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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글은 류전윈의 《객소리 가득 찬 가슴(一腔廢話)》(2002), 《핸드폰(手機)》

(2003),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一句 一萬句)》(2009),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我不是潘金蓮)》(2012)을 상으로 소설이 구현한 의사소통을 통한 

일상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라는 현상을 제도와 행정, 

권력 투쟁으로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수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본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교환하며 문제해결의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요컨  인간의 일상이 

모여 삶을 이루고 정치는 그 삶 자체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이 곧 정치로 치환된

다. 개인의 삶은 정치와 분리되지 않으며 일상은 정치가 구현되는 장소로 기능한

다. 일상을 구성하는 언어는 정치의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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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F-2017S1A5B5A070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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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은 다수성의 기반 아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나를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연성과 주관성의 개입은 언제나 의외의 결과를 초래

한다. 류전윈의 소설 인물들은 말과 의미가 고정된 개념어의 부재와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상상력의 결핍, 그리고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말하기와 듣기 관계

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화행위를 지속하고 끊임없이 말이 통하는 상을 찾

아다니며, 나아가 부당함에 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이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입지를 구축하는 농후한 정치적 행위이자, 사회에 의해 인정

받고자 하는 ‘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류전윈의 소설이 보여주는 인정투쟁은 일상정

치로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며 환 받기 위한 정치

적 인간 구현의 기틀을 마련한다.

I. 들어가는 

정치는 주로 권력투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된다. 공동체 속 인간들 사이에 발생

하는 갈등과 충돌의 해결수단으로서의 권력개념이 등장하면서 정치는 권력획득과 

그 과정 혹은 제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더

욱 심화되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투표로 제한함으로써 정치

현상을 생활에서 분리시키고 제도와 정치가들의 권력투쟁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결

과를 만들었다. 제도와 ‘ 리자’로 제한되면서 정치에 한 외면과 체념이 양산되고, 

이는 다시 공동체 구성원의 삶과는 유리된 채 그들만의 특권이라는 부정적 견해로 

이어진다.

권력과 제도는 정치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는 정치 

현상의 주된 내용인 인간 삶의 복잡다단한 갈등과 충돌, 사회 구성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포회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정치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역할은 간과

된다. 인간의 현실생활에서 발생되었지만, 정작 그것과 분리되는 모순 역시 이와 

같은 제한된 정의와 스펙트럼 속에서 야기된다. 정치의 개념과 역을 넓게 자리매

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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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치라는 현상을 제도와 행정, 권력 투쟁으로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사회에 필연적인 현상”1)이라는 전제 아래, 다수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개인은 사회 

안에서 다수와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 또한 관계 안에서 여러 입장들을 고려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의지와 생각을 드러낸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와의 관계

를 조율하여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선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정치이다. 때문에 

개인의 일상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한 개인의 일상이 모여 삶을 이루는 것과 마

찬가지로 다수의 개인이 위하는 일상이 모여 역사가 바뀔 수 있다. 요컨  역사

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것은 개인의 일상이다.2) 정치를 정치가들의 권력 투쟁이

나 제도라는 행정적 틀에서 벗어나 개인과 일상으로 끌어들 을 때3) 비로소 정치

에 한 민감도를 높이고 정치 개념의 재인식이 가능해진다.

일상으로 들어온 정치는 다수의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

들을 교환하며 문제해결의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의 삶은 정치와 

분리되지 않으며 일상은 정치가 구현되는 장소로 기능한다. 삶을 위하는 일차적 

수단인 언어는 이런 의미에서 정치의 주요한 도구가 된다. 다수성의 전제 속에 살

아가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 방의 의견을 전달받는 의

사소통 행위는 인간다움과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때문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자유롭게 사유하고 표현하는 행위이자 정치를 구성하는 핵심기제

이며, ‘합리적 행위’로 여겨진다.

한편, 의사소통이라는 ‘합리적 행위’가 언제나 공동선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는 

 1) 김 일, <권력현상에서 생활현상으로: ‘정치’에 한 란다우어와 아렌트의 이해와 현

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41호, 2007, 196쪽.

 2) 요시이 히로아키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타인의 행복에 한 관심과 흥미를 버리

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일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문

주 옮김, 서울: 오아시스, 2018, 212쪽)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타인’과의 만남이 

가능한 일상세계(같은 책, 58쪽 참조)는 이러한 정치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생하고 

변모하는 場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일상적 삶의 역에서 작동하고, 삶의 주체적 구성 및 공적 질서의 생활세계

로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기존의 제도정치에 비하여 ‘생활정치’라 부를 수 

있다. 조 엽,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현상과 인식》 2014년 겨울호, 

1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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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다수의 인간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

에서 말과 행위를 완성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기도 하기에 타인에 

의해 끊임없이 간섭받고 지연된다. 이 과정에서 우연성의 개입은 불가항력이다. 왜

냐하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각자의 해석에 연루되어 의미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해석의 상이함은 의사소통의 

부재와 불가능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거짓말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요컨  ‘공동선의 추구’라는 공동체의 목적과 ‘좋은 삶’

이라는 개인의 지향점은 정치적 삶의 조건인 복수성으로 인해 우연성과 주관성이 

개입되면서 언제라도 균열을 일으킨다. 중요한 것은 균열이 생긴 개인의 삶과 공동

체의 목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실천의 양상 또한 달라진다. 삶 그 로가 정치이고 일상이 정치현상이 일어

나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는 개인의 삶과 분리된 정치를 다시 이어 변화된 삶의 방

식을 꾀하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일상을 구성하는 언어의 분석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류전윈의 소설은 유의미하다. 언어는 농촌제재 소설이나 신사실주

의 소설로 크게 양분되는 그의 작품 속에서 주요한 사건을 이끌고 있다. 곧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 여부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그 결과를 보여주어 개인의 생

각과 일상을 지배하는 말의 힘을 확인하게 하는 형식이다. 그의 소설은 언어의 보

편성과 인간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상황과 결과를 통해 일상의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글은 류전윈 작품 가운데 《객소리 가득 찬 가슴

(一腔廢話)》(2002), 《핸드폰(手機)》(2003),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一

句 一萬句)》(2009),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我不是潘金蓮)》(2012)4)을 

 4) 劉震雲, 《一腔廢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9. / 《手機》, 武漢: 長江文藝出版

社, 2016. / 《一句 一萬句》,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16. / 《我不是潘金蓮》, 武

漢: 長江文藝出版社, 2016. 위 작품은 나열 순서 로 박명애 옮김, 《객소리 가득 찬 

가슴》(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8), 김태성 옮김, 《핸드폰》(서울: 황매, 2007), 김태

성 옮김, 《말 한 마디 때문에》(서울: 도서출판 아시아, 2015), 김태성 옮김, 《만 마디

를 신하는 말 한 마디》(서울: 도서출판 아시아, 2015. 《一句 一萬句》의 번역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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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이 사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들을 선택한 이유는 말과 발화, 그

리고 의사소통이 소설 속 인물들의 일상을 바꾸고 사회 속에서 그들의 입지와 처지

가 변모되는 주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객소리 가득 찬 가슴》에서는 ‘오십 번지 

서쪽’에 수정금자탑이 생긴 이후 사람들이 미치고 멍청해지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

건들로 인해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핸드폰》이 보여주는 현  일상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것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일상

을 파괴한다.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의 주인공 양바이순(梁百 )과 뉴아

이궈(牛愛國)를 비롯한 옌진(延津)의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 일생을 

방황한다.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제 로 말하지 못했던 

주인공 리쉬에롄(李雪蓮)과 그녀의 말을 자신의 방식 로 들었던 관료들의 행태를 

통해 일방적 말하기와 수동적 듣기 관계의 불평등함을 보여준다. 사회 속에서 소통

의 상과 의미를 찾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환  받기 위한 인정투쟁의 과정을 

면 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네 작품은 본 연구의 지향점을 가장 가깝게 구현하

고 있다. 

본 글이 설정한 주제와 시각에 한 연구는 멍판화(孟繁華)의 <“말하기”도 생활

정치이다 ― 류전윈의 장편소설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5)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은 발화가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정치적 행위가 된다는 주장을 펼침

으로써 본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다. 다만 작품을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

로 한정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어 류전윈 소설 전반과 관련된 말과 정치의 관계를 

조명하지는 않는다. 한편 류전윈 전체 소설에서 언어의 문제를 비교적 정치하게 다

룬 연구들6)은 말이 언어소통의 도구이자 생활의 일부분임을 설명하면서 소설 속 

이 두 권으로, 원본과 마찬가지로 각각 ‘옌진을 떠나는 이야기’와 ‘옌진으로 돌아오는 이

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문현선 옮김,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서울: 오퍼스

프레스, 2015)의 번역본이 있다. 이하 작품 인용 시, 번역본의 제목과 쪽수를 표기하

며, 원본의 출처를 병기하도록 한다. 《一句 一萬句》의 경우, 두 권의 번역본 중, 원작

의 제목에 더욱 부합한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로 하되, 작품을 인용할 경우

는 각각의 번역본의 제목을 따르도록 한다.

 5) 孟繁華, <“說話”是生活的政治-評劉震雲的長篇 說《一句 一萬句》>, 《文藝爭鳴》, 

2009(8).

 6) 류쐉(刘雙), <류전윈의 “발화”계열소설 연구(论刘震云的“说话”系列 说)>(復旦大學 碩

士學位論文, 2014), 류야닝(刘雅宁), <류전윈 “발화”주제소설의 논리형상(刘震云“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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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의 갈등과 충돌은 언어가 제 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된다고 주장

한다. 언어를 주제로 류전윈 소설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7)에서 참조할 만하지

만, 논의가 정치라는 맥락까지 전개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류전윈 소설에 한 국내 연구는 부분 그의 신사실주의 소설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문학사적으로 신사실주의 소설은 이전의 국가 이데올로기 중심의 문학에서 

벗어나 비로소 인간의 삶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망하는 단계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류전윈은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 국내 연구가 여기에 치중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류전윈 작품 편수와 

번역된 작품 수,8) 그리고 소설이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에 비해 국내 연구 성과는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글의 연구 상인 《핸드폰》

을 다룬 손주연의 <류전윈(劉震雲) 소설 《핸드폰(手機)》에 나타난 일상성의 이중구

조 ― ‘언어’를 중심으로>9)는 언어라는 요소가 개인의 일상을 이중적으로 구성해나

가는 과정을 면 하게 살핀다.10)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를 다룬 <혼돈

话”主题 说的逻辑图像)>(河北大學 碩士學位論文, 2014), 커농장(柯弄璋), <류전윈 

발화소설 속 지연과 그 원인, 한계(劉震雲說話 說中的延宕及其原因, 局限)>(《河南

科學大學學報》 第15卷 第3期, 2015年 9月) 등이 있다. 

 7) 다른 측면에서 야오샤오레이(姚曉雷), <“도시 기운”과 “향토 기운”의 충돌과 융합 - 신

세기 이래 류전윈의 “발화”계열 소설론(“都 氣” “鄕土氣”的衝突 融合―新世紀以來

劉震雲的“說話”系列 說論)>(《文學評論》 2011年 第5期)은 류전윈의 발화계열 소설을 

도시성과 향토성의 충돌로 보고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가 류전윈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향토성’과 더불어 말의 본질을 찾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8)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그의 작품은 9편의 장편소설 가운데 《故乡相处流传》(1993), 

《故乡面和花朵》(1998), 《吃瓜時代的兒女們》(2017)이다. 그의 중단편 소설 부분도

《닭털같은 나날》(김 철 옮김, 소나무, 2004), 《타푸》(김태성 옮김, 글누림, 2012), 

《중국 현  신사실주의 표작가 소설선》(김 철 옮김, 책이 있는 마을, 2001)에 나뉘

어 수록되어 있다.

 9) 손주연의 <류전윈(劉震雲) 소설 《핸드폰(手機)》에 나타난 일상성의 이중구조 ― ‘언어’

를 중심으로>, 《中國學論叢》 제54호, 2016

10) 이 작품에 한 연구로 박민호, <류전윈(劉震雲)의 《핸드폰(手機)》에 나타난 ‘장치’, 

‘주체’, 그리고 ‘욕망’의 관계>(《中國語文學論集》 제66집, 2011)는 핸드폰을 욕망의 알

레고리로 간주하고 현  물질문명 사회가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에 해 검토하

고 있다. 또한 이새미의 <류전윈(劉震雲) 소설에 나타난 말과 침묵의 커뮤니케이션 ― 
소설 《수기(手機)》를 중심으로>(《中國語文論叢》 제80집, 2017)는 침묵이 핸드폰을 통

해 왜곡되는 말과 내용들을 신할 수 있는 언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의사소

통의 행위가 발화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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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混沌)의 가장자리: 劉震雲 소설 《一句 一萬句》의 한 가지 독법>11)은 농촌 사회

를 ‘혼돈 사회’로 규정하고 구질서는 파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는 확립되지 않은 ‘혼

돈의 가장자리’에 처해 있다고 여긴다. 작품 속 인물들이 일생을 부유하고 소통하지 

못해 고독해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12)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연구 상황은 류전윈의 개별적 작품에 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

나 한 가지 주제로 여러 작품을 바라보는 통합적 연구는 아직 미비함을 보여준다. 

중국 신사실주의 특징아래 연구된 논문들은 사조로서의 특징을 귀납시키는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류전윈 작품세계의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제재 소

설에 관한 연구13)는 시작의 단계라 하겠다. 전통적인 역사소설의 형식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 호명되지 못한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를 변하고 그들의 삶을 재현하

는 농촌 제재 소설은 상 적으로 간과되어 있다. 본 글은 도시 제재 소설(《핸드

폰》)과 농촌 제재 소설(《객소리 가득 찬 가슴》,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에 한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 말과 정치가 맺는 다

층적인 양상에 주목하며, 정치의 의미를 일상에 놓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측면

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요한 정치현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Ⅱ. 류  소설 속 의사소통 양상

류전윈은 소설이 말로 생활을 표현하는 예술이라 인식하고 “소박한 말, 진실된 

말, 마음이 통하는 말과 다른 말”이 큰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설파한다.14) 일상에

11) 김 철, <혼돈(混沌)의 가장자리: 劉震雲 소설 《一句 一万句》의 한 가지 독법>, 《中

國語文學》 제65집, 2015.

12) 이와 비슷한 논조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존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고 일생을 

부유하는 이방인 의식을 다룬 글로 고경나, <劉震雲 長篇 說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一句 一萬句)》에 나타난 異邦人 意識과 空間 硏究>(이화여  중문과 석사논

문, 2018)가 있다.

13) 이 부분에 한 연구는 김 철의 논문 외에 김 명, <비판⋅해체⋅ 화 ― 劉震雲의 

‘故鄕’三部作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 학교 박사논문, 2018), 김봉연, <류전윈의 소설 

《一腔廢話》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의 양상과 의미>(《中國語文論叢》 제88집,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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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하는 말을 쓰되 포장되지 않고 마음을 담는 말이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원

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소설이 언어예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작

품은 독자 중의 많은 지지와 공감을 확보한다. 소설 속 인물들이 독자 ‘나’와 유리

되지 않으며 ‘그’의 삶이 내 삶과도 비슷해 보이는 이유 역시 류전윈이 구사하고 있

는 말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 그는 글쓰기를 책 속의 인물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과정15)으로 인식한다. 작가가 듣고 언하는 이야기에 독자 중이 반응하는 말하

기 듣기 관계가 설정되면서, 그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눈에 담는 

행위가 아닌 소설 인물들과 이야기하는 단계로 나간다. 만약 소설의 많은 역할 중 

하나를 “삶의 시작과 종말에 있어 중요한 생각”16)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류

전윈이 독자에게 건네는 그것은 ‘말과 소통’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인식한다. 다수를 전제로 살아가는 

인간의 말하기는 부분 타인을 상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

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받는 의사소통의 행위17)는 자기 존재

의 확인과 세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한편 다수를 전

제로 한 의사소통은 우연성과 주관성의 개입아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동체내 갈등과 충돌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류전윈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점도 여기다. 그가 구사하려고 한 ‘소박한 말, 진

실된 말, 마음이 통하는 말, 다른 말’은 일상을 지배하는 ‘말하기’ 문제에 천착했던 

노력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거

짓말이 일상을 지배하는 현실을 핍진하게 드러내고,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의 고독함

과 피로감을 보여준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 생산에는 말의 부적절한 사

용과 소통의 불가능이 있으며, 반 로 다자간의 이해와 타협에는 적확한 언어의 사

14) “朴實的話, 眞實的話, 知心的話, 不同的話”, 劉震雲, <從《手機》到《一句 一萬句》>, 

《名作欣賞》, 2011年 13期, 100쪽.

15) “写作就是一個倾听的过程, 是一個学习的过程, 是個听书中人物说话的过程.” 劉震雲, 

앞의 글, 96쪽. 

16)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서울: 한겨레출판, 2018, 170쪽.

17) 물론 의사소통행위가 언어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선이나 태도, 몸짓이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도 의사전달은 가능하다. 언어와 비언어적 수단은 의

사소통에서 상보적이다. 본 글에서는 류전윈 소설에 나타난 언어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

통 양상에 집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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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전제된다. 

《객소리 가득 찬 가슴》은 ‘오십 번지 서쪽’이라는 곳에 수정금자탑이 만들어지면

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보여준다. 수정금자탑이 이 마을에 생긴 이후로 사람들은 자

신의 말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생김새

도 모두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수정금자탑이 생긴 이후로 오십 번지 서쪽 모든 사람들은 지식과 소양 그리고 

지위가 열 배씩 증가했고, 모든 사람들의 직업 또한 조정되었으며 키도 십 센치나 

커졌다. 세상에는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없었으나 그것은 생각이나 행위와는 무관

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들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수정금자탑은 

매력을 뿜어냈다.18)

비슷한 외모와 생각을 가진 ‘같은 존재’로 말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기본 소양 역시 자기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러나 작품은 여기서 마을에 수

정금자탑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미치고 멍청해졌다’라는 말을 부언한다. 

미치고 멍청해지는 이유의 탐색이 이 작품의 중핵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이야기는 

‘나와 같은 다른 존재’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찾는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

는 셈이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개별성은 타인과의 다름을 통해 드러나는

데, 수정금자탑의 ‘매력’이 개별적 상이함을 집단적 동일성으로 치환하면서 모두를 

‘미치고 멍청하게’ 만들고 있다.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몇몇 사람의 말이 ‘미치고 

멍청해지는’ 사람들의 맥락에 닿지 못한다는 점은 당연한 듯 보인다.

문제는 동일성의 폭력에서 벗어난 사람들끼리도 제 로 소통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수정금자탑은 동일성의 ‘매력’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십 번지 서쪽 사

람들이 미치고 멍청해지는 원인에 한 제각각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

다. 토론회, 변론 회, TV쇼, 연극 등을 통해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만 이 또한 근거 없고 감정적인 장광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그들의 진

의가 토론 상자나 청중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도 않는다. 요컨  이 작품은 고의

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를 제시하면서 남과 다른 나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어

18) 《객소리 가득 찬 가슴》, 11쪽. (《一腔廢話》,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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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 생성되는지에 한 사고를 확장시킨다.

《객소리 가득 찬 가슴》에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이 짙게 배여 있는 반면, 《핸드폰》

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되 그 속도와 진정성의 여부를 ‘의사소통 수단의 계보학’을 통

해 보여준다. 이 작품은 옌셔우이(嚴守一)의 외도가 핸드폰에 의해 발각되는 이야

기를 중심에 놓고 어릴 적 이야기와 할머니의 일화를 앞뒤로 배치해 말과 진의가 

전달되는 역사적 맥락을 훑어낸다.

작품이 처음으로 그려낸 것은 글자이다. 기근 때 엄마를 잃은 옌셔우이와 ‘바

보’ 엄마를 둔 장샤오주(張 柱)는 엄마의 ‘기능적’ 부재라는 공통점으로 친해지고, 

밤마다 하늘에 엄마를 그리워하고 위로하는 글자를 쓴다. 나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

하고 동일한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들은 말을 통하지 않고도 온전

한 의사소통행위를 완성한다. 그러나 둘은 학교에서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한 뒤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장샤오주가 아버지를 따라 타향의 광산으로 간 후 보낸 

편지가 글자를 모르는 이들에 의해 몇 번을 돌고 돌아 옌셔우이에게 오고, 우표 값 

때문에 답장을 보내지 못하는 장면은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계를 보

여준다. 이어지는 뤼구이화(呂桂花)가 먼 탄광에 있는 남편 뉴싼진(牛三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시내 전화 교환소에서 전화하는 장면과, 그 내용이 탄광에 있

는 확성기로 방송돼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사적인 이야기가 전화라

는 ‘공적 수단’을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조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 진행자 옌서우이의 상황은 어릴 적과 많이 달라졌다. 핸드폰은 개

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말이나 문자를 신속하게 타인에게 전달한다. 그 과정에는 

오해의 여지도 공개될 여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품은 핸드폰으로 인해 

자신의 외도가 탄로 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듭되는 옌서우이의 거짓말과 자기변

명을 보여줌으로써 말의 진정성을 고민한다. 또한 정작 전화를 받지 못해 할머니의 

죽음을 놓치는 그의 만시지탄을 보여준다. 모든 말을 빨리 전달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전해지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은 그의 친구 페이모(費墨)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갈음된다.

“농경 사회가 좋았지.”

옌서우이는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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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때는 걸어 다니는 방법 밖에 없었잖아. 도

시에 올라오면 몇 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으니, 돌아가서 어떤 핑계를 도 그 로 

다 먹혔지.”

그는 다시 탁자 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지금은……”

옌서우이가 물었다. “지금은 어떤데?”

페이모는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이었다.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서 

숨을 못 쉬겠어.”19)

작품의 3부 옌서우이의 할머니에 관한 일화는 이와 선명하게 비된다. 아버지가 

먼 곳에 돈을 벌러 간 큰 아들 옌바이하이(嚴白孩)에게 ‘너와 결혼할 여자를 찾았

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라오추이( 崔), 라오후( 胡), 샤오뤄( 羅)를 거

치고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다. 이 이야기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과 오

랜 시간을 거치고도 말은 큰 곡해 없이 전달된 반면, 현재는 빠르게 전달되는 말들 

속에 거짓말과 헛소리가 부분이라는 작가의 한탄이 짙게 드리워있다.

《핸드폰》이 보여준 글자와 편지, 전화와 ‘口傳’의 “말의 역사”20)는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에서 ‘말의 가치’로 변모한다. 작품은 옌진(延津)을 떠나는 양바

이순의 이야기와 옌진을 찾아오는 양바이순의 외손자 뉴아이궈(牛愛國)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양바이순과 뉴아이궈는 두 세 라는 시간차를 두고 있지만 동일 인물처

럼 그려지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인생역정과 가치지향이 같기 때문이다. 둘은 

모두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여겼던 이에게 아내를 빼앗겼다. 또한 사람들과의 이합

집산을 금전적, 권력적 관계가 아닌 ‘말이 통하는가’의 여부에 두었고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맸으며, 평생 마음에 두고 풀어야 할 ‘말의 의미’를 간직한다.21) 때문에 이 

작품에서 말은 두 주인공의 행동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환

19) 《핸드폰》, 328-329쪽. (《手機》, 199-200쪽.)

20) 《핸드폰》, 한글판 서문, 4쪽.

21) 양바이순은 아내 우샹샹(吳香香)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라오가오( 高)와 야반도주 

한 후, 그 둘을 찾으러 옌진을 떠난다. 이윽고 궁핍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웃으

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라오가오가 우샹샹에게 했던 어떤 한 마디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지 평생토록 알지 못했다. 뉴아이궈는 양바이순의 딸이자 자신의 어머니

인 차오칭어(曹靑娥)가 죽기 전에 남겼던 양바이순의 손자가 보내온 편지의 의미를 찾

기 위해 길을 나선다. ‘말의 의미’는 양바이순이 옌진을 떠나고 뉴아이궈가 옌진으로 돌

아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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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오며 그들의 인생 경로를 수정하기도 한다. 양바이순은 사람들과 말이 통하

지 않고 오해와 곡해로 연결되는 상황을 죽음보다 싫어한다.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가 늘어놓은 이치를 죽이고자 했다. 이리저리 말을 

돌려 결국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남에게 살

해당하는 것 별 것 아니지만 말로 휘감겨 죽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었다.22)

양바이순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말이 통하는 상과 상황에 두었다. 그는 두부를 

만들었고, 돼지를 잡았다. 천을 염색했고 나무를 쪼개거나 물을 길어 날랐으며, 

마을 정부 청사에서 채소를 기르거나 만두를 팔기도 했다. 이러한 직업 전환에는 

모두 각각의 사부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다른 의미에서 이 사실

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는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양바이순에게 그

런 이는 큰 소리로 장례식 사회를 보는 ‘함상(喊喪)’하는 뤄창리(羅長禮)이다. 작품 

말미 자식을 잃어버린 양바이순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지금까지 거쳐 온 일들이 모

두 부질없음을 알게 된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본질이 함상에 있었음을 깨닫고 자

신의 이름을 묻는 이에게 “뤄창리”라고 답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화를 시도하는 함상의 의미는 고독한 인간관계에 있는 양바

이순의 처지를 엿보게 한다. 살아있는 사람과는 끝없이 어긋나고 배신당하며 그로 

인해 살인의 충동까지 느끼지만,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인23)으로서 양바이순은 

삶과 죽음 사이의 말들을 연결하는 해석의 권위를 가진다. 죽은 자를 통해서 비로

소 산 자와 연결되고, 거기서 비로소 안위와 입지를 얻으려는 양바이순의 모습은 

관계 속에 존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의 피로와 절망을 변한다.

서로의 진의에 닿지 못하고 엇나가는 상황은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에서 

보다 명징해진다. 작품의 주인공 리쉬에롄은 둘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남편과 가짜

로 이혼한다.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바람에 그녀의 이혼은 

진짜가 돼버린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남편과의 이혼이 가짜 음을 알

리고 관리들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녀 주위의 사람

22) 《말 한 마디 때문에》, 51쪽. (《一句 一萬句》, 21쪽.)

23) 陳曉明, <“喊喪”, 幸存 去歷史化 ― 《一句 一萬句》開啓的鄕土干敍事新局面>, 《南

方文壇》, 2009年 5月.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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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마을 관리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입장에서 그녀의 말을 듣는다.24) 그녀의 억

울함이 정도를 더해 갈수록 그녀의 고소의 상은 많아지고 급기야 베이징에서 열

리는 전국인민 표 회를 찾아가기에 이른다. 그녀의 고소가 省長에게까지 알려지

면서 관료들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관료주의자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줄줄이 면직된다. 이로 인해 리쉬에롄의 고소는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복권’을 위한 

중 사가 될 뿐, 정작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사람은 없고 고소를 하지 말라

고 종용하는 말만 되풀이된다.

이 이야기의 사건은 간단하다. 바로 리쉬에롄의 ‘가짜 이혼’이 진짜 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 인물들이 그녀의 진의를 곡해하고 의심과 오해를 덧붙이면

서 사건은 여러 사람의 말 속에서 복잡해진다. 그녀의 고소가 20년이나 계속되었

고, 그 기간 동안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해석’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사실은 리쉬

에롄이 겪었을 억울함과 답답함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작품에서 그녀의 말을 ‘당사

자의 마음’에서 들어준 이는 사촌동생 러샤오이( 義)가 유일하다.

북경으로 참기름을 팔러 간 뒤에도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리쉬에롄을 보러 왔

다. 그녀는 지난 몇 년 간 베이징으로 고소를 하러 갈 때마다 러샤오이의 참기름 

가게에 머물렀다. 그는 먹고 자는 문제를 책임졌을 뿐 아니라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원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원망을 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밤에는 리쉬에롄의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 다. 그는 이 사건이 어

떻게 참깨에서 수박으로, 개미에서 코끼리로 변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녀

의 편에 서서 불평을 받아주었다.25)

그를 제외한 ‘수신자’인 관리들은 그녀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

는 척하거나 자기의 생각 로 듣는다. 하지만 ‘발화자’ 리쉬에롄은 자신의 말을 낱

낱이 기억하고 되풀이한다. 소설은 그들 화의 진실성에 회의의 그늘을 덧씌우며 

24) 작품은 이와 같은 상황을 관료들의 이름을 통해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리쉬에롄이 찾아

갔던 현 판사 王公道, 법원 배심위원회 자문위원 董憲法, 법원장 荀正義, 현장 史爲

民, 시장 蔡富邦, 성장 諸淸廉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관료’의 모습을 ‘인민’리쉬에롄

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25)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345쪽.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240쪽.) 번역본

에서는 인물의 이름을 한자음으로 표기했으나, 여기서는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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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당사자 사이의 어긋남을 면 히 기록한다. 그리고 이 어긋남이 관료들의 

자기 해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불평등한 권력구조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넌지시 알린다. 소설은 20년간 지속된 그녀의 행위보다 그녀의 행위로 인한 

관료들의 행태에 더 집중하면서 발화행위 당사자 간의 불평등함이 초래하는 파장과 

소통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Ⅲ. 의사소통을 가능  하는 제 조건들

의사소통은 다수의 인간을 전제로 하여 언어를 매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상 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행위이다.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인간은 타인과의 교류

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 인간이 가진 발화와 의사소통의 욕망은 공동체를 살아

가는 존재로서 나와 연결된 타인과 다른 세계를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일

상이 부분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폭

력과 무력이 아닌 말과 설득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은 정치의 역으로 들어온다. 곧 의사소통의 욕망은 자기와 타인

의 존재 인식과 공동체 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구축하여 더 나은 삶, 좋은 삶을 

위하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류전윈의 작품은 이 욕망의 실현이 타자를 매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소설의 주인공

들은 의사소통의 행위에서 배제되거나 제 로 된 의사소통 행위를 구성하지 못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말과 의미가 고정된 개념어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류전윈 역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인의 말 속에 상징과 은유가 많아 정

확한 뜻의 전달이 어렵다고 하면서, “중국인들은 특히나 한 가지 사건을 다른 사건

으로 쉽게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제3의 사건으로 말한다.……우리의 사

고에는 특히나 쉽게 강 강 해치우며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26)라고 

언급하 다. 작가가 보기에 중국인들은 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보다 상징과 

26) “中國人特別容易巴一件事說成另外一件事. 接着又說成第三件事. …… 我們的思 習

慣特別容易大而化之, 說這事說不淸楚.”吳波, < 話劉震雲: 許多作家假裝是“知識分

子”>, 《光州日報》 2012年 8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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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를 통해 빗 어 표현하기 좋아하고, 말 속에 숨겨진 ‘숨은 뜻’을 찾으려는 의지

가 상(혹은 사건)을 실체적으로 파지하려는 노력보다 강하다. 나아가 ‘숨은 뜻’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내포와 외연을 갖기 때문에 발화자의 본의

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내’가 마음을 다해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

은 ‘나’의 진심을 알 수 없으며 쉽게 믿으려하지도 않는 상황이 악순환처럼 반복된

다.27)

하나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거치며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전개되는 현상이 

비단 중국인들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다. 의사소통에서 해석의 상이함과 이해관

계의 복잡함이 야기하는 단절과 오해는 상수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

상적으로 살아가는 양상인 ‘삶의 형태’가 시 가 변함에 따라 가변적이듯 일상을 구

성하는 주요 요소인 말의 의미도 변한다. 또한 개별 수용자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과 경험, 감정 등에 의해서도 유동적으로 인식된다. “언어의 의미가 서로 통하지만 

함축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의미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심하게 변하기 마련이

다.”28) 특히 사회를 조직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애매모호

한 언어의 특질을 이용해 의미와 신념을 지배하면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객소리 가득 찬 가슴》에서 수정금자탑에 살았던 사람은 라오서( 社)와 라오지

앙( )이다. 이들은 각기 돈과 지식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권위

를 가진다. 라오서는 라오마( 馬)에게 미치고 멍청해지는 원인을 찾으라고 지시하

고, 라오지앙은 TV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토론자들의 주장을 ‘조정’한다. 그러나 ‘미

치고 멍청해진다’라는 설정은 그들 간의 소통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포한

다. 작품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인물들이 원숭이가 되고 썩은 나무가 되었다

가 숯과 재로 변하는 과정에 빗댄다. 사람들이 인격을 상실하고 사물화 되면서 그

들의 말 또한 쓸모가 없어지고 의미도 상실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치고 멍청해지는 원인을 찾으려는 라오서와 라오지앙의 시도는 

일견 말의 본의를 찾고 인간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

27) 이런 상황에 해 류전윈은 “말에서 말을 찾는 것이 사람에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어렵

다”라고 개탄한 바 있다. 張英, 謝詩辰, <話找話, 比人找人還困難― 訪劉震運>, 《南

方週末》 2009年 6月 10日.

28) 이종은 외 지음, 《언어와 정치》, 서울: 인간사랑, 2009,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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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의 의견을 펼치자, 즉 말이 보편적 개념과 의미를 찾아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해지는 조짐이 보이자 도리어 그들의 말을 ‘허튼소리’라 치부한다.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미치고 멍청해진 원인을 탐색했던 라오마가 사람들이 혼을 상실했기 때문

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펼치자 라오서는 “너의 말은 틀렸다”라면서 그의 생각을 용납

하지 않는다.

라오지앙 역시 토론회의 사회자로서 개별 주장을 듣는 것이 우선이지만, 토론자

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집중한다. 라오서와 라오지앙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

을 하는 상황’을 면 하게 이용하여 이 미치고 멍청해지는 상태를 고착화시킨다. 그

리고 보다 쉽게 자신의 의도와 신념을 중에게 투사하려 한다. 말과 의미의 유동

적 관계를 활용하여 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언어’29)는 비교적 자유롭게 기호를 

조작하고 조정한다. 말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지시’의 역할은 ‘정치언어’ 속에

서 수시로 변한다. 작품에서 ‘미치고 멍청하다’라는 말이 지시하는 내용은 사람들마

다 다르다. 라오마가 보기에 미쳐가는 상은 마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은 병이 났냐고 묻고 다니는 라오마다.30)

작품을 드리우고 있는 모호함과 불가해함은 그들이 ‘미치고 멍청해진다’라는 외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말들이 서로 다른 개념 속에 혼재되어 소통되지 않는 이

유가 더 크다. 말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는 상황은 그 말이 가지는 기존 의미에 다

른 의미를 결합시켜 개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상을 지시하는 말의 역할은 상실

되고 의미 또한 빈곤해진다. 말은 쉽게 소음으로 변질되고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언어로 고함치는 상태”31)로 전락한다. 이런 상황에서 말과 의미의 유동적 상황을 

이용하는 정치적 언어는 더욱 풍부해지고 “명령을 내려 행동을 유도하고 사람들의 

필요와 선호를 조작하여 사상을 통제하는 권력현상”32)이 득세하게 된다.

개념어의 확립은 말(혹은 사건)이 다른 말(혹은 사건)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29) 박이 승 지음, 《‘개념’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서울: 오월의 봄, 2017, 19-20쪽 참

조.

30) 김봉연, <류전윈의 소설 《一腔廢話》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의 양상과 의미>, 《中國語

文論叢》 제88집, 2018, 179쪽 참조.

31) 박이 승 지음, 앞의 책, 44쪽.

32) 이종은 외 지음, 앞의 책,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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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의사소통이 주로 ‘메시지의 전달’이나 ‘의미의 생

산과 교환’이라 정의되지만, 중요한 점은 메시지의 전달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의미

를 공유하는 것”33)이라 할 때, 고정된 개념어의 확립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언어에 의한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상 방이 쓰는 말의 의미와 

내가 알고 있는 말의 의미가 동일할 때 비로소 ‘말이 통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

으며, 화를 통한 이해당사자간의 조절과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류전윈의 작품은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어’가 확립되었다하더라도 발화행

위 당사자들의 위치와 상황이 도출하는 서로 다른 결과를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보여준다. 이 양상이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삼았다기보다는, 그것의 가

능여부가 삶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측면이 더욱 

크다.

《핸드폰》은 《객소리 가득 찬 가슴》이 보여주었던 모호함을 벗고 작품의 무 를 

현실로 옮겨 생활에 착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TV 이야기쇼의 진행자 옌셔우이는 

현란한 말솜씨와 재치로 중의 많은 인기를 얻지만, 정작 아내 위원쥐엔(于文娟)

과는 권태롭고 아주 적은 화를 나눈다. 그는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

로 표면적인 안정을 취하지만 핸드폰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탄로 나면서 가정은 파

괴된다. 핸드폰은 발화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넘어 빠르고 직접적으로 말

을 전달하지만, 그 내용은 거짓말로 점철되어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그는 할머니의 유품을 태우는 불 속에 자신의 핸드폰을 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할머

니의 부재와 이 세상에서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버린 상황을 인식한다. 

작품에서 옌서우이는 모든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하지 않는다. 

때문에 할머니에게 자신의 진실이 진실 그 로 전달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거짓

이 진실의 외피를 입고 전해진다. 거짓이 진실이 된다면, 역으로 진실 또한 거짓으

로 변모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작품에서 온전한 의미의 의사소통은 할머니와만 

가능했던 셈이 된다. 진실이 말소된 거짓말과 본의가 배제된 허울뿐인 말들 속에 

살았던 옌서우이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고독한 인간의 전형

을 보여준다.

개념어의 확립과 더불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는 상상력이다. 타자들과 

33) 김우룡⋅장소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출판, 2004,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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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화는 그들의 사유를 현재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비가시적이다. 이를 가시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상상력이다. 이것은 “감각지각에 부재하는 것을 정신 속에서 재

현하는 능력”34)으로, 재현된 것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판단 행위의 중요한 

조건이다. 타자들과 화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

의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35)하는 것이기도 하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와 

상상력의 증 는 타인이 살아가는 세계와 나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

운다. 때문에 공통 감각의 유지와 공감  형성은 의사소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이 된다.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개념어의 정립은 가능했으나 상상력의 부

재로 인한 공감 형성의 실패 과정을 담는다. 관료들의 감각은 리쉬에롄에게 활착하

지 못했고, 그녀의 간절함 역시 그들의 마음에 안착하지 못했다. 20여 년 동안 계

속된 고소에 지치고, 세상에 자기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그

녀는 기르던 소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묻는다. 소는 도리질 

치며 눈을 감는다. 자신의 말을 듣고 답하는 상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그녀

는 고소를 그만두려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관리들은 자신들을 무시한다면서 오

히려 그녀에게 화를 낸다. 그들의 행태는 리쉬에롄의 임계치를 건드린다.

“나는 원래 더 이상 고소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했는데 믿지 않고 날 사기꾼으로 몰았단 말이야. 내가 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거라고 했더니 사람을 모욕한다고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소 이

야기를 했을 때, 너는 그 말을 알아들었잖아. 그 사람들은 어째서 알아듣지 못하

는 거래?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나쁜 쪽으로만 꼬아 듣냐고? (중략) 저 사

람들은 어째서 소 한 마리만도 못하지?”36)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비단 감각기관을 통해 타인의 말을 인지하고 자신의 입

장이 반 된 해석을 내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 방의 시선으로 그 말을 재해석하

는 보다 확장된 단계를 포함한다. 발화자의 말에 과도한 해석을 붙이고 수신자 자

신의 입장만을 덧붙이게 되면, 정작 발화자의 본의는 상실되고 다른 많은 이들의 

34)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욱 옮김, 《칸트정치철학강의》, 서울: 푸른 숲, 2002 79, 151

쪽.

35) 홍원표, <정치적 삶과 일상적 삶의 상호의존성>, 《사회과학논집》 제21호, 2004. 7쪽.

36)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233-234쪽. (《我不是潘金蓮》,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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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만 남는다. 리쉬에롄은 20년 동안 자신의 이혼이 가짜임을 호소했지만, 그

녀의 목소리는 관리들의 감각기관과 입장에만 가닿았을 뿐이다. 결국 피고소인인 

남편 친위허(秦玉河)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의 고소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그려지

면서 그녀의 황당함과 무력감은 증폭된다.

의사소통의 확장된 단계, 곧 타인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능력은 타인에 한 관

심과 공감에서 비롯된다.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는 이 능력의 부재가 야

기하는 의사소통의 어긋남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탈리아 선교사 라오잔(

詹)은 40년 동안 옌진에서 선교를 했지만 8명만이 그를 따른다. 언어 장벽 때문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품은 그가 옌진 방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말’에 

익숙해졌다고 말하면서 그들 사이에 의사전달을 위한 개념어가 확립되었음을 알린

다. 문제는 개념어가 포회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공감 가 형성되지 못했

다는 점이다. 

둘 다 담배를 피우다가 라오잔이 먼저 라오쩡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권했다. 라

오쩡이 담뱃 를 ‘탁탁’두드리며 말했다.

“그와 담배를 함께 피운 정리도 없는데 내가 왜 그를 믿는단 말이오?”

라오잔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을 받았다.

“그 분을 믿으면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겁니

다.”

라오쩡이 말했다.

“그건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오. 나는 일개 돼지 백정으로 쩡쟈좡에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며 돼지를 잡고 있지요.”

라오잔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탄식을 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고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가로 젓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형씨 말씀도 맞습니다.”

(중략)

“그래도 형씨는 마음속에 근심이 없다고 말하진 못할 겁니다.”

이 한마디가 라오쩡의 정곡을 찔렀다. (중략)

“그건 맞는 말이오. 누구에게나 어려운 구석은 있기 마련이지요.”

라오잔이 손뼉을 치면서 말을 받았다.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노형은 누굴 찾으실 생각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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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쩡이 답했다.

“주님이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기에 그러시오?”

“주님께선 당장 노형이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라오쩡은 즉시 화를 냈다.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요? 얼굴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내게 잘못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두 사람은 또 말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또 갑

자기 라오잔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님은 손재간으로 먹고 살던 분이셨습니다. 목수 지요.”

라오쩡이 화를 내며 말을 받았다.

“하는 일이 다르면 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나는 그 목수를 

믿지 못하겠소.”37)

이 장면은 한편으로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의 주제와도 같은 ‘말이 통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마치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라오잔이 설파하는 교리는 전혀 라오쩡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자

신의 재혼과 아들의 결혼 순서로 고민에 빠져있는 그에게 라오잔의 말은 그야말로 

공염불일 뿐이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었다. 신을 믿으

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이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라오쩡에게 모욕과도 같다. 서로 다른 심상(心想)과 목적을 가진 이들의 화는 서

로에게 닿지 못하고 부유한다. 옌진에서 40년 동안 포교했지만 신도는 여덟 명에 

불과했던 라오잔의 일화는 옌진이라는 공간의 폐쇄성을 상징한다기보다 옌진 사람

들과 의사소통에 미숙했던 그의 일생을 부각시키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라오잔의 행동은 옌진 사람들을 포교의 상으로, 자신을 포교의 주체로 삼아 수

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실패를 전제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처럼 주체와 상의 불균형한 위치가 주는 위력 역시 상호소

통의 가능성을 봉쇄한다. 화 당사자 간의 ‘공동선’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말과 의미의 관계가 고정된 개념어의 확립과 타인의 의미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상

상력의 확보, 소통 당사자 사이의 ‘균형적’ 관계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유효

한 결과를 기 할 수 있게 된다.

37) 《말 한마디 때문에》, 200-201쪽. (《一句 一萬句》,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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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네 편의 작품을 통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온전한 소통이 가능한가’라

는 질문을 던진다. 그가 제시했던 “소박한 말, 진실된 말, 마음이 통하는 말과 다른 

말”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다시 부각된다. 언어를 제재로 하여 변화하는 상황과 사람

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말이 통하는 것, 곧 의사소통의 가

능여부는 사회 속에서 한 인간의 정체성 구현과 타자와의 신뢰 있는 관계성 회복의 

관건이 된다. 때문에 그의 소설은 작가의 창작 기조인 ‘생활의 표현’ 혹은 ‘사람답게 

사는 법’ 더 나아가 ‘자기답게 사는 법’38)에 한 서로 다른 해답들이라 할 수 있

다. 아울러 이러한 모습은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며 입지를 구축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행위의 전제조건이 된다.

Ⅳ. 환 받을 권리와 정치  인간의 구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조건으로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

(action)를 언급한다. 노동은 생명유지와 연관된 활동을 말한다. 작업은 문화적, 미

적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다. 노동과 달리 작업은 생존에 꼭 필요한 활동은 아니며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속성을 가진다. 행위는 노동이나 작업과 달리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활

동”39)으로 인간의 복수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

다. 인간이 복수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동등하지만 동시에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種으로서의 인간은 서로 동등하지만, 개별적 인간으로서 서로는 다른 외

모, 생각, 성격 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동등한 인간종이 모여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개별적 인간의 고유성을 만들며, 복수성의 인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에는 의식주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정치적 활동 또한 포함된다.”40)

38) 劉震雲, 앞의 글, 98쪽 참조.

39)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7, 73쪽. 

40)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 ―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

로>, 《철학》 제67집, 여름, 2001. 본 글에서는 http://blog.daum.net/rmfla12/5573

059에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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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복수성은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이끈다.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 타

인과 관계 맺으며 서로 향을 미친다.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주요한 방법은 말하기와 듣기 행위이다. 말과 설득으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은 

공동선의 추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

은 이렇게 서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모이는 곳은 어디든 정치 역이 만들어진다

는 점이다.

엄 히 말해 폴리스는 지리적 위치를 가진 도시국가가 아니다. 폴리스는 사람들

이 함께 행위하고 말함으로써 생겨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폴리스의 참된 공간

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 목적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 너는 폴리스가 될 것이다.”이 유명한 말은 단순히 그리스 식민

지화의 모토가 아니다. 행위와 말은 사람들 사이의 공간, 즉 언제 어디서나 자신

의 적당한 위치를 발견하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현한다.41)

한나 아렌트는 사람들이 함께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모이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정치 역이 형성된다고 보고 개인이 폴리스가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폴

리스는 말과 행위를 통해 발생되는데 사람들 사이라면 어디든 존재하는 공간으로 

지리적인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치의 근거지이며 그

들의 말과 행위가 정치의 상임을 설명한다. 권력투쟁으로서의 정치가 아닌 의사

소통과 합의로서의 정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마련된다. 요컨  언어가 시

작되는 곳에 정치가 있으며, 부분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은 정치가 이루

어지는 장소가 된다. 정치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인 복수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상정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일상을 지배하고 자신이 관계 속에

서 위치되어야 할 부분을 지정한다.

《객소리 가득 찬 가슴》은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폴리스의 특

징”42)을 구현한 것처럼 보인다. 수정금자탑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화 형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발화자와 수신자에

게 동일한 의미로 수용되는 의사소통의 개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미치고 멍청

41) 한나 아렌트 지음, 앞의 책, 289-290쪽.

42) 한나 아렌트 지음, 앞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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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전제 속에서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다양한 논리는 명확한 개념어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

들여지기 어렵고, 그들의 말은 자주 권력자들에 의해 가로막히기도 한다. 어떤 의

미에서 이 소설은 많은 말이 오가지만 정작 ‘쓸 데 있는 말’은 없다는 작가 생각의 

기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활동은 말을 매개로 직접적 면을 통해 말하기와 듣기 관계로 이루어지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43) 《핸드폰》은 이 과정에 ‘직

접적 면’을 삭제하고 ‘핸드폰’이라는 장치를 삽입하여 허상을 부여잡고 있는 현

인의 일상을 조명한다. 직접적 면을 차단하면서 상 방의 시선을 감당하고 표정

을 읽어야 하는 수고는 덜었지만, 화 당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거나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지도 않는 하나의 음성으로 존재한다.44) 비언어적 요소를 차단한 채 이

루어지는 화의 불완전성으로 옌서우이는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고 일상은 변질된다. 거짓말은 듣는 이의 “이득과 만족, 기 치에 들어맞도록 

제조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설득력을 갖게”45)된다. 그의 거짓말

은 자신을 둘러싼 세 여자를 쉽게 속이는 것 같지만 우연성의 개입은 의외의 결과

를 초래한다.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말과 행위는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불가피하게 타인

들과 관계 되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은 자신과 관계되면서 의미를 가진다. 

거짓말은 사건과 의미의 관계를 파괴하고 조작하면서 사실에서 벗어난다. 일상은 

개인의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고 인간의 삶 자체가 정치적 행위의 연속이라고 할 

때, 거짓말로 구축된 일상을 살고 있는 옌서우이의 정치적 인간 구현은 요원해 보

인다.46)

43) 윤은주, <정치적 행위에서 다름의 인정: 말하기와 듣기의 관계>, 《한국여성철학》 제20

호, 2013, 193쪽 참조.

44) 신형철, 앞의 책, 352쪽.

45) 서유경, <정치, 거짓말, 그리고 한나 아렌트>, 《시민정치학회보》 제5권, 2002, 178쪽.

46) 《핸드폰》은 ‘진실한 말’의 유무가 자기 정체성의 근간이며, 인간 삶에 존재하는 갈등해

결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가는 하루를 살면서 하는 말의 부분이 불필요

한 말이고 거짓말이며 자신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고 말한다.(《핸드폰》 한국어판 서문, 

5쪽) 나의 말이 나를 변론하지 못할 때, 자기정체성은 흔들린다. 이런 말들이 범람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은 구체적 삶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기 어렵다. 옌서우이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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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인간이란 다수의 인간이 모여 만든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의지의 표명이자 자기 정체성 구현의 한 방법이다. 인간은 삶을 

위하는 일상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발화의 기회와 가능성의 확보는 정치적 인간 구현의 중핵이다. 사람

들은 말과 행위를 통해 일상을 지속하고 일생을 산다. 때문에 말과 행위의 박탈은 

능력의 박탈이 아니라 개별적 삶의 박탈이다. 이는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의 

리쉬에롄이 고소의 마음을 다시 품게 되는 이유이다.

법원장, 현장, 시장이 돌아가면서 찾아와 그녀가 고소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리쉬에롄도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전국인민 표 회가 개최되는 동안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니

라 그들 자신을 위한 안배 다. 그녀가 북경에 가서 탄원을 하면 그들이 직위 해

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쉬에롄은 이 점을 꿰뚫어 보고 도리어 베이징으로 탄

원을 하러 가자고 마음먹었다.

(중략) 마지막 한 번 고소를 해서 이 화를 풀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번 고소는 

화풀이용인 것이다. 이 고소는 원래의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이 고소가 겨냥하는 것은 전남편이 아니라 법원장과 현장, 시장이었다.47)

소의 말을 듣고 고소의 마음을 풀었다고 했을 때, 자신들을 모욕한다며 화를 내

던 관료들은 리쉬에롄의 고소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리어 왜 소의 

말을 듣지 않느냐며 화를 낸다. 그녀는 소는 고소가 소용없는 짓이라며 그만두라하

지만, 당신들은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그만두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단언한다. 부질없는 일인 줄은 알지만 자신의 억울함은 그

로 넘길 수 없다는 그녀의 결심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 자신을 생존이라는 사적 

역에 매몰시키지 않고, 정치 행위라는 공적 역에 드러내고 있다. 리쉬에롄은 

막상 고소를 하지 않으려하니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고소가 삶의 일부가 되고 그 

삶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던 계기는 말이 진정성을 상실하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바를 인지하고서야 가능했다. (정치적) 인간의 조건은 복수의 인간 속 자기정체성

에 한 인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그 조건을 구체화하지 못한 인간상

을 보여주고 있다.

47)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223쪽. (《我不是潘金蓮》, 152-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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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이 고소밖에는 없는데, 이 행위를 제지하는 관료들의 시도는 그녀의 삶과 존재 자

체를 박탈하려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20년 간 지속된 그녀의 ‘투쟁’은 타인에 의해 

무시된 존재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관

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적극적 행위로 정치적 인간 구현의 

명징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리쉬에롄이 고소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했다면,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의 양바이순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상황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그는 라오잔의 제자가 되면서 이름을 양모세(楊摩西)로 바

꾸고, 우샹샹(吳香香)과 결혼하면서 다시 우모세(吳摩西)로 개명하는 것도 자신과 

상황을 착시키려는 노력의 단면이다. 그는 우샹샹이 자신과 말이 통했던 라오가

오( 高)와 야반도주하고 그 둘을 찾아 처음으로 옌진을 떠난다. 기차역에서 허름

한 몰골로 남의 신발을 닦고 있는 라오가오와 세면을 위한 더운물을 팔고 있는 우

샹샹을 봤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너무도 다정한 둘을 보자 그는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우모세를 속이긴 했지만 자신들은 속이지 않았다.(중략) 그 남자가 

말 한 마디로 여자의 마음을 움직 다는 것이다. 이 한 마디가 도 체 어떤 말이

었는지 우모세는 평생 생각해내지 못했다.48)

평생 스스로를 속이고 살았다는 깨달음은 그가 자신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계기

가 된다. 자신이 함상을 보면서 받은 전율과 명절놀이 때 염라 왕으로 분장해 사

람들을 주도하면서 느꼈던 자유로움을 상기하며 그는 자신의 고향 옌진을 떠나 새

로운 삶을 구축하고자 한다. 생존에 갇혀 ‘말과 행위’를 잊고 살았다는 깨달음은 삶

의 구체적 양상을 바꾸려는 의지로 연결된다. 더 나은 삶에 한 갈망은 인간을 생

존의 역에서 정치적 행위의 역으로 옮겨놓는다. 

개별적 차이가 만들어낸 복수성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는 인간 

조건의 하나이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공간으로부터 환  받

48) 《말 한 마디 때문에》, 430쪽. (《一句 一萬句》,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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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개별적 인간은 사회가 호명하고 자리를 내주어야 비로소 ‘사람’이 된

다.49) 사람은 사회의 인정을 받아 장소50)를 가진 자이다. ‘인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

다. 류전윈의 소설 인물들은 체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자리를 부여받은 이들은 

아니다.51) 이 점은 작가가 자신의 고향과 그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삶과 창작의 

본질로 두려는 의지와 연결된다. 이전 고향 제재 소설에서 역사와 사회의 압박에 

매몰되어 가는 인물들의 인생역정을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말과 관련된 소설에서는 

주류역사에 기재되지 못한 이들의 말과 일상을 복원한다. 배척되면서 의지를 박탈

당하고 인정을 통해 환 받기 위해 애쓰는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의 양

바이순과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의 리쉬에롄의 인생역정은 말의 의미를 찾고 

인정을 통해 ‘사람’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작가의 복원 작업은 사회와 역사 속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소환하고 그들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결국 ‘사람’

될 권리를 찾아주는 행위로서 농후한 정치성을 띄고 있다.

Ⅴ. 나오는 

정치는 인간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기 를 조정하고 사람들의 조화와 질서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갈등

을 해결하는 활동으로서 정치는 생활 전체의 운 원리로 확 된다. 개개인의 삶 전

체를 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한 관심과 참여로 정치는 일상의 

49) 김현경, 《사람, 장소, 환 》,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31쪽.

50) 공간과 장소는 다른 개념이다. 공간이 물리적으로 텅 비어 있는 추상적 개념이라면, 장

소는 공간에 한 각자의 체험과 기억, 가치부여 등의 개인적 ‘맥락’이 형성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한 공간은 각자의 정서 속에서 재구성되고 서로 다른 장소로 기능

한다.

51) 본 글에서 그런 조건은 《핸드폰》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제한된다. 만약 ‘사람’되지 못한 

이들을 ‘비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다음의 말은 정치의 역할을 상기시킨다. “정

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연민과 정의의 직물을 짜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이들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파커 J. 파머 지음, 김찬호 

옮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서울: 글항아리, 201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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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진입한다. 반복되는 하루라는 점에서 일상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

하지만, 각자의 일상은 불확정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개별적이고 고유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편적 가치와 개별적 삶의 고유한 맥락들이 정치의 주요한 내

용이자 현상이 된다.

류전윈의 소설은 일상으로 소환된 정치 개념을 의사소통의 양상을 통해 보여준

다. 의사소통은 타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발화자와 수신자 사이에 동일

한 개념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가능하다. 복수성을 전제로 살아가는 인간은 타인

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개별적 차이가 자신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게 된다. 의사

소통은 서로 다른 인간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입

지를 다지는 정치적 행위의 근간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의사소통은 정치적 인간 구현을 위한 본질이자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류전윈의 소설 주인공들은 부분 제 로 된 의사소통 행위를 구성하

지 못한다. 《객소리 가득 찬 가슴》은 ‘미치고 멍청해지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속에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몰고 가고 있고, 《핸드폰》은 직접적 면이 배제된 의사소

통 행위가 야기하는 진정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환 받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 이름도 직

업도 바꾸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체현했으며,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말

하기와 듣기 관계의 불평등함에서 오는 체념의 과정을 그려냈다. 다양성을 담보하

는 개념어의 부재, 타인의 입장을 미루어 생각해볼 수 있는 상상력의 결핍,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의 권력이 매개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은 불가능

하다. 불확실한 의사소통에 의해 피로와 권태, 체념과 고독을 경험한 인간은 쉽게 

공동체 내에서 배제된다. 그들은 말과 일상을 박탈당한 채 ‘소리’ 없고 분절된 삶을 

살아간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류전윈은 사회 내 ‘자리’를 상실한 이들이 

말을 하는 행위로 자기 삶을 재구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객소리 가득 

찬 가슴》은 말을 한다는 사실이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핸드폰》

은 사실과 의미가 맥락화된 일상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이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만 마디를 신하는 말 한 마디》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 행위가 자

신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임을 드러내고,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가장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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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기 삶의 개선을 위한 발화행위를 체화한다. 말을 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적 인정에 의해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서 인간은 비로소 ‘사람’

이 된다. 인정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한 행위이고 그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투쟁’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의 작품들은 이러한 ‘투쟁’이 개인의 

일상에서 지속될 때, 삶에 착된 정치가 의미를 확보하고 온전한 의사소통과 정치

적 인간의 구현 또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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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everyday politics 

through the communication of novels in yiqiangfeihua (2002), Mobile 

phone (2003), yijudingyiwanju (2009), I’m not madam Bovari (2012) 

by Liuzhenyun. To that end, we see politics as a process of resolving 

conflicts and problems in society where many people live, away from 

the narrow view of the situation as a system, an administration and 

a power struggle. It is also understood as a process of exchanging 

different ideas and developing solutions for problem solving. In short, 

when a human’s daily life gathers to form a life and politics is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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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life is replaced by politics. The language that constitutes 

everyday life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politics.

Communication is the process of expressing me and understanding 

others through interactions that take place under the basis of 

pluralism. However, with the intervention of contingency and 

subjectivity, unexpected results arise. Liuzhenyun’s characters in the 

novel have trouble communicating because of the absent of a concept 

word and a fixed meaning, a lack of imagination to think in other 

people’s shoes, and unequal, one-sided speaking and listening 

relationships.

Nevertheless, they continue to speak, constantly seeking objects 

that speak, and further reveal their voices of injustice. This is a 

massive political act of finding one’s own voice and building one’s 

place in the community and a ‘struggle’ to be recognized by society.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of Liuzhenyun’s novel shows the 

possibility of everyday politics and eventually finds its place in 

society and establishes the basis of political human realization to 

receive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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