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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에서 5․4시기는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획기적인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흔히 이 시기의 문학을 일컬어 신문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데 본 논문은 이 시기에 살다간 호적을 중심으로 한 시대조류를 파악하면서 그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
다. 일부에서 胡適에 대한 관점은 서양학문은 전면수용하면서 중국전통은 전면 부정하였던 것으로 인
식되었다. 그러나 호적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백화전통문학사를 계승하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문학사 가운데서 호적이 전통문화의 계승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핵심적 연구과제
로 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한 연구목적은 전통의 현대화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중
심에 섰던 호적에게서 중국문화전통의 繼承的 역할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에 연구방법으로서 첫째는
호적의 생애를 통하여 전통적 모습을 찾아내는 일이며 둘째는 전통적 모습이 중국문학사에 호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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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사상과 유사한 점을 찾아 결론적으로 새로운 전통의 계보를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Ⅱ. 본 론
1. 白話文運動의 繼承
호적은 1891년 12월 7일 상해에서 태어나서 1899년 9세 때에 백화소설을 접하면서 백화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15세 때에 잡지에 백화문의 문장을 발표하면서 백화문 사용에 대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揭載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891～(1900년
대) : ≪競業旬報≫의 시기/1906년(15세)～1908년, ≪競業旬報≫제1기발표<地理學> ② 191
1～(1910년대) : ≪新靑年≫의 시기 ③ 1922～1927(20년대) : ≪努力週報≫의 시기/1922년
(31세),≪努力週報≫(제2호)<我們的政治主張> ④ 1928～1931(20년대) : ≪新月≫의 시기
/1928년(37세)≪新月≫ 創刊 ⑤ 1932～(1930년대) : ≪獨立評論≫의 시기/1932년(41세)
5.22.≪獨立評論≫잡지창간 ⑥ 1949～(1940년대) : ≪自由中國≫의 시기/1949년(58세) ≪自
由中國≫잡지출간 ⑦ 1941～1962년까지 : 國民黨의 시기(말년)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백화
문사용이 호적 개인만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 시대는 백화문 사용을 요구하고 있었던 배경이다. 백화
문운동은 晩淸時期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현대문학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5․4 신문학운동의 일환으로서 신문학운동의 횃불을 당긴 획기적 운동이 되었다. 이 晩淸시기에 주
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梁啓超(1873～1929)였다. 梁啓超의 활동시기는 1840년에 발생한 아편전
쟁으로부터 1894년의 중․일 갑오전쟁을 거쳐 1919년 5․4시기까지의 近代文學期에 해당되는 기
간이다. 이 시기의 특징을 요약하면 사유방식의 논리적 변화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
의 열 가지가 된다. 첫째, 봉건문학에서 국민문학으로의 변화. 둘째, 雜文學 체계에서 純文學 체계로
의 전환. 셋째, 性靈說에서 창작자유론으로의 변화. 넷째, 백화문운동의 전개. 다섯째, 문학체계와 구
조개혁. 여섯째, 전형화 원칙의 수입. 일곱째, 창작방법의 새로운 인식. 여덟째, 悲劇觀의 확립. 아홉
째, 새로운 중국문학사학의 개막이다. 열째, 외국문학 비교연구의 시작이다. 이상의 열 가지를 한 단
어로 요약하면변화로 표현된다. 이 시대는 변화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1876년에 최
초로 출현한 백화보인 ≪申報≫에서 附刊으로 발행한 ≪民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미성숙 단계
로서 1897년에 裘廷梁이 ≪俗話報≫를 창간한 것이 실제로 개척자가 된다. 이로부터 189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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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話報의 출현은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1903년과 1904년 2년 사이에는 다시 새로 창간한 白話報
가 약 20여종이나 되어 공화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무려 100종 이상의 白話報가 창간되었다. 출판지
역도 전국적이어서 香港․廣東․湖南․湖北․山東․山西․江西․東北․天津․蒙古 및 海外의 東
京이 해당되는데 특히 長江流域의 江蘇․浙江과 安徽三省이 가장 성행하였다. 지방으로는 上海가 20
여 개를 차지하고 있고 북경이 그 다음 순서이다. 이로 보아 白話報가 많이 간행된 지방이 타지방에
비하여 文風과 혁신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음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밖에 백화문 교과서의 대량인쇄와
1902년의 白話로 된 역사교과서의 출현 및 1,500종 이상의 백화소설의 출현은 이 시대가 무엇을 요
구하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시대는 정치․사회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서 국민에게
과학과 민주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메시지(message)의 전달수단으로서 백화문을 필
요로 한 것이다. 그러나 淸代 지식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계도시키고자 하였을 뿐, 언어와
문학의 개혁을 염두에 두지 않아 현대적 관점에서의 백화문운동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 차
이를 周作人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때에는 일종의 백화문자의 출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白話報나 백화총서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백화문과는 다르고 백화문학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變法을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고, 일반사람들이 문자를 알게 하고, 신문을 보게 하고, 국가의 정
치에 대하여 명료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백화로 문장을 쓰는 것이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나는 그때의 백화와 지금의 백화문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
르다고 본다 : 첫째, 현재의 백화문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곧, 어떻게 쓸 것이냐이지만, 그
때의 백화문은 모두 八股文을 백화로 번역하였다. 둘째, 태도가 다르다. 현재 우리가 작문하는
태도는 한 가지이다. 즉, 모두 백화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전의 태도는 두 가지로 <중략> 그때의
고문은 양반용이고, 백화는 하인이나 급사용이었다. 대체로 그 당시의 백화는 정치방면의 요구
에서 나온 것이며 다만 무술정변의 여파일 뿐이다. 후대의 백화와는 커다란 관계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다.1)

이로 미루어 淸末 백화문운동은 호적의 백화문운동과 일치되지는 않으나 호적의 백화문운동이 淸

1) 周作人, ≪中國新文學的源流≫, 香港: 匯文閣書店影印本, 1972, 8-10쪽. 在這時候, 曾有一種白話文字
出現, 如白話報, 白話叢書等, 不過和現在的白話文不同, 那不是白話文學, 而只是因爲想要變法, 要使一
般國民都認識些文字, 看看報紙, 對國家政治都有所明瞭一點, 所以認爲用白話寫文章可得到較大的效力.
因此, 我以爲那時候的白話和現在的白話文有兩種不同 : 第一, 現在的白話文, 是‘怎樣說便怎樣寫’, 那時
候都是由八股翻白話. 第二, 是態度不同―現在我們作文的態度是之的, 就是…… 都用白話. 而以前的態
度則是二之的……在那時候, 古文爲‘老爺’用的, 白話是‘聽差’的. 總之, 那時候的白話, 是出自政治方面的
需求, 只是戊戌政變的餘波之一, 和後來的白話文可以說是沒有多大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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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 백화문운동의 맥락을 이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淸末 백화문운동이 八股文을 백화문으
로 번역하는 초보적 단계에 그쳤다면 호적의 시대에 와서는 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함으로서 비로소 언문일치의 문장을 쓰게 되었다. 백화문의 사용은 곧 근대적
문학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주체성의 확립이란 다름 아닌 사상혁명이다. 이와 같이 호적의
백화문 운동은 중국문학사를 전통적인 문언문학과 백화문학이라는 별개의 개념을 하나로 묶어 백화
문학사로 중국의 전통적 문학관념을 새로이 계승․정립하여 고․근대문학을 완성하고, 신문학 건설
의 새로운 장을 여는 토대로서도 작용하였다. 호적은 신문학운동으로서의 백화문운동이 호적 한 사람
만의 제창이 아니고 역사적인 趨勢 속에서 진화된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신문학운동은 결코 한 사람이 제창한 것은 아니며 또한 최근 8년 이래로 제창한 것도 아니
다. 신문학운동은 역사적 산물이며, 우리들 소수는 다만 이러한 추세를 승인하고 일반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 신문학운동이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일반인
들이 마치 우리 소수가 자신의 것 인양 앞세워 신문학을 주제넘게 넘보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
는데,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신문학운동이 근거도 없이 나온 것이 결코 아니며 결코 소수의 사람
들이 날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2)

호적은 1916년 7월 6일에 <白話文言之愚劣比較>라는 글을 통하여 백화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러한 백화문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實事求是의 측면에서 백화문의 실용
성까지도 강조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① 오늘날 문언은 반은 죽은 문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서 이해할 수 없기 때
문이다. ② 오늘날의 백화는 살아있는 언어이다. ③ 백화는 결코 비속하지 않다. 俗儒들이 그것
을 속되다고 말할 뿐이다. ④ 백화는 비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실용적이다. 대
체로 언어란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⑤ 대체로 백화는 문언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언은 백화의 장점을 반드
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⑥ 백화문은 결코 文言文이 퇴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언이
진화하여 된 것이다. ⑦ 백화는 일류의 문학을 생산할 수 있다. ⑧ 백화의 문학은 중국에서 천
년 동안 언제나 있어왔던 문학이다.(소설․희곡은 특히 세계 제일류의 문학에 비길 만 하다.)
백화가 아닌 문학, 예를 들면 古文․八股文․편지류의 서신소설(札記小說) 등은 모두 세계

2) 楊犁 編, ≪胡適文萃≫, 北京: 作家出版社, 1991, 115쪽.新文學之運動, 幷不是一人所提倡的, 也不是最
近8年來提倡的, 新文化運動是歷史的, 我們小數人, 不過是承認此種趨勢, 替它幇忙使得一般人了解罷. 不
明白新文學運動是歷史的, 以爲小數借着新文學出風頭的人們문, 現在聽了我這話, 也可了解了, 新文學運
動, 決不是憑空而來的, 決不是小數人造得起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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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문학의 범주에 들기에 부족하다. ⑨ 문언의 글은 읽을 수는 있으나 들어서 알 수는 없는데
백화의 글은 읽을 수 있는데다가 또 들어서 알 수도 있다. 연설과 강의와 필기에 문언은 결코
응용할 수 없다.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일종의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이
야기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언어이다. 책을 읽으면 구두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야 하고,
강론 단상이나 무대에 써도 되고 시골 부녀자나 어린 아이에게 읽어 주어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고 결코 우리나라의 구어로 될 수 없고,
결코 일류의 문학을 낳지 못한다.3)

이와 같이 胡適은 裘廷梁이나 梁啓超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백화문학의 역사는 중국문학사의
주류이며 백화문학사로서 중국고문으로 점철된 전통문학사를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언
문일치의 백화로서만이 세계화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에서도 백화의
價値性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것만이 죽은 문학을 산 문학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였다.
백화문운동은 晩淸의 戊戌․維新時期부터 現代化의 意識을 자각하고 진행되어 왔으며 이때의 백
화문운동은 글자를 모르는 일반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백화문으로서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전달
하려는 계몽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4)호적은 소년시대부터 이 운동에 뛰어들어 1917년 ≪新靑
年≫잡지에 <文學改良芻議>를 발표하였다. 이때 제기한 문학혁명으로서의 백화문운동은 전통적으로
문학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文言文을 폐기하고 백화문으로 전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곧 문학언어
의 개혁을 통한 국어의 확립과 국어로 된 문학의 확립이었다.5)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는 國語運動은
讀音의 통일과 注音文字의 운동이고 國語文學運動은 백화문을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이 백화문운동
은 晩淸 이후부터 근대적인 주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전통적 글쓰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文
以載道의 관점에서 탈바꿈하였다. 이로서 호적이 주장하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감정과 사상을
중시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문학의 관념이 비로소 성립되었다. 조기의 국어운동으로서 1892년에 切
音新字硏究家인 廬戇章가 <切音新字方案>을 제정하고, 1896년 梁啓超는 ≪時務報≫에 <沈氏音書
序>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문자는 수 천년 동안 불변하였지만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 분리된 언어와 문자의 통일을 주장하였다.6)이 주장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切音文字를 연구

3) 姜義華, ≪胡適學術文集․新文學運動≫, 北京: 中華書局, 1993, 4-5쪽.
4) 홍석표, ≪중국의 근대문학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쪽
5) 호적은 후에 말하길, 국어운동과 국어문학운동은 당초에는 두 가지가 각기 독립된 운동이었다가 후에 점
차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술회하였다.(耿雲志, <胡適與國語運動>, ≪國文天地≫(제6권제7호), <臺
北, 國文天地雜誌社>, 1920, 75쪽 胡適後來回憶說‥國語運動與國語文學運動當初本是兩國獨立的
運動, 後來始漸合爲一)
6) 梁啓超, ≪飮氷室合集(제2권)≫, 北京 : 中華書局, 198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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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유신운동의 일환으로서 言文合一의 신국어 사용은 국가현대
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하였다. 變法失敗 후에 維新志士 王照는 官話字母의 연구에 종사하
여 1900년에 ≪官話合聲字母≫를 만들었고, 1902년에 吳汝綸은 官話字母로 천하의 언어를 一律的
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중국에서 첫 번째 국어통일의 구호를 외친 사람으로 불려졌다. 이에 따라
淸 정부는 ≪學堂章程≫을 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吳汝綸의 <推行官話>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吳汝
綸은 1908년에 ≪簡字譜錄≫을 만들어 조정에 바쳤으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1911년에는 중앙
교육회의의 토론을 거쳐 ≪統一國語辨法案≫을 작성하였으나 신해혁명의 폭발로 보류되었다가 民國
성립의 해에 임시정부교육회의에서 ≪注音字母案≫을 통과시켰고 아울러 讀音統一會를 설립하였는
데 이것이 ≪國音字典≫의 기초이다. 1916년에 국어연구회가 성립되고 국어의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상 언급한 것이 조기의 국어운동이다. 여기서 國語文은 백화문을 말하며 국어운동은 곧 백
화문운동을 의미한다.
1906년 당시에 上海의 中國公學에서 공부하던 胡適은 백화문운동가로서 백화보인 ≪競業旬報≫
를 편찬하는 일에 종사하였으며 이 기간에 많은 백화문자를 사용하고, 주간(主編)이 된 후에도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백화소설인 ≪眞如島≫를 썼다. 당시 淸末의 사회적 분위기는 백화문의 사용
이 우매한 민중을 깨우쳐주기 위한 사대부들의 은총이라고 보는 시각이 혼재하였고, 音標文字의 연구
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簡字와 漢文을 상반된 것으로 보아 簡字(즉, 字母)는 천한 것이고, 漢文은 사
대부들의 귀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국어교육은 진척을 보이질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국
내에서 교육기관과 일반학자들이 注音字母를 배우고 있을 무렵, 미국유학시기의 호적은 백화문학을
창도하고 淸末의 시대 조류와는 달리, 백화문을 제창한 것이 아니라 백화문학을 제창하였다. 胡適은
고문은 이미 죽은 문자이고 백화는 산 언어이며 죽은 문자로는 산 문학을 낳을 수가 없음을 선포하였
다. 또한 백화는 교육의 도구이어야 하고 백화는 신문학을 창작하는 이로운 도구이며 이로서 시․산
문․소설 등 일체의 문학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백화문운동의 원류에 대하여 호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백화문학 도구사용의 주장은 우리 몇 명의 젊은 학생들이 미주에서 일년 여의 토론
을 거친 후에 만든 신발명품으로서 문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일찍이 깨닫지 못한 주장이다.7)

7) ≪中國新文學大系導論集≫(建設理論集導言), 上海 : 良友復興圖書公司, 1984. 3쪽.這個白話文學工具
的主張, 是我們幾個靑年學生在美洲討論了一年多的新發明, 是向來討論文學的人不曾自覺的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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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백화문학의 발생이 우연한 데에서 기인했다8)고 하였는데 백화문학은 어느 날 하루만에 발
생한 것은 아닐 것이며 호적 개인의 창조물은 더욱 아니다. 그는 백화문학운동의 요소가 전통문학에
있으며 세계문화와의 충돌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중국의 백화문학운동은 우리들 몇 사람들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어 운동발생의 요소가 복
잡한 것이 당연한데 그 중에서 최소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꺼낸다면 다음과 같다 ; 첫째는
우리에게는 일 천여 년이나 되는 백화문학작품인 禪門語錄․理學語錄․白話로 쓴 時調曲
子․백화로 쓴 소설 등이 있었다. 둘째로, 우리 조상들은 이 천여 년이 내려오는 중에 점점 일
종의 대동소이한 官話를 거의 전국에 보급하였다. 셋째로, 우리들의 명․청대에 실시했던 항해
에 관한 금지령이 풀려서 전 세계문화와 접촉을 시작했다.9)

이와 같이 호적이 말한 세 가지 요소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중요하다. 周作人은 말하길, 백화문 사
용에 관한 주장은 이미 明代 말기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였다고 언급하였다.10)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晩淸 時期에 백화문운동은 이미 존재하였으며 직접적으로는 5․4시기에 백화문학이 일반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9월에 이르러 신문학운동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는데 호적은 그의 ≪嘗試集≫․<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백화문자를 사용한 것은 민국 기원전 6년(병오년)인 1906년 부터로서 그때에 나는 상
해에 위치한 경업순보에 장편소설의 절반을 쓸 무렵이었다. 이러한 논문은 모두 백화로 쓴 것
이다. <중략> 민국 6․7년전 경에서부터 민국 2년(경술년)인 1913년까지가 한 시대라고 할 수
가 있다. 이 시대에는 이미 당시에 구문학에 대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11)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舊文學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이다. 1933년에 호적은 ≪四十自
述≫에서 구체적으로 晩淸文學이 그에 대한 영향을 설명한 것을 들어 본다.

8) 唐德剛譯註, ≪胡適口述自傳≫, <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81. 144쪽 참조.

9) 胡適, <新文學的建設理論>, ≪中國新文學大系導論集≫, 32-33쪽.中國白話文學的運動當然不完全
是我們幾個人鬧出來的, 因爲這裏的因子很複雜的, 我們至少可以指出這些最重要的因子 : 第一是我們
有了, 一天多年的白話文學作品, 禪門語錄․理學語錄․白話時調曲子․白話小說. 第二是我們老祖宗
在兩千年之中, 漸漸的把一種大同小異的官話推行到了全國的絶大部分. 第三是我們的海禁開了, 和全世
界文化接觸了
10) 周作人, ≪中國新文學的源流≫, 香港 : 匯文閣書店影印本, 1972, 53쪽
11) 胡適, <自序>․≪嘗試集≫(胡適作品集27), 臺北: 遠流出版公司, 1986, 17쪽.我做白話文字, 起於民
國紀元前6年(丙午)(1906年), 那時我替上海競業旬報做了半部章回小說, 和一些論文, 都是用白話做的.……
自民國前67年到民國2年(庚戌), 可算是一個時代. 這個時代已有不滿於當時舊文學的趨向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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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몇 십기의 경업순보는 나의 사상을 발표․정리할 기회를 주었을 뿐 아니라 백화문으로
작문할 기회도 주었다. 광서․선통년 간에 범홍선 등이 국민백화보를 창간하고 이신백이 안휘
백화보를 창간하였는데 모두 백화문이다. <중략> 나는 내가 당시에 쓴 몇 십편의 문장이 무슨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일년 여의 훈련은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백화문은 이로부터 나의 도구가 되었다. 7․8년 후에 이 도구는 나로 하여금 중국
문학혁명운동을 개척하는 장인이 되도록 하였다.12)

여기서 호적이 근대적 문학의식의 형성기에 백화문운동을 통해 言語形式的 측면에서 중국문학을
근대화를 완성시키는데 이미 한 몫을 제공하였고, 이는 백화문을 사용하여 중국을 현대화시키는데 기
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1931년에 미국의 ≪論壇報≫(Forum) 1월호에 <我的
信仰>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호적은 淸末 白話報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1906년에 내가 중국공학에서 공부할 때에 몇 명이 ≪경업순보≫라고 하는 정기간행물을 창
간하였는데 - 다아윈의 학설이 통행하던 것이 또한 그 일 예이다 - 그 요지는 신사상을 아직
교육받지 않은 민중에게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백화로 간행하였다는 점이다. 나는 창간호의 편
집을 맡았다. 일년이 지난 후에는 나 혼자서 편집하게 되었다. 나에게 이 잡지를 편집하는 일은
나에게 현행되는 구어를 문예의 도구로 삼는 재능을 계발시키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좋은 기
회가 되었으며 분명한 대화체 언어와 합리적인 순서로 배열하는 것을 배우게 된 점은 생각컨데
이때에 이미 형식적인 관념과 사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한다.13)

호적의 언급은 백화문창작을 훈련하였음과 백화문학관념의 계발은 淸末에 창간한 白話報의 영향이
라는 점을 입증한다. ≪競業白話報≫는 淸末 民衆 白話報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으며 晩淸에는 이미
약 140개 이상이나 되는 상당한 규모의 크고 작은 白話報와 雜誌가 출현하였다.14) 그러므로 호적의
백화문에 대한 관념의 출현은 淸末 백화문운동가들의 한 예일 뿐이다. 이러한 점은 호적이 쓴 ≪四十

12) 胡適, ≪四十自述≫, 臺灣 : 遠東圖書公司, 1974, 75쪽.這幾十期的競業旬報, 不但給了我一個發表思
想和整理思想的機會, 還給了我多作白話文的訓練……光緖宣統之間, 范鴻仙等辦國民白話報, 李辛白辦
安徽白話報, 都有我的一種工具. 7․8年後, 這件工具使我能夠在中國文學革命的運動裏做一個開路
的工人.
13) 胡適, ≪胡適來往書信選≫(下), 北京 : 中華書局, 1979, 166쪽.1906年, 我在中國公學同學中, 有幾位
辦了一個定期刊物, 名≪競業旬報≫, ― 達爾文說通行的又一例子 ― 其主旨在以新思想灌輸於未受敎
育的民衆, 系以白話刊行. 我被邀在創刊號撰稿. 一年之後, 我獨自做編輯. 我編輯這個雜誌的工作不但
幫助我啓發運用現行口語爲一種文藝工具的才能, 且以明白的話語及合理的次序, 想出自我幼年就已具
了形式的觀念和思想
14) 陳萬雄, ≪五四新文化的源流≫, 香港 :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1992, 134-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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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述≫15)에서 입증된다. 淸末 문자개혁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암암리에 조류를 형성하고 있
었는데 譚彼岸은 ≪晩淸的白話文運動≫16)에서 淸末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백화문운
동이 있었으며 이것이 五․四 白話文運動의 서막이었다.

2. 白話文學傳統의 繼承
호적이 살다간 시대는 현대화를 추진해 가는 過渡時期이었다. 특히 新文化運動의 기점으로 삼는
1898년의 戊戌變法부터 1916년까지는 고문에서 신문학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 朱光潛
(1897-1986)은 ≪文學雜誌≫(제2권, 제8기)에 발표한 <현대중국문학>에서 중국현대문학의 상한
선을 1917년으로 잡았다. 호적의 <文學改良芻議>와 陳獨秀의 <文學革命論>을 신문학의 시작을 의미
하는 표식으로 보고, 그 이전의 1898년부터 1916년까지에 발생한 문학들을 과도기의 문학으로 간
주하였다. 즉, 梁啓超의 ≪新民叢報≫, 林紓의 번역소설, 嚴復의 飜譯․學術文, 章士釗의 政論文, 백
화문이 유행하기 이전의 학술문과 政論文이 속한다. 아울러 朱光潛은 백화문운동의 시작을 1917년
으로 보고 이를 維新運動이래로 중국문학에 영향을 준 大事件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의 중심에는 당연
히 호적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朱는 新․舊文學의 분기점을 1917년으로 잡고 그 이전
을 전통문학, 이후를 신문학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도
는 아니다.
호적이 전통문학 계승을 주장하는 것은 고문전통이 아니라, 백화문전통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문학사는 주자학적인 儒敎觀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문학관은 인성을 표현하는데 형식
의 제약을 받아 일부 사대부 계층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전유물로 되어 왔다, 그러나 대중성이 요구되
는 시대적 요청으로 문학은 唐대의 韓愈이후 淸代 桐城派로 이어지는 文章復古와 文以載道에서 탈피
하여 陽明學과 考證學의 입장에서 個人的 人性과 情感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는 권위의 도전이었으며
經世致用과 實事求是를 위하여 만민평등의 근대적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옛 것과 다른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고자 하는 주장이 비롯되었다. 이러한 새로움의 추구는 비단 淸末 維新派 뿐만 아니라
멀리 唐대 시풍에 반대하여 宋代의 歐陽修나 梅堯臣 등이 주장한 詩風改革運動으로까지도 소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상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宋代라는 당시의 시대적인 조류가 理學的 사
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陽明學이후에 李贄에 이르러 비로소 반복고적인 풍

15) 胡適, ≪四十自述≫, 香港 : 光華書店重印本, 1957.
16) 譚彼岸, ≪晩淸的白話文運動≫, 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1956,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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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은 明代 李贄의 <童心說> 가운데 일부이다.

시라고 해서 하필 옛 것에서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문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진시대의 것
일 필요가 없다. 시대가 내려오면 육조의 변문이 되기도 하고, 변하여 당대의 근체시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변하여 전기가 되기도 한다. 또 변하여 송대 화본이 되기도 하며, 원잡극이
되기도 하고 서상기가 되기도 하며 수호전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날 과거보는 사람들이 공부하
는 팔고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고금의 훌륭한 문장이니 시대의 선후로서 논할 수
없다.17)

여기서 보면 옛 것을 답습하여 모방하려는 자세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시
대마다 개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宋대 話本, 元代의 雜劇 같이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한 俗文學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같은 晩明시대에 公安派의 未來指向的
문학관을 보면 이와 같은 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胡適의 백화문운동이 晩明시대의 一
群의 문학사상과 일치됨을 본다. 호적은 ≪新文學運動小史≫를 통하여 자신의 백화문운동이 발명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중국의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언급하였다. 胡適은 시에 있어서 情感을 표현하려면
≪詩經≫大序에 있는 바와 같이 해야한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詩經≫에 나오는 많은 민가
가 모두 당시의 백화문학이었음을 지적하였다. 胡適은 백화문을 사용한 明․淸 소설들을 살펴보아
일부 지식인의 소유물인 문언문과는 달리 모두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그의 ≪
백화문학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명대 초기에 복고풍조가 활기를 띠던 때에 公安派의 反復古, 反模
擬 주장은 바로 호적의 문예부흥운동과 일치점을 갖게 된다.18)이 公安派 문학사상은 李贄를 계승한
것으로서 卓吾의 주요한 문학관점 가운데 童心說 및 文學進化論이 요점이다.19) 호적은 公
安派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학습의 단계로서 모방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음
은 胡適의 <信心與反省>의 일부분이다.
17) 葉慶病 編輯, 國立編譯館主編,, 李贄<童心說>, ≪明代文學批評資料菓編(下)≫, 臺北 : 成文出版社,
1979, 624쪽,詩何必古選, 文何必先秦, 降而爲六朝, 變而近體, 又變而爲傳奇. 變而爲院本, 爲雜劇, 爲
西廂曲, 爲水滸傳, 爲今之擧子業, 皆古今至文, 不可得而時勢先後論也.
18) 李贄가 문학의 진화성을 인정하고 俗流문학을 극찬한 것과 반전통적 문학관을 찬양하고 공안파가 ‘오로
지 타고난 뛰어난 본성을 서술하고 옛 격식이나 진부한 언어에 구속받지 않는다(獨抒性靈, 不拘格套)’고
한 것은 유교적 가치관의 변화에 상응하는 근대적 문학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문, ≪중국근대
문학시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4쪽)
19) 차주환 님은 ≪神韻說과 格調說(上)≫이란 논문에서 이지의 <동심>은 왕양명의 <良知>를 대치시킨
말이고 공안파의 <性靈>과 이지의 <童心>은 서로 상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통문학에 대한 명말
문학의 혁명성을 언급하였다.(차주환, <중국시론25>, ≪心象≫, 서울 : 심상사, 1975, 104-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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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창조성이 풍부한 사람은 모방하는데 예민하여야 한다. 무릇 모방에 서투른 사람은 결코
창조할 수 없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을 오해시키는 명사이며 사실 창조는 다만 충분
히 모방하였을 때 나타나는 새 모습일 뿐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점을 말하여 ……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의 진의는 창조하였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모
두 딴 것을 모방하려는 데서 나온다는 뜻이다. 우리는 창조라는 새 명사로 하여 속아서는 안 된
다. 새로운 명사의 모방은 바로 옛날 명사인 ‘學’자이다 ; ‘배운다고 하는 것은 모방을 말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예를 들면 가야금을 배우는데는 먼저 스승이 타는 것을
모방하여야 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스승이 그리는 것을 모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
서 자연의 경치를 그리는 것 또한 모방이다. 모방을 잘하는 것이 곧 배움을 잘하는 것이요 공구
를 쓰는 것이 능숙하여야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중에 재주가 있는
천재는 기교까지도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때가 이르러 자연스럽게 나오
는 기교의 새로운 모양이 곧, 창조라고 하는 것이다. 무릇 모방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데, 배우지 않고 어찌 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20)

여기서 公安三袁의 한 사람인 袁中郞이 주장하는 反模擬, 反復古 이론이 前後七子의 문학이론을
배척하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호적의창조는 모방의 연장은 袁中朗 이론을 진전시킨 것이라고 하
겠다. 袁中朗은 한 시대에는 그 한 시대의 문학이 있다(一時代有一時代的文學)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호적과 동일한 주장이다. 이 말뜻에는 唐代에는 이백의 시가 뛰어났고, 宋代에는 詞가, 明․淸
代에는 소설이 뛰어났는데 이러한 논리로 現․當代에는 現․當 시대에 맞는 시대적 특성이 있으므로
굳이 唐․宋․明․淸代를 모방할 필요가 있겠는가 ?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면 宗道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은 마음을 대변하고 문장은 또 말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리저리 고민해서 자신의 뜻을 충
분히 글로 나타낸다 하더라도 아마도 말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니 하물며 마음에 있는 바
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 공자는 문장을 논하여 말하길 ; ‘언사라는 것은 자신의 뜻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언사가 뜻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공 문장으로 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점이라는 뜻이다. 唐․虞․三代의 문장은 자신의 뜻을 도달시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 책을 읽고 난 후에 이해가 안되면 옛 문장은 기이하고 오묘하

20) 胡適, <信心與反省>, ≪胡適文存≫(제4집 권4), 臺灣 : 遠東出版社, 458-459쪽. 凡富於創造性的人
必敏於模倣, 凡不善模倣的人決不能創造. 創造是一個最誤人的名詞, 其實創造只是模倣到十足時的一點
點新花樣. 古人說得最好……「太陽之下, 沒有新的東西」. 一切所謂創造都從模倣出來. 我們不要被新
名詞騙了. 新名詞的模倣就是名詞的「學」字 ; 「學之爲言效也」是一不磨的老話. 例如學琴, 必須先模
倣琴師彈琴 ; 學畵必須先模倣畵師作畵 ; 就是畵自然的景物也是模倣. 模倣熟了, 就是學會了, 工具用的
熟了, 方法練的細密了, 有天才的人自然會「熟能生巧」, 這一點工夫到時的奇巧新花樣就叫作創造. 凡
不肯模倣, 就是不肯學人的長處. 不肯學如何能創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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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고, 요즈음 사람들도 글을 쓰는데 평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무릇 시대에는 고금이 있
듯이 언어에도 역시 고금이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삼아 쓰는 기묘하고 심오한 자귀가 바
로 옛날 항간에서 쓰이던 쉬운 말임을 어찌 알겠는가 ?21)

이와 같이 公安派는 시대마다 그 시대만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설파하였다. 袁宏道의 문학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의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 시대성을 대변한다 둘째, 창작에 있어서 복고와 擬古
를 반대하고 ‘마음속의 뜻을 마음대로 펴며, 상투적인 격식에 구속받지 아니한다’(‘獨抒性靈,
不拘格套’22))고 주장하였다. 셋째, 민가, 소설, 희곡 등 속문학에 대한 독특한 문학적인 가치를
인정하였다. 넷째, 문장에서 구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23)

民國 初 周作人은 신문학운동의 기본방향은 明末 公安派 文學理論과 일치하며 다른 점은 公安派
문학이론에 서양사상이 결여된 점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胡適의 문학주장도 胡適이 영향을 받은
서양의 과학, 철학, 사상을 제외하고 나면 胡適의 문학이론은 완전히 公安派와 일치한다는 주장을 하
였다.24)1917년에 호적은 문학혁명에 대한 첫 번째 선언문으로서 8개항의 건의를 하였는데25)이 여
덟 개 항목 중에서 胡適은 둘째의 ‘옛 사람을 모방하지 말자(不模倣古人)’ 항목에서 ‘문학은 시대에 따
라서 변천하는 것으로서 금일의 문학을 창조해야지 唐․宋․周․秦을 모방해서는 아니 된다.’26)고 하
였다. 이점은 胡適의 핵심사상으로서 시종일관 歷史進化論的 태도를 유지하였는데27)袁宏道의 다음

21) 郭紹虞, ≪中國歷代文學論叢精選≫(論文․上), 北京 : 華正書局, 1980, 125쪽.口舌代心者也, 文章又
代口舌者也. 展轉隔礙, 雖寫得暢顯, 已恐不如口舌矣 ; 況能如心之所存乎 ? 故孔子論文曰 : 「辭達而
己.」達不達, 文不文之辨也. 唐․虞, 三代之文, 無不達者. 今人讀古書, 不卽通曉, 輒謂古文奇奧, 今人
下筆不宜平易. 夫時有古今, 語言亦有古今, 今人所詫謂奇字奧句, 安知非古之街談巷語耶 ?
22) 이 어귀는 해석상 비슷한 다른 용어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므로 본고에서 해석상 유사한 용어로 바뀌
었다 하더라도 그 본뜻은 한 가지 임.
23) 李愚一, <袁宏道와 호적의 문학이론 비교연구>, ≪季刊中國≫(제17호), 서울 : 단국대학교 부설 중국연
구소, 1991, 72쪽
24) 周作人, <中國新文學的源流>, ≪周作人全集≫(卷五), 臺北 : 藍燈文化事業公司, 1982, 331-332쪽
25) 胡適, <文學改良芻議>, ≪胡適文存≫(第一集, 卷一), 臺北 : 遠東公司, 1982, 5쪽. “吾以爲今日而文學
改良, 須從八事入手. 八事者何 ? 一曰, 須言之有物. 二曰, 不模倣古人. 三曰, 須講求文法. 四曰, 不作無
病呻吟. 五曰, 務去爛套語. 六曰, 不用典. 七曰, 不講對仗. 六曰, 不避俗字俗語.”
26) 위와 같은 책, 7쪽 “文學者, 隨時代而變遷者也. 一時代有一時代之文學 : 周秦有周秦之文學, 漢魏有漢
魏之文學, 唐宋元明有唐宋元明之文學. 此吾一人之私言. 乃文明進化之公理也.…… 今日之中國, 當造
今日之文學, 不必模倣唐宋, 亦不必模倣周秦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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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문장과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문장에 고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의 흐름 때문이다. 옛날에는 옛날의 시대가 있었
고, 지금은 지금의 시대가 있다. 옛 사람들의 언어의 발자취를 답습하면서 그것을 옛 것이라 부
른다면 이것은 엄동에 처하여 여름 베옷을 따라 입는 것과 같은 일이다.28)

또한, 獨抒性靈은 문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문학은 자아의 표현이어야 하며 고인을 모방
하지 말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며, 不拘格套는 불합리한 질곡에서 탈피하여 음률이나
격조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도 호적의 <建設的文學革命論> 속에서 그대
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29) 호적은 다음과 같이 詩體解放을 요구하였다.

서신중에 말한 백화시도 마땅히 몇 개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
다. 중국의 문언시에 대해 논해 보더라도 근체시 외에 일찍이 무슨 규칙이 있었는가 ? 또한 근
체시를 보더라도 왕유, 맹호연, 이백, 두보의 율시가 언제 하나하나 규칙을 따라서 지어진 적이
있는가 ? 우리가 짓는 백화시의 커다란 취지는 시체의 해방을 제창하는데 있다. 어떤 재료가 있
으면 어떤 시를 쓰고 : 무슨 말이건 있는 대로 말하라. : 종전에 시의 정신과 자유를 속박하던
일체의 질곡과 사슬을 일제히 타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체의 해방이다.30)

위의 내용은 袁宏道가 말한 不拘格套와 동일하다. 袁宏道는 만명시대 前後七子가 주장한 
文必秦漢, 詩必盛唐의 구호를 타파하고 宋詩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宋․元 문학에 대한
袁宏道의 견해는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였지만 호적은 이를 구체적이고 이론적

27)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胡適文存≫(第二集, 卷一), 臺北 : 遠東公司, 1982, 247쪽. 胡適對
於文學的態度, 始終只是一個歷史進化的態度
28) 錢伯城箋校, <雪濤閣集序>, ≪袁宏道集箋校≫(卷十八), 上海 : 古籍出版社, 1981, 709쪽.文之不能
不古而今也. 時使之也. 夫古有古之時, 今有今之時, 襲古人語言之述, 而昌以爲古, 是處嚴冬而襲夏之葛
者也.
29) 胡適, <建設的文學革命論>, ≪胡適文存≫(第一集, 卷一), 臺北 : 遠東公司, 1982, 56쪽.有什麽話說
什麽話 : 話怎麽說, 就怎麽說(무슨 말이든 있는 대로 모두 말하고 어떻게 말하든 말하고 싶은대로 말
하라)
30) 胡適, <答朱經農>, ≪胡適文存≫(第一集, 卷一), 臺北 : 遠東公司, 1982, 90쪽.來書又說白話詩應
該立幾條規則, 這是我們極不贊成的. 卽以中國文言詩而論, 除了‘近體’詩外, 何嘗有什麽規則 ? 卽以'
近體'詩而論, 王維, 孟浩然, 李白, 杜甫的律詩, 又何當處處依着規則去做 ? 我們做白話詩的大宗旨, 在
於提倡'詩體的解放'. 有什嘗材料, 做什麽詩 : 有什麽話, 說什麽話 : 把從前一切束縛詩神的自由的枷銷
鐐銬, 攏統推翻 : 這便是詩體的解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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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基礎 위에서 宋․元 문학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체의 해방과 산문화가 唐대 이래로 중국운문발전
의 미래지향이며 詩로부터 장단이 不一定한 詞로의 진화와 詞에서 曲으로의 진화는 문학발전의 방향
이라고 하였다.31)아울러 袁宏道는 <水滸傳>․<金甁梅>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민간에서 나온 민가․
소설․희곡 등의 속문학 작품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32) 이점은 호적도 같다.

나는 백화문학사가 바로 중국문학사의 중심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
다. 중국문학사 중에서 백화문학의 進化史를 탈락시킨다면 중국문학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
만 고문전통사라고 부를 수 있을 뿐이다.33)

위에서 언급한 백화문학은 중국의 속문학을 의미한다. 公安派 三袁 중 맏형인 袁宗道는 그의 <論
文上>에서 口語化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밝혔다.34)여기서 袁宗道가 말한 文章代口舌은 바로 언문의
일치를 의미한다. 실제로 宗道는 난해한 문자로 천박하고 평이한 문장을 짓는 것을 반대했으며 또한
고대의 언어로서 현대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여기서 그가 요구
한 達은 바로 通達의 의미이며 호적이 말한 明白曉暢인 것이다.35)이상의 네 가지 점 외에 호적의 八
不主義36)에 해당하는 五曰, 務去爛調套語. 六曰, 不用典. 八曰, 不避俗字俗語에 대하여도 똑같은 언

31) 胡適, <元人的曲子>, ≪胡適文存≫(第三集), 臺北 : 遠東公司, 1982, 45쪽.
32) 錢伯城箋校, <觴政十之掌故>, ≪袁宏道集箋校≫(卷四十八), 上海 : 古籍出版社, 1,419쪽. 詩餘卽柳
舍人, 辛稼軒等, 樂府則董解元․王實甫․馬東籬․高則誠等. 傳奇則水滸傳, 金甁梅等爲逸典.(사에는
유영․신기질 등이 있고, 희곡에는 동해원․왕실보․마치원․고명 등이 있으며, 소설에는 수호전․금병
매 등 뛰어난 작품이 있다.)
33) 胡適, <白話文學史引子>, ≪白話文學史≫, 臺北 : 文光圖書, 1983, 2쪽. 我要大家都知道白話文學
史就是中國文學史的中心部分. 中國文學史若去掉了白話文學的進化史, 就不成中國文學史了. 只可叫做
古文傳統史羅了.
34) 郭紹虞, ≪中國歷代文學論叢精選≫(論文․上), 北京 : 華正書局, 1980, 125쪽. 口舌代心者也, 文章
又代口舌者也…… 孔子論文曰 : ‘辭達而已矣’ : 達不達, 文不文之辨也 …… 語言亦有古今․今人所託
爲奇字奧句, 安知非古之街談巷語耶 ? (袁宗道, <論文上>, ≪白蘇齊類集≫(卷二十) 參照). (말은 마
음을 대변하고 문장은 또 말을 대신하는 것이다. …… 공자가 문을 논하여 말하길 ‘언사라는 것은 뜻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언사가 뜻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곧 문장으로 칠 수 있느
냐, 없느냐의 구별점이라는 뜻이다. …… 언어에도 역시 고금이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삼아 쓰는 기
묘하고 심오한 자귀가 바로 옛날 항간에서 쓰이던 쉬운 말임을 어찌 알겠는가 ?)
35) 李愚一, 위와 같은 책, 106쪽,
36) 호적은 1916년 4월 17일 <吾國文學三大病(우리나라문학의 세 가지 병폐)>이란 제목으로 중국문학의
커다란 병폐 세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병없이 신음하는 것(一曰 無病而呻)이고 둘은 고인을 모방하는
것(二曰 摹仿古人) 이며 셋은 말에 내용이 없는 것(三曰 言之無物)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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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하지 않았지만 진부하고 해묵은 말투(‘陳腔爛調’)를 배격한다는 태도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
다.37)그러므로 서양사상을 배제한다면 호적은 晩明 公安派理論을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淸初
에 考證學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顧炎武의 문학관에서도 다음과 같은 反復古․反傳統의 문학관을
볼 수가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독서를 할 때, 체득한 바가 있을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기록해두곤 했다.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고치거나 간혹 옛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똑 같은 것을 기록
한 부분이 있으면 삭제하였다.38)

기 위하여 1916년 8월 21일에 <文學革命八條件>이란 제목으로 문장을 지어 백화로 作詩할 것을 주장
하면서 자신이 먼저 실험작으로 백화시를 지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료들 중에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까지 굳이 백화를 쓰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을 비쳤으며 그
전에 朱經農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신문학의 요점은 대략 여덟 가지의 일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를 들었다.一曰 不用典, 二曰 不用陳套語, 三曰 不講對仗, 四曰 不避俗字俗語(不嫌以
白話作詩詞), 五曰 須講求文法(此皆形式的方面), 六曰 不作無病呻吟, 七曰 不模仿古人, 語言須有個我
在, 八曰 須言之有物(此皆精神(內容)的方面)(첫째, 전고(典故)를 일삼지 말자. 둘째, 진부한 상투어를
사용하지 말자. 셋째, 대귀(對句)을 중시하지 말자. 넷째, 방언을 써도 좋으며 굳이 속어(俗語)나 속자(俗
字)를 피하지 말자.(백화로 작시나 작사하는 것을 혐오하지 말자). 다섯째, 문법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말
자(즉, 반드시 문법을 따져서 쓰자.)〔이는 모두 형식방면이다.〕여섯째, 병도 없으면서 공연히 신음하는
글을 짓지 말자. 일곱째, 옛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말에는 나 자신의 말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내용이
있는 말을 하자.(즉, 빈말만 있고 정작 내용이 없는 글을 짓지 말자)〔이는 모두 정신방면이다.〕). 그후,
호적은 ≪新靑年≫(제2권 제5호)(1917년 1월 출판)에 <文學改良芻議>를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고쳐야
될 여덟가지 사항(八事)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하나 하나 설명을 가하였는데 여기서 제시한 팔불주의는
다음과 같다. 一曰 須言之有物, 二曰 不模仿古人, 三曰 須講求文法, 四曰 不作無病之呻吟, 五曰 務
去爛調套語, 六曰 不用典, 七曰 不講對仗, 八曰 不避俗字俗語(첫째, 반드시 내용이 있는 글을 써야
한다. 둘째, 옛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다. 셋째, 문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무병신음하지 않는다. 다섯
째, 진부한 상투어를 힘써 버려야 한다. 여섯째, 전고를 쓰지 않는다. 일곱째, 대귀를 따지지 않는다. 여덟
째, 속자속어를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八事를 부정적인 것으로 고쳐 1918년 4월 15일에
출판한 ≪新靑年≫(제4권, 제4호)의 <建設的文學革命論>에서 八不主義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를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一. 不做言之無物的文字, 二, 不做無病呻吟的文字, 三, 不用典, 四, 不用套語爛
調, 五, 不重對過-文須廢騈․詩須廢律, 六, 不做不合文法的文字, 七, 不摹古人, 八, 不避俗語俗字(하나,
반드시 내용이 있는 것을 발표해라. 둘, 병없이 신음하는 글을 쓰지 마라.-문장은 병문을 폐지하고 시를
율시를 폐지하라. 여섯,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지 마라. 일곱, 옛 사람을 모방하지 마라. 여덟, 속자와
속어를 피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는 不字를 붙이기 전 단계인 ≪新靑年≫(제2권 제5호)(1917년 1월
출판)에 실린 글을 근거로 한 것을 말한다.
37) 李愚一, 위와 같은 책, 108쪽.
38) 郭紹虞, 위과 같은 책, 127쪽自少讀書, 有所得輒記之. 其有不合, 時復改定, 或古人先我而有者, 則
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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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淸末 近代思想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龔自珍의 다음과 같은 주장 속에서도 그의 창조성
에 관한 내용을 엿볼 수가 있다.

내가 옛 사람의 능력있는 창조성을 흠모하고자 하나 나의 운명은 그 때를 만날 수가 없다.
…… 문심은 오래되었으나 문체가 없는 것은 모두 옛 것에만 의탁하기 때문이다.39)

龔自珍이 흠모하는 창조성은 새로움으로 변형됨을 말하며 오래되고 낡은 것의 변형은 아니다. 여
기서 梁啓超나 黃遵憲으로 이어지는 반복고의 주장은 이러한 反傳統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
로 중국문학사의 전통 속에서 그 전통을 잇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간주된다. 하나는 옛 것을 모
방하고 답습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부류이다. 그
렇다고 어느 하나의 부류가 중국문학의 정통성을 외면했던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西洋文化의 이입
으로 인하여 전통성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현대문학사조를 식민지사관의 移入文學으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문화의 본질적 속성은 국내․외 어디서건 상호교류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胡適은 중국문학의 전통 속에서 陽明學․公安․竟陵派․考證學․公羊學을 계승하고
있는 한 시대의 대표자라고 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근대 시기 서구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시대적 상
황은 역사과정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이들 문학관이 지니는 근대성을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의 주장이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문학의 의미가인간적인 삶과 연결된 사회의식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胡適의 文學觀은 문학내용과 형식을 보편화, 대중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文言
文이 가지고 있던 特權化에서 탈피하여 백화문으로 진화시켰고 인간적 삶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었다.

Ⅲ. 결 론
본고는 白話傳統 文學史觀에 입각하여 호적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
하여 백화문학사는 詩經 國風에서 唐․宋을 거쳐 晩明의 公安派와 淸末의 維新派를 계승하여 胡適으
로 이어지는 계보를 그려볼 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胡適에 대한 평가는 백화전통문학의 계승자로 인

39) 위와 같은 책, 128쪽 予欲慕古人之能創兮, 予命弗丁其時. …… 文心古, 無文體, 寄干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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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세기 중국 지식인들의 모델(model)로서 전통적 봉건문화와는 다른 성질의 문화전통을 낳아서
민주․과학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가치체계를 수립한 인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 도달하였다.
따라서 胡適文學思想은 자아의식으로 인한 주체적인 독립정신이었으며 현실참여로 인한 사회적 책임
감 및 역사적인 반성과 해부로 인한 사명감으로 새로운 문화전통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평가받아 마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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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A 5․4 movement period of China is known for the period of historical
transposition. Although We call that the literature of this period is neoliterature, I
will pay attention to the significant changes of its period. Because, in this period,
Polemical dispute is begun and raised between the Tradition and Antitradition. And
more importantly, I recognize that A study of modern literature is started from this
momentous period. Therefore, deliberating these changes is the main study of the
procession from Tradition to Antitradition vice versa.
The Doctrine of evolution consists in methods is at the center of these changes.
Hushi's become an adherent of the Doctrine of Evolution, however, Marx-Lennists
follow the other line. Hushi's line follows Liang chi-chao. Following him, Hushi says
the use of Bai-hua letters in 1917. In fact, The use of Bai-hua letters is originated
from Shijing, after by way of Gongan branch of Ming dynesty and Ching dynesty.
Therefore, we can say Hushi is the first advocate of the theory of the Baihua letters.
The theory of the Literature is very often changed following the timesis same as
Gongan branch of Ming dynesty. In this point of view, we are reached to the change
of cognition. That is, Hushi's theory is not Tradition→Antitradition→Tradition but
Trdition→Tradition→Tradition as Baihua letters. This means Hushi is not a follower
of theory of foreign literature. Therefore, our cognition about Hushi and his theory
should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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