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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狂人日記>는 191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루쉰의 대표적 단편소설이다. 당시 

중국은 ‘仁義’와 ‘道德’을 내세운 봉건적 위계질서를 수천 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다. 

루쉰은 이러한 봉건주의적 사회 질서의 문제점을 소설의 소재로 삼았다. 그는 <광

인일기>를 통해 ‘인의도덕’의 지배담론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제시하

면서 인본주의를 세우기 위한 실마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광인일기>를 집필했던 시기에 루쉰이 특정 정치 노선과 사상적 이념에 심취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루쉰은 1920년대 중기 이후부

터 소련이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관한 문예론의 탐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진다.1) 루쉰의 사상은 전반기에는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1927

  * 공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공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1) 루쉰의 사상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학자

들에 의해 당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마르크스⋅레닌 및 서구의 여러 사상의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程玖는 ‘루쉰은 20세기 20년대 중기 이후에 서방과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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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부터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

다.2)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루쉰이 <광인일기>에 변증법적 방법론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918년 《新靑年》에 <광인일기>를 발표한 이후부터 루쉰은 각종 문예비평과 사

회비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일본 유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루쉰이 접하

였던 서구의 사상이나 경험을 작품세계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광인

일기>의 경우 니콜라이 고골의 소설인 <광인일기>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프세볼로트 가르신3)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컨

대, 루쉰은 <광인일기>에 서구 사상의 논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설의 모티브로 적극적으로 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인일기>의 구조는 크게 서문과 본문으로 나뉘어 있다. 서문은 주인공 ‘광인’이 

정상인으로 돌아온 이후에 광인 형의 지인이 쓴 글이다. 여기에서 광인의 일기를 

입수하게 된 배경, 광인의 병상(病狀), 이로 인해 일기에 사용한 말이나 내용이 비

논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기 중에서 일부는 의학자들의 연구 자료로 제

공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광인이 비정상적 상태에서 일기를 서술하였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4) 본문은 주인공이 망상증을 앓고 있던 때에 쓴 일기 형식의 글로서 광

서 전해져오는 신흥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열람시스템과 대량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문예론 탐구에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루나차르스키

와 게오르기 플레하노프의 《문예론》에 대한 것이다.(20世纪20年代中期以后，他开始

将注视的目光从西方和日本逐渐转向新兴的社会主义国家苏联，系统阅读和钻研大量

的马列主义文艺论著，尤其是卢那察尔斯基和普列汉诺夫的《文艺论》。)’라고 하였다. 

[程玖 <马克思主义对鲁迅精神世界的烛照> 《合肥教育学院学报》  2002年, 第1期, 19

卷 1期, 45쪽.]

 2) 박길장, <鲁迅의 前期思想考察>: ｢처음 사회활동과 문학 활동에 종사한 때로부터 

1927년 이전까지 루쉰의 초기 사회사상과 문예 사상에는 중국 민중들의 혁명사상적 정

서가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1927년 이전 루쉰의 사상 발전 단계의 전반기에는 그의 

세계관은 아직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927년 이후부터 루쉰의 사

상에는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생겨나게 되었다.｣(朝鮮大, 《人文科學硏究》 제19

집, 1997), 241쪽.

 3) 프세볼로트 미하일로비치 가르신(러시아어: Всеволод Михайлович Гаршин, 1855년- 

1888년)은 러시아의 작가이다. 전쟁의 체험을 그린 단편 소설 <4일간>을 발표함으로써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작품은 주로 사회악에 대한 반항과 절망적인 번민을 

그리고 있다. 그 밖에도 <병사 이바노프의 추억>과 <겁쟁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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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자신과 사회를 소재로 한 기록이다. 봉건사회와 봉건가족제도의 문제점을 광

인의 시각으로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루쉰은 <광인일기>를 서문과 본

문으로 나누어 소설의 현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광인일기>의 서문에는 광인이 쓴 일기장이 ‘조리 없고 황당한 말이 많다’라고 기

술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설 서문의 평가와는 달리 광인의 일기가 논리적 

맥락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正反合 이론에 기초한 헤겔의 변증법5)을 활용하고자 한다.6) 헤

겔은 고대 변증이론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정리하여 변증법을 체계화하였을 뿐만 아

니라, 모든 변화와 발전은 개인이 추구하는 바의 실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7) 변

증법적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도구로서도 유

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8) 루쉰의 소설은 여러 가지 경향을 포함하고 있으나, 

 4) 魯迅 <狂人日記>: ｢语颇错杂無倫次, 有多荒唐之言｣(《鲁迅全集》  第1卷, 同心出版

社，2014), 157쪽.

 5) H. Gadamer, 한정석 역 《헤겔의 변증법 -여섯 편의 해석학 연구》: ｢제논에서 시작하

여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변증법

에 대한 여러 이론을 내놓았다. 다만 그들은 변증법을 논리학의 일부인 토론이나 대화

술에 의미를 두고 학문의 방법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헤겔 변증법의 원형은 고대변증

법과 플라톤의 긍정적이고 사변적인 변증법에서 찾을 수 있다. 단순히 모순에 도달하는 

것이 변증법이 아니고 존재와 비존재, 차별과 무차별의 상태로 모순되거나 대립하고 있

는 상태에 대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통일적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 변증법이

다.｣(서울, 경문사, 1993), 10-57쪽. 

 6) 吴翔宇는 <野草：鲁迅否定辩证法的阐释与运作>(《浙江师范大学学报》 2014年, 第2期 

第39卷)에서 루쉰의 부정변증법에 대한 설명과 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론은 변증이론을 채택하였으나, 유물론적 변증법의 ‘부정의 부정’ 법칙으로 분

석하였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은 크게 양질의 변화, 대립물 통합, 부정의 부정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본고를 유물론적 변증법에 적용한다면 ‘대립물 통합’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7) H. Gadamer, 한정석 역 《헤겔의 변증법 -여섯 편의 해석학 연구》: ｢헤겔은 ‘자기’라는 

개념은 자기를 이해하는 자아에도 속하며, 인생이나 유기체의 존재에도 속한다고 주장

하였다. 변화와 발전은 자연과 인간 사회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세계정신으로서 개개

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식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기의식의 실현은 

타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타자)는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으로 자신을 실현함으

로써 발전하여 나간다는 것이다.｣(서울, 경문사, 1993), 101-134쪽. 

 8) 이선영은 문학연구에 있어 폐쇄성, 이데올로기 편향성, 형식주의와 구조주의적 방법, 

속류 마르크스주의적 방법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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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것으로는 하나의 대립, 이질적인 것으로는 혼재가 나타나며 그것이 소설

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 요소이다.9) <광인일기>에서도 다양한 개체들이 대

립과 모순이 혼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림1> <광인일기>의 텍스트 전개 구조 (Ⅰ)과 같이 장(章)을 구분하

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 인일기>의 텍스트 개 구조 (Ⅰ)

<광인일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서 두 개의 개체가 정반합의 과정을 이어가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10)와 광인(Ⅱ장)’, ‘발전된 

광인의 눈에 보인 사회와 발전된 광인의 의식(Ⅲ장)’, ‘완성된 광인의 의식과 사회 

관념(Ⅳ장)’의 순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광인일기>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은 소설의 논리적 맥락과 체계를 이해하는데 용

이하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루쉰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방법으로서 변증법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증법적 연구방법은 문학

을 역사 즉, 정치사, 사회사, 생산양식사의 세 지평에 두고 읽는 데 유효하다는 이유에

서이다. (이선영, 《현대 소설연구 <문학의 새 지평 -변증법적 소설 연구방법론->》, 16

권, 2002, 9-10쪽 정리)

 9) 竹內好 저, 서광덕 역 《루쉰》(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110쪽.

10) 소설의 (1장)에 등장하는 ‘내’가 ‘나(正)’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개체인 달빛을 인식하기 

이전의 주인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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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와 ‘ 인’

<광인일기>는 ‘나’와 ‘광인’의 비교와 대립에서 시작한다. 주인공인 ‘나(正)’는 달빛

을 통해서 ‘광인(反)’으로 변한다. 광인으로 바뀐 주인공인 ‘나’는 이전의 세계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나’에게 들어온 ‘광인’의 세계

는 정체성의 대립(비교 또는 모순)과 혼란으로 이어진다. 정체성이 대립하면서 테

제(these)였던 ‘나’는 새롭게 나타난 안티테제(Antithese)인 ‘광인’과 갈등한다.11) 

주인공인 ‘나’의 의식과 ‘광인’의 의식이 갈등하며 ‘나’는 ‘새로운 의식을 가진 존재’로 

전도(顚倒)되어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정반합의 논리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이론으로도 ‘나’로부터 ‘광인’으로 전도된 이유를 변

증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캉에 의하면 정신병은 고정점(point de caption)12)

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고정점의 부재는 현실에 대한 모순적이거나 혼돈스러운 

상황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인일기>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기표(현실)와 

기의(현실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에 대한 구조적 대립 관계의 예를 살펴보겠다. 

(1장)

오늘 밤은 참 달이 밝다.

달을 보지 못한 지 벌써 30여 년이나 되었다. 오늘 보니 기분이 유난히 상쾌하

다. 지나온 30여 년 동안을 완전히 혼미(昏迷) 속에서 지내왔음을 이제 겨우 알

11) 정반합(정립=these, 반정립=Antithese、합=Synthese)은 헤겔의 논리학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正(these)은 반대되는 反(Antithese)과 갈등을 

거쳐 正과 反이 모두 배제되고 合(Synthese)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거친다. 正은 모순

적 상태를 말하고 이 正을 부정하여 모순을 극복한 상태가 反이 된다. 反이 모순을 극

복하였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모순된 면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反의 상태에서 取捨

의 과정을 거친 새로운 안정된 상태를 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合 또한 일정한 모

순적 한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새로운 正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 

12) 홍준기 <라캉의 정신병 이론과 그 사회 철학적, 윤리적 의미>: ｢라캉에 의하면 고정점

은 기표(예컨대 문자나 음성)와 기의(기표의 의미)를 결합시키는 지점, 즉 주체의 정박

점을 의미하며 정신병은 이러한 고정점의 부재(예컨대 문자나 음성으로 ‘바다’라고 표현

하면서 그 의미를 ‘하늘’로 인식하는 것으로 기표와 기의가 불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로 인하여 발병한다고 한다.｣(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사회와 철학》  제20호, 

2010.10),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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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저 자오 

씨(趙哥)네 집 개가 왜 날 흘긋흘긋 쳐다보는 것일까? 

내가 무서워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13)

(2장)

오늘은 전혀 달빛이 없으니 좋지 못한 징조라는 것을 난 안다. 아침에 조심조심 

외출했었는데 자오궤이(趙貴) 영감의 눈초리가 이상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

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중략)…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

람들마다 모두가 그랬다. 그중 제일 포악하게 생긴 사내가 입을 쩍 벌리고 나를 

보고 히죽히죽 웃는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중략)… 
그들이 꾸미는 일이 이미 적당하게 준비가 완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

략)… 이건 정말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어리둥절하게 하며,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다. 

알겠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친 탓일 것이다.

(1장)에서는 ‘매월 존재하는 달’이 기표이며, ‘달을 보지 못한 지 30여 년이나 되

었다’는 언급이 기의의 기능을 한다. 불변의 보편적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이 불일

치한다. (2장)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이 기표이며,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

고 해치려하는 것 같다’는 상황인식이 기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

의 일상적인 행동을 과장되게 해석하여 불일치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광인이 되어 간다. ‘나’라는 주체는 갈등의 대상인 ‘광

인’을 만들었으며, ‘광인’은 새로운 주체로 발전할 준비를 한다.14) ‘광인’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고정점이 

되는 것이다. 

‘나’에서 ‘광인’으로 변화하는 원인은 개인(주체)과 사회(타자), 양자가 대립하는 

변증법적 관계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15), 정신병은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사회

13) 본고는 (鲁迅, 김시준 역 《루쉰 소설 전집 1》 서울, 중앙일보사, 1989)의 번역본을 기

본적으로 사용 하였으며 고유명사나 인명은 발음대로 표기하였고, 원문은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생략하였다.

14) <그림 1> 광인일기의 텍스트 전개 구조 (Ⅰ) 참조
15) 홍준기 <라캉의 정신병 이론과 그 사회 철학적, 윤리적 의미>: ｢라캉은 정신병의 초기

에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주체와 타자, 혹은 주체와 사회적 총체와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정신병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정신병은 주체의 인성 발달과 역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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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에서 겪는 반목과 대립에서 유발한다. 광인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

다 모두가 그랬다. 그중 제일 포악하게 생긴 사내가 입을 쩍 벌리고 나를 보고 히

죽히죽 웃는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고 기록하였다. 이처

럼 ‘나’를 바라보는 ‘사회’와의 대립과 반목이 축적되고 반복되어 ‘나’는 ‘광인’으로 변

해 간다. 

지금까지 ‘나’에서 ‘광인’으로 변한 요인을 고정점(point de caption)의 부재와 

‘나’와 ‘사회’가 대립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설명하였다. <광인일기> (1장)과 (2장)에

서는 변증법적 관계를 ‘나’의 내면(주체)적 갈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의 내면

(주체)적 갈등의 원인은 달16)이 제공하고 있다. 달은 예로부터 지역에 따라 다양

한 상징과 의미를 지닌다. 달의 변화와 靈氣는 ‘광인((lunati)’이라는 어원을 만들

었으며, 흔히 광적인 이미지로 수용되는 속성이 있다. (1장)에서 ‘나’는 달빛으로 

인해 오늘 정신이 유난히 상쾌하다고 한다. (2장)에서는 달빛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달빛의 유무에 따라서 나타나는 ‘밝음’과 ‘어둠’은 ‘나’

의 심리적 변화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내적 세계의 변화 과정을 달빛이 

지닌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광인일기>에서 ‘밝음’과 ‘어둠’에 대한 각각의 함의는 다르다. ‘밝음’은 아직 봉건 

사회의 모순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봉건제도의 폐해에 대해 

회적 환경과 그것에 대한 주체의 반작용 등 총체적인 주체적, 심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또한 라캉은 정신병을 유발시키는 인성이라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 정신병을 개인사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 속에 위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사회와 

철학》 제20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2010.10), 314쪽. / 자크 라캉(1901년 4

월 9일 - 1981년 9월 9일)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언어

학과 구조주의 그리고 프로이트 심리학을 토대로 하여 인간 삶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욕망의 문제를 주된 이론적 관심으로 삼았다. 그의 연구는 인간이 욕망의 주체임을 보

여줌으로써 오늘날 새로운 인간 철학과 담론 이론의 기초가 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6) 최병순 <달의 상징적 이미지를 이용한 조형 표현 연구>: ｢신화에서 변화와 변덕의 속성

으로 등장하는 달은, 그 자신의 변덕스러움에 순응시키기 위해 판도라에게 연인들의 결

혼식이나 탄생에 군림하도록 조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변덕스럽게 조작하기도 

하며, 터무니없는 욕망으로 인간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며 이룰 수 없는 요구

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미치게 하기도 한다. 달은 풍요와 미의 여성적 상징성과 

두려움과 숭배의 남성적 상징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성과 소멸, 재생의 종교적 

상징성으로 나타난다.｣(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0),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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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으나, 각성하려고 시도하는 시

점이다. 이에 반해, ‘어둠’은 광인의 눈에 비추어진 희망 없는 암담한 세상을 암시한

다. ‘어둠’은 광인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각성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

다. 광인은 달빛이 부재하는 ‘어둠’을 보고나서 세상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시

각을 확보하였다. 달빛은 ‘나’와 ‘광인’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인식

할 수 있는 계기이자 변화를 모색하고 시도하려는 동력이다. 따라서 ‘나’로부터 분

리된 ‘광인’의 시각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비판의 수단이며, 시비를 가리려는 새

로운 기준이 된다.

달빛의 ‘밝음’과 ‘어둠’의 대립은 <광인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달빛에서 ‘밝음’과 ‘어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광인’으로 변한다. <광인일

기>는 광인의 의식의 흐름이나 텍스트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가 대립한다. 

‘밝음’은 ‘나’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직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단계에 해당한다. ‘어둠’은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광인’을 의미한다. ‘나’는 철저하게 仁義禮敎를 바탕으로 한 봉건사상과 

그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테제’에 해당한

다. ‘광인’은 봉건사상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인 ‘테제’와는 대립 관

계를 형성하는 안티테제(Antithese)가 된다. 안티테제인 ‘광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주체가 될 진테제로서 ‘발전된 광인’이 된다. 즉, ‘나’와 ‘광인’, ‘밝음’과 

‘어둠’의 차별성과 이중성의 기저에는 변증법적 구조가 형성된다. 

<광인일기> (2장)과 (3장)에서는 ‘나’와 ‘광인’이 인의도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의 ‘묵은 출납 장부를 밟은 일’과 (3장)의 ‘칼을 씌우

는 형벌을 받은 자, 말단 관리에 아내를 빼앗긴 자, 양친이 채권자에게 몰려 죽은 

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2장)에는 광인이 자오궤이 영감과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무슨 원한이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광인은 20년 전에 구쥬(古久) 선생의 오래된 출납

부를 발로 밟은 일을 떠올린다. 광인은 과거 ‘나’라는 인물이 지극히 사소한 실수에

도 도덕적으로 집착하였던 것을 회상한다. 이전의 ‘나’는 자신의 내면에 고착화된 

윤리성을 거부하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반면에, (3장)의 ‘그들 중에는 현감에 의해 칼을 뒤집어씌우는 형벌을 받은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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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말단 관리에게 아내를 빼앗긴 자도 있으며, 아비 어미가 채권자의 빚 독촉에 

몰려 죽은 자도 있다.’는 대목에서 광인은 극도로 냉정하다. 이 대목에서 광인은 ‘그

들의 안색이 두려워하거나 흉악해 보이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이 멸

시당하고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과 광인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느낌이 크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의 ‘오래된 묵은 출납 장부를 슬쩍 밟은 사건’과 (3장)의 ‘형벌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나’와 ‘광인’이 사건을 통해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가 명확히 비교된다. 

(2장)과 (3장)의 ‘나’에서 ‘광인’으로의 변화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리에 대한 통념이 깨어지고, 그 경계선17)을 중심으로 광

인에게 인식론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기존의 봉건사회 

질서와 대립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나’는 ‘광인’이 되면서 광인의 내면에는 통찰력, 

비판적 사고, 이성적 시각이 채워졌다. 

앞에서 <광인일기>의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나’에서 ‘광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정반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달빛의 ‘밝음’과 ‘어둠’의 함의는 대

립을 통해서 광인의 사물에 대한 인식, 특히 인의도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 즉, ‘나’와 ‘광인’은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진 모순 관계에서 사물을 새롭게 의식

하는 광인으로 발전하였다.

17) 성인경 《프랜시스 쉐퍼 읽기》: ｢쉐퍼(1912-1984)는 ‘20세기의 인간과는 전제

(presupposition)에 의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진리관의 변화 때

문이라고 한다. 곧 진리관의 변화에 대한 통념이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진리

관에 변화가 오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동일한 전제하에서 살았다. 그러나 변화 이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으며 그 진리관의 변화에 이르게 된다. 진리관이 전환되는 경

계선은 결국 인식론적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129-130쪽. / 쉐퍼의 ‘경계선’은 비록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찰한 이론을 설명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식론의 전환점을 설명할 때 활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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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 된 인

<광인일기> 서문에 묘사되어 있듯이 광인은 이른바 망상증,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인물이다. 정신병은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집단에 대한 불충분한 순응주의’, ‘기존에 

확립된 사회질서와 충돌’로 인하여 발병한다.18) ‘나’는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이미 

실재하는 사회와의 모순 관계로 인하여 ‘광인’이 되었다. ‘나’로부터 ‘광인’으로 변화

된 이후, ‘광인’은 이전의 ‘광인’과는 구별되는 ‘발전된 광인’이다.19) 망상 속에서 ‘발

전된 광인의 눈에 비친 사회’와 ‘발전된 광인이 가진 의식’의 대립은 <광인일기> 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다. ‘발전된 광인의 눈에 보인 사회(正)’와 대립적 위치에 있

던 ‘발전된 광인의 의식(反)’이 ‘완성된 광인의 의식(合)’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발전된 광인’(이하 ‘광인’)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자오궤이 영감의 눈초리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며 해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의 말 속에 온통 칼이 들어 있으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

듯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뭔가를 모사(謀事)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광인은 확인되지 않은 판단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과 일상생

활 속에서 분리되어 간다. 광인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사회는 함께 할 수 없는 비정

상적인 모순 덩어리에 불과하다. 광인의 시각에서 세상 사람들은 광인을 적대감과 

불신으로 대하는 관찰의 대상일 뿐이다. 

18) 홍준기 <라캉의 정신병 이론과 그 사회 철학적, 윤리적 의미>: ｢라캉은 망상증을 결정

하는 갈등들, 정신병의 지향적인 증상들, 충동적 반응들은 이해관계와 불일치에서 기인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와 불일치한다는 것은 ‘집단’에 대한 ‘불충분한 

순응주의’를 의미하며, 달리 말하면 확립된 사회질서와의 충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와 철학》 제20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2010.10), 316쪽.

19) <광인일기>에서 ‘나’는 ‘광인’으로 변화된 후 소설 속에서는 ‘광인’으로 획일적으로 명명

(命名)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광인’의 모

습을 좀 더 세 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광인’, ‘발전된 광인’, ‘완성된 광인’으로 구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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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내 어찌 이 늙은이가 망나니 노릇을 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진맥한다는 

명목을 빌려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를 헤아려 주고는 그 노고로 살코기 한 점을 나

누어 받아먹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비록 사람을 먹지는 않지만 

간담은 그들보다 세다. 두 주먹을 불끈 내 고는 그가 어떻게 손을 쓰는가를 보았

다. 

위의 인용문에서 광인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늙은이)마저도 식인을 부추기는 

사람으로 짐작하며 철저히 불신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불신은 사회를 두려움의 대

상에서 비판의 대상,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광

인이 사회로부터 받은 부정적 시선은 역으로 광인에게 사회에 대한 저항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결국 광인의 시선이 다시 사회로 되돌려지면서 사

회의 모순을 인지하도록 작용한 것이다. 

당시 중국사회의 봉건주의적 지배체제는 봉건 가족제도의 모습으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광인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큰형님의 말을 상기한다. “부모님이 병이 나면 

자식 된 자는 살 한 점을 베어내어 그걸 삶아서 부모에게 권하는 법이다. 그래야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큰형님이 광인에게 알려주었다. 큰형님의 이야기에서 가부장

적 봉건 가족제도가 가지고 있던 병폐의 일단을 알 수 있다. 광인은 큰형님이 이미 

불합리한 봉건가족제도를 수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큰형님의 말에 만류하거

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광인의 어머니도 식인의 병폐에 암묵적으로 동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광인은 어머니가 봉건가족제도의 불합리성을 거부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 이념이나 관성에 순응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봉건주의의 모순이 

식인의 형태로 자신의 주변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비판과 극복의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인은 식인의 병폐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참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

었다. 식인을 반대하는 것은 수 천 년 동안 지속하였던 사상⋅정치⋅역사⋅생산양

식 등 각종 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이며 도전이다. 그러나 이미 관습으로 굳어진 봉

건적 모순을 파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광인은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 어

떤 야만인은 장고의 노력 끝에 각성하여 비로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떤 자는 식인

의 악습을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 사회의 구악과 사람들 개개인의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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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식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 ‘식인’의 악습을 단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재

인식하고 있다.

<광인일기>(12장)에서 광인은 “큰형님이 바로 집안일을 관리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누이동생이 죽었으니, 큰 형님이 밥이나 반찬속에 섞어 우리에게 몰래 먹였음에 틀

림없다.”고 추측한다. 큰형님은 ‘광인’의 음식물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고 있는 주재자

(主宰者)로서 봉건 사회의 거대 권력이나 불합리성을 상징한다. 반찬속에 섞여 있

을 누이동생의 살점은 실체가 없는 봉건의 해악처럼 무의식의 상황에서 인간을 지

배하고 있다. 광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이동생의 고기 몇 점을 먹지 않았을

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의심은 광인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

었으며 봉건사회의 고착화된 부조리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한다. 

지금까지 ‘발전된 광인의 눈에 보인 사회(正)’와 대립적 위치에 있던 ‘발전된 광

인의 의식(反)’이 ‘완성된 광인의 의식(合)’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루

쉰은 광인을 통해서 봉건 사회를 비판하고 그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식’의 형성

과정을 묘사하였다. ‘기존에 확립된 질서’와 ‘기존 질서를 반대하는 광인의 의식’, 오

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대한 봉건사상으로 말미암아 광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와 

전근대적인 유교의 퇴영적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비판적 의식이 대립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저항은 광인에게 내적 변화를 요구하였고, 광인이 자기의

식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다. 광인은 봉건적인 현실과 반봉건적인 

의식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 어머니, 큰형님과 광인 자신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식인

을 둘러싼 의심 속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광인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직접

적이고 고착화된 식인의 병폐는 비판과 반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완성된 광인

의 의식(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 주인공은 ‘나’로부터 출발하여 ‘광

인’, ‘발전된 광인’, ‘완성된 광인’으로의 갈등과 대립의 과정에서 자기의식을 성장시

킨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회변혁을 갈구하는 ‘완성된 광인의 의식’

에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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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완성된 인

‘완성된 광인의 의식(正)’은 당시 지배원리였던 ‘사회 관념(反)’과 대립하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소설 속에서 ‘나’로부터 벗어나서 ‘광인’이 된 주인공은 봉건 

사회, 봉건 가족 제도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완성된 광인의 의식

(正)’이 ‘사회 관념(反)’과의 관계에서 ‘사회 변혁을 갈구(合)’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

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광인이 응시하고 있는 사회는 ‘仁义道德’으로 미화된 채 봉건제도의 야만적 폭력

성이 만연해 있는 곳이다. 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제도나 관념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3장)

역사책을 펼쳐보니 역사책에는 연대는 없고 삐뚤삐뚤 페이지마다 온통 ‘인의도

덕’이라는 몇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잠이 오지 않아 한밤중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비로소 글자들 사이에서 글자를 찾아냈으니, 책 

전체가 온통 ‘식인’이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일단 형성된 사회적 관념은 기득권에 의해 강화되고 합리화되는 경향성을 갖는

다. 루쉰이 살고 있던 20세기 초반 중국사회에서의 유교 역시 여러 세대를 거쳐 통

용되는 사회적 관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광인은 ‘인의도덕’에 대해서 지배세력이 기

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유교의 인의도덕은 식인의 허용을 

의미한다. 당시의 이러한 사회적 관념 속에서 광인인 ‘나’는 언제든지 식인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3장)에는 늑대촌의 소작인이 큰형님에게 ‘악한 놈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일, 

마을의 몇 사람이 그의 심장과 간을 끄집어내어 기름에 튀겨 먹은 사실’을 이야기하

는 대목이 있다. 흉악한 놈을 죽였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되

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권력 앞에서는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피지배자에 불과하지

만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강력하게 군림할 수 있는 지배 세력이다. 봉건적 사회 

관념은 집단적이며 조직적으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보편화하여 온 것이다. (3

장)에서 ‘내가 말참견을 좀 했더니 소작인과 큰형님이 함께 나를 흘깃흘깃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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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광인이 제시하는 의견이 그들에게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의

미이다. 이것은 몇 천 년 동안 고착화되어온 관념을 타파하고 개혁하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오늘에야 그들의 눈빛이 모두 밖의 그 놈들과 똑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대목에서 광인이 비로소 패악의 실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장)

“너희들은 고칠 수 있어. 진심으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장차 사람을 잡아먹

는 놈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 너희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자

신도 다 잡아먹히고 말거야. 아무리 많이 낳는다고 해도 진정한 사람들에게 멸종

당하고 말거야. 사냥꾼이 늑대를 모두 잡아 죽이듯이! 벌레처럼 말이야!” …(중

략)…“너희들은 즉각 마음을 고쳐야 해, 진심으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장차 사

람을 잡아먹는 놈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

루쉰은 광인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부조리한 사회 관념

에 대한 개혁의 이유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루쉰은 사냥꾼이 늑대나 벌레를 

잡아 죽이듯이 식인을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이 식인을 하는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너희들은 즉각 마음을 고쳐야 해, 진심으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라는 광인의 절규는 부조리한 중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다.

(13장)

사람을 먹어 보지 않은 아이들이 혹시 아직 있을까?

아이들을 구하자…….

(13장)에서 루쉰은 ‘한 번도 식인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하는 의문

을 가지며 계몽과 개혁의 어려움에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루쉰은 사물에 의문을 

갖고 드러나지 않은 채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발굴해 보려고 노력한다.20) 

(13장)에는 아이들에 대한 절망과 구원을 향한 의지가 동시에 드러나 있다. 여기에 

당시 중국 사회의 부조리한 관념에 대한 탄식과 변화를 갈구하는 절규가 대립적이

20) 吴翔宇 <野草：鲁迅否定辩证法的阐释与运作>: ｢鲁迅不轻易相信事物的表相，常常要

追问和发掘其背后隐藏的本质.｣(《浙江师范大学学报》第2期 第39卷, 2014年),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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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역설적으로 응축되어 있다. 루쉰은 ‘완성된 광인의 의식’과 ‘사회 관념’과의 

갈등관계를 통해서 사회 개혁의 당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에 깊

이 뿌리박혀 있던 낡은 관념을 개혁하여 ‘사회 변혁(合)’을 이루고자 한 루쉰의 의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인을 반대하는 ‘완성된 광인의 의식’은 ‘사회 관념’과 충돌하고 있다. 사람들의 

식인 행위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상은 인의도덕으로 포장되어 있다. 유교사상은 

유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관념이다. 인의도덕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인의도덕의 유교사상 아래에서 광인은 언제든지 식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

고 식인의 악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절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인의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성에 기대를 갖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세상을 개혁하고자 한다. 절망 속에서도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

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한줌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루쉰은 기존의 사회질

서에 길들여져 있는 기성세대를 통해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를 잘 알고 있었다.

루쉰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광인일기>에는 개인으로서 광인의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섬

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개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모순이 만연한 조직화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Ⅴ. 正反合의 개과정

<광인일기>는 주인공인 ‘나’가 ‘광인’, ‘발전된 광인’을 거쳐 ‘완성된 광인’에 이르기

까지 정반합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본 장에서는 사회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

기 위하여 <광인일기>가 채택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광인일기> 정반합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正)에 대하여 특정한 매개체를 사용하

여 반(反)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 달빛, 자오궤이 영감, 큰형님, 

어머니, 마을사람들, 식인 등이 매개체로 등장한다. 매개체는 소설속의 사건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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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조명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야기의 전환, 여러 소재들 간의 비교․대립․갈등을 

불러 일으켜 문학이 갖는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소설속의 주인공 ‘나’가 달빛을 통해 ‘광인’으로 변화된 것이 1단계의 정반합에 해

당한다. 달빛이 ‘밝음’에서 ‘어둠’으로 전환되는 것은 주인공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

고 있음을 암시한다. ‘달빛’을 매개로 하여 광인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새로

운 진테제가 된다. 루쉰은 광인의 시각으로 자오궤이 영감과 사람들을 등장시켜 기

득권에 무비판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다. (3장)에서 늑

대촌의 소작인이 큰형님에게 전달했던 마을의 상황은 식인의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

다. 식인을 하는 극단적 현상은 광인이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전된 의식’은 광인에게 보이는 ‘사회 상황’ 즉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광인을 바

라보는 시선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이것이 2단계의 정반합 과정으로 ‘사회의 상황’이 

‘새로운 의식’ 형성에 중요한 매개체의 기능을 한 것이다. 광인을 바라보는 사회(자

오궤이 영감⋅형⋅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은 광인이 사회의 부조리를 인식할 수 있

는 안목을 갖도록 해 주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회의 여러 현상들로 인

해서 광인의 의식은 발전의 단계를 뛰어 넘어 봉건 사회를 비판하고 그 사회에 대

응할 수 있는 ‘완성된 의식’으로 발전한다. 

‘완성된 광인의 의식’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 관념들’과 대립각을 세

우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 이것이 3단계 정반합의 과정이다. 광인의 ‘완

성된 의식’과 ‘사회 관념’이 대립하는 중심에는 인의도덕으로 포장된 ‘봉건사상’이 깊

숙이 자리하고 있다. ‘인의도덕의 모순’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조를 비판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여 봉건사회, 봉건가족제도에서 발생하는 해악이 답

습되고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변화의 절실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의식’과 ‘고착화된 사회 관념’이라는 두 대립물은 개혁과 반개혁의 힘겨루기 양상으

로 나타난다. 

이처럼 소설 <광인일기>는 ‘나’와 ‘광인’, ‘발전된 광인의 눈에 보인 사회’와 ‘발전

된 광인의 의식’, ‘완성된 광인의 의식’과 ‘사회 관념’으로 구성된 정반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루쉰은 소설 <광인일기>에서 진테제가 발생하는 지점마다 매개체를 

사용하였다. ‘달빛’을 통해서 ‘광인’이, ‘자오궤이 영감 등 기타 등장인물’을 통해서 

‘광인의 의식 확립’이, ‘인의도덕의 모순점’을 통해서 ‘사회의 대변혁’이 부각된다. 정



<狂人日記> 텍스트 구조의 변증법  분석  123

반합을 통한 ‘나’로부터 ‘사회 변혁’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과 소설 속에서 활용된 

매개체는 ‘<그림2> <광인일기>의 텍스트 전개 구조 (Ⅱ)’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2> < 인일기>의 텍스트 개 구조 (Ⅱ)

<광인일기> 본문의 전체적 흐름은 유형과 무형을 대립시켜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

고 있다. 등장인물과 사회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는 실체가 ‘보이는 것’이나, 의식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 현상의 불합리한 실체나 비인간적인 

관념을 제거하여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루쉰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Ⅵ. 나오며

본 연구를 통해 소설 <광인일기>의 구성이 변증법적 요소, 즉 정반합(正反合)의 

구조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러 장면들과 인물, 사건 등 소설을 구성하

는 다양한 요소들이 대립과 모순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성에는 <광

인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 현실의 재현, 현실에 대한 비판, 총체적 개혁, 사

회에 대한 의식 등 다양한 주제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중국 사회 전반을 

두루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루쉰은 인간 개개인의 가치와 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인의도덕으로 포장하여 집단화된 지배 구조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광인일기> 작품 안에서 새로운 테제가 생성되는 데에는 각각의 매개체가 존재하

며, 전체적으로 ‘유형’으로부터 ‘무형’으로 흐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설 서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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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리가 없이 뒤엉켜 있는 문장들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광인의 일기는 正

反合의 구조로 구성되어 오히려 설득력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루쉰은 이러한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광인일기>를 통해 개개인의 변화를 갈구

하고 중국사회의 대변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루쉰은 <광인일기>를 비롯한 여러 작품 속에서 중국인들을 계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기본 구조인 생산양식이나 생산구조, 계급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의 

대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루쉰의 여러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소설

의 텍스트 구조를 정반합(正反合)의 이론에 기초한 분석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

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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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狂人日记》的结構分为前言和正文。在前言中提到《狂人日记》是基於不合逻辑

的荒唐之言而成的。本论文试图用逻辑的方法论证《狂人日记》的非逻辑性與不合理

性。为此研究，本论文採用了正反合理论为基礎的辨證分析法。
根據本研究结果可知，小说《狂人日记》中多種多样的结構上的要素，如场景，

人物，事件等，都形成了对立又互为依托，矛盾而统一的关系，另可知，成就個人

的追求，可以促进社会的发传和变革。
实际上，鲁迅先生通过《狂人日记》充分地表达了他想要的“社会变革”的必要

性。在相互对立的一個個要素中，不仅使文章结構紧密结合在一起，还强有力地表

达了他的意图。由此我们再次確认，鲁迅先生使他所有的文学作品充分地发挥了众

所公认的極大地效用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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