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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비페이위 《마사지사》의 장애인서사 특징을 저층서사가 아닌 장애인서사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중국 신시기 장애인서사는 스톄성을 대표로 하는 첫 단계, 

모옌⋅옌롄커⋅둥시⋅자핑와⋅츠쯔졘을 대표로 하는 두 번째 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흐름에서 비페이위 《마사지사》는 새로운 세 번째 단계의 장애인서사를 

창출해 내었다. 그의 장애인서사는, 기존의 서사가 장애인을 사회 저층으로 설정하

고 장애인의 고난을 서사의 중심에 둔 것과 달리, 장애인의 존엄과 자존을 서술의 

중심에 두었으며, 기존 서사가 일반인과 장애인을 대척점에 두고, 악하고 억압하는 

일반인―착하고 소외당하는 장애인의 프레임을 적용한 것과 달리, 일반인과 장애인

의 경계를 해체하였다. 이러한 해체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일한 꿈⋅이상⋅행복을 

추구하는 인물, 선악이 혼재된 인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장애인서사는 장애인을 하나의 서사장치로 삼아, 일반인들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

지고 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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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층서사와 장애인서사

본고는 비페이위(畢飛宇) 장편소설 《마사지사(推拿)》1)(2008)의 장애인서사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발표된 이후 중국에서 저층서사의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그와 관련된 논문도 쏟아졌다.2) 혹자는 이 소

설을 두고 저층서사의 4번째 서사방향, 즉 인성입장에서의 서사를 제시하였다고 평

가한다.3) 이들 중국논자들의 대부분의 논거는 장애인은 저층 중의 저층에 속한다

는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서사는 저층서사의 하위분류라는 것이다. 그들은 저층의 

장애인 형상을 기존 장애인과 다르게 서사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새로운 저층서

사를 구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들의 주장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그들

이 일정부분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오류는 저층서사와 장애인서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저층(底層)은 사회현상에 대한 술어이며, ‘저’는 공간을 의미하며 ‘층’은 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층’은 계층분화를 나타내는 용어이다.4) 저층서사는 중국 내의 

 1) 《마사지사》는 《상하이 옛일(上海往事)》(1994), 《여름, 가을(那個夏季，那個秋天)》

(1998), 《위미(玉米)》(2001), 《평원(平原)》(2005)에 이은 비페이위의 5번째 장편소

설로, 2011년 제8회 마오둔문학상 수상작이다. 이 소설은 그간 비페이위가 여성과 역

사소재를 위주로 써온 것과 달리, 장애인(맹인)을 소재로 했으며, 서사의 성격도 기존

의 차갑고 냉소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감 있고 따뜻한 서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찍이 장쥔(張鈞)은 비페이위 소설을 크게 역사적인 것과 도시적인 것 두 가지로 분

류한 바 있는데(張鈞, 《 説的立場―新生代作家訪談 》(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1), 121쪽.), 이러한 범주로 소설 《마사지사》를 분류한다면, 후자에 속할 것이다.

 2) 俞佩淋의 <探 我們身邊熟悉的陌生人―讀畢飛宇的《推拿》兼談底層文學創作>, 明飛

龍의 <從奇觀到日常―畢飛宇《推拿》底層敘事的意義>, 王東凱의 <論畢飛宇《推拿》 當

代底層人物形象塑造的啓示>, 高宇芳의 <畢飛宇底層敘事―以《推拿》為研究中心> 등

등.

 3) 밍페이룽(明飛龍)은 신시기 이후 저층문학은 ‘지식인 입장의 서사’, ‘계급입장의 서사’, 

‘민간입장의 서사’ 이렇게 3종류의 서사방향이 있었는데, 《마사지사》가 새로운 4번째 서

사방향을 제공하였다고 논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성입장의 서사’이라는 것이다. (明飛

龍，<從奇觀到日常―畢飛宇《推拿》底層敘事的意義>，《創作 評論》 2012年 第2期，
80쪽.)

 4) 滕翠欽 著, 《被忽略的繁複―當下底層文學討論的文化研究》,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9, 249-251쪽.



비페이 (畢飛宇) 《마사지사(推拿)》의 장애인서사  145

“불평등 구조의 피해자”를 다루고 있는 문학서술이며, 21세기 중국의 사회적/정치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루는 서술이다. 저층문학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핵심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문학이며, 90년대 이후 가장 주목을 끈 중대한 문학현

상이기도 하다.5) 즉, 저층의 개념은 노동을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

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받는, 불평등한 대

우를 받는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층서사에는 경제적인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야 한다. 그들은 돈이 없어야 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부터 소외되어야 한다. 따

라서 저층서사에는 저항과 반항의 의미가 포함된다. 주지하다시피, 저층이란 어휘

는 평론가이자 상하이대학 교수인 차이샹(蔡翔)이 1996년《종산(種山)》에 <저층>이

란 글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2004년 차오정루(曹征路)의 

중편소설 <나얼(那兒)>6)이 저층서사의 첫 작품으로 꼽힌다. 

반면, 장애인은 사회계층의 구분이 아니라, 신체적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다. 

그 비정상인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뱅이일 수도 있다. 장애인의 대척점에 위치하

여 그들을 억압하는 일반인도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있다. 부자인 장애인도 있

을 수 있기에 장애인이 반드시 저층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저층서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재현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면, 장애인서사는 장애인의 신체적 결함을 경멸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의 인성문제를 

드러내며 그것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이 신체적 결함 때문

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사회 저층에 속하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층서사와 장애인서사에는 일정 정도 교집합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저층서사와 장

애인서사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마사지사》가 장애인서사7)의 맥락에서 기존의 작품과 어떠한 차별

점을 지니는지 고찰하려고 한다. 중국 신시기 소설에서 장애인서사의 첫 단계는 스

톄성(史鐵生)으로 대표된다. 그는 자신도 장애인인 터라 장애의 문제를 문학서사 

방식을 이용해, 심오하게 사고해 보는 서사를 하였다. 그의 장애인서사는 장애인에 

 5) 최재용, <중국현대문학의 저층서사 속에 나타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연구>, 《중국현

대문학》 제65호, 2013, 2-3쪽 참조.

 6) 나얼은 국제공산주의를 뜻하는 인터내셔널(英特納雄那兒)의 약칭이다. 

 7) 장애인서사의 개념은, 우선 장애인이 작품에 등장해야 하며, 장애관련 고사를 서술하고 

표현한 서사이다. 즉,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문학화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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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정과 관심의 서사에 인간 본성에 대한 사변적 사고를 첨가하였다. 한 개인

의 장애를 인류 전체의 생존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장애인의 불구를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결점으로 연계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기본적인 서사기조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동정에 두고 있다.8)

두 번째 단계의 장애인서사는 모옌(莫 ), 옌롄커(閻連科), 둥시(東西), 자핑와

(賈平凹), 츠쯔졘(遲子建)을 대표로 하는 장애인서사이다. 이들 작가의 장애인서사

는 장애인을 현실사회의 저층으로 설정하며, 장애인의 고난을 소설 서사의 중심에 

둔다. 장애인들과 떨어질 수 없는 고난은 장애인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나약한 장

애인을 일반인이 능욕하고 강탈하는 사건서술을 통해 인간본성의 비열함과 비속함

을 비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옌롄커와 둥시는 일반인과 장애인을 대척점에 놓

고 장애인의 착한 품성을 드러낸다. 장애인들이 일반인에게 받는 대우는 전통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약탈과 노략질이다. 장애인들이 깡그리 강탈당하는 

서사의 배후에는 작가의 드러나지 않는 비분한 감정이 은폐되어있다. 장애인들은 

능욕과 모욕을 당하는 대상이며, 고난의 상징이다. 한편 모옌의 장애인서사는 장애

인을 민간의 원시형태로 되돌려 놓는 특징이 있다. 모옌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동

정하는 서술을 하지만, 그 서사 속에는 동정과 경멸이 혼재하며 연민도 있고, 소외

도 있다.9)

두 번째 단계의 장애인서사가 장애인을 사회저층으로 설정하고, 그들 삶의 고난

을 중심서사로 삼는 부분은 저층서사와 교집합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비록 저

층서사는 2004년 중국문단에 처음 등장하지만,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서사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10) 특히 신시기에 들어와서 하층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작품이 대

량으로 출현했고, 신시기 작가들은 회사원, 퇴직근로자, 학업을 포기했거나 진학경

 8) 付用現, 《中國當代 説殘疾敘事的主題研究》,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5, 

16-18쪽 참조.

 9) 付用現, 상기 박사논문, 16-20쪽 참조.

10) 저층서사는 좌익문학, 한국의 민중문학의 서사와 유사하다. ‘저층서사’의 논의를 주도한 

평론가 리윈레이(李雲雷)도 <나얼>을 좌익문학 전통의 연장선에 둔다. 동시에 저층문학

과 좌익문학을 비교하면서, 저층문학의 최대문제는 이론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 저

층의 개념이 계급개념과 달리 선명하지 않고 모호한 점을 들고 있다. (李雲雷，<新世

紀文學中的底層文學論綱>，《文藝爭鳴》 2010年 第11期，27쪽, 30-31쪽.) 따라서 좌

익의미를 배제한 하층민서사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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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 도태된 청소년, 유흥업소 여성, 농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을 했다. 이는 

중국문학이 서발턴(subaltern)을 서술함으로써 현대화되었다는 레이초우(Rey 

Chow)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녀에 따르면, 중국문학의 현대화는 문학의 기

호가 엘리트 계급의 생활기록 수단에서 대중의 생활기록 수단으로 민주적으로 이동

하는 것이다. 이는 문학에 대중, 즉 억압받는 계급인 중국의 인민을 도입하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레이초우는 이러한 이동이 원시적 열정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주장

한다.11) 원시적인 것은 서발턴, 여성, 아동이며, 문학이 원시적인 것을 포착하고, 

이것이 문학의 새로운 주요한 구성요소가 됨으로써 중국문학은 확실하게 ‘현대적’인 

것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현대문학은 하층민을 대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 

현대성을 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작가들은 자신의 글을 회춘시키고 현대화

시키는 매혹의 원천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이다.12) 두 

번째 단계의 장애인서사의 대표 작가들, 즉 모옌, 옌롄커, 둥시, 자핑와, 츠쯔졘들

도 하층민을 대상으로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 이 시기 하층민서사는 시종일관 하층

민들을 절망과 고난에 빠뜨린다는 점, 하층민들은 절망과 고난의 삶을 변화시키려

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운명이 호전되지도 않고 희망이 생기지도 않는 상황에 처한

다는 점13)이 대체적인 특징이었다.

장애인서사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본고에서 논할 비페이위의 《마사지사》이다. 

이 소설의 장애인서사는 두 번째 단계처럼 장애인의 고난을 소설 서사의 중심에 두

지 않고,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주제로 삼지도 않는다. 장애인이 일반인의 대척점

에 위치해있지 않고, 장애인이 일반인으로부터 소외되지도 않는다. 일반인이 장애

인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서술을 통해 인성의 비열함과 비속함을 비판하지도 않고, 

장애인을 동정하는 서술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페이위의 《마사지사》가 기존의 

장애인서사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1) 레이초우, 정재서 역, 《원시적 열정》(서울: 이산, 2004), 40-41쪽 참조.

12) 레이초우, 위의 책, 43쪽.

13) 비록 쑤퉁( 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하층민서사가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즉, 암담하고 막막한 염세적 서사를 한다. 반면, 모옌의 하층민서사

는 민간서사 입장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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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의 고난에서 장애인의 존엄으로

《마사지사》는 장애인의 고난과 고통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인의 존엄

을 서술한다. 주인공은 모두 맹인들이며 직업이 마사지사였기에 사회계층상 상류계

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지 않는다. 기존의 장애인서사

처럼 장애인(맹인)들이 현대화 과정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소외계층으로, 그래서 레

이초우의 말대로 원시적 상태로 남아있는 계층으로 그려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맹

인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일반인과 동일한 존엄한 존재로 그려진다. 

단지 시력이 상실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서술 의도는 작품의 공간 배경을 마사지센터로 설정한 것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맹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마사지센터이다. 소설은 대부분 사쭝치(沙宗琪)마사지센터를 중

심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마사지를 주재하는 

맹인들이 주체이고, 마사지를 받는 일반인이 객체이다. 맹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우

월한 위치에 있게 된다. 사장 사푸밍(沙復明)도 맹인이었기에, 마사지센터의 일을 

돕는 일반인이 오히려 맹인에게 고용된 실정이었다. 

마사지센터에는 멀쩡하게 앞을 보는 사람이 모두 다섯 명이었다. 두 사람은 프

런트를 지키는 가오웨이와 두리였고, 여러 가지 보조 업무를 보는 종업원 샤오탕

과 샤오쑹이 있었으며, 주방장인 진다제가 있었다. (推拿中心的健全人一共有五

個，兩個前臺，高唯和杜莉，兩個服務員，有時候也叫做助理， 唐和 宋，一

個厨師，金大姐。)14) 

이들 다섯 명은 모두 맹인에게 고용된 일반인이었다. 마사지센터는 주변인과 주

류인의 전도가 발생하는 공간이었다. 

비페이위의 이러한 서술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두 번째 단계 장애인서사에 속하

는 둥시(東西)의 <언어 없는 생활(沒有語 的生活)>15)(1996)과 비교를 해보고자 

14) 畢飛宇，《推拿》，(北京：人民文學出版社，2013), 164쪽.

15) <언어 없는 생활>은 둥시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중편소설의 대표작으로, 1998년 제1

회 루쉰문학상 수상작이다. 이 작품은 맹인 아버지, 귀머거리 아들, 벙어리 며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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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언어 없는 생활>의 공간은 일반인-주류세계와 거기서 소외된 장애인-주변세

계로 분명하게 나누어진 공간이다. 기존의 장애인서사를 보면, 고난에 처한 장애인

들은 대부분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기에, 스스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만약 기층계

층이 주류계층과 부딪쳐 갈등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결

국 장애인의 자아파괴, 즉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아니면 주류사회와의 갈등을 

피해, 그곳에서 탈주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언어 없는 생활>도 예외가 아닌데, 

그들은 주류계층-일반인이 야기한 고난과 갈등을 피해 자신들이 머물렀던 공간에서 

탈주한다.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해도 악착같이 버텼는데,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퍼붓는 

더러운 물에 질식해 죽겠어. 아무래도 이사 가야겠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겠어.”(我們窮不死餓不死，但我們被髒水淹死。我們還是搬家吧，離他們遠遠

的。)16) 

<언어 없는 생활>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은 대척점에 있으며, 전자는 가해자, 후자

는 피해자이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야기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악착같이 버

티다가 결국 마을 하천 너머로 도망가게 된다. <언어 없는 생활>이 장애인과 일반

인 사이의 갈등, 배제, 편견, 억압이 주된 플롯을 이루고 있는 반면, 《마사지사》에

는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의 갈등, 즉 장애인과 일반인의 대립구도는 나타나지 않는

다. 오히려 맹인 마사지사들은 추나(推拿)17)기술로 일반인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

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 

《마사지사》가 장애인의 고난보다 장애인의 존엄성을 서사하고 있다는 것은 두훙

(都紅)의 형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던 두

훙은 교사의 강요에 의해 피아노를 배웠다. 하지만 유명인이 많이 참석한 단 한 번

의 자선 만찬 공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진로를 바꾸게 된다. 

이루어진 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역시 장애인서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6) 東西，《沒有語 的生活》(南京: 江 文藝出版社, 2009), 24쪽.

17) 안마 혹은 마사지와 같은 뜻이면서, 동시에 추법(推法)과 나법(拿法)의 합성어로, 뼈를 

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는 중의학의 치료법이기도 하다. 소설의 맹인 마사지사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마시술을 하는 사람들이다. 



150  《中國文學硏究》⋅제72집

연주 실력이 연습 때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훙은 자포자기 했다.……사회자

는 두훙의 연주를 칭찬했다.……두 눈과 온몸이 멀쩡한 사람들의 관용과 동정. 그

녀 같은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것이다.……두훙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가엾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두훙은 깨달았다. 

그녀가 여기 온 것은 음악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두훙은 다른 사

람들의 사랑을 구걸하러 온 것이었다. (她的演奏效果連練琴時的一半都沒有達

到。都紅衹有破罐子破摔。……女主持人開始贊美都紅的演奏，……供健全人寬

容，供健全人同情。她這樣的人能把鋼琴彈出聲音來就已經很了不起了。……都紅

恨人家說她“可憐”，……她知道了，她來到這裏和音 無關，是爲了烘托別人的

愛，)18)

두훙은 평소보다 훨씬 피아노를 못 쳤지만, 사회자의 칭찬과 대중의 열렬한 갈채

를 받는다. 일반인이 장애인에게 보내는 동정과 연민으로 인한 칭찬과 갈채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동정과 연민이 싫었다. 두훙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

의 힘으로 먹고살겠다는 이유로 진로를 바꿔 추나를 배운다. 두훙이 자신의 자존감

을 지키려는 의지는 마사지사가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마사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엄지손가락이 부러져, 두훙은 장애인 중의 장애인19)이 되고 만다. 이에 동료들은 

이른바 성금을 모금하여, 그녀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두훙은 동료들이 모금한 돈을 

남겨두고, 몰래 사쭝치 마사지센터를 떠나는 선택을 한다. 그녀는 친한 친구는 물

론이거니와,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동정하는 것이 싫었고, 자신이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싫었다. 그녀가 진정 아파한 것은 자신의 존엄이 사라진 것이

었다. 두훙은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 음악을 포기했고, 또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의 성금을 남겨두고 떠난다. 그녀가 이러한 선택을 했던 배경에는 ‘빚지고 살 

수 없다’라는 확고한 인생관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도 그녀에게 빚을 지게 할 

수는 없다. 더없이 좋은 동료와 친구들이라고 해도 안 된다. 빚이라는 것은 일단 

지면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갚을 수 없다면 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은혜는 언젠가

18) 畢飛宇, 같은 책, 54쪽, 55쪽, 56쪽.

19) 소설에서는 두훙이 장애인(殘疾)에서 병신(殘廢)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畢飛宇, 같은 

책, 243쪽.) 장애인은 ‘불구자’들을 존중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이며, 병신은 

그들을 무시하는 어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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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두훙은 보답하고 싶지 않았다. 두훙에게 보답이란 죽기

보다 무서운 공포였다. (不能欠別人的。誰的都不能欠。再好的兄弟姐妹都不能

欠。欠下了就必 還。如果不能還，那就更不能欠。欠了總是要報答的。都紅不

想報答。都紅 報答有一種深入骨髓的恐懼。)20)

두훙은 빚과 보답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보답에 대해서는 골수에 사무치

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두홍이 무대에서 피아노를 칠 때, 사회자는 ‘가

엾은 두훙’이 전(全) 사회가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피아노 연주

를 한다고 소개했고, 두훙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보답’이란 말에 피가 거꾸로 솟구

치는 느낌을 받았었다. 일반인의 관심과 동정에 장애인은 보답해야 하고, 정도가 

덜한 장애인(동료)의 도움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신)이 보답해야 하는 프레임을 

두훙은 부정한 것이다. 사실,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두훙은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 이를 모두 거부했다.21)

이러한 장애인의 존엄에 관한 서사는 두 번째 단계 장애인서사인<언어 없는 생

활>과 완연한 대비를 이룬다. 장푸바오(張復寳)는 자신의 악행을 귀머거리 왕자콴

(王家寬)에게 덮어씌우고도 그를 “한심한 닭대가리 같은 놈!(一隻可惡的母

鷄。)”22)이라고 욕한다. 뿐만 아니라, 왕자콴은 자신을 욕하고 놀리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과 장단을 맞춰 같이 놀기까지 한다.

학생들은 욕을 퍼부으며 팔짝팔짝 뛰고 있었다. 그들의 험악한 말은 돌덩이처럼 

왕자콴의 몸을 내리눌렀다. 그런 줄도 모르고 왕자콴은 씩 웃었고, 그것도 모자라 

20) 畢飛宇, 같은 책, 266쪽.

21) 두훙이 생각하는 ‘빚’은 마치 일본문화 속의 ‘온(恩)’의 개념과 유사하다. ‘온’은 어떤 사

람이 지고 있는 크고 작은 채무를 나타내는 말로, 일본인은 윗사람이 아니거나, 적어도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온을 받는 행위에 대해 불쾌한 열등감을 느낀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채권자나 은혜를 베푼 사람을 모두 ‘온진(恩人)’이라고 부른다. 어머

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천황의 신하에 대한 총애도 모두 ‘온’이다. 일본 문화 속에서는 

사랑, 친절, 너그러운 마음 등이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온’의 성격을 지닌다. (루스 베

네딕트, 김윤식⋅오인석 역, 《국화와 칼》(서울: 을유문화사, 2008), 139-156쪽.) 두훙

에게는 사회가 장애인에게 보여준 관심과 동정, 동료 맹인들이 자신에게 베푼 도움과 

사랑이, 은혜와 채무의 느낌이 뒤섞인 ‘온’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이에 두훙은 그러한 ‘온’

을 거부한 것이다.

22) 東西, 같은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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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그들과 장단을 맞춰 함께 뛰었다. (蔡玉珍看見那些學生一邊喊一邊跳，污濁

的聲音像石頭、破鞋砸在王家寬的身上。王家寬 學生們露出笑容，他也和着學

生們的節拍跳起來。)23)

<언어 없는 생활>에서 장애인들은 천진난만할 정도로 바보스럽게 묘사되고, 그들

은 일반인들에게 멸시와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서술된다. 장애인들의 묘사에서, 또

한 장애인 내면 심리에서도 존엄감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서사 기조는 에필로

그까지 이어지는데, 비장애인인 손자 왕셩리(王勝利)조차 자신의 집안을 욕하는 노

래를 배워와 그것을 집에서 흥얼거린다. 

왕셩리가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던 등교 첫날, 왕라오빙과 차이위전은 그의 흥얼

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차이위전은 벙어리. 귀머거리랑 한 집에 산다네. 둘이 

낳은 아이는 벙어리에다 귀머거리라네.” (第一天放學歸來，王 炳和蔡玉珍就聽

到王勝利吊着嗓子唱：蔡玉珍是啞巴，跟個聾子成一家，生個孩子聾又啞。)24)

<언어 없는 생활>은 장애인들의 고난과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

의 자존과 존엄은 서술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존엄이 무시되어야 그들의 비극

성이 돋보였다. 

《마사지사》에서 장애인의 존엄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인물은 닥터 왕(王大夫)25)이

다. 닥터 왕의 동생은 결혼할 때, 형의 축의금을 원했지만, 형이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맹인이 자기 결혼식에 앉아있는 걸 원치 않았기 때

문이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그러한 경시를 받는 것은 닥터 왕에게 크나큰 상처였

고, 이는 닥터왕의 자존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이에 닥터 왕은 자신의 존엄

을 지킨다. 그는 본래 축의금으로 5천 위안을 송금할 계획이었으나, 자신의 자존심

이 크게 상했기 때문에 2만 위안을 송금한다. 

웬 ‘장님’이 자기 결혼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동생이 바랄까?……닥터 왕은 동생

23) 東西, 같은 책, 19쪽.

24) 東西, 같은 책, 32-33쪽.

25) 맹인 마사지사들은 ‘닥터’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른다. 또한 닥터 왕은 추나기술이 동

료 맹인들 중 가장 출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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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뜻을 곧 이해했다. 동생이 바라는 것은 축의금뿐, 다른 건 없었다.……닥터 

왕은 혼자 은행에 들렀다 우체국으로 가서 동생에게 2만 위안이나 되는 돈을 부쳤

다. 원래 그는 5천 위안 정도만 부칠 생각이었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했기 때문에 닥터 왕은 화가 났고 자신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4배나 되는 돈을 보냈다. (該不是 弟不希望“一個瞎子”坐在他

的婚禮上吧？……王大夫當即明白了， 弟衹是討要紅包來了，沒有別的意

思。……王大夫一個人來到銀行，一個人來到郵局，給 弟電匯了兩萬元人民幣。
王大夫本打算匯過去五千塊的，因爲太傷心，因爲自 心太受傷，王大夫憤怒

了，抽自己嘴巴的心都有。一咬牙，翻了兩番。)26) 

닥터 왕은 자신의 화를 억누르고, 악의적 감정을 선행으로 전이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킨다.

《마사지사》가 장애인의 존엄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장애인의 고난을 과장하여 서

술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장애인의 고난이란, 저층의 고난이 아

닌,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한다. 이 소설에서도 그러한 고난이 서술되

지만, 그것은 일반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다. 닥터 왕

과 샤오쿵( 孔)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사랑을 나누다가 그만 옷을 마구 벗어버리

고 만다. 하지만 이것은 맹인들의 생활규칙을 어기는 것이었다. 맹인들은 자신의 

습관과 순서에 의해 옷을 벗어 놔두어야만 나중에 다시 입을 수 있다. 이런 실수로 

인해 시간에 쫓긴 그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진다.

뭐라 한들 옷가지들을 그렇게 마구 벗어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하나씩 차

곡차곡 개어뒀어야 했는데. 맹인에게는 맹인만의 고충이 있다. 옷을 벗고 자리에 

누울 때는 반드시 자기 옷을 차곡차곡 잘 개어두어야 한다. 하나를 벗을 때마다 

잘 개어 정해진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이렇게 해야만 입을 때도 체계적이

다. 순서를 맞춰 집고 순서를 맞춰 입으면 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냅다 벗어던

지라고 했던가? 윗도리고 아랫도리고 온통 바닥에 널브러져 섞여버렸으니, 벗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입을 때는 대체 어쩐단 말인가. (再怎麽說他們也該把衣服

一件一件脫下來，再一件一件放好了才是。盲人有盲人的麻煩，到了脫衣上床的

時候，一定要把自己的衣服料理得清清楚楚，脫一件，整理一件，擺放一件。……
衹有這樣，起床的時候才有它的秩序，衹要按部就班地拿、按部就班地穿就可以

26) 畢飛宇, 같은 책,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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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可誰讓他們孟浪了呢？衣褲散了一地不説，還是混雜的，脫倒是痛快了，可

穿的時候怎麽辦？ )27)

장애인으로서 겪는 고난은 이 정도의 고난이었다.28) 비페이위는 맹인들의 일상

생활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보통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들 생활의 곤란함을 

서술해낸다.

반면, <언어 없는 생활>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왕라오빙(王 炳) 집안에 도둑이 들어 고기를 모두 훔쳐간 것은 그

들이 도둑질하기 쉬운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즉, 왕라오빙은 시각 장애인, 왕자콴은 

청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도둑을 맞은 것이다. 차이위전(蔡玉珍)이 겁탈을 당할 

뻔 한 것도 그녀가 벙어리였기 때문이었다. 왕자콴이 주씨 영감네 지붕에서 기와를 

얹고, 라오헤이( 黑), 거우즈(狗子), 양광(楊光)에게 질질 끌려가 머리를 빡빡 깎

이는 일을 당하는 것도 그가 장애인이었기에 겪은 부당한 행위였다. 무엇보다 왕자

콴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주링(朱靈)의 임신이 그 때문이라는 

오해였다. 마을 사람들이 왕라오빙 가족에 가하는 고통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구별 

지음에서 비롯된 악행이며, 앞서 두 번째 단계의 장애인서사에서 밝혔듯이, 작가는 

이러한 서사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비열함

을 비판한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악행과 편견, 그로 유발된 고난과 비극의 누적

은 왕라오빙 가족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서 탈주하게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마사지사》소설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돈’의 역할이다. 맹

인들은 모두 ‘돈’을 추구하고 중시한다. 하지만 여기서 ‘돈’은 맹인의 욕망을 알레고

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엄을 수호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닥터 왕이 본업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동원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는 것, 돈 때문에 자해를 하는 것, 

샤오쿵이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내주지 않는 것, 맹인 마사지사들 대부분이 사장을 

꿈꾸는 것은, 돈과 그들의 존엄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맹인들에게 돈을 버

27) 畢飛宇, 같은 책, 144쪽.

28) 그 밖의 고난으로 생각될 수 있는, 닥터 왕이 주식투자에서 돈을 잃는 것, 난징 집값이 

올라서 집 한 채 못사는 것, 사쭝치 마사지센터가 난징 변두리에 위치한 것, 닥터 왕이 

동생의 도박 빚으로 자해를 하는 것 등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 보기 어렵

다. 이것은 난징의 도시화 현상의 일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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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는 존엄을 쟁취하는 행위이다. 앞서 살펴본, 닥터 왕이 동생에게 2만 위안

의 축의금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돈과 존엄의 상관관계

를 드러내준다. 《마사지사》의 맹인들이 모두 돈을 추구한 탓인지, 그들은 결코 가

난하지 않다. 직업의 위계 측면에서 저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적 측면

에서 그들은 저층이 아니다. 이는 <언어 없는 생활>의 왕라오빙 가족이 흙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29)과 대조를 이룬다.

Ⅲ.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계 해체

기존의 장애인서사는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장애인이 일반인에게 받는 억

압⋅차별을 서술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동정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마사지사》에서

는 이러한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계가 해체된다. 실제로 이 소설을 읽어보면 그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마사지사》에는 일반인

과 장애인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맹인들의 인성과 삶도 일

반인의 그것과 똑같이 묘사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사지사》

의 맹인들은 장애인들이지만,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며 행복을 추구한다. 또한 맹인 마사지사들은 일반인과 똑같이 선악이 혼재

된 인물이다. 기존의 일반인과 장애인의 대립구도 하의 장애인서사는 장애인을 차

별하는 일반인의 인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대부분 선량하게 묘사하였다. 

그것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사지사》의 맹인들은 

선량하게만 묘사되지는 않는다. 우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매진하는 맹인으로 

닥터 왕, 사푸밍, 진옌(金嫣)을 들 수 있다. 

닥터 왕의 꿈은 마사지센터의 사장이 되는 것, 그래서 샤오쿵을 사장 부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닥터 왕은 샤오쿵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닥터 왕이 말했다. “난징으로 가자! 당신을 데려가겠어! 난징으로! 거기서 가게

를 열겠어! 내가 당신을 사모님으로 만들어주겠어!”……열심히 일해서 돈을 충분히 

29) 王家寬和蔡玉珍在 岸壘起兩間不大不 的泥房。(東西，같은 책,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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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면 고향으로 돌아가 가게를 여는 거야. 하루빨리 사랑하는 샤오쿵을 사모님으로 

만들어주어야지. (王大夫說：“回南京！我要帶你！南京！我要開店！一個店！我

要讓你當 板娘！”……好好工作，凑足錢，回家開個店，早一點讓心愛的 孔當

上 板娘。)30)

닥터 왕이 선전(深圳)에서 고생스럽게 일한 것은, 돈을 모아 고향에서 마사지센

터를 열기 위함이었다. 사푸밍 또한 마사지센터의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

는 성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업가 스타일로, 상하이에서 마사지사로 고용

되어 일한 경험이 자극이 되어 사장이 되려고 결심한다. 사푸밍은 단체 숙소 안의 

침대 사건으로 장쭝치(張宗琪)와 친구가 되고, 결국 그들은 동업하여 같이 사장이 

된다. 사푸밍이 사장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희생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었다. 

그들은 ‘고용살이’에 치를 떨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장이 되고 싶어 죽을 지

경이었다. 이와 같이 공통된 열망이 간절했기에 그들은 함께 자금을 모아 사장의 

대열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사푸밍이 말했다. “우리 둘이서 반반씩 부담하는 

거야. 내가 이름도 다 생각해뒀어. ‘사쭝치’마사지센터야. 어때?”……마르크스는 자

본의 원시축적이 죄악을 동반한다고 말했다.……그의 자본의 원시축적이 동반한 것

은 희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희생했다.……사푸밍은 밥을 ‘씹어 먹어’본 적

이 없었다. 언제나 ‘마셨다’.……사푸밍의 위장은 이렇게 매일매일 망가져갔다. (他

們 “打工”恨死了，換句話說，他們想做“ 板”想死了。因爲有了這樣共同的和熱

切的願望，兩個人決計把資金合起來，提前加入到 板的行列。沙復明說：“你一

半我一半，名字我也想好了，就叫‘沙宗琪推拿中心’。”……馬克思說，原始積纍伴

隨着罪惡。……沙復明的原始積纍所伴隨的是犧牲。他犧牲的是自己的健康。……
在許許多多的時候，沙復明從來就不是“吃”而是“喝”。……沙復明的胃就是這樣一天

天地壞掉的，)31)

사푸밍은 사업의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며 돈을 벌었고, 결

국 사장이 된다. 사쭝치 마사지센터의 경영도 잘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사

푸밍은 맹인의 존재가치가 일반인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였

다. 사장이 된 이후, 그는 두훙을 계기로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녀를 좋아

30) 畢飛宇, 같은 책, 8-9쪽.

31) 畢飛宇, 같은 책, 219쪽，26쪽，31쪽，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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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두훙에 대한 사랑이 그의 후반기 삶의 꿈과 희망이 되기도 한다. 

진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행복은 쉬타이라

이(徐泰來)와의 사랑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롄(大連)에서 상하이로, 다시 

난징(南京)까지 거처를 옮기며 그를 찾는다. 쉬타이라이와 샤오메이( 梅)의 러브

스토리는 맹인들의 세계에 널리 퍼졌고, 진옌은 그 소문을 듣고 쉬타이라이를 사랑

하게 된다. 진옌과 타이라이의 교제가 이루어진 이후, 진옌은 여자의 자존심을 지

키고 싶어, ‘사랑한다’라는 말은 타이라이가 먼저 하게끔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말

도 진옌이 먼저 하게 된다. 그만큼 진옌은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진옌에게 사랑은 자신의 행복의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자는 바로 그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 쉬타이라이였다. 일주일 뒤, 다

롄에서 일을 그만둔 진옌은 기차를 타고 상하이로 갔다.……사랑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일생을 걸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죽기 살기로 노력할 것이다……진

옌도 여자만의 신중함을 보이고 싶었다. ‘사랑해요’라는 이 한마디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만은 절대 타이라이가 먼저 해야 한다.……‘사랑해’라는 말조차

도 결국은 진옌이 먼저 해버렸다. (她的男朋友就是故事裏的男主人公。她的 人

叫徐泰來。一個星期之後，金嫣辭去大連的工作，瘋狂的火車輪子把她運到了上

海。……爲了她的愛情，她願意把自己的一生當作賭注，全部壓上去。她豁出去

了。……金嫣體現出了一個女孩子應有的矜持。“我愛你”這三個字她 決不説。她
一定要讓泰來說出來。…“我愛你”這句話 終還是金嫣說出來的。)32)

다음으로, 맹인 마사지사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선악이 혼재된 인물인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서사는 샤오쿵, 닥터 왕, 장이광(張一光), 샤오마( 馬), 사푸밍과 

장쭝치의 대립, 양고기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샤오쿵은 근면하고 착한 인물이지만, 타인에게 인색한 인물이다.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이 커서,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절대 내놓지 않는다. 장애인의 나쁜 면모, 혹은 

인간적인 면을 서술하고 있다.

32) 畢飛宇，같은 책, 87쪽, 128쪽,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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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쿵에게는 그녀만의 독특한 면이 있었다.……바로 지독히 인색하다는 점이

다.……일단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 돈을 겨드랑이에 단단히 끼운 채 누가 기관총

을 들이댄다 해도 절대 내주지 않을 사람이었다.……그녀는 자신이 황소자리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샤오쿵의 인색함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그녀는 한 푼 한 푼을 둥글고 까만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 孔這個人有意思了，……吝嗇得很，……錢一旦沾上她的手，她一定要掖在胳肢

窩裏，你用機關槍也別想嘟嚕下來。……她是金牛座，喜歡錢，…… 孔的吝嗇是

著名的，她把她的每一分錢都看得和她的瞳孔一樣圓，一樣黑。)33)

돈에 대한 사오쿵의 집착은 앞서 설명한 맹인들의 존엄과도 연결된다. 맹인들은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 악착같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닥터 왕 역시 선악이 혼재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닥터 왕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 

애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

고 성장하였고,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부모가 떳떳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줄곧 

부모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에 신중을 가했다. 이점이 그의 선한 

면모이다. 비장애인인 동생이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이 동생에게 기울어지자, 동생

을 질투하고 간혹 사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으나, 이내 그런 생각을 동생에 대한 

사랑으로 전이하기도 한다. 

닥터 왕은 언제나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닥터 왕은 스스로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모’앞에서 ‘떳떳하고’싶었다.……그는 벗어날 

수 없는 질투에 시달렸다. 때로는 마음속에 미움이 응어리져 악독한 생각이 번뜩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외려 동생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뀌어갔다. (這父母是王大夫恆久的歉意。……王大夫一直要求自

己做一個“體面人”。只有這樣王大夫才能報答“父母”的哺育。他要“ 得起”“父

母”。……他無法擺脫自己的嫉妒。有時候，王大夫甚至是懷恨在心的，歹毒的閃

念都出現過。因爲這一閃而過的歹念，成長起來的王大夫 自己的 弟有一種不

能自拔的疼愛，)34)

33) 畢飛宇, 같은 책, 15쪽, 16쪽, 265쪽.

34) 畢飛宇, 같은 책, 210쪽, 211쪽,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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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축의금 2만 위안을 보내는 것, 동생의 도박 빚을 대신 갚으려는 것 등

은 동생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이며, 선과 악의 경계에서 갈등하다가 선행을 택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닥터 왕은 악한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주식이 

도박성을 띠고 있음을 알고도, 자기가 번 돈을 모두 주식에 쏟아 부었고, 그로 인

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또한 동생의 도박 빚을 샤오쿵의 돈을 빌려 갚을 생

각까지 한다. 동생의 도박 빚 때문에 자해를 하는 행동은 갈 데까지 간 불량배의 

그것과 흡사했다. 

바로 그 주식이 닥터 왕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다.……닥터 왕이 돈을 몽땅 

주식시장에 털어 넣은 것은 일종의 도박이었다.……그간 모은 돈을 전부 풍덩 소리

가 나도록 쓸어 넣었다.……사실 샤오쿵에게 돈을 빌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

나 말을 하자니 아무래도 껄끄러웠다.……오늘 그는 완전히 양아치였다. 한 치의 

어김도 없는 인간쓰레기였다. (王大夫有麻煩了。他的麻煩其實正在股票上。……
王大夫把錢投到股 上去帶有賭博的性質，……他抱起自己所有的積蓄，咣噹一

聲，砸進去了。……從理論上說，向 孔借錢不該有什麽問題。但是，話還是要說

到位。……在今天，他是一個十足的地痞，一個不折不扣的人渣。)35) 

장이광은 이 소설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대표적인 맹인이다. 혼재하는 선악 

속에서 악에 좀 더 치중된 인물이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후천적 맹인이었으며, 매춘부와 관계하며 남은 생애를 보낸다. 샤오마를 그곳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한다. 한편, 샤오마는 이 소설에서 가장 순수한 맹인 청년으로 묘

사된다. 매력적이며 잘생긴 청년인 샤오마는 몰래 샤오쿵을 짝사랑하기도 하며, 매

춘부인 샤오만( 蠻)에 푹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는 가장 

세속적 냄새가 없는 인물이다. 오히려 순수했기 때문에 매춘부와 사랑에 빠지는 것

으로 묘사되며, 천성적으로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사랑으로 망가지는 인

물로 그려진다. 

《마사지사》의 맹인들이 보통사람과 똑같이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사푸밍과 장쭝치의 대립과 갈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푸밍과 장쭝치의 갈등

은 사쭝치마사지센터의 배식문제로 인해 불거졌지만, 이는 일종의 계기가 되었을 

35) 畢飛宇, 같은 책, 10쪽, 11쪽, 12쪽, 141쪽,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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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그들의 내적 불만은 예전부터 누적되어 있었다. 사푸밍의 입장에서, 장쭝치

가 도무지 어떤 일에도 간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

면서, 돈은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불만이었다. 장쭝치 입장에서, 사푸밍이 마

사지센터가 사푸밍 한 사람의 소유인양 아침부터 밤까지 호령이란 호령은 혼자서 

해대는 것, 즉 그의 지나친 허영이 불만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사푸밍이 두훙에게 

잘 보이고, 문책성 인사를 해야 할 입장과 장쭝치가 동향출신의 주방장 진다제(金

大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의 정면충돌로 표면화된다. 

사푸밍이 줄곧 입을 열지 않았으므로 장쭝치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냉전 상황이 시작되었다.……사푸밍은 진다제를 내치고 싶어 했고 장쭝치는 

가오웨이를 자르고 싶어 했다.……그 역시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사푸밍보다 더 

주도면 하게. 사푸밍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사푸밍보다 한 

수 위였다. 사푸밍은 서툴렀던 자신의 한 수를 후회했다. (沙復明一直不開口，張

宗琪也就不開口。冷戰的態勢就這麽出現了。……沙復明想開除的是金大姐，而張

宗琪想要摘掉的人卻是高唯。……他也在盤算。比他更周密。比他更深入了一步。
比他更勝了一籌。沙復明後悔自己的莽撞了。)36)

사푸밍과 장쭝치는 사이가 틀어진 이후,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판알을 굴렸

다. 서로 형제애를 나누었던 사푸밍과 장쭝치에게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위해 갈라서려

고 한다. 맹인들은 보통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선택을 한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

맹인들의 부정적인 인성을 서사한 또 다른 예로 양고기 사건을 들 수 있다. 양고

기 사건은 진다제가 양고기를 가오웨이(高唯)와 두리(杜莉)에게 차별적으로 배식

한 사쭝치마사지센터의 배식문제 사건이었다. 이내 양고기의 많고 적음은 일반인과 

맹인의 차별, 장쭝치와 사푸밍의 차별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식당의 맹인들은 동

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맹인들이 타인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 의심 많은 성격임

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속임을 당하

기 쉽고, 그로 인해 타인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 형성된다. 대표적인 예가 장쭝

36) 畢飛宇, 같은 책, 214쪽,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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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였다. 장쭝치는 유년시절 계모의 독살 위협으로, 침울해졌으며, 말과 행동을 조심

스럽게 하게 되었다. 그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심지어 여

자친구와 키스하는 것도 두려워했다. 이로 인해 결국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 그는 

자연스레 의심 많은 성격이 되었다. 이러한 맹인들의 의심 많은 성격은 양고기 사

건에도 드러나는데, 도시락에 배분된 양고기의 많고 적음은 거의 모든 맹인 마사지

사들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가오웨이가 열두 번째 고기조각을 헤아리자 드디어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

다. 불평과 불만의 동요였다. 철저히 멸시받았다는 감정의 동요였다. 어쩌면 분노

의 움직임이었을지도 모른다.……열다섯까지 헤아렸을 때, 가오웨이는 사태를 장악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모두 열다섯 점이네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가오

웨이는 “다시 셀 필요는 없겠죠?”라고 말했다. 적당한 곳에서 끊어 말한 그녀의 말

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거대한 상상의 공간을 남겨두었다. (當高唯數到第十

二的時候，人群裏有了動靜。那是不平的動靜。那是不齒的動靜。那也許還是憤

怒的動靜。……數到第十五的時候，高唯顯示出了她把掌控事態的能力。她沒有說

“一共有十五塊”。高唯說：“就不用再數了吧？”她的適可而止給每一個當事人都留

下了巨大的想像空間。)37)

양고기 사건 이후 우울과 침묵, 긴장감이 마사지센터를 잠식한다. 이처럼 비페이

위는 맹인의 결점과 한계를 평범한 일반인을 묘사하듯이 똑같이 표현하고 묘사한

다. 이상 서술한 바, 《마사지사》 맹인들은 꿈과 이상, 행복을 추구하며, 선악이 혼

재된 인물이다.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느낌으로 다가오며, 그들의 삶

도 장애인의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으로 묘사된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다. 

반면, 장애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뚜렷한 예로, 앞서 살펴본 <언어 없는 생활>의 

경우를 다시 본다면, 여기서의 장애인들은 이와 아주 대조적이다. 왕라오빙, 왕자

콴, 차이위전은 자신의 꿈과 이상이 없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의 삶은 고난으

로 점철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일반인과 장애인은 항상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

문이다. 그들의 희망사항은 오직 일반인에게서 받는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되는 

37) 畢飛宇, 같은 책,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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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고 현재의 고통스럽고 비루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또한 <언어 없는 생활>의 왕라오빙 가족은 한없이 선량하게 묘사된다. 왕라오빙

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고기를 훔쳐간 도둑을 순순히 용서해 준다. 더 나아가

서 도둑질을 한 도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장애인이라서 도둑질 당

했다는 논리를 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 잘못을 장애인인 자신의 가족에

게 돌리는 형국이다. 

그리곤 뒷짐 져 묶인 류팅량의 두 손을 더듬거려 찾더니 끈을 풀어주었다. “앞

으로 다시는 훔치지 말거라. 가 봐.” 류순창이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

해줄 수 있나?” 왕라오빙이 말했다. “나는 앞을 못보고 자콴은 귀가 먹지 않았나. 

저 아이들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자기 집 물건을 가져가는 것만큼 쉬운 

일 아니겠나. 그러니 저 아이들만 탓할 순 없지.” (然後摸到了劉挺梁反剪的雙

手。他把繩子鬆開，說今後你們別再偷我的了，你走吧。劉 昌說你怎麽就這樣

輕輕鬆鬆地打發他？王 炳說， 昌，我是瞎子，家寬耳朵又聾，他們要偷我的

東西就像拿自家的東西，易如反掌，我得罪不起他們。)38) 

그들은 이렇게 착하게 살지만 그들의 삶은 불행하다. 일반인들에게 억압당하고 

배제당하고 모욕당하는 비루한 삶이다. 

차이위전은 울음을 꺽꺽 쏟아냈고 그 울음소리는 멀리 울려 퍼졌다. 왕라오빙의 

실명된 눈에서도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蔡玉珍哇的一聲哭了，她的哭聲十

分響亮。她看見王 炳瞎了的眼窩裏冒出兩行淚。)39)

이러한 일반인과 장애인의 극한 대립, 즉 악하고 억압하는 일반인―착하고 소외

당하는 장애인 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장애인을 동정하게 만들므로, 다름 아닌 장애

인을 동정하는 서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사지사》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이러한 틀을 모두 깨고 있다. 

38) 東西, 같은 책, 8쪽.

39) 東西, 같은 책,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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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일반인에게 철학  질문을 던지기 한 
서사장치

장애인과 일반인의 경계 해체가 양자의 동등한 위치를 의미한다면, 여기서 살펴

볼 내용은 장애인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모습이다. 비페이위는 

장애인을 이용해, 혹은 장애인의 사고방식을 이용해, 평범한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령,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시간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을 알레고리하는 인물은 두훙이다. 두훙은 추나 기술이 뛰

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실적은 점점 올라갔고 단

골까지 생겨났으며 고객과의 관계도 좋았다. 사푸밍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머지않아 수수께끼가 풀렸다. 그 답은 사푸밍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바로 두

훙이 미녀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예쁜’. (答案

很快就揭曉了。答案令沙復明大驚失色，都紅原來是個美女，驚人的“ 亮”。)40)

두훙은 선천적으로 빼어난 미인이었고, 그래서 추나 실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

고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두훙의 아름다움은 일반인의 주류세계와 맹인의 

주변부세계와의 소통불가능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일반인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훙이 가진 ‘아름다움’은 

그 주체인 두훙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녀는 선천적인 맹인이었

기에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그녀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외

모는 그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속했다.

소위 ‘아름다움’란 미의 영역은 시각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규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는 시각에 의해 규정된다. 인간의 모든 감각, 즉 청각, 촉각, 미

각, 후각, 시각은 서로 평등한 위치를 점하지 않는다. 이들 감각 중에서 시각이 아

마도 가장 중요하며 최고의 감각일 것이다. 시각은 지배적인 감각이다. 따라서 우

리는 시각이 아름다움을 정의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름답

40) 畢飛宇, 같은 책,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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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주체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

엇인가? 시각이 ‘미’의 유일한 토대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한 맹인이 바로 사푸밍이다. 그는 아름다

움과 두훙을 하나로 보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하면

서, 어렸을 적 고시(古詩)를 이해할 때, 겪었던 괴로움도 끌어들인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감독이 마사지센터를 떠난 그 순간부터, 사푸밍은 이 

문제에 사로잡혔다.……‘아름다움’이 두훙에게 있었다. ‘아름다움’과 두훙은 하나인 

셈이다.……고귀한 순수란 무엇인가? 위대한 고요는 무엇인가? 웅대함은 무엇인

가? 장려함은 무엇인가? 광활함은 무엇인가? 장엄함은 무엇이고 반짝거림은 또 

뭘까? 깨끗함은 무엇이고 섬세한 정교함은 무엇인가? 아득한 오묘함이란 뭘까? 

물빛이 반짝이며 빛난다는 것은? 산빛이 아련하다는 것은 뭘까?……붉다는 것은 

무엇인가? 푸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붉은 그리움과 푸른 시름’이란 무엇인가? 

(“美”是什麽呢？從 演離開推拿中心的那一刻起，沙復明就被這個問題纏住

了。……“美”在都紅的身上，這一來“美”和都紅又是一碼子事了。……什麽是高貴的

單純？什麽是靜穆的偉大？什麽是雄偉？什麽是壯麗？什麽是浩瀚？什麽是莊

嚴？什麽是晶瑩？什麽是清新？什麽是精巧？什麽是玄妙？什麽是水光瀲灧？什

麽是山色空濛？……什麽是紅？什麽是綠？什麽是“紅是相思綠是 ”?)41)

사푸밍은 시각에 의해 규정되고 인지될 수 있는 ‘추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

해, 그것의 개념에 대해 자문(自問)하고 있다. 이러한 사푸밍의 자문은 일반인의 

세계에서 규정된 개념이 장애인의 세계에서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42) 즉, 아름다움의 영역 역시 장애인의 세계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거나 

41) 畢飛宇, 같은 책, 99쪽, 100쪽.

42) 장리(張莉)는 상기 인용한 사푸밍의 자문을 두고, 일반인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시구가 사푸밍에게는 모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평한다. 비페이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인들의 장애를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을 사용

해 그들의 곤경을 표현했으며, 그들이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표현했다고 논

한다. (張莉, <日常的 嚴―畢飛宇《推拿》的敘事倫理>, 《文藝爭鳴》, 2008年 第12期, 

34쪽.)

이재복은 동일한 인용문을 두고, 시각에 의해 규정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는 사푸

밍이 타인에 의한 시니피앙 해체놀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욕망은 눈

으로 대상을 보지 않고는 충족될 수 없는 성질이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소멸

이나 자기 환멸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인물이 사푸밍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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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은 아름다움을 일반인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사실, 아름다움이 유일하게 시각에 근거한 미라고 할 수는 없다. 촉각적인 아

름다움도 있고 미각적인 아름다움도 있다. 이 소설에서 맹인들은 아름다움을 시각

으로 인지하지 않고 촉각, 미각, 후각으로 인지한다. 

결국, 사푸밍은 아름다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두훙에게 직접 자신이 얼

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당사자조차도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다. 이로 인해 사푸밍은 손으로 두훙의 얼굴

을 더듬어보려고 시도한다. 

사푸밍의 두 손이 두훙의 얼굴을 더듬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다. 두훙의 얼굴에

서 ‘아름다움’이라 불리는 것을 찾아내고 검토하고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두 손은 

계속해서 망설였다.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푸밍은 결국 두훙의 손

을 잡았다.……사푸밍은 곧 두훙의 손에서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새로움을 발

견했다. (它們想撫摸都紅的臉。它們想在都紅的臉上驗證並認識那個叫做“美”的東

西。那雙手卻始終在猶豫。不敢。沙復明 終還是抓住了都紅的手。……沙復明很

快就從都紅的手上得到了一個振奮人心的新發現。)43) 

얼굴을 더듬는 행위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촉각을 동원하는 행동

이다. 하지만 정작 사푸밍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각의 아름다움을 촉각

으로 환산한 행동, 즉 얼굴을 더듬는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 손을 잡아서였다. 완연

따라서 사푸밍의 고민은, 시각에 의한 아름다움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감각에 의한 그것의 규정과 향유는 주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시각 이외에 다른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중심이 아닌 주변, 다수가 아닌 소수

의 차원으로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즉, 사푸밍의 고민은 시각이 아닌 다

른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변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

재복, <비페이위의 《마사지사》에 나타난 몸의 감각과 욕망>, 《비평문학》 제62호, (서

울: 한국비평문학회, 2016), 175-178쪽.)

두 논자 모두 사푸밍의 고민을 맹인의 장애와 곤경으로 서술했고, 주류세계와 주변부세

계의 구분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사푸밍의 자문이 일반인에게 던지

는 일종의 화두(話頭)로 파악했다. 따라서 맹인이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아름다움

을 판단하는 것은 기존 미 관념의 전복이며, 미의 영역이 확장되거나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43) 畢飛宇, 같은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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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촉각의 아름다움으로 사푸밍은 두훙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이처럼 아름다움이

란 미의 영역이 맹인의 세계에서는 기존 의미가 전복되고, 확장되고 심화된다. 또

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 두훙처럼 아름다움의 당사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니 말이다.

《마사지사》의 맹인들은 시각의 아름다움을 촉각으로 느끼는 것 외에도 그것을 미

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진옌은 연인 쉬타이라이에게 자신이 예쁜지를 묻는다. 이

에 타이라이는 그녀가 맛있는 음식보다 예쁘다고 답한다.

“어떻게 예쁜데요?” 쉬타이라이는 난처했다. 그는 선천적인 맹인이었다.……“훙사

오러우보다 예뻐.” (“怎麽一個好看法?” 徐泰來爲難了。他的盲是先天的，……“比

紅燒肉還要好看。”)44) 

아름다움을 중국의 돼지고기 요리인 훙사오러우(紅燒肉)의 맛으로 이해하고 표

현하고 있다. 맹인들이 아름다움을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시각의 부재라는 열등감의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를 다르게 인

식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각의 부재는 맹인들로 하여금 

시각적 아름다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한다. 샤오쿵은 닥터 왕과 사

랑하면서, ‘사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좋다’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보면 맹

인들은 시각적 아름다움에서 유발되고 이루어지는 일반인의 사랑보다 훨씬 차원 높

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샤오쿵의 말에서 시각 부재의 열등감은 전혀 찾

아 볼 수 없다. 

사랑이란 정말 좋은 것이다. 온몸에 수백 개의 눈이 달린 것보다 훨씬 더 좋다. 

(愛真好。比渾身長滿了眼睛都要好。)45) 

비페이위가 장애인을 이용해 던지는 또 다른 철학적인 질문은 시간이다. 시간에 

대한 질문을 알레고리하는 인물은 샤오마이다. 샤오마는 시간을 재는 데 천부적인 

44) 畢飛宇, 같은 책, 134쪽.

45) 畢飛宇, 같은 책,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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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지닌 맹인으로, 그에게는 손목시계도, 괘종시계도 필요 없었다. 그는 일할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마사지실로 갔고, 정확히 한 시간 뒤에 마사지를 끝냈다. 일 

분을 더한 적도 일 분을 덜한 적도 없다. 샤오마 자체가 시계였다. 샤오마는 시간

에 대해 명상을 함으로써 시간의 진실을 알게 되고, 시간과 자신을 일치시키게 된다.

샤오마는 온종일 구식 탁상시계를 끌어안은 채 매분 매초를 함께했다. 그는 탁

상시계를 품에 안고 째깍 소리와 놀기 시작했다. 째깍하고 왔다가 째깍하고 갔

다.……그의 몸이 째깍대는 리듬을 품었다. 절대 틀리는 법이 없었다.……그의 몸 

자체가 이미 새로운 탁상시계였다.……그는 시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놀

게 되었다.……째깍하는 데는 일 초가 걸린다. 일 초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넓

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째깍은 사실 정방형의 면과 같다고 할 수 있

다.……힘들고 탁월한 탐험을 통해서 샤오마는 마침내 시간의 가장 순수한 진실을 

깨달았다. ( 馬整天抱着這台 式的時鐘，分分秒秒都和它為伍。他把時鐘抱在

懷裏，和咔嚓玩起來了。咔嚓去了，咔嚓又來了。……他的身體擁有了咔嚓的節

奏，絕 不可能錯。……他已經是一隻新式的臺鐘了。……他不衹是在時間裏頭，
他其實是可以和時間玩的。……咔嚓一下是一秒。一秒可以是一個長度，一秒也可

以是一個寬度。既然如此，咔嚓完全可以是一個正方形的幾何面，……通過艱苦卓

絕的探險， 馬終於發現了時間 爲簡單的真相。)46)

아홉 살 때 실명을 한 이후, 고독하고 절망적이었던 샤오마는 침묵 속에 고즈넉

이 앉아서 시간과 자신을 합일시키는 방법으로 세상과 시간을 이해했다. 그는 시간

에 대해 생각했고, 시간과 같이 놀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시간의 함의를 깨닫게 

되고, 시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샤오마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눈이 온전한 일반인

은 결코 샤오마와 같은 사색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애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한계이다. 그러나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일종의 

한계이다.……시간 앞에서는 모두가 맹인이다.……샤오마는 그렇게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시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버려야만 한다. 타인도 버리

고 자기 자신도 버려야만 한다. 이런 일은 맹인이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두 눈이 

46) 畢飛宇, 같은 책, 113-114쪽,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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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은 그 자신의 눈이 방해물이 되어서 영원히 시간과 더불어 한 몸이 될 

수 없다. (看不見是一種局限。看得見同樣是一種局限。……在時間面前，每一個

人都是瞎子。…… 馬就此懂得了時間的含義，要想和時間在一起，你必 放棄你

的身體。放棄他人，也放棄自己。這一點衹有盲人才能做到。健全人其實都受控

於他們的眼睛，他們永遠也做不到 時間如影隨形。)47)

샤오마는 시간의 의미를 두 눈이 온전한 일반인보다 훨씬 심오하게 이해했다. 아

니 오히려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심오한 사색이 가능했다. 샤오마는 

‘볼 수 없음’ 때문에 시간과 존재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가능했다. 여기서 비페이위

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위치를 전도시키고 있다. 즉, 장애인을 일반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고 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색이 가능했고 일반인은 눈의 ‘장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두훙의 아름다움의 의미나 샤오마의 시간에 대한 사색은, 장애인의 삶이나 그들

의 사고방식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데 그 서술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소설 

《마사지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여주고, 그들

의 삶과 꿈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다. 그래서 일반

인들이 장애인들을 보다 잘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두훙의 아름

다움이나 샤오마의 시간에 대한 서술은 오히려 장애인을 일종의 서사장치로 삼아 

일반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시간

은 무엇인가, 진정 장애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48) 

Ⅴ. 결론: 비페이  장애인서사의 의미

비페이위의 장애인서사는 신시기 장애인서사의 흐름에서 기존의 서사와 차별화되

는 세 번째 단계의 서사를 창출해 내었다. 그의 장애인서사는 기존의 서사가 장애

인을 사회 저층으로 설정하고 장애인의 고난을 서사의 중심에 둔 것과 달리, 장애

47) 畢飛宇, 같은 책, 116쪽.

48) 비페이위는 《마사지사》를 완성한 이후, 우리 모두는 맹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畢飛宇⋅胡殷紅，<《推拿》的體溫>，《上海文學》 2008年 第12期，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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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존엄과 자존을 서술의 중심에 두었으며, 기존 서사의, 일반인과 장애인을 대

척점에 두고, 악하고 억압하는 일반인―착하고 소외당하는 장애인의 프레임을 탈피

하여,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해체하였다. 이러한 해체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

일한 꿈⋅이상⋅행복을 추구하는 인물, 선악이 혼재된 인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을 하나의 서사장치로 삼아, 일반인들에게 근원적인 질문

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장애인서사를 하였을까? 이에 대한 단초

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와 성장배경이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

게 밝히고 있다. “요즘 우리들은 갈수록 인간의 존엄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좋

은 현상이 아니죠. 저는 이러한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길 원했습니다.”49) 그

의 인터뷰는 인간의 존엄이 경시되어 가는 사회현실에서 이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었

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소설 《마사지사》에 맞춰

진 답변이란 느낌이 든다. 또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기도 하다. 

비페이위는 1987년 양저우(揚州) 사범대학 중문과를 졸업하고 5년 동안 난징 

특수교육사범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장애인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50) 따

라서 그는 많은 장애인들을 친구로 두고 있으며, 그들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

하고 있다. 소설 《마사지사》 역시 그의 맹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51) 그는 

자신의 맹인 친구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50년대, 60년대 출생한 맹인들은 동

일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둠 속에 빠져있고 매우 침울합니

다. 성격도 서로 비슷하지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태어난 

맹인들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매우 명랑하고 낙관적이어서 제가 놀랄 때가 많습

49) 我們現在越來越不在意人的 嚴了，這不是一個好事情，我願意把這件事情看成一個

重大的社 問題。(<畢飛宇答海傑訪問>，《time out⋅上海》 2008年 第17期。張莉, 

<日常的 嚴―畢飛宇《推拿》的敘事倫理>, 《文藝爭鳴》 2008年 第12期, 37쪽 재인용)

50) 비페이위 작가소개와 창작시기 구분은, 김경남 <비페이위 소설론>(2016) 378-389쪽, 

서이주 《畢飛宇 초기소설의 창작정신연구》(2015) 석사논문 1-4쪽을 참조 바람. 비페

이위 가정사 배경은, 김경남 <비페이위 소설의 서사 특색>(2017) 307-308쪽, 서이주 

상기논문 17-19쪽을 참조 바람.

51) 비페이위는 작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 쓰면, 그 대상을 모욕하기 쉽다고 말하며, 맹인 

친구들을 쓰면, 그들을 모욕하게 될까 봐 많이 주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마사지

사》를 집필하기 전에 자신의 맹인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밥 한 끼를 샀다고 한다. 소

설의 마지막 장 ‘만찬’은 바로 이 장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한다. (畢飛宇⋅胡殷紅，
<《推拿》的體溫>，《上海文學》 2008年 第12期，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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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나는 자주 그들과 같이 노는데, 그들 대부분은 학력이 높고 성격도 분명합니

다. 잘 놀 줄 알 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놀기도 합니다. 그들의 성격이 똑 부러진다

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개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몇

몇 아주 절친한 맹인친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이 맹인이라는 걸 

자주 잊어버립니다.”52)

예전의 맹인들은 어둡고 우울했으나, 요즘 신세대 맹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그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명랑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잘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비페이위가 기존의 장애인서사와 상당히 결이 다른 장애인서사를 하게 된 

것은, 개혁개방에 따라 중국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된 면모를 반영한 것이고53), 변

화된 시대상에 따라 장애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본화된 중국사회에서는 오히려 장애인의 존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장애인

들 또한 동정을 받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존중받기 위해, 

또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비페이위는 중국사회의 자본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불평등보다는 그에 수반되는 인

간 본성의 변화, 물신화(物神化)에 따른 인간 경시 풍조에 좀더 포커스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54)

본고는 비페이위 《마사지사》의 장애인서사 특징을 저층서사가 아닌 장애인서사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신시기 장애인서사는 스톄성을 대표로 하는 첫 단계, 모옌⋅
옌롄커⋅둥시⋅자핑와⋅츠쯔졘을 대표로 하는 두 번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러한 흐름에서 비페이위 《마사지사》는 새로운 세 번째 단계의 장애인서사를 창출해 

52) 50後、60後的盲人有相同的特徵，他們大多數陷在黑暗裏頭，很靜默，他們的性格是

相似的，但是，世道變了。70後、80後的盲人很不一樣，他們的明亮和 觀讓我驚詫

不已。我經常和他們一起玩，他們大多都有很好的教育背景，性格鮮明，很 玩，很能

瘋。我特別想强調一下，他們性格鮮明，這是非常重要的。我想説，這真的是改革開放

的結果。我有幾個特別要好的盲人朋友，説出來你也許都要驚奇，當我們在一起的時

候，我時常 忘記他們是盲人。(畢飛宇⋅胡殷紅，<《推拿》的體溫>，《上海文學》  2008

年 第12期，88쪽.)

53) 원톄쥔(溫鐵軍)은 자본의 극단적 결핍이 후발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중국은 21

세기로 들어서면서 이미 결핍과 이별했으며, 과잉의 10년을 맞이했다고 분석한 바 있

다. (원톄쥔, 김진공 역, 《백년의 급진》(파주: 돌베개, 2013), 28-31쪽.) 

54) 따라서 비페이위의 서사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저층서사의 성격보다는 장애인서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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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먼저, 《마사지사》는 장애인의 존엄을 서술하였는데, 그것은 공간설정을 마

사지센터로 한 것, 두훙이 피아노를 포기하고 진로를 바꿔 추나를 배운 것, 그녀가 

성금을 놔두고 동료들을 떠난 것, 닥터 왕이 동생에게 거금의 축의금을 보낸 것, 

닥터 왕과 샤오쿵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맹인들의 고난으로 서술한 점, 돈이 

맹인들의 존엄을 수호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마사지사》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해체하였는데, 이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대립구도를 없애고, 꿈⋅이상⋅행복을 추구하는 맹인으로, 선악이 혼재하

는 장애인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이상⋅행복을 추구하는 맹인으

로는 마사지센터의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인 닥터 왕과 사푸밍, 사랑을 쟁취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진옌을 들었다. 선악이 혼재하는 맹인으로는 돈에 인색한 

샤오쿵,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생에 대한 미움을 사랑으로 전이

하는, 주식투자로 모은 돈을 모두 날려버리는, 샤오쿵에게 돈을 빌리려하는, 불량배

와 같이 자해를 하는 닥터 왕을 들었다. 또한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 

사푸밍과 장쭝치의 대립, 맹인들의 의심 많은 성격이 드러난 양고기 배식사건을 들

어 맹인들이 선악이 혼재하는 인물임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사지사》의 장애인서사는 장애인을 서사장치로 삼아 일반인에게 근

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 예로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을 알레고리하

는 두훙, 시간에 대한 질문을 알레고리하는 샤오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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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根據不是底層敍事而是殘疾敍事, 本論文研究畢飛宇《推拿》的殘疾敍事的特

點。中國新時期小説的殘疾敍事可以劃分為兩個階段。第一階段是以史鐵生為代表

的殘疾敍事，第二階段是以莫言、閻連科、東西、賈平凹、遲子建為代表的殘疾敍

事。不過畢飛宇《推拿》創造出第三階段的新殘疾敍事來了。
傳統殘疾敍事經常把殘疾人放在現實生活的社會底層，以殘疾人的苦難經歷

作爲小説敍事的中心。而且傳統殘疾敍事常常將健全人放在殘疾人的對立面，套用

了惡毒而野蠻擄掠的健全人―善良而被排擠的殘疾人的框架。不過畢飛宇的殘疾敍

事和傳統殘疾敍事不一樣。他的殘疾敍事以殘疾人的尊嚴和自尊作爲小説敍事的

中心。他的殘疾敍事解構了健全人和殘疾人的境界綫。這樣的解構表現為不但殘疾

人跟健全人一樣地追求夢想、理想和幸福，而且殘疾人是善惡共存的人物。再加

上，畢飛宇以殘疾人作爲一種敍事裝置，給健全人提出深奧、哲學性的問題。
第一，《推拿》敍述了殘疾人的尊嚴：故事的空間設定為推拿中心。都紅放棄鋼

琴而學推拿。都紅拒絕接受捐款而偷偷地離開推拿中心。王大夫給弟弟匯款了一大

筆禮金。錢的功能是維護殘疾人的尊嚴的。
第二，《推拿》解構了健全人和殘疾人的境界綫：由於王大夫和沙復明的夢想是

推拿中心的老板，因此爲了實現自己的夢想他們下功夫。金嫣爲了爭取愛情積極行

動。小孔對錢吝嗇。王大夫把對弟弟的厭惡轉移到愛情，另一面投資股票失敗後，
把錢都賠進去了，另一面跟流氓地痞一樣地自殘。沙復明跟張宗琪的糾紛表現為追

求自己的利益的形象。羊肉分餐事件露出盲人的多疑性格。
第三，《推拿》給健全人提出深奧、哲學性的問題： 都紅托寓美的提問。小馬

托寓時間的提問。

【主題語】

장애인, 일반인, 저층, 서사, 존엄 

殘疾人, 健全人, 底層, 敍事, 尊嚴

the disabled, the public, subaltern, narratio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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