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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다수를 전제로 한 공동체 속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하고 사유하며 활

동한다. 언어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주요

한 도구이다. 발화는 이러한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행위이

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성되고 중첩된 목소리들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내면화

시키는 역동성을 지닌다. 이는 발화가 개인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

지만, 그 고유성과 정체성 또한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

실을 알려준다. 때문에 발화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며 타인에 의해 끊임

없이 간섭받고 지연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언어를 매개로 한 발화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리의 발성을 통한 음성기호만이 발화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화의 관점에서 말(話)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언어라는 테두리를 넘어선다. 언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

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언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 메시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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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언어적 수단은 몸짓, 손짓, 얼굴표정, 눈짓, 몸의 자세, 신체적 접촉 나아가

서는 웃음과 울음, 하품, 옷과 화장 등을 통한 것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입을 통해 

말해지는 음성언어를 제외한 모든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의사표현을 통칭한다.1) 

말이 몸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한‘언어적인 제스처의 교차점’에서도 말의 의미가 

발생된다2)는 명제는 발화가 단순히 말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보고 듣고 느끼는 일

련의 감각행위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설명한다. 의사소통이 주로 ‘메시

지의 전달’이나 ‘의미의 생산과 교환’이라 정의되지만 중요한 점은 메시지의 전달자

와 수신자가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는 것3)이라 할 때 언어와 비언어적 수단은 별개

로 존재한다기보다 각기 의사소통의 의미를 보완, 강조, 대체4)한다. 

그러나 두 가지 의사소통 방식이 병존한다고 하지만 비언어적 수단은 언어에 비

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치성이나 반복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신속하

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세계에서 그 중요성은 간과된다. 

그리고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들, 예를 들어 보고 듣고 말하는 기

능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 역시 그 세계에서 쉽게 배제되고 억압받는다. 주목할 것

은 신체적 결핍이 사람다움의 자격과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화가 타인

과의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사유 활동의 기록이라는 점과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생

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라고 했을 때, 자유로운 발화는 사람다움의 자격과 권리

를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결핍을 가진 이들의 말은 묵살되고 ‘보편타당’

한 언어 세계 속에서 그들은 ‘언어 없는 생활’을 영위하며 인간다움을 상실한다. ‘언

어 없는 생활’은 말할 기회를 빼앗아 가면서 ‘말할 수 없는 생활’로 이어진다. 그들

의 존재와 인간다움의 가치는 희미해지고 쉽게 폭력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생존 

또한 위협받는다.

東西(1966년～, 이하 둥시)의 소설 《沒有 語的生活》5)(이하 《언어 없는 생

활》)는 이 과정을 세 하게 추적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왕라오빙(王老炳), 왕자

 1) 안인숙,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강화 양상 연구>, 《국어문학》 제54호, 2013, 3, 59쪽.

 2) 김기택, <현대시의 내적 발화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5호, 2014, 11쪽.

 3) 김우룡⋅장소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나남출판, 2004, 21쪽.

 4) 김우룡⋅장소원, 앞의 책, 5쪽.

 5) 1996년 《收穫》 제1기에 발표했고, 1998년 루쉰문학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 <天上的

戀人>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편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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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王家寬), 차이위전(蔡玉珍) 각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한다. 발화

에 필요한 기능적 결핍을 가진 그들은 그 이유로 인해 마을에서 온갖 핍박과 억압

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 자신들만의 연대를 감행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찾아간다. 

이 소설은 중국 신생대 작가들이 보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개인화 창작을 주로 

민간의 비루하고 평범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6)고, 구체적이고 뚜렷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비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형상화하는데 

능한 작가의 창작여정7)을 성실하게 보여준다. 이는 “줄곧 하층에 있었기에 현실의 

힘이 매우 크다고 느껴왔”8)던 작가의 성장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층민이

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장벽이나 생활의 곤궁함은 작가 둥시의 창작에 

주요한 소재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작품을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조합을 통

해 현대인의 소통부재를 상징적으로 암시했다9)거나 ‘결핍 없음’이 일종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상황 속에서 권력 밖에 려난 사람들의 비애와 절망을 보여주었다10)는 

평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보편적인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왕라오빙 가족의 의사소통은 주로 비언어적 의사

표현 수단에 의존한다. 몸짓이나 눈빛, 표정, 신체적 접촉 등은 왕라오빙 가족이 자

 6) 이영구, 박은혜, <둥시 단편소설의 하층 민간서사 연구 ―<언어 없는 생활(沒有 語的

生活)>, <느리게 성장하기(慢慢成長)>, <음란한 마을(嫖村)>의 경우>, 《중국어문학논

집》 제66호, 2011, 2, 306쪽.

 7) 둥시는 1990년대 등장한 중국 신생대작가군에 속한다고 평가된다. 혁명에 대한 피로와 

염증이 문학에 표출되기 시작했던 80년대 중후반 선봉과 신사실주의의 세례 속에 그들

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회의와 일상과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특히 둥시는 단편

소설<商品>(1994)을 시작으로 《沒有 語的生活》(1995), 《耳光響亮》(1997), 《後悔

》(2005) 등의 대표작 속에서 다양한 서사기법을 변용하면서 인간관계의 무의미함과 

현실의 당혹감, 인간 존재의 왜소함 등을 그려냈다. 자세한 것은 김경남, <둥시(東西) 

소설론>, (《외국문학연구》 제38호, 2010), 박은혜, 《둥시(東西) 장편소설 연구:《따귀

소리(耳光响亮)》와 《후회록(後悔 )》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제2장을 참조할 수 있다.

 8) <作家東西: 終結“王朔”時代>, 《中國圖書商報》, 2005.12.1, 김경남, 앞의 논문, 58쪽

에서 재인용.

 9) 김경남, 앞의 논문, 65쪽. 柳鐵南, <冷峻的文本和深刻的疼痛―東西《沒有 語的生活》
失語狀態的後現代表達>(《新鄕學院學報》 第23卷 第5期, 2009, 10)에서도 이 작품

이 현대인의 失語상태를 첨예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10) 이영구, 박은혜, 앞의 논문, 306-3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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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이

다. 발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대부분 언어를 매개로 하지만 비언어적 수단 역시 간

과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기능적 결핍으로 인

한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발화에 더욱 집중한다. 그리고 개인의 발화는 타인을 매

개로 하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왕라오빙, 왕자콴, 차이위전의 ‘타인’은 결핍을 가진 

그들 자신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언어를 가진 타인들과 소통하지 못하

고 자신들끼리의 연대를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한 현실은 언어가 권력인 현실을 빗

대는 동시에 그들이 철저하게 권력세계 밖에 있는 자임을 설명한다. 

모든 소통부재는 사람마다 다르고 거기서 오는 종류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본 

논문은 작품이 보여주는 이 양상과 함께 언어가 권력이 되고 주인공들이 권력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작품에 등장하는 발화의 맥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그들의 기능적 결핍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고한 언어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생각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고정관념들11)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발화 이전에 이

미 결정되어져 있는 왕라오빙 가족의 언어세계를 규명하면서 《언어 없는 생활》 속

‘언어’가 발화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의 가치와 권리를 상징하는 이중적 의

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발화와 재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비언어

적 존재들이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12)의 영위가 불가능

함을 밝히는 과정에 가까울 것이다.

Ⅱ. 발화를 구성하는 두 언어세계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인간은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

은 공적 언어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 공적 언어는 사회에 의해 규정된 것 혹은 공식적인 이라는 뜻

을 가진다.13) 공적 언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과 어투, 문

11) 백상현,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위고, 2017, 25쪽.

12) 윤은주, <정치적 행위와 서발턴의 유목적 정체성>, 《사회와 철학》 제33집, 2017. 4,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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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법 등을 습득하게 되는데 주로 학교라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공적 언어와 대비되는 사적 언어는 좁게는 유일하고 고유한 개인적 경험을 지

시하는 것에서 넓게는 공유된 의미로는 환원되지 않는 미묘한 정서, 태도적 변이들

이나 개인적 이해의 차이를 반영14)하는 외연을 가진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

는데 필요한 언어는 모두가 인식 가능하고 추측 가능한 공적 언어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적 언어가 모두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가 가진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

들이 집약되어 공동체내의 언어를 재구성하고 또 다른 공적 언어를 재생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로 양분되지만 두 언어는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 공적 

언어는 사적 언어로부터 표준적 의미를 부여받고, 사적 언어는 공적 언어로 인해 

그 풍부함과 자율성이 부각된다.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것으로 공적 언어가 인

식된다면, 사적 언어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공적 언어가 고정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 언어가 온전히 개인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두 언어세계는 발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한편, 발화는 말하는 것이면서 행동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발화 안에는 말을 함으

로써 무언가를 수행하는 행위가 있다. 한 개인의 말은 타인과 사회와 관계 속에서 

여러 맥락의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개인의 발화행위는 그가 처한 상황과 문맥

을 살펴봐야 온전히 드러난다.15) 음성 언어나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발화는 단순

히 말이라는 기호를 넘어서 타인과 사회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다양한 사

회적 맥락과 발화의 문맥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때문에 개인의 사적 언어이든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언어이든 한 가지를 버리고 다른 쪽만을 소유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두 언어의 경중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각각의 기능과 중요성은 다르게 

매겨져야 한다.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의 개념은 공동체와 사회를 구성하는 두 세계로 확대 전유

13) 최지현, <사적 언어는 국어교육의 공적 담론장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 《새국어교육》 
제95호, 2013, 33쪽.

14) 최지현, 앞의 논문, 34-35쪽 참조.

15) 김기택, 앞의 논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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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질서유지와 안정을 위해 공적 언어가 기능한다면 개인의 고유성과 특

수성은 사적 언어 세계에서 발휘된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세계가 공

적 언어를 상징한다면 이질적이고 부조리하며 비효율적인 세계는 사적 언어를 대변

한다. 이 두 세계의 언어가 교차하고 섞이며 서로의 의도와 발화의 의미가 굴절되

는 지점에서 갈등과 충돌이 야기되고 소설 《언어 없는 생활》가치와 의미 또한 여기

서 부각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왕라오빙 가족의 사람들은 발화에 있어 기능적 결핍을 가지고 

있다. 왕라오빙은 산에서 나무를 캐던 중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인 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후천적으로 기능을 상실했기에 다른 감각이 잃어버린 시각을 예민

하게 보완하지 못한다. 그의 아들 왕자콴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듣지는 못한다. 그

는 청각이 차단됐지만 나머지 감각에 의존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너 그 소리를 알아듣기는 하는 거냐?”

“듣지는 못해도 소리를 만질 수는 있어요.”

“이상하네. 라디오 소리를 못 듣는다면서 지금 내 말은 어떻게 알아들었지?”

왕자콴은 대답 없이 헤벌쭉 웃어 보이기만 했다.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헤헤”16)

“뭘 그렇게 웃느냐고?”

“사람들이 웃길래 따라 웃었어요.17)

아버지를 위해 사온 라디오의 소리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거리를 활보하는 왕자콴

이 동네사람들은 이상할 수밖에 없다. 소리를 만질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소리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러나 촉각을 통해 

감지된 서로 다른 진동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구별해낼 수 없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소리를 알아듣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소리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촉

각, 곧 차단된 감각을 대신하는 다른 예민한 감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작

품은 이어서 그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

16) 둥시 지음, 강경이 옮김, 《언어 없는 생활》, 16쪽. 은행나무, 2008. 본 논문은 번역본

을 저본으로 삼으며, 이후 작품에서 인용 시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7) 《언어 없는 생활》,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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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픈 열망을 보여준다. 차단된 청각을 대신하는 촉각과 시각은 비록 온전한 의사표

현과 전달을 담보할 수는 없으나 공동체 속에서 왕자콴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일

정정도 확보한다.

작품 중반에 등장하는 며느리 차이위전은 보고 들을 수는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한

다. 그녀는 음성언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몸

으로 표현하며 글을 쓸 줄도 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왕라오빙은 보지 못

하기 때문에 들리는 말을 통해서만 타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

리고 왕자콴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입모양이나 행동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유추해

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듣지 못하는 아들

의 대화 사이에 정확한 의사전달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콴, 다 팔면 비누 하나 사오너라.”

자콴은 아버지가 뭔가를 사오라는 것 같았지만 그 물건이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 뭘 사오라고요?”

왕라오빙은 가슴 높이에서 손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보였다.

“담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라오빙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럼 채소칼이요?”

그는 다시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그러면서 손으로 머리며 얼굴, 옷을 비비는 

시늉을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뭔가 골몰히 생각하던 왕자콴이 마침내‘아하’하

고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요. 수건 사오라는 거죠?”

왕라오빙은 강하게 부정하며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수건이 아니라 비누라고.”18)

일견 왕라오빙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발화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보이지만, 발화는 단순히 음성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은 타인의 

표정이나 눈빛, 행동을 덧입으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오감을 통해 전달되어야 비로

소 완성된다. 때문에 감각이 강화될수록 의사소통은 더욱 원활하게 된다.19)말과 

18) 《언어 없는 생활》,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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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이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할 수도 있고 표정과 말 또한 서로 엇나갈 수 있기에 

의사소통에 있어 눈빛, 표정, 행동 등의 비언어적 수단은 음성 언어만큼 중요하다. 

또한 언어만으로는 인간의 의사소통이 완벽할 수 없으며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20) 있다. 곧 비언어적 수단은 음성 언

어가 가진 의도를 더욱 풍부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 자체로 의사

소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부자간의 의사소통은 음성언어를 통한 전달도 막혀

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비언어적 수단도 차단되어 있기에 난맥에 난맥이 겹쳐

져 있다. 

주로 시각에 의지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왕자

콴은 눈치가 빠르고 타인의 의도를 재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다. 아버지가 벌에 

쏘인 후 의원으로 옮겨져서 발가벗겨진 채 치료를 받는데 사람들이 아버지의 벗은 

몸에 대해 수군거리자, 왕자콴은 아버지에게 수건을 덮어준다. 사람들은 이런 그의 

행동에 감탄한다.

자콴, 이 녀석이 똑똑하다니까. 귀는 먹었어도 지 아버지에 대해서 속닥거리니

까 금방 눈치 채잖아. 표정과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번에 안다니

까.21)

그는 축 늘어진 닭을 보면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는 라오헤이(老黑)를 질타할 만큼 양심적이기도 하다. 또한 심심해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라디오를 사올 만큼 살뜰하다. 왕라오빙 또한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만 누구보다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차이위전 역시 온갖 희롱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살아가기 위해 억척

스럽게 여러 마을을 다니며 붓을 판다. 무엇보다 발화가 말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적 

언어세계에서 이들은 발화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치부된다. 발화에 결여가 없는 마

을 사람들은 발화 기능에 결여를 가진 사람들을 공식적인 언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19) 안인숙, 앞의 논문, 54쪽.

20) 안인숙, 앞의 논문 53쪽.

21) 《언어 없는 생활》,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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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고 침묵을 강요하거나 발화를 박탈하면서22) 공적 언어의 장에서 배제하

고 모멸과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소설 제목은 이런 의미에서 중의적이다. ‘언어 없는 생활’은 왕씨 가족이 언어활

동에 필요한 부분적 결여를 가진 채 살아간다는 의미이자 그들의 발화가 마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언어활동에 결

여를 가지지 않은 마을 사람 또한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고통

에 공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의 ‘언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적언어가 공적언어를 풍부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사적 언어만으로 공적인 세계

에 들어서기는 어렵다. 공적 언어세계는 견고하고도 두터운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

으며, 공적 언어의 힘이 사적 발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핍이 

결코 의사소통의 부재이거나 그로 인한 삶의 궁핍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적 언어세계라는 ‘미리 존재하는 코드’23)의 영향에서 왕라오빙 가족은 결코 자유

로울 수 없었다.

Ⅲ. 공  언어세계에서 발화의 주체가 되는 순간

《언어 없는 생활》은 다양한 마을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글을 아는 자와 알지 못

하는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지위의 높낮음이라는 수직적 차

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언어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인간을 형상화한다. 왕라오

빙과 왕자콴은 식자층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다. 작품에서 식자층에 있는 

인물은 마을 의원인 류순창(柳 昌)과 학교 선생인 장푸바오(張復寶)와 야오위핑

22)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제17

권, 2012, 36쪽.

23)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하위 주체 혹은 하층민을 지칭하는 어휘인 서발턴의 발화 문제를 

다루었던 스피박의 논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어떤 말하기도 혹은 어떤 자

연 언어나 어떤 몸짓‘언어’도 미리 존재하는 코드의 매개 없이 의미화하거나, 지시하거

나, 표현할 수 없다. 미리 존재하는 코드란 지배 집단에 의해 기존의 지배 질서를 부양

하기 위해 이미 말로써 생산된 지배의 조건, 즉 지배담론이다. 김택현, <다시 서발턴은 

누구인가>, 《역사학보》 제200집, 6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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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姚育萍)부부이며, 부유한 자는 기와집에 사는 주(朱)씨 영감이다. 나머지 인물들

은 모두 왕라오빙 부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수직적 차이 ‘위’에 존재하는 인물 

모두가 왕씨 가족에게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자는 아니다. 류순창은 아들이 왕씨 

가족의 고기를 도둑질했을 때 직접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죄하며 벌을 내리라 청했

고, 그들이 강 건너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갈 때 그들의 행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작품에서 왕씨 가족에게 선한 눈빛을 보내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교

사 부부도 왕자콴이 물을 길어다 준 수고에 답례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탁을 들어줄 

만큼 인품을 갖추고 있다. 수직적 차이로 인한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인물은 소

설 속에서 주씨 영감 정도로 제한된다.

폭력과 억압의 행사는 도리어 왕씨 가족과 수평적인 자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

게서 발견된다. 마을 사람들은 언어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왕씨 부자와 다른 세계에 

산다. ‘온전한’언어세계에 속했다는 실체 없는 우월성은 왕씨 가족과 그들 자신을 

분리시킨다. 수직적 차이에 더해지는 수평적 다름24)으로 인해 왕라오빙 가족은 이

중고에 시달린다. 왕씨 부자는 발화와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적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언어를 습득하기 어렵다. 언어는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언

어 능력의 결핍은 당대 사회문화를 습득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보다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은 타인에 의해 쉽게 대리되고 

이용된다. 그리고 공적인 언어세계에서 통용되는 말과 행위는 왕라오빙과 왕자콴 

개인에게 다르게 전유된다. 서로에게 공유되지 못하는 의사소통 과정은 오해와 억

측이 난무하게 되는데 자콴이 주링(朱靈)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사건은 이를 상징적

으로 보여준다. 

왕자콴은 길을 가다가 마주친 마을 유지 주씨 영감의 딸 주링과 풀숲에서 잠이 

든다. 집안에서 곱게 자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주링의 일탈에 좌콴이 걸려든 것

이다. 이 일로 인해 자콴은 주씨 영감에게 매질을 당하지만 도리어 주링에 대한 사

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 선생인 

장푸바오와 야오위핑 부부에게 물을 길러다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담은 편지를 써

24) ‘수직적 차이와 수평적 다름’이라는 어휘와 개념은 윤은주, <다름의 인정과 차이의 지양 

― 아렌트의 정치 개념에서>(《철학》 제94호, 2008년 2월)의 2장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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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부탁한다. 부인인 야오가 먼저 써서 전달하였으나 주링은 그것이 대필인 것

을 알아차린다. 이윽고 남편 장푸바오는 대신 편지를 쓰고 자신의 낙관을 찍어 오

래 묵혔던 그녀를 향한 욕망을 드러낸다. 주링은 이 편지를 보고 장푸바오의 진심

여부를 의심하지만 그와의 애를 즐기고 아이를 가진다. 

장푸바오는 마을에서 글을 쓸 줄 알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공적 언어세계의 대표

적 인물이다. 그는 왕자콴의 진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콴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의도치 않게 둘을 연결시키는 중매인이 되어버렸다. 이 일로 자콴은 

사랑의 대상도 잃어버리고, 주링이 자콴에 의해 ‘못 먹는 감’이 되었다고 생각한 마

을 청년들에게 모욕과 괴롭힘까지 당한다.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랑도 잃고 폭력

을 당했다고 생각한 자콴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다. 기능하지 못하는 귀는 자콴에

게 그야말로 ‘잉여물’일 뿐이고, 마을공동체에서 온전히 하나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자신의 처지25)를 빗댄다. 반대로 기능하는 귀를 가졌으되 ‘제대로’ 듣지 못하

는 마을 사람들은 자콴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가 가진 감정을 훼손시킨다. 

이 관점에서 왕라오빙과 왕자콴이 겪는 부당한 일은 자신의 열악한 조건을 뚫고 

공적 언어세계로 진입할 때 겪는 차별 정도로 축소된다. 그리고 차별은 왕자콴 가

족에게 가해지는 공적 언어세계의 폭력을 용인한다. 폭력은 사회적 무의식의 허용

에 따른 ‘권력 행동’26)이라는 지점에서 언어의 소유여부, 발화의 가능여부는 일종의 

권력으로 기능한다.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왕자콴 가족은 자연스레 마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간다. 실제적 발화뿐만 아니라 발화의 가능성마저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폭력을 당연하다 여기고 내면화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왕라오빙은 밤마다 집 위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올라가보려고 해도 앞이 보

이지 않아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고 다칠 뿐이었다. 자콴에게 소리를 질러도 그는 

들을 수 없기에 어려움은 더해간다. 어느 날 라오빙이 지붕 쪽으로 가려다가 요강

을 엎어버리고 지독한 냄새 때문에 잠을 깬 자콴이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지붕에 말

려둔 고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린다. 추적 끝에 자식이 도둑인 사실을 알게 된 

25) 이영구, 박은혜, 앞의 논문, 308쪽.

26) 은유,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 한마디”>, 《시사 IN》 제511호, 2017년 7월 1일, 7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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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의원 류순창이 아들을 잡아와 라오빙에게 벌을 주라고 하지만, 라오빙은 그를 

순순히 용서한다.

“순창, 나는 앞을 못 보고 자콴은 귀를 못 쓰지 않나. 저 아이들이 우리 집 물

건을 훔쳐가는 건 자기네 집 물건을 가져가는 것처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나. 그

러니 저 아이들만 탓할 일도 아니지.”27)

동네를 다니며 붓을 팔던 차이위전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희

롱하고 폭력을 가해도 울분을 삭혀야 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볼 수 있

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부당함을 토해내지 

못한다. 글을 쓸 수 있다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자신의 억울함은 마음속에 쌓여갈 뿐이다. 심지어 주링이 목매달아 죽으려는 것을 

간파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온갖 몸짓을 다해 알려주지만 도리어 면박을 

당하고 쫓겨날 뿐이었다. 어떻게 해도 자신의 진심과 의도가 전달되지 못하자 그녀

는 더욱 입을 닫아버린다. 

결핍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그 다름은 타인에 의한 모욕과 폭력에 정당

성을 부여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폭력을 내면화하면서 저

항을 포기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으로서 갖는 근원적인 상처 같은 것이 감지된다. 

자기 연민과 모멸감 속에 살 수 밖에 없는 그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는 요

원해 보인다. 그러나 작품은 이러한 엄혹한 세계 속에서 스스로 발화와 재현의 주

체가 되었던 잠깐의 시간을 보여주는 미덕을 발휘한다.

주링은 장푸바오의 아이를 임신하지만 그가 아내와 이혼할 수 없음을 알고는 뱃

속 아이 아버지가 자콴이고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다. 자콴

은 이미 차이위전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동거일 뿐이며 자신이 진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일탈과 애를 위해 자콴을 이용하고 철저하게 

내버렸던 주링은 자신의 처지가 급박하게 되자 다시 그를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하

고자 한다. 자콴은 마을에서 ‘그래도 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콴

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처지를 바꾼다.

27) 《언어 없는 생활》,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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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장푸바오인데, 왜 날 찾아왔죠? 당장 나가

요. 나가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다 떠벌리고 다니겠어.”28)

자콴의 일갈은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폭력과 모멸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

의 표현이자 아내 차이위전을 지키고자하는 강력한 보호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왕라오빙 역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모욕과 폭력을 내면화

하지 않는다. 왕자콴에게서 쫓겨난 주링이 목매달아 죽자 주링의 어머니는 그녀가 

목매달았던 복숭아나무에서 매일 밤 왕자콴을 저주한다. 이 일은 왕라오빙의 임계

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된다.

“정신 나간 여편네. 죽은 사람 깨워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해도 악착같이 버텼는데,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퍼붓는 더러운 똥물

에 애꿎은 자콴만 만신창이가 되고 말겠어.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겠다.”29)

잔잔하고 반복되는 일상일수록 내면의 파고는 높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파고 앞에 그들은 왕라오빙은 마을을 떠나 조상의 묘가 있는 곳에 집을 짓는다. 보

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하게 묘소를 찾아냈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든다. 

결핍으로 인해 박해받지 않고 그로 인해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는 

그들은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저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준다. 발화와 재현의 주체

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차이위전에게서도 발견된다. 

“날 가져요!”

차이위전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스스로 깜짝 놀랐다.

‘내가 말을 하다니. 어떻게 된 거지?’30)

왕자콴과 풀숲에서 그녀는 “날 가져요”라는 말로 그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표현

한다. 그 말 뒤에 스스로도 내가 진짜 말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놀랍다는 말을 

부연할 정도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낯설어한다. 그녀는 작품 안에서 자신을 성폭

28) 《언어 없는 생활》, 48쪽. 

29) 《언어 없는 생활》, 54쪽.

30) 《언어 없는 생활》,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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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사람을 향해 “죽여버리겠어”라는 말로 두 번째 발화를 한다. 차이위전이 남

자는 그녀의 이 말로 듣고는 혼비백산하며 도망친다. 작품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녀가 말을 하는 모습은 다소 작위적이고 판타지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외부로 표

출되지 못하는 내적발화 상태에 있던 차이위전이 진심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당한 

폭력과 부당함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때 직접발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발화의 가치와 의미를 증폭시킨다. 

왕라오빙이 모욕에 못 이겨 마을을 떠나고 왕자콴이 부당함에 소리를 지르며 차

이위전이 절박함에 말을 했던 행동은 그들의 내면화된 폭력과 침묵이 자신들의 결

핍으로 인한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 요건들에 의해 강제된 것임을 의미한

다.31) 언어활동이 일종의 특권이 되고 ‘결핍은 무능력’이라는 명제가 주입되면서 그

들의 발화 의미는 탈각되고 의도는 왜곡되며 본의는 변질된다. 발화기능의 결핍이 

의사소통이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과 공적언어세계로의 

접근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박탈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에서 보여주는 왕라오

빙 가족의 발화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한다는 의미를 넘어 삶을 선택하고 개

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Ⅳ. ‘失語’에서 ‘奪語’의 상태로
― 말할 수 없는 ‘궁핍한’자들

왕자콴 가족은 자신들이 받고 있던 모욕과 폭력을 자신의 결핍 탓으로 돌리고 내

면화한다. 왕라오빙은 고기를 도둑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긴다. 왕자콴은 

주링 집의 기와를 얻어주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주링에게 꼬리친다는 모함을 받는

다. 그들은 왕자콴의 머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놓고 그의 머리카락을 어버린다. 

이러한 린치에 왕자콴은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귀를 잘라버린

다. 차이위전은 성희롱에 시달리고 성폭행을 당해 범인을 찾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한계를 절감하며 범인수색을 멈춰버린다. 

31) 윤은주, 앞의 논문,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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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서 왕씨 가족은 공적 언어세

계에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율성을 빼앗긴다.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어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사건화되면서 이해불가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왕라오빙 가족이 새로운 해석이나 해명도 

적용되지 않는 ‘모욕당해도 되는’이라는 의미의 ‘기호’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인격과 

행동이 사건화, 사물화된 사람들은 더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 새로운 이해

를 구할 수 없는 사람32)이 되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자기모욕과 폭력

을 참아내며 마을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왕라오빙 가족은 더 이상 인격체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을을 떠나 조상의 묘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새로운 자기 

삶을 구축한다. 삶의 활기 보다 무력감을 자주 느끼고 모욕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이유가 자신들이 결여 때문이라고 자책하던 그들이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은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 현실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은 자신이 꿈꾸는 모습에 비추어 

딛고 있던 현실을 바꾼다.

발화할 수 없음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지만 강

을 건너 조상의 묘에 만든 그들만의 언어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

품은 마을을 떠나 살던 차이위전을 강간하려 강을 건너온 셰시주(謝西燭)를 세 명

이 힘을 합쳐 잡은 후,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발견한 왕라오빙의 내면을 들여

다본다.

차이위전이 강간당할 뻔한 그날 저녁 이후 왕라오빙은 자신과 왕자콴, 차이위전

이 마치 한 사람으로 합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날 밤 침대 곁에서 

나눴던 대화는 절대 떨쳐버릴 수 없는 기억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질문

하면 차이위전이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가로저었고, 왕자콴이 옆에서 동작을 말로 

묘사하며 의사소통을 했었다. 셰시주를 잡을 때도 듣지 못하는 왕자콴과 보지 못

하는 그, 말하지 못하는 차이위전 세 사람이 손발을 척척 맞춰 그를 때려잡지 않

았던가. 이 정도면 정상인 부럽지 않은 환상의 트리오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나 다름없어. 서로 욕하고 때리면 결국 스스로에게 매질

을 하는 거고, 서로 어루만져 주면 결국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야. 이왕 나무다리

32) 장정일, <마광수 죽음의 배후 세력>, 《시사IN》 제523호, 2017년 9월 23일, 68쪽 참조.



136  《中國文學硏究》⋅제69집

까지 없애버렸으니 다시는 저쪽 사람들과 왕래하지 말자.’33)

이들 세 사람은 각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대

표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다. 발화행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음성 언어의 세 요소는 온전한 개인에게 모두 속한 것이다. 그

러나 왕라오빙 가족은 그 가운데 한 가지씩 결핍되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가 메우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 서로를 통해서야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모습은 그들의 연대가 단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생존을 넘어서 인간다움을 

지키는 생활을 가능케 하는 조건임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들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라도 부재하면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고 인간다움의 의미 또한 상실한

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메우면서 마을 사람들로 상징되는 공적 언어세계의 침입

과 폭력을 막아내고, 차이위전이 강간당할 뻔한 사건으로 인해 마을과 연결된 다리

를 끊어버림으로써 공적 언어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다. 말할 수 있다는 해

방감과 말해도 된다는 안도감이 기저를 이루는 세계 안에서 그들은 사람들의 모멸

적 시선에서 벗어나 비로소 삶의 주체로 거듭난다. 이로서 자신들의 발화가 계속 

실패했지만 자신의 실존은 실패하지 않34)았음을 증명한다.

공적 언어세계를 벗어나 살고 있던 이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실어’ 상

태를 벗어날 수 있는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비록 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발화가 가능한 아이의 탄생은 이제껏 가져 보지 

못한 공적 언어세계로의 진입을 기대하게 한다. 이는 그 세계로부터 당했던 모욕과 

폭력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왕라오빙이 아이에게 붙여준

‘셩리(勝利)’라는 이름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핍박받고 공격받았던 자신 가족에 대

한 해방이자 공적인 언어세계에 대한 일종의 ‘승리’를 선언한 것으로 새길 수 있다. 

반면 왕자콴은 다른 이름으로 아이를 바라본다.

그러나 왕자콴은 여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가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눈빛이었다. 그에게 가족의 

33) 《언어 없는 생활》, 68쪽.

34) 레베카 라인하르트 지음, 장혜경 옮김, 《철학하는 여자가 강하다》, 이마, 2017, 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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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 아들이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입

을 벌릴 때마다 그는 ‘뭔가를 이야기 하고 있구나’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 소

리를 들을 수 있다면 주머니 속에 돈이 두둑하게 채워진 것 마냥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았다. 그래서 왕자콴은 아들에게 따로 ‘왕유우첸(王有錢)’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35)

가족은 셩리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일종의 ‘언어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찾는다. 왕자콴은 아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눈빛으로만 이야기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며, 특히 눈빛은 의사소

통의 흐름을 규제하기도 하고 반응을 전달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간의 일치감에 대해서는 시선의 접촉이 상당한 효력을 가진다.36) 왕라오빙과 

왕자콴의 대화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간의 시선이 차단된 불완전한 의사소통관계였

다. ‘셩리’가 공적 언어세계에서 당했던 모욕과 폭력에 대한 설움을 대신하는 이름

이라면, ‘유우첸’은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아버지 왕자콴의 열망을 상징한다.

가족들의 희망 속에서 자라나지만 셩리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좁은 

가족적 연결망을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는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완성되고 

만나는 타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 자신을 대상화, 객관화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다른 가능

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왕자콴 가족이 셩리를 그토록 혐오하던 마을

로 보내 학교를 다니게 한 것도 아이가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바랐던 이유가 

크다.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적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을 획득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37) 가족은 발화와 의사소통을 위한 결핍이 없

는 아이가 학교라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모욕과 굴욕으로 점철되었던 자신들과 달리 공적 언어세계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공적 언어세계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행복과 평안을 만끽하던 

그들의 생활은 셩리가 공적세계로 나가면서 일순간 파괴된다. 아이는 왕자콴 가족

35) 《언어 없는 생활》, 70쪽.

36) 김우룡⋅장소원, 앞의 책, 57-58쪽 참조.

37) 최지현, 앞의 논문,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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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모욕적인 노래를 배워오고 그것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내용임을 모른 채 

흥얼거린다. 

“차이위전은 벙어리. 귀머거리랑 한 집에 산다네. 둘이 낳은 아이는 벙어리에다 

귀머거리라네.”38)

학교는 사회화를 학습하는 주요한 기관이다. 셩리가 학교에 간다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공동체에 자신을 위치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가족끼리 있을 때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실이 공동체 속에서는 큰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셩리는 공동체 안에 정착하기도 전에 가족으로 인해 배제 당한다. 자기가 

불렀던 노래가 자신의 아빠, 엄마와 심지어 자기를 욕하는 노래임을 알게 된 아이

는 그 충격과 공포에 말을 잊는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모든 기능을 빼앗긴다. 

할아버지는 말을 하거나 들을 수 있었고, 아버지는 보고 말할 수 있었으며, 엄마는 

듣고 글로 표현할 수 있었지만, 아이는 내용도 모르고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이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혼자만의 세계로 추락한다.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상실했던 

부모와 달리 셩리는 공적 언어세계를 접한 순간 ‘언어’를 빼앗겨버렸다. 왕라오빙 

가족의 ‘실어’ 상태가 기능의 결핍이 삶의 궁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지만 셩리의 ‘탈어’ 상태는 그들이 이미‘궁핍한 자’로 전락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왕씨 가족은 공적 언어세계를 탈출해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자신들이 

가진 기능적 결핍이 공적 언어세계와의 단절을 감행하게 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결

핍을 가지지 않은 셩리는 공적 세계와의 왕래를 통해 ‘행위’39)로서의 언어를 구사

하길 원했다. 그러나 그 세계의 진입장벽은 높고도 견고했고, 이질적인 요소를 철

저하게 거부했다.

작품 안에서 셩리는 말을 빼앗고 의사소통을 위한 감각마저 가져가버린 공적 언

38) 《언어 없는 생활》, 72쪽.

39)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적인 삶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

한다. 이것들은“인간의 근본활동”이다. 노동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여 필

수재를 생산하는 반복적 활동이고, 작업은 보다 오래 지속하는 인공적 산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다. 반면 행위는 인간들 사이에 수행되는,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노동과 작

업은 필연성의 영역에 속하지만, 행위는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김애령, 앞의 논문,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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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세계의 폭력을 체현한다. 그리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는 공적 언어

세계가 더욱 조리 있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는 보편적 생각을 반박하게 만든다. 

그 세계는 결핍된 자들로부터 말을 빼앗고 생존의 비참함을 증폭시키며 인간다움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Ⅴ. 나오는 말

《언어 없는 생활》은 발화에 있어 기능적 결핍을 가진 이들이 언어세계와 갈등하

고 충돌하는 양상을 조명한다. 일견 인간들 사이에 수행되는 발화는 각자 자신의 

말을 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은 타인에 의해 

보충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온전한 개인의 말은 존재하기 어렵다. 한 개인에게 타인

과 사회의 말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중층적 의미망을 형성한다. 공적 언어는 이와 

같은 다성적이고 중층적인 의미 속에서 보편타당하고 예측 가능한 의미를 다수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환한다. 그리고 대부분 발화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사

람들에 의해 학습되고 전파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보지 못하는 왕라오빙, 듣지 못하는 왕자콴, 말하지 못하는 

차이위전은 쉽게 공적 언어세계에서 배제된다. 이들의 기능적 결핍은 그들을 향한 

공적 언어세계 구성원들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폭

력을 자신의 결핍 때문이라 여기고 내면화하고 습관화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핍

을 가진 그들을‘하찮고 궁핍한 존재’라는 가치로 치환하면서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

한다. 결핍을 가진 자들의 발화는 공적 언어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도 영향도 가지

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왕라오빙 가족의 ‘탈출’은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갈구이자 공적 언

어세계의 강요된 침묵에 대한 저항으로 읽힌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고 주어지는 대

로 살았던 그들이 의심하고 질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공적 언어세계의 

폭력은 그럼에도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대항한다. 이를 통해 자기 삶의 지위와 권력을 찾기 위한 그들의 발화는 처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온전한 의미를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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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셩리의 ‘탈어’ 상태는 인간적 삶을 꿈꾸며 탈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영위

하고자 했던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연대가 그들이 가진 기능적인 결핍에 말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적 조건이 더해지면서 실패로 끝났음을 알려준다. 소설은 공동체

에서 벗어난 존재가 어떻게 생존하느냐에 대한 저항의 기록이자 실패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왕라오빙 가족은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 상실했을 뿐, 타인

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결핍은 무능함’이라는 등

가 개념과 공적 언어세계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우월감은 그들에게 열등감과 미개

함이라는 낙인을 찍고 배재의 폭력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왕씨 가족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단단한 공적 언어라는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리고 그 감옥

은 다른 것에 대한 태생적인 거부감과 습득하지 못한 감수성, 그리고 자신은 영원

히 언어세계 안에 속해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속에서 더욱 견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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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termine the utterance aspects and 

meaning of the novel in Dongsi's 《The life of no language》. The three 

main characters in this works can not see, can not speak and can't 

hear, respectively. Due to these deficiencies, they are uncomfortable 

with communicating with others. Language functions as a kind of 

power in the village, and those who do not have a ‘standard’ language 

are pushed out of power. Because they do not have a language, they 

suffer destruction and violence from the villagers. And those with 

deficits regard their violence as their own deprivation and internalize 

and customize it. This vicious cycle sees those with a deficit as a 

‘worthless and needy being’, justifying the destruction against them 

and forcing silence. Their utterance has no meaning or effect in the 

public language world.

In that sense, their escape is read as a hoping for human life and 

resistance to the forced silence of the public language world. And this 

is proof of the fact that they are questioning their own situation and 

situation. Nonetheless, the violence of the public language world 

continued, but they oppose the‘trinity’way of filling each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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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s. Through them, their utterance for finding the status and 

power of their lives regains the full meaning of speaking and acting for 

the first time. But Shengri(勝利) is taken away from the language of 

the public language world. This means that their escape is ended in 

failure by adding a social environment that prevents them from talking 

about their functional deficits. This novels are a record of and a failure 

to resist how a living being outside a community surv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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