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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 작곡가 궈원징(郭文景, Guo WenJing)의 오페라 <광인일기(狂人日記，

Wolf Cub Village)>는 1994년 테마가 “중국”인 네덜란드 Holland Festival의 

위촉을 받아, 루쉰(魯迅 Lu Xun)의 중국 첫 백화문(白話文) 소설 <광인일기>

를 모티브로 삼아 창작한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실내 오페라이다. 정리(曾力

Zeng Li), 궈원징이 대본을 썼고, 궈원징이 작곡하였다. 이 오페라는 서양 음악

계에서 처음으로 위촉, 제작 및 공연을 한 중국어 오페라이므로 역사적인 의미

가 있는 작품이다. 본 논문은 작곡가 궈원징의 오페라 <광인일기>를 중심으로, 

원작, 대본, 오케스트라, 인성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광인일기>에서 오케스트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 및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인성은 특별한 형식

에 구애받지 않고 줄거리와 다양한 가창기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구성된다. 이

러한 통일성과 유동성은 작품의 균형을 이루며, 각 부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

한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무대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중국어 오페라

인 만큼 작곡가는 중국어 언어 특징에 대해 충분히 표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다. 그는 중국어의 언어의 성조특징에 의거해 인성의 모든 선율을 구성했으

며, 그 외에도 의성어의 구성방식, 억양의 과장 등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고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품이 서양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점도 미리 감안하며 

창작했다는 흔적들을 작품 속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인일기>는 궈원징이 중국의 “극”개념으로 서양 오페라를 창작한 작품이

다. 작품 속에서는 중국 전통오페라의 “창(唱), 염(念), 주(做), 타(打)”1)특징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언어 자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창작함으로써 

중국어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세계무대에서 선보인 중

국어 오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라고  간주된다.

주요어 : 궈원징, 광인일기, 가창기법, 인성, 언어성조, 중국오페라.

학  번 : 2013-23939

1) 창(唱) 염(念) 주(做) 타(打)：노래, 대사, 동작, 무술 의 뜻으로 중국 전통극 배우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기본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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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중국오페라1)의 발전사 개관

중국오페라는 “5.4신문화운동(五四新文化運動)”2)시기에 탄생한다. 1920년대 

리진후이(黎錦輝Li JinHui)3)의 <참새와 아이(麻雀與小孩)> 같은 어린이 가무극

(歌舞劇)부터 30년대 녜얼(聶耳 Nie Er)4)의 연극과 노래를 결합하는 형식의 

<양자강 폭풍(揚子江風暴)>, 그리고 40년대 황왠루오(黄源洛Huang YuanLuo)5)

의 대형 가극(歌劇) <추자(秋子)> 등은 초기 탐색 단계의 작품들이다. 1945년

에 창작된 <백모여(白毛女)>는 중국오페라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데 이는 중

국오페라 발전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6) 

중국오페라의 첫 발전 시기는 1949년부터 1957년이다. 대표작으로는 1950년

에 창작된 <왕귀와 이향향(王贵与李香香)>과 1953년에 창작된 <소이흑 결혼(小

二黑結婚)> 등의 작품이 있다. 이는 <백모여(白毛女)>의 창작이념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민족혁명, 반봉건사회의 소재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적으로는 민속가곡과 중국 전통 극음악의 창법 요소들이 주를 이

룬다. 이후, 1959년에 창작된 <홍호적위대(洪湖赤衛隊)>, 1964년에 창작된 <강

누이(江姐)> 등 혁명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은 독백이 많으며, 긴 구간의 aria를 

1) 본 논문에서 다루는 중국오페라는 중국 전통극 [경극(京劇 Beijing Opera）, 천극(川劇 

Chuan Opera) 등]의 개념이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중국 작곡가에 의해 창작된 서양 오페라를 

뜻한다.

2) 1919년 5월 4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혁명운동.

3) 1891년 09월 05일-1967년 02월 15일. 중국 대중가요의 창시자, “중국근대가무의 아버지”라

고 불리기도 한다.

4) 1912년-1935년. 중국음악가, 중국인민공화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義勇軍進行曲)>의 작곡가.

5) 1910년-1989년. 중국 근현대 오페라 작곡가.

6) 왕위허 <중국근현대음악사(2차수정본)> 베이징: 인민음악출판사, 화락출판사, 2003, P 352. 

汪毓和 <中国近现代音乐史 (第二次修正版)> 北京: 人民音乐出版社，华乐出版社, 2003,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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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캐릭터의 심리적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음악적인 요소의 비중

이 오페라 속에서 그전보다 커졌으나,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부수적인 역할로 

존재한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기까지 많은 신작들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

는 여전히 <백모여(白毛女)>의 형식을 계승하는 작품들이 존재하는 반면, 완전

히 다른 형식(가곡 오페라, 희극 오페라, 서정 오페라 등)의 탐구를 했던 작품

들도 존재한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작품은 1987년 대본작가 완팡(萬方Wan Fang), 작곡가 

찐샹(金湘 Jin Xiang)7)에 의해 창작된 <원야(原野)>이다. 이 오페라에서는 오

케스트라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어 캐릭터 형성, 분위기 조성, 서정적인 표현 

등의 역할을 한다. 중창, 대창, 합창 등의 가창형식도 충분히 사용되었으며 작

곡가는 필요에 따라 그 당시의 중국에서 매우 파격적인 작곡기법들(우연성, 복

조성 등)을 대폭 사용하여 새로운 효과들을 이끌어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중국오페라 역사 속에서 전통오페라로부터 현대오페라로의 가교역할을 하는 작

품으로 인지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50년대에 태어난 젊은 작곡가들[탄둔(譚盾 Tan 

Dun),8) 취쇼숭(瞿小松 Qu XiaoSong),9) 궈원징(郭文景 Guo WenJing]이 실험

적인 현대오페라를 창작하게 된다. 이들의 작품들은 중국 현대오페라 창작의 

막을 열게 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표작품으로는 탄둔（譚盾 

Tan Dun)의 <마르코 폴로(馬可波羅)>, <목단정(牡丹亭)>,  <도(荼)>, 궈원징(郭

文景 Guo WenJing)의 <광인일기(狂人日记>, <야연(夜宴)>, <봉의정(鳳儀亭)>, 

<시인 이백(詩人李白)>, 취쇼숭(瞿小松 Qu XiaoSong)의 <오이디푸스(俄狄浦

斯)>, <오이디푸스의 죽음(俄狄浦斯之死)> 등이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백모

여(白毛女)>, <강누이(江姐)>같은 혁명소재, 민족가곡 형태의 오페라를 접하며 

중국오페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갔을 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文化大革

7) 1935년-2015년. 중국 작곡가, 지휘가, 음악평론가. 다량의 합창음악, 영화음악, 앙상블 작품을 

창작했다. 

8) 1957년 8월 18일 중국 후난성(湖南省) 출생. 현재 세계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국의 대

표적인 작곡가이다.  

9) 1952년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출생. 중국 작곡가, 음악교육가, 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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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10)이 끝난 후(1978) 처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체계적으로 서양음악 작곡

에 대한 학습을 했으며, 대부분 서양에서 유학하거나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들이다. 그러므로 전시대 작곡가들보다 더욱 심도 있게 서양 작곡기법을 습득

했으며, 중국오페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사명감도 남달랐을 것이다. 

 이들의 오페라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1) 소재가 광범위하다. 

(2) 형식이 다양하다. 

(3) 개성이 뚜렷하며, 중국문화를 중요시한다.

이 오페라들은 비록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나, 중국

오페라의 새로운 탐색 단계를 열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러한 여러 방향으로의 탐색은 중국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워 주

었다.  

10)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우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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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궈원징(郭文景Guo WenJing)과 <광인일기(狂人日記)>

궈원징(郭文景Guo WenJing)은 1956년 중국 스촨(四川)에서 태어났으며 12

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다. 1970년부터 1977년에는 충칭시 가무단(重慶市歌舞

團)에서 일하며 그 곳에서 많은 스촨 민속음악을 접하게 된다. 1978년 중앙음

악학원에 입학하여 1983년에 졸업한다. 그의 대표작품으로는 오페라 <광인일

기>, 합창을 포함한 하나의 교향곡, 세 개의 협주곡, 두 개의 교향시 등이 있

다. 그 외에도 20개의 영화와 25개의 드라마를 위한 음악을 창작하였다.  

오페라 <광인일기(狂人日記 Wolf Cub Village)>는 궈원징이 1994년 테마가 

“중국”인 네덜란드 Holland Festival의 위촉을 받아, 루쉰(魯迅 Lu Xun)11)의 

중국 첫 백화문(白話文)12)소설 <광인일기>를 모티브로 삼아 창작한 총 4장으

로 이루어진 실내 오페라이다. (曾力Zeng Li)13), 궈원징이 대본을 썼고, 궈원징

이 작곡을 했다. 이 오페라는 서양 음악계에서 처음으로 위촉, 제작 및 공연을 

한 중국어 오페라14)이다.

<광인일기>는 1994년 6월 2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여러 나라의 배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중국), 유럽의 연출가, 무대미술가, 네덜란드 Nieuw 

Ensemble의 협력에 의해 초연되었다. 초연 당시, 청중과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며 이후 파리 (1995년 10월), 런던(1998년 7월), 리옹(2000년 2월), 프

랑크푸르트(2000년 6월), 리스본(2002년 5월), 토리노, 위트레흐트, 로테르담, 

에든버러 등의 도시에서 공연하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총 8개의 서로 다

른 나라에서 연출, 제작한 다양한 버전이 탄생했으며, 2003년 <광인일기>는 궈

원징의 또 다른 오페라 작품 <야연(夜宴)>과 함께 6번째 북경 국제음악페스티

벌에서 중국 초연이 되었다. 

11) 1881년-1936년. 중국의 문학자, 사상가, 본명은 주수인(周樹人).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는 

<아큐정전(阿Q正传)>, <납함(呐喊)> 등이 있다.

12) 중국어 서면어(書面語)인 백화(白話)로 쓰인 산문. 

13) 1961년 11월 17일 출생. 1988년, 중국연극학원 무대미술 전공 졸업 후, 현재 중국에서 설치

예술가, 무대미술가, 건축디자이너, 감독, 대본작가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4) 가사가 중국어인 오페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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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초연, 출판현황

<광인일기(狂人日記)>

Chamber opera in four scenes

Wolf Cub Village

Op. 21 (1994)

1994년 6월 24일 네덜란드 

Holland Festival에서 초연되었다.

대본: 정리(曾力Zeng Li), 

궈원징(郭文景Guo WenJing)

<야연(夜宴)>

Chamber opera in four scenes

The Night Banquet

Op. 30 (1998)

첫 판은 영국 알메이다 극장의 

위촉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1998년 

7월 10일 런던에서 초연되었다.

두 번째 감독판은 2001년 

파리음악페스티벌의 위촉으로 20분 

추가된 버전이다.

두 작품 모두 다 CASA Record 

I-BMG 출판사를 통해 출판, 

발행되었다.

<야연(夜宴)> (감독판)

Chamber opera in four scenes

The Night Banquet

Op. 35 (2001) (the longer 

version)

<봉의정(鳳儀亭)>

-為川劇青衣，   

京劇小生与室內樂隊而作

Chamber opera in one act

Fengyiting

Op. 41 (2004)

-for soprano of Sichuan Opera, 

Countertenor of Beijing Opera and 

ensemble

궈원징과 천극(川劇)15)대가   

선테메이(沈鐵梅 Shen TieMei)16)가  

 공동 작업한 작품으로, 전통 천극 

<봉의정>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네덜란드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에 의해 초연되었다.

아래는 궈원징의 오페라 작품목록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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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이백(詩人李白)>

Opera in 5 scenes

Poet Li Bai

Op. 45 (2007. 06)

작가 료루이리(廖瑞丽 Liao 

RuiLi), 쉬치(徐琪 Xu QI)와 공동 

작업을 했으며, 시인 이백의 

시작(詩作)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작품이다. 2007년 7월 7일 미국 

덴버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15) 중국 스촨성(四川省), 윈난성(雲南省), 구이저우(貴州)지역 전통 연극. 곤곡(昆腔), 고강(高腔), 

호금(胡琴), 탄희, 등조 다섯 가지의 곡조로 구성된다.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검보(脸谱: 얼굴 분

장)가 특징이다.

16) 1965년 출생. 중국문화유산 천극의 대표적인 계승자. 현재 중국 연극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여전히 연극배우와 대본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7 -

3. 연구계기 및 연구목적

중국은 긴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이며 

제일 가까운 인접 국가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중국 현대음악 연구에 관

한 학위논문이 총 10편도 안 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오페라에 관한 

논문도 전혀 없다. 수많은 중국 작곡가 중에서도 궈원징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

은 작곡가로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와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 역시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17) 그러므로 그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궈원징의 작품 <광인일기>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인접국

가인 중국에서는 서양의 대표적인 극음악 장르인 오페라를 어떤 방식으로 창

작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오페라의 발전사 및 중국 오페라의 

현황도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내의 중국음악에 대한 부족한 연구를 

조금이나마 보충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작곡가들이 서양오페라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 역시 될 것이다.

17)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및 Riss에서 “중국현대음악”, “궈원징, 郭文景，Guo Wen 

Jing”을 검색한 결과, 궈원징과 그의 작품에 관한 논문은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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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원작에 대한 소개

오페라 <광인일기(狂人日记，Wolf Cub Village)>는 루쉰(魯迅，Lu Xun 

1881~1936)의 동명소설 및 산문시집 <그림자의 고별(影的告别)>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되었다.

1.1. 소설 <광인일기>에 대한 소개 

1.1.1. 창작 배경

<광인일기>는 중국 현대문학의 창시자 루쉰이 창작한 중국 첫 번째 백화문

(白話文) 단편 소설이다. 1918년 5월 4일 <신청년(新青年)>18) 월간지 4卷 5號

에 처음으로 실렸고 이후 루쉰의 단편 소설집 <납함(呐喊)>과 <루쉰전집(魯迅

全集)> 제 1권에 편입되었다.

루쉰은 <광인일기> 발표 전, 이미 <문학바이어스(文化偏置論)>, <마라시력설

(魔羅詩力說)> 등 문학논문 및 서양의 많은 소설들을 번역한 경험이 있다. 그

18) 1915년 9월 15일 중국의 사상가, 정치가, 혁명가 천두슈(陳獨秀 Chen DuXiu)에 의해 창간

되어 1926년 7월 간행을 중지한다. 초기에는 <청년잡지(青年雜誌)>로 이름을 지었으나 1916년에 

<신청년>으로 이름을 바꾼다. 당시 봉건사회의 문화, 철학, 교육, 법률, 윤리 등을 반대하는 문장

들이 대부분이었고, 과학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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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작품은 대부분 진보적인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당시 중국인들의 혁명정신을 일으키려 노력하였으나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당시 <신청년> 월간지도 역시 진보적인 내용을 담는 잡지로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17년 초, <신청년> 월간지 편집부는 상해에서 북경으로 옮겨졌고 루쉰과 

그의 동생 주작인(周作人 Zhou ZuoRen)19)과 접촉하게 된다. <신청년>은 그들

에게 글을 위촉하게 되며, 루쉰은 이를 계기로 신해혁명(辛亥革命)20)후의 방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광인일기>라는 중국 첫 번째 백화문 소설을 창작하게 

된다.

<광인일기>는 러시아 시월혁명(十月革命)21)의 성공 6개월 후, 중국 “5.4운동”

의 시작 전 1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발표된다. 이 작품은 중국 신민주주의 혁

명의 시작을 알리는 “5.4운동”의 사상적인 기반을 다져주었으며, 5.4운동에 참

여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1.1.2. 작품 주제

<광인일기>의 작품 주제는 봉건사회의 가족제도와 예법 및 도덕 사상의 폐

해에 대한 풍자이다. 작품 속의 ‘사람을 먹는다(吃人)’는 당시 사회 속에서 진

짜 식인(食人)을 저지르는 야만 현상뿐만 아니라, 봉건사회의 지도층들이 권력

으로 하층계급을 박해하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작품은 하나의 소서(小序)22)와 13개의 주인공 “광인”이 쓴 일기로 구성된 일

19) 1885년 01월 16일-1967년 06월 07일. 루쉰의 동생으로, 중국 유명한 산문작가, 문학이론가, 

문학평론가, 번역가, 사상가이다. 신문화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북경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

었다. 

20) 1911년(辛亥年)에 일어난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쑨원(孫文 Sun Wen)을 대총통으로 하

는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

21) 1917년 11월 7일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프롤레타리아혁명).

22) 짧은 머리말 또는 시문(詩文)의 각 편마다에 쓴 짧은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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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단편 소설이다. 주 내용은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광인”이 자신

이 경험하게 된 생활에 대한 회상과 그로 인한 심리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일

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 “광인”의 회상은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며, 

모두 서로 다른 시간, 장소, 인물, 사건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소

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인일기>는 일반 소설들처럼 완성된 줄거리를 구성하

지 못한다. 위촉 당시, 궈원징이 소설 <광인일기>를 모티브로 오페라 창작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을 때 위촉단체 역시 이 작품으로 과연 어떻게 오페라를 창

작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다. 하지만, 오페라 

속에서 궈원징은 “광인”의 경험과 혼란스러운 심리적 변화를 여러 상황과 결합

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기를 연결시켜, 봉건사회의 “사람을 먹는다”라는 

작품 주제를 정확히 표현해냈다.

1.1.3. 작품 속 광인은 진광(真狂) 혹은 가광(假狂）

“광인”은 이 소설의 유일한 주인공으로서 다른 캐릭터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

를 보이고 있다. 루쉰은 소설 속에서 “광인”을 피해망상증 환자로 묘사하고 있

다. 소설 속 “광인”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이는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환자

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광인”은 진광(真狂)이다. 하지만 “광인”의 행동들은 

피해망상증뿐만 아니라 다중인격적인 부분도 표현해내고 있다. “광인”은 매일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봉건사회의 예법 및 도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설 속 “광인”의 “광”은 봉건사회와 전통세속 및 

제도에 대한 분노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상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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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자의 고별(影的告别)> 소개

1.2.1. 창작 배경

<그림자의 고별>은 1924년 9월 루쉰이 창작한 산문시이다. 1924년은 루쉰의 

두 번째 방황 시기이다. 1920년 말 <신청년> 단체의 분열은 “5.4운동” 실패의 

시작을 알린다. “5.4운동”의 실패는 당시 봉건사회, 예법 및 도덕에 반대의 목

소리를 높였던 청년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 전혀 변화를 보

이지 않았던 당시 사회와 점차 침묵을 지키게 되는 청년들을 지켜보며 루쉰은 

<그림자의 고별>을 통해 당시 자신의 고독하고 방황하는 심적 상태를 표현했

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혁명 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려고 노력하였다. 

 

1.2.2. 창작 기법 및 내용 소개

<그림자의 고별>은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자”와 “사람”이 고별할 

때 서로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었다. 작품 속에서의 “그림자”는 작가 본인을 뜻

하며, “사람(친구)”은 미래의 “황금세계” 속의 열혈 청년들을 뜻한다.23)

시의 시작에서 작가는 “사람이 잠에 떨어져 시간조차 잊고 있을 때 그림자

가 작별인사를 하러 와서 이렇게 말한다(人睡到不知道時候的時候，就會有影來

告別，說出那些話)”, “벗이여, 나는 자네를 따라가기 싫다, 머물고 싶지도 않다, 

나는 싫다(朋友, 我不想跟隨你了, 我不願往. 我不願意!)”를 통해 과거의 열혈청

년들이 현재 소극적이고 침묵을 지켜가는 행동을 자신은 따라가지 않겠다는 

23) 오페라 <광인일기> 속에서는 <그림자의 고별> 시 중 일부분을 가사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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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표현한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두 절의 “나는 암흑을 향해 허공 속을 방

황하리라(我將向黑暗裏彷徨於天地)”, “나는 그러하기를 원한다. 벗이여. 나는 홀

로 멀리 가리라, 자네도 없고 다른 그림자도 없는 암흑 속으로, 나 홀로 암흑 

속에 잠기면 세계는 완전히 내 것이 되리라(我願意這樣，朋友. 我獨自遠行，不

但沒有你，並且再沒有別的影在黑暗裏. 只有我被黑暗沉沒，那世界全屬於我自己.)”

라는 구절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신념이라면 그렇

게 하겠다는 작가의 결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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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페라 <광인일기(狂人日记)>에 대한 분석

2.1. 각색의 방향

<광인일기>의 대본은 연극적 부분에 치중한 정리(曾力 Zeng Li)의 대본과 

음악적 부분에 치중한 궈원징 본인의 대본을 결합하여 최종 결정한 것이다.24)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설 <광인일기>의 작품 주제는 봉건사회의 가족제도와 

예법 및 도덕 사상의 폐해에 대한 풍자이다. 원작 중에서 루쉰은 “광인”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당시 봉건사회의 “사람을 먹는다(吃人)”는 표현의 본질에 대해 

폭로하며, 중국인들의 혁명 정신을 일깨우려고 했다.

궈원징은 인터뷰에서 루쉰을 “그는 비판을 즐겨하는 사람이다. 필요하다면 

루쉰은 항상 틀린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중국문화, 중국인에 대한 그의 

애정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 간절했을 것이다”라고 평가

했으며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나는 그 시대의 문인, 지식분자(知識份子)의 

운명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표현하려고 했다”25)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궈원징

은 작품 구상의 기반을 그 시대의 중국인과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중심

을 두려 했다.

소설 <광인일기>의 소서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주인공 “광인”의 병은 이미 치유된 상태이다.

(2) 일기는 “광인”이 병 들었을 때 쓴 것이다.

(3) “광인”은 피해망상증을 앓았었다.

24) 2003년 <광인일기>의 북경 초연 후 인터뷰에서 작곡가 본인이 밝힌 내용.

25) 安魯新: <郭文景音樂創作研究>, 中央音樂學院出版社, 2012 

 안루신: <궈원징음악창작연구>, 중앙음악학원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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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시간 황혼 저녁 자정 새벽

장소 길거리 서재 대옥(大屋) 서재-집 밖

구조 시작 발전 클라이맥스 결말

대본작가는 소서 중의 이 내용들과 일기 속에서 나타난 유일한 장소 “랑즈

춘(狼子村, Wolf Cub Village)” 및 일기 속의 몇 개의 장면 묘사를 결합하여 

오페라 <광인일기>의 줄거리를 만들었다: 형은 이부(吏部)의 서신을 받고 병이 

재발한 동생(광인)이 빠른 시일 내로 이부가 요구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의사

를 청해온다. 의사는 “광인”에게 강제로 약을 먹여 병을 고친다. 대본작가는 이 

줄거리를 토대로 전체적인 오페라 구조를 만들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오페라 <광인일기>의 대본작가는 작품 전체를 황혼

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시간에 압축시켰으며, 황혼, 저녁, 자정, 새벽이라

는 시간 단계를 통해 오페라의 네 개의 장 구조를 만들어 냈다. 오페라 구조 

역시 이 시간 단계들과 함께 “시작-발전-클라이맥스-결말”을 이루고 있다.

오페라 줄거리로 봤을 때 제 1장 “길거리”는 주인공 “광인”과 “행인(당시 봉

건사회를 상징)”의 충돌을 묘사하고 제 2장 “서재”에서는 주인공의 독백을 통

해 심적 변화를 암시하며 주인공이 점차 당시 사회의 “사람을 먹는다”라는 실

체에 대해 이해를 하는 과정을 묘사하게 된다. 제 3장 “대옥(大屋)”은 “광인”과 

“의사(당시 봉건사회를 상징)”의 또 한 번의 대립과 충돌을 묘사한다.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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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광인”은 “미래에는 절대 사람을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將來容不得吃人的人活在世上!)”라고 외치며 오페라 전체의 클라이맥스

를 이루며 작품의 주제를 각인시킨다. 마지막 제 4장은 서재에서 집밖으로 이

어지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 “광인”의 심적 변화에 대해 묘사를 한다. 의사가 

강제로 약을 먹인 후 “광인”의 병은 치유되고, 그는 집밖으로 나와 자신의 처

지를 감탄하고 당시 “사람을 먹는” 사회에 자신도 역시 살고 있다는 점에 대

해 참회한다. 

2.2 <광인일기>에 나타난 4음 음렬

2.2.1. 4음 음렬의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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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일기>에서는 반음계 특징을 보이는 4음 음렬 “B-G♯-B♭-A”가 핵심

적 소재로 나타난다. 이 음렬은 바흐의 이름을 모티브로 한 “B♭-A-C-B”와도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음렬은 세 개의 단2도, 두 개의 

장2도, 하나의 단3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음렬은 “광인”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데 매우 용이하며 극 전체에 드라마적인 요소를 부여하

는 기반이 되어 핵심적인 소재로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된다. 소재의 고

도의 통일성을 통해 작품 전체가 신비롭고, 불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오페라 전체의 분위기 기반을 이루고 있다. 즉, 오케스트라는 주로 작품 

전체의 배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줄거리에 의해 역동

적으로 변화하는 인성부분과는 대조를 형성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광인일

기>에서 이 음렬은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배열되는 형태를 보일 뿐만 아니

라, 역행, 전위, 역행전위, 확대, 축소 등의 기법을 통해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보

인다. 

다음은 작품 속에서 4음 음렬을 활용한 몇 개의 형태들을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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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4음 음렬의 전위

[악보1] 제 4장, 52-55마디

 위 악보에서 사용된 음들을 살펴보면 “D-F-E♭-E”이다. 이는 4음 음렬의 

전위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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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4음 음렬의 역행

[악보2] 제 2장, 196-202마디

 

 위 악보에서 사용된 음들을 살펴보면 “A-G♯-B♭-(A)-G♯-B” 이다. 이는 

4음 음렬의 역행과 같은 음정관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역행 형태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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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4음 음렬의 역행전위

[악보3] 제 3장, 226-228마디

 위 악보에서 사용된 음들을 살펴보면 “B-B♭-C-E♭”이다. 단7도는 장2도

의 전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음정관계 역시 4음 음렬의 

역행전위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 20 -

[악보4] 제 1장, 184-198마디

인성 부분에서도 4음 음렬 “B-G♯-B♭-A”가 많이 사용되었다. 186-191마

디에서는 “A♭-A-B♭-B”가 사용됐는데, 이는 원래의 형태를 음고와 순서를 

바꾸어서 구성된 것이다. 194-198마디에서 사용된 “A-A♭-G-G♭”는 [악보

4]의 두 번째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서 사용된 음렬을 단2도 위

에서 역행전위를 하여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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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4음 음렬의 여러 형태

[악보5] 제 1장, 9-1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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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마디 violin1, violin2, viola, cello를 살펴보면 “F♯-F-E♭-E”로 원래의 4

음 음렬 “B-G♯-B♭-A”의 순서와 음고를 달리하여 수직적으로 배열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14마디 violin1은 “B-G♯-B♭-A”를 원래의 형태대로 수평적으로 배열했으나 

viola에서는 앞의 두 음과 뒤의 두 음의 순서를 바꾸어서 배열하였다.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두 악기의 앞의 두 음과 뒤의 두 음의 중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서 보았을 때 악보에서 표기한 것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보던 같은 음렬을 얻

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외 두 악기의 각 음 역시 수직적으로 반음관계를 

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5마디는 14마디에서 수평적으로 배열한 원래의 음렬을 mandolin에서 순서

와 음고를 달리하여 배열하였다.

16마디 cello와 contrabass에서는 원래의 형태를 축소시켜 2개의 음만 사용한

다. cello에서는 4음 음렬의 원형에 포함한 반음 간격의 두 음을 선택하였고, 

contrabass에서는 온음 간격의 두 음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두 

악기의 각 음을 수직적으로 보게 되면 “G-F”(장2도), “A♭-G”(단2도)라는 

두 가지 형태를 형성하며 수평적 혹은 수직적 모두 다 장2도와 단2도

를 포함하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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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제 1장, 383-38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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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83-386마디 flute의 선율을 살펴보면 “E♭-C-D-C♯” 4개의 음이 사

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G♯-B♭-A”를 음고를 달리하여 얻은 형태이

다. 그와 동시에 clarinet에서는 “D-C♯-E♭-C”가 사용되는데 이는 flute에서 

사용된 음들을 앞의 두 음과 뒤에 두 음의 순서를 바꾸어 얻은 형태이다. 이는 

[악보5] 14마디에서 다룬 violin1과 viola 두 악기와 같은 활용법이다. 두 악기

의 각 음 역시 수직적으로 반음 관계를 이룬다. piano에서는 flute에서 사용된 

음들의 순서를 바꾸어 “D- E♭”, “C♯- C”, “E♭- D”, 세 개의 음정을 구성

한다. 

386-388마디에서는 flute, oboe, mandolin, piano오른손에서 “G-E-F♯-F” 

4개의 음이 사용되는데 이 역시 4음 음렬의 원래의 형태를 다른 음고에서 재

현한 것을 알 수 있다. Clarinet과 piano왼손에서는 “F♯-F”를 연주하는데 이

는 증8도로 4음 음렬의 원형이 포함한 단2도의 전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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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인일기>에서 사용된 템포 표기법 

<광인일기>의 모든 템포 표기법은 중국 전통극에서 사용하는 표기를 채택하

고 있다. 이러한 템포 표기법을 통해 작곡가는 중국적인 “극”요소를 오페라에 

첨가하였고 원하는 분위기를 템포 표기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간주된다.

<광인일기>에서 나타난 몇 개의 템포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산반(散板): 느린 박자의 불규칙한 자유리듬 형태이며 비통한 감정을 표현

하기에 적합하다. 서양 템포 표기법 중의 senza misura, ad libitum과 유

사하다.

(2) 상반(上板): 불규칙한 자유리듬 형태인 산반(散板)에서 박절이 있는 박자

로 변화할 때 중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템포 표기법이다. 드라마적인 변화

가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3) 콰이반(快板): 중국 전통극에서 빠른 리듬의 음악을 뜻한다. 서양 템포 표

기법 중의 allegro와 유사하나 콰이반은 연극의 줄거리가 긴박하거나 캐릭

터의 감정이 격앙되었을 경우 많이 쓰이는 특징이 있다.

(4) 요반(搖板): 요반의 특징은 약박이 없다는 것이다. 즉 모든 음가가 강박이

며, 중국 전통극에서는 캐릭터의 극도로 비통 혹은 즐거운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5) 지반(急板): 서양 템포 표기법 중의 presto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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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각 장의 구조 및 구성요소 분석

2.4.1. 제 1장의 구조 및 구성요소 분석

줄거리

 황혼의 랑즈춘(狼子村 Wolf Cub Village) 거리, 피해망상증을 앓았었던 

“광인”은 다시 병이 재발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거라는 

생각에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본다. “광인”의 형은 이부(吏部)의 서신을 

받고 병이 재발한 동생(광인)이 빠른 시일 내로 이부가 요구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何)의사”를 청해온다. “광인”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쳐다보는지 

궁금하여 지나가는 여자를 가로막고 물어보지만, 여자는 놀라서 도망친다. 

여자는 그의 어머니한테로 도망가지만, 여자의 어머니는 “광인”과 말을 

섞었다는 이유로 그를 구타한다. “광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놀라고, 

사람들은 그런 “광인”을 비웃는다. “광인”의 형은 사람들 속에서 떨고 있는 

그를 끌어내어 집으로 데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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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A B A1 C A2 Coda

줄

거

리

“광인”의 

혼잣말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의논

“광인”의 

형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의사”를 

청해온다

“광인”의 

혼잣말

“광인”이  

여자한테 

질문하자 

놀라서 

도망간 

여자는 

어머니

한테 구타 

당한다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광인”의 

심정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런 

“광인”을 

비웃는다

“광인”의  

 형이 

그를 

사람들 

속에서 

끌어내어 

집으로 

데려간다

인

성

“광인”의 

염백

(念白)26)

및   

다성음악

(모방)

형의 

arioso

“광인”의 

염백

“광인”의  

 염백, 

여자의 

신음소리 

및 여자 

어머니의 

고함

“광인”의  

 염백, 

고함 및 

사람들의 

웃음소리

형과 

“광인”의 

고함소리 

및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의 

성부교차

제 1장의 구조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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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케

스

트

라

음색주제

텍스처

도약 

음정의 

반주 

텍스처

음색주제

텍스처

음색

주제의 

발전, 

분위기 

조성

음색주제 

텍스처의  

발전

큰 도약과 

작은 도약 

및 순차적 

진행의 

음정으로 

이루어진 

반주 

텍스처

템

포

散板- 

上板

快板 散板

散板 과 

快板 의 

교차

散板과 

快板교차-

快板-摇板

急板 

및 

accele-

rando

조

성

E♭ B♭ E♭ B♭ E♭ E♭

마

디

1-137 138-181 182-224 225-301 302-367 368-401

26) 본 논문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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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의 구성요소

위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광인일기>의 제 1장 음악은 rondo형식을 취

하고 있다. 줄거리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춰 “광인”의 혼잣말과 다른 장면들의 

교차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작곡가가 대본의 줄거리 진행과 음악의 형식이 

조화를 이루며 같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악보7] 제 1장, 26-30마디(음색 파사칼리아)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인성은 가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오

케스트라는 고정적인 음 혹은 리듬을 연주하며 인성의 배경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궈원징은 이러한 형태를 “음색 파사칼리아”27)라고 표현한다.

27) 郭文景:<噪音>, 人民音樂出版社, 2009

  궈원징:<소음>, 인민음악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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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A에서 나타나는 4음 음렬을 기반

으로 작곡된 “음색주제”28)이다. 이 “음색주제”는 제 1장 전체의 분위기를 하나

로 통일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는 제 1장 각 부분의 구성요소 분석이다.

A(1마디-137마디): 제 1장의 핵심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는 고정적

인 “음색주제”를 변화 반복하며, 인성은 줄거리에 의해 계속 변화한다. 

 “음색주제”는 총 5가지의 소재로 구성된다. 이 “음색주제”는 신비롭고 불길한 

기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광인”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며 <광인일기> 전체 

음악의 발전 기초가 된다.

“음색주제”에 포함된 소재는 아래와 같다.

“음색주제” 소재1: 목관 파트

[악보8] 제 1장, 1-25마디

28) 郭文景:<噪音>, 人民音樂出版社, 2009

  궈원징:<소음>, 인민음악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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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재는 목관 파트의 교차 연주로 이루어지며 “음색선율”을 구성한

다. 끝부분에서 짧은 glissando를 하는 지속음이 특징이고, 같은 음 반복 혹은 

단2도의 모방 진행을 한다. 끝부분의 glissando는 음향적으로 신비롭고 불안한 

색채를 조성한다.

 “음색주제” 소재2: 타악기

[악보9] 제 1장, 10-16마디

 타악기 부분을 살펴보면, tabor의 연주 후에 나타나는 suspended cymbal, 

vibraphone(활로 긁기), contrabass(col legno tratto)의 음색 조합은 불길한 

분위기 조성에 한층 더 효과를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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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주제” 소재3: 현악기 파트, mandolin, 목관 파트

[악보10] 제 1장, 9-16마디 

소재3은 주로 현악기 파트에서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된다: (1) 지속음으로 이루어진 화음. 이 화음은 4음 음렬의 음을 반음 간

격으로 수직 배열한 지속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violin1과 viola에서 4음 

음렬의 음들이 16분 음표로 수평적으로 톱니모양으로 펼쳐진다.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광인”의 불안한 심리상태

를 암시하며, 앞으로 대립되는 소재들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그 후에 mandolin과 viola, cello에서 변화 반복이 된다. 소재3은 “음색주제”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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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주제” 소재4: 현악기 파트, piano, harp, guitar

[악보11] 제 1장, 18-22마디

네 번째 소재는 세 번째 소재에서 나타난 대립적인 두 가지의 요소(지속음, 

16분 음표 수평적 배열)를 수직적으로 배열하여 발전시킨다. 현악기 파트의 

violin1, violin2가 연주하는 “D♭-B♭”는 단3도 관계이고 cello, 

contrabass가 연주하는 “C-B”는 단2도 관계이다. 단3도, 단2도 모두 4음 음렬 

원래의 형태에 포함된 음정 관계이다. 이러한 두 조의 음들을 수직적으로 배열

하여 반음관계를 이루고 소재3의 두 번째 요소(16분음표의 수평적 배열)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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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형태의 수평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piano, harp, guitar에서는 소

재3의 첫 번째 요소(지속음)를 연주하므로 두 가지 소재를 수직적으로 배열했

다고 볼 수 있다.

21마디에서는 harp의 6연음 연주와 guitar의 tremolo를 통해 고정리듬을 연

주하는 현악기 파트를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악기들의 장식, 

템포의 빨라짐, 음가의 분할 및 다이내믹의 커짐을 통하여 “음색주제”의 고조

를 이루게 된다.

“음색주제” 소재5: 타악기

[악보12] 제 1장, 22-25마디

마지막 소재는 타악기이다. piatti의 5연음은 “음색주제”의 종지를 알리는 역

할을 한다. 25마디 끝부분의 fermata나 그 후에 다시 소재1이 나타나며 “음색

주제”가 변화 반복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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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8-181마디): 3부형식의 연결구이며 형의 arioso로 이루어진다. 오케스트라

의 반주와 인성의 arioso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 A부분 인성의 염백과 오케스

트라의 “음색주제” 변주 형태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악보13] 제 1장, 138-14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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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82-224마디): 줄거리 형태에 맞추어 A부분의 형태를 변화 반복한다. 같은 

소재의 사용과 같은 조성의 출현이 이를 입증한다.

[악보14] 제 1장, 182-190마디

 위 악보와 [악보8]을 비교해보면, 같은 E♭음을 사용하고 끝 부분의 짧은 

glissando가 사용된다. A1은 A부분의 변화 반복이다.

C(225-301마디): 발전을 이루는 삽입구이다. 줄거리의 전개는 음악과 병행

하여 발전하며 1장 스토리 고조의 시작을 알린다.

점묘주의 기법을 사용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

는 세 개의 소재는 앞부분 A에서 언급했던 “음색주제” 중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소재는 지속음 연주(piano, guitar, harp, 현악기 파트)이다. 두 번째 

소재는 16분 음표 8개로 구성된 음형(harp, piano)이며 세 번째는 증4도 음정

을 기반으로 한 8분 음표의 3연음, 5연음(piano, 타악기, 현악기 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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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분, 소재1: piano, guitar, harp

[악보15] 제 1장, 225마디

C부분, 소재1: 현악기 파트

[악보16] 제 1장, 228마디

 지속음 연주를 하는 소재1은 “음색주제” 소재1과 같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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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분, 소재2: harp

[악보17] 제 1장, 238마디

 16분 음표를 연주하는 소재2는 “음색주제” 소재3의 두 번째 요소와 같은 

형태이다. 

C부분, 소재3: piano

[악보18] 제 1장, 25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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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 타악기, 현악기 파트에서 나타나는 증4도 음정을 기반으로 한 3연음, 

5연음은 “음색소재” 소재5와 유사한 형태이다.

A부분에서 수평적으로 배열이 되었던 이 소재들은 C부분에서는 수직적인 

배열을 하며 같이 등장한다. 소재1의 지속음은 소재2와 소재3의 짧은 음형들의 

장식을 통해 “선”과 “점” 형태의 오케스트라 음향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음향은 “광인”이 지나가는 여자한테 질문하는 장면, 여자가 놀라서 도망치지만 

“광인”과 말을 섞었다는 이유로 어머니한테 구타당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광인”의 염백 및 각종 고함소리와 합쳐지면서 제 1장에서의 고조의 시작을 

알린다.

A2(302-367마디): 오케스트라는 A부분의 “음색주제”를 변화 반복한다. 하지만 

인성은 줄거리 전개에 따라 더욱 고조된다. “광인”의 심정은 자신과 말을 섞었

다는 이유로 구타당하는 여자를 보면서 무너지게 된다. 길거리를 지나가던 행

인들은 이러한 “광인”을 비웃고 조롱한다. “광인”은 비웃는 행인들의 모습이 미

친 개들이 짖는 것 같은 환각으로 보이게 되며 그들에게 “대체 내가 너희들과 

무슨 원수를 지었느냐! 청면요아(青面獠牙)같은 사람들아!(我和你们有何冤仇! 

这青面獠牙29)的一伙人!)”라고 외치며 제 1장을 또 한 번 고조시킨다.

Coda(368-401마디): 형이 행인들 사이에서 “광인”을 끌어내어 집으로 데려가

는 장면이다. 줄거리 전개상 장면 전체가 제일 혼잡하다. 형과 “광인”의 고함소

리, 행인들이 조롱하는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음색주제”가 합쳐지면서 제 1장 

고조의 최고봉을 이룬다.

29) 얼굴이 험악한 모습. 험상궂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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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의 구성요소에서 알 수 있듯이, 제 1장의 오케스트라는 “음색주제”의 

변화반복을 통하여 높은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인성은 반음계적 관계

에 의거해 발전하는 외에 특별히 음악 형식적인(예를 들어 제시-발전-재현 

등) 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인성은 줄거리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며, 이런 진행은 오케스트라의 통일성과 결합하여 “동”과 “정”의 균형을 이루

며 오페라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 외에도 제 1장의 조성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주음(E♭)-속음(B♭)-주음(E♭)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비록 

음악 전체는 무조성 특징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조성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4.2. 제 2장의 구조 및 구성요소 분석

줄거리

저녁시각, “광인”은 낮에 길거리에서 만났던 행인들의 얼굴을 회상하던 중 

갑자기 유령의 노래 소리를 듣게되고 예전에 죽은 여동생의 목소리라고 

단정한다. 소작인(佃戶)들은 형한테 방금 전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죽이고 그의 내장을 꺼내 먹으면서 담을 키우려고 한다고 전한다. “광인”은 

사람들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을 듣고 자신도 먹을 거라고 생각하며 공포감에 

휩싸인다. 무서운 “광인”은 “인의(仁義)도덕”을 선양하는 서적을 꺼내보지만, 책 

속에는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이 난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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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A B C D E Coda

줄

거

리

“광인”은  

 어두운 

방안에서 

낮에 

만났던 

행인들의 

모습을 

회상한다

갑자기 

유령의 

노래 

소리가 

들려

오는데, 

“광인”은 

죽은 

여동생의 

목소리

라고 

생각한다

소작인

들은 

형한테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죽이고 

내장을 

먹는다고 

전한다

“광인”은  

사람들이 

자신도 

먹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의

도덕”을  

선양하는 

서적을 

꺼내

보지만,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만 

가득하다

유령의 

노래 

소리

인

성

“광인”의  

 염백

유령의 

aria

소작인

들의 

캐논식 

다중음악

(모방)

“광인”의  

 염백

“광인”의  

 염백, 

소작인

들의 

고함소리

유령의 

aria

제 2장의 구조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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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케

스

트

라

점묘

기법을 

사용한 

목관과 

현악기 

파트, 

타악기의  

고정리듬

현악기 

파트의 

지속음

타악기의 

고정리듬 

및 

현악기의 

지속음

타악기의 

고정리듬

타악기의 

고정리듬과 

오케스트라 

전체의 

지속음 및 

리듬반복

지속음 

연주

템

포

散板 散板 快板-散

板

快板 자유템포 散板

조

성

F D♭ C F E♭ F

마

디

1-64 63-92 93-225 226-274 275-453 454-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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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의 구성요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 2장은 특별한 형식이 없으며, 줄거리 발전에 

의해 음악도 같이 구성된다. 구성요소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점

묘기법의 사용. (2)지속음의 연주. (3)고정리듬의 반복. 제 2장은 제 1장의 구

성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변화 사용하여 통일성을 구현하는 반면, 인성은 다양한 

가창기법을 통해 새로운 모습들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인성 부분에서 처음 나

타나는 “유령”은 <광인일기>에서 유일하게 aria를 노래하는 캐릭터이다. 아래는 

제 2장 각 부분의 구성요소 분석이다.

A(1-64마디): 제 2장의 시작 부분으로 이미 제 2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보여준다. 점묘기법으로 시작된 음악은 음가의 확장과 악기의 증

가를 통해 점차 지속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을 연주하게 되고, 타악기에서 보여

주는 고정리듬은 점점 다른 악기들로까지 확대되며 음악의 발전을 이루게 된

다. 이러한 형태는 제 1장의 C부분과 유사한 형태이다.30) 

30) 본 논문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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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9] 제 2장, 1-3마디

 시작부분에서 사용된 음은 “F-G-A♭-B♭”이다. 여전히 4음 음렬 “B-G

♯-B♭-A”가 변화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 B♭은 D♭으로 이

어지는데 장6도 관계로 4음 음렬에 포함된 단3도의 전위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음을 악기를 바꾸어 연주하여 “음색선율”을 구성한다. 이 

역시 제 1장의 “음색주제”의 소재1과 같은 형태이다.31)

31) 본 논문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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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제 2장, 14-25마디

 이 부분에서는 제 2장의 모든 구성요소가 나타난다. 시작은 flute, guitar, 

harp, piano에서 지속음을 연주하고 타악기가 짧은 음가로 장식을 한다. 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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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짧은 음가는 8분 음가가 첨가되며 고정리듬을 형성하며 이 고정리듬과 

다른 악기들의 지속음이 수직적으로 배열되며 같이 발전한다. 이후, 타악기의 

고정리듬은 다른 악기로 옮겨지며 모든 악기가 리듬연주를 하게 된다. 반음관

계에 의거하는 음의 사용은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지속음에서 고

정리듬 반복 구조로 발전하는 음악 형태는 “광인”이 집으로 들어온 후, 길거리

에서 봤던 사람들을 회상하며 점점 불안해지는 심리상태의 변화를 묘사한 것

이다.

B(63-92마디): 처음으로 aria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현악기 파트의 지속음으로 

이루어진 음정이 주로 사용되며, 이는 주로 aria의 반주 및 신비로운 “유령”이

라는 캐릭터를 형성하기 위해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악보21] 제 2장, 78-8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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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21]을 수평적으로 봤을 때 violin1과 violin2는 모두 다 반음 진행을 하

고 있다. 이러한 반음 진행과 음이 바뀔 때 사용되는 짧은 glissando는 앞부분

의 불안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불안한 분위

기 외에도 새로 나타난 “유령”이라는 캐릭터를 위해 매우 작은 다이내믹과 

con sordino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캐릭터 자체의 특징(신비롭고 조용함)을 극

대화하려고 했다. 특징적인 부분은 수직적으로 배열된 음정을 살펴보면 완전4

도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aria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노래하기 편한 음

정으로 반주를 구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C-D-E(93-453마디): 이 세 부분은 [악보11]에서 보여준 형태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부분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C: “광인”은 동네에서 사람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란다. 

D: 자신도 먹을 거라고 생각하며 점차 불안에 빠진다. 

E: 위안을 찾기 위해 “인의도덕”을 선양하는 책을 꺼내보지만 책 속에는 “사람

을 먹는다”는 표현이 가득하다, 광인은 더욱 불안해진다. 줄거리의 진행을 통해 

“광인”의 심리는 점점 극도의 불안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줄거리의 진행과 함께 동등하게 발전한다.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은 진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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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현악기 파트의 지속음과 타악기의 고정리듬 반복. 

[악보22] 제 2장, 95-10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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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타악기의 고정리듬 반복. 

[악보23] 제 2장, 226-232마디 

E: 이 부분에서 타악기는 여전히 고정리듬 연주를 하고 있고, C부분의 현악기 

파트의 지속음 특징이 다른 악기들로까지 확대되며 타악기를 제외한 모든 

악기들이 지속음을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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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부분은 몇 개의 악기의 지속음과 타악기의 고정리듬 반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리듬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악기 수의 증가, 리듬의 분할을 통해 음악 전

체에 점차 김장감을 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진행은 줄거리 속 “광인”

의 점차 변화하는 심리를 묘사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Coda(454-468마디): 제 2장의 B부분과 유사한 진행을 한다. 인성은 aria를 부

르며, 현악기 파트는 지속음으로 반주하는 형태를 보인다.

[악보24] 제 2장, 457-46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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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제 3장의 구조 및 구성요소 분석

줄거리

자정시각, “하(何)의사”가 도착하여 “광인”의 병을 진료한다. “광인”은 의사에

게 사람을 먹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를 묻고 의사는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고 

답한다. “광인”은 답변을 듣고 의사 역시 도살자가 가장한 거고, 형도 의사와 

한패라고 오해한다. 감정이 격해진 “광인”은 이들에게 다시는 사람을 먹지 말

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광인”에게 강제로 약

을 부어 넣고 “광인”은 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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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A B C D E Coda

줄

거

리

자정시각, 

의사는 

“광인”을  

진료한다

“광인”은  

 갑자기 

의사에게 

동네에서 

사람을 

먹는 

행동에 

대해 

질문한다

“광인”은  

 의사가 

도살자가 

가장한 

것이라 

생각한다/ 

의사는 

그에게 

약을 

빨리 

먹일 

것을 

형한테 

권유한다

“광인”은  

 형도 

의사와 

한패이고 

죽은 

여동생도 

형이 

죽인 

거라고 

오해하며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한다

“광인”은  

 형한테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 

물으며, 

형은   

노하여 

“광인”이 

헛소리를

한다고 

질책한다

“광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병을 

만들어 

씌웠다고 

생각한다/ 

형은 

재빨리 

“광인”

에게 

강제로 

약을 

부어 

넣는다

제 3장의 구조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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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

형의 

arioso와 

“광인”, 

의사의   

염창

“광인”과  

 의사의 

염창

“광인”, 

형, 

의사의 

염창

“광인”의  

 강한 

다이내믹

의 염백

“광인”과  

 형의 

염창

“광인”과  

사람들의 

염백

오

케

스

트

라

타악기의 

tremolo

와 그 외 

악기들의 

지속음

현악기의 

지속음

타악기의 

고정리듬

과 

현악기의 

지속음

화성 

연주

타악기의 

고정리듬

과 

지속음

긴 폭의 

동음반복, 

tremolo, 

arpeggio

템

포

散板 散板 자유템포 散板 자유템포 자유템포

조

성

B♭ A-B♭-

B-A

A-B♭-

B

B-F F B♭

마

디

1-53 54-87 88-114 115-154 155-189 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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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의 구성요소

제 3장은 제 2장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여전히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줄거리의 발전에 의해 음악 역시 동등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점묘기법

의 사용, 지속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의 연주, 고정리듬의 반복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제 3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는 긴 구간의 tremolo와 완전4도, 증

4도, 감5도, 단6도의 음정이다.

[악보25] 제 3장, 1-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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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6] “악보25” 에서 나타난 4음 음렬

[악보25]는 타악기가 tremolo를 연주하는 구간에서 나타난 음정들이다. “F♯

-C”는 감5도이고 “D♯-B”는 단6도이다. 얼핏 보면, 앞부분의 소재들과는 아무

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악보26]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된 음들은 “B-C-D

♯(E♭)-F♯”이다. 이는 여전히 작품의 기반이 되는 4음 음렬에 포함된 단2도

와 단3도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marimba에서 연주되는 음정을 살펴보면 

“B♭-E♭”은 완전4도이고 “F-B”는 증4도이다. 이 음정들 역시 사용된 음들을 

보았을 때 “E♭-F-B♭-B”로 4음 음렬이 포함한 장2도와 단2도로 구성된 것

을 알 수 있다. 이 음들은 서로 다른 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음정을 탄생

시키며 소재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음악에 새로운 요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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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 제 3장, 211-219마디

[악보27]에는 제 3장의 구성요소들이 잘 나타난다. 지속음으로 이루어진 

화음, 고정리듬의 사용, tremolo의 사용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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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의 시작부터 나타나는 tremolo는 제 2장에서 형성된 음악의 긴장감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제 1장과 제 2장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했다면, 제 3장

은 긴장감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가고 있다. A부분에서 시작된 타악기의 

tremolo는 B, C부분에서 기타 악기들의 지속음이 첨가되면서 긴장감을 조금 

더 끌어올렸고, D, E부분에서는 타악기의 고정리듬 반복이 첨가되면서 긴장감

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마지막 coda부분에서는 모든 악기들의 긴 구간의 동

음연주 및 tremolo, arpeggio연주를 통해 제 3장 클라이맥스의 최고봉을 이루

게 된다.

이러한 구성은 역시 줄거리 때문이다. 제 3장은 “광인”과 “의사(당시 봉건사

회를 상징)”의 가장 고도의 대립을 이루는 부분이다. 작품 전체의 클라이맥스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곡가는 연주되는 악기 수를 점차 늘리고, 다이내믹을 

끌어올리며, 음가를 분할하는(지속음-고정리듬 반복-tremolo) 방식으로 장 전

체에 극도의 긴장감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2.4.4. 제 4장의 구조 및 구성요소 분석

줄거리

새벽시각, 기절했던 “광인”은 깨어난다. 형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광인”을 

보고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이부(吏部)”에서 통보한 시간에 지정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즐거워한다. 이때, 밖에서 여자 무당의 주문소리가 

들려온다. “광인”은 주문소리가 죽은 여동생의 노래 소리라고 착각한다. 

“광인”은 주문소리를 따라 집밖으로 나오며,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 역시 

사람을 먹는 사람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숙연해진다. 오페라는 

유령의 노래 소리와 함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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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

A B C D Coda

줄

거

리

없음

기절했던 

“광인”은 

깨어나고, 

형한테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한다/ 

형은   

좋은 

징조라고 

위로한다

“광인”은   

죽은 

여동생의 

노래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듣는다

“광인”은   

집밖으로 

나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감탄한다

유령의 노래 

소리

인

성

여자 무당의 

주문소리

여자무당의 

염창, 

“광인”과 

형의 arioso

여자무당의 

염창, 

“광인”과 

형의 염백

“광인”의   

염백

유령의 aria

제 4장 구조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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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케

스

트

라

타악기의 

지속음 

연주, 

점묘주의   

기법을 

사용한 

목관연주 및 

현악기 

파트의 

고정리듬

현악기 

파트의 

고정리듬 및 

지속음 

연주, 

타악기의   

지속음 연주

현악기 

파트의 

고정리듬

목관, harp, 

piano의 

지속음 및 

현악기 

파트의 

vibrato

Harp, 

guitar, 

mandolin, 

타악기의 

지속음

연주

템

포

散板

마

디

1-29 30-70 71-83 84-115 116-120



- 60 -

[악보28] 제 4장, 24-31마디

제 4장은 <광인일기>작품 전체의 coda역할을 한다. 새로운 요소는 나타나지 

않고, 지속음 연주가 대부분이다. 처음에 점묘기법을 사용해 악기를 달리하여 

연주되는 지속음은 제 1장의 시작 부분을 연상케 한다. 이런 지속음 연주는 점

차 악기가 증가되면서 화음을 구성하며, 화음 구성방식 역시 제 1장과 유사하

다.

제 4장에서 작곡가는 음색 위주로 작곡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각각 다

른 악기의 음색으로 시작하여 서로 다른 조합의 여러 악기의 음색, 그리고 타

악기의 장식까지 더해져 풍부한 음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구성된 음

향들을 통해 제 4장 역시 제 1장과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의 주 역할은 인성

을 위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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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부터 제 4장까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구성요소들 역시 작품 전체

의 구조에 의거해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장에서는 구성요소를 제시하

고, 제 2장에서는 제시된 구성요소를 변화 발전시킨다. 제 3장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을 부여하여 구성요소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마

지막 제 4장에서는 다시 제 1장의 구성요소들을 재현하며 마무리 짓는다. 이러

한 구성요소의 분배는 줄거리의 진행에 의거했으며, 작품 전체의 구조를 충분

히 고려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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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케스트라의 활용

2.5.1. 악기의 사용

2.5.1.1. 타악기의 사용

<광인일기>에서는 중국 전통악기 중의 현악기나 관악기는 사용되지 않았으

나, 음색적인 특징이 매우 강한 타악기가 많이 사용됐다. Chinese bass drum, 

xiaobo(small cymbals from China), bangu(a kind of drum from Chinese 

opera), jingluo(gongs from Beijing Opera), Chuanbo(cymbals from Chuna 

Opera of China), naobo(a kind of cymbals from China)，castanets가 그것

들이다. 위의 악기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두 음고가 없는 악기들이다. 

<광인일기>에서는 이 악기들의 음색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작

품 전체에 중국적인 분위기를 부여한다. 특히 시끄러운 길거리의 장면 혹은 집

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조용해지는 장면 같은 부분을 묘사할 때 이러한 음

색들이 배경에 사용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중국의 거리나,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하며 줄거리 속 캐릭터의 심적 변화를 느끼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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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9] 제 2장, 40-48마디

위 악보는 제 2장 “광인”이 형에게 끌려 집으로 돌아온 후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서 낮에 봤던 사람들을 회상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서양의 bass 

drum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소리가 나는 chinese bass drum으로부터 시작하

여 tenor drum을 거쳐 bangu(a kind of drum from Chinese Opera)로 이어

지는데, 이는 제일 낮은 음역의 chinese bass drum의 여음을 tenor drum에서 

이어받고 제일 마지막에 높은 음역의 bangu에서 마치는 형태이다. 이는 앞부

분에서의 시끄러운 길거리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

며, “광인”이 집으로 돌아온 후 침묵에 빠지며 괴로워하는 심적 상태를 표현하

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뒤에 나타나는 castanets는 우리가 흔히 알

고 있는 서양의 castanets가 아닌, 대나무판 두 개로 만들어진 중국의 

castanets를 뜻한다. 이 castanets 역시 temple block으로 이어지며 앞의 

drum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악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적인 분위

기는 조성하되, 외국 청중들에게도 생소하게 들리지 않기 위해 궈원징은 중국 

전통 타악기와 서양 타악기를 교차 사용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악기 

사용 역시 외국에서 연주될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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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의 또 다른 특징은 거의 모든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전통극의 특징을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악보30] 제 1장, 22-25마디

[악보31] 제 2장, 59-64마디 



- 65 -

[악보32] 제 3장, 110-116마디

[악보30], [악보31], [악보32]는 모두 다 각 단락의 끝 부분과 시작 부분이

다. [악보30]은 제 1장의 A부분의 끝과 B부분의 시작이고 [악보31]은 제 2장

의 A부분의 끝과 B부분의 시작이며 [악보32]는 제 3장 C부분의 끝과 D부분

의 시작이다. [악보30]은 작품 전체의 시작인 “음색주제”를 piatti의 5연음과 

fermata로 종지하고 [악보31]은 xylophone에서 짧은 음가와 tamtam의 긴 음

가로 서로 대조적인 형태와 음색으로 종지와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32]

는 timpani에서 tremolo, tenor drum에서는 고정적인 리듬, xylophone과 

marimba에서는 장식음이 있는 리듬형태를 보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마지

막의 fermata를 통해 종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후 tamtam에서 나타나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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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가는 새로운 부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 악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

의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는 작용으로 타악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중

국 전통극 음악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특히 [악보32]에서 보이는 형태는 

중국의 경극의 배경리듬을 연상시키며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적인 요소를 

한층 더 부여하게 된다.

2.5.1.2. 그 외 악기의 사용

오케스트라의 구성32) 및 기법의 사용을 살펴보면, 궈원징은 <광인일기>에서 

중국 전통악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연주되는 작품

인지라 악기와 연주자의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광인일기>

에서 mandolin은 매우 빠른 패시지를 연주하거나, 빠른 tremolo, arpeggio를 

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주기법의 선택은 mandolin으로 중국 전

통악기 pi-pa(琵琶，비파)33)의 효과를 모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harp의 선택은 중국 전통악기 gu-zheng(古箏，고쟁)34)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다. Harp는 <광인일기>에서 화성 연주와 단성 선율형태로 대부분 작곡됐다. 분

명히 harp는 다성 연주가 가능한 악기이지만, 단성 선율형태로만 작곡된 이유

는 guzheng 악기 자체의 특성 상 다성 선율 연주보다는 단성 선율 연주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32) [부록3]

33)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발현악기.

34) 쟁(箏) 또는 고쟁(古箏)은 중국 전통 현악기의 이름으로, 목재로 된 긴 장방형의 현악기이

다. 전국 시대부터 있었고, 진나라 때 널리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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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3] 제 1장, 370-380마디 (mandolin의 사용)

[악보34] 제 1장, 362-376마디 (harp의 사용)

[악보35] 제 2장, 1-5마디 (guitar의 사용)



- 68 -

[악보35]같은 경우 궈원징은 악보 상단에 명확하게 “imitate gu-qin”이라는 

표기를 하여 guitar로 gu-qin35)의 효과를 표현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식

음과 긴 음가의 음을 연결할 때의 짧은 glissando, “near the bridge with 

nail” 기법으로 한층 더 강화시킨 쇳소리는 gu-qin과 최대한 비슷한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기법들이다.

2.5.2. 오케스트라의 극중 캐릭터 형성 

<광인일기>에서 캐릭터 형성에 제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성이다. 

인성의 음색, 가사, 다이내믹 등의 모든 요소들은 캐릭터 형성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이것은 처음 외국에서 연주된 중국어 오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였

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인성과 함께 나타나는 오케스트라 역시 캐릭터 형성

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가끔은 직접적으로 캐릭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35) 칠현금과 같은 말이며, 고대 중국에서 사용한 현악기이다. 한국의 거문고의 원조(原祖)로 보

이며 <삼국사기>에 진(晉)나라에서 고구려에 칠현금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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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6] 제 2장, 404-41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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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404-411마디는 이중적인 캐릭터의 모습을 묘사한다. 404-407마디의 

인성은 혁명가의 외침을 표현하고 408-411마디는 피해망상증 환자의 모습을 

묘사하지만 오케스트라는 404-411마디까지 같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Flute와 mandolin은 tremolo로 지속음을 연주하고 있고 oboe, 

clarinet은 지속음에서의 glissando를 연주하고 있다. 피아노 역시 두 개의 음

으로 구성된 tremolo를 연주하고 있으며 타악기에서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요

소를 지닌 리듬연주를 하고 있다. 현악기 파트는 전체적으로 반음 관계를 유지

하며 지속음을 연주한다. 오케스트라의 이 모든 연주는 404-407마디에서의 혁

명가의 외침을 표현하는 것의 보조역할을 하지만, 408-411에서 다시 피해망상

증 환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즉, 오케스트라는 여전

히 혁명가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나, 인성은 다른 모습의 캐릭터를 형성하

고 있으므로 이는 “광인”이라는 캐릭터의 이중적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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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성의 활용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성조36)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조는 중국

어의 억양, 어투(語氣), 어속(語速), 어의(語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궈원징은 

<광인일기> 속에서 중국어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굴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발표

된 첫 번째 중국어 오페라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6.1. 가창기법

[그림1]

 

  위에 그림은 <광인일기> 스코어 악보의 notation이다. notation에서 볼 수 

있듯이, <광인일기>는 음고가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선율 형태 외에도 

36) 중국어의 성조는 1성(ˉ), 2성(ˊ), 3성(ˇ), 4성(ˋ), 경성(표기가 없음)으로 구분된다. 앞의 

표기법에서 볼 수 있듯이 1성은 한 음을 지속적으로 끄는 형태이고, 2성은 상향하는 형태, 3성

은 하향 후 상향하는 형태, 4성은 하향하는 형태이다. 경성은 특별한 형태는 없으나, 중국인의 

말하는 습관으로 보았을 때, 4성보다는 덜하지만 조금은 하향하는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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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song(염창), speak(염백), shout 등 여러 방식의 가창기법을 사용하였

다. 이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캐릭터들의 심리변화를 묘사하였으며, 이는 캐릭

터 형성의 주요수단으로 사용되었다.

2.6.1.1. Aria

<광인일기> 속, “광인”의 동생을 상징하는 유령이 부르는 aria의 가사는 루쉰

의 산문시인 <그림자의 고별>중에서 채취한 것이다. 유령의 aria는 <광인일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aria 선율이며 그 특징 역시 매우 명확하다.

[악보37] 제 4장, 116마디

위 악보는 <광인일기> 제 4장의 가장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유령의 aria이다. 

악기들의 연주는 거의 사라지고 매우 작은 다이내믹으로 속삭이듯이 노래하며 

템포는 산반(散板), 마디가 없는 자유리듬 형태를 지니고 있다. 선율의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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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을 때 긴 음가의 glissando와 vibrato, 짧은 음가에서 긴 음가로 이어

질 때의 짧은 glissando, 선율 중에 나타나는 짧은 fermata를 뽑을 수 있다. 

유령의 aria선율은 중국 남방 민요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들이 유사하게 사용되

므로 듣는 청중의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중국 남방의 민속음악이 떠오를 것이고, 서양인들은 매우 

강한 이국적인 색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작곡가가 서양의 aria를 작

곡하면서도 중국적인 색채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고 간주된다.

유령의 aria는 다른 캐릭터들의 가창기법과는 매우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

인다. 대화내용이 대부분인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시적인 가사를 노래하고 있

으며, 이 가사 역시 <광인일기>가 아닌 루쉰의 다른 문학작품 <그림자의 고별>

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조를 극대화시킨다. 하지만 <그림자의 고별>에서 채택된 

가사는 <광인일기>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채취하여 작품 속 주제를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2.6.1.2. Arioso

<광인일기>에서는 “광인”의 형이 부르는 arioso가 각 장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는 피해망상을 앓고 있는 “광인”과는 달리 근엄한 형의 캐릭터를 형성하며 

“광인”이라는 캐릭터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이다. 



- 74 -

[악보38] 제 1장, 139-147마디

[악보39] 제 2장, 26-32마디

위에 두 악보를 살펴보면 “광인”의 형이 부르는 arioso는 짧은 음가와 음 사

이사이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glissando가 특징이다. 이는 앞부분에서 언급한 

유령의 aria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다. 유령의 aria는 대체적으로 시적인 가사를 

노래한다면, “광인”의 형의 가사는 대부분 대화내용과 같은 말하는 것에 가까

운 것들이다. 그러므로 선율형태 역시 중국어의 언어형태를 조금 더 많이 고려

하였다. 성조의 상향과 하향에 맞추어 선율이 움직이며, 음가 역시 중국인의 

억양을 감안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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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염창(念唱), 염백(念白) 선율

염창(念唱)，염백(念白) 선율은 중국어 성조의 기복을 통하여 부정확한 음정

의 선율 형태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런 선율은 “以說為主，以唱為輔. (말하

는 것이 主고, 창이 輔이다.)” 염창 선율은 염백 선율보다 조금 더 음정이 있는 

선율 형태이다. 하지만 염창 선율 음정의 배치 역시 중국어 성조에 의거한

다.37) 이런 기법은 Sprechstimme기법과 유사하나 한문의 성조로 인해 자연스

러운 음의 기복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선율의 장점은 가창형태의 선율

보다 더욱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극적 표현에 유리하며, 말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음악성을 보이므로, 다른 음악 재료들과의 융합이 용이

하다.

아래 악보는 제 1장에서 “광인”이 출현할 때 하는 염백(念白) 선율 단편이

다. 과장된 발음과 창법은 오페라 속 “광인”의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심리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악보40] 제 1장, 26-30마디

37) 安魯新: <郭文景音樂創作研究>, 中央音樂學院出版社, 2012 

 안루신: <궈원징음악창작연구>, 중앙음악학원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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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개의 악보는 염창(念唱) 선율의 단편이다.

[악보41] 제 1장, 45-51마디

위 악보의 염창 형태의 선율에서 총 세 번의 짧은 형태의 glissando가 나타

나는데, 이 역시 작곡가가 성조를 감안하여 작곡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glissando의 de(的)는 경성(輕聲)이고 두 번째 glissando의 se(色)는 4성이다. 

하향하는 성조인 두 글자에는 하향하는 glissando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뒤에 gu(古)는 3성이다. 3성은 먼저 하향한 다음 상향하는 성조이다. 그러

므로 glissando 역시 지속음 끝 부분에 나타나는 짧은 상향 glissando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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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2] 제 1장, 58-61마디

[악보42]는 성조의 처리가 잘 나타나는 단편이다. 첫 글자 en(嗯)은 의성어

이므로 “말하듯이”로 표현한다. Ni(你）， jin(今）， tian(天）은 3성, 1성, 1

성이다. 3성은 하향 후에 상향하는 성조이므로 3성 뒤에 나타나는 1성은 상향

하는 선율로 구성됐으며, 같은 1성인 두 글자는 같은 음으로 표현하였다. 

Fang(仿), fu(佛） 이 두 글자 역시 3성후의 2성이므로 상향하는 선율로 표현

이 됐으며 마지막의 hen(很)， hao(好）는 2성, 3성38)이므로 상향 후 하향하

는 성조를 맞추어 선율 역시 하향한다.

38) 很(hen)，好(hao) 두 글자는 모두 다 3성이지만, 중국어에서 두 개의 3성이 같이 나타날 경

우 첫 번째 3성은 2성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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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의성어의 구성방식

[악보43] 제 1장, 39마디; 제 1장, 64마디; 제 1장, 63마디; 제 1장, 71마디

위 악보의 각 단편들은 모두 의성어이다. 궈원징은 의성어 역시 최대한 중국

인이 말할 때의 습관(억양)을 표현하려고 했다. 첫 단편의 si(嘶)는 놀랐을 때 

“쓰읍”하는 소리이므로 높은 음역에서 강한 다이내믹으로 표현하였다. 중국어

에서 “si” 발음은 된소리므로 이런 발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 가창기법은 기식

음이 섞인 소리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 단편의 xu(噓）는 조용히 “쉿!”을 뜻

하는 의성어이므로 중간 음역의 중간 다이내믹을 사용하였다. “xu” 역시 된소

리라는 이유로 가창기법은 기식음이 섞인 소리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 단편의 

hei(嘿)는 보통 낮은 소리로 누군가를 비웃을 때 사용되는 의성어이므로 매우 

작은 다이내믹과 baritone이 노래한다. 네 번째 단편의 ze(嘖)는 누군가를 혐오

하여 혀를 차는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이므로 높은 음역에서 중간 다이내믹

으로 표현한다. 이 단락들을 살펴보면 리듬 역시 의성어의 특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의성어의 위 혹은 하단에는 대부분 설명이 덧붙는데 이를 통

해 궈원징은 배우가 정확한 발음이 아닌 의성어 자체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바 이는 아마 배우가 중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장 39마디 제 1장 64마디

제 1장 63마디 제 1장 7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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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억양(語音)의 과장

억양의 과장이 가장 잘 나타난 단편은 제 1장 중 여자의 어머니가 등장할 

때 부르는 부분이다.

[악보44] 제 1장, 279-286마디

위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사의 시작인 wo(我）, yao(要）의 성조는 3성, 

4성이다. 하향하는 성조이므로 음정 역시 단2도 하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사의 제일 중요한 글자는 yao(咬)39)이다. 작곡가는 이 글자를 네 개의 부분

으로 나눈다(yi, a, ao, ou). 약박으로 시작하는 yi는 점차 o, ao를 거쳐 ou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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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다. 다이내믹 역시 점차 커지고 가창기법도 보통 노래하는 방식에서 기식

음이 섞인 소리로 변화한다. 여기에 “with exaggerated lip movements”라는 

슬로모션과 유사한 과장된 입 모양 모션이 더해지면서 한 여자가 격분하여 이

를 부득부득 가는 캐릭터가 형성된다. 그 뒤의 ji(几)， kou(口） 두 글자는 8

분음표로 처리하며 이는 중국인이 말할 때의 습관(어속, 語速)을 고려한 것으

로 여겨진다. 
 

2.6.1.6. 여러 가창기법의 혼용

궈원징은 <광인일기> 속에서 여러 가창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스

토리 전개, 장면의 분위기 혹은 캐릭터 형성의 상황에 맞추어 여러 가창기법을 

혼용했으며 중국어로 창작된 오페라의 특징을 충분히 각인시켰다. 

[악보45] 제 2장, 9-13마디

39) 깨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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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5]와 같이 불과 5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부분에서도 보통 노래하는 

기법, vibrato, 표기된 음정대로 말하기, glissando, 기식음(氣息音)이 섞인 소리

의 가창기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창기법 위에 작곡가는 “The voice 

trembles in a lingering fear”, “The ‘de’ resembles that of a temple block”

과 같은 감정표현 혹은 음색에 대한 자세한 요구까지 기재하여 가사의 “칠흑

같이 어둡다. (黑漆漆的)”는 장면을 묘사하려고 하였다.

Hei(黑), qi(漆）두 글자 모두 1성이므로 vibrato, glissando의 사용이 효과적

이다.40) 이러한 부분에서의 기법 사용 역시 성조를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글자 de(的)는 관형어 뒤에 쓰이는 글자로 특별한 뜻은 없다. 궈원징은 

뜻이 없는 이 글자 위에 “The ‘de’ resembles that of a temple block”이란 

설명을 기재하여 인성을 악기와 유사하게 사용하려고 한 흔적을 보인다.

[악보46] 제 1장, 128-136마디

40) 중국어 성조 중 2성, 3성, 4성은 상향 혹은 하향하는 형태이므로 vibrato를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가 없다. glissando 역시 성조 자체에 영향을 받아 2성, 3성은 상향하는 glissando, 4성

은 하향하는 glissando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1성은 지속하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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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는 제 1장의 128마디이다. Tenor가 매우 넓은 음역을 도약하면서 

같은 가사를 반복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한 번은 높은 음역에서 강한 다이

내믹의 고함소리, 한 번은 낮은 음역에서 작은 다이내믹의 기식음이 섞인 음색

으로 노래하는데, 이는 같은 가사이지만 뒤의 문장 부호가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가사는 느낌표이고 매우 확신하는 감정을 전달하므로 높은 

음역에서의 고함소리로 표현했으며 두 번째 가사는 줄임표이고 조금은 의심하

는 감정을 전달하므로 낮은 음역에서의 기식음이 섞인 음색으로 표현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6.1.7. 인성의 악기화

궈원징은 <광인일기> 속에서 필요에 따라 인성도 하나의 악기처럼 사용하였

다. 특히 가사 자체가 줄거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의성어일 경우에 많이 사용

됐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음고가 없고, 각종 인성들의 음색과 

음향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광인일기>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오케스트라가 분위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

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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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7] 제 1장, 99-106마디

위의 악보를 살펴보면 첫 시작 99마디-102마디까지는 unison의 형태를 보

이지만 103마디-105마디에서는 서로 다른 성부에서 모방하는 형태를 보인다. 

unison 부분의 accent는 같은 글자의 반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방하는 부분

에서는 accent 위치를 성부마다 서로 다르게 하여 각 성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작곡가는 사람들이 “광인”을 의논하는 시끄러

운 장면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인성의 음색 및 전체적인 음향을 

통해 장면묘사 및 분위기형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청중들로 하여금 음악을 들

으면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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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인성의 극중 캐릭터 형성

<광인일기> 속 유일한 주인공인 “광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먹을 거라는 

불안감에 항상 긴장하고 초조한 상태를 보인다. 집 앞에 개로부터 지나가는 사

람들, 진료하러 온 의사 심지어 자신의 형까지도 자신을 먹을 거라고 의심하고 

불안해한다. 연극 속 그의 캐릭터는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는, 얼굴색이 창백하

고 허약한 선비의 모습과, 사람을 먹는 관습을 고쳐야 한다고 외치는 혁명가의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궈원징은 높은 음역의 tenor를 선택하여 줄거리에 

맞는 인성선율을 작곡하여 이러한 그의 캐릭터를 형성하였다.

[악보48] 제 2장, 236-245마디

이 부분은 저녁시각, 소작인들이 “광인”의 형한테 방금 전 동네에서 사람들

이 나쁜 사람을 죽이고 그의 내장들을 꺼내어 먹었다고 전하는 것을 방에 있

던 “광인”이 듣고 낮에 거리에서 봤던 사람들과 죽은 여동생을 생각하며 자신

도 먹을 거라고 무서워하는 장면을 표현한 부분이다.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사를 더듬고,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을 교차 사용하며, 고정 음고와 비고정 

음고의 혼용을 통해 캐릭터의 불안, 공포, 초조한 심리상태를 선명하게 표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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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9] 제 2장, 404-411마디

위 악보는 “광인”의 이중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높은 음역에서

의 지속음은 “광인”의 혁명가적인 외침을 표현하며 중간 음역의 3연음은 같은 

가사를 반복함으로써 다시 초조하고 긴장한 상태로 돌아간 “광인”의 피해망상

증 환자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50] 제 4장, 102-106마디

위 악보는 제 4장 잠속에서 깨어 제정신으로 돌아온 “광인”이 집밖으로 나

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참회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는 <광인일기> 속 

“광인”의 마지막 염백이기도 하다.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에서 궈원징

은 정확한 음고 대신 대략적으로 높은 음역, 중간 음역, 낮은 음역만 구분하게 

했으며 중국어의 성조에 의한 자연스러운 기복과 다양한 리듬의 빠른 변화를 

통해 참회하는 숙연한 장면의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이런 마지막 염백을 통해 

궈원징은 과거 역사를 깊게 반성하며 자책하는 중국 문인(文人)의 캐릭터를 완

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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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광인일기>는 국제무대에서 처음 선보인 중국어 오페라로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앞의 분석연구를 통해 중국 작곡가가 서양 현대오페라를 창작

하는 방식을 살펴 볼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중국어 언어 자체의 특징을 매우 

중요시 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궈원징은 서양의 가창방식과 중국 전통 

가창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가창방식을 구사하였다. 오페라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창기법 외에도 중국 전통 가창방식인 염창, 염백 

창법을 도입하여 서양오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창기법을 통해 청중들에게 

새로운 소리를 선사하였다. 염창, 염백 창법은 중국어 언어의 성조 특징을 표

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창법이며, 그 외에도 의성어의 구성방식, 억양의 과장, 

인성의 악기화 등 인성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어 언어의 성조 특징을 고려하였

다. 

  오케스트라는 작품 전체의 기반이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성은 작

품 전체의 줄거리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케스트

라는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오케스트라의 구성은 작품 

전체에 무게감을 더했으며, 청중들이 인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광인일기>의 악기사용 역시 매우 특징적이다. 외국에서 연주할 것을 감안하여 

창작한 작품이므로 궈원징은 서양 악기로 중국 전통 악기의 효과를 구현하려 

했으며, 중국 전통 음악의 음색을 도입하기 위해 음고가 없는 중국 전통 타악

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궈원징은 중국 현대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한국 내에

는 아직 그에 대한 논문이 없으므로 본 논문이 앞으로 한국 음악가들이 중국 

작곡가 및 작품들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광인일

기>의 분석연구 또한 한국 작곡가들이 서양오페라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

의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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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광인일기> 대본 중국어 버전

獨幕歌劇《狂人日記》

根據魯迅短篇小說《狂人日記》改編

                                                   編劇 曾力 郭文景

                      

                       作曲    郭文景

狂人·············男高音           

大哥·············男中音  

何先生············男低音          

行人們、佃戶們···男次中音、男低

音若干                         

幽靈··················抒情女高

村婦··················女中音

巫婆··················女低音

村姑··················女高音

（幽靈的唱詞，選自魯迅散文集《野草》中<影的告別>一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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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狂人：他的眼色古怪，似乎怕我......

           第一場                                   (行人B從狂人背後打招呼。）

                                                    行人B：喂.......

   [黃昏。狼子村街頭。]                               狂人：（嚇得一哆嗦）啊！......

[幕啟。舞臺上燈光很暗，只能看見狂人的黑影在             行人B：嗯，你今天仿佛很好。

來回走動。然後燈光逐漸達到要求的亮度。]                 狂人：是.......的........

狂人：那條狗為何看我兩眼？                             行人A：（對行人C竊笑）嘿嘿嘿......

     （間奏。行人A上場，謙和地向狂人打招呼。）          行人C：噓......!

行人A：哦呵......                                        行人B：（搖頭）嘖嘖嘖.......

狂人：（倒抽一口冷氣）嘶......                        （眾人------行人A、B、C？佃戶、村  

行人A：（奇怪地）呃？.......　　　　　　　　　　　　　　　　　           　姑等交頭接耳議論狂人。）

狂人：他們的臉色鐵青，　　　眾人：喊喊喊......                 臉色

　　　似乎想害我。　　　　　　　　　       嘖嘖嘖......               也都鐵青，

                               ...  ...                  我，我，

  （狂人猛一轉身，眾人嘎然而止。）                      我同孩子有什麽仇？

眾人：噓！                                            我同孩子有什麽仇？

狂人：一路上都是        眾人：喊喊喊，他他他，           （間奏。村姑上，狂人攔住她。）

     同樣的嘴臉。           嘖嘖嘖，嘿嘿嘿。            狂人：你告訴我......

                                  ...   ...              村姑：（害怕地躲閃著）

                                  ...   ...                  啊，啊，啊，啊......

      (狂人猛一回頭，眾人又嘎然而止。）                狂人：你告訴我！

眾人：噓！                                           村姑：啊！

狂人：爲什麽？         眾人：喊喊喊，他他他，          狂人：你告訴我！

      爲什麽！               看看看，呀呀呀。         村姑：啊!

      爲什麽人們交頭接耳議論我。     ...  ...           （孩子跑開，狂人攔她，自己差點摔

（狂人再猛然轉身，眾人再嘎然而止。）                   倒。眾人上場，孩子跑到村婦眼前，

眾人：噓！                                                    女人罵她、打她。） 



- 91 -

狂人：又怕我看見？                                         村婦：老子呀！

（眾人悄悄下場，但佃戶留下。）                  你！你！你！  村姑：唉喲！唉喲！唉喲！

狂人：我須十分小心。                                     ... ...               ... ...

  那條狗又在看我。                                   ... ...              別打我！別打我

（大叫）我怕得有理！                                ... ...               ... ... 

（大哥出現在舞臺一角）                             老子呀！           啊！啊！

狂人：（悄語）我怕得有理。                               ... ...               ... ...

     （狂人下場。）                                      ... ...               ... ...

     （大哥焦急地吩咐佃戶。）                            我要咬你幾口      ... ....

大哥：你，                                              我要咬你幾口      ... ...

      帶上銀兩，                                        才出氣！          ... ...

      馬上進城，                                        才出氣！          ... ...

      去請何先生。                              （女人打孩子，臉卻朝向狂人。狂人見狀十

     （間奏）                                            分驚恐。）

      日前吏部傳文，                       村婦：老子呀！  狂人：呃...     村姑：唉喲！

      令他前往候補。                               ... ...              ...            ...

      不料他舊病復發......                            ... ...              ...            ...

     （間奏）                                    ... ...              ...            ...

      告訴何先生，                        狂人：啊--------！！！這青面獠牙的一夥人！

      請他今晚                                         （眾人一起哄笑。）

      連夜趕來。                                  狂人：我與你們        眾人：哈哈哈

     （間奏。大哥、佃戶下。）                            有何冤仇！            ... ...

     （狂人上）                                  (狂人覺得眾人的笑聲仿佛變成了狗叫。）

狂人：看，看，看！                                狂人：啊！            眾人：汪汪汪

前面一夥小孩子，                                  這青面獠牙的          ... ...

也在那裡議論我。                                  一夥人！              ... ...

眼色                                           (大哥沖上場，慾將狂人從人群里拖回家。）

同狗一樣，                                狂人：啊！     眾人：哈哈哈    大哥：閃 

啊！       ......     你們閃開！                    大哥：（咳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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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       ......     他是病人！                    佃戶們：還還還還還說吃了

     （切光。舞臺上的一切刹那間全部消失。）                       可可可可可以壯膽。

                                             大哥：（自言自語地）  狂人：（大驚）吃人

                第二場                              何先生為何           吃人！

                                                    還未到？             吃人！

     [夜,狂人的書房內，幽暗，狂人獨守著一隻。]          何先生為何           吃人！

狂人：黑漆漆的，                                     還未到......

     不見月光                                                （大哥、佃戶們下場） 

（間奏）                                           狂人：原來他們要吃人！

 白天的那一夥人，                                         他們會吃人。

 我看出他們                                               就未必不會吃我！

 話中全是毒，                                        （間奏，狂人取出一本典籍。）

 笑中全是刀，                                         古來時常吃人，我也還記得......

 他們的牙齒，                                            （間奏，狂人翻動書頁。）

 全是白厲厲的排著......                                      這歷史沒有年代，

    （間奏）                                                  每頁上都寫著

 黑漆漆的                                                “仁義道德”......

 不見月光......                                  （狂人不停地翻閱典籍。幽靈又出現。）

（在昏暗的舞臺一側，飄出狂人死去的妹子的幽             幽靈：然而黑暗又會吞併我，

靈的歌聲。）                                              然而光明又會使我消失

幽靈：黑漆漆的，                                      （幕後傳來佃戶們急切的叫喊聲。）

      不見月光......                           佃戶們：老爺！老爺！老爺！（同時樂隊喊叫： 

      我不過一個影，                                       何先生來了！何先生來了！）

      要別你而沉沒在黑暗裡了。                                ......   ......

狂人：妹子？...   妹子！...                              狂人：啊~~~~！

（院子裡傳來敲門聲。幽靈倏忽隱去。狂人                   我從字縫間看見了字，

  警覺地聽著書房外佃戶們驚慌的聲音。）                   我從字縫間看見了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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佃戶們：（壓低的聲音）                                       滿本都寫——

       老老老老老爺！                                       吃人、吃人、吃人、吃人！

       村村村村村子里                                       我也是人。

       剛剛剛剛剛才                                         他們想要吃了我！

       打打打打打死一個                                    （轉晴）

       大大大大大大……                               幽靈：然而我不願彷徨與明暗之間。

大哥：哪？！                                                （切光）

佃戶們：……大惡人。                         

大哥：（咳嗽）                                                    第三場

佃戶們：幾幾幾幾幾個人？

        把把把把把他的

        心心心心心肝                              【午夜。在燭光通明的大屋里。】

        挖挖挖挖挖出來                             大哥：今晚請來何先生。

       用油煎煎煎煎煎炒……                           給你診一診。

大哥：呃？！                                       狂人：不不不

佃戶們：……吃了                                    大哥：你病得很厲害。

狂人：不......                                        何先生：（睜開眼睛。）

何先生：（拖長聲音地）你哪裡不好？                   不要亂想。

狂人：什麽？                                  （對大哥）靜靜地養幾天，就好了。

大哥：（對狂人）你坐下。                       （何先生提筆開藥方并從包裡取出一丸藥。）

何先生：你哪裡不好？                            狂人：靜靜地養！

狂人：我沒有什麽不好。我......                         養肥了，

何先生：（打斷狂人）看看舌頭。                     他們是自然可以多吃。

       （狂人遲疑地張開嘴）                       乾笑）呵、呵、呵、呵、呵、呵......

何先生：伸出舌頭！                              大哥：（慌張地）先生！先生！

       （狂人伸出舌頭。）                        何先生：趕緊吃罷！（下場。）

何先生：你病得不輕。                            大哥：（慌張地）先生！先生！

        再看看眼睛。                            何先生：趕緊吃罷！（起身。）

       （何先生翻看狂人的眼皮。）            大哥：（跟著何先生），是，是是是，是是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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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                                         (狂人止住笑聲。震驚，靜。）

狂人：（突然地）吃人的事......                      狂人：啊......

     （小聲地）吃人的事，對麼？                       原來也有你！

何先生：（似笑非笑地）不是荒年，怎麼會吃人，           夥合吃我的人。

         呵呵......                                      是我的兄長！

狂人：對麼？                                          我自己被人吃了。

何先生：這等事問它什麽？                              可任然是吃人的人的兄弟！

狂人：對麼？                                          （遠處傳來幽靈們的哭聲）

     （何先生伸手摸狂人的額頭。）                狂人：我曉得了。

何先生：不......                                         妹子死掉的緣故。

狂人：不對？他們何以竟吃？！                          也全在他。

何先生：沒有的事......                                   他未必不和在他飯菜里。

狂人：沒有的事？書上都寫著。                          晴晴給我吃。

      去年城裡殺了犯人，                              我未必無意之中。

      還有人用饅頭蘸血吃......                           不吃了我妹子的幾片肉。

何先生：（光火地）那是治病！                           現在也輪到我自己……

狂人：村子里現在還在吃！                              （大哥送走何先生后上場。）

何先生：有許有的。這是從來如此......                狂人：（神情恍惚地，夢遊一般地。）

狂人：從來如此，便對麼？                               我看見了妹子。

何先生：不要亂想！                         （人們漸漸地從門外探頭進來窺探并發出驚歎

        看脈！                                        聲：啊！）

 何先生閉上眼睛診脈，靜，狂人突然抽回手。）       大哥：先生叮囑，要安心養神。

狂人：這是詭計！                                  狂人：她，

（大哥把狂人的手按到桌上，何先生重新閉眼診脈。）   她是被你吃掉的！      眾人：啊！啊！

狂人：這個劊子手，                                大哥：不要亂講！

      假扮醫生，                           狂人：母親想必也知道，      眾人：啊！啊！

      來摧肥瘦，                                但她默許了……              啊！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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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這功勞，                                        你們是同謀！                啊！

      也能分一片肉，                           流著假惺惺的淚。      啊！啊！啊！啊！  

   

                                                   大哥：胡說八道！

                                                   狂 人 ： 村 子 里 正 吃 人 的 心 肝 。        

     

      你也不覺奇怪，可見你的心                    狂人：我覺得心裡虛茫茫的，

      同他們一樣狠毒！                                 仿佛所有的東西都離我而去......

眾人：啊！啊！啊！啊！                            大哥：這是一個好兆頭，

大哥：（對眾人）都出去！                                病好了，

      瘋子有什麽好看！                                 你就可以去候補了。

眾人：啊---？瘋子！                                     （沉默。）

狂人：啊---- ！                                     狂人：大哥，好像是妹子在唱歌......

      給我罩上瘋子的名，                          大哥：那是風聲。

      逼我自戕。                                  狂人：那條狗又叫起來了。

      你們沒有殺人的罪名，                        大哥：每到這個時候，

      又償了心願。                                      都是這樣。

      佃戶說的大家吃了一個惡人，                       （沉默。）

      也是這方法。                                狂人：大哥，讓我到外面走一走吧。

      這是你們的老譜。                            大哥：天快亮了......

大哥：天哪！天哪！他真的瘋了！                          好吧。

眾人：瘋子！                                   （狂人走出大門。黎明，寂靜，清冷。山野

大哥：（對眾人）都出去！都出去！                          蒼蒼茫茫。）

狂人：你們可以改了，你們可以改了。                狂人：（遙望天際）

大哥：住嘴！                                            四千年來時時吃人的地方，

眾人：瘋子！                                            今天才明白，

狂人：從真心改起！從真心改起！                          我也在其中混了多年。

大哥：天哪！天哪！他真的瘋了！                          有了四千年吃人履歷的我，

狂人：將來容不得吃人的人，                              當初雖然不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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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活在世上。                                        現在明白，

      容不得！                                          難見真的人！（抽泣）

大哥：快把藥湯端上來！                           （燈光轉暗，僅是狂人木然而立的黑影。）

     （人們按倒狂人，給他灌湯藥。狂人拼命掙扎，        幽靈：我獨自遠行，

       最后大叫一聲昏死過去。）                            不但沒有你，

                                                        並且再沒有別的影在黑暗裡。

                                                        只有我被黑暗沉沒，

                第四場                                  那世界全屬於我自己。

                                                        （舞臺全黑）

    [書房裡，燭光微弱。外面傳來女巫驅邪的吟誦聲。                               

狂人慢慢從昏睡中醒來。大哥在旁邊守候著他。]                        劇   終

狂人：（虛弱地）這是什麽地方？                            腳本完成於1993年10月

大哥：我們在家裡。                               音樂完成於1994年4月，同年6月

狂人：......我感到萬分沉重。                             24日於阿姆斯特丹首演

大哥：你一直在做噩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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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광인일기> 대본 영어 버전

LIBRETTO

Scene 1

Dusk. A street in Wolf Cub Village.

  MADMAN

Why did that dog stare at me like that?

  PASSER-BY 1

Whoea.

  MADMAN

Sh.

  PASSER-BY 1

Eh?

  MADMAN

He has such a strange look in his eyes, as 

though he's afraid of me...

  PASSER-BY 2

Hallo.

  MADMAN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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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ER-BY 2

You're looking fine!

  MADMAN

Yes...

  PASSER-BY 2

Heh heh!

  PASSER-BY 3

Shht...!

PASSER-BY 2

Tch tch.

Crowd(three passers-by, a tenant, woman 

and girl)whisper about the Madman.

  MADMAN

Those pallid faces. As though they want to 

harm me.

  CROWD

Pss pss pss...

Tch tch tch...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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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man turns around abruptly.

  MADMAN

The same facial expressions everywhere!

  CROWD

Psss psss...

He he he

Tch tch, he he

shh!

  MADMAN

why, why?

Why are those people whispering about 

me?

  CROWD

Psss psss

He he

Look look!

Ah ah...

Shh!

Madman turns around again.

  MADMAN

Are they afraid I'll see it?

Crowd exits, leaving tenant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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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MAN

I must be careful.

That dog is looking at me again.

I have good reason to be afraid.

Elder Brother of Madman appears.

  MADMAN

I have good reason to be afraid.

Madman leaves.

  ELDER BROTHER(to tenant)

Here. Take this money. Go immediately 

to the city and ask Dr. He to come. The 

Ministry has ordered my brother to report 

right away to take up an important post.

Unfortunately his old illness has resurfaced.

Tell that to Dr. He and ask him to come as 

quickly as possible.

This very night.

Brother and tenant exit.

Madman enters.

  MADMAN

Look!

There's a group of children m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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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 as well.

The look in their eyes. Just like the dog.

Their faces. Also completely livid.

What do those children have against me?

What do those children have against me?

Girl enters. Madman tires to clock her way.

  MADMAN

Tell me...

  GIRL

Ah ah ah ah...

  MADMAN

Tell me!

  GIRL

Oh!

  MADMAN

Tell me!

  GIR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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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 runs away. Madman blocks her way.

Crowd enters. Girl flees to the woman, who 

curses and slaps her.

  WOMAN

Little devil.

You you you...

Little devil, Little devil

I'd like to bite you,

to cool my rage.

  GIRL

Ayah!

Don't beat me...

Ah...

Woman beats the child, looks at Madman.

  WOMAN

Little devil...!

  MADMAN

Eh...

  GIRL

Ayah...

  MADMAN

Frighteni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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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owd bursts out laughing.

  MADMAN

What have I done wrong?

  CROWD

Ha ,ha, ha.

  MADMAN

Oh. Those frightening people.

  CROWD

Woof, woof, woof.

The brother runs up and takes the Madman 

away.

  MADMAN

Ah!

  BROTHER

Move, move!

Out of the way!

Get away!

Out!

He is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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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D

Hahaha.

Look!

Ha, Ha.

Scene 2

Evening. The Madman alone in his study.

  MADMAN

Pitch darkness. No moonlight.

Those people I saw today.

I feel the Sinister intentions behind their 

words.

I feel the murderous lust behind their 

smiles.

The glint of their teeth.

Pitch darkness. No moonlight.

  GHOST OF MADMAN'S SISTER

Pitch darkness. No moonlight.

Ah! I am but a shadow.

I shall leave you and be swallowed up 

by the dark.

  MADMAN

My sister? My little sister!

Ghost vanishes sudd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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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ANTS

My lord, my lord, my lord!

A notorious character has been murdered 

in the village.

  BROTHER

Ugh.

  TENANTS

They removed his heart and liver, fried 

them in oil and ate them.

  BROTHER

Ugh.

  MADMAN

Eating a man!

  TENANTS

They say...

  BROTHER

Ugh...

(to himself)

Where is Dr. He?

  TENANTS

...it makes you br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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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Where is Dr. He?

  MADMAN

Eating a man!

Brother and tenants exit.

  MADMAN

They want to eat human flesh. If they 

wan to eat other people maybe they'll 

eat me too!

(He picks up a book).

In ancient times men often ate men.

I can remember...

This history has no chronology.

The words HUMANITY, JUSTICE, VIRTUE,

MORALITY are printed on every page.

Ghost appears

  GHOST

The darkness will swallow me up and the 

light will also cause me to vanish.

  TENANTS

My lord, my lord, my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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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EMBLE

Here comes Dr. He. Here comes Dr. he.

  MADMAN

Ah...!

I see words between the lines.

On every page:'Eating people.

Eating people. Eating people!'

I am also a person.

They want to eat me too.

  GHOST

I do not want to keep roaming between

light and darkness.

I would rather sink into the dark.

Scene 3

Midnight. In the candle-lit hall.

  BROTHER

I have asked Dr. He to examine you.

  MADMAN

No, no, no...

  BROTHER

You are extremely ill.



- 108 -

  MADMAN

No...

  DR. HE

What is wrong with you?

  MADMAN

What?

  BROTHER

Sit down.

  DR. HE

What is wrong with you?

  MADMAN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e. I...

  DR. HE

Let me see your tongue.

Stick your tongue out.

You are quite ill.

Let me have a look at your eyes.

You...

  MADMAN

On the subject of eating people...

Is th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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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HE

There is no famine, is there?

Who might be eating people? Ha, ha.

  MADMAN

Is this right?

  DR. HE(feels Madman's forehead.)

No.

  MADMAN

Not right? Why do they still do it then?

  DR. HE

That does not happen.

  MADMAN

Doesn't happen? It's written about in the 

book. Last year a prisoner was murdered

in the city. People dunked steamed-bread 

in his blood.

  DR. HE

That is because blood has curative powers.

  MADMAN

In the village they ea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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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HE

Perhaps. That's been happening since time 

immemorial.

  MADMAN

But that doesn't make it right!

  DR. HE

Stop your chattering.

Let me take your pulse.

  MADMAN

This is a conspiracy.

This killer's posing as a doctor.

He's here to examine my flesh and he'll 

get a chunk of it as payment.

  DR. HE

Don't let your mind run away with you.

(to brother)

He will be alright after a few days rest.

Dr. He writes a prescription and takes a pill 

out of his bag.

  MADMAN

A few days rest! Then I shall be fat. and 

they will have more to eat.

Ha,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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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Sir, sir!

  DR. HE

Take this right away!

  BROTHER

(Panicking) Doctor, doctor!

  DR. HE

Take it right away!(Exits)

  BROTHER

Certainly.(Exits)

The Madman stops his hollow laughing.

  MADMAN

Aha! You too. My very own brother is 

in on the plot to eat me. I will actually be 

eaten by other people, but nonetheless 

I am the younger brother of a man-eater.

(Faraway wailing of ghosts).

Now I know. He also bears guilt for the 

death of my sister. Perhaps he mixed her 

flesh into the food he fed to me. Perhaps 

I unknowingly ate the flesh of my sister.

And now it is my turn to be e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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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er enters.

  MADMAN

Brother, I've seen our sister.

People peer inside and call 'oh!'.

  BROTHER

Dr. He said that you must get plenty of 

rest and not worry so much.

  MADMAN

She...

She was eaten by you.

  BROTHER

Don't talk drivel.

  MADMAN

Mother must have known about it.

And she approved...

You are conspirators.

Shedding hypocritical tears.

  BROTHER

Non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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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MAN

The villagers eat human hearts and livers.

You feel alright about it. Your heart is just 

as depraved as theirs.

  BROTHER

(to the bystanders)

Get away. What is so interesting about 

a madman?

  CROWD

Ah?

He is crazy!

  MADMAN

You call me crazy in order to make me 

commit suicide. In that way you won't be 

responsible for my death and you'll get 

what you want.

The tenants told the story that a notorious 

character was eaten. That happened in 

exactly the same way. This is your old 

trick!

  BROTHER

He really is mad. Go away, go away!

  CROWD

He is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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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MAN

It's time you reformed yourselves.

  BROTHER

Stop it.

  CROWD

He is mad!

  MADMAN

If only you were honest. In the future there 

will be no room on earth for man-eaters.

No more room!

  BROTHER

Give him the medicine!

The Madman is Knocked down and the 

medicine poured into his mouth.

He struggles and kicks. With a scream he 

loses consciousness.

Scene 4

Dawn. The study, dimly lit with candles.

Outside, a witch can be heard invoking the 

devil. Slowly, the Madman awakes out of his 

delirium. His brother keeps watch besid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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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MAN

Where am I?

  BROTHER

We are at home.

  MADMAN

...I feel so heavy.

  BROTHER

You have had a nightmare.

  MADMAN

My heart feels empty. As though everything 

is flowing out of me.

  BROTHER

That is a good sign. You are cured. You can 

now take up your official appointment.

  MADMAN

Brother, it is just as though I hear our little 

sister singing.

  BROTHER

That is th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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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MAN

The dog is beginning to bark again.

  BROTHER

It alway does so about this time.

  MADMAN

Brother, I want to walk about outside.

  BROTHER

It is almost dawn. Go on then.

Madman goes outside. A misty, mountain 

landscape.

  MADMAN

For 4000 years men have been eating men.

Now I realise I've been part of that too.

for 4000 years men have been eating men.

At first I didn't know it, but now I under-

stand: how can i ever face a real man?

  GHOST

This is what i would like, friend. To go far 

away to a dark world where you and other 

shadows are absent. Just me, swallowed up 

by the dark. That world is mine alone.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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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광인일기> Instrumentation

Voices

Tenor

Soprano

Alto

2 Baritone bassi

2 Bassi

Ensemble

Piccolo

Flauto

Oboe

Corno Inglese

Clarinetto (B♭)

Clarinetto basso (B♭)

2 Mandolini (one player)

Guitar

Arpa

Pianoforte

Percussioni (4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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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elesta

Dagu (Chinese bass drum)

Gong

Gran cassa

Muyu (the lowest) (temple block)

Piatto sospeso

Sizzle cymbal

Tam-tam

Timpani

Xiaobo (small cymbals from China)

II

Bangu (a kind of percation from Chinese opera)

Gong

3 Jingluo (gongs from Beijing Opera)

Maraca

Piatto sospeso

Silofono

Sizzle cymbal

Tamburo

Tenor drum

Tom-tom

Vibrafono

Xiaobo (small cymbals from China)

Xiaoluo (small gong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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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elesta 

Cowbell

Marimba

Naobo (a kind of cymbals from China)

Silofono

IV

Bongos 

Castagnette

Celesta

Chuanbo (cymbals from Chuna Opera of China)

Gong

Jingluo (a king of gong from Beijing Opera)

Silofono

Small bell

Tbor

Triangolo

Wood block

2 Violini

Viola

Violoncello

Contrab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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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uo WenJing’s Opera 

<Wolf Cub Village>

Xuan XuChu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ra “Wolf Cub Village” by Chinese composer Guo Wenjing (郭文景) 

is a chamber opera in four acts, commissioned by Holland Festival, 

Netherlands, with the main theme being “China” in 1994. It is motivated 

by the first ever novel to be written in vernacular Chinese: “A 

Madman’s Diary (狂人日記; Kuángrén rìjì)” by Lu Xun (魯迅). The 

libretto is written by Zeng Li (曾力) and Guo Wenjing, and the music is 

composed by Guo Wenjing. This opera is the first opera in Chinese 

language to be commissioned, produced, and performed in Western music 

society, making it a historically significant piece. This paper conducts 

analytic research on original work, libretto, orchestra, voice respectively, 

while mainly focusing on the opera “Wolf Cub Village” by Guo Wenjing.

 In “Wolf Cub Village”, the orchestra makes the overall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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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at the same time gives unity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piece. On the other hand, human voice is not bound by any 

particular structure, but is freely composed according to various singing 

techniques. Through such unity and diversity, the balance within the 

work is established, forming organic relations within each part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mposer tried to fully deliver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itself, for it is the first opera in Chinese 

language to be performed in global stage. He composed every melody 

based on the accents and tones of Chinese language, and took the 

format of onomatopoeic words and exaggeration of intonations into 

consideration. Also, the evidences that the composer carried out the 

composition process acknowledging that the work would be presented in 

the West can also be found within many parts of the work.

 Guo Wenjing’s “Wolf Cub Village” is a western opera in Chinese 

concept of “ju (劇; stage performanc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hinese opera, chang (唱; singing), nian (念; stage speech), 

zuo (做; body movements), and da (打; martial techniques)41), are 

emphasized within the work, and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languag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unravelling the potentials of 

Chinese language. This is regarded as the main reason that this first 

Chinese-language-opera to be performed in international theater obtained 

success.

keywords : Guo Wenjing, ‘Wolf Cub Village’, Vocal, language intonation, 

China opera. 

Student Number : 2013-23939

41) Singing, stage speech, body movements, and martial techniques are regarded as the 
four basic skills that actors of traditional Chinese performing arts should be equipp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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