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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이전의 책』
김태용 연작소설집

음악의 망각을 기도한 자리에 발견되는 끈질긴 폐허…

한국문학의 언어 실험을 개척해가는 가장 선명한 텍스트

----------------------------------------------------------------------------문학실험실 펴냄 / 115*183 / 186쪽 / 양장 / 값 10,000원 / ISBN 979-11956227-8-8 03810

발신: 문학실험실 (대표 이인성)
수신: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
담당: 010-42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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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문학을 이끌어가는 가장 독특한 작가의 신작 소설집!
2005년 『세계의문학』으로 등단해 <한국일보문학상> <문지문학상> <김현문학패>를 수상한 바 있는 김태
용 소설가의 세 번째 소설집이 나왔다. “21세기 한국문학을 열어나가는 작가 중 가장 별종이라는 데에 이견을
낼 사람은 많지 않을 것”(김현문학패 선정의 말)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태용 작가는 이번 작품집으로 그
평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증명해낸다.
서사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것.
우리가 무엇을 쓸 때 무엇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
우주의 엑토플라즘 같은 지구의 음향 인플레이션 속에서.
도착한 뒤 바로 떠났던 사람들.
미래의 조상이 흩뿌려 놓은 우주의 정념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읽을 때 무엇을 읽지 않을 수 있을까.
서사 평형 상태를 무너뜨릴 것.
「사운드 에세이」 중에서
언어의 폐허, 폐허의 언어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김태용의 소설은 그간 “음절과 발음의 차원에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언어의 궤적 속에서 역설적으로 차이와
잠재성을 생성하는” 전위적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문학의 최전선을 이끌어왔다. 이번 소설은 이러한 언어 실험의
극명한 선취를 다시 한 번 정초하게 보여줌으로써, 과잉된 드라마(서사)가 범람하는 작금의 문화 현실 속에서
현대 소설이 나아갈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둘로 잘린 음악의 상처로부터 유령이 깨어난다. 자신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말은 아직 음악이 되지 못한
음악이 자기 분열 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고백이기도 하다. 게다가 거기서 속삭이고 있는 유령은 또한 둘로
잘린 밤을 배회하는 중임을 알게 된다. 둘로 잘린 음악의 밤, 여기서 ‘둘로 잘린’이라는 표현은 ‘음악’을 수식하면서
동시에 ‘밤’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태용의 소설은 이처럼 둘로 잘린 음악이 둘로 잘린 밤을
배회하는 상태를 한없이 유예하고자 하는 무인칭의, 아니, 다인칭의 욕망이 웅성거리는 텍스트다.
_유운성 영화평론가
아무것도 아닌 언어, 그렇기에 모든 것인 언어의 무한 반복
분열적 존재, 두 개의 계열 사이에서 이처럼 배회하고 왕복하는 유령이야말로 문학에 가까운 것이라고,
김태용은 생각한다. 문학의 자리란 것은 없다. 문학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둘로 나누고 스스로도 나뉘면서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에 가까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기에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유령에게 반복이란 것은 없다.’ 유령은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반복 없는 영겁회귀의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닌 것과 모든 것을 그저 나란히 놓고 두 개의 계열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음악이 스며들기 전에 밤을 불러내면서…
“음악으로 시작하자. 이미 시작했지만 음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의 이름을, 한 편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머릿속에 품고 있었다. 그보다 오래전 음악이
있었다. 음악 이전의 밤이 있었다.”
_「음악 이전의 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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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김태용
소설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5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다. 소설집 『풀밭 위의 돼지』 『포주 이야기』와
장편 『숨김없이 남김없이』『벌거숭이들』을 펴냈고 <한국일보문학상> <문지문학상> <김현문학패>를 수상했다. 자끄
드뉘망이란 이름으로 시집 『뿔바지』 『자연사』 『겨울말』을 펴냈다. 사운드텍스트그룹 <A.Typist>와 <파괴4중주>에서
활동하며 사운드북 『음악 이전의 책』을 발매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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