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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I. 조화사회(和谐社会)의 그늘– 농민공과 그들의 
고향 이야기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만 해도 궁핍과 낙후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루며 초강대국

으로 변신하였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국가가 세계의 생산공장이

자 소비시장으로 변하면서 30년 사이 100배 넘게 몸집이 커졌다. 이제는 세계 1위

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그들의 전망은 어렵

지 않게 실현될 꿈으로 보인다.1)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623)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세계은행 산하 국제비교프로그램(ICP)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분석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말 미국을 제

칠 것이라고 보도했다.(2014년 4월 30일) 중국의 GDP는 PPP(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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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의 주요 요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었고, 그 제공자는 바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 출신 노동자’들이다. ‘农民工’ 

혹은 ‘民工’이라 불리는 이들은 도시 변두리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도시 노동

자들의 1/3에 해당되는 저임금으로 3D업종에 종사하며 중국의 도시화⋅산업화를 

이끌어 낸 주역이다. 그러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工人)’가 아닌 ‘농민

출신 도시거주 근로자(农民工)’이기 때문에 도시민으로서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도시와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나날이 커져만 가는 도시민과 농민공의 생활수준 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

차,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지는 농촌 등 현 중국의 비약 발전 뒤편에는 농

민, 농민공, 농촌이라는 희생자가 존재한다. 중국 호구제의 특성상 도시 호구를 발

급받지 못한 도시의 이방인인 농민공들은 최소한의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멸시⋅대립⋅소외의 열악한 생존조건에 불만을 터뜨리며 사회

적 불안요소가 되어가고 있다.2)

후진타오 정권의 통치이념인 ‘조화(和谐)’는 알다시피 공정하고 조화롭다는 뜻이

다. 2005년 이후 새로 등장한 개념어로 사전에 실릴 만큼 온 사회의 주목을 받으

며 사회 각 분야에 슬로건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조화사

회’에 가장 부적절한 존재, ‘조화사회’의 그늘이 있으니, 바로 ‘농민공’인 것이다. 

한편 건장한 노동력이 도시로 떠나간 농촌에는 그들의 자녀와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기 힘든 노인들만 남아 가난과 소외 속에 외로이 생존하고 있고, 산업화⋅도

시화 추진을 위한 新농촌개발의 강제성은 농촌의 전통적 생산방식과 생산구조, 정

서⋅문화적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총체적으로 현 중국의 농촌은 위기상황이며, 농촌과 농민을 바탕으로 출발했고 

고 가정할 때 상품 구매 능력.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기준으로 2005년 

이미 미국의 43%, 2011년에는 미국의 87%까지 도달했고, 중국의 고속 성장과 미국의 

둔화 성장을 비교할 때 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

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미국은 1872년 영국을 추월해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한 

지 142년 만에 중국에 자리를 내주게 되는 셈이다. <증권신문>, <아시아 경제> 2014년 

4월 30일 기사
2) 罗屿 <对话梁鸿农民进城后,反而更加农民化>; ｢‘农民工’，已经成为一个包含着诸多社

会问题，歧视、不平等、对立等复杂含义的词语，它包含着一种社会成规与认知惯性.｣
(《 康》, 2013年 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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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온 중국에 있어 농촌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국가 발전의 쾌속질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한 전문가들이 그들의 처우

개선, 호구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학계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

으로3), 영화⋅문학작품 등 예술계에서는 그들의 처참한 생존 조건과 감성을 그려

낸 문화텍스트의 산생으로4)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본 논문은 ‘진실한 농촌의 변천사’5)로 평가받는 梁鸿의 《中国在梁庄》을 통해 농

민공의 생존상황,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농촌, 농촌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현 중국 

농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농)민공｣,｢하층서사｣ 등을 논할 때 

꼭 거론되는 작품으로 발표되자마자 2010년 《亚洲周刊》 非虛構类 10대우수도서, 

2010년 新浪10대 우수도서, 2010년 《新京报》 우수 문학도서에 선정되었고, 2010

년 ‘茅台杯’, 《人民文学》 非虛構类 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열띤 환영을 받았다. 

1. 국 경제 발 과 농민공

중국은 농업국가였고, 농촌은 중국 문명의 원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중국 

공산당 역시 농촌⋅농민과 함께 출발, 성장했다. 그러나 더 이상 ｢농업국가｣라고 

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던 도시화율6)이 지난 2011년 처음

으로 50%를 넘어서 도시형사회를 주체로 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3) 중국은 농민공과 관계된 워낙 넓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므로 논하지 않는다. 국내 관련 

학위 논문의 경우 역시 농민공의 사회경제적 권리, 농촌에 남겨지거나 부모를 따라 이동

하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경제개학과 농민공의 역할, 도시에서의 주변화 등에 대해 연구

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요)

4) 농민공의 상황을 그린 尤凤伟의 《泥鳅》, 王安忆의 《富萍》, 罗伟章의 <大嫂谣>, 陈应松

의 《太平狗》, 贾平凹의 《高兴》, 熊焱의 《民工》, 刘庆邦의 《红煤 》, 北村의 《愤怒》, 盛

可以의 《北妹》, 刘庆邦의 《神木》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그들의 이야기가 영

화로 제작되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盲井》(2003.감독李杨), 《生存之民

工》(2005.管虎/康宁), 《泥鳅也是鱼》(2006.杨亚洲), 《落叶归根》(2007.张杨), 《农民

工》(2008年.陈军), 《疯狂的赛车》(2009.宁浩), 《人在囧途》(2010.叶伟民) 등
5) 艾里香<还原真实的中国乡村-评梁鸿>; ｢可以说，这是一部真实的乡村变迁史.｣(中国作

家网, 2010年 12月 9日)

6) 2007년에도 도시화 수준은 44.9%5를 넘지 않았다. 중국시장협회조직(中国 长协会组

织)의‘중국 도시 발전 보고(2007)’분석. 《中国网》 2008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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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개혁과 발전의 무게중심이 도시로 이동한 후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는 거의 5대 1로 확대되었다.7) 불균형 발전이라도 결론적으로 전체 중국의 부강을 

꿈꾸었던 ‘먼저 부자가 되어도 좋다(先富起來)’는 덩샤오핑의 개혁 구상은 고속 성

장이라는 현란한 빛 뒤편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 간 격차의 확대, 도-농 분리, 

이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 증가라는 그늘을 만들어냈다. 

도시화⋅산업화 우선의 발전계획에 따라 도시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인구대비 경

작 토지가 부족했던 농민들은 다른 생존수단을 찾아야했다.8) 노동력을 투입해도 

소득에 변동이 없는, 한계생산력이 ‘0’인 경우에는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 해도 농촌

을 떠나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잉여 노동력의 농촌탈출은 산업화를 거친 

60~70년대 한국 뿐 아니라 제3세계 발전의 요인이 되기도 했으니, 중국의 경우 

농촌 잉여 노동력의 도시이동 결과 농민공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의 등장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한 ‘개인의 선택’이라 말할 수 없기에, 도시민과 농민공과의 갈등과 충

돌, 농민공과 그 가족들의 아픈 이야기를 도외시 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

심을 가지고 풀어야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9) 

농민공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도시 하층 근로자이므로 ‘农民工’ 혹은 ‘외래

노동자(外來工)’ 등으로 불리는데, 이는 일종의 ‘직업’ 개념일 뿐 아니라, ‘농민호구

를 가진 자’, 즉 일종의 ‘신분’을 지칭하기도 하며,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이어

가는 새로운 현대판 신분제, 즉 ‘하층계급’을 지칭하기도 한다. 주민을 농업호구와 

非농업호구 두 가지로 나누는 二元호적제도10)가 조성한 농민공의 호적상 신분은 

7) 1985년 1.9 대 1이었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2011년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민의 일인당 순소득 비례) 3.13에 달한다. 그러나 농민 수익의 대부분인 생산

수단 구매 지출을 빼면 현재 중국의 도농주민 소득차이는 무려 5.2배에 달한다. <‘中国

城 发展报告(2012)’发 >,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研修网》, 2012년 8월 14일.

8) 6장 2절 153쪽; ｢우리 량좡촌만 하더라도 각 성씨마다 1300~1400명, 약 3~400 가

구가 1亩도 받지 못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주로 외지 노동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光说

咱们梁庄自然村，各姓全部加一块儿，共一千三四百人，三四百户，人均不到一亩. 经

济方面，主要靠外出务工.｣, 《中国在梁庄》
9) 4장 3절 102-103쪽; ｢개혁개방 이후에는 ‘인력수출劳务输出’이란 단어가 현지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외지로 나가야만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그래야 현지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뒤에 얼마나 많은 샐 수 없는 인생만

사와, 샐 수 없는 생명이 헛되이 사라지는지는 고려의 범위 안에도 넣지 않는다.｣
10) 중국의 호구는 둘로 나뉘는데, 농촌 호구는 정부가 땅만 빌려주면 되지만 도시 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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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지만 토지를 떠나 도시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도 

아니고 완전한 도시 노동자도 아닌, ｢도시 속의 非도시인(城里的非城里人)｣이며, 

도-농 이원구조(城乡二元结构)의 제3신분인 것이다.11)

현재 중국의 농민공은 2억 7천만 명에 육박한다.12)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농민

공 숫자는 중국 농촌의 불안정성, 낙후함, 노동력의 비합리적 분포 등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천609위안(약 46만 원) 수준인데13) 도시노동자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하다. 농민공은 정상적인 도시의 공장 근로자인 ‘工人’과는 달리 

비정규직 하층노동자이므로 의료혜택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혜택도 주어지지 않은 

채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과 국가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많은 농민공들이 천막으로 만든 간이숙소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의료혜

택이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힘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의 삶은 ｢닭 

보다 먼저 일어나고, 고양이 보다 늦게 자며, 당나귀 보다 힘들게 일하고, 돼지 보

다 안 좋은 걸 먹는다.14)｣
의료⋅교육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평생을 가난한 이주

노동자 신세로 살아야 하는 이들은 잠재적인 사회 불만세력으로 분류된다. 임계점

을 지나면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최

근 잇달아 발생하는 농민공의 시위는 더더욱 정부와 도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가난한’ 농민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변신한 이들은 노동의 혜택을 나눠받지 못한 

채 개혁개방의 암초와 같은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냉대와 경멸의 시선까지 아울

러 받고 있다.

는 일자리를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외부 遷移는 호구 변동이 

없는 내부 轉移보다 한층 까다롭다.

11) 陈映芳 <农民工-制度安排与身份认同>, 《社会学研究》, 2005年 第3期

12) 2014년 人力资源社会保障部(인사부) 통계에 의하면 2억 7천만 명에 육박한다. 중국 

총인구인 13억 6천72만 명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이들 가운데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1억 6천600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 중 62%를 차지한다.

13) <2013年中国农民工总量达2.69亿人 月均收入2609元>, 《中国新闻网》 2014年02月

20日

14) ｢起得比鸡还早，睡得比猫还晚，干得比驴还累，吃得比猪还差.｣ <中国农民工 查:性

压抑是感情生活的一大痛楚>, 《瞭望东方周刊》, 200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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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자인 루이링거는 《중국을 보는 제3의 눈(第三只眼看中国)》에서 농민공에 

대한 차별이 결국 중국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 이미 오래전에 예견했

는데15), 불행히도 그 예견은 현재에도 유효한 듯하다.

농민공의 문제는 비단 자기 세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의 자제는 유동(流动)아동, 이주(迁移)아동, 동반 아동 등으로 불리는데, 이

들이 처한 생존 상황 역시 심각하다. 현재 혹은 앞으로 ‘신세대 농민공’으로 성장할 

이들은 농민 호구이지만 부모 세대와는 달리 농촌이나 토지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

다. 그러나 역시 도시민으로도 편입될 수 없는 이중적⋅중간적 신분이다. 이들이 

처한 불평등⋅비인간적 노동환경과 교육상황, 범죄와의 접근가능성, 정체성의 혼란 

등의 심각하고도 많은 문제들은 편폭 상 관련 분야의 연구에 넘긴다.

2. 농민공의 고향 이야기 - 梁鸿의 《中国在梁庄》

작가 梁鸿의 고향인 梁庄은 허난(河南)성 랑(穰)현에 자리한 아름다운 자연과 

학문적, 문학적 분위기가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자연파괴 뿐 아니라 교

육과 문화의 쇠퇴, 정서적 황폐화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작가는 부모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간 후 고향에 남겨진 아이들의 삶, 열

악한 환경과 비합리적 제도 때문에 폐교와 합교 과정을 거치며 점차 부실화⋅황폐

화되는 시골 교육, 이를 통해 낙관적일 수 없는 중국 시골의 미래를 보여준다. 아

울러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농사까지 지어야 하는 농촌 노인들의 고된 삶, 남

자들이 떠나간 빈 마을에 남겨진 여인들의 상황⋅심리가 그려진다. 뿐만 아니라 농

촌의 환경파괴와 정부의 대책, 지방행정 관리들의 행정처리 등의 타당성에 대해 생

각하게 한다. 이밖에 기독교도를 통해 농촌의 종교 활동과 문제점, 현대화와 개인

의 정신세계의 자유 등을 생각해보기도 하며,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강요하는 새

15) 농민의 생활수준이 도시 경제생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에 농민들은 도시에서 심한 

소외감과 복수 심리를 갖게 되며, 이런 심리는 그들이 도시인이 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범죄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을 보는 제3의 눈》, L.

루이링거 지음, 최평 김용권 옮김, 소나무 출판, 1995년,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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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장례제도와의 충돌을 통해 정책 운영의 융통성에 대해 논하기도 한다. 작가는 

현 중국 농촌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거의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작

품은 현 중국 농촌의 실상과 문제를 이해하는 통로, 강제로 소멸‘당한’ 수십만 개 

마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6) 

작자는 어려서부터 풀 베고 돼지 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이었고, 중학교

를 졸업하고 사범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베이징 사

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은 20세기 고향인 허난河南 지역의 문학현상⋅문

학작품⋅작가에 관한 것이었다.(<外省笔记:二十世纪河南文学>) 고향 지역의 문화

적 공통점과 대표 작가⋅작품을 다루었으니, 고향에 대한 깊은 애착, 그 지역의 역

사와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평탄하게 

살아오던 작가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작업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시작

된 문제들, 아니 중국의 모든 문제들이 농촌으로 귀속되어 들끓고 있는 상황에 무

관한척 살아가는 삶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난 내 일에 회의를 느껴왔다. 이런 허구로 가득차고 현실⋅자연⋅
영혼과 아무 관계도 없는 생활에 회의를 느낀 것이다. 심지어는 수치스럽기도 했

다 … 나의 사고의 깊은 속에서 늘 어떤 소리가 나를 계속 일깨우고 있었다: ‘이건 

진정한 삶이 아니야, 사람의 본질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삶이 아니야’라고. 이

러한 생활은 내 마음을 점차 고향에서, 가장 사랑하는 고향으로부터, 가장 광활한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고향 穰縣 梁庄 마을에서 이십년을 살았는데, 그곳을 

떠난 십여 년 동안 항상 그리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명 가장 깊

은 곳, 가장 아픈 감정이어서 주시하지 않을 수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었다. 

특히 수만 개의 그곳이 갈수록 중국의 병균의 온상지가 되고, 갈수록 중국의 비애

가 될 때는 말이다.17) 

16) 郭建光<大国敝村>; ｢《人民文学》杂志主编李敬泽评价道：“不曾认识梁庄，我们或许就

不曾认识农村，不曾认识农村，何以认识中国？”三农问题专家温铁军认为：“这本书,

写梁庄，只是 近30年‘被’消灭的40万个村庄的缩影.”｣, 《中国青年报》2011년 1월 5

일
17) <前 -从梁庄出发> 1쪽; ｢在很长一段时间内，我对自己的工作充满了 疑，我 疑这

种虚构的生活，与现实，与大地，与心灵没有任何关系. 我甚至充满了羞耻之心 … 在
思维的 深处，总有个声音在不断地提醒我自己：这不是真正的生活，不是那种能够

体现人的本质意义的生活. 这一生活与自己的心灵，与我深爱的故乡，与 广阔的现

实越来越远. 我的故乡是穰县梁庄，我在那里生活了二十年. 在我离 故乡的这十几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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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작가는 방학을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그들의 심리와 정서는 어떤 상태인지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채

록하여 현대화 과정 속에 소외된 농촌, 고향 梁庄을 소개한다.18) 이 작품은 기존 

지리서와 역사서에 적힌 단순한 고향 ‘소개’가 아니라 친인척,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살아온 삶을 통해 마을의 과거와 ‘현존’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Ⅱ. “고향에서 헤매다”(‘迷失’在故乡)19)

작자는 고향마을에서 농민으로 살다가, 도시로 나가 농민공이 되었다가, 다시 농

민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 혹은 한 가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삼촌⋅오빠⋅
후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농민공으로 살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도 적었다. 하지만 주

민의 ‘입을 빌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마을을 떠난 

주민, 즉 ‘농민공’ 보다는 고향에 남겨진 나머지 가족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농민공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농민공의 고향

(가족)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1. 고향의 변화 – 요동치는 ‘폐허’(蓬勃的‘废墟’)20)

작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겁기만 했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애틋한 사랑

中，我也无时无刻不在牵挂着它. 它是我生命中 深沉而又 痛苦的情感，我无法不

注视它，无法不关心它，尤其是，当它，及千千万万个它，越来越被看成是中国的病

灶，越来越成为中国的悲伤时.｣ 《中国在梁庄》(이하 작품명 생략)

18) 前  2쪽; ｢2008年和2009年,利用寒暑假,我回到梁庄,中原一个偏远、贫穷的 村庄,

踏踏实实地住了 近五个月.每天,我和村庄里的 人、中年人、 年一起吃饭说话聊

天.对村里的姓氏成份、宗族关系、家族成员、房屋状 、个人去向、婚姻生育做类似

于社会学和人类学的 查,我用脚步和目光丈量村庄的土地、树木、水塘与河流,寻找往

日的伙伴、长辈与已经逝去的亲人.｣
19) 1장2절 제목, 5쪽 
20) 2장 제목,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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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품고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

대했기에 긴 여정도 힘들지 않았다. 

대자연과 합해져야만 생명의 의미와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 형상이 도드라질 

수 있다, 그곳에서는, 당신은 작디작지만 위대하며 또한 영원하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기 때문이다. … 穰县에 곧 도착한다. 이곳은 내 여행의 출발점이다.21)

고향 마을에 대한 애틋한 집착은 일반적으로 ‘향토애’나 ‘향수’라 부르지만, 지리

학에서는 좀 생소한 ‘장소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의 장소란 고향집이나 마

을, 내가 즐겨 찾던 지리적 장소, 찻집 등 문화적 지점 모두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

다. 내가 자라나고, 마음속에 품은 장소에 대한 감정인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한다.22)

그런데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나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기차역과 주

변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쭉쭉 뻗은 도로, 높아진 집들

에 부조화를 느끼며 혼란스럽기만 하다. 90년대부터 도시 기초시설 건설강화에 따

라 대대적인 정비공사가 진행되었고23), 그 결과 작자가 찾아간 고향은 전혀 낯선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 특히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반강제적

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그의 정체성, 안정감 등 내부세계의 모든 것도 아울러 흔들

리게 된다.

21) ｢只有和大自然融为一体时，生命的意义，人类生存的本质形象才显现出来，在那里，
人是渺 的，也是伟大的，更是恒久的，因为人就是其中的一部分.… 穰县就要到了，
这是我旅程的第一站.｣1장 3쪽 

22)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
심승희 번역, 논형출판사, 104쪽.

23) 8장 도입 211쪽 ; ｢2006년까지, 랑현穰县 신농촌 건설新农村建设이 첫 효과를 거두

다. 전체 현 행정마을의 아스팔트 도로를 실현하였다. 농촌보수村庄整治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로 910km를 수리하고, 웅덩이 179곳을 메꾸고, 마을 등급의 공원 118곳, 

문화찻집 300곳, 메탄가스 저장소 3800곳을 지었으며, 유선 텔레비전을 설치한 집도 

5700가구, 태양열 온수기는 8700대를 설치하였다. 3400만元을 투자 하였고, 정보마

을信息村 건설을 견실하게 추진하여 정보마을 330곳을 건설하였다. 마을 급 유치원, 

화장실, 상업 서비스망, 파출소, 촌민 활동장소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차츰 완벽하게 

갖춰, 마을 모습과 소양을 새롭게 변화하였다｣ 《2007年穰县政府工作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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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성년 이후의 유랑시절, 직업과 생활의 동기이자 활력⋅목적이 되어주었던 

고향마을의 아름답고 활기찬 풍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 넓혀진 길과 

새로 지은 집들도 있지만, 많은 주민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떠나갔기 때문에 마을

은 오히려 황량하기만 하다. 게다가 농촌 건설을 위한 사골 채취, 모래 채취로 고

향의 산과 강은 파헤쳐지고, 농촌경제를 부흥시킨다고 지어진 공장들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폐수는 고향을 더 이상 추억 속의 아름다운 장소로 놔두지 않았다.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다. … 숲 속의 노루, 호수, 오리들, 

갈대밭, 모두 언제부터인지 모두 사라져 버렸다. 강물은 가면 갈수록 말라갔다. … 
강물은 시커멓고 반짝거려 석유 같았고, 오랫동안 쓰고서 빨지 않은 걸레 같은 색

이 났다. … 강물 전체에서 끔찍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 이 냄새는 근처를 지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두통과 질식, 구토를 유발했다.24)

너무나 변해버린 고향마을의 모습은 “만약 가족과 집, 친지의 무덤이 없다면 이

곳이 20여년 살아온 마을이란 것을 믿을 수 없을”정도였고, 그래서 작자는 태어나

고 자란 고향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25) 작자의 방향 상실(｢‘迷失’的感觉｣)은 너무

나 변해버려서 찾아내기 힘든 마을 구조, 모습 등 실제 지리적 변화에 따른 것이기

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을 가슴에 품었던 시간과 추억, 그에 대한 사랑, 고향의 

산과 들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작자는 꿈에 그리던, 회

상 속에서 익숙했던 고향에서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하며 길을 잃은 것

이다.

그러나 작자는 자신의 두 눈으로, 농촌의 역사, 농촌의 변화, 고통, 슬픔을 보여

주고 싶었다. 현대사회의 엄청난 변화, 정치개혁, 현대화가 농촌과 어떤 관계가 있

는지, 그 결과 농촌이 어떻게 스러지고 바뀌고 찢겨지며 폐허화 되는지, 그리고 이

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이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인지 찾아내고 싶었던 것이

24) 2장 4절 40쪽 ; ｢有一天，这一切突然消失了. … 那林中的 鹿、湖洼、野鸭、芦苇

荡,不知什么时候，都消失了. 河水越来越  … 河水黑亮亮的，像汽油，像常年擦拭⋅
却从来没洗过的抹 的颜色… 整个河道上散发着一种可怕的臭味儿 … 这些气味使所

有走近的人禁不住头晕⋅窒息⋅呕吐.｣
25) 1장 2절 8쪽; ｢如果不是有家人，有 屋，有亲人的坟在这里，我几乎不敢相信这是

自己生活了二十几年的村庄. 走在路上，我总是有‘迷失’的感觉，没有归属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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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추억을 잡아 조급한 마음으로 기록과 조사 작업을 시작했

다. 그러나 마을 주민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시골에 남겨진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두운 방으로, 게임기와 컴퓨터 모니터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아이

들의 웃음소리를 잃어버린 농촌에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년 인구와 다치거나 병을 

얻어 돌아온 농민공 부상자들만 굼뜬 동작으로 움직일 뿐이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 분위기는 파괴된 자연환경만큼 충격적

이었다. 穰县은 1991년 9월, 인력수출개발회사(劳务输出 发公司)가 세워지면서 

인력 수출을 시작했다. 농민은 토지를 버리고 도시 건설과 산업 부흥을 위해 노동

력을 제공하러 떠난 것이다.27) 

처음 농민공이 탄생하게 된 것은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것이었다. 

부족한 경작지로 생산소득이 줄어들자 농민은 다른 생존 방법을 찾아야했고, 도시는 

노동자를 필요로 했으므로 농촌에서 남아도는 잉여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도시로 간 농민공은 놀고 있는, 남아도는 잉여인력이 아니었다. ｢농촌

이라는 거대한 물탱크는 끊임없이 싱싱한 노동력을 방출하고 부상당한 잔여 인구를 

흡수한다. 그러므로 방출된 것은 잉여노동력이 아니었다. 농촌에 남아있는 것이 바

로 잉여노동력인 것이다.｣28)

26) 前  2쪽; ｢我希望，通过我的眼睛，村庄的过去与现在，它的变与不变，它所经历的

欢乐，所遭受的痛苦，所承受的悲伤，慢慢浮出历史的地表. 由此，透视当代社会变迁

中乡村的情感心理、文化状况和物理形 ，中国当代的政治经济改革、现代性追求与

中国乡村之间以什么样的关系存在？一个村庄如何衰败，更新，离散，重组？这些变

化中间有哪些与未来、现代相联系，而哪些，是一经毁灭，就永远不会再有，但对我

们民族来说又非常重要的东西？｣
27) 4장 도입 77쪽; ｢1991年9月，穰县成立劳务输出 发公司. 1993年， 发公司成立

劳务 场，29个乡⋅镇⋅办均成立劳务站. 1996年12月， 劳务输出 发公司更名为

第二职业介绍所. 至2000年，共进行岗前和转岗培训1.8万人次，输出城乡行业青年和

富余劳动力219.6万人次，创经济效益11.44亿元.｣ 《穰县县志⋅大事记》 
28) 宋桂花 <梁庄:中国现代乡村的一份‘活档案’-评《中国在梁庄》>; ｢农村这个大水库不停

地放出新鲜的劳动力, 而吸收伤残病余人口. 所以出来的不是剩余劳动力, 而留守家里

的才是剩余劳动力. 这导致了农村虚空化, 农业生产没落了, 使农村生活萧条了, 使农

村的脊梁给抽掉了. 事实上, 留守村庄的多是些 实也 让人看不起的人, 他们的存

在类似于那个 家安在墓地的昆生, 常被视为乡村的边缘人而被遗忘.｣,(《山花》, 2013

年 2期,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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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노동력’들이 도시로 떠나버리자 농촌은 활기를 잃어가고, 주인 떠난 빈 

집에는 자물쇠가 녹슬어 간다. 갈수록 사람이 적어져 결국 황량한 풍경 속에서 꿈

틀거리는 형체는 그저 쇠약한 노인들뿐이다. 고향마을은 점차 空洞化되는 중이었다. 

마을은 더 이상 유기적 생명체가 아니라 점차 생명력과 활력을 잃어가는 죽음의 존

재처럼 느껴졌다.29) 현재의 고향 농촌은 작자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대

자연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급격한 변화에 ｢요동치는 

‘폐허’가 되어버린 시골마을(蓬勃的‘废墟’)｣이었던 것이다. 보통 ｢왕성한｣으로 번역

되는 ｢蓬勃｣지만, 여기서는 외적 내적 변화에 ｢요동치듯 몸부림치는, 변화무쌍한｣
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게다가 강조의 역할을 하는 따옴표는 ｢蓬
勃｣가 아니라 ｢废墟｣에 붙어있다. 

언제부터 시골이 민족의 짐이 되었던가? 개혁과 발전, 현대화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부담이 되었나? 언제부터 시골이 하층⋅변두리⋅질병의 대명사가 되었나? 

또 언제부터 하루하루 황량하고 적막해져가는 농촌을 떠올리면, 도시의 어둠 속 

변두리와 기차역에서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농민공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게 

된 걸까?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긴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역사

의 모순과 잘못이 포함된 것일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의 고통과 외침이 포함

된 것일까?30)

작자는 농촌이 ‘만신창이’라는 것을, 전체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들이 농민과 

농촌에 집중돼 있음을 깨닫는다.31)

29) 1장 21쪽; ｢村庄里的新房越来越多，一把把 无一例外的生 着；与此同时，人也越

来越 ，晃动在 路⋅田头⋅屋檐下的只是一些衰弱的 人；整个村庄被房前屋后的

荒草⋅废墟所统治，显示着它内在的荒凉⋅颓败与疲惫. 就内部结构而 ，村庄不再是

一个有机的生命体，或 ，它的生命，如果它曾经有过的话，已经到了 年，正在逐

渐失去生命力与活力.｣
30) 前  1-2쪽; ｢从什么时候起，乡村成了民族的累赘，成了改革、发展与现代化追求的

负担？从什么时候起，乡村成为底层、边缘、病症的代名词？又是从什么时候起，一

想起那日渐荒凉、寂寞的乡村，想起那在城 黑暗边缘忙碌，在火车站奋力挤拼的无

数的农民工，就有悲怆欲哭的感觉？这一切，都是什么时候发生的，又是如何发生

的？它包含着多 历史的矛盾与错误？包含着多 个生命的痛苦与呼喊?｣
31) 前 , 3쪽; ｢我并不认同乡村已经完全陷落的观点，但是，不可否认的是，乡村的确是

千疮百孔的. 我也并不认为农民的处境已经到了 艰难的地步，但是，整个社会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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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는 고향 마을의 변화에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지만 다시 일어선다. 이곳은 먼 

훗날 내 아들에게도 고향이 될 곳이기 때문이다. 고향이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32)

2. 장소상실과 이방인

작자의 기억 속의 梁庄은 순박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

지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쇠락해가는 마을이었다. 하루하루 변화하고 파괴되며 나

날이 낯설어지는 농촌은 梁庄만의 상황이 아니라 현 중국 농촌의 보편적인 모습이

었다. 

贾平凹는 고향 西安을 무대로 《秦腔》을 지었는데, 그 역시 농촌의 거대한 변화

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그의 고향은 소박하고 인정이 두터운 곳이었지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러한 형상은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없어졌다. 거대한 사회 변혁기

에 도시에 나쁜 현상이 나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고향은 

사라졌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돌아가서 발견한 지금 농촌은 도시만 못하

다.｣33) 

내 삶과 어울리지 않는 환경은 낯설고, 곤혹스러우며 동화되기 힘든 삶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환경은 곧 현대화 사회 속의 ‘이방인’의 신분을 더욱 깨닫게 해줄 뿐

이다.34) 

的问题又确实集中在农民及乡村那里. 与此同时，政府对于农民工，对于乡村的种种

政策和努力似乎都无济于事，乡村在加速衰落下去，它正朝着城 的范本飞奔而去,仿

佛一个个巨大的赝品,｣
32) 2장 1절 29쪽; ｢在 来，不就是他们的故乡吗？或许，这正是他们的文化，他们的世

界的起点.｣
33) 贾平凹⋅郜元宝, <关于《秦腔》和乡土文学的对 >，《上海文学》，2005年第7期. ｢但这

几年回去发现，变化太大了，按原来的写法已经没办法描绘.…我记忆中的那个故乡的

形状在现实中没有了.…在社会巨变时期，城 如果出现不好的东西，我还能回到家乡

去，那里好像还是一块净土. 但现在我不能回去了，回去后发现农村里发生的事情还

不如城 . 我的心情非常矛盾.

34) 제1장 6쪽, ｢但是，我也知道，这只是我的回忆而已. 永恒的村庄一旦被还原到现实

中，就变得千疮百孔，就像这宽阔的高速公路. …那一辆辆飞速驶过的汽车，与村庄的

人们没有任何关系，反而更加强化了他们在这现代化社会中｢他 ｣的身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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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나 역시 변했다는 사실은 작자를 힘들게 했다. 나는 이제 이미 내 

고향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며, 농촌사람도 도시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매년 고향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작자를 보면 낯설어

하고 경계한다. 그는 벌써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이다.35)

아침에 일어나면 무겁고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 …해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는 좀 더 오래 있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언제나 도망치듯 후다닥 떠나곤 한다. … 
마을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농촌의 심층적 구조는 그들 속으로, 그들의 언어 체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마을에 남은 몇몇 어르신들을 마주

하고 있을 때도 그분들 마음은 두꺼운 성벽 같아 들어가기 어렵다는 기분이 든다. 

어르신들은 외부인이자 목적을 지닌 나를 마주하면 저절로 침묵하게 되고. 감정의 

교류가 없으니 같은 입장에 놓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

게 다시 화제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거의 失語 상태가 된다. 그분들에게

도, 내 자신에게도, 나는 이미 마을 외부의 사람인 것이다. 나의 사유와 그들의 사

유는 항상 엇갈린 상태로 존재한다.36)

물론 작자는 마을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야만, 귀향자의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친속⋅가족의 감정으로 녹아들어가야만 농촌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향에 더께더께 쌓인 중국의 온갖 문제들, 다중의 복잡함은 

관찰이 아닌 체득으로도 이해조차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37) ｢대지로의 회

귀重回大地｣라든가 ｢농촌으로의 귀환重回村庄｣처럼 거창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

고 마을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도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주민들의 

거리두기와 배척 때문만이 아니었다. 작자 스스로 시골사람에 대한 도시인으로서의 

35) 3장 3절 62쪽; ｢对于他们来说，我已经是另一世界的人了.｣ 
36) 8장 1절, 212쪽 ｢清晨起来，有一种沉重和乏力之感… 年年回家之前，总是下定决心

多呆些时候，但每次都 跑似的匆匆走了.…和村庄的人们在一起，但是，我却感到似

乎无法进入他们的话语系统. 乡村犹如一张大网，纲和目太多，无从下手. 面对…村庄

的一些留守 人，也觉得她们的内心是一座深厚的城堡，难以进入. 或许，面对我，这

样一个外来 和有某种目的的人，她们自然地处于沉默，我们不处于同一立场，也没

有情感的交融. 面对这种情况，我也不知道该如何重新回到话题之中，几乎处于失语

状 ，对于她们，我已经是乡村外部的人. 我的思维和他们的思绪总是处于错位之中.｣
37) 前  2쪽; ｢当你不以偶然的归乡 的距离观察，而以一个亲人的情感进入村庄时，才

发现，作为一个长期离 了乡村的人，你并不了解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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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감, 지저분하고 낙후한 농촌생활에 대한 불쾌감을 떨쳐낼 수 없었고38), 그 때

문에 진정 그들 속으로 녹아들지 못하고 겉돌았던 것이다.

물론 작가의 깨달음과 계속된 노력으로 그 거리와 소외감은 점차 좁혀지고, 농촌 

출신으로서의 정체감과 자부심 역시 다시 강하게 살아난다.

한편, 작가가 변화된 삶의 방식과 그것이 초래한 인식과 감성의 변화로 고향 마

을과 사람들에게 속속히 녹아들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겉도는 것처럼, 도시로 이주

해간 농민공 역시 정체성 상실로 헤맨다. 

근대사회는 이주의 시대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삶의 형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 현상은 익숙한 곳의 테두

리를 벗어나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과정인 것이다. 도시로 이주해간 농민공들은 

디아스포라(diaspora)의 처지에 있으며, 결국 디아스포라 주체는 분열적인 자아를 

가지게 될 수도, 이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섞여 들어간 도시의 시민들은 기득권층으로서 외래인구의 유

입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과부하상태에 이

른 사회 기반시설, 자원의 부족, 여기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도시민의 우월주의 

심리도 농민공에 대한 적대감에 영향을 미친다. 정정당당한 도시민 신분이 아닌 농

민공은 ｢도시라는 대지에서 이방인인 것이다.｣39)

진공 주머니에 갇혀 세상과 격리된 이 기분,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중 나를 

아는 이 하나라도 있을까? 이 도시의 숲에서 난 한 마리 개미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밟히고 무시당한다. 그 누구도 당신이란 존재를 모르고, 그 누

구도 당신에게 가족이 있으며, 당신이 사랑을 품고 있고, 생각을 할 줄 알며 슬품

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임을 모른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다, 집을 벗어난 한 노

동자의 생각인 것이다. … 올해 다시 북경에서 1년을 일하고 나면 다시는 어찌됐

든 이 진절머리 나는 곳에 와서, ‘사람 아닌’ 이런 삶을 살기는 싫었다.40)

38) 8장 1절, 213쪽, ｢即使你抱着‘重回大地’⋅‘重回村庄’的目的，即使你想回到他们中间,

做他们的一分子，但几乎是不可能的. 你无法摒 自己的优越感和城乡生活的差 而

带来的某种嫌 感.｣
39) 罗屿 <对话梁鸿农民进城后,反而更加农民化>; ｢因为他们在城里‘偷’生活，他们是这片

大地的陌生人.｣(《 康》, 2013年 03期)

40) 4장 1절 89쪽 5절, ｢如置身于一个真空的袋子内，与世隔绝. 路上来来往往的人，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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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와 친 하게 연결된 공간, 특별한 의미를 담은 정서적⋅문화적 공간이기도 

한 ‘장소’는 개체에게 정체성의 통일, 안정감 등 많은 것을 부여해주고, 그때 느끼는 

진정한 장소감이란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

는 느낌이다.41) 농민공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재적 삶의 공간이자, 꿈과 이상을 

키우는 미래의 공간인 도시는 그들이 ‘자신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고향 역시 사전적 의미, 혹은 전통적 감성

적 의미의 고향과는 다른 공간으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고향의 극심한 내적 외적 

변화는 다중적 의미의 고향 상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감, 안정감, 연대감

까지 앗아가 버리는 고향상실은 그런 의미에서 소외와 유사한 개념인 것이다. 

Ⅲ. 새로 쓰는 고향이야기 – ‘非虛構’의 진실 찾기

梁鸿의 이 작품은 非虛構类 작품으로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오랜 시간에 걸

친 꼼꼼하고 반복적인 실지조사와 실제 주민의 인터뷰를 채록해서 작성하여 그 진

실성과 사실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현대 농촌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진면목, 너무도 빠른 변화의 속도는 문학적 상상

이나 기교로만은 표현하기 힘들었기에 이러한 형식을 택한 것이다.42) 작가는 중국 

농촌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 형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

도한 끝에 역사서와 기록의 활용, 현장조사와 인터뷰 등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최

和自己素不相识. 在这个城 里，我简直像一个蚂蚁，没有人关注，被随意践踏⋅蔑

视. 没有人知道你的存在，没有人知道你还有亲人，还是一个有着爱情，思念，有着悲

欢离合的人！这就是我的感受，一个离家别乡的打工 的感受. 明明有亲人，有朋

友，有爱人，明明只有一天一夜的路程，却感觉是千里之遥，不仅仅是距离的遥远. 今

年再在北京干一年，以后无论如何再也不来这个鬼地方，过这种‘非人’的生活.｣ 
41)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

심승희 번역, 논형출판사, 150쪽 .
42) 舒晋瑜⋅梁鸿 <乡村的疼痛>; ｢첫 번째 원인은 이 시대의 발전과 변화가 너무 커서 생

활 속의 위기와 변화가 문학 자체의 상상을 뛰어넘고, 기기묘묘 다채로운 현실 역시 

작가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때문이다.(第一层原因，我们这个时代发展变化特别大，生

活中的危机和变化超出文学本身的想象，光怪陆离的现实也超乎作家的想象之外.)｣, 
《文学自由 》, 2011年0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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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목소리 속

에 담긴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43) 

이 작품은 <들어가는 말(前 )>과 <后记>를 뺀 본문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각 장마다 공통되거나 유사한 주제를 둘러싼 4~6개의 인물과 에피소드가 소개

되고, 마지막에는 작자의 분석과 소감 등이 덧붙여져 소결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덟 개의 각 章은 여덟 단락의 <穰縣縣志>의 기록으로 시작되고, 이를 통해 다

음에 등장할 내용을 개괄한다.44)

양현(穰縣)은 하남성 서남측의 남낭(南囊)분지중부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해 있

다. 지리 좌표로는 북위 32.22–32.59도에, 동경111.37–111.20 사이에 위치해 

있고, 남북으로 96킬로, 동서로 67킬로, 총면적 2294.4㎢에 달한다. …지세는 대

체로 서북면이 높고 동남면이 낮고, 지면 평균 경사면이 1/800~ 1/1200이다… 
<양현현지-개술(穰縣縣志-槪述)>45)

이러한 특징은 본 작품이 사실과 실제 기록에 입각한 사실적인 ‘非虛構类’창작임

을 강조해준다. 역사적 사건과 지리적 특성에 대해 고대 역사서⋅지리서⋅현(縣) 

기록 등을 인용한 각주 작업은 인문학자이자 사학자라는 작가의 특성과도 관계될 

것이며, 문학작품보다는 사학연구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고, 짧지 않은 편폭

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는 구성은 ‘느슨하고 지루하다’46)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사실적 기록을 중시하는 창작태도는 인물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성

43) 舒晋瑜, 梁鸿 <乡村的疼痛>; ｢在写作的时候，我也改了好几种文体，一 始是日记

体，写了十几万字，记录每天做什么,和 话，但是感觉这种方式不足以呈现他们的

存在状 . 后来我把日记体 ，又换为纯抒情体， 后才是现在这种有人物自述⋅
观察⋅素描⋅议论等结合在一起的杂糅的文体. 我觉得其中的人物自述非常重要，应

该让乡村农民说出自己的生活⋅情感和痛苦.｣ 《文学自由 》, 2011年 02期 

44) 2장 蓬勃的‘废墟村庄’은 村镇建设 부분，3장 今天的‘救救孩子’는 人民法院 年审判

庭新闻资料 부분을 인용하는 등 앞으로 펼쳐질 내용과 관계되는 실제 관방기록을 서

두에 실어줌으로써 작품의 실제성을 강화하며 구성상의 연계성을 꾀하고 있다. 

45) 1장 ｢我的故乡是梁庄｣ 도입 1쪽
46) <散文：在场精神的时代意义>; ｢它的结构比较松散，基本上用力平均，没有切入点, 

没有重点.｣ 《文学报》, 2011年09月29日 星期四 제13면 綜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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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부친의 입을 통해 가족의 역사, 마을의 성씨구조, 나아가 공산당의 

정치투쟁사까지 들려준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내용, 에피소드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된 인물을 소개하고, 

그 인물이 주제와 얽힌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한다. 이렇게 각각의 주

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다보니 현대의 정치적 사건들(放匪, 挖底财, 대약

진, 四淸運動 등)을 통해 중국 현대사가 동시에 전개되기도 하고, 또한 1장 4절 

‘한 마을의 생존경쟁(一个村庄的生存竞争)’에서는 ｢80년대 말기와 90년대 초반에 

양장 사람들이 대규모로 외지로 나가 일을 하러 가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梁庄에도 

불어닥친 대규모 인력 이동, 즉 농민공 현상이 자세히 언급된다. 뿐만 아니라 농민

공의 ‘회귀回归’현상으로 인한 농촌 공동화현상(人去楼空), 젊은 인력이 빠져나간 

농번기 부녀자의 打工队 조직, 부부와 부모자식의 생이별(夫妻分离，父母与孩子

分离), 90년대 초기 ‘유랑민 물결(流民潮)’, ‘신세대 농민공(第二代打工 , 新生代

农民工)’의 이야기도 다루어진다.

책 표지의 ｢어떤 중국은 北京에 있고 어떤 중국은 重庆에, 서북지방에, 연해지

방에도 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중국은 梁庄에 있다!｣47)라는 문구처럼 중국의 수

많은 모순과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작품의 제목 《中国在梁庄》은 ｢모든 

중국의 모습, 현상, 문제가 梁庄에 다 있다｣, ｢중국을 들여다보는 창, 梁庄｣, ｢梁
庄, 중국 요지경｣ 등의 만연체적 관형어를 붙여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예민하고도 복잡한 이 문제들을 제기할 때, 작자는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梁庄｣이라는 마을의 변화, 집안사람들과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현 중국의 가장 뜨거운 문제들을 들려준다. 그 전달 과

정은 작가의 전지적 시점에 따른 설명이나 논평보다는 대부분 등장인물 스스로의 

언어를 통한 서술을 거치며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 작품이 획득한 사실성의 

결정적 요인은 ‘실제’ 일어났던, ‘실명을 가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데 있을 것

이다.48)

47) ｢有些中国在北京，有些中国在重庆，有些中国在西北，有些中国在沿海，但，更多的

中国在梁庄!｣
48) 舒晋瑜, 梁鸿 <乡村的疼痛>; ｢가장 기본적 차이는 보고문학과 기실문학은 사회의 중

대사건과 대운동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며, 중요 인물과 중요 사건을 기본 대상으로 한

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허구 창작은 개체적이고 보통의 인생과 생명개체에 더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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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가가 채용한 ｢실록식의 인터뷰(一篇篇实录式的访 )｣는 진실하고 생동

적이라는 장점 외에 또 다른 큰 의미가 담겨있다. 그것은 바로 마을사람들 각자에

게 입을 열어 말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작가가 직접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이다. 梁庄 사람들 각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각각의 서술 부호로 간략화될 것이기에 살아있는 각각의 개체로서 표

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49) 이 작품은 농촌의 갖가지 ｢목소리｣를 수록한 

책이다. 때문에 어떤 평자는 책을 펼치면 ｢마치 실수로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처

럼, 각종 임무를 지닌 목소리들이 얼굴로 날아드는 것 같다｣50)고 평한 것이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화에 인용부호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인물의 발언은 인쇄 필체를 바꾸어 표기하고, 때로는 이조차 지켜지지 않아 누구의 

말인지 판단하기 헷갈릴 때가 있다.｢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등장인물 아무개의 이야

기｣임을 표시해주는 인용부호가 없으니, 어느 것이 인물의 이야기인지, 어느 것이 

작자의 논평인지 서술인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자의 불편을 짐작하면서도 굳이 이런 표기형식을 사용한 작

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 듯하다. 즉, 등장인물의 이야기, 그가 들려주는 슬픔과 

고통, 불만과 항의가 담긴 이야기들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의

견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발화자가 모호한 상태에서는 그 발화의 권리 

역시 모호해지며 뒤섞이며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작자의 목소리, 의견, 학자적 논

평 등,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의 삶과 감정을 작

을 쏟는 미시적 서사로서 가리워졌던 것, 투명하지 않았던 것의 발굴에 치중한다.(可能

有一点 根本的区别是：报告文学和纪实文学更关注社会大事件和社会大运动，以重

要人物和重要事件为基本对象. 而非虚构更关注个体的、普通的人生和生命，是微观

的书写，致力于 察被遮蔽的东西和尚未澄清的事物.)｣, 《文学自由 》, 2011年02期, 

119쪽
49) 李冬雪 <梁庄新‘影像’-进城农民的命运和表情>; ｢我们了解到生活在梁庄乡下的人的生

活和命运. 但梁庄人很 作为鲜明的‘生命个体’被书写, 他们被淡化为一个个叙述的符

号,｣, 《中国图书评论》, 2013年06期

50) 李冬雪 <乡土社会时代的伤口—从[中国在梁庄]到[出梁庄记>; ｢《中国在梁庄》就是一

本收录了乡土社会各种‘声音’的书. 因而，一打 书，仿佛失手打 了潘多拉德盒子, 

一瞬间里面各种任务的‘声音’都像长翅膀，袭面充耳扑来. 菊秀说，五奶奶说，建昆婶

说…｣, 《红岩》, 2013年0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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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검열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겠다던 의지를 실현하는 선택인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현 중국의 중대 문제들(외지로 떠난 농민공과 농촌 잔류아동, 노

인, 부녀자의 교육, 심리 등을 비롯한 농촌문제, 농촌문화의 쇠퇴와 그 대안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는 내용적 특성과 ‘비허구 소설’, ‘현장(在场)산문’이라 불리는 쟝르

적 특성 때문에 순문학과는 구별되는 이성 중심의 냉철한 서술과 분석이 주를 이룰 

거라 예상된다. 그러나 막상 글을 읽으면 고향 풍경이나 과거 회상과 관련된 서정

적인 묘사에 많은 편폭이 할애된 것을 알 수 있다.

비가 이틀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내렸다. 빗물이 씻어 내려간 평원은 상쾌하고 

깨끗했고, 나뭇잎과 농작물은 초록색으로 반짝였다. 어둑어둑한 하늘은 차단막이 

되어 조용하고 광막한 세상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굵었다 가늘었다 하는 가랑비 

속을 헤치고 갔다. 세계는 그렇게도 작고 또 무궁무진했다. …맨발로 모래 길 위를 

밟으면, 곱고도 축축한 모래가 발바닥에 조금씩 배겨 따끔따끔하고도 간질간질한

게 아주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강물은 콸콸 힘차게 흘러 힘과 희망으로 가득찬 

듯 했고, 거대한 갈대숲은 빗물에 씻겨 중후하면서도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빗속

의 강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아득히 넓으며 영원한 깨끗함을 지니고 있었다.51)

모든 절과 장마다, 사건 경위의 기록과 비슷한 분량의 섬세하고 정서적인 경물, 

심리묘사가 전개된다.52) 이는 비허구 작품에 문학적 무게를 부여하여 중심을 잡아

51) ｢整整下了两天的雨. 雨水洗刷下的原野清新、干净，树叶、庄稼都绿得发亮，灰暗的

天空形成一个 闭、安静而又寥阔的世界. 而我们就在这时大时 的雨雾中穿行. 世界

那么 又那么无穷无尽….赤脚踩在沙土路上，细细的、湿湿的沙石，轻硌人的脚，微

疼微痒，感觉非常舒服. 河水哗哗奔腾过去，充满力量和向往，那巨大的芦苇丛接受

着雨水的冲刷，稳重而又充满生命力. 雨中的河，升腾着雾气，苍茫无边，却又具有永

恒的清新.｣ 7장 3절 188쪽
52) 작자는 ｢농촌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촌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사람은 농촌 출신이거

나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지녀야 한다｣는 논설적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서정적으로 표현

한다. ｢난 농촌에서 태어나 가정환경은 빈곤하고 힘들었지만 항상 복을 받았다고 생각

했다. 그것은 그 두꺼운 먼지 밑에 깔린, 농촌 생활의 어떤 내재적인 진실과 모순을 더

욱 깊게 이해하게 해주었는데, 이 진실과 모순을 일반적 의미의 방문객들은 모를 것들

이다. 그건 마치 비 번호와 같아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의 도로와 저수지, 밭

에 익숙하고, 또 매년 매달 마을 어귀의 그 푸른 돌에 다리를 무수히 삐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我常常想，生长于农村，家庭贫困而多难，我是有福的. 它使我

更深体会到那掩盖在厚厚灰尘之下的，乡村生活某种内在的真实与矛盾，这一真实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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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문학은 언어예술이고, 언어에 대한 구사능력은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비허구작품에서 언어가 흡인력이 없다면 작품은 창백하

고 무미건조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풍광 묘사와 서술이 단지 문체상의 특징만은 아니다. 작자에게 ｢고향｣
은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의미로 가득 찬 장소였고, 사랑과 슬픔, 아름다움과 상처

가 공존하는 공간이었기에, 고향의 자연풍광과 유년시절의 추억에 대한 서정적인 

묘사는 문학적 미화가 아니었다.53) 작가의 기억 속의 사랑과 추억을 그대로 옮겨

낸 것일 뿐, 의도적 미화가 아니었던 것이다. 

문학과 사학, 감성과 이성의 병용 등의 균형 감각은 특히 인물 묘사, 고난과 아

픔으로 가득 찬 인물의 묘사와 설명 부분에서도 돋보인다. 고통과 비참함으로 가득 

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숨을 내쉬는 공감을 자아내고, 작가 역시 감탄이나 

동정, 비판적 시선을 완전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격정을 토해놓지는 않는다. 작가가 대변인으로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

라 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쏟아내게 하는 

형식적 특징과도 관계가 있다. 작가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관찰하고 들어준 후 문

제점을 조곤조곤 풀어나간다. 거창한 사상적 갈등을 표면화한다거나 중국 미래 방

향에 대한 예견을 보여주기 보다는 쇠락해가는 고향마을,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

는 고향의 한 집안 한 집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놓기에 특정한 정치

적 의도나 문학적 경향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을 준다. 이는 고통이나 ｢고
난에 대한 과장 없이 냉정한 필조로 당대 농촌의 진실성과 복잡성을 펼쳐내어, 현

실 속에서 당대 농촌문제의 복잡성을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단일화, 유형화의 허

矛盾是一般意义的访客所无法获知的. 它就类似于密码，只有出生于这一村庄，熟悉

这一村庄的道路、坑塘、田地，和年年月月走过村头那块青石板并在上面崴了无数次

脚的人才能够体会到.｣231쪽 <后记>

53) 刘莉 <怎奈故乡变他乡-梁鸿访 >; ｢복잡한 갈등상태를 그려내려 했다. 그러나 난 여

전히 내 기억 속의 또 다른 면-자연환경에 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을 따르고 있다. 

시골, 특히 한 인간의 고향으로서 그것은 사랑이자 슬픔이며, 아름다움과 상처가 공존

하는 공간이다. 이것은 절대 미화가 아니다. 我试图在文本中呈现出一种复杂的纠缠状

. 但是我还遵循我个人记忆的另一面，即我对自然环境的爱和美的回忆. 乡村，尤其

是作为一个人的故乡，它是一个爱与悲，美与伤的存在地. 这并不是美化.｣, 《中国图

书评论》 2011年0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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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54)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서술 역시 마찬가지다. 주로 담당 관리, 혹은 마을 

서기, 지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쏟아내게 하고 작가는 주로 들어

준다. 때문에 인터뷰라는 미약하고 온건한 대처가 불만스럽고, 문제만 제기했지 해

답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55) 비록 신랄한 비판이나 전문적 분석, 확실한 

대책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작자가 끼어들기보다는 해당지역, 해당기관 담당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의도였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제공을 

통해 잘못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그 잘못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느끼게 할 

수 있다면, 허구장르든 비허구장르든 문학작품의 소임은 이미 일정 정도 해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풍경을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56)라는 평가는 바로 

작가의 창작의도가 성공적으로 체현되었음을 알려준다. 

게다가 작가는 고향 조사, 인터뷰 내내 작은 목소리지만 입바른 말을 하였고, 특

히 책임이나 권한이 있는 인물과 대면했을 때는 강한 불만제기와 더불어 해법을 요

구해왔다.57) 

54) 吕晓 , <现代村庄的另类呈现—评梁鸿《梁庄》>; ｢几乎已自然注意手法对家乡的村庄

作了鲜活的呈现，使我们看到一个活生生的梁庄世界. 作 没有夸大的村庄的苦难, 

也没有盲目诗化故乡的现实，而且以冷静的笔 ，以更加自由 放的叙事形式展现了

当代农村的真实性，复杂性，让我们在现实中看到了当前农村问题的复杂性，避免了

单一化，模式化的虚.｣, 《作家与作品》, 2011年05期

55) 主编 <散文：在场精神的时代意义>; ｢작자의 사고는 비교적 표층적이다. 작품에 그려

진 잔류아동, 노인, 민공 등의 문제들은 모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리문제를 쓰면 

그녀는 수리국 국장과 대화를 썼는데 평이했다. 또한 환경오염, 아동 익사, 토사채굴 

등의 문제도 섭급했는데 비교적 표층적 문제였다.作 的思 还是比较表层. 作品里面

写的留守儿童、 人、打工等等问题，都没有深入进去. 她写水利问题，写与水利局局

长的对话，就很平淡，而且涉及的话题也就是环境污染、孩子溺水、挖泥沙等比较表

层的问题,｣ 《文学报》, 2011年09月29日 星期四 제13면 綜合 

秋实 <触摸中国乡村的痛与悲—读《中国在梁庄》》>; ｢梁庄이 겪은 변화 역시 향토 중국

과 현대성 충돌의 축소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 자체에 대해 그녀 역시 어떠한 해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梁庄所经历的变化也恰恰是乡土中国与现代性冲突的缩影. 

但对于这种冲突本身，她自己也暂时给不出任何答案.)｣, 《中国合作经济》, 2012年10

期

56) 王石川 <不了解农村何以认识中国>; ｢但是如果不是《中国在梁庄》这本书的面世，有多

人会了解这些场景，有多 人会关心他们的命运?｣, 《中国工人》, 2011年0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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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梁鴻의 서사기법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거나58), 혹은 문학적 한계와 취약점

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혹자는 문학과 사학의 학제간 통섭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작자 역시 이 작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문

학과 사학 양자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일부 독자와 평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던 것을 다행스러워 한다.59) 작가는 지식이나 개념, 사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진실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 노력했다. ｢사람들이 내 책을 읽은 후 그 광활한 대지위의 생

명에 대해, 대지 위의 문화 양식이 쇠미해져가는 것에 어떤 아픔을 느꼈다면 이 책

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60) 그의 창작동기는 ｢향촌의 현실을 드러내자는 것이었

지 문학적 야심은 없었다.｣61)그 목적은 ｢보여주는 것｣이었다.62)

Ⅳ. 결론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현대화⋅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것이며, 그 발전의 

주춧돌이 농촌 출신의 농민공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눈부

신 뒤편의 농촌에 드리운 그늘은 너무도 어둡다. 농촌의 피폐화와 황량화는 농촌 

57) 8장 3절 222쪽; ｢我忍不住问起厂长，这样是否有危险？有没有什么办法解决？｣
58) 阮梅는 3년 넘는 실제 조사를 거쳐 잔류아동의 양육문제, 문화환경, 성장환경개선 등

의 사회문제를 다룬 《世纪之痛:中国农村留守儿童 查》(人民文学出版社, 2008년 5

월1일)라는 르뽀를 발표하여 큰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59) 舒晋瑜, 梁鸿 <乡村的疼痛>; ｢사실 이 책은 순수 사회학서적보다는 깊이가 덜하고, 

전형적인 문학텍스트도 아니다. 다만 사회학적 실증과 문학적 감정이 결합될 수 있어

서 독자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其实，这本书并不比纯粹社会学更深刻，也不是典

型的文学文本，但可能正是社会学实证和文学的情感两 结合，才打动了读 心灵.｣ 
《文学自由 》, 2011年02期

60) 罗屿 <对话梁鸿生活在都 -我们应当有原罪感>; ｢如果大家看了书后，心里对那一片

广阔土地上的生命、对土地上的文化式微产生某种痛感，那么，这本书的目的就达到

了.｣, 《 康》, 2011年01期

61) 舒晋瑜, 梁鸿 <乡村的疼痛>; ｢我自己创作《中国在梁庄》的初衷就是要呈现乡村的现

实，没有文学的野心.｣ 《文学自由 》, 2011年02期

62) 刘莉 <怎奈故乡变他乡-梁鸿访 >; ｢我的 大目的是展示，呈现.｣, 《中国图书评论》

2011年0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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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고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비합리적 호구제도는 농민을 뿌리도 

추억도 정신적 귀착점도 없는 이방인이 되어, 이도 저도 아닌 이중적 신분으로 도

시와 농촌 그 어딘가의 경계에서 헤매게 만들었다. 

《中国在梁庄》은 농민공이 떠나가고 남은 농촌, 농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핍진하

게 들려주어 현 중국 농촌의 상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고민하

게 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향을 떠나간 농촌 사람들을 뒤쫒는

다. 1년 반 동안 전국 십여개 省 에 흩어져 살아가는 350여명의 梁庄 출신 농민

공들을 실제 찾아가 그들의 삶을 기록하여 작품으로 완성했다. 《中国在梁庄》이 출

판된지 3년 후 세상에 나온 《出梁庄记》(花城出版社，2013.3.)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은 《中国在梁庄》과 더불어 중국의 감춰진 또 다른 절반을 읽을 수 있고, 두 

편의 梁庄 기록을 통해 전체 중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평을 받는다.63)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농민공의 문제, 농촌의 문제는 중국의 지속 발전을 위협하

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일찍부터 농

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국가의 발전이 더 

이상 일부 대도시 경제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그로 인한 농촌문제의 심

각한 각성도 뒤따랐고, 비록 미약하나마 농민공의 인권과 관련된 노동분야의 처우

개선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현 중국의 주석인 习近平은 개혁

파로서 국무원 부총리를 역임했다가 좌천되었던 부친 習仲勳의 영향 아래 지속적

으로 개혁을 주장해왔다. 특히 清华大学 人文社会学院 졸업 때 발표한 박사논문 

《中国农村 场化研究》(2001年12月)에서는 호구제의 부당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

고, 그 주장은 지금까지도 일관된다. 따라서 호구제의 재정비가 필히 뒤따를 것이

고, 이는 농민공을 시작으로 중국 농촌의 모습 또한 바꿀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中国在梁庄》은 중국을, 특히 농촌을 들여다보는 창구라는 평가처럼 현대 중국

의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鲁迅의 외침을 차용한 제4장 ｢今天的‘救救孩子’｣는 

농촌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장은 4개의 절로 나뉘어 청,

장년층 노동인력이 도시로 떠난 후 황폐한 농촌에 남겨진 두 부류 사람들의 이야기

63) 谷亚光 <抒写隐形的中国—评梁鸿《出梁庄记》>; ｢你读过梁鸿的《出梁庄记》，了解了中

国隐形的另一半，你才能称得上了解了大半个中国? 《出梁庄记》是一部真实反映我国

转型期经济社会特征的杰作！｣, 《社会科学论坛》, 2013年1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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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루어진다. 부모가 도시노동자로 떠나면서 남겨진 손자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

해야 하는 농촌 노인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부모가 떠난 후 고향에 

남아 친인척에게서 길러지는 유아, 아동, 청소년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이 사라진 농촌에 남겨진 여성들의 심리상태, 性의 위기, 호구제와 산

아제한이 합쳐져 빚어낸 낙태 문제, 여권 문제 등도 그려진다. 이밖에 새로운 도덕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매장 금지, 화장 실시 정책의 문제와 양상, 농촌 문화재

정비 운동 등에 관한 이야기들도 담겨있다. 다만 편폭의 제한으로 다음 기회로 넘

기고자 한다.

《中国在梁庄》이 보여준 사실성은 감동과 동시에 아픔을 준다. 수많은 독자들은 

｢작가가 우리 앞에 펼쳐놓은 것은 한 폭의 농촌 풍경화이다. 인물들, 이야기들, 운

명들은 사무치게 진실하고 몸서리치게 아프며,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

하다｣64)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정작 작자는 고향마을의 농촌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미래를 낙관한다. 지저분한 시골을 끔찍하게 싫어하며 발도 딛지 않으려하던 도시 

출생의 아들이 햇살과 바람 아래, 농촌의 아이들과 뛰어놀며 하루하루 까맣게, 건

강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고향을, 고향의 건강한 발전과 미래를 생각

하게 된다. 고향, 시골마을은 후손의 건강과 직결되는 ｢한 민족의 자궁｣65)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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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中国在梁庄》是梁鸿分别于2008、2009年间用近5个月的时间深入河南穰

县一个 村落，进行 查采访而完成,2010年在《人民文学》“非虚构”专栏刊发

后，就引起了读 强烈反响。该作品获2010年度“茅台杯”人民文学奖非虚构作

品奖、《亚洲周刊》2010年度非虚构十大好书、新浪2010年度十大好书和《新京

报》2010年度文学好书。
“在很长一段时间内，我对自己的工作充满了 疑……甚至充满了羞耻之

心，每天在讲台上高 阔论，夜以继日地写着 不及义的文章……这不是真正的

生活……”在《中国在梁庄》的前 中，作 梁鸿如此剖析自我。于是她决定回到

故乡，用自己的脚步和目光丈量村庄的每一寸土地、树木、水塘与河流，寻访

并记录下那些触目惊心的故事。
《中国在梁庄》记述了作 的故乡梁庄近30年来的变迁.在书中，梁鸿通过

口述实录、现场 查等方式讲述了一个个具有典型性的人和人生故事，他们的

情感和所面临的问题传达出了乡村内在的生存状 。《中国在梁庄》通过口述实

录，现场 查的方式, 现了梁庄近半个世纪的历史命运和生存图景。
《中国在梁庄》在现代转型期经济大潮冲击之下，传统农村日益破败、消亡

以及与之密切相关的“留守儿童”“留守 人”“农民工问题”“农村文化道德危机”等当

代中国社会所面临的诸多问题一一浮出水面。这就是中国农村的现状，不得不

引起人们的深思。
《人民文学》主编李敬泽评价道：“不曾认识梁庄，我们或许就不曾认识农

村，不曾认识农村，何以认识中国？”“三农”问题专家温铁军认为：“这本书，写

梁庄，只是 近30年‘被’消灭的40万个村庄的缩影。”<大国敝村>本报记  郭

建光 《中国青年报》(2011年01月05日12 版)

正如书上所说：“有些中国在北京，有些中国在重庆，有些中国在西北，有

些中国在沿海，但更多的中国在梁庄。”



‘조화사회(和谐社会)’의 그늘  105

【主題語】

농민공(農民工), 양극화, 농촌, 梁庄, 梁鸿, 고향, 상실, 장소, 현대화

(Rural)Migrant Workers, bipolarization, Rural, LiangZhuang, LiangHong, 

Hometown, Loss, Conflict, Modernization

투고일: 2014. 7. 15 / 심사일: 2014. 7. 20～8. 5 / 게재확정일: 2014. 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