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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舍의 小鏡파 劇本

李 炳 漢*

1. 前 言

1917년<新좁年〉 양지에 胡適이 〈文畢많良짧議〉릅 발표하고， 이어 

陳獨秀가 〈文學뿔‘命論〉을 발표함에 이르러 다1國의 新文學運動픈 볼이 

같기 시 착하였디 . 그뒤 로 1919년에 展開완 五四運動의 기 운을 다고 띠 

굶→로 펀 fF品이 많이 말표되 고 또 文學顆誌도 여 라 가지 발행 되 였즈L며 , 

文1땀의 “써클” 환동도 펠발하였다. 

1920년에 는 周作人， 鄭振섣， 朱希퍼11 ， 沈雅òJ( 튜。l 뭔학ú11 았어 서 의 

휴머니즘”음 표방하에 「文學짧究會」플 겔생하고 기관지로 〈小삶月報〉플 

벨랭하면서 외국 푼학의 소개이1 도 힘을 기울였다. 한펀 쩨j훤;k;- ， 張資Zfî，

펠I\ì*若 똥은 또 「홉Ij造社」른 결성하여 〈創造〉라든 작지훈 반행하맨시 훌쪽 

術至上主義블 표망하여 「文學짧究會」와는대렴적인 엠장을취하였다. 그 

러냐 「創造社」는 이 우립 유챙하기 시작한 『맑시즙』의 영향플 받아 챔차 

社會運動 쪽으료 기울어 理論보다는 實體을 앞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챔내 는 體光점형블 중심 으로 한 이 른 바 “프로레 마려 아” 文學團體인 「太

陽社」와 손을 잡고 훤命文學論을 주장하기 에 이 르렀다. 이 에 「文學田究

會」는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휩필 벚 「創造社」를 란펙한 fiß達夫

등이 중섣 이 된 語絲派」가 다시 理想的 自 由主義를 표방하고 나서 서 여 

러 해 동안 서로 격펠한 文學論爭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創造

社」는 社會問題에 지내치게 참여한 탓으로 1928년에는 당시의 國民黨ì&

府로부터 해 산 영 령 을 받았고， 國民薰政府의 統制와 彈壓에 반감플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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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文人블은 급기야 1930년에 「左寶作家聯盟」윤 결성하기에 이튼다. 그 

뒤 로 4r S 戰爭이 딴벨-하 여 中國의 文A평術家될 ('1 抗敏救國의 h뺀1값이 리l 

모이게 펠 때끼지 文1댐에서는 “프로” 文學과 民族王義文學 사이에 끊암 

없는 論爭이 되꼴이되었다. 

이와 감은 ÌI맘中에서 이3國新文學運動 初期 대부분의 文人듭이 일정한 社

團애 가엽하여 나름대로의 王義를 표방하고 作品活動을 하었다. 그런데 

老舍는 中國新文學史에 서 그가 차지 하는 比重과는 달러 파[:댐活動이 나 

論爭에 휘 말리 지 이니 하고 倚觀者的 立場에 서 “유머 리 스”하고 訓刺的인 

작품을 계속 씨냈디. 그리하여 한때 “때默大師”라는 칭호로 불리우기 

도 하였다. 그러다가 中티戰爭 발말 이훈에는 또 태도기- 급떤하여 「中

華全國文藝界抗歐協會」를 결성하여 이의 主席을 말고 「作家戰j也릎치問團」 

을 이끌고 戰線윤 누1~ 1 고 다니는 등 적극적인 社렘活動윤 펴기도 하였 

다.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나고 中陸l大l헬에 :-Jt흩휠政權이 수럼 펴 자 당시 미 

국에 가 있던 老舍는 淑첼훈獨 歸歐l하였고， 에러기자 公縣」을 차任하면 

서 意、欲的얀 作品핍動윤 계속하였고， 한때는 “人民첼術家”로 륜리우기 

도 하였다. 그러다가 1966년 文化大펜命이 얻어냐자 老솜는 또 紅術兵

의 난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른비 四人밥이 무너지고 十年浩

쳐]의 惡평이 지나지- 老舍는 또 그 맹예가 회복되고 1978년 6웰 3일에는 

遺骨도 없는 상태 에 서 北京의 웰命公꿇에 서 그플 위 한 安幕顧式이 동환行 

되기도 하였다. 

老舍의 生混가 이처럼 奇|멤하거니와， 섣지l 그의 作品世界에도 변화가 

많았다.tJJ期이1 는 “유마 리 스”하고 調刺的인 장편소설을 많이 썼으나 抗

日戰爭 뚱이1 는 원‘ 외 에 !줬j本創끼;에 도 손을 대 게 뇌 았 고， 新中國成1rl 이 

후에는 劇本쉰Uff 면에 )P<:)沈가 많아 小說家로서보다 폐ff家로서 그 01 릎 

이 더 유명하였으며， í'fl품態많에 있어사도 初期의 條願者的얀 立場을 

렛어나 能動的으로 現實에 參與하는 閒짧블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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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小說家가 되기까져 

老舍는 1899년 北京의 한 가난한 滿族人 접 안에 서 돼 어 났다. 原名。1

점慶春이고， 字는 舍予이다. 어려서 아매지릎 여의고 어머니 맏에서 자 

랐는데， 그의 어머니는 어랴운 살림을 꾸려 녀가면서도 남에게 고재 숙 

이지 아내하고 꿋꿋한 대도로 老舍플 교육하었다. 그려하여 老舍는 성 

격적으로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무머， 그가 어려서 체험한 가난 

과 어머넘의 義氣가 뒷날 자기가 주로 “유머”와 調刺文學fr' d뮤1윤 쓰게 

되는레 명향을 끼쳤다고 自述하고 있다 11 

환舍논 7세부 터 서 당얘 나가 공]1L판 하다가 뒤이l 小學011 잔압하였다. 

그리고 1913년에 北京뻐減學校에 엮히 1918년 동교플 、윤영한 푸에는 

;It京외 方家MJ同 市立 小學 고l장， jBUf學務局~t핍勳學所劉學쉰플 지 옛 

고， 1923 1견에는 天律市「텀開 ~I:I學의 듬감깅[ 교사플 지내기도 하였디. 1924년 

에 교육 훈련차 영국으로 띠나 주로 「옥스펴드]대학에 채 듀하엿、으n]， 한 

때 「런번」대학 東方船究所이1 서 중국어 강의홀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가 

소절을 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의 엘이다. 老舍는 영국에 채퓨 

하는 6년 동얀 시민 생활윤 소재로 한 3편외 장편소설을 써서 분국으로 

보내 어 〈小說月報〉에 발표하였다. <老張的哲學)， <趙子l규〉 및 〈二馬〉가 

그것이마. 老舍의 自述에 의하띤 그는 나이 27세가 펠 애까지 자가가 

作家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려키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했떤 일이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평소의 그에게는 정치 

1) 老舍 〈我f、樣寫《老張的哲學》〉 --「我Êl m便;是個뿔人tE性;格上又深受我母親 
的影響←→뼈是i固뿜폈戰iQ不 되求人的， 同g흉對別人又}죠1~義氣R섬女人. 第，

使我好罵世 ; 剛彈， 않我容易以f固人的感情與主張去判斷別人 ; 義氣， 使我對

녔U人有퍼、同情心. 有了這보分析， j就浪容易明白옆ít摩我훨笑罵， 규E又不옮뭄盡 

殺網. 我失·了調Jl!IJ ， 而得flj뼈默. 據說， 뼈默中표有同情的. 我f업壞)、， 끼JJt:: 

壞/、m有好處 ; 我愛H人， 규ij !k}人 也有缺點.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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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되고 짚은 생각이 있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21 

老-舍는 1927년에 처녀직 〈老張的哲學〉음 벨-표하71 친끼지 散ri;에서는 

일부 폐城派古文-올 깨웠고， 詩는 |댈放췄괴 핏→4힘자j 응 1111 냈으πF’， 小꿇로 

는 일부 탬人小說고’1 <備林外史〉 따위 촬 읽 었플 전 IE P} k學素養-을 가ι1 

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라고 양국에 도착한 이추보 띤이단 배우} 外國서、 

꿇윤 몇권 읽었、플 정도였디 ~I 그러나 五四遭動 이푸 띄폐갓;學이 디훤起하 

자 老舍도 다른 文學챙년틀의 경우와 마찬가지쿄 한띠1 넘볼레 작품윤 

써본 경함플 가지고 있였고51 외국이1 았으띤서 느끼는 寂짧感과 와국 

소설을 챔해보고 냐서의 힘U1'1"衝動， 그리고 許地LU의 관고 퉁이 복합작 

으로 작용하여 비1 일 한 두 시간 씩 소칠을 쓰게 되았다. 그리고 老舍스 

스로 이때 쓴 작품플에는 그가 어 려서푸다 겪어 온 生活과 관련하럭 닫 

을 암박하는 개언이내 국가에 대한 연증의 反打Lj윌:端。1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었다 61 

〈老張的哲學〉은 ~t京의 한가한 샤람틀의 우스펜스란 생할 모슴괄 그 

런 것이고 ; <趙子더〉은 北京의 회-생틀의 “아파트” 생판윤 그런 것이다. 

그리고 〈二馬〉는 中國人과 英國人의 생활 태도의 치이플 바교한 작품이 

다. 老舍는 이 을 작품윤 씀이l 있어 서 자기 획 입 칭→이 {떻觀者的01 았 음플 

是認하고 뒷날 이를 후꾀 하고 았다 71 

2) 소上 ... r我的，강願是:tEff事← 람ßff풍{갖我願自품참관H'f.事‘的能力， 침繼뺨11/，펴→{'f

ff-國務總理什盛的. J 
3) <老舍選集〉自序 ... r在五四連動以체， lJ<;~1I'然짜t후펜、 피파lH애Hk文)관{띤 *llí i$: 

派， 我的詩是學陸放행與吳悔村. J 開明둡담마 1951年 8月 出版.

4) 老舍〈我;ε樣寫《老張的哲學))) ... r對中國小說我讀週J띔:人小說주11<땀林까벚〉꺼 펙 

的. J 
5) <老舍選集〉自序 ... r到7五四運動빠期， 白話잣;學興핍， 겠지住l得狂환. 접한꺼5 

f뽑候， 凡能寫幾個字的홉11想-魔而成챔文J띈家， 我j% 也;맡一f때. 1);閒 j윤{슈f체'fJ 
寫4、說. J 

6) 갖:上 "1我多少폈出點反우ií'反封建的意멍來. 我說“j휠E덩치 那따u둔합我井沒能 F 
功夫有系統的lifH흉옳命理論的書籍， -tfL不明 白후命的實|察方法. 我只{휩著自已 
一/런쁘、社會經驗， 케하U心中 염 영l兒積累下的委屆， WHL那파뭔人的個人或國家. 
〈老張-的哲學〉 與〈二馬〉都足以證明我廳有這펴 “意思".J

7) a) 老쏟〈我;딛樣寫《趙子티)，\) .‘ '1我看見7五四運動， 而沒낌tì:를{固運動裵힘， 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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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6월， “런먼”을 떠난 老舍는 “유럽”大陸표로 건너갔다. 약 3개 

월 동안 대부분 “빠라”에 머물면서 그곳을 배경으로 〈二馬〉의 후반부을 

완성 코지 하였으냐 뜻대 프로 되 지 않았다. 1929년 말， 老舍는 “유럼 ”을 떠 

나 船便으로 “집 가폴”에 도착하였다. 그가 “싱 가폴”에 오게 된 것응 배 

갔이 중국까지 갈만큼 충분하지 몽하었던 닷도 있었지만 한펠 ú 록는 그 

의 南洋에 대한 평소부터의 동경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B) “징가 

폴”에 도착한 老舍는 우선 생활 방펀드료 현지의 華1댐中學 교원으로 취 

직하었다‘ 그리고 i휩洋開發에 있어저의 며1國人의 投렘을 중심으로 한 

펀의 소설을 쏠 생각이었다. 당시 南품의 華橋들은 현지에서 확고한 기 

반을 구축하고 재정적으도 국내의 정당이나 사회 단체의 활동윤 지원할 

만큼 에유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을 쓰기 위 

하여는 우선 南洋의 華i홈定看史플 띤구하여야 했고 또 國內의 캘ij홈政策 

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어서 상당 기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였다. 거기 

에다 또 廣東話， 福建話 빛 “마레이시아”語까지 배워야했다. 결국 시간 

과 자금의 제약으로 원래의 집필 계획을 포기한 老舍는 학교에 오가는 

길에서 언제* 만나는 어린이플을 소재록 〈小城的生 s>을 쓰게 되었다. 

老舍는 〈小했的生 EI)에서 」다橋~J:會에서의 廣東人과 福짧人의 不和 및 

“마，，11 아 시 아”人과 印度人의 ，뭔|태함파 散漫함윤 어 린 이 세 계 를- 동하여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디. 老舍는 이 작품윤 씀에 았어 中國， ‘마레이시 

이’， 印度의 어란이들윤 주인공으후 등장시키면서 면)、 소띤응 일처l 排

除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내듭대로악 人種感情 같은 것이 작용하였가 깨 

둔이다. 老좀애 의하면 그가 英國에 체류하는 동안 읽었먼 맨洋人의 소 

설에서는 西洋人이 주인공이였으며， 또한 그가 ‘성가폴’에서 만 년 채 

已作了事. 꽁的， 我差不多老씹팎]敎育事業斷緣， 可 Sf到底對늑F這個大連動是 
個將觀듀뿔. J 
b) 老숨〈我;'E~樣채《二馬))).Ili四運動합期我是{固佛觀者;iE寫<=--馬〉的時節， 
正뿔上후‘命軍:iti것， 我又j핑遠f에立在→佛， 沒機會參加. J 

8) 老송〈%E樣챔Î;!J、행的生日)>) .. ，[짧離歐洲， 패{牛횡:決定了我的去處 ; 第一， 앉 
只~뀐j뼈加城的 ; 第二， 我久想看看l휘洋.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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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광정을 보지 01 울뇌 함께 류파는 동안 東洋人 소년괴- 더人 소년 이 

옷하띤서， 매리지 

못하였다 한다 9) 

老舍는 〈서、城的生日〉에서 어린이 세계의 天합性윤 

反面 어 른듣 세계의 ‘댄想性을 加味하려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작품을 

老舍는 ‘상가폴’에 머문 4개 幻想、과 寫實이 엇섞 인 것이 되 고 말았다. 

돌아와 上海에 약 2만자 분량은 뒤어l 나머지 원 등안 약 4만자를 쓰고， 

서 완성하였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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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파的生日〉플 딴표하고 나서 老舍는 두 끼지 점에서 

넌있는꾀도 童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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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서 비로소 白話老舍는 이 작품을 쓰고 점이라고 그는 밝히고 았다. 

그리고 이때부티 평민들이 밝히고 있다. 의 역량을 깨달았디고 아울러 

약히고 쓰는 千字文 정도로도 훈풍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치-신감을 가 

지게 되 였다고 말하고 았다 10) 

닫당하면서 학생 즉中國語블 국어 ‘싱 가폴’ 의 팬댐中學에 서 老舍는 

?二 7CI 
각~/"i 크게 틀이 까l 출한 작둔 숙저l 내용과 그틀의 일상 연동등을 통하여 

그리고 초래하게 되었다. 스스로의 사상 면에서도 큰 변화블 윤받고 

西方에 있는 것은 아니다. J 

이라한 사상적얀 변화는 창작 

결싣을 히기에 

전차 「새로운 시상은 東方에 있는 갓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뇌었다 11) 그리고 그의 

태도 띤에도 영향을 끼채 愛情小說 r마위블 쓰지 

9) 소上‘ .1在新加域住T半年，
핏. J 

10) 조上‘ .1 겠對這木小띈仍然最滿意:r:표因생5jJJI돼， 
iE:失;亦子之心 →那|합我딘經三i十多歲了. 

最{잊~:fI(f용흉的j캔方是文字的漢明騎確. 有T<小J:æ的生티)， 我才쉴明白了白 
話的力量 ; 我敢用最簡單的話， 幾乎是兒童的話" 짧寫一切T. 我沒쉽算過， 
〈小챙的生 S)中一共到底用了多少字 ; 可팔강給我一퍼、信心， 就是用zp:民千字
課的一千個字也能寫出꼈好的文章.J 

11) .~암上 ... 1開始覺해新的思션、끓在東方， 不훈在西方. J 

않기료 

끽암終沒l컨‘過-→ l렌 슨i人1'!''1小孩與東方小孩낀E~塊玩 

치믿因f홉我深휩: 텀 己遺未;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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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른디. 그리고 서물리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료히게 

하였、디 12) 老舍는 ‘싱 가폴’ 에 와서 우선 그곳 청소년들의 급진적인 사 

상과 샤회 의식이l 충격플 반았다. 이는 그가 中國을 떠나 영국으혹 가 

기 전에는 미져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고， 또 영국이나 ‘유렴’ 에 체듀하 

는 동안 서양의 청소년 학생들에게서는 말견할 수 없았먼 떤상이었다. 

老솜는 이를 東方民族이 인윤의 모"'_ 01 바으 
>:::" 냥기 E 한옴에 받고 있기 허문이 

라고 규정지 었다 13) 

1930 1건 上海에 돌아와서 〈小城的生티〉플 탈고한 老舍는 곧 北2jSε) i:.: 

가서 하는 일 없이 3 ， 4개월을 보냈다. 그가 때훌짖휩女士와 결훈한 것은 

이 무럽이다. 

동안 시내 

그뒤 山東의 齊캠大學 교수로 초빙 되 어 濟i휘이1 가샤 사는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댐彈 자욱을 보고 ‘五三’사건에 관한 

자료블 약 반 년 동안 모아 이를 근거로 〈大明湖〉의 집펠을 구상하게 되 

었다. 老舍는 이 작품을 엮어 나감에 았어서 ‘五三’ 사건 당시의 참휴 

한 전쟁 장면만을 묘사하지 않고 소셜록서의 이야키 줄거리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느 가난한 母女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애정 문제블 

결부사컸다. J침欲과 돈의 체불이 된 어머니는 마침내 어린 t날을 머리고 

大~i圖에 몸을 먼지고 만다. 그리고 I날도 결국 그의 어머니와 같은 신 

제가 되어 호수에 음을 던지 펴 했우나 어느 청년에 의하여 구줍되고 마 

침내는 그와 켈흔하게 뭔다. 그러냐 그 남자는 ‘五三’사건에 빌려 살해 

되고 만다. 

老舍는 이 헤 여룹 망학 이 끝날 JF렴 〈大明빼〉를 털-고하였고 〈小많月報〉 

에 준어 〈小城的生 EI> 앤재가 끌니-는대로 계속 연재할 생각이었다. 二L

<'-i 나 ‘一二八’ 흉￥變즈'--5. 말미 암이 원고 전부가 얀쇄 공장에서 풍다벼랴 

고 말았다. 여러 사람플이 다시 쓰라고 권하기도 하였￡나 副本을 남겨 

12) 숫 t， "'1→폐新1m뺏， ~Í:l얀멍、想쩨的前進T好幾Y::， 

1P>j ， ~L就使됐決定뽑까[머國來휩看了.J 

不能再寫愛情小능~T ! )8. 

13) 소上 ‘ '1在今日而想明 j최꺼기應~LH'f후命， 只有到東方짜， 

人類所有的一切J~원 ; 從1魔兒想，{tl!.쯤fí應當퍼둔f，þ-.J 

因협東:JH권族是꽃: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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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것도 아닌데다가 그 스스품 별료 만족스란거] 에가7:1 않았던 작품 

이었으므로 다서 쓰는 일을 포기하여 버리고 말았다. 

老舍는 그의 처 녀 작〈老張的哲學〉부터 〈大明펴1]) 이1 이 르기 까지 표든 작 

언재 기 끝나는대 로 商務印書館

에서 이를 單行本으혹 얄행하곤 하였다. 그러나 〈小說月報〉가 停lU놔고 

말았으므로 老舍는 〈現代〉라는 잡지에 長짧윤 갔l 주기도ξ 약속하였다 ::1폼 

舍의 말에 의하면 〈現代〉 잡지는 上海事變 이후 쓸 만한 것으로는 유알 

연재하었고， 품을 〈小說月報〉를 통하여 

한 月刊文憂誌었다 한다1-11 <備城記〉는 老舍기 〈小說月報〉 이외의 깎지 

에 싹 준 첫 벤째 윈고이 고 또한 商務印뿔‘館01 01-닌 다른 출판사에 사 출 

판된 첫번째 장편소설이기도 하다. 〈46R城記〉는 〈팽代〉 감지에 C낀채기-

끝난 뉘 現‘tl;;뿔局에서 출판되 었었다. 

〈獨城記〉는 격변하는 國l져外 政治情평 속에서 中國의 팩[W~" 政客， 풍 

치자 또는 일부 채j進的 사상을 지넌 연블플이 업으료 허풍좋은 말만 늘 

어놓을 뿐 실속있는 연은 하나도 재대로 해내지 옷하고 있는 것을 풍자 

적언 수뱅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老舍

는 스스로 자기와 같이 캄정은 았으면서도 세상 일에 대한 밸다튼 식견 

이 없는 사람이 國事가 제대로 되어 나기자 옷하고 軍事와 外交 띤에서 

당국자들이 여려가지로 실패를 거둡하는 것을 보게 되띤 쉰사리 분개하 

고 실망하게 되고 내아가서는 이것저것 따지고 참견하려 플거l 매련이략 

고 우회적으로 셜명하고 있다 151 결국 老舍 자신 時政人物을 èl] 판 풍자 

하기 위하여 이 작품을 쓴 셈이 된다‘ 

01 작품이 발표판 둬， 느군가가 이 작품에 ‘유며’가 섞이지 않아서 

좋았다고 평을 한 데 대하여 老舍는 오히려 반매되는 걷해블 나타내었 

14) 老舍〈我딴)樣폈《推城記》〉---「施聲存兄主編的〈現代〉雜誌馬漫戰後pl一的有起色 
的文‘藝月刊. J 

15) 소 h ’ ‘ 「對國事的失펄‘ 軍事與外交種種的失敗， 使一個有些感情而沒有多大見

解的人， 像我， 容易 f해賣恨TIiï失望r 失옆之後， 這樣的人想規鐵1， 而規勳總암 
歸/、之仁ft'~ .. 1 



객증舍의 小說괴- 蘭]껴; C 1 1 J 

디. 老舍에 의하먼 〈銷城記〉는 폈찌的인 뜻윤 담은 작품이기 때운에 원 

천작으로 섞여있어야 한다고 

빼刺와 ‘유머’는 이플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 속에 감각이 ‘유머’ 말을하고 있다. 

그러고 이어 확실히 서로 다 

르지만 이플 응용함에 있어서는 영윈하l 샤~ 엄격혀 I갤어질 수가 없다 

고 밝히고 있다 16) 

老舍는 〈뼈城記〉에 대하여 失敗달 떠認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가 이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지적하고 

았다. 꽤‘刺와 

‘유머’플 애저]하였기 때문이다고 

‘유머’에 대하여 老舍는 나름매흐 재미있는 분석을 하고 

。1 τ7 
/λ-"-， 이러한 감각의 운용과 푼학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히1 룹 파력한 바 있마. 老舍에 의하년 ;jITIi，刺쓸 잃고 대신 

나릎대로의 진 

‘유머’를 얻였 

다띤 그꽤도 괜찮다는 것이마. 녀떼刺91 ‘유머’는 심리 상태 띤에서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감각윤 지냐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g짧明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마. 그리고 이려한 總明함이 잘 운영되카만 하면 그 결과가 

비콕 홀륭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작어도 문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글을 쓴 이의 마음이 들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老舍는 그가 〈大明빼〉와 〈鋼城記〉를 씀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유며’ 

를 배재하여 결과적으로 두 작품이 모두 질패작이 되고 말았지만 이러 

한 질패를 통하여 근엠한 태도로 작품을 쓰는 훈련을 쌓은 셈이어서 二L

에게는 하나의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고 술화하고 있다. 老舍는 1951년 

8월에 출판된 〈老舍選集〉의 )j;3(에 서 특히 〈銷城記〉에 서 그카 당시의 

軍때， 政客 빚 통치자플 풍자함에 았어서 일부 진보적 안불까지 t:: 2 
11 

휘잡이서 비낸하였떤 것은 그가 과거에 직캡 華命에 참가했먼 

었기 매문에 저지은 과오였으며， 앞으로는 그러한 책을 다시 

일이 없 

찍어내치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한 바 있다 17) 이러한 내용은 中共政權 수랩 이 

16) 소 f: ... [. <獨城記〉根本應當뼈默. I전쩌13f촌篇調刺文章 ; 調刺與벼찍默낌E分析時춰

망j然的不同. I날tE應f덤 E치Ci훨不能懶빼的分隔開.1 

17) <老舍選集〉自序 「我的溫댐主義多子積極的廣j영주， 我的않뼈默{내淡7正義感， 흉 

f뻗아1 ， 쉰我， 因f퍼常R용政治的댄 n닫而*-별， 寫了〈獨城記)， 在其中， 我不僅調



= 1 2 ) 東亞文{t 22!껴 

후에 그가 행한 이른 바 ‘뎌我檢討’의 형식을 쥐한 갓이기 매푼에 그 j콕 

實샘: 여부를 가릴 길이 없거니와， 1967년의 紅衛兵 난동 매에 그가 겪 

였딘 悲連도 어쩌면 그의 fJJ顧作品의 思想性괴 관띤이 되었던 갓。l 

낸가 하는 推測융 낳거1 도 한다. 

〈離婚〉은 그 篇l땀이 12민자에 달하는 ;당쉽이다. 그라나 老舍는 이 작→ 

품을 위하여 오래 構想、하1 왔던 것도 아니고 또 링1\쉰期閒 01 오래 갤렀던 

것도 갤코 아니였다. 老舍는 〈現fÇ;) 칩지에 실리고 있는 쩌1퍼城記〉의 띤 

재가 끌나는대로 그 원고플 혈友公司에 주어 〈핏;友文學護書〉에 표함시 

켜 출판하기노 하였었다. 그런데 또 이플 연재하여 오던 〈짧代〉죄지의 

발행 서점얀 現代書/템에서도 〈組城듬ê)를 단행분오후 년 생각이았다， 61 

에 靈듬콸 간행 계팩에 차짙이 생긴 I낯友公可에셔 폼이 닫아서 老舍에게 

〈縮城記〉에 대신할 만한 작품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격섣舍도 쉽게 -, 

요청을 

터 

받이-들였다. 그리고 여릅 방학이 시작되기 잔 학기말 시험 카부 

주71 후 약속했단 잣을 J개원이나 잎 쓰기 시작하여 8웰 15일에 념겨 

당겨 7웰 15일이l 달고하였다. 말하자면 아무런 생각없이 쉰꺼1 응곽하고 

쉽게 써 낸 작품이디. 이러한 첼정과 작염을 깅행함에 있어 즙-舍는 결 

사적인 각오외 영감은 때한가지로 강녁한 혐윤 딴휘판다고 생각하댔었 

다고그의 창작 회고콕에 척고 있다 18) 

老舍는 〈離婚〉 을 ↑펴想히一기 에 싼사 〈大明삐〉와 G버城記〉 둔 직뜸의 失

‘ 敗가 ‘유머’의 매제에 있었음을 감안하야 무잇보다도 먼저 

정펄에사는 ‘유마’에 꽉귀 <>11 야겠다고 생각하었다. 

。1 벤 직푼의 

그러고 또 배경과 얀 

물 모두 자기의 고향연 北平에서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北2fî의 거라는 

그에게 익숙한 곳이였으므흐 금새 그의 머리에 작품 배경이 J단만-한 장 

J/iiJT當R용的軍P꾀， 政청:與統治者， 也調폐 了fÌÍj進J꺼人싸， 듭보1m jl'~只5풍낌툰話~m不 
對환事 這f뜯因깜我末能參1m캔:命， JjFi以只覺得某些草命끽환未免偏ìífz겸洞펴 

不明[슨[{I띤 (~1fr'J烈;@8qFg想겠‘찌後f침我‘ff;한過켜1’참w1詢WiJ， :Jt決定不따듣닫티]깐R 

本합. J 
18) 老씀〈我:0、{주검〈〈j챔땀>>>." "[我템了퓨 ! 피 f둔我]낸거흘밍1!5k答應下직S , 如훤4대、命與 
靈感삶-1쫓힘꽁b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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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틀이 떠올랐고， 이어 그가 청년시전에 거리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 연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낚자의 거동과 차림새는 당시 老舍의 

눈에는 참으로 멋장이로 바쳤었다. 老舍는 곧 이 남자블 〈離婚〉의 주얀 

공으로 섬았고， 그의 주변에 離婚 운;<11 로 골치플 앓는 사람틀을 등장시 

켜 주인공이 역량윤 발휘 j힐 수 있는 계기플 여러가지로 만들어 냐갔다. 

老舍는 〈離婚〉에 대하여 만쪽스럼게 여기지블 않았다. 그에 의하면 

〈離婚〉은 지나치게 잔 솜싸룹 부런 작품이란 느낌이 들었고 작품을 통 

하여 번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너무 익: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다 

만 離婚을 쓰고 나서 비로소 그는 작품에 있어서의 이른바 技巧가 무엇 

이고 또 통제가 무엇이라는 것윤 알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19) 

老숨;는 1933년에 IJJ東 쨌J「{大學의 갓;學院長의 직책윤 맡기도 하였다. 

그러띤서도 여전히 소설을 쓰는 일윤 계속하고 있었다. 1934년 꼼 그는 

ιI~月'IU 문에지 〈論話〉의 챙 닥으료 장편 면재불 〈삭二天썼傳〉윤 점필하기 

시직하였다. 매회 4， 5전지 분량윤 쓰도록 되어 있는 이 작품윤 집펄함 

어1 있어서 老舍는 시간의 부L측과→ 땀fj휩 지 망의 휴독한 더위로 인하여 선 

한 고생플 겪어야 하였다. j캄舍 자신 이 작품의 칩펼 괴정윤 펴고하는 

달에서 당시의 어려웠띤 시정윤 상세히 기숭하고 있다. 우산 老舍는 작 

가가 직품을 캠펠한 당시의 생펠 여건이 그 작품의 成敗블 기름하는 중 

요한 조건이 된다고 전까하고나사 그가 〈牛天喝博〉을 집펄할 때의 여러 

이 작품의 가지 여건이 괄리했던 것도 결국 

과 관련이 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20) 

수준이 그리 

老舍는 이 작품의 정펠 속도가 더만 데 대하여 매우 

높지 못한것 

초조한 생각이 

판있던듯 히디. 그의 기 역 에 띠 르만 그는 1934년 3월 23일부터 이 작품 

19ì 깐上‘ -1 <離婚> l'ý9笑聲太弱T. 寫過六七木十萬字左右的東댐， 我才明白了-자 
f깨謂技J7j與控ftU- J 

20) 老솜〈我;양樣寫《牛天服댐)) > ---1熱쟁L， 備， 是我寫〈牛天陽傳〉時-生活情形的最
合j험的츠個形容字. 這三f때字↑:GL 1'-者11與양IJ{'pR총 pfr팎몇的條件不大째合. “牛天
찌"펀 t[츠的時候不對， 八字根木不생%*%局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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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개월 이르기끼지 그해 7월 4일이l 그런더} 시작하였다. 을 잡펼하기 

즈죠느 
.Ã 이는 내배 학교엘에 동안에 겨우 2만여자 밖에는 쓰자를 옷하였는데 

앞
 

지
「
 보통이었으니 

" '
:ζ>=" 엘 자 낚잣 

나가다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한 주일 쯤 건너뛰는 것이 

그야말로 “그것은 詩神에게 

열 자 남짓 쓰고 비일 오늘 겼기 때문이었다. 

쓰는 꼴이지 강작 용돈올 빌어 손을 내빌어 

은 아니었다"고 회상-할 정도였다. 

진전이 빨라 7원 19일까지의 

작엽도 그려다가 방학이 되자 집필 

보름 사이에 5만자 분량을 확보할 수 있었 

드l:-j어 이 작품을 달고할 수가 있었다. 

더위에 시달리면서 

생활을 청산하고 專業作家가 될 궁라를 골똘히 하였다. 

8월 10알에는 

쫓기고 

고L， 

쓰는동안 老舍는 교원 이 작품을 시간에 

그리고 6월 29 

였는 친구기→ 上海이} 댐
 
내
 

。1일에 최종적으로 교직 사퇴를 캘샘하였다. 

그리하여 역시 專業作家로 전향하라고 권하면서 老舍를 上海로 불랐다. 

8월 19일에 濟南을 떠나 上海로 가기로 작정하고 작업을 서둘라 8월 10 

탈고하였다. 그러므로 〈牛天陽傳〉은 老舍의 ‘이 τ!}추허’ 작기-로서 일에 

는 마지막 작품이 된 샘이다， 

行장가 

없으면서도 전적으로 주변의 다든 사람블에 의하여 추쳐세윤플 받고 어 

른스렵게 행동하는 한 소년이디 i 老舍는 01 린이에 대한 샤굉플 

아무런 J띤흉!이 내 意忘니→ 주인공은 질상 스스로는 이 작품의 

바탕으 

사람블의 입칭을 

것처럼 어른스극1 거l 

섞어가펴 작품으 

구버지고 

임박 받는 마치 

대변하고 그들을 위하여 깔킬플 

。1 른스렴게 행동해야 하는 어린여의 차지플 

로 어란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벼” 

모색하는 

‘ o nJ ’ E 
--rr μ-2 

로 엮어 나갔다. 

소설을 쓴다는 갓은 얘당초 쉬운 일이 감각을 잘려 장펀 연재 ‘유머’ 

못
 

커
 씨
 

1 노
 
π
 
• 〈牛天쩡傳〉의 수준이 그리 아니었다. 老舍는 바로 이 점을 틀어 

‘유머’작품이라 해서 

나누어 

의하면 老舍의 견해에 

될 수 없는 것은 아니 지 만 이 블 

한 까닭을 절명하고 있다. 

위대한 작품이 

써야 하기 때문에 

얘기 4， 5천자찍 

작품 속의 인물 또는 사건을 자연수권게 밥천시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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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으며， 어켈 수 없어 기별후 여기저기 장난스러운 장연을 가미하 

지 않을 수 없었닥고 한다. 그러기에 이 작품도 기별로 읽으면 신나고 

재미있게 느껴지냐 전펀을 함께 읽게 되면 그저 떠들석하고 분주할 뿐 

병다븐 맛플 느낌 수가 없게 된다고 지척하고 있다. 

3. <훌훌흰神子〉 및 其他

專業作家가 되어서 作品活動얘만 從事하기 위하여 齊뽑大學의 敎職융 

사엄하고 上海에 나온 老舍는 上海에서 作家로서의 生活을 營뚫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마침 「一二八」事變이 있븐 뒤여서 출 

판계가 不景氣에 허덕이고 있었고， 거기에다 創作物을 흡수소화해 줄 

만한 文藝誌가 매우 적었다. 이에 老舍는 친구의 권유도 있고 해서 마 

사 111東大學 교수직을 말기록 하였다. 그려나 老舍의 마음은 봇내 펀치 

않았다. 애 당초 그가 외 국으로부터 北平으로 폴아올 때 에 도 그는 專業

作家가 되고 싶은 생각이 았있으냐 가까운 친구들의 권고도 있고 해서 

齊;훤大學의 교직을 닫았던 갓이다. 이번의 경우에도 老舍는 가족외 生

r.i^블 뷔하여 배월 일정한 액수의 고정 수엽이 펀요했던 것이다. 

山폈大學에서 2년 근무한 뉘 학생 ‘데모’로 몇몇 동료 교수와 함께 교 

직을 샤퇴한 老舍는 :랍島로 옮각 가 그곳에서 잠띤서 윈고료 수엽으로 

생활플 꾸려나가기로 마음플 먹 였마 01 때 7~ ut로 中日戰 개시 1년 전 

이였다. 갱F業ff.家로서의 생활윤 결심한 老舍는 매년 2펀 갱도의 장판소 

설을 써낼 계획이었다. 그리고 만일 專業作家로서의 第一彈이 성공윤 거 

두치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大學의 강단에 복귀라도 할 셈이 

였다. 어쩌면 영영 끌 쓰는 일에서 손을 떼게 될 지도 모블 엘이었다. 

그만큼 專業作家로서의 第←←」弼은 그에거1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또 그만 

큼 그는 신중윤 기 하였다. 

〈路훌t!洋子〉는 바로 老舍의 專業作家로서 의 第一彈이 다. 老舍는 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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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언걱1 부터 쓰커 시 작하었는지 확질히 기 역 상지 못한다. 그러 나 이 

작품의 소재에 대한 착상읍 1936년 봄부터 있어왔먼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山東大學에 있을 때 한 친구와 서 르 댐談을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우연히 자기가 北후에 있을 떼 고용랬먼 車夫에 다한 이 01:가플 꺼낸 적 

이 있었다. 이야기 내용인즉 그 車夫가 한 때 자기 돈으로 人力車를 시

서 영엽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를 저1 번이나 되풀이 하였으나 

끝내 반탤털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에 불과 

하였으나 그때 老舍는 그 이야기 줄거리로 한 편의 소섣을 쓸 수 있을 

것이략는 생각을 하였었다 21) 그 친구는 또 어떤 댄갓는 균태에 붙듣려 

갔으냐 군대 이동의 틈을 타서 군대에서 부리먼 낙타 3야라블 끌고 돌 

아와서 오히려 轉祝寫福이 된 엘도 있였다는 이야카블 문려 주기도 하 

였다. 불론 老舍는 그 두 車夫의 이름이 무엇이고 고향이 어디얀지 등 

에 관하여 플에 볼 나위도 없었다. 디만 그는 힘夫와 낙타에 관한 이야 

가 만읍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 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關廳패子〉 

의 이야기 줄가리띄 댁심이 펀 것이디. 

老舍는 이 해 폼부터 여픔 사이에 그 간단한 이야기 줍거리블 어떻게 

하띤 10여만 자에 달하는 한 편의 소셜록 꾼벼 낼 수 있을가 하고 줄곧 

균략블 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老舍는 역시 무엇엔가에 흉런 사 

람처렴 재료플을 모아 나갔고， 마음속에서 주인공의 생활이나 모습도 여 

러 번 바뀌 었다. 老舍는 우선 北zp:의 西山에서 오래 살았던 齊鐵恨싹를 

찾아가서 낙타의 생활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i:'-i 나 老

舍는 곧 車夫를 중심으-로 하고 낙다는 퍼스 수단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게 놔였다. 왜냐하면 車夫의 경우 멜리 가지 않고서도 쉰 

싸라 그틀의 생활윤 관찬한 수 았기 때문이었다. 만일 낙다블 중심으로 

21) 老舍〈我;잠樣寫《짧就神子)))‘ ""1記得是一九프六年팝天P巴， “나!大”的一位朋友眼 
我M談， 싸월便的談到他낌[;:)1::끽F時曾ffl週→個車夫， 힐個I흉72 自己뀔了車， 又賣

掉‘ Ürl ll:t三起三落， 到末了還是受뚫. 聽了끊幾句簡單的웠述， 我짧R풍就說 ; 
“這껴~lïJ以寫一篇IJ、說"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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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엮 어 나가기 로 한마먼 낙타듭이 사는 草原과 악타의 생태를 야 

해하기 위하여 외국 나들아플 하여약 합 판이었다. 이에 老舍는 낙타와 

禮:子플 하'-+~ 절합시 키 되 

맡기기노 결정하였다. 

낙다에게는 꽤子를 끌어내는 정도의 책임을 

이렇게 

성에 

하여 〈觀廳i洋子〉의 基本配짜이 끔나자 老舍는 곧 작품 벼1 경 구 

필요한 쿠체적안 사항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마. 卓夫에게 작 

주얀공오로서의 확실한 地位블 부여하기 위하여 우선 庫夫의 종륜→ 

사화환경에 대한 소사플 시작하였다. 그리고 E품子가 어떠한 

人力車블 벨려서 영업을 하미 그 죠건은 어떻고 또 어띠한 샤람 

품의 

와그들의 

車主의 

틀을 태우고 다냐게 되는기 하는 점도 잘펴야 하었다. 

社會플 확대하여 지뷔가 높은 사람플까지도 이야기 속에 

그리고 庫夫와 

끌어듬이도꽉 

하였마. 아울러 車夫의 생활과 日氣， 氣펌l과 의 관계 도 섣펴 야 하였고， 

인 간 o 로서 의 車夫의 욕망이 나 車夫의 가촉 상항 및 E늠夫의 

態面i에서의 특정까지도 상세히 조사를 하었다. 

드긍글표，l ψζ 
M 1=1I=t - I "5-ζ 

1936년 여 륨， 老舍는 111東大學의 교직 을 시 염 하고 이 내 〈略j廳펴子〉의 

집펠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곧 〈宇JfU風〉이란 점지에 원 2앉싹 1년간 도-

합 24段을 연재하였다 22) 이 소설은 한 가난한 시골 청년이 도시로나 

와 소박한 꿈을 안고 띤 삼 하 人力車블 끌지 만 舊mJ:會의 여 러 까지 듀’-조 

리와 박해로 끝내는 11] 참하게 좌전하고 맨다는 깃을- 이야기의 줍거리로 

삼고 있다. 

老-舍는 이 직품윤 다 썼달 l내 〈宇펴風〉의 펀집자에 71] 이 작품이 자기 

에게는 가장 만족스럼다고 말을 했었는데 서점에서는 이 소젤을 단행븐 

으로 출판할 때 공 작자의 이라한 말플 광고 문안으로 작성하여 대대작 

부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老舍가 이 작품을 만족스런게 여겼던 것은 다 

22) 老舍의 부인 胡짧좁이 老舍의 〈我;양樣寫《騎能#子)))라는 끌에 붙인 注에 
보면 ... r據흉〈宇J벼凰〉 강一九三六年九月第二十五期開始連戰， 至一九三七年

九月第四十八期續完. J이라고 되어있다. 參見 tJl緊좁編〈老舍論힘l作> 1980, 
上海文藝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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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몇가치 이유에서였다. 첫째， 老舍는 이 작품을 휘하여 오랫 

동안 구싱-올 하였、고 또한 수집 된 자료도 충분하였으므로 묘사가 정 확하 

였고 늘이꺼나 부연함 펄요가 없었마. 풀째， 專業作家가 되었 o 므록 서 

간에 쫓기지 앓고 칙품에 불두할 수가 있었고， 붓윤 쉬는 샤이에도 계 

속 구성하였으므로 자앤히 묘사가- 팎진하였다. 셋째， 악지섞인 ‘유머’ 

플 포기하였으묘로 읽는 이로 하여금 까증나게 하는 얄에 없어졌고， 더 

러 ‘유매라스’한 징-띤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울어 

나온 것이지 표현에서 꾸며지는 것은 아내어서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넷째. 문장이 팽이하고， 北平口語블 많이 사용하였으므르 신선하고 활 

발한 느낌플 주었으며 낭송이 가능한 청도였다. 칠지로 〈騎廳햄子〉는 

北京플 배경으르 하고 있어서 작품 전체블 통하여 北京치 1광의 잭채가 

농후하다 23) 

老-舍는 또 스스로 이 작품에 대하여 맺 기-지 갤함도 인정하고 있마. 

老-舍는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끝맺음이 지나치게 황급했띤 점에 대하여 

볼만스렵게 생각하였다. 엔재 소젤이기 때문에 어켈 수 없는 얀이긴 하 

였으나 2, 3段 더 써자 부드렌게 마무리 지였어야 했마고 원舍는 딴히고 

었다 2-4.) 

〈驗願麻子〉가 〈宇짧風〉에 천만쯤 연재되 였플 때 마18 戰爭이 받벨-하에 

h海에서 停刊이 되였다. 老舍 자선 이 작품이 전부 연재가되었먼지 에 

부플 확실히 알지 못한 정도였다. 그둬 〈字떠風〉이 廣H-I로 옮겨가자 우 

선 〈路p曉群子〉를 단챙본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인쇄가 딱 끝날 무런 

23) 中南七院校編〈中國現代文學띤)J::冊 p.407"'[(짧點詳子〉 具有i農那的~t京地

方色彩‘ fF者曾說 ; “我生在北zp:， 那흥종的人， 흙， 風景， 味道，'fIJ寶廳梅짧낀f 
7ê茶的ßZ喝的聲音， 我全熟愚閒眼我的~r;ZP:就是完歷的， 像 ·張彩ð縣l1Jì
H선團畵浮立在我的心中. 我敢放廳地抽畵검. 감是條淸漢， 我每一探手， 就換

上條活-廢廢的魚兒來.J 原載〈抗戰文藝〉第七卷第一期(1941. 1. 1) 老舍〈三年
寫作自述). 1979, 長江文藝出版社.

24) 老舍〈我쉰、樣寫《뽑點神子}〉〉， .. 「神子自然也有許多봤點. 使我自己最不滿意的是
~Íl:尾收得太憶T一펴. 因월連戰的關係， 我必須첼輕齊齊的寫成二十四段 ; 事
寶 1::, 我應當多寫패三段才能從容거℃追的중Ij住.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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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州가 日軍의 

어가고 말았다. 

손에 함곽되었고 연쇄된 작품도 송두리째 그블의 손에 넘 

〈宇J댐風〉이 다시 4主林으로 옮겨 가서 그곳에서도 폴판 

의 기회가 있았으나 벨로 보급이 되지 못하였고， 뒷날 文化生活f::I:l版社

에서 紙뺀‘을 사서 後方에서 인쇄 간행한 것이 일부 보급이 되었였다. 

〈關廳i洋子〉는 老舍의 여 러 작품 가운미] 가장 우수한 작품이 라고도 한 

수 았다. 그러나 中共政權 수립 이굉二 大|평에서 출판된 대'11짧現tl:;文學史 

類에서는 한결캄이 이 작품익 시상성에 대하여 비관을 가하고 있고25) 

老舍 자신 그가 행한 이른바 自:ry;檢납에셔 그 스스로는 이 작품올 동하 

여 감히 ‘華命’을 큰 소리로 외쳐댈 수도 없었고， 가까스로 이 작품의 

끝마리에 個λ、主義의 조속한 매장을 염원하는 표현을 한 것은 사질은 

ci障子’ 가 왜 造反을 하지 않았는자 확섣하711 

한 책망이기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말플 하지 못한 자기에 대 

그리 고 〈願廳ITrf:子〉 가 막 멜표 

되였을 때 어느 노동자가 “w子기 그렇게 죽어 간다떤 우려에게는 또 

무손희망야 있겠느냐? ~ 하고 ;갈문음 해 왔는데 자기는 데닦한 맏이 

없었다고 고액하고 있다.해 

4. 劇作家로서의 轉換

老舍는 나이 40이 되어서에: 떻1/*음 쓰기 시작하였다. 老舍의 말에 의 

25) a) 王搖編著〈中國新文學벚橋) p. 232-p. 234: I他後來自己愈討說 ; “我自i3t뎌 

，0、須承認 ; 我是f固善於說故事的， 而不是個第一述的小說家. 我ù'~溫情主義多
於積極면)1랩爭， 我的뼈직뽕!\ì'얘淡、了lE義感、-” j를雖有點덤讓， {묘며指明了{샌{'f品中 
的思、想{生}足比較짧弱的. J 1979, 검준港r 龍門圖뿔公可 

b) T易著〈中國現代文學史略> p.272: I f'f者웰年的小리l民的 “命該如此”的恩

想該是一個因素 ; 其次， 當國1쳐혹"-1iìJ 1해爭階級廣I爭뚫것親的n풍候， ft者tp遠tE
國外， 沒有져口華굶發生關係 ; 第三， 六年時期在핫國資本主義Jîìl:웰형[홈i‘ 思、찜‘ 
!:iÈ，不能不受影響. ; 1957, ~t.京 作家出版社.

c) 十二院校編寫組〈中國當代文學史) 1 p. 325: ~in￥子람짧Á'~命運從一個fßJJ 
面深刻地播露了醫社會的黑땀. t펴二ff.者當時看不淸후命的道路， ff品4'流露
TfJ&ìft的情羅. J 1980, 피옵建人民出}뼈1ïtI: . 

2G) <老舍選集) .. -r在〈群子〉剛發表後 ~æ有工人質問我 ; “群子죄쏘那찮的死去. 
我f門還有什應希-볕q尼 ? " 我無言對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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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띤 그가 나이 27세에 처음 소설을 쓰기 시착하었을 때 그는 소설이 

무엇인지 알지도 옷하면서 소설을 썼변 것과 바찬가지로 내이 40이 되 

어 劇本을 쓰기 시작하었을 때에도 그는 劇本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劇j本을 썼다 한다. 그리고 劇本에서 합을 나누는 것은 소설에서 章을 

나누는 것과 같은 정도로 생각하였으며， 劇本은 그저 장펀의 對話 애옹 

을 글~ 적는 것 정도로 생각했었다 한다. 老舍가 그의 지11 1 부劇太 〈殘

藉〉들 썼을 당시의 상행-이 그러하었다. 약 6만자 불량의 四幕劇 극본을 

老舍는 반달 만에 써냈다. 

老舍가 〈殘짤〉를 쓰게 관 데에는 또 그럴만한 사띤이 있었다. 당시 

文協에서는 基金윤 마란하기 위하여 연극을 공연하기로 하고 老舍에게 

調刺劇의 캡필을 위촉하였다. 老옵에게 01 劇걱;의 집필을 위촉한 것은 
그가 劇作家라서가 아니고 그가 誠刺에 능하였기 때문야였다. 그라고 

당시 몇벚 劇作家와 演出家가 또 그에게 助言을 주고 펠요이1 따라서는 

修正에 도움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얘 老舍는 그저 起핸를 한 

다는 생각으로 선뜻 이블 수락하였던 것아다. 그리고 공떤 키엘에 맞추 

어 빈: 달의 기한이 주어졌으으로 老舍는 그 기한 내에 劇本윤 써낸 것 

이디. 이 기꾀에 老舍는 劇木 作法도 배워 괄 심산이있다. 

rl:1 EI 戰팎이 발밸되자 老송는 濟힘을 떠나 파漢으로， 그라고 武漢에서 

디시 重당융으로 거처블 옮기고 았였고， 1938년 3휠에는 湖北省 漢n市에 

서 겔성판 「中펄全國t첼깎굉rLI歌t~會」의 보)편음 맏치도 하였다. 老舍기( 

〈殘쌓〉틀 탄고한 1939년 5월 4앨에는 마침 또 日軍의 트틸慶 大랬‘盤이 있 

번 날이기도 하디. 이에 연주 콩띤은 떤기꾀였고， 老舍는 中華全國文젠 

界抗敵協會와 戰地黨政委員會， 政治部第三廳 공동으로 견정 한 n'f家戰

地짧問團」을 이끌고 戰地에서의 위문 활동을 펴기 위히예 서풀려 西北

지구로 떠나게 되었다. 그려므로 그의 劇本이 어떠한지， 떤극이 공연되 

는지 여부블 확엔할 겨룹도 없었다. 老舍가 戰地 위문 활풍을 Ur치고 

다시 重慶에 콜아온 것은 그로부터 6개윌 둬였다. 그 사이 친구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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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劇本도 출판되고 연극도 공딴。: 표l 았었다. 老舍는 그블 위하여 남-

겨진 上演租 3액원을 몽땅 털어 j寅않~W 人土‘듭을 초대하고 不iE中의 노 

고블 치하하었다. 이렇게 하여 老舍는 劇界와 관련이 생긴 셈이었다. 

〈殘殺〉의 공연이 있은 뒤 老舍는 또 回敎救國會의 청탁으로回族과漢 

族의 合作을 소재로 한 띠합劇劇本 〈國家至上〉을 쓰게 되었다. 末;之的

과 共編한 이 劇本은 다분히 .JJt戰;t웰物의 성 격 을 띈 것으로서 重慶， 昆

明， 成都， 大理， 蘭州， 西安， 桂林， 香港， I西康 등지 에 서 여 러 하레 공 

연되었고 劇本도 여러 차러1 수정이 꺼둡되었다. 老舍는 〈國家至上〉이 

〈殘類〉에 비하여 劇本을 쓰는 요령을 어느 정도 티득한 뒤에 나온 것이 

어서 그것이 뛰어난 작품은 옷된다손 치드라도 개인적으로는 장당혀 큰 

수확이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戰B풍의 황망 중에 이루어지는 것틀 

이라서 많은 일들이 거칠고 치줍함을 면하기가 어렵라고 언곱하면서 오 

히 려 비 평 가들의 理想主義에 一針을 가하기 도 하였다 27) 

〈國家至上〉야 抗戰宣傳劇오로서 어느 청도 성공을 거두자 老舍는 잇 

달아 〈張自 J忠)， <大地龍f(8) , <歸去來兮)， 〈파先到了重慶〉 등의 劇本플 

쩌 τ7 
λλ-ι-， 스스로 文藝創作이 國家 밸전을 하위여 宣傳機能윤 맘당하여야 

한다고 확진하게 되았다. 그라고 老솜의 관섬은 점차 국민플의 抗戰意

識플 載I吹하는데 효과가 있는 週洛文藝 쪽으로 카울였디. 격캉솜기一 rl=1 B 

많셋E홈- 발밥 이 후 전혀 생 소한 劇木創作어1 손플 대게 펀 것도 에쩌맨 띤 

극의 행식이 소션보다 통속작이고 

이겨 때문이였는지도 모픈다. 

대 중작 이 9 抗戰意라k j나;llf~ι'11 효과작 

老-舍는 r:þ R 戰爭이 발받히-기 전까지에는 렸폐나 小킴f~ 븐 굉FI'~通{삽잣: 

藝形式을 빌어 작품을 쏠 생각윤 해 본 적이 없았마. 그러나 전쟁이 벨 

어지고 그의 생활 근거지가 敵에게 함곽되는 퉁 커다란 변동이 생기자 

老舍는 民間通洛文藝形式플 뱉어 국만플의 抗戰意識올 했吹하는 문지1 블 

27) 老舍〈閔끊我的七個話劇)'''1띠漢-向隔陳， 有了這@한一觀歡， 就能發生這樣的
好感， 짧;說文藝不應當負起宣蘭的íf務rJt]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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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老舍 개얀에게만 있은 이르렀다. 관격적으로 생각하기에 

-
又

。1 _~ .E-'è늬 
λ’、날r 기→ 1=1 것응 아니다. 老舍가 濟南 함략 이후 武漢으로 ”이저니파 

나1 갤고 있었고‘ 

터여서 老

적극란 

디號플 

敎育部， 디]宣部， 政治'Øß 등 국가 기 관에 서 도 文人듭에 게 그 라 힌- 機能」을 

기대하고 있았다. 이 무 렴 中國現f\::;劇의 ~딩 I~I휠빠과 합 수 았는 [)댄 01 

또한 武漢에 와 있았다. 그는 舊劇U&뭘눈에 ;영엘필- 쏟고 있는 

舍보고도 舊形式에 새 로운 내 용을 감는 작업 을 試l띔해 보라고 

장하였다. 당시 국만 대중은 舊劇의 形式꾀 歌n읍에 친숙해 

「文章入fllJ 푼의 이미 「文章下짧J ， 藝協會에서 

이 어 -:7 후h'끼? 
λλ 사 -ι- 꾸 I~ι 

藝形式에 대하여는 오히려 

출흉形式에 새로운 내용을 1굽는다면 國民의 抗戰意5값을 고취하는레이1 는 

보다 효과작앤 가능성도 있였다. 살지로 德煥章 칭군 같은 사땀은 車中

그러므료 어느정도 생소감을 지니고 있았디‘ 

l쫓子 가락을 부블 수 있는 시땀을 데라고 있였고， 

抗戰 중의 “西뼈뀔”을 그리 게 하고 

부르게 하여 士氣↓죠fp 변에 사 

맺몇 m南 지 방의 

畵家륜 청해다가 

에 

歌즘되를 老→숨에거l 

‘스라이드’플 H] 치맨서 노래환 위촉하여 

웰땅U으l 形::rO\괴-이더한 상황에서 老송는 크게 성과플 거두커도 하였다. 

펑k픔니 따子의 111턴l댔 歌R昌에 대하여도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있으므로 

그리고 

이 무렵 老舍는 何짱이 主編으로 있는 (j)'C8 到底〉라는 月 fU 퍼{찍文꽉語 

에 전속작가의 신분으로 꽤 여 려 편의 작품플 발표하였다. 

플 따로 배 워 通{점文팬í'r입1의 천→ZF에 도 손올 마 키 지 작긴1 었디 i 

그 가운데 3 

편의 鼓詞와 4펀의 舊處1]， 그리고 舊小說 힘식의 작픔 l편을 극단어 〈三따| 

→?이라는 저1 목의 직품집플 간행하기도 하였다. 老-솜는 이 

舊形式011 新內容을 닫거 위 한 通따文첼{'PI뮤l의 試l환1이l 대 하여 뒷 날 스스 

로 평가를 내리고 新舊쫓짧의 試圖가 갤국 엘종의 投l降에 지나지 

그의 우템의 

。.J--_~
1.--(, L_ 

마는 것올 깨닫고 포기하고 말았으나 그러한 기화플 통하여 民間言語기 

것이라논 것 또 中國語言의 자면스러푼 웹律이 어 I녁한 어 I야한 것이며， 

因

올 얄게 되 었으므로 후회는 하자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8) 

g강 I%Z.찌;fa↓양 1짝: ! 28) 老舍〈我;G、樣寫펠i십文藝> ... í新띤， 是했r(애‘ 환H낀품舊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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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說， 話劇 그리 고 값詞외 i&.J木 등 다양한 體我을 섭 랍 하먼서 創fl"活

動을 계속하여 온 老舍는 194.0 1간 2월 부라 서 작하여 약 2년에 ;설쳐 長篇

游듭è)詩의 창작을 試圖하였디. 1939년 여름 老舍는 「中펜全國文찮界抗랩k 

協會」의 파견우로 北路짧바團을 이끌고 西北 방면의 軍?선、問에 냐서 전 

후 5711 원 여에 결쳐 약 2만 리를 여행하였았디. 老舍는 長럽寂事j詩노 01 

여행을 기념하고 싶었다. 老舍기 픔에다 그 내용닫 담으려 한 것응 듀 

1펜히 

新침’ 

그가 픔才‘가 있어서도 아니 었다. 다만 舊탑와 :갓詞달 써 본 경험윤 

그야딴혹 詩을 쓰는 띤람도 하고 싶었었다. 그라하여 
L ,.= 

-•- '--

l:X: 2:二
~→ '-- ‘中菜西nε ’ 의 방식 에 다 짧詞f검급혀의 빙 법 윤 채 용하여 

‘舊詩

l닥} <5~ 

그랴나 l년 동안 겨우 27 많 3잔 行을 완성힐-의 長릅、i플 쓸 생각이 있다. 

수 있였윤 뿐이였다. 나머치 자료가 3천 行 정도 더 쓸 수 있는 분량이 

되 었지만 형식에 대한 폐의외 건강 악화로 더 계속하지를 뭇하고있다 

까 194J년 말에 애당초 계꽉의 완성이 어럽다고 북고 우선 써놓응 분량 

28段 만윤 文雙會에 주에 간행 하도록 하였다. 

디 l 日戰爭이 딸발된 이푸 5년 등안 老舍는 장펀소섣을 쓰지 못하었다. 

그꼼안 老솜는 抗뭘~J학f댈어1 몰두하였、었고， 

는 터여서 장펀소설-암 쓸 겨륜이 없었다. 

남이 챙탁하는대록 글을 써주 

19'12년 여 름 重탱등으로부터 四
川?1혐의 北{쉰S~ 온 老숨는 준벤 환경 이 重慶보다 쇼용 하고， 또 놔지않음 

劇本응 그만두고 나시 소섣쓸 쓰과는 친쿠둡의 권고도 있는데다 군사 

지 삭이 많은 잔구가 기까이에 았고 해서 진쟁을 소재후 모저렴 풍편소 

젤-뜯 써꾀71 르 마쉽-완 띄았다. 그리하여 5, 6만 자를 쓰고 보니 그대로 

픈올 맺 71 기→ 어라우l 그해 말까지 더위와 산병 그리고 샌환고를 극복하 

먼서 약 11만 자 분량의 장편소설 〈火慶〉을 발r고하였다. 다 쓰고나서 老

舍는 이 작품이 섣펴직이과는 것윤 자인하였다. 그려나 老舍는 그것이 

;설못떤 직퓨띤 것뀔 안띤서도 그통안의 시간과 경비가 아까워서 그대로 

~t ， 1'E;ii\ffi0i了不μ」、쩌 JA5피之쨌的東띠以後， 我j밍강們1!x:棄 "J’. {펴然， 짜‘放棄T 
힘JflH갚新ì!lM)듣←→t. TiJ~ι :fx까끼치後뺨 ; 꺼夫;맏不ttl.::人i'f~. 쉰敎我明山了 I1 빨/만 
당間따5펌즙. fl→「젠;강 띠國語듬fr낀 自 然的홉성Í'it.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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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회하고 

老舍가 

멜표하;z1 않을 수 없었다고 

어려웠띤가 하는 것은 전쟁 잔。11 마나 

그급l 넣었、을 것이다. 쏠어 그것플 휴지통 속에 썼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소설을쓰 

시간운 그냥 흘려&댈 수 있 

사회기 01직도 문예플 

10만 여자기- 되는 이 나 지금 나에게는 그러한 옹기가 없다. 

기 위하여 4개월 여의 시간을 소비1 하였다. 

다. 그러 나 밥은 그저 폴리오지 않는다" 이
 기 

만
 

“ 

11}셔야 사는 동물이 펀요로 하는 것이라면 문에가플도 밥플 먹고 차를 

라는 것을 역라분듣은 이-서야 협-니다 "29) 하고 델어놓은 말만으로도 충 

분에 집착이 판마. 

및 其他〈龍覆講〉5. 

그러 

거처가 안 

갓 수람 

닫넌~ 둔1 老舍는 잠시 미국에 건너기 았었다. 

마가 1949년 中共政權이 수렴되자 곧장 中國으로 돌아왔다. 

갱 되 자 老舍는 1950년 여 름부터 다시 끊劇플 쓰기 시 작하였다. 

된 政權안지라 여러가지 바쁜 사업들이 많았으나 문예 건설도 소홀히 

지1 2 차 세계대잔이 

r.J 
。항목이 었다. 老舍에 게 도 劇本 창작의 요청 이 쇄 도하였다. 

회고에 의하면 劇本도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기근 상태에 

할수 없는 

지 老舍의 úl 
까/、 

었다 30) 

문제였다. 新生劇本을 쓴다면 어따한 소재플 다룰 것얀가 하는 것이 

다루어야 한 일이 生活을 I뽑兵의 모름지기 共F활國家의 中堅作家로서 

아는것이 

29) 老舍〈我깜、樣寫((火짧)))‘ "1像〈火葉〉這樣的作品， 용영~힘閒tt침E戰前， 我一定會請
감到字紙驚$;的. 現컴E， 我沒有那樣的勇氣. 這部十萬多字ft얀小說， 一共用7

四f固多月的光띄. 光陰퇴[1便광 l견돼， 듀可可J是§飯ûZ:食옳f佛井거不τ白’來tz:. '"…‘“.我A知0;道휠1암능不好’ 可f是뜯 
i沒였法法→子不l멍흥}캉캉했←떠l~)소k 

~p~吃ε§飯닷p喝옮끼쨌:;끼π可 的動物. .J 
30) 老솜〈」원→中폈l없u記)-.‘「全國뽑週的閒劇j本침‘ 없t웹j界的1 세jj，ιfF'j見힘總是說 ; “寫

}체本 PE'.. 寫없'U本:UE'. ! "J 原減〈人民〕뼈像11)第→卷第五期， 1950年 8月 1 日 出版.

대하여 말해서 老舍는 그들의 생활에 그려냐 쏟작히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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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舍는자 

그는〈殘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老舍의 小說과 蘭j本

없었다 31) 그렇다고 되는대로 써 낼 수도 없는 

기가 장 아는 인물과 일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다. 

寂〉이래로 10년이상 사귀어 야
 
m 오먼 첼A들의 세계플 줍심무록 北京외 

이른 바 해방을 맞은 후 새록운 사화에 

어떻게 學習하고 어떻게 進w-하며 어떻게 

藝界 藝/\들 특히 女子藝人들이 

縣身하는가 하는 사항들을 主

이러한 구싱하에 생산된 劇j 本이 〈저‘珍珠〉이다. 

후의 광명 세계을 찬양 

이 慮1)本을 잡 필하면서 

예정하였으나 해망 

결국 五깜劇이 되었마. 

四훤으로 

막을 더하야 

題로 삼기로 하였다. 

이 劇本은 원래 

하기 뷔하여 

그는 1951년 1원 

이1 발표한 自我檢討 형식의 글에서 “그것이 事實이든 또는 멍、想敎합이 

든 간에 運用과 選擇의 妙블 期해야 하며， 寫寶 때문에 zp:댔<'511 져서도 

안되고 思想、플 宣傳하기 위하여 첼術째果를 상실하여서도 안된다"고 잎 

고띤하였단 젓 같다. 老舍는 浪漫과 寫實 사이에서 꽤 

더욱 완정하고 더욱 유 

예술작품이 사실에만충 

주장하고 있다 32) <方

한바 있고;또 “만약 닝만이 작품으로 하여금 

력 한 선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꽉만 한다변， 

실하기 워하여 낭만을 배치하여서도 안완다"고 

珍뚫〉가 완성된 둬 老舍는 이 작품에 비판과의견 여려 사람들의 대한 

뜻을그대 자기 을 참작하여 더려는 수정하고 더라는 보완도 하였으나 

않았다. 로 고집한 대목도 적지 

쓰기 위한 준벼을 시 老舍는 〈方珍珠〉를 완성한 마음- 곧 〈龍옳醒〉플 

시공창 이름이다. 있는 불결한 융흩獲j껴{￥는 :f t京 남쪽 교외 에 작하였다. 

판자칩이 양쪽에 약 3 ‘미터’ 이고 짚이는 약 150 ‘미터’ 정도 완다. 

들어서 만만골 암흑 꼭략이 난무하고 질병이 상존하는 있는데， 빽빽이 

들어서기 전까지 과거의 정부 

31) 소上".1我理應寫]그農兵的生活， 떠是對他{門的生活我훌無所知 ; 閒쏠眼홉L寫是 

萬不行的. J 
32) 老舍〈談《方珍珠》없u本) ... 1今 日 的藝íJ!trfl류品不當因效뿜、手寫實매不敢浪漫， 假若

1良漫足以團作品:有更5윤힘的핏有)J的宣{專效果寫實是好的， 뾰、想敎育也是:好 

的， {뀐須善홈運ffl; 選擇 J;J, j"困寫寶而平板， 因宣傳思想而失去藝~파效果 . .1 

原誠〈文藝報〉 第三卷第七期， 1951年 1 月 25 티 出版

中國얘 新政權여 가로 소문이 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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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백성들을 초개처럼 여겼고 그들의 생활 환경이 아무리 불결하고 

아무리 해로워도 잔혀 배려듭 히지 않았다. 그리고 페로는 탐관 오리기-

나타나 이 시궁창윤 개수한담시고 돈을 거두어 뇨二 τ7 
-0- ~ 이플 직복 팽령하 

여 주민듭의 원성을 자아내곤 하였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블어서자 바 

로 이듬해인 1950년 봄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이 시궁창을 개수하고 환→ 

경윤 정려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의 환호외 청송이 다}단하였음은 말 

할 것도 없었다. 老舍는 친구의 권고료 바로 정부의 이 시궁창 개수 사 

업 경위듭 劇本으로 씨 내기로 하였다. 그는 우산 이 사엽 과 관련된 사 

류들올 열람하였고 직접 현장에도 나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의 한 작은 

雜院윤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듭의 연똥을 

엽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정부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통하여 이 사 

老舍는 〈뚫짧鴻〉의 寫fp 경위플 적은 글에서 이 작품이 그에게는 20 

여년의 창작 경험 중에서도 가장 큰 모힘이았다고 밝힌 바 있다 33) 

작품이 지니는 한살작 의미도 컸으려니와 릉장 얀윤의 선정과 무대 효 

과에 대해서도 老舍는 많은 배려룹 하였었다. 劇本이 완성되자 北京人

民평劇院에 서 곧 비-로 끼J템룹 가져 다가 ‘리 허 설 ’ 에 둡어 갔고 1i월짖5隱싹 

가 무대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줍띤자듣 자신이 현장 감각을 살리기 위 

하o~ 에퍼 차러1 직접 龍폈핀밤에끼자 나가서 그곳의 생활윤 체험해 보기 

도 하였었다. <龍짧웹〉를 쓰고 나서 老舍는 정부둡부터 “AE갚藝術家”의 

칭호룰 만았으며， 이 작품은 [央둔하化퍼기끼지 하였다. 

老솜의 원작음 탈고 즉시 〈北폈文웰〉에 말표되았다. 현재 〈뚫짧빡〉의 

‘텍스트’는 4종이 있는데， ;\t京大架書)~딘本(195 1. 4) 이 原本이고， 上海찮 

光出版公司本 (1952.2) 은 修正本이 며 , 北京人많文學社本 (1953.6) 은 J며 修

正本이고， 文化生活‘出版社本 (195 1. 6)은 ;Re;갖원隱시가 공연용으로 개편한 

것이다. 

33) 老舍<((龍짧뺨》침ff'經過 >"""1在我的二十多年的寫í'f'經驗ιI그’ 寫〈龍짧짧>:J'흘個最 
大的탑1險. J 原執〈人民日潤> 1951年 2月 4 日 第五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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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舍는 1949년 中共政權 수립 직 후 미 국으로부터 귀 국하에 1966년 8원 

紅衛兵의 난동으로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도합 23편의 극본플 생산하였는 

데 정부의 시책을 선전하거나 아니면 그 공적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 

로 쓰여진 것플이 많다. <龍覆픔과i) 이후에도 〈春華秋實) (1953) , <좀年突 

擊隊)(1955) ， <西뿔長安) (1956) , <茶館)C1957) ， <紅大院)(1958) ， <女店

재 1 막 JY:아政變H풍代 ; 제 2 막 民國時代 ; 처11 3 막 抗 日戰

냐누어 전후 약 50년간의 政治情평에 따른 社會變化블 

員)(1959) ， <全家福) (1959) , <神원) (1961) 등이 발표되 었는데 , 그중 〈茶

館)C三펌劇)은 

茶館에 

言動을 중샘으로 간점적으로 표사 

높게 평가띈디. 

時代로 

모이는 三敎九流 여려 계층 사람플의 

한 작품으로서 文藝fF品으보는 〈隨짧밤〉보다 오히 려 

끓
 
-
뼈
 

結6. 

老-舍는 참으로 多才多fiE파1 작가였다. 그는 니-이 스판 엘팝 산 매 우 

떤한 기회에 장편소션윤 쓰기 시작한 이래로 약 40년 동안 칭작 환동관 

계 속하면서 단편소설 • 중편소섣은 물론， 

창작에까지 영역음 넓혀 나갔고， 또한 남달리 근면하여서 많은 

플 남겼다. 

우언한 기회에 시 ·극푼 

작품틀 

역시 

소설을 많 

나서서 通洛文첼物의 

초기 에 는 變草期의 i떠:會와 家￠륨을 배 경 으로 ‘유마 려 스’ 한 

이 썼고 ; 抗日戰爭 시기에는 抗戰文藝의 先鉉에 

창작을 서슴지 않았으며 劇作에도 열의를 보여 形式과 內容 변에서 新

그리고 大陸에 며共政權이 수렵되자 외국 

에 있다가 歡喜짧降 귀국하여 새로운 體制에 작응하느라 얀간힘을 써가 

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現實에 참여하는 태도로 왕성한 창작의욕을 말 

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文學史家플은 그블 愛國作家라고 규정 

舊顧化블 試圖하기 도 하였다. 

자땅스렴게 여꺼번 

모슴으로 생플 

그는 그가 그령게도 사땅하고 

祖國의 推氣어 린 소년틀의 난동와중에 서 참으로 불행 한 

그런데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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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쳤다. 1966년 초기→을， 老舍는 北京市 文l佛르u퓨의 신분으로 ~!I衛l파틀 

의 文化大팎î:fp 專攻의 대상이 된 것이디. 소문에 의하면 老舍는 아담한 

茶뚫블 가슴에 안고 높은 건물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렸다 한다. 

그라고 그 뒤로 10년이 지나 園身없는 그의 넋이 새삼스려운 騎式을 갖 

추어 :It京의 八寶山한命公첼에 다시 安짧이 퍼 았다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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