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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작가가 선택한 시점의 서술방식이 소설의 총체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

낸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진의 1940년대 중편소설 《憩园》과 《第四病室》의 1인칭 

시점 분석을 통해 작가의 창작 의도와 현실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바진은 구가정의 몰락을 쓴 《憩园》에서 서술자 ‘나’의 모순성을 보여주며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시점 이동과 대화 형식을 통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는 결국 인간이라는 것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중일전쟁시기의 현실을 반영한 《第

四病室》에서는 수동적인 서술자 ‘나’의 태도를 묘사하여 당시의 혼란스러움과 이기적

인 세태, 전쟁이 가지는 폭력성을 보여주었다.

* 본 논문은 2019년 12월 7일 “2019년 한국중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졸문, 《전쟁 시기(1937~1946) 巴金 소설의 

현실인식과 비극성》(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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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바진의 1940년대 중편소설은 1인칭 시점에서의 다양한 서술전략에 따

라 당시의 중국 현실의 단면들을 재현하고 작가의 시대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다.

Ⅰ. 들어가며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하에 창작된 소설 작품들은 당시 시대적 특징에 대응하

고, 우리는 그 대응 양상을 통해 현실적 삶에서 드러나는 시대정신을 파악한다. 소

설이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려면 현실 삶을 바탕으로 그 삶의 총체적 의미를 드러내

야 하는데, 이 때 그 삶의 의미는 현실 삶에서 경험한 진실을 드러내고 작가의 시

대인식과 독자에의 관심과 실천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플레하노프에 따르면 

“한 시대의 사회적 정신은 그 시대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예술사와 

문학사에서만큼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1) 즉 문학작품은 시대의 

반영물이고, 그 시대의 소설작품에는 현실을 경험한 작가의 시대인식이 나타난다.

특히 경험을 중시하고 시대와 현실의 변화에 주목한 작가라면,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아래 절망적 상황에 놓인 개개인의 불안한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당

연한 일일 것이다.

바진(巴金, 1904~2005)은 “20세기 중국문학의 양심”2)이자 “다작(多作)의 작가

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3)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 꾸준히 문학 

창작을 해오며 독자와 소통한 작가이다. 그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시기였던 1940

년대에도 국통구(国统区, 국민정부 지구) 각지를 전전하며 많은 양의 소설4)을 써

1) 테리 이글튼 著, 이경덕 옮김, 《문학비평: 반영이론과 생산이론》(서울, 까치, 1986),
15쪽.

2) ｢二十世纪中国文学的良心｣ 바진에 대한 이 유명한 구절은 그가 문화대혁명 당시의 체

험을 기록한 《随想录》이 출판된 후 그에게 붙여진 수식어이다. 《随想录》은 1978년 12
월부터 1986년 8월까지 홍콩 《大公报》에 발표된 150편의 수필로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지만, 세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내면을 고백하는 서술은 비단 《随想录》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기에 위의 수식어를 인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3) 金时俊, 《中国现代文学史》(서울, 지식산업사, 1992),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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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고, 전쟁으로 인한 절망과 비극에 주목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본고는 바진의 1940년대 소설 중에서 중편소설인 《憩园》(1944)과 《第四病室》

(1946)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두 중편소설은 모두 무구하고 선량하며 평

범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운명이 전쟁 상황에 의해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현실을 그

리고 있으며, 부조리한 사회와 삶에 대한 작가의 허무함이 반영된 1인칭 시점 소설

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1인칭 시점 소설의 경우 서술자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서사적 충동 외에도 ‘나’의 

경험과 존재를 입증하려는 존재론적 충동이 내재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

와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1인칭 고유의 존재론적 요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양식이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사적 충동이란 ‘나’의 시점을 통해 현실

의 삶이 공동체적 유대를 지향하는 운동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는 루카치의 표현

대로 삶의 총체성5)을 드러내려는 서사적 욕망이라 할 수 있다.6)

바진은 “1인칭으로 소설 쓰기를 좋아한”7) 작가다. 1940년대 이전의 1인칭 시점 

작품으로는 증오와 복수를 묘사한 《灭亡》(1929), 구세력에 반항하는 청년들을 묘

사한 《新生》(1931), 《爱情的三部曲》(1931), <死去的太阳>(1930), 노동자의 생

활과 투쟁을 그린 <砂丁>(1932), <雪>(1934) 등이 있고, 이후에 쓴 소설로는 《憩

4) 1940년대 바진의 소설은 장편소설 항전삼부곡 《火》(1부 1940, 2부 1941, 3부 

1943), 《寒夜》(1946), 중편소설 《憩园》(1944), 《第四病室》(1946), 단편소설 <还魂
草>, <某夫妇>(이하 1941), <猪与鸡>, <兄与弟>, <夫与妻>(이하 1942), <生与
死>(1944), <女孩与猫>(1945) 등이 있다.

5) ｢하나의 인격은 하나의 총체성이며 그 생애의 부분들은 서로 삼투하여 공속되어 있음이 

마치 한 사물의 여러 성질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더 단토 

著, 신오현 譯, 《사르트르의 철학》(서울, 민음사, 1985), 186쪽.
6) 물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 존재론적 충동은 소설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외형

적인 장치에 국한된다. 그는 외견상 ‘나’의 경험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을 통해 세계를 총체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에서는 존재의 입증과 세계에 대한 진실의 표명이 서로 

뒤섞이고, 서술자아와 경험자아가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나병철 지음, 《영화와 소설

의 시점과 이미지》(서울, 소명출판, 2009), 242-245쪽 참고.
7) ｢我喜欢用第一人称写小说｣ 그는 어려서부터 중국과 외국의 소설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의 1인칭시점으로 쓰인 중단편소설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고 한다. <谈我的短篇小说>, 《巴金全集》 제20권, 521쪽 참고. 본고

에서는 《巴金全集》(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0)을 주 텍스트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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园》과 《第四病室》을 들 수 있다. 중일전쟁 기간 바진의 단편소설집 《小人小事》

(1943)와 《还魂草》(1945)에 실린 소설들 역시 1인칭 시점이다.

소설에서 작가가 선택한 시점의 서술방식은 소설이 지닌 총체적 의미를 효과적으

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서술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무엇보다도 바진의 

창작 의도와 현실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직간접적인 전쟁 

경험을 당시의 비참한 현실과 결부시켜 밀도 있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인칭 시점이라는 문학적 기교를 더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바진의 1940년대 중

편소설의 시점과 서술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바진에 대한 국내 연

구8)는 크게 아나키즘 사상에 대한 연구9), 《随想录》에 관한 연구와 한국전쟁 관련 

연구10), 《家》와 《寒夜》를 위주로 한 장편소설에 관한 연구11)로 나눌 수 있으며,

8) 바진은 창작 생애가 길고 여러 장르에 걸쳐 창작활동을 전개한 작가로, 그의 작품에 대

한 연구 역시 중국은 물론 서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에서 발표된 바진의 문학작품에 관한 학위논문은 총 24편(박사학위 논문 6
편, 석사학위 논문 18편. 《随想录》을 번역한 3편은 제외)이고, 본고에서는 국내 소논

문의 현황만을 살펴보았다.
9) 이희경, <아나키스트 작가 바진(巴金)이 바라본 스페인 내전>, 《中国现代文学》 제82

호, 2017.
조세현, <1930년대 한중 아나키스트의 반파시즘 투쟁과 국제연대 - 巴金과 柳子明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7집, 2008.
박난영, <신채호와 巴金의 아나키즘과 반전사상>, 《中国现代文学》 제38호, 2006.
박난영, <巴金과 한국의 아나키스트>, 《中国语文论丛》 제25집, 2003.
박난영, <1930년대 파금 아나키즘 연구>, 《中语中文学》 제30집, 2002.
박난영, <중일전쟁기 巴金의 아나키즘 연구>, 《中国语文论丛》 제23집, 2002.
박난영, <1920년대 巴金 아나키즘 연구>, 《中国语文论丛》 제19집, 2000.
박난영, <巴金 아나키즘의 현실성>, 《中国现代文学》 제13호, 1997.
김양수, <巴金과 아나키즘>, 《中国现代文学》 제10호, 1996.

10) 박난영, <巴金과 한국전쟁 - 국가 이데올로기와 작가의식 사이에서>, 《中国语文论丛》

제40집, 2009.
이영구, <파금(巴金)과 한국전쟁문학>, 《외국문학연구》 제25호, 2007.
조홍선, <巴金의 韩国战争小说 小考>, 《中国语文论译丛刊》 제13집, 2004.
김인철, <巴金과 韩国战争>, 《中国小说论丛》 제7집, 1998.
박난영, <巴金의 《随想录》 연구>, 《中国语文论丛》 제7집, 1994.
이병한, <파금의 수상록>, 《中国文学》 제8권, 1981.

11) 박재범, <巴金의 《寒夜》研究 - 초기작 《家》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中国语文论丛》 제

27집, 2004.
박난영, <巴金의 항전삼부작 《불》과 한국인>, 《中国语文学志》 제14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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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의 중편소설에 대한 연구는 조홍선, <중년의 巴金 찾기 - 《憩园》의 서사

구조 분석>(《中国文学硏究》 제37집, 2008)을 제외하면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憩园》과 《第四病室》은 중층적 서사구조와 일기체 소설, 초점화 이동 등 독특한 

서사 구조와 서술 기법을 가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에 본고는 두 

중편소설에 나타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전략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

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Ⅱ. 《憩园》: 시점 이동과 대화 형식

《憩园》은 봉건 가부장제도 하에서의 대가족에서 국민당 통치 하의 소가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정의 변화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중일전쟁 기간인 1942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구가정의 변

천과 몰락을 그리고 있는 점이 《家》와 공통점을 가지기에 ‘격류삼부곡의 후속’이라 

불리기도 한다.12)

김성옥, <사회축도로서의 봉건대가정과 신세대의 삶의 대응양상: 염상섭의 《삼대》와 巴
金의 《家》의 비교>, 《한중인문학연구》 제10집, 2003.
강경구, <중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악인연구 - 老舍의 《四世同堂》과 巴金의 《家》를 중심

으로>, 《中国现代文学》 제23호, 2002.
강경구, <중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가출의 연구 - 巴金의 《家》와 老舍의 《四世同堂》을 

중심으로>, 《中国现代文学》 제19호, 2000.
박재범, <巴金의 《家》 小考 - 가족사소설로서의 의미와 구조를 중심으로>, 《中国小说
论丛》 제8집, 1998.
정수국, <巴金의 《寒夜》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 분석>, 《中国学论丛》 제3집, 1994.
박난영, <巴金의 항전삼부작《불》 연구>, 《中国语文论丛》 제6집, 1993.
박난영, <巴金의 《추운 밤》의 현실주의 연구>, 《中国语文论丛》 제5집, 1992.

12) 많은 바진 연구자들이 《憩园》에 나타나는 구가정의 변천과 몰락 및 반봉건 비판정신으

로 인해 작품을 격류삼부곡의 후속이라 부른 반면, 辜也平은 《憩园》이 실제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바진이 가정 문제에 대해 생각한 것을 반영하였기에 격류삼부곡과 완전

히 다른 의도를 표현하였다(後来的研究者大多还是把《憩园》看作《激流三部曲》的尾声,
看作高家故事的继续與发展, 从而也就比较一致地强调其一脉相承的反封建的批判精
神｡ … 《憩园》实际上反映了进入不惑之年的巴金对于家庭问题的新思考, 表现了一种
完全不同于《激流三部曲》的旨趣｡ )고 강조하였다. 辜也平 著, 《巴金创作纵论新编》(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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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憩园》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먼저 ‘憩园’의 옛 주인 양멍츠(杨梦痴)의 막내아

들 양한(杨寒)이 있다. 그는 어머니와 형에게 멸시를 당하고 쫓겨난 아버지를 찾아 

근처 사당 다셴츠(大仙祠)에 데리고 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동백꽃을 꺾어다 드리

고 매일같이 찾아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의 상처를 닦아

주고 치료해준다. 양한은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憩园’에 몰래 와서 꽃을 꺾다가 ‘나’

와 이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憩园’의 새 주인 야오궈둥(姚国栋)의 후처 완자오화

(万昭华)는 남편의 사랑과 하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5⋅4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어질고 총명한 인물이다. 하지만 대저택에 꼼짝없이 갇혀 자신의 이상을 펼치

지 못하고 유일하게 책을 통해서 바깥세상과 소통할 뿐이다. 또한 그녀는 전처의 

아들 야오후(姚虎)를 살뜰히 보살피며 교육시키려 하지만, 남편과 전처 가족의 무

조건적인 총애를 등에 업은 야오후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외에도 인물들이 있

지만, 본고는 양한 및 양멍츠와 완자오화에 대한 ‘나’의 서술과 태도를 중심으로 작

가 바진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점 이동을 통한 공감 형성

《憩园》은 1인칭 시점 소설로, 기본적으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며 외적 초점화 

서술인데 부분적으로 ‘나’의 독백이 보이는 내적 초점화 서술로 시점이 이동한다.

이러한 시점 이동은 독자로 하여금 ‘나’의 체험과 의식을 공유하면서 그의 편에 서

서 사건을 이해하는 입장에 놓이도록 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 특기할 점은 ‘나’가 

보고 들은 야오궈둥의 가족사와 양멍츠의 인생사에 대한 서술 말고도 양멍츠의 아

들 양한이 이야기한 그의 가족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양한의 가족사는 양한과 ‘나’

의 대화로 진행되며, 26장과 27장에 서술되어 있다.13) 소설에서 담화의 방식이 전

海, 復旦大学出版社, 2013) 206-207쪽 참고.
13) 이외에도 ‘나’가 소설 내에서 창작한 또 다른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

가 시점이다. 즉 《憩园》은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이지만 3가지 서술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소설이다. 또한 司马长风은 이 작품에 대해 “네 가지 흥미로운 줄거리(四条趣味
缐)” 즉 ‘나’의 소설 속 인력거꾼과 맹인가수의 사랑, 憩园 주인의 우환, 憩园 옛 주인

의 비극, 万昭华에 대한 서술자 ‘나’의 관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기도 했고, 袁



1940년대 巴金의 《憩园》과 《第四病室》에 나타난 1인칭 시점과 서술전략 61

환될 때 작가는 ‘핵사건’과 ‘주변 사건’들을 임의적으로 배치하고, 사건을 표현할 인

물과 시점을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14) 《憩园》에 나타나는 이러한 서술방식은 양멍

츠의 처지를 동정하고 양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나’의 태도에 있어서 설득력

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된다. 양한의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순서 서사내용 핵사건의 의미

1

아빠가 유난히 자신을 사랑함, 엄마는 형을 

좋아함, 아빠와 엄마의 잦은 말다툼, 아빠의 

외박 시작, ‘이모’의 존재 인식

아빠의 사랑과 불안한 

가정환경에 대한 기억

2

‘憩园’을 팔기로 한 대가족, 아빠만 반대하

지만 모두가 비웃음, ‘憩园’에서의 추억을 이

야기한 아빠

가족과 친척에게 무시

당하는 아빠에 대한 안타

까움

3
아빠의 반복되는 가출, 불손한 형의 태도,

크게 싸운 후 가족 소통 단절

화목한 가정과 아빠에 

대한 그리움

4

아빠가 大仙祠에 머물게 됨, 아빠가 몰래 

집에 찾아온 후 나는 몰래 大仙祠에 가기 시

작함, 아빠는 가족과 친척에게 모두 무시당함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

는 아빠에 대한 걱정

양한과 ‘나’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양한의 시점에서 전개된다. 이 때 양한은 자신

을 사랑하는 양멍츠에게 매번 소리지르는 엄마, 양멍츠에게 사사건건 말대꾸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형의 태도를 ‘나’에게 하소연하듯 이야기하는 한편 어린 자신

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셴츠에 몰래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꽃을 가져다주

振声은 이를 “이중 병렬식 서술구조(双缐并进的叙述模式)”라 하기도 했다. 司马长风,
《中国新文学史⋅下卷》(香港, 香港昭明出版社, 1978), 73-76쪽, 袁振声, 《巴金小说
艺术论》(天津, 南开大学出版社, 1987), 163쪽. 여기서는 조홍선, <중년의 巴金 찾기 

- 《憩园》의 서사구조 분석>, 《中国文学研究》 제37집, 2008, 233쪽에서 참고 및 인용.
14) ‘핵사건’은 ‘사건들에 의해 취해진 방향으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서사적 계기들’을 일컫

는다. 핵사건이 서사적 논리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는 데 반해, ‘핵사건을 

보충하고 다듬고 완성시키는’ 기능을 가진 ‘주변 사건’들은 제거될 경우 그 서사물이 미

학적으로 빈약해질지라도 플롯의 논리를 혼란시키지는 않는다. S. 채트먼, 한용환 옮

김, 《이야기와 담론》(서울, 푸른사상, 2003),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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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밖에 없다는 죄책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양멍츠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재

산을 방탕하게 써버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憩园’을 지키지 못했다며 아들에게 

회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양한의 대화를 통해 독자로 하여

금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사랑을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살피게 한다.

그리고 ‘나’는 양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세상을 일찍 깨친 아이를 연민이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린 나이에 고통과 불행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해

서도,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도 안 되는 건데.”15)라며 양한을 안타까워하였고, 양멍

츠와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보며 어느 정도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양멍츠가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고 결국 병을 얻어 죽게 된 이유는, 봉건주의에 의

해 상속된 부와 권력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자생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원인을 양한과의 대화를 통해 인식하고, 양

한이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양멍츠를 구제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자 했다.

즉 ‘나’의 시점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감정을 제시하고 실천의 과정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대화 형식을 통한 가족 화해 시도

사실 ‘나’는 《憩园》에서 모순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한 듯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쉽게 동정하

는 것이다. 양멍츠에 대한 태도를 보아도 그러하다. ‘나’는 봉건 대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양멍츠에 대

해 비판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한의 이야기를 듣고 병든 양멍츠를 구해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재활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등 그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양멍츠를 대함에 있어 비판 없이 동정과 연민만을 가지는 ‘나’의 모

15) ｢我用同情的眼光看这个早熟的孩子｡ 在他这个年纪, 对痛苦和不幸不应该有这样好的
记性, 也不该有这样好的悟性｡ ｣ 《憩园》, 《巴金全集》 제8권, 116쪽. 바진의 《憩园》

번역은 바진 씀, 차현경 옮김, 《휴식의 정원》(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4)을 부분적으

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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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바로 서술자 ‘나’의 모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양한과 

양멍츠를 대함에 있어 강해 보이면서도 유약하고, 객관적인 듯 보이면서도 불안정

한 모습을 보이는 ‘나’의 태도에서 모호함이 발견되고, 바로 이 모순적인 ‘나’로 인해 

독자 역시 양멍츠에 대해 동정하고 연민하게 되는 것이다.16)

이렇듯 서술자 ‘나’의 태도는 모순적이기도 하고, 《憩园》의 1인칭 시점 서술에서 

고정적이지 않은 자기정체성을 보인다. 이는 완자오화에 대한 태도에서도 발견된

다. 직업이 작가인 ‘나’는 야오궈둥의 저택에 잠시 기거하며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

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중간에 ‘나’의 주된 관찰 대상인 완자오화와 양

멍츠에 대한 ‘나’의 내적 초점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자

신의 느낌을 묘사하는 ‘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나’가 등장한다. 이 때 

‘나’의 정체는 야오궈둥의 아내인 완자오화에 의해 규정된다. 완자오화는 ‘나’가 “그

녀가 웃을 때마다, 방 안이 온통 환해지면서, 늘 내 가슴 한쪽을 짓누르고 있던 ‘알 

수 없는 중압감’도 어느 정도 가벼워지는 듯했다.”17)고 고백할 정도로 ‘나’가 편안함

을 느끼고 관심을 가졌던 인물로, 작품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즉 객

관적이고 냉정하게 현실과 자신의 거리를 유지하던18) 서술자 ‘나’가 관계지향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내 책을 읽었다는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나는 가장 두렵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그녀가 그런 말을 하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

다.19)

16) 이러한 동일시는 인간이라면 모순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잘못에 대해 비판과 함께 동정하고 연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성숙한 

모습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서술자인 ‘나’가 소설 내에서 객관적인 역할을 하다가

도 작가에 의해 그 자신의 내면 심리를 이따금 노출함으로써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하기에, 독자가 서술자의 태도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 ｢她每一笑, 房里便显得明亮多了, 同时我心上那个‘莫名的重压’也似乎轻了些｡ ｣ 《憩

园》, 《巴金全集》 제8권, 21쪽.
18) 예를 들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에 들지 못하고 심란해진 ‘나’가 ｢남의 일에 웬 참

견이야? 다들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게 마련인 것을, 내가 왜 걱정하고 있는 거지!
잠이나 자자.(你管别人的事情做什么? 各人有各人的生活方式, 用不着你耽心! 你好好
地睡罢｡ )｣라고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는 장면이 있다. 《憩园》, 《巴金全集》 제8권, 2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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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이 말은 끊임없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끝내 떨쳐버

릴 수 없었다. 내 눈앞에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

의 무능과 실패를 보았다. 내 반평생이, 내가 쓴 작품들이, 나의 모든 계획이 전부 

무의미해졌다.20)

《憩园》 속 ‘나’의 직업은 작가이다. 그리고 작가에게 있어 독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독자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더구나 그

녀가 자신의 독자임을 확인하고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는 ‘나’의 

발언은 스스로를 자기정체성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아닌, 관계에 의해 규정하는 방

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완자오화의 관계에 의해 위치 지어진 ‘나’는 그녀가 자신에

게 한 말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반복적으로 ‘나’를 부르고 부정한다. ‘나 자신의 무능

과 실패’, ‘내 반평생’, ‘내가 쓴 작품들’, ‘나의 모든 계획’이 바로 그러하다.

이렇듯 인생, 작품, 미래와 ‘나’의 관계가 완자오화에 의해 위치지어지고 있으며 

이 관계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불안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작가인 ‘나’에게 

있어 독자이기 이전에 한 개별적 존재로 만나는 개인과 자신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

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유독 ‘나’는 양한과 양멍츠 및 완자오화에게 다른 사람에게와는 다른 

태도와 인식을 보이며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을까. 가족 모두에게 버려진 

아버지를 보살피고자 한 양한의 모습과, 자신의 포부를 직접 실현할 수 없어 그저 

꿈꿀 수밖에 없지만 누구보다 문학의 힘을 믿는 완자오화의 태도는 두 사람이 살아

온 생활의 총체성이 표현된 것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두 사람의 행동은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사랑에 기인한다.

두 인물이 삶을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憩园》에서 양한이 자신의 아버지가 혼자 남겨져 쓸쓸하게 죽어갈까봐 불안해하고 

완자오화가 문학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불

19) ｢我最怕听人当面说读过我的书｡ 现在这样的话从她的口里出来, 我听了更惭愧｡ ｣ 《憩
园》, 《巴金全集》 제8권, 61쪽.

20) ｢这句话不停地反復在我的耳边响着｡ 后来我的心给它抓住了｡ 在我面前突然现出一个
新的眼界｡ 我第一次看见我自己的无能与失败｡ 我的半生､ 我的着作､ 我的计划全是浪
费｡ ｣ 《憩园》, 《巴金全集》 제8권,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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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극복해줄 수 있는 대상은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 제가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 평가할 자격은 부족하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좋은 분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선생님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건 그이 

복이에요. 그이는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진정한 친구는 사실 매우 

적거든요.” 그녀는 진실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발음은 또렷했고 감미롭기

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투에서 일종의 어렴풋한 애수를 느꼈다. 나는 

연민에 사로잡혀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은요? 당신은 또 어떤 진정한 친구가 있나

요? 당신은 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죠?21)

야오 부부와 영화를 보고 ‘憩园’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완자오화에게서 자신의 

소설에 대한 감상과 남편에게서 친구인 자신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듣게 된다.

완자오화는 남편이 ‘나’를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친구라 여긴다고 

말하면서 부러워한다. 그 말을 들은 ‘나’는 ‘憩园’에 갇혀 사람을 만나는 기회조차 

적어진 완자오화의 말투에서 어렴풋이 애수를 느낀다. 그녀는 집안에서 외로워하며 

진정한 친구는커녕 벗조차 만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독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완자오화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은 양멍츠지만 자신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살뜰히 챙기고자 했던 양한과, 전처의 아들 야오후에게 멸시당하지만 그와 관

련된 일은 남편과도 소통이 힘들어 외로워한 완자오화에게 있어, 그들의 의지와 무

관한 가족 간의 일은 “인간이 서 있는 특수한 처지”22)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가족 

21) ｢… 我不配批評你的大作, 不過我讀了你的書, 我相信你是個好人｡ 我覺得誦詩有你這
樣的朋友是他的福氣｡ 他認識的人雖然多, 可是知己朋友實在太少｡ ’她誠懇地說, 聲音
低, 但吐字清楚, 並且是甜甜的嗓音; 可是我覺得她的語調裏含得有一種捉不住的淡淡
的哀愁｡ 我懷著同情地在心理說: 你呢? 你又有什麼知己朋友? 你爲什麼不想到你自
己?｣ 《憩園》, 《巴金全集》 제8권, 61쪽.

22) 이와 같은 처지는 자신 속에 언제나 이미 세계의 일정한 질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질서 속에서 각 개별적인 부분은 인간에 대한 그의 특수한 관련에 따라 일정한 위치를 

갖게 된다. 처지가 이러한 질서 전체의 특성을 규정한다. 또한 이 ‘처지’에 대응하는 개

념으로 실존철학에서는 ‘상황’을 언급한다.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상황은 인간을 더욱 날

카롭게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성격을 가진다. 처지는 그것이 인간을 일정한 난관 앞에 

세울 때에 상황이 된다. O. F. 블로우 지음, 최동희 옮김, 《실존철학 입문》(서울, 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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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사이에서 두 인물의 개별적 의지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자

신이 속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진은 여기서 1인칭 시점 서술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태

도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관용과 용서의 마음가짐으로, 가족과 화해하려 하고 

불의를 당하지 말아야 할 약자를 보살펴주려는 인도주의적 정신이다. 그리고 이러

한 화해와 보살핌, 사랑을 통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내의 모든 속악한 

현실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1인칭 시점 서술에서는 초점주체인 서술자 ‘나’가 텍스트 전체의 담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달되는 사건과 정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을 보인

다. 또한 1인칭 시점 서술은 서술자 ‘나’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관찰한 것을 

회상과 대화 형식을 통해 재현해내므로 핍진한 상황 서술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정체성 때문에 독자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

갈 수 있다.23) 결국 1인칭 시점의 특징은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

대로 보여줌으로써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

이다. 바진은 《憩园》에서 ‘나’의 1인칭 시점 서술을 통해 서술의 주관성을 확보하면

서도 등장인물과의 대화로 독자가 ‘나’에게 감정이입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게 하여, 봉건사상을 비판하는 한편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사랑과 연민에 의한 

가족 구성원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Ⅲ. 《第四病室》: 수동적인 ‘나’와 외적 초점화

《第四病室》은 쓸개에 염증이 생겨서 입원한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1인칭 시점

의 소설로, ‘나’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을 나가는 순간까지 총 18일에 걸

친 병실에서의 생활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나’의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은 특정한 중심 줄거리를 가지고 있

아카데미, 2000), 92-95쪽 참고.
23) 이수정, <‘믿을 수 없는’ 일인칭 서술>,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視點의 시학》(서울,

새문社, 1996), 17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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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지만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각 장의 주요 제재와 관련된 사건들이 

시간성에 기반하여 나열되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18일에 쓰인 것으로 설정된 

일기체 소설이기에 경험자아가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1인칭 서술시점에서 

서술자아와 경험자아의 긴장감은 미적 거리를 산출하는 중요 요소다. 《第四病室》은 

경험자아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각 사건의 현재성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서 독자는 

전개되는 사건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대하게 되면서 긴장하게 된다. 즉 경험자아의 

관찰 대상과 사고 중심의 서술이 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第四病室》

에서는 서술자의 태도와 외적 초점화를 서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서술 전

략을 통해 작가가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표현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 한다.

1. 서술자의 수동성에 의한 사회 부조리 폭로

《第四病室》의 ‘나’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보인다. 한 예로, ‘나’가 입원한 당일 

11번 침대의 환자가 대변이 급해서 변기를 가져다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다. 11번 환자는 병원근로자 정씨(老郑)를 부르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다. 오

히려 8번 환자인 심씨(老沈)는 급한 나머지 여직원을 부른 11번 환자에게 “너도 

참 이상하다. …… 아가씨들은 네게 대변기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니야.”24)라며 농

담을 하고 9번 환자는 누워서 몸을 기울인 채 눈을 감고 자버리는 등 11번 환자의 

상태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25) 또한 정씨는 태연하게 와서는 곧장 대변기

를 11번 환자에게 주지 않고 물을 끓여야 하니 기다리라고 말한 후 1번 환자의 주

전자부터 차례대로 물을 끓이며 자기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할 뿐이다.

24) ｢你也奇怪｡ ……　小姐们又不是给你拿大便盆的｡ ｣ 《第四病室》, 《巴金全集》 제8권,
219쪽.

25) 《第四病室》의 8번 환자와 9번 환자는 이후 11번 환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도 수수방관하며 큰 소리로 장난을 치고, 그가 어떻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를 

두 눈을 빤히 뜬 채 구경하고만 있는 인물이다. 바진은 이와 같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이는 인물들을 묘사함으로써 당시에 왜 그들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전투적으

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회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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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음은 이 우는 소리로 매우 난처하게 뒤섞였다. 나는 손으로 두 귀를 가

리고 머리를 감쌌지만, 쓸모가 없었다. 나는 더 불편해졌다. 왜 아무도 나서서 정

씨에게 대변기를 가져오라고 재촉하지 않을까? 왜 병원은 이러한 악의적인 조롱을 

허용하는 걸까? 나는 말하고 싶어서, 목구멍이 근질근질해졌다. 나는 기침을 한 

번 했다.26)

11번 환자가 아무리 신음소리를 내며 대변기를 달라고 아우성쳐도 그를 흘끗 쳐

다보기만 할 뿐 7번 환자의 주전자 물을 끓이고 있는 정씨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매우 난처’하고 ‘더 불편해진’ 심리 상태를 보였고, 이런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말하

고 싶었지만 꾹 참고 ‘기침을 한 번 한다.’ 뒤이어 9번 환자가 정씨에게 대변기를 

가져다주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따위 인간은 돈 밖에 모르지! 네가 그에게 줄 돈이 

있으면, 바로 그의 조상이 되지! 돈이 없으면 그의 손자가 되고!”27)라며 꾸짖자 정

씨는 그때야 대변기를 가지고 온다. ‘나’는 부당한 상황에서 한 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고 단지 속으로 불편함을 삼킬 뿐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상황들에 분노하면서도 내내 속

으로만 울분을 터뜨리고 “잠이 들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28)기만 하는 ‘나’의 모습은 작품 내 곳곳에서 등장한다.29) ‘나’는 부

26) ｢我的心被这叫声搅得非常难过｡ 我用手蒙住两耳, 用被蒙着头, 但是并没有用｡ 我更
加不舒服｡ 为什么没有人出来催促老郑把大便盆拿来呢? 为什么医院里容许这种恶意
的作弄? 我想说话, 我的喉咙发痒了｡ 我咳了一声嗽｡ ｣ 《第四病室》, 《巴金全集》 제8
권, 220쪽.

27) ｢这种人只晓得要钱! 你有钱给他, 你就是他的祖宗! 没有钱你就是他的孙子!｣ 《第四
病室》, 《巴金全集》 제8권, 220쪽.

28) ｢我没有睡, 我也不想什么｡ 但是我仍旧闭着眼睛｡ ｣ 《第四病室》, 《巴金全集》 제8권,
221쪽.

29) 6월 3일의 일기를 보면, ‘나’가 산보를 하다가 자신이 묵는 병실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더 내야 들어갈 수 있는 1등 병실의 환자와 마주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변함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었다. 내가 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도 눈을 치켜뜨고 나를 

봤고, 그는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이었다. 그는 같은 무리의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이상한 생물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원래 그에게 인사하고 대화할 생각이었는데, 그의 

표정이 나를 가로막았다. 이러한 그의 부정적인 시각에 나는 화가 났다. 마음이 언짢아

지자, 나는 곧 피로감을 느꼈다. 나는 병실에 돌아가고 싶었다.(我仍旧慢步走着｡ 我正
在看他, 忽然他也抬起眼来看我, 他露出惊奇的样子｡ 他不像在看一个同类的人, 倒像
在看一个奇怪的生物｡ 我本来打算招唿他, 跟他讲话, 可是他的表情阻止了我｡ 他这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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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모든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으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속으로 삭히며 하루하루를 보낸

다.

여기에는 중일전쟁 시기의 혼란스러움과 이기적인 세태가 놓여 있다. ‘나’는 전쟁

이라는 폭력적 사태와 전쟁 기간에 병원 내에서 발생한 세속적 성격을 직간접적으

로 경험하였다. 그는 한 병실에 24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탓에 관리가 소홀할 수밖

에 없다고 항변하는 병원근로자와 서로 간에 어떠한 동정과 연민조차 느끼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 낯선 공간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존재였다. 전쟁 기간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우세해진

다. 또한 돈과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약자는 ‘돈이 있으면 조상이 되지만 돈이 없

으면 손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第四病室》에서 전쟁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면서도 ‘구조적 폭력’이 행해지는 

데에 있어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기능한다.30) 죽음과 삶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소설 속 수많은 환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해 입원했지만 제 때에 알맞은 

치료를 받기는 고사하고 소금물로 남은 목숨을 유지하다 죽게 되기 일쑤였는데, 바

로 옆 침대에 있던 환자가 죽어나간 후에도 금세 병실이 아무렇지 않게 평소의 모

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은 병실 속 사람들 스스로가 구조적 폭력의 가해자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즉 환자의 고통에 무관심한 의사들과 주변 환자들 

그리고 돈의 논리에 움직이는 병원근로자 정씨 등이 주관적 폭력을 행하였다고 한

다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순간에도 이를 방관하며 

해결하려 하지 않는 그 외 환자들은 구조적 폭력에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 즉 힘들

어하며 몸부림치는 환자의 고통은 그들에게 있어 잠시 병실을 시끄럽게 하는 가벼

看法使我生气｡ 心理一不高兴, 我就感到疲倦了｡ 我想回到病室里去｡ )｣ 《第四病室》,
《巴金全集》 제8권, 289쪽.

30) 지젝은 폭력을 주관적 폭력과 객관적 폭력으로 나누고, 객관적 폭력을 다시 상징적 폭

력과 구조적 폭력으로 나누었다. 그가 구조적 폭력이라 칭한 폭력은 너무나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주관적 폭력의 정반대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악명 높은 암흑 물질과도 같

은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 폭력은 폭력의 위협을 포함하여 지배와 착취의 관계를 지속

시키는, 보다 감지하기 어려운 형태의 강압들이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은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슬라보예 지젝 지음,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폭력이란 무

엇인가》(서울, 난장이, 2011), 23-25쪽, 36-3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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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에피소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잔인하리만치 죽음을 잊고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第四病室》에서 보이는 폭력성은 전쟁의 실제 폭력성과 연결되어 ‘나’를 

포함한 병실 내 많은 환자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 상처로 인해 ‘나’는 수동적인 삶

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환자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쟁이라는 폭력의 영

향권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구조적 폭력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 폭력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에게 폭력을 중단시킬 만한 권력과도 같은 어떠한 힘이 원천적으로 부재

하기 때문으로, 나약하기만 한 그들에겐 무기력함과 권태로움만 역설적으로 존재하

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즉 중일전쟁 시기 사회가 개개인에게 가한 폭력은 주체

로 하여금 수동적인 행위를 보이게 하고, 그들의 수동성은 당시 사회의 비윤리적이

고 비도덕적인 부당성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바진은 전쟁이 야기한 폭력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죽음에 무감각해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통

해, 당시의 비극적인 시대상과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고자 했다.

2. 외적 초점화를 통한 시대적 절망 표현

한편 《第四病室》은 대부분의 일기체 소설들과 달리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기본 

시점으로 하고 있다.31) 따라서 소설 내에서 ‘나’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는 경우가 매우 적고 주변 인물들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외

적 초점화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第四病室》은 내용에 있어서 “병실 속 환자와 환자 사이는 비록 비슷한 사회 환

31) 1인칭 서술 상황은 대개 내적 초점화이다. 특히 초점주체와 초점대상이 일치할 때에는 

분명한 내적 초점화이지만, 초점주체가 초점화하는 대상이 서사적 사건 내의 다른 인물

일 경우, 그 인물에 관해서는 외적 초점화 양상이 나타난다. 즉 ｢1인칭 소설의 초점 주

체가 초점화하는 대상은 서술 주체 자신일 수도 있고 서사적 사건 내의 다른 인물일 수

도 있다. …… 어떤 1인칭 소설에서건 초점 주체는 자신을 초점화하다가 타인이나 자신

의 주위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초점화하기도 하고, 서술주체 역시 자신의 의식이 늘 

세상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수시로 초점 주체가 초점화하는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현대소설학회 지음, 《현대소설론》(서울, 평민사, 1994), 107-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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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지위계층에 처해 있지만, 서로에게는 오히려 추호도 동정과 연민이 없고, 누

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재미를 보고 누군가는 고민하는 생활”32)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1인칭 서술에서 흔히 보이는 고백이나 독백은 거의 없이 객관적인 묘사

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는 묘사된 세계에 대해, 1인칭이 가져다주는 친밀감

과 감정 이입의 상태보다는 인간 욕망의 속물스러움과 괴로운 인생 세태에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분노의 감정은 초점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한다.

《第四病室》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과 ‘인도’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진 (바진의) 시

야 속에서, 평범한 민중과 비천한 소인물이 몸소 겪은 시대 정치 환경의 억압, 비

인간적인 대우, 곤궁한 생존 곤경 및 그들이 살기 위해 죽어라 뛰어다니는 현상은,

바진의 펜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관심을 받아 생생하게 드러났다.”33)고 평가받았고,

작가 자신도 《第四病室》에 대해 “당시 중국 사회의 축소판”34)이라 밝히고 있어,

1940년대 중국 현실의 단면들을 적나라하게 재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第四病室》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작

중 현실과 작중 인물이 ‘나’에 의해 객관적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적 초점화에 의한 초점대상과 초점주체의 거리가 미학적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나’와 대상과의 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작품에서 직접화법

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고, 이렇게 곪았네요. 왜 일찍 와서 치료하지 않았나요?” 양(杨) 의사는 놀

라며 말했다.
“그는 서양 의학을 믿지 않아요. 민간 처방을 찾아 치료해야 하고, 보름이면 좋

아진다고 합니다. 바른 게 무슨 고약인지 모르겠지만, 바를수록 나빠졌어요. 오늘

32) ｢在第四病室中病人与病人之间虽处于相同的社会环境和地位阶层中, 而相互间却无丝
毫的同情与怜悯, 有的是调侃､ 取乐和苦闷的生活｣冀卫霞, <生存困境中的“一缐亮光”
- 浅析巴金《第四病室》>, 《商丘职业技术学院学报》 2010年 第3期, 69쪽.

33) ｢在关注国家与民族前途的视野中, 在关注‘人道’状况的视野中, 平凡的民众, 卑微的小
人物所身受的时代政治环境的挤压, 所遭受的非人待遇, 窘迫的生存困境及为生存而疲
于奔命的现状, 在巴金的笔下以前所未有的关注得以淋灕尽致的展现｡ ｣冀卫霞, <生存
困境中的“一缐亮光” - 浅析巴金《第四病室》>, 《商丘职业技术学院学报》 2010年 第3
期, 69쪽.

34) ｢当时中国社会的缩影｡ ｣<附录⋅《巴金文集》 第十叁卷后记>, 1960. 2. 29, 《第四病
室》, 《巴金全集》 제8권,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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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6일째입니다. 그가 못 참게 되니 비로소 병원에 오는 걸 동의했어요. 그는 본

래 건강하고,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공무원이 말했다.
“당연하죠. 마음대로 고약을 바르면 어떡합니까! 만약 일찍 병원에 모시고 왔다

면, 그도 이렇게 병이 나진 않았을 텐데요,” 양 의사는 책망하는 어조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는 환자에게 부탁했고, 바로 황급히 긴 테이블 쪽으로 

갔지만, 또 매우 빠르게 돌아왔다.35)

위 인용문은 기존 환자가 퇴원하고 비어 있던 2번 침대에 새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된 환자의 병 상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환자의 아들과 양 의사가 나누는 

대화인데, 인물의 말과 행동을 함께 결합시켜 인용하듯 표현하는 직접화법의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2번 환자는 봉건 가정의 완고하고 보수적인 노인으로, 서양 의

학을 믿지 않고 민간 처방만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진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공무

원인 아들을 포함한 온 가족을 힘들게 한 인물이다. ‘나’는 이러한 인물에 대한 상

황 설명을 자신이 서술하지 않고 주변 인물들의 대화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독자에

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술자의 가치관과 생각이 대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점대상인 2번 환자에 대한 ‘나’의 거리가 명확히 인지된다.

다음 인용문에서도 서술자 ‘나’와 초점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키는 표현이 

보인다.

“나는 소변기를 받지 못했어!” 6번 환자가 급하게 말했다.
“받지 못했다, 당신 말 참 정중하네요. ‘부탁합니다(请)’라는 글자 붙이는 게, 돈 

드는 일도 아닐 텐데. 우리도 사람이라고!” 정씨가 말했다. ……
“늘 이렇게 사나워, 나는 겨우 한 마디 말만 했을 뿐인데.” 6번 환자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듯이 혼잣말을 했다.
정씨는 걸어와서, 중얼거리면서, 손을 뻗어 6번 환자의 침대 아래에 있는 걸상

35) ｢‘啊哟, 烂成了这样｡ 为什么早不来医?’ 杨大夫吃惊地说｡ 
‘他不信西医, 一定要找土方治, 说是半个月包好｡ 不晓得贴的是什么膏药, 越贴越坏｡ 
到今天二十六天了｡ 他受不住才答应到医院来｡ 他本来身体很好, 不像现在这样｡ ’ 那
个公务员说｡ 
‘自然啰, 随便贴点膏药怎么行! 要是早点送来医院, 他也不会病到这样｡ ’ 杨大夫带了
点责备的口吻说｡ 
‘不要动啊｡ ’ 她向病人吩咐了一句, 便匆匆地走到条桌那面去, 但是很快地又走了回
来｡ ｣ 《第四病室》, 《巴金全集》 제8권,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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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쯤 밖으로 꺼냈고, 변기를 들어 걸상 위에 세게 놓고는 말하길, “이제는 들 

수 있겠네요. 누세요, 눠.” 그는 결코 정면으로 이 환자를 쳐다보지 않고, 씩씩거

리며 갔다. 이어서 오줌 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근로자는 왜 이렇게 성깔이 대단해?” 나는 약간의 불만을 느꼈고, 또 약간 

이상하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6번 환자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다.36)

위 인용문은 병원근로자 정씨가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자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정씨와 6번 환자의 대화를 직접화법으로 인용하고 정씨의 행동

도 묘사하고 있다. 6번 환자에게 쏘아붙이고 퉁명스럽게 소변기를 걸상 위에 놓고 

가는 정씨의 말과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있던 서술자 ‘나’가 정씨의 

성깔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을 짧게 제시하였는데, 이로써 정씨가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못되게 구는 인간임을 독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는 직접

화법 부분에서 6번 환자의 반응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6번 환자는 정씨가 ‘늘 이

렇게 사납다’면서 억울해하며 혼잣말을 했고, 자신의 말 한 마디에 화부터 내는 정

씨에게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초점대상 정씨의 인간성이 드러나면서 그가 

‘정면으로 상대를 쳐다보지 않고’ 늘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는 서술자나 독자와 대상 사이의 분명한 간격을 느끼게 한다.

《第四病室》은 무엇보다 죽음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 소설이다. 이 소설은 그 공간적 배경이 병실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수많은 죽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한다.

“또 하나 나왔네. 하필 우리 쪽이 불길해. 이번 달에 이미 세 명이 죽어나갔어.
맞은편 한 명도 없고,” 9번 환자가 말했다.

36) ｢‘小便壶我拿不到呀!’ 第六床着急地说｡ 
‘拿不到, 你讲话客气点｡ 说个‘请’字, 又不是花钱的事｡ 我们也是人啊!’ 老郑说; ……
‘总是这样凶, 我才只说了一句话,’ 第六床诉苦般地自语道｡ 
老郑走过来, 嘴里叽咕着, 伸手把第六床床下的凳子拉了一半到外面, 他又拿起便壶用
力在凳上一放, 一面说: ‘现在该拿得到啰｡ 你疴罢, 你疴罢,’ 他并不正眼看这个病人,
就气冲冲地走了｡ 接着倒尿的声音又响起来｡ 
‘这个工友为什么这么大的脾气?’ 我感到一点儿不平, 又觉得有点儿奇怪, 暗暗想到｡ 
可是第六床却不作声了｡ ｣ 《第四病室》, 《巴金全集》 제8권, 206-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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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 무슨 세 명?” 8번 환자가 물었다.
“앞에 11번, 2번, 또 앞에 5번, 1일 이른 아침에 죽었잖아.” 9번 환자가 말했

다.
“나 생각났어, 바로 그 내과 환자, 전날 저녁에 들어와서, 한 마디 말도 안 하

고, 이튿날 새벽에 바로 죽었지,” 8번 환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의 눈은 내 침대를 

향했고, 마치 그날의 장면을 회상하는 듯했다.37)

위의 대화가 이루어진 날은 6월 9일이다. 즉 ‘이번 달’이라 하더라도 9일의 시간

에 불과한 것으로, 단 9일 동안 3명의 환자가 죽어나간 것이다. 이렇게 같은 병실

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조차도 누가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죽음은 흔한 일

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설은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도 괘념치 않는 인

간들의 모습이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비극일 수 있다는 상황을 직접화법을 통해 제

시함으로써, 삶이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다. 즉 《第四病室》은 ‘전날 저녁’에 입원해서 ‘이튿날 새벽’에 죽어버리는 것이 이상

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미래도 알 수 없는 순간적인 삶의 양태만이 가

능한 불안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 병실은 자신의 병들고 아픈 몸 하나조차도 구제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일

그러진 성격 및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공

간이다. 작가는 이러한 공간 속에서 개개인들이 생존의 절박함과 연결되었을 때 얼

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빈번하게 일어나는 죽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

게 대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외면해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 죽음이 더 이

상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이고 흔한 현상 중 하나라는 생각은 바진이 인간 존재

와 현실을 인식하는 시각의 근원이기도 하다.

37) ｢‘又是一個｡ 偏偏我們這一邊不吉利, 這個月已經死掉三個了｡ 對面一個也沒有,’ 第九
床說｡ 
‘三個? 哪三個?’ 第八床問道｡ 
‘前頭十一床, 第二床, 還有前頭第五床, 就是一號大清早死的,’ 第九床說｡ 
‘我想起來了, 就是那個內科病人, 頭天晚上進來, 一句話也沒有講過, 第二天早晨就翹
辮子,’ 第八床接嘴說｡ 他的眼睛朝著我的床, 似乎在回想那一天的情景｡ ｣ 《第四病
室》, 《巴金全集》 제8권, 363쪽.



1940년대 巴金의 《憩园》과 《第四病室》에 나타난 1인칭 시점과 서술전략 75

결국 외적 초점화에 의한 초점대상과 초점주체와의 거리감은 《第四病室》의 문학

적 형상화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거리에 의해 초점주체인 서술자 ‘나’의 존

재와 초점대상에 대한 평가까지 독자는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적 초점화에 

의한 거리감은 ‘나’의 시선에 의한 묘사와 대비되어 1940년대 중국을 살아가던 개

개인의 삶의 허무함이 주는 절망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서사물에서 시점은 서술의 기교적 성분 그 이상의 것으로, 세계의 영상을 구성하

는 텍스트의 총체적 임무에 중심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세계관을 평

가함으로써 담론의 완전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시점은 재현과 평가 사이의 연결 매체이기에 서술하는 주체와 재현된 세계 사이의 

사회적⋅미학적 관계를 구조화할 뿐만 아니라 작가와 독자 사이의 문학적 상관관계

를 표현한다. 즉 시점은 기교를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통합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작가의 관계가 텍스트에 끼친 영향을 드러내는 기능도 한

다.38) 《第四病室》에 나타난 서술자 ‘나’의 수동적인 태도는 독자로 하여금 중일전

쟁 시기의 비극적인 현실과 부조리한 사회를 인식하게 했고, 직접 화법을 통해 초

점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한 객관적인 묘사는 혼란스러운 1940년대를 살아가던 인간

의 삶에 대한 절망과 허무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 일조하였다.

Ⅳ. 나오며

지금까지 바진의 1940년대 중편소설인 《憩园》과 《第四病室》의 1인칭 시점을 통

한 서술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는 작가가 선택한 시점의 서술방식이 소설의 총체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착안하여, 1인칭 시점을 즐겨 사용했던 바진의 

서술방식이 1940년대 중국 현실의 비극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밝히고자 한 것

이다.

바진은 《憩园》에서는 전쟁 기간에 직접 보고 들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소설로 그

리고 있으며, 《第四病室》에서는 한 병실의 열악한 모습을 통해 당시의 중국사회를 

38) 수잔 스나이더 랜서 지음, 김형민 옮김, 《시점의 시학》(서울, 좋은날, 1998), 62-6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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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해냈다. 먼저 《憩园》의 ‘나’는 객관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도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자기정체성을 보이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며 독자의 공감을 불

러일으켰다. 그리고 시점 이동과 대화 형식을 통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

는 결국 인간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또한 《第四病室》의 ‘나’는 수동적인 삶의 태

도를 보이는 인물로 표현되어 1940년대의 혼란스러움과 이기적인 세태, 전쟁이 가

지는 폭력성을 보여준다. 즉 바진이 인식한 당시 현실의 비극성은 1인칭 시점을 통

한 객관적 서술로 인해 더 핍진하게 묘사되어 그 슬픔과 분노가 배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인간은 모순적이고 복잡한 존재이며,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 또한 예

측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양상을 가진다. 그리고 인간의 모순성과 복잡함, 사건들의 

예측 불가능성과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학일 것이다. 문학이

야말로 인간 존재에 대한 변화무쌍한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이 가진 여러 모습들과 

생활 면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진이 부조리한 사회와 비극적인 운명 앞

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삶을 직시하게 된 인

간 군상을 소설 속에 등장시킨 이유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대중이 각성하고 새로

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라는 작가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봉건과 전쟁이라는 사회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오는 시

대 현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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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at the writer’s choice of narrative

effectively reveals the overall meaning of the nove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irst-person point of view of his 1940s novel 《Qiyuan》 and 《Ward

4th》, grasped Bajin’s creative intention and real-life perception.

《Qiyuan》, written about the downfall of an old family, arouse the

reader’s sympathy by showing the narrator’s inconsistency. Meanwhile,

humanism was presented through the form of point-of-view movement

and dialogue. And 《Ward 4th》, reflecting the realities of the

Sino-Japanese War, showed the confusion of that time, selfish world and

the violence of war, describing the passive narrator’s attitude.

As such, Bajin’s 1940s novels reproduce the sections of Chinese reality

at that time according to the narrative strategy of the first-person point

of view, and effectively shows the author’s perception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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