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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추리소설 서사를 경유한 메타텍스트적 욕망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과

김연수의 『꾿빠이, 이상』 서사전략 비교

  이 논문은 추리소설 서사를 경유한 메타텍스트적 욕망이 서술되는 양상을 

중점으로 폴 오스터Paul Auster의 『뉴욕 3부작(The New York Trilogy)』과 김

연수(金衍洙)의 『꾿빠이, 이상』을 비교분석한다. 두 소설은 서사전략의 유

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지점에 도달하는데, 이는 불가해한 표상에 대한 

오스터와 김연수의 인식적 차이에 기인한다.

  두 소설에서 불가해한 표상에 대한 반응은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탐정 행

위를 통해 소설화된다. 불가해한 표상과 탐정 간의 긴장관계가 씌어진 텍스

트와 씌어지는 텍스트 간의 투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치환되고 있음이 

두 소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 논문은 『뉴욕 3부작』과 『꾿빠이, 이상』
의 차이가 추리소설 서사의 패러디라는 동일한 서사전략을 기점으로 비로소 

가시화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교분석의 틀로 삼는다.

  1장과 2장에서는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 추리소설 서

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참고한다. 1장에서는 추리소설이 진실에 가 닿으

려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포착한 장르임을 검토하고, 그 욕망이 탐정에게

서 발견됨을 논한다. 탐정은 불가해성을 상징하는 범인의 세계와 상호의존

적으로 관계 맺으며, 이러한 탐정과 범인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추리소설 서

사를 문제적인 것으로 만든다. 2장에서는 패러디된 추리소설에서 추리소설

의 문제적 속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탐정

과 범인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활용하여 불가해성의 위력에 포섭 당하는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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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서사를 생산한다. 불가해성을 서사적으로 전유하는 데 실패하는 탐정을 

만들어냄으로써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작가는 주체의 정체성 문제, 궁극적으

로는 메타텍스트적 주제에 천착한다.

  3장과 4장은 개별 텍스트의 분석 장으로, 『뉴욕 3부작』과 『꾿빠이, 이

상』이 추리소설 패러디의 전략을 공유하면서 불가해성을 각각 다른 방식으

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오스터 소설의 인물들이 불가해한 

것을 필연으로 격상시켜 그것을 그대로 봉합한 채 감내하는 태도를 취한다

면, 김연수 소설의 인물들에게서는 불가해한 것에 대응하여 그것의 의미를 

고정시키려는 집요한 의지가 발견된다.

주요어: 추리소설 서사, 패러디, 메타텍스트, 불가해성, 아버지 기표, 정체성 

위기

학  번: 2012-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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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추리소설에 내재한 보편성

  추리소설 장르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일군의 작가들이 일정한 양식을 공

유하는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확립되었지만,1) 그 시원은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논자들이 인정하는 바, 추리소설의 원형이 에드거 앨

런 포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것과 별개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추리소설의 

기본 모티프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이미 감지된다. 

이러한 사실은 추리소설의 분명한 근원을 찾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자

문하게 한다. 불가해한 것들을 지성적으로 납득되게끔 탐색하는 서사가 추

리소설의 골자일 터인데, 이는 인간의 기초적 사고가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진실한 앎을 추구하는 모든 서사는 한편으로 

늘 추리소설적이다. 추리소설 서사의 형태가 “적어도 잠재적 상태로는 인간

만큼이나 오래되었다”2)는 주장이 일말의 타당성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리소설이 대중장르로 성공을 거두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한 것 

역시 추리소설 서사에 탑재되어 있는 보편적 지향점에 빚지고 있다. 불가해

한 것들을 이해하고 진실에 가 닿으려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 추리소설 서

사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추리소설 읽기에 빠져들게 한다.

  추리소설 서사를 추동하는 진실에 대한 욕망은 탐정의 조사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그의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성취된다. 따라서 추리소설에서 탐정

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무엇보다 탐정의 조사 서사가 추리소설 서사의 근간

을 이루고 있기에 탐정은 추리소설 서사의 틀을 유지시키는 핵심인물이다.3)

1) 이브 뢰테르, 『추리소설』, 김경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0, 35쪽 참조.
2) 브왈로 나르스작, 「추리소설의 기원」, 김정곤 옮김, 대중문학연구회 편, 『추리
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16쪽.

3) 셜록 홈즈, 에르큘 포와로, 미스 마플, 필립 말로우와 같은 허구적 탐정들은 연작

소설을 통해 캐릭터성을 구축하였고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인물들의

장르 내 파급력 및 장르사에서의 상징성이 보여주듯, 추리소설 장르의 발전은 탐

정상의 변화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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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소설 장르의 분화는 탐정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건 층위와 얼마만큼

의 거리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가령 추리소설 

장르의 출발점인 미스터리 소설의 경우, 탐정은 어떠한 의혹에도 휘말리지 

않는 거리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서사화한다. 한편 하드보일드 소설의 탐정

은 조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되고, 사건 조

사에 관한 전지전능한 지점을 확보하지 못한다.4) 이처럼 탐정이 사건 층위

와 맺는 관계 양상에 따라 여러 변종서사 및 인물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리소설 서사는 많은 현대 작가들의 전략적 서사모델이 되기도 한

다.5) 물론 이러한 변용 이면에 추리소설에 내재한 보편적 욕망의 발현 시도

가 있음은 자명하다. 이 논문은 추리소설에 내재해 있는 보편성으로 말미암

아 그것의 서사적 변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패

러디 기획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다.

  문학 장르에 대한 패러디 전략은 기성장르를 모방하되 그것에 대한 일탈

을 수행하기 마련이고, 이 “비평적 거리를 둔 반복”6)에는 언제나 그것을 수

행하는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패러디 문학에 대한 논의는, 

패러디하는 작가가 패러디되는 대상의 어떠한 속성을 이질적으로 취하고 있

으며, 또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한다. 그렇다면 패러디된 추

리소설의 연구 목적에 관한 물음은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수반한

다. 추리소설을 패러디하는 작가가 추리소설 서사의 이질적 반복을 통해 겨

냥하는 바는 무엇인가? 추리소설의 어떠한 특성이 문제시되어 그것의 변용

이 불가피했던 것일까? 이에 답하고자 다음 절에서는 추리소설의 문제적 속

성을 살피고, 2장에서는 그 속성이 패러디된 추리소설에서 어떻게 변용되는

지를 논의한다. 3장에서는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전범으로 평가받는 폴 오스

터Paul Auster의『뉴욕 3부작(The New York Trilogy)』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김연수(金衍洙)의 『꾿빠이, 이상』 분석을 통해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또 

4) 다수의 미스터리 소설들이 삼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는 반면 하드보일드 소설

대부분은 일인칭 주인공 시점을 도입한다. 이러한 차별화는 하드보일드 탐정이

사건과의 객관적 거리 유지에 실패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5)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펠리레 알파우,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플랜 오브라이언, 
알랭 로브그리예 및 누보로망 계열의 작가들이 대표적이다.

6) 린다 허천, 『패로디 이론』, 김상구·윤여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2,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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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능성을 가늠한다.

1.2. 추리소설의 문제적 속성: 탐정과 범인 세계의 상호의존성

  추리소설 장르는 탐정, 범인, 희생자를 전제할 때 성립한다.7) 이 세 가지 

요건 중 범인과 희생자는 사건 내부에, 탐정은 사건 외부에 위치하는 것이 

추리소설 장르의 기본설정이다. 사건의 층위, 즉 범인이 만들어놓은 세계는 

탐정의 세계가 용인할 수 없는 일탈적인 것으로, 부르주아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적 요소,8) 완벽한 해독이 지연되어 있는 수수께끼의 표상,9) 또는 억압

된 ‘원초적 장면(the Primal Scene)’의 문학적 대체물10)로 읽힐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견해를 참고하자면, 범인의 세계는 탐정

의 세계가 용인할 수 없는 ‘비합법적인’ 것이어서, 사건 밖 인물들로 하여금 

“상징화에 저항하는 ‘불가능한’ 실재를 목격할 수 있게 해준다.”11) 이에 “탐

정의 역할은 바로 ‘어떻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가’를 입증하는 것, 다

시 말해 외상적 충격을 재상징화하고 그것을 상징적 현실로 통합시키는 

7) 브왈로 나르스작, op. cit., 15쪽 참조.
8) 추리소설 장르의 확립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발전과 병치시키는 사회학적 접

근은, 고전 추리소설 속 범죄의 완벽한 해결이 당대 이데올로기 유지에 관여하였

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스티븐 나이트Stephen Knight는 추리소설의 탐정이

부르주아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체현하는 이상화(理想化)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Stephen Knight, Form and Ideology in Crime Fiction (London: Macmillan, 1980).

9) 원칙적으로 추리소설 서사는 불가해한 사건을 조사하는 탐정의 서사에 의해 가

동된다.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수께끼의 해독을 지연시키는 여러 방해 장치들

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지연 서사를 통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는 기대 및 추리소

설 읽기의 즐거움이 창출된다.
10) 이 주장에 따르면, 추리소설을 읽는 즐거움은 미스터리에 관한 인간의 강렬한

호기심에 기초한다. 프로이트가 명명한 ‘원초적 장면’은 이러한 호기심이 향하는

첫 대상이다. 유아의 억압된 ‘원초적 장면’과 추리소설에서의 ‘사건’이 어떤 식으

로든 유사성을 띤다는 견해대로라면, 범인은 부모이고 탐정은 유아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원초적 장면’에 대한 유아의 호기심이 대개 죄의식과 고통을 수반하여

억압되는 반면, 독자가 추리소설 속 사건에 대하여 갖는 호기심은 그의 자유로운 
독서 행위를 통해 억압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다. Geraldine Pederson-Krag, “Detective 
Stories and the Primal Scene,” in The Poetics of Murder: Detective Fiction 
and Literary Theory, ed. Glenn W. Most and William W. Stowe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3), 13-20.

11) 슬라보예 지젝, 『삐딱하게 보기』, 김소연·유재희 옮김, 시각과언어, 1995,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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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12)을 지향하게 된다. 피터 휜Peter Hühn의 견해에 따르면, 탐정은 범인의 

세계를 장악하여 그의 그릇된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권위적 인물이다.13) 이

와 같은 정의들이 확인시켜주듯이, 탐정은 일탈적이고 비합법적인 사태에 

대하여 인식적·서술적 우위를 점하는 질서와 논리의 체현물이다.14)

  그러나 추리소설에서 영웅적 탐정에 버금가게 매력적인 또 하나의 요소는 

탐정에 의해 발화되는 범인의 세계, 즉 상징화되는 불가해성이다. 독자는 탐

정의 영웅적 활약으로 일탈적 사건이 포박당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 이

때 범인이 저지른 사건은 탐정 세계의 권위를 확증해주기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 다시 말해 추리소설은 불가해성을 해체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직하는 

탐정을 핵심으로 내세우지만, 동시에 범인의 불가해한 세계에 강하게 매여 

있다. 탐정과 범인 세계의 의존적 관계는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Mandel의 

추리소설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만델은 합리적인 세계와 비합리적

인 세계의 위태로운 공존이 추리소설 구조를 지탱한다고 분석한다.15) 특히 

고전 추리소설에서 두 세계의 상호 잠식관계가 늘 탐정 세계의 승리로 끝남

을 지적하며, “질서 속에 드리워진 무질서, 무질서에 뒤따른 질서, 합리성을 

전복시키는 비합리성, 비합리적인 소란 후에 회복되는 합리성, 이것이야말로 

추리소설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전부”16)라고 주장한다. 만델의 논지가 함축

하는 바는, 추리소설이 부르주아 사회를 존속시키는 합리성의 가치를 신뢰

하고 있는 만큼 그 대척점에 있는 불가해성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있는 장르

라는 사실이다. 탐정과 범인의 세계는 합리성과 불가해성의 영역을 각각 상

징하고, 탐정은 불가해성을 해체하여 합리성의 영역으로 포섭시키는 영웅적 

역할을 수행한다. 추리소설의 독자는 탐정의 영웅적 행위에 동일시됨으로써 

이성과 논리로 포획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을 상상적으로 해소시킨다. 그

12) Ibid.
13) Peter Hühn, “The Detective as Reader: Narrativity and Reading Concepts in 

Detective Fiction,” Modern Fiction Studies 3, no. 3 (1987): 460.
14) Michael Holquist, “Whodunit and Other Questions: Metaphysical Detective 

Stories in Post-War Fiction,” in The Poetics of Murder: Detective Fiction and 
Literary Theory, ed. Glenn W. Most and William W. Stowe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3), 156.

15)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이동연 옮김, 이후, 2001, 84-85쪽 참조.
16) Ibid.,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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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 추리소설 내에서 사건의 불가해성이 요청된다.

  범인의 사건이 표상하는 불가해성은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상정되어 

정작 서사 내에서 철저히 은폐되어 있다는, 추리소설의 고유한 서사적 특징

에서 비롯된다.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탐정과 범인의 세계를 

‘조사의 스토리’와 ‘범죄의 스토리’로 양분한다.17) 이 구분에 의하면 ‘범죄의 

스토리’는 서사 시작 전에 이미 완결되어 더 이상 발화되지 않으며, ‘조사의 

스토리’는 은폐된 ‘범죄의 스토리’를 쫓아 재발화하려는 탐정의 서사다. 토도

로프는 두 층위를 “하나는 부재하나 실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재하나 

중요치 않은 것”18)으로 정의하며 ‘조사의 스토리’가 ‘범죄의 스토리’의 재현 

양식임을 주장한다.

  피터 브룩스Peter Brooks는 토도로프의 주장을 발전시켜 부재하는 범죄 

서사에 의해 탐정의 서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탐정의 서사에 의해 범죄 서사

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피력한다. 브룩스는 탐정이 임무완수를 위해 “현재

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줄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must reach back to a story in the past which accounts for how the present 

took on its configuration)”19)고 말하는데, 이는 탐정이 은폐되어 있는 범인의 

서사를 회고적으로 추적하여 발굴하게 됨을 암시한다. 브룩스의 주장은 합

리적 사고와 추론에 의해 작동하는 탐정의 세계와 그로부터 일탈해 있는 범

인의 세계가 추리소설 서사 안에서 상호의존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시사한

다. 탐정의 서사는 불가해한 사건을 폭로하려는 욕망에 의해 추동되지만, 그 

불가해성의 존재를 전제할 때에만 서사의 의미를 확인받을 수 있기에 범인

의 세계에 의존적이다. 마찬가지로 범인의 세계는 탐정의 서사를 통하지 않

고서는 발화될 수 없기에 탐정의 세계에 의존적이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바로 이러한 “서술되지 않은 요소와 그것

의 복원(the un-narrated factor and its reconstruction)”20)이야말로 추리소설 서

17) 츠베탕 토도로프, 「탐정소설의 유형」, 『산문의 시학』, 신동욱 옮김, 문예출판사, 
1992, 47-60쪽 참조.

18) Ibid., 52쪽.
19) Peter Brooks, Reading for the Plot: Design and Intention in Narra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270.
20) Ernst Bloch, “A Philosophical View of the Detective Novel,” Discourse 2 (198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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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진술한다. 블로흐에 따르면, 탐정은 파

편적 흔적들을 쫓아 은폐된 사건의 시초를 알려고 하며, 그렇기에 기원서사

에 매혹된 오이디푸스적 인물에 가깝다.21) 탐정의 서사는 은폐된 사건이 선

행했기에 비로소 작동되지만, 동시에 그 세계의 근원을 폭로하려는 욕망에 

의해 추동된다. 따라서 탐정의 서사가 개인의 뿌리를 탐색해가는 기원서사

와 상동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블로흐의 주장이다. 브룩스의 논지처럼 블로

흐의 주장도 탐정과 범인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탐정의 

서사가 그 존재 의의를 범인의 세계에 빚지고 있으면서 범인의 세계에 완결

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때 문제적인 사실은, 사건에 대한 탐정의 몰두가 증명하듯, 탐정이 추리

소설 속 다른 어떤 인물보다 불가해성에 깊게 매혹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누구보다 불가해성과 밀접히 관계하고 그것의 인식적·서사적 전유를 욕망한

다는 점에서, 탐정은 이성적 진리에 반대되는 불가해성의 위력에 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탐정이 불가해성의 표상인 범인의 세계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탐정이 불가해성을 포섭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에 포섭되기 시작하고 종국에는 이성적 진리를 회의하는 인물로 

그려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용일지 모른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에 나타

나는 이러한 변용은 추리소설에 내재한 탐정과 범인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전경화시킴으로써 비로소 작동된다.

21) Ibid.,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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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러디된 추리소설과 메타텍스트적 욕망

2.1.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효과: 탐정과 범인 세계의 중첩

  일군의 현대 작가들은 추리소설 장르의 문법을 차용하되 궁극적으로 장르 

독자의 기대지평을 배반하는 내러티브를 만듦으로써 기성장르의 한계를 뛰

어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가령 브룩스는 추리소설 패러디를 주요 전략

으로 삼는 누보로망 소설에 대하여, “추적할 사건이나 동기의 어떤 명백한 

진실도 신뢰하지 않는 텍스트에, 추리소설의 파편적 구조가 남아 있어서, 이

러한 잉여구조가 가독성에 필요한 골격을 제공한다(the fragmentary structures 

of the detective story remain present in a text which does not believe in any 

clear truth of incident or motive to be detected, and these residual structures 

provide a necessary armature of readability)”22)고 평한다.

  대략적으로 구분해보자면, 기존 추리소설이 장르 영역에 귀속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반면,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장르 범위 내로 온전히 흡수되지 

않고 추리소설 서사를 하나의 ‘방법’으로 취함으로써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는 내러티브 창출의 가능성을 포괄한다.23) 일반적으로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탐정의 추리가 실패하고 그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극화하며, 따라서 탐정

22) Peter Brooks, op. cit., 177.
23)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이론가 재량에 따라서 ‘반(反)탐정 소설(anti-detective fiction)’, 

‘해체구성적 미스터리(deconstructive mysteries)’, ‘포스트모던 미스터리(postmodern 
mystery)’, ‘포스트 누보로망 추리소설(post-nouveau roman detective novel)’, ‘분석
적 추리소설(analytic detective fiction)’, ‘존재론적 추리소설(ontological detective 
story)’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형이상학적 추리소설(metaphysical detective 
story)’이란 용어가 권위를 인정받는 추세다. ‘형이상학적 추리소설’이란 용어를 처

음 정립한 자는 하워드 헤이크래프트Howard Haycraft로, 1941년에 그는 체스터

튼의 브라운 신부 이야기에 내재된 아이러니와 신학적 지향점 등을 강조하고자

이 용어를 사용했다. Patricia Merivale and Susan Elizabeth Sweeney, “The Game's 
Afoot: On the Trail of the Metaphysical Detective Story,” in Detecting Texts: 
The Metaphysical Detective Story from Poe to Postmodernism, ed. Patricia 
Merivale and Susan Elizabeth Sweene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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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가해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다. 이제 탐정은 이성적 진리의 

담지자로서의 위상을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에 대해 회의하

는 인물로 그려진다.

  주저하고 실패하는 탐정의 등장은 추리소설 장르에 내재한 탐정과 범인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결과로, 탐정이 범인 세계의 불가해한 모습에

서 그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의 불가해성을 덩달아 발견하게 된 데 연

유한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탐정은 사건 서사의 재구성이 탐정 자신의 이

야기를 구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 오이디푸스적 자각으

로 인해 범인의 세계로부터 외재적 위치를 고수하던 탐정의 현실에 균열이 

가해진다.24) 이제 탐정은 그의 조사와 서술행위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부단

히 회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의 서사나 현실, 나아가서는 그의 존재

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직결되는 까닭이다.

  불가해한 범인의 세계를 상징화하는 것과 탐정 자신의 현실을 의미화하는 

것에 동일한 비중을 둠으로써, 탐정은 범인의 세계에 대한 외부자적 위치를 

더 이상 견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인의 세계에 깊게 연루되거나 결박당한

다. 이로써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추리소설 장르의 영웅적 탐정이 복권시켰

24) 수잔 엘리자베스 스위니Susan Elizabeth Sweeney를 비롯한 여러 논자들은 오이

디푸스의 자각이 실패하는 탐정의 원형임을 지적한다. 오이디푸스는 친부를 살해

한 자가 자기 자신이며 테베의 땅을 병들게 한 자 역시 자신임을 알게 된다. “(스
테파노 타니Stefano Tani가 명명한) ‘불운한 탐정’은, 그 자신이야말로 그가 원한

을 갚아줄 희생자이거나 그가 추적하는 범인임을, 또는 자신이 희생자임과 동시

에 범인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추리소설의 항구적 물음인 ‘whodunit?’
에 대한 답은 바로 ‘나 자신’이 된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은 전적으

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A "doomed detective" (in Stefano Tani's phrase), he 
may even learn that he himself is the victim he avenges, the criminal he 
seeks, or both at once. In such tales, the answer to the detective story's 
perennial question―"Whodunit?"―is "I." And "Who is 'I'?" is another question 
entirely.)” 스위니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한 사람이 가정한 사건에서

그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의 공포(the horror of being unable to extricate 
oneself from what one has supposed)”를 전형화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악몽(an 
epistemological nightmare)”은 다수의 패러디된 추리소설이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주제다. Susan Elizabeth Sweeney, “Subject-Cases and Book-Cases,” in Detecting 
Texts: The Metaphysical Detective Story from Poe to Postmodernism, ed. 
Patricia Merivale and Susan Elizabeth Sweene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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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진리의 확실성을 회의하고, 그것이 은폐했던 불가해성의 위력을 부각시

키는 효과를 낳는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탐정은 불가해한 것에 깊이 매료

된 인물이면서, 불가해성을 포섭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에 포섭되고 마는, 주

체와 대상의 이자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주체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패러디된 추리소설에서 탐정과 범인 세계의 중첩 양상이 의도하

는 바는 무엇일까?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작가는 추리소설 서사에 어떠한 욕

망을 투영하고 있는가? 상기하였듯이 패러디된 추리소설에서 전경화되는 추

리소설의 특징은 탐정과 범인 세계의 상호의존성이다. 두 층위의 경계를 허

무는 위반을 수행함으로써 작가는 기존장르가 깊게 다루지 않았던 주체의 

정체성 위기 문제에 천착할 수 있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에서 정체성 위기의 문제는 불가해한 사건을 읽고 발화

하는 데 실패하는 탐정 서사를 통해 발현된다. 이때 탐정은 사건을 읽는 방

법과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는다. 탐정의 서사가 어떻게 만

들어지고 또 어떻게 실패하는지에 착수함으로써,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작가

는 내러티브를 읽고 생산하는 문제, 다시 말해 메타텍스트적 문제에 접근하

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도를 『뉴욕 3부작』과 『꾿빠이, 이상』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작가의 메타텍스트적 기획에 의거

하여 추리소설 서사를 경유하고 있다.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범인의 세계를 읽고 그것을 

서사화하려는 탐정의 욕망이 추리소설 서사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

펴보고, 이 욕망이 메타텍스트적 욕망으로 변주되어 새로운 주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추리소설 서사는 범죄 서사의 재발화를 욕망하

는 탐정 서사에 의해 진행되며, 이 욕망은 작중인물 또는 화자의 층위에서 

발견된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이 욕망에 작가의 메타텍스트적 욕망을 덧

씌움으로써 두 겹의 욕망이 상보적으로 작동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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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탐정의 욕망을 경유한 메타텍스트적 욕망

  범인의 위반적 세계에 일상성을 부여하려는 탐정의 욕망은 인식적 차원의 

것이면서 동시에 서사적 차원의 것이다. 탐정의 조사는 그가 “선형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25) 사건을 재발화할 수 있을 때 종결된다. 따라서 범인의 

세계를 포섭하려는 탐정의 욕망은 사건을 서사화하는 행위와 늘 결부된다. 

그렇기에 추리소설 서사의 두 층위는 해석학적 관점에 따라 읽는 주체와 읽

히는 텍스트로 도식화되기도 한다. 탐정은 사건 층위를 읽는 주체가 되고, 

범인의 사건은 탐정에 의해 읽히는 텍스트로 치환될 수 있다.

  추리소설 서사가 내러티브를 읽고 생산하는 문제와 직결됨은 이브 뢰테르

Yves Reuter의 논의에서 검토된다. 뢰테르는 탐정과 범인 세계의 긴장관계가 

읽기와 쓰기 행위를 수반하며, 이 해석적 행위가 추리소설의 액자식 서사구

조에 의해 다층적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논한다. 뢰테르의 논의에 따르면, 탐

정은 파편적 단서들을 해독하여 텍스트의 의도를 총체적으로 의미화하려는 

독자에 상응하고, 범인은 “탐정을 혼동시키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삭제된 

방식으로 기술”26)하는 작가에 준한다. 그러나 독자로서의 탐정은 범인의 텍

스트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고쳐 쓰기 때문에 작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다. 또 추리소설의 독자가 독서행위를 통하여 범인의 텍스트를 읽어내고 기

술하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추리소설에서의 해석적 메커니즘은 격자화된

다. 이렇게 추리소설 텍스트 안과 밖에서 다층적으로 읽기와 쓰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추리소설 서사가 자기반영적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구현

시킨다는 것이 뢰테르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추리소

설이 현대소설의 메타텍스트적 기획과 맞닿아 있음이 확인된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탐정과 범인 세계가 상호의존적이되 명백히 분리되

어 제시된다는 장르적 전제 하에서 양자의 거리를 무화시키거나 두 층위를 

아우르는 서사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다. 이로 패러디된 추리소설에서 내러

티브 읽기와 쓰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상기하였다시피 추리소설의 탐

정은 범인의 은폐된 텍스트를 읽는 독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형적이

25) 슬라보예 지젝, op. cit., 106쪽.
26) 이브 뢰테르, op. cit.,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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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관된 방식으로” 다시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패러디된 추리소

설에서 작가로서의 탐정은 불가해한 것을 서사화하는 데 실패한다. 따라서 

그의 작가적 욕망은 충족되지 못한다. 탐정의 실패를 통해 패러디된 추리소

설은 범인의 텍스트를 읽는 탐정의 행위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탐정

이 다시 쓰는 텍스트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로써 추리

소설의 종결을 확정해주는 사건 해결의 순간이 계속 지연되고, 이 지연 과

정 속에서 서사 자체에 대한 환유적 욕망, 즉 메타텍스트적 욕망이 발화된

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에서 작가-탐정의 실패는 탐정이 내러티브를 읽고 쓰

는 방식 및 그 행위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이는 허구로서의 텍스트를 직

조하는 패러디 작가의 메타텍스트적 욕망이 투영된 것에 다름 아니다.

2.3.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두 양상: 폴 오스터와 김연수

  지금까지 논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다음 장에서는 오스터와 김연수가 추

리소설 서사를 경유하여 메타텍스트적 욕망을 서술하는 양상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분석 텍스트인 『뉴욕 3부작』과 『꾿빠이, 이상』은 공통적으로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메타텍스트적 욕망을 발화하고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이성은 오스터와 김

연수가 궁극적으로 불가해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적 차이에서 

파생된다. 불가해성에 대한 두 작가의 소설적 대응방식이 다른 까닭에, 두 

소설은 유사한 서사전략과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

후 분석에서 보다 명확해지겠으나 두 소설에서 불가해성은 ‘아버지 기표’로 

형상화되며, 이때 아버지 기표란 탐정형 인물이 읽고 서술해야 할 대상이자 

결코 서사화되지 않는 불가해성의 표상이다. 앞 절에서 밝혔듯이 추리소설

의 서사구조상 탐정과 범인의 층위는 읽는 주체와 읽히는 텍스트로 치환될 

수 있는데, 오스터와 김연수 소설에서는 이러한 탐정-범인의 관계가 상징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드러난다. 상징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분석하는 작

업은 각 텍스트에서 메타텍스트적 욕망이 어떻게 발화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이 욕망의 서술이 두 작가의 소설 쓰기 의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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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케 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절에서는 두 작가

의 불가해성에 대한 인식이 추리소설 서사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일별

한다.

2.3.1. 폴 오스터의 경우

  1974년 시집 『폭로(Unearth)』로 미국 문단에 데뷔한 폴 오스터는, 1982년 

『고독의 발명(The Invention of Solitude)』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기까지 수년의 

무명생활을 거쳤고, 현재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요 한국에서도 두터운 독

자층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다. 오스터는 자신의 작품세계가 동일한 주제를 

미묘한 형식적 변형을 통해 변주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데,27) 독자에게 

익숙한 장르―추리소설, 디스토피아, 피카레스크, 로드소설―들의 관습을 비

틂으로써 주제를 반복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오스터는 한 인터뷰에서 자

신의 글쓰기가 “특정 장르적 관습을 사용하되 다른 곳, 완전히 다른 지점에 

도달하려(to use certain genre conventions to get to another place, another 

place altogether)”28) 함을 강조하면서, 그 지점에 바로 “정체성의 문제(the 

problem of identity)”29)가 있다고 말한다. 이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오스터

의 작품 전반에 공명하고 있는 주제는, 카르텐 스프링어Carsten Springer가 

말한 대로 “주인공의 정체성 위기(a protagonist's identity crisis)”30)이거나, 데

니스 바론Dennis Barone의 주장대로 “누군가의 정체성을 추적함으로써 한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영영 상실하기도 하는, 그러한 정체성 탐색(the 

search for identity which sometimes results in the permanent loss of one's 

27) 오스터는 래리 매캐퍼리Larry McCaffery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모든 작품들이

“나의 강박관념에 대한 이야기(the story of my obsessions)”임을 인정하며 다음

과 같이 첨언한다. “나의 모든 작품들은 같은 질문 꾸러미들, 같은 인간 딜레마의

주위를 맴도는 듯하다(all my books seem to revolve around the same set of 
questions, the same human dilemmas.)” Paul Auster, The Art of Hunger (New 
York: Penguin Books, 1997), 295.

28) Ibid., 279.
29) Ibid.
30) Carsten Springer, Crisis: The Works of Paul Auster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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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identity through a search for someone else's)”31)일 것이다. 오스터의 작

품세계가 개인의 정체성 탐색서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스프링어와 바론의 평

가를 참고해볼 때, 여러 장르적 특성 가운데서도 진실을 추적하는 추리소설 

서사의 골격이 오스터 소설 전반에서 발견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오스터의 소설에는 미스터리한 인물과 그를 추적하는 탐정형 인물이 빈번

히 등장한다.32) 이러한 유사 탐정-범인의 관계설정을 통하여 오스터는 한 개

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33)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하여 오스터는 “관습적 정체성을 유지하는(maintaining a conventional 

identity)”34) 데 기여해온 탐정이 임무수행 중에 정체성의 와해를 야기하는 

불가해성에 부닥치고 그것에 장악되어가는 서사를 직조해낸다.35)

  오스터의 탐정형 주인공들이 미지의 인물이나 사건을 추적해가면서 역설

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형성에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우연성’에 있다는 점

에서, 오스터가 변주하고 있는 원초적 문제의식은 이른바 ‘우연의 미학’이라

는 테두리 안에 포섭된다고 보는 게 좀더 타당하다.36) 오스터의 서사는 우

31) Dennis Barone, “Introduction: Auster and the Postmodern Novel,” in Beyond 
the Red Notebook: Essays on Paul Auster, ed. Dennis Baron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16.

32) 분석 텍스트인 『뉴욕 3부작』의 인물들 외에도, 『문 팰리스(Moon Palace)』의
포그와 그의 아버지,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아론과 삭스, 『환상의 책(The 
Book of Illusions)』의 데이비드 짐머와 헥터 만 등이 추적자와 실종자의 한 쌍

으로 묶일 수 있다.
33) 오스터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누가 누구인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

이 과연 우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the question of who is who and whether 
or not we are who we think we are)”으로 규정한다. Paul Auster, The Art of 
Hunger, 279.

34) Ibid., 280.
35) “따라서 탐정은 매우 설득력 있는 인물,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인물이다. 탐정
은 진실을 추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방도를 찾으려 애쓴다. 그런데 만일 그 과

정에서 당신이 더한 미스터리에 부닥칠 뿐이라면 어떨까? 어쩌면 3부작에서 일

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러한 것일지 모른다(So the detective really is a very 
compelling figure, a figure we all understand. He's the seeker after truth, the 
problem-solver, the one who tries to figure things out. But what if, in the 
course of trying to figure it out, you just unveil more mysteries? I suppose 
maybe that's what happens in the books.)” Ibid.

36) 유정완은 오스터의 작품에서 ‘우연의 힘’이 서사를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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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으로 점철되어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데, 이에 대해 오스터는 서사적 개연성보다 삶의 우연성이 우리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반박한다. “우연은 현실의 일부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연

의 힘에 의해 형성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Chance is a part of reality: we are continually 

shaped by forces of coincidence, the unexpected occurs with almost numbing 

regularity in all our lives)”37)는 것이 오스터의 주장이다.

  오스터의 여러 소설 중에서도 『뉴욕 3부작』은 ‘삶의 우연성’에 대한 문

제의식과 서사전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불가해한 인물을 추적하는 

탐정형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 추적과정에서 탐정이 불가해성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정체성을 위협받거나 존재론적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는 점에서38), 『뉴욕 3부작』은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전형을 따른다. 『뉴욕 

대적인 삶의 철학이자 원리로까지 고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유정완, 「미국 낭만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폴 오스터와 나사니엘 호손

비교연구」, 『호손과미국소설 연구』제12권 2호, 2005, 76쪽.) 오스터가 우연의

힘을 삶의 원리로 보고 있음은 다음 언급에서 확인된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일

평생 가져온 확신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철학적 용어로는 ‘예측 불가능
성의 힘’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다. 보다시피 우리네 삶은 사실상 우리가 아니라

세계에 속해 있다. 이치에 가 닿으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해될

수 없는 영역 너머에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미스터리와 스친다. 그 결과는

실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나 한편으론 희극적일 수 있다(Our life-long certainties 
about the world can be demolished in a single second. In philosophical terms, 
I'm talking about the powers of contingency. Our lives don't really belong to 
us, you see―they belong to the world, and in spite of our efforts to make 
sense of it, the world is a place beyond our understanding. We brush up 
against these mysteries all the time. The result can be truly terrifying―but it 
can also be comical.)” Paul Auster, The Art of Hunger, 289. (강조는 인용자)

37) Ibid., 287.
38) “그 책(『뉴욕 3부작』)은 여러 방식으로 미스터리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우

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미스터리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고, 3부작에는 갑작스

레 그것들과 대면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들에 둘러싸여 있음은 점점 확실해진다. 그렇기에 어떤 심리적 반향이 생기는 것

일 수 있다. 상황이 아주 현실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종의 현실적인 심

리학을 따른다. 혼란, 우리를 둘러싼 것에 대한 무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지 않은가(The books have to do with the idea of mystery in 
several ways. We're surrounded by things we don't understand, by mysteries, 
and in the books these are people who suddenly come face to face with them. 
It becomes more apparent that they're surrounded by things they don't know 



- 15 -

3부작』은 추리소설의 관습대로 탐정과 범인의 세계를 분리시켜 작동시킨

다. 그러나 서사가 진행되면서 두 세계가 상동성을 띠게 되고, 그리하여 범

인 세계의 불가해성에 빠르게 포섭되어가는 탐정의 세계가 도드라진다. 오

스터는 각 이야기마다 유사 탐정-범인의 관계를 이루는 두 인물, 즉 탐정에 

준하는 인물과 그가 추적하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킨다. 3부작의 서사는 

이 이자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9) 결론적으로 오

스터의 탐정들은 대상에 대한 서술을 종결시키지 못하는데, 오스터는 이러

한 지연의 공간을 무한한 글쓰기 가능성의 공간으로 전화시키고, 불가해성

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채 유희적 태도를 취한다.

2.3.2. 김연수의 경우

  1993년 대학생 신분의 김연수는 「강화에 대하여」 등 네 편의 시로 

「작가세계신인상」을 수상해 등단하였다. 1994년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

키며 걷기』를 발표한 이후 김연수는 활발히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

스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연수의 소설 쓰기에도 거듭 변주되고 있는 근

본적 테마가 관찰된다.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삶의 불

가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김연수 글쓰기 기저에 흐른다는 평가가 지배

적이다. 김연수 소설에서 ‘타자’로 표상되는 불가해성은40) 링반데룽의 경

험41), 아버지의 시간을 살아가는 아들의 아이러니42), 타자성에 응답함으로 

전개되는 텍스트의 운명43) 등으로 집약된다. 김연수 소설의 주제적 측면에 

or understand. So in that sense there might be some psychological resonance. 
Even though the situations aren't strictly realistic, they might follow some 
realistic psychology. These are things that we all feel―that confusion, that lack 
of knowing what it is that surrounds us.)” Ibid., 280.

39) 다음 장에서 분석하겠지만 「유리의 도시」의 퀸과 스틸먼, 「유령들」의 블루와

블랙, 「잠겨 있는 방」의 화자와 팬쇼가 이러한 이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40) 이경재, 「2000년대 소설의 윤리와 정치」, 『창작과비평』제38권 4호, 2010, 65-82쪽.
41) 조효원, 「문학의 시작, 링반데룽(Ringwanderung)의 끝―김연수 소설과 함께 시

작하기」, 『문학동네』제15권 3호, 2008, 106-122쪽.
42) 복도훈, 「가면의 허구에서 비의 진실로―김연수론」, 『눈먼 자의 초상』, 문학동네, 

2010, 470-479쪽.
43) 이경훈, 「텍스트·오토바이·기레빠시―김연수론」, 『문학과사회』제16권 1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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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서는 정재림의 의견이 특기할 만하다. 정재림에 의하면, 김연수의 소

설 쓰기는 ‘아령칙’한 세계를 그려내다 ‘뿌넝숴不能說’라는 결론에 도달하

고,44) 그로써 “진본/위본, 진짜/가짜, 진실/거짓, 현실/허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진실(현실/진심)이 말해질 수 있는가>를 탐문하는”45) 형상을 

취한다. 진실의 진위성을 탐문하는 김연수의 소설적 시도는 다양한 서사적 

틀을 실험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46) 특히 사라진 어느 인물

이나 망각된 어느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형 인물의 서사를 통해 가시

화되는 부분이 크다.

  김연수의 소설은 전반적으로 추리소설 서사에 기대고 있다고도 볼 수 있

다.47) 김연수는 자신의 소설 쓰기가 추리소설 서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면

서도 장르적 목표와는 명백히 다른 지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듯하다. 김연수는 현대소설을 “주인공의 동기를 파헤치는 장르”48)로 정의하

면서, “그런 점에서 현대소설은 추리소설의 일부”49)라고 주장한다. 전형적 

추리소설이 장르적 완성도를 위해 사건의 동기를 피상적으로 밝히는 정도에 

그친다면, 일부의 현대소설들―가령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나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은, 추리소설의 서사적 틀

406-420쪽.
44) 정재림, 「불가능을 실연하는 유령작가의 글쓰기」, 『작가세계』제73호, 2007, 78쪽.
45) Ibid., 76쪽.
46) 최성민, 「거짓 이야기 만들기의 숙명」, 『실천문학』제79호, 2005, 401-407쪽. 
한기욱, 「형식실험의 역설」, 『창작과비평』제32권 2호, 2004, 99-117쪽. 고봉준, 
「카르타필루스의 언어―김연수론」, 『반대자의 윤리』, 실천문학, 2006, 185-211쪽
참조.

47) “김연수의 소설에는 어떤 면에서 늘 추리소설적인 부분이 있다. 그는 독자가 궁

금해하거나 찾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독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에 아주 뛰어

나다. 소설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인물이 뭔가 중요할 것이라고 독자는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김연수는 급진적인 커브를 자주 만들곤 한다. 김연수의 소설에

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숨겨져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독자에 앞

서 경험하고 전달하는 역할일 때가 많다. 인물들이 그의 소설에서 하는 일은 대부
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으로 여기고 친구의 친구를 내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

의 심리를 꿰뚫어본 듯한 이야기 방식이다.” 허윤진, 「Wedding」, 김연수, 『사
월의 미, 칠월의 솔』, 문학동네, 2013, 333쪽.

48) 김연수,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2014, 63쪽.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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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되 사건의 완전한 해명보다 범인의 동기와 심리에 깊숙이 침잠한

다.50) 김연수는 후자 노선에 지향점을 두고서 추리소설 서사의 변용을 시도

한다. 그의 소설은 추리소설 서사적 틀 속에서 진실을 추적하는 자의 심리

에 집중한다.

  김연수의 탐정형 인물들은 대개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탐문하는 여로에 

오른다. 이 인물들의 서사는 범인의 부재하는 세계를 추적하는 탐정 서사를 

표방한다.51) 탐정형 인물들의 탐문대상이 과거의 대상으로 그려짐은, 그 대

상이 불가해성의 표상임을 함축한다. 가령 김연수의 소설집 『나는 유령작

가입니다』에 실린 다음과 같은 문장은, 과거를 추적하는 탐정의 행위가 불

가해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과거란 자신에게 유리한 몇 개

의 증거만 현장에 남겨두고 도주한 범인과 비슷하다. 지난 일들을 이해해보

겠다는 마음으로 기억들을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진실은 거의 없다.”52) 

  박혜경은 2000년대 한국 문학이 “인간과 역사라는 허구적 환상의 가면을 

벗겨낸 세계의 환멸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그 가면 내부의 어

두운 지층을 파헤치는 탐사자의 시선을 갖추게 되었다고”53) 분석하고, 이러

한 집요한 탐사의 시선이 김연수 소설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식

의 논의대로라면, 김연수의 변용 추리서사는 현실을 구성하는 앎에 대한 회

의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그 회의를 야기하는 불가해성에 대한 탐구라는 결

론이 도출된다. 김연수의 인물들은 현재 부재하여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

는 것들과 유사 탐정-범인의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사라진 대상의 흔적을 

추적하지만, 결국 ‘아령칙’하고 ‘뿌넝숴’하다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불가해한 

세계에 도달한다. 불가해한 세계와의 조우를 통해 탐정형 인물이 살아가는 

현실의 진실성마저 의문에 부쳐지게 된다는 점에서, 김연수의 소설들은 패

50) Ibid., 64-65쪽.
51) 비단 『꾿빠이, 이상』에서만이 아니라 「다시 한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세계
의 끝 여자친구」,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등에서 여로에 오르는 탐정형 인물
이 등장한다.

52) 김연수, 「그건 새였을까, 네즈미」, 『나는 유령작가입니다』, 창비, 2005, 36쪽.
53) 박혜경, 「기원을 향한 물음―배수아와 김연수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오르페
우스의 시선으로』, 문학과지성사, 2007,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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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디된 추리소설의 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은 김연수의 소설 중 『꾿빠이, 이상』이 추리소설 서사의 틀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꾿빠이, 이상』을 주요 분석 텍스트

로 삼는다. 그리고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전범으로 평가받는 오스터 소설과

의 비교를 통해 김연수 소설의 보편성과 고유한 지점을 검토한다. 『꾿빠이, 

이상』은 추리소설의 문법대로 탐정과 범인 세계를 분리하여 작동시키지만, 

두 층위의 진위를 의심하며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문제시한다는 점에

서,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기획을 공유한다. 무엇보다 오스터와 김연수 소설

은 창작기법에서 일면 유사하다. 김연수가 오스터의 소설작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은 여러 작품에서 증명되고 있는 바이다. 가령 『꾿빠이, 이

상』은 『뉴욕 3부작』의 첫 문장과 사건발단을 차용하고 있고, 『원더보

이』는 『미스터 버티고(Mr. Vertigo)』와 유사한 모티프 및 설정을 갖고 있

으며, 「세상의 끝 여자친구」에서는 『문 팰리스(Moon Palace)』의 영향이 

감지된다.

  『뉴욕 3부작』과 『꾿빠이, 이상』은 오스터와 김연수가 공통적으로 추

리소설 서사를 경유하여 삶의 불가해성이란 테마에 천착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따라서 유사한 글쓰기의 결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김

연수와 오스터 소설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됨은, 두 작가의 ‘우연과 필연’ 

또는 ‘운명과 의지’에 대한 관점이 분기화되는 데 있다. 오스터와 김연수가 

각각 변주시키고 있는 ‘삶의 불가해성’이란 테마는 두 작가의 작중 인물들이 

우연 또는 운명의 힘에 불가항력적으로 포섭되며 소설화된다. 『뉴욕 3부

작』의 경우, 모든 내러티브의 원리가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강조해 보

여주고, 우연을 필연으로 받아들일 것을 역설한다. 마찬가지로 『꾿빠이, 이

상』도 운명과 의지의 상동성을 인정하여,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되거나 의지가 되는 내러티브의 역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김연수 소설의 

경우, 불가해성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작가적 주체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관찰된다는 점에서 오스터의 포스트모던적 구상과 분명한 차

이를 보인다. 이 논문은 추리소설 서사를 통해 삶의 불가해성을 서술하는 

두 텍스트가 유사한 서사전략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제적 효과를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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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에 주목하고,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전범인 『뉴욕 3부작』과 비교

했을 때 김연수 소설이 제시하는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또 다른 가능성을 살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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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씌어진 텍스트와 씌어지는 텍스트의 교차 전략

3.1. 『뉴욕 3부작』 분석

  『뉴욕 3부작』(1986)은 오스터가 개별적으로 발표한 「유리의 도시(City 

of Glass)」, 「유령들(Ghosts)」, 「잠겨 있는 방(The Locked Room)」을 한 데 묶은 

작품집으로,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연한 계기로 사건을 맡

게 되고, 불가해한 일의 진상을 밝히는 탐정 행위를 수행한다. 이 논문은 오

스터의 3부작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 각기 다른 단계로 귀결된다는 전제 

하에 텍스트 분석을 시도한다.54) 오스터는 조셉 말리아Joseph Mallia와의 대

담에서 『뉴욕 3부작』이 “열정적 과잉(passionate excess)”55)의 문제를 반복

해 다루고 있다고 술회한다. 3부작의 주인공들은 범인형 인물들을 추적하고 

해독하는 것에 공통적으로 몰두하는데, 그 이면에는 불가해한 대상을 완벽

히 이해하고 포섭하려는 욕망이 발견된다. 3부작의 서사는 각각 아버지 스

틸먼의 음모, 블랙의 행적, 팬쇼의 실종을 추적하는 탐정 서사에 의해 추동

된다. 탐정형 주인공들은 사건을 서사화하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작가로서

의 정체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는데,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3부작에서 탐

정의 작가적 욕망이 주효하게 차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탐정형 주인공과 그가 쫓는 인물은 읽고 읽히는 관계, 나아가 씌어지는 

텍스트와 이미 씌어진 텍스트의 이자관계를 형성한다. 물론 이러한 관계설

정은 추리소설 구조에 내재한 읽기와 쓰기의 메커니즘을 경유하여 작동된

다. 작가적 욕망을 지닌 탐정과 불가해한 텍스트를 표상하는 범인은 3부작

54) 3부작의 마지막인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자신이 「유리의 도시」와 「유
령들」의 화자임을 밝히고, “세 편의 이야기는 결국 동일한 이야기지만, 무슨 일

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 깨달음의 각기 다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These three 
stories are finally the same story, but each one represents a different stage in 
my awareness of what it is about)”고 말한다. Paul Auster, The New York 
Trilogy (New York: Penguin Books, 2006), 288.

55) Paul Auster, The Art of Hunger,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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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복되는 인물적 요소이자, 『뉴욕 3부작』이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전

형으로 평가받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상의 흔적을 뒤쫓아 그것을 서사화하

려는 주인공의 메타텍스트적 시도는 이미 씌어진 텍스트를 자신의 서사로 

전유하려 한다는 점에서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종결되지 못한다.

  이러한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전형적 요소와 더불어 3부작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이자관계가 매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치환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이자관계가 씌어진 텍스트와 씌어지는 텍스트 간의 길항으로 읽힘과 동

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관계로 변주됨은 이후 텍스트 분석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오스터의 탐정은 아버지의 자리와 그의 텍스트를 전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자리에 들어서지만, 그가 아버지 자리에 이른 것은 

그 자리가 애초에 비어 있었거나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방기했기

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깨닫게 되는 아들은 자신이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

는 치명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오스터는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와 

조우하고 그것을 감내해나가기까지의 과정을 3부작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오스터의 탐정은 불가해한 공백으로서의 아버

지 자리를 접근 불가능한 필연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그의 삶 속에 체화한다.

3.1.1. 「유리의 도시」 분석

  「유리의 도시」는 윌리엄 윌슨William Wilson56)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추리소설 작가 다니엘 퀸Daniel Quinn이 피터 스틸먼Peter Stillman의 부탁으

로 그의 동명 아버지 피터 스틸먼을 추적하는 이야기다.57) 이 소설은 사건

56) 퀸의 필명 윌리엄 윌슨은 포의 「윌리엄 윌슨(William Wilson)」에서 따온 것

이다. 「윌리엄 윌슨」이 도플갱어 모티프를 취하고 있듯이 퀸과 윌슨의 관계는

한 자아의 분리된 두 측면을 반영한다. 하상복에 따르면, 퀸에게 윌슨은 상징적

질서에 편입되어 살아가기 위한 상징적 동일시의 대상이고, 퀸/윌슨 소설의 주인

공 맥스 워크는 퀸이 되고 싶어 하는 이미지가 투영된 상상적 동일시의 대상이

다. 다니엘 퀸은 퀸-윌슨-워크로 분열되어 있는 주체로, 배제와 자의적 동일시를

통해 상징적 질서 하에서의 삶을 영위한다. 하상복, 「지젝으로 오스터 소설 읽

기: 『유리의 도시』」,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제10호, 2005, 
123-131쪽 참조.

57) 「유리의 도시」의 서사가 퀸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화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음은, 퀸의 조사 서사가 또 다른 사건 층위에 속함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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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결된 이후의 시점에서 사건을 회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화자는 사립탐

정 폴 오스터58)를 찾는 아들 스틸먼의 전화를 퀸이 우연히 받게 되면서 사

건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59) 퀸은 폴 오스터를 찾는 상대에게 자신이 폴 

오스터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탐정이 된다. 하상복에 따르면, 퀸이 오스터

인 체 하며 아들 스틸먼에게 응답함은 자의적으로 구성되는 주체의 모습을 

현시한다. 특히 잘못 걸려온 전화, 즉 타자의 오인으로 인해 사립탐정 폴 오

스터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동일시(the mistaken 

identification)”60)를 보여준다. 이러한 동일시는 공백으로서의 주체 자리를 은

폐하기 위한 주체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터라는 상상적 인물에 

동일시된 퀸은, 출소 후 뉴욕에 돌아오는 아버지 스틸먼이 어떤 모략을 꾸

미는지 밝히는 임무를 맡는다. 퀸은 아버지 스틸먼을 미행하고 그의 의중을 

파악하려 함으로써 그가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퀸의 탐정 행위

는 아버지 스틸먼의 복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들 스틸먼을 구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한다.61)

시한다. 그러나 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58) 오스터는 자신의 이름을 작품 속에 직접 등장시킴으로써 소설이 만들어지는 과

정과 기표로서의 저자 개념을 폭로하고자 한다. “폴 오스터는 「유리의 도시」의
등장인물로 나온다. 그러나 이야기 끝에 가서야 독자는 그가 저자가 아님을 알아

차린다. 저자는 익명의 어느 화자, 마지막 장에 등장하여 퀸의 빨간 공책을 들고

사라지는 인물이다. 따라서 소설 표지에 저자로 표기된 오스터와 작중 오스터는

동일인물이 아니다. 둘은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Paul Auster appears as a 
character in City of Glass, but in the end the reader learns that he is not the 
author. It's someone else, an anonymous narrator who comes in on the last 
page and walks off with Quinn's red notebook. So the Auster on the cover 
and the Auster in the story are not the same person. They're the same and 
yet not the same).” Paul Auster, The Art of Hunger, 309.

59) “사건의 발단은 잘못 걸려온 전화로부터였다. 오밤중에 전화벨이 세 번 울리고,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 것으로부터(It was a 
wrong number that started it, the telephone ringing three times in the dead 
of night, and the voice on the other end asking for someone he was not).” 
Paul Auster, The New York Trilogy, 9.

60) 하상복, op. cit., 125쪽.
61) 이때 아들 스틸먼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만큼의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은 주목할 만하다. 아들 스틸먼은 타락 이전의 순수언어를 발견하겠다

는 아버지 스틸먼의 광기에 의해 어린 시절 9년 동안 골방에 홀로 갇혀 지냈고, 
제대로 된 언어 능력을 습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퀸이 보기에 아들 스틸먼의 표

현은 과잉되고 분절적이다. 아들 스틸먼은 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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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작에서 탐정과 범인의 세계는 명백히 분리된 채 제시된다. 퀸 역시 이

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퀸의 심리에서 두 층위 간의 경

계가 희미해지는 것이 감지된다. 특정 시점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퀸은 사건

에 대하여 거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의지 표명은, 이 모든 상황

이 자신이 가공한 허구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유하려는 욕망의 우회

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피콕James Peacock은 퀸이 윌슨, 워크, 오

스터 기표와의 연이은 동일시를 통해 복수의 가상 정체성을 가지려 한다고 

지적한다.62) 퀸이 동일시하는 기표들은 퀸의 탐정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뿐 

아니라 모든 책임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

  그러나 기표와의 동일시는 본래 퀸의 모습을 결여로 남겨둔다는 전제 하

에서만 가능하다. 마들렌 소라퓨어Madeleine Sorapure에 따르면, 퀸이 기표들

과의 동일시를 시도하는 배면에 “다른 정체성들을 취함으로써 스스로를 ‘상

실’하려는 욕망(desire to assume different identities and thus “lose” himself)”63)

이 관찰된다. 기표와의 동일시는 퀸의 정체성이 부유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주고 대신 전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로써 퀸은 아들 스틸먼의 이야기를 듣고 대

신 이야기해주는 매개 화자가 된다. 아들 스틸먼을 위해 탐정이자 대변인으로서

의 역할을 맡게 된 퀸은 임무에 전념하는데, 이는 퀸에게 있어서 아들 스틸먼을

구하는 일이 그의 죽은 어린 아들에 대한 애도를 다하는 것과 등치되는 까닭이

다. 오스터 소설에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 모티프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연구

로는 조안 알커스 뒤프레Joan Alcus Dupre의 논문이 있다. 뒤프레의 논문은

『뉴욕 3부작』에 산재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 모티프를 폴 오스터의 전기적

사실과 문학적 수용 양상에 비추어 정리한다. 뒤프레는 오스터의 소설에서 아버

지와 아들 관계가 반복해서 설정되고 있음과, 인물들의 탐정 행위가 아버지와 투

쟁하거나 아들을 구원하려는 임무를 띤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Joan Alcus Dupre, 
“Fighting Fathers/Saving Sons: The Struggle for Life and Art in Paul Auster's 
New York Trilogy” (PhD dis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7).) 한편 일래

너 샤이로우Ilana Shiloh는 오스터의 소설 전반에 불가해한 타자로서의 아버지

형상을 추적하는 테마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고 평한다. 그리고 추적 대상이 되

는 아버지 형상이 주인공의 서사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해줄 ‘저자(author)’ 형상
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Ilana Shiloh, Paul Auster and Postmodern Quest: On 
the Road to Nowhere (New York: Peter Lang, 2002), 38-52.

62) James Peacock, Understanding Paul Auster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10), 51.

63) Madeleine Sorapure, “The Detective and the Author,” in Beyond the Red 
Notebook: Essays on Paul Auster, ed. Dennis Baron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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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기표의 구조 속에서 빈 공간, 공백임을”64) 보여준다. 소설이 전개됨

에 따라 오스터의 자리에 퀸이 들어서게 되고, 스틸먼의 자리에 오스터/퀸

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러한 전치 현상은 퀸의 자리가 애초에 불확정적이었

기에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퀸은 정체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가공한 허구적 인물과 사건에 자신을 이입시킨다. 오스터에게 적극적으로 

동화하고 아버지 스틸먼의 행적을 쫓는 데 강박적으로 매달림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퀸의 이러한 불안은 아버지 스틸먼의 행동에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써 재차 표출된다. 뉴욕에 돌아온 아버지 스틸먼은 매일 같이 거리를 배회

한다. 그의 행동에는 표면상 어떠한 목적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퀸은 그것

에 어떠한 음모가 있다고 믿는데, 그래야만이 자신의 탐정 행위와 글쓰기 

행위가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말의 그럴 듯한 실마리를 찾으려 스틸먼의 무질서한 행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뜻했다. 스틸먼이 

아무 의도 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그가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

는 스틸먼의 행동에 아무리 모호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의미가 있기

를 바랐다.

He was ransacking the chaos of Stillman's movements for some 

glimmer of cogency. This implied only one thing: that he continued 

to disbelieve the arbitrariness of Stillman's actions. He wanted there to 

be a sense to them, no matter how obscure.65)

  퀸의 위와 같은 다짐은, 그의 탐정 행위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서사 역시 의미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퀸은 스

틸먼이 남긴 단서들을 수집해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의 의미를 자의적으

64) 하상복, op. cit., 126쪽.
65) Paul Auster, The New York Trilogy, 68. 이후로 소설 인용의 각주는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한다. 한역은 열린책들에서 나온 번역판을 일부 참고하였다. (폴 오스

터, 『뉴욕 3부작』, 황보석 옮김, 열린책들,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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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퀸이 탐정 오스터라는 기표에 한층 더 동

일시되기 위함이며, 그 자신의 탐정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사건

조사 행위가 그의 글쓰기 및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됨에 따라, 오스터로 가장한 퀸의 탐정 행위는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소설 전반부에서 퀸이 오스터라는 기표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이 전개

되었다면, 9장부터는 아버지 스틸먼의 서사에 덧씌워지는 오스터/퀸의 서사

가 돋보인다. 9장에서 퀸은 아버지 스틸먼과의 대면을 감행하는데66), 이때 

아버지 스틸먼과 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전치된다. 퀸은 자신

을 피터 스틸먼으로 소개하고, 아버지 스틸먼은 퀸을 그의 아들로 여긴다. 

아버지 스틸먼은 퀸과의 만남을 통해 아들의 이야기는 물론이요 자기 자신

의 이야기가 전달될 가능성에 안도한다.

“제 이름은 피터 스틸먼입니다.” 퀸이 말했다.

“그건 내 이름인데. 내가 피터 스틸먼이요.” 스틸먼이 답했다.

“저는 또 다른 피터 스틸먼이죠.” 퀸이 말했다.

“아, 그럼 자네가 내 아들이구만. 그래, 그럴 수 있어. 자네는 꼭 그 

애를 닮았어. (…)”

(중략)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가 배운 교훈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해. 그렇

게 지식이 후대에 전해지고 우리는 현명해지는 거지.”

“말씀 명심할게요.”

“이제 편히 죽을 수 있겠구나, 피터.”

“그렇다니 기뻐요.”

“그렇지만 무엇 하나 잊어선 안 된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66) 아버지 스틸먼을 처음 만났을 때 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오스터가 아

닌 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때 이미 퀸과 그가 가공한 인물 오스터 간의 진

위 관계가 역전되었음이 암시된다. 이제 퀸에게 자신을 지켜줄 허구적 가면은 오

스터가 아닌 퀸이라는 기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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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ame is Peter Stillman,” said Quinn.

“That's my name,” answered Stillman. “I'm Peter Stillman.”

“I'm the other Peter Stillman,” said Quinn.

“Oh. You mean my son. Yes, that's possible. You look just like him. 

(…)”

(…)

“A father must always teach his son the lessons he has learned. In 

that way knowledge i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we grow wise.”

“I won't forget what you've told me.”

“I'll be able to die happily now, Peter.”

“I'm glad.”

“But you musn't forget anything.”

“I won't, father. I promise.” (82-85)

  아버지 스틸먼이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질 권리를 아들 스틸먼/퀸에게 양

도함으로써 「유리의 도시」의 탐정과 범인의 세계는 중첩된다. 이때 이후

로 아버지 스틸먼은 소설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덩달아 아들 스틸먼 역시 

종적을 감춘다. 소설 속에서 스틸먼 부자의 퇴장은 탐정과 범인의 서사가 

중첩된 순간을 결정적으로 증거한다. 이후 소설은 아버지 사후에 살아남은 

아들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이제 아버지 스틸먼은 “그 도시의 일부 (…) 하

나의 얼룩, 마침표, 끝없는 담벼락의 벽돌 한 장(part of the city (…) a speck, 

a punctuation mark, a brick in an endless wall of bricks)”(90)이 되었다. 퀸이 

기록해왔던 아버지 스틸먼이 적나라한 공백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퀸

은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를 맞닥뜨린 데 대하여 상실감과 자유를 동시

에 느낀다.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를 직시하게 됨에 따라 애초에 퀸이 맡았던 임

무는 퀸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전화된다. 상술하였다시피 두 

층위는 완전히 중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퀸은 자신의 생존과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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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러티브의 운명에 전적으로 내맡김으로써 작가적 욕망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결국 그건 운명이었다. 그가 그것을 무어라 생각하든, 아무리 다른 

결말을 바란다 한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걸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단 한 가지 사실, 그가 이 일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다른 답은 있을 수 없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었다. 그가 그걸 좋

아하든 아니든 그러했다.

It was fate, then. Whatever he thought of it, however much he might 

want it to be different,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about it. He 

had said yes to a proposition, and now he was powerless to undo 

that yes. That meant only one thing: he had to go through with it. 

There could not be two answers. It was either this or that. And so it 

was, whether he liked it or not. (109)

  이후 펼쳐지는 퀸의 기록은 「유리의 도시」의 내러티브가 결말에 가 닿

는 과정과 상동한 양상을 띤다. 소설 속에서 그의 시공이 점점 축소됨은 소

설의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가리킨다.67)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야기

의 전달 가능성에 대한 퀸의 불안은 극대화되는데, 그가 애초에 가정한 사

건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오롯이 체험되는 까닭이다. 이제 퀸에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

  퀸의 내러티브는 빨간 공책의 마지막 문장, “빨간 공책에 더 이상 쓸 자

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What will happen when there are no 

more pages in the red notebook?)”(129) 하는 문장과 함께 운명을 고한다. 애

초에 가정한 자신의 자리에서 스틸먼의 자리로 옮겨온 퀸의 운명은 결국 존

67) 이는 퀸이 최후에 거하는 스틸먼 부부의 집에 빛이 점점 사라지는 장면으로 묘

사된다. 빛의 사라짐은 공간의 소멸로 이어지는데, 이때 이야기의 전달 가능성에

대한 퀸의 불안은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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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무화로 끝이 난 셈이다.68) 퀸의 사라짐은, 그가 스틸먼과 오스터의 내

러티브 모두를 종결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작가적 욕망이 해소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여전히 퀸-오스터-스틸먼의 자리가 확정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조하려 했던 퀸의 시도

는 자기 자신이 사건의 한복판에 있게 된 순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 

퀸은 내러티브의 운명에 매몰되어 그 존재를 스스로 무화시킨다. 이로써 탐

정과 범인 세계의 길항 역시 무효화된다. 「유리의 도시」 결말은 공백으로

서의 아버지 기표, 즉 사라진 대상의 불가해성을 끝내 감내하지 못한 탐정 

서사의 미결로 봉합된다.

3.1.2. 「유령들」 분석

  「유령들」에서 탐정에 준하는 인물은 블루이다. 사설탐정 블루는 화이트

로부터 블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서면으로 보고하

라는 의뢰를 받는다. 그러므로 블루의 임무는 블랙의 행적을 감시하는 것이

고, 이는 블루의 글쓰기 작업으로 표상된다. 「유리의 도시」에서처럼 「유

령들」에서도 사건과 사건 외부 층위는 확실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제시된다. 

퀸은 화이트의 의뭉스러움을 직감하면서도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나의 

일을 하는 것뿐이(The only thing I have to worry about is doing my 

job)”(134)라고 말하며 모든 의심과 책임을 회피한다.

  여기서 블루가 언급하는 ‘나의 일’이란, 사건을 조사하고 서술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때 블루에게 블랙은 서술해야 할 대상이자 읽어내야 할 텍스트이

다. 읽기 행위를 통해 블루를 모방하는 블루에게 블랙은 일종의 거울 이미

지가 되고 내면을 탐구하는 통로가 된다.69) “거리 건너편에서 블랙을 염탐

68) “결국 퀸은 사라진다. 퀸은 대타자의 결여를 메우려는 희생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없는 욕망의 끔찍스러운 실재와 대면했기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파편의

나라, 이름 없는 사물들과 실체 없는 이름의 나라’와 같은 세계의 실재를 대면했

기에, 아버지 스틸먼처럼 대타자의 결여를 은폐하고 대타자를 구제하고자 자신의
존재를 무화시키는 마지막 주체의 희생을 수행한 것이다. 퀸은 아버지 스틸먼처

럼 ‘상징적 동일성의 궁극적 소멸을’ 받아들이고 ‘실재계와의 대면 혹은 욕망에

내재한 불가능성과의 대면을 견디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없었기에 자신을 희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상복, op. cit., 129-130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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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블루에게는 마치 거울을 쳐다보는 것과 같아서, 블루는 자신이 

그저 블랙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관찰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다(For in spying out at Black across the street, it is as though Blue were 

looking into a mirror, and instead of merely watching another, he finds that 

he is also watching himself).” (142)

  블루와 블랙의 동일시가 진행될수록 블루는 블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혼동한다. 블루에게 블랙은 “일종의 공

백(a kind of blankness)”(143)이기에, 블루는 블랙에 관하여 자신이 상상하는 

바대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다고 여긴다. 이때 블루는 자신이 상상한 범

죄의 스토리가 과연 블랙의 이야기인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 뒤섞임은 블루가 범인의 세계에 대하여 거리를 유지하는 데 이

미 실패하고 있고, 따라서 그의 조사 행위의 객관성이 뒤틀리고 있음을 암

시한다. 블루가 블랙의 이미지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개인적 차

원의 욕망이 작동하게 된 것이다.

  「유령들」에서 블랙에 대해 블루가 느끼는 감정은 아버지 이미지와 함

께 병치된다. 브루클린 다리를 걸어가는 블랙을 미행하면서 블루는 블랙의 

자살 장면을 상상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중립적인 방관자

의 역할을 그만 두고 사건에 개입하기로(step out from his role as neutral 

bystander and intervene)”(146) 결심한다. 이와 같은 다짐이 브루클린 다리 위

에서 일어났음은 상징적인데, 블루에게 브루클린 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기

억과 직결되는 까닭이다.70) 블랙을 미행하며 블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69) 블루와 블랙으로 대변되는 자아분리의 이미지는 데이비드 소로David Thoreau의
『월든(Walden)』 테마의 변주이다. 오스터는 인터뷰에서 「유령들」의 주제가

『월든』을 직접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Paul Auster, The Art of Hunger, 
281.) 마크 포드Mark Ford는 소로의 영향으로 오스터의 작품에 고독이라는 테마

가 나타난다고 본다. 오스터는 고독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아의 분리가 창조적

인 힘으로 전환되는 것에 몰두한다. Mark Ford, “Inventions of Solitude: Thoreau 
and Auste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3, no. 2 (2000): 201-219.

70) “블루의 아버지는 브루클린 다리가 완공된 해에 태어났다. 그래서 블루의 마음

속에서는 마치 브루클린 다리가 아버지에 대한 기념비나 되는 것처럼 둘 간의 고

리가 연결되어 있었다(The old man was born the same year the bridge was 
finished, and there was always that link in Blue's mind, as though the bridge 
were somehow a monument to his father).”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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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떠올린다. 블랙을 미행하는 일과 아버지를 생각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블루는 블랙에 대한 애착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그와 자신

을 보다 강력하게 동일시한다.

초창기 블루의 마음 상태는 양가감정과 갈등으로 가장 잘 표현될 

것이다. 블루는 자신이 블랙과 너무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자연

스럽게 일치되어 있어서, 블랙이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있을뿐더

러, 블랙이 언제 방에 머물고 또 언제 외출할 것인지를 알려면 자

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될 때가 있다.

In this early period, Blue's state of mind can best be described as 

one of ambivalence and conflict. There are moments when he feels so 

completely in harmony with Black, so naturally at one with the other 

man, that to anticipate what Black is going to do, to know when he 

will stay in his room and when he will go out, he need merely look 

into himself. (153)

그러나 블루는 자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블랙의 모든 것을 꿰

뚫고 있지는 못하다는 예감에 불안해하기도 한다.

한편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블랙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느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을 만큼 너무도 철저하게 절대

적으로 잘려나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고독이 그를 에워

싸고 가두면서 지금껏 알았던 것보다 더 지독한 공포가 엄습한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너무도 빨리 옮아간다는 사실이 그를 당

혹스럽게 한다. 그는 오랫동안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극단적 상태를 오락가락한다.

On the other hand, not all moments are like these. There are times 

when he feels totally removed from Black, cut off from him in a way 

that is so stark and absolute that he begins to lose the sense of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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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is. Loneliness envelops him, shuts him in, and with it comes a 

terror worse than anything he has ever known. It puzzles him that he 

should switch so rapidly from one state to another, and for a long 

time he goes back and forth between extremes, not knowing which 

one is true and which one false. (153-154)

  블루가 처한 ‘극단적 상태’는 블랙과의 동일시를 전제로 하고, 블루는 블

랙을 마치 자신의 모방 대상이자 선구자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블루

는 블랙의 완벽한 복제물로서 점점 일탈을 꾀한다.71) 그는 감시 대상인 블

랙과의 철저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동일시를 통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스티븐 알포드Steven Alford에 따르면, 블루의 존재는 블랙에

게 투영되어 있어서 블루의 해방감은 역설적으로 블랙의 존재에 의존적이

다.72) 블랙으로부터의 탈각이 블랙과의 동일시를 통해 가능하다는 역설은 

블루와 블랙의 중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언하자면, 블루가 블랙과 완벽하

게 동일시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유령들」에서 사건과 사건 외부의 

거리는 철폐된다. 블랙과의 동일시로 자유를 자각한 블루는 점점 더 블랙과 

멀어져 독립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도중 블루는 한동안 연

락하지 않았던 자신의 연인과 우연히 마주친다. 이때 블루는 블랙과 동일시

되기 이전과 이후 자기 모습의 간극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다.73) 이때부터 

71) 블루가 블랙에게서 일탈하는 순간은 블루가 아버지격으로 생각해왔던 스승 브라

운과의 단절을 결심하는 순간과 맞물린다. 블루는 스승 브라운에게 편지를 보내

고 답장을 받지만 도리어 브라운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공허함과

배신감을 느낀다. 이에 스승과의 단절을 다짐한다. “이제 그는 견습생이 아니다. 
더 이상 그 위에 스승이 있지도 않다. 난 홀로 선 사람이야, 그는 스스로 다짐한

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He is no longer an apprentice. 
There is no master above him anymore. I'm my own man, he says to himself. 
I'm my own man, accountable to no one but myself).” (155)

72) Steven E. Alford, “Mirrors of Madness: Paul Auster's The New York Trilogy,” 
Critique 37, no. 1 (1995): 23-27.

73) 블루의 연인은 블루가 블랙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잉여적 타자이고, 따
라서 상징화되지 못한 결여 지점이다. 그렇기에 블루가 연인을 우연히 맞닥뜨리

게 된 것은, 블루로 하여금 블랙과의 순간적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블랙과 동일

시되기 이전의 생경한 자기 모습을 상기시킨다. 연인과의 재회를 통해 블루는 블

랙과의 단절, 그리고 단절이 자아내는 공포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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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은 자신에게 닥쳤을지 모를 음모를 알아내려 조치를 취한다. 가령 화이

트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 보고서에 거짓 정보를 첨언해 보내거나, 블랙을 

감시하는 대신에 도리어 화이트를 미행한다. 이로써 블루는 자신이 블랙에

게 시선을 두듯이 누군가가 자신에게도 그러한 시선을 던질 수 있음을 깨닫

는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셈이다.

  이때 블루는 『월든』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한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경우에 놓이게 되고, 

거기서 빠져 나가기란 두 배로 어려워진다(we suppose a case, and put 

ourselves into it, and hence are in two cases at the same time, and it is 

doubly difficult to get out)”(166)는 소로의 토로는, 「유령들」뿐만 아니라 

『뉴욕 3부작』 전체를 아우르며 변주되는 오스터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이제 블루에게는, 블랙이 연루된 사건의 진실을 서사화하는 일이 자기 자신

에게 닥친 불가해한 사건을 규명하는 일과 겹쳐져 다가온다. 블루는 자신이 

읽히는 대상의 자리에 들어섰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빠져 나가는 일을 주요 

임무로 판단한다.

  탐정과 범인의 세계가 더 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역전될 수

도 있게 된 시점에서, 블루는 퀸이 스틸먼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블랙과의 

대면을 시도한다. 이때 블루와 블랙이 서로 상대의 정체를 알고 있음이 암

시되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된다. 블랙은 블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오. 블랙이 여전히 시선을 피한 채 

말한다. 그는 그를 쳐다보는 나의 시선을 필요로 하오. 그가 살아 

있음을 내가 입증해주길 바라는 거지.

Because he needs me, says Black, still looking away. He needs my 

eyes looking at him. He needs me to prove he's alive. (178)

  이로써 블루와 블랙이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으며 한 사람의 응시를 통해

서 상대의 존재 가치가 입증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블루에게 

있어서 블랙이 자신이 쓰고 있는 텍스트를 위해 상정된 씌어진 텍스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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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에게도 블루는 그러하다. 블루와 블랙은 서로에 대해 서술적 우위를 점

하려 하고 그것을 상대로부터 인정받으려 한다. 블루와 블랙의 투쟁은 씌어

진 것과 씌어지는 것 간의 투쟁, 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투쟁을 상징한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블루와 블랙의 위치가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역전

된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블루는 블랙을 읽고 해석하는 자리, 다시 말해 아

들의 자리를 점한다. 그러나 블랙 역시 자신을 아들의 자리에 두고 블루를 

읽고 서술할 권리를 주장한다. 블랙에게 있어서 블루는 유령처럼 뉴욕을 떠

도는 문학적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자신의 글쓰기를 지속시켜줄 고정된 

시선을 건네는 타자이다. 즉 블루와 블랙은 서로를 씌어진 텍스트로 여기고, 

그것을 모방하고 오독하는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자기 글쓰기의 의

미를 부여받고자 한다.

  블루는 블랙과의 대면을 통해 그동안의 기록이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고였음을 자각한다. 피콕은 블루가 블랙과의 동일시를 통해 느꼈던 양가

감정을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한다. “그의 불안의 원천은 다른 이에 대해 

상정했던 지식이 실은 가공된 허구이며 누군가에 대해 아노라고 주장한 모

든 것이 실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는 내밀한 깨달음에 있다(The 

source of his anxiety is a creeping awareness that all supposed knowledge of 

others is an invented fiction and that everything we claim to know about 

someone is really as much about ourselves).”74) 다시 말해 블루는 아들의 자

리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품었으나, 실은 아버지의 자리

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내면의 일부였음을 

깨닫는다.

  블랙이 자기 내면 어두움의 표상물임을 자각 한 이후 블루는 블랙과의 

최종결투에 나선다. 이때 블루와 블랙은 상대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최종적

으로 확정해줄 기의를 가지고 있음을 재차 주장한다.

  당신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끝나게 되

는 것 아니겠는가? 당신이 내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린 작별하는 거

74) James Peacock, op. cit.,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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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 블루. 그렇지 않나? 당신은 이미 그 얘길 

훤히 알고 있어.

(중략)

  내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내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고

개를 들 때마다 당신은 언제나 내 시야에서 심드렁한 눈길로 거기 

있었고 나를 지켜봤고 미행했지. 당신은 내게 온 세상과 다름없었

어, 블루. 그리고 나는 당신을 내 죽음으로 바꿔 놓았어. 당신은 변

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모든 걸 뒤바꿔 놓는 유일한 존재지.

  You're supposed to tell me the story. Isn't that how it's supposed 

to end? You tell me the story, and then we say good-bye.

  You know it already, Blue. Don't you understand that? You know 

the story by heart.

(…)

  To remind me of what I was supposed to be doing. Every time I 

looked up, you were there, watching me, following me, always in 

sight, boring into me with your eyes. You were the whole world to 

me, Blue, and I turned you into my death. You're the one thing that 

doesn't change, the one thing that turns everything inside out. (189)

  블루에게 있어서 블랙은 조사의 끝마침을 언표해줄 존재이고, 블랙에게 

있어서 블루는 그의 죽음에 상응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블루와 블랙은 

상대가 최종적 의미의 담지자임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블루가 블랙을 때려눕히고 그대로 그의 방을 나옴으로써 미완성된다.

  「유령들」의 화자는 독자와 자신을 아우르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한

다. 이는 블루와 블랙의 이야기가 화자와 독자 차원에서는 이미 또 다른 사

건의 층위에 속함을 뜻한다. 즉 독자가 읽은 것은 화자가 서술하는 조사의 

스토리, 다시 말해 블루와 블랙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재발화인 셈이다. 

「유리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유령들」에서 범죄의 스토리와 조사의 스



- 35 -

토리는 종결되지 않는다. 블루와 블랙은 주체와 대상의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울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블루와 블랙이 상호의존적인 까

닭에 블랙을 공격하는 블루의 행위는 ‘자기살해’에 가까운 행위일 수밖에 없

다.75) 블루의 공격성을 데리다가 명명한 ‘폭력적 위계질서(violent hierarchy)’ 

개념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앨리슨 러셀Alison Russell의 논지를 참고해볼 

때,76) 미결로 남는 블루와 블랙의 투쟁은, 불가해한 범인의 세계에 상응하는 

아버지 기표의 자리가 공백으로 남아 있기에 탐정과 범인 세계의 위계질서

가 숱하게 전복되고 해체될 운명에 놓여 있음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다.

3.1.3. 「잠겨 있는 방」 분석

  앞서 분석한 두 작품처럼 「잠겨 있는 방」 역시 사건의 층위와 사건을 

조사하는 외부 층위로 나뉜다. 그러나 전작과 다르게 「잠겨 있는 방」에서

는 탐정 서사가 또 다른 범죄의 스토리에 포섭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다. 오히려 탐정이 그의 서사를 끝까지 서술하고 있음이 돋보인다.77)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팬쇼 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어린 시절 

75) “「유리의 도시」와 「잠겨 있는 방」의 주인공처럼 블루는 범인-작가를 제대로

읽어내기만 한다면 사건은 물론이요 자기 삶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종국에 블루는 블랙을 죽이고, 그로써 3부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죽

은/죽어가는 작가-범인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유리의 도시」에서처럼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던 화자는 마지막 문단에서 일인칭으로 등장하여 독자-탐정이 기묘하

게 사라졌음을 알린다(Blue believes, as do the protagonists of City of Glass 
and The Locked Room, that if he reads the criminal-author correctly, he will 
bring order both to the case and to his life. In the end, Blue kills Black, thus 
establishing the figure of the dead or dying author-criminal, common to all 
three novels. The Narrator, unseen throughout the novel, reverts to the first 
person in the final paragraph to announces, as in City of Glass, that the 
reader-detective has mysteriously disappeared).” John Zilcosky, “The Revenge 
of the Author: Paul Auster's Challenge to Theory,” Critique 30, no. 3 (1998): 
200.

76) Alison Russell, “Deconstructing The New York Trilogy: Paul Auster's 
Anti-Detective Fiction,” Critique 31, no. 2 (1990): 71-84.

77) 「유리의 도시」, 「유령들」과 다르게 「잠겨 있는 방」의 일인칭 화자가 자신

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다는 점은 그가 퀸이나 블루와는 다른 지점에 도달했음

을 예고한다. 손동철, 「『잠긴 방』의 아이러니: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전기

작가」, 『영미문화』제14권 1호, 2014, 1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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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인 팬쇼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무명작가였던 팬쇼가 미발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을 일제히 화자에게 넘긴 뒤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잠겨 있는 방」은 탐정형 인물인 화자가 사라진 팬쇼의 흔적

을 추적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초반부터 화자와 팬쇼가 씌어지는 텍스트와 씌어진 텍스트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과, 특히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양가적 욕망과 

결부됨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을 맡은 이후 시점인 2장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 팬쇼와의 관계를 회고하며 그에 대한 양가감정을 고백한다.

진실은 나의 바람보다 훨씬 복잡하다. 내가 팬쇼를 사랑했고,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그 누구보다 내가 그를 잘 알았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고 그 어떤 말로도 이 사실을 축소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건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려 

애쓴 끝에, 이제 나는 내가 팬쇼를 멀리 하기도 했음을, 나의 일부

가 언제나 그에게 반발했음을 알고 있다. 특히 우리가 점점 커가면

서 나는 그의 존재 앞에서 전적으로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내가 하려는 말에 질투가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면 어떤 

막연한 감정, 팬쇼가 나보다 더 낫다는 은밀한 감정이라도 해두자.

The truth is far less simple than I would like it to be. That I loved 

Fanshawe, that he was my closest friend, that I knew him better than 

anyone else―these are facts, and nothing I say can ever diminish 

them. But this is only a beginning, and in my struggle to remember 

things as they really were, I see now that I also held back from 

Fanshawe, that a part of me always resisted him. Especially as we 

grew older, I do not think I was ever entirely comfortable in his 

presence. If envy is too strong a word for what I am trying to say, 

then I would call it a suspicion, a secret feeling that Fanshawe was 

somehow better than I wa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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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은 화자가 팬쇼에 대해 느끼는 양가감정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스티븐 번스타인Stephen Bernstein은, 아서 살츠만Arthur Saltzman의 표현을 

빌려, 팬쇼와 화자가 “각자의 쌍둥이 유령(one another's twin ghosts)”78)으로 

서로를 비춘다고 말한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화자에 대한 팬쇼의 영향력은 

운명이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구속력에 맞먹는다. 화자는 팬쇼의 영향력에 

저항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서술적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오이디

푸스적 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다.79)

  현재 시점의 화자는 팬쇼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그에게 저항하려는 욕망

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80) 팬쇼에 대한 화자의 욕망은 아버지로부터 적자임

을 인정받고 그를 넘어서려는 오이디푸스적 인물의 욕망으로 읽힌다. 특히 

학창 시절 화자가 팬쇼와 함께 매춘굴을 찾은 일화는 화자가 팬쇼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오이디푸스적 아들의 투쟁에 다름 아님을 짐작케 한다.81)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고개를 내젓는 거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커튼 저편에서 들려오는 팬쇼의 거

칠고 빠른 숨소리에 귀 기울일 뿐이었다. 생각나는 건 단 한 가지, 

나의 성기가 머지않아 팬쇼의 성기가 들어가 있는 바로 거기로 들

어가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I was too nervous to do anything but shake my head, and then I 

78) Stephen Bernstein, “Auster's Sublime Closure: The Locked Room,” in Beyond 
the Red Notebook: Essays on Paul Auster, ed. Dennis Baron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89.

79) Ibid., 90-91.
80) 손동철은 팬쇼와 화자의 관계가 표면상으로 도플갱어 모티프로 풀이되지만 엄

밀히 보았을 때에는 “단순한 분신이라기보다는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에 더 가깝

다”고 설명한다. 유년 시절 화자는 팬쇼를 열성적으로 모방하는 추종자였으나 그

자신이 가 닿을 수 없는 팬쇼 고유의 영역이 있음에 그에 대한 선망과 질투의 감

정을 키워갔다. 이 양가감정은 팬쇼가 실종된 시점에도 유효하게 작동한다. 손동
철, op. cit., 100쪽.

81) 이러한 오이디푸스적 욕망은 6장에서 팬쇼의 옛 집을 찾은 화자가 팬쇼의 어머

니와 성교를 맺는 장면에서 반복된다. 화자는 팬쇼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는 그녀를 이용해 다름 아닌 팬쇼를 공격

하고 있었다(she was no more than a shadow, and that I was using her to 
attack Fanshawe himself)”(261)고 말한다.



- 38 -

just sat there, listening to Fanshawe's intense and rapid breathing on 

the other side of the curtain. I could only think about one thing: that 

my dick was about to go into the same place that Fanshawe's was 

now. (211)

  2장이 과거의 팬쇼에 대한 화자의 회고라면 3장은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

아와 팬쇼의 원고를 읽는 화자의 서술이다. 팬쇼 원고의 책임자가 된 화자

는 팬쇼의 글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진 독자로 전치된다.

나에게는 그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 갈기갈기 

찢을 힘이 있었다. (…) 나는 팬쇼의 작품이 나쁘길 바라지 않았지만 

괜찮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이것은 나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이다. 물론 케케묵은 경쟁심, 팬쇼의 뛰어남에 무릎 꿇고 싶지 않은 

욕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덫에 걸린 듯한 느낌도 들었

다. 하지만 이미 나는 약속을 했다. 가방을 여는 순간, 나는 팬쇼의 

대변인이 되어 좋든 싫든 그를 대신해 말하게 될 것이다.

I had been given the power to obliterate, to steal a body from its 

grave and tear it to pieces. (…) If I did not want Fanshawe's work to 

be bad, I discovered, I also did not want it to be good. This is a 

difficult feeling for me to explain. Old rivalries no doubt had 

something to do with it, a desire not to be humbled by Fanshawe's 

brilliance―but there was also a feeling of being trapped. I had given 

my word. Once I opened the suitcases, I would become Fanshawe's 

spokesman―and I would go on speaking for him, whether I liked it 

or not. (218)

  화자는 팬쇼의 존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팬쇼란 존재는 화자에게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인력이다. 화자는 팬쇼 글

의 가장 진지하고도 열성적인 독자가 되어 팬쇼 작품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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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깊이 사로잡힌다. 화자는 이 열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팬쇼의 성공을 

그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는데, 이 동일시의 이면에는 팬쇼 부인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화자가 팬쇼 사건을 맡은 후 겪게 되는 일들, 가령 

팬쇼 글의 책임자가 되고 팬쇼 부인과 사랑에 빠지는 일련의 일들은, 마치 

화자가 팬쇼의 자리에 대신 이식되는 효과를 낳는다. 화자는 팬쇼를 대변하

며 그를 상징적 질서에 편입시키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의 존재를 자신

의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양가적 욕망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자관계를 이루는 주체와 대상의 중첩은 4장부터 본격화된다. 가령 화자

는 팬쇼 부인 소피와 결혼하여 팬쇼 가족의 일원이 된다. 세간의 주목을 받

게 된 팬쇼의 글들이 사실은 화자의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지자, 화자는 

잠정적으로 사라진 팬쇼를 대신하게 된다. 이때 화자는 실종된 팬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다. 편지에는 화자가 한 일에 대한 치하와 그의 가족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편지로 인해 화자는 비로소 팬쇼를 대신

할 적자임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화자가 팬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의 의지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

의 오이디푸스적 욕망의 실현은 아버지에 준하는 팬쇼가 자신의 자리를 스

스로 포기함으로써 생긴 불가피한 공백에 따른 것이다.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사라진 팬쇼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타인으로 대신 살기’의 

단계에 접어든다.82)

  5장에서 화자는 출판업자로부터 팬쇼의 전기 집필을 제의받는다. 그러나 

화자는 팬쇼를 완전히 모방하여 필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팬쇼를 

오독하거나 상상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화자는 자신이 팬쇼에 대해 글

을 쓰면서도 그 이야기의 결말을 확정할 수 없음을 직감한다. 그가 느끼기

82) 피콕은 타인에 의해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이 오스터 인물들의 전반적인 특징임

을 지적한다. 그리고 “타인과 사는 것(living with others)”과 “타인으로 대신 살기

(living vicariously through others)”의 결정적 차이가 오스터의 인물들에게 나타

난다고 본다. 전자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다면, 후자는 타인과의 동일시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는

파국에 이른다.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후자에 가깝다. James Peacock, op. ci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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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팬쇼는 강력히 살아 있는 존재여서 그에게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것은 “심

각하고 암울하고 두려운 일(serious, a dark and frightening thing)”(246)이기 때

문이다. 팬쇼의 자리를 대신한 화자는 팬쇼와 지나치게 동일시되어 있기 때

문에 팬쇼 삶에 결말을 짓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이다. 이 소

설에서 탐정과 범인 세계의 중첩은 사라진 팬쇼의 역할을 화자가 떠맡음으

로써 가시화되고, 팬쇼 역할을 대행하는 화자에게 팬쇼를 찾는 일은 그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일과 등가를 이룬다.

  팬쇼의 전기를 쓰고자 그의 흔적을 찾는 화자의 탐정 행위는 화자와 팬

쇼의 투쟁을 상징하는 내밀한 행위로 점점 변질된다. 다시 말해 사건 서사

화를 위한 탐정의 노력이 그의 주체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게 된

다. 앨포드는 ‘나’와 ‘타자’의 양자관계가 늘 자의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고 보고, 그것을 무화하려는 시도가 오스터의 3부작에서 반복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83) 가령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팬쇼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으

로 자신의 삶을 의미화하면서도, 팬쇼의 자서전을 집필함으로써 팬쇼의 삶

을 총체적으로 종결시키는 서술적 권위를 확보한다. 이러한 양가상태의 화

자는 “팬쇼를 찾고 팬쇼와 이야기하고 팬쇼와 최후로 맞서려는(to find 

Fanshawe, to speak to Fanshawe, to confront Fanshawe one last time)”(264) 

욕구로 귀착된다. 팬쇼와의 투쟁을 끝마침으로써만이 이야기의 결말에 도달

할 수 있음을 화자는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팬쇼와의 투쟁에서 이

기고자 “살아 있는 그를 찾아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오는 일(to find him 

alive―and then to walk away from him alive)”(264)을 소망한다. 이것이 화자

의 주체성을 입증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팬쇼에 대한 서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그를 추적하는 화자의 서사는, 

범인의 세계에 존재위상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서술적 우위

를 점하여 그것을 자신의 서사로 포섭시키려는 탐정 서사를 표방한다. 그러

나 화자의 서사는 팬쇼에 대해 서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끝내 실패한다. 오

히려 화자는 그 자신의 삶이 팬쇼라는 존재에 의해 구성됨을 깨닫는다. 이

후 화자는 팬쇼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추동하는 의미를 부

83) Steven E. Alford, op. ci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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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이제 그 책은 나를 팬쇼로 이끌 수 있는 한에서만 존재했고, 그것 

말고 그 책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었다. 이제 나에게 그 일은 사적

인 문제가 되었고, 글쓰기와는 더 이상 무관한 일이 되었다.

The book existed for me now only in so far as it could lead me to 

Fanshawe, and beyond that there was no book at all. It had become 

a private matter for me, something no longer connected to writing. 

(263)

화자에게 있어서 ‘그 책’을 쓰는 일, 즉 팬쇼의 삶을 재구성하고 다시 쓰는 

일은 팬쇼를 이해하는 일로 치환되고, 그 위상은 화자의 삶에 동기를 부여

하는 것으로 격상된다. 화자는 팬쇼의 일대기에 남아 있는 공백들을 메우기 

위해 팬쇼가 체류했다는 파리로 향하지만, 결말에 다다르기 위해 메워야 하

는 공백이 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었음을 알게 되고 미궁에 빠진다.

그를 찾으려고 몇 달을 허비한 후에야 나는 찾아진 사람이 바로 나

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 팬쇼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맨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 기껏해야 초라한 이미지 하나가 떠

올랐다. 잠겨 있는 방의 문. 그게 고작이었다. 팬쇼는 상상의 칩거형

을 선고받아 그 방에 홀로 있다. 아마도 살아 숨을 쉬면서, 아무도 

모를 꿈을 꾸면서. 내가 발견한 바로는, 그 방이 있는 곳은 바로 내 

머릿속이었다.

After all these months of trying to find him, I felt as though I was 

the one who had been found. (…) Fanshawe was exactly where I was, 

and he had been there since the beginning. (…) At best, there was 

one impoverished image: the door of a locked room. That was the 

extent of it: Fanshawe alone in that room, condemned to a mythical 

solitude―living perhaps, breathing perhaps, dreaming God know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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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oom, I now discovered, was located inside my skull. (286)

  팬쇼의 불가해성을 해독하려던 화자가 결국에 발견한 것은, 애초 자기 자

신 안에 있던 공백이다. 이는 「유리의 도시」의 퀸과 「유령들」의 블루가 

겪었던 것과 유사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탐정과 범인의 세계가 

완벽하게 중첩되는 순간이며, 탐정의 서사가 더 이상 서술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유리의 도

시」의 퀸처럼 존재를 무화시킨다거나 「유령들」의 블루처럼 자기살해에 

가까운 공격성을 보이지 않음이 특징적이다. 퀸과 블루가 그 자신의 작가적 

욕망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들의 삶에서 완전히 탈각된 반면 화자

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다. 화자는 팬쇼의 이야기에 대해 서술적 우위를 확

보하거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공백으로서의 

팬쇼라는 기표를 자기 삶 속에 받아들인 채 살아간다. 파리에서 돌아와 소

피와 재결합한 화자는 “팬쇼 그 자신이 죽음인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죽음

과 같았고, 내 안에서 죽음의 은유로서 작용하였다(Fanshawe himself was not 

death―but he was like death, and he functioned as a trope for death inside 

me)”(295)고 말한다. 화자에게 팬쇼는 채울 수 없는 불가해한 공백 자체이면

서 이야기의 최종 기의를 담지하고 있는 존재이다.

  「잠겨 있는 방」의 마지막 장인 9장은 『뉴욕 3부작』을 통틀어 가장 

사후적인 시점에서 서술된 부분이다.84) 이 장에서 화자와 팬쇼의 마지막 만

남이 서술된다. 잠긴 문을 사이에 두고 화자와 팬쇼가 최후로 조우하는 장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긴장이 읽힌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

각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데서 비롯되는 긴장이 드러난다. 러셀은 화자

와의 관계에서 팬쇼가 아버지의 권위를 담지하고 있으나, 스스로를 부정함

으로써 그 권위를 폐기시킨다고 지적한다.85) 화자에게 잠겨 있는 방은 불가

해한 범인의 세계, 다시 말해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직시하고 있는 공백으로

서의 아버지 기표를 상징한다. 팬쇼가 화자에게 남긴 빨간 공책은 공백으로

84) 이 시점은 파리에서 돌아온 화자가 팬쇼 부인과 재결합해 아들을 낳고, 「유리
의 도시」와 「유령들」을 발표한 이후로 설정되었다.

85) Alison Russell, op. cit.,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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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아버지 기표를 본뜬 텍스트에 다름 아니다.

내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은 이해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단어들이 익숙했지만, 그것들은 마

치 서로를 폐기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이상하게 조합된 

듯했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다. 각 문장이 이전의 

문장을 지워버렸고 각 문단이 다음 문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If I say nothing about what I found there, it is because I understood 

very little. All the words were familiar to me, and yet they seemed to 

have been put together strangely, as though their final purpose was to 

cancel each other out. I can think of no other way to express it. 

Each sentence erased the sentence before it, each paragraph made the 

next paragraph impossible. (307)

 

  팬쇼의 텍스트는 의미를 확정할 수 없게 미끄러진다. 따라서 화자는 팬쇼

의 텍스트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이는 “화자를 향한 아버

지의 메시지 속에서 로고스의 권위가 완전히 해체된다(The authority of 

logos is completely deconstructed in this paternal message to the narrator)”86)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런 기의도 들어설 수 없는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에 

맞닥뜨린 화자는, 퀸이나 블루와는 다르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해가는 자세

를 취한다. 화자가 팬쇼의 빨간 공책을 찢는 장면은 화자가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를 극복한 주체가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런 의미도 

담아내지 않는 팬쇼의 빨간 공책은 “무의미와 혼란으로 채워진 삶의 기

록”87)이자 우연성과 불가해성으로 점철된 삶에 대한 팬쇼의 반응이다. 화자

는 이를 부정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로 함으로써 팬쇼의 잠겨 있는 방으로부

터 해방된다. 「잠겨 있는 방」이 일인칭 화자 시점에서 서술된다는 점, 다

시 말해 화자의 이야기가 다른 인물을 매개하지 않고 화자에 의해 직접 전

달되고 있다는 점은, 씌어진 텍스트(팬쇼의 이야기)와 씌어지는 텍스트(화자

86) Ibid.
87) 손동철, op. cit.,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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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 간의 투쟁에서 후자가 무화되지 않고 살아남았음을 반증한다.

3.2. 불가해한 것에 대한 주체의 대응: 우연의 필연성

  지금까지 분석하였듯이 『뉴욕 3부작』은 추리소설 서사의 특성인 탐정

과 범인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중점적으로 패러디한다. 범인의 세계를 자신

의 서사로 발화하려는 탐정의 작가적 욕망이 3부작 서사를 추동하고, 이야

기 전개에 따라 탐정과 범인 세계의 중첩 양상 및 탐정의 메타텍스트적 욕

망의 해소 불가능성이 확연해진다. 오스터는 탐정 캐릭터를 차용하되, 탐정

이 맡은 사건을 탐정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그의 조사 행위를 끝

마칠 수 없게 한다. 이 효과를 위해 3부작에는 유사 탐정-범인 관계의 인물

들이 등장한다. 이 이자관계는 씌어지는 텍스트와 씌어진 텍스트, 나아가 아

버지와 아들의 관계로까지 확장된다. 지금까지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유

리의 도시」의 퀸과 스틸먼, 「유령들」의 블루와 블랙, 「잠겨 있는 방」
의 화자와 팬쇼가 이러한 이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퀸과 블루, 그리고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추적 대상에 관한 서술을 종

결지음으로써 그것에 일관성을 부여하려 한다. 그들의 글쓰기는 대상이 만

들어놓은 불가해한 세계를 의미화하는 과정으로, 이 의미화를 통해 주체로

서의 그들 세계 역시 의미부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글쓰기가 종결

되지 못함에 따라 두 층위의 세계는 상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결여이자 공

백 자체임이 폭로된다.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와 대면한 3부작의 탐정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첫째로 퀸은 모방 대상인 아버지 스틸먼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종적

을 감춘다. 이는 욕망의 좌절에 존재의 무화로 대응한 아버지 스틸먼을 모

방한 것이다. 아버지 스틸먼은 기의와 기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타락 이전의 

언어를 좇지만, 결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순수언어에 대한 욕망은 “상징적 

질서로서 언어에 대한 수용을 넘어선 ‘그 정의상 무에서(ex nihilo) 출현’한다

는 언어의 실재”88)에 대한 욕망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지 스틸먼이 

88) 하상복, op. cit.,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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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후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와 대면한 퀸은 그 공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무화시키기로 한다. “아버지 스틸먼의 추적과

정에서 보여지는 주체로서의 퀸의 행위는 아버지 스틸먼과 같이 이미 죽어 

있다는 대타자의 실재에 대한 공포를 연기시키려는 주체의 노력”89)이다.

  블루는 자신과 블랙의 거울 관계를 깨달음과 동시에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가 자의적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자각하고 혼란에 빠진다. 블랙에 대해 

서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블루는 블랙을 공격한다. 퀸이 공백으로서의 아

버지 기표를 끝내 감내하지 못하고 존재의 무화를 택했다면, 블루는 그것에 

저항하고자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한 것이다. 이자관계에서 퀸이 타자

에 의해 완전히 포섭되고 말았다면, 블루는 타자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반

항한다. 그러나 블루는 블랙과 완전히 중첩되어 있기에 블랙을 향한 블루의 

공격은 그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작가 오스터는 블랙과 블루의 최후

를 결정짓지 않고 서사를 그대로 봉합해버림으로써 아버지 기표의 공백은 

물론이요 그에 대한 아들의 응답마저 은폐한다.

  「잠겨 있는 방」이 「유리의 도시」, 「유령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까닭은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에 직면한 주체의 서사가 무화되거나 봉합

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데 있다. 언급한 바대로 「잠겨 있는 방」의 화

자는 일인칭 서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서술적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불가해한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를 감내하는 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양가적 욕망의 대상인 팬쇼는 우연적이고 불가해한 삶

으로부터 스스로를 가두는 도피적 태도를 취한다. 팬쇼의 빨간 공책을 찢는 

화자의 행위는 우연성에 대한 팬쇼의 절망적 해석을 초월하겠다는 의지표명

이다. 오스터는 이자관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성공한 「잠

겨 있는 방」의 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3부작 전체의 주제를 응집시킨다.90)

89) Ibid., 130쪽.
90) “작가 오스터가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세 작품 간의 연관성이다. 그 연

관성은 결말의 상위성에 있다. 앞의 두 소설 『유리의 도시』와 『유령들』에서
는 정체성을 잃고서 실종된 중심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잠긴 방』에서
내레이터는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한 작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I’의 정체성의 회복은 『잠긴 방』의 결말이면서 또한 삼부작의 결말이기도 하

다.” 손동철, op. cit.,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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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뉴욕 3부작』은 불가해성을 표상하는 아버지 기표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제시한다. 불가해한 아버지 기표를 추적하는 

3부작의 인물들은 작가 오스터가 지향하는 소설관의 산물이기도 하다.91) ‘우

연의 힘’과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 간의 상동성은 오스터의 첫 번째 산

문집 『고독의 발명』에서부터 발견된다. 『고독의 발명』은 아버지의 갑작

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 아들의 삶에 대한 오스터의 자전적 기록이다. 오스

터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삶의 불가해성을 의미한다. 작품 1부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남자의 초상(“Portrait of an Invisible Man”)」92)에서 오스터는 

아버지의 죽음을 반추한다. 글 말미에서 오스터는 비어버린 아버지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전유하는 법을 터득했음을 암시한다.93) 『뉴욕 3부작』이 

91) “진실은 소설보다 기묘하다. 짐작하건대 내가 지향하는 바는, 내가 살고 있는 세

계만큼 기묘한 소설을 쓰는 것이다(truth is stranger than fiction. What I am 
after, I suppose, is to write fiction as strange as the world I live in).” Paul 
Auster, The Art of Hunger, 288.

92)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죽은 한 남자, 그저 사람이기에 죽은 한 남자는, 삶과 죽

음의 보이지 않는 경계로 우리를 너무도 가까이 끌어당겨 우리가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게 한다. 삶은 죽음이 되고, 마치 그동안 죽음이 그

삶을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예고 없는 죽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삶이 멈췄

다, 삶은 언제든 멈출 수 있다(But for a man to die of no apparent cause, for 
a man to die simply because he is a man, brings us so close to the invisibl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that we no longer know which side we are 
on. Life becomes death, and it is as if death has owned this life all along. 
Death without warning. Which is to say: life stops. And it can stop at any 
moment).” Paul Auster, The Invention of Solitude (New York: Penguin Books, 
1988), 5.

93) “처음에는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 위안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것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줄 거라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를 추억하게 해줄 거라고 말

이다. 그러나 물건은 단지 물건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그것들에 익숙해졌고, 그
것들을 내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고, 그의
스웨터를 입고, 그의 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친밀감의 환상에 지
나지 않는다. 이미 나는 그것들을 내 것으로 전유하고 있다. 그 물건들에서 아버

지는 이미 사라졌고, 그는 또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머지않아 그것들은 고장

나고 부서져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게 문젯거리가 되기나 할지 의심스

럽다(At first I thought it would be a comfort to hold on to these things, that 
they would remind me of my father and make me think of him as I went 
about my life. But objects, it seems, are no more than objects. I am used to 
them now, I have begun to think of them as my own. I read time by his 
watch, I wear his sweaters, I drive around in his car. But all this is no more 
than an illusion of intimacy. I have already appropriated these thing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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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의 발명』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다는 오스터의 발언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94), 오스터가 아버지의 불가해한 죽음과 조우하고 결국 그것을 상

징화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뉴욕 3부작』의 

서사다.

  오스터는 불가해한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를 추적하는 과정을 이야기

하고자 추리소설 서사를 도입한다. “3부작은 여러 방식으로 미스터리의 문

제를 다룬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미스터리한 것들에 둘러

싸여 있고, 3부작에는 갑작스레 그것들과 대면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The 

books have to do with the idea of mystery in several ways. We're surrounded 

by things we don't understand, by mysteries, and in the books these are 

people who suddenly come face to face with them).”95) 오스터가 패러디하는 

추리소설 서사는, 불가해한 것을 해독하거나 우연적으로 보이는 현실에 개

연성을 부연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짓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오히

려 탐정의 실패를 극화함으로써 우연적이고 불가해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격상시킨다.

소설 작가로서 그러한 사건들을 내 책에 써넣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즉 다른 누군가가 주장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경험한대로의 

세계에 대하여 써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느낀다. 미지의 것들이 

매 순간 우리 위에 들이닥친다. 나의 일은 바로 그러한 충돌에 내 

자신을 열어두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주

시하는 것이다.

father has vanished from them, has become invisible again. And sooner or 
later they will break down, fall apart, and have to be thrown away. I doubt 
that it will even seem to matter).” Ibid., 68. (강조는 인용자)

94) “나는 이 세계가 기묘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

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사의하다. 이런 점에서, 3부작은 『고독의 발명』에서 직

접적으로 파생된 것이다(I believe the world is filled with strange events. 
Reality is a great deal more mysterious than we ever give it credit for. In 
that sense, the Trilogy grows directly out of The Invention of Solitude).” Paul 
Auster, The Art of Hunger, 278.

95) Ibid.,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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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writer of novels, I feel morally obligated to incorporate such 

events into my books, to write about the world as I experience it—
not as someone else tells me it's supposed to be. The unknown is 

rushing in on top of us at every moment. As I see it, my job is to 

keep myself open to these collisions, to watch out for all these 

mysterious goings-on in the world.96)

  오스터는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 환언하자면,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와 

끝나지 않는 투쟁을 이어가는 세계에 대하여 쓰는 것을 일종의 ‘도덕적’ 행

위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3부작에 나타나는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는 주

체를 포섭하는 폭력적 이자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이 이자관계는 읽고 쓰는 

주체로서의 탐정과 읽히는 텍스트로서의 범인의 층위로 각각 대변된다. 범

인의 세계가 공백 상태임이 폭로되면서 두 세계의 층위는 중첩되는데, 이때 

주체는 불가해한 아버지 기표를 필연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두 스토리를 모두 

전유하려 한다. 즉 3부작의 인물들은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표와 조우하고 

투쟁하지만, 끝내 그 존재를 ‘잠겨 있는 방’ 안에 남겨둔 채 삶 속의 불가피

한 ‘죽음의 은유’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두 층위가 중첩된 상태에서 주체가 

불가해한 아버지 기표를 필연으로 받아들임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고착시키

는 것에 다름 아니다. 3부작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점진적 변화는 공백으로

서의 아버지 기표를 감내해가는 발전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극복이 아버지 기표를 그대로 봉합하여 묵인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

에서 여전히 불완전하다.

96) Ibid.,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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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권의 해체와 복권 전략

4.1. 『꾿빠이, 이상』 분석

  김연수의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범인의 세계뿐만 아니라 탐정의 세계 역시 

허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꾿빠이, 이상』은 추리소설 장르

의 패러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가공되는 허구로서의 소설에 대해 이야

기하고 진실과 거짓의 이분법을 문제시한다. 추리소설 서사의 근간이 되는 

탐정의 서사와 그 서술적 권위는 서술 대상인 사건 층위의 진위를 따지는 

물음 앞에서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 『꾿빠이, 이상』의 탐정들은 사건의 

진상을 재발화하는 과정에서 항상 진실과 허구, 이것 혹은 저것 중 택일해

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다.

  『꾿빠이, 이상』은 『뉴욕 3부작』과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터의 3부작이 유사한 서사구조의 반복 

속에서 점진적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과 달리, 『꾿빠이, 이상』은 각 

이야기마다 개별적 조사의 스토리를 제시함에도 그것들이 모두 근원적인 하

나의 범인의 세계로 수렴됨이 특징적이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범인의 세계는 사라진 김해경(金海卿)과 죽지 않는 이상(李箱)의 미스터리로 

압축된다. 이상이라는 기호를 만든 김해경이 자신의 자리를 이상에게 내주

는 순간이야말로 『꾿빠이, 이상』이 재발화하려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리

고 김해경을 모방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서고자 하는 서혁민의 투쟁은 『꾿

빠이, 이상』 서사구조 기저에 깔려 있는 이상과 김해경 내러티브에 대한 

하위서사적 반복으로 읽힌다. 김연수의 두 탐정 김해경과 서혁민은 이상이

라는 텍스트를 읽고 씀으로써 그것을 완성시키려 한다.

  이 장은 김해경과 서혁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전치된다는 

주장에 입각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한다. 서혁민은 김해경의 삶을 완벽히 

모방하려 함과 동시에 이상의 텍스트를 완성시키려 한다. 서혁민의 서사는 

아버지의 복원과 해체라는 양가적 작업을 수행하며 소설 전체를 이끄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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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동인으로 부각된다. 사건 외부 층위에서 이상과 서혁민의 텍스트를 읽는 

김연화와 피터 주는, 김해경과 이상 그리고 서혁민과 이상의 관계를 ‘어떻

게’ 믿을 것인지를 문제 삼는 메타서사의 측면에서 서사적 현실을 가공한다.

  서혁민, 김연화, 피터 주가 각각 진행시키는 탐정 서사는 동일한 근원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문학의 신화가 된 이상이 작품 전체가 겨냥하는 본원적 

현실로 전제되어 있고, 작가 김연수는 그 전제에 대한 패러디를 시도함으로

써 작중인물과 독자로 하여금 ‘김해경이냐, 이상이냐?’ 다시 말해 무엇이 과

연 진실이고 허구인지 하는 물음에 맞서게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에서 실재하는 아버지로 이상화(理想化)된 이상의 자리는 훼손되지도 

축출되지도 않는다. 김연수의 인물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비로소 올라서려는 

순간에 아들의 자리에 남아 있기를 선택하는데, 아버지의 자리가 애초부터 

텅 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 오이디푸스적 결말은 ‘믿음이 실제를 구

성한다’는 명제에 대한 작가 김연수의 긍정이다. 김연수는 이 명제를 김연화

와 피터 주의 개인 서사에도 유효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삶의 원리로까지 작

동시킨다.

4.1.1. 사건의 진위에 대한 의심

  『꾿빠이, 이상』은 세 편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다. 맨 처음에 실린 

「데드마스크」는 잡지사 기자 김연화가 이상의 데드마스크를 보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다. 세 편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새」에서는 피터 주가 이상

의 미발표작 「오감도 시 제16호」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을 회고한다. 

중간에 실린 「잃어버린 꽃」은 일생 동안 이상을 완벽히 모방하려고 애써

온 무명 시인 서혁민의 시점에서 「데드마스크」와 「새」에 삽입된 「오

감도 시  제16호」의 창작 경위를 밝힌다. 「데드마스크」, 「잃어버린 꽃」, 

「새」는 각각 미스터리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3부작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사건’은 사라진 김해경과 죽지 않고 신화가 된 이상이란 존재의 

허구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세 편에 등장하는 탐정 서사는 바로 이 근원적

인 사건에 접속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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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마스크」의 김연화와 「새」의 피터 주가 주도하는 탐정 서사는 

김해경/이상의 미스터리를 상징화하려는 욕망으로 점철되지만, 엄밀히 말해

서 이는 삼각관계 연애와 뿌리 찾기라는 개인적 서사를 완성시키려는 김연

화와 피터 주의 내밀한 욕망에 근거한다. 한편 서혁민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잃어버린 꽃」은 김해경/이상의 세계를 자기 삶에 그대로 이식시키려는 

서혁민의 시도로 해석된다. 이 절에서는 「데드마스크」의 김연화와 「새」
의 피터 주가 김해경/이상의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양상을 살핀다. 그리고 

두 인물의 탐정 행위가 그들 개인의 서사를 풀어나가는 일과 겹쳐지는 지점

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데드마스크」에서 탐정의 서사는 이상의 데드마스크가 등장하면서 비

로소 가동된다. 사건의 발단은 오스터의 「유리의 도시」를 명백히 떠올리

게 한다. 작중인물이자 화자인 김연화는 김연 기자를 찾는 전화를 우연히 

받게 되면서 사건에 가담하게 된다.

이 일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잘못 걸려온 전화. 잘못 전

화한 사람은 잘못 전화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잘못 전화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 전화한 사람이었다.98)

  『뉴욕 3부작』의 첫 대목99)과 흡사한 『꾿빠이, 이상』의 첫 문장은 김

97) “『꾿빠이, 이상』의 구조를 동심원으로 그려보면, 사건을 발생시키는 중심 모

티프는 당연히 ‘이상’이라는 존재와 그의 ‘문학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그 바깥에 서혁수라는 인물이 공개한 이상의 유품과 관련된 ‘데드마스크’의 이야

기가 있고, 그 바깥에 서혁민의 수기 『이상을 찾아서』가 있으며, 또 그 바깥에

서 피터 주의 『참조로서의 이상 텍스트』라는 연구서가 안쪽을 감싸고 있다. 이
모든 부분을 전체로 휘감고 있는 최종 ‘원(圓)’은 당연히 작가인 김연수의 장편소

설 『꾿빠이, 이상』이라는 텍스트로, 진본과 위본 사이를 움직이며 존재하는 또

다른 이상(문학)의 ‘원본’을 지향하고 있다.” 김성수, 「또다른 원본을 찾아서」, 
김연수, 『꾿빠이, 이상』, 문학동네, 2001, 255-256쪽.

98) 김연수, 『꾿빠이, 이상』, 문학동네, 2001, 9쪽. 이후로 소설 인용의 각주는 괄

호 안 쪽수로 표기한다.
99) “사건의 발단은 잘못 걸려온 전화로부터였다. 오밤중에 전화벨이 세 번 울리고,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 것으로부터(It was a 
wrong number that started it, the telephone ringing three times in the dead 
of night, and the voice on the other end asking for someone he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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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가 오스터의 영향을 받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면서, 김연수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전화기라는 사물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경훈에 

따르면, 김연수 작품에서 전화기는 타자와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매개물이

자, 김연수의 글쓰기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참조로서의 글쓰기’라는 주제를 

뒷받침해준다.100) 사건의 발단이 잘못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설정은 

이후 김연화가 겪게 될 일들이 수화기 너머의 알 수 없는 타자에 의해 추

동될 운명임을 암시한다.

  전화를 걸어온 상대는 서씨라는 자의 말을 결코 믿지 말라는 당부를 무

작정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사흘이 지나 서혁수란 인물로부터 김연 기자를 

찾는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오고, 김연화는 김연 행세를 하며 서혁수와 접촉

한다. 예고됐던 바대로 서혁수는 이상의 진짜 데드마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누설하며 김연화에게 그것을 기사로 써줄 것을 요청한다. 이로써 김연화의 

탐정 행위가 일차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범죄의 스토리는 ‘누가 데드마

스크를 떴는가?’, ‘이상의 데드마스크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미스터

리로 요약된다. 김연화는 이 모든 물음들을 걷어냈을 때 ‘데드마스크가 진짜

인가?’ 하는 의문이 가장 선행함을 깨닫는다. 이렇듯 『꾿빠이, 이상』에서

는 탐정과 범인 세계의 경계가 불명료해지는 양상보다 그것을 아우르는 서

사의 진위 문제가 핵심으로 부상한다.

  김연화는 이상의 데드마스크에 관련한 사실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는 

“1937년 4월 17일 새벽, 도쿄제국대학 부속병원 물료과에서 과일을 구해달

라고 말한 뒤 이상이 숨을 거두자 유학생 중 한 명이 데드마스크를 떴

다”(32)는 기록에 일일이 주석을 달아가며 타당성을 따진다. 특히 5장에서는 

이상의 데드마스크를 둘러싼 사료들이 방만하게 풀어져 있다. 김연화가 검

토하는 사료들은 대개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서로 상충하는 양자택일의 판단

을 요구한다. 가령 이상이 숨을 거둔 때가 고은의 주장대로 새벽 4시인지, 

아니면 정인택의 주장대로 오후 3시 25분101)인지에 대한 답은 주어지지 않

Paul Auster, The New York Trilogy, 9.
100) 이경훈, op. cit., 406-420쪽 참조.
101) 정인택이 이상의 사망 시간으로 주장했다는 ‘오후 3시 25분’은 김연화가 김연

기자를 찾는 전화를 처음으로 받은 시간이기도 하다. 전화를 걸어온 자가 스스로

를 정가(鄭哥)라고만 밝히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오후 3시 25분에 정씨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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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마찬가지로 이상이 죽기 전에 먹고 싶어 했던 과일이 레몬인지 멜론

인지, 이상의 데드마스크를 뜬 자가 길진섭인지 조우석인지는 여러 사람들

의 이견만이 존재할뿐 무엇도 확정적이지 않다.

  이처럼 이상의 데드마스크에 관한 주석들이 진위를 단언하기 어려운 사료

들로 산재하기에 독자는 잠정적으로만 진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독자 

김연화는 그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번번이 부딪힌다. 이상을 

둘러싼 텍스트들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음은 김해경/이상의 삶은 물론이

요 그의 삶을 증거할 사람들마저 소문만 무성할뿐 망각된 역사 속에 묻혀버

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이상의 문학, 그리고 그의 삶과 죽음은 그 자체로 

“문학적 기호”(40)가 되어 신화화되었다. 그러므로 데드마스크를 둘러싼 김

연화의 이성적인 추론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김연화의 탐정 서

사는 김해경/이상의 미스터리에 대하여 서술적 우위를 확언하기에 부족하

다. 김연화의 최종 서술에 해당되는 1장에서 그가 밝히고 있듯이, 이상이란 

기호는 애초에 김연화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놓여 있다.

이상수난곡에 외전이 있을 수 없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진위의 문

제를 가리겠다는 저널리즘적인 호기심, 더 나아가 내 체험을 그 속

에 투사하려는 욕망이 애당초 모래 위의 집이었다는 사실도 여기서 

비롯한다. 나는 실존의 영역에 있으나 일련의 수난 과정을 거쳐 이

상은 신화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상에 관련한 모든 것은 논리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16) (강조는 인용자)

  자신은 실존의 영역에 있으나 이상은 신화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김연화

의 앎은 “작가도 텍스트의 일종이라는 상상”102)에 근거한다. 특히 작가 김연

수는 이 점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다소 산만할 정도로 제시되는 사료들이 

순전히 ‘확률’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는 까닭에 독자는, 김연화가 그러하듯

가진 자가 전화를 ‘잘못’ 걸어왔다는 점은, 정인택의 일화로 미루어볼 때 작가 김

연수의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102) 김윤식, 「이상 연구를 위한 한 변명―생성하는 기호와 인간, 그것의 지우기에

대한 한 견해」, 김윤식 편저, 『이상문학전집5』, 문학사상사, 2004, 368-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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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방만한 사료를 헤쳐 

읽은 끝에 김연화는 “주석으로 이상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40)는 허망한 결론에 도달한다.

  김연화는 서혁수와의 만나 이상의 데드마스크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

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

한다. 김연화가 사건의 진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진짜 혹은 가

짜로 판명해야만 하는 스스로의 결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에

서 범인의 서사에 대한 탐정의 전유 욕망에 선행하는 것은 서사 자체의 ‘진

리성’과 관련된 의문이다.

  이상의 데드마스크를 진짜로 믿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김연화의 연애 

서사와 은유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7장에서 김연화가 데드마스크를 보는 내

용이 서술되기 전까지 3장과 6장에 그의 연애 서사가 삽입된다. 이러한 교

차적 배치를 통해 김연화가 이상의 데드마스크와 연인 정희의 사랑을 등가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넌지시 드러난다. 김연화와 정희의 관계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듦으로써 성립되었다. 이는 유부녀인 정희와 사랑에 빠진 김연

화가 구상한 일종의 합리화인 셈이다. 김연화는 정희를 알기 전인 1996년 

자신들이 필리핀 푸에르토아즐에 함께 있었던 우연을 계기로 관계의 지속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이상의 데드마스크처럼, 정희가 필리핀에서 다른 연인과 

구입한 목걸이는 그녀와 김연화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만들어주는 상징물이

다.

그 목걸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1996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야. 계속 만난다 해도 전혀 이

상하지 않아.’ (24)

목걸이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1996년에 한 번 잠을 같이 

잔 적이 있는 사이야. 다시 잠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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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화와 정희가 필리핀에서 우연히 구매한 동종의 목걸이는 “콘텍스트의 

배치에 따라 내용물은 얼마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것은 이상의 데드마스크나 이상 문학의 존재방식과 일치한다.”103) 따라서 김

연화의 연애 서사는 이상의 데드마스크의 진위 문제를 확증하려는 추리 서

사와 상동구조를 띤다.104)

  데드마스크를 목격한 이야기가 서술되기 직전인 6장에서 김연화는 이상에 

관련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실은 정희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김연화는 

그와 남편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정희의 말에 무력감을 느낀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크레타인처럼 한 사람에게 

고정시키는 순간 정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미끄러진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를 사

랑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 이상한 

가역반응. (41-42)

정희의 사랑은 어느 대상에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미끄러진다. 따라서 

정희의 사랑은 환유적이다. 이에 김연화는 자신에 대한 정희의 사랑이 진짜

인지 가짜인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데드마스크에 대한 

의심과 겹쳐진다. 김연화에게 데드마스크에 대한 의심과 그것의 해소는 정

희의 사랑에 대한 의심 및 그것의 해소와 겹쳐지는 환시 현상을 일으킨다. 

김연화에게 데드마스크를 둘러싼 사건의 층위는 김연화 개인의 서사로 확장

되어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탐정과 범인의 세계가 길항하여 한쪽이 다

른 한쪽을 포섭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위성에 대한 탐정의 

103) 이호, 「글쓰기 주체와 기호의 생성들―김연수의 『꾿빠이, 이상』론―」, 『철
학사상문화』제10호, 2010, 116쪽.

104) 김연화가 이상의 죽음과 데드마스크를 둘러싼 사료에 일일이 주석을 달아가며

읽어가는 행위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행위와 닮아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연애 서사

를 작동시키는 원리기도 하다. 따라서 정재림의 다음과 같은 의견은 타당하다. 
“부재하는 원문을 추적하는 주석자의 작업은 <절망과의 대면>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의 작업이 원문이 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출발하기 때문

이다. 그러니 원문에 도달하려는 주석자의 노력이 항상 실패이듯, 연인의 진심에

가 닿으려는 우리의 노력 또한 항상 실패 아니겠는가.” 정재림, op. cit.,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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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으로 인해 또 다른 사건의 층위가 파생된다.

  사건의 진위에 대한 의심은 세 번째 이야기 「새」에서도 주요 테마가 

된다. 김연화의 연애 서사와 데드마스크 사건이 궤적을 같이 하고 있듯이, 

피터 주의 정체성 문제는 「오감도 제16호」의 진위 여부와 맞물린다. 

「새」의 화자 피터 주는 발화 시점으로부터 엿새 전에 시작되어 일단락된 

한 소동을 회고한다. 피터 주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의 당위성에 따라 

이상 문학을 연구해온 학자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자기인식은 피터 주로 

하여금 이상 문학에 집요하게 매달리게 하였다. 김윤식에 따르면, 피터 주의 

뿌리 찾기가 이상 문학 연구로 귀착된 것은, 그의 뿌리 찾기가 난해함을 은

유적으로 지시한다.105)

  8장의 내러티브는 피터 주가 가공한 수전 챈의 이야기, 다시 말해 피터 

주가 재구성한 그의 기원 서사에 해당한다.106) 피터 주의 내러티브 생산은 

그의 정체성을 확정하려는 욕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한국인이 

아님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상 연구에 몰두함 역시 정체성 확정을 위한 또 

하나의 가공적 행위다. “그러기에 이는 선택이기에 앞서 절체절명의 조급성

으로 치닫게 마련”107)이라는 김윤식의 단언은, 피터 주가 그의 기원 만들기

에 대해 강박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피터 주에게 이상 문학은 피의 계보를 입증해줄 허구적 표상이다. 그렇기

에 피터 주와 이상 사이에는 일종의 상징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한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피터 주는 「오감도」를 이상 문학의 핵심적 난제로 

파악하고 미완의 「오감도」 복구에 주력한다. 그러므로 이상을 아버지 자

리에 두기 위해 행해온 피터 주의 연구는 「오감도」 연작의 미발표 작품

들이 연재 중단 이후 다른 제목으로 발표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에 이른

다. 하지만 권진희라는 학자가 예고치 않게 「오감도 시 제 16호」를 공개

105) 김윤식, op. cit., 367쪽 참조.
106) 피터 주는 권진희의 발표가 있기 3년 전에 이미 자신이 순수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부모에 입양된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설탐정에게 의뢰한 결과

피터 주는 자신이 수전 챈이라는 타이완 여성이 낳은 사생아였음을 알게 되었다. 
피터 주는 수전 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상상함으로써 자

신의 기원을 확보한다.
107) 김윤식, op. cit., 375-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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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그의 연구는 수포로 돌아간다.108)

  피터 주의 뿌리 찾기가 이상의 「오감도」를 복원시키는 시도로 변환되

었음을 상기해볼 때, 권진희의 발표는 피터 주가 이상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확정하려 했던 정체성을 한순간에 무화시킨 셈이다. 소식을 들은 「데드마

스크」의 화자 김연화가 서혁민 유고와 함께 발견된 「오감도 시 제16호」
를 피터 주에게 건네주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는다. 김연화가 자신이 본 

데드마스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듯이, 피터 

주는 김연화가 건넨 「오감도 시 제 16호」를 믿을 것인지, 믿는다면 어떻

게 믿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나는 잠시 동안 그 원고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생각했

다. 가짜 데드마스크와 연루된 진위를 알 수 없는 원고인데다가 이

미 공개된 같은 제목의 원고도 있다. 이 원고 역시 조작된 가짜라

면 학자로서의 내 생명은 끝장나게 된다. 하지만 만의 하나 이 원

고가 진짜라면 나는 한국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 피의 계

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201)

  김연화가 피터 주에게 건넨 서혁민의 「오감도 시 제16호」는 일전에 가

짜 데드마스크 사건에 연루되었던 원고이다. 따라서 정황상 진짜라고 말할 

수 없게 된 텍스트다. 피터 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진짜라고 믿

고 싶은 강한 욕망에 휩싸인다. 상기하였다시피 그에게 이상 문학은 정체성

을 확정해줄 최후의 보루로 작용하는 까닭이다.

  이처럼 김연화와 피터 주는 이상의 데드마스크와 「오감도 시 제16호」
를 둘러싼 불가해함을 풀어가며 탐정 서사를 가공한다. 나아가 이 허구적 

스토리를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진위가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을 소급적으로 

재구성하기로 한다. 이러한 결단의 배경에는 연애와 뿌리 찾기라는 그들 개

인의 서사를 완결하려는 소망충족 욕망이 존재한다. 김연화와 피터 주에게 

108) “하지만 권진희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역시 그때 내 몸에 흐르는 피를 확인하

려는 욕망 때문에 한국 현대문학을 전공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실수라는 생

각이 강하게 들었다.”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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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데드마스크와 「오감도 시 제16호」의 진위를 파악하는 일은 그들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이라는 텍스트를 해독하는 탐정

이자 독자로서 그들의 시도는, 이상이라는 상징적 기표가 그들 삶의 기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1.2. 복제되는 근원적 사건

  「잃어버린 꽃」은 「데드마스크」와 「새」에 등장하는 가상 텍스트 

『이상을 찾아서』의 작가 서혁민을 화자로 내세운다. 서혁민은 일생을 바

쳐 이상의 삶을 모방해온 시인이다. 「잃어버린 꽃」은 서혁민이 지난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완성하는 이야기다. 서혁민

은 이상이 도쿄까지 가서 자살에 다를 바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 비밀을 

알아내고자 이상의 여로를 그대로 밟는다. 따라서 서혁민의 탐정 서사는 이

상의 불가해한 죽음을 파헤치는 데 목표를 둔다. 즉 서혁민의 탐정 행위는 

이상의 죽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서사화하고자 한다.

나는 왜 죽을려야 죽을 수도 없고 살려야 살 수도 없는, 추악한 몸

을 이끌고 일흔세 살이 다 되어 이상이 죽은 도쿄를 찾아왔는가? 

(103)

끝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육십여 년 내 한평생도 허사이니 

내가 도쿄에 온 뜻은 바로 그 비밀을 몸소 알아내고 싶었기 때문이

다. 그 비밀을 알아내고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105)

  위와 같은 서혁민의 고백이 보여주듯이, 이상의 죽음이라는 불가해함을 

밝혀내는 일, 다시 말해 이상이란 수수께끼를 이해하고 서사화하는 일은 서

혁민 자신의 서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과 동일시된다. 이상의 죽음이 은

폐하고 있는 비밀은 이상의 삶은 물론이요 서혁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의미

화할 최종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서혁민에게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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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알아내는 일은 삶의 궁극적 기의가 될 의미를 밝히는 일과 등가가 

되며, 그렇기에 매우 위중한 함의를 가진다.

  서혁민은 가능한 한 완벽하게 이상을 모방하기 위해 이상의 텍스트에 대

해 가장 철저한 독자이기를 자처해왔다. 「데드마스크」에 등장하는 서혁민

의 동생 서혁수―김연화에게 이상의 가짜 데드마스크를 소개한 인물―가 

말하듯, 서혁민의 삶은 한마디로 모방자의 것이다.

저는 왜 형님이 평생 무명 시인으로 남아야만 했는지 압니다. 한 

시인을 너무 숭배하는 사람의 작품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흉내에 

불과하지 창조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고 싶진 않지

만, 이 점은 살아 계실 때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던 생각입니다. 물

론 형님은 이상 선생을 능가하는 작품을 창조하는 일보다 이상 선

생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48-49)

  서혁수의 회고에서 짐작되는 바, 서혁민의 삶은 이상의 텍스트가 아니라 

이상을 창작한 김해경의 ‘삶’을 모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텍

스트가 아닌 삶을 걸고 무엇을 모방한다고 할 때, 그것은 모방의 위상에만 

머물 수 없는 진정성을 획득하는 까닭이다. 도쿄로 향한 서혁민은 이상이 

걸었던 거리를 그대로 따라 걸으며 자살에 가까운 이상의 죽음이 감추고 있

는 비밀을 알고자 염원한다. 이는 삶의 최후까지 이상을 모방하는 데 투자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의는 모방의 허구성이 삶의 진실성으

로 전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진정한 ‘전화’는 오로지 서혁

민의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서혁민의 모방적 삶의 기저에는 이상의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려

는 욕망이 존재한다. 서혁민의 양가적 욕망은 「잠겨 있는 방」의 화자의 

경우에 비견된다. 「잠겨 있는 방」의 화자는 팬쇼를 완전히 모방해 필사하

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오독되고 상상된 진실만이 쓰일 수밖에 없음을 

직시한다. 이와 유사하게 서혁민은 텍스트화된 삶의 권위가 그것을 가공한 

자의 진정성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간파한다. 그리고 텍스트화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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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삶이 “다양한 진실”(107)을 가질 수 있음을, 한 인물의 삶을 읽는 독자

가 어느 빈틈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서혁민은 자신의 이야기와 이상의 텍스트를 동시에 완

성시킬 빈 조각을 찾아 헤맨다. 서혁민은 자신이 이상의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자신의 서사 또한 완성됨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잠겨 있

는 방」의 화자가 팬쇼 서사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오롯이 자기 삶을 서

술할 권위를 얻은 반면, 서혁민은 오로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서사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역설을 체화한다.

  서혁민은 인사동의 고서점에서 자신이 찾은 잡지를 원하는 일본인 와타나

베 쇼이치를 만난다. 서혁민은 잡지를 와타나베에게 건네는 대신 그로부터 

이상의 미발표 원고를 전해받기로 한다. 서혁민은 자신이 그토록 찾던 빈 

조각을 찾았다는 생각에 흥분한다. 자신의 삶을 이상에 대한 모방과 필사로 

채워온 서혁민에게 이상의 미발표 원고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권위를 갖

게 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내게 이상의 작품에 버금가는 시를 쓰는 일과 이상의 미발표 유고

를 찾아 헤매는 일은 언제나 같은 의미였다. 나는 아직까지 발견되

지 않는 원고라도 찾을까 해서 주말이면 몽유병자처럼 헌책방과 고

물상을 떠돌아다니는 늙은이이자, 사람들의 성화 때문에 15편까지만 

발표하고 중단한 「오감도」의 다른 시편들을 상상력으로 복원하려

는 무명 시인이다. 어느 것이 먼저 이뤄지든 나는 이 두 가지 목표

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와타나베의 수집품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은 

그 때문이다. 와타나베의 수집품 속에 혹시라도 미발표 원고가 있다

면,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창작하듯 유고를 번역할 테다. 아니, 유고

를 번역하듯 창작할 테다. 유고의 공개와 동시에 내 작품도 공개될 

것이다. 아, 나는 이상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럴 수만 있다면…… 내

게 그런 행운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114) (강조는 인용자)

  위와 같은 심경에 비추어볼 때, 서혁민의 도쿄행은 이상의 불가해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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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징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서사에 최종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임과 동

시에 이상의 미발표 원고를 손에 쥠으로써 그 스스로 이상이 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도쿄로 향하는 도중에 서혁민은 이상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 숙고

한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운명이 의지를 압도하기 시작한 순간이 결정적이

라고 판단한다. 김해경이 만들어낸 작가 이상이 김해경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도쿄에서 비로소 가시화된다. 이후 김해경에게는 완

전한 이상의 삶으로 도약하거나 김해경으로 다시 사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된

다.109) 결국 김해경/이상이 어느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하는 문제는, 서혁민이 그 자신의 삶과 이상의 삶을 완결시키기 위해 참조

해야 하는 원형서사이다. 도쿄로 향하는 배 안에서 서혁민은 『꾿빠이, 이

상』의 주 테마가 되는 ‘운명과 의지’의 대립에 대해 생각한다. “인간은 무

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을 형성”(126)한다. 운명 앞에서 의지로 맞선다

고 할 때, 의지가 대항하는 운명이란, 맞서는 시점에서는 절대 파악할 수 없

고 사후적으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무엇이라는 것이 서혁민의 결론이다. 이

는 물론 작가 김연수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심진경은 김연수와의 좌담에

서, 김연수 소설에서 “사실과 허구, 참과 거짓, 필연과 우연이 끊임없이 긴

장관계를 이루고”110) 있음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우연은 필연이 될 수도 있

는 것, 아니면 필연이 뒤집어진 상태로 제시되는 것이 우연일 뿐이라는 

것”111)이다. 환언하자면, ‘우연 혹은 필연’, ‘운명 혹은 의지’라는 식의 양자택

일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서혁민의 경우, 탐정과 범인의 서사 중 무엇이 우위를 차지하

느냐를 묻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오히려 탐정의 서사와 함께 완

성되는 범죄의 스토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말해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

다. 서혁민이 추론한 이상의 비밀은 다음과 같이 해명된다.

109) “이는 도쿄행 이후 도쿄에 대한 실망감의 형식으로 드러난 외출혈을 내출혈로

전환시키고 김해경이란 존재 자체를 내파시켜 천재작가 이상만을 살리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안회남에게 보낸 편지처럼 다시 사는 방식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상’이란, 평생 공들인 인물을 지압붕대 삼아 임시 지혈하고 한 여자의 남편이

자 한 가정의 장남인 김해경으로 다시 살아가는 일이다.” (123)
110) 김연수·심진경·류보선(사회), 「작가―되기, 혹은 사라진 매개자 찾기」, 『문학
동네』제12권 3호, 2005, 82쪽.

1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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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원래의 형질이 바뀐다는 것. 물이 얼음으로 바뀐다는 것, 알이 

더이상 새를 품지 못한다는 것, 아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성천의 

녹음이 진보초의 어두움이 된다는 것,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얀 아

이 김해경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상으로 바뀐다는 것. 확실히 

1937년 1월, 이상은 변해가고 있었다. (147)

  이상의 텍스트와 그의 삶이 불가해하게 다가옴은, 그것이 김해경에서 이

상으로의 ‘변형’, 그리고 그로써 발생하는 둘 간의 간극과 갈등을 통해서만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112) 서혁민은 1937년 1월 즈음에 김해경과 이상 간

의 전이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았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로 

발표된 이상의 실명소설들은, 자신이 창작한 이상을 현실이 아닌 가공된 소

설 속 인물로 변환하여 다시금 우위를 차지하려는 김해경의 노력의 일환이

라는 것이 서혁민의 추론이다.

어쩌면 이상은 엘만의 연주를 들을 때부터 변형을 꿈꿨는지도 모른

다. 막다른 골목을 넘어서 어둡고 답답한 상자에서 벗어나 햇볕이 

드는 방으로 옮겨갈 계획이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 그게 환희에 

가득 찬 자살이었는지 모른다.

자살에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에야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

렇다. 자살이다. 도쿄에 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다. (148)

  서혁민의 추론은 이상의 최후 계획이 ‘환희에 가득 찬 자살’이었다는 확신

으로 이어진다. 상자 밖으로 탈출한다는 김해경의 계획은 운명에 대한 최후 

의지의 표명이다. 이 의지 표명은 그의 삶을 완전히 내던지는 것으로 표출

112) 1920년대 후반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해경은 문득 이상(李箱)이라
는 이름을 생각해낸다. 이호의 분석에 의하면, 김해경은 이름을 바꿈으로써 ‘메타
노마시아’를 경험한다. “이상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운명의 주

인이 된다. 이름 변경을 통해서 이제 자연인 김해경은 작가 이상으로, 개별자로
부터 단독자로, 죽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불사의 것을 산출할 수 있는 존재로의

변이를 시작한다.” 이호, op. cit.,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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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에 서혁민도 김해경처럼 자신의 삶을 판돈으로 내걸기로 한다. 이

러한 결말은 『꾿빠이, 이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물들의 선택 양상이기

도 하다. 김연수의 인물들은 서사에 대한 서술적 권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가공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획득한다. 그 중에서도 서혁민의 삶은 목숨

을 내던지면서까지 이상이라는 기표를 모방하는 것의 진정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김연화와 피터 주의 경우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연화와 

피터 주에게 이상이란 텍스트가 그들의 현실을 가공케 하는 기폭제가 되었

다면, 서혁민에게 있어서 그를 위한 현실의 가공이란, 이상이라는 텍스트를 

완벽하게 복기하는 것, 다시 말해 이상의 가장 완벽한 미메시스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서혁민은 김해경과 이상 사이를 살다간 삶, “바로 그 세계를 

한 자 한 자 복기해 나 스스로 이상이 되려는 시도”(165)가 그 자신의 삶이

었다고 고백한다. 김성수의 분석대로, 서혁민의 서사는 “자기를 산 것이 아

니라 ‘이상’이라는 절대의 대상에 이르기 위한 종생의 삶이 가짜의 삶인가, 

아니면 진짜를 향해 탐구해가는 구도의 삶인가 하는 문제”113)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김연화와 피터 주의 경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서혁민은 김해경의 삶을 완벽히 모방하려 함과 동시에 이상의 텍스트를 

스스로 완성시키려 함으로써 아버지의 복원과 해체라는 양가적 작업을 수행

한다. 서혁민은 이상이 되기 위하여 이상이 아닌 김해경의 자리를 모방한다. 

이는 이상이라는 기표와 김해경 삶의 간극을 서혁민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꾿빠이, 이상』에서 서혁민과 주요 인물들이 근원적으로 겨냥하

고 있는 ‘사건’은, 바로 이러한 불가해성, 즉 “아무리 작가 이상을 탐구하더

라도 그 실체에 닿을 수 없다는 것”114)을 표상한다. 서혁민은 이 불가해성과 

투쟁하였던 김해경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려는 욕망에 따라 자신의 서사를 

진행시킨다. 서혁민의 탐정 서사는 김해경의 서사를 복제하고, 이러한 반복

을 경유하여 이상이라는 불가해성과 접촉한다. 김해경의 삶을 모방함으로써 

이상이라는 불가해성과 조우하게 된 서혁민은 이상이 죽은 병원에서 「오감

도 시 제16호」를 ‘창작’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목할 것은, 이때 서

혁민이 자신의 서사의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삶을 내던짐으로써 불가해한 

113) 김성수, op. cit., 265쪽.
114) 김윤식, op. cit.,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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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건’ 역시 그 진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서혁민의 서사가 삶을 

내던지며 종결됨에 따라, 이상이라는 기표는 비밀을 간직한 신화의 위상을 

영유할 수 있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와 아들의 투쟁 역시 비밀에 부쳐지게 

된다.

4.1.3. 파생되는 탐정의 서사

  상술한 바대로 『꾿빠이, 이상』에는 이상이라는 불가해한 텍스트가 근원

적 사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혁민은 그에 대한 서술적 권한을 획득하고자 

김해경의 자리를 모방한다. 서혁민의 서사가 불가해한 사건과 그것의 서사

화에 강박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반면, 김연화와 피터 주의 서사는 김해경/

이상이라는 텍스트의 불가해성에 기원을 두고 있음에도 사실상 그와 무관한 

개인의 서사를 파생시킨다. 『뉴욕 3부작』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해석

되는 이자관계 설정에서 출발하여 그 안에서의 중첩과 역전 현상으로 귀결

되는 반면, 『꾿빠이, 이상』은 불변의 이자관계(김해경/이상)를 상정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서사 층위를 세우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김연화와 

피터 주의 서사가 바로 이러한 파생된 서사의 층위를 담당한다. 이 절은 김

연화와 피터 주가 이상의 데드마스크와 「오감도 시 제 16호」를 경유하여 

근원적 사건와 조우하는 것과, 그 불가해성에 겹쳐지는 자신들 삶을 바라보

는 태도에 주목한다.

  「데드마스크」가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 김연화의 사후적 서술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김연화가 데드마스크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을 

‘링반데룽’115)의 경험에 빗대어 생각함은 의미심장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홀리듯이 서씨

115) 링반데룽(Ringwanderung)은 등산용어로, 야간이나 악천후로 인해 목표라 불명

료한 경우에 광대한 지형을 곧바로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리며 같은

곳을 돌고 있는 현상을 뜻하는 독일어다. 짙은 안개, 눈보라, 폭우, 피로로 인한

사고력 둔화 등에 의해 일어난다. 이 경우는 즉시 행동을 중지하고 방향과 위치

를 확인한 후 조난에 대비해야 한다. 환상방황(環狀彷徨)이라고도 한다. (두산백
과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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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마음의 끈을 놓치고 전혀 다른 방

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으나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다. (53)

  사건에 대한 김연화의 회고는 “결국 어떻게 마음의 끈을 놓치게 됐느

냐”(10)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 조효원은 김연수 인물들의 ‘떠남’이 “언제

나 다시 ‘처음 떠났던 그곳’을 (재)발견/발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116)고 말

한다. 즉 링반데룽이 김연수 인물들의 경험을 특징짓는다. “이곳과 저곳을 

분간할 수 없는 링반데룽의 경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뒤로 물러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기묘하고도 끔찍한 경험”117)은 진위에 대한 물음을 수반하

게 되는데, “그 배면에 ‘더이상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118)이 존재한다는 것이 조효원의 분석이다. 이는 공백으로서의 

실재를 보기 두려워하는 주체의 반응이기도 하다. 김연화가 이상의 데드마

스크를 본 순간에 느낀 감정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상응한다. 

서씨는 미색 종이를 젖혔다. 그 안에는 죽은 이상의 데드마스크가 

놓여져 있었다. 서씨의 말처럼 유계와 연결되는 비밀의 통화구처럼 

수염 자국이 완연했다. 갑자기 소름이 확 돋으며 몸이 움츠러들었

다. 무섭다는 느낌과 그 무서운, 무서워하는 느낌을 뛰어넘는 싸늘

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어쨌든 나로 인해 이 일이 커지고 난 뒤, 

기사를 쓰게 된 근거를 설명해보라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다. 편집장

도 내게 물었고 형사도 내게 물었다. 설명하자면, 그저 무섭다는 느

낌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다. 

(56) (강조는 인용자)

  데드마스크를 본 경험은 김연화에게 표상될 수 없는 ‘언캐니’한 것으로 각

인된다. 이후 김연화의 조사 행위는 이상의 데드마스크가 진짜라고 말할 수

116) 조효원, op. cit., 107쪽.
117) Ibid., 119쪽.
118) Ibid.,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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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운명에 귀속된다. 데드마스크는 이상의 ‘실재’가 귀환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실재’를 본 김연화의 추리는 이상의 데드마스크가 진짜라는 명제

에 근거하여 작동하게 된다. 이는 ‘논리’나 ‘열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의 차원에서만 말해질 수 있다.

  데드마스크를 본 이후 김연화의 탐정 서사는 “믿음에 따라서 실제가 구성

된다”는 명제에 부응한다. 김연화의 서사가 재구성한 사건의 층위는 더 이

상 논리나 열정이 아니라 믿음, 다시 말해 그것을 전유하기로 믿는 행위로 

인해 구성된다. 이는 김연화의 시점을 경유한 김연수가 이상이라는 기표를 

읽는 방식이자 이상이라는 불가해한 텍스트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119)

  김연화의 믿음과 그것이 가공해낸 현실은 서혁민의 수기를 읽으면서 더욱 

견고해진다. 김연화는 서혁민의 『이상을 찾아서』를 읽던 도중 「오감도 

시 제16호」를 발견한다. 김연화는 이 시가 서혁민의 것이 아니라 이상의 

미발표 원고이고 서혁민에 의해 필사된 것임을 믿기로 결정한다. 즉 김연화

는 서혁민이 아버지 기표의 자리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음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김연화의 믿음은, 서혁민이 이상과 김해경의 투쟁에서 

김해경의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비로소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서혁민이 김해경이라는 아버지로 전화되었음을 확증하

는 행위인 것이다. 앞서 분석한 바대로, 이상의 모방자 서혁민이 아버지 기

표인 김해경/이상과 벌이는 투쟁은 『꾿빠이, 이상』의 근원적 사건에 대한 

서사적 반복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김연화가 서혁민의 시를 이상의 유고로 

믿기로 함은, 서혁민이 김해경의 자리에 올라섬으로써 김해경/이상의 이자

관계가 서혁민/이상의 관계로 전화되었음을 공고히 한다. 이 경우에도 신화

로서의 이상은 훼손되지 않은 채 남는다.

  「오감도 시 제16호」를 진짜 이상의 것으로 믿기로 함으로써, 김연화는 

서혁민과 이상에 대한 또 다른 현실을 가공해낸다. 서혁민이 목숨을 내걸고 

119) “실존인물 이상의 기의는 확정되지 못한 채 그를 둘러싼 기표들만이 부유한다. 
(…) 이상 텍스트는 삶과 글쓰기의 미로 속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여 해석적 주름

의 결들 어딘가로 우리를 안내한다. 말하자면 이상이라는 기호는 해석적 다양성

의 지평을 열어주는 텍스트이며 그 해석들과 유희를 즐기는 텍스트다. 이상의 텍

스트는 스스로 기호와 해석의 무한증식을 가능하게 하여 그것이야말로 이상 텍

스트를 읽는 하나의 방법 그 자체임을 암시한다.” 이호, op. cit.,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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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이상의 이자관계에 편입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김연화에게 김해경/

이상의 이자관계는 자신을 위해 가공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열린 텍스트가 

된다.

  김연화의 탐정 서사를 추동하는 명제—믿음에 따라 실제가 구성된다—는 

그의 연애 서사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남편과 자신 둘 다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희 앞에서 김연화는 그녀를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정희

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직

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희와의 연애에 있어서 사랑의 진위를 따지는 

문제는 사실상 무력하다. 진짜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던 이상의 데드마스크

가 가짜였음이 밝혀지고 나자, 김연화는 진위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진짜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진짜임을 가리키는 ‘컨텍스트’임을 깨닫

는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가짜냐 진짜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진위와는 무관하게 모든 정황이 진짜라면 진짜인 

것이고 모든 정황이 가짜라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당시 저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이상의 데드마

스크에 빗대어 그 사랑만이 진짜라고 강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

지만 결국 그 사랑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냥 우스운 얘기입니다. (200) 

(강조는 인용자)

  김연화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본 데드마스크가 가짜로 판명난 이유는 주

변 정황이 그것을 가짜라고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로 김연

화는 정희와의 연애가 가짜인 것도 정희가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정황 때

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김연화는 모든 정황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정희

를 이혼시키기로 한다. 김연화의 행위는 모든 정황을 진짜로 만듦으로써 그

가 가공한 현실의 진정성을 확증받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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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에서 한 번 더 반복된다. 이로써 믿음에 따라 실제가 구성된다는 명제

가 『꾿빠이, 이상』의 핵심 문제의식으로 강조된다.

  김연화의 연애 서사와 데드마스크 사건이 궤적을 같이 하듯이, 피터 주의 

뿌리 찾기 서사는 「오감도 시 제16호」의 진위 여부와 맞물린다. 피터 주

의 뿌리 찾기 서사는 이상 문학을 연구하는 것에 의해 정당성을 얻어 왔다. 

그러나 그가 한국 국적의 부모에 입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과, 그가 천착해

온 연구 주제가 무의미한 말장난뿐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번번이 실패한다. 

이 시점에서 피터 주는 김연화로부터 서혁민 유고에서 발견된 「오감도 시 

제16호」를 건네받는다. 피터 주는 이 시가 이상의 진짜 유고라면 자신의 

뿌리 찾기 서사가 다시 한 번 유효해지리라 기대한다. 두 편의 「오감도 시 

제16호」 중 무엇이 진짜로 판명되느냐에 따라서 ‘피의 계보를 증명’하는 일

의 성패가 달려 있는 까닭에, 피터 주는 삶을 담보로 한 확률 게임에 참여

한다.120)

  김연화의 논리와 동일하게 피터 주는 “그 원고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방법

은, 그 원고를 진짜로 만드는 일뿐”(202)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여기서 「오

감도 시 제16호」를 진짜로 만드는 일은 주변 정황이 그 원고를 진짜라고 

가리키게 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선 피터 주는 자신의 저서 『참조로서의 

이상 텍스트』에 데드마스크 유실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었기에 김연화가 

본 데드마스크가 가짜로 판명 났음을 알게 된다. 이에 그는 자신의 글을 부

정함으로써 데드마스크가 진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보한다.121) 그리고 

120) “자기 정체성 확보를 위해 피터 주, 그는 이상 문학 연구자로 되지 않았던가. 
말을 바꾸면 그에 있어 이상 문학의 ‘텍스트’는, 그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다. 그는 물러설 수도 자기 만족에 이를 수도 없는, 
절체절명 속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이상 문학의 모든 텍스트는 그 자신의 것이

며, 그의 유고가 둘이든 셋이든, 또는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는 다른 연구자들과

는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피터 주에 있어 이상 문학의 텍스트는 ‘열려 있되 닫혀

있음’이어야 했다. 곧 ‘작품’이어야 했다. 절대적이어야 했다. ‘가짜일 수도 진짜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절대로 진짜’여야 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

확보라는 이 절체절명의 명제란 애당초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터 주가 가장

난해한 <오감도>에 매달리고, <지도의 암실>과 이를 연결시키며 치열하게 달려

든 것은 이로써 어느 정도 설명될 터이다.” 김윤식, op. cit., 374쪽. (강조는 인용

자)
121) “자, 여기서부터 논리가 비약되지만, 그렇다면 김연화가 본 데드마스크가 진짜

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무심결에 끼워넣은 각주만 부정하면 그 데드마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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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혁민의 「오감도 시 제16호」를 이상의 진짜 유고로 세간에 공개한다. 

  서혁민의 「오감도 시 제16호」를 이상의 유고로 믿음으로써 재가동된 

피터 주의 정체성 탐색 서사는, 피터 주가 공개한 「오감도 시 제16호」는 

물론이요 권진희가 공개한 시 역시 위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결

정적 위기를 맞는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237)에 직면한 피

터 주는 김해경/이상의 텍스트가 아닌 삶에 경도되기 시작한다. 김윤식은 

피터 주가 이상 문학을 자신의 ‘피의 계보’를 입증해줄 지표로 삼은 데에는 

“무의식의 힘을 빌린 모종의 필연”122)이 작용하였다고 말한다. “‘중국인 핏

줄의 한국계에 입양된 미국인’인 피터 주와 백부 집 입양아 이상=김해

경”123) 사이에 상동성이 존재함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피터 주는 결정적 

위기 앞에서 김해경/이상의 삶을 체화하기 시작하고, 소멸되고 생성되는 열

린 기호로서의 이상을 자기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김해경은 이상이라는 ‘운명’에 맞서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였던 인

물”(238-239)이었다. 피터 주는 운명에 맞서 삶을 내던진 김해경의 삶의 원

리가 다름 아닌 “‘소멸되어 가는 기호’ 범주에 온몸을 맡기기”124)임을 깨닫

는다. 김해경의 죽음은 이상이라는 기호를 영영 불가해한 비밀로 남게 했다. 

“그 비밀이 있었기에 얼굴 하얀 아이 김해경은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 영원

한 작가 이상이라는 어둠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었다.”(243) 이러한 김해경

의 삶의 원리는 피터 주의 뿌리 찾기 서사를 종결시키는 데 효력을 발휘한

다. 피터 주는 김해경처럼 자신만의 비밀을 만들기로 하는데, 그것은 권진희

가 공개한 원고가 위작임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입양기록증을 태우는 것이

다. 피터 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해줄 모든 정황을 비밀로 만듦으로써 

역설적으로 정체성을 되찾는다. 이에 관해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위의 판별 불가능이 창출해 낸 범주로서의 ‘생성되어 가는 기호’

진짜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들은 그 얘기를 부정하면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시 「오감도 시 제16호」 역시 진짜

가 될 수 있다.” (215)
122) 김윤식, op. cit., 376쪽.
123) Ibid.
124) Ibid.,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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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를 지우고자 하는 ‘소멸되어 가는 기호’로서의 균형 감각 확보, 

여기까지 이른 사람이라면 응당 그는 자기 정체성 확보에 성공하지 

않겠는가.

  피터 주는 구원된다. 그의 정체성은 확보된다. 그 방법은 아주 원

시적임에 주목할 것이다. 텍스트를 넘어선 자리, 그러니까 이상 문

학을 ‘작품’의 범주에 되돌리기가 그것. 작품이란 무엇이뇨. 텍스트

와 달리 그것은 특정 작가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 인간 아무개가 

쓴 글이 작품이다. 어떤 작품도 폐쇄성 또는 완결성(이 점에서 독일

어 geschlossen은 그럴 법하다)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열려 있는 

텍스트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정체성을 문제삼는 한 이 완결성

(폐쇄성)에 자유로울 수 없다. 피터 주가 이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 

소설 <꾿빠이 이상>의 참주제이다.125)

  피터 주에게 이상의 문학이란 자신의 ‘피의 계보’를 확증해줄 지표였던 까

닭에 늘 최종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열려 있되 닫혀 있음”126)의 상태여

야 했다. 그러나 김해경/이상이라는 기표는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하나의 

열린 텍스트로서 존재할 뿐이다. 피터 주는 이 난국을 “진위의 판별 불가능

이 창출해 낸 범주로서의 ‘생성되어 가는 기호’와 이를 지우고자 하는 ‘소멸

되어 가는 기호’로서의 균형 감각 확보”를 통하여 극복한다. 즉 김해경/이상

이라는 기표가 어떠한 의미로도 확정될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그것에 무엇

이든 원하는 의미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듯 피터 주

의 뿌리 찾기 서사는 “부러진 날개로 날아오른다”(239)는 김해경/이상의 비

밀을 개인 서사 차원에서 반복함과 동시에, 김연화의 경우에 이어 “믿음이 

실제를 구성한다”는 명제를 재확인시킨다.

125) Ibid., 381-382쪽.
126) Ibid.,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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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불가해한 것에 대한 주체의 대응: 운명의 핍진성

 『꾿빠이, 이상』에 실린 세 편의 이야기는 불가해한 사건을 추적하는 추

리소설 서사의 문법을 따르는데,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근원적인 ‘사건’으로 

귀결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꾿빠이, 이상』의 근원적인 사건은 불가해한 

김해경/이상이라는 텍스트에 상응한다. 『꾿빠이, 이상』의 인물들은 김해경

/이상이라는 본원적 불가해성과 조우하게 되는데, 끝내 그것의 위상을 훼손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해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격상시킨 오스터의 

인물들과 유사한 지점을 일면 공유한다. 그러나 오스터의 인물들이 불가해

한 존재와의 이자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운명까지 그 안에 포섭시켜버리

고 말았다면, 김연수의 인물들은 불가해한 존재와의 조우를 통해 개인 서사

를 파생시키고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오스터의 인물들과 차별화된다.

  「잃어버린 꽃」의 서혁민 서사는 김해경/이상의 미스터리에 완전히 포

섭되어 있기에 서혁민 삶 자체에 대한 의미화라기보다 김해경 서사에 대한 

복제 서사에 가깝다. 김해경/이상의 이자관계로 편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서혁민의 서사는 『뉴욕 3부작』의 이자관계와 유사 구조 하에서 작동한다. 

서혁민은 김해경의 자리를 모방함으로써 김해경을 대신해 이상이라는 기표

와 이자관계를 맺는다.

  그렇다면 오스터의 소설과 비교했을 때 김연수의 소설에서 도드라지는 차

이점은 「데드마스크」의 김연화와 「새」의 피터 주 서사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김연화와 피터 주는 김해경/이상의 미스터리와 조우하지만, 그것

에 포섭된다기보다 그것을 경유하여 아예 다른 차원의 개인적 서사를 구동

시킨다. 이 두 인물은 김해경/이상의 이자관계 내부에 연루된다기보다 그 

관계망 밖에서 그것의 불가해성을 인지하고 삶의 원리로 체화한다. ‘믿음이 

실제를 구성한다’는 명제가 바로 두 인물이 깨닫는 삶의 원리인데, 이 원리

는 “스스로 배우가 되어 허구를 만들기, 그리고 ‘나의’ 분신을 창조하기”127)

라는 시도를 통해 실현된다. 무언가를 진짜로 믿고 그 믿음이 구성한 현실

을 받아들이는 일은, 이들에게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것들, 가령 남편과 김

127) 복도훈, op. cit., 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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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를 동시에 향하는 정희의 사랑, 또는 한국인 부부에게 입양된 중국계 

미국인의 확정될 수 없는 정체성 따위를 감내해가는 방식이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범죄의 스토리’를 해독하거나 그 진위를 판단하는 차

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이들 삶과 개인 서사를 입증해줄 현실의 

가공, 다시 말해 “이야기 자체의 욕망”128)이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

  이야기의 진위 판정을 떠나 그것을 가공하고 진실로 믿음으로써, 김연화

와 피터 주는 텍스트의 유희공간에 접속하게 된다. 이때 김연화와 피터 주

에게 이상이라는 기표의 미결정성은 어떠한 현실이든 가공시킬 수 있는 무

한한 가능성과 조응한다. “이상의 텍스트는 의미의 열림과 또 다른 열림, 기

호의 생성과 의미의 증폭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다. 의미의 

열림을 가능케 하는 텍스트는 결코 텍스트 내부에만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

라 열린 해석의 잠재성을 가진 한 텍스트가 해석 행위를 통해서 사회와 역

사, 경험적 작가와 독자와 같은 개인적 주체들과, 그들에 의한 세계와 텍스

트의 해석적 실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129) 김연화와 피터 주가 이상이

라는 불가해한 텍스트를 경유하여 각각의 연애 서사와 뿌리 찾기 서사를 가

공함은, 이들이 김해경/이상이 도달한 ‘13의 세계’에 접속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130) 김연화와 피터 주의 가공된 서사로 인해 김해경/이상이라는 불가

해성은 어떠한 의미도 확정 지을 수 없는 아득한 공간에서 무엇이든 이야기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변전된다. 복도훈은 김연수의 두 인

물이 “필연과 목적, 의미를 애써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적으로 

우연의 소산임을 참으로 긍정하면서”131) 가공된 현실에 대한 진정성을 획득

한다고 평한다. 서혁민/김해경과 이상의 이자관계 외부에서 작동하는 두 인

물의 서사는 불가해한 것이 운명이면서 의지의 소산일 수 있다는 역설을 보

여주고, 중요한 것은 삶의 진실이 얼마나 ‘핍진’하게 말해지는가에 있음을 

부각시킨다. 김연수의 소설은 불가해한 것이 우연일 수도 필연일 수도 있을 

128) 손종업, 「거울 속의 유령작가와 역사소설의 미궁―김연수론」, 『오늘의 문예

비평』제73호, 2009, 215쪽.
129) 이호, op. cit., 108쪽.
130) “이상이 본 극북의 폐허가 12월 12일이라면 이 극북의 폐허를 넘어서는 지점이

바로 13의 지점인 것이다.” (86) 
131) 복도훈, op. cit.,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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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채 그 가능성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가공하는 주체

의 행위를 강조한다. 작가 김연수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진위성이 아니라 

그것의 핍진성 그리고 이야기하기의 욕망 자체이다.

  김연수의 소설에는 근원적 불가해성을 표상하는 이상이라는 기표가 존재

한다. 김연수는 씌어진 텍스트의 진실성과 허구성, 나아가 현실의 허구성과 

허구의 현실성을 소설 속에서 탐색하면서, 그 근원에 이상 문학과 삶에 대

한 미스터리를 위치시킨다. 주목할 것은, 서혁민의 경우는 물론이요 김연화

와 피터 주의 서사에서도 이상이라는 기표는 아버지 기표로서의 위상을 확

고히 유지한다는 점이다. 서혁민은 그의 삶을 담보로 하여 김해경의 서술적 

권한을 획득하게 되고, 자살에 가까운 김해경의 죽음이 그러하였듯이 자신

의 죽음을 통해 이상이라는 기표를 불가해한 것으로 영영 비밀에 부친다. 

김연화는 서혁민의 유고에서 발견한 「오감도 시 제16호」를 이상의 진짜 

유고로 믿기로 함으로써 신화로서의 이상 기표를 재확인시킨다. 피터 주는 

「오감도 시 제16호」를 둘러싼 진위 논쟁의 결말을 미결로 남겨둠으로써 

열려 있는 불가해한 텍스트로서의 이상 기표를 유지시킨다. 

  『꾿빠이, 이상』 서사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이상 기표의 신화화는 소

설적 성과 측면에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서영인은 “삶의 진실

이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의 절박함이 삶과 소

설의 대조와 상호개입을 통해 더 첨예하게 탐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상을 

탈신비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인해 차단”132)된다고 지적한다. 유사한 논지에서 

김예림은 김연수가 『꾿빠이, 이상』을 통해 진실의 허구성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고 있으면서도, 의심 불가능한 진실성을 담지하고 있는 이상이라는 

문학적 기표를 강박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오히려 서사의 밀도를 흐트러뜨

린다고 평한다.133) 세 인물의 시점으로 나누어지는 서사가 설득력을 얻지 

132) 서영인, 「삶의 진실을 보는 몇 가지 이견(異見)」, 『충돌하는 차이들의 심

층』, 창비, 2005, 343쪽.
133) “작가는 진실은 없고 다만 만들어질 뿐이라는(작품에서 강박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인식과 개인적 진실인 자기 정체성을 향한 강렬한 욕구가 지닌 의미에 동

시적이고 전면적으로 천착하고 있는 셈인데, 사실상 이 두 개의 테마는 양립 곤

란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축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가공

해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 자기 정체성은 결국 환상이자 허울일 뿐이라는, 그래서
자기도 없고 정체성도 단지 끝없이 지연되는 욕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일종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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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서영채의 지적 역시 김연수가 이상이라는 문학적 기표에 강박적으

로 붙들려 있음을 확인시켜준다.134)

  『꾿빠이, 이상』에서 본원적 불가해성으로 거듭 소생되고 있는 이상이라

는 절대적 기표는 김연수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불가해성의 지표이기도 

하다. “김연수는 외부에 대한 사유를 가장 집요하게 해온 작가다. 타자의 외

부성을 거의 강박적으로까지 탐구해오고 있다. 타자에 대한 그의 탐구는 우

리에게 외부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운다.”135) 타자에 대한 김연수의 관심은 

그의 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표상 불가능한 타자의 형상들로 입증된다. 김연

수가 글쓰기의 출발점을 이상의 삶과 문학을 읽는 경험에서부터 찾고 있다

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136) 『꾿빠이, 이상』에서 김연수가 불가해성을 표상

하는 지표로 이상의 삶과 문학을 삼았음은 납득 가능해진다. 특히 김연수는 

이상의 죽음을 본원적 미스터리로 강력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의 산문집 

『여행할 권리』에 실린 도쿄 여행기는 소설에서 서혁민이 이동한 여로의 

설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꾿빠이, 이상』에서는 이 역설적 논리의 미약함으로

인해, 서사의 초점이 분열되어버린 듯하다.” 김예림, 「‘틈’과 상상, ‘사이’의 이야

기―김연수의 『꾿빠이, 이상』과 김영하의 『아랑은 왜』」, 『문학 풍경, 문화
환경』, 문학과지성사, 2007, 242-243쪽.

134)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작가 김연수 자신이
이상의 문학과 삶에 지나치게 경도되어버렸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라는 인물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삶을 재현해내고 있는 김연수의 저

집요한 태도를 보자. 흡사 『꾿빠이, 이상』의 작가 김연수에게 중요한 것은 문

학 속에서 죽어간 작가 이상의 삶과 문학일 뿐, 그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다는 서

사적 의장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서영채, 「유토피아 없이 사는 법: 유
령 작가 김연수」,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288쪽. (강조는 인용자)

135) 이경재, op. cit., 71쪽.
136) 김연수는 이상의 텍스트를 읽은 경험이 자신의 소설관을 일부 형성했음을 고

백한다. 이상과 그의 텍스트를 읽는 경험은 불가해성과의 조우에 다름 아니었고, 
이 만남을 통해 김연수는 자신의 글쓰기관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나
는 이상에게서 문학에 대해 배웠다. 누군가 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건 완전한

실패라는 것.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 수식과 분칠과 비유

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 그즈음부터 나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연
(衍)’이란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건 이상의 유고소설 <단발>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편지의 말미에 ‘衍’이라고 서명할 때, 나는
최초의 문학 행위를 했던 셈이다. 그 결과는? 결국 바로 그때 오늘의 내가 태어

난 셈이었다.” 김연수, 「문학적 자서전|이 세상 그 누구도 써주지 않는 15매」, 
김연수 외, 『제33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2009, 324-325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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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과 닮아 있다. 김해경/이상이 도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고자 했던 서혁민의 강박증적 노력은 작가 김연수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셈이다.

눈부신 제국의 수도와 한 식민지 작가의 죽음은 서로 어울리지 않

아 보인다. 그 죽음처럼 느닷없어 보이는 것은 없다. 더운 햇살을 

받으며 토오꾜오대학교 부속병원까지 걸어가는 내 머릿속을 가득 

메운 것 역시 이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따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었다.

  이 사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토오꾜오로 호언하고 어느 친구에

게는 전기기술에 관한 공부를 하러 간다는 둥, 학교선생님을 만나서

는 고급단식인쇄술을 연구하겠다는 둥 친한 친구에게는 내 5개 국

어를 능통할 작정일세 어쩌고 심하면 법률을 배우겠노라고 헛소리

를 탕탕 내뱉은 이상이 왜 하필이면 1937년 토오꾜오에 가서 죽음

을 맞이했느냐는 것이다. 이 죽음에는 비밀의 냄새가 잔뜩 풍긴다. 

(…) 나의 토오꾜오행이란 그러니까 이상이 남긴 그 비밀을 알고 싶

은 욕망의 소산이기도 했다.137) (강조는 인용자)

  ‘이상이 남긴 그 비밀’, 김해경/이상의 불가해한 죽음이 남긴 비밀을 알아

내려는 작가의 욕망이 『꾿빠이, 이상』 집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38) 그 불가해성을 추적하기 위해 김연수는 추리소설 

서사의 패러디라는 전략을 취한다. 김연수는 『꾿빠이, 이상』에서 추리소설 

137) 김연수, 『여행할 권리』, 창비, 2008, 229쪽.
138) 김연수는 장편소설 연재 청탁을 받고 고민하던 중, 어렸을 때 보았던 이상의

흑백사진을 떠올리고 그와 대면하는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무렵, 내가 쓰고자 하는 소설 목록의 제일 끝에 김옥희 씨가 말한 그 이상의 데

드마스크에 대한 소설이 있었다. (…) 그런데 장편 연재 제의를 받고 보니, 말했
다시피 그건 마치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소설을 써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처럼

여겨졌다. (…) 그래서, 오기에 가득 차서, 그렇다면 이상의 데드마스크에 대한 소

설을 쓰자고 결심했다. (…) 나는 그 창백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고리
오 영감>의 마지막 장면처럼 나는 그 창백한 얼굴과 대결하고 싶었다.” 김연수, 
「문학적 자서전|이 세상 그 누구도 써주지 않는 15매」, 325-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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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를 표방하는 세 개의 서사를 작동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상이 왜 하

필이면 1937년 토오꾜오에 가서 죽음을 맞이했느냐는’ 근본적 ‘범죄의 스토

리’를 추적한다. 이 추적의 주체는 서혁민의 시점을 빌린 김연수 자신이다. 

김해경/이상의 불가해성을 이해하려는 김연수의 태도는 그가 소설을 쓰는 

목적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김연수에게 소설 쓰기란 타인을 이해하기 위

함이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을 그치지 않는 것

에서 글쓰기의 윤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고수하는 입장이다.139)

  그렇다면 서혁민-김해경-이상의 층위 밖에서 발생하는 김연화와 피터 주

의 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두 인물의 서사는 김해경/이상의 텍

스트가 소멸되고 생성되는 열린 기호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무한한 공간

에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확증할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내러티

브 자체에 대한 욕망을 대변한다. 또한, 두 인물이 김해경/이상의 텍스트를 

경유하여 자신들의 서사에 의미를 부여받듯이, 불가해한 김해경/이상의 텍

스트 역시 두 인물의 서사적 행위에 의해 생성되는 기호로서 의미화될 수 

있다. 씌어진 것과 씌어지는 것 간의 이러한 상보적 관계는, 작가 김연수의 

차원에서 볼 때, 불가해한 타자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윤리’

적 작업의 일환이 된다.

139) “우리는 영영 서로 오해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게 우리의 윤리다. 내가 끝

내 소설을 탈고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윤리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타인의 삶을 알

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설가로서 끝내 실패할지 모르지만, 다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소설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김연수, 「타인의
삶」, 『작가세계』제73호, 2007,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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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보르헤스는 한 문학 장르가 존속될 수 있으려면 동일 범주로 규합되는 

텍스트의 집합보다 그것들을 약속된 방식으로 읽어내는 독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말한다.140) 예컨대 “추리소설은 특수한 유형의 독자를 창조

하였는데(the detective novel has created a special type of reader)”141), 보르헤

스가 규정하는 추리소설의 독자란 미심쩍음과 의심을 갖고서 텍스트의 혐의

를 읽어내는 독자다.142) 추리소설 독자의 회의적 읽기는 추리소설적 텍스트

의 장르성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추리소설의 특성을 지닌 

텍스트를 발굴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장르의 확대와 변용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추리소설 독자의 회의적 읽기는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

는 행위뿐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 즉 ‘생산’의 일환으로(one of active 

participation, of “production”)”143) 확장될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추리소설 독자의 회의적 읽기가 생산해낸 새로운 내

러티브 양상이다. 보르헤스를 비롯한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많은 작가들은 

실제로 추리소설에 열광하는 독자들이었고, 이들의 회의적 읽기는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작동되었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작가들은 추리소

설 독법에 익숙하게끔 텍스트를 직조하지만, 추리소설 장르의 텔로스와 상

충되는 목적을 겨냥함으로써 장르 독법의 기대지평을 배반하고, 독자의 회

의적 읽기를 한층 더 부각시킨다. 무엇보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추리소설 

장르가 지향하는 범죄의 완벽한 해결을 부단히 지연시키면서 도리어 사건을 

읽고 서술하는 행위 자체에 천착하는 메타텍스트적 면모를 보인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이 지향하는 메타텍스트성은 탐정의 읽기 행위를 경유

하여 드러난다. 장르적 문법에 충실한 탐정은 주어진 단서들을 모아 그것들

140) Jorge Luis Borges, “The Detective Story,” in Selected Non-Fictions, ed. Eliot 
Weinberger (New York: Viking, 1999), 491-492.

141) Ibid., 492.
142) Ibid.
143) Linda Hutcheon, Narcissistic Narrative: The Metafictional Paradox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8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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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성을 부단히 회의하는 과정 끝에 사건의 진짜 모습을 밝혀낸다. 진

실을 밝히는 탐정의 영웅적 행위는 불가해한 것을 포섭하고 진리에 가 닿으

려는 독자의 욕망을 대리적으로 해소시킨다.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이러한 

추리소설의 특성들을 차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추리소설의 독법대로 텍스트

를 읽게 만들지만, 독자의 의심을 해소시키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킨다. 패러

디된 추리소설이 꾀하는 변용은 소설 인물의 특성을 변질시킴과 동시에 독

자의 익숙한 독법을 무효화한다. 다시 말해 추리소설의 패러디 전략은 탐정

과 독자의 읽기 행위를 총체적으로 문제시 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리소

설 텍스트 안과 밖에서 이중으로 해석행위의 적법성을 다룬다. 환언하자면, 

패러디된 추리소설은 사건을 서사화하려는 탐정의 욕망에 소설가의 메타텍

스트적 욕망을 덧씌움으로써 두 겹의 욕망을 작동시킨다.

  추리소설의 패러디 전략은 이른바 ‘의혹의 시대(the age of suspicion)’에서 

특히나 유용한 글쓰기 양식이 된다. 탐정은 불가해한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단서들을 조합하여 읽고 쓰는 행위를 반복한다. 로브그리예의 주장에 따르

면 이러한 해석행위의 반복은 “그 무엇도 ‘진실’이 아니라는 감정의 축적(the 

mounting sense that nothing else is true)”144)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각은 ‘삶

의 불가해성’을 해명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현대 소설가들의 글쓰기 의식

과 맞닿아 있다.

이는 우리 주변 세계의 진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계에 의미를 부

여함으로써 그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소설 장르는 전적으

로 이 기획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는 허황된 단순화에 불과했다. 세

계는 보다 명징해지고 가까워지기는커녕 조금씩 그 모든 생명을 잃

어갔다. 세계의 현실이 주로 이러한 상태에 처한 까닭에, 지금 우리

의 임무는 이러한 상태를 해명해줄 문학을 창조하는 일이다.

The same is true of the world around us. We had thought to control 

it by assigning it a meaning, and the entire art of the novel, in 

144) Alain Robbe-Grillet, “A Future for the　Novel,” in For a New Novel: Essays 
on Fiction, trans. Richard Howard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1989), 
23.



- 79 -

particular, seemed dedicated to this enterprise. But this was merely an 

illusory simplification; and far from becoming clearer and closer 

because of it, the world has only, little by little, lost all its life. Since 

it is chiefly in its presence that the world's reality resides, our task is 

now to create literature which takes that presence into account.145)

  로브그리예가 진단한 문학의 과제는 패러디된 추리소설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진다.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추리소설 서사를 주요한 양식으로 활용하

여 해명되지 않는 삶의 불가해성을 의미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논문

은 오스터의 작품세계를 그 전범으로 보고, 김연수의 소설을 그에 대한 하

나의 변이로 파악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오스터의 『뉴욕 3부작』에서는 탐정과 범인의 세계가 씌어지는 텍스트

와 씌어진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두 층위가 서로 교차되고 포개어짐

으로써, 메타텍스트적 욕망의 ‘필연적인’ 해소 불가능성이 드러난다. 3부작을 

통해 이러한 ‘필연성’을 반복해 보여주는 오스터는, 공백으로서의 아버지 기

표, 또는 ‘삶의 불가해성’을 그대로 봉합하고 묵인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

는 소설 쓰기를 제시한다. 한편 『꾿빠이, 이상』은 ‘김해경/이상’이라는 불

가해한 텍스트를 근원적 ‘사건’으로 상정한 채 그것의 진실성을 의심하지만, 

이 불가해성을 무한히 생성되는 기호로 받아들임으로써 메타텍스트적 욕망

의 해소 가능성을 확인한다. 김연수의 인물들은 탐정과 범인의 세계로 대변

되는 이자관계 너머에서 또 다른 ‘범죄/조사의 스토리’를 가공해낸다. 이를 

통해 김연수는 ‘삶의 불가해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핍진’하게 이야

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성이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스터의 소설은 해소되지 않는 삶의 불가해성을 끝까지 관철하고, 나아

가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에 관하여 서술하는 것을 유희적 차원으로까지 끌

어올린다. 반면 김연수의 소설은, 삶의 불가해성에 맞서 그것의 진실성을 만

들어줄 진실된 내러티브 찾기에 골몰한다. 이러한 소설 쓰기의 함의는 불가

해한 것에 고정적 의미를 부여해줄 가공의 내러티브를 만듦으로써 삶의 불

1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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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체의 의지일 것이다. 이러한 작가적 의도는, 

오스터 작품을 위시한 포스트모던 성향의 패러디된 추리소설과는 확실히 구

분되는 것이다. 김연수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주체에 대한 확신은, 그것이 주

요 테마로 천착하고 있는 삶의 불가해성이란 문제를 인위적으로 무력화시키

는 허무한 결과를 낳기는 하지만, 어쩌면 불가해성에 대한 보다 사실적인 

반응일지 모른다. 

  이 논문은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전범으로 평가받는 『뉴욕 3부작』과 그

에 대한 변종으로 읽히는 『꾿빠이, 이상』을 맞세워 불가해성에 대응하는 

주체의 두 가지 양상을 살피고, 두 갈래의 시도가 모두 추리소설 서사를 경

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스터와 김연수는 추리소설의 독법을 빌어 ‘삶

의 불가해성’을 규명하는 문학 행위에 각자의 방식대로 동참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패러디된 추리소설의 두 양상은 오스터와 김연수가 소설 쓰기를 통

해 실현하려는 윤리적 행위의 두 결과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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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textual Desire via Detective Narrativ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arrative Strategies of

The New York Trilogy by Paul Auster

and Goodbye, Mr. Yi Sang by Kim Yeonsu

Song Yaesul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ew York Trilogy by Paul 

Auster and Goodbye, Mr. Yi Sang by Kim Yeonsu, focusing on their narration 

of meta-textual desire via parody of the detective fiction genre. Despite certain 

similarities they share in narrative strategies, the two novels arrive at different 

results, owing to the disparity between their approaches to the unfathomable.

  It is through the portrayal of a detective pursuing mysteries that the two 

novels each fictionalize their own approaches to the unfathomable. In both 

novels, the tension between the detective and the unfathomable develops into 

one between the written text and the text being written, and one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The two novels’ mutual strategies of parodying the 

detective-story conventions becomes a crossroads which underlies this study’s 

comparative analysis.

  The first two chapters work with previous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tective narrative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parodying the genr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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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hapter, I argue that the traditional detective fiction as a genre expresses 

a universal desire for truth and that this desire finds its locus in the detective 

character. In his search for truth, however, the detective soon falls into an 

interdependent relations with the unfathomable, as represented by the story of 

the crime, and this fall problematizes the genre as a whole. In chapter two, I 

look into how this particular problematic feature of the genre is addressed by 

its parody, which makes full use of the aforementioned interdependence to 

engender an alternative narrative wherein the detective qua subject is subsumed 

under the power of the unfathomable. The author of the parody, by depicting 

a detective who fails to solve mysteries and put them into a coherent 

narrative, inquires into the subject’s identity and, ultimately, its meta-textual 

implications.

  The next two chapters provide close textual analysis of the two novels. I 

demonstrate how they each parody the detective fiction genre and yet deal 

with the unfathomable in their own ways. In Auster’s novel, the characters 

accept the unfathomable as something ineluctable, which they have to embrace 

and tolerate as it is; whereas in Kim’s novel, the characters are resolute in 

their defiance of the epistemological limits.

Keywords: detective narrative, parody, meta-text, mysteries, father figure, identit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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