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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새로운 관점에서 중⋅한 프로문학 비교를 시도한 연구다. 기

존의 연구는 주로 양국의 프로문학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것에 주력해

왔다. 이는 양국 프로문학의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누락되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누락된 공백을 채워가는 

초보적인 시도이다.

본 논문은 양국 프로문학의 대표시인 殷夫(殷夫)와 임화(林和)를 선정하

여 비교의 좌표로 삼았다. 프로문학은 혁명의 공리성(功利性)으로 인해 

강한 목적 의식 — 최단시간 내에 군중을 투쟁에 참여하도록 선동하고 

사기를 북돋는 등 — 을 지닌다. 그 중에서도 시(詩)는 간결한 언어로서 

다양한 범주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고, 낭송으로 인해 전송(傳誦)이 용이

하다는 이유로 프로문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장르다. 과거 프로시는 창작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 보다 많은 좌절을 겪었으며, 미숙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殷夫와 임화가 프로

시의 선구자로서 각자 독자적으로 개척한 길은 양국 프로시를 발전 및 

성숙으로 이끄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 다. 殷夫는 적색선동시(紅色鼓

動詩) 역을 개척하 고 임화는 단편서사시를 창작하 으며, 이는 각각 

양국 프로시의 대표적인 형식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殷夫와 임화는 모두 

시에 서사 형식을 도입하 는데, 바로 이 점이 두 사람의 프로시 비교연

구에 중요한 단초가 된다.

한 시인의 시를 고찰하는 작업에서 그의 초기 작품을 배제하고 특정 

시기만을 분절적으로 고찰한다면, 창작의 발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게 된다. 창작의 원천과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시인의 총체적인 시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

로 본 논문은 殷夫와 임화의 프로시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두 시인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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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殷夫와 임화의 초기 시부터 고찰

하 으며, 각 시인의 감정 노선을 따라가며 초기 시 창작에서 프로시 창

작으로의 변화 행보를 살펴보았다. 그 변화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두 시

인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殷夫와 임화는 창작 초엽에 시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두 시인은 고전 시가의 형식을 계승하고 귀감으로 여겼으

며, 나아가 자아를 시에 주입하여 시를 창작함으로써 자기화하 다. 이로 

인해 시의 서정성이 지나치게 심화되었다. 초기 시에 드러나는 殷夫의 생

명의식(生命意識)과 임화의 미래에 대한 탐색은 모두 각자의 생명에 대한 

방황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이 방황은 어린 소년의 성장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당시 국가와 가정의 불안정함 또는 개인 성향에 

의해 도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는 임화의 상황이 殷夫에 비

해 더욱 심각했다. 본 논문은 殷夫가 생명의 의미를 탐구하며 상심하고 

있을 때, 임화는 놀라운 에너지를 분출하며 각종 시 형식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을 확인하 다. 

나아가 시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殷夫의 초기작은 미숙함과 

기교의 미흡함이 잔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자체에 대한 인식과 사고로 

생명의식을 형성했으며, 이로써 殷夫 특유의 시세계를 이루었다. 초기 시

에서 그는 생의 방황에 대한 자신의 해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답의 실

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방황을 겪었다. 한편, 당시 임화는 탐색의 길이 험

난하여 여전히 모방에 갇혀 있었고 자신만의 시세계를 이룩하지 못한 상

태 다. 그러나 초기 시에서 표출한 강렬한 탐색 정신과 문제의식, 나아

가 일정 수준의 서정성을 내포하는 감상적인 면모는 이후 고유한 특성을 

띠는 임화 프로시의 창작 기반이 되었다.

殷夫와 임화의 프로시는 각자 처한 국제적 상황의 차이, 역사 및 문화 

등의 침체로 형성된 민족성의 차이, 그리고 개인의 성장환경, 경험, 성격 

등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殷夫와 임

화의 프로시 각각에 드러난 복잡한 특수성으로는 두 시인의 프로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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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이함을 한 마디로 개괄하기 어렵다.

두 시인은 프로시 창작에 대해서 비슷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즉 프

로시는 혁명의 무기로서 군중들을 투쟁에 참여하도록 선동하고 사기를 

북돋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과 긴 하게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화를 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표현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것이 바로 두 시인이 서사시의 형식을 택한 이유이다. 두 시인

은 프로시의 창작을 통해 자신들이 초기 시 시기에 겪은 생명과 주체에 

대한 방황을 극복하게 되고, 혁명운동과 프로시 창작 속에서 개인의 주체

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시인의 프로시는 큰 차이점이 지닌

다. 殷夫는 혁명에 투신한 후 이전 보다 강렬한 생명 활력을 표출하 고 

이 점이 그의 프로시에 잘 반 되었다. 그는 전투력이 부족한 서사시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완전한 스토리를 만들기보다는 한 장면을 그려내거나 

대화 몇 마디를 삽입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으로 스토리가 완성되도록 

하 다. 서사와 서정을 교묘하게 결합하면서 전투력 지닌 프로시를 창출

해 내었다. 이 기교는 후에 프로시인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임화와 달리 

殷夫의 시는 중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는 항일전쟁과 연관이 없지 

않지만, 殷夫가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서사시의 약점, 그리고 정치 구호의 

나열이 심한 프로시의 결점을 극복한 덕택이기도 하다. 殷夫는 프로시 창

작 속에서 그 초기 시 창작에서 보인 생명에 대한 태도를 견지하 다. 즉 

생에 대한 진실한 태도이다. 죽음과 옥살이 등에 대한 공포를 숨기지 않

고 인간으로서의 진실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결과, 그의 시는 예술적 

감화력을 지니게 되었다. 생명에 대한 진실한 태도가 바로 프로시의 결점

을 극복하는 비결이었다. 임화의 프로시도 이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임화의 프로시는 생과 혁명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인해 무거운 분위기를 

띠게 된다. 殷夫의 프로시 속에 가득 찬 생의 환희이나 필승에 대한 낙천

적인 태도는 임화의 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임화가 창작한 단편서사시는 비록 카프시기의 대표작이 되었지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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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못했다. 또한 그의 서사시는 서사의 과정에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감정의 변화가 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혁명성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임화의 시는 화자의 구조나 서사의 책략 등 여

러 면에서 그만의 특징을 이루었다. 그의 프로시에는 감상적인 감정의 잔

류, 여성화자의 적용 등 여전히 초기 시의 그림자가 보 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임화는 서사시를 통해서 혁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나 투쟁의 

정신으로 완전한 시세계를 획득하 다. 동시에 프로시의 격식에서 벗어나 

프로시인으로서 문학사에서 자신만의 한 페이지를 남겼다.

주요어: 프로시, 생명의식, 생의 방황, 서사시, 주체성 확인

학  번: 2013-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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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본고는 1920-30년대에 전개된 중한 프로문학운동의 대표 시인 殷夫와 

임화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노동운동의 향으로 탄생한 프로문학은 20세기 

1920-30년대에 최초의 형식을 갖추었다. 러시아 10월 혁명에서 승리한 후 

새롭게 건립된 소련이라는 국가가 프로문학의 형성과 발전의 조건을 제

공하 다. 한편, 중국과 한국 양국은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침략과 수탈

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중국은 반제 반봉건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해 조선왕조는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양

국 사람들은 자국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과 투쟁을 

시도되었다. 그 중 1920-30년대에 일어난 프롤레타리아운동은 프로문학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문학은 1920-30년대 중국과 한국 양국의 현

대문학사1)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한 프로문학 비교연구는 

양국 현대문학의 폭 넓고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태까지 중국과 한국의 프로문학은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 중국, 한국 문학사에서 현대문학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

다.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관습은 1915년 신문화 운동부터 중국 건국한 1949년

까지의 문학을 흔히 중국 현대문학이라고 부른다. 한편 한국에서는 흔히 19세기 

말 개항 이후 시대의 문학을 근대문학이라고 부르고, 현대문학은 일제가 대륙 침

략을 꾀한 1930년대 혹은 광복을 되찾은 1940-50년대 이후부터라는 주장 등 서로 

상반하는 견해가 대두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토의하려는 

초기 프로시 시기 1920-30년대를 통틀어 “현대”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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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과 한국의 프로문학에 관한 연구서는 전형준의 <1920-30년대

의 한중 프로문학 운동 비교>2)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프로문학운동의 

핵심이 조직 문제와 창작방법 문제라 밝히고 조직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이 전파되었을 때 강경 노선의 강행과 전향, 탈

퇴 선풍의 착종 속에 놓여 있던 나프와 카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

을 그 착종으로부터 구별해 내지 못한 채 대체로 수용 찬반론에 머물

던 데 반해서, 훨씬 안정되어 있던 좌련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을 수

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발전시켜 중국적인 리얼리즘 모델 형성의 토대

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 다.”3)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외에 김경훈의 <카

프와 중국 좌련의 문예 이론 및 작품에 관한 비교 연구>4)는 프로문학운

동, 문예이론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교하 다. 이광재의 

<1920-30년대 한국과 중국 프로문학운동 비교 연구>5)는 프로문학운동조

직, 문예이론 및 창작방법 논쟁에 대해서만 비교하고 시 작품의 비교는 

제외했다. 

악용의 <카프와 중국 좌련의 프로시 비교 연구>6)는 카프와 중국 프로

시를 대상으로 삼고 전체적인 비교를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범위를 크게 설정하고 프로문학 운동 및 작가와 작품을 너무 많이 다루

어서 양국 프로문학 발전과 시의 개요를 나열하는 정도에만 머물 다. 

위의 중한 프로문학 비교에 관한 연구를 일람하면, 연구의 범위는 계속 

바뀌어 왔지만 그 토대만큼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과 한

국의 프로문학을 조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조직문제나 사

 2) 전형준, <1920-30년대 한⋅중 프로문학운동의 비교: 조직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

시아적 시각으로 보는 중국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 앞의 글. 

 4) 김경훈, <카프와 중국 좌련의 문예 이론 및 작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교원대, 

박사학위논문, 2000.

 5) 이광제, <1920-30년대 한국과 중국 프로문학운동 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0. 

 6) 악용, <카프와 중국 좌련의 프로시 비교 연구가>,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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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논쟁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프로문학에서 확실한 상이점을 발견하는 

것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 프로문학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조망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작가와 작품을 개별적으로 비교는 충

분하지 않아 비교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초래하 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작가와 작품을 위주로 하여 텍스트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비

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양국 프로문학의 상이점을 더욱 구

체적으로 제시하며 양국 현대문학을 폭 넓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고는 이런 선행연구와 연구동기를 바탕으

로 중국과 한국 프로문학 비교에 일각을 메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양국

의 대표적인 프로시인 殷夫와 임화 프로시의 비교를 위해 이들의 작품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중, 한 양국의 프로문학에 있어 殷夫와 임화만큼 중요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殷夫는 중국 최초의 프로시를 창작한 시인으로서 프로시

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 다. 이후의 프로시

인들을 殷夫의 향을 받았고, 특히 이후 좌익에 소속된 중국시가회(中國

詩歌會) 시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殷夫가 창작해 낸 프로시의 형식을 일

부 적용해서 시를 창작하 다. 한편 임화는 한국 프롤레타리아운동의 실

제적인 지도자 중 하나로서 한국의 프로문학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적

인 역할을 하 다. 그는 프로문학운동에서 여러 차례의 논쟁을 거쳐 자신

의 이론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단

편서사시 형식을 획득해 한국 프로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다. 

비록 그의 단편서사시 양식은 널리 퍼지지 못하 지만 당시 많은 프로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모델이었다. 동시대에 살았던 두 시인은 각

각 중한 양국의 대표적인 프로시인일 뿐만 아니라 프로시의 창작에 있어 

단편서사시라는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비교할 만한 의의가 있다. 

殷夫7)는 14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16살 때 상해에 있는 중학교

 7) 본명 서백화(徐柏华) 별명 서백(徐白) 학명 서조화(徐祖华), 필명 임부(任夫), 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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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부하던 殷夫는 혁명과 인연을 맺었고 혁명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혁명활동을 참여하는 동시에 프로시를 꾸준히 창

작하 다. 그의 시는 내용이 충실하고 형식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의 형

식을 획득했으며 동시에 선동적이기 때문에 흔히 赤色煽動시라고 불린다.

殷夫는 빈번하게 연구 되었지만 그의 시를 상세하게 다루는 연구저서

(殷夫), 은푸(殷孚), 백맹(白莽), 사로(沙洛), 소피(莎菲), Ivan 등이 있다. 1910년 6월

11일 (중국 전통 명절 단오절)에 浙江省 象山县(절강성 향산)에서 태어났다. 3남 2

녀 집 안에 殷夫는 막내 다. 그의 부친은 민간 의사 다. 유년 시절에 사숙(私塾)

에서 공부했다가 1920년 가을 향산고등초등학교(象山高等小学)에 입학했고 2년 후

에 부친이 병사했다. 1923년7월에 殷夫는 徐白(서백)의 이름으로 상해민립중학교

(上海民立中学) 입학했다. 殷夫는 14살 때부터 시 쓰기 시작했다. 1926년7월 서백

의 이름으로 상해포동중학교(上海浦东中学) 고3 입학시험합격, 입학했다. 이 때부

터 혁명과 인연을 맺었고 혁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 1927년에 4.12 반혁명 쿠테타 

사건에 반역자가 殷夫를 배반했고 殷夫는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는 殷夫는 감옥에서 <在死神未到之前> 장시를 창작했다. 이 시는 또한 그의 프

로시의 첫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형의 도움으로 殷夫는 사형을 면했고 3개월 후에 

출옥하게 되었다. 1927년9월에 학교 졸업하지 못한 殷夫는 성숙진(盛淑眞) 여자의 

도움으로 다른 학생의 졸업장과 이름을 빌려서 상해동제대학(上海同濟大學)에 붙

었고 부속 독어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는 1928년부터 기간지 《급류(奔流)》, 《레

닌청년(列宁青年)》에서 혁명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태양사에 가입했다. 

1928년 가을에 다시 체포, 투옥하게 되었다. 이때는 향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

려나와 잠시 고향에 돌아갔다. 고향에서 그는 성숙진과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에 

빠졌지만 殷夫 어머님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상처만 남기면서 성숙진과 헤어졌

다. 이 시기에 殷夫는 사랑 시를 많이 지게 되었고 후에 편집된 그의 시집 《해아

탑(孩兒塔)》에 수록하게 되었다. 후에 그는 다시 상해에 돌아가 공산당조직을 찾기 

위해 짧은 유랑시기를 거쳤다가 공산당 조직과 다시 연결하게 된 뒤에 그는 학교

를 떠나 혁명운동에 몰두하게 되었다. 1929년초 白莽의 필명으로 루쉰 편집한 잡

지 《奔流》에 페퇴피(Petöfi)의 번역시를 발표했다. 이로 루쉰과 인연을 맺었다. 그

는 같은 해 7월에 상해 제사공장 노동자 파업 사건에 체포, 투옥하게 되었지만 1

시간 후에 풀어나오게 되었다. 그 후에 殷夫는 계속 적극적으로 혁명운동을 참여

하면서 러시아어를 자습해서 이론을 번역하거나 혁명문학 이론서를 작성하 다. 

1930년3월 중국좌익작가연맹(中国左翼作家联盟) 성립시 殷夫는 발기자 중에 하나

다. 그 해 5월 좌련 대표로서 전국 소비에트대표대회를 참석했다. 1931년에 상

해에서 국민당에게 체포되었고, 2월7일에 龍華에서 살해되었다. 바이두, 

http://baike.baidu.com/link?url=pWAfW_ZQemLs3isemphccYBaIzEPpfU1Eo-gv9WZkde11

QmSG8onaLVqLm8-yT4pA1Mrv8C7BC3ux3PpOGsy7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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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위논문은 아직은 많지 않다. 그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대문학사나 

현대시사에서 언급되거나 소논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 선행 연구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79년 당도(唐弢)8)가 편집한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된 《중국현대문

학사 (中国现代文学史)》9)는 殷夫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다. 저자는 그의 

생애와 시를 다루면서 루쉰의 평가를 인용했고, 곽말약이 개창한 현대 중

국 혁명시가 殷夫에 이르러 새로이 중요한 발전과 성취를 얻었다고 서술

하 다. 또한 殷夫는 중국 초기 무산계급혁명문학의 우수한 시인 중 하나

라고 높이 평가되었다.10) 이 책에서 殷夫의 시는 명쾌하면서도 힘차고 강

건하면서도 청순하고 아름답다고 서술되어 있다.

1998년 출판된 후 현재까지 계속 재판되고 있는 전리군(錢理郡) 등의 

《중국현대문학30년 (中国现代文学30年)》11)에서는 문예사조를 다루면서 殷

夫를 2군데에서 언급하 다. 개인과 집단이 합일된 행복과 충실함이 殷夫 

시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殷夫의 초기 시들은 대부분 사랑과 자연에 도취

되었고 감상적이라고 평하 다. 殷夫의 혁명시는 지식인 개인의 고독과 

방황을 떨쳐 버리고 혁명의 집단 속에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 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또한 이것이 전형적

인 시대 정서라고 주장하 다. 

시사 저서에서의 殷夫에 관한 중요한 논술들을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

다.

1989년 7월에 출판된 《詩潮와 詩神 중국 현대시가 30년 诗潮与诗神 (中

国现代诗歌三十年)》12)에서 저자 왕청파(王清波)는 殷夫에 대해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왕청파는 殷夫의 초기 시집 《해아탑

 8) 唐弢(1913-1992) 중국의 유명한 학자, 비평가, 루쉰 연구 전문가. 복단대 교수, 중

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9) 唐弢, 《中国现代文学史 二》, 人民文学出版社, 1990.

10) “由郭沫若开创的现代中国的革命诗歌创作, 到了殷夫有了新的重要发展和成就殷夫是

我国早期无产阶级革命文学的一位优秀诗人” 앞의 책, 250쪽.

11) 钱理群, 温儒敏, 吴福辉, 《中国现代文学三十年》, 北京大学出版社, 1998.

12) 王清波, 《诗潮与诗神 中国现代文学三十年》,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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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孩兒塔)》부터 후기의 赤色煽動시까지 殷夫의 시들을 통틀어 살펴보면서 

殷夫 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려고 하 다. 그는 殷夫의 선동시를 통

해서 혁명시는 예술과 잘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좋은 혁

명시를 지으려면 시인은 혁명운동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또한 대중과 합

일되어야 한다고 하 다.

1999년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된 《중국 신시 류변론 (中國新詩流變

論)》13)의 저자 롱천명(籠泉明)은 殷夫의 혁명에 대한 이성적인 자각은 그

의 독특한 삶의 경험과 현실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 다. 대부분

의 시들에는 시인의 내면적인 세계가 반 되어 있으므로 혁명시인은 혁

명운동에 직접 참여해야 감동적인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

고, 殷夫의 경우, 후기의 시들은 어느 정도 개념화와 공식화의 함정에 빠

져있다고 지적하 다. 

그외에 殷夫에 대한 연구서나 소논문들에는 陆耀东의 <群山中的一座高

峰>14), 龙泉明의 <普罗诗派创作得失论>15), 吴迪, 白平 <殷夫创作心理探

析>16), 张海晶, 毛冰颉의 <群山中的一座高峰-论殷夫的诗歌世界>17) 등이 

있다. 그들의 논문은 기존에 문학사에서 제시했던 殷夫에 대한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부분 殷夫의 생애와 경험들을 다루면서 그의 시

를 감상하는 식으로 작성되었고, 짤막한 글로 인해서 시를 많이 인용하지

도 못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殷夫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시 텍스트를 

상세히 다루지 않은 채 殷夫를 한 명의 혁명열사로서 추모하면서 그의 

시를 간단히 혁명시의 보편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그의 

시는 늘 기억되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채 애매한 위치

에 놓여있었다. 그러므로 殷夫의 작품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세한 해석이 

13) 龙泉明, 《中国新诗流变论1917-1949》, 人民文学出版社, 1999.

14) 陆耀东, <群山中的一座高峰>, 《福建论坛(人文社会科学版)》, 第8期, 2006.

15) 龙泉明, <普罗诗派创作得失论>, 《武汉大学学报》, 第4期, 1997.

16) 吴迪, 白平, <殷夫创作心理探析>, 《山西大同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25卷, 第2期, 

2011, 4.

17) 张海晶, 毛冰颉, <群山中的一座高峰-论殷夫的诗歌世界>, 《文学评论》,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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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혁명가이면서 동시에 시인인 殷夫의 원래 모습을 

문학사에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임화18)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시인이자 문학사가, 평론가, 화

18) 본명은 임인식이다. 그는 1908년 서울 낙산 밑에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4,5세 

때 아버지가 소기업을 경 하여 17, 18세까지 소시민 집안에 자랐다. 1921년부터 

경성시에 있는 보성중학교에 재학 때부터 문학에 흥미를 느껴 시를 쓰기 시작했

다. 그는 1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고 가정의 파산과 더불어 그의 평화의 감상시대

가 끝나고 말았다. 임화의 가정배경과 부모의 직업이나 계층, 형제의 유무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가출했다는 사실만은 매우 확실한 것이다. 보성중

학5년급에 학교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문단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26년 《매일신보》에 시 <무엇 찾니>, <서정소시> 등을 발표한 것이었다. 1927년

에 그는 박 희의 인도로 카프 곧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가 동맹에 가입하면서 

계급문학론에 주력하기 시작하 다. 1928년 그는 조선 화예술협회에서 배우로서 

전력을 기울 다. 1929년에는 시 <네거리의 순이>, <우리오빠와 화로> 등을 시를 

발표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시인으로 부상하 다. 같은 해 

가을에 임화는 연기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카프 도쿄지부 핵

심인물 공산당원인 이북만과 인연을 맺어 그의 동생 이귀례와 결혼한 동시에 혁

명활동을 하 다. 1931년 그는 이북만의 여동생이며 자신의 아내인 이귀례를 대동

하고 이북만의 권위를 빌려 귀국하여 카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 다. 그는 카프 

일차 검거로 투옥, 9월경 불기소로 석방하 다. 1932년 카프 서기장이 된 임화는 

카프 기관지 집단의 책임편집을 맡았으나 발간은 하지 못했다. 1934년 카프 이차 

검거 일어났으나 폐결핵으로 검거 모면 같은 해 이귀례와 헤어졌다. 1935년 마산

으로 요양하러 내려간 임화는 지하련과 재혼하 고 같은 해 6월 하순에 경기도 

경찰부 주인인 일본인 경부 사이가와에게 서명한 카프의 해산선언서를 내주고 일

제와 결탁하 다. 193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문학사와 언어 저널리즘 국제 정세 

등을 다루는 다양한 문화 평론을 작성하고 출판사인 학예사를 경 하면서 출판기

획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 다. 이 기간 안에 그는 이식문화사론을 정식화한 

<조선문학연구의 과제>를 발표하 고 또한 1940년 사상적 전향인 리얼리즘론에 

이어지기도 하 고 고려 화사 문예부 촉탁에 취임도 하 고 조선 반공협회 기관

지 《반공의 벗》에 수필 <북한산맥>, <태평통>을 작성까지 하 다는 혼란스러운 시

기 다. 8.15해방과 더불어 남한에서 최초로 조직된 문학단체는 1945년8월17일 만

들어진 조선문학건설본보이며 그 중심분자들 중에 하나는 임화 다. 그는 남로당

의 이론분자로서 문화 기획에 종사하 으나 1947년에 남로당이 불법단체로 규정

되고 남한의 정세가 여의치 않자 임화는 월북하 다. 그는 1953년 숙청을 당하면

서 “미제 스파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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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판기획자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김윤식의 말을 

빌리자면 “이 나라 현대문학사를 통틀어 헤겔적 의미에서 임화만큼 문제

적인 인물은 많지 않다. 그는 제일급의 시인이자 비평가 고, 또한 실천

가 다. 그보다 뛰어난 시인도 비평가도 실천가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셋을 아울러 임화만큼 뜨겁게 온몸으로 살아간 사람은 따로 

없다.”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8년 해금 이후에야 비로소 프로문학이 본격적으로 연구

되기 시작했다. 프로문학의 대표 시인, 비평가이자 실천자로서 임화는 핵

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카프의 

각 시기에 부각되었던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해 김화산이 제출한 아나키즘

문학론, 김기진이 내세운 예술대중화의 방법, 예술운동의 볼셰비키화 등

에 대한 임화의 비판 혹은 논의에서 정치주의의 구체적인 양상을 자세하

게 규명하는 것은 당시의 카프문학론의 일반적인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

기도 하다. 당시를 휩쓸었던 정치주의는 임화에게만 한정된 성격은 아니

었기 때문이다. 또한 임화는 대표시인으로서 카프 시기에 중요한 시편들

을 작성하 고 그 나름의 카프시의 특징과 색채를 띠고 있다.

임화 시에 대한 연구는 그 당시 식민지 시기의 짧은 시평에서 시작하

다가 분단으로 인한 금지 조치 이후 긴 휴식기를 거쳤다. 1988년 해금 조

치 이후 본격화되어 최근까지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정리를 

하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김윤식의 《임화연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작가론적 연구이다. 김윤

식은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 세계를 개괄했는데, 임화의 의식과 생

애를 다루면서 “아비의 발견” “아비의 무기를 들고” “누이 콤플렉스” “현

해탄 콤플렉스” “스스로 아비되기”라는 소제목을 붙 고, 임화와 동시대

를 살았던 문인들과 비교를 통해 임화의 삶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복원했

다. 그의 연구는 임화와 관련된 작가론적 연구 가운데 대표적이다. 특히 

김윤식은 “가출 모티프”에 대해서 임화의 시 창작은 늘 새로운 것을 찾

김윤식, 《임화》, 한길사, 2008. 175-17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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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 다. 김윤식의 연구는 작가의 삶

을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 작품에 대한 폭넓고 자

세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지만 임화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시점과 시작

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같은 작가론 연구로 김용직의 《임화 

문학 연구》, 김재용의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이 있다. 두 사람은 

임화의 창작시를 몇 단계로 나누었는데 초기 시는 수준이 확보되지 않다

고 하거나 프로시의 단면이 잘 점출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 다.

임화 시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선행연구로 김재홍, 최두석, 유종호 박정

선 등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19) 이 연구들은 임화의 시를 몇 개의 시기

로 구분한 뒤, 각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전후 시기와의 관계

를 조명하는 식으로 시의 변모양상을 추적하 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힘

입어 임화 시세계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특정 시기를 정해 그 시기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특성을 규

명한 연구들 가운데 초기 시 연구는 박정선에 의해 이루어졌다.20) 그는 

2003년에 발굴된 임화의 초기 시 6편을 연구에 편입시켰다. 그는 임화 초

기 시에서 민요적 전통의 계승 흔적을 발견하 고, 이는 단편서사시의 낭

독지향적 성격이 이 시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추측케 하 다. 이외에 초기 

시 연구는 이승훈의 《한국 모더니즘 시사》21), 곽효환 <임화 초기 시 의 

경향 연구>22) 등을 들 수 있다. 현해탄 연작 시연구는 주로 이형권의 <현

해탄 시편의 양가성문제>23) 이정환의 <바다 시편에 나타난 일제말임화의 

내면 풍경>24) 등이 있다. 해방기 시 연구는 주로 김재용의 <해방직후 임

19) 김재홍, <낭만파 프로시인 임화>, 《카프시인비평》, 서울대출판부, 1990.

최두석, <임화의 시세계>, 《사회비평》 2, 1989.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2. 

박정선, <임화 시의 시적 주체 변모과정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6.

20) 박정선, 《임화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0.

21) 이승훈, 《한국 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사, 2000.

22) 곽효환, <임화 초기 시의 경향 연구>,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06.

23) 이형권, <현해탄 시편의 양가성문제>, 《한국언어문학》 49, 한국언어문학회,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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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민족문학과 통일독립>25), 김정훈의 <광복 직후의 임화시연구>26) 등

이 있다. 전쟁기 시 연구는 주로 김재용의 <한국전쟁과 임화>27), 오성호 

<임화의 월북 후 활동과 숙청>28)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연구범위가 협

소한 한계는 있지만 특정 시기 임화의 시를 정치하게 읽어내고 있으며, 

연속성을 내세울 때 사상되기 쉬운 각 시기의 특이성을 세 하게 살려내

고 있다.

카프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험적인 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에 집

중하여 진행되었다. 문예논쟁사나 운동사의 흐름에 따라 카프 시기 임화

가 참여한 각종 논쟁을 검토하는 연구로 이승철의 <카프의 방향전환기를 

전후한 문학 논쟁 고찰>29)을 예로 들 수 있다. 낭만주의론과 관련된 연구

는 정경운의 <임화의 낭만주의론 연구>30)가 있다. 이들 연구는 코민테른

을 임화가 평론을 작성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리얼리즘을 평론의 수준

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한다. 

殷夫와 임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殷夫에 관한 연구는 앞에 

제시했던 바와 같이 텍스트를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

요가 있다고 보인다. 임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고 상세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 

주력하고 나름의 해석을 도출하고자 한다.

24) 이정환, <바다 시편에 나타난 일제말임화의 내면 풍경>, 《어문논집》 48, 민족어문

학회, 2003,10.

25) 김재용, <해방직후 임화의 민족문학과 통일독립>, 《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26) 김정훈, <광복 직후의 임화시연구>, 《임화시연구》, 국학자료원, 2001.

27) 김재용, <한국전쟁과 임화>, 《작가연구》 10, 2000.12.

28) 오성호 <임화의 월북 후 활동과 숙청>, 《현대문학의 연구》 21,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8.

29) 이승철, <카프의 방향전환기를 전후한 문학 논쟁고찰>, 《어문농촌》, 1993.

30) 정경운, <임화의 낭만주의론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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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9세기말 20세기 초에 흥행하기 시작한 비교문학은 특정한 나라에 국

한되지 않은 문학연구이며 동시에 다른 역의 지식과 신념 예컨대 예술, 

과학, 종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한 나라

의 문학과 다른 혹은 수개의 문학의 비교이며 또한 문학과 그밖에 다른 

인간의 표현 역간의 비교이다.31) 비교문학의 방법론은 크게 향관계연

구, 평행연구 즉 유사성대비연구 그리고 과목의학 횡단적 연구 총 3가지

로 나뉜다. 그 중에서 향관계연구와 평행연구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

다.

향관계비교연구는 문학적 향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과론적 

방법으로 발당스뻬르제아자르, 방띠이겜, 까레, 귀아르 등 프랑스학자들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한편 평형연구는 작가나 작품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학현상을 대상으로 그 유사성을 대비하는 일반 문학적 방법으로 

월렉이나 워렌 등과 같은 미국학자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다시 정리하

면 전자는 외적인 연구에 편향하는 것에 비해 후자는 작품의 내재적 미

학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중한 프로문학의 시인이나 작품은 직접적인 

향과 수용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비교연구에 머물지 않고 

평행연구 즉 유사성대비연구의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대비연구에서 

유사현상의 판단이나 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러한 

유사현상의 발생 원인을 당시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및 그 밖의 시대

상황과 환경에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대비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된 유사현상을 해명해야만 한다.32) 중국과 한국의 프로문학은 비록 서로 

31) 이혜순, 편 《比較文學 II論文選》, 中央出版, 1980, 178쪽.

32) 감학동, 《比較文學》, 새문사, 5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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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향관계에 놓여있진 않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에서 

프로문학이 발생한 정치, 경제, 역사 등의 배경 또는 수용된 이론이나 논

쟁이 다소 유사성을 지닌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의 수용에 있어

서 일본의 프로문학에서 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즉 프롤레타리아 리

얼리즘 이론의 수용이다.33)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은 일본의 구라하라 구

레히또가 1928년 5월에 발표한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의 길》에 의해 제

기되었다. 당시에는 소련에서도 일본에서도 아직 프로문예의 방향성을 모

색하는 단계 으므로 구라하라 구례히또가 그 방향성을 리얼리즘의 방법

으로 확정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34) 한편 유물적 변증법적 

창작방법론은 1920년대 중반 이래 ‘라프’의 문학이론적 입장이었다. 1930

년 11월 하리코프에서 열린 국제작가동맹 제2차대회의 국제 프롤레타리

아문학 및 문학의 정치적, 예술적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프롤레타리아문

학의 창작방법으로 채택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35) 그러나 이 창작방법은 

1932년 11월에 열린 前蘇聯작가동맹조직위원회 제1차대회 이후로 비판되

고 부정되기 시작하 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창작방법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그 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前蘇聯작가동맹 제1차대

회(1934.8)에서 규약으로 확정되었다.36)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치, 사회, 역사적인 맥락과 프로문학론 수용의 유

사성을 기반으로 삼고, 또한 殷夫와 임화 프로시의 서사양식이 유사하다

는 데 초점을 맞추어, 두 시인 殷夫와 임화에 대한 대비연구를 시도하고

33) 전형준, <1920-30년대 한.중 프로문학운동의 비교: 조직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 

중국 문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6 참고.

34) 앞의 책, 224쪽.

35) 앞의 책, 228쪽.

36)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비에트 문학 및 문학비평의 기본적 방법으로서 현실을 

그 혁명적 발전에 있어서, 진실하게, 역사적 구체성으로써 그릴 것을 예술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예술적 묘사의 진실성과 역사적 구체성은 노동자를 사회주

의 정신에서 사상적으로 개조하여 교육하는 과제와 결부시켜야 한다.” 앞의 책,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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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두 시인의 초기 시부터 살펴보면서 그들이 프로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밝히고 프로시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 시인의 초기 시는 그 시인의 시세계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시인의 작품에서 변화를 이끌어낸 시적 의식을 규명하고 변

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그의 시세계를 이해함에 있어 필수불가결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의 시세계는 일관되게 지속되는 부분과 특

정한 원인에 의해 변화되는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다. 그 지속과 

변화의 내재적 계기 역시 초기 시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초기 시는 한 

시인의 전체 작품 세계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

우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연구에서 殷夫와 

임화의 시 창작의 출발점인 초기 시를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의 초

기 시부터 프로시까지의 특징을 시기에 따라 정리하면서37) 그들의 초기 

시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찰과 시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어서 프로문

학으로의 전환점을 밝히려고 한다. 그들의 초기 시와 프로시는 표면적으

로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본고는 그것을 밝히면서 두 시인의 상이점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두 시인의 대비를 통해 중국, 한국 프로시 비교에 있어 개별 

시인과 작품에 대한 상세한 비교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 나아

가서는 기존 연구에 비해 새로운 점을 발견할 것을 기대한다.

2, 3장에서는 殷夫와 임화의 시38) 세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두 사람

37) 임화의 시 창작 시가는 1953년 처형당할 때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카프 해산 후에

도 시 창작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한 것은 殷夫와 임

화 중국 한국 프로시인의 대비 연구를 통해서 중, 한 초기 프로문학을 엿보는 것

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임화의 전 생의 시를 다루지 않고 초기 시 창작부터 

카프 1935년 해산할 때까지의 시에 한정하고, 그 이후 시기의 시는 배제한다.

38) 1951년 출판된 《殷夫選集 (开明书店)》은 비록 시작 26편만을 수록하 지만 후에 

1984년에 출판된 《殷夫集 (浙江文艺出版社)》은 보다 많은 시편을 수록하 는데. 창

작시 99편 번역시 11편 총 110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고에서는 이 판본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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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 시를 검토하고 이어서 프로시로 전환하는 과정과 변모양상을 정

리한 다음, 이들 프로시의 특징과 문제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이들만의 시

세계를 발견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이들의 시를 통합적으로 

서로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서 중한 프로시인 殷夫와 임화의 상이점을 도

출하려고 한다. 이들의 시의 유사성과 차이는 서로 얽히고 복잡하게 존재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점만을 집어서 요약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4장에서는 초기 시, 프로시로의 전환시기의 시, 그리고 프로시, 이

렇게 3부분으로 나눠서 검토할 것이다. 초기 시에서 프로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두 시인의 프로시 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세 부분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殷夫와 임화를 비교하고, 상

이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논의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 1920-30년대 프로시의 발전의 축도를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다. 한편 임화의 경우는 2008년에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된 《임화시선》을 사용한

다. 이 시집은 현재 한국 국내에서 임화 시를 비교적 많이 수록하게 되었지만 빠

지는 중요한 시들은 기존에 자료 중에서 찾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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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殷夫의 시세계: 생명의 별 찾기

제1절 《孩兒塔》 — 生命意識의 형성

殷夫의 초기 시는 생명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생명의식은 그가 

처한 시대의 상황과 삶의 경험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 그의 선

천적인 성격과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殷夫는 1924년부터 1929년까지 작성했던 시편들을 묶어서 《孩兒搭》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에 따르면 현 시대에는 더 건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데 자신이 이전에 썼던 시들은 다 “음면(陰面)의 열매”로 그렇지 못

하여, 아이들의 시체를 모은 ‘孩兒搭’처럼 자신의 시들도 죽은 시체처럼 

모은 것이기에 그 이름을 땄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이 시집은 殷夫의 초

기 시를 수록한 것이나, 殷夫는 이들 시를 건전하지 않다고 보고 부정적

인 태도를 취하여 시체처럼 모아서 매장하기로 하 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시인은 자신의 초기 시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집으로 발간한 것

으로 추측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 시인에 있어서 초기 시에 대한 

이해는 그의 시세계를 이해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殷夫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첫 시집 《孩兒搭》을 살펴봄으로써 殷夫 시의 

변화궤적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의 내재적인 면모와 예

술적인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의 초기 시에 대한 고찰은 그 이후 

프로 시에 나타나는 변모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孩兒搭》에 수록된 시들은 주로 1924년부터 1929년 봄 사이에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사랑, 고향과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현실의 암흑에 대한 비판, 시인 자신의 고독함과 고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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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만한 감상적인 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924년 즈음에 작성한 <시대의 발자국에 발을 놓는다 [放脚时代的

脚印]>을 살펴보겠다. 이 시는 殷夫의 첫 시 작품으로 그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는 8연으로 나뉘는데 각 연간에 연관성이 없는 소시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시인의 내적 성찰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시들에서는 타고르의 품격을 다소 볼 수 있는데 

시인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나름의 특징을 지닌다. 첫 연의 시작

을 보자.

秋月的深夜

没有虫声搅破寂寞,

便悲哀也难和我亲近

가을 달의 깊은 밤

외로움을 깨뜨리는 벌레 울음소리 조차 없다

슬픔조차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구나

시인의 외로움을 그대로 토로하지 않고 가을달의 밤, 벌레소리로 우선 

고요하고 달이 있는 아름다운 밤을 묘하면서 시의 이미지를 빌려 그 속

에 자신의 고독함을 삽입하게 되었다. 외로운 시인은 희망을 품고 있다.

希望如一颗细小的星儿,

在灰色的远处闪烁着,

如鬼火般的飘忽又轻浮,

引逗人类走向坟墓.

我有一个希望

戴着诗意的花圈,

美丽又庄朴,

在灵府的首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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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하나의 조그마한 별 같이

먼 곳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며

도깨비불처럼 가볍게 떠 있고 흔들리며

인간을 묘지로 유혹하고 있다.

나에게 희망이 하나 있다

시적 정취 꽃으로 만든 화환(花環)을 걸고 있고

아름답고 소박하고 장중하며,

혼령이 깃들어 있는 상좌에 있다.

숨은 화자 “나”에게 있어서 희망은 마치 먼 곳에 반짝이는 별 같다. 인

간들이 희망을 인하여 결국은 죽을 것이라 암시하고 있다. 이 시는 함축

적이지만 화자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시인에게도 희망이

란 별같이 반짝이고 아름다우면서 도깨비불처럼 유혹적이다. 하지만 결국

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서 화자는 “나에게 희망이 하나 있다”고 했다. 앞 연에서 비록 희

망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지만 화자 “나”는 여전히 희망을 하나 품고 있

다. 그 희망은 시적인 맛을 풍기면서 꽃같이 아름답고 또한 맑은 마음같

이 소박하고 장중하다. 그 희망은 “나”의 혼과 마음의 “상좌에 있다” 

다시 말해 시인은 그 희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것이 비록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더라도 시인은 그것을 시적

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장중한 것이라고 찬송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죽게 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각종 대상과 싸

우기도 한다. 그것은 생존본능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죽기 마련이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생명체이다. 죽음을 거부하는 본능

으로 인해 그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시인은 인간으로서의 본능 즉 죽음을 거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희

망을 위해서 초래하는 죽음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인이 사

고할 수 있는 인류로서, 생물학적인 생물체로서 지닌 생존 본능의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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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한층 더 승화된 것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서 시

인은 자신의 생이 이어지는 길은 시와 동반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완결되는 여정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인은 희망을 “별”로 비유하고 희망을 동경하지만 그 희망이 무

엇인지 말해주지는 않았다. 이어서 보면,

星儿在天微语时

在带香的夏风中,

一条微丝柔柔地荡动了:

谁也不知道它.

별들은 하늘에서 속삭일 때

향기로운 여름의 바람 속에,

한 가닥의 가느다란 실 부드럽게 흔들린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

별은 별일 수 있다. 또한 별은 그 무엇을 상징할 수도 있다. 앞 시와 

연결해서 보면 “희망은 하나의 조그마한 별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에서의 별은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희망은 하늘에서 

속삭이고 향기로운 여름 바람 속에 흔들렸지만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

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이 희망은 속삭이고 흔들리는데 마치 말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확실히 존재하는 어떤 실체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그를 알 수 없는 듯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

를 통해서 시인에게는 그 희망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이 무엇인지 아직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마지막 연에

我初见你时,

我战栗着,

我初接你吻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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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战栗着,

如今我们永别了,

我也战栗着.

그대를 처음 봤을 때,

난 전율을 느꼈다,

그대와 첫 키스를 했을 때,

난 전율을 느꼈다,

이제 우리 원히 이별하게 되네,

난 여전히 전율을 느꼈다.

그대와의 만남, 교제 그리고 이별은 똑같이 “나”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

게 하 다. 독립된 두 개의 생명체의 만남, 교제 그리고 이별은 “나”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나”의 생명체, 존재, 즉 살아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증명해 주었다. “나”에 있어서는 그 만남의 기쁨

이든 이별의 슬픔이든 타자로 인해 생긴 이 모든 감정이 소중한데, 그 이

유는 바로 그것이 “나”의 생을 입증해 준다는 데 있다. 그대는 시인의 애

인 盛淑眞일 수도 있고 다른 여인일 수 있고 또한 사람이 아닌 그 어떤 

희망이나 이상, 신념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의 과정에서 

그 순간의 감정을 일으키는 자신을 전율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시인의 뜨거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소시의 형식으로 작성한 짤막한 시들은 각각 나름대로 특유한 

미를 지니고 있다. 20년대 周作人은 일본의 徘句를 중국에서 소개하고 모

방하여 시 창작을 시도를 했고 같은 시기에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殷夫도 이런 형식을 취해서 시를 작

성했을 것이다. 창조사 成彷吾는 이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긴 

글39)을 한 편 작성했다. 그는 철학을 담는 소시는 시가 아니라고 비판하

다. 그러나 인간의 공통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

39) <诗之防御战> 原载 1923年5月13日 《创造周报》 第1号 《创造社资料》  福建人民出版

社, 1985年1月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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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융합하여, 또한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서 빚어낸 위 시들은 지금 이 시

대의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시를 해석함으로써 殷夫는 시 창작 초기부터 이미 생명에 대한 

자신만의 고뇌와 인식을 시 속에 깃들 음을 알 수 있다. 殷夫 초기 시들 

중에서 생과 죽음을 연결하는 것은 희망이다. 오직 희망으로 인해 살아있

는 사람이 죽게 되고 또한 희망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의 희망은 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이기도 하고 죽음으로 유혹하는 

도깨비불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준비가 되

어 있지만 그 희망이 무엇인지 아직은 확립하지 못하는 상태 다.

한편 殷夫의 초기 시에서는 경물을 빌려 자신의 감정이나 정조 그리고 

뜻을 표현하고자 했다. 중국 전통 시에서 사용하는 借景抒情의 표현법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시 <축- [祝]>을 보자.

这是沙中最先的野花,

孤立摇曳放着清香,

枝旁没有青鲜的荫叶,

也少有异族争妍芳,

唯有她放着清香.

四向尽是干枯的砂砾,

展到无穷的天际,

近处没有一口泉源,

来把她嫩根浇灌,

没有一杆小树伴过长夜.

祝福我们勇敢的小花,

她仍然孤傲地顾盼,

她不寂寞, 放着清香,

天生的姿容日日光焕,

岑寂的生存, 没有喟叹.

远星的微光死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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勇敢的灵魂孤单,

她忍受冷风的吹刮,

坚定的心把重责负担,

问何时死漠重苏甦?

祝福我们沙中最先的野花,

孤立摇曳, 放着清香,

枝旁没有鲜青的荫叶,

也少有异族来争妍芳,

只她孤单地放着清香.

1928.5.8

사막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여

홀로 흔들리며 향기를 내뿜는다

옆에도 엉성한 그늘과 잎이 없으며

같이 경쟁하는 異族조차도 없네

오직 그녀만 향기를 내뿜고 있네.

사방에 온통 마른 자갈이네

끝없는 하늘가에 번지며

가까운 데서 샘의 수원 하나도 없으니

그녀의 연한 뿌리에 물을 줄 수 없네

옆에 같이 긴 밤을 보내주는 작은 나무 하나도 없네.

우리 용감한 小花를 축복하네

그녀는 도도하게 주위를 돌아보며

그녀는 외롭지 않고 향기를 내뿜어

타고난 미모로 하루 하루 빛나며

적막한 생존이여 감개와 탄식이 없네.

먼 곳에 별의 희미한 빛이 죽어가며

용감한 혼은 외로워

그녀는 매운 바람을 견디면서

굳은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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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죽은 사막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사막에 먼저 피운 野花를 축복하네

홀로 흔들리며 향기를 내뿜는다

옆에도 푸르른 그늘과 잎이 없으며

같이 경쟁하는 異族조차도 없네

오직 그녀만 외롭게 향기를 내뿜고 있네

1928.5.8

사막에 먼저 핀 야생화를 축복한다는 시인에게, 야생화는 여러 가지 상

징일 수 있다. 이 시는 5연으로 구성되는데 각 연은 5행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 행은 운이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 연은 첫 연과 호응하여 “사막

에 먼저 피운 野花를 축복”함으로 시를 끝낸다. 이 시는 형식적으로 깔끔

하고 음률도 갖춰져 있다. 시에서는 반복해서 야생화가 처해 있는 환경의 

열악함을 강조하 다. 또한 그 야생화가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고독과 

매서운 바람을 견디고 향기를 내뿜는 것을 찬송하 다. 이를 통해서 고결

한 정조를 동경하는 殷夫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는 시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

하지 않고 “야생화”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조를 고백하고 있다. 

이런 기법은 또한 중국 전통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借景抒情라는 표현

법이다. 殷夫는 자유시의 형식에 이와 같은 고전 시의 정신을 담아 재창

조를 하 다. 4연을 보면 “먼 곳에 있는 별의 빛이 죽어가고 용감한 혼 

외로워/ 매운 바람을 견디는 그녀”이지만 그래도 “굳은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려고”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언제 

죽은 사막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이 사막은 죽은 사막이란 것

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 죽은 사막에서 여전히 야생화 한 송이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하면 시적인 긴장감을 생긴다. 비록 죽은 사막이지만, 

그래도 이 죽은 사막에 살아있는 작은 생명체 즉 야생화 한 송이가 피고 

있다. 시인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 것은 시인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막은 비록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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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날 지도 모른다. 비록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죽지 않은 작은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 시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죽음은 재생의 힘과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힘과 희망은 바로 죽은 사막에 먼저 피운 그 야생화일 

수도 있고 그의 굳은 의지와 정신일 수도 있다. 시인이 마지막 연에서 

“사막에 먼저 피운 野花”를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재생의 힘과 정신을 

축복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殷夫는 초기 시에서 생명에 대한 인식은 위에 시들을 통해서 어느 정

도 엿볼 수 있다. 그가 1928년에 작성한 시 <생명, 날카롭다 [生命, 尖剌

剌]>40)를 보면 생명에 대한 그의 인식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生命, 我今晨才把你认清:

在草丛中摇曳天风,

轻轻的散雾在四面浮动,

我立于高山之巅,

面对大自然的虚空

呦！无限的感伤,

硬性的泪水掩住瞳孔

生命, 我认清了你

你荆棘样的,

尖剌剌入人心

생명, 난 오늘 아침에야 너를 알아 봤어:

잔디 풀 속에서 흔들리는 하늘 바람,

가벼운 안개가 주변에 떠서 움직인다,

나는 높은 산의 봉우리에 서서,

대자연의 허공을 마주 본다.

아! 무한한 슬픔이여

굳센 눈물이 동공을 막네.

생명, 난 너를 알아 봤어

40) 《殷夫集》, 浙江文艺出版社, 1984,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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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 같은 너

날카롭게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이 단락은 이 시의 첫 연이다. 시의 화자는 “가벼운 안개가 주변에 떠

서 움직이는 높은 산의 봉우리에 서 있으면서” 생명에 대해서 “알아봤다

고” 고백한다. “대자연의 허공”과 함께 생명은 “날카롭다”고 “슬픈 눈물

을 흘리면서” 화자는 말한다. 화자는 생명을 담은 자연이 허공이라고, 생

명 자체가 마음을 찌른 듯 날카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 다

음 연을 보면, 

生命, 你生来就面目狰狞,

你是贪婪又凶狠,

你给我的赐赠——
一把火样的热情,

却孪带了一把剪刀般的薄命！
你把我在黑暗森林中引进,

我从你处接受了可诅咒的青春

但你又磨难着我,

看我在深谷中呻吟

生命呦, 我知道你的本性,

你渴饮的是人类灵魂

생명, 너는 타고난 얼굴이 흉악하여

너는 탐욕스럽고도 악랄하다

네가 나에게 준 선물—
불 같은 열정은,

가위 같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네!

너는 암흑의 숲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는 너에게 저주 받을 만한 청춘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나를 괴롭히고,

깊은 계곡에서 신음하는 나를 보고 있다.

생명이여, 난 너의 본성을 알고 있다,

너는 인간의 혼을 마시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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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에 이어서 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한다. 생명은 “타고난 얼굴

이 흉악하”고 또 “탐욕스럽고 악랄하다”는 나쁜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화

자는 통곡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은 화자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

이 바로 “불 같은 열정”과 “저주 받을 만한 청춘”이다. 열정과 청춘은 원

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나”에게는 오직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저주 받을” 그런 존재일 뿐이었다. 이로 인하여 “나”가 깊은 계

곡에서 괴로워 신음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나의 이런 괴로운 모습을 

“보고 있다” 즉 즐기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행에서 화자는 생명이 진

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혼을 마시는 것”이라고 폭로한다. 다시 

말해 시인에 있어서는 생명은 비록 인간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귀한 선물

인 열정과 청춘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서 인간의 괴로움과 혼

을 교환하려고 하는 악랄한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이 화자를 통해 폭로

되고 있다. 이어서 보면,

我呀, 秉有这脆弱的虚心,

怎禁她那含情的转盼一瞬,

那知道这就是尖的刺儿,

刺进在我心的深境.

나야, 이 허약한 마음으로,

그녀의 은근한 정을 품은 눈길을 어찌 거부할 수 있으랴,

어찌 알았으리, 이게 바로 그 날카로운 가시임을,

깊숙이 내 마음을 찔 다.

“나”의 허약한 마음을 찌른 것이 “그녀의 은근한 정을 품은 눈길”이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날카로운 가시” 다고 화자는 고

백한다. 생명의 날카로운 가시가 “그녀의 눈길”이라고 제시한다. 이어서, 

我曾几夜遗失了睡眠

我曾决几斗酸泪暗流不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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焦渴的幻想扼住我的呼吸,

幸福的沉梦驱散我悲愁光阴.

얼마나 많은 밤 잠을 잃었을까

몇 번의 결투에서 쓰라린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흘렸을까,

애타는 환상이 나의 호흡을 조르고,

행복한 꿈은 나의 서글픈 세월을 쫓아버렸네.

이로 인해 “잠을 잃”고 “눈물 멈추지 못하”고 심지어 “애타는 환상”까

지 “나”를 숨 못 쉬게 하 지만 “나”는 오히려 “행복한 꿈”을 통해 “비참

한 光陰을 해산시켰다”는 좋은 점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행복한 

꿈”이기 때문에 비참한 光陰을 해산시킬 수 있더라도 꿈이 깨면 그 작용

도 중지될 것이다. 꿈이란 그것에서 깨어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행복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보면, 

呵！那朵白玫瑰的蓓蕾,

我宁可早日咀咒她憔悴

她的美好践碎我的心 

她的冷酷赛如冰的块

아! 그 한 송이의 하얀 장미 봉우리여,

난 차라리 그의 초췌함을 하루 빨리 저주하겠다

그의 아름다움은 나의 마음을 짓밟고

그의 냉혹함은 얼음 보다 더 하다.

“한 송이 하얀 장미 봉우리”같이 아름다우면서도 냉혹한 그녀는 화자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고백하 다. 즉 생명의 가시는 그녀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인한 그녀에 대한 사랑이란 것이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자는

我是想毁弃生命,

生命, 枯莽和死藤！
我深悔在高傲的山崖上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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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把畸零的影儿飞堕 

呵！ 生命尖剌剌,

刺入我心流血丝,

只有死, 伟大的死,

拔去刺, 和着生命

나는 생명을 망치고 싶다

생명, 시든 것과 죽은 덩굴

난 도도한 벼랑 위에

기형 그림자를 던져버리지 않은 것을 깊게 후회한다

아! 생명 뾰족한 가시

나의 마음을 찔러 피가 흐른다,

오직 죽음, 위대한 죽음만이

가시를 뽑아, 생명과 같이.

“생명을 망치고 싶다고” 고백한다. 화자는 벼랑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생

명을 망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통곡한다. 생명은 “나”

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을 망치면, 즉 죽으면, “위대한 

죽음”을 통해서 이 가시를 뽑아낼 수 있다. “생명과 함께” 화자는 고백한

다. 생명을 찌른 가시와 생명도 같이 뽑아낸다는 것은 “나”의 사랑과 열

정 그리고 청춘을 ‘죽음을 통해서’ 같이 없애는 것이다. 시인은 고백체로 

“나”를 통해서 사랑,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인식을 이 시에서 구체화하

다. 시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란 생명 자체를 찌르고 망치려고 하는 모순

적인 존재이다. 사랑은 생명의 본질을 폭로하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존

재이지만 사랑을 통해서 또한 “행복한 꿈”을 꾸면서 생명의 비참함을 잠

시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괴로움을 중지 

시킬 수 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시인은 마음을 찔러 피가 

흐르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명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은 불운함을 견디면서 청춘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으로 



殷夫와 임화 프로시 비교연구

- 28 -

인해 깊숙한 혼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얻은 아픔과 즐거움과 함께 그

리고 이 모든 것을 중지시키는 죽음 충동은 생명을 완성하게 된다. 

사랑은 생명을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깊숙

이 숨은 자신의 혼을 되찾을 수 있고 또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

운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위 시의 마지막 연에 “사랑의 가시를 뽑고 생명

과 함께”에서는 사랑과 생명은 같은 위치에 놓인다. 사랑은 생명에 있어

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읊지 않은 시인을 찾기 어렵다. 사랑

을 읊지 않은 시인은 시인이 아니다. 殷夫도 마찬가지다. 그의 초기 시집

에서 사랑 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殷夫의 생명 의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랑 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殷夫

의 사랑 시는 시인의 실제 경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殷夫의 시는 진이란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

다. 그녀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시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한 그리움, 설렘,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에 대한 슬픔이나 恨 등 진지한 감정이 시를 통해서 잘 표출되어 있다. 

<선사 [宣詞]>41)(1928. 8.17)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

(前略)

亲爱的姑娘, 真,

你的心, 缠震.

死以冷的气息,

吹透你的柔身. 

……
我们, 一对友人,

相互地依偎于黑暗中心；
……
远野的鹧鸪鸣叫,

不叫我俩梦入星径:

41) 《殷夫集》, 浙江文艺出版社, 1984,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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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并肩, 吻连吻.

…… 
我的姑娘哟,

你是孤独生途中的亲人,

一朵在雨中带泪的梨花,

你可裁判我的灵魂

但我们, 一对友人

从最初直至无尽

你不看, 曼曼的长夜将终了

朝阳的旭辉在东方燃烧

我的微光若不合着辉照

明晨是我丧钟狂鸣, 青春散陨

潦倒的半生殁入永终逍遥

我不能爱你, 我的姑娘！

(생략)

친애하는 아가씨, 진,

그대의 마음, 뒤얽히고 흔들린다

죽음은 차가운 숨결로

그대의 부드러운 몸에 스며든

……
우리는, 한 쌍의 벗

암흑 중심 속에서 서로 기대어

……
멀리 들판의 자고새가 지저귀며

우리가 꿈에서 별로 만든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입을 맞추어

……
나의 아가씨,

그대는 고독한 생의 도중에 있는 친척

빗물 속에 하나의 눈물 맺힌 배 꽃

그대는 나의 혼을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한 쌍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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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부터 무궁까지

보이지 않는가, 기나긴 밤이 곧 끝날 것이다

아침 해의 빛은 동방에서 타오르고 있다

나의 희미한 빛은 해의 빛과 호응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은 바로 나의 조종이 치고 청춘이 흩어져 죽을 것이다.

초라한 반생은 원히 사라질 것이다.

난 그대를 사랑할 수 없다, 나의 아가씨!

이 시는 1928년에 작성되었다. 이때는 시인이 이미 무산계급혁명운동에 

몰두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시기 다. 시의 첫 부분부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이 스며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섬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었다. 

시인의 감정을 따라 옛 사랑의 짧은 순간의 행복을 추모하다가 잔혹한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험한 상황 때문에 마지막으로 “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나의 아가씨!”로 명백하고 짧은 말로 끝냈다. 시인의 초라한 삶

이 “아가씨”에 의하여 생의 기쁨이 생겼고, 생의 고독함을 달래줄 수 있

는 “그대는 고독한 생의 도중에 있는 친척”이 되었고 자신의 혼을 “재

판할 수 있다”는 기준도 되었다. 이를 통해 사랑은 고독한 생명을 달래주

는 도피처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이 고통스러운 생명을 

구할 수 없다. 마지막 연을 보면 “나의 희미한 빛은 해의 빛과 어울리지 

않으면/ 내일 아침 바로 나의 조종을 치게 되고 청춘이 흩어지고 죽을 것

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해의 빛과 어울리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마지막 행 “난 그대를 사랑할 수 없다, 나의 아가씨!”는 앞 문장의 맥

락으로 해석하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 자체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랑”은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행동으로 “해의 빛”과 어울려야 하는 것이다. 그 “해의 빛”의 실

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랑은 생명의 도중의 괴로움을 달래

주는 일종의 도피처 같은 존재임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서 

“해의 빛”은 같은 빛을 지닌 별 같은 희망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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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별의 빛은 희미하지만 해의 빛은 

희미하지 않고 강력하고 낮이 되면 꼭 찾아온다는 특성에서 그것의 실체

가 곧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殷夫는 타고난 예민한 성격과 삶의 경험으로 인한 殷夫 자신만의 슬픔

과 고독함을 시인의 타고난 시적 상상력으로 빚어내 소박하면서도 감상

적인 시를 창작하 다. 그의 《孩兒搭》 시들을 통해서 시인의 마음행로를 

그의 생애를 비추어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는 《孩兒搭》에서 생명

의식의 형성으로 인해 완성된 온전한 시세계가 프로 시로의 방향 전환 

이후에도 남아있는지, 또한 표면적으로는 초기 시와 단절한 것처럼 보여

도 그 이면에 서로 연관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제2절 개인에서 집단으로 — 殷夫의 생명의 재발견 

殷夫의 시는 대략적으로 1929년을 분계선으로 삼아 전기와 후기로 나

눌 수 있다. 전기는 앞에서 살펴본 《孩兒搭》에 수록된 시들을 창작한 시

기이고, 후기는 프로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殷夫의 시를 보면 그의 초기 시에서도 계급투쟁이나 현실 비판 

등 혁명적인 정신을 담은 시가 없지 않다. 또한 1927년에 그가 창작한 

<死神이 도착하기 전 [在死神到来之前]>은 서사시의 형식으로 그가 수감

된 이후의 경험으로 쓴 프로시다. <在死神到来之前>42)을 살펴보겠다. 이 

시는 殷夫가 1927년 수감된 뒤 감옥에서 작성하 는데 8부분으로 나뉜다. 

시의 각 부분은 殷夫가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시간 순으로 그의 체험과 

생각을 담은 것이다. 시의 흐름을 따라 생명, 죽음, 혁명 등에 대한 그의 

고뇌와 인식 그리고 그 변모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시의 시작부분

을 살펴본다. 

42) 《殷夫集》, 浙江文艺出版社, 1984,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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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略)

我现在是一个囚人！
朋友, 那涩闷的臭味,

那阴湿的潮气,

永远永远地涣散了,

我就将死在这里！
……
呵, 完了, 完了, 我失去了知觉,

我的心已不再起悸襟,

呵, 软弱的人类, 软弱的,

死了！恐怖侵蚀尽我的生命！ 

(생략)

난 이제 하나의 수감자다! 

친구여, 그 떫고 답답한 냄새

그 음습한 습기

원히 원히 사라져

난 이 곳에서 죽을 것이다!

……
아, 끝났다, 끝났어, 난 이제 감각을 잃어

나의 마음은 이제 다시 두근거리지 않아

아, 허약한 인간이여, 허약해,

죽었어! 공포는 나의 생명을 침식했다!

화자는 시의 시작부분에서 바로 자신이 수감자라는 현실을 고백하 다. 

이어서 답답하고 떫은 습기의 냄새가 감옥 속에 공포가 가득 찬 분위기

와 어울려 암흑의 시적 공간을 그려냈다. 이 부분에서 화자는 거짓 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공포를 긴 편폭으로 묘사하 다. 공포로 인해 

“감각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화자는 진실한 자신을 직면하고 있다. 죽음

이 다가오기 전에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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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们呀, 你们那盲目的群众们,

你们为何这样的朝我钉？
你们是不会了解我的,

我这颗纯洁琳琅的赤心！
……
-你们曾得什么？
你们只有血淹着脚胫,

你们何必笑我呢？
我正为你们身殉！

-너희들아, 너희 맹목적인 군중들아

너희들이 왜 나를 꼬나봐?

너희들은 나를 알아볼 수 없어,

나의 이 순결한 적심이여

……
-너희들이 얻은 게 뭔데?

너희들은 오직 피에 잠긴 발목만 있다

나를 비웃을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순장하고 있는데!

혁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맹목적인 군중들의 눈빛으로 인해 화자는 

괴로워하고 있다. 군중들을 위해 헌신하 지만 그 헌신은 오해를 받고 있

다. 화자는 혁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당시의 맹목적인 군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다. 

-看, 看, 那些被压迫的工农, 

都已把你们狗东西面目看清,

他们要自己拿起武器来了,

他们要杀尽所有的敌人！
……
别了-, 亲爱的同学, 别了！
你们都还这么年青,

你们别忘, 千万别忘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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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们应当为工农的利益而牺牲！

-别了, 亲爱的同学！
还有句话, 牢记在心,

千万别学了少数的败类,

中国须要真正的真正的革命！

-봐라, 봐라, 억압당하고 있는 工農들

이미 너희들의 면목을 알아봤다,

그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어,

그들이 모든 적을 죽일 것을 결심했다!

 ……
안녕-, 친애하는 동학들이여, 안녕!

너희들은 아직 젊어,

너희들 꼭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너희들이 공농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걸!

-안녕, 친애하는 동학들이여!

말 한마디 더 있어, 마음에 새겨두어라

소수의 변절자를 배우지 마라

중국은 진정한 진정한 혁명이 필요하다!

화자는 무산계급자 工農이 이미 무기를 들어 반항하기 시작했다고 토

로하 다. 이전에 이해 받지 못해 고립된 화자의 괴로움은 어느 정도 완

화된다. 그렇기에 화자는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의 동학들과 이별인

사를 하면서 혁명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선동하 다. “중국은 진정한 진정

한 혁명이 필요하다!” “진정한”이 두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진정한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殷夫가 목숨을 바치는 이유이다. 마

지막 연에서 시인은 이렇게 친구들과 작별한다.

别了, 朋友, 请别悲哀,

你该了解我的苦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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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在等候着我,

和他一起的还有光明！

别了, 永久的长别了,

快去, 了解革命,

努力的做人去,

别空望着我的心影！

안녕, 친구여, 슬퍼하지는 마라,

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텐데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광명이 있다!

안녕, 원히 안녕,

서둘러, 혁명을 이해하여라

열심히 살고

나의 마음의 그림자를 우두커니 바라보지는 마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듯이 화자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이 죽음을 초래하는 이유가 혁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음

과 함께 있는 것은 “광명이 있다”고 밝혔다. 죽음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광명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한다. 화자는 희망을 위해서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고 또한 이 때 비록 희망은 “조그만 별” 같지만 그것의 인도로 죽음

으로 향해서 결국은 “광명”은 얻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혁명은 희망처

럼 殷夫를 죽음으로 향하게 인도하 지만 이 여정의 끝에는 죽음이 아니

라 광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초래하는 혁명을 殷

夫는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서둘러, 혁명을 이해하여

라”라고 권하고 또 권했다. 

초기 시의 첫 작품부터 殷夫는 이미 희망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했다. 그는 혁명의 길을 택했을 때 분명히 자신의 죽음도 각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죽음을 직면하고 체험한 것은 1927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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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 수감 시기 즉 이 시를 작성한 시기 다. 앞 시의 일부분에서 

보았듯이 殷夫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거짓 없이 생생하게 묘사하 지

만 현실과 자신의 일생을 회의하면서 생각을 정리하 다. 그렇기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통해 혁명의 선택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희망의 실체, 즉 광명을 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殷夫는 그 삶의 전환기를 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1927년에 작성한 이 시를 통해서 시 창작의 전환기를 예시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 후에 殷夫는 <안녕, 형 [别了, 哥哥]> <1929년의 5월1일 [一九二九年

的五月一日]> 등 단편서사시를 창작하 다. 우선 1929년에 창작한 그의 

대표작 <别了, 哥哥>43)를 살펴보겠다.

别了, 我最亲爱的哥哥

你的来函促成了我的决心,

恨的是不能握一握最后的手,

再独立地向前途踏进

二十年来手足的爱和怜,

二十年来的保护和抚养,

请在这最后的一滴泪水里,

收回吧, 作为恶梦一场 

안녕, 내 사랑하는 형

당신의 편지로 나의 결심을 내리게 하 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길을 가지 못해 아쉽네 

20년 동안의 사랑과 아낌

20년 동안의 보호와 양육

이 마지막 눈물 속에서

43) 《殷夫集》, 浙江文艺出版社, 1984,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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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져가시오, 악몽처럼

이 시는 殷夫가 국민당 고급장관인 형44)에게 고백하는 방식으로 작성

하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殷夫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형에게 기대

어 살았다. 다시 말해 이 시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殷夫의 실제적

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시의 첫 연부터 바로 

관계를 끊겠다고 결심을 지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고

뇌와 유감, 모순된 마음을 잘 표출해 내었다. “20년 동안의 사랑과 아낌

/20년 동안의 보호와 양육/ 이 마지막 눈물 속에서” 화자는 과거 20년 동

안 형에게 받은 사랑이나 보호와 양육을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계급

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형제 간에 정을 버리는 것은 그나마 고통스러운 

까닭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도로 가져가

시오, 악몽처럼” 통해서 잘 표출해냈다. 이어서 보자.

(省略)

在你的一方, 哟, 哥哥

有的是, 安逸, 功业和名号

是治者们的荣誉的爵禄,

或是薄纸糊成的高帽

只要我, 答应一声说,

“我进去听指示的圈套”

我很容易能够获得一切,

从名号直至纸帽.

(생략)

너의 한 쪽에, 아, 형

안일, 성취와 명예로 가득 차 있다

통치자로의 명예스러운 작위와 봉록

혹은 얇은 종이로 만든 고깔모자

44) 徐培根 국민당 고급 장관. 殷夫가 살해당했을 때 그는 독일에 유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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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직, 오직 대답하기만 하면,

“들어가서 지시의 술책을 따르겠다”

나는 쉽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명예부터 고깔모자까지.

이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서서히 이야기한다. 형에게 기

대면 안전하고 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형의 말을 들으면 이 모든 

것을 쉽게 얻는다. 그러나 화자가 보기에 이 명예스러운 관직은 그저 “얇

은 종이로 만든 고깔모자”일 뿐이었다. 그러면 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의 맥락에 따르면 저절로 이런 의문이 생긴다. 

因此机械的悲鸣扰了他的美梦 

因此劳苦群众的呼号震动心灵,

因此他尽日尽夜地忧愁,

想做个Prometheus偷给人间以光明 

그렇기에 기계의 비명소리는 그의 달콤한 꿈을 방해한다.

그렇기에 근로 대중의 통곡함은 마음을 진동한다

그렇기에 그는 낮과 밤에 끝없이 근심하다

프로메테우스가 되어 인간에게 광명을 훔쳐다 주고 싶다.

화자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 다.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은 화자를 슬

프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에게 광명을 가져다주고 

싶다고 고백하 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씨를 전해주기 위해서 자

신을 비참하게 희생하는 비극적인 인물이었지만 화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적인 인물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 다. 

但他决心要踏上前去,

真理的伟光在地平线下闪照

死的恐怖都辟易远 

热的心火会把冰雪融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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别了, 哥哥, 别了,

此后各走前途

再见的机会是在,

当我们和你隶属着的阶级交了战火. 

— <别了, 哥哥> 1929.4.12 摘录

그러나 그는 걸어가겠다고 결심했다

진리의 위대한 빛은 지평선 아래에서 반짝이고

죽음의 공포조차 멀리 물리치고

뜨거운 마음의 불씨는 얼음과 눈을 녹여버릴 것이다

안녕, 형, 안녕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다시 만날 기회는

우리와 너의 계급 간에 전쟁을 벌어질 때이다.

— <안녕 형> 1929.4.12 부분

이와 같은 각오로 화자는 희생의 길을 택하고 걷겠다고. 진리의 위대한 

빛의 인도로 그는 죽음과 공포들을 이길 것이라고 선언하 다. 또한 뜨거

운 마음의 화, 즉 그의 열정으로 얼음과 눈들을 녹일 거라고 격앙된 의지

를 드러냈다. 잔혹한 세상을 얼음과 눈으로 비유하고 있는 화자는 프로메

테우스로 변신해서 훔친 불씨의 뜨거움으로 이 세상의 잔혹함을 녹여버

리겠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초기 시에 나

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희망이 여기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어서 형제 간의 정과 인간세상을 구하는 길 두 가지 중에서 화자는 후자

를 택하겠다고 결심한다. 이로 인해 마지막 행은 “다시 만날 기회는/우리

와 너의 계급 간에 전쟁을 벌어질 때이다”고 말한다. 형과 나중에 만나면 

그 때는 아마 서로 전쟁할 때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는 슬픔을 억

누르고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서로 죽

이려는 적이 되는 사실은 이 시에 悲壯美를 부여한다. 특히 시의 시작 연

과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여 형에게 안녕이라고 말함으로써 화자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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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을 각인시켰다. 이와 동시에 이 시는 미적인 감화력을 잘 전하게 

된다. 이 시는 각 연이 4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인 형식이 정연하

고, 또한 운율도 엄격하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맞추어져 있다. 殷夫 

초기 시에 보이는 감상적인 서정성이 절제된 상태로 남아있는 동시에 계

급 투쟁의지를 잘 표출한 프로 시에 속한다. 또한 이 시는 형과의 결별을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슬픈 감정을 배어있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화자

의 결심 속에 그 슬픔 이외에도 무산계급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결심 “그

러나 그는 걸어가겠다고 결심했다”과 그로 인한 성취감 즉 “프로메테우

스가 되어 인간에게 광명을 훔쳐다 주고 싶다”는 것 과 또한 필승의 낙

관적인 태도 “진리의 위대한 빛은 지평선 아래에서 반짝이고/ 죽음의 공

포조차 멀리 물리치고 /뜨거운 마음의 불씨는 얼음과 눈을 녹여버릴 것이

다”를 담고 있다.

이 시는 비록 화자의 독백으로 전개되지만 인칭대사는 오직 “나”와 

“너”만이 아니다. 시에 앞부분은 “나” 그리고 “너”를 쓰다가 총 11연 중 

제6연부터 명칭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너의 아우가 지금 목마르다

/…/그렇기에 기계의 비명소리는 그의 달콤한 꿈을 방해했다./”에서 화자

는 갑자기 “나” 대신 “너의 아우” 또한 이어서 “그”도 뒤쪽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인칭대사의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화자는 애초에는 순진한 아이 

같은 과거의 “나” 고 “그러나 “현재”는 “나”가 아니고 “너의 아우”가 되

었다. “나”의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나”를 해체 시키는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행 “우리와 너의 계급 간에 전

쟁을 벌어질 때이다”에서는 “우리”라는 인칭대사를 택하 다. 내용을 보

면 앞으로 다시 만날 기회는 우리와 너의 계급과 전쟁이 벌어질 때일 것

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는 앞으로는 과거의 “나”도 아니고 현재의 “너

의 아우”이나 “그”도 아니고 “우리”로 변하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한다. 

과거의 개인으로서의 “나”를 해체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우리” 속에서 하

나가 되는 것이다. 이 시는 殷夫의 프로 시는 초기 시와 비교하여 큰 변

화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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殷夫의 프로 시는 서사시라고 부를 수 있지만 단순히 이야기만 담고 

있지는 않다. 시 속에서 화자는 완전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대화

의 일부분과 감정을 토로하는 내용의 말 몇 마디를 결합하여 시를 완성

하곤 했다. 그의 시 <우리의 시 [我们的诗]>45)(1930.1.10)를 살펴보겠다. 이 

시는 다섯 편의 시를 묶어서 <我们的诗>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다섯 

편의 시는 각각 창작된 시간이 다른데, 첫 번째 시 <전등 [前燈]>은 1929

년 6월에 창작한 것이고 나머지 시는 같은 해 11월에 창작한 것이다. 시

의 제목을 보면 殷夫는 또한 인칭대사로 “우리”를 택하 다. 이 시는 무

산계급 투쟁 운동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 시에는 서사와 서정이 조화

롭게 결합되어 있어 확실히 힘 있고 무기 될 수 있는 프로 시의 좋은 예

이다. 이 시의 4번째 시 <죽은 자 면하라 [让死的死去吧]>46)를 살펴보겠

다.

让死的死去吧,

他们的血并未白流,

我们不要悲哀或叹息,

漫漫的长途横在前头

— <让死的死去吧> 节选

죽은 자 면하라

그들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슬퍼하지도 한탄하지도 말자.

끝없는 장도가 눈 앞에 놓여있다.

— <죽은 자 면하라> 부분

이 시는 시작부터 바로 죽은 자 면하라고 힘있게 외쳤다. 이 시는 격

렬한 전쟁 장면을 다루지 않고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사실을 

전제하여 시를 전개한다. 전쟁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45) 앞의 책, 170쪽.

46) 앞의 책,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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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곡함과 슬픔이 살아남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득 차기 마련이다. 그러

나 이 시에서는 그 슬픔을 노래하지 않았다. 화자는 “죽은 자 면하라”

로 시작하여 죽은 자들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들의 비통과 한탄을 억누르

고 앞에 놓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강력한 힘으로 노래한다. 이 시는 어

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독자는 스스로 그 

이야기를 구상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한 감정의 절

제된 표출로 시의 예술적인 감화력을 획득하 다. 殷夫의 프로 시는 전쟁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전쟁 이전과 이후의 한 장면을 포착하

고 서술한 경우가 많다. 이어서 다섯 번째 시 <결의 [议决]>47)는 투쟁 전

의 장면을 이야기한다.

(前略)

我们共同呼吸着臭气

我们共同地享有一颗大的心

决议后, 我们都笑了,

象这许多疲怠的马,

虽然, 又静默了,

会议继续到半夜……

明日呢, 这是另一日了,

我们将要叫了！
我们将要跳了！ 
但今晚睡得早些也很重要. 

(생략)

우리는 다같이 하나의 큰 심장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다같이 구린 냄새를 맡고 있다

결의 후, 우리 모두 웃었다

이 많은 피곤한 말처럼

비록 또 다시 침묵했지만

47) 앞의 책,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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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심야까지 계속되었다……

내일은, 다른 하루가 된다

우리는 외칠 것이다

우리는 뛸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다.

이 시는 투쟁하기 전 날에 회의를 소재로 삼아 창작한 것이다. 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지 “웃었다” 또한 “피곤” 그리고 “침묵”

과 같이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나온다. 다시 말해 이 시는 서사시로서는 

너무나 함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말을 통해서 구체적인 화면

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이 短詩의 힘이 여기에 숨어 있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우리는 비록 내일은 외칠 것이고 뛸 것이지만 오늘 밤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은 투쟁 전의 상황을 나타낸 유머로, 이로 인해 긴장

감은 사라지게 된다. 짤막한 시행으로 이어진 이 시는 殷夫 시의 특징을 

담고 있다. 진실하고 또한 감동적이고 선동적이다. 프로 시는 시의 대중

화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무산계급자들을 독자로 삼는 것이다. 무산계급

자들은 인텔리가 아니다. 인텔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의 무산계급

자들 중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편폭이 길면 지루함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전투력은 오히려 떨어지

게 된다. 또한 서사시로 이야기를 전달하면 긴 편폭으로 자잘하게 내용을 

전개할 수 있어 감동을 줄 가능성은 크지만 감상적인 경향으로 치우쳐 

전투성은 떨어진다. 또한 프로 시는 쓰는 즉시 투쟁자들을 고무시켜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일 짧은 시로 제일 강한 투쟁의지를 자극하는 것

이 성공을 얻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殷夫의 프로 시는 성공적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殷夫가 창작한 프로시들은 힘차고 낙천적인 정신을 일관되게 담

고 있다. 그의 프로시 몇 편의 일부분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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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略)

喜悦一定使心儿疼痛, 

这胜利的光要照到时空的尽头

— <一个红的笑>48) 节选

(생략)

기쁨은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이 승리의 빛은 시공간의 끝까지 비출 것이다.

— <하나의 빨간색의 웃음> 부분

(前略)

我们的五一祭是誓师礼, 

我们的示威是胜利的前提, 

未来的世界是我们的, 

没有刽子手断头台绞得死历史的演递

— <一九二九年的五月一日>49) 节选

(생략)

우리의 五一 제사는 결의대회이다,

우리의 시위는 승리의 전제이다,

미래의 세계는 우리의 것이다,

역사의 발전을 그 어느 망나니, 단수대도 교사할 수 없다.

— <一九二九년의 五월一일> 부분

무산계급 혁명운동은 곡 승리할 것이라고, 그 승리의 빛이 “시공간의 

끝까지 비출 것이다”라고 시인은 확신하고 있다. 이 승리는 마치 역사의 

발전이 가는 방향처럼 “그 어느 망나니, 단수대도 교사할 수 없다”고 시

인은 선언하고 있다. 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태도는 격앙되고 힘차고 또

한 낙천적이다. 이 낙천적인 정신은 마치 신앙처럼 그의 프로시에서 일관

되고 있다. 이어서 다른 시편들을 계속 살펴보겠다.

48) 앞의 책, 148쪽.

49) 앞의 책,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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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略)

我们是世界的主人

看, 烟囱静默了, 

死气笼住工场的全身, 

这只是斗争时的紧张, 

胜利时, 

汽笛将歌咏我们的欢欣

— <静默的烟囱>50) 节选

(생략)

우리는 세계의 주인이다.

봐라, 굴뚝은 침묵된다,

죽음의 기운이 공장을 둘러싸고

이는 투쟁 시의 긴장일 뿐이다,

승리가 올 때,

기적소리는 우리의 기쁨을 대신 노래할 것이다. 

— <침묵한 굴뚝> 부분

시인은 “우기는 세계의 주인이다”고 강하게 선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은 “죽음의 기운이 공장을 둘러싸고” 있었더라도 마지막

으로 곡 “기적소리는 우리의 기쁨을 대신 노래할 것이다”라고 승리가 올 

것이라 굳세게 믿고 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前略)

我们没有惧怕, 

我们不肯逃跑, 

只有向前, 浴血, 饮弹, 咆哮……
即使是天, 

我们也有胆把它打倒！
— <伟大的纪念日中>51) 节选

50) 앞의 책, 173쪽.

51) 앞의 책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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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오직 앞으로 향해 나아가, 피투성이가 되고, 탄환을 몸에 맞고, 포효한다…
하늘이라도

우리는 무지르게 할 용기가 있다!

— <위대한 기념일 중> 부분

용감하게 싸울 것이라고 이 시에서 격앙되게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이 

승리를 위해서 비록 “우리”도 “피투성이가 되고, 탄환을 몸에 맞고” 희생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늘이라도/우리는 무찌를 용기가 있다!”라고 웅

장한 마음과 강한 투쟁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이 시 속에서는 희생을 예

견하 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감정을 결코 찾기 어렵다. 그 대신에 격앙되

고 흥분된 강렬한 투쟁정신과 낙천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이 낙천적인 

필승의 신념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어서 보면,

(前略)

我们是青年的布尔什维克, 

一切——都是钢铁, 

我们的头脑, 

我们的言语, 

我们的纪律！
……
共产主义的胜利, 

在太阳的照耀处

— <我们是青年的布尔什维克>52) 节选

(생략)

우리는 청년의 볼셰비키,

모든 것—강철이다

우리의 머리,

52) 앞의 책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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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언어,

우리의 규율!

……
공산주의의 승리,

태양이 비추는 곳에 있다.

— <우리는 청년의 볼셰비키> 부분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이 그 해답이다. 그것이 화자가 앞 시에서 

제시한 “역사의 발전”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화자는, 우리는 “모든 것이 

강철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다. 강철은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무너지기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승리의 표시이다. “공산주의의 승리/ 태양이 비추는 

곳에 있다”라고 한 것은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그 승리도 태양이 

비추는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다. 태양은 세상에 광명을 가져다준다. 또

한 태양은 별빛보다 강하여 잘 사라지지 않는 강한 빛을 내뿜기도 한다. 

시인이 공산주의의 승리가 태양이 비추는 곳에 있다고 노래한 것은 시인

이 그 승리를 강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이며 시인이 오랫동안 찾던 별빛 

같은 희망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인의 프

로시는 필승의 신념으로 가득 차고 낙천적인 정신을 일관되게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殷夫가 창작한 프로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 속에서 인칭대

사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는 확실히 殷夫에게 내면적으

로 큰 변화가 생긴 것을 입증한다. 그는 “나”를 지우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이고 “우리”라는 단체의 일부분이 되었다. 초기 

시에 나타나는 감상적이고 가끔 고통스럽거나 고독한 감정이 사라졌고 

이 때의 프로 시에서는 초기 시의 정서 대신 격앙되고 낙관적이면서 또 

기뻐하는 감정이 나타난다. 그는 무산계급 투쟁에 참여하면서 마치 새로

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낙관적이고 격앙된 것이다. 그는 초기 

시 기간에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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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떨쳐 버리고 계급투쟁 운동과 프로 시 창작을 통해서 주체성을 확인

하게 된다. 비록 과거의 “나”를 버렸지만 초기 시에 나타난 그의 생명의

식은 프로 시에서도 일관된다. 초기 시에서 생을 지탱하고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별 같은 희망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희망을 위해서 자신

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했듯이 당시의 괴로움은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프로 시에서 

그는 그 희망의 실체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나머지 생은 그 희망에게 바

치는 결심을 내리는 동시에 방황을 끝내고 주체성을 확립하 다. 이 때문

에 프로 시에서 더 이상 감상적인 정서가 보이지 않은 것이고 대신에 새

로운 생의 낙관적이고 견고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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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화의 시세계: 혼령 탐색의 길

제1절 <무엇 찾니> — 탐색의 첫 걸음

임화의 시는 습작기와 카프 활동기, 1930년대 후반기, 해방기와 한국전

쟁기를 거치면서 다채로운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 시기와 다른 

시기의 작품들은 서로 단절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다

다이즘 시, 단편서사시, 현해탄 연작 해방기 시 등은 내용적 형식적 측면

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작품들은 긴 한 내

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하나의 통시적 계열체를 형성한다. 그것은 시 전체

를 통어하는 일관된 구성 원리의 작용 때문이다. 이 구성 원리는 임화의 

세계관에 있다. 따라서 임화 시에 대한 해명의 전제로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임화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화의 초기 시는 1920년대 전반기의 문화적 환경, 특히 학생층을 중심

으로 형성된 문화적 유행과 서구 근대예술에 대한 임화의 독서편력, 그리

고 유소년기 임화의 고독한 성장사가 복합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탄생한다. 

임화의 초기 시 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낭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시의 낭만성은 주로 시적 주체의 애상적 정서와 방황을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1920년대 전반기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임화의 개

인사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여 시적 주체의 형상에 대해 분석함으로

써 임화의 등단기 시의 성격, 나아가 그의 시적 역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

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화는 1924년 <연주대>를 비롯한 여섯 편의 작품을, 《동아일보》에 <밤

이면> 포함한 일곱 편의 작품을 《매일신보》에 발표했다.53) 그가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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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화가의 시>를 발표한 때이다. 

이 시는 계급주의로의 전향을 밝힌 일종의 선언적 형태의 시이다. 임화의 

초기 시들에는 사랑이나 풍경이 소재로 등장하고 실연의 감정이 소박하

게 표현되어 있어 서정적인 감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夜珠峴 군밤장사

설설히 끓소문내용 시작

애오개 만주장사

호이야호야

이내 몸은 果川冠岳

戀主臺에서

가슴을 파헤치고

호이야호야

부들밭 오리새끼

깨우억깨웍

잔솔밭 까투리는

께께푸드덕

이내몸은 觀音菩薩

戀主臺에서

손톱을 툭이면서

께께푸드덕

— <연주대>54) 전문 1924.12.8

이 시는 임화의 등단작이다. 위에서 인용한 시는 7.5조의 음수율로 된 

시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러한 형식의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

다. 또한 이 시를 보면 음수율뿐만 아니라 형식도 두 연이 엄격한 대칭을 

53) 오랫동안 임화의 등단작은 <밤이면>으로 알려져 왔다.그러나 임화는 1924년에 이

미 《동아일보》를 통해 <연주대> 등 여섯 편의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임화는 이 

무렵 星兒라는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시들의 작자가 모두 星兒로 되어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작품들이 임화의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임화

의 등단작은 <연주대>로 수정되어야 한다.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

북대학교 출판부, 2010, 43쪽.

54) 앞의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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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한국 전통 민요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시적 배경은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의 적막한 겨울밤이다. 그 속

에서 시적 주체는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괴로움을 토로한다. 따라서 

밤은 시적 주체의 내면의 표상이자 내면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매개이다. 

장사군의 “호이야호야”라는 외침에는 화자가 “가슴을 파헤치고” “호이야

호야”라고 따라한다. 화자에게는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주체의 감

정이 이입되어 있다. 2연에서도 마찬가지다. “께께푸드덕”이란 울부짖음

과 몸부림은 심리적 안정을 잃고 번민하는 시적 주체의 내면을 반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대상과의 동일화를 통한 정서 표출이라는 서정시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이 시에서 시적 주체의 내적 고통의 원인

이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움

의 대상이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호하기만 하다. 이런 특성

은 그 시기에 발표된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된다.55) 

위 시를 통해서 임화의 시 창작이 역시 한국 전통 민요시를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엄격한 율조를 준수하고 또한 정서

적으로도 여인을 그리워하는 전통 민요시의 서정성에 일치한다.

굿세든 해도 숨을 지우고

리봉에 저녁 하날도 싯커먹케 젓는대—
뭇별이 춍춍한 말업는 하날을 보고

버레 무리 와골와골 울면—
내일이 오리라는 西쪽에 기운 희미한 달

이 마음이라도 압흐게 하노라

버레 소리 요란한 녀름밤 默默한 하날에

조을곳 잇는 져달아

내가 살어잇는 그 동안에 오날이나 래일이나

언제나 밤이온다면 말업시

고요히 빗나련만

어이하려 사람인 너의 마음은

55)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 출판부, 4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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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지 그리 얼는 변할가

— <밤이면> 전문 1926.3.28

이 시는 <연주대>보다 2년 뒤에 창작된 것이다. 전작에 비해 표현의 기

법이나 정서는 근대성을 띄고 있다. 부정적인 외부 세계와의 불화를 근간

으로 하고 있는 이 시는 동요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것으로 세기말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굿세든 해도” 사라진 하늘은 검고 조용하다. 여

름 밤의 “벌레무리”는 이러한 하늘을 향해 “와골와골” 요란하게 울어대는

데 이러한 행위는 앞에 전개된 시커멓고 어두운 밤의 조용함의 분위기를 

깨는 역할을 한다. 어두운 하늘에는 비록 해가 사라졌지만 달이 있다. 5

행의 달은 “내일이 오리라는”희미한 희망의 암시를 주고 있지만 이 희미

한 희망은 화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달을 보고 12행의 “너”의 마음을 

떠올린 화자는 애상의 정설을 갖게 된 것이다. “너”의 정체는 그리운 대

상, 여인으로 볼 수 있다. 항상 변함없는 달과는 달리 연인, 즉 “사람인 

너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함에 대한 원망과 재회의 갈망을 토로하고 있

다. 사랑은 방황하는 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도 행복을 구하지 못했던 소년 임화는 여성을 절대화된 존재로 이상화하

고 낭만적 사랑을 꿈꿨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사랑에 대한 낭만적 몽상

과 그것의 등가물인 책 읽기에 몰입하는 그 순간만은 현실세계의 온갖 

번민과 고뇌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럴수록 현실의 역은 점점 축소되는 

대신 관념세계의 역은 점점 더 확대된다. 또한 이 시가 전작과 다른 점

은 비록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시 아닌 다른 해석으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 있다. “너”는 혼

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화자를 포함할 수 있는 불특정한 다수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자각은 혼란스러운 것이다. “어이하려 

사람인 너의 마음은/ 엇지 그리 얼는 변할가”라는 질문은 내적 변화를 자

각한 데에 따른 혼란의 표현으로 보인다.56)

56) 강은진, <임화 초기 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4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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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 초기 시의 경향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 주는 것은 그가 1926년에 

《매일신보》에서 발표한 두 번째 작품 <무엇 찾니>57)이다.

죽은 듯한 밤은 땅과 하늘에 가만히 덮 고

음울한 대기는 갈수록 컴컴한

저 하늘 끝에서 땅 위를 헤매는데

소리없이 자취를 감추고 내리는 가는 비는

고요히 졸고 있는 나무 잎에

구슬 같은 눈물을 지워

어둔 밤에 헤매면서 우는

두견의 슬픈 눈물 같이 굴러 떨어진다

남모르게 홀로 뛰는 혼령아

이 어둔 비 오는 밤에도 쉬지 않고 날뛰며

무엇을 너는 찾느냐?

— <무엇 찾니> 전문 1926.4.16

이 시의 시간적 배경 역시 밤이다. 그러나 민요시의 율조에 대한 집착

이 이 시에서는 배제된다. 대신에 서구 상징파의 사상을 흉내내고 있다는 

의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흉내내기

에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는 비록 임화의 첫 

작품이 아니지만 임화의 일생을 관통하는 삶의 정신을 비추어 볼 수 있

는 단서를 제공했다.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자아 정체성과 방향을 잃고 

헤매며 탐색하는 시인의 고뇌는 시 속에서 어둡고 감상적인 정조로 표현

된다. 시가 시작하자마자 묘사되는 숨 못 쉬는 정도의 답답함이 압도적이

다. 밤은 “죽은 듯한” 땅과 하늘로 덮인다. 다시 말해 땅과 하늘이 꽉 덮

고 있고 그로 인한 숨막힘으로 밤은 죽은 듯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죽은 

듯 정지된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 대기와 비가 움직이고 있다. 그 비는 

“어둔 밤에 우는 두견의 슬픈 눈”같다. 여기에서 외부 세계를 설명하는 

시어는 부정과 절망의 의미를 담고 있고 뒷부분에는 화자의 내적 감정이 

57) 《임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 2008,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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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되어 있다. 1행부터 8행까지 전체적으로 어둡고 답답하면서도 절망적

인 시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은 숨막힌 듯하고 죽은 듯하지만 균형

을 잡고 있고 안정적이다. 그러나 9행부터 이 조화된 공간을 깨뜨린다. 

“남모르게 홀로 뛰는 혼령아” “쉬지 않고 날뛰며”라는 시어들은 이 죽은 

듯한 시 공간에서 불안하지만 역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혼령을 도입함으

로써 앞의 균형 잡힌 세계를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너는 찾느

냐?”의 질문의 형식으로 끝난다. 외부세계의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탐색의 행위는 시적 자아의 적극적 의지가 투 된 것이다. 해답은 나오지 

못한 채 시인의 방황하며 불안한 내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

를 보면 어둡고 죽은 듯한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찾으려는 의지

를 담고 있으며 앞서 분석했듯이 무엇을 찾으려는 그 행위자체, 그 역동

적인 날뛰는 혼령 자체로 인해 세계의 균형을 깨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이 시에서는 시인의 일생을 관통하는 탐색행위도 엿볼 수 

있지만 시인의 탐색행위 자체의 참다운 의미도 추측해볼 수 있다.58)

위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탐색 행위는 이후 시에서도 계속 구체

성을 드러내며 변화의 양상을 이끌어낸다. 짙은 감상성을 노출한 같은 시

기의 시들 역시 질문의 형식으로 종결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데 이는 

정신적 방황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 즉 탐색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이 시기가 시인의 탐색 의지가 강렬했던 시기란 것을 입증해 준다.

歲月은 흘너가는 줄도 모르고 

이 마음은 쳘을 기둘넛 드러니

올 쳘은 왓는지 지내갓는지

임에 몸은 가을을 마지하고서

한울은 가벼운 구름과 더부러

놉히로 거러올 나를 갓드니라

셔늘한 녀름에 저녁이 와서

58)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0, 51-5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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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새에 버레가 노래를 부르면

어김이 업시 오리라든 벗님네도

아즉도 오시지를 안으섯는데

가을이 벌셔 온다고 하면은

어린 마음 어듸다 붓졉을 하오릿가

俗人의 嘆息에서

— <가을의 嘆息> 전문 1926.10. 24

이 시는 민요시의 대칭적 연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기약한 임은 오지

도 않았는데 가을이 와버린 것에 대한 탄식을 민요풍으로 노래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가는 줄도 모르고 철을 기다리고 있는 나”와 4연의 이미 

“가을”을 맞이하고 하늘은 구름과 더불어 높이 올라갔다고 묘사되어 있

는 “임”은 대립이며, 이 대립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세계의 변화는 “나”의 내면의 변화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

는다. 즉 “나”의 마음은 아직 외부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실과 주관적 자아 사이의 이 불화는 아직 시의 화자가 방향

성을 명확히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행인 “어듸다 붓졉을 하오

릿가”는 마음을 붙일 곳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시인

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질문을 던지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탐색의지

를 내포하고 있다.59) 

위에 살펴본 임화 초기시들을 보면 임화의 시 창작의 시발점을 알 수 

있다. 한국 전통 민요시에서 출발하여 점점 그 것에 탈출하고 근대적 문

제의식과 사상을 갖게 된 것이다. 그의 시들은 공통적으로 미성년적 주체

의 애상적 정서를 특징으로 한다. 시적 주체는 밤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열망을 강렬히 표현하고 있다. 그 무언가는 현존세계와의 갈등

에 대한 심리적 보충물로서 혼의 안식처이다. 그 무엇을 찾음으로써 방

황하는 혼은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려 한다. 임화 초기 시의 세계는 현

존세계에 대한 부정과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이란 소년기 임화의 의식의 

59) 강은진, <임화 초기 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4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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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며 그러한 부정과 동경의 정신이 시 속에 투 됨으로써 방황하는 

시적 주체의 형상을 구성하 다. 그러나 정체성을 세계와의 자신에 대한 

인식, 나아가 세계와의 자신의 관계에 대한 감각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런 작품들에서 시적 주체의 자기정체성이 뚜렷이 형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시적 주체의 형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응할 만한 확고한 내면을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적 주체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임화의 초기 시는 자기 동일성을 찾기 

위한 탐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화는 殷夫처럼 초기시 창작 이후 바로 프로시로 전환하지는 않았고, 

다다이즘 실험시를 창작하다가 프로시로 전환하 다. 다다이즘이란 원래 

유럽 대륙에서 유럽인들 스스로 아방가르드라 부르는 문학 운동에 속한

다. 아방가르드는 예컨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미래파, 입체파, 표현주의 

등이다. 아방가르드 운동은 후에 미 모더니즘 일부분으로 포함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미의 모더니즘과는 성격이 다르다. 아방가르드 운동이 넓게

는 낭만주의적 세계관에 토대하여 보들레르와 같은 세기말 사상을 계승

한 반이성적, 해체적 예술 운동인 데 반하여 미의 모더니즘은 고전주의

적 세계관에 토대하여 흄의 철학을 계승한 이성적 구조 지향적 예술 운

동이었기 때문이다.60)

다다이즘은 1924년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다. 전통의 부정을 내세운 고

한용은 트리스탄 차라(Tristan Tzara)의 다다이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더

불어 문학 운동으로서의 다다이즘을 소개하 다. “Dada는 그 모든 것에 

절망한다고 한 방원요의 글61) 또한 다다이즘의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함

으로써 다다이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 태동하여 1924년 초현실주의로 변신한 다다이즘이 1924년경 한국 

문단에도 소개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 문화적 여건으로 보아 세계적으

60) 오세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9쪽 참고.

61) 방원룡, <세계의 절망 나의 본 따따이즘>, (《조선일보》, 19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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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뒤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학 운동은 일차적으로 일본을 매

개로 한 것이기는 했지만 유럽의 아방가르드 문학이라 할 수 있는 다다

이즘이나 초현실주의가 한국의 근대시에 끼친 향은 결코 적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62) 

임화가 추구한 다다적 요소는 아방가르드적인 요소를 통해 보다 잘 드

러난다. 그가 다다풍의 전위적인 시와 계급 혁명적인 시를 동시에 발표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본명도 버리고 임화

라는 필명을 굳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앞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학 혁명

을 위해 매진하려는 그의 시적 결의로 해석할 수 있다. 임화와 같이 카프 

계열로 나아갈 젊은 시인들에게 다다이즘이 먼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들이 기존의 질서나 사회 구조의 변혁을 열망하는 새로운 세대들이었

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63) 한편 임화의 다다이즘 시는 당시 조선의 

다다이즘 시와도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임화는 당시의 다다이스트인 

고한용이 다다이즘을 자아의 ‘해탈’64), 김화산이 자아의 ‘자유로운 자기표

현’65) 차원에서 수용한 것과는 달리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의 차원에서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이다.66)

임화의 초기 시에서 보이는 변화의 폭은 매우 짧은 기간에 걸쳐 급격

하게 이루어졌다. 낭만적 서정시에 이어 몇 편의 다다이즘시를 발표한 후 

한동안의 절필 기간을 거쳐 단편서사시로 나아갔다. 다다이즘 시에 주목

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시들에서 가장 명확하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주의 

문학으로 전향하는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시에서 개인적 

차원의 감정을 노래하거나 정체성의 혼란과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뇌를 표출했다면, 다다이즘 시에 이르러서는 나라와 민

62) 오세  외, 앞의 책, 138쪽.

63) 앞의 책, 140쪽.

64) 고한용, <다다이즘>, 《개벽》, 1924.9.

65) 방원룡, <세계의 절망>, 《조선일보》, 1924.11.1 .방원룡의 본명은 방준향이다. 그는 

방원룡, 방다다, 방포 , 김화산 등의 필명을 사용했는데, 김화산이란 필명으로 가

장 잘 알려져 있다. 

66)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 출판부, 6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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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인식하는 시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특정적인 징

후이다.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 부정과 반항의 시의식으로 표출되

었고 그것이 다다이즘과 결합되어 형식적으로는 미래파적인 파괴의 기법

이 사용되고 내용적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탐색의지의 귀결점으로서 계급

주의 문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기압이 저하하 다고 돌아가는철필을

도수가 틀린안경을쓴 관측소원은

깃대에다 쾌청이란백색기를내걸었다

그러나 제눈을가진급사란놈은

이삼분이지난뒤 비가쏟아지면바꾸어달 붉은기를 찾느라고 비행기가되

어날아다닌다

▶
아까 —그 사무원이 페스트로 즉사하 다는 소식은 버-ㄹ써 

관측소를 새어나가

—거리고

▶우주로 뚫고

—산야로

질주한다—확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급사란 놈은 기에다 목을 걸고 귓짝 속에서 난무한다

비●바람

쏴—
그것은 여지없이 급사를 사무실로 갖다 붙 다

페스트 –그것은 위대한 것인 줄 급사는 알았다

▶
저기압과페스트————
충실한자사무원은창백한관속에서도……를

반드시 생각뿐만아니라 반드시찾을것이다

그럼 그는기를달지않을수가없었다

대신그는백색기를관속에누운그의가슴에다놓아주었다

————가는자에게 한줄기안위安慰를주기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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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40년동안에 최초로 한 실수는 

저기압과 ‘페스트’라고 급사란 놈은 창밖에서 웃었다

박테리라 박테리아

——그 힘은 위대하다

——그 힘음 위대하다

○
일 분 간에 한 마리씩 잡아 삼키니

십육억 분이면—시간 환산은 성가시다

=지구는 한이다

=지구는 한이다

‘박태리아’는 지구를 포옹하고 哄笑한다

크게—
크게—

(그 웃음은 흑색사변형의 배수로 증대한다)

— <지구와 박테리아>67) 부분 1927.8

이 시는 우선 형식적으로는 띄어쓰기 무시, 기호와 불규칙한 행 구분 

등 전형적인 다다이즘의 기교들이 두드러지다. 흩어진 이미지와 일부 맥

락이 통하지 않는 구절들로 인해 명확한 해독이 쉽지 않다. 시에서 관측

소원은 도수가 틀린 안경을 쓰고 날씨를 잘못 예측하나, 급사는 날씨를 

제대로 관측한다. 관측소원은 페스트로 사망하고 박테리아는 기하급수적

으로 지구상에 퍼져 나간다. 시적 주체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연쇄를 

급사 내지 박테리아의 입장에서 기술한다. 그것은 그들이 시적 주체에게 

긍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즉 급사는 관측소원과는 달리 대기가 곧 

저기압으로 변하리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을 지닌 자이며 박테리

아는 관측소원을 죽이고 순식간에 지구를 장악할 만큼 ‘위대한 힘’을 지

닌 존재인 것이다. 그 힘을 화자는 “위대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 “박

테리아는 지구를 포옹하고 哄笑한다”에서 보듯 죽음을 퍼뜨리는 페스트

가 결국 차가운 지구를 치유하는 혁명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성, 확산성을 특징으

67) 《임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 2008,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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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박테리아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역사적 성격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저기압은 혁명의 분위기를 관측소원은 부르주아를, 

급사는 그러한 역사적 변화를 감지할 눈을 가진 자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이 시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성장과 혁명의 확산에 대

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68) 계급의식의 지향은 파괴적이고 변혁을 원

하는 다다이즘과 결합하여 이후 <曇-1927>69)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

게 된다.

뿌르죠아지의 ⅹⅹⅹ-70)

1918

이백만의 푸로레타리아를웰탄 요새에서ⅹⅹ한

그놈들의 ⅹⅹ행위는 惡虐한 수단은

스팔타키스트의 용감한 투사

우리들의 ‘칼’,’로-사71)’를 빼앗었다.

세계의 가장 위대한 푸로레타리아의동모를

혁명가의 묘지로 몰아너었다

그러나 강철 같은 우리의 戰列은

ⅹ人者-그들의 暴虐도 궤멸케 하지를 못하 다

그러나 아즉도 그놈들은 완강하다

그놈들의 虛構 手段과

ⅹⅹ행위는 아즉도 지구의 도처에서 범행되어 간다

1917-태양이 도망간 해

세계의 우리들은 8월20일 地球發電報를 작성하 다.

제1의 동지는 뉴욕 사크라멘트 등지에서 수십 층 死塔에 

폭탄 세례를 주었으며

제2의 동지는 휜랜드에서 살인자 미국의 상품에 대한 非

68)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출판부, 63쪽, 225쪽 참고.

김정훈, 《임화 시 연구》, 국학자료원, 33쪽 참고. 

69) 《임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 2008, 35쪽.

70) 이 시에 등장하는 표식의 복자들은 대개 살인이나 학살과 같은 용어와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33쪽.

71) 독일의 공산주의 운동가들, 앞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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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同盟을 조직하 고

……
그러나 

인류의 범죄자

역사의 도살자인

아메리카-뿌르죠아의 정부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지

세계무산자의 최대의 동모

작코, 반젯틔의 목숨을 빼엇었다

電氣로-

(푸로레타리아-트의 發電하는 電氣로)

……
우리들은

세계의 一切을 파괴하고

세계의 一切을 건설한다

그놈들은 우리들에게 ⅹⅹ의 教唆者

가장 미운 ⅹⅹ의 教唆者

그놈들을 재판아여라

지구의 강도 인류의 범죄자에게 사형을 주어라

그리고 우리들은 발전을 하자

……
폭풍우다ⅹⅹ이다

우리들의 진격하는 전열을 향하야 두 동지는 웨어치지 않느냐

세계의 동지야-

1927-리아

ⅹⅹ에 대하기를 ⅹⅹ으로

우리들은 동모와 같이 용감하게 戰場에로 가자.

— <曇> 부분 《예술운동》 창간호 1927.11.

이 시는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노동자 사코, 반제티의 억울한 죽음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분노, 제2인터내셔널의 개량성과 제3인터내셔널의 혁

명성 대조, 두 노동자의 뜻을 계승할 것에 대한 다짐으로 이루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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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다.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연대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면서 프롤레

타리아 운동을 위해 복무할 것을 외친다. 이 때 화자의 목소리는 선구자

적인 자세를 취하고 시인과 화자의 거리는 착된다. “발전을 하자”,” 戰

場에로 가자”와 같은 선동적인 말은 청자를 대상으로 삼고 발화의 형태

를 갖게 된다. 이 청자는 불특정한 조선 민중 다수이다. 화자는 계몽과 

각성의 대상인 청자들을 향해 혁명의 길로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주목할 사실은 이 시의 주체는 ‘우리’라는 집단,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에는 시적 주체의 주체성이 앞선 시기의 

작품들보다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72) 

앞서 살펴본 임화의 다다이즘 시들을 보면 임화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에 대해서 나름 적극적으로 시도하 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다다

이즘 형식에 담아 새로운 형식의 혁명시를 만들어 내었는데 시의 예술성 

가치나 논의의 내용을 제외하고도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 이는 임화의 

탐색 의지가 문학 창작에서도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다다이즘시는 인텔리적 성격이 짙은 탓에 대중들의 공감을 일으

키기 어렵기 마련이다. 또한 노동자 계급의 생활 감정과 취향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문예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카프가 방향전환을 거친 후 조직 내에서도 다다이

즘 시를 창작하는 것은 즉 부르주아적이라 규정되는 모더니즘 시를 창작

하는 행위 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으로부터 제명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런 조건 아래 임화는 다다이즘 시의 탐색과 창작은 단절되기에 이른다.

제2절 단편 서사시 — 불안한 혼령의 안식처 발견

1928년까지 프로시 대부분의 창작은 일종의 도식화 즉 계급적 분노의 

72)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 출판부, 67-6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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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표출에 머물러 있었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도식주의 경향이 심

했다. 임화는 다다이즘 시를 창작하기 때문에 도식화되기를 피해갔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다다이즘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그는 대중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시를 창작해야 하

는 과제를 완성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1929년 임화의 새로운 시적 변화

가 나타나게 된다. 1929년 1월에 임화는 <기술적 능력의 확충과 조직>73) 

이라는 시평과 <네거리의 순이>를 창작했다. 그의 시평을 통해 그가 프로

시의 한계와 자신의 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예술가의 소시

민성 극복뿐만 아니라 창작기술 능력의 배양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

음을 알 수 있다.74) 임화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같은 시기에 창

작한 <네거리의 순이>75)를 살펴보겠다.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동생 順伊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戀人…
그 靑年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냐?

시는 서두에서 “나”와 누이동생 그리고 모든 근로하는 여자들이 사랑하

는 “용감한 사내 청년”어디에 가는지에 물어본다. 여기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연관시키게 된다. “나”와 청년은 사랑하는 동무 관계이다. “나”

의 누이 동생 순이는 근로하는 모든 여자와 동일화 되며 “나”의 동무인 

청년과는 사랑하는 연인관계이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일

체화되게 만들었다. 

눈바람 찬 불상한 도시 종로 복판에 순이야!

73) 임화, <기술적 능력의 확충과 조직>, 《조선지광》, 1929.1, 114-115쪽.

74) 박정선, 앞의 책 참고. 

75) 《임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 2008, 3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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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는 지나간 꽃 피는 봄에 사랑하는 한 어머니를

눈물 나는 가난 속에서 여의었지!

그리하여 너는 이 믿지 못할 얼굴 하얀 오빠를 염려하고

오빠는 가냘핀 너를 근심하는,

서글프고 가난한 그날 속에서도,

순이야, 너는 마음을 맡길 믿음성 있는 이곳 청년을 가졌었고,

내 사랑하는 동무는…
청년의 연인 근로하는 여자 너를 가졌었다.

청년은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이어서 시에서 그에 관

한 대답이 없었고 기억을 떠올리면서 독백체로 옛날 이야기를 서술하

다. 꽃 피는 봄은 원래 새로운 탄생과 시작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계절인

데 화자의 기억 속에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픈 계절이 되었다. 

눈물나는 가난과 서글픈 날은 절망적이었지만 순이는 이 청년에게 슬픈 

마음을 맡겼다. 다시 말에 이 청년은 “나”와 순이 또한 모든 근로하는 여

자들의 고달프고 절망적인 삶에 마음을 맡길 수 있는 희망 같은 존재이

다. 그리고 이 청년도 순이와 근로하는 여자의 마음을 가졌다. 여기서의 

청년은 한 사람 아니라는 점이 자명한 것이다. 그 동시에 순이도 “나”도 

그리고 “나”와 순이의 가난한 삶도 오직 두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나”와 순이 그리고 청년 같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란 것을 암

시하고 있다. 시에서 비록 화자만 말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화자 

혼자의 목소리라기보다 “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또한 

노동계급 목소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비록 생기 가득한 봄이

라도 그들에게는 봄이 다가가지 않은 듯 늘 슬프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또한 동시에 신비스러운 “청년”은 그 유일한 희망

이 된 것이다.

겨울날 찬 눈보라가 유리창에 우는 아픈 그 시절

기계 소리에 말려 흩어지는 우리들의 참새 너희들의 콧노래와 

언 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와 더불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제3장 임화의 시세계: 혼령 탐색의 길

- 65 -

청년과 너의 따듯한 귓속 다정한 웃음으로

우리들의 청춘은 참말로 꽃다왔고

“우는”, “콧노래”, “발자국 소리” “웃음 소리” 등의 청각 감각을 자극시

키면서 마치 일상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감정을 공감하게 된다. 이 

꽃다운 청춘의 기억 속에서도 역시 청년이 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꽃다

운 귀한 청춘을 같이 보낸 그 누구이고 청년이다.

(생략)

그러나 이 가장 귀중한 너 나의 사이에서

한 청년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어찌된 일이냐?

순이야, 이것은…
너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멀쩡한 사실이 아니냐?

보아라! 어느 누가 참말로 도적놈이냐?

(생략)

화자는 아름다운 청춘의 기억 속에서 헤쳐나와 다시 청년이 어디로 가

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질문의 형식으로 계속 물어본다. “너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멀쩡한 사실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너와 내가 모두 잘 아

는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보아라! 어느 누가 

참마로 도적놈이냐?” 반문의 형식으로 화자가 그 어떤 사실을 토로하고 

싶지만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한 질문의 형식으로 그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역시 대답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화자

와 순이 모두 대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청자로 하여금 각성을 

유도하고 화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극도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순이야, 누이야!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내의 戀人아!

생각해 보아라, 오늘은 네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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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좋다, 바로 鍾路 네거리가 예 아니냐!

어서 너와 나는 번개처럼 두 손을 잡고,

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자

네 사내를 위하여,

또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戀人을 위하여……
이것이 너와 나의 幸福된 청춘이 아니냐?

누이, 동생, 그리고 근로하는 청년, 근로하는 청년의 연인, 또한 그들의 

여인, 근로하는 여자 즉 이들은 모든 근로자를 서로 동무, 여인, 누이 동

생이라 부르는 일체화된 단체 즉 무산계급들이다. 화자는 이들을 부르면

서 “번개처럼 손을 잡고” “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자”고, 갇힌 

동무를 찾기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하며 무산계급 노동자들을 보고 단결

하고 내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행복된 청춘”이라고 하며 결말

을 맺었다. 여기서 종로의 네거리는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투쟁이 전개되

는 공간이다. 이 시는 계급투쟁이란 주제와 노동자들의 삶에 관련된 공적

인 사건을 편지나 대화 같은 사적 담론 형식의 채택을 통해 표현해 내었

다.76) 이전에 작성한 시들과 비교하면 초기 시에 있었던 감상적인 서정성

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지만 시의 마지막 부분의 격앙된 정서로 대신하

고 있다. 또한 시의 내용도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고 형식도 

전에 있었던 민요시나 다다이즘시의 규약에서 벗어나 있다. 이 시의 짧지 

않은 서술과 반복은 물론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용이 많은 데다가 감정의 이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쟁무기로서의 문

학작품으로서는 전투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임화의 단편 서사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임화는 위에 시를 발표하고 1달 이후 곧이어 <우리 옵바와 화로>77)를 

발표하 다. 시의 일부분 아래를 보자.

76)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 출판부, 77쪽 참고.

77) 1929.2, <조선지광>에서 발표된다. 논문에서 인용된 시의 출처는 《임화 시선》 지식

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 2008, 4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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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옵바 어적게 그만 그러케 위하시든 옵바의 

거북紋이 질火爐가 깨여젓서요

언제나 옵바가 우리들의 ‘피오니ㄹ’족으만 旗手라 부

르는 永男이가

地球에 해가 비친 하로의 모-든 時間을 담배의 毒氣 속

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紋이 火爐가 깨여젓서요.

그리하여 지금은 火저가락만이 불상한 永男이하구 저하구처럼

똑 우리 사랑하는 옵바를 일흔 男妹와 가치 외롭게 壁에가 나란히 

거렷서요

옵바…
저는요 저는요 잘 알엇서요

웨-그날 옵바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드러가실 

그날 밤에

연겁히 말는 卷煙을 세 개식이나 피우시고 게셧는지

저는요 잘 아럿세요 옵바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옵바가 工場에서 도라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옵바 몸에서 新聞紙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골에 피곤한 우슴을 우스시며

…네 몸에선 누에똥내가 나지 안니—하시든 세상에 偉

大하고 勇敢한 우리 옵바가 웨 그날만

말 한마듸 없시 담배 煙氣로 房 속을 메워버리시는 우리

우리 용감한 옴마의 마음을 저는 잘 알엇세요

天穽을 향하야 긔여 올라가등 외줄기 담배 연기 속에서

옵바의 鋼鐵 가슴속에 백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覺悟

를 저는 분명히 보앗세요

그리하야 제가 남이의 버선 한아도 채 못 기엇슬 동안에

門지방을 때리는 쇠ㅅ소리 바루르 밟는 거치른 구두

소리와 함께 가버리지 안으섯서요

— <우리 옵바와 화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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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를 역시 독백체로 이어진다. 또한 시인은 여기서 화자는 여자의 

목소리, 여동생의 신분의 목소리를 택했다. 시는 오빠가 아끼는 “거북紋

이 화로”가 깨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시작된다. “門지방을 때리는 쇠

ㅅ소리 바루르 밟는 거치른 구두 소리와 함께 가버리지 안으섯서요”를 

통해서 오빠가 체포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여동생은 오빠를 잃었다. 

시 앞부분에 “그리하여 지금은 火저가락만이 불상한 永男이하구 저하구

처럼” 화자가 자신과 남동생은 깨진 화로의 남긴 火저가락으로 비유 하

고 있다.78) 이를 통해서 화로는 오빠를 비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

인다. 뒤에 시를 보면 “옵바의 鋼鐵 가슴속에 백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

운 覺悟”를 통해서 화자는 오빠를 화로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鋼鐵 가슴속에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覺悟”에서 위대한 결

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바로 화로 안에 불태우는 불씨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火저가락처럼 남긴 남매는 오빠의 피검 사건에 대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

火爐는 깨어져도 화 적갈은 旗ㅅ대처럼 남지 안엇세요

우리 오빠는 가섰어도 귀여운 피오니ㄹ 永男이기 잇고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니ㄹ 의 따뜻한 누이 품 제 가슴이 

아즉도 더웁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뿐이 사랑하는 옵바를 일코 남이뿐이 굿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닛가

슬지도 않고 외롭지도 안습니다

世上에 고마운 靑年 옵바의 無數한 偉大한 친구가 잇고

옵바와 형님을 일흔 數없는 게집아히와 동생

저의들의 貴한 동무가 잇습니다

그리하야 이다음 일은 只今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꼬 잇

는 우리 동무 손에서 싸와질 것입니다.

— <우리 옵바와 화로> 부분

78)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 출판부, 79-8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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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니ㄹ”는 pioneer 즉 先鋒의 뜻이다. 남긴 남동생은 先鋒처럼 앞으

로 “옵바”처럼 성장될 것이고 여동생도 “가슴이 아즉도 더웁습니다”라고 

즉 열정으로 가득 차있다고 고백하 다. 그리고 이어서 화자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집에 벌어진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하 다. 이어서 그들을 자기와 일체화

를 시켜 비록 옵바가 피검되더라도 남긴 사람들은 옵바의 위대한 일을 

이어받고 모두 다 귀한 동무가 되어 같이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

했다. 이 시는 여자동생의 목소리로 전개되었다. 또한 이 여자동생은 계

급운동투쟁자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 속한다. 노동자에다가 여성의 신분

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 대중, 즉 노동자 독자들에게 

접근하고 또한 공감을 일으키는 것에 유리하다. 독자들은 이 화자와 일체

화되고 화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따라가기 쉽다. 화자의 이야기에 따른 분

한 감정과 싸우는 의지도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자 계급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어린 여자의 싸우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노동자 계

급의 분한 감정이 절정에 이르고 또한 투쟁의 강한 결심을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 시에는 여전히 서정성이 남아있지만 임화는 

감정을 적당하게 이입시켜 청중 즉 독자의 감정을 동일화 시키는 동시에 

화자의 슬픈 마음과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지 않고 그것을 투쟁의 결심

으로 전이시키는 데에 성공적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시가 전작 <네 

거리의 순이>와 같이 오빠와 여동생 간에 한 쪽의 독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작에서는 오빠의 목소리고 이 작품에서는 여동생의 목

소리로 바꾸었다. 여성의 화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 이전 전통 시가 

여성 화자를 택한 것과 유사해 보인다. 

임화는 <네거리의 순이>와 <우리 옵바와 화로>의 시적 성취와 대중적 

성공에 힘입어 <어머니>, <봄이 오는 구나>, <다 없어졌는가>, <병감에서 

죽는 녀석>, <우산 받은 요코하마의 부두> 등 다섯 편의 작품을 1929년 

한 해 동안 발표했다. 이 작품들은 앞에 두 작품처럼 가족이나 동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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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의 대화적 형식으로 노동자 계급의 해방에 대한 희망과 투쟁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임화가 창작한 단편서사시들은 노동자계급이 일상생활과 

생산현장에서 체험하는 사건을 시에 부각시킨 데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시는 구체적인 시공간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 전에는 찾

아보기 힘들었던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주체가 시 속에 등장한다.

그러나 김윤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움직임이 임화 한 사람에 

멈추고 다른 시인에게 확산되지 못한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임화 

자신이 안고 있는 혁명적 성격과의 갈등에서 오는 한계가 있었다. 혁명성

이란 원래 과격하고, 또 구호적이자 선동적이고 또한 압축적 열정적인 것

인데, 단편이긴 하나 서사시적인 것으로 나아가면서 혁명성은 약화되기 

마련이었다. 임화 자신은 이러한 감상주의적 단계를 벗어나야 했기에 자

기비판은 불가피한 상태 다.79) 그는 1929년 단편 서사시 창작한 1년 거

친 후에 <우리 오빠와 화로> 같은 작품이 소시민층, 주로 학생 지식자, 

청년들의 가슴을 흔들었을지 모르나 노동자와 투사에게는 남의 것이고 

낯설은 손님에 지나지 않음을 자기 비판을 하 다. 임화의 자기 비판한 

후에 1930년 1월15일에 일어난 부산방직공장 파업을 제재로 한 작품 <양

말 속의 편지>80)를 발표하 다. 

그러나 모두들 다 산아히 자식들이다

언제나 우리는 말하지 안엇니

너만이 늙은 어메나 아베를 가진 게 아니고

나만이 사랑하는 게집을 가진 게 아니라고

어메 아베가 다 무에냐 게집 자식이 다 무에냐

세상에 산아히 자식이 엇더케 ⅹⅹ이 보기 조케 패북

하는 것을 눈깔로 보느냐

올해가치 몹시 오는 눈도 없엇고 올해가치 치운 겨울도 

79) 김윤식, 《임화》, 한길사, 2008. 

80) 《임화 시선》,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선집, 2008,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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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래도 우리들은—게집애 어린애까지가

다—긔계틀을 내던지고 일어나지 안엇니

너만이 늙은 어메나 아베를 가진 게 아니고

나만이 사랑하는 게집을 가진 게 아니라고

어메 아베가 다 무에냐 게집 자식이 다 무에냐

세상에 산아히 자식이 잇더케 ⅹⅹ이 보기 조케 패북

하는 것을 눈깔로 보느냐

올해가치 몹시 오는 눈도 없엇고 올해가치 치운 겨울도

없었다

그래도 우리들은-게집애 어린애까지가

다-긔계틀을 내던지고 일어나지 안엇니

동해 바다를 것처 오는 모진 바람 회사의 뽐푸, 징 박은

구두발 휘모라치는 논보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십일이나 꿋꿋이 뻗내오지를 안

엇니

해고가 다 무에냐 끌려가는 케 다 무에냐 그냥 그대로 황

소갓치 뻗대이고 나가자

보아라! 이 치운 날 이바람 부는 날—비누 궤짝 집신짝

을 실코 

우리들의 이것을 익이기 爲하야

……
— <양말 속에 편지> 부분 1930.3 

시의 화자는 파업투쟁으로 체포된 노동자이며, 임화는 이전의 시와 동

일하게 화자의 독백체를 택하지만 청자는 바깥에 남아서 싸우는 동지들

이다. 다시 말해 시적 주체는 노동자 계급 특히 전위 노동자로서의 정체

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있다. 이전 시에서처럼 가족이 아니라 동지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임화가 지적 받고 또 자기비판 했던 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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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상성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왕의 시들의 

감상적인 분위기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에 강력한 목소리로 “해고가 다 

무에냐 끌려가는 게 다 무에냐 그냥 그대로 황소같이 뻗대고 나가자”고 

외치며 해고와 피검의 시련 속에서도 그 울분을 투쟁하는 의지로 전이하

고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임화 자신이 무

산자사의 자기 단련을 통해 운동가로서의 존재 전이에 성공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81)

임화는 1930년에 귀국한 후 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으로 인한 검거와 

수감(1931)을 겪었다. 볼셰비키화를 주장하며 카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

여 서기장으로서 예술운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임화는 시 창작은 중단하게 되었다. 그는 예

술운동의 볼셰비키화로 인한 작가의 작품 창작의 위축에 대해 잘 알았다. 

혁명의 전제조건인 코민테른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

을 적극적으로 제창하면서 자신의 시 창작에 대한 열정은 국제정세 분석

과 예술운동의 원칙과 방법에 관련된 비평적 글쓰기로 옮겼다. 임화가 다

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33년 무렵에 이르러서 다. 그는 감옥 체험

을 소재로 한 <오늘 밤 아버지는 퍼  이불을 덮고>(1933.1) 그리고 제일 

조선인 노동자의 투쟁을 형상화한 <만경벌>(1934.2)을 끝으로 단편 서사

시 시대를 끝냈다. 이와 같이 카프 시대도 종말을 맞이하 다.

81) 박정선, 《임화 문학과 식민지 근대》, 경북대학교 출판부, 9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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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초기 시에 나타난 생의 방황

殷夫는 1910년에 태어났고, 임화는 1908년에 태어났다. 그들은 다 십대 

사춘기 시절에 초기 시를 창작하 다. 즉 1920년대 즈음이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殷夫와 임화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생명의식

과 탐색정신은 각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겪은 생명에 대한 방황에서 

비롯된다. 그 방황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 각각

의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거나 침략당하는 처지에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큰 변동이 있었다. 또한 그 방황은 성정과정에서 사춘기를 겪으면

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두 사람이 초기 시를 창작한 시기는 위에 제

시했듯이 1920년대이다. 그들의 초기 시를 비교하기에 앞서 그들 각각이 

처한 시대적 배경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1912년 청나라가 辛亥혁명로 인해 무너졌지만 혁명 자체가 완전히 성

공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대적인 제도는 여전히 중국에서 시행할 

수 없는 상태 고 군벌 간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상황은 더욱 더 악화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1919년 5.4운동이 일게 되면서 신문학이 탄생하

다. 5.4시기의 문학은 다원화를 추구하여 서구의 여러 사조와 방법론이 

수입되었고 문학계의 창작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1922년부터는 退

潮期에 접어들어 문단의 분위기가 달라졌다.82) 

시단의 경우 1917년 2월, 《新靑年》에서 胡適의 白話詩 8편을 발표한 것

이 新詩의 시발점이었다. 그 이후 이른바 신시는 근대 자유시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나 시인들은 서구 근대시의 여러 유파를 모델로 삼아 그 내용과 

82) 马良春, 张大明 主编, 《中国现代文学思潮史》, 北京十月文艺出版社, 1995,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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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구 근대시의 세계관이 그들의 시의 

내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서구 근대시의 형식을 빌려 중국 신시를 건

설하는 과제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그 극복이 요구되었다. 다시 말해 20년

대는 중국 신시가 탄생한 시기 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탐색기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근대시는 시대적 전환을 열망하는 대중의 요구가 크게 확장

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그 열망은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한 

조선 왕조의 국권 상실과 새로운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인해 촉발된 것

이었다. 한국 근대시의 표지는 1908년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발표이다. 이 시에는 서구 시를 모방한 흔적이 일부 나타난다. 이 시는 

거대한 파도처럼 려오는 근대 문물 전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일반적 자

각과 경각심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다. 1918년에 창간된 태서문예신보

에는 프랑스 상징주의 계열의 시들을 비롯한 서구 문학의 여러 경향이 

김억, 황석우 등에 의해 소개되면서 작품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는 서구 문학의 새로운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문학을 지망하던 젊은 

세대들에게 큰 향을 끼쳤다.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한국 시인들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감상적이며 낭만적인 취향을 모방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개척하

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20년대 중국과 한국의 사회적 배경과 시단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 는데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한국은 국권 상실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양국은 

외국의 침략을 당하는 동일한 상황에 처했지만 국내의 사정은 달랐다. 중

국의 경우 군벌 전쟁이 발발하고 여러 나라들이 침략하여 나라 안이 매

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한국은 한일합병으로 인해 일본의 통치하에 있

게 되었기 때문에, 내부의 상황은 한국이 오히려 중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안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서 한국의 민중들은 불가피하게 발화할 권리를 어느 정도는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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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한국은 서구 문물의 수용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 양

국에서 서구 문명을 수입하고 국민에게 소개하는 주체는 비슷하게도 식

자층이지만 수입한 문화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주로 

사상과 정치에 관련된 것을 받아들 고 문학적으로도 예술성이 돋보이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내용의 작품을 많이 수입하 다. 예를 들어 20년대 중

국에서의 문학 주류는 주로 낭만주의83)나 현실주의 등 현실과 긴 한 관

계가 있는 문예이론 및 사조와 가깝다. 그러나 동시대에 한국에서 소개하

고 수입한 문예사조는 주로 프랑스 상징주의나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등

이었다. 

셋째, 근대화를 향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한국은 조선왕조가 지속되

던 상태에서 곧바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

지 되고 나서 근대 문명을 많이 수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피

동적으로 근대화에 진입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의 경우는 辛亥혁명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봉건 왕조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근대화의 과정에 진입한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지만 

한국에 비하면 더 주동적인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로 위에 제시한 두 번째 차이가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넷째, 중국과 한국 시단의 창작 상황을 보면 중국은 주로 낭만주의나 

리얼리즘 계열의 시들이 큰 향력을 발휘하 다.84) 그러나 한국 시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한국의 시단에서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이 제일 

향력이 커서, 1920년대 초반의 감각적이며 퇴폐적인 시의 시대를 거쳐 

193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길게 향력을 행사하 다. 그 외

에 리얼리즘 계열의 시들은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

되었다. 또한 “양자가 전통적인 서정시를 중심에 두고 양 날개를 형성하

83) 낭만주의는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혁명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 식자

층들에게 받아드리는 것이다. 앞의 책, 246-260쪽 참고.

84) 중국 시단에서도 상징주의 시나 다른 유파의 시들이 없지 않지만 시단에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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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 현대시를 추동하는 힘이 되어 왔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

다.”85)

지금까지 두 사람이 초기 시를 창작한 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

히 살펴보았고 양국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 다. 이를 전제로 다시 殷夫

와 임화 초기 시를 비교 검토해 보겠다.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殷夫의 시는 주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순간의 

감정을 소재로 삼아 초기 시를 창작하 다. 그는 개인의 감정에 충실하여 

생에 대한 방황을 감상적인 詩情으로 표출하 다. 그러나 임화의 초기 시

는 개인의 삶의 경험이 시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초기 시는 대

략 1924년부터 1927년 사이에 창작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시기의 한

국 시단에서 시인들은 감상적이며 낭만적인 취향을 모방하 다. 임화의 

초기 시에 나타난 감상적이며 낭만적인 취향은 그 시대배경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그는 전통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를 내용

으로 삼고 개인의 감정보다는 전통 서정시의 詩情을 표출하 다. 그는 비

로소 <무엇 찾니>에서 자신의 삶의 흔적이나 마음의 행로를 표출하 다. 

이때부터 시인 개인의 감상적인 감정이나 고뇌를 시를 통해서 보여 주기 

시작했다. 두 시인의 이런 차이점은 각각 시를 창작하기 시작할 때 시인 

개인의 수양 정도, 천재성, 그리고 시 창작의 기교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도 하지만 두 시인이 처한 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식민지 치하에 있던 임

화보다는 殷夫가 발화의 자유를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殷夫와 임화는 초기 시에서 생에 대한 번뇌와 고통, 몸부림 등을 표현

하 다. 이는 그들이 생의 방황을 겪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들의 초

기 시에 나타나는 生命意識이나 탐색정신은 각각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겪은 생명에 대한 방황에서 비롯되었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황

의 실체에는 차이가 있다. 殷夫의 경우 초기 시에 비록 생의 방황이 나타

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이었

85) 오세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1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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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이다. 다만 그 희망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는 방황한다. 따라서 殷夫의 초기 시세계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임화는 그의 초기 시에서 끊임없이 탐색하

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응할 만한 확고한 내

면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시에서 온전한 시세계를 건설하지 못

했다. 

형식적으로 보면 殷夫와 임화는 똑같이 많은 시도를 하 고 또한 자국

의 전통 시의 특징을 많이 수용하 다. 殷夫는 전통 시의 운율을 맞추거

나 전통 시의 言志說을 참고해서 시를 창작했고 심지어 고전시의 유명한 

구절을 빌려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시도를 하 다. 임화는 주로 전통 

민요 시의 운율과 내용을 모방하 다. 또한 그들은 전통 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유입되는 시들을 수용하고 시 창작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

다. 殷夫는 앞 장에 밝혔듯이 일본의 俳句나 타고르의 소시를 모방하

다. 한편, 임화는 다다이즘 실험시를 시도하 다. 그들은 둘 다 외국에서 

수입된 문학을 시 창작에 수용하는 경향을 보 지만 실제적인 선택은 달

랐다. 그것은 두 시인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당시 중국과 한국에 수입된 문화 사조가 서로 다

른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각각 나라에서 수용한 것에 

한하게 되는 것이다.

시의 형식은 내용으로 인해 결정되기도 하고 내용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殷夫와 임화 시에 나타나는 형식상의 여러 시도는 현실 세계와의 

불화로 인해 겪은 생에 대한 방황으로 볼 수 있다. 그들 모두 생에 대한 

방황으로 인해 주체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경을 돌파하기 위

해서 끊임없이 시도한 것이다. 그들이 시도한 방식은 바로 형식에 대한 

탐색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시인들의 습작 시기는 시인으로서의 자기 동일성 형성기이다. 그

러한 특성은 시에 그대로 투 되며, 시적 주체 역시 확고한 정체성을 지

니기 어렵다. 殷夫와 임화의 초기 시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생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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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시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 각자가 위치한 상황에 따라 방

황의 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 다. 殷夫에 비하면 임화가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殷夫의 시 속에서는 비록 

생의 방황이 보이지만 그 방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얻

게 되는 반면에, 임화는 “무엇을 너는 찾느냐”식으로 더 절망적으로 방황

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크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하 다. 다다이즘 실험시가 그 예이다. 시인으로서의 시 

창작을 시작할 당시 자국의 전통 시에 대한 모방이나 참고는 불가피한 

것이다. 殷夫와 임화도 마찬가지 다. 한편, 초기 시에서 생의 방황으로 

인해 드러나는 감상적인 정서는 두 사람의 초기 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된다. 이들은 전통 시를 참고하는 동시에 각각 외국시를 많이 수용하기도 

하 다.

제2절 전환기 시에 드러난 희망과 탐색의 실체

서론에서 언급한 두 시인의 생애를 다시 보면 殷夫는 上海浦东中学(상

해포동중학교) 고3에 입학한 후부터 즉 1926년 7월 이후부터 혁명과 인연

을 맺었고 혁명 활동을 시작하 다. 곧바로 1927년 4.12 반혁명 쿠데타 

사건 중에 반역자가 殷夫를 배반했기 때문에 殷夫는 처음으로 감옥에 들

어가게 되었다. 이때 殷夫는 감옥에서 <在死神未到之前>이라는 프로시를 

작성하 지만 그의 시가 전체적으로 프로시로 전환되는 시기는 1929년이

었다. 殷夫에 따르면 자신이 창작한 초기 시는 사상적으로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아서 매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아이를 매장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체를 모은 “孩兒塔”의 이름을 땄다.

“这里所收的, 都是我阴面的果实现在时代需要我更向前, 更健全, 于是, 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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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把这些病弱的骸骨送进“孩儿塔”去因为孩儿塔是我故乡义冢地中转给人抛投死

儿的所在我不想说方向转换, 我早知光明的去路了, 所以我的只是埋葬病骨, 只有

这末, 许或会更加勇气.” 

“여기에 수록된 것들은 나의 陰面의 과실이다. 지금 시대는 내가 더 앞서

고 더 건전하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연약한 해골들을 ‘해

아탑’에 보내고 싶다. 해아탑이란 우리 고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은 아이

를 버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난 방향 전환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광명의 길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난 그저 해골을 매장

할 뿐이고 그렇기에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86)

위에 인용한 글을 보면 殷夫는 “방향 전환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광명의 길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서 殷夫가 혁명에 투신하게 된 지 이미 한참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혁명에 투신하자마자 창작의 방향을 바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의 시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그는 

1929년 이후 프로시에 집중하게 되고 창작의 방향을 전환하 다.

한편, 임화는 1927년에 박 희의 인도로 카프 곧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

술가 동맹에 가입하면서 계급문학론에 주력하기 시작하 지만 비로소 

1929년에 되어서야 <네거리의 순이>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식민지 조선

의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시인으로 부상하게 된다.

두 시인의 생애와 창작의 길을 검토해 보면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투신

하기 전에 이미 시를 창작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또한 두 시

인이 시 창작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가 각각 혁명에 투신하는 시기와 일

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두 시인이 시 창작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둘 다 1929년87)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

으로 두 시인이 시 창작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에 창작한 시에서 그 차

86) 殷夫, 《殷夫集》, 浙江文艺出版社, 1984, 9쪽.

87) 1929년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공황이 일어난 해 다. 이것이 세계 무산계급운동에 

향을 미쳤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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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殷夫는 스스로 건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시들을 《孩兒塔》이라는 시집

에 실었다. 그 때는 1930년 즈음이다. 앞에 언급했듯이 殷夫 시의 전후기

의 분계선은 1929년이었다. 이 시기 이후 殷夫는 주로 프로시를 창작하

다. 그는 이 때의 프로시들을 모은 시집에 1927년 작성한 시 <在死神到来

之前>과 1928년에 작성한 시 <呵, 我们踯躅于黑暗的丛林里！>를 예외적으

로 수록하 다. 이 두 편의 시는 殷夫가 시 창작 초기에 작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 이후에 작성한 프로시들과 함께 수록하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 두 편의 시는 1929년 이전에 창작하 지만 프로시

에 속한다. 이를 바로 초기시 시기와 프로시 시기를 잇는 일종의 연결고

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편에 시를 유심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28년에 작성한 <呵, 我们踯躅于黑暗的丛林

里！>는 혁명을 선동하는 단편 시로, 군중들에게 혁명에 참여하라는 구호

를 시 속에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시는 프로시일 뿐만 아니라 殷夫가 

1929년 이후에 창작한 다른 프로시들과 내용 및 형식이 일치한다. 이와 

달리 1927년에 작성한 <在死神到来之前>은 프로시에 속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1929년 이후에 창작한 프로시들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이 시는 

장편 서사시이다. 시인의 시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 시는 또한 시인의 유

일한 장편 서사시이다. 2장에서 분석했듯이 이 시는 殷夫가 혁명운동에 

투신한 후에 처음으로 죽음을 향하게 되고 죽음과 혁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련의 사고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고민 끝

에 殷夫는 자신의 길을 확고히 했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는 그의 

시 창작의 전환을 예시하 다. 

한편, 임화는 1927년부터 1929년 사이에 민요시와 낭만적 서정시 시기

를 지나 다다이즘 시로 진입했다. 그는 자신의 시에 다다이즘적 기법을 

실험한 것이 “낡은 감상풍의 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작법으로서 채

택한 방법이었다고 말한다.88)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화의 다다이즘 

88) “그동안 高桥新吉이란 이의 시집을 사 읽고, 어느 틈에 ‘다다이즘’이란 말을 배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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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다다이즘과 마르크시즘이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양상은 

다다이즘 시에서 프로시로 넘어가는 임화 시의 연결고리로 인식된다. 이

전 초기 시에서 흔히 보 던 감상적인 시풍은 다다이즘 시에 이르러 지

향점을 모색하는 데 대한 강렬한 의지로 강화되었고 절망적 현실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더욱 절박한 형태로 변모되었다. 이 시기가 임화 문학의 

변곡점이 된 것은 현실 세계의 부조리를 타개하고 새로운 지향점으로 나

아가려는 계기를 계급주의에서 찾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무엇 찾니>로부터 탐색의 여정이 계급혁명으로 급격하게 방향

이 전환되면서 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즉 부정의식과 부조리한 현실

인식 및 단순한 표현기법의 차원에서 시작된 다다이즘 시 창작은 <화가

의 시>에 이르러 계급의식을 담기 시작했고, 이후 <지구와 박테리아>를 

거쳐 <曇-1927>에 이르면 노골적으로 프로시인의 면모를 드러낸다. 다다

이즘 시나 프로시 모두 임화에게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담아내는 형식이

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임화는 이 때에는 비록 프로시를 창작하지 

않았지만 카프에 가입하면서 다다이즘 시의 형식을 빌려 무산계급혁명의 

내용을 담은 작품을 통해 무산계급혁명에 투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이 탐색에 대한 임화의 첫 번째 답이고 실체이다.

두 시인이 초기 시에서 프로시로 전환하는 시기의 시들을 살펴보았다. 

이하로는 이를 바탕으로 두 시인의 상이점을 발견한다.

殷夫의 경우는 삶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토대로 장편 서사시를 창작해 

냈다. 시 창작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이전에 확인하지 못한 희

망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창작한 장편 서사시는 후에 그

가 창작한 프로시의 모태로 볼 수 있다. 이 시도는 그 후에 내용과 형식

이 좀 더 성숙한 프로시가 창작되는 데 기반을 제공하 다. 

임화는 박 희의 인도로 카프에 가입하지만 시 창작에 있어서는 당시

에 따라갈 만한 모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다이즘 시의 형식을 빌려 

습니다. ……그대로부터 그는 낡은 感傷風의 시를 버리고, 다다風의 시작을 實驗했

습니다.” 임화, <어느 청년의 참회 — 나의 문학 반생기>, 《문장》 14, 1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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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무산계급 혁명운동을 내용으로 삼은 시를 창작하 다. 식민지 

치하에서 당시의 카프 조직은 실제로 공산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89) 중국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에 임화는 혁명운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 다. 또한 그는 이 

시기에 시도한 다다이즘 형식을 이후 프로시에 계속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이 때의 임화는 비록 혁명의 길을 택했다는 인생 탐색의 실체

를 획득하 지만 시 창작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모색하는 과정에 있었다. 

두 시인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관계를 맺은 뒤 시 창작의 전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곧바로 프로시 창작에 임하지는 않았다. 그 중간에 1,2년 

정도 간격을 두었다는 점이 그들의 공통점이다. 이 점은 그들이 지식인으

로서 혁명에 대해 인식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 것을 나타낸다. 

두 시인은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조건하에서 각각 초기 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환의 양상을 보 다. 殷夫의 시에는 실천적인 혁명 활

동을 통해, 특히 죽음의 시련을 통해서 점차 그 희망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임화의 경우 식민지 상황에서 혁명활동에 제약이 있었

기 때문에 혁명문학의 내용보다는 그 창작 이론이나 형식에 대한 탐색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는 당시에 접했던 다다이즘 형식을 빌려 무산계급운

동의 내용을 담으면서 참신한 혁명시를 창작해 내었다. 이 시기에는 초기 

시에서 보이지 않은 임화의 개인적 탐색과 탐색의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제3절 프로시의 창작을 통한 주체성의 확인

앞에서 殷夫와 임화의 초기시 및 프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비

교의 시점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그들의 프로시를 비교할 것인데, 

89) 김윤식, 《임화》, 한길사, 2008,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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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그들이 프로시를 창작하기 시작한 1929년 전후에 

중국과 한국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발전되는 상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1927년 대혁명이 실패한 후에 많은 지식인들이 상해로 몰

리게 된다. 이때는 사상계의 발전 방향과 혁명이라는 국내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지식인들은 스스로 혁명문학을 제창하 다. 創造社, 太陽社 

등의 문학단체가 창립되면서 기간지가 발간되었고, 문단은 다시 활발해졌

다. 이와 관련된 논쟁도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 논쟁은 바로 문학사에

서 유명한 혁명문학에 관한 논쟁이다. 무산계급혁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기 때문에 이를 제창한 사람들은 실제로 마르크스주의를 정확하게 이해

하지 못한 채로 일련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 중에서는 루쉰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宗派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편이 아

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중간에 있는 

루쉰 같은 문인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루쉰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그들

을 반격하 다. 이어서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많은 문인들이 엮이게 된다. 

창조사 문인들과 창조사에서 탈퇴한 郁达夫(울달부) 사이에서 논쟁이 벌

어졌고 창조사와 태양사는 각기 자신들이 혁명문학을 먼저 제창했다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공산당이 직접 간섭해서 이 논쟁들을 강제로 

종료시켰다. 1930년 2월 16일에 공산당의 제안 하에 논쟁의 양 쪽이 화해

하고 중국 좌익작가연맹을 맺게 된다.90) 

중국 프로문학 형성과 발전 과정을 보면 프로문학은 형성의 초기부터 

그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이론이나 통일된 의견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개념과 관련된 이론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

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각각 서로 다르지만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90) 马良春, 张大明, 主编, 《中国现代文学思潮史》北京十月文艺出版社, 1995, 542-561쪽 

참고.

唐弢主编, 《中国现代文学史 二》, 人民文学出版社, 1990, 5-14쪽 참고.



殷夫와 임화 프로시 비교연구

- 84 -

여기는 의견을 견지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의 논쟁들을 정리

하면 그 핵심은 문학과 혁명의 관계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문예창작으

로서의 낭만주의 간의 관계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위적인 이론이나 주도적인 인물도 없었기 때문

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본다.91) 

한편, 한국 프로문학은 관습적으로 1925년 성립된 조선프롤레타리아예

술가동맹 즉 카프의 결성을 분계선으로 그 전에 단계는 자연발생기간의 

신경향파문학으로 보고, 그 이후는 목적의식을 가진 프로문학으로 본다. 

또 1927년 전향을 기준으로 이 단계를 조직적인 운동시기라고 부르고, 

1935년 카프 해산 이후는 해체기라고 부른다. 즉 한국 프로문학의 성립 

시기는 1925년 이전으로 흔히 신경향파문학이라고 부른다. 이는 주로 파

스큘라 단체의 문학 활동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인생을 위한 예술, 암울한 

현실과 싸우는 의지를 드러내는 예술을 표방했다. 그들의 활동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대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조

와 결합하면서 차츰 계급문학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신경향파는 한국 시의 

다양성과 심층성을 계발 및 발전시켰고, 나아가 프로문학의 전단계로서의 

이행기적 속성이 아니라 독자적 미학으로도 매우 중요한 속성을 견지했

다고 평가된다.92) 한국 프로문학 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카프가 결성

된 지 2년 뒤인 1927년에 들어서부터이다. 이때 김기진과 박 희 간에 내

용과 형식에 대한 논쟁을 벌어졌다. 이 해는 또한 카프의 1차 전향의 해

다. 이른바 내용 형식 논쟁은 카프의 중요한 이론가인 박 희와 김기진

이 문화예술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한, 첫 번째의 카프의 문학 논쟁이었다. 김기진은 소설작품은 내재적

인 구성과 묘사 등과 같은 문학성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 

박 희는 작품의 내재적인 구조와 묘사보다는 작품 내용의 역사 및 사회 

의식 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 다. 두 사람의 견해 중 박 희의 것이 

91) 马良春, 张大明主编, 《中国现代文学思潮史》, 北京十月文艺出版社, 1995, 558쪽 참고. 

92) 유성호, <신경향파시의 시적 가능성과 자산>, 문학과 사상연구회, 《신경향파 문학

재인식》, 소명출판, 2016, 17-1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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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카프의 방침이 되었다. 이 논쟁을 거쳐 박

희가 카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카프의 방향 전환을 제창하 다.93) 

그 전환은 자연발생적 목적의식을 가진 신경향파문학에서 조직성이 있는 

문예운동으로의 전환, 현실부정에서 현실을 변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

향으로의 전환, 또한 무산계급의식과 혁명의 필연성을 카프문학에서 추구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이 시기에는 문예대중화 문제도 제기되었

다. 문예의 홍보 효과를 중요시한 임화, 김남천, 안막 등이 카프의 지도권

을 쥐고 난 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창출하 다. 즉 예술운동의 

볼셰비키화 다. 바꾸어 말하면 좌파적인 정치운동이다. 그들의 방안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 카프를 예술투쟁의 결합체로 만드는 것, 

둘째, 공산당과 결합하여 공산주의 예술 창작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이다. 

문예대중화 문제는 이때 이미 정치투쟁을 중요시하는 편향성을 지닌 전

위적인 경향이었다. 1929년의 볼셰비키화 과정을 카프의 제2차 방향전환

이라고 한다. 그 목적은 문예와 문예가들을 전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대

중화 방안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었다. 카프의 제2차 방향전환은 좌익정치

운동 전선의 하나의 조직으로 무산계급정치 투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 다.94)

지금까지 정리한 중국과 한국 프로문학의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즉 중국은 한국에 비해 통일된 프로문학조직

단체의 성립이 훨씬 늦었다는 사실이다.95)

그 밖에 중국과 한국 프로문학 발전의 상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비록 중국의 경우 조직단체의 성립은 뒤늦게 나타나지만 카

프와 달리 좌련은 공산당의 지시를 직접 받아 운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93) 김윤식 《임화》, 한길사, 2008. 38-42쪽 참고.

94) 김윤식, 《임화》, 한길사, 2008, 40-56쪽, 69-88쪽 참고.

오세 ,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135-144쪽 참고. 

이훈, 《임화의 문학론 연구》, 제이앤씨, 2009, 31-62쪽 참고.

崔末順, 《海島與半島》, 聯經出版, 2013, 107-116쪽 참고.

95) 앞에 살펴보았듯이 카프는 1925년 성립이었지만 좌련은 19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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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프의 성립 이후 내용 형식 논쟁이 벌어진 것과 달리 중국의 혁명문

학 논쟁은 좌련이 성립하기 전에 벌어졌다.

두 번째는 중국과 한국에서 프로문학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공통

점이 있지만 논쟁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그 논쟁은 

카프의 진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문학과 무산계급운동의 관계 등 창

작의 방향이 논쟁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논쟁은 단체 간

에(앞에 언급했던 태양사와 창조사), 단체와 개인 간에(창조사와 울달부)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벌어졌고 논쟁의 내용도 프로문학의 창작 방향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했다. 그 논쟁의 내용에는 무산계급

문학이 무산계급정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존재하는지96), 第3種人에 대한 

태도97), 루쉰에 대한 공격98) 등등이 있었다. 

세 번째는 중국과 한국에서 벌어진 프로문학 논쟁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 프로문학의 논쟁은 명백한 결론이 없이 공산당의 개입으로 

강제로 끝나버렸고 그 이후에야 좌련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프

로문학의 논쟁은 몇 차례를 거쳐서 각각 확실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창작에 실제적인 향을 미쳤다. 

위의 비교를 통틀어 보면 한국의 경우 프로문학운동이 중국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발전의 단계가 앞서 있다. 辛亥혁명 일어

나면서 중화민국을 건립한 중국에 비하면 식민지 치하의 한국은 그 당시 

처지가 훨씬 더 암흑적이었던 것이 그 까닭이다. 

앞에서 殷夫와 임화가 처했던 자국의 프로문학 발전상황을 비교했다면 

96) 울다프의 주요 관심 문제. 이를 위해 그는 <无产阶级专政和无产阶级文学> 글을 작

성하 다. 이 글은 1927년2월1일 《洪水》이라는 잡지에서 실었음. — 马良春, 张大

明主编, 《中国现代文学思潮史》, 北京十月文艺出版社, 1995, 547쪽.

97) 成房吾의 주요 논점들 중에 하나이다. “谁也不许站在中间你到这边来, 或者到那边

去！” — <从文学革命到革命文学>, 1928年2月1日 《创造月刊》 第一卷9期, 앞의 책, 

554쪽.

98) 루쉰에 대한 공격은 태양사, 창조사등으로 이어졌다. 루쉰을 공격하는 주요 인물

과 대표적인 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창조사의 冯乃超, <艺术与社会生活>; 李

初梨, <怎样地建设革命文学>; 태양사의 钱杏邨, <死去了的阿Q时代>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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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들이 이러한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하에서 각각 프로문학에 대

해, 그리고 프로문학 창작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떤 주장을 제기

했는지, 또한 그 사이에 어떤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殷夫는 진작부터 혁명운동에 투신하 고 혁명 시를 창작하 지만 혁명

문학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글을 작성한 것은 뒤늦은 시기 다. 

그것은 바로 1929년 12월 22일에 완성, 1930년 1월 1일에 《레닌청년》에 

발표된 <과거 문화운동의 결점과 앞으로의 임무 [过去文化运动的缺点和今

后的任务]>이다. 이는 또한 프로문학의 발전방향에 관한 殷夫의 유일한 

비평문이다. 이 글에서 殷夫는 과거 문화운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혁명운

동의 실제적인 임무를 제시하고 또한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밝혔다. 이 글은 殷夫가 비평가 못지않게 예리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을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 다. 이 글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과거 문화운동의 잘못은 두 가

지이다. 하나는 혁명의 주체인 무산계급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해서 민족

자본주의계급의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산계급문학 건

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99) 내용적으로 공허하고 단순한 구호의 

나열이나 생경한 외침에 그친 것이다. 이 점은 당시 프로문학 창작에서 

잠시 극복되었지만 문화운동은 노동자와 농민, 학생의 실천적인 투쟁과 

긴 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 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문화운동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들을 제기하 다. 

즉 1. 사상투쟁을 철저히 실시하기. 2.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의 방법론

으로 중국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기. 3. 혁명 이론을 꾸준히 번역하고 소

개하기. 4. 청년 노동자와 농민을 교육하기 5. 혁명의 문예를 건설하기. 6. 

소련의 노동자와 농민의 삶의 현황을 소개하기. 이어서 그는 실천해야 할 

행동을 정리하 다.100) 즉 1. 용감하게 자기 비판을 실시하기. 2. 문화운

99) “能完成这个革命的阶级只有是工农阶级前期的革命运动, 没有认清这点, 致糟了民族资

产阶级的叛变, 受一打击 …… 所可惜的是: 所谓无产阶级文学, 内容是十二分的空讯, 

所有的只是几个口号的排列, 几个单调的叫喊！这不能不算是第二次的错误” — 殷夫, 

<过去文化运动的缺点和今后的任务>, 《殷夫集》, 浙江文艺出版社, 1984,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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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실질적인 투쟁을 긴 히 결합하기. 3. 합법적인 운동 경향을 반대하

기. 4. 대중화를 추구하기. 5. 국제적인 연관에 대해서 신경쓰기. 그의 주

장을 살펴보면 중점을 몇 가지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철저한 사

상투쟁을 급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문화운동을 무기로 삼아 대중과 

긴 히 결합하고 그 무기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101) 또한 殷夫가 제기

한 실천해야 하는 행동 중 첫 번째인 자기 비판에 관한 내용은 창조사와 

태양사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2. 문화운동과 

긴 한 투쟁을 결합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 다. “일부 소 자본주

의자는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곧바로 문화운동의 깃발 

밑에 숨어 몇 마디 외치고서 이것이 안전하면서도 혁명적인 줄로 안다.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실천적인 투쟁을 기반으로 삼지 

않은 문화운동은 이미 지나갔고 또한 실패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흙과 

같은 길로 갈 수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다운 문화운동은 힘들고 

고된, 실천적인 것이며 비로소 실천적인 투쟁과 결합한 문화운동만이 지

금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102) 殷夫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 극단적

이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 다. 그는 목적을 명확히 세우

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일을 수단으로 여겼다. 문학도 그 중 

100) “现在摆在文化斗争阵地上的应该是下列几个实际的任务: 一, 实行尖刻的思想斗争二, 

运动马克思, 列宁主义的方法来研究中国的问题三, 继续介绍革命的理论四, 教育青年

工农-在先前的文化运动, 只注意一般知识分子群众, 在青年工农群众之中, 丝毫没有

影响, 这是一个严重的缺点, 必须与以立刻的补救与纠正五, 建设革命的文艺六, 介绍

苏联的工农生活状况” — <过去文化运动的缺点和今后的任务> 앞의 책, 308쪽.

101) “要完成这些任务, 我们必须: 一, 勇于自我批判二, 文化运动要与实际斗争密切结合起

来-在这点, 我们的意见是文化运动应视为实际斗争的一部分, 有密切关系的部分三, 

与合法运动倾向奋斗-过去文化运动, 还有一个合法运动的倾向, 这是不好的四, 力求

群众化五, 主义国际的联系” — <过去文化运动的缺点和今后的任务> 앞의 책, 309- 

310쪽.

102) “有一部分小资产阶级分子, 怕做艰苦工作, 便自动投到文化运动的旗下去呐喊几声, 

自以为这是既安全又革命的妙计我们必须注意: 没有实际斗争为基础的文化运动, 是过

去了, 是失败了我们再不能沿这条泥路走去我们要了解, 真正的文化运动也无疑是一桩

艰苦的实际工作, 而且只有与实际斗争连接着的文化运动, 才能完成目前阶段的任务” 

— <过去文化运动的缺点和今后的任务> 앞의 책,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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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殷夫 자신도 스스로 투쟁운동에 투신하여 옥살이를 많이 겪었

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생에서 오직 무산계급혁명투쟁에 뜻을 두

었고 시나 문학창작은 비로소 그 뜻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음

을 알 수 있다. 殷夫가 뒤늦게 문화운동 이론서를 작성한 것은 그가 직접 

실천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방법론을 세운 것으로 여기에서 그의 진지

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1929년 이 글을 작성한 뒤에 확실히 자신

의 시 창작도 프로시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 이 비평문을 통해 殷夫가 

자신의 시 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 길을 해명하려고 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殷夫와 달리 임화는 프로문학의 창작 방법론이나 방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글을 썼다. 그는 실제로 당시 카프의 프로문학 발전 방향을 이끌

어가는 인물이었다. 앞에 언급했듯이 임화는 예술운동의 볼셰비키화를 제

창하고 문예대중화를 주장하 다. 그가 이끌어간 1929년의 볼셰비키화 과

정이 카프의 제2차 방향전환이 되었고 좌익 정치운동 전선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무산계급정치투쟁으로 나서게 되었다.103) 임화는 殷夫와 달리 

문예창작이 아니라 조직론과 운동론의 관점으로 논쟁을 벌 고 또한 그 

프로문학 조직의 실제적인 지도자 다. 

두 시인의 프로문학 관련 견해들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그것이 

하나의 무기로서 혁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시인은 

다 대중과의 결합을 중요시하 다. 여기서 두 사람이 시인의 신분보다는 

혁명자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殷夫와 임화가 프로시의 창작에 정착하는 것과 관련된 시대배경

과 두 사람의 프로문학, 혁명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주장을 간단히 정리

하 다. 이를 전제로 다시 두 사람의 프로시로 돌아가서 비교, 검토하겠

다. 

제2장 제2절과 제3장 제2절에서 각각 殷夫와 임화의 프로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들의 프로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다. 

103) 김윤식, 《임화》, 한길사, 2008, 49-5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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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에 비추어 보고 두 시인 시 창작의 발전 과정을 통틀어 보면 

그들은 프로시 속에서 감상적인 자신을 지워버리고 프로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을 “우리”에서 찾게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즉 그 들이 

프로운동을 통해서 주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프로시에 그

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확인된 이 주체성의 정신적인 면모가 다르다. 

殷夫의 프로시는 이전에 감상적인 정서들이 철저히 없어졌고 그 대신에 

낙천적이면서도 격앙적인 정서가 나타났다. 반면에 임화의 프로시는 정서

적으로 보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는 <우리 옵바와 화로>에서 여성

화자를 선택해서 쓸쓸한 감정을 지니면서도 굳센 의지를 표명하 다. 殷

夫와는 달리 낙천적인 정서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성격 차이에

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시대배경과 어느 

정도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은 비록 현실이 암흑적이었지만 식

민지로 타락하지는 않았고 辛亥혁명의 승리와 대혁명의 실패를 겪은 중

국사람들은 잠시 길을 잃어버린 듯 방황한 것일 뿐이지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殷夫와 같은 사람들도 이런 시대상황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방

황이 심했지만 오히려 혁명운동에서 자신이 찾던 그 희망의 실체를 얻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얻게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

렇기에 殷夫의 프로시는 재생의 환희로 가득 차 있고 낙천적이다. 그러나 

임화의 경우는 한국이 이미 식민지가 되어 버려서 혁명의 앞길에 대해서 

낙천적일 수가 없었다. 또한 실제적인 지도자로서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

명운동에 대해서 殷夫에 비하면 훨씬 더 깊이 고려해야 하는 임무를 가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화는 결코 단순하게 낙천적일 수 없었다고 

본다.

두 시인의 프로시는 혁명을 위해 창작한 것이기에 투쟁내용을 중심으

로 다루었고 투쟁을 위한 일종의 무기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 시에 나타

나는 대중을 선동하는 책략은 각각 다르다. 殷夫의 프로시는 전쟁 혹은 

전쟁 전, 후 장면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정서를 선동하려고 한

다. 다시 말해 殷夫의 프로시는 투쟁하는 의지와 감정을 선동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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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두고 있다. 殷夫는 직접 혁명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투쟁력이 강한 단편시를 창작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

는 시를 창작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동시에 전사로서의 자신도 선동하

고 있다. 그러나 임화의 프로시는 긴 篇幅으로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를 

전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시공간성을 획득함으로써 대중들의 일체화를 

유도하여 투쟁정신을 선동하는 것이다. 殷夫에 비해 임화의 프로시는 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좀 더 많은 고뇌를 담고 있다. 임화의 이런 깊숙

한 사고로 인해 그의 프로시는 현실을 비판하는 면에서는 심도 있게 보

이지만, 프로시가 지녀야 하는 전투력은 긴 서사시로부터 야기된 감정적

인 정서로 인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임화는 그 이후 볼셰비키화 등 일련

의 논쟁으로 인해 창작을 갑자기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두 시인은 모두 서사시의 형식을 택하 다. 서사시는 

프로시의 무기 역할을 하여 대중을 설득하고 선동할 수 있는 전투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시인은 전례가 없이 스스로 자신만의 

서사시의 형식을 획득하 다는 점이 비슷하지만 서사시의 형식은 각기 

다르다. 앞에서 내용을 비교하면서 언급했듯이 殷夫의 서사시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하나의 장면이나 대화를 짧은 문장으로 함축

하고 격앙된 투쟁 감정을 이입해 프로시를 완성하 다. 그럼으로써 그는 

서사시가 지닌 감정적인 정서로 인해 전투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

을 극복하 다. 반면에 임화의 프로시는 깊숙한 사고와 무거운 정서로 인

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힘을 획득하 지만 전투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말

할 수 있다. 

시의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殷夫와 임화는 둘 다 자신이 창작한 프로

시에서 완전한 시세계를 얻게 되었다. 초기 시에서 보 던 전통시나 외국

시를 모방하는 흔적이 없어졌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신의 방

황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며 혁명 속에서 주체성을 확인함으로

써 프로시에 와서 자신만의 완전한 시세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둘 

다 시세계를 획득하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임화의 프로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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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주체성은 殷夫에 비하면 낙천적인 성격이 덜하고 번뇌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저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 프로시의 향을 비교하자면 임화의 프로시는 임

화 한 사람에 멈추고 다른 시인에게 확산되지 못한104) 반면, 殷夫의 프로

시는 그것이 지닌 예술성과 전투성으로 인해 후에 많은 프로시인에게 특

히 中國詩歌會의 시인들에게 수용되어 향을 미쳤다.105) 이는 후에 중국

에서 중일전쟁이 터진 반면에 한국에서는 카프가 검열되고 끝내 해산되

었다는 것과 관계가 없지 않다고 본다. 

殷夫와 임화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방황을 돌파하기 위해 일련의 방법

들을 탐색하 다. 그 해답은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프로시 창작시기에 들어서면서 각각 온전한 시세계를 이

루어냈다. 두 시인은 프로시 창작에 있어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

다. 즉 프로시는 혁명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프로시는 대중과 

긴 히 결합하고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선동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서사시의 형식을 택해서 시 속

에서 생생한 스토리를 담고자 했다. 

殷夫는 프로시를 통해 초기 시 창작 기간에 경험한 생에 대한 심도 있

는 사고와 고뇌, 그리고 방황을 돌파하는 여정을 겪었다. 그의 프로시는 

혁명운동에 참여하는 삶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과 형식 모

두를 갖추고 있다. 그는 서사와 서정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짧은 문장으로 

전투력 있는 시를 만들어내었다. 또한 초기 시에서부터 보이는 생에 대한 

진지한 감정과 태도를 전환기를 거쳐 프로시 창작 기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프로시의 도식화를 극복하 다. 그의 프로시는 이후에 중국

104) 오세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135-147쪽 참고.

김윤식, 《임화》, 한길사, 2008, 51쪽 참고.

105) 王训昭, 《一代诗风-中国诗歌会作品及评论选》, 华东师范大学出版社, 1996, 3-17쪽 

참고.

钱理群, 温儒敏, 吴福辉, 《中国现代文学三十年》, 北京大学出版社, 1998, 271-276쪽 

참고. 

唐弢, 《中国现代文学史 二》, 人民文学出版社, 1979, 241-25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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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회 시인들에게 많은 향을 미쳤고 일종의 모델이 되었다. 한편, 임

화는 비록 초기 시에서는 시세계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프로시 창작에 접

어들어 일정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가 창작한 프로시는 殷夫와 마찬가

지로 서사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서사의 책략은 다르다. 그는 화자의 

선택이나 서사구조의 구축에 있어서 섬세함을 보이며,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개하면서 그 속에서 감정을 선동하고자 했다. 민중의 고통스런 삶과 무

산계급투쟁운동을 묘사하면서 그 극복을 위해 소리를 외친다. 殷夫와 달

리 임화의 시는 비록 단편서사시로 칭해지지만 편폭으로 보면 長詩로 볼 

수 있다. 길고 반복되는 문장 속에서 섬세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마침

내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殷夫에 비하면 임화의 시는 시적 공간이 더 

입체적이어서 그늘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점에서 임화의 시는 

殷夫의 시와 비교했을 때 전투적인 어조가 부족한 면이 있다. 殷夫의 시

는 전투에 대한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정신을 드러냈으며 두 시인은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 다.

1920-30년대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외래 침

략의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일련의 노력을 시도하 다. 

그 중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은 제일 먼저 손꼽힐 수 있다. 본 논문

은 殷夫와 임화의 초기 시와 프로시를 고찰함으로써 그들 시세계의 그림

을 펼쳐보고자 하 다. 두 프로 시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초기시의 

방황과 프로시를 통한 주체성 확인의 탐색 여정을 비교 검토하 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중국과 한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에 참여하는 지식

인의 마음 행로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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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本文試圖從新的角度對中, 韓普羅文學進行比較。以往的研究成果主要集

中在對兩國普羅文學做整體的鳥瞰而忽略了作家作品的文本比較導致兩國普

羅文學比較缺乏具體性。本文試圖為填補這壹空缺做初步的嘗試。
本文選取了兩國普羅文學最具代表性的詩人殷夫和林和作為比較的坐標。

普羅文學由於其戰鬥功利性導致它具有極強的目的性——在最短時間內最快地

鼓動群眾參與鬥爭, 鼓舞士氣。因此詩歌因其具有的簡練的語言涵括廣泛的內

容的特點, 並且由於其朗朗上口易於傳誦的特征使其稱為普羅文學的首選文學

類型。普羅詩歌因其沒有先例, 創作的過程必然經歷更多的挫折和幼稚的雛

形。而殷夫和林和作為普羅詩歌的先驅者, 他們各自獨自開創出來的道路引領

了兩國普羅詩歌的發展成熟。殷夫開創的紅色鼓動詩和林和的短篇敘事詩分

別成為中, 韓普羅詩歌的代表模型。殷夫和林和的普羅詩歌都采用了敘事的模

式, 這為二人普羅詩歌的比較提供了切入點。
考察詩人的詩歌, 如若避開初期創作, 只截取壹個時期的斷面的話, 由於

無法了解詩人創作詩歌的源頭而有可能導致對此斷面壹定程度的誤解。只有

了解源頭和變化過程才能整體上較為正確地掌握詩人的詩歌世界。因此本文

雖然目的是對二人的普羅詩歌進行研究比較, 但不可回避二人的詩歌創作初

始。因此本文從二人的初期詩歌創作的考察開始, 追隨詩人的心路歷程, 掌握

他們各自徒步到普羅詩歌創作的變化程。考察他們詩歌的變與不變。從而整

體上把握二人的詩歌世界為之後的比較奠基。
總體來看殷夫和林和在早期詩歌創作中都表現出了作為初期詩歌創作詩人

的特點: 對傳統詩歌的承襲借鑒以及個人主體植入詩歌創作中的主體化, 並由

此引發詩歌抒情性濃厚的特點。在早期詩歌中, 殷夫的生命意識以及林和的對

自己的前路的探求都是出於各自對生命的仿徨。此仿徨雖然有少年成長過程

中不可避免的必然性更多的是國破家亡的環境影響和個人的性格所致。林和

的情況比殷夫更為嚴重, 因此在他們的詩歌中可以看到當殷夫在探索生命的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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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 感時傷懷之時林和卻在超出精力的程度做著各種詩歌形式的嘗試, 並且試

圖從嘗試中探索出壹條自己的生命之路。從詩歌的完成度來看, 殷夫雖然在初

期作品中也存在幼稚或者技法不足的缺憾, 但由於他對於生命本身的思考和感

知所形成的生命意識使得他依然具備自己獨有的風格和詩歌世界。他對生的

仿徨有著自己的答案, 只是因為沒有找到答案的實體而仿徨。而林和此時卻由

於探索之路的艱辛, 依然處於模仿之中還未形成自己完整的詩歌世界。林和在

早期詩歌中表現出來的強烈的探索精神和問題意識, 以及他壹定程度的抒情性

的感情特質成為日後他能夠創作出獨具特色的普羅詩歌的基礎。
殷夫和林和的普羅詩歌因其各自所處的復雜的國際社會環境的不同, 歷史

文化等的沈澱所形成的民族性的不同以及個人成長環境, 經歷, 性格的不同導

致個體特殊性使得二人普羅詩歌表現出各自的復雜特殊性無法壹言概括二人

的普羅詩歌的相異點。
兩位詩人對於普羅詩歌的創作態度持相同的觀點。即普羅詩歌要作為革命

的武器煽動群眾鼓舞士氣。並且要與普羅大眾緊密結合因此在創作上追求大

眾化的表現方式, 平和易懂並且引人入勝。這也是二人同樣采取敘事詩形式的

原因。兩位詩人都通過普羅詩歌的創作而克服了自身早期對於生命和主體性

的仿徨在革命運動和普羅詩歌的創作中確認了個人的主體性。
雖如此, 二人的普羅詩歌存在很大差異。殷夫在革命事業之後表現出了強

烈的生命活力, 而這體現在了他的普羅詩歌之中。殷夫克服了敘事詩戰鬥力不

足的缺點, 比起完整的敘事, 截取壹個場面, 片段甚至對話由讀者的想象力來

完成故事, 將敘事與情感的煽動結合起來, 成為具有戰鬥力的普羅詩歌。這壹

技巧被之後的普羅詩人所承襲。和林和的不同是殷夫的詩歌得以在中國擴散, 

這與抗日鬥爭的展開有很大關系, 但同時也與殷夫克服敘事詩鬥爭力不足和普

羅詩歌政治口號太強的雙重限制不無關系。殷夫即使在普羅詩歌的創作中也

保留了自己早期詩歌創作的生命態度——對於生的真誠和誠實。他沒有隱藏對

於死, 牢獄等折磨的恐懼, 將革命者作為人的真實情感表現出來因此更具有感

染性。對於生命的真實面對—或許是他克服普羅詩歌局限的秘訣所在。 從這

壹點上來看殷夫和林和是具有相似性的。然而林和對於生和革命的誠實導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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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的普羅詩歌有著凝重的氣氛。 殷夫在普羅詩歌中洋溢著生的歡喜, 即使內

容沈重依然因此獲得了壹種樂觀和必勝的特質。在這壹點上殷夫和和林和有

著本質的不同。
林和創作的“短篇敘事詩”雖然成為了卡普時期詩歌的代表作, 但卻沒有得

到擴散, 並且由於敘事詩在敘事的同時很容易導致集中於事件引來感情的變化

忽略革命性的強調是他的普羅詩歌的缺憾。但是林和在詩歌中的話者結構的

安排, 敘事的策略等各方面所展現出來的林和作為詩人的壹面是具有意義的。
在普羅詩歌中依然可以看到林和早期詩歌的影子, 如感傷情懷的殘留, 女性話

者的引用等。即便如此林和在詩歌中由敘事詩所表達出的對於革命深刻的認

知和鬥爭精神而獲得了自己完整的詩世界。並由於克服了普羅詩歌的格式化

藩籬而最終成為普羅詩歌中的佼佼者在文學史上留下了屬於自己的壹頁。

关键词: 普罗诗歌, 生命意识, 生的彷徨, 叙事诗, 主体性的确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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