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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전극의 “비극” 연구 현황과 전망 *

71)72)이  창  숙**

1. 20세기 국 희곡 연구의 흐름과 특징

“비극”은 20세기 들어서면서 국희곡 연구를 격발시킨 개념이다. 

1895년 청일 쟁의 패배를 계기로 정치  사회  개 운동이 활발히 

개되면서 희곡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 고, 이를 해 희곡을 

개량하자는 희곡개량운동이 일어났다. 선각 인 국 지식인들은 국민

을 계몽하는 데는 서양의 비극이 합하다고 보고, 이에 “비극” 개념

을 국희곡에 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지 까지 1 세기에 걸쳐 

여러 학자들이 비극 연구에 종사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놓았다.

새 천 년을  앞에 둔 1999년 ≪문학유산(文學遺産)≫ 편집부는 문

학의 각 분야별로 20세기의 연구 성과를 회고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희곡 분야에서는 강보성(康保成), 황사충(黃仕忠), 동상덕(董上德) 세 학

자가 담하고 그 결과를 <희곡연구: 문학과 술 사이에서 거닐다 - 

고 희곡문학 연구 100년의 회고와 망에 한 담화(戱曲硏究: 倘徉于

*71)이 논문은 2003학년도 서울 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 의 지원을 받아서 작

성하 음.

**72)서울 학교 어 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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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學 藝術之間 ─ 關于古代戱曲文學硏究百年回顧 前景展望的談話)>

라는 제목으로 ≪문학유산≫ 1999년 제1기에 발표하 다. 이 담에서 

100 년의 연구사를 5 단계로 나 어 회고하 다.

제1단계: 20세기 부터 1937년까지 “항 (抗戰)” 까지

제2단계: 1937년부터부터 1949년까지

제3단계: 1949년부터 1966년까지

제4단계: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제5단계: 1978년부터 지 까지1)

100년 동안 희곡 연구는 다방면에서 수많은 업 을 거두었다. 고  

희곡에 한 연구는 작가론, 작품론, 역사, 비평론, 양식론(쟝르론), 연

출론(배우와 연기) 등의 역으로 별할 수 있다.

의 국 학술의 성과를 검토할 때 국공산당과 국무원의 정책

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에 주의해야 한다. 개  개방 정책이 

확고해진 1986년에 하사시(夏寫時)는 <연극이론의 개조와 갱신(論戱劇

理論的改造和更新)>에서2) 50년 부터 70년 까지는 연극이론이 체계를 

형성하 으며 이에는 3 가지 약 이 있다고 지 한 바 있다.

1) 이 시기구분법은 20세기 국 학술사에 보편 으로 용한다. 임계유(任繼愈)

는 1991년 싱가포르국립 학 문과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한학 연구의 회

고와 망”의 주제강연에서 1949년 이후의 국 학술연구의 시기를 3 단계로 

나 었다. 1949년부터 1966년까지의 제1단계, 1967년부터 1976년까지의 제2단

계, 1977년 이후의 제3단계. < 국의 한학 연구(漢學硏究在中國)>, 임서 ((林

徐典) 편, ≪한학연구의 회고와 망(漢學硏究之回顧 前瞻) 문학언어권(文學

語 卷)≫(北京: 中華書局, 1995), p.20.

2) ≪ 국연극비평론(論中國戱劇批評)≫(濟南: 濟魯書社, 1988).『연극계(戱劇界)』 

1986年 第4期에 원재(原載).



중국 고전극의“비극”연구 현황과 전망 _ 이창숙 _ 95

1. 지령형(指令型)이지 계시형(啓示型)이 아니다.

2. 폐쇄형이지 개방형이 아니다.

3. 응고형이지 발전형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약 을 뒤집어 보면 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문화

명이 끝날 때까지 희곡 이론 연구에는 공산당과 정부의 지침이 강하게 

작용하 다는 뜻이 된다. 정치  필요에서 권력이 개입하여 도출된 이

론에는 사실상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이단은 철 히 배척되었다. 이 

시기에는 자연히 “홍수(洪水)” 는 “맹수(猛獸)”로 인식된 서양의 연

극이론은 활발히 소개되기는 어려웠다.

내부의 토의를 거쳐 발표되는 이론은 바로 지령으로 작용하여 해석

되고 확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론의 변화는 역시 정치  상황에 좌우되며, 정치의 도가 바 면 

이론의 도도 바 다. 문 이 끝난 70년  말부터 2 가지 새로운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사시는 지 하 다. 서양의 연극 이론과 작품

은 국에게 신선하고 가치 있는 내용임을 공인하 고, 따라서 물 듯

이 서양 연극이 소개되었다.3) 한편 국 고  근 의 연극 이론도 공

백이 아니며 그 성취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을 발견하 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서양 연극과 그 이론에 

한 소개는 물론 국과 서양의 연극 작품  이론에 한 비교 연구

가 다방면에서 활발하다. 특히 비극의 이론과 작품에 한 비교 분석

은 많은 학자들이 논 를 양산하고 있다.

3) 일례로 진수죽(陳瘦竹)은 1986년에 “구미 희극이론 개술(歐美喜劇理論槪述)”을 

발표하 다. ≪연극이론문집(戱劇理論文集)≫(北京: 中國戱劇出版社, 1988), 

p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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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희곡의 “비극”론

국비극 연구의 성과를 정리한 한국내의 업 으로는 하경심 교수

가4) 1999년에 발표한 < 국의 고 비극 연구경향과 문제 에 한 일

고찰>이5) 있다. 20세기 부터 1990년  말까지 국에서 벌어진 비극

에 한 논의를 개 하 다. 특히 80년  이후의 논의에 비 을 두어 

논의하고, 그 문제 을 짚고 망을 제시하 다.

국에서는 2005년 양재홍(楊再紅, 1972- )이 <20세기 국고 비극 

연구의 회고와 반성(20世紀中國古典悲劇硏究的回顧 反思)>으로6) 100

년 연구사를 간략하게 정리하 다. 여기서 비극 연구의 시기를 크게 4 

단계로 구분하 다.

1단계: 王國維로부터 1949년까지. 주요 관념이 도입, 확립된 시기.

2단계: 1949부터 1970년대 말까지. 마르크스주의 비극관이 천하를 

통일한 시기. 중국전통희곡에 비극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함.

3단계: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고전비극의 존재를 긍정, 희곡예

술의 민족적 특징에 착안, 중서비교가 성행.

4단계: 90년대말부터 지금까지. 반성의 단계.

의 시기 구분은 20세기 국학술사에서는 분야를 불문하고 일반

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각 단계의 국 정치 상황의 변화가 다른 

역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다만 반성의 단계로 설정한 제4단계는 그 이

과 구분 지을 만한 뚜렷한 특징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간의 비극론

4) 연세  문과.

5) ≪ 국희곡(中國戱曲)≫(서울: 한국 국희곡학회), 제7집, pp.61-83.

6) ≪문 이론연구(文藝理論硏究)≫, 2005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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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하는 논의가 다수 나오기는 하 으나 여 히 3단계의 연구경향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 비극 부정론

“비극”이란 용어를 가장 먼  사용한 국인은 아마 장 운(蔣觀雲, 

1866-1929)일 것이다. 그는 1901년 일본에 유학하 으며, 이 때 일본의 

언론에서 국의 연극계가 유치하고 속하다고 비꼬는 기사를 보았

다. 귀국하여 1904년에 < 국의 연극계(中國之演劇界)>라는 문장을 발

표하 다.7)

나는 일본의 신문에서 국의 연극계는 유치하고 속하여 아지당에 올

릴 수 없다고 비방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  말하기를 “ 국의 연

극에는 희극만 있고 비극이 없다.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장면이 꼭 있어 사

람들의 갈채는 주로 여기에서 받으니 비루한 악습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롱

과 비난이 매우 많지만 여기서는 다만 두 가지만 말하 을 뿐, 참으로 우리

나라 연극계의 폐단을 지 하 다.

……

요컨  연극계의 가작은 모두 비극이며 희극은 없다. 연극계에 비극이 많

으면 사회에 복을  수 있으니 사회에 경사가 생기는 원인이다. 연극계에 

희극이 많으면 사회에 재앙을  수 있으니 사회에 참사가 생기는 원인이다. 

그 효과는 이와 같이 다르다.8)

당시는 “구극( 劇)” 즉 통 희곡 개량에 한 논의가 활발하 으

며, 논의의 주지는 국민을 깨우치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희곡을 만들

자는 것이었다. 이 문장에도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심지어 그

7)  ≪신민총보(新民總報)≫.

8) 진다(陳多)․엽장해(葉長海) 선주(選注), ≪ 국역 극론선주(中國歷代劇論選注)≫

(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87),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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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00년 의화단(義和團) 운동에서 100만이 죽은 것도 희곡의 투 연

기가 근  쟁의 개념을 알려 주지 못한 탓도 있다고 보았다.9) 

호 (胡適)은 1918년 <문학 진화 념과 연극 개량(文學進化觀念 戱

劇改良)>에서 국에는 비극 념이 없다고 진단하 다.

국문학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비극 념이다. ‘단원(團圓)에 한 미신’은 

국인의 사상이 박약하다는 확실한 증거[鐵證]이다. 작가는 실제 세상에서

는 뜻 로 되지 않는 일이 부분이며, 세상일은 시비가 도되지 않으면 생

이별 사이별임을 잘 알고 있지만, …… 선악과 보응이 분명하다고 한다. 그

는 을 감고 천하의 비극과 참극을 보려 하지 않으며 천도의 도와 참혹

을 사실 로 묘사하려 않으며, 그  지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

려고 할 뿐이다. 이것은 거짓말의 문학이다. …… 그러므로 이런 ‘단원’의 소

설과 연극은 머리가 멍청하고 사고력이 박약한 문학으로서 사람을 심사숙고

와 반성으로 이끌 수가 없다.10)

노신(魯迅)도 비극의 부재는 국 “국민성의 문제”라고 지 하 으

며,11) 비극이 없는 국문학은 “기만과 사기[瞞和騙]”의 문학이라고 독

설을 퍼부었다. 주 잠(朱光潛, 1897-1986)은 ≪비극심리학(悲劇心理學)

≫에서12) “사실상 연극은 국에서 거의 희극의 동의어이다(事實上, 戱

9) 장 운, 의 . “이 게 말하 다.‘ 국 연극의 쟁 연기는 여 히 옛날 방

법을 써서 일 일로 칼과 창으로 싸우니 그 쟁은 어린 아이의 놀이 같아서 

인민들에게 근세 쟁의 념을 키워 주지 못한다.’(생각건  의화단의 기는 

병법을 몰라 오로지 극장의 격식만 배워 경자년 백만이 죽고 일패도지하는 

화를 키웠다. 쟁 연기를 새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재앙이 이와 같다.)” 

의 책, p.434.

10) ≪신청년(新靑年)≫第5卷第4号, 1918年 10月.

11) “그리하여 역사 으로는 단원을 이루지 않은 것도 소설에서는 왕왕 단원을 

이루어 주며, 보응이 없는 것에 보응을 주어 서로 속인다. 이것은 실재로 국

민성의 문제이다.” < 국소설의 역사  변천(中國 說的歷史變遷)>, 1924.

12) 자의 랑스 스트라스부르 학(Université de Strasbourg) 박사학 논문으

로서 문으로 작성하 으며, 1933년 스트라스부르 학출 부 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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劇在中國幾乎就是喜劇的同義詞)”라고13) 하여 국에는 비극이 없다고 

진단하 다.

20세기 부터 1949년까지 비극 논의는 부정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서양 비극의 개념, 특히 아리스토텔 스의 개념을 용하면 국 희곡

에는 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거의 모든 작품이 행복한 

결말 ― 단원(團圓)으로 끝나는 국희곡에는 서양 비극의 개념으로는 

당연히 비극이 있을 수 없다.

최근에 국 고  비극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은 장평인(張平仁)이

다.14) 그는 비극이라는 개념은 국고 희곡 연구에서는 버려야 할 개

념이라고 규정하 다. 국에는 서양 비극과 같은 개념과 이론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국의 고  문학이론에서 “원보(怨譜)”, “고희(苦戱)”, 

“애곡(哀曲)” 등의 개념으로 비(悲), 처(凄), 원(怨)의 정감  특징을 가

진 희곡을 지칭하 으나 “원보”와 비극은 거리가 멀다. 원보설(怨譜說)

은 주로 정감의 경향과 표 수법에서 본 것이지 비극의 내포(內包)와는 

맞지 않는다. 비극은 하나의 심미 범주로서, 그 기본 내포는 모든 시  

모든 민족의 비극을 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상의 진

지성, 풍격의 순정성 등의 에서 보면 국희곡에는 엄 한 의미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3년에 화명(華明)은 정감의 특징과 술풍격으로 보면 서양 고

비극은 공포, 연민, 엄숙, 숭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로 일 하는[一

悲到底]는 순정한 풍격을 추구하지만, 국희곡은 원잡극의 소수 외

1983년 북경의 인민문학출 사에서 역본을 출간하 다.

13) p.218.

14) < 국고 비극 연구의 반성(中國古典悲劇硏究反思)>, ≪ 술백가(藝術百家)≫, 

2001年 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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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면 고(苦)와 낙(樂)이 엇섞여 있다. 국희곡에서 비극성과 희

극성은 풍격의 차이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한 

희곡의 기원에서 보면 국희곡은 서양연극처럼 희와 비가 확연히 나

뉘지 않는다고 하여 국희곡의 비극을 부정하 다.15)

2) 비극 긍정론

(1) 왕국유의 선언과 10  비극의 확정

왕국유(王國維)는 장 운과 같은 해에 <홍루몽 평론(紅樓夢評論)>에

서 국에는 비극이 없음을 지 하 다.16) 역시 단원 결말 때문이었

다. 비극이 없는 국희곡의 실에 치부심했을 그는 1907년 무렵부

터 희곡 연구에 심 을 기울여 결국 국고 극에서 “비극” 는 비극

다운 작품이 있다고 선언한다. 1912년 ≪송원희곡고(宋元戱曲 )≫에서 

국에도 비극이 있음을 선언하 다.

명나라 이후 기(傳奇)는 희극 아닌 것이 없으나 원나라 때는 비극(悲劇)

이 있다. 남아 있는 작품으로 말하면 ≪한궁추(漢宮秋)≫, ≪오동우(梧桐雨)

≫, ≪서 몽(西蜀夢)≫, ≪개자추(介子推)≫, ≪체살처(替殺妻)≫ 등은 처음으

로 이른 바 헤어졌다가 만나고 막혔다가 트이는 일이 없다. 가장 비극성이 

강한 것[其中 有悲劇之性質 ]은 한경(關漢卿)의 ≪두아원(竇娥寃)≫, 기군

상(紀君祥)의 ≪조씨고아(趙氏孤兒)≫이다. 극 에 악인이 섞여 있기는 하지

만 주인공의 의지로 불속에 뛰어드니 세계의 비극에 나란히 세워도 역시 

15) <비극의 용어와 용어의 비극(悲劇的話語 話語的悲劇)>, ≪ 국비교문학(中國

比 文學)≫,  2003年 第2期.

16)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은 세속 이며 낙천 이라 그 정신을 표하는 희곡

과 소설에는 낙천  색채가 없는 것이 없다. 슬픔으로 시작한 것은 기쁨으로 

끝나고 이별에서 시작한 것은 만남으로 끝나고, 막힘에서 시작한 것은 트임으

로 끝나니 이 지 않고서는 독자의 마음을 채우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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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색이 없다.17)

왕국유의 이 선언은 후세 학자들에게 과옥조로 작용하여 국 

통 희곡에 비극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이후 1949년

부터는 마르크스주의 향 아래 문학 연구에는 사회학  특징이 농후

하게 스며들었다. 국 비극 탄생의 근원은 사회의 부조리와 악한 세

력의 압박 등 외부  요소에 귀결시켰으며, 그 주인공은 부분 피압

박 하층민이다. 비극의 가치는 암흑을 폭로하고, 시 를 반 하며, 인

민의 반항정신을 체 하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80년 에는 결국 국가  사업으로 국 고 희곡에 10  비극을 규

정하기에 이른다. 1980년 8월에 상해문 출 사가 조경심(趙景深), 곽소

우(郭紹虞), 주동윤(朱東潤), 장공양(蔣孔陽)을 비롯하여 상해의 연극, 

미학, 문 이론 연구자들을 청하여 국 고 극의 비극과 희극에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의제는 국 고 극을 비극과 희극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지, 어떤 표 으로 비극과 희극을 감별한 것인지, 그 표

작은 무엇인지 등이었다. 이 토론의 결과는 1983년 ≪ 국고 비극희

극론집(中國古典悲劇喜劇論集)≫으로 출간되었다. 비극과 희극의 구분

과 분석은 국 희곡의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으며, 

일부 학자는 부분 단원으로 끝나는 국고 극을 비극과 희극으로 

분류하기는 부 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18)

이와 동시에 1980년 고등교육부는 왕계사(王季思)에게 고  비극을 

확정하는 사업을 임하 다. 왕계사는 주(廣州)의 산 학(中山大

17) ≪송원희곡사(宋元戱曲史)≫(상해: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p.121.

18) 해옥 (解玉峰), <“비극”, “희극”과 국희곡 연구  기타(“悲劇”, “喜劇”

中國戱曲硏究及其他)>, http://chin.nju.edu.cn/dbzp_show.net?id=17&ai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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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을 심으로 장경(張庚) 곽한성(郭漢成)을 비롯한 북경의 학자와 조

경심(趙景深)을 비롯한 상해 학자들의19) 합작으로 고 극에서 10 편을 

골라 ≪ 국십 고 비극집(中國十大古典悲劇集)≫을 출간하 다.20) 10

 비극은 아래와 같다.

원잡극(元雜劇): 관한경(關漢卿)의 두아원(竇娥寃), 마치원(馬致遠)의 

오동우(梧桐雨), 기군상(紀君祥)의 조씨고아(趙氏孤兒)

명전기(明傳奇): 고명(高明)의 비파기(琵琶記), 맹칭순(孟稱舜)의 교홍

기(嬌紅記)

청전기(淸傳奇): 이옥(李玉)의 청충보(淸忠譜), 풍몽룡(馮夢龍)의 정충

기(精忠旗), 홍승(洪昇)의 장생전(長生殿), 공상임(孔尙任)의 도화선

(桃花扇), 방성배(方成培)의 뇌봉탑(雷峰塔).21)

10  비극의 확정은 왕국유가 ≪두아원≫과 ≪조씨고아≫를 세계의 

비극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천명한 이후로 국희곡의 비극을 

찾기 하여 국가 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후 사백량(謝柏粱)은 

1993년 ≪ 국고 비극사강(中國古典悲劇史綱)≫을 출간하 으며, 여기

에서는 총 173 편의 국 고 극이 비극이라고 주장하 다.22) 양건문

(楊建文)은 1994년에 ≪ 국고 비극사(中國古典悲劇史)≫를 출간하

다. 90년  반에 이르러 국 고 극에서 비극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 되어버렸다.23) 2003년에는 국가학술사업으로 웅원의

19) 국의 희곡 연구 심지는 주(廣州), 상해(上海)와 남경(南京), 북경(北京)이

다. 이밖에 산서성(山西省) 임분(臨汾)은 희곡의 고고학  연구의 심지이다.

20) 왕계사(王季思) 주편(主編), 상해(上海): 상해문 출 사(上海文藝出版社), 1982.

21) 왕계사 주편(主編), ≪ 국십 고 비극집(中國十大古典悲劇集)≫(上下), 상해: 

上海文藝出版社, 1982.

22) 구체 으로는 원잡극 25, 명 기 36, 명잡극 25, 청 기 65, 청잡극 25 편이

다. ≪ 국고 비극사강(中國古典悲劇史綱)≫, 上海 : 學林出版社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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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元義) 여삼정(余三定)이 “ 국비극론(中國悲劇論)” 연구를 시작하

고, 그 일부는 이미 발표되었다.

(2) 국 비극의 특징

20세기  비극 부정론자들이 본 로 국의 희곡에는 서양의 비극 

개념, 특히 아리스토텔 스의 비극의 정의에 맞는 작품이 없다. 이에 

국학자들은 비극의 국  정의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 국십

고 비극집≫을 편찬할 때 용한 별 기 은 아래의 5 가지이다.

1. 인물의 전형: 비극 인물의 전형이 있는가를 본다.

2. 총체적 경향: 작품의 총체적 경향을 파악한다.

3. 작가의 태도: 비와 희는 작가가 묘사할 사물을 다루는 태도이다. 

작가가 유감으로 생각하면 그 작품은 비극이다.

4. 비(悲)가 주류, 희(喜)는 부차적: 중국희곡에는 비와 희가 섞여 있

지만, 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희도 있다. 비를 드러내기 위

해 희를 사용한 작품은 비극이다.

5. 심미 감정: 미학적 범주에 의거해 비극과 희극을 판별한다. 비의 

심미 감정을 충분히 표현했다면 그 작품은 비극이다.24)

의 기 으로 확정한 10  “비극”의 국  특징을 왕계사(王季思) 

소선인(蕭善因) 문빈(焦文彬)이 공동 작성한 ≪ 국십 고 비극≫의 

< 언(前 )>에서는 “민족형식(民族形式)”과 “ 술풍모(藝術風貌)”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4 가지로 개 하 다.

23) 1982년에는 10  비극도 확정, 출간하 으며, 1989년에는 곽한성의 주도로 

10  희비극[悲喜劇]도 확정, 출간하 다.

24) 양건문(楊建文), ≪ 국고 비극사(中國古典悲劇史)≫(무한: 무한출 사, 1994). 

하재철, <中國古典悲劇硏究>(혜 학논문집, 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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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사람, 특히 피압박 부녀자의 비극 형상을 창조하여 국인의 숭고한 

사상  품격과 정신  면모를 체 하 다. 서양 비극과 다른 이유는 오랜 

건사회에서 하층민 특히 부녀자들은 가정 노 의 지 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비극의 사회작용, 특히 미감(美感)의 교육작용이 뚜렷하다. 교육작용은 비

극 주인공의 성격의 두 방면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극  악의 세력에 

한 증오와 투쟁이며, 둘째는 함께 박해 받는 자에 한 동정과 보호이다.

3. 고 비극의 구조는 완 하고 변화가 풍부하여 비극의 정에 이른 다음 

원만한 결말을 맺는다.

4. 가사의 비장미가 사람을 감동시킨다.25)

이 4 가지는 국희곡은 어떻게 해석해도 결국 서양 비극의 개념에

는 맞지 않으므로 국 희곡 특유의 비극  특징을 규정한 것이다. 주

인공은 웅이 아닌 평민이며, 비극의 작용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교

육이다. 완 하고 변화 많은 구조는 단원 결말에 한 변명이며, 가

사의 비장미는 주요 사가 운문인 국희곡의 장 이다.

이후로 국 비극의 감별 기 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국

 비극의 특징을 더욱 정교하게 규정해 나간다. 1990년에는 국고  

10  비극 확정에 참여한 문빈(焦文彬)이 ≪ 국고 비극론(中國古典

悲劇論)≫으로26) 국  비극론의 체계화를 시도하 다. <상편(上篇) 

국고 비극개론(中國古典悲劇槪論)>은 롯, 역 의 비극 , 비극의 

감별 표 과 분류, 발 사, 비극 인물과 충돌, 결말 처리  국의 역

사와 비극의 계 등 다방면에서 이론의 틀을 제시하 다. <하편(下

篇)>에서는 원잡극의 비극을 구체 으로 분석하 다. 한 상편의 “제

10장 아시아  생산방식과 국비극”에서 아시아  생산방식이 국인

의 사상과 심리, 국고 비극의 민족  특색을 결정하 다고 주장하

25) ≪ 국십 고 비극집(상)≫(상해: 상해문 출 사, 1982), pp.15-25.

26) 서안(西安): 서북 학출 사(西北大學出版社),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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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비극의 정의에서 서양의 것과는 뚜렷한 경계선을 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후의 비극론에서는 서양과 국의 비교가 

활발히 진행된다. 

80년  이후 지 까지 여러 학자들이 국 비극의 특징 규명에 뛰어

들어 여러 가지 논의를 양산하 다. 국 비극을 둘러싼 갖가지 논의

를 롯, 비극의 주체(주인공), 정감, 심미풍격, 가치(효용) 그리고  단

원 결말 등의 방면으로 나 어 고찰할 수 있다.27)

롯

국비극의 롯은 이 이라는 데에는 논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

다. 롯은 “희 - 비 - 희 - 비 - 비(大悲) - 소희( 喜)”의 형식으로 

배치되어 “고락상착(苦樂相錯)”과 “희비상승(喜悲相乘)”을 추구하는 바, 

“ 비”까지가 주 롯이며, 마지막의 “소희”를 부 롯으로 간주한다.

왕계사 등의 < 국십 고 비극집 언>에서 원잡극은 단일 롯이

나 남희와 기는 이  롯이라고 개 하 다. 국 비극의 결말은 

청렴한 리나 개명(開明) 군주가 등장하여 원(寃)을 풀어 주거나, 선경

(仙境) 는 몽경(夢境)에서 단원(團圓)을 이루거나, 피압박자가 계속 

투쟁하여 승리한다.28) 이런 결말이  하나의 롯으로 작용하므로 결

말 이 까지의 롯과 함께 이  롯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송상립(宋常立)은 원잡극(元雜劇)에도 정부(正副) 두 롯이 있다고 

보았다.29) 정 롯은 비극 충돌이 발생하고 발 하여 결말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비극이 비극이 되는 가장 기본 인 요소이다. 부 롯은 단

27) 양재홍, 의  참조.

28) 왕계사 등, 의 . 

29) ≪ 국고 비극희극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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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결말로서 정 롯의 비극충돌이 끝난 다음 새로이 개되는 것이라

고 하 다.

단강려(段江麗)는 비극 충돌이 극 체의 주도 인 지 와 체 

롯의 부분을 차지하여야 하고, 단원은 비극 충돌이 끝난 다음 새로

이 개되는 것으로 비극 충돌의 유기 인 부분이 아니어야 비극의 조

건을 충족한다는 다소 엄격한 견해를 표명하 다.30)

비극의 주체(주인공)

왕계사 등의 < 국십 고 비극집 언>에서 이미 밝혔듯이 국고

비극의 주체는 부분 “보통 인민”, 특히 피압박 부녀자이다. 이들은 

국 인민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체 하 다고 본다. ≪두아원(竇娥

寃)≫의 ‘두아’, ≪비 기(琵琶記)≫의 ‘조오낭(趙五娘)’, ≪교홍기(嬌紅

記)≫의 ‘왕교낭(王嬌娘)’, ≪뇌 탑(雷峰塔)≫의 ‘백소정(白素貞)’, ≪도

화선(桃花扇)≫의 ‘이향군(李香君)’, ≪조씨고아(趙氏孤兒)≫의 ‘정 (程

潁)’ 등은 서양비극의 주인공과는 조 인 평민들이다. 비극의 주인공

에 평민, 특히 부녀자가 많은 원인으로서 국의 오랜 건사회에서 

하층민들은 노 와 같았고, 특히 부녀자는 반압박 투쟁에서는 남성보

다 용감하 던 역사  배경을 들었다. 한 국희곡은 부분 민간 

인의 공동 창작물로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이 주 소재가 되었

다.31)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의 논지를 계승, 확충하고 있다. 정 인

30) < 국고 비극의 감별 표 을 논함(論中國古典悲劇的鑑別標準)>,≪ 국문학

연구(中國文學硏究)≫, 1994年第1期(總第32期).

31) 왕계사 외, < 국고 비극 언>, ≪ 국고 비극집(상)≫(상해: 상해문 출

사, 1982),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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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傳寅)은 서양 고 비극의 주인공은 기본으로 “힘(力)” 있는 강자(남

성)이지만, 국 고 비극은 “덕(德)” 있는 약자(여성)이며, 정의의 화신

이라고 비교하 다. 그 원인으로서 서양은 숭고를 강조, 국은 비민을 

드러내기 함이라고 하 다. 유약한 인물은 국고 비극의 선명한 

특색인 바, 이는 강자를 미워하고 약자를 동정하는 농업사회의 문화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32)

주효림(周曉林)은 국고 비극이 서양고 비극과 다른 을 거론하

면서 비극 충돌은 윤리 인 선악의 충돌로서 ≪두아원≫을 비롯한 십

 고 비극의 주요인물은 선과 악을 표한다고 보았다. 인물은 도덕

의 화신이며, 개성은 인품에 종속된다고 하 다.33) 

비극의 주체는 보통 모순 충돌의 피동자이다. 주인공들은 “怨而不怒”

의 형으로서 고난을 견디는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을 표 하기는 

하나 불합리한 실에 반항하려는 의식과 각오가 근본 으로 없다.

비극인물의 항쟁 형식에 따라 작품과 인물을 분류한다. 3분법을 

로 든다. 첫째 “정 해형(精衛塡海型)”으로 원혼으로 남아 복수를 달

성하는 인물로서 ‘두아’가 표 이다. 둘째 “우공이산형(愚公移山型)”

으로서 후손이 복수를 달성하는 경우로 ≪조씨고아≫가 있다. 셋째 

“백이불식주속형(伯夷不食周粟)”으로서 항쟁할 힘은 없으나 투항하지도 

않는 인물로서 ≪도화선≫의 주인공들이 그러하다.

정감

많은 연구자들이 국비극은 주로 비민(悲憫)과 애원(哀怨)의 정감을 

32) < 국고 비극 2제(中國古典悲劇二題)>, ≪무한 학학보 철학사회과학 (武漢

大學學報 哲學社 科學版)≫, 1997年第6期(總第233期), pp.88-95.

33) <≪두아원≫으로부터 본 국고 비극의 민족  특징(從≪竇娥寃≫看中國古

典悲劇的民族特徵)>, ≪서화사범 학학보(西華師範大學學報)≫, 2005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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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내지 공포와 숭고를 특징으로 삼지 않는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

한다. 왕부인(王富仁)은 고 의 신화부터  소설과 극본에 이르기까

지 비극( ) 서사 작품을 “비정비극(悲情悲劇)”과 “숭고비극(崇高悲劇)”

으로 나 고, 비정비극이 부분이라고 하 다.34) 정 인(鄭傳寅)은 

“비민은 비극 미감의 기 로서 비민이 없으면 비극도 없다(悲憫是悲劇

美感的基礎, 沒有悲憫也就無所 悲劇)”고 하 다. 비극이 주는 쾌감에

서 서양비극은 단일하지만, 국비극은 희와 비가 섞여 있다. 그 원인

은 욕망과 감정을 도(道)와 (禮)로 제하여 “애이불상(哀而不傷)”, 

“원이불노(怨而不怒)”, “온유돈후(溫柔敦厚)”의 감정을 유지해야 하는 

유가(儒家) 윤리에서 찾고 있다.35)

비극의 “비(悲)”의 정감을 강조하여 비극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수동(朱壽桐, 1958- )은36) 연극의 정감의 

기조로 비극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즉 서양의 극은 연극

의 정서를 문제 삼지 극  충돌을 연극의 본질로 삼지 않는다. 그러므

로 연극이 주는 정감의 체험이 비극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사

백량(謝柏粱)은 극본의 “비(悲)”가 비극을 별하는 최고의 원칙이라고 

하 으며,37) 양건문(楊建文)은 의경(意境)의 측면에서 극의 총체  경

향, 즉 “고생길[苦境]”의 창조라는 에 착안해야지 결말만 시해서는 

아니된다고 하 다.38)

34) <비극의식과 비극정신(悲劇意識 悲劇精神)>(상하편), ≪강소사회과학(江 社

科學)≫, 2001年第1期, 2001年第2期.

35) 정 인, 의 .

36) 강소성(江 省) 출신으로 남경 학(南京大學) 문과 교수이다.

37) ≪ 국고 비극사강(中國古典悲劇史綱)≫, 上海 : 學林出版社 , 1993.

38) ≪ 국고 비극사(中國古典悲劇史)≫(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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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 풍격(風格)

국 비극의 심미 풍격으로는 “음유(陰柔)”, “ 화지미(中和之美)”, 

“도덕지미(道德之美)” 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임강(林剛)은 국고

미학에서 강조하는 화지미(中和之美)가 비극 창작에서 “애이불상

(哀而不傷)”으로 표 된다고 하 다.39)

여 화는 국고 비극의 미학 품격(品格)은 세속 이며 소도( 道)

에 속하는 것이며, 서양고 비극은 숭고하며 아(大雅)에 속한다고 하

다. 그러나 그는 이는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고 의 차이는 없다고 

하 다.40)

비극의 가치

왕계사 등은 < 언>에서 국비극은 미감(美感)의 교육 작용이 뚜렷

하다고 주장하 다. 범려민(范麗敏)은 이 논지를 이어 국고 비극의 

가치는 교화의 쾌감에 있다고 보았다. 서양비극의 가치는 주로 심미  

동정으로서 이지 인 이해와 단, 사고를 일으키고, 국 비극의 가치

는 주로 도덕  동정으로서 정감 인 체험과 식별, 자증(自證)을 얻는

다. 서양 비극은 연민과 공포에서 숭고에 이르는 정화의 과정에서 쾌

감이 나오고, 국비극은 연민과 비분에서 숭경(崇敬)에 이르는 교화의 

과정에서 쾌감이 나온다는 것이다.41)

39) < 국과 서양 고 비극의 미학 품격 비교론(中西方古典悲劇美學品格之比

論)>, ≪감남사범학원학보(贛南師範學院學報)≫, 1995年第4期.

40) < 국 서양 비극의 낙 성을 논함(淺談中西古典悲劇的樂觀性)>, ≪남경화공

학학보 철학사회과학 (南京化工大學學報 哲學社 科學版)≫, 2001年第2期

(總第8期), p.64.

41) < 국고 비극가치론(中國古典悲劇價値論)>, ≪사회과학 선(社 科學戰線)≫, 

2002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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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원에 한 논의

국고 희곡 작품의 부분은 단원(團圓, reunion)으로 끝난다. “단

원”은 원래 만남, 재결합 는 보름달처럼 둥 을 뜻한다. 희곡에서는 

주인공 는 일가가 비환이합(悲歡離合)을 겪은 후 마지막에 다시 만나 

행복해지는 결말을 일컫는다. 선과 악의 결이 반복되다가 선인은 복

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결말도 모두 단원이다.42) 슬픔은 기쁨으로, 

이별은 만남으로, 막힘은 트임으로 바 어 원만하게 는 행복하게 끝

을 맺는다. “ 명의 꼬리[光明的尾巴]” 는 “환락의 꼬리[歡樂的尾巴]”

라고도43) 부르는 단원은 국희곡 작품에서 비극을 부정하게 만든 가

장 큰 요인이다.

단원에 해서는 비극 정론자들 사이에서도 정과 부정이 공존한

다. 부정  입장은 “ 명의 꼬리”는 비극 작품의 비극성을 깎아내려 

국희곡에 비극의 빈곤을 조성한 원인이 된다고 여긴다. 반면, 정  

입장은 단원에 하여 갖가지 이유와 찬사를 부여한다. 어떻게든 이 

단원에 비극  색채 는 국  비극론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희곡의 비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원의 분류

희극 인 작품의 단원은 비극론의 상이 아니다. 다만, 희극 는 

희극 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비극 인 거리에 단원을 붙임으로써 희

극( )으로 바  작품이 많으므로 단원에 한 논의는 국희곡 체를 

상으로 해야 한다.

42) 산인(山人), < 국희곡의 “ 단원” 모식(中國戱曲的“大團圓”模式)>, ≪Reading 

and Writing≫, 2004年第8期, p.32.

43) 단원 결말을 조롱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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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계사 등의 < 국고  10 비극 언>에서 비극의 단원을 3 가지

로 나 었고, 이에 해 두분가(杜奮嘉),44) 방건무(方建武)45) 등 여러 

학자들이 자세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송성빈(宋成斌)과 왕지용(王志

勇)은 단원 결말의 유형을 4 가지로 나 었다.

1. 복수형: 주인공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지만 결국 승리한다. ≪조씨

고아≫, ≪두아원≫.

2. 보상형: “가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훼멸된 후 초현실적 수법으

로 한을 달랜다. ≪교홍기(嬌紅記)≫, ≪장생전(長生殿)≫.

3. 인과응보형: “가치 있는 것”이 훼멸된 후 제왕이나 귀신이 잘못을 

바로잡는다. ≪청충보(淸忠譜)≫, ≪정충기(精忠旗)≫.

4. 조화형(調和型): “가치 있는 것”이 훼멸되려 할 때 외계의 힘이 상

황을 역전시켜 주인공은 훼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결과

를 얻는다. ≪장협장원(張協壯元)≫, ≪비파기(琵琶記)≫.46)

단원의 원인과 효용

단원의 원인과 가치에 해서는 논자들 사이에 본질 인 차이는 없

다. 유가, 도가, 불교 등 국 통 사상과 미학의 체계  국인의 

사유와 심리에서 단원의 원인을 찾는다. 결말에서 단원을 까닭을 유가

의 용(中庸), 도가의 무 (無爲),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에서 찾기

도 하고,47) 민족  사유방식과 통 미학에서 찾기도 한다.48) 그러나 

44) < 국고 비극 “ 단원” 결말의 심리 기질(中國古典悲劇“大團圓”結局的心理基

質)>, ≪ 국문화연구( 국문화연구(中國文化硏究)≫, 1996年夏之卷(總第12期).

45) < 국고 비극의 단원 결말을 간단히 논함(淺論中國古典悲劇的大團圓結

局)> 참조. ≪은도학간(殷都學刊)≫, 2000年.

46) <우리나라 고 비극의 “ 단원” 결말과 그 원인(我國古典悲劇的“大團圓”結局

及其成因)>, ≪심양농업 학학보 사회과학 (瀋陽農業大學學報 社 科學版)≫, 

第6卷 第4期,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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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자들 사이에 용어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  의미의 차이는 없다.

정론자들은 단원은 화미(中和美), 화해미(和諧美)의 희곡  체

이라는 데에 일치한다. 장경(張庚)과 곽한성(郭漢城)은 단원으로 끝나는 

국희곡 일반의 구조에 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 다.

연극의 풍격에서 인 비와 희의 구분은 없으며, 비와 희의 요소가 

결합하여 선과 악, 시와 비의 강렬한 비를 이루며, 아울러 명의 결말을 

보여 다. …… 여기서 모든 것은 명랑 활달 분명 강렬하며 동시에 당하

고 조화로우며 화 이다.”49)

“ 명의 결말”은 곧 단원 결말을 말한다. 20세기 에 장 운, 왕국유, 

노신, 호  등이 국희곡의 가장 큰 결 으로 꼽았던 단원이 이제 최고

의 심미 표  ― 화미를 실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탈바꿈하 다.

여러 논자들이 의 논지를 따라 단원에 해 동어를 반복하며 확  

해석하고 있다. 송가량(宋佳良)은 송원 이후 꽃핀 희곡 술도 화미를 

추구하고 체 하 다고 본다. 고 희곡의 애정극은 부분 “만남(訂情) 

- 시련(波折) - 단원(團圓)”의 삼단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군 의 사랑

의 자유에 한 갈망과 매사에서 원만을 추구하는 “ 화”형 (심미)심리

를 표 한다. 실생활에서 얻지 못한 행복을 희곡에서 추구하고, 실생활

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순을 희곡에서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50)

47) 두분가(杜奮嘉), < 국고 비극 “ 단원” 결말의 심리 기질(中國古典悲劇“大

團圓”結局的心理基質)>, ≪ 국문화연구(中國文化硏究)≫, 1996年夏之卷(總第

12期).

48) 송성빈(宋成斌)․왕지용(王志勇), <우리나라 고 비극의 “ 단원” 결말과 그 

원인(我國古典悲劇的“大團圓”結局及其成因)>, ≪심양농업 학학보 사회과학

(瀋陽農業大學學報 社 科學版)≫, 第6卷 第4期, 2004.

49) ≪ 국희곡통론(中國戱曲通論)≫, p.77.

50) <“ 화미”와 국희곡(“中和美” 中國戱曲)>, ≪희곡 술(戱曲藝術)≫,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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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단원에 해 부정  견해를 가진 논자들은 주로 단원 결말

이 처참한 실과 운명을 왜곡하고, 이로써 건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고 본다.

장법(張法)은 단원(大團圓)은 존 질서의 합법성과 신성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주인공의 고난은 인류 생존환경의 “곤경

(困境)”을 보여 주지만, 마지막에 환희를 설정함으로써 천도(天道)와 정

의(正義)는 실 된다는 믿음 속에서 곤경은 합리화된다. 따라서 존하

는 문화  이상과 도덕  규범에서 출발하여 곤경이 나온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경을 미 함으로써 존 질서의 합법

성과 신성성을 유지해 다는 것이다.51)

황 지(黃榮志)와 서정 (徐正英)은 ≪서상기(西廂記)≫, ≪장 장원

≫, ≪비 기≫, ≪형채기(荊釵記)≫ 등 원래 비극 으로 끝나는 소재를 

단원으로 처리한 작품들을 분석하여 단원은 실을 왜곡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들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원래 연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조

강지처(糟糠之妻)들이다. 과거에 제한 남성은 권문세가의 사 가 되

어 조강지처를 배반하지만 우여곡  끝에 조강지처를 다시 받아들인

다. 이들의 이 혼인은 황권(皇權)의 공인을 얻어 과거의 모든 잘못은 

윤리 으로 법 으로 소멸된다. 즉 단원 결말은 황권을 부각시키고, 

건질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처참한 여인들의 실을 반 로 왜곡해 

버리는 것이다.52)

年第1期, pp.21-6.

51) ≪ 국문화와 비극의식(中國文化 悲劇意識)≫.

52) <고 희곡 단원 상에 한 한 해석(古典戱曲大團圓現象一解)>, ≪은도학

간(殷都學刊)≫, 1994年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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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의 “비극”론에 한 망

비극에 한 논의는 국지식인의 근  각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의 사회 개  운동의 수단으로서 희곡 개량에 논

의가 활발한 가운데 서양 비극의 개념을 들여와 국 희곡에 용하

다. 장 운(蔣觀雲), 왕국유(王國維), 노신(魯迅), 호 (胡適) 등은 비극의 

국민 계몽 효용에 착안하여 국에는 비극이 없음을 통탄하 다. 노신

(魯迅)은 단원으로 끝나는 국문학을 “기만과 사기(瞞和騙)”라는 독설

로 공격하 고, 호 (胡適)도 “거짓말의 문학(說謊的文學)”이라고 몰아

붙 다.

왕국유는 비극이 없는 국희곡계의 상황에 치부심하여 희곡 연구

에 뛰어들어 결국 비극을 찾아낸다. 그는 평소에 희곡 람을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즉 희곡에 심이 없었던 그가 희곡 연구에 뛰어든 동

기를 그 자신이 고백하 다.

내가 희곡에 뜻을 둔 데는 까닭이 있다. 우리 국 문학에서 가장 부진한 

것은 희곡이다. 원 의 잡극(雜劇), 명 의 기(傳奇) 가운데 오늘날 남아 있

는 것은 수백 종이며, 그 가운데 훌륭한 문장도 있지만 그 이상과 구조는 매

우 유치하고 졸렬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청나

라의 작가들은 약간 진보하 으나 서양의 명극에 비기면 거리를 잴 수가 없

다.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의 불민함을 잊고 홀로 여기에 뜻을 둔 까닭이다.53)

서양의 풍부하고 수  높은 비극이 국에는 없다. 그래서 왜 없는

53) <삼십자서(三十自序)>. <희곡연구: 문학과 술 사이에서 거닐다 - 고 희곡문

학 연구 100의 회고와 망에 한 담화(戱曲硏究: 倘徉于文學 藝術之間 ─ 

關于古代戱曲文學硏究百年回顧 前景展望的談話)>에서 재인용. ≪문학유산≫ 

1999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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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참으로 없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 원잡극에서 몇몇 비극 작

품을 찾아내었다. 그는 서양에 해 심한 콤 스를 느 고, 이를 극

복하기 해 희곡을 연구한 것이다.

왕국유 이후 많은 논자들이 국희곡의 비극을 찾기 해 노력하

고, 그 결실이 1982년의 ≪ 국고  십 비극≫의 확정과 출간이다. 이

후 이를 바탕으로 비극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으며, 어느덧 국비극의 

존재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비극 부정론은 소수의 목소리로 남았

다. 기의 단원에 한 작은 변명들은 이제 자 의 웅변으로 바

었다. 

국비극의 이론  근거를 마련하기 해 서양의 비극 작품과 이론

을 샅샅이 연구하면서 그 결함을 찾아내기도 하 다. 정 인(鄭傳寅)의 

발견은 국 비극 연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보기를 제공한

다. 그는 서양 비극의 단일 결말은 장 이 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하 다. 과격함의 결함을 지닌 비극은 의 심리 균형을 깨

뜨리며, 쾌감이 단일, 강렬하므로 에게 여러 가지 정감을 체험하게 

하고 고통스런 심령을 어루만져 주는 “희비혼잡극[悲喜混雜劇]”보다 못

하다는 구아리니(Giovanni Battista Guarini,  1538–1612)의 주장을 근

거로 삼았다. 한 국과 서양의 비극을 비교하면서 슬그머니 서양 

비극을 폄하하거나 국과 서양의 비극은 취향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

도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는 논조가 보인다. 뢰(危磊)는 서양 비극의 

감성 이며 분방한 주신(酒神) 정신, 잔혹하고 공포스러우며 피비린내 

나는 장면과 롯, 포한 멸식 인물은 국의 고  희곡 술에서는 

매우 드물며, 더욱이 도(中道), 용(中庸), 화(中和)의 사회환경과 

미학 분 기에서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 다.54) 여 화(呂永

華)는 국비극은 감 (感官)의 순간  향수를 추구하여 쾌락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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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비극은 심령의 원한 정화를 추구하여 각성시킨다고 비교하고, 

“모든 술은 인류의 정감을 표 하는 지각형식을 창조하는 것이다”라

는 수잔 랭거의 정의를 빌어 국과 서양 비극의 차이는 취향의 차이

일 뿐 고 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한다.55) 

왕국유로부터 재의 연구자들에 이르는 100 년 동안의 국고 비

극 연구는 서구 콤 스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국과 서양의 비극( ) 작품과 논의를 방 으로 검

토하여 국의 고 극에도 비극이 존재함을 선언하 다. 아직 크지는 

않지만 국고 비극의 수 은  서양의 비극 못지않다는, 오히려 더 

완벽하다는 화주의(中華主義)  선언도 들린다.56)

따라서 향후 국에서 국고 비극 연구의 주 과제는 서구콤 스

에서 완 히 벗어나고 화주의를 회복하는 근거와 논리의 제공이라고 

망할 수 있다. 이를 한 연구의 세부 항목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쌓은 연구 주제들로서 아래와 같은 분야들이다.

1. 국고 비극 작품의 비극성 규명.

2. 국고 희곡론의 비극  논의에 한 발굴과 비극성 부여.

3. 비극 작품의 국과 서양 사이의 비교.

4. 서양의 비극 작품과 이론에 한 세 한 연구.

의 연구 항목은 이미 국 인 범 에서 방 으로 진행되고 

54)  < 국고 비극의 원형구조(中國古典悲劇的圓形結構)>, ≪강서사회과학(江西

社 科學)≫, 2002年第7期.

55) < 국 서양 비극의 낙 성을 논함(淺談中西古典悲劇的樂觀性)>, ≪남경화공

학학보 철학사회과학 (南京化工大學學報 哲學社 科學版)≫, 2001年第2期

(總第8期), p.64.

56) 하경심, 의 , “3. 고 비극 연구의 문제 과 지향 ” 참조. ≪ 국희곡≫ 

제7집,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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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최근에는 신진 연구자들이 거 참여하여 동어반복을 양산하

고 있다. 앞으로도 한 동안 각 방면의 주제에서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성과를 계속 축 해 나가면서, 국 비극의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면서 그 우월성에 한 강조와 과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가운

데서 비극 부정론자는 소수의 목소리로 남을 것이다.

20세기  국에서 비극 연구를 발시킨 실 개  의지를 100 년

이 지난 지 도 여 히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극소수의 이긴 하지

만 학문 연구를 항상 실 문제로 되돌리는 국학계의 투철한 실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왕부인(王富寅, 1941- )은 새 천년에 들어선 

2001년 고 의 신화에서부터 당 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비극의식과 

비극정신을 추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비극미학의 재  필요성을 

역설하 다.

그것(비극미학; 필자)은 이미 서양의 주류문학, 선 문학이 아니다. 단 우

리는 이런 미학 념이 결핍된 바탕 에서 발 해 왔다. 최소한 내가 생각

하기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여 히 매우 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의 

발 에 매우 요하며, 우리 사회의 발 에도 매우 요하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 사회와 우리 문학은 여 히 아래 로 요동치고 있다. 우리는 인성(靭性)

이 모자라고, 우리는 숭고비극의  이성정신과 의지력이 모자란다. 우리는 

어떠 희생도 없이 모든 것을 얻기를 바라고, 간고의 노력이 없이 모든 것을 

얻기를 바란다. 어떤 사회 역에서든 재자(才子)가 사(戰士)보다 많고, 실

행보다 외침이 많고 진짜는 고 가짜가 많다. 숭고비극 념은 바로 이런 

국민성을 치료하는 양약이다.57)

100년  장 운, 왕국유, 노신, 호  등의 목소리가 왕부인의 입을 

통하여 지 의 국 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하다.

57) <비극의식과 비극정신(悲劇意識 悲劇精神)>(하편), ≪강소사회과학(江 社

科學)≫, 2001年第2期,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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