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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가 위화의 산문 ≪十個詞彙中的中國≫의

‘비허구적 글쓰기’

Chinese author Yu Hua's prose ≪十個詞彙中的中國≫ non-fiction writing

신의연*

Shin eui-yun

요  약 ≪十個詞彙中的中國≫ 의 한국어판 서문의 제목은 <5월 35일>이다. 이는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1989

년 6월 4일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5월 35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원본

≪十個詞彙中的中國≫가 중국에서 출판이 금지된 이유는 이 책이 바로 직접적으로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는 ‘6월 4일’

식 글쓰기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반대로 같은 저자 위화의 다른 소설 ≪형제≫는 더 직접적인 비판일

색의 소설임에도 이 소설의 형식이 저자가 말하는 ‘5월 35일’식 글쓰기였기에 정부 검열의 여지가 있음에도 출판된

것이다. 저자 위화가 말하는 ‘5월 35일’식 글쓰기와 ‘6월 4일’식 글쓰기는 각각 ‘허구’와 ‘비허구’의 글쓰기를 지칭한 것

이다. 지난 30년간 위화는 이른바 소설이라는 ‘허구적 글쓰기’ 속에 사랑과 애증의 필치로 자신이 사는 중국의 현실을

이야기하여 왔다. 그리고 그간의 소설속에 예리한 비판정신을 담아왔음은 그의 작품을 아는 많은 독자들 누구나 인정

하는 사실이다. ≪十個詞彙中的中國≫은 소설이 아니라 산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위화가 더 이상 소설이라는 틀

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포문을 자신의 이야기하고 싶은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첫 작품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 요 어 : 十個詞彙中的中國, 비허구적 글쓰기, 위화, 자유, 중국현대소설

Abstract The preface to the Korean version of ≪十個詞彙中的中國≫ is titled <May 35> This means June 4, 
1989, when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in China took place. It was cleverly called 'May 35' to avoid 
censorship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reason why the original ≪十個詞彙中的中國≫ is banned from 
publishing in China is because the book directly mentions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On the contrary, it 
was published in the May 35 style of writing in spite of public opinion. Writing in the May 35 and June 4 
style refers to writing in "fiction" and "non-fiction." 
For the past three decades, Yu-hwa has talked about the Chinese reality in love and hate amid the so-called 
fiction "false writing." And it is someone's admission that there was a keen spirit of criticism in the past. ≪十
個詞彙中的中國≫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Yu-hwa is no longer dependent on the framework of fiction, 
but is the first work to begin to express the desire to directly talk about 

Key word : China in ten words, Non-fiction writing,Yu-hua, Freedom, Chinese modern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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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개혁개방을 언급하지 않는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G2국가로 세계 정치와 경제의 축을 잡고 있다. 서구에

서 중국의 인권 등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만 정

작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결국 이들 또한

시간이 흘러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중국 예술문화계 안에서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이

후 출생한 자들인 80後, 90後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 출생이전의 문화대혁명 등 정

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과 비이성적 집단권력의

피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들이다. 따라서 이제 그

들에게 중국 현대사의 사건들은 진부한 주제가 될 것이

다(특히 문화대혁명을 주제로 한 논의들). 그들에게는

현실의 모순과 종잡을 수 없는 자신의 미래를 논하기도

벅차다. 하지만 현재 중국인민들은 더 이상 무력한 개

인들이 아니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

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들끓으며 또 한편으로

는 점점 사라지는 ‘양심’과 ‘의식’의 소환여부를 고민한

다. 그러나 현재 젊은 그들이 중국 정부의 검열을 뚫고

‘양심’과 ‘의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로 두

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현재는 오히려 중국의 주변국

들은 중국의 굴기에 대처하는 자국의 생존과 번영에 골

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 중국 작가 余華

(이하 위화)는 2010년 9월 프랑스에서 ≪十個詞彙中的

中國≫ 첫 해외판을 출판하였다.[1] 뒤이어 2011년 1월

대만, 9월 영문판을 출판하였다. 한국에는 2012년 9월

출판되었다. 이 책은 단 열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기

괴하고도 신기한 당대 중국의 여러 가지 현안을 축약

설명하고 있는 산문이다. 때문에 중국대륙에서는 아직

도 출판이 금지되어 있다.

이어 2013년 6월 위화는 장편소설 ≪第七天≫을 중

국 현지에서 출판하였다. 이는 위화가 ≪兄弟≫이후 7

년 만에 내어놓은 신작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의 독자들이 고대하던 위화의 신작이었다. ≪十個詞彙

中的中國≫이 직접적인 방식 즉 소설이 아닌 산문의 형

식으로 당대 중국이야기를 담았고 이는 중국내 출판 금

지로 이어졌다. 뒤를 이은 장편소설 ≪第七天≫은 허구

의 방식 즉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사후세계라는 가상의

공간을 빌어 당대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후 세상 이야기인 ≪第七

天≫이 훨씬 더 치열한 현실이야기이며, 중국 당대 현

실을 논한 산문 ≪十個詞彙中的中國≫속 사실은 현실

이 아닌 것처럼 황당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지만 ≪

十個詞彙中的中國≫ 역시 현실 중국의 괴이한 이야기

들이다.

1980년대 중후반 위화의 선봉 실험적 글쓰기는 위화

스스로 언급한 바 ‘허위의 형식으로 내면의 진실을 이

야기하기’였다. 청년 위화는 당시 중국적 현실을 폭력,

피, 죽음을 제재로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돌파해보고자

하였다. 1990년대에는 ‘민간’이라는 은닉의 서술공간에

둥지를 틀어 세 편의 장편소설 발표하였다. 2005년과

2006년의 소설 ≪兄弟≫에서도 여전히 ‘우리 류진(刘

镇)’이라는 작은 마을과 그 마을 사람들을 서술자와 서

술공간으로 설정하고 당시 초고속 경제성장통을 겪는

중국인민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兄弟≫부터는 이전 작품과 달리 곳곳에서

금방이라도 소설이라는 형식을 뚫고 나올 것 같은 팽팽

한 현실비판의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마치 위화의

서술 욕망이 더 이상 소설이라는 형식에만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따라서 2010년 이후의 위화는 아예 진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소설이라는 허구의 형식에 감추지 않기로 작정

한 듯 보인다. 혹은 억지로 소설이라는 형식을 차용하

지만 그의 서술 속에는 이제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十個詞彙中的中國≫은 소설을 떠난 직접적

인 호소이고, ≪第七天≫은 억지 춘향격으로 소설의 형

식을 차용하나 소설로 보이지 않는다.

세계가 중국의 위상에 눌려 침묵이 길어질 때, 누군

가는 나서서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주기를 바래왔다. 하

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

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소설가 위화가 ≪十個詞

彙中的中國≫, ≪第七天≫을 통해 어디서도 들을수 없

는 당대 중국 내부의 이야기를 들고 나와 준 것이다.

Ⅱ. ≪十個詞彙中的中國≫의 의의

≪十個詞彙中的中國≫은 산문이다. 이 작품은 픽션

인 소설적 글쓰기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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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당당

하게 소설이라는 형식을 벗어내고 산문으로 나선 것이

다. 2010년 과거와 달리 중국내 유명인사가 된 위화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직접적 포화를 열어 제친 것이

다.

이 10가지 키워드에는 인민人民, 지도자领袖처럼 당

대 중국사회에서는 급격히 퇴색된 키워드가 있다. 또

반대로 비상식적이고 기상천외하지만 산채山寨, 홀유忽

悠처럼 당대에 열렬히 환영받는 키워드도 있다.

위화는 오늘날의 중국을 애기하면서 자꾸 문화대혁

명 시기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두 시대가 서로 연결되

어 있으며 사회형태는 판이하지만 일부 정신적 내용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닮은 꼴이기때문이라 말한다.

위화는 중국인은 전국민 운동방식으로 문화대혁명을

진행한 데 이어 똑같이 전국민 운동방식으로 경제발전

을 진행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문화대혁명이

정치권력의 새로운 분배라면, 개혁개방은 경제 권력의

재분배라는 명쾌한 이야기를 하였다.

Ⅲ. ≪十個詞彙中的中國≫속 열 개의

키워드

① 인민 人民

위화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현대중국어에서 가장 이

상한 처지가 된 단어라도 말한다. ‘인민’은 중국 현대사

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입에 올리는 無所不

在한 단어였지만 지금은 공허한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고 말한다. 오히려 ‘인민’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여 인터넷을 하는 망민網民, 주식은 하는 고민股

民등으로 분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위화는

1989년 천안문 사건시 경험한 이 ‘인민’이라는 단어의

힘을 이야기한다.

“내게는 ‘인민’이 바로 이처럼 어려운 문제였다. ‘인

민’은 내가 가장 먼저 인식하고 가장 먼저 쓴 단어였지

만 살아가면서 연이어 망각하고 배신했던 단어이다. 내

눈앞에 무수히 나타났고 내 귀에 무수히 울렸던 이 단

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

다. 그러다가 스물아홉 살이 되던 해에 아주 깊은 밤의

경험 덕분에 마침내 이 위대한 단어를 진정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 그리고 나서야 비로서 나 자신에게

‘인민’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공허한 단어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었다.”[2]

“그들은 손에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신념

만은 대단히 확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와 살이 움

직이면 군대와 탱크도 막아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들이 한데 뭉쳐 있으니 거센 열기가 솟아올랐다. 모

든 사람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았다. 이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빛이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된다고, 또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의 몸보다 에너지

를 더 멀리 전달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스물아홉

살이던 그 밤에 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

았다. 인민이 단결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빛보다 더 멀

리 전달되고 그들 몸의 에너지가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는 것이다. 마침내 나는 ‘인민’이라는 단어

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3]

이는 한밤 천안문 사건 중 시위부대와의 대면을 통

해, 잊고만 있었던 그리고 줄곧 불신하여왔던 우리이웃

‘인민’들의 굳건한 신념을 체험했던 이야기이다. 1989년

위화의 이 감동적 경험은 ‘인민’이라는 단어에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나중에 위화의 글쓰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사건의 체험이 1980년대 피비린내 나

는 글쓰기에서 1990년대 글쓰기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위화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 ‘허삼관’이나 ‘복귀’ 같은 ‘인

민’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실제로 1989년부

터 위화의 글쓰기는 조금씩 변화하여 1990년대 감동적

인 세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다.

② 領袖 지도자

위화는 지난 30년 동안 가치 폄하의 속도가 가장 빠

른 단어를 찾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영수領袖’가 당

선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신성하고 위대한 마오쩌둥의 대명사였던 언어에서

이에 거리로 내몰린 단어 ‘영수’라는 호칭을 통해 변화

된 당대 중국의 모습을 언급한다. 마오주석의 전성기부

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이 느꼈던 ‘영수’라는

단어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나간 마오쩌둥 시대를 그리워하는

심리를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그 시대는 공허한 계급투

쟁으로 생활이 궁핍하고 인간본성에 대한 압박이 심했

지만, 지금은 극심한 경쟁과 거대한 압력이 중국인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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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과 생존의 전쟁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③ 閱讀독서

지금은 어디서나 책과 읽을거리들이 넘쳐나지만, 불

과 몇 십 년 전 중국의 문혁시기에는 대자보와 마오쩌

둥 선집이외의 책을 구해 읽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였

다. 문혁시기 중국 인민들의 책에 대한 굶주림과 제한

된 책 구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위화

는 독서는 다른 시대, 나라, 민족, 문화를 초월해 작가

의 작품 속에서 자신의 느낌을 읽게 하는데, 이것이 바

로 문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위화를 비롯한 당대 중국작가들의 성장은 역설적이

게도 문혁시기의 책에 대한 굶주림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경험이 훗날 독서와 글쓰기에 전념하게된 원동력

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④寫作 창작

문혁시기 대자보쓰기부터 시작한 자신의 글쓰기 경

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치과 발치사에서 문화관으로의

전직하게 된 과정, 그리고 전업 작가로서의 창작의 어

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성장 과정 중 집밖을 나서면 일상처럼 무장투쟁

과 집단패싸움을 접하고 사람들이 피를 줄줄 흘리는 모

습을 보아왔으며, 집이 병원인지라 핏자국 가득한 병원

에서 자라왔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창작을 시작한

이후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위화자신이 스물여섯에서

스물아홉사이에 엄청난 분량의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야

기를 쓴 것이 위의 환경과 관련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위화는 이러한 글쓰기 광기 속에 정신의 붕괴위기가

찾아왔으며, 이에 의식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 피비린

내와 폭력이 가득한 이야기를 써선 안돼” 라고 스스로

경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위화

는 그의 글쓰기 속에는 수십명의 작중인물을 비명횡사

시켰다.

1980년대 중후반의 위화의 글쓰기는 내용과 형식면

에서 파격적인 것이었다. 중국문단에서 위화가 ‘선봉파’

글쓰기의 대표작가중 하나였다.

이러한 위화가 1990년대의 ≪가랑비속의 외침≫[4],

≪인생≫[5], ≪허삼관 매혈기≫[6]같은 감동적이고 온

정어린 글쓰기를 하게 된 것은 이 과정속에서 스스로

글쓰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자신을 치유시켰던

과정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다.[7]

많은 한국의 독자들은 위화의 1990년대 소설 ≪인생

≫, ≪허삼관 매혈기≫, ≪兄弟≫ 의 재미와 감동만을

기억하지만, 이는 실제로 위화의 소설 창작의 놀라운

반전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화가 실제

그의 창작인생을 통해서도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심리

적 혁명의 파동을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⑤ 魯迅 루쉰

오늘 많은 중국인들이 루쉰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루쉰에 대해 중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는 정치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루쉰은 문혁시기에 작가라기보다 정치와 혁명의 단

어였음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위화는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루쉰의 작품자체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

였을 것이라 고백하였다. 위화가 작가가 된 이후 30대

중반이후에야 루쉰의 천재성과 문학적 수준을 알게 되

었다고 한다.

실제로 문혁시기에 마오쩌둥에 의해 우상화된 루쉰

과 루쉰의 작품은 하나의 구호로만 존재하였던 것이다.

루쉰은 당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의

유일한 스승이었고, 그의 구중국에 대한 비판이 마오쩌

둥에 이용당하였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루쉰

은 문혁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하나의 단어에서 작가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루쉰을 이용한 마오쩌둥의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공개

한 것이다.

⑥差距 격차

중국이 G2라는 배후 중국 국민들의 연평균 수입은

세계 100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품소비

국의 일원이 된 부유한 중국인들은 이제 자신들과 공존

하는 가난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위화는 이러한

빈부, 도농, 지역, 개인소득의 격차를 실제적인 일화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런 공시적인 격차 외에도

불과 30년 만에 과거를 잊고 사는 통시적인 격차도 제

기하였다.

이는 중국의 빈부격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실제 위화는 2000년대 이후 그의 작품 ≪형

제≫[8]와 ≪제 7일≫[9]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본격

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⑦ 革命 혁명

여기에서는 과거의 혁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중국의 경제 발전의 불가사의 한 동력으로서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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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위화는 당대 중국의 경제가 충

분한 정치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적을

성장한 것에 대한 해답으로 의외의 대답인 혁명을 제시

하고 있다.

“아주 강력한 두 손이 이런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지

탱해 주는데, 이 두 손의 이름이 다름 아닌 혁명이다...

(중략)... 그 뒤로 중국은 개혁개방을 알리며 세계에 모

습을 드러냈다. 혁명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지난 30여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 기적에서도 혁명은 사

라지지 않았다. 단지, 환골탈퇴하여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10]

이는 참으로 작금의 중국의 경제발전의 속도와 면면

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허기진

중국의 속사정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화는 마지막에 과거 혁명의 씁쓸한 기억을

더듬어 다시 질문하고 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⑧ 草根 풀뿌리

≪허삼관 매혈기≫에 출현하였던 혈두(血頭)를 시

작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혼돈 속에서 다양한 풀뿌리

출신들이 부호명단에 올랐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

하게 문혁시기에도 정치권력의 각축 속에서 폭발적으

로 상승했다고 폭발적으로 추락한 풀뿌리 인민들의 이

야기를 담았다.

이어 위화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풀뿌리 계층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하나는 문혁이 정치권력

을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개혁개방은 경제

권력을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다.

⑨ 山寨 산채

원래 산적들이 점거하여 거주하던 곳을 ‘산채’라고 하

는데, 여기에 정부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

게 되었다. 후에 ‘모방’에 ‘무정부주의’정신까지 반영되었

다며 이 ‘산채’를 합리화하고 있는 풍조를 지적하고 있

다. 물론 민간차원의 관방에 대한 조소와 풍자라는 긍정

적인 의미도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표절,

악의적 조롱 등 부정적인 영향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산채’라는 단어는 보수되고 경직된 국유경제

를 뚫고 성장한 중국 민간 경제의 유연한 역량을 말해

주기도 한다. 위화는 이들 풀뿌리계층이 각자 모든 곳

에서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신기하고 이상한 사

회생태를 창조해왔다고 말한다. 즉 정치적 권력의 한계

를 인정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족을 구하는 산채 언

론 형성, 산채 지도자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

다. 위화는 또 다음과 같이 산채현상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내가 오늘날의 중국을 애기하면서 자꾸 문화대혁

명 시기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 문화대

혁명시기와 오늘날의 중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형태는 판이하지만 일부 정신적 내용

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꼴이다. 예컨대, 우리는 전민운

동방식으로 문화대혁명을 진행한 데 이어 똑같이 전민

운동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진행해 왔다.”[11]

문혁시기와 지금 중국의 일부 정신적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이다.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다양

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한 자성의 목

소리인 셈이다.

⑩ 忽悠 홀유

홀유는 당대 중국에서 만연하는 속임수, 사기를 말하

는 긍정적 합리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오락’이라는 의

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한

없이 억울하지만 홀유하는 사람은 장난스레 그냥 홀유

였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신흥 부자중에는 홀유를 사용하

여 현실을 과장 과대포장하여 성공한 예도 적지 않다.

위화는 홀유는 새로운 어휘 귀족으로 ‘산채’와 맞먹는

위치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홀유가 당당한 생활방식으로 인정받는 중국

적 현실이 위화에게는 달갑지 않다. 위화는 “이처럼 홀

유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지하지 못한

사회, 또는 원칙이 중시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Ⅳ. ≪十個詞彙中的中國≫ ‘비허구’적

글쓰기로 외치는 ‘자유’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의 제목은 <5월 35일>이다.

이는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1989년 6월 4일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5월 35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원본 ≪十個詞彙中的中國≫가 중국에서 출판이 금지

된 이유는 이 책이 바로 직접적으로 천안문 사태를 언

급하는 ‘6월 4일’식 글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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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형제≫는 ‘5월 35일’식 글쓰기였기에 비판의 여

지가 있음에도 출판된 것이다. ‘5월 35일’식 글쓰기와 ‘6

월 4일’식 글쓰기는 바로 ‘허구’와 ‘비허구’의 글쓰기를

지칭한 것이다.

그동안의 위화는 자신이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5

월 35일’식으로 자유롭게 글을 써왔지만, 이제 직접적으

로 ‘6월 4일’식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위화는 또 ≪

十個詞彙中的中國≫의 열 개의 키워드 외에 다시 또 열

한번 째 키워드를 선정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자유’는 위화가 차마 아직은 말하지 못한 중

국 인민의 ‘자유’이자 작가 위화 자신의 ‘자유’를 말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위화는 이른바 소설이라는 ‘허구적 글쓰

기’ 속에 사랑과 애증의 필치로 중국적 현실을 이야기

하여 왔다. 그리고 그의 소설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 까

지 영화(중국 영화 <活着> 1994, 한국영화 <허삼관 매

혈기> 2014)와 연극(2003년과 2004년 서울등 공연 동아

연극상수상)으로 장르를 넘나들며 제작되었다. 하지만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소설과 미디어 텍스트 속에 예리

한 비판정신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

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十個詞彙中的中國≫은 산

문이다. 이 산문은 위화가 더 이상 소설이라는 틀에 의

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열망

의 포화를 열기 시작한 첫 작품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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