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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배금주의 현상이 날로 심

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황폐해져가고, 인류의 안식처인 지는 산업화에 

빠른 속도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 《九月寓 》은 이러한 상황에 한 張煒의 경고

이다. 

《九月寓 》의 핵심 사상은 大地 사수이다. 지는 인류가 나고 자라난 곳으로 

인류의 어머니이며, 인류의 고향이다. 지를 상징하는 세 여성이 산업화의 물질의 

향 아래 방황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인류에게 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

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肥, 지의 정기를 사수하려

는 赶鹦, 과도한 물욕에 파괴되는 三兰子를 통해, 張煒는 지만이 인류에게 행복

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 제주 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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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張煒1)는 ‘民间’2) 입장의 글쓰기를 통해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작가이다. ‘民

间’이란 용어는 20세기 90년  들어와서 중요시되기 시작하 으며, 陳思和가 이 

용어를 제기하 다. 그는 <民间的浮沉>3)에서 민간문화 형태에 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국가권력의 통제력이 상 적으로 미약한 지역에서 생겨나며 상

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발랄한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실적으로 민간 

사회의 생활 면모와 하층민의 정서를 전달할 수 있다. 둘째, ‘자유자재’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미적 특징이다. 셋째. 그것은 그 자신의 종교, 철학, 문학예술의 전

통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며, 민주성의 정화와 봉건성의 찌꺼기가 하나로 합쳐져 

‘오물통’과도 같은 생명력을 지닌 독특한 생명공간을 만들어낸다.4)

張煒의 《九月寓 》은 민간 지에서의 삶의 이상을 추구하는 작품이다. 소설은 

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업화로 인해 삶의 터전인 지를 상

실하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만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병폐되어 가고 있는 산업 개발에 한 회의와 저항. 삶의 터전인 지의 상실에 

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작중 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산업화로 인한 지의 운명의 변화를 

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작품에 제시된 인류의 

나아가야할 바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張煒(1956~ )는 山東省 龍口 에서 출생하 다. 1973년 처녀작 단편 소설 <木頭車>

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 으며, 표작으로는 《古船》, 《九月寓 》, 《你在高原》이 있다. 

《古船》은 《亞洲周刊》 ‘20세기 세계 100  중국어 문학’에 선정되었다. 《九月寓 》은 

상해 제2차 장편소설 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1990년  가장 향력 있는 10  작품’

으로 선정되었다. 《你在高原》은 2011년 ‘茅盾 문학상’을 수상하 다.

 2) 천쓰허 著, 노정은⋅박난  역, 《중국 당  문학사》: ｢민간은 비권력 형태이고, 비엘리

트적 문화 시야이며 문화공간이다｣(파주, 문학동네, 2008), 25쪽.

 3) <民间的浮沉>는 《上海文学》 1994年 제1기에 발표되었다.

 4) 천쓰허 著, 노정은⋅박난  역, 《중국 당  문학사》(파주, 문학동네, 2008), 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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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大地의 作中 의미

《九月寓 》에서 ‘大地’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의가 있다. 장웨이는 <融入野

地>5)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大地”라는 개념을 잠시 설명할 수 없을 때, 나는 융합이라는 것을 떠올렸

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정한 지에 있을 때, 평범한 것을 무시하고 춤을 추는 선

학(仙鹤)이 보인다는 것을 나는 직감만으로도 알기 때문이다. 흙은 만물을 자생시

킨다. 그 곳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 특히 얻기 힘든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지는 자손이 끊이지 않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지의 젖은 모여서 강이 되고 바

다로 흘러들어가 만물을 풍요롭게 한다.6)

(当我还一时无法表述“野地”这个概念时，我就想到了融入。因为我单凭直觉就

知道，只有在真正的野地里，人可以漠视平凡，发现舞蹈的仙鹤。泥土滋生一

切；在那儿，人 得到所 的全部，特别是百求不得的那个安慰。野地是万物的

生母，她子孙满 却不会衰 。她的乳汁汇流成河，涌入海洋，滋润了万千生

灵。)

장웨이의 의식 속에 지는 만물의 근원이며, 양육처이며, 정신적 위안처이다. 

《九月寓 》 속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지에서 위안을 얻고, 지가 선사한 고구마

를 먹으며, 생존을 위할 수 있게 된다. 지에서 자라는 ‘흰솜털꽃’7)으로 면 옷, 

면 이불, 베게 등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한다. 지에서 생활하는 야생 동물들은 모두 인류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서로 위안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소설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시적인 정서는 

지와 융합하는 작가의 심상의 발현으로, 장웨이는 자연 속의 모든 만물에 情을 부

여한다. 이는 ｢ 지가 단순한 흙이 아니라,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8)이기 때문이다. 

 5) <融入野地>는 《九月寓 》의 代後記로서, 1992년 《上海文学》에 발표되었다.

 6) 张煒, 《九月寓 》 <融入野地(代后记)>(北京, 作家出版社, 2013), 258쪽 참조.

 7) ‘흰솜털꽃’은 소설 원문의 ‘白毛毛花爾’인데, 면화와 비슷한 꽃이다. 王安忆는 《心灵世

界：王安忆 说讲稿(2007출간)》에서 ‘白毛毛花爾’를 ‘萝卜花(무꽃)’ 혹은 ‘蒲公英(민

들레)와 유사한 꽃으로 보았다. 필자는 “白毛毛花爾”를 ‘흰솜털꽃’으로 번역하 다.

 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태문명 생각하기》(서울, 크레파스북, 2018), 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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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제목에서 보이는 9월은 지와 관련되는데, 이 시기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사람과 동물들은 환희의 함성을 지르며 축제의 향연을 누린다. 장웨이에게 9월은 

이렇게 다가온다.

……나는 지로 뛰어들 시기를 오곡이 풍성한 계절, 9월로 잡았다. 이 시기에 

지가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풍작과 풍요로 인해, 만물의 생명들은 솟구쳐 오르

는 환희를 억제할 수 없고, 그들은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한다. 푸른 녹음, 시들지 

않는 꽃, 검은 흙과 황금 모래, 어느 것 하나 신선하고 진실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들 속에 있으면, 상처 받은 마음이 사그라들며, 마음속은 단지 편안함과 행복이 

넘쳐난다.……9)

(……我远投野地的时间选在了九月，一个五谷丰登的季节。这时候的田野上满

是结果。由于丰收和富足，万千生灵都流露出压抑不住的欢喜，个个与人为善。
浓绿的植物、没有衰败的花、黑土黄沙，无一不是新鲜真切。呆在它们中间，被

侵犯和伤害的忧虑空前减弱，心头泛起的只是依赖和宠幸。……) 

기아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유랑자들에

게 9월은 지가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들에게 지는 ｢단순한 ‘생산요소’

가 아닌 혼이 깃든 신성한 곳으로, 생물적 삶뿐만 아니라 문화적⋅ 적 삶의 재

생산을 위한 자궁｣10)이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지와 소통을 한다. 노동의 즐거움 속에 찾아드는 자유자재

적인 삶의 희열은 지의 도처에서 발산된다.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그들은 진흙 위에서 서로 쫓고 쫒기기도 하고, 공중 제비돌기도 하고, 일부러 

욕설도 퍼붓는다. 정말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제 로 한 판 붙는다. 들판 여기저기 

서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먼 곳에서는 투박하고 성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가을에 곡식들이 빽빽이 자라면, 누군가는 꼭 한 쪽에서 불을 피워, 푸른 옥수수

와 콩 를 불에 던져 넣는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는 서로 격렬하게 포옹하기도 

하고, 숯이 검게 묻은 입으로 상 방의 얼굴을 더럽히기도 한다.

(劳动空隙中他们就在泥土上追逐，翻筋斗，故意粗野地骂人。如果吵翻了，就

 9) 张煒, 《九月寓 》 <融入野地(代后记)>(北京, 作家出版社, 2013), 264쪽 참조.

10)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지음,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경기도, 창작과

비평사, 2003), 1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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扎扎实实打一架，尽情地撕扯。田野上到处是呼喊的声音，远处往往有一个更粗

鲁更狂躁的嗓子。如果是秋天，青纱帐生得严密，那么总有人在另一边点上熊熊

大火，把青青的玉米和豆棵投进火里。他们吃得肚子胀胀，激动拥抱，用沾满炭

灰的嘴巴把对方的脸颊 脏。)11)

지의 생기발랄함 속에서 사람들은 질박한 생활태도로 그들의 천성을 맘껏 발휘

하며 생활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류의 ｢인성과 야성, 선량과 추악, 지혜와 우

매도 함께 존재｣12)하고 있다. 밤이 되면 남자들의 아내에 한 폭행, 마을 사람끼

리의 불신, 타인에 한 구타, 여성에 한 성폭행 등이 자행되기도 한다. 이에 

해 张新颖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은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고난을 겪어왔고, 폭력과 피비린내도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天地의 역에서 고차원적인 존재 형태를 보

이고 있으며, 인간의 더러운 근성도 天地로 용해되고, 사람은 인간 세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天地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天地의 정기와 자연의 청명을 

얻어, 시공이 끝없이 펼쳐지며, 만물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활력이 계속 지속된다.

( 村人的苦难像日子一样久远绵长,而且也不乏残暴与血腥,然而所有这一切因

在天地境界之中而显现出更高层次的存在形 ，人间的浊气被天地吸纳、消融，
人不再局促于人间而存活于天地之间，得天地之精气与自然之清明，时空顿然

阔无边，万物生生不息，活力长存。)13)

인간의 선과 악도 지에서는 승화가 되어 자연의 일부가 되고, 인간은 그 속에

서 지의 정기를 받아 생명의 활력을 얻는다. 장웨이에게 있어 지에서의 삶은 

환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둔 지와의 융합을 통한 인류

가 살아온 삶의 형태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던 자유로운 지 생활은 산업화로 인해 파괴되

어 가고, 작품 속 “팅바”14) 사람들은 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모든 

11)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6쪽 참조. 

12) 乔雪, <诗性的人文关 >, 《甘肃广播电视大学学报》, 2016년 제1기, 52쪽 참조.

13) 张新颖, 《大地守夜人》(學林出版社, 1994), 102쪽 참조.

14) “팅바(鯅鲅)”는 평원의 현지 사람들이 유랑 온 무리들을 조소하는 별명으로, 유랑민들

이 힘든 여정을 겪고 평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멈추자(停吧), 멈추자’라고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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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용해 준 지에 한 보답일 뿐만 아니라, 지가 바로 그들의 생명줄 이기 

때문이다. 

지는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용한다. 만물은 지에서 와서 지에서 살고 지

로 귀의한다. 지는 만물의 고향으로서, 고향은 누구에게나 늘 포근하게 어깨를 

벌리고 반겨준다. 소설 속 인물이 죽음을 ｢“좋은 날이 금방 올 듯하다”｣15)라고 말

하는 것은 바로 고향 지로의 환원이다. 

Ⅲ. 大地를 하는 人物의 태도

지가 부여한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 외딴 마을 사람들은 지에서 자족

을 느끼며 평온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와중 마을 주변으로 탄광촌이 형성되고, 마

을은 산업화에 의해 한 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이 와중에 마을 여성들 페이, 간잉, 

싼란즈 등은 물질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 마을 여성들은 물질에 한 동경

과 지 사수라는 모순된 가치 사이에서 방황한다.

1. 大地에 귀의하는 肥

肥는 하얀 살집이 통통하게 오른 소녀로서, 자신의 뚱뚱한 외모에 해 불만을 

갖고 있다. 그녀는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해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생각이 많고,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그녀는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가 리우씨네 집 龍眼을 배우자로 정해주었다. 외부로부터 멸

시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번 과 자손 번창을 위해, 마을의 아가씨는 마을

로만 시집을 가야 한다는 묵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페이도 마을의 자손으로서 그 규정을 따라 반드시 마을 청년한테 시집을 가야 하

는 것이 그녀의 숙명이다. 그러나 페이는 ‘타인이 정해준 삶’, ‘마을에서 전해 내려

데, 현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팅바(鯅鲅)’라고 부름. ‘팅바(鯅鲅)’는 또한 바다에 사

는 독이 있는 물고기라는 뜻도 있다. 

15) 张煒, 《九月寓 》: ｢“好日子快来了.”｣(北京, 作家出版社, 2013),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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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팅바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삶’, ‘마을의 가난, 우둔, 낙후된 삶’ 에 

의문을 갖게 되면서, 심한 정신적 방황을 한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 

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자 롱옌을 버리고, 지의 매력에 빠진 탄광촌에서 온 

남자 挺芳을 따라 마을을 떠난다. 그러나 10여 년 후, 페이는 결국 남편 팅팡과 함

께 다시 고향의 땅을 찾아온다. 

소설은 페이의 귀향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페이가 살았던 옛 마을은 흔적

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무성한 잡초, 깨진 기와조각, 무너져버린 담

장, 땅 위에 패인 균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일하게 연자방아만이 역사의 증인

처럼 그 곳에 남아있었다. 페이가 고향을 찾아 돌아온 장면에서 작가 장웨이의 모

습이 엿보인다. 장웨이도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도시는 무자비하게 꾸며진 지이다. 나는 이제 이곳과 작별을 하려 한다. 나는 

원래 던 것, 진실한 것을 찾고 싶다. …… 나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 그 

길은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었다. …… 폐허가 된 마을의 옛터에서 나는 잡초 속에 

버려진 연자방아를 발견하게 되었다. …… 게다가, 억새조차도 깨진 기와조각을 감

출 수 없었다. …… 발밑에는 균열 된 틈이 있었고, 풀 속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작은 생물들이 있었다. 

(城 是一片被肆意修饰过的野地，我 终 告别它。我想寻找一个原来，一个

真实。……我沿了一条 路走去。……它直通故地。……在一个废 的村落旧址上，
我发现了遗落在荒草间的碾盘。……还有，茅草也遮不住的破碎瓦砾。……脚下是

一道道地裂，是在草叶间偷窥的 生灵。)16)

소설에서 장웨이는 작중 인물 ‘페이’의 회상을 통해 작품 전개를 하 다. 페이의 

회상은 장웨이의 회상이기도 하다. 미의 시점 이론 ‘마음속에 들어가기entering 

the mind’에 따르면, ｢화자가 한 인물을 선택하여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경우, 

그 인물을 흔히 시점인물(視點인물)reflektor이라 부른다.｣17) 《九月寓 》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화자는 페이를 ‘시점인물’로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나갔다. 

자신의 진취적인 삶을 찾아 마을을 떠난 페이, 삭막한 현  도시 생활에 정신적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장웨이가 고향의 땅, 지로 돌아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 张煒, 《九月寓 》 <融入野地(代后记)>(北京, 作家出版社, 2013), 258-260쪽 참조.

17)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2010), 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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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과 발전만을 외치는 현  산업사회의 지로의 회귀는 결국 인류는 지의 품

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에 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작가는 작중 인물 세 여성 중 유일하게 지의 여성 페이와 산업사회의 팅팡의 

사랑을 성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웨이는 <融入野地>에서 ｢사람이 크면 먼 곳으로 떠나 시끌벅적한 도시로 

흘러들어간다.｣18)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 흐

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작가는 산업사회와 지와의 理想적인 관계를 팅팡의 페이

에 한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다. 팅팡의 페이에 한 사랑은 진솔하고 절박한 사

랑으로서 지를 파괴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지와 융

화되려는 사랑이다. 

그도 그녀를 따라 들판으로 갔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고구마 밭

과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푸른 망망한 가을 들판을 보았다. 진흙투성이인 한 무리

의 남녀가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었다. 적색의 고구마가 땅속에서 캐어져 나와 밭

두둑에 올려 지면 마치 화염이 이는 듯 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고구마가 땅

속에서 캐어지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 다. ……노동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그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장난을 치고 있는 남녀

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기

차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
(他就随她来到了田野。他好像打生下来也没见过这么大一片地瓜地，没见过铺

展到天边的绿苍苍浑茫茫的秋野。一大帮浑身泥汗的男男女女正在收获地瓜。通

红的地瓜从土里刨出来， 在土埂上，像火焰一样。……他第一次看到地瓜怎样从

土里掘出，惊讶得大张着嘴巴。……在劳动的间隙里，他发现了十分费解的事——
嬉闹的男女，有的年岁大得可以做爷爷或 奶奶，但玩得又野又起劲。)19)

팅팡은 지에서 노동하며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의 아름다움에 매

료된다. 그 후, 팅팡은 지의 여인 페이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장웨이는 ｢땅과 

사람은 노동으로 소통을 한다. 사람은 노동하는 과정 중에 세속의 단어를 잊어버리

는 것이다. 바로 이때, 사람과 토지 그리고 주변의 생명이 일체가 되는 것이다.｣20)

18) 张煒, 《九月寓 》 <融入野地(代后记)>(北京, 作家出版社, 2013), 258쪽 참조.

19)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19쪽 참조.

20) 张煒, 《九月寓 》 <融入野地(代后记)>(北京, 作家出版社, 2013), 2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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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면서, 지에서의 노동을 찬양하고 있다. 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팅팡

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페이를 사랑한다. 소설에서 팅팡이 페이를 만나려고 하다

가,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심한 구타를 당하는 장면에서 팅팡의 지에 한 열

렬한 사랑이 드러난다. 다음 문장을 보자.

맞고 또 맞았다, ……. 나는 차라리 이 몸뚱이를 버리고, 나의 요람에 기 고 싶

다, 발가락으로 부드러운 솜을 받치면서. 아아, 나의 가냘픈 어머니, 나는 당신의 

젖을 빨고 있어요. 

(只有挨，只有挨,……。我宁可 这副皮囊，也要依偎在自己的摇篮里，用脚

趾抵住柔软的棉絮。哦哦，我的弱 的母亲啊，我吮着您的乳汁。)21)

또한 페이 역시 탄광촌의 팅팡에 한 사랑에서. 산업사회에 한 맹목적인 동경

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가가는 사랑이다. 처음에 고구마를 먹고 사

는 페이는 고기 흑전병22)을 먹고 사는 팅팡의 구애에 해, 그 둘은 피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를 한다. 이에 해, 팅팡은 지의 사람이 

되겠다고 진심으로 말을 한다.

“난 안 믿어. 너가 이런 촌뜨기를 좋아한다고, 안 믿는다구! 너는 고구마를 먹

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둘은 피가 다르단 말이지. …….”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알아, 나도 촌사람이 될게. 너처럼. 난 꼭 너처럼 될 거야!”

(“我不信。我不信你会喜欢土人！你不是吃地瓜的人，咱俩的血不一样……。”他

抱着她：“我知道，我也会变个土人，和你一样——我只要和你一样！”)23)

팅팡은 지에 한 진심어린 사랑으로 페이의 마음을 얻게 된다. 작가는 팅팡이 

페이를 하는 태도를 통해, 산업화의 경제 개발이 무분별하게 지 파괴를 해서는 

안 되며, 인류는 지를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산

업사회의 팽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웨이는 인류의 ‘지속 가

21)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107-108쪽 참조.

22) ‘고기 흑전병’은 탄광촌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작은 마을 사람들은 먹어본 적이 없는 

맛있는 전병으로, 산업사회의 물질을 상징한다. 이외에도, 장화, 허리띠, 손수건, 목욕

탕 또한 산업사회의 물질로서, 지속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유혹하는 물질이다.

23)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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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발전’에 해 심사숙고 하 을 것이다. 페이와 장웨이의 지로의 회귀는 인류

가 지향해야 할 생태사회의 구현일 수 있다. 생태는 ｢모든 생명체와 그 물질적 기

반을 하나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며,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서 생을 위하는 존재로 인식｣24)한다. 산업화로 인한 지 상실, 자연 파괴, 환경

오염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

2. 大地의 수호자 赶鹦

赶鹦은 마을의 ‘三寶’25) 중의 하나로서, 빼어난 외모와 열정적인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선망의 상이다. 유랑자의 신분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특이한 말투와 

생활습관으로 인해 현지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그러나 현지 마

을 사람들도 유일하게 간잉에 해서만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마을에 처녀가 귀

해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작은 마을 청년들도 간잉 만은 넘볼 수 없는 

상으로 여기며, 그녀를 정신적인 지주자로 떠받들며 비호한다.

작가는 소설 속 모든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간잉을 완벽한 미모와 정열의 소유자

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웨이의 지에 한 찬사를 엿볼 수 있다. 간잉

은 ‘ 지 정령’의 화신으로, 지의 혼은 완벽하고 신성하며, 어떤 한 개체의 소유물

이 아닌 모든 만물의 정신적 지주이다. 

밤이 되면 야성미가 넘치는 간잉은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들판을 질주하며, 생명

이 넘치는 지의 희열을 만끽한다. 간잉은 명마의 화신으로서, 질주는 그녀의 숙

명이다. 작가는 말이 뛰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지의 생기발랄한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왕안이(王安憶)는 ｢《九月寓 》은 질주의 세계로서, 질주할 때 비로

소 생명이 솟구치며, 멈추게 되면 바로 죽게 된다.｣26)라고 하 다. 긴 유랑을 거쳐 

평원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질주는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원천이다. ｢질주만이 유

24) 홍성태, 《개발과 파괴의 사회학》(서울, 중원문화, 2010), 13쪽 참조.

25) 张煒, 《九月寓 》: ｢黑煎饼, 红 兵的酒, 俊俏的赶鹦｣(北京, 作家出版社, 2013), 

44쪽.

26) 王安忆, 《 说家的十三 课》: ｢《九月寓 》是一个奔跑的世界, 奔跑就有了生命, 停下

则是死亡。｣(上海, 上海文艺出版社, 2005),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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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그들이 공포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동력으로, 먹을거리를 찾고 번

창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27) 간잉이 밤마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은 그들 조상의 혈액에 녹아있는 ‘질주 정신’의 발현으로 삶의 원동력

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질주는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특징으로, 인류의 생명은 ‘질

주’로 생기를 얻는다.｣28) 마을 사람들은 질주로서 정착을 물리치고, 질주로서 자연

에 다가가며 토지와 융합한다.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탐내지 않았던 간잉을 탄광 개발자 머리 엔지니어가 눈

독을 들인다. 머리 엔지니어는 산업사회의 아이콘으로서 지의 정령인 간잉을 

물질로 유혹한다. 간잉은 처음에는 낯선 세계의 물질 유혹에 이끌리게 되는데, 이

는 산업사회가 동한 물질적 풍요에 한 호기심이다.

이것은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먹어보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게다가 처음으

로 남색 꽃무늬 접시와 손잡이가 긴 스테인리스 수저를 사용했다. ……엔지니어는 

향기가 나는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보기만 할 뿐 차마 쓰지는 못했다. 

(这是她生来吃到的 好的饭了，并且第一次使用了 蓝花碟儿、长柄儿不 钢

勺。……工程师递过去一方香气四溢的手帕。她看了看没 得用。)29)

산업화에 물들기 시작한 간잉은 부모의 감시를 벗어나 머리 엔지니어를 찾아 

지하갱도로 들어가게 되고, 어두컴컴한 지하세계에서 지상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상

황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작가는 지상세계와 지하세계의 비를 통해 지에서

의 삶은 밝음의 상징이며, 산업사회는 어두움의 상징으로서 산업화가 가져 올 재난

성 폐해에 해 경고를 하고 있다. 지의 정령을 파괴하는 무차별적인 산업화는 

인류의 삶을 암흑의 세계로 몰아가고. 결국 인류는 살 터전을 잃어 멸망의 길로 들

어 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하에서 우르릉 쾅 하는 포성이 들렸다. 이 포성 소리가 작은 마을로 점점 가

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구마 밭이 

27) 夏雨潋, 《灵魂的追寻与守望》, 《现代语文》, 2016年 01期 참조.

28) 李想⋅黎治平⋅陈向辉, <从意象角度浅析张煒的《九月寓 》>, 《文学敎育》, 2018년 제 

4기 52쪽 참조.

29)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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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되고 땅 여기저기가 파일 것이다. 어떤 곳은 물이 뿜어져 나올지도 모른다. 

세상에나, 땅 속에 마을을 만들고 있으니. 지상의 마을은 어떡하지? 고구마 밭이 

훼손되면 농사 짖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고구마를 캐야 하나?

(地底下响起了隆隆的炮声。 都能觉出这炮声在向 村逼近。不久地瓜田 始

沉落，变得低洼不平，有的地方还渗出水来。天哪，地底下 出个村子来，地面

上的村子怎么办？瓜田毁了，庄稼人到哪里去寻瓜干？)30)

물질의 유혹에 심한 배신을 당한 간잉은 악랄한 산업사회의 의도를 간파하고, 더 

이상 무자비한 산업화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이 숙명적으로 가야할 길, 즉 지

를 사수하는 길을 고수한다. 

“맞아, 남자들이란 ——내 말은 탄광촌의 남자들 말이야, 그 사람들 엄청 위선을 

떨지, 사람들한테 얼마나 살갑게 하니.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귓불에 입맞춤

을 해주고, 날이 추워지면 손도 잡아주지. …… 시간이 좀 지나봐, 흥, 너는 너고 

나는 나인거지.……”

(“是哩，男人——我是说工区男人都会装样儿，这么那么体贴你。他们朝你鼻子

上哈气，亲你耳朵垂，天冷了捂你的 手。……过了那一阵，哼，他还是他，咱还

是咱。……”31)

위 문장에서 간잉이 탄광촌 남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통해 산업사회가 지의 자

연을 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산업 사회는 인간과 자연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한

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자연은 인간 경제 활동의 상으로만 전

락하 고,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을 무분별하고 무차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 다.｣32) 산업사회의 잔인함을 목격한 간잉은 지는 더 이상 그들

이 유린하는 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토지 사수를 다짐한다.

간잉은 시앙완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는 말을 하 다. “마을이 우리를 가진 거

야, 우리는 마을의 배신녀가 되면 안 돼.”

(赶鹦蹲在了香碗身边说: “是 村把咱占下了哩! 咱不做 村的负心嫚。”)33)

30)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26쪽 참조.

31)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242쪽 참조.

3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태문명 생각하기》(서울, 크레파스북, 2018),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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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의 머리 엔지니어는 팅팡과는 다르게 지에 다가가고자 하는 진솔한 

마음이 없다. 그는 탄광개발 책임자로 지를 점령하고 이용하여 산업사회를 더 확

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의 탄광개발로 인해 마을은 무너져 내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머리 엔지니어는 지역을 착취하는 산업사회의 도시 확장을 

의미한다. 도시는 ｢자연을 파괴하고 비도시 지역을 착취한다. 거  도시는 거 한 

파괴와 착취의 공간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흡혈귀와 같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비도시 지역을 착취함으로써 비로소 활짝 피어날 수 있다.｣34) 즉 산

업사회는 지역 생태와 농업사회의 파괴를 불러일으킨다. 

산업화는 작은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젊은이들의 질주의 격정을 빼

앗아갔다. 간잉도 산업 사회의 배신으로 잠시 실의에 빠지게 되지만, 자신의 정체

성을 잃지 않고, 다시 지의 품으로 돌아가 치유를 하기 시작한다.

유랑을 특징으로 삼는 ‘팅바 사람들’ 의 토지에 한 사랑, 자연에 한 애정, 

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작품의 결미에서 명마가 

된 간잉의 화신이 불길 속에서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은 작은 마을의 운명적인 귀

속에 우언적인 의미를 남긴다. 

한 필의 건장한 명마가 갈기를 흔들며,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긴 다리를 들어 

올리고는 불바다를 질주하 다. 명마의 털색은 화염처럼 붉었고, 아침 태양과도 

같았다. “세상에,……정령이었구나.”

(一匹健壮的宝驹甩动鬃毛，声声嘶鸣，尥起长腿在火海里奔驰。它的毛色与大

火的颜色一样，与早晨的太阳也一样。“天哩，一个……精灵!”)35)

위의 예문을 통해 작가는 아름다운 지의 혼은 절  소멸하지 않으며, 원히 

지속되고 그 신비로운 힘은 결국 인류로 하여금 지로 회귀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

낸다. 마을을 무너뜨리고 파괴했던 장본인, 머리 엔지니어도 마지막에는 생기발

랄한 아름다운 지에 매료되어 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33)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249쪽 참조.

34) 홍성태, 《개발과 파괴의 사회학》(서울, 중원문화, 2010), 198-199쪽 참조.

35)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2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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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본 들판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작물들, 끝이 없는 푸른 들판, 생

기로 가득 차 있었지, 어린 소녀들은 팔을 휘두르며 달리고 있었어. 그녀들은 소

박한 옷을 입고, 피곤한 줄도 모른 체 마구 뛰어다녔지, 두 눈은 초롱초롱했고, 발

과 다리에는 온통 풀잎과 이슬이 달라붙어 있었어. 어디를 간다한들, 이 소녀들보

다 명랑한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없는 그런 것들이지, 

우리는 그 소녀들과 잘 지내야 하는 거야.

(我亲眼看见田野上茂盛的庄稼、一望无际的绿野，到处都是蓬蓬勃勃， 女们

展翅飞翔。他们穿着素花衣服，奔跑跳跃不知疲倦，双眼明亮，脚上腿上都沾满

草叶露珠。走边天崖海角，再也遇不到比她们更爽朗的人了。这正是我们身上所

欠缺，我们 要同她们结合。)36) 

이는 지의 생기발랄한 아름다움은 소멸되지 않는 가치로서, 결국 인류는 지

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지는 그들의 정신적 위안처라는 것을 의미한다.

3. 大地의 배신자 三兰子

三兰子는 이 작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다. 평범하게 생긴 이 소녀는 마을

처녀들보다 물욕이 큰 인물로 탄광촌의 도시 생활을 가장 동경하는 인물이다. 그러

나 탐욕은 결국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싼란즈는 특히 간잉한테 질투와 

시기를 하면서 그녀보다 더 뛰어난 여자가 되려고 한다. 밤이면 청년들은 지의 

정령인 간잉을 중심으로 해서 들판을 질주하며 젊음을 불태우지만, 이 무리 속에 

싼란즈는 끼어 있지 않다. 이는 싼란즈가 지의 열정적 삶에 한 애착이 없으며,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지에 한 반발과 도전적 성향이 깔려있음을 의미한다. 

싼란즈는 탄광촌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탄광촌에서 생활하는 남자 언어학자와 사귀

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언어학자에게 바치고 난 후에 간잉에 해 통쾌한 복

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싼란즈는 청춘을 바친 가로 물질의 상징인 고무장화 한 켤레와 캔버스 천 허리

띠를 언어학자로부터 받게 된다. 싼란즈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맹목적으로 

물질을 추구한다. 그녀는 마을에서 먹어볼 수도 없는 고급 음식의 상징인 고기 흑

36)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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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을 먹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평생 신어볼 수도 없는 멋진 장화도 신게 되면

서 자신이 단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녀는 금세 배가 고파졌다. 그는 그녀에게 고기 흑전병을 먹으라고 주었다. 그

녀는 한 입에 고기 흑전병의 반을 먹어치웠다. 얼마나 맛있는 전병인가, 이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길을 따라 날아다니는 전병이었다. 그녀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아른거렸다.

(她很快就饿了，他就给她黑面肉馅饼吃。她一口咬去大半边。多么好的饼呀，
这只在传说中沿街飞翔的饼，她幸福得泪花闪闪。) 37)

｢인간의 욕망은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발달해 온 적응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

다.｣38) 그러나 적절한 욕망은 긍정정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하게 탐닉하는 욕망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작가는 경고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싼란즈는 임신

을 하고 난 후, 이 남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된다. 

언어학자는 싼란즈의 어머니에게 장화 한 켤레, 고기 흑전병 한 꾸러미, 알록달록

한 옷 몇 벌을 건네주고는 도망쳐버린다.

싼란즈가 사랑한 언어학자는 팅팡이나 머리 엔지니어와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팅팡은 지의 아름다움을 사랑한 남자이고, 머리 엔지니어는 마지막에는 

지의 진정한 생기발랄에 매료되어 지로 회귀하는 남자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탐욕스러운 싼란즈의 상  남자로 언어학자를 선택했을까? 언어학자는 탄광촌을 

자주 들락거리는 싼란즈를 예의 주시하다가,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한다. 언어학

자의 달콤한 말은 실체가 없는 말로서, 물질로 포장된 산업화의 허상을 드러내는 

상징성이 있다. 장웨이는 ｢소리의 언어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내용이 없고, 혼

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39)라고 하 다.

“너는 참 순진무구해. 책에서 말이지, 너 같은 소녀를 복숭아에 비유하지……” 

싼란즈가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살구에 비유하면 안되나요?” 언어학자는 고집스

럽게 고개를 흔들었다. “안되지.” 

37)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141쪽 참조.

38) 박찬욱 기획, 김종욱 편집, 《욕망》(서울, 운주사, 2008), 275쪽 참조.

39)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2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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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你是天真无邪的。书上写到你这样的 女，一般都比做桃子……” 三兰子打

断他的话: “比做杏子不行吗?” 语 学家固执地摇头: “不行。” )40)

그가 싼란즈를 만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즐거움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언어학자가 지의 딸인 싼란즈에게 어떤 일말의 매력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며, 싼란즈를 단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산업사회의 남자 언어학자가 지 여성 싼란즈에게 가져온 물질적 풍

요과 富는 철저한 지 파괴를 토 로 하 음을 알 수 있다. 지와 자연을 산업 

생산력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제 발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작가는 인류가 지를 보호하지 않는 산업화의 허상의 실체를 직시

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자신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리라 믿었던 언어학자가 떠나고, 싼란즈는 심한 배신

감에 몸서리를 친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딸을 

질책하고, 산파를 불러다가 아이를 낙태시킨다. 

싼란즈의 엄마는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다. “이 어리석은 것아, 그 놈이 너를 마

을에서 데리고 나갈 줄 알았느냐, 너가 팅바인 것을 잊은 것이냐. 한 평생 땅을 

파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팔자를 벗어날 순 없단다. 하늘하고 싸워서 어디 이겨

먹을 수 있니? 다시는 하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거라. 절 로! 절 로! 이

게 다 천벌을 받고 있는 거잖니. 얘야,평생 명심해야 한다, 평생을 말이다!”

(三兰子妈妈不停地擦眼泪:“痴孩儿你想让他把你领出村子，忘了自己是鯅鲅
呀。一辈子就该着土里刨食，你 不 这命呀。 的心眼能有 天爷多?你再别跟

他 人家动心眼儿，千万!千万!这是个报应啊，好孩儿你今生记住吧，记一背

子!”)41)

평생을 팅바로서 살아야 하는 지의 딸로서의 운명을 거부하고, 물질세계의 유

혹에 탐닉되어 토지를 배반한 싼란즈는 결국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시

련을 겪는다. 그러나 물질의 폐해로부터 잠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싼란즈는 

또 다시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싼란

40)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138쪽 참조.

41)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1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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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끊임없는 욕망을 라캉의 욕망이론으로 들여다보자. ｢욕망은 환유42)이다. 

상은 신기루처럼 잡는 순간 저만큼 물러난다. 상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인간은 상을 향해 가고 또 간다.｣43) 끊임없는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싼란즈를 

길들여보겠다면서 왕발이떡 는 그녀를 며느리로 들인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더러

운 음식을 상징하는 고기 흑전병을 먹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디

지 못해 싼란즈는 쥐약을 먹고 죽는다. 탐욕으로 인해 결국 싼란즈는 파멸되고 말

았다. 

“……엄마, 제가 더러운 것을 먹자, 엄마가 씻고 또 씻겨줬잖아요, 그래도 역시 

저는 살 수가 없는 거군요! 제가 환생을 한다면, 엄마의 젖만 빨개 해주세요, 오

곡 양식도 먹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妈妈啊孩儿吃了不干净的东西，你给我洗了又洗，我还是活不成! 孩儿要

是再活一遭，就让你一口一口奶喂我，我不吃五谷杂粮了，我怕……”44)

싼란즈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만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요

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지에는 만물의 근원이며 존재의 본질인 생기가 들어있

다. 지가 부여한 생기발랄한 삶이 인류가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이다. 지

를 배반한 삶은 결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싼란즈의 결말

을 통해서 작가는 전달하고 있다. 현  산업 사회에는 ‘싼란즈’ 형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들의 솟구치는 야망은 가난을 배척하고, 진솔하고 중후한 토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산업 도시사회에 들어선 그들은 도시의 교활함에 속수무책 없이 

당하게 되고, 결국 돌아갈 곳을 잃게 된다.｣45) 작가는 이런 인물의 비극성을 통해 

무차별적인 산업의 개발, 지의 파괴, 무절제한 욕심은 결국 인류로 하여금 파국

을 맞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42) 자크 라캉 著, 권택  엮음, 《욕망이론》: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또 그 

다음 상으로 자리를 바꾸는 전치, 이것이 환유이다.｣(서울, 문예출판사, 2000), 19쪽.

43) 자크 라캉 著, 권택  엮음, 《욕망이론》(서울, 문예출판사, 2000), 19쪽 참조.

44) 张煒, 《九月寓 》(北京, 作家出版社, 2013), 216쪽 참조.

45) 夏雨潋, <灵魂的追寻与守望>, 《现代语文》, 2016年 제1期, 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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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九月寓 》의 핵심 사상은 大地 사수이다. 장웨이는 인류의 이상적인 삶을 민간 

지에서 찾고자 하 다. 오염이 되지 않는 지와 자연에서 만물이 공생을 하고, 

너와 나의 목소리가 구분되지 않는 화합의 장이 장웨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다. 

大地를 상징하는 세 여성이 산업사회의 물질을 상징하는 탄광촌 남자들과의 교

제 속에서 지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과정을 통해, 장웨이는 인류에게 지의 중요

성을 말하고 있다. 작가는 지의 여성인 페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업

사회의 팅팡과의 결합을 통해 역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산업화 속에 지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생태사회의 구현을 염두 해 두었을 것이다. 지의 정령인 간잉의 

소멸되지 않는 지의 정기는 결국 인류로 하여금 지로 회귀할 수밖에 없음을 보

여주고 있다. 싼란즈의 산업사회에 한 과도한 물욕은 인류를 종말로 이끌 것이라

고 암시하고 있다. 

소설의 제목 《九月寓 》에서 알 수 있듯이 장웨이는 ‘寓 ’의 형식으로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해 냉철한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이다. 장웨이는 소

설을 통해 지를 떠난 삶은 인류를 결국 파멸로 이끌 것이며, 지에 의지하여 살

아가는 삶이 인류의 이상을 구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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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hina,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the phenomenon of mammonism is getting worse 

day by day. As a result, people are being devastated, and the earth, 

the home of mankind, is rapidly being eroded by industrialization. 

《The Fable of September》 is the author’s warning of this situation. 

The core idea of 《The Fable of September》 is to protect the earth. 

The earth is the place where mankind was born and raised, it is the 

mother of mankind and the home of mankind. Three women who 

symbolize the earth wander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terial of 

industrialization. Through this, the autho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earth to mankind. Through Pei, who does not lose 

his identity and moves toward an industrial society, Gan Ying, who 

tries to protect the energy of the earth, and Sanlanzi, who is 

destroyed by excessive material greed, Zhang Wei is sending a strong 

message that the earth can guarantee a happy life for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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