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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海子 시의 창작특징과 주제의식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80년  말에 시작된 

시인의 죽음 논의로 비롯된다. 海子, 戈麥(1967-1991), 顧城(1956-1993) 등의 

잇따른 자살로 충격에 휩싸였던 80년  말의 문예계는 그들의 시에 한 다양한 

평가들을 내놓는다. 당시에 海子의 시는 죽음의 비극성을 詩化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자살로 그 성과가 과 평가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 1990년에 발표된 吳曉東과 謝凌崗의 글 <詩人之死>는 근  서구 지성

사에서 시인의 자살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본 뒤, 중국의 시 적 위기가 海子를 어

떻게 자살로 몰아갔는지를 확인한다. <詩人之死> 이후의 海子 시 연구는 죽음의 

이미지, 숨겨진 자살의 조짐, 자살로의 필연적 이행 과정 등에서 활발한 성과를 보

이면서 海子가 특정 유파에 속하거나 특정 세 를 표하는 시인이 아닌 탓에 정기

간행물에 작품을 발표할 기회조차 제 로 얻지 못했음을 실증하기도 한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가 상 적으로 소홀히 했던 海子의 소외심리를 공간과의 不和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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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고, 그의 이상과 응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Ⅱ. 不和의 공간

海子1)의 시에서 마을은 온정이 살아 있는 非도시적 공간으로 묘사된다.2) 아래

의 시 세 수는 마을을 주제로 하여 각각 1984년, 1986년, 1987년에 창작된 것이

다. 창작된 해는 다르지만 세 작품의 화자는 마을을 ｢평화와 정이 넘치는｣ 공간으

로 그려내고 있다.

마을에 살고 있다/ 어머니와 아들이/ 아들은 조용히 자라고/ 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본다// 갈  수풀 속/ 마을은 하얀 배 한 척/ 내 누이 갈 를 부른다/ 내 누

이 아름답다

(村庄裏住着/ 母亲和兒子/ 兒子静静地长大/ 母亲静静地注视// 芦花从中/ 村

庄是一只白色的船/ 我妹妹叫芦花/ 我妹妹很美丽)3)

<村庄>(1984) 전문

마을, 오곡이 풍성한 마을에, 정착했다/ 손가는 로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은 

적을수록 좋다!/ 해질 무렵의 마을, 빗물의 마을을 소중히 여긴다/ 구름 한 점 없

는 먼 하늘은 내 영원한 슬픔 같다

(村庄，在五谷豐盛的村庄，我安顿下来/ 我顺手摸到的东西越 越好！/ 珍惜

黄昏的村庄，珍惜雨水的村庄/ 萬里無雲如同我永恒的悲伤)4)

 1) 海子(1964～1989): 본명은 查海生이고, 安徽성 懷寧縣에서 태어났다. 1979년 北京

大學 법학과에 입학하였고, 1983년 졸업 후부터는 줄곧 中国政法大学에서 가르쳤다. 

1989년 3월 26일 河北의 山海关에서 자살하였다. 지금까지 출판된 시집으로는 《土

地》(1990), 《海子, 骆一禾作品集》(1991), 《海子的诗》(1995), 《海子诗全编》(1997), 

《海子诗全集》(2009) 등이 있다.

 2) 2009년에 출판된 《海子詩全集》의 목차에는 마을 관련 제목이 <村庄>(1984), <村

庄>(1986), <北斗七星 七座村庄>(1986), <九首詩的村庄>(1987), <兩座村

庄>(1987) 등 5회 등장한다. 이밖에도 바다와 관련된 시(<海上婚禮>, <海滩上为女士

算命>(1986), <海水没顶>, <七月的大海>, <海底卧室>(1988), <面朝大海春暖花

>(1989), <太平洋上的贾宝玉>(1989)), 보리밭과 관련된 시(<麥地>(1985), <麥

地>(或遙遠), <麥地 詩人>(1987)) 등에서 공간에 한 海子의 관심이 나타난다. 

 3) 海子 著, 西川 編 《海子詩全集》(北京, 作家出版社, 2011), 39쪽.

 4) 海子 《海子詩全集》,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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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庄>(1986) 전문

평화와 情欲의 마을/ 시의 마을// (…)// 마을에 바람이 불어온다/ 하이즈의 마

을에 바람이 불어온다/ 마을에 불어오는 바람에는/ 신선함과 아득함이 있다

(和平 情欲的村庄/ 诗的村庄// (…)// 风吹在村庄/ 风吹在海子的村庄/ 风

吹在村庄的风上/ 有一阵新鲜有一阵久远)5)

<兩座村庄>(1987) 에서

어머니와 아들, 누이의 마을은 강물 위의 배처럼 갈  수풀에 에워싸여 있다. 그

곳에서 아들은 조용히 자라고, 어머니는 그를 조용히 지켜본다. 이 고요함을 깨뜨

리는 자는 누이다. 누이는 어머니, 아들과 달리 ｢갈 를 부르며｣ 소리 내곤 한다. 

無聲의 아들은 그런 有聲의 누이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세 수의 시는 마을을 

갈등 없는 가족관계가 실현되는 곳이자 ｢오곡이 풍성｣하고 ｢신선함과 아득함이｣ 있
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그려놓았다. 宗匠 등의 연구자들이 海子의 마을을 

｢보리와 詩, 물질과 정신｣이 통일되어 있고 공존의 소망이 투영된 이상세계, 즉 유

토피아로 설명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는다.6) 

그러나 유토피아가 그리스어의 ‘없음’(ou-), ‘장소’(toppos)가 결합된 ‘실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된다는 점은 海子의 마을을 유토피아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

기 어렵게 한다.7) 海子 시의 일부 공간에 유토피아적 색채가 농후한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시인이 체험한 이런 공간이 실재한다는 점은 그것을 유토피아가 아니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에 근접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海子 시의 마을이 헤테로토피아의 형상화라는 가설은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의 

<城里>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다.

 5) 海子 《海子詩全集》 341쪽.

 6) 宗匠 <海子詩歌: 雙重悲劇下的雙重絶望>, 崔卫平 主編 《不死的海子》, 北京, 中国文

联出版社, 1999, 151-152쪽. 

 7) 유토피아 개념의 기원은 부분 플라톤 철학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나 유토피아가 

갖는 현실 비판적⋅문명 비판적 성격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1516)에서 본격적으

로 시작된다. 자본의 원시적 축적 단계의 영국이 겪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려낸 이 

작품은 사유재산의 소멸, 가난한 자와 부자의 구별 없는 공산주의적 사회조직을 현실의 

이상적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문학 작품에서 시작된 유토피아적 이상은 16-17

세기 유토피아 문학의 잇따른 출현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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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나무를 마주하고/ 앉은 채/ 꼼짝 하지 않는다/ 자동차 소리/ 등 위로 울려

고/ 나는 내 낙엽 가득한 이/ 오래된 코트를/ 이 도시/ 아무나에게 보내주려 한

다/ 이 도시에는/ 내 월급과/ 내 물이 있고/ 이 도시/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두 손을 사랑하며/ 작은 물고기 열 마리가/ 내 머리카락에 뛰어드는 것을 사

랑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익힌 보리이다/ 누군가 이 도시에서 쾌활하게 

걷는다면/ 그를 사랑하리라

(面 棵棵綠樹/ 坐着/ 一動不動/ 汽車聲音響起在/ 脊背上/ 我這就想把我這

/ 蓋滿落葉的 外套/ 寄給這城裏/ 任何一个人/ 这城裏/ 有我的一份工資/ 有我

的一份水/ 這城裏/ 我愛着一個人/ 我愛着兩只手/ 我愛着十只 魚/ 跳進我的頭

發/ 我 愛煮熟的麥子/ 誰在這城裏快活地走着/ 我就愛誰)8)

<城里>(1985) 에서

화자는 ｢자동차 소리｣ 울려 는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곳

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가 소유한 것은 ｢내 낙엽 가득한 이/ 오래된 코트｣, ｢내 

월급｣, ｢내 물｣이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 ｢두 손｣, ｢작은 물고기 열 

마리｣, ｢익힌 보리｣이다. <村庄>에 속한 보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화자의 고백은 그

의 정신이 도시 안을 벗어나 그가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한 마을을 향해 있을 암시

한다. 이렇게 볼 때 마을은 도시에 치되는 농촌에 가까운 공간으로, 그가 서 있

는 도시의 ｢온갖 장소들 가운데 절 적으로 다르며｣,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는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反공간(contre-espaces)｣9), 즉 헤테로테피아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런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달리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10) 

하지만 海子의 시적 공간은 안식처로서의 헤테로토피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간

이 마을의 구체적인 장소로 형상화될 때, 마을은 헤테로토피아의 성격을 잃고 말기 

 8) 海子 《海子詩全集》, 105-106쪽.

 9) 미셸 푸코 저,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9, 11-12쪽.

10)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 우리가 지도 위에 위치지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지는 유토피아들, 그리고 명확한 시간, 우리가 매일 매일의 달력에 따라 

고정시키고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유토피아들이 ― 모든 사회에 ― 있다고 생

각한다. 어떤 인간 집단이든 그것이 점유하고 실제로 살고 일하는 공간 안에서 유토피

아적인 장소들(lieux utopiques)을 구획하고, 그것이 바삐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유크

로니아적인 순간들(moments uchroniques)을 구획한다.｣(《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

과지성사, 2009),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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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제 그 장소는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는 현실 세계의 비정함과 난폭함을 

담고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11)

가을걷이 후의 황량한 지/ 사람들은 한해의 수확을 가져갔다/ 양식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갔다/ 땅에 남은 사람은, 깊이깊이 묻혔다

(豐收之後荒涼的大地/ 人們取走了一年的收成/ 取走了糧食騎走了馬/ 留在地

裏的人，埋得很深)12) 

<黑夜的獻詩>(1989) 에서

지(大地)와 땅(土地)은 海子 시의 주요 공간들이다. 海子는 ｢땅을 상실함으로

써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현 인의 영혼｣과 ｢땅의 체물로서의 욕망｣에 관한 

사고가 땅의 숙명을 그린 長詩 <太陽⋅土地篇>의 창작 배경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13) 海子가 인간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사유할 때의 땅은 인류를 위한 희생에

도 불구하고 그 욕망에 유린당하고 만다. 한편, <黑夜的獻詩>에서 지를 그릴 때

의 시인은 그것을 땅처럼 인간 욕망의 간섭에 시달리는 곳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지를 곡식의 생산지로 여길 때는 땅과 지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 인

용된 시를 보면, 인간의 욕망이 벌써 한차례 지를 훑고 지나가서 ｢한해의 수확｣
은 어디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은 ｢사람들｣↔｢땅에 남은 사람｣, ｢가져갔다｣
↔｢깊이깊이 묻혔다｣의 비를 통하여 수탈자와 被수탈자의 갈등 구도를 제시한 

뒤, 수탈당한 자가 수탈자의 뒤를 쫓지 못하고 그 절망의 깊이만큼 땅에 ｢깊이깊이 

묻히고｣ 만 비참함을 극 화시킨다. 

한편, <麥地>의 보리밭은 <黑夜的獻詩>의 수탈/被수탈의 공간이 아닌,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11) 푸코는 공간(espace)의 추상적⋅객관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장소를 공간에 비해 구체

적이고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성과 관련되며, 공간을 맥락화하는 실천에 의해 의미 부여

받은 공간이라 말한다(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11-14쪽 참조). 이 푸 투안 역시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며,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

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한 바 있다(이 푸 투안 저,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서울, 윤, 2011, 19쪽). 

12) 海子 《海子詩全集》, 548쪽.

13) 김소현 <땅의 숙명과 인간 욕망에 관한 시>, 《중국현 문학》 2001년 제21호, 1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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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밥 먹고 자란 이가/ 달빛 아래 커다란 그릇을 받쳐 든다// (…)// 달빛 아

래/ 밤까지 보리 심는 아버지// (…)// 보리물결 ― / 천당의 식탁이/ 들녘에/ 보

리밭에 펼쳐진다// 수확의 계절에/ 보리물결과 달빛에/ 낫을 씻는다// 달빛은 내

가/ 때때로 흙보다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수줍은 연인은/ 눈앞에서 보릿짚에 흔

들린다// (…)// 우리 각자/ 나일 강, 바빌론 혹은 황하의/ 아이들을 인도하여 강 

양쪽 언덕에서/ 벌들이 춤추는 섬 혹은 높은 평원에서/ 손을 씻고/ 밥 먹을 준비

를 한다// 내 이렇게 너희를 품게 해주길

(吃麦子长大的/ 在月亮下端着大碗// (…)// 月亮下/ 连夜種麦的父亲// (…)/

/ 麦浪 ― / 天 的桌子/ 摆在田野上/ 一块麦地// 收割季节/ 麦浪和月光/ 洗

着快镰 // 月亮知道我/ 有时比泥土还要累/ 而羞涩的情人/ 眼前晃动着/ 麦秸/

/ (…)// 我们各自领着/ 尼罗河，巴比伦或黄河/ 的孩子 在河流两岸/ 在群蜂飞

舞的岛屿或平原/ 洗了手/ 准备吃饭// 就让我这样把你们包括进来吧)14)

<麥地>(1985) 에서

농부인 아버지는 밤새 보리를 심고, 달은 그의 고단함을 지켜본다. 늦가을에 뿌

려진 보리가 다음해 봄에 수확될 때 아버지와 아들은 이 ｢수확의 계절｣에 자신들이 

키워낸 보리에 낫질을 한다. 자신이 길러낸 것을 죽여 버리는 이 행위는 풍성한 식

탁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화자가 ｢우리는 보리밭을 사랑하지만/ 추

수하는 이 날 나는 원수와/ 악수하며 화해한다(我们是麦地的心上人/ 收麦这天我

和仇人/ 握手 和)｣15)고 읊조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麥地>와 <黑夜的獻詩>는 모두 시의 배경을 수확철의 농경지로 삼고 있지만 이

를 하는 화자의 태도는 판이하다. 예를 들어 <麥地>의 보리밭은 ｢천당의 식탁｣으
로 그려져 있지만, <黑夜的獻詩>의 땅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

다. 이런 차이는 <麥地>의 보리밭에 수탈/被수탈의 갈등이 없다는 데에 기인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麥地>에 수탈자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달빛 아래/ 열두 마리의 새가/ 보리밭을 날아간다/ 어떤 놈은 보리알을 입에 물

고/ 어떤 놈은 바람을 안고 춤을 추며, 한사코 부인한다

(月亮下/ 有十二只鸟/ 飞过麦田/ 有的衔起一颗麦粒/ 有的则迎风起舞，矢口

否认)16)

14) 海子 《海子詩全集》, 116-118쪽.

15) 海子 《海子詩全集》, 117-118쪽.

16) 海子 《海子詩全集》,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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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麥地>(1985) 에서

보리밭 주위를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어떤 놈은 이미 보리알을 훔쳐 ｢입에 물고｣, 
어떤 놈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춤추고 있다. 이들에게서 곡식을 보호해야 하는 임

무를 갖고 있는 화자는 ｢보리알을 지킬 때가 되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看麦子时

我睡在地里)｣17), 추수 때가 되어야 지켜낸 보리의 결실을 누리게 되는 자다.

아버지와 화자는 수탈자의 위협을 이겨내고 보리밭의 수확을 향유하게 된다. 이 

점은 <麥地>가 <黑夜的獻詩>와 같은 수탈/被수탈의 갈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출하

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보리밭 위 화자는 분명 열두 마리의 새를 의식하고 있

다. 그러나 그가 더욱 집중하는 일은 사람들과의 식사 준비다. 화자가 ｢달빛 아래 

커다란 그릇을 받쳐｣든 모습은 경건한 제의를 치루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농민이 

‘파종→성장→수확’해낸 뒤 마주한 보리밥은 화자의 적극적인 食의 행위로 자기화하

게 된다. 달빛이 지를 비추는 시간, 즉 밥 먹는 지금 이 순간, 화자는 ｢나일 강, 

혹은 바빌론 혹은 황하의/ 아이들을 인도하여 강 양쪽 언덕에서/ 벌들이 춤추는 섬 

혹은 높은 평원에서｣ 수확물을 즐길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먹고 소

화시켜서 얻게 된 힘은 척박한 조건을 이겨낸 보리만큼, 또 수탈자의 위협을 이겨

낸 노력에 값하는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麥地>의 보리밭은 海子 시의 생명의 

원천으로서,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麥地>에서 포착되는 들뜸, 황홀함은 <黑夜的獻詩>가 창작된 1989년 무

렵의 작품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정서들이다. 이런 변화는 海子의 실패한 사랑, 

가난한 생활 등의 개인적 경험 뿐 아니라, 80년  중후반 중국의 땅과 지가 헤테

로토피아로 인식되기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의 농촌은 도시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공간이었다. 

국가의 농촌착취가 70년  말에 계속된 것은 4개 현 화라는 근 적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농민을 착취하는 일이 불가피한데서 말미암는다. 이에 관

하여 모리스 마이스너는 집단농업체제의 해체와 농촌경제의 상업화 과정이18) 농촌

17) 海子 《海子詩全集》, 117쪽.

18) 모리스 마이스너 저,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1980년  초에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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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부농/고용노동자로 분화시키고 농촌의 당 간부들이 막 한 이익을 축적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본다. 이어서 그는 토지에서 노동하는 농민에게 갈수록 적은 

가가 돌아가는 시장주도형 경제의 흐름 속에서 곡물 부족과 농산물가격 불안이라

는 현상이 나타나 80년  말 농민과 정부관료 사이에 생겨난 적 감과 갈등의 골

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19) 이와 관련해서 溫鐵軍은 중국 정부가 1978-1979년

의 심각한 재정 위기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에게 10%의 재정도 지

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농촌개혁 실시의 배경으로 파악하기도 한다.20)

농촌경제를 둘러싼 이 같은 정치경제적 상황은 시인이 땅을 80년  초중반의 보

리밭, 마을과 근본적으로 다른, 각종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는 不和의 공간으로 그

려내게 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유토피아도 헤테로토피아도 될 수 없는 

농민의 상실감만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되기에 이른다.

풀 갈퀴 번쩍인다, 볏짚은 불에 쌓이고/ 볏단은 어두운 곡식창고에 쌓여 있다/ 

곡식창고는 너무 어둡고, 고요하고, 풍요롭다/ 또 너무 황량하여, 나는 풍요 가운

데 염라 왕의 눈을 보았다

(草杈闪闪发亮，稻草 在火上/ 稻谷 在黑暗的谷仓/ 谷仓中太黑暗，太寂

静，太豐收/ 也太荒凉，我在豐收中看到了阎王的眼睛)21) 

<黑夜的獻詩>(1989) 에서

풀 갈퀴 번득이고 볏짚이 불에 쌓이며, 볏단이 곡식창고에 쌓여 있는 모습이 ｢너
무 어둡고, 고요하고, 풍요롭다/ 또 너무 황량｣한 것으로 묘사된 것은 남에게 속한 

풍요가 생산자인 화자의 반응을 상실감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내게 속했던 것이 

남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화자의 예감은 염라 왕의 눈이 되어 그를 응시한다. 화자

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1978년에서 1984년까지 농산물의 총가치는 연평균 9%씩 증

가했다. 농촌의 노동생산성도 놀라울 정도로 크게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1인당 소득이 

지난 6년 동안 거의 두 배로 뛰었으며, 부분의 농촌에서 생활 수준이 극적일 만큼 눈

에 띄게 향상되었다.｣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서울, 도서출판이산, 2004), 648

쪽.

19) 모리스 마이스너 저,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서울, 도서출판이산, 

2004, 643-649쪽 참조.

20) 溫鐵軍은 정부의 이런 선택을 ‘정부의 퇴장’, ‘짐 보따리 내던지기’라 부른다. (溫鐵軍 

저, 김진공 역 《백년의 급진》, 파주, 돌베개, 2013, 84-86쪽 참조)

21) 海子 《海子詩全集》, 548-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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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가 퀭한 죽음의 눈으로 형상화된 이 목은 이들이 겪는 상실감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곡식의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은 화자의 상

실이며 곡식이 떠난 자리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들의 상실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양식은 ｢그림 속 아내(圖畵中的妻子)｣22)처럼 화자가 사랑하는 상이지만, 또

한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유 불가능으로 인한 상

실감은 그가 농민의 아들이란 점으로 말미암는다.

나는 본래 農家의 아들/ 나는 본래/ 안개 걷힌 강변의/ 젊은 농촌 선생이어야 

했다/ 도회지에서 사범 학을 졸업하고서/ 어느 동틀 무렵/ 어느 순박한 農家의 

소녀와/ 사랑에 빠졌어야 했다./ 그러나 어째서/ 나는 술집과/ 도시에 와 있는가

(我本是农家子弟/ 我本应该成为/ 迷雾 去的河岸上/ 年轻的乡村教师/ 从都

会师院毕业後/ 在一个黎明/ 和一位纯朴的农家 女/ 一起陷入情網/ 但为什麼/ 

我来到了酒馆/ 和城 )23)

<浪子旅程>(1986.2-1987.5) 에서

화자는 본래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되뇌어 본다. 그는 안

개 걷힌 강변의 젊은 농촌 선생이어야 했고, 어느 순박한 農家의 소녀와 사랑에 빠

져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 살아보지 못한 삶에 한 통한의 정서는 시인이 

젊은 시골 선생이 되기를 바란 것도, 순박한 농가의 소녀와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도회지에서 학을 졸업한 시인이 술집과 도시 아닌 어떤 

곳에서 욕망했던 것에 한 좌절의 역설이다. 그가 욕망했던 삶은 도시도 술집도 

시골도 아닌, 다른 공간에 있다. 그의 바람이 다른 어떤 공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海子의 자기 인식은 더욱 선명해져간다.24)

不和는 공간에 개입하는 시간의 이미지로 심화되어 간다. 그것은 상실감이 극심

한 계절의 공간에 한 침투로 말미암는다. 

땅 위에 가로놓인 우리의 뼈를 덮는 ― / 가을이 이미 왔다/ 추호의 관용도 온

22) 海子 <糧食> 《海子詩全集》, 77쪽.

23) 海子 《海子詩全集》, 383-384쪽.

24) 海子의 詩 <浪子旅程>(1986.2-1987.5) 383-38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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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없는, 가을이 이미 도래했다.

(掩蓋我们横陈於地的骸骨 ― / 秋已来临。/ 没有丝毫的宽恕和温情：秋已来

临)25)

<秋>(1987) 에서

가을이 깊어지자, 왕이 시를 쓴다/ 세상의 가을이 깊어 졌는데/ 얻어야 할 것은 

아직 얻지 못했고/ 잃어야 할 것은 벌써 잃어 버렸다

(秋天深了，王在写诗/ 在这个世界上秋天深了/ 该得到的尚未得到/ 该丧失的

早已丧失)26)

<秋>(1987) 에서

수확의 계절에 시인의 상실감은 극한을 드러낸다. 이 두 시의 가을은 추호의 관

용도 온정도 없는 계절이며, 땅 위에 가로놓인 우리의 뼈를 덮어버리는 비정한 시

간이다. 이 수확의 계절은 얻어야 할 것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잃어야 할 것은 벌써 

잃어버린 시인의 상태를 상실의 깊이로 이끌게 된다. 가혹한 가을이 상실의 時空으

로 외연되면서 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열어젖혀 간다. 얻을 것은 얻지 못하고 

잃을 것은 벌써 잃어버린 개인의 체험이 시 의 차원으로 확 되면서 오윤숙 교수

가 말했듯이 ｢불안의 시 , 궁핍한 시 에 처해 있던 시인이 풍요보다 빈곤을, 완

성보다 분열을 실감하고 결실의 가을에 도리어 상실과 허탈을 이야기｣27)하게 된 

것이다. 海子의 不和는 80년  후반의 중국으로 확 됨으로써 개인의 상실감이 시

의 비극으로 공감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을 장악해버린 계절의 난폭함은 不和를 극에 달하게 하는데, 이런 양상은 다

른 작품들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봄을 노래한 <春天>에서 ｢봄은 휑뎅그

렁/ 욕망을 키우며 죽음을 부추기고// 바람은 이토록 거세고/ 흙먼지는 이토록 난

폭하다(春天空空蕩蕩/ 培養慾望 鼓吹死亡// 風是這樣大/ 塵土這樣强暴)｣, ｢봄, 

잔혹한 봄날(春天, 殘酷的春天)｣이｢ 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撕裂了大地胸

膛)｣28) 등의 서술이 그러하다. 만물이 태어나고 꽃 피우는 봄을 가을의 황량함, 

25) 海子 《海子詩全集》, 423쪽.

26) 海子 《海子詩全集》, 431쪽.

27) 오윤숙 <하이즈 후기 단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역설에 관하여>, 《중국현 문학》 

2006년 제37호,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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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셈, 난폭함으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태도는 계절에 한 상식을 파괴하는 면모이

기도 하다. 그것은 풍요 속에서 빈곤을 떠올리는 염라 왕의 눈이 어느 곳에서나 

목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이다. 이밖에 아직 오지 않은 가을에 상심

하는 <八月尾>(1986), 7월에 황량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七月的大

海> 또한 시인의 이런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Ⅲ. 無力한 證 들

현실에 한 海子 자아의 不和는 자아의 현실에 한 가치론적인 우위로 비롯한

다. 하지만 현실과 海子의 힘의 관계는 현실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자아는 무력감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海子 시의 현실감응이 쓸쓸함으로 나

아가는 것은 이로 말미암는다. 

질문// (…)// 시인이여, 그 는 갚을 힘이 없다/ 보리밭과 빛의 情义// 바람과

/ 선량함을/ 그 는 갚을 힘이 없다// 그 는 갚을 힘이 없다/ 빛나는 별 하나/ 

그  머리 위에서 쓸쓸히 타오른다

(询问// (…)// 诗人，你無力偿还/ 麦地和光芒的情义// 一种愿望/ 一种善良

/ 你無力偿还// 你無力偿还/ 一颗放 光芒的星辰/ 在你头顶寂寞燃烧)29)

<麥地 詩人>(1987) 에서

문답식으로 이루어진 <麥地 詩人>의 질문 부분은 시인의 ｢갚을 힘 없음｣을 단

정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여기서 無力은 상환 불가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

다. 海子는 상환의 주체인 시인을 ｢보리밭과 빛의 情義// 바람과 선량함을｣ 갚을 

힘없는 주체로 설정하고, ｢그 는 갚을 힘이 없다｣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그 불가

능성을 강조해 간다. 또한 시인은 질문에 담긴 보리밭의 문제의식을 통하여 시인에

게 힘이 없다는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의 의도가 의문의 해소가 아니라 비판과 

질타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보리밭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인의 답 또한 단

28) 海子 <春天> 《海子詩全集》, 529쪽.

29) 海子 《海子詩全集》, 412쪽.



122  《中國文學硏究》⋅제64집

순한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게 된다.

답// 보리밭이여/ 다른 이는 그 를 보고/ 그 가 따뜻하고, 아름답다 여기지

만/ 나는 그 의 쓰라린 질문의 한 가운데 서서/ 그 에게 화상 입었다/ 나는 태

양의 괴로운 빛 위에 서 있다// 보리밭/ 신비한 질문자여// 내가 고통스레 그  

앞에 서면/ 그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 두 손이 텅텅 비었다고 말하지 않겠지

(答複// 麦地/ 别人看见你/ 觉得你温暖，美丽/ 我则站在你痛苦质问的中心/ 

被你灼伤/ 我站在太阳 痛苦的芒上// 麦地/ 神秘的质问 啊// 当我痛苦地站在

你的面前/ 你不能说我一無所有/ 你不能说我两手空空)30)

<麥地 詩人>(1987) 에서

시인은 보리밭의 날선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보리밭이 다른 사람에

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자신에게는 태양 아래 그를 세워 놓고 추궁하고 

질타하는 자라 고백한다. 그것은 심지어 답할 길 없는 시인을 화상 입히고 괴롭혀

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인을 괴롭히는 진정한 주체는 태양도, 보리밭도 

아닌, 질문 자체이다. 보리밭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이 시인의 힘없음을 부단히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힘없음에 한 보리밭의 환기는 不和의 공간을 살아가는 시

인이 누군가의 바람과 선량함에 보답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함으로써 

방법 부재로 인한 무력감까지 떠안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리밭과 시인이 문답의 갈등관계에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보리밭이 시인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 하나｣가 ｢쓸쓸히 타오른다｣고 말하고, 

보리밭이 자신을 빈털터리라고 비난하진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등 질문자와 답변

자 간에는 어떤 정서적 공감 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리밭이 제기하는 쓰라

린 질문의 중심이 시인을 자기 내면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방법 부재와 무력감에 시

달리게 하고 있음에도 오직 이 신비한 질문자만이 시인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존

재로 여겨진 것이다.

海子가 공간과의 화를 통해 방법 부재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사명감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에게 시는 不和에 시달리는 인류의 고통을 증언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31)

30) 海子 《海子詩全集》,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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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과거는/ 검은 땅을 사이에 두고/ 나와 미래는/ 소리 없는 공기를 사이에 

두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려 한다/ 누군가 나타나 값을 치르기만 하면 

된다/ (…)/ 눈/ 너희들에게 맞아 피 흘린 눈만 빼고

(我和过去/ 隔着黑色的土地/ 我和未来/ 隔着無声的空氣// 我打算卖掉一切/ 

有人出价就行/ (…)/ 除了眼睛/ 被你们打得出血的眼睛)32)

<我, 以及其他的证人>(1984) 에서

인용 시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을 수평이 아닌 수직선상에서 인식한다. 그의 공

간화된 시간은 ‘과거의 검은 땅→현재의 땅 위, 나→미래의 소리 없는 공기→?’로 

수직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시간을 공간에 펼쳐내는 시적 허용은 시인이 

시간의 흐름을 가시화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또한 화자인 나를 공간의 중심에 

위치시킨 이 구도는 미래 이후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간은 

나의 시선이 닿는 곳까지의 공간만을 범위로 삼는 제한적인 미래라 할 수 있다. 

인용된 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소리 없는 공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와 미래｣ 사이의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공기는 예측과 장악이 

어려운 미래를 상징한다. 시인이 무색무취의 공기를 감지하는 방식은 줄곧 바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海子가 그려낸 바람은 주로 흙먼지를 몰고 와 얼굴을 때려 면

서도33), 아득하고 신선한34) 성질을 갖는데, 그 차이는 바람의 强/弱과, 가고 /오

는 방향에서 기인한다. 이때 공기는 감지할 수 없는 것이기에 바람이라는 현상으로 

감지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我, 以及其他的证人>의 공기는 매개 없이 

31) <麥地 詩人> 에서도 이런 점이 발견된다. ｢보리밭이여, 인류의 고통은/ 그가 비추는 

시와 빛이니!(麦地啊，人类的痛苦/ 是他放 的诗歌和光芒！)｣ 海子 《海子詩全集》, 

413쪽.

32) 海子 《海子詩全集》, 8-9쪽.

33) ｢소중한 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 흩날리는 흙먼지가/ 얼굴을 때린다(活在这珍贵的人间

/ 泥土高溅/ 扑打面颊)｣(<活在这珍贵的人间>(1985)), ｢거 한 태양은 사라지고, 흙

과 모래가 섞인 광풍이 몰아치네(巨日消隐，泥沙相合，狂风奔起)｣(<房屋>( 1985)) 

海子 《海子詩全集》, 61, 76쪽.

34) ｢남풍이 나무에 불어와/ 꽃과 과일을 불어 만드네(南风吹木/ 吹出花果)｣(<謠曲>, 

1986), ｢마을에 바람이 불어온다/ 하이즈의 마을에 바람이 불어온다/ 마을에 불어오는 

바람에는/ 신선함과 아득함이 묻어있다(风吹在村庄/ 风吹在海子的村庄/ 风吹在村庄

的风上/ 有一阵新鲜有一阵久远)｣(<兩座村庄>, 1987). 海子《海子詩全集》, 190, 341

쪽.



124  《中國文學硏究》⋅제64집

그 자체로 의식된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그러나 아직은 

未知의 상태인 시간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때의 고요함, 즉 카오스적 

상태에 한 암시이기도 하다. 

화자는 이런 미래에 ｢모든 것을 팔아버리라｣고 선언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화자 

스스로 미래의 성격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팔아버리려 하고, 누군가 

값을 치르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을 보인다는 점이다. 미래는 소리 없는 공기가 그

러하듯 화자가 장악할 수 있는 상이 아닌데도 그가 확신하고 있는 미래의 본질은 

모든 것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

황 속에서도 결코 팔 수 없는 것은 불씨와 불 피울 도구, 그리고 눈이다. 海子에게 

눈은 상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창이자, 不和의 구체적 내용을 목격하는 장치로서, 

곡식이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도 빈곤을 예감하는 염라 왕의 눈도 이와 같은 역할

을 해낸다.

자신의 날들을 위해/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남았음에도/ 우리를 위해 증언해줄 

다른 무엇도 없었으므로// (…)// 한쪽 눈은 흩날리는 꽃송이에 남기고/ 한쪽 눈

은 쇠로 만든 城门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리

(为自己的日子/ 在自己的脸上留下伤口/ 因为没有别的一切为我们作证// (…)

// 一只眼睛留给纷纷的花朵/ 一只眼睛永不走出铁铸的城门)35)

<我, 以及其他的证人>(1984) 에서

눈은 문제를 시각과 청각으로 깨닫는 시인에게 매우 중요한 감관이다. 그것은 모

든 영혼에게 상처 입힌 존재를 목격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해낸다. ｢우리

를 위해 증언해줄 다른 무엇도 없었으므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눈은 팔 수 없다

는 화자의 의식은 문제를 은폐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불의를 바라보고 기억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때 ｢맞아 피 흘린 눈｣은 이중의 역할을 갖게 되어서 ｢한쪽 눈

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 ｢흩날리는 꽃송이에게｣ 남겨지고, ｢한쪽 눈은 쇠로 만든 

城門｣ 안의 상처 주는 이들을 감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장

소와 ｢값을 치르는｣ 이들의 ｢쇠로 만든 城門｣의 역사를 자신의 두 눈으로 관찰하고 

증언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런 海子에게 시는 시인이 눈으로 가려낸 사실을 증

35) 海子 《海子詩全集》,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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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의 시가 城門의 안과 밖 모두를 상으로 삼을 수밖

에 없는 것은 이로 말미암는다. 

공간을 둘로 분할하여 두 공간 모두에서 자기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시적 지향

은 海子 초기 시의 특징이기도 하다. 시가 비판과 폭로의 구체적 수단이 되고 시인

이 증언의 역사적 주체가 된다는 이런 의식은 시인이 현실을 기획하고 또 변화시켜

간다는 인문학의 착각과 과잉이 현실을 지배하던 시기였던 70년  말부터 80년  

중후반의 詩歌熱과 무관하지 않다.36) 그러나 그 속에서 海子가 갖고 있던 특별함

은 스스로 증언의 시를 쓰겠다고 선언하면서도, <我, 以及其他的证人>을 창작했던 

1984년에 이미 시에 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海子는 

같은 해에 창작된 <秋天>에서 이런 예감을 시로 표현한 바 있다. 

식물에겐 눈이 없어/ 겨울의 신분증을 걸고 있다/ 한 줄기 바싹 마른 강은/ 동

물의 마지막 감정// (…)// 내 눈은/ 검은 유리, 흰 유리/ 무엇도 증명해내지 못해

(植物没有眼睛/ 挂着冬天的身份牌/ 一条干涸的河/ 是动物的 後情感// (…)

// 我的眼睛/ 黑玻璃，白玻璃/ 证明不了什麼)37)

<秋天>(1984) 에서

화자는 검은 눈과 흰 눈 모두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부수어질지 모를 유리 

같아서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다. 시구 ｢무엇도 증명해내지 못해｣는 작품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시인의 사명감, 책임감 등에 치되는 무력감으로, 증언의 시가 不

和의 공간을 해방시키지 못하리라는 海子의 예감이 시로 역사를 증언하겠다는 확

신을 해체시켜나가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런 해체 속에서 海子는 무력감을 극복할 

어떤 방도를 찾지 않고,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크게 노래 부를 때/ 나 홀로 텅 빈 

36) 국가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던 몽롱시의 흥기와, 反문화, 反숭고를 부르짖던 제3세 의 

물결 속에서, 시인은 새로운 사회 문화 기획의 실천자였다. 이 시기의 시인은 중심인물

이자 혁명가, 열사였으며, 시 의 아이콘이기도 했다. 그러나 80년  이후의 시장화 세

계화로 인한 물신숭배와 중소비, 그것이 결과한 문학의 상품화 주변화, 특히 문학의 

위기는 많은 시인의 위기의식을 초래하기도 했다. (오윤숙 <하이즈 후기 단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역설에 관하여>, 《중국현 문학》 2006년 제37호, 91-92쪽, 93-95쪽 참

조.)

37) 海子 《海子詩全集》, 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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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쓸쓸히 돌아(当众人齐集河畔高声歌唱生活/ 我定会孤独返回空無一人的山

峦)｣가는 길을 택해가게 된다.38) 

Ⅳ. 꿈을 한 變奏

시장논리에 지배받게 된 80년  중국의 현실은 가족 간의 情理가 생동하던 마을

이나 보리밭을 상실감으로 채워 가고, 시를 통한 비판과 증언의 다짐을 해소할 길

이 없는 不和로 체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海子의 헤테로토피아에 부여된 기 와 

희망도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海子 시에 나타나는 창작 상의 변화는 ｢역사가 흐르

면서 모든 사회는 그것이 이전에 구축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흡수하거나 사라

지게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헤테로토피아를 조직할 수 있다.｣39)

는 헤테로토폴로지 과학 두 번째 원리에 해당한다. 다만 海子 시 속의 헤테로토피

아가 푸코의 그것처럼 정치 사회적 맥락 하에 형성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 다시 말

해서 시인 개인의 상황과 목적 하에 창조된 공간이어서 그 변화와 소멸 또한 전적

으로 시인의 정신세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푸코의 그것과 구별된다. 海子

의 정신세계의 내적 변화는 농촌에 한 국가권력의 수탈과 도시 중심의 개발논리

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시인의 변화 역시 현실에 한 감응으로 조감될 필요가 있

다. 이때의 현실은 국가 현 화 기획의 한 부분인 농촌경제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昌平이라는 외딴 곳에서 일상을 유지해야 했던 시인의 고독한 심리 상태와 이에 연

관된 주변 상황 전체를 포함한다.

절망적 심리 상태는 海子로 하여금 작품에서 헤테로토피아의 흔적을 조금씩 지

워나가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간에 한 

海子의 기 심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①-1

태평양, 풍작 후의 황량한 바다/ 태평양 노동 후의 휴식/ 노동 전, 노동 중, 노

38) 海子 <汉俳 - 9. 詩歌皇帝>, 《海子詩全集》, 408쪽.

39)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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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후의/ 태평양은 모든 노동과 휴식

(太平洋 豊收之後的荒凉的海/ 太平洋 在劳动後的休息/ 劳动以前 劳动之中 

劳动以後/ 太平洋是所有的劳动和休息)40)

<太平洋的獻詩>(1989.2.2) 에서

①-2

아득한 태평양은 혼탁하면서 맑다/ 바닷물의 아득함은 노동과 하나 되고/ 세계

와 하나 되네/ 세계의 베개 태평양/ 인류의 베개 태평양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

다

(茫茫太平洋 又混沌又晴朗/ 海水茫茫 和劳动打成一片/ 和世界打成一片/ 世

界頭枕太平洋/ 人類頭枕太平洋 雨暴风狂)41)

<太平洋的獻詩>(1989.2.2) 에서

시인은 ｢물에 비하면 땅은 얼마나 더럽고 거친가(和水相比 土地是多麼肮脏而荒

蕪)｣42)라며 물에 한 긍정적 태도를 표한 적 있다. 그는 또한 ｢바닷물은 나를 밝

혔다.(海水点亮我)｣43) ｢장자가 물에 손을 씻는다/ 다 씻고 나니, 손바닥에 고요가 

깃든다/ 장자가 물에 몸을 씻으니/ 몸이 한 필의 베 되네.(莊子在水中洗手/ 洗完

了手，手掌上一片寂静/ 莊子在水中洗身/ 身子是一匹 )｣44)라며 물의 생명력과 

정화능력을 강조한 적도 있다.

海子는 <太平洋的獻詩>에서 태평양을 노동과 휴식의 공간으로 설명하면서, 그곳

이 노동 전, 노동 중, 노동 후가 반복되는 현장임을 강조하고(①-1), 태평양이 휴

식의 공간이 되는 까닭을 제시해 놓는다(①-2). <太平洋的獻詩>이 상술한 작품들

과 다른 점은 시인이 태평양의 혼탁하면서도 맑은 양면성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시 

속의 바닷물은 모든 노동을 세계로 전하는 매개체이며 그 노동의 결과물을 소비하

는 인류에게 베개 같은 안락함을 선사하는 공간이다. 이때 바닷물의 움직임은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며, 바다를 괴롭히는 거센 폭풍우는 

이 움직임을 극 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들 없이 태평양은 노동/휴식의 

양면성을 가질 수가 없다. 언뜻 ｢풍작 후의 황량한 바다｣는 <黑夜的獻詩>의 ｢가을

40) 海子 《海子詩全集》, 544쪽.

41) 海子 《海子詩全集》, 544쪽.

42) 海子 <綠松石>(1988.7.24.) 《海子詩全集》, 484쪽.

43) 海子 <两行诗>(1988.9) 《海子詩全集》, 462쪽.

44) 海子 <思念前生>(창작년도불명) 《海子詩全集》,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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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이 후의 황량한 지｣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太平洋的獻詩>에

는 수탈된 땅을 지키는 사람에 한 고려가 드러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바다 노

동의 결과물이 세계와 공유될 것이라는 기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작품 말미에 이르러 태평양은 인류와 세계를 위해 흐르는 바다

가 아닌, 오로지 화자를 위해 흐르는 바다로 바뀌어 간다.

①-3

오늘의 태평양은 예전의 바다가 아니다/ 오늘의 태평양은 나만을 위해 흐르고, 

날 위해 반짝인다/ 나의 태양은 하늘 높이 매달려 이 광활한 태평양을 밝게 비춘

다

(今天的太平洋不是往日的海洋/ 今天的太平洋只为我流淌 为着我闪闪发亮/ 

我的太阳高悬上空 照 这廣阔太平洋)45)

<太平洋的獻詩>(1989.2.2) 에서

시인이 ｢오늘의 태평양｣을 ｢예전의 바다｣와 구분 지은 것은 태평양을 더 이상 보

통의 바다 범주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말미암는다. 오늘의 태평양이 예전

의 바다와 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것이 온전히 ｢나만을 위해 흐르고, 날 위해 반짝｣
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서술은 海子가 모든 존재의 의의가 나와의 관계 속에

서 규정되고 그 중심이 언제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태평양을 ‘장소’로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바다에 한 海子의 독특한 인식이 드러나는 또 한 수의 시는 <太平洋的獻詩>와 

같은 해에 창작된 <面朝大海，春暖花 >46)이다. 이 시는 중국 當代詩 4수라는 

45) 海子 《海子詩全集》, 544쪽.

46) ｢내일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 말(马)을 먹이고, 장작을 패고, 세계를 두루 돌아다

니리라/ 내일부터, 양식과 채소에 마음을 쓰리라/ 내게는, 바다를 향해 봄이면 꽃이 피

는 집 있으니// 내일부터, 가까운 모든 사람과 연락하리라/ 그들에게 나의 행복을 말하

리라/ 저 행복의 번개가 내게 알려준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강줄기 산자

락마다 따뜻한 이름 지어주리라/ 낯선 이여, 그 를 위해서도 축복하리라/ 그  앞길 

찬란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 이루기를/ 힘겨운 세상에서 그  행복하기를/ 나는 

바다를 향해 봄이면 꽃이 피기를 바랄 뿐(从明天起，做一個幸福的人/ 喂马、劈柴，
周游世界/ 从明天起，关心粮食和蔬菜/ 我有一所房子，面朝大海，春暖花 // 从明

天起，和每一個亲人通信/ 告诉他们我的幸福/ 那幸福的闪电告诉我的/ 我 告诉每一

個人// 给每一条河每一座山取一個温暖的名字/ 陌生人，我也为你祝福/ 愿你有一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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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로 舒婷의 <祖國阿, 我親愛的祖國>, 梁 斌의 <我熱愛秋天的風光>, 韓東의 

<山民>과 함께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敎科書(必修)語文(實驗修訂本)》47)에 수록될 

만큼 當代詩의 성과를 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연의 첫 행, 세 번째 행, 2연의 첫 행의 ｢내일부터｣ ｢―이 되리라｣는 오늘, ― 
지 않다는 것이 강조된 반어적인 표현이다. 비교적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

부터｣는 행복하지 않은 화자의 현 상태가 행복한 상태로 바뀌는 시간이 임박했음을 

기 하게 한다. 

[1연] 

내일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

(从明天起，做一个幸福的人)48)

내일부터, 양식과 채소에 마음을 쓰리라

(从明天起，关心粮食和蔬菜)49)

[2연] 

내일부터, 가까운 모든 사람과 연락하리라

(从明天起，和每一个亲人通信)50)

행복은 <面朝大海，春暖花 >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시어이다. 海子가 생각하

는 행복은 손에 쥘 수 없었던 무언가로,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 그 반 일지도 

모른다/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행복의 반을 묻어 버렸다(我不能放 幸福/ 或

相反/ 我以痛苦为生/ 埋葬半截)｣51)고 했듯이 항상 고통과 함께 생각되어 왔다. 1

연 첫 행의 ｢내일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는 이 시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이다. 

이 구절이 실천되지 않으면 시 전체에 투영된 화자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灿烂的前程/ 愿你有情人终成眷属/ 愿你在尘世获得幸福/ 我只愿面朝大海，春暖花

)｣ 海子 <面朝大海，春暖花 >(1989.1.13.) 《海子詩全集》, 504쪽.

47) 김태연, <시인 海子의 정전화>, 《중국문학》 2014년 제80집, 112쪽 참조.

48) 海子 《海子詩全集》, 504쪽.

49) 海子 《海子詩全集》, 504쪽.

50) 海子 《海子詩全集》, 504쪽.

51) 海子 <明天醒来我会在哪一只鞋子里>(1985.6.6.), 《海子詩全集》,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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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이 전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된 뒤에 겪

게 될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 ｢말을 먹이고, 장작을 패고,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고, 

｢양식과 채소에｣도 마음을 쓰는 순탄한 일상생활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1연]

말(馬)를 먹이고, 장작을 패고,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리라

(喂马、劈柴，周游世界)52)

[2연]

저 행복의 번개가 내게 알려준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那幸福的闪电告诉我的/ 我 告诉每一個人)53)

[3연]

강줄기 산자락마다 따뜻한 이름 지어주리라/ 낯선 이여, 그 를 위해서도 축복

하리라/ 그  앞길 찬란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 이루기를

(给每一条河每一座山取一個温暖的名字/ 陌生人，我也为你祝福/ 愿你有一個

灿烂的前程/ 愿你有情人终成眷属)54)

화자는 또 내일 갖게 될 행복을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보여준다.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하고, 행복의 번개로부터 전해들은 행복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한다. 행복하지 않은 오늘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할 수 없

는 無聲의 상태지만, 행복한 내일이 되면 내 행복을 말하는 목소리 내는 상태로 옮

겨갈 것이라고 기 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에게 행복은 공중의 번개처럼 섬광의 속

도로, 위→아래로 낙하하는 것이다. 인용된 2연의 일부는 행복이란 예고 없이 갑작

스레 훅 꽂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자아의 내면에 낙하하면 자신은 행복이 무엇인지

를 즉시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심리를 보여준다. 게다가 화자는 행복이 이 세

상 모든 사람에게, 강줄기 산자락과 나누게 되는 무엇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아직 

행복을 체험한 적은 없지만, 그것이 낯선 이와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이라고 

52) 海子 《海子詩全集》, 504쪽.

53) 海子 《海子詩全集》, 504쪽.

54) 海子 《海子詩全集》, 5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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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부터 이 힘겨운 세상에 바라는 것 없

이, 내 모든 것인 행복을 나누어 가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리라고 믿게 된

다.

[1연 4행]

내게는, 바다를 향해 봄이면 꽃이 피는 집 있으니

(我有一所房子，面朝大海，春暖花 )55)

[3연 6행]

나는 바다를 향해 봄이면 꽃이 피기를 바랄 뿐

(我只願面朝大海，春暖花開)56)

위의 인용 부분은 시의 제목 ｢面朝大海，春暖花 ｣가 포함된 구절들이다. 행복

한 사람이 된 화자가 ｢바다를 향해 꽃이 피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연과, 집에 연

연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봄이면 꽃이 피기를 바랄 뿐｣이라는 3연은 조적이다. 

모든 변화를 겪고 난 뒤에는 자신이 일종의 초월적 심리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화자의 기 가 3연 마지막 행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面朝大海，春暖花 >와 <太平洋的獻詩>는 주요 공간이 바다라는 공통점을 갖

고 있다. 그러나 <太平洋的獻詩>의 바다가 세계 노동의 場이자 화자를 위해 흐르

고 반짝이는 공간이라면, <面朝大海，春暖花 >의 그것은 관조의 상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다. 특히 3연 6행의 ｢나는 바다를 향해 봄이면 꽃이 피기를 바랄 뿐｣은 

행복하지 않은 자가 행복하게 될 어느 날이 ‘봄/바다’라는 시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

가 감춰져 있다. 그리고 이런 감춤은 화자의 행복하지 않은 현재적 상태와 일상

의 행복에 한 절실한 소망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面朝大海，春暖花

>의 바다는 행복이 실현될 공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面朝大海，春暖花 >의 화자는 바다를 관조할 수 있는 일상(미래)을 꿈

꾸는 데 그칠 뿐, 그곳에 직접 뛰어드는 삶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또한 바다에 몸

을 맡긴 시인은 막상 그곳에 자신을 위로해 줄 ｢鍾 하나 매화나무 한 그루 없고/ 

55) 海子 《海子詩全集》, 504쪽.

56) 海子 《海子詩全集》, 5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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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피우는 매화 한 송이 없다(太平洋上没有一口钟和一棵梅树/ 没有一枝梅花在

太平洋上 放/ 只有镇子中央)｣57)는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海子가 바란 

것은 ‘향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58)

海子의 향함은 이곳의 어느 장소가 아닌 저곳의 어디쯤으로 방향 지워져 있다. 

<眺望北方>, <跳傘塔> 등은 북쪽, 하늘, 별처럼 자신의 現 위치를 초월해 있는 공

간에 한 향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본다/ 북쪽과 북쪽의 일곱 명의 딸을 바라본다

(眺望光明的七星/ 眺望北方和北方的七位女兒)59)

<眺望北方>(1987.7. 초고, 1988.3 수정)에서

솟아오르고 낮아지는 북쪽 산봉우리/ 저 멀리/ 단 아홉 그루 나무

(北方那片起伏的山峰/ 远远的/ 只有九棵树)60)

<跳傘塔>(1988.5)에서

海子는 북쪽에 한 향함을 반복 제시하여 화자가 이를 수 없는 곳을 향하고 있

음을 암시해 놓는다. 물론 이런 서술은 구체적 장소에 한 묘사가 치 하지 못해

서 화자의 구체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땅과의 不和를 

다룰 때처럼 주제의식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가 북방에 가서 쓴 <眺望

北方>이나 <跳傘塔> 등은 北京과 같은 도시 인근에서 쓴 시와 확연히 다른 분위

기를 자아내고 있다. 

57) 海子 <拂晓>(1989.2.24.) 《海子詩全集》, 535쪽.

58) 西川은 海子를 기억하며 쓴 글에서 그가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거 한 시가 제국을 꿈

꾸었다고 말한 적 있다. (西川 <懷念>, 崔卫平 主編 《不死的海子》, 23쪽) 실제로 海

子의 ｢나일 강, 바빌론 혹은 황하로/ 아이들을 인도하여 강 양쪽 언덕에서/ 벌들이 춤

추는 섬 혹은 높은 평원에서/ 손을 씻고/ 밥 먹을 준비를 한다(尼罗河，巴比伦或黄河

/ 的孩子 在河流两岸/ 在群蜂飞舞的岛屿或平原/ 洗了手/ 准备吃饭)｣(海子 <麥地> 

《海子詩全集》, 118쪽), ｢전 세계 형제들이/ 보리밭에서 포옹한다/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보리밭의 4형제, 의좋은 형제(全世界的兄弟们/ 要在麦地里拥抱/ 东方 南方 北

方和西方/ 麦地里的四兄弟 好兄弟)｣(海子 <五月的麥地> <五月的麥地>(1987.5) 《海

子詩全集》, 409쪽) 등은 西川의 회고의 근거가 된다. 

59) 海子 《海子詩全集》, 441쪽.

60) 海子 《海子詩全集》, 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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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海子의 이런 향함이 유의미한 것은 저 먼 곳 어딘가에 지금 

이곳과 다른 이상 세계가 있으리라는 시인의 확신이 이런 서술에 의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티베트 마을/ 신비한 마을/ 슬픈 마을/ 그 는 길에 누워서 / 그 는 이씨도 왕

씨도 아니며/ 그 가 시집간 남자는/ 성격이 어떠한지/ 신비한 마을/ 슬픈 마을/ 

그 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어떤 처녀들이 먼 곳으로 시집갔는지/ 신비한 

마을/ 슬픈 마을

(西藏村庄/ 神秘的村庄/ 忧伤的村庄/ 你躺倒在路上/ 你不姓李也不姓王/ 你

嫁给的男人/ 脾气怎麼样/ 神秘的村庄/ 忧伤的村庄/ 你生了几個兒子/ 有哪些闺

女已嫁到远方/ 神秘的村庄/ 忧伤的村庄)61)

<雲朶>(1986.12.15.) 에서 

｢雲朶｣속의 마을은 시인이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이나, 직장생활을 하던 昌平과

는 다른 모습이다. 이 시에는 처음 방문한 외딴 마을에 한 시인의 호기심, 예를 

들어 토착민의 이름, 성격, 가족관계 같은 사소한 문제를 궁금해 하는 시인의 궁금

증이 드러나 있다. 스쳐 지나가고 말 이 마을은 비정이나 난폭함이 없는 ｢신비의 

마을｣로 묘사된다.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거주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안타까워

하는 시인의 태도는 海子 답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海子가 티베

트와 내몽고에 가서 쓴 <悵望祁連>(1986), <敦煌>(1986), <雲朶>(1986.12.15), 

<九月>(1986), <喜马拉雅> 등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향하

는 곳을 유토피아로 파악하는 일부 견해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62) 

장족 마을 사람 처마 밑에서 단잠 잘 때/ 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같고/ 주

변 토담 그림에 그려진 자비로 충만한 불상 같으며/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같다

(当藏族 乡亲在屋顶下酣睡/ 你多像無人居住的村庄/ 像周围的土墙画满慈祥

的佛像/ 你多像無人居住的村庄)63)

61) 海子 《海子詩全集》, 203쪽.

62) 정성은 교수는 海子가 北方을 두 번이나 유랑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방이야 말로 海子

의 ‘유일한 최후의 서정’이자 ‘유일한 최후의 초원’이 남아있는 ‘먼 곳’, 즉 유토피아였다

고 설명한다. (정성은 <하이즈 애정시 속 ｢네 자매｣와 자살의 비극성 해독>, 《중국현

문학》 2010년 제55호,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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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朶>(1986.12.15.) 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은 이 신비한 마을에 不和의 요소는 역시 찾아보기 어렵

다. 그러나 이 작품의 말미에 화자의 쓸쓸함이 묻어있는 것은 시인이 이곳을 자신

의 유토피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 곳을 바라볼 때 갖게 된 막연한 

꿈이 마을에 들어서는 체험을 통하여 이 마을을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적 없는 적막

한 곳으로 실감하게 한 것이다. 이 상황은 ‘마을 보리밭=유토피아’라는 등식의 문

제점을 재확인시켜준다.64) 다시 말해서 이 목은 북방으로의 여행, 즉 유토피아

행이 향하고자 했던 곳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도, 그곳에 도달하는 순

간 꿈꾸던 곳이 실재할 수 없음에 한 자각의 근거가 된다. 

海子가 생각한 먼 곳의 아득함은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포함하

기도 한다.

먼 곳에는 아득함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 더 먼 곳에는 고독이 더해진

다/ 먼 곳이여 아득함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 이때 돌이/ 내 곁으로 날아

왔다// (…)// 그때 나는 먼 곳에 있었다/ 그때 나는 자유롭고 가난했다// 만질 수 

없는 이들 자매/ 만질 수 없는 이들의 피/ 만질 수 없는 먼 곳의 행복/ 먼 곳의 

행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远方除了遥远一無所有// (…)// 更远的地方 更加孤独/ 远方啊 除了遥远 一

無所有// (…)// 这时 石头/ 飞到我身边// (…)// 那时我在远方/ 那时我自由而

贫穷// 这些不能触摸的 姐妹/ 这些不能触摸的 血/ 这些不能触摸的 远方的幸福

/ 远方的幸福是 多 痛苦)65)

<遠方>(1988.8.19.) 에서

이 시는 먼 곳의 아득함을 떠올리는 화자, 이때 화자의 생각을 깨뜨리는 돌, 그 

시절의 것을 만질 수 없게 된 현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먼 곳은 화자가 사랑하

던 사람과 함께했던 공간이며, 현재와 과거의 구분은 ｢이때｣와 ｢그때｣로 이루어진

63) 海子 《海子詩全集》, 204쪽.

64) 海子 시의 몇몇 공간을 유토피아로 이해한 논문으로는 李懷靑의 <海子詩歌主題的烏托

邦特徵>(華傲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林秀琴의 <淪陷的烏托邦: 海子生命詩學

察>(福建論壇(人文社 科學版), 2015) 등이 있다.

65) 海子 《海子詩全集》, 471-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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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 돌이 되어 내 곁에 날아온 ｢이들 자매｣는 이제 만질 수 없게 된, 그때 먼 

곳에서 누린 행복이다. 과거는 먼 곳이 되어버리고, 화자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 떠

올릴수록 고통스러워진다. <雲朶>의 북방이 海子의 먼 곳을 공간으로 그려낸다면, 

<遠方>은 그것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로 묘사해 놓은 작품이다. 이 두 공간의 차이

는 시인과 먼 곳 간의 不和의 有無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자매가 선사했던 행복

은 현재의 그가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극을 배가시키고 공간화된 시간과의 不

和는 화자가 현재와 과거 모두를 고통스러워하는 원인이 되어간다.

 海子는 먼 곳에 한 향함 외에도 자아를 새로 형상화하는 시적 응을 통해 

먼 곳에 이르고자 한다. 이는 바라보기만 하는 행위보다 적극적이지만, 자아의 불

완전성은 먼 곳에 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자아를 새로 그려낸 

<天鵝>, <野鴿子>, <單翅鳥>, <黑翅肪> 등에 등장하는 새들은 온전치 않은 모습으

로 날아오른다.66) 

날개 하나뿐인 새는 왜 날고 싶어 하는가/ 나는 어째서/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

셔버리고/ 머리카락을 끌어당겨 날개 삼아/ 떠나는가

(單翅鳥爲什麼要飛呢/ 我爲什麼/ 喝下自己的影子/ 揪着頭發作爲翅膀/ 離

開)67)

<單翅鳥>(1984.9) 에서

화자는 온전치 않은 새가 어째서 ｢날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그

림자나 머리카락을 억지로 끌어당기면서까지 ｢날개 삼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표한다. 海子가 새에게 부여한 조건은 飛翔 불능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취

한 것으로 날개를 만들어 ｢떠나는｣ 새는 지상을 벗어나겠다는 海子의 의지이며 땅

의 안이 될 먼 곳에 이르고 싶다는 소망이다. 

그러나 물과 하늘은 공간과의 不和를 완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하지 못하고 만다. 이는 海子가 不和가 공간의 문제 뿐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심

리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飛翔에 부적합한 육체(<單

66) 정성은 교수는 <天鵝>, <野鴿子>, <單翅鳥>, <黑翅肪> 등 시에서 海子가 현실을 초월

하여 영원한 세계로 날아가고자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성은, <하이즈 애정시 속 

｢네 자매｣와 자살의 비극성 해독>, 60쪽 참조).

67) 海子 《海子詩全集》,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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翅鳥>), 땅의 것(매화나무 등)을 바다에서 갈구하는 심리(<拂晓>), 물과 하늘을 버

리겠다는 결심(<重建家園>)68) 등은 이런 깨달음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그

러면서 海子는 땅, 지 등의 공간에 침투한 인간의 욕망, 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 등과 맞서는 길을 택하게 된다.

Ⅴ. 和諧를 한 죽음

이로써 海子가 향할 곳은 다시 땅이 된다. 그러면서 그는 不和의 원인이 되는 

욕망의 문제에 맞서게 된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게 하는 <麥

地>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그 지나침은 <黑夜的獻詩>의 수탈자/被수탈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욕망의 본질은 長詩 <太陽⋅
土地篇>에 잘 나타나 있다. <太陽⋅七部書>의 한 편인 이 작품은 총 12장으로 이

루어진 長詩이다.69) 이 시는 시의 왕자와 노인의 갈등, 욕망의 상으로서의 땅, 

시의 왕자의 희생, 땅의 숙명, 왕이 된 시의 왕자, 시의 왕자와 땅의 결합과 화해, 

神의 문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화체로 서술된 제2장 전체와 제10장 일부는 주

체 간의 갈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있다. <黑夜的獻詩>가 땅에서 벌어진 수탈을 

욕망의 단면으로 드러낸다면, <太陽⋅土地篇>은 욕망을 역사의 층위에서 다루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68) 물에 지혜를 버렸다/ 먼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다.(在水上 放棄智慧/ 停止仰望長空) 

海子 <重建家園>(1987), 《海子詩全集》, 415쪽.

69) <太陽⋅七部書>(1986-1988)는 <太陽⋅斷頭篇>(1986.5), <太陽⋅土地篇>(1987.8), 

<太陽⋅大札撒>(殘稿)(1988), <太陽⋅你是父親的好女兒>(1988), <太陽⋅
弑>(1988), <太陽⋅詩劇>(1988.6), <太陽⋅弥赛亞>(1988)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

인 <太陽⋅土地篇>은 <第一章 人拦截 女(1月。冬)>, <第二章神秘的合唱队(2月。
冬春之交)>，<第三章土地固有的欲望和死亡(3月。春)>，<第四章饥饿仪式在本世纪(4

月。春)>，<第五章原始力(5月。春夏之交)>，<第六章王(6月。夏)>，<第七章巨石(7

月。夏)>，<第八章红月亮……女人的腐败或丰收(8月。夏秋之交)>，<第九章家园(9

月。秋)>，<第十章迷途不返的人……酒(10月。秋)>，<第十一章土地的处境与宿命(11

月。秋冬之交)>，<第十二章众神的黄昏(12月。冬)>으로 구성된다. 《海子詩全集》, 

550-101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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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욕의 노인, 죽음의 노인/ 한낮의 이 숲 속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소녀를 막

아섰네/ 그 소녀는 본래 나// (…)// 이 죄 없는 골짜기에서/ 이 황금 물결치는 초

원에서/ 정욕의 노인, 죽음의 노인/ 강제로 나를 덮쳤네 ― 
(情欲 人，死亡 人/ 在这中午的森林/ 喝醉的 人拦住了 女// 那 女本

是我 // (…)// 在这無辜的山谷/ 在这黄金草原上/ 情欲 人，死亡 人/ 强行占

有了我 ―)70)

<太陽⋅土地篇第一章 人拦截 女> 에서

노인은 욕망의 유구한 속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시인은 노인의 욕망을 정욕으

로 구체화한 뒤, 정욕이 소녀를 강제로 덮치는 모습을 그려낸다. 노인이 죽음의 수

식을 받는 것은 그가 소녀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술에 

취한 노인｣이 ｢소녀를 막아섰다｣면서 소녀가 자신임을 고백하고, 욕망에 마주서고 

겁탈당한 弱 가 화자 자신임을 숨기지 않는다. 김소현 교수는 海子가 ｢인간의 자

기 파괴와 부패 이전의 순수 상태로서의 원시 역량을 어머니, 여인, 소녀, 말(馬) 

등의 이미지로 그려내는데, 이들 순수한 원시 역량 - 타락 이전의 욕망 – 과 지

의 결합은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지만, ｢ 지를 점령함으로써 원시의 생명을 타

락시키고 문명의 형식과 유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노인, 남자, 표범, 황소 등의 

이미지들｣71)로 그려낸다고 설명한다. 그의 주장은 시인이 타락의 전후를 기준삼아 

욕망을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욕망이 어머니⋅여인⋅소녀⋅말 등의 여성과 노인⋅
남자⋅표범⋅황소 등의 남성 이미지로 립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도 하에서 볼 때 

여성과 남성 간의 힘의 우위는 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립관계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노인에 맞서는 이는 시와 생명의 왕자다. 

정욕의 노인, 죽음의 노인: 그 는 누군가?/ 왕자: 왕자라오/ 노인: 그 는 어

디서 왔는가?/ 왕자: 어머니, 지의 가슴으로부터/ 노인: 너는 왜 나의 나라에 

왔는가? 총명한 왕자여, 그  설마 여기엔 죽음뿐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닐 테지?

/ 왕자: 그녀를 놓아주시오, 인류라 불리는 소녀를 집에 돌려보내주오/ 노인: 그

는 뭘 믿고 이런 요구를 하는가?/ 왕자: 나는 왕위를 버릴 수 있소/ 노인: 무슨 

왕위?/ 왕자: 시와 생명의/ 노인: 좋네, 두 말 하기 없네. 내 그 의 생명과 시를 

70) 海子 《海子詩全集》, 645-646쪽.

71) 김소현 <땅의 숙명과 인간 욕망에 관한 시>, 《중국현 문학》 2001년 제21호, 1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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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리라

(情欲 人死亡 人：你是 ？/ 王子：王子/ 人：你来自哪裏？/ 王子：母

亲，大地的胸膛/ 人：你为何前来我的国度？聪明的王子，你难道不知这裏只

有死亡？/ 王子：请你放 她，让她回家那位名叫人类的 女/ 人：凭什麼你

竟提出如此要求？/ 王子：我可以放棄王位/ 人：什麼王位/ 王子：诗和生命/ 

人：好，一 为定 我拥有你的生命和诗)72)

<太陽⋅土地篇第二章 神秘的合唱队>에서

시 속의 왕자는 노인과 달리 소녀를 욕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녀에게 어떤 

가도 바라지 않는 존재이다. 이점에서 왕자는 앞서 살펴본 남성성을 상징하는 이미

지에 속하는 이가 아니다. 그는 완전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 존재로서 욕망

을 갖고 있지 않은 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인류라 불리는 소녀｣가 무사히 집에 돌

아가는 것을 소망할 뿐이며, 이를 위해 노인이라는 强  앞에 오직 왕위를 무기삼

아 맞선다. 이런 모습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飛翔을 꿈꿨던 <單翅鳥>와 닮아 있

다. 그러나 왕자의 시도가 날개 하나뿐인 새보다 더 무모한 것은 이 왕위가 권력이 

아닌 시와 생명의 왕위라는 점과 왕자의 ｢생명과 詩｣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我, 以及其他的证人>에서 살펴봤듯이, 시인은 

증언으로서의 詩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인 ｢생명과 詩｣를 걸고 욕망의 상이 된 소녀를 구하

게 한다. 소녀에 한 왕자의 심정이 절박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

인 시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왕자 앞에 서 있는 

노인은 그의 왕위를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바친 왕자가 마주하게 될 것은 죽음 뿐 

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왕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부분은 생전의 海子가 흠모했던 

예수의 삶으로 이어져 간다. 

왕자: 그 선생님은요/ (…)/ 세례자: 그는 이미 永远이 되었소/ 그 들은? 그

들은 永远이 되고 싶소? 와서 내 세례를 받으시오/ 왕자: 우리는 永远을 거절하

오/ 永远은 지금껏 얘기된 적 없으니/ 永远은 지금껏 우리에게 관심 둔 적 없으

니/ 우리는 永远을 거절하겠소/ 우리는 大地로 뛰어들겠소

(王子：那位 师呢/ (…)/ 施洗 ：他已成为永恒。/ 你们呢？你们想成为永

72) 海子 《海子詩全集》, 648-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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恒吗？来接受我的施洗吧/ 王子：我们拒绝永恒。/ 因为永恒从未 说/ 因为永

恒从未关心过我们/ 我们拒绝永恒/ 我们要投往大地)73)

<太陽⋅土地篇第二章 神秘的合唱队> 에서

세례자는 화자에게 ｢永遠이 되고 싶｣으면 ｢와서 내 세례를 받으시오｣라고 말한

다.74) 화자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동시에 永遠

이 된 그 선생님의 길이기도 한 세례를 거부해 버린다. 세례를 거부한 것은 이들이 

現世 뿐 아니라 來世에서 천국을 맛볼 기쁨까지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

면 그런 천국은 세상에서 ｢지금껏 얘기된 적｣도, ｢지금껏 우리에게 관심 둔 적 없

기｣ 때문이다. 海子는 삶의 結局이 죽음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희생했던 예수의 삶

을 궁금해 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는 동시에 예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화

자의 의지를 그려냄으로써 화자가 예수와 다른 화해의 방법을 찾게 이끌어 간다. 이

는 그가 겪어온 공간과의 不和, 즉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를 안 공

간의 모색이 아니라 자기만의 화해 방식으로 찾아보겠다는 의지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詩와 생명｣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욕망에 

맞서겠다는 왕자의 결연한 의지는 희생의 목적이 인류 구원에 있다는 점, 희생을 

감행한 뒤의 왕자가 ｢바위의 왕, 性慾의 왕, 초원의 왕(岩石之王，性欲之王，草原

之王)｣75)의 자리에 오른다는 점에서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

간 예수와 유비되어 있다. 하지만 왕자가 뜻한 인류 구원이 神과의 소통 속에서 예

정된 것이 아닐뿐더러 하늘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별적이다. 어떤 의미에

서는 이 차이가 바로 海子가 묘사한 뛰어듦의 방향이 하늘/천국이 아니라 지로 

결정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왕자가 세례를 거부

한 데서 결정된 것이다. 천국행을 거부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왕자의 희생과 그 이

후의 삶은 예수의 그것과는 다른 내용을 채워가게 된다.76) 

73) 海子 《海子詩全集》, 664쪽.

74) 세례자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나타나 사람들과 예수에게 세례를 준 자다. 예수가 자신

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세례자 요한에게 화자가 ｢그 선생님｣, 즉 

예수의 죽음을 묻는 위의 장면은 海子가 성경을 오독했을 가능성과 시적 상상력이 빚

어진 결과 모두로 보인다. 예수에 한 海子의 관심은 작품 곳곳에서 확인되며, 자살 

당시 그의 손에 쥐어진 3권의 책 중 한 권이 성서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75) 海子 <太陽⋅土地篇第六章 王> 《海子詩全集》, 6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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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의 희생을 가로 태초의 원시적 욕망을 회복한 땅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자

신을 드러내어 간다.

일찍이 존재했던/ 시간의 중심/ 모든 것을 약탈한 여자 祖上!/ 풍작의 중심/ 

피곤의 샘물 중심/ 폭풍의 중심/ 여자 祖上의 화려한 의상/ ― 땅
(早就存在/ 岁年的中心/ 掠夺一切的女祖先!/ 豐收中心/ 疲倦的的泉水中心/ 

风暴中心/ 女祖先衣衫华贵/ ― 土)77)

<太陽⋅土地篇第五章 原始力> 에서

땅/신부와 그것을 위해 희생했던 왕자/신랑은 결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

러면서 왕자는 노인과 립할 때의 중성성에서 벗어나 표범과 같은 남성성을 획득

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78) 그러나 왕자가 화해를 이뤘다고 생각한 순간, 땅은 갑

자기 다른 얼굴을 하고 왕자 앞에 선다.79) 땅의 급작스런 전환은 그것이 여성성을 

표하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랑에 실패할 때마다 여

성의 이중적인 면모로 인해 받은 상처를 시로 써내곤 하던 海子는 여성을 未知의 

존재, 신비스런 존재로 그려 왔다.80) 하지만 그렇다고 땅과 왕자의 급격한 관계 

변화를 시인의 연애 경험 때문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海子가 생각하는 공간과의 

화해는 땅과 왕자의 결합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太

陽⋅土地篇第五章 原始力>은 화해가 끝내 어떤 방식을 향해갈 수밖에 없는지에 

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왕자는 정욕의 노인에게 사로잡힌 땅을 구하고, 永遠에 

이를 수 있는 세례를 포기하면서 땅과의 악연을 잘라내려 한다. 그가 선택한 해결 

76) 왕자가 세례를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永遠은 지금껏 얘기된 적 없으니/ 永遠은 지금

껏 우리에게 관심 둔 적 없기｣ 때문이며 자신은 ｢어머니, 지의 가슴으로부터｣ 왔다는 

데에 있기도 한다.

77) 海子 《海子詩全集》, 680-681쪽.

78) ｢나는 가을 바람 속에서 뭇 神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신부에 즐거웠다/ 내 실하고 튼

튼한 유방은 표범과 牛羊에게로 옮겨가고/ 사자와 표범은 알코올 속에서 화해했다(我

喜悅過秋風中諸神爲我安排的新娘/ 我粗壯的乳房 移向豹子和牛羊/ 狮子和豹子在酒

精中和諧)｣ 海子 《海子詩全集》, 681쪽.

79) ｢그녀들은 왜 群島의 태양을 경멸하듯, 理性的으로 바라보는가?(为什麼他们轻蔑而理

性地看着群岛的太阳？)｣ 海子 《海子詩全集》, 690쪽.

80) 海子의 애정시 연구는 90년 부터 중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0년  

들어 정성은, 이희현, 오윤숙 교수 등 국내 연구자들도 海子의 애정시를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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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예수와는 다른 죽음이며 그것은 왕자가 땅을 비롯한 모든 세계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죽음은 희생의 주체인 왕자가 노인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한 순간에 결정되어져버린 종점이며 五臟이 제 몸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과정이다.

지의 상처에서 끊어진 四肢와 성치 않은 몸이 먼저 자라난 뒤/ 悲惨이 붉게 

스며든다/ 大地가 우리의 말[马]과 우리의 여인을 길러 낸 것은/ 大地의 비참한 

五臟이/ 돌연 흙을 뚫고 나온 듯 했다

(大地的伤口先是长出断肢残體/ 一载一载 悲惨红透/ 大地长出了我们的马 我

们的女人/ 像是大地悲惨的五脏/ 突然破土而出)81)

<太陽⋅土地篇第八章 红月亮……女人的腐败或豐收> 에서

｢끊어진 四肢와 성치 않은 몸｣, ｢悲慘이 붉게 스며｣든다는 묘사는 現世의 고통

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흩뿌려지고 그 속을 파고드는 흙 속에서 왕자는 

땅의 욕망이 소멸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땅과의 화해를 향한 진정한 길을 열게 된

다. 

흙이 내 몸에 들고/ 다시 한 번 大地로 들어가는 비 스러운 殉葬 한 번 또 한 

번 들려온다/ 내 살 속의 살! 殉葬/ 大地의 짧은 움직임

(一下一下聽得见土壤灌进我體内/ 又一次投入大地秘密的殉葬/ 我的肉中之

肉！殉葬/ 大地短暂而转动)82)

<太陽⋅土地篇第十章 迷途不返的人……酒>에서

살아 있는 자신이 흙에 뒤덮이는 상황을 殉葬이라 생각하는 화자는 죽음을 공포

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의 단계들을 음미하는 왕자는 오히려 그 과

정을 즐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가 땅으로, 땅이 또 그의 몸속으로 침투하여 

하나 되는 죽음의 순간이야 말로 공간과의 不和뿐이었던 시인의 삶 전체가 세계와 

화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가는 이 상황은 자신의 ｢詩와 

생명｣을 바친 왕자가 희생으로 얻게 된 즐거운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기도 하다. 

81) 海子 《海子詩全集》, 698쪽.

82) 海子 《海子詩全集》, 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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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결합하면서 생긴 지의 상처는 어느새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

고, 재생의 신비는 자연과 인간의 오래고 오랜 숙명, 죽음과 탄생이라는 그 순환의 

고리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죽음은 寂滅이 아닌 다른 삶의 형식, 다시 말해서 

海子만의 영원한 존속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고향의 마을을 그리워하고 땅을 사랑했던 시인 海子는 시장화⋅세계화라는 80년

 중국의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농촌 출신의 그는 공간과 끊임없는 不和를 

겪고, 그 不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가난과 고독으

로 점철되고 만다. 땅과의 不和를 피해 바다, 하늘로 향했던 海子는 그곳에서도 화

해의 실마리를 얻는 데 실패하고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시라는 무기로 不和에 맞

선 그는 땅 속을 향해 내려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 시와 생명 - 으로 不和의 본

질인 욕망 앞에 맞섰지만, 화해는 海子가 죽음의 세계로 스며듦으로써 이루어지고 

만다. 그에게 죽음은 공포의 상이 아니다. 시인은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편안함

을 느끼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간에 한 海子의 不和는 화해에 이르게 된다. 땅 

위를 헤맸던 시의 왕자는 이 세계가 그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다른 

세계에서의 永生을 택하게 된다. 그가 떠난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흔

적을 더듬는 것은 당  중국 시인의 모든 비극이 그에게 가로놓였기 때문이다. 오

늘날의 중국에서 海子의 시는 전혀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시

는 부동산 광고판과 유행가 가사 속을 떠다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속에 실려 있지 

않다. 죽음보다 더 고독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그의 현실은 시 속의 예언이 되어 21

세기 중국의 장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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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海子詩的創作特徵和主題意識硏究，自從1980年代末的｢詩人之死論爭｣爲
始。部分批評家賞讚海子詩 死亡的悲劇詩化得有境地，一部批評家批判海子

詩歌由於自殺褒得相當過分。至於1990年代吳曉東 謝淩崗刊行的《詩人之死》

鑽硏海子詩裏的死亡意象,自殺的徵候，自殺的必然性，同時又實證海子 各種

期刊的距離。海子想念村莊，喜愛土地。以詩反映80年代改革開放的複雜轉

折。身爲農家出身 其城 空間不斷經驗不和。他雖然加強努力克服不和，結

果零落於貧窮兼孤獨。他爲了避免 土地不和，取向海 天，而在那裏仍然失

敗得到和諧，一無所爲不得不回到土地。海子以詩 自己生命，進去地下跟不

和的本質 - 慾望 - 抗，而漸漸被引 了解該獻自己生命，才能 土地和

諧。因此，就他來說死亡並不是恐怖，而是使他安慰的唯一辦法。海子越接近

死亡越覺得舒服,終於感受 土地和諧。這就是他所獲得的拯救方法,地所豫備

給他的復活機 。然而，2010年代 海子的記憶，主要靠不動産廣告 流行歌

曲， 他的經驗相離很遠，其觀點和方法，也一無所連繫到1980年代的海子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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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本身。海子的生命體驗，相比死亡，更爲痛苦，更爲孤獨，無所爲以詩豫

21世紀中國社 的異化，而中國人民接受海子的契合，只是看其廣告或聽其歌

曲而已。實在是文藝史性錯位。

【主題語】

해자, 헤테로토피아, 땅, 불화, 화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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