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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둬둬(多多)는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시 작품
을 창작해왔다. 그는 베이다오(北岛), 망커(芒克) 등 후일 《오늘(今天)》을 중심으
로 활동한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1969년 망커와 함께 “마차 한 대를 나눠 타고” 바
이양덴으로 하방된 후 이곳에서 1976년까지 7년 여 간 생활하며 적지 않은 시를
남겼다.1) 이 시기 그는 한 편으로는 1960년대 후반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문화대혁명과 그러한 혼란을 야기한 마오쩌둥 사상에 대해 반항심과 회의감을 품었
고2), 다른 한 편으로는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접한 서구문학, 철학 방면의 소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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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洪子诚､ 刘登翰 著, 《中国当代新诗史(修订版)》,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6. 186
쪽 참조.
2) 문화대혁명 이전 마오쩌둥의 사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생산력의 발전과 국내 안
정의 구실로 확대된 도농간, 계층간 빈부격차와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
었고, 문화대혁명의 발발과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은 그러한 마오쩌둥 사상에 호응하며
관료주의의 타도를 고취했다. 그러나 피아가 서로 뒤섞이고 저마다의 대의가 난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폭력과 혼란, 그리고 권력다툼은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문화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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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베이징(北京)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유입된 서구의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작품
들을 접하며 후일 자신의 문학창작에 있어 중요한 자양분이 된 습작기를 거친다.3)
그의 시 창작은 문화대혁명 시기 지식청년들의 지하시 창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
쳤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영향은 비단 바이양덴 창작기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
이후 몽롱시파(朦朧詩派)가 중국의 시단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많은 젊은이들의 가
슴을 적시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속되었다.4)
1980년대를 전후로 둬둬가 중국의 청년 시단에 미친 적잖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 창작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뒤늦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훙쯔청(洪子
诚)과 류덩한(刘登翰)은 “그가 시단에서 논의되고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라고 서술한 바 있으나, 둬둬 본인은 1999년경 비평가 황찬란
(黄灿然)으로부터 “당신의 시가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의아해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5) 그의 시 창작과 관련된 기존 연구목록을 살
펴보더라도, 그가 중국 내 문학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
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창작물을 외부로 공개
명 이전에 지녔던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철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추겼다. 문화대혁
명의 불길이 고조되자, 그는 이전에 그가 관료주의적 주자파로 비판했던 이들과 마찬가
지로 국내의 안정과 당의 권위, 정부의 관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했던
홍위병들을 과감히 처단했다. 마오쩌둥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관료주의와 부패 타도의
대의로 뭉친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무와 비애, 역사의 비정한 아이러니를 안겨주었다. 둬
둬가 시 창작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문화대혁명의 불길이 신속하게 사그라지던 1970년
대 초로, 그 역시 한 때 홍위병에 가담했지만 이데올로기의 허위와 기만을 몸소 느끼며,
실존적 도피의 한 방식으로서 인간과 세계의 내밀한 구석으로 자신을 깊숙이 빠뜨려야
했던 시기였다. 문화대혁명을 전후로 한 마오쩌둥의 태도 변화와 홍위병의 몰락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
서울, 삼인, 2004, 457~469쪽 참조.
3) 둬둬는 지식인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바이양덴 시인들 가운데서도 사색에 가장 능했고, 철학적인 소양도 가장
뛰어났다고 일컬어졌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刘复生, <多多诗歌写作的历史演
进>, 《扬子江评论》 2009年第1期, 71쪽; 李润霞, <颓废的纪念与青春的薄奠―论多多
在‘文化大革命’时期的地下诗歌创作>, 《江汉论坛》 2008. 12, 103쪽 참조.
4)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량옌(梁艳)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오늘》에 대한 둬둬의 공헌을
제기한다.
5) 洪子诚､ 刘登翰, 위의 책. 187쪽; 多多､ 凌越, <[访谈]变迁是我的故乡>, 《名作欣赏》
2011年第5期, 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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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극도로 꺼렸던 그의 괴벽스러운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또 1989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중국을 떠나 해외(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체류했기 때
문이기도 하며,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는 ‘문학사 다시쓰기’, ‘시가발굴운동’ 등 90년
대 중반에 일어난 문단 내 분위기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6) 그는 시를 창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의 동료들이 신시기 시단에서 문명(文名)을 떨치고 몽롱시파로
불리며 문단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창작을 외부로 발표하는 것을 기피했다. 그는 몽롱시파의 문예 진지였
던 《오늘》을 비롯한 여러 잡지에 자신의 시를 투고하는 일에도 소극적이었고 오로
지 고요한 문단의 구석진 곳에 머물며 오로지 창작과 사색에만 골몰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출판되어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바이양덴시가군에
대한 문학사적 조명과 맞물리면서 서서히 문단의 주목을 끌었으며, 그가 오랜 해외
체류를 접고 귀국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의 시 창작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의
30년 동안의 창작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진
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내에서 그의 시를 대상으로 석사논문 3편이 발표되
었고 소논문 또한 30여 편 가량 발표되었으나, 그러한 연구 결과들은 그의 창작이
력을 전체적으로 개괄한 것이거나 학적 엄밀성이 다소 결여된 평론적 성격의 글이
다수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는 《오늘》 잡지를 연구한 김종석에 의해 둬둬의 1970년
대 초기시를 소개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나7), 80년대 이후 둬둬의 시 창작을 대상으
로 진행한 연구는 아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80년대 둬
6) 1980년대 후반까지 중국 내에서 ‘몽롱시인’으로 일컬어지며 문학사에서 언급된 이들은
주로 베이다오, 수팅(舒婷), 구청(顾城), 장허(江河), 양렌(杨炼) 등 다섯 작가였다.
1989년 둬둬는<매장당한 시인(被埋葬的诗人)>에서 “내가 겪은 한 시대의 영웅들은 역
사 속에 매장당했고, 도리어 몇몇 허약한 이들이 오늘날 찬사를 받고 있다.”며 말한 바
있는데, 이 글은 ‘시가발굴운동’, ‘문학사 다시쓰기’, ‘시가 역사 다시 쓰기’ 등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된 구
체적인 내용은 沈敏洁, <当代新诗史上的多多>, 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8, 제
1장, 1절을 참고할 것.
7) 김종석, <多多 初期詩(1972-1976) 硏究>, 《중국어문논총》 제47집, 2010. 이 논문은
둬둬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시 창작에 대한 그의 사유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둬둬
창작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1972년부터 그가 하방 생활을 청산하는 1976년에 이르
는 기간에 지은 주요 시 작품들을 소개하고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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둬 시를 그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든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1980년대에 둬둬의 시가 창작경향을 동시대에 성가를 얻은 몽롱
시파(《오늘》시파)와의 개괄적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그것들이 지니는 죽음 이미지
와 그것이 지니는 데카당스적 측면을 공히 살펴봄으로써, 둬둬 시 창작이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과 변별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문화대혁명의 시
대에 이데올로기와 혁명이 지니는 폭력과 위선에 대해 강렬한 저항적 감성을 드러
낸 바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자신의 창작 과정 속에서 정치적 색채를 지양하며
인간과 세계의 좀 더 내밀한 구석까지 사유의 범위를 확장시켰다.8) 그러나 그의
시적 사유는 부분적으로 19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지녔던 어둡고 우울한 특징
을 고수했으며, 시어는 죽음 혹은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들로 가득했다.9) 개혁개방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신시기의 낙관론과 이상론에 함몰되어 있을 때, 그는 그와
같은 시적 이미지들을 가지고 홀로 문단과 사회의 변방에서 자신의 데카당한 색깔
을 고수하며 은밀한 창작을 실천했다. 즉 1980년대에 그는 주류 문단의 성가(聲
價)로부터 거리를 두고 섣부른 낙관과 들뜬 구호에 마음을 쏟지 않음으로써, 일견
화려한 듯 보이는 시대의 컴컴하고 습한 뒤안길과 인성 깊은 곳에 맺힌 상처를 관
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 내에서 둬둬의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의 창작시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
다. 첫 번째 시기는 지하시 창작기로 1972년부터 1976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창작기로 1982년에서 1988년 그가 고국을 떠날 때까지의

8) 그러나 그는 몽롱시파와는 달리 ‘신계몽주의’적 인간 이상을 추구하는 거대서사 경향으로
부터 거리를 두었다. 기실 몽롱시파의 그와 같은 경향은 여전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
부의 정치적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탈정치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면
에서 둬둬와 몽롱시파 사이의 거리는 문학 창작을 정치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얼마나 결연
히 분리해내고자 하는가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刘复
生, 위의 글, 73쪽 참조.
9) 둬둬의 1980년대 창작이 1970년대 창작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린센즈(林贤治)의
다음 간접 인용을 참고할 것. “그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사회적 진보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면에서 80년대를 70년대의 연장으로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억압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林贤治, 《中
国新诗五十年》, 桂林, 漓江出版社, 2011,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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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그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체류하며 창작활동을 지속
하던 시기이며, 네 번째 시기는 고국으로 회귀한 2004년 이후 현재까지를 가리킨
다.10) 본고의 연구범위는 바로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초반에서 후반
에 창작된 시에 한정한다.

Ⅱ. 1980년대 둬둬의 시가창작 경향과 몽롱시파,
《 오늘》 과의 관계
본 장에서는 1980년대 둬둬의 시가 창작 상의 특징과 그것이 동시대에 중국시단
을 뒤흔들었던 몽롱시파와 형성하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주지하듯 1978년
12월, 베이다오와 망커가 공동 창간한 《오늘》은 1980년대 초중반 중국의 시단에
가장 젊고 신선한 혈액을 공급한 몽롱시파의 문예진지로서, 문화대혁명 시기 바이
양덴에서 암암리에 활동한 지청(知靑)시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수록한 잡지였다.
둬둬 역시 바이양덴에서 7년간 생활하며 많은 시를 창작했으며 1988년 제1회 《오
늘》시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몽롱시파나 《오늘》지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둬둬와 몽롱시파, 둬둬와 《오늘》지와의 관계는 여느 바이
양덴 출신 시인들과 비교할 때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를 둘러싼 이견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80년대 시들이 지닌 특
색은 동시대에 《오늘》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바이양덴에서 시가 창작을 시작한,
‘몽롱시파’로 불리는 지청 작가들과 어떻게 다른가? 또한 둬둬가 확실히 그와 같은
시인들과 거리를 두고 활동했다면 그가 《오늘》지에 자신의 작품을 게재한 일이 거
의 없음에도 그가 ‘제1회 《오늘》시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베이다오의 찬사를 받
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1980년대 둬둬 시인의 창작이 지니는 가치와 독창성을
서술하기 위해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제기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1980년대 둬둬의 창작이 지니는 고유한 특징은 몽롱시파나 《오늘》과 형성하는
원근감으로부터 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에서 둬둬와 몽롱시파, 둬둬와
《오늘》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10) 刘复生, 위의 글,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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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에서는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여전히 둬둬를 ‘몽롱시파’의 일원으로 간주하
거나 《오늘》과 긴밀한 연관을 맺은 시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그를 그러한 시
인군에 포함시키는 일은 최근까지도 적지 않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몽롱시
파’라는 명칭 자체가 1970년대 말에 등장한 일련의 지청시인들에 대한 폄훼 심리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몽롱시파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베이다오는 그러한 명명법
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었고, 둬둬도 “나는 한 번도 몽롱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베이다오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명명을 달갑지 않게 여겨왔다. 그러나 그러한 명명
법에 담긴 폄훼 심리와 무관하게 몽롱시인, 혹은 《오늘》에서 활동한 시인들의 창작
경향이나 가치관, 세계와 개인을 대하는 태도는 둬둬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심지
어 둬둬와 그들 사이에는 교류조차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언급된 바 있다. 예를 들
어 량옌(梁艳)은 부분적으로 둬둬와 《오늘》의 관계에 대해 다룬 논문에서 여러 학자
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둬둬는 《오늘》지에 자신의 작품을 단 한 편 실었을 뿐이며
― 그마저도 자신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화랑(画廊)>이라는 작품을―,
베이다오와 둬둬의 말을 각각 빌려 지청 시기 같은 지역에 거주했지만 실제로 바이
양덴 지역에서 두 사람이 조우한 적은 1970년대 초반 단 한 번에 불과했다고 주장
하였다.11)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둬둬와 몽롱시인 혹은 《오늘》사이의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관계는 결코 밀접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분명 존재했다면, 정신적, 사상적 측면 혹은 시가
창작의식 상의 거리는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역시 양자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존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단 둬둬는 1970년대 말부터 문단에 소개되
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다른 몽롱시파 시인들과 달리 적어도 1980년대 말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다. 그가 1972년부터 창작을 시작했음을 감안한
다면, 그의 창작은 20여 년 가까이, 혹은 20여 년 넘도록 문단에서 성가를 얻지
못했으며, 문화대혁명 이후 더 이상 숨어서 글을 쓸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십 수
년 동안 지속적인 시가 창작을 시도하였음에도 그는 문단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
다. 이 때문에 1990년대 후반 둬둬의 재평가에 큰 역할을 수행했던 황찬란은 둬둬
를 ‘뒤늦게 도달한 목소리’라고 평한 바 있다.12)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센(郑先)은
11) 梁艳, <食指､ 多多与《今天》的关系再探>, 《华东师范大学学报》 2010年第2期, 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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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둬둬는 그 시기(1980년대) 여전히 집 안에 틀어박혀 시 쓰는 일에 매진했을 뿐,
《오늘》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 …… 시종 홀로 구석에 자리잡고 앉아 고독하게 창작

의 길을 탐색했다.”라고 말하였으며, 문화대혁명 시기 둬둬와 교류했던 소설가 간테
성(甘铁生)은 둬둬가 “유달리 자기방어적인 힘을 지닌 사람”이어서 자신의 작품이
다른 이들 사이에 떠도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았다고 평하였다.13) 이러한 괴벽스러
운 성격으로 인해 둬둬는 몽롱시파로 불리는 여느 지청작가들과 달리 80년대 이후
에도 자신의 작품들을 외부로 공개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둬둬가 시가 창작 상에 지니는 의식
과 그의 가치관이 동시대의 몽롱시인들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지닌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문화대혁명이 종식되고 문화적 해금을 맞이하면서 중국 문단은 서구
의 사상과 이론들을 대대적으로 수입하여 문화 근대화를 가속화하려는 노력을 기울
였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낙관적 전망에 취해 계몽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 안에는 국가
와 민족이 경험한 비극의 실체와 본질을 탐구하려는 거시적 이데올로기의 열정이
녹아있었다. 둬둬 역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시에 정치적, 저항적 색채
를 많이 줄이고 보다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는 등, 창작 양식에 있어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80년대 시들의 상당수는 중국
문단의 시대 분위기를 역행하여 70년대에 지녔던 고독하고 어두운 데카당한 분위
기를 자신의 창작물 속에서 고수함으로써, 80년대 주류문단이나 바이양덴에서 함께
지하시 창작에 참여했던 몽롱시파와도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그의 창작 특색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사회적 진보를 신뢰하지 않”15)은
그의 세계관, 역사관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가 개혁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시
대(문화대혁명 시기)를 서술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16)고 술회한 것도 바
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또한 그는 특정한 사상이나 판단 혹은 이데올로기에 자신의

12)
13)
14)
15)
16)

黄灿然, <多多: 直取诗歌的核心>, 《天涯》 1998年第6期, 77쪽.
梁艳, 위의 글, 105, 106쪽 재인용.
刘复生, 위의 글, 72쪽 참조.
林贤治, 위의 책, 142쪽.
刘复生, 위의 글, 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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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정형화되고 고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전제주의/자유, 폭력/인성,
거짓/진실에 대한 사고에 있어 계몽주의적인 ‘몽롱시인’이 될 수 없었”고 “이데올로
기에 대한 회의는 그를 신앙의 위기로 빠뜨렸다.”17) 즉, 그는 어떤 고정된 진리와
상식에 기대는 계몽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베이다오와 같이 비장하
지만 낙관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역사적 책임감을 자신의 시에 표명할 수 없었고, 수
팅(舒婷)처럼 세계를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둬둬를 몽롱시파의 일원으로 인정하거나 《오늘》지에 참
여한 시인으로 간주하는 주장은 상당히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둬둬와 몽
롱시파, 또는 《오늘》의 관계를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로 볼 수는 없다. 둬둬
가 창작에 있어 그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둬
둬가 몽롱시인들과 《오늘》에 끼친 영향은 베이다오를 비롯한 여러 시인들과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인된 바 있다. 베이다오가 제1회 《오늘》시가상의 수상자로 둬
둬를 꼽은 일을 놓고 보더라도, 둬둬가 동시대의 동년배 지청 작가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지주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상식에서 베이다오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둬둬는 시심에 있어 고독하고 근면하게 탐색했고, 내내 많은 동시대 시인들을 격려
하고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고통에 대한 인식, 개인의 생명에 대한 유형을 통해 인
간 삶의 곤경을 드러냈다. 그는 문화와 언어에 대한 도전에 미친 듯 매진하여 중국
당대시가의 내용, 함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해주었다.”18)고 말했고, 시상식에 참석
했던 시인 수차이(树才)는 “그의 독립적인 창작태도, 종합적인 소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문학적 요구는 그가 진정으로 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자
신의 모든 것을 시에 헌신하도록 했다”19)고 말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둬둬를 몽롱
시파와 《오늘》지의 ‘특별 참여자’로 간주하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할 수 있지만20),
17) 顾巧云, <一个“流亡者”的心灵图景―多多诗论>, 《当代文学》 2008. 4, 75쪽
18) <走到词 望到家乡的时候: 多多谈诗的创造力>, 《雅昌艺术网专稿》 2008. 12. 8일자
강연(http://gallery.artron.net/show_news.php?newid=64766&p=1) 참조.
19) <专家评说诗人多多>, 《南方读书报》 2005. 4. 11일자 대담(http://culture.163.com
/editor/news/050411/050411_140989.html) 참조.
20) ｢둬둬가 참여한 바이양덴 집단과 지하문화의 분위기가 없었다면, 《오늘》은 아마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실 《오늘》은 단지 베이다오와 《오늘》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것이었고, 그 시대에 투신한 모든 이들의 것이었다. 더구
나 둬둬처럼 상당량의 시를 창작한 작가를 빼놓고 이를 논할 수는 없다. 그는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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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둬둬가 1980년대에 몽롱시파의 주요 시인들이나 《오늘》과 거리를 두고
홀로 창작에 매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지 그가 바이양덴에서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시가 다분히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몽롱
시파’나 《오늘》의 일원으로 여기는 일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본 장의 논의는 이쯤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위의 논의를 기초로 삼아 아래에서는
그가 몽롱시파나 《오늘》 작가들과 달리 바이양덴 시기에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
까지 줄곧 견지했던 독자적인 창작의식과 세계관을 ‘죽음’과 ‘데카당스’의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Ⅲ. 둬둬 시의 죽음과 몰락의 모더니티
그는 바이양덴에서 하방을 경험하던 시기에 이미 서구 모더니즘 계열의 시 작품
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 시기 둬둬 뿐만 아니라 훗날 본
격적인 작가로 활동하게 될 지식청년들 중 상당수가 당시 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
된 책들을 몰래 읽으며 지적인 해방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그의 시 창작 세계를
막 형성하던 둬둬에게 있어 그의 동료였던 건쯔(根子)와 함께 19세기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가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21) 주지하듯,
보들레르는 근대화된 파리의 우울하고 데카당한 풍경을 몽타주식으로 표현한 상징
주의, 초현실주의 시의 선구자였다. 그는 도시의 화려한 아케이드와 환락가 뒤켠에
웅크리고 있는 근대인의 비관과 염세의 정서를 날카롭게 포착하였고, 시시각각 변
화하며 조락해가는 도시의 풍경을 파노라마식으로 구성하였다.

벤야민(W.

Benjamin)의 말을 빌리자면, 보들레르는 “다른 사람을 아연실색케 하지만 본인도
벌벌 떨며 창백한 카네포루스처럼 공포로 인해 머리카락마저 곤두선 머리 위에 이
고 나르는 이 소름끼치는 꽃바구니에서 나는 향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
탄생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왜 1988년 1
2월 제1차 ‘오늘시가상’을 둬둬에게 수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둬둬는 《오늘》의 특별
참여자였다.」 梁艳, 위의 글, 106쪽.
21) 汤拥华, <词语之内的航行―多多诗论>, 《华文文学》, 2006. 1, 22쪽; 林贤治, 위의
책, 1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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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의 재능은 …… 그 자체가 데카당스의 온실에서 자라는 악의 꽃이다.
…… 《악의 꽃》의 저자에게는 실제로 단테적인 어떤 것이 있지만 그것은 몰락하는
시대의 단테이다.”22) 근대세계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보들레르로부터 발
원하는 예술적 모더니스트들에게 널리 공유되었던 바다. 그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고도로 성장한 근대도시의 면모를 퇴폐와 몰락의 상징과 알레고리로 풀어냄으로써
은연중에 반(反)자본주의적 태도를 드러냈지만, 예술의 독자적 가치를 견지함으로
써 혁명의 시대에 예술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자유로운 사상과 상상력을 감금한 억압적 시대 분위기와 이데올로기적 폭력이 야
기한 이상의 몰락과 진보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지녔던 시인 둬둬는 모
더니즘 계열의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를 통해 개인적 해방과 일탈, 그리고 동질감
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들레르 시에 깊은 영향
을 받은 둬둬는 시 창작에 있어 주된 정서를 우울과 데카당스로 채색한다. 물론 그
의 시는 보들레르 작품들과는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그가 발을 딛
고 서있던 1970년대의 중국적 현실은 물질적인 풍요 이면에 도사리는 정신적 공허
를 드러낸 데카당스와 상징이 아니라, 혁명과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냉소하고 폭로
하는 다분히 탈정치적 데카당스와 상징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종식 이후
탈이데올로기적 기획을 새로운 정치와 인간주의적 계몽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대감
으로 치환했던 여느 몽롱시인들과 달리, 그의 사고는 다분히 비관주의를 고수하면
서 인간과 세계의 형이상학적 본질로 첨입한다. 둬둬의 시는 전반적으로 “서구 모더
니즘 시 가운데서 고독, 죄악, 죽음이나 신비, 기괴, 퇴폐 등의 경향을 수용했”23)
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보들레르에 대한 벤야민의 평가와도 연결된
다. 즉 둬둬는 이미 역사의 뒤편으로 걸어 들어간 보들레르를 대신하여 중국 문단
에 또 한 송이의 ‘악의 꽃’을 심었다고 할 수 있다.
보들레르로부터 발원한 데카당한 근대의식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시대적 격변을 몸
소 겪어낸 둬둬에게 이식되면서 ‘죽음’에 대한 독특한 이미지들로 조합된 시 세계를
창조해냈다. 주지하듯 1960년대 후반, 기성의 권위가 구축한 이데올로기의 성채는
22) 발터 벤야민 지음,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 서울, 새물결, 2005, ‘보들레르’
장 J 3a,1 참조.
23) 林贤治, 위의 책,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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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환호하는 이들과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혼란을 일소하기 위해 등장한 ‘인민해방군’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거대한 죽
음을 낳았다. 십 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정치적 수도인 베이징에서 홍위병에 가담
했던 둬둬에게 있어 그러한 시대 정황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그러
나 그 충격이 그에게 곧바로 하나의 온전한 사상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는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어 홍위병에 가담했던 자신을 ‘무지한 아이’로, 곧 문화대혁명의 ‘반
대파’가 되었던 자신을 ‘저항자’로, 그리고 하방 후인 1972년 건쯔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처음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던 자신을 ‘떠돌이(流亡者)’로 규정했으며, 특히 하
방을 전후로 한 1968-69년을 각성의 시기로, 1969-70년을 서구 서적 탐독 시기
로 구분했다.24) 즉 문화대혁명에 대한 개입과 저항을 거쳐 시대와 자신에 대한 성
찰로 접어든 것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겪은 충격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격변의 시공
간으로부터 배제되어 바이양덴이라는 농촌으로 하방되면서부터인 것이다. 이로써
그는 문화대혁명이 야기한 폭력과 허다한 죽음을 즉각적인 감정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둡고 깊은 관조와 냉소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듯하다. 그는
1972년 시를 창작하기 시작한 이래로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
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죽음의 문제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예를 들어 1983년
에 쓴 시 <죽음의 방향에서 보다(从死亡的方向看)>를 살펴보자.
从死亡的方向看总会看到 / 一生不应见到的人 / 总会随便地埋到一个地点 /
随便嗅嗅, 就把自己埋在那里 / 埋在让他们恨的地点 // 他们把铲中的土倒在你
脸上 / 要谢谢他们｡ 再谢一次 / 你的眼睛就再也看不到敌人 / 就会从死亡的方
向传来 / 他们陷入敌意时的叫喊 / 你却再也听不见 / 那完全是痛苦的叫喊！25)
(죽음의 방향에서 보면 늘 보게 될 것이다 / 일생동안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을 /
늘 내키는 대로 어느 곳에 묻고 / 멋대로 냄새를 맡고 자신을, / 그들이 싫어하게
될 곳에 자신을 묻을 것이다 // 그들은 삽에 묻은 흙을 그대의 얼굴에 턴다 / 그
들에게 감사하라. 또한 / 그대의 눈이 다시는 적을 볼 수 없음에 감사하라 / 죽음
의 방향에서 / 그들이 적의에 차 내지르는 고함소리 들려와도 / 그대, 다시는 듣
지 못할 것이다. / 고통으로 가득 찬 그 고함을!)

24) 김종석, 위의 글, 448쪽 재인용(‘유랑자’는 ‘떠돌이’로 수정)
25) 多多, <从死亡的方向看>, 《中华诗库》: http://www.shik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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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둬둬 시인이 먼 미래의 죽음을 향해 자아의 의식을 기투(企投
Entwurf)함으로써 도달한 일종의 실존적 자기 성찰의 경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러나 죽음에 대한 그의 선취는 그에게 윤리적이고 행복한 삶, 즉 지복(至福)에 대
한 의지나 생의 불안 혹은 고통을 환기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시인에게 죽음은 어
떤 투쟁 혹은 적대적 관계의 허무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래의 죽음
으로 자신을 내던진 시인의 상상력은 적에 의해 자신이 매장당하는 장면을 지극히
무력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린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작가의 정서는 다분히 부
정적이며 데카당한 성격을 내포한다. 그 때문에 제2연 2행의 ‘그들에게 감사하라’는
대목은 반어적 성격을 띤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시 만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
지 않지만, 다른 시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의 시에 등장하는 ‘적’이란 다름 아
닌 담론과 이데올로기 자체이거나 그것들을 등에 업고 인간 삶을 훼멸하려 드는 왜
곡된 혁명가들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86년 작 <묘비(墓碑)>의 경우를 보
면, 죽음이나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갖는 시대적, 역사적 함의를 좀 더 분명하
게 파악할 수 있다.
北欧读书的漆黑的白昼 / 巨冰打扫茫茫大海 / 心中装满冬天的风景 / 你需要
忍受的记忆, 是这样强大 // 倾听大雪在屋顶庄严地漫步 / 多少代人的耕耘在傍
晚结束 / 空洞的日光与灯内的寂静交换 / 这夜, 人们同情死亡而嘲弄哭声: //
思想, 是那弱的 / 思想者, 是那更弱的 // 整齐的音节在覆雪的旷野如履带辗过
/ 十二只笨鸟, 被震昏在地 / 一个世纪的蠢人议论受到的惊吓: / 一张纸外留下
了田野的图画 // 披着旧衣从林内走出, 用 / 打坏的田野捂住羞恨的脸 / 你, 一
个村庄里的国王 / 独自向郁闷索要话语 // 向你的回答索要 — 26)(책 읽는 북구
(北歐)의 칠흑 같은 대낮에 / 거대한 얼음, 망망대해를 치운다. / 심중에는 겨울
의 풍경으로 가득하고, / 그대가 견뎌야 할 기억, 이리도 강력하다. // 큰 눈이 지
붕에서 장엄히 거니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 몇몇 사람들의 밭일은 저녁 무렵 끝
이 난다. / 이 밤, 사람들은 죽음은 동정하지만 곡소리는 조롱하며 말한다: // 사
상은, 약한 것 / 사상가는, 더 약한 것 // 가지런한 음절은 눈 덮인 광야에서 궤
도마냥 뒤척이고 / 열두 마리 멍청한 새는 진동소리에 놀라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
다. / 한 세기 동안 우매했던 이의 의론이 일으킨 놀라움이란 : / 한 장의 종이
말고도 들판의 그림을 남겼다는 것 // 낡은 옷을 걸치고 숲에서 걸어 나와, / 망

26) 多多, <墓碑>, 《中华诗库》: http://www.shik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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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진 들판으로 수치스러운 얼굴을 가리는 / 그대, 한 마을의 국왕이여, / 홀로 우
울에게 이야기를 달라고 하라. // 그대를 향한 대답이 요구하는 것은―.)

상기 시의 제목 ‘묘비’가 의미하는 것은 거대서사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조종에 다
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여전히 청년기의 시대적 외상을 심중으로부터 완전
히 떨쳐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만, 이미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연약한 사상과
사상가의 죽음을 고한 새로운 시대에, 과거의 비극을 큰 소리로 애도하는 우매한
이들을 향하는 비웃음 소리이다. 시인에게 있어 낡은 시대의 사상가는 스스로 망쳐
버린 들판을 가면 삼아 자신의 수치스러운 얼굴을 가리며, 보잘 것 없는 마을에서
국왕임을 자칭하는 희극적 인물이다. 시인이 젊은 시절을 통과하며 경험한 전체주
의적 이데올로기의 폐해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수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시인
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 냉소와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는 위의 <죽음의 방향에서 보다>와 마찬가지로 한 세대의 데카당스를 매우 상
징적인 시어를 통해 표현하였다. 그러나 무덤 속으로 들어간 지난 세대의 데카당스
는 여전히 시인에게 비관적이고 우울한 정서를 야기하며, 이는 계몽주의와 휴머니
즘의 낙관적 전망으로 가득했던 문화열의 시대인 1980년대의 쪽빛 하늘을 온통 우
중충하게 뒤덮는 먹구름과도 같게 느끼게 한다.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두 편의 시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외에 ‘매장’, ‘묘비’, ‘곡
소리’, ‘흙 묻은 삽’ 등,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적 시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쉬이 알 수 있다. 한편 죽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시어들로 ‘칠흑’, ‘얼음’,
‘겨울’, ‘눈’ 등의 어둡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이미지들도 빈번하게 출현하며, 그 밖
에도 그의 다른 시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북방’의 이미지 또한 죽음이나 차가움의
이미지와 긴밀하다. 이와 같은 부정적 시어들은 심지어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봄’
을 묘사한 시 가운데도 등장한다. 다시 말해 시인은 현실의 봄기운을 목도하면서도
과거의 죽음과 차가움을 떠올리며, 만인이 새 시대의 이상에 흠뻑 취해 있을 때에
도 여전히 세계의 부조리와 냉혹함을 잔뜩 경계한다. 예를 들어 1982년 작 <봄에
게 쫓겨난 소식을 해방하다(解放被春天流放的消息)>나 1983년 작<봄의 영구차가
유황 캐는 유배지를 지날 때(当春天的灵车穿过开采硫磺的流放地)>27) 등은 모두
27) 洪子诚､ 刘登翰(2006)에 따르면, 이 시와 아래에서 소개될 <북방에 버려진 들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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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대한 의심과 회의의 정념이 담긴 시이다. 즉, “그의 펜 아래에서, 생명이 피
어나고 성장하며 번성하는 계절은 황폐와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28) 아래에서는
그의 80년대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봄의 영구차가 유황 캐는 유배지를 지날 때>를
살펴보자.
当春天的灵车穿过开采硫磺的流放地 / 黎明, 竟是绿茵茵的草场中 / 那点鲜
红的血, 头颅竟是更高的山峰 / 当站立的才华王子解放了 / 所有伸向天空深处的
手指 / 狂怒的蛇也缠住了同样狂乱的鞭子 / 而我要让常绿的凤凰树听到 / 我在
抽打天上常在的敌人 / 当疾病夺走大地的情欲, 死亡 / 代替黑夜隐藏不朽的食粮
/ 犁尖也曾破出土壤, 摇动 / 记忆之子咳着血醒来: / 我的哭声, 竟是命运的哭
声 / 当漂送木材的川流也漂送着棺木 / 我的青春竟是在纪念 / 敞开的雕花棺材
那冷淡的愁容……29)(봄의 영구차가 유황 캐는 유배지를 지날 때 / 여명은, 뜻밖
에 파릇파릇한 초원에 머문다 / 저 한 점 선홍색 피, 머리에는 뜻밖에 더 높은 산
봉우리 / 일어선 재주꾼이 / 하늘 깊은 곳으로 뻗은 모든 손가락을 해방한다 / 격
분한 뱀은 광란하는 채찍처럼 또아리를 틀지만 / 나는 늘 푸른 봉황수에게 들으라
한다 / 나는 늘 하늘 위의 적을 후려갈기노라고 / 질병이 대지의 정욕을 빼앗아
달아날 때, 죽음은 / 검은 밤을 대신해 썩지 않는 양식을 숨긴다 / 쟁기의 날카로
움도 일찍이 토양을 망가뜨렸다. 기억이 / 오락가락하는 사내는 피비린내를 토한
다: / 나의 울음소리는 뜻밖에도 운명의 울음소리다 / 목재를 띄우는 강물이 관목
(棺木)마저 띄웠을 때 / 나의 청춘은 의외로 / 활짝 핀 꽃이 수놓인 관의 냉담한
걱정을 기념하고 있었다……)

이상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둬둬 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대비되는 것 사
이의 긴장과 모순에서 빚어지는 난해한 패러독스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영구
쟁기 하나가 나를 아프게 한다(北方闲置的田野里有一张犁让我疼痛)>의 창작 연도는
그의 시가 수록된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다. 《新诗潮诗集》에는 이 두 작품이 모두 19
76년에 창작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阿姆斯特丹的河流》에는 공히 1983년에 창
작된 것으로 나와 있다. 전자는 1985년에, 후자는 2000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중국당대시사에 관한 연구서를 집필한 린센즈는 둬둬의 두 작품을 모두 1
983년작으로 확정하여 그의 창작에 관하여 서술하였다(林贤治, 위의 책, p. 143을 참
고할 것). 본고는 린센즈의 의견에 따라 위의 두 작품을 공히 1983년작으로 간주하였
음을 밝힌다.
28) 林贤治, 위의 책, 143쪽.
29) 多多, <当春天的灵车穿过开采硫磺的流放地>, 《中华诗库》: http://www.shik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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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는 시어와 은유관계를 이루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 시에서 죽음이 거의 유일하
게 긍정적인 함의를 띤 시어로 과거에 대한 자아의 기억을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실존적 상태로 상정되어, ‘봄’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 또한 독특하다. 온 천하에
봄이 도래하여 싹이 트고 꽃이 만개할 때, 시인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분노를 가라
앉히기는커녕 여전히 채찍을 들고 이전 세대의 만행을 징벌하며, 과거의 기억을 금
세 머릿속에서 지워내고 봄의 찬가를 부르는 이들의 ‘피비린내’를 경계한다. 다시
말해 이 시가 보여주는 시인의 정서는 위의 여러 시들과 마찬가지로 문화대혁명 시
기의 뼈아픈 기억을 견지하고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감성의 날을 지속적으로 벼
림으로써, ‘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를 의심하고 회의할 것을 종용하는 호소로
가득하다.
한편 ‘북방’이라는 시어가 갖고 있는 냉혹하고 차가운 느낌이나 전통적으로 사후
세계가 북방에 위치해 있다고 보는 관념이 존재했음을 고려할 때, ‘북방’ 또한 ‘죽음’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그가 80년대에 창작한 시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방’이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의
시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비관적이고 데카당한 분위기와도 통한다. 예를 들어 <북
방의 버려진 들판, 쟁기 하나가 나를 아프게 한다(北方闲置的田野里有一张犁让我
疼痛)>(1983), <북방의 바다(北方的海)>(1984), <북방의 소리(北方的声音)>(1985),
<북방의 밤(北方的夜)>(1985) 등은 모두 북방이라는 단어가 시의 제목에 사용된
예이다. 이 중 한 편의 시를 뽑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北方闲置的田野有一张犁让我疼痛 / 当春天像一匹马倒下, 从一辆 / 空荡荡
的收尸的车上 / 一个石头做的头 / 聚集着死亡的风暴 / 被风暴的铁头发刷着 /
在一顶帽子底下 / 有一片空白——死后的时间 / 已经摘下他的脸: / 一把棕红的
胡子伸向前去 / 聚集着北方闲置已久的威严 / 春天, 才像铃那样咬着他的心 /
类似孩子的头沉到井底的声音 / 类似滚开的火上煮着一个孩子 / 他的痛苦——类
似一个巨人 / 在放倒的木材上锯着 / 好像锯着自己的腿 / 一丝比忧伤纺线还要
细弱的声音 / 穿过停工的锯木场穿过 / 锯木场寂寞的仓房 / 那是播种者走到田
野尽头的寂寞 / 亚麻色的农妇 / 没有脸孔却挥着手 / 向着扶犁者向前弯去的背
影 / 一个生锈的母亲没有记忆 / 却挥着手——好像石头 / 来自遥远的祖先
……30)(북방에 버려진 들판, 쟁기 하나가 나를 아프게 한다 / 봄이 한 필의 말처
럼 쓰러질 때, 어떤 / 휑한 시신 수습차로부터 / 돌 하나로 만든 머리가 /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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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을 모으며 / 폭풍에 날린 머리를 정돈하고 있다 / 한 개의 모자 아래에는 /
한 조각 공백―죽음 이후의 시간이 / 이미 그의 얼굴에 똑똑 떨어진다: / 종려나
무처럼 붉은 수염은 앞을 향해 뻗쳐 / 이미 오래 전에 북방에 버려진 위엄을 한
데 모은다. / 봄, 그제야 방울처럼 그의 마음을 깨문다 / 아이의 머리가 우물 바
닥에 잠기는 소리처럼 / 한 아이를 활활 타오르는 불에 끓이는 것처럼 / 그의 고
통은— 하나의 거인, / 마치 팽개쳐진 목재 위에 / 자신의 다리를 썰고 있는 거인
과 같다 / 고뇌에 잠겨 뽑아낸 실보다 더 가느다란 목소리로 / 일을 멈춘 제재소
를 통과하여 제재소의 / 적막한 창고를 가로지르면 / 그것은 파종자가 들판 끝까
지 걸었을 때의 적막 / 아마빛의 농가의 아낙은 / 쟁기에 의지해 구불구불 앞에
걷는 이에게 / 얼굴도 없이 손을 흔든다 / 녹이 슨 어머니는 기억도 없이 / 손을
흔든다― 마치 / 먼 조상으로부터 온 돌덩이처럼……)

상기 인용문은 둬둬의 1983년 작 <북방에 버려진 들판, 쟁기 하나가 나를 아프
게 한다>의 전문이다. 이 시 역시 위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난해한 상징과 은유의
시어들로 촘촘하게 박혀있는 인상을 준다. 또한 이 시가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에서 살펴본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적막하고 쓸쓸하며 참담하다. 이 시에서 ‘북
방’은 마치 건조한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사막처럼, 죽음과 몰락의 분위기로 충만
한 공간이다. 이 시에서는 ‘돌’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시의
가장 마지막 행에서 돌은 ‘먼 조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서술되는데, 이 행은 직전에
등장하는 ‘기억에 녹이 슨,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이미지와 서로 조응한다. 일반적
인 예술작품들 속에서 어머니의 형상이 고향에 대한 향수나 박애 등을 함축하는 것
과 달리, 둬둬의 이 시에 나타난 어머니 형상은 역사적 기억이나 의식을 결여한,
순박하지만 무지한 기성세대를 상징한다. 따라서 3행에서 7행까지 등장하는 ‘돌 하
나로 만든 머리’는 부조리하고 비극적인 역사의 과오를 서둘러 망각하고 그것을 정
돈함으로써, 거대서사와 이데올로기의 ‘위엄’을 되찾으려 애쓰는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 시대는 이미 ‘봄’, 혹은 ‘파종기’에 들어섰다지만 시인의 눈에는 그것이 여전히
적막하고 을씨년스럽게 비쳐진다. 이 시 역시 ‘봄’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을 잔뜩 경
계의 눈초리로 쏘아보며, 여전히 물러나지 않은 북방의 싸늘한 바람과 죽음의 기운
을 우려하는 시인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 多多, <北方闲置的田野里有一张犁让我疼痛>, 《中华诗库》: http://www.shik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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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둬둬의 1980년대 창작을 통해, 그가 동시대의 몽롱시파와 《오
늘》 작가들과 거리두기를 통해 어떠한 독자적인 시 창작 의식을 구현해냈는지를 ‘죽
음’이미지와 ‘데카당스’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둬둬의 1980년대 시들 속에 거대담론과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
관주의와 회의주의가 엄연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한 때는 홍위병으로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후 지식청년으로 하
방되어 바이양덴에서 생활한 시인이 권위주의 이데올로기와 혁명의 허위와 부조리
를 반성적으로 사색하고 서구의 문예작품들을 음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갖게 된 모
던한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바이양덴
지하시파 시인들이 개혁개방 이후 《오늘》 등의 문예진지를 통해 펼쳐 보인 태도들
과 사뭇 다르게, 문단의 언저리에 머물며 스스로를 고독과 습작의 정적 속에 은폐
했다. 그는 자신의 시를 드문드문 문예지에 발표하기도 했지만, 바이양덴 시절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시를 세상에 공개하는 일을 대단히 꺼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는 몽롱시파의 여러 시인들의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에
1988년 12월, 제1회 ‘오늘시가상’의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시상식상에서
베이다오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둬둬는 예술적 고독과 부단한 탐색으로 수많
은 동시대 시인들을 고무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미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시가 문단에서 새롭게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중반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은 둬둬 시 창작에 대한 그와 같은 주목은 몽롱시가 문단에서 그 위세를 서서히 잃
어가기 시작한 시점, 또는 ‘시’ 장르가 중국 문단에서 소설과 같은 여타 문학장르나
시각문화에 밀려 권위를 상실해버린 시점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의 때 늦은 ―심지어 ‘둬둬열(多多热)’이라 불릴 만큼 대단했던― 인기는 그가 창
작을 시작한 197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보여준 순수 문학과 시에 대
한 결벽증에 가까우리만치 남다른 진지함과 성실함 때문이라 하겠다. 물론 그의 귀
국은 순문학이 대중문학에, 시가 소설이나 영화에 지위를 점령당한 시점에서 이루
어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1990년대 중반은 ‘회고열’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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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대사에 대한 반성과 재고찰이 사회문화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시기
이기도 했으며, 특히 신좌파의 흥기로 중국 내에서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 추수적인 분위기의 확산은 다분히
현재에 대한 지식인과 대중들의 불만으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크리라 보이는데,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둬둬열은 1990년대 이후 중국 내 사회․문화심
리의 반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만한 주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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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多多作为白洋淀诗歌群的一员,

自从1972年到现在一直真挚地探究诗歌

创作的行程｡ 虽然他的诗歌在中国文坛里到了90年代中期以后才开始研究, 但
他的独立创作的态度和深刻的思考很浓厚地影响到以《今天》 为中心进行文学活
动的朦胧诗派诗人｡ 多多在20世纪80年代的诗歌创作特色主要以‘死亡意象’和
‘颓废主义’价值观否定社会进步和历史的发展, 坚持虚无和悲观的意识｡ 这种创
作意识完全和同时代朦胧诗派具有的启蒙主义､ 乐观主义的色彩相异｡ 虽然如
此, 多多在1988年首届《今天》诗歌奖得主, 受到了以北岛在内的其他朦胧诗派
诗人们的热烈赞扬｡ 这意味着多多创作的诗歌在新时期诗坛里面具有的重要性
和价值｡

【主題語】
多多､ 朦胧诗派､ 《今天》､ 死亡意象､ 颓废主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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