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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개혁⋅개방 이전의 집단주의와 평등주의가 강조되던 체제에서 중국
인들은 빈곤했으며 富의 축적은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주
의 정책은 그동안 국가 및 집단 소유에 억눌려있던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해방시키
며, 이익 창출과 부의 축적을 적극 허용한다. 가난에서 탈피해 돈의 중요성과 가치
에 새롭게 눈을 뜬 중국인들이 돈벌이를 위해 대거 도시로 몰려들면서 중국사회는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된다. 특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중국인들의 세속적 욕망
과 집착은 사회적으로 황금만능주의 사상과 배금주의 풍조 확산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지난 30년에 걸쳐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중국은 외형적으로 화려한 경제
성적표를 갖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야기한 물신주의,
비인간화와 개인 소외, 심각한 양극화 현상 등등 각종 사회적 병폐현상의 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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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게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문인들 또한 이런 특수한 사회문화적 콘텍스트를 간과하지 않고, 자신들이 목도한
사회 단면들을 반영하고 비판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게 된다.
그 가운데 작가 쑤퉁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 변신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쑤퉁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야기한 폐단과 문제점 그리고 자본주의가 증폭시킨 인간
의 욕망을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해낸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달
콤한 유혹에 이끌려 도시의 허상만을 쫓는 사람들, 쑤퉁의 시선은 그들에게 멈춘
다. 특히 쑤퉁은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밀려나 밑바닥 인생을 사는 도시 빈민층의
생존 모습을 예의주시한다. 쑤퉁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도시는 마치 모든 이들에게
는 꿈과 기회의 공간이요 풍요와 부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웃사이더인 빈민
층에게 여전히 결핍과 빈곤의 공간이자 차별과 배척의 공간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들은 도시의 화려한 유혹에 현혹당하고 욕망추구와 현실의 간극사이에서 분투하다,
결국 스스로를 파멸과 몰락의 길로 내몬다. 2002년에 출간된 장편소설 《蛇为甚麻
会飞》는 현대화,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도시 공간 속에서 성공과 부를 향한 비상을
꿈꾸다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황폐해진 인간군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쑤퉁은 각
박하고 냉혹한 도시의 실체와 그 속에서 그들이 맛봐야했던 쓰라린 좌절, 절망, 분
노, 공허함 까지 특유의 섬세함과 감수성으로 핍진하게 그려낸다.
본문에서 필자는 쑤퉁이 목도한 당대의 사회⋅문화적 현실이 작품 속에서 그의
독특한 문학적 상상력과 만나 어떻게 재현되는지, 빈민층의 황폐한 생존 풍경과 상
처 입은 내면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작품 속 다양한 인간군상의 욕망과 좌절양상
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려내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이 쑤퉁의 이전 작품과 달리
어떤 새로운 모습과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보고자한다.1)

1) 그동안 쑤퉁과 관련한 많은 연구논문이 나왔지만 《蛇为甚麻会飞》를 직접적 연구대상으
로 삼은 논문으로는 아직까지 박남용⋅이혁의 <쑤퉁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蛇为甚麻会飞)｣를 중심으로>가 유일하다. 기타 연구가들이 쑤
퉁을 연구하며 부분적으로 이 작품을 언급한 경우는 있지만, 이 논문은 온전히 《蛇为甚
麻会飞》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종합적인 고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들
은 현대도시 문명 속 삶의 일상적 욕망, 하층민들의 형상, 뱀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
참고, 박남용⋅이혁 <쑤퉁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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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쑤퉁, 현실을 직시하다
《蛇为甚麻会飞》는 쑤퉁이 《菩薩蠻》 이후 5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선보인 장편소설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일컬어 ｢내 자신을 수술대로 옮기고 스스로
에게 대수술을 가했다(我确实是把自己搬上了手术臺, 给自己动了一個大手术)｣2)
라고 창작심정을 밝히듯, 이 작품은 쑤퉁의 창작 생애에 또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
를 가져온 작품이다.
한동안 문단의 주목과 명성을 받다가, 다시 긴 시간 공백기에 있었던 쑤퉁은 최
근 신작 장편소설을 완성했다. 줄곧 신역사를 제재로 한 소설 창작에 뛰어나 ‘신역
사소설의 귀재’로 칭송받던 쑤퉁이 이번에는 현실로 시선을 돌려, 처음으로 참담한
인생을 직시했다. 현실을 제재로 한 이번 작품에서 쑤퉁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보
잘것없는 하층 인물들의 운명을 형상화해낸다.(曾经大红大紫，也曾经一度沉寂的
苏童，最近完成了他的新长篇小说。一向擅长写历史题材被誉为是“新历史小说干
将”的苏童，次此将目光转向了现实，首次直面惨淡人生。在这部现实题材的新长
篇中，苏童塑造了一群被社会抛弃的小人物的命运。)3)

인용문의 평처럼 이전까지 쑤퉁의 창작 경향이 주로 현실과 거리를 둔 허구적 역
사나 과거의 현실,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창작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蛇为甚麻会飞》를 계기로 쑤퉁은 현실로 관심을 돌리고 현실 속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치중한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쑤퉁으로 하여금 예전의 창작경향에서 벗
어나 현실로 문학적 관심과 시선을 돌리게 하였을까. 이에 대해 그는 ｢나이가 나로
하여금 인생을 마주하도록 했다(年龄让我直面人生)｣란 말로 자신의 문학적 변신과
창작관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나는 나의 창작에 뚜렷한 노선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현
재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시선은 (현실과)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실재
(蛇为甚麻会飞)｣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9호, 2010.
2) 苏童、徐颖 <苏童时代又回来了?>，汪政、何平 编 《苏童研究资料》(天津, 天津人民
出版社, 2007)，139쪽.
3) 위의 책，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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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되는 것이다. 이 나이에 이르니 나는 더욱 현실에 발을 붙이고 참담한 인생
을 마주할 것이다.(我個人觉得，我的创作还是有一個清晰的线路，也即是说，时
间上离现在越来越近，目光上也越来越不飘浮，越来越务实。到了我这個年龄，
势必会愈加脚踏实地，直面惨淡人生。)4)

쑤퉁의 이 말은 이전에는 창작 시선이 현실과 동떨어졌었지만 나이가 들고 연륜
이 쌓이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현실로 향하고, 점점 현실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는 것으로, 그의 변화된 창작관과 창작태도를 보여준다. 그의 말처럼 현실에 발을
디디고 현실과 밀착하게 되면서 쑤퉁의 문학세계와 창작경향은 이전과 달리 사실성
에 치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관찰한 세상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생활 이
야기를 작품으로 그려낸다. 《蛇为甚麻会飞》은 바로 쑤퉁의 변화된 창작관과 창작
태도의 산물이다. 특히 쑤퉁은 ｢루쉰(魯迅)선생은 우리들에게 참담한 인생을 마주
하도록 가르쳤다(鲁迅先生教过我们: 直面惨淡的人生)｣라고 말하며, 《蛇为甚麻会
飞》은 이 가르침에 따라 참담한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낸 작품이라고 천명한
다.5)
밀레니엄을 하루 앞두고 설을 쇠기 위해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한 전날 밤, 나는
광장에서 문득 내 자신이 수많은 인파의 물결 한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다. 수천
명의 농민공들은 찬바람을 맞으며 광장 공터에 모여,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환승차
를 기다리거나 혹은 귀향길로 향하는 북적대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일
부의 남녀들은 이유 없이 농민공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인파의 물결
속을 지나며 삶에 찌든 무수한 낯선 이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은 호의
나 적의도 없이 그저 무감각했다. 어떤 이는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편안하게 코를
골며 졸고, 어떤 이는 바닥에 신문지를 깐 채 포커를 치고, 어떤 이는 멍하니 앉
아서 기차역 주변의 밀레니엄을 경축하는 네온사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손톱깎이가 없는지 이빨로 자신의 긴 손톱을 정리하고, 어떤 이는 나처럼 사람들
무리를 가로질러 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표정과 낮게 깔린 목소리는 뭔가
불법적인 물건을 팔고다님을 짐작케 했다. 나는 재빨리 내 자신에게 너는 지금 참
담한 인생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어 라고, 자기 암시를 걸었다.(千禧年前的一個
4) 위의 책，139쪽.
5) 苏童 <拳击與蛇 ─《蛇为甚麻会飞 》後记>，《蛇为甚麻会飞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 264쪽.

飛上을 향한 도시 빈민층의 분투 119

夜晚我赶火车回老家去过年，在车站廣场上我突然发现自己陷于一個人體的沼泽
中，数以千计的外来民工在寒风中集结在廣场空地上，等待着一次前往新工地的
中转，或者是通往回家之路的拥挤的火车。另一些男女则不明不白地游荡在民工
兄弟周围 ，我在人體凭空造就的九曲小径裏穿行 ，看见無数陌生的饱经风霜的
脸，看见無数双麻木的既無友善也無敌意的眼睛，有人在寒风中安然入睡并打起
了呼噜，有人在地上铺开报纸打扑克，有人傻坐着仰望火车站四周为了迎接千禧
年的灯箱霓红 ，有人发现自己指甲长了 ，没带指甲刀 ，便用牙齿修理自己的指
甲，有人则像我一样是在人堆裏穿行，他们鬼鬼祟祟的表情和压低了的声音显示
他们在兜售一样不宜公开的东西，而我开始聪明伶俐地暗示自己，你是穿行在惨
淡的人生中。)6)

인용문은 《蛇为甚麻会飞》의 창작 후기 중의 한 대목으로 밀레니엄을 앞둔 전야
에 기차역 광장에서 작가가 실제 목도한 하층민의 실상이 창작의 결정적 계기가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쑤퉁은 마치 화가가 인물의 특징을 포착하여 스케치해 나가듯,
인파 속 각양각색 사람들의 행색과 움직임, 동작을 재빨리 훑어낸다. 일자리를 찾
아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농민공,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광장 앞을 못 떠나는 노숙자
들, 인파속을 헤집고 다니며 불법적인 판매를 일삼는 사람들, 역 광장을 정처 없이
배회하는 사람들 등. 엄동설한에 생계를 위해 기차역 광장에 모여 있는 하층민들의
모습은 쑤퉁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주목할 것은 당시 중국사회는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을 앞두고 온통 장밋빛 희망과 기대, 흥분으로 들떠있었다. 그러나 이
와 대조적으로 사회 한 켠 에는 여전히 추위에 떨며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소외된
빈민층 또한 존재한다. 역 광장에 모여 있는 하층민들을 통해, 쑤퉁은 사회에서 밀
려나고 소외된 빈민층의 암울한 생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특히 풍상에 찌
든 이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에서 쑤퉁은 비로소 루쉰이 말한
‘참담한 삶’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쑤퉁은 본인이 말한바와 같이 ｢자신을
수술대로 옮기고 스스로에게 대수술을 가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몸소 직시한
도시 공간 속 빈민층의 참담한 현실과 그들의 신산한 삶을 작품으로 형상화해낸다.

6) 위의 책，264-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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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 빈민층의 생존풍경
1. 도시의 虛像과 유혹
소설은 장맛비가 내리는 2000년 6월의 어느 날, 금발머리 여자(이하 금발머리로
약칭)가 기차에서 내려 역 광장에 위치한 여관에 투숙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쑤퉁
에 따르면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 《火车站的金发女郎》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기차
역’과 ‘금발머리’가 작품에서 매우 큰 비중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모든 서사는 주로 기차역 광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금발머리는 긴장
과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자극제가 되어, 인물들과 얽히고설킨 관계망을 형
성하며 서사 전개의 구심점이 된다.
나는 (작품에서) 기차역을 등장시켰고, 기차역이 사회의 축소판이 되길 바랬다.
기차역을 설정한데에는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물론 나는 상징적 의미
가 농후한 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다. 기차역의 생활 형태는 사람들이 오고가
는 곳으로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마침 쓰려던 것이 원래부터 삼거리
열여덟 골목에 사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정적이다. 따라서 나
는 그들을 자극시켜 활기를 띠게 할, 그들과 전혀 다른 유동성이 있는 인물이 필
요했다. 작품의 구조상 금발머리의 가장 큰 역할은 그녀가 작품 속 다른 인물들을
자극 시켜 활기를 띠게 만드는 세포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나는 그녀가
모든 인물들과 대면하도록 설정했다.(我写的是一個火车站，我希望这個火车站是
整個社会的缩影。我设置这样一個火车站，多少有象徵意味，尽管我不太喜欢象
徵意味太浓的东西。火车站的生活形态是流动的，人来人往，但我写的恰好是原
来三街十八巷的人物，他们的生活是相对静止的，所以我需要一個與他们截然不
同的、流动性大的人物来激活他们。金发女孩从结构上起的最大的作用在于她是
一個细胞，激活书中所有其他人物的细胞。事实上，我也安排她與所有人物都打
了照面。)7)

작가의 말대로 기차역이란 장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유동성’이다. 기차역은
도시와 도시 및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다양한 사람과 화물의 유입 및 이동이 일
7) 苏童、王宏图 《苏童、王宏图对话錄》(苏州, 苏州大学出版社，2003),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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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유동적인 공간이자 열린 공간이다. ｢기차역이 사회의 축소판이 되길 바랬
다｣라는 쑤퉁의 의미심장한 발언은 당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처해있던 중국
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쑤퉁이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을
시작할 2000년도의 중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도시화’ 정책을 강력히 추
진하는 중이었으며, 중국은 역사상 유래 없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가장 빠른 도시화
를 경험하게 되었다. 쑤퉁이 작품에서 서사의 핵심 공간이자 배경으로 삼고 있는
기차역은 당시 중국사회에 몰아닥친 도시화 열풍을 투영한 상징적 공간으로, 역사
의 축소판이자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현대화,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가속화된 도시의 개발과 발전은 낡은 도시에서 신
도시로의 재편 및 도시경관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를 반영하듯 작품에서도 낙후
되고 낡았던 기차역과 그 주변 일대가 개발과 변화의 급류를 타고 새롭게 탈바꿈하
는 장면이 등장한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뻗어 있던 세거리 열여덟 개의 낡은 시가
지는 해체되고,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구획 설비된 신시가지가 형성된다. 그리
고 기차역 광장 중앙엔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신년맞이 시계탑이 설치되고, 역 광
장을 중심으로 호텔 급 숙박시설, 레스토랑과 음식점, 쇼핑몰, 영화관, 미용숍, 안
마숍 등의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을 갖춘 현대적 건물이 새로운 도시경
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현대화되고 세련된 외양으로 탈바꿈한 도시는 마치 낙원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며 전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금발머리가 기차역에 등
장하는 첫 장면은 바로 도시에 대한 꿈과 장밋빛 희망을 안고, ‘天南海北’의 각 도
시로 몰려든 외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투영한다.8) 특히 쑤퉁은 도시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유혹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성(美丽城)’과 그 공간에서 일하는 도시인들
의 모습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8) 중국어에 ‘天南海北都愿去，就是不去新西兰’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 ‘天南海北’과 ‘新
西兰’은 각각 天津, 南京, 上海, 北京, 新疆, 西藏, 兰州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문장
을 번역하면 ‘천진, 남경, 상해, 북경은 가고 싶지만 신강, 서장, 난주에는 가고 싶지
않다’이다. 원래 이 말은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촌으로 下放되는 지식 청년들 사
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말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현대화, 도시화 열풍
을 타고 도시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유행처럼 번지게 된다. http://
www.rcgus.com/witkid2013/1293751.html,http://blog.sina.com.cn/s/blog_6e39
14e60101c8qi.html 참고.

122 《中國文學硏究》⋅제65집

아름다운 성은 재스민 향기로 내음이 진동했는데, 이것은 매일 아침 환경미화원
이 분사하는 공기청정제의 향기였다. 복도에는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무슨 음악인
지는 알 수 없는, 귀에 낯익은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美丽城裏弥漫着一股
茉莉花的香氣，是每天早晨清潔工喷灑的空氣清新剂的香味。走廊裏回荡着很耳
熟的背景音乐，你一定在哪裏聽过的，却说不出那是甚麻音乐。)9)
아름다운 성에 있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는 아침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들
과 트렌디한 복장의 여성들을 도시의 상공, 구름과 맞닿은 사무실로 바쁘게 오르
락내리락 이동시켰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엘리트들은 검은색이나 갈색의
서류가방을 끼고, 여름에 유행하는 새파란 치마 정장과 가죽샌들을 신고 엘리베이
터 안에 질서정연하게 타고 있었다. 더얼쓰 회사의 영업담당인 미스 샤오가 대변
하는 아름다운 성의 화이트칼라는 그들의 문화, 교양, 매너, 심지어 메이크업 까지
모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스 샤오가 조용히 엘리베이터의 붉은색 신호
를 쳐다보고 있을 때, 금발머리는 오히려 미스 샤오의 손대지 않은 듯 내추럴한
머리와 그녀의 귀티 나는 일자 스커트를 쳐다봤다. 그리고 마치 민들레가 목단을
보며 한탄을 하듯 금발머리는 엘리베이터 귀퉁이에 서서, 자신의 초미니 스커트를
끌어내려 허벅지를 덮으려했다. 그러나 스커트가 워낙 짧아서 그녀의 튀어나온 두
개의 무릎과 허벅지는 여전히 그대로 노출될 뿐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녀의
다리를 본격적으로 비교한다면 그녀가 우려한 문제점이 그대로 부각될 것이다. 엘
리베이터안의 사람들과 기차역 밖 부류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早晨美丽城
裏的两臺电梯忙碌地升降着，把一些衣冠楚楚的男人和穿流行色的女孩子送到城
市的上空，把他们送到雲端裏的办公室，这些习惯了高高在上的年轻而知识化的
一代人，他们夹着黑色或棕色的公文包，穿着这個夏季流行的天蓝色西装套裙和
坡跟皮凉鞋，错落有致地站在电梯裏，以德尔斯公司的营销主管萧小姐为代表的
美丽城白领，以他们的文化、教养、個人风度甚至化妆术征服了一個人的目光,當
萧小姐她们安静地仰望着电梯的红色指示信號时，金发女孩却在打量萧小姐自然
的看似未经修理的发型，打量她的雍容华贵的直统裙，蒲公英遇见牧丹一般会自
叹弗如，金发女孩缩在电梯一角，把超短牛仔裙向下面拽了一點，让裙沿遮住大
腿，可牛仔裙天生是短的，金发女孩的两個圆鼓鼓的膝盖和小部分大腿仍然暴露
在外面，如果有人专事比较女孩子的腿，金发女孩所忧虑的问题便暴露出来了，
可是电梯裏的这一代人與火车站出站口的那批人不一样。)10)

9) 苏童 《蛇为甚麻会飞》(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32쪽.
10) 위의 책,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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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성은 상업화된 자본주의적 물질문명을 상징적으
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소로 도시 문화를 주도하고 전파하는 창구이자, 사람들을
현혹하고 욕망을 증폭시키는 원천이자 배경이 된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같은 도시문화의 자극과 욕망의 부추김이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청정제
의 상쾌한 재스민 향기가 후각을 자극하고, 익숙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청각을 자
극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에 대해 우아하고 청결하며 안락한 이
미지를 생성케 한다. 여기에 더얼쓰 회사원들의 세련되고 화려한 용모와 지적인 모
습은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한 자극을 선사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아름다운 성의 고
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으로 대변되는 도시는
화려하고 세련된 공간이자 성공과 부를 이루게 해 줄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사람들
의 뇌리에 각인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도시의 유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으며,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라도 이끌리 듯
도시의 불빛을 향해 다가오고 도시에 대한 욕망을 갈구한다. 상술한 두 번째 인용
문의 금발머리의 모습은 이를 재확인 시켜준다. 금발머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당당하고 지적이며 세련된 더얼쓰 사람들의 모습에 자극받고 깊이 매혹
된다. 더얼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에 대한 선망
은 그녀로 하여금 그들의 세계로 진입하고 싶다는 내적 욕망을 推動한다. 그녀에게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문화와 도시적인 삶은 그녀가 반드시 향유해야 할 욕망의 대
상이자 절대적 가치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 말미에서 ｢엘리베이터안
의 이 사람들과 기차역 밖 부류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노골적으로 단정
짓듯, 아름다운 성안에서 생활하는 주류층 도시인들은 기차역 밖으로 내몰린 소외
되고 가진 것 없는 비주류 빈민층들의 진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즉 도시인들
은 스스로를 그들과 다른 존재로 자처하고 구별 지으며, 빈민층들을 소외시키고 배
제한다.
이처럼 도시는 물질적 풍요와 부를 보장해주는 파라다이스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화려한 불빛으로 위장한 도시의 허상이자 미끼일 뿐이다.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는
경제적 약자인 빈민층에게는 그저 달콤한 그림의 떡과 같은 허상일 뿐이며, 오직
강자만이 부와 풍요를 독식하는 비정한 공간이다. 생존 경쟁의 각축장인 도시에서
경제적 약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빈민층은 결핍과 차별을 재확인하며, 결국 소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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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제될 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시의 허상에 현혹되고 자본주의가 자극하고
증폭시킨 욕망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으며, 자신이 파멸과 나락으로 추락
하는 줄도 모른 채 성공과 부를 향한 비상의 날개 짓을 멈추지 않는다.

2. 飛上을 향한 욕망과 좌절
《蛇为甚麻会飞》은 다양한 인물군상이 등장한다. 주요인물로는 동북지역에서 일

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금발머리(金发女孩), 기차역 광장 여관에서 근무하는 렁옌
(冷燕)과 슈훙(修红), 그리고 사채업자 하수인 커위안(克渊)과 그의 친구 량젠(梁
坚) 등이 있다. 금발머리가 도시화 열풍을 타고 도시 밖에서 도시로 들어온 외지인
이라면, 나머지 인물들은 도시 주변부에서 살다 도시화 열풍으로 인해 졸지에 신개
발지역의 도시인으로 편입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도시에서 소외된 계층이자
주변적 존재인 빈민층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이 내면화하고 있는 ‘욕망’,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욕망이다. 쑤퉁은 도시
화 열풍 속에 기차역 일대가 개발되고 번화해지면서 도시 공간 속을 파고드는 자본
주의 사상과 풍조를 예의주시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자
본주의적 욕망이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몰락과 파멸의 길로 이끄는지를 인물군상의
생존양상을 통해서 보여준다. 우선 금발머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금발머리는 도시에 대한 환상과 꿈을 안고 도시로 왔지만, 외면에 감추어진 도시
의 추악한 실상을 경험하며 동요하고 좌절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을 모델로 시
켜주겠다는 남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무리한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며 이곳으로 왔
다. 꿈이 모델이며 그녀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현대 자
본주의 사회에서 모델이라는 직업은 이미지를 통해서 대중의 소비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며, 아름다운 외모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이자 자본이다.
특히 금발머리는 성형수술을 통해서 영화배우 장만위와 같은 얼굴을 갖길 희망한
다. 누군가의 외모를 동경하고 누군가의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은 소위 ‘타
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즉 성
형을 통한 미의 절대적 추구는 상업화된 자본주의적 욕망이 야기한 외모 지상주의
의 왜곡된 표현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외모마저 바꾸고 이름, 출신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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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며 도시로 입성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운 성에서 일하는 도시 사람들의 화
려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같은 도시인이 되어 도시문화를 향유할
수 있길 적극 갈망한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촌뜨기 취급하는 도시인들의
냉대와 조소, 그리고 매춘부 취급하는 뭇 남자들의 검은 욕망일 뿐이다. 모델의 꿈
이 좌절된 후에도 그녀는 도시에 대한 미련으로 도시를 배회하며 정착을 위한 경제
적 기반을 모색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붙이고 정착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곤 유흥업소일 뿐이다. 결국 그녀는 현실의 장벽 앞에 굴복하고
퇴폐 이발소의 9호 아가씨로 전락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좌
절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씁쓸히 도시를 떠난다.
금발머리의 좌절과 몰락은 도시에 대한 환상과 헛된 욕망 속에 개인의 꿈과 존엄
성이 적나라하게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괴사된 얼
굴은 왜곡된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모습마저 잃고 마는 ‘자아’의
상실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를 떠나며 ｢난 안 들을 거에요. 그건 당신들의 21세기
맞이 괘종시계잖아요. 당신들이나 들어요. 나대신 당신들이나 들어요(我不聽了, 那
是你们的世纪钟, 你们聽吧, 你们替我聽吧)｣ 이 말 속에서 외지인이자 이방인, 주
변인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내면의 고독과 소외감을 엿볼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은
그들과 섞일 수 없으며 도시인이 될 수 없었음을 자조적으로 토로하는 그녀의 넋두
리는 그녀와 도시인 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결국 신년맞
이 종소리조차 못 듣고 도피하듯 떠나는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기의 희망과 꿈마저
좌절되고 있다. 도시는 외지의 이방인에겐 21세기를 맞이하고 누릴 기회와 희망조
차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금발머리는 그렇게 영영 도시 속으로 편입될 수 없는 영
원한 주변인이자 ‘이방인’인 것이다. 그렇기에 쑤퉁 또한 금발머리를 가리켜 도시에
왔다가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뿌리 없는 인물이라고 말하며, 금
발머리를 통해서 뿌리 없는 사람들의 애환과 도시가 가져다 준 하층민이 뿌리박기
힘든 삶에 대해 표현하고 싶었다고 토로한 것이다.11)
남자 주인공 커위안은 사채업자인 친구 더췬(德群)의 밑에서 일하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도시의 무법자이며 쓰레기이다. 커위안이란 인
11) http://cafe.naver.com/mhdn/1147 (진중한 소설, 유쾌한 작가 ─ 중국 소설가 ‘쑤
퉁’인터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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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도시에서 생존하는 방식은 ‘폭력’과 ‘돈’에 대한 굴종이다. ｢돈 있는 사람은 때
릴 수도 없어. 돈이 그를 든든히 받쳐 주니까. 어쨌든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짜증나
고 귀찮아. 돈만 있으면 뭐든지 오케이야(有钱人揍不得，钱给他撑腰。反正没钱，
正活得不耐烦。有钱甚麻都行)｣ 그가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이 말 속에는 돈에
대한 왜곡된 욕망과 맹신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돈만 있으면 뭐든 된다는 사고는
결국 돈이 절대가치이자 절대자이며,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돈의 노예로 종속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커위안은 누구보다 돈의 힘에 순응하며 돈
의 논리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는 돈 없는 가난한 자나 채무자들 앞에선 강자
로 군림하며 이들을 폭력으로 협박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반면 돈
많고 힘 있는 부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몸을 낮추며 복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커위안은 친구이자 사장인 더췬의 무시와 모욕을 꾹꾹 참으며 더췬
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한다. 그는 더췬의 막강한 재력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
니며, 자신의 생존 또한 더췬에게 달려있음을 잘 안다. 그가 아름다운 성을 제 집
인 양 드나들고 상류층이 향유하는 고급 레스토랑, 멋진 양복과 신발을 걸치고 사
교클럽을 다니며 진정한 도시인이자 주류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은, 더췬과
같은 돈 있는 자들에게 기생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돈의 위세와 권력 앞
에 고귀해야 할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고 정신은 비굴해지고 천해진다. 결국 도시의
무법자처럼 활보하던 커위안은 한동네 친구였던 량젠마저 자살로 몰아넣고 펑다린
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는 21세기를 하루 앞두고 범죄자가 되어 도망
치듯 도시를 떠난다.
커위안의 몰락에서 우리는 돈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자신은 물론 결국 타인마저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
인 말로를 목도한다. 특히 도망치듯 떠나는 커위안의 마지막 장면을 쑤퉁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선반위의 트렁크를 따라 베이징으로 갈 것 이라 생각
했다. 그는 방법이 없었다. 그저 트렁크를 따라 베이징으로 가는 수밖에는(他觉得
自己现在跟随着行李架上的箱子，箱子要到北京去，他没办法，只好跟着箱子，也
到北京去)｣ 여기서 ‘트렁크’는 커위안의 삶이 어딘가에 정착되지 못하고 트렁크처럼
평생 떠돌이 유랑자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임을 은유한다. 그리고 이 같
은 숙명은 그를 영원토록 비주류인 주변인물로 살 수 밖에 없도록 옭아매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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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그의 노력과 분투는 허사일 뿐이다. 더욱이 그는 돈
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해서라면 힘없고 돈 없는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도덕
한 일마저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간 망종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도시에서
환영받으며 살 곳은 없다.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폐기처분된다. 이런 면
에서 볼 때 커위안의 몰락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방치되
었다가, 결국 폐기처분되어 방출되는 쓰레기 신세와도 같다. 따라서 우리는 왜 쑤
퉁이 아래에서 ‘边缘人物’과 ‘人渣’란 말로 커위안의 인물특성을 개괄해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두 개의 키워드에 담긴 커위안의 숙명적인 비극
과 몰락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커위안은 비주류 주변인물이다. 그의 주변성은 운명이 강제로 그를 몰락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은 필사의 노력으로 위로 올
라가고 있다고 여기며 남몰래 의기양양해한다. 그는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
로 그에겐 문화적인 부호는 없다. 그는 문학사에 있어왔던 인물들과 달리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커위안은 그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인간쓰레기로, 특별한
인간쓰레기이다. 사회에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로부터 홀시 받고
방치된다.(克渊是一個边缘人物。他的边缘在于命运迫使他沉沦，而他自己不觉，
以为自己在发愤图强，在向上爬，暗自得意。这是一個大家都不关注的人，身上
沒有文化符號，他不同于文学史的任何一個人物，他甚麻都不是。克渊是我们通
常 所 说 的 人 渣 ，是 一 個 特 別 的 人 渣 。社 会 上 有 很 多 这 样 的 人 ，被 社 会 忽 略
了。)12)

두 주인공 외에 도시의 허상에 현혹되고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인해 좌초하고 파
멸에 이르는 인물로 렁옌, 슈훙, 량젠 등이 있다. 그 중 렁옌은 누구보다도 성공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이다. 그녀는 복권판매소의 시아오천과 관
계를 맺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성공과 야망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재력가인 식당 사장을 유혹해서 뱀 식당의 영업 아가씨로 취직한다. 그녀에겐 오직
돈이 목적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육체 따위는 돈을 벌 수단이나 교환가치일 뿐이
다. 뱀 식당에서의 근무는 그녀에게 역 광장 여관에서 받는 급여보다 많은 돈을 만
12) 苏童、徐颖 <苏童时代又回来了?>，汪政、何平 编 《苏童研究资料》(天津, 天津人民
出版社, 2007)，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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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해줬고, 돈을 벌수록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더더욱 증폭되어진다. 오직 돈
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추구가 생존 철칙이 되어 버린 그녀는 돈 때문에 량젠과
이혼했다, 돈독이 올랐다, 몸을 받쳤다 등등의 각종 세간의 손가락질이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곧 돈 아니겠어(利润不就是钱吗)｣, ｢범법행위만 저지르지 않으
면 무슨 돈이든 벌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돈이든 간에 과감히 벌기만하면 되는
거라구(只要不犯法，甚麻钱都要去挣，甚麻钱都要敢挣)｣라고 항변하고 자신을 합
리화시키며 거침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
렁옌과 같은 인물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과거 평온한 사회 속에서 그녀 역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나 일단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 그들은 급
격히 변화한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그 어떤 것에 의존
해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 그들은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히 스스로를 다그
치고 몰아붙인다. 영원히 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오히려 몰락
하고 있는 것이다.(冷燕这個人物，大家见得很多了。在过去的时代中，在平稳的
社会中，她们过着平稳的生活。一旦生活发生急剧变化，她们就会变化。她们永
远不服命运的安排，希望靠自己的某方面追求，来获得甚麻。她们永远要折腾，
不满足于自己，看似永远向上，事实上却在沉沦。)13)

렁옌에 대한 쑤퉁의 지적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한
그녀는 자신의 안일하고 정체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를 틈타 자신 또
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는 야망을 품는다. 그리고 그녀는 자
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 자신의 몸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한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지만 그녀의 만족과 욕심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다그치고 몰아붙인다. 자신이 점점 빠
져나올 수 없는 나락의 늪으로 함몰되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욕망과 탐욕은 끝없
이 진행된다.
슈훙은 역 광장 여관의 객실담당 직원이다. 렁옌이 성공에 대한 야망과 욕심으로
아득바득거리며 독기를 품는 것과 달리, 슈훙은 정해진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규
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인물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
13) 위의 책, 141-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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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녀도 물질에 대한 보편적 욕망을 갖고 있는 엄연한 욕망의 주체이다. ｢그렇게
많은 복권을 샀었는데 제일 많이 당첨됐던 게 ６등이야. 복권에 돈을 꽤 썼지(我买
了那麻多彩票，最多中個六等奖，不少钱呢)｣가 말해주듯, 복권은 그녀의 욕망을
자극하고 삶에 대한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대상이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산 기념
복권에서 그녀는 운 좋게도 8등에 당첨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게도 비극적
운명의 불행한 시초가 되고 만다.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이 경품을 먼저 받겠다고
앞 다퉈 돌진하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아비규환의 아수라장 속에서 슈훙은 간
신히 빠져나온다. 그날의 공포와 충격은 그녀의 정신을 앗아가고, 결국 정신이상자
가 된 그녀는 정신병동에 수감된다. 쑤퉁은 슈훙이라는 인물 형상에 담긴 특수한
의미와 그 비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다른 여성 슈훙은 이 시대의 특수한 역사가 만들어낸 변종이다. 그녀는 틀
안에서 규율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차역 여관의) 미소 아가씨로
선발된 것이 그녀의 유일한 성공일 정도로 그녀는 참 불쌍하다. 삶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많지만 그녀는 결국 또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말았다. 복권을 추첨할 때
광분한 인파에 깔려 그녀는 죽을 뻔했다. 인생에 큰 욕심 없는 그녀였건만, 결국
그녀는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을 맛보고 말았다.(另一個女性修红，则是这個
时代的特有历史造成的一個怪胎。她生活在套子中，一切都循规蹈矩，當上微笑
小姐是她唯一的成功，很可憐。她对生活的要求只有那麻多，但最後还是受到生
活的打击，在摸彩时差點给疯狂的人流踩死。这個对生活没有太大要求的人，最
後却受到生活最大的打击。)14)

쑤퉁이 슈훙을 이 시대의 특수한 역사가 만들어낸 ‘怪胎’ 즉 변종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쑤퉁은 평범하고 큰 욕심 없이 살던 슈훙이 복권이라
는 상업화된 자본주의의 미끼를 물고 물질주의적 욕망의 굴레 속으로 점점 함몰되
는 것을 통해, 슈훙 같은 인물을 물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변종 인간
으로 정의 내린다. 그러나 이는 비단 슈훙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품 현장
에 동참한 모든 군중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경품을 먼저 타기위해 타인을 밀치고
또 저만 살기위해 타인을 짓밟고 혼자 탈출하는 모습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공동

14) 위의 책,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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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의식, 최소한의 인간성이나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생
존만이 우선시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추악한 생존본성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밀레니엄을 앞둔 경품 현장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천국의 외양을 가장한 자본주의
사회의 지옥현장이자, 그 속에서 자신의 이득과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
는 인간 군상은 당시 특수한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변종 인간들이다. 그러나 슈
훙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조장하고 부추긴 욕망의 직격탄을 맞은 희생자
이기도 하다. 쑤퉁은 자본주의적 욕망으로 가득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강자만일 뿐, 그 속에서 무수하게 도태되고 희생되는 약자의 모습을 슈훙의 예측치
못한 말로와 그 비극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슈훙은 당시 특수한 사회
와 시대가 만들어낸 변종이자 동시에 희생자인 것이다.
슈훙이 정신이상이라는 비극적 말로를 보여준다면 량젠은 자살로 자신의 삶에 종
지부를 찍는 불쌍한 영혼이다. 렁옌의 전 남편이기도 한 그는 잘생긴 외모와 재력
으로 도시의 화려한 삶과 쾌락을 만끽한 풍류남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사업 실패와
유흥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무려 37만 위안이라는 빚을 지면서 졸지에 빚의 노예로
전락한다. 사채 빚에 허우적대는 량젠은 독촉을 하러 온 커위안에게 ｢어때, 37만
위안이면 내 목숨을 사고도 충분하겠지(怎麻样，37万，够买我一条命)｣라며, 차라
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사정한다. 자신의 목숨 값을 37만 위안과 等價시키며 죽음
으로 빚을 갚겠다는 량젠의 이 말 속에서, 인간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교환과 계약
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상품화된 소비 자본주의의 냉엄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시
계탑에서 추락하여 죽는 순간 ‘빚을 다 갚았다(清帐)’라고 외치는 량젠의 처절한 절
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상실되고 결국 자본 앞에 소중한 생명마저 희생
되는 한 인간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게 된다. 량젠의 삶과 죽음은 자본주의의 냉혹
한 양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상업화된 자본주의적 도시공간 속에서 부와
명성,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자는 주인이 되고 당당한 주체로서 대접을 받는다. 그
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낙오자, 패배자가 되고, 심지어는 주체를 상실하고 物化
된 객체의 신세로까지 전락된다. 량젠 역시 돈과 돈의 힘이 받쳐줄 땐 도시의 달콤
한 향락과 쾌락을 누리며, 어디에서나 대접을 받는 주인이고 삶의 주체적 존재였
다. 그러나 돈과 권세가 고갈되자 용도 폐기처분되는 소모품처럼 가차 없이 내쳐졌
고, 채무에 대한 교환 대가로 자신의 목숨마저도 지불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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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뱀, 욕망 및 인성의 變異
《蛇为甚麻会飞》에는 실제 뱀이 등장한다. 뱀은 소설에서 비사실적인 요소로 현

실과 꿈, 환영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된 모습으로 소설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쑤퉁
은 ‘소설에서 뱀은 점차 변해서 하나의 중요한 부호가 된다.(蛇在小说逐渐演变，变
成一種重要的符號)’15)라고 말한다. 이 말은 뱀이 다양한 은유와 상징, 암시를 담
는 중요한 이미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글에서 쑤퉁은 ‘왜 뱀의
형상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순 없다. 아마도 뱀의 형상이
의미심장하고, 문학 언어 속에 사용된 의미가 비교적 독특하기 때문이다.(至于为甚
麻要用蛇的形象，我自己也说不清。可能我觉得‘蛇’比较意味深长，‘蛇’在文学语言
中意味是比较奇特的)’16)라고 말한다. 이 말은 뱀이라는 상징적 대상에 담겨 있는
문화적 코드(문학적 코드를 포함)에 대한 언급으로, 쑤퉁은 그동안 문학 외에 여러
예술 장르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코드를 구축해 온 뱀의 이미지를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뱀의 이미지를 활용해 작품에서 욕망으로 일그
러진 인물들 및 사회모습을 형상화하고, 욕망과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우리는 먼저 뱀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뱀에 부여된 사회문화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작품 속 인
물군상 및 사회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개인적 욕망 및 사회적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어 가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화, 전설, 민담, 종교,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뱀은 다양한 문화코드를 갖는 매력적이고 신비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중
에서 동⋅서양 문화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뱀의 문화코드로는 不死, 再生, 永生
이 있다. 이는 뱀이 다른 동물과 달리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
하기 때문에, 뱀은 갱신과 재생의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었다. 기독교 문화권과 비
기독교 문화권을 가르는 핵심도 바로 이 뱀의 재생과 영생이라는 코드에서 결정되
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불사의 에덴동산에
서 쫓겨나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여, 뱀을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존재로 바
15) 위의 책, 143쪽.
16) 苏童、王宏图 《苏童、王宏图对话錄》(苏州, 苏州大学出版社，2003), 178쪽.

132 《中國文學硏究》⋅제65집

라본다. 그러나 바빌론의 옛 도상에는 인간에게 불사의 음식을 부여하는 뱀의 여신
이 등장하는 것처럼, 원시신앙에 등장하는 뱀은 기독교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뱀을
재생과 영생의 존재로 바라본다.
여러 나라의 신화 속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뱀의 형상 중 하나가 바로 입으
로 꼬리를 물어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는 뱀이다. 그리스어로 ‘꼬리를 삼키는 자’를
뜻하는 ‘우로보로스(Ourobuoros)’는 우주의 무한성과 순환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뱀의 머리가 꼬리를 물게 되면서 선은 하나의 원을 형성하고 이 둥근 원형 속에서
시작과 끝의 구분이 사라지며, 우주의 영원성이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다. 이것을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의 원을 형상화하는 뱀은 생명의 輪
回를 상징하며, 이 속에는 탄생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 하는 재생의 의미가 포함
된다. 또 뱀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이는 뱀이 생물학적으로
난태생 동물로서 다른 동물과 비교해 많은 알과 새끼를 탄생시키는 다산성에서 기
인한다. 뱀을 도상이나 각종 무늬로 사용한데에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적인 이미지
가 투사된 것이다. 이처럼 뱀의 문화코드 중 불사, 재생, 영생, 풍요, 번영의 이미
지는 뱀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된 뱀의 이미지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뱀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
적 이미지의 형성과 투사는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 크다. 기독교에선 뱀을 이브로
하여금 에덴동산 속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한 유혹과 타락, 죽음의 화신인
사탄으로 배척했다. 불교에서도 또한 뱀을 애욕과 유혹의 화신으로서 악업의 대상
으로 인식한다.17)

17) 위 본문 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인식한다’ 까지 뱀에 담긴 사회⋅문화적 코드에 대한
상세한 고찰 부분은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 뱀》 중 <아시아의 상상력에 똬리
를 튼 뱀>, <총론: 한중일 신화⋅전설 속의 뱀>, <총론: 한중일의 뱀과 종교적 예식>
중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참고, 이어령 책임편집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
뱀》(서울, 열림원, 2011). 이외 참고할만한 텍스트로는 손진희 《뱀의 상징적 의미와 꿈
에 나타난 뱀의 의미》(협성대학교 학위논문, 2010)이 있다. 이 논문은 고대의 여러 문
헌들과 신화, 성서에서 뱀이 어떻게 등장하고 해석되어지는지를 고찰하며, 또 꿈속에
등장하는 뱀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박남용⋅이혁의 논문에도 동⋅
서양이 바라보는 뱀의 이미지 차이를 통해 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박남용⋅이혁
<쑤퉁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蛇为甚麻会飞)｣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9호, 2010.

飛上을 향한 도시 빈민층의 분투 13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코
드가 내재되어 있으며, 시대에 따라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차 반
복, 혼합되면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갖는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과연
쑤퉁이 그려내는 뱀의 모습은 어떤 사회문화적인 코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뱀에 담긴 문화적 코드와 의미에 주목하면서, 작품 속 인
물 군상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뱀과 관련한 다양한 상징과 은유적 의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뱀의 첫 등장은 공교롭게도 금발머리가 이 도시에 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뱀들이 어디서, 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뱀의 출처에 대해서는 작
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금발머리가 기차에서 내려 역 광장에 들어
서는 것과 동시에, 뱀 떼 또한 화물칸에서 빠져 나와 도시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며
도시를 일대 공포와 혼란 속으로 빠트린다. 여기서 뱀 떼의 출몰은 금발머리와 같
이 도시로 흘러들어오는 외지인들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중국사회는 급속한 현대화, 도시화 열풍이 불던 시기로 성공과 부를 열망하며
무작정 도시로 이동해오는 외지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도시에 편입하고 도시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도시인들의 냉대, 배척과 소외를 감내해야만 했으며
결국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금발머리의 경우가 바로 이를 말해준다. 뱀 떼 또한
도시로 몰려들었다가 사람들에 의해 밟히고, 찢기고, 살상을 당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음지로 탈주한다. 이런 뱀 떼의 출몰과 처지가 금발머리와 기묘하게 중첩되
며,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도륙당하고 축출되는 뱀은 화려한 허상과 꿈을 좇아
도시로 찾아 왔지만 도시로부터 배척받고 소외되며 영영 도시에 편입되지 못하는
외지인의 처지와 운명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량젠의 팔뚝에는 마치 분신처럼 따라다니는 뱀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는 점쟁이
로부터 뱀한테 물리지 않도록 뱀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는 그의 운명이
뱀과 불가역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 장치이다. 그는 화려한
여성편력으로 끊임없는 외도를 일삼고 술, 도박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주린
욕망을 채우는 불쌍한 영혼이다. 향락과 쾌락의 욕망을 좇는 과정에서 그는 가산을
탕진하고 무일푼 신세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그는 성에 집착하고 탐닉한다. 특히
뭇 여성과 성적 방종을 일삼는 날이면 그는 뱀이 자신의 목을 감싸고 물려는 악몽
에 시달린다. 악몽 속에서 그가 접하는 뱀의 형상은 자신의 목을 칭칭 동여매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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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모습이다. 이것은 뱀이 육체적 쾌락과 향락에 탐닉하게 만드는 성적 유혹과
타락의 상징임을 의미한다. 뱀한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점쟁이의 예언 또한
결국 성적 욕망의 유혹과 파멸을 경계하라는 일종의 계시와도 같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성적 방종과 쾌락을 일삼는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다리를 감싼 채 죽어있는 뱀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량젠의
비극적 최후를 암시하며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뱀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는 뱀과의 질긴 숙명을 드러낸다. 이처럼 량젠에게 뱀은 그를 유혹과 파멸로 이끌
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징적 기표가 된다.
량젠과 마찬가지로 뱀 문신을 갖고 있는 커위안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는 돈에 무섭게 집착하고,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
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 한 동네 친구였던 량젠마저 자살로 몰아넣고 펑다린마저
망치로 쳐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커위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자 인간쓰
레기, 사회악이다. 특히 커위안과 더췬이 채무자들을 만나러가서 그들을 겁주고 위
협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요리가 있는데, 바로 뱀 요리이다. 쑤퉁은 산 채로 뱀
요리를 먹는 커위안의 혐오스럽고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야만성과 잔인성을
부각시킨다. 이는 그가 공포와 혐오, 두려움의 대상으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고립
되고 배척받는 부정적 존재임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잔인무도하고 냉혹한 커위안의
존재가 타인을 고통과 파멸,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괴와 죽음의 대명사가
됨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렁옌은 성공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로, 기꺼이 몸을 바쳐서
라도 남자를 유혹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집념이 강한 인물이다.
이런 그녀에게서 영악하고 간사하며 유혹과 타락의 뱀의 부정적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그녀의 새 직장이 뱀 식당이란 사실과 그곳에서 그녀가 ‘살모사 아가
씨(鳆蛇小姐)’라는 제2의 이름을 갖는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뱀이 탈피를
통해서 재생과 부활의 이미지를 갖는 것처럼, 살모사 아가씨로 변신하는 모습은 그
녀가 이전의 기차역 여관 아가씨의 舊態를 벗어내고 상업화된 자본주의 사회 속 욕
망의 화신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은유한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새천년을 앞
둔 전야에 뱀을 목에 두르고 뱀과 물아일체가 되어 춤을 추는 장면이다. 이는 마치
‘꽃뱀’의 문화적 코드를 연상시킨다. 팜므파탈 같은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성들을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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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성공과 야망을 향해 질주해 나가는 그녀에게서 비상을 향한 악착같은 의지와
내면의 꿈틀대는 욕망을 보게 된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인물인 슈훙이 정신이상자가 된 결정적 원인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새천년맞이 복권이다. 주목할 것은 새천년 신세기의 시점이 바로 2001
년 뱀의 해 辛巳年이라는 점이다. 많은 수의 알을 낳는 뱀의 생태학적 특성이 다산
과 풍요, 번영의 상징적 이미지와 결부되면서, 신사년 신세기 복권은 바로 財運에
대한 욕망의 상징적 기표가 된다. 얌전하고 조신한 슈훙이 복권을 스무 장이나 구
매하고 당첨된 경품을 얻기 위해 인파를 헤집고 저돌적으로 돌격하는 장면은 물질
적 욕망에 종속된 슈훙의 세속적인 모습을 은유한다. 아울러 마치 블랙코미디를 연
상시키는 복권 열풍과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깔아뭉개는 아수
라장의 장면 이면에는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탐욕과 이기주의로 모는
자본주의의 교묘한 권력과 지배가 은폐되어 있다. 결국 자본주의는 사람들 내면 깊
숙이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조종해서, 사람들을 자본과 물질의 하수인으
로 전락시킨다. 슈훙을 포함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비극적 파국으로 몰고 간 복
권과 경품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상업화된 자본주의의 추악한 욕망을
은유하며, 욕망과 탐욕의 아수라장에서 충격으로 광인이 되는 슈훙의 말로는 물질
추구의 무한 경쟁 속에서 힘없이 밀려난 사회적 약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쑤퉁은 독특한 문화적 코드를 내포하고 있는 뱀의 이미지를
인물군상 개개인의 특수한 처지와 사회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시킴으로서, 작품 속
에서 다양한 은유와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즉 쑤퉁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장치로 뱀을 활용해서 인물들을 형상화해내고 아울러 동시대의 세속화되고 물질화
된 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작품 속 다양한 은유와 상징의 총
체인 뱀의 상징성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까? 우이친(吴义勤)은
｢뱀의 형상은 도시 어디에나 존재하는 욕망을 상징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이상과 솟
구치는 몽상에 대한 상징이다.(蛇这個形象，一方面既是城市當中無所不在的欲望
的象徵，同时也是人们理想和升腾的梦想的象徵。)｣18)라고 말한다. 한국 연구자
도 비슷한 맥락에서 ‘도시 공간 속의 뱀의 이미지는 뱀의 존재이자 이 소설에서 욕
18) 苏童、王宏图 《苏童、王宏图对话錄》(苏州, 苏州大学出版社，2003), 178쪽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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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폭발과 해방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9)라고 평한다. 그렇다
면 정작 작가 쑤퉁은 뱀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내릴까? 쑤퉁 또
한 간단명료하게 ‘소설 속에서 뱀은 욕망을 상징한다’라고 말한다.20) 작가를 비롯하
여 여러 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뱀의 상징성을 ‘욕망’으로 정의내리고 있듯이, 작품
분석에 의거한 결과 필자 또한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도시의 허상에 현혹되어 과도한 욕망의 날개 짓을 펄럭이며 스
스로를 욕망의 굴레 속으로 몰아놓았다. 그리고 종국에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
다. 그들의 몰락과 비극적 운명은 바로 자신들의 욕망이 초래한 예고된 재앙이자
귀결이다. 특히 쑤퉁은 뱀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다른 글에서 ｢(뱀의) 반들거리는
미끄러운 형상은 사회에 달라붙을 수 없는 일종의 냉혹한 인심과 인성의 변이를 상
징한다.(其光滑的形状，象徵着人对社会的無从把握，也可以说是一種冷酷的人
心，一種变異的人性。)｣21)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과도한 욕망이 초래한
뒤틀리고 왜곡된 인성적 결함에 대한 지적으로, 쑤퉁의 칼날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도시 공간 속 자본주의적 욕망이 야기한 병폐이다. 자본주의적 욕망이 야기한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주의, 향락과 쾌락주의, 과도한 욕심이 사람들의 결핍과 결여
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금 끝없는 욕심과 탐욕, 이기주의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윤
리와 도덕, 양심은 실종되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균열되고 해체된다. 결국 작품
속에서 뱀은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도시 빈민층들을 파멸과 타락으로 이끄는
욕망을 상징할 뿐 아니라, 추악한 욕망이 빚어낸 뒤틀리고 왜곡된 인성의 변이를
동시에 상징한다.

19) 박남용⋅이혁 <쑤퉁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형상과 뱀의 이미지 - ｢뱀이 왜 날까(蛇为
甚麻会飞)｣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9호, 113-114쪽.
20) http://cafe.naver.com/mhdn/1147 (진중한 소설, 유쾌한 작가 ─ 중국 소설가 ‘쑤
퉁’ 인터뷰) 참고.
21) 苏童、徐颖 <苏童时代又回来了?>，汪政、何平 编 《苏童研究资料》(天津, 天津人民
出版社, 2007)，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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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며
이상으로 우리는 쑤퉁의 《蛇为甚麻会飞》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
쑤퉁은 처음으로 창작 시선을 동시대의 현실로 돌려 목전의 사회현실을 직시하며,
다양한 인물군상을 통해서 욕망과 삶에 대해 성찰과 비판을 던지고 있다.
쑤퉁은 세기의 전환기에 급속도로 도시화, 자본주의화 되는 도시 공간 속 그늘진
한 켠에서 아등바등되며 악착같은 삶을 살아가는 빈민층의 현실을 직시한다. 도시
에 대한 환상과 꿈을 좇아 도시로 흘러온 외지인과 도시 주변부에 살다 졸지에 신
개발지역의 도시인으로 편입된 사람들, 이들 모두는 도시에서 소외된 계층이자 주
변적 존재인 빈민층이다. 이들은 도시의 주류층에 편입되고 도시인으로 융화되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발버둥 친다. 그러나 도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진입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도시의 환상과 욕망을 좇지만 결국 좌절하고
몰락하는 이들의 비극적 말로를 쑤퉁은 마치 냉담한 듯 그려내지만, 애틋하고 처연
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도시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세속화되
고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중국 사회 속에서, 쑤퉁은 사람들 내면을 파고들며 무한
증식하는 ‘욕망’이란 괴물을 발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충족을 위
해 약한 사람을 짓밟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는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욕망의 먹이
사슬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는 엄연히 존재한다.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갖기 위해 약자의 것을 빼앗고, 약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욕망을 채우고 살아남기 위해 빈민층 약자들 또한 사력을 다해 고군분투한
다. 성공과 부를 향한 욕망 충족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해
도 영악하고 이기적이어야 하며, 심지어 남에게 위해를 가해서라도 내 욕망을 충족
해야 하는 현실이다. 채우고 채워도 끝없이 허기진 욕망의 굴레, 사람들은 세속화
된 도시 공간 속에서 자신들이 물화되고 소외되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를 파멸의 길
로 인도한다. 이처럼 쑤퉁이 그려내는 도시 공간의 현실과 모습은 어둡고 우울하
다. 그 공간에는 욕망으로 인해 좌절하고 몰락하고, 급기야는 욕망으로 인해 왜곡
되고 변이된 인성적 결함을 갖는 변종이 있을 뿐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도시 빈민층의 삶 구석구석을 들춰내고 그들의 상처 입은 내
면과 아픔까지도 천착해내는 쑤퉁의 섬세한 감성과 욕망의 병폐를 꿰뚫는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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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작품 속 도시 빈민층의 사실적인 모습들은 가난하
고 소외된 하층민들에 대한 작가의 연민이자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특히
세속적 욕망 안에 매몰되어 있고 이로 인해 뒤틀리고 왜곡된 인성의 결함과 인간성
의 상실을 보이는 인물군상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이기도 하다. 욕망이란
괴물은 똬리를 튼 뱀처럼 우리 내면에서 끝없는 욕망과 탐욕을 부추긴다. 제어되지
못한 욕망은 타인은 물론 스스로를 자멸케 할 뿐이다. 쑤퉁은 우리에게 끝없는 욕
망과 탐욕에 대한 제어와 경고를 하고 있다. 스스로의 욕망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
하면 우리는 결국 욕망의 포로이자 노예가 될 것이고, 추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점철된 이 도시는 결국 수많은 욕망의 변종들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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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最近曾经一向擅长写历史题材并被誉为是“新历史小说干将”的苏童,

到了

2000年代将目光转向了现实，直面惨淡人生，创作了一種真正的现实主义作
品。在2002年发表的《蛇为甚麻会飞》这部现实题材的新长篇作品中，苏童塑造
了一群被社会抛弃的下层城市贫民的形象。本文以苏童的《蛇为甚麻会飞》作为
研究对象，通过作品中的一群人物的欲望以及挫折，具體考察了该作品中所描
写的當时中国底层人艰辛的生存環境和内心受到的伤害。
这部小说的主要背景是火车站，以火车站为中心出现了一群人物。其中代
表人物有金发女孩、冷燕、修红、克渊和梁坚等等。苏童谈到，金发女孩、冷
燕、修红三位女性都是被社会抛弃的人，却又都在拼命地非常艰难地贴近时
代，她们在生活鞭子的催打下，东奔西窜，却没有任何目标。金发女孩是個陶
醉于城市的幻想，为了梦想的实现和成功而迁移来的外地人。冷燕是火车站广
场旅馆的服务小姐，她很贪心，为了获得可怜的生活待遇的提高和找到新工作
不惜出卖肉體，并把这看成是某種成功。修红也是火车站广场旅馆的小姐，跟
冷燕相比，她非常单纯、朴素。不过，她迷上了彩票，在摸彩时差點被疯狂的
人流踩死，结果失去了理性而变成了一個狂人。克渊是一個边缘人物，是我们
通常所说的人渣，他是高利贷讨债公司的打手。梁坚风流倜傥，吃喝嫖赌样样
都来，最後却被债务逼得跳了世纪大钟。小说如此尽力地凸现了一群人物的欲
望和渴求。除此之外，还值得我们关注的是作品裏出现的“蛇”这個形象。苏童用
“蛇”这個形象来象徵城市當中無所不在的欲望，象徵底层人要向上跳跃、飞越
的欲望，同时还象徵人性的扭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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