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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상흔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류신우(刘心武)의 <반주임(班主任)> 

(1977)과 루신화(卢新华)의 <상흔(伤痕)>(1978)을 통해, 그간 도식적이고 단일

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던 상흔문학의 이질성을 밝히고, 그러한 이질성이 어떠한 세대

적, 정치적, 계층적 시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는 

상흔문학이 문화대혁명을 재현하는 데 있어 봉착하는 아포리아(aporia)의 의미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본문에서 수행한 두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먼저 상흔문학의 신호탄으로 인정되는 류신우의 <반주임>은 작중 주인공이자 작

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중학교 교사 장쥔스(张俊石)의 입장에서 엘리트주의에 입

각한 신계몽주의적 관점을 드러냈고, 무산계급의 단순하고 교조적인 문화의식과 그릇

된 가치관에 우려를 표한다. 이에 반해 루신화의 <상흔>은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을 뚜

렷하게 나타내지 않고 하층민과 무산계급 인물들을 선량하고 우호적인 형상으로 묘사

함으로써 <반주임>과는 다른 색채를 보여준다. 더욱이 <상흔> 말미에 주인공 왕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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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王晓华)에 의해 표출되는 화궈펑 체제에 대한 기대감은 사인방의 정치적 농단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오쩌둥의 대중주의적 혁명 이념에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저자 루신화의 정치적 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본고는 <반주임>과 <상흔> 사이의 이러한 이질성이 ‘상흔’이라는 동질성에 의해 오

랫동안 은폐되어 온 이유가 문화대혁명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공식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파악한다. ‘상흔문학’ 속의 이질성들이 소거

되고,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화대혁명의 ‘상처’가 부각됨으로써, 결과적

으로 문화대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정서와 개혁개방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

를 유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오늘날 우리가 문화대혁명의 가능성과 불가능

성을 균형감 있게 살피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흔문학’의 이질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일이 필수적이라 판단한다.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문화대혁명 종식 후 중국 소설계의 첫 번째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던 ‘상

흔문학(伤痕文學)’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재고찰

함으로써 상흔문학이 지니는 성격과 의미를 재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널

리 알려져 있듯, ‘상흔문학’에서의 ‘상흔’은 1978년에 발표된 루신화(卢新华)의 동

명 작품으로부터 유래하였고, 상흔문학의 시발점이자 대표작은 1977년에 발표된 

류신우(刘心武)의 <반주임(班主任)>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내용상으로는 

문화대혁명 시기 지식인의 비극적 경험과 거기에서 비롯된 억눌린 감정을 분출했다

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형식상으로는 기존의 낡은 구조를 되풀이했다는 점에

서 아쉬움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흔문학에 

대한 연구는 대상 작가들과 작품들을 그와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개괄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문학적 의미와 쟁점으로 인

해 상흔문학은 여전히 활발히 재조명되고 있다.

문화대혁명이 종식되고 상흔문학의 첫 번째 작품인 <반주임>이 발표된 지 40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그것을 소재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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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학 현상을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살펴보는 데 있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상흔문학에 대한 평가는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해명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화대혁명’의 

평가와 연동하여, 아직까지도 이론이 분분한 상황으로 보인다. 백승욱(2012)의 말

을 빌려, 문화대혁명을 둘러싼 문제들을 ‘정치의 아포리아’1)라는 표현으로 개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상흔문학에 관한 문제들을 ‘재현(representation)의 

아포리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상흔문학이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 혹은 그와 연계된 ‘기억들’이 될 것이

다.2)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러한 ‘재현의 아포리아’는 작가 자신의 경험과 그로부터 생

겨나는 가치관, 세계관, 정치적⋅이념적 입장 등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특히 현재까

지도 상흔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상흔문학 작가들이 지니고 있

었으리라 여겨지는 ‘정치적⋅이념적 입장’과 거기에 따르는 기억의 재현 문제인 듯

하다. 이는 상흔문학의 태동기였던 1970년대 말부터 이미 문단 내에서 중요한 문

제로 부상한 바 있다. 문화대혁명이 종식되고 개혁개방이 개시되기까지의 2~3년의 

 1) 백승욱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은 무수히 많은 정치적 실험의 정점이자 실패의 극점이기

도 하였고, 그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성을 지니는 동시대적인 경험인 동시에 동시대 

속에서 해결 불가능한 아포리아를 전면에 부각시킨 매우 비동시대적 경험으로 끝맺었

다. (중략) 문화대혁명이 드러낸 근대정치의 아포리아는 간단히 말하자면 ‘혁명’과 ‘이행’ 

사이의 난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의 자율성과 체계의 변혁 사이

의 마주침의 가능성과 난점이라는 아포리아이기도 했다. 문화대혁명이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길을 잃고 표류하다 침몰한 장소는 이 아포리아를 둘러싼 곳이었다.｣ 백승욱 지

음,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서울, 그린비, 2012, 8-9쪽. 

 2) ‘문화대혁명’은 보통 마오쩌둥에 의해 홍위병의 조반운동이 벌어진 1966년에서 마오쩌

둥이 사망하고 사인방이 축출된 1976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문화적 사

건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문화

대혁명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그 종결점에 대해서는 1966년부터 

조반파 홍위병이 진압되고 중국공산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어 ‘혁명 노선의 승

리’가 선언된 1969년 초까지로 보는 ‘문혁 3년설’과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사인방이 제

거된 1976년까지로 보는 ‘문혁 10년설’로 의견이 나뉘어진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

인 설명은 피경훈,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어떻게 재사유할 것인가?>, 《중국현대문학》 

73집, 2015. 6을 참고할 것. 필자는 위의 두 가지 입장 중 ‘문혁 3년설’을 지지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따라 문화대혁명을 1966년에서 1976년까지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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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중국에서는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아울러, 문화대혁명에 대한 감상적이고 폭로적 성격을 띤 재현 서사로서 상흔문학

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졌다. 그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종래의 

문학이념 하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고,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흔문학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타났으

며, ‘폭로소설’, ‘상흔소설’ 등 폄훼의 어감을 수반하는 명명법이 등장했다. 그러나 

‘범시파(凡是派)’와 ‘실천파(實踐派)’ 사이의 정치투쟁이 실천파의 우위로 마무리되

는 1978년 이후, 보다 정확하게는 1979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된 ‘중국문

예공작자제4차대표대회’ 이후, 문화대혁명 당시의 억압과 박해를 그린 위 소설들은 

서서히 문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반사문학(反思文學)’, ‘개혁

문학(改革文學)’으로 이어지는 ‘신시기(新時期) 문학’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 뒤에 등장한 문학사들은 대체로 상흔문학의 의의에 대해 예술적인 측면과 시

대사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비판적으로, 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

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훙쯔청(洪子诚)의 《중국당대문학사(中国當代文學史)》는 

상흔문학 작품들이 예술적으로 거칠었지만, ｢문학적 ‘해빙’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나

타냈다｣고 하면서, 그 특징으로 ｢개인의 운명과 정서적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 ‘주

체의식’에 대한 작가의 탐구와 자각｣ 등을 언급한다.3) 한편 천쓰허(陈思和)의 《신

시기 문학 간사(新时期文学简史)》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역시 훙쯔청의 경우와 크

게 다르지 않으나, 천쓰허는 상흔문학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피력

하고 있다. 그는 상흔문학이 ｢분명한 입장에서 ‘문혁’에 대한 부정과 관련 현실 문

제를 폭로하고 비판했다. 이러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현실 감정은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문혁’ 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拨乱反正) 커다란 힘

을 지닌 무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상흔문학이 ｢‘5.4’ 이래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지식인의 주체적 정신을 드러냈다｣며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한다.4) 

이와 같은 문학사 상에 기술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상흔문학을 해명하는 일종의 

‘공식(公式)’이 되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나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왔

다. 그러나 그러한 ‘공식’이 사실상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은 점차 공

 3) 洪子诚, 《中国當代文学史》, 北京大学出版社, 2002, 240쪽.

 4) 陈思和，《新时期文学简史》，廣西师范大学出版社，2010，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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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흔문학이 태동한 지 40여 년이 흐른 오늘날 그와 같은 

‘공식적인’ 설명과는 사뭇 다른 인식들과 상흔문학을 둘러싼 폭 넓은 이견들이 존재

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기존에 상흔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들 외에, 상흔문학에 관해 사뭇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맹점을 상흔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류신우의 <반주임>과 루신화의 <상흔>에 대한 독해를 통해 지적해냄으

로써, 그간 감추어져 있던 상흔문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보

고자 한다.

Ⅱ. ‘상흔문학’을 보는 두 가지 ‘좌 ’ 시각

지난 2016년, 중국의 주요 문예지의 하나인 《문예쟁명(文艺争鸣)》은 문화대혁명 

종식 및 상흔문학 40주년을 기념하여 별도의 지면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여러 명의 

학자가 상흔문학에 관한 각자의 논의를 펼쳤지만, 그 가운데서도 쾅신녠(旷新年)과 

류푸성(刘复生)이 발표한 글은 상흔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 완전히 다른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두 논자가 공히 개혁개방 이

래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나 지식인 계층의 신계몽주의에 반하는 좌파적 입장에서 

상흔문학을 비판하거나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쾅신녠은 류신우의 <반주임>에 등장하는 ‘장선생(张 师)’과 ‘셰후이민(谢

惠敏)’의 관계에 대해 ｢선생/학생과 계몽자/우매한 자 간의 이원대립적 권력 계급 

구조 속에서 (중략) 명확히 계몽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지위를 

확립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서사 책략이 ｢‘사인방’과 ‘문혁’에 대한 철저한 부정｣
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으며,5) 작품에 등장하는 세 명의 학생 중 노동자 집안 출신

의 학생은 우매하고 결점이 있는 성격으로, 지식인 가정 출신의 학생은 건전하고 

진보적으로 묘사했다고 말한다.6) 아울러 그는 루신화의 <상흔>이 ‘인성으로 돌아가

자(回归人性)’라는 모호한 시대적 구호 위에 서서 혁명과 인성을 대립시켰다고 주

 5) 旷新年，<1976：“伤痕文学”的发生>，《文艺争鸣》，2016年 第3期，13쪽.

 6) 위의 글, 18쪽.



74  《中國文學硏究》⋅제74집

장하기도 한다.7) 반면 류푸성은 상흔문학 창작의 ‘주체’이자 가장 대표성을 띤 작품

의 창조자들은 홍위병-지식청년 출신의 작가들이며, 그들은 혁명의 대의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의 ‘상흔문학’은 

보다 많은 애매성과 풍부한 요소를 지녔고, 다중적인 가능성의 공간을 내포하고 있

었다.｣8) 즉 문화대혁명에 대한 그들의 부정은 결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혁명 

이상을 기초로, 구체적인 ‘문혁’ 과정에 대한 부정이자 비판｣이었다는 것이다.9) 이

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류푸성은 쾅신녠과 달리 ‘상흔문학’을 ‘5.4’ 신문화 전통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 말 상흔문학이 회귀하고자 한 지점은 5.4적 계

몽주의 전통이 아니라, ｢정통적 혁명전통 또는 ‘계속혁명’이라는 ‘문혁’의 초기 구상

이었다.｣10)는 것이다.

류푸성의 이러한 주장은 그 전에는 보기 드문 신선한 주장이다. 사실 쾅신녠의 

주장은 비록 내용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주장들과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지만, ‘상흔문학’을 신계몽주의 사조의 연장선 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의 주장들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그들에 의하면 상흔문학은 ‘인성’의 회복을 강조함

으로써 인도주의를 선양했으며, 인민 대중을 교화하는 지식인의 우월적 지위를 재

건하려는 열망을 내비치는 특징을 보였다.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와 같은 

상흔문학의 성격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쾅신녠과 

같은 반계몽주의적인 좌파적 성격을 지닌 지식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흔문학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위주의의 부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과 맞물려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초석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류푸성의 주장은 상흔문학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그는 상

흔문학을 당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지 않은 지식청년 출

신 작가들의 창작과, 이후 당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여 개혁개방 정책의 문화적 지

지대를 제공한 우파 지식인 작가의 창작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긍정적으로, 후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물론 상흔문학의 작가를 여러 부류로 구분하는 시도는 이전

 7) 위의 글 19-20쪽.

 8) 刘复生，<“伤痕文学”：被压抑的可能性>，《文艺争鸣》，2016年 第3期，37쪽.

 9) 위의 글, 38쪽. 

10) 위의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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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존재했다. 예컨대 김진공은 훙쯔청의 설명을 빌어 상흔문학 작가를 크게 1) 

50년대에 비판받은 ‘우파작가’, 2) 지청작가, 3) 문혁 이후 중년의 나이에 창작을 

시작한 작가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한 바 있다.11) 그러나 류푸성의 경우 특

이한 것은 지청작가를 다른 부류의 작가와 구분한 후 전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

했다는 점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상흔문학’을 이루는 특정한 텍스트들을 보는 상이한 시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각들 사이의 편차는 어떠한 텍스트와 컨텍스트로부터 기

인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다시 논구되어야 할 까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대혁명’이라는 실재했던 하나의 사건과 문화대혁명의 경험을 처음으로 문학적

인 재현을 통해 세상에 전한 ‘상흔문학’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포리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포리아’인 한, 그것은 아직껏 우리에게 전하지 않은 

메시지, 드러내지 않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와 같은 

메시지와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비단 상흔문학뿐만 아니라, 시대와 국경을 넘어 역

사의 상흔을 담고 있는 모든 문학 작품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대안적 

사고를 구축하는 첩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상흔문학’은 기성 

문학사 속에 박제되어 버린 죽은 텍스트가 아니며, 언제든 다시 들여다보고 현재화

시킬 필요가 있는 살아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반주임>과 신계몽 이데올로기

위에서 필자는 김진공과 류푸성의 논의를 통해, 상흔문학의 저자들이 동일한 연

령대와 신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류푸성의 경우 상흔문학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류푸성의 

주장은 ‘상흔문학’이라는 개념을 ‘단일체’로 보는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지적한다. 일

반적으로 ‘상흔문학’은 문화대혁명의 트라우마를 감정적으로 재현하고 폭로한 문학

11) 김진공, <현대 중국의 상흔문학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중국현대문학》 47호, 2008,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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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고, 그 창작 주체를 계몽주의적 성향을 지닌 ‘지식인’으로 규정한다. 위

에서 언급한 김진공의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상흔문학 작가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출신성분’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식인의 시각으로 문혁을 바라보고 경험｣했다는 점에

서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12) 이러한 규정은 상흔문학이 지니는 대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 있겠지만, ‘지식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체’로 

간주함으로써 그 내부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는 홀시한다는 문제를 노

출한다. 

물론 상흔문학의 창작 주체를 ‘지식인’으로 규정하고, 그 재현의 성격을 계몽주의

적 엘리트주의로 못 박는 것에는 그간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문화대혁명에 대한 

민중의 기억을 되살리자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당연히 높게 평가되

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인’과 ‘대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상흔문학의 성격을 온전

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내부의 층차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대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의 대중이 지식인에 의해 재생산된 ‘문혁 기억’에 일방적인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때, 그 ‘대중’은 과연 누구인가? 과연 문화대혁명을 실제로 경험했던 대중과 1980

년대 이후에 태어난 대중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식인의 ‘문혁 기억’을 수용하게 될

까? 또한 중산층이 지니고 있는 ‘문혁 기억’에 대한 입장과 서민층 혹은 빈민층이 

지니고 있는 ‘문혁 기억’에 대한 입장이 동일할까? 이러한 물음은 ‘문혁 기억’을 재

생산하는 지식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물음에 적절

한 답을 제시하자면 앞으로도 대단히 복잡한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한 류푸성의 관점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상흔문학을 창작한 지식인의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에 주목했다. 비록 

류푸성이 그 지식인의 ‘차이’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논술 속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말이다. 가령, 그는 류신우의 <반주임>과 루신화의 <상흔> 사이의 

‘동일성’에만 주목함으로써 그 ‘차이’에 대해서는 홀시하였으며, 지청세대 작가들이 

지니는 가능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파고들지 못함으로써 다소 

추상적이고 공허한 논의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1970년대 말 중국의 상

12) 김진공, 위의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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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문학이 어떠한 ‘억압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정교하게 살피는 일이 후

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상흔문학 내부에 일종의 ‘분기(分岐)’가 

존재했다면, 그것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

다. 본고는 류신우의 <반주임>과 루신화의 <상흔>이 바로 그와 같은 ‘분기’를 보여주

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하였다. 류신우와 루신화는 모두 1970년대 말 상흔문학의 

작가로 문학사에 이름을 올렸지만, 류신우는 1941년생 루신화는 1954년생으로 각

각 다른 입장에서(류신우는 교사로, 루신화는 농촌으로 하방된 지식청년으로) 문화

대혁명을 경험했다. 이러한 개인 이력은 고스란히 그들의 작품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작품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통해 상흔문학 내부의 다양한 성격들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류신우의 <반주임>은 전지적 작가시점에 기반하여,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7년, 

‘광밍중학(光明中学)’ 초급 3학년(初三)의 반주임을 맡고 있는 장쥔스(张俊石)와 

그의 학생들(주로 교조주의적 성격의 셰후이민과 문제아 전학생인 쑹바오치(宋宝

琦))에 얽힌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화자의 묘사에 따르면, 작중 주인공이며 작

가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장쥔스―그의 작중 나이와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가 

일치하며 ‘교사’라는 직업 또한 동일하다―는 매우 단정하고 모범적인 면모를 갖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단추 하나하나를 가지런하게 채웠고, 심지어 제복 

외투 깃의 단추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중략) 두툼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늘 열정적이고 생동감 있으며 물 흐르듯 막힘이 없어 마치 영원히 녹슬지 않는 파

종기처럼 끊임없이 학생들의 마음의 밭에 혁명 사상과 지식의 씨앗을 뿌리는 듯했

다.｣13)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신중하여,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를 대하더라도 

노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충분이 경청하며 그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인물로 나

타난다. 반면 장선생이 맡은 반의 학생이자, 반의 운영에 있어 장선생과 대립하는 

인물로, 반의 단지부서기(团支部书记)를 담당하는 셰후이민은 장선생과는 사뭇 다

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셰후이민은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 대단히 단순하고 

13) 每一个纽扣都扣得规规矩矩，连制服外套的风纪扣，也一丝不苟地扣着。(중략) 从这

对厚嘴唇里迸出的话语，总是那么热情、生动、流利，象一架永不生 的播种机，不断

在学生们的心田上播下革命思想和知识的种子 (후략). 刘心武, 《刘心武代表作》, 郑

州, 河南人民出版社, 198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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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이며 교조적인 특징을 지닌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하며 상대에 대한 배려나 융통성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비록 자신의 학생이지

만, 장쥔스는 그와 같은 셰후이민의 고집과 주의주장을 묵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한 편으로는 그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

로 같은 반 학생들과의 의논을 통해 그녀의 언행을 견제해 나간다. 

그러던 중 이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공안국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 광밍

중학으로 전학 오게 된 쑹바오치를 둘러싸고 장쥔스와 셰후이민 사이의 갈등이 격

화된다. 특히 눈여겨볼 문제는 쑹바오치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아일랜드 작가 보이

니치(E. L. Voynich)14)의 장편소설 《등에(The Gadfly)》가 ‘음란서(黄书)’인가 

아닌가를 두고 벌인 언쟁이다. 셰후이민은 이 소설을 읽은 적도 이 소설에 대해 들

어본 적도 없음에도, 책 속의 삽화 몇 개를 보고 쉽게 이 책을 음란서라 단정 지으

며, 이러한 책을 소지한 쑹바오치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그러나 학창시절 동료들과 

이 책의 주인공의 삶을 통해 커다란 감명을 받았던 장쥔스는 이 소설이 그녀가 생

각하는 것처럼 음란한 책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셰후이민의 사상이 사인방이 몰

락한 현재에도 여전히 그 시대의 틀에 박힌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다는 점을 안

타까워한다. 작중 화자는 셰후이민의 그와 같은 낡은 사상이 노동자인 그녀의 부

모, 그리고 그녀가 자라온 문화대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기인했을 것이라

고 추측한다. 

소설의 결말 부분은 장선생이 쑹바오치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쑹바오치의 성격

적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화자는 쑹바오치와의 대화와 그 뒤의 

사색 과정 속에서 장쥔스가 쑹바오치의 성격적 문제의 근원에 ‘부르주아 사상’이 아

니라 오히려 ‘봉건 시대의 의리’와 ‘향락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

14) 186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여류 소설가로, 후에 잉글랜드로 이주하였다. 18세에 베

를린에 유학하면서 음악을 공부하였고 이후 러시아 혁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런던으

로 돌아온 후 외국인 망명자들과 함께 ‘자유 러시아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마르크스(K. Marx)의 장녀인 엘리노어 마르크스(Eleanor Marx)를 비롯하여 엥겔스

(F. Engels), 버나드 쇼(G. Bernard Shaw), 플레하노프(G. V. Plekhanov), 오스

카 와일드(Oscar Wilde) 등과도 교류하였다. 폴란드 출신 망명가인 미하엘 보이니치

와 결혼하였고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작곡에 전념하다 1960년에 뉴욕에서 사망하

였다. 《등에》는 그녀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으로, 망명한 혁명가들의 분투 어린 삶을 묘

사하여 사회주의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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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설명한다. 즉, 쑹바오치의 성격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본질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쑹바오치의 문제는 ‘부르주아 사

상’에 오염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건주의’의 반동적 사상에 길들

여져 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화자는 쑹바오치의 이와 같은 성격적 결

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중국의 동시대 젊은이들 다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소설 내용은 일견 앞에서 쾅신녠이 지적한 것처럼 ‘선생/학생’, ‘지식인

/(우매한)대중’이라는 이분법적 인물유형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세

심하게 들여다보면 이 소설은 크게 세 명의 인물, 즉 장쥔스-셰후이민-쑹바오치의 

서로 다른 성격 사이의 갈등구조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지적 화자는 이러한 세 인

물 중 전적으로 장쥔스의 사상과 언행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

다. 즉 이 소설은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그것과 유사하게 ‘정면인물(장쥔스)’

과 ‘반면인물(셰후이민, 쑹바오치)’을 내세워, 독자로 하여금 특정한 이념을 긍정하

거나 부정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세 인

물이 각각 중국 현대사를 수놓은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체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

다. 장쥔스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계몽주의를, 셰후이민은 교조적이고 왜곡된 마르

크스-레닌주의를, 그리고 쑹바오치는 봉건주의 또는 허무주의, 무정부주의를 각각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자신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학 교사

였던 류신우의 이 작품이 꾀하고 있는 전략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장쥔스가 체현하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계몽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나머지 두 가지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적시함으로써 개혁개방 시대, 중국이 

새롭게 견지해야 할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창작 상의 전략이 또 다른 권위주의에 기초해 있다는 점이다. 

그 권위는 다름 아닌 ‘엘리트’ 중심의 권위주의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

럼, 화자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두 인물, 셰후이민과 쑹바오치는 모두 학력

과 문화수준이 낮은 노동자 집안 출신의 학생들이다. 그리고 화자는 그들의 무지함

과 완고함이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출신배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피력한다. 

이와 같은 설정은 작가가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이 추구해야 할 노선을 선두에서 이

끌어야 할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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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오쩌둥이 추구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인민주의, 민중주의적 해법이 

아니라, 전문가 관료가 중심이 되는 엘리트주의적 해법 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 공산당이 범했던 과오를 수정하고 중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사상이 바로 류신우의 위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식은 덩샤오핑이 개시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개혁개

방 노선의 핵심 이념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류신우의 위 작품이 개혁개방 시대

의 문화적 지지대였던 신계몽주의의 자양분이 되었으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

다.15) 

Ⅳ. <반주임>과 다른 <상흔>의 정치  자리

류신우의 작품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에 기초하자면, 상흔문학에 대한 최근의 주

장들 중 류푸성의 주장보다는 쾅신녠의 주장에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적어

도 <반주임>과 같은 작품을 놓고 보자면, 상흔문학의 성격을 계몽주의적이고 엘리

트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여하의 ‘이질적’ 요소가 존재한다

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듬해에 창작된 루신화의 <상흔>은 <반주

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이념적, 정치적 함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루신화의 <상흔>이 내포하는 ‘이질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상흔>의 주인공인 왕샤오화(王晓华)는 상하이 출신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

위병이 되어 활동했으나, 자신을 극진하게 아끼던 어머니가 반동으로 몰린 후에 홍

15) 물론 류신우의 위 작품이 내포하는 이념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변화 과정 속에서 단

지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류신우 작품 속 지식인 엘리트는 ‘인문

적’ 지식인으로서,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중시한 기술관료와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1989년 톈안먼운동에 대한 탄압 후, 중국의 인문 지식인이 추구하던 

자유주의, 계몽주의, 인본주의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묵살되거나 방기되었다. <반주임>

의 장쥔스가 보여주는 인정(人情)과 관용은 개혁개방 시대 중국 정부가 보여준 그것과

는 달랐다. 오히려 정치적인 차원에서 개혁개방 시대의 중국은 장쥔스보다는 셰후이민

의 그것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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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 신분을 잃자 상산하향을 자원하여 랴오닝(辽宁)의 한 농촌으로 떠난다. 그녀

는 한 때 당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던 어머니의 반동적 행위에 대해 커다란 

모멸감을 가졌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원한감정을 지니게 된다. 상산하향 시절에

도, 반동으로 낙인찍힌 어머니를 두었다는 사실은 당과 조국에 대한 그녀의 진정성

과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했고, 그녀는 거듭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녀의 좋지 않은 출신성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은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상심한 그녀를 위로했으며, 그녀의 진심을 잘 이해해주었다. 

샤오화는 그와 같은 동료들과 농민들의 배려 속에서 수 년 간의 고된 하방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 

특히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또래 남자 동료였던 

쑤샤오린(苏 林)이었다. 샤오화와 샤오린은 서서히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동

료에서 애인의 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를 눈치 챈 현(縣) 위원회가 

샤오린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자, 이를 알게 된 샤오화는 샤오린과의 관계

를 정리하고 다시금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로 돌아간다. 그러던 중 4인방이 실각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는 편지를 받

은 샤오화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상하이의 옛 집으로 돌아간

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집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녀가 병실에 도

착하기 직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놀라운 일은, 그녀가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그녀의 동료였던 샤오린이 그녀 대신 그녀의 어머니를 돌보았다는 사실이었다. 샤

오화는 한 편으로 어머니의 불행한 삶과 죽음에 비통해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4인

방을 숙청한 화궈펑의 ‘은덕’에 감사하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위와 같은 <상흔>의 줄거리에서 눈여겨볼 점은 노동자・하층민 계급에 대한 작가

의 묘사가 앞서 살핀 <반주임>과는 정반대로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상산하향 시절, 

샤오화가 맞닥뜨린 고초는 일부 완고하고 교조적인 관료들로 인한 것이지 혁명 이

념이나 당의 노선 자체가 내포한 오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볼 여지는 없으며, 사

인방이 처단된 후에도 샤오화의 혁명에의 열정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여전하다. 

보다 중요한 점은, 루신화의 작품이 류신우처럼 지식인과 노동자, 혹은 계몽주의-

혁명-봉건주의 등을 대립시켜 사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흔>은 ‘농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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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하층 노동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작품 속에

서 지식청년과 농민들은 샤오화의 출신성분과 상관없이, 실의에 빠진 그녀를 위로

했고 그녀가 맞닥뜨린 부당함을 그녀 대신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은 <반주

임>에서 노동자계급 출신 학생들을 교조적이고 융통성 없는 인물로 묘사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상흔>에서 샤오화의 출신을 들먹이며 그녀의 당원 가입을 보류

하는 완고함을 보여주는 이들은 학생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의 관료들이라

는 점도 특기할 점이다. 

아울러 작품 말미에 샤오화가 당시 중국공산당 주석이자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인

정되고 있던 ‘화주석(华主席)’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점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대

목이다. 문화대혁명 직후 화궈펑은 1977년 8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제11차전국대

표대회(中国共产党第11次全国代表大会)에서 ｢11년 간 이어진 우리의 첫 번째 무

산계급 문화대혁명은 ‘사인방’의 분쇄를 계기로 승리로 막을 내렸음을 알렸다.｣ ｢제
1차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의 승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로 하

여금 새로운 발전의 시기로 접어들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16) 화궈펑은 기본적

으로 문화대혁명을 사인방의 농단에 의해 그 취지가 오도된 ‘무산계급’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사인방의 제거로 그러한 혁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여겼다. 그

러나 루신화가 위 작품을 발표한 1978년 8월 전후로 중국 내에는 화궈펑의 보수파

와 덩샤오핑의 개혁파 사이의 대립이 시작되었으며, 그 해 5월 《광명일보》에 <실천

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이 게재된 후 당내 

관료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개혁파의 주장에 급속히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화궈

펑의 권위는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루신화가 주인공의 말을 빌려 작품 안

에 보수파의 중심인물인 화궈펑에 대한 호감을 강렬하게 표출한 것에는 비교적 명

확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봐야한다. 그것은 엘리트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덩샤오핑(邓 平)의 실용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마오쩌둥이 견지해왔던 인민

주의적 대중노선을 지지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반주임>이 보수

파의 입김이 아직 강력했던 시기에 씌어진 개혁적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반대

로 <상흔>은 개혁파의 입김이 급격하게 강화되던 시기에 씌어진 보수적 문학이다. 

16) 华国 , <在中国共产党第十一次全国代表大会上的政治报告>, 《人民日报》, 1977年 8

月 23日 第1版, 旷新年，위의 글, 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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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반주임>과 <상흔>은 대립되는 정치적 지향점을 나타낸다. 요컨대 

두 작품은 ‘상흔문학’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적 요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자면, <상흔>은 문화대혁명의 가치를 완전하게 부정했다기보

다는 문화대혁명을 비극으로 치닫게 했던 이념의 왜곡과 사상의 변질을 비판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흔> 속 지식청년 세대들의 비극적 혁명 경험은 혁명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들의 비판은 혁명의 대의를 자신

들의 권력을 위해 훼손한 린뱌오(林彪)와 사인방에 대해 가해졌을 뿐이며, ‘조반(造

反)’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선언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한 강

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흔문학’의 대표작이라 여겨지는 <반주임>과 <상흔> 두 작품을 해석하는 

초점이 작중 주인공들의 ‘상흔’에 맞추어질 경우,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잘 도드라

지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작품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유사성보다는 별

개의 문제의식과 시대적 전망을 내포한다는 차이성을 파악하는 일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 가장 특기할 것은, <반주임>이 문화대혁명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5.4 신

문화운동의 엘리트주의적 ‘계몽’ 전통으로 회귀하고자 했다면 <상흔>은 문화대혁명

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면서 ‘혁명’의 전통을 이상적인 궤도로 재정위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1970년대 말 중국 문단 내에서는 이처럼 ‘계몽’과 ‘혁명’이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노정했던 대립구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대립구도가 상징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상흔’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깊숙이 은폐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상흔’이라는 개념은 비록 처음에는 문화대혁명의 비극을 제재로 삼는 

작품들에 대해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1980년대 중국 문학․사
상계를 지배할 ‘신계몽주의’ 노선을 예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 ‘상흔’이라는 개

념만큼이나 문화대혁명, 나아가 ‘혁명’이라는 단어가 갖는 위험성과 비극성을 대변

해줄 다른 개념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17)

17)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계몽과 구망의 이중변주’라는 리쩌허우(李泽厚)의 정식(定式)

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계몽과 혁명의 이중변주’라는 새로운 정식을 제기하는 허

자오톈(賀照田)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허자오톈에 따르면 리쩌허우의 위 정식

은 1920년대에서 4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이 수행했던 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지나치게 폄훼하고 대중에 대한 지식인의 일방적인 계몽적 태도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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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상흔문학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아 온 류신우의 <반주임>과 루신

화의 <상흔>을 중심으로, 양자가 문화대혁명 직후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각

각 어떤 상이한 정치적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작품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했듯, 오랫동안 중국문학사에서 상흔문학은 틀

에 박힌 해석에 속박되어 있어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홀시되어 

왔으며, 근자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은 상흔문학의 다양성을 논구했음에도 불구하

고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과 이에 근거한 해석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었다. 본고는 

상흔문학 현상을 기본적으로 문화대혁명에 대한 ‘재현의 아포리아’로 규정하여 상흔

문학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들이 문화대혁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회

현상을 묘사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세대나 출신, 정치적 관점 등이 반영되

어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했다. 실제로 상흔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류신우의 <반주임>과 루신화의 <상흔>은 우리에게 문화대혁명에 관한 동일한 재현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두 작품 모두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비판하지만, 류신

우는 철저하게 계몽주의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무산계급 독재가 안고 있는 교조적 

단순성에 우려감을 보내고 있는 반면, 루신화는 홍위병-지식청년의 입장에서 ‘보수

적인 당내 (기층)간부-선량한 무산계급’의 구도 하에서 마오쩌둥이 추동했던 계속혁

명을 지향하는 입장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두 작품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이질성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의 완벽한 재현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며, 문화대혁명에 대한 해석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려는 시도가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분명하게 지적해준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상흔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만을 다루었

을 뿐이지만, 1970년대 말 중국 문단을 수놓았던 여러 문화대혁명 제재의 소설들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허자오톈은 능동적인 지식인과 수동적인 대중이

라는 도식으로 설명되는 ‘계몽’ 개념과,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관계를 변증법적 상호영

향관계로 설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중국 공산당의 ‘혁명’ 개념을 ‘이중변주’의 

항들로 설정한다. 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贺照田, <启蒙 革命的雙重变奏>, 《读书》 

2016年 第2期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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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의 두 소설과 마찬가지로 문화대혁명을 읽는 다양한 시선을 노정하고 있다. 

그 안에는 문화대혁명 이전부터 창작을 시작하고 작가로서 일정한 명망을 지니고 

있었던 작가의 작품도 있고, 아예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위병이 되기에는 너무 어렸

던 50년대 말 태생 작가의 작품도 있으며, 더러는 문화대혁명 시기 군인으로 복무

했던 이들의 작품도 존재한다. 또는 최근에 국내에서 출간된 차오정루(曹征路)의 

《민주수업(民主课)》의 경우처럼, 조반파 홍위병의 진지하고 심오한 시선을 통해 혁

명 당시의 풍경을 새로이 재구성한 작품들도 출현하고 있다. 그러한 작가-작품들이 

지니는 이질성들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문화대혁명을 재역사화함으로써 그것이 

지녔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어느 것 하나 손상 없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 미처 수행하지 못한 이와 같은 연구 주제가 

후속될 필자의 작업과 다른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보다 풍성한 결실로 이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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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 identify the heterogeneity of the ‘scar literature’ 

that has been understood in a schematic and unified sense through 

‘Class Tutor’ (1977) and ‘scar’ (1978). In other words, this study 

focuses on the meaning of aporia of ‘scar literature’ in represent the 

‘Cultural Revolu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wo works in the text, I could confirm 

the following. Firstly, Liu Xin-Wu’s Class Tutor, which is 

acknowledged as a signal flare of ‘scar literature’, reveals a 

new-enlightenment viewpoint based on elitism in the position of 

middle school teacher Zhang Jun-shi, concerns about cultural 

awareness and wrong value of proletarian. On the other hand, Lu 

Xin-Hua’s scars shows a different color from Class Tutor by not 

portraying the elitist position, but portraying the lower and the 

proletariat figures in a good and friendly manner. Moreover, the 

anticipation of the Hua Guo-Feng system expressed by the main 

character Wang Xiao-Hua at the end of the scars is still a political 

stance of author Lu Xin-Hua who reveals his attitude toward Mao 

Zedong’s popularist ideology despite his criticism of the ‘Gang of 

Four’.

This paper finds that the reason why this heterogeneity between 

Class Tutor and scar has been concealed for a long time by the 

homogeneity of ‘scars’ is in the official ideolog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which totally denies 

the meaning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heterogeneity in the 

‘scar literature’ was erased and the ‘scar’ of the cultural revolution, 

which they had in common, was highlighted, resulting in the 

negative emotio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legitimacy of reform and opening will be. I believe tha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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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more specifically illuminate the heterogeneity of ‘scar 

literature’ as part of our work to look at the possibility and 

impossibility of the Cultural Revolution in a balanced way today.

【主題語】

상흔문학, 문화대혁명, <반주임>, <상흔>, 신계몽주의

伤痕文学, 文化大革命, <班主任>, <伤痕>, 新启蒙主义

the Scar literature, the Cultural revolution, Class Tutor, Scar, the 

New-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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