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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老舍(1899-1966)는 주지하다시피 소설가, 희곡가로 널리 알려진 중국현대작가

다. 그러나 老舍가 시를 창작했다는 사실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인

지도에 비한다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라 하겠다. 老舍의 현대시가 제대로

주목 받지 못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각도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老舍의

현대시가 내용면에서 주제의식이 비교적 단일하다는 점, 둘째, 老舍 시가 형식상

대부분 산문시인데다가 미학적 완성도가 낮다는 점1), 셋째, 작가 스스로 자신을 시

인으로 자처하기 주저했다는 점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老舍는 1921년 <海外新聲> 부터 1963년 <歌唱偉大的黨>에 이르기까

지3) 현대시 80여 수4)와 문언체시 300여 수5) 등 적지 않은 양의 시를 꾸준히 창

*경기대학교 중문과 조교수

1) 張桂興, <談老舍舊體詩的若干資料問題>: 《上海大學學報》,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1999. 6. 50쪽 참조

2) 老舍의 <어떻게 시를 배우는가(怎樣學詩)>에서 “청년들이 老舍에게 어떻게 시를 지어

야 하는지에 대해 물을 때 나는 시인이 아니라 답을 하지 못하겠다.(靑年朋友們每問我

怎樣作詩, 我非詩人, 不敢置答.)”고 한 바 있다. (曾廣燦, 吳懷斌, 《老舍新詩選》, 石

家庄, 花山文藝出版社, 1983. 175쪽)

3) 朱力, <论老舍新诗的叙事性嬗变——作为抗战诗人､ 讽刺诗人的老舍>: 《淮北煤炭师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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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그가 시에 관심을 갖고 창작하기 시작한 것은 북경사범학교 시절 당시 학

교장이었던 方還(1867-1932)의 지도를 받으면서부터였고, 그 자신 陸游

(1125-1210)와 吳偉業(1609-1672)에게서 시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6)

또한 그는 <論新詩> 등 현대시와 관련한 글도 여러 편 발표하여 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런 까닭에 老舍 시문학에 대한 연구는 老舍 문학 전반을 총

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老舍의 시문학에 대해 기존 연구 자료가 많지 않지만,7) 어쨌든 이들 자료를 토

대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그의 시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老

舍 시의 내용과 그 특징에 대한 분석이요, 또 다른 하나는 老舍의 시작품이 그의

소설과 희곡에 비해 성취한 예술적 성과가 미비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에 대한 규명이다. 이를 통해 老舍 시작품의 성과와 한계를 일정정도 밝혀낼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전기인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창작한 老舍의 현대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는 老舍가 주요 테마를 ‘항전’에 두고 창작활동

学院学报》, 哲学社宕科学版, 2005年8月第26卷第4期 1쪽 참조.

4) 老舍가 창작한 현대시는 1931년부터 1936년까지 대략 20여 수, 1937년부터 1945년

까지 대략 50여 수, 1950년부터 1963년까지 대략 10여 수가 있다.

5) 老舍의 문언체시는 주로 교유시가 많다. 이 가운데 항전 관련 시는 예닐곱 편 정도이

며, 주로 건국 이후 창작된 것들이다.

6) 張桂興, <談老舍舊體詩的若干資料問題>: 《上海大學學報》,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1999. 6. 51쪽 참고.

7) 기존 老舍의 시문학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老舍의 시에 대한 관

심과 업적을 항전 시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해 놓은 臧克家의 <라오서 선생의 신시>(曾

廣燦, 吳懷斌編, 《老舍新詩選》, 石家庄, 花山文藝出版社, 1983), 老舍 시의 특징과

그 시적 한계를 지적한 朱力의 <라오서 신시의 서사성 변화를 논하다-항전 시인, 풍자

시인이 된 라오서>(朱力, <论老舍新诗的叙事性嬗变——作为抗战诗人､ 讽刺诗人的老
舍>: 《淮北煤炭师范学院学报》, 哲学社宕科学版, 2005年8月第26卷第4期), 老舍의

문언체시를 중심으로 다룬 張桂興의 <라오서 문언시의 자료 문제를 말하다>(張桂興,

<談老舍舊體詩的若干資料問題>: 《上海大學學報》,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1999. 6.)

와 ‘시는 생명과 자연의 해석자(诗是生命与自然的解释者)’라는 관점으로 老舍의 시관

을 고찰하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중국 당대 시단을 비판하고 시의 중요성을 촉구한

陈友康의 <시는 민족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진리를 표현한다-라오서의 시 이론을 논

하며>(陈友康, <诗以民族最美的语言表现真理——论老舍的诗歌理论>: 《中南民族大學

學報》2010年第6期, 武漢, 中南民族大學, 201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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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 老舍의 현대시 작품들이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

會(이하‘文協’) 결성 전후로 비교적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老舍의 항전기 현대시를 ‘문협’ 전후로 각각 나누어 그의 항전기 현대시

내용과 특징을 고찰함과 동시에, 老舍 현대시가 지니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Ⅱ. ‘文協’ 이전 시기: 세태비판

老舍의 항일의식이 반영된 현대시는 1930년대 초 발표되기 시작한다. 1931년

당시 일본은 만주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이듬해에는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세우고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蔣介石 국민당 정부는 고

조되어 가는 국민의 반일 감정을 오히려 자제시키며 오히려 소극적 항일 전략을 펴

고 있었다. 이는 중일 간 충돌이 자칫 일본을 비롯한 제국 열강의 군사적 간섭을

불러일으킬 명분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국제연맹의 힘을 빌려 일본 침략에 충

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蔣介石정부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8)

老舍의 항전기 현대시는 일본에 대응하는 무능력한 국민당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협’ 이전 시기 老舍의 현대시에는 그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풍자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을 타도하자

는 직접적인 외침보다는 주로 일본침략 야욕으로 국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무사안

일을 추구하는 인정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老舍는 ‘유머의 대가’9)로 불릴 정도로 탁월한 위트를 지닌 작가다.

그의 풍자성은 그의 소설문학 특징의 한 축을 이루기도 한다. 老舍의 유머적 감각

은 그의 가난한 성장배경과 관련이 깊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

유의 삶의 달관에서 묻어나오는 유머러스한 처세가 작가 老舍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老舍의 소설 속 유머가 따뜻한 인간애와 비판적 자본주의적 시선을 바탕에

둔, 예의 그 <희극형식을 걸친 비극적 웃음 속의 아픔10)>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8) 조너선 D. 스펜스/정영무역, 《천안문》, 서울, 이산, 2002. 262-3쪽 참조.

9) 樊駿, <認識老舍(下)>: 《文學評論》,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96. 6. 65쪽 참조.

10) 老舍的幽黙多是披着喜劇形式的悲劇, 用笑衣裹着苦果, 透過荒唐可笑的事物使人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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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협’ 이전의 시작품에 보이는 풍자성은 냉소적 어감이 강한 세태비판 시선을 드러

내고 있다.

일본 놈이 깜짝 놀랐다/ 어째서 시내가 조용한 거지/ 설마 공성계로 거문고도

켜지 않은 척하다가/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우리 일본군) 머리가 분분히 떨어

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일본 놈이) 높은 곳에 올라 한 번 (시내를) 바라보더니

하하 웃는다/ 알고 보니 노장이 근면성실하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였다/ …… 
<공성계>의 일부11)

이 시는 일본군에 의해 성이 함락된 상황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풍자하고 있는 작

품이다. ‘일본군’이 ‘蔣介石’정부가 이미 떠나고 없는 ‘공성’인 성에 ‘공성계’를 의심하

며 조심스럽게 쳐들어오지만, 이내 ‘공성계’가 아닌 실제 ‘空城’인 상태를 간파한 후

국민당정부를 비웃는 모습을 관찰자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을 빌

려 당시 국민당 집권정부의 소극적 항일 전략이 갖는 무능함을 풍자한 것이다.

1930년대 초 중국정부가 일본과 어떠한 외교적 관계를 수립해야 할지에 대해 이

견이 분분했었다. 즉, 일본과의 절교를 주장하며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파와 일본

과의 적절한 외교관계를 맺으며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는 파로 나뉘었던 것이다. 蔣

介石은 그중 후자를 택했다. 蔣介石의 이러한 외교 전략은 당연히 ‘근면성실하게

달리기 경주를 하는’ 소극적 항일노선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

는 老舍의 시는 여러 편이 있다.

……/ 내가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 학생들 기쁨이 넘친다/ 여학

생은 새 신발 새 저고리로 바꿨고/ 남학생은 품질이 나쁜 군복을 벗었다/ 선생님

은 월급이 60%니 희망적이라고 말하면서/ 게다가 히히히 (웃는다) 중국이 어디

한순간에 망하겠냐며!/ ……/ 내가 정부에 가서 알아보니/ 일본군은 분명 몇 리는

철수했을 것이고/ (우리 정부는) 국제연맹에 다시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아마 수

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연맹이 안 된다면/ 미국이 분명 우

然産生悲感的意味, 從笑中體會到一種人生的苦澁. (李春英, <老舍幽黙特質探微>:

《重慶郵電大學學報》第19卷第3期, 重慶, 社會科學院, 2007. 5. 114쪽 참조)

11) 日本小鬼吓了一跳,/ 怎么城里静悄悄!/ 莫非空城计连琴也不弹,/ 伏兵四起脑袋纷纷掉?/

登高一望笑哈哈,/ 原来老將精勤练赛跑./ …… <空城計> (《申報⋅自由談》 19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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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위해 화풀이 해줄 것이다! <일본이 철수했다> 중 일부12)

일본이 만주를 중심으로 대륙을 침탈할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국

민당정부는 계속 소극적이고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한다. 즉, ‘일본군이 철수’하고 있

고, 정부에서 ‘국제연맹13) 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니’ ‘국제연맹’으로부터 ‘수일 내

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며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게 되었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풍자의 예봉이 지식인집단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老舍

는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중국이 어디 한순간에 망하겠냐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월급’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와, 옷차림에 대해서

만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빌어 비판하고 있다.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풍자는 <교수>14)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작품에는

‘강의’와 ‘논문쓰기’ 등 ‘교수’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채 ‘남의 글’은 쉽게 ‘공격’하면서

도 ‘제자 글에 서문 써 주는 일’에나 공을 쏟으면서 대우 받고 허세 부리는 것을 좋

아하는 속물적 ‘교수’ 형상을 그려냈다.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안일에만 힘쓰는 일반 대중을 풍자하기도 했다.

성 가득한 먼지는 중양절이네/ 웃는 얼굴을 한 진흙 귀신 무리처럼/ 성문을 한

꺼번에 빠져나와 산 앞에 이르러서는/ 불상을 향해 아첨을 떤다// …… // 잘 까진

밤, 바나나사탕/ 아주 좋다고 소리친다/ ……/ 감물이 연노랗게 뺨에 퍼져있어/ 가

을파리가 따라 입을 맞춘다/ 아이도 울고 어른도 싸운다/ 장사꾼은 모두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적게 주다니/…… // 부자가 향을 올리러 오는데 평민은 설마 사

12) 我到讲堂去听讲,/ 师生们喜气洋洋./ 女的换上了新鞋新袄,/ 男的脱了蹩脚的军装./

先生说薪水六成有望,/ 况且, 嘻嘻嘻嘻, 中国哪会一时就亡!/ ……/ 我到政府去打聽,/

日軍確是撤退了幾里,/ 再求一求國際聯盟,/ 也許日內還有好消息;/ 國聯不行呢,/ 美

國一定會給我們出氣! <日本撤兵了> (《齊大月刊》 1931.12.10.)

13) 국제연맹이 9⋅18사변을 알고 연맹국가를 소집하여 진상조사 후 만주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1933년 국제연맹

을 탈퇴하였다. (신승하, 《중국현대사》, 서울, 대명출판사, 1992. 307-310쪽 참조)

14) 张先生是位有名的教授,/ 所以最怕人家看他不起/ 自己太忙，不能写文章,/ 专等别人

写了加以攻击;/ ……/ 文章不肯写，讲义懒得编,/ 破着工夫为徒弟们写短序,/ 字写得

古，图章刻得精,/ ……<敎授> (《申報⋅自由談》 19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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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참배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인가/ 어째서 자동차는 이렇게도 포악무도한가?/

말해도 무익하고 욕을 해도 헛수고다/ 산에 가자 부처님 보살님께 기도드리러/ 내

가 돈을 벌게, 많이 벌어/ 나도 자동차 타고 소름끼치는 소리를 내며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  <국난 중의 중양절> 중 일부15)

국가는 위기 상황 속에 처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중양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은 그저 ‘돈을 많이 벌게 도우시라고’ ‘부처님’께 절하기 바쁘다. 사람들은 나라의 안

위에는 관심 없고 그저 물욕 채우기에만 급급해 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일시에

성문을 빠져 나가면서’ 일어난 ‘먼지 귀신’과도 같이 영혼은 없어 보이고, ‘사람 입’

에 묻어 있는 달달한 ‘감물’을 빨기 위해 자꾸 따라다니는 ‘파리’처럼 천박해 보인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중양절’에 호기를 놓칠세라 먹을 것을 사라고 외치는 장사

꾼의 소리, 그 장사꾼에 속아 물건을 산 사람들이 욕하는 원성 등이 한데 뒤얽힌

사찰은 시끌벅적한 공간이 된다. 그 공간은 인정세태의 축소판이다. 그중 압권은

복잡한 길에서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동차를 험하게 모는 ‘부자’의 횡포를 욕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돈을 많이 벌어’ ‘자동차 타고 소름끼치는 소리를 내며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도우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디테일한 포

착이다. 일신안일과 배금주의에 일침을 날리는 풍자라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협’ 이전 老舍의 시작품에는 일본의 침략야욕에 대해

분개하거나 일본에 대항하여 결사적으로 항전하자는 내용은 많지 않다. 대신 일본

침략야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어수선한 국난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안일만

챙기는 지식인들, 속물근성 가득한 일반 대중을 향한 비판적 풍자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풍자적 역량은 <정치나 예술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행에 옮기는 老舍

의 성격>16)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5) 滿城灰土是重陽./ 似一群笑臉的泥鬼,/ 擠出城門, 到山前,/ 向千佛獻媚……/ 好剥的

栗子, 香蕉糖,/ 吆喝得十分好./ ……/ 柿汁兒稀黃在腮上攤,/ 秋蝇兒跟着把嘴要./ 孩

子也哭, 大人也吵,/ 賣東西的都該殺, 給得这么少/ ……/ 闊人來進香, 平民難道不是

來朝廟,/ 为什么汽車这么橫行覇道?/ 說也無益, 罵也徒勞,/ 上山吧, 向佛爺菩薩去禱

告: / 保佑我發財, 多多發財,/ 我也坐上汽車狼嚎鬼叫的滿世界跑!/ ……  <國難中的
重陽> (《華年》 1932.11.12.)

16) 조너선 D. 스펜스/정영무역, 《천안문》, 서울, 이산, 2002. 2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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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협’ 이전 시기 老舍의 현대시에는 항일의식에 기반을 둔 현실세태 비판

작품 외에도 여러 주제가 담겨있다. 예컨대 사랑을 소재로 한 <戀歌>, <禮物>, <微

笑>, 청춘을 예찬한 <靑春>, 경제적 곤궁함을 표현한 <鬼曲>, 철학적 사색을 담은

<謎>, <音樂的生活>, <紅葉> 등이 그것이다. 이는 ‘문협’ 이후 천편일률적으로 창작

한 항전 주제에 비한다면 다채로운 창작 경향이라 할 만하다. 이렇듯 老舍가 ‘문협’

이전에 다양한 제재로 시를 창작했던 것은 현대시 창작 발전에 충분한 개연성을 열

어두고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시 창작에 있어 老舍의 현대시

창작 발전가능성은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 발현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문협’

이전 시기 <國葬>에서의 “그대 얼굴 위에 죽음을 원하는 웃음과 필승의 희망이 있

구나(他臉上有愿死的笑容與必勝的希望)” 등과 같은 국가주의적 애국심이 보였던

일부 작품이, 문협’ 이후에는 老舍 항전기 현대시의 주선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Ⅲ. ‘文協’ 이후 시기: 선전선동

老舍는 본래 문학을 도구로 보는 견해에 부정적 입장을 지녔던 작가였고, 문단에

서 이론을 선도하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작가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인품을 갖춘

지식인이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스케치할 능력을 지니고 있던 작가였다. 그

랬던 그가 앞장서 항전문학에 분투하게 된 것은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그가 만주족 출신으로 청대가 몰

락하는 운명을 경험하면서 그의 내면에 민족멸망에 대한 잠재된 두려움이 있었다는

점, 둘째, 영국 체류 기간 동안 인종차별주의를 체험하면서 부강한 민족에 대한 강

한 열망이 간절해지게 되었다는 점, 셋째, 작가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전쟁이 하층민에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반 요소들은 시에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지 않

지만, 그의 유가주의 태도가 방어적 국가주의와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항전시를

창작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문협’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

다. 老舍는 1938년 武汉에서 ‘문협’의 중책을 맡게 된다. 그 까닭은 <만민공유주의

를 비판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도 비난할 줄 알았던 중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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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17)) 즉, <좌우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그의 정치적 중립성18)>때문

이었다.

당시 ‘문협’ 책임자로 추대 받은 老舍는 “나는 국민당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다.

누구든 진정으로 항전한다면 나는 그를 따를 것이다. 나는 곧 항전파다19).”라고 응

하면서 문예계 통일전선에서 능동적으로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협’이 내건

‘文章下鄕, 文章入伍’의 표어 하에 그 역시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는 문학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고, 현대시에 ‘鼓詞’와 ‘快板’ 등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

으며, ‘벽보시’, 산문시, 민가, 山歌, 동요 등 다양한 형태의 시를 통속문예 실천의

일환으로 창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劍北篇》 서문에 “매 연마다 한 운으로 압운했

다.”20)고 老舍 자신이 밝히고 있듯 그는 시의 운율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 했다. 그

러나 이러한 노력은 현대시 자체의 문학성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전쟁참여의식을 효과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수단

으로써 접근했다는 점이다.21)

중일전쟁 발발은 만주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청제국의 몰락을 지켜봐했던 老舍에

게있어 악몽의 재현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문협’ 이전 시기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

고 본격적인 중국 침략을 준비할 때, 이미 老舍는 “이것은 적을 죽이는 강철의 칼

이지(這是殺的的鋼刀)”(<打刀曲>), “나의 피를 그대(조국) 가슴에 뿌린다(把我的血

還洒在你的懷中)”(<慈母>)라고 하면서 전투를 종용하는 애국적 시를 창작한 바 있

다. 그러나 작품 수가 많지 않았는데,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자 전쟁참여 독려에 적

극적으로 시문학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시대적 당위에 책무를 느끼며

17) 김의진, <老舍의 후기문예활동 연구>: 《인문과학연구》제6호, 가톨릭대학교인문과학연

구소, 2001. 48쪽 (樓適夷, <憶老舍>: 《新文學史料》 第1期, 香港三聯, 1978. 129쪽

재인용)

18) 조너선 D. 스펜스/정영무역, 《천안문》, 서울, 이산, 2002. 299쪽 참조.

19) 김의진, <老舍의 후기문예활동 연구>: 《인문과학연구》제6호, 가톨릭대학교인문과학연

구소, 2001. 48쪽 (樓適夷, <憶老舍>: 《新文學史料》 第1期, 香港三聯, 1978. 129쪽

재인용)

20) 曾廣燦, 吳懷斌編 《老舍新詩選》, 石家庄, 花山文藝出版社, 1983. 171쪽.

21) <論新詩>(《中央日報》, 1941년 5月 30日)에 “신시가 살려면 항전시를 잘 지어야한다.”

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曾廣燦, 吳懷斌編 《老舍新詩選》, 石家庄, 花山文藝出版

社, 1983. 1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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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을 항전독려의 선전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老舍 현대시의 한계를 초래하는 직접

적인 원인이 된다.

물론 이는 비단 老舍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항전기 현대시의 역할은 ‘문

협’에서 제정한 ‘詩人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인절’은 단오절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기념일로 ‘屈原’의 애국의식을 본받아 항전하자는 취지하에 만들어졌는데,22)

당시 ‘문협’이 시문학의 역할과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다소

과장적인 판단일 수 있겠으나 이는 중국 현대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향후 중국현

대시가 걸어갈 질곡의 길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민족, 국가, 국

민의 보전과 진흥을 주장하는 일련의 움직임23)>이라는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탄생

한 이와 같은 항전문학은, 그 시대적 당위성에 복무할 수 있었겠지만 시문학 발전

에 있어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바, 거기에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老舍가 있었던 것이다.

‘문협’ 이후 老舍는 시의 주제를 거의 항일의식 고취와 전쟁참여 독려에 두었다.

물론 ‘문협’ 결성 이전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바의 <국장>24), 《慈母》 등에도 다분히

내셔널리즘 요소가 보이긴 하지만, 선전선동의 항전시를 본격적으로 창작하기 시작

한 것은 ‘문협’ 활동 이후부터이다. 전쟁문학 개념은 상당히 복잡하고 층위가 다양

하겠지만 크게 전쟁참여문학과 반전문학으로 나눈다면,25) 老舍의 경우 전쟁참여문

학을 창작한 작가라 하겠다.

누가 내게 총을 주나?/ 누가 내게 양식을 주나?/ 백성의 피땀이/ 내 이 몸에

22) 高蘭, <回憶第一届詩人節>: 《新文學史料》,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3. 3. 78쪽

참조.

23) 김진기, 《한국문학의 이념적 역동성 연구》, 서울, 박이정, 2009. 37쪽 참조.

24) ……/他臉上有愿死的笑容與必勝的希望/…… <國葬> (《齊大月刊》 1932.3.10.)

25) 시인 오세영에 따르면 전쟁 관련 선전선동 시는 입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찬가로 전쟁 영웅에 대해 찬송하는 내용을 담는다. 둘째, ‘擊詩’로 승전을 위해

전쟁의 당위를 설파하고 전쟁참여와 전투의욕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는다. 셋째, 기원

시로 성스러운 존재나 특별할 사람에게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넷째,

결의시로 화자가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내용을 담는 시

다. (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

구원, 1992. 12. 249-257쪽 참조) 이런 분류에 입각해 본다면 老舍의 항전 시는 대

부분 ‘격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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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총을 쏘고/ 나는 누구

를 위해 양식을 먹나?/ 백성을 보위하기 위해/ 나는 비로소 몸을 바쳐 전쟁터에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쟁터에 가라 전쟁터에 가라/ 형제들이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적을 죽여/ 가슴 속에 가득 찬 뜨거운 피 뿌리자 <백성을 보호하고 왜구를

살육하라>의 전문26)

‘전쟁터에 가라’라는 이러한 직접적인 구호는 ‘민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국가주

의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그 호소력을 획득한다. ‘창’, ‘양식’, ‘군복’ 등 일체의 군사

물자는 모두 ‘백성의 피땀’에서 나온 것이고, ‘나’는 그런 물자들을 모아 준 ‘백성’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적을 죽여’ ‘뜨거운 피를 뿌릴’ 의무를 지니게 된다. <전쟁민

가⋅(2) 돈을 내고 진력을 다하는 노래27) 에서도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힘이 있

으면 힘을 다하는 것’이 ‘중화를 지켜 자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한

다. 국가위기의식에 입각한 대국민적 호소는 만주족으로 청조의 멸망을 지켜봐야했

던 老舍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실함에 묻어난다.28) 그의 소설 《二馬》29)에서도 “강

국의 사람은 사람이지만, 약한 나라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老舍의 국가주의적 성향30)이 항전독려 시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

이다.

老舍의 국가주의 성향은 만주족이었던 그의 깊은 윤리의식과도 관련 있다. 중일

전쟁 발발 이후 老舍는 종래 ‘개인의 인격 완성’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았던 자신의

인생관을 반성하고 수정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인격 완성의 목표는 국가의 보호

26) 谁给我的枪?/ 谁给我的粮?/ 还不是百姓的血汗,/ 供给我这身武装?/ 我为谁扛枪,/

我为谁吃粮?/ 还不是为保卫百姓,/ 我纔舍身上战场?/ 上战场, 上战场,/ 弟兄们, 为

保民杀寇,/ 去洒这热血一腔! <保民殺寇> (《掃蕩報》 1938. 10. 1.)

27) 有钱多出钱/ 国亡钱不存/ 有力多出力/ 国亡身不存/ ……/ 毁家去救国/ 杀敌把命拚/

有钱出钱 有力出力/ 保住中华传子孙/ 不出钱 不出力/ 失了江山绝子孙 <戰爭民歌

⋅(二)出錢出力歌> (《掃蕩報》 1938.11.12.)

28) 鄭麗娜, <評關紀新《老舍與滿族文化》>: 《文學評論》,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2011.

2. 212쪽 참조.

29) 《二馬》에서 馬威는 매일매일 영국인으로부터 멸시 당하면서 중국이 부강해서 민족이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는 老舍 자신 영국 체류

기간 시절 각인 된 경험에서 우러나온 국가주의로 이해된다.

30) 彭曉波, <從老舍的國家至上看八旗制度對滿族文化的影向>: 《洛陽理工學院學報》第

25卷第1期, 宜春, 宜春學院, 2010. 2. 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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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31) 이러한 구국의식은

문학이 정치에 복속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했던 老舍의 문학관에 변화를 주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그의 장편소설 《四世同堂》의 주인공 錢黙吟은 외부세계에 별다른 관심

을 두지 않고 책만 보는 위인이었으나, 지식인으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굳

건한 국가가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항전에 참

여하는 지식인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32) 개인의 존망은 국가의 존망에 달려

있다는 老舍의 인식변화는 현대시 창작에서도 동일하게 혹은 과장적으로 나타난다.

즉, ‘문협’ 이전 무사안일과 배금주의에 빠져 있던 군상의 형상이 ’문협‘ 이후 적극적

으로 항전하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민중의 캐릭터로 완전 탈바꿈되었던 것이다.

남편이 군대에 갈 때/ 아내가 한 마디 외친다/ “馬兒 아버지 잠시 기다려요/ 아

내로서 당신을 한 정거장 배웅할게요/ 당신이 일본과 싸우러 군대에 가면서/ 기상

이 높고 담대하니 영광입니다/ 남자 본래 나라를 위해 죽어야하는 법/ 처자식의

연약한 몸 염두에 두지 마세요.”// ……  <남편이 군대에 가다>의 일부33)

시적화자는 남편을 전장에 보내는 아내다. ‘처자식의 연약한 몸은 염두에 두지

않고’ 국가를 위해 군대에 지원하러 가는 ‘남편’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이 ‘아내’는

항전을 독려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남자는 본래 나라를 위해

죽어야하는 법’이라는 메시지가 비록 방어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것임을

전제해도, 시의 과격한 전쟁선동성은 시를 불편하게 만든다. 이는 <전쟁이 갖는 물

리적 폭력의 무자비성과 개인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권력의 잔혹성>34)에 대

해 비판적 사유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것이 비단 방어적 국가주의

31) 關紀新, <老舍, 一位文化巨子的倫理站位>: 《蘭州大學學報》第37卷 第2期, 北京, 中

國社會科學院, 2009. 3. 32쪽 참조.

32) 최순미, 《老舍 장편소설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253,

258쪽 참조.

33) 丈夫去當兵,/ 老婆叫一声: / 毛儿的爹你等等我,/ 为妻的將你送一程./ 你去投军打日

本,/ 心高胆大好光荣;/ 男儿本该为国死,/ 莫念妻子小娇身!// ……  <丈夫去當兵>

34) 김윤식외, 《상상력의 거미줄》: (류철균, <발화점을 찾아서>),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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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온 지식인의 절박한 호소라 할지라도, 생명존엄 의식에 대한 치열한 사유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명분도 인문학적 공감을 얻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老舍의 ‘문협’ 이후 이러한 시는 ‘문협’ 이전 작품에 비해 문학적 리얼리티가

떨어져 있어 관념적이고 도식적인 느낌이 든다. 老舍가 인물형상 묘사에 있어 ‘문

협’ 이전 천박한 배금주의 행태를 여과 없이 보여 주었던 것과 비교해보자면, ‘문협’

이후 결사항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영웅적‘ 인물묘사로

의 변화는 문학적 공감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문학의 공명은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유와 그 예술적 가공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전쟁은 결국 평화를 위한 불가피

한 대전략이라며 전쟁독려문학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독려의 미학

은 반인간적 폭력의 미학이기에 인문철학을 바탕에 둔 미학적 동의는 얻기 힘든 것

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대비시킨다.”는 러시아 역사학자 샤브쉬나(1906-1998)의 지

적처럼 전쟁은 흑백논리의 대립적 패러다임을 낳을 수밖에 없다.35) 하지만 전쟁

자체가 낳는 비극성을 배제한 채 참전독려와 전쟁영웅 및 전쟁에서 희생한 사람들

에 대한 찬양 일변도식의 항전독려시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전쟁시가 이러한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쟁

시의 한계를 넘은 작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인으로 랭보(1854-1891)를 들 수

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직접 전쟁에 참가했지만, 프로파간다의 도색된 추

상적 관념을 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새로운 형식을

낳은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랭보가 <전쟁 시를 대중 선동용으로 창작한 것

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새로운 사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36) 창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인들 작품은 전쟁 발발 이전 시기 작품보다 훨씬 다양하고 미학적으로도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37)

老舍도 항전문학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40년대 초에 들어

35) 진순애, 《전쟁과 인문학》,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34쪽 참조.

36) C.M.바우라/김남일역, 《시와 정치》, 서울, 전예원, 1983. 37쪽-38쪽 참조.

37) 崔璇, <戰爭詩 모음집 硏究>: 《노어노문학》 창간호, 한국노어노문학회, 1988. 2. 159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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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工論’을 주장하며 항전문예 창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다. 즉, 항전 중의 문

예에는 심오함과 가벼움, 예술과 선전이 모두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그중 선전을

위주로 하고 문학성을 부차적인 것에 두는 통속문학의 경우 해당 전문가나 혹은 관

련 기관에서 창작하면 된다는 것이다.38)” 그러면서 그 자신 1941년 이후 항전을

독려하는 시를 거의 창작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老舍가 항전문학에 대해 회

의를 느껴서라기보다는, 통속문예 창작에 따른 어려움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39)

다시 말해 그 역시 초기 항전문학이 너무 성급하게 감성적으로 창작된 점에 대해

반성한 적은 있지만, 항전문학 자체에 대한 비판적 사유는 미비했다고 하겠다. 항

전문예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없었기에 건국 이후 老舍는 또다시 <歌唱偉大的黨>

등 여러 편의 ‘관변어용시’를 창작하게 된다. 어쨌든 시문학이 ‘감수성’에 가장 순수

하게 반응하면서 ‘사회성’에 가장 빈약한 형태로 활약하는 장르40)임을 생각할 때,

현대시를 성급하게 항전독려 문학으로 수단화하여 창작한 일부 항전시는 老舍의 뛰

어난 문학성에 다소의 흠결을 남기게 된 작품들인 셈이다.

전쟁선동적인 항전시 이외에 老舍의 ‘문협’ 이후 작품에는 전지위문 여정을 기록

형태로 창작한 시가 있다. 1939년 6월 老舍는 ‘문협’의 대표자 신분으로 全國慰勞

總會慰勞團의 北路分會에 참가하여 5개월간 서북 위문 여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

간 창작한 기행형식의 시를 묶어 장편시집 《劍北篇》을 내놓았던 것이다. 시집 제목

인 ‘劍北’은 ‘劍門’ 지역을 중심으로 서북쪽을 향한 일정의 기록41)에서 따온 듯하

다. 주로 ‘鼓詞42)’를 이용해 창작한 이 시집은 朱自淸의 호평을 얻은 바 있다.43)

38) 孫潔, <論老舍抗戰時期的文藝大衆化經驗>: 《鹽城師範學院學報》鹽城, 鹽城師範學院

出版社, 2007. 2. 65쪽 참고.

39) 孫潔, <論老舍抗戰時期的文藝大衆化經驗>: 《鹽城師範學院學報》鹽城, 鹽城師範學院

出版社, 2007. 2. 62쪽 참고.

40) 테리 이글턴/김명환외공역, 《문학이론입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6. 68쪽 참조.

41) ‘아, 동쪽에는 夔門이 있고/ 북쪽에는 劍門이 있다/ 이 두 험한 사이 항전의 가장 중요

한 후예가 영광스럽게 양성되고 있다/ ……/ 북쪽을 향해, 옛 잔도의 유적을 따라 북쪽

을 향한다(啊, 東有夔門/ 北有劍門/ 這二險之間榮養着抗戰的命根;/ ……/ 向北, 沿

着古棧道的遺痕;)’ <劍北篇⋅劍門-廣元>

42) 鼓詞는 宋代 노래를 부를 때 북이 반주하는 雜劇歌詞인데, 老舍는 1937년 이 鼓詞를

배우고, 또한 그 다음해 북을 치면서 옛 이야기를 唱說하는 大鼓書를 배우는 등 민간

문예를 적극적으로 학습한 후 이를 응용하여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최순미, 《老舍장

편소설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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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들에는 통속문예 특징을 살려 대중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鼓詞’, ‘民

歌’, ‘小調’, ‘唱詞’ 등 ‘舊詩詞’ 형식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들어가 있다.44) 이들 작

품의 목적도 역시 항전에 있긴 하지만, 여정 중 겪은 여러 가지 일화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 ‘문협’ 초기 단순한 전쟁독려시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秋林에서 宜川으로 돌아오려면/ 자연 물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한다/ 이번에 여

윈 노새 한 필에 나무 안장 채워서/ 물가에 도착하니 마치 배를 타듯 하구나!/ 가

을비는 막 그쳤는데 진흙 미끄럽고 물은 넘친다/ 한두 협곡 건널 때는 다행히 위

험이 없었다/ 세 번째 계곡에 이르렀을 때 물로 가득 찬 들판에 계곡은 넓었지만/

막 얻은 경험을 빌어/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노새는 이미 물에 빠

져 선회하지 못했다/ 산의 홍수는 맹렬히 내려오고 물결은 도도히 흘러 돌멩이를

뒤집어 놓는데/ 물은 이미 마부의 가슴 앞까지 용솟음친다/ 마부는 급히 피했으나

가축은 놀라 떤다/ ……<劍北篇⋅宜川-淸澗>의 일부45)

시는 ‘秋林에서 宜川으로 돌아오는’ 중 겪었던 에피소드와 宜川에서의 여정을 기

록하고 있다. ‘여윈 노새’를 타고 ‘협곡’을 건너야 하는데 많이 내린 ‘가을비’로 쉽지

않다. 순식간에 불어난 협곡 물에 ‘마부’는 ‘놀라 피했으나’ ‘놀란 노새’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老舍는 ‘노새’ 다리의 힘이 풀리지 않기만을 바라며 아슬아슬하

게 ‘세 번째 협곡’을 건너 무사히 ‘宜川’에 도착한다. ‘총탄이 비바람처럼 쏟아지고’

‘더러운 물’과‘ 황량한 산’을 건너야 하는 힘든 여정이지만,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항

전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기행 시에는 여정의 에피소드, 여정지에서의 감

회, 항전의지 표출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적 흐름으로 볼 때 다소

산만하지만, 여정 중에 겪었던 다양한 사건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디테일한 묘사는

소설가로서의 老舍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43) 史承鈞, 伍斌, <老舍與西方現代派文學>: 《中國現代､ 當代文學硏究》, 北京, 中國人

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5. 5. 228쪽 참조.

44) 王永生主編, 《中國現代文論選》,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4. 226쪽 참조.

45) 由秋林回转宜川,/ 自然还要涉水爬山./ 这回，瘦骡一匹, 配着木鞍,/ 走到水里恰似乘

船!/ 秋雨將停, 泥滑水泛,/ 过了一二溪沟, 幸无危险;/ 第三道溪上, 虽然水野溪宽,/

凭着刚得的经验,/ 却处之泰然./ 可是, 骡已下水, 不及回旋,/ 山洪猛下, 浪滚石翻,/

只一眨眼, 象惊风急闪,/ 水已涌到马夫的胸前!/ 马夫急逃, 牲口惊颤,/ ……<劍北篇⋅
宜川-淸澗> (《文藝月刊》 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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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延安에 이르니 또 두메산골 동굴 속에서 환영을 준비한다/ 청춘남녀 화음

맞추어 노래하고/ 중국 서양 악기 합주하여 합동으로 소리 낸다/ 자체 제작한 노

래 자체 제작한 멜로디 민족의 심령에서/ 결연한 항전의 열정을 노래한다/ 항전을

선전하기 위해 화극 구극 동시에 앙코르하고/ 민가와 秦腔을 이용하여 전투적 지

식을 대중에게 가르친다/ ……/ 시내거리를 다 구경했는데 공습경보 울려/ 남녀 학

생을 따라 질주하듯 성을 빠져나와/ 모두들 수풀 내로 흩어지거나 혹은 밭 가운데

엎드렸다/ 나는 채소밭 안에서 노인장을 만났다/ ……/ 만일 적이 온다면 그는 앞

가슴을 두드리며/ 그 자신 적진으로 돌진하길 원했다/ 그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빈곤을 혐오하지 않으며/ 일본을 타도하는 거라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 그러나 그 분은 다소 이해하지 못했다 2년 동안 싸웠는데/ 어째서 유

명한 도시를 탈환하지 않는지?/ ……/ 아, 우리의 선전에는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

지 않아/ 다만 적의 흉포함을 알릴뿐이다/ ……/ 시간을 벌어, 벌레의 힘과 위풍을

소모시키면서/ 항전 2년 동안 우리는 이미 인류의 독충을 단단히 잡아가둔 것이라

고/ ……. <劍北篇⋅榆林-西安> 중 일부46)

위의 작품은 ‘榆林에서 伊盟, 大河 등을 경유하여 五原陕坝’에 도착해 ‘항일 영

웅들’을 ‘위문’하는 일정을 기록한 시다. ‘부릴 낙타와 말, 식수와 장막’ 그리고 ‘단체’

이동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데다, ‘長安에 이를 때쯤이면 중추절’이 될 정도로 시

간도 많이 걸리는 여정이다. 흥미 있는 대목은 목적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延安’은

매우 활기차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延安’에서는 ‘청춘남녀’가 ‘화음에 맞

추어 노래하고’ 또 ‘자체 제작한 노래’로 ‘항전’을 각오하기도 하고, ‘항전을 선전하기

위한 화극과 구극’을 공연 중에 있다. 시를 통해 본 ‘延安’은 상당히 이상적인 공간

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혁명 근거지였던 延安을 선전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老舍에

게 보인 延安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각인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건국 이후

46) ……/ 到延安, 又在山沟窑洞里备受欢迎: / 男女青年, 谐音歌咏,/ 中西乐器, 合奏联

声,/ 自制的歌, 自制的谱, 由民族的心灵,/ 唱出坚决抗战的热情;/ 为了抗战宣传, 话

剧旧剧兼重,/ 利用民歌与秦腔, 把战斗的知识教给大众./ ……/ 看罢了市街, 空袭告

警,/ 随着男女的学生疾走出城,/ 大家散在林内, 或伏在田中,/ 我在菜园的里面, 遇到

位老翁./ ……/ 假若敌人来到, 他拍着前胸,/ 他自己愿去陷阵冲锋!/ 他不怕吃苦, 不

恶贫穷,/ 为打倒日本, 他不怕牺牲,/ ……/ 可是, 打了二年, 他有些不懂,/ 为什么不取

回名城?/ ……/ 啊，我们的宣传, 还没有系统,/ 只报告了敌人的淫暴贪凶,/ ……/ 时间

的争取, 耗尽了虫子的力量威风,/ 抗战二载，我们已捉牢了人类的毒虫,/ ……  <劍北
篇⋅榆林-西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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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체류하던 老舍가 고국으로 돌아와 이상적 신중국 수립에 한 몫을 감당하

려 했던 것은 이러한 延安 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도착지는 ‘한창 탄광’ 개발과, ‘隴海’ ‘咸同’ 간 철로공사 중인 ‘同官’이다. 그

러나 그곳도 전쟁의 위험에서 피할 수 없다. 그곳에서 ‘시내거리를 다 구경’할 쯤

‘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분주히 ‘수풀 내로 흩어지거나 혹은 밭 가운데 엎드려

공습을 피한다. 작가 역시 공습을 피해 ‘채소밭’에 숨는데 그곳에서 ‘한 노인장’을 만

나 그 ‘노인장’과 농사, 전쟁, 항전의지 등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작가는 ‘노인

장’에게 ‘거대한 벌레’인 일본과 싸워 이기려면 지구전을 이용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을 한다.

이처럼 시에는 상세한 전지위문 일정 기록과 더불어 독립 된 각각의 여러 일화를

담고 있어 당시 老舍의 행보를 생생하게 읽을 수 있는 사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시의 특징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항전독려시에 비한다면 차분한

태도로 전시 중 사람들의 풍경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기행

시의 내용 전개가 산만하여 시의 응축미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협’ 이후 시기 老舍의 작품에는 전쟁참상을 고발한 작품도 더러 있

다. 전쟁을 고발하는 기록시를 쓰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다. 하나는 적의 잔인성을

폭로하여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전쟁고발시를 쓰는 경우다. 또 하나는 우군이든 적군이든 관계없이 객관적 시

선으로 전쟁 그 자체의 비극적 참상을 고발하여, 전쟁이 인성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고발하기 위해 쓰는 경우다.47) 老舍의 전쟁고발시는 전자에 가깝다.

네게 물어볼게 꼬마야/ 몇 살이지? 이리 온!//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의심을

지닌 채/ 생래적인 커다란 눈으로/ 후천적인 놀라움과 의심을 (보낸다)/ 몇 차례

공습을 들은 적 있는 뒤부터// ……// 엄마는 폭탄에 터져 날아갔고/ 아빠는 손 하

나만 남았지/ 백발의 노인은/ 方家골목에서 나를 데려 갔어// 내게 말해봐 아가

야!/ 어느 方家골목이지?/ 上海야 아니면 南京이야?/ 그곳은 어떤 곳이지?// 아

주 먼 아주 먼 方家골목/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또 누렁이도 있어요/ 누렁이는

털이 긴 큰 개/ 나랑 노는 것을 좋아하고 멍멍 잘 짖지도 않았는데/ 쾅! 모두 없

47) 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2. 12. 260쪽 참조.



老舍의 항전기 현대시 고찰 37

어졌어요// 집, 엄마, 누렁이/ 나무 위의 붉은 대추는/ 그렇게 달았는데 그것도 다

떨어 졌어요// ……  <그 아이는 기억한다> 중 일부48)

전쟁은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약한 어린아이와 여자에게 가장 참혹함을 남긴다.

작품 속 전쟁고아인 ‘꼬마’는 낯선 이의 질문에 경계 하며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결

국 공포를 준 ‘기억’들을 떠올리며 대답한다. ‘폭탄에 터져 날아가’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된 ‘엄마’, ‘손 하나만 남은 아빠’, ‘털’이 길고 ‘멍멍 잘 짖지도 않던 누렁이’,

달콤한 열매가 많이 맺히던 ‘대추나무’는 현재 사라지고 없다. 자신에게 소중했던

존재들이 모두 기억에만 존재할 뿐 지금 부재하다는 사실은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

기에 매우 힘든 일이다.

이외에도 ‘목숨 하나 제외하고’ ‘밭’, ‘집’ 모두 잃은 주인공이 전의를 불태우며 ‘총’

과 ‘칼’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싸우자: 打(遊擊隊歌)>49)와, ‘면화공장’ 폭격을

피해 ‘숲’으로 도망가는 주인공이 느끼는 비현실과 같은 현실 등을 담은 <劍北篇⋅
豫西>50) 는 모두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비극을 고발한 작품들이다.

……/ 친구들이여 아마 모두 10년 동안 못 본 듯/ 부자부녀 서로 헤어진 지 수

년/ 모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뜨거운 눈물 웃는 얼굴에 흘러 젖는다!/

아이들은 앞다투어 광주리를 옮겨/ 즉시 먼 곳의 신비한 병과 통조림을 열어보고

48) 我问你, 小孩: / 你几岁呀? 过来!// 睁大了圆眼,/ 带着点惊疑;/ 天生的圆眼,/ 后天

的惊疑,/ 自从听见过几次空袭.// ……// 娘叫炸弹打飞!/ 爸! 只剩了一只手!/ 一个白

发老头子,/ 从方家巷把我带走.// 告诉我，宝宝!/ 哪个方家巷?/ 是上海, 还是南京?/

那地方什么样?// 很远, 很远的方家巷,/ 有树, 有房, 还有老黄,/ 老黄是长毛的大狗,/

爱和我玩耍, 不爱汪汪./ 呼隆! 就都没了,/ 房子, 妈妈, 老黄;/ 树上的红枣,/ 多么

甜, 也都掉光.// 呼隆! 就都没了, 爸爸的手,/ 戴着戒指的手,/ 掉在厨房的门口.//

…… <她記得> (《大公報》 1939.4.4.)

49) 看看我的枪/ 摸摸我的刀,/ 还有什么,/ 除了这命一条?/ 田已种不上,/ 房屋被火烧,/

…… <打(遊擊隊歌)> (《中央日報》 1939.4.11.)

50) ……/ 可怜, 疯狂的头脑还玩弄着飞机,/ 郑重的向小小的棉厂施用空袭;/ 好, 不再种

棉, 我们改种高梁和玉米,/ ……/ 那安闲的树影, 与香甜的空气,/ 仿佛是在渊明的诗境

里;/ 当我们到枣林里去避空袭,/ 老幼都匆忙的把牛马掩避,/ 静美的田园, 紧促的呼

吸,/ 赤裸的顽童把手脚抓紧了大地;/ 这忽静忽动, 忽缓忽急,/ 这田园的诗景与杀人的

利器,/ 使现实与梦境缩短了距离;/ 这不是梦, 而是个谜,/ 历史的美丽是它的谜底!/

我们是愚痴, 还是秀气?/ 谁敢断定, 敢断定的必遭打击!/ 生活的斗争是历史的延继,/

五千年不止, 因为我们永不休息!/ …… <劍北篇⋅豫西> (《中蘇文化》 1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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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하거나/ 혹은 상자 속의 과자를 맛보고 싶어한다/ 쾌활한 게 마치 설을 지내

려는 것 같다/ 아, 얼마의 인간세상 이별 만남 기쁨 슬픔/ 모두 이 현에 다 들어

오지 않구나/ 음조 없이 울리는 소리 속에 용솟음친다!/ 어떠한 것도 이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낭만적일 수 있겠는가/ 기계적으로 그것은 울고 소리친다/ 각각의

울고 소리지름은 오히려 봄 수풀 가운데 두견처럼/ 시심에 얼마나 슬픈 느낌을 주

는가!/ …… <劍北篇⋅寶鷄 정류장> 중 일부51)

老舍는 위 작품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생이별의 아픔과 재회의 기쁨을 교차시키

며 전쟁의 참상을 그려냈다. 老舍는 ‘문협’ 이전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운집해

있는 군중들의 다양한 캐릭터를 포착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작가라 하겠다. 전

시 중 헤어졌다 재회하여 ‘뜨거운 눈물과 웃는 얼굴’로 감회에 젖어 있는 어른들의

모습, 전쟁의 비극보다는 먼 외지에서 가져온 ‘신비한 병과 통조림’, ‘상자 속의 과

자’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달려드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호기심어린 행동 등을 섬

세하게 포착하여 묘사함으로써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다.

도시는 밭, 도시 밖은 밭/ 한 조각 옥수수 한 조각 남색/ 고요한 성벽/ 녹색 풍

광을 두 개로 나누었다/ 몸은 성안에 있는데 여전히 교외인가 의심 된다/ 어째서

가득 찬 인가의 연기 보이지 않는가?/ ……세 걸음에 여관 하나/ 다섯 걸음에 호

텔 하나/ 전쟁은 바람, 쑥은 날고 부평초는 돌아다닌다/ 전시의 번영, 객잔 번영

하였다/ ……/ 그렇게 많은 여관/ 작은 漢口의 부흥은 漢口의 함락 당했음을 설명

한다/ 이 떠다니는 번영은 비참함을 가짜로 가린다/ 육체로 자본을 만든 여자아이

가 몇 천 명인가!/ 얼마든지 쑥은 바람 따라 떠돈다/ 얼마든지 집은 망하고 사람

은 망한다 치욕으로 차와 밥을 바꾼다/ 민족의 청백이여, 아 항전으로 씻자! /

……  <劍北篇⋅老河口> 중 일부52)

51) ……/ 老友们, 也许十载未见,/ 父子夫妇, 相别数年,/ 都手握着手, 肩并着肩,/ 教热

泪流湿了笑颜!/ 孩子们, 争着搬动筐篮,/ 想立刻打开远地来的神秘的瓶罐,/ 或尝一尝

匣中的糕点,/ 快活得好似要过新年!/ 啊, 多少人世的离合悲欢,/ 都在这不入丝弦,/

没有韵调的鸣声里涌现!/ 还有什么比它更实际, 更浪漫,/ 机械的它啼唤,/ 每一啼唤,

却似春林中的杜鹃,/ 给诗心添加上多少伤感!/ …… <劍北篇⋅寶鷄車站> (《中蘇文化》

1940.6.)

52) 城里是田, 城外是田,/ 一片儿玉米. 一片儿蓝靛,/ 静静的城垣,/ 把绿的风光截成两

段;/ 身在城里, 还疑是郊园,/ 怎么不见稠密的人烟?/ ……/ 三步一家旅馆,/ 五步一家

饭店,/ 战争是风, 蓬飞萍转,/ 战时的繁荣, 繁荣了客栈./ ……/ 那么多的旅店,/ 小汉

口的复兴说明汉口的沦陷!/ 這浮動的繁榮虛掩着悲慘,/ 以肉體作資本的女兒就有好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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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파괴’로 인해 ‘시골’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진 가게들’이 즐비한 ‘襄

陽’은, 군대를 따라 피난했다가 다시 군대를 따라 도시53)’로 돌아오길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도시’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든 피난민으로 각지의 ‘방언’, ‘음식’, ‘복식’ 등으로 북적인다. 이런

전시 중에도 ‘아이들은 노래하고’ 사람들은 모여 ‘공연’도 한다. 그러나 ‘漢口’의 전시

속 ‘번영’은 아이러니하게 ‘漢口’가 ‘침략 당했음’을 반증한다.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

가는 ‘여자아이들’, ‘치욕으로 차와 밥을 바꾸어’ 생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

으로 인하여 이미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채 ‘바람’ 떠도는 ‘쑥’과 ‘부평초’다. 인간으

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 여기에 전쟁의 비극이 있다.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비극이다. 거대한 전쟁 정치구조 속에 희생당하는 것은 결

국 인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폭격은 타깃

폭격이든 오폭이든 간에 인간이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품게 한다. 전쟁 서정시가

전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탐구한 시로 전쟁을 간접화 혹은 내면화한 것이라면,

선전선동시나 전쟁기록시는 전쟁수행이나 승전을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인문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선전선동시보다는 전쟁서정시가 훨씬 높은 문학

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5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老舍의 ‘문협’ 이후 작품은 또다시 초기와 중기로 나눌 수

있다. ‘문협’ 초기작에는 직접적인 선전선동시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劍北篇》

에 실린 ‘문협’ 중기 작품에는 다소 차분한 태도로 여정 기행문식 시와 전쟁고발적

인 시로 전쟁의 비극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문협’ 중기 시도 궁극적인 목적은

항전에 있는 것이지 전쟁이 지닌 인문적 사유라든가 전쟁문학 자체에 대한 문예미

학적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이는 老舍가 ‘문협’의 주요 간행물인 《抗戰文藝》 를 책

임지면서 항전문학에 전력투구한 결과 시문학 특성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55) 요컨대 老舍는 시대의 당위 앞에 시문학의 특수성과 본질을 보류하게

千!/ 有的是蓬隨風轉!/ 有的是家破人亡, 以恥辱換來茶飯,/ 民族的淸白, 啊, 只能以

抗戰淸算!/ …… <劍北篇⋅老河口> (《新獨報》 1940.6.22.)

53) 那古靜的襄陽,/ 我們渡河去看,./ 本來就淸閑,/ 現在更淸閑的可慘!/ ……/ 在城裏正

像在鄕間,/ 百姓們隨着軍隊移轉,/ 再隨着軍隊回還,/ ……  <劍北篇⋅襄樊>

54) 오세영,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 《한국문화》13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2. 12. 2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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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 인간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포착해낼 수 있었던 그의 문학적 재능을 특히 ’

문협‘ 이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살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하는

가장 비인간적 정치공간인 전쟁 속에서, 따뜻한 인간애에 바탕을 둔 ’老舍‘식의 비

판적 풍자성이 기량을 발휘하기에는 방어적 국가주의가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것일

까.

Ⅳ. 나오며

老舍의 항전기 현대시 주제는 항전의식에 있다. 그의 시는 ‘문협’ 전후로 다소간

의 변화를 보인다. 老舍의 ‘문협’ 이전 시기 현대시에는 세태를 비판하는 시가 다수

를 차지한다. 그는 시를 통해 일본 침략에 대응하는 국민당정부의 소극적이고 무능

력한 정책에 대한 냉소적 풍자와, 국가안위에 상관없이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지식인들과 대중에 대한 비판을 담아냈다. 이들 작품의 특징은 老舍 특유의 디테일

한 묘사와 풍자성에 있다.

반면 ‘문협’ 이후에는 풍자적인 세태비판보다는 전쟁참여를 독려하는 선전선동적

인 시가 많다. 이 시기 老舍 현대시가 차지하는 작품 수는 ‘문협’ 이전보다 많은데,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쟁 참여를 직접적으로 종용하

는 내용의 시, 둘째, 전지위문 여정 중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디테일하게 기록

한 시, 셋째,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내용의 시 등이 그것이다. 사실 ‘문협’

이후 작품은 중일전쟁 중기를 지나면서 다소의 변화과정을 보인다. 즉, 중일전쟁

초기의 격앙된 선전선동시에서 전쟁 중기의 비교적 차분한 전쟁기록시로 바뀌고 있

다. 이는 전쟁이 지구전 양상으로 변하자 작가가 전쟁에 대한 거리를 어느 정도 확

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협’ 이후 작품은 선전선동성

이 주된 중심 주제를 이룬다고 하겠다.

老舍에게는 작가 특유의 날카로운 풍자성, 생동감 넘치는 인물 묘사력, 디테일한

서사적 운용 능력이 있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시문학을 항전문학의 발판으로 삼으

면서 작가의 시문학적 성숙 기회는 좁아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老舍의 시

55) 石興譯, 劉明, 《老舍評傳》,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5. 1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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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한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그의 국가이념을 선전하는 ‘관변어용시’

창작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老舍가 만일 현대시문학에 대한 조예와 확고한 세계관이 있어 이를 토대로 시문

학에 대한 미학적 사유와 시대적 당위 사이에서 좀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며, 老舍의 풍자시는 중국현대시사에 있어 하나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으리

라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아쉬움이 비단 老舍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현대사를 관통해 온 중국현대시사의 비극과도 일정정도 겹쳐 보인다는 점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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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老舍是在中國現代文學上傑出的小說家､ 戱曲家之一. 他也寫作詩歌. 對

于老舍寫作詩歌這個事實知道的人不多. 因此與老舍的詩歌有關的硏究論文也

不多. 這可能是因爲老舍詩歌比小說､ 戱曲的作品成就水準不高, 主題單純,

還有老舍不敢自稱詩人. 可是他創作80多首現代詩､ 300多首舊體詩. 老舍對

于詩歌的關心也有很大. 我認爲無論老舍詩歌成就高不高, 對于老舍詩歌的硏

究需要的. 老舍主要寫作于1931年到1941年, 老舍寫作詩歌的目的就在于鼓

吹抗日意識, 所以這些詩歌主要主題在于抗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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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舍的抗日詩歌可以分爲兩個時期. 一個時期就是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

會以前的, 另一個時期就是1937年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创立至寫作《劍北

篇》的1941年的. 老舍的‘文協’以前的詩歌特點在于諷刺性. 老舍拿諷刺意識來

揭露現實世態以及蔣介石政府的政治失策. 老舍的‘文協’以後的詩歌有幾個特

点. 第一, 老舍用詩歌鼓舞參加中日戰爭､ 策勉戰爭費用的捐献､ 讚揚在戰爭
上的犧牲精神. 第二, 老舍寫作纪行形式的敍事詩歌, 這些詩歌表現出遭遇随

军過程中多種困境, 內容複雜, 情節比較多. 第三, 揭露戰爭帶來的残酷､ 悲
劇現實. 總之老舍只注重于抗日而不太注重于詩歌文學上的特点. 我想如果老

舍堅持發揮他本來具有諷刺意識的文學的話, 他一定會在中國現代詩史上擴展

諷刺詩歌領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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