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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에서는 ‘白蛇傳’을 현대적으로 ‘다시 쓰기’[重述]한 《人間》을 중심으로 중
국 문화에 대한 우생학적 사고의 개입과 그 의미가 문학 텍스트에서 어떠한 방식으
로 노출되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현 중국의 첨예한 문제
이기도 한 ‘民族’의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적 담론과 문학적 유비 사이의 상호관련성
에 천착하여 현대 중국 사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화 비평의 단초를 마련해보
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가 작품 분석의 도구로 활용할 과학적 담론은 생물학의 응용과학인
優生學(eugenics)이다. 서구에서 우생학은 인종이나 민족을 생물학적 본질로 파악
하는 과학적 담론으로서 최근까지도 인종이나 민족 연구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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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있다. 다윈(C. Darwin)의 진화론에 토대를 두었던 우생학은 사회진보와 문
명화라는 시대적 열망 덕분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서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이 등장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우생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지도 모른다.1)
56개의 다민족 국가로서 하나의 강한 중국을 꿈꾸는 중국의 입장에서, 또한 G2
로서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는 현 중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동체의 질
적 유지와 보존 그리고 강화를 위한 과학이자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우생학은 현
중국의 민족 문제를 다루는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중국이 공동체
의 보존과 유지에 이익이 될 만한, 즉 ‘하나의 중국’에 걸맞은 문화 인자를 양성하
는 한편, 중국적 통합과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퇴화 또는 억제한다는 측

1) 여기서는 초역사적 멘탈리티로서의 우생사상이 아닌 이념적 성격을 띤 과학적 담론으로
서의 우생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서구에서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생물학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것이 문화현상으로 재생산되는데 19세기 중반
탄생한 진화론과 우생학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
치의 역사》, 서울, 아침이슬, 2009; 염운옥 《유전자에도 계급이 있는가》, 서울, 책세상,
2009.
우생학과 문학적 유비에 관한 이해에 다음의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스테판(Nancy
Leys Stepan)은 인간과 인종을 다루는 과학들에서는 인종이나 성에 대한 당대의 문화
적 관념이 쉽사리 과학 안으로 스며들며, 이는 과학의 이름으로 인종이나 성에 관한 부
당한 관념을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과학이론에서 은유와 은유가 매
개하는 유비의 역할을 통해 과학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반대로 다윈(C. Darwin)의 진화론이 문학 작품의 주요한 아이디어로 활용되는 경향도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나 19세기 미국 문학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Nancy Leys Stepan <Race and Gender: The Role of
Analogy in Science>, 《Isis》77, 1986, 261-277쪽. Philip Appleman 《Darwin》,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1970, 571-625쪽. 필자는 이 글에서 白蛇
傳을 다시 쓰기 한 문학작품《人間》을 중심으로 우생학적 알레고리, 즉 문학적 유비와 과
학적 담론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중국 사회의 인간 또는 민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비
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2) 우생학 담론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인종적 위계질서를 정당화시켜주거나 영속화시키는 기
능을 해왔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많은 문화비평가들은 문화 분석 범주
의 하나로 인종이나 민족을 거론하며 우생학적 담론과 문화 텍스트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중국 사회가 여전히 민족의 위계가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우생학적 담
론이 스며있는 문학적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중국 문화 비평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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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우생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적지 않기 때
문이다.3)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텍스트는 중국의 4대 민간전설 가운데 하나로서 대중들
에게도 익숙한 ‘白蛇傳’을 다시 쓰기 한 李銳와 蔣韻의 《人間》이다.4) 白蛇傳은 다
른 유전자를 가진 두 남녀의 사랑이 주된 플롯이 되는데, 다시 쓰기 된 《人間》에는
불교적 윤회에 따라 시공간을 달리하는 여러 異類의 사랑이 묘사된다. 작가가 설정
한 異類에는 생물학적 차이를 비롯하여, 사상적⋅문화적 범주가 모두 포함되는데,
秋白과 매화나무의 이야기, 2006년 대도시의 아파트촌에 사는 뱀소년 이야기는 폭
넓은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 다양한 차원의 異類의 집합이라 할 만하다.
《人間》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도 큰 줄거리를 이루는 許宣과 白娘子의 러브스

토리는 생물학적, 문화적 차이를 가진 일부 少數民族을 연상시킨다.5) 이 작품에
묘사된 일부 異類를 중국 소수민족의 알레고리로 읽어보려는 시도는, 작가가 이 작

3) 영국에서 골턴(F. Galton)에 의해 탄생한 우생학의 핵심 개념은 ‘適者’(the fit)와 ‘不適
者’(the unfit)로서, 이는 실천의 방식 또는 목적에 따라 포지티브(positive) 우생학/네
거티브(negative) 우생학으로 구분되어 왔다.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17
쪽. 이와 같은 골턴의 우생학 개념은 20세기 전반 미국에서 이른바 멜핑폿(Melting
Pot) 개념과 연동되어, 미국의 국가 정체성 확보라는 이상 실현을 위해 우성과 열성, 바
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 적격한 것과 적격하지 않은 것, 미국적인 것과 비미국
적인 것 등을 가르고, 이를 증명하는데 활용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생학과 그 이념
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로 통합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야심찬 기획에 정당
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우수한 미국 인종의 확산과 부적격한 인종의 제거라는
우생학적 논리와 목적이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국가적 야심에 의해 정
당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186쪽 참조. 필
자가 보기에 중국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미국의 20세기 전반의 모습
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4) 영국 케논게이트 출판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李銳 한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으나,
아내인 蔣韻과 공동집필한 것임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5) 중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민족식별’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외모나, 언어, 습관 등으로
나누는 초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근 1995년에는 중국의학과학원과 중국사회과학원이
‘분자고고학’의 과제를 보고, 연구팀을 구성하여 DNA 기술을 이용하여 민족원류를 연구
한 바 있다. 공봉진 <중국 “민족식별”과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연
구》 제7집 1호, 2004, 195쪽. 언어, 복장 등으로 소수민족을 구별하던 민족식별의 문제
는 다시 우생학의 탄생 초기처럼 생물학 차원에서 논의되는 형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는 우생학이 중국에 도입되었던 때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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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집필하면서 언급한 ‘인종’, ‘차별’, ‘박해’, ‘중국문화’, ‘人性’ 등 용어의 조합이
소수민족과 상당부분 중첩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6)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작가는 현실 위에 판타지를 덧씌우는 은유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현실
비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7)
이 논문에서는 白蛇傳의 새로운 버전, 즉 21세기에 ‘다시 쓰기’ 된 《人間》 속 白
娘子와 許宣의 이야기를 우생학이라는 렌즈를 활용하여 검토함으로써, 현 중국의
첨예한 문제인 소수민족에 대한 시선의 궤적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異類에 대한
차별적 시선,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내재화되어 파생되는 문제를 텍스트 안에
서 읽어내려는 시도가 될 것이며, 문학 텍스트를 통해 문화 현상을 해부한다는 점
에서 문학 텍스트의 문화 텍스트로의 확장 그리고 문화비평의 한 방식이라는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신화 다시 쓰기와 전통의 전복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용어가 문화계와 문학계에 등장한 이후, 그 하
위 범주라 할 수 있는 다시 쓰기, 리텔링(retelling), 리라이팅(rewriting), 고전의
재해석, 변용 등의 용어가 범람하고 있다. 용어는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원작을 바
탕으로 하고, 다시 쓰기를 시도하는 작가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장르로 표현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8)
6) 이 논문의 제Ⅲ장 1절을 참고하시오.
7) 李銳의 《人間》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백사 여인인 白娘子의 정체성인 異類에 주목하
고 있지만, 중국 연구자들의 경우 이를 중국의 당면 과제인 소수민족의 문제로까지 심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소수민족과의 갈등으로 연일 문제를 겪고 있고 소수민
족문제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된 현실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연
구자들이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8) 현재 국내에서도 리텔링과 다시 쓰기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문자
매체’를 이용하여 ‘새롭게’ ‘다시’ 쓴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시 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근 유행하는 재구, 재해석, 다시 쓰기 등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는 리
텔링(retelling)이 적합해 보인다. 원전이 문자나 영상 매체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영
화, 게임, 광고 등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개인의 의견을 ‘발화’ 또는 ‘표현’한다는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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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다시 쓰기’[重述]가 창작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다시 쓰기의 대상은 주로 神話와 歷史 소재로서, 이 작업은 각색, 再編, 改編, 再
構(成) 같은 용어나 모티프의 차용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난 세기 말 영국의 캐
논게이트 출판사에서 기획한 신화 다시 쓰기 프로젝트에 중국 출신의 작가들이 참
여하게 됨에 따라 현재 중국 내에서는 ‘소설’ 장르로 다시 쓰기 하는 것을 ‘重述’,
神話傳說을 현대적인 시각과 언어로 다시 쓰기 하는 것을 ‘神話 重述’이라는 용어
로 사용하고 있다.9) 이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
역하고, 캐논게이트 출판사의 주로도 진행된 초국적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신화 다
시 쓰기’로 소개된 점에 근거하여 ‘신화 다시 쓰기’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근 유행의 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다시 쓰기 열풍의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우선 소재의 고갈이라는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유가 자리하고 있
다. 물론 원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공연들이 원전의 훼손, 재현, 핍진한 묘사나
재구 등에서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이조차도 마케팅의 한 수단이 되
어 더욱 크게 유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다시 쓰기 또는 신화 다시 쓰기의 경
우, 작가들은 허구성을 장르적 특성으로 하는 소설로 다시 쓰기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논란에서 벗어나 익숙함과 신선함을 아우르는 작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시 쓰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시 쓰기, 즉 기존의 텍스트를 다르
게 읽고 재구성하는 것은 ‘전통’의 명맥을 잇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전통을
뒤엎는 행위이자 동시에 ‘전통’의 권위를 빌어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위치를 점하
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쓰기 중에서도 신화 다시 쓰기의 의미는 무엇인
가? 누구나 알고 있어서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옛 신화와 전설은 ｢어
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
는 사상ㆍ관습ㆍ행동 따위의 양식｣10)을 의미하는 전통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서, 또 중국의 경우 입과 글로 표현되는 것이 각각 口‘述’과 敍‘述’로 표현되는 만큼, 이
러한 모든 발화 방식을 ‘텔링(telling)’의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柳江夏 <틈새
를 메우는 문학적 상상력 ‘리텔링’―‘王昭君 故事’의 리텔링을 例로>, 《中國語文學論集》
第63號, 2010, 447-449쪽.
9) 중국의 작가로는 蘇童, 葉兆言, 李銳(蔣韻)가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각각 ‘孟姜女傳
說’(《碧奴》), ‘後羿神話’(《後羿》), ‘白蛇傳說’(《人間》)을 주인공으로 택해 작품화 하였다.
10) ‘전통’.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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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신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야기와 노래로 전해지면서 무의식의 너른
면에 포진해 있는 보이지 않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화 다시 쓰기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전해진 전통을 잇는 동시에, 그것에 고의적 균열을 가함으로
써 전통에 의해 강요된 무의식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공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작품을 ‘다시 쓰기’ 한다고 밝힘으로써 대
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일 것이다.
‘신화 다시 쓰기’[神話 重述]의 참여 작가인 李銳와 蔣韻에게 이 작업은 결코 쉬
운 과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또 중국의 4대 민간 전설 가운데 하나이며, ‘제1차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
산’(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産)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유명한 白蛇傳을 다시
쓰기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작가는 《人間》
의 서문에서 다시 쓰기에 대한 고충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수천 년간 전해오며 이미 정형화된 전설을, 수없이 다듬어진 이 이야기를 어떻
게 다시 써야 하는가,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실로 커다란 도전이었
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날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완전한 허구
가 더 쉬울지도 모른다.(一個在千百年的传说中早已经定型的神话, 一個千錘百炼
的故事, 怎样重述, 如何再现? 对于我们更是绝大的挑战. 从某种意义上说, 凭空
杜撰, 完全虚构也许会更容易一些.)11)

李銳와 蔣韻은 白蛇傳을 다시 쓰기 하기 위해 여러 판본을 수집하고 대조하여
《人間》에 학술연구 못지않은 분석을 하였다.12)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한 작가의 예비 작업인 동시에, 작가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11) 李銳 《人間》, 偶遇因緣(代序), 2007. 이 작품의 번역은 다음을 따르되, 일부 수정하
여 사용했음을 일러둔다. 李銳, 김택규 옮김 《인간의 세상에서 죽다》, 서울, 시작,
2010.
12) 宋代 話本으로 지금으로부터 8백 여 년 전에 쓰인 《西湖三塔記》로부터, 明末 馮夢龍
이 편찬한 《警世通言》<白娘子永鎮雷峰塔>, 淸代 乾隆 초기의 黃圖珌, 陳嘉言 부녀가
연이어 개작한 《雷峰塔》, 乾隆 36년에 岫雲詞逸 개작, 海棠巢客 교점이라는 서명의
《雷峰塔傳奇》, 白蛇傳 崑曲 등의 내용과 장단점, 변화 내용 등이 간략하고도 정확하
게 소개되어 있다. 李銳, 김택규 옮김 《인간의 세상에서 죽다》, 299-301쪽.

전복적 사유 양식으로서의 ‘신화 다시 쓰기’ 57

이처럼 수천 년이 지난 전설을 ‘다시 쓰기’할 때, 작가는 거대한 그늘에 덮일 수
있고, 지금까지의 독서 습관이 만들어낸 기대의 함정에 걸려 들어가기 쉽다. 그래
서 반복적인 토론, 반복적인 탐색, 반복적인 수정, 반복적인 깨달음 끝에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但是像这样, 在一個千百年的传说之後去“重述”, 你会被笼罩
在一個巨大無比的阴影下面, 你很容易就会跌进阅读习惯造成的期待陷阱之中. 于
是, 在反復的商讨､ 反復的试探､ 反復的体悟之後, 就有了我们後面的故事.)13)

李銳과 蔣韻은 다시 쓰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언급했다. 지금까지의 독서 습관
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깨어있음, ‘반복적인 탐색, 수정, 깨달음’은 이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다시 쓰기를 시도하는 많은 리텔러들이 고심과도 중첩될 것이다. 李銳와
蔣韻은 白蛇傳을 다시 쓰기 하는 데 ‘전복’과 ‘반성’이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다.14)
또한 작가는 白蛇傳은 지금까지 부단히 다시 쓰기 되었고, 《人間》은 다만 작가 자
신에 의해 다시 쓰인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사전》은 신화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 백사의 이야기는 본래 부

단히 다시 쓰였고, 부단히 다시 쓰이는 과정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
니다. 지금 우리에 의해 다시 쓰인 작품에는 당연히 우리의 전복적 사고와 다시
쓰기의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白蛇传》本来就是神话, 就不是史实. …… 白蛇
的故事本来就是一個不断被重述､ 不断被改写的过程, 从来就没有一成不变. 现
在既然是由我们来重述, 當然就要有我们的颠覆和重新思考.)15)

작가인 李銳와 蔣韻이 반복을 거듭했던 탐색과 반성, 전복적 사유는 白蛇傳 이
야기를 공유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유된 기억과 지식을 되짚어 보기, 뒤집어 보기,
낯설게 보기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뒤집어 보고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진지하게 탐색했기에 현재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로만 남아 있는 이 러브스토리에서 異類, 박해, 차별이라
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최근까지 이어진 白蛇傳 다시

13) 李銳 《人間》, 偶遇因緣(代序).
14) 李銳 <關于《人間》>, 《名作欣賞》, 2007, 85쪽.
15) 李岩 主編, ｢关于《人间》的问答｣(2007/5/21)
http://book.sohu.com/20070521/n25013109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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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에서 시종일관 반복되고 있는 해피엔드의 결말은 이 작품에서 그대로 반복되지
않고 전복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작품의 결과
에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작가의 붓으로 다시 쓰기[重
述] 된 것이기 때문이다.

Ⅲ. 《 人間》 에 드러난 우생학적 알레고리
1. 優生學과 少數民族
우생학은 ‘좋은 탄생’(well-born)이라는 좋은 어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물학
적 차이를 정치사회적 차별로 전환시킴으로써 민족 간, 인종 간 차별의 근거를 제
공해왔다. 이런 점에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우생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려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주지하듯 중국은 56개의 다민족국가로서, 민족은 중국의 정체성
을 설명하는 한 방식인 만큼 중국 문화, 정치, 사상, 종교의 전 영역에서 고르게 연
구되어 왔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활발하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민족의 차별화를 결정짓는 우생학적 사고가 문
화의 영역에 내재화됨으로써 파생된 현대 중국 사회의 단면이다. 우생학적 사고는
교묘하게 은폐된 채 중국 사회의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우생학이 생물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생학이 국가 이상
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기획이나 정책결정에 있어 입론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16) 또 우생학이 이야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이란 단순히 생물
학적 차원의 차이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상태나 문화적 특성을 포괄하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생학은 문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16) 우생학은 생물학적, 과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생학적 문화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양
한 성담론과 연관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우생학을 다룬 연구 등 주제와 대상 면에
서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고 있다.”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33쪽. 역
사적으로 우생학은 과학의 권위에 힘입어 이념적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위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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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해 보인다. 현대 중국은 ‘강한 중국’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목표를 설
정함으로써 우생학적 사고를 더욱 포괄적으로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는 일부 소수민족 정책을 검토해 보면 適者의
양성과 不適者의 제거, 다시 말해 우생학의 핵심 원리인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동
시에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17) 이 논문에서는 李銳의 시선을 따라 문학적 텍
스트 속에 녹아있는 우생학적 알레고리를 통해 현대 중국 사회 문화의 일면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구별’ 또는 ‘차별’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 白蛇傳은 유용한 자료이다. 인간
과 뱀의 유전자를 가진 ‘異類’인 白蛇 여인이 인간세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탐구하는 텍스트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白娘子는 이질적 유전자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민족(종족)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곧 다민족 국가인
현 중국 문화 독해에 유의미하다. 다민족 국가라는 배경에서 異種, 異類의 용어는
각기 다른 명칭 아래 분류된 少數民族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이라는 명칭에는 ‘다수’라는 우위에 의해 박탈당한 수동성이 내포되어
있다. 다수민족인 漢族은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
지만, 현행 우대정책의 목표가 소수민족의 실질적 우대가 아닌,18) 漢族을 중심으
로 한 ‘민족의 통합과 융합’, ‘漢族으로의 동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속
내는 이미 드러난 지 오래다.19) 주지하듯 일부 위구르족, 티벳족 등의 소수민족에
17) 물론 55개 모든 소수민족에 똑같은 룰을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
재 ‘민족식별’에서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DNA를 식별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고, 위구
르족처럼 민족성을 강조하는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강압적 조치가 빈번히 취해진다는
점이다. 민족 식별의 근거로 생물학적 특징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18) ｢중국 정부는 비록 소수민족에 대한 자치권의 부여를 제도화하였지만, 이러한 민족자
치제도는 소수민족을 ‘분리해서 쉽게 통치하기(分而治之)’하기 위해 적절히 이용｣되어
왔고,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상황에 맞게 소수민족들의 정치적 운명은 피동적으로 결
정｣되어 왔다. 김예경 <중국의 소수민족(少數民族) 정의와 그 정치적 함의 ― 民族과
群族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2007, 106쪽.
19) ｢민족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중국의 민족정책은 궁극적으로는 한족을 포함한
‘모든 개별 민족의 소멸과 중화민족의 탄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중화민족’에 대한 중국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은 ‘중화민족’을 ‘한족
을 주체로 하여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6개 민족이 융합된 민족’이라 하여, 스탈
린의 ‘현대 민족’ 개념에 ‘주체민족’으로서 한족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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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별짓기, 차별, 박해는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건
과 처리 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일부 소수민족의 독특한
삶의 양식과 종교는 통제 속에서만 허용되는 제한적 자유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
다. ‘흠결 없는 하나의 중국’의 완성에 있어 일부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 정치적
신념은 억제 또는 퇴화되어야 할 不適者인지도 모른다.20)
종교적 자유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일부 소수민족의 목소리는 묻히고,
많은 매체와 지식인들조차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눈감고 있다. 특히 강한 민족성을
가진 티벳족이나 위구르족 등 일부 소수민족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예의 주시해
야 할 ‘관리’와 ‘통제’, ‘통합’의 대상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21) 우생학이
탄생했을 당시, ｢사회적 부적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진보를 통한 문명화를 달
성｣22)하려고 했던 것처럼, 현재 중국 정부 역시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부적자
를 제거함으로써 무결한 중국의 완성을 도모하고 있는 듯 보인다.23) 바로 이 지점
영, <중국의 티베트 정책 고찰(1949～2008): 민족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식을
중심으로>, 《國際政治論叢》 제49집 5호, 2009, 280쪽.
｢신중화주의의 핵심 내용은 한족과 소수민족이 동화와 융화를 거쳐 실존체인 중화민
족이 됐다는 것으로, 즉 중국을 구성하는 56개 민족을 ‘국민=단일민족’으로 해석했고,
이 관점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족을 해석했다.｣ 공봉진, <중국 소수민족주의와
중화민족주의 ― 티벳과 위구르족의 민족주의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2
집 1호, 2009, 150쪽.
20) 이는 소수민족을 다루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중국 정부에서는
소수민족 출신의 간부를 육성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는데, 소수민족 출신 간부 육성의
목적은 사회주의와 물질문명 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이다. 소수민족 간
부는 각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아닌, [중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민
족사관을 갖춘 인재여야만 한다. 靑覺⋅嚴慶⋅沈桂萍 等 《現段階中國民族政策及其實
踐環境硏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322쪽.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매우 분명해 보인다. 소수민족 고유의 복장과 식습관
은 인정하지만 민족성, 종족성이라 할 만한 성격의 것들은 말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써 ‘통합’, ‘융합’을 지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1) 현재 ｢중화국족 정체성은 한족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중화국족 정체성
내에서 소수민족은 주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입장을 바꿔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
서 보면 소수민족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통합 대상이다. …… 현실 정치는 문화적 국족
을 억압하고 정치적 국족을 지향하는데 이로 인해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임춘성, <중국 문화의 타자, 중국 소수민족의 정체성>, 《中國現代文學》
第54號, 2010, 218쪽.
22)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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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人間》과의 접합점이 발견된다. 白蛇傳을 다시 쓰기 한 李銳와 蔣韻은 ‘이류’,
‘정체성’, ‘배척’, ‘박해’ 등과 같은 의미심장한 용어를 사용하며 《人間》 탄생의 배경
을 설명하였다.
정체성 승인의 위기로 인한 정신적 고뇌와 이 고뇌로 인한 곤경의 심화, 그리고
모든 ‘이류’에 대한 사람들의 본능에 가까운 박해와 배척, 또 이 박해와 배척 속에
서 확대되는 왜곡된 본능, 이것이 우리의 다시 쓰기의 이념적 지지대가 되었다.
(身分認同的困境對精神的煎熬, 和這煎熬对于困境的加深; 人对所有“異类”近乎
本能的迫害和排斥, 并又在排斥和迫害中放大了扭曲的本能-这, 成为我们當下重
述的理念的支架.)24)
《人間》은 ‘중국문화와 人性에 대한 일종의 반성’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

에서의 반성과 은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종교에 조종당
했던 대중은 오늘날 상업화에 조종당하는 대중과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神化되었
던 대중들은 무수한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 냈지요. ‘문화대혁명’을 생각해보십시오.
세계전쟁 때 광기의 ‘애국’에 사로잡혔던 대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의
식민 역사 가운데 스스로 ‘진보하고 문명화’되었다고 믿었던 ‘하느님의 선민’들을
보십시오. 재난은 또 다른 재난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의 참
여자이자 지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동서고금 지칠 줄 모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온 재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人性’에 대해 천진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人間》不仅
是“对中国文化和人性的一種反思”, 也是一個更为廣阔的反思和隱喩. 人类历史上
被政治､ 宗教操纵的大众, 是一样的, 正是被神化的大众造成了無数历史悲剧, 想
想“文革”, 想想世界大战中的狂热的“爱国”大众, 想想幾百年植民歷史當中那些無
数自以为“进步､ 文明”的“上帝的选民”们, 浩劫之所以能够成为浩劫, 就是因为大
多数人成为浩劫的参與者､ 支持者. 而且, 古今中反復上演乐此不疲. 不然, 哪来
的浩劫? 因此, 我们無法对“人性”保有一種天真完美的信任.)25)

23) 이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멜팅폿(melting-pot) 개념과 유사하다.
당시 미국은 다양한 이민자들의 서로 다른 문화와 습속을 마치 용광로 속에서 녹여 제
거해야 할 불순물처럼 인식했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그들이 원하는 사회진보
와 문명화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였다.
24) 李銳, 《人間》, 偶遇因緣(代序).
25) 李銳, <關于《人間》>,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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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銳는 《人間》이 중국문화와 人性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종교에
조종당했던 대중들이 만든 비극, 즉 문화대혁명과 세계대전 등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온갖 악행과 비극을 언급하고 있다. 문화대혁명과 반우파투쟁26)
에서 보인 이념논쟁과 박해, 살상,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등의 끔찍
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27) 작가가 고민한 異類에는 이처럼 사상의 차이
와 인종의 차이로 인한 차별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白蛇傳은 《西湖三塔記》,
《警世通言》<白娘子永鎮雷峰塔>, 《雷峰塔》, 《雷峰塔傳奇》 등의 제목으로 오랜 시

간 동안 이름을 달리하며 전해져 내려왔지만, 요괴가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다가 결국 제압된다는 상투적인 이야기는 부단히 반복되고 있었다.
다시 쓰기 된 白蛇傳인 《人間》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기본적 형상은 동일한 것
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李銳와 蔣韻의 붓끝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재탄생되었다.
많은 등장인물 가운데서도 이 논문에서는 異類인 白娘子와 粉孩兒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法海의 목소리로 쓰인 “法海手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異類에 대한
검토는 퇴화와 억제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異類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될 것이
고, “法海手札”의 검토는 異類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읽게
해 줄 것이다.

2. 異類의 목소리
작품 속에는 다양한 異類가 등장한다. 蛇人, 笑人처럼 신체적⋅문화적 차이가
있는 異類가 있는가 하면, 생각과 사상의 차이를 가진 異類도 있다.28) 이 논문에
26) 다른 인터뷰에서 이예는 문화대혁명, 반우파투쟁, 세계 제2차 대전을 차례로 언급하였
다. 水龙吟⋅李銳⋅蔣韻, ｢著名作家李锐､ 蒋韵夫妇搜狐聊天实录｣(2007/5/25)
http://book.sohu.com/20070525/n250220622_3.shtml
27) 그런데 작가의 설명과 달리, 작품 속에서는 第8章 “떨어지는 매화(落梅花)”에서 ‘百家
爭鳴, 百花齊放’ 정책 시행 당시의 이야기를 직접 묘사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 문화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秋白과 매화나무 이야기 외의 다른 이야기에 다
른 부분에서도 현실적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사에 나타나는 인종 문제를 거론하는 것처럼 보이
기도 하지만 작가가 ‘현재 중국’을 언급한 만큼, 현재 중국 사회에 드러난 인종/민족 문
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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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볼 것은 前者의 차이에서 비롯된 異類의 이야기이다.
뱀으로 태어났으나 인간이 되고 싶었던 작품 속의 백사는 기꺼이 삼천년의 수련
을 감내하며 인간이 되기를 꿈꾸었다. 2999년이라는 오랜 수련을 거쳐 백사는 인
간이 될 수 있었다. 일 년이 모자라는 삼천년의 수련을 거치며 그녀가 얻고자 했던
것은 인간 세상에서 凡人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다.29)
2999년간의 고된 수련은 뱀으로 살았던 그녀의 전생을 묻어버렸고, 그녀는 29
99년의 세월을 평범한 육신의 삶과 맞바꿨다. 그녀는 바람과 구름을 부르는 것도,
기적도, 불로장생도 원치 않았다. 단지 자식을 키우고 남편과 해로하는 수십 년의
‘인생’을 원했다. 그녀가 2999년을 들여 환생해 새로 맞은 ‘이생’은 밝고 떳떳한 것
이었다.(二千九百九十九年的苦修埋葬了她作为为一条蛇的前生前世, 她用二千九
百九十九年的时间换得了一个平凡的肉身凡胎的今生. 她不要呼风唤雨, 不要奇
迹, 不要长生不老, 她只要这幾十年执子之手､ 與子偕老的“人生”. 她用二千九百
九十九年投生再造迎来的“今世”, 是光明磊落理直氣壮的.)30)

그녀가 원하는 것은 人生, 즉 인간의 삶이었다. 白娘子는 신통력을 부려 얼마든
지 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 바느질을 해 생계를
유지했고, 가끔 신통력을 부리는 靑兒를 나무랐다. 靑兒는 그런 白娘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白娘子와 靑兒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
다. 白蛇는 인생을 꿈꾸었지만, 靑蛇는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선택한 것이
기 때문에, 서로 다른 태도로 인간 세상을 대하는 것은 당연했다.31) 더 나아가 靑
兒는 인간 또는 요괴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32)
28) 《人間》의 第8章은 사상⋅생각의 다름에서 구별된 ‘異類’에 대한 이야기이다.
29) 白蛇가 변한 白娘子가 요괴인 것은 확실하지만, 《警世通言》에서조차 白娘子는 다른
사람이나 남편 許宣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가하지 않는다. 明末 馮夢龍에 의해 그려진
白娘子의 소망 역시 남편과 함께 하는 ‘평범한 삶’이다.
30) 李銳 《人間》, 87쪽.
31) 실제로 靑蛇는 요괴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난들, 예를 들면 비바람을 불러오고, 쌀을
살 돈이 없을 때면 나뭇잎으로 돈을 만드는 등의 장난을 즐겼다.
32) ｢요괴로 살든 인간으로 살든, 그녀에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게 뭐가 중요
한데?’라고 생각할 뿐. 그녀는 인간도 요괴도 아닌 자기가 좋았다.(做妖还是做人, 在
他, 从不是个问题. ‘这有什麽當紧呢?’ 她想. 她就喜欢非人非妖的自己.)｣ 李銳 《人
間》,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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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白娘子가 삼천년의 수련을 거쳐 神仙이 아니
라 인간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작품 속 異類를 일부 소수민족의 은유로 읽었을 때,
白娘子가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정체성의 포기로 독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
나 작품 속에서 백사 여인이 꿈꾸었던 ‘인간’이란 인종/민족을 구분 짓는 특징이 아
닌 ‘인간의 삶’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羅興萍은 신선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을 선택한 白娘子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지적하면서, 백사는 사랑을 위해
인간세상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33) 白娘子가 갈망한 것은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인간보다는 인간 세상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고 본 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래적으로 異類인 존재들이다. 白娘子와 許宣
사이에 태어난, 다시 말해 인간과 異類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들 粉孩兒가 대표
적 주인공이다. 외모는 다른 인간과 다를 바 없었지만, 粉孩兒 역시 생물학적으로
이류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
더 자라서, 네다섯 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먹이를 잡는 데 매료되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 …… 밤에 아버지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 그의 머리카락과 뺨을 쓰다듬으며 조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
했다. “아들아, 꼭 기억하거라. 사람은 벌레를 먹지 않는다.(再大起來, 大約四五
歲的時候, 他突然迷上了捕食. 那時他不知道自己是有異秉的. …… 夜晩, 父親坐
在他床邊, 摸他的頭髮, 脸頰, 輕輕地, 鄭重地說: “粉孩兒, 你要記住, 人, 是不
吃蟲的啊.)”34)

粉孩兒에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異類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
였다. 粉孩兒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 그의 즐거운 놀이, 음식이 금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粉孩兒가 異類가 아니었다면 그의 특이한 습성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기는 하더라도 금기 또는 숨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기꺼이 異類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許宣이었지만, 異類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핍
박을 익히 알고 있는 그는 異類의 습성을 가진 어린 아들에게 금기를 설정했다. 粉

33) 羅興萍, <論白娘子形象的現代全釋―兼評李銳的《人間―重述白蛇傳》>, 《合肥師範學
院學報》 第29卷 第5期, 2011, 87쪽.
34) 李銳, 《人間》,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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孩兒는 어린 시절부터 영문도 모른 채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타고난 습성을 기꺼이
버리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했다.
그는 숨기는 법을 배웠다. 지난 6년간 그는 잘 숨겨왔고, 더 이상 화를 일으키
지 않았다. 덕분에 이 성에서는 아무도 그를 괴물 취급하지 않았다. 아버지조차
그가 잘못을 깨닫고 버릇을 고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자기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영원히 인간들 속의 이류이자 괴이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몸에 남아 있는 괴이한 버릇과 습성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가족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며, 자신에게도 수치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떨쳐내고 싶다고 해서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고, 죽어서도 떨쳐낼
수 없는 액운이자 운명이었다. 분해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것을 알았고, 그때부
터 웃음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생각이 깊은 아이가 되었다.(他学会了隐脏. 六年来
他隐脏得很好, 再也没有惹祸. 再这个城郭中, 没有谁把他看做一個怪物. 就连父
亲, 也以为他迷途知返, 转了习性. 可是, 只有他一個人知道, 他其实仍舊是, 也
许, 永远都将是人群中的一個異类, 一個妖異. 他身上奇怪的癖和習性, 那讓人群
驚異害怕､ 给亲人带来祸端災殃､ 让他自己深深羞耻和痛苦的东西, 不是他想甩
脱就能甩脱的. 那是他與生俱来的, 是和他的血肉之身生死相随､ 撕裂不开的厄
运, 是他的命. 一天天长大的粉孩兒, 小小年紀就明白了这一点, 从次就变成了一
個不会笑, 也没有快乐且心机很深的孩子.)35)

粉孩兒는 어린 시절부터 천성에 의해 만들어진 괴이한 습성과 버릇[癖] 때문에
“異類”, “妖異”, “怪物”일 수밖에 없으며, 異類의 속성을 고집한다면 사람들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배웠다. 그의 습성은 생래적인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결국 인간들 속의 괴물, 요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는 粉孩兒의 말은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이 삶을 결
정짓는 근거가 된다는 것의 부당함에 대한 항변일 것이다.36)
35) 李銳, 《人間》, 11쪽.
36) 고전적 인종주의에서 인종은 ｢유전되며 생리적으로 자세히 기술할 수 있는 독특한 특
성들의 집합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피부색과 체형에 있어
서의 차이들이다.｣ 폴 C. 테일러, 강준호 옮김, 《인종》, 서울, 서광사, 2006, 106쪽.
피부나 체형 등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들이 인종에 대한 분류와 차별의 근거가 되었
다. 粉孩兒의 식성이나 습관 등은 선천적 특성에 의한 하위분류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특징’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인종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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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類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물학적 차이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다름을 숨기는 것뿐이었다.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香柳娘에게 고백하는 날, 그는 차별의 ‘불공평
함’에 대해 말했다.
그(분해아)는 물었다. 나는 뱀인간인데 남들은 아닌 거야? 다른 사람들도 아니
고, 부모님과 동생 단동도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런 거야?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왜 나 혼자만 이런 거냐고? 향류낭, 말해봐. 이게 공평해?(他说为什麽我是
蛇人别人不是? 为什麽张三不是赵五不是我爹娘不是檀童也不是? 为什麽千千萬
萬的人中只有我一個人是? 香柳娘你说这公平不公平?)37)

香柳娘은 그녀 역시 생래적으로 아무리 슬퍼서 울고 싶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笑人이라며 粉孩兒를 위로했다. 粉孩兒가 香柳娘에게서 비로소 위안을 얻을 수 있
었던 것은 그 둘이 ‘異類’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로부터 비롯된 차별과 박해에
대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異類이기 때문에 異類를 이해하고, 이해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香柳娘과 粉孩兒가 꿈속에서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
었던 것은 ‘꿈’이 현실이라는 물리적 시⋅공간을 벗어난 장소이기 때문이다. 香柳娘
과 粉孩兒에게 모든 긴장을 해제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꿈’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차별과 박해를 운명으로 감내하고 살았던 異類에 대한 작가의 연민이자 배려
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이 작품 속 異類의 이야기가 56개 민족이 공존하는 중국의 완전한 대응물은 아
니다. 그러나 현재 중화민국은 漢族을 중심으로 하여 55개 민족이 융합된 국가로
서, 소수민족은 이해가 아닌,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
다.38) 통합의 목적에 부합되게 漢族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소수민족도 있지만, 중
국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티벳족과 위구르족처럼,39) 줄곧 충돌하고 있는 소
짓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37) 李銳, 《人間》, 45쪽.
38) 최지영, <중국의 티베트 정책 고찰(1949～2008): 민족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
식을 중심으로>, 208쪽.
39) 1987년 종교적 자유를 요구하며 티벳 분리 독립 시위, 무력 진압; 2009년 위구르 분
리 독립 시위, 무력 진압; 2011년 내몽고 차별 정책에 반발하여 시위, 무력 진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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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족도 있다. 소수민족의 바람은 漢族처럼 되는 것일까? 그들의 투쟁은 漢族 위
주의 세상으로의 편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소
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정체성 때문에 박해받는 일부 소수민족의 꿈은 요괴나
인간의 구분짓기의 틀에서 벗어나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靑兒의 태도, 한 인
간으로, 許宣의 아내로, 粉孩兒의 어머니로 살고 싶었던 白娘子의 평범한 꿈과 크
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3. 法海의 苦海 그리고 告解
白蛇傳 전설 속의 法海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남길 필요가 없었다.
法海의 사명은 요괴를 처단함으로써 보다 완전하고 평온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괴를 잡는 데 있어 아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 白蛇傳說 속의 法海
는 높은 법력을 가진, 공평무사한 除妖人으로 요괴를 잡는 쾌감을 선사해 주었지
만, 다시 쓰기 된 《人間》 속의 法海는 “法海手札”을 통해 그의 고뇌와 번민을 남겼
다.40) 특히 “法海手札”은 작가가 다시 쓰기를 하면서 공들여 창조한 핵심 내용 가
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41) 작가인 李銳 역시 “法海手札”의 이야기가
소수민족의 시위와 이에 대한 조치로서의 무력(유혈) 진압은 오늘까지도 되풀이 되고
있다. 소수민족 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티벳과 위구르족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
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공봉진, <중국 소수민족주의와 중화민족주의 ― 티벳과 위구
르족의 민족주의운동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는 시위와 관련된 단체, 최근의 뉴스 기사
를 통한 중국 측의 대응 방식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當代中國民族宗敎問題》를 참고할 수 있다.
襲學增, 胡岩은 티벳과 新疆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외부 타종민족 분리주
의자들이 민족과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 사안으로 파악하여 강
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襲學增⋅胡岩 主編, 《當代中國民族宗敎問題》, 北京, 中共中
央黨校出版社, 2010, 34쪽. 티벳족이나 위구르족에 대한 관용이나 포용의 태도는 찾
아보기 어렵다.
40) ｢요괴를 잡는 자와 요괴, 역병으로 고통 받던 법해에게 자신의 피를 흘려 살려준 요괴,
끝없는 후회와 한이 <法海手札>을 탄생하게 했다.｣ 원전에는 없던 “法海手札”에는 法
海의 내적 갈등과 번뇌가 담겨 있다. 韩晋花, <传统與现代的交汇―评李锐和蒋韵的长
篇小说《人间》>, 《晋中学院学报》 第25卷 第5期, 2008, 27쪽.
41) ｢法海手札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소설 속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胡藝丹, <煥然
一新“除妖人”-論《人間: 重述白蛇傳》中的法海形象>, 《常州工學院學報》 第29卷 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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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진실성’의 근거가 된다고 밝힌 만큼,42) 이 부분을 통해 작가의 의도도 일부
읽어낼 수 있다.
새롭게 삽입된 “法海手札”의 서두는 석가모니의 금반지를 받아 이생에 내려왔다
는 엄숙하고도 막중한 사명을 法海에게 부여하며 시작된다.
그분은 내가 전생에 서천의 석가모니 제자였으며, 석가모니의 금반지를 받아 요
괴를 제거하러 중국 땅으로 온 게 바로 내 이생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요인으로 살
아가는 것이 내 이생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아직 어린
나이여서 조금 미심쩍기도 하면서, 한편 매우 두려웠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
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他说我前世是
西天佛祖座下的弟子, 领了佛祖的金旨, 下凡往东土震旦除妖: 这便是我的此生此
世. 做一個除妖人, 是我今生今世的使命. 那时, 我年纪尚少, 聽了这话, 将信将
疑, 心中很是害怕, 就算是真的, 我又哪里担得起如此重任?)43)

法海에게 있어 요괴란 명백한 죄악 또는 혐의를 가진 존재로서, 제거되어야만 하
는 대상이었다. 法海가 천하를 떠도는 동안 조무래기 악인을 눈감은 것은 운명의
적수를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法海가 드디어 운명의 적수를 만난 것은 아이러니 하
게도 ‘지상의 천당’인 杭州에 도착해서였다.44)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法海가 許宣 부부를 쫒는 데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
는 점이다. 작가는 許宣 부부를 추적해가는 法海의 발걸음을 느슨하게 묘사하였다.
이는 일생일대의 운명의 적수를 만났지만, 法海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 또 운명의
期, 2011, 35쪽.
42) ｢소설 속<법해수찰>의 출현은 이야기의 ‘진실성’의 근거가 되고, 서술의 추동력이 된
다.(小說中｢法海手札｣的出現成爲故事的‘眞實性’的根據, 也成爲敍述的推動力.)｣ 李
銳, <關于《人間》>, 85쪽.
43) 李銳 《人間》, 30쪽.
44) 중국에는 예로부터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上有天堂，下
有苏杭.)｣는 말이 있다. ｢그때까지도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인간 세상의 천당’이라는
‘항주’에 도착하기 전까지, ‘허선’이라는 서생과 맞닥뜨리기 전까지 말이다. 그 순간 사
부님이 나를 이끌어주셨다는 걸 알았다. 그분은 내 적수, 내 운명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那时我还不能确定, 直到, 我来到那个被称为“人间天堂”的城市, “杭州”; 直到,
我碰到那个叫“许宣”的人. 那一刻, 我知道, 是师父引领了我. 他将我引领到了我的对
手､ 我的命运的面前.)｣ 李銳, 《人間》,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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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法海는 그의 충고를 물리치고 아
내와 달아난 許宣에게 배반감을 느꼈지만 그가 許宣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었다. 요괴를 제거하는 것이 法海의 사명이자 운명이었지만, 白娘子는 그가 배워온
邪氣가 가득한 요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白娘子는 남편을 비롯한 어
느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괴질에 걸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손가락
을 따 피를 흘리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녀가 그녀의 피를 흘려 생명을 구한 사람
가운데는 法海도 포함되어 있었다. 요괴인 白娘子에게서 일말의 진심을 느낀 法海
는 그녀의 말과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며 구미호를 죽이기 위해 삼 년을 기다렸던 스
승의 번뇌를 떠올렸다. 그러나 끝내 法海에게 공평무사한 除妖人이 될 것을 주문
했던 스승을 상기시키며 다시 고뇌에 빠졌다. 法海의 고뇌는 학습과 경험 사이의
괴리, 즉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었다.
그 구미호도 사부님에게 ‘불인(不忍)’의 어찌할 수 없음과 무고함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마도 그것이 임종 전 사부님이 내게 바리의 물을 먹이고 ‘냉정
함과 공평무사함’, ‘대의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 이유인지도 모른다. 냉정하고 공평
무사한 제요인이 되는 건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냉정하면서도 무정’해지는 것이
다.(它是否也有令吾师“不忍”的無奈和無辜? 这也许就是师父临终前命我喝下那鉢
盂中水, 嘱我“铁面無私” “顾全大义”的缘由: 做一個铁面無私的除妖人不难, 难的
是“铁面無情.”)45)

法海는 현실과 깨달음의 사이, 즉 공동체의 안녕과 유지를 요구하는 마을 사람들
의 요구와 무엇이 인간다움이고 자비인지에 대한 깨달음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다. 괴질에 걸렸던 사람들은 異類인 白娘子의 피를 섞은 ‘神藥’을 먹고 살아났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異類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일원으
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을 대하는 방
식, 다시 말해 소수민족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은 받아들이되 불편함을 유발하는
차이는 억압하거나 제거하려는 태도와 유사해 보인다.46) 사람들은 그들 몸속에 흐
45) 李銳, 《人間》, 125-126쪽.
46) 소수민족은 1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으며,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이 지리적, 정치적, 국
방의 차원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포
기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대상이다.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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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요괴의 피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축출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괴질에서 해방되는 순간 그녀는 용도폐기 대상이 되
었다. 곧이어 마을에는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는 근거 없는 과학적(의학적) 지식이
확산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피가 사실은 ‘고’이며 그녀가 이미 가장 독한 ‘고’를 사람
들 몸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녀가 술법을 부리면 다들 미치거나 ‘고’에 중독되어 죽
는다는 것이다. …… 그녀에게 가장 큰 재앙이 닥쳤다. 그녀를 죽여야만 ‘고’가 천
천히 제거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流言风传, 说她的血其实是“蠱”, 她已经将
最毒的“蠱”放进了人體中, 只要她做法, 人就会迷情或中蠱而死. …… 她的灭顶之
災就要来了, 风传只有除掉她, 那“蠱”才会慢慢自行发散.)47)

소문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소수민족 관련 사건 발생 시, 중국 정부
가 취하는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며, 부정적 소
문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해당지역 출입을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고의적
으로 왜곡⋅축소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碧桃村 마을 ‘전체’,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정당성과 절박함은
異類의 피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했지만, 사람들은 공동체의 생존이 보장된 순간 또
다시 ‘정의’라는 대의명분을 잣대로 그녀를 축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는 개체의 중요성보다 집단의 우월성이 강조되며, 개인에 대해 차별과 압제를 정당
화하는 방식,48) 즉 우생학적 매커니즘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이다. 李彦文은 이를
‘造園計劃’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이 비극이 조원계획에 맞지 않는 잡초를 제거함
으로써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겠다는 집단의 순결성에 대한 인간들의 집착에서 비롯
되었다고 비판하였다.49) 사람들의 목숨은 구했지만 결국 축출 당했던 白娘子는 중

족 문제 간부 독본에 의하면 소수민족 인구는 약 1억, 소수민족 거주 지역은 국토 총
면적의 64%, 각종 풍부한 자원 광물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 자원에서도 중국에서 중
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카모토 히로코[坂元ひろ], 양일모⋅조경란 옮김,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 인종⋅신체⋅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서울, 지식의 풍경, 2006.
218-219쪽.
47) 李銳, 《人間》, 126쪽.
48)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116쪽.

전복적 사유 양식으로서의 ‘신화 다시 쓰기’ 71

국의 유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국가의 허용 안에서만 자유를 허락받
는 소수민족의 입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胡 노인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진리, 인명은 구해야 하고 요괴는 제거되
어 세상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정의를 설파했다. 결국 法海에게 남겨진 선택은
그토록 인간 세상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고, 누구보다 사람답게 살았던 異類를 제
거하는 일뿐이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녀들을 살해했다.……｣50)며 말을 잇지 못
한 法海의 고뇌에 찬 고백이 “法海手札”의 마지막 내용이자 그의 마지막 고백이다.
法海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진리에 대한 신념을 뒤흔들었던 뱀 요괴의 진심, 그
전말은 白娘子의 죽음을 통해 명징하게 드러난다. 공동체의 안녕을 갈구하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대로 不適者인 異類는 제거되었지만 白娘子는 다시 뱀의 몸으로 돌
아가지 않았다.
나는 바리를 들고 요괴를 제거하는 주문을 외운 뒤 그녀의 머리에 바리를 덮고
현신결을 외웠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온전한’ 몸으
로 어린 청사의 시체를 안은 채 피 웅덩이 속에 누워있었다. 현신결을 연달아 세
번 외웠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당황한 호 노인이 갑자기 제단 위의 웅황주 항
아리를 들어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는 그녀의 시신 위에 뿌렸다. 술 냄새가 피비
린내와 섞여 하늘을 찌를 듯 진동했다. 그 짙은 냄새는 한참 뒤에야 조금씩 사라
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부인의 모습이었다.
(我举起鉢盂, 念除妖呪, 將鉢盂釦在她头上, 又念现身诀, 竟無动于衷. 她仍是一
具完好的“好”身, 躺在血泊之中, 血污的胸口盘着小青蛇苍绿的遺体. 我又连念三
遍诀语, 她毫发無损. 惊慌失措的胡爹忽然抱起神案上的雄黄酒坛, 将满满一坛雄
黄酒泼在她尚有余热的尸身上. 酒香夾着血腥, 冲天而起. 许久, 那浓郁的气味渐
渐弥散开去, 她却还是她, 一個人间的美婦人, 不改其容.)51)

李銳는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웅황주를 들이부어도 뱀으로 변하지 않는 白娘子
의 마지막을 담담히 묘사함으로서 그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살해한, 정의의 공동체
에서 추방한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신념이 허상이었음을, 폭력일 뿐임을 통렬히

49) 李彦文, <身份认同困境的寓言>, 81쪽.
50) ｢我以正義之名, 殺害了她們. ……｣ 李銳, 《人間》, 138쪽.
51) 李銳, 《人間》,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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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한다. 이는 비극 위에 ｢광영, 진리,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문명사에 면류관
을 씌울 뿐｣52)이라는 작가의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생물학적으로 다르지만 인간
세상이라는 공동체의 평범한 일원이 되고 싶어 했던 그녀의 진심과 갈망, 노력은
어느새 그녀를 진정한 인간이 되게 했다.
나는 그제야 불현듯 깨달았다. 그녀는 수련으로 진정한 인간의 몸이 된 것이다.
3천 년의 수련으로도 못 이룬 일을 인간 세상이 이루게 했다. 그녀는 신비로운 뱀
의 피를 버리고 평범한 몸을 지닌 인간이 된 것이다.(我豁然大悟: 她修成了真正
的人身. 三千年仙修未做到的事, 人间让她做到了: 她舍出靈異的蛇血, 成为肉身
凡胎的人.)53)

法海의 고뇌는 곧 李銳와 蔣韻의 고뇌와도 중첩된다. 李銳가 글을 통해 밝힌 것
처럼,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 세상에 편만한 진실을 보여주고자 했고, 이 때문
에 원전에 없던 ｢法海手札｣을 삽입함으로써 진정성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기 때문
이다. 작가는 法海를 요괴를 제거해야 하는 냉혹한 除妖人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그녀들을 살해했다｣54)며 괴로워하는 한 인간으로 변모시키며 그의 의도를 분명하
게 전달하고 있다.
박해가 신성한 정의의 이름을 입고, 살육이 대중의 광기로 변하고, 이기심과 비
겁함이 살아남는 마지막 방법이 되고, 원한과 잔인함이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를
때,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當迫害依靠了
神聖的正义之名, 當屠杀演变成大众的狂热, 當仇恨和残忍变成照明的火炬的时
候, 在这人世间, 生而为人到底为了什麽?)55)

李銳와 그의 아내 蔣韻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무엇을 위해서인지,
또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백사가 원했던 것은 순수
52) ｢只用光荣､ 真理､ 正义来给人类的文明史加冕.｣ (采访) 水龙吟⋅李銳⋅蔣韻, ｢著名
作家李锐､ 蒋韵夫妇搜狐聊天实录｣(2007/5/25)
http://book.sohu.com/20070525/n250220622_3.shtml
53) 李銳, 《人間》, 137쪽.
54) ｢我以正義之名, 殺害了他們.｣ 李銳, 《人間》, 138쪽.
55) 李銳, 《人間》, 偶遇因緣(代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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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물학적인 인간일까, 아니면 차별과 박해 없는 인
간세상 속에서 凡人으로 사는 것이었을까? 소설 속의 백사는 아마도 후자에 가까
운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녀의 ‘다름’이 결국 사람들을 구했지만, 사람들은 결국
‘정의’라는 미명으로 그녀를 축출하였다.
만약 白娘子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른 체 했더라면, 그녀의 생존은 보
장받았을지도 모른다. 李彦文은 만약 白娘子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
었더라면, 그녀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白娘子에게 일
어난 비극은 그녀에게 잔인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56) 사람들이 죽
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7) 白娘子에게 부족했던 ‘잔인
함’은 작품의 서두에 잘 묘사되어 있다. 삼천년의 수련 중 마지막 1년의 수련을 남
겨둔 어느 날,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수련을 중지한 백사에게 관음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깝지만 너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 …… 너는 끝내 인간의 잔인함은 수
련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인간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인간
보다 다른 존재를 용인하지 못하는 생명은 없다.(你是做不成一個真正的人了.
…… 你最终没能修炼出人心的残忍, 在人间, 你将备受折磨, 没有什麽生靈比人更
不能容忍異类的.)

‘잔인함’이야말로 인간의 핵심적 속성이자 이 비극의 출발점임을 알리는 작가의
우회적 진단으로 읽을 수 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는 소
망, 결국 최후의 수단인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는 일
부 ‘소수민족’의 외침은 비바람을 부르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한 남자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살기를 갈구했던 白娘子의 소망과 다르지 않다. 언제나 피로 얼룩
진 결말로 끝맺음되곤 했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복잡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는
다시 쓰기 된 白蛇傳의 비극에 스며들어 있다.

56) 李銳, 《人間》, 15쪽.
57) ｢因为不忍看着胡爹被蛇咬伤死去, 她配制回春散; 因为不忍看着被蛇咬伤的村人死去,
她挨个吮出人们伤口中的蛇毒; 因为不忍看人们被瘟疫夺去性命, 她舍出自己的鲜血救
人.｣ 李彦文, <身份认同困境的寓言>, 《邯郸学院学报》 第19卷 第2期, 2009,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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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異類든 人類든, 妖怪든 高僧이든 모두 사람｣58)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
다. 인간들에 의한 구분 짓기, 경계 만들기에서 비롯된 폭력을 비판하는 것이다. 또
한 작가는 도대체 ‘진보’란 것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레 묻고 있다. 진보란 불순물이
섞여들지 않은 완벽한 세계인가? 지난 인류의 몇몇 비극적 역사를 언급하며 차라리
스스로 비관주의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李銳의 결연한 언급은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李銳의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Ⅳ. 나오는 말
지금까지 전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 삼천년 묵은 백사 여인이 결국 인간이 되어
행복하게 산다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는 작가에 의해 전복되었다. 白娘子는 인간이
되었으나 타살되었고, 아내를 잃은 許宣은 정처 없이 떠돌다 죽었으며, 그들의 아
들인 粉孩兒도 남은 생을 처절한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다. 李銳와 蔣韻은 왜 白
蛇傳의 해피엔드를 전복시키는 선택을 했던 것일까?
민족, 국가, 공동체 등, 집단에는 선택 가능한 것과 그 반대의 것이 있다. 민족이
나 종족처럼 생래적으로 운명 지어진 공동체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는 차
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선택 불가능한 운명 때문에 차별과 핍박을 받았던
잔혹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다.
중국이 강한 민족성을 가진 일부 소수민족을 대하는 방식은 근래 중국 서북부 지
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티벳과 위구르 진압사태, 내몽고 진압사태를 통해 그대로 노
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지식인은 異類와의 공존을 어떠한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을까. 작가는 소설 속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또는 행간을 통해 그의
우려를 노출시키고 있다. 미모의 요괴가 어리석은 남자를 꾄다는 요괴 이야기, 法
師가 요괴를 잡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지상의 천당이라는 ‘杭州’를 배
경으로 한 무시무시하면서도 통쾌한 이야기는 21세기 중국 지식인 부부의 눈을 통
해 새롭게 조명되었다.
58) ｢在我们小说中, 所有的“異類” “人类”, 所有的“妖怪” “高僧” 统统都是人, 统统都是关于
人的故事，统统都是关于人性的讨论和书写.｣ 李銳, <關于《人間》>,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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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類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완전한 통합을 꿈꾸는 중국의 꿈과 중첩된다. 근대의 중국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
우생학을 도입했다면, 현재 중국은 ‘강한 중국’의 또 다른 이름인 ‘하나 된 중국’을
위해 우생학적 사유의 개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장밋빛 미래, 위대한 중국을 외
치는 중국의 우렁찬 구호는 과학, 문명 또는 진보 등 과거 우생학이 내걸었던 슬로
건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한 국가의 꿈이고 이상이며, 추
구할 만한 지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다. 그러
나 ‘위대한 중국’이라는 꿈이 중국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인민이 어떠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개체에 대한 배려가 결코 사치는 될 수 없을 것이다.59)
남편과 아이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白娘子, 끝내 눈이 먼 맹인이 되어 이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許宣, 장원급제라는 인간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슬픔
에 차 세상을 떠돌았던 粉孩兒, 목숨을 건져준 情人의 칼에 찔려 죽은 靑兒, 선택
받은 除妖人에서 還俗하여 숨어버린 法海, 또 香柳娘과 秋白, 21세기의 뱀소년까
지. 소설 속에 농후하게 스민 불교적 윤회가 거듭되는 순간에도 소설 속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李銳와 蔣韻은 소설이라는 허구에 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
해, 반복적인 토론, 반복적인 수정, 반복적인 깨달음을 거쳤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반복인 토론과 수정, 깨달음을 거치면서도 이 이야기에서 비극을 걷
어내지 않았다. 그 비극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향해 기꺼이 칼을 뺄 수 있는
젊은 연극배우, 호 노인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李銳와 蔣韻은 法海의
還俗, 胡 노인의 딸인 順娘의 희생을 통해 일말의 가능성은 남겨주었다. 그렇기에
작가들의 이야기는 오랜 白蛇傳說의 그림자에 드리운 중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들의 절망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양가적 표현일지도 모른다. 절망과 희
망의 교차로에 내몰린 異類들의 이야기인 《人間》, 그것은 ‘하나의 강한 중국’이라는
59) “우생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생학의 논리가 ‘생명의 평등한 가치’를
부정한다는 데 있다. 우생학이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는 개인의 구체적인 ‘차이’를 ‘차
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우생학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지극히 현대적인 문제이다. 우생학이 제기하
는 인간의 평등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윤리적 난문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염운옥, 《유전자에도 계급이 있는가?》,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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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제의 본질과 허상에 대한 문학적 보고서에 다름 아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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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文提要】
This paper examines RenJian(인間), which is rewritten by Li Rui
(李銳) and Zhang Yun(蔣韻), from the point of view of eugenics.
Originally, ‘the myth of lady white snake’ is a love story between
a snake lady and a man. The writer describes a snake lady as a
different species and try to express oppression and persecution
toward them. Though Different species can be understood in
various ways, it could be a matter of ethnic groups in China
because China becomes a multiracial nations. The fact that the
modern society consider the biological character DNA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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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 ethnic supports this highly. This novel shows the
writers concern about the way of different species’ survival.
Modern China accepted positive eugenics to make the nation
stronger so that they nurture excellent Chinese. However, China
try to get rid of the unfit to make the united nation instead of
making strong nation. It seems that they are motivated by
negative eugenics. A terrible and terrific story with an HangZhou
(杭州: Heaven on earth) setting renewed by intelligent couple in
21th century. The story of people, who would like to get rid of
different species, represents the dreams of Chinese that they
make their nation united. RenJian is a literature as well as a
literary report to present modern Chinese policy.

【 主題語】
myth retelling, eugenics, the myth of lady white snake, RenJian,
allegory, an ethnic minority, multiethnic nation, the fit, the unfit,
different species,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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