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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983년 단편소설 《第8個是銅像》으로 문단에 등단한 쑤퉁은 광범위한 문학적 스

펙트럼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쑤퉁의 작품은 국내는 물론 이미 해외에서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쑤퉁의 부단한 창작 활동 근저에는 

문학에 대한 열정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소설은 하나의 거대한 미로이고 나는 동시대의 모든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조심

스레 모색을 꾀한다. 모든 노력은 마치 어둠속에서 스위치를 찾는 것과 같다. 나

는 찬란한 불빛이 순식간에 당신의 소설과 한 평생을 밝게 비추길 기대한다. …나

는 작가의 창작이 소위 스타일이 형성된 후에는 위기가 곧 닥치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스타일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내용을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할 수 있

는가, 이것이 가장 절박한 임무라고 생각해왔다. 어제의 작품들과 끊임없이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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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하고 원래 있던 모든 것을 용감하게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작품의 면모와 스

타일을 만들어내는 것, 나는 이것이야말로 창작생애 중 가장 의미 있는 단계이자 

또한 가장 도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방금 비유한 것처럼 용기를 갖고 

소설 미로 속 모든 문들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신으로부터 돌아나가

고, 미로로부터 걸어 나와서, 숨겨져 있는 스위치를 찾도록 애쓴다. ( 说是一座

巨大的迷宫，我和所有同時代的作家一样 心翼翼地摸索，所有的努力似乎就是

在黑暗中寻找一根燈绳， 望有灿爛的光明在刹那间照亮你的 说以及整個生

命。…我一直认爲當一個作家的創作形成所谓的风格之後，創作危機也随即來

臨，如何跳出风格的“陷穽”，如何發展和豊富創作内涵成爲 迫切的任务。要不断

地向昨天的作品告别，要勇於打碎原有的一切，塑造全新的作品面貌和风格，我

想這才是写作生命中 有意义的阶段，也是 具挑战性的創作流程。正如我刚才

的比喻，必须有勇氣走进 说迷宫中的每扇门，每一個黑暗的空间。從自己绕過

去。從迷宫中走出去。试一试能否寻找那些隐蔽的燈绳。)1)

상술한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작가들의 고민이자 숙명적 과제는 기

존 스타일의 답습과 굴레로부터 벗어나 문학적 갱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쑤퉁 또한 

30여년의 창작생애 동안 고착화된 창작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의 자세로 부

단한 문학적 변신을 추구해왔다. 그가 일궈 온 문학 궤적들 예컨대 선봉소설, 신역

사주의 소설, 신사실주의 소설, 여성의 삶을 제재로 한 紅粉소설, 하층민의 빈곤과 

비극적 삶을 제재로 한 일련의 소설 등등은 모두 작가의 부단한 도전과 모색의 성

취물이다. 이처럼 분류와 제재 면에서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문학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는 쑤퉁은 연구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문학적 호기심의 대상이자 연구의 寶庫

이다. 본고에서 필자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쑤퉁의 ‘香椿樹街’연작 소설(이

하 香椿樹街소설로 약칭)이다.

‘香椿樹街’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죽나무 거리’로 쑤퉁의 여러 작품에서 소설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특히 이 ‘참죽나무 거리’는 작가의 유⋅소년시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아로새겨있는 특별한 공간이자, 문학적 상상력으로 창조된 허구의 공간으로 

쑤퉁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香椿樹街소설에서 쑤퉁은 참죽나무 

거리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 군상과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펼쳐낸다. 

 1) 苏童, <寻找燈绳>, 汪政, 河平 編, 《苏童研究资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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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그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대개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녀자들, 욕망의 덫에 걸려 추

락하는 빈민층, 권태롭고 자질구레한 일상에 억압된 서민 등등. 쑤퉁이 창조해낸 

수많은 인물 군상은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이자 비주류 소외 계층으로, 쑤퉁은 

이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는 香椿樹街소설에서도 변함없다. 

쑤퉁은 참죽나무 거리를 배경으로 소외되고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인물들을 그려내

는데, 특별하게도 주요 인물 형상이 소년소녀들(이하 청소년들로 약칭)이다. 권력, 

권위, 힘으로 대변되는 어른들과 대척점에 서있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으로 또 육체적으로 약자이자 소외된 비주류이다. 쑤퉁은 바로 이에 주목하며, 그

간 어른들로부터 배제되어 주변으로 려난 청소년들을 서사의 전면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방치 된 채, 거리로 내몰려 방황과 일탈을 일삼는 이

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펼쳐낸다. 특히 쑤퉁은 이들 청소년 형상 

속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 하며, 당시 文革이라는 재난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장

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본문에서 필자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

서 그들이 겪는 내적혼란과 방황, 정서적 결핍과 상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작

품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와 가정, 학교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내면에 쌓 던 불

평과 분노, 원망, 상처와 아픔을 다양한 모습으로 분출한다. 이것이 때로는 타인을 

향한 분노와 공격으로, 혹은 성적 욕구의 분출과 일탈행위로, 혹은 침묵의 방식인 

고립과 은둔, 자살 등의 갖가지 방식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필자는 ‘폭력으로 얼룩

진 일상’, ‘性적 충동과 일탈’, ‘고립과 죽음의 深淵으로’ 등의 세 가지 양상을 중심

으로 청소년들의 암울한 생존풍경과 황폐한 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하자면 쑤퉁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된 화두는 생

존의 비극성과 죽음에 대한 천착이다. 쑤퉁은 재앙, 재난, 불행, 고통으로 점철된 

비극적 삶과 죽음에 집요하리만큼 천착한다. 香椿樹街소설에서도 청소년들이 처한 

삶은 유독 사고, 재앙, 재난, 불행이 끊이지 않으며, 희망이나 출로 없는 암흑천지

이다. 이런 절망적인 삶 앞에 청소년들은 좌절하고 방황하다 죽음으로의 파국을 맞

이한다. 이는 쑤퉁의 문학세계에 깃들어있는 비극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본문에

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문혁이란 특수한 사회적 배경과 불우했던 가정환경,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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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기억 등, 이 모든 암울한 경험과 심리적 傷痕이 쑤퉁의 

비극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문에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쑤퉁 

개인의 성장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비극적 세계관이 내재된 작품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香椿樹街소설 속 청소년들의 생존환경과 황폐한 내면을 집

중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보면 香椿樹街소설은 쑤퉁의 성장배경은 물론 그의 문

학적, 사상적 기초와 토대를 이해하는데 있어, 충분한 연구 가치와 의의를 갖는 매

우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된다.

Ⅱ. 쑤 우( 州)의 아이, 쑤퉁

주지하다시피 사람들은 어릴 적에 가정과 주변 환경, 또래 집단으로부터 많은 자

극과 향을 받고 성장한다. 그리고 이런 자극과 향들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고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예술가의 경우에는 유년시절에 경험했던 특

별했던 체험과 자극이 기억으로 남아, 작품 창작에 감을 주기도 하고 중요한 소

재가 되기도 한다. 쑤퉁 또한 ｢작가는 마땅히 유년시절의 기억을 잘 이용해야 한

다. 유년시절의 기억이 작가에 미치는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作家应该很好地利用

童年的記忆，這記忆对作家的價值是不可估量的)｣, ｢만약 내 혼이 예술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 시기의 생활이 내 예술적 혼의 80%를 형성한 것이다(假如我

的靈魂是艺术的，那麽這两個時期的生活塑造了我80%的艺术靈魂。)｣2)라고 강조

한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쑤퉁에게 유년과 사춘기 청소년시절의 기억과 경

험은 작품 창작의 주요 動因이 되며, 또 그의 문학적 내면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

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쑤퉁이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고, 

문학적 사상을 형성하는데 있어 근원적 바탕이 되는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그의 성장배경부터 면 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여기서 두 시기란 童年時期(유년기)와 靑春期(사춘기)를 의미한다. 문학인터뷰에서 왕

훙투(王宏圖)가 쑤퉁에게 전자와 후자 중 어느 시절의 경험이 작품 창작에 향을 크

게 미쳤는가를 묻자, 쑤퉁은 두 시기를 모두 언급한다. 苏童, 王宏圖, 《苏童、王宏圖

对话 》(苏州, 苏州大学出版社, 2003),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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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퉁은 1963년 1월23일생으로 쑤저우( 州)출생이며, 본명은 童忠貴이고 쑤퉁

은 그의 필명이다. 그에 따르면 쑤퉁이란 필명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쑤저

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쭉 성장했기 때문이다.3) 이를 자구적 의미에서 해석해보

더라도 ‘ 童’이란 필명은 ‘쑤저우의 아이’, 즉 쑤저우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발상의 작명으로 보이나 필명 속에 쑤저우 지역과 어린 시

절에 대한 작가의 특별한 애착이 담겨있다. 무엇보다도 이 필명은 그의 문학적 토

양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문학세계를 수놓는 하층민들

의 생존풍경이 바로 쑤저우 지역과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는 

작품세계의 귀중한 문학적 토양이자 자양분이 된다. 특히 쑤퉁은 ｢과거를 말할 때 

기억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전히 쑤저우 성북의 백년 된 옛 거리이다. 

(说到過去，回忆中首先浮现的还是苏州城北的那條百年 街)｣라고 말한다.4) 수많

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香椿樹街’의 원형은 상술한 유년시절 속 ‘성북의 백년 된 

옛 거리’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5) 쑤퉁은 아련한 기억 속의 옛 풍경들, 예컨대 남

방의 오래된 아치형 다리, 허물어져가는 성벽, 회칠한 담벼락, 철길, 옹기종기 모여 

있는 낡고 허름한 가옥, 이웃들의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을 기억으로부터 소환해서 

재현한다.

그런데 쑤퉁에게 유년시절은 불행하고 아픈 기억으로 존재한다. 쑤퉁은 ｢나는 감

히 내 유년시절이 행복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 사실 난 고독했으며 걱정거리가 많

았다. (我從來不敢誇 童年的幸福，事实上我的童年有點孤独，有點心事重重)｣，
｢기나긴 유년시절 동안 내 기억 속에 동화, 사탕, 놀이, 어른들의 과분한 사랑이라

곤 없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가난과 고생이다(在漫長的童年時光裏，我不記得童

话、糖果、游戏和來自大人的過分的溺爱，我記得的是清苦)｣, ｢내가 자주 겪은 것

 3) 艾華, <香椿街 年苏童>, 《語文世界》 2001年 3期, 4쪽 참조. 

 4) 苏童, <苏童創作自術>, 汪政, 河平 編, 《苏童研究资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12쪽.

 5) 쑤퉁 소설세계의 양축을 대표하는 지리적 표지로 ’참죽나무 거리(香椿树街)‘와 ’풍양수 

시골마을(枫杨树鄕村)‘을 꼽을 수 있다. 香椿树街작품 텍스트는 쑤퉁이 유년시절의 기

억을 환기시켜서 참죽나무 거리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면, 

枫杨树鄕村작품 텍스트는 퇴폐적이고 타락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가족사의 흥망성쇠

를 주요 소재로 다룬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두 텍스트 모두 南方의 지리적, 문

화적인 환경과 남방 특유의 음습하고 음울한 분위기를 공통분모로 갖는다.



148  《中國文學硏究》⋅제69집

은 이런 견디기 힘든 캄캄한 황혼이었다. 부모님은 자주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했고, 누이들은 문 뒤에 숨어 훌쩍이고 나는 처마 밑에서 길게 뻗은 거리와 지나가

는 행인을 보며 상처를 받고 원망을 품었다. (我经常遭遇的是這種晦暗的難挨的黄

昏。父母在家裏高一声低一声地吵架，姐姐躲在门後啜泣，而我站在屋檐下望着長

長的街道和匆匆而過的行人，心懷受伤後的怨恨。)｣6)라며 자신의 유년시절을 회

고한다. 상술한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쑤퉁의 유년시절이 매우 불행하고 암울했음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유년시절 쑤퉁은 신장염과 후유증을 앓으며,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고독한 유년기를 보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중병으로 나는 휴학해서 집에 있으면서 매일 병상에서 한약

을 한 사발 또 한 사발씩 먹었다. 그 시절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외롭고 쓸쓸

한 시간들이었다. 반 친구들이 선생님의 인솔 하에 병문안을 왔을 때 나는 문 뒤

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 나를 그들 앞에 

나서는 것을 창피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말 못할 열등감

과 낙담이 나를 괴롭혔고, 나는 꿈속에서 학교, 교실, 운동장과 친구들을 봤다. 

(读 学二年级的時候，因爲一场重病使我休学在家，每天在病榻上喝一碗又一碗

的中藥，那是折磨人的寂寞時光。當一群 同学在 师的安排下登门慰问病號

時，我躲在门後不肯出來，因爲疾病和特殊化使我羞於面对他們。我不能去学校

上学，我有一種莫名的自卑和失落感，於是我经常在梦中梦見我的学校、教室、
操场和同学們。)7)

한창 뛰놀고 또래들과 어울려야 할 시절에 약을 달고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니, 

유년시절이 얼마나 갑갑하고 괴로웠을지 자못 상상이 간다. 특히 남들 앞에서 자신

의 병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숨었다는 고백 속에, 대인기피 증세가 생길 

정도로 유년시절 쑤퉁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열등감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불우한 가정환경과 가정불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쑤퉁은 더욱더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성장하며, 고독의 세계 속으로 침잠해 들

어간다. 그리고 이런 유년시절의 기억과 상처는 쑤퉁의 세계관, 가치관 형성에 

향을 끼치게 된다. 쑤퉁의 작품을 관통하는 작가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시선과 작

 6) 위의 책, 12-14쪽 참조.

 7) 위의 책，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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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기저에 짙게 깔려있는 고독, 죽음, 상실, 결핍, 회의 등의 비관적 情調는 상

술한 유년 시절의 이력과 심리적, 정서적 상흔과 무관하지 않다.

쑤퉁의 성장 배경을 탐색하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속한 세대별 특

수성이다. 1963년생인 쑤퉁은 자신이 속한 60세대가 1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자

신의 누이처럼 上山下鄕하며 시골에서 청춘을 허비했을 것이며, 반면에 10년을 늦

게 태어났다면 毛주석 어록, 批林批孔이니 하는 용어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을 

거라고 고백한다.

60년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수많은 정치운동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이런 재난에 대해서 다만 어렴풋하고 신기한 기억만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방관자인 아이 고, 나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196

3년에 태어난 내가 그들보다 심적으로 부담 없고, 거리낌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

다. 아울러 문혁에 대해서 무지한 70년대 보다 좀 더 복잡하고 세상경험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生於六十年代，意味着我 脱了许多政治运动的劫難，而对

劫難仅有一些模糊而奇異的記忆。…我作爲一個旁观的孩子，没有人可以给我定

罪，包括我自己。這是我作爲一個一九六三出生的人比他們輕松比他們坦荡的原

因之一，也是我比那些对“文革”一無所知的七十年代人複杂一些世故一些的原因之

一。)8)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60세대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다. 知靑세대나 그 윗세

대가 문혁이 한참 절정기 을 때 가해자이든 피해자로든 문혁의 정중앙에 서있었다

면, 쑤퉁을 비롯한 60세대는 문혁의 쇠퇴기이자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문혁의 직접

적인 참화로부터 빗겨간 세대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실 제3자로 대부분이 목격자

이자 방관자이다. (其实是局外人，他們 多只是目击 和旁观 。)｣9) 그러나 그

들 또한 엄연히 문혁의 자장 안에서 재난의 세월을 목도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

대이다. 그들은 부모세대와 형, 누나세대가 어떻게 문혁에 동원되고, 어떤 삶을 살

았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다. 따라서 그들은 문혁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전혀 없는 

70세대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물론 윗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들은 사회나 정치에 

 8) 苏童, <六十年代，一张标签>, 汪政, 河平 編, 《苏童研究资料》(天津, 天津人民出版

社, 2007)，29-30쪽.

 9) 위의 책，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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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거나 현장에서 직접적인 문혁의 폐해를 몸소 체험한 세대가 아니었기에, 

경험과 인식, 기억의 깊이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처럼 상술한 60세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쑤퉁은 문혁을 회고하

고 당시 현실을 재현함에 있어, 사상적⋅문학적 부담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이는 

反思, 傷痕문학작품이나 知靑세대 작가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쑤퉁이 작품

에서 문혁이라는 거대담론에 과도하게 구속되거나 몰입하지 않는 것 또한 이런 맥

락에서 설명가능하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10)

문혁과 관련해 쑤퉁이 소환해내는 아련한 기억은 어린 시절 집 뒤편 공장지대에

서 갑자기 들려오던 총소리, 뒷문에 날아와 박힌 탄환, 공포에 떨던 어머니의 모습, 

집 근처 담벼락에 ‘打倒xxx’라고 씌어있는 붉은색 페인트 칠, 푯말을 목에 건 채 고

개를 떨군 중년여자, 타도 대상이었던 사람이 몇 년 후 혁명 간부가 되어 나타나는 

등의 특정 기억들이다.11) 특히 뇌리에 가장 깊이 각인되었던 기억으로 쑤퉁은 거

10) 쑤퉁은 문학인터뷰에서 60세대 작가로서 자신이 문혁을 회고하고 그 당시 세월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를, 姜文감독의 《陽光燦爛的日子》의 화 예를 들며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苏童, 王宏圖, 《苏童、王宏圖对话 》: ｢ 화 속 햇빛 찬란했던 

문혁의 세월이 과연 문혁의 시절을 미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독

은 다만 유년시절의 기억에 충실했을 뿐이죠. 유년시절에는 외부세계에 대해서 비판적

인 느낌을 갖지 않아요. …아이들의 기억은 가치판단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날 내가 이런 소재를 갖고 작품을 써내려간다면 아마도 그 속에 비판적인 요소를 집어

넣겠죠. 그러나 그 기조는 당시 이미 성숙했던 지청세대 작가들이 세상을 묘사해내는 

것과 비교해서 분명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겠죠. (那裏面‘文革’年代的天空阳光灿爛，你
能说他是在美化那個時代嗎? 不是，他只不過是忠於那種童年的記忆，而人在童年時

代对外界的感受常常是不带批判性的。…孩子的記忆没有甚麽价值判断的成分。现在來

写這样的题材，或多 有批判的成分在裏面，但它的基 當年已很成熟的那一批

知青作家对世界的描術相比，必定有很大的区别。)｣(苏州, 苏州大学出版社，2003), 

85쪽. 姜文감독의 작품을 예로 든 것처럼 쑤퉁의 기억 속에서 소환해내는 문혁은 그저 

유년시절을 구성하는 여러 기억들 중의 한 부분이다. 이는 香椿樹街소설 속 소년들에

게도 마찬가지이다. 작품 속 소년들은 문혁의 세월을 재앙의 시절이나 비극적인 사건으

로 인식하고, 가치판단을 내리기에 미성숙하다. 그들은 문혁이 뭔지 잘 모르고 이에 관

심조차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만의 세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누가 제일 싸움을 잘

하는 강자인지, 약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에 눈 뜬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다스려

야 하는지 등등이 온통 그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이처럼 香椿樹街소설 속에서 문혁과 

관련한 거대담론이나 거대서사, 비판과 각성 등의 가치판단 요소 등은 생략된다. 오로

지 쑤퉁은 소년들 세계에서의 개인적 히스토리, 즉 그들 개인의 일상생활과 내면세계의 

묘사와 형상화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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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붙어있던 붉은 포스터와 선전 구호를 떠올린다.

내 기억으로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쓴 온전한 문장은 길거리에서 본 ‘혁명위원

회는 좋다’라는 독특한 억양이 담긴 문장이었다. 그 시절의 아이들은 유치원 교육

이라든지 지금처럼 광고나 매스컴의 향이 없었다. 그러나 길거리에 온통 붙어있

는 슬로건이나 구호 때문에 아이들은 글자를 쓰고 읽을 수 있었다. 아무리 멍청한 

아이들조차도 “만세”와 “타도하자”라는 이 두 개의 문구는 쓸 수 있었다. (我記得

我生平第一次写下的完整句字都是從街上看來的，有一句特别抑扬顿挫:革命委员

好!那時候的孩子没有学龄前教育，也没有现在的廣告和电视文化的熏陶，但满

街的标语口號教 了他們写字认字，再愚笨的孩子也 写“萬岁”和“打倒”這两個词

组。)12)

당시 쑤퉁과 같은 동세대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毛澤東의 초상화를 보고, 

어록을 따라 읽고 외우며 毛의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받았다. 문혁의 대혼란 속

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과 학교는 어린 청소년들을 방치했고, 소년들은 

자유방임 속에서 도덕성, 가치관, 인성, 사회성 등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배울 수 

없었다. 그들은 선전구호와 벽보, 거리를 활보하는 완장 찬 홍위병, 고깔모자를 쓰

고 단죄 받는 어른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공포와 폭력, 야만을 은연중에 학

습했다. 이처럼 문혁의 주변부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쑤퉁에게도 문혁은 아련하지만 

특별한 자극과 잔상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香椿樹街소설에서 쑤퉁은 문혁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구절절 서술하거나 묘사하지 않는다. 문혁시기를 유추케 하는 그 당

시 사물이나 슬로건, 구호 등이 간간히 등장할 뿐, 쑤퉁은 오롯이 소년들의 이야기

에만 집중한다. 희망과 출로 없는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상처와 아픔으

로 얼룩진 그들의 우울한 내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뒤에 드리워있는 문혁의 어

둔 그림자를 감지할 뿐이다. 즉 쑤퉁은 문혁을 각종 폭력과 일탈, 혼돈과 방황의 

後景장치로 이용한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며 재난의 세월 속에 방치되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삶을 쑤퉁이 어떻게 형상화해내는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11) 苏童, <年復一年>, 汪政, 河平 編, 《苏童研究资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21쪽 참조.

12) 苏童, <苏童創作自術>, 汪政, 河平 編, 《苏童研究资料》(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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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Ⅲ. 청소년들의 생존풍경과 내면세계

1. 폭력으로 얼룩진 일상

주지하다시피 쑤퉁의 문학세계에서 ‘폭력’은 마치 일상풍경과도 같다. 그의 작품 

세계는 폭력이 빈번하며 폭력의 묘사와 서술 또한 매우 노골적이라, 독자의 불쾌감

을 자아내기도 한다. 수많은 작품에서 등장인물 대부분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며, 

이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집단폭력, 여성폭력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폭

력에 대한 쑤퉁의 경험과 기억은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쑤퉁에 따르면 어릴 

적 그는 병약해서 또래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맞았다고 한다. 한 번

은 때린 아이에게 자신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알지 못하면 못 때리리니?(不认识就

不能打你嗎?)｣라는 뜻밖의 말에 놀랐다고 회고한다. 쑤퉁은 이때를 계기로 ｢세상

을 바라보는 시선은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오랜 시간 창작에 향

을 끼쳤다(看待世界的目光裏一直都有恐惧，也影响之後漫長的創作)｣라고 고백한

다. 아울러 쑤퉁은 폭력적인 묘사가 많은 것에 대해 ｢폭력은 청소년 시기의 고질적

인 기억이다. 폭력은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들은 이런 삶의 구체적 내용과 대면해

야 한다(暴力是一代人青 年時代的顽固記忆，暴力不美，但我們必须要面对這样

的生活细节)｣라고 말한다.13) 그의 말처럼 청소년들 세계에서 폭력은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고질적인 폐단으로, 香椿樹街소설 속 청소년들의 일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두 작품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刺靑時代》14)의 주인공 拐는 원래 이름은 安平이지만 9살에 사고로 한쪽 다

13) http://www.docin.com/p-797075621.html (苏童北师大讲座: 虚构的背後，是真实

的自己) 참조.

14) 《刺靑時代》는 香椿树街소설 텍스트의 주요 작품이자 본 논문에서 필자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텍스트 중의 하나이다. 일찍이 金炅南이 쑤퉁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분석하며 이 작품을 고찰한 바 있다. 참고, 김경남, <文革의 암  ― 苏童의 ｢刺靑

時代｣, 王朔의 ｢動物凶猛｣, 東西의 ｢耳光響亮｣ 중의 문혁의 정신적 창상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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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잃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拐라고 불린다. 그에게는 누이 두 명과 형이 한명 

있는데, 형 天平은 동네 주먹으로 拐에게는 방패막이자 해결사이다. 사건의 발단

은 拐가 紅旗에게 맞으면서 시작된다. 동생의 복수를 빌미로 天平이 속한 멧돼

지파(野豬幇)와 紅旗가 속한 하얀 이리파(白狼幇) 사이에 대규모 패싸움이 일어나

고, 무려 51명의 소년들이 벌인 집단 혈투 속에 天平이 죽고 만다. 차마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어 있는 형의 시신 속에서, 拐는 팔뚝에 새겨져 있는 멧돼지 문신을 

발견한다. 형의 부재 이후 무시와 모욕의 집중 대상이 된 拐는 스스로 강해져서 

형의 복수를 하고 멧돼지파를 재건하겠다는 야망을 품는다. 절치부심하며 각종 무

예를 연마한 拐는 마침내 14~15세로 구성된 신흥 멧돼지파의 두목이 된다. 그

러나 기세등등하던 위세도 잠시 조직의 분열과 배신으로 拐는 紅旗일당에게 넘

겨지고, 이마에 ‘겁장이(孬種)’라는 치욕적인 문신을 새긴 채 화려했던 그의 청소년

시절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

《獨立縱隊》에도 또래집단의 폭력에 시달리는 소년 이 등장한다. 이 사

는 참죽나무 거리는 千剛이 이끄는 ‘해바라기(葵花裏)’파와 宋文이 이끄는 ‘화학공

장(化工場)’파가 평정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전전긍긍해하는 에

게 사촌 형은 스스로를 참죽나무거리의 독립부대 사령관으로 생각하라며 용기를 준

다. 어느 날 은 해바라기파 구역을 지나가다 행동대장 千勇과 무리들로부터 봉

변을 당하고,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통행증을 사게 된다. 수치스런 경험과 분노, 

억압된 욕구가 무의식중에 꿈으로 표출된 것일까. 그날 밤 은 ‘독립부대(獨立

縱隊)’라고 씌어 있는 홍색 깃발 꿈을 꾸게 되고, 다음날 화학공장파에게 잡혀 아

지트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배신자 천샤오탕 공개심판회(叛徒沉 公审大 )’가 

열리고, 은 주머니에서 발견된 통행증 때문에 집단 폭력을 당한다. 은 자

신은 화학공장파도 해바라기파도 아니라고 호소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를 제3의 

조직 일원으로 의심하며 집중 추궁한다. 반복되는 폭력과 협박에 은 ｢나는 독

립부대이다(我是獨立縱隊)｣라며 항변하지만 그의 비명은 결국 무자비한 완력에 제

압당하고 만다.

위에서 보이듯 청소년들의 활동무대인 참죽나무 거리는 폭력으로 점철된 세상으

로, 폭력은 소년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인 생존 조건이다. 폭력의 일

로>, 《중국학연구》 제16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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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노출된 소년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다. 특히 

拐처럼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타인에게 폭력을 대물림 하는 행위는, 

억눌리고 은폐되어있던 폭력 욕망의 왜곡된 투사를 보여준다. 그 이면에는 피해자

에서 가해자로 역전된 자신의 위치와 힘을 과시하려는 왜곡된 우월심리뿐 아니라, 

과거 자신이 당했던 폭력 경험과 피해를 또 다른 약자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왜

곡된 보상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우리는 작품 속 문신에 대한 拐의 로망과 

집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이 죽던 날 拐는 형의 팔뚝에 새겨있는 문신을 보

게 되고, 이것은 그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된다. 문신은 拐에게 소위 강한 남자, 

싸움짱, 웅 등의 의미와 등가 치환되며, 절대 강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이끄는 動

因이 된다. 이에 拐가 각종 무예를 연마하고 강자가 된 후,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문신을 새기는 일이다. 그에게 문신은 첫째는 집단에서 절대강자로서의 

자신을 천하에 드러내고, 둘째는 자신이 재건한 멧돼지파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과

시욕, 셋째는 멧돼지파의 공동체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망라한 우월

적 과시 표출이다.15) 그러나 拐가 그렇게 갈망하고 집착했던 문신은 오히려 그

를 자승자박의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고,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폭력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긴다. 부하인 朱明의 꼬임에 빠져 문신을 하러 나선 拐는 紅旗 일당에

게 잡히고, 그들은 절단기로 拐의 다리를 잘라내려 한다. 기계음 소리와 함께 잘

려나가는 철판조각들을 보며, 공포에 휩싸인 拐는 ｢제발 내 성한 다리만은 건들

지 말아줘. 다른 어떤 짓을 해도 되지만, 제발 내 다리만은 건들지 말아줘(别碰我

的好腿，你們干甚麽都行，千萬别碰我的好腿了)｣라며 애원한다. 그의 굴욕적인 

애원을 보며 紅旗일당은 다리 대신 이마에 ‘孬種(겁쟁이)’이라는 치욕적인 문신을 

새긴다. 마치 죄인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하는 이 장면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

15) 어느 논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이유는 집단의 일원임을 드러내고, 

과시욕과 같은 무의식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문신을 함으로써 자신을 웅들과 동일시

하려는 목적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문신을 한다고 한다. 특히 논자는 문신에 대한 청소

년들의 선망을 청소년기가 갖는 심리적 불안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문신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일탈적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감을 지워주는 장

치가 되고, 또한 자신들을 기성의 윤리 안으로 동일화하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

는 상징적 기호가 된다. 이 같은 논자의 연구내용은 작품 속 拐가 왜 그렇게 문신행

위에 집착을 보이는지, 그의 내면심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조현설, 《문신의 역사》(서울, 살림, 2010), 90-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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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몸부림치는 拐의 모습과 함께, 작품에서 가장 야만적이며 극대화된 폭력 행위

의 정점을 보여준다. 특히 겁쟁이라고 새겨진 이마 문신은 평생을 수치심과 모멸감

으로 살 수 밖에 없는, 폭력이 부여한 잔혹한 징표이다. 쑤퉁은 拐의 이마 문신

을 통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하는 폭력 세계에서, 결국 냉혹한 폭력

에 도태되고 마는 한 소년의 비참한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록 拐의 말로가 상처와 오욕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귀결되었지만, 그는 약자

에서 출발하여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 적극적인 생존과정과 분투의식을 보인

다. 반면 《獨立縱隊》 속 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힘없는 약자에서 출

발해서,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유약한 자세로 자신을 방어하다 폭력의 희생양이 된

다.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의 대응방식과 생존모습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해바라기파와 화학공장파의 틈바구니에서 자력 생존을 위해 은 ‘독립부대’ 라는 

그럴듯한 생존전략을 표방하지만, 냉엄하고 치열한 생존현실 속에서 이것은 그저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다. 작품 말미에서 추궁과 폭력에 지칠 대로 지친 은 

｢나는 독립부대이다(我是獨立縱隊)｣, ｢너희들은 모두 바보야. 독립부대는 나 혼자

야, 나 혼자(你們都是笨蛋,獨立縱隊只有我一個人，就是我一個人)｣라며 울부짖으

며 대항을 하지만, 이마저 거대한 집단폭력 앞에 좌절되고 만다. 이성을 상실한 무

리들은 ｢그 자식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 호되게 고문해버려. 호되게 고문을 해!

(狠狠地揍他! 严刑拷打，严刑拷打!)｣라고 광분하며, 을 오히려 수도관 배관

에 거꾸로 매다는 폭력을 행사한다. 그때 의 눈앞에 꿈에서 본 ‘독립부대’라고 

씌어 있는 붉은 깃발과 도열된 수많은 부대가 나타나고, 그는 점차 의식을 잃는다.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의 환상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환상 속 독립부대의 

붉은 깃발과 도열한 군대는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무의식의 세계에서 작동된 생존방

어 기재이다. 즉 폭력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고자하는 生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환상으로 발현된 것이다. 특히 이 천군만마를 얻은 듯 환상의 무아지경에 도취

되고, 폭력에 맞서 ｢나는 독립부대이다(我是獨立縱隊)｣라고 포효하는 마지막 발악

은 내면에 쌓인 울분의 폭발이자 폭력에 대한 환멸, 그리고 폭력을 향한 처절한 저

항이다. 그러나 그의 절규와 발악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억압 

앞에 속수무책일 뿐이다.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 환상은 철저히 붕괴된다. 이처럼 

또래집단의 암투와 폭력사이에 끼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은 결국 삶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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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찾지 못하고, 잔혹한 폭력 앞에 처참하게 희생된다.

이상과 같이 당시 문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국가 폭력이 자행하는 각종 문화

적 폭력과 억압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권력투쟁과 무차별 폭행을 똑같이 

모방하며,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 拐나 은 모두 

폭력에 의해 억압받고 심리적 외상을 지닌 재난의 세대이자 비극적 인물들이다.16)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목 ‘문신시대(刺靑時代)’는 폭력과 광기로 가득했던 재난의 

세월에 대한 탁월한 은유이자, 폭력에 청소년기를 송두리째 희생당한 소년들의 암

울한 세월을 함의한다.

2. 性  욕망과 충동, 일탈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소년들은 불만과 분노, 혼란과 방황을 폭력을 통해 표출하

기도 하고, 이를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소하기도 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性에 대한 

욕망과 충동, 왜곡된 일탈행위이다. ‘성’은 인간에게 있어 원초적 본능으로, 특히 사

춘기 청소년들에게 성은 무한한 호기심의 대상이자 주된 관심사이다. 소설에서 쑤

퉁이 그려내는 소년들의 성적 욕망과 충동은 순수하고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서부

터, 뒤틀린 성적 욕망과 충동이 빚어낸 성적 일탈 행위, 성적 유희, 강간, 임신, 죽

음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강렬한 서사를 두루 보여준다.

《乘滑轮车遠去》 속 화자이자 주인공 ‘나’는 학기 첫 날 롤러블레이드 수리를 부

탁하러 동네 형 마오터우(猫頭)를 찾아 갔다가, 그의 은 한 자위행위를 목도하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날 반에서 가장 못생긴 소녀와 짝이 된 나는 그녀의 다리 사이

로 흐르는 ‘피’를 보고 경악한다. 처음으로 여자의 初經을 목도한 나는 불안과 당혹

감에 휩싸인다. 이어 교실 밖 운동장을 배회하던 나는 학교 폐창고에서 뒤엉킨 채 

성교중인 한 쌍의 남녀를 보게 된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학교 서기와 음악교사

다. 그날 저녁 우연히 익사 직전의 이웃집 여자를 구조하게 되고, 젖어있는 그녀의 

16) 金炅南은 문혁의 세월은 기만과 폭력의 시대로 패권, 암투, 배신, 시기, 음모와 폭력이 

난무하며, 그 속에서 철없는 拐와 같은 소년들은 어린 시절을 희생당하고 폐허화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서술한다. 金炅南 <文革의 암  ―苏童의 ｢刺靑時代｣, 王朔의 

｢動物凶猛｣, 東西의 ｢耳光響亮｣ 중의 문혁의 정신적 창상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16집, 19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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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라의 모습에 나는 이상야릇한 흥분을 느낀다. 이 작품에서 쑤퉁은 하루라는 아주 

짧은 시간의 설정 속에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가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서, 성에 눈 뜨는 사춘기 청소년의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모습을 면 하게 그려낸

다. 특히 猫頭의 자위행위를 목도한 내가 얼굴이 발개지며 ｢마오터우는 진짜 쓰레

기 자식이다(猫頭是個醜流氓)｣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인간의 자연스런 성적 본능과 

욕구를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소년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성에 대해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위축된 자아의 모습이자, 성과 관련한 관념과 행위

를 억압하고 금기시하는 폐쇄적 자아의 모습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같은 억압

과 금기는 이미 봇물처럼 터져버린 사춘기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과 원초적인 욕망

을 제어할 수 없다. 학교에서도 ｢머리는 온통 엉망진창이고, 눈앞은 온통 마오터우

의 저질스런 짓(我的脑袋乱得一塌糊涂，眼前尽是猫頭干的下流勾當｣이 아른거리

고, 더욱이 폐창고에서 목격한 남녀의 성교행위, 물에 빠진 여자의 치명적인 반라

의 모습 등은 나의 내면에 잠재된 원초적 본능과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이처

럼 쑤퉁은 이 작품에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관념을 가진 소년이, 점

차 성에 눈을 뜨고 자각하는 과정에서의 긴장, 당황, 충동 등의 복잡 미묘한 감정

과 혼란스러운 내면세계를 아주 세 하게 그려낸다.

반면 또 다른 작품에서 쑤퉁은 금지된 성의 규제와 억압에 도전장을 내며 무한 

질주하는 청소년들을 형상화해낸다. 《桑園留念》 속 주인공이자 화자인 15세의 ‘나’

는 동네 문제아이자 양아치인 肖弟와 毛頭와 엮이면서, 점차 일탈의 세계로 입문한

다. 나는 그들을 따라 담배를 피우고, 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끈적거리는 시선으로 

훑고, 옷 사이로 감춰진 여자들의 육체를 상상하고, 탱고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여

자와 신체적 착을 통해서 은 하게 성적 흥분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차마 여자

들과 성관계는 시도 못하는 소심한 자아이다. 그런 나를 애송이 취급이라도 하듯 

肖弟는 입만 열면 자신의 무수한 성경험을 떠벌리고 과시한다. ｢그 계집애는 정말 

대단해. 난 문 밖에서도 그 계집애가 소리치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 肖弟는 

丹玉를 병원에 세 번이나 데려갔고, 매번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那丫頭真行，我

在门外聽，就是聽不到她喊。肖弟把丹玉带到醫院三次，每次都這麽跟我说。)｣ 
화자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肖弟와 그녀의 여자 친구인 丹玉는 거리낌 없이 성

관계를 일삼으며 임신과 낙태를 되풀이한다. 십대의 청소년들로서는 상상이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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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문란한 성관계를 일삼는 이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욕구 충족과 쾌락만이 

우선일 뿐, 진실한 사랑이나 애정,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책임감은 결여되어 

있다. 유유상종으로 그들과 절친 사이인 毛頭 또한 비정상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

다. 毛頭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얼굴을 깨물어 흔적을 남길 거야(喜欢一個女

人的话一定要在她脸上咬一口)｣라며 공공연하게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肖弟

의 여자인 丹玉의 얼굴에 대담하게 자신의 齒痕을 남긴다. 毛頭의 행위를 어른들

을 모방한 자극적인 성적 유희의 일환으로 보든 변태적 가학행위의 일환으로 보든, 

문제는 이것이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의식이 빚어낸 일탈 행위란 사실이다. 청소년

들이 보여주는 성 가치관은 자유분방함을 넘어서 충동적이고, 방종에 가까울 정도

로 문란하다. 특히 보수적인 성의식과 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방종과 일탈을 일

삼는 이들의 반항은 자기 파괴적인 파국에까지 이르러, 급기야는 죽음을 불사하기

도 한다. 작품의 결말은 충격적이게도 毛頭가 친구의 여자인 丹玉와 서로 껴안은 

채 죽어있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이들이 무슨 이유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작가

는 명확한 서술을 보류한다. 다만 가정과 학교에서 방치되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

다는 정서적 결핍과 소외감이 이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자유연애와 성적 방종을 일

삼게 하고, 종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충동적 동반 자살로 생을 포기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쑤퉁은 거침없는 성적 일탈과 폭주를 일삼다 자살로 삶을 마감하

는 비극적 파국을 통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위태롭고 불안한 

심리와 그들의 고독과 방황을 그려낸다.

또 다른 작품 《舒家兄弟》는 일상화된 가정 폭력과 폭언, 性적 학대 속에서 공포, 

분노,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를 앓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舒農

과 그 주변 인물들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려낸다. 참죽나무 거리 18번지의 한 지붕

아래 사는 이웃 舒씨와 林씨에겐 각기 舒工(16세), 舒農(14세)형제와 涵丽(17

세), 涵贞(15세)자매가 있다. 舒工, 舒農형제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상스러운 욕설

과 폭언을 내뱉고, 물리적 폭력을 시도 때도 없이 가하는 가정폭력의 대명사이다. 

더구나 아버지는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주체 못해서 윗집 

자매의 어머니 丘玉美와 불륜을 저지른다. 심지어 불륜 장면을 아들 舒農에게 들

켰음에도 불구하고, 발설치 못하도록 선물로 회유하거나 혹은 폭력으로 겁박한다.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웃소녀 涵丽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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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미 각방 생활을 해온 林씨는 부인의 외도를 묵인하며 오히려 딸에게 폭언과 

분풀이를 할 뿐이다. 남편의 방임 하에 丘玉美는 더더욱 보란 듯이 舒씨를 자기 방

으로 불러들이고, 결국 이들의 불륜행각은 참죽나무 거리로 퍼져나간다. 그러나 이

들은 장소만을 舒農의 방으로 옮긴 채 불륜을 이어간다. 심지어 舒農이 보는 앞에

서 그의 귀와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채, 파렴치하고 추잡한 정사행위를 벌이기

까지 한다. 이는 사실상 엽기적인 성적 학대와도 같다. 그러나 이들은 오로지 자신

들의 욕정해소와 성적 쾌락에 탐닉할 뿐, 舒農이 받을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는 

무시한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집과 가정은 행복한 안식처,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의 보편적 가치와 기대를 철저하게 붕괴시켜버린다. 집이란 공간은 가혹한 폭력과 

억압, 무분별하고 퇴폐적인 성적 욕망으로 가득한 추악의 온상이다. 더욱이 부모란 

존재는 폭력을 휘두르는 야만스런 존재이며, 성에 굶주린 추잡한 욕망의 변태들이

다. 이런 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년소녀들에게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온전한 인격을 

기대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러운 매음굴과도 공간속에서 소년소녀들은 

폭력과 성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들은 추악한 현실에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지만 지옥과 같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동화되거나, 혹은 자포자

기 상태로 체념하거나 혹은 자기만의 고립된 세계 속으로 침잠해버린다. 특히 아버

지의 폭력성을 대물림한 형 舒工은 동생 舒農에게 동일한 폭력과 학대를 가함으로

써, 내면의 억눌린 분노와 공격성을 해소한다. 또한 아버지가 그랬듯이 성적 충동

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호시탐탐 涵丽의 육체를 노린다. 그에게 涵丽는 자신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자,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성적 대상화일 뿐이다. 이에 그는 

수시로 涵丽의 육체를 음흉한 시선으로 훑으며 精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정액이 

묻은 바지를 빨도록 강요하는 등, 자신의 추잡한 성적 욕망과 충동을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반면 단정한 행실과 착한 마음씨로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涵丽이었

지만, 엄마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 복수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녀는 舒工에게 

몸을 허락한다. 그러나 임신을 하자 涵丽는 당혹감과 수치스러움에 舒工을 앞세워 

강제로 동반자살을 시도하고, 그 결과 오히려 涵丽만 애꿎은 목숨을 잃고 만다.17) 

17) 舒工은 임신에 대한 책임감을 오롯이 涵丽의 몫으로 회피한다. 舒工은 성욕의 해소에

만 매몰되어 涵丽를 성적대상화로 이용했을 뿐, 임신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외면하는 



160  《中國文學硏究》⋅제69집

바람난 엄마와 자살한 언니, 무능한 아버지,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

치된 여동생 涵贞마저, 동네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자매의 꽃다운 인생은 비

극적인 파국을 맞는다. 舒農의 삶은 어떠한가. 그는 열네 살이나 되었지만 소변조

차 제대로 못 가리는 배변장애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舒農은 아버지와 형으로부

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폭력을 수시로 당한다. 그러나 폭력은 오히려 舒農의 정

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배변장애 증세를 심화시킨다. 이처럼 폭력과 

배변장애의 악순환과 아버지와 형의 이중 폭력의 굴레 속에서, 舒農은 반항조차 못

한 채 하루하루 비루한 삶을 살아간다. 특히 아버지와 이웃집 여자의 정사장면 목

도를 계기로 舒農은 서서히 성에 눈을 뜨고, 성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舒農은 

밤마다 아버지를 미행하고 성교행위를 몰래 훔쳐보며, 성적 흥분과 욕구를 충족한

다. 급기야는 아버지가 창밖 강물에 버린 콘돔을 몰래 주워서 장난치고, 성기에다 

끼고 놀며 점차 변태스러운 성적 유희와 쾌락에 탐닉한다. 주목할 것은 舒農이 콘

돔을 끼고 잠에 드는 날이면 그가 이불에 실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

해 화자는 이렇게 서술한다. ｢수눙은 이날 밤 아주 단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이 실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기뻤다. 그러나 이것이 대체 어

떻게 문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어찌된 문일까? 강가에서 건져 올린 콘돔이 수

눙의 장애를 멈추게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舒農這夜睡得十分香甜，早晨醒來發

现自己没有遗尿，他很高兴; 但不明白這是怎麽回事。怎麽回事? 传说河裏打捞的

套子止住了舒農的毛病。)｣18) 이를 통해 우리는 콘돔이 舒農의 정신적 스트레스

와 불안을 이완시켜주고, 그를 편안하고 황홀한 세계로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舒農이 콘돔을 끼고 잠을 잘 때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단잠을 자

게 되고, 무엇보다도 배변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즉 舒

農은 가정 폭력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를 콘돔이라는 성적 욕망의 대체물

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舒農은 자신만의 은 한 방식으로 병리적 

일탈행위를 일삼으며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에 탐닉한다.

구태적이고 이기적인 남성중심의 성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특히 涵丽의 자살은 자신

의 행실을 조롱하는 외부 타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녀가 스스로를 

억압하며, 충동적으로 선택한 자기파멸이란 점에서 비극적이다.

18) 苏童, 《舒家兄弟》, 《苏童文集- 年血》(南京, 江苏文艺出版社, 1995)，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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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가정과 이웃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는 불륜, 엽기적 정사행위, 

성적 학대, 성폭행 등 일련의 추악한 욕망과 행태는 성에 매몰된 부도덕하고 타락

한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쑤퉁은 어른들의 비도덕적이고 무분별한 성적 욕망과 

음란 행위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관념과 의식을 갖도록 악 향을 끼치고, 이들

을 성적 방종과 타락의 길로 이끌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즉 舒工과 舒農을 

비롯한 소년들의 거침없는 성적 일탈과 타락은 어른들의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뒤

틀린 욕망이 빚어낸 결과이다.

3. 고립과 죽음의 深淵으로

앞에서 언급했지만 쑤퉁은 어릴 적 질병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 으며,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고독한 아이 다. 쑤퉁은 훗날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아홉 살 아이는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홉 살 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운명의 신이 잔인한 것은 나에 대한 조롱인지, 아니

면 구원일까? 나는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아홉 살 아이의 병상 앞에 시간은 

매우 더디고 지루하게 흘러갔다. 남방의 장마는 주루룩 멈추지 않았고, 나의 소변 

또한 장마처럼 멈추지 않았다. 난 비가 싫었다. 고장 난 나의 콩팥은 너무나도 싫

었다. 난로위에서 쓰디쓴 냄새를 풍기는 약탕기가 싫었고, 또 내가 누워있는 삐거

덕삐거덕 소리 나는 등나무 의자가 싫었다. 병상에서의 상념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를 망쳤다. (一個九岁的孩子同样地恐惧死亡，现在想來让我在九岁時候就開始怕

死，命运之神似乎有點太残酷了一點，是对我的 侃还是救赎？我至今没有悟

透。九岁的病榻前時光变得異常滞重冗長，南方的梅雨滴滴塔塔下個不停，我的

便也像梅雨一样解個不停，我恨室外的雨，更恨自己的出了毛病的肾脏，我恨

煤炉上那只飘着苦腥味的藥 ，也恨身子底下咯吱咯吱乱响的藤條躺椅，生病的

感觉這样一天毁於一天。)19)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 아홉 살이란 어린 나이에 쑤퉁은 장시간 신장 질환과 

그 후유증에 시달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공포가 유년시절 쑤퉁에게 깊

19) http://g1b.blog.zhyww.cn/archives/2720(苏童, <九岁的病榻>)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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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인되었고, 이는 추후 작가로서 삶과 죽음을 관조하고 인식하는데 깊은 향을 

끼치게 된다. 소설 속 청소년들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하고 예민하며, 외롭

고 고독한 자아를 만나게 된다. 이는 작가가 어릴 적 질병으로 경험한 소외, 고독, 

삶과 죽음에 대한 비극적 정서, 불우했던 유년시절의 심리적 결핍 등의 향과 무

관하지 않다.

쑤퉁은 《舒家兄弟》 속 舒農을 통해 음울하고 고독한 자아의 모습을 아주 세 하

게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舒農은 유독 ‘고양이’에게 강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다. 

어느 날 舒農의 시선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포착된다. 암녹색의 반짝거리는 눈빛에 

자유자재로 오가는 고양이를 보며, 舒農은 문득 ｢고양이는 누구의 간섭 없이도 세

상의 구석마다 다 다닐 수 있어(猫没有人管，它可以輕捷地走遍世界每一個角

落)｣, ｢사람보다 고양이가 되는 것이 더 재밌겠어(想做猫比做人有意思)｣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화자는 舒農의 이런 생각이 ｢당시 열네 살이었던 舒農이 삶에 대해 

깨달은 견해 다(這是舒農十四岁時对生活的看法)｣라고 서술한다. 舒農의 심리를 

철부지 소년의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기엔, 앞서 살펴봤듯이 그가 

처해있는 실상이 암담하기 그지없다. 사람으로서의 삶보다 고양이와 같은 자유로운 

삶을 갈망한다는 것은 지금 그가 처한 환경이 자유가 억압당하고 통제되는 암울한 

현실임을 환기한다. 그는 감옥과도 같은 집에서 마치 수감자처럼 자유를 억압당하

고, 폭력과 학대를 당하며 힘겨운 삶을 버텨낸다. 그런 舒農에게 고양이의 자유로

운 삶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고양이란 존재는 그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된다.

아버지와 형의 폭력과 학대 속에서 舒農은 고양이와 교감하며 고양이처럼 집을 

기어오르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 내며 더욱더 고양이스러운 행동에 집착한다. 

고양이에 대한 舒農의 과잉 집착과 모방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舒農이 얼마나 애정

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지, 그의 정서적 결핍과 소외감을 엿볼 수 있다. 즉 고양

이에 대한 舒農의 과잉 집착 이면에는 고양이란 대상을 정서적 교감과 소통의 매개

로 삼아 애정결핍과 소외감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폭

력과 억압으로 점철된 집, 야만스런 가학자인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탈출하고픈 욕

망이 투사되어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의 폭력과 폭압이 가중됨에 따라 고양이에 

대한 그의 집착과 모방은 점점 비정상적인 행위로 나아가고, 舒農은 스스로를 고양

이라고 믿으며 왜곡된 망상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된다. 이는 더더욱 타인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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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舒農은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로 매몰된 채 괴팍한 

아이로 변해간다.

그러던 어느 날 비루하고 추악한 현실의 억압과 폭력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

던 舒農은 ｢고양이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猫，你看我怎麽收拾他

們)｣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채, 집에 放火를 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고양이가 

타죽고 만다. 흉측한 몰골로 타죽은 고양이 사체와 대조적으로 버젓이 살아있는 아

버지와 형의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舒農은 마지막으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진다. 작품은 이렇게 舒農의 비극적 자살로 끝이 난다. 舒農의 

비극적 말로 근저에는 내면 깊숙이 침전된 우울과 불안, 결핍, 고독, 분노와 증오 

등의 상처가 뒤엉켜있다. 추악한 집, 붕괴된 가정, 부모형제의 폭력과 억압이 한 소

년의 혼을 멍들게 했고, 결국 그의 목숨마저 빼앗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특히 

우리는 그의 방화행위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방화행위 이면

에는 집과 가족에 대한 격한 증오심과 환멸이 깔려있다. 舒農은 방화라는 극단적이

고 적극적인 파괴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와 형으로 대변되는 추악한 현실을 붕괴시

키고 진정한 삶의 안식과 자유를 얻길 희망했다. 그러나 바람과 정반대로 오히려 

고양이가 희생되었다. 고양이의 죽음은 나의 존재를 의탁할 또 다른 나, 분신을 상

실한 것으로 舒農은 엄청난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다. 더군다나 그의 앞에 

아버지와 형은 그대로 건재해있다. 마치 콘크리트 장벽처럼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

있는 아버지와 형을 보며 그는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리고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한 

듯 몸을 던진다. 방화의 실패로 인해, 삶의 출로가 봉쇄되고 일말의 희망마저 상실

한 舒農에게 자살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살을 통해서만이 

자신을 옭아매는 냉혹하고 추악한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즉 그에게 자살은 현실에 대한 도피이자 일종의 해방구 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그의 자살은 어쩌면 처음부터 예고된 죽음이자 비극이다. 특히 죽는 그 순

간까지도 舒農이 고양이 울음소리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불길로 떨어지는 이 마

지막 장면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스

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고독한 자아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작품 《狂奔》 속 주인공 榆는 유년시절 질병으로 예민하고 우울했던 쑤

퉁의 내면세계를 가장 많이 투 하고 있는 인물이다. 榆는 원인불명의 두통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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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앓고 있으며 매일 약을 달고 사는 소년이다. 그의 집은 엄마와 할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생활하며, 아버지는 외지로 돈벌이를 위해 나간 후 감감무소식이다. 어

느 날 집에 등장한 낯선 목수의 방문은 평안했던 집에 불안과 공포의 그늘을 드리

운다. 榆는 낯선 목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나 실패로 끝난다. 

목수가 떠나고 일상적인 평온이 찾아온 것도 잠시, 榆는 어느 날 농약을 마시고 죽

어있는 어머니를 발견한다. 그리고 엄습해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다. 이 

작품은 죽음에 대한 강박증과 공포에 시달리는 한 소년이 목수를 살해하려다 실패

하는 내용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을 강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누구나가 그렇듯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 죽음이다. 이 같은 절대불변의 법칙 

앞에 인간은 죽음에 대해 잠재된 공포를 갖고 있다. 쑤퉁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원

초적 공포와 불안을 작품 속 소년의 히스테리컬하고 불안정한 심리묘사를 통해서 

아주 세 하게 재현해낸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榆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이

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어두운 밤에도 불안과 공포를 느낄 정도로 소심하고 심약한 

소년 榆에게, 원인모를 두통은 그를 철저히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집에만 틀어박

힌 채 고립시킨다. 소설 서두의 ｢그는 마을에서 보기 드물게 허약하며 내성적인 아

이 다. (他是一個鄕村中 見的羸弱文静的孩子)｣, ｢두통 병을 앓은 뒤부터 榆는 

집안 마당을 나간 적이 없다(自從患上了一種頭痛病後，榆就没有離開過他家的院

子)｣ 등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榆는 주변과 격리되어 집에만 갇혀 지내는 고립

되고 소외된 존재이다. 특히 질병으로 외부세계와 단절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고립과 

우울, 불안 증세를 보이는 榆는 죽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매번 약을 놓고 

엄마와의 실랑이 속에서 ｢넌 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 

알겠니? 죽음은 아무 무서운 거야. 넌 죽는 게 설마 무섭지 않니?(有病就要吃藥，
你不吃藥 死的。明白嗎? 死是那麽可怕的事，難道你不怕死嗎?)｣라는 엄마의 위

협적인 경고와 다그침은 榆에게 질병과 죽음을 결부시킴으로써, 죽음이 언제라도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심과 불안을 조장한다.20)

그러나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강박증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결정

적 요인은 목수가 만드는 ‘관’이다. 관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서, 죽음에 대

20) 安穎, < 《狂奔》 中的死亡恐惧>, 《文教资料》, 2016年 25期,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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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잠재적 공포와 불안을 갖고 있던 榆에게 현실적인 공포로 강력하게 다가온다. 

더구나 목수가 만드는 관의 재료가 하필이면 榆의 방 문짝이기에 榆의 불안감과 공

포는 가중되고, 두 사람간의 갈등은 첨예화된다. 목수를 향한 경계심과 적개심의 

날을 세우던 榆는 ｢우리 집은 관이 필요 없어요. (我家不要棺材)｣라며 신경질적인 

저항과 반발을 표하지만, 목수는 ｢관이 다 짜지면 결국 누군가는 자게 되겠지(棺材

打好了總 有人睡的)｣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목수의 말에서 직감적으로 죽

음의 징조를 감지한 榆는 목수를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여기서 우리는 목수에 대한 

榆의 살해욕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榆에게 ‘관’이란 이미지는 죽음의 이미지로서 

‘죽음’ 그 자체와 동일시된다. 그렇다면 ‘관’을 짜고 있는 주체인 목수는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공포의 존재인 ‘저승사자’와 동일시되며, 榆가 죽음의 위협을 피할 방법은 

저승사자인 ‘목수’를 제거하는 것이다.21) 따라서 榆는 목수를 죽이면 자신을 비롯

한 가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수의 살해시도

는 미수로 그치고 오히려 예측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목수를 죽이려 했던 농

약병은 엄마의 자살도구가 되었고, 관의 주인은 뜻밖에도 엄마가 되고 만다. 엄마

의 죽음은 이 소설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보여준다. 엄마가 왜 자살을 하게 됐는

지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소설은 명확한 서술을 유보한다. 할머니의 욕설과 이

웃들의 잡담을 통해서 그녀의 죽음이 목수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작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어린 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제한된 서술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보다 필자는 오히려 삶과 죽음

을 인식하는 작가 쑤퉁의 莫測性, 不可解性의 세계관의 투 으로 해석한다. 쑤퉁

이 유독 작품에서 죽음의 소재를 많이 취하는 것, 또한 그가 그려내는 죽음이 모두 

21) 논자 安穎은 목수에 대한 榆의 살해동기와 심리적 요인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榆의 ‘戀母情結(오이디푸스 콤플렉스)’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 목수와 관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적 이미지로 인식하여 목

수에 대한 살해심리를 풀이하는 논자의 해석은 필자의 의견과 합치된다. 그러나 이외에 

논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부친살해 욕망(弑父的衝動)에 초점을 맞추어 榆의 

행위와 심리를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榆에게 목수의 존재는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빼

앗아가는 경쟁적 존재이기에, 榆는 목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살해욕망으

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자의 해석은 榆의 행위와 심리를 분석하는데 오이디

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면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엿보인다. 安穎, < 《狂奔》 中的死亡恐惧>, 《文教资料》, 2016年 2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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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적이고 우연적이며 예측불가의 허무한 죽음의 속성을 띠는 것 이면에는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상술한 세계관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작품의 

마지막 단락이 환기하는 ‘숙명’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난 무서워. 榆는 처절하게 비명소리를 질렀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거리 위를 

쏜살같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머리에 흰색의 건을 쓰고 질주하는 그의 모습은 멀

리서 보면 마치 한 마리의 야생마와 같았다. (我怕。榆就是這時候發出了凄勵的

叫。他推開人群在公路上狂奔起來，榆頭戴白色孝 在公路上狂奔起來，遠看

很像一匹鬃烈馬)22)

이 대목은 엄마의 관을 운구하는 중 榆가 또 다른 낯선 목수를 보고, 겁에 질려 

질주하는 장면이다. 엄마의 사망으로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

었던 榆에게, 또 다른 제3의 낯선 목수의 등장은 자신에게 도래할 죽음을 은유한

다. 극한의 공포심에 비명을 지르며 야생마처럼 질주하는 마지막 장면은 자신에게 

곧 엄습할 죽음으로부터 ‘도주’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자, 죽음에 대한 처절한 

저항의 표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작가의 대답은 확고하다.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죽음 앞에 힘없이 약한 존재이며, 죽음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죽

음은 어느 누구도 맞설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숙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榆가 벌

이는 죽음으로부터의 탈주와 저항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쑤퉁은 죽음에 대한 망상으로 두려움과 강박증에 시달리며, 고립과 어둠

의 심연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한 소년의 존재론적 불안과 공포를 아주 세 하게 

그려내고 있다.

Ⅳ. 나오며

이상으로 필자는 쑤퉁의 香椿樹街소설 속 청소년 형상을 중심으로 그들의 암울

한 생존풍경과 황폐한 내면세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쑤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 苏童, 《狂奔》, 《苏童文集- 年血》(南京, 江苏文艺出版社, 1995)，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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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남방의 옛 거리(후에 참죽나무 거리로 명명함), 사춘기에 접어든 남방 

소년들의 불안정한 정서가 돌연 어두운 거리에 피비린내를 가져온다. 그들은 남방

의 습한 공기 속에서 움트다 곧 썩어 문드러질 어린 생명들이고, 青石板거리를 배

회하는 뒤틀린 혼들이다. 《桑園留念》을 시작으로 나는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끊임없이 요동치는 생존모습을 기록했다. 나는 내 작품에 재미를 느끼고 만족한다. 

나는 어릴 적 ‘참죽나무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서 성장했다. 나는 소년들의 피가 

끈끈하며 문학적으로 풍부한 의미를 갖는 것을 잘 안다. 나는 또 소년들의 피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흘렀는지 잘 안다. 무릇 흐르는 사물에는 

반드시 본디 자신만의 궤적이 있다. 이 작품집에서 나는 이 궤적을 기록하려했다. 

(一條狹窄的南方 街(後來我定名爲香椿樹街)，一群處於青春發育期的南方

年，不安定的情感因素，突然降臨於黑暗街頭的血腥氣味，一些在潮濕的空氣中

發芽溃爛的年輕生命，一些徘徊在青石板路上的扭曲的靈魂。從《桑園留念》開

始，我記 了他們的故事以及他們摇晃不定的生存狀態，如此創作使我津津有味

幷且心满意足。我從 生長在類似“香椿樹街”的一條街道上，我知道 年血是粘稠

而富有文学意味的，我知道 年血在混乱無序的年月裏如何流淌，凡是流淌的事

物必有它的軌跡。在這本集子中我试圖記 了這種軌跡。)23)

이 대목은 작가의 깊은 통찰력과 문학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아주 인상적인 대목

으로, 사춘기 청소년들의 암울한 삶과 뒤틀린 내면세계를 꿰뚫고 있다. 쑤퉁은 정

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디론가 튈지 모르는 예민한 어린 혼들을 응시하며, 그들

의 내면 안에 들끓고 있는 온갖 욕망과 충동을 주시한다. 결국 이들은 불타오르는 

욕망과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뛰쳐나와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한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쑤퉁은 ‘거리를 배회하는 뒤틀린 혼들’로 묘사한다. 특히 ‘소년들의 피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흘렀는지 잘 알며’, 이런 세월 속에서 소년

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기록하려했다’는 작가의 고백처럼, 쑤퉁은 자신을 포함한 

동세대가 문혁이라는 특수한 시대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꼈던 경험과 

기억, 행적들을 香椿樹街소설 속 청소년들의 모습 속에 투 해낸다.

본문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혼란과 무질서로 뒤덮인 문혁의 세월 속에서 소년들은 

정상적인 청소년기라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암울한 성장기를 겪어왔다. 그들 중

23) 이 글은 쑤퉁의 작품집 《 年血》의 序  중의 한 대목으로 필자가 본 논문의 주제를 

구상하고, 논지 전개의 방향과 틀을 정하는데 참고로 삼은 중요한 대목이다. 苏童, <自

序>, 《苏童文集- 年血》(南京, 江苏文艺出版社, 199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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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폭력 욕망이나 성적 욕망의 표출 등으로 억눌린 분노와 불만을 해소하거나, 

혹은 외부와 단절한 채 혼자만의 고립된 세계로 침잠했다. 심지어는 죽음을 현실도

피의 탈출구로 삼아 삶을 포기하고, 혹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패닉 상태

에 함몰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 학교, 사회 그 어디에도 이들을 부축하고, 이들

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이는 없었다. 외롭고 고단한 현실,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내일 앞에 이들은 더욱더 방황했고 좌절했다. 특히 ‘곧 썩어 문드러질 어린 생명들’

이란 표현을 통해 작가는 이들의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한다. 실제로 우리는 작품 

속에서 긴 방황과 좌절 끝에 추락하거나, 죽음으로 비극적 말로를 맞이하는 혼들

을 마주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문에서 일일이 분석할 수 없었지만,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작가는 비전이나 이상,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제시하지 않는다. 

쑤퉁은 이를 철저하게 봉쇄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가의 비극적 세계관을 감지할 

수 있다. 소년들이 보여주는 억눌린 분노와 폭력, 반항과 방황, 상처와 아픔은 그 

세대가 경험해야했던 좌절과 절망의 표출이다. 香椿樹街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대물

림하고 있는 어둡고 암담한 절망의 서사는 그래서 더욱더 애잔하고 가슴이 아프다.

香椿樹街소설 속 소년들의 일탈과 황폐한 내면은 작가가 소환해낸 과거 중국 소

년들의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소설 속 소년들과 동일한 행동양상과 내면세계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도처에 존재한

다. 작품에서 쑤퉁은 소년들을 방황과 일탈, 추락의 길로 내몬 것에 대한 원인을 

가정과 이웃, 학교의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의 붕괴로 그려

낸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 청소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각종 범죄의 늪

으로 내몬 것 역시 가정 붕괴, 학교교육 붕괴, 사회⋅문화적 장치의 역할 상실에 

있다. 청소년 문제를 단순하게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그들이 겪는 험난한 통과의

례로 치부하기에, 그들의 방황과 반항은 이미 도를 넘어 심각한 위험 수위에까지 

이르렀다.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바른 

길로 선도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

하다. 이런 측면에서 쑤퉁의 香椿樹街소설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각성과 성찰을 일

깨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가 갖는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의미를 논할 수 

있으며, 작가로서 쑤퉁의 인문학적인 책임과 사명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香椿樹街소설이 갖는 문학적 가치와 의미는 소년들을 서사의 전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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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운다는 데 있다. 쑤퉁은 그간 어른들 세계로부터 주변으로 려나고 등한시되

었던 청소년들을 주요 인물형상으로 내세워,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사춘기 청소

년들의 분노, 불안, 고독, 소외감 등의 요동치는 감정을 그려낸다. 그 과정에서 청

소년들의 불안정하고 복잡 미묘한 내면 심리를 꿰뚫는 작가의 섬세하고 예민한 감

수성은 독보적이다. 소년 화자의 입을 빌어 무덤덤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독

자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된다. 아울러 쑤퉁이 소환해내는 문

혁에 대한 기억은 유년을 구성하는 무수한 기억 중의 하나이며, 이 또한 아련한 기

억의 片鱗이다. 이것은 그의 뇌리에 문혁에 대한 기억이 온통 毛의 시대로만 각인

되거나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香椿樹街소설 속에서 쑤퉁은 

문혁이라는 거대서사에 과도하게 구속되거나 함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독자로 

하여금 오롯이 청소년들의 황폐한 내면과 그들의 암울한 생존현실에 몰입하도록 이

끈다. 이 점 또한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香椿樹街소설의 특별한 문학적 

가치이자 의의 중의 하나이다. 

끝으로 첨언하자면 쑤퉁의 香椿树街소설 텍스트는 그의 작품세계에서 매우 중요

한 역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아직은 미약

하다. 추후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더욱 활발하고 폭넓은 후속 연구가 진

행되길 기대한다.

【參 文獻】

苏童, 《 年血》, 南京, 江 文藝出版社, 1993.

汪政, 河平 編, 《苏童研究资料》,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苏童, 王宏圖, 《苏童、王宏圖对话 》, 苏州, 苏州大学出版社，2003.

조현설, 《문신의 역사》, 서울, 살림, 2010.

댄 킨들론, 마이클 톰슨 지음, 문용린 옮김, 《아들 심리학》, 서울, 아름드리미디어, 

2016.

金炅南, <文革의 암  ―苏童의 ｢刺靑時代｣, 王朔의 ｢動物凶猛｣, 東西의 ｢耳光響亮｣
중의 문혁의 정신적 창상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16집, 1999.

苏童, <九岁的病榻>, 《读 》 2014年 16期.



170  《中國文學硏究》⋅제69집

艾華, <香椿街 年苏童>, 《語文世界》 2001年 3期.

周莉, <苏童“香椿樹街系列” 说中的 年成长的三个关键词>,《文敎資料》 2007年 7期.

滕岩岩, <一抹青石板上的 年血―苏童 说中的 年形象研究>, 《常州工学院学报》 

2015年6期.

李婷婷, <苏童“童年与成长”系列 说中的 年形象>, 《语 学刊》 2010年 10期.

吴翔之, <他们在一无所获中等待未来―苏童“香椿樹街系列”中的 年形象>, 《温州师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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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in.com/p-797075621.html(苏童北师大讲座: 虚构的背後, 是真实

的自己)

【中文提要】

苏童是中国當代著名的作家，他的名字爲国内外所熟知。在30多年的文学創

作道路上，他因爲其独特的創作风格、天赋的想象、能说故事的文学才能，創作了

大量的作品。围绕着他的作品，许多论者展开了分析、考察，可是大部分都偏重於

他的一些作品文本，比如先锋小说、新写实主义小说、新历史小说、红粉小说等

等，而忽略了苏童創作的所谓“香椿樹街系列小說”，也忽略了與這一系列小说相关

的少年人物形象。“香椿樹街系列小說”与“风杨树乡村小说”是苏童創作道路上的重

要的两個标志。虽然如此，跟其他作品文本相比，它却一直被疏忽，因此在国内幾

乎没有相关的研究成果。所以，笔者把苏童的香椿樹街系列小說作为本论文的研究

对象，展开具體的分析和考察。
香椿樹街系列小說是一種依靠作家的童年記忆，并以此为主要表现对象的小

说类型。它讲述了文化大革命期间在古老的香椿樹街上发生的少年少女的故事。在

讲述自己塑造的一些少年少女人物形象的时候，苏童这样说道: “一條狹窄的南方

老街，一群處於青春發育期的南方少年，不安定的情感因素，突然降臨於黑暗街頭

的血腥氣味，一些在潮濕的空氣中發芽溃爛的年輕生命，一些徘徊在青石板路上的

扭曲的靈魂。從《桑園留念》開始，我記錄了他們的故事以及他們摇晃不定的生存狀

態。”

笔者对这些文章进行了具體分析，进而考察了这些少年少女的生存状態和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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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世界。考察的结果显示: 在一個災難的文革岁月裏，少年少女被家庭、学校、社

会放逐於家外，没人关心、照顾、引导他们踏上正确的道路。在不能期待玫瑰色的

未来的现实面前，这些处於青春期的他们徘徊、反抗、丧失目标、受挫折。他们摇

晃不定的生存状態和荒废的精神显示出了三個特點: 第一，被暴力玷污的日常生

活; 第二，性冲动和越轨行为; 第三，沉湎於孤立和死亡的深淵。

【主題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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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椿樹街系列小說》, 少年人物形象, 童年記憶, 阴暗的生存, 荒废的内心, 

Xiangchunshu Street Series Novels, Images of the youth, The childhood 

memories, A gloomy survival, desolate inner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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