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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사냥 모자와 망토달린 코트를 착용하고 파이프를 입에 문 채 19세기 말의 런던 

시내를 활보하거나 베이커가 221B 번지의 안락의자에서 사색에 잠겼던 셜록 홈스

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영국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이 1877년부터 1927

년까지 쓴 60편의 장⋅단편소설에 등장한 셜록 홈스는 소설이 발표되던 당시에는 

독자들에게 살아 있는 동시대인으로 여겨졌으며,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

히 탐정의 대명사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홈스를 다룬 글은 다른 

어떤 소설 주인공에 관한 글보다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홈스를 주제로 전기, 백

과사전, 비평을 썼고, 홈스의 능력을 칭송하고 연구하는 단체가 전 세계에서 결성

되었다.｣1)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셜록 홈스는 소설뿐 아니라 만화, 영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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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움베르토 에코⋅토머스 A. 세벅 엮음, 김주환⋅한은경 옮김, 《셜록 홈스, 기호학자를 

만나다》(이마, 2016년),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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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있다.

탐정소설, 혹은 추리소설로도 불리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가 세기를 뛰

어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된 요인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바로 셜록 홈스라는 캐릭터가 지니고 있는 매력이다. 여느 

탐정들과 마찬가지로 홈스는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건 조사 활동을 벌이며 종

종 경찰 제도의 틀 밖에서 활동하는 독창적인 아마추어 탐정이다.2)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일상을 느슨하게 짜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종｣하는 ‘독신주의자’이고, ｢벽
에 못을 걸기보다는 훨씬 이국적인 단도에 페르시아산 슬리프를 걸어두고 담배를 

물며, 바이올린을 켜고 쇼팽을 사랑｣3)하는 다각적인 면모를 지닌 탐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홈즈의 매력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그의 놀라운 추리능력이었다. 

그는 지식, 관찰력, 연역능력 등 탐정의 이상적인 자질을 빠짐없이 갖췄을 뿐 아니

라, ｢논리와 과학적 방법론을 인간의 행위에 적용｣시킨 탐정이었다.4) 그는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당시의 경찰이 밝혀내지 못하는 미궁에 빠진 사건들의 진실을 드

러낸다. 피에르 노던(Pierre Nordon)은 ｢셜록 홈스가 속한 허구의 세계가 홈스에

게 요구하는 바는 오늘날의 현실 세계가 과학자들에게 요구하는 바와 동일하다. 바

로 더 많은 광명(밝혀냄)과 정의(정당화)이다. 당시를 지배했던 이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던 한 의사가 창조해 낸 홈스이야기는 논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승

을 거두는 영웅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 주었다｣5)며 홈스 이야기에서의 논리와 과학

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때문에 셜록 홈스의 추리가 실제로 얼마나 논리와 과학적 방법론에 진행되었는지

를 차치하더라도, 셜록 홈스는 서구 열강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과학과 이

성의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

식인들에게 의미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서구의 탐

 2) 이브 뢰테르 지음, 김경현 역, 《추리소설》(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93쪽. 

 3) 에른스트 블로흐, 서요성 옮김, <탐정소설에 관한 철학적 견해>, 《오늘의 문예비평》 봄 

통권 60호, 2006년, 152쪽. 

 4) 움베르토 에코⋅토머스 A. 세벅 엮음, 위의 책, 93쪽. 

 5) 원출처는 Nordon Pierre, 1967 Conan Doyle: A Biography, trans, by Frances 

Patrid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247쪽, 움베르토 에코⋅토머

스 A. 세벅 엮음, 위의 책, 9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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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설을 ｢근대 이성의 대중문학적 해석이자 새로운 문화적 상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근대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6)고 여겼기 때문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서구 탐정소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가 20세기 초 중국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청샤오칭

(程 青)의 탐정소설 속 주인공 ‘훠쌍’이라는 인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샤오

칭은 20세기 초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소설가로, ‘중국의 코난 도일’로 불릴 만

큼 다수의 탐정소설을 창작하였고, 탐정소설의 가치와 의의를 선양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비평적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7) 청샤오칭의 탐정소설 시리즈에서 빠

짐없이 등장하는 훠쌍(霍桑)이라는 인물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에 대한 ‘오마주

(hommage)’이자 동시에 ‘중국식 탐정’의 대표격으로서, 20세기 초 많은 탐정소설 

독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세기 초 중국에서의 셜록 홈스 수용 및 중국 탐정소설에 관한 연구는 1990년

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킹 파이 탐(King-Fai Tam)은 1992년 발표한 논

문 <청샤오칭의 탐정소설(The Detective Fiction of Ch’eng Hisao-chi’ing)>에서 

청샤오칭의 탐정소설과 이론을 기초로 하여 청샤오칭 탐정소설의 주인공인 훠쌍과 

바오랑 캐릭터와 소설의 서사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1999년도에는 홍콩의 학자

인 에바 훙(Eva Hung)은 베이징에서 출간한 《번역⋅문화⋅문화(翻译⋅文学⋅文

化)》에 실린 <교화의 도구로서의 통속소설(以通俗 说为教化工具：福 摩斯在中

国(1896-1916))>라는 글에서 셜록 홈스의 소설이 어떻게 중국에서 교화의 도구로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내에서 셜록 홈스의 수용은 먼저 번역과 관

련되어 이루어졌고, 이후 2000년대 들어 20세기 중국 탐정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판보췬(范柏群)은 《중국근현대통속문학사(中国近现代通俗文学

史)》의 ‘정탐추리편(侦探推理编)’에서 중국 탐정소설의 기원과 청말민초 탐정소설

의 번역 및 창작, 청샤오칭과 쑨랴오훙(孙了红) 등 대표적인 탐정소설 작가의 작품

을 분석했고, 이후 탕저성(汤哲声)、런샹(任翔)、쟝웨이펑(姜维枫) 등 연구자들은 

 6) 박소현, <근대계몽기 신문과 추리소설 -《神斷公案》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

90호, 2015년, 311쪽. 

 7) 청샤오칭의 탐정소설 이론과 비평에 관해서는 박은혜, <청샤오칭의 탐정소설론 연구>, 

《중국학연구》 제76집, 2016. 5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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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현대 중국의 탐정소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8)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중국 탐정소설 속 탐정이 서구 법률문화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으로 증

거를 조사하고 논리적 추리를 강조하였고,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의협심이 강하

고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한다. 특히 판보췬과 쟝웨이펑은 청샤오

칭 소설 속 훠쌍이 날카로운 관찰과 빈틈없는 추리, 실사구시적 정신으로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다며 그의 ‘추리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본고는 위의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청샤오칭의 훠쌍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를 

어떻게 모방하면서 동시에 그와는 다른 중국적 색채를 구현했는지를 통해, 당시 중

국 지식인들의 시대적 사유와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피기에 앞서 필자는 우선 본론의 한 장을 할애하여 중국에서 탐정소설이 어

떤 목표 하에서 수용되었고, 또 탐정소설을 둘러싸고 어떤 이견이 존재했는지를 간

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 논의될 청샤오칭의 

캐릭터인 훠쌍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Ⅱ. 셜록 홈스 시리즈의 국 내 수용양상

중국에 서구 탐정소설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1896년 《시무보(时务报)》에 셜록 

홈스 시리즈 가운데 4편의 단편소설이 번역되어 실리면서부터였다.9) 주지하듯 《시

무보》는 당시 유신파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중국 현대문학의 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량치차오(梁启超)와 황쥔센(黃遵憲) 등에 의해 창간된 중국 

 8) 런샹은 2003년 중국탐정소설 관련 이론자료를 정리한 자료집 《중국탐정소설이론자료

1902-2011(中国侦探 说理论资料1902-2011)》와 1908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탐정소설을 테마별로 엮은 《백년중국탐정소설선(百年中国侦探 说精选)》(총 10권)을 

냈으며, 중국 탐정소설에 관한 논문 여러 편을 발표하였다. 한편 장웨이펑은 2007년 

청샤오칭에 관한 연구서 《근현대탐정소설가청샤오칭연구(近现代侦探 说作家程 青研

究)》를 출판하였다.

 9) 《시무보》의 영문 편집자 장쿤더(张坤德)에 의해 실린 코난 도일의 단편소설은 <해군조

약문(The Naval Treaty)>, <꼽추 사내(The crooked Man)>(이상 《시무보》 제6호에

서 12호까지 연재), <신랑의 정체(A case of identity)>, <마지막 사건(The final 

problem)>(이상 《시무보》 제24호에서 30호까지 연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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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잡지로,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중국과 중국민족을 구하기 위해 서구

식 정치개혁과 지적 계몽, 문화 운동을 주도하였다. 셜록 홈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코난 도일의 소설이 《시무보》를 통해, 그것도 《시무보》가 막 창간된 그 해 중국에 

소개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는 셜록 홈스 시리즈가 단순히 통

속적인 장르소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과 대중을 각성시켜 국가와 민족을 

개혁하는 중요한 도구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서구 탐정소설의 독특하

고 새로운 서사기법과 흥미로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동시에 서

구의 과학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중국 사회를 서구적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지식인

들의 이상에 부합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무보》는 10개월에 걸쳐 위에서 언급한 4편의 탐정소설을 소개한 후 

더 이상 탐정소설을 싣지 않았다. 일부 논자들은 탐정소설의 소비오락기능을 부정

적으로 인식했으며, 당초 탐정소설을 계몽의 도구로 보았던 량치차오조차도 나중에

는 탐정소설이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후에 루쉰(鲁迅), 마오둔

(茅盾), 저우쭤런(周作人) 등 신문학운동가들 역시 탐정소설을 비롯한 염정소설, 

무협소설 등 원앙호접파 소설을 배척했다.10) 

그러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탐정소설이 항상 위와 같은 부정적 평가로 일관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16년 상하이 중화서국에서 총 12권으로 이루어진 《셜록 홈

스 전집(福 摩斯侦探案)》11)을 번역⋅출판했을 때, 번역자들은 작품 서문에서 다

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바오톈샤오(包天笑)는 오늘날의 탐정은 ｢반드시 도덕을 

중시하고 학문이 깊어야 한다. 이것들을 기초로 법률을 유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12)며 탐정의 역할을 규정했고 천징한(陈景

韩)은 ｢셜록 홈스는 은 한 일들을 상세히 밝히며 악한 사람을 제거한다. 또한 어

10) 탐정소설에 대한 관점이 ‘계몽의 도구’에서 ‘오락물’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효진, 《근대중국 탐정소설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3, 

38~41쪽 참조. 

11) 周瘦鹃、刘半农、严独鹤、程 青 등 당시 유명한 번역가들이 번역을 맡았던 이 전집

은 셜록 홈스 시리즈 번역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다. 번역이 성황을 이루었던 청말민

초 시기, 이 전집은 중국번역문학사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관련 내용은 刘 刚, <正

义的乌托邦―清末民初福 摩斯形象研究>, 《中国比较文学》 2013年 第2期, 86쪽 참조. 

12) 任翔⋅高媛 主编, <笑序>, 《中国侦探 说理论资料（1902-2011）》(北京, 北京师范

大学出版社),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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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며, 억울함을 밝혀낸다.｣13)며 셜록 홈스라는 인물이 

지니는 품성을 높이 평가한다. 또 옌두허(严独鹤)는 ｢사설탐정은 반드시 열정과 원

대한 뜻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마치 옛날의 협객처럼 특별한 재능을 나타내어 법

률의 부족함을 채우고 중생들을 재난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14)며 탐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물론 탐정소설을 둘러싸고 펼쳐진 위와 같은 대립되는 관점들과 무관하게, 20세

기 초 상하이를 중심으로 탐정소설의 인기는 매우 높았으며, 독자들의 지지 속에서 

중국 출판시장의 총아로 부상했다.15) 통속잡지에 실린 다수의 탐정소설 번역본들

이 단행본으로 묶여 출판시장에 선을 보였으며, 뒤마의 소설 《춘희》의 여주인공 마

르그리트와 함께 청말 문단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외국 소설 속 주인공은 바로 셜

록 홈스였다.16)

《셜록 홈스 전집》의 서문을 통해 우리는 셜록 홈스 시리즈의 번역자들이 셜록 홈

스를 단지 연관성 없어 보이는 파편화된 단서들과 예측하기 어려운 실마리들을 조

합하여 범인을 추론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그들은 탐정에게 도덕성과 학문적 수준을 요구하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영웅의 역할을 기대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번

역자들에게 셜록 홈스는 ｢논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승을 거두는 영웅｣일 뿐 아

니라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영웅이어야 했던 것이다. 

중국의 번역자들이 셜록 홈스로부터 주목한 위와 같은 특징은 서문의 내용뿐 아

니라 실제 번역에도 반영되어 있다. 20세기 초 탐정소설을 비롯한 외국 소설의 번

역가들은 스스로를 외국과 중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인식했고, 그 임무의 

목적이 계몽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원작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

다고 여겼다. 원작에 충실하지 않는 번역은 《셜록 홈스 전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작에서의 셜록 홈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전적으로 옹호하

13) 任翔⋅高媛 主编, <冷序>, 《中国侦探 说理论资料（1902-2011）》(北京, 北京师范

大学出版社), 32쪽.

14) 任翔⋅高媛 主编, <严序>, 《中国侦探 说理论资料（1902-2011）》(北京, 北京师范

大学出版社), 32쪽.

15) 孔慧怡, 《翻译⋅文学⋅文化》(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99), 23쪽 참조.

16) 陈平原, 《中国 说叙事时间的转变》(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0),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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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용할 만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다. 보헤미안 기질이 충만했던 그

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으며, 사건이 없어 심심하거나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엔 그가 살고 있는 하숙집 벽을 과녁 삼아 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는 괴벽도 있

었다. 그러나 홈스 시리즈의 중국어 번역자들은 이러한 홈스의 괴팍한 성격이 드러

나는 장면들을 자신의 번역 작품 속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 또 번역자들은 셜

록 홈스의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원작의 내용을 변경하기도 한다.17)

이처럼 중국에서 코넌 도일을 대표로 하는 탐정 소설은 처음 수용될 당시 과학과 

이성으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계몽적 도구로 간주되었고, 이후 신

속하게 계몽주의적 지식인들의 비판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중국 내 탐정소설의 인

기는 일부 지식인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1930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많은 근대 지식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탐정소설의 작가나 번역자들은 탐정

소설 속 주인공 셜록 홈스가 보여주는 다층적인 성격 가운데서 도덕적이고 애국적

이며 영웅적인 면모를 유독 강조함으로써 탐정소설이 지니는 계몽적⋅사회적 기능

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삼아, 아래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탐

정소설 작가인 청샤오칭의 작품 내용과 그가 창조한 인물 ‘훠쌍’을 통해, 탐정소설

의 번역뿐만 아니라 창작에서도 위와 같은 동기들이 눈에 띄게 체현되고 있다는 점

을 밝히고자 한다. 

Ⅲ. 셜록 홈스에서 훠 으로: 과학가인가 객인가

1. 과학가로서의 탐정: 선언될 뿐 증명되지는 않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는 중국의 탐정소설 창작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

17) 쿵후이이(孔慧怡)에 따르면, 중국어판 《셜록 홈스 전집》에서 셜록 홈스가 하숙집 벽에 

권총을 쏘는 장면을 삭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권총을 쏘아 실내의 벽을 손상시키

는 행동은 단순히 괴팍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자의 행

동을 연상시키며, 이는 법과 질서를 충실하게 준행하는 셜록 홈스의 이미지와 상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孔慧怡, 25~26쪽 참조. 한편 셜록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번역자의 의도적 변호에 관해서는 刘 刚, 88~89쪽에서 언급된 단

편소설 <찰스 오거스터스 버턴>의 사례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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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대표적인 탐정소설 작가라고 손꼽히는 청샤오칭은 《훠쌍 시리즈(霍桑探

案)》를 통해 중국판 셜록 홈스를 탄생시켰다. 코난 도일의 작품을 비롯하여 애드가 

앨런 포, 오스틴 프리먼, 밴 다인 등의 탐정소설 수십 편을 중국어로 번역한 청샤

오칭은 1914년 상하이에서 발간하는 《신문보⋅쾌락소품(新闻报⋅快乐 品)》에 실

린 그의 첫 탐정소설 <불빛 아래 그림자(灯光人影)>에서 훠쌍을 등장시켰고, 1919

년 <강남연(江南燕)>이라는 소설에서 비로소 사설탐정 훠쌍의 이미지를 완성시켰

다. <강남연(江南燕)>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훠쌍은 청샤오칭이 쓴 70여 편의 다

양한 편폭의 소설에 등장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다. 청샤오칭은 탐정과 조수라

는 셜록 홈스 시리즈의 구조를 차용하여 홈스처럼 박학다식하면서도 놀라운 기억력

과 추리능력을 가진 사설탐정 훠쌍과 그의 오랜 친구이자 사건 해결을 도와주는 중

국판 왓슨 바오랑(包郎)을 만들었다. 셜록 홈스 시리즈의 왓슨과 마찬가지로, 바오

랑은 친구 훠쌍의 활약상을 기록하여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소설 속 화자이

다. 청샤오칭은 홈스와 왓슨을 모방한 인물에 중국식 이름 대신 훠쌍과 바오랑이라

는 서양식 이름을 붙였고, ｢공리(公理)를 지키고, 시비(是非)를 논하며, 과학을 연

구하고 위생을 중시하는｣18) 탐정 훠쌍을 창조해 냈다.

셜록 홈스가 서구 과학과 이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중국에 수용된 것과 마찬가지

로, 청샤오칭 소설 속 훠쌍 역시 과학과 논리적 방법을 범죄수사의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여긴다. <핏빛 손자국(血手印)>에서 훠쌍은 바오랑에게 과학자 뉴턴(I. 

Newton)의 다음 예화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뉴턴은 자신이 기르던 두 마리 고

양이가 쉽게 방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벽에 구멍을 내었는데, 고양이들이 동시에 

벽을 통과할 가능성을 고려해 두 개의 구멍을 만들었다. 고양이 두 마리가 동시에 

구멍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데 어째서 구멍을 두 개나 만들어야 했는지를 묻는 

바오랑에게 훠쌍은 ｢과학적 방법에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정확성이며, 정확

성이란 모든 우연성을 배제한 것｣라고 대답한다. 이어서 그는 ｢어떤 사실이 내포하

고 있는 우연성이 클수록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말한다.19) 과학 혹은 과학적 방

18) 任翔⋅高媛 主编, <霍桑和包朗的命意>, 《中国侦探 说理论资料（1902-2011）》(北

京,北京师范大学出版社), 56쪽
19) 中国现代文学馆编, <血手印>, 《程 青代表作作: 血手印》(北京, 华夏出版社, 2011

年),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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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갖는 훠쌍의 독특한 견해는 훠쌍 시리즈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상

하이 유명 나이트클럽 무희의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 《댄스 후의 귀가(舞后的归宿)》

에서, 무희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훠쌍과 바오랑은 그녀와 관련된 대여섯 명의 사

내들을 수사한다. 아직 용의자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 훠쌍은 이 사내들을 모두 용

의선상에 올려놓은 반면 바오랑은 그들 중 한 명인 루젠성(陆健笙)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바오랑은 먼저 경찰을 찾아 피해자와의 관계를 털어놓은 루젠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훠쌍은 그런 바오랑의 판단을 비판하며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내가 자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나. 과학자는 연구할 때 절대 선입관을 가

지면 안 되네. 시선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두뇌와 날카로운 관찰, 정 한 실증

과 충분히 연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수집한 후 일정한 결론을 귀납해야 하네. (我

常对你说, 一个科学家在从事研究工作的时候, 决不能先抱着某种成见, 他必须凭

着了无翳障的头脑, 敏锐的观察, 精密的求证, 和忠实地搜集一切足资研究的材

料, 然后才能归纳出一个结论。)20)

실제적인 증거와 연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귀납해내는 것이야말로 훠쌍이 

강조하는 과학적 수사방법의 요체였다. 그의 수사를 곁에서 지켜본 바오랑 역시 훠

쌍의 수사 방법에 대해, ｢현장조사는 내 벗이 고수했던 유일무이한 수사방법이었

다. 사건에 대한 추측과 짐작 역시 믿을 만 한 사실과 물증에 근거하여 개시되었

다. 몇 십 년 동안 난해하고 위험한 무수한 사건들을 파헤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

하고 여러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실사구시의 과학적 방법 때문이다｣라며 실

사구시적 수사방법이 훠쌍이 강조하는 과학과 이성의 핵심21)임을 밝힌다. 

훠쌍에게는 남들과 다른 세 한 관찰 능력이 있었다. 훠쌍은 수많은 사건에서 그

가 누누이 강조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증거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이를 

20) 程 青 著, <舞後的归宿>, 《程 青文集(三) ― 霍桑探案选》(中国文联出版公司, 

1986年), 137쪽.

21) 셜록 홈스 역시 증거나 단서, 또는 관찰과 심문 등을 통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중시했다. 《주홍색연구》에서 홈스는 증거를 전부 다 확보하기 전에 이론화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말한 바 있으며, 충분하지 못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추론은 위

험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움베르트 에코, 위의 책, 98~1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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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남들이 지나친 특별한 단서와 증거들을 발견하곤 했다. 범죄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 그 자체였다. 현장에 법의학 전문가

가 없을 때에는 직접 시신을 관찰했던 홈스처럼, 훠쌍 또한 범죄 현장의 시신을 세

심히 살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딸(父 女)>에서 훠쌍은 사건 장소에서 시신을 

미리 치워 버린 경찰 때문에 초동수사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검안실에서 훠쌍

은 시신의 신장이 실제 피해자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간파하여, 피해자와 시신이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추론을 기초로 훠쌍은 살인 사건의 피해

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사실은 길에서 동사한 걸인의 얼굴을 짓뭉개고 본인으로 위

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처럼 작가는 살인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일에 있어 

현장의 피해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단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살인 사건 피해자의 시신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는 바로 범인의 발자국이다. 《댄스 

후의 귀가》에서 훠쌍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비롯해 집 안팎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핀다. 이 과정에서 훠쌍은 대문 근처 나무판자에 가려져 있던 

발자국에 유독 관심을 나타낸다. 

이 포개진 사내의 발자국은 치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것일세. 

바오랑, 자네가 이 두 발자국을 종이에 대고 그려 주게. 그리고 깊이 새겨진 발자

국을 갑으로, 얕게 새겨진 발자국을 을이라고 하세.(这交叠的男鞋印子尺寸不同,显

然属于两個人。包朗,你 好把这两行足印用纸勾摹下来,把深的一行定做甲,淡的一行

定做乙。)22)

훠쌍은 서로 다른 길이의 발자국뿐만 아니라, 패인 깊이도 구분하여 증거로 삼는

다.23) 코난 도일의 탐정소설 중 셜록 홈스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작품인 《주홍색 연

구》에서 홈스는 ｢수사 과학에서 발자국 추적만큼 중요하면서도 무시되어 온 분야는 

없다｣며, 발자국 연구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훠쌍은 피해자의 시신이

나 발자국과 같은 실제 범죄학 연구에서 대단히 중시되는 증거들을 면 하게 관찰

22) 程 青 著, <舞後的归宿>, 80쪽.

23) ｢발자국은 법과학의 주요 도구 중 하나였다. 인류가 네발동물과 서로 사냥하는 법을 처

음 배운 이래로 인류의 행동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이 기술이 범죄학이라는 새 분야에 

포함된 것은 당연했｣다. E. J. 와그너 지음, 이한음 옮김, 《셜록 홈스의 과학》, 한승, 

2007년, 1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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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보인다.24) 이러한 ‘과학성’은 과학이 중요한 지향점이었던 5⋅4 신문

화운동 시기의 사회문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혹자는 ‘과학지식’과 ‘논리적 추리’를 강

조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탐정소설의 기본적인 창작경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25)

그러나 문제는 훠쌍의 과학적 수사가 셜록 홈스처럼 철두철미했던 것이 아니었다

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훠쌍이 비록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증거와 단서를 수집하며 이러한 태도가 과학수사의 기본임을 

누차 강조하지만, 이 증거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범죄 상황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

인을 밝혀내는 능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26) 청샤오칭 소설 속에서 현장조

사와 증거수집을 마친 훠쌍이 후속하여 진행하는 행동은 주로 사건 관련자를 심문

하거나 미행하는 일이다. 《댄스 후의 귀가》의 경우를 보자. 현장조사를 마친 훠쌍

은 피해자가 살해당하던 날 밤 같은 집에 머물렀던 피해자의 고모부와 하녀, 문지

기를 긴 시간 동안 심문한다. 훠쌍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용의자들의 거처를 찾아가고, 호텔종업원 등 용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용의

자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이렇듯 훠쌍이 사건 배후의 진실에 다가가는 방식은 그

가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증거들을 기초로 하는 추론의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주

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의 방식이다. 청샤오칭이 1932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수상

한 세입자(怪房客)>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설에서 훠쌍의 의뢰인으로 등장하는 

이는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인 노부인이다. 그녀는 자신으로부터 칼을 빌려 간 한 

세입자의 아랫방 천장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겨 훠쌍을 찾아가는

데, 결과적으로 그 세입자는 닭 피로 글자점을 보는 점쟁이였던 것으로 밝혀진다. 

이 소설은 조력자 혹은 경찰의 잘못된 추리, 결말의 반전, 종결된 줄 알았으나 다

시 시작하는 사건 등 소설의 구성이나 짜임새가 탐정소설과 흡사하지만, 가장 중요

한 단계인 ‘추리’의 과정이 빠져 있다. 세입자의 신상은 훠쌍의 미행으로 밝혀지며, 

24) 훠쌍의 과학적 범죄수사에 대한 평가는 范柏群, 《中国现代通俗文学史》(北京, 北京大

学出版社, 2008), 429쪽; 姜维枫 著, 《近现代侦探 说作家程 青研究》(北京, 中国

社会科学出版社, 2007), 120쪽 참조.

25) 刘为民, <论白话侦探 说的新文学性质>, 《南京大学学报》 1997년 제2기, 76쪽 참조.

26) 셜록 홈스는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분석의 역할에 대해 크나큰 신뢰를 

보였｣는데, 사건을 보고 결과를 추론하는 것을 ‘종합적synthetic’ 추론으로, 결과를 보

고 원인을 찾아 거꾸로 추론하는 것을 ‘분석적analytic’ 추론이라고 불렀다. 종합적 추

론은 귀납법을, 분석적 추론은 연역법을 뜻한다. 움베르트 에코, 위의 책,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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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죽인 것이 사람이 아닌 닭이었다는 사건의 진상 또한 세입자의 자백을 통

해 밝혀진다. 이밖에도 청샤오칭 소설 속 범죄사건들 상당수는 수집된 증거를 활용

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탐정이 맞닥뜨린 운이

나 범죄자의 실수로 해결되곤 한다.27)

요컨대 청샤오칭 소설 속에서 펼쳐지는 훠쌍의 수사는 탐정소설과 추리소설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추리’의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셜록 홈스의 범

죄 수사에서도 직감이나 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셜록 홈스

의 경우 수집한 증거로 가설을 세워 그 가설을 입증하거나 수집된 가설들 중 불필

요한 것을 배제함으로써 진실에 대한 합리적 추론에 대체로 성공하는 반면, 훠쌍의 

수사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이 자주 누락된다. 이러한 현상은 탐정 서사를 

운용하는 기법에 있어 코난 도일과 비교하여 청샤오칭이 지니는 미숙함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한계로 인하여 청샤오칭의 훠쌍 역시 ｢천재성이 선언될 

뿐 증명되지 않는 홈스의 후예들｣28) 중 하나가 될 ‘아류(亞流)의’ 운명에서 벗어나

지 못했다. 그러나 셜록 홈스의 중국적 수용에 있어 ‘과학’과 ‘합리성’이 여전히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는 중국의 탐정소설이 엄숙문학 진영

의 ‘오락적 통속물’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계몽주의적’ 장치

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2. 우국청년이자 객으로서의 탐정

셜록 홈스라는 캐릭터에 의지하여 청샤오칭이 창조해 낸 탐정 훠쌍은 비록 위와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에도 과학과 합리에 입각한 사건 해결을 모방했다는 차

원에서 일정한 ‘계몽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셜록 홈스에 비해 청

샤오칭의 훠쌍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의 ‘도덕적’이고 

‘의협적인’ 부분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샤오칭은 훠쌍의 이름을 설명하는 글에서 그가 ｢공리를 지키

27) KING-FAI TAM, The Detective Fiction of Ch'eng Hsiao-ch'ing, Asia Major 

Third Series, 1992, 117쪽. 

28) 줄리언 시먼스 지음, 김명남 옮김, 《블러디 머더―추리 소설에서 범죄 소설로의 역사》

(서울, 을유문화사, 2012),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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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비를 논하며, 과학을 연구하고 위생을 중시하는｣ 탐정임을 강조하였다. 같은 

글에서 청샤오칭은 ｢본래 나의 이상 속 인물은 모두 허구적 인물에 불과했다. 하지

만 나는 우리나라 미래의 소년들이 그 두 사람(홈스와 왓슨)을 모범으로 삼아 진정 

새로운 탐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공의를 수호함으로써 무산계급 민중이 영원

히 고귀하신 양반네들의 발아래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며 그가 

훠쌍이라는 인물을 창조하면서 지녔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29) 예를 

들어 청샤오칭의 단편소설 <훠쌍의 어린시절(霍桑的童年)>은 훠쌍의 집안 상황, 성

장배경, 어릴 적 성격 등을 자세히 묘사한다. 이 작품에서 훠쌍은 소싯적부터 호기

심이 강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분방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그려진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관습, 규율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고, 학창시절부터 타인의 

곤경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특히 그는 약자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를 지닌 인물이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를 지녔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학문에 호기심을 느꼈다. 옛 사람들의 

말은 타당한가,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들보다 무능한가, 사람은 어째서 죽는가,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은 어린 시절 훠쌍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질

문들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훠쌍의 물음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도,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학문은 개인의 출세수단이 아니다. 학문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복리여야 한다. 백 년이 넘게 우리나라는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압제를 받

아왔다. 부흥과 자강의 희망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만약 청년들이 무지몽매하

여 교육을 받고도 개인주의에만 눈을 돌린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学问不是個人的事业的敲门砖, 学问的对象也不是限于開個利益的事业, 而是

整個国家和民族的福利。百多年来, 我们的国家受尽了他人的欺侮和压榨, 復兴自强

的希望完全寄托在青年男女的身上。要是青年们仍是浑浑噩噩, 受了教育只是着眼在

個人主义, 那我们的国家真是要萬劫不復了。)30)

29) 程 青, <霍桑和包朗的命意>, 《中国侦探 说理论资料（1902-2011）》(北京, 北京师

范大学出版社, 2013).

30) 中国现代文学馆 编, <霍桑的童年>, 《程 青代表作: 血手印》(北京, 华夏出版社,　
2011),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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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훠쌍이 말하는 학문이란 철학, 심리학, 화학, 물리학 등 서구의 

근대적 분과학문을 가리킨다.31) 훠쌍에게 이러한 서구의 학문은 단지 입신양명의 

수단이나 지적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손아귀

에 놓인 국가를 구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특별히 훠쌍은 국가 

부흥과 자강의 사명을 청년들에게 부여한다. 훠쌍이 탐정 일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훠쌍이 서구의 학문을 열심히 연마하고 거기서 얻은 과학적 지식들을 탐정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지적유희나 개인적인 취미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자강은 그가 탐정을 직업으로 삼은 가장 큰 동기였다. 예컨대 <탈주범( 犯)>이라

는 작품에서 훠쌍은 탐정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까닭이 간사한 관리, 건달, 세도가, 

악질 토호 세력 밑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동포들을 위해서라고 밝힌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유능한 

탐정이라는 명성보다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보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훠쌍은, ｢내가 하는 일의 보수는 바로 그 일 자체｣라고 이야기한다.32) 작중 훠쌍

은 그의 조수 바오랑과 함께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당시

의 사법체계를 비판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훠쌍은 사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에게 수사와는 상관없는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댄스 후의 귀가》에서 훠쌍은 피해자인 무

희와 친분이 있었던 대학생 위간당(余甘棠)에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지식청년이 사

교모임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힐난한다. 또한 피해자인 왕리란(王丽兰)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자백하는 그와 왕리란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폄하하기도 한

다. 한편 <진주 두 알(两粒珠)>에서 훠쌍은 주인에게 잘못 배달된 진주를 훔친 하

인이 통곡하며 잘못을 뉘우치자, 그를 사법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그는 진주를 훔

친 하인을 풀어 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의 

31) 같은 글에서 바오랑은 훠쌍이 학창시절부터 신구학문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지만 심리

학, 화학, 물리학과 같이 시대에 부합하고 실용적인 학문들을 골라 연마했다고 밝힌다. 

훠쌍이 탐정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소설 《강남연》에서도 바오랑은 훠쌍이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외에도 철학, 법률, 사회, 경제 등에 능통하며 실험심리에 독특한 견해를 보

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32) 范柏群 主编, 《中国近现代通俗文学史(上卷)》(苏州, 江苏教育出版社, 2010), 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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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대해 관용적인 훠쌍의 휴머니즘적 성격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보니 그 사람은 초범이 맞는데다가, 직접적인 절도행위와 다르더군. 만약 

그를 넘긴다면 그에게 갱생의 길은 없을 걸세. 법률이 본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자네도 알아야 하

네. 본의가 아니게 죄를 짓게 된 초범은 종종 한 차례의 처벌과 수치로 인해 인격

을 상실하고 아예 범죄의 길로 빠질 수 있다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특

별히 신중해야 하네.(我瞧这個人确是初犯, 并且这回事和直接的行窃不同, 若使

一定要把他 警究办, 那不免他的自新之路。你得知道法律本乎人情, 在可能的

范围内, 应當让人有改过自新的机会。一個无心初犯的人, 往往因为一度的受罪

蒙羞, 自以为人格已丧, 以后便索性倒行 施。故而这判罪的第一重关口, 执法的

人实在是应當特别审慎的。)33) 

훠쌍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은 공안소설의 청빈한 관리나 판관, 

혹은 무협소설의 협객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장핑(Zhang Ping)은 《중국의 셜록 

홈스(Sherlock Holmes in China)》에서 훠쌍이 사법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일반 백성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면에서, 묵가의 사상을 체현하는 도

시의 협객이라고 밝힌다. 또한 《근현대 탐정소설 작가 청샤오칭 연구(近现代侦探

说作家程 青研究)》의 저자인 쟝웨이펑(姜维枫)은 그의 책에서 약자를 동정하고 

용감하며 악을 혐오하는 훠쌍의 성격이 ‘협객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34) 한편 킹 파이 탐과 우정이(吴正毅)에 따르면 훠쌍은 서양의 탐정들과 비슷

한 성격을 지녔지만 동시에 공평하고 동정심 많은 공안소설 속 판관 포공(包公), 

시공(施公)의 모습을 나타낸다.35) 이러한 주장들에 기초해서 본다면, 훠쌍이라는 

인물은 ‘과학’과 ‘합리’라는 외피로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건범죄들을 해결하는 ‘근대

적 형상’을 지니면서 동시에, ‘구국(救國)’과 ‘구민(救民)’이라는 강한 내면적 동기에 

의해 이끌리는 ‘전통적 형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리쩌허우

33) 程 青 著, <两粒珠>, 《程 青代表作：血手印》(北京, 华夏出版社, 2011), 231쪽.

34) Zhang Ping, Sherlock Holmes in China,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Volume 13:2, 2005년, 112쪽, 姜维枫 著, 《近现代侦探 说作家程

青研究》(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112~114쪽 참조.

35) KING-FAI TAM, 위의 글, 116쪽, 吴正毅, <从福 摩斯到霍桑―中国现代侦探 说

的本土化过程及其特征>, 《苏州教育学院学报》 第25卷 第2期, 2008. 6, 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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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泽厚)의 정식을 빌려 다소 거칠게 정리하자면, 청샤오칭은 훠쌍을 통해 현대 중

국의 두 가지 과제였던 ‘계몽’과 ‘구망’을 한 몸에 체현하는 인물을 하나는 서구적 

이념에 입각해서, 또 하나는 중국 전통 이념에 입각해서 그려내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Ⅳ. 나오는 말

이상으로 필자는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서구 탐정소설이 중국에 수용

된 맥락과 20세기 초 중국 지식계에서 탐정소설을 둘러싸고 존재했던 이견들을 살

펴보았고, ‘중국의 코난 도일’이라 불린 청샤오칭의 탐정소설 속 ‘훠쌍’이 어떻게 셜

록 홈스를 중국적으로 재전유(再 有, Re-appropriation)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

다. 중국에 탐정소설이 처음 수용되었을 당시 《시무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계몽

주의적 성격의 지식인들은 후에 탐정소설의 가치에 의문부호를 달았고, 1910년대 

후반 신문화운동의 주요 지식인들 또한 탐정소설을 여느 원앙호접파 소설들과 같은 

부류로 폄하했지만, 탐정소설의 수용과 창작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지식인들은 여전

히 탐정소설이 지니는 계몽적⋅공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본고에서 중점적으

로 다룬 청샤오칭은 1920-30년대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탐정소설을 창작하고 그

에 대한 이론을 펼쳤던 작가로, 당시 탐정소설의 옹호자들과 마찬가지로 탐정소설

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려 노력했다. 

필자는 청샤오칭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시키고 스토리를 풀어 가는 

중심인물로 조탁한 훠쌍이라는 인물을 실제 작품 내용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훠쌍 

시리즈와 셜록 홈스 시리즈 사이의 ‘동일성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청샤오칭 

작품 속 훠쌍은 과학적인 증거수집과 합리적인 사건분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는 점에서 셜록 홈스와 유사했지만, 사건의 본질을 해부하고 범인을 파악하는 구체

적인 방법에 있어 셜록 홈스가 보여준 치 한 추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

계를 지녔다. 이처럼 청샤오칭의 훠쌍 시리즈가 탐정 서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추리’를 누락한 것은 작가 자신의 창작 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훠쌍은 셜록 홈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애국주의’, ‘공리주의’의 감정을 작품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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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러내고 있으며, 셜록 홈스 특유의 매력이라 할 수 있는 인격의 다면성을 결

여한 도덕적이고 동정적인 ‘협객’으로 그려진다. 셜록 홈스와는 다른 훠쌍의 이러한 

특징들에는 위에서 언급했듯 탐정소설을 ‘계몽적’이고 ‘공리적’인 문학 장르로 정립

하려 했던 청샤오칭을 포함한 당시 지식인들의 강박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샤오칭은 증거에 입각하여 과학적, 논리적인 추리를 펼치는 

근대적 탐정의 탐정활동을 통하여 계몽과 구망의 가치를 구현하려 애쓰는 우국청년

과 같은 다중적 형상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청샤오칭의 작품 속 탐정 

훠쌍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우국청년이지만, 논리적 추론 면

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다. 그 결과 청샤오칭 탐정소설 속 훠쌍은 번뜩이는 재

치와 날카로운 추리로 통쾌한 반전을 선사하는 모습보다는 공정한 사법체계가 작동

하지 않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국가의 부흥과 자강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요컨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탐정소설을 단순히 통속적이고 상업적인 읽을

거리가 아니라 ‘신문학’에 비견할 수 있는 ‘엄숙문학’의 일종으로 구축하려 했던 청

샤오칭의 의도는, 도리어 탐정소설이라는 장르가 지니는 매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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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hina, detective novels were first accepted through Shi Wu Bao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acceptance of the detective novel in 

China was clearly under the Enlightenment and utilitarian intention. 

Although many modern intellectuals in China criticized detective 

novels, but some intellectuals still appreciated the value of detective 

novels. Cheng Xiao-Qing was the most famous detective novelist in 

China in the 1920s and 1930s, and his ‘Huo Sang’ character became 

popular among Chinese detective novel readers. He is a person who 

imitates Conan Doyle's ‘Sherlock Holmes’, considers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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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and rational reasoning very seriously. Unlike Sherlock 

Holmes, however, Huo Sang did not rely on the technique of 

reasoning to solve the case, but was portrayed as a patriotic, moral 

Chivalrous fighter(俠客). This reflects the limitations of Cheng 

Xiao-Qing's novel technique of detective novels, and enlightenment 

and utilitarian literary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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