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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시작: ‘ 수 신드롬’

‘나의 인생은 차마 끝까지 읽기 힘든 책이다. 운명이 나를 아주 조잡한 책으로 

만들었다’1)로 시작되는 길지 않은 글(약 7,000자 정도)이 2017년 봄 중국을 뜨겁

게 달구었다. 이 글은 베이징 외곽에 사는 마흔 네 살 농민공 여성 판위수의 자전

적 에세이로, 4월 24일 중국 SNS 웨이신(微信) ‘정오(正午)’라는 계정에 게시되고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웨이신에서 10만+ 조회수를 기록, 각종 채팅창을 도배했

으며, 2만 여개가 넘는 평론이 나왔다. 이 폭발적인 공유와 전파는 웨이신이라는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교수
 1) “我的生命是一本不忍卒读的书，命运把我装订得极为拙劣。”, <我是範雨素> 중. 이 글

은 처음에 웨이신 ‘정오’ 게시판에 업로드 되었으나,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공유되자 

저자가 그 다음날 이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현재 이 게시판은 닫혀 있다. 판위수가 속

한 피춘 문학동아리가 웨이신에 ‘피춘 노동자(皮村工友)’라는 노동자들의 문학 전문 게

시판을 운영 중이다. (範雨素, <我是範雨素>, 웨이신 “皮村工友” 공동계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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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업로드된 그 다음 날 급기

야 ‘판위수’ 세 글자가 바이뚜 백과사전(百度百科)에 등재2)되었고, (그녀가 활동하

고 있는) 베이징 동5환 밖 피춘(皮村) ‘노동자의 집(工友之家)’3) 앞에는 그녀를 

찾는 출판업자와 기자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 글은 웨이신을 넘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 개인 블로그, 포털 토론 게시판 등에 신속하게 공유4)되며 인터넷에

서 요원의 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뿐이라면 단순한 인터넷 현상에 그쳤겠지만, 그 다음날부터 인터넷 언론을 포

함하여 주류 언론, TV, 주류 비평계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해석하기 시작하

면서 <판위수>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발전되었다. 《베이징 청년 신문(北京青年

报)》은 25일 “판위수,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

니다(範雨素：我不是写文章的人 靠做苦力谋生)”, 《장강일보(长江日报)》는 26일 

“가사도우미의 ‘자서전’ 네티즌을 울리다, ‘나는 판위수입니다’ 채팅창을 도배하다(家

政女工‘自传’感动网友“我是範雨素”刷爆朋友圈)” 등의 보도 기사를 내었고, 4월 27

일 《인민일보》는 <나는 판위수입니다, 문학을 통해 존재의 허무에 대항하다(《我是

範雨素》用文学对抗存在的荒芜)>라는 평론을 실었으며, 많은 매체가 이 평론을 옮

겨 실었다. 이밖에 다른 종이매체의 평론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판

위수입니다>의 유행, 마음에 문학을 품은 이들에게 감사를”(인민일보), “<나는 판위

수입니다>의 인기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문명평론), “<나는 판위수입니다> ‘약자’

의 존엄을 드러내었다”(향산평론), “판위수를 발견하고 최하층에 남아 있는 시의를 

 2) ttp://baike.baidu.com/link?url=dN2OomzLJ19J1_o5B9tjvzu1V0YifWHfHrFKK

06zuIzLwkrWoR_njMQOMn6wojztYetv6S9BdoJgRj1Hdvy8328SJ05JlydwAKhD8

mCL6MiaMsFuCcfJg4A0YpOdcmGS

 3) 베이징 피춘에 있는 농민공 커뮤니티 ‘노동자의 집’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박민

호, <피춘(皮村)과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문화>, 《중국학연구》 74(2015.11)와 김정수, 

<중국 ‘신노동자’ 집단정체성 형성의 문화정치적 함의>, 《중국문화연구》 35(2017.2) 참

고. 

 4) 최근 조사에 따르면 <판위수>가 업로드 된 후 일주일 간, 즉 2017년 4월 24일부터 48

일까지 ‘판위수’를 검색어로 총 17,387건이 검색되었다. 그 중 웨이보는 14,894건, 웨

이신 779건, 신문 매체 689건, 장문의 웨이보 355건, (각종 사이트의) 논단 224건, 

모바일 앱(APP) 152건, 블로그 139건, 전통 매체 10건, 기타 145건 등으로 나타났

다.(孙吉, <新媒体视觉下的打工文学——以《我是範雨素》解读为例>, 《现代商贸工业》 

2017年第15期,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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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봉황평론), “판위수 채팅창 도배, 자유로운 영혼에 전율하다”(신경보평론) 

등5)이 있었다. 인터넷 매체 《界面新闻》에서는 25일 미디어 기자 단빠오(淡豹)의 

평론 <판위수에 관한 수기(关于範雨素的手记)>를, 《澎湃新闻网》에서는 26일 <판

위수들에게 문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对于範雨素们，文学意味着什么)>라는 제목 

아래 판위수의 문학 교사인 중국예술연구원(中国艺术研究院)의 장후이위(张慧瑜) 

연구원의 인터뷰를, 《思客》에서는 27일 차오린(曹林)의 <낯선 판위수, 이 시대 계

층의 사각지대(陌生的範雨素與这个时代的阶层盲区)>라는 평론을 실었다. SNS과 

인터넷에서의 폭발적 반응에 전통 매체, 주류 평론가, 학자들의 적극적 해석까지 

가세하여 <나는 판위수입니다>는 말 그대로 신드롬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기이한 

광경은 외국인 기자의 눈에 포착되어 《가디언》6)과 《이코노미스트》7)도 이 현상을 

크게 다루었다. 특히 《가디언》은 판위수의 글을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에 유비하며 그 비판성을 높이 샀다. 

‘판위수 신드롬’은 여름 태풍처럼 지나갔다. 그 태풍으로부터 두 달여가 흐른 지

금, 피춘 노동자의 집 문학 동아리(文学小组)에서는 평소와 같이 문학 수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판위수는 여전히 문학동아리에 참여하며 평생의 염원인 장편 소설을 

쓰고 있다. 이제 조금 더 냉정한 눈과 마음으로 판위수 현상에 대해 고찰할 수 있

 5) “《我是範雨素》走红 感谢那些心怀文学的人, 《人民日报》(http://media.people.com.c

n/n1/2017/0426/c40606-29235997.html), “《我是範雨素》走红源于“真” ”, 《文明评

论》(http://sh.wenming.cn/wmpl/201704/t20170426_4208039.html), 

“《我是範雨素》彰显“弱者”的尊严“, 《香山评论》(http://www.sohu.com/a/136576870_

161623), 

“发现範雨素，看见底层存留的诗意”, 《凤凰评论》(http://news.ifeng.com/a/2017042

6/50996416_0.shtml), 

“《範雨素》刷屏，我们是被自由的灵魂惊艳到了”, 《新京报快评》(http://news.sina.co

m.cn/s/wh/2017-04-25/doc-ifyepsec1091254.shtml)

 6) “ ‘I am Fan Yusu’: China gripped by Dickensian tale of a migrant worker’s 

struggle”, GUARDIAN, 2017.5.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 

may/03/i-am-fan-yusu-china-gripped-by-dickensian-tale-of-a-migrant-workers

-struggle)

 7) “A migrant worker’s story of her travails is a huge hit in China”, 

Economist, 2017.5.11. (http://www.economist.com/news/china/21721955- 

urban-snobbery-towards-such-people-will-be-hard-change-migrant-worker

s-story-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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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판위수 신드롬’에 대하여 십인십색의 다양한 해

석이 나왔으며, 그 중에는 물론 <판위수>의 부족한 문학성이나 표절 의혹 등을 제

기한 평자들도 있다. 하지만 설혹 <판위수>의 문학성에는 이견을 갖더라도, <판위

수>가 가진 문학적 감화력, 즉 한 편의 글이 일으킨 엄청난 에너지와 파장에 대해

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인터넷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스타가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더욱 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인터넷의 생리를 고려할 때, 판

위수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열광적 반응

은 특이한 데가 있다. 먼저, 판위수 저자 

자신에게 이렇다 할 스타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녀의 고향은 허베이(河北) 샹양

(襄阳)으로, 농촌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도시로 나온 전형적인 농민공이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베이징에서 보모일

(育儿嫂)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 중졸학력, 농민공, 중년여성, 그녀를 구성

하고 있는 정체성 중 그 어떤 것도 수많은 정보가 명멸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매력

적인 요소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수십 수백만 중국 네티즌을 감동시켰다. 

둘째, <판위수>는 문학적 자의식이 넘쳐나는 글이다. 판위수는 글을 통해 자기를 

지탱시킨 힘이 문학-읽기에서 나왔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시종 담담한 어조로 자신

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문학’에 네티즌들은 감응하였다. 한 

평자는 ‘격렬한 언사도, 돌출되는 감정적 색채도 없다. 작가는 자기 인생을 직접 겪

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 인생의 기록자이다. 큰 사회, 작은 인물이 종이 위에서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고 비평8)하였다. 이 말은 <판위수>에 쏟아지는 수많은 비평

들의 응축물이라 할 수 있는데, 독자들은 대부분 감정을 토로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8) “没有激烈言辞，甚至没有突出的感情色彩，作者是自己人生的亲历者，也是周围人人

生的记录者。大社会，小人物，跃然纸上”, “範雨素：我不是写文章的人 靠做苦力谋

生”, 《北京青年报》 2017.4.25. (http://news.sohu.com/20170425/n490700718.sh

tml)

[그림1] 베이징 피춘 ‘노동자의 집’ 앞 

담벼락에 서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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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그녀의 문학적 글에 대해,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놓는 작

가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다. 이렇듯, 2017년의 어느 날 문학적 자의식으로 똘똘 

뭉친 중년 농민공 여성의 자전적 에세이에 대한 중국 사회의 열광은 마치 자장커

(贾樟柯) 감독의 《스틸 라이프(三峡好人)》 속 싼샤댐 공사 현장에서 스마트 폰을 

가지고 노는 경극 배우들을 보는 것처럼 기묘하다. 

‘판위수 신드롬’은 물론 우연적인 현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로 단정하여 말

하긴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SNS-저층(底层)-문학’ 세 요소의 긴 한 결합이 이 

현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짚어볼 만하다. 먼저 매체의 관점에서 보

면, 인터넷 특히 SNS는 판위수와 같은 농민공/비전업 작가가 수월하게 창작물을 

발표하고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노동문학(打工文学)으로 먼저 

이름을 날린 위슈화(余秀华)는 애초 자신의 시를 종이 잡지 《시간(诗刊)》에 실었

다가 나중에 《시간》의 웨이신 공식 계정에 싣고서야 널리 이름을 알릴 수 있게9)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자작시집 《나의 시편(我的诗篇)》10)이나 폭스콘의 마지막 

자살 노동자 쉬리즈(许立志)의 유고 시집 《새로운 하루(新的一天)》11)도 인터넷을 

통해 먼저 전파되고 뜻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농민

공의 문학 창작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월하게 창작되고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하더라도, 판위수에 대한 최근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폭발적이었다. 

둘째, ‘판위수 현상’을 관통하고 있는 농민공의 ‘문학’이라는 요소는 최근 문학이 

맞고 있는 위기를 고려할 때 매우 독특하다. TV 등 대중문화가 발달한 이후로, 특

히 인터넷과 SNS 등 뉴미디어가 발달한 이후로 본격 문학은 시장에서 점점 그 지

위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문학이나 웹소설의 바람도 무협이나 SF, 로

맨스 등 장르문학에 한정되며, 이 사정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

기 판위수의 글이 중국 웨이신에, 인터넷에, 주류 매체에, 비평계에 ‘문학’이라는 두 

글자를 환생시켰다. 문학-읽기를 삶의 동력으로 하였다는 <판위수>의 서사에 독자

들은 ‘삶을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 ‘생활이 구체적’인 문학, ‘문학의 힘’이라는 찬사

 9) “对于範雨素们，文学意味着什么”, 《澎湃新闻网》, 2017.4.26. (http://www.thepape

r.cn/newsDetail_forward_1671162) 

10) 秦晓宇选编, 吴晓波策划, 《我的诗篇》, 北京, 作家出版社, 2015.

11) 许立志著, 秦晓宇选编, 《新的一天》, 北京, 作家出版社,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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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답한다. 문학의 생산자나 수용자나 모두 (비판적) 현실주의문학의 규범을 되

살리고 있다. 판위수가 자신의 글에서 루쉰을 인용한 것도, <판위수>에 대해 한 평

론가가 션충원(沈从文)을 떠올린 것도, 영국 가디언지가 찰스 디킨즈와 올리버 트

위스트를 떠올린 것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판위수 신드롬’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판위수의 진실하

고 절박한 문학적 글쓰기와 그에 대한 사회적 감응이 이 현상을 만든 중심에너지라 

판단한다. 농민공 여성에 대한 통속적 기대를 넘어선 판위수의 단단한 삶과 담담한 

문학인<판위수>는 단순히 농민공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의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념비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층/문

학’의 맥락에서 <판위수>의 가능성을 징후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Ⅱ. ‘ 층문학’에서 ‘ 층’은 말할 수 있는가

한 농민공 여성의 자전적 에세이 <판위수>는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피

박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독자를 이끈다. 스피박이 이 수사적 질문으로서 환기시키

고 싶었던 것은 서발턴(subaltern), 즉 하층 계급으로서의 제3세계/피식민/여성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공모에 침윤된 담론 체계(언어) 안에서, 아무리 그것이 선

한 의지를 가진 민족주의 담론이라고 할지라도, 대표될 수도 재현될 수도 없12)으

며, 오직 비언어화된 신체(대부분 죽음)로써 선언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절망적 전망

이었다. 그런데 2017년 중국의 <판위수>는 어렵지 않게 이 이론적 관찰을 뛰어넘

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의 비

전을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재현하고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12)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in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Macmillan, 1988, 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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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층문학’, 가/어떻게 ‘ 층’을 ‘재 / 리’하고 있는가 

중국에서 서발턴, 즉 사회 최하층이라는 의미에서 ‘저층(底层)’13)에 대한 문제제

기가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2004년에 잡지 《텐야(天涯)》가 차이샹(蔡翔)

의 <底层>이라는 글과 함께 ‘저층과 저층에 관한 담론(底层與关于底层的表述)’ 기

획 기사14)를 꾸렸고, 차오정루(曹征路)의 단편소설 <날15)(那兒)>이 《당대(當代)》

(2004년 제5기)에 발표되면서부터 ‘저층’에 관한 이론적 탐색과 창작에 대해 당시 

문학예술계와 사상계에서 강렬하게 반응하였다. 여기에 2005년 후진타오 정권의 

‘공평’을 중시하는 ‘조화로운 사회’의 정책 노선의 추진 역시 ‘저층담론’을 위한 정치

적⋅사회적 기반을 마련16)하였고, 이러한 문학사적/문화사적 배경과 사회적⋅정치

적 배경에 힘입어 2006년부터 ‘저층담론’ 혹은 ‘저층서사’는 대중화되었다.

‘저층’은 말 그대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즉 사회 최하층을 가리키며, 중국에서

는 그람시와 스피박의 ‘서발턴(subaltern)’의 역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저

층’이라는 말은 대개 ‘물질적, 문화적, 권력적 자원에서 려난 최하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2000년대 이후의 맥락에서 이 말은 주로 ‘사회주의적 평등 경험과 대

13) 사회의 최하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그람시와 스피박은 ‘서발턴’이라는 용어를, 중국

에서는 ‘저층(底层)’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

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의미의 말로는 ‘민중’, ‘인민’, ‘하층 계급’, ‘빈민’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저층’을 일대일로 옮기는 말로는 무리가 있다. 소위 ‘서발턴’ 혹은 

‘저층’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서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이라 생각하며, 이 논문에서는 일단 중국의 용어 ‘저층’을 편의적으로 가져다 쓰기로 한

다. 

14) 2004년부터 《텐야(天涯)》가 진지가 되어 ‘저층담론’을 이끌어 가는데, 대강의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刘旭의 <底层能否摆脱被表述的命运>, 孙立平의 <1990年代以

来社会分层的三大趋势——答友人问>, 蔡翔⋅刘旭의 <底层问题與知识分子的使命>, 

王晓明의 <L县见闻>, 顾铮의 <为底层的视觉代言與社会进步>, 吴志峰의 <故乡、底

层、知识分子及其它>, 摩罗의 <我是农民的儿子>, 李云雷의 <“底层文学”在新世纪的崛

起>, 洪治纲의 <底层写作與苦难焦虑症> 등이 있다. 

15) 이 소설의 원제는 본래 국제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인터내셔날 英特纳雄那兒’이었으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那兒’로 변경되었다(원영혁 지음, 《한국의 민중문학과 중

국의 저층서사 비교 연구》, 서울, 박문사, 2016, 235쪽). 본 논문에서는 ‘인터내셔날’

의 마지막 음을 따와 ‘날’로 표기한다.

16) 원영혁, <‘민중문학’과 ‘저층서사’의 개념 비교>,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9.3,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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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현재의 불평등적 사회구조를 투영한 개념’17)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중

국의 경제발전우선의 기조 아래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저층’의 현실을 드러내는 ‘저

층문학’은 80년대 흥기한 순문학 사조와 90년대 이후의 상업문학과 통속문학에 경

도되었던 중국 문학계에서 현실주의적이고 비판적인 문학적 실천으로 받아들여졌

다. 리윈레이(李云雷)에 따르면, 저층문학은 ‘내용적으로는 주로 사회 최하층 생활 

속의 사람과 일을 묘사하고, 형식적으로는 현실주의를 위주로 하되 예술적인 창의

성이나 탐색을 배제하지 않고, 창작의 태도에 있어 엄숙하고 진지한 예술 창조로 

현실에 대해 일종의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하층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되 그 배후에 다양한 사상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20세기 좌익 문학과 민족주의, 자유주의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

으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창조를 융합하고 있는 것’18)으로 정리될 수 있다.

2004년 이후 ‘저층문학’은 이론과 창작에 있어 상당한 규모의 축적을 이루었다. 

차오정루를 위시로 하여, 리우지밍(刘继明), 뤄웨이장(罗伟章), 후쉐원(胡学文) 등

이 활발하게 저층문학을 창작하고 있으며, 《톈야》를 비롯하여 《상해문학(上海文

学)》, 《소설선간(小说选刊)》, 《북경문학(北京文学)》, 《문학평론(文学评论)》, 《문예

이론과 비평(文艺理论與批评)》 등이 저층서사의 창작과 비평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저층서사는 문학의 영역을 넘어 점점 대중문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계의 ‘신기록운동’에 힘입은 다큐멘터리와 자장커(贾樟柯)의 영

화들, 황지쑤(黄纪苏)의 연극 《체 게바라(切格瓦拉)》와 《우리는 대로를 걸었다(我

们走在大路上)》, TV 연속극 《농민공(民工)》의 대히트 등 2000년 이후 문화예술 

전반에서 저층에 대한 관심과 서사가 크게 확대19)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17) 원영혁, 앞의 책, 55쪽. 

18) 李云雷, <“底层文学”在新世纪的崛起>, 《天涯》  2008年第1期.

19) 李云雷, <“底层叙事”前进的方向>, 《小说选刊》 2007年第5期 참조. 최근 중국 대중문

화에서 ‘저층’은 더욱 광범위하게 서사되고 있다. 주로 춘완(春晚)의 소품에서, 박사의 

귀향 일기에서, 신문의 사회면 보도에서, 사회 흉악범죄에서, 임금협상 뉴스에서, 빈민 

구제 프로그램에서, 지원자의 말에서, 삼농 전문가의 주장에서 혹은 농촌 애정 소설이

나 노동문학(打工文学)에서, 도시 근교의 농가체험(农家乐)이나 비전업 작가의 글(段

子手)에서 사회최하층의 모습은 끊임없이 재현되고 구성되고 상상되고 소비되고 있다. 

분명히 최근 중국의 대중문화에서 ‘저층’은 빠지지 않는 서사 요소이지만, 그들은 대부

분 하나의 구경거리(围观)나 엽기물(猎奇化)로써 재현되고 상상되고 소비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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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저층’이 중국 문학/문화에서 주류의 위치를 점할수록, ‘저층서사’ 속의 ‘저층’은 

점점 공식화되면서 본래의 생명력과 비판성, 더 나아가 그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 

괴리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뤄강(罗岗)은 최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방관- ‘저층문학’, ‘좌익담론’과 최근 중

국의 정신적 상황(旁观他人之痛——“底层文学”、“左翼话语”與當下中国的精神状

况)>20)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이러한 ‘저층문학’에 대해 조심스럽게 비판을 가한다. 

그는 먼저 ‘저층문학’이 처음 출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학과 사회에 대해 적극적

인 의미’를 지니며 하나의 문학 현상으로서 중국 문단과 사상계에 충격을 가져왔다

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그것이 여전히 처음의 활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정형화된 

창작으로 흐를 위험은 없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문학현상으로서 ‘저층문학’이 무엇을 재현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

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총체적인 평가가 어떠한지는 ‘저층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담론 체계, 즉 중국 사회의 정신적 상황 및 ‘좌익담론’과 깊게 연관21)되어 있다. 

80년대 문학 창작에 있어서 모더니즘적, 포스트모더니즘적, 아방가르드적 기교의 

출현이 사상 방면에서의 현대화 담론에 의한 전통 혁명담론의 대체와 짝을 이루듯

이, 2000년대 이후 ‘저층문학의 흥기 및 그것이 사상계와 문예계에서 일으킨 강렬

한 반향은 문학예술 영역에 있어 새로운 좌익 담론(신좌파 담론)의 대응물’22)이라 

볼 수 있다. 뤄강은 이어서 ‘그 자체로 ‘후혁명’의 산물인 신좌파 담론이 가지고 있

는 결함은 저층문학의 품격과 면모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

근 저층 및 저층문학에 대한 연구가 실제적으로 ‘문화정치’나 ‘정체성 정치’의 색채

를 띠고 있는 것은 계급정치의 실패(에 대한 인식) 이후 ‘문화정치’와 ‘정체성 정치’

에만 관심을 두는 신좌파 담론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다.(曹林, “陌生的範雨素與这个时代的阶层盲区”, 《思客》 2017.4.27.) 
20) 본 강연은 2016년 11월 서울대학교 중국어문학연구소 주최로 개최되었다. 필자는 이 

강연이 저층문학의 발전 맥락을 잘 정리하고 그 한계 및 문제점을 분명하고도 포괄적으

로 지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필자의 이 논문이 거의 완성될 때까지 같은 제목의 논문

이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강연의 강연원고를 참고하였다. (罗岗, <旁

观他人之痛——“底层文学”、“左翼话语”與當下中国的精神状况>，2016년 11월 서울대

학교 중국어문학연구소 강연 원고)

21) 罗岗, 앞의 글, 6-7쪽.

22) 罗岗, 앞의 글,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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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좌익 담론 속에서 ‘저층’이라는 말은 종종 ‘빈민’, ‘농민공’, ‘최하층’ 등을 포

괄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층’ 개념의 애매성

은 ‘저층문학’에서의 ‘저층’에 대한 공허한 상상으로 연결된다. 뤄강이 문제삼는 ‘저

층’에 대한 공허한 상상은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스테레오 타입이다. ‘저층’은 빈곤

하고 고난 받는 사람들이며, ‘좌익’은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고 교육하는 임무를 담

당하는 것. 좌익 담론의 이러한 기본적 전제는 ‘저층문학’과 연결되어 두 가지 효과

를 낳는다. ‘저층’에 대해 점점 고정화되고 공식화된 인상(예를 들면 고난을 확대하

거나 피눈물의 호소가 넘쳐나는 저층의 이미지)을 생산하는 한편, 동시에 자신을 

구원자로 상정하고 ‘저층문학’이 표현해야 하는 ‘저층의식’을 위로부터 부여하는 것

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설사 작가 자신이 저층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저층문

학의 작가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좌익 지식인/비평가/문학체제를 ‘대변(代

言)’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23)는 것이다. ‘저층’을 그저 피해자로 ‘재현’ or/and ‘대

표’하는 좌익 담론/지식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저층문학’이 본래 가졌던 충

격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라도 진정한 ‘저층’의 목소리, ‘저층’의 경험, ‘저층’

의 주체성을 담은 ‘저층 문학’이 필요하다고 뤄강은 처방한다.

2. ‘ 층’의 문학 - 도 인가 복종인가 

‘저층문학’에 대한 뤄강의 조심스러운 비판을 따라 읽으면서 그가 현재 ‘저층문학’

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한 저 ‘저층의 주체성’이라는 말을 되뇌어 본다. 그의 본의는 

좌익 담론(특히 신좌파 담론)과 같은 뿌리를 가진 저층문학은 좌파 지식인/좌익담

론 등에 의해 저층을 그저 피해자이자 고난받는 사람으로 대상화하는 내재적 결함

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층 스스로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을 

되살려 저층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만일 그렇

지 못한다면, ‘저층문학’이 가지고 있어야 할 비판성과 반성적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더욱 위험하게는 ‘저층문학’이 본래 비판해야 할 체제 속으로 돌아가 이 체

제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뤄강은 경고

23) 罗岗, 앞의 글,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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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뤄강이 제안한 ‘저층의 주체성’이란 말은 매혹적이며, 매혹적인 만큼 더 깊은 사

고가 필요하다. ‘저층’의 주체성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애초에 ‘저층’이

라는 개념 자체가 공통된 특성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합집합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렇게 ‘구분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체성을 기대하는 것

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무엇으로 가능할까? 려드는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뤄

강을 따라가 보자. 뤄강이 상정하는 ‘저층의 주체성’은 좌익 담론의 논리로 환원되

지 않는 ‘저층’ 스스로의 목소리와 경험과 주체의식일 뿐 아니라, 그 좌익 담론에 

대한 비판적 능력까지 갖춘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이상적으로 상정하는 저층의 

주체성이란, 90년대 이후의 좌익 담론, 즉 학원화되고 (정치경제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만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문화화’된 신좌파 담론에 함몰되지 않는 주체성, 

‘문화’와 ‘정체성’의 강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적이고 현실에 뿌리를 박

고 있는 주체성’24)이다. 그런데, 그가 이왕에 저층문학의 한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담론 체계(중국의 저층문학의 경우 신좌파를 가리킴)의 한계에 의해 결정적으

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에야, 지금의 저층문학에 신좌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층의 주체성’을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가 제기한 

‘저층의 주체성’ 개념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가치와 신념의 도약이 있어 보인다. 

필자에게는 뤄강의 ‘저층의 주체성’이라는 제안이 ‘저층으로서의’ 주체성이라기보

다 오히려 ‘저층으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희구로 읽힌다. 만일 

그것이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요구라면 그에 맞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텐데, 그

것을 여전히 ‘저층의 주체성’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이를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집단 및 정체성, 더 나아가 계급 및 계급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짐작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중국 일각 농민공 커뮤니티에서 ‘신 노동

자’ 정체성25)을 선언하고 연대하고 있는 시도들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24) 罗岗, 앞의 글, 12쪽.

25) 이 ‘저층으로부터 (솟아난/만들어진) 새로운 주체성’이라는 맥락에서 최근 중국 일각에

서 이주노동자(打工者)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신 노동자’ 운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이들은 주어진 농민공의 정체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육체노동과 육체노동자로서의 

삶을 존엄하게 여기는 ‘신 노동자’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문화공동체와 연대활동으로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신 노동자 정체성에 관해서는 김정수, <중국 ‘신노동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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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민공, 즉 ‘저층’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동문학

(打工文学)이 등장한 것은 ‘저층’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다는 면에서 일단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최근 <중국의 반을 건너 너랑 자러 간다(穿过大半个中国去睡你)>로 일

약 스타덤에 오른 위슈화(余秀华)의 시집 《摇摇晃晃的人间》(2014)26)이나 농민공

들의 자작시집 《나의 시편》, 그리고 폭스콘 자살 노동자 쉬리즈(許立志)의 유고시

집 《새로운 하루》 등은 농민공 스스로가 농민공의 삶을 자신의 언어로 썼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세계 공장’ 중국의 잔

혹한 착취에 대해 고발하거나 도시 중산층의 막막함에 대해 과장하는 등 현재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저층의 목소리와 경험에 대해 단편적으로 ‘피해자’의 것으로 읽는 

것도 문제이지만 ‘순수한 저층’을 상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저층의 목소리 안에도 

다양하고 모순적인 욕망들이 내재하고 충돌하고 있을 것이며, 이를 운용하는 메커

니즘 역시 다양한 욕망들이 경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크라

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시집을 출판하고 동명의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여 상하이 국

제영화제에서 흥행에 성공한 《나의 시편》은 풍부한 해석거리를 제공한다.27)

Ⅲ. 새로운 노동자 의식의 징후로서의 ‘ 수’

지금까지 많은 경우 농민공들의 문학 창작은 주로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러한 시-쓰기가 농민공의 삶과 노동을 찰나적이고 파편적으로 포착했다면, 판위수

의 에세이는 긴 호흡으로 자신의 일생을 서사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40여 년이란 

짧지 않은 인생에 대한 선형적 서술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판위수 ‘자신의 관점’

이다. 판위수는 자신의 관점으로 농촌의 가족, 도시에서의 노동, 도시 중산층의 모

단정체성 형성의 문화정치적 함의>, 《중국문화연구》 제35집(2017.2) 참조.

26) 동명의 다큐멘터리가 範俭 감독, 余秀华 주연으로 2016년 출품되었다.

27) 농민공 시집 및 다큐멘터리 《나의 시편》에 대한 비판적 독해로는 김민정, <21세기 중국 

농민공 詩의 소외와 고민>, 《중국현대문학》 제81집(2017.4)과 罗岗의 앞의 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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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농민공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서술한다. 이 ‘관점’으로 재현된 판위수의 인생은 

그동안 저층문학이 흔히 상정해 온 여성/저층에 대한 그것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농민공인 판위수는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주체이며,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존엄한 노

동자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연민을 가지는 윤리적 인간이

다. 

1. 동정의 상에서 선택의 주체로

판위수가 살았던 세계, 예를 들면 농촌, 도시 변두리 등은 ‘저층서사’에서 익숙한 

공간이다. 그곳은 가난하고 남성 중심적이며, 가난한-여성에게 더 가혹하고 잔인한 

세계이다. 고향 샹양에서 부모님과 5남매가 함께 살았을 때, 대부분의 농촌이 그랬

듯이 그들은 가난했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그나마 집안의 모든 자원은 아들

들에게로 집중되었다. 큰오빠 작은 오빠는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딸들은 

그렇지 못했다. 베이징에서 농민공으로 식당에서 일할 때는 손발이 느려 구박을 받

았다. 남편의 잦은 주사와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어린 두 딸을 쪽방(出租屋)

에 두고 부잣집에서 입주도우미(育兒嫂)로 일하기도 했다. 가난한 농촌, 가출, 농

촌 마을의 숨막히는 가부장적 문화, 폭력 남편, 자식과의 강제적 이별 등, 그녀의 

길지 않은 인생에 꽤 많은 굴곡이 있었으며, 사실 이 굴곡들은 독자들의 귀에 익숙

한 ‘저층서사’의 단골요소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고비마다 그녀는 

자기연민에 빠지지도 무력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며 스스로 다

음 단계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엄마가 지어준 판쥐런(範菊人) 대신 경요(琼瑶)의 소설 《연우몽몽(烟雨濛濛)》에

서 따온 판위수(範雨素)로 이름을 바꾸고, 결혼도 남편에게 ｢스스로를 시집보냈다

(把自己嫁了)｣고 표현할 만큼 자의식이 발달한 판위수이다. 농촌이 답답해 열 두 

살 되던 해에는 ｢맨 발로 세상을 걷(赤脚走天涯)｣기 위해 하이난다오로, 스무 살

엔 ｢농촌의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지루한 생활을 참을 수 없고｣ ｢큰 세상을 보고 

싶어｣ 베이징으로 나온다. 그녀의 서사 속에서, 이름도 가출도 결혼도 이혼도 모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녀가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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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도시는 상상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첫 번째 가출에선 거지처럼 도시를 떠돌

다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 가출에선 남편의 폭력을 떠나 ｢두 딸을 스스로 

거두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그녀를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고향에서 환영할 리 없었다. 열 두 살엔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

진 민판학교(民办学校)에서 교사일을 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두 딸을 데리고 왔

을 땐 큰 오빠의 으름장에 려 다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깨달음을 

판위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 때 나는 나에게 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농촌은 가난했고, 먹고 사

는 문제는 항상 쉽지 않았다. 가족 간의 정 역시 깊지 않았다. 나는 큰 오빠를 원

망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마을의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내 두 아이는 더욱이 뿌리 없는 부표와 같다. 이 세계에서 어머니만 우리

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베이징으로 와 보모일을 했다. 남의 아이를 돌보며 일주

일에 하루 쉬었다. 큰 딸은 동5환 밖 피춘의 쪽방에서 동생을 돌봤다.28) 

더 이상 출로가 없을 때 집안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났고, 

생계를 위해 어린 딸들을 놔두고 남의 집 아이를 돌보아야 했던 판위수의 지난 날. 

그 시절을 서러움으로 폭발시키는 대신 그녀는 ｢(이제) 나에게 집이 없다｣는 깨우

침으로 갈음한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지만, 자신이 ｢나를 낳고 

나를 기른 마을의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그녀는 진정으로 엄마로

부터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 인간이 된다. 독립적 인간은 원망 없이 스스

로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

농촌에서 올라와 특별한 기술 없이 베이징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판위수 스스로

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되기는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

었을 것이다. 도시의 생존 논리를 내면화하지 않고 피해의식과 무력감을 이겨내면

28) 这个时候，我已明白，我没有家了。我们农村穷苦人家，糊口尚属不易，亲情当然淡

薄。我并不怨恨大哥哥，但我已明白，我是生我养我的村庄的过客。我的两个孩子更

是无根的水中飘萍。这个世界上只有母亲爱着我们了。
我带着两个孩子来到京城，做了育儿嫂，看护别人的孩子，每星期休一天。大女儿在

东五环外的皮村，在出租屋里看护小妹妹。(範雨素,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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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무척 궁금해진

다. 판위수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

다 근본적인 힘은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판위수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존경

의 대상｣이다. 어머니는 무능한 아빠를 대신해 평생 온 식구의 생계를 책임졌으며 

40년 동안 촌관을 맡아 마을을 경영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능력과 힘이 있고, 경우가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어머니가 

판위수를 사랑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믿음은 판위수 자신에 대한 믿음의 

밑바탕이 된다. 

여러 해 동안의 노동 생활 속에서 나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인

사만 하는 정도의 친분만 있었다. 어느 때는 심지어 다른 사람과 인사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 심리학 서적에 나와 있는 이론에 따라 진단을 해보면 ‘사교공포증’ 

혹은 ‘문명 공포증’에 걸린 것 같다. 이것은 한 번 악화되면 ‘우울증’에 이를 수 있

다. 사랑하는 마음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엄마의 사랑이 생각났다. 이 세

계에서 엄마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 나는 매일 힘껏 이런 생각을 했고 내 마

음의 병은 악화되지 않았다.29) 

또한 문학-읽기, 독서의 힘 역시 그녀의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녀 일생에 유일한 자랑거리는 여덟 살 때 번체-세로줄로 된 《서유기》를 

읽었다는 것. 이후 그녀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소설과 문학잡지를 탐독했다

고 한다. 지청문학, 《로빈슨 크루소》, 쥘 베른의 《신비의 섬》, 찰스 디킨즈의 《위대

한 유산》과 《올리버 트위스트》, 고리끼의 《사람들 속에서》, 《레이펑 아저씨 이야기

(雷锋叔叔的故事)》, 《어우양하이의 노래(欧阳海之歌)》, 《금광대도(金光大道)》 

등30) 그녀는 시대와 지역, 사상을 가리지 않고 문학을 탐독하였다. 이러한 독서의 

29) “我在多年的打工生活里，发现自己不能相信别人了，和谁交往都是点头之交，有时甚

至害怕和人打招呼。我对照心理学书籍给自己治病，得的叫“社交恐惧症”，也叫“文明恐

惧症”，一旦恶化，就成“抑郁症”了。只有爱心才能治疗。我想到母亲对我的爱，这个世

界上永远只有母亲爱着我，我每天都使劲这样想，我的心理疾病没有恶化。”(範雨素, 

앞의 글)

30) 10대 판위수의 도서 리스트를 일별하노라면 다이스지에(戴思杰)의 장편소설 《巴尔扎

克與小裁缝》(우리나라에서는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소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

음)이 생각난다. 이 소설은 하방된 두 명의 지청과 농촌 소녀의 성장소설로, 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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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은 베이징에서 딸들과도 함께 공유한다. 쉬는 날이면 딸들과 함께 도서관이

나 박물관을 즐겨 찾으며, 판자위엔(潘家园)이나 중고시장에서 500kg 넘는 책을 

구입했을 정도이다. 이는 국가에 의해서, 또 부모에 의해서 공공 교육 밖으로 배제

되는 여느 농민공의 아이들과는 판연히 다른 모습이다. 문학-읽기를 통해 문자도 

익히고 다양한 지식도 습득했지만, 무엇보다 읽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서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2. 노동의 존엄에 한 각성

다시 베이징으로 온 그녀는 두 딸을 남겨두고 생계를 위해 전일제 보모를 구한

다. 운이 좋아 ｢후룬(胡润)의 부호 리스트에 오른 토호｣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다. 

피춘의 쪽방과 거부의 호화로운 집, 쪽방에서 엄마 없이 서로를 돌보고 있을 자신

의 두 딸과 모자람 없이 각종 물질적,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주인집 두 아이들

이 그녀의 마음에서 어떻게 대비가 되었을지 판위수는 그 지옥을 보여주지는 않는

다. 대신, 그녀는 그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 누구보다 젊고 아리따운 여자 주인이 

불행하게 비굴하게 사는 모습에 경악한다. 

나는 3개월 된 작은 갓난아이를 책임졌다. 갓난아이는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새

벽 세 시에 깼다. 나도 함께 일어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재웠다. 이때 

나는 피춘에 있는 두 딸을 생각이 났다. 재워주는 엄마 없는 밤, 아이들은 악몽이

나 꾸지 않을까? 울지 않을까? 생각하다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 새벽 세 시여서 

보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 주인은 남자 주인보다 스물 다섯 살이 어렸다. 어떤 때 나는 한 밤에 일어

청소년이 문혁 당시 금서였던 발자크 소설을 몰래 읽으며 자의식을 키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설은 개혁개방이 되어 소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두 지청을 떠나 도시

로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 1973년생인 판위수의 청소년기는 물론 문혁 혹은 지청의 

역사적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판위수가 의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소녀 시절 

판위수의 독서 목록은 하방된 지청과 금서의 목록과 연결되어 있다. 십대 처음 가출했

을 때 판위수는 지청소설에서 실질적인 팁(예를 들면, 공짜로 기차 타기, 남의 밭에서 

서리하기 등)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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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를 달래다가 여자 주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소파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여자 주인의 몸매는 모델보다 아름다웠고, 얼굴은 

영화배우 판빙빙보다 예뻤다. 하지만 그녀는 사극 속의 후궁들처럼 각별하게 남자 

주인을 받들었다. 존엄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어쩌면 그녀는 전생에 고생

을 하도 해서 쓸모없는 싸움을 안 하는 가보다. 

이럴 때마다 나는 내가 대당 전성기에 사는지 대청제국에 사는지 아니면 사회주

의 신중국에 사는지 헷갈릴 정도이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

대를 초월한 것도 아닌데!31)

자신이 일했던 이 거부의 집을 묘사할 때, 판위수는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

어를 사용한다. 주인집 여자를 ｢여부인(如夫人, 애첩을 이르는 말)｣ 그 큰 아들을 

｢서자(庶子)｣로 표현32)한 것을 보면 이 집은 소위 ‘둘째 부인(二奶)’의 집이다. 이 

여부인은 새벽 세시에도 화장한 채로 남편을 기다리거나 남편을 ｢각별하게 받들(奉

承)｣거나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기(伏地求食)｣도 한다. 흡사 대당 전성기나 대청

제국 등 후궁과도 같은 여부인의 생활은 판위수의 눈에는 존엄이 없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런데 판위수의 이 ｢존엄도 없이｣라는 말은 베이징이 고도로 발달한 소비사회

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기묘한 말이다. 일찍이 바우만은 고도화된 소비자 사회

31) “我只负责三个月的小女婴。小婴儿睡觉不踏实，经常半夜三更醒来。我跟着起来给孩

子喂奶粉，哄她入睡。这时，我就想起我在皮村的两个女儿。晚上，没有妈妈陪着睡

觉，她俩会做噩梦吗？会哭？想着想着，潸然泪下。还好是半夜三更，没人看见。
女雇主比男雇主小25岁。有时我半夜起来哄小婴儿，会碰到女雇主画好了精致的妆

容，坐在沙发上等她的老公回来。女雇主的身材比模特曼妙，脸比那个叫範冰冰的影

星漂亮。可她仍像宫斗剧里的娘娘一样，刻意地奉承男雇主，不要尊严，伏地求食。可

能是她的前生已受够了苦，不作无用的奋斗。
每每这时，我就会恍惚，不知道自己是活在大唐盛世，还是大清帝国，还是社会主义

新中国。可我没有特异功能，我也没有穿越过呀！”(範雨素, 앞의 글)

32) 판위수가 ‘여부인’, ‘서자’ 등의 말로써 자신이 일한 곳이 소위 ‘둘째 부인(二奶)’의 집임

을 표시한 부분은 <판위수>에 관한 토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한 논자는 이를 

근거로 판위수가 ‘둘째 부인’을 무시하는 가부장제의 차별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한다.(陈亚亚, <阶级与性别交织：范雨素的“七宗罪”>, 《女权之声》, 2017. 

4.29. (http://wemedia.ifeng.com/14021779/wemedia.shtml 최종검색일: 2017.8.19) 

이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짧은 글에서 몇 개의 단어로 단정하기는 어

렵다. 판위수가 가부장제적 성별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

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집 주인 부부 사이에 보이는 ‘비정상적’ 

주종 관계를 과장하는 수사로 해석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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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비능력이 있는 소비자만이 정상성의 범주에 속하며, 소비능력이 없는 ‘빈

민’은 ‘결함 있는 소비자’가 되어 사회에서 배제33)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렇다

면 이런 소비자 사회에서 ‘존엄’이 없는 취급을 당해야 하는 사람은 여부인이 아니

라 ‘결함 있는 소비자’인 판위수여야 할 것이다. 여부인은 판위수가 평생이 걸려도 

얻지 못할 부를 향유하고 있으며, 여부인의 아이들은 판위수가 꿈도 꾸지 못할 교

육 - 예를 들면, 국제학교 유치원, 소림사 출신 무술 선생님, 개인 운동장, 명문대

학 출신의 과외 선생님 등 -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위수는 주인집의 

부나 소비능력을 욕망하거나 혹은 그것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 

‘존엄한 삶’을 가져다 대고 있는 것이다. 

이 ‘존엄’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이것은 판위수 삶의 나침반 같은 것으로, 자신의 

육체노동에 대한 긍정과 확신, 그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관한다는 의식, 그러

면서도 도시 중산층(혹은 상류층)의 물질적 풍요를 헛되이 욕망하지 않는다는 의지

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물론, 이 노동의 존엄에 대한 투철한 의식은 판위수만의 

것은 아니다. 판위수가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피춘 ‘노동자의 집(工友之家)’에는 

판위수처럼 독자적인 노동자 문화 속에서 노동에 대한 존엄과 의식을 키워가고 있

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의 창립자 쑨헝은 자작곡인 <노동,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다>에서 ｢이 도시의 멋진 고층건물들은 내 땀으로 지었네. 저

기 저 빛나는 도로도 내 피로 지었어. 더럽고 고된 일은 우리가 했어. 우리는 정정

당당한 사람들, 우리 힘으로 밥을 먹네｣34)라고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과 초라한 생

활로 덮을 수 없는 삶과 노동의 존엄을 노래한 바 있다. 또 피춘 마을 주민들은 큰 

집이나 큰 차, 명품이 아니라 ‘개’를 자랑거리로 삼으며35) 소비사회의 그것과는 다

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노동자의 집단정체성(신노동자)이 ‘노동의 존엄’을 기초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먼저, 이 ‘노동의 존엄’이라는 가치는 노동의 가치가 

점점 소멸해가는 포스트산업/소비사회에서 (육체) 노동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으며, 

33)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서울, 천지인, 2012, 73-74쪽.

34) “...... 高楼大厦是我建/光明大道是我建/脏苦累活儿是我们来干/堂堂正正做人/凭力气

来吃饭”(孙恒 작사⋅작곡, <打工 打工 最光荣>) 

35) 郭福来, <皮村记狗>, 《北京文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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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의 조건으로서 노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둘

째, 주인집 여부인(의 삶과 그녀가 누리는 부)에 대한 판위수의 태도에서 드러나듯

이, 육체노동에 대한 긍정 및 노동의 존엄에 대한 각성은 구별된 노동자의식으로 

이어진다. 이 중산층 혹은 상류층으로부터 구별된 노동자의식은 최근 ‘뉴 푸어(new 

poor)’가 소비 사회에서 자신의 소비(능력)의 부족에 환멸을 느끼는 동시에 (중산

층의) 소비 능력을 욕망하는 것과도, 또한 ｢소비주의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새로운 노동자들이 ‘뉴 푸어’의 꿈을 나눠 갖｣36)는 것과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 사회  약자에 한 연민 

앞서 판위수 어머니의 사랑이 판위수를 무력감과 우울감으로부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사랑은 판위수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장해 간

다.

내가 성년이 되고 나서 대도시에 나와 생활을 하면서 사회 최하층의 약자가 되

었다. 농촌 권력자의 딸로서 도시 사람들에게 백안시와 모욕을 받는다. 이때 나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못살게 구는 것이 쾌락을 줄 수 있는가? 혹

은 유전자 복제인가? 생각해 본다. 그때부터 나는 나와 같은 약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 사랑과 존엄을 주기로 생각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나는 이처럼 가난한 사

람이다.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베이징의 거리에서 장애가 있는 거지를 안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안는다. 나는 포옹으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갚는다. 

나의 큰 딸이 출근하는 문화 회사(文化公司)에서는 매일 후이위엔(汇源) 과일 

주스 한 병씩 준다고 한다. 큰 딸은 별로 과일 주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매일 퇴

근 이후 그녀는 음료수를 들고 나와 쓰레기통에서 재활용품을 줍는 거지 할머니에

게 준다고 한다.37)

36) 汪晖, <两种新穷人及其未来——阶级政治的衰落、再形成与新穷人的尊严政治>, 《开放

时代》 2014년 제6기, 59쪽.

37) “在我成年后，我来到大城市求生，成为社会底层的弱者。作为农村强者的女儿，经常

受到城里人的白眼和欺侮。这时，我想：是不是人遇到比自己弱的人就欺负，能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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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로부터 배운 강인하면서도 선량한 마음, 사랑의 능력은 판위수를 통해 다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한다. 도시로 나와 도시 사람들에게 ‘백안시와 모욕’

을 받으면서 그녀가 결심한 것은, 그 배제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와 비슷한 약자에게 연민과 존중을 주는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는 판위수

는 길거리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연민의 힘은 감염력이 대단하여, 판위수로부터 연민의 힘을 배운 큰 

딸은 회사에서 자신에게 배급된 과일 주스를 폐지 줍는 노인에게 준다. 이와 같은 

판위수의 행동은 작지만 중요하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 혹은 조금 못한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갖고 돕고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윤리적 실천이며, 자본화된 

관계 방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판위수이지만 그녀가 분노할 때가 있다. 두 딸의 친

구들, 즉 농민공의 자녀들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적절한 기초 교육을 못 받는 것

을 볼 때 판위수는 분노한다. 

큰 딸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동갑내기 친구를 둘 사귀었다. 하나는 딩젠핑(丁建

平)이고 하나는 리징니(李京妮)이다. 딩젠핑은 깐수 텐쉐이(天水)에서 왔다. 딩젠

핑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엄마가 아빠를 버려서 아빠가 화가 났기 때문이

다. 그 아빠는 또 공립학교는 농민공 아이들은 받아주지 않으니 농민공 학교만 갈 

수 있는데, 이런 학교는 한 학기에 선생님을 여러 번 바꿔 교육의 수준이 떨어진

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차피 인재가 못 될 거라면 돈이나 아끼려는 것이다. 

리징니가 학교에 안 다니는 이유는 그녀 아빠의 고향에 부인과 자식들이 있는데

도 리징니의 엄마를 속여 리징니를 낳았기 때문이다. 리징니의 엄마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또 리징니도 버렸다. 아빠는 선량한 사

람이어서 리징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빠는 리징니는 호적도 없는 

生理上的快感？或者是基因复制？从那时起，我有了一个念头，我碰到每一个和我一

样的弱者，就向他们传递爱和尊严。
活着总要做点什么吧？我是无能的人，我是如此的穷苦，我又能做点什么呢！
我在北京的街头，拥抱每一个身体有残疾的流浪者；拥抱每一个精神有问题的病患

者。我用拥抱传递母亲的爱，回报母亲的爱。
我的大女儿告诉我，她上班的文化公司，每天发一瓶汇源果汁。大女儿没有喝饮料的

习惯，每天下班后，她双手捧着饮料，送给公司门口、在垃圾桶里拾废品的流浪奶

奶。”(範雨素,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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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생자(黑孩子)이고, 도시의 농민공 학교도 자격이 없는 불법 학교이기 때문

에, 그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리징니도 불법인데 또 다시 불법 학교를 

다녀 이중의 불법일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나는 가장 나쁜 것은 교육부라고 생각한다. 농민공 자녀들을 괴롭히는 정책은 

누가 정했단 말인가? 신문에 보면, 교육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래 학교들이 학

생수를 부풀려 아이들의 의무교육을 사칭하여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지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왜 관리를 탄핵하지 않고 농민공 아이들을 괴롭힌단 말인

가?38) 

물론 자신의 아이에게 교육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의무 교

육을 받지도 못하는데 농민공 학교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교육부

이다. 이는 리징니와 딩젠핑과 같은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

한다. 당장 이 아이들을 위해 판위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농민공 혹은 농민공의 자녀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깨달음, 이는 앞

서 중산층 혹은 상류층과는 다른 노동자의식과 함께 새로운 노동자의식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38) “大女儿交了两个同龄的不上学的朋友。一个叫丁建平，一个叫李京妮。丁建平来自甘

肃天水，丁建平不上学是因为妈妈抛弃了爸爸，爸爸生气。爸爸还说，公立学校不让

农民工的孩子上，上学只能到打工学校上，这样的学校一学期换好几个老师，教学质

量差。反正上不成个器，就省点钱不上。
李京妮不上学，是因为她的爸爸在老家有老婆孩子，可还去骗李京妮的妈妈，生了李

京妮。李京妮的妈妈发现受骗后，气走了。也不要李京妮了，爸爸是个善良的人，没有

抛弃李京妮。可爸爸说，李京妮是个户口也没有的黑孩子，城里的打工学校，都是没

办学资格的黑学校，娃子们在里面上，没有教育部的学籍，回老家也不能上高中考大

学。李京妮是黑人，没必要再上这黑学籍的学校，来个双料黑。
我心想，这倒霉催的教育部，谁定的这摧残农民工娃子的政策呢？报纸上说，教育部

这样做，是为了不让下面的学校虚报人数，冒领孩子的义务教学拨款。可教育部为什

么不弹劾吏治，非要折磨农民工的娃子？”(範雨素,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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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을 마치며 - 새로운 ‘노동자문학’의 가능성

피춘 문학동아리에서 문학교사를 하고 있는 장후이위는 ｢노동자는 현대 사회, 현

대 자본주의 문명의 산물｣이며 따라서 ｢사람과 기계와의 관계, 공장에서의 사람의 

노동 방식은 현대 사회 이래 인류의 보편적 상태｣라고 지적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자는 대신 말해질 필요가 없고(노동자에게 있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설정 자체가 오류일 수도) 노동자 자체가 현대 인류의 대리인이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제 노동자 계급의 문제는 인류 사회의 보편 문제가 될 것이다. 장후이

위는 노동자의 문제를 차이의 정치나 정체성의 정치 속에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보편성｣을 사고해야 한다39)고 역설하는데, 이는 음미해볼 만한 말이다. 

지금까지 자전적 에세이 <판위수>를 통해 농민공, ‘저층’에 대한 새로운 재현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판위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과 책임의 주체이자, 노동의 

존엄을 각성한 노동자이자, 미루어 보듬는 마음 ‘연민’으로서 윤리적 실천을 하는 

실천자로 재현/대표하고 있다. 어떠한가, 너무 이상적인가? 혹은 ‘저층’으로서의 계

급의식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운가? 

피춘 문학 동아리의 모토는 ｢생활과 무관한, 완전히 무용한 일을 하자｣라고 한

다. 이 시대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학을 읽고 문학을 창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도 나오지 않는 무용한 일이다. 그런데 이 무용한 일을 하는 것, 상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19세기 노동자들의 다양한 글

쓰기-노동자 신문, 보고서, 편지, 회고록, 시 등-를 검토하는 중에, 그들이 정해진 

시대와 사회의 물질적 환경과 담론 체계가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노동의 계급 정체

성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이 예상은 뤄강이 말한 ‘좌익’이 위로부터 

부여한 ‘저층의식’과 상통한다), ｢시대적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

는 노동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특정한 시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주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40)고 고백한다. 이

후 랑시에르는 ｢다른 곳의 생각｣이 가지는 혁명성을 사고하게 되었다. 조금 길지만 

이 ‘다른 곳의 생각’에 대한 주형일의 설명을 옮겨본다.

39) 张慧瑜, <发出我们的声音——工人文学的意义與价值>, 《新华月报》  2016年5月号.

40) 주형일 저, 《자크 랑시에르와 해방된 주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9-16쪽.



‘ 층문학’에서 ‘노동자문학’으로  149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단지 육

체적인 노동을 할 권리와 기회만을 인정받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전자에게는 

창작하고 설명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후자에게는 세상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는 사회에서 현실과 관계없는 것을 꿈꾸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리려

는 욕망을 표출하는 것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었

다. 그것은 이미 구획되고 분할된 틀에 따라 정해진 자리를 재현하는 생각이 아니

라 자리를 정하는 틀을 뒤집고 정해진 자리를 해체하는 해방의 생각이었다. 그것

은 지배의 생각도 아니고 저항의 생각도 아니었다. 지배와 저항으로 분할되는 틀

조차도 벗어나는 사보타주로서의 생각이었다.41)

‘현실과 관계없는 것을 꿈꾸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리려는 욕망을 표출’하는 것

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판위수는 문학 동아

리에서 ‘완전히 무용한 일을 하’며, <판위수>에 소개된 판위수의 인생은 계급의식과

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판위수>가 가진 현실과 완전히 무관한 꿈

과 욕망을 끌어안는 것이다. <판위수>는 기존 ‘저층문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저층’을 

위한 재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층문학’을 넘어서 새로운 노동자문학(工

人文学)의 맹아를 보인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한 농민공 여성의 삶과 노동에서 

길어낸 교훈, 즉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 노동의 존엄, 연민이라는 윤리적 실천 등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미덕, 즉 학습된 무기력, 극단적 개인화, 파편

화 등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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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utographical essay “I am Fan Yusu” by a female migrant 

worker has gone vial over Chinese social media, including both 

various communication groups on the Internet and traditional media 

channels, since April 2017 when it was published on the Chinese 

social network WeChat and is driving the whole nation into a 

so-called “Fan Yusu syndrome” which is characterized by empathy 

with the “subaltern” and passion for “literature.”

This paper reads the essay in the context of subaltern literature in 

order to show that it actually breaks through the limitations of 

subaltern literature and opens up new possibilities for laborer 

literature.

Firstly, “I am Fanyusu” depicts Fanyusu, a middle-aged women and 

domestic worker, not as an object of sympathy, but as a subject who 

chooses and takes the responsibility. Secondly, the essay shows she 

has been able to take the lead of her own life because she 

appreciated the integrity of life and labor, especially physical labor. 

Thirdly, in the essay, this appreciation has developed into a new 

self-consciousness as a laborer which is reaching out to people who 

similarly suffer. What this new laborer identity contains are 

independence to choose and be responsible, realization of the 

integrity of labor, and empathy with the underprivileged or 

disadvantaged.

【主題語】

나는 판위수입니다. 서발턴, 농민공, 가사노동자, 노동의 존엄, 피춘

我是範雨素，底層，農民工，育兒嫂，勞動的尊嚴，皮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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