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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중국의 저명한 SF 소설가인 류츠신의 3부작 삼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

아, 그 안에 내포된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 문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류

츠신은 중국을 대표하는 SF 소설가로, 지난 2015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SF 

소설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휴고상(Hugo Award)을 수상함으로써 전세계 SF 독

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창작은 비록 기존 주류 문단의 문학 이념이나 제재와 

사뭇 다른 결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문체와 인간 존재 및 역사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에 있어 기존 문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것을 능가하

는 면모를 보여주었고, 거기에 더하여 뛰어난 SF적 상상력과 거시적 시야를 작품 

속에 녹여냄으로써 대중 독자들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관심

을 불러일으켰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809). 또한 본고는 2017년 4월에 개최된 104차 중국학

연구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인 <류츠신(刘慈欣), 《삼체(三體)》 속의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문제>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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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류츠신의 이 소설은 탁월한 정치적 알레고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지구와 삼체 세계의 대립, 그리고 ‘암흑의 숲’ 원리는 대항

해시대와 식민주의 시대,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냉전과 포스트냉전 시대의 유비(類

比)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지구인들이 구축한 거대한 규모의 ‘우주함대’와 

작중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뤄지가 발명한 ‘위협권’ 등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리바이어던’과 기능상 유사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작품 속 

장치들은 근대 이래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세계가 직면해왔던 갈등과 대립을 바라

보는 작가의 관점을 반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소설은 휴머니즘과 인류애에 기초한 ‘윤리 감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심오한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류츠신은 서로 다

른 존재들 사이의 원초적인 대립과 갈등이 그와 같은 ‘윤리’ 만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암흑의 숲’으로 상징되는 우주질서(또는 이 세계의 국제질서)

의 평화와 안정은 ‘윤리 감정’과 같은 낭만적인 심리 기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냉철하고도 과감한 결단과 모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그간 중국 현대문학 연구의 경향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기성 문단의 

엄격한 비평을 통과한 엄숙문학 작품에 주로 한정하 고, 문학사의 기술 또한 자연

스럽게 그와 같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문학연구의 과정 속에서 기

존에 단순히 통속문학, 대중문학으로 치부되었던 것들 중 일부가 재평가되어 진지

한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중국 문단과 상아탑 외부에서 시도

되고 있는 다양한 창작들 중 어떤 것들은 기존의 엄숙문학이 지니지 못한 거대한 

스케일과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

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문단에 상업적 기운이 팽배해지면서 엄숙문학의 가치가 

대중독자들로부터 서서히 외면되고, 2000년대 인터넷문학의 흥기에 따라 기존 엄

숙문학의 규준이 담아낼 수 없는 다양한 장르의 혼융과 파괴 현상이 대중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 문학연구자들의 연구는 기성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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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하게 유지해오던 틀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참신한 시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중국의 저명한 SF 작가인 류츠신(刘慈欣)의 소설 

《삼체(三體)》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류츠신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뛰어

난 SF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중국인 SF 작가이기도 하

다. 《삼체》는 총 3권으로 이루어진 류츠신의 SF 대작으로, 2006년에 제1권이 출

간되었고 2년 간격으로 제2권과 제3권이 출간되었다. 이 소설이 SF 마니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설 애호가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제73회 휴고상

(Hugo Award) 시상식에서 장편소설 부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면서부터 다. 

SF 소설의 노벨문학상으로 불리는 휴고상을 아시아인이 수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류츠신은 세계적인 SF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1)

류츠신의 휴고상 수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쾌거 다. 하나는 그간 

압도적으로 서구중심적인 특징을 지녔던 SF 문학계에 비서구 작품이 수상의 예

를 안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숙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했던 

중국문단에 심오하고 아름다운 대중문학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삼체》는 ‘엄숙문학=아(雅)문학, 대중문학=속(俗)문학’의 구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고, 어떤 대중문학은 여느 엄숙문학 작품들보다도 더 ‘엄숙’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

주지하듯, 중국에서 SF 장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세동점의 상황 속

에서 중국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던 중국 근대 지식인에 의해 움을 

틔웠다. 예를 들어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인 루쉰(鲁迅)이 일본 유학 시절, SF의 

초창기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쥘 베른(J. Verne)의 소설 《달나라 여행(Autour de 

la lune, 1865)》과 《지하 여행(Voyage au centre de la terre, 1864)》의 일역본

을 중국어로 번역한 바 있다는 점은2), 청말 중국의 근대 지식인들이 SF를 통해 

 1) 류츠신의 이 작품이 휴고상을 받게 된 데에는 중국계 미국인 SF 작가인 켄 류(Ken 

Liu)의 역(英譯)으로 2014년 토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

했다. 켄 류는 1976년 중국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에서 태어나, 11세 때 미국으

로 이민한 후 하버드대에서 문학을 공부하 고, 같은 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

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시에 탁월한 SF 작가로서 2012년과 2013년에 단편소설 

부문에서 휴고상을 수상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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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에게 ‘과학’의 가치를 일깨움으로써 서구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중국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3) 그러나 SF에 대한 중국 근

대 지식인들의 관심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특히 1910년대 말 신문화운동 

이후 오랫동안 리얼리즘 문예가 중국 문단의 주류를 점하고 사회주의 혁명 과정 속

에서 일종의 도그마(dogma)로 자리 잡으면서, SF 문학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관심은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아울러 중국에서 SF 소설은 태동기부터 적어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몽주의’, ‘공리주의’적 성격을 띤 아동문예로 간주될 뿐이

었고, 성인들의 진지한 읽을거리로 평가되지 못했다. 비록 개혁개방 이후 SF 소설

은 과학의 보급이라는 ‘계몽주의’, ‘공리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심미적이고 유희적인 성격을 추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주류 문단에서 SF 소설을 보는 눈은 종래의 편협한 시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4)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류츠신이 SF 문단에서 거둔 성취와 그의 작품에 

대한 세계인들의 주목은 오랫동안 주류 문학계로부터 홀시되거나 편협하게만 다루

어졌던 SF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점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문학사적 

사건으로 기술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류츠신의 위 작품은 SF 장르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스케일과 

뛰어난 상상력을 자랑하면서도,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 개인의 실존적 고민과 윤

리도덕, 삶과 죽음의 애환, 헌신과 결단력, 인성의 아름다움과 저열함 등을 다채롭

고 세심하게 묘사해냈다. 또한 그의 문체는 대중적 가독성을 고려하면서도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방기하지 않았으며, 양자역학, 우주과학, 군사학, 국제정치, 

현대사 등과 관련된 풍부한 배경지식을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2) 서유진, <과학소설의 사실주의 실험 – 류츠신 <시골선생님>의 루쉰 수용과 변용>, (《중

어중문학》 67집, 2017. 3), 98쪽. 

 3) 청말민초, ‘과학’의 가치를 중국에 이식하려는 중국 근대 지식인들의 의도는 SF의 수용

뿐만 아니라 ‘탐정소설’의 수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구 탐정소설이 내포하는 ‘과학적’

이고 ‘논리적’인 범죄 수사 및 해결 방법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량치차오(梁

启超)를 비롯한 중국의 몇몇 지식인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박은

혜⋅박민호, <중국의 셜록 홈스 시리즈 수용과 청샤오칭(程 靑) 탐정소설 속 ‘훠쌍(霍

桑)’ 캐릭터 연구>, (《중국문학연구》 67권, 2007), 제2장의 내용을 참고할 것. 

 4) 중국 SF 소설의 태동과 변화⋅발전 과정에 관해서는 고장원 지음, 《중국과 일본에서 

SF 소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부천, 부크크, 2017), 41-104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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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이래로 중국의 소설들이 대체로 인간 개인의 삶과 심리를 

미시적이고 촘촘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하면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사유를 오랫동

안 방기해왔던 데 반해, 《삼체》는 강한 흡입력을 내뿜는 흥미진진한 서사와 정교한 

자연과학적 상상력에 더하여 ‘거시적’, ‘통합적’ 사유에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 특기할 만하다. 

물론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속성을 띠는 대중소설이며, 작가 스스로 밝히

듯 그의 창작태도 또한 장르적 문법과 스토리의 구성에 충실한 편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이 무한한 시공간을 무대로 펼쳐놓은 정치적, 윤리적 사유는 인

류가 오랫동안 직면했고 또 현재까지도 직면해 있는 문제들의 알레고리로서 진지하

게 다루어질 가치가 있다. 류츠신의 《삼체》가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독특한 면

은 중국의 다수 문학 연구자들에게도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

표적인 인문학술지인 《독서(读书)》는 2016년 제7기에 류츠신의 《삼체》에 관한 세 

편의 필담을 게재하여, 문학을 초월하여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에 대

해 조명한 바 있다.6) 

류츠신의 《삼체》가 지니는 이러한 특징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소설 《삼체》가 내

 5) 류츠신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창작시 공상과학적 구상에 집중합

니다. 인물들은 스토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이러한 태도가 문

학창작의 규율에 부합하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법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 경우 현실 반 은 창작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 소설 속에서 현실은 단지 상상력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제가 공상과학소설을 창작하는 목적은 공상과학 자체에 있습니다.｣ 
刘慈欣、吴 , <星空的奥妙：刘慈欣访 >, (《名作欣赏》, 2016年 第1期), 47-48쪽. 

 6) 《독서》 2016년 제7기에 수록된 세 편의 필담은 왕훙저(王洪喆), <냉전의 아들―류츠

신의 전략 문학 암호(冷战的孩子—刘慈欣的战略文学密码)>, 왕신(王昕), <류츠신 소

설 속의 ‘비등가교환 (刘慈欣 说中的“非等價交换”)>, 쑨자산(孙佳山), <《삼체》의 사상

자원과 그 한계(《三體》思想资源及其限制)>이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

음과 같다. 왕훙저는 류츠신을 냉전-문혁 시기에 태어난 ‘냉전의 아들’로 지칭하는 한

편, 그가 부지불식간 20세기 냉전 시기의 ‘정치적, 문화적 논리’를 미래에 재연해놓았다

고 평가했고, 왕신은 《삼체》를 비롯한 류츠신의 그간 소설들이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증여론》(1925)에서 언급한 ‘포틀래치(potlatch)’를 연상케 하는 ‘비등가교

환’의 특징을 보여주며, 그러한 특징이 ｢투입-생산과 경제적 효율만을 지상의 가치로 

삼는｣ 현 시대를 붕괴시키고 ‘가능성으로 충만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

다. 그리고 쑨자산은 《삼체》 1권에 등장하는 《침묵의 봄(寂静的春天)》이 내포하는 의

미에 주목하면서, 《삼체》를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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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는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미 중국

에서는 류츠신의 이 작품과 관련하여 여러 편의 연구논문과 인터뷰들이 발표된 바 

있지만, 이 작품을 ‘정치’와 ‘윤리’ 문제의 지평에서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더욱이 이미 3권 중 2권이 번역⋅소개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중

국현대문학계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작품이 비교적 근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휴고상을 수상한 바 있고, SF가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나 우주개발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서 점차 주목받는 새로운 서사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지금까지보다

는 향후 더 많은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Ⅱ. 정치  알 고리로서의 ‘암흑의 숲’

류츠신의 《삼체》는 외계인(즉 삼체 세계의 거주자)의 지구 침략과 이에 대한 지

구인들의 상이한 대응, 그리고 지구의 멸망과 소수 지구인의 생존을 다룬 장대한 

스케일의 서사시이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은 예원제(葉文 ), 뤄지(逻辑), 청신

(程心) 등이다. 예원제는 문화대혁명 시기, 양심적 과학자인 부친이 홍위병의 폭력

으로 죽음에 이르고 자신 또한 변방의 레이더 기지에 갇혀 억압을 당하면서 점차 

인간에 대한 환멸감을 갖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외계 생명체와 교신에 성공한 그

녀는 발달된 외계 문명에 의해 사악한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상에 우월하고 선량한 

문명이 구축되기를 열망하면서, 후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비밀리에 ‘삼체

운동’을 개시한다. 한편 뤄지는 삼체 세력이 지구 정복을 위해 우주함대를 파견했다

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삼체인들에 대항하기 위해 선별된 여러 인물 중 하나이다. 

삼체인들은 지구인보다 훨씬 우월한 문명을 지녔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

을 알아채지도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뤄지는 삼체인들의 그와 같은 

한계를 이용하여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낸다. 그것은 

삼체 행성의 좌표가 적힌 메시지를 광대한 우주공간에 발신하여, 삼체를 위협할 제

3의 외계 생명체를 그들의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지구가 삼체가 보낸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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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무기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뤄지의 방법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그는 메시지 송신장치를 통해 삼체인들과 평화교섭에 성공했던 것이다. 작품은 뤄

지의 그와 같은 방법이 지닌 힘을 ‘위협권( 慑控制权)’이라 부르고, 뤄지를 가리켜 

‘집검인(执剑人)’이라 부른다. 한편 청신은 뤄지로부터 위협권을 계승하는 2대 집검

인이나, 그녀의 휴머니즘적 인류애에서 비롯된 유약함은 결국 삼체 세계의 재침략

을 야기하여 지구를 커다란 위기에 빠뜨린다. 이후 삼체 세계는 제3의 외계 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지구와 태양계는 2차원의 평면으로 변하고 만다. 뤄지는 명왕성의 

‘지구문명박물관’의 묘지관리인이 되고, 청신은 그녀와 함께 2차원화된 지구에서 살

아남은 아이에이에이(艾AA)와 우주선을 타고 DX3906이라는 별에 도착하여 관이

판(关一 )이라는 인물로부터 우주의 차원 하강의 비밀에 대해 듣는다. 이후 청신

과 관이판은 그들이 안주했던 소우주 647을 벗어나 우주의 소멸을 막기 위해 재차 

대우주로 진입한다.

이상 《삼체》의 줄거리는 (특히 3권의 경우) 현대문학의 주류 던 ‘리얼리즘’적 미

학 기준에서 보면 황당무계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 2권의 제목이기도 

한 ‘암흑의 숲’은 오랜 정치철학적 문제를 SF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이를 국가와 

세계의 문제로 풀어낸 ‘알레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심장하다. 

작중 ‘암흑의 숲’은 광막한 우주공간을 지칭한다. 그런데 그 숲에는 저마다 상이한 

무기를 소지한 사냥꾼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배회하고 있다. 마치 우주 공간

에 펼쳐져 있는 외계 문명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그러나 어딘가에는 자신들

과 같은 문명체가 존재하고 있으리라 짐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데 예원제가 뤄지에게 전한 우주사회학의 기본 공리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우

주 내부의 모든 외계문명은 생존을 제일원리로 삼는다. 둘째, 우주 공간 내부의 자

원은 한정적이나, 생명체들의 번식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공리들에 기

초한 ‘암흑의 숲’ 원리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다. 사냥꾼들은 일단 어느 방향엔

가 특정한 상대가 존재한다고 느낄 경우 그가 누군지를 알기 전에 우선 그곳을 향

해 조건반사적으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상대가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에도, 그리고 자신의 이후 생존

과 번식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제한

적이므로,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 일단 제거하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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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한 외딴 숲에서 위의 공리가 내포하는 함의를 깨달은 주인공 뤄지는 즉

각 삼체 세계의 좌표를 자기 외에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외계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이론적으로 삼체 세계의 좌표가 외계에 알려지면 동시에 지구의 

위치도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뤄지의 ‘암흑의 숲’ 계획은 삼체에 의해 지구가 위협

을 느끼는 순간, ‘삼체와 지구의 세력균형에 의한 공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

3의 외계 세력에 의한 ‘양 세력의 파멸’을 선택할 것인가를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삼체 세계는 자신들의 파멸을 원치 않으므로 

응당 저 계획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 삼체 세계는 지구인들이 삼체 

세계의 좌표를 외계에 전송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할 것이므로, 지구

인들은 한 편으로 그러한 좌표 전송 기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삼체 세계를 향해 그들의 우월한 과학 문명을 전수해줄 것을 요구하여 양자 사이의 

전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명민한 뤄지는 삼체 세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 점

을 빠뜨리지 않는다. 

소설 속에서 ‘암흑의 숲’ 비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대한 우주공간과 그 속

에 존재하는 외계문명들을 함축하지만, 인류사의 맥락에서 조명해볼 때 그것은 ‘대

항해시대’ 이후의 식민주의와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만인의 만인에 대

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식 자연 상태에 기초한 사회계약론을 떠

올리기에 충분하다. 주지하듯, 15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포르투갈, 스페인, 국, 

네덜란드 등 국가들의 신대륙 탐사는 애초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 가로막힌 대

( )아시아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로는 

미지의 원주민 세력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해당 지역의 막대한 자원의 착취를 통

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 이것은 척박한 자연조건―세 개의 태양의 불규칙적인 

운동으로 난세기와 항세기 역시 불규칙하게 반복되는―속에서 구축된 삼체문명이 4

광년 이격된 곳에 지구라는 천혜의 행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복함대를 파견한 것

과 유비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홉스가 말하는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은 자연상태의 

인간들이 서로 간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연권(또는 무

력)을 기탁한 대상 즉 정부를 의미하는데, 이 소설 속에서 리바이어던은 양 세계를 

모두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권자인 집검인(뤄지, 청신(程心))에 해당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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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무력이 집중된 형태의 정부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의 평화상태를 구축

할 수 있다는 이론은 비단 현대 국민국가의 정체(政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UN)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상태’ 이후 새로운 평화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에서 생겨난 ‘초보적’ 형태의 ‘세계정부’라 

할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최근 여러 저작들 속에서 ‘세계국가’ 혹은 

‘세계공화국’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 구평화’의 이념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각 국가들의 ‘무력’의 ‘증여’를 통한 보다 강력한 형태의 세계국가정부의 탄생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8) 

소설 속에서 뤄지의 평화협상 이외에 그러한 이상적 형태의 세계국가의 실현을 

보여주는 예는 바로 ‘함대세계’이다. 아래는 뤄지가 200년 간의 동면에서 막 깨어났

을 때, 뤄지와 함대협의회에서 파견한 조너선이라는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이다.

“하지만 그 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강대국이 없죠. 세

계 모든 국가가 쇠퇴했으니까요.”

“모든 국가라고요? 그럼 국가 대신 누가 강해졌습니까?”

“국가가 아닌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 함대죠.”

뤄지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한 후에야 조너선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주 함대가 독립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함대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든 경

제적으로든 독립된 존재죠. 국가와 마찬가지로 UN 회원으로 가입했고요. 지금 태

양계에는 세 개 함대가 있습니다. 아시아 함대, 유럽 함대, 북미 함대. 하지만 그

들의 명칭은 단순히 그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할 뿐, 그 지역들과는 

아무런 구속 관계도 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독립적입니다. 이들 세 함대가 각

각 과거 초강대국만큼 정치적 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하지만 오해하진 

마십시오. 군사 정부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함대의 토와 주권

은 모두 우주에 있어서 지구 내부의 일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건 UN 헌

장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죠. 간단히 말해서 현재 인류는 두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기존의 지구 세계와 새로 등장한 함대 세계, 이렇게요. ……”9)

 7) 류츠신이 상상한 ‘암흑의 숲’ 원리와 홉스의 사회계약론 사이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霍伟

岸, <《三體》中的政治哲学>, (《读书》, 2016年 第3期)를 참고할 것. 

 8)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 일 옮김, 《세계사의 구조》(서울, 도서출판b, 2012), 432-434

쪽 참조. 

 9) 류츠신 지음, 허유  옮김, 《삼체 2권 – 암흑의 숲》(서울, 단숨, 2016), 446-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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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은 200년 후 지구의 평화상태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지탱해주는 물리적 

힘의 실체적 배경을 알려준다. 그것은 각 국민국가의 힘을 크게 압도하는 우주 밖 

무력집단(‘우주세계’라 명명되는)의 존재이다. 이 ‘우주세계’는 ‘지구세계’로부터 독립

적이며 그 어떤 개별 국민국가와도 무관한 초월적 무력이기 때문에, 지구 내 여러 

국가들의 관계가 ‘자연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력집

단은 UN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UN의 통제에 종속되어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지구의 각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상태를 지지해주는 물적 기반은 바

로 그것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우주함대의 무력이며, 그것은 비록 처음에는 특정 

지역(혹은 국가)을 기반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 기반과의 유대관

계를 끊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지구 내부의 안정을 견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체》 2권에 등장하는 ‘암흑의 숲’이 지시하는 정치적 알레고리의 내용, 그리고 

‘대안적 상상’의 내용은 대체로 위와 같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점은 작가 류츠신이 현대 서구 부르주아 이념의 산물인 ‘휴머니즘’과 이에 기반

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품고 있는 의혹의 시선이다. 이러한 시선은 

소설 속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2권 후반부에 등장하는 ‘물방울’은 삼체세계

에 대한 지구인들의 포용과 휴머니즘적 감상을 비웃듯 200년 간 지구인들이 구축

한 연합우주함대를 보란 듯이 궤멸시킴으로써, 지구인들이 ‘암흑의 숲’ 속에 떨어진 

미숙아나 ‘벌레’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냉소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지

나치리만치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성의 소유자 던 장베이하이는 마지막 순간에 휴

머니즘적 감상으로 머뭇거림으로써 ‘자연선택호’에 승선 중이던 천 명에 달하는 동

료들과 함께 다른 함대의 ‘초저주파 수소폭탄’에 의해 살상된다. 누가 먼저 휴머니

즘적 감상으로부터 깨어나 여타 함대를 공격할 것인가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
혼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한 모금의 유약함이 그를 죽이고 자연선택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 ｣던 것이다.10) 또한 3권에서 삼체 세계와 지구 세계 간 세력균형

의 상실과 두 세계의 멸망을 가져다 준 ‘위협권’의 계승 대목에서는 서구식 자유민

주주의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제1대 집검인 뤄지가 지니고 

(刘慈欣 著, 《三體 2: 黑暗森林》(重庆出版社, 2008), 290-291쪽.)

10) 위의 책, 6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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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위협권’이 오랫동안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대를 살았던 인류에게 ‘독재적 권력’

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결국 ‘선거’를 통해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청신에게 넘어

가면서 삼체 세계와 태양계는 불과 60여 년 만에 종말을 맞는다. 이렇듯 소설 속에

서 류츠신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휴머니즘 이념이 지니는 비효율성과 무력함을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시킨다.11) 그리고 류츠신의 이와 같은 가치관은 작중 ‘윤리’ 

문제에 대한 그의 독특한 설정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윤리’와 ‘냉혹한 실주의’ 사이에서

류츠신의 《삼체》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문제는 바로 ‘윤리란 무엇인가’의 물음

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다. 앞서 필자는 오로지 ‘기만’ 능력의 측면에서 지구인이 삼

체인보다 우월하다고 설명하 다. 그런데 지구인과 삼체인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윤리감’의 유무라 할 수 있다. 지구인에게 존재하는 ‘윤리’, 즉 타자

에 대한 동정과 연민,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가능케 하는 심리적 기제를 삼체

인들은 지구인에 비해 현격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체 세계에 윤리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기

인하는 것일 터다. 삼체 세계는 세 개의 태양이 불규칙적으로 뜨고 지면서 삼체 행

성을 엄청난 온도로 가열하기도 하고 냉각시키기도 한다. 그곳 사람들은 생존에 적

합하지 않은 난세기에서는 스스로를 ‘탈수(脫水)’시켜 미이라 상태로 존재하다가 적

절한 기온이 유지되는 항세기에는 ‘입수(入水)’를 통해 되살아나 문명을 발전시킨

11) 물론 작가 류츠신이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전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뤄지가 동면에 있던 200년 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2030년경부터 시작되어 

50여 년간 지속된 지옥만큼 끔찍했던 ‘대협곡’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에 대

해 근본적인 반성을 가능하게 했다. ｢시간이 문명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시간을 위해 흐르는 것｣, ｢인간이 첫째고 문명은 둘째｣와 같은 관념이 대협곡 이후 인

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해방되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필

연적으로 따라오는 법｣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대협곡을 통과한 후 비약적

인 문명 발전을 이룩한 지구인들에게 이러한 관념이 유치한 환상에 불과했다는 점은 위

에서 언급한 ‘물방울’의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처절하게 증명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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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생존과 문명의 지속적인 발달에 부적합한 삼체 세계의 척박한 자연조건

은, 삼체인들로 하여금 자신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계에서 지구의 존재를 발견

했을 때 별다른 고민 없이 정벌군을 파견하도록 부추겼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삼체 세계에 대한 인류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입

장이다. 하나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삼체 세계에 저항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삼

체인들에 의한 인류의 파멸과 새로운 문명의 창조를 고대하는 것이다. 일견 위의 

두 입장 중 전자가 ‘정의(正義)’나 ‘윤리’를 대변하고 후자가 ‘불의(不義)’나 ‘비윤리’

를 대변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구 내 삼체운동의 지도자

던 예원제나 그녀의 동료 에번스는 애초 그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윤리적인 사람

들이었다. 예원제는 문화대혁명의 엄혹한 시절에도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인간애를 지녔던 인물이었고, 에번스 또한 거대한 석유기업의 후계자 지위를 마다

하고 맨몸뚱이로 환경운동에 젊음을 바쳤던 청년이었다. 그러한 그들이 삼체운동의 

핵심인물이 된 까닭은 인간 혹은 인류에 대해 그들이 갖게 된 실망과 염오 때문이

었다. 그러한 ‘실망’과 ‘염오’의 감정은 그들의 불의나 비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그 반대 다. 즉 그들이 접했던 사람들의 비정하고 잔악한 행위가 그

들로 하여금 삼체 세계에 의한 인류의 멸망과 문명의 재건을 염원하도록 했던 것이

다. 아래에서 서술한 지구 내 삼체운동 세력의 주류인 ‘강림파’의 강령을 보면, 삼체 

세계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기대감이 인간(인류)의 뿌리 깊은 ‘악’에 대한 염증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류 사회는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자신

의 힘으로 자신의 광기를 억제할 수 없다. 때문에 주께서 세상에 강림하도록 청해

야 한다. 주의 힘을 빌려 인류 사회를 강제적으로 감독하고 개조해서 전혀 새로운, 

찬란하고 완벽한 인류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인간은 사악한 동물이다. 인류 문명은 지구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반드시 

이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강림파의 최종 목표는 주께 이 신성한 처벌을 청하

는 것이다. 전 인류 멸망!”12)

12) 이상 두 인용문은 류츠신 지음, 이현아 옮김, 《삼체 1부 – 삼체문제》(서울, 단숨, 

2013), 286-287쪽. (刘慈欣 著, 《三體 1: 地球往事》(重庆出版社, 2008),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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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삼체인들은 척박한 환경이 낳은 냉혹한 현실주의에 기초하여 지구 정

복을 꾀했던 것이지만, 그들의 도래를 열망하는 지구인들은 극단적인 이상주의와 

윤리주의적 동기에서 인류의 멸망을 희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체운동의 가담자들

의 오류는 고도의 문명과 고도의 윤리성을 등치시켰다는 데서 기인했다. 그들은 삼

체 문명이 지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응당 그들의 윤리적 수준도 지구인들보다 높

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실제로 삼체인들은 타인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능력을 

지니지 않았다는 면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을 속이

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 즉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명의 발달과 

자신들의 생존에 있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순수성과 정직

성은 윤리 행위가 아니라 윤리-비윤리를 초월한 ‘무(無)-윤리’의 행위일 뿐이었던 

것이다. 

앞서 인류의 ‘휴머니즘’적 정념에 대한 작가의 묘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 류츠신

이 작품 속에서 취하는 ‘윤리’에 대한 입장은 ‘사랑’, ‘용서’, ‘관용’, ‘자비’ 등의 ‘윤리

감’에 기초한 인류의 가치판단이 지나치게 허황되고 낭만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지구 내 삼체운동의 가담자들이나 삼체 함대가 미리 보낸 ‘물방울’을 지

구 세계에 대한 삼체 세계의 ‘우호적 메시지’라 오독함으로써 우주 함대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 인류는 모두 우주가 ‘암흑의 숲’일 뿐이라는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

지 못했다. ‘암흑의 숲’에 거주하는 존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거나 인류의 소멸마저도 타자와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냉정

한 현실주의’인 것이다. 인류가 삼체 세계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알려져 있던 ‘암흑

의 숲’ 원리를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자신들보다도 훨씬 문명화된 

미지의 우주공간 내 적대적 생명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사실

이 초래할 불안감과 공포심을 떨쳐내고 스스로를 행복한 가상에 머물게 하려는 ‘자

기기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와 같은 냉혹한 우주현실에서도 항구적인 평화를 상상하고 이를 위해 자

기 희생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전혀 무가치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무-윤리’의 삼

체세계에도 ‘암흑의 숲’ 원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수의 무력한 ‘윤리적’ 시도는 존

재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예원제의 전파를 최초로 접수하고 ｢대답하지 말라!｣고 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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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함으로써 호전적 삼체인들에게 지구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삼체 세계 감청원의 

부르짖음은 미약하나마 삼체 세계에도 ‘윤리적 목소리’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그

는 뤄지의 기지(奇智)로 지구 세계와 삼체 세계 사이에 일시적인 세력균형을 이룬 

직후, 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건다.

어젯밤 강연에서 당신이 말했다. 우주가 암흑의 숲이라는 사실을 인류가 오랫동

안 깨닫지 못한 것은 문명이 성숙하지 못해 우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당신은 말했다. 인류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아는 종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또 면벽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

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삼체 세계에도 

사랑이 있다. 그것이 전체 문명의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싹이 트자마자 억눌러

버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 싹의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어떤 개체에게서는 왕성

하게 자라기도 한다.……당신과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다. 사랑

의 싹은 우주의 다른 곳에도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그 싹이 자라 무성하게 자라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13)

윤리적 이상주의는 지구뿐만 아니라 삼체 세계에도 존재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

이다. 그 이상주의는 극소수의 목소리일 뿐이고, 어떤 순간에는 현실에서 통용될 

수 없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가냘픈 외침에 불과하지만, 그 목소리와 외침은 동시

에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냉혹한 우주현실 속에서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물론 그처럼 윤리적 이상

과 낭만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그것들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차디찬 시선으로 

현실을 관조하는 눈이 요구된다. 여기서 ‘윤리’나 ‘휴머니즘’에 대한 작가의 양가적 

시선, 그리고 《삼체》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이러니를 엿

볼 수 있다.

뤄지와 삼체 세계의 감청원은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초월하기 위해 ‘모험’이 필요

하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낸다. 그 ‘모험’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작

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작품 내용에 기초하여 생각해 볼 

13) 류츠신 지음, 허유  옮김, 《삼체 2권 – 암흑의 숲》(서울, 단숨, 2016), 703-704쪽 

(刘慈欣 著, 《三體 2: 黑暗森林》(重庆出版社, 2008), 469-470쪽.)



류츠신(刘慈欣)의 《삼체(三體)》를 통해 본 정치  알 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137

때 그에 대한 작가의 대답은 오로지 한 가지일 뿐이다. ‘암흑의 숲’으로 표상되는 

‘자연상태’를 제어하는 초우주적인 무력으로서의 ‘리바이어던’의 존재 말이다. 이것은 

지구의 자연상태를 제어했던 우주 연합함대의 존재, 또는 지구 세계와 삼체 세계의 

자연상태를 제어했던 뤄지의 ‘위협권’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던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초우주적 일자(一 )로서의 ‘신(The God)’이 존재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과 같은 존재를 창출해야만 한다. 요컨대, ‘윤리’나 ‘사랑’, ‘휴

머니즘’은 단순한 구호로 그칠 경우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실질적인 

구호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상태를 제어할 만한 ‘물리적 힘’을 지닌 실체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14) 

Ⅳ. 나오는 말

이상으로 류츠신의 《삼체》에 나타난 정치적 알레고리의 내용과 윤리적 문제의 함

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류츠신은 자신의 소설에서 대항

해시대와 식민주의 시대, 그리고 냉전과 포스트냉전 시기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20

세기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대를 ‘지구’와 ‘삼체 세계’의 대립, 그리고 ‘암흑의 

숲’ 원리를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이러한 ‘정치

적 알레고리’의 내용이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설’과 유사한 원리에 기초하여 미래

판 ‘리바이어던’이라 할 수 있을 ‘집검인’이나 ‘우주함대’ 등을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원리는 구평화를 위한 ‘규제적 이념(regulatory 

Idea)’으로서 가라타니 고진이 제시한 ‘세계공화국’과도 흡사하다는 점이다. 한편 류

14) 결국 ‘윤리’를 보는 작가의 태도는 앞서 설명한 그의 ‘정치적’ 태도와도 연관된다. 류츠

신에 따르면 “사회체제는 절대적인 선악(好坏)이 없으며, 그것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

다. 기실 유토피아를 묘사한 SF소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디스토피아를 묘사한다. 

마찬가지로 SF 소설의 배경 속에서 현대 민주주의 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소

설들이 묘사하는 세계는 전제주의 체제를 띤다. 물론 이는 작가들이 비관주의자라서 그

런 것은 아니다. 다만 스토리를 더 잘 구축하기 위해 빚어지는 모순이자 충돌일 뿐이

다.”라고 말한다. 刘慈欣、吴 , 위의 글, 47쪽. 결국 SF적 세계관과 윤리관은 철저하

게 인간이 처한 ‘환경’(‘맥락’, 혹은 ‘구조’라고도 할 수 있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불변하는 본질적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는 의식에 기초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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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신은 그와 같은 평화 상태가 전적으로 휴머니즘에 기초한 인류애나 윤리적 감정

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과 ‘초월적 무력’의 수립을 위한 ‘모험’을 통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 광막한 우주공간 속에서 매우 드물고도 

고귀할 ‘윤리감정’을 수호하고자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윤리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함과 결단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비록 류츠신의 이 작품이 ‘대중서사’, ‘통속

서사’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시적 상상력은 여러 역에서 흥미롭게 고찰

할 만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고양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정치’와 ‘윤리’의 문제에 대한 작가 류츠신의 생각을 옹호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가 작품 속에서 설정한 인물과 사건들을 허무맹

랑한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삼체》는 다음과 같은 ‘소설적 가능성’

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어

떤 소설가가 위에서 서술한 거시적 차원(우주세계까지를 포괄할 정도로)의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기성 문단이 승인하는 엄숙문학의 규율 안에서 다루려 한다면, 아마

도 그는 결코 ‘좋은 작품’을 써낼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곧장 문단의 비평가

들에 의해 허무맹랑한 작품으로 매도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SF소설은 작품 속

에서 위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허무맹랑한 작품으로 치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SF라

는 장르적 표식을 이마에 뚜렷이 새겨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 이래로 중국의 소설들이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사유를 오랫동안 방기해왔

던 점을 본다면, 류츠신의 위 소설이 지니는 ‘거시적’ 문제의식은 1990년대 이후 

중국 문단이 봉착한 창작상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함의를 띠고 있는 류츠신의 《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

국 현대문학계에 있어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그

간 중국 현대문학 연구는 기성 문단에서 인정하는 엄숙문학 작가와 그 작품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날 장르소설들이 대중 독자들에게 미치는 

압도적인 향을 홀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러한 장르소설들 중 상당수 수작들은 

기존 엄숙문학 작품들을 능가하는 상상력과 진지함, 서사적⋅문체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장르소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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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애정류’, ‘무협류’에 장르소설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되어 있지만, 중국 내 장르소설 역에서 그것들과 함께 중요

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SF나 판타지 장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류츠신의 대표작 《삼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는 중국 현대문학 연구의 역을 보다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문 융합’,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시대에 ‘과학’과 ‘문학’이 접목

된 SF장르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떤 소설장르에 대한 연구보다도 시의성을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감성과 주관성, 상상

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의 이질적 만남은 여느 소설 장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과는 다른 특별한 지식과 흥미를 제공해준다.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비록 ‘허구의 

예술’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SF의 수작들은 엄밀한 자연과학 이론에 

기초하여 인간 상상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SF 

장르의 매력은 앞으로 대중독자들의 관심 역에서만 소비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역에서도 진지하게 수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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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论文将以中国著名的科幻小说家刘慈欣的3部曲《三体》为研究对象, 将其中

蕴含的“政治寓言”和“伦理问题”的含义进行考察。刘慈欣作为有代表性的中国的科

幻小说家, 在2015年成为亚洲人第一个雨果奖(Hugo Award)―被称为科幻小说

的诺贝尔奖―的获奖者, 受到了全世界科幻小说读者的瞩目。他的创作虽然与以往

主流文坛的文学理念和题材截然不同, 但尽管如此, 它还是在卓越的文体、对人类

的存在及历史现实的深切关注上, 与以往的文学观并肩而立。
首先, 刘慈欣的这部小说提供了卓越的政治内涵。在小说中的地球和三体世界

的对立、“黑暗森林”原理可以解释为大航海时代、殖民主义时代及20世纪以后的冷

战时代和后冷战时代的类比, 地球人构建的巨大规模的“宇宙舰队”和逻辑发明的“威

慑控制权”等很相似与解除“所有人对所有人的战争状态”的“利维坦”。这部小说中的

要素反映了作家对近代以来人类一直面临的矛盾和对立的观点。 
这部小说还体现了如何看待基于人道主义和人类爱的“伦理感情”的深奥的问

题。刘慈欣似乎认为彼此之间存在的对立和矛盾不能完全以“伦理道德”消除。即, 

“伦理感情”等浪漫的心理机制不能维护“黑暗树林”象征的宇宙秩序(或国际秩序)的

和平和安定, 为此应该超越伦理，具有冷静而果断地透视现实的态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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