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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와 문화논쟁

의 소설은 주로 중국인의 생활문화를 창작 모티브로 삼고 있다.1) 그의 대표

적인 작품들은 중서문화의 충돌과 논쟁이 고조되던 시기에 발표되었지만, 그는 정

치⋅사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시대와 사회를 통찰하였다. 이것은 현실정치에 소

극적으로 대응한 결점을 보여주었으나, 현실의 실체적 원인을 구체적인 생활문화에

서 찾으려는  특유의 작가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그에 관한 수많

은 관련 논평이나 연구 자료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2) 주지하다시피 

  * 中部大學校 中國學科 助敎授

 1) 吳小美⋅古世倉, <老舍個性氣質論-紀念老舍誕辰百週年>, 《文學評論》 1999年第1期 

[曾廣燦⋅范亦豪⋅關紀新 편, 《老舍與二十世紀》, 天津人民出版社, 2000年, 20-34

쪽 참고]

 2) 중국의 대표 포털사이트 ‘百度’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老舍와 관련된 검색어 수량

은 1,390만 건에 달한다. 현대작가 중 2,300만 건의 검색어 수량을 보여주는 魯迅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만, 두 번째로 관심과 인기가 높은 작가인 셈이다. 또한 대표 학

술정보 사이트 ‘知網’에서 老舍의 작품연구 자료량은 6,919건이 검색된다. 동시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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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대정신을 선양하던 계몽사상가도 아니었으며, 신문학의 문단조직을 주도하던 

문학가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것은 엄숙하고 진지한 

창작태도와 신식⋅구식 중국인의 삶을 냉철하게 통찰한 작가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즉 인생의 표현이라는 창작의 기본 명제에 충실한 작가였기 때문이다. 1910년대부

터 193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文化論爭이 발생하였는데, 핵심논점은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융합 방법론이었다. 문화는 의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

이다.

의 《蛤藻集》은 그의 세 번째 단편소설집으로 중국인의 문화심리를 집중적으

로 반영한 특징이 있다. 수록된 작품은 1935년 4월부터 1936년 10월까지 발표된 

단편 6편과 중편 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대표 장편소설 《駱駝祥子》발표 시

기와 겹치고,3) 특히 ‘직업작가’4)의 태도로 많은 작품들을 남긴 기간이다. 창작기교 

측면에서 그는 일찍이 장편소설의 균형미와 단편소설의 함축미를 강조한 바 있다.5) 

이전 단편소설들은 주로 1인칭 주관적 경험에 치중한 반면, 이 시기에 이르면 3인

칭 관찰자 시점으로 풍격의 변화를 보여준다. 《蛤藻集》에는 관찰자 시점의 작품들

만 수록되어 있다. 발표된 시기가 근접한 <丁>6) <不說謊的人>7) <新愛彌耳>8) 등

은 짧은 隨感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직접 단편집에 수록 출간한 바 없다.9) 물론 

이들 세 작품도 서구화된 사회의 문제점이나 문화윤리의 모순성을 주제로 삼고 있

지만, 대체로 주관적인 감성에 치우친 결점을 가진 작품들이다. 이에 비하면 《蛤藻

集》의 작품들은 객관화된 문화 담론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전 작품에 비해 보다 심

가였던 茅盾은 7,766건, 沈從文은 7,222건, 巴金은 5,390건 등이다.

 3) 《宇宙風》 第25期(1936.9.16.)부터 第48期(1937.10.1.)까지 연재되었다.

 4) 1934년 6월 29일 老舍는 齊魯大學을 사퇴한 후, 8월19일부터 南京과 上海로 가서 

많은 출판인들과 만나 창작활동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9월 山東大學의 초빙

을 수락하고 靑島로 이사하여 강의와 창작을 병행하였다. [拙稿, 《老舍短篇小說의 主

題硏究》,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8년, 각주40. 참고]

 5) 老舍, <我怎樣寫短篇小說>, 《老舍全集》 第16卷, 人民文學出版社, 1999, 196쪽.

 6) 《靑島民報》 副刊 <避暑綠話> 第8期, 1935.9.1. 발표.

 7) 天津 《益世報》 ‘語林’ 第1275期, 1936.5.3. 발표.

 8) 《文學》 第7卷 第1期, 1936.7.1. 발표.

 9) 老舍 사후 1982년 그의 자녀 舒濟⋅舒乙에 의해 편집된 《集外短篇》(26편, 《老舍小說

集外集》이라 부르기도 함)에 수록되었다. [老舍, 《老舍全集》 第8卷, 人民文學出版社, 

1999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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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깊게 사회문화와 문화윤리를 통찰한 결과물로 보인다. 특히 제재의 성격으로 보

면 사상계의 中西文化論爭과 직접 결부시킬 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현상에 

대응하는 소설가로서의 현실인식을 규찰할 수 있는 단서이다.

근대 중국의 사회변동은 淸朝의 패망에서 비롯된 新 文化의 충돌 즉 서양문화

의 도입과 변천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직업작가’의 길을 모색

하였던 1934년을 전후하여, 중국 사상계에서는 문화의 흡수 방식에 관해 ‘全般西

化論’과 ‘中國本位文化論’으로 양분되어 논쟁이 전개되었다. 전자는 5.4시기 反

帝⋅反傳統의 계몽운동을 이어 받은 연장선에서 더욱 전면적인 서구화를 주장하는 

것이며, 후자는 國民黨의 정책에 동조하는 보수인사들에 의해 개진된 중국본위의 

서구화를 말한다. 특히 1935년 전국의 유명 대학교수 10명이 공동으로 연명한 ‘中

國本位의 文化建設宣 ’10)은 문화논쟁을 다시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양측은 

中西文化에 대한 태도에서 守 와 西化라는 뚜렷한 대척점을 보였으나, 결과적으

로 사회변동을 위한 실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中西

文化의 現代化’라는 공통된 과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이 시기에 

가 탐방하였던 南京⋅上海는 출판업계가 집된 지역인 동시에 문화논쟁의 본거지

였다. 출판계 인물의 친분관계를 살펴보면, 王平陵⋅林語 ⋅陶亢德 등은 보수적

인 인물이고, 馬國亮⋅趙家璧⋅王統照 등은 개혁적인 인물에 속한다. 는 문화

논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蛤藻集》의 작품들에는 守 와 西化의 양측 주장

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본고는 문화논쟁과 관련된 의 문화비판적 태도를 

작품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에 대한 연구는 1984년 中國 硏究 의 성립을 기점으로 중국 

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장편소설과 화극을 중심으로 그

의 유머언어와 도시문화 측면에 편중되고 있다. 단편소설의 경우는 계층의식⋅서사

방식 등 폭넓은 시각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장편소설에 비하면 성취가 뛰어난 몇 

작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문예지의 요청에 따른 창작이었고, 

10) 1935년 1월 10일 上海 《文化月刊》에 서명한 교수는 王新命⋅何炳松⋅陶希聖⋅薩盟

武⋅武堉幹⋅孫寒氷⋅黃文山⋅章益⋅陳高傭⋅樊仲雲 등이다. 이들은 중국문화의 장

점을 보존하는 復古的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 宣言文은 國民黨의 정책과 인맥이 배후

에 있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千聖林, 《近代中國 思想世界의 한 흐름》, 도서출

판 신서원, 2002년, 103-1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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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제약과 장편소설의 부차적 창작이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 역시 장편소설과 

연계시키거나 귀납적인 분석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그의 단편소설은 장편소설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11) 장편소설과의 변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蛤藻集》는 그의 문학적 성숙기에 창작된 단편소

설들이며, 당시 전개되었던 문화논쟁과 연관된 담론을 토대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담론에 대한 분석은 작가의 시대정신과 가치관을 가늠하고 문학성을 총

체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작품성향을 京派12)⋅民粹主義13)⋅國民性 계몽14) 등 지나치게 類型化

된 틀에 귀납시킨 평가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1934년 이후 작품의 내용

과 주제는 예전보다 더욱 다각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심지어 특정

한 문학유파나 사상논쟁에 적극 가담한 적이 없다. 물론 텍스트 분석과 논증을 위

하여 포괄적 용어의 사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문학유파 내지는 창작

성향으로 귀결하려는 논리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본다. 환언하면 작

품의 眞意와 무관하게 과도한 평가로 귀결시키거나, 편향된 관점을 가미하는 오류

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蛤藻集》의 작품에 내포된 文化的 敍事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고, 

문화논쟁과 관련하여 守 와 西化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학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한다. 전술한 바 는 그 당시 여러 문예지와 출판계 인물들과 긴 한 의견교환

11) 拙稿 《老舍 短篇小說의 主題硏究》(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8)에서 단편소설 65편

의 주제를 미진하나마 분류하고 분석한 바 있다. 

12) 北京의 특색을 추구하는 ‘京味’와는 다른 용어이다. ‘京派’는 30년대 문단의 중심이 上

海로 이동하였지만, 北京에 잔류하면서 자유주의적 창작관념을 유지하였던 문학유파이

다. 20년대 語絲社와 新月社 계열의 영감과 취미를 중시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었다. 주

요작가는 廢名⋅凌叔華⋅沈從文⋅蕭乾⋅汪曾祺 등이다. [劉勇, <‘京派’文學的文化底

蘊-從老舍創作的文化品格說來>, 《北京師範大學學報》 第4期, 2005년, 聞祺, <老舍:

‘京派’文學的代表>, 《中國郵政報》, 2002年]

13)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서구식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농촌 공동체에서 공산주의 사회

의 모태를 찾았던, 청년 귀족과 급진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말한다. 또한 人民主義⋅平民主義⋅大衆主義⋅Populism 등으로 불린다. 

[蔣霞, 《論老舍的民粹主義思想》, 西南大學-碩士論文, 2006年]

14) 謝昭新, <論老舍小說‘改造國民性’思想的生命力>, 《安徽師範大學報》 第4期, 1986年, 

遲蕊, <老舍對‘國民性’書寫的開拓與反思>, 《社會科學文摘》 第8期, 2016年, 方岩, 

<論老舍國民性改造的價値取向>, 《北京社會科學》 第2期,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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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었고, 그들과 원고 청탁의 상황을 수용하면서 소설과 산문 등을 창작하였

다. 단편소설의 경우, 작품의 내용과 주제는 해당 문예지의 요청과 성향과 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15) 본고의 분석대상인 네 편의 단편소설이 연재되었던 문예

지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문화논쟁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

다. 는 영국에서 5년간 외국문화를 경험한 바 있고, 淸朝 만주족의 후예로서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다를 것이다. 中國本位의 文化論과 全盤西化論에 

직결된 사건과 인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화비판의 성격을 지닌 작품의 비판의식

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는 中西文化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蛤藻集》에서 

어떤 내용으로 비판하였는가? 전통윤리에 대한 美醜 기준과 新  인물상을 어떤 

관점으로 통찰하였는가? 이러한 문화비판 태도에 내재하는 문학적 함의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蛤藻集》 작품 중 守 의 태도로 西化의 문제점을 다룬 

< 字號> <斷魂槍>과 西化의 태도로 守 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聽來的故事> <新

時代的 悲劇>을 중심으로 의 문화비판 정신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中國中心의 文化的 傳統性

1. 傳統的 商業倫理의 기

전통문화는 오랜 기간을 거쳐 사회에 공유되는 행동양식이다. 시대에 따라 문화

는 계승과 변천을 반복하며 축적되어 가는데, 즉 문화현상이라 함은 내⋅외적 요인

에 의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0년대 중국은 정치적으로 國⋅共 대립과 사회적

으로 新⋅  갈등이 극심하였던 시기이다. 는 < 字號>에서 三合祥이라는 전

통 포목상점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도산되어 가는 과정을 담아내었다. 서사기법으

로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통적인 경영방식이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에 

맞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비극적 구조이다. 상점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품격과 명

성을 중시하는 三合祥은 靜的인 반면, 염가판매와 호객행위를 하는 正香村은 動的

15) 張書杰, <以小說參與二十世紀三十年代中期的文化論爭>, 《社會科學論壇》 2013年 第

4期,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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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영 방식의 대비적 구성이다. 주인공의 이름 辛德治에 내포된 뜻에서 전통덕목

이 배척받고 있음을 암시하였고, 사장의 성 錢에 이윤추구의 경제덕목을 중시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작품의 배경 공간을 직접 밝히고 있지 않지만, 포목상점의 진열품을 보면 중국산 

이외에 독일산과 일본산의 원단을 비교하였다. 짐작컨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독

일과 일본이 차례로 점령하였던 靑島16)라고 볼 수 있다. 이곳은 오래 동안 외래문

화가 유입된 이국적인 연해도시인데,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타지 노동자들도 늘어났다. 특히 紡織業이 주요한 산업으로 발달하였던 上海⋅天

津과 더불어 내⋅외지인이 붐비는 도시였다.17) 국민당 치하의 국내경제는 매판자

본에 의해 무질서하였고, 금전만능의 풍조와 더불어 시장경제체제 하에 기형적인 

상업문화가 형성되었다.18) 중국의 전통적인 포목상점에는 徒弟式 전문 점원을 양

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綢緞을 정찰제로 판매하지만, 신생 상점들은 이윤을 더 남

기기 위해 대량생산된 방직공장의 주단을 취급하였다. 타지에서 도시로 와서 정착

한 노동자들은 값비싼 명품 의상보다는 저가의 개량복이나 간편한 서양복장을 선호

하고, 원단의 질감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심리를 갖기 마련이다. 양자의 

객관적인 경쟁 조건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三合祥은 변칙경영을 일삼는 正香村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는 주인공 辛을 통해서 정직하게 규범을 준수하는 중국

식 전통상점의 특징을 부각하였다. 서구화로 치닫는 근대 사회 속에서 퇴폐적인 상

거래의 폐해를 반추하면서, 중국 고유의 상업윤리가 점차 허물어져 가는 현실을 비

판적으로 반영하였다.

16) 靑島는 청말 膠澳에 있던 주둔군의 방어진으로 개발되었다. 서구 열강들은 주로 중국

의 연안도시를 거점지역으로 삼았는데, 독인은 1897년부터 17년간 靑島를 점령하였

고, 1914년부터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본은 점령시기 수많은 자원을 약탈하

였고 면방직공장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1922년부터 국민당 정부가 반환을 받고 통치하

였으나,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1938년부터 다시 일본에게 빼앗기는 비운의 도시였다. 

1945년 중국영토로 귀속될 때까지 58년간 풍파를 겪었고, 1994년 중국역사문화도시

로 지정되었다. [楊來靑, <海洋都市 靑島 歷史硏究의 課題와 展望>, 《해양도시문화교

섭학》, 2009년, 104-106쪽 참고]

17) 권경선, <독일⋅일본 점령기 靑島의 산업과 노동자 연구>, 《역사와 경계》 89, 2013년, 

364-365쪽 참고.

18) 王惠雲⋅蘇慶昌, 《老舍評傳》, 花山文藝出版社, 1985, 145-14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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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辛은 15년간 三合祥에서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연마한 수제자이고, 품격

을 유지하는 이런 상점을 제2의 고향집으로 여기면서 존속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20년 전 도시에 정착한 순박한 시골출신이지만, 상점의 수지가 맞지 않아 경영을 

포기하는 錢사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三合祥은 전문성⋅명성⋅관습을 지

켜온 유명한 포목상점인데, 는 오직 이윤만 추구하는 주변 상점의 경영방식 때

문에 전통 상점이 파산되는 상황을 그려내었다. 두 상점의 경영방식 비교를 통해서 

주인공 辛으로 하여금 전통 상점 보존가치와 몰락의 부당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중국식 전통에 대한 비관적 서사는 錢사장이 떠난 이후 회복불능의 변화에

서 감지된다.

周사장이 상점을 인수하였다. 辛德治가 느끼는 공포감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난감함’이었다. 周사장은 ‘엉터리’ 경영자라서, 三合祥―오래 

동안 명성을 쌓아온 상점!―은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게 되었다! 辛德治는 터

진 만두마냥 입을 삐죽거렸다. 고수⋅명가⋅모범은 모두 錢사장과 함께 떠나버려

서, 아마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듯하였다.19)

근대 중국에서 서구식 자본주의와 산업화는 신용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던 중국식 

상업윤리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산업화와 무역이 활발한 연안도시일수

록 재래식 상품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기 마련이고, 작품에서는 관습적인 상혼이나 

직업 전문성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면서 전통을 중시

하는 상업윤리는 이윤만 추구하는 경제논리로 변형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호객

행위⋅염가판매⋅현혹강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周사장에게서 찾을 수 있

다. 이에 비해 주인공 辛의 관점에서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방식은 중국식 商魂이

며, 신용본위의 상업윤리와 더불어 전문성을 가진 정통 상인의 미덕이었다. 주인공 

辛과 새로 온 周사장의 갈등은 三合祥 변칙경영에 놓여있다. 그 변칙경영을 부정

하는 근거는 전통적인 경영에 대한 우월감과 중국 고유의 문화특성을 밝히는 부분

19) 周掌柜到任. 辛德治明白了, 他的恐怖不是虚的; ‘难过‘几乎要改变咒骂了. 周掌柜是

个’野鷄‘, 叁合祥―多少年的老字号！―要满街拉客了！ 辛德治的嘴撇得像个煮破了的

饺子. 老手, 老字号, 老规矩―都随着钱掌柜的走了, 或者永远不再回来. [老舍, <老字

号>, 《老舍全集》 第7卷, 人民文学出版社, 1999年,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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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러난다.

오랜 세월 동안 三合祥은 언제나 관청 분위기가 베어났다. 황금색 편액과 검은 

글자, 녹색 내부설비, 검은 진열장과 남색 테두리, 남색 모직으로 덮은 긴 의자, 

차 탁자에는 항상 생화가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三合祥은 정월대보름에 붉은 깃

술이 장식된 네 개 宮燈을 내다는 것 말고는 규정에 어긋난 현란한 불빛이 전혀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三合祥은 가격을 흥정하거나, 거스름돈을 떼지 않았고, 

광고전단지를 붙이거나, 염가세일도 하지 않았다. 三合祥에서 파는 것은 명성이었

다. 오랜 세월 동안 상점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도 없었다. 나이든 사장의 꼬르륵거리는 수연과 기침 소리만 있을 뿐이었다.20)

중국을 표상하는 색채는 유구한 역사만큼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지닌다. 

대체로 청색 계열의 녹색⋅남색은 하늘과 물의 표상으로 영원함을 의미하며, 적색 

계열의 붉은색은 태양과 불의 표상으로 상스러움을 나타낸다.21) 三合祥은 중국 고

유의 문화를 계승한 전통적인 상점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상인의 기본덕목은 성실

과 신용을 우선시한다.22) 여기서 성실이란 고객과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을 말하며, 신용이란 정직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미덕과 다름 아니다. 주인공 

辛은 이러한 상업윤리를 준수하는 三合祥의 전문적인 점원인데, 周사장의 호객행

위와 염가세일의 변칙경영을 긍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 원리에 있어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正香村에서는 그릇된 상도덕으로 고객을 현혹하고 

물건을 속여 파는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경영방식에 있어서 공정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두 상점은 번성하여 성공하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것은 오래토록 지켜온 중국

식 商魂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며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주인공 辛은 상업윤리

20) 多少年了, 三合祥是永远那么官样大气: 金匾黑字, 绿装修, 黑柜蓝布围子,大杌凳包着

蓝呢子套, 茶几上永远放着鲜花. 多少年了, 三合祥除了在灯节才挂上四只宫灯, 垂着

大红穗子没有任何不合规矩的胡闹八光. 多少年了, 三合祥没打过价钱, 抹过零儿, 或

是贴张广告, 或者减价半月; 三合祥卖的是字号. 多少年了, 柜上没有吸烟卷的, 没有

大声说话的; 有点响声只是老掌柜的咕噜水烟与咳嗽. [老舍, 앞의 책, 321쪽]

21) 정진강, <중국어 色彩詞에 보이는 상징의미>, 《中國學報》 51輯, 韓國中國學會, 2005

年, 29-42쪽 참고
22) 臼井佐知子(정혜중 역), <중국상인의 경영형태와 상업윤리>, 《史林》 제32호, 수선사학

회, 2009, 24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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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무시하는 엉터리 영업방식에 대해 근원적인 반문과 더불어 전문직업인으로서 

믿어왔던 전통적인 商魂에 대해 낙담한다.

더욱 이상하게도 正香村은 번창하는데, 三合祥은 날로 기울어져 갔다. 그는 도

무지 무슨 이치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사는 굳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영업 교육을 배워야 하

나? 안될 일이고, 어림없다. 三合祥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23)

全般西化의 폐해는 국적도 없는 비정상 사회로 변하는 것이며, 전통문화의 정신

마저 배척받는 지위로 전락하는 것이다. 서구화의 경제구조 속에 중국式 商魂을 잃

어버리게 된다면 문화적 노예로서 半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 三合祥에는 중국式 

품격과 상업윤리가 있었지만, 그 가치를 숭상하던 錢사장과 辛德治가 패배하는 국

면으로 작품을 끝맺었다.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보면, 경영방식의 正則과 反則, 상

업윤리의 美와 醜, 문화심리의 善과 惡 등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는 

30년대 中西文化가 융합된 연안 상업도시에 살면서, 문란한 상업 질서와 서구화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24) 중국의 전통상점을 통해 옛 관습의 전통가치를 인식하고, 

정직과 성실의 商魂을 존숭하며, 도제식 직업정신이 깃든 중국특색의 문화를 되돌

아보게 하였다. 中國本位文化論 들은 외래문화의 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문화를 보존하고 개선할지 대책을 제시한 바 없다. 는 중국전통의 상업문

화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을 직시하였고, 상업 질서가 붕괴되는 원인은 산업화

의 결과로 인한 과잉생산과 불공정거래에 있음을 통찰하였다. 이것은 서구화 물결 

속에 중국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전통 미덕임을 역설한 것이다. 또한 상업

윤리의 시각에서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절제를 요구하는 절충적 태도이며, 中國式 

고유문화의 소중함을 전달하려는 守 的 태도를 취한 것이다.

23) 更奇怪的, 正香村发财, 而三合祥一天比一天衰微. 他不明白这是什么道理. 难道买卖

必定得不按着规矩作才行吗? 果然如此, 何必学徒呢? 是个人就可以作生意了! 不能

是这样, 不能; 三合祥到底是不会那样的![老舍, 앞의 책, 323쪽]

24) 吳小美, <‘最老舍’的老字號> 《福建論壇⋅人文社會科學版》 2009年第2期,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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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傳統武術에 한 에필로그

중국 정통무술은 개인의 수련과 품행을 매우 중시하는데, 기본적으로 技擊性과 

실전 효용성의 바탕 위에 예의를 겸비하는 國術25)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통무술

은 신체단련과 정신수양을 수련하는 ‘武德’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왔다.26) 

는 어려서부터 무협문화에 심취하였고, 濟南에 머물며 馬永奎에게 직접 무술을 수

련 받은 바 있다.27)<斷魂槍>은 20년간 서북지역에서 ‘神槍’으로 명성을 떨친 沙子

龍의 은둔생활을 다룬 작품이다.  스스로 가장 정련되고 함축미가 뛰어난 작품

임을 밝힌 바28) 있듯이, < 字號> <黑白李>와 더불어 대표적인 단편소설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작품이기도 하다. 내용은 무협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작품의 

주제는 시대변화에 낙오된 길을 밟아야 하는 전통무술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 서양

무기의 위세[현재]로 인해 중국문화의 무술[과거]은 몰락하는 단계29)에 놓인 현실

을 반영하였다. 중국은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사회문화를 형성해 왔는데, 20세기 서

구의 산업경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전통문화는 변혁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

다. <斷魂槍>은 중국무술의 전도가 불투명한 현실에 착안하여 계승과 단절이라는 

엄숙한 양자택일의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沙子龍⋅王三勝⋅孫  세 인물의 심리를 비교 묘사하

고 있다. 이들은 전통무술의 계승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

25) 전통무술을 뜻하는 ‘Martial Arts’는 중국에서 武術, 한국에서 武藝, 일본에서 武道, 

대만에서 國術 등 각기 다르게 사용한다. 중국 전통무술은 1928년 中央國術館이 설립

된 이후 ‘國術’이란 명칭으로 정식 정한 바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의 성립 직후 다

시 ‘武術’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김용수⋅박기동⋅강종학, <중국 무술의 용어 記

述에 관한 연구>, 《스포츠인류학연구》 제5권2호, 2010, 96쪽 참고]

26) 이현신⋅김학덕⋅김찬룡, <중국전통무술 특징 탐색을 통한발전전략>, 《대한무도학회지》 
제13권2호, 2011, 5쪽 참고.

27) 老舍는 빈민 출신으로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民間故事를 들으며 성장하였고, 자주 만주

족의 무술기예를 즐겨 관람하였다. 중년기에는 직접 무술을 연마하여 격파와 품세를 모

임에서 연기할 정도로 무술 애호가였다. [胡絜靑, <散記老舍>, 《老舍全集》, 人民文學

出版社, 1999. 舒乙, 《老舍關坎和愛好》, 中國建設出版社, 1985. 馬麗蓉, <關於老舍

與回族的情緣, 《回族硏究》 2003年第3期, 寧夏社會科學院, 21쪽 참고]

28) 老舍, <我怎樣寫短篇小說>, 《老舍全集》 第16卷, 人民文學出版社, 1999年, 196쪽
29) 고혜경, <斷魂槍에 투영된 ‘중화’의 몰락>, 《中國人文科學》 第35輯, 中國人文學會, 

2007年, 224-22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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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심각한 고민과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적 담론에 해당하

며, 중국문화의 보편성30)과 서구문화의 특수성이라는 시대적 고통을 동시에 되묻

고 있다.31) 서구 열강의 강력한 무력은 폐쇄된 중국의 세계관이 허구에 불과함을 

각성하게 만들었다. 세상이 변해버린 역사 앞에 중화사상과 상무정신은 부질없는 

환상에 불과하며, 선언적 변명이 되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와 무사는 궁색한 과거의 명예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

은 각성한 무예인이든 깨어나지 못한 무예인이든 고통스런 선택만 요구하였다.

淸末의 義和團事件 이후, 전통 무예인들은 結社의 형태를 유지한 채 정치에 동

원되었고, 지역별 종교와 투합하거나 무장한 비 결사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과거 

치안과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沙子龍의 鏢局은 이른바 해체된 결사의 殘影이며, 

<斷魂槍>에서는 숙박업소의 형태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 무예인들은 무장한 결사의 정당성을 상실하였고,32) 각기 생존을 위한 직업전

환의 요구에 봉착하였다.

조상과 조상이 믿었던 신명조차 전혀 영험하지 않았다! 용의 나라 중국도 더 이

상 신비하지 않았고, 기차가 출현하면서 묘지를 파헤치고 풍수를 파괴하였다. 붉

은 깃술이 달린 鏢局의 깃발, 푸른 상어껍질의 칼자루, 방울소리 울리던 명마, 강

호의 지혜와 은어, 의기와 명성, 沙子龍의 무예와 사업조차도 간밤의 꿈과 같이 

지난날의 일이 되어 버렸다. 지금은 기차⋅기관총⋅무역업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 유명무실한 황제마저 없앤다고 들었다!33)

30) 김경석, <‘근대’를 바라보던 또 다른 시각>, 《中國小說論叢》 第29輯, 한국중국소설학

회, 2009年, 239쪽 참고.

31) 張書杰, <以小說參與二十世紀三十年代中期的文化論爭>, 《社會科學論壇》 2013年第

4期.

32) 辛亥革命 이후 중국무술은 ‘尙武强國’의 차원에서 학교 체육교육으로 편입되었고, 

1915년 정식으로 무술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전통무술은 정치⋅사회적 무

술의 역할에서 교육적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육우용⋅조성균⋅전익기, <근대시기 중국

무술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9권 제4호, 한국체육사학회, 

2014년, 141쪽 참고]

33) 连祖先与祖先所信的神明全不灵了啊! 龙旗的中国也不再神秘, 有了火车呀, 穿坟过墓

破坏着风水. 枣红色多穗的镳旗, 绿鲨皮鞘的钢刀, 响着串铃的口马, 江湖上的智慧与

黑话, 义气与声名, 连沙子龙, 他的武艺､事业, 都梦似的成昨夜的. 今天是火车､快枪, 

通商与恐怖. 听说, 有人还要杀下皇帝的头呢! [老舍, 앞의 책,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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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지역에서 20년간 神槍으로 불렸던 沙子龍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현실을 절

감하였다. 그의 화려한 명성과 사업은 무용지물로 전락하였고, 절대적 신념과 가치

관마저 뒤바뀐 세상을 향해 암담한 체념으로 각성하였다. 그는 ‘살이 붓고’ ‘여관 전

업’ 등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작품에 투영된 그의 도덕적 의리를 

실천하는 武俠的인 태도는 무술문화에 대한 직업적 체념일 뿐 전통문화에 대한 미

련과 다름 아니다. 沙子龍의 제자 王三勝 부류는 무예를 생존의 수단 즉 직업의 

일종으로 삼는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그의 수하에서 무예를 배우던 젊은이들이 자주 찾아온다. 그들은 대부분 무예를 

좀 하나 쓸모없어서 가난뱅이들이다. 어떤 제자는 장터에서 이단차기⋅도구묘기⋅
공중돌기 등 무예를 팔면서, 정력제를 끼워 팔아 푼돈으로 살아간다. 어떤 제자는 

부지런히 과일짐꾼이나 콩 껍질이라도 까려고 일찌감치 장터로 나간다.34)

사회변동의 흐름 속에 일반 무예인들은 예전처럼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였고,35) 

무예를 팔거나 날품팔이로 겨우 살아가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沙子龍은 이러한 제

자들에게 동정심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結社의 무의미함을 ‘不傳’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수제자 王三勝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스승의 과거 명성을 이용하여 무예를 팔며 살아가는 부류인

데, 생계 수단으로 삼는 그의 무예는 ‘武德’의 무협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孫

는 河北省 무예인으로서 王三勝의 대련 요구를 받고 제압하였는데, 王三勝의 

스승 沙子龍으로부터 槍法을 전수받기를 원하였다. 孫 는 변발과 수염을 기르

고 장삼을 걸친 淸朝의 후예이며, 아직 전통무술의 위력을 맹신하는 부류이다. 비

록 그는 무예를 숙달한 고수이지만, 무예가 쓸모없게 된 세상변화를 각성하지 못하

34) 在他手下创练起来的少年们还时常来找他. 他们大多数是没落子的, 都有点武艺, 可是

没地方去用. 有的在庙会上去卖艺: 踢两趟腿, 练套家伙, 翻几个跟头, 附带着卖点大

力丸, 混个三吊两吊的. 有的实在闲不起了, 去弄筐果子, 或挑些毛豆角, 赶早儿在街

上论斤吆喝出去. [老舍, 앞의 책, 329쪽]

35) 中央國術館의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무술의 보존과 무술교육의 

확산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1933년 통계에 따르면 靑島에 83개의 국술훈련

소가 개설되어 있었다. [國家體委武術硏究院 편, 《中國武術史》, 人民體育出版社, 

1997, 13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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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예를 뽐내는 수단으로 사용

하였으므로, 올바른 의리의 실천이나 예의범절을 숭상하는 전통무술의 ‘武德’에도 

위배된다.

沙子龍은 계단을 내려와 읍을 하였다. “孫 , 솔직히 말하리다. 창과 창법들

은 제가 마지막이며, 다 끝난 일이요!” “전수 안합니까?” “전수하지 않겠소.” …… 
조용한 밤 沙子龍은 문을 잠그고, 단숨에 64차례 창을 휘둘렀다. 잠시 후 창을 

잡은 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무림의 점포에서 위세를 떨쳤던 시절을 떠올렸

다. 한숨을 쉬더니, 반질거리는 창대를 천천히 어루만지면서, 미소를 지었다. “전

수하지 않아! 전수하지 않아!”36)

중국의 전통무술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尙武精神의 표상이었고, 봉사와 의

리를 중시하는 義俠精神의 문화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총포는 전통무술에 

대한 두 가지 신념을 무너뜨렸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 전통무술은 체육무술에서 경

기무술의 형태를 유지하며 전통문화의 영역으로 변천되었다. <斷魂槍>은 民國 초

기 전통무술의 운명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沙子龍은 새로운 변화를 각성하고 

직업[외면]과 태도[내면]를 바꾸어 ‘不傳’을 주장한다. 반면 王三勝과 孫 는 역

사 속 과거의 시대에 머무르며, 위세를 부리거나 타인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여긴

다. 沙子龍은 서구의 막강한 무력을 깨달았고, 맨손이나 창칼이라는 낡은 기술은 

서구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 이 때문에 王三勝과 孫 에게 ‘不傳’하는 것이다. 

沙子는 모래의 뜻으로 서북지역의 사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험한 상징적 

동물 龍은 황제의 표상이기도 하다. 즉 沙子龍은 서북지역의 최고의 武士란 뜻으

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강력한 신무기는 그의 명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었고, 그의 무예는 더 이상 남에게 전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는 실제로 무예를 단련하고 애호할 뿐만 아니라 무예인과 가까이 지내며 깊

은 교우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國民黨 시기 전통무술을 빙자하여 조직된 비 결사

36) 沙子龙下了台阶, 也抱着拳: “孙老者, 说真的吧; 那条枪和那套枪都跟我入棺材, 一齐

入棺材!” “不传?” “不传!” …… 夜静人稀, 沙子龙关好了小门, 一气把六十四枪刺下来; 

而后, 拄着枪, 望着天上的群星, 想起当年在野店荒林的威风. 叹一口气, 用手指慢慢

摸着凉滑的枪身, 又微微一笑, “不传! 不传!” [老舍, 앞의 책, 334-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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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고, 이들은 정치적⋅사회적 질서마저 위협하는 불법 무예인들이었다. 이러

한 현상은 전통무술의 근본적인 문화정신과 거리가 먼 폭력적 무술과 다름 아니다. 

작품이 발표된 시기 전통무술은 국가 차원에서 심신수련의 성격을 띤 학교체육으로 

편성되어 맨손체조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斷魂槍>에서 

말하는 ‘不傳’은 전통무술 자체의 부정은 아닐 것이다. 沙子龍으로 하여금 ‘不傳’을 

선언하게 한 것은, 무예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부류[王三勝]를 부정한 것이며, 

예의와 의리를 무시하는 부류[孫 ]를 비판한 것이다. 전통무술은 서구의 신식무

기에 대항할 수 없었고, 이것은 전통무술의 계승을 차단해버렸다. 는 무예인들

의 생존과 미래를 우려하면서, 무예인의 인생을 포기하고 다른 출로를 찾아갈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 속에 전통무술은 예전의 영광과 명예를 상실

하였다. 요컨대 沙子龍의 ‘不傳’에는 두 가지 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새로

운 시대로 인한 전통무술의 無用論이며, 둘째 ‘武德’의 가치를 훼손하는 非전통무

술을 향한 斷絶論이다. <斷魂槍>은 중국 전통무술의 悲運을 묘사한 작품이면서, 

마지막에 서사되지 않은 해답을 독자에게 되묻고 있다. 의 반어법적 에필로그

는 애절한 여운을 남긴다.

Ⅲ. 個人中心의 文化的 模糊性

1. 道敎的 處世觀의 변용

는 1934년 ‘경전읽기’[讀經] 운동37)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

37) ‘讀經’ 운동의 유래는 1911년 軍閥시기부터 비롯된 복고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정치지

도자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복고운동을 주장해 왔다. 1934년 蔣介石은 新生活運動을 

통해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戴季陶⋅陳立夫 등에 의해 尊孔讀經운동으

로 확대되었고 1935년에는 재야 지식계의 가담으로 찬반논쟁이 점화되었다. 대륙의 경

우는 1994년 애국주의교육의 일환으로 전통윤리를 강조하였고, 2004년 전국 초⋅중⋅
고등학교 교재에 경전을 포함시켰다. ‘경전읽기’ 열풍은 일종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성수, <중국과 대만의 경전읽기운동 연구>, 《儒學硏究》 第
27輯, 忠南大學校 儒學硏究所, 2012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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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당시 周建人⋅鄭振鐸을 비롯한 148명과 함께 ‘경전읽기’ 문화운동을 반대하

는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는 이 선언에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聽來的故事> 

<且說屋裏> <新時代的 悲劇> 등 일련의 창작을 통해,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문화논쟁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국민당의 신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경전

읽기’ 운동에 대해서 과거회귀의 정치적인 계략으로 파악하고 있었다.38) 이러한 배

경 하에 <聽來的故事>는 능력도 없고 수완도 없는 孟智辰이 성공하는 세상을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풍자하고 있다. 孟智辰의 처세관은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나 견해

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일종의 ‘無爲自然’의 도교적 가치관을 변용하는 처세관이

다. 원래 老子의 無爲自然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이며, ‘無爲’는 ‘無不爲’[필요 이상

으로 하지 않는 것]의 의미이고, ‘自然’은 ‘宇宙自然’[실체와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孟智辰의 처세관은 ‘無能’[능력이 없음]⋅‘自棄’[자신을 돌보지 않

음]⋅‘自欺’[자신의 양심을 속임]로 점철되어 있다. 즉 그는 무능과 자포자기 태도

를 도교적 처세관인 무위자연으로 곡해하여 실천한 것이다.

<聽來的故事>는 액자형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즉 외부 이야기는 ‘나’와 宋

伯公의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며, 내부 이야기는 孟智辰에 관한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다. 宋伯公은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라서 도움과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 대화 속에 孟智辰의 출세 과정을 전달하고 있다. 액자형 소설은 대체로 내부 이

야기의 진실성을 가중하기 위해 사용된다. 인물 설정에 있어서 宋伯公과 孟智辰은 

대학동창으로 설정되어 있고, 靑島의 벚꽃나무를 매우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것 역시 내부 이야기의 전달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孟智辰의 이야기는 

대학졸업⋅교수⋅교장⋅편집국장⋅사무총장 등 승진하면서, 어떤 의견도 없기 때문

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받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면 무의지와 무목적성의 

道家哲學 같지만, 그의 성격을 보면 의지와 목적성을 감춘 기만행위와 다름 아니

다. 中西文化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사람들은 新 ⋅左右翼⋅中西 대립 중 한 쪽 

의견을 따르게 된다. 중국인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민족인데, 대립하던 양측의 권

세 우열에 따라 양측의 승진과 강등에 영향을 미친다. 孟智辰은 무능하기 때문에 

38) <我們對於文化運動的意見>, 《新生週刊》(1935년 6월 15일), 《文學》 第5卷第1號

(1935년 7월1일) 두 차례 ‘尊孔讀經’ 복고문화운동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張書杰, 앞의 책, 18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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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만 성공하므로 ‘무위자연’의 처세관으로 가장하여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영문과 동창인데, 孟이란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몰

랐다. 그럼에도 졸업은 했는데, 주임⋅교수⋅강사 누구든 그의 졸업은 아주 당연

한 일이었다. 졸업을 못하게 되면, 가르친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 된다. 孟이란 

사람은 4년간 공부하면서 질문한 적이 없다. 아마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

고, 멍하니 책만 붙잡고 있으니 선생님도 물어보려 안 했을 것이다. 간혹 묻기라

도 하면 치아를 드러내면서 눈을 내리깔고 피씩 웃는다. 그야말로 상대할 사람이 

없는 학생이었고, 졸업은 당연하였다.39)

孟智辰은 대학을 다닐 때도 ‘無爲’[=無 ]로 위장한 무능함을 드러내었는데, 배

우지 않으니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 한 마디도 말을 안 한다는 式이다. 

그야말로 식물인간처럼 멍청하게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自然’[=欺瞞]의 섭리처럼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는 그 당시 서구화의 물결 속에 ‘경전읽기’ 복고

운동을 반대하면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孟智辰을 내세워 道敎의 처세관을 변통하

는 인물의 허점을 지적하였다. 문화계와 사상계는 과거회귀의 복고적 정치공세 하

에서 추진되는 국민당의 문화운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였다.  역시 이러

한 시대착오적 문화운동에 대해 일종의 독초와 같은 발상이라 인식하였으며, 중국

민족의 미래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실책이라 보았다. 孟智辰에게 ‘無爲’는 ‘無能’의 

행동지침이며, ‘自然’은 ‘欺瞞’의 결과로서 목적을 달성하는 기형적인 처세술이다.

그들[친구들]은 孟씨가 무직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능한 줄 뻔히 알지만, 일자

리 하나를 마련해주느라 애썼다더군. 어쨌든 동창이니까, 놀고 있는 것을 딱하게 

여겼고, 자리를 구하긴 했는데, 무슨 일을 맡겨야 하겠는가? 교사 자리는, 가르칠 

과목이 없다. 도덕과목은, 학생을 통제하지 못한다. 체육은, 할 줄 모른다. 그는 

교장자리가 가장 적합하였고, 그래서 교장이 되었다고 하더군.40)

39) 我和他都在英文系里, 人家孟先生直到毕业不晓得莎士比亚是谁. 可是他毕了业, 因为

无论是主任､教授､讲师, 都觉得应当, 应当, 让他毕业. 不让他毕业, 他们觉得对不起

人. 人家老孟四年的工夫, 没在讲堂上发过问. 哪怕教员是条驴呢, 他也对着书本发楞, 

一声不出. 教员当然也不问他; 即使偶尔问到他, 他会把牙露出来, 把眼珠收起去, 那

么一笑. 这是天字第一号的好学生, 当然得毕业. [老舍, 앞의 책,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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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적성과 능력이 중요한 덕목이지만, 孟智辰은 무능하기 때문에 적합한 직

위를 찾을 수 없다. 교장자리는 직무가 학교 전체를 총괄하는 데 있으므로, 특정한 

업무능력만 있어서도 무능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당장 표면적으로 무능함이 드

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장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구성원에게 간섭할 

능력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즉 이것은 

무능력⋅무관심을 지닌 孟智辰의 ‘無爲’[無能] 처세관이 승리한 것이다.

그는 어떤 나쁜 심보를 갖고 파란을 일으키지 않으니, 그 자리를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처신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셈이다. 그는 계

획도 없고 소망도 없이, 오직 적절함만 생각하니까, 그를 내칠 방법이 없는 것이

다. 성공하더라도 다시 실패할 수 있는데, 孟씨는 오직 성공뿐이며, 無爲의 정신

으로 살아간다.41)

인간은 다양한 생활방식과 판단기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간다. 孟

智辰은 그러한 방식과 기준조차 없는 ‘無爲’[=無能]의 인물에 속한다. 그는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취하지 않으며, 어떤 위치에 있어도 시류에 맞도록 적합한 태도를 

보인다. 는 무능한 孟智辰의 처세술을 ‘無爲’의 개념으로 빗대어 말했지만, 국

민당 통치 기간에 무능하고 무대책으로 살아가는 부패한 관료층을 풍자한 것이다. 

宋伯公과 주인공 ‘나’는 孟智辰의 몽매한 처세관이 승승장구하자, 작품 끝부분에서 

50세가 되면 국가의 總統까지 될 것이라 우려한다.

사상적으로 老子가 말한 ‘無爲自然’의 명제는 인간사회에 대한 통치이념을 해명

하는 철학이다. 이러한 노자의 철학사상은 개인의 처세관으로 변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관념이 아니다. 예전에 신선이나 성인들이 수행하는 정신수양의 한 방법이며, 

삼라만상의 가치체계를 탐구하는 학문적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는 과거의 

관념이나 기준에 집착하는 인물을 내세워 새로운 시대를 조망하려는 문학적 노력을 

40) 他们听说老孟没事, 很想拉拔他一把儿, 虽然准知道他不行; 同学到底是同学, 谁也不

肯看着他闲起来. 他们约上了他. 叫他作什么呢, 可是? 教书, 他教不了; 训育, 他管

不住学生; 体育, 他不会, 他顶好作校长. 于是他作了校长. [老舍, 앞의 책, 340쪽]

41) 他无须用坏心眼而能在波浪上浮着, 而且浮得很长久. 认识了他便认识了保身之道. 他

没计划, 没志愿, 他只觉得合适, 谁也没法子治他. 成功的会再失败; 老孟只有成功, 

无为而治. [老舍, 앞의 책,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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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것이다. 새 시대와 동떨어진 도교철학에 빠진 孟智辰의 처세관이 용인되는 

세상을 경계하며, 허무맹랑한 이념을 조장하는 정책의 허위성을 비판한 것이다. 한

편 는 중국 전통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全盤西化 이론에 대해서도 찬성한 것은 

아니다. 그는 언제나 엄숙한 태도로 인생과 문화를 통찰하는 작가이며, 의식적으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反복고운동을 표방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는 中西文化

의 절충적 태도를 견지하였고, 중국본위문화론의 무용론 주장42)에 동조한 것이다. 

그리고 反국민당 사회분위기를 만회하려는 불순한 정치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표리부동한 중국인의 모호한 문화의식을 함축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즉 무능한 孟

智辰은 정치적 견해도 없이 국민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상징적으로 형

상화한 것이며, 무위자연이라는 도교철학 역시 일본 關東軍을 직접 공략하지 못하

고 미국의 援助外交를 펼쳤던 국민당의 정치방침을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2. 儒敎的 家族觀의 선

孟智辰을 통해 모호한 도교적 처세관을 비판한 반면, <新時代的 悲劇>의 陳

先生은 매우 위선적인 유교적 관념을 가진 인물이다. 陳 先生은 윤리도덕을 위장

한 ‘僞君子’의 표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유교적 仁義禮智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修身齊家의 종법제도와 克己復禮의 정신수양을 겉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언

행은 아들의 불법과 자신의 위선을 철저하게 家族利己의 정신으로 용인한다. 中西

文化의 충돌은 중국사회에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였고, 전통적인 儒敎家族觀의 

모호성은 결국 해체의 국면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復古思潮에 대해 沈

從文은 “과거에 대한 강조는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이러한 견해의 지지자들은 무

지하거나 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책략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43)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전읽기’를 주장하는 복고운동은 겉으로 중화민족을 말하면서 본질적으

로는 전통윤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뚜렷하였다.44) 는 시대적 상황

42) 傅長綠, 《中國現代文化史略》, 吉林大學出版社, 1991, 206쪽 참고 [南京의 《中央日

報》는 지식계급의 새로운 각성이라는 논지를 펼쳤으나, 天津의 《大公報》와 같은 신문

에서는 ‘유명무실’한 선언이라고 반대 논평을 하였다.]

43) 沈從文, <論讀經>, 《國聞週報》 第24卷第4期, 1935. [千聖林, 앞의 책, 119쪽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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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고 추진된 ‘경전읽기’ 운동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소설을 통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道學 나 政治人의 태도에 잠재되어 있는 근본

적인 문제점을 심각하게 비판하였다. 

<新時代的 悲劇>은 중편소설로서 구식 인물과 신식 인물의 갈등을 표현하였는

데, 작가 스스로 밝힌바 인물과 사건은 긴 하게 구성되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다. 

원래 이 작품은 장편소설의 재료였고, 陳 先生은 완전한 구식 인물, 陳伯은 70% 

구식 인물, 陳廉仲은 신구 50%, 龍雲은 신식 인물로 각각 설정하였음을 밝혔다. 

陳 先生은 전형적인 유교적 윤리의식을 가진 인물로서 구시대를 표상한다. 陳씨 

집안은 그를 중심으로 봉건적인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줄거리의 전개는 陳 先生에 의한 國學 의 錢회장, 퇴역한 武장군 등 유교적 유

대를 이루는 친목관계의 그룹이 있으며, 陳廉伯에 의한 그의 부인, 陳廉仲, 宋鳳

貞⋅龍雲 남매, 공안국장 등 축첩과 불법을 둘러싼 가족관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말하는 작품구성의 실패는 두 그룹 사이를 연결하는 사건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 속에 구태의연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위선적인 모습을 형상

화하였고, 봉건예교에 천착하는 겉모습과 反윤리적인 저속한 정신을 비판하였다.

陳 先生은 스스로 문인과 무관의 모습을 겸비한 용모에 대해 아주 흡족하였

다. 그는 문인이 갖춰야 할 인의예지와 예교숭상의 정신을 지녔지만, 문인 같지 

않은 결점도 좀 있어서 岳飛에 가깝다고 생각하였다. …… 그는 도지사 후보였지

만 등용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가 능력을 발휘하지 것은 세상의 막대

한 손실이며, 또한 계략과 정략에 뛰어난 큰아들을 무척 좋아하는데, 계략은 자신

이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확신하지만, 정략적인 면에서는 아들이 더 낫다.45)

陳 先生의 관점에서는 외모에 의해서 문인과 무인을 판별하였는데, 황당하기 

그지없는 편견이지만, 서구화 과정에 겉치레를 중시하는 풍조가 파급되었던 점을 

44) 千聖林, 앞의 책, 116쪽 참고
45) 老先生没法子不爱自己的脸. 他是个文人, 而有武相. 他有一切文人该有的仁义礼智, 

与守道卫教的志愿, 可是还有点文人所不敢期冀的, 他自比岳武穆. … 可惜, 他只是个

候补知县而永远没有补过实缺. 因此, 他一方面以为自己的怀才不遇是人间的莫大损

失; 在另一方面, 他真喜欢大儿子—文章经济, 自己的文章无疑的是可以传世的, 可是

经济方面只好让给儿子了. [老舍, 앞의 책,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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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게 한다. 陳 先生은 스스로 문인이면서 무인의 풍격도 갖추었다고 자인한

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완전함의 보완이 아니라 부족함의 변명이다. 그의 언행은 

유교문화⋅윤리도덕의 측면에서도 僞善에 가깝다. 자신과 아들의 능력을 비교하는 

시각도 계략[文章]과 정략[經世濟民]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陳

先生은 도지사[知縣] 후보감의 품격에 집착하며, 전근대적인 봉건윤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그는 문인과 무인의 이분법적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유교적인 예교

숭배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최고의 덕목이라 인식하였다. 그의 가치관은 종법제도 

하의 편향된 가족윤리와 다름 아니다. 큰아들 陳廉伯는 절대적인 가부장제를 신봉

하며 부친에 대한 지극한 효를 실천하는 효자라고 자인한다. 陳廉伯는 탐정반장[探

偵長]의 권한을 이용하여 양곡상점을 수탈하여 부친에게 공양하였다. 이러한 아들

의 탈법적인 행위를 陳 先生은 孝라고 당연시하였다. 그는 經世濟民의 공용성에

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권력을 남용한 불법마저 정당한 능력으로 인정한다. 

는 구태의연한 인물을 내세워 서구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전읽기’ 복고운동의 착

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즉 봉건윤리와 유가경전의 가치는 현대사회에 부

합하지 않으며,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여 정략적으로 변용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특히 陳 先生의 언행은 예교숭배라는 가면을 쓰고 음흉한 계략과 위선을 합리화

하는 이중인격자의 전형과 다름 아니다. 작품에서는 직접 고전 문헌을 언급하였는

데, 문헌의 내용과 가치를 호도하고 과시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陳 先生, 武장군께서 《춘추》를 읽고 싶다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더 근본적

인 《상서》를 먼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춘추》도 좋고 말구요!” “이치

는 모두 같아서 《십삼경》이란 원래 상통하는데” 陳 先生은 무릎에 손을 얹고 차

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어느 것부터 읽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子美[錢회장]

영감 그렇지 않습니까?” …… 武장군은 결국 읽어야 할 책이 《춘추》인지 《상서》인

지 결과를 기다렸는데, 두 마리 늙은 닭이 한바탕 싸운 후 잠시 쉬다가 다시 싸울 

듯이, 두 선생은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46)

46) “陈老先生, 武将军要读《春秋》; 怎样? 我以为先读《尚书》, 更根本一些; 自然《春秋》也
好, 也好!” “一以贯之, 《十三经》本是个圆圈” 陈老先生手扶在膝上, 看着自己的心, 听

着自己的声音: “从哪里始, 于何处止, 全无不可! 子美翁?” … 武将军等着听个结果, 

到底他应当读《春秋》还是《书经》, 两位老先生全不言语了, 好象刚斗过一阵的俩老鸡, 

休息一会儿, 再斗. [老舍, 앞의 책, 358-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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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學 의 錢회장은 교육부 차관과 鹽運使47)를 역임한 정치적 인물로서 은퇴 후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모임의 회장이다. 武장군은 퇴역한 장군으로서 엄청난 蓄財와 

9명의 蓄妾을 남들에게 자랑한다. 작품에서는 당시 ‘경전읽기’ 운동을 빗대어 《춘

추》와 《상서》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공자의 《춘추》는 편년체로 사건만을 기록한 

역사서인데, 고문을 모르는 武장군이 읽으려고 한다. 錢회장은 경전 중에서도 상고

시대 은나라의 정치적 발언을 기록한 책을 추천한다. 는 복고적인 인물을 통해 

얼마나 현대사회의 신분과 상황에 맞지 않는 경전인지, 경전 탐독이 얼마나 황당무

계한 발상인지 풍자한 것이다. 게다가 陳 先生으로 하여금 모든 경전은 이치가 같

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하게 한다. 이 장면에서 ‘경전읽기’ 운동의 허망한 논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錢회장은 수해지역을 돕는 기금을 

이들에게 요구한다. 어떤 노인이 1천 냥을 기부하였다고 현혹하자, 돈 많은 武장군

은 2천 냥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다. 陳 先生은 그 동안 올바른 도덕과 유교적 

가치관을 주장해 왔지만, 큰아들이 바친 돈을 기부하기에 난감하였다.

아비의 자애로움과 아들의 효성은 양면성이 있다.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들을 위함이다! 그런데 어울려서 얻을 것도 없는데, 먼저 아들이 바친 목돈을 

성큼 내놓게 되면, 어찌 아들에게 체면이 서겠는가? 당연히 목돈을 기부하면 錢회

장에게 존중은 받을 것이다. 아들에게 이점이 없지 않겠지만, 희망과 기부는 다른 

일이다.48)

陳 先生의 교우관계는 가족을 위한 정략적 목적성에 기인한다. 즉 개인적인 인

품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족이기주의 인간관계에 가깝다. 錢회장은 

國學 의 명분을 갖고 수해 기금을 모으지만, 陳 先生은 명분과 실익이 없는 기

부행위이기 때문에 갈등을 느꼈던 것이다. 그 동안 큰아들 陳廉伯은 탐정반장 직위

를 이용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돈과 부동산을 바쳐 왔다. 결국 陳 先生은 큰아들

47) 정식명칭은 都轉鹽運使司鹽運使이지만 약칭으로 鹽運使 또는 運司라고 부른다. 소금

은 국가에서 독점 관리하였는데, 소금생산 지역에 파견되는 관직명이다. 元代에 설치되

어 明淸 시기까지 계속 존속하였고 辛亥革命 이후 폐지되었다.

48) 父慈子孝, 这是两方面的. 为儿子才拉拢这些人! 可是没拉拢出来什么, 而先倒出一笔

钱去, 儿子的, 怎对得起儿子? 自然, 也许出一笔钱, 引起会长的敬意. 对儿子不无好

处; 但是希望与拿现钱是两回事. [老舍, 앞의 책,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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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분과 실익을 찾아내고 1천 냥을 기부한다. 이 장

면에서 國學 의 활동은 은퇴한 인물의 유대관계이며, 이를 통해 상호 자기합리화

를 위한 목적의 전모가 드러난다. 봉건적 사회에서는 학연⋅지연 등 인맥을 중시하

며, 신분과 계층에 의해 집단화되었고 상부상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陳

先生은 큰아들의 이권개입과 방어막을 위해 國學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전통 

유교적 인문정신은 사리사욕을 극복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행동의 실천을 최고의 덕

목으로 삼는다. 陳 先生의 가족이기주의 정신은 인문정신에 위배되는 僞善行爲와 

다름 아니다. 구시대 인물들의 표리부동한 군상들이 작품의 구석구석에 형상화되어 

있다. 작품의 후반 부분은 陳廉伯의 범죄가 발각되고 총살을 당하게 되는 국면으로 

치닫는다. 朋友有信의 유대관계는 사형을 당하는 상황에서 陳 先生의 도움 요구

를 기피하고, 친구 아들의 빈소에 문상조차 오지 않았다. 그들은 입으로는 군자의 

인의예지를 논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선비의 도리를 실천하지 않았다.

陳 先生은 큰아들 廉白이 죽은 지 6,7개월 지난 후, 國學  초빙을 받고 전

에 하던 정신수양 강좌를 계속 이어서 하였다. 陳 先生은 많이 야위었고, 허리도 

좀 굽었지만, 목청은 여전히 당당하였다. 강좌를 듣는 사람은 많았는데, 대부분 총

살당한 효자를 잃은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던 것이다.49)

작품의 제목처럼 ‘新時代의 悲劇’이란 새로운 시대에 느낄 수 있는 구식 인물

의 비극이며, 새 시대에 맞는 문화를 역설적으로 강조하였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

은 불법의 대가로 사형을 당하였고, 아들의 불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부친은 그 

위선의 대가로 守 的 정신수양을 외쳐야 하였다. 위선적인 陳 先生을 내세워, 

국공내란 중 국민당의 복고적인 ‘경전읽기’ 운동을 직설적으로 공격하였다. 陳 先

生의 위선적 언행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의 비극을 초래하듯이, 전통을 빙자한 국

민당의 통치방식으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에 끼치게 되는 악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전통문화의 가치는 숭고하고 보존하여야 하지만, 윤리도덕의 가

치관을 악용하여 이기적인 수단으로 삼는 풍조를 비판한 것이다.

49) 陈老先生在国学会未曾讲完的那两讲—正心修身—在廉伯死的六七个月后, 又经会中敦

聘续讲. 老先生瘦了许多, 腰也弯了一些, 可是声音还很足壮. 听讲的人是很多, 多数

是想看看被枪毙的孝子的老父亲是什么样儿. [老舍, 앞의 책,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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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 30년대 ‘경전읽기’ 운동은 국민당 정부의 내란을 무마하기 위한 통치

이념의 수단이었다. 는 새로운 시대의 혼란상은 올바른 전통윤리에서 통치이념

으로 일탈해버린 惰性과 僞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구화된 

新社 는 올바른 傳統이 필요하며, 傳統이 없는 新社 는 중국도 아니고 서

구도 아닐 뿐이다. 는 <新時代的 悲劇>에서 가장 중국적인 유교적 윤리관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비극적 시대를 형상화하였다. 중국인의 정신과 영

혼이 없는 서구화된 중국사회는 또 다른 비극이라는 담론을 전한 것이다.

Ⅳ. 결론: 문화비 의 함의

는 文化論爭 시기에 《蛤藻集》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중국 지식계는 전

통문화와 서구화라는 상충하는 문화에 대해 수용과 절충의 논전을 벌였다. 시대적 

흐름 속에 논쟁의 결론은 새로운 출로를 찾는 것이었다. 는 문인으로서 새로운 

문화와 인생을 통찰하며 창작으로 그 해답을 모색하였다. 문화현상이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개념이며, 단정적으로 축약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蛤

藻集》의 작품 중에서 중국 중심의 전통문화와 개인중심으로 변형된 문화로 나누어 

작품의 문화비판에 담긴 문학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문화적 전통성의 측면에서, 먼저 전통적인 상업윤리가 붕괴 위기에 당면한 현실

을 < 字號>에서 분석하였다. 오랜 전통상점 三合祥의 전문성, 명성, 규범 등은 산

업화와 자본경제로 인하여 倒産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신용과 인간관계를 중시

하던 전통적인 상업윤리의 대리자였던 辛德治가 패배한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전

통 상혼의 맥이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비관을 의미한다. 환언

하면, 중국式 고유한 상혼을 지키기 위해 서구문화에 대한 절충적 수용을 역설한 

담론이다. 그리고 신식무기의 위력 앞에 전통무술의 미래가 사라져버린 현실을 <斷

魂槍>에서 분석하였다. 전통무술은 기술과 예의를 겸비한 武德을 숭상한다. 서구의 

무기는 근본적으로 무술보다 파괴력이 뛰어나지만 예의를 가질 수 없는 것에 불과

할 뿐이다. 는 맨손체조로 전향한 중국의 전통무술과 생존의 수단으로 살아가

는 무술인의 상황을 형상화하였다. 沙子龍의 ‘不傳’ 태도에 대해 無用論과 斷絶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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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분할 수 있지만, 결국 진정한 전통무술 부흥에 대한 애절한 소망이며, 미래

가 없는 전통무술을 반추하는 담론을 전달하고 있다.

문화적 모호성의 측면에서, 능력도 자격도 없는 孟智辰의 출세는 비정상 사회의 

표상이며, 도교적 無爲의 처세관이 통용되는 적당주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것

은 半서구화 사회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중국인의 자화상을 보여준 것이다. 즉 자신

조차 속이는 개인주의[孟智辰류]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宋伯公류]을 영위하지 

못한다. 즉 ‘경전읽기’[과거지향]는 통치를 위한 명분은 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문

화[미래미향] 발전을 역행하는 병폐에 불과하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新時代

的 悲劇>의 陳 先生은 예교를 숭상하며 자식의 효성을 중시하는 구식 인물이다. 

겉으로는 유교적 가치관을 실천하지만, 내적으로는 불법과 위선을 감추는 이중인격

자의 전형이다. 그의 표리부동한 언행 속에는 명예와 재산에 대한 욕망을 유교적 

윤리도덕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중국인의 그릇된 윤리도덕을 냉철하게 통찰하면서, 

陳 先生의 위선적 언행을 통해 가족의 비극 나아가 전통사회의 해체가 초래된다

는 문학적 담론을 보여주었다.

는 中國本位文化論의 허구성과 全盤西化의 모호성을 《蛤藻集》 작품을 통

해 반영하였다. 그는 이론만 무성한 사상논쟁에 비해 보편적인 중국인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30년대 그의 단편소설은 유머 성분을 줄

이면서, 문화현상과 문화의식을 치 하게 풍자하는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인간

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력은 文學을 이해하는 핵심 관건이다. 본고에서 다

룬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半서구화된 중국의 산업사회는 전통적인 상업윤리를 외

면하였고, 중국인 스스로 비굴한 경제적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전통무예인에

게 있어서 보수적 태도와 서구화의 변혁은 또 다른 문화적 가치의 혼돈을 초래하는 

이중적 과제가 되었다.

는 중국본위의 문화와 전반서화의 논쟁을 바라보면서, 더욱 근원적인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작품을 남겼다. 유가사상⋅도가사상의 명제를 자기중심의 가치관으

로 변통하여,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린 중국인의 세태를 냉철하게 비판하였다. 요컨

대 가 제기한 문화비판의 함의는 궁극적으로 半중국화⋅半서구화된 사회를 풍

자한 것이며, 정체성을 상실한 중국인의 모호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는 문

인으로서 문화논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의 문화근성을 실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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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였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 형상의 작품을 통해 守 와 西化의 절충

적 각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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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During the Cultural Controversy, Laoshe wrote a short stories of 《Ha 

Zao Ji》. With respect to the conflicting culture of ‘traditional culture 

and westernization’, Chinese intellectuals held a debate on acceptance 

and compromise. In this paper, I divided some works of 《Ha Zao Ji》 

into Chinese - centered culture and personal - centered culture,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criticism of culture which is included in 

the work. In terms of cultural tradition, <A Traditional Stor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reserving the commercial ethics of the old 

Chinese style and emphasizes the desire to accept Western culture 

appropriately. Sha Zilong in <A Spear to get rid of souls> declared that 



의 《蛤藻集》에 반 된 文化批判의 含意  199

he would “not teach” his legendary martial arts skills. [Unnecessary 

and disconnected] This mean is a desire to wish for the revival of true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a discourse to appreciate traditional 

martial arts without a future.

In terms of cultural ambiguity, <A Story I heard> is the story of 

Meng Zhichen, a personalist who even deceives himself. He ultimately 

does not live a happy life [like Song Bogong]. That is to say, it is only 

a nuisance that blocks the new culture [future-oriented], although it 

can be controlled politically by the name of ‘classical reading’ [past 

regression]. <The Old Tragedy of the New Age> inspired the false moral 

virtues of the Chinese and showed a literary discourse that the 

hypocritical use of Chen's old man eventually led to his family tragedy.

【主題語】

전통문화, 서구화, 문화논쟁, 상업윤리, 전통무술, 처세관

傳統文化, 西歐化, 文化論爭, 商業倫理, 傳統武術, 處世觀 

traditional culture, westernization, Cultural-Controversy, business 

morality, military arts, metho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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