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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민족주의, 포스트식민주의, 로벌리즘, 상호문화성 등의 담론들이 

본격화된 20세기. 로벌 시 에 발맞춰 동아시아 음악 작곡

가들은 자국의 통과 서양음악을 융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와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담론도 이어져오

고 있다. 그 에서도 국 출신의 작곡가 탄둔(Tan Dun, 1957- )

은 “21세기 크로스-문화 음악가의 완벽한 형”으로 불리며, 유네

스코의 로벌 친선 외교 으로서 동서양의 통을 가로지르는 창

의 인 퍼토리와 함께 국제무 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탄둔이 

세계 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어떠한 문화 혼종성

의 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오페라《진시황제》를 연구 상으로 선택해 동

서양의 음악  경계를 넘나드는 탄둔의 문화  정체성과 혼종성의 

미학에 한 연구를 다룬다.《진시황제》는 아시아 작곡가의 작품

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세계 연된 첫 번째 오페라

라는 , 2007/2008 시즌에서 석매진을 기록했다는 , 탄둔의 

‘음악 법(들)’과 ‘1+1=1’이라는 미학 이 실 다는 에서 주

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 한 평가는 극단 이다. “푸치니의《투란

도트》그 자체”라는 등《투란도트》와 끊임없이 비교되는 혹평과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긴 통과 공명한다”는 주장, 이와는 반

로 동서양의 문화 융합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탄

둔의 ‘1+1=1’이라는 철학이 잘 실 된 “새로운 혼종성”의 작품이라

는 평가가 있었고, 진시황에 해서는 탄둔의 음악  고민 혹은 

마오쩌둥이 투 된 반- 웅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과연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라는 잣 만으로《진시황제》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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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한 탄둔의 문화 혼종성의 략은 단순

히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혼종성이라는 명칭이나 이질

인 문화 요소들의 집합으로 온 히 악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진시황은 탄둔의 정체성이 투 된 인물 혹은 반- 웅으로만 해석

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진시

황제》에 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 다.

첫째,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연장선에서《투란도트》와 비

교되며 수용 던《진시황제》에는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를 넘어서

는 시도가 담겨있었다. 푸치니의 오리엔탈리스트 타지와 아시아 

문화에 한 유, 수동 인 동양을 표 하기 한 5음음계의 사

용과는 달리 탄둔은 실제 국을 배경으로 하고, 진시황의 잔혹성

과 비극 인 결말을 표 하기 해 5음음계를 사용했다는 에서 

달랐다. 한 비서구 음악에 ‘동시 성’을 허용하지 않았던 서양 

작곡가들과는 달리 경극에 재, 서양 오페라에 과거 시제를 설정

해 항상 과거에 머물 던 동양에 한 시차를 극복했다. 더불어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수동 이고 연약한 여성상과는 다르게《진

시황제》의 역양공주는 “내 의지와 내 사랑을 따르는 여자”라는 

가사와 리산도로 하강하는 콜로라투라 선율을 선보 다.

둘째, 동서양의 문화를 혼합하되 퓨  작곡가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며 문화  이분법을 넘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든 탄둔의 문

화 혼종성의 략은 문화  차이 의 병치와 공통 의 발견 모두

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경극과 오페라, 음양사와 샤먼의 언어 

등의 차이 이 병치되고, 경극의 도입부로 치환된 서곡, 쟁과 하

의 혼용 등에서 공통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진시황제》는 탄둔의 삶, 음악여정, 그리고 정체성 형

성 양상이 나타난 작품이다. 경극 가수인 음양사와 마오쩌둥이 투

된 진시황을 통해 그의 국 시기가, 실험  아방가르드와 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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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속의례를 연결시킨 에서 미국 시기가 투 다. 한 진시

황은 국의 첫 번째 황제이자 (딸인) 역양공주를 사랑하는 아버

지이자 고 리와의 우정을 소 히 여기는 친구이기도 한데, 진시

황은 다수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탄둔의 모습이 반 된 인

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시황제》는 세계시민과 (신)민족주의자의 정체성 사이에

서 고민하던 탄둔의 답이다. 그는 동서양의 문화  공통 과 차

이 에 해 고민하고 이를 반 하며 세계시민  정체성을, 국

 소재, 악기, 정서 등이 강조되는 것에서 (신)민족주의  정체성

을 형성했다. 그러나 탄둔은 이 두 정체성을 모두 확립하지 못했

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의 세계시민  정체성의 추구를 조명하

다. 더불어 그의 작품이 국제 음악시장에서 끊임없이 소비되며 주

목받는 상을 볼 때,《진시황제》는 21세기의 시 상을 잘 반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 요 어  : 탄둔,  오페라《진시황제》,  오리 엔 탈 리 즘  오페라,  

        문화 혼종성,  문화  정체성,  로벌  시 의 음악,  

동 아 시아  음악,  국  음악

학  번  : 2 0 1 7 -2 6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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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출발   목

《진시황제》에서 새로운 왕조를 통합하기 한 애국가를 만

들고자 하는 진시황의 생각은 강박 이며 아무도 막을 수 없

을 만큼 커진다. 이는 이 오페라 그 자체와 동양과 서양의 

음악  통들을 통합해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탄둔의 탐구

에 한 비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탄둔은 훨씬 겸허하고도 

인 음악  탐구를 보여주며 재빨리 그 탁월함을 끌어냈

다.1) 

“나의 삶은 오페라”이자 “모든 사람의 삶은 오페라”라고 말하는 

탄둔(1957- )은 2006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으로 오페라

《진시황제》(The First Emperor)를 작곡했다.《진시황제》는 7

개의 분쟁 국가를 통일하기 해 백성들의 혼을 화합할 수 있는 

애국가를 갈망했던 진시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극 인 사

랑, 희생, 배반 등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 오페라는 아시아 작곡가

의 작품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을 받아 세계 연 된 첫 

번째 오페라라는 2), 2007/2008년 시즌에서 재연되며 석매진을 

기록했다는 , 그리고 탄둔, 장 모, 하진, 도 고 등으로 결성된 

드림 이 제작했다는 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이다. 

1) Stacy Kors, “Notes on The First Emperor,” The Metropolitan Opera Season 

2006–07. 

2) Justin Davidson, “The Emperor’s New Show: Once Thought to be a 

Showboat, China’s Tan Dun Brings Life to ‘The First Emperor’,” Newsday, 

December 21, 2016.  

http://web.b.ebscohost.com.libproxy.snu.ac.kr/ehost/detail/detail?vid=2&sid=58ee2

ddf-86d6-4c69-983c-7fa3b949f6c4%40sessionmgr101&bdata=JnNpdGU9ZWhv

c3QtbGl2ZQ%3d%3d#AN=2W62W61115777359&db=n5h [2018년 11월 7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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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식민주의, 로벌리즘, 상호문화성 등의 담론들이 본격

화된 20세기 이래로 동아시아 음악 작곡가들은 자국의 통과 

서양음악을 융합한 작품을 선보여 왔는데, 이러한 경향 가운데 탄

둔이 유독 세계 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국 출

신으로 재는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곡가인 탄둔은 어떠한 

문화 혼종성의 략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탄둔의《진시황제》를 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진시황제》에 한 세계 인 주목 이면에는 이 

작품에 한 극단 인 평가가 존재했다. 코어스(Stacey Kors)는

《진시황제》에 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 융합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탄둔의 ‘1+1=1’이라는 음악 철학이 

잘 실 된 작품이라고 평가했고,3) 라오(Nancy Y. Rao)는 이 작품

에서 “새로운 혼종성”(New Hybridity)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4) 

반면 로스앤젤 스 타임스의 스웨드(Mark Swed)는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는 푸치니의《투란도트》(Turandot, 1926) 그 자체”라

고 말했고,5) 뉴욕 포스트의 바네스(Clive Barnes)는 “탄둔은 동양

과 서양의 융합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한쪽 귀에서는 푸치니가, 다

른 쪽 귀에서는 국 경극의 소리가 들려왔다. [...] 담한 시도

지만, 그 둘은 결코 섞이지 않았다”고 서술했다.6) 

3) Stacy Kors, 의 .

4) Nancy Y. Rao, “From Chinatown Opera to The First Emperor: Racial 

Imagination, the Trope of ‘Chinese Opera,’ and New Hybridity,” in Opera 

in a Multicultural World: Coloniality, Culture, Performance, ed. Mary I. 

Ingraham, Joseph K. So, and Roy Moodley (New York: Routledge, 2016), 

64.

5) Mark Swed, “Tan Dun Mixes an East-West ‘Emperor’: Even with 

Domingo, Ha Jin and Zhang Yimou, What Begins Gloriously doesn’t 

Always Thrill,” Los Angeles Times, December 23, 2006,

http://articles.latimes.com/2006/dec/23/entertainment/et-emperor23 [2018년 11월 

28일 속].

6) Clive Barness, “Rule out this ‘Emperor’,” New York Post, Decemb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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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제》의 극단 인 수용양상을 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이 작품에 한 해석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

로 나뉘었다.《투란도트》의 연장선에 있는 오리엔탈리즘 오페라, 

이지(John Cage, 1912-1992)로 표되는 실험  아방가르드 등 

서구 음악 통을 그 로 답습하고 있다는 해석7), 탄둔의 문화 혼

종성에 해서는 동서양의 문화  시차를 극복해 새로운 혼종성을 

만들어냈다는 것8)과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문화  요소들

이 통합된 체를 형성하기 해 한데 모 다는 해석9), 그리고 진

시황은 탄둔 자신의 음악  고민을 투 한 인물10) 혹은 마오쩌둥

이 투 된 ‘반(反) 웅’(Anti-Hero)이라는 해석11) 등이 있었다. 

과연 오리엔탈리즘 오페라 혹은 실험  아방가르드 등 서구 

음악 통이라는 잣 만으로 동양 출신 작곡가 탄둔의 작품을 충

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한 탄둔의 문화 혼종성의 략은 

단순히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혼종성이라는 명칭이나 이

질 인 문화  요소들의 집합으로 온 히 악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탄둔의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이 투

된 인물 혹은 비극 인 최후를 맞으며 마오쩌둥을 연상  하는 반

- 웅으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한가? 본 연구에서는 의 세 가지 

2006, https://nypost.com/2006/12/26/rule-out-this-emperor/ [2018년 11월 28

일 속]. 

7) W. Anthony Sheppard, “Blurring the Boundaries: Tan Dun's Tinte and 

The First Emperor,” The Journal of Musicology 26 (2009), 285-326.

8) Nancy Y. Rao, “From Chinatown Opera to The First Emperor: Racial 

Imagination, the Trope of ‘Chinese Opera’, and New Hybridity,” 64.

9) Jianguo Zhang, “Quanxinde Geju Chuangzuo Guannian: ‘1+1=1’”(“Completely 

New Opera and its Creative Concept”), Renminyinyue, http://www.cnki.net 

[2018년 7월 21일 속].

10) Sheppard, “Blurring the Boundaries: Tan Dun's Tinte and The First 

Emperor,” 285.

11) Yayoi Uno Everett, Reconfiguring Myth and Narrative in Contemporary 

Opera: Osvaldo Golijov, Kaija Saariaho, John Adams, and Tan Du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5), 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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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토 로 오페라 《진시황제》를 통해 탄둔의 문화 혼종성의 

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가 어떠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탄둔의 

음악 양상과 연구 쟁 ’에서는 시기 구분에 따른 음악 양식  특

징과 그를 둘러싼 연구 쟁 들을 살펴본다. 제3장 ‘작품 연구’에서

는 본격 으로《진시황제》의 반 인 개요를 악하고, 극 인 

특징과 음악  특징에 해서도 면 히 살펴본다. 이어서 제4장

‘《진시황제》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혼종성의 미학’에서는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를 넘어서’, ‘문화 혼종성의 략’, 그리고 ‘탄

둔의 삶, 음악여정, 그리고 정체성 형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새

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음악 속에서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그들의 화를 통해 새로

운 작품이 탄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21세기. 이러한 문화  

상 속에서 동서양의 음악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

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음악 작곡가들의 등장과 이들의 정체성

을 둘러싼 담론이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페라《진시황제》

에 나타난 탄둔의 문화  정체성 형성과 혼종성의 략을 연구하

는 것은 이 담론 속에서 음악학의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한 세계 인 주목을 받고 있는 탄둔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을 토 로 국, 한국, 일본 출신의 동아시아 음악 작곡가들

의 정체성 형성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

으로 동아시아 음악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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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그 한계

《진시황제》의 연 약 1년 6개월 , 립스트(Robert Lipsyte)와 

모리스(Lois B. Morris)는 뉴욕 타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

감을 내비쳤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진시황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

에서 한 번도 보거나 듣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다수가 

음악으로 여기지 않았던 소리를 포함할 것이다. 만약 야심

이고 실험 인 이 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페라의 

미래를 확장시키며 하나의 체로서의 오페라의 가능성을 넓

 수 있을 것이다.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탄둔은 분

명한 문화 충돌이 푸치니 세트에서 벗어나거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최  후원자들의 경향인 통주의와 멀어지지 않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갈망하는 새롭고 은 청 들에게 호

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도박을 하는 

이다.12)

오페라의 가능성을 확장해  기회이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게 

새로운 청 을 확보해  것이라는 기 와는 달리 약 1년 6개월 

뒤,《진시황제》의 연 후에는 다음과 같은 혹평들이 쏟아졌다.

탄둔은 우리에게 서양 작곡가가 썼다면 “ 국풍”이라고 불

릴 수 있는 수많은 음악을 우리에게 선보 다. 그것은 심지

어 진부함으로 폭발했다. 인터미션에서 군가는 농담으로 

“ 국 작곡가가 작곡한 것이라면, (《투란도트》를 암시하

며) 나는 푸치니가 더 좋다”고 말했다.13)

12) Robert Lipsyte and Lois B. Morris, “Tan Dun’s Opera: A Special Delivery 

From the Spirit World,” New York Times, June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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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와호장룡>으로 오스카상을 받은 작곡가 탄둔은 동양

과 서양 음악의 융합을 시도했다. 한 쪽 귀에서는 푸치니가, 

다른 한 쪽에서는 경극의 공, 종, 그리고 휘슬 소리가 들려왔

다. 담한 시도 지만 그 둘은 , 매우... 섞이지 않았

다.14)

[...] 클라이맥스는 음악 으로 놀라운 경을 이루며 푸치니를 벗

어나려고 하는 푸치니의 “투란도트” 순간(“Turandot” moment)이

었다.15)

의 세 비평은 모두 푸치니의《투란도트》를 기 으로 탄둔의 

《진시황제》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 연장선으

로 음악학자 셰퍼드는《진시황제》의 양식  병치와 다양한 음악

 원천에 한 근은 포스트모던의 리콜라주(도구를 닥치는 

로 써서 만든 것) 보다는 푸치니의 작품  다양한 양식  “색

채”(tinte)의 조작과 긴 히 연결돼있다고 보았다. 그는《진시황

제》의 양식  향으로 세 개의 주요 색채  원천을 꼽았는데, 

푸치니에 기반한 후기 낭만  서정  양식, 탄둔의 기 아방가

르드 작품과 20세기 반 유로-아메리칸의 실험 음악과 비슷한 

원시주의 양식, 그리고 경극과 다른 통  형식에서 가져온 국

의 오페라와 민요 양식이 바로 그것이다. 셰퍼드는《투란도트》와

《진시황제》를 끊임없이 비교하며《진시황제》의 마지막 장면에

13) Jay Nordlinger, “A ‘First Emperor’ with Lessons to Learn,” The New 

York Sun, December 26, 2006,

 https://www.nysun.com/arts/first-emperor-with-lessons-to learm/257-4 [2018

년 11월 28일 속].

14) Barnes, “Rule Out this ‘Emperor’,” New York Post, December 26, 2006.

15) Swed, “Tan Dun Mixes an East-West ‘Emperor’: Even with Domingo, Ha 

Jin and Zhang Yimou, What Begins Gloriously doesn’t Always Thrill,” Los 

Angeles Times, December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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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모 합창단이 진시황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투

란도트》제2막에서 황제가 칭송받는 장면이,《투란도트》의 마디5

에 나오는 ‘사형 모티 ’와 탄둔의 피치 클러스터가, 푸치니의 

국 민요《모리화》사용과 탄둔의 ‘진송’이, 푸치니의 세 명의 수상

과 탄둔의 음양사와 샤먼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아

방가르드와 원시주의를 설명할 때도 철 히 서구의 향을 답습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긴 통과 공명한다고 말한다.16) 

반면 국  색채에 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어서《진시황제》가 푸치니의《투란도트》와 끊임없이 비

교되며 수용  연구되는 상황의 원인에 을 맞춘 연구가 등장

한다. 낸시 라오는 19세기 반 국 오페라단이 미국 샌 란시스

코, 뉴욕 등의 차이나타운에 등장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자리 잡게 

된 국인 남성에 한 고정 념을 설명한다. 국 오페라단은 남

성이 여성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기원은 한 왕조(BCE 206-CE 

24)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왕조에서는 여성이 한두 번 정도 극에 

등장할 수 있었지만, 청 왕조부터는 여성이 무 에 오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여겨졌다. 그 계보를 잇는 국 오페라단 한 차이

나타운에서 공연할 때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 고, 이 타지는 

극 화되어 미국인들은 서양은 남성 이고 동양은 여성 이라는 

고정 념을 갖게 된다. 이 시기에 맞물려 등장한 오페라가 바로 

푸치니의《투란도트》 고, 당시 뉴욕 타임즈에서 내보낸《투란도

트》의 연 소식 기사의 제목은 “푸치니의 국 오페라 라노 

연”일 정도 다. 즉, 차이나타운 오페라에서 푸치니의《투란도

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국 오페라에 한 오해는 탄둔의《진

시황제》수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라오의 주장이다.17) 한 

16) Sheppard, “Blurring the Boundaries: Tan Dun's Tinte and The First 

Emperor,” 290-304.

17) Rao, “From Chinatown Opera to The First Emperor: Racial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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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는 탄둔의《지도》의 다섯 번째 곡인 ‘페이지’(Feige)의 주요 

선율이 다이어(R. Dyer)에 의해 “‘페이지’의 듀엣은 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18)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 선율의 

윤곽은《진시황제》의 그림자 모티 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 한

다. ‘페이지’는《투란도트》와 일  비교되지 않으며 호평을 받는 

반면,《진시황제》는《투란도트》와 비교되며 혹평을 받는 상황의 

모순을 지 한다. 라오는 결론에서 탄둔은 차이나타운 국 오페

라단과 다른 새로운 오페라단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국가를 월

한 작곡가로서 작품에서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 혼종성을 드러내며 

유럽의 오페라 장르를 코스모폴리탄 음악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말

한다.19) 그러나 탄둔이《진시황제》에서 어떠한 혼종성의 략을 

취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구체 인 근거를 들고 있지 못하다.

신두마티(Sindhumathi Revuluri)는 와 같은 양상의 원인

이 이국주의에 한 기 감이라고 설명한다. 비평가들은《진시황

제》를 베르디의《아이다》, 푸치니의《나비부인》등의 계보를 잇

는 정통 이국주의 오페라로 여겼기 때문에《진시황제》와《투란도

트》를 끊임없이 비교했다는 것이 신두마티의 주장이다. 즉 이들

에게 오페라는 단지 서양의 술 형식이며, 서양의 음악어법이 아

닌 것(혹은 비서구의 것)은 오페라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두마티는 한《진시황제》와 련

된 탄둔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해 옹(Aihwa Ong)의 ‘유연한 시

민’(Flexible Citizen) 개념을 가져온다. ‘유연한 시민’은 세계화 시

 속에서 국가에 한 정치 인 충성을 내비치지는 않지만, 경제

the Trope of ‘Chinese Opera,’ and New Hybridity,” 61-62.

18) R Dyer, “Putting Chinese folk music on the map,” The Boston Globe, 

February 28, 2003; Rao, “From Chinatown Opera to The First Emperor: 

Racial Imagination, the Trope of ‘Chinese Opera,’ and New Hybridity,” 62, 

재인용.

19) Rao, “From Chinatown Opera to The First Emperor: Racial Imagination, 

the Trope of ‘Chinese Opera,’ and New Hybridity,”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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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익에 따라 그 충성 상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다. 신두마티는 ‘유연한 시민’ 개념을 통해 국계 미국인 작곡

가인 탄둔을 국이나 미국  한 국가에 속한 개인으로 보는 것

을 넘어서고자 했지만, 탄둔의 상황을 유연하게 보자는 제안 이상

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다.20)

에버렛 한《진시황제》수용 양상에 해 국 진나라에서 

유행했던 지방 통극인 진강(qinqiang, 秦腔)의 창법의 향을 무

시했기 때문에 이국  그랜드 오페라라는 해석이 즐비하게 다고 

비 한다. 더불어 푸치니와의 차별성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하는데, 

국 민요 선율의 직 인 인용 부족, 온음(Whole-tone)이나 ‘인

상주의’ 화성의 부족, 진강에 기반을 둔 선율 윤곽이나 슬라이드, 

라이트 모티 의 훨씬 더 미묘한 사용, 그리고 고유 악기를 더한 

음색의 확장 등이 그 이다. 그 지만 그는 수용 양상보다는 

《진시황제》에 등장하는 반(反) 웅(Anti-Hero)에 주목한다. 진시

황은 화인민공화국의 제1  주석인 마오쩌둥이 숭배했던 인물이

며, 탄둔과 하진은《진시황제》를 통해 독재자 마오쩌둥에 한 

반-정권  진술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그들이 

정설에 한 항 없이 진 왕조의 의례를 재창조했다면 그것은 단

지 ‘이국 ’ 작품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보다 넓은 사회  

에서 국이 독립 인 세계무 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 에 오페라의 반-체제  주제는 생생하다고 평가

한다.21) 

지 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크게 세 가지의 한계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진시황제》는《투란도트》와 끊임없이 

20) Sindhumathi Revuluri, “Tan Dun’s The First Emperor and the Expectation 

of Exoticism,” The Opera Quartely 32 (2017), 85-89.

21) Everett, Reconfiguring Myth and Narrative in Contemporary Opera: 

Osvaldo Golijov, Kaija Saariaho, John Adams, and Tan Dun, 1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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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되며 수용되었는데, 수용 양상의 원인은 미국 차이나타운의 

국 오페라와《투란도트》로 변되는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계

보를 이을 작품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객들이 오페라를 감상했

음에 있었다. 이는 탄둔이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를 답습한다는 사

고로 이어져 그가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를 넘어서기 해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에 해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탄둔

이 《진시황제》를 통해 서구 오페라 통, 실험  아방가르드, 

국 통  요소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혼종성을 발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 혼종성의 략에 해서는 깊이 있게 

근하지 못했다. 셋째,《진시황제》가 마오쩌둥에 한 반-정권

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에버렛의 해석은 그 근거를 철 히 진시

황 캐릭터에 찾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 탄둔의 삶과 

정체성 형성 양상에 얽 있는 지 들을 함께 악하지 못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오리엔탈

리즘 오페라를 넘어서기 한 시도, 문화 혼종성의 략, 그리고 

탄둔의 삶과 음악여정을 통해 그가《진시황제》를 통해 어떻게 정

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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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탄둔의 음악 양 상 과 연구 쟁

국 출신의 작곡가 탄둔은 “21세기 크로스-문화 음악가의 완벽한 

형”22) 는 “우리 시 의 문화 지도자”23)로 불리며 세계 인 주

목을 받고 있다. 한 유네스코의 로벌 친선 외교 으로서 클래

식,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동서양의 통 등 여러 경계를 가로지르

는 창의 인 퍼토리와 함께 그 미상, 오스카/아카데미상, 그로

마이어상, 바흐상, 쇼스타코비치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탈리

아의 베네치아 비엔날 에서 황 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무

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 /유투 의 을 받은 

그의 첫 번째《인터넷 교향곡》(Internet Symphony)은  세계의 

2천 3백만 명이 들었고, 멀티미디어 작품《지도》(The Map)는 첼

리스트 요요마와 보스턴 심포니 오 스트라에 의해 연 으며 세

계 30여 개 국에서 연주되었다. 더불어 런던 심포니 오 스트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 스트라, 로스앤젤 스 필하모닉, 랑스 

국립 오 스트라, BBC 심포니 오 스트라 등을 이끌며 신 인 

로그램을 선보이는 지휘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24) 이번 

장에서는 이처럼 세계 인 주목을 받고 있는 탄둔의 음악양상과 

그를 둘러싼 연구 쟁 을 살펴본다.

22) https://yaleglobal.yale.edu [2018년 11월 28일 속]; http://tandun.com [2018

년 11월 28일 속];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을 심으로,” 『음악과 민

족』 56 (2018), 72, 재인용.

23)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24) 같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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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구분에 따른 음악 양식  특징

탄둔의 음악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그 여정에 따라 양식  특징이 

바 는 경향을 보인다. 그가 태어난 곳인 후난성은 고  의례 음

악이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주방도구, 찢을 수 있는 종이, 그릇에 

담아 놓고 손으로 칠 수 있는 물과 함께 칠 수 있는 돌이 있었던 

곳이다.25) 한 미국에서 실험  아방가르드와의 만남은 국 

통  음악 요소와 서양 음악을 혼합해 본격 으로 그만의 독자

인 음악세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활동무 에 따른 그의 음악 양상 변화를 주목하기 해 연 기

인 시기구분 방식을 택했으며, 이 흐름에 따라 탄둔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26)    

1.1. 1957-1985: 국 그리고 흔들리는 정체성의 표

탄둔은 1957년 국 후난성(Hunan)의 창사(Changsha) 지역에서 

출생했다. 그는 7세 때까지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지며 어린 시

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950년  후

반까지 자연히 국 작은 마을의 소작농들이 생일, 결혼, 장례 등

에서 때때로 행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소작농들이 밭

에서 일할 때에는 후난성의 유머와 특유의 (지방) 억양이 담긴 민

25) https://www.musicalamerica.com/features/index.cfm?fid=84&fyear=2003

 [2018년 11월 28일 속].

26) 본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시기구분 양상은 우츠의 구분을 따른다. 하지만 우

츠는 1992년까지의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필자

는 2018년 최신 작품까지 추가  보충하 다. Christian 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Stuttgart: Stein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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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발라드가 들려오기도 했다.27)  

학교 시  그는 처음 작곡에 심을 갖게 되었다. 국 

통 숫자 기보법의 단순한 시스템을 사용해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

고, 더불어 나무로 만들어진 통 악기인 당 (dizi)과 두 개

의 을 가진 얼후를 배웠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바이올린도 배

웠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는 문화 명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다.28) 정부는 엘리트 청년들이 “소작농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며 그들을 시골로 보냈다. 그 시기 탄둔에게 음악은 

힘들고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탈출구가 되었다. 18세에는 민속 오

페라와 민요를 “ 명( )” 버 으로 선보이는 공연의 무 감독이 

되며 음악을 통해 명의 정신을 달했다. 후난성에서 민요의 풍

부한 잠재력, 말과 언어의 음악  함의 등에 해 알게 된 것과 

문화 명기를 겪으며 황진(Huangjin)에서 제의가(祭 歌), 모든 

악기들의 왕으로 꼽히는 사람의 목소리의 거 한 반향(sonority)의 

음악  잠재성을 깨닫게 된 것은 탄둔이 술가로서 성장하게 되

는 자양분이 되었다. 문화 명이 끝났을 때 그는 후난성 오페라단

의 악기 연주자로 남았고, 경극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다.29) 

탄둔은 1977년 문화 명이 끝나고 새롭게 문을 연 북경 앙

음악원에 입학하게 된다. 1970년  후반 마오쩌둥 정권 아래에서 

술은 정치  선 의 목 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비 조 인 

술가들은 직업을 잃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탄둔은 북

27) Frank Kouwenhoven, “Composer Tan Dun: The Ritual Fire Dancer of 

Mainland China’s New Music,” CHIME 6 (1991), 1.

28) 문화 명은 당시 공산당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의 사회·정치  운동으로 모든 

인민의 ‘재-교육’을 실시하 으며, 지식인과 술인 계층을 지방으로 보내 노

동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탄둔 한 청년시  농  지역에서 민

 삶을 경험하 고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음악세계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70.) 

29) Kouwenhoven, 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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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앙음악원에서 공부하며 서양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입문했고, 

이 시기에 후난성의 민요나 마오쩌둥 찬가는 그의 음악  배경에

서 사라졌다. 오히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1810-1849),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를 연상  하는 피아

노와 실내악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다.  

22세에는 북경 앙음악원 주최 음악 콩쿠르에서 그의 두 작

품(가곡과 피아노 모음곡)이 각각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한 

1979년은 첫 번째 교향곡《이소》(離騷, Li Sao)의 작업에 착수한 

해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굴원(屈原, Qu Yuan)이라는 국 고  

시인의 서정시에 감을 받은 것으로, 많은 국의 소곡들, 리듬, 

극 인 요소, 충동  제스처, 차분한 형식 등을 포함한 것이 특징

이다. 코웬호벤(Frank Kouwenhoven)은《이소》를 “낭만주의에 

한 작별”이라고 평가한다. 이 작품은 국의 음반회사에서 녹음

되기도 했고, 북경 앙필하모닉 소사이어티에서 연주 다.30)  

탄둔은 1980년에 작곡가로서 요한 터닝 포인트에 맞닥뜨린

다. 국의 작곡가 괴어(Alexander Goehr)가 국에 방문해  

서양음악을 가르치기 해 련 음반과 스코어를 가져왔다. 이때 

탄둔은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974-1951)부터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까지, 12음기법부터 음렬음악까지, 불 즈(Pierre 

Boulez, 1925-2016)부터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

까지의 다양한 음악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시 국은 직 으로 국가 

차원의 검열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무조성이나 우연성 음악 혹

은 서양 팝 음악 등을 쓸 수 있었다. 괴어 외에도 타 미츠, 윤이

상, 크럼(George Crumb, 1929- ) 등이 국을 방문했다. 한 

국 그라모폰 코드 이 다시 등장하며 서양으로부터 클래식 음반

30) Frank Kouwenhoven, “Composer Tan Dun: The Ritual Fire Dancer of 

Mainland China’s New Musi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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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수입 는데, 노노(Luigi Nono, 1924-1990), 불 즈, 리게티

(György Ligeti, 1923-2006), 베토벤과 차이코 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등이 있었다. 더불어 북경 라디오 방송

사에서는 ‘ 음악의 창’이라는 아방가르드 음악 로그램을 정규 

편성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탄둔이 서양음악을 본격 으로 받아

들이는 시기 다는 에서 에 띤다.

서양음악을 수용한 은 작곡가들은 이내 국 아방가르드

(Chinese Avant-garde)를 형성하며 국의 통  요소에 새로운 

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들은 국의 토착 음악에서 감을 받기 

시작했는데, 불교 식의 종소리, 마을 악단에서 공(gong)과 북을 

두드리는 소리, 귀가 멎을 듯한 소리의 표면 아래 숨겨진 복잡한 

리듬, 남쪽 방언의 독특한 보컬 색채, 입에서 입으로 해내려 온 

오페라의 보컬 곡  등으로부터 비롯 다. 한 새롭고도 실험

인 작품에 국 통악기와 통 인 소리를 넣기 시작했다. 과거 

수년간 국 작곡가들은 그들의 국가를 해 수백 개의 민요 선율

을 통합하고, 피상 인 방법으로 완벽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서양

의 박자와 기능화성에 5음음계를 압축해 넣었다. 하지만 이때 민

요와 지역 오페라의 보컬 음색, 미분음, 자유로운 리듬, 강력한 다

이내믹은 비-문명화되고 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31) 

이 시 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 은 작곡가들이 국가  차원의 

선 을 한 작곡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국의 통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둔은 훌륭하고 신비로운 과거의 화려함을 

으로 승화시킨 요한 주창자가 되었다. 고  국 통의 재

탄생은 완화된 것이면서도 놀라운 해결책이었다. 이는 최근 몇 년

간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한 단순한 정신  탈출구가 아니라 완

31) Frank Kouwenhoven, “Composer Tan Dun: The Ritual Fire Dancer of 

Mainland China’s New Music,”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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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재탄생된 것이었다. 일반 으로 국 청 들은 국 아방가

르드에 호의 이었으며, 탄둔과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세 의 

웅이 되었다. 1980년  반 음악에 한 열정은 새로운 문화

 다원주의의 일부가 되었고, 국 아방가르드는 국의 팝 음악

보다 인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탄둔의 음악은 학계, 공장 노동자, 

학생, 원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 의해 향유되었다.32)

1983년 작곡된 악4 주《펑-야-송》(Feng-Ya-Song)은 드

스덴에서 열린 칼 마리아 폰 베버 국제 실내악 콩쿠르(Carl Maria 

von Weber International Chamber Music Contest)에 입상했다. 

탄둔은 이 작품에서 국의 선법과 민요 선율의 간격을 인용했고, 

한 음에서의 특정한 동아시아 음고의 유동성이 보이기도 하며, 훈

(xun), 고 (guqin) 같은 국 악기의 색채를 모방하기도 했다. 당

시 국의 ‘정화 정신’ 캠페인으로 인해 문화부는 탄둔의 음악이 

“이데올로기  내용이 부족”하고 “서양의 취향”이라며 비 했다. 

한 이 악4 주의 무조성은 난해하고 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 탄둔의 음악은 국에서 공식 으로 연

주되지도 못하고 방송되지도 못했다.33)

1984년 ‘정화 정신’ 캠페인이 종료되면서 탄둔은 계속해서 

국과 서양 음악어법의 문화  융합에 심을 가진다.《피아노 

주곡》(1983)은 서양 3화음과 불 화음을 고  국 모드의 요건

에 수용하는 것에 을 맞춘 작품이며, 19세기 낭만 콘체르토의 

극 인 제스처(피아노 코드들)인 일반 인 3화음을 4도와 불 화

음으로 체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34)

1985년은 국 통 악기들을 한 기 작품들이 나왔던 해

32) Frank Kouwenhoven, “Composer Tan Dun: The Ritual Fire Dancer of 

Mainland China’s New Music,” 7-8.

33) 같은 , 9.

34) Frank Kouwenhoven, 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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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푸, 푸, 푸》(Fu, Fu, Fu, 1982),《비  주곡》(1983), 

《참마》(Shan Yao, 1984) 등 통 악기의 편성으로 된 그의 작품

들을 한 콘서트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푸(Yi Fu)는 탄둔의 작품

에 해 “ 국 문화에 한 그의 이해는 습에 얽매이지 않았지

만, 국 통  악기 음악에 성을 더한 그의 성공 인 시도

와 그것의 역을 넓혔다는 것은 활기를 북돋운 것”이라고 평했

다.35)

1982년부터 1983년까지는 국의 고  시, 철학, 의례, 부족의 

삶이라는 거 한 유산을 발견한 시기이다. 그는 1982년에 미국으

로 떠나려고 했지만 출입국 련 문제가 생겨 1년 동안 국에 더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 1년은 탄둔의 음악여정에 있어 굉장히 

요한 터닝 포인트 는데, “1982년에 국을 떠났다면 나는 오늘

날의 탄둔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한 타이완 리포터에게 “나는 신에 미국 작곡가의 복제품이 되었

을 것”이라고 말한 에서 국의 유산을 통해 미국 작곡가들이 

추구했던 음악과는 다른 방법을 탐색하는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

다. 그리하여 그가 국을 떠나기  남긴 마지막 주요 작품은 

《도에 하여》(On Taoism, 1985)이다. 국의 그림이나 서 ,  

엘리트 오페라 곤곡(kunqu)과 남쪽 민요의 향을 보여주는 작품

으로, 클래식 화성과 리산도가 나타나며 7  치터(zither)와 고

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한 형식 으로는 론도이기도 하고 

국 민요 모음곡과 비슷하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가장 요한 

철학은 내 인 소리(Internal Singing)가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

다.36) 한 에 지가 뭉쳤다가 이완하는 듯한 흐름을 표 하기 

해 기괴한 음성과 실험  음향 단편의 조가 두드러지며, 이는 

35) Frank Kouwenhoven,“Composer Tan Dun: The Ritual Fire Dancer of 

Mainland China’s New Music,” 11.

36) 같은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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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붓 씨의 향이라고 볼 수 있다.37)

탄둔은 후난성과 황진 지방에서의 삶으로부터 지역 오페라, 

무속의례, 민요 등 국의 음악 요소를 수집하 고, 북경 앙음악

원에서 서양의 클래식 어법과 실험  아방가르드를 하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 갔다. 이는 국의 통  요소와 실험  아방가

르드의 만남으로 발 하며 그의 흔들리는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1.2. 1986-1992: 뉴욕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나는 국과 나 자신에 해 연구하기 해 이곳에 왔다. 

재미있었다. 나는 내가 국에 있을 때 국을 볼 수 없었

다. 만일 내가 국 음악을 미국/서양 음악이나 인도 혹은 

다른 아시아 음악과 비교한다면, 나는 국 음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서양 작곡가가 되고 싶지 않

다. 나는 국에서 음악에 해 매우 싫증이 났고, 지  나

는 이곳 음악의 90%에 싫증이 났다. 하지만 비교하고 배우

는 최 의 장소는 바로 뉴욕이다.38) 

1986년 탄둔은 추웬청(Chou Wen-Chung, 1923- )의 청으로 콜

롬비아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코스모폴리탄 술의 심지인 뉴

욕에서 그는 국의 통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진다. 1986

년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내 이지의 실험 인 음악과 뉴

37)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73.

38) Tan Dun, “An American in Paris and Other Expatriate Composers Speak 

Out,” Ear Magazine, October 3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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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다운타운 아방가르드에 빠져들었다.39) 한 1986부터 1987년까

지는 무조성 음악작품을 썼다. 이미 1982년 무조성 음악작품을 처

음 썼을 당시 음렬음악에도 심이 있었지만, 1986년부터 1987년

까지는 본격 으로 무조성 작품을 썼던 시기이다. 표 인 작품

으로는《거리에서》(In Distance, 1986), 국 오페라의 멜로스

(melos) 스타일과 서양 음렬주의의 슬  결혼을 보여 《바이올린 

주곡 ‘북경 오페라에서’》(Out of Peking Opera, 1987)가 있으

며, 민요와 조성음악을 선보인《교향곡 제3번 ‘만리장성’》(The 

Great Wall, 1987)을 잠시 거쳤다가 다시 음렬주의 경향인《두 번

째 악4 주》(Second String Quartet, 1986-88)를 작곡했다.40) 

이 에서도《거리에서》는 ‘스스로에 한 질문’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제목이며 세 개의 서양 악기를 사용했는데, 피콜로는 국의 

나무 루트처럼, 하 는 고토처럼, 그리고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치는 베이스 드럼은 인디안 드럼처럼 연주된다. 한 무조성 음악

과 민요 사이의 모순  거리를 탐구하고자 했다.41) 이처럼 그는 

뉴욕에 오자마자 서양과 동양의 문화  요소 사이의 거리를 느끼

며 이 작품을 썼다.

미국에서 탄둔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1987년 후반 북경

앙필하모닉오 스트라가 미국 순회공연을 할 때, 탄둔의 곡이 뉴

욕, 시카고, 워싱턴, 샌 란시스코 등지의 청 을 상으로 연주

다. 한 1988년 맨해튼 링컨센터에서 열린 뉴욕시립교향악단의 

주요 연주회에서 탄둔의 피아노, 바이올린 주곡과《도에 하

여》가 연주되고,《교향곡 제3번》이 연 다.42)   

1989년부터는 본격 인 실험  아방가르드 작품을 내놓기 시

39)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40) Kouwenhoven, “Composer Tan Dun: The Ritual Fire Dancer of Mainland 

China’s New Music,” 16-17.

41) 의 사이트.

42) Kouwenhoven, 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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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실크로드》(The Silk Road, 1988)는 국계 미국인 시인 

스즈(Arthur Sze)의 장편시 “실크로드”를 원작으로 탄둔과 스즈가 

공동 작업한 공연으로, 작시의 운율이 서 의 필법과 연결된 것 

같은 선형 구조 안에서 경극의 음색과 결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홉 개의 노래들》(Nine Songs, 1989)은 국의 시인 굴원의 

동명의 시를 원작으로 한 춤과 음악, 그리고 내러티 가 없는 드

라마로 구성된 퍼포먼스이다. 그리고《오 스트라 극》(Orchestral 

Theater, 1990)은  교향곡을 만들기 한 탄둔의 시도인데, 

고 의 의례  퍼포먼스 형식을 교향악 통에 결합한 것이다.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에서 미국으로 그 활동 무 를 

옮긴 탄둔은 국의 통과 서양 클래식 통  실험  아방가르

드 운동 사이의 시차를 경험하며 동서양의 음악  특징을 탐구한 

후 이에 한 그의 사고를 보여주는 작품을 내놓았음을 알 수 있

다. 

1.3. 1992- 재: 다수의 정체성

1992년부터 재까지는 국의 통 요소, 서양의 클래식 어법  

실험  아방가르드 통에서 향을 받은 작품들에서 더 나아가 

물, 돌, 종이, 속 등을 재료로 사용한 유기 음악 그리고 테크놀

로지를 결합한 오 스트라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먼  실험  아방가르드 경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이지》(CAGE, 1994)는 탄둔의 친구이자 멘토 던 이지

의 ‘피아노 운지법’을 생각하며 만든 곡으로, 피아노 건반을 사용

하지 않고 배음기법 등 공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탐구한 것이

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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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오페라》(Ghost Opera, 1994)는 탄둔의 실험  음

악극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이다. 악4 주와 비 , 물, 

속, 종이, 돌을 한《고스트 오페라》는 총 5악장 구성으로, 도

시 문화의 폭격과 테크놀로지의 격한 발  속에 묻히는 인간의 

혼을 반 하고자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과거, 재, 

미래, 그리고 원이라는 시간성의 교차, 국민요, 티벳 수도승들

의 인성(Human Voice), 국과 미국 문화 등의 문화  교차, 유

럽 클래식 콘서트 공연 통과 국의 그림자 연극(고스트 오페

라), 그리고 무속의식의 극 인 장치들의 교차 등이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다. 에서 언 한 특징들은 탄둔이 어린 시  람했던 

4,000년 통의 고스트 오페라에서 기인한 것이며, 무당이 굿을 할 

때 과거의 혼들과 재의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장면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작품에 인용된 요소들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1)  ‘제4번 올림 다단조’(No.4 in 

C# Minor)와 국 민요《소백채》(Little Cabbage),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템페스트』(The Tempest) 

발췌, 그리고 티벳 수도승들의 인성(‘Yao!’) 등이 있다. 이 에서 

바흐의 선율은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되는 씨앗과 같은 것으로, 

이 작품 안에서 다른 시 의 소리와 문화 등을 만나 새로운 시

의 법을 보여주는 것이 작곡가의 의도이다. 한 탄둔은 “인

간의 혼이라는 에서 과거, 재, 미래는 모두 같다”는 을 

시사한다.44)  

《마르코 폴로》(Marco Polo, 1995)는 21세기 오페라의 형식

을 발견하고자 했던 탄둔의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폴 그리피스

(Paul Griffiths, 1947- )의 리 토는 13세기 국을 여행했던 이

43)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44) 같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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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인 마르코 폴로를 주인공으로 한다. 이 오페라는 정신 /

, 육체 /지리학 , 그리고 음악  여정이라는 세 개의 층 가 

존재한다. 한 동서양의 오페라 통, 서양의 아방가르드 스타일

과 동양의 악센트의 결합이 나타나며 각 문화  요소들이 충돌하

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45)

다음으로 사회·정치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홍콩반환경축

회의 으로 작곡된《교향곡 1997》(Symphony 1997)은 고  

국의 종, 심포니 오 스트라, 첼로 솔로, 어린이 합창단이 모두 

등장하는 큰 규모의 작품이다. 이 교향곡은 천(天), 지(地), 인(人)

의 세 악장으로 구성된다. 하늘은 국인들의 통  과거를, 지구

는 자연과 그 요소들 사이의 균형을, 인간은 쟁에서 싸우고 고

통 받은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내용이다.

물, 돌, 종이 등을 사용하는 유기음악의 경향 한 이 시기 

탄둔의 음악을 설명하는 요한 키워드이다.《물 주곡》(1998)의 

경우 어린 시 을 보냈던 후난성을 떠올리며 일상에서 물로 모든 

것을 씻어내곤 했던 경험을 회상한다. 모든 아낙네들은 강으로 빨

래를 가져와 매우 리듬 인 아름다운 소리를 내곤 했다. 수 하는 

소리, 몸이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소리, 물이 춤을 추는 듯한 소

리, 물 튀기는 소리 등은 탄둔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소리이자 

유기음악을 작곡하는 데 요한 감으로 기능했다.  

2000년 부터는 멀티미디어와 오 스트라가 함께하는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지도》(2002)는 탄둔이 후난 지역으로 장답

사를 떠나 민요들을 채보해 온 상과 첼로 솔로와 오 스트라의 

주곡이다. 이 상 속에는 곡소리, 소년과 소녀의 사랑, 민속춤 

등이 등장하며, 상이라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통과 의 오

스트라가 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인터넷 교향곡》(2009)은 

45)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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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투 의 을 받아 온라인을 통해 연주자들을 모집해 온

라인상 탄둔의 지휘를 보고 오 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하는 것

이었다. 탄둔은 이에 해 “인터넷은  세계의 다른 문화들을 결

합하는 보이지 않는 실크로드이다. 동서남북과 이 로젝트는  

지구 모든 곳에 있는 음악 웅들을 한 곳에 모은 음악 상을 만

들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칼리아: 바람과 새들의 비 》

(Passacaglia: Secret of Wind and Birds, 2015)는 미국 국립 유

스 오 스트라의 으로 작곡 으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자

연과 인류가 만든 것에서 감을 받았다. 우리의 주변 세계를 이

해하려는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생각과 인류의 계속되는 

노력에 감을 받아, 그 음악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고 와 

로부터 형식과 방법을 가져왔고,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새소리를 

포함했다. 그가 작곡한 새소리를 녹음하기 해 쟁(guzheng), 태

평소(suona), 얼후, 비 , 당  등 6개의 국 고 악기를 사용했

고, 스마트폰에서 코딩 연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탄둔은 “디

지털 새소리를 연주하는 스마트폰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혼을 

반 하는 축으로 설정”했다.46) 

탄둔은 국과 서양의 어법을 구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들과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을 탐구하며 이들의 문화  의미를 한 

작품 속에서 충돌시키기도 하고 융화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보편 으로 공유하고 있는 물, 돌, 종이 등을 음악  재료

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서양인에게는 동양 자연의 소리라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즉 보편 이면서도 특수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 테크놀로지와 고 악기, 서양 오 스트라를 결합해 

오늘날 인류의 삶과 과거의 통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한 고 악기 뿐만 아니라 고 의 철학, 문학 등에서 감

46) 같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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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도를 선보이는 것은 최신작인 《붓

다 패션》(Buddha Passion, 2018)에도 그 로 반 되며 그만의 독

자 인 음악세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2. 탄둔 음악을 둘러싼 쟁 들

재까지 유네스코의 로벌 친선 외교 이자 국제 시상식에서 다

수의 수상하는 등 세계 인 주목을 받고 있는 작곡가인 탄둔의 음

악과 련된 여러 논조의 비평  연구가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

는 탄둔을 둘러싼 쟁 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  ‘신-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통해 탄둔의 

음악에 근하고자 하는 시도 으며, 존 코벳(John Corbett, 1963- 

)의 “실험  오리엔탈: 새로운 음악과 그들의 다른 타자들”(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47)이 표 인 연구이

다. 이 연구는 탄둔에 한 후속 연구에서 끊임없이 참조되고 있

다는 에서 요하다. 다음으로 ‘개인주의와 (신)민족주의’에서는 

우츠(Christian Utz)의 “1960년  이후 동아시아 술음악에서의 신

민족주의와 반본질주의, 그리고 음악학의 역할”(Neo-nationalism 

and Anti-essentialism in East Asian Art Music since the 1960s 

and the Role of Musicology)을 심으로 개인주의와 민족주의 사이

에서 탄둔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

석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서는 탄둔 음악에 있어 분

47) John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in 

Western Music and its Others: Difference, Representation, and 

Appropriation in Music, eds. Georgina Born and David Hesmondhalgh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2000), 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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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필요성의 여부에 한 논의를 다룬다. 

의 쟁 들은 탄둔의 음악 반 《진시황제》수용 양상에도 

향을 미친다는 에서, 본 장에서의 고찰은 앞으로의 탄둔 연구  

수용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을 일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1. 신-오리엔탈리즘

코벳은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개념을 가져와 탄둔을 설명한다. 먼  오리엔탈리즘은 크게 세 가지

의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 가장 리 받아들여지는 의미로서 동양

에 한 학술  연구, 교육, 술 활동 등을 가리키고, 둘째로는 

동양과 서양에 한 “존재론 ·인식론  구분에 기 한 사고방식”

을 나타낸다. 셋째로는 동양을 서양의 의지에 따라 다루는 데 활

용되는 제반 제도의 집합, 즉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동양에 해 권 를 행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48) 

코벳은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을 심화해 서양 작곡가의 동양 

수용 양상을 설명하는데, 이들이 동양을 유하는 방식에 따라 ‘개

념 (conceptual) 오리엔탈리즘’과 ‘장식 (decorative) 오리엔탈리

즘’으로 나뉜다. 이는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의 사회, 언어, 

문학, 역사, 사회학 등에 한 견해를 의미하는 ‘명백한(manifest) 

오리엔탈리즘’과 동양인에 해 무의식 으로 갖고 있는 서양인 

내부에 잠복해있는 고정 념을 의미하는 ‘잠재 (latent) 오리엔탈

리즘’으로 구분하는 것49)에서 출발하는데, 무언가가 ‘음악화’즉, ‘재

48)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Alfred A. Knopf, 1993), 3; 설

규, “담론의 감옥 는 트로이의 목마-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 읽기-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화해와 공존으로 , 김상

률, 오길  책임편집 (서울: 책세상, 2006), 140-141, 재인용.

49)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서울: 교보문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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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에서 음악  오리엔탈리즘은 이미 ‘명백한 오리엔탈리

즘’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50)    

코벳은 음악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구분하 을까? 그는 

서양 작곡가들이 비서구  요소를 ‘음향으로’ 재 하려고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념  오리엔탈리즘’과 ‘장식  오리엔탈리즘’을 구

분한다. ‘개념  오리엔탈리즘’의 표 인 는 이지(John 

Cage, 1912-1992)의 우연성 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비서구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Zen)과 같은 동양 철학을 가져와 기

존 서구의 음악체계를 와해시킨 것에서 두드러진다. 이지는 내

인 개념인 선을 외 으로 변환하며 작품 체를 아우르는 개념

은 동양에서 찾았으나 그것이 구 되는 방식, 즉 음향 으로는 서

구 인 것이 특징이다.51) ‘개념  오리엔탈리즘’의 표 인 작품

은 바로 《료안지》(Ryoanji)인데, 악보는 일본의 돌로 만들어진 

료안지 정원의 형상을 닮아 있으나 오보에, 트롬본, 루트 등 서

구 고  악기들로 연주되며 그 음향은  아시아 이지 않다는 

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장식  오리엔탈리즘’의 표 인 는 

헨리 카웰(Henry Cowell, 1897-1965)의《페르시안 세트》(Persian Set)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비서구의 소리라고 상상된 음향’을 흉내 

내는 방식으로 작곡된 음악에 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장식  

오리엔탈리즘’은 이국 인 음향, 짜임새, 악기, 목소리들(Voice)을 

작품 안에 유한 것이며, 코벳은 이를 동시 의 국풍 음악, 모

방 작품, 그리고 월드뮤직 키치로 표 한다.52) 

356-357.

50)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70; 

Corbett (이민희 편역), “  음악 속 동양과 서양의 만남: 포스트 식민주의

 을 심으로,”『 로벌 시 의 동아시아 음악』, 오희숙 책임편집 

( 주: 음악세계, 2015), 55, 재인용.

51)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70-171.

52)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72;  

Corbett (이민희 편역), “  음악 속 동양과 서양의 만남: 포스트 식민주의

 을 심으로,” 57-5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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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벳은 이러한 음악  오리엔탈리즘이 탄둔의 음악에서도 나타난

다고 주장하며 그를 이 시 의 ‘신-오리엔탈리스트’(Neo-Orientalist)로 

규정한다. 그러나 ‘신-오리엔탈리스트’라는 개념은 코벳이 고안한 

개념으로, 서구 작곡가들이 동양을 유하는 방식을 그 로 사용

하고 있다는 정의만으로 탄둔에게 이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코벳은 서구 작곡가들이 동시 의 동양음악의 요소

를 자신들의 작품 안에 넣지만 이를 통해 그들의 작품에 원시 인 

충격을 주고자 한다는 을 지 하며 동양에 해 동시 성을 요

구하지 않는다는 , 즉 ‘시간 으로 거리를 두는 담론’을 지 한

다. 한 서양이 동양을 명명함으로써 그들이 동양 으로 생각하

는 것을 입맛 로 규격화하며 ‘일반화와 정형화’의 오류와 더 나아

가 ‘동양풍을 재생산’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말한다.53) 과연 코벳이 

지 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유 방식이 탄둔을 비롯한 동아시

아 음악 작곡가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일

까? 

 지 까지 탄둔과 신-오리엔탈리즘 담론을 살펴보았다. 탄둔

을 신-오리엔탈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의 작품을 설명하기 

한 충분한 임일까? 탄둔이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을 유하는 

방식을 그 로 답습한다는 해석은 오히려 그의 문화  혼종성의 

략을 살펴보는 데 있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고정 념이 되어버

린 것은 아닐까? 이 두 가지 질문에 한 필자의 답은 본 논문 

제4장의 논의를 통해 신하겠다.

53) 같은 ,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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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주의와 (신)민족주의

탄둔을 비롯한 동아시아 음악 작곡가들의 정체성 형성에 해

서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는가? 탈- 심화의 향으로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의 정체성은 통합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졌다. 그 이유는 “작곡가의 성격  일 기, 작품, 그리고 창작과

정, 작품의 연주, 작곡가와 작품에 한 공  담론” 속에서 작곡가

들은 이들  어떤 한 가지를 략 으로 혹은 우연히 면에 내

세우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54) 이러한 상황은 작곡가, 학자, 그리

고 여러 문화/정치  담론이 그물망처럼 얽  작곡가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모습을 잘 보여 다. 특히 동양의 ‘오래된’ 통을 ‘재창조’ 

해온 동아시아의 많은 작곡가들은 민족 , 문화 , 국제 , 개인  정

체성들을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다수의 정체성 요인들이 작용하기에 

동아시아 작곡가들의 정체성을 규명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 작곡가의 정체성 형성에 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

양한 정체성의 요인이 두루 고려된다기보다 개인주의와 민족주의

라는 두 축의 표 인 입장으로 굳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55)

바버라 미틀러(Barbara Mittler, 1968- )는 국 작곡가들의 

음악을 연구함에 있어 그들의 이국성 혹은 타자성 보다는 ‘개별

인 특성들’ 즉 동아시아 작곡가의 창의성에 을 맞출 것을 주

장했다.

54) Christian Utz, "Neo-nationalism and Anti-essentialism in East Asian Art 

Music since the 1960s and the Role of Musicology," in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ed. Hee Sook Oh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 7; Utz (이혜진 번역), “1960년  이후 동아시아 술음악에서의 

신민족주의와 반본질주의, 그리고 음악학의 역할,”『 로벌 시 의 동아시아 

음악』, 오희숙 책임편집 ( 주: 음악세계, 2015), 21-22.

55) 우츠(Utz)는 동아시아 음악 작곡가들에 한 해석의 표 인 를 미틀

러(Mittler)와 샘슨 (Samson Young)에게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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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 음악은 이국성 혹은 타자성(Others)이 아니라 

음악 스스로의 권리로서 국제 인 무 에서 [...] 국제 으로 

요한 음악으로서, 개별 으로, 국가 인 통과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 국음악의 국성(Chineseness)은 당

연한 특성으로 고려될 것이 아니라 개별 인 선택과 발 의 

문제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국 작곡가들은 모두 자기 자

신의 음악을 작곡할 뿐이며 ( 국 이건 아니건 간에) 통 

이상의 것을 창조해낸다.56) 

이와 반 로 샘슨 (Samson Young, 1979- )은 민족  정체

성에 주목하며 이것이 동아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을 해석할 때 항

상 소환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로 ‘ 통 ’ 혹은 ‘ ’인 의미가 있는지에 

을 맞추는 신, 왜 민족성이 그것이 항상 필요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한 잠재 으로 음악 그 자체에 한 심을 

흩뜨리는데도 호출되는지에 해 질문할 수 없는 것인가? 

국 음악의 경우 그들의 소리가 실제로 문화  맥락과 

상 없이 들린다면, 왜 작곡가들과 분석가들은 문화  

을 끊임없이 용하겠는가?57)

56) Barbara Mittler, “Against National Style: Individualism and 

Internationalism in New Chinese Music,” in Proceeding of the Symposium 

at the 2003 Chinese Composers’ Festival, ed. Daniel Law and Ming-chi 

Chan (Hong Kong: Hong Kong Composer’s Guild , 2008), 2-26; Barbara 

Mittler, “Wider den ‘nationalen Stil,’ Indiciduelles und Internationales in 

China Neuer Musik,” in Musik und Kulturelle Identitat, ed. Detlef 

Antenburg and Rainer Bayreuther (Kassel: Barenreiter, 2012), 603~607; 

Christian Utz, "Neo-nationalism and Anti-essentialism in East Asian Art 

Music since the 1960s and the Role of Musicology," in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ed. Hee Sook Oh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 24; Utz (이혜진 번역) “1960년  이후 동아시아 술음악에서

의 신민족주의와 반본질주의, 그리고 음악학의 역할,” 36, 재인용. 

57) Samson Young, “Reconsidering Cultural Politics in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Chinese Music: The Case of Ghost Opera,” 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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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둔의 정체성에 한 연구는 어떠한가?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탄둔이 내세운 임을 먼  고찰해보겠다. 

내가 음악을 쓰는 방식은 단지 동양을 서양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에 한 성찰이다. 그것은 오로지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통과 경험과 총체

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58)

모든 작곡가는 우선 으로 개인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59)

와 같은 탄둔의 말을 통해 민족주의를 내세우기보다는 개인주의에 

더 가까운 정체성 형성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탄둔은 자

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며, “이분법 인 문화  경계가 극복될 

수 있는 그 지만 동시에 각각의 문화  차이가 강화될 수 있으며  

필연 으로 그 게 되어야 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60) 

개인주의의 으로 탄둔을 이해하는 표 인 학자는 라오

(Nancy Y. Rao)이다. 그는 상충하는 통, 경향, 미학과 우주 사이에서 

멈춰 선 복잡한 상태를 설명하기 해 탄둔이 사용한 “문화  시차”라

는 용어에 감을 받아 문화  경계와 국가  경계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멈춤의 미학’에 주목한다.61) 

Music Review 26 (2007), 607. 

58) Andrew Heskins, “Taking Western Instruments and Creating All Types 

of Sounds is very Important”;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을 심으

로,”  87-88, 재인용.

59) 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486,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을 심으로,” 88, 재인용.

60)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을 심으로,” 88.

61) Nancy Y. Rao, “Cultural Boundary and National Border: Recent Works of 



31

[탄둔은] 통  아방가르드, 소리를 혼과 우주에 연결시키는 

고  아시아의 통과 극 으로 제시된 미학  구조에 한 서

구 의 개념 사이 어딘가에 이제 멈추어있는 것 같다. [...] 

‘동양과 서양의 만남’ 혹은 ‘ 국스러움의 상연’과 같은 진부한 

문구들이 이러한 작곡가들의 다각 인 매력을 무나도 자주 단

순화해버렸음을 고려하면, 여기서 제기된 ‘멈춤’의 개념은 오늘

날 매우 참신하게 들린다.62) 

라오가 탄둔의 음악 그 자체를 “문화  시차” 어딘가에 멈추어 있는 

것으로 악하며 그의 개인주의  정체성 형성 양상에 집 한 반면, 우

츠가 탄둔의《교향곡 1997》을 ‘신-민족주의’(Neo-nationalism)의 표

 로 꼽았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우츠가 말하는 ‘신-민족주의’는 

1960년  이후 동아시아 작곡가들의 국제 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선율  5음음계와 민속 선율들의 사용이 표면 으로 사

용되는 등 이들이 문화  재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때 음악은 노골 인 단순화의 상이 된다. 우츠에 따

르면《교향곡 1997》은 음악 , 문화  아이콘과 인용으로 가득 

차있는 것인데, 베토벤의《교향곡 제9번》(Symphony No. 9), 푸치

니의 오페라《투란도트》인용, 홍콩 거리 오페라 ‘ 지 녹음’, 작곡

가 자신의 작품 인용 등이 그 다. 오히려 탄둔이 인용한 것들 

 국 5음음계의 교향악화를 통한《투란도트》의 국 민요 

《모리화》인용은 서구 이국주의의 ‘오해들’을 해체하기 보다는 재

확인시켜 다는 것이다.63)

Tan Dun, Chen Yi, Bright Sheng,” in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ed. Hee Sook Oh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 218; Rao 

(배묘정 번역), “문화  경계와 국가  경계: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의 최근 

작품들,” 290-291, 재인용.

62) 같은 , 290.

63) Utz, "Neo-nationalism and Anti-essentialism in East Asian Art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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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음악 작곡가는 특정 국가  혹은 문화  정체

성의 변자가 되기도 하고 ‘개인’, ‘국제주의자’, ‘세계시민’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 모두는 개인  정체성, 집단  정체

성,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넘어 세계  정체성 사이의 지속 인 

상호작용  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기존의 

정체성 개념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고찰 하는 것”64)이 동아시

아 작곡가들을 연구하는 음악학의 역할이라면, 개인주의와 민족주

의라는 두 개의 축 에서 하나를 선택 으로 고려했던 기존의 연

구 습에서 더 나아가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보다 

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3. 분석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음악학에서 분석은 항상 요한 역할을 해왔다. 음악에 한 미학 

이론들은 “분석 없이는 생각도 할 수 없다”는 아도르노(T.W. 

Adorno)의 말65)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다. 그러나 탄둔의 

음악을 설명할 때 분석의 필요성이 경시되는 상이 나타난다.

보다 강력한 오리엔탈리즘의 형태는 정체성의 정치학

(Identity Politics)을 통해 허용된다. [이런] 작품들은 진짜 

동양 작곡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분석이나 비평 머에 놓이

게 된다.66)

since the 1960s and the Role of Musicology," 15; Utz (이혜진 번역), “1960

년  이후 동아시아 술음악에서의 신민족주의와 반본질주의, 그리고 음악학

의 역할,” 27-28, 재인용.

64) 같은 , 29.

65) T. W. Adorno, “On the Problem of Musical Analysis,” Music Analysis Ⅰ 

(1982), 169-87, Kofi Agawu, “Analyzing Music under the New Musicology 

Regime,” The Journal of Musicology 15 (1997), 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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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둔을 신-오리엔탈리스트의 표  로 꼽았던 코벳은 탄둔의 

1992년 작품《원》(Circle with Four Tiros, Conductor, and Audience)

을 로 들며 이와 같은 이지 류의 작품들은 동양 출신의 작곡

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분석이나 비평의 머에 놓이게 된다고 말

한다. 하지만 탄둔과 같은 동양 출신 작곡가의 작품은 정말 분석

이나 비평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없는가? 한 정체성의 정치학의 

에서 탄둔의 작품을 연구하는 경우, 정말 분석이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코벳과 달리 우츠는 동양의 통과 서양의 어법을 작품에 가

져오는 동양 작곡가들의 작품에 정치이론 인 틀을 용될 경우, 

세부 인 음악분석이 경시 다고 지 하며 작곡 기법을 심으로 

분석하는 을 옹호했다.

비서구의 통음악과 의 작곡기법 사이의 만남에 한 

연구에서는 강력한 사회-문화  혹은 정치이론 인 틀이 

용되며 세부 인 음악분석을 경시해왔다. [...] 를 들어, 그

들의 (교차) 문화  의미나 다채로운 조화의 향력에 한 

해석과는 조 으로 지 까지 음악작품에 한 세부 인 구

조 분석[방법]들은 이 분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67) 

더 나아가 우츠는 더욱 기법 인 분석의 에서 ‘ 통 ’ 그리고 

‘ ’ 어법 사이의 계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며 기표들

66)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172, 

Corbett(이민희 편역), “  음악 속 동양과 서양의 만남: 포스트 식민주의  

을 심으로,” 63. 

67) Christian Utz, “Listening Attentively to Cultural Fragmentation: Tradition 

and Composition in Works by East Asian Composers,” World of Music 45 

(200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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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ers)의 연속체에 용되는 이원론을 넘어서는 모델을 추구

했다.68) 그러나 샘슨 은 이 부분이 바로 흥미로운 모순에 맞닥

뜨리는 지 이라고 말하며 민족  정체성을 ‘ 통 ’ 그리고 ‘

’ 기표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연 시킬 것인지 지 한다.

     샘슨 은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인해 분석의 필요성을 경시

하는 코벳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인 작곡기법 분석을 시도해

야 한다는 우츠의 주장 사이에 치한다. 그는  국 음악에

서 문화 정치학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 를 

탄둔의《고스트 오페라》에서 찾고 있다. 샘슨 이 보여주는 문

화 정치학  분석은 기본 으로 악보를 통해 곡의 구조  주요 

선율을 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에서 우츠가 말하는 작곡기

법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고스트 오페

라》에 등장하는 바흐 평균율 선율과 국 민요《소백채》선율이 

작품 안에서 상호작용 하는 모습을 문화 정치학 으로 고찰하는

데, 그 결과 바흐 선율은 법의 가인 바흐의 함을 상징

하는 반면《소백채》선율은 멀리서 들려오고 노스탤지어를 불러일

으키며 바흐 선율에 종속 인 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해석을 내

놓는다.69) 샘슨 의 분석 방식은 기본 으로 작곡기법에 을 

탄둔의 작품은 분석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만약 분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작품과 정체성 

형성 양상을 살펴보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까? 동양 작곡가들

의 작품을 분석이나 비평 머에 두는 것은 그들을 서양의 타자로 

설정하며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을 수용하는 방식을 그 로 답습한

68) 같은 , 7-38.

69) Samson Young, “Reconsidering Cultural Politics in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Chinese Music: The Case of Ghost Opera,” 6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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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고정 념이 자리 잡게 했다는 한계 이 발견된다. 한 분석

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 통 ’이고 ‘ ’인지 

구분하는 정도에 머물 다. 그리고 문화 정치학  분석 한 과다

한 의미 부여로 자의 인 해석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분석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에서 탄둔이 이지, 해리슨을 

비롯한 동양을 수용한 서양 작곡가들과는 어떤 차별화된 작곡 기

법을 보이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본다. 한 분석을 하는 경우에

도 ‘ 통 ’ 혹은 ‘ ’ 기표에 집 하는 것을 뛰어 넘어 정체성

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두루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다면 탄둔의 작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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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작 품  연구

1. 탄둔과《진시황제》

《진시황제》는 아시아 작곡가의 작품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세계 연된 첫 번째 오페라이다.70) 이러한 사실에는 두 

가지 질문이 따를 수 있다. 첫 번째로 1883년에 설립되어 바그 , 

베르디, 푸치니 등의 주요 오페라 퍼토리를 무 에 올리던 메트

로폴리탄 오페라가 국 출신의 작곡가 탄둔의 작품을 무 에 올

리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문화의 충돌을 통해 새롭고 은 청

들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푸치니의 오페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등 서양 오페라 통이 유지되는 작품을 고수하는 열  후원

자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오페라를 원했다.71) 1997년에 

되어 2006년 12월에 연되기까지 탄둔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서 상연되는 거의 모든 작품의 리허설  본 공연을 람했다. 이

로 인해 당시 뉴욕의 다운타운에서 활동하던 아방가르드 작곡가인 

탄둔의 오페라 작업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퍼토리가 향을 

미쳤음은 자명해 보이는데, “ 무나도 많이 통을 깨고 싶었다. 

견고한 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나을 

것”이라는 탄둔의 말에서 알 수 있다.72) 즉,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70) Davidson, “The Emperor’s New Show: Once Thought to be a Showboat, 

China’s Tan Dun Brings Life to ‘The First Emperor’,” Newsday, December 

21, 2016.

71) Lipsyte and Morris, “Tan Dun’s Opera: A Special Delivery From the 

Spirit World,” New York Times, June 26, 2005,

https://www.nytimes.com/2005/06/26/arts/music/tan-duns-opera-a-special-deliv

ery-from-the-spirit-world.html [2018년 11월 28일 속].

72) Joanna C. Lee, “Romantic Gesture,” Opera News, December, 2006,

 



37

는 서양 오페라 통을 고수하면서도 동양 출신 아방가르드 작곡

가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어 다양한 청 을 확보하기 

원했던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배경  의

도에 해 탄둔이 어떠한 답을 내놓았는가가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이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새로운 오페라 통을 향한 탄

둔의 시도와 작곡가가 직  작성한 시놉시스를 살펴보고, 작품에 

한 선행연구  그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1.1. 새로운 오페라 통을 향한 시도 

나에게 오페라는 드라마이다... 드라마는 무엇인가? 단순히 

등장인물과 이야기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실과 실, 그리고 과거, 재, 미래의 삶 사이의 화

가 될 수 있다. 아방가르드의 에서, 그것은 조되는 다

른 요소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나에게 오페라는 19세기의 

정의보다 더 넓은 분야이다.73)

오페라는 (넓은 정의에서) 탄둔의 모든 작품을 묘사할 수 있는 단

어이다. 탄둔은《진시황제》를 작곡하기 까지 네 개의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친숙하면서도 서사가 없는 무용과 극 인 의례가 특

징인《아홉 개의 노래들》(1989), 13세기 국을 여행했던 마르코 

폴로를 그려낸 폴 그리피스의 본에 의해 작곡된《마르코 폴로》

(1996), 1958년 극작가 탕 조(Tang Xianzu)가 쓴 고 극이자 사랑 

https://www.operanews.com/Opera_News_Magazine/2006/12/Features/Roman

tic_Gesture.html [2018년 11월 28일 속].

73)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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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담은『모란정』을 원작으로 한《모란정》(The Peony Pavilion, 

1998), 국의 차를 주제로 하며 물, 돌, 종이 등이 각 장의 이름  

음악의 소재로 사용된 것이 특징인《차: 혼의 거울》(Tea: A 

Mirror of Seoul, 2002) 등이 있다.74) 이들 오페라의 특징은 동서양

의 문화  요소의 혼합, 극 인 의례와 서사가 없는 무용, (등장인

물의) 삶을 그려내는 본 등으로 요약된다. 의 작품들을 거쳐 

탄둔은 자신의 다섯 번째 오페라인《진시황제》를 어떻게 구성하

고자 했을까?

《진시황제》는 새로운 오페라 형식을 향한 드림  결성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이 결정 을 때, 탄

둔은 이미 《마르코 폴로》로 그로마이어상뿐만 아니라 화 <와

호장룡>의 음악감독으로 오스카상과 그 미상을 수상해 높은 인

지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탄둔은《진시황제》에 작곡뿐만 아니라 

지휘와 본작업에도 직  참여했는데, 본의 경우 펜/포크

(Pen/Faulkner)상 수상자인 국계 미국인 소설가 하진(Ha Jin, 

1956- )과 공동으로 작업하 다. 탄둔이 음악감독을 맡았던 화 

< 웅>의 감독이자 베이징 올림픽의 개회식  폐막식의 감독을 

맡았던 장 모(Zhang Yimou, 1950- ) 한《진시황제》에 감독으

로 참여하 다. 더불어 슈퍼스타 테 인 라시도 도 고(Plácido 

Domingo, 1941- )가 연에서 진시황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 오

페라에 한 주목도 한 높아졌다. 

오페라는 더 이상 이탈리아 형식이 아닌 것처럼, 더 이상 

서양의 형식이 아니다. 샤머니즘 에서 봤을 때, 동양 혹

은 서양은 없고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시도와 장

모 한 샤먼이다.75)

74) 같은 사이트.

75) Lipsyte and Morris, “Tan Dun’s Opera: A Special Delivery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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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탄둔의 말은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들이 모인 드림 을 

결성해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오페라 형식을 모색해

보겠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진시황제》는 만리장성 축조를 시작하고 국을 통일해 

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진시황(BC 260-210)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7개의 분쟁 국가를 진나라의 이름아래 하나로 통합하려는 

진시황은 그 시도의 일환으로 백성의 혼을 감화시킬 수 있는 담

긴 애국가를 만들어내기 해 노력한다. 하지만 애국가를 작곡할 

고 리를 포로로 잡아오기 해 연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의 

모친을 희생시켰으며, 포로로 잡  진나라 궁정으로 오게 된 고

리를 사랑하게 된 진시황의 딸 역양공주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해 왕장군과의 원치 않는 결혼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듯《진시황제》는 가족과 친구의 죽음 등 황제의 자리가 지닌 

무게감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진시황의 고독 등이 담긴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탄둔과 하진은 사마천의 역사서『사기』의 기

록과 화 <진송>(Qin Song, The Emperor’s Shadow)을 원작으

로 한다. 탄둔은 처음에 ‘상하이에서의 유 인 역사’를 오페라의 

주제로 삼고자 했으나, 아내 제인 후앙(Jane Huang)의 권유로 

화 <진송>을 원작으로 오페라를 제작하기로 했다. 제인은 당시 

인기 있던 국인 배우들이 거 출연했던 <진송>을 본 후 “그랜

드 오페라에 걸 맞는 완벽한 주제”라고 생각했고 남편인 탄둔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6)  

《진시황제》는 통과 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새

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탄둔의 미학 이 잘 반 된 작품으로, ‘표  

오페라 퍼토리’와 ‘21세기 민족 통을 포함하는 충주의’의 “혼

Spirit World,” New York Times, June 26, 2005.

76) Lee, “Romantic Gesture,” Opera News, Dec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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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이다.77)

오페라의 발 은 항상 지난 수백 년의 음악 역사에 이끌려왔

지만, 내가《진시황제》를 작곡할 때, 나는 스스로를 이 문맥

에 제한하지 않았다. 게다가 고  국 오페라 통을 공부

하면서, 나는 이 오페라의 음악과 함께 진화 이고 신 인 

것에 해 생각했다. 나의 21세기 음악 작품들처럼, 나는 

다문화  태도의 산물이다.78) 

탄둔은 와 같이 말하며  오페라에서 음악 으로나 문화 으

로 진화와 신을 추구하는 목 은 통에 한 반항이 아니라 

통을 끌어내어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동양과 서양’ 등 다양하면

서도 때때로 반 되는 문화  개념들을 가져와 독특하고 새로운 오

페라 언어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밝힌다.79) 

《진시황제》에서 통과 신 사이에서 조되는 음악  요

소들을 섞어 새로운 오페라 언어를 만들어내겠다는 탄둔의 포부는 

‘음악 법’ 개념으로 연결된다. ‘음악 법’은 기존의 법을 

다른 시 , 다른 양식,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언어의 법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탄둔은 ‘음악 법’이야 말로 조되는 음악  

아이디어를 합쳐 하나의 음악  통합체를 만들어낸다는 탄둔의 

‘1+1=1’ 음악철학을 실 해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80) 한 이를 

통해 “(이 작품은) 탄둔의 ‘1+1=1’ 공식을 가장 잘 실 한 작품”이

라는 평가까지도 이끌어냈다.81)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 장 모, 라시도 도 고 등과 

77)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78) 같은 사이트.

79) 같은 사이트.

80) 같은 사이트.

81) Kors, “Notes on The First Emperor,” The Metropolitan Opera Season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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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결성한 드림 , 국의 역사  인물인 진시황, 통과 신에 

한 탄둔의 고민, 그리고 조되는 음악  요소들을 섞어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어낸다는 ‘1+1=1’ 미학 . 탄둔은 이러한 요인들을 

한데 모아《진시황제》를 기획했고, 새로운 오페라 통을 만들고

자 했다. 필자는 이러한 시도에 한 세부 인 내용을 제3장 체

에 걸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2. 시놉시스

《진시황제》는 2천 2백여 년  일곱 개의 쟁국가로 나뉘었던 

시기에 진나라가 결국 다른 여섯 개의 국가를 통일한 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진나라는 첫 번째 통합정부를 해 언어, 화폐, 측

량기 의 표 화, 만리장성과 진시황릉 축조 등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작품에서는 그 이면에 남겨진 비극 인 사랑, 미움, 배반에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국의 첫 번째 황제

인 진시황, 그의 딸인 역양공주, 작곡가이자 후에 역양공주와 사랑

에 빠지는 고 리, 진시황의 충신이자 역양공주의 약혼자인 왕장

군, 무속의례를 주 하며 언하는 샤먼, 진시황의 측근인 승상, 

진 궁정에서 풍수를 읽는 리이자 샤먼과 함께 의례를 주 하는 

음양사, 역양공주의 어머니 등이며, 이외에도 군 , 노 , 호 병 

등을 맡는 합창단과 의례에서 춤을 추거나 테라코타 부 로 연기

하는 무용수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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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등장인물  음역

《진시황제》는 2막으로 구성되며, 제1막이 시작하기  경극가수

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 롤로그’가 삽입되어 있다는 이 

특징이다.82) 필자는 작곡가가 직  제시한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번역  정리하 다.83)

1) 롤로그

만리장성 아래에 있는 한 사원에서 제례가 열렸다. 큰 청동그릇에

는 향이 타고 있고, 국의 종들(bells)은 제단을 장식한다. 샤먼은 

의식 반을 주재하며 선조들과 신들을 찬송한다. 진시황은 가마

82) 탄둔의 시놉시스 상에는 롤로그가 제1막과 독립된 부분처럼 있으나, 

총보에는 롤로그가 제1막의 첫 부분이 되며 별도의 ‘ 롤로그’라는 명칭이 

있지 않다. 필자는 이를 롤로그의 요성을 부각하기 해 시놉시스 상 

별개의 세션으로 독립시키고자 한 탄둔의 의도로 악하 다.  

83)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등장인물 음역

진시황(Emperor Chin)
드라마틱 테  혹은 하이 바리톤

(Dramatic Tenor or High Baritone)

역양공주

(Princess Yue-Yang)
소 라노(Soprano)

고 리(Gao Jian Li) 리릭 테 (Lyric Tenor)

왕장군(General Wang) 베이스(Bass)

샤먼(Shaman) 메조소 라노(Mezzo Soprano)

승상(Chief Minister) 바리톤(Baritone)

음양사(Yin-Yang Master) 경극가수(Peking Opera Singer)

어머니(Mother) 메조소 라노(Mezzo Sopr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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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고 온 그의 아름다운 딸인 공주 역양을 바라본다. 한 그의 

에는 그의 충직한 왕장군이 있다. 갑자기, 진시황은 샤먼의 주문

을 방해한다. 그는 샤먼이 주 하는 무속의례의 음악에 혼이 없

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의 제국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왕장군은 그에게 모든 이들이 진 왕조를 두려워한다고 

상기시킨다. 이에 진시황은 나라 체를 다스리는 데에는 신성한 

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진 제국의 번 을 

되게 하는 혼이 가득한 국가(Anthem) 다. 그는 쟁 략

을 바꾸고 조나라 에 연나라를 정복해, 작곡가 고 리를 찾을 

것을 주장했다. 역양공주는 진시황에게 고 리가 그가 종종 그녀

에게 말해주던 그림자인지 묻는다. 진시황은 그녀에게 그가 찾기

로 한 어린 시  친구이자 음악가에 해 다정히 노래한다. 어린 

시 , 고 리는 진시황에게 그가 왕이 되면 진을 한 국가를 작

곡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왕장군에게 연나라를 정복할 것을 

명령하며, 아름답지만 다리가 마비된, 가장 총애하는 역양공주를 

약속한다. 왕장군은 그 명령을 받아 승리를 맹세한다. 합창단은 

쟁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상기시키고, 종소리는 사라진다. 

2) 제1막

여러 가지 서 씨의 긴 하얀색 휘장은 진 궁 의 을 장식한

다. 국은 통일 지만, 나라는 여 히 혼란스럽다. 왕장군은 고

리를 성공 으로 잡아온다. 고 리의 이마에는 “노 ”라는 씨가 

있다. 황제는 이에 실망하지만 그를 보아 기뻐한다. 공주는 낡

은 옷을 입은 고 리의 모습에 실망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황제는 고 리를 그의 형제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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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통일에 18년이 걸렸음을 후회한다. 고 리는 그의 마을

을 괴하고 그의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 황제에 한 증

오와 비난을 표출한다. 그는 진시황의 형제가 되느니 차라리 를 

자르겠다고 한다. 진시황은 그가 어머니로 여겼던 고 리의 어머

니의 죽음에 비통해하고, 그의 행 는 왕국의 평화를 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는 진나라 국가를 작곡해주겠다던 어린 시  약속

을 고 리에게 상기시킨다. 고 리는 듣기 싫다며, 진나라 국가를 

작곡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한다.

진 궁 의 방, 고 리는 임종의 자리에 있었고 역양공주는 그

를 지켜본다. 체포된 이래로 그는 먹고, 마시고, 말하거나 을 뜨

는 것을 거부했다. 역양공주는 진시황에게 그녀가 고 리를 설득

해 작곡을 하게 만든다면 고 리를 자신에게  것을 약속해달라

고 말한다. 진시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망감에 약속하고 승상과 

그 방을 떠난다. 그녀는 유혹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

했지만 실패하고, 그녀는 그녀의 입에서 그의 입으로 음식을 먹인

다. 고 리는 당황했고, 그녀의 입을 통한 음식을 먹었다. 그는 그

의 입, , 그리고 마음을 열었다. 고 리는 그녀를 그의 팔에 안

고 열정 으로 사랑한다. 그녀는 고 리가 그녀의 다리를 아 게 

했다고 불평한다. 기 으로 그녀는 일어나 걷고 뛴다. 그 소리를 

들은 진시황은 왕장군, 승상, 샤먼과 함께 방으로 들어온다. 황제

는 그녀의 딸이 다시 걷게 된 것에 놀란다. 왕장군은 그의 약혼녀

가 그녀를 고 리에게 줬다는 것에 고통스러워한다. 승상은 그의 

권력의 치가 고 리에 의해 받는 것을 인식했다. 역양과 고

리는 진정하고 원한 사랑의 기 을 노래한다. 이 막은 불행한 

결말을 샤먼이 노래하며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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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막

만리장성 축조로, 노 들은 채 의 을 받으며 일한다. 그들은 

벽돌을 나르고, 가마에서 일하며, 모래주머니를 나른다. 만리장성

은 배경으로 남는다. 경에는, 사랑에 빠진 건강한 고 리가 역양

공주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주(zhu, 국 고  악

기)를 연주하며 그녀가 그를 해 만든 곡을 노래한다. 고 리는 

샤먼과 노 들의 이야기를 듣기 해 슨을 멈춘다. 샤먼은 제국

의 상황을 한탄하는데, 강은 범람하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미망

인과 고아들이 우는 내용이며 노 들은 황제의 꿈의 무게를 노래

한다. 고 리는 그들의 음악에 감동한다. 경호원들은 샤먼과 노

를 치우고 황제와 황후를 한 길을 만든다. 진시황은 공주에게 

자식과 황족으로서의 의무를 말하며, 왕장군과 결혼하기로 한 약

속을 지킬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거부하며 강요할 경우 자살하겠

다고 한다. 물로 황후는 진시황과 공주를 말리지만 실패한

다. 역양은 뛰쳐나간다. 진시황은 고 리에게 훌륭한 국가를 해 

잠시 동안 공주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왕장군은 곧 투

에서 죽을 것이며, 그때 그에게 역양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고 리

는 마지못해 기다리겠다고 한다. 황제는 그의 친구에게 다시 국가

를 작곡할 것을 요구한다. 노 들의 합창이 들려오자, 고 리는 깊

이 감동했고 황제에게 이 아름다운 노래가 국가의 일부가 될 것이

라고 말한다. 황제는 노 들의 한탄은 진나라를 칭송하는 국가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황하강의 제방에서 황제 취임식이 열렸다. 황제와 그의 수행

단이 나타났다. 왕좌는 피라미드 꼭 기에 있었다. 샤먼은 무아지

경이다. 새롭게 제사장으로 임명된 고 리는 공식 인 의식을 

시작한다. 황제는 피라미드를 연상  하는 계단에 오르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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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다섯 걸음 올랐을 때, 샤먼은 신방에 들어올 것을 거부한 

역양공주를 왕장군이 죽 다고 말했다. 역양의 혼이 나타나 그녀

의 아버지에게 그녀는 나라를 해 자신의 사랑을 버릴 수 없어 

자살한 사실을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녀의 사랑을 

지켜  것을 간청했다. 황제가 열 계단 올랐을 때, 샤먼은 왕장군

의 자살 사실을 알렸다. 그의 혼이 나타나 황제에 한 그의 변함

없는 충성심은 그를 자살토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고 리는 그를 독살했고, 왕장군은 황제에게 고 리는 여 히 황

제에 한 복수를 기획 이라고 말한다. 황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외로이 올라간다. 열다섯 계단 올랐을 때, 고 리는 그의 연인의 

죽음에 슬퍼하며 그의 쟁과 함께 작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

는 역양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그의 잘못을 인정했다. 황제는 고

리에게 형제로서 그를 도와  것을 요구했다. 고 리는 미친 듯이 

웃었고 그의 쟁을 강타했다. 그는 국가를 만든 것을 후회하고, 다

시 작곡할 것을 거부한다. 그는 를 깨물고, 황제의 발아래에 침

을 뱉었다.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황

제는 사랑과 연민의 감정으로 고 리를 른다. 그는 왕좌에 다다

랐고 그것이 외롭고 추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최고의 자리에 

앉는 가는 무도 높았다. 군인들은 첫 황제에게 만세를 외쳤다. 

노 들의 합창과 샤먼의 한탄이 서로 엮인 채, 진나라의 스러

운 국가가 시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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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  특징

탄둔은 《진시황제》의 본 작업에 직  참여하며 극 인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에도 심을 기울 다. 본 논문에서는 원작인 화 

<진송>과 차별성을 갖는 부분에 을 맞춰 탄둔이《진시황제》

를 통해 실 하고자 했던 극 인 특징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2.1. 언과 논평: 샤먼과 음양사

샤먼과 음양사는 이 오페라의 원작인 화 <진송>에는 나오지 않

는 인물들로 이들의 상징  의미와 극  기능에 주목했을 때, 새

로운 오페라 통을 향한 탄둔의 의도를 더욱 잘 읽을 수 있다. 

샤먼과 음양사는 탄둔이 시도하는 ‘음악 법’의 가시 인 이

다. 샤먼은 어를 사용하지만 음양사는 국어를 사용한다. 샤먼 

역할은 서양 메조소 라노 가수가 맡지만 음양사 역할은 경극 가

수가 맡는다. 샤먼은 극 에서 언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음양사

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언에 집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지만 이들은 비슷한 몸동작을 선보이며 거울반사를 일으킨다. 

한 제1막 제1장에서 샤먼은 “(다음 희생양은) 가 될 것인가?”

를 반복 으로 부르고, 그 사이사이에 음양사가 의미 없는 국어 

구음을 내뱉으면서 그들은 마치 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

다. 샤먼은 서양을, 음양사는 동양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이들은 

탄둔이 말하는 ‘음악 법’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들이다(악보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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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샤먼과 음양사의 언어  법 

(제1막 제1장, 마디124-130)

이들은 오페라 《진시황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주로 수행하

는가? 이들의 표 인 역할은 무속의례를 주 하는 것이다. 무속

의례가 요한 이유는 오페라를 통해 과거, 재, 미래의 화를 

추구하며, 샤머니즘 에서 “동양과 서양은 없다. 인간만이 존재

할 뿐”이라고 말하는 탄둔의 샤머니즘  미학 과 연결되기 때문

이다. 동양과 서양을 각각 표하는 음양사와 샤먼은 무속의례를 

함께 주 하며 그의 미학 을 가시 으로 보여 다. 한 국의 

고 악기와 실험  아방가르드가 결함된 무속의례는 탄둔의 음악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샤먼과 음양사라는 등장인물이 

존재함으로 인해 오페라 속에서 무속의례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

성이 생긴 것이다. 무속의례는 제1막 제1장과 제2막 제2장에서 펼

쳐진다. 제1막 제1장에서는 무속의례의 기능에 한 탄둔의 사고

가 엿보인다. 샤먼은 “이리오라, 굉장한 힘을 가진 혼들이여”라

고 노래하고, “우리를 해 죽고, 타고, 희생할 다음 사람은 가 

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음양사에 의해 북을 치던 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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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선택되고, 음양사는 그에게 가면을 운다. 그 무용수는 샤

먼이 조종하는 로 춤을 추며, 결국 음양사의 구음에 맞춰 무  

밖으로 끌려 나간다. 이 게 탄둔은 인간의 혼을 조종할 수 있

는 샤머니즘  사고를 표출한 것이다. 제2막 제2장의 무속의례는 

진시황의 식에 앞서 펼쳐지는 것으로 한 무용수가 국 통 

춤을 선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무속의례 후 자살한 역양공

주와 고 리에 의해 독살된 왕장군의 혼령이 나타난다는 에서 

혼들을 불러들이는 무속의례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음악 법’의 실례인 샤먼과 음양사는 공통 으로 무속의

례라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표 인 는 바로 언과 논평이다. 샤먼은 극 간 간

에 등장해 언을 하고, 음양사는 논평을 한다. 먼  샤먼은 직

으로 언을 하기도 하고, 간 으로 언을 하기도 한다. 직

인 언은 제2막 진시황의 식에서 “나는 올 사람과 갈 사람

을 경고하며 오르고 떨어질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외치며 그림자

인 고 리의 불운을 언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한 제1막 제3장

에서 역양공주와 사랑을 나  고 리에게 “그림자, 태양을 주의하

라!”고 외치며 직 으로 경고하기도 한다. 간 인 언은 진송 

모티 와 련되어 있다.84) 진송 모티 는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애국가를 상징하는데, 완 5도(C-F)로 

시작되는 본래 모티 가 증4도(B-F)로 시작되며 변형된 버 이 

존재한다. 변형된 버 은 본래 버 이 나오기 에 등장하는 경우

가 많은데, 변형된 버 은 샤먼에 의해 선창되며 결국 이 애국가

는 고 리가 작곡할 최후의 애국가가 되지 못함을 암시한다. 언

을 주로 하는 샤먼과 달리 음양사는 논평을 주로 맡는다. 표

84) 진송 모티 에 해서는 본 논문의 ‘Ⅲ. 작품 연구’  ‘3.2. 서구 오페라 통

과 실험  아방가르드’의 ‘1) 오페라의 구성  주요 모티 ’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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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로는 제1막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 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제1막 제3장에서 역양공주와 고 리의 베드 신 

이후 이를 목격한 진시황, 왕장군, 그리고 수상은 공주의 정 을 

잃게 한 고 리를 죽이려한다. 그러나 진송을 간 히 원했던 진시

황은 고 리를 살려주고, 진송을 작곡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제1막

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등장한 음양사는 공주의 처녀성 훼손

을 상징하는 빨간 천을 한손에 쥐고 다른 한손으로 이 천을 가리

키며 의미 없는 국어 음  ‘쾅’(Kuang)을 세 번의 발 구르기와 

함께 외친다. 이를 통해 진송 작곡을 거부하던 고 리가 역양공주

와의 사랑으로 인해 진송을 작곡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계기의 

요성을 몸소 강조하며 음양사가 논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롤로그 이후로 (무속의례에서 악기 연주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 외에는) 사 없이 의미 없는 국어 음 (쾅, 

테, 치 등)만을 구사하지만, 풍부한 표정과 역동 인 춤동작을 통

해 극의 분 기를 주도하며 논평한다.

이들은 언과 논평 외에도 오페라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샤먼은 제2막 제1장에서 만리장성 축조를 해 고통 받으며 

일하는 노 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신이여, 어떻게 인간이 죽

어 가는지 볼 수 있는 이 없으신가요? 하늘의 신이여, 과부들과 

고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귀가 없으신가요?”라는 가사와 함께 

애가를 부른다. 음양사는 롤로그에서 2천 년  진시황의 이야

기를 국어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제1막 제1장의 간주곡에서

는 깃발을 휘두르며 풍부한 표정으로 쟁의 결과(승리)를 암시하

기도 한다.  제2막 제2장에서 등장한 역양공주의 혼령과 진시황

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하고, 공주가 떠날 때 그 

손을 떼어 놓기도 하는 등 극의 개상 요한 사건들에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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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샤먼과 음양사는 탄둔이 추구하고자 한 ‘음악 법’

의 아이콘이자, 탄둔의 샤머니즘  미학 을 실 할 수 있도록 돕

는 무속의례의 주 자이자, 언과 논평 등을 통해 극의 개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필자는 이들이 조 인 요소들의 충돌을 통해 새로운 오페라 

통을 만들고자 하는 탄둔의 시도가 상징 으로 투 되어 있는 

요한 인물들이라고 본다.   

[그림 1] 샤먼과 음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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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페라 속의 퍼포먼스

‘음악 법’을 향한 탄둔의 시도는 오페라 구조의 변형으로도 이

어진다.《진시황제》에서는 오페라 구조의 변형을 시도하기 해 

‘오페라 속의 콘서트’를 선보 다.85) 모든 간주곡과 막 사이에 내

러티 를 강조하기 해 오 스트라는 연주와 노래를 통해 오페라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콘서트를 열게 된다.86) 탄둔은 구조의 변

형을 해 오 스트라에 의해 수행되는 ‘오페라 속의 콘서트’ 만을 

언 했지만, 필자는 콘서트의 범 를 넓  제1막 제1장과 제2막 

제2장의 무속의례, 제1막 제3장의 베드 신에 등장하는 워터폰 퍼

포먼스, 그리고 제2막 제1장의 고 리와 역양공주의 러  듀엣 등

을 포함해 ‘오페라 속의 퍼포먼스’라고 칭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퍼포먼스 한 오페라 속에서 내러티 를 강조하며 그 구

조의 변형에 충분히 가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페라 속의 콘서트’는 오 스트라 간주부에서 가장 잘 실

다. 제1막 제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간주곡은 쟁의 결과를 암

시하는 음양사의 몸동작과 함께 시작되는데, “쾅 테  테 치 테”

라는 음양사의 구음과 가사 없이 “우-”로 운명 모티 를 노래하는 

오 스트라 단원들의 목소리가 결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쟁에 승리해 애국가를 작곡할 고 리를 포로로 데려오게 되지만 

진시황을 둘러싼 이들의 슬  운명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이 콘서

트의 의의이다. 제1막 제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간주곡은 실제 경

극 간주부에 자주 등장하는 타악기 음향이 기본 바탕이 되는데, 

85) 탄둔은 오페라 구조의 변형을 해 ‘오페라 속 콘서트’ 외에도 ‘ 치타티보의 

제거’를 시도했다. 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탄둔은 그들이 직 인 극

 표 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치타티보는 음악  발

부에서는 느리고 불필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86)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53

테라코타 부 와 샤먼이 자주 불 던 ‘하 쉬 우’(Ha Shi Wu)라는 

의미 없는 가사를 오 스트라 단원들이 리드미컬하게 소화하며 제

2장을 마무리한다. 제2장 제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간주곡은 진나

라의 새로운 승상인 고 리가 진시황의 취임식  의복으로 갈아

입는 장면과 함께 연주되는데, 이때 왜곡된 진송 모티 가 반복되

며 진시황의 진송에 한 꿈이 좌 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오페라 속의 콘서트’는 오페라의 내러티 를 강조하고 각 장을 연

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샤먼과 음양사가 펼치는 무속의례는 제1막 제1장

과 제2막 제2장에서 두드러진다. 제1막 제1장의 무속의례에서는 

음양사가 악기 연주자에게 신호를 보내면 연주자들은 그 신호에 

맞춰 연주를 시작한다. “쟁을 울려라”, “돌과 항아리를 두드려라”, 

“노래하면서 (몸의) 측면을 (손바닥으로) 찰싹 쳐라” 등 음양사의 

명령 뒤에는 란한 기교가 포함된 즉흥연주가 펼쳐진다. 제2막 

제2장에서는 진시황의 취임식  국 통 무용수의 춤이 한창이

다. 오 스트라의 악기 트는 첫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에 

강세를 두는 4박자의 리듬 패턴을 기본으로 유지하며, 악기 

트에는 8분음표와 4분음표 음가의 트릴이 연속 으로 등장하는 것

이 특징이다. 마디57부터 110에 이르는 길이 동안 어떠한 사나 

선율도 등장하지 않으며, 이 시간 동안은 수석 무용수 역할의 

서가 무속의례를 해 공연하는 것에 온 히 집 할 수 있게 구성

되었다. 

제1막 제3장에서는 역양공주와 고 리의 베드 신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워터폰을 연주하며 그들 주변을 돌아다니는 퍼포머들과 

겹쳐져 보인다. 이 워터폰 연주자들은 욕망을 상징하는 세 혼이

며, 고 리와 역양공주의 욕망을 나타낸다. 워터폰 연주자들 외에

도 신비로운 소리와 함께 워서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 다리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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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군무를 펼치는 퍼포머들도 등장한다. 다리 퍼포먼스는 어린 

시  아버지의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못 쓰게 된 역양공주가 고

리와 사랑을 나  이후 다시 걷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체

으로 이 퍼포먼스는 검정색 시스루의 의상을 입은 워터폰 연주

자들과 다리를 드러낸 퍼포머들의 등장으로 이 오페라가 고  

국의 이야기를 그려낸 것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며, 오히려 뮤지컬

을 연상  한다. 따라서 오페라 구조를 변형하는 로 들기 충분

하다고 본다. 

제2막 제1장 첫 장면에서는 만리장성 축조 장을 배경으로 

역양공주와 고 리의 러  듀엣이 등장한다. 이때 쟁 연주자는 무

 에서 이들의 노래를 반주하는데, 특히 노래가 시작되기  

주에서 하 와 함께 리산도 음형을 효과 으로 선보이고 고

리와 역양공주가 앞으로 부르게 될 러  듀엣의 모티 를 먼  연

주하는 역할을 한다. 두 명의 가수와 한 명의 반주자가 무 에 있

으니 마치 콘서트를 보러온 듯하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둔은 오페라의 구조 변형을 해 

내러티 를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오페라 속의 콘서트’를 시

도했고, 필자는 그 기능의 유사성을 이유로 이 개념을 ‘오페라 속

의 퍼포먼스’로 확장시켰다. 탄둔은 이 게 오페라가 진행되는 

간에 오 스트라의 콘서트, 무속의례, 워터폰 퍼포먼스, 러  듀엣 

등의 퍼포먼스를 삽입해서 새로운 오페라 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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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 강조 장치

오페라《진시황제》에서 국은 끊임없이 강조된다. 오페라의 주

제, 무  배경, 통의상, 고  악기, 무용 등 오페라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국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의 국이 

강조된다는 주장은 탄둔의 ‘1+1=1’이라는 미학 과 반 되는 해석

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극의 개와 탄둔의 정체성 형성 양상을 고

려했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본다. 이번 장에서는 극

의 개를 주로 국이 강조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87) 

《진시황제》는 국의 첫 번째 황제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에서 국이 극의 배경으로 강조되고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

면 제1막의 진나라 궁정과 제2막의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축조 

장과 축조된 후 열린 진시황의 취임식으로 나뉜다. 국은 제1막 

제2장에 나오는 진시황의 ‘ 국! 국!’ 아리아에서 특히 강조된다. 

이 아리아는 제2장의 첫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막이 오름과 동

시에 시작되는데, 막이 오른 그 자리에는 진 궁정의 그랜드 홀이 

치하고 있다. 홀에는 각종 서체가 힌 하얀 비단이 공 에서 

펄럭이고 있다. 한 붉은색 통의상을 입은 진시황은 “ 국”이

라는 가사를 8번 외치며 국 문양으로 도배된 계단을 에서부터 

걸어 내려온다. 이때 국을 상징하는 문양이 힌 소품들은 탄둔

이 본에 직  지시어로 어두었기 때문에 국을 강조하기 

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진시황은 이 아리아를 통해 도

로에 한 체계, 무게와 측정에 한 기 이 없고 통화가 다양한 

진나라의 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분서갱유 사건을 암시하며 

학자들로부터 모든 책을 압수할 것을 명하는데, 국을 상징하는 

87) 탄둔의 정체성 형성 양상과 련해서는 본 논문의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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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과 함께 국의 역사 이야기 한 강조되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국 통의상을 입었다는  한 국

을 강조하는 장치이다. 제1막 제1장 무속의례에 등장하는 합창단

은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테라코타 부 를 상징한다. 그들의 의

상은 실제 테라코타 부 의 의상에 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더불어 제2막 제1장에서 펼쳐지는 진시황의 즉 식에

는 그의 규모 수행단이 등장하는데, 커다란 소매의 국 통의

상을 입은 채로 팔을 양 으로 벌리고 뒤를 돌았을 때 옷의 뒤편

에 국 붓 씨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게 고  

국의 실제 의상을 재 하기 한 시도를 통해 국이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 고 악기들은 오 스트라 피트에서 연주되

기도 하지만, 무  에 직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연주자들이 극

의 개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  에서 연

주되는 고 악기로는 쟁, 종, 도자기 항아리, 국 북, 워터폰 등

이 있다. 그 에서도 쟁과 종은 극의 개에 있어 상징 인 의

미를 갖는다. 먼  쟁은 진시황의 기억 속에서 고 리가 연주하던 

악기이자 작곡가 고 리를 상징하는 악기이다. 한 역양공주가 

고 리를 유혹할 때 연주하는 악기이자 고 리와 역양공주가 사랑

의 듀엣을 부를 때 그 반주를 담당하는 악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진시황의 취임식에서 역양공주의 자살 소식을 듣고 망한 고 리

는 형이라고 불러달라는 진시황의 요청을 거 함과 동시에 쟁을 

내던진다. 이때 쟁은 고 리의 음악 여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

에 그의 자살을 견한다. 다음으로 종은 제2막에 처음으로 등

장하며 제2막 내내 무 의 한쪽 벽면에 고정되어 치하게 된다. 

종은 진시황의 취임식 시작 에 가면을 쓴 병사에 의해 울리며 

그 엄숙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진시황이 합창단에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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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직  종을 울리기도 한다.《진시황제》

에서 종은 하늘의 종이기도 한데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

이 있을 때에만 울리는 것이다. 역양공주의 혼령이 진시황에게 진

심을 털어놓았을 때 종은 잠시 울렸지만, 이내  멈추게 된다. 

그리고 진송을 부르라는 진시황의 명령에 고 리가 작곡한 노 들

의 합창이 울려 퍼지지만 결국 종은 울리지 않은 채로 오페라는 

막을 내린다. 따라서 진시황의 비극을 더욱 강조하는 악기이자 

국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둔은 오페라의 주제, 배경, 의상, 

무  장치, 고 악기 등을 통해 국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필자는 

탄둔이《진시황제》를 통해 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국

에서의 삶을 표 하고 이를 통해 그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함

이라고 본다. 이에 한 논의는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2] 제2막 진시황의 취임식  의례를 한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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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특징

《진시황제》는 동서양의 음악  요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장에서는《진시황제》에 한 본격 인 해석에 들

어가기에 앞서 탄둔이 동서양의 어떠한 요소들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서양의 문화  요소의 혼용은 서

양 오 스트라의 기본 인 편성에 국 고  악기들이 포함된 악

기편성에서도 이미 두드러진다.

악기명(악기수)

루트(2)

오보에(2)

B♭클라리넷(2)

바순(2)

F 호른(3)

C 트럼펫(3)

트롬본(2)

튜바(1)

니(5)

네 명의 타악기 주자

Ⅰ. 노, 워터폰, 티베트 싱잉 보울, 형 카우벨, 워터공, 소형 국 심벌즈, 

소형 국 공

Ⅱ. 노, 티베트 싱잉 보울, 소형 이크 드럼, 소형 국 심벌즈

Ⅲ. 워터폰, 슬랩스틱, 형 우드블록, 티베트 싱잉 보울, 탐탐, 형 이크 

드럼, 트라이앵 , 형 국 심벌즈, 작은북

Ⅳ. 베이스 드럼, 형 심벌즈, 탐탐, 티베트 싱잉 보울, 형 국 심벌즈

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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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진시황제》악기편성

이와 같은 악기편성을 가지고 만들어 낸 음악  재료는 크게 국

의 통음악(경극, 시안의 소리, 붓 씨와 성악선율)과 서양 음악

(오페라 통, 실험  아방가르드)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요소들에 

해 세부 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후 그의 문화 혼종성의 략을 

이해하는 데 기 인 배경지식이 될 것이다.  

3.1. 국 통의 재발견

1) 경극

경극(Beijing Opera)은 고  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

의 다른 지역 오페라와 비교했을 때 상 으로 새로운 극의 장르

이다. 한 18세기 반 여러 지역 극단들이 정기 으로 궁정 안

과 밖에서 열리는 황제의 탄신일에 참여하기 해 모 던 청 왕조

의 수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지역 극단들이 수도에 머물면서 

새로운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극이다.88) 청 왕조 후

무  에서 연주되는 고 악기(최소 5명의 연주자)

1. 돌 두 개로 치는 국 큰북(최소 3명의 연주자)

2. 15  쟁( 국 류트 혹은 일본 고토, 최소 1명의 연주자)

3. 다섯 음고로 구성된 세라믹 차임 혹은 세라믹 화분(최소 2명의 연주자)

4. 워터폰(3)

5. 종(1)

스트링(12/1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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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경극은 이미 강력한 사회·정치  요성을 확보했으며, 20세

기에는 국의 국극(National Drama)이 되었다.89) 탄둔은《진시황

제》에 경극을 구성하는 요소  특징들을 극 투 하 는데, 필

자는 이 오페라 속에서 경극의 역할은 오페라의 등장인물부터 탄

둔의 정체성 형성까지 연결된다는 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고 본다. 

경극의 거리는 주로 소설, 설, 신화, 그리고 역사  사건 

등에 기반하고 있다.90)《진시황제》는 2,000여 년  국이 7개의 

국가로 분열되어있던 시기에 진시황이 통일을 이룩하며 국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한 실존인물인 진시황을 다뤘기 때문에 경극을 

음악에 가져오기에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탄둔은 경극 가수에

게 진나라 궁정에서 풍수를 읽었던 음양사 역할을 맡겼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극 창법으로 노래하며 그의 모든 사는 국

어이다. 

음양사 역할의 특징은 경극의 주요 특징과도 맞닿아있다. 경

극 공연의 네 가지 기본 요소는 노래하기, 말하기, 연기하기, 그리

고 곡  혹은 무  춤이다. 음양사는 제1막의 막이 오르기  

롤로그에서 진시황과 련된 오페라의 내용을 압축 으로 이야기

하면서 노래도 곁들인다. 뿐만 아니라 제1막 제1장에서 펼쳐지는 

무속의례와 간주곡에서는 ‘진시황’이라는 자가 힌 깃발을 들고 

곡 와 무 를 연상  하는 춤을 춘다. 제1막 이후에 그는 의미 

88) Colin P. Mackerras, The Rise of the Peking Opera 1770-1870: Social 

Aspects of the Theatre in Manchu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124-125; Li Ruru, The Soul of Veijing Opera: Theatrical 

Creativity and Continuity in the Changing World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0), 18-22, 38; Blackburn, 의 , 76-77, 재인용.

89) Blackburn, “In Search of Third Space: Composing the Transcultural 

Experience in the Operas of Bright Sheng, Tan Dun, and Zhou Long,” 78.

90) Elizabeth Wichmann, Listening to Theatre: The Aural Dimension of 

Beijing Oper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12-13. 

Blackburn, 의 , 7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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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국어로 타악기 구음을 내뱉는 것 외에는 사가 없다. 그

지만 경극의 아름다움은 ‘암시’와 양식화된 몸동작과 소리 등으

로 표 되는 감정에 있다는 을 고려했을 때,91) 그는 온 몸을 사

용해 극의 내용을 암시하고 표정을 통해 그의 감정을 달한다. 

로스(Alex Ross)는 음양사 역할을 맡았던 우싱궈(Wu Hsing-Kuo)

에 해 “그의 얼굴은 고통, 후회, 달아나는 기쁨을 표 했고, 비

식의 트는 악보에 거의 지시되어있지 않았다”며 그의 연기를 

칭찬했다.92) 앞서 살펴보았던 음양사의 논평 부분은 음악 으로도 

경극의 주요 특징을 반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93) 한 제1막 

제2장에는 경극 간주부가 연상되는 타악기 트가 있어 경극 분

기가 물씬 난다(악보 2).

[악보 2] 경극 간주부가 연상되는 타악기 트

(제1막 제2장, 마디250-253)

91) 같은 , 4. Blackburn, 의 , 71, 재인용.

92) Alex Ross, “Stone Opera: Tan Dun’s The First Emperor,” The New 

Yorker, January 8, 2007,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07/01/08/stone-opera [2018년 11월 28

일 속].

93) 본 논문의 ‘Ⅲ. 작품 연구’  ‘2.1. 언과 논평: 샤먼과 음양사’를 참조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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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극은 20세기에 들어 국 내셔 리스트 운동에 의해 국극

으로 부상하 다. 1960년 와 70년 에 경극은 “고  통”을 담

은 술 형식이자 하층민이 향유하 던 극이었으나, 국과 서양

의 극음악  양식이 결합된  명극(Revolutionary Theatre)

으로 발 하게 되었다. 1980년 에 이르러 경극의 지 는 국 지

성인과 술인 사이에서 고 와의 연 성이 있는 국보가 되었다. 

블랙번은 “유산과 통에 한 호소는 경극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

합되는 ‘뉴 웨이 ’ 작곡가들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한다.94) 

‘뉴 웨이 ’ 작곡가  한 사람인 탄둔 한《진시황제》에 경극의 

요소를 넣었는데, 국 내셔 리스트 운동을 상징하는 경극을 통

해 국  정체성을 부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탄둔은 국의 통이 담긴 경극을《진시황제》에 한 문화  

요소로 투 했고, 경극의 특징은 음양사라는 인물에 의해 극 반

에 걸쳐 부각 다. 한 통과 유산에 호소하는 20세기 국 내

셔 리즘 운동의 사고방식과도 연 이 있는 것이기에 탄둔이《진

시황제》를 통해 형성하고자 했던 정체성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시안(Xian)의 소리: 고  무속의례와 진강        

탄둔은《진시황제》에 역사  진정성을 부여하기 고  국 음악 

통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다. 그는 특히 진 왕조에 을 맞

췄는데, 그 연구의 일환으로《진시황제》의 실제 배경이 되는 시

94) Blackburn, “In Search of Third Space: Composing the Transcultural 

Experience in the Operas of Bright Sheng, Tan Dun, and Zhou Long,” 70. 

‘뉴 웨이 ’ 작곡가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탄

둔, 첸이, 라이트 쉥을 심으로,” 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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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Xian) 지역으로 장답사를 다녀왔다.95)

나는 진나라의 수도 던 시안에 있는 박물 에 갔는데, 그

곳에는 2천 년  그 왕조의 수상에 의해 쓰인 책이 보 되

어 있었다. 그 책에 따르면 진 궁정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다리 측면을 찰싹 치거나 그들의 발을 쿵쿵 굴

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 다. 나는 이러한 제스처

를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었

는지를 상상해야만 했다. 나는 한 진 왕조 궁정 음악에서 

세라믹 항아리와 차임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읽었지만, 기보

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  말만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

은 역사  정보로부터의 재-발명이었다.96)

    

탄둔이 박물 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고  진나라 궁정 무속의례의 

음악  특징이었으며, 자세한 설명이나 기보가 없기 때문에 그 사

이의 간극을 메꾸고자 고민했을 것이다. 탄둔은《진시황제》속에

서 시안의 소리를 어떻게 구 했을까? 

진 궁정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의 사용은 제1막 제1장

에 나오는 무속의례에서 집 으로 나타난다. 롤로그 후 본격

으로 제1막이 시작될 때 음양사, 샤먼, 그리고 테라코타 부 가 

진나라의 궁정에서 무속의례를 펼치는 장면이 나온다. 테라코타 

부 는 국 북을 돌로 치는데, 이는 탄둔이 만들어 낸 새로운 악

기 연주 기법이다. 그리고 음양사는 의례를 주 하며 국어로 

“쟁을 울려라”, “돌과 항아리를 두드려라”, “(테라코타 부 에게) 

노래하면서 (허벅지) 측면을 찰싹 쳐라”등을 외친다. 

《진시황제》의 악기편성표(표 2)를 살펴보면 한 가지 에 

95) Kors, “Notes on The First Emperor,” The Metropolitan Opera Season 

2006–07. 

96)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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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흥미로운 을 찾아볼 수 있다. 무  에 고 음악 악기들

이 놓인다는 지시이다. 최소 다섯 명의 연주자가 필요하며, 돌 두 

개로 치는 국 큰북, 15  쟁( 국 류트 혹은 일본 코토), 5개의 

음고로 구성된 세라믹 풍경 혹은 세라믹 화분, 세 개의 워터폰, 청

동으로 된 종 등이다. 무  에서 연주하는 고 악기 외에도 

오 스트라에는 티베트 싱잉보울, 워터공, 국 심벌즈와 공 등이 

포함되어 극 반에 국 고 의 색채를 더한다.

다음으로 진강(qinqiang, 秦腔)은 진시황이 지배하던 당시 수

도가 시안이었던 진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는 사라져가는 창법이

다. 탄둔이 시안으로 장답사를 갔던 당시, 진강 공연을 하는 시

안의 오페라단은 사라져가는 심과 후원의 감소로 가수들을 해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탄둔은 찻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수들을 찾아

갈 수밖에 없었다.97) 탄둔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

장 훌륭한 가수를 찾아 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했고, 20명

에 달하는 가수들이 앞 다퉈 노래를 불 다. 탄둔은 진강 창법에

서 “인상 인 기교뿐만 아니라 고  문화의 한 정신의 거울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1+1=1’의 공식을 수행하기 해 

하진에게 진강의 힘을 극의 원동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 것에

서,98) 진강은《진시황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이 

드러난다.

탄둔은 진강 창법의 특징을 가지고 오페라를 이끌어나가는 

선율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는 시안에서 온 세 가지 옛 색채(검정

색, 흰색, 빨간색)를 강조한다. 궁정, 의상, 책 등 고 의 모든 것

들은 이 세 가지 색채를 사용했다고 한다.99) 탄둔은 이 옛 색채에 

97) Kors,“Notes on The First Emperor,” The Metropolitan Opera Season 

2006–07. 

98) Lee, “Romantic Gesture,” Opera News, December, 2006.

99) Kors,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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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받아 세 가지 색채에 자신이 생각하는 진강의 음악  특징

을 각각 투 하는데, 3온음 간격의 검정색, 4도의 연속은 흰색, 그

리고 가장 높은 음부터 가장 낮은 음까지의 하강은 빨간색으로 나

타난다.100) 세 가지 옛 색채로 만들어진 진강의 선율은 오페라 

반에 걸쳐 계속 으로 들려온다.101)

[악보 3] 샤먼의 3온음 (제1막 제1장, 마디89-106)

검정색을 상징하는 3온음은 제1막 제1장에서 샤먼이 “오라”

를 외치며 부르는 B음에서 F음으로 상승하는 선율(악보 3)과 그

가 부르는 운명 모티 (악보 4)에서 두드러진다. 4도(혹은 5도)의 

연속을 상징하는 흰색은 제1막 제1장에 나오는 하  간주곡과 역

양공주의 콜로라투라 패시지에서 잘 나타난다(악보 5). 빨간색을 

100)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101) Blackburn, “In Search of Third Space: Composing the Transcultural 

Experience in the Operas of Bright Sheng, Tan Dun, and Zhou Long,”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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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가장 높은 음부터 가장 낮은 음까지의 하강은 제1막 제1

장에서 진시황에 의해 처음 나오는 그림자 모티 와 샤먼에 의해 

처음 나오는 희생 모티 , 그리고 제1막 제2장에 나오는 노 들의 

합창 선율에서 찾아볼 수 있다.102)

[악보 4] 샤먼의 운명 모티  (제1막 제1장, 마디112-123) 

[악보 5] 역양공주의 콜로라투라 (제1막 제1장, 마디265-266)

탄둔은《진시황제》에서 고  무속의례와 진강을 통해 시안

의 소리를 표 하며 진시황의 역사  배경을 살리고자 하 다. 먼

 두 개의 돌로 두드리는 국 큰북의 리듬 에 란한 쟁의 기

교, 그리고 세라믹 화분의 신비로운 다섯 음이 하나의 패턴을 이

102) 같은 , 1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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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반복되고, 이 음악에 맞춰서 샤먼과 음양사가 펼치는 무속의

례는《진시황제》의 음악  특징으로 꼽히기에 충분하다. 이 무속

의례는 국 고  통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페라 안에서는 운

명 모티 가 무속의례 내내 함께 등장하면서 진시황, 고 리, 역양

공주 등 주요 등장인물들의 미래를 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에서 요하다. 그리고 진강은 국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장

르인 진(Qin) 오페라의 창법으로 알려져 있어, 탄둔이 고  국

의 소리를 자신의 오페라 속에 능동 으로 녹여내는 데 커다란 귀

감이 되었다. 진강의 특징은《진시황제》를 구성하는 부분의 모

티   선율에 반 되어 있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

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  무속의례와 진강은 

탄둔이《진시황제》를 통해 재발견하고자 했던 통이며, 이들을 

통해 신을 모색해 새로운 오페라 통을 만들고자 한 그의 시도

가 잘 나타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3) 붓 씨와 선율

탄둔은《진시황제》에 참여하는 서양 연주자  가수들에게 동양 

음악 인 근 방식을 설명하기 해 붓 씨를 그 시로 들 만

큼103), 선율을 작곡함에 있어 붓 씨에 감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국 음악에서 모든 소리나 제스처는 어택(attack), 머무름, 

소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법은 소리, 제스처, 

단선율, 혹은 오 스트라 앙상블을 훈련할 때 나에게 큰 

향을 미쳤다.104)     

103) Kors, “Notes on The First Emperor,” The Metropolitan Opera Season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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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탄둔은 붓 씨의 움직임을 성악선율이나 기악선율에 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붓 씨의 향은《도에 하여》에서

도 이미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국의 문화  통과 철학

은 주로 성악 트에서 나타나는데, 음고나 리듬이 지시되지 않은 

채 미분음이나 리산도를 이용해 지시된 음역에서 노래할 수 있

게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105)《도에 하여》에 사용된 성악지

시 기보는《진시황제》의 음양사와 합창단 트에서도 그 로 나

타난다(악보 6).

[악보 6]《도에 하여》와《진시황제》의 성악지시

제1막 제1장에서 음양사가 무속의례를 펼치며 “오, 음과 양이 우

주를 지배한다”라고 외치는 부분, 제2막 제1장에서 고 리와의 

계에 한 진시황과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 리와의 계

를 유지하겠다는 역양공주가 “나에게 강요하면 죽을 거 요!”라고 

외치는 부분(악보 7)과 제2막 제2장에서 혼령으로 나타난 역양공

주가 고 리를 부를 때를 비롯해《진시황제》에는 붓 씨를 연상

 하는 성악 선율이 다수 등장한다. 한 용 범 를 넓  합창

단과 오 스트라 단원들이 인성으로 “하”(Ha)를 노래할 때도 나타

104) 같은 .

105)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을 심으로,”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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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볼 수 있겠다.

  

[악보 7] 역양공주의 외침 (제2막 제1장, 마디326-330)

《진시황제》의 기악 트 역시《도에 하여》에서 나타났던 붓

씨의 필체를 연상시키는 진행을 보인다. 기악 트에서 붓 씨의 

향은 미세음정과 리산도, 긴 트릴, 트 몰로 등 다양한 기법으

로 나타나며, 하나의 음을 심으로 다양한 음색을 보이며 등장하

는 것이 특징이다. 탄둔은《도에 하여》에서 휴지부와 강한 상

승의 조를 통해 붓 씨의 정신 인 에 지의 흐름을 드러내려고 

했다.106) 이러한 에 지의 흐름은《진시황제》의 기악 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1막 시작부분에 등장하는 워터폰의 미세한 음

정을 기반으로 한 곡선의 흐름(악보 8), 운명 모티 의 마지막 음

(F)을 심으로 펼쳐지는 악기의 트릴(악보 9), 하 와 쟁의 

리산도 등에서 그 를 찾아볼 수 있다. 

탄둔의 선율은 붓 씨와 같은 것이다.《진시황제》는 성악과 

기악 트의 선율뿐만 아니라 인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오 스트라 

단원들에게까지 붓 씨의 향이 용된다는 에서 (《도에 하

여》에 비해) 그 향력의 확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

다.

106)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미학: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을 심으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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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워터폰에서 나타나는 곡선의 흐름

(제1막 제1장, 마디3) 

[악보 9] 운명 모티 의 악기 트릴 버

(제1막 제1장, 마디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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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구 오페라 통과 실험  아방가르드

1) 오페라의 구성  주요 모티

탄둔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을 받은 1996년부터 2006년까

지 약 10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열리는 부분의 

공연을 람했다. 그 10년 동안 가장 많이 공연된 오페라로는 베

르디와 푸치니의 작품과 비제의《카르멘》(Carmen)이 있었다.107)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탄둔은 서양 오페라의 습을 익혔던 것이

다. 탄둔이 서양 오페라 통에서 고수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

가? 그는 2막의 구성을 취하면서 막의 개념을 고수하 고, 라이트 

모티 들을 통해 이야기를 개시켜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여기서 

2막 구성이라는 이 독특한데,《진시황제》 연 당시 이 작품은 

본래 3막 구성이었지만 2007/2008 시즌에서 재연하기 해 수정작

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3막 ‘취임’을 생략하면서 최종 으로 2막 

구성의 오페라가 되었다.108) 한 진시황, 역양공주를 비롯한 등장

인물들은 아리아를 부르고, 치타티보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역양공주와 고 리가 죽음을 불사하는 상황에서 쓰이며 극  몰입

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오페라《진시황제》는 서양 오페라 통의 요한 어법인 주

제  모티 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극 체가 구성되는 것이 특

징이다. 블랙번에 따르면 이 오페라에 나타나는 주제  요소는 크

107) 베르디의《라트라비아타》(La Traviata) 113회,《리골 토》(Rigoletto) 93

회,《아이다》(Aida) 92회, 푸치니의《라보엠》(La Boheme) 142회,《토스카》

(Tosca) 98회,《나비부인》80회,《투란도트》64회, 비제의《카르멘》98회이다. 

(Blackburn, 의 , 166-167.) 

108) 2007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총보에는 제3막이 삭제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연 버 과 개정된 버  사이의 차이 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

조하시오. Sindhumathi Revuluri, “Tan Dun’s The First Emperor and the 

Expectation of Exoticism,” The Opera Quartely 32 (2017), 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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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선율  주제’와 ‘선율  제스처’로 구분할 수 있다. ‘선율  주

제’는 극의 개와 연결되는 긴 선율의 이즈를 말하고, ‘선율

 제스처’는 ‘선율  주제’에 비해 짧은 선율 단편으로 등장하며 

항상 극의 개와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 특징이다.109) 필자는 블

랙번이 말하는 ‘선율  주제’를 라이트 모티 라고 칭하는데, 그 

이유는 탄둔의 선율  주제 한 바그 의 음악극에서 사용되는 

라이트 모티 의 극의 개  암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이어서 ‘선율  제스처’는 앞서 언 했던 시안에서 온 세 가

지 옛 색채(검정색, 흰색, 빨간색)인 3온음, 4도의 연속, 그리고 가

장 높은 음으로부터 가장 낮은 음까지의 하강으로 요약되기 때문

에 이번 장에서는 주요 라이트 모티 에 해서만 설명하겠다.110)

주요 라이트 모티 는 운명, 희생, 사랑/충성, 그림자, 설득, 

진송, 노 들의 합창 등이 있다.111) 이 에서 운명, 희생, 사랑/충

성, 설득의 모티 는 특정 인물을 상징하기 보다는 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에 의해 불리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감정

을 나타내거나 그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그림자 

모티 는 어린 시  진시황이 포로 을 때 함께하며 그림자와 같

은 역할을 했던 고 리라는 특정 인물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주로 

하며 그에 한 추억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모티 라 할 수 있겠

109) Blackburn, “In Search of Third Space: Composing the Transcultural 

Experience in the Operas of Bright Sheng, Tan Dun, and Zhou Long,”  

188.

110) 시안에서 온 세 가지 옛 색채에 한 설명은 본 논문의 ‘Ⅲ. 작품 연구’의 

‘3.1. 국 통의 재발견’  ‘2) 시안(Xian)의 소리: 고  무속의례와 진강’을 

참조하시오.

111) 운명, 희생, 사랑/충성, 그림자, 노 들의 합창 모티 는 블랙번의 명명을 따

랐다. 그러나 블랙번은 필자가 진송으로 명명하는 모티 를 국가(anthem)로 

칭했는데, 필자는 진나라를 통합하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진시황의 의도를 

더욱 부각하기 해 진나라의 송가를 뜻하는 ‘진송’으로 칭했다. 한 블랙번

은 설득 모티 에 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역양공주와 진시황, 

그리고 역양공주의 어머니의 가족애 한 이 오페라에서 강조되고 있고, 이 

모티 는 역양공주가 고 리를 유혹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극의 개상 요

도가 결코 낮지 않기에 필자는 이 모티 를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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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언 한 감정을 상기하는 모티 들과는 달리, 진송과 노

들의 합창 모티 는 이 오페라에서 각각 진시황의 애국가를 향한 

열망을 나타내고 그 실패를 부각하는 상반된 기능을 수행한다. 진

시황은 분열된 국가들을 진나라의 이름으로 통일하기 원했고 이들

을 하나로 묶어  힘은 진나라를 칭송하는 애국가에서 발 될 것

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어린 시  국가를 작곡해주기로 약속하며 

헤어졌던 고 리를 진나라로 데려왔고, 그에게 진송을 작곡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따라서 진시황이 진송과 련된 명령을 내릴 때 

이 모티 가 주로 등장한다. 그러나 고 리는 진시황의 야만성 아

래 만리장성에서 노역을 하던 노 들이 부르던 노래를 애국가로 

작곡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노래만이 하늘의 종을 울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노 들의 합창 모티 는 이 오페라의 마

지막 장면에서 규모 합창단에 의해 불리며, 결국 목 을 달성하

지 못한 진시황의 비극 인 면모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탄둔의 라이트 모티 는 오페라 반에서 끊임없이 이어지

며 분열된 국가를 통일해  진송을 얻지 못하게 되는 진시황의 

비극이 막을 내릴 때까지 극의 개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라이트 모티 를 각각 살펴보며 이들의 특징

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운명

운명 모티 는 오페라의 시작 부분의 악기 트에서 바로 등장

하는데, 이 오페라의 롤로그가 통 인 서양 오페라의 서곡 기

능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모티 가 극 체의 분 기를 설정

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 반에 걸쳐 샤먼과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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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주 하는 무속의례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며, 진시황, 고

리, 역양공주 등의 슬  운명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운명 모티 의 기본 는 B에서 F로 하강하는 것이며, 이 두 

개의 음 사이를 다섯 개의 음으로 채운 ‘B-F-C-F#-A-B-F’가 기

본 선율이다(악보 10). 한 간주부에서는 리듬이 변형되거나 음가

가 확장되는 등 모티 의 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모티 가 

기악 트에서 등장할 때는 기본 선율이 불 화음을 동반해 등장하

는데, 이는 악기 트에서 두드러진다. 제1막 제1장 마디4의 

악기 트를 보면 바이올린(G-B, F#-A#), 비올라(D♭-F), 첼로(A

♭-C)가 각각 장3도의 화음을 내고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감5도

(B-F)의 화음으로 그 아래를 받쳐주고 있다. 이 화음은 마디5에 

나오는 F의 장7화음으로 해결된다(악보 11). 기본 선율과 이를 받

쳐주는 화성까지 고려하면 겉보기에 불길함에서 안정감으로 바

는 구조이지만, 트럼펫이 B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완벽

히 안정감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  

[악보 10] 샤먼의 운명 모티  (제1막 제1장, 마디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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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운명 모티 와 그 변형 (제1막 제1장, 마디4-14)

제1막 제1장에서 진시황이 등장하기 까지 샤먼과 음양사는 

무속의례를 펼친다. 이 무속의례 내내 운명 모티 는 주로 악기 

트에서 연주되며 배경음악으로 나타나며( . 마디47-48, 90-95, 

120), 등장인물들의 불운을 견한다.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샤먼과 

테라코타 부 (합창단)의 유니즌으로 불리는데, “우-”로 부르기 때

문에 무속의례의 신비함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마디48-70). 샤먼

은 무속의례에서 굉장한 힘을 가진 혼들을 부르며 운명 모티

에 “가장 높은 산에 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들이여, 우리

에게 당신의 빛을 보내라”라는 가사를 더한다(마디112-123). 이후 

등장하는 간주부 한 운명 모티 의 변형이 등장하는데, B음과 

F음이 곳곳에 등장하며 B-F, F-B의 선율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

징이다(악보12). 한 제1장의 마지막은 오 스트라 단원들이 “우

-”로 확장된 운명 모티 를 부르며 장식한다(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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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간주부의 운명 모티  변형 (제1막 제1장, 마디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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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오 스트라의 운명 모티  합창 

(제1막 제1장. 마디4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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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막 제3장에서는 역양공주와 고 리의 베드 신이 나오는데, 

이때 배경음악으로 운명 모티 가 반복되고(마디318-330), 고 리

와 사랑을 나  후 걸을 수 있게 된 역양공주가 “나는 걸을 수 있

어요!”라고 외칠 때 운명 모티 가 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마

디331). 고 리가 딸의 처녀성을 빼앗은 것을 알게 된 진시황은 

고 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 를 먼  죽이세요!”라고 외치

며 역양공주가 이를 막아선다. 이때도 운명 모티 가 반복 으로 

나타나며 사랑을 해 죽음을 불사하는 역양공주의 운명을 암시한

다(마디427-489). 제1막은 음양사가 고 리에 의한 역양공주의 처

녀성 훼손을 상징하는 빨간 천을 들고 이를 강조하며 끝나는데, 

이 마무리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운명 모티 이다(마디514-519). 

제2막에서는 진시황의 취임식이 펼쳐지는데, 제1막에 비해서

는 그 등장 빈도수가 히 지만 극의 개에 있어서는 요한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장에서 고 리에 의해 독살된 

왕장군의 혼령이 진시황 앞에 나타날 때, 운명 모티 가 그의 등

장을 알린다(마디297-298). 고 리는 역양공주의 죽음 소식을 듣

고 크게 망하고, 쟁을 내던지며 큰형이라고 불러보라는 진시황

의 부탁을 거 한다. 그리고 를 깨물어 자살하는데, 이 장면에서 

운명 모티 는 기악 트에서 끊임없이 반복 으로 등장하며 결국 

진시황의 진송을 향한 욕망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역양공주, 왕장

군, 그리고 고 리의 슬  운명을 표 한다(마디486-498).       

와 같이 살펴본 결과 운명 모티  극 반에 여러 가지 모

습으로 변형되어 등장하며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암시  표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1막에서는 운명 모티 가 무속의례의 분

기를 설정하며 샤먼이 혼을 불러들이는 장면에 한 집 도를 

높이고, 고 리와 역양공주의 사랑의 결과인 죽음을 암시하는 역

할을 한 반면, 제2막에서는 진시황이 황제로 등극하는 길에 역양



80

공주, 왕장군, 그리고 고 리 등 수많은 희생양들의 비극 인 운명

을 직 으로 표 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운명 모티 는 

롤로그에 처음으로 등장해 극의 분 기를 설정하고, 등장인물들

의 비극 인 운명까지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희생

희생 모티 는 4도 혹은 5도 상승 후 5도 이상 하강하는 음형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 으로 한 옥타  이상의 하강하는 양

상을 보인다(악보 14). 등장인물들이 희생을 강요받거나 희생에 

한 심정을 표출할 때 주로 나타나며, 희생을 직 으로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악보 14] 희생 모티  (제1막 제1장, 마디138-142)

희생 모티 는 제1막 제1장에서 샤먼에 의해 “(우리를 해)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고, 희생할” 사람이 구인지 질문하는 샤

먼의 사와 함께 처음 등장한다(마디138-142). 그리고 진시황이 

진송을 작곡할 고 리를 잡아오라며 연나라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도 나타난다(마디388-392). 제1막 제2장에서는 포로로 잡

온 고 리가 진시황의 야만 인 침략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소리칠 때, 고 리에게 “희생(죽음) 없이 어떻게 이 나라

의 질서를 바로 잡겠는가?”라고 말할 때 악 트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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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76-179). 한 진시황, 수상, 그리고 왕장군이 역양 공주에

게 “당신은 공주입니다”라고 말하며 고 리에게 노골 으로 심

을 표 하기 보다는 공주로서의 품 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장면에서도 등장한다(마디235-237). 제1막 제3장에서는 희생 모티

가 연속 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양공주는 진송 작곡

을 거부하며 식음을 폐하고 워있는 고 리 에 앉아 ‘바람은 

나에게  소식을 해주네’라는 아리아를 부르는데, “오랫동안 불

타며” 그의 곁에 머물겠다는 가사에 희생 모티 가 등장한다. 

한 역양공주가 그동안 고 리를 설득하기 해 오랫동안 “헌신”

(마디83-84)했다고 승상이 진시황에게 말할 때, 그 설득을 그만둘 

것을 권고하는 진시황에게 “안돼요, 아버지”(마디90-91), “이건 어

린이 게임이 아니에요”(마디110-111)라고 말할 때, 진시황이 역양

공주에게 “나는 네가 항상 꿈꾸었던 여자가 되어가는 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할 때(마디138-139, 142-144)에 등장한다. 여기서 희

생 모티 는 역양공주가 헌신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만을 보여주

기도 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역양공주의 주체 인 모습을 나타내

기도 하며, 딸에게 자신의 명령을 강요하며 희생을 요구해왔던 진

시황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2막 제2장에서는 진시황의 취임식에 등장한 샤먼이 언하

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르고 떨어질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가사

에 희생 모티 가 붙는다(마디157-168, 281-296). 이는 그림자인 

고 리가 희생될 것임이 암시되는 목이다. 한 진시황이 역양

공주의 혼령에게 “정상까지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로 약

속했지 않느냐”라고 한탄할 때 나타나며 희생의 결과로 슬픔을 느

끼는 진시황의 모습을 부각하기도 한다(마디256-257). 

이와 같이 희생 모티 는 희생에 한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시황에게 희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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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기 해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역양공주에

게 희생은 자신의 사랑을 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다. 샤먼은 고 리에게 그가 희생될 것임을 언하고, 고 리는 언

제라도 그 희생을 감내할 비가 되어있는 사람이었다. 이 게 희

생 모티 를 통해 각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까지도 알 수 

있다.       

(3) 사랑/충성

바다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는 를 따르겠다. 햇빛에 일

어나는 지처럼, 나는 를 향해 일어서겠다.

사랑/충성 모티 112)는 부분 의 가사와 함께 등장하며 때로는 

역양공주에 한 왕장군의 사랑을 표 하기도 하고 진시황에 한 

충성을 표 하기도 한다. 음악 으로는 5음음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첫 음에서 여러 음들을 거쳐 한 옥타  상승했다가 다시 여러 

음들을 거쳐 한 옥타  하강하는 음형이 특징이다(악보 15). 

[악보 15] 사랑/충성 모티

112) 셰퍼드는 이를 왕장군의 사랑 모티 라고 명명했지만, 필자는 셰퍼드의 명

칭은 이 모티 가 오페라 체에서 진시황과 고 리의 우정까지 다루고 있다

는 사실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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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막 제1장에서 고 리의 어머니의 젖을 함께 나눠 먹으며 

그와 함께 자랐던 어린 시 을 회상하던 진시황이 자신이 황제가 

되면 나라를 한 애국가를 작곡해주겠다던 고 리의 말을 기억한

다. 이후 사랑/충성 모티 로 구성된 선율을 부른다(마디336-345). 

이어서 진시황이 왕장군에게 진송을 작곡해주기로 한 고 리를 잡

아오면 “ 와 역양은 신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왕장군은 역양공주를 바라보며 사랑/충성 모티 로 구성된 선율을 

부른다. 이어서 역양공주가 이 선율을 받아서 부르는데, 고 리를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양공주의 어머니는 역양공

주의 뒤에서 노래하는 공주의 손동작을 코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어머니와 승상도 이 선율을 받아서 부르는데 “  그럴 수 

없다”며 고 리와의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마디369-389). 이

상의 가사는 모두 사랑/충성 모티 에 의해 달되는데, 고 리에 

한 진시황의 사랑, 왕장군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진시황, 진시황

에 한 충성과 역양공주에 한 사랑을 표 하는 왕장군, 어머니

에 의해 왕장군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고 리

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역양공주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

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어머니와 승상까지 사랑/충성 모티 를 통

해 등장인물 간의 계를 살펴볼 수 있다.  

제1막 제2장에서는 드디어 고 리를 만나게 된 역양공주가 

그를 놀리며 “그림자는 태양의 열기를 살리고 웅은 그의 패기를 

보여 다”라는 가사와 함께 사랑/충성 모티 로 구성된 선율을 부

른다(마디228-233). 제1막 제3장에서는 역양공주와 고 리의 베드 

신을 목격한 왕장군이 분노에 휩싸 으나 공주에 한 지고지순한 

사랑은 변함없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 하기 해 사랑/충성 모티

로 구성된 선율을 부른다(마디410-423). 제2막 제2장에서 혼령

으로 나타난 왕장군은 “ 는 (고 리에게) 졌지만, 지하에서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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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 부 를 지휘하며 당신(진시황)을 지키겠다”고 노래하며 진시

황에 한 충성을 보인다(마디350-355). 이에 진시황은 “비록 는 

졌지만, 는 나를 테라코타 부 를 지휘하며 나를 지키는구나. 잘 

가시오.”(마디367-369), 사라지는 그의 혼령에 해서는 “황  구

름과 같은 네 혼은 하늘의 문을 향해 날아가는구나”(마디

373P-377)라고 말하며 그의 충성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서 살펴본 사랑/충성 모티 로 구성된 선율은 왕장군이 

주로 부르며 역양공주에 한 사랑과 진시황에 한 충성을 나타

내는 기능을 주로 한다. 더불어 진시황도 그의 충성심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모티 로 구성된 선율을 부르고 있었다. 사랑/

충성 모티 는 이 게《진시황제》의 이야기 개를 이끌어나가는 

한 주축인 사랑과 충성을 그려낸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4) 설득

오페라《진시황제》에서 진시황은 진나라의 황제로서 나라의 통합

을 한 진송을 추구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오페라에서는 자

신의 딸인 역양공주를 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한 

강조하고 있다. 이 오페라의 원작인 <진송>에서는 역양공주의 어

머니 역할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오페라에서는 등장한다. 이 게 

한 가족을 등장시킴으로서 탄둔이 의도한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서로의 이해 계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F-G-A-C-D’로 구

성된 설득 모티 가 나온다(악보 16). 설득 모티 가 나오는 목

을 통해 탄둔이 의도했던 효과를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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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설득 모티  (제2막 제1장, 마디332-333)

 

설득 모티 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트리오가 나오는 장면에 

앞서 제1막 제3장에서 역양공주가 고 리를 유혹할 때 처음 등장

한다. 유혹 아리아의 주부분을 가득 메운 설득 모티 는 본래 

시작음인 F를 떠나 C에서 시작한다(마디159-1381). 이 부분이 아

마 역양공주가 고 리를 유혹하는 것과 진시황과 어머니가 역양공

주를 설득하는 것을 차별화하기 한 략이라고 본다. 유혹도 넓

은 의미에서는 설득에 들어가지만, 연인과 가족 사이에서 그 기능

은 다를 수 있다. 

제2막 제1장에서는 진시황, 역양공주, 역양공주의 어머니가 

등장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역양공주와 고 리와의 계와 왕장군

과의 결혼에 해 논쟁한다. 설득 모티 를 따라가며 이 가족의 

계와 두 안건에 한 이들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하겠다. 

역양공주의 어머니는 공주에게 “여자의 사랑과 남자의 꿈보

다 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충고

한다. 이어서 진시황은 부인의 선율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 부르며 

“왕장군과의 결혼을 미 주겠다”고 말하지만, 역양공주는 곧바로 

“내가 그림자를 구한다면 당신은 그를 나에게 다고 약속했었다”

고 반박하고 끝내 “나에게 강요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엄

포를 놓는다. 

이때부터 설득 모티 가 거 등장하는데, 역양공주의 어머

니는 진시황에게 물로 소호하며 “폐하, 제발 화를 그러뜨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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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라고 말하고, 역양공주에게는 “내 딸아, 는 네 아버지의 마음

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역앙공주와 어머니의 의

견차가 드러나는데 “여자로 태어났기에”까지는 함께 설득 모티

의 선율을 부르다가 역양공주는 “황제의 소원에 따라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어머니는 “황제의 소원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 둘의 견해 차이가 돋보이는 목이다. 진시황과 역양공주의 

어머니는 역양공주에게 “사랑의 조류가 무 높이 부풀지 않게”라

고 말하며 고 리와의 계를 끝낼 것을 강요한다. 그 지만 역양

공주는 그들의 강요가 자신을 “새장에 갇힌 새의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한 공주는 설득 모티 로 선율을 시작하지만 

음의 진행 방향에 변화를 주며 웃음소리를 연상  하는 콜로라투

라로 연결하며 “나는 내 의지와 내 사랑을 따르는 여자”라며 자신

의 의지와 사랑을 강력히 주장한다. 

설득 모티 로 이루어진 가족 트리오를 통해 그들의 계를 

읽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과 어머니는 역양공주를 “크나

큰 기쁨”, “나의 딸” 등으로 표 하며 그녀에 한 사랑을 표 하

지만, 왕장군과 결혼하고 고 리와의 사랑을 지속하지 말 것을 강

요한다. 역양공주는 과거 부모님의 말 에 순종하는 딸이었으나,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여성이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이들의 사랑은 충분히 표 되며, 황실 가족이라는 특

수성 때문에 순응이 강요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

는 이처럼 설득 모티 를 통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진시

황의 모습과 나라의 번 을 해 딸을 왕장군과 결혼시켜야 하는 

황제로서의 진시황의 모습이 병치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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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자

 

그림자 모티 는《진시황제》의 핵심 등장인물인 고 리를 상징하

는 것으로, 이 모티 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등장인물들이 고 리

라는 인물과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모티 는 

한 옥타 가 넘는 도약을 반음과 온음 구성의 하강 선율과 함께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며, 길게 펼쳐지는 그림자의 형

상을 연상  한다. 한 4도와 하강하는 음형이 특징이기 때문에 

앞서 언 했던 진강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모티 이기도 하다(악보 

17).

[악보 17] 그림자 모티  (제1막 제1장, 마디300-303)

그림자 모티 는 제1막 제1장에서 진시황의 아리아 ‘그림자

는 내가 어디를 가건 나를 따라 다닌다’의 첫 부분에서 처음 등장

한다(마디296-329). 진시황은 자신의 포로 시  10년 동안 함께 

다니며 그림자와도 같았던 고 리를 회상하며 이 모티 를 제시하

는데, “그림자는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닌다. 내가 조나라

의 인질이었을 때, 10년 동안 그와 나는 함께 살았다”라는 가사에

서 그들의 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제1막 제2장에서 포로로 

잡 온 고 리는 “어떻게 내가 당신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

까?”, 이어서 진송 작곡을 거부하며 “나는 당신의 자비 아래에 있

다”(마디205-206)라고 노래할 때 그림자 모티 가 등장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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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다음 사가 “나를 죽여라!”인 것을 볼 때 결국은 진시황의 

진송을 향한 욕망에 의해 희생될 그림자의 숙명을 암시한다. 이

게 어린 시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했던 진시황과 고 리의 추억

과 진나라의 황제가 된 진시황과 포로로 잡 온 고 리 사이의 갈

등을 그림자 모티 를 통해 알 수 있다.

제2막 제1장에서 고 리와 역양공주의 러  듀엣이 펼쳐지

는데, 그림자 모티 는 고 리에 의해 불리며 그 선율은 쟁과 함

께 유니즌으로 등장한다. 이어서 역양공주와 고 리는 그림자 모

티 를 함께 부르게 되는데, 고 리가 역양공주와 깊은 사랑에 빠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양공주와의 러  듀엣 후에는 오 스

트라에서 그림자 모티 가 등장하는데, 이때 만리장성 축조를 

해 노역하는 노 들이 일하는 모습이 겹쳐서 등장한다. 고 리의 

시선이 노 들로 향함을 암시한다. 결국 고 리는 진송을 작곡하

면 역양공주를 주겠다는 진시황의 설득에 넘어가 “사랑하는 여자

를 해 나는 진송을 완성하겠다”고 맹세하는데, 이때 그림자 모

티 가 함께 나온다. 

그림자는《진시황제》제1막의 제목이자 진나라의 통합을 기

원하는 진송을 작곡할 수 있는 고 리를 상징한다는 에서 요

한 키워드이다. 따라서 고 리가 어떠한 상황을 거쳐 진송을 작곡

하기로 마음먹었는지는 극의 개에 있어 상당히 요한 부분이

며, 이는 그림자 모티 를 따라가면서 살펴볼 수 있었다. 

(6) 진송

《진시황제》제2막의 제목은 ‘진송’이다. 제1막에서 고 리가 진송

을 작곡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한 진시황은 본격 으로 제2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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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진나라를 통합해  진송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진송 모티 로 시작하는 합창은 그 자체로 완성된 애국가가 아니

다. 왜냐하면 고 리에게는 진시황의 욕망보다 백성들의 고통과 

한탄이 담긴 노래(노 들의 합창)가 오히려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최종 으로 노 들의 합창을 애국가로 작곡

하기 때문이다. 

진송 모티 는 제1막 제1장에서 샤먼과 음양사가 주 하는 

무속의례 에 처음 등장한다. 진송 모티 는 진송 합창곡을 구성

하는 요한 요소인데, 진송 모티 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

보면 이 모티 가 어떻게 합창곡으로 확 되는지 알 수 있다. 진

송 합창곡은 크게 4부분으로 나  수 있다. 샤먼과 테라코타 부

는 증4도 간격의 두 음(B-F)으로 시작되는 변형된 진송 모티 의 

선율을 부르는데, 이때 가사가 “우리를 해 죽고, 타고, 희생할 

다음 사람은 가 될 것인가?”라는 이 증4도의 음향과 결합되며 

진송을 향한 진시황의 열망이 좌 될 것임을 암시한다(악보 18). 

하지만 바로 이어서 증4도 간격의 두 음은 완 5도 간격의 두 음

(C-F)으로 바 며 F장조가 확립되고 마치 변형된 모티 에서 원

형으로 돌아오며 마치 왜곡된 버 에서 정상 인 버 으로 돌아온 

느낌을 다(악보 19). 이 두 가지 버 의 진송 모티 에 이어 샤

먼과 합창단이 “그래서 우리는 오랑캐를 멈추고 황제의 꿈을 만들 

수 있다”는 가사의 연결구를 통해 C장조로 조되어 마지막에는 

“진나라 백성들은 울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희생해

야 하는가?”라는 가사와 함께 C장조의 진송이 울려 퍼진다. 따라

서 진송 합창곡은 변형된 진송 모티 , 진송 모티 , 연결구113), 

113) 연결구는 진송 합창곡의 필수 요소는 아닌데, 제2막 제2장에 등장하는 진송 

합창곡에는 연결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송 합창곡은 왜곡된 

진송 모티 와 정상 인 진송 모티 의 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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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장조의) 진송 모티 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송 모티 는 부분 진송 합창곡에 포함되어 등장하지

만 때때로 모티 의 단편만이 나타나기도 한다.

[악보 18] 진송 모티  변형 (제1막 제1장, 마디149-156)

제1막 제1장에서 진시황은 왕장군에게 진송을 작곡해  고

리가 있는 연나라를 정복하고 그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진송 모티 는 “(고 리가) 우리 제국의 애국가를 작곡하게 할 것

을 맹세한다”라는 진시황의 가사와 함께 등장하며, 왕장군은 같은 

모티 의 선율로 “ 는 쟁에 용감히 참 할 것과 승리를 가져올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답한다. 여기서 진송 모티 를 통해 진송

을 해 연나라 정복을 감행하는 진시황과 그의 명령을 충실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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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왕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악보 19] 진송 모티  (제1막 제1장, 마디157-164)

제1막 제3장에서는 역양공주와 고 리의 베드 신을 목격한 

진시황과 왕장군이 격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샤먼이 등장해 

왜곡된 진송 모티 의 선율로 “그림자는 태양을 주의하라!”라고 

외치는데, 이 선율에 이어 고 리와 역양공주는 정상 인 버 의 

진송 모티 로 “물처럼 원한 한 ”, “사랑의 포옹에 갇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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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노래한다. 이 장면을 통해 역양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고 리가 그녀와의 사랑을 지키기 해 진송을 작곡하게 될 것이

며, 이로 인해 불운에 처하게 되는 그의 운명을 추측해볼 수 있다. 

제2막 제1장에서는 고 리에게 역양공주와의 행복을 두고 

거래를 제안하는 진시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송을 작곡하면 

역양공주를 주겠다는 진시황의 제안에 고 리는 “사랑하는 여자 

역양을 해 진송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답한다. 진시황과 고

리는 진송 모티 의 선율로 “하나가 되기 해. 네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늘, 땅, 그리고 인간. 축배를 들자. 음악을 해 축배

를 들자”라는 가사를 노래한다. 여기서 진송 모티 는 진송을 향

한 이 둘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2막 제1장의 마지막은 새롭게 승상이 된 고 리가 진시황

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해 의복을 단정히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왜곡된 진송 모티 가 등장하며 제1장이 끝나며, 왜곡된 진

송 모티 가 한 번 더 반복되며 제2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정상

인 진송 모티 의 선율이 합창단에 의해 두 번 등장하는데, 이때 

가사는 “ 이다! 황제는 천에 떠오를 비가 된 아침 해와 같

이 빛난다.”, “모든 별은 엄 있는 이름을 울린다. 국! 국! 

국! 국!”이다. 여기서는 황제의 을 칭송하며 진시황의 취임

식 에 울려 퍼지는 합창으로서 진시황이 원하는 이상 인 진송

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진송 모티 는 제2막 제2장에서 펼쳐지는 진시

황의 취임식에 혼령으로 나타난 역양공주에 의해 등장한다. “사랑

하는 아버지”라는 가사에 진송 모티 의 완 5도 간격의 두 음이 

단편 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사랑을 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 후 “사랑하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를 용서하

세요. 제 사랑을,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은 사랑을 용서하세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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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로 정상 인 진송 모티 의 선율을 노래하고 홀연히 사라진

다. 이 장면에서 진송 모티 는 진시황의 진송에 한 열망으로 

인해 희생된 역양공주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지 까지 진송 모티 를 통해 진송을 향한 진시황의 욕망과 

이 오페라 개 속에서 진송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변형에 바로 

이어서 원형이 등장하는 것은 진송 모티 의 큰 특징이며, 이 오

페라 속에서 굳어진 공식임을 알 수 있다. 변형된 진송은 진시황

의 진송에 한 열망이 좌 될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등장인물들

의 슬  운명을 나타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두 버

 사이의 긴장 계를 살펴보는 것 한 《진시황제》와 오리엔탈

리즘의 계를 살펴보는 데 요한 논 이 될 것인데, 이에 해

서는 제4장의 ‘1.1. 투란도트와의 차별성’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다.

(7) 노 들의 합창            

 

노 들의 합창 모티 는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노 들이 부역을 하

며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노래로 진시황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

송 신 고 리가 최종 으로 작곡한 애국가의 선율이 되었다. 노

들의 합창 모티 는 진송 모티 와 마찬가지로 모티 가 여러 

번 반복되며 하나의 합창곡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율 으

로 4도가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국 시안에서 온 소

리의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이다. 

제1막 제2장에서 진시황은 포로로 잡 온 고 리를 맞으며 

“우리가 감옥에서 부르곤 했던 노 들의 노래를 기억하는가?”라고 

묻는데, 이때 노 들의 합창 모티 가 처음 등장한다(악보 20). 이

는 결국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고 리에 의해 작곡될 애국가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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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합창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제2막에서는 본격 으로 노 들의 합창 모티 로 이루어진 

합창곡이 주요 장면에서 두 번 등장한다. 제2막 제1장에서 샤먼이 

만리장성 노역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며 진시황의 야만성을 개탄

한 후 사라졌을 때, 노 들의 합창이 들려온다. 합창의 가사는 다

음과 같다.

오, 우리는 오랑캐를 몰아낼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네. 오, 

우리는 신과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한 주를 겪고 

있다네. 하늘의 신이시여, 이 장성이 얼마나 길까요? 백 번

의 쟁보다 긴가요. 하늘의 신이시여,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물이 모래보다 무거워질 때인가요? 제 꿈은 평화

로운 비탈에 울 수 있는 나의 고향 근처의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오, 넓고 풍요로운 우리의 토는 피와 끝없는 희

망으로 넘치네. 하늘의 신이시여, 이 장성이 얼마나 길까요? 

백 번의 쟁보다 긴가요. 하늘의 신이시여,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물이 모래보다 무거워질 때인가요?

고 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노 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이 음악에 

심을 갖는다. 한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음악이자 하늘의 종을 

울릴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제2막 제2장의 취임식에서 진시황은 종을 울리며 그의 수

행단에게 “진송을 울려라”라고 명령하지만, 그때 들려오는 것은 

바로 이 노 들의 합창이다. 진시황이 그토록 원했던 진송 모티

에 의한 합창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 마지막 합창 에 진시황

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진송이 아니다”라고 규한다. 그 지만 

이 오페라는 고 리가 작곡한 노 들의 합창이 규모 합창단에 

의해 불리며 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모티 는 진송을 갈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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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의 목표를 좌 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 들의 합창은 어린 시  진시황과 고 리가 조나라의 감

옥에서 함께 불 던 노래이기도 하고, 만리장성 축조 장 노 들

의 비통함과 한탄이 가득 담긴 노래이기도 하다. 한 고 리의 

마음을 울려 고 리가 최종 으로 작곡한 애국가가 되었지만, 진

시황에게는 고 리의 복수이자 이상 인 진송을 향한 욕망이 좌

되게 만든 노래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시황의 비극을 부각하는 역

할을 하는 모티 라 말할 수 있겠다. 

[악보 20] 노 들의 합창 모티  (제1막 제2장, 마디141-148)

     이상에서 살펴본 7개의 라이트 모티 들에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  7개의 라이트 모티 들은 마다

의 기능을 수행하며《진시황제》의 극의 개에 요한 역할을 하

고 있었다. 한 모티 가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운명을 암시하기 

때문에 모티  발  기법에 익숙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청 들

이《진시황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한 메

트로폴리탄이라는 오페라 극장에서 탄둔에게 을 한 것도, 그

리고 10년 동안 그들의 퍼토리를 익힌 것도 서양 모티  기법을 

통해 청 들과 원활한 소통을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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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모티 들은 모티  그 자체로 하나의 기표로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 이 모티 들을 기억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한 모티 들 개별의 구성도 복

잡하지 않게 되어 있어 모티 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탄둔이 서양 

오페라 통의 주요 요소인 모티 에 크게 음악 인 정교함을 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둔에게 모티 는 서양 오페라 통을 

변하는 문화  요소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탄둔에게 서양 오페라 

통의 한 요소인 라이트 모티  기법 한 그가 실 하고자 하는 

‘음악 법들’에 속하는 하나의 문화  요소일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2) 실험  아방가르드

탄둔은 미국의 실험  아방가르드 사조에 향을 받았다. 미국의 

실험  아방가르드는 아이 스(Charles Ives)의 작품을 시작으로 

바 즈(Edgard Varese), 헨리 카웰(Henry Cowell), 해리슨(Lou 

Harrison), 펠드만(Morton Feldman) 등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다

음 세 는 크게 미니멀리즘114), 자, 테이 , 컴퓨터 음악을 통한 

개념주의자115),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공연 아티스트116) 등으로 

나뉜다. 탄둔은 뉴욕 다운타운에서 아방가르드 작곡가들과 함께 

하며 어떠한 향을 받았을까? 그리고《진시황제》에는 그 향 

114) 표 인 작곡가로는 라 몬테 (La Monte Young, 1935- ), 필립 래스

(Philip Glass, 1937- ), 라일리(Terry Riley, 1935) 등이 있다.

115) 표 인 작곡가로는 앨빈 루시어(Alvin Lucier, 1931- ), 고든 머마(Gordon 

Mumma, 1935- ), 데이비드 버만(David Behrman, 1937- ) 등이 있다.

116) 표 인 작곡가로는 러리 앤더슨(Laurie Anderson, 1947- )과 로버트 애슐

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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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요소들이 드러나는가? 이 질문에 해 세 가지의 답변

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실험  아방가르드 사조를 표하는 인물이자, 아방가

르드 작곡가 목록을 열거했을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은 바로 

이지이다.117) 탄둔의 이지에 한 오마주는 진시황의 사에

서도 발견된다. 샤먼과 음양사의 고  무속의례가 한창일 때 진시

황은 등장한다. “조용! 조용! 이것이 음악인가?” 이것이 진시황의 

첫 사이다.《4분 33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침묵(Silence)

은 이지의 트 이드마크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소리는 오

직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사에서도 이지의 오마주가 

나타난다. 이 게 탄둔은《진시황제》에 이지의 향을 드러냈

으며, 이는 진시황의 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험  아방가르드는 작곡가가 작곡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던 기존의 작업방식을 실험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체한 

것이 특징이다. 실험을 통해 우연성 음악을 내놓은 이지와는 달

리 탄둔은 여러 문화  요소들을 한 작품에 가져오는 실험을 선보

인다. 그의 작품《고스트 오페라》에서는 바흐의《평균율 클라비

어곡집 1권》  ‘제4번 올림 다단조’와 국 민요《소백채》, 셰익

스피어의템페스트발췌, 그리고 티벳 수도승들의 인성(‘Yao!’) 등

이 인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  아이콘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화하기도 한다. 오페라《마르코 폴로》는 문화  양식의 

충 인 병합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경극, 가부키, 티베트 인성

(Tibetan throat singing), 그 고리안 성가, 그리고 바그 의《

르지팔》(Parsifal) 등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탄둔의 ‘1+1=1’ 공식

을 응용해 ‘1+1+1+1+1=5’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문화  요소들을 한

데 가져와 충돌시키며 실험을 펼치고 있다.《진시황제》에서도 문

117)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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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요소들을 한 작품에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진시황제》

에서는 ‘음악 법’이라는 개념 아래 낭만주의, 아방가르드, 클래

식, 반음계와 애매한 음고 체계, 국의 오페라와 서양의 오페라, 

국어와 어, 단순한 보컬 양식과 복잡한 오 스트 이션 등이 

조를 이루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병치되기도 한다.118)

실험  아방가르드의 주요 특징  하나는 바로 인성(Human 

Voice)의 사용이다. 턴 배빗(Milton Babbit, 1916-2011)은《필로

멜》(Philomel)에서 고통 받는 여성의 목소리를 사용했으며, 애슐리

(Robert Ashley, 1930-2014)는《그녀는 방문객》(She was a Visitor)

에서 이 문장을 구성하는 음 들을 코러스가 임의로 선택해 부르게 

하 다. 이처럼 언어 자체의 의미를 암시하기 해 인성을 사용하

는 경우도 있고, 의미는 없으나 음향 효과를 해 인성을 사용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탄둔은《진시황제》에서 이 두 경우 사이

에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 제1막에 나오는 테라코타 부 는 손바

닥으로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하” 혹은 “후”하고 외친다. 국어

를 기반으로 하는 음 들이지만 의미는 없다. 하지만 고  진나라

의 기록에서 군 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치며 사기를 북돋웠다는 

내용이 있기에 고  테라코타 부 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더불어 샤먼은 오페라 반에 걸쳐 “하 쉬 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한 의미는 없지만 그가 언을 한 후 그 뒤에 붙이

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음양사는 “쾅 테 치 테  테”등의 타악

기 구음을 연상시키는 의미 없는 음 들을 자주 선보이는데, 극의 

긴장감을 더해  뿐만 아니라 무속의례가 펼쳐지는 장면이나 극 

에서 논평을 하는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한 장면

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표면 인 의미는 없으나 

오페라 안에서 등장인물이나 장면의 요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인

118) 이 부분에 해서는 본 논문의 제4장  ‘2. 문화 혼종성의 략’에서 자세

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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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악보 21] 테라코타 부 (합창단)의 인성 (제1막 제1장, 마디20-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실험  아방가르드의 향

은《진시황제》속에서 이지에 한 오마주, 문화 혼합의 실험, 

그리고 인성의 사용 등에서 발견된다. 한 미국 실험  아방가르

드는 탄둔이 융합하고자 하는 서양 문화의 아이콘으로 기능하며 

그가 창의성을 펼쳐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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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진시황제》에  나 타 난  

문화  정체성과 혼종성의 미 학

1.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를 넘어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 에서는《나비부인》,《투란도트》, 

그리고《아이다》덕분에 멀고도 가까운 동양을 보여주는 장

면들이 수천 번 이상 펼쳐져왔다. 이번 시즌에는 메트로폴

리탄 오페라는 탄둔의《진시황제》의 연과 함께 마침내 

비서구 작곡가에게 그의 세계를 묘사하도록 만들었다.119)   

의 을 통해 탄둔의《진시황제》 연은《나비부인》,《투란도

트》,《아이다》등으로 변되는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연장선에

서 소개되는 상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다뤘던《진시

황제》수용 양상에서도《투란도트》와 끊임없이 비교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연 탄둔의《진시황제》를 오리엔탈리즘 오

페라로 설명하는 것은 이 작품에 한 충분한 해석일까?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은 타자(동양)에 한 단일화, 정

형화, 그리고 비인격화의 조가 되며 문학과 술 연구에 향을 

미쳐왔다. 2년 뒤 사이드는『오리엔탈리즘』에 이어『문화와 제국

주의』(Culture and Imperialism, 1993)를 출간하는데, 여기서 베

르디의 오페라《아이다》에 해 언 하며 서양 오페라에서 동양

은 표면 으로 다 졌을 뿐 실제 동양의 모습이 작품에 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오리엔탈리즘과 오페라 세계』(Orientalism 

and the Operatic World, 2015)의 자 탈링(Nicholas Tarling, 

119) Alex Ross, “Stone Opera: Tan Dun’s The First Emperor,” The New 

Yorker, January 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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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2017)은 서론에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으로 ‘동양’에 

을 맞춰 ‘이국’(exotic)을 다루는 ‘서양’ 오페라를 연구한다면 

기존과는 차별화된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120)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을 주제로 제작한 오

페라를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한 연구 임 알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자아(서양)와 타자(동양)의 존재론 ·인식론

 구분에 기 한 사고방식을 일컫는다.121)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서양 작곡가들은 타자의 음악을 재 하고자 했고, 그 재  

습은 17세기부터 오페라라는 장르를 심으로 형성되었다. 17세

기 유럽은 지리  ‘발견’과 ‘탐험’을 통해 동양으로 진출한다. 한 

음악  측면에서는 조성이라는 음 사이의 계질서가 확립돼 ‘

심과 주변’, ‘가까움과 멂’이라는 공간 감각을 청각 으로 표 할 

수 있게 되어 동양을 소재로 한 오페라가 활발하게 작곡 다.122) 

18세기 후반에는 서양음악이 타자를 표 하는 일종의 음악  코

드(code)가 고안되었는데, 가사, 무 , 의상 등 구체 인 음악외  

재  장치가 아니라 상치 못한 진행(약박 자리에 강박 치, 

상 밖의 조성으로 조 등)과 같은 추상 인 음악  요소로 재

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동양을 코드화하는 음악  기

표들이 더욱 확 되었는데, 홀톤, 옥타토닉 등 선법의 사용, 독특

한 화성  오 스트 이션, 아라베스크 선율 등 음악  기표를 

통해 동양의 분 기를 환기한 것에서 그 를 찾아볼 수 있다.123) 

120) Nicholas Tarling, Orientalism and the Operatic Worl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5), ⅸ, 3.

121)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Alfred A. Knopf), 1993, 3. 설

규, “담론의 감옥 는 트로이의 목마-에드워드 사이드의『오리엔탈리

즘』,”『에드워드 사이드 다시 읽기-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화해와 공존으로』, 

김상률, 오길  책임편집 (서울: 책세상, 2006), 140-141, 재인용.

122) 표작으로는 헨델의《벨사살》(Belshazzar, 1745)과 라모의《우아한 인도

의 나라들》(Les Indes Galantes, 1753/36) 등이 있다. 

123) Timothy D. Taylor, Beyond Exoticism: Western Music and the World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7, 10-11, 24-29.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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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오페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리엔탈리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으며, 서양 작곡가들이 오페라 속에서 동양을 그려낼 

때 동양을 그려내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오리엔탈리즘과 오페라 역사의 흐름을 함께 살펴봤을 때, 오

리엔탈리즘 오페라의 표 인 시로 꼽히는 푸치니의《투란도

트》와 탄둔의《진시황제》가 끊임없이 비교되어 수용 다는 사

실124)과 련해 두 가지 의문 이 발견된다. 첫째, 국에서 나고 

자란 탄둔은 동양을 타자로 생각하는 서양 작곡가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그들과 같은 조건으

로 연구되어야 하는가? 둘째, 탄둔은《진시황제》에서 서양 작곡

가들이 동양을 재 하는 형 인 방식을 그 로 답습하고 있는

가? 필자는  의문 을 해소하기 해 먼  제작과정  국과

의 련성, 그리고 동양을 환기하는 음악  기표  하나인 5음음

계에 을 맞춰《투란도트》와의 비교를 통해《진시황제》가 갖

는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타자

에 한 ‘시간  거리두기’의 략과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형

인 여성상이라는 에서 탄둔이 서양 작곡가들과는 어떻게 다

른 략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의 , 15-17, 재인용. 당시 유럽의 제국주의  식민지배 강화와 다 의 진화

론의 향으로 남성 인 서양과 여성 인 동양이라는 사고방식이 굳어졌고, 

이에 한 시로는 생상스의《삼손과 데릴라》(Samson and Delilah, 1877)

와 푸치니의《나비부인》(1904)에서는 ‘연약한 여성’, ‘ 능 인 여성’, 혹은 

‘ 험’하거나 ‘지배’해야 하는 상으로 그려진 것을 들 수 있다. 이 지, 의 

, 16, 재인용.

124) 본 논문의 ‘Ⅰ. 서론’의 ‘2. 선행연구  그 한계’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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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투란도트》와의 차별성

푸치니는 멜로 드라마 인 이야기(《투란도트》를 생각해보

라)를 가지고 훌륭한 오페라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 오페

라는 정확히 서양 통 안에 있으며 국풍은 부수 이다. 

이와는 반 로 탄둔의 오페라는 주로 국 오페라 통 안

에 있다. 선율이 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서의) 아

리아가 없으며, 형식화된 성악 표 과 제스처에 많이 의존

했다.125) 

모세(Kurt Moses)의 와 같은 비평에 두 가지의 함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탄둔의《진시황제》는 푸치니의《투란도트》와의 비교

를 통해 수용되었으며, 둘째,《진시황제》는 “선율이 고 아리아

가 없으며, 형식화된 성악 표 과 제스처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

에 ‘서양 통’이 아닌 ‘ 국 오페라 통’ 안에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함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진시황제》가《투란도

트》와 비교되며 수용되기는 했지만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제작배경  국과의 련성, 그

리고 5음음계라는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재  기표에 을 맞춰 

그 차별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탄둔의《진시황제》와 푸치니의《투란도트》는 모두 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이 국을 그려내

는 방식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 에서도 특히 국

이라는 나라에 근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투란도트》

가 작곡된 1920년부터 1924년까지는 국을 여행하는 것을 특권이

라고 표 하는 시기 으며, 그 특권을 가진 서양인들이 많지 않던 

125) Moses, “Tan Dun: The First Emperor,” American Record Guide 70/2 

(200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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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다. 푸치니도 부분의 서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국을 방문

해본 이 없었는데, 이국 인 설정에 한 푸치니의 허구 인 상

상은 오리엔탈리스트 타지와 아시아 문화에 한 유에 감을 

받았다.126) 반면 국 후난에서 자라 문화 명을 겪으며 지역 민

요, 도교 수도승의 주문(chanting), 경극 등을 몸소 체험했던 탄둔

은《진시황제》제작에 착수하기 해 진나라의 수도 던 시안 지

역으로 장답사를 떠난다.127) 뿐만 아니라 사마천의 역사서『사

기』에 나타난 진시황의 기록을 참조해 역사  사실에 이야기의 

기반을 두고 있다. 한 실제 고 악기를 사용해 진나라 궁정의 

소리를 구 해내고자 하 다. 따라서 푸치니는 오롯이 자신의 상

상 속의 국을 그려낸 것이고, 탄둔은 역사  인물인 진시황을 

주인공으로 삼아 장답사  역사서 탐구를 통해 국을 그려냈

다는 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진시황제》와《투란도트》속에는 실제 국이 존재하는가? 

《투란도트》는 국이라는 배경만 제외하면 한 여성이 사랑에 

을 떠가는 모습을 그린 멜로 드라마이자 서양 음악 언어로 만들어

진 오페라이다. 그 이야기의 개상 동양이라는 요소는 크게 요

하지 않다. 이처럼《투란도트》가 보여주는 국은 상상의 나라이

다. 명, 군벌, 혹은 5·4 운동의 국이 아니라는 것이다.128) 서양

에는 심리 , 사회 , 혹은 정치 인 다양한 논쟁 사안에 해 안

하게 목소리를 내는 장치가 있는데, 이는 바로 다른 지역과 다

른 시간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이다.129) 푸치니의《투

126) Rob Buscher, “Turandot: Time to call it quits on Orientalist Opera?,” 

Operaphila, Sep 19, 2016. 

https://www.operaphila.org/backstage/opera-blog/2016/turandot-time-to-call-it-

quits-on-orientalist-opera/ [2018년 11월 28일 속].

127) 탄둔의 장답사에 해서는 본 논문의 ‘Ⅲ. 작품연구’  ‘3.1. 국 통의 

재발견’을 참조하시오.

128) Tarling, Orientalism and the Operatic World, 243.

129) Ralph P. Locke, “Reflection on Orientalism in Opera and Musical 

Theater,” Opera Quarterly 10 (199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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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도트》가 만약 유럽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면 푸치니와 본가

는 투란도트가 사형 집행자에게 “(칼)날이 불과 피를 솟구치게 할 

때까지 숫돌을 돌려라”라고 말하는 장면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

다.130) 왜냐하면 유럽은 국가와 교회가 공개처형과 이단자 화형 

등을 거행한 역사가 있어서, 이를 상기시킨다는 에서 논쟁거리

가 되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푸치니는 국을 

배경으로 설정해 논쟁 사안을 피해가는 양상을 보 다. 반면《진

시황제》는 진나라 궁정과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하며 국의 첫 

번째 황제인 진시황을 그려냈다는 , 그리고 명기를 겪은 작곡

가 자신이 독재자 마오쩌둥을 진시황에 투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

으킨다는 131)에서 실제 국과 직·간 인 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둔은 푸치니와는 달리《진시황제》가 비

록 국에서 공연되지 못할 지라도 자신의 정치 인 견해를 표명

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동양을 재 하기 한 5음음계와 민요 사용 쟁

에 해 살펴보겠다. 로크(Ralph P. Locke)는 오리엔탈리즘 오페

라의 형 인 여성상으로《투란도트》의 류(Liu)를 꼽으며 그녀

의 특징으로 5음음계의 빈번한 사용을 꼽는다. 푸치니는 5음음계

를 온음계  반음계와 조되는 것으로서 설정하며 그의 악보에

서 5음음계가 주요 요소가 되도록 만들었다. 류가 온순하고 수동

인 여성에서 자신의 사랑을 해 목숨을 버리는 웅 인 모습

을 보일 때, 빈번히 사용되던 5음음계의 선율이 새로운 조성으로 

확립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132) 즉, 푸치니는 수동 인 동양의 여

성상인 류를 표 하기 해 5음음계를 다수 사용했다는 것이다. 

130) Locke, “Reflection on Orientalism in Opera and Musical Theater,”, 58. 

131) 이에 해서는 본 논문의 제4장 ‘《진시황제》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혼종성의 미학’  ‘3.1. 국: 경극과 마오쩌둥’을 참조하시오.

132) Locke, 의 ,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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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푸치니의 5음음계 사용 양상  목 은《진시황제》에서 

탄둔이 선보인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질문에 답

하기 해《진시황제》의 5음음계 사용이 두드러지는 진시황의 

‘ 국! 국!’ 아리아와 진송 합창곡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제1막 제2장에 나오는 ‘ 국! 국!’은 진시황과 승상이 

부르는 아리아다. 국 서체가 힌 휘장이 흩날리는 진나라의 궁정 

한 가운데에서 진시황이 노래를 부르며 등장한다. 이 아리아는 철

히 5음음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A-B-C#-E-F#’와 ‘D-E-G-A-B’로 

구성된 5음음계가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악기 

트에서 두드러진다(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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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 국! 국!’아리아의 5음음계 (제1막 제2장, 마디41-44)

한 이 아리아의 시작은 진시황이 “ 국”을 무려 8번이나 외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표면 으로는 이 5음음계가 진시황이 거듭 외치

는 국을 상징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아리아의 가

사를 되짚어보면 국 보다는 진시황의 잔혹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8

(옛) 국은 통일 지만 질서는 아직 팽배해있다.

도로에 한 체계, 무게와 측정에 한 기 이 없고 마을마

다 통화가 다양하다.

[...]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학자들이 언어와 문자를 발명한

다는 것이다.

이단을 포교하고 우리의 성공을 비웃기 해 고 의 이야기

를 들먹인다.

[...] 오직 진나라의 문자만이 제왕에게 걸맞다.

모든 책을 압수하라. [...] 모두 불 태워라!(웃음) 

이 아리아의 가사가 진시황의 분서갱유 사건을 연상시키고, 모든 

책을 압수해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호탕한 웃음소리를 곁들

이는 진시황의 모습을 볼 때, 탄둔이 진시황에게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을, 그 에서도 푸치니의 경우 연약한 여성을 표 하기 해 

형 으로 사용했던 5음음계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동양을 상징하는 기표로 굳어진 5음음계의 형성과 비극

인 결말을 맞는 진시황의 잔혹성을 풍자하기 한 탄둔의 의도라

고 본다. 한 이 아리아에서 승상은 진시황의 선율과 가사를 

같이 한 소 씩 반복하고 있다는 에서 진시황의 측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오페라에서 고 리와 역양

공주의 사랑을 방해하며 수많은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이 5음음계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필자는 ‘ 국! 국!’ 아리아를 통해 탄둔은 진시황의 

잔혹성에 한 풍자와 더불어 어쩌면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재  

방식에 해 오리엔탈리즘이 아닌 옥시덴탈리즘에 더 가까운 사고

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어서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민요 사용 쟁 에 해 근

해보겠다. 진송은 제1막 제1장에서 샤먼과 음양사가 주 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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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1막 제3장 역양공주와 고 리의 베

드 신 이후 격분한 진시황과 왕장군의 모습 뒤에, 제2막 제2장에

서 진시황의 취임식이 본격 으로 시작되기  등 오페라 간 

간에 등장하는 합창곡이다. 진송은 F장조의 완 5도(C-F)로 시작

되지만, 항상 증4도(B-F)로 시작되는 왜곡된 진송이 먼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133) 왜곡된 진송 후에 안정감을 주며 등장하는 F장

조의 진송은 바로 C장조로 조되어(악보 23) 메트로폴리탄 오페

라 후원자들에게 더욱 친근함을 더하며, 이것이 진 궁정의 무속의

례 간에 나왔다는 사실을 잊게 함과 동시에 그들이 푸치니의 오

페라 한 가운데 있다고 느끼게 한다.134)  한 셰퍼드는 이 합창

을 푸치니의《투란도트》에 나오는 국의 유명한 민요인《모리

화》합창과 비슷하다고 말한다.135) 여기서 셰퍼드는 진송과《모리

화》합창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진

시황제》에는 국 민요의 직 인 인용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뿐만 아니라 진송은 진시황이 자신의 이상 인 애국가

로 원했던 것이지만 결국 고 리가 노 들의 합창에서 감을 얻

어 그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내용을 애국가로 만들었다는 에서 

이 오페라의 개상 실패한 음악인 것이다. 한 겉보기에는 탄둔

이 증4도로 시작하는 변형된 진송을 완 5도로 시작하는 진송 앞

에 둠으로써 서양 청 들이 국을 더욱 실감  하는 효과를 의도

한 것 같지만, 필자는 왜곡된 진송의 시작음인 ‘B-F’는 불길함을 

상징하는 운명 모티 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진송은 결국 진시황

의 소원 로 만들어지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본다. 결국 이 

133) 본 논문의 ‘Ⅲ. 작품 연구’의 ‘3.2. 서구 오페라 통과 실험  아방가르드’ 

 ‘1) 오페라의 구성  주요 모티 ’에서 [악보 18]과 [악보 19]를 참조하시

오.

134) Blackburn, “In Search of Third Space: Composing the Transcultural 

Experience in the Operas of Bright Sheng, Tan Dun, and Zhou Long,” 197.

135) Sheppard, “Blurring the Boundaries: Tan Dun's Tinte and The First 

Emperor,”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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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요풍으로 이해되는 진송은《진시황제》속에서 진시황의 비

극 인 결말을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악보 23] 진송 합창곡 (제1막 제1장, 마디172-17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둔의《진시황제》와 푸치니의

《투란도트》는 제작배경  국과의 련성 면에서 상이한 면모

를 보 으며, 5음음계와 민요 인용이라는 동양 재  기표에서도 

그 목 상 차별성을 보 다. 탄둔은《진시황제》속에서 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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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의 국을 그려내고자 했으며,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을 

재 하기 해 사용했던 5음음계를 통해 진시황의 잔혹함과 비극

성을 부각하며 서양 작곡가들의 습을 풍자했다는 에서 푸치니

와 다른 양상을 보 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1.2. 동서양의 시간  치 뒤바꾸기

《진시황제》에는 경극, 국 고 악기 등 동양 문화의 음악 요소

와 서양 오페라 통과 실험  아방가르드 등 서양 문화의 음악 

요소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탄둔은 이 동서양의 문화  아이

콘을 어떠한 시제에 치시켰을까? 한 서양 작곡가들이 비서구

의 음악을 참조했을 경우와는 어떻게 다를까? 서양 작곡가들이 비

서구 음악에 ‘동시 성을 (부여하기) 거부했다’는 사실136)은 탄둔

의《진시황제》를 보는 새로운 을 제시하기에 주목할 만하다.

문화에 한 고 인 인류학  사고는 타자의 문화를 ‘ 기 

바깥’에 놓여있는 것으로 여기며, 타자의 삶을 동일한 방식과 행

를 반복하는 것으로 ‘표 화’했다. 한 타자들은 항상 시간이 정

지된 채 ‘분석되기를’ 기다리는 수동 인 상으로 여겨졌고, 이는 

‘몰시간성의 환상’이라는 인류학  수사로 연결된다. 이는 궁극

으로 타자와 자아를 동일한 시간선상에 두지 않음과 동시에 이들 

사이의 ‘문명  격차’를 상징하는 ‘시공간  거리두기’의 인식론으

로 이어진다.137)  

136) Johannes Fabian, Time and the Other: How Anthropology Makes its 

Objec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32-38; 김 미, 『

로벌 시 의 문화번역』 (서울: 하나의 문화, 2006), 50, 재인용. 

137) Johannes Fabian, Time and the Other: How Anthropology Makes its 

Objec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32-38; 김 미, 『

로벌 시 의 문화번역』 (서울: 하나의 문화, 2006), 50-5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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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거리두기’의 인식론은 실험  아방가르드 작곡가

들의 작품에도 향을 미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시  비서구 음

악을 참조했지만, 자신들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동시 성’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카웰은 ‘슬라이딩’ 기법을 설명하면

서 “이런 [슬라이딩] 음들은 원시 음악에 자주, 그리고 동양 음악

에는 종종 사용된다”138)고 말하는데, 여기서 원시와 동양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해리슨은 동양의 통 

음악에 주목하여 음계, 리듬, 조율법, 악기의 특징 등을, 이지는 

인도철학과 선불교 등 동양의 지혜를 작품에 반 했다.139) 이처럼 

서양 작곡가들은 비서구의 음악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 다. 코벳은 탄둔 한 앞서 살펴본 서양 실

험주의 작곡가들의 오리엔탈리즘을 답습하는 ‘신-오리엔탈리스트’

라고 명명한다. 과연 탄둔은 서양 작곡가들과 같이 동양에 ‘동시

성’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것이 

특징인《진시황제》에서 탄둔이 어떠한 시간성의 략을 펼치고 

있는지 음양사 역할을 심으로 살펴보겠다. 

오페라《진시황제》의 제1막 제1장은 진 궁정의 음양사가 경

극 창법과 함께 2천여 년  진시황을 둘러싼 사랑, 배반, 그리고 

욕망에 한 이야기를 요약 으로 들려주며 시작된다. 이는 국

의 경극이 시작되기  한 인물이 등장해 앞으로 개될 이야기에 

해 개략 으로 설명해주는 ‘도입’ 구간과 일치한다. 한 진시황

의 비극 인 미래를 암시하는 운명 모티 와 함께 등장하며 서양 

통 오페라에서 극의 내용과 분 기를 압축 으로 제시해주는 서

곡의 기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음양사는 자신을 진 궁정에서 

138) Henry Cowell, New Musical Resour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0), 18-19, Corbett (이민희 편역), “  음악 속 동양과 서양의 만남: 포

스트 식민주의  을 심으로,” 49, 재인용.

139) 이 지, “20세기 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한 해석 

담론 연구-상호문화  을 심으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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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를 읽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며, 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는 2천여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한다. 그때 음양사 

뒤에 있던 막이 열리며 서양 오페라 통에 향을 받은 본격 인 

극이 시작된다. 즉, 객은 음양사를 통해 재 “여기서” 음양사가 

들려주는 경극을 보고 있고, 앞으로는 “ 기서” 서양의 통 오페

라를 보게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140) 이를 통해 항상 과거에 

치했던 동양이 재를 담당하게 되고, 항상 재에 치했던 서

양이 국의 고  이야기와 서양의 통 오페라라는 과거 임

을 담당하게 되면서 시간  거리두기가 극복되는 양상이 펼쳐짐을 

알 수 있다.

롤로그뿐만 아니라 음양사는 샤먼과 함께 무속의례를 주

하며 “쟁을 울려라” 등 악기 연주를 명령할 수 있는 권 를 가지

고 있고, 극의 요한 부분에 등장해 그 장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체 으로 경극의 틀 안에 서양 통 오페라가 들어있다는 구성

을 강조하기 해 음양사 캐릭터를 지속 으로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오페라가 푸치니의《투란도트》와 끊임없이 비교된다

는 사실에 한 반박이기도 한데,《투란도트》는 19세기 낭만 오

페라 통에 고  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와 국풍의 노래를 

담은 구성이지만《진시황제》는 서양 통 오페라를 체 인 경

극의 흐름에 넣음으로써 동서양을 오가는 시간  략을 취하고 

있다는 에서 그 둘은 다르다.

더불어 샤먼과 음양사는 앞서 언 했듯 언어와 창법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서로 거울반사를 일으키며 이 오페라 안에서 동

서양을 변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기능한다. 한 샤먼은 등장

인물들의 미래를 언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음양사는 요

140) Blackburn, “In Search of Third Space: Composing the Transcultural 

Experience in the Operas of Bright Sheng, Tan Dun, and Zhou Long,”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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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을 강조하거나 무속의례에서 춤을 추는 역할을 주로 담당

한다. 음양사는 서양 오페라 통에서 펼쳐지는 진시황의 이야기

의 으로 봤을 때 미래에서 온 인물이다. 한 미래에서 온 음

양사의 에서 샤먼은 과거의 인물로, 음양사 자신이 이미 경험

한 사건들에 해 언을 하는 존재이다. 제2막 제2장에서 진시황

의 즉 식 도  역양공주가 왕장군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샤먼의 

언 후 바로 경극 창법의 웃음을 터뜨리는 음양사를 볼 수 있는

데(악보 24), 이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역양공주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임을 알고 있는 음양사가 샤먼의 언이 틀렸음

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게 동양을 반 하는 등장인물이 서양을 

반 하는 등장인물보다 시간 으로 앞서 있게 하는 롤로그의 시

간  장치를 통해 탄둔은 항상 과거에만 존재했던 동양에 한 인

식을 뒤바꿔보고자 했던 것이다. 

[악보 24] 음양사의 경극 스타일의 웃음

(제2막 제2장, 마디296)



115

1.3.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여성상 비틀기

탄둔은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에서 형성하는 형 인 동양 여성상

의 모습을《진시황제》의 역양공주에게도 투 하고 있는가?141) 이

에 한 답에 앞서 푸치니의《나비부인》에 등장하는 쵸쵸상,

《투란도트》의 류 등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형으로 꼽히는 작

품에 등장하는 동양 여성상들의 특징을 먼  살펴본 후, 이들과 

역양공주의 차이 을 짚어보겠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정치·경제 인 성공과 다 의 진화

론의 향으로 인해 동양은 ‘다른’,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뿐

만 아니라 서양은 ‘과학 ’, ‘발 ’, ‘남성 ’인 반면, 동양은 ‘비과

학 ’, ‘후진 ’, ‘여성 ’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  인식은 푸치

니의《나비부인》에 등장하는 쵸쵸상에게서도 발견된다. 쵸쵸상은 

시간이 지나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핑커톤 를 기다리며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다. 연약하고 수동 이며 서양인에게는 지

배해야 할 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 푸치니는 일본의 통

인 음악 요소들을 고려하기 보다는 서양 음악 어법을 통해 나비

부인의 연약함을 드러냈다.142) 이는 낭만주의 시 의 2항 립의 

“약하거나” 종속 인 용어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데, (남성보다

는) 여성을, (사회  습과 구조보다는) 자연을, (고도의 이상을 

하여 부정하기 보다는) 심정을, ( 극 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141) 《진시황제》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역양공주, 역양공주의 어머니, 그리

고 샤먼이다. 여기서 역양공주만 다루는 이유는 역양공주의 어머니는 등장빈

도가 낮아 그 역할이나 선율  특징을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샤먼은 무

속의례를 주 하고 언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며 여성 가수가 맡았다는 사

실 외에 극에서 아무런 성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142) Audrey Wozniak, “Orientalism, Regionalism, Cosmopolitanism: Musical 

Manifestations of Cultural Hybridity,” Honors Thesis Collection 225 (2014), 

2. 이 지, “20세기 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한 해석 

담론 연구-상호문화  을 심으로,” 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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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동성과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43) 이를 

통해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형 인 여성은 연약하고, 종속 이

며, 수동 인 특징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탄둔이《진시황제》에서 그려내고자 한 역양공주에

게서는 연약함이나 수동 인 모습을 찾기 어렵다. 진시황이 가장 

아끼는 딸인 역양공주는 아버지가 들려주던 어린 시  이야기 속

에서 그림자로 불리는 고 리를 알게 되었고, 그를 만나고 싶다고 

직 으로 표 한다. 한 고 리가 포로로 잡  진 궁정에 나타

났을 때 진송을 작곡하라는 진시황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

고 아버지인 진시황에게 자신이 고 리를 설득한다면 그를 자신에

게 달라는 상을 할 수 있는 주체 인 여성이다. 그리고 공주라

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 리를 유혹하기 해 입에서 입으로 물

을 먹여주는 행동, 고 리와 사랑을 나 는 장면을 아버지에게 목

격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다리가 나았다

고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 왕장군과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사랑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등에서 상당히 주체 인 모습을 보인

다. 이러한 주체성은 “나는 내 의지와 내 사랑을 따르는 여자”라

는 역양공주의 가사에서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의  다른 형인《투란도

트》의 류의 음악 인 특징을 통해 오리엔탈리즘 오페라 속 여성 

인물이 구사하는 음악과는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 음악을 역양공주

에게 투 했는지 알아보겠다.《투란도트》에서 푸치니는 류에게 5

음음계의 제스처를 자주 부여했는데, 5음음계를 통해 그녀의 연약

함을 드러내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왕자가 투란도트를 쟁취하기 원

하기에 그녀는 왕자의 이름을 묻는 투란도트의 질문에 답을 하지 

143) 베르디의《아이다》에서 아이다가 나일 강둑에서 자연의 소리를 배경으로 

슬픔을 노래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Paul Robinson, “Is Aida Orientalist 

Opera?,”Cambridge Opera Journal 5/2 (1993), 5-7. 



117

않고 끝내 희생을 감행한다. 이때 류의 선율은 더 이상 5음음계나 

민요 양식이 아닌, 그녀의 5음음계 페르소나가 새로운 심 음고

를 갖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화성은 류에게 인간화 혹은 

탈-오리엔탈리즘을 허락한다. 따라서 동양 여성에 한 푸치니의 

5음음계 용은 수동성을 의미하고 이것이 여성의 선율에서 사라

졌을 때 그 여성은 더 이상 수동 인 존재가 아님을 뜻한다. 

하지만 역양공주의 주체성은 푸치니와는 다른 양상으로 표

된다. 제1막 제1장에서 진시황, 수상, 그리고 왕장군은 진나라의 

번 을 한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 진시황은 진송을 작곡하기 

해 쟁을 벌여 고 리를 포로로 잡아오라고 명령한다. 이 토론

의 끝에 역양공주가 웃음소리를 연상  하는 콜로라투라를 선보이

며 국가의 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흐름을 막는다. 제1막 제3장

에서는 “나는 원한다”는 가사를 네 번이나 반복하는데, 이때 이 

두 음 은 4도 계를 이루며, 마지막 시 스에서 한 옥타  이상

의 리산도로 하강하며 그 다음 가사인 “이 음악가를 (원한다)”

을 강조한다. 

이 콜로라투라 선율은 극 체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서

양 오페라의 벨칸토 창법도 아니고, 아리오조도 아니고, 치타티

보도 아니다. 오히려 쇤베르크의《달에 홀린 피에로》나 베르크

(Alban Berg, 1885-1935)의《보체크》에 등장하는 말하는 선율

(Sprachtstimme)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하강 리산도와 4도의 잦은 

반복이라는 경극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어 서양 오페라 통의 

선율을 따르는 형 인 동양 여성 인물이 부르는 선율과는 차이

이 있다. 한 제2막 제2장에서 진시황의 즉 식에 유령으로 나

타난 역양공주는 왕장군이 자신을 죽인 것이 아님을 밝히며 “나는 

당신을 해 내 사랑을 희생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황제의 권

에 순응하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주체 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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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때 모든 음 은 악센트로 강조되며 소리를 지르는 지시어

가 붙어 있어 이 주체성이 더욱 강조된다. 역양공주의 선율에는 

반 으로 5음음계나 동양을 환기하는 선법이 거의 쓰이지 않았

으며, 오히려 국 시안에서 온 세 가지의 옛 색채나 서양의 말하

는 선율을 연상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역양공주는 역사 으로 실존인물이 아니다.《진시황제》의 원

작인 화 <진송>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실존인물이 아니

기에 탄둔에게는 이 등장인물을 독창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

가 부여 던 것이다. 화 <진송>에 나오는 역양공주의 특징은

《진시황제》에 등장하는 역양공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

만 작곡가로서 역양공주만의 독특한 선율을 만들어 그 주체성을 

더욱 부각하는 것은 오롯이 탄둔의 선택이다. 따라서 필자는 탄둔

이《진시황제》를 통해 푸치니가 오리엔탈리즘 오페라에서 그려냈

던 형 인 오리엔탈리즘 여성상을 거부하고, 역양공주에게 동양

과 서양 어디에도 정확히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해 한 문화의 

으로는 모두 해석될 수 없는 선율을 부여해 오리엔탈리즘 오페라

의 여성상을 극복하는 여성인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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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혼종성의 략

탄둔은 서양 그랜드 오페라 통의 으로부터 서사  이

야기에 근했지만, 분명히 동양 으로 비틀어버리기도 했

다.《진시황제》에서 그는 휩쓸고 지나가는 낭만  선율과 

서정  성악 선율을 그 자신만의 쿵쿵 거리는 타악기와 의

례 인 언어와 결혼시켰다. 이 게 해서 탄둔은 두 가지 체

계를 사용했는데,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쓰이는 반음계와 

동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정해지지 않은 음고이다.144)

《진시황제》에 한 코어스의 와 같은 비평을 통해 두 가지 생

각해볼 지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탄둔은《진시황제》를 통해 

서양의 낭만 이고 서정 인 선율과 자신의 트 이드마크인 무속

의례 음악을 한데 모아 그만의 혼종성의 략을 펼쳤다는 것이다. 

둘째,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쓰이는 반음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동

양에 기원을 두고 있는 불명확한 음고를 사용하며, 문화  공통

을 발견하기도 하고 차이 을 병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혼종성’은 최근 몇 년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별개의 문화 

혹은 양식의 혼합물을 묘사하는데 유용했다.145) 혼종성은 단순히 

문화의 퓨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의미와 정체성

의 형성을 의미한다.146) 특히 혼종성은 고정된 문화  경계들을 

144) Kors, “Notes on The First Emperor,” The Metropolitan Opera Season 

2006–07.

145) Frederick Lau, “Context, agency and Chineseness: The music of Law 

Wing Fai,” Contemporary Music Review, 26 (2007), 588; Hee Sook Oh, 

“Threnody and the Aesthetics of Interculturality in Twenty-First-Century 

East Asian Composition,” Acta Musicologica LXXXIX (2017), 210, 재인용.

146) Chris Barker, “The SAGE Dictionary of Cultural Studies,” Reference 

Reviews 19 (2015), 24; Hee Sook Oh, “Threnody and the Aesthetics of 

Interculturality in Twenty-First-Century East Asian Composition,” 210,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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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게 하거나 흐리는데 결정 으로 남아있음으로서, 상을 

재구조화하고 문화  이분법을 넘는 새로운 것들의 창조를 이끌어

내며, 그러므로 새로운 문화  상을 제도화한다.147) 이상에서 살

펴본 혼종성의 정의는 동서양의 문화를 혼합하고, “나의 음악은 

나의 고유한 진술이다. [...] 인간 문화에 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동서양의 퓨  작곡가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148) 문화  공통

과 차이 을 드러내며 문화  이분법을 넘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

들어내는 탄둔을 떠올리게 한다. 

이국주의, 오리엔탈리즘, 융합, 횡단문화, 혼합, 문화 변용 등 

의 교차 문화  음악을 설명하기 해 학자들은 와 같은 여

러 용어들을 사용했다. 그 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술가

 창의성 안에서 문화  상 습이 더 조망받기 해서는 제3

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혼종성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149)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탄둔이《진시황제》에서 동서양의 문화  요

소를 통해 어떠한 혼종성의 략을 택하고 있는지에 을 맞춰 

살펴보겠다.  

 

147) Néstor García Canclini, Hybrid Culture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228-240.

148) Lipsyte and Morris, “Tan Dun’s Opera: A Special Delivery From the 

Spirit World,” New York Times, June 26, 2005,

149) Blackburn, “In Search of Third Space: Composing the Transcultural 

Experience in the Operas of Bright Sheng, Tan Dun, and Zhou Long,”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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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 문화  맥락 설정

탄둔이《진시황제》에서 선보인 문화 혼종화의 략은 크게 두 가

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음악 법들’과 ‘1+1=1’ 철학이다. 탄둔

이 말하는 ‘음악 법들’은 법에서 발 한 개념으로, 다른 

시간, 양식, 문화, 그리고 언어 등의 법을 의미한다. 이어서 

‘1+1=1’은 음악 텍스트와 구조의 통합을 강화하기 해 조 인 

음악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서 실 되는 것이다.150) 

탄둔은《진시황제》에서 펼친 ‘음악 법들’은 ‘1+1=1’의 미

학 을 실 하기 한 아이디어 구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1=1’의 미학 을 다루기 에 그의 ‘음악 법들’ 개념에 

해 살펴보는 것인 필수 이다. 탄둔은《진시황제》에서 선보인 ‘음

악 법들’을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1. 음악 법들:

 1) 낭만 (Romantic)/타악 (Percussive)

 2) 아방가르드/클래식

 3) 반음계/정해지지 않은 음고 체계

2. 국 오페라와 서양 오페라 통의 법

3. 다른 언어의 법( 롤로그에서 경극 가수는 국어로 

노래하고 서양 메조소 라노는 어로 노래하는 반면, 두 

등장인물은 노래와 움직임을 통해 서로를 거울과 같이 반사

한다.)

4. 단순한 성악 양식과 복잡한 오 스트 이션

150)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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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페라 구조의 변형

 1) 오페라 속의 콘서트: 모든 간주곡과 막간에는 오 스트

라가 내러티 를 강조하기 해 콘서트와 같이 연주하고 

노래(Vocalizing)한다.

 2) 치타티보의 제거. 은 사람들과의 소통의 결과, 그들

은 직 인 극  표 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치타티보는 음악  발 부에서 느리고 불필요

한 것이 되었다.  

6. 시안의 세 가지 옛 색채

 1) 검정색: 3온음 간격

 2) 흰색: 4도의 연속

 3) 빨간색: 가장 높은 음으로부터 가장 낮은 음으로 하강

와 같이 살펴본 결과 탄둔이 조 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

의 부분을 동양 혹은 서양의 문화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 에

서도 동서양의 문화  조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1) 국 오페라

(경극)와 서양 오페라, 2) 국어와 어를 각각 구사하는 음양사

와 샤먼, 3) 서양의 낭만  선율, 실험  아방가르드, 그리고 국 

시안의 소리이다. 탄둔은 이와 같이 조 인 문화 요소들을 작품 

속에서 병치하며 이들을 통해 ‘1+1=1’이라는 동서양의 문화 융합

을 시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진시황제》를 기획한 것이다.

이 게 동서양의 문화  요소가 모두 녹아있는 작품은 청

이 어떠한 맥락에 더 익숙한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서론의 ‘2. 선행연구  그 한계’에서도 밝혔듯 

뉴욕 연 후 비평가들은 19세기 오페라 통에 기반을 둔 국 

오페라를 기 했으며, 그 기 때문에 철 히《투란도트》를 기

으로 이 작품을 해석했을 것이다. 셰퍼드의 연구 한 푸치니, 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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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 스트라빈스키 등 서구 음악 양식과의 공통 을 찾는 것에 

을 맞춘 듯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반 로 동양의 경

극, 진강, 무속의례에 더 익숙한 청 들이 이 오페라를 람했다면 

그 반 로 해석 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청 이《진시황제》에서 동서양의 두 문화 

에서 익숙한 것에 기 어 해석하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기 에는 오페라 속에서 동서양의 문화  맥락을 뚜렷하게 구분하

지 않고 그 둘을 미묘하게 섞어 양가 인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 

탄둔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탄둔이 밝힌 ‘음악 

법들’과 ‘1+1=1’ 철학이《진시황제》안에서 구체 으로 어떻게 

발 되는지 조되는 문화  요소들을 심으로 살펴야 비로소 탄

둔의 문화 혼종성의 략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2.2. 문화  차이 의 병치

탄둔이 ‘음악 법들’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  요소들을 조시

킨 이유는 무엇일까? ‘1+1=1’의 철학과 연 시켜 보면 조 인 

요소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혼종성을 실 하기 함으

로 보인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공간에는 새로운 미학과 만나게 

하는 여러 목소리에 한 고도화된 의식, 즉 차이의 상이 있

다.151) 음악학자 우츠는 유럽 클래식과 동아시아 통 음악 문화 

사이에서 “음색의 조합”, “균형 잡힌 화, 그리고 독립 인 독백” 

등과 같은 특징들이 발생한다고 말한다.152) 본 논문에서는 에서 

151) Hee Sook, Oh, “Intercultural Aesthetics in the Contemporary Korean 

Compositions of Hae-Sung Lee,” The World of Music 6 (2017), 106.

152) Christian Utz, “Kunstmusik und reflexive Globalisierung: Alterität und 

Narrativität in chinesischer Musik des 20. und 21. Jahrhunderts,” Archiv für 

Musikwissenschaft 67 (2010), 81-101. Hee Sook, Oh, “Intercultural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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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음악 법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오페라, 등장인물, 선

율의 에서 분류해본 뒤, 탄둔이 이들을 통해 어떠한 차이의 

상을 시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 , 국 오페라(경극)와 서양 오페라는 각각 동양과 서양

이라는 다른 문화에 기원을 둔 극의 형식이다. 탄둔은 음양사라는 

인물을 경극 가수가 맡게 함으로서 서양 오페라 속에 경극을 삽입

했다. 그러나 진나라 궁정의 음양사는 롤로그에 등장해 객들

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2천 년  진시황의 비극에 해 이야기하

며 객에게 철 히 경극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다. 한 롤

로그가 끝난 후 막이 오르면서 2천 년  진나라 궁정이 등장하는

데, 음양사가 객을 데려간 그 곳에는 국 고 악기와 테라코타 

부 , 그리고 샤먼이 주 하는 무속의례가 한창이다. 무속의례가 

최고조에 이르 을 때 진시황이 “조용! 이것이 음악인가?”라는 질

문을 던지며 등장하고 음악은 이내 멈춘다. 이때부터 19세기 오페

라의 형 인 선율이 등장하면서 서구 오페라로 환되며, 객

은 경극이 아닌 서양 오페라를 보고 있다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

다. 이들 극 장르는 이 오페라가 막을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혼재

한다. 음양사는 제1막 제1장의 마지막 간주곡에 등장해 쟁의 결

과를 알리기도 하고, 제1막 제3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 한 손

에는 역양공주의 처녀성 훼손을 상징하는 빨간 천을 들고 발을 구

르며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천을 가리키면서 강조하는 등 각 막이

나 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며 끊임없이 서양 오페라와 경극을 

병치하고 있다. 이 게 경극과 서양 오페라가 분리되어 인식된다

는 사실은 탄둔이 이들의 차이 을 부각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음악 법들’을 가시 으로 표 하는 음양사와 

in the Contemporary Korean Compositions of Hae-Sung Lee,” 106, 재인용. 



125

샤먼을 살펴보겠다. 경극 창법의 음양사는 국어로 말하며, 메조

소 라노인 샤먼은 어로 노래한다. 이들은 각각 동양과 서양이

라는 문화  임을 몸소 실천하며 함께 무속의례를 주 한다. 

제1막 제1장의 무속의례는 이들의 거울 반사가 두드러지는 안무로 

시작된다. 한 샤먼은 언의 기능을, 음양사는 논평의 기능을 주

로 수행한다는 에서 그들의 역할은 조된다.153) 이들은 제1막

의 무속의례와 제2막의 진시황의 취임식 등 극 에서 요한 사건

에는 필수 으로 참여하며, 결코 서로의 창법과 언어는 교환하지 

않는다는 에서 문화  차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음악 으로 탄둔은 낭만 인 선율과 타악기로 구 되는 원시

인 리듬, 아방가르드와 클래식, 반음계와 불명확한 음고 체계를 

음악 법들로 구 하고자 했다. 서양 창법의 등장인물들은 

부분 서양 통 오페라의 선율을 노래하고, 오 스트라 악기 

트에서는 낭만  선율의 그림자 모티 를 자주 연주한다. 하지만 

국 고 악기와 니가 결합해 펼치는 원시 인 리듬, 혹은 경

극의 간주부가 연상되는 빠른 리듬의 연속은 잇달아 병치된다. 뿐

만 아니라 테라코타 부 (합창단)는 인성을 통해 아방가르드의 실

험  음악극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이내 진송 모티 를 부르며 

클래식한 창법으로 회귀한다. 오 스트라와 서양 창법의 가수들은 

반음계를 정확히 구 하지만, 음양사는 미끄러지는 음과 자유롭게 

음고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탄둔의 보표를 통해 불명확한 음고 체

계를 실 한다.

이어서 동서양의 보컬 혼용 한 흥미로운 지 이다. 진시황

은 드라마틱 테 (혹은 하이 바리톤), 역양공주는 소 라노, 고

리는 리릭 테 , 왕장군은 베이스, 샤먼은 메조소 라노, 수상은 

바리톤, 역양공주의 어머니는 메조소 라노가 맡게 되어 있으며, 

153) 이들에 해서는 본 논문의 ‘Ⅲ. 작품 연구’  ‘2.1. 언과 논평: 샤먼과 음

양사’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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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서양 클래식 창법을 구사한다. 반면 음양사는 경극 

가수가 맡았고 이들의 소리가 한 오페라에서 혼합되어 울리게 된

다. 이 게 탄둔은 동서양의 문화  아이콘으로 보컬을 가져와 혼

합하는 양상을 오페라《진시황제》에서 선보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연 탄둔은 ‘음악 법’을 통해 동

서양의 문화  차이를 부각하기만 했을까? 문화 간의 ‘차이’를 드

러내는 것도 동서양 음악문화의 수평  혼종화의 일종인데, 문화

‘차이’에 한 작곡가의 시선은 음악  표 에 향을 미치며 작

곡가의 문화 과 작품의 연 성을 읽음으로 그 혼종성의 략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154) 우츠는 서양 작곡가가 동양의 문화

 요소들을 서양음악에 통합시키는 경우를 살피며, 서양과 동양

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실용 인 측면에서 동양의 요소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고유한 음악 양식이나 작곡 시스템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문화와 타문화의 구분은 완화되지만 동양의 요소

를 지시하는 거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155) 이는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를 수용하는 양상에 한 것이지만, 탄

둔이 《진시황제》에서 인식하는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탄둔은 

동서양 문화의 혼종화를 해 ‘1+1=1’의 철학을 내걸었고, 통합을 

해서는 조 인 요소들이 필요함을 밝혔다. 즉, 차이를 유지함

을 통해 혼종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 탄둔의 ‘음악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 간의 차

이에 한 그의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사이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154) 이 지, “20세기 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한 해석 

담론 연구-상호문화  을 심으로,” 40.

155) 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67; 

이 지, “20세기 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한 해석 담

론 연구-상호문화  을 심으로,” 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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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낯선 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계화에 하나의 독

창성을 부여해 다. 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의 문화, 

하나의 환경, 하나의 가정을 의식하고 있는데, 망명객들은 

어도 두 개를 자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 복수성이 하

나의 의식, 음악  표 을 사용하자면 법 인 의식을 

만들어 낸다. 망명객에게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 습, 표

 혹은 활동은 필연 으로 다른 환경에서의 사물들에 한 

기억과의 조 속에서 일어난다. 이 게 새로운 환경뿐만 

아니라 이  환경도 생생하고 사실 이 되며 법 속에서 

공존하게 된다.156)

탄둔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개의 문화를 자각하며 법 인 

의식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며, 동서양의 음악  요소들에 한 

조 속에서 그만의 법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즉, 그의 ‘음악 

법’ 개념은 법 인 의식의 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화  차이를 병치하는 것만으로 탄둔의 문화  혼

합물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탄둔의 음악 속에서 

문화  차이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조 인 문화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통 들을 살펴보며 

탄둔의 문화 혼종성의 략에 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해보기로 

한다.   

  

156) James Clifford, Itinerarios transculturales, Barcelona: Gedisa, 1999; Néstor 

García Canclini, 『혼종문화: 근 성 넘나들기 략』, 이성훈 옮김 (서울: 그

린비, 2011), 3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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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화  공통 의 발견

《진시황제》에서는 동서양의 문화 요소 간의 공통 이 그 혼종화 

략의 아이디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

로 다른 통으로부터 온 이미지들 간에 존재하는 ‘ 련

성’(Affinity) 혹은 ‘수렴’(Convergence)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상호작용 과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57) 버크(Peter Burke)는 

“음악은 매우 풍부한 혼종화의 사례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수백 

년간 서구 클래식 작곡가들에게 아시아는 요한 감이었는데, 

드뷔시와 인도네시아 자바의 가믈란이 그 표  이다.158) 하지

만 자바가 그에게 미친 향이 “그의 음악에 이미 잠재해 있던 기

술들”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해 버크는 “음악  혼

종화는 련성이나 수렴 개념을 통해 분석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

하며, 이국 인 것이 주는 매혹은 때때로 차이 그 자체보다는 유

사성과 차이의 독특한 조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59) 탄둔이 이와 

같은 문화들 간의 ‘ 련성’과 ‘수렴’ 개념에 해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워터 패션》(Water Passion after St. Matthew, 

2000)에서도 나타났는데, 서양의 기독교와 동양의 도교의 유사성

에서 그 를 찾아볼 수 있다.  

157) 이에 한 시로는 성모마리아가 국의 음보살이나 멕시코의 토난친

(Tonantzin) 같은 여신과 손쉽게 동화되는 상인데, 이들은 모두 보살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Peter Burke, 『문화혼종성: 뒤섞이고 유동하

는 문화를 이해하기 한 가이드』, 이택  번역 (서울: 이음, 2012), 33. 

158) Mervyn Cooke, “The East in the West,” in The Exotic in Western 

Music, ed. Jonathan Bellman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258-280. Burke, 『문화혼종성: 뒤섞이고 유동하는 문화를 이해하기 한 가

이드』, 42, 재인용. 

159) Burke,『문화혼종성: 뒤섞이고 유동하는 문화를 이해하기 한 가이드』, 이

택  번역 (서울: 이음, 201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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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수난곡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내 본고장의 고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문화들은 물을 탄생, 창조, 그리고 재-창조의 

은유로 사용한다. 수난곡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야기이다. 물은 땅으로부터 나와 공기로 돌아가며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기독교나 도교나, 모든 것들은 같게 된

다.160) 

와 같은 ‘ 련성’과 ‘수렴’에 한 탐구는 탄둔의《진시황제》에

서도 발견된다. ‘음악 법’을 통해 서로의 차이가 부각 지만, 

‘1+1=1’ 철학의 실 을 해 조되는 문화  요소들은 하나로 통

합된다. 필자는 탄둔이 이 통합을 해 (앞장에서 살펴본 로) 차

이만을 부각시키지 않았고, 문화  공통 에도 충분히 심을 기

울 다고 본다. 이에 한 근거를 제시하기 해 필자는《진시황

제》속에서 발견되는 동서양 문화 간의 공통 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먼  경극의 도입부와 서양 오페라의 서곡의 공통 이다. 이

들은 모두 앞으로 펼쳐질 극의 주요 내용을 압축 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극의 체 인 분 기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에서 공통 이다. 탄둔은 이 공통 인 

부분을 가지고 치환을 시도했는데, 니와 워터폰이 형성하는 

고 의 신비스러운 분 기를 오 스트라가 이어 받아 언 모티

로 연결시키는 주가 끝나면 음양사를 등장시켜 이 오페라의 

체 거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것이 합쳐졌을 때 서

양 오페라 통에 기반한 극을 기 한 객은 서곡의 기능과 유사

한 국 문화의 요소를 보게 되었을 때 의외성을 느끼기도 하면서 

160) Alan Rich, “Composer of the Year Tan Dun,” Musical America, 2003, 

https://www.musicalamerica.com/features/index.cfm?fid=84&fyear=2003 [2019

년 1월 21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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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체의 거리와 분 기를 기 했던 부분에서 국 문화에서 

같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의 가수를 통해 그 기 를 충족 

받게 된다. 따라서 도구는 다른 문화  배경에서 왔지만, 그 목

은 일치한다는 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악보 25] 하 와 쟁의 리산도 (제2막 제1장, 마디20-21)

악기편성에서 문화  공통 이 발견되는 것은 쟁과 하 이다. 

을 튕기는 것이 주법인 이 두 악기는 울림의 정도는 다르나 서

로 이질 이지 않게 융합할 수 있는 소리를 가졌다. 이들은 주로 

주 부분에서 등장하며 혼용되는데, 제2막 제1장에서 역양공주와 

고 리가 러  듀엣을 부를 때 가장 두드러진다(마디1-25). 이 두 

악기에는 리산도가 많이 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악보 

25), 탄둔은 이 리산도의 음형을 자신만의 기보법으로 표 했다. 

한 같은 리산도 표기법을 하 와 쟁에 그려넣음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인 음향  공통 을 끌어냈던 것이다.161)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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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필자는 탄둔이 동서양의 악기의 공통 인 음향을 끌어내기 

해 동양 혹은 서양의 기보법이 아닌 자신이 고안한 제3의 기보법

을 사용했다는 에서 수평  문화혼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고 본다.  

탄둔은 시안 소리의 특징을 3온음, 4도의 연속, 그리고 가장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하강하는 선율로 꼽으며 이를 세 

가지 옛 색채로 명명했다. 이 특징은 서양 오페라 통에서도 고

스란히 사용되는 특징이다. 특히 3온음의 경우 샤먼의 선율에서 

자주 등장하며 하나의 선율  제스처로 기능하는데, 메조소 라노 

가수가 3온음을 부르기 때문에 서양 오페라 선율의 특징으로 들릴 

수 있으나 샤먼이 진 궁정에서 무속의례를 주 하고 언을 할 때 

이 선율이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고  국의 소리로 들리기도 한

다. 가장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하강하는 역양공주의 웃

음소리와도 같은 콜로라투라는 경극 가수인 음양사의 웃음소리와 

비슷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 쇤베르크의《달에 홀린 피에로》나 

베르크의《보체크》에 나오는 말하는 선율을 연상시키기도 한

다.162) 이 게 시안의 소리와 무조  음악극 사이의 공통 을 발

견할 수 있다.  

제1막 제1장에서 테라코타 부 (합창단)는 샤먼과 음양사가 

주 하는 무속의례에서 군무와 인성을 함께 선보인다. 합창단은 

탄둔의 다섯 가지 지시에 따라 의미 없는 국어 음 을 인성을 

161) 이와 같은 사례는 해리슨이《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자바 가믈란을 한 

더블 콘체르토》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는 서양 기보법으로, 가믈란 트는 가

믈란 기보법을 사용하여 동서양의 음악 습의 차이를 묵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공통 을 찾아 엮은 음악  “평등주의”와는 다른 모델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 지, “20세기 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한 해석 담론 연구-상호문화  을 심으로,” 37-39.

162) 오희숙은 탄둔의《도에 하여》에 나타나는 성악의 기괴한 분 기와 무조

 음향은 쇤베르크의《달에 홀린 피에로》(1912)의 동양  버  같은 인상을 

다고 밝혔다. (오희숙, “ 국 음악 ‘뉴 웨이 ’(New Wave) 경향에 나타

난 상호문화성 미학: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을 심으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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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뱉는다. 소리치며 오른팔 들기,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 측면 

치기, 소리치며 반쯤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 소리치며 발 구르

기, 속삭이기 등 탄둔은 합창단에게 동작을 동반한 인성을 요구한

다.

이는 탄둔이《고스트 오페라》에서 악4 주단의 연주자들

에게 티베트 수도승의 목소리를 “야오”(Yao)라는 소리와 함께 내

도록 지시한 것과도 비슷하다. 이는 실험  아방가르드 음악극의 

연장선으로, 인성을 사용해 음향을 채우는 것은  애슐리를 비롯한 

이지 이후 미국 아방가르드 세 의 음악극의 주요 특징과도 맞

닿는 부분이다. 인성과 군무에서도 서양의 실험  아방가르드와 

티베트 수도승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인성의 공통 이 드러난다. 

따라서 필자는 그들의 기원이 각각 다른 문화가 연상될지라도 결

론 으로 탄둔이 동서양의 색채를 모두 낼 수 있는 문화 융합의 

방안을 고안했다고 본다.

그동안 탄둔의《진시황제》는 서양 오페라 통과 실험  아

방가르드 통에 의해서 해석되기도 하고, 국 5음음계나 민요 

혹은 경극의 향 등 한쪽 문화에 치 되어 설명되어 왔다. 하지

만 필자는 이러한 상이 두 문화의 공통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화를 융합하는 제스처를 만들어낸 탄둔의 의도를 간과하게 만들

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은 탄둔이 ‘음

악 법들’과 ‘1+1=1’ 철학을 통해 실 하고자 했던 혼종성의 

략이 동서양 문화 간의 차이를 병치시키는 것과 이들 사이에 수렴 

혹은 계하는 공통 을 발견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츠가 말하는 수평  혼종화의 방식인 “각 문화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되,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를 보인다.163) 우츠

163) 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67; 

이 지, “20세기 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한 해석 담

론 연구-상호문화  을 심으로,” 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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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문화들은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 공유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에 을 맞추어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음악  시

도에 해 설명한다. 하지만 탄둔은 문화 간의 공유 가능한 특성

과 차이를 모두 부각시켰다. 이것이 탄둔의 ‘음악 법들’과 

‘1+1=1’의 미학  속에 숨겨진 그만의 문화 혼종성 략이다. 따라

서 탄둔의 문화 혼종성의 략을 이해하려면 동서양 문화 간의 공

통 과 차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 되었는지 종합 으로 이

해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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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둔의 삶, 음악여정, 그리고 정체성 형성

후난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해, 탄둔의 발견 과정은 두 가

지 방법으로 진행 다. 탄둔이 바흐, 베토벤, 그리고 이지

의 음악 역에서 그의 치를 찾아감에 따라,  세계의 

청 은《투란도트》의 단조로운 노래와 라벨의 부서진 찻잔 

이상이 되는 국의 진정한(Authentic) 음악 요소들에서 풍

성함을 발견하는 이다. 탄둔은 특히 동양과 서양의 본래 

국 을 흐리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능숙하게 섞어왔

다.164)

탄둔의 삶, 음악여정, 그리고 정체성 형성이라는 각 요인은 서로 

련성이 없을까? 의 을 살펴보면 국과 미국을 오가는 탄둔

의 삶, 바흐, 베토벤, 그리고 이지를 거쳐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확립하는 그의 음악여정,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본래 국 을 흐

리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능숙하게 섞어 온”탄둔의 정체성 

형성 양상이 서로 무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면《진시황제》속에서 탄둔은 자신의 삶과 음악여정

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한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음악

 요소들을 어떻게 융합시키고 있는가? 한 진시황이라는 등장

인물은 탄둔의 정체성 형성과 어떠한 계가 있을까? 본 논문에서

는 이에 한 질문에 답하고자 그의 삶의 터   활동무 의 변

화를 반 해 국과 미국에서의 삶과 음악여정을 먼  살핀 후, 

《진시황제》에서 진시황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탄둔이 형성하고

자 했던 정체성에 해 알아보겠다.  

164) Alan Rich,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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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 경극과 마오쩌둥

탄둔은 학교를 졸업한 후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당시 국의 

최고 지도자 던 마오쩌둥이 일으킨 사회운동인 문화 명으로 인

해 황진에서 을 재배하는 소작농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그는 

18살에 “ 명( )” 버 의 지역 민속 오페라와 민요 공연의 무

감독이 되면서 명의 정신에 걸 맞는 단어들을 작품에 넣게 된

다. 1976년 문화 명이 끝났을 때, 탄둔은 후난 지역의 오페라단에

서 악기 주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탄둔은 (비

록 마오쩌둥의 명 정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지만) 경극의 음악

 요소  구성과 피들 주자로 활동하며 국 오페라단에서 쓰이

는 악기들의 잠재력에 해 알게 되었다.《진시황제》제1막에서 

음양사에 의해 펼쳐지는 경극과 진시황이 고 리와의 어린 시  

추억을 회상할 때 바이올린에 의해 들려오는 선율은 피들의 소리

를 연상  하며 마치 탄둔의 어린 시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으

로 보인다.

필자는 탄둔의 음악세계에 있어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요

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탄둔에게는 몹시 괴로웠던 문화 명이라

는 기억은 그에게 경극과 피들의 통  요소를 그의 음악에 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화 명이 끝난 뒤 탄둔은 북경

앙음악원에서 공부하며 서양 아방가르드 음악을 했고, 국의 

아방가르드 작곡가로서 국의 통  요소를 사용한 아방가르드 

음악을 작곡한다. 국 아방가르드의 선두주자로 국내외  인지도

를 얻고 있었던 탄둔은 마오쩌둥의 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

다. 그러나 1983년 국 공산당이 서양에 의한 “정신의 오염”을 

막기 한 캠페인을 벌 을 때, 국과 해외에서 떠오르는 스타

던 탄둔은 그 타깃이 다. 그 이유는 그가 서양 통에서 무 많



136

은 것들을 차용했고, 국에 한 이데올로기  열정이 부족했다

는 것이다.165) 

아데스닉(David Adesnik)은 탄둔이《진시황제》가 정치 이

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페라의 정치성에 해서는 언 하지 않는다

고 지 한다. 그러나 수많은 혹평 속에서 이 오페라가 그에게 밝

은 희망을  이유는 바로 정치 으로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아데스닉은《진시황제》가 마오쩌둥의 

끔 한 잔혹성의 반  혹은 북경의 과두 정부에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질문한다.166) 

진시황은 분열된 7개의 국가를 통합한 웅이기도 하지만, 만

리장성 축조를 한 부역으로 노 들이 잔혹하게 죽어가게 만들었

고, 분서갱유를 일으켜 농사 등 실용서 을 제외한 모든 지식서

을 불태우고 지식인들을 매장했다. 탄둔이 직  본 작업에 참여

한《진시황제》에는 ‘ 국! 국!’아리아 등 앞서 언 한 진시황의 

잔혹성이 사에 모두 들어있다는 에서 진시황을 웅으로 그려

내고 있지 않다는 이 드러난다. 

  아데스닉은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 을 하는데, 그

것은 바로 장 모와의 공동 작업이다. 장 모와 탄둔은 화 <

웅>에서 이미 한 차례 감독과 화음악 작곡가로 만나 진시황을 

함께 그려냈다. < 웅>에서는 진시황이 웅으로 그려지는데, 진

시황을 죽이러 온 무명의 자객이 그를 암살하려 30보 앞으로 가까

이 왔지만 진시황의 잔혹성은 나라의 통합을 해서는 어쩔 수 없

었던 웅  행보임을 깨닫고 암살을 포기한다는 에서 오페라 

《진시황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탄둔이 진시

황의 잔혹성을 꼬집는 본을 가지고 장 모를 선택했다는 은 

165) Kowenhowen, 의 , 9.

166) David Adesnik, “Crouching Opera, Hidden Message; The Mystery of Tan 

Dun and The First Emperor,” The Weekly Standard, January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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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흥미롭다. 아데스닉은 그 이유로 ‘죄책감’을 꼽는다. 탄둔은 

진시황을 통해 마오쩌둥의 잔혹성을 나타내고자 했고,《진시황

제》는 정치  메시지가 숨겨진 작품이라는 것이 아데스닉의 주장

이다.167)

《진시황제》의 내용이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등 20세기 

삼두정치를 투 하고 있다는 주장은 노들링거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노들링거는 미국의 TV 시리즈 “ 이어링 라인”(Firing 

Line)의 한 목을 로 드는데, 버클리(William F. Buckley Jr.)가 

필리핀의 어린 독재자 마르코스(Marcos)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다. 마르코스는 훌륭한 독재자 마오쩌둥에 한 존경심을 표한다. 

버클리가 마르코스에게 왜 마오쩌둥을 좋아하는지 묻자 마르코스

는 “그가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에 버클리는 

“그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모두를 죽이고 그의 나라를 통일한 것”

이라고 응수했고, 마르코스는 웃으며 그 사실을 인정했다.168) 노들

링거는 단지《진시황제》와 마오쩌둥의 연 성  “ 이어링 라

인”에 나오는 마오쩌둥과 련된 일화만 제시하고 더 이상의 주장

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서술 방식은 진시황에 마오쩌둥의 

모습이 투 다는 추측을 더욱 강화시켜 다. 바네스 한《진시

황제》가 마오쩌둥의 시 를 상기시킨다고 주장한다.169)

탄둔은《진시황제》와 마오쩌둥의 연 성에 해 밝히고 있

지 않지만, 오 스트라 극《 색 보》(Red Forecast, 1996)와 

련된 인터뷰에서 마오쩌둥에 해 언 한 목을 살펴보면《진

시황제》 한 마오쩌둥의 반- 웅  모습이 녹아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7) David Adesnik, 같은 .

168) Nordlinger, “A First Emperor with Lessons to Learn,” New York 

Sunday, December 26, 2006.

169) Barness, “Rule out this Emperor,” New York Post, December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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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나는 스네어 드럼에서 군  리듬을 통해 독재의 힘

을 나타내며 마오쩌둥을 표 하려고 생각했다. 그것은 마오

쩌둥에 한 존경이 아니다. 반 로, 그것은 풍자이다. 그 

이미지 에, 나는 왈츠풍의 인터내셔 가( 랑스에서 작곡

된 국제 사회주의자 노래로 1944년까지 소련연방의 국가로 

불림)를 다뤘다. 마이크 뉴먼(Mike Newman)에게 스탈린, 

닌 혹은 마오쩌둥이 왈츠를 추는 (비디오) 클립을 찾아달

라고 요청했지만, 나는 그 음악에서 서커스와 같은 느낌이 

투 되도록 트롬본을 사용했다.170)

이처럼 마오쩌둥에 한 존경보다는 풍자 으로 그를 그려내려는 

탄둔의 태도를 보았을 때,《진시황제》에 마오쩌둥에 한 정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해석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진시황제》가 마오쩌둥과 

한 계를 맺고 있는 작품이라고 본다. 음악 으로는 마오쩌

둥에 의해 발생한 문화 명에 의해 지식인 부모와 함께 시골로 가

게 된 탄둔이 그곳에서 한 경극을 작품 속에 투 하게 된 것이

며, 텍스트 으로는 마오쩌둥에 의해 문화 명을 몸소 겪고, “정신

 오염” 캠페인에 의해 국에서 그의 곡이 면 지되는 사태

를 겪은 탄둔이 진시황을 잔혹한 인물로 그려내며 마오쩌둥으로부

터 받은 핍박을 투 한 정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에서 국

에서의 탄둔의 삶과 음악여정이 반 된 것이다.

170) Gooi Tah Choe, “Making an Identity: A Study of Three Compositional 

Strategies in the Music of Tan Dun,” (Ph.D. Dis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01),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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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 실험  아방가르드와 무속의례

실험  아방가르드와 고 악기로 펼치는 무속의례의 만남은 탄둔

의 음악작품 반의 특징이다.《진시황제》에서는 원작 <진송>에

는 나오지 않았던 음양사와 샤먼이 등장해 무속의례를 주도한다. 

뿐만 아니라 테라코타 부 는 이들의 신호에 맞춰 “하” 등 인성을 

통해 음향층을 만들어낸다. 한 고 악기 연주자들은 이들의 손

짓에 즉흥연주를 연상  하는 독주를 펼치기도 한다. 

  탄둔이 무속의례에 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에서 보낸 

어린 시 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어렸을 , 나는 샤먼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샤먼은 생

과 후생을 보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골인 후

난에 있는 그 구도 이 에 화를 보지 못했지만, 샤먼의 

몸동작은 화 기법과도 같았다. 그는 자장비나  미

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여 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가 원하는 어떠한 

것도 표 할 수 있었고, 당신으로부터 그가 원하는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당신을 그와 함께 

과거에서 미래로 당신을 데려가기 해 당신의 혼을 사로

잡는 것이다. 그 자연(유기) 인 소리 세계는 나에게 매우 

매력 이어서 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싶었다.171)

그러나 그는 이내 작곡가가 샤먼을 능가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작곡가의 길을 걷게 다. 이 게 샤먼에 한 인상은 그의 음악

171) Andrew Heskins, “Taking Western Instruments and Creating All Types 

of Sounds is very Important,” Easternkicks, November 11, 2017, 

http://www.easternkicks.com/features/tan-dun-interview [2018년 11월 29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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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가 미국에서 아방가르드를 만

나게 을 때 음악 으로 그리고 미학 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발

시켜나가는 요한 원천이 되었다. 

  인간의 혼을 사로잡아 그 혼을 미래로 데려갈 수 있는 

샤먼의 능력에 감을 받은 탄둔은 청 이 음악을 통해 과거, 

재, 미래를 오갈 수 있도록 작품을 구상했다. 그것이 잘 드러난 작

품은 샤머니즘 그림자 연극을 연상  하는《고스트 오페라》이다. 

탄둔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혼을 반 하고 싶었는데, 과거, 

재, 미래의 시간이 교차되고, 국, 티벳, 미국 문화가 교차되며, 

유럽의 클래식 콘서트와 국의 그림자 연극, 설치미술, 민속음악, 

연극, 그리고 무속의례 등이 섞이는 방식으로 표 되었다.172) 이

게 시간, 문화, 장르 등을 뒤섞어 인간의 혼을 사로잡는 샤먼과 

같은 태도는 탄둔의 음악 속에서 실험  아방가르드와 무속의례가 

만나는 지 을 잘 설명해주는 목이다. 

이어서 아방가르드와 무속의례의 만남을 음악 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탄둔의 첫 번째 오페라인《아홉 개의 노래들》은 이

들의 만남이 극을 통해 펼쳐진 표 인 이다. 오페라를 작곡하

면서 탄둔은 서양 오 스트라와 서양 작곡 기법을 버렸다. 그의 

기본 구상은 의례 인 등장인물과 함께 국 인 극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고, 부족의례나 무속의례의 수행자처럼 구호를 외치고, 

소리치고, 말하고, 노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수와 무용수 그룹이 

필요했다. 한 가수들은 세라믹 차임, 종, 그리고 특별한 모양의 

항아리들의 앙상블뿐만 아니라 국 통 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

래해야 했다.173) 실험  음악극에 탄둔이 원했던 샤먼의 자연(유

기) 인 음향이 투입된 것이다.

《진시황제》속에서 아방가르드와 무속의례의 만남은 어떻게 

172) http://tandun.com [2018년 11월 28일 속].

173) 같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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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을까? 제1막 제1장에서 음양사의 신호에 맞춰 연주자

들은 움직인다. 의례의 끝에 샤먼은 “ 가 다음이 될 것인가?”를 

외치는데, 음양사가 북을 치는 연주자 한 명에게 가면을 워 그

의 혼을 조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다. 가면을 쓴 연주자는 

춤을 춘 후, 음양사가 이끄는 로 무  밖으로 나간다. 제2막 제2

장에서 진시황의 취임식  다시 무속의례가 펼쳐지는데, 이때 

수석 무용수가 나와 무속의례에서 매혹 인 춤을 춘다. 

이 오페라의 몇몇 장면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이라

는 고  술의 상징 인 기 을 개척의 가능성이 가득한 

실험주의 극장으로 변신시킨 탄둔의 놀라운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 이번에 그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합창단

과 함께 성악 시 스에 따라 정 하게 만들어진 오 스트

이션, 의도 으로 들리게 한 숨소리, 찰싹 치는 소리, 일시

인 단, 직 인 타악기 편성, 그리고 국어로 노래하

는 경극 가수의 거장다운 독백을 통해 제의 인 ‘채울 수 

없는 욕망’을 표 했다.174) 

이처럼《진시황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는 고  술을 상징

하는 기 에 오 스트 이션, 일시 인 단, 경극 가수의 독백 등

을 통해 실험  아방가르드를 선보이고자 했던 작품이다. 이외에

도 극의 간 간에 샤먼이 나와 언하고 합창단이 샤먼의 선율

을 따라 부르며 무속의례를 연상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들어있

는 것이 이 오페라의 특징이다. 

필자는 탄둔이《진시황제》를 통해 서양 오페라 통 속에 

실험  아방가르드와 무속의례의 만남이 돋보이는 자신의 음악세

계를 담아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혼을 사로

174) Rao (배묘정 번역), “문화  경계와 국가  경계: 탄둔, 첸이, 라이트 쉥의 

최근 작품들,”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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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고 의 악기를 통해 자연 인 소리를 만들어냈으며, 인성과 

몸동작을 비롯한 요소들을 섞어 서양의 통  장르인 오페라 속

에서 탄둔 자신만의 음악 실험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펼쳐냈기 때

문이다.  

3.3. 진시황: 다수의 정체성 사이의 고민

탄둔은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진시

황에 한 기존의 해석으로는 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을 

상징했다는 것과 음악에 한 작곡가 자신의 고민이 투 된 인물

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탄둔이《진시황제》에

서 표 하고자 했던 진시황을 잘 조명하고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황제, 아버지, 친구로서의 진시황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수의 정체

성 사이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겠다.175)

《진시황제》의 시작은 국의 첫 번째 황제인 진시황에 

한 소개로 시작된다. 그는 음양사에 의해 “6개의 국가를 멸시키

고 북쪽 국경선에 장성을 쌓았으며, 하늘 아래 그 땅을 통일했다. 

그러므로 그는 국의 첫 번째 지배자, 즉 첫 번째 황제”라고 소

개된다. 한 제1막 제1장에 나오는 진송 합창곡에는 “우리는 황

제의 꿈을 만들 수 있다. [...] 진나라 백성들은 울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가사가 나타난다. 이

175) 본 장은 2018년 8월 7일 서울 개화옥에서 만났던 탄둔 부부와의 비공식  

인터뷰에 감을 받아 구상하게 되었다. 탄둔의 부인이자 탄둔으로 하여

《진시황제》를 기획하게 한 제인 후앙은 진시황의 의미를 묻는 필자의 질문

에 “진시황은 힘을 가졌다는 면에서는 마오쩌둥이고,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이기도 하며, 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인들

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탄둔은 이에 해 동의하는 제스처를 보이며《진시황

제》에서는 “음악 법”이라는 개념이 가장 요하다고 덧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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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만리장성 축조가 진시황의 꿈임을 알 수 있고, 만리장성 

축조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음이 밝 진다. 한 진

시황은 “백성들을 감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인 애국가

가 필요하다”며 애국가를 작곡해주기로 했던 고 리를 잡아오기 

해 연나라를 정복할 것을 명령한다. 이 게 제1막 제1장에서는 

애국가 작곡과 만리장성 축조라는 자신의 꿈을 해서 수많은 희

생도 마다치 않는 진시황의 욕망과 잔혹성이 나타난다. 제1막 제2

장에서 진시황은 ‘ 국! 국!’ 아리아를 부르는데, 체계가 미흡한 

진나라의 실을 비 하고 언어와 문자를 발명하는 학자들의 모든 

책을 압수해 불태울 것을 명령하며 호탕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동

반된다. 더불어 진시황은 제2막 제1장에서 고 리가 진송을 작곡

하게 만들기 해 역양공주와 사랑에 빠진 그에게 역양공주를 두

고 거래를 제안한다. 진시황은 사악하고 변덕스럽게 “네가 비록 

역양을 유혹하고 왕장군을 격분시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했지

만, 나는 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며, 이어 잔인하고 악랄하게 “역

양공주와 왕장군은 결혼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장군이 쟁터

에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는 작곡가로서 내 궁정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며 고 리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제1막 제1

장에서도 알 수 있듯, 진시황은 진송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해서

라면 딸, 충신, 그리고 친구의 희생에는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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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제로서의 진시황

잔혹성이 두드러지는 황제의 모습 뒤에는 구보다도 자신의 

딸인 역양공주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제1막 제

3장에서 고 리가 진송을 작곡하도록 설득에 나선 역양공주에게 

진시황은 (설득을) 그만 둘 것을 명령했지만, 역양공주는 “만약 제

가 그를 노래하게 만든다면, 에게 이 사람(고 리)을 주세요”

라고 간청한다. 이에 진시황은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지만 딸의 

간청에 “ 는 항상 생기와 변덕이 넘치는 나의 어린 소녀 지만, 

나는 내가 항상 꿈꾸었던 여자가 되어가는 를 볼 수 있었다”고 

하며 고 리가 살아서 작곡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계속 해도 좋다

고 허락한다. 제2막 제2장에서는 혼령으로 나타난 역양공주는 아

버지인 진시황에게 희생 모티 로 “내 혼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희생 모티 를 받아 진시황은 “가지 마라, 

역양! 정상까지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로 약속했지 않느

냐”라고 말하며 그녀의 죽음에 구보다도 가슴 아 했다. 이 게 

진시황은 딸인 역양공주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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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버지로서의 진시황

다음으로 진시황과 고 리의 우정에 을 맞춰보겠다. 제1

막 제1장에 나오는 진시황의 아리아 ‘그림자는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 다닌다’에는 진시황과 고 리의 어린 시  이야기가 함

축 으로 들어있다. 진시황이 조나라의 인질이었을 때, 10년 동안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지푸라기를 이불 삼아 버텼던 시 을 함

께 했기에 고 리를 생각하는 진시황의 마음은 각별하다. 한 그 

어둠 속에서도 쟁을 굉장히 매력 으로 연주했던 고 리의 음악은 

진시황의 꿈에 불꽃을 피울 정도로 강렬했다. 한 고 리의 어머

니는 진시황에게도 젖을 먹 고 그녀의 따스함은 진시황의 에도 

사무쳐있다고 말한다. 제1막 제2장에는 포로로 잡 온 고 리가 

진시황 앞에 등장하는데, 고 리를 보고 반가움에 가득찬 진시황

은 “우리가 감옥에서 부르곤 했던 노 들의 노래를 기억하는가?”

라고 물으며 “ 리, 수년 동안 나는 이 만남을 기다려왔다. 네 모

친은 우리를 함께 키웠고, 그래서 는 나를 큰형이라 불 다”라

며 고 리에 한 형제애를 드러냈다. 제2막 제2장에서 역앙공주

와 왕장군의 혼령을 보고 상심한 진시황은 고 리에게 “이 주받

은 날 나의 슬픔을 진정시키기 해서라도 지  나를 형이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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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라”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고 리는 이를 거 하고 를 깨물어 

자살을 시도한다. 진시황은 고 리의 고통의 시간을 단축해주기 

해 슬  마음을 억 르며 그를 칼로 찔러 죽인다. 이를 통해 고

리를 향한 각별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진시황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었다.

진시황의 정체성은 크게 황제, 아버지, 친구로 나뉘는데, 황제

의 정체성은 아버지와 친구의 정체성과 모순을 일으키기도 한다. 

황제와 아버지의 정체성은 제1막 제3장에서 역양공주와 고 리의 

베드 신을 목격했을 때 충돌한다. 딸의 순결을 가져간 고 리에 

한 분노가 일어나 왕장군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곧 진

송을 갈망하는 황제의 정체성이 부각되며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한

다. 한 제2막 제1장에서 왕장군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역양공주

에게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호통 치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

과 의지를 따라 고 리에 한 마음을 지 않으려는 역양공주에

게 “나는 오랫동안 네가 제멋 로 하는 것을 받아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한다. 다음으로 황제로서의 정체성과 친구로서의 정체성

도 부딪힌다. 제1막 제2장에서 진시황은 오랜만에 만난 고 리에

게 형이라 부르라며 반가움을 표하지만, 진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고 리에게 “죽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겠는가?”라고 말하며 진송을 작곡해달라

고 부탁한다. 따라서 황제로서의 진시황은 아버지와 친구로서의 

진시황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을 일으키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진시황을 통해 주목해야 할 은 앞서 언 했던 황제로서의 

진시황, 아버지로서의 진시황, 친구로서의 진시황이라는 정체성은 

서로 얽  있으며, 각각 욕망, 사랑, 우정 등 인류가 공유하고 있

는 보편 인 인간성을 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랑/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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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희생 등 서로 다른 감정을 묘사하는 모티 들을 진시황이 

모두 부른다는 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충돌은 더욱 부각된다. 이

것이 오히려 진시황의 분명한 역할을 흐리게 함과 동시에 인간

인 면모를 부각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더 나아가 국과 미국을 

오가며 이들의 문화  요소를 탐구해 차이 의 병치  공통 의 

발견을 작품 속에 드러내는 탄둔 자신의 다수의 정체성 형성의 모

습이 투 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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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 까지 탄둔의 오페라《진시황제》를 문화  정체성  혼종성

의 략이라는 에서 분석하 다.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나 실험

 아방가르드의 답습이라고 보는 입장, 단순히 동서양의 문화  

요소들이 만나 새로운 혼종성을 이루어냈다는 주장이나 이질 인 

문화 요소들이 섞이지 않고 한데 모 다는 주장, 그리고 진시황이

라는 인물을 통해 탄둔이 표 하고자 했던 정체성을 단일하게 규

정하는 기존 연구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 연구

의 목표 다. 서양의 향으로만 탄둔의 작품을 설명하려는 시도

는 작곡가로서 그의 독창성을 주목하는데 실패했고, 그가 추구하

는 문화 혼종성의 략에 한 면 한 분석이 없었기에 탄둔의 정

체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이라

는 인물을 작곡가 자신 혹은 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라는 하나

의 정체성을 가진 이로 보는 것은《진시황제》에 한 해석을 단

편 으로 만들었다.

문화  정체성과 혼종성의 략에 을 맞춘 본 연구는 탄

둔의 음악 여정을 따라가며 국과 미국을 오가며 동서양의 문화

에 한 탄둔의 탐구정신에 집 하고, 그의 작품에 한 논쟁들을 

살펴보며 출발했다. 한 오페라《진시황제》에 한 본 연구에서

는 작품에 한 기본 인 이해를 시작으로, 동서양을 변하는 인

물인 샤먼과 음양사의 극 인 기능과 오페라 속의 퍼포먼스, 그리

고 국을 강조하는 장치 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음악  측면에

서는 경극, 시안의 소리, 붓 씨와 선율, 고 악기의 사용 등 국

의 향과 서양 오페라 통  실험  아방가르드 등 서양음악의 

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페라《진시황

제》에 한  세 가지 측면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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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시황제》는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를 넘어서는 시도

이자, 동양을 소재로 하는 오페라의 새로운 모델이다. 오리엔탈리

즘 오페라는 동양과 서양의 인식론 ·존재론  구분에서 출발해 

서양 작곡가들이 타자인 동양의 음악을 5음음계, 아라베스크 선율 

등으로 재 하며 지극히 서양의 음악 어법으로 동양을 그려내는 

것으로부터 형성 다. 즉, “ 은 동양을, 귀는 서양을”176) 향해 있

는 것이다. 그 지만《진시황제》는 서양 작곡가의 동양 유 방

식과는 차별성을 보이며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를 넘어섰다. 먼  

푸치니의《투란도트》와 비교했을 때, 탄둔은 국 시안으로 장

답사를 가서 진나라의 역사  음악 자료를 수집했고, 진시황의 

모습에 국 제1  주석 마오쩌둥의 모습이 겹치게 만들어 국이 

단순히 오페라의 배경이 아닌 명과 5·4운동이 있었던 실제 국

으로 보이게 했으며,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을 재 하기 한 습

으로 사용했던 5음음계를 유토피아로서의 동양이 아닌 진시황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장치로 탈바꿈했다. 한 푸치니의《모리화》

와 비슷하다는 평을 받은 진송 합창곡은 진시황이 애국가로 갈망

했던 것인데, 결국 이것이 최종 애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에서 

진시황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오리

엔탈리즘 오페라 속 동양의 모습은 항상 과거에 머물 으며, 서양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동시  비서구 음악에 ‘동시 성’을 허락한 

이 없었다. 하지만 탄둔은 동양을 수용한 서양 작곡가들과는 달

리 음악에서 동양을 과거에 두지 않았다. 롤로그에 경극 가수인 

음양사가 나와 “여기서” 객들은 경극을 보고 있으며, 롤로그

가 끝난 시 에는 “ 기서”서양 오페라 통에 기반한 극이 펼쳐

질 것임을 고한다. 뿐만 아니라 각각 동양과 서양을 상징하는 

176) Ellen T. Harris, “With Eyes on the East and Ears in the West: Handel’s 

Orientalist Operas”,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36 (2006), 

41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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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사와 샤먼이 등장하는데, 음양사는 롤로그로 인해 미래에서 

온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오페라에서 언의 기능을 수행하는 샤

먼보다 시간 으로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탄둔은 오리엔

탈리즘 오페라의 형 인 여성상을 비틀기도 했다. 푸치니의《나

비부인》에 나오는 수동 인 여성인 쵸쵸상과는 반 로 역양공주

는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인물이

며, “나는 내 의지와 내 사랑을 따르는 여자”라고 스스로 규정한

다. 그리고 아리아도 아니고 치타티보도 아닌 콜로라투라 선율

을 부르며 경극의 창법과  말하는 선율의 경계에 멈춰있는 것

에서《투란도트》의 류로 표되는 형 인 오리엔탈리즘 오페라

에 등장하는 동양 여성의 선율(5음음계 등)을 거부했다. 이를 통해 

오리엔탈리즘 오페라를 넘어서 새로운 오페라 통을 창조하려는 

탄둔의 시도를 볼 수 있었다. 

둘째,《진시황제》에 나타난 탄둔의 문화 혼종성의 략은 동

서양의 이  문화  맥락 설정을 토 로 이들 간의 차이 을 병치

하기도 하고 그들을 융합하기 해 공통 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는 그의 ‘음악 법들’과 ‘1+1=1’ 철학을 참조해 그가 문화  차

이 과 공통 을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냈는지 살펴보았을 때 비로

소 알 수 있었다. 문화  차이는 음악 속에서 “음색의 조합”, “균

형 잡힌 화, 그리고 독립 인 독백” 등과 같은 특징들177)로 나

타난다. 탄둔은《진시황제》에서 “음악 법들”을 실 하기 

해 국 오페라와 서양 오페라, 음양사와 샤먼, 시안의 세 가지 옛 

색채와 낭만 인 선율 등의 조를 통해 동서양의 음악  차이를 

부각했다. 그 지만 경극의 도입부와 오페라 서곡 기능의 유사성

177) Christian Utz, “Kunstmusik und reflexive Globalisierung: Alterität und 

Narrativität in chinesischer Musik des 20. und 21. Jahrhunderts,” 81-101; 

Hee Sook, Oh, “Intercultural Aesthetics in the Contemporary Korean 

Compositions of Hae-Sung Lee,” 1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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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치환, 제3의 리산도 기보법 고안을 통한 하 와 쟁의 

음색  기법  유사성 발견, 경극과 서양 통 오페라 사이에서 

3온음, 잦은 4도의 사용, 미끄러지듯 하강하는 선율, 인성의 사용

이라는 공통  발견을 통해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요소를 보여주

기도 했다. 따라서 문화  차이 을 병치하면서도 공통 까지 부

각한다는 에서 ‘음악 법들’을 통한 ‘1+1=1’ 철학을 실 하고 

있었다. 

셋째,《진시황제》를 통해 탄둔이 삶과 음악여정을 통해 다수

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국에서 마오

쩌둥 정권 아래 문화 명을 겪으며 시골로 내려가 소작농과 함께 

을 재배했지만 그 가운에 경극을 하게 되면서 이를 자신의 음

악 속에 녹여냈다.《진시황제》에는 경극 가수가 맡는 음양사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비극 인 결말을 맞게 되는 진시황에게서 발견

되는 잔혹성은 마오쩌둥에 한 풍자로 읽힐 수 있다. 한 미국

으로 활동무 를 옮기면서 뉴욕 다운타운의 실험  아방가르드 작

곡가들의 향을 받게 으며, 그 에서도 이지로부터의 향

(“가장 큰 소리는 침묵에서 나온다” 등)이 진시황의 사를 통해 

등장한다. 더불어 탄둔의 샤머니즘  미학 은 새로운 소리의 발

견이라는 실험  아방가르드의 목표와 만나 고 악기로 펼치는 무

속의례로 구 된다. 이는 탄둔 미학 의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오페라에서 문화  혼종성을 가장 잘 실 하고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진시황제》에는 국가를 통합할 힘을 가진 애국가를 

간 히 원하는 황제로서의 진시황, 딸인 역양공주를 자신의 꿈이

라 여기며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로서의 진시황, 어린 시  

포로 생활을 함께 했던 작곡가 고 리와의 우정을 소 히 여기는 

진시황의 모습들이 공존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서로 부딪히며 모

순을 일으키기도 한다. 진시황은 욕망, 사랑, 우정이라는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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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인간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이자 사람들

과의 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간

이었다. 탄둔은 진시황에게 보편 인 인간성과 국의 역사  인

물이라는 상징성을 모두 부여했고, 이들이 뒤섞이는 양상은 다수

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탄둔의 삶과 음악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진시황제》는 탄둔의 삶이자 음악여정이자 그의 다

수의 정체성 사이의 고민이 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새로운 해석을 종합해봤을 때,《진시

황제》는 세계시민  정체성과 (신)민족주의자로서의 정체성 사이

에서 고민하는 탄둔의 답이다. 세계시민은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  정체성을 뛰어넘어 치하며, 다양한 문화  맥락을 공유

하며 습득한 지식을 사용해 사회에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178) 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동서양의 문화  공통 과 차

이 에 해 고민하고 이를 음악에 반 해 객에게 보여주는 탄

둔의 모습을 볼 때 분명 그는 세계시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

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  혹은 지역  정체성을 작품에 드러내는 

신-민족주의 경향에도 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국  소재, 

악기, 의상, 춤, 국인의 정서 등이《진시황제》속에서 서양의 그

것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탄둔은 양

립할 수 없는 이 두 정체성을 모두 온 히 확립하지 못했지만, 이 

상을 통해 오히려 로벌 시 를 살아가는 인간의 면모 보여주

었다. 바로 이 지 에서 담론이 형성 던 것이다. 신비로운 무속의

례가 펼쳐진 국 후난성에서 어린 시 을 보낸 이 작곡가는 경극 

작곡, 서양의 클래식  실험  아방가르드 경향 습득, 고 악기 

음향의 새로운 발견, 유기음악과 멀티미디어 음악 등의 시도를 통

178) UNESCO, The ABC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5,

   https://bangkok.unesco.org/content/what-global-citizen-you [2019년 1월 23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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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며,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음악 

속에 표 하고 있었다. 한 그의 작품이 국제 인 음악시장에서 

끊임없이 소비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상을 볼 때, 21세기 문화

 흐름의 경향을 제시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 듯 탄둔의 

오페라《진시황제》는 21세기의 시 상을 잘 반 하고 있는 작품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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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막  그 림자

제1 장

[막(커튼) 뒤쪽으로부터 북과 돌의 소리가 들려온다.]

[돌과 악기의 트 몰로는 막 앞쪽에서 나타난 후 극 인(의례에서 부

르는) 노래와 무술 동작을 선보이는 음양사를 소개한다.]

음양사(경극 스타일의 창법으로): ( 국어로) 2천여년 , 7개의 국가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해 직면한 수많은 쟁이 국을 황폐하게 만들었

다. 그 에서도 진나라의 왕은 가장 (힘이) 강했다. 그는 다른 6개의 국

가를 멸시키고 북쪽 국경선에 장성을 쌓았으며 하늘 아래 그 땅을 통

일했다. 그러므로 그는 국의 첫 번째 지배자, 즉 첫 번째 황제가 다. 

들어보자, 고  쟁의 북소리는 당신에게 내가 황실의 달력을 지키고 

나라의 풍수를 읽는 진나라 궁정의 음양사 음을 말해  것이다. 이리오

라... 내가 당신을 2천년  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사

랑, 배반, 그리고 기를 보여  것이다.

[커튼이 올라간다.]

음양사: 이리오라... 함께 가자...

합창단: 하 우 카. 하-시 우. 하 하 하 우 카 카 카 카. 하-시. 하-시. 하

-시 우. 우.

[의례 무용으로]

음양사: 오, 음과 양이 우주를 지배한다(陰兮陽兮). 쟁을 울려라(彈箏兮). 

돌과 항아리를 두드려라(擊瓦石兮). 노래하면서 (몸의) 측면을 (손바닥으

로) 찰싹 쳐라(歌舞搏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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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우-. 우-. 우-. (우-아-에-이-오-우 등)

음양사: 오, 모든 것을 화합하는 진나라의 진정한 소리가 여기에 있다.

[음양사는 의례 스타일로 다른 무용수들과 함께 춤춘다.]

[음양사는 도자기 악기들에게 신호(큐)를 다.]

음양사: 쾅 테  테 치 테 테, 쾅 하 우, 쾅 테  테 치 테, 쾅 하 우.

합창단: 하 우, 하-시 우.

샤먼: 이리오라!

합창단: 이리오라! 하 우.

샤먼: 이리오라, 굉장한 힘을 가진 혼들이여.

합창단: 이리오라, 굉장한 힘을 가진 혼들이여. 하 우.

샤먼: 가장 높은 산에 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들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합창단: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샤먼: 가 될 것인가? 가 될 것인가? 가 다음이 될 것인가?

음양사: 쾅 테  테 치 테 테. 쾅 테  테 치 테 테.

합창단: 쾅 테  테 치 테 테. 우리를 해. 쾅 테  테 치 테 테. 우리

를 해.

샤먼: 죽고, (불에) 타고, 희생할 사람은?

합창단: 하-.

샤먼, 합창단: 우리를 해 죽고, 타고, 희생할 다음 사람은 가 될 것인

가? 우리를 해 죽고, 타고, 희생할 다음 사람은 가 될 것인가?

샤먼: 그래서 우리는

합창단: 오랑캐를 멈출 수 있다.

샤먼: 그리고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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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황제의 꿈을

샤먼, 합창단: 그래서 우리는 오랑캐를 멈추고 황제의 꿈을 만들 수 있

다.

합창단: 우 하.

샤먼, 합창단: 진나라 백성들은 울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가? 하 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우. 하.

[모두 놀란다. 음악과 춤 둘 다 멈춘다. 타악기와 쟁 연주자들은 퇴장한

다.]

진시황: 조용! 조용! 이것이 음악인가? 하늘도 땅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마음을 감동시키겠는가?

승상: 폐하, 고 부터 이것은 우리의 음악이었습니다.

진시황: 우리는 더 이상 고 에 있지 않다. 고  우리 선조들은 항상 “가

장 큰 소리는 오직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큰소리의 

음악은 우리의 정신을 약하게 한다. 우리는 백성들을 감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인 애국가가 필요하다. 음악은 혼과 진나라의 진

정한 소리를 한 자양분이다. 이 음악은 우리의 정신을 약하게 한다.

왕장군: 하지만 우리 왕국은 장 한 장성과 수백만의 군사와 수천 의 

차가 있습니다. 술 으로 우리에게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군

는 하늘의 가장자리조차도 겁먹게 할 것입니다.

진시황: 군 는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혼을 감화할 수는 없다. 그리

고 빛은 그림자를 쫓아내지만, 그들 없이는 빛날 수 없다. 아, 그림자. 우

리는 연나라를 정복한 후, 주나라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심지를 통

일할 수 있다. 그때 나는 우리 제국의 원한 애국가를 작곡할 나의 그

림자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승상: 폐하, 신성한 의례를 감독하는 것은 제 입니다. 당신의 숨결 

아래 불꽃처럼 떨리면서, 당신의 그림자로서 (당신을) 모실 수 있을까요?

역양공주: (웃으면서) 아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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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역양, 의바르게 행동해라. 역양! 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역양. 는 공주다.

왕장군: 나의 역양공주. 폐하, 어 하여 우리의 쟁 계획을 바꾸십니까? 

주나라를 먼  공격하고, 그 다음이 연나라 아니었습니까?

진시황: 연나라가 처음이 될 것이다. 그곳은, 그림자가 숨어있는 곳이다.

역양공주: 아버지, 고 리가 당신이 종종 언 하던 그림자입니까?

진시황: 고 리. 그림자는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닌다. 내가 조나

라의 인질이었을 때, 10년 동안 그와 나는 함께 살았다. 감옥에서 우리 

두 소년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더기 이불과 짚더미를 함께 썼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는 나의 꿈을 불꽃으로 만들었던 불타는 듯한 음과 함께 

쟁을 연주했다. 온화한 혼의 그의 모친은 나 한 그의 소생처럼 젖을 

먹 다. 지 조차도 나는 내 뼛속에서 그녀의 따스함을 느낀다. 우리가 

헤어지기 , 그는 내가 왕좌에 오를 때 나를 한 숭고한 애국가를 작

곡해  것을 약속했다. 바다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는 를 따르겠다. 

햇빛에 일어나는 지처럼, 나는 를 향해 일어서겠다. 아, 음악, 하늘과 

땅과 인간을 화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디에 있는가? 아 음악, 만이 하

늘, 땅, 그리고 인간을 화합할 수 있다! 왕장군, 일단 그림자를 찾으면, 

와 역양은 신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왕장군: 바다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햇빛에 

일어나는 지처럼, 나는 를 향해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양이 

마를 때까지 커져갈 것입니다. 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당신 없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양공주: (약혼자를 무시하며) 바다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햇빛에 일어나는 지처럼, 나는 를 향해 일어서겠습니

다. 는 당신의 그림자 고 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진시황과 왕장군은 놀란다.]

어머니, 승상: (고개를 흔들며 방해한다)  그럴 수 없다. 마치 유령처

럼 그림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167

진시황: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나는 그림자를 찾기 해 연을 정복하고 

그가 우리 제국의 애국가를 작곡하게 할 것을 맹세한다.

왕장군: 는 쟁에 용감히 참 할 것과 승리를 가져올 것을 맹세합니

다! 맹세합니다.

합창단: 우리는 맹세합니다. 북쪽과 동쪽으로 행군할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샤먼: 당신은 맹세한다, 당신은 맹세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쟁이 얼마

나 되는가? 당신은 맹세한다, 당신은 맹세한다, 당신은 맹세한다, 당신은 

맹세한다.

[돌의 음악과 오 스트라의 강렬한 간주곡은 쟁의 결과를 언하는 음

양사의 의례  제스처와 함께 시작된다.]

합창단: 하 우. 하-시. 하-시 우.

음양사: 쾅 테  테 치 테 테. 쾅 테  테 치 테 테. 쾅 테  테 치 

테 테. 쾅 테  테 치 테 테.    

   

제2 장

[막이 오른다.]

[진 궁정의 그랜드 홀. 각종 서체가 힌 하얀 비단은 공 에 날리는 깃

발처럼 걸려있다. 승상은 진시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다.]

진시황: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옛) 국은 통일

지만 질서는 아직 팽배해있다. 도로에 한 체계, 무게와 측정에 한 

기 이 없고 마을마다 통화가 다양하다. 음악은 주 를 맴도는 악마의 

구름 같은 징조로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승상: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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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승상: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진시황: 학자들은 언어와 문자를 발명한다.

승상: 학자들은 언어와 문자를 발명한다.

진시황: 이단을 포교하고

승상: 이단을 포교하고

진시황, 승상: 우리의 성공을 비웃기 해 고 의 이야기를 들먹인다.

진시황: 나는 명한다.

승상: , 폐하.

진시황: 나는 명한다.

승상: 명하십시오.

진시황: 오직 진나라의 문자만이 제왕에게 걸맞다.

승상: 오직 진나라의 문자만.

진시황: 모든 책을 압수하라, 모든 책을 압수하라.

승상: 모든 책을 압수하라.

진시황: 하지만 농사와 약에 한 것들은

진시황, 승상: 그리고 조

진시황: 모두 불 태워라! 모두 불 태워라! (웃음) 하 하-.

[승상은 처음에 충격 받았지만 이내 진시황에게 맞장구친다.]

승상: 명한 단입니다! 8천 자를 나무에 새겨 모든 사람들이 따

를 만한 표  문자이자 우리의 첫 번째 언어 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왕장군이 들어온다.]

왕장군: 폐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 리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진시황: 아, 그를 이리로 데려오게, 왕장군!

[가마를 타고 온 역양에 뒤이어 (호 병의) 감시를 받으며 고 리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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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다. 진시황의 얼굴은 밝지만, 리의 이마에 힌 ‘노 ’라는 자의 

낙인을 보고 그는 왕장군을 노려본다.]

[역양은 낭랑하게 울려퍼지는 그녀의 쟁을 내려놓는다.]

역양공주: 아버지, 이분이 그림자인가요? 허약해 보이는 남자? 노 ? 하

하하하하하하.

진시황: 리, 우리가 감옥에서 부르곤 했던 노 들의 노래를 기억하는

가? 가 감히 에게 노 라고 낙인을 었느냐? 오래  나도 그러한 

흔 이 있었었다. ( 리에게) 나의 형제인 네가 나를 해 그것을 지웠

다. 어떤 잔혹한 자가 네게 감히 이러한 수치를 가했느냐? 그것을 지워

라!

왕장군: 알겠습니다. ( 자는. 하지만 이름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시황: 리, 수년 동안 나는 이 만남을 기다려왔다. 네 모친은 우리를 

함께 키웠고, 그래서 는 나를 큰형이라 불 다.

고 리: 이것은 악몽인가? 이것이 진실인가? (진시황에게) 진시황, (소리

치며) 당신의 군 는 나의 마을을 토화시켰고 나의 집을 불태웠으며, 

당신의 말들은 나의 어머니를 짖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형제라 부르겠는가? 나는 곧 내 를 자를 것이다!

진시황: 어머니. 그녀는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고 그녀의 삶은 원

한 평화를 한 길을 닦았다. 죽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의 질서

를 바로 잡겠는가?

고 리: 당신의 질서에 한 추구는 당신을 목숨과 마을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만들었다. 당신의 “평화”는 단지 끝없는 죽음에 한 핑계이다.

진시황: 리, 나는 단지 이 토를 통일하기 해 살생했다. 통일은 평

화로 가는 방법이다. 아우여, 나는 우리 백성들을 통합하고 그들의 굶주

린 혼들을 채워  네 음악이 필요하다.

고 리: 폭군! 왜 나의 음악을 나의 에게 주어야 하는가? 나는 폭군인 

당신과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도 오한다. 지  나는 당신의 자비 아

래에 있다. 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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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 는 죽음을 요구했지만 소원은 기다려라. 길 따라 만개한 꽃처

럼

역양공주: 하늘의 물을 머 은 구름처럼

고 리: 당신은 죽음에 한 나의 소원을 짓밟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살

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라. 그 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발견한 날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역양공주: 하하하하하하하

[역양은 놀리듯이 손가락으로 리의 얼굴과 가슴을 툭 친다.]

역양공주: 그림자는 태양의 열기를 살리고 웅은 그의 패기를 보여 다.

진시황, 승상, 왕장군: 역양, 당신은 공주입니다!

역양: 흥!

[역양은 리를 친다. 진시황은 넘어지는 그를 잡아 다.]

[막이 내린다. 오 스트라의 인성과 함께 짧은 간주곡이 차츰 희미해져 

다음 장이 된다.]

오 스트라: (소리치며) 하 하 우 하-시. 하 하 우 하-시. 하 하 우 하-

시. 하 하 우 하-시.

제3 장

[막이 오른다.]

[밖에는 이 많이 내린다. 궁정에는 벽난로와 쟁이 있는 방이 있다. 

리는 침 에 워있는 반면 역양은 그의 에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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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양공주: 바람은 나에게 멋지고 추운  소식을 보냈다. 송이는 나의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이다. 그들은 산비탈에 있는 별들과 발자국을 

덮는 이다. 산 아래로 소나무들은 조용히 그들의 푸른 가지들을 구부

린다. 당신을 해, 나는 오랫동안 불타며 머무르고 있다. 바람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남자인지 사람인지 물으며 의 감정을 보냈다. , 

, 사람, 한 남자 는 . 사람. 

[진시황이 승상과 함께 들어온다.]

진시황: ( 리를 가리키며)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바꿨나?

승상: 그는 아직도 입을 벌리거나 을 뜨지 않습니다.

진시황: (역양에게) 단식투쟁, 흥?

역양공주: 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아버지.

승상: 공주는 수많은 날 동안 완 히 헌신했고, 아마 지쳤을 겁니다. 제

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를 복종시키겠습니다.

역양공주: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아버지. 제가 계속하게 해주세

요. 하지만 와 한 가지 약속해주세요.

진시황: 그것이 무엇이냐?

역양공주: 만약 제가 그를 노래하게 만든다면, 에게 이 사람을 주세

요.

진시황: 쎄, 쎄.

역양공주: 아버지, 제발요!

진시황: 하하하. 사람? 아이들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켓 게임이더냐?

역양공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 이건 어린이 게임이 아니에요. 

는 당신의 발 근처에서 팔짝팔짝 뛰는 크리켓이 아니에요. (웃음) 더 

이상. 는 한 여자이고 는 원해요, 원해요, 원해요, 이 음악가를. 

진시황: 는 항상 생기와 변덕이 넘치는 나의 어린 소녀 지만, 나는 내

가 항상 꿈꾸었던 여자가 되어가는 를 볼 수 있었다. 에게 그를 주

겠다. 진송을 기억해라. 그가 살아서 작곡하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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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은 승상에게 그와 함께 나갈 것을 몸짓한다. 그들은 모두 나가지

만, 잠시 후에 승상은 다시 나타나 역양과 리를 기둥 뒤에서 찰한

다.]

역양공주: 음악의 자여, 나의 아버지를 따르는 그림자여, 당신은 이 

날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왜 견고한 굴처럼 당신의 입술을 다물고 

있나요? 당신은 나의 다리를 경멸할거 요. 아, 아, 아, 는 아버지의 말

에서 떨어졌고 지  제 다리는 죽은 것처럼 힘들게 움직여요. 

[역양은 쟁 쪽으로 움직여서 연주한다.]

역양공주: 어린 시  에게 그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을 거 요. 여

기 겨울의 가장 깊은 백색이 있어요. 제 머리카락에는 매화꽃 향이 서려

있어요. 

[역양은 그의 손을 잡아 그녀의 가슴으로 들어 올리지만, 리는 손을 

잡아 뺀다. 그녀는 멈추고 나서 보디스(드 스의 상체 부분)의 단추를 조

 더 푼다.]

역양공주: (혼잣말하듯) 아, 아, (혼잣말하듯 노래하며) 오 부드러운 소낙

비여, 이 연꽃은 당신의 달콤한 와인을 해 수 음과 목마름을 내보

어요. 그러한 달콤한 시간을 맛보지 못해, 제 는 제 마음을 깜짝 놀라

게 했어요. 는 가벼운 마음을 가진 여자 요. 작은 물고기가 뛰면, 

는 그들과 함께 뛰어요. 작은 새들이 휘 람을 불면, 는 그들과 함께 

휘 람을 불어요. (휘 람을 분다.) 당신의 입을 열어주세요. 제 입맞춤 

수 요. (역양은 음식을 한입 가득 담아 그녀의 입으로 그에게 먹인다. 

리는 수 를 삼키지만 그는 여 히 을 감았다.) 음.

고 리: 음.

역양공주: 지  당신의 굶주림은 신경을 갉아먹는 거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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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 음. 이 맛은 제 입에서 오래 머물 던 한여름의 복숭아 향과 같

아요.

역양공주: 아니요, 여름의 덜 익은 맛이에요.

고 리: 아, 는 새로운 계 을 찾기 해 일어났어요.

역양공주: 음.

고 리: (숨을 들이마시며) 죽은 가지들이 자라나네요.

역양공주: 음, (역양은  다른 한입을 그에게 먹이며) 음.

고 리: (숨을 내뱉으며) 푸른 잎이 딱딱한 얼음을 깨는 이에요. 

[ 리는 역양을 그의 팔에 안고 그녀에게 키스한다.]

역양공주: 는 언젠가 꿈꿨어요.

고 리: 랜테인의 만개를.

역양공주, 고 리:  속에서 만개하는, .

[욕망을 상징하는 세 혼들이 워터폰과 함께 등장한다. 둘은 열정 으

로 사랑을 나 다. 사각지 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승상은 방에서 재빠르

게 나간다.]

역양공주: 아, 아, 당신은 제 다리를 아 게 했어요. 

[갑자기 역양은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걷는다. 혼들은 나간다.]

역양공주: 아, 는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고 리: 당신은 걸을 수 있어요. 제 이 를 속이는 건가요? 이것이 사

랑의 신비로움인가요?

[샤먼이 에서 나타난다.]

샤먼: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참으로 평야를 피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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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역양공주: 는 뛸 수 있어요.

진시황: 역양, 기 이다! 축복받은 그림자, 는 나를 새로운 아버지처럼 

느끼게 하는구나.

[진시황은 역양의 얼룩진 속옷을 보고 분노에 휩싸인다.]

진시황: (갑자기 매우 화내며) 아, 안돼, 안돼, 이것은 불명 다! ( 리에

게) 어떻게 네가 감히 내 딸을 욕보이느냐? 는 내 이름과 꿈을 망쳤

다. 어떻게 내가 왕장군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왕장군:  발정 난 짐승이 나의 상을 훔쳐 나에게 바람난 아내를 둔 남

편이라는 오명을 웠다. 수치다! 수치! 사랑하는 역양. 바다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햇빛, 햇빛, 햇빛에 일어나는 

지처럼. 는 당신을 향해 일어서겠습니다. 제 사랑은 양이 마르고 산

이 닳을 때까지 오래갈 것입니다. 당신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괴된 

명 의 삶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북쪽 후 자식을 선택한다면, 당

신은 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양!

샤먼: 그림자, 태양을 주의하라!

승상: 범죄다!

승상, 왕장군: 범죄다!

역양공주: (혼잣말로) 원히 는 제 몸이 뛰어 오르고 춤추게 만든, 목

소리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남자에게 묶 습니다. 오, 하늘의 음

악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는 제 가슴에 있습니다.

고 리: (역양에게) 지  당신의 숨결은 를 살아있게 합니다. 오늘부터 

는 오직 당신의 행복을 찾아  겁니다. 당신과 함께 는 매일 어떻게 

우리의 몸이 마구 요동치고 흔들리는지 측정할 것입니다.

샤먼: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는 태양을 주의하라!

고 리: 물처럼, 원한 한 .

역양공주: 불처럼, 원한 한 .

고 리: 사랑의 포옹에 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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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양공주: 사랑의 포옹에 갇 ,

고 리: 우리는 묶 다.

역양공주: 우리는

역양공주, 고 리: 모든 별들이 빛을 잃을 때까지 하늘의 은혜로 함께다. 

아, 하늘의 은혜로!

[역양은 왕장군의 검을 막는다.]

역양공주: 를 먼  죽여야 할 겁니다.

왕장군: 범죄다!

승상, 왕장군: (진시황에게) 그를 죽일까요?

진시황: (그의 팔을 떨며) 그를 죽여라!

[왕장군은 그의 검으로 리에게 돌진한다.]

진시황: 멈춰라! 그는 나의 진송을 작곡하기 해 살아야만 한다!

음양사: 테 테 쾅 테. 테 테 쾅 테. 테 테 쾅 테, 테 테 테 테 테 테 테 

테 테 테. 쾅 테. 쾅. 쾅. 쾅. 쾅.

 

제2 막  진송

제1 장

[쟁은 막 앞쪽 왼편에 놓여있다.]

[막이 오른다.]

[긴 산맥을 따라 뻗어있는 만리장성 건설 장에서 노 들은 무  에 

있는 쟁 연주자의 반주에 맞춰 리가 부르는 고 의 노래를 들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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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역양은 스스로 부채질을 하며 리 에 서있다. 그들은 음악을 연

습하고 있었다.]

고 리: (설명하며) “만리장성, 만리장성 머 하늘과 평야는 넓게 펼쳐

져있고 둔덕의 기슭에서 합쳐진다. 바람이 불때마다 풀은 그들의 소와 

염소 무리들과 함께 있는 양치기를 드러내며 내려가고 흔들린다.” 다시 

해 시다. 침묵은 한 말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진정한 음악은 

당신의 목이 아니라 작은 생명이 시작되는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양공주: ( 리는 그녀의 배를 살짝 두드린다.) 동시에 두 가지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요. 안돼요, 그들이 보고있어요.

고 리: 당신이 이 게 가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냉철한 사고를 할 수 

있겠어요?

역양공주: 다시, 다시 해볼게요.

고 리: 네.

역양공주: “만리장성, 만리장성 머 하늘과 평야는 넓게 펼쳐져있고 둔

덕의 기슭에서 합쳐진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역양공주, 고 리: 풀은 그들의 소와 염소 무리들과 함께 있는 양치기를 

드러내며 내려가고 흔들린다.”       

[그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노 들의 노래에 놀란다. 그들은 듣는다. 쟁 연

주자는 퇴장한다.]

합창단: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

이 조 헤이 조 조.

[한 호 병이 바로 일하는 노 를 (채 으로) 후려친다.]

호 병: 일해라! 일해라! 계속 움직여라!

[샤먼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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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샤먼: (멀리서 한탄하며) 살 , 살 , 늑 들은 시체를 먹어 살이 쪘다. 

붉은, 학들은 피가 튀어서 붉다.

코러스: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샤먼: 하늘의 신이여, 어떻게 인간이 죽어 가는지 볼 수 있는 이 없으

신가요? 하늘의 신이여, 과부들과 고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귀가 없으

신가요?

[샤먼은 사라진다.]

합창단: 오, 우리는 오랑캐를 몰아낼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네. 오, 우리는 

신과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한 주를 겪고 있다네. 하늘의 신이

시여, 이 장성이 얼마나 길까요? 백 번의 쟁보다 긴가요. 하늘의 신이

시여,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물이 모래보다 무거워질 때인가요? 

제 꿈은 평화로운 비탈에 울 수 있는 나의 고향 근처의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오, 넓고 풍요로운 우리의 토는 피와 끝없는 희망으로 넘치

네. 하늘의 신이시여, 이 장성이 얼마나 길까요? 백 번의 쟁보다 긴가

요. 하늘의 신이시여,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물이 모래보다 무거

워질 때인가요?

[노 들은 호 병을 따라 그들의 수 를 며 퇴장한다. 진시황,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수행단은 입장한다. 진시황은 국경과 만리장성을 시찰한

다. 그는 한 리를 보러 왔고 진송에 해 이야기한다. 역양은 그들을 

맞이한다.]

합창단: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진시황: 리, 작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합창단: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고 리: 훌륭합니다, 폐하. 매일 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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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 네 고향의 노 들로부터? 하...

역양공주: (진시황과 리를 방해하며) 아버지, 리의 음악은 이 장성만

큼 훌륭해요.

합창단: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무  밖으로 사라지

며)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 리는 노 들의 노래를 듣기 해 화에서 벗어난다.]

어머니: 여자의 사랑 는 남자의 꿈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 딸아, 스스

로를 지치게 하지 말거라. 행복은 길고 여유로운 여행이 되어야만 한다.

진시황: 내 딸아, 는 네 사랑을 갖기 해 나에게 수치를 주었다. 나는 

네가 왕장군과 결혼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의 결혼을 두 번이나 미뤘

다. 지  내가 그에게 뭐라 말해야 하는가?

역양공주: 하지만 당신은 제게도 제가 그림자를 살리면 그를 에게 주

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시황: 사람들은 나를 태양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네가 태양이

다. 왕장군은 우리 왕국을 확장하기 해 모든 쟁에서 싸웠다. 그는 태

양 아래 땅이다.

역양공주: 하지만 땅은 결코 태양에게 “당신은 에게 속합니다”라고 말

할 수 없어요.

진시황: 여 히 태양은 땅에 빛을 주고 있다.

역양공주: 하지만 음악은 제 빛이에요. 리는 제 사랑이에요.

진시황: 다! 는 공주다. 는 의 아버지인 나를 되게 하는 네 

의무에 묶여있다. 는 왕장군과 결혼해야한다.

역양공주: 싫어요, 안 할 겁니다.

진시황: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나는 를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역양공주: 만약 당신이

진시황: 복종하라!

역양공주: 나에게 강요하면, 는 죽을 거 요!

어머니: (진시황에게 물로 호소하며) 폐하, 제발 화를 그러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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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완고한 어린아이지만, 곧 정신을 차릴 거 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해 살아왔어요. (역양에게) 내 딸아, 는 네 아

버지의 크나큰 기쁨이다. 내 딸아, 는 네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역양공주: 어머니, 는 아버지를 하고 장엄하고 신성한 신처럼 존경

해왔어요. 하. 그 말인 즉, 는 그의 훌륭한 계획을 해 스스로를 희생

할 겁니다.

역양공주, 어머니: 여자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우리의 덕목과 행복을 황제

의 소원에 따라야 하나요? (어머니:　 여자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우리의 

덕목과 행복을 황제의 소원에 따라야 한다.)

역양공주: 지

역양공주, 어머니: 는(어머니: 는) 한 여자 요.

역양공주: 제 의지가 있고 오직 제 사랑을 따라요.

어머니: 그 지 않다면 네 아버지, 어도 나라에 는 머리를 숙여야 한

다! 숙여라!

진시황: 공주, 나의 딸.

역양공주: 황제, 나의 아버지.

진시황, 역양공주: 는 네 사랑을 왕국 에 놓았다.

진시황: 나는 지배할 나라가 있는 황제이다.

역양공주: 는 온 한 제 감정을 가진 여자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제게 

새끼를 낳으라고 강요당하며 새장에 갇힌 새의 기분을 느끼게 해요!

진시황: 지 , 는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역양공주: 싫어요, 는 그럴 수 없어요.

역양공주, 어머니: 그 조류가

진시황: 그 조류가 

역양공주, 어머니: 사랑의 (조류가) 무 높이 부풀지 않게.

진시황: 사랑의 (조류가) 무 높이 부풀지 않게. 

역양공주, 어머니: 그 난류가

진시황: 그 난류가

역양공주, 어머니: 구름이 내 시야를 흐리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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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진시황: 그 조류가

역양공주: 그 조류가

어머니, 진시황: 사랑의 (조류가) 무 높이 부풀지 않게.

역양공주: 사랑의 (조류가) 무 높이 부풀지 않게.

어머니, 진시황: 그 난류가

역양공주: 그 난류가

어머니, 진시황: 구름이 내 시야를 흐리지 않게.

진시황: 역양, 나는 오랫동안 네가 제멋 로 하는 것을 받아  수 없다.

어머니: 역양, 제발 네 아버지의 소원에 복종해라.

역양공주: 싫어요! 싫어! 아버지, 당신은 당신의 딸과 장군 에 선택해

야만 합니다. 싫어요!

[역양은 소리치고 격분해서 나간다. 어머니는 딸을 따라간다. 수행단은 

퇴장해 진시황과 리만 남는다.]

어머니, 진시황: 역양!

진시황: (한숨 쉬며) 하. 어떻게 하면 이 두통이 멈출 수 있을까? 딸이 

무 완강해서 내 장군에게 한 말을 취소해야 한다. 

[고 리가 황제에게 다가온다.]

진시황: ( 리에게) 우리의 행복은 나라의 존재 이유에 비해 아무 것도 

아니다. 비록 네가 역양을 유혹하고 왕장군을 격분시키고 내 이름을 망

령되게 했지만, 나는 를 용서하겠다. (사악하고 변덕스럽게) 네가 진송

을 완성하는 한 용서하겠다. 는 그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잔인하고 악랄하게) 그녀와 장군은 결혼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쟁터에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다. 그때 는 작곡

가로서 내 궁정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고 리: 돌이 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거북이가 날 수 있습니까? 한 

남자의 기쁨은  다른 자의 죽음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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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과 승상은 를 멸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궁정

에 나아간다면, 는 이빨과 발톱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

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좋습니다!

[ 리는 충격 받는다.] 

[황제는 겁에 질린 리의 등을 툭 친다.] 

고 리: 사랑하는 여자 역양을 해 진송을 완성하겠습니다!

진시황: 지  는 내 아우처럼 말하는구나, 리.

진시황, 고 리: 하나가 되기 해. 네 사랑과 나의 사랑이,

고 리: 하나가 되기 해,

진시황: 하나가 되기 해. 

진시황, 고 리: 하늘, 땅, 그리고 인간. 축배를 들자, 음악을 해 축배를 

들자,

고 리: 그것은

진시황: 그것은

진시황, 고 리: 우리의 백성과 토를 통일할 것이다.

고 리: 축배를 들자.

진시황: 축배를 들자.

진시황, 고 리: 우리의 진송을 해!

합창단: 음, 음.

[그들은 만리장성의 노 들의 허 에 의해 단된다.]

고 리: 들어보세요! 이 노래가 당신의 가슴을 울리지 않나요? 그것은 

항상 마음을 흔들고

합창단: 음, 음.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고 리: 그 혼을 쓰라리게 한다.

진시황: 아니다, 리. 아니다! 네 노래는 칭송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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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 고 리: 우리의 음악은 하늘의 소리여야만 한다.

진시황: 나는 네가 작곡한 각 선율을 제일 처음으로 들을 것이다!

고 리: 그 혼을 쓰라리게 한다.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조 헤

이 조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고 리: 만약 그것이 하늘의 소리라면 바로 그 순간 까지 아무도 그것

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합창단: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진시황: 나는 그것을 들어야만 한다!

고 리: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황제는 패배해 그의 머리를 흔든다.]

진시황: 아, 안돼!

고 리: 안됩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합창단: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헤이 조 조 조 헤이 조. 헤이!

진시황, 고 리, 합창단: 안돼.

[막이 내린다.]

제2 장

[막이 오른다.]

[황제의 취임을 한 구조물은 구름을 따라가는 피라미드처럼 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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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에는 왕좌가 있다. 청동으로 된 종은 합창단과 함께 울린다. 고

리는 재 취임식을 주재하는 새롭게 임명된 승상이다. 그와 황제는 

즉 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구조물의 간에 서있다. 음양사는 

거칠게 춤을 춘다. 아무도 역양과 장군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합창단: 이다! 황제는 천에 떠오를 비가 된 아침 해와 같이 빛

난다. 모든 별은 엄 있는 이름을 울린다. 국! 국! 국! 국!

고 리: (발표하며) 새로운 승상으로서, 나는 지  황제의 취임식의 시작

을 선포한다. 하늘과 땅을 달래고 황실 통을 보호하기 해 제물로 바

칠 의례를 시작하라. (종을 울리기 해 그의 팔을 흔든다.)

[의례 무용과 음악]

[황제가 입장한다.]

고 리: (다시 발표하며) 지  황제가 올라가신다! 천자를 한 길을 만

들어라. 진송을 잠시 단해라.

합창단: 진송.

고 리: 진송을 잠시 단해라

합창단: 아,

고 리: 국

합창단: 천자를 기다리는 하늘의 노래

고 리: 그가 도달할 때까지

고 리, 합창단: 그 왕좌에.

합창단: 아, 왕좌! 아, 왕좌! 아, 왕좌!

[ 리는 황제가 계단을 오름에 따라 그의 팔을 흔들며 청동 종을 울리게 

한다.]

음양사: (의례 무용) 쾅 테  테 치 테 테. 쾅 테  테 치 테 테. 쾅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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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치 테 테. 쾅 테  테 치 테 테.

합창단: 쾅 쾅 (말하며) 치. 쾅. 테. 치 테. 쾅. 테. 치. 쾅. 테 쾅 테 쾅 테 

쾅 테 쾅 테 쾅 테 쾅 테. 쾅.

샤먼, 진시황: 하늘의 종이 멈췄다.

샤먼: 천년의 침묵의 서약을 해.

합창단: 서약.

샤먼: 나는 올 사람과 갈 사람을 경고하며 오르고 떨어질 그림자가 보인

다. 공주는 신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고 장군은 그녀를 목 졸라 죽

다.

[역양의 혼령이 희미해져 앞에 나타난다. 황제는 혼령의 말을 듣는다.]

어머니: (소리치고 도망간다)

진시황: (소리친다)

고 리: (소리치고 도망간다)

역양공주(혼령): 사랑하는 아버지, 를 죽인 사람은 장군이 아니 요. 

리, 리. 리가 를 져버렸을 때, 을 빼앗았어요. 아! (느리게 시작

해서 빠르게) 메마른 껍데기. 나뭇잎의 메마른 껍데기는 이슬이 떨어지

지 않는, 이슬이 떨어지지 않아 제가 견딜 수 없는, 추 를 견딜 수 없는 

제 마음에서 울렸어요. (느리게 시작해서 빠르게) 는 당신을 해 제 

사랑을 희생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살했어요. ( 물을 흘리며) 의 향

기와 아름다움이 제 기억 속에 남도록.

진시황: 네가 나를 슬 게 한 은 결코 없었다.

역양공주(혼령): 제발 백성들의 마음을 울릴 음악을 만든 리에게 자비

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를 용서하세요, 제 

사랑을,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은 사랑을 용서하세요. ( 물을 흘리며) 사

랑하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제 혼은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당신

과 함께 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역양의 혼령은 사라진다. 황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종소리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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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단을 오른다.]

진시황: 가지 마라, 역양! 정상까지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합창단: 하늘의 종이 울린다. 천자가 오르고, 오르고, 오르기 한 계단들

은 훌륭하고 고귀하다.

샤먼, 진시황: 하늘의 종이 다시 멈췄다.

샤먼: 천년의 침묵의 서약을 해.

진시황: 천년의 침묵의 서약을 해.

샤먼: 나는 올 사람과 갈 사람을 주의하며 오르고 떨어질 그림자가 보인

다.

합창단: (샤먼에게) 말도 안 돼!

샤먼: (매우 느리고 자유롭게) 왕장군이 수치스럽게도 그의 검으로 자결

했다.

합창단: (발을 구르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샤먼: 하 쉬 우

음양사: (세 종류의 경극 웃음으로) 하 하 하.

[왕장군의 혼령이 나타난다. 음양사는 (웃음을) 단하고 혼령의 목소리

에 겁에 질린다. 황제는 듣는다.]

왕장군(혼령): 폐하. 태양에 한 달처럼 충직하게. 는 당신의 왕 을 

장식하기 해 당신을 강으로 산으로 데려고 갔습니다. 는 자살한 것

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이자 나를 독살한 북쪽의 후 자식, 고 리입

니다. 나의, 나의 역양, 나의 사랑하는 이는 어디 있나요? 를 항상 싫

어했던 사람은 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를 노 로 잡았기 때문이죠. 

주의하세요. 그는 한 당신의 입니다. 어머니와 마을을 한 그의 복

수는 나무에 칭칭 감긴 뱀과 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는 졌지만, 는 

지하에서 고  테라코타 부 , 고  테라코타 부 , 고  테라코타 부

를 지휘하며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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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 장군, 충성스러운 사여, 조 만 더 머물러라, 머물러라.

진시황, 왕장군(혼령): 비록 는(나는) 졌지만, 는(나는) 나를( 를) 고

 테라코타 부 를 지휘하며 나를 지키는구나. 잘 가시오, 장군(안녕히 

계세요, 폐하).

왕장군(혼령): 아, 죽음! 는 돌아가는 입니다.

[혼령은 사라진다. 황제는 심란하다.]

진시황: 오, 죽음! 내 에서는, 나도, 한, 나를 조 씩 잠식하고 괴해 

흙더미로 만드는 죽음을 느낀다. 아, 나의 역양, 황  구름과 같은 네 

혼은 하늘의 문을 향해 날아가는구나. 하늘의 문!

[종소리에 맞춰 황제는 올라간다. 음양사는 거칠게 춤춘다.]

합창단: 쾅. 치. 쾅. 테. 치. 테. 쾅. 테. 치. 쾅. 테 쾅 테 쾅 테 쾅 테.

[ 리는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그의 팔에 있는 쟁과 함께 정상으로

부터 내려와 와락 울음을 터뜨린다. 그는 기가 서려 보인다.]

합창단: 쾅 테 쾅 테 쾅 테 쾅 테 쾅 (웃음)

고 리: 멈춰라! 폐하, 그녀는 갔습니다.

진시황: 하지만 황  구름과 같은 그녀의 혼은 하늘의 문을 향해 날아

가는 이다.

고 리: 는 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 모든 곳에서, 심지어 제 손도 

얼룩졌습니다.

진시황: 리

고 리: 얼룩진

진시황: 평화

고 리: 얼룩진

진시황: 멈춰라! 멈춰! 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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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 들어보세요, 건 피가 솟아오르는 소리입니다. 순결한 피, 역양

의 피.

진시황: (울먹이며) 아니다, 것은 내 딸이 노래하는 소리이다. (정상을 

가리키며) 그녀와 네 진송은 왕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리, 오늘 

나를 큰형이라 불러 보거라. 바람이 고귀한 이름을 퍼트리고 시든 마음

에 새 삶을 주게 하라. 이 주받은 날 나의 슬픔을 진정시키기 해서

라도 지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고 리: “이 주받은 날” (거칠게 웃으며) 하 (부드럽게) 큰형. (소리치

며) 첫 번째 황제. ( 리는 갑자기 쟁을 가격하고 그것을 황제 앞에 던지

고 소리친다) 당신을 해 연주했던 쟁을 주합니다! 당신을 큰형이라 

불 던 이 를 주합니다. 큰형! 아, 제 입니다! 음.

[ 리는 울면서 그의 를 깨문다.]

진시황: 리?

고 리: (소리치고 황제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퉤!

[ 리의 입에서 피가 나오고 그의 가슴은 붉게 변한다. 그는 경련을 일

으키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황제를 움켜잡는다.]

진시황: ( 리에게 부드럽게 울먹이며) 내 심장은 피 흘리는 네 상처와 

같다. 매 순간마다, 고통은 깊어질 것이다. (갑자기 기에 사로잡  그

는 소리친다) 아! 아! (그는 그의 검을 리의 가슴에 꽂는다) ( 리의 

가슴에서 검을 뽑고 정상에 하게 오른다)

합창단: 쾅 테. 쾅 테. 쾅 테. 쾅 테. 쾅.

[황제는 정상에 도착한다.]

진시황: 모든 힘의 심이자 땅의 정상에 서 있는 나는 내가 국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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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황제임을 선언한다!

합창단: 아. 첫 번째 황제여, 오래 사십시오! 국이여, 오래 번성하십시

오! 국이여, 오래 번성하십시오!

진시황: 오, 슬 도다! 모든 스러운 순간들이 지난 후에는 그림자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들과 이 외로움만 남았구나.

진시황: 오, 거 한 외로움이여! 내 말이 세계 곳곳에 들리게 하라. 인간

은 떨고 신은 놀라게 하라. 땅과 하늘은 시간의 숨결과 함께 우리의 찬

가를 부르게 하라. 

[진시황은 종으로 가서 연주할 비를 한다.]

[진시황은 종을 친다.]

진시황: 진송을 불러라!

[잊을 수 없는 노 들의 노래가 시작되고 황제는 그 진송이 고 리의 복

수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의 무릎을 흔들며 바닥에 내

려놓는다.]

합창단: 오, 우리는 오랑캐를 막아낼 꿈을 만들고 있다네. 오, 우리는 신

과 인간을 혼동하는 끝없는 주를 겪고 있다네. 하늘의 신이시여, 얼마

나

진시황: (방백으로) 아니다. 이것은 리의 복수다. 

합창단: 이 장성이 길까요? 백 번의 쟁보다 긴가요! 하늘의 신이시여,

진시황: 이것은 내가 원했던 진송이 아니다.

합창단: 언제 우리의 고통이 끝날까요? 물이 모래보다 무거워질 때인가

요!

진시황: 하늘의 신이시여, 제 슬픔의 끝은 어디인가요? 국의 진송은 어

디있나요? (울먹이며)

합창단: 제 꿈은 평화로운 비탈에 울 수 있는 나의 고향 근처의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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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입니다. 오, 넓고 풍요로운 우리의 토는 피와 끝없는 희망으

로 넘치네. 하늘의 신이시여, 이 장성이 얼마나 길까요? 백 번의 쟁보

다 긴가요. 하늘의 신이시여,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물이 모래보

다 무거워질 때인가요?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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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usic,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20th century, the discourses of nationalism, postcolonialism, 

globalism, and interculturalism started. In line with the global 

era, East Asian contemporary music composers have shown a 

tendency to present works that combine their own traditions 

with Western music, and the discussions surrounding their 

identities have been made. Tan Dun (1957- ), a Chinese-born 

composer, is called "an epitome of the 21st century cross-cultural 

musicians" and is a UNESCO Global Goodwill Ambassador 

with a creative repertoire that blur the boundaries of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s. Why is Tan Dun attracting global 

attention? In addition, what cultural identity is form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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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es of cultural hybridity?

This paper will be about the aesthetics of cultural 

hybridity and the identity of Tan Dun which crosses the 

musical boundaries of East and West. Its main focus will be 

about the opera The First Emperor. The First Emperor is a 

noticeable work because it is the first opera of an Asian 

composer which had a world premiere at the Metropolitan 

Opera Theater, recording a sellout in the 2007/2008 season. In 

addition to that, the aesthetics of Tan Dun's ‘music counterpoints’ 

and ‘1+1=1’ received attention.

However, the evaluation of this work is extreme. 

Criticism surrounding the opera, “Puccini's Turandot” includes 

“Turandot itself” has no originality and that “it resonates with 

the long tradition of Orientalist opera”. On contrary to this, 

another assessment of this opera says that the cultural 

synthesis of the Eastern and Western musical culture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a work of “new hybridity” and Tan Dun’s 

philosophy of ‘1+1=1’. In addition, Tan Dun’s musical worries or 

Mao Zedong’s (who is projected as an anti-hero) worries were 

similar to Qin Shi Huang’s (The First Emperor of China) 

musical worries, as well.

Is it possible to explain the opera The First Emperor 

only by the standard of Orientalism opera? Also, can Tan 

Dun’s strategies of cultural hybridity be fully grasped just by 

using the new hybridity when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combine, or the collection of the heterogeneous cultural elements? 

Furthermore, can the Qin Shi Huang be interpret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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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who reflected Tan Dun's identity or an anti-hero 

only? Based on these three questions, this study will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of the opera The First Emperor.

First, there were some attempts to go beyond the 

Orientalism opera in The First Emperor, which was accepted 

and compared with Turandot in the extension of Orientalism 

opera. Unlike Puccini's Orientalist fantasy, the appropriation of 

Oriental culture, and the use of a pentatonic scale for expressing 

passive East, The First Emperor is actually set in China, and 

to express the cruelty and tragic endings of Qin Shi Huang, 

Tan Dun used a pentatonic scale. Also, unlike Western 

composers who did not allow ‘contemporaneity’ in non-Western 

music, Tan Dun set the present in Peking Opera and the past 

in Western opera overcoming the time difference in the Orient, 

which has always stayed in the past. In addition, unlike the 

passive and tender female of Orientalism opera, Princess 

Yue-yang in The First Emperor showed the lyrics of “I am a 

woman with my own will and shall follow only my love” and 

the coloratura melodies that descends with glissando.

Secondly, Tan Dun's cultural hybridity strategies, which 

creates a new creation that goes beyond cultural dichotomy 

while mixing the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but refusing to 

be called a fusion composer, is characterized by both the 

juxtaposition of cultural differences and discovery of similarities. 

The differences between Peking opera and Western opera, the 

language of Yin-Yang Master and Shaman was juxtaposed, 

and it was found that the overture replaced the begin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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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ing opera, and zheng and harps were combined together 

when they played.

Finally, The First Emperor is a work that shows the 

life of Tan Dun, his musical journey, and the formation of his 

identity. The Chinese period was showed through the Peking 

opera singer and Qin Shi Huang who reflected Mao Zedong, 

and his US period was linked to experimental shamanism of 

the Avant-garde. In addition, Qin Shi Huang is the first 

emperor of China, a father who loves his daughter, and a 

friend who appreciates the friendship with Jianli. Qin Shi 

Huang is a person who reflects the image of Tan Dun, who is 

really thinking about many identities.

The First Emperor is Tan Dun's answer to the 

question between the identity of the global citizen and the 

neo-nationalist. He considered and reflected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East and West, and 

created a neo-nationalistic identity by emphasizing global civil 

identity, Chinese materials, instruments, and emotions. However, 

since Tan did not establish both of these two identities, this 

study illuminated the pursuit of his global citizen identity. In 

addition, given the fact that his works are constantly consumed 

and gaining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music market, The 

First Emperor is a work that reflects the times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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