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5 J 

巴金(빠진)의 最近 文學活動**

李 ‘샤장 漢*

1. 巴金의 筆名과 作品

巴金은 금년 77섹 의 中共 元老級 시、說作家이 며 , 현재 「中國作家協會」

획 代理主席을 맡고 있다. 

1904년 成都의 大官燈地主의 가정 에 태 어 난 巴金의 本名은 李홀동菜。1 

그l 字가 뽑i=t ö] 며， 巴金은 그의 筆名이다. 흑 염휴람을 本名으로 적고 있 

는 경우도 있으냐 찰못이다. E묘金의 本名과 字는 〈詩經〉 중의 國風 김 

南에 있는 〈람충〉편과 관련이 았다. <1t葉〉펀온 共三章으로 每章 句首

에 “廠뽑it葉"句블 聲用하고 있는데， E만金의 本名과 字 가운데 셰 

글자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 ['"쫓」자는 항렬자로서， 큰 형 이륨이 흙 

댔:이고， 셋째 형 이름이 쫓林이 다. 

筆名은 1936년 출판띈 〈現代中國作家筆名錄〉에 보면 李帝t=r 條下어l 

王文慧~， H:金， 巴Jt ， 순 숫」三， 슛五， 企4二， 歐陽鏡참 퉁 9개 가 수 

록이 되 어 있 으며 , 1959년 文學맑究所圖書室어l 셔 編印한 〈다]國現代11'家 

筆名錄〉어l 는 「巴金」을 추가하여 10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80 1건 
출간된 (~þ國文學家購典)C現代第←一分冊)에는 「黃樹輝」가 추가되야 11개 

가 수록되어 있다. 최돈 어느 학자의 고증에 의하면 巴金은 이밖에도 

--切， 馬琴， 竟容， 李冷 등의 筆名이 있다 한다. 이상 15개회 筆名 가 

운데 「巴金」아 가장 널iI 알려져 있고， 최근의 著述에는 한컬같이 이 

筆名이 사용되고 있다. 

* 서 울大學校 人文大 敎협(中文學) 
** ól 글은 1981년 10월 16얼 서울大 東亞文化昭究所 정 담회 에 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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巴金은 그의 처녀작 장펀 소설 〈滅亡〉이 1929년 上海 開明콸}핀에서 

그러 깐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50 여 년 동안 作品품動을 계속하고 있다. 

나 이 50년의 서j 월이 그에게 한결같지만은 않았다. 1980년 4월 티本京 

郵에셔 〈我和文學〉이란 제목으로 행한 강연에서 巴金은 그의 50년 作家

生活을 @ 初期 20년，@ 新中國 ftZ.lL後 20 1건，@ 文化大뿔命期 10 1건으 

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巴金 자신의 回l"Ji({에 의하면 1929년부터 1948년 

까치의 20년 사이에 그는 신들런 사람처럼 글을 썼으며， 마치 무엇안가 

가 쉬치 앓고 그의 마음을 채찍질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 카간에 생 

산되었먼 착품들이 후에 나온 〈巴金文集) 14권 속에 모두 수록되었다. 

〈巴金文集〉은 1958년부터 19G2년까지 4년여에 칠처 人民文學出냈社에서 

간행하였는데， 二L 속에는 〈露)， 〈雨)， <電〉을 포함한 愛情三웹3매과 

〈家〉， 〈春)， <秋〉룹 포함한 激流三部白 그리고 

소설과 〈想택)， <寒夜〉 등의 중편 소설 20권， 

장펀 〈火) 1 ， 2 ， 3부 등 

단펀 소섣 73펀， ..J..l- ~A~ 
~τr 닝 

16권， 기타 번역 50 여 종이 수록되어 았다. 

J:þ共政權 수럽 이후 文化大華命。] 일어나기 전까지의 20년 동얀에 갈 

친 「F6bt판動어1 대하여 巴金은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즉 『새 중국 

이 성돼되자 모든 것이 멜하였닥. 냐도 치난날 암휴면 만을 묘사하먼 

태도블 바꾸어 새로운 사감 새 ç 운 일플을 써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 

로운 생활에 익숙하지 못함뿐 아니라 갚이 펴고 을수가 없어서 써놓은 

작품에 대하여 스스로가 블만을 느껄 정고였으며， 또 여려카지 사회 완「 

동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착픔을 쏠 키희도 더유 적었다. J; 

文化大:한命 기 깐 巴金은 跳文元， 또 王팽文， 張春續릉 이른바四人밥 

괴 수들에 의 하역 「大文爾J ， í牛鬼At神J ， r환國때J ， 「反휩命分子」로 는￥ 

인이 찍혔다. 그리고 作家로서의 基本權 r}저 악달 1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巴金은 매알 한결같은 내응의 Bf.省文을 

이렇게 10년의 세원을 空白우루 보내고 난 c金은 이치1 

自白雲，

는 老줬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巴金은 암:노 그에게 

써야만 하였다. 

八셈율 바라브 

남은 시간이 "l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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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金이 「五年

巴金 자산 그의 이 

[당金(에진)의 最jj -:t學活動

1978년 말에 느까기 시작하였다. 

著述計劃」을 공개하게 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않다는 것을 절실히 지 

조용히 칩펼할 。).'":7
iõ' J.!... 러한 계획 공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맏치 

그리고 딘金은 “죽을 수 있는 시간을 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붓을 놓치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플 불사를 것”이 때까치 

라고 다접하고 있다. 

巴金과 無政府主義2. 

통하여 직정 1920년 成都의 外語專門學校에 입 학한 巴金은 외 국어 를 

그리고 재학중에는 진 

보적 내용을 담은 깐행물 〈半月社〉의 펠용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년에는 셋째 형과 함께 고향을 떠나 上海플 거쳐 南京에 도착하여 東南

大學 부속 중학교의 강습반에 

1923 

외국의 새로운 文物과 思想에 접할 수가 있었다. 

巴공부하는 동안 엽학하였다. 南京에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金은 五 • 三C 운동의 영 향을 많이 

그카 한해 無政府받키 시작하였고， 巴金이 新式敎育을 외 극어 로부 터 

主義者틀의 著「週을 탐독하였으며， 또 “에스페란토" (世界語)에 관성을 

가치게 되자 30년대에 이미 그를 無政府主義者라고 팽하는 사람이 많았 

다. 짐치어는 그익 筆名 “핍金”이 라시 아의 無政府主義者 “빠구난”과 

“크로프토킹”의 첫 음과 끝음을 따 온 것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말기에 이르러 다시 한먼 

당시 ;웰필昭究 전문가로 

그려나 이러한 평야나 풀이는 사실상 돈거카 별로 없다. 

無政府主義와 관련된 이러한 世評은 50년대 

그블 괴룹렸다. ï四人휩」의 한 샤람이고， 

자처하먼 쨌6文元이 먼저 

크게 

無政府

젊은이틀에게 사상면에셔 

문제 를 들고 나왔다. 挑文元은 巴金을 

E金의 작품이 중국의 

이에 대하여 밍 

석상에서 「作家

主義者로 낙안을 찍고， 

무서 운 爛飯作用과 破壞1''F用을 일으켰다고 비 난하였다. 

金은 1962년 5윌에 소집 되 었던 第二次 文人代表者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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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71 와 책입감」이라는 제목으폭 주제 발표블 하면서 跳文元。1 근거 

없이 낭설을 펴도려 사랍듭을 미흑되게 하고 있다고 면박을 가하였다. 

跳文元과의 이러한 대립이 祝根이 되어 1946년 中共政權 수렘 이전까치 

의 20년간에 결천 그의 全作品이 總、批判의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라 그 

의 작품이 悲顆消況의 ↑핍絡플 퍼뜨리고 잖은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 향을 

주어 왔다고 공격을 받았고， 득히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펀 

소설 〈家〉는 個A主義， 無政댐主義， 鉉情主義의 흔합체라고 공격을 받 

았다. I文華期間」중 맘金은 無政府主義者라는 누명에다 디-시 “천저한 

地主階級의 대만인" “*뺏쩨한 反共 늙은이”라는 모자까지 풀리썼으며 

이러한 작명은 마침내 c金을 再起不能의 구펑탱이로 돌이넣고 말았다-

l3金 자신 그의 칭 펀소설 〈滅亡〉중의 주안공- 社大心의 사상이 「이-나 

키즙J， I니힐리즘」에 접근되어 있으며， 과가 어느 시기에 그 자신의 사 

상이 확실히 그러댔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79년 5월에 그가 

프랑스플 방문파였을 때 누균가가 그에게 無政府主義의 그에 대한 영향 

을 묻자 그는 .. “내기 젊있을 해 無政府主義의 영향을 받았기는 하져 

만， 당시 니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愛國主義였다" 라고 밝히고 

있다. 巴金은 또 그의 筆名에 대하여도 「巴」자는 그가 프랑스에 있을 

때 사권 巴앓波라는 이릅을 가졌던 친구가 연상되어 취한 것이고， I金」

자는 그저 筆劃이 간단하고 쓰기가 쉬워서 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풀이한 바 있다. 

3. 모金의 文혈活動 

國雖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救國의 念願， 그리고 西方世界에 대한 摩

웹을 안고 巴金은 自費로 1927년 1월 프랑스의 말셰이유블 거처 빠리에 

도착하였다. 1928년 말까지의 표랑스 유학 기간 중 l므金은 크로폭로킹， 

몽테스큐， 풋소， 헬젠 등의 저서를 통하여 민주 혁명 사상을 받아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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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고， 조라 그리고 로망 • 로랑 등 포랑스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문 

학 수련을 쌓기도 하였다t. 맘金의 처뎌작 장편 소설 〈滅亡〉은 이 무렵 

탈고했던 것을 후에 上海의 開明書局에서 출판한 것이다. 

1928년말 上海로 돌아온 巴金은 그때부더 文t훨生活을 시작하였으며， 

1931년 9. 18 사변이 다지자 救亡 운동에 앞창섰고， 1933년 이추에는 꽉 

필과도 交分이 있었다 1937년 中日 전쟁이 터지자 또 抗戰의 대열어] 

끼어 붓으로 총을 대신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플난 이듬해인 1946년 6월에 소칩펀 rif:t華全國文

學藝術工{'p者-大會」에 서 는 「中華全國文學藝術界聯合會全國委員會委員J ，

「中華全國文學工1'1'者協會全國委릎會委員籍常務委員j으로 선출되 었다. 

1947년 8월에는 臺灣을 땐問한 일도 있었으며， 1950년 이후에는 바르 

샤tlt에서 열란 제 2 차 世界平和守護大會에도 참석하였고? 한국동란 때 

에는 두 번이 나 전션을 방문하였ξ며， 쏘련을 다섯 벤이 나 방문하였다. 

그리고 文化大華命 이전까지 「中國文藝工作者聯合會 副主席j， r中國f'f

家協會 副主席J， r f'f協 上海分會 主席」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文

華 기간 중에는 走賢派 反黨分子로 낙언이 찍혀 모든 公權이 박달되고 

일체외 사회 활동이 금치되었다. 이러한 않境 속에서 그는 또 시향하는 

아내 마저 앓게 되었다. 

四人覺야 무너 저 자 巴金은 곧 ::L의 모든 公權을 회 복하였고， 다시 文

t賣活動을 시작하였다. 1978년에 소집환 「第五次 全國A民代表大會」에셔 

는 常務委윌會 종員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979년 4월에는 50년 만에 

다시 빠리플 방은할 기회블 가졌으며， 19801칸 4웰에는 B 本 廣島와 京

홉0 등치를 방문하고 강연회도 가진 바 있다. 

1977년 이후 프랑스의 일부 漢學者율은 끈질기게 巴金을 노벨 文學賞

受賞候補로 제청하여 왔으며， 巴金 자신 이 문제에 대하여 “기위 印度

나 日本의 작가도 노벨 文學賞을 받은 터에 며1國人이라고 해서 그 대상 

에서 제외될 것은 없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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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로 1979년 4월 巴金이 약 3 주간 프랑스플 방문하었을 돼 에 는 노벨 

문학상과 관련된 풍문이 파다하게 먼지기도 하였었다. 다만 당시의 중 

국내의 정치 정서1 가 이 문제블 적극책으로 거론하기 불편한 전을 감안 

하여 둬로 미뤘다는 소문이 있었다. 

巴金은 또 1980년 가을 스둬1 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벨란 제 65차 국 

제 에스페란토 대패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巴金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 

가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18년 아니먼 1921년부터의 일이 

라 하니 巴金과 에스페란토의 관계는 그의 문단 활동 경력보다도 긴 자1 

월에 건친다. 

1981년 4월 20일에는 「中國作家協會代表者據大會議」에 샤 며國1''f家짧 

會主席團f\;;理主席으로 선출되 어 그해 3웰 27일 쫓眉이 죽은 둬 로 EE席

으로 있던 作協主席의 책임을 인겨1 받기도 하였다. 딘金은 그때까지 第

一副主席으로 있으맨서 질질적으로 主席의 권한을 대리하여 오고 있었 

다. 巴金이 代理主席으로 션출된 다음날 中國作協據大會議에 서 는 「다j國 

現代文學館」의 건렘을 결의하였고， 巴金은 그 基金으로 자신의 원고료 

수입 중에서 15만원(人民網)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와 별도로 中國作協

에 서 는 前‘任主席 풍)좁의 遺l꽤에 따라 쫓居이 寄拉한 원고료 25만원 (人

民網)을 基金으로 「풍휩文學雙金委員會」를 구성하고 이블 主席團 전체 

성원 12맹이 운영히1 냐가기로 의결한 바 있다. 

4. 모金의 五年著述計훌l 

1978년 12웰，E:.金은 그의 作家로서 의 ←→生을 마무리 짓 기 위 한 「著

述五年計劃」을 발표하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5년동안 매년 1 

권씩의 隨想錄과 1권씩의 〈헬첸회고록〉 번역， 그리고 1권의 강작 회고 

록과 2부의 장펀 소설 등 도합 13권의 著述을 끝낼 생 각이 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계획은 현채까치 차잘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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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매년 1권씩 내기로 한 〈隨想錄〉도 第--集(1979) , 第二集 (1980) 이 

이미 香港 三聯書店에서 간행된 바 있다. 巴金은 〈隨想錄〉의 總序에서 ..• 

이제 그의 나이가 70을 넘어서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 

지 않았으며 , 四A휩 橫行時에 빼 앗겼던 10년 세 월을 되 찾아야 겠으며 , 

조그마한 것일망정 우선 실질적이고 하기 쉬운 일부터 하나썩 해 나갈 

생각이라고 〈隨想錄〉 저술의 동기와 방법을 밝허고 있다. 四/、暫이 무 

너진 뒤부터 巴金은 香港에서 발행되는 〈大公報〉와 〈文雅報〉에 각각 

〈隨想錄〉과 〈創作며憶錄〉의 컬럼을 쓰고 있다. <隨想錄> 1 ， 2캡은 1979 

년， 19801견 2년동안 발표되 었던 것 중에서 각 집에 30 펀 씩 묶어서 單

行本으로 낸 것이다. 

巴金이 構想하고 있는 2부의 장편 소설도 이미 그 제목까지 〈一짧美 

麗的眼圖>， <빨不滅8':1火J씹〉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중 <-雙美麗的眼蘭〉

은 文草期間에 어느 老年 知짧分子가 겪은 일을 소재로 하여 칩필 중이 

며 1981년 말까지는 탈고 예정으로 있다. 巴金은 그의 〈隨想錄〉 제 1 집 

에 실려 있는 〈懷念蕭冊〉이란 글에서 그의 아내 蕭冊의 臨終時의 모습 

을 묘사하면서 그녀 의 눈이 내 내 크고， 아름닦고， 초롱-초롱 빚 나고 았 

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하여 〈一雙美麗的眼晧〉은 

다분히 巴金과 그의 아내를 중심으로 한 自傳的인 소설이 훨 것이라고 

추리하는 사람도 있다. 

巴金이 과연 그가 세운 「著述五年計劃」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 

부에 대하여는 巴金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斷즙할 수 없는 일이 

다. 그러나 巴金은 이미 그가 세운 계획의 5분의 3을 달성해 놓고 있 

다. 八句을 바라보는 나이 에 있는 巴金의 作家로서 의 ↑휩熱과 意愁이 아 

직 도 식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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