야!

(자오싼이 소리에 놀라서 등장)

자오싼: 얼리반, 노크도 없이 왜 굴러 들어와?

얼리반: (창피해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자오싼: (기뻐하면서) 뭔 일이 있어?

(얼리반이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인다.)

자오싼: 뭔 일인데? 빨리 말해!

(얼리반이 머뭇거린다.)

자오싼: (기다리다가) 일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 빨리 가라고!

(진즈가 옷깃을 여미면서 들어온다.)

진즈: 아저씨!

(진즈가 밖으로 나가다가 곰보댁과 마주친다.)

곰보댁: 진즈야!

진즈: 아줌마!

곰보댁: (낮은 소리로) 청예가 널 기다리고 있어.

(진즈가 쑥스러워 하면서 나간다. 곰보댁은 흥에 겨워 자오싼네 집으로

들어선다.)

곰보댁: (큰 소리로) 셋째 오빠!

(자오싼이 대답이 없자 곰보댁이 얼리반 곁에 앉는다.)

곰보댁: 청예 아버지, 얘기해요.

얼리반: 왜 그래?

곰보댁: 잊지 말아요, “익은 밥”이 되었다고요.

얼리반: 나가! 남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곰보댁: 일깨워 주려고요.

얼리반: 나가!

(곰보댁이 내키지 않아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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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댁: 나가요, 셋째 오빠.

(곰보댁 퇴장)

얼리반: (창피해서) 남정네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편네들이 끼어들어,

쪽 팔리게.

(자오싼 대답이 없다. 얼리반이 계속해서 화두를 찾는다.)

얼리반: 집이 따듯하네, 화력이 좋은가 봐.

자오싼: 그 말 하려고 왔어?

얼리반: 그건 아니고, 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모두가 셋째 형에 대해 탄

복하고 있어요. 셋째 형이 말을 걸면 누구나 기뻐해요. 난 셋째 형이 제

일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셋째 형과 계속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오싼: (기뻐하면서) 아, 그래! 날씨가 추우니 이 말을 하려는 건가?

얼리반: 마을에서 제일 좋은 토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또

셋째 형은 담이 크대요.

자오싼: 얼리반, 오늘 왜 그래?

얼리반: 아무 것도 아닌데요, 난 그냥 셋째 형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자오싼: 아까 뭐라고 그랬어? 누가 담이 크다고?

얼리반: 담이 크다 구요.

자오싼: 내가?

얼리반: 그럼요!

자오싼: 내가 어떻다고?

얼리반: 담이 크다고요. 무이랑처럼 담이 크다고요!

자오싼: 호랑이를 때려죽인 걔랑?

얼리반: 그럼요.

자오싼: 담은 그 놈이 큰 거야.

얼리반: 그건…호랑이가 얼마나 커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사람은 호

랑이보다 작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것은 무이

랑의 담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 에요.

자오싼: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래?

얼리반: 상관있지요, 셋째 형. 형은 무이랑이고 호랑이보다 담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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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오싼: 내가 호랑이보다 담이 크다고?

얼리반: 크지요!

자오싼: 호랑이가 이만큼 클까? 담이 이만큼 클까?(손으로 크게 원을 그

린다.)

얼리반: 그만큼 할거 에요.

자오싼: 사람이 이만큼 하고 담도 이만큼 할까? (손으로 작은 원을 그린

다.)

얼리반: 호랑이는 담이 안 클지 몰라도 사람은 담이 커요. 호랑이가 말을

못하는 것은 바보라서 그래요.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사람의 담이 훨씬

더 크지요.

자오싼: (기뻐한다) 그렇겠지.

(청예가 진즈를 끌고 와서 집안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얼리반: (급해서) 셋째 형, 날 봐요. 난 다리도 불구이고 마누라랑 먼저

애가 생기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날 업신여기지요. 내가

만약 다리가 멀쩡하다면 담이 어느만큼 클까요? 아주 많이 클 거 에요.

내 마음이 둥실 하면 담도 커질 것이고 다시 둥실 하면 담도 더 커지고,

또 다시 둥실 하면 담도 커져서 지붕을 뚫고 다시 지붕을 뚫고 더 커지

면 또 둥실둥실 하면서…

자오싼: 둥실이 끝났냐?

(밖에 있는 청예가 다급해서 양 울음소리를 낸다.)

얼리반: 끝났어요.

자오싼: 끝났다고?

얼리반: 네, 아 아니에요. 커 커요.

(청예가 계속 양 울음소리를 낸다. 왕씨가 등장.)

왕씨: 절름발이 왔네, 죽은 양이 어떻대?

자오싼: 얼리반, 다 컸지?

얼리반: 이제 무이랑이 될 거 에요.

자오싼: 무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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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무이랑.

(청예가 계속해서 양 울음소리를 낸다.)

자오싼: 무이랑은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얼리반: 호랑이도 때려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게 뭔 대수에요?

자오싼: 너희 집 죽은 양이 왜 그런대?

얼리반: 그건 상관하지 말고요, 셋째 형 내가 오늘 온 것은 청…

자오싼: 담이 큰 거?

얼리반: 담이 큰 거 에요.

왕씨: 우리 집 자오싼이 담은 커요.

얼리반: 그럼요, 커요.

(청예가 참지 못하고 진즈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선다.)

청예: 담이 큰 놈은 여기 있네요. 셋째 아저씨, 셋째 아주머니. 저희 아버

지 오늘은 청혼하러 온 거 에요. 아버지가 청혼하지 않으면 내가 할래요.

셋째 아저씨가 우리 집을 업신여기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즈랑 내

가 이미 “다 쑨 죽”이 되었어요. 진즈는 나한테 무조건 시집을 와야 돼

요. 아니면 당신네 집이 쪽 팔릴 거야. 담이 큰 아저씨, 아주머니. 진즈를

저 주세요.

(진즈가 기절하면서 쓰러지고 모두 놀랜다.)

청예: 진즈야, 진즈!

(자오싼이 달려와서 청예의 뺨을 때리고 얼리반도 달려와서 청예의 뺨을

때린다.)

청예: 다 때려요. 난 진즈를 갖고야 말 거야. 나한테 시집보낼 거 에요?

자오싼: 안 돼!

청예: 안 된다고 하면 진즈를 데리고 갈 거 에요. 시집보낼 거 에요?

(청예가 진즈를 번쩍 든다.)

청예: 나, 갑니다.

왕씨: 진즈, 진즈야.

(자오싼이 답답한 마음에 얼리반을 노려본다.)

자오싼: 얼리반, 이제 보니 담은 네 놈이 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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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안 커요, 안 크다니깐요. 청예야!

(얼리반은 기억 속의 자오싼에게서 멀어지고 현실로 돌아온다. 자오싼은

암전되자 연기구역에서 사라진다.)

얼리반: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쪽 팔려, 쪽 팔린단 말이야! 청예가 도

망을 가다니, 양심도 없는 놈이야.

(멀리서 얼리반을 찾는 곰보댁의 소리가 들린다. 곰보댁이 숨 가쁘게 뛰

어온다.)

곰보댁: 큰일이 났어요. 자오싼이 잡혀갔어요.

얼리반: 자오싼이?

곰보댁: 네. 잡혀 갈 때 자오싼이 헛 발길질을 하더라니깐요.

얼리반: 뭐라고 하는 거야?

곰보댁: 우린 청혼도 못하고, 자오싼네 집 장작이 불에 탔고 그러자 글쎄

자오싼이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자오싼이 잡혀갔어요.

얼리반: 뭔 말이야? 지금껏 말한 게 둘째 나리 아니야?

곰보댁: 도둑이래요. 둘째 나리가 자오싼을 잡아가라고 했대요.

얼리반: 가짜 도둑인가?

곰보댁: 그 도둑이 장삼을 입고 있었대요, 글쎄.

얼리반: 마누라야, 우리 때문은 아니겠지?

곰보댁: 왜요?

얼리반: 우리가 청혼하러 가서 자오싼이 화났을 거잖아, 그래서 홧김에

사람을 죽였을 거야. 자오싼이 둘째 나리를 미워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오싼이 둘째 나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곰보댁이 멍하니 서 있다.)

얼리반: 집에 가지 말자.

곰보댁: 그건 또 왜요?

얼리반: 왕씨가 와서 우릴 죽이려고 할 거야. 사당이라도 찾아서 숨어 있

다가 왕씨가 집에 돌아가면 그때 집에 가도 늦지 않아.

(얼리반이 곰보댁을 끌고 가려고 한다.)

곰보댁: 우리 청예는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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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도망갔어.

(곰보댁이 가던 길을 멈추고는 훌쩍거린다.)

곰보댁: 왜 도망을 간대요?

얼리반: 왜 울어? 도망가면 갔지, 안 도망가는 게 더 쪽 팔린 거야!

(이때 두 사람한테 손전등이 비추더니 한 명의 통역관과 두 명의 일본인

병사가 다가선다.)

통역관: 아저씨! 아저씨!

(무대 위의 사람들이 멈춰 선다. 무대에는 일본군의 소분대가 나타났다

는 자막이 뜬다.)

얼리반: 뭔 일이래요?

통역관: 일본군은 친선, 우리 도와주러 왔습니다.

얼리반: 친 그건 뭔데요?

통역관: 만주국 알아요?

얼리반: 대일본황제?

통역관: 맞습니다. 만주국 황제 폐하께서 친선하라고 우리를 파견했습니

다. 당신들을 도와주라고요.

얼리반: 근데 우리랑 뭔 상관이래요?

통역관: 아저씨! 우리 몇 사람이 먼저 와서 살펴보려 구요. 하루 종일 걸

었더니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밥 좀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 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리반: (뭔 말인지 알았다는 듯) 돼요, 돼요!

(얼리반이 일본병사에게 인사를 한다. 곰보댁이 눈물을 닦으면서 머리를

끄덕인다.)

통역관: (일본병사를 소개하면서)일본폐하의 군사입니다.

(얼리반이 인사를 하자 일본병사들로 답례를 한다.)

얼리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통역관: 좀 물어볼 것…

얼리반: 성씨는 뭐래요?

통역관: 통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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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곰보댁에게) 우리 집에 먹을 거 있나?

곰보댁: 죽이요.

얼리반: 그럼 되지, 저들에게 먹이지 뭐.

곰보댁: 왕씨를 피한다면서요?

얼리반: 웃기지 말라고 해. 병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왕씨가 왜 두려

워?

(곰보댁이 기뻐한다. 산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얼리반이 또 산양에게

말을 한다.)

얼리반: 로커야,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구나.

(얼리반네 집으로 병사들이 들어선다.)

곰보댁: 주인들이 세금을 자꾸 올려서 우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옥수수

죽 밖에 없네요.

통역관: 그거라도 됩니다.(일본병사들에게 통역한다.)

얼리반: 혓바닥이 왜 그래요?

통역관: 일본인이에요.

얼리반: 어느 마을인가요?

통역관: 흐흐흐, 당신네 마을은 아니에요.

얼리반: (창피해서) 여편네야. 빨리 죽 가지러 가.

(통역관이 일본병사들에게 일본어로 말한다.)

얼리반: 바닥에 앉아요. 바닥에. 얼마나 있을 거 에요?

통역관: 오래 있지는 않아요.

얼리반: 며칠 있어도 돼요.

(곰보댁이 병사들에게 죽을 떠 준다. 병사들과 통역관은 허겁지겁 먹는

다.)

곰보댁: 우리 집 청예만 있었더라도 당신들한테 줄 죽은 없었을 거야. 날

왜 쳐다보는데? 없다니깐. 남은 죽이 진짜로 없어요.

얼리반: 진짜에요. 못 믿겠으면 우리 집 마누라를 따라서 주방에 가 봐

요.

(일본 병사가 곰보댁을 따라서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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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당신네들이 며칠만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모든 게 변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자오싼을 무서워했을까? 왔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며칠

만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단 말이야.

(곰보댁이 풀어진 옷섶을 손으로 움켜쥐고는 급히 등장한다. 두 명의 일

본병사가 뒤따른다. 곰보댁이 거친 숨을 몰아쉰다.)

곰보댁: 여보! 이놈들이 날 덮쳤어!

(통역관이 놀란다. 곰보댁이 일본병사에게 덤벼들어서 할퀴기 시작한다.

얼리반은 멍하니 서있는 다. 일본병사는 곰보댁을 총칼로 찌르고 곰보댁

은 눈을 뜬 채로 얼리반의 발밑에 쓰러져서 죽는다. )

통역관: 죽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누라도 감사합니다. (일본인들의 말을

통역해준다.) 당신의 마누라가 일본병사들한테 따라 들어오라고 했답니

다.

(얼리반은 여전히 멍하니 서있는 다. 통역관과 일본병사들이 급히 집을

나선다. 얼리반은 화가 치밀어서 죽어 있는 마누라의 뺨을 세차게 때린

다. 호박등불이 무대 위에 걸려있다. 암전)

3장

(지방의 경찰서이다. 조명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오싼을 비춘다. 자오싼은

바닥에 앉아서 뭐라고 중얼거린다.)

자오싼: 개새끼들, 개새끼들. 다들 개새끼들이야. 둘째 나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들 뭐라고 했어.

(자오싼이 기억 속의 장면을 생각한다. 조명은 무대 앞쪽의 네 명의 남

자들을 비춘다.)

남2: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지 않아?

남3: 둘째 나리가 장작을 태워버린다고 했으니 둘째 나리도 같이 태워버

리자, 경찰서에서 조사하러 와도 다 타버렸는데 알게 뭐람.

남1: 경찰서 조사도 기다리지 말고 둘째 나리를 죽이고 멀리 도망가는

거지 뭐.

남자들: 그래. 멀리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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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싼: 개새끼, 개새끼들.

남1: 둘째 나리를 죽일 때 내가 도와줄게요.

남3: 나도요.

남4: 나도.

남1: 장작더미가 일단 불에 타면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올게요.

셋째 형, 형은 우리 모두의 형이야. 형은 담이 크잖아.

남자들: 담이 커요.

남자1: 우리한테 복을 갖다 줘요.

남자들: 맞아.

남1: 형제들이 형한테 절을 올릴 거 에요.

남3: 셋째 형이 둘째 나리가 되기를.

남1: 둘째 나리. 담이 큰 형님한테 형제들이 절을 올립니다.

자오싼: 개새끼, 개새끼들. (남자들이 조명과 함께 사라진다.)

자오싼: 날 씹어 먹어라, 모두 날 씹어 먹어. 재수도 없지.

(은전을 세는 소리가 들린다. 경찰관이 둘째 나리와 같이 등장한다.)

경찰관: 좀 더 줘요, 둘째 나리.

둘째 나리: 안 돼. 그 돈으로 사람 놔줄 거면 놔주고 안 된다고 하면 돈

다시 돌려줘!

경찰관: 둘째 나리 6원?

둘째 나리: 5원이야.

경찰관: 둘째 나리가 1원을 갖고 그러나요?

둘째 나리: 5원.

경찰관: 사람 목숨인데요?

둘째 나리: 5원.

경찰관: 당신 집에 일 잘하는 일꾼인가 봐요.

둘째 나리: 일은 잘하지.

경찰관: 일꾼한테 잘 해주는데요?

둘째 나리: 그가 죽인 건 도둑이야. 마을을 위해서지. 다른 지주들이 내

눈치를 살피고 있어. 그를 살려내는 건 봄 밭갈이를 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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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둘째 나리는 마음씨 착하잖아요. 좀 더 올려주세요.

둘째 나리: 이 사람은 5원의 가치밖에 안 돼.

경찰관: 좋아요. 이틀 뒤에 사람을 데려가세요.

(둘째 나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경찰관: 자오싼을 만나 보실래요?

둘째 나리: 괜찮겠어?

경찰관: 그럼요. 둘째 나리 들어오세요.

자오싼: 날 죽여라.

경찰관: 자오싼, 주인이 널 보러 오셨어. 둘째 나리, 일 있으면 시켜만 주

세요.(퇴장)

둘째 나리: 자오싼!

자오싼: 장관님

둘째 나리: 잘 지냈냐?

자오싼: 장관님이 사람을 때렸는데 어떻게 좋을 수 가 있나요.

둘째 나리: 자오싼, 나야.

자오싼: 네. 장관님.

둘째 나리: 몰라보겠나? 둘째 나리야.

자오싼: 둘째 나리?

둘째 나리: 그래, 널 보러 왔지.

자오싼: 둘째 나리.

둘째 나리: 자오싼, 내가 경찰서에 뒷돈을 썼으니 이틀 뒤에 넌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어.

자오싼: 집에 돌아간다고요? 둘째 나리, 둘째 나리 조금만 앞으로 와주

세요. 다시는 밖의 하늘을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둘째 나리한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나리: 네가 죽인 건 도둑이야. 마을을 위해서 도둑을 죽인 거야. 나

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자오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절을 한다.)

둘째 나리: 널 잡아가라고 했을 때 좀 성급했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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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싼: 둘째 나리.

둘째 나리: 됐어. 나, 갈게.

자오싼: 둘째-나리!

둘째 나리: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하지만 올해 토지세금은 올려야

돼. 앞마을 뒷마을 다 토지세금을 올렸잖아, 근데 많이는 안올릴 거야.

자오싼: 올려요, 무조건 올려요. 그런 걸 저한테 의논하고 그러세요? 봄

에 시작되는 일은 걱정 안 끼쳐드립니다.

(둘째 나리가 자오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라진다.)

자오싼: (감격해서) 은덕이에요!

(자오싼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하고 점점 기뻐한다.)

자오싼: 마누라야, 진즈 어미야! 둘째 나리가 돈, 둘째 나리가 돈을 갖고

와서 날 구해줬어! 둘째 나리가 날 찾아왔어, 날 찾아 왔다고! 둘째 나리

는 우리의 은인이야!

(자오싼의 집. 왕씨가 바닥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

자오싼: 둘째 나리가 우리를 도와주신 거야.

왕씨: 왜 흙이지？

자오싼: 우릴 찾아왔다니깐, 집에 돌아가도 진즈가 왔을까? 얼리반네 청

예가 감히 진즈한테 오물단지를 씌우려고 하네.

왕씨: 청예는 흙이 아니야, 근데 왜 하필 진즈를 망쳤을까? 진즈야, 애

낳으면 어미가 흉보는 입들을 막아줄게. 어미는 무서운 거 없어, 근데 너

는 무서웠구나, 너 아비도 눈을 치켜떠서 많이 힘들었구나.

자오싼: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 목숨이 돌아왔네,

돌아왔으면 살아야지, 집에 진즈 어미도 있고 진즈도 있고 둘째 나리도

있는 거야, 둘째 나리 말이야, 내가 덤볐는데 괜찮나 보지? 그날 죽인 게

둘째 나리였으면 괜찮은 사람 죽일 뻔했잖아? 사람은, 일하면서 화내면

안 되지, 돌아가서 뭐라도 팔아서 둘째 나리한테 보답해야겠어.

왕씨: 둘째 나리가 죽어야 되는데, 강철이라도 되나?

자오싼: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왕씨: 도망갔으니 쪽 팔리고, 감옥에 묶였으니 죽을게 뻔하고, 장작도...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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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도...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자오싼: 양심이 있어야지.

왕씨: 못 살아가면? 그럼 안 살면 되지!

(왕씨가 울면서 일어난다.)

자오싼: 얼리반, 썩을 놈, 돌아가면 나한테 절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놈

들, 개새끼들, 다들 나한테 대가리 조아려!

(자오싼이 흥에 겨워 노래 부른다)

(왕씨가 옷섶에서 약봉지를 꺼내고는 독약을 입에 털어 넣는다.)

(왕씨가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두 눈을 크게 뜬다.)

(자오싼이 아직도 노래를 흥얼거린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진다.)

(“엄마, 엄마”를 부르는 진즈의 소리가 들리고 조명이 진즈를 비춘다. 청

예가 진즈를 껴안는다.)

청예: 왜 그러는데? 진즈야.

진즈: 나 엄마를 봤어. 엄마가 나한테 “애를 낳으면 어미가 봐줄 테니 집

으로 돌아와라.”고했어.

청예: 꿈이구나.

진즈: (울면서)나 엄마를 봤다고.

청예: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진즈: 장작더미 불은 꺼졌을까?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저

씨 아줌마는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 둘이 이렇게 떠나니 두 집은 서로

원수처럼 지낼 거야. 돈도 없고 옷가지도 안 챙겨오고 잠은 야채 움에서

자고 이런 게 도망이야? 배는 점점 불러 오는데…

청예: 여편네들은 바가지만 긁어! 일거리를 찾으면 야채 움에서 벗어 날

수 있어. 돈 생기면 옷도 사고 쌀도 살 거야. 굶기지는 않는다고!

진즈: 엄마는 어떡해?

청예: 엄마는 잠시 생각하지 말자.

진즈: 엄마가 너무 울어서 미쳐버리면 어떡하지?

청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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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즈: 엄마는 아버지한테 시집오기 전에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대. 근

데 그 아들이 토비한테 잡혀 가서 맞아 죽었어. 그 뒤로부터 엄마는 혼

자만 있으면 울면서 “난 진즈 너 밖에 없구나.” 그러셨는데. 우리 이젠

집으로 돌아가자.

청예: 집으로 돌아가면 남들의 웃음거리 밖에 안 되잖아. 너 뱃속에 애가

생긴 걸 마을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망할 여편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

러쿵저러쿵 심심하지는 않겠다. 난 어릴 때부터 남들 손가락질 받았는데

이제는 싫어!

(진즈 기억 속의 마을 여자들의 얘기와 엄마가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생

각한다. 조명 마을 아낙네들을 비춘다.)

영지댁: 진즈 배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폐병에 걸린 사람의 배에도 뭔

가 있다더라.

오씨댁: 뭘 지껄이는 거야? 진즈야, 배 아파? 그것 봐라. 찬바람을 쐬면

그렇다니까.

영지댁: 진즈야, 강가에서 적당히 하고 올라와, 강가 으슥한 곳은 별로

좋지가 않아. 찬바람 쐰 것쯤은 괜찮은데 이상한 소문이 돌면 창피한 거

야.

오씨댁: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얼리반네 마누라가 강가에서 나쁜 일 당

한 거잖아.

영지댁: 마을사람들이 다 알고 나서야 그 바보 여편네가 겁이 난 거지.

다른 집에는 시집도 못 가겠고 어쩔 수 없이 얼리반한테로 시집을 간 거

야. 친정엄마가 창피해서 아이고, 말도 마라.

오씨댁: 청예이를 바로 강가에서 가졌잖아. 키는 허우대 같은 놈이 맨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나 되고.

(청예와 진즈가 서로 마주 본다.)

영지댁: 그렇고말고. 부모가 조신하지 않으면 자식도 같이 욕을 먹는다

니까. 청예가 장가를 가려고 해도 여자네 집에서 동의하지 않을 거야.

오씨댁: 조심하지 않으면 걸려들고 걸려들면 씻을 수도 없는 거야.

(왕씨가 듣다못해 물고기 내장을 와락와락 끄집어낸다. 영지댁과 오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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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던 얘기 멈춘다.)

왕씨: 진즈야! 멍청하게 뭐하고 있니? 옷 더 껴입고 폐병에 걸리려고 환

장했냐?

(왕씨가 진즈를 노려본다.)

진즈: 엄마.

왕씨: 빨리 가서 옷 더 껴입고 와.

진즈: 엄마! (옷깃을 여미고는) 엄마 (운다)

청예: 넌 왜 맨날 울고 맨날 엄마만 찾아?

(암전되자 왕씨가 사라진다.)

진즈: (눈물을 닦으면서) 청예오빠! 오빠 미안한 마음을 알겠는데, 엄마

는 강한 사람이야. 엄마가 뭐라고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헛소리 못할

거야.

청예: 너희 아버지는?

진즈: 우리 아버지…

청예: 내가 가서 청혼할 때도 너희 아버지 눈빛 좀 봐라. 왜 내가 바보

새끼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 아버지를 칭찬해도 꿈쩍도 않고.

울 엄마도 같이 진즈를 칭찬했잖아. 이게 뭔 청혼이냐? 뭔 사돈이냐? 내

가 보기엔 원수 집안 같더라. 그리고 너, 너도 재수 없어.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배가 불러 오냐? 너도 그래. 신경 좀 써서 조심하지. 망할 여편

네, 널 만나서 편안히 살지도 못하겠다. 망할 여편네, 네가 날 해친 거

야! 조심했어야지? 배는 왜 커진대? 왜 날 힘들게 하냐고?

(진즈는 불만을 쏟아내는 청예를 바라보다가 점점 마음이 얼어붙는다.

울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옷깃을 여미고는 일어선다.)

청예: 못 가!

진즈: 배가 커지니 엄마 아버지도 날 싫다고 하고, 너는 뭐야? 너도 사

람이야? 사람도 아니야. 이 손 놔, 손 놓으라고! 나 돌아갈 거야, 손 놔!

무조건 돌아갈 거야.

(급해진 청예가 진즈를 물고 진즈가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

청예: (후회하면서) 진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지 마, 진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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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예가 진즈의 손을 가져다가 얼굴을 마구 때린다. 진즈는 어눌하게 서

있는 다. 이때 두 명의 헌병이 그들의 앞에 나타난다. 청예와 진즈는 도

망갈 곳을 찾지 못한다. 헌병들이 갑자기 청예를 묶는다. )

청예: (몸부림치면서) 형씨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날 묶어요?

병 을: 힘 좋은데!

(병사 갑과 을이 청예를 더욱 꽁꽁 묶는다.)

병 갑: 우리는 자발적인 군인이다. 네가 군에 가입한다면 공짜로 재워주

고 먹여줄 꺼다.

(병사 을이 수첩을 꺼내더니 청예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는 수첩에

찍는다.)

청예: 형씨들, 내 마누라 배속에 애기가 생겼어요. 내가 군대에 가면 마

누라는 어떡해요? 형씨들!

병 을: 잡종이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지.

청예: 친정에 갈 수가 없어요.

진즈: 얘기 좀 해요, 얘기요.

병 갑: 이 여편네가 남정네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좀 봐. 너희 남정은

이제 전도가 없어. 봤지? 이 수첩에 적힌 건 군법이야. 군법을 어기면 너

희 남정네는 법에 따라 죽는 거라고. 가자!

(병사들이 청예를 끌고 퇴장한다.)

청예: 망할 여편네야, 안구해주냐? 왜 말이 없어? 너 기다려, 내가 돌아

가면 너부터 죽여 버릴 거야. 너부터.

(진즈가 앞으로 걸어가려다가 멈칫한다. 그냥 멍하니 서있는 다. 암전)

4장

(상여소리가 들린다. 영지댁과 오씨댁이 호박등불을 들고 있다. 촌민 한

명이 멍석을 들고 나머지 촌민들은 왕씨를 들어서 멍석에 눕힌다. 얼리

반도 촌민들 뒤를 따른다. )

얼리반: 갔어, 다 갔어.

영지댁: 얼리반, 나한테서 떨어져, 재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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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댁: 왕씨댁이 자오싼을 위해서 죽었다지만 얼리반네 곰보댁은 왜 죽

었대?

영지댁: 병사 두 명한테 당했지 뭐.

오씨댁: 죽어도 싸.

영지댁: 내가 보기엔 곰보댁이 남자를 불러들인 거야.

(얼리반이 화가 나서 영지댁을 쏘아보면서 다가온다.)

영지댁: 왜? 왜 그러는데?

(남 1 얼리반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남 1: 억울해? 두 명한테 죽임을 당한 게 곰보댁이 불러들인 게 아니면

뭐냐고?

얼리반: 일본인!

남 1: 일본사람도 사람이야. 너 여편네를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잖아?

오씨댁: 됐어, 됐어. 사람도 죽었잖아. 사당에 가서 향 피워서 불길한 운

을 날려 보내.

영지댁: 재수 없어, 저 집안은 왜 저렇게 재수 없대?

오씨댁: 그만 해.

얼리반: 재수, 재수! 셋째 형, 형수 죽음은 장열하고, 우리 마누라 죽음은

재수 없는 건가? 모든 게 다 형보다 못하다는 거네. 나도 불결하고 청예

도 불결하고 죽은 우리 마누라까지도 불결하다는 거잖아. 뭔 죄를 지었

대? 셋째 형, 형은 감옥에서 잘 지내는 거야? 형은 죽음까지도 결백하다

는 거잖아. 담이 크니 죽어서도 담이 크네.

(조명이 비춘다. 자오싼이 둘째 나리에게 머리 숙여서 절을 하고 있다.)

자오싼: 둘째 나리의 은덕에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나리: 이젠 집에 돌아가거라.

자오싼: 둘째 나리의 덕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

니까?

둘째 나리: 이젠 돌아가.

자오싼: 급하지 않아요, 둘째 나리.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까요? 나한테

가죽 옷이 있습니다. 몇 번 안 입었어요. 또 우리 집에 소도 있어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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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내다 팔아서 둘째 나리한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둘째 나리: 안 그래도 된다. 자오싼.

자오싼: 둘째 나리!

둘째 나리: 소는 우리 집으로 끌고 오면 되고, 우리 집에서 잘 먹이면 튼

실해져서 봄에 밭갈이하기 쉬울 거야. 다른 건 됐어, 나도 돈 많이 쓴 건

아니니까.

자오싼: 사양하지 마세요.

둘째 나리: 돌아가라.

자오싼: 네!

(자오싼이 일어나자 더 늙은 것 같다. 허리가 구부정해 져있다.)

둘째 나리: 자오싼, 집에 돌아가서 가족이 모여야지, 나한테 술도 한 병

있으니 갖고 가거라.

(둘째 나리 퇴장, 술 한 병이 놓여있다.)

자오싼: (슬슬 걱정된다)둘째 나리가 안 계셨더라면 내 어찌 돌아가서

가족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한테 술도 주시다니, 당신은 정말로…

(감정에 북 바쳐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자오싼: 소랑 가죽 옷으로 둘째 나리의 은덕에 어찌 비길 수 있겠나요?

한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내 마음이 어찌 평온 하겠습니

까? 날 감옥에서 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을까? 엄청 많이 쓰셨

을 거야. 내가 어떻게 다 갚아드릴 수 있을까?

(자오싼이 술 병 마개를 열고 술을 마신다. 술 몇 모금에 취해서 비칠거

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왕씨의 주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촌민들

은 상여가를 부르고 있다.)

남1: (상여소리) 생이여! 그거는 하늘이 화목해서 한 층 한 층 쌓은 거라

네. 발효된 찐빵을 찌면 된다네!

남2: (상여소리)늙은 건! 상한 만두이고 늙은 소의 힘줄이며 염라대왕을

빼고는 누구도 씹지 못한다네!

(영지댁이 울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운다.)

남3: (상여소리)병이 난건! 몸뚱이가 망가진 거야! 그렇다고 소심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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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아라, 메고 다니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따리 넘기 거라.

오씨댁: 사람이 죽었다네.

영지댁: 왕씨댁의 생선요리는 제일 맛있었어.

오씨댁: 왕씨댁아, 왜 우릴 두고 먼저 가는 거야?

남4: 죽는 건! 니가 눈을 부라리면서 다리를 꽂게 펴고 저승에 도착해도

길만은 막지를 말고, 알겠는가?

오씨댁: 자오싼이 감옥에 들어가니 왕씨댁도 살기 싫었을 거야.

영지댁: 진즈 계집도 그래. 남자 따라 도망을 가다니, 왕씨댁의 성격에

살기 싫었을 거야. 진즈야, 네가 도망을 가니 엄마가 자살한 거야.

오씨댁: 자오싼이 살인을 했고 진즈도 남자랑 도망을 갔으니 왕씨댁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영지댁: 왕씨 운명이겠지.

오씨댁: 남정네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아봤잖아. 우리 집의 귀신이 일찍 죽

으면서 날 혼자 내버려두더니. 지금까지 찬 바닥에서 혼자 자는 게 얼마

나 힘든 줄 알아? 왕씨야, 나도 좀 데리고 가줘.

영지댁: 딸이 도망을 가고, 아들이라도 낳지. 나도 딸만 둘인데 이를 어

째야 하지? 나도 이제 이렇겠지? 딸은 언젠가는 남자 따라 도망가잖아,

아이고, 내 신세야!

(남자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남 1: 됐어, 그만 울어. 죽었잖아. 산 사람도 살아야지!

남 2: 채소 값이 떨어지고 돈도 값어치가 없고 곡식도 돈이 안 돼.

남 3: 천도 비싸고 소금은 더 비싸. 내가 보기엔 이제 소금도 못 먹을 거

야.

남 4: 토지세금도 자꾸 올리니 어떻게 살아가지?

남 3: 살수가 없어, 근데 얼리반네 청예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진즈랑 도

망을 갔지? 희한한 일이야.

남 1: 얼리반 이 밭장다리가 매를 벌어요, 매를.

(남 1이 다가가서 얼리반을 때리기 시작하자 남자들이 같이 때린다.)

오씨댁: 왕씨댁이 죽으니 얼마나 좋아, 한번 가니 근심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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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이 쓰러져서 가만히 있는 다. 남자들이 그제서 야 때리기를 그만

둔다. 아낙들이 울음을 그치기 시작한다.)

오씨댁: 찬 바닥에서 잔다네.

영지댁: 내 운명이야.

(자오싼이 흔들흔들 취해서 입장한다.)

자오싼: 내 한평생 둘째 나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오싼이 바닥에 쓰러진다. 얼리반이 자오싼을 발견하고 촌민들에게 알

린다.)

자오싼: 다들 여기에 모여서 날 기다린 거야?

(모두가 “셋째 형” 하고 부른다.)

자오싼: 쳇! 누가 셋째 형이야?

남 1: 셋째 형, 어떻게 나왔어?

자오싼: 비밀이야.

(모두가 자오싼을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남 3: 탈옥한 건 아닐까?

자오싼: 너희들한테는 비밀이야, 개새끼, 다들 개새끼야!

(모두 서로 마주보고 있다.)

오씨댁: 셋째 오빠, 저 저기 도망쳐 나왔어요?

영지댁: 탈옥했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둘째 나리가 알게 되면 큰일 난

다고요.

자오싼: 둘째 나리? 좋은 사람이야. 둘째 나리는.

남 1: 형 많이 드셨네요.

(모두들 자오싼을 이상하게 느끼고 멀리 떨어진다.)

자오싼: 둘째 나리가 말했어. 봄이 되면 밭갈이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모두 열심히 일 해야 돼, 알았지?

오씨댁: 미친 거 아닐까?

영지댁: 큰일 났네.

남 3: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겠어. 둘째 나리가 알기 전에.

(얼리반이 듣고 있다가 앞으로 걸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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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싼: 야, 얼리반.

(자오싼이 휘청거리며 얼리반 앞으로 다가선다.)

자오싼: 내 딸이 너 아들과, 감히 날 우습게 만들어? 너랑은 안 끝났어.

얼리반은 힘든 일만 시킬 거야. 힘들어서 죽게 만들 거야. 나한테 꿇어,

절을 해!

(얼리반이 뒤로 숨으려고 하자 자오싼이 따라 붙는다. 얼리반이 왕씨 주

검 곁에 엎드린다. 이제야 왕씨 주검을 발견하는 자오싼.)

자오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지? 여편네야.

(촌민들이 자오싼과 왕씨를 동정한다.)

오씨댁: 죽은 건 죽고 미친 건 또 미쳤네.

자오싼: 여편네야, 술 마셨나?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는 거야? 둘째

나리가 돈을 써서 날 감옥에서 구해줬어. 우리 집 소를 둘째 나리한테

주기로 했어. 아깝지가 않아, 깨봐, 왜? 죽은 돼지 같으냐?

(자오싼이 왕씨의 얼굴을 때린다. 남 1이 울고 있는 아낙네들을 말린다.)

남 1: 쉿! 조용히 해, 둘째 나리가 셋째 형을 구해줬대.

남 2: 그럴 수 없어. 둘째 나리가 토지세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왜 돈을

썼을까?

남 1: 셋째 형,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둘째 나리가 돈을 썼다 구요?

자오싼: 소는 둘째 나리한테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둘째 나리의 은덕은

한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자오싼이 왕씨 주검 위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한다.)

남 1: 둘째 나리가 돈을 써서 셋째 형을 살렸대요.

남 2: 둘째 나리가 토지세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상하네?

남 3: 둘째 나리가 설마?

남 4: 알아?

남 2: 몰라.

남 1: 셋째 형 말이 정말이라면 둘째 나리가 얼마나 썼을까?

남 3: 많이 썼을 거야,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손가락을 내 보인다.)

남 1: 그래도 3원은 썼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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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4: 둘째 나리가 그 돈을 썼을 리가?

남 1: 사람 목숨이야, 이쯤은 해야지.

(남자들이 모여서 의논한다.)

남 3: 1원이면 두 마리 소를 살 수 있어.

남 1: 3원이면 여섯 마리 소를 살 수 있어.

영지댁: 10전이면 열두 마리 병아리를 살 수 있는데 1원이면 병아리 몇

마리 살 수 있지? 아마도 한마당은 될 꺼야.

오씨댁: 병아리 한 마리면 두부 세모와 바꿀 수 있는데, 병아리 열 마리

면 두부 서른 모랑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며칠을 먹을 수 있으려나?

남 1: 둘째 나리 돈 많네.

남 2: 마을 전체가 다 둘째 나리 거잖아.

남 4: 우리 모두 둘째 나리 거잖아.

남 3: 우리는 말고, 마을에 땅이랑 가축들 다 둘째 나리 거잖아.

남 2: 둘째 나리 정말로 부자구나.

남 4: 둘째 나리 사람 목숨도 구해줬잖아.

(얼리반이 자오싼을 바라보고 있다.)

얼리반: 둘째 나리가 왜 자오싼을 구해줬을까?

영지댁: 3원이면 얼마나 많은 돈일까? 많은걸 살 수도 있는데!

오씨댁: 셋째 오빠가 비싼 값어치 하네. 왕씨댁이 살아 있다면 얼마나 기

뻐했을까? 왕씨댁 목숨도 참!

(모두들 자오싼을 돌아본다.)

자오싼: (왕씨를 흔들면서) 일어나, 죽은 돼지새끼 같잖아, 그만 자라고!

영지댁: 셋째 오빠, 자는 게 아니라 죽었잖아요!

자오싼: 누웠어, 누었다고.

영지댁: 죽었어요. 바보에요? 사람이 죽었다 구요, 독약을 먹었어요.

자오싼: 독약? 왜 먹었대?

(자오싼이 앞으로 걸어오다가 몸을 부르르 떤다.)

자오싼: 마누라야, 나한테 왜 그러냐?

(자오싼이 왕씨한테로 가려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한다.)



- 123 -

남 1: 셋째 형이 많이 마셨나 봐.

오씨댁: 미치진 않았네.

(자오싼이 구토를 하고 난 뒤, 두 눈을 부릅뜨고 허공에서 뭔가를 본 듯

하다. 자오싼이 둘째 나리 살해하기 전을 회상한다. 조명이 왕씨를 비춘

다.)

왕씨: 여보!

자오싼: 왜?

(왕씨가 총을 닦고 있다.)

자오싼: 뭐야? 어디서 주워온 거야?

왕씨: 총이잖아요. 화약 좀 얻어서 총부리에 넣고 꼬챙이로 찌르고 나서

이 작은 고리를 당기면(자오싼에게 총을 넘겨주면서) 총으로 사람 죽이

는 게 더 쉬워요.

자오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왕씨가 자오싼 곁에 앉아서 계속 총을 닦는다.)

왕씨: 가을에 둘째 나리가 빨갱이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 빨갱이가 우리

집 저장고에 숨어 있었어요. 빨갱이가 총으로 나를 겨누는데, 내가 봐도

너무 야위어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찐빵 두 개를 줬고 빨갱이는 나

한테 총 다루는 거 알려줬어요, 후에 둘째 나리가 찾으러 다니자 도망가

더라고요.

자오싼: 총은 당신을 주고?

왕씨: 빨갱이가 살아서 돌아오면 찾으러 온대요.

자오싼: 그래서 받았어?

왕씨: 네.

자오싼: 담도 크네!

왕씨: 당신이 사냥이라도 나가면 쓰라고 남겨뒀어요.

자오싼: 빨갱이 총을 갖고 있다가 둘째 나리가 알기라도 하면?

왕씨: 둘째 나리 몰라요.

자오싼: 그러다가 알게 되면?

왕씨: 모른다니깐요.



- 124 -

자오싼: 이렇게 큰 놈인데 왜 모르겠어?

왕씨: 우리 집에 총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오싼: 그러다가 알게 되면?

왕씨: 쏴 죽이지 뭐.

(자오싼은 왕씨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왕씨: 여보,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왕씨가 총을 자오싼에게 건네준다. 자오싼은 갑자기 왕씨에게 총을 겨

눈다.)

왕씨: 왜 그래요?

(자오싼이 총으로 왕씨를 건드리자 왕씨가 도망을 간다.)

자오싼: 여편네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줘야지. 낫으로 사람 죽이는

게 힘들다고?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 들었지!

(왕씨가 노려보자 자오싼이 갑자기 왕씨에게 추근대기 시작한다. 왕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자오싼이 와락 끌어안고 왕씨의 옷 단추를 벗기기 시작

한다. 한참만 에야 옷 단추가 풀어지고 자오싼이 왕씨를 안는다.)

자오싼: (숨 가쁘게)마누라야!

왕씨: (숨 가쁘게)여보!

자오싼: 나 자오싼이 물건이지?

왕씨: 그래 물건이에요, 여보!

자오싼: 내가 하는 게 큰일이야?

왕씨: 큰일이에요. 여보!

자오싼: 얼마나 커?

왕씨: 하늘 만큼이요.

자오싼: 얼마라고?

왕씨: 하늘 만큼이라고요.

자오싼: 나 자오싼 맞는 거지?

왕씨: 아니에요. 당신은 높은 나무이고, 긴 냇물 아니, 강, 긴 강이에요.

자오싼: 난 송화강이야!

왕씨: 송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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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자오싼이 낫을 꺼내 왕씨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한다.)

자오싼: 내가 둘째 나리를 죽여 버릴 거야!

(왕씨가 즐겁게 웃는다. 음악이 들린다.)

자오싼: 둘째 나리는 지주야.

왕씨: 둘째 나리는 촌민만 괴롭혀요.

자오싼: 둘째 나리가 토지세금을 올리려고 해.

왕씨: 우리 가난한 촌민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두 사람이 낮게 말한다.)

자오싼: 토지세금을 못 올리게 해야지.

왕씨: 토지세금은 올리면 안돼요.

자오싼: 올리면 안 되지.

왕씨: 절대로 안돼요.

(음악이 멈춘다.)

왕씨: 여보!

(왕씨가 자오싼을 업는다.)

자오싼: 마누라야!

왕씨: 여보!

자오싼: 나는 겁쟁이 아니야.

왕씨: 그럼요, 여보!

자오싼: 나는 멋있어.

왕씨: 당신 너무 멋있어요.

자오싼: 멋있어, 멋있지.

(무거웠는지 왕씨가 자오싼을 내려놓으려다가 두 사람이 같이 넘어진다.

왕씨의 웃음소리와 함께 암전되고 왕씨도 사라진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

고 자오싼은 숨을 몰아쉬며 “마누라야” 하고 부른다.)

자오싼: 왜 독약을 먹었지? 당신이 총으로 둘째 나리를 죽이라고 해서

내가 도둑을 죽였을 때도 당신은 나를 멋있다고 했었지, 근데 내가 감옥

에 잡혀 갔다고 해서 독약을 먹어? 전 남편이 죽었을 때도 괜찮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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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진즈가 도망갔다고 죽었나? 전 남편의 자식이 죽었을 때도 괜찮았

잖아? 마누라야, 근데 왜 죽었어? 그날, 진짜로 둘째 나리를 죽였다고 해

도 무서울 것 없었는데 근데 왜 둘째 나리가 아니었냐고? 내가 잡혔을

때 살려달라고 한 건 그냥 사실대로 말하려고 그런 거야. 마누라가 날

노려보고 있었다고.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죽여서 그래?

아, 맞다. 진즈가 있었지. 진즈 이 계집애가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을 간

게 창피했던 거야. 그거야.

(왕씨는 왕씨 죽음의 책임을 회피하고는 다시 울부짖는다.)

자오싼: 마누라야!

(조명이 다시 밝아진다. 모두가 바닥에 꿇어있다. 언제인지 모르나 진즈

가 왕씨 앞에 서있다. 얼리반이 “진즈야” 외친다.)

오씨댁: 셋째 오빠, 진즈가 돌아 왔어요!

(자오싼이 진즈를 바라보고 진즈도 멍하니 자오싼을 바라본다.)

영지댁: 진즈야, 네가 어미를 죽였구나!

(자오싼이 일어나서 진즈한테로 다가가려다가 멈춘다.)

자오싼: 날 원망해, 다들 날 원망하라고!

(얼리반도 슬퍼하며 무릎을 꿇자 자오싼과 진즈만 서있는 다, 갑자기 왕

씨가 “웩웩” 하더니 움직이기 시작한다. 진즈가 “엄마”하면서 달려가고

자오싼도 뒤따라서 달려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진즈를

밀쳐낸다.)

자오싼: 다들 움직이지 마!

(자오싼이 긴 나무 막대기를 찾아와서 왕씨 위에 올라타고는 왕씨의 배

를 힘껏 누른다. 모두가 자오싼을 말린다.)

자오싼: 우리 마누라가 눈을 떴어, 다들 봤잖아? 몸에서 도망가지 전에

잡아야 돼!

(모두가 무서워서 손을 뗀다. 자오싼이 다시 왕씨의 배를 힘껏 누른다.)

자오싼: 시체가 벌떡 일어서서 누구라도 잡으라고 해, 누가 잡히면 같이

죽는 거야, 날 좀 도와줘!

진즈: 엄마,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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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싼: 진즈 좀 잡아줘.

(남 1, 남 2 가 자오싼을 도와서 왕씨의 배를 누르고 남 3, 남 4가 진즈

를 붙잡는다.)

자오싼: 영지댁, 술 좀 갖고 와!

진즈: 엄마, 엄마!

(왕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오싼의 옷에 구토를 시작한다. 모두 경악

한다.)

남 1: 피를 토하네, 형.

(왕씨가 피를 토하더니 다시 눕는다.)

자오싼: 끝났어, 이젠 끝났어.

(남 3, 남 4가 진즈한테서 손을 떼자 진즈가 달려와서 왕씨를 부른다.)

자오싼: 이젠 묻어라!

(모두가 왕씨를 거적에 싸서 둘러멘다.)

자오싼: 마누라야, 둘째 나리 술도 못 마시고 가는구나, 이틀 정도 기다

려 주지 그랬냐? 진즈도 돌아 왔고. 동네사람 창피한 일을 했는지 안 했

는지 모르는데 당신만 이렇게 가냐? 가족이 오붓하게 모이면 얼마나 좋

아?

(모두 갑자기 멈춘다.)

남 1: 어, 움직인다.

(왕씨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적을 열어보니 왕씨가 다시 피를 토한다. 진

즈가 달려가서 “엄마”를 부르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왕씨가 일

어난다.)

왕씨: 진즈야, 진즈야.

진즈: 엄마.

왕씨: 너 따라왔냐? 여기가 지옥인가?

진즈: 엄마, 여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엄마 아직 살아 있다고요.

왕씨: 살아 있다고?

진즈: 엄마! 살아 있는 거지? 날 놀리는 거야?

(왕씨가 일어서더니 진즈를 살펴보고 다시 주위를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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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 여보, 당신도 죽었어?

자오싼: 마누라야, 아직 살아 있는 거야?

왕씨: 당신 죽은 거야?

자오싼: 둘째 나리가 돈을 써서 날 꺼냈어! 내가 감옥에 갔잖아? 둘째

나리가 돈을 써서 날 구해주었고 술까지 주셨어. 당신은 독약을 먹었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묻으려고 하는 중이야!

오씨댁: 묻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죽은 거 에요.

왕씨: 안 죽었어, 살아 있네. 진즈야!

진즈: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청예 애를 가졌어요. 창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꿈에 엄마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 온 거 에요. (얼리반

을 향해) 아저씨, 청예가 군대에 잡혀갔어요. 자발적인 군대래요.

(얼리반은 무서워서 뒤에 숨고 자오싼은 놀라서 멈춰있지만 왕씨만이 자

애로운 눈길로 딸을 바라보고 있다. 자오싼이 갑자기 나무 막대기를 잡

는다.)

자오싼: 때려죽일 거야, 이놈의 가시내야!

(사람들이 자오싼을 말리지만 진즈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오싼: 가시내야, 때려죽일 거야.

왕씨: 여보! 우리 진즈는 흙이 아니야! 진즈가 낳은 애는 내가 키울 거

에요.

진즈: 엄마!

(진즈가 엄마에게 절을 하고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한다.)

진즈: 마을 아저씨, 아주머니들! 청예와 내가 좋아하게 되어서 임신을 했

습니다. 도망을 갔지만 엄마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저씨, 아주

머니! 배속의 애기한테만은 손가락질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왕씨: 진즈야!

진즈: 엄마!

자오싼: 날 죽여라, 아예 날 죽여 버려!

모두: 사람이 살았으면 됐어요. 살면 된 거지 뭐.

(모두가 뭐라고 중얼중얼 한다. 호박등불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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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나리네 집. 조명이 둘째 나리를 비추고 둘째 나리는 얼리반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얼리반은 곁에 서서 열심히 듣고 있다.)

둘째 나리: 내가 소속 된 군대는 자발적인 군대입니다. 장교도 저한테 잘

대해주는데 다들 유학생들이에요, 말에 올라타려면 병사들이 도와줘야

해요. 군대 규율도 엄격합니다. 규율이 바로 법칙이에요. 한번은 내가 늦

잠을 잤다고 장교한테 벌칙을 받았습니다.

얼리반: 뭔 장교래요?

둘째 나리: (편지를 계속 읽는다) 요즘 일본군이 왔어요. 장교는 일본군

을 왜놈이라고 불러요. 장교들은 밤새도록 왜놈을 칠 방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도 내가 장교한테 부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집에 돌아간다고 진즈한

테 알려주세요, 바로 결혼식을 할 거 에요. 진즈보고 날 미워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마을사람들한테도 진즈는 내 여자니깐 미워하지 말

라고 하세요. 청예가.

(둘째 나리가 편지를 접는다.)

얼리반: 끝났어요?

둘째 나리: 편지 갖고 돌아가거라.

얼리반: 고마워요, 둘째 나리.

둘째 나리: 진즈 낳을 때가 되었지?

얼리반: 네.

둘째 나리: 너희들도 참, 생각 좀 하고 살 거라. 다 큰 처녀가 임신을 하

고, 남쪽 지방에서는 어른이건 애건 다 죽이는 거야. 북쪽 지방 특히 우

리 마을에서는 내가 봐주니까 괜찮은 거지.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나도 이 정도로 인자하지는 않을 거야. 얼리반, 뭘 생각하는 거냐?

얼리반: 둘째 나리, 저…자오싼이랑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할

까요?

둘째 나리: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빨리 안가? 이놈이 안하무인이구나.

대문으로 가지 말고 뒤 문으로 빨리 돌아가, 우리 집 대문을 어지럽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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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왜 그러신대요?

(둘째 나리가 부채를 접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얼리반이 뒤 문으로 해

서 나간다.)

얼리반: 둘째 나리도 날 쫓아내고 자오싼도 날 미워하고 마을사람들도

날 존경하지 않네. (편지를 보면서) 군대에 있다고? 군대에 있어서 뭘

해? 진즈 배가 예전처럼 된대? 아니면 너 애비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

(얼리반이 담벼락 끝에 기댄다. 어디선가 일본인의 소리가 들린다. 두 명

의 촌민이 둘째 나리네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뒤따라서 일본 병사와 통

역관이 집으로 들어선다.)

통역관: 마을 친구, 여보게!

둘째 나리: 누가 네 친구냐? 난 이 마을의 주인이야.

(무대 위의 모든 사람이 정지해 있는 다. 일본 소분대 두 번째로 마을에

나타났다는 자막이 나타난다. )

통역관: 아 네, 저희는 일본 만주국 친선 군대입니다. 이 마을에 두 번째

로 왔는데 하루 종일 걸었더니 힘들어서 이렇게 밥이라도 먹으려고 들렸

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집이 좀 사는군요. 여기 이틀 정도 묵어야

겠습니다.

둘째 나리: 돈은 가져 왔는가?

통역관: 우리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이는 안 먹어요.

둘째 나리: 공짜로 먹는다고?

통역관: 그렇습니다.

둘째 나리: 여기서 공짜로 묵는다는 건가?

통역관: 그렇다니깐요.

둘째 나리: (하인에게)쫓아내버려!

통역관: 친선 하는 군대에게 함부로 대하다니? 한번 혼내줄까?

(통역관이 일본병사에게 통역을 하고 일본병사들이 둘째 나리에게 총을

겨눈다.)

둘째 나리: 손을 쓸 건가? 일본 놈아, 이웃마을에 다 물어 보거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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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잠을 자려고 해? 나가! (일본병사들이 계속

총을 들고 있자 하인에게 시킨다.) 칼 들어. (총을 든 일본병사와 칼을

든 둘째 나리의 하인이 대치하고 있다.) 칼을 높게 들어! 가서 저놈들의

총을 뺏어 오거라! 어서!

(일본병사들이 총을 쏘자 하인이 쓰러진다. 얼리반이 총소리에 놀라서

귀를 막는다.)

얼리반: 설 명절도 아닌데 왜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야?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깐.

(둘째 나리가 통역관의 멱살을 잡자 통역관이 둘째 나리에게 총을 쏜다.

둘째 나리 죽는다.)

얼리반: 또 폭죽이네. 돈 있는 사람은 좋구나, 좋아.

(통역관과 일본병사들이 시체를 옮긴다. 산양이 울기 시작한다.)

얼리반: 로커야, 먹었냐? 배불렀어? 많이 먹었다고? 배곯지는 말아야지,

너 야위면 사람들이 업신여긴다. 살찐 양이 널 업신여기잖아, 그러니 많

이 먹어야지. 많이 먹고 살찐 양들과 싸워서 이겨! 이겨서 내 체면을 세

워줘야지, 알아들었냐? (산양이 대답이 없다.) 왜? 무서워서 그래? (산양

이 울음으로 대답한다.) 그렇지, 용감한 거 알고 있다니깐. 겁먹지 마라,

로커야. 다리가 밭장다리면 어때? 마누라랑 먼저 좋아해서 청예를 가졌

으면 또 어때? 청예랑 진즈도 먼저 애 생겼잖아? 그럼 또 어때? 근데

청예한테서 편지 온 거 진즈랑 어떻게 얘기하지? 둘째 나리가 “남쪽 지

방에서 결혼 전에 애가 생기면 어른이든 애든 다 죽인다고 하는데. 둘째

나리가 봐준다고 했으니 다행이네. 안 그럼 큰일 날 뻔했잖아? 아, 맞다.

이 말을 둘째 나리한테 왜 안 했지? 여편네야, 그렇게 먼저 죽고 원수

같은 자식 놈만 남겨놓고 날 힘들게 해?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낳았을

때 없애 버릴 걸. 날씨가 따뜻해지니 마을 전체가 낳기 바쁘구나. 그래

낳거라, 모두 요물을 낳거라! 작은 요물이 크면 큰 요물이 되고 나중에

는 늙은 요물이 되는 거야! 많이 낳거라.

(멀리 산양의 소리가 들린다. )

(조명, 왕씨와 진즈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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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락의 밧줄에 의해 진즈의 두 다리가 위쪽으로 매달려 있다.)

(왕씨는 진즈의 다리 사이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진즈: 엄마, 돼지가 새끼 낳았어?

왕씨: 아직 이야.

진즈: 돼지는 아플까?

왕씨: 안 아파.

진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왕씨: 돼지랑 같은 줄 알았어?

진즈: 돼지는 사람보다 낫네. 돼지는 아프지도 않는데...

왕씨: 우리 집 소가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엄마가 너한테 말해

주면 안 아플 거야. 둘째 나리가 우리 집 소를 싫다고 하셨어, 너무 늙어

서 죽을 것 같아서 싫대. 그래서 소를 끌고 도살장에 갔지. 그날 태양은

높이 걸려있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어. 소가 목이 말라 보여서 냇가로 데

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지. 그걸 보면서 너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는구나 해서 실컷 마시게 했어. 근데 이놈의 소가 안 간다고 버티고

있는 거야.

(진즈가 진통을 하고 있다. 왕씨와 진즈가 같이 형벌을 받고 있다.)

진즈: 날씨가 따뜻하니 마을 전체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어미 돼지가 새

끼돼지를 데리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미 돼지 배가 그렇게 큰 거야, 너

무 커서 배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았고 젖도 탱탱하게 불어 있었어.

왕씨: 소가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어, 소가죽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

진즈: 갑자기 돼지가 풀 더미 위에서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사지를 부

르르 떠는 거야.

왕씨: 도살장에 도착을 했는데 소가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은 늙은 소지

만 조금 뒤엔 한 장의 소가죽만 남겠지?

진즈: 풀 더미 위에 어미 돼지가 발로 흙을 파헤치고 떨고…

왕씨: 도살장을 나설 때 30전을 받았지. 땅 사는데 좀 보탤까? 아님 술

이라도 살까? 생각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 질렀어. “소가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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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돌아보니 소가 내 뒤에 있는 거야. 소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날

따라 나선거지. 소를 데리고 다시 도살장으로 들어가서 소를 쓰다듬어

주니 졸린 가봐, 스르르 눈을 감는 거야, 그 틈에 도망치듯 나왔어. 도살

장을 뛰어 나오는데 뒤에서 철문을 닫는 소리가 쾅 하고 나는 거야. 마

을에 돌아오니 둘째 나리가 내 손에 있는 30전을 가져갔어.

(왕씨와 진즈가 정지해 있는 다. 얼리반과 자오싼이 각자 등장하면서 중

얼거린다.)

얼리반: 창피한 줄도 몰라, 창피해!

자오싼: 정말로 창피해!

얼리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자오싼: 어떻게 하면 좋지? 진즈 이 계집애가 남산만한 배를 하고 저렇

게 누워있는데 내 딸이라서 죽일 수는 없고.

얼리반: 진즈가 저렇게 큰 배를 하고 누워있고 청예 이놈 때문에 창피해

죽겠네.

자오싼: 내가 누굴 죽일 수 있겠는가? 둘째 나리? 나? 마누라까지 죽으

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얼리반: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으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

을 텐데, 푹 자는 게 얼마나 좋아? 꿈도 없이 말이야.

자오싼: 왜 죽어야지? 둘째 나리 처음엔 은인이었지만 지금은 원수인가?

마누라 처음엔 날 멋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날 원망하는가? 진즈 처음엔

착한 딸이었다가 지금은 날 창피만 당하게 하고.

(얼리반과 자오싼이 서로 넉두리를 하고 있다.)

(왕씨가 성냥으로 불을 밝히고 진즈가 왕씨의 손을 잡는다.)

진즈: 엄마, 불 끄지 말아요!

(불이 꺼지고 진즈의 진통이 시작된다.)

진즈: 엄마, 이 애가 왜 아직도 안 나오지? (몸을 구르면서) 왜 안 나오

냐고!

자오싼: 소릴 왜 질러? 망할 년, 넌 죽어야 돼! 동네 창피하게!

진즈: 엄마, 나 죽어요, 왜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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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진즈야, 청예한테서 편지가 왔어! 군대에 들어갔대, 돈 벌어서

너한테 장가를 가겠다는구나. 청예가 항일도 한대. 청예가 출세했어.

자오싼: 야, 얼리반, 꺼져!

(자오싼과 얼리반이 쫓고 쫓기고 있다.)

자오싼: 얼리반, 나와!

진즈: 엄마, 엄마

(왕씨 어눌해 있다가 갑자기 천으로 진즈의 입을 틀어막는다. 칼을 손에

잡고는 밖을 향해 소리 지른다.)

왕씨: 진즈야, 참아야 돼. 죽더라도 낳아야 된다. 다시 소리 지르면 칼로

다져버릴 꺼야.

(자오싼과 얼리반이 놀라서 멈춰서고 왕씨가 손에 칼을 잡고 두 눈을 크

게 뜬다)

(음악)

(진즈의 다리가 밧줄에 묶여서 위로 매달려 있다. 진즈가 손으로 밧줄을

잡아당긴다. 조명이 붉게 변하자 왕씨가 흐뭇하게 웃는다. 진즈가 눈을

크게 뜨고 입에는 천을 물고 있다. 왕씨 손에 영아가 들려있다. )

얼리반: 왜 안 울지? 아들인가?

(왕씨가 담배연기를 애한테 뿜어대자 애가 울기 시작한다.)

왕씨: 진즈야, 딸이야.

자오싼: 얼리반 너 당장 나가!

(자오싼이 왕씨 손에서 애를 뺏고는 바닥에 메친다. 애 울음소리가 멈춘

다.)

얼리반: (기뻐하면서) 자오싼아, 나 너한테 빚진 거 없다. 우리 사이 원

한이 이젠 없는 거야!

(무대 정지되어 있다. “생로병사” 음악이 흐른다. 암전)

6장.

(가축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일본병사들의 소리가 들린다. 하늘 막 위로

일본군이 나타났다는 막이 내려온다. 그 옆으로 일장기가 내려오고 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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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대에 등장한다.)

청예: 사람이 죽어요. 일본제국주의 하에 나라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어요.

(조명이 영지댁과 오씨댁 그들의 딸들을 비춘다.)

청예: 나 탈영했어요. 자발군이 맨날 후퇴, 후퇴만 외치니 사기가 떨어지

잖아요. 그날 밤, 밥 먹고 있는데 포탄이 날아와서 밥그릇이 깨지더니 두

명의 군인이 죽는 거 에요. 에익, 재수 없어! 일본 놈들에게 당했잖아.

이젠 내가 군대를 조직할 거야. 나랑 같이 나라를 구합시다!

영지댁: 너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야? 양심도 없는 놈! 엄마가 돌

아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니?

청예: 울어서 뭐해요? 이미 돌아가셨잖아? 하늘이 정해준 죽음인데 일본

놈 앞잡이 보다는 나아요!

오씨댁: 진즈가 고생을 많이 했어, 돌아오면 뭔 타산이라도 없니?

청예: 뭔 타산이요? 일본 놈 때려잡은 다음 진즈를 데려오면 되지.

여자: 청예오빠, 오빠네 애가 죽었어요.

청예: 어떻게 죽었어?

오씨댁: 애가 혼자 죽었어, 혼자 죽었어.

여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에요?

청예: 괜찮아! 일본 놈을 몰아내면 진즈를 데려올 거야. 그때 다시 낳으

면 되지, 진즈더러 한 집 가득 차게 낳으라고 할 거야.

영지댁: 왜 자꾸 일본, 일본 하는 거야?

청예: 요 죽일 놈의 일본 놈 새끼들이 몰려오잖아요. 안 무서워요? 일본

놈들한테 죽임을 당할 거 에요?

(남자들이 등장한다.)

청예: 아저씨들! 담이 큰 사람들은 나를 따르세요, 나라를 구합시다. 항

일, 항일합시다!

(남자들이 청예의 말에 흥미를 느낀다.)

남 3: 청예아, 항일 할 거야?

청예: 항일은 바로 일본 놈을 때려잡는 거 에요. 안 때려잡으면 바로 망



- 136 -

국입니다.

남 1: 망국, 뭐가 망하지?

청예: 중국이요.

남 2: 여기는 만주국인데?

청예: 여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일부분이에요. 중국은 땅이 커서

남쪽도 북쪽도 다 중국이에요.

남 3: 우리 마을도 중국이냐?

청예: 마을이 중국이고 중국이 바로 우리 마을이에요.

남 3: 그렇다면 망국은 일본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거, 구국은 일본을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 인가?

청예: 맞아요, 뭘 좀 아시네.

청예: 이웃마을의 일본 놈들도 쫓아내야지요.

남 1: 못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청예: 그럼 죽여야지요.

남 2: 우리가 죽인다고? 할 수 있을까?

청예: 우린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얼리반이 옷소매 속에 손을 집어넣고 중얼거리면서 등장한다.)

청예: 아버지, 뭘 좀 빌려주세요.

얼리반: 아무것도 없어, 뭘 빌린다는 거냐?

청예: 아버지 양이요.

얼리반: 양한테도 항일하라고 그럴까?

청예: 아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 구요.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고 빌어

야지요.

얼리반: 하늘이 닭을 먹지 양은 안 먹는 거 몰라?

청예: 일본 놈들이 닭을 다 잡아먹었는데 닭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닭

보다 양이 더 위엄이 있어 보이잖아요.

얼리반: 우리 양은 늙었어, 하늘이 질긴 양고기를 먹다가 체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늘이 노할라.

청예: 하늘이 먹다가 남기면 일본 놈들한테 먹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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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반: 고기가 질겨서 일본 놈들도 싫어할 거야.

청예: 그러면 양을 늙게 내버려 두려 구요? 일본 놈들이 와서 양을 죽일

거 에요.

얼리반: 일본 놈이 죽이면 다 너 꺼야. 이놈의 몹쓸 놈아. 마누라가 생겼

다고 데리고 도망을 쳐? 네가 있었으면 네 어미도 안 죽었어. 나한테 지

금 로커만 남았는데 로커까지 죽이려고? 양심도 없는 놈아.

청예: 이 이 이러면 아버지도 망국노에요.

얼리반: 망국노면 망국노지, 넌 일본 놈 죽이러 안 가고 왜 내 양을 죽이

려는 건데? 내 양이 순해 보이니 업신여기는 거야?

(얼리반이 청예에게 달려들자 사람들이 말리면서 얼리반을 데리고 퇴장

한다.)

영지댁: 엄마 아버지 다 싫다고 하면서 뭔 항일이냐?

오씨댁: 청예, 아버지 노여움 풀어드리고 이틀 뒤쯤 다시 항일해도 괜찮

아.

(마을사람들이 모두 퇴장하고 청예만 분노에 차서 서 있는 다.)

청예: 엄마도 일본 놈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틀을 더 기다려?

오늘이면 바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청예가 답답한 마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자오싼이 당황해 하면서

등장한다.)

자오싼: 둘째 나리가 죽었어, 일본이 죽였대! 일본이 진짜 담이 크구나.

둘째 나리가 죽은 지 며칠 되었나 봐, 시체 썩는 냄새도 나네, 둘째 나

리…

청예: 셋째 아저씨!

(자오싼이 청예의 부름에 멈칫한다.)

청예: 건강하셨어요? 나 이제 군대 안 합니다. 돌아와서 항일하려 구요.

마을사람들과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나 혼자 항일하렵니다. 진즈한테 얘

기해주세요. 일본 놈을 때려죽인 다음 데리러 간다고요. 아저씨가 이번에

도 반대하시면 진즈 데리고 다시 도망갈 거 에요.

(자오싼이 급히 뒤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청예가 따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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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싼: 왜?

청예: 진즈한테요.

자오싼: 집에 없어. (청예가 계속 따라 오자) 넌 항일하러 가! 둘째 나리

가 일본 놈들한테 죽임을 당했어, 빨리 항일 하러 가!

청예: 나 조금만 더 있다가 항일하러 갈게요. (계속 따라간다.)

자오싼: 진즈가 없다잖아, 뭘 또 어떻게 하려고?

청예: 셋째 아저씨한테 항일을 선전하려 구요.

(조명이 왕씨를 비춘다. 왕씨 술을 마시고 있다.)

청예: 여긴 중국이에요. 망국이라는 것은 일본 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

는 것이고 구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을에서 일본 놈을 쫓아내는 거

에요. 항일을 안 하면 아저씨 죽었을 때는 무덤 위에 일장기가 있어요.

우리 중국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오싼: 가! (자오싼이 집에 들어선다.)

청예: 항일 하지 않으면 아저씨 무덤 위에 일장기가 있다니까요. 중국기

가 아니구요.

자오싼: 나 깃발 같은 거 필요 없어, 빨리 가!

청예: 나한테 선전하지 말라고 하면 나 여기서 진즈를 기다릴 거 에요.

바로 여기 대문에서 기다릴 거 에요.

(청예가 대문 모퉁이에 앉는다. 자오싼이 답답한 마음에 왕씨의 술병을

뺏어서 한 모금 마신다.)

왕씨: 당신이 그렇게 애를 바닥에 내리쳐서 죽이니 얼굴도 못 봤잖아요,

불쌍한 것.

자오싼: 청예가 돌아왔어, 지금 항일을 외쳐대고 있어. 근데 내가 둘째

나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 보다는 못하단 말이야. 청예가 이놈이 한 성깔

하네. 진즈를 이놈한테 시집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둘째 나리가 죽

었어. 지난 해 내가 둘째 나리를 죽이려고 한 건 둘째 나리가 토지세를

너무 올려서 그랬던 건데, 일본은 왜 둘째 나리를 죽이고 곰보댁을 죽였

을까? 모를 일이야. 일본은 무슨 나라이지? 일본사람은 어떤 사람들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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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자오싼: 살아? 그렇다면 좀 다소곳이 다녀야지. 왜 사람을 죽인대? 우리

가 괴롭힌 것도 아니잖아? 왜일까?

왕씨: 자기네가 좋으려고 그러겠죠, 좋은 걸 찾으려 왔겠죠.

(일본인의 외침 소리가 들린다. 진즈가 당황해서 급히 뛰쳐나온다. 일본

병사가 진즈를 덮친다. 진즈가 몸부림 치고 있다.)

진즈: 도와주세요!

(청예가 뛰어나와 일본병사를 넘어뜨린다. 그러자 진즈가 한쪽으로 넘어

진다. 자오싼이 뛰어나와 일본병사를 넘어뜨리지만 도리어 어깨에 칼을

맞고 고통스러워한다. 청예는 일본병사의 목을 낫으로 힘껏 찌른다. 왕씨

가 뛰어나오지만 죽어있는 일본병사는 보고 놀란다.)

청예: 진즈야!

진즈: ... ...청예오빠!

왕씨: 얘들아, 빨리 도망을 가!

청예: 왜요?

자오싼: 넌 사람을 죽였다고, 일본 놈들이 널 죽일 거야!

청예: 내가 죽인 건 바로 일본 놈이에요, 왜 도망을 가요?

왕씨: 누구도 널 도와주는 사람 없어, 왜 혼자서 떠들어? 잡히면 죽음이

야, 빨리 도망가!

청예: 진즈야.

자오싼: 이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자오싼이 청예를 끌고 도망을 간다.)

청예: 진즈야!

진즈: 빨리 도망가요. 빨리요!

(남자들은 도망을 가고 여자들은 멍하니 서 있는 다.)

왕씨: 진즈야, 죽은 사람을 빨리 묻어야 돼. 빨리.

(왕씨와 진즈가 일본병사를 들어서 묻는다. 무대 위가 사람들의 울부짖

음에 시끄럽다. 일본병사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마을사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다. 통역관이 혼자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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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관: 누구야? 누가 일본병사를 죽였어? 누가? 빨갱이냐? 빨갱이가 일

본병사를 죽였으니 우리는 빨갱이를 잡으러 왔어. 우리가 선전하는 ‟왕

도”를 모르는가? ‟왕도”란 바로 성실한 거야. 만주국은 나쁜 놈의 빨갱

이를 청산할거야. 빨갱이를 대면 죽이지는 않겠다.

(양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얼리반이 양 울음소리에 몸을 움찔한다.)

통역관: (얼리반을 발견하고) 늙은이, 너! 무서워하지 말고 빨갱이를 알

아? 크게 말해.

(얼리반이 양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그러다가 양을 잡아 갈 것 같아서

다시 손가락을 움츠린다.)

통역관: 무서워 말고 빨갱이를 알아?

얼리반: 몰 몰라요.

통역관: 늙은이, 여기 좀 가까이로 와. 무서워하지 말고.

(통역관이 얼리반의 멱살을 잡는다. )

통역관: 말해!

얼리반: 나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도 묵었잖아요.

통역관: 내가 거친 마을이 많기도 한데 어떻게 알아?

(일본병사들이 얼리반을 구덩이에 밀어 넣는다. 통역관이 마을사람들을

둘러본다. 통역관이 영지댁의 딸 앞으로 와서 묻는다.)

통역관: 너 빨갱이 알지?

(여자애가 입을 벌리고 서있고 영지댁은 대신 머리만 휘젓는다. 통역관

이 여자애를 잡아당기자 여자애가 통역관의 목을 물어 놓는다. 통역관이

아프다고 바닥에 뒹굴고 일본병사들이 여자애에게 총을 쏜다. 여자애가

죽는다. 영지댁이 일본병사에게 달려들자 영지댁에게도 총을 쏜다. 오씨

댁의 딸은 총소리에 놀라서 소리 지르고 일본병사들은 오씨댁 딸에게도

총을 쏜다. 오씨댁이 놀라서 쓰러진다. 일본병사들은 시체를 구덩이에 파

묻는다. 이때 자오싼이 당황해서 크게 기침을 한다. )

통역관: 너 늙은이, 일어나봐, 넌 알지? (자오싼이 움직이지 않자 통역관

이 자오싼을 발로 찬다.) 정말로 몰라?

자오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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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병사들이 총으로 자오싼을 때린다. 자오싼이 바닥에 쓰러지고 무서

워서 머리를 못 든다.)

통역관: 말해. 알아 몰라?

(자오싼이 대답이 없다. 통역관이 총부리를 자오싼의 입에 쑤셔 넣는다.)

통역관: 몰라? 모른다고? (진즈가 벌떡 일어선다.) 네가 알고 있는 거지?

진즈: 때리지 말아요. 내 아버지에요.

왕씨: 진즈야!

통역관: 딸이야? 이리 와!

(통역관은 일본병사에게 진즈를 넘기고 일본병사는 진즈에게 총을 겨눈

다.)

통역관: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면서)말해! 누가 일본인을 죽였어?

(왕씨가 진즈한테로 달려가자 일본병사가 왕씨를 때려서 기절시킨다. 침

묵하던 마을사람들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자오싼이 거친 숨을 몰아쉬더

니 “사람 죽여요!”를 외친다. 마을 남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한다. 일본병

사들이 마을사람들에게 총을 겨눈다. 이때 청예가 나타난다. 청예가 진즈

를 잡고 있는 병사를 밀치고 진즈를 구하려고 할 때 총소리가 들리더니

진즈가 청예 앞에 쓰러진다. 총소리에 왕씨도 깨어나고 쓰러지는 진즈를

발견하고는 딸에게 달려간다.)

왕씨: (비통한 심정으로) 죽는 방법이 다르구나!

청예: 여러분! 일본 놈을 쳐 죽입시다!

(청예가 먼저 일본병사에게 달려들고 마을사람들도 일본병사에게 덤벼든

다.)

자오싼: 내 딸이 죽었어요! 나도 이젠 늙었어. 젊은이들이여, 나라를 구

합시다. 젊은이들이 일장기를 찢어버리는 거 보고 싶어요. 내 무덤에는

중국기를 꽂아야지. 나는 중국 사람이야, 중국기가 갖고 싶다고요. 살아

있으면 인간이고 죽으면 귀신인데 뭐가 두려워, 난 망국노가 아니야.

(마을사람들이 호박등불을 들고 서 있는 다.)

왕씨: 패기가 있으면 망국노가 아니야.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

요? 오늘은 우리가 죽으러 가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를 베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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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귀에 걸어 놓는다고 해도 항일을 할 거에요. 안 그런가요?

모두들: 맞습니다. 우리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고 해도 항일할거에요.

(장엄한 음악소리가 들린다.)

청예: 맹세합니다.

(청예가 소총을 높게 들자 마을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맹세한다. )

모두: 오늘의 맹세가 가짜라고 하면 하늘이 노하고 총이 날 쏠 것 입니

다. 총은 영혼이 있는 견증물입니다.

(얼리반과 오씨댁이 구덩이에서 기어 나온다. 두 사람도 호박등불을 들

고 있다.)

자오싼: 생로병사, 뭐가 대수냐! 오늘 우리는 구국하러 갈 거다. 무엇 때

문이지?

모두: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자오싼: 어떻게 죽었지?

얼리반: 일본 놈들이 마을에 쳐들어 와서 처먹고 처자더니 이젠 우릴 죽

여?

자오싼: 그러면 되는가?

모두: 안 돼요.

자오싼: 오늘 우리 모두 죽으러 간다. 무엇 때문이지?

모두: 살기 위해서요.

(장엄한 음악이 높아지고 자오싼이 웃자 모두 따라서 웃는다. 일장기가

무대에 떨어진다. 얼리반이 절뚝거리며 사람들 앞에 다가온다.)

얼리반: (눈물을 닦으면서) 로커야! 나 죽으러 간다. 넌 살아남아야 돼!

(음악이 흐르면서 암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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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g on Tian QinXin's 

dramatizing and directing

- Focused on  <The Field of Life and Death>, <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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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the techniques of experimental directing and 

dramatizing 《The Field of Life and Death》 and 《Ming》, two of 

the noted plays of Tian QinXin. Since late 1990's, Chinese 

theoretical world has agonized over how to propagate the 

ideology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stick to the 

experimentality of modernism drama, and gain success both in 

art and commerce. Tian QinXin is considered a  successful 

director that established his own world of works by solving all 

the above issues.

  Tian QinXin is a director that pursues communication of the 

time. He interacted with the government through the drama that 

went along the current trends and with the audience with 

experimental directing techniques. 《The Field of Life and D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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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nd 《Ming》 are considered to be two of the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works that conform to the mainstream 

idea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cater to young audience's 

taste with adequate directing techniq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dentifying mainstream features presented in the 

two works and looking into experimental directing techniques to 

see Tian QonXin's dramatizing and directing techniques.

  Chapter 2 covers the trend of mainstream play, one of the 

neo-realism plays, and then deals with mainstream ideas of the 

works through realistic stories of 《The Field of Life and Deat

h》 and 《Ming》 to inquire into the works of Tian QinXin that 

succeeded in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Chapter 3 probe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directing techniques that succeeded in communicating with 

audience. Then a study is made for visual images through 

'alienation effect' of physical moves used in 《The Field of Life 

and Death》 and for the changes of time and space that cause 

dramatic conflicts through montage technique.

  Chapter 4 deals with the directing techniques of traditional 

plays that succeeded in communicating with audience. Then a 

study is made for exchange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ctors 

as well as the flexibility of stage through the hypothesis of 

traditional play used in 《The Field of Life and Death》, for 

entertainingness of open stage of traditional play through 

popularization of the play lines of 《Ming》 that used Xiangsheng 

technique, and for the process of exploration to restore 

open-type stage of traditional play through the directing 

technique of 'practice room'.

  Chapter 5 inquires into the values of Tian QinXin's dramat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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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recting that pursue communication of the time. 

  In conclusion, Tian QinXin reflected the social changes and 

audience's demand to his works to seek for diversity and 

openness. He also intend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raditional 

play and restore the form of traditional Chinese play through 

dramatizing and experimental direct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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