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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의 觀蘭1改華運動파 「鐘寶記」討論**

金 걷첼 主*

1. 中共의 載慮IJ è$r:훌運動으l 性格

中國에는 元代의 雜}융IJ에서 시작하혀 明代의 傳奇로 傳承도l 던 敵펑Uo]， 

猜代에 와서 는 北쟁의 ￡효敵른- 111 롯한 各地方 마다 그 地方의 土調릎 應

用한 빼方敵들이 크케 盛行하여 오늘날에 야르고 있다. 特히 京歐 같은 

것은 淸末에 폼笑農 • 梅蘭芳 · 程現秋 같은 名優들야 나와 新顧륜 編演

하고， 다시 調養휩 • 馬連良 등이 P昌 J램을 改良함으로써 , 그것은 貴族으로 

부터 應民에 이 르는 社會의 全階혐에 盛行을 極하게 1 되 었마. 그 때 둔에 

西歐文化가 導入되자 現代化의 바람은 中國文化 全般을 휩쓸다시파 하였 

으나， 演劇만은 西洋의 話劇이 中國社會全般에 스며든 舊劇을 殘짧하자 

못하였다. 그 때문에 中國에는 大陸이냐 臺灣을 莫짧하고 全國 各地어1 

京敵를 비봇한 그 地方의 土敵들이 지금까지도 盛行되고 있는 것이다. 

中共에서는 일쩌카 이처렴 社會에 大꿨藝術로서 盛行하고 있는 敵劇

플익 宣傳價f直를 認識하였다. 다만 이들 舊劇은 모두가 封建社會의 遺

勳들이 커 때 문에 아무라 高度의 藝術性을 치 녔고 大%탓이 좋아한다 하 

더 라도 며共의 立場에 서 본다면 封建的 反華命的인 것 일 수 밖에 없 

다. ‘·文藝는 政治에 從屬되는 것”야며 “黨의 훨命路線을 따르는 것”(毛 

澤東 「文藝講話;J) 압 을 分明히 하고 있는 다j共으로서 는 이 것 이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마. 한 동안 舊劇을 밀어내고 西洋의 話劇을 普及시 

키려는 努力도 크게 기울여 보았지만 大累을 사로잡고 있는 舊劇의 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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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은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닿다고 묘웠 속에 갚숙히 파고들어 盛行하 

고 있는 舊劇의 反華命的 封建的 선E橋윤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 

다. 이 에 舊劇의 월建的 폈素플 除去하는 한편 또 共옳主義펠E命을 위 한 

宣傳用具로 改造해보자는 一石二鳥의 줬j짧플 노리고 展聞시킨 것이 歐

劇改華週動이었닥. 

이 敵劇改꿇運動은 드즙뿔*01 자기 네 文化j뚫뚫의 碼承에 대 하여 “封建

性을 떤 찌꺼기는 떠l 어벼리고， 民主性을 단 精華만플 吸收하라”는 !굉則 

을 따라， 역시 毛뿔束이 提示한 “단花齊放， 推1頻出新”이란 n號가 提示

하는 方向을 따라 展開되었다. “띈花齊故， 推團出新”이란 샤람에 따략 

解釋에 약간의 差異기 았기 는 하니 大體파 “모든 劇種을 普遍的으록 發

展시커띤서" (띄花齊ik) 한편 “[庫蘭한 封建útl안 맺素는 떼어 내버리고 

새 로이 [뀔主性음 띤 fS갖j파 만을 고르효 또 精젠가 퍼 도록 改ff하여 휩:及 

시킨다" (推陳出新)는 것이다. 그러니 에↑共 되體의 政治狀況의 變化이1 

따라 이 歐씨j많피둔運動의 性샘도 隨時‘로 變하였고， 뚱풍際로 舊l劉 中에셔 

C1 딴 것이 封建IJ성인 部分아머 어떤 것이 l곳르tl3상인 部分인지 분간하기 

조차도 쉽지 않은 알이니 더우카 그것을 지기네 핸命路線에 맞도폭 改

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알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엔 中共。1 敵劇

改華運動을 展閒해 온 實態플 맺 時期로 μL누어 살펴 보기 로 한다. 

2. 中共의 載劇è5r훌運動 進行寶態

@ 秋歌運動時期 (1942"-'1949) 

마]共의 敵劇改1fF:i휠動은 이 미 그들이 江西 瑞金괴- 俠西 延安에 았을 

적 부터 시 작되 었 다. 이 들은 먼 저 짧t앓U브다도 秋歌 감음 各地方의 民閒

때藝의 료f專效果와 그 改作의 容易함이1 좁DQ하여 , 歐뚫UÇ\(:월運動을 秋

{歌!젤j運動。i 이 끌도록 하였다. 그리 나 1942年 毛澤東이 延安의 「文첼 

座談會上의 講탑」에서 文藝는 工/豊짝을 위하。i H~務해야 한다는 方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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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明히 한 둬로 敵劇改후運動에도 熱氣가 加해졌다. 이 때에는 ;엽펀藝 

術學院의 敵劇系 • 즙樂系 • 文藝工作團과 延安2JS處j昭究院이 그 運動을 

主훨하였다. 그리고 1948年 10月에는 펼뽑讓區 團委宣傳部의 지시로 눴 

當區의 文學藝끼Lj-고作者協會는 全國에 서 처 음으로 이 連動을 專擔하는 

敵劇즙樂I作者聯合會라는 機構를 結成하었다. 다시 1949年에 全國文學

활術고作者聯合會가 성 립 되 자 그 아래 歐劇改후을 主管하는 歐F냄링k進會 

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中共의 댄I央人民政府가 정립되자 x化部 안에는 

敵曲改進局이 설치되어 이 運動을 主導하였다. 이 時期에는 舊劇외 改

編을 推進하는 한편 新編 歷史劇과現代敵의 製作에도함씨， 有名한 「白

毛女」와 「펴上梁山」 같은 자기 네 훨命理念을 宣傳하는 演평u을 내 놓기 도 

하였다. 

(2ì 戰a9:機構 完備R훈期 (1950'"'-'1955) 

歐많IJ값피t運動이 본격적으로 推進되기 시작한 時期이다 1950년에 文

化部 펠屬으로 전국 歐劇改함IfF의 최고 때問機構로 中央敵ftb냉〈進委단 

會를 설치하였다. 이에 이어 全國 各地區와 各省 또는 여러 大都市에도 

모두 敵曲改進짧會 또는 敵曲않進委員會가 조직 되 었다 1951年에 文化

部는 敵벼改進局과 藝術局을 합져 藝術事業管理局으로 값編하고， 그 밀 

에 았던 京劇細究院을 따로 독립시켜， 中國敵曲맑究院이 다 改稱하였다. 

1952年에는 文化部 안에 敵曲審訂小組를 두고 그 밖의 有I해 機構에는 

修改小組블 두게 하여， 劇本의 審議와 改訂을 共同으로 진행케 하였마. 

그리 고 1955年에 는 北京에 I=þ國京劇院。1 조직 되 었 다. 

이 時期에는 敵曲改草을 위한 機構가 完備되어， 各地애 수많은 舊劇

의 改編 또는 新編 敵劇여 쏟아져 나왔고， 한펀 舊劇을 審議하여 封建

的 ß彩가 정은 많은 演劇에 대하여 禁演令을 내렸었다. 그러냐 民꿨은 

여전히 전혀 손음 대지 않은 舊劇으로만 몰리고， 新編 또는 없編한 演

劇을 거들I내 브지 않았마. 이것은 中共 當局의 큰 감때거 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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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百家爭嗚과 大圍進의 時期C1956~1962)

1956年 5月에 週n딛턴 딘家爭l펴이란 일종의 自由 言論政策이며， 歐따3 

EtfrEfF에 있어서는 以前의 쌓演政策失敗애 대한 反省으로 積極的으로 

傳統減曲劇目을 짧뻐 整I펀 改細l하며 , 舊劇면 의 퇴由로운 上演을 開放한 

것아다. 이갓은 舊劇目에 대한 λ、굉의 愛護 때문에 다1共 當局도 자기네 

팎命路總과는 관계 없이 舊펴U의 藝術↑生을 認定치 않을 수가 없었음을 뜻 

한다. 따라서 1957年에 이 르기 까지 舊劇 上演은 다1共에 서 空前의 盛況

을 이루었다. 

그러 나 1958年 大降進運動이 展開되 면서 이들은 다시 “한쪽 다리는 

現代生活을 표현한 짧代劇目에， 다른 한쪽 다라는 傳統劇目에 결치는” 

양다리 政策을 推進하았 다. 그러 나 1962年末까지 그들의 現代劇 推購에 

도 不펴하고， t專統짧!J 目이 K'iii댄J (f'SJ 인 盛況을 누리 었다. 

@ 文化大훌命時期 (1 963~1976) 

1963年 4 ， 5月 사이에 全國文聯은 第三屆 二次委員會據大會議블 열고， 

과거의 文藝閒爭이 未治했음을 自認하면서 앞으로는 中國)、民의 偉大한 

精神과 이 時代의 廣j爭을 표현하는데 힘쏠 것을 다짐하였다. 이에 따라 

歐t벼은 現代敵블 大大的으로上演하자는 連動이 별어졌고， 01 를 그들스 

스로 敵없U草命化運動이라 불렀다. 그로부터 現代敵 上演이 積極化되고， 

文藝整風의 過{북윤 거 쳐 1966年의 文化大華命으로 이 어 졌다. 文化大華

命 以後로 舞활에셔 f專純써!J 目이나 新編史劇은 완전혀 자취블 감추고 現

代敵만이 난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해 未댁부터 江춤을 中心으로 한 幹

部들이 짧代歐까지도 약간의 문제 만 있으면 「鬼敵」라 몰아붙이는 바람 

에 結局은 A民의 批判을 받아 合格을 받은 「樣板敵」라 부르는 京敵 五

種과 江콤의 지도 아래 編演된 現f\;敵 만이 上演될 수 있는 지경에 이 

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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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毛澤東 찢E後 (1977年 이 후) 

1976年 9月 펀澤束이 죽고 江품:을 바 돗힌: 01 른바 때λ、!낌이 "1-'共의 마l 

央에 서 쫓겨 나자 事態는 急變하여 , 歐劉은 다시 舊폐막 J:ìt:; 01 èi] 교적 

自lÍl로웠던 1950年f~ 비슷한 +1*況우로 뇌돌이 갚듯 하마. ;L려나 變Wx

많은 그들의 歐쩌IJ改r한運動의 묘즈磁한 앉況응 알 감이 없다. 

3. 載改運動과 「좋훌훌훌記」討論 

1956年 6月얘서 7月에 이르는 약 1個月間에 ~t京에선 中園歡I돼家協혈 

主管으로 全國 敵ffillJ자짧家들이 한자리에모여 「찮뭔記」討論會블 벨댔다. 

「뽑휩記」는 “南敵之祖”라 일결어질만큼 元未 明初애 나온 f\;表{띤이며， 

後 l止까지도 民댔들에거1 년려 읽히고 자주 上펴되어 온 f'rl돼。l 다. 그려 

냐 「끓펄記」의 [셔容을 보면 난펀 蔡伯P뽑는 老父母블 처 에 게 맡기 고 科

塵보러가 及第한 둬에는 牛챈相역 딸에게 다시 장가들어 豪華로운 생찰 

을 하고， 처 인 J펙五娘은 1직年이 들자 갖은 고생 을 하벼 씨 부모블 모시 나 

結局은 老父母가 죽고 말자 거 지 꼴로 EE휩를 타r에 ε食하년서 1냥핀플 

찾아간냐는 얘 기 이 다. 蔡伯n휩의 背信은 그만두고라도 趙五娘의 願願之꿇 

로서의 행위도 社會王義華命 路線과 어긋날 것은 分明한 일이냐. 그런 

데도 다l共의 펴姓들은 여전히 「짧품記」플 좋아하니 큰 일이마. 그래서 

敵劇랴C휠運動의 --環으로 꿇휠記 중에사 무엇이 精華고 어떤 것이 떼어 

머랄 짜꺼기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改作해야 A民性을 띤 作品이 되는 

가 險討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 討論會였냐. 여기에는 200名에 가 

까운 專門家들아 參席하여 열띤 討論。1 展閒되 었고， 이 學國l깨 學fAtì'討

論會의 結果는 人民文學出版社에 의하여 「텀룹記討論띔千LJ 이 란 f뻐子로 

刊行되었다. 

이 rf6폰記」에 매 한 購國的인 專問家들의 討論은 中共의 多기]r; 0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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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i돼다k草運動에 여기서는 뚫點을 

말하는 舊歐에 있어서의 

보여주고 있다. 친 問題들을 드라내 

人民{生을 단 現實主義떠 性格이 맞추어 

그러고 그들은 이것플 어떻게 改훤하여 자 단 具體的으로 칭띤 것인가， 

기바 草;命路綠c까 맞는 fF'品」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알아보럭는 것이다. 

팬論61 實l察로 어 떻 게 寶現되 었 아 1ft쉰記」 討論은 그듬의 Ej펴i ê!x: 팎의 

는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줬料가 펠 것아다. 

「좋훌훌훌記」으| 評價4. 

見解는 매우-

多樣하다. 꽉不}L은 中共 學者블의 Itl펄j記]에 대 한 評價플 16種類의 뼈 

몇한 뀐解가 있다고 샀析하고 있는데 (第一次 討論會의 發言) , 그들익 

封建性에 대한 中共의 歐없U 환門家들의 「잖캄18êJ에 對힌-

있으리라받 抽出한수 많은 相웬힌 兒解륜 討論 J'kJ 'i젠을 分f듀 iit먼 턴 

나
 
뉘
 그라고 討論을 펴해사 가장 두드러지는 現象은 大部分의 專門家들이 
「찮휩記」는 랜太한 人民性을 떤 팽첼主義的인 作品이라 主張하고 였다 

建H얀 몇늦탓가 多分당l 틀어있다는 전定的안 見解블 보이고 있는 

그리고 이 팎의 數名의 學者들이 「뚫 

펠記]는 人딩性윤 벤 젠大한 文化週뚫이 지 만 그 속에 는 極허 一部分의 

封建8'J인 {生格을 만 곳드 있음윤 指網하고 있다. 마구나 이 作品。l “全，밥 

이 作品에는 反人民的 封는 것 이 다. 討論會에 서 發言한 40餘名 가운데 

學者는 

두 사람 뿐이다. 徐h꺼方‘괴→ 때多띄 

떠만드는學 

養에게만맡 

全孝”의 恩샘、플 表現한 것이 라는 傳統的인 見解-을 그대로 

者가 많다는 것은 매우 플라운 일아 다. 늙은 父당릅 젊은 

다음 다시 퍼 기고 가난한 침안은 아땅곳 없이 科靈를 보리 가 及第한 

딸과 結婚하여 핏따로운r 生活을 누리 면서 , 자기 父母가 죽는것 조 相의 

차 모르는 蔡伯땀카 “全孝‘’플 다한 者라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들 

은 蔡ii:':JP뿜가 칩을 떠난것노 아버이의 g멍鐵1을 띠른 것이었고，:ZK相의 t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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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장가 든것도 끓몇에 의한 것이었으며， 結局윈- 趙五娘이 딩3便을 거 

지 팔로 찾아가 만나서 두 女子가 사아 좋게 한 男便을 섬기는 大團펴l 

을 이루었으나 지난 잘못은 했消된 셉。l 라지만 아무래도 納得。1 가지 

않는다- 더 구나 科學룹 본 다음 父母나 本棄도 매 리 고 --身의 榮華만을 

追求한 그가 “全忠”을 다한 人物야 략니 알 수가 없다. 

이 런 式으로 따진 마띤 中國의 舊劇들 속에 는 封建的 反人EI꾀 평素플 

지녔다고 指稱할 만한 作品이 없게 될 것이다. 1많휩記]에 대한 두名의 

否定論者도 그 作되l을 完全히 否定하치는 못하고 있다. 온 人民이 좋아 

하고 또 藝術뽑을 否定할 수 없는 것이기에 全的으로 反人民的인 有害

한 作品이라 斷定하기는 어려웠을 것야다. 陳多는 「찮휩記」는 本是 民

間傳說을 i닮明이 {훨奇로 改f'p한 것연데， Q*，( fp하는 過程에서 人많性이 

사라지 고 封建(:(J인 作品으로 化하였으냐， 그 속에 는 아직 도 人民感情에 

도 合致되고 共塵主義 社會에셔도 받아들알 수 있는- 傳說 本來의 性뺨 

이 多分히 남아있다 하였다. 徐湖方은 「寶짧記」란 封建敎條를 宣傳하는 

予함 텅어려의 fp品이라 뺀1評하띤서도， 趙五娘에 關한 後半部악 展開는 

짧寶{生을 la 푼윤한 性格의 것 이 라 主張하고 있 다. 

5. r뚫똘記」의 改훌問題 

이 討論험의 第四次 모임 부터는 “-끓댈記]의 폈術技JJ]와 값編問짧‘’ 

플 팩‘-門 IYJ으로 討識파키 위한 小組討論會도 ú~ 러 차레 ~l~캘하고 있다. 

그러나 아 f/F/171을 現實主義的이며 人民性이 강한 ft品이라 主많히는 사→ 

란을로서는 따f인의 理由가 있블 수가 없는 것이다. 改作을- 얘기한 맺 

사란도 모두 民間傳說 처럼 끝버리에는 “趙五娘이 맏받츄에 - 칫넓히고 

蔡伯P뿜는 벼 락을 맞아 죽는 結未”로 고쳐보라든가， 폐I!렁IJ에서 처 렴 끝머 

리 에 張大公이 蔡伯1>뿜를 꾸짖 으며 매 를 치 도록 하자든기 , ←太團 l택 部分

은 갤라내 자는 等의 技葉的인 改作意見이 大部分이 다. 많은 사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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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기자”고 얘기 

어 떤 部分。1 精i華이며， 또 

說明한 사람은 하나도 

“ il，r，i:;i~l은 떼 어 버 리 고 팎R펠;간융 

하띤서 도， ï펀EEi記」데 서 서 떤 갓 이 1꾀;jtI O ] 고 

úi 11덩 케 11jfj’「꽉 너1 이 매 ιl 야 마는기-픔 具-짧댄!으로 

띈을 [y 며하r=:1 든[5뿔평의 

김조?E;a윤 편 두사람은 “一部의 링〈編 

3二강강핫l‘지 만 역시 具體的인 ;쉰法을 

끼~;:펴方의 딴애 의히띤 그 때까지 

Q(써피本 두7] 지가 니왔으나 모두 滿足할 만한 成果:는 뭇 

「갚힘記」에 대]한 1'1建많 또는 A間{生에 대한 評價 自體기

있어서는 더욱 抽象的인 얘기 밖에 할 수 

없다. 

가지고는 問

提示하기에 

)되탐芳의 ç&~퍼 

매하 0:1 

성될히}갤。l 퍼지 않는마”고 

이르지는 돗다고 있다. 

「￡ER리듬딘 이1 

本고} 꺼11l2U겨;으1 

된다 하았다. 

않고 있으니 값廠에 

없었을 ;l 여다. 

”때j차되지 

=-<‘ iillll 結6. 

거
〈
 

그
 

中따에 서 는 中댐 人l긋 全랬에 갤 천 견칠 1씨의 影響力플 認、識하고， 

니
 덕 

그
 

을 改코j둔하여 자끼너1 휩命;r..rrr念윤 宣R훤하는 훤꽉로 심오려 하였다. 

앞-서 자기 너1 文化週塵의 評價나 이 들은 「원휩訂-륜 놓고 븐 배 디X한이l 

“封建主義·資本主義

주륭웰:는 뽑아버리고 파;햄主義따인 것 만을 딴잔시켜라”고 指示했지만 

중에서 

부 딪 치 고 았는 갓 이 마. 드Er:웅평은 이미 향에 에서 

의 

毒草어띤 것이 콰建主義 • 資本主義의 舊딩U 專門家들은 모두 

뭇하고 있는 것이다 1갓은 專門家들이란 모두 知識人플 인 가플 分別치 

反感을 품고 모두 指示에 은근히 젤1젠음 gkf|딘i}라는 렐의 이기 t에문이1 

「판Ef곽記」 낌은 ff-값l의 |치깜도 껴판主쫓떠인 人많性괴→ 藝術性이 獨한 1'1" 

1뒤l 이 다 『텃j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ε 二L모두 좋아하고 있고， 같은 作Iifl은 온 人民이 게다기→ [조E띔記」 

사람들의 苦爛야 

않읍응 찌論 二[ 藝

주§제「원은 겸조5R할 길이 없c:}는대 파{버값파을 主導하논 

좋이하지 었는 갓 갇다. Ekf퍼응 하감 、E먼 人R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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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性은 原作에 比하여 훨씬 退步한 것이 되고 마니 사람의 펴으로는 어 

쩌는 수가 없다. 戰劇改草運動의 境週， 中共 當局이 批*하는 경과 人

民의 뜻은 相反되는 것이었던 듯 하다. I품뀐記」칠- 놓고 괄 째 中共의 

顧劇改함運動은 처음부터 사람의 힘S로는 不可能한 目標의 追求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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