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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전지적 독자 시점』 (이하 ‘『전독시』’)이라

는 텍스트를 통해 웹소설에 드러난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내는

것이다.

웹소설은 2013 년 네이버의 ‘웹소설’ 무료연재를 기점으로 웹-플

랫폼에 연재되기 시작한 소설류로, 연재와 출판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설류와 유통상의 차이를 갖는다. 그러한

유통상의 차이로 인해, 웹소설의 독자는 일반 소설의 독자와 다른

존재방식을 갖는다. 일반 소설에서의 독자는 작가-작품-독자의 구

도 속에서 작가가 쓴 작품을 읽는 수용자로서 존재했다. 그런데

웹소설의 독자는 작품이 연재되는 동안 결제, 조회, 댓글, 공감, 후

원 등을 통해 작품서사에 개입하고, 작품의 존폐를 결정짓는다. 그

럼으로써 작가-작품-독자의 구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결코 의

미체계 내에 포섭될 수 없는 실재적 텍스트를 생산한다. 이러한

독자의 존재방식은 웹 상의 서사물로서 콘텐츠가 소비되는 오늘날

문학의 경계를 묻는 지표로 연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소설과

다른 웹소설 독자의 존재방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유의미하다. 그

간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온 웹소설 연구는 독자의 연령대와 성별,

취향, 플랫폼의 구조, 댓글, 유입량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웹소설 내부에서 독자가 구현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다

면, 독자에 대한 웹소설의 자기의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읽거나 쓰던 책 속으로 들어가는 『소설 속 엑스트라』,

『백작가의 망나니가 되었다』 등의 ‘책빙의물’류 웹소설과 달리,

『전독시』는 작품 바깥의 독자를 작품 내부로 위치시켜 웹소설과

독자에 대해 다룬다. 따라서 웹소설 내부에 드러난 독자의 존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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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포착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본론 2.1 에서는 『전독시』

내부의 원작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하 ‘『멸살

법』’)의 세계관인 스타스트림에서 포착되는 성좌, 화신, 도깨비로

부터 시나리오의 전개를 읽음으로써, 작품서사에 개입하는 독자의

양상을 읽어낸다. 본론 2.2 에서는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인 김

독자가 작품 내부에 들어가 스타스트림의 불완전성을 드러냄으로

써, 작품서사의 고정된 의미체계를 해체하는 독자의 양상을 읽어

낸다. 본론 3.1 에서는 김독자의 선택을 읽은 주인공 유중혁과 작가

한수영이 『멸살법』과 『전독시』를 연재함으로써, 작품의 결과

로서 존재했던 독자를 작품의 원인으로서 참여시키는 양상을 읽어

낸다. 본론 3.2 에서는 그렇게 작품서사 내부로 소환된 실제 『전독

시』의 독자들이 작품서사를 구성해온 양상을 각 화 별 댓글과 2

차 창작물을 통해 읽어낸다. 이렇게 드러난 웹소설 독자의 존재방

식은,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 읽음의 행위 자체가 작품서사를 재구

성하고 동시에 자신 또한 스스로 (불)가능하게 한 텍스트의 일부

가 되는 '호모데우스적 독자'로 이해된다.

이러한 독자의 존재방식은, 웹 플랫폼 또는 메타버스에서 완결된

서사물로 소비되는 콘텐츠를 내부에서 재구성하는 동인(動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요어 : 웹소설, 독자, 전독시, 전지적 독자 시점, 바르트, 데리다

학 번 : 2020-2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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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웹소설 작품 내부에 드러난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

내는 것이다. 웹소설은 2013년 1월 네이버가 자사 포탈에 소설 무료연재

서비스를 런칭하며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광역 인터넷 통신망(World W

ide Web)의 준말인 웹(Web)에 문학의 한 갈래인 소설을 덧붙여 ‘웹 상

에 올라온 소설’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웹 상에 올라온 소설이 모두

웹소설인 것은 아니다. 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전까지 온

라인 상에 게재된 소설류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소설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PC통신이 보급된 1

990년 무렵이었다. 당시 천리안(1990), 하나텔(1992), 나우누리(1994), 유

니텔(1998) 등의 통신 서비스의 동호회 게시판에서, SF, 판타지 위주의

장르소설1)이 연재되기 시작했는데 1993년 [하이텔문학관]의 [SF/공포]란

에 연재된 이우혁의 『퇴마록』, 1997년 [시리얼]란에 연재된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복거일, 윤대녕, 하재봉 등 기성

문단의 작가들이 활동할 뿐만 아니라 송경아, 김영하, 황세연 등 당시엔

아마추어였던 작가들이 입문하며 PC통신 게시판 내에서는 다양한 문학

적 실험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들 실험의 결과로 출간된 소설류를 통

칭해 PC통신 소설이라고 한다. PC통신 소설은 PC통신이라는 새로운 매

체에서 신문연재 소설의 형식을 빌어 간결한 구어체 문장으로 연재된 글

로, 문단과 대중이 장르성과 문학성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1) “장르소설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SF, 무협, 판타지, 추리, 호러, 로맨스 등 이전에는
‘대중소설’로 통칭되던 소설의 하위 장르들을 두루 포함하는 말이다. 장르소설이란 말
은 SF, 무협, 판타지, 추리, 호러, 로맨스를 읽는 독자층과 적극적인 옹호자들이 증가
하면서 ‘대중소설’이라는 용어에 깃든 멸시감을 피하기 위해 문학계와 출판계, 저널리
즘, 옹호자들이 암묵적으로 타협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김기란, 최
기호, 「대중문화사전」, 『현실문화연구』, 2009; 장르소설의 개념에 대해 본고는, 대
중소설이란 개념은 장르소설과 달리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장르소설
의 상위 개념으로 대중소설을 설정한 최배은의 주장을 참고해 논의를 진행한다. - 최
배은, 「한국 웹소설의 서술형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3집, 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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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광역 인터넷 통신망(Web)이 보급되

기 시작하면서 PC통신은 빠르게 쇠퇴한다.2)

인터넷의 보급으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공

간에서 새롭게 시도된 소설을 인터넷 소설(또는 사이버 소설)이라고 한

다. 초기 인터넷 소설은 인터넷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10대 여성 독자층

(90년대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팬픽, 하이틴 로맨스 장르가 주를 이뤘으

며 2001년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유머게시판]에 연재된 귀여니

의 『그놈은 멋있었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소설은 기성세대의

질서에 반하는 소재, 비속어, 비문, 이모티콘, 인터넷 용어 등을 남발한다

는 이유로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판타지 소설의 경우에도 1999년

전동조의 판타지무협지 『묵향』, 2007년 남희성의 퓨전판타지 『달빛조

각사』 가 흥행한 것을 제외하곤 점차 사색 없이 정형된다는 이유로 ‘양

판소(양산형 판타지 소설)’라 불리며 마니아층만을 위한 장르로 취급되었

다. 그럼에도 인터넷 소설은 독자의 수요에 근거한 드라마화3), 유료화4)

모델이 실험되며 연재소설의 대중화와 상업화의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점

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상용화되

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소설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웹소설에 흡수되기

시작한다.

웹소설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로 향유되는 소설류로, 형식상 모바

일 화면에서 화당 5분 남짓한 시간으로 유료연재 기준 5000자 내외의 구

어체 문장을 클릭 또는 스크롤을 조정해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쓰여진

2) 이러한 PC통신의 과도기적 존재방식에 대해 장노현은 "인쇄매체 도입기였던 개화기
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갔던 신소설이 근대소설의 등장을 알리는 전주곡 내지는 서
막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PC통신문학은 본격적인 디지털문학을 위한 전주곡으로
울려퍼지다 사라져 버릴 운명이었다." 라고 주장한다. – 장노현, 「PC통신문학(─通信
文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참고.

3) 당시 드라마화 된 작품으로는 <옥탑방 고양이>, <내 이름은 김삼순>, <커피프린스
1호점>, <메리 대구 공방전>,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달> 등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 한국콘텐츠진흥원, 「IP 비즈니스 기반의 웹소설 활성화 방안」, 2018, pp.78
-80 참고.

4) 2007년부터 박범신의 『촐라체』, 황석영의 『개밥바라기 별』 등 기성작가들의 소설
이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되기 시작하며 긍정적인 독자반응을 일으켰고, 2008년 로맨스
장르소설 플랫폼 조아라에서 시작한 정액제 모델은 이후 2011년 최초의 유료 연재 모
델의 기반이 되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제 2장 웹소설 개념과 속성」, 『웹소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2020, p17 ; 2008년 대형포털 사이트의 순문
학 연구자들 자세한 내용은 한기호, 「한국소설시장의 최대 화두, 인터넷 소설」, 『K
orean Booka Letter』 22호,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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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다. 그리고 내용상 PC통신 소설과 인터넷 소설의 SF, 공포, 판타

지, 로맨스, 무협 등의 장르를 복합적으로 수용한다. 한 화의 분량 내에

충분한 서사를 전개하고, 독자로 하여금 다음 화를 읽고 싶도록 유도해

야만 수익이 나고 연재가 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화의 말미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다음 화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끊기신공’,

답답한 서사(‘고구마’)를 시원하게 전개해주는 ‘사이다’ 전개 등의 서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독자의 반응이 각 화의 하단 또는 별도 페이지의 댓글

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그 밖에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일러스

트의 유무 여부 또한 라이트노벨과 더불어 웹소설을 규징짓는 특징으로

언급된다.5) 이들 세부는 웹소설을 제공하는 개별 플랫폼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User Interface)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웹소설로 취급할 것인지를 정의 내리긴 어렵다. 웹소설 연구 담론에서

장르문학과의 연관성을 짚으며 체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6)은

이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웹소설이 PC통신 소설과 인터넷 소설의 연장선 상에 있

다고 볼 순 없다. 그들이 각기 PC통신, 인터넷, 모바일이라는 매체의 특

성에 기반해 유통되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PC통신 소설은 통신 서비스

의 동호회 게시판에 연재된 소설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으면, 출판사와

의 계약을 통해 책이 출간되고 서점에서 판매되었다. 인터넷 소설의 경

우에도 PC통신 소설과 유사하게 인터넷을 통해 연재된 소설이 커뮤니티

내에 어느 정도 호응을 얻으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고 유통사를 통해

판매될 수 있었으며, IMF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도서대여점7)을 통해

대여되기도 했다. 각각 온라인과 웹 상에서 연재소설의 형식을 빌어 독

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PC통신 소설과 인터넷 소

설의 유통구조는 작가-출판사-유통사-독자로 이어지는 기존 인쇄출판물

5) 웹소설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 한예원, 김유나, 「한국 웹소설의 멀티모드성 연
구」, 『대중서사연구』 제21권 제1호, 2015, p273; 최배은, 앞의 글, 참고.

6) 이융희, 「디지털 매체 기반 장르문학 연구의 가능성 - 웹소설 연구를 위한 제언」,
『한국어문화』 제73집, 2020 참고.

7) 당시 도서대여점이 사업이 가속화된 이유로 이융희는 IMF이후 “대중의 문화적 수요
는 높았으나 경제 상황은 마음껏 여가생활을 즐길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 이융희, 『한국 판타지 소설의 역사와 의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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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통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작가-CP(Contents Provider)사

-플랫폼사-독자의 유통구조로 운영되는 웹소설의 경우, 출판사와 유통사

의 역할이 중첩된다. 콘텐츠 제공자를 지칭하는 CP사와 포털 하위의 플

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사는 모두 작가의 원고를 교열하여 자사 플랫폼

에 작품을 연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플랫폼사의 경우 CP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에서도 인기를 얻은 작품들의 IP(Intellectual Property)를 수집

하여 자사가 보유한 더 넓은 풀의 사이트에서 그것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웹소설은 편집, 출판, 결제, 독서가 모두 플랫폼 내에

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품을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느 소설

류와도 다른 읽기 경험을 구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웹소설은 작가의 내면보단 독자의 반응에 따라

다음 화의 서사적 생명력을 얻는 소설로 이해된다. 따라서 웹소설의 작

가는 읽는 순간 그 다음 장면이 뻔히 예상되는 이야기를 상투적 서술방

식으로 늘어뜨리며 독자가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는 서사를 전개한다.8)

작가가 추파를 던지듯 클리셰를 배열해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면, 독자는

그러한 작가의 배열에 호응하며 작품을 세밀하게 읽어나간다. 만약 작품

서사의 전개에 있어 작가가 그러한 독자와의 대화에 실패한다면 독자들

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작품의 대부분은 애초에 C

P사로부터 유료화 기회를 얻지 못한다.9) 요컨대 웹소설에서는 독자와의

대화에 실패한 작품, 작가의 내면만으로 서사를 질주한 작품은 결코 완

결을 맺기 어렵다. 작품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아닌 작품이 어떻게 독

8) 이때 독자의 반응을 얻기 위해 작가가 사용하는 ‘뻔한’, ‘상투적인’, ‘흔한’ 소재를소위 
클리셰(Cliche)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클리셰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지만, 웹소설에서
클리셰는 개별 장르를 오랫동안 읽어온 이들끼리 공유하는 서사의 전형이란 뜻에서
‘장르문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근래에는 웹소설 내부에서 클리셰 자체를 비트는 ‘클
리셰 비틀기’가 시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술방식조차 웹 상에선 쉽
게 공유되고, 표절되며 상투적인 표현으로 내축된다. 그런 점에서 클리셰는 단순히 장
르문법 또는 그 밖의 변주로 정의될 수 있는 서사적 위상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오
히려 의미의 반복을 통해 서사의 기원 자체를 의문에 부치고, 서사를 재구성하는 ‘매
개’로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클리셰에 관한 논의는 - 안상원, 「매체의 변화, 작가의
변화 - 김준현 <웹소설 작가의 일>, 한티재, 2019」, 『상허학보』 제48집, 2020 참고.

9) 연재 초기 일정 조회수에 미달하고, 독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 작품은 연재가 어려워
진다. 따라서 대형플랫폼의 경우 50화 이상 지속적인 연재에 성공한 웹소설만을 사들
여 유통하는 경향이 있다. 독자 호응에 따른 연재 가불에 관한 논의는 - 하철승, 「웹
소설 연재 주기와 연독률의 상관관계 연구 - 웹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 연재작을 중
심으로 -」,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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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대화를 이끌어왔는가에 따라 작품성이 산출되는 웹소설의 이러한

특성은, 웹소설을 서사가 아닌 이야기로 작동하는 소설이도록 한다.

이야기와 서사의 차이는 청중의 유무에 있다. 웹소설의 독자들은 작품

의 각 화 별 댓글란을 통해 작가가 던진 화두에 대한 각자의 의사를 기

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재된 독자들의 댓글에는 다른 독자들의 답글이

연속적으로 기재될 수 있고 이들 댓글과 답글에는 각각 ‘좋아요’, ‘싫어

요’가 기입될 수 있다. 그들 중 다른 독자들로부터 그 내적 논리를 인정

받은 댓글은 ‘베스트 댓글’(줄여서 ‘베댓’)로 등극되어 각 화 별 댓글란의

최상단에 노출된다.10) 각 화 별 댓글 이외에도 독자는 각종 커뮤니티 및

플랫폼에서의 팬덤 활동, 2차 창작, 후원 등을 통해 작품서사에 대한 자

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출할 수 있다. 작품이 연재되는 동안 웹 공간에

다양한 출처와 형태로 축적되는 이들 독자의 반응은 작가에 의해 또는

CP사와 플랫폼사에 의해 작품서사와 플랫폼 구조 내부로 반영되면서 끊

임없이 새로운 이야깃거리(話素)를 파생시킨다. 이처럼 작가만의 독보적

내면으로 전개되어야 할 작품서사의 공간은 내부에 들어선 독자들의 집

단적 여과와 발화로 인해 끊임없이 주파되고 그 틈이 벌어진다. 그리하

여 웹소설에서는 결코 작가 또는 독자 어느 한 주체의 내면으로도 결코

독파될 수 없는 다성적, 주술적 텍스트 공간이 무대화된다.11)

이 무대를 오가는 독자들의 말에는 저마다 억양이 있어 맞춤법이 뒤틀

리고 점차 기세가 감돌며 문언이 일치된 발화가 구현된다. 그런 살아있

는 말들로 작품 안팎의 경계를 누비며 기존의 여느 의미체계로도 환원될

수 없는 실재적 텍스트를 파생시키는 독자, 그럼으로써 작품서사를 주도

하는 웹소설의 독자가 바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의 대상이다.

10) 베스트 댓글은 대체로 어이없고, 재밌으며, 기발하고, 위험하다. 유독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웹소설의 댓글에선 설득력을 갖는다. 타작품 또는 그 주인공과 맥락없이 비교
되기도 하고(그래서 그에 대한 욕을 먹기도 하고), 쓰여지지 않은 줄거리가 함부로 누
설되기도 하며(그 예측이 결국 빗나가더라도 설득력이 있다면 그 아래 다시 무수한
댓글이 경합하고), 수능, 취업, 연애, 코로나, 대선 등 독자 자신을 둘러싼 개인사에서
부터 사회 보편적 화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들과 연루된다. 그 세부를 낱낱이 밝
히기 보단 직접 웹소설을 열어 그 아래 댓글란을 살펴보길 권한다.

11) 이러한 웹소설의 댓글란은 마치 이야기꾼과 청중들이 공명하는 이야기판을 연상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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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사 검토

웹소설의 독자는 소설의 독자이면서 웹의 사용자(user)라는 이중적 위

상을 갖는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 소설의 독자가 연구되어 온 맥락이

웹이란 환경에 접목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웹소

설의 독자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때 본고가 논하

고자 하는 독자의 위치가 분명해질 수 있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적 합리주의에 근거해 소설의 발생을 설명한 이

완 와트(Ian Watt)의 저서 『소설의 발생』(1957)에 따르면, 소설의 독자

는 18세기 중엽 실제로 소설을 구매할 경제력이 있고, 읽기를 할만한 문

해력을 갖췄으며, 여가활동이 가능해진 중산층의 등장으로 조명되기 시

작했다. 저자는 이들 중산층 중 일부가, 근대 이전 귀족들의 후원으로 이

루어졌던 작가의 창작과 독자의 읽기를 인쇄출판기술로 대리한 '서적상'

으로 활동하였고, 이들 서적상의 등장으로 인해 작가-출판사-독자의 구

도에 기반한 근대소설의 대중독자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12) 소설이

산업자본의 한 형태인 상품으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조명된 그의 대중독

자 개념은, 소설 독자의 등장이 자본주의 등장과 겹쳐 있음을 상기한다.

이후 독자 개념은 소비자적 면모가 탈락되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작가가

작품을 완성한 뒤 출판사가 그것을 교정 및 출판해야만, 비로소 작품을

읽을 수 있던 수동적 감상자로 이해되어 왔다.

롤랑 바르트(Roland Gérard Barthes)는 그의 글 「작품에서 텍스트

로」와 「저자의 죽음」13)에서 작품이 아닌 텍스트 개념을 제안하며 저

12) 이러한 그의 주장은 소설이라는 예술의 한 양식을 자본주의 체계에 포섭된 상품의
폐쇄적 형태로 이해하고, 읽기 주체인 독자를 중산층에 해당하는 대중독자에 국한시킨
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산층의 개념에 주목한 김봉률은 와트가 18세
기 영국사회에 근거해 발생시킨 소설은 기실 중산층이 아닌 중하층의 장르이며, “와트
의 중산층 등장과 소설의 발생은 소설이 여성을 비롯한 중하층의 장르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부상하는 중산층인 지배계급이 소설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관철시켜 그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김봉
률, 「중산층 등장과 소설의 발생, 이완 와트의 소설의 발생론에 대한 비판」, 『영미
어문학』 제72호, 2004, pp.177-189; Ian Watt 지음, 강유나, 고경아 옮김, 『소설의 발
생』, 도서출판 강, 2009, pp.53-86 참고.

13) 본고에서는 국내 번역본인 김희영의 『텍스트의 즐거움』(동문선, 1997) 과 김명복의
『텍스트의 즐거움』(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에 수록된 글을 참고하였다. “바르트의
이 두 글은 각각 1968년 『망테이아(Manteia)』와 1971년 『미학 잡지(Revue d'est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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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리에 독자를 위치시킴으로써, 문학 담론 내에 굳어진 독자의 수

동적 위상을 재고했다.14) 바르트가 말하는 텍스트란 기의로 집약된 작품

과 달리 무수한 기표들의 변주로 지어진 직조물로15) 기표와 기의가 분

리될 수 없듯, 작품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기표와

기의가 고정된 의미체계로 환원되는 작품과 달리, 텍스트는 기표에 들러

붙은 의미를 끊임없이 지연시키며 기의를 환원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표

들의 영원한 유희로서 환유된다. 바르트는 이러한 기표 횡단의 작업이

독자의 읽기를 통해 가능함을 주장하며, 독자를 수동적 독자가 아닌 의

미의 복수태(Paradoxal)를 가능케하는 텍스트 생산의 주체로 위치시킨다.

바르트에 의해 주목된 독자의 개념은 이후 작품의 가치조차 독자의 미

적 창조에 의해 결정됨을 주장한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비평을 통해 전유

된다. 수용미학을 정리한 야우스(Hans Robert Jauß)는 「문예학의 도전

으로서의 문학사」(1967)에서 작가와 작품 위주의 문학 연구 방법론을

비판하고, 독자의 참여행위로써 수용(Rezipient)을 강조한다.16) 그에 따르

면 수용의 과정에서 독자들은 일종의 기대지평(Erwartungshorizont)17)을

갖고 작품을 읽어나가며, 그러한 독자의 이해, 성향, 견해, 한계 등 제반

tique)』에 실렸으며, 후일 『언어의 속삭임(Le Bruissement de la langue)』 (Essais
critiques IV)(Seuil, 1984)에 한데 묶여 간행된다.” – 변광배, 위의 논문, p56 참고.

14) 바르트 이전에도 실존에 있어 독자의 참여가 작가의 창작만큼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
한 장 폴 사르트르의 논의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구원적 글쓰기로 모집
될 가능성에 놓인 참여문학의 독자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샤르트르와 바르트의 독자
개념 비교에 관한 논문으로는 – 변광태, 「사르트르와 바르트의 ‘작가-독자론’ 비교
연구」, 『Foreign Literature Studies』 제44집, 2011 참고.

15) “‘텍스트’란 ‘신경조직’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경조직을 하나의 생
산품, 하나의 이미 만들어진 베일로써, 그것 뒤에 의미(진리)가 다소 숨겨져 있는 것
으로서 항상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신경조직에서,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영원히
상호 엮어져 가며 만들어 낸 생성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신경조직에 몰두하여
– 이 직물 – 그 주체는, 거미집을 만들어내는 비밀속으로 용해한 거미와 같이, 자신
을 변질시킨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을 좋아 한다면, 우리는 텍스트의 이론을
신경조직학의 이론인 ‘hyphologie’라 정의할 수 있다(hyphos는 신경조직이고 거미의
집이다.)”- Roland Gérard Barthes 저, 김명복 역, 『텍스트의 즐거움』(연세대학교 출
판부, 1990, p69 참고.

16) 수용미학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일방적 정보 수용자로서 수동적 독자에 대한 문학 연
구의 전통적 시각은 문제시되어 왔다. 그러다 텍스트의 자기 충족성(Self-Sufficiency)
를 중시한 신비평이 작품의 빈틈을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이 드러나면서, 작품을
다층적 구조물로 이해하고 그 시공간 속에서 직조되는 독자의 상상과 실제 사이의 단
절을 독자가 보충하게 된다는 로만 잉가르덴의 층이론 『문예작품의 인식』(1931)이라
든지, 텍스트 속의 불확정적 빈틈을 징후 또는 증상으로 읽어내는 것이 비평의 역할임
을 강조한 피에르 마슈레의 『문학생산의 이론을 위하여』(1966)가 주목되기 시작한
다.

17) 칼 만하임(Karl Mannheim)이 사회학적 분석을 위해 용어를 빌어 독자, 작가, 비평가
등의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바람, 선입견, 이해 등을 총망라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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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심미적 경험(Asthetische Erfahrung)이 결국 작

품의 예술성을 결정한다.18)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독자반응비평 이

론을 적립한 볼프강 이저(Wolfgang Iser) 또한 독자의 읽기로 인해 비로

소 작품이 되는 ‘문학텍스트’ 개념과, 작품의 일부로 내재해 있다 실제

독자의 읽기로 그 위상이 결정되는 ‘내포독자’ 개념을 제안하며19), 작품

의 의미 산출에 있어 독자의 주체성을 강조했다.20)

독자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구축되며 국내에서 독자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자는 천정환이다. 그는 저작 『근대의 책 읽기-독자

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2003)에서 19세기 말 고전소설, 활자본소설

의 독자들이 취합되며 한국 소설의 독자가 대중독자로 재편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1920년대 이후 신문 잡지 매체와 출판산

업의 확산으로 인한 신문학의 보급, 근대교육의 확산으로 인한 문맹률의

감소,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묵독(默讀)의 보편화 등으로 당시 소설 읽

기가 성행하면서 최초의 대중독자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등장한

대중독자는 각기 다른 사회조건에 기반해 소설을 읽었던 비동시적 주체

들로, 1930년 일어서적의 보급, 사회주의의 본격화 등의 요인으로 엘리트

주의와의 계급분화를 일으켰고, 당시 형성된 ‘고급’과 ‘순수’, ‘대중’과 ‘통

속’ 등의 이분화된 독자의 사회적 함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

대 교육, 도시, 매체, 유통방식 등의 사회적 조건을 추적하여 대중독자의

계층별 형성과정을 읽어낸 그의 논의 이후, 독자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학문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21)

18) 따라서 기대지평의 구조와 그로 인한 심미적 경험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예술성을
확인하는 것이 수용미학의 목적이다. - Hans Robert Jauß,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
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1983;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19) 차봉희 편저,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20) 독자반응비평은 미국의 피쉬(Stanley Fish), 노먼 홀랜드(Norman Holland), 제인 탐
킨스(Jane Tompkins) 등 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별개의 논의이지만, 독일의 콘스탄
츠 학파의 이론적 논의의 결과인 수용미학의 연장이란 점에서 본고에서는 기대지평,
내포독자 등의 개념을 설정해 이론을 적립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들 이론의 계보에 대해서는 - 김성곤, 「독자반응비평」, 『문학사상』 3월호, 2016;
김승환, 「이상적 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 『현대소설연구』 제72집, 2018 참고.

21) 천정환 외 근대소설의 독자 양상을 분석한 전은경의 연구도 검토하였다. 다만 사회
문화적 맥락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형성된 독자의 위치를 조명하고자 했던 천정환
의 연구와 달리, 근대초기 창간된 신문사들과 연관성 속에서 독자를 살펴봤다는 점에
서 천정환의 논의와 중첩된다고 판단하여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천정환, 『근
대의 책 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전은경, 『미디어의
출편과 근대소설 독자』, 소명출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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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내의 독자 관련 논의들은 주로 매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되

었다. 이는 90년대를 거치며 광역 통신망 기반의 전자매체가 보편화된

매체 현실을 반영한다. 전자매체가 독자에게 새로운 읽기 방식을 선사했

음을 지적한 최병우의 논의22)는 당시 미디어 연구에서 전자매체의 주된

특징으로 언급되던 멀티미디어성, 하이퍼텍스트성, 인터렉티브성에 근거

하여 독자의 읽기가 각각 문자 중심에서 시청각 중심의 읽기로 변화(Mu

lti--Media), 심화형 읽기에서 확산형 읽기로의 변화(Hypertext), 일방형

읽기에서 양방향 읽기로의 변화(Interactive)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전자매

체의 독자가 비판적 쓰기와 감정적 읽기를 겸비한 독자로 거듭났음을 지

적하였다. 주민재는 2010년 전후 모바일 매체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쓰

기의 보편화 과정에서 블로그를 위시한 인터넷 쓰기의 가능 요인으로서

독자 개념을 고찰하였고,23) 김지연은 107명의 디지털원주민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해 정보화 시대 독자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24) 김균태는

과거와 현대 독자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 시대 ‘보거나 듣기’ 위주의 읽기

가 ‘읽는’ 읽기를 보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25)

이러한 매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웹소설의 전신으로 이해된 인터넷 소

설의 독자 연구 중 주목할만한 논의는 이용욱과 서인숙의 연구이다. 이

용욱은 2008년 박범신, 공지영, 황석영 등 기성작가들이 인터넷 공간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하여 게시판의 댓글을 통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구조를 분석한다. 기성작가들의 연재 게시판 댓글과 아마추

어 작가들의 연재 게시판 댓글을 비교하여, 연재 공간의 변화가 작가의

세계관, 창작방법론,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한

그의 연구26)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문예창작 환경에서 더이상

결과로서의 작품이 아닌 과정에 주목한 문학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22) 최병우, 「전자매체시대의 독자」, 『읽기연구』 제16호, 2006, pp.55-76.
23) 주민재, 「인터넷 쓰기의 스토리텔링 구조 분석과 새로운 독자 개념의 탐색」, 『작
문연구』 제26집, pp.229-258.

24) 김지연, 「디지털 독자의 자기 인식에 관한 연구」, 『읽기연구』 제37호, 2015, pp.1
85-205.

25) 김균태, 「현대의 독자와 과거의 문학」, 『고전문학과교육』 제16호, pp.5-27.
26) 이용욱, 「인터넷 연재소설의 상호 소통 방식 - 작가의 태도와 독자의 반응을 중심
으로 -」, 『한국언어문학』 제77집, pp.179-206.



- 10 -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서인숙은 인터넷 연재소설 사이트 [조아라], [문

피아], [로망띠끄], [인소닷]의 대표장르에 드러난 댓글 양상을 분석해 확

대된 독자의 영향력과 댓글의 문학적 의미를 고찰한다. 그 결과 독자의

댓글은 작가와 엄격히 구분된 독자가 비평가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

르 내에 ‘취향 공유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작가 또한 독자의 요구에 봉

사하면서도 작품의 기획에 맞춰 작가 고유의 권한을 유지한다는 점을 확

인한다.27)

이러한 인터넷 소설의 독자 연구사는 웹소설 독자를 연구하는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웹소설의 독자는 웹소설이 주로 모바일 매체를 통해 유

통되는 장르라는 점으로 인해 또한 인터넷 소설의 독자와 다른 존재방식

을 갖는다. 따라서 인터넷 소설의 독자 연구사가 웹소설 독자의 연구사

와 이어지는 맥락을 검토하기보단, 2013년 등장한 웹소설이라는 장르연

구의 한 갈래로서 웹소설 독자의 연구가 어떻게 기존의 독자 연구를 흡

수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021년 9월 1

3일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국내 웹소설에 대한 연구는 학술논문 88편,

석사학위논문 26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 제출되었다. 2013년 웹소설이 처

음 유통되기 시작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학계에 결코 적지

않는 연구가 제출된 셈이다.28)

이들 연구 성과를 기간별로 분류해보면 (1)2015-2016년: 초기 웹소설

의 성격을 규명하고 연구가치를 검증하는 연구, (2)2016-2017년: 웹소설

과 플랫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3)2017-2018년: 한국과 중국의 웹소

설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 (4)2019-2020년: 웹소설 IP를 활용해 드라마

화, 영화화된 작품의 특징을 원작과 비교하는 연구 등이 각 시기별로 시

27) 서인숙, 「인터넷 소설의 독자 댓글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28) 조사는 학술연구정보 사이트 RISS에서 1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제목과 주요어에 ‘웹
소설’을 교차 입력해 나온 결과자료 중 실제로 웹소설과 무관한 자료를 제외하였고,
유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그 자료를 다른 학술연구정보 사이트 KISS에서 2차적으로
비교하여 누락된 연구를 추가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웹소설이 전까지 PC통신 소설과 인터넷 소설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상술
했듯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연구사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에 웹소설과 다른 웹
플랫폼의 몇 가지 특징들을 묶어 콘텐츠 또는 플랫폼이란 범칭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들 연구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다룬다기 보단 다변하는 콘텐츠 산업 현장
의 이슈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사 검토에서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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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음 발견할 수 있다. (1)은 웹소설이 문학 연구자들로부터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연구의 방법론이 모색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2)는 웹

소설 연구의 본격화와 플랫폼 유료화에 따른 변화양상이 반영되기 시작

한 시기이며, (3)은 이미 자국에서 담론장이 형성된 웹소설과 한국의 웹

소설 향유방식을 비교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기 시작

한 시기이며, (4)는 2019년 국내 넷플릭스 런칭 이후 본격화된 OTT(Ov

er The Top)산업의 확산과 그에 따른 웹소설 IP의 OSMU 전략이 본격

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해된다.

이러한 흐름의 웹소설 연구사를 다시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가)웹소설

의 매체 특성에 관한 연구, (나)웹소설의 장르 및 서사에 관한 연구 (다)

웹소설의 웹툰화, 드라마화, 영화화 등 장르전환에 관한 연구, (라)한중

웹소설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주제를 학위논문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매체의 특성에 따라 독자의 반응을 분석하거나29), 플랫폼

의 구조를 분석한30) 연구 등이 (가)에 해당하며, 웹소설 내부의 전형화

된 장르특성을 분석하거나31) 개별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한32) 연구 등

이 (나)에 해당하고, 웹툰화33) 및 드라마화34)된 작품들의 서사구조를 비

29) 조경래, 『웹소설 이용자들의 팬덤 문화와 유희 체험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
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김희원, 『웹소설에 나타나는 독
자참여 연구 : 웹소설에 영향을 끼치는 독자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
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30) 이다연, 『유료 웹소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기술수용모델
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전자출판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서재인, 『모바일
웹소설의 재미경험 향상을 위한 UI디자인 연구』,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김명기, 『한국 웹소설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
과 석사학위논문, 2018.

31) 최재현, 『한국 웹 소설의 유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
문, 2018; 서용원, 『모바일 웹소설의 문학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김기현, 『한국 현대 환상문학 주인공의 인물 유형 연구 : 웹소설
판타지장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공연연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김도희, 『로
맨스판타지 장르 연구 : 네이버 웹소설 <재혼 황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어
교육학과 논문, 2021; 박윤희,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와 문화적 매개 :
<공작부인의 50가지 티 레시피>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32) 정은혜, 『한국 웹소설의 애정서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석사학
위논문, 2016; 홍우진, 『웹소설에 수용된 심청 서사의 변모양상과 스토리텔링 전략』,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33) Wang Yiyao, 『원작의 형태가 OSMU 방식에 미치는 영향: 웹소설과 웹툰을 중심으
로』,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34) 정유경, 『중국 선협 웹소설의 매체 전환』,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석사학
위논문, 2019; 오명램, 『웹소설과 각색드라마의 차이와 방향 : 드라마 <랑야방> 중심
으로』, 한양대학교 시나리오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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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석한 연구 등이 (다)에 해당하며, 중국 웹소설의 특징35) 한중 웹소

설의 장르전환36)을 분석한 연구가 (라)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류는 독자

연구가 전체 웹소설 연구사에서 어떻게 자리잡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자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정합적이지 않다. 가령 (라)의 연구엔

(가) 혹은 (나)의 영역이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분류를 통해 웹소설 연구사의 한 가지 증상을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은 연구의 방법이 장르론과 매체론에 편중되어왔다는 점이다.

초기 웹소설을 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입법하는 과정을 주도한 장르문학

연구자들은 장르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웹소설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했

다.37) 그 결과 개별 작품이 분석되기 보단 로맨스, 판타지38) 또는 회귀

물39), 빙의물40) 등 장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여기에 개별 플랫폼의

구조와 연재 방식, 독자 반응 등 매체 특성이 함께 연구되기 시작하며41)

장르론과 매체론이라는 웹소설 연구의 독자적인 방법론이 수립되었다.

장르론과 매체론 중심의 웹소설 연구는, 소설이면서 동시에 콘텐츠인 웹

35) 이희, 『중국 웹소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향진, 『중국 웹소설 이용자의 이용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국원, 『중국 웹소설 <도묘필기(盗墓笔
记)>의 한국어 번역 전략 연구 : 어휘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석사학위논문, 2021; Wang Ying, 『중국의 범엔터테인먼트 추
세 하에서 웹소설IP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텐센트의 마도조사를 중심으로-』, 홍
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An Yu, 『중국 웹 소설 기반 애니메
이션의 제작 현황 고찰』,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36) 이진전, 『중국과 한국 원작 웹 소설의 IP콘텐츠 전환 연구 : <보보경심>, <성균관
스캔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37) 장르문학 평론집단 텍스트릿에서는 웹소설과 장르문학의 친연성이 다각적으로 점검
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융희, 정다연 외 12인 공저, 「웹소설의 충격, 충격의 웹소
설」, 『비주류 선언』, 텍스트릿, 2019, pp.255-257 참고.

38) 정은혜, 「한국 웹소설의 애정서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석사학
위논문, 2015; 한혜원, 정은혜, 「한국 웹 기반 여성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14권, 2015; 김경애, 「로맨스 웹소설의 구조와 이념 연구」, 『현
대문학이론연구』 제62집, 2015.

39)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0집, 201
8;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
으로」, 『미래연구』 제4권 제2호, 2019.

40) 유인혁, 「한국 웹소설 판타지의 형식적 갱신과 사회적 성찰 - 책빙의물을 중심으
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020;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책빙의물'의 특성 연
구 - 로맨스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020.

41) 한예원, 김유나, 「한국 웹소설의 멀티모드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1권 제1
호, 2015; 최배은, 「한국 웹소설의 서술형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3집, 2017
참고. 안상원, 「웹소설 유료화에 따른 플랫폼과 서사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문예
창작』 제16권 제3호, 2017; 안상원, 「매체의 변화, 작가의 변화 - 김준현 <웹소설 작
가의 일>, 한티재, 2019」, 『상허학보』 제48집, 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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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이중성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되지만 웹소설의 이중성이 반드시

웹소설 연구의 이중성을 요한다고 볼 순 없다.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학

문 연구의 대상을 학계 내 적립하기 위한 매체론과 장르론 중심의 체계

화 작업은, 자칫 작품론과 작가론의 부재를 초래하고 히트작 쫓아가기식

환원주의적 콘텐츠 연구에 그칠 수 있다.42) 이는 인터넷 소설이 그랬듯

웹소설조차 이미 항상 새롭게 유치될 매체로 인해 변형의 여지에 놓여있

음을 견지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매체 또는 장르에 기대지 않

는 웹소설 개별 작품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요구될 수 있다.

그간 웹소설의 독자 연구는 매체론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유의미한 논의를 전개한 연구자는 조경래와 김경애이다.43) 조경래는 <웹

소설 이용자들의 팬덤 문화와 유희 체험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

구>44)에서 웹소설 작가, 독자, 플랫폼 관계자를 포함해 총 12명을 인터

뷰하여 웹소설 전반에 드러난 팬덤 문화의 현실을 증언한다. 그 인터뷰

에 따르면, 웹소설 이용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별점, 쪽지, 좋아

요, 선호작 등록 등의 유희 활동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하며, 교류

의 결과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블로그 및 소셜 네트워크에 2차 창작물을

생산한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산보와 수집을 일삼는 웹소설 이용자

들의 행위가 발터 벤야민의 산보자, 수집가 개념에 해당하며 존 피스크

의 팬덤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논지이다. 팬이라는

관점에서 독자들 간의 교류에 주목해 웹소설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는

42) 그간 장르와 매체를 중심으로 웹소설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 요인은,
장르문학 연구자들이 문단문학의 부권적 기능을 의식하며 생긴 습관이 연구 초기 반
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장르와 매체를 연구정체성 구축의 중핵으
로 삼는다면 독자적인 학문체계가 수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웹소설 연구사에 100편이 넘는 성과가 제출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43) 그 외, 작가의 시각에서 작품 흥행을 위한 웹소설 독자의 니즈를 집약한 하철승의
연구, 경영학의 시각에서 웹소설 매출 결정요인으로서 고정독자층과 연재의 상관관계
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권용현의 연구 등이 독자의 수행성이 언급된 연구이나, 독자가
매출연장을 위한 도구로 조명되었다는 점에서, 웹소설 독자 자체의 존재방식을 탐구하
고자 하는 본고의 논지에 어긋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권용현, 「연재형 콘텐
츠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웹소설 시장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1집, 2019; 하철승, 「웹소설 연재 주기와 연독률의 상관관계 연구 - 웹소
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 연재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4호, 2
020; 하철승, 「웹소설 구독 형태 분석을 통한 성공적 연재 방안 제언」, 『인문사회2
1』 제11권 제5호, 2020.

44) 조경래, 『웹소설 이용자들의 팬덤 문화와 유희 체험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
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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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의 연구는 작품서사의 전개에 있어 독자의 반응을 반영할 수밖

에 없는 작가의 관점을 증명하는 실질적인 자료로 보관될 수 있다. 다만

벤야민과 피스크의 개념에 경도되어, 작품이 어떻게 독자로부터 자신을

갱신하고, 갱신된 작품을 읽는 독자의 읽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기

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다.45)

한편 김경애는 「로맨스 웹소설의 갈등구조와 생산과 수용의 미의식

연구」46)에서 독자반응비평이론의 일방적 송수신자 관계가 웹 상에선

적용될 수 없음에 근거해 웹소설 『구르미 그린 달빛』 외 4 편의 댓글

에서 구현된 쌍방적 독자의 미의식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키워드 분

석툴, 단어할당모델, 연관성 계수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법을 적용한다.

그 결과 독자의 댓글이 에피소드 단위 갈등이 적산된 지점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갈등의 시원한 해결을 소원하는 은어(隱語) ‘사이다’ 내

지는 그것의 반대항인 ‘고구마’라는 표현에서 미의식이 관찰됨을 주장한

다. 쌍방적 소통이 가능한 웹 독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빅데이터

툴로 실제 작품의 댓글을 분석한 그녀의 연구는, 작가와 소통하는 능동

적 주체로서 웹소설 독자의 존재를 데이터와 수치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그러한 독자의 능동성이 작품서사와 어떻게 관계하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고, 댓글의 내용으로 독자의 미의식을

속단하며, 그것을 웹소설 독자 일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살펴본 독자 연구사로부터, 초기 소설의 수용자로서 독자가 형

성된 사회적 맥락을 분석한 연구 이후 텍스트이론, 수용미학, 독자반응비

평 등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독자의 수동성을 개방하는 논의가 진행되

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중독자의 성격을 규명하

는 논의를 시작으로 광역통신망, 전자매체 등의 매체 또는 인터넷소설,

45) 이 외, 웹소설 플랫폼과 공모전을 통해 드러나는 독자의 양상을 각각 조력자, 비평
가, 제작자의 관점으로 분석한 김희원의 연구를 검토해볼만 하나, 연구자가 연구 공개
를 원하지 않은 관계로 선행 연구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김희원, 『웹소설
에 나타나는 독자참여연구 -웹소설에 영향을 끼치는 독자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
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46) 김경애, 「로맨스 웹소설의 갈등구조와 생산과 수용의 미의식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49, 2020.



- 15 -

웹소설 등 장르에 따른 독자의 능동성을 규명하려는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신문매체, 인터뷰, 설문지,

데이터 분석 등의 질적, 양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실제 독자의 양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작가와 작품의 상대적 개념으로만 인식되었던

독자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었고, 그 존재방식도 매체별로 부각될 수 있

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독자의 존재방식을 규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의 표본이 된 특정 작품 또는 장르

의 독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해당 장르 독자의 보편적 특징으로 확장

하면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둘째, 독자의 존재방식을 개별 작품의 서

사와 무관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근거해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작품의

내부에서 독자가 개입된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하지 못했다. 이는 대중이

면서 동시에 단독자를 범칭하는 개념으로서 독자가 갖는 복수적 성격을

작품서사와 별개의 사회문화적 이해관계 속에서 단일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해된다.

이 글은 독자 연구에 대한 이러한 연구성과와 문제의식의 토대 위에

쓰여진다.

1.3 연구의 시각과 전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구의 시각과 전제들을 검토해본다.

독자의 존재방식을 작품과 별개로 단일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

면, 작품서사와의 관계 속에서 독자의 양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본고가

웹소설 내부에 드러난 독자에 주목하고자 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웹

소설은 연재의 형식으로 완결되는 소설이다.47) 따라서 연재분에 대한 독

자들의 관심과 반응이 다음 화를 연재하는 서사적 생명력으로 작동한다.

만약 연재되거나 완결된 작품의 내부에서 독자가 구현된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웹소설의 독자들로부터 공준된 독자의 존재방식으로

47) 웹소설의 형식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그 입장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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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웹소설 작품 내부에서 독자가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면, 독자에 대한 웹소설의 자기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본고가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48)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

문이다.

자신이 쓰던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소설 속 엑스트라』49), 자신이

읽던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백작가의 망나니가 되었다』50) 등의 ‘책빙

의물’류와 달리 『전지적 독자 시점』은 작품 바깥의 독자를 작품서사

내부로 끌어들여 웹소설의 독자에 대해 사유한다. 『전지적 독자 시점』

에는 90년대 이후 한국의 독자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섭렵해온 수많은

서사 요소들이 등장하며, 이들 서사 요소들은 서로 중첩되면서 점차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독자는 모호해진 경계를 자의적으로 봉합해나가며

자기만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러한 독자의 선

택을 작품서사에 기입함으로써, 작품의 결과로서만 존재하던 독자가 이

미 항상 작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웹소설과 독자,

이야기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따라서 웹소설 내부에 드러난 독자의

존재방식을 포착하기 적합한 텍스트이다.

본고에서는 『전지적 독자 시점』 텍스트 내부에 드러난 독자의 존재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롤랑 바르트(Roland Gérard Barthes)와 자

크 데리다(Jaques Derrida)의 텍스트 이론을 참고하고자 한다. 바르트와

데리다의 텍스트 이론은 작품, 작가, 주체의 특권적 위치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작가와 독자의 상호주체성을 부정하지만, 그 자리에 언어의 수행

적 기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작품서사를 직조하는 요인으로서 독자의

에이젼시(Agency)를 포착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먼저 바르트가 말하는

텍스트를 살펴본다. 바르트에게 있어 텍스트란 기의로 집약된 작품과 달

리 무수한 기표들의 변주로 지어진 직조물로51) 기표와 기의가 분리될

48)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서 ‘싱숑’이라는 닉네임의 (부부)작가에 의해, 2018년 1월 6
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연재된 웹소설로 총 551화 분량에 달하는 장편소설이다.

49)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서 '지갑송'이라는 닉네임의 작가에 의해, 2018년 4월 1일
부터 2019년 9월 24일 총 379화로 완결된 책빙의물류 웹소설이다.

50)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서 '유려한'이라는 닉네임의 작가에 의해, 2018년 4월 9일
부터 2021년 11월 29일 총 776화로 '1부'가 완결된 책빙의물류 웹소설이다.

51) “‘텍스트’란 ‘신경조직’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경조직을 하나의 생



- 17 -

수 없듯, 작품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기표와 기의

가 고정된 의미체계로 환원되는 작품과 달리, 텍스트는 기표에 들러붙은

의미를 끊임없이 지연시키며 기의를 환원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표들의

영원한 유희(Jouissance)로서 환유된다. 따라서 바르트가 말하는 텍스트

란 기표들의 횡단(Traversée)을 통해서만 생산 또는 증명될 수 있는 실

재(Réel)에 가깝다.

텍스트의 독자는 한가로운 주체에 비유될 수 있다.(자신의 마음속에서 모든 상상계의

긴장을 늦추는). 적당히 공허한 이 주체는 골짜기 기슭을 산책한다(이 일은 이 글을 쓴

저자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는 바로 거기서 텍스트의 생생한 개념을 포착하였다).

골짜기 아래에 급류(oued. 이 급류는 낯설음의 감정을 입증하기 위해 거기 있다)가 흐른

다. 그가 인지하는 것은 이질적이고도 분리된 실체와 전망에서 오는 복수태적인 환원 불

가능함이다. 빛, 색채, 초목, 열기, 공기, 미세한 소리의 폭발, 새들의 가냘픈 지저귐, 골

짜기 건너편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 지나가는 소리, 몸짓,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주민들의 옷차림. 이 모든 사건들(incidents)은 반쯤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기

존의 약호(code)들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배합은 유일하며, 그래서 산책을 차이로서만

반복될 수 있을 뿐인 차이로 설정한다.52)

위 인용문에 묘사되듯 독자는 산책하듯 기표들을 횡단하며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소환된다. 그는 자신의 횡단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텍스트와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몸(Corps)의 기표들로부터 끊임없이 미

끄러지는 관능적 유희를 즐김으로써, 작품의 중심적 의미를 구성하는 상

식들(Doxa)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의미의 복수태(Paradoxal)를 가능케

한다. 이렇게 완결되어 있고, 봉합되어 있는 줄로만 알았던 작품에 ‘이미

항상’ 빈틈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전제되면서, 작품의 의미를 주도하던

저자는 독자의 무대를 지켜보는 손님 내지는 글자를 제공해주는 필경사

산품, 하나의 이미 만들어진 베일로써, 그것 뒤에 의미(진리)가 다소 숨겨져 있는 것
으로서 항상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신경조직에서,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영원히
상호 엮어져 가며 만들어 낸 생성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신경조직에 몰두하여
– 이 직물 – 그 주체는, 거미집을 만들어내는 비밀 속으로 용해한 거미와 같이, 자
신을 변질시킨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을 좋아 한다면, 우리는 텍스트의 이론을
신경조직학의 이론인 ‘hyphologie’라 정의할 수 있다(hyphos는 신경조직이고 거미의
집이다.)”- 김명복 역, Roland Gérard Barthes 저,『텍스트의 즐거움』(연세대학교 출
판부, 1990, p69 참고.

52) 김희영 역, Roland Gérard Barthes 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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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eur)53)로 좌천되고, 독자가 저자를 대신하여 텍스트를 주도하게 된

다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이다.

이러한 바르트의 텍스트 이론은 단순히 저자의 권한이 독자에게 위임

되었음을 지칭하지 않는다. 바르트가 좌천시킨 저자란 기의의 총체성을

갖춘 근대적 주체, 데카르트적 코기토에 해당하며 저자의 작품이란 그러

한 총체성의 재현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바르트가 저자의 자리에 위치시

킨 독자는 권한을 스스로 말소한 독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모든 상상계

의 긴장을 늦추는”54) 한가로운 주체에 해당한다. 이 한가로운 주체는 하

나의 내면을 갖춘 동일성의 주체와 대조된다. 한가로운 주체는 “산책을

차이로서만 반복될 수 있을 뿐인 차이로 설정”55)하는 주체, 즉 기표들을

횡단하며 단일한 의미체계로 결코 환원 불가능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글

쓰기 또는 언어의 수행성 그 자체에 가깝다.

데리다는 그러한 바르트의 주체를 ‘흔적(Trace)’ 개념을 통해 사유함으

로써 바르트의 텍스트 이론을 탈-형이상학적인 범주로 확장시킨다. 데리

다의 흔적은 의미와 존재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타자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개념이다. 존재의 의미화(동일시)를 위해선 반드시 시간을 관

통해야만 하는데, 이 단계에서 의미는 결코 시간을 관통했다는 흔적 자

체를 지울 수 없다. 즉 동일시는 동일시 불가능한 것을 통과해야만 비로

소 동일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흔적으로서 주체(의미)는 이미 주체가

아니거나, 아직 주체가 아닌 형태로만 존재하게 된다. 데리다는 이러한

흔적이 존재가 시간을 관통했다는 증거이자, 시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

는 상처이며, 형이상학적 동일시로서의 의미를 (불)가능하게 하는 ‘틈’이

자 ‘나머지’라는 점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텍스트 이론을 적립한다.

불변성과 변화의 차이는 그 둘의 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자체 안에 그 둘을 공유한다.

이 점은 소리의 본질이 직접 읽힐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실적 과학

텍스트와 심리-생리-음성학적 텍스트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전제한 다음, 자

취와 흔적이 특수한 부문에서 세계 속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세계>에도 없는, 소리도

53) 김희영 역, 위의 책, p47.
54) 김희영 역, 위의 책, p47.
55) 김희영 역, 위의 책,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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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도 없는, 시간 안에도 공간 안에도 없는 체험한 것의 시간화에서 차이는 요소들 사이

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생산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

러한 연결망과 체계들은 흔적 또는 자취의 망 속에서만 그릴 수 있을 뿐이다. 나타나는

것과 나타남의 놀라운 차이(즉 <세계>과 <체험>의 차이)는 다른 모든 차이와 흔적들의

조건인 동시에 이미 하나의 흔적이기도 하다. 또 이 후자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앙그라메

의 본질에 대한 생리학적 문제틀 또는 그 흔적을 파악해야 할 절대적 현전의 의미에 대

한 형이상학적 문제틀에 <선행>한다. 흔적은 실제로 의미 일반의 절대적 근원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의미 일반의 절대적 근원이 없음을 뜻한다. 흔적은 나타남과 의미 작용을

여는 차이/지연이다. 흔적은 살아 있지 않는 것 일반에 대해서 모든 반복의 근원이며 관

념성의 근원인 살아 있는 것을 분절시키면서 현실적인 것도 관념적인 것도 아니며, 감각

적인 것도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불투명한 에너지도 투명한 의미 작용도 아니다. 어떤

형이상학의 개념도 흔적을 기술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흔적은 여러 감수성 분야들의 구

분은 물론 빛과 소리보다도 선행한다.56)

위 인용문은 데리다가 그의 저서 [그라마톨로지]에서 ‘청각영상’이란

소쉬르의 개념으로부터 ‘흔적’의 개념을 읽어내는 한 대목이다. 데리다는

이 대목에서 두 종류의 차이와 흔적, 그로 인한 텍스트를 소개한다. 하나

는 ‘둘의 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자체 안에 그 둘을 공유’하는 현상적 의

미의 차이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모든 차이와 흔적들의 조건인 동시에

이미 하나의 흔적이기도’한 기원적 의미의 자기차이이다. 전자가 총체성

에 근거한 형이상학적 차원의 텍스트를 생산한다면, 후자는 그러한 차이

자체를 생산함으로써, 차이로 인해 생산된 텍스트의 (불)가능성을 드러내

는 텍스트를 생산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텍스트의 기원에 ‘나타남과 의미

작용을 여는’ 차연(Différance)이 있음을 주장한다. 차연은 차이를 시간

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흔적으로서 텍스트를 생산함과 동시에 그것을 의

미체계 내에 기입하고, 동시에 그것을 말소시킴으로써 텍스트의 복수태

를 구현하는 데리다 텍스트 이론의 동력이다.57)

56) 김성도 역, Jacques Derrida 저,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2010, p129.
57) 김상환은 데리다의 흔적이 크게 세 가지 텍스트를 구현한다고 본다. 첫째 통속적 의
미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현상적 흔적 또는 현전으로서 흔적과, 현전에 미치지 못하는
의미로서의 흔적 그리고 그 둘을 종합하고 있는 흔적이 그것이다. 현전과 비현전으로
서 흔적은 서로에게 절대적 타자에 해당하며 엄밀히 구분되지만, 제3의 흔적은 앞의
두 종류의 흔적을 직조하고 종합하는 흔적이다. 그는 데리다의 텍스트이론이 이러한
제3의 흔적임을 주장하며, 텍스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구도의 기록이 아닌 절
대적 과거로 향하는 쓰기, 죽음과, 망각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도의 쓰기임을 주장한
다. - 김상환, 「데리다의 텍스트」, 『철학사상』 제27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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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르트와 데리다의 텍스트 이론은 명확히 논의될 수 있는 실체

가 아니며, 설령 위와 같이 논의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둘의 방향성에

는 엄밀한 차이가 존재한다. 바르트의 텍스트 이론이 언어의 수행성 자

체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 작품, 주체의 지위를 해체할 목적으로 동원되

는 이론이라면, 데리다의 텍스트는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으로 군림해온

형이상학적 동일성에 포착될 수 없는 의미와 존재 사이의 간극을 읽어내

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이론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문장을 통해 드러나는 텍스트의 흔적은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죽음을 선

고하며, 작품과 작가의 지위를 해체하고 그 다음 독자의 지위마저 해체

함으로써, 여전히 작가-작품-독자의 위계와 지위가 남아있는 현실의 구

조를 담론적 차원에서 지각하도록 한다.58) 이처럼 담론적 차원에선 말소

하고자 하는 흔적이 여전히 현실에 군림해 있을 때, 의미와 존재 사이의

간극을 목격하는 혹은 그 간극 자체에 해당하는 제3의 시각이 확보된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작가와 독자의 상호주체성 속에서 간주될 수

있는 독자의 개념을 동시에 상호개방성 속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바르트와 데리다는 텍스트라는 기원을 설정해 독자를 작가-작품-독자의

담론적 위계로부터 분리시키고, 타자로 탈락된 독자의 복수적 위상을 텍

스트 공간 속에 복원시킨다. 이때 독자는 ‘독자’라는 개념으로 온전히 환

원될 수 없는 상호개방적 복수태 또는 작품서사로 하여금 어떠한 기원적

의미도 갖출 수 없도록 의미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틈’59)으로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틈으로서 독자의 존재는 동시에 작가 또는 작품과의

상호주체적 운동 속에서 실질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서사 주체이기도

58) 일반적으로 독자는 주로 작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작가가 작품을 완성
하고, 출판사가 그 작품을 출판해야만 독자가 작품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유통구조는 독자를 작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작가를 작품의 편집권과 출판권
을 가진 출판사 및 평론집단(문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담론적 위계를 형성하였
고, 작가-평론가-독자로 수직화된 이러한 담론구조는 결국 독자를 수동적 독자로 위
치시켰다. 이렇게 초기 인쇄술의 발달로 실질적으로 글을 사고, 읽을 능력이 있었던
중산층으로서 독자 개념은, 담론구조의 작동 결과 소비자, 투자자, 생산자, 시민, 개인
으로서 위상을 모두 박탈당하고, 오직 작가가 쓴 작품을 읽는 수동적 독자 또는 그러
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가상적 독자로 유폐시켜 왔다. 그러나 바르트는 단순히 그러
한 작가의 자리에 독자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 주체의 자리를 영원히 텅
빈 공석으로 둠으로써, 그러한 담론적 위계 자체를 철저히 해체한다.

59) 데리다에게 있어 ‘틈’의 개념은 기표와 기의가 현전 속에서 결코 생산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증인에 해당한다. ‘틈’에 대하여는 김성도 역, Jacques Derrida, 위의 책,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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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상호주체성 속에서 타자로서 독자의 상호개방적 양태를 포

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르트와 데리다의 텍스트 이론은, 익명으로 유희

적 횡단을 일삼으며 서사에 개입하고, 어떠한 담론적 위계도 거부함으로

써 작품의 고정된 의미체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웹소설 독자 연구의 이

론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본론의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들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텍스트 『전지적 독자 시점』은 2018년 1월

2일부터 국내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서 연재된 싱숑 작가의 『전지적

독자 시점』을 같은 해 5월 21일부터 네이버 웹소설 플랫폼 [네이버시리

즈]에서 연재한 판본을 원본으로 삼되,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문피아] 연

재본과 대조한다. [네이버시리즈]의 연재본은 원본으로 알려진 [문피아]

의 연재본과 내용상 다르지 않다.60) 다만 그 형식에 있어 [네이버시리즈]

의 경우 연구시점 기준 여타 플랫폼에 비해 폰트, 여백, 댓글, 조회, 결제

면에 있어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구사하고 있다. 따

라서 모바일 화면을 통해 주로 독서가 이루어지는 웹소설 텍스트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단어를 축약해 사용하는 웹소설 독자들에게

소위 『전독시』라는 약칭으로 불리운다. 그리고 『전지적 독자 시점』

에는 주인공 ‘김독자’가 어릴 적부터 읽은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이라는 웹소설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 또한 작품 안팎의

웹소설 독자들로부터 소위 『멸살법』이라는 약칭으로 축약되어 불리운

다. 이처럼 작품 내부에서도 웹소설이 약칭으로 불리우는 것은 축어를

선호하는 웹소설 독자들의 관습을 『전지적 독자 시점』이 반영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도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전지적 독자 시

점』를 『전독시』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을

『멸살법』으로 표기한다. 별도의 표기가 없는 『전지적 독자 시점』 또

는 『전독시』는 [네이버시리즈] 연재본의 『전지적 독자 시점』을 의미

60) 여기서 원본으로 알려졌다고 적은 것은, 웹소설에선 원본이라는 개념의 사용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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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독시』는 총 551화로 웹소설 유료 연재 기준으로 화 당 평균 글자

수를 5000자로 가정했을 때 대략 2,755,000자에 근접하며, 원고지로 환산

했을 때 약 13,775매에 해당하는 분량의 텍스트이다. 이 결코 적지 않은

분량엔 작품이 기획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완결에 이르고 난 지금까지,

아직 누구도 결말을 모르는 이야기를 향해 작가가 좌절하고 독자가 진저

리친 한 이야기의 각축 현장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 지난한 흔적들을

한 자씩 누비며, 독자가 작가를 넘어선 지점에 걸려있는 문장들의 가치

를 검증하고, 그것을 적출하여 다시 현재적 맥락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윤리를 생산해내는 작업이 문학 연구자로서 전념해야 할

임무이겠으나, 필자의 경박한 소양으론 『전독시』라는 텍스트가 열어놓

은 모든 골목들을 횡단할 순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히『전독시』에

드러난 독자의 양상에 집중하여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한

논의의 편리한 전개를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이 작품의 줄거리를 미리 요

약해본다.

『전독시』는 한 명의 독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게임회사의 비정규직 28살 김독자

(金獨子)는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연재 중인 평균 조회수 1.9의 『멸살법』이라는 웹

소설을 읽으며 자신의 고통스런 현실을 버텨왔다. 어느 날 지하철 퇴근길에서 『멸살

법』의 무료연재가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저녁 7시 유료화에 앞서 작가로부터 『멸살

법』의 텍스트본 파일을 메일로 받는데, 메일에는 ‘적어도 이 소설을 읽고 있는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란 메세지가 담겨있었다. 마침 저녁 7시가 되자 타고 있던 지하철이

멈추며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에 덮쳤고, 멸망하기 시작한 현실에서 김독자는 『멸살

법』에 대한 면밀한 읽기의 기억으로 주인공 유중혁을 포함한 동료들과 함께 살아남으

며 『멸살법』 세계의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멸살법』의 세계는 여러 시공간이 개연성을 중심으로 결집된 ‘스타스트림’이 관장하

는 세계로, 주인공 유중혁이 멸망으로부터 살아남는 99개의 시나리오를 거듭하며 개연성

을 쌓고 세계의 끝에 있는 멸망의 원흉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회귀하는 세계이다. 그

리고 그 끝엔 그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인 ‘가장 오래된 꿈’이 있다. 동료들과 모든

시나리오를 완수하고 ‘최후의 벽’을 넘어 마침내 세계의 끝에 도달한 김독자는 멸망의 원

흉인 ‘가장 오래된 꿈’이, 고통스런 현실을 견디기 위해 『멸살법』을 읽어야 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꿈(상상)이었음을 알게 되고, 동료들의 끝나지 않는 불행이었던 그 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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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그 세계의 무고한 슬픔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세

계선의 동료들이 가장 오래된 꿈을 데려간다.

그렇게 가장 오래된 꿈이 사라지며 스타스트림의 세계가 끝나려던 차, 독자는 이번엔

그간 생사를 함께한 동료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상상하게) 되고, 그 꿈 뿐만 아니

라 남겨진 세계의 모든 꿈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동료들과의 기억이 담긴 49%

와 그 이전의 기억이 담긴 51%로 나누어 49%는 동료들과의 행복한 삶인 종장으로, 5

1%는 그 꿈을 포함한 모든 세계선의 꿈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오래된 꿈’의 자리

를 대신하는 영원으로 남기는 선택을 한다. 『멸살법』이란 소설은 자신의 세계선 끝에

도달해 그런 독자의 선택을 목격한, 다른 세계선의 동료이자 작중 웹소설 작가 한수영

이, 어린시절의 김독자가 하루하루의 고통스런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김독자의 세계선

으로 넘어와 10년 넘게 매일같이 연재한 웹소설이었다.

한편 49%의 김독자로부터 51%의 부재를 알아차린 동료들은, 51%의 김독자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 번 다음 세계선으로 집단회귀해 모든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그 끝에서 모

든 이들의 꿈을 유지하느라 이미 어린아이가 된 김독자를 찾아 그를 데려온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했던 김독자의 기억은 이미 온 우주의 무의식이 되어 흩어져 있었다. 우주

로 흩어진 김독자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유중혁은 무수한 세계선을 돌며 실제 『전독

시』의 작가 ‘싱숑’을 포함한 각 세계선 웹소설 작가들의 무의식에 연재 링크를 걸고, 한

수영과 나머지 동료들이 그 링크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루 하루 연재하는데, 그렇게 시

작된 소설이 『전독시』였다. 순간 모바일 화면 바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던 실

제 독자(들)은 우주로 흩어진 수많은 김독자의 분신이자, 흩어진 자신의 행복을 바라며

개연성을 담보하는 한 명의 독자로서 작품 내부로 소환된다.61)

이러한 줄거리가 전개되는 『전독시』에서 독자는 총 네 개 층위로 드

러난다. 그 층위를 임의로 『멸살법』의 내부와 외부, 『전독시』의 내부

와 외부의 독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멸살법』 내부의 독자는 ‘스

타스트림’이라는 세계관의 독자들로 ‘성좌’, ‘화신’, ‘도깨비’가 그들에 해

당한다. 이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개입함으로써 시나리오가 동일성을 유

지할 수 없도록 한다. 『멸살법』 외부의 독자는 『멸살법』을 유일하게

완독한 김독자로, 『멸살법』을 읽고 작품의 일부가 됨으로써 『멸살

법』이란 웹소설이 내부에서 새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전

독시』 내부의 독자는 김독자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읽어온 ‘한수영’과

61) 해당 요약본은 연구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줄거리이며, 작품의 내용과 순
서나 세부가 다를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url.kr/qb4m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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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혁’ 등 김독자의 동료들로, 이들의 이어쓰기로 인해 웹소설 『멸살

법』과 그 밖의 『전독시』가 연재될 수 있었다. 끝으로 『전독시』 외

부의 독자는 그런 동료들의 이야기를 화면 바깥에서 읽고 있던 실제 독

자로, 이들의 읽기로 인해 『전독시』는 새롭게 쓰여질 수 있었다.

『전독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독자의 반복과 중첩은 작품 외부에서

작품의 결과로 존재해야 할 독자가 작품 내부에서 작품의 원인으로 존재

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외부적 독자의 불가능성을 가시화한다. 이들

독자는 자신의 읽기 행위를 통해 작품서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역으로 작품서사에 기입되며, 자신에 의해 작품서사가 바뀌고 있

는 작품을 읽는 독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독자의 양상을 각각 작품서사

를 바꾸는 독자와, 그렇게 바뀐 작품서사로 인해 바뀌는 독자로 전제하

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품서사로 인해 바뀌는 독자는 다시

자신이 작품서사를 바꾼 독자란 점에서 작품서사로 바뀌는 독자로 이해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멸살법』의 내부와 외부에 드러난 독자의 양상

과 『전독시』의 내부와 외부에 드러난 독자의 양상을 각각 본론1과 2에

서 작품서사를 바꾸는 독자와 작품서사로 바뀌는 독자로 전제하여 읽어

낸다.

본론2.1에서는 『멸살법』의 세계관인 스타스트림에서 포착되는 성좌,

화신, 도깨비로부터 시나리오의 전개를 읽음으로써 작품서사를 주도하는

독자의 양상을 읽어낸다. 본론2.2에서는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인 김

독자가 작품 내부에 들어가 스타스트림의 불완전성을 드러냄으로써 『멸

살법』이라는 작품서사의 고정된 의미체계를 해체하는 독자의 양상을 읽

어낸다. 본론3.1에서는 김독자의 선택을 읽은 주인공 유중혁과 작가 한수

영이 『멸살법』과 『전독시』를 연재함으로써, 작품의 결과로서 존재했

던 독자를 작품의 원인으로서 참여시키는 양상을 읽어낸다. 본론3.2에서

는 그렇게 작품서사 내부로 소환된 실제 『전독시』의 독자들이 『전독

시』의 작품서사를 구성해온 양상을 독자의 댓글과 2차 창작을 통해 읽

어낸다. 그리하여 웹소설 내부에 드러난 독자의 존재방식을 『전독시』

라는 텍스트를 통해 읽어내는 것을 본론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 25 -

2. 작품서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독자

작품의 바깥에서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작품의 내부에 진행되고 있는 서

사를 바꾸려면 작품 안으로 독자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어야 한다.

독자는 그 틈에 은밀히 자신의 의지를 불어넣거나, 직접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작품에 참여하고 서사의 일부가 됨으로써 작품서사를 바꿀 수 있

다. 그렇게 되면 고유한 의미체계를 갖던 작품도 독자에 의해 서사가 바

뀌는 텍스트가 된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독자의 행위를 『멸살법』 내부와 외부의 독자들

을 통해 읽어낸다. 『멸살법』 내부의 독자는 『멸살법』 내부의 세계관

인 ‘스타스트림’의 독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멸살법』의 외부로부

터 작품을 읽다가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에 덧씌어지며 작품 내부로

들어온 김독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김독자는 『멸살법』 내부

의 독자이면서 동시에 외부의 독자가 된다.

그런데 『멸살법』의 독자는 다시 『전독시』 내부의 독자로 위치한

다. 『전독시』가 『멸살법』을 내부에 들임으로써 외부이면서 동시에

내부인 독자를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이중의 구

조가 은폐하는 각 단위 별 독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내부

와 외부의 독자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스타스트림의

독자와 김독자를 『멸살법』 내부와 외부의 독자로 나누어 살펴본다.

스타스트림의 독자들은 성좌, 도깨비, 화신의 층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스타스트림 시스템에서 시나리오를 읽는 독

자가 된다. 그런데 그 양상이 상이하다. 성좌는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을

읽지만, 화신은 시나리오를 읽는 성좌를 읽고, 도깨비는 시나리오의 전개

를 읽는다. 이들은 이러한 읽기를 통해 시나리오에 개입함으로써 작품서

사를 주도하게 된다.

한편 『멸살법』의 독자는 웹소설로서 『멸살법』의 첫 연재부터 완결

까지 유일하게 완독한 김독자이다. 『멸살법』이 연재될 당시 그는 댓글

을 통해 『멸살법』의 서사를 바꾼 독자이면서, 『멸살법』의 세계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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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덮친 후 현실이 된 『멸살법』의 내부에서 ‘독자’만의 방식으로 서

사를 바꿔나간 독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독자의 개입으로 인해 『멸살

법』의 작품서사는 닫힐 수 없게 된다.

2.1 ‘스타스트림’의 독자(들)

스타스트림은 『전독시』와 『전독시』 안의 웹소설인 『멸살법』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우주적 세계관이다. 시간적으로는 1863개 이상의

세계선이 구현되며, 공간적으로는 지구, 에덴, 올림푸스, 아스가르드, 마

계, 무림, 환생자의 섬, 지평선 등 판타지, 무협의 전형적인 무대가 구현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세계 안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스

타스트림의 내적 논리는 ‘개연성’이다.

개연성의 유무를 통해 스타스트림은 의식적으로 세계 내에서 구성되는

이야기들을 검열한다. 마치 0과 1의 이진법으로 구성된 컴퓨터 속 데이

터처럼, 시간과 공간의 좌표가 긴밀하게 연결된 이야기를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 존재의 개연성을 넘어서는 행동을 ‘개연성 스파크’를 통

해 규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검열로 인해 스타스트림은 작중에 개연성의

시스템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스타스트림 내 존재들은 개연성을 얻고 이야기를 축적한 정도에 따라

성좌, 화신, 도깨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이 시스템 내에서 이야기를

축적하는 방법은 ‘시나리오’를 통해서이다. 성좌는 시나리오를 관람하고,

화신은 시나리오를 참여하며, 도깨비는 시나리오를 집행하여 자신의 이

야기를 축적한다. 요컨대 시나리오는 이들 모두를 독자로 위치시키는 읽

기의 대상인 것이다.

도깨비의 뿔이 안테나라도 된 듯 길어지며, 몸체가 열차 천장 쪽으로 두둥실 떠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메시지가 들려왔다.

[#BI-7623 채널이 열렸습니다.]

[성좌(星座)들이 입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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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하니 눈을 끔뻑이는 사람들의 위쪽으로 제각기 작은 창이 떠올랐다.

[메인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

<메인 시나리오 # 1 ―가치 증명>

분류 : 메인

난이도 : F

클리어 조건 :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시오.

제한시간 : 30분

보상 : 300코인

실패시 : 사망

+

몸체가 투명해진 도깨비가 다음 칸으로 사라지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부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 Episode 1. 유료 서비스 시작 (2) 중에서

위의 인용문은 첫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도깨비가 채널

을 열어 시나리오를 집행하자, 화신이 시나리오에 참여하고, 성좌는 도깨

비의 채널에 입장해 화신의 시나리오 참여를 관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구도로 인해 스타스트림 시스템은 작중 성좌들을 위해 도깨비들이 자신

들의 채널에 화신들의 시나리오 수행을 방영하는 성류방송(星流放送)으

로 소개된다.62)

그런데 시스템을 중심으로 본 성좌, 화신, 도깨비의 획일적 구도로부터

독자의 위상이 발견되기란 쉽지 않다. 각각을 비평가, 등장인물, 작가로

보아도 오직 성좌만이 그나마 독자에 가까운 위상을 가질 뿐이다. 그러

나 이들 각각이 시나리오 내부에 개입하는 양상에 주목했을 때, 자신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읽어나가는 독자적(讀者的) 면모를 읽

어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성좌, 화신, 도깨비 각각이 작중 어떤 설정 속에 자

62) 강우규는 스타스트림의 시스템이 온라인 게임의 한 유형인 MMORPG(Massively M
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s)와 라이브스트리밍(Live Streaming) 시스템을
답습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깨비는 미션을 통해 게임을 운영하는 GM
(General Master)이고, 화신은 플레이어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아바타이며, 성좌는
게임 또는 영상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내지는 구독자(購讀者)에 해당한다. - 강우규,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텔링과 이야기 향유방식 -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5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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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며, 그들의 읽기가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발생

하는지 읽어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시나리오에

개입하는 독자들의 횡단이, 작품서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고정된 의미

체계로서 스타스트림 시스템이 갖는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읽어내

고자 한다.

성좌(星座).

‘멸살법’의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들이자, 저 먼 성운(星雲)의 꼭대기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관람하는 비극의 배후.

성좌들의 호오(好惡) 표시가 뜨는 것을 보니 지금부터가 본격적이라는 실감이 났다.

우스운 일이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놈들과 나의 입장은 정반대였는데, 이젠 놈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으

니.

[소수의 성좌들이 당신의 시나리오에 감탄을 표합니다.]

[성좌들이 당신에게 500코인을 후원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놈들이 있다면, 좋아하는 녀석들도 있는 법.

어느 쪽이든 불편한 상황이긴 매한가지였지만 당장 놈들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

이제 광대가 된 것은 내 쪽이었으니까.

- Episode 2. 주인공 (1) 중에서

성좌(星座)는, 별자리라는 말뜻처럼 스타스트림의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서 화신들의 이야기를 읽는 존재들이다. 별자리에 이야기를 새겼던 이야

기 자체의 관습을 반영해, 성좌에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설화

속 인물들이 자리한다. 또한 이들의 층위는 어떤 설화를 쌓았는가, 즉 얼

마나 많은 개연성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화급과 설화급, 위인급으

로 구분되는데, 가령 신화급 성좌로는 제우스, 관세음보살, 삼신 등 실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 설화급 성좌로는 헤라클레스, 진시

황, 이순신 등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며, 위인급 성좌로는 아리

아드네, 여포, 척준경 등 무수한 민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63)

63) 또한 이들은 각기 설화의 기원에 따라 성운(星雲)을 이루며 서로의 개연성을 공유하
기도 한다. 성운에는 올림푸스, 에덴, 아스가르드, 파피루스, 베다, 단군, 황제, 등이 있
고, 그들 안에서 신화급, 설화급, 위인급이 구분되며 보유한 설화량에 따라 개별 존재
의 위상이 결정된다. 가령 성운 올림푸스에는 가장 많은 개연성을 가진 신화급 성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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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좌가 실제 설화 속 등장인물의 위상에 근거한 존재들이란 설정은,

성좌가 자신이 속한 설화적 맥락에 근거한 존재들임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설화적 맥락에 근거해 다른 성좌들과 관계를 맺을 뿐 아니

라 화신들의 시나리오 수행을 읽어나간다. 성좌는 자기설화에 유사한 맥

락으로 시나리오를 수행해나가는 화신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자신과 다른 맥락의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화신을

지지함으로써 새로운 설화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전자가 자기보존

적 행위인 반면 후자는 자기 파괴적 행위로 이해된다. 이들 중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읽어나갈 것인가가 성좌가 독자로서

갖는 문제의식이 된다.

독자로서 성좌가 갖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먼저 ‘수식언’을 통해 드러난

다. 가령 ‘긴고아의 죄수’라는 수식언을 가진 성좌는 <서유기>의 손오공

으로, 자신의 소속 설화인 <서유기>에서 묘사된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강직한 성격이 반영되어,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에 있어 호기롭거나 흥미

로운 화신의 행동엔 관심을 표하며, 신념을 저버리는 화신의 행동엔 격

분한다. 또 ‘해상전신’의 수식언을 가진 성좌는 이순신으로, 신념이 강한

인물이란 역사적 인식이 반영되어,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에 있어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화신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닉네임은 성좌가 자신의

설화적 맥락에 근거해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을 읽어내겠다는 읽기의 태

도를 보여준다.

“와, 김독자 씨 진짜······.”

[성좌, ‘긴고아의 죄수’가 새로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집니다.]

[성좌, ‘은밀한 모략가’가 당신의 선택을 궁금해합니다.]

[성좌, ‘심연의 흑염룡’이 이쪽을 흘끗 거립니다.]

[상당수의 성좌들이 당신의 답답함에 고구마를 토합니다.]

심지어는, 성좌들까지 이들의 대화에 참전했다.

[성좌, ‘악마 같은 불의 심판자’가 당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일부 성좌들이 화신 ‘유상아’를 제외하고는 인물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에서부터 미세한 개연성을 가진 위인급 성좌 오이디푸스, 테
세우스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설화에 기반한 인물들이 분포하며, 이들은 올림푸스라는
성운의 유지를 위해 서로의 개연성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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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성좌들이 화신 ‘신유승’을 지지합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는 어떤 성좌들이 화신 ‘이현성’을 지지합니다!]

······개판이군.

[성좌, ‘악마 같은 불의 심판자’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허공에서 아이템 하나가 내려왔다.

- Episode 32. 김독자의 사랑 (8) 중에서

성좌가 자신의 설화적 맥락에 근거해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을 읽어나

가는 과정은 ‘간접메세지’를 통해서도 관찰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간접메세지는 화신의 언행에 대한 성좌의 즉각적인 호오(好惡)반응

을 통해서 발현된다. 성좌는 간접메세지를 통해 화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좋고 싫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다음 행동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

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좋고 싫음, 찬성과 반대, 조언과 협

박 등 다양한 속성의 간접메세지로 관찰되는 성좌들의 읽기는,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과 무관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화신에게 분사된다는 점에

서 유희적이고, 폭력적이다. 작품의 도입에서 성좌들이 그저 유희에 탐닉

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희적, 폭력적 읽기가 그 자체로 어떠한 목적을 향유

하진 않는다. 간접메세지는 성좌 자신이 쌓아온 설화에 근거한 경험 내

지는 반응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좌 자신의 설화를 긍정하고, 지속하기

위한 발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성좌는 간접메세지를 통해 자기 설화

의 정당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메시지는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

게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메세지가 수신자에게 도

착하지 못하거나 외면될 때, 그것은 그저 수신자 주위로 생멸하는 무수

한 발화들의 편린에 지나지 않으며, 발신자는 발신의 순간에서조차 이미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수신자에 의해 메시지의

의미가 여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좌의 간접메세지는 아직 어떤 의미

도 갖지 못한 채 읽기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폭발했다 사그라드는 정동의

발화 내지는 텍스트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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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대해 바르트는 “그러므로 아무리 진보적인 해석이라 할지라

도 그것은 해석이 아니며, 폭발, 분산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64) 텍스

트는 읽기의 순간 폭발적으로 발화하지만, 그 화력은 독자의 해석으로

고정된 의미가 아닌 유희적, 관능적 기표들의 횡단으로부터 점화된다. 이

러한 텍스트의 폭발성에 근거했을 때, 성좌의 간접메세지는 어떠한 목적

과 방향성을 갖기 이전 기표적 텍스트 생산의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성좌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는 단지 성좌 자신의 내면에서 직조된

직조물일 뿐만 아니라 간접메세지라는 즉각적 발화의 형태로 육화되어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에 결속된다. 그리하여 시나리오의 서사가 계속해

서 새롭게 쓰여질 수 있는 텍스트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백제군의 기세는 점점 더 드높아졌고, 신라군의 사기는 꺾여갔다.

추왕인의 몸에서 계백의 원혼이 일렁이는 듯했다.

“망할 신라 놈들을 쓸어버려라!”

성좌들은 자신이 살았던 역사와 흡사한 상황에 처할수록 화신과의 동조율이 높아지고,

성흔의 위력도 증가한다.

거기다 관계된 ‘성좌’들이 조우했으니······.

슬슬, ‘무대’가 만들어질 때가 됐다.

치지지직―

“우와앗? 뭐야!”

깜짝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주변의 공간에 스파크가 튀며, 정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드넓은 광화문이, 험준한

산악 속 벌판으로 변하고 있었다.

「무대화(舞臺化).」

화신과의 동조율이 높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성좌들이 싸우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

「무대화」는 성좌들이 싸웠던 시공간 자체를 이곳에 소환시킨다.

물론 실제로 공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증강현실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 무대를 소환한 본인들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하하하······ 그립구나, 황산벌이여!”

동조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 추왕인이 외쳤다.

이제 저 녀석은 자신이 완전히 계백 장군이라 믿는 듯했다.

- Episode 13. 왕들의 전쟁 (5) 중에서

64) 김희영 역, Roland Gérard Barthes 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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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에 대한 성좌의 읽기는 배후성, 개연성 부담, 무

대화를 통해서 본격화된다. 배후성이란, 화신과 1:1 단독 계약을 통해 성

좌가 자신의 설화를 공유(‘성흔’의 형태로)함으로써 시나리오 수행에 유

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개연성 부담이란, 화신이 시나리오 수행에 있어

개연성에 어긋나는 일을 벌였을 때 시스템이 제약을 가하지 않도록, 성

좌가 자신의 개연성을 대신 지불함으로써(‘응시’ 또는 ‘코인’의 형태로)

화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무대화란 성좌가 계약을 맺은 화신이 성

좌의 설화적 맥락과 유사한 역학관계에 놓일 때, 화신의 몸에 강림해 비

약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동조율’의 형태로)을 의미한다. 위의 인용문은

성좌 ‘계백’과 ‘관창’의 화신들이 부딪히면서 ‘황산벌’이라는 설화적 공간

이 무대화되는 장면이다.

간접메세지가 웹소설 독자의 관심과 댓글 행위에 해당했다면, 배후성,

개연성 부담, 무대화는 독자의 ‘후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후

원은 물리적인 형태의 지원이다. 배후성은 계약을 통해 서사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구독’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개연성 부담은

그렇게 존속을 유지하게 된 서사가 실패하지 않도록 서사적, 금전적 도

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답글’ 내지는 ‘기부’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무대화란 독자가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적극적으로 텍스트

를 재술하는 ‘2차 창작’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들 후원의 성격

을 구독, 답글, 기부, 2차 창작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

해 성좌는 더 이상 화신들의 시나리오 수행을 관람하는 수동적 독자로

남을 수 없게 된다.

성좌들은 간접메세지, 배후성, 개연성 부담, 무대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설화를 읽기 행위에 연결시킴으로써 자기 설화를 지속하고자 한

다. 이러한 성좌들의 읽기 행위는 수신자의 여과로 인해 본연의 의도로

부터 미끄러져 발화되는 텍스트 생산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텍스트 생산 행위로 인해 화신들의 시나리오 수행 또한 더 이상 예

정된 서사를 따라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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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이게 된다. 서사가 더 이상 서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 대신 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들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독

자는 읽기를 시작한 순간 이미 작품서사에 철저히 연루된, 그럼으로써

작품서사를 바꾸게 된 독자로 거듭나게 된다. 성좌로부터 이러한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서울 돔의 화신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기다렸다는 듯, 도깨비의 전체 메시지가 들려왔다.

비형은 아니고,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갑자기 괴수들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우후······ 예상하셨겠지만 다음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휴식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이번 시나리오

는 저희 도깨비들의 주관이 아니라,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거든요.]

[새로운 메인 시나리오가 도착하였습니다.]

[메인 시나리오 # 8 ― ‘최강의 희생양’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는 여덟 번째 시나리오와는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바로 시나리오 내용을 열어 보았다.

+

<메인 시나리오 # 8 ― 최강의 희생양>

분류 : 메인

난이도 : S

클리어 조건 : 밀려드는 괴수들로부터 살아남으시오(해당 시나리오는 4시간 간격으로 괴

수들의 등급이 상승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제한시간 : ―

보상 : ???

실패시 : 사망

* 추가 클리어 조건이 있습니다.

* 네 시간에 한 번씩 힌트가 제공됩니다.

- Episode 27. 읽을 수 없는 것 (4) 중에서

시나리오에 개입함으로써 작품서사를 바꾸는 독자의 존재방식을 성좌

에게서만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타스트림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화신(化身)이다. ‘나 자신이 된

다’는 말뜻의 화신은 스타스트림에서 아직 성좌가 되지 못한 인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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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설화를 쌓기 위해 몸을 가지게 된 존재라는 점에서 화신은 주로

이미 설화를 쌓고 영적 존재가 된 성좌의 읽기 내지는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화신은 시나리오의 전개에 드러난 성좌들의 존재, 반

응, 의도 등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설화를

생산하는 주체란 점에서 시나리오를 읽는 독자로 위치한다.

화신이 시나리오를 읽어나가야 하는 까닭은, 이들이 시나리오 완수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은

도깨비가 화신들에게 시나리오를 전달하는 장면이다. 시나리오에는 클리

어 조건과 보상이 있고 시나리오 참여를 거절하거나 실패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이 불가해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화신은 시

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읽어나가지 않을 수 없고, 시나리오를 수행함으로

써 생존을 위한 보상과 함께 자신의 설화를 쌓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로서 화신이 갖는 문제의식은, 생존할 것인가 자신의 설화를

쌓아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타스트림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멸살법』 초기 시나리오의

경우 화신들의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화신마다 시나리

오를 완수한 방식에 따라 축적된 설화 및 개연성의 능력치가 벼리게 된

다. 따라서 시나리오 또한 화신들 중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대신해 시나

리오를 완수한다면 다른 이들이 굳이 사망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재앙’

의 형태로 발행되기 시작한다. 물론 그 누군가가 그 재앙을 막는데 실패

한다면 나머지 모두가 사망에 이르겠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그 재앙을

막기만 한다면 나머지 화신들은 덩달아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

러한 전개로 인해 화신이 독자로서 갖는 문제의식은 점차 부각된다.

[자자, 고난을 이겨낸 만큼 보상도 있어야겠죠?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시나리오의 보상

으로 무려 ‘성좌’님들의 후원을 받을 자격을 갖췄어요. 와아아! 어때요, 기대되죠? 흠, 다

들 시큰둥하네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

(증략)

성좌의 후원. 그것이 뜻하는 바는 명약관화했다. 드디어 멸살법의 핵심 이벤트 중 하나인

<배후 선택>이 시작되려는 것이다.

(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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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짝 긴장했다.

지금부터다.

여기서 좋은 선택지를 골라야만 앞으로의 생존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증략)

유상아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다물고 허공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기묘한 점

괘라도 만난 듯 심오한 표정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다들 자신의 눈앞에 뜬 선택지를 읽고 있는 것이

겠지.

그리고 나 역시, 나의 선택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배후(背後) 선택>

―당신의 배후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배후는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1. 심연의 흑염룡

2. 악마 같은 불의 심판자

3. 은밀한 모략가

4. 긴고아의 죄수

수수께끼 같은 4개의 선택지.

나를 화신(化身)으로 삼고자 하는 성좌가 총 네 개라는 뜻이었다.

‘멸살법’의 주인공이 처음 받았던 선택지가 5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4개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

성좌들은 절대로 자신의 진명(眞名)을 밝히지 않는다.

때문에 모든 계약자들은 ‘심연’이니 ‘악마’니 ‘정원’이니 하는 수수께끼 같은 은유의 의미

를 열심히 곱씹어 성좌의 정체를 유추해야만 한다.

- Episode 2. 주인공 (1) 중에서

화신의 읽기 양상을 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는 배후성 선

택이다. 성좌의 읽기에서 살펴보았듯, 배후성은 성좌가 화신과의 계약을

통해 화신을 후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화신이 자신을 후원할

성좌를 선택해 시나리오 수행에 있어 지속적인 도움을 얻을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신은 배후성 선택 이전까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성

좌들의 동태를 면밀히 읽어나가며 그 성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수요에 부

합하는 성좌와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

배후성 선택에 있어 성좌들이 이미 설화를 쌓은 존재이며 그 설화들이

화신들도 잘 아는 실제 설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설정은, 화신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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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성좌를 읽기의 대상으로 위치시킨다. 화신은 간접메세지로부터 확인

되는 성좌들의 닉네임을 통해 개별 성좌들과 유관한 설화들을 짐작할 수

밖에 없고, 다음 간접 메시지의 내용과 그간 성좌들이 자신에게 보였던

후원 등의 관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좌들의 역량을 읽어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화신의 배후성 선택은 장차 시나리오를 수행하는데 생존을 보

장하는 결정적 기회이지만, 바로 그러한 생존의 결정성으로 인해 화신의

읽기 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배후성은 성좌가 자신의 화신을

돕겠다는 계약이지만, 이 계약을 통해 생존을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된 화

신은 결국 자신이 쌓은 설화를 성좌에게 반납하면서 독자적인 성좌의 격

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결국 화신들의 배후성 선택은 생존할 것인가, 실

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읽기의 자세인 것이다.

[새로운 ‘서브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

<서브 시나리오 ― 강제 계승식>

분류 : 서브

난이도 : B

클리어 조건 : 왕좌에 앉지 않으려는 화신 ‘김독자’를 제압해, 그를 왕좌에 앉히십시오.

제한시간 : 30분

보상 : 6000코인

실패시 : ―

+

- Episode 15. 왕이 없는 세계 (2) 중에서

배후성 선택을 포기한 화신들은 간접메세지와 후원 등 성좌들의 관심

뿐만 아니라, 다른 화신들의 배후성, 성좌들 간의 관계와 무대화 가능성,

성운의 존재, 도깨비의 성격 등 시나리오의 전개에 드러난 여러 행위자

들 간의 역학관계를 다각적으로 읽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화신의 읽기는

더 이상 시나리오 완수를 통해 목숨을 부지하는 생존의 차원이 아닌 주

어진 시나리오 안에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가는 실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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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된다. 이들 화신의 실존적 읽기를 읽어낼 수 있는 대목 중 하나

가 바로 ‘서브 시나리오’이다.

위의 인용문은 이전 시나리오를 완수하여 서울의 왕들을 재패한 주인

공 김독자가 해당 시나리오의 보상이었던 ‘왕좌’에 오르지 않으려 하자,

파생된 서브 시나리오의 발행 장면이다. 서브 시나리오는 메인 시나리오

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깨비들이 발행한다. 도깨비들은 서울의 왕들

을 재패한 인물이 왕좌에 앉지 않으면, 그 다음 메인 시나리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화신들에게 김독자를 ‘제압’하고, 그를

왕좌에 앉히라는 서브 시나리오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화신은 생존을 도모함으로써 철저히 성좌, 배후성, 도깨비, 보

상 등 시나리오의 국면에 주어진 현실적 조건에 순응하게 되기도 하지만

시나리오의 빈틈을 주도적으로 읽어나감으로써 시나리오의 국면을 내부

로부터 주체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러한 화신의 읽기로 인해 시스

템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던 도깨비는 서브 시나리오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설화적 맥락에 근거해 화신들의 시나리오 수행을 관

람하던 성좌들도 자기설화의 현재적 의미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

[성좌, ‘해상전신’이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합니다.]

[성좌, ‘대머리 의병장’이 위인급 성좌들을 응원합니다.]

[성좌, ‘긴고아의 죄수’가 낄낄대며 귀를 팝니다.]

[성좌, ‘심연의 흑염룡’이 위인급 성좌들을 향해 코를 후빕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성좌들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성좌라고 해서 다 같은 급은 아니다.

위인급과 설화급은 어린아이와 어른만큼이나 격차가 크니까.

방송을 시청하는 성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도 그래서였다.

어른들이 애들 숨바꼭질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듯, 설화급 이상의 성좌들에게 이번 시나

리오는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위인급 성좌들에겐 다르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승리한 ‘위인급 성좌’는, ‘절대 왕좌’에 오르며 자신의 새로운 ‘설화’를

쌓을 수 있다. ‘왕의 자격’ 시나리오가 시작되면서 위인왕들이 조급해 보였던 건, 모두

이것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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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sode 2. 주인공 (2) 중에서

표면상 화신은 성좌와 대비되어 등장인물 내지는 아바타의 위상을 갖

는 존재로 이해된다.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을 시청하는 성좌들의 모습을

묘사한 위의 인용문은, 시스템의 구도 속에서 화신이 그저 성좌들의 시

청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후성, 서브 시나리오 등 시나리오 내부에서 관찰되는 화신의 읽기 행

위에 주목했을 때, 주체적으로 시나리오의 서사를 바꿔나가는 독자의 면

모를 읽어낼 수 있다.

시나리오 내부의 화신이 성좌들의 설화적 방위를 읽고 시나리오의 서

사를 주도해나갈수록, 성좌들은 위 인용문의 위인급 성좌들처럼 더 이상

자신의 설화에 근거해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을 시청하는 시청자로 남을

수 없게 된다. 도깨비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브 시나리오를 발

행하는 등 시나리오 내부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화신의

읽기 행위로 인해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서사를 갱신할 수밖에 없는 텍스

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신의 읽기는 성좌의 읽기와 동일하게 이해될 수 없다. 성좌

의 읽기가 간접메세지, 배후성, 개연성 부담, 무대화 등을 통해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에 간섭하는 행위인 반면, 화신의 읽기는 시나리오의 전개

들을 정합적으로 읽고 자신의 생존 및 실존을 도모함으로써 시나리오에

새로운 서사를 기입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화신의 읽기는 성좌의 존재

근거를 수확하는 생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서사의 존

속 자체를 가능케 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도깨비들은 일부러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성좌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 본능.

「타고난 이야기꾼일수록 그런 본능은 더욱 강력하게 발동한다. 보다 많은 존재가 욕망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다는 본능. 모든 도깨비는 그런 본능으로 살아간다.」

아직 아기 도깨비인 비유는, 그런 본능을 이겨내는 것이 더욱 어렵겠지.

- Episode 40. 부화(孵化) (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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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좌가, 화신이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것을 읽고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

에 간섭하게 된 독자이며, 화신이, 그러한 성좌와 시나리오의 역학관계를

읽어냄으로써 시나리오의 전개에 새로운 서사를 기입하게 된 독자라면,

도깨비는 화신에게 시나리오를 발행하고, 성좌에게 화신의 시나리오 수

행을 방영함으로써, 시나리오의 전개에 오가기 시작한 이야기의 가불여

부, 즉 개연성을 읽어내는 독자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설화에서 도깨비는 사물적 존재로 묘사되곤 한다. 손영은은 설

화 속에 나타난 바보와 도깨비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깨비에게서 발견되

는 사물성이 일차적 단순성, 기계적 반복성, 도식성에 있다고 보았다.65)

스타스트림에서 묘사되는 도깨비 또한 이러한 한국 도깨비의 설화적 문

법을 반영한 사물적 존재로 이해된다. 이들 존재의 사물성은 스타스트림

내에 ‘관리국’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이야기를 생산함으로써 시스템을

유지하는 체계적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그럼에도 화신들에게 시나리오를 발행하고, 성좌들에게 화신들의 시나

리오 수행을 방영함으로써 이야기를 생산하는 도깨비의 본능은, 위 인용

문에 서술되었듯이 ‘더 많은 존재가 욕망하는 시나리오’ 즉 존재가 욕망

하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그러나 ‘더 많은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

기’가 반드시 사물적인 것은 아니다. 사물적 도깨비의 인간적 욕망으로

인해, 독자로서 도깨비가 갖는 문제의식은 따라서, 즉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있다.

내 예상이 맞다면, 강림할 화신체를 잃은 포세이돈은 이제 귀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좌, ‘해역의 경계를 긋는 창’이 포효합니다!]

그런데 사태는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츠츠츠츠츠츳!

분명 약해져야 할 포세이돈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어째서?”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한 것은 일행들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관리국>이 ‘해역의 경계를 긋는 창’에게 철수를 권고합니다!]

65) 손영은, 『사물성의 맥락에서 본 도깨비와 바보 설화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박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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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의 권고에도 포세이돈의 격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상황은 명백했다.

이미 끝난 시나리오에서, 명분도 없이 부리는 행패.

[<관리국>이 ‘해역의 경계를 긋는 창’에 대한 제재를 준비합니다.]

- Episode 63. 신화의 종말 (6) 중에서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도깨비가 먼저 배제해야 할 대

상은 이야기로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따라

서 도깨비는 일차적으로 시나리오에 참여하는 화신들과 성좌들의 역학관

계를 읽고, 자신이 발행하는 시나리오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나리오 내에서 원활한 이야기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런 뒤 이차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이

야기를 제재하고자 한다.

위의 인용문은 신화급 성좌인 포세이돈이 자신의 화신체를 잃고도 계

속해서 시나리오 현장에 강림해 자신의 설화를 지속하자, 더 이상 ‘말도

안 된다’고 판단한 도깨비 관리국에서 제재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이야기 생산의 관리체계 속에서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시나

리오에 출현할 수 있고, 도깨비는 그렇게 출현한 이야기의 개연성을 면

밀히 읽어내야만 그것을 판단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시스템의 직접적인 제재인 ‘개연성 후폭풍’을

통해서도 판별될 수 있다면, 시스템으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

은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의 경우, 도깨비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깨비들은 시나리오 내부에서 생산되는

이야기의 개연성을 면밀히 읽어나가는 동안 그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의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시나리오 내부에 개입

하게 된다.

[아무리 집행자라 해도, 제 고객들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습니다.]

기세를 탔다고 생각했는지, 바울이 말을 계속했다.

[집행자들께서 오신 이유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나리오 강제 집행권’을 사

용했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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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강제 집행권’은 성좌들이 시나리오의 개연성을 함께 감당해 줄 때만 쓸 수 있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연성 후폭풍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

만 성좌님들의 만족도만 높다면 그 부분은······.]

[만족도? 바울, 네놈의 꼴을 보고 말해라.]

그 말에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파츠츠츠.

얼굴이 창백해진 바울이 고개를 들었다.

[이, 이건······?]

주변 공간에 일렁이는 푸른색 스파크.

개연성 후폭풍의 전조였다.

[어째서 개연성 후폭풍이······?]

(중략)

[바울. 네놈은 ‘집행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나리오를 끝낼 기회가 있었다. 그것도, 이제

껏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전개였지. 왜 그걸 막은 것이냐? 네놈의 만행으로, 서울 돔의

관리국에 비상이 떨어졌단 말이다.]

[그, 그건······ 아니, 잠깐만요. 저는 분명 성좌님들의 의견에 따라 집행권을 발동했단 말

입니다!]

다급해진 바울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 성좌님들! 아까 제 전개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좌들은 대답이 없었다.

[ ······성좌님들?]

그토록 많았던 성좌들의 간접 메시지가, 그 순간만큼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이, 이럴 수가······. 대체 왜?]

녀석의 전개를 지지하던 성좌들이, 모두 한반도의 채널에서 떠난 것이었다.

집행부가 눈살을 찌푸렸다.

[멍청한 놈이군. 성좌들이 사라진 줄도 몰랐던 거냐?]

놈을 선동하고, 나를 죽이기를 원했던 많은 성좌들은 시나리오의 결말이 ‘신파’로 바뀌는

순간 한반도의 채널에서 대거 이탈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원하지 않는 전개가 등장했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이상한 일이니까.

- Episode 22. 세 가지 약속 (1) 중에서

위 인용문은 자신의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의 기준에 맞게 ‘시나리

오 강제 집행권’을 사용한 ‘바울’의 최후를 담은 장면이다. 바울의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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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성좌를 많이 모을수록 그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에 간섭

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며, 그 목소리를 반영할수록 성좌라는 더 풍부한

개연성의 토양 위에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러한 논리는, ‘모두가 원하는 이야기’로 근접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을 갖는다.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도깨비로 태어나

모두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게 된 이러한 도깨비 바울의 모습이, 기독

교를 박해하러 갔다가 이방인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도하게 된 사도 바

울의 설화를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선임 도깨비의 목소리를 빌려 바울을 응징하는 스타스트림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이야기는 개연성에 기반하며, 개연성은 단순히

대중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이 자신의 원

함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결성될 수 있다. 따라서 도깨비는 대중

이 그러한 자신의 원함을 스스로 감당할 만한 인물인지를 읽어낼 수 있

을 때에만 비로소 개연성에 기반한 이야기의 창작이 가능해진다. 바울의

잘못은, 성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강제로 집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좌

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성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 장면은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꾼으로서 도깨비의 읽기가 어떤 조건 속에서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깨비들은 자신의 채널 내에 더 많은 성좌들을 유입시킴으로써 자신

의 격을 키울 수 있고, 더 큰 이야기를 만들 권한을 갖게 된다. ‘시나리

오 강제 집행권’은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존재가 욕망하는 이

야기를 만들 권한은 독자의 유무로 인해 생겨나지만, 그 권한의 가용은

독자들의 요구 충족에 있지 않다. 자신들이 원하던 이야기의 결말이 ‘신

파’로 바뀌는 순간 성좌들이 채널을 빠져나가는 장면은, 이야기를 갈망하

는 성좌들의 욕망이 요구와 달리 채워질 수 없는 형태로 열려 있음 의미

한다. 그들은 그것을 원했지만 정말로 그것을 원하진 않는다. 이는 이야

기꾼으로써 도깨비가 읽어야 할 대상이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 그 자

체의 내적 논리인 개연성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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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나리오 내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도깨비 왕을 만난 직후 비형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 바람처럼 완전한

인간형의 모습이었다. 어깨를 덮은 백호의 가죽과 노랗게 돋아난 세 개의 뿔에서 느껴지

는 설화의 힘.

그는 이제, 완연한 ‘대도깨비’가 되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람님.]

[그들에게 갈 셈이겠지?]

비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말했다.

[모든 도깨비는 최후의 때가 오면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선택해야 하지. 설령 그 이야

기를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말이야.]

[ ······.]

[자네가 택할 그 ‘이야기’는 승리할 확률이 매우 낮아.]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수의 대도깨비와 관리국을 적으로 돌려버렸네.]

[그것도 압니다.]

이 <스타 스트림>에서 관리국의 적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도깨비는 없

다.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로 세계의 마지막을 보고 싶습니다.]

비형은 자신의 마지막 설화를 선택했다.

- Episode 88. 신화급 성좌 (3) 중에서

위 인용문은 그동안 수많은 시나리오를 집행하며 이야기를 만들어온

도깨비 비형이 관리국의 최상위 계급인 ‘대도깨비’가 되어 자신의 마지막

설화를 결정하는 장면이다. 기술되고 있듯 ‘모든 도깨비는 최후의 때가

오면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선택해야’ 한다. ‘설령 그 이야기를 이야기

하다가,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말이’다.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와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의 틈을 통

해, 도깨비는 이야기 내부로 들어간다.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꾼으로서 도깨비는 누

구보다 주도 면밀하게 자신이 주관하는 이야기의 개연성을 읽어나간다.

이러한 읽기의 과정을 통해 도깨비는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란 무엇인

가에 대해 사유하게 되고, 그러한 사유를 다시 이야기 내부에 반영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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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듭해온 끝에 ‘완전한 인간

형’이 되었다는 비형의 모습은66) 그의 읽기 행위 자체가 이미 사물성을

넘어선 이야기의 일부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깨비는 이야기의 외부자로서 이야기를 주관하지만, 그 주관

의 목적이 존재가 욕망하는 이야기의 완성이란 점에서 이야기 내부에 개

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개입으로 인해 도깨비 자신도 이야기의 일부

가 될 수밖에 없다. 주관하는 이야기와 주관함으로써 주관되는 이야기,

의미와 행위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도깨비를 시나리오 바깥에서 시나리

오의 개연성을 읽어나가는 독자가 아닌, 시나리오 내부에서 시나리오의

일부가 되어 작품서사를 바꾸는 독자로 위치시킨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통해 스타스트림에서 개연성을 획득한 존재들인 성

좌, 화신, 도깨비로부터 독자의 면모를 읽어보았다. 도깨비가 시나리오를

발행하면 화신이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성좌가 도깨비의 채널을 통해 그

런 화신의 모습을 시청하는 스타스트림의 이야기 생산 체계에서, 이들은

주로 시청자, 아바타, 운영자로 이해될 수 있었고 그나마 독자에 가까운

존재는 성좌였으며, 성좌를 독자로 두었을 때 도깨비는 작가, 화신은 등

장인물에 가까웠다. 『멸살법』의 세계관인 스타스트림은 이들 존재의

이러한 배치 속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이 시스템 운영의 주된 동력으로 이해되는 시나리오

에 개입하는 양상에 주목했을 때, 자신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시나리오

를 읽어나가는 독자로서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이미 자기설화를 가진

성좌의 경우 자신의 설화적 맥락에 근거해 화신의 시나리오 수행을 읽어

나가며, 생존을 도모하고 설화를 쌓아야 하는 화신의 경우 생존과 설화

갱신의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시나리오의 빈틈을 읽어나가며, 존재가 욕

망하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도깨비의 경우 무엇이 참된 이야기인가

를 고민함으로써 내부에서부터 시나리오를 읽어나간다.

66) 이미 강우규가 지목한 바 있듯, 비형에 대한 이러한 설정은 『삼국유사』의 「도화
녀비형랑」에 드러난 반인반신적 비형랑의 형상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비형의 형
상에 대해서는 - 신종원 , 「≪삼국유사≫ <도화녀비형랑>조에 보이는 ‘귀신’ 세력」,
『신라사학보』 제14집, pp.5-26,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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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부터 독자의 면모를 읽어내는 이러한 작업은 작품서사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문제시한다. 성좌, 화신, 도깨비는 각각 다른

위상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시나리오의 전개를 읽어내는 이들의 읽기는

서로를 시나리오 내부로 불러들이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 위

상을 해체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들의 읽기로 인해, 고정된 의미체계로

서 시나리오는 서사가 계속해서 갱신되는 텍스트로 거듭나게 된다. 이들

읽기의 결과 시나리오 또는 그로 표상된 스타스트림 시스템의 불완정성

이 드러나게 된다.

스타스트림 시스템은 개연성을 자신의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중

적으로 알려진 설화 속 인물일수록 시스템 내에서 이미 상당한 개연성을

축적한 존재로 위치한다는 성좌의 설정은, 이러한 스타스트림의 시스템

이 개연성을 대중성과 연결짓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많은 이들

의 동의를 얻을수록 어떤 일이든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가 기저하고 있

는 것이다. 시스템 내에서 성좌들의 후원 또는 시나리오의 보상으로 화

신에게 지급되는 ‘코인’의 존재는,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와 동일하게 활

용된다는 점에서, 개연성에 담긴 대중적 함의를 예각화 한다.

사전에서 개연성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 또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때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인식과 측정의 주체가 내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많다면 그 일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인식되고, 가능성의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연성의 편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대중성

은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코인은 이러한 개연

성의 대중적 함의를 교환가치로 응고시킴으로써 잉여가치의 생산자로서

인식 주체를 대신하게 된다. 문제는 그러한 잉여가치가 코인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암시한

다.

스타스트림의 시스템이 온전치 못함은 도깨비들의 이야기 생산 및 여

과 공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도깨비들의 최종 목적은 존재가 욕망하는

‘단 하나의 설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이야기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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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모든 이야기는 시스템 내 이야기로 남지 못하게 된다. 만약 해당

세계선에서 ‘단 하나의 설화’를 찾지 못한다면, 세계선 내에서 그나마 가

장 가치 있는 설화를 다음 세계선의 세계관을 구성할 핵심 설화인 ‘씨앗’

으로 활용하며 그 전 세계선의 이야기들은 모두 폐기된다. 요컨대 단 하

나의 이야기 생산을 위한 폭력과 그를 통한 이야기들의 경합, 이것이 도

깨비들이 세계선을 옮기며 반복해온 작업인 것이다.

이러한 도깨비들의 이야기 생산과 여과로 인해 시스템에서 잊혀진 설

화들은 시스템의 개연성이 닿지 못하는 ‘이계’로 넘겨진다. 이계는 개연

성의 제약을 받지 않은 곳이 아닌, 못한 곳이라는 점에서 온전히 스타스

트림 시스템의 바깥이라고 볼 순 없으며, 오히려 시스템 내부에서 개연

성에 포착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무의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인 ‘이계의 신격’들이 다음 세계

선의 시나리오에서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멸살법』의 설정은, 개연

성으로 운행되는 스타스트림의 시스템이 무의식을 가진 분열된 주체로

비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스트림의 분열성은 무엇보다 화신의 메인 시나리오 수행을 통해서

두드러진다. 스타스트림에서는 서브 시나리오, 히든 시나리오를 포함한

수많은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지만, 모든 세계선에서 공통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99개의 메인 시나리오 뿐이다. 메인 시나리오는

화신들이 초반의 생존을 도모하는 시나리오에서부터 99번째 시나리오에

근접할수록 해당 몇몇 화신들을 선두로 세계선의 멸망으로부터 살아남는

시나리오에 이른다. 이는 개연성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이 자체 내에 이미

죽음과 멸망을 예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멸망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살아남는 것, 스타스트림의 독자들이 위치

한 곳은 바로 그 지점이다. 그것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자각하고 있

느냐에 따라 이들의 읽기는 그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멸망이라는 시

퀀스 아래 무엇을 어떻게 읽었는가의 문제는 곧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의 문제로 통합된다. 이처럼 읽기의 차원을 생존의 차원으로 옮겨놓는

스타스트림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작가-작품-독자의 구도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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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들을 모두 시나리오에 개입하여, 작품서사를 바꾸는 독자로 위치

한다.

그런데 이들이 시나리오를 읽고 개입하여, 시나리오의 서사를 바꾸는

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시스템의 불완전성은 이미 항상 그 자리에 드러나

있던 것임에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각각 시청자, 아바타, 운영자의 위상

을 갖던 이들의 독자적 면모는 이미 항상 그들의 일부로 남아있었을 뿐

이다. 오히려 시스템의 불완전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시스템 내부 구성

원들의 독자적 면모로부터 읽어냈던 것은, 서사 외부에 위치한 독자로서

연구자의 시점에 있다. 그러한 시점의 확보가 『멸살법』 내부의 독자들

로선 어렵다는 점에서, 시나리오의 서사를 바꾸는 이들은 여전히 작품

내부에서 작품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독자로 남는다.

그런데 만약 시스템 내부에서 시스템이 발행하는 시나리오에 유입되는

독자가 아닌 시스템 외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읽어온 독자

가 시스템 내부로 들어온 경우라면 어떨까. 『멸살법』을 읽음으로써

『멸살법』의 연재를 가능하게 했고, 『멸살법』을 읽음으로써 『멸살

법』 내부의 시스템인 스타스트림의 빈틈과 균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

으며,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에 덧씌워지면서 시스템의 빈틈을 뒤집

어나가는 독자, 그렇게 함으로써 『멸살법』이 새롭게 쓰여지도록 하는

독자. 그러한 독자가 바로 다음 절에서 살펴볼 『멸살법』의 유일한 완

독자 ‘김독자’이다.

2.2 『멸살법』의 독자 : 김독자

본 절에서는 『멸살법』 외부의 독자인 김독자의 독자적(讀者的) 면모

를 읽어낸다. 그러한 작업에 앞서 『멸살법』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멸살법』은 김독자가 15살이 되던 해부터 약 13년간

연재된 웹소설로, 총 3149편 분량에 평균 조회수 1.9회, 평균 댓글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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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를 기록했다. 처음 1화를 연재할 당시 ‘조회수는 1200대였지만, 10화

가 지나며 조회수는 120으로 급감했고, 다시 50화가 지나며 12가 되었다.

그리고 100화부터는 계속 1이었다.’67), ‘멸살법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 간

단하다. 작가가 설정충이기 때문이다.’68)는 김독자의 진술은, 『멸살법』

이 대중성을 반영하는 웹소설로선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소설임을 의미

한다. 그럼에도 『멸살법』이 13년간 연재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불만을 갖고도 유일하게 작품을 끝까지 읽어온 김독자 때문이다.

『멸살법』은 ‘오직 한 명의 독자를 위한 소설’이다.

『멸살법』의 줄거리는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

란 원제 그대로, 스타스트림이라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때 세 가지 방법이란 세 명의 주인공 회귀자

‘유중혁’, 차원이동자 ‘장하영’, 환생자 ‘니르바나’ 69)와 우호적 관계를 맺

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 중에서도 『멸살법』은 주로 ‘유중혁’을 중심으

로 서술되었다. 그 내용을 간략해보면, 유중혁은 28살 국내 최고의 프로

게이머로 자신에 대한 소설 속 인물 설정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

던 중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며 세계의 멸망을 직면하게 된다. 그에

게는 ‘가장 오래된 꿈’이란 존재가 부여한 ‘회귀’라는 전용 특성이 있어,

죽는 순간 다음 회차로 회귀하게 되며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된

다. 유중혁은 세계의 끝에 있다고 추정된 ‘가장 오래된 꿈’을 만나 멸망

의 원흉과 반복되는 회귀를 끝내고자 동료들과 함께 시나리오에 도전하

지만, 1863번째 회귀 만에야 혼자서 세계의 끝에 도달한다. 여기까지가

완결된 『멸살법』의 줄거리이다.

『멸살법』의 줄거리가 유중혁을 중심으로 서술된 까닭은, 그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가 유중혁을 중심으로 읽어왔던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멸살법』이 『전독시』 내부에서 주인공인 김독자의 진술을

67) [Prologue.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68) [Episode 5. 어둠 파수꾼 (1)] 중에서
69) 간단히 살펴보면, 회귀자인 유중혁은 거듭되는 회귀 끝에 스타스트림 최강의 화신이
된 인물이다. 차원이동자인 장하영은 스타스트림의 최후의 벽을 열기 위한 열쇠를 지
닌 인물이다. 환생자인 니르바나는 거듭되는 환생 끝에 시간을 거느리게 된 인물이다.
『멸살법』은 이들 세 인물들에 대한 소설이며, 이들 세 주인공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
음으로써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이 『전독시』에 간접적으로 서술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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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소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멸살법』은

『전독시』의 내부에 있음으로써 『전독시』 내부와 외부, 『멸살법』

내부와 외부라는 작품의 경계를 상정한다. 이러한 경계의 상정은 작품

바깥에서 작품을 읽던 독자가 동시에 작품 내부에 들어와 있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김독자는 웹소설(『전독

시』) 내부에 있는 독자이면서 동시에 웹소설(『멸살법』) 외부에 있는

독자가 된다. 『멸살법』은 『전독시』 내부의 독자인 김독자를 통해 묘

사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온전히 ‘독자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소설이기

도 하다. 따라서 『멸살법』의 유일한 완독자 김독자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읽기를 해왔고, 그러한 읽기가 어떻게 작품서사를 바꿔왔는지 살펴

보았을 때, 작품서사를 바꾸는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나는 유중혁이다.”」

그 말을 되뇌는 어린시절의 김독자가 있었다.

사촌의 집에서 나와, 최저 시급보다 못한 알바비를 받는 김독자의 모습.

「“나는 유중혁이다.”」

초라하고 뻔한 이야기였다.

흔한 가난, 흔한 불행.

너무나 흔해서 소설로조차 남지 못 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살아가는 김독자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유중혁이다.”」

그 말을 되뇌며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군대를, 회사를 전전하는 한 등장인물이 그곳에

있었다.

웹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에 이입하며, 그 이야기로부터 힘을 얻으며, 감동하거나 분노하

거나 슬퍼하며.

「“나는······.”」

김독자는 그렇게 살았다.

유중혁의 ‘설화’를 읽으며, 별 볼 일 없는 일생을 살아남았다.

자신의 불행 대신 유중혁의 불행을 소비하고. 자신의 불행 대신 유중혁의 죽음을 소비하

며. 댓글을 쓰고. 이야기에 간섭하며.

「“작가님. 혹시 다음 에피소드는······.”」

- Episode 78. 전(轉) (7)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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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독자(金獨子)는 자신의 불행을 달래기 위해 10년 넘게 『멸살법』을

읽어온 독자이다. 그의 어린시절은 ‘너무나 흔해서 소설로조차 남지 못

할’만큼 불행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사고로 아버지를 살해

했고, 그런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어머니로 인해 친

척들에게 멸시를 당했으며, 어머니가 감옥에서 출간한 책으로 인해 신상

이 공개되어 사회 및 학교에서도 ‘살인자의 자식’으로 낙인됐다. 대학 입

시에도 실패해 지방 삼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난수 뽑기에도 실패

해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였으며, 가까스로 구한 게임회사 QA팀 계약

직은 언제라도 잘릴 위기에 놓여있었다. 그런 독자에게 있어 세계는 이

미 멸망한 세계와 같았고, 그러한 자신의 불행으로부터 그를 지켜준 것

은 멸망한 세계에서 끊임없이 회귀하며 불행한 세계의 끝을 보고자 했던

『멸살법』의 유중혁이었다. 그는 “알바가 끝난 후 버스 안에서, 군대의

사지방에서, 공강 시간 강의실에서, 다시 퇴근길의 지하철에서······.”70)

『멸살법』을 읽었고, 위 인용문에 묘사되듯 ‘나는 유중혁이다!’라고 스

스로를 납득시키며, 독자로서 삶을 견뎌왔다.

그런데 독자로서 그가 『멸살법』을 읽어온 것만은 아니다. 그는 동시

에 작가와 댓글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멸살법』의 작품서사에 개입해

왔다. 그 일례로 앞서 주인공으로 언급한 장하영은 독자가 “작가님. 제

생각인데, 이참에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편이······.”71)라는 댓글을 남겨

등장한 인물들 중 한 명이다. 3000화가 넘는 웹소설 『멸살법』의 평균

댓글 1.08개라는 수치는, 그가 작품의 연재과정 속에 작가와 끊임없이 소

통하며 서사에 개입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완결이 난 『멸살법』의

세계가 김독자의 현실에 덧씌워지기 시작하면서 외부의 독자인 김독자를

한 번 더 내부의 독자로 위치시킨다. 이때 김독자는 웹소설(『전독시』)

내부에 있는 독자일 뿐만 아니라 웹소설(『멸살법』) 내부로 진입하게

된 독자로 위치한다. 이렇게 내부의 내부에 위치하게 된 김독자는 자신

의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멸살법』의 작품서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시

70) [Episode 51. 거대 설화 (3)] 중에서
71) [Episode 37. 마계의 풍경 (3)]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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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김독자를 통해 포착되는 이러한 독자의 복수적 양태는, 독자이면

서 결코 온전히 독자로 환원될 수 없는 웹소설 독자의 존재방식을 가시

화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김독자를 통해 드러나는 웹소설 독자의 존재방식을

세 가지 대목을 통해 읽어내고자 한다. 첫째,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

에 덧씌워지며 『멸살법』 외부의 독자인 김독자가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장면들에 주목해본다. 이들 장면에선 작품 바깥의 독자가 작품

내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세 가지 설정을 통해 읽

어낸다. 둘째, 김독자가 『멸살법』의 세계관인 스타스트림 시스템을 새

롭게 바꿔나가는 장면들에 주목해본다. 이들 장면에선 작품 내부에 들어

선 독자가 작품서사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읽

어낸다. 셋째, 그렇게 독자에 의해 새롭게 바뀌어나간 세계관이 구현되는

장면들에 주목해본다. 이들 장면에선 독자에 의해 새롭게 도래하는 작품

서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읽어낸다. 그 결과

작품 내부에 위치함으로써 작품서사를 주도할 뿐 아니라 작품서사 자체

를 (불)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생산주체로서 웹소설 독자의 존재방식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열차 내 승객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열차 내 승객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시끌벅적했던 주변이 고요해졌다. 나는 한숨 돌리듯 입을 열었다.

“거봐요. 별 거 아니죠? 이제 사과 방송하고 다시 전원도.......”

―모, 모두 도망...... 모두......!

뭐?

뒤이어 삐이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송이 꺼졌다. 열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 독자 씨? 이게 대체.......”

지하철의 앞쪽 칸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이어서 뭔가가 터지는 소리와, 커다란 북

을 찢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이쪽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시계를 본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다.

PM 7:00

틱,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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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장르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 Episode 1. 유료 서비스 시작 (1) 중에서

위 인용문은 ‘유료 서비스’가 시작되며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에 덧

씌워지는 첫 장면이다. 김독자는 ‘tls123’이란 닉네임의 『멸살법』 작가

로부터 무료연재가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저녁 7시 유료화에 앞서 메일

로 『멸살법』의 텍스트본 파일을 받는다. 메일에는 ‘적어도 이 소설을

읽고 있는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란 작가의 메세지가 담겨있었다. 마

침 저녁 7시가 되자 타고 있던 지하철이 멈추며 『멸살법』의 세계가 현

실에 덮친다. 불행한 삶으로부터 그를 구원해온 소설 속 세계가, 이번엔

그를 죽이려 드는 것이다.

김독자가 『멸살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살

법』의 세계가 김독자의 현실에 덧씌워지며 소설은 현실이 된다. 전자가

현실의 인물이 현실과 유리된 세계인 이세계로 들어가 이세계를 탐험하

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장르의 판타지물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이세계

가 곧 현실이 되면서 이세계의 주된 문제인 생존이 곧 현실의 문제와 직

결되는 판타지물이다.72) 따라서 후자는 필연적으로 그 세계를 구성한 아

키텍쳐(Architecture)와의 갈등을 전제로 하게 된다. 시스템의 문제를 해

결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현실 제반의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멸살법』의 독자였던 김독자는 작품 속에 유입되며 점차 작

품 속 세계인 스타스트림의 문제와 대면하는 등장인물이 된다. 그럼에도

김독자는 ‘텍스트본’, ‘전지적 독자 시점’, ‘제 4의 벽’ 등의 설정으로 인해

여전히 『멸살법』의 독자로 남을 수 있게 된다. 즉 이들 설정에 의지할

때 김독자는 여전히 『멸살법』의 독자로 남을 수 있지만, 의지하지 않

을 땐 점차 『멸살법』의 등장인물에 가까워진다. 김독자로부터 발견되

는 이들 설정을 통해, 작품 바깥의 독자가 작품 내부로 들어왔을 때 지

72) 장르소설 내 판타지 소설의 분류에 대해서는 이융희, 「판타지소설의 분류에 대해서
는, 메타 웹소설 『빅 라이프』, 『포텐 폭발, 김작가!』, 『기획에 산다』를 통해 살핀
웹소설」, 『전자출판연구』 제10호, 2018, pp.21-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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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게 되는 존재의 위상을 읽어낼 수 있다.

헛웃음이 나왔다.

거짓말이겠지 싶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파일의 확장자는 TXT.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선물이랍시고 나한테 자기 소설 텍본을 보낸 거야?

[전용 특성을 획득합니다.]

[전용 스킬 슬롯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파일을 실행하자 귓가에 들려오는 메시지.

세계가 ‘멸살법’의 그것으로 바뀌었다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다.

멸살법의 생존자들은 모두 전용 특성을 얻고, 전용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되니까.

- Episode 1. 유료 서비스 시작 (4) 중에서

『멸살법』 속의 등장인물이 된 김독자를 여전히 독자로 유지시켜준

설정 중 하나는 텍스트본이다. 위의 인용문에 묘사되었듯 독자는 유료화

가 시작되며 작가로부터 『멸살법』의 텍스트본을 받는다. 텍스트본이란

어디서든 열기 쉬워진 확장자 txt에 복사된 작품 전문을 의미한다. 『멸

살법』의 텍스트본에는 『멸살법』의 전문이 기술되어 있어, 작품 속의

독자를 작품의 독자이게끔 한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빈 메모장으로

보이는 텍스트본을 통해, 김독자는 자신의 읽기 경험을 복기하고, 다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텍스트본은 김독자의 손에 쥐어진 순간 이미 그 내용이 『멸살

법』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순 없다. 텍스트본에는 김독자가 이미 작품 내

부에 있다는 사실이 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독자가 발딛고 있

는 현실로서 『멸살법』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이다. 반면 텍스트

본으로서 『멸살법』은 이미 완결된 이야기이다. 텍스트본이 주기마다

업데이트 된다는 진술은 그러한 김독자의 동선에 따라 『멸살법』의 작

품서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김독자

가 더 이상 텍스트본에 의지하지 않게 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텍스트본은 『멸살법』 이 『멸살법』 과 달라질 수 있는 차이

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김독자는 텍스트본으로 인해 등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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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면서 동시에 독자로 남게 되지만, 또한 온전히 독자 또는 등장인물

로 남을 수 없게 된다. 웹소설이 유통되기 이전부터 텍스트본은 인터넷

소설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상징하는 확장자였다. 그럼에도 『멸살법』

에 들어온 김독자가 작가로부터 텍스트본을 받게 된다는 설정은, 작가가

작품을 내려놓은 순간 독자로부터 새롭게 쓰여질 수 있는 웹소설 텍스트

의 상속 가능성을 환기하며, 작품 내부로부터 독자의 자리를 열어놓는다.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 1단계의 사용 조건에 근접했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이건 또 뭐야?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 1단계의 사용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꽈앙, 하는 소리와 함께 김남운의 주먹이 바닥을 내리쳤다.

“하하, 뭐야? 나 꽤 세잖아?”

객실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주먹 자국. 이제 김남운도 조금씩 자신의 힘을 깨닫고 있었

다.

꽈앙! 꽈앙! 꽈앙!

한방만 맞아도 뼈가 부러지기에 충분한 타격이 연속해서 바닥을 내리치고 있었다. 김남

운이 답답한 듯 성질을 부렸다.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 내 두 번째 스킬 덕분이었다.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 1단계가 발동합니다!]

스킬이 발동한 순간, 나는 김남운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양 그의 공격 방향을 훤히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

재빨리 몸을 뻗어 공격 방향의 사각으로 물러나고,

「오른쪽 눈」

빠르게 허리를 숙여 연달아 날아드는 주먹을 피해낸다.

- Episode 1. 유료 서비스 시작 (5) 중에서

『멸살법』 속의 등장인물이 된 김독자를 여전히 독자로 유지시켜준

또 하나의 설정은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

은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김독자가 멸망한 세계에서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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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용 스킬이기도 하다.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처음 개화되면 1단계로,

상대의 행동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 다음 2단계는 상대방의 심리 상태

를 읽어낼 수 있고, 3단계는 특정 인물의 의식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스킬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그 보상효과로 ‘1인칭 조연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 등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다른 인물에 빙의되는 것도 가

능해진다.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은 김독자로 하여금 『멸살법』 내부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다른 인물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사용함으로써 김독자는 마치 읽기를 하듯 얼마든지 다른

인물들의 관점을 읽어낼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되어 사건의 흐

름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스킬이 김독자를 온전히 전지한 독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이 발현되기

위해서 김독자는, 일부 또는 전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

문이다.

독자는 독자의 관점을 얻기 위해 독자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작품 속

인물들에게 자신을 결속해야 하고, 그 연결을 따라 감정을 주입해야 한

다. 그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독자가 아닌 등장인물로 위치한다. 전용 스

킬 ‘전지적 독자 시점’의 보상효과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러한 독자

가 독자로부터 벗어나야만 주어지는 보상이다. 이처럼 독자가 독자가 아

니게 됨으로써 비로소 독자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용 스킬 ‘전지적 독

자 시점’은, 작품 내부에 들어선 독자가 작중 인물들에게 자신을 이입하

고, 그들을 대신해 행동함으로써 온전히 독자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의

존재방식을 보여준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도······와······줘.」

충동적인 분노가 머릿속을 휘감았다.

나답지 않은 일이었다.

분명 이지혜는 ‘등장인물’이다.

[전용 스킬, ‘제 4의 벽’이 희미하게 진동합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이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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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몰입으로 ‘제4의 벽’의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너무 몰입한 것일까.

일순 시야가 흔들리며 어지러운 구토감이 찾아왔다.

[과도한 몰입으로 ‘전지적 독자 시점’의 숙련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시점을 1인칭으로 변경합니다.]

사위가 그대로 한 바퀴를 돌더니, 의식이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

나는, 정말로 충무로에 있었다.

- Episode 12. 1인칭 주인공 시점 (1) 중에서

『멸살법』 속의 등장인물이 된 김독자를 여전히 독자로 유지시켜준

또 하나의 설정은 ‘제 4의 벽’이다. 제4의 벽은 『멸살법』의 내부에 들

어온 김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발딛고 있는 세계를 여전히 ‘소설 속 세계’

로 인식하게끔 한다. 정신과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하면, 설화로 된

존재를 벽 내부로 집어삼키고, 김독자가 육체를 잃어도 영혼체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걸어주거나 보호시켜준다. 『멸살법』 내부에

들어와 등장인물이 된 김독자는 제 4의 벽으로 인해 내부에서 여전히 작

품의 경계를 인식함으로써 결코 등장인물과 같아질 수 없게 된다.

제 4의 벽은 현실과 작품 속 세계의 구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김독

자의 심리에 그 둘의 경계를 그어주는 기제로 역할한다. 만약 김독자의

심리에서 현실과 작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제 4의 벽은 흔들

리고 독자는 점차 등장인물에 가까워진다. 위의 인용문에서 제 4의 벽

일부 기능이 제한된 까닭은 다른 인물로의 ‘과도한 몰입’ 때문이다. 과도

하게 몰입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독자는 등장인물이 되어도 여전히 독자

로 남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제 4의 벽을 작품과 독자를 물리적으로 구

분시켜주는, 웹소설에 비유하면 모바일 스크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73)

제 4의 벽은 결과적으로 김독자와 동료들이 세계의 끝을 넘어가기 위

한 열쇠로 작동한다. 또한 그 뒤에 밝혀지는 제 4의 벽의 정체는 김독자

73) 이러한 해석은 제4의 벽이 무대와 관객 사이에 소격효과를 낳는 벽이란 공연예술의
개념이라는 점과도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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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텍스트본을 전달하고, 『멸살법』의 연재를 마친 다른 세계선의 도

깨비 왕이었다. 이는 제 4의 벽이 『멸살법』 내부에서 현실과 작품의

경계를 (불)가능하게 한 원인이었음을 의미한다. 벽으로 인해 독자는 작

품으로부터 유리된 독자로 남을 수 있었지만, 벽이 있기에 독자는 끊임

없이 작품서사에 개입하면서도 여전히 독자로 남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작품 내부의 독자는 동시에 자기자신으로부터 달라질 여지에 놓인다.

‘멸살법’을 읽었다곤 해도, 나 역시 엄밀히 따지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사람이니까.

내색은 안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물론, 고민은 오래가지 않는다.

생각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세계든 마찬가지다.

미노 소프트를 다니던 김독자에게도, ‘멸살법’의 세계를 살아가게 된 김독자에게도.

죽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대로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전용 스킬, ‘제 4의 벽’이 발동합니다!]

- Episode 13. 왕들의 전쟁 (4) 중에서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설정들은, 『멸살법』의 등장인물과 독자, 작품

과 현실을 구분시켜줌으로써 김독자로 하여금 작품 내부에서 읽기를 이

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설정으로 인해 독자는 작품 내부에서도 여전

히 독자로 남을 수 있지만 동시에 등장인물이 됨으로써 더 이상 이전의

독자로 남지 못한다. 이처럼 독자는 자신을 독자로 유지시켜주는 이들

설정으로 인해 독자로부터 달라질 여지에 놓이게 된다. 계속해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작품을 완독한 독자가 작품 내부에서 여전히 독자로 남을 수 있

다고 해도 그를 전지하다고 볼 순 없다. 위의 인용문에 드러나듯, 김독자

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명의 독자일 뿐이며, 독자에게는 독자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읽던 소설로 바뀌었다 해도 독자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자신의 문제에, 세상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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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져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는 데에, 독자의 문제의식은 있다.

다음으로 그러한 독자의 문제의식이 『멸살법』의 세계관을 바꿔나가

는 양상을 살펴본다. 앞절에서 살펴보았듯 『멸살법』의 세계관은 멸망

이 예정된 스타스트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개연성의 세계관이다. 그

런데 김독자는 예정된 멸망을 지연시키고 시스템의 진행을 마비시킴으로

써,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작품의 내부에서 작품서사를

바꿔나가는 독자의 양상을 <구원의 마왕>, <최후룡>, <독자의 화신>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읽어본다.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서 세계선을 바꾸고,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 후 네가 원하는 결

말에 도달한다고 한들······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림자의 텅 빈 눈이 스산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싹한 냉기가 등골에 스며들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든, 너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닿지는 못한다.】

간접 메시지로는 성좌의 본질을 알 수 없다.

책으로만 세계를 배운 내가 등장인물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은밀한 모략가’를 만나러 온 것은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물러서기엔 이미 늦었다.

나는 잠깐의 사이를 둔 채 입을 열었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벽’은 남지 않느냐고.”

그것은 언젠가 장하영이 했던 말이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해도, 무엇을 전해도 벽 너머의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벽 위에 뭔가를 쓰고 또 쓰다 보면, 적어도 ‘벽’은 바뀐다고.”

장하영에겐 제대로 된 인사를 못 하고 왔다.

아마 유중혁과 같이 병동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언젠가, 누군가는 그 ‘벽’을 봐줄지도 모른다

고.”

- Episode 53. 구원의 마왕 (5) 중에서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가 작품서사를 바꿔나가는 양상을 보여

주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구원의 마왕>이다. ‘구원의 마왕’은 에피소드

<73번째 마왕>에서 73번째 마왕이자 성좌가 된 김독자가 얻은 수식언이

기도 하다. 에피소드 <73번째 마왕>의 10번째 메인 시나리오에서 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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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그의 동료들은 스스로 마왕이 되어 시나리오 참가자 모두를 죽이거

나, 새롭게 마왕이 된 이를 죽여야 사는 미션을 받는다. 실패 시 사망과

동시에 시나리오에서 추방된다. 한편 에피소드 <구원의 마왕>에서, 김독

자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머물던 73번째 마계에 ‘형용할 수 없는 아득

함’이라는 시스템 바깥의 존재 ‘이계의 신격’이 출몰해, 73번째 마계와 함

께 통째로 집어삼켜질 위기에 처한다. 이 두 사례는 『멸살법』의 세계

내에서 김독자와 동료들이 겪는 수많은 위기들을 두 부류로 제유한다.

시스템 내부로부터의 위기와, 시스템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그것이다.

에피소드 <73번째 마왕>의 메인 시나리오 조건은, 시스템이 메인 시

나리오를 통해 내부의 존재들에게 생존을 위한 경쟁을 강요하는 방식으

로 작동하는 체계임을 보여준다. 경쟁을 통해 생존한 존재는 개연성을

얻어 설화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존재는

살해당하거나 시나리오 밖으로 추방되어 잊혀진다. 이것이 시스템 내부

로부터의 위기이다. 반면 에피소드 <구원의 마왕>의 ‘형용할 수 없는 아

득함’의 존재는, 그러한 시스템에 틈이 있고 그 틈을 통해 시스템 바깥의

존재가 틈입할 수 있어, 시스템이 언제나 파열될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스템 외부로부터의 위기이다. 이처럼 시스템 내부

의 모든 존재들은 단순히 시스템으로부터의 위기뿐 아니라, 시스템 외부

로부터의 위기라는 이중의 파국으로부터 생존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시스템 안팎의 위기를 읽어온 김독자는 시나리오 수행에 착수

하기보단, 시나리오의 빈틈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모

색한다. 에피소드 <73번째 마왕>의 메인 시나리오에선 자신이 마왕이

된 뒤 동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시나리오에서 추방되지만 성좌로 남

아 다시 동료들과 재회하며, 에피소드 <구원의 마왕>에선 이계의 신격

의 왕인 ‘은밀한 모략가’와 ‘이계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계의 신격인

‘형용할 수 없는 아득함’으로부터 동료들을 지킨다. 이처럼 생존을 요구

하는 시나리오에서 희생의 방식으로 동료들을 구하고74) 시스템의 불완

74) 『전독시』의 독자들 사이에선 이와 같은 김독자의 희생과 희생을 통한 동료의 구원
을 일컬어 ‘구원튀’라고 불리운다. 구원을 하고 튀어가는(-도망가는) 김독자의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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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폭로하는 김독자의 선택은, 위의 인용문에서 ‘은밀한 모략가’가

충고하듯, 성공한다 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이야기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실패의 흔적이 남을 것이란 독자의 대답은, 동기가 목적

에 선행할 때 쓰여질 수 있는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환기한다.

유중혁의 배후로 성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망연한 표정으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쿠구구구구!

세상의 빛을 삼킨 용의 거체에 <스타 스트림>의 개연성이 모이고 있었다.

[저건 대체······.]

묵시룡의 부활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시나리오에는 사건이 필요하고, ‘묵시룡’은 사건

그 자체다. <스타 스트림>의 의지가 사건을 원하는 한, 묵시룡의 부활은 정해진 것이다.

원작에서도 이 부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여기서 얼쩡거리며 전대의 묵시룡을 찾아 헤맨 것. 용의 설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그리고 심연의 흑염룡이 자신의 격을 희생하며 질 싸움을 이어간 것, 그것은

모두······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거대 설화, ‘묵시록의 최후룡’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Episode 77. 최후룡 (2) 중에서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가 작품서사를 바꿔나가는 양상이 두드

러지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최후룡>이다. ‘최후룡’은 에피소드 <묵시

록>에서 부활한 묵시룡을 의미한다. 묵시룡의 부활은 그간 있었던 시나

리오 및 설화들의 선악을 가르는 히든 시나리오 ‘선악의 이중주’에서부터

예정된 재앙이었다. 자신들이 쌓은 설화가 선과 악 중 어디에 속할지를

선택해야 했던 김독자와 동료들은 결국 선도 악도 아닌 49.5% 대 49.5%

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 스타스트림의 의지로 성운 <에덴>과 <마계>

가 세계 선악의 위상을 가르는 80번째 메인 시나리오 ‘성마대전’이 열린

오 수행 패턴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독자의 선택을 단지 ‘희생을 통한 구원’의 단위로
만 이해할 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희생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형식의 반복은 분열(division)을 야기한다. 희생을 한 번 더 희생할 때 희생
자체가 의미로 완결되지 않는 공백으로 남게 되고, 그러한 공백은 시나리오의 (불)가
능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처럼 희생의 희생을 통해 시나리오 내부에 드러난 공백으로
인해, 김독자는 기존의 세계 내부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야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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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과 악 중 하나를 택해 적을 섬멸함으로써 선악의 균형을 정비하는

성마대전에서, <에덴>과 <마계>의 각 대표들은 선악을 가르기 전에 시

나리오의 지형도를 조작해, 선과 악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김독자와 동

료들을 굴복시키고자 한다. 한편 김독자와 동료들은 선과 악 중 어느 하

나를 택하는 대신, 선 안에 든 악을 제거하고 악 안에 든 선을 자처함으

로써, 시나리오 내부에 혼돈 수치를 늘린다. 그 결과 ‘한 번의 꼬리짓에

별들이 추락하고 세계의 한 방위(傍位)가 사라지’75)는 만큼 스타스트림

전체의 재앙인 묵시룡이 최후룡으로 부활하게 되며, 모든 성좌와 화신들

이 재앙을 직면하게 된다.

이전까지의 에피소드에서 김독자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동료를 구하

고, 시나리오의 빈틈을 공략해 『멸살법』의 작품서사에 개입해왔다. 그

런데 에피소드 <선악의 이중주>에서부터 <최후룡>에 이르기까지의 김

독자는, 동료들과 쌓은 설화가 시스템의 체계 속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성좌들을 자신의 이야기에 참여시킴으로써 『멸살법』

의 작품서사를 전면적으로 개작한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들 설화의

전개에 호기심이 생긴 성좌들도 그 이야기에 함께하고자 시나리오에 참

여하게 되고, 결코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으려는 김독자와 동료들의 설화

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성좌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제거하고자 시나리오

내부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제 김독자와 동료들의 설화는 더 이상 그

들만의 이야기로 서술되지 않는다. 스타스트림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읽

고 쓰게 된 이야기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선과 악의 불분명한 구분으

로 혼돈의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묵시룡이 깨어날 것이었음을 예

견한 위 인용문의 진술은 선과 악, 외부와 내부, 진실과 사실 등 이항대

립의 구조로 집적된 시스템의 체계 내에 이미 항상 재앙이 예정되어 있

었음을 의미한다. 김독자는 그러한 예정된 재앙의 자리에 성좌들을 초대

함으로써, 선과 악으로 규정되었던 성좌들의 방위가 재앙을 맞아 새롭게

규정될 여지에 놓여있음을 공시한다.

이처럼 시나리오의 빈틈을 찾아 결정을 지연시키고, 시나리오의 불완

75) [Episode 76. 묵시록 (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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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폭로하여 성좌들 모두를 시나리오 내부로 유치시키는 김독자의

방법론은76), 그 자체로 어떤 의미체계 내로 환원될 수 없는 일종의 ‘혼

돈’을 야기하며, 그것은 작품 내에서 ‘묵시룡’이라는 재앙의 형태로 육화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과 재앙조차 이미 시스템의 일부로 운영되던

결핍일 뿐, 진정한 의미의 혼돈 또는 재앙일 순 없었다. ‘마지막 시나리

오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재앙의 여파가 닥친다는 설정과 신화급

성좌들은 이미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진술은, 이러한 재

앙이 오히려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불완전성을 드러내기 보단, 시스템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김독자는 그것이 이미 ‘내부적’

인 이상 결코 시스템에 틈을 만들 수 없음을 드러냄으로써, 김독자는 내

부적 재앙이 아닌 외부적 재앙인 ‘형용할 수 없는 아득함’을 시스템 내부

로 출현시킨다. 시스템 내부의 재앙과 시스템 외부의 재앙을 서로 마주

보게 함으로써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불완전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두 재앙의 격돌이 일으키는 광풍에 의해, 그 자리의 성좌들

과 화신들, 도깨비들은 붕괴되는 시나리오로부터도 눈을 떼지 못하고, 도

래하는 혼돈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불가독의 광경을 그저 응시

하고 읽어낼 수밖에 없는 ‘독자’로 위치하게 된다.

“그건 설화에 참가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겠죠.”

이 세계에는, 그 ‘설화’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오직 설화의 소모품으로만 쓰이며, 단 1퍼센트의 지분도 나눠 받지 못하는 자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실패한 이들에게도, 설화는 허락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조차 잊은 이들은, 이제 시나리오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스타 스트림>이 그들의 입을 틀어 막고, 그들의 언어를 불가해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

문이다.

76) 에피소드 <최후룡>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김독자가 작품서사를 바꿔나가는 방법론
은, 선과 악에 비유되었듯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식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의 원리에, 혼
돈을 가중시켜 수용과 배척의 결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일단 지연이 결정되고
나면 결정의 불가능성 자체가 폭로된다. 선악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성좌들은 별다
른 의심 없이 선악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화신들의 시나리오 수행을 시청하거나 평
가하는 관객의 위치에 자리한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자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경험
하게 되면서, 성좌들은 다시금 새롭게 자리를 찾아야 하는 생존의 위기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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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인가?]

여전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투전승불이 나를 보며 물었다. 정확히는, 내 몸 전체에서

일렁이는 혼돈의 힘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그대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이계의 신격’이 되겠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 Episode 83. 독자의 화신 (3) 중에서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가 작품서사를 바꿔나가는 양상이 두드

러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는 <독자의 화신>이다. 에피소드 <독자의 화

신>은 성마대전 이후 두 재앙의 격돌 속에서 시스템 바깥의 인물인 이

계 신격의 왕 ‘은밀한 모략가’에게 잡혀간 김독자가, 스타스트림 바깥의

이야기꾼인 ‘혹부리 왕’과, 이계의 신격들 역시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맺고, 시스템으로 돌아와 진행중이던 94번째 메인 시나

리오 ‘서유기 리메이크’에 참여하여 다시 동료들과 합류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김독자는 혹부리 왕과, 동료들과 합류하는 조건으로, 100일

내에 자신이 김독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스타 스트림>의 주요 거대

설화에 ‘이계의 신격’들을 소모품이 아닌 설화적 존재로 등장시킬 것을

약속한다. 만약 거대 설화 내에서 이계 신격의 지분을 30% 이상 채우지

못할 시, 김독자 역시 ‘이계의 신격’이 되어 그동안 쌓아온 이야기를 모

두 잃고 시스템 밖으로 추방된다는 조건이었다.

원작 [서유기]의 내용을 각색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얻는 팀이 승리하

는 시나리오 ‘서유기 리메이크’에 김독자는 우연히 동료들이 각색한 [은

퇴한 SSSSS급 손오공이 되었다]란 팀에 참여하여 ‘은퇴한 손오공’의 배

역을 맡는다. 은퇴한 손오공은 이제 동료들의 보호 하에 편안한 서유기

의 여정을 밟는다는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 각본에서, 김독자는 적으로

등장하는 요괴들이 시나리오를 위해 스타스트림에서 소모품으로 사육되

는 이계의 신격들이었음을 간파하고, 팀원들에게 요괴들과 함께하는 각

본을 써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요괴들과 함께하게 된 그들의 서유

기가 큰 인기를 얻으나, 여전히 설화 내 이계의 신격의 지분이 충분치

못함을 감안한 김독자는, 스스로가 이계의 신격이 됨으로써 자기 배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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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이계의 신격의 지분으로 환치하고자 한다. 위의 인용문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설화 내 이계의 신격의 지분을 높이고자 했던 김독자의 선

택을, [서유기]의 주인공이자 스타스트림의 최강 성좌 중 하나인 ‘손오공’

이 강림하여 반문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해 김독자가 스타스트림에서 잊혀진 존재들인 이계의 신

격을 시스템 내부로 복귀시킴으로써, 시스템이 배제해온 이야기의 가능

성을 복원하는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스타스트림에서 이야기를 상실한

존재들은 이계의 신격이 되어 시스템에서 버려지거나 다른 이야기를 위

한 시나리오의 소모품으로 소비된다. 시스템의 입장에서 이들의 갑작스

런 현현은 앞서 살펴보았듯 혼돈 내지는 재앙으로 취급될 뿐이다. 그러

나 그들이 이야기를 가진 존재들이었고 버려지면서 다른 이야기를 위한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개연성의 검열을 벗어난 이야기의 무의

식임을 의미한다. 스타스트림은 오직 개연성이라는 욕망에 의해 작동하

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충동을 계속해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선 충동의 방어로서 시스템이 개연성을 욕망한다고도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조차 잊은 이들’에게도 기회가 부여되어

야 한다는 김독자의 진술은, 독자로 인해 바뀌는 작품의 서사가 배제를

배제하는 이야기임을 의미한다.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단 하나의 설화’가 완성되기 위한 대가.

그 알량한 기승전결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살아왔다.

[당신의 ‘히든 시나리오’가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설화들이 당신의 ‘결’을 원합니다!]

[<스타 스트림>의 모든 성좌들이 당신의 ‘결’이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빌어먹을 이야기의 끝을 보아야만 한다.

- Episode 91. 단 하나의 설화 (3) 중에서

여기까지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가 작품서사를 바꿔나가는 양

상을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읽어보았다. 에피소드 <구원의 마왕>에

서 김독자는 생존을 요구하는 시나리오에서, 희생함으로써 시나리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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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균열을 냈고,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의 가능성을 모

색했다. 에피소드 <최후룡>에서 김독자는 희생을 통해 얻은 설화가 시

스템 내 어느 체계에 포섭될 수 없도록 하여, 시스템 내 모든 존재들을

자기 설화에 연루시켰고, 시스템 안팎의 재앙을 통해 시스템의 불완전성

을 폭로했다. 에피소드 <독자의 화신>에서 김독자는 이야기의 잔해로서

시스템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들인 ‘이계의 신격’을 시나리오 내부로 유입

시켜 시스템의 억압을 배제했다.

이처럼 시스템 내부에 틈을 만들고, 불완전성을 폭로하여, 억압된 존재

들을 해방시키는 김독자로 인해, 개연성으로 이루어진 시스템과 그 시스

템의 질서 위에 군림한 성좌 및 관리자인 도깨비들의 체계는 해체될 위

기에 놓인다. 체계가 해체될 위기에 놓인 이들은 다시금 자기설화를 개

척하기 위해 시나리오 내부로 위치하게 된다. 성좌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가 진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 내부에 유입되고, 도깨비들도 자신의 설화

를 선택하여 최후의 이야기를 전개하게 된다. 위의 인용문은, 이렇게 시

스템 안팎의 모든 존재를 시나리오 내부로 결부시킨 김독자가 점차 원작

의 『멸살법』과 다른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에 의해 새롭게 완성되는 세

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원작 『멸살법』의 결말에서 1863회차 유중혁

은 홀로 세계의 끝을 본다. 한편 999회차의 유중혁은 자신을 대신해 동

료들이 세계의 끝을 보게 한다. 원작 『멸살법』에선 이들 두 회차의 유

중혁만이 세계의 끝에 근접한다. 그러한 『멸살법』을 읽어온 독자로서

김독자는 독단적 생존을 통해서도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도 세계의 끝에

도달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모두를 구할 순 없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거듭한다. 그런 독자에 의해 새롭게 쓰여지는 『멸살법』이

갖는 의미를 에피소드 <끝의 시작>, <지켜야 할 것은 모두 지켰나>,

<가장 오래된 꿈>을 통해 읽어본다.

마침내 외신왕이 되었을 때,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당신은 ‘이야기의 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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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의 설화가 산산이 조각나는 듯한 감각.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시나리오에

서 추방되어 ‘이야기의 지평선’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형의 존재가 되었어도 시나리오 바깥으로 추방되지는 않았

다는 것이었다.

[당신은 최종 시나리오의 보스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혼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계관의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 느꼈던 고독감을 기억한다. 이 우주에서 오직 나만이 외따로 떨어진 기분. 영원

히 이해하지도 이해받지도 못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느낌.

하지만 그 느낌 역시, 처음 마주한 감정은 아니었다.

「“······일보 기자입니다.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쟤가 걔야. 살인자 아들.”」

그러니, 이 역할은 내가 맡아야 했다.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나였으니까.

그것이 ‘멸살법’이란 이야기의 결말을 읽은 대가니까.

- Episode 94. 끝의 시작 (2) 중에서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에 의해 새롭게 완성되기 시작한 세계

의 양상은 에피소드 <끝의 시작>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에피소드

<끝의 시작>은 98번째 메인 시나리오인 ‘대멸망 시나리오’를 마친 김독

자와 동료들이 99번째 메인 시나리오인 ‘마지막 시나리오’ 지역에 들어왔

을 때, 이제 이 세계선을 버리고 성좌들과 함께 다음 세계선으로 넘어가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설화인 ‘씨앗’이 되라는 대도깨비들의 제안을 거

절하면서 시작된다. 김독자가 완성하고자 했던 세계는, 시스템에 의해 버

려지거나 잊혀지는 이야기가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 그가 대도깨비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서, 현재 세계선으로부터의 ‘탈주’였던 99번째 메인

시나리오는 이제 ‘이야기의 적인 김독자를 살해하라’는 미션으로 갱신된

다. 이러한 시스템의 의지에 따라 김독자는 모든 이야기를 파멸시키는

‘외신왕’으로 현현하여 모든 성좌들, 화신들, 도깨비들의 적, 즉 ‘이야기의

적’이 된다.

시스템은 반드시 ‘단 하나의 설화’를 필요로 한다. 스타스트림의 모든

시나리오는 오직 그것의 생산을 위해 집행될 뿐이다. 단 하나의 설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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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던 김독자와 동료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시스템의 체계를 거부했다.

따라서 시스템은 그 핵심인물인 김독자를 ‘이야기의 적’으로 만들어 굴복

시키고 그의 이야기를 체계 내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야기의 적이란,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들이 자신의 서사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의 정지가 곧 이야기

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야기 내부에서 지속되던 서사

를 정지시키되 이야기 자체는 계속되어야 함으로써, 마땅히 도래했어야

할 서사를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한 지연의 결과 서사는 마

치 위 인용문의 ‘괴물’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현현하는데, 이러한

괴물의 현현으로 인해 시나리오 내부에서 이야기를 지속해야 하는 모든

서사적 존재들은, 자신들의 서사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으로 인해 김

독자가 구현하는 ‘단 하나의 설화’의 내부에 유입된다. 그러나 이때 ‘단

하나의 설화’는 시스템 내부로부터 유출되었음에도 시스템이 온전히 소

화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멸살법』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단 하나의 설화’를 필요로 하며, 자

신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시나리오를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음을 예측했

던 김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적이기를 자처한 까닭은 여기

에 있다. 이야기를 살아가는 건 등장인물이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독자들이다. 김독자가 완성하

고자 했던 세계는 시스템 바깥에 별도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이야기

를 읽는 독자들로 인해 시스템의 내부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세계였다.

따라서 김독자는 이야기의 적이 됨으로써 시나리오 내부에 스타스트림의

모든 독자들을 연결시키는 단 하나의 이야기를 구현한다. 그리고 전대미

문의 결속으로 인해 시나리오는 어떤 특정한 의미로도 환원될 수 없는

“■■”의 형태로 갱신되는데, 이것이 김독자가 만든 최초의 시나리오이

다. 모든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가 계속되는 곳. <끝의 시작>이란

에피소드의 제목은, 이처럼 개연성에 의해 이야기가 걸러지는 시스템의

끝과, 모든 이야기가 공존할 수 있는 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실은, 이 모든 것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채 내게 넘어온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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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행들과 함께 벽을 향해 달려갔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내가 완성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전용 스킬, ‘독해력’이 극한으로 발동합니다!]

과열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나는 눈을 똑바로 뜬 채 벽을 노려보았다.

[최후의 벽] 위로 적힌 설화들. 머릿속으로 그 설화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설화와 설화가

연결된 방식이 보였다. 설화 속에 교묘히 장치된 요소들이 보였고, 다시 그것을 둘러싼

맥락들이 보였다.

「소설 속에 등장했지만, 끝내 사용되지 않은 것들.」

그러자 그 자체로 완벽해 보이던 이야기의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 언젠가 회수되어야 할 것들.

오직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

「김독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새로운 특성을 개화하였습니다!]

[특성, ‘복선 회수자’가 발동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의 입장에서 지켜본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

의 빈 틈새.

- Episode 98. 지켜야 할 것은 모두 지켰나 (4) 중에서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에 의해 새롭게 완성되는 세계의 원리

는 에피소드 <지켜야 할 것은 모두 지켰나>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이

에피소드는 마지막 시나리오를 갱신한 김독자와 동료들이, ‘방주’를 타고

멸망하는 세계선으로부터 벗어나려던 성좌들을 격파하고 ‘도깨비 왕’이

지키는 ‘최후의 벽’에 도착해 그 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이

야기이다. 최후의 벽을 부수러 온 김독자에게, 스타스트림의 모든 개연성

을 관장하는 도깨비 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야기의 왕이 될 것을 제안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세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이

세계의 끝인 ‘종장’을 볼 수 없게 된다. 김독자는 이러한 도깨비 왕의 권

유를 물리치고, 이야기의 끝인 ‘종장’을 보기 위해 스타스트림의 모든 것

이 기록되고 있는 최후의 벽 끝단을 쫓아간다. 활자가 끊임없이 이어지

는 최후의 벽의 끝단에 도착한 독자는 계속해서 쓰여지는 활자들 사이에

서 ‘틈새’를 발견하고, 그것을 독파하여 마침내 벽을 부순다. 벽이 부숴지

자 스타스트림의 시간도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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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피소드에서 김독자가 도깨비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작품

내부의 독자가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

여준다. 도깨비 왕의 권유는 독자로서 스타스트림의 세계를 읽어왔고, 등

장인물로서 그 세계를 몸소 살아온 김독자에게 매혹적인 것이었다. 『멸

살법』의 유일한 완독자로서 김독자는 누구보다 이 세계를 사랑했으므

로, 그 누구보다 이 세계가 끝나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타스

트림에서 김독자가 동료들과 함께 쌓아온 설화는 그 누구보다 간절히 그

세계의 끝을 바라고 있다.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는 것과 이야

기의 ‘종장’을 보는 것 사이에서, 김독자가 영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의 의미체계에 편입되고자 할 때 그가 원하는 이야기의 ‘종장’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자의 선택은 이야기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그 이야기가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일반 독자의 심

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독자에게 있어, 이미 쓰여진 모든 이

야기들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로 인해 가능했음을, 김독자의 선택

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김독자가 최후의 벽을 해체하는 장면 또한 독자에 의

해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최후의 벽은 스

타스트림의 모든 설화들을 결속시킴으로써 시스템을 가능케해주는 설화

들의 의미체계 그 자체였다. 그동안 다른 세계선에서 결말을 본 999회차

유중혁의 동료들과 1863회차 유중혁은 최후의 벽에 도착했을 때 끝내 벽

을 열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세계선을 떠도는 이계의 신격이 되어야 했

다. 그러나 김독자는 『멸살법』을 읽어온 독자였기 때문에, 주인공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작가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

었다. 이전 회차와 이번 회차의 유일한 차이는 독자의 유무에 있다. 설화

들의 의미체계이자 스타스트림 그 자체라고도 묘사된 최후의 벽으로부

터, 김독자가 ‘이야기의 빈틈’을 독파해 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독자의

텍스트 횡단을 통해 고정된 의미가 해체되는 작품서사의 모습을 비유한

다. 그렇게 불가능해진 작품서사의 내부에서 독자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

되는 이야기는, 이후 김독자와 동료들이 현실과 작품 세계의 구분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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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벽 안의 심연(Abyss)에 들어가 마주치는 현실, 즉 어떠한 의미론적

기반도 근거도 없이 오로지 독자의 심연으로부터 완성되는 세계를 의미

한다.

[현재 당신이 보존한 기억은 ‘51.00%’입니다.]

나는 쓰게 웃었다.

“이 방법밖에 없었잖아.”

허공을 올려다보자, 밀려 있던 메시지 로그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당신은 ‘최종 시나리오’를 클리어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계의 비밀을 모두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꿈’이 부재중입니다.]

[꿈이 계속되지 않으면 세계의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였다.

[당신은 ‘가장 오래된 꿈’의 자리를 대신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꿈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이 꿈을 멈춘다면, 세계는 영원히 동결될 것이다.

「잔혹한 일이었다. 가까스로 행복해질 수 있게 된 세계가, 영원히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미 태어난 우주였다.

그럼에도 그 우주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

는 역에 도착했다.

- Episode 99. 가장 오래된 꿈 (5) 중에서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에 의해 새롭게 완성되는 세계의 구조

는 마지막 에피소드인 <가장 오래된 꿈>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꿈’은 최후의 벽 너머 있다고 여겨지는 스타스트림의 근원이자,

원작 『멸살법』의 유중혁을 계속해서 회귀시켰던 배후성이기도 하다.

최후의 벽을 부수고 제 4의 벽 안으로 들어간 일행들은, 그 안의 심연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내려간다. 그 곳은 다름 아닌 3호선 대화행 지하철

안이었고, 플랫폼에 내리자 그곳엔 ‘가장 오래된 꿈’이 앉아있었다. 그런

데 가장 오래된 꿈은 다름 아닌 『멸살법』을 읽으며 자신의 괴로운 현

실을 견뎌왔던 어린시절의 김독자였다. 어린시절의 독자는 『멸살법』을

읽고 자신이 등장인물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꿈꾸어 스타스트림의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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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비극을 끝내기로 동료들과 약속한

김독자는, 그러한 자신을 죽임으로써 가장 오래된 꿈을 멈추고자 한다.

그러나 원작의 유중혁은 그 어린 꿈을 용서하며, 그를 데리고 사라진다.

가장 오래된 꿈이 끝난 스타스트림은 붕괴되지만 김독자는 자신이 바꿔

온 시스템이 붕괴되어도 동료들과 함께했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동료들과 함께 하는 ‘49%’와 그 세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51%’로

나뉜 뒤, 51%의 김독자로서 가장 오래된 꿈의 자리를 대신한다.

『멸살법』의 세계관을 형성한 ‘가장 오래된 꿈’의 정체가 『멸살법』

을 오랫동안 읽어온 어린 독자였고, 그런 자신을 죽임으로써 김독자가

그 세계를 멈추고자 하는 장면은, 독자에 의해 완성되는 세계가 갖는 이

중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 구조는 두 방향의 세계로부터 직조된다. 첫째,

어린 독자의 시각에서 완성되는 세계이다. 어린 독자는 괴로웠던 현실을

견디게 해준 『멸살법』의 인물들, 성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유중혁의

나이가 된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꿈꾸게 된다. 그러한 상상

을 통해 만들어진 인물이 김독자였고, 김독자가 동료들과 함께 하는

『멸살법』이었다. 요컨대 그 세계는 독자가 읽고 상상함으로써 완성된

세계이다. 그런데 현실에 소설 속 세계가 덧씌워지며 생존을 도모하게

된 김독자가 마침내 동료들과 최후의 벽을 넘자 어린 독자의 상상은 현

실이 된다. 그것이 둘째, (김)독자에 의해 완성된 세계를 읽은 독자로 인

해 완성되는 세계이다. 어린 독자를 만난 김독자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 모든 비극을 끝내고자 했지만, 최후의 벽이었던 현실을 넘어왔기 때

문에, 이미 꿈은 끝이 난 상태였다. 이렇게 독자에 의해 완성된 세계는,

독자가 읽었기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고, 동시에 독자에 의해 완성되

었기에 비로소 독자가 읽을 수 있었던 이중의 구조 속에서 구현된 세계

이다.

독자에 의해 새롭게 완성되는 세계의 중층성은 자신을 49%와 51%로

나누어 각각 ‘종장’과 ‘영원’에 배분한 김독자의 선택을 통해서 더욱 분명

해진다. 꿈이 끝나면 꿈이 멈추듯, 이야기가 완결되고 나면 이야기 속 세

계는 그대로 정지한다. 만약 그 이후에도 그 이야기가 이어지려면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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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김독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사라진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하

는 식으로 누군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상상해야만 한다. 동료들과 함

께 이야기를 만들어온 김독자는 ‘종장’을 이루고 싶었고 동시에 동료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영원’히 멈추지 않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상상해줄 독자가 필요했고, 그 결과 자신을 동료

들과 함께하는 기억으로 남는 ‘종장’의 49%와 그 기억이 영원할 수 있도

록 독자가 되어 읽는 ‘영원’의 51%로 나눈다. 이때 종장과 영원은 서로

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두 독자의 차율인 2%

는 단순히 독자로 인해 가능했던 ‘종장’과 ‘영원’의 알력 차이로 이해될

수 없으며, 각각 ‘종장’을 원하는 49%의 독자에게 결핍된 1%와, 그들 이

야기의 ‘영원’을 바라는 51%의 독자에게 잉여된 1%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1%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라며 그 이야기

너머를 상상하는 독자로 인해 영원히 끝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자체의 틈인 것이다.

여기까지 『멸살법』 내부에 들어선 독자에 의해 새롭게 완성되는 세

계의 양상을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읽어보았다. 에피소드 <끝의 시

작>에서 김독자는 '이야기의 적'이 됨으로써 스타스트림 내 모든 존재들

의 서사를 정지시키고, 시나리오를 갱신함으로써 시스템 내부로부터 모

든 이야기가 가능한 단 하나의 이야기를 분리해낸다. 에피소드 <지켜야

할 것은 모두 지켰나>에서 김독자는 도깨비 왕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작품서사를 정지시키고, 최후의 벽을 부숨으로써 독자의 텍스트 횡단을

통해 작품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진 이야기를 구현한다. 에피소드 <가장

오래된 꿈>에서 김독자는 51%의 가장 오래된 꿈을 자처함으로써, 그러

한 이야기의 구현이 독자에 의해 영원히 닫히지 않는 1%의 틈으로 인해

(불)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김독자에 의해 『멸살법』 내부에서 새롭게 완성되는 작품서사

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멸살법』의 작품서사와 별도의

시공간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 아닌, 스타스트림 시스템 내부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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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가 시나리오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된다. 따라서

그것은 일단 시스템이란 기원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미

항상 시스템의 체계 내로 편입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파생된 시나

리오는 동시에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불)가능하게 틈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틈의 발견은 텍스트를

횡단하는 독자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독자에 의해 새롭게

쓰여지는 작품서사 조차도, 이미 항상 그 안에 1%의 ‘틈’을 내재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독자에 의해 가능해지는 작품서사의 ‘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작

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 본론2.1에서 분석한 스타스트림

의 독자들을 접목해 『멸살법』에서 구현되고 있는 작품 내부의 독자와

서사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멸살법』 내부의 세계관인 스타스트림의

독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음으로써 독자가 되었다. 『멸살법』 외부의 독

자인 김독자는 그러한 스타스트림의 독자들을 읽어온 독자였으며, 『멸

살법』이 현실에 덧씌워지며 『멸살법』 내부의 세계관인 스타스트림의

내부에 들어온 독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로 인해 원작의 『멸

살법』과 점차 다른 『멸살법』이 구현되었고, 그렇게 달라진 『멸살

법』은, 『멸살법』을 읽은 어린 독자의 꿈에 의해 현실이 된 소설이었

음을 서술한 『전독시』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이처럼 『멸살법』의 내부와 외부에 반복되는 독자의 위상은 서로 엄

밀히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들 독자는

시나리오의 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멸살법』의 독자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론 『전독시』의 독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독자가 다 같은

독자는 아니며, 그렇다고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러한 독자에 의해 작품서사 또한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발생시키는 시나

리오가 되기도 하고, 스타스트림 시스템이 되기도 하지만, 원작의 『멸살

법』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원작을 포함해 새롭게 서술된 『멸살법』을

내포한 『전독시』가 되기도 한다. 본론에서 『멸살법』과 『전독시』의

독자들을 각각 내부와 외부로 분류했던 까닭은 『전독시』에 구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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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러한 작품구조에 진입하기 위함이었다. 그 구조를 조금 더 명료

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도식을 그려보았다.77)

세 도식에서 공통적으로 ‘P’는 영어 ‘Piece’의 약자로, 작품 또는 그 서

사의 일부 조각을 의미하며, ‘R’은 영어 ‘Reader’의 약자로 독자를 의미한

다. 아직 P가 반드시 특정 작품을 지시한다고 볼 순 없지만, 논의의 편

의를 위해 P를 작품서사로 고정한다. P와 R의 제곱근 자리에 매겨진 숫

자는 각각 독자와 작품의 순서를 구분하기 위한 표기이다. 가령 P1의 경

우 첫 번째 작품에 해당하며, R2의 경우 두번째 독자에 해당한다. 이들

부호에 『전독시』의 작품서사와 독자를 대입해보면, P1은 시나리오 R1

성좌, 화신, 도깨비 등 스타스트림 내부의 독자들, P2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원작의 『멸살법』 R2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어린 독자, P3은 그

런 독자에 의해 쓰여진 『멸살법』 R3은 그러한 독자에 의해 쓰여진

『멸살법』을 읽게 된 『전독시』의 독자들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수 있

다. 우선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도식 1>을 살펴보자.

77) 이들 도식은 『전독시』에 드러난 독자와 작품서사의 관계 속에서 ‘틈’의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그린 것이다. 그러나 틈의 가시화 내지 도식화는 재현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실패할 그 일
을 시도조차 않는다면, 연구라는 건 자기 안에 더 큰 모순을 끌어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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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1>은 독자가 작품서사의 관계를 P와 R의 수식으로 표현한 것

이다. 이 수식은 ‘어떤 작품서사 Pn은 그것 이전의 작품서사 Pn-1를 이전

의 독자 Rn-1가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이 명제는 작품서사의 최소 단위로서 형태소를 상정하고, 독자로 인한

그것의 은유 범위를 일정 단위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해 첫번째 수식을 읽어보면, P2 ⊇ P1↔R1에서 P2에 해당하는 원작

의 『멸살법』은 R1에 해당하는 성좌, 화신, 도깨비 등 스타스트림 내부

의 독자들이 P1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읽음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두 번째 수식에서 P3에 해당하는 김독자에 의해 새롭게 쓰여진

『멸살법』은 R2에 해당하는 어린 독자가 P1↔R1에 해당하는 원작의

『멸살법』을 읽음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이들 도식으로

부터 작품서사의 ‘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긴 어렵다.78)

<도식 2>는 <도식 1>의 수식을 2차원 평면도 위에 옮겨놓은 것이다.

가장 안쪽의 원에 해당하는 작품서사 P1이 그 바깥의 작품서사 P2와 다

시 그 바깥의 작품서사 P3으로 반복되어지는 양상은, <도식1>에선 포착

하기 어려웠던 ‘틈’의 양상을 가시화한다. P2를 예로 살펴보자. P2가 P3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R2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P2는 이미 P1에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R2를 필요로 한 바 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독자를 이번엔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로 한다는 점에

서, R2는 P2를 내부에서 여는 P2의 틈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

된 P2는 또 다시 R2에 의해 열리게 된다. 이때 Rn과 Rn-1은 Pn을 가능하

게 하는 조건, 즉 독자가 작품서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틈’으로 작용하

고 있다. 독자로 인해 작품서사 Pn은 이미 항상 그 안에 Pn-1과 Pn+1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78) 소쉬르는 언어 체계를 '기의'로부터 독립된 '기표들의 연쇄'로 파악한다. 반면 라캉
은 그들 기표 간의 연쇄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로서의 ‘objet a(오브제 아)’를 주장하
였는데, 이전 기표(위의 도식에선 P1)와 다음 기표(P2)는 그들 간의 직접적 연계를 통
해서가 아니라 objet a를 경유하여서만 연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objet a 는 곧 이
전 기표와 다음 기표의 ‘사이’로 이전 기표에서 다음 기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주
는 '사라지는 매개자'이다. 그것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미 차원에서의 재현이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를 <도식1>의 맥락으로 옮겨본다면, P1에서 P2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R1이고, 이는 작품서사 R2의 가능성이자 작품서사 P1의 불가능성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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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3>은 <도식 2>의 경과를 수직의 시간 선 상에 세워놓은 것이

다. 그럼으로써 P와 R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중첩과 이행의 양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얼핏 보기에 P와 R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되며, 과거

로 내려갈수록 점차 한 점에 수렴한다. 그렇다면 이는 P와 R이 결국 가

장 협소한 단위의 의미소 차원에선 공통된 의미체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79)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나선형의 곡선 위에

서 P와 R의 위치는 고정적이지 않고, 단지 기점적으로 존재할 뿐이며

그들이 각각 정확히 어떤 지점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80) 가령 P2에

도착한 곡선을 되돌아가다보면 R2뿐만 아니라 P1과 R1까지도 P2의 가능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작품서사의 ‘틈’이란 엄

밀히 작품서사 또는 독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작품서사 또는 독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작품서사와 독자 내부의 ‘결핍’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품서사에 있어 의미의 고정 또는 닫힘은 필연적이다. 서사는 그 의

미가 닫힘으로써 비로소 작품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위의 세 도식은 그

러한 닫힘을 불가능하게 하는 열림이 닫힘의 운동 자체 내에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독자는 작품서사의 (불)가능성을 드러

내는 틈으로서 작용한다. 독자는 서사를 읽고 작품을 공고히 함으로써

작품서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능조건으로 작용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써 작품서사라는 체계를 위협하고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불

가능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갱신되는 작품서사에 의해 독자

또한 자신의 결핍으로부터 온전할 수 없다. 독자 역시 자신으로부터 달

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이미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자의

결핍을 통해 서로를 갱신하게 되는 독자와 작품서사의 관계에 있어 ‘틈’

의 발견은, 개념으로서 독자의 복수적 존재방식이 작품서사를 바꾸는 양

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79) 만약 그렇다면, 즉 그것이 단순히 의미의 확장 내지는 통합을 의미한다면 독자(R)는
작품서사(P)의 틈 내지는 타자로 작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독자(R)는 그저 작품서
사(P)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가능조건일 뿐이다.

80) 이는 P와 R의 제곱근 자리에 매겨진 숫자가 각각 독자와 작품의 순서를 구분하기
위한 표기일 뿐임을 상기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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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멸살법』으로 돌아와 ‘틈’을 중심으로 본 장의 논의를 정리해보

자. 『멸살법』 내부의 세계관인 스타스트림 시스템은 설화, 클리셰, M

MORPG, 라이브스트리밍 시스템 등 여러 단위의 서사들이 동원된다. 시

나리오의 전개에서 그들의 역학관계를 읽어나가는 『멸살법』 내부의 독

자들로 인해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

나 그들 이야기는 시스템의 멸망을 예정하고 있다. 『멸살법』의 유일한

완독자인 김독자(와 어린 독자)는 멸망이 예정된 원작의 서사를 내부에

서부터 바꿔나간다. 김독자의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 스타스트림은 완전

히 해체될 위기에 놓인다. 이처럼 작품서사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

재하는 독자를 통해 드러난 독자의 존재방식은, 독자가 작품서사의 (불)

가능성을 드러내는 조건이자 ‘틈’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틈’으로서 독자의 존재를 통해 웹소설 독자가 작품서사를 바꾸는 프로세

스를 작품 내부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식 3>을 통해 독자 또한 결핍된 존재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독자로부터 재구성된 작품서사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

는 것을, 또 다른 독자가 다시 와해시켜버리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결핍된 독자가 결핍된 타자인 작품서사를 어떻게 구

성할 것인가. 김독자는 동료들과 함께했던 자신의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나누어 49%는 동료들과 함께하며, 51%로 가장 오래된

꿈의 자리를 대신한다. 만약 그의 의도대로 세계가 지속된다면 독자는

결코 결핍된 존재일 수 없다. 그러나 49%에 결핍되고 51%에 과잉된 1%

의 틈을 읽은 또 다른 독자들로 인해, 종장과 영원을 꿈꿨던 김독자의

의도는 미끄러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결핍된 독자가 결핍된 타자인 작품

서사를 읽는 과정이 결코 결핍된 주체들의 애도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

는, 타자들이 다음 장에서 살펴볼 『전독시』의 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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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서사로 인해 (불)가능해진 독자

본 장에서는 독자가 작품서사로 바뀌는 양상을 읽어내고자 한다. 작품

서사로 바뀌는 독자는 작품서사로 (인해) 바뀌는 독자와 작품서사(의 일

부)로 바뀌는 독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작품을 읽고 작품서사에

개입함으로써 점차 작품서사의 일부가 되는 독자는, 의미론적 차원의 독

자이므로 여전히 존재 자체는 작품 바깥에서 작품을 읽는 독자로 남게

된다. 작품을 읽는 주체로서의 독자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독자 사

이에는 이미 항상 간극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서사로 인해

바뀌는 독자는 이미 항상 작품서사의 일부로 바뀌는 독자였다고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독자는 작품의 내부에서 작품서사의 (불)가능성을

결성하는 조건으로서 존재했다는 점에서 작품서사의 일부로 바뀌는 독자

에 해당했다. 그런데 독자 또한 자신이 읽음으로써 바꾼 작품서사로 인

해 그것을 읽기 전의 자신과 결코 같은 존재로 남을 수 없게 된다. 독자

에게 있어서는 작품서사가 독자를 독자로부터 달라지게 하는 틈 내지는

결핍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작품서사로 인해

독자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열린 복수태로서 독자의 존재방식을 『전독

시』 내부와 외부의 독자들로부터 읽어낸다.

『전독시』 내부의 독자들은 한수영과 유중혁 등 김독자의 동료들이

다. 이들은 본래 『멸살법』의 작가와 주인공,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인물

들이다. 그런데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에 덧씌워지면서 이들은 김독

자의 곁에서 그의 선택을 면밀히 읽어나가는 독자가 된다. 이들이 김독

자의 선택을 읽는 독자가 됨으로써 어린 독자를 살릴 『멸살법』과 어른

독자를 되찾을 『전독시』가 연재될 수 있었다. 이들 중 작가와 주인공

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각각 독자의 독자로 바뀌는 장면을 통해 작품의

결과로서 존재했던 독자를 작품의 원인으로서 참여시키는 독자의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전독시』 외부의 독자들은 실제 모바일 화면을 통해 웹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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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시』를 읽은 독자들이다. 이들은 김독자의 동료들이 연재한 『전

독시』를 읽음으로써 그 이야기의 개연성을 담보하는 독자로서 작품서사

내부로 소환된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작품 외부에서 『전독시』가 연

재될 당시와 완결된 이후 작품서사에 개입함으로써 개연성을 담보했던

독자들이기도 하다. 『전독시』 독자들의 행적을 댓글, 2차 창작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살아있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웹소설 내부에 드

러난 독자의 존재방식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3.1 ‘김독자’의 독자(들)

김독자의 독자들은 김독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방식대로 읽고 해석한

이들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김독자는 어느 날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읽어온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에 덧씌워지면서 독자로서 생

존하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멸살법』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과, 등장인물은 아니었으나 기존에 알았던 또는 새롭게 알아가게 된 인

물들을 자신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에 함께 할 동료로 삼는다. 그

렇게 김독자와 함께 멸망한 세계에서의 생존을 도모하게 된 동료들은,

김독자가 『멸살법』의 작품서사를 바꿔나가는 선택을, 저마다의 방식으

로 읽고 해석하는 독자가 된다. 독자를 읽는 독자가 되는 것이다.

그 중 본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유중혁’과 ‘한수영’이다. 이

들은 각각 『멸살법』의 주인공과 작가로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

이다. 『멸살법』의 주인공인 유중혁은 멸망한 세계로부터 회귀하던 3회

차에서 김독자를 만난다. 그는 회귀자인 자신조차 짐작할 수 없는 방식

으로 시나리오의 서사를 바꿔나가는 김독자의 선택들을 읽음으로써, 독

자를 위해 작품서사를 전개하는 주인공이 된다. 한편 웹소설 작가인 한

수영은 『멸살법』의 등장인물은 아니었지만 『멸살법』을 읽어본 적 있

는 인물이다. 그녀는 작가인 자신조차 중도에 읽기를 포기한 웹소설을

완독한 김독자의 선택들을 읽음으로써, 『멸살법』과 『전독시』를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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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된다.

주인공이 등장인물인 동시에 자신이 등장인물인 작품을 이미 읽은 독

자의 독자가 되고, 작가가 작가인 동시에 자신이 연재하게 될 작품을 이

미 읽은 독자의 독자가 되는 이러한 설정은, 두 명의 유중혁과 한수영에

의해 전개된다. 원작의 주인공으로서 유중혁과 김독자와 함께하는 유중

혁, 원작의 작가로서 한수영과 김독자와 함께하는 한수영이 그들이다. 따

라서 유중혁과 한수영의 독자적 면모는 각각의 서로 다른 자신이 김독자

의 선택을 어떻게 읽어내는가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이 둘을 통해 그

결과의 결과가 원인이 되어 또 다른 독자를 소환하고, 작가-등장인물-독

자가 서로에게 간섭함으로써, 닫히지 않는 텍스트를 구현하는 독자의 존

재방식을 읽어내고자 한다.

‘은밀한 모략가’는 그중 마지막 유중혁이었다.

【······또 다른 종장이 존재할 리가 없다.】

이미 그의 세계는 끝났다. 1863회차의 시행착오를 거쳐 도달한 ‘결’. 그는 모든 것을 잃었

고, 시나리오의 마지막을 보았다. 벽에 도달했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다.

【너의 방식으로 모든 것의 마지막에 도달해 세계를 구한다고 치자. 그러면 ‘다른 세계’

는 어쩔 셈이지?】

【네가 구원하지 못한 그 세계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은밀한 모략가’는 김독자를 1863회차로 보냈다.

그곳에서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게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 ‘원작’이라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정한 세계의 마지막이라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끝내줄게.”」

하지만 김독자는

「“나는 3회차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 남아서,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결말을 보겠어

.”」

그것을 바꾸었다.

- Episode 84. 1864 (2) 중에서

유중혁은 원작 『멸살법』의 유중혁인 ‘은밀한 모략가’와 김독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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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하는 ‘유중혁’으로 양분된다. 원작 『멸살법』에서 유중혁은 1863번의

회귀 끝에 마침내 세계의 끝에 도착하고, 웹소설은 완결이 난다. 그 다음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에 덧씌워지고 김독자는 두 번째 시나리오

<탈출>에서 유중혁을 처음 만나, 자신의 현실이 유중혁의 회귀 3회차에

해당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유중혁과 시나리오를 수행해나가던 중, 1863

회차 만에 세계의 끝에 도착한 원작 『멸살법』의 유중혁이 세계의 끝에

있는 ‘최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계의 신격인 ‘은밀한 모략가’가 되

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두 명의 유중혁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는

결과가 원인에 간섭한 결과이다.

은밀한 모략가는 마지막 회귀였던 1863회차에 도달한 유중혁을 죽임으

로써, 반복되는 회귀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비극을 끝내고자 한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살아본 적 있던 3회차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김

독자의 3회차를 보았고, 위 인용문과 같이 김독자를 1863회차로 보내 아

직 은밀한 모략가가 되지 않은 유중혁을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1863회

차로 간 김독자로 인해 유중혁은 다시 한 번 회귀하게 된다. 이때 그는

다음 회차로 넘어간 유중혁이 김독자와 함께하게 된 3회차의 유중혁이었

음을 깨닫게 된다. 즉 김독자가 있는 3회차는 1863회차로 끝난 원작

『멸살법』의 결과가 원인에 간섭하여 새롭게 발생한 회차이자 완결 다

음의 이야기, 『멸살법』의 에필로그였던 것이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인 이들 은밀한 모략가와 유중혁은 서로가 서로

를 (불)가능하게 하는 틈 내지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서로가 없었다면 각

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욕망은 무수한 회귀 끝에 부디

자신의 비극이 끝나길 바라면서도, 무수한 회귀 끝에 이 세계에서의 행

복한 결말을 바란다는 점에서 상충한다. 따라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행복한 결말에 이를 것인가’가 이들이 독자로서

갖는 문제의식이 된다. 이 문제의식을 갖고 두 명의 유중혁이 김독자의

선택을 읽어나가는 양상을, 유중혁이 자신이 소설 속 인물임을 자각하는

장면과, 유중혁이 은밀한 모략가를 추궁하는 장면, 유중혁이 51%의 독자

를 찾으러 집단회귀를 준비하는 장면을 통해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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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알고 있다. 그 책에 관한 이야기겠지.”

“······.”

“너는 그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았고, 내 삶을 유희 거리로 삼았다. 내가 더 알

아야 할 것이 있나?”

나는 변명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한 짓은, 성좌들이 한 짓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

“나는······.”

안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게 저 녀석이 느낀 배신감의 전부일까.

[해당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유중혁은 나를 기다려주었다. 마치, 자신이 끝내 찾아내지 못한 어떤 누명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재판관처럼.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을 통해 흘러들어온 유중혁의 감정이, 내 머릿속을 까마득하게 채워가

고 있었다.

내가 알아 왔던 문장들이, 내가 모르는 문장들로 덮여가고 있었다.

내가 해야 했던 말들도, 하고 싶었던 말들도 그 칠흑 같은 감정의 파도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다.

- Episode 70. 전할 수 없는 이야기 (1) 중에서

위 인용문은 자신이 『멸살법』이란 소설 속 인물이었음을 자각한 유

중혁이 김독자를 찾아가 진실을 요구하는 장면이다. 유중혁은 은밀한 모

략가가 보여준 1863회차 한수영의 기록을 읽으며 자신이 소설 속 등장인

물이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김독자를 찾아가 『멸살법』의 등장인물

이었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 것인지, 김독자가 1863회차에 넘어갔을 때

왜 자신과 함께 하던 회차를 등지고 1863회차에 남기로 한 것인지 “마

치, 자신이 끝내 찾아내지 못한 어떤 누명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재판관

처럼” 대답을 요구한다. 그 대답을 듣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김독자와

만들어온 이야기의 의미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

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자신이 주인공인 작품을 이미 읽은 독자의 독자로서 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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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 느낀 분노는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삶이 전부 소설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분노로, 유중혁과 은밀한 모략

가가 공유하는 분노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런 자신의 희생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분노로, 은밀한 모략가의 분노이다. 그

리고 셋째 1863회차로 넘어간 김독자가 그곳에 남겠다고 한 사실로부터

오는 분노로, 유중혁의 분노이다. 은밀한 모략가는 1863회차로 간 김독자

의 기록을 유중혁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중혁의 분노를 점화해 자신의 나

머지 분노를 김독자에게 청구하고자 했다. 그로 인해 김독자와 유중혁의

“전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대화에서 김독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견디게 해준 주인공에게,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유희 거리로”로 매도당하면서도 “해야 했던 말

들도, 하고 싶었던 말들도 그 칠흑 같은 감정의 파도에 묻혀” 아무 답도

할 수 없다. 질문에 답하는 순간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을 통해

유중혁의 속마음을 읽은 독자로서 유중혁을 등장인물로 취급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독자로서 그저 유중혁의 분노를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유중혁은, 김독자로부터 자신을 등장인물이 아

닌 동료로서 대우하는 소개를 받게 되면서, 소설과 다른 자신의 이야기

를 이어가게 된다. 그렇게 셋째 분노는 잠식되고 첫째와 둘째 즉 은밀한

모략가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점화된다.

“찾아올 결말이 무엇이든, 녀석이 없었다면 이 세계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너는 아무것도―!】

“오히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건 네놈인 것 같군. 네놈은 왜 이 세계선을 방해하는

거지?”

분연한 [파천검도]가 어둠을 베어낸다. ‘은밀한 모략가’의 신형이 크게 흔들리며 뒤쪽으

로 밀려났다.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고, 유중혁의 검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네놈의 목적은 대체 뭐지? 김독자가 그렇게 거슬렸다면, 왜 김독자를 진즉에 죽이지 않

았나? 김독자가 네 삶을 이용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나 역겨웠다면―”

[흑천마도]가 ‘은밀한 모략가’의 목을 겨누었다.

[성좌, ‘은밀한 모략가’가 화신 ‘유중혁’을 노려봅니다.]

두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유중혁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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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직도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이지?

- Episode 84. 1864 (3) 중에서

위 인용문은 점차 김독자를 믿게 된 유중혁이 여전히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모략가를 추궁하는 장면이다. 자기 자신인 유중혁

에게조차 “너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은밀한 모략가의

분노는, 자신이 살아온 1863번 회귀의 삶을 재료로, 누군가가 자신이 도

달한 세계의 끝과 달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며 세계의 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은밀한 모략가에게 있어 김독자와 동료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다. 따라서 그는 유중혁에게

김독자의 이야기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째, 김독자라고 버려진 모든 세계선을 구할 수 없고, 둘째, 김독자가 세

계의 끝을 보기 위해 파괴해야 할 성좌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김독자가 자신의 이야기가 영원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종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밀한 모략가의 논

리이다.

그러나 김독자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태도는 독자의 존재를 통해서 보

완될 수 있다. 은밀한 모략가가 전제한 첫째 이유에 대해 김독자는, 버려

진 모든 세계선을 구할 순 없지만 독자로서 그들을 읽을 수 있음을 역설

한다. 그 논리는 버려지는 이야기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그들을 읽음으로써 그 세계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언젠가, 누군가는 그 ‘벽’을 봐줄지도 모른다.”81)는

김독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의 논리는, 은밀한

모략가가 전제한 둘째 이유를 부정하기 어려웠던 김독자를 대신해 대답

하는 유중혁을 통해 증빙된다. 유중혁은 김독자와 함께하는 자신의 회차

가 여느 회차와도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불가능했던 이야기

가 지금까지 가능했음을 역설한다. 이 또한 등장인물이었던 자신을 버리

지 않고 동료로 읽어준 김독자의 존재로 인해, 지탱될 수 있는 논리인

81) [Episode 53. 구원의 마왕 (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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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것이 은밀한 모략가가 영원불멸의 생을 살면서도 미처 알지 못한,

틈이었다. 독자에 의해 벌어진 틈이자, 그런 독자를 읽으며 바뀌어온 또

다른 자신으로부터 벌어진 틈이다. 1863번의 회귀를 반복한 끝에 원작의

유중혁은 마침내 홀로 세계의 끝에 도착했지만 그 끝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계의 신격이 되어 다시 영겁의 시간을 떠돌아야 했다. 그런 은밀한 모

략가에게 김독자의 세계선에 대한 분노는 어쩌면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

나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단 이유만으로, 그것이 허락될 수 없음을 그 또

한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유중혁은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왜,

아직도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이지?” 라고 묻는 유중혁의 질문은, 은

밀한 모략가가 자기자신으로부터 은폐해온 대답이기도 했다. 은밀한 모

략가는 유중혁이라는 자기차이로 인해, 등장인물로부터 벗어나 김독자가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카이제닉스의 첨탑의 시계를 본 적이 있나? 초침과 분침, 시침에는 각각 다른 사람의

얼굴이 양각되어 있지. 네 얼굴도 있다.”

유중혁의 문장을 따라, 한수영은 고개를 돌렸다. 유중혁이 사생한 그대로의 세계가 그곳

에 있었다. 아마도, 유중혁은 몇 번이고 같은 원을 반복해서 돌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저딴 걸 왜 보고 있는데? 드디어 돌아버린 거냐?”

유중혁이 홀로 그리고 있었을 이 거대한 원이 안타까워서, 한수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유중혁이 말했다.

“한 번 더 뛰면.”

어느새 멈춰선 유중혁이 묻고 있었다.

“다시 한 번 더 뛰면,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한수영이 자리에 멈춰 섰다.

[화신 ‘유중혁’의 성흔이 희미한 빛을 뿜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아까 전부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

하고 싶었다.

그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

김독자를 구할 방법.

사라진 세 개의 ‘파편’을 다시 모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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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유중혁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벽’이 존재하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 그리하여, 그 시나리오의 지옥도를 다

시 한 번 걷는 것.」

- Epilogue 1. 제로의 세계 (6) 중에서

위 인용문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49%의 김독자에게 결여된 51%의 김

독자를 찾으러 유중혁이 집단회귀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마침내 모든 시

나리오가 종료된 도시에 남겨진 김독자와 동료들은 행복한 종장을 살게

된다. 그런데 한수영은 그들과 함께하는 김독자가 온전히 김독자의 기억

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고, 결여된 김독자를 찾아나서고자 유

중혁을 찾아가 그의 의견을 묻는다. 이미 그들과 함께하는 김독자에게

일부의 김독자가 결여돼 있음을 느꼈던 유중혁은, 자신을 찾아온 한수영

에게 “다시 한 번 더 뛰면,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라고 묻는다.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계선으로 함께 회귀하여, 김독자를 찾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다.

『전독시』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 장면은, 김독자의 이야기가 모

두 끝난 시점에서 독자를 읽은 독자로부터 새롭게 비롯되는 이야기의 조

짐을 암시한다. 마침내 스타스트림이 붕괴되었지만 김독자와 동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마땅히 끝났어야 할 이야기가 여전히 지속

되고 있음을 의문시 여긴 유중혁은, 김독자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 번

회귀를 준비한다. 영원불멸의 회귀를 거듭하며 오직 세계의 끝을 넘어서

고자 했던 유중혁이 이미 세계의 끝을 넘어선 지금, 집단으로 회귀하여

처음부터 영원불멸의 지옥도를 겪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중

혁의 회귀는 그가 이전의 등장인물로서 겪어야 했던 회귀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회귀는 세계의 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 김독자를 되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혼자가 아닌 김독자를 읽어온 동료들과

함께 회귀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등장인물이었던 유중혁

이 독자로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김독자의 선택을 읽어왔기 때문에 가능

하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의 회귀는 김독자의 선택이 완성한 세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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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의도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중혁의 회귀로부터 김독

자가 의도한 49%의 종장과 51%의 영원에 각각 결여되거나 초과된 1%

가 갖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김독자의 독자가 된 유중혁의 존재가,

완결된 이야기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여는 ‘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독해 가능한 ‘유중혁’의 최대 회차는 ‘999회차’입니다.]
독후감에 매겨진 점수처럼 나타난 메세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일이었나.

유중혁이 입을 연 것은 그때였다.

‘네놈이 어떻게 읽었든, 판단하는 것은 나다. 그러니 네놈은 계속해서 읽어라.’

날아드는 ‘은밀한 모략가’의 공격을 받아내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 말하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억할지는 내 자유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소리로,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네놈은, 혼자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멸살법’의 기억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와 나눈 대화였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다시 읽어요?”」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인 이야기도 있다. 보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니, 이야기도 달라지

지 않는다.

내 물음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같이 읽어 볼까?”」

같이 읽는다.

- Episode 84. 1864 (1) 중에서

여기까지 은밀한 모략가와 유중혁이 각각 김독자의 선택을 어떻게 읽

어나갔는지, 세 장면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중혁이 자신이 소설 속 인물

임을 자각하는 장면에선,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독자에게 자신이

여전히 등장인물인지 확인함으로써 김독자의 동료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유중혁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유중혁이 은밀한 모략가

를 추궁하는 장면에선, 김독자가 자신의 삶을 재료로 삼아 이율배반적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은밀한 모략가의 분노가 사실 스스로를 향한

것임을 지적한 유중혁을 통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은밀한 모략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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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착할 수 있었다. 유중혁이 51%의 독자를 찾으러 동료들과 집단회

귀를 준비하는 장면에선, 김독자가 완성한 세계의 조건이었던 회귀를 통

해, 그 이야기가 구현하는 세계에 결코 의도될 수 없던 이야기를 시작하

는 유중혁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유중혁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행복한 결말

에 이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김독자의 선택을 읽었다. 그 결과

점차 등장인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과도 달라짐으로써, 결국 김독자

가 완결한 이야기로부터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를 열어나가게 된

다. 김독자를 읽음으로써 김독자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한 유중혁이, 이번

에는 그 이야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중혁의 존재를 김독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김독자 내부의 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은, 유중혁이 스스로로부터 달라질 수 있는

자기차이로 인해 가능했음을, 원작의 작품서사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

음을 단언하는 은밀한 모략가와 김독자와 새로운 『멸살법』의 작품서사

를 서술하는 유중혁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김독자가 완성한 이야기 내부에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이야기

를 여는 독자는 유중혁만이 아니다. 유중혁은 혼자서 김독자를 읽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혼자서 세계의 비극인 은밀한

모략가를 읽어내고자 하는 김독자에게 유중혁은 독자는 어쩔 수 없이 혼

자 읽어야 함에도 그것이 결코 “혼자 읽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

다. 이는 의미로서의 독자와 존재로서의 독자 사이에 결코 단일한 의미

로 환원될 수 없는 간극이 독자의 읽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중혁은 단독 회귀가 아닌, 김독자의

선택을 함께 읽어온 동료들과 집단회귀를 함으로써 김독자의 이야기 내

부에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이야기를 김독자가 완성한 『멸살법』의 이

야기 내부로부터 연다. 이러한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낼 수 있는 다른

인물로 한수영이 있다.

“호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그런 클리셰일 수 있겠군요? 누군가 흑막일 수도 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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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뻔한 클리셰는 안 좋아하지만 말입니다.”

“음? 그건 무슨 뜻이죠?”

“솔직히 ‘장보도 보검’ 같은 클리셰는 너무 많으니까요.”

“흠······ 너무 많은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작가로서 고민이 부족한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그 말에 한수영의 표정이 미미하게 굳어졌다.

“그럼 독자 씨가 작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장보도 보검’같은 내용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저는 이름 그대로 ‘독자’라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전 결국 독자 씨도 똑같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뻔한 클리셰를 쓰고, 독자들에게 뻔한 만

족을 주는 일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누가 뭐랍니까? 꼭 작가처럼 말하시네요. 제 말은 클리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적

어도 표절 소리는 안 듣게 쓰라는 거죠.”

“표······절이요?”

“네, 표절.”

- Episode 14. 왕좌의 주인 (4) 중에서

한수영은 원작 『멸살법』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김독자는 서울

에서 왕좌의 주인을 정하는 4번째 메인 시나리오 <왕의 자격>를 수행하

던 중 한수영을 처음 만난다. 당시 그녀는 화신들 사이에서 멸망한 세계

의 미래가 담긴 책 [계시록]을 쓴 ‘첫 번째 사도’로 불리었다. 김독자는

[계시록]이 『멸살법』의 표절작이었던 [SSSSS급 무한 회귀자]임을 알

고 표절작가라고 짐작된 ‘첫 번째 사도’를 잡고자 한다. 위의 인용문은

김독자를 처음 만난 한수영이 아직 자신이 작가임을 밝히지 않은 채 김

독자와 ‘클리셰’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이다. 작가인 그녀에게 모든 이야

기는 클리셰에 불과하지만, 독자로서 클리셰는 그저 ‘고민이 부족한 이야

기’에 불과하다. 이후 페허가 된 도시에서 무법을 일삼는 방랑자들에게

붙잡힌 한수영은 김독자에 의해 구해지면서, 소설의 예상된 전개와 달리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김독자의 선택을 읽는 독자가 된다.

그러한 한수영의 독자적 면모는 두 명의 한수영을 통해 드러난다.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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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시작된 이후 그녀는 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에 근거한 전용 스킬 ‘아

바타’로 물려받게 된다. 전용 스킬 아바타는 자아와 육체를 여럿으로 나

누어 자신을 다른 인물로 복제하는 스킬이다. 그런데 이 스킬은 한 아바

타에게 너무나 많은 기억을 부담하게 되면, 그 아바타가 다른 인격을 가

진 인물이 되어버린다는 조건을 갖는다. 한수영은 초기 그런 조건을 모

르고 자신의 기억을 반 이상 부담한 나머지 자신과 다른 인격을 갖게 된

아바타 한수영을 만들었다. 이후 아바타 한수영이 1863회차 유중혁의 회

귀를 멈추고자 했던 은밀한 모략가와 ‘이계의 언약’을 맺고 1863회차로

넘어가면서, 김독자를 만나게 된다. 따라서 1863회차로 넘어간 한수영과,

김독자와 함께하는 한수영, 이렇게 두 한수영을 통해 작가로서 김독자의

선택을 읽는 독자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작가로서 한수영은 소설 속 세계에서 스스로 예정된 결말에 도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독자의 선택을 읽는 독자가 됨으로써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그것은 ‘만약에 독자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의 결과 한수영은 김독자가 완성한 이야기를 읽고

김독자를 위한 이야기 『멸살법』을 쓰게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미 그녀가 『멸살법』을 읽은 독자의 독자였기 때문에 쓰여질 수 있던

이야기이기도 했다. 이처럼 독자라는 결과가 그 원인인 작품서사에 간섭

해 집필된 이야기의 작가로서, 한수영이 김독자의 선택을 읽어나간 양상

을 첫째, 한수영이 동료들과 집단회귀 도중 세계선의 틈에 멈춘 장면, 둘

째, 한수영이 『멸살법』의 작가로 거듭나는 장면, 셋째, 한수영이 동료

들과 『전독시』를 연재해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독자로부터 김독자의

개연성을 모으는 장면을 통해 읽어본다.

틈새는 틈새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가 틈새가 아니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문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읽지 못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는 것은 아닐까.

한수영은 다시 한번 거대한 글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이번에도 새까만 입자 같은 것이 묻어 나왔다.

그것은 흑연이 아니었다.

0과 1로 이루어진, 아주 작고 고운 까만색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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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영은 글씨를 보다 강하게 움켜쥐었다.

만약 이것이 기록된 이야기라면, 그 기록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화신, ‘한수영’의 새로운 설화가 깨어납니다!]

츠츠츠츠츳!

엄청난 스파크가 터져 나와 그녀의 전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세계의 모든 문장

들이 그녀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바보 같은······ 지금 그럴 때가―!”

[설화, ‘퇴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츠츠츠츠츳!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문장을 쥐자 그 문장에 담긴 생이 전해졌다. 김독자의 생이었다. 이 문장을 [최후의 벽]

에 써넣기 위해 살아왔던 김독자의 생.

한수영은 [제 4의 벽]과 씨름하는 김독자를 향해 외쳤다.

“이건 네 스킬이잖아! 네 스킬에, 네가 먹히지 말라고!”

기록된 문장을 수정하듯, 그 문장 전체의 기틀을 잡고 흔든다. 어쩌면 그녀의 생각이 틀

렸을 수도 있다. 김독자는 혼자서도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고, 그녀의 목소리는 김독자

에게 영영 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수영은 [벽] 위에 그녀의 문장을 남겼다.

- Epilogue 2. 어디에도 없는 (5) 중에서

위 인용문은, 집단회귀 도중 세계의 틈에 멈춘 한수영이 10번째 시나

리오를 수행할 당시 김독자의 내면을 읽는 장면이다. 다음 세계선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전의 세계선을 거슬러야 하는 회귀의 특성상, 동료

들과 1864회차의 원점으로 향하던 중 유중혁과 한수영은 세계선이 꼬여

세계의 틈에 남게 된다. 그 틈은 원고지처럼 하얀 설원과 같고, 그 위로

거대한 구조물이 글자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다. 이들 글자를 자세히 읽

어본 한수영은, 그 글자들이 끊임없이 벽을 이루듯 이어지며, 일전에 10

번째 메인 시나리오 배경지 암흑성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제

4의 벽 안에 갇힌 김독자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을 읽어낸다. 집단

회귀 도중 세계의 틈에 갇힌 한수영이 그곳에서 읽게 된 그 이야기는,

그들이 지나왔으나 결코 읽지 못한 김독자, 그들이 찾고자 하는 김독자

의 또다른 이야기이기도 했다.

위 인용문에서 “틈새는 틈새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가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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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게 된다.”는 말은, 한수영이 읽어왔던 김독자의 이야기가, 당시

한수영이 읽지 못한 김독자의 이야기로 인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틈새

가 아니었던 나머지의 이야기는 한수영이 김독자와 함께 통과해온 99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한수영은 자신을 여기까지 있게 해

준 그 이야기가, 김독자 내면의 이러한 틈새로 인해 존재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제 그녀는 독자를 위해 그 틈새를 한 번 더 자신의 방식

대로 읽어나가는 독자로 거듭난다. 이 장면에서 한수영에게 새롭게 개설

된 설화 ‘퇴고 전문가’는 그녀가 김독자의 이야기를 고쳐쓰고자 하기 때

문이 아닌, 이미 특정한 의미로 닫힌 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그 이야기

의 문을 밀고(推) 두드림으로써(敲) 이미 과거가 된 그 이야기의 또 다

른 가능성을 열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읽음으로써, 무엇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

장면에서 한수영의 읽기는 그러한 물음에 답한다. 김독자가 동료들에게

남긴 49%의 김독자로부터 나머지 김독자의 부재를 가장 먼저 읽어낸 인

물은 한수영이었다. 동료들은 김독자가 원했던 바이니 49%의 김독자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하지만 한수영의 생각은 달랐다. 동료들

과 함께한 독자가 몇 퍼센트의 독자이든 여전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들을 위해 ‘틈새’로 존재하는 독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 결

과 한수영은 김독자가 완성한 이야기 내부로부터, 그 이야기에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연다. 집단 회귀의 오류로 세계의 틈에

멈춘 한수영은 김독자의 내면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외치며, 이미 닫

힌 이야기를 두드리고 틈을 낸다. 그리고 그 틈은 정확히 그 당시의 김

독자에게 들리게 되며, 결과가 원인에 간섭하게 된다.

1863회차에 달하는 삶을 모조리 쓸 수는 없었다. 1863회의 삶을 담기에 3149회의 분량은

터무니없이 짧았다. 어떤 회차는 생략해야 했고, 어떤 회차는 줄여 써야 했다.

삶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어떤 삶은 그렇게밖에 서술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일단 그것만 인정하고 나면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1863회차의 유중혁에게 온전히 건네받은 삶이 있었고, 3회차의 김독자에게서 받은 정보

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뛰어난 작가였다.

그녀가 쓰지 못한 여백은, 유중혁이 대신해서 살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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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의 맥락 속에서 숨을 쉬고, 새카만 활자들로 덮인 단단한 토지 위에 발을 디딜 유중

혁.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유중혁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뿐.

한편의 글을 쓸 때마다, 김독자의 삶도 하루만큼 연장됐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쌓아갈

때마다 그녀의 시간도 흘렀다.

13살의 한수영은 14살이, 다시 15살이 되었다.

「장장 십여 년을 넘는 긴 연재가 시작되고 있었다.」

힘들었다. 체력은 부족했고, 어린 그녀의 몸은 터무니없이 연약했다. 그럼에도 한수영은

버텼다. 모니터 너머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고 있을 김독자를 생각했다.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버티어 나가고 있을 김독자.

- Epilogue 3. 작가의 말 (3) 중에서

위 인용문은 1863회차의 한수영이 ‘tls123’으로 알려진 『멸살법』 작가

의 세계선으로 넘어와, 『멸살법』을 연재하게 되는 장면이다. 1863회차

의 한수영은 본래 95번째 메인 시나리오에서 에덴을 멸망시킨 묵시룡과

함께 봉인구에 지구를 봉인해 유중혁의 회귀를 멈추고 은밀한 모략가와

의 언약대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 힘’을 얻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1863회

차로 넘어온 김독자가 그녀의 방식이 세계의 끝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료

들에 대한 기만임을 지적하고, 묵시룡과 함께 유중혁을 봉인하는 대신,

봉인을 해제하여 유중혁을 살린다. 그런 독자의 선택을 읽은 유중혁이

김독자와 함께하는 세계선을 꿈꾸며 한 번 더 회귀하게 되자, 주인공이

사라진 1863회차에 남겨진 인물들은 더 이상 등장인물이 아니게 된다.

이에 한수영은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자 떠나는 대신, 남겨진 동료들과

함께 1863회차의 시나리오를 완수하며 세계의 끝에 도착하게 된다.

세계의 끝에 도달한 한수영은 홀로 최후의 벽을 넘어, 1864회차로 돌

아갔던 김독자가 마침내 그들 세계선의 최후의 벽을 넘고 ‘가장 오래된

꿈’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에 그녀는 1863회차 세계선의 도깨비왕과

『멸살법』의 작가이자 신이라고 불리우는 ‘tls123’이 있는 세계선으로

향하지만, 아직 해당 세계선의 ‘tls123’으로 알려진 작가는 존재하지 않았

다. 그녀는 혹시 김독자가 작가이진 않았을까 의심하며 김독자를 찾지만,

당시 어린 독자는 여기저기 멍든 채 교실에서 뛰어내려 병실에 입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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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다. 김독자가 『멸살법』을 읽기 시작했다는 나이 15살이 가까워

졌다는 사실을 상기한 그녀는, 어린 독자를 살리기 위해 웹플랫폼에 ‘tls

123’이란 아이디로 가입하고 위 인용문과 같이 유중혁의 이야기를 연재

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멸살법』은 독자의 독자인 작가 한수영이, 한

명의 독자인 김독자를 위해 적은 소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멸살법』은 결과가 원인에 간섭해 연재된 소설로 이해된다.

한수영이 『멸살법』을 연재하기 위해서는 스타스트림에서 끊임없이 회

귀하는 유중혁과 그를 읽어온 김독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했다. 그

리고 유중혁이 계속해서 회귀를 하기 위해선 그런 유중혁의 삶을 읽어준

어린 독자이자 ‘가장 오래된 꿈’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린 독자가 ‘가

장 오래된 꿈’이 되기 위해선 한수영이 쓴 『멸살법』을 읽어야만 했다.

이처럼 결과가 원인에 간섭하게 된 까닭은 결과의 결과였던 것이 동시에

원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인식은 어디까지나 결과의 지점에서 사유

된다. 따라서 원인을 원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와의 대면

이후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한수영이 독자의 독자가 된 결과 연재될 수

있었던 『멸살법』은, 과거를 향해 열려 있는 텍스트이면서도 동시에 미

래를 향해서도 열려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

「작가가 멈춘 이야기는 정말로 끝난 것일까.」

한수영은 허공을 떠다니는 활자들 올려다보았다.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활자들. 그런 활자들이 하나둘 서로의 짝

을 찾아 이어지고 있었다.

“······끊어진 필름 이론?”

공단 내로 진입한 일행들이 동시에 리무진에서 내렸다. 일행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

이 쌓아온 설화들. 그들이 이야기해온 설화들이 곁을 스치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김독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99퍼센트의 김독자를 만들어도, 채

울 수 없는 1퍼센트는 늘 존재한다.

그런데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마지막 1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저 먼 우주의 무의식으로 흩어진 활자들을 가진 존재.

“수영 씨! 저쪽!”

멀리, 이설화의 병원이 보였다. 유유히 흘러가는 설화들이 그들을 안내했다. 설화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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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아는 병동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거대 설화, ‘마계의 봄’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수영은 생각했다.

작가가 쓰지 않으면, 이야기의 결말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대 설화, ‘신화를 삼킨 성화’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읽는 이들이 정말 그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하지 못할까. 한수영

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가

모르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의 상상이 작가의 문장을 앞지르는 순간이 온다면.」

- Epilogue 5. 영원과 종장 (完) 중에서

위 인용문은 한수영이 연재한 웹소설로 인해 모든 세계선에 흩어진 김

독자의 설화가 돌아오는 순간 한수영의 독백이다. 집단회귀를 시도한 한

수영과 동료들은 1865회차의 최후의 벽을 넘어 마침내 ‘가장 오래된 꿈’

이 된 51%의 김독자를 만나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세계의 개연성이 되

어 흩어진 다음이었다. 다시 1864회차로 돌아온 한수영은 흩어진 김독자

를 되찾을 방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유중혁이 모든 세계선을 돌며 그 소설을 각 세계 웹소설 작가들의 무의

식에 입력해, 세계에 흩어진 독자의 환생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연재했

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김독자와 만나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마지막

연재분의 내용을 연재하기 직전 시스템의 개연성은 수명을 다하고, 유중

혁도 돌아온다. 결국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런데 그 순

간 시스템의 개연성이 다시 작동하며 김독자의 설화들이 모여들기 시작

한다. 그들이 끝내 연재하지 못한 김독자와 그들의 이야기를, 수많은 세

계선의 웹소설 독자들이 상상하게 되면서, 김독자와 함께하는 그들의 이

야기가 계속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수영이 집단회귀 이후 동료들과 함께 집필하게 되는 웹소설은 『전

독시』로 추정된다. 그녀는 그녀가 집필하고 있는 소설의 등장인물과 같

은 위치에서 『멸살법』을 내재한 그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로 집필

한다. 그런데 이 집필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앓고 있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김독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99퍼센트의 김독자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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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채울 수 없는 1퍼센트는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설령 김독자의

독자였던 그녀와 동료들의 기억이 완벽하여 그 기억을 토대로 복원한 이

야기 『전독시』가 마침내 완결에 도달한다 해도, 여전히 그들이 복원한

이야기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1퍼센트’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마지막 1퍼센트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독자임을 알았다. 김독자의 독자로서 한수영이 김독자와 함께했던 과정

이 곧,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읽어줄 독

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한수영은 그

런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전독시』를 연재함으로써 독자로부

터, 독자를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를 구현한다.

한수영과 동료들의 『전독시』 연재로 인해, 스크린 바깥에서 실제

『전독시』를 읽던 독자들은 작품서사 내부로 소환된다. 이들 독자는 작

품서사 내부에서 『멸살법』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한 51%의 김독자 ‘가

장 오래된 꿈’이 수많은 세계선으로 흩어진 결과로서 위치한다. 그러나

복수이면서 동시에 단수인 이들 독자는, 작가가 99%까지 구현한 이야기

에 1%를 더해 100%의 작품서사를 구현하는 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가 구현한 이야기가 몇 퍼센트이건 간에, 그 이야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존재하는 독자를 의미한다.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

야기의 끝에서 작가 자신조차 모르는 이야기, “작가의 문장을 앞지르는”

이야기를 독자가 상상한다는 한수영의 독백은, 독자에게 이후의 서사가

일임되는 열린 결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품서사 자체가 이미 항상 독

자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수영은 작품서사의 개연

성을 담보해온 『전독시』의 수많은 독자들이자 동시에 홀로 김독자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읽어온 한 명 한 명의 독자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이

야기인 『전독시』를 가능하게 해준 원인이었음을 역설한다.

“그게 정말 작가가 의도한 걸까요? 맞춤법도 틀리고 비문도 많은 이런 소설에, 그런 거

창한 이론을 적용해서 읽는 게 알맞은 읽기법일까요? 솔직히 작가가 거기까지 생각한

거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 과하게 쓰인 의성어와 의태어만 봐도―”

한수영은 자신이 예시로 가져온 소설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비문이 많은 소설이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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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코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는 듯, 학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수영은 잠시 고민했다. 저 학생에게 낱낱이 말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수영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맞아. 진실은 작가만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누군가가 너라는 사람을 평가한다면 어떨까.”

“예?”

“그 누군가는 급하게 수업에 나오느라 제대로 씻지 않은 얼굴이나, 슬리퍼 바깥으로 삐

죽 튀어나온 발톱 같은 걸 먼저 볼 거야. 그리고서 생각하겠지. 아, 저 녀석은 행색을 보

아하니 게으를 거야. 게으른 녀석이 똑똑할 리 없지. 저런 놈 의견 따윈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게 무슨―”

“혹은. 아, 저 학생은 어젯밤 밤새도록 오늘 강의 내용을 미리 공부했나보다. 교수에게

저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질문하는 걸 보면 말야. 겉모습은 좀 꾀죄죄하지만, 아마 그런

것은 신경쓰지 않는 사람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흔들리는 학생의 눈을 보며, 한수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네 말대로 이 글을 쓴 작가가 별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이 소설에서 무

얼 찾아낼지 결정하는 건 읽는 너야. 네가 쓰레기 같은 것밖에 찾지 못했다면 이건 쓰레

기로 끝날 거고, 아주 약간이라도 의미를 찾아준다면 그것만으로 이 작품은 조금 더 나

아질 수 있겠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건 네 마음이지만, 그래도 나는 네 시간을 소중

하게 사용하는 쪽을 택했으면 싶네. 그렇지 않으면 내 수업을 견디는 건 꽤 버거운 일이

될 테니까.”

- Epilogue 4. 전지적 독자 시점 (8) 중에서

여기까지 한수영이 김독자의 선택을 읽어나간 양상을 세 장면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수영이 동료들과 집단회귀 도중 세계선의 틈에 멈춘 장면

에선, 자신이 읽어왔던 김독자의 이야기가 자신이 읽지 못한 김독자의

내면으로 인해 가능했음을 알고 이미 지나간 이야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수영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한수영이 『멸살법』의 작

가로 거듭나는 장면에선, 자신이 김독자와 함께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

신이 『멸살법』을 썼기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한 명의 독자를 위해

『멸살법』을 집필하는 한수영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한수영이 동

료들과 『전독시』를 연재해 세계의 흩어진 김독자의 개연성을 모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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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선, 작품 바깥의 독자를 작품 내부로 소환함으로써, 자신과 김독자

의 이야기를 읽어온 『전독시』의 독자들이 오히려 자신과 김독자의 이

야기를 가능하게 해준 원인이었음을 역설하는 한수영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김독자를 만나기 전 한수영은 은밀한 모략가와 이계의 언약을 통해 드

러나듯 ‘자신의 세계를 만들 힘’을 원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김

독자가 소설 속 예정된 서사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읽게 되면서, ‘만약에

독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점차 독자의 선택을 읽

는 작가로 거듭나게 된다. 그 결과 그녀는 『멸살법』을 연재하게 되었

고 결과로 인해 원인이 만들어지는 세계의 순환을 깨닫게 된다. 이후 집

단회귀를 통해 김독자를 복원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이번엔 결과의 결

과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결과인 독자가 결과의 원인이 되도록 『전

독시』를 모든 세계선에 연재함으로써 흩어진 김독자의 개연성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러한 한수영의 개입으로 인해, 작품 바깥에서 작품을 읽는

독자였던 『전독시』의 독자들은, 작품 내부에서 작품서사를 가능하게

한 독자들로 소환된다.

위 인용문은, 독자의 독자가 됨으로써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한수

영이 작가, 작품, 독자에 대해 갖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8

64회차로 돌아와 『웹소설로 현대 철학 읽기』 라는 강의를 가르치게 된

그녀는 롤랑 바르트의 ‘애도’ 개념을 적용해 한 웹소설 작품을 읽고자 한

다. 이에 한 수강생은 굳이 ‘이런’ 장르의 소설에 ‘그런’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한다. 학생의 질문은 비문과 맞춤법 오류로 얼룩진

웹소설이란 장르 자체와, 그런 소설을 집필하는 작가, 그 환경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 제반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한수영의 대답은 처음

그녀가 김독자를 만나 클리셰에 대해 언쟁할 당시, 독자는 뻔한 만족을

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던 논리와 대비된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 독자는

결코 작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

는 그것으로부터 독자가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작품은 바로

그 독자로 인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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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됨으로써 바뀌어 온 결과로 이해된다.

본 절에서는 유중혁과 한수영을 통해 작품서사로 바뀌는 독자의 양상

을 읽어보았다. 이들은 각각 원작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과 김독자

와 함께하는 유중혁, 원작 『멸살법』의 작가 한수영과 김독자와 함께하

는 한수영으로 양분되어 김독자의 선택을 읽는 독자로 이해된다. 유중혁

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행복한 결말에 이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김독자의 선택을 읽었다. 그 결과 점차 등

장인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과도 달라짐으로써, 결국 김독자가 완결

한 이야기로부터 그것에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열어

나갔다. 한수영은 ‘만약에 독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

고 김독자의 선택을 읽었다. 그 결과 『멸살법』과 『전독시』를 연재하

는 작가가 됨으로써, 유중혁과 함께 김독자가 완결한 이야기로부터 그것

에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열어나갔다.

주인공이 등장인물인 동시에 자신이 등장인물인 작품을 이미 읽은 독

자의 독자가 되고, 작가가 작가인 동시에 자신이 연재하게 될 작품을 이

미 읽은 독자의 독자가 됨으로써 유중혁과 한수영은, 김독자가 독자로서

완성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틈’으로 작용

하고 있다.82) 유중혁이 끊임없이 회귀하는 이야기를 한수영이 『멸살

법』이란 소설로 연재했기 때문에, 김독자는 49%와 51%로 자신을 나눔

으로써 원작의 『멸살법』과 다른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김독자가 완성한 이야기의 내부로부터 그 세계가 결코 포

착하지 못한 김독자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독시』로 재구성함으로써,

김독자가 완성한 세계의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결과 『멸살

법』의 독자인 김독자는 『멸살법』 뿐만 아니라 『전독시』라는 작품서

사의 일부로 바뀌는 독자로 남는다.

그런데 유중혁과 한수영 또한 자신이 읽음으로써 바꾼 작품서사로 인

해 그것을 읽기 전의 자신과 결코 같은 존재로 남을 수 없게 된다. 유중

82) 그것이 단순히 작가-등장인물-독자의 일련의 자리교체와 구분되는 까닭은 작가이면
서 동시에 독자인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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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 끊임없이 회귀할 수 있었던 원인은 ‘가장 오래된 꿈’인 어린 독자가

『멸살법』을 읽으며 계속해서 유중혁이 살아남길 바랐기 때문이며, 그

이야기를 한수영이 『멸살법』이란 소설로 연재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

렇게 자란 김독자가 『멸살법』이 덧씌워진 현실에서 동료들과 세계의

끝을 넘고 51%의 자신으로 가장 오래된 꿈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즉, 유

중혁과 한수영이 김독자의 선택을 읽음으로써 (불)가능했던 김독자의 이

야기 또한, 유중혁과 한수영으로 하여금 독자로서의 연속성을 (불)가능하

게 하는 틈으로써 기능해온 것이다. 이처럼 독자와 작품서사가 반복적으

로 서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불가능함으로써 의미의 자기차

이를 발생시키는 자기개방적 운동은 결과가 원인에 간섭한 결과로써 가

능하다.

결과가 원인에 간섭할 수 있는 까닭은 결과의 결과였던 것이 동시에

원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원인은 그로부터 모든 것이 산출되는 본

유적 기원이 아닌, 결과로 인해 인과를 침식시킴으로써 사후적으로 구성

된 인위적 기원일 따름이다. 존재에게 있어 사건과 그에 대한 인식은 동

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인식한다. 사건이 그 자체

로 원인이고 그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

로 인해 사건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사건을 원인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그 결과와 대면한 순간일 따름이다. 따라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 단지 ‘그 원인’이 ‘그 결과’의 기원이라

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인식이 결과의 지점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원

인은 결과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

원인이 결과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되면,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

자체가 기원이 된다. 작품서사라는 원인으로 인해 그것을 읽는 존재로서

독자가 의미화되고, 그렇게 의미화된 결과가 다시 작품서사라는 원인에

간섭하는 관계 속에서 직조되는 ‘독자’의 개념은, 더 이상 독자가 아니거

나 아직 독자가 아닌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 존재로서 독자와 의미로

서 독자 사이의 간극이 존재를 결코 ‘하나’의 의미로 닫힐 수 없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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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읽는 존재로서의 독자는 결코 일관된 연

속성을 가진 독자(獨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읽는다는 것은 언제나 타

자와 함께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단순히 독자가 대중 또는

다수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자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인 ‘복수태’임

을 의미한다. 이때 독자는 하나가 여럿이 되도록 하는 ‘열림’의 복수태로

서 이해될 수 있다.

존재로서 독자가 결코 단일한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복수태라는 사실

로 인해, 그 결과로부터 파생된 기원인 작품서사는 해체될 여지에 놓이

며, 그 결과에 간섭한 원인으로서 독자 또한 해체될 여지에 놓인다. 따라

서 유중혁과 한수영의 『멸살법』과 『전독시』 연재는 모두 결과가 원

인에 간섭함으로써 가능했지만 그 결과는 각각 다른 원인에 근거한다.

전자가 결과의 결과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결과가 결

과의 원인이 된 경우에 가깝다. 결과의 결과가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 사후성에 입각한 논리이다. 그러나 결과가 결과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이 다른 무언가를 파생

시킬 수 있는 본유적 기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내지는 믿

음에 근거한다. 그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러한 믿음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가능함으로 인해 어쩌면 그 일은 가능

해질 수도 있다.

『전독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음을

‘독자’를 통해 보여준다. 모든 세계선에 흩어진 김독자가 돌아오길 바라

는 마음으로 한수영이 집필하고 유중혁이 연재한 김독자와 동료들의 이

야기 『전독시』는, 그들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는 한 명 한 명의 독자에

의해 마침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들 독자는 모든 세계선으로 흩어진 작

품서사 내부의 수많은 김독자(들)이었으며 동시에 실제 모바일 스크린을

통해 『전독시』를 읽고 있는 작품 바깥의 독자들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독시』는 작품 바깥의 독자로 인해 작품 내부의 서사가 가능할 수

있었음을 동시적 ‘열림’의 과정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결핍된 타자가 결

핍된 주체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결핍된 주체가 결핍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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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문학의 질문에, 독자의 존재가 하나

의 답변으로 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 『전독시』의 독자 : 웹소설의 독자

본 절에서는 『전독시』 외부 독자(들)이자 실제 웹소설 독자(들)의 존

재방식을 읽어낸다. 이들 독자는, 김독자의 동료들이 『전독시』을 연재

함으로써 그들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는 작품서사 내부의 등장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품 바깥에서 실제로 웹소설 『전독시』의 연재를 가능

하게 했고, 여전히 텍스트를 열어놓음으로써 작품서사에 개입해온 외부

의 독자들이기도 하다. 웹소설이 웹에서 향유되는 장르인 만큼, 이들 독

자의 존재방식은 웹 상에서 그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 『전독시』가 연

재되기 시작한 2018년 1월 2일부터 이미 완결이 지난 현시점까지, 웹 상

에서 이들 독자는 조회, 공감, 댓글, 공유, 후원, 커뮤니티, 2차 창작 등의

활동을 통해 작품서사에 개입하고, 작품서사로 인해 그 일부로 바뀌어

왔다. 이들이 없었다면 『전독시』는 결코 완결될 수 없었겠지만, 이들이

있기에 『전독시』의 작품서사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웹 상

에 기록된 이들 독자의 활동을 추적한다면, 그들의 존재방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웹 상에 기록된 이들의 활동은 특정하기 어렵다. 개별 플랫폼

마다 독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독시』 독

자들의 댓글을 예로 들어보자면, 댓글은 『전독시』를 연재하는 플랫폼

[문피아]와 [네이버시리즈] 외에도 각종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 유튜브

의 개별 콘텐츠에서도 산발적으로 발견된다. 그리고 그 댓글의 형식 또

한 회원가입 및 결제 여부, 글자수 제한, 비밀 댓글 가능 여부, 답글 가

능 여부, 보기 방식, 공감 및 좋아요/싫어요 표기 여부 등 각 플랫폼의

운영방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개별 플랫폼마다 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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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수용하는 요건이 상이한 까닭에, 독자들은 자신의 수요에 부합하

는 플랫폼을 선택해 활동한다. 그렇게 축적된 기록으로 인해 그 다음 독

자는 그 위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결과적으로 웹 상엔 결코 단일한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만약 이들

웹 독자들의 활동을 특정한 의미로 해석할 경우, 그들의 특수성 자체가

제거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록을 통해 드러난 웹 독자 특징을 규정하기보단,

앞 절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드러난 독자들의 존재방식을 점검하고 종합

할 목적으로 웹 상에서 발견되는 『전독시』 외부 독자의 기록을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웹 독자의 기록은 『전독시』가

연재될 당시 각 화 별 하단에 작성된 댓글들과, 자신만의 공간에서 작품

을 재해석한 2차 창작물들이다. 각 화 별 하단의 댓글은 작품을 읽는 독

자들과 작품서사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반면 2차 창작물은 작품을 읽은 독자들의 텍스트 횡단 양

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전독시』의 작품

서사에 개입해온 이들 독자의 기록이 『전독시』의 독자 나아가 웹소설

전반의 독자를 대표한다고 볼 순 없다. 다만 작품서사로 바뀌는 독자의

특징을 점검하는 구체적인 예로서 주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기록

을 앞 절의 논의에 겹쳐 읽어봄으로써, 웹소설 독자의 존재방식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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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 『전독시』가 연재된 플랫폼은 CP사와 [문

피아]와 플랫폼사 [네이버시리즈]이다. [문피아]와 [네이버시리즈]에서

『전독시』의 화 별 댓글을 살펴보려면, 우선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미리

보기에 해당하는 1화를 제외하곤 화 별로 결제가 필요하다. 결제 후 해

당 화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열린다. <사진 1>은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문피아]에서 펼친 『전독시』 첫 장면에 해당하며, <사진 2>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네이버시리즈]에서 펼친 『전독시』 첫 장면에 해

당한다.83) 두 플랫폼 모두 하단에 댓글을 읽어볼 수 있는 별도의 배너가

83) 사진은 연구자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스캔한 것이며, 배경 및 글자의 색상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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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해 있으며, 이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화를 읽은 독자들이 적은 댓글

창이 열린다. 그 순서는 각 플랫폼 마다 시간순, 역시간순, 추천순 등으

로 조정될 수 있다.

『전독시』를 최초로 연재한 CP사 [문피아]의 경우, 각 화 별 댓글에

작가만이 답글을 적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는 초기 웹소설이 실

험적으로 연재되는 CP사의 특성상 작가와 독자의 의사소통 방식을 댓글

창 내에서 구분하기 위한 설정으로 이해된다. 반면 [문피아]로부터 권한

을 양도 받아 자사 플랫폼에서 『전독시』를 연재하게 된 [네이버시리

즈]의 경우, ‘답글’ 기능이 모든 독자들에게 열려있다. 이는 웹소설을 유

통시키고자 하는 플랫폼사의 특성상 독자들 간의 활발한 담론 형성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한 설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설정은 플랫폼에 따라

가변적이다. 우선 두 플랫폼의 댓글 형식이 갖는 이러한 차이에 유의하

며, 익명으로 게재된 『전독시』의 각 화 별 댓글들 중 본고의 요지와

부합하는 대목을 선별적으로 살펴본다.

는 시야 확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임의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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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 3>과 <사진 4>는 『전독시』가 초기 [문피아]에 연재되

고 있던 2018년 1월 당시 독자의 댓글과 작가의 답글에 해당한다. <사진

3>에서 ‘흰넋’이란 닉네임의 독자는, 김독자가 읽은 『멸살법』의 세계가

김독자의 현실에 덧씌워지는 장면이 묘사된 지점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작가에게 조언하고 있다. 그에 대한 답글로 『전독시』의 작가인 ‘싱숑’

은 해당 사항을 수정할 것임을 약속했고, 원고는 수정되었다. <사진 4>

에서는 ‘흉갑기병’이라는 닉네임의 독자가, 해당 화의 스킬 묘사 장면에

서 한자의 오타가 있음을 조언하였다. 그리고 작가 싱숑은 답글로 그것

이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수정되었다. 이처럼 댓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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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작품서사의 논리를 지적하고, 작품 서술의 문제를 제기하면 작가

가 그것을 읽고 이미 연재된 원고를 수정하는 절차는, 웹소설 연재가 진

행되는 동안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작품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개입하고 있

음을 증명한다. 독자는 각 화를 읽으며 자신이 가졌던 소감을 통해 익명

의 타자들과 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작가가 이들 독자의 소감을 다시 작

품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독자는 작품에 대한 서사적 지분을 획득하고,

자기 존재를 작품 내부에 기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단순히 주어진 작품

을 읽는 독자의 위치를 버리고, 작품 내부에서 작품서사를 주도하게 된

다. 이러한 독자의 양상을 앞 절의 스타스트림의 독자들과 김독자를 통

해 읽어낸 바 있다. 스타스트림의 독자들은 자신의 현실적 위상에 근거

해, 시나리오의 서사에 개입하는 독자에 해당했다. 그리고 김독자는 『멸

살법』을 읽는 과정에서 댓글을 통해 ‘장하영’과 같은 새로운 인물을 등

장시킬 뿐 아니라, 직접 작품 내부에서 작품서사를 주도하는 독자에 해

당했다.

그런데 댓글을 통해 발견되는 이들 독자는, 단순히 작품서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작품서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조건으로서 작용한

다. 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재가 어려운 웹소설의 특성상 작품이 연

재될 당시 작가는 독자들의 요구를 창작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작품을

읽을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작품을 읽고 서사에 개입할 현실적 지분을 획

득하게 된 독자는 작품의 연재를 가능하게 하는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

러한 구도 속에서 작가는 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작품을 연

재할 수 없고, 독자와의 부단한 대화 속에서 완결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 화 별 댓글과 답글은 단순히 작가와 독자의 소통 가

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웹소설의 작품서사가 독자로부터 직조되는 텍

스트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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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 5>는 [네이버시리즈]에 연재된 『전독시』 535화에 ‘김서

연’이란 닉네임으로 작성된 한 독자의 ‘베스트 댓글’이며 <사진 6>는 해

당 댓글에 대한 다른 독자들의 답글 중 일부이다. 베스트 댓글은 각 댓

글 우측 하단에 표기된 다른 독자들의 추천수에 따라 그 순서가 정렬되

며, 답글은 추천수와 무관하게 등록된 시간 순서로 정렬된다. 스캔 당시

총 2133개의 추천을 받은 <사진 5>의 독자는 535화에 달하는 분량까지

전개된 작품서사에서 각각 한수영과, 유중혁과 김독자의 동선을 2020년

7월 경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 7월경 <사진 6>의 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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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한 독자가 해당 댓글의 내용에 대해, 1863회차의 한수영이 세계의

끝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른 독자가 답변한 것이다.

이러한 독자들 간의 답글을 통한 소통은 [네이버시리즈]에서뿐만 아니라

[문피아] 및 여타 플랫폼에서도 댓글에 대한 댓글의 형식으로 유사하게

발견된다.

독자들은 답글을 통해 작품서사와 별개의 텍스트 공간을 형성한다. 댓

글이 작품서사에 대한 독자의 직접적 감상의 결과로 작성되는 기록이라

면, 그것에 기인한 답글 또는 댓글에 대한 댓글은 독자로 인해 촉발된

독자들 간의 소통에 의해 작성된다. 따라서 답글은 작품서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작품 바깥에서 독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독립적으로

구축된 텍스트 공간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독자들로 인해 형성된 이 공

간은, 점차 다른 독자들이 유입되며 축적되고 확장되어 작품서사와 함께

읽혀진다. 독자들은 이 공간에 축적된 담화를 통해 작품서사를 본인의

의사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독자들이 읽고

추천한 개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베스트 댓글과 그 아래 답글들은,

온전히 독자에 의해 작품서사와 별개로 형성된 이들 텍스트 공간이, 작

품서사의 일부로 읽히고 있음을 증빙한다.

이처럼 독자가 작품서사로 바뀐 양상은, 앞 절에서 살펴본 유중혁과

한수영의 양상과도 유사하다. 이들이 김독자의 선택을 읽음으로써 새롭

게 열어나간 이야기의 양상을, 위의 <사진 6>에서 동일하게 읽어낼 수

있다. 사진 속 댓글과 답글의 등재 날짜는 시간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독

자들 간의 소통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 댓글과 답글은 그것을 읽는 독자

의 자리, 즉 결과의 자리에서 동시적으로 습득되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

식은 분명 원인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결과 원인을 넘어서는 원인을 반

복하게 된다. 가령 <사진 6>의 위 답글의 질문에 대한 아래 답글은, 작

품서사를 정리하면서도 이미 그 정리엔 작품서사에 기입되지 않은 - 18

63회차 한수영이 제4의 벽을 복제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독자가 작품서사로 바뀌게 되면서, 작품서사는 작품서사와도 달라지게

된다. 독자가 작품서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틈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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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위의 <사진 7>은 2020년 2월 2일 [문피아]에서 『전독시』의 최종화

인 551화의 연재가 끝난 직후 작성된 댓글 중 일부를 스캔한 것이며,

<사진 8>은 [네이버시리즈]에 연재된 『전독시』의 1화에 기록된 베스

트 댓글 중 하나를 스캔한 것이다. 각각은 작품 연재가 끝난 당시 독자

들의 열의와 작품을 읽기 시작할 당시 독자들의 열의를 교차적으로 보여

준다. <사진 7>의 댓글을 작성한 독자들은 작품 연재 초기부터 완결까

지 작품을 결제 및 완독하며 작품서사에 대한 지분을 가져온 독자들이

다. 이들 독자는 <사진 8>에서처럼 연재 첫 화에 아직 작품을 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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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자들을 안내하는 댓글을 작성한다. 댓글의 ‘뉴비(newbie)’란 말은

새로 들어온 사람을 의미하며, ‘TMI’란 과도한 정보(Too Much Informat

ion)의 약자로 작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의미한다. 앞에 ‘다시쓰는’이란 말

은 이 댓글이 반복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장차 독자

들이 읽게 될 해당 웹소설에 대한 작성자의 총평에 해당한다. 이처럼 연

재된 작품을 완독했거나 일부를 이미 읽은 독자들이 작품 1화의 댓글창

에 작품에 대한 총평을 적음으로써, 처음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작품

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일종의 견적을 제시하는 경우는, 웹소설에서 빈번

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들 댓글 중 다른 독자들에게 추천되어 베스트

댓글로 등극한 독자들의 글은 작품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이

되어, 다른 독자의 유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살펴본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작품서사에 개입할 뿐만 아니

라 작품 자체의 존폐를 결정짓는 독자에 해당했다. 독자는 댓글을 통해

작품서사의 논리적 오류나 서술 상의 빈틈을 발견하고 지적함으로써 작

품에 관여할 수 있고, 다른 독자들이 제안한 새로운 각도에서 작품을 이

해하고 작품서사와 별개의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작품의 완결에

작가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혹은 작품의 도입에서 다른 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웹소설

의 댓글창은 단순히 다양한 독자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한 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호능동적 담론의 공간으로 이해될 수 없다. 만약 그

러할 경우 댓글창에선 어떠한 현실적 의미의 교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댓글창은 주체로서 독자에게 모종의 ‘열림’이 가능하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독자는 댓글을 통해 자신이 인식한 바 없는 사실을 접하

게 되고, 기존의 인식과 다른 지점에서 작품과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체가 타자와 겹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독자는 스스로로부터 재구성될 여지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독자의 고유성은 해체되며, 독자는 더이상 독자가 아니거나 아직 독자이

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독자의 존재방식은, 독자의 텍스

트 횡단 결과로서 2차 창작물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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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이란 원작과의 관계 속에서 이차적으로 파생된 창작물을 의

미한다. 따라서 제작자가 원작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였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창의력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에 따라 2차 창작물의 위상이 결

정된다. 가령 원작에 대한 번역, 패러디, 오마주, 각색, 표절 등은 모두 2

차 창작물을 취급하는 다른 관점의 이름들이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정의

하는 2차 창작물이란 저작재산권의 하위규범인 저작권법 제 5조의 보호

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로, 원작과의 관계 속에서 수익 창출 여부에 따

라 그 위상이 달라지며, 주로 원작을 다른 매체로 전환한 OSMU(One S

ource Multi-use)의 형태가 그에 해당한다.84) 그러나 장르문학에서 사용

하는 용어로써 ‘2차 창작물’ 내지는 ‘2차 창작’이란, 주로 독자 또는 펜이

작품서사를 읽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자발적으로 표현한 행위의

결과물, 독자의 텍스트 횡단 결과물로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

습에 근거한 『전독시』의 2차 창작물이 원작과 갖는 관계를 살펴봄으로

써 작품서사로 바뀌는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본다.

『전독시』는 그간 팬픽에서부터 영상편집물, 녹화 및 더빙물, 만화 및

삽화, 펀딩으로 제작된 피규어, 개별 열쇠고리 등 일상생활용품까지 결코

적지 않은 2차 창작물이 제작된 웹소설이다. 이러한 원인은 2020년 5월

『전독시』 웹툰화 이후 2차 창작에 반영할 소재량이 증가한 것 이전에

『전독시』가 그들 자신, 즉 웹소설을 읽는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중 연구자가 주목하는 2차 창작물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된 『전독시』 독자들의 영상콘텐츠들이다. 이

들 영상콘텐츠는 독자가 문자 텍스트를 읽어낸 양상을 이미지, 소리, 서

사와 결합해 입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2차 창작이 단순히 몇몇 독자들

의 과도한 몰입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힘입어 다른

독자들을 작품서사로 끊임없이 유입시키는 또 다른 기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가 시작된 시점 이전까지 유튜브에 업로드 된 『전

독시』 관련 영상콘텐츠들 중, 연구자가 각각 대표적이라고 판단한 두

84) 저작권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시행 2021. 6.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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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2차 창작물을 살펴보기로 한다.85)

<사진 9>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어로 번역된 웹소설 『전독시』인 『O

mniscient Reader』를 읽은 한 독자가 제작한 영상콘텐츠 <[Omniscient

Reader / 전독시] The Forgotten Words>를 캡처한 것이다.86) 이 영상

에 사용된 이미지는 현직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제작자이자 독자가 직접

그린 것이며, 음원 또한 제작자가 『전독시』의 작품서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노래를 직접 선정해 편집한 것이라고 영상의 하단에 진술되어 있

다. 제작자가 영상의 첫 화면에서 해당 영상이 『전독시』의 에필로그에

대한 이야기이며,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지하였듯,

이 영상은 자신을 49%와 51%로 나누어 ‘가장 오래된 꿈’을 자처한 김독

자가 홀로 우주를 떠도는 지하철에 남고, 동료들이 집단회귀를 하여 그

런 김독자의 일부를 찾고, 『전독시』를 연재해 마침내 나머지 독자를

85) 본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2021년 9월 15일이며, 본 절에서 다루는 유튜브 영상콘텐
츠들은 연구자가 사전에 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이후 인용되었다.

86) 영상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70nqmRbok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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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는 일련의 서사를 보여준다. 즉 이 영상은, 독자가 『전독시』의 에

필로그를 읽었던 자신의 감상을 형상화한 2차 창작물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독자가 작품서사의 특정 장면이나 인물, 소재를 근거로 2차

창작물을 제작한 사례는 유튜브 내에서 매드무비(Made Music Video),

더빙, 패러디 등 다양한 창작류 영상콘텐츠로 발견된다. 이들은 모두 원

작을 읽은 독자로 인해 제작되었지만, 이들이 제작한 2차 창작물은 단순

히 몇몇 열성 독자들이 원작을 복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복제 안

에 온전히 원작으로 동화될 수 없는 나머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사진

9>의 마지막 장면은, 동료들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김독자가 웃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장면은 『전독시』에서 구현될 수 없는 서사에

해당한다. 이 서사가 『전독시』에서 구현될 수 없는 까닭은, 오로지 독

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음을 역설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데 <사진 9>의 영상을 제작한 독자는, 바로 그러한 『전독시』의 주제

에 응하는 독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주제를 파기하는 독자로 위치한다.

그럼으로써 2차 창작물이 단순한 원작의 복제 내지는 파생으로 남지 않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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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은 『전독시』 웹툰의 첫 화가 연재된지 3일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유튜브에 <[김맨들] 전지적 독자 시점 웹툰 프롤로그, 1화 독자

반응 / 웹소 전독시>란 제목으로 업로드 된 영상콘텐츠를 캡처한 것이

다.87) 이 영상은 『전독시』 웹툰화에 따른 웹소설 독자인 제작자가 자

신의 감상과 다른 독자들의 반응, 작화에 기대했던 바와 독자로서 미처

기대치 못한 바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룬 콘텐츠이다. 그럼에도 그

는 '애초에 이 영상은 정보전달이나 리뷰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같이 주

접 떨자고 올리는 거라서요(06:33)' 라며 영상의 취지를 말미에서 밝힌

다. 이처럼 독자가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한 정보 및 감상을 공유할 목

적에 자발적으로 제작한 ‘정보류’ 영상콘텐츠들은, 앞서 살펴본 ‘창작류’

와 영상콘텐츠와 함께 유튜브 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

적인 2차 창작물의 예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2차 창작물

이 단순히 <사진 10>의 제작자가 의도한 ‘주접’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독자는 2차 창작물을 통해 원작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원작을 재구성

한다.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독자가 작품을 읽고 느낀 바를 표현하

기 위해 직접 수집하고 재구성한 자료들이다. 그러므로 영상의 의도가

원작의 작품서사에서 기원했음에도, 그에 대한 독자의 주관적 해석이 따

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들 2차 창작물은 원작의 파생이면서도 동시

에 온전히 원작에 동화될 수 없는 독자적 영역을 내포하게 된다. 위 영

상에서 그러한 대목은 ‘독자 반응’ 이란 제목을 통해 드러난다. 영상은

독자들의 반응을 취합함으로써 독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작에

새로운 독자들을 유입시킨다는 점에서 원작의 파생으로써 원작을 보충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독자의 반응을 특정한 의미로 고정

시킴으로써, 독자의 읽기란 결코 특정한 의미로 고정될 수 없음을 역설

하고자 하는 원작의 의도를 배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원작에

동화됨으로써 원작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동화될 수 없는 나머

지를 남겨 원작을 재구성하는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87) 영상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oOtuUMnQ0&t
=3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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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의 의미는 작품과 독자를 각각 기원과 파생의 자리에 올려

놓음으로써 성립된다. 독자는 원작을 읽고 2차 창작물을 제작해 그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만의 방식대로 전유하고, 표현하고자 한다. 이때 2

차 창작물은 작품의 파생으로서 작품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두 예시는 그러한 독자의 파생으로부터 온전히 기원

인 원작으로 동화될 수 없는 ‘나머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파생은 기원으

로부터 파생된 것이지만, 파생은 기원과도 달라지는 자기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여전히 파생이 자신을 기원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기원이 아닐 수도 있었던 나머지의 기원은 계속해서 기원으로 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같은 기원에서 나온 파생의 자기차이를 읽어내게 될

때, 기원은 더 이상 온전한 기원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 파생의 형식 자

체가 기원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서사의 결과

이자 원작의 파생이었던 2차 창작물로부터, 원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

건으로서 작용하는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전독시』 외부 독자의 존재방식을 각 화 별 댓글과 2차 창

작물을 통해 읽어보았다. 각 화 별 댓글에서 발견되는 독자는 작품서사

를 읽은 자신의 감상을 작품서사에 기입함으로써 작품서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작품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조건으로 존재했다. 한편 2차

창작물의 독자는 원작과 파생의 관계에서 파생이 원작에 근거하지만 동

시에 원작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의미를 내재함으로써 원작의 자기차이를

구현하는 복수태로 존재했다 『전독시』 연재가 완료된 2020년 2월 3일

[문피아] 게시판에 등재된 작가의 후기와 전체 후원자 명단88)은, 이들 독

자로 인해 작품의 연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했음을 예시한다. 이들 독자는

조회, 공감, 댓글, 공유, 후원, 2차 창작 등의 활동을 통해 작품서사에 개

88) 2020년 2월 3일 작가 싱숑은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 『전독시』의 작가 후기를
남긴다. 그 중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개연성을 불어 넣어주신 단
한 사람의 독자님들. 저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
신 문장 덕분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또 다른 문장을 쓸 수 있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
이 저희에게 주신 문장 덕분입니다.”라는 진술은, 독자의 개입으로 인해 작품의 완결
이 가능했음을 입증하는 작가의 증언이다. 작가 후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n
ovel.munpia.com/104753/page/1/neSrl/29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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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작품서사로 인해 그 일부로 바뀌어 온 독자들이다. 『전독시』는

김독자의 동료들이 연재한 『전독시』를 읽음으로써 그들의 행복한 결말

을 바라는 이들 독자를 모든 세계선에 흩어진 한 명 한 명의 독자를 김

독자와 연결함으로써, 작품 외부의 독자가 이미 항상 작품 내부의 독자

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들 『전독시』 외부 독자의 존재방식은 본론2.1에서부터 3.

1까지 읽어낸 『전독시』 내부 독자들의 존재방식과 중첩되고 동시에 계

승된다. 2.1에서 살펴본 스타스트림의 독자들은 시나리오에 개입함으로써

시나리오의 전개를 바꿔나가는 독자에 해당했다. 그리고 2.2에서 살펴본

김독자는 스타스트림의 시나리오가 시작된 현실에서 『멸살법』의 작품

서사를 바꿔나간 독자에 해당했다. 그가 『멸살법』의 작품서사를 바꿔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선택을 읽고 『멸살법』을 연재한 동료들

덕분이었다. 그러나 3.1에서 살펴본 김독자의 독자 유중혁과 한수영은 김

독자가 재구성한 원작의 작품서사를 다시 『전독시』로 재구성함으로써

『전독시』 바깥의 독자를 작품서사 내부로 소환하는 독자에 해당했다.

『전독시』로부터 포착되는 시나리오 – 스타스트림 -『멸살법』 - 김

독자의 이야기 – 『전독시』로 중첩되는 작품서사와, 성좌, 화신, 도깨

비 - 어린 독자 – 김독자 – 김독자의 동료들 – 작품 바깥의 독자로

중첩되는 독자는 각각 별개의 층위에 위치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작품

서사를 이루는 한 명의 독자로 계승된다.

이처럼 겹겹의 작품서사와 독자가 점진적으로 계승되며 서로를 (불)가

능하게 하는 『전독시』 독자의 구조는 복수태로서 독자의 존재방식을

가시화한다. 작품서사와의 관계 속에서 독자는 언제나 작품서사가 있는

다음에 그것을 읽는 독자로서 위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독시』는

작품서사의 결과이자 파생으로서 존재하는 독자의 양상을 반복함으로써,

독자의 존재가 작품서사의 원인이자 기원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독자의 반복 가능성으로 인해 기원이었던 작품서사는 더

이상 이전의 양태로 유지될 수 없고, 자신을 가능하게 했던 독자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다. 독자가 작품서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틈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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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서사와의 관계에 있어 독자가 기원의 자

리를 점거한 순간 마찬가지의 운동이 독자에게도 작용한다. 독자 또한

자신이 바꾼 작품서사에 의해 이미 항상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자와 작품서사가 이미 항상 서로에 의해 열려 있음으로 반복되는 교집

합 내지는 나선형의 운동 속에서, 독자는 온전히 독자로 환원될 수 없는

복수태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복수태로서 독자의 존재방식은 웹 독자의 존재방식을 규정한

다. 웹은 익명성, 동시성에 의해 작동하는 가상공간이다. 이러한 가상공

간에서 현실적 의미의 독자는 결코 단일한 의미로 규정될 수 없다. 데리

다는 스티글러와의 공저 『에코그라피』에서 기술의 가상성이 어떻게 현

재를 인공적으로 재구성하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가상이 현실의 구성적

조건인지에 대해 논한다.89) 그에 따르면 가상은 단순히 현실을 보완하는

보철물 내지는 현실에서 파생된 현실의 결핍적 양태일 뿐만 아니라 현실

을 반복 및 재현함으로써 현실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해당한

다.90) 이러한 현실의 반복가능성으로 인해 가상공간에서 고유성을 가진

독자의 개념에는 모종의 열림이 가능해진다. 독자가 반복될 때 독자가

타자와 겹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독자의 고유성이 해

체될 여지에 놓이는 것이다. 이때 독자의 반복은 독자를 그 자신과 다르

게 재구성하는 (불)가능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웹 상의 독자는 이미 독자

이거나 아직 독자가 아닌 형태로, 작품서사의 ‘틈’ 내지는 의미의 복수태

적 ‘열림’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웹 독자의 존재방식을 웹소설의 독자를 통해 읽어

보았다. 웹소설의 작품서사는 독자가 읽지 않으면 전개될 수 없다. 독자

가 작품을 읽는 순간 독자가 작품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작품 내부

89) 김재희, 진태원 역, Jacques Derrida, Bernard Stiegler 공저, 『에코그라피』, 민음사,
2002.

90) 데리다에 따르면 기술은 현실로부터 파생된 것인데, 그 파생된 기술이 현실을 재생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녹음기나 카메라가 그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순수한 현실
은 가상의 반복가능성 내지는 재생가능성에 의존하게 된다. 이미 지나간 현재는 녹음
기를 통해서만 그 당시의 자신을 생생하게 재생할 수 있다. 이때 생생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부터 파생된 기술의 가상이지만, 동시에 가상은 현실과 대립된다는
점에서 생생함 자체를 지워버린다. 그것이 가상인 이상 그것은 결코 생생할 수 없다.
이처럼 가상은 현재를 재현함으로써 현재의 생생함, 즉 현전 자체의 (불)가능조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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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입될 수밖에 없으며,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가 하는 구체적

인 반응과 수요에 따라 작품서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원격 효과로 인해 독자 또한 더 이상 작품의 흐름을 따라 자신만의 결론

에 도달하는 수동적 독자로만 남을 수 없게 된다. 작품을 읽는 동안 댓

글, 답글, 공감, 후원, 2차 창작, 커뮤니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읽고

있는 작품의 서사에 끊임없이 개입하며, 동시에 자신이 개입한 작품서사

로 인해 스스로로부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독자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독자는 작품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전능하면서도 동시에 오직 작품을

읽는 왜소한 독자이다. 이 웹소설의 독자를 호모데우스(Homo Deus)91)적

독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의 존재방식으로 인해,

작품 또한 온전한 하나의 작품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 계속해서 서사가

재구성될 여지에 놓여 있는 실재적 텍스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고에서 드러난 웹소설 독자의 존재방식은, 웹 플랫폼 또는

메타버스에서 완결된 서사물로 콘텐츠가 소비되는 시대 문학의 경계를

묻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웹의 가상성은 현실을 생생하게 재현함으

로써 현실의 (불)가능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때 가상으로 인해 불가능해

지는 현실은 동일성에 근거한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반이다. 웹은 반복

및 재현 가능성에 이미 항상 노출되어 있던 현실을 기술로 재현함으로

써, 기원과 파생, 작가와 작품, 작품과 독자 등 형이상학의 이항대립적

요소들이 양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서 작

가, 작품, 독자로 이어지는 기존 문학의 위계질서는 얼마든지 해체될 여

지에 놓인다. 이러한 해체가 단순히 문학 자체의 불가능성을 예정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어떠한 구분도 불가능한 자리에서 의미를 결정

해야 하는 윤리가 행해질 수 있다. 필자는 그러한 행위의 자리에 작품서

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독자가 위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독자의 존

재방식은, 웹 상에서 완결된 서사물로 소비되는 콘텐츠를 내부에서 횡단

하며 외부적 텍스트를 파생시키는 동인(動因)으로 조명될 수 있다.

91) Homo는 ‘인간’, Deus는 ‘신’이란 의미의 라틴어 표현이다. 즉 호모데우스(Homo Deu
s)는 신이 된 인간이란 의미이다. 이 맥락에서 웹소설의 독자를 호모데우스적 독자로
명명한 까닭은,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원인 자체를 변화시키는 주체의 전복성을 역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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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웹소설 내부에 드러난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내는 것을 목

적으로 삼았다. 웹소설은 연재와 출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

반의 소설과 유통상의 차이를 갖는다. 그러한 유통상의 차이로 인해, 웹

소설의 독자는 일반 소설의 독자와 다른 존재방식을 갖는다. 이러한 독

자의 존재방식은 웹 상의 서사물로서 콘텐츠가 소비되는 오늘날 문학의

경계를 묻는 지표로 연구될 수 있다. 그간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온 웹소

설의 독자 연구는 독자의 연령대와 성별, 취향, 플랫폼의 구조, 댓글, 유

입량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작품서사가 독자에

의해 변화하는 양상을 유기적으로 파악해내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웹소설 독자의 존

재방식은 무엇인가. 독자는 어떻게 작품서사에 개입하는가, 그리고 자신

이 개입한 작품서사로 인해 독자는 어떻게 다시 작품서사로 기입되는가.

독자와 작품서사의 상호침투성은 어떻게 작품의 내부에서 드러나게 되는

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본론에서는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줄여서 『전독시』) 내부에 드러난 독자의 존재방식을 읽어냈다. 본론2.

1에서는 『멸살법』의 세계관인 스타스트림에서 포착되는 성좌, 화신, 도

깨비로부터 자신의 맥락을 갖고 시나리오의 전개에 개입함으로써, 작품

서사를 주도하는 독자의 양상을 읽어냈다. 본론2.2에서는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가 작품 내부에 들어가 스타스트림의 불완전성을

드러냄으로써, 작품서사의 고정된 의미체계를 해체하고,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독자의 양상을 읽어냈다. 본론3.1에서는 김독자의 선

택을 읽은 주인공 유중혁과 작가 한수영이 『멸살법』과 『전독시』를

연재함으로써, 김독자가 완성한 이야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작품의 결

과로서 존재했던 독자를 작품의 원인으로서 참여시키는 양상을 읽어냈

다. 본론3.2에서는 그렇게 작품서사 내부로 소환된 실제 『전독시』의 독

자들이 작품서사를 구성해온 양상을 각 화 별 댓글과 2차 창작물 등의



- 121 -

기록을 통해 읽어냈다.

이들 중첩된 작품서사와 독자의 관계 속에서 독자는 작품서사의 (불)

가능조건 내지는 ‘틈’으로 존재했다. 웹소설에서는 작품의 결과이자 파생

으로서 존재하는 독자가 연재되는 각 화 별 작품서사에 개입함으로써,

작품의 원인이자 기원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의 반복 가

능성으로 인해, 본래 기원으로 이해되었던 작품서사는 더 이상 이전의

양태로 유지될 수 없고, 자신을 가능하게 했던 독자에 의해 새롭게 재구

성된다. 그리고 작품서사와의 관계에 있어 독자가 기원의 자리를 점거한

순간, 마찬가지의 운동이 독자에게도 반복된다. 독자 또한 자신이 바꾼

작품서사에 의해 이미 항상 열려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의 복수

태적 존재방식은, 작품서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작품서사를 바꾸고

동시에 자신이 바꾼 작품서사의 일부가 되는 ‘호모데우스적 독자’로 이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로 인해 작품 또한 이미 항상 서사가 재구성될

여지에 놓여있는 실재적 텍스트로 남게 된다.

이러한 독자의 존재방식은 단순히 웹소설 독자만의 특수한 양태로 사

산되지 않는다. 작품과 독자, 서사와 존재의 동시적 열림의 운동은 화자

와 청자의 담화로 구전되는 이야기의 오랜 운동과 유사하며, 익명의 다

수가 웹의 공간을 횡단하며 시뮬라크르를 생산하는 가상 담화의 발전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미 기술이 도구적 이해를 능가하며 가상과 현실의

동시적 재현이 가능해진 시대에 웹과 소설, 가상과 문학, 이야기와 작품

이 서로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분되어 있는 영역은 경험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웹 플랫폼과 메타버스의 서사물로써 콘텐츠가 제작

및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문학은 점차 그 존재방식이

풀려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대면하게 된다. 이러한 대면을 직면하고자

할 때 비교문학의 연구는 어떠한 형태와 성질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작품을 재구성하는 ‘틈’으로서 독자

의 존재가 하나의 답변으로 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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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全知讀者視角》裡的網路小說讀

者研究

廉善浩

協同課程 比较文学系

首尔大学 研究生院

本論稿以對韓國網絡小說《全知讀者視角》（如下簡稱《全知讀者》）的

文本分析為目的，解讀網文中所呈現讀者群的存在樣式。

自2013年起，韓國網絡小說便以Naver網站上“網絡小說”欄目的免費連載

為起點，作為新的小說類型，利用互聯網平台開始了連載。從作品的連載和

出版並行這一點來看，可以發現網絡小說在傳播形態上有別於既存的小說類

型。正是兩者在傳播形態上的差異，使得網絡小說的讀者群展現出了不同於

一般小說讀者群的存在樣式。一般小說的讀者群依存於“作家—作品—讀者”

的結構，通常作為閱覽小說家作品的受眾而存在。然而，網絡小說的讀者群

則是在連載期間，通過結算、查詢、回帖、共鳴和應援等方式，介入到作品

的敘事之中，藉此決定作品的去留。這恰會打破“作家—作品—讀者”的傳統

結構，重新編織生產出真實的文本。同時，這類讀者的存在樣式作為網絡上

的敘事性作品，也可成為當代文學中探詢文化消費的研究指標。因此，如何

從存在樣式入手，去把握有別於一般小說的網絡小說讀者，這一工作具有重

大的意義。至今，網文研究主要以分析讀者的年齡、性別、喜好、平台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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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回帖、流量為中心而進行開展。相比之，如果能深入網絡小說的內部去

分析讀者的存在樣式，便能以讀者為對象，甄別出網絡小說的自我意識。

不同於《小說中的跑龍套》和《當上了伯爵家的地痞》等“文本依存性小

說”類型的韩国網絡小說，《全知讀者》並未設定主角置身於自身正在閱讀或

創作的作品，而是將作品外部的讀者定位至作品內部，進而討論網絡小說及

其讀者群。因此，本文認為《全知讀者》是適於從網絡小說內部出發，繼而

精細捕捉其讀者存在樣式的文本。誠如第2章第1節，本文從《滅殺法》的世

界觀，也即‘明星流(StarStream)’中，以對星座、化身、鬼怪等的捕捉為起

始，展開對劇本走向的細讀，進而解讀出介入作品敘事的讀者形象。又如第

2章第2節，可知《滅殺法》中，唯一的讀者金讀者在進入作品內部後，通過

展示明星流的不完整性，解析了敘事性作品的固定意義體系在解構後所留下

的讀者形象。而在第3章第1節中，主人公劉仲赫和作家韓秀英在讀到了金讀

者的選擇後，藉由對《滅殺法》和《全知讀者》的連載，解讀了讀者作為小

說的衍生品又是如何作為影響因子參與到創作中的原委。此外，在第3章第2

節中，本稿對《全知讀者》中通過回帖和二度創作作品被召喚到作品內部的

的真實讀者，分別進行了刻畫，藉此構成作品的整體敘事。通過這一方式而

映現的網文讀者存在樣式，可以理解為“未來智人(Homo-Deus)式讀者”，也

即通過文本細讀，其閱讀行為重構為作品敘事的一部分，同時重組成一種

（不）可能存在的文本。

這種讀者的存在樣式，作為一類借互聯網平台或元宇宙里小說原作得以完

結的敘事性作品，也可理解為在被消費的文本內部進行重構的動因。 

關鍵詞：網絡小說、讀者、全讀視、全知讀者視角、羅蘭·巴特（Roland

Barthes）、雅克·德里達（Jacques Derrida）

學 號：2020-2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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