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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牛漢은 1923년 山西 定襄縣에서 태어난 몽골족 출신의 시인으로, 1939년 문

단에 입문한 이래 줄곧 중국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작가이다. 牛漢의 작

품은 ‘胡風 사건’으로 연루되기 이전 까지 시기, 문화대혁명 시기, 개혁․개방 

이후 시기 등 각각 시기별로 시적 경향의 변모를 보여주지만1), 기본적으로 그

의 작품은 시종일관 시적 에너지로 가득하다. 이것은 牛漢 시의 독특한 매력이

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詩歷 속에서도 나타난다.

정치 혼란기 속에서 시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

령 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외적 환경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인해 자신

*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시간강사
1) 牛漢의 첫 번째 시기의 작품 경향이 외향적, 전투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기인 경우 

상징적 경향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세 번째 시기의 작품은 철학적 경향을 보이고 있
다고 판단된다. 김용운의 경우 牛漢의 작품 변모과정을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외부로 의지를 발산한 시인이 정치적 시련을 통해 내면의 성찰적 자아를 만나가는 시인
의 성숙 과정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김용운,<牛漢硏究>:≪중국현대문학≫제15호,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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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울한 내면세계로 빠져들기 쉽다. 그러나 牛漢의 경우 오히려 국공내전,

문화대혁명 등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도 작품을 꾸준히 창작했고2), 게다가 그의 

시는 결코 나약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牛漢의 독특한 시력은 시인 특유의 에너

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 에너지야말로 그를 시인으로서 완주할 수 

있게 만든 원천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중국 대륙에서 牛漢 시에 대한 연구물은 적지 않다. 중국 대륙

의 경우 시인의 예술적 성취3), 시인의 생명에 관한 철학관4), 문화대혁명 시기

의 작품 경향5) 등을 다룬 논문이 있고, 한국의 경우 김용운의 牛漢 시의 전반

적 시적 경향을 다룬 <牛漢硏究>와 김소현의 문혁 시기 牛漢 시의 특징을 보

여준 <문혁 시기 牛漢 시 연구> 등의 연구물이 있다.

본고는 그의 충만한 시적 에너지가 그의 초기작에서 시작되고 있음에 주목

하여, 이들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아 牛漢 시 초기작에 나타나는 牛漢 시 에

너지의 그 원형적인 특징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또 작품을 통해 어떻게 

체현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의의는 무엇인지 등을 밝히고자 한다.

牛漢의 초기작이 미학적 성취 방면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6)도 보이지만, 초

기 작품 수록집인 ≪채색의 생활:采色的生活≫7)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牛漢

2) 劉紅偉外,<牛漢先生關于人生與詩歌的答問>:≪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94쪽.

3) 葉櫓,<宿命的糾纏>:≪名作欣賞≫,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1995.3, 孫曉娥,<以畵入
詩>:≪當代文壇≫成都,四川省作家協會, 2003.3, 蔡莉莉,<牛漢詩歌的現代性精神分

析>:≪燕山大學學報≫, 廣州, 哲學社會科學會, 2006.5.

4) 李鴻然,<牛漢:與詩相依爲命>:≪民族文學硏究≫, 北京,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硏
究所, 2000.3, 劉紅偉外,<牛漢先生關于人生與詩歌的答問>:≪詩探索≫, 北京, 中國當

代文學硏究會, 1999.2, 張同道,<動物、植物與空曠:牛漢詩的靈魂之旅>:≪詩探索≫,
北京,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苗雨時,<生命的詩與詩的生命>:≪詩探索≫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2003.

5) 宋梅,<論"文革"時期牛漢的詩歌創作>:≪商丘職業技術學院學報≫, 商丘, 商丘職業技術
學院學會 2005.4.

6) 蔡莉莉,<牛漢詩歌的現代性精神分析>:≪燕山大學學報≫, 廣州, 哲學社會科學會, 81쪽 
참고.

7) ≪彩色的生活≫은 ≪七月≫詩叢 2집에 묶어 나왔는데, 牛漢은 <後記>에 “고통과 기쁨이 
교차되는 감정에서 창작되어진 시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집에는 30여 수가 수록
되어 있다. (賈植芳主編,≪中國現代文學社團流派≫·下, 南京, 江蘇敎育出版社, 1989,
7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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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특한 시적 원형질을 찾는다면, 향후 중․후기로 이어지는 牛漢 시의 시적 

궤도 변화를 입체적으로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Ⅱ. 맨 얼굴의 자존

일반적으로 시는 시인의 직접적인 육성보다는 소위 페르소나persona로 위장

된 시적자아의 목소리로 현현한다. 그러나 牛漢 초기 시에는 별다른 가면장치 

없이 시인의 생생한 맨얼굴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는 牛漢 시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시의 특징은 胡風의 ‘체험적 현실주의8)’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七月詩派 시인들에 비하더라도 牛漢의 초

기작에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있다. 이런 시인의 육성에는 조

국애가 주조를 이룬다. 이 조국애는 중화민국 시기 제국침탈과 내전으로 얼룩

진 조국의 고통을 시인 자신과 일체화하는데서 시작한다.

...// 조국이여/ 그대 역시 춥지 않는가?// 나는 그대의 따뜻함을 위해/ 내 자신

을 한 묶음의 목탄으로 삼아/ 연소될 수 있다네/ 그대가 따뜻해진다면/ 내게도 더 

이상 추위가 없으리니    <눈 내리는 저녁> 의 일부9))

牛漢의 작품에는 시인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나(我)’가 빈번하게 등장한

다. 艾靑의 <중국의 토지 위에 눈은 내리고(雪落在中國的土地上)>를 연상하

게 하는 위의 작품10)에는 ‘조국’과 ‘나’가 합일되어 있다. 艾靑의 작품이 중일

8) ‘체험 현실주의’는 현실주의를 중시하면서도 ‘체험’의 요소를 간과하지 않는 리얼리즘을 뜻
한다. 기계적인 반영의식이 아닌, 작가가 직접 체험한 주관적 능동성을 창작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작품에 반영하는 태도이다. ‘체험 현실주의’라는 용어는 처음 嚴家炎이 먼저 
제기하였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한 사람은 胡風이었다. (溫儒敏/신진호,≪中國現代
文學批評史≫, 서울, 신아사, 1994, 265쪽 참고.)

9) ...祖國呵,/ 你是不是也寒冷?// 我可以爲你的溫暖,/ 將自己當作一束木炭,/ 燃燒起
來...// 你溫暖了,/ 我也再沒有寒冷. <落雪的夜>

10) 牛漢을 七月詩派의 한 성원으로 간주할지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牛漢이 
중일전쟁과 내전기간 동안 비교적 왕성한 활동을 주도하던 칠월시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당시 艾靑과 田間의 시적 영향 하에 
있었던 七月詩派 성원과 마찬가지로 牛漢의 작품에도 그러한 요소들을 보이고 있다.
(龍泉明,≪中國新詩變遷論≫,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99, 492-49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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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한 조국 현실의 위기를 절실하게 형상화했다면, 牛漢의 위 작품은 

國共內戰으로 피폐해진 조국을 위해 희생을 불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다

지고 있다. 조국과 자신을 일체화했던 까닭에 牛漢의 초기 시에는 혼란한 조

국현실과 그 시대를 관통해 나오는 시인의 인생역정이 오버랩 된 ‘私詩11)’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시와 삶, 자아와 조국을 분리시키지 않고 시를 창작했

던 牛漢의 예술관에서 비롯된다.

어느 동지는/ 음악을 사랑했네/ 그는 내게 말했어 바이올린이 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새벽부터 황혼까지/ 멋진 노래 몇 곡씩 연주할 텐데// 몇 년이 지나갔어/ 바

이올린, 여전히 살 수 없네/ 그들 집은 가난해서/ 수수전을 먹지// 바이올린은 없

지만/ 그는 여전히 쾌활하게 생활하지/ 매일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이미 바이올린

이 생겼노라고 그는 내게 말했지/ 그것은 밤낮으로 함께 울리는 생활/ 우리의 노

래/ 바이올린 위에서는/ 연주할 수 없네// 게다가/ 그는/ 총을 더 사랑하지/ 그는 

장차 총을 지닌 사람들의 행렬에 들어갈 것이네/ 총탄이 조용한 밤에 날아가며 내

는 소리에 바이올린 연주될 수 없고/ 총탄이 회전하며 적의 가슴을 뚫는 소리에/

바이올린/ 연주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어    <바이올린>의 전문12)

위 시는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이다. ‘음악’을 

‘사랑’하나 가난 탓에 악기를 살 수 없어 제대로 된 음악을 할 수 없는 어느 한 

친구를 통해, 시인은 진정한 ‘음악’이란 ‘쾌활하게 생활’하면서 ‘일상을 연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牛漢은 “시는 내게 있어 제2의 생명이 된다(詩成

爲我的第二生命)13)”라고 했는데, 예술을 삶과 분리시키지 않는 牛漢의 시관은 

11) 소설에는 자전적 경향이 강한 ‘私小說’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시에는 개인의 이야기
를 그대로 담아낸 작품을 가리키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에 개인의 이야기시라는 의미
로 ‘私詩’라 명명해 보았다.

12) 一個同志,/ 他愛音樂./ 他對我說:他希望有一只梵亞鈴,/ 每天早晨黃昏,/ 奏幾支好
歌.// 幾年過去了,/ 琴, 還是買不起,/ 他們家裏很窮啊,/ 吃着高粱麵餠.// 但是沒有

琴,/ 他還是生活得很快活,/ 彷彿每天都在奏着梵亞鈴./ 他對我說他已經有琴了:/ 那
是日夜交響的生活,/ 我們的歌,/ 在梵亞鈴上,/ 奏不出來.// 而且/ 他呢,/ 更愛槍,/
他將走進帶槍人的行列./ 他說:/ 槍彈在靜夜飛嘯的聲音梵亞鈴奏不出來,/ 槍彈旋轉地

穿過敵人的胸脯的聲音梵亞鈴/ 奏不出來... <梵亞鈴>

13) 김소현의 경우 <문혁 시기 牛漢 시 연구> (≪중국현대문학≫제22호, 2002.6, 58쪽 참
고)에서, 시와 삶을 분리하지 않았던 牛漢의 창작태도가 다소 과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牛漢의 창작경력과 그가 걸어온 시인으로서의 역정을 두고 볼 때 그렇다고 생
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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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또한 시인은 문예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관점을 밝히고 있다. 일

상적인 삶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음악’이 중요하지만, 전시 상황 하에서는 전쟁

에 참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음악과 삶 모두를 부정하지 않

으면서도, 현실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인派의 ‘주관전투정신14)’

과 일맥상통한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시인은 결국 내전 시기 여러 번 옥

살이와 수배생활을 하게 된다.

①담장 밖에/교회당이 있어/기도하는 종소리/밤이고 낮이고 울린다//...// 종

치는 사람은 바로/ 총과 가죽채찍으로 나를 체포하던 살인마/ 그는 총개머리로 나

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쳤고/ 가죽채찍으로 내 얼굴 가득 혈흔이 돋아나게 했다//...

<하느님을 고발하다> 의 일부15)

② 봄날/ 바야흐로 유채꽃 향기 흩날리는데/ 난 감옥에 갇혀있네// 어머니는/

검정 무명옷 입으시고/ 아주 먼 서북 고원에서/ (내) 시신 수습할 관 살 비용 가

지고/ 홀로 나를 면회하러 급히 오셨네/ 머리가 짓이겨져/ 네가 죽었다고/ 들었다/

/ 난 결코 죽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감옥에 오셔서 나를 면회하는데/ 교도관 

한 명 서 있네/ 촘촘한 두 개의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는 나를 향해 떨리

는 손/ 뻗으시지만/ 나는 잡을 수가 없네 잡을 수가 없네// 그러나 어머니와 나는/

울지 않네// 어머니는 물으시네/ 옥에 갇히다니/ 죄를 지은 것이냐/ 나는 할 말이 

없네...// 어머니는 내 마음을 이해하시네/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무서운 

박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용감하게 죄를 짓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음을   

<감옥에서>의 전문16)

14) 胡風이 제기한 ‘주관전투정신’은 우선 작가의 인격 소질에 대한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속에는 작가가 현실생활을 대하는 능동적이고 성실한 태도가 포함된다. 胡風은 ‘명
사 취향’의 문학에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학의 상상력과 감각력도 중요시 여겼던 
이론가였다. (溫儒敏/신진호,≪中國現代文學批評史≫, 서울, 신아사, 1994, 267쪽,
270쪽 참고.)

15) 牆外邊/ 有一座敎堂,/ 祈禱的鐘聲/ 白天黑夜地嚮.//...// 敲鐘的人,/ 正是用槍和皮
鞭逮捕我的凶手:/ 他用槍托砸我的頭和胸脯/ 他用皮鞭抽得我滿臉血痕.//...
<控訴上帝>

16) 春天/ 菜花正飄香/ 我被關進牢獄.// 母親/ 穿一身黑布衣裳,/ 從老遠的西北高原,/

帶着收尸的棺材錢,/ 獨自赶來看我:/ 聽說/ 你死了,/ 腦殼被砸爛...// 我幷沒有死.//
母親/ 到牢獄看我,/ 我和母親中間/ 站着一個獄卒,/ 隔着兩道密密的鐵柵欄,/ 母親向
我伸出/ 顫顫的手,/ 我握不到, 握不到...// 但母親和我/ 都沒有哭泣.// 母親問我:/

獄裏/ 受罪了吧!/ 我無言...// 母親懂得我的心,/ 獄裏, 獄外/ 同樣是狂暴的迫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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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의미시와 경험시로 분류17)한다면, 牛漢의 초기 시 작품은 대부분 경

험시라 하겠다. 위 두 작품은 모두 1946년 3월 학생운동 참여 이후, 牛漢이 

2년 구형을 선고받고 漢中 陝西省 제2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쓰였다. ①의 시는 감옥 근처 에 있는 교회에서 ‘종치기’로 일하는 사람이 시인

에게 저지른 악랄함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작품이다. 교회는 외관상 ‘밤이고 

낮이고 종을 울리며’ ‘기도’하는 곳이지만, 안으로는 ‘총개머리와 가죽채찍으로 

시인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치는’ 흉악하고 위선적인 곳이다. 牛漢의 시에는 교

회가 자주 등장 하는데, 대부분 중국을 침략한 제국주의 앞잡이 이미지로 그려

져 있다.

②의 시는 牛漢의 모친이 아들의 ‘머리가 짓이겨져 죽었다는18)’ 소식을 듣

고, 아들의 ‘시신을 수습할 비용’을 챙겨서, ‘서북 고원’에서부터 ‘아주 먼’ 漢中

까지 한걸음에 달려와 아들과 면회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작품에

는 牛漢의 모친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겪었을 놀라움, 면회 이후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의지는 꺾지 

말자는 모자의 단호한 의지 등이 나타나있다. 牛漢의 모친 역시 매우 강직한 

성품을 지닌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시인은 이런 어머니를 닮았던 

것 같다19). 이런 모친에 대한 牛漢의 사랑과 믿음은 다음의 작품에도 잘 드러

난다.

...// 마을 사람들이 말해주었다/ (옛날)너희 엄마가 화원으로 진입해/ 극악무도

한 성장을 죽이려 시도했으나/ 그만 호위병에게 잡혀 삼일밤낮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바보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었다고//... <사랑>의 일부20)

同樣有一個不屈的/ 敢于犯罪的意志. <在牢獄>

17) 김준오, ≪시론≫, 서울, 삼지원, 1993, 66쪽, 68쪽 참고.

18) 1946년 여름 학생운동으로 체포될 당시 牛漢은 머리 부상을 심하게 당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胡風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몽유병’이
라는 지병을 앓게 되었다.(김소현,<문혁 시기 牛漢 시 연구>:≪중국현대문학≫제22호,
2002.6, 72쪽.)

19) 李鴻然,<牛漢:與詩相依爲命>:≪民族文學硏究≫, 北京,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
硏究所, 2000.3, 47쪽.

20) ...//村裏的人說:/ 媽媽闖進一座花園,/ 想要謀殺那個罪大惡極的省長,/ 被衛兵抓住,

弔在樹上, 三天三夜/ 當作白痴和瘋子...// ... <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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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품에는 마을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자기 어머니의 용감했던 과거 

행적을 그려놓고 있다. 즉, 시인의 모친이 ‘극악무도한 성장’이었던 閻錫山21)

을 죽이기 위해 그의 ‘화원’에 ‘진입’했으나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오히려 ‘호위병

에게 잡혀’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나무에 매달리는’ 고초를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시인은 그런 투사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며 

시 제목으로 ‘사랑’을 붙여 그런 어머니에 대한 시인의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내

었다. 시인의 저항 기질은 모친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남방/ 칠월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나와 그대/ 또 만났다//...// 우리는 돼지의 

양식 부럽지 않네/ 우리는 닭과 오리의 음식 탐내지 않네/ 우리는 철책 안의 거대

한 수사자 야생표범의 오찬고기 바라지 않네/ 우리는 굶주린 사마귀와 올빼미처

럼,/ 꿋꿋하게 자신의 뒷다리와 손바닥 앞부분을 먹네/ 멋진 형제여,/ 우리가 어찌 

수척해지지 않겠는가!//... <굶주림>의 일부22)

위의 작품은 1947년 牛漢이 국민당의 수배령으로 南京까지 쫓겨 가며 지은 

것이다. 이런 종류의 작품은 러시아 시인 레비또프(1835-1877)의 시적 영향을 

받았는데, 레비또프 역시 체포령으로 유랑생활을 했던 작가였다23). 이 시기 牛

漢은 南京에서 시인 曾卓24)을 만났고 이를 계기로 위의 시를 발표할 수 있었

다. 당시 수배 중이었던 그는 ‘칠월의 뜨거운 햇빛’과 배고픔으로 지쳐, 사육되

21) 閻錫山(1883-1960)은 山西省 출신으로 1909년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11
년 辛亥革命에도 참가했었다. 1912년부터 1927년 동안 山西省 省長을 역임하며, 蔣
介石 휘하에서 반공노선을 폈으며, 1949년 臺灣으로 건너가 반공저술에 힘썼다. (http://
100.naver.com 참고.)

22) 在南方,/ 七月的暴烈的陽光裏,/ 我和你,/ 又相遇了.//...// 猪的糧食, 我們不羨慕,/
鷄鴨的食米我們不貪饞,/ 鐵籠裏雄獅野豹的午餐肉, 我們不要./ 我們像飢餓的螳螂和
梟鳥, 堅貞地吃着自己的後腿和前掌,/ 好兄弟,/ 我們怎麽不瘦呢?//... <飢餓-給

C.S>

23) 劉紅偉外,<牛漢先生關于人生與詩歌的答問>:≪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92쪽 참고.

24) 曾卓(1922-2002)은 湖北 武漢 출생으로 본명은 曾慶冠이다. 1936년 武漢市 민족해
방선봉대에 가입하였으며, 1940년에는 全國文協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44년 ≪詩
文學≫편집을 맡기도 하였다. 1955년 胡風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1979년 명예를 회복
하였다. 그의 주요 시집으로는 ≪門≫,≪벼랑의 나무:懸崖邊的樹≫,≪하얀 꽃:白色花≫,
등이 있다. (http://baike.baidu.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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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돼지’, ‘닭’, ‘철책 안의 야생표범’ 등이 부러울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설령 ‘자신의 뒷다리와 손바닥’을 먹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시인은 ‘굶주린 사마귀와 올빼미’처럼 끝까지 지조를 지키

겠노라고 다짐한다. 시인의 자존을 지킬 줄 아는 올곧은 성품은 다음 시에도 

잘 드러난다.

(1)...//나와 아내는/도시로 걸어 들어갔다 (2) 북방/피 흘리는 12월/우리는/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두 백성/ 모체 속에 아이도 있다/ 떠돌아다녀 보았지만/ 직

업을 찾을 수 없다//...// 나는 보자기를 짊어졌고/ 나의 여인은/ 캥거루 같은 배를 

내밀고/ 내 뒤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걷는다/... (4) ...//아내여!/그대의 푹 파인 우울한 눈에/눈물 영원히 맺혀있지만/

그 눈물 오히려 끝까지 흘리지 않는구나/ 그 눈물이 그대 마음에 눌려 있듯/ 그대,

중국의 여인은/ 비애와 박해 가운데서 투쟁해 온 생명/ 어제의 눈물은 있었으나/

오늘은 그대/ 흐느끼는 사람이 아니다    <단련>의 일부25)

위의 작품은 수배로 쫒기는 장면을 그린 장편서사시로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牛漢의 아내는 牛漢과 함께 1946년 7월 중국공산당에 정식 가입하게 된

다. 당시 그녀는 임신 후반기라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숨을 고르며’ 걸어야할 

정도로 몸이 무거운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 역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면서 

‘캥거루 같은 배를 내밀고’ 남편과 함께 쫒기는 최악의 생활을 하지만, 결코 ‘눈

물’을 흘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그들 부부는 자신의 선택에 대

한 망설임과 후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26). 오히려 “자신의 삶에 이러한 고난

의 상처가 없었다면, 자신의 시도 있지 않았을 것(沒有傷疤和痛苦也就沒有我

的詩)27)”이라고 말한다.

25) (一)...// 我和妻子/ 走進了一個城市... (二)北方/ 落血的十二月/ 我們-/ 兩個飢寒

的生靈/ 還有母體裏的嬰兒/ 流浪着/ 找不到職業//...// 我背着包袱/ 我的女人/ 挺
着袋鼠似的肚子/ 在我的候邊/ 喘息地, 三步一息地慢慢走着/... (四)...//我的妻子呵
/ 你的深陷的憂鬱的眼睛/ 永遠含着淚水/ 而淚却永遠沒有流下來過/ 仿佛那淚水被你

抑到心裏去了/ 你, 中國的女人/ 從悲哀和迫害中搏鬪過來的生命/ 有昨天的淚/ 但今
天,你/ 不是哭泣的人/... <錘煉>

26) 孫玉石,<鷹的姿態:牛漢的詩>:≪文藝爭鳴≫,長春, 文學藝術聯合會, 2003.6, 37쪽 참고.

27) 楊志學,<詩界人物之牛漢:崇高美學的創造者>:≪文學前沿≫第7輯,學苑出版社, 2003,

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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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소하니/ 햇빛도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나 잠깐 보았을 

뿐이다/ 푸른 하늘... 황금의 햇빛... 걸어가는 인파를.../ 나는 차가운 철 한 조

각처럼 화로에 던져져서 녹듯/ 온몸이 불을 뿜고 생명은 다시 연마 된다/ 눈앞에

는 붉은 별, 초록별, 검은 별이 가볍게 흐른다/... (4) .../ 내게는 불쌍히 여기는 

온정일랑 없다/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좋겠지만, 깨어나지 못하거든 죽어버려라!/

나는 이런 스릴을 위해 눈물 흘릴 줄 모른다/ 시인은 일찍이 말했었다/ “피가 흐

르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채색의 생활>의 일부28)

이 작품은 1948년 시인이 ‘牛漢’이라는 필명을 처음 사용한 작품으로 총 5부

로 구성되어 있다. 그해 牛漢은 자신의 작품을 모두 정리해 ≪채색의 생활:彩

色的生活≫이라는 제목으로 묶어, 胡風의 수정을 거친 후 ≪七月詩總≫ 2집

에 함께 넣게 발간하였고, 이후 1951년 1월 上海泥土社를 통해 시집으로 발간

하게 된다. 牛漢은 1946년 2년 구형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5월 말 병으로 

보석되었는데 이 시는 당시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푸른 하늘, 황금 햇빛,

걸어가는 인파’ 등의 풍경들은 감옥에서 막 출소한 시인에게는 그 자체가 자유

의 향연인 셈이다. 감옥에서 심신의 적잖은 타격을 입었을 시인은 오히려 ‘피’

는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겠노라고 시인 특유의 의지를 다진다.

일반적으로 시인은 태생적으로 민감한 감수성의 소유자들이라, 주어진 현실

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여리고 섬세한 자신의 촉수를 안으로 집어넣고,

부조리한 세상과 연약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고통과 갈등으로 인해 내면으로 

침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牛漢의 초기작에게는 이러한 면들이 거의 드러

나 있지 않다. 오히려 그의 작품에는 별도의 서정적 자아 설정 없이 자신의 육

성을 통해 신념과 이상을 외향적으로 노래하였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牛漢의 

초기작에는 ‘무갈등주의’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미적 긴장감이 약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牛漢 초기작에서 볼 수 있는 조국애는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

키고자한 작가의 깨어있는 자존의 분투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28) (一)...// 出了獄門,/ 陽光也像今天這樣亮麗./ 但是儘只看到一眼-/ 藍的天...金黃的

陽光...走動的人群.../ 我像一塊冰冷的鐵投進洪爐裏融化了./ 全身冒火, 生命重新鑄
煉着/ 眼前飄忽着紅色的星, 藍色的星, 黑色的星/...(四).../ 我沒有憐憫的溫情:/ 昏
暈的醒來, 也好, 醒不來, 死去吧!/ 我不會爲了這場刺激流出一滴眼淚/ 詩人已經說過

了,/ “流血的人不是流淚的人”.//... <采色的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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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명확한 분투

牛漢 초기 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악의 대비가 분명하다는 점

에 있다. 즉, ‘敵’에 대한 ‘我’의 투쟁구도가 매우 선명하게 포착된다. 이는 프

로파간다 형태의 작품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메타포를 추구하는 

시의 미학적 밀도로 볼 때 그다지 긍정적인 장치는 아니다. 따라서 牛漢 초기 

시에 나타나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역시 시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위험요소를 지

니고 있다29). 그러나 시인은 순간순간 자연스럽고 적절한 은유로 이러한 단점

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 즉, 牛漢은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

러운 감정유출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도 동시에 은유의 여과지를 통해 감정을 

조탁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구비했던 시인이라고 생각한다. 牛漢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선악대결의식은 동․식물 등의 특정 소재를 통해 전개된다.

...// 갈대의 씨앗은 환한 날개 펴고 관목수풀 위를 난다/ 민들레 씨앗은 해바라

기 같은 둥근 날개를 빙그르 돌린다/ 느릅나무 씨앗은 녹색의 날 수 있는 별이다/

버드나무 씨앗에는 하얀 구름송이 같은 날개가 있다/ 알 속에는 날개가 돋아나는 

병아리가 있다/ 바닷물의 물고기 알들은 자유롭게 비상한다/ 세찬 뇌우의 날개는 

먹구름 번개와 폭풍이다//... <씨앗에 날개가 있다>의 일부30)

이 작품에서는 ‘씨앗’의 이미지가 주종을 이룬다. 이 시를 지었던 1945년 당

시 시인은 西北大學으로 돌아와 민주화 학생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시에 사용된 번식과 희생을 의미하는 ‘씨앗’의 이미지는 학생운동이 잘 퍼

져나가길 바라는 그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 하겠다. ‘씨앗’의 이미지는 희생과 

번식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보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긴 하지만,

29) 김용운은 <牛漢硏究>(≪중국현대문학≫제15호, 1998.12, 141쪽 참고)에서, 牛漢이 
지나치게 ‘敵我’의식이 강해 전쟁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인간적 재난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고뇌가 부족한데 이를 그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다.

30) ...// 蘆葦的種子張着白亮的翅膀飛在灌木林上/ 蒲公英的種子旋轉着向日葵似的圓翅
膀/ 楡樹的種子是綠色的會飛的星星/ 柳樹的種子有白色的雲朶似的翅膀/ 蛋裏有萌生
翅膀的小鳥兒/ 海水裏的魚卵自由地飛翔/ 大雷雨的翅膀是黑雲閃電和暴風//... <種

子有翅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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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漢 작품에는 ‘씨앗’의 이미지가 <질경이:車前草>, <작은 석류 화분 하나:一盆

小石榴> 등 그의 후기작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갈대 씨앗’, ‘민들레 씨앗’, ‘느릅나무 씨앗’, ‘버드나무 씨앗’ 등 다양한 ‘씨앗’

의 형상화는 대목에서는 시인의 섬세한 느낌이 전달된다. ‘씨앗’ 자체는 미미한 

크기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일단 그 ‘씨앗’이 날아서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씨앗’은 무궁무진한 미래를 품고 있는 엄청난 에너

지 자체가 된다. ‘알(蛋)’, ‘뇌우’와 ‘번개’도 ‘씨앗’과 마찬가지로 중․후기작에 

자주 보이는 소재로 후속세대의 혁명계승과 각성 등을 비유하는 긍정적인 소재

이다. 어쨌든 ‘씨앗’의 대립각은 이러한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척박한 

‘토지’라 하겠다.

나는 토지 위의/ 비참하고 가난한 아이/ 그러나, 나를 비춰주는 태양만 있을 뿐

//...// 얼어붙은 지하에서/ 싹을 틔울 수 없는 씨앗은/ 꽃송이 위에서 꿀을 빚는 

땅벌을 갈망한다/ 또한 대지를 갈아엎어, 지하를 지상으로/ 변하게 하는 지렁이를 

상상한다/ 햇빛을 본 적 없는 두더지/ 잿빛 혈액이 흐르는 지하의 생물들은/ 감옥

에서 무기형에 처해진 죄수들처럼/ 한창 모반을 일으킨다//... <지하의 소리>의 

일부31)

1944년 12월 西安에서 쓴 이 작품은 혁명을 꿈꾸는 피지배계층의 잠재된 힘

과 꿈을 노래한다. ‘토지’는 생명을 키워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태양’과 ‘햇빛’이 

없는 곳에서의 ‘토지’는 어떠한 생명도 싹틀 수 없는 불모의 공간이다. 그렇다

고 좌절하지 않는다. 언젠가 ‘땅벌’은 ‘꽃송이 위에서 꿀을 빚을 것이며’, ‘지렁

이’는 ‘지하를 갈아엎을 것이며’, ‘두더지’는 ‘무기형을 받았지만 모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땅벌’, ‘지렁이’, ‘두더지’ 등은 작지만 강한 민중의 생명력과 투쟁력

을 상징한다. 특히 ‘지렁이’의 ‘잿빛 혈액’은 중․후기작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환기하는 소재로 계속 나타난다.

이상 위의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소재들이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31) 我是一個土地上/ 悲苦的窮孩子/ 然而, 還有僅僅一個太陽曬我//...// 在冰凍的地下/
不能出芽的種子/ 渴想在花朶上釀蜜的土蜂/ 還有幻想將大地飜過, 把地下變成地上的
蚯蚓/ 沒有見過陽光的土撥鼠/ 那些流着灰色血液的地下的生物們/ 像監獄中被判處了

無期徒刑的囚犯們/ 正在進行反叛//.. <地下的聲音>



122 ≪中國文學硏究≫ㆍ제41집

자주 사용되었던 시어라고 한다면, ‘개’, ‘늑대’, ‘이리’ 등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어로 사용되었다.

...// 그러나, 어두운 밤에/ 이리와 여우들은/ 으르렁 울부짖으며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대지 위를 떠돌아다닌다/ 탐욕에 찬 배들을 지니고/ 불을 뿜어내는 듯 

수색의 눈을 지닌 채//... <연못>의 일부32)

1944년 작품들은 대개 암담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을 그린 시가 많은데,

위의 작품 역시 그러하다. ‘이리’와 ‘여우’는 牛漢 시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소재이다. 시인 자신의 어렸을 때 ‘겨울 내내 굶주린 이리가 내는 울음

소리’에 대한 기억과 이리가 어린아이를 물어가는 장면 목도에 대한 기억은 ‘이

리’와 ‘여우’에 대한 과도한 거부반응을 지니게 만들기도 하였다33). ‘이리’와 ‘여

우’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강자 편에 서서 약자를 공격하는 하수인들의 이

미지이다.

...// 정직하고 불행한 사람이/ 쓰러질 때/ 개는 가장 사납게 짖는다/ 개가 앞 

다퉈/ 탐욕을 부리고 나면/ 대지 위엔 한 조각 한 조각/ 사람의 혈흔만이 남는다  

<내가 증오하는 소리>의 일부34)

위의 시는 牛漢이 경찰에 체포되었던 1946년 작품이다. 위의 시에서 ‘개’는 

상층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중간 하수인을 상징한다. 권력의 상층부보다 

더 악랄한 매파 역할을 하는 것은 상층부 권력에 빌붙어 앞잡이 노릇을 일삼는 

‘개’와 같은 자들이다. ‘개’는 ‘정직하고 불행한 사람이/ 쓰러질 때’ ‘사납게 짖고’

‘앞 다퉈’ 달려들어 ‘쓰러진 자’를 문다. 이외에도 ‘개’는 권력의 하수인, 기회주

의자, 권력과 결탁한 앞잡이에 비유된다. ‘개’들이 지나가고 나면 ‘정직하고 불

32) ...// 然而, 在黑夜/ 那些野狼和狐狸/ 嗥叫着流浪在精光的大地上/ 帶着一個個貪婪

的肚子/ 帶着冒火的搜索的眼睛//... <池沼>

33) 劉紅偉外,<牛漢先生關于人生與詩歌的答問>:≪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91쪽 참고.

34) ...// 當正直而不幸的人/ 倒下的時候/ 狗吠得最凶/ 狗爭奪着/ 狗貪饞着/ 留在大地

上一片一片的/ 人的血迹... <我憎惡的聲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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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사람’이 ‘대지’에 ‘쓰러져’ 흘린 희생의 ‘혈흔’만이 남는다. 역사는 불행히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자의 편을 들지 않고, 사익을 탐

하며 양심을 파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적을 기념한다.

(3) 황혼 때마다/ 초원은 더욱 춥고 우울하다/ 태양/ 자홍색 큰 불더미가/ 꺼졌

다/ 불꽃은 시든 잎처럼/ 모래바람의 엄습에/ 어두운 풀의 바다와 평평한 모래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초원은/ 진홍색 칠로 그려진/ 미래파의 풍경화 같다, 붉은 

색의 구름 낀 하늘/ 붉은 색의 수풀/ 붉은 색의 내달리는 말떼// ... <오르도스

초원>의 일부35)

위 작품은 시인이 1941년 皖南事變 이후 학교 당국으로부터 줄곧 감시를 받

게 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36). 위 작품에서도 이분법적인 선악이미지가 뚜렷하

다. 즉, ‘태양’과 ‘불꽃’ 등이 상승의 긍정적 이미지라면 ‘황혼’과 ‘불꽃의 소멸’은 

하강의 부정적 이미지이다. ‘황혼’은 어두움의 진입로이자 조만간 혼돈의 세계

가 오리라는 전주곡과도 같다. 이처럼 시인의 섬세한 표현력으로 인해 자칫 이

분법적인 단순 비교에 빠지기 쉬운 시에 균형과 생명을 주고 있다37).

나는 홀로/ 上海의 밤을 떠돈다// 주점엔 취객이 잔 깨뜨리며 미친 듯 웃는 소

리 있다/ 붉게 밝힌 창문 안쪽으로 노름꾼이 피 묻은 칼날로 제멋대로 노름판을 

깨는 떠들썩한 소리 있다/ 대담한 강도는 거리 모퉁이에서 귀부인의 장신구를 탈

취한다/ 식당 안에 술좌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黃浦江 엉클샘의 군함 위 광희

의 음악 크게 울리고/ 경찰의 하얀 팔이 아직도 들썩들썩/ 이 깨어있는 밤, 이 백

야, 이 膿疱의 밤은/ 방탕인가 아니면 행복인가?//... <밤>의 일부38)

35) (三) 每當黃昏/ 草原是更寒郁的./ 太陽,/ 紫紅的大火堆/ 熄滅了,/ 火苗如枯萎的花
瓣/ 在風沙的吹襲下/ 沈落進陰暗的草海和平沙下面...// 草原/ 像一幅用濃紅抹繪的/

未來派的風景畵: 紅色的雲天/ 紅色的叢林/ 紅色的平沙/ 紅色的奔跑的馬群.// ...
<鄂爾多斯草原>

36) 劉紅偉外,<牛漢先生關于人生與詩歌的答問>:≪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92쪽.

37) 蔡莉莉,<牛漢詩歌的現代性精神分析>:≪燕山大學學報≫, 廣州, 哲學社會科學會, 2006.
5, 80쪽 참고.

38) 我, 一個人/ 流浪在上海的夜裏.// 酒店有醉漢摔碎酒杯狂笑的聲音,/ 亮紅的窓戶裏有

賭徒用血刃擊散輪盤的嘩叫,/ 有大膽的匪徒在街角剝奪貴婦人的首飾,/ 餐廳裏的酒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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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품은 牛漢이 수배 중 上海에 잠시 거주할 때 지은 것으로, 퇴폐적인 

上海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上海’와 ‘밤’은 각각 부정적인 공간과 시간이 

된다. 그곳에는 ‘네온사인’, ‘음악’, ‘취해 떠드는 사람’, ‘노름꾼’, ‘강도’ 등이 활

보하고 있고, 게다가 ‘하얀 팔’을 ‘들썩들썩’ 거리며 선상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제국의 ‘엉클 샘 군함’마저 ‘黃浦江’에 떠있다. 이처럼 ‘밤’의 ‘上海’는 외양의 화

려함 만큼이나 ‘썩은 고름’으로 가득 찬 비극의 공간을 표상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牛漢 초기 시에 등장하는 특정 동식물과 도시, 초원,

태양, 밤 등의 시어는 선악을 판단 짓는 이분법적 성격이 강한 소재들이다. 특

히 牛漢의 작품 전반에 걸쳐 동식물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 자유에 대한 갈망, 혁명에의 확산 소망 등 시인이 지향하는 바의 분

투 과정이 갈마들어있다. 물론 반복적이고 단순한 이분법적 선악구도의 소재사

용은 ‘낯설게 하기’ 등 다양한 시적 장치 운용 면에서 보자면 미적 효과를 반적 

키는 면도 있다. 시인 자신도 이런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한 바 있다39).

그러나 이러한 그의 단순한 시적 구도는 ‘자기 나름의 현대성 성취’40)하고 있

기에 조야하게만 느껴지지 않은데, 이는 ‘적’으로 간주된 모든 것 앞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인의 분투 정신이 진솔하고도 역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일 것이다.

Ⅳ. 불굴의 희망

牛漢 초기 시에는 중국 현대사의 굴곡만큼이나 고단한 개인적 삶의 질곡과 

역경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의 작품에는 솔직담백하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우직함이 담겨있다. 이는 시와 삶이 다르지 않았던 牛漢 시의 힘이자 매력이 

還沒散呢!/ 黃浦江裏山姆叔叔的軍艦上狂歡的音樂大作,/ 警察的白肩膀還在擧起來又

放下去..../.../ 荒唐呢, 還是幸福呢,/ 這醒着的夜, 這白夜, 這膿泡的夜?//... <夜>

39) 楊志學,<詩界人物之牛漢:崇高美學的創造者>:≪文學前沿≫第7輯,學苑出版社, 2003
(chinawriter.com.cn), 4쪽 참고.

40) 苗雨時,<生命的詩與詩的生命>:≪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2003, 6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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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시인의 내부의지는 더욱 단단해진다. 혹자

는 그의 이러한 불굴의 강인한 정신력에 대해 몽골족 태생이라는 그의 혈통에

서 찾기도 하고41), 혹자는 작가의 인격42)에서 추론해보기도 하고, 혹자는 ‘牛

漢’이라고 필명을 사용한 점을 통해서 유추해 보기도 한다43).

물론 이런 牛漢에게도 ‘아, 동지/ 나 역시 기어 다니는 종달새라오/ 슬퍼 

목매인 나의 노래가/ 마음에서 상처 받은 날개를 떨고 있소(呵,同志/ 我也是一

只爬行的雲雀/ 我的悲啞的歌/ 在心裏顫着受傷的翅膀):<누가 날고 싶지 않으

리:誰不想飛>’처럼 약한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약한 

모습의 표출은 그의 시세계 전반에 걸쳐 볼 때 지극히 예외적 현상이었다. 그

의 시는 ‘종달새’의 연약한 이미지보다 ‘매’의 강인한 이미지로 투사된다.

먼 옛날부터 잿빛 산성은/ 잿빛 매를 길러왔네// 산성이 노쇠해지자/ 산성 모퉁

이를 흐르는 물속의 그림자가 목 놓아 우네//...// 산성은 매의 노래 소리에 길러져

/ 부활하였네, 매는 그것의 최전선 되네     <산성과 매>의 일부44)

‘매’는 조국인 ‘산성’을 지켜야하는 당위성을 지닌 존재이다. 왜냐하면 ‘매’를 

‘길러온’ ‘잿빛 산성’이 지금 ‘노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는 자신을 길러온 

‘잿빛산성’의 ‘부활’을 위해 ‘최전선’에서 기꺼이 희생으로 보은할 각오가 되어있

41) 苗雨時은 <生命的詩與詩的生命>(≪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2003, 67
쪽 참고)에서, 牛漢이 몽골사람인 점에 착안하여 그들을 ‘시단의 유목민’이라고 표현하
였다. 즉, 유목민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이 빈곤해지면 그 자리를 털고 먼 곳을 찾
아 나서듯, 그의 미학세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牛漢은 어려서 
몽골민가를 자주 불렀는데(劉紅偉外,<牛漢先生關于人生與詩歌的答問>:≪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93쪽 참고), 이러한 것도 시 창작에 몽골적 기상
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42) 牛漢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  苗雨時는 그의 논문 <生命的詩與詩的生命>(≪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2003, 69쪽 참고)에서,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두드러질 
만큼 고상한 이상과 그에 어울리는 인격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43) 즉, 그의 필명을 풀이해보면 고집스럽다는 ‘牛’와 사내대장부라는 ‘漢’의 의미가 합성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고, 또한 유목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牛’와 한족의 ‘漢’의 의미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楊志學,<詩界人物之牛漢:崇高美學的創造者>:≪文學前沿≫
第7輯,學苑出版社, 2003(chinawriter.com.cn), 1쪽 참고.)

44) 從遠古, 灰色的山城/ 哺育着灰色的鷹// 山城衰老了/ 城角流水裏的影子啼泣着// ...

// 山城在鷹的歌聲的哺育下/ 復活了, 鷹成爲它的前哨 <山城和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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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는 <매의 탄생:鷹的誕生>, <단풍나무를 애도하다:悼念一棵楓樹>, <매

가 어떻게 별로 변하게 되었는가의 동화:鷹如何變成星的童話> 등 牛漢 후기 

시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매’는 ‘전사의 

화신(戰士的化身)45)’ 혹은 ‘5·4전통의 영향을 받은 계몽과 구국의 변주46)’ 등으

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는 시인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캐릭터이다. 牛

漢 초기 시의 매력은 ‘매’의 이미지로 투사된 불굴의 기상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는데서 발산 된다47).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12월의 대지/ 연못, 청색의/ 눈물 흘리는 대지의 눈으

로/ 흉악한 겨울을 감시한다//...// 멀리 나는 꿈을 꾸는 새떼/ 햇빛을 사랑하는 꿈

을 꾸는 새떼/ 따뜻한 만을 방문하는 꿈을 꾸는 새떼/... // 태양이 나오자/ 연못은 

청색이 되는데/ 마치 밝은 눈으로/ 우리의 전사가/ 태양 빛깔의 큰 말을 타고 왔

다가/ 마차를 몰며 왔다가/ 아주 높은 산 저쪽으로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 ... <연못>의 일부48)

위 작품은 1944년 여름 城固에서 쓴 시다. 당시 西北大學 당국과 마찰을 빚

던 牛漢은 심경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태였다. 연못에 비치는 겨울은 스산하

지만 ‘청색의’ ‘눈물 흘리는 대지의 눈’으로 이러한 겨울을 ‘감시하겠노라’고 시

인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조국현실은 ‘아무 것도 남은 것 없는’ ‘12월’

불모의 ‘흉악한 겨울’이지만 이 시련의 시기에도 끊임없이 ‘꿈을 꾸는 새떼’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새’가 아닌 ‘새떼’라야 같이 함께 ‘멀리 나는 꿈을 꾸고’, ‘햇

빛을 사랑하는 꿈을 꾸고’, ‘따뜻한 만을 방문하는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새’는 ‘꿈’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이자 이상이다. ‘꿈’을 지니고 있는 한 

45) 孫曉婭,<以畵入詩>:≪當代文壇≫, 成都,四川省作家協會, 2003.3, 68쪽.

46) 苗雨時,<生命的詩與詩的生命>:≪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2003, 68쪽 
참고.

47) 孫玉石,<鷹的姿態:牛漢的詩>:≪文藝爭鳴≫, 長春, 文學藝術聯合會, 2003.6, 36쪽 참고.

48) 精光的/ 十二月的大地/ 池沼, 靑色的/ 流淚的大地的眼睛/ 監視着暴虐的冬天// .../
/ 做着遠飛的夢的鳥群/ 做着愛戀陽光的夢的鳥群/ 做着造訪溫柔的海灣的夢的鳥群/
...// 太陽出來了/ 池沼, 靑色的/ 像明亮的眼睛/ 看見我們的戰士/ 騎着太陽色的大馬

來了/ 赶着馬車來了/ 走向高高的山那邊去/ 祝福他們//... <池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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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향한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물론 역사는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이라고 노래했던 김수영의 시 <푸른 하늘을>에서처럼 ‘새’는 자

유를 쉽게 얻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사의 비극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비극적 

역사에 무릎 꿇지 않는다. ‘태양’만 있다면 ‘흉악한 겨울’을 언젠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신념을 지닌 ‘새떼’가 없어지지 않은 한 언젠가 ‘새떼’의 자유로운 

비상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는 최고의 낭만주의자

라고 할 수 있다.

노인: ...// 좀 진정하게나, 시인이여!/ 나는 안다네/ 그대에게는 철학가의 냉정

함이 없다는 것을/ 그대는 단지 열정의 불덩어리라는 걸/ 나는 안다네/ 그대는 여

려서/ 그대의 마음/ 눈처럼 하얀 백합화라는 것을/ 그러나 그대의 노래/ 역시 백

합떨기에서 나부끼는 신선한 바람 같다는 것도//... <지혜의 비애>의 일부49)

위의 작품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자신의 열정과 꿈을 잃지 않은 채 홀로 고

군분투하며 쓸쓸히 죽어간 선각자 시인의 도 장엄하면서도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장편의 극시이다. 작품은 시인이 꿈을 안고 延安으로 떠나고자 했을 당시, 아

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延安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부친과의 갈등을 모

티브로 삼고 있다50). 더 나아가 기성세대의 보수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비

록 시인의 부친은 牛漢에게 문학적 소양을 가르쳤지만51), 강인한 혁명의 동반

자 모습을 보인 시인의 모친, 아내와는 다른 보수적 인물로 판단된다.

극시는 전부 5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노인’과 ‘시인’의 대화로 이루

어져있다. 기성세대인 ‘노인’은 선각자인 ‘시인’에게 ‘철학가의 냉정함’ 없이 순

수한 ‘열정의 불덩어리’인 채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시인’은 ‘열정의 불덩어리’이자 양심의 ‘눈’을 갖

49) 老人: ...// 靜靜吧, 詩人!/ 我知道:/ 你沒有哲學家的冷靜/ 你只是一團熱情的火/ 我
知道/ 你是稚嫩的;/ 你的心/ 像雪白的百合花/ 而你的歌/ 也像百合叢裏飄蕩的淸風/

/... <智慧的悲哀>

50) 劉紅偉外,<牛漢先生關于人生與詩歌的答問>:≪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92쪽.

51) 劉紅偉外,<牛漢先生關于人生與詩歌的答問>:≪詩探索≫, 北京, 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89-9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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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존재인지라 그러한 ‘노인’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한다. 시

인에게 있어 ‘눈’은 양심의 상징이다.

牛漢 초기작의 힘은 그의 깨어있는 양심에서 나오며 이 힘은 향후 牛漢 시

를 견인하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식인의 양심 그 자체가 미학적 역

량으로 바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소신을 견지할 수 있는 용기는 

작품의 생명에 큰 숨결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함에 틀림없다.

내겐 지팡이가 없으나/ 눈동자가 있다// 모든 유혹들은/ 내 눈동자의 투명한 바

다 속에/ 가라앉아/ 창백하게 부식되었다/ 마치 검은 박쥐가/ 햇빛 속에 웅크리듯/

그 냉혹하고 허약한 것들은/ 내 눈동자의 화염 속에서/ 타 말라갔다// ... <눈

동자, 나의 지팡이>의 일부52)

1942년 重慶의 ≪國民公報·詩墾地≫에 발표한 위 작품에도 시인의 올곧은 

성정이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주요 소재인 ‘눈’은 일종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파수꾼인 셈이다. 물리적 역할로 보자면 눈은 감각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

요한 정보수집 창구이다. 주어진 객관적 상황은 동일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보는 ‘눈’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시인에게 있어 ‘눈’은 ‘모든 유혹들

을’ ‘눈동자의 투명한 바다 속에/ 가라앉혀’ ‘부식’ 시킬 수도, ‘냉혹하고 허약한 

것들을’ 태울 수도 있는 힘이 있다. 또한 지혜로냉혹양심의 ‘눈’은 권력을 휘두

르는 ‘지팡이’와도 대적한다. ‘눈’의 이미지는 牛漢의 중․후기작품에도 지속적

으로 등장하는데, 지식인의 시대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강인한 실천의지의 

표상이다.

나는 어떠한 미학적 ‘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테두리에도 있지 않다...나의 

사람과 나의 시는 시종 거칠고, 편안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우아하지 않다. 나

의 시는 모두 꿈속에서 멀리 바라보는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원경이다. 나와 시는 

쉬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리는데, 방황하지도 멈추지도 않고 한혈마처럼 피와 땀

을 모두 소진할 때처럼 죽을 것이다53).

52) 我沒有手杖/ 我有眸子// 一切的誘惑/ 在我眸子的透明的海裏/ 澄淸了.../ 蒼白地腐
爛了/ 像黑色的蝙蝠/ 蜷縮在陽光裏/ 那些冷酷的孱弱者/ 在我眸子的火苗裏/ 也燒枯

了呵...// <眸子, 我的手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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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즘이든 낭만주의이든 혹은 모더니즘 경향의 시인이든지 간에, 시인은 

큰 맥락에서 보자면 모두다 이상세계를 꿈꾸는 낭만주의자들이라고 정의 내려

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牛漢 역시 철저한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

이다. ‘나의 시는 모두 꿈속에서 멀리 바라보는 하나의 아름다운 원경’이라는 

牛漢의 고백은 그것을 반증한다. 牛漢은 ‘꿈’을 이루기 위해 ‘원경’을 향해 달려

가다 결국 ‘소진’하는 ‘한혈마’가 될지라도 달리고 또 달리겠노라고 말한다. 이

처럼 망설임과 후회, 타협과 굴복을 몰랐던 牛漢 초기작의 불굴성은 ‘아름다운 

원경’을 품을 줄 알았던 그의 희망으로 단단하다.

Ⅴ. 시와 삶, 삶과 시의 합일

牛漢의 초기작은 비교적 차분한 어조와 은유적 경향을 지닌 중․후기작에 

비해 간결하고 단순한 외향적 에너지로 분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牛漢

시의 주제는 ‘생명 발현에 대한 강한 의지’,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이상 추

구’ 등으로 정리되는데 초기작에서부터 이러한 주제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시의 

주제의식을 견인하는 에너지는 시인의 강한 자존의식이다. 시인의 강한 자존은 

낙관적 소신과 불굴의 열정으로 삶 속에 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시 속에서 분출

된다. 그리하여 ‘삶을 살아가는 시인’과 ‘시를 쓰는 시인’은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牛漢 초기 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인의 조국

애가 자전적 육성을 통해 선명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읽다보면 

구체적 역사성은 다소 결여되어 있지만 혼란한 시대를 관통해가는 시인의 족적

을 만나게 된다. 그의 조국애는 이분법적인 단순 구도이긴 하나 작위적이거나 

선전선동시의 느낌은 배제되어 있다. 이는 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유출이 시적 

은유와 적절하게 배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 속에 시인의 

53) 我不屬于任何美學的‘主義’, 我不在什麽圈子裏...我的人和我的詩始終顯得粗糙, 不安

生, 不成熟, 不優雅. 我的詩都是夢中望見的一個個美妙的遠景, 我和詩總在不歇地向
它奔跑, 不徘徊也不停頓, 直到像汗血馬那樣耗盡了汗血而死張同道,(<動物、植物與空
曠:牛漢詩的靈魂之旅>:≪詩探索≫,北京,中國當代文學硏究會, 1999.2, 84쪽(沈奇,
<秋後算帳>≪中國新詩年鑒≫理論輯, 19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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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 밀도 있게 녹아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소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와 낙관적 믿음이 강인하

게 표출되어 있다. 전쟁으로 얼룩진 어두운 시대에 시를 창작하는 행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자신의 신념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기란 더더욱 쉽지 않은 일

이다. 실천적 글쓰기는 시인과 시의 자존의식을 지켜나가는 일종의 방패가 되

었다.

물론 牛漢의 초기작에는 단점도 드러나 있다. 작품의 성숙도가 반드시 작가

의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牛漢 초기작에는 청년시인의 혈기가 드러

나 시적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면이 발견된다. 예컨대, 치열한 사유과정의 부족,

다소 과도한 대아의식과 그에 따른 희생정신 표출 등은 牛漢 초기작의 한계점

들이다. 또한 미적 여과장치 없이 시인의 육성이 작품 속에 빈번하게 노출된 

점, 이분법적 선악구도를 드러내는 소재들의 반복적 사용 등도 牛漢 초기작의 

한계들이다.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牛漢 초기 시는 시대적 양심을 따르고자 애쓰

는 시인의 투사적 기질과, 이상을 꿈꾸는 낭만 가객의 기질이 적절하게 배합되

어 있기에 심미적 공명을 주게 되었다고 보여 진다. 시를 창작하는 활동 자체

가 곧 자존을 지키는 일은 아니지만,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양심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올곧게 직시할 줄 알며, 삶과 글이 다르지 않는 진정한 자존의 

시인 가객이 화려한 문화콘텐츠 자본시장 속에서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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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牛漢是七月詩派成員之一. 他是蒙古族, 出生于山西東北定襄縣. 牛漢

是從1939到現今一直創作詩歌的詩人. 牛漢的詩歌創作主要分爲三個時

期. 第一個時期是20世紀30年代末至40年代後期, 第二個時期是文化大革

命時期, 第三個時期是改革·開放以後的時期. 牛漢的前期詩歌是外向的

話, 中․後期詩歌比前期內向的. 可是牛漢的詩歌作品帶有主動的、積極

的能量. 本論文的分析作品範圍是牛漢的初期詩, 特別是≪采色的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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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爲牛漢的初期詩收錄在≪彩色的生活≫, 這篇詩集里收錄三十來首詩歌,

這些詩歌都中華人民共和國竪立以前創作的.

牛漢具有獨特的詩歌的經歷. 建國以後經過‘胡風’事件, 反右派鬪爭,

文化大革命登一系列的政治迫害, 大部分詩人再不能着筆, 可是牛漢連文

化大革命時期都寫作的. 我認爲詩人的這種精神扎根于詩人的創作態度以

及人生態度. 從牛漢初期詩可以發見這兩個態度, 就是牛漢詩的原型要素.

牛漢的初期詩有三個特點. 一是, 他的大我意識. 則他的詩歌不是內向的,

是外向的. 不在個人的苦悶, 在憂國. 他表現了懷着不屈的意志不斷實踐.

二是, 他的樂觀的浪漫的理想. 他受到許多的痛苦, 他幷不挫折, 却相信什

麽時候一定會到來祖國的光明的未來. 三是, 鮮明的‘我敵’對峙結構. 牛漢

初期詩裏確實分爲‘我’和‘敵’. 具體一點說‘我’就是牛漢本人包括抗日反蔣路

線的人們, ‘敵’就是侵略帝國特別日本、 還有國民黨特別是閻錫山他們. 所

以牛漢作品裏用二分法素材確實表現出‘敵我’意識.

總的來說, 牛漢初期詩裏也有優點也有缺點, 可是他的初期詩裏很有

引人注目的魅力. 他很有自尊意識, 我認爲他爲了保持他的自尊意識很重

視詩歌和人生的關係. 他想該做什麽, 就做什麽. 他這樣結實地實踐他所相

信的事. 通過關于牛漢初期詩的分析, 我可以再想想詩人怎麽樣寫作詩歌

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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