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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20-30년대 시에서의 ‘죽음’의 문제

권 희 철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죽음의 이미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시적인 것’과 긴밀
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음’이 하나의 문제적 사건으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념들이 모여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소유한 개체성에 대해 강
한 애착을 갖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러한 개체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애착과 욕망은 한편으로 인간
이 삶 그 자체에 충실하게끔 하는 압력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삶이 삶 그 자체
를 뛰어넘는 것이 되게끔 하는 압력이 된다. 이러한 정신적 힘의 모순된 방향은 
‘시적인 것’의 모순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시는 삶이 겪는 세목들에 대한 애착이
며 삶 그 자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코 삶 
그 자체로는 환원될 수 없는 무한의 체험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은 모순된 방향을 지향하는 한에
서 죽음의 이미지 또한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의 운동을 함축한다. 죽음의 이
미지는 하나의 대상을 변화시키고 그 대상이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며 유한
한 개체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풀려나와 무한을 향해 나아
가는 운동을 함축한다. 그러나 죽음의 이미지는 동시에 그러한 풀림의 운동 자체를 
일련의 상징들의 다발로 응결시키는 운동 또한 함축한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시
적 이미지의 운동과 동일한 것이다. 시적 이미지는 세계와 바깥, 유한과 무한 사이
에 놓여있는 다리이며 세계 속의 유한한 것들을 동요시키고 비등하게 만들어 그것
을 바깥 혹은 무한의 차원으로 옮겨놓는 정신적 힘이자 그러한 힘을 상징하는 일
련의 기호들의 연쇄를 유한한 것들이 세계 안에서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신
적 힘이다.
  192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많은 시들이 꿈과 밤, 영혼과 죽음, 무덤과 눈물 등
의 시어를 빈번히 노출시킨 것은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이 시기의 시들이 감정과
잉의 미성숙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문학 형성기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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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우리 시가 시적인 것의 근본적인 차원을 탐구하면서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죽음의 이미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시인들은 현실적인 삶과 엄격히 분리되는 공간을 상상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시적
인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삶과 분리되는 시적 체험과 
죽음의 불가능한 체험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접근하면서 무한의 체험을 욕망했다. 그들은 현실적 삶 속의 체험들과 구분되는 이 
불가능한 체험들을 위해서, 이성과 노동이 지배하는 낮과 구분되는 밤이라는 독특
한 시간의 양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다시 꿈이라는 비현실적인 감각의 양태를 
개발했다. 현실적 공간 속에서 국지화된 채로 삽입되어 있는 죽음의 공간인 무덤은 
시적 주체들을 자극하면서 그들을 밤과 꿈의 영역으로 이끌었지만, 이 두 영역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없으며 현실 속에서 무한의 체험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인식이 
눈물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눈물’ 위로 시인들은 시 속에서 유한과 
무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정신적 기관을 단련시키고자 했는데, 이 정
신적 기관이 ‘영혼’이다. 그것이 김소월의 ‘시혼(詩魂)’이며 나중에 이상(李箱)의 
‘골편(骨片)-나무’로 재등장한다. 
  이 시기의 시적 탐구는 삶과 엄격히 구분되는 차원을 상상하면서 죽음과 무한의 
영역을 발견했지만, 시인들은 무한의 체험을 삶 속에 통합시키며 삶을 다른 차원으
로까지 열린 것으로 변환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은 ‘삶’의 대척점에 놓
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세계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삶’의 대척점에 놓이며, 
‘스스로를 고양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명력의 분출’과 구분하
기 어려워진다. 1920년대 시인들은 삶과 죽음의 이원론 속에서 시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탐구는 삶과 죽음의 이원론을 소멸시켰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삶과 죽음이 얽혀드는 정지용과 백석의 ‘시적 그릇’의 이미지, 그리고 서정
주와 윤동주의 ‘태양-씨앗’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상(李箱)은 자신의 시적 탐구
가 죽음에 대한 탐구와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죽음의 완성을 통해 삶을 완성
시키고자 하는 독특한 시적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II장에서는 장미촌과 백조, 김억과 김소월의 시를 검토했다. 이 시기의 시들
은 세계와 바깥, 유한과 무한을 구분하면서 후자에서 시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했으
며 그것을 매혹적이고 도취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무
한의 영역을 특권화하면서 그것을 현실의 삶과 엄격히 분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
히려 현실의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고 삶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의 죽음을 찬미하는 허무주의의 모습을 띄기도 했다. 김억의 이론적 작업들과 김소
월의 시는 죽음에 대한 시적 탐구를 허무주의로부터 구해내고 그것을 개별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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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아우르는 생명력 그 자체의 흐름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김소월의 시가 표현하는 ‘영혼’의 시학은 죽음의 이미지를 통해 
개별자들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해 존재론적 도약을 감행하는 힘을 보여줬다.
  III장에서는 정지용과 백석, 서정주와 윤동주의 시를 검토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시인들은 두렵고 낯설지만 매혹적인 무한의 영역을 탐험하기보다, 그러한 영역의 
체험 내용을 세계 속에서 수신하고 그것을 삶 속에 담아낼만한 정신적 장치들을 
고안해내고자 했다. 정지용과 백석의 시는 세계 속의 작은 그릇 안에 세계보다 더 
커다란 무한을 품으며 그것을 유한한 삶과 조화시키는 ‘시적 그릇’의 이미지를 만
들어냈다. 또 서정주와 윤동주의 ‘태양-씨앗’의 이미지는 죽음의 영역을 통과하면
서 새롭게 재생하고 더 강렬해지는 생명력에 대한 욕망을 함축한다.
  IV장에서는 이상의 텍스트를 검토했다. 특히 1절에서는 ｢지도의 암실｣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이 작품이 ‘죽음’에 대한 시인의 의식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작품들과의 관련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어 이상 연구
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데도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상은 ‘밤의 산책’과 ‘죽음에 대한 시적 탐구’를 동일시하면서, 죽음과 같이 황폐화
된 현실을 보는 동시에 풍요로운 생명력을 담고 있는 죽음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이 두 영역을 통합하고자 했다. 그는 거울의 이미지와 숫자, 동물 
기호 혹은 기하학적 기호들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시적 작업을 수행했는데, 그의 작
업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삶과 죽음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론적 도약에 
대한 정신적 설계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도약을 불가능하게 하는 황무지와 같은 현
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다.

핵심어 : 죽음, 바깥, 생성, 무한, 이미지 운동
학번 : 2004-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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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사 목적과 문제제기

  흔히 ‘동인지 시대’로 불리는 1920년 전후의 한국 시 작품들을 검토해보면, 이 
시기의 시적 주제가 ‘꿈과 밤, 영혼과 죽음, 무덤과 눈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
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20년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채석장｣(朝鮮文壇, 1929.6)
을 통해 민중적 ‘생명’의 승리1)를 노래했던 주요한조차도 이 시기에는 ｢불노리｣(
創造 창간호, 1919.2)나 ｢生과 死｣(창조 7호, 1920.7)와 같은 시를 써내고 있었다. 
｢채석장｣에서 “여름날 뜨거운 볕” 아래 노동의 활기가 “우주의 의지”에 맞먹는 
“위대한 힘”으로까지 증폭되지만, ｢생과 사｣에서는 다만 “아름다움의 인/ ‘주
금’”, “그 보드러운 품속에/ 平安히 안기기를” 바라고 “ 속에/ 잠기고저”2) 할 
뿐이며, ｢불노리｣에서는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우는밤”의 드라마가 있을 뿐
이다. 주요한은 이들 시에 앞서서는 새벽 거리 “葬事 나가는 노래의 가는 여운”과 
“임을 못 뵈고 죽은 색시의 설움에 겨운 눈물”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눈｣
(1918)과 같은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홍사용은 白潮 창간호(1922.1)의 맨 앞에 “거기서 우슴석거불으는 자쟝노래는 
다소히어리인金빗터에 호랑나뷔처럼 훨훨나라듬니다./ (…) 달콤한悲哀가 안개처
럼이어린넉슬 휩싸들으니 (…) 안이한 우름을 소리처움이다”라고 썼고, 백조 3
호(1923.9)에서는 죽어가는 한 여자의 환상을 통해 죽음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 마
주치게 되는 여러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그려낸 단편소설 ｢저승길｣과 함께 시 ｢
커다란무덤을 안고｣와 ｢시악시의 무덤｣을 발표했으며 ｢나는 王이로소이다｣에서 
“눈물의 왕”을 그려 보이기도 했다. 같은 호에 실린 박종화의 ｢死의 禮讚｣에서 삶
은 헛된 꿈이며 죽음이야말로 생명과 진리의 자리라는 관념이 강조되어 있는데3), 

1) 주요한은 조선문단 창간호(1924.10)에 실린 ｢문단시평｣에서 “참민중의 노래”를 강조하
고 아름다운 새벽(1924)의 ｢책 끝에｣에서 “시가가 본질적으로 민중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한은 비평적 작업들에서 민중적인 것에 대한 관
념으로 기울어지며 죽음을 중심으로 한 1920년대의 시적 주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하
지만 그러한 선언이 작품으로 구체화된 것은 ｢채석장｣ 등에 이르러서이며, 1920년을 전
후해서는 다른 시인들과 함께 ‘꿈과 밤, 영혼과 죽음, 무덤과 눈물’의 주제에서 크게 벗
어나지는 못했다. 김윤식, ｢〈채석장〉에 이르는 길｣(심상, 1981. 12) 참조.

2) 이하 굵은 글씨 강조는 인용자의 것이며 원문에서 강조된 경우는 별도로 표시했다. 원문
의 꺽쇠 강조(｢ ｣)는 작품 제목 표기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작은 따옴표 강조(‘ ’)로 바꿔 
표시했다

3) 이로부터 3년 뒤 커다란 스캔들과 함께 유행하게 되는 윤심덕의 대중가요 ｢死의 讚美｣도 
이 시와 유사한 모티프를 좀 더 감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사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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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중에 박종화 제1시집의 표제작이 될 ｢黑房秘曲｣(백조 2호, 1922.5)의 모티
프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역시 백조 3호에는 이상화의 ｢나의 寢室로｣가 실려 
있는데 애인을 향한 유혹의 형식 아래 밤의 시간과 시적 공간을 일치시키고 있는 
이 시에는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즉속에만잇서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여러 면에서 ｢나의 寢室로｣와 비교될만한, 황석우의 ｢夕陽은 지다｣(廢墟 창간
호, 1920.7)는 시의 모든 연(7연)에서 “愛人아, 밤안으로흠벅우서다고,”를 후렴처럼 
반복하면서 애인의 웃음을 “너의悲哀의秘密한畵帖”으로 정의한 뒤 “나는 내마음이
洪水의속에잠기도록 울어주마”라며 웃음의 가면 아래 감춰진 눈물과 슬픔을 강렬
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중에 중편소설 ｢묘지｣(신생활, 1922. 7~9 및 시대일보, 
1924.4.6~6.7)를 쓰게 될 염상섭은 ｢樗樹下에서｣(폐허 2호, 1921.1)에서 “死는藝術
이다. 人間萬事死로써解決한다. 世上의모든苦痛을나 從容히 死를생각할死의藝
術을안다”고 써놓고 있다. ｢아시아의 밤 풍경｣(1922)에서 “밤은 아시아의 감각이요 
감성이요 성욕”이라고 썼던 오상순은 ｢廢墟의 祭壇｣(廢墟以後, 1924.1)에서 다시 
한번 “廢墟의밤”의 깊이에 대해 썼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 본격적
인 시문학 형성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1920년을 전후한 시문학 작품들이 
눈에 띄게 꿈과 밤, 영혼과 죽음, 무덤과 눈물의 주변을 탐색하고 있는 것은 왜인
가? 이러한 시적 주제는 주요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시인 각자의 모색 과정 속에
서 자연스럽게 멀어져가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단계였을까, 아니면 어떤 변주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되고 다음 세대의 시인들이 새롭게 도전했던 우리 문학의 근
본적인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일까? 그것이 근본적인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면, 이 주제는 어떤 깊이에 도달했고 어떤 방향들로 확산 · 전개되었는가?
  우리 시문학사 기술에서 이러한 질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사례는 많지 않다. 
1920년을 전후한 시적 주제들은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사례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시인과 작품, 지면에서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러한 주제
들은 백조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다고 가정되곤 하는 감상적 낭만주의의 미성
숙의 징후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4)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의 시적 주제들
은 “냉혹한 현실 앞에 여지없이 부서지는” “월광(月光)의 창백한 빛깔과 감상(感
傷)과 신비의 분위기”5) 혹은 조선문단 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 흐름에 의

이 노랫말의 후렴은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설움”이며 1926년 8월 13일자 朝鮮日報와 每日新報에 실린 5절 가사에는 
“살수록 괴롭고 갈수록 험하니/ 한갓 바람은 평화의 죽음”이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
영미 · 이준희 편주, 사의 찬미(외), 범우사, 2006, 32~33쪽에서 재인용.  

4)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상) 4장, 학연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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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극복될 “퇴폐주의나 허무주의 (…) 개인적 자족과 주관의 침몰”6)에 가까운 것으
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당시 이광수가 제시한 강력한 비판(“오늘날 
우리 문단의 젊은 문사(文士) 제씨(諸氏)는 무서운 도덕적 악성병(惡性病)에 걸려있습니다. 
(…) 아아 아직 발아기(發芽期)에 있는 우리 문단에는 ｢데카단쓰｣의 망국정조가 풍미(風靡)하
여 마치 아편(鴉片) 모양으로 독주(毒酒) 모양으로 청년문사 자신과 및 순결한 그네의 독자
인 청년남녀의 정신을 미혹합니다.”7))과 함께 세대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김기림의 문
학사적 평가에도 연결되어 있는 우리 문학사의 표준적인 이해 방식으로 굳어져 왔
다. 이 시기의 시들을 병적이거나 미성숙한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1920년을 전후한 
시적 주제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진지한 탐구를 방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1920년대 시문학을 새롭게 재조명하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
러한 평가는 굴절을 겪게 됐다. 새로운 연구들은 대체로, 미성숙한 퇴폐주의의 일
종으로 평가해왔던 장면들에서 ‘사회의 원자화된 성분으로 간주되는 개인’으로부터 
‘타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개성적 개인’으로의 이행 혹은 그러한 이행에 대한 
욕망을 읽어내려고 시도하면서, 1920년대 시문학이 미적 근대성을 성취하는 계기
였다고 평가한다.8) 이들 가운데 특히 김행숙의 연구는 동인지 시대를 특정 유파나 
사조의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들이 초래하게 될 단순화에 유의하면서 ‘시문학 형성
기’에 경합했던 다양한 관념들의 운동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시문학 형성기의 다층적 운동을 미적 근대성으로 규
정하면서 본래의 의도와 달리 연구의 시야를 ‘내면’의 발견과 ‘개성’의 구축 등의 
한정적인 개념들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동인지 시대의 작품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이미지들을 재구성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새로운 의미들을 
이끌어내기 보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표상’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연애’, ‘기차’, 
‘어린이’ 등을 재확인하려고 했다는 점이, 김행숙의 연구가 본래의 의도만큼 동인
지 시대에 잠복해 있는 다층적 운동의 실상에 충분히 밀착해있지 않다는 점을 은
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김춘식의 연구에서도 1920년을 전후한 시문학
에서 “미적 경험을 통한 ‘주체 정립의 기획’”9)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연구의 대상을 

5)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2003(1947년과 1949년에 각각 출간된 조선신문학사
조사를 1980년에 합본한 것을 복간한 것), p.231.

6) 오세영, 20세기한국시연구, 새문사, 1989, p.76.
7) 이광수, ｢문사(文士)와 수양(修養)｣, 창조 8호, 1921.1, p.15 ; 본문에 인용되는 산문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본래의 뜻을 헤치지 않는 한도에서 현대어 표기로 수정하였으나, 시
와 소설 작품의 경우는 원문 표기를 따랐다.

8)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출판, 2003.
   오문석, ｢창조와 폐허의 미학 – 동인지 예술론｣, 백년의 연금술, 박이정, 2005.
   김행숙, 문학이란 무엇이었는가 –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5.



- 4 -

‘감상주의적 미성숙성’이라는 평가를 재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미적 근대성
을 재확인하려는 연구자의 의도가 이 시기의 시적 사유와 이미지 전개의 독특성에 
대한 관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춘식은 미적 근대성의 한 요
소로 ‘감각적인 것들의 재발견’을 들고 이것이 근대적 주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요
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틀 자체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지만 실제 
시 작품에서 감각적인 것들의 재발견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고 또 김춘식의 연구가 그에 상응하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1920년대 시문학을 재조명하려는 연구들은 ‘미적 근대성’이라는 개념
을 앞세우는 바람에 이 시기의 문학적 경향들이 은밀하게 함축하고 있는 시적 주
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 분석에 앞서 이론적으
로 선이해된 서구적 ‘미적 근대성’을 한국 시문학사의 사례를 통해 가다듬고 새롭
게 발전시키는 데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한다.
  이 점에서 당대의 시문학 텍스트들에 밀착해서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와 
상징과 관념들을 추출하며 맥락들을 재구성해내고 있는 조영복의 연구10)가 보여주
는 작업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장미’와 같은 기호를 추출해
낸 장면들은 특히 흥미로운데, 그러한 장면들은 ‘유미주의’와 같은 추상적인 이름
붙이기에 그치지 않고 유미주의라고 불리는 흐름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아름다움’
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조영복의 연구도 다른 연구들처럼 이 시기의 시문
학이 발견하는 ‘개인’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을 미적 근대성의 개념으로 
환원하는 대신에 공동체의 의미 지평 속에 개인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고독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파토스 같은 것을 포착하고 있어 이 시기의 시 연구에 중요
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은 이 시기의 시들이 슬픔 · 절망 · 
공포가 결합된 기호들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던 정신사적 맥락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
  조영복의 연구는 1920년대 초반의 몇몇 장면들의 문학사적 의미를 날카롭게 포
착하고 있지만, 거기서 근본적인 시적 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양한 성격과 시기
의 시 작품들과 연결지으며 비교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1920년을 전후
한 시적 주제가 그 시기의 독특하고 예외적인 지점이었다고 전제한 까닭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죽음을 중심으로 한 1920년대 초반의 시적 주제가 우리 시문학사의 
근본적인 주제들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
러한 가정을 세공하고 입증하려는 시도로 되어 있다. 본문에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

9) 김춘식, 앞의 책, p.29.
10)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 소명출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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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김소월이 제시한 ‘시적 영혼과 죽음’의 문제는 1920년을 전후한 다양한 시
와 이론적 작업들과 대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지용 시의 ‘생명’은 ‘유리
창’의 구도를 통해 ‘영혼’과 ‘죽음’의 문제를 발견했으며, 백석은 정지용의 ‘자연의 그
릇’과 경쟁할만한 ‘죽음의 그릇’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서정주와 윤동주는 태양 이미
지를 통해 각각 ‘죽음’을 경유하면서 스스로의 강렬함을 입증하는 ‘니체적 생명’과 존
재론적 도약을 꿈꾸는 릴케적 ‘죽음의 씨앗’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상은 ‘죽음’
의 체험을 시인의 과제로 설정하면서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하면서 어떤 
시인들보다 이 주제를 집요하게 다뤘다.
  이러한 이해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설정되는 문학사적 시대 구
분이나 유파들 사이의 가상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어떤 
주제가 있다고 가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1920년을 전후해서 ‘꿈과 밤, 영혼
과 죽음, 무덤과 눈물’ 등으로 두드러지게 노출되었다가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변주
되면서 탐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항목들 가운데 이 논문에서 핵심으로 다
루는 것은 ‘죽음’이다. 1920년을 전후한 시와 시론의 문맥 속에서, ‘영혼’은 우리의 존
재를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과 연결시키는 시적인 정신기관
이고, 그러한 기관의 독특한 체험 내용 혹은 그러한 기관의 독특한 인식 체계가 ‘꿈’인
데, 이 초현실적이고 삶을 초과하는 영역에 붙여진 이름이 ‘죽음’이다. ‘밤’과 ‘무덤’은 
죽음이 침투하는 시적인 시공간이며, 죽음의 체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물질화가 ‘눈
물’이다. 결국 이 기호들은 ‘죽음’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펼쳐지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퇴폐주의로 취급되는 ‘과장된 울음’의 시들을 주목하면서 신범순은 그것이 “고
통스런 현실에 대한 극심한 좌절과 그 현실에 대한 파괴적 충동에서 비롯한 것이리라”
고 평가했다.11) 1920년대적 울음은 단순히 과잉된 감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괴기
스러운 웃음’과 짝을 이루며 시대적 어둠에 대한 시적 인식이자 대응으로 기능하고 어
두운 현실의 반대항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신범순의 연구는 이러
한 관점을 포함하면서 최남선부터 이상에 이르는 우리 시문학이 빚어낸 정신사적 흐름
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삶과 사물, 마음들을 함께 엮는 생명력의 역동성과 같
은 ‘놀의 시학’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신범순의 연구는 기존의 문학사 서술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사상사적 흐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
만, 문학작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사회적 맥락 등을 추출하는데 주
력한 나머지, 문학작품을 비문학 텍스트와 동일하게 다루면서 ‘시적인 것’에 대한 분석

11) 신범순, 노래의 상상계,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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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홀히 하게 되는 일반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놀의 시학’을 특히 김소월의 시편들의 분석을 통해 개념화하는 장면들은 시가 
함축하는 ‘사상’을 드러내는 작업과 ‘시적인 것’을 생산해내는 시 형식을 분석하는 작
업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탁월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놀의 시학’과 대칭을 이루며 그것을 보충한다고도 할 
수 있다. ‘놀의 시학’이 생명력에 대한 시적 탐구이면서 생명력을 자극하는 시적 흐름
인데 비해, 이 논문이 다루는 것은 죽음에 대한 시적 탐구이면서 죽음을 자극하는 시
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
에 죽음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시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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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의 시각 

  생물학적 사건으로서의 죽음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 현상이지만, 그것을 탐구와 
고뇌의 대상으로 삼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원숭
이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장면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는 순간이다.12) 조르
주 바타이유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 때가 
매장의 풍습을 확립하고 죽음에 대한 인간적 감정들을 표현하는 기호들로 무덤을 
장식하게 되는 시기인 후기 구석기 시대, 약 3만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전에도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원시인들이 있었지
만 그들은 아직 동물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13) 
  인간적 조건에 대해 탐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 현상이 소멸되는 사건으
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의식이다. “인간을 특히 인간이게 해주
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의식’”14)이지만, 죽음에 대한 의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種)
과 죽음에 대한 인간적 부적응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15). 우선 적응의 대상이 
되는 일반 생명 현상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것은 기계적 단순성과 확연
한 차이를 갖는다. 기계의 부분적 마모와 파손이 기계 전체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
고 최종적으로는 기능 소멸, 작동 불능 상태에 도달하지만, 생명체의 부분적 파괴
는 생명 그 자체를 새롭게 재조직하며 활성화시키는 원천이 된다. 엔트로피의 증가
가 기계적 상황에서는 제거해야 할 해결 과제이지만, 생명 현상에서는 생명의 활동 
자체가 엔트로피의 증가를 초래하며 엔트로피를 제어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은 또 
그대로 생명 활동의 내용이 된다. 부분적 파괴, 무질서, 혼란 등은 생명활동을 구
성하는 필수 요소이지, 단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인 것만은 아니다.16) 면역학자인 
장 클로드 아메장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들은 자살 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세포들이 적절하게 파괴될 때에만 생물
학적 기관들이 정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고 대뇌와 면역계 또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되어온 많은 질병들이 실제로는 이 세포의 자살 프로그램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서, 세포들이 제 때에 적절하게 파괴되지 않으면 세포들이 이루고 있는 생명체
가 심각한 위험을 맞게 되는 셈이다. 생명체는 단지 죽음과 싸우면서 그 반대편에

12) 조르주 바타이유, 유기환 옮김, 에로스의 눈물, 문학과의식, 2002, 27쪽.
13) 위의 책, 1부 1장 2, 3절.
14)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의 역사, 민음사, 1998, 112쪽.
15) 에드가 모랭, 김명숙 옮김, 인간과 죽음, 동문선, 2000, 61쪽. 
16) 생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에드가 모랭, 위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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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작은 죽음들을 자신 안에 포함하
면서 적절히 잘 죽어가는 내부를 포함할 때에만, 재생과 파괴, 삶과 죽음이라는 두 
힘의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이어나
갈 수 있다.17) 
  세포와 생명체의 관계를 개별 생명체와 종(種)의 관계로 확대해서 적용해볼 수 
있다. 종의 시야에서 볼 때 부분적 손상, 즉 개체의 죽음은 종 전체의 생명을 재조
직 ‧ 활성화 ‧ 진화시켜 나가는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관계는 더 큰 범주로 확대
시킬 수 있는데, 지구상에 출현한 수많은 종들의 99%는 종 자체의 죽음을 맞이하
였으며 그러한 종의 공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일반 생명은 새로운 종들을 
출현시키며 자신의 역동성을 전개할 수 있었다. 정신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문
화’라는 것도 옛 세대들이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식이나 규범, 의미 있는 
양식과 같은 것들의 공동의 유산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손실 · 변화 ‧ 발달을 겪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만 활력을 얻게 된다.18) 간
단히 말해서 생물학적 의미에서나 문화적 의미에서나, 죽음은 이미 생명 현상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전개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 생명에 반대되
는 장애물이 아니다. 기계적 기능을 본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은 
일종의 침체이지 생명 현상의 분출과는 거리가 멀다.19) 이러저러한 위기와 손상들
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재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생명 활동의 내용을 이루
는 것이며, 그러므로 생명 활동은 그 자체의 메커니즘 안에 작은 죽음들을 포함하
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가지고 노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생명이며, 우리
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사건으로서의 죽음이란 그러한 놀이가 개별 단위에서 돌
이킬 수 없이 최종적으로 끝나버리는 대신 개별 단위를 포괄하는 상위의 영역에서 
그 놀이를 회수해서 이어가는 극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20)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은 그러한 종(種)의 질서, 즉 생명/죽음의 흐름 안으로 개
별 생명이 흡수되는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죽은 동료 앞에서 어떤 관
심도 보이지 않는 원숭이의 자연스러움은 생명/죽음의 흐름에 대한 이러한 ‘적응’
을 표시한다. 죽음을 문제 삼지 않는 이러한 동물적 상황을 조르주 바타이유는 “물
에 물이 있듯이 동물은 세상에 있다”21)고 비유한다. 한 방울의 물이 커다란 웅덩

17) 장 클로드 아메장, ｢삶과 죽음의 대화｣, 장 클로드 아메장 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 알마, 2013.

18) 에드가 모랭, 앞의 책, 9쪽.
19)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1989, 109쪽.
20) 위의 책, 64~65쪽.
21) 조르쥬 바타이유, 조한경 옮김, 어떻게 인간적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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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물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때 거기에서 어떤 폭력의 징후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의 순환 고리에서 동물은 인간처럼 민감하게 폭력의 징후를 발
견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개별 생명체들이 종(種)의 생명의 
흐름 안으로 물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이 생명/죽음의 메커니즘이며, 동물들은 
죽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생명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문제삼지 않는다.22)

  그러나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이러한 흡수를 문제 삼는다. 인간은 자신의 개체
성을 확인하고 타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며 그 개체성에 애착을 갖고 그것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이 때문에 인간
에게는 개별 생명의 소멸, 곧 종의 생명의 흐름 안으로의 흡수가 심각한 문제 상
황으로 받아들여지며, 이 때문에 죽음이 문제가 된다. ‘개별성’ 혹은 ‘주체성’을 문
제 삼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문제 삼고 죽음에 대해 고뇌하며 탐구한
다.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며, 거꾸로 자기 자
신에 대한 의식은 죽음에 대한 의식을 요구한다”.23) 어린 아이가 죽음에 대해 의
식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자의식이 발생하는 시점과 일치한다.24)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 종과 관련한 개체성의 격상, 개체성과 관련한 종의 쇠퇴를 가
정한다.”25)

  생명 현상 안에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죽
음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다양한 상상력과 관념, 믿음들을 투여하면서 죽음이라는 
사건을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서서히 바꿔놓았다. 역사학자인 필리프 아리에스의 역
작 죽음 앞에 선 인간(1983)이 무덤과 그 주변에 펼쳐져 있는 도상들의 긴 역사
를 탐구하면서 도출하는 결론들도 ‘개체성’에 대한 애착이 죽음의 인식에 어떤 변
화를 가져왔는가 혹은 다양한 상상력과 관념들을 통해 인간들이 어떻게 죽음과 화
해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필리프 아리에스에 따르면 로
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역사에서 2, 3세기 경부터 도시와 가까운 곳에 묘지가 
크게 확산되었는데 그것은 “대도시의 서민들이 죽어 버린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 
불사(不死)의 권리를 획득하였다는 식의 논리들이 전개”26)된 탓이었다. 이러한 논
리에 따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변형된 형태의 집(무덤)이 필요하고 도시와 멀지 않

1999, 31쪽.
22) 에드가 모랭, 앞의 책, 61쪽.
23)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112쪽.
24) 에드가 모랭, 앞의 책, 38쪽.
25) 위의 책, 61쪽.
26) 필리프 아리에스, 유선자 옮김, 죽음 앞에 선 인간, 동문선, 1997,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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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집으로 가족들이 찾아와 그를 기억하여 향연을 베푸는 가운데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게 된다. 16세기에 들어서면 묘비명이 일반화되는데, 그것은 익명적 성
격의 매장지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려는 욕
구가 문자와 출판물들의 보급이라는 여건과 만난 결과이다. 이제 사람들은 생물학
적 죽음을 넘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개체성의 불멸성을 과시하려 든다.27) 15
세기까지 묘지를 장식하던 도상(圖像)들은 대체로 횡와상(橫臥像)과 기도상(祈禱像)
이었는데 전자는 부패되는 사체를 표현하면서 현세적 삶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후
자는 종교적 경건함을 표현하면서 천상의 영원성으로의 흡수를 드러내면서 존재의 
이중성의 개념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16세기의 묘비명들은 이 개념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인간 존재를 육신과 영혼으로 이원화하고 비록 육신이 썩어 없어질지라
도 영혼에 의해 불멸성이 유지된다는 관념에도 어느 정도 ‘개체성’에 대한 애착이 
보이지만, 묘비명은 현세에서 누렸던 개체성을 그대로 격상시키고 그것을 사후에도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전까지 무덤의 조각상들은 죽은 사람의 모습과 
아무런 유사성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조각상들도 죽은 자의 
생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역시 ‘개인’에 대한 가치의 상승과 비
례하는 현상이다. 데드마스크와 같은 관습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기에 등장
한다.28) 13세기부터 현대까지의 묘지의 도상 콜렉션을 비교 검토하면서 필리프 아
리에스가 내리는 결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세계에 대한 집합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으로부터 마태오 복음서 제 25장에서 유래하는 또 다른 표상[마태오 복음서 25
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의 은유적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게 되리라고 예고되어 있다 - 인용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 표
상에서 개인은 드라마의 중심이며, 인류라는 종을 대체한다”29)는 것이다. 13세기
부터 16세기까지 ‘최후의 심판’을 표현하는 출판물들이 증가하는데, 이는 “중세 전
반의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이상과 개인주의 사이의 타협물”30)이다. 최후의 심판
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질서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한다는 공동체적인 이상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이뤄낸 공과(功過)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니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아’의 선택과 의지인 
셈이다. 최후의 심판의 상상력 속에서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에서는 물론이
거니와 지옥에서조차 “인간은 자신들의 감각과 거만하고 탐욕스러우며 방탕한 성

27) 위의 책, 97쪽.
28) 위의 책, 150~178쪽.
29) 위의 책, 289~292쪽.
30) 위의 책,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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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닌 채, 영원히 자기 자신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31) 그
것이 마태오 복음서 제25장의 ‘영벌’과 ‘영생’의 의미이다. 
  정리하자면, ‘개체성’ 혹은 ‘자아’에 대한 관심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키
고, 그 불안에 대항하느라 죽음의 현상 위에 ‘개체’의 불멸을 표현하는 다양한 변
이형들을 투사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인류의 정신사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자아에 대한 거울과 같
은 역할을 하게 된다.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는 최후의 심판이 한 사람의 인생역정
에 대한 정확한 측정값이라고 할 때, 죽음은 정확히 그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한 거
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리프 아리에스는 ‘개체성’에 대한 관심으로
부터 ‘죽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듯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일상으로부터 격리되
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결국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희박해지는 위기 
상황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32)

  ‘죽음’의 위기에서 ‘개인’의 위기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와 에드가 모랭의 접근은 필리프 아리에스의 문제 제기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구는 ‘개체성’이나 ‘자아’의 위기가 아니라 ‘공동체’와 
‘참여’의 위기라는 반대 측면을 환기하면서 이 문제를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것
으로 만들고 있다. 불멸성의 환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하면서 죽음의 폭력으로
부터 ‘개체성’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결국 죽음과 관련된 관념들을 통해 자아를 성
찰하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죽음의 문제는 곧 자아, 개체성의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간들은 개체성을 강조하고 보호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방
향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 죽음 위
에 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인 죽음을 덧씌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동물들이 죽음을 
통해 개체성을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으로 상위의 위상인 종(種)의 생명의 
흐름 아래 흡수되는 것처럼, 인간 또한 죽음을 통해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자신을 
기입하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종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죽음을 받
아들일 수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자신의 개별적 삶을 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인 더 
큰 범주의 삶으로 감싸고 그러한 범주에 ‘참여’하면서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러한 
참여의 조건과 개인의 이해 관계는 종종 어긋나지만, 인간은 참여 속에서 살아있다
고 느끼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 관계나 취향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포기
한다. 이러한 제한과 포기의 극단적인 상황이 죽음의 무릅씀이며 전쟁과 같은 인간
적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31) 위의 책, 296쪽.
32) 필리프 아리에스, 이종민 옮김, 죽음의 역사, 동문선, 1998,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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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의 삶이 덧없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망 속에 그의 행적들이 
기록되며 그 의미망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한다. 성숙한 인간은 유아적인 자아주의
를 절제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을 건설하고 관리하며 후세를 위해 물려주는 사
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참여의 메커니즘 속에서 죽음은 받아들일 만한 것으
로 변형된다. 뛰어난 시민은 공동체의 역사에 의해 영원히 기억되며 그가 이룩한 
업적이 한 사회의 문화적 기관의 일부로 남아 살아남은 공동체원들의 삶에 계속해
서 개입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죽음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한 개인이 공동체와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들의 위기인 것이다.33)

  서로 반대되는 두 시각(‘개체성, 개인, 자아의 표명’ 그리고 ‘공동체, 역사에의 참여’)에
서 어느 한쪽도 포기될 수 없다. 이 대립쌍이 형성하는 긴장과 모순이야말로 ‘죽음
에 대한 의식’에 역동성을 부여하며 인간적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죽음과 에로티즘
을 일치시키는 조르주 바타이유는 이 두 시각 가운데서 ‘참여’의 해방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도 참여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나 문화적 유산들 또한 결국에는 규모가 
커진 또다른 개체의 일종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공동체나 문화적 유산들의 규칙과 
금기와 경계선들까지도 무력화시키는 생명의 폭발적인 분출에 주목한다. 바타이유
에 따르면 공동체의 위상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정체성 속에도 머물기를 거부하는 
균열과 위반의 폭발적인 해방감(죽음과 일치하는 에로티즘)이야말로 문화를 축적하는 
노동과 이성의 원리와 함께 인간의 정신적 경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개체를 구성하는 모든 경계와 금기를 무화시키는 폭발적인 해방감을 강조할 때, 조
르주 바타이유는 개체성의 표명에 주목하는 필리프 아리에스의 반대편에 자리잡는
다. 필리프 아리에스의 ‘죽음 앞에 선 인간’은 개체성의 소멸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유지하려는 다양한 환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반해, 조르주 바타이유의 악마적 인간
들은 유한한 개별적인 삶 속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아의 경계선을 무화시키
는 폭발적인 순간들을 도입하면서 어떤 경계선도 허용하지 않는 연속성의 흐름 속
으로 뛰어들고 싶어한다. (‘개체성의 표명’이든, ‘공동체’나 ‘역사’조차도 무화시키는 ‘무형
적 연속성을 향한 추구’이든) 어느 쪽이든 죽음은 단순한 끝이나 소멸이 아니며, 생명 
활동과의 기묘한 연관 관계 속에 놓여있고, 무엇보다 인간적 조건들 가운데 가장 
문제적인 요소가 된다. 
  개체성과 참여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삶과 죽음이 서로를 향해 얽혀드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학이나 인류학의 독특한 인식틀이 아니다. 헤겔의 정신

33)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김수정 옮김,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2012(개정판), 9, 
11, 14~16절 및 에드가 모랭, 김명숙 옮김, 인간과 죽음, 동문선, 2000, 총론 4장 및 
3부 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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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1807)이 정신Geist의 발달 단계를 기술할 때,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죽음’이거니와, 정신현상학에 기술된 정신의 운동은 의식이 특정한 단계에서 자
신이 한낱 개별적이고 특수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보다 보편적인 위상에 도
달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위치를 파괴하고 스
스로를 변형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다. 헤겔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역사’라는 것도 단순히 시간의 경과가 누적된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성과
물들이 작은 죽음들을 딛고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높이로 영원히 상승해나가는 
정신의 살아있는 운동을 가리킨다. 헤겔 철학 안에서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 위
에 덧씌워진 사회학적 죽음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죽음, 즉 인간 정신의 보다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관념 구성의 ‘힘’을 가리킨다.34) 헤겔의 인간 이해에 따르면, 
동물이 ‘물 속에 들어있는 물’처럼 전체-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인
간은 그러한 전체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 덕분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자유와 창조성을 소유하게 되지만, 동시에 전체-자연과 직접적인 관계를 잃
어버린 채로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관념화시키는 방식으로만 간
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은 지금 여기의 전체-자연의 
직접적 생생함이 떨어져 나간 ‘시체’만을 다루는 셈이며, 이 때문에 헤겔은 ‘관념 
구성의 힘’이 곧 ‘죽음’이라고 말한다. 헤겔이 파악한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한 힘
은 주어진 대상의 직접성을 제거한 뒤에 관념화하고 인간적 인식에 적합하게 가공
해버리는 ‘죽음’의 힘이다. 그러한 죽음의 힘을 감당해내는 의식만이 살아있는 정
신이 될 수 있으며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 진리를 향한 정신의 긴 모험들을 묘사
하고 있는 정신현상학은 그러므로 인간 의식의 매 단계마다 의식이 어떻게 인식
의 대상들을 살해하고 또 그러한 대상들과 연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작은 단계
들을 파괴하면서 보다 높은 단계의 보편성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추
적하게 된다.
  정신의 능력과 일치하는 헤겔의 죽음의 힘은 전체-자연의 흐름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의 결과로 개별적인 사물들을 끄집어내어 살해하고 그것들을 관념적으로 가공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바꾼다. 그러한 이해로부터 다양한 개별적
인 견해들이 생겨나는데 정신은 다시 한번 이 견해들의 개별성을 살해하면서 보편
적인 정신을 건설해나간다. 헤겔적인 의미에서의 정신의 발달사는 서로 다른 관념
들과 담론들 간의 전쟁의 역사이기도 한 셈이다. “바로 그 ‘비현실적[헤겔은 관념화 
작업에 의해 자연의 직접성이 제거된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부른다 - 인용자]’ 죽음이 근대 

34) 게오르그 빌헬림 프리드리히 헤겔, 임석진 옮김, 정신현상학, 한길사, 2005, 70~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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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로베스피에르로부터 히틀러(민족정신을 추구하고 실현시키려는 피비린내 나는 
‘그의 투쟁’)를 거쳐 근본적으로는 독일 관념론의 영향 아래에서 천황과 국가를 위
해[보편적 정신이라고 이해된 어떤 것을 위해 - 인용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지
고한 의미를 일본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니시다 기타
로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서 출몰했던 수많은 정치적 ‧ 군사적 죽음들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다. (…) 헤겔의 죽음에 대한 사유는 실존적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적 ‧ 정치적 차원, 즉 역사적 차원에서 결론을 발견했고, 전쟁이라는 문제와 결부
되는 지점에서 정점에 오른다.”35) 헤겔의 철학적 죽음은 언제나 비현실적 죽음이
지만 헤겔적 보편화의 과정은 현실의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
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헤겔이 이해한 것처럼, ‘역사’가 보편성을 향해 전진하면서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수많은 죽음들을 생산하고 ‘정신’이 스스로를 전개하면서 주어진 그
대로의 살아있는 전체-자연을 균열시키고 그 작은 조각들을 다시 살해한다고 할 
때,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것은 살아있는 전체-자연이다. 헤
겔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 의해 건설되는 관념적인 보편성의 왕국을 찬미했지만, 
그러한 왕국은 항상 살아있는 전체-자연을 ‘바깥’에 남겨둔다. 이 ‘바깥’은 릴케적 
표현으로 ‘열린 세계’에 해당하며 동물성의 영역이 된다. 여기에 헤겔의 죽음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죽음의 영역이 열리며 그것을 모리스 블랑쇼는 ‘불가능한 죽음’
이라고 불렀다.36) 
  헤겔의 죽음은 ‘가능한 죽음’이다. 헤겔의 죽음은 전체-자연으로부터의 분리 과
정 전체에 관여하고 있지만,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적 세계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죽음들을 딛고 어떤 이해와 보편성을 향한 상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죽음’이 된다. 모리스 블랑쇼의 죽음은 헤겔의 죽음이 남겨둔 바깥
의 영역, 결코 인간의 개념적 언어들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죽음이며, 그것이 현실적 삶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죽
음’이다. 인간이 그 바깥의 영역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정신이 잘 조직해놓은 인간
적 관념들의 체계로부터 빠져나와야 하고, 그 때문에 어떤 개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바깥에 대한 체험은 인간적 삶의 조건들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
음’에 가깝고, 그것을 인간적인 관념화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
의 체험은 ‘불가능’한 것이다. 모리스 블랑쇼는 말라르메, 카프카, 릴케 등을 분석

35) 박준상, ｢옮긴이 해제 : 한 어린아이｣, 모리스 블랑쇼, 카오스의 글쓰기, 그린비, 
2012, 253쪽.

36) 헤겔과 블랑쇼의 대비 구도에 대해서는 박준상의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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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들 문학 작품이 개념적인 언어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체험을 추적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불가능한 체험의 영역을 ‘바깥’ 혹은 ‘문학적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 체험을 헤겔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죽음’에 가까운 것이라
고 썼다.37)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에 대한 논의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명 활동의 메커니즘 안에서 죽음은 생명의 반대말이거나 생명이 극복해야 
할 심각한 장애물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생명 활동의 필수 요소이다. 생명 활동
은 작은 죽음을 통해서 커다란 생명을 활성화시킨다.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이러한 
생명-죽음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문제 삼지 않고 죽음에 대한 의식도 
없다.
  ②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상위의 생명을 위해 개체의 작은 생명을 포기하는 일
을, ‘개체성’과 ‘자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물들
과 달리 인간에게는 개체의 죽음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인간은 자아의 불멸성에 관
한 다양한 신화들을 만들어 내면서 죽음을 견뎌내려 하고 이 과정에서 죽음은 자
아를 성찰하는 거울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죽음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학적 죽음 위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죽음을 개발하기도 한다. 자아나 개체성이 그대로 보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역사나 문화적 유산 속에 참여하면서(혹은 조르주 바
타이유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역사나 문화적 유산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연속성의 
흐름 속으로 폭발적인 해방감을 느끼며 녹아들면서), 죽음이 덧없는 소멸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다. 보편성을 향한 상승과 직결되는 이러한 ‘참여’가 헤겔적인 ‘가능한 죽
음’이다. 
  ④ 그런데 ‘가능한 죽음’은 자기 자신만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식의 대상들을 전체-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파괴하면서 인간적 관념의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계의 바깥에는 늘 인간적 인식이 닿지 못하는 
비인간적 공간 혹은 동물적 공간이 남겨진다. 인류의 역사가 건설한 관념의 세계 
안에서는 결코 개념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바깥’의 체험이 곧 ‘불가능한 죽음’
이다. 그것은 설명될 수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으
며 이때 동원되는 특수한 언어(블랑쇼는 이것을 ‘침묵’이라고 불렀다)가 문학이다.
  죽음을 둘러싼 이상의 네 가지 관점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문학의 가장 근본적
인 영역에 대한 사유가 죽음에 대한 사유와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시

37) 모리스 블랑쇼, 이달승 옮김, 문학의 공간, 그린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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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필요한 체험이란 불가능한 죽음의 체험이며, 죽음의 영역에서 말이 질적으
로 변환되는 것이 시적 언어이다(이것이 말테의 수기에서의 릴케의 주장이다). 1920
년을 전후한, 본격적인 시문학 형성기의 작품들이 죽음의 기호들을 그렇게 빈번히 
도입한 것은 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에 대한 사유가 시작되면서 죽음의 체험에 
대한 의욕이 함께 자극받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이러한 가설을 점검하기 위해, 
2장에서는 장미촌 및 백조와 그 주변, 그리고 김억과 김소월의 시와 시론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시적 죽음의 개념들을 바탕으
로 해서 정지용, 백석, 서정주, 윤동주 등의 시에서 삶과 죽음이 시적 변증법을 통
해 얽혀드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2, 3장에서 제기된 다양
한 시적 죽음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도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상의 문학 작품들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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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삶’과 ‘죽음’의 이원론의 성립과 소멸

  1. 허무주의적 죽음 예찬과 삶의 바깥에서의 무한 체험

  한시(漢詩)나 민요(民謠) 혹은 시조(時調)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 창작이 여
러 시인들에 의해 시도되고, 각종 신문 매체와 잡지 등을 통해 이 작품들이 발표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문학 제도의 관습이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920년을 전후
한 시기는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근대시문학 형성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를 근대시문학 
‘형성기’라고 부르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시 작품들은 직접적으로 참고
할만한 확고한 문학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며 문학적 운동을 전개시킬만한 ‘기본형’도 아직은 갖추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새롭고 혁신적인 모든 시가 그렇지만 특히 근대시문학 형성기의 시 작품들
은 그 자체로 ‘시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을 함축하기 마련이며, 
시인들 자신도 시적인 것에 대한 이론적 작업과 함께 외국시를 번역해서 소개하는가 
하면 시적 산문 쓰기를 시 창작과 병행하고 있었다. 
  새롭게 형성되는 한국 근대시가 표현해내려 했던 ‘시적인 것’이란 무엇이었는가. 그
것은 다른 형태의 글쓰기, 다른 형태의 개념, 다른 형태의 사유와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혹은 시적인 것이란 단지 여타의 글쓰기나 개념 작업, 사유를 아름답게 장식
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형성기의 우리 시는 어떤 답변을 제
출하고 있는가. 최초의 시 전문지 薔薇村(1921.5) 및 이 시 잡지를 편집한 박영희의 
시론을 검토해보면, 이 시기 시인들은 이러한 질문과 답변에 상당한 수준으로 자각적
이었으며 비록 단초에 머무른 것들이기는 하지만 시적인 것을 해명하는 여러 관념들을 
제시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장미촌의 답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적인 것’을 ‘공간화’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끊임없이 ‘현실’과 분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의 시
도는 다분히 낭만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낭만주의적 흐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계몽주의의 대립항으로 풀이해볼 수 있는데 계몽주의적 희망과 열정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해볼 수 있다. 얼핏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세계의 현상들 아래에는 어떤 규
칙과 질서 혹은 의미의 체계들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발견될 수 있고 먼저 발견해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 또한 그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되고 
이해된 지식의 조각들은 서로를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각들을 잘 끼워 맞추면 모
자이크와 같이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류의 지성은 점점 더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지성의 크기가 커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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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세계를 더 질서정연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이 
계몽주의적인 희망과 열정의 개요이며, 이것은 근대적 사회의 형성과 철학적 개념들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 왔다. 이러한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예술은 현실의 다양한 양태
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理想的)인 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장면화하는 것을 스스로
의 과제로 삼기도 한다.38) 그런데 계몽주의적 열정이 투사되어 있는 이상적인 것들은 
현실적인 것과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계몽주의적 질서의 미래적 형태라는 점에서 낭만
주의적인 열정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것과는 구분된다. 낭만주의에서의 이상적인 것은 
설명가능한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계몽주의적 지식처럼 타인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없다. 그것은 특정한 문맥에 따라 서로 배치되는 독특한 진실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 
질서나 체계에 봉사하지 않는 신비주의적인 것이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범박한 이
분법을 적용해보자면 장미촌은 낭만주의적 기류 속에서 ‘시적인 것’을 ‘현실’과 분리
하면서 공간화한다. 장미촌의 시에 대한 관념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계몽주의적 
질서의 미래형으로도 결코 포섭될 수 없는 신비한 것, 끝내 현실로 통합될 수 없는 어
떤 것이 세계의 바깥이라는 공간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적인 것’의 본질
이다.
  장미촌은 현실 세계에 대해 거의 무관심해서 심지어 현실 세계를 비판하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세계와 시적인 것이 놓여 있는 바깥을 ‘분리’하는 시각은 모
리스 블랑쇼의 ‘문학의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연상시킨다. 현실 세계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어떤 진실들을 찾아내고 혹은 비판하면서 개선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결국 현실 
세계의 의미나 가치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
는 글쓰기는 그것이 현실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에서 ‘시적인 것’은 아니다. 시적
인 것이 아닌 글쓰기는 현실 세계의 ‘말’을 토대로 하는데 그것은 의미를 교환하는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실 세계의 의미망을 작동시키는 데 기여한다. 현실 세계의 ‘말’은 
마치 화폐와 같이 어디서든 비슷한 의미로 통하면서 그 말이 기반한 의미망이 살아움
직이게 만든다. 그러나 ‘시적인 것’은 그러한 화폐의 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 독특한 
‘말’이다. 그러한 바깥으로의 빠져나감이 ‘시적인 것’의 방향성이며, ‘시적인 것’은 우
리가 현실 세계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 현행적인 어떤 상태가 우리 존재의 전부는 아니
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시적인 것’은 현실 세계의 바깥에 놓여 있는, 우리들 자
신의 또다른 잠재적 존재의 양태들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불안정한 통화구
와 같은 것이다. 현실 세계는 인간에게 경영할 수 있을 만한 유한한 삶의 형식을 제공
하고, ‘시적인 것’은 우리가 유하한 형식의 삶을 건설하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무한

38) 낭만주의의 대립항으로서의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이사야 벌린, 강유원 외 옮김, 낭만주
의의 뿌리, 이제이북스, 2005, pp.4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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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희미한 신호들을 수신하게 해준다. ‘시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관념의 전개는 ‘시적
인 것’을 공간적인 것으로 바꿔서 이해하게 만든다. 세계 안에는 ‘시적인 것’이 없으
며, ‘시적인 것’은 오직 세계의 바깥을 떠돌고 있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말
들은 모두 세계의 언어이고, ‘시적인 말’들은 이해와 설명을 초과하는 체험을 표현한
다. 그것들은 바깥의 낯섦, 이해불가능성 등을 표시하며,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조
차도 약간의 불안과 공포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한 바깥과 황무지에 대한 연상이 ‘시
적인 것’에는 언제나 섞여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유한한 존재의 안전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매혹이라는 점에서 죽음에 가깝고 그래서 시적인 것의 심연으로 들어갈수록 시
적인 것과 죽음의 이미지는 서로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말라르메가 자신의 가장 순수
한 시에 대한 시로서 실험했던 ｢이지튀르｣가 무덤으로 하강해 들어가는 복잡하고 어지
러운 환상의 나열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시적인 것의 심연으로 들어
갈수록 시적인 것과 죽음의 이미지는 서로 구분하기 어려워지며, 현실 세계는 완전히 
잊혀지고 반대로 현실 세계가 잊고 있었던 무한의 영역들이 밀려들어와 하나의 인격으
로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를 지워버리며 우주적 무한의 존재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으로 접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장미촌의 시와 시론들도 비록 약간은 초보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맥
락에서 현실 세계와의 분리를 통해 세계의 바깥을 공간화하면서 ‘시적인 것’을 탐구했
었다고 생각된다. 이 동인지의 제목이 가리키는 ‘장미촌’이 그러한 바깥의 공간에 대한 
하나의 장식적인 은유이다. 변영로는 이 동인지의 이름과 같은 제목의 짧은 글 ｢薔薇
村｣에서 ‘장미촌’이라는 시적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계와 정신계, 유한과 무한, 가
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블랑쇼의 용어로 하자면 비가시적 세계는 ‘바깥’에 해당한다)라는 
세 쌍의 이원론을 내세웠다. ｢장미촌｣의 이원론에 따르면, 가시적 세계인 물질계가 생
명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생명의 형식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것이며 대변화 속에 있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구성 요소들을 단단히 묶어줬던 동아줄들은 결국은 썩고 끊어지게 될 것이며, 
모든 사회 조직은 모래 언덕처럼 스러질 것이고, 당대를 규율하는 도덕 또한 연기처럼 
흩어질 것이다. 점차적으로 파멸해가는 헛된 유한의 물질계 · 가시적인 세계의 삶에서 
인간의 영혼은 극도의 피로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신(精神)의 은신소(隱
遁所)”39)를 찾게 된다. 유한의 물질계 · 가시적 세계를 벗어나 있는 은둔소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러므로 이곳에 시(詩)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곳은 물질계와 가
시적 세계를 벗어나 있으므로 이곳에서 인간들은 현실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초감각적

39) 변영로, ｢장미촌(薔薇村)｣, 장미촌, 1921.5, p.1.



- 20 -

인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변영로는 이러한 바깥을 찾아야 하는 시인들의 의무를 
원탁의 기사들의 성배 탐색의 의무에 비유하기도 했다. 변영로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한과 유한의 양쪽 영역 모두에 걸쳐 있는데, 물질계와 가시적 세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한을 향유하기 위해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정신계와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체험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이 때문에 이 무한의 공간을 탐색하는 것이 시의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다.
  장미촌의 젊은 시인들은 ‘장미’라는 약간은 낯선 꽃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이미
지를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 상승해 나가는 정신적 에너지의 집중과 같은 것(“신(神)과 
인간(人間)과의 경하(慶賀)로운 화혼(花婚)의 향연(饗宴)”40))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장미촌이 추구하는 것이 유한으로부터 무한으로의 상승이라고 하더라
도 이 상승에 대한 요구는 엄격한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인간의 영혼과 생명
을 무한 쪽으로 옮겨놓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물질계와 가시적 세계, 즉 현실 세계
가 머지않아 소멸하게 될 위태롭고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관념을 지속적으로 환기
시키게 된다. 장미촌은 신과 인간의 화혼(花婚)의 상징인 장미를 찬미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그러한 찬미는 언제나 현실 세계에 대한 허무주의적 평가를 동반한다. 변영로
의 ｢장미촌｣도 “시(詩)의 왕국(王國)인 장미(薔薇)의 촌(村)”41)을 예찬하려고 한 것이지
만, 이 글에서 장미에 대한 감각적 표현들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현실 세계를 
허무주의적으로 묘사하는 데서 더 큰 실감을 얻고 있다. 

최후(最後)의 말일(末日)이 오리라! 모든 단결(團結)은 후승(朽繩)과 같이 끊어
지고, 모든 조직(組織)은 사구(砂丘)와 같이 무너지며, 모든 도덕(道德), 유의(流
儀)는 매연(煤煙)과 같이 스러지고 말리라.42)

  장미촌이 시적인 것을 공간화하면서 탐구할 때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는 이 허무주
의적 세계 인식을 우영(又影) 정태신은 ｢최후(最後)의 고향(故鄕)｣에서 ‘죽음’과 연결시
키고 있다. 정태신에 따르면 현실 세계가 이와 같이 덧없고 무의미한 것이라면, 인간
에게 주어진 삶이란 죽음을 죽어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삶의 공간은 곧 무덤이
며, 무덤 안에서의 삶이란 다만 혼탁한 육신이 점차적으로 썩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 안에서 맛보는 “생(生)의 환희(歡喜)”는 “비참(悲慘)한 형대(刑臺)를, 미화(美化)한 

40) ｢선언(宣言)｣, 장미촌, 속표지; 이 글은 필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황석우의 ｢薔
薇村의饗宴｣과 내용이 유사하며 그의 다른 시론과 비슷한 스타일로 쓰여 있다는 점을 고
려해보면, ｢선언｣의 필자는 황석우라고 생각된다.

41) 변영로, 앞의 글, 같은 면.
42)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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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浮雲)의 환영(幻影)”43)일 뿐이다. 그러므로 비참한 형틀 위에 올려진 무의미한 삶
을 종료시키는 사건으로서의 죽음이야말로 삶을 견뎌야 하는 인간에게 내려진 “지대
(至大)한 위자(慰藉)의 상상(想像)”이 되며 거꾸로 “사(死)의 위자(慰藉)가 없는 생(生)
은, 곧 무서운 지옥(地獄)의 저주(咀呪)”44)가 된다. 정태신의 ｢최후의 고향｣은, 변영로
의 ｢장미촌｣이 그런 것처럼, 현실 세계로부터 빠져나와 있는 시적 공간(“은둔(隱遁)의 
고탑(高塔)”45))에 대한 찬미로부터 시작되지만, 정작 이 시적 공간에 대한 탐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현실 세계를 허무주의적으로 묘사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
인 뒤, 삶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에서 그로테스크한 강렬함을 획득하고 죽
음을 찬미하며 끝을 맺는다.

‘생(生)의 환희(歡喜)’를, 향락(享樂)하는, 무도(舞蹈)의 석장(席場)은, 곧 사
멸귀공(死滅歸空)을, 묵언(黙言)하는, 비참(悲慘)한 형대(刑臺)를, 미화(美化)한 
부운(浮雲)의 환영(幻影)이니, ‘사(死)의 비애(悲哀)’의 반영(反映)의 사실(事實)
이, 곧 ‘생(生)의 환희(歡喜)’의 절망(絶望)의 무도(舞蹈)이올시다.

(…)
파멸(破滅)의 홍수(洪水)는 습래(襲來)하라, 적염(赤焰)의 선풍(旋風)은 난기

(亂起)하라, 이 일순간(一瞬間)에는, 나의 안전(眼前)에 나열(羅列)한, 추악(醜
惡)한 만상(萬象)은, 소진멸적(燒盡滅跡)의 통쾌(痛快)한 임종(臨終)에서, 전우
주(全宇宙)는, 비로소 진공(眞空)의 허계(虛界)로 귀(歸)할 것이올시다. (…) 나
의 이상(理想)의 절정(絶頂)에서, 부감(腑瞰[俯瞰의 오식-인용자])되는, 저 ‘사
(死)의 분묘(墳墓)’가, 오직 나에게 영원(永遠)한 평화(平和)를 재래(齋來[齎來
의 오식-인용자])하고, 절대(絶對)의 안전(安全)을 보장(保障)할, 이상(理想)의 
향토(鄕土)이올시다.46)

  인용문을 살펴보면, 장미촌의 세계 인식이 세계와 바깥,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
인 것, 물질계와 정신계로 분화되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 또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죽음은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으며 모
든 것을 허무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환희’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죽
음의 비애’의 그림자가 비춰진 것일 뿐이며 ‘삶의 환희’란 ‘죽음의 절망’과 같다. 이 때 
죽음은 삶을 부패시키는 부정적인 힘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죽음은 이 부패작용을 종
료하고 죽음의 절망을 끝내는 최종적인 마침표가 되어, 더 이상 인간이 부패 작용과 

43) 정태신, ｢최후(最後)의 고향(故鄕)｣, 장미촌, 1921.5, p.5.
44) 위의 글, p.6.
45) 위의 글, p.4.
46) 위의 글,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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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절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안전한 고향과 같다. 이 때 죽음은 
무의미하고 번다한 부패 작용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긍정적인 힘이 된다. 
죽음에 대한 이 두 개의 명제는 논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적 예찬은 죽음의 두 측면 가운데 부정적인 힘을 ‘삶’으로 책임전가하면서, 자
신의 형식을 완성한다. 죽음이 안전한 고향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삶을 부패시키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적 예찬
은 그런 논리적 틈을 무시하고, 부패되는 것이 삶이며 부패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가 
죽음이라고 규정한다.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적 예찬에서는, 죽음이 삶을 부패시키기 
시작해서 완전히 부패시켜버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와 안식의 위상을 
차지하는 역설이 성립된다.
  근포(槿圃) 신태악의 시 ｢生과死｣, 월탄 박종화의 시 ｢牛乳빗거리｣가 이러한 허무주
의의 분위기에 합류하고 있다. 

  ◎
人生!
幻塵?
生!
무엇?
그대지愛닯다고
苦雲에폭숨겨
그래도, 살겟다고
  ◎
永生!
長眠!
死!
어느게, 다르다고
本性을속혀가며
熄滅의衣裝을
스스로가초면서도
상, 이것을
  避하랴고!
  ◎
生은自然의遺物
死는歸納의自然
거긔에好不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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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善不善?
―살데살고, 죽을데죽을것―
그것이, 참人生!
價値잇는!!
生! 死!!

- 신태악, ｢生과死｣ 전문

오다 밤은
싯글업고 어지럽고 醜한
거리에 오다.

‘삶’ 하나
아즉 ‘죽음’모르는 ‘삶’하나

흰 머리터럭 으러진얼골에
고로움 압픔 주림 슯흠
왼 懊惱에,
애 는 눈물은
뭇고 흙투성이한
노랑저고리 붉은치마에 흐르다.

하늘엔 별하나,
에는 돍하나
누가 그에게 사랑을 주는가
누가 그에게 눈물을 주는가.

罷하랴는 祭壇의 黃燭불갓흔
낫(午)겨운 屠場의 담(墻)빗과갓흔
｢삶｣을나서
빗업고 바람업는 ‘삶’을나면.

牛乳빗 거리(街)의
‘죽음’나라로
선선헌 가벼운 휘장(帳)을 헤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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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晨)빗 고음을
가슴에 안어,

고요한 마음微笑로
‘삶’의 祭壇을 도라보리라.

오다, 밤은
싯글업고 어지럽고 醜한
거리에 오다.

바다에 모래한아 담가놈갓흔
바람에 시든 날림과갓흔
‘삶’하나,
아즉 ‘죽음’ 모르는 ‘삶’ 하나!
누가 그에게 平和를 주는가,
누가 그에게 祝福을 주는가.

- 박종화, ｢牛乳빗거리｣ 전문

  이 두 편의 시는 앞에서 살펴본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적 예찬의 관념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생과 사｣는 허무주의의 죽음에 대한 역설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시
적인 충격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우유빛 거리｣는 그러한 인식을 밤이 내리는 거
리의 풍경에 대한 묘사 속에서 이미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생과 사｣에서 삶은 뭉
쳐졌다 흩어지는 헛된 먼지의 덩어리이며 죽음이야말로 그러한 헛된 환영으로부터 벗
어난 영생이다. 죽음은 모든 자연이 돌아가는 귀결이며, 삶은 자연이 죽음으로 돌아가
면서 세계 안에 남겨놓은 찌꺼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피하려는 것도 우스
운 일이고, 죽음과 삶을 두고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시
의 형식으로 제출된 이 역설의 결론은 삶과 죽음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헛된 삶
에 집착하거나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삶과 죽음 각각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참된 인
생이며 가치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 시는 다소 상식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
로 끝나면서 정태신의 ｢최후의 고향｣이 보여주는 허무주의적 죽음 예찬과 거리가 멀어
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가 논리적 결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어서, 이 시
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허무주의적이다. 박종화의 ｢우유빛 거리｣는 삶을 ‘거리’
로 비유하고 있다. 거리에는 시끄럽고 어지럽고 추한 일들이 벌어져 거리에 살고 있는 
한 여자는 흙투성이가 되어 눈물을 흘린다. 이 여자에게 누가 사랑을 주었다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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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고 다시 눈물을 주었는가. 삶이 그러한 비극을 준다고 이 시는 암시한다. 그러나 
이 거리에도 밤이 찾아와 시끄러운 거리의 일들이 모두 잠들고 고요함이 찾아온다. 누
가 이 여자에게 평화와 축복을 줄 수 있겠는가. 죽음과 같은 밤이 그러한 평화를 준다
고 이 시는 암시한다. 이 시는 직접적인 진술 대신에 이러한 질문을 통해 독자에게 대
답하도록 유도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삶은 사랑을 주는 척하고 눈물
을 주지만, 죽음은 흙투성이의 눈물로부터 우리를 구제해 평화와 축복을 준다. 그러므
로 죽음의 시간을 은유하는 밤은 검은 색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우유빛으로 장식
되며 그러한 장식이 이 시의 제목으로 내세워져 있다. 이러한 은유의 체계들은 정태신
의 ｢최후의 고향｣이 죽음의 절망과 삶의 환희를 그로테스크하게 뒤섞고 있는 것을 부
드럽게 시화(詩化)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상식적인 가치 평가를 전도시키며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장미촌
의 주요한 흐름을 이룬다. 장미촌을 지배하고 있는 이 허무주의적 죽음 예찬 때문
에, 이 젊은 시인들이 꽃피우려고 했던 ‘장미’가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허무주의를 장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미촌의 편집을 맡았던 박영희
가 나중에 펼쳐 보일 이론적 작업들이 이 ‘죽음의 꽃’의 시적 논리를 보충하고 있다. 
박영희는 ｢｢惡의 花｣를 심은 드레르論｣(開闢, 1924.6)에서 이렇게 논평한다. 보들레
르는 허무한 삶의 껍질들을 투시하고 그 안에 잠복해 있는 생명의 진리인 죽음을 보고 
있다. 그의 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무덤 위로 피워낸 ‘악의 꽃’이며, 
그것은 머지않아 부패하며 소멸하게 될 삶의 기만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죽음의 영원
한 아름다움이므로 그것이야말로 ‘영원의 미(美)의 꽃’이다. 박영희가 이렇게 주장할 
때, 그의 시적 논리 속에서 장미촌의 장미는 보들레르적인 ‘악의 꽃’과 강하게 연결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고(故)로 보들레르의 ｢악(惡)의 화(花)｣는 일종(一種)의 유희(遊戱)가 아니
었었고, 깊은 생(生)의 오뇌(懊惱)로부터 나와, 그의 심혈(心血)을 다하여 피게 한 
진리(眞理)의 꽃이고 인생(人生)의 허위(虛僞) 없는 꽃이었다. 모든 예술가(藝術
家)들은 모든 형식(形式)으로 인생(人生)의 얼굴에 가면(假面)을 씌우게 한 대신
에 그[보들레르를 가리킴 - 인용자]는 모든 파괴(破壞)와 퇴폐(頹廢)로하여금 인
간(人間)의 본면(本面)을 찾으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고(故)로 그의 ｢악(惡)의 화
(花)｣는 파리(巴里)에서만 피였던 것이 아니고 사람 사람 마음 가운데 구석구석
에 남몰래 피였던 것이다. 아니, 우주(宇宙)는그 꽃으로 한 가지 운행(運行)하는 
것이었다.47)

47) 박영희, ｢｢惡의 花｣를 심은 드레르論｣, 개벽, 1924.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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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에 따르면, 무덤 위로 피어난 이 ‘악의 꽃’은 자신의 덧없음을 감추고 있는 삶
의 가면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악’의 꽃이지만, 그것이 가면을 벗겨내고 인간의 본래의 
얼굴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꽃’이 된다. 다른 예술가들이 ‘삶’을 장식하면서 
삶의 본래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는 가면을 지지할 때, 보들레르만이 진정한 시인의 의
무를 다하며 ‘죽음의 꽃’을 피워냈다. 이 죽음의 꽃은 삶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는 
‘진리의 꽃’이기 때문에 세계문학에 도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우주의 운행 원리와
도 연결되는 면이 있다. 이 ‘진리의 꽃’이 드러내는 삶의 실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고
통을 주는 ‘병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박영희는 보들레르의 ｢世界에밧갓어느곳이든지
｣를 소개하며 삶이라는 병을 낳게 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生은한病院이니라. 그곳안에서 各各病者는 自己寢牀을박구려고熱望한다. 엇던
사람은 불엽헤서 알코자하며, 다른사람은 窓압흐로가게되엿스면 곳疾病이낫겟는
데하고밋는사람도잇다48)

  인용문은 보들레르의 ｢이 세상 밖이라면 어느 곳에나｣의 첫 연인데,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 시의 화자는 다른 병자들처럼 어느 침대로 옮기면 병이 좀 나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박영희가 인용하지 않은 마지막 연을 옮기면 
이렇다. “마침내 나의 영혼은 폭발한다. 영혼은 현명하게 나에게 외치는 것이다 : ‘아
무 곳이라도 좋소! 아무 곳이라도! 그것이 이 세상 밖이기만 하다면!’”49) 박영희의 논
지 속에서는, 삶을 병으로 세계를 병원으로 보고, 죽음에 이르러 세계의 바깥으로 빠
져나가는 것이야말로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것으로 보는 이 허무주의적 
외침이 보들레르 시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 허무주의적 시각이야말로 철학 · 과학 · 
종교의 가르침과는 구분되는 시적인 것이라고 박영희는 생각했던 것 같다. ｢生의 悲哀
｣(白潮 3호, 1923.9)에서 박영희는 다른 모든 인식의 체계들이 일상적 현실 · 가시적 
세계 안에서 삶을 위한 진리만을 구하기 때문에 죽음의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다고 썼다. 그의 논지에서는 오직 시만이 죽음을 통해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다. 장미촌에 ｢우윳빛 거리｣를 발표한 박종화도 백조 창간호(1922.1)에 실린 ｢永
遠의 僧房夢｣에서 다눈치오의 죽음의 승리를 일부 번역 소개하면서 박영희의 허무
주의적 보들레르 이해와 거의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든 생(生)이여 거꾸러지거
라. 인간(人間)의 행복(幸福)이란 다 무엇이뇨. 희망(希望)의 유열(愉悅)이란 다 무

48) 위의 글, p.13에서 재인용.
49) 샤를 보들레르, 윤영애 옮김, 파리의 우울, 민음사, 1979,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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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이뇨. 지옥(地獄)의 문(門)에 넘어진 것이 이른바 곧 생(生)이요”, “그러하나 위선
가식(僞善假飾)으로 반죽한 이 세상, 고뇌비참(苦惱悲慘)으로 엉킨 이 인생(人生)! 
진리(眞理) 없는 공동결함(空洞缺陷)에 쌓인 이 인생(人生)보다는, 차라리 영원(永
遠)의 진리(眞理)의 죽음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50)라고 쓸 때, 박종화
는 박영희와 같이 삶을 거짓된 질병으로 죽음을 진리의 평화로 규정하는 셈이다.
  1920년을 전후한 시기 시인들은 시적인 것을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바깥에 대
한 탐구를 통해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들은 이러한 분리의 의식 위에 진리에 대한 
열정을 겹쳐놓으며 ‘삶의 헛된 허위’에 속지 않기 위해 ‘죽음의 진리’를 원한다고 말했
다. 그러나 니체가 비판하고 있듯이 철학의 진리에 대한 열정은 겉보기와 달리 삶의 
다양한 변화의 양태들을 소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잃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극히 협소한 영역만을 참된 것이라고 부르면서 그 협소한 영역과 일치하
는 부분들만을 용납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거짓된 것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삶에서 
제거하려고 한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은 결국 삶 전
체를 점점 더 작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허무주의의 동력이 된다. 니체는 이러한 철학적 
허무주의에 맞서 왜 ‘거짓’을 원하지 않는가 왜 ‘거짓’을 소화시키며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지 않는가 하고 반문했다.51) 박종화가 죽음의 승리의 티올티오가 삶의 기쁨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이야말로 곧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승리’라고 예찬하는 장면은, 
니체가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진리에 대한 열정과 허무주의의 결합체의 사례로 꼽을만
하다. 박종화는 백조 2호(1922.5)에 발표한 ｢黑房秘曲｣에서도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삶
에 대한 허무주의를 결합시키면서 이렇게 낙담했다. “人間의시절이란 거짓의시절!/ 罪
惡의시절, 苦惱의시절!/ 이것이 ｢이生｣의잇는바 그것이어다.” “차지러온것이란 眞理
의그것,/ 는情熱은 온몸을 살우건마는/ 아득한眞理는 차즐바이업습니다”. 그리고 
백조 3호(1923.9)에 이어 발표한 시에서는 이러한 낙담에 대한 응답이라는 듯이 “骸
骨! 無言!/ 번적어리는 眞理는 이곳에잇지아니하냐.”고 쓰고 ‘死의 禮讚’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 시기의 많은 시인들은 허무주의적으로 삶을 비하하고 죽음이야말로 진리의 
영역이라고 예찬하면서 자신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시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허무주의적 죽음 예찬이 이 시기 시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
은 아니다. 세계와 바깥의 이원론은 한편으로 허무주의적 죽음 예찬을 산출했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유한한 현실 세계가 스스로를 정립하기 위해 배제할 수밖에 없는 무한

50) 박종화, ｢영원(永遠)의 승방몽(僧房夢)｣, 백조 1호, 1922.1, pp.57~58.
51) 니체, 도덕의 계보, ｢제3 논문 24절｣ 및 선악의 저편, ｢1장 철학자들의 편견에 대하

여｣(김정현 옮김, 니체전집14권, 책세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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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바깥에 대해 상상을 자극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한 상상은 시적 작업 속에서 무
한을 체험하고 그 체험의 매혹을 묘사하게 했다. 장미촌의 ‘장미’는 ‘허무주의적인 
죽음-진리의 꽃’이기도 하지만 ‘무한의 매혹의 꽃’이기도 하다. 예컨대 장미촌의 시
들 가운데 맨 앞에 실려 있는 황석우의 ｢薔薇村의饗宴｣이 그러한 매혹을 표현하고 있
으며 시적 성취를 따져보더라도, 앞서 소개한 ｢우유빛 거리｣보다도 이쪽이 앞서는 것
으로 생각된다. 

序曲

孤獨은내靈의月世界,
나는그우의沙漠에깃드러잇다,
孤獨은나의情熱의佛土,
나는그우에한적은薔薇村을세우려한다,
그리하여나는스사로그村의王이되려한다
아아나는孤獨에도라왓슬, 비로서
나의慧智가눈을알(認識)엇다,
孤獨은苦痛이아니고, 나의慧智에의
즐겁은黎明일다,
실노孤獨은神과人과의愛의境界,
이곳에드러와야,
神의감춘손(秘手)을쥠을엇는다,
안일다, 孤獨그自身이｢愛｣일다,
神과人과의愛, 神人同體의 
가쟝合理的의强하고, 淨한愛일다,
아아孤獨은愛의絶頂일다
이우를넘어서는愛가업다,
아아나는이우에한적은薔薇村을세우려한다,
아아나는스사로그村의王이되려한다,

薔薇村의第一日의黎明

黎明의
苔香을먹음(含)은
神秘的의
强한音響은
天地創造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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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타(彈)는
그윽한
첫潮音갓치
물속의잠긴
묵업게괴롭(重苦)은鐘소래갓치
도젊는宇宙의
가늘게, 屈曲된, 건
軟한힘(筋筋)속으로
脈搏처나오며, 여울저나(過出)와
眞, 善, 美의
全的生活의먼祭壇에向(叅詣)하는
｢人間性｣의낸(織立)
내靈의새롭운心臟에피가되여러저들며,
부어든(注入)다.

- 황석우, ｢薔薇村의饗宴｣

  황석우는 ｢장미촌의 향연｣의 ｢서곡｣에서 ‘고독’이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며 강
조해놓고 있다. ‘고독’의 정서는 그의 영혼이 현실 세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 세계 
안의 다양한 의미와 가치의 연결망과 단절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세계 안에서 유통
되는 화폐와 같은 일상의 언어는 근본적인 고독의 공간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없
다. 황석우는 그러한 유한한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바깥에서 상식의 언어를 초과하
는 독특한 말을 발견하고 그런 순간에만 시적인 것을 노래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
서 그것을 비밀스러운 신의 손을 맞잡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황석우의 시적 구도에
서 그러한 노래가 시작될 수 있는 고독의 공간이야말로 신과 인간이 결합하는 사
랑의 절정이다. 황석우가 그러한 공간에 장미촌을 세우고 스스로 장미촌의 왕이 되
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시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며, 장미촌과 시적 공간을 등치시
키며 세계와 바깥을 다시 한번 신비주의적으로 분화시키는 셈이다. 고독의 공간으
로 들어가는 것, 세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신비로운 노래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그 신비로운 노래는 어떻게 울릴 수 있는가. ｢서곡｣의 관념적 진술들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장미촌의 제1일의 여명｣은 인상적인 이미지
로 답한다. 이 신비로운 음향은 천지창조의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의 바다가 켜는[彈] 
현악기의 소리와 같다. 그것은 바다의 심연에 가라앉은 거대한 종의 울림이 된다. 
이 시의 은유 체계에서 바다의 심연과도 같은 무거움과 거대한 현의 울림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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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줄을 자극해 고동치게 만들고, 우주의 힘줄의 맥박이 영혼의 심장에 피가 되
어 떨어진다. 이것이 장미촌의 신비로운 노래이다. ｢장미촌의 제1의 여명｣은 신비
로운 노래를 우주적 차원의 에너지가 바다의 현과 무한한 공간에서 꿈틀거리는 우
주의 힘줄로 이미지화하고 그 맥박이 다시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면서 여러 층위
의 장면들을 다채롭게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면들의 전환의 끝에서 ‘우주의 
혈액으로 고동치는 하나의 심장’은 ‘무한(천지창조의 바다와 태초의 우주가 연상시키
는)’과 ‘유한(한 사람의 영혼이 상징하는)’을 조화롭게 결합시키고 있다. ｢서곡｣의 경우
에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특히 ｢장미촌의 제1일의 여명｣은 이러한 유한한 존재의 
무한 체험을 도취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아마도 황석우는 이러한 체험
과 도취야말로 ‘시적인 것’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시적인 것’을 압축한 장미촌의 상징인 ‘장미’는 한편으로 허무주의적 죽음 예
찬의 꽃이지만, 황석우의 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한의 체험에서 오는 도취의 상징
이기도 하다. 황석우 시의 이미지 체계에서 그것은 신비로운 ‘우주적 음악의 꽃’이
기도 하다. 황석우는 ｢장미촌의 향연｣을 쓰기 전에 이러한 도취 속에서 범람하는 
웃음과 울음을 사랑의 꽃으로 시화(詩化)하기도 했고, 무한과 영혼의 음악적인 미
묘한 결합에서 ‘시적인 것’을 발견하려는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적이 있다. ｢夕陽
은 지다｣(廢墟 창간호, 1920.7)에서 애인과 함께 보내는 내밀한 밤의 시간에 대
해 생각하면서 “너의薔薇의馨氣갓고/ 處女의살馨氣와갓흔속힘(底力)잇는웃음을켜
(彈)려 한다”라고 쓸 때, 황석우는 장미의 매혹적인 향기와 애인의 웃음을 결합시
키면서 그것을 음악과 같이 ‘켜는 것’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석양은 꺼지다｣에
서 신비한 애인의 웃음은 장미의 발[簾]로 엮어지고(“네우슴이 내마음의압헤드리우는한
발(花簾)일진댄”) “내生命의傷處를씻는무슨液”이 되어 “는坩堝[도가니-인용자]”가 
된다. 이 시의 화자는 장미의 향기가 나는 애인의 이 신비로운 웃음의 도가니에 
뛰어들어 “어느世界의暗示, 그生活의한曲目”을 들으며 감동한 나머지 “내마음이洪
水의속에잠기도록 울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다소 흥분된 어조로 과도한 장식들
을 동원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는 애인과의 내밀한 밤의 시간을 예찬하고 
거의 신성한 분위기까지로 끌어올리면서 울음과 웃음이 범람하는 도취의 체험을 
표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微笑의 花輿｣(개벽, 1920.8)에서도 애인의 미소는 
“한방울의葡萄液”이 되어 화자를 도취시킨다. 도취된 화자는 다른 모든 일을 망각
하고 그 미소만을 따라가며 미소 위에 실려가고자 한다. 그 때문에 미소는 화자의 
영혼을 실어가는 “가마(花輿)”가 된다. 이것은 허무주의로 채색된 박영희의 ‘죽음
의 꽃’이 짓는 미소, “석어지는 毒酒의 香나는” 맛을 지니며 곱게 잠든 아이의 
웃음을 파괴하고 피흘리게 만드는 미소(박영희, ｢微笑의 虛華市｣, 백조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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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1)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꽃가마와 꽃발로 상징되는, 도취시키는 애인의 미소야말로 황석우의 ‘시적인 것’
의 핵심인데, 이 ‘도취’가 황석우 시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詩話 - 詩의 初學者에
게｣(매일신보, 1919.9.22, 10.13 및 삼광, 1920.4)에서 황석우는 도취적이고 신비주
의적인 영혼의 시론을 설명했다. 

시(詩)에는 ‘인어(人語)’와 ‘영어(靈語)’의 별(別)이 있다. 시(詩)의 용(用)하
는 어(語)는 곧 이 영어(靈語)이다. 영어(靈語)라 함은 인간(人間)과 신(神)과의 
교섭(交涉)에만 쓰이는 한 어학(語學)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사전(辭書)도 
없고 학교(學校)도 없다. 이 영어(靈語)에 의(依)하여 철(綴)한 자(者)라야, 비
로서 시(詩)라는 이름이 붙는다. 그 ‘인어(人語)’ 곧 ‘현실어(現實語)’에 의(依)
하여 철(綴)한 (…) 작(作)이, 비록 얼마큼 ‘시(詩)’의 형식(形式)을 구(具)하여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決)코 시(詩)가 아니다 (…) 

시인(詩人)이 가장 높고, 가장 유현(幽玄)한 자아(自我)의 보좌(寶座)에 진
(進)할 때, 곧 무엇의 확실한 미(美)를 움켜쥘 때, 그이는 직(直)히 취(醉)한 
신경(神經)과 ‘입’과의 두ㄱ존재(存在) 밖에는 아무 것도 인(認)할 수 없게 된
다. 그 신경(神經)의 전체(全體)는 한 관현악(管絃樂)이 되고, 그 입은 자못 가
(歌)함에 전개(展開)된다.

자아(自我) 최고(最高)의 미(美)를 움켜쥐며, 그 미(美)에 촉(觸)할 때의 ‘느
낌’을 보통(普通) ‘영감(靈感)’ 혹(或)은 ‘신흥(神興)’이라 한다. (…) ‘귀(魂)의 
정(淨)한 육감(肉感)’이다. 이 육감(肉感)의 적(滴)이 엉겨, ‘뜨거운 말’이 되어 
전신경(全神經)의 직추(織錐)의 현(絃)에 스쳐 떠러질 때가, 시(詩) 서정시(抒
情詩)를 낳는 경(境)이다. 시(詩)가 한 액체(液體)란 의의(意義)는 이곳에서 더
욱 밝게 진(盡)하여진다.(…)

제일(第一)의 단계(段階)를 벗어난 기분(氣分)은 다시 한 열(熱)에 의(依)하
야 선풍(旋風)의 세(勢)로 시인(詩人)의 심야(心野)에 덥혀들 때는 비로소 예지
(叡智)는 ‘혈면광(血眠狂’이 되어 그 기분(氣分)을 좌우로 헤치고 그 기분(氣
分)의 밑에 출렁거리는 해소(海嘯)와 같은 감정(感情)에 뛰어든다. 이곳에서 
‘어(語)의 굴착(掘鑿)’이라는 극렬(劇烈)한 운동(運動)이 일어난다. 시(詩)를 축
(築)할 말은 결(決)코 자전(字典)이나 토중암(土中岩)에 매몰(埋沒)되어 있지 
않다. 곧 그 감정(感情)의 낭층(浪層)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작
(詩作)의 제이단(第二段)의 요루(要壘)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예지(叡智)는 
단(單)히 기분(氣分)의 한 기계(機械), 곧 그 잠부(潛夫)로서 이용(利用)되는 
자(者)이다.52)

52) 정우택, 황석우 연구 3부 자료편, 박이정, 2008, pp.143~144, 146; 가독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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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은 두 종류의 언어에 대한 구분에서 시작된다. 사전을 통해 의미와 문법
을 학습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가 ‘인어(人語)’인데, 인어로 쓰여진 것은 시의 형식
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 될 수 없다. 의미와 문법의 바깥에 있는 특수한 
언어를 ‘영어(靈語)’라고 부르는데, 문법에도 벗어나 있으며 일상적 의미로는 통하
지 않는 영어만이 시를 구축할 수 있다. 그것은 황석우의 시론에서 시가 (박영희와 
박종화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는 달리) ‘미(美)’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며 미(美)가 지성의 
인식 대상과는 다른 정신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미(美)와의 접촉에
서 시인은 그것을 인식 · 분석 · 판단하지 않고 그것에 도취한 신경다발 그 자체가 
된다. 이 도취상태에서 황석우가 영감(靈感) · 신흥(神興) · 혼(魂)의 육감(肉感)이라
고 부르는 정신의 양태가 진액(津液)처럼 엉길 때 비현실적 언어가 만들어 진다. 
이 비현실적 언어를 황석우는 ‘영어(靈語)’라고 규정하며 그것만이 시적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파도처럼 소리치는 흥분된 감정의 물결 아래로 잠수해 
내려갈 때만 굴착해낼 수 있는 특수한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가 시인의 도취된 신
경다발을 스칠 때 나오는 것이 시편이다. 황석우는 멋진 비유를 동원해 시에서 자
주 도입하는 ‘물’과 ‘음악’의 상상력을 시론에서 다시 도입하며, 현실적 기능을 상
실한 무능력의 언어가 오히려 감정의 흥분 및 도취 상태와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특수한 능력, 언어를 초과하는 무한을 표현해내는 능력을 설명해내고 있다. 
  황석우의 시와 시론을 종합해보면, 황석우는 우주의 힘줄의 박동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이 영혼의 피로 맺어져 신비한 꽃으로 피어난 무한의 ‘장미’를 상상하면서 장
미촌 ｢선언｣을 썼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무한의 장미에 대한 시와 시론은 황석우
의 독특한 영역이다. 황석우 이외의 필자들은 무한의 장미에 도취된 상태가 역설적
으로 환기시키는 현실 세계의 덧없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실 세계를 허위의 세
계로 규정하고 허위를 파괴하는 죽음을 예찬했다. 결국 장미촌의 ‘장미’의 상징
에는 엄격히 구분되는 두 경향이 혼재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장미는 
고통스러운 삶을 소멸시켜주는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적 예찬’의 상징이고, 다른 
한편으로 장미는 현실적 삶의 바깥으로 피어나 ‘무한을 체험하게 해주는 도취’의 
상징이다. 이 가운데 후자는 황석우의 시와 시론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반면, 
전자는 여러 시인들이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정태신의 산문 ｢최후의 고향｣만
큼 삶을 강렬하게 저주한 시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무한의 도취’와 ‘죽음의 예찬’ 가운데 어느 극단도 각각의 시적 성향을 

여 현대어 표기로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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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게 전개하거나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다. 두 경향은 각각 부드러워지고 또 어
떤 의미에서는 약화되면서 미묘한 비율로 서로 뒤섞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백조 3호(1923.9)에 이런 사례들이 많다. ｢우유빛 거리｣, ｢생의 비애｣, ｢｢악
의 화｣를 심은 보들레르｣를 쓴 박영희도 여기서는 ｢月光으로  病室｣(백조 3호)
와 같이 허무주의와 도취가 뒤섞여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월광으로 짠 
병실｣은 앞서 인용한 보들레르의 산문시 ｢이 세상 밖이라면 어느 곳에나｣과 함께 
파리의 우울에 수록된 ｢달의 혜택｣을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 
세상 밖이라면 어느 곳에나｣가 세계 전체를 병원으로 이해하는 독특함을 보여준다
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략히 설명했다. ｢달의 혜택｣에는 매혹적인 달의 이미지
가 나온다. 

변덕 그 자체인 달은 네가 요람 속에 잠자고 있는 동안 창문으로 들여다보
며 생각했다 : “이 아이는 내마음에 드는군.”

(…) “그대는 영원히 내 입맞춤의 영향을 따를 것이다. 그대는 내式으로 아
름다울 것이다.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리
라. 물, 구름들, 정적, 밤, 녹색의 무한한 바다, 형태가 없으며 동시에 여러 
모양의 물, 그대가 있을 수 없는 장소, 그대가 알지도 못하는 여인, 괴상한 
꽃들, 광란시키는 향기들, 피아노 위에서 느긋하게 넋을 잃고, 여인들처럼, 부
드럽고 쉰 목소리로 신음하는 고양이들 등! (…)”

저주받은 사랑스런 귀염둥이 아이야, 지금 내가 너의 발 밑에 누워 너의 
모든 인물 속에서 위험한 여신(女神)의, 숙명적인 대모(代母)의, 모든 ‘괴짜’들
의 해로운 유모의 반영을 찾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53)

  보들레르의 ｢달의 혜택｣은 달의 사랑을 받는 바람에 운명적으로 달의 속성을 갖
게 된 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달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변덕 그 
자체이며, 달의 아름다움은 변화하는 흐름의 아름다움이다. 달은 모든 변덕스러운 
것들을 사랑하고 또 변덕스러운 것들에 의해 사랑받는데, 이 아름다운 변덕스러운 
것들의 무리에 달의 아이도 속하게 될 것이다. 보들레르는 아이의 이러한 운명에 
대해 말한 뒤에 아름다운 변덕스러운 것들의 이름들을 나열한다. 물과 정적(靜寂)
(낮의 소란에 대립하는), 괴상한 꽃과 낯선 여인, 흥분시키는 향기와 느긋하고 부드럽
게 신음하는 고양이들을 병치시키는 이 대목은 신선한 인상을 주면서도 달의 성격
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박영희의 ｢월광으로 짠 병실｣에서도 

53) 보들레르, 파리의 우울,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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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신비로운 속성은 한 사람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심스럽게도한발한발거러 오르는달님의
靜脈血로, 面紗속으로서나오는
病든얼굴의말못하는, 근심의비치흐를
갈바를모르는, 나의허매는마음은
부지럽시도그를思慕하도다.

  가장아름답든, 나의쓸쓸한마음은
  이로부터, 病들기비롯한이다.

달비치가장, 거리업시흐르는
넓은바다, 모래우에다
나는, 내압흔, 마음을, 쉬게하랴고
족으마한, 病室을맨들려하야
달비츠로, 쉬지안코, 코잇도다.

(…)

  이로부터내마음이, 미치게된것이
  업시고치치못하는病이되엇도다.

- 박영희, ｢月光으로  病室｣ 부분

  어둠이 내림에 따라 희미하고 부드럽게 서서히 밝아오는 달의 섬세하고 창백한 
빛을 박영희는 푸른 정맥혈로 짠 면사 속에서 조심스럽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부
의 얼굴과 겹쳐 놓고 있다. 달은 그 창백한 빛 때문에 그리고 절제된 윤곽선을 잃
고 모호하게 풀려나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화자에게는 달이 병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화자는 달에 매혹되어 있기 때문에 달이 앓는다고 상상되는 그 
상상의 병을 앓게 되며 그러한 사랑-병 속에서 달의 아이처럼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간다. 박영희가 해석한 보들레르의 시에서처럼 세계는 병원이며 세계 안에서
의 삶이란 병을 앓는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병이 달빛처럼 창백하게 
아름답고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이라면, 그 병을 앓는 것 자체가 매혹적인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 시는 말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달빛을 짜서 만든 병실이란 병
을 치료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달이 앓는 아름다운 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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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시적 공간이 된다. 이 때문에 이 시의 화자의 병은 끝없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화자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이 시는 박영희의 호(號) 회월(懷月)과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영희는 자
신의 호에 관해 설명하는 짧은 글에서 이 시보다도 더 시적인 산문으로 달의 이미
지를 표현했다. “그 때의 나는 달(月)을 냉각(冷却)된 우주(宇宙)의 상징(象徵)이라
고 생각하며 달을 ‘고적(孤寂)의 향로(香爐)’라고 환상(幻想)하였다. 이리하야 이 고
적(孤寂)의 향로(香爐)에서 타고 있는 불가견(不可見)의 연기(煙氣(月光))는 사람의 
가슴 깊이 스며들어갈 때는 정애(情愛)와 고민(苦憫)에서 질식(窒息)하게 하는 것”
(｢나의 雅號 나의 異名｣, 동아일보, 1934.3.24). 이 짧은 산문의 은유 체계에서 달빛
은 우주가 냉각되어 만들어진 얼음의 향로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이 불타며 보이지 
않는 연기로 피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달빛은 시인의 감정을 병적으로 자극
한다. 그러한 연기로 만들어진 무형의 병실에 대한 매혹에 대해 말할 때, 박영희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좇으며 죽음을 요구하고 찬미하는 허무주의로부터 물러서 진
리를 초과하는 신비로운 이미지들 안에서 매혹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음
미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호에 실린 홍사용의 ｢시악시의 무덤｣에서도 무덤은 “알 수 없는 비밀을 꿈
꾸고” 그것을 “한 송이의 이름모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고 있다. 홍사용의 
시는 삶에 대한 허무주의적 비하를 지우고 그 위에 슬픔과 서러움을 매혹적인 것
으로 부드럽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 죽음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시 백조 3호에 실린 이상화의 ｢나의 寢室로｣ 또한 밤의 내밀함의 매혹
과 사랑의 달콤함을 일치시키면서 그것을 관능적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한 ‘침실’로 
공간화하고 있다. ‘마돈나가 있는 밤의 침실’과 ‘비밀의 꿈이 꽃으로 피어 있는 무
덤’, 그리고 ‘달빛으로 짠 병실’은 모두 세계의 바깥에서 시적인 것을 구축하려는 
‘장미촌’의 기획의 부드러운 변주라고 생각된다. 1920년대 초반의 많은 시들은 허
무주의적 죽음 예찬과 현실적 삶의 바깥에서의 무한의 도취적 체험의 양극단 사이 
걸쳐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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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깊이의 시학 : ‘장미’에서 ‘보이지 않는 겹꽃’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허무주의적 죽음 예찬’과 ‘삶의 바깥에서의 무한 체험’이라
는 양극단 사이에서 시적인 것을 발견해나가는 1920년대 초반의 시의 흐름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경향의 시와 시론 및 비평에서 김억과 김소월의 경우가 특별한 성
취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靈語)’가 ‘파도치는 감정에 도취된 신경다발’을 
스치며 내는 ‘음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화(詩化)하려고 했던 황석우의 작업들은 
‘시의 음악’을 이론화하면서 시화(詩化)하려고 했던 김억의 작업들과 경쟁하고 있
다. 또 허무주의를 지우고 슬픔을 음미하는 박영희와 홍사용의 시들과 비슷한 시
기, 김소월은 이 슬픔에 독특한 이미지 운동을 불어넣고 있다. 이 절에서는 김억과 
김소월의 각각의 특색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두 시인의 작업들을 비교하면
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우선 ｢詩魂｣(개벽 59호, 1925.5)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김억과 김소월의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김소월의 시야말로 
꿈과 밤, 영혼과 죽음, 무덤과 눈물을 가장 깊이 있게 탐색한 작품에 해당하며 이
에 대해서 시인이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시혼｣은 이 논문이 다루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가운데 하나이다. 게다가 ｢시혼｣은 김억의 시론뿐 아
니라 황석우의 ‘영혼’과도 대화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시혼｣에 대한 정밀한 검
토는 20년대적 시적 주제를 당대의 시에 대한 담론 전반의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
는 데 필수적이다.
  먼저 김소월에게 ｢시혼｣을 쓰도록 촉발시킨 김억의 경우를 살펴보자. 김억은 ｢
詩壇의 一年｣(개벽42호, 1923.12)에서 시평(詩評)을 시도하면서, 김형원, 주요한, 
홍사용, 박종화, 박영희, 이상화의 시를 언급하기에 앞서 김소월의 시를 맨 앞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억은 김소월의 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민요시에 
특출한 재능”이 있다거나 “리듬과 기교는 어디까지든지 ‘시’다움을 보였”다는 정도
에서 그치고 “시혼 그 자신이 내부적 깊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유감”54)이라며 강
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소월의 ｢시혼｣은 이에 대해 일 년여가 지난 뒤에야 제기
된 체계적인 반론의 성격을 띄고 있다. ｢시혼｣ 가운데 김억에 대한 반론임을 명시
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의 애모(愛慕)하는 사장(師匠), 김억씨가 졸작 〈님의 노래〉[시 인용 생략- 
인용자]를 평하심에, “너무도 맑아, 밑까지 들여다보이는 강물과 같은 시다. 
그 시혼 자체가 너무 얕다”고 하시고, 다시 졸작 [시 인용 생략. 원문에는 

54) 김억, ｢시단의 일년｣, 개벽 42호, 1923.12,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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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慾絶’이란 제목으로 묶인 작품 중 다섯 번째 편 ｢자나나 안즈나서나｣가 
제목 없이 인용되어 있다 - 인용자]을 평하심에, “시혼과 시상(詩想)과 리듬
이 보조(步調)를 가직이[가깝게 - 인용자] 해서 걸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
다”고 하셨다. 여기에 대하여, 나는 첫째로 같은 한 사람의 시혼 자체가 같은 
한 사람의 시작에 금세 얕아졌다 깊어졌다 할 수 없다는 것과 또는 시작(詩
作)마다 새롭게 별다른 시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
기 위하여, 누구의 것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자기의 시작(詩作)에 
대한, 씨의 시평(詩評) 일절을 일년 세월이 지난 지금에 비로소 다시 끌어내
어 쓰는 것이며, 둘째로는 두 개의 졸작이 모두 다, 그에 나타난 음영(陰影)
의 점에 있어서도, 역시 각개 특유의 미(美)를 가지고 있다고 하려 합니다.55)  

  이 부분에만 한정해보면, 김소월이 ｢시혼｣에서 제시하는 시에 대한 관념은 두 가
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시혼’이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쓰게 만드는 내적 요
인이자 정신적 기관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자체로 변화 ‧ 발전 ‧ 운동하는 성질
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혼 자체는 불변하면서도 이미지 및 그림자(=“음영(陰影)”)
의 다양한 조각들을 감지하고 포착하며 반영하는 것이다. 시혼에 대한 이러한 관념
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김소월은 한 시인의 여러 작품들을 독해하면서 어떤 
시에서는 시혼이 깊고 어떤 시에서는 시혼이 얕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각
각의 시들이 별개의 시혼에 의해 생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둘째, 각
각의 시들 안에서 매번 새롭게 변화하며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불변하는 시
혼이 아니라, 다채로운 음영(陰影)들이다. 그런데 이 차이나는 음영들에 대해서조차
도 시적 가치의 우열을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각각의 음영들은 저마다 고유
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띄고 있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혹은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혼｣이 제시하는 이러한 시적 관념은 결론 부분에서 
시인 자신에 의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비록 완상(玩賞)하는 사람에 따라 그 좋아하는 바가 다를지는 몰라도, 모두 
그의 특유한 음영(陰影)의 미적가치에 있어서는 결코 우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시혼은 직접 시작(詩作)에 이식되는 것이 아니
라, 그 음영(陰影)으로써 현현(顯現)된다는 것과, 또는 현현된 음영의 가치에 
의한 우열(優劣)은, 적어도 그 현현된 정도 혹은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형
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창조되는 각자 특유한 미적 가치에 의하여 판정할 것
을 말하고, 이제는, 이 부끄러울 만큼이나 조그만 논문은 이로써 끝을 짓기로 

55) 김소월, ｢시혼｣, 개벽 59. 1925.5, 문예편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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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56)

  이러한 맥락에서 김소월은 김억의 시평(詩評)을 수긍할 수 없었다. 한 시인의 시
혼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에 대해서는 시혼이 너무 얕다고 하고 어느 
시에 대해서는 시혼 ‧ 시상(詩想) ‧ 리듬이 보조를 맞추고 있어 아름답다고 평가하
는 일은 성립할 수 없거니와, 시혼이 반영하는 다채로운 음영들이 저마다 갖고 있
는 고유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음미해야 할 시적 요소인데 김억은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못한 채로 시의 가치의 우열을 따지고 또 그것이 시혼의 우열이
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김억과 김소월의 이러한 논쟁에서, 김소월의 주장처럼 김억이 시 일반에 대해서 
김소월과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결과 김소월의 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
한 측면이 있지만, 그 점을 따지기에 앞서 김소월 자신도 김억의 시평에 대해 잘
못 읽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김억에 대한 김소월의 압축 ‧ 정
리는 ｢시단의 일년｣의 대강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하지만 김억이 실제로 
쓴 것, 더 나아가 김억이 그간 전개시켜온 시적 ‧ 이론적 작업이 보여준 것과는 미
묘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시혼｣에서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 표시되어 있는 김억
의 문장들은 ｢시단의 일년｣의 해당되는 부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억의 문장과 
김소월이 요약한 문장들을 함께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너무도 맑아, 밑까지 들여다보이는 강물과 같은 시다. 그 시혼 자체가 너
무 얕다”, “시혼과 시상(詩想)과 리듬이 보조(步調)를 가직이[가깝게-인용자] 
해서 걸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다”57)

이 시들[〈님의노래〉, 〈녯이약이〉-인용자]로 보아도 너무도 물이 맑아서, 물 
밑의 모래까지 꿰뚫어 보이는 깊이는 없는 시입니다. 그러나 리듬과 기교는 
어디까지든지 ‘시’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욕절(思慾絶)｣의 다섯편 시
는 - 인용자] 하소연 하는 서정(舒情)적 정서와 고운 리듬이 조화된 기교와 
함께 얄밉게도 싸여진 고운 시입니다. 그러나 시혼 그 자신이 내부적 깊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 [｢사욕절｣의 다섯 번째 시인 〈자나나 안
즈나서나〉는 -인용자] 시혼이나 리듬이나 정조(情調)가 무던히도 아릿아릿해
서, 저무는 봄날밤에 흐느끼며 비끼는 피리(笛) 소리처럼, 가슴을 울려줍니다. 
(…) ｢삭주구성｣(개벽10월호)의 세 편의 시는 군의 민요시인의 지위를 올리는 

56) 같은 글, p.17.
57) 같은 글,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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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군은 민요시에 특출한 재능이 있음을 긍정시킵니다.58)

  김소월은 ｢자나나 안즈나서나｣에 대해 김억이 “시혼과 시상(詩想)과 리듬이 보
조(步調)를 가직이[가깝게] 해서 걸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라고 평가했다고 썼지
만 김억이 김소월의 시를 평하는 대목에는 그런 문장이 보이지 않는다. 김억이 그
렇게 고평한 것은 주요한의 ｢散步｣에 대해서이고59) 그 표현의 앞뒤에 “달아보면 
근량(斤量) 나갈 시” “시혼의 황홀”이라고도 적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요한의 
시에 대한 평가이다. 김소월의 시 ｢사욕절｣ 가운데 한 편을 두고 “시혼이나 리듬이
나 정조가 무던히도 아릿아릿”하다고 쓰기는 했지만, ‘아릿아릿하다’는 것이 곧 ‘깊
이’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사욕절｣ 전체에 대한 김억의 평가가 ‘서정적 정서’는 
인정하면서도 깊이가 없어 아쉽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소월의 생각과 달리 김
억의 초점은, 김소월의 각 시편들의 시혼의 깊이를 측정하면서 우열을 따지는 데 
있지 않았다. 김억은 김소월의 시혼이 전반적으로 깊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
하고, 김소월의 독특한 장점은 다만 “리듬과 기교” 쪽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이 
안타까운 감정들과 잘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시혼에 ‘깊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시의 우열과 관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억의 ｢시단의 일년｣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김소월의 ｢시혼｣에서도 ‘시혼은 불변한다’는 주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시혼의 깊이에 대한 해명은 나와 있지 않다. 시혼의 ‘깊이’를 핵심 개념으
로 활용하면서 벌어진 대화에서 두 사람은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지 않았
고 바로 이 점이 두 사람의 대화를 어긋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김소월
은 주요한에 대한 평가의 일부와 자신에 대한 평가의 일부를 혼동하면서, 김억이 
김소월의 진면목이라고 칭찬하며 강조했을 뿐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
다고 요구한 대목60), 즉 민요시의 노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시혼｣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억은 김소월의 사후에 그를 회고하는 글에서 김소월이 
자신에게 따라붙는 민요시인이라는 평가를 싫어했다고 밝혔는데, 김소월이 싫어했
다는 그러한 평가는 김억이 ｢시단의 일년｣에서 강력하게 제안한 것이었다. 김소월
이 민요의 리듬과 함께 전통적 발상과 감정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으며 바로 그 점
이 김소월의 시를 성공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김억의 평가가 부당한 것 같지

58) 김억, ｢시단의 일년｣, 개벽 42호, 1923.12, p.43.
59) 보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썼다. “시혼과, 정서, 리듬과 기교가 보조를 갓즉히 하고 느리

게 걷는 듯한 곱고도 점잖은 듯한 시입니다.”(같은 글, p.45)
60) “나는 작자(作者)에게 민요시의 길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같은 글,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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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목 발표지면 및 출판사

시 夜半, 밤과 나, 나의 적은 새야62) 學之光 5호(1915.5) 

는 않다. 그러나 정작 ｢시혼｣이 포괄하는 내용들로 미루어볼 때 김소월은 스스로의 
시적 과제를 리듬과 기교를 가다듬거나 전통적인 요소들을 계승하는 것 이상의 어
떤 것으로 설정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스승조차도 어떤 이해나 토론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에게는 부차적일 뿐이었던 민요적 리듬과 정서만이 강조되는 것이 김소
월에게는 불만족스러웠으리라고 짐작된다. 3절에서 다시 분석하겠지만, 김소월이 
자신에게 부여한 시인의 과제 혹은 시적 작업의 목표는 ‘영혼’에 대한 탐구라고 생
각된다. 그러나 김억은 죽은 김소월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그가 민요시인이라고 불
리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힐 때조차 ‘김소월=민요시인’이라는 평가를 끝까지 고수했
다.61) 이러한 김억의 고집스러움을 지면 밖에서도 자주 대했을 김소월이 불편을 
느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김소월과 김억은 시혼의 ‘깊이’에 대해서, 그리고 시혼이 반영하는 
‘음영’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끝으로 ‘민요’의 리듬과 정서에 대한 가치 평가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시적 주제인 ‘영혼’이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서로 어긋나있고 
이 때문에 둘 사이의 대화 또한 오해를 동반하며 어긋나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억
이 실제로 평가한 내용이나 김소월이 오해한 내용이나 둘 중 어느 쪽도 김소월에
게는 불만족스러웠겠지만, 김억이 김소월의 시적 관념들을 잘못 이해한 것만큼이나 
김소월도 김억을 오해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김소월이 오해했거나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화시켜버린 김억의 시론은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반
박될만한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김소월의 시와 시론을 출발시키는 토양
을 제공했으며 장미촌이 제시한 ‘장미’의 상징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것이었다
고 생각된다. 시에 대한 김억의 관념들 가운데 일부는 ｢시혼｣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었고, 다른 일부는 반발을 일으키며 김억이 탐색한 것보다 ｢시혼｣이 더 멀리 나
아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김소월의 시와 시론을 분석하기에 앞서 김억
의 시와 시론을 겹쳐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단의 일년｣이 발표된 시점을 전후한 김억의 이론적 작업들과 시 작품 및 시
집 출간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1) “소월이 자신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거니와 민요시인으로 부르는 것을 싫어하며 시인이
면 시인이라 불러주기를 바랐던 것이외다. 그러나 그 실은 역시 그는 어디까지든지 민요
형에 남보다 유다른 솜씨를 보여주었던 것이외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웠습니
다.”(김억, ｢김소월의 추억｣, 博文 9집, 1939.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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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시 거리에 나리 비, 검은 업난 잠은, 
아름답은 밤 泰西文藝新報(1918.11.9.)

시 봄, 봄은 간다, 무덤 태서문예신보(1918.11.30)

① 비평 프랑스 시단(詩壇) 태서문예신보(1918.12.7~12.14)

번역시 , 쥭음의 恐怖, 午後의 달, 明日의 목슴, 
浦公英, 作詩論 태서문예신보(1918.12.14.)

② 비평
 시형(詩形)의 음율(音律)과 호흡(呼吸) 
  - 열졸(劣拙)한 정견(井見)을 해몽(海夢)형
에게

태서문예신보(1919.1.13)

비평 스핑크스의 고뇌(苦惱) 폐허 1호(1920.7)

번역시집 오뇌의 무도 광익서관(1921.3.20)

비평 근대문예 개벽 12, 13, 15~21호
(1921.6 ~ 1922.3)

③ 시집  해파리의 노래 조선도서주식회사(1923.6.30)

* 비평  시단의 일년 개벽 42호(1923.12)

④ 번역시집  취잃어진 珍珠흐(아서 시몬즈 번역시선집) 평문관(1924.8.10.)

⑤ 비평  아더 ‧ 시몬스 취朝鮮文壇흐4호(1925.1)

* 비평  김소월의 시론, ｢시혼｣ 개벽 59호(1925.5)

⑥ 비평  현시단 취東亞日報흐(1926.1.14.)

⑦ 비평  역시론 취大潮흐6호(1930.9)
63)

  우선 1915년에서 18년까지의 창작 및 번역 시의 제목들만 살펴봐도 꿈과 밤, 영
혼과 죽음, 무덤과 눈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시기의 시적 주제들에 김억이 선도
적으로 합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취태서문예신보흐에 발표한 글들을 
검토해보면 취오뇌의 무도흐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김억의 이론적 작업들이 프랑스 
상징주의와 긴밀한 영향관계 속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특히 ①, ②에서 
두드러진다), 지면을 달리한 글들, 예컨대 취개벽흐에 연재된 ｢근대문예｣에서도 이러
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취폐허흐창간호(1920.7)에 실린 ｢스쓰의 苦惱｣는 
｢프랑스 시단｣(①)의 재수록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억이 나름의 독자적인 발언을 시

62) 현재 확인가능한 시 가운데 처음 활자화된 김억의 시들이다. 이 가운데 ｢밤과 나｣는 
“(散文詩)”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주요한의 ｢불노리｣나 김여제의 ｢만만파파식적을 
울음｣보다 앞서 발표된 것이다. 

63) 여기에 제시한 김억 작품 연보는 이 글의 논지에 맞춰 간추린 것이며, 작품 연보 전체
는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김억의 전체 작품 연보는 취안서김억전집흐(박규수 편, 한국
문화사, 1987)의 부록에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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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다는 점에서 취해파리의 노래흐에 실린 짧은 서문(③)은 주목을 요하지만 프랑스 
상징주의에 대한 앞서의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취잃어진 
진주흐의 서문(④)과 ｢아서 시몬즈｣(⑤)에서 아서 ‧ 시몬즈64)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상징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변용시킨 김억의 
시에 대한 관념들은 초기에 형성된 이래로 하나의 흐름을 이뤄 오래 지속된 것으
로 생각된다.65) ｢현시단｣(⑥), ｢역시론｣(⑦)과 같은 시평이나 번역에 관한 발언들에
서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은 편리한대로 기존의 시문학사 서술의 관습을 따라 프랑스 상징주의와의 
긴밀한 영향관계 속에 놓여있다고 썼지만, 유럽의 상징주의 시인 ‧ 비평가들과 김
억을 발신자와 수신자로 대입하면서 그 낙차를 따지는 작업은 한국 시문학사 서술
에서 별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창조적인 변경을 포함한 외국문학과 
이론의 수용, 의외의 생산적 계기들을 포함한 오해 속에서 형성된 김억 자신의 고
유한 시론이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김억의 시론이 그다지 정교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전개과정을 거치지도 않으며 서
로 상충되는 관념들이 동시에 나열되거나 진부하고 지나치게 소략한 설명이 제시
될 때가 많아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그의 시론이 높이 평가되기 어려운 것도 사
실이다. 김억의 고유한 시론을 재구성하려는 연구가 많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66) 하지만 김억의 글에는 시에 관한 흥미로운 관념들이 초보

64) 취런던의 밤흐(1896)을 쓴 영국의 상징주의 시인이며, 취문학에서의 상징주의 시운동흐
(1899)을 쓴 비평가이다. 김억은 아서 시몬즈를 상징주의 시운동의 핵심인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한데, 오늘날의 영국 시문학사 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은 아니다. 김소
월의 ｢시혼｣에 갑자기 번역이나 해설도 없이 영문 그대로 옮겨진 것이 아서 시몬즈의 ｢
At Dogana｣이며 김억은 취잃어진 진주흐에 ｢세관에서｣라는 제목으로 번역해두었다. 김소
월의 인용은, 아서 시몬즈에 대한 이해와 번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한다는 암시인 듯
하다.

65) 김억의 시와 시론은 1925년 이후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해서 서구시에 대한 영향으로부
터 벗어나게 되며, ‘격조시론’을 중심으로 민요조의 정형성으로 크게 기울어진다는 것이 
김억의 시와 시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러나 ‘격조시론’은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
뤄진 ‘시의 음악’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만큼 김억의 시론에서 ‘단절’을 
강조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억 시론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용훈의 연구가 설득력 있게 해명한 바 있다.(조용훈, ｢근대시의 형성과 격조시론｣, 김
학동 외, 취김안서 연구흐, 새문사, 1996) 

66) 최근에 제출된 박슬기의 연구(취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율의 이념흐, 소명출판, 2014)가 김
억의 시론을 재구성하려는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자유시의 ‘리듬론’을 
검토하고 있는 박슬기의 연구는 한 장을 할애해서 시적 언어에 대한 김억의 독특한 이론
을 바탕으로 김억의 시론이 지향하는 시적 이념과 리듬의 형식적 측면들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리듬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웠을 김억
의 근대에 대한 정신사적 비판과 ‘꽃’의 이미지(앞 절에서 살펴본 ‘장미’의 이미지와 대화
하고 있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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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태로나마 풍부하게 산재해 있어 연구자가 그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해
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김억의 초기 시론들을 검토해보면 그가 데카당스와 상징주의에 매료되어 있으며 
또 이 둘을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오늘날의 개념 
이해에 비춰 김억의 시론이 결국 이러저러한 오해 속에서 상징주의를 거칠게 수용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김억이 서투르게 운용하는 관념들을 찬찬히 살
펴보면 그의 시론에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과 독특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
하게 된다. 김억이 데카당스에 매료된 것도 데카당스가 단지 습작기 문학 청년의 
과잉된 감수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프랑스 시단｣(①)에서 김억
은 데카당스를 단지 취향의 일종으로 설명하기보다 근대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충
격을 지적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신적 움직임으로써 데카당스의 정신사적 지위를 
설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정신사적 맥락의 역동성이랄까 절박함의 문제가 김억의 
마음을 움직이며 이론적 대응을 요구했던 같다. ｢프랑스 시단｣은 두 개의 절로 이
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1절이 데카당스를 다루고 있는데 김억의 설명이 거칠기 때
문에 약간의 정리와 보충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김억이 제시한 설명들 가운데 핵
심적인 구절들을 선별하여 옮긴 뒤 인용문들의 맥락을 보충하며 풀어 읽기로 하자.

(A) 왜 근대사조(近代思潮)가 암흑의 비수(悲愁)를 느끼게 되었는가 (…) 자
연과학의 진보에 따라 나오는 현실과 이상과의 충돌, 신앙과 몽상과의 소멸, 
격렬한 생존경쟁, 종교와 과학의 충돌 이밖에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음 (
…)67) 

(B) 전 세계의 근대적 시인은 (…) [보들레르가 선취한] 사뇌(思惱)의 아름
다운 피로, 퇴폐며, 밝음도 어두움도 아닌 음울(陰鬱), 절망, 염생(厭生)의 비
조(悲調)를 가진 사상에 한결같이 새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자라야 예
술의 문을 두드릴 자격이 있다. (…)68)

(C) 음향, 색채, 방향, 형상 – 이들은 그들의 영을 무한계로 이끌어가는 상
징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영(靈)이며, 따라서 무한이었다.69) 

 

67) 김억, ｢프랑스 시단｣, 취태서문예신보흐, 1918. 12.7~14; 취태서문예신보흐의 시와 시론은 
인쇄 상태 때문에 판독이 어려워 취안서김억전집5권흐, 한국문화사, 1987, p.27에서 인용
했다.

68) 같은 글, p.28.
69) 같은 글,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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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을 다듬어 읽어보면 김억의 시론에는 데카당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념
들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 계몽적 이성의 한쪽 축을 담당했던 자연과
학이 다른 여러 정신적 힘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나가
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됐을 때, 오랫동안 인간 정신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왔던 신앙 · 종교 · 몽상 · 이상적인 것에 대한 관념들은 쇠퇴하거나 소멸하
게 되었다. 근대적 자본주의의 생활 방식은 ‘현실’이라고 일컬어지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들의 협소한 틀 안에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고 
그 흐름에 인간들이 적응하도록 강제했으며 그 이외의 것들은 비현실적이고 무가
치한 것처럼 판정했다. 하지만 그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들을 쇠퇴하도록 내버려둬
도 혹은 우리의 정신적 영역에서 빠져나가도록 방치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은 제
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적어도 그것이 제거된다면 그 빈자리를 
채워넣을 새로운 정신적 요소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인들은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근대인들의 정신적 풍경이며, ‘세계고’라는 유행어가 이
러한 풍경을 집약하는 말이다. (B) 이러한 황량한 풍경을 목격할 수 있고 그 풍경
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정신의 소유자만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풍경을 인식하고 그 충격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예술가의 
의무이다. (C) 그러나 시인은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단지 고통스러운 풍
경을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초월적 영역을 단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지 않은 근대적 현실 안에서 신앙 · 종교 · 몽상 · 이상적인 
것에 대한 관념들을 새롭게 되찾아야만 하는 임무를 시인은 떠맡아야 한다. 이미 
파산을 선고 받은 기존의 절대에 대한 관념들과 체계들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의 
세목들을 구성하고 있는 소리, 색, 냄새, 모양과 같은 감각들 안에서 이상적인 것
에 대한 관념들을 되살려낼 수 있을까? 그것들은 현실 너머의 초월적인 바깥에 잠
들어있는 ‘절대’와 연결되어 있는 ‘상징’이 아니고, 그 ‘상징’을 통해 시인의 영혼이 
초월적인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현실 세계 안에서 그 소리, 색, 냄새, 모
양과 같은 구체적 감각들은 그 자체로 ‘무한’이고 그 자체로 시인들의 영혼이다. 
파괴된 초월적 바깥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 감각들 안에서 이미 잠복해 있는 무
한을 탐구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이며 그의 영혼이다. 김억의 시론에서는 현실 세계
와 초월적 바깥에 대한 구분은 무화되고 현실 안에서의 무한의 체험의 가능성이 
중요해진다.
  김억은 게이오대학(慶應大學) 재학 시절 이미 데카당스에 대해 비슷한 논점의 ｢
요구와 회한｣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C)와 거의 같은 구절이 발견되며, ｢
스핑크스의 고뇌｣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김억은 같은 구절을 세 번이나 반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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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70) 김억은 데카당스의 시대적 필연성 혹은 시대정신으로서의 역할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쓴 듯하다. 세 편의 글에서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소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전후 문맥과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데카당스가 단지 퇴폐적인 것들을 향한 악취미가 아니라 근대적 정신이 스
스로를 위해 준비해야만 했던 예술의 가장 첨예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김억의 비평에 반복해서 출현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김억이 생각한 데카당스의 의의나 시대정신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실천
할 수 있는 것일까. 정신적 영역의 상당 부분이 폐허가 되어 버린 현실 세계 안에
서 이상적인 것에 대한 관념들, 비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 
김억은 이런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상징주의의 어떤 관념들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요구와 회한｣에
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며, ｢프랑스 시단｣의 2절의 핵심이다. 마찬가지로 핵심적
인 구절들을 선별하여 옮긴 뒤 인용문들의 맥락을 보충하며 풀어 읽기로 하자.

(D) 상징주의란 무엇인가? ‘기술(記述)을 말아라, 다만 암시(暗示)’. (…) 눈
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물질계와 영계(靈界), 무한과 유한을 
상통(相通)시키는 매개자가 상징이라 한다. 암시다. 신비다. (…) 상징파 시가
의 특색은 의미에 있지 않고, 언어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악과 같이 신경에 
닿는 음향의 자극 — 그것이 시가이다.71)

  인용문을 다듬어 읽어보면 김억의 시론에는 상징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념
들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D) 초월적 영역이 따로 있어 현실적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보증한다는, 이를테면 신이 있어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믿음의 체계
는 근대에 이르러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가 단지 계산 ‧ 측정 
‧ 조작 가능한 물질들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의 바깥에 초월적 영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현실 세계가 이미 그 자체로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70) “현실의 음, 색, 향, 형 — 이들은 영혼을 무한세계에 이끌어가는 상징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곧 영혼이며, 그것들 자신이 곧 무한이라고 생각하였다.”(｢요구와 회한｣, 취학지광
흐10호, 1916.9. p.44)

  “음향, 색채, 방향, 형상 — 이것들은 그들의 영을 무한계로 이끌어가는 상징이 아니고 그
들 자신의 영이며 그 같은 □에 무한이었다.”(｢스스의 苦惱｣, 취폐허흐창간호, 1920.7, 
p.115)

71) 김억, ｢프랑스 시단｣, 취안서김억전집5권흐, 한국문화사, 1987,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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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 물질계와 그 안에 이미 잠복해 있는 영계(靈
界), 유한한 것들과 그 안에 이미 잠복해 있는 무한. 근대적 풍경은 이 두 겹의 세
계에서 첫 번째 세계, ‘가시적 세계 = 물질계 = 유한한 것들의 집합’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과 뒤섞여 있는 두 번째 세계, ‘비가시적 세계 = 영계(靈界) = 무한’을 
감지하는 시인들의 작업이 신비주의일 뿐이라고 깎아 내린다. 그러나 시인들은 첫 
번째 세계가 두 번째 세계와 겹쳐져 있음을 꿰뚫어보고 둘 사이의 연락망을 구축
하며 잘려져 나간 인간 정신의 막대한 영역들을 소생시키려 한다. 그러한 연락망을 
‘상징’이라고 한다.72) 그런데 비가시적 세계는 근대적 이성의 기호체계, 계산 ‧ 측
정 ‧ 조작가능한 것만을 기록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호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런 단정적이고 고정적인 기호들로는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체험을 기록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체험은 기술될 수 없으며, 암시될 수 있을 뿐이
다. 일반적인 언어가 무엇인가를 단정하고 고정시키면서 가시적인 세계의 일부로 
기술하려고 할 때, 시인은 언어에서 그러한 ‘의미’(김억에게 ‘의미’는 ‘가시적 세계’의 
‘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들을 물리치고 ‘의미’가 제거된 ‘음악’으
로서의 언어를 만들어내려 한다. 이러한 관념들과 일치하는 대목들을, 김억이 번역
한 베를렌느의 ｢作詩論｣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에서의 베를렌느의 명제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엌의 야채들을 칼로 잘라버리는 듯한 ‘거친 말’
은 멀리 해야 한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확실하게 제시하는 ‘웅변’은 잡아서 목을 
빼버려야 한다. 시로는 ‘미래의 음악’을 만들라.73) 
  여기서 김억은 상징주의의 대단히 미묘한 지점을 부주의하게 건드리고 있다. 김
억은 상징주의의 ‘음악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를렌느, 랭보, 바그너, 말라르메 등
을 구분 없이 섞어서 인용하고 있지만, 랭보와 말라르메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흐름
에서 보들레르적 자산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끌고 간 양극단의 꼭지점으로 이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며74), 말라르메는 바그너가 자연과 음악 혹은 재현과 
신비를 부당하게 결혼시켰다는 점을 폭로하기 위해 애썼다는 점에서75) 말레르메와 

72) 김억은 ‘상징’이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면서 다르게 평가한다. (C)에
서의 ‘상징’은 초월적 영역에 이르는 출입구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부되지만, 
(D)에서의 ‘상징’은 현실 안에서의 두 세계 사이의 연락망으로 되어 탐구의 대상이 된다.

73) “멀니거라, (…)/ 칼로 르는듯 말/ 온갖 더러운 부엌의野菜를// 雄辯을 잡아셔 
목을 기라/ (…) 너의詩로써 未來의 音樂지어라”, 베를렌느, 김억 역, ｢作詩論｣(취태서
문예신보흐, 1918.12.24), 취안서김억전집 2-1권흐, 한국문화사, 1987, p.74.

74) 마르셀 레이몽, 김화영 역, 취프랑스 현대시사흐, 현대문학, 2007 및 앙리 뻬르, 윤영애 
역, 취상징주의 문학흐, 탐구당, 1985 참조.

75) Jacques Rancière, Mallarmé : the politics of the siren, translated by steven 
corcoran, New york & London, continuum, 2011,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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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김억이 유
럽의 관념들을 잘못 받아들인 정오(正誤) 일람표를 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러한 착오들이 김억의 시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혹은 김억의 어떤 관념들
이 그런 방식으로 외국의 이론을 수용하게 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라는 점에 유의
하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자. 
  이 세 사람의 예술가 가운데 말라르메를 중심으로 본다면, 시가 ‘음악’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음악에 ‘말’이 없기 때문이다.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현
실 세계의 어떤 사물들을 떠올리고 우리가 그것들의 확실성에 의존해 거기에 머물
도록 만든다. 김억의 표현으로 바꿔 쓰자면, 말은 자칫 기술(記述)이 되기 쉽고, 기
술은 우리가 물질계에만 머물도록 만들며, 그렇게 해서 두 겹의 세계 사이에 연락
망을 구축해야 하는 시의 의무는 방해받는다. 그러나 음악에는 말이 없다. 음악은 
그 자체로 물질계의 어떤 부분들도 직접 가리키지 않으면서도 물질계 안에서 실현
가능한 어떤 잠재적이고 정신적인 조화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음
악이 되기를 추구한다. 그러나 음악을 추구하는 시는 음악 그 자체와는 다르다. 음
악적 표현에는 감각적 음표들의 수다가 수반되며 그러한 감각적 소란에 대한 애착
은 시가 목표로 하는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탐구를 방해한다. 시는 ‘거친 말’을 탈
피한다는 점에서 음악을 추구하지만, 직접적인 감각들의 방해에서도 자유로워야 한
다는 점에서 시의 음악은 ‘침묵’을 향해 나아간다. 물론 시에는 실제로 감각적인 
소리가 없으며 오직 정신적인 침묵의 음향만이 있다. 그런 점에서 말라르메는 ‘시
의 음악’의 모범적 사례가 교향악이 아니라 춤이라고 주장했다. 춤은 어떤 초월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언제나 
지나가 버린 동작들의 사라져버린 흔적들의 연속체로 되어 있어 직접적 감각에 호
소하지 않는다. 춤은 그러한 동작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비가시적인 조화의 
움직임의 전체를 우리가 재구성하고 추적하게 만든다. 시가 어떤 ‘거친 말’도 없이, 
가시적 세계, 물질 세계의 조각들 속에 이미 잠재해있는 그러한 비가시적 조화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실험이 말라르메에게 ｢주사위 던지기｣와 같은, 흔
적들만을 표현하는 이미지와 움직이는 형태로 인쇄된 구절로 된 시를 쓰게 했
다.76) 
  김억이 가시적 세계만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을 거부하고 현실 안에서 
가시적 세계와 이미 혼재되어 있는 비가시적 세계를 탐구하려는 시도에 매료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억의 시론은 말라르메의 ‘시의 음악’과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76) 말라르메의 시론과 음악에 대해서는 Jacques Rancière, 위의 책 참조.



- 48 -

김억이 ‘시의 음악’을 (D)의 후반부에서처럼 “신경에 닿는 음향의 자극”과 같은 
것, 즉 직접적인 감각의 자극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김억은 다시 말라르메와 멀어
진다. 
  말라르메의 ‘시의 음악’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는 김억의 시적 개념들을 ‘깊이의 
시학’이라는 말로 정리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시적 세계, 물질계의 표면이 현실을 
이루는 전부는 아니다. 그러한 표면 아래에는 비가시적 세계, 영계(靈界)가 이미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표면 아래의 심연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없는가
가 시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김억이 “신경에 닿는 음향의 자극”
과 같은 직접적인 감각의 문제로 주의가 분산될 때, ‘깊이의 시학’은 초점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말라르메적 ‘시의 음악’과 호응하는 김억의 ‘깊
이의 시학’은 주의가 흐트러질 때 ‘시의 음악’을 대신해서 음악이 갖고 있는 음표
들의 수다와 감각적 소란을 질서화한 음수율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
한 일탈이 나중에 김억이 ‘격조시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동력이 된다. 같은 맥락에
서 김억은 김소월의 시의 리듬의 성취에 민감했지만, 음수율의 맥락에서 이해된 리
듬에 대한 칭찬이 김소월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김소월의 시
적 지향점은 그러한 감각적 리듬을 초과하는 것기 때문이다.

(E) [자유시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자유시가 랭보의 산문시에서 유래한 것
이라며] 모든 제약, 유형적(有形的) 율격을 버리고 미묘한 ‘언어의 음악’으로 
직접, 시인의 내부생명을 표현하려 하는 산문시다. (…) 과거의 모든 형식을 
타파하려는 근대예술의 폭풍우적 특색이 시인의 내부생명의 요구에 따라 무
형적(無形的)으로 되었다 (…).77) 

(F) 더욱이 바그너는 음악과 시가와의 신비적 결혼을 기괴경이(奇怪驚異)한 
상상(像想)에서 지어낸 상징파의 선구자라고도 할만 하고 음악에 발휘한 예술
을 그대로 모든 예술에 순응시키려 하였다. (…) 듣는 사람은 취미, 조화, 선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드러내는 색채의 미(美)에 취하여 잡으려 해
도 잡을 수 없는 환영의 명상으로 이끌리게 된다. 말라르메가 즉 이러하다. 
질서 있게 배열된 언어가 표현하는 대신에 암시와 배열과의 그 자체의 새에
[간극에] 경이의 색채와 선과의 미(美)가 있다. 어찌 됐든 음악처럼 진보된 예
술은 없다. 모든 표현의 자연적 매개자는 음악밖에 없다.78)

77) 김억, ｢프랑스 시단｣, 취안서김억전집5권흐, 한국문화사, 1987, p.32.
78) 같은 글,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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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에서 김억이 모든 형식을 초과하는 어떤 것을 떠올리고 그것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잠복해 있는 것(“시인의 내부생명”)이라고 상상할 때, 그는 ‘깊이의 시학’을 전
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단지 기존의 규칙들에 대한 저항으로 파악할 때는 
논점이 흐려지며 시인의 글쓰기를 자유에 대한 피상적인 요구와 일치시키게 된다. 
(F)에서 음악에 대한 강조하는 것은 ‘깊이의 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음악
이 드러내는 색채의 미(美)”나 “잡을 수 없는 환영(幻影)의 명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들레르의 ‘조응’이나 랭보의 ‘감각의 의도적 착란’을 불분명하게 끌어오며 
뒤섞어 또다시 논점을 잃어버린다. 이런 장면들에서는 김억의 개념들이 어떤 정확
성을 잃고 단지 수사적으로 화려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김억은 자신의 시론이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차 
‘깊이의 시학’과 멀어지면서 ‘격조시론’을 향해 나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는 지금까지 ｢프란스 시단｣(①)을 세밀하게 읽으려고 시도한 셈인데, ②~⑦에 걸친 
미묘한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깊이의 시학’과 점차 멀어지며 혼란을 수습하고 
‘격조시론’에 이르는 전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억의 시론은 
1절에서 살펴본 취장미촌흐과 그 주변의 시론, 특히 황석우의 시와 시론과 흥미로운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시의 음악’을 강조하고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시론을 전개하면서, ‘거친 말’을 ‘시적 언어’와 분리하려고 
할 때, 김억의 시론은 ‘인어(人語)’와 ‘영어(靈語)’를 구분하고 영어(靈語)를 통해 비
가시적인 우주적 음악과 접촉하면서 비가시적인 무한을 체험하고자 하는 황석우의 
시론과 흡사해 보인다. 그러나 황석우의 시론은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바깥의 
‘분리’를 강조하고, 바깥의 체험이 세계로부터 빠져나오는 ‘고독’을 기반으로 한다
는 점에서 김억의 시론과 차별된다. 김억의 시론은 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구분하면서도 이 두 영역이 겹쳐져 있으며 ‘상징’을 통해 현실 세계의 가시적
인 것들을 뚫고 내려가 그 심연에서 비가시적인 것들을 발굴해내고자 한다. 이 때
문에 김억의 시론에서는 ‘고독’이 주목할 만한 감정으로 부각되는 일이 없고, 세계
의 바깥을 따로 공간화 할 필요도 없으며, 바깥 혹은 무한을 체험할 때 수반되는 
도취를 강조하느라 그 이면에서 현실의 삶을 비하하고 허무주의적으로 죽음을 예
찬하는 또 다른 시각을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김억이 상상하
는 비가시적인 것의 정신적 요소들은 현실의 삶과는 미묘하게 다른 것이지만, 그것
은 가시적인 것들과의 연결 통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김억의 시론에서는 초점화 되지 않는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이원론을 작동시키면서도 이 두 영역이 겹쳐져 
있으며 가시적인 것의 표면을 뚫고 내려가는 시적 운동을 지향하는 ‘깊이의 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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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러나 김억의 시 작품에서 성공적으로 표현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아
마도 ｢나의 理想｣ 정도가 ‘깊이의 시학’을 드러내는, 가시적이면서도 비가시적인 
두 겹의 꽃을 이미지화해낸 드문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대는 먼곳에서 반듯거리는
내길을 밝혀주는 외롭은 빗,
한줄기의 적은빗을 그저 으며
미욱스럽게도 나는 걸어가노라.

그대가 잇기에 쉬임도 업고
그대가 잇기에 바램도 잇나니,
아아 나는 그대에게 매달니여
가득한 내世上에서 허덕이노라.

나는 아노라, 그대의곳에는
목슴의흐름이 문의곱은물결을 짓는
아름답은 봄날의 밧속에서
和平의이 웃음으로 매자짐을.

나의발은 疲困에 거듭된 疲困,
나의가슴에는 가득한 새한 어둡음!
아아 그대 곳 업다면, 나의몸이야
엇더케 걸으며 엇더케 살으랴.

아아 애닯아라, 그대의곳은
限도업는 머나먼 地平線!
그러나, 나는 그저 걸으랴노라,
눈먼새 외동무를 아가듯시.

- ｢나의 理想｣, 취해파리의 노래흐(1923)

  이 시의 화자는 눈먼 새가 하나 밖에 없는 동무를 의지하고 그 동무를 따라 가
는 것처럼 ‘그대’가 있는 먼 곳만을 의지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곳에
서 그대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이상’이다. 그곳이 대체 어떤 곳이기에 화자는 자
신의 세계를 버리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일까. 이를 표현하고 있는 3연이 이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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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정적인 대목이다. 그곳에는 봄날의 꽃밭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의 
꽃들은 두 겹의 꽃으로 되어있다. 그곳의 꽃밭에서는 가시적인 꽃들 아래에 비가시
적인 꽃들이 물결치는 고운 무늬가 겹쳐 보인다. 이러저러한 빛깔과 형태를 하고 
이러저러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 가시적인 봄날의 꽃밭은 그 자체로 우리들의 감각
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곳의 꽃밭에서는 그러한 감각의 표면보다 더 깊이 내
려가 비가시적인 것과 접촉하게 된다. 하나하나의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생명
체들이 아니라, 그러한 생명체들을 낳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는 거대한 생명의 흐
름이 저 꽃밭의 꽃들의 심연을 관통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명의 강물
이 흘러다니다가 소용돌이치며 어떤 물결의 매듭이 맺혔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꽃
의 흐름 위에 가시적인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흐
름이 어떤 조화로운 꿈을 꾸다가 꿈 속에서 웃음 짓는 자리이다. 김억은 거대한 
생명의 강의 물결치는 무늬인 비가시적인 꽃과 그것이 하나의 웃음으로 맺히는 가
시적인 꽃, 이 두 꽃의 겹쳐짐을 “목슴의흐름이 문의곱은물결을 짓는/ 아름답은 
봄날의 밧속에서/ 和平의이 웃음으로 매자짐”이라고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대’는 그러한 화려한 겹꽃의 꽃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자는 그대를 따르
고 그대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 그대는 다만 저 멀리 외따로 떨어져 있기
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줄기 가느다란 빛으로 이 세계에까지 뻗어 있어, 그 깜빡거
리는 불빛을 따라 화자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이 시의 제
목 ‘나의 이상(理想)’이다.
  그런데 겹꽃의 꽃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이 시의 태도는 조금 
애매하다. 그곳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도 하고, 그곳을 향해 끝없이 걸어야 하
는 어떤 피로에 대해서도 이 시는 말하고 있다. 그곳은 “지평선 끝”이다. 지평선은 
여행자가 아무리 멀리 걸어가도 여행자로부터 다시 그만큼 멀어져 결코 도달할 수 
없게 되는 목적지의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말
하자면 “그대의 곳[그대가 있는 곳]”은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시가 이런 방식으
로 읽힐 때, “내 세상”과 “그대의 곳”은 서로 분리되어 한없이 멀어지며 그곳에 도
달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도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피로감도 
함께 읽힌다. 하지만 김억의 ‘깊이의 시학’을 참조할 때, 이 시는 다른 방식으로 읽
힐 수 있다. 우리가 가시적인 것들의 표면에만 머물 때 비가시적인 꽃은 보이지 
않고 그 때문에 겹꽃의 꽃밭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시적인 꽃은 
이미 가시적인 꽃의 아래에서 물결치고 있으며,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대
가 있는 곳으로부터 ‘한 줄기의 작은 빛’이 이곳까지 이미 도달해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한편으로는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초월적 영역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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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낭만주의적인 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 내부에 이미 
잠복해 있는 어떤 두 겹의 세계를 발견해내려고 하는 시적 탐구를 표출하는 시처
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두 방향으로의 운동을 추출할 수 있다. 그
것은 한편으로 저 먼 곳을 향해 걸어가는 끝낼 수 없는, 의지로 가득한 횡적 운동
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가시적 세계의 표면을 뚫고 내려가는 
굴착의 운동이다. 이 가운데 후자를 강조한다면 이 시가 ‘깊이의 시학’을 대표하는 
김억의 시가 될 수다. 취장미촌흐에서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바깥을 표시하는 기호인 
‘장미’는 이 시에서 가시적 세계가 이미 함축하고 있는 비가시적 세계의 깊이를 표
시하는 ‘겹꽃’으로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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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혼(靈魂)의 시 : 풀려남과 뒤섞임의 운동 이미지

  다시 김억(｢시단의 일년｣)과 김소월(｢시혼｣)의 논쟁으로 돌아가 보자. ‘깊이의 시학’
이 김억으로 하여금 ｢시단의 일년｣에서 시혼의 깊이를 따져보게 했던 것 같다. 김
소월이 잘못 요약한 것처럼 한 시인의 여러 시들에서 각각의 시혼의 깊이를 따져
보는 것이 김억의 작업 내용은 아니었지만, 김억이 김소월에게서 탁월한 기교와 리
듬을 읽어낸 반면 시혼의 깊이가 너무 얕다고 비판한 것은 사실이다. 김억은 어떻
게 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김소월의 시가 표면
적인 것 아래에 겹쳐져 있어야 할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상징들을 만드는 데 실패
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에 대해 김소월은 ‘깊이’와 ‘리듬’에 대한 김억 식의 평
가 기준을, 불변하는 ‘시혼’과 다채로우면서도 서로 우열을 따질 수 없는 ‘음영’으
로 대체하고 있다. 김소월의 ‘시혼’과 ‘음영’이 각각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혼은 
변하지 않으며 다채로운 음영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주
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시혼｣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혼｣은 모두 세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김억에 대한 반박은 3절에서 뚜
렷하지만 이론적인 핵심은 1절에서 대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1절의 전반부
는 낮과 밤의 이원론을 제시하기 위해 할애되고 후반부는 그러한 이원론을 다시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하는데 쓰이고 있다. 

(G) 적어도 평범한 가운데서는 물(物)의 정체(正體)를 보지 못하며, 습관적 
행위에서는 진리를 보다 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어질다고 하는 우리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밤에 깨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우
리는 낮에 보지 못하던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
다. 파릇한 별들은 오히려 깨어 있어서 애처럽게도 기운있게도 몸을 떨며 영
원을 속삭입니다. (…)

  다시 한번, 도회의 밝음과 지껄임이 그의 문명으로써 광휘(光輝)와 세력
을 다투며 자랑할 때에도, 저 깊고 어두운 산과 숲의 그늘진 곳에서는 외로운 
벌레 한 마리가 그 무슨 슬픔에 겨웠는지 쉼 없이 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벌레 한 마리가 오히려 더 많이 우리 사람의 정조(情操)답지 않으며, (…) 
㉠우리 사람의 무상(無常)과 변전(變轉)을 서러워하여 주는 살뜰한 노래의 동
무가 아니며, (…) ㉡우리 사람의 자유를 사랑한다는 계시가 아닙니까.79) 

79) 김소월, ｢시혼｣, 취개벽흐59. 1925.5, 문예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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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고 밝은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어둡고 쓸쓸한 산의 벌레 울음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김소월은 문명과 대립시키면서 자연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다. 
김소월은 인식의 체계 혹은 존재 양식의 이원론을 인상적인 은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원론을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 밝은 대낮에는 
볼 수 없는 별들을 오히려 어두운 밤하늘에서야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 안
에서 통용되는 평범하고 습관적인 인식의 체계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거칠고 강한 존재 양식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는 희미한 존재자들이 있다. 도시의 
거리와 쇼윈도를 비추고 있는 조명들은 그 안에 화려한 상품들의 유혹과 쾌락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지만, 그것들의 품 안에 외로운 벌레 한 마리의 울음이 상기
시키는 어떤 희미한 존재자의 연약함과 슬픔이 끼어들 틈은 없다. 그런데 도시의 
빛과 소음이 잊혀지게 만드는 어떤 희미한 존재자들의 연약함과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더 인간의 정조(情操)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도시의 활기에서 벗
어나 어둡고 고요한 곳에서만 들리는 벌레의 울음소리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간
적인 어떤 것을 은유할 수 있게 된다. 그 벌레의 울음소리는 한편으로 “무상(無常)
과 변전(變轉)”의 존재인 인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수히 놓쳐버렸던 되찾을 수 
없는 어떤 순간들 혹은 그 순간들과 함께 흘려버린 대상들의 사라짐에 대한 슬픔
을 함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순간들의 생
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사랑을 함축한다(㉡).
  현실 세계 안에서 낮과 밤을 대립시키면서 하나처럼 보이는 세계 안에서 섬세한 
두 겹의 세계를 확인하려고 할 때, 김소월의 시론은 확실히 김억의 ‘깊이의 시학’
과 통하는 면이 있다. 가시적 세계가 이미 함축하고 있는 비가시적 세계를 현실 
세계의 심연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깊이의 시학’과 평범한 일상에 어둠의 시간을 
끌어들여 희미한 존재자들과 접촉하려는 김소월의 시론에는 닮은 데가 있다. 그러
나 김억의 ‘깊이의 시학’이 ‘시의 음악’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격조시론’의 방향으로 선회한 데 비해, 김소월은 낮과 밤, 빛과 어둠, 활기 넘치는 
도시와 고적(孤寂)한 시골의 대립항들을 삶과 죽음의 대립으로까지 끌고 가면서 
‘영혼’에 대한 인상적인 은유들로 이어나간다.

(H) 우리는 적막(寂寞)한 가운데서 더욱 사무쳐 오는 환희(歡喜)를 경험하
는 것이며, 고독의 안에서 더욱 보드라운 동정(同情)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다시 한번 슬픔 가운데서야 보다 더 거룩한 선행(善行)을 느낄 수도 있는 것
이며, 어둠의 거울에 비쳐와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이며, 삶을 좀 더 멀리
한, 죽음에 가까운 산마루에 서서야 비로소 사람의 아름다운 빨래한 옷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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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봄 언덕에 나부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이것입니
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나 마음으로는 일상에 보지도 못하며 느끼지도 못하던 
것을, 또는 그들로는 볼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는 밝음을 지워버린 어둠의 
골방에서, 그리고 삶에서는 좀 더 돌아앉은 죽음이 새벽빛을 받는 바라지창 
위에서, 비로소 보기도 하며 느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합
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보다도 마음보다도 더욱 우리에게 각자의 그림자 
같이 가깝고 각자에게 있는 그림자 같이 반듯한 각자의 영혼이 있습니다. 가
장 높이 느낄 수도 있고 가장 높이 깨달을 수도 있는 힘, 또는 가장 강하게 
진동이 맑게 울리어 오는, 반향(反響)과 공명(共鳴)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악기, 이는 곧, 모든 물건이 가장 가까이 비쳐 들어옴을 받는 거울,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표상이라면 표상일 것입니다.80)

  
  여기서 김소월은 일련의 역설적 명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한 기쁨은 이러저
러한 즐거운 자극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극들이 모두 빠져나간 적막 가운데
에 생겨날 수 있다. 다른 존재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깨달음은 번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고독 속에
서 나타난다. 거룩한 선행은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사물
들의 진면목은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거울의 반영 속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설들을 나열한 끝에 김소월은 이렇게 요약한다. 이러저러한 삶의 정수(精
髓)는 삶의 다양한 경험들의 누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맛 볼 수 있다. 김소월
은 죽음을 통해서만 삶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고 주장한 뒤에 곧이어 그러한 느낌
과 깨달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적 기관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소월은 죽음이라는 말로 생명의 소멸, 유기체 활동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
다. 죽음이 단순한 정지나 끝이라면 죽음을 통해서 삶의 정수를 맛본다는 관념은 
아무리 역설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없다. 김소월의 문맥 속에서 죽음은 단순히 
삶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흘려넣을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죽음은 이미 
살아있는 우리 안에 생물학적인 삶을 초과하는 ‘영혼’의 형태로 잠복해있다. 이 ‘영
혼’이 낮과 빛, 평범한 도시적 일상 속에서는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소월은 다양한 은유
들을 동원하고 있다. 살아있는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죽음, 즉 ‘영혼’은 아무리 미
약한 진동에도 강하게 반응하며 소리를 내는 ‘악기’이며, 아무리 희미한 물건들도 
선명하게 되비추는 ‘거울’이다.

80) 같은 글,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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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월의 ｢시혼｣이 김억의 시론을 보다 더 진척시킨 대목은 ‘악기/거울’의 은유
와 ‘죽음’에 대한 역설적인 관념들을 도입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 김억은 우리의 
삶이 펼쳐진 세계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가 이 두 세계의 연결망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매료됐는데, 이 연결망이 
어떤 식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 속에서 혼란에 빠졌다. 오히려 김억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된 ｢시혼｣이 ‘악기/거울’의 은유를 통해 이 연결망에 대한 생각
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혼｣이 제시한 설명들을 조금 보충하면서 재정리하면 이
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세계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세계 자체가 두 겹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체계가 빈약하여 
마치 밝은 대낮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을 자꾸만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서 떨어져 나가 이 세계에서의 체험이 빈약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식 체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느끼고 깨닫는 힘을 되찾아야 한다. 더 밝
은 빛과 더 도시적인 활기를 동원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오히려 대낮의 빛과 
생명의 소란을 제거한, 쓸쓸하고 고요한 밤, 죽음과 같은 어둠의 시간에 도달해야
만, 평범하고 습관적인 우리의 인식 체계 대신에 새로운 인식 체계가 작동하고 그
렇게 해서 별을 볼 수 있게 되며 벌레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다. 밤의 시간에 
작동하는 이 새로운 인식 체계를 김소월은 ‘영혼의 악기/거울’이라고 불렀다. ‘악
기/거울’은 아주 작은 떨림에도 소리를 내고 아주 희미한 형상도 되비추는 시적 
장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체계를 변화시켜서 비가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체험
할 수 있게 해준다.
  김소월의 존재 이해 속에서 평범한 삶은 자신 앞에 주어진 무한한 생성의 흐름
을 있는 그대로 향유하지 못한다. 그 가운데 확고한 사물성을 갖고 있는 대상들만 
삶으로 통합되고 그보다 작고 연약하고 섬세한 존재들은 삶에서 떨어져 나가 무
(無)의 부스러기가 된다. 평범한 상태에서의 낮의 인간들은 그러한 삶의 기미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지 못하거나 죽음, 환상, 꿈이라고 잘못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
의 ‘영혼’을 더 예민하고 맑게 가꿀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악기/거울’로써 더 
커다란 세계와 보다 풍부한 사물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게 될 것이다. 삶의 바깥으로 
떨어져나간 죽음의 부스러기들은 다시 삶으로 통합되어 우리의 존재의 영역 자체
가 풍부해지고 확장될 것이다. 김소월에게 ‘영혼’이 중요해지는 것은, 영혼이 생물
학적인 삶의 영역에 얽매여 있는 육체와 달리 대화적 관계 속에서 서로 뒤섞이고 
있는 삶과 죽음 모두에 관여하는 정신적 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영혼은 삶과 죽음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 생성의 흐름 전체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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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무한한 생성

삶 죽음

낮의 시간 밤의 시간

[김소월] 빛 어둠

도시 시골

(평범한 일상의 장(場)) (평범한 세계 안에 
감춰진 시적 공간)

▷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밤의 시간을 흘려넣어 더 예
민하고 맑은 ‘영혼’의 악기/거울을 보고 들을 수 있는가? 

[김  억]

가시적 세계 비가시적 세계

▷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두 겹의 세계 사이에서 어떻게 
연락 가능한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취장미촌흐]

덧없는 유한 도취적 무한

▷ 어떻게 덧없고 무의미한 유한으로부터 벗어나 무한의 도취를 체험
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의 이면 : 허무주의적 죽음 예찬)

는 시적인 존재 양식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볼 수도 있
겠다.

  이 도표에서 ‘존재의 무한한 생성’의 가운데 놓여 있는 세로 점선은 생성의 흐름
을 분리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삶이 더 크고 
풍부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적 공간에 펼쳐지는 비가시적인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영혼의 악기/거울이다. 그것은 김억의 시적 구도 속에서는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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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사이에 놓인 연결망 혹은 상징이다(취장미촌흐의 경우는 이 두 
세계의 연결고리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시는 바로 여기에서 산출된다
(황석우의 시론에서는 두 세계의 경계선이 아니라 도취적 무한의 파도 아래로 잠수할 때 시
가 생성된다).
  음영의 비교불가능성도 여기서 비롯된다. 영혼의 악기/거울은 놓쳐버린 희미한 
존재자들을 되찾아오는 것이며 거기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이다. 그 가운데 무엇이 더 삶에 적합한 것인지를 나누고 가르며 선택하는 
것은 낮의 시간에 빛이 하는 것이지, 밤의 시간에 떠오른 영혼의 악기/거울이 하
는 일은 아니다. 그러한 빛 속에서 삶의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들의 연약함을 위해 
슬퍼하느라 김소월의 시들에는 ‘눈물’이 그렇게도 자주 흘려지는 것이며, ‘밤’의 시
간이 특권적인 지위를 갖고 여러 시편들의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김소월의 시론에서 시의 과제는 삶으로 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영역, 즉 죽음에 대한 탐구와 매우 가까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이 점은 김억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김억의 ‘깊이’의 시학이 보다 멀
리 전개되었다면 거기에서도 두 겹의 세계 사이의 연락망을 구축하는 과제가 결국 
죽음과 영혼에 대한 사유를 요청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요청들을 예감한 김
억의 시가 죽음이라는 주제의 주변을 더듬었던 것 같다. 

죽음이란 잠일가,
도 업는 새캄한 잠일가?
그럿치 안으면 일가,
새캄한 잠속에 생기는 밝은일가?
우리들은 그것을 몰은다, 알수가 업다.
그러기에 죽음이란다.
그것이 죽음이란다.

- 김억, ｢죽음｣, 취해파리의 노래흐(1923)

  인용된 시가 수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에 대한 사유의 흔적이 희미하게
나마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죽음’은 이 시에서 시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떠오
른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연상시키는 것들, 사자(死者)가 눈 감고 누운 자
세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약간은 관습적인 생각들이 먼저 대답으로 
떠오른다. 죽음은 ‘잠’이다. 꿈결에 뒤척이는 일도 없이, 절대로 깨어날 수 없는 순
수하고 절대적인 잠이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들이 끼어든다. 죽음은 결코 다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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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나아갈 수 없는 완전한 종말이기만 할까. 내세나 전생 혹은 환생에 대한 보
편적인 생각들이 끼어들면서 이번에는 다른 대답이 떠오른다. 죽음은 ‘꿈’이다. 캄
캄한 잠 속에서 피어나는 밝은 꿈이 죽음이다. 죽음 이후에 하나의 존재가 절멸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로 변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저 캄캄한 
잠 속에서 피어나는 밝은 꿈이 아닐까. 그러나 이 두 대답 모두 시인의 특유한 것, 
김억만의 시적 도약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관습적이거나 보편적인 생
각들이며 독창적인 시는 그것을 딛고 새로운 관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김억의 시는 여기서 주저앉는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앞서 제시한 
두 개의 대답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도 알 수 없고 세 번째 대답들을 찾아
낼 수도 없다는 것, 그러한 알 수 없음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시의 결론이다.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해버리고 말 때, 이 시는 시적인 탐구의 한계를 실험하거나 
한계에 부딪히고 깨뜨려지는 순간들의 역동을 표현하는 대신에, 그저 죽음에 대한 
질문을 너무 쉽게 중단하고 탐구를 너무 빨리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시적 
물음을 던져본 것으로 이 시는 시의 과제를 다 한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탐구가 어떤 인내나 돌파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김억의 다른 시들에
서 죽음은 깊이를 갖지 못하고 단순한 끝이나 정지를 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너
무 쉽게 허무주의적인 상념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즌이야 곱건말건
붓는눈물이야 덥건말건
깁히도 자는이의 가슴에야
늣글줄이나마 잇으랴.

하늘빗이야 밝건말건
돗는해야 다사컨말건
곱게도 잠든이의가슴에야
이런생각이나마 잇으랴.

가신이가 잠잣게 누엇고
가랴는이 한 몰으거니,
무덤에서 숨여흘으는
곱다란설음만 녜나 이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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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는, 산다는 모든 것들은
한길갓치 그대의팔에 안기여
봄, 녀름, 가을, 겨울의 철마다
憤怒와 즐겁음도업시 잠잠하리.

벗이여, 졀몸에 노는벗이여,
울다 남은눈물이 아직도 남앗는가,
只今 는 를아 어둡어지어,
늙음의져녁은 차차 갓갑어오나니.

- 김억, ｢무덤｣(취태서문예신보흐, 1918.11.30.)81)

  이 시에서도 죽음은 깊은 잠으로 비유된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의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이나 쏟아지는 눈물의 뜨거움, 밝은 하늘 빛, 떠오르는 태
양의 따사로움 같은 것은 감지되지 않는다(1, 2연). 하물며 모든 잠 중에서도 가장 
깊고 순수하며 절대적인 잠인 죽음에 이른다면 이 모든 삶의 국면들은 아무런 소
용도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
고 말 뿐이라는 서러움이다(3연).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죽음의 
품 안에서는 어떤 생명의 기척도 없이 다만 잠잠히 소멸해갈 뿐이다(4연). 그렇게 
해서 이 시의 마지막은 허무주의적인 질문으로 끝이 난다. ‘젊음에 취해 이러저러
한 삶의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아, 죽음이 가까워오거늘 대체 무엇에 그렇게 연연하
고 있는 것인지?’(5연) ｢무덤｣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시에서의 
죽음은 김소월의 ｢시혼｣에서처럼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역설적인 죽음이 아니
라, 다만 삶의 종말을 가리키며, 아직 끝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과정들을 모두 허
무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죽음이 된다. 이 때 김억의 시는 주제의 측면에서 박종화
의 시와 매우 가깝게 된다.
  20년대의 시들을 통칭해서 퇴폐적이라거나 허무주의적이라거나 지나치게 감상적
이라고 평가할 때,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30년대의 모더니즘에 이르러서야 극복
될 수 있었다고 진단할 때, ｢무덤｣과 같은 시가 그 근거로 제시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진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취장미촌흐과 그 주변의 경
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허무주의는 그 반대편에 무한에 대한 도취의 체험과 균형을 
이루고 있고, 김억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허무주의도 다른 한편으로는 

81) 취안서김억전집1권흐, 한국문화사, 1987,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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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의 시학’과 같은 시적 탐구를 거느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 ‘깊이의 시학’을 ‘죽음-악기/거울의 시학’으로 변화시킨 김소월의 경우를 보
자면, 20년대의 시적 주제는 오히려 자신의 주위로 몰려드는 허무주의를 돌파할 
뿐 아니라 ‘영혼’과 ‘죽음’에 대해 탐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30년대의 백석이나 
이상(李箱), 혹은 서정주와 그 이후의 윤동주의 시들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기왕의 20세기 초 한국시사의 기술을 보족하는 데 어
느 정도 기여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영혼’과 ‘죽음’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이어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서는 김소
월이 ｢시혼｣에서 보여준 영혼과 죽음에 대한 관념들이 시화(詩化)되는 몇 개의 장
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소월의 시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죽음을 초점화하며 탐구한 시는 ｢여자의 
냄새｣이다.

푸른 구름의 옷 닙은 달의 냄새.
붉은 구름의 옷 닙은 해의 냄새.
안이, 땀냄새, 때무든 냄새,
비에마자 축업은 살과 옷냄새.

푸른바다…… 어즈리는 배……
보드랍은 그립은 엇든 목슴의
조그마한 푸릇한 그무러진 靈
어우러져 빗기는 살의 아우성……

다시는 葬死 지나간 숩속엣 냄새.
유령실은 널뛰는 배깐엣 냄새.
생고기의 바다의 냄새.
느즌 봄의 하늘을 떠도는 냄새.

모래두던 바람은 그물안개를 불고
먼거리의 불빗츤 달저녁을 우러라.
냄새만흔 그몸이 죳습니다.
냄새만흔 그몸이 죳습니다.

- ｢여자의 냄새｣, 취진달내 흐(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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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관념적으로 제기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한 이와 사별한 사람만큼 절박하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의 
절박함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얼마나 격렬하게 만들 수 있는 가에 대해 김소월은 
｢招魂｣을 통해 보여준 바 있기도 하다.82) ｢여자의 냄새｣는 이러한 절박한 물음에 
대한 침착한, 거의 딴청부리는 듯한 정도의 침착한 답변처럼 보인다. 3연을 보면, 
이 시는 죽은 여자를 장사지낸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깔아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시의 상황은 특이하게도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배에 실어 바다로 떠나보낸 듯하다. 
그런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면 그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
인가. 모든 삶은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정지와 소멸로 마감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시에서 삶과 죽음은 ‘냄새’의 형식 속에서 서로 뒤엉키고 있다. 그러한 뒤엉킴
이 시의 끝에 가서는 부드러운 환희를 불러일키기까지 한다.
  화자는 죽은 여자의 냄새를 추억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그 여자가 풍기던 살냄
새, 옷냄새, 땀냄새를 떠올리고 있다. 아마도 그런 냄새들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유혹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연인들의 애무를 촉발하는 “살의 아우성”
이었을 것이다. 모든 물질적 견고함은 자기 자신의 확실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
인데, 시적 상상 속에서 냄새라는 것은 사물들이 자신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아우
성, 육체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몸짓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이런 상상 속에서 
냄새는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은 영혼과 구분되기 어렵다. 냄새와 영혼에 관
한 혼동 속에서 화자는 바닷가의 어떤 냄새들 속에서 한편으로 그 안으로도 확산
되어 있는 여자의 살냄새를 맡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여자의 영혼의 냄새라고 착각한다. 여자의 냄새가 맡아지는 듯도 하고 그렇지 않은 
듯도 한 소망과 의혹이 뒤섞인 상태는, 여자의 영혼이 느껴지는 듯도 하고 그렇지 
않은 듯도 한 “조그마한푸릇한 그무러진[가물거리는-인용자] 영(靈)”의 상태이며, “살
의 아우성”이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우러져빗기는” 상태이다. 이 시에서 이 
“영(靈)”과 “살의 아우성”인 “냄새”는 연달아 배치되며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서로 뒤섞이고 있다.
  그런 시적 상상의 조심스러운 혼동 속에서 이제 여자의 살냄새는 온 바닷가와 
하늘 위로 퍼져나가 “달의 냄새”, “해의 냄새”와 뒤엉키고, 그러한 냄새를 따라 여
자의 영혼도 온 자연 속에 스며들어 있다. 화자는 여자에 대한 추억과 동시에, 엷

82) 그러나 김소월은 ｢초혼｣과 정확히 대비되는 시를 쓰기도 했다. “사랏대나 죽엇대나 갓
튼 말을 가지고/ 사람은 사라서 늙어서야 죽나니,/ 그러하면 그 역시 그럴듯도 한 일
을,/ 하필코 내몸이라 그 무엇이 어째서/ 오늘도 산마루에 올나서서 우느냐.”(｢생과 사｣) 
죽음에 대한 슬픔과 절박할 정도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김소월의 초점은 아니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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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도처에 편재(遍在)해 있는 여자의 냄새, 곧 여자의 영혼을 느끼고 있다. 화자
는 여자의 냄새 속에서 단지 그리운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냄새
가 편재하는 어떤 존재자들의 총합까지도 감각하면서 부드러운 흥분을 느낀다. 이 
시의 마지막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냄새 많은 그 몸이 좋습니다”에서 ‘그 몸’은 
꼭 그 여자의 몸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통해 퍼져나가고 서로 스며드는 모든 것들
의 몸으로도 읽힌다. ‘좋다’는 것은 그 여자의 몸이 좋았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영
혼의 냄새를 통해 온통 얽혀든 존재자들의 거대한 연결망의 신체가 좋았다는 것으
로도 읽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존재자들의 희미하지만 독특한 양
태들과 만나게 된 벅찬 환히 같은 것이 이 시의 끝에서 강하게 암시되어 있다.  
  이 시는 분명 죽은 여자에 대한 그리움에서 출발하지만, 시 전체에 퍼져 있는 
확산의 기운과 냄새의 본체를 다양하게 뒤섞는 시적 배치에 의해서 어떤 뒤섞임과 
얽혀듦의 운동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다. 죽음은 냄새의 감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고 단단한 사물성을 부드럽게 풀어 존재자들을 확산시키며 “구름”처럼 유동하는 
커다란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화자의 영혼이 소유한 악기 혹은 거울은 이 부드럽
게 풀려나가는 영혼-냄새에 대한 감각 기관이 되어 달과 해와 자연의 모든 존재자
들의 살의 아우성을 수신하면서 화자의 영혼을 부드럽게 흥분시키고 있다. 그러한 
열림의 차원, 그러한 뒤섞임의 차원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적인 것은 무
엇인가에 대한 동시적인 답변처럼 이 시에는 제시되어 있다.
  이 냄새-영혼의 펼쳐짐의 운동이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과 대기
적인 것 사이를 자유롭게 유동하는 것이 김소월 시의 이미지 운동의 근본구조이다. 
물질적인 것과 대기적인 것 사이를 유동하는 것이 냄새의 경우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소리도 냄새와 같이 사물적 단단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냄새-영혼
의 펼쳐짐은 소리-영혼의 펼쳐짐과 교환될 수 있다. ｢무덤｣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이 그러한 소리-영혼의 펼쳐짐이다.

그누가 나를헤내는 부르는소리
붉으스럼한언덕, 여긔저긔
돌무덕이도 음즉이며, 달빗헤,
소리만남은노래 서리워엉겨라,
옛祖上들의記錄을 무더둔그곳!
나는 두루찻노라, 그곳에서,
형젹업는노래 흘너퍼져,
그림자가가득한언덕으로 여긔저긔,
그누구나 나를헤내는 부르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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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소리, 부르는소리,
내넉슬 잡아러헤내는 부르는소리.

- ｢무덤｣, 취진달내 흐(1925)

  이 시에서는 무덤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흘러나와 어떤 고정된 의미로도 맺히지 
않고 “소리만남은노래”가 되어 무덤 가의 넓은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덤으로
부터 풀려나오는 이 소리는 다시 “내넉슬 잡아러헤내”고 있다. 냄새가 사물의 단
단한 사물성으로부터 풀려나오는 “살의 아우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소리만 남은 
노래는 의미의 단단한 사물성으로부터 풀려나오는 ‘넋의 아우성’이 될 수 있다. 무
덤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에 자극받은 화자의 영혼(넋)이 화자의 육체로부터 풀
려나오고, 이미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뒤섞여 있는 저 무덤의 노래의 확산에 합류
하게 될 것이다. 김소월의 확산하는 냄새가 자연 전체의 존재자들과 뒤섞이는 것처
럼, ｢무덤｣의 소리는 화자의 넋을 잡아끌어 소리-영혼을 내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영혼들의 소리와의 어울림, 다시 말해서 화음(和音)을 만들어 낼 것이
다. 무덤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고 그것을 화자가 듣고 있는 단순한 수신관계가 아
니라 무덤에서 나는 소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자극하며 다양한 소리들이 합류하며 
여러 음들이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김소월은 이 소리를 표현하면서 “소리” 대신에 
소리들의 어울림을 강조할 수 있는 “노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김소월의 시에서 ‘죽음’이 단단한 사물성으로부터의 (확산이며 해방인) 풀려남이라
면,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물인 ‘무덤’은 그러한 풀려남의 운동을 간직하는 공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간직하는 것이 풀려남의 운동인 한에서 ‘무덤’은 특정한 개인
의 기억이나 육체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의 영혼들이 풀려나면서 
서로 뒤섞일 수 있는 소리 운동의 저장소가 된다. 그렇게 해서 무덤은 “옛祖上들
의記錄을 무더둔그곳”이 된다. 다만 그 ‘기록’은 개인들의 단독적인 삶 그대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들이 되돌아와 합류해야 할 풀려남과 뒤섞임의 거
대한 흐름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홍사용의 무덤에도 어떤 비밀이 잠겨 있고 그 비
밀이 “다만 한 송이의 이름모를 꽃”(｢시악시의 무덤｣, 취백조흐3호, 1923.9)으로 피어 
있다. 하지만 김소월은 이 꽃의 형상에 보이지 않는 풀려남의 운동을 부여하면서 
소리만 남은 노래로 바꾸어 놓고 있어, 정지된 꽃의 형상과 풀려나는 노래의 운동
을 대비시켜 볼 수 있다. 
  온 자연으로 퍼져나가는 ‘냄새’와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건드리며 불러내는 저 
‘소리’는 “하늘과사이에” “가득키차오는 내心靈”(｢黙念｣)에 호응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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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의 시에서 이런 영혼의 풀려남과 뒤섞임의 운동이 언제나 풍부한 것으로 그
려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이 운동
하는 순간들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며, 그것들은 오히려 희미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가 많다. 대기적으로 확산하는 영혼의 풍부한 운동은 그럴 때 가늘고 길게 뻗어나
가는 ‘실[絲]’과 같은 것으로 위축된다. 김소월의 시에서 이 가느다랗게 변한 영혼
의 실은 담배 연기나 빗줄기, 풀, 머리카락이 될 때가 많다. 
  담배란 무엇인가. 김소월은 그것이 “아씨님무덤우의 풀”(｢담배｣, 취진달내 흐)이라
고 썼다. 그것은 지나가버리고 스러져버리는 것을 위해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표
지이다. 그것은 개인들의 영혼들이 풀려나면서 서로 뒤섞일 수 있는 소리 운동의 
저장소에 부가된 가느다란 식물성의 ‘실[絲]’의 기호이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조그마한 무덤을 만드는 일과 같아서 담패를 피울 때 “나의하욤업시 쓸쓸한
만흔날은/ 너[담배를 가리킴 –인용자]와한가지로 지나가”게 된다. 김소월의 시적 화
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사라진 추억들을 상상의 무덤 속에 저장하며 다시 
담배를 피우며 그 연기와 함께 추억들을 풀어낸다. 무덤 위의 풀이 살아남은 사람
들과 지나가버린 사람을 희미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다만 타붓고 업서지는 
불”도 “어물어물눈압페 스러지는검은煙氣”도 연기의 가늘고 길게 풀려나가는 확
산의 운동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화자의 마음과 화자의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추억을 희미하게 연결시키게 된다. 헤어진 옛 여자를 떠올리고 있는 ｢기
억｣에서도 화자의 기억을 그 여자에게로 연결시킨 것은 영혼의 실[絲]이다. 헤어지
던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하면서 김소월은 “실벗듯한[실이 벋어가는 듯한 – 인용자]” 버
드나무의 늘어진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처럼 늘어진 여자의 머리카락, 여자의 검은 
머리카락처럼 번쩍거리는 밤의 강물을 병치시켜놓고 있다. 강물은 우울하게 지나가
버리면서 두 사람의 이별에 호응하지만, ‘버드나무 가지–번쩍거리는 검은 머리칼-
밤의 강물’의 연쇄적 실의 이미지들은 서로 자극하면서 증폭되어 화자의 기억이 여
자와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할 수 있게끔 길게 뻗어나가도록 해준다.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회상을 연결시키는 이 실의 운동은 ｢오는 봄｣에서 약간은 그로테스크하게 
변주된다. 죽은 사람이 묻힌 땅에서 돋는 풀들은 죽은 이의 머리카락이어서 살아남
은 자의 발을 향해 뻗처 오르고 죽은 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머리카락에 발이 
감기는 것과도 같다(“오늘은 사람마다 님을여이고/ 곳을 잡지못하는 서름일너라.// (…)/ 
수플밋테 서리운머리들은/ 거름거림 괴로히 발에감겨라.”(｢오는 봄｣, 취진달내 흐/ 취개벽흐
1922.6)).
  김소월의 시는 흔히 범람하는 슬픔을 여성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인상을 낳기
도 하지만, 기쁨을 표현한 시들도 적지 않다. 김소월의 영혼의 풀려남의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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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것들과의 희미한 연결을 만들어낼 때, 그러한 연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가버린 것’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때 김소월의 시는 슬픔을 표현하고 반대로 
다른 영혼들과 만나고 뒤섞인다는 측면이 강조될 때 기쁨으로 흥분한다. ｢健康한 
잠｣에서 “산시 살에 숨는 바람이 좃키도하다./ 쥭 쥭한 풀엄을/ 밟는가바 
저어/ 발도 사분히 가려 노흘,/ 過去의 十年 記憶은 머리속에 鮮明하고/ 오늘날
의 보람 만흔計劃이 확실히 선다./ 마음과 몸이 아울너 유쾌한 간밤의 잠이어.”(취
素月詩抄흐(1939)/ 취삼천리흐, 1934.11)라고 쓸 때, 김소월은 밤의 시간과 영혼의 운동
이 가져다줄 수 있는 건강한 힘을 예찬한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 보섭대일
이잇섯더면｣(취진달내 흐)이나 ｢밧고랑우헤서｣(취진달내 흐/ 취靈臺흐3호, 1924. 10)와 
같이 건강한 기쁨과 희망을 표현한 시들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될 수 있다. “아득”
이는[아득이다 : 힘에 겹고 괴로워 요리조리 애쓰며 고심하다] 별빛은 “希望의반임”이 
되어, 대지의 구석구석을 이으며 흐르는 강물과 같이 화자의 “가슴에 팔다리에” 
“물결 ”오르며(｢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 보섭대일이잇섯더면｣), “거러나아가는
깃븜”이야말로 “새라새롭은歡喜”(｢밧고랑우헤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정착민의 
삶을 표현할 때조차도 김소월은 영혼의 ‘길’을 만들어 ‘영혼의 실의 운동’을 작동시
킨다. 양쪽 모두에서 이 영혼의 실과 풀려남에 의해 김소월의 시는 기쁨을 얻는다. 
“흘너가는목슴”이 “죠흔한”라며 “讚揚”하고 있는 ｢녀름의 달밤｣(취진달내 흐)에
서도 모든 존재자들은 단단한 사물이 아니라 “모든 물결”이라고 이해되고 실처럼 
“버더버더 오르는가싀덩굴”과 “우굿한 풀대들” 그리고 풀려나는 “煙氣”와 “물베이
삭 벌에서 불”어오는 “눅잣추는[위로하다]香氣”의 운동 속에 서로에서 확산되고 연
결되며 어울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김소월은 무한한 존재 생성의 흐름에 참여하며 
“녀름의달밤보다 도죠흔것이/ 人間에 이세상에 다시잇스랴”고 물을 수 있게 된다.
  김소월의 시가 부드러운 슬픔을 넘어서 강렬한 고통을 표현할 때는 이러한 영혼
의 운동이 정지될 때이다. 풀려나고 뒤섞이고 가늘게 이어나가는 영혼의 운동이 거
대한 무게에 짓눌릴 때, 이 무게는 보통 ‘산’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김소월의 시의 
‘길’을 막아서는 ‘삭주구성’(｢朔州龜城｣, 취진달내 흐/ 취개벽흐1923.10)과 ‘삼수갑산’(｢
山｣, 취진달내 흐, 취개벽흐 1923.10)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을 “부르는소리”가 영혼에 
닿지 못하고 “빗겨가”는 “러져나가안즌 山”(｢招魂｣, 취진달내 흐)이 모두 영혼의 
운동이 위축된 상태를 공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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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삶과 죽음의 변환 이미지

  1. 잔(盞)의 이미지와 삶의 변환

  취장미촌흐(1921) 및 취백조흐(1922~1923)로부터 취해파리의 노래흐(1923)를 거쳐 취진달래
꽃흐(1925) 및 취소월시초흐(1939)에 이르는 시와 시론은 삶과 죽음을 독특한 비율로 혼
합한 이미지와 운동들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혼합에서 시적인 것을 발견해왔다. 이러한 
경향들은 1920년대 중반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시인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과 백석은 삶과 죽음의 혼합물을 액화(液化)시키는 강력한 상징을 ‘잔
(盞)’의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으며, 서정주로 대표되는 취시인부락흐(1936)과 윤동주가 
죽음을 경유하는 생명력의 분출을 태양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
서는 이들 네 시인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정지용의 초기 시는 흔히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곤 하지만, 취정지용 시집흐
(1935)에 수록된 시들의 초점은 무형의 ‘생명력’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현
실 속에서 재발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질주하는 ‘말’과 같은 생명력을 도시의 현실적 
삶 안으로 끌어올 수 있겠는가, 거꾸로 도시의 현실적 삶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들을 배면에 깔고서 정지용의 시적 작업은 진행된다.83) 
  정지용의 초기 시가 보여주는 ‘생명력’은 ‘바다’ 이미지를 배경으로 분출될 때가 많
은데, 이 바다에는 ‘깊이’가 없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최남선의 바다가 대지적인 견고
함들을 모조리 마멸시킬 강력한 꿈틀거림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처럼 그려지고(｢해에
게서 소년에게｣, 취소년흐창간호, 1908.11)84), 김소월의 바다가 “잠못드는 용녀의 춤과 노
래”를 품고 있는 “구중궁궐”의 첩첩의 심연으로 되어 있으며(｢애모(愛慕)｣, 취진달래꽃흐, 
1925 : 이 바다 속 ‘구중궁궐’은 ‘삼수갑산’의 대지적 장애물들이 비밀스러움을 간직한 채로 부
드럽게 물결로 풀려나 유혹적인 춤과 노래로 바뀐 것이다), 서정주의 바다가 청춘의 고뇌가 
침몰하는 심연이거나(｢바다｣, 취사해공론흐, 1938.10) 욕망으로 끓는 피를 “정화(淨化)”시킨 
“영원(永遠)의 연립(聯立) 입방체(立方體)”(｢바다｣, 취현대문학흐, 1957.9)로 제시되는 데 비
하면, 정지용의 바다에는 그러한 부피나 깊이에 대한 상상력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
다. 정지용의 바다는 오히려 평면적 이미지로 그려질 때가 많아 “해협이 천막처럼 퍼
덕”(｢바다1｣, 취정지용시집흐)이고, 바다를 물방울인양 떠받치고 있는 지구가 “蓮닢인양” 

83)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 취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흐, 신구문화사, 1998 참조.

84) 최남선의 바다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취노래의 상상계흐(신범순, 서울대출판부, 
2011)의 1부 2장 ｢육당의 ‘바다’ 경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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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화 되거나 바다 자체가 얇은 종이로 된 “앨쓴 海圖”로 평면화 된다(｢바다2｣, 취정지
용시집흐). 기차 여행 중에 바라 본 세도나가이(瀨湖內海)는 “유리판을 펼친듯, (…) 퍼언
한[넓게 펼쳐진] 물”(｢슬픈 汽車｣, 취조선지광흐, 1927.5)로 그려지고, 솟아올랐다 꺼지는 입
체적인 물결의 너울거림조차도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끓어오”르는 것으로(｢갑판 우｣, 취
시문학흐2호, 1930.5) 그려진다.
  정지용의 바다가 평면적으로 무한히 펼쳐지는 것은 그의 바다 이미지가 생명력의 운
동을 투사하기 위한 스크린으로 기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은 바다에 대
한 다양한 스케치들을 보여줬지만 그러한 스케치들에서 바다의 풍경 자체가 초점이 되
는 경우를 찾기는 힘들다. 정지용의 시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갖지 않는 항해의 노정 
그 자체, 끝없이 뻗어나가는 에너지의 펼쳐짐 그 자체를 부각시킨다. 그렇게 해서 항
해는 “연애처럼 비등(沸騰)하고”(｢해협의 오전 이시(二時)｣, 취가톨릭청년흐1호, 1933.6; 취정
지용 시집흐에서 제목을 ｢해협｣으로 고침) 항해의 도중에 목격하는 무수한 “풍경을 데불고” 
다만 “멀리 멀리 항해”(｢바다1｣, 취정지용시집흐)하는 추진력이 정지용의 시들을 가득 메우
고 있어, “배는 화려한 짐승처럼 짖으며 달려”갈 뿐이다(｢갑판 우｣). 

오오, 개인 날세[날씨]야, 사랑과 같은 어질머리야, 어질머리야.
- ｢슬픈 기차｣ 부분 

해는 하늘 한 복판에 白金도가니처럼 끓고, 똥그란 바다는 이제 팽이처럼 돌아간
다.

- ｢갈메기｣ 부분

水平線 우에 
살포―시나려안는 
正午 한울,
한 한가온대 도라가는 太陽,
내 靈魂도
이제
고요히 고요히 눈물겨운 白金팽이를 돌니오.
 - ｢바다1｣ 부분, 취신소설흐5호(1930.9)

  위의 인용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지용의 평면의 바다에는 현기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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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너지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러한 기운들이 정지용의 항해를 강력하게 추동하며 
짐승 혹은 기차의 달리기와 일치시킨다. 이것은 정지용의 ‘말’이 바다를 배경으로 
질주하는 ｢말1｣과 ｢말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취정지용시집흐의 많은 시들은 이러
한 충만한 생명력에 어떻게 적절한 형식을 부여해서 삶의 형태로 안착시킬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 주위로 포진된다. 그것은 ‘말’과 ‘사람’이 서로의 속성을 바
꿔가지며 대화하는 ｢말2｣와 ‘마리 로랑생에게’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말｣과 같은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강력한 생명력은 ‘누가 낳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던져진 채로 자신에게 적합한 형식과 형태들을 찾아 헤맨다. 이러한 방황은 생명력
의 자기 도취적 질주가 아니라 흩어져버린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헤매임에 해당한
다. 정지용 시론의 슬로건처럼 받아들여지는 “안으로 열(熱)하고 겉으로 서늘옵기”(｢시
의 위의｣, 취문장흐, 1939.11)는 정지용이 “무형(無形)한 업화적(業火的) 괴체(塊體)”(｢시의 
위의｣)라고 부른 ‘생명력’를 진정시키고 거기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들을 가리
킨다. 이 지점으로 정지용의 시론적 표현들이 모여든다. “시작(詩作)이란 언어 문자
의 구성이라기보담도 (…) 생명의 치열한 조각법”(｢영랑과 그의 시｣, p.261)이며 시인
이란 “살음과 죽음에 대하여 점점 단(段)이 승진되는 일개 표일한 생명의 검사(劍
士)로서 영원히 서게 된다”(｢시와 발표｣, p.249) “시인은 구극에서 언어문자가 그다
지 대수롭지 않다. 시는 언어의 구성이기보다 더 정신적인 것의 열렬한 정황 혹은 
왕일(旺溢)한 상태 혹은 황홀한 사기”이며 “시인은 정신적인 것에 신적 광인처럼 
일생을 두고 가엾이도 열렬하였다.”(｢시의 옹호｣, p.243)
  그러나 정지용의 헤매임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생명력의 상징처
럼 내세워진 질주하는 말과 사람은 생명력의 속성을 숨겨야만 하고(“늬는 시골 듬에서/ 
사람스런 숨소리를 숨기고 살고/ 내사 대처 한복판에서/ 말스런 숨소리를 숨기고 다 자랐다.”), 
자신의 근원조차 알지 못하며(“말아,/ 누가 났나? 늬를, 늬는 몰라./ 말아,/ 누가 났나? 나
를. 내도 몰라”, ｢말2｣, 취정지용 시집흐), 비 내리는 거리에서 슬픔을 실은 황마차는 돌아갈 
곳을 잃고(｢황마차(幌馬車)｣, 취조선지광흐, 1927.6) 바다를 횡단하던 생명력의 항해는 “항 
안에 든 금붕어처럼 갑갑”해진다(｢유리창 2｣, 취신생흐, 1931.1). “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낱 
초조한 오점”(｢나무｣, 취가톨릭 청년흐, 1934.3)으로 전락하고 “마침내 이 세계는 비인 껍질
에 지나지 아니한 것”(｢슬픈 우상｣, 취조광흐, 1938.3)이 된다. 정리하자면 정지용 시의 바
다를 깊이를 잃고 그 평면적인 펼쳐짐 위를 질주하는 비등하는 생명력을 포착한다. 이
러한 질주는 도시의 현실적 삶 속에서 의미와 형식을 발견하고 안착하고자 하지만 그
러한 움직임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찾지 못하고 갑갑함과 초조함에 부딪히고 있다. 
  이 때 정지용의 시가 발견하는 것이 ‘유리창’의 깊이이다. 먼저 ｢琉璃窓 2｣(취지용시집
흐/취신생흐1931.1)와 ｢琉璃窓 1｣(취지용시집흐/취조선지광흐1930.1)을 살펴보자. 평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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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미끄러지며 자신의 힘을 즐기던 정지용의 증기선은 ｢유리창 2｣에서 “小蒸氣船처
럼 흔들리는 窓”으로 멈춰서 있다. 증기선과 일치되던 시의 화자가 이 시에서는 유리
창 안에 갇힌 “金붕어”가 되어 있다. 건강하게 발산되지 못한 생명력 때문에 화자는 
병적인 열을 느끼고 자신을 가두고 있는 창을 깨뜨리고 싶어 한다(“이 알몸을 끄집어내
라, 때려라, 부릇내라”). 그러나 이 시에서 유리창이 나 있는 방은 차갑고 단단하게 뭉쳐
져 있는 “누뤼알[대기 중에서 만들어진 얼음덩어리, 우박 – 인용자]”이어서 화자는 뺨을 
“유리에 부”비며 “차디찬 입마춤을 마신다”. 생명의 질주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음악은 
멈추고 차갑게 식는다(“쓰라리, 알연히, 그싯는[그치는 – 인용자85)] 音響―”). 생명력의 질주
가 끝나고 비등하는 열기가 식은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향한 창이 열린다. ｢유리창 1｣
은 ｢유리창 2｣보다 1년 먼저 발표된 것이지만, 시의 내적 논리를 따져볼 때, ｢유리창 
2｣에서 열린 그 창에 비치는 영상이 ｢유리창 1｣에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유리창 2｣의 냉각이 있고나서야 ｢유리창 1｣의 창의 “琉璃에 차고 슬픈것이 어
린거린다.” 이 차갑고 슬픈 것은 창의 안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山ㅅ새처럼 날러” 가 
죽고 없는 어떤 존재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것은 “고흔 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바
깥의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으며, 이 유리창에 그 사라진 존재의 그림자가 뚜렷한 윤곽
을 잃은 채 흐릿하게 가물거리며 비치고 있다. 이 시의 화자가 그것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죽은 영혼의 그림자인 탓에 뚜렷하고 사물적인 형
체를 잃어버린 불투명한 가물거림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질주가 냉각
된 유리창에 맺힌 불투명한 가물거림이야말로 “寶石”과도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유리
창을 통해, 삶의 세계 너머의 불투명한 가물거림을 보고 그것을 묘사하려고 할 때, 정
지용의 시는 창의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시선의 깊이를 얻으면서, 또다시 세계와 바깥
의 이원론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뤘던 앞선 시인들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유리창 스크린을 통해 삶의 너머로부터 수신될 수 있는 이미지를 투사하려
는 몸짓을 ｢유리창｣ 연작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리창｣ 연작 사이에 발표한 ｢絶頂｣(취지용시집흐/ 취학생흐1930.10)에서 정지용은 ‘높
이’와 ‘꿈’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철새가 맨 처음 돌아오고 상현
달이 사라지며 무지개 다리가 걸쳐 있는, 오리온 성좌 만큼이나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
에 오르면서 그곳이 “巨大한 죽엄 같은 莊嚴한 이마”라고 말했다. 이 멋진 표현 속에
서, 봉우리가 갖는 장엄함과 거대함, 우람하게 멈춰 서 있는 그 높이는 죽음의 높이와 
일치된다. 차가운 시선의 깊이를 함축하는 유리창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불투명한 가물
거림의 이미지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그 봉우리의 높이가 갖는 죽음 같은 이마에 

85) 권영민 편, 취정지용 시 다시 읽기흐, p.158 각주 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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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原꿈”이 맺힌다. 김소월의 산이 영혼의 풀려나고 뒤섞이는 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
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정지용의 산은 잡답한 열기를 지닌 생명력의 질주를 냉각시키
고 정지시키며, 현실적 삶의 영역 너머까지 내다볼 수 있는 높이의 전망을 갖게 한다. 
그러한 높이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전망은, 유리창이 제공하는 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적인 풍경들이 아니라 “高原꿈”이며 초감각적인 이미지이고 죽은 영혼들의 불투명
한 드러남이다. 
  이 미지의 영역을 향한 약간은 신비주의적인 감각의 열림은 ｢슬픈 偶像｣(취백록담흐/ 취
조광흐1938.3)에서 가장 선명하다. 이 시는 ‘그대’라고 불리는 여신과 같은 존재에 대한 
찬미와 관찰로 되어 있는데, 이 시의 화자는 여신의 몸을 탐험하다가 “迷宮에 든 낯선 
나그내와 같이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여신의 몸 자체가 신비
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보다 이 여신이 “다른 세계”의 소리를 수신하는 소
라껍질-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의 귀는 소라껍질처럼 항상 무엇인가를 듣기 위
한 자세를 지닌 채 열려있으며, 그곳으로 다른 세계의 소리들이 흘러들어온다. “이 세
계는 비인 껍질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신이 듣기에 합당한 소리는 바깥에서만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세계와 여신과 낯선 나그네의 이미지
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하나로 합쳐진다. 여신은 신비하고 거대한 소라껍질-귀 그 자체
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바깥의 소리들을 수신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야말로 텅
빈 껍질이므로 세계 자신이 소라껍질의 귀를 가진 여신이 되어 바깥을 수신하고 있는 
셈이 된다. 투명한 유리창 안으로 세계 너머의 불투명한 가물거림이 들어와 박히는 것
처럼, 절정의 백록담 안으로 하늘이 쏟아져 들어오고 거대한 죽음 같은 장엄한 이마에 
고원의 꿈이 맺히듯이, 텅빈 껍질로 된 세계-여신의 귀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밀려들
어 온다. 소라형태의 나선으로 회전하는 이 어지러운 세계-여신 안에서 길을 잃고 헤
매는 나그네는 여신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여신을 따라 여신이 듣고 있는 그 알 수 없
는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 또한 어지러운 세계-여신 그 자체인 소
라껍질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셈이다. 바깥의 소리만을 듣고 있는 여신은 그 소
리에 이끌린 채로 정진(精進) 중에 있으며 머지 않아 자신의 육신을 탈각(脫却)하게 될 
것이다. 해탈처럼 보이는 여신의 이 종교적 죽음을 예감하면서 “나도 이 이오니아바다
ㅅ가를 떠나겠읍니다”고 말할 때, 화자 또한 텅 빈 껍질로 되어 있는 세계 너머의 신
비한 영역에 대한 이끌림을 드러내는 셈이다. 
  이 소라껍질은 세계와 바깥의 구도를 함축하고 바깥을 향한 청각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유리창의 구도와 흡사하다. 그러나 이 시의 나그네는 소라
껍질을 통해 바깥의 소리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라껍질 그 자체인 여신의 신체 
안으로 또한 이 시에 배치된 의도적인 혼동에 따라 여신과도 같은 이 세계의 심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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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라껍질의 나선형을 따라 깊이 내려가야 한다. 이러한 내밀성에 대한 꿈, 은밀
한 쾌락을 수반한 하강의 꿈이 이 시에서 바깥 세계로의 열림과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역설적 요소들의 결합에서 바깥으로 열린 광활한 공간이 조그마한 소라
껍질의 가장 안쪽의 작은 부분 속에 담기는 시적 그릇에 대한 상상이 생겨난다. 정지
용의 시적 그릇은 현실적 세계의 구체적 이미지들 속에서 발견되지만 그 작은 그릇은 
세계 전체보다 더 커다란 차원을 담으면서 세계와 세계의 바깥을 기묘하게 연결시킨
다.
  이 시적 그릇의 이미지를 ｢白鹿潭｣(취백록담흐/ 취문장흐1939.4)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정지용은 ‘백록담’을 자연 전체를 담고 있는 자연 안의 작은 물그릇으로 그
려내고 있다. 흔히 동양적 자연에 대한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 시는 내
밀함 속으로 파고드는 것과 광활한 열림의 일치하는 순간의 희열이 표현되어 있다. 정
지용이 취문장흐지 1939년 4월호에 발표한 ｢백록담｣은 시적 그릇의 이미지를 탁월하게 
조성해낸 드문 사례라고 하겠는데, 백석은 ｢백록담｣이 발표된 지 채 1년이 지나기 전
에 같은 잡지에 이에 필적할만한 새로운 시적 그릇을 ｢목구(木具)｣(취문장흐1940.2)를 통
해 보여줬다. 이 제사 그릇은 죽은 자들을 위한 그릇이기에 앞서 “떡 보탕 시케 산적 
나물지짐 반봉 과일들” 등 산 자들이 먹을 ‘음식’을 담는 그릇이며, 이 ‘음식’이야말로 
백석 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백석 시가 다루는 
‘음식’에 대한 분석을 거쳐 살아 있는 자들의 음식을 죽은 자들을 위해 담는 백석의 
제사 그릇의 이미지를 분석해보자.
  ｢定州城｣(취조선일보흐, 1935.8.30.)부터 ｢南新義州柳洞朴時逢方｣(취學風흐 창간호, 
1948.10)까지의 백석 시 작품들을 검토해보면, 토속적 세계의 유년기 회상 및 공동
체적 신화 탐색으로부터 유랑(流浪) 의식의 표현으로의 점진적 전개가 눈의 띄는 
가운데, 음식 및 미각(味覺) 관련 소재들이 백석 시 전체에 두드러진다는 점을 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석의 시의 이러한 특징들이 개인적 체험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복원하면서 토속적인 요소들을 복원하고 채집하는 데 그치지는 것은 
아니다. 백석의 시는 그러한 토속적 풍물들 위에 시적 의미들을 투여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바로 그 이미지가 그의 시에 나타나는 유랑 의식이 
패배주의 쪽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그 위에 어떤 적극성과 활기를 새겨넣고 있다. 
백석 시의 주요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개별 시편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적
으로 추출해내야겠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 결과를 미리 제시하자면 그것은 
‘음식의 실[絲]’(백석의 어법을 조금 변경해서 ‘선우사(膳友絲)’라고 이름 붙여볼 수도 있겠
는데 좀 더 분명하게는 ‘국수’가 여기에 해당한다)이며, 그러한 ‘음식의 실’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실의 연결망 속에 담겨지고 있는 중첩(重疊)의 ‘그릇’이고, ‘그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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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실’ 모두에서 우러나는 ‘밤[夜]의 흰[白]’ 색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조리법과 영양 섭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와 대의에 연관된다”86)는 지적은 백석 시의 중요한 부
분을 건드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끼니 자체에서 은총과 감사를 느끼는 혹종의 
종교인처럼 별날 것 없는 음식을 대하고 정중하게 처리”하는 “근접 제식화(祭式
化)”로 보고 “지족자부(知足者富)의 정신”87)으로 결론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이 필요할 것 같다. 유종호의 관점에서는 백석의 ｢국수｣가 토속적 소재들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참신한 신화적 이미지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그 때문에 박목월
의 ｢寂寞한 食慾｣과의 연속성이 강조되어 있다.88) 하지만 그 둘의 차이가 작지 않
고, 그 차이가 백석의 독특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먼저 박
목월의 ｢적막한 식욕｣(취난‧기타흐, 신구문화사, 1959)을 보자.

모밀묵이 먹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素朴)하게 점잖은
촌 잣칫날 팔모상(床)에 올라
새사돈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이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식욕(食慾)이 꿈꾸는 음식(飮食).
또한 인생(人生)의 참뜻을 짐작한 자(者)의

86) 유종호, 취다시 읽는 한국시인흐, 문학동네, 2002, p.277; 소래섭의 연구는 이 관점을 정
교하게 다듬어 심화시키면서, 백석의 ‘맛’이 감각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영역으
로 확장되며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시적 작업을 보여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취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 연구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이 글은 소래섭의 연구에 
공감하며 거기에 백석의 고유한 이미지를 추출하고 강조하는 작업을 추가하고자 했다. 

87) 같은 글, p.272~275. 
88) 같은 글, p.274; 두 시인의 같은 시를 비교하고 있는 고형진의 연구도 둘 사이의 연속

성을 강조하는 유종호의 시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백석의 ｢국수｣가 전통시가
의 한 형태인 ‘엮음’의 표현을 보여주며 진술이 길게 늘어지는 반면, 박목월의 ｢적막한 
식욕｣이 정제된 진술을 보여주고 있어 보다 세련되어 보이고 넉넉함과 너그러움 뿐 아니
라 눈물과 쓸쓸함을 두루 거쳐 생의 깊은 관조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고형진, ｢백석
의 ｢국수｣와 목월의 ｢적막한 식욕｣, 취백석 시를 읽는다는 것흐, 문학동네, 2013), 간결한 
진술이 세련된 진술이라는 평가에도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단지 더 많은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더 깊이 있는 관조를 얻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백석의 시 전반이 눈물과 
쓸쓸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박목월의 시가 백석의 시 보다 더 포괄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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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渴求)하는 쓸쓸한 식성(食性).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兼床)을 하고
손과 주인이 겸상(兼床)을 하고
산나물을
곁들여놓고
어수룩한 산기슭의 허술한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飮食).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건느고
저승을 갈 때,
보이소 아는 양반 앙인기요
보이소 웃마을 이생원(李生員)앙인기요
서로 불러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주막(酒幕)에서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눌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음식(飮食).

     - 박목월, ｢적막한 식욕｣ 전문

  ｢적막한 식욕｣은 식욕이 이미 마음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환기시키며,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 관계의 상징으로 음식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점
에서 이 시는 백석 시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또 “싱
겁고 구수하고” “소박하게” 등의 수식어들은 백석이 인상적으로 활용해왔던 것이
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과 주인”의 “겸상(兼床)”의 상황을 시의 전면에 배
치한 것도 정확히 ｢국수｣의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국수｣와 ｢적막한 식욕｣의 연속
성을 강조하는 설명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하지만 ｢적막한 식욕｣에서 “마디가 굵
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는 장면이 실제로 시의 어투로 
제시되는 곳은 25행 26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가 진술하고 있는 “마디가 굵은 사
투리”가 실제로 시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수｣가 전
문가의 주석이 없으면 명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 사투리들을 무수히 동원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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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도움 없이도 독자를 눈 내리는 밤의 반갑고 흥성스러운 분위기로 끌어들이
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어투의 차이는 보기보다 결정적이다. ‘표준어’라는 제도
에는, 말의 사용자들에게 교환가능한 매개체가 되어 투명한 의미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언어의 수립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깔려있지만, 사투리의 습속에는 그러한 
교환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러한 애착은 불투명하고 다소 비
밀스러운 느낌들이 교환가능한 의미들 아래 숨어들 수 있게끔 하는 특별한 공간 
같은 것들을 말 안에 만들어 낸다. 사투리로 쓰여진 시들이 주는 마법과도 같은 
매력의 근거는 투명한 의미들의 교환에 대비되는 이 불투명한 느낌들이 자리잡는 
비밀의 공간에 있다. 이러한 비밀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사투리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공간을 함축하는 강렬함에서 ｢적막한 식욕｣과 ｢국수｣는 분
명한 차이를 보인다. 
  또 ｢적막한 식욕｣에 백석이 개척한 ‘함께 먹는 자들의 유대 관계’가 포함되어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막한 식욕｣의 유대 관계는 실제로 함께 밥을 먹는 ‘현세적
인’ 겸상의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상 위로는 “세상 
얘기”가 끼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
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흰 바람벽이 있어｣)나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이라는 백석 시의 ‘분리’ 지향
과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여진(女眞)의 살내음새를 맡”거나 “신라(新羅) 백성의 
향수(鄕愁)도 맛”보는(｢북관(北關) - 함주시초(咸州詩抄)｣) 혹은 “소수림왕(小獸林王)을 
(…)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을 생각”하는(｢북신(北新) - 서행시초(西行詩抄)2｣) 백석 
시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대의 확산’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적막한 식욕｣에는 “인생의 참뜻”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 
‘참뜻’에 대한 시적 암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시는 소박한 식사
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지혜 정도로 읽히게 되며 이들의 식사는 “이 세상을 
건”너 “저승을 갈 때”까지의 저승과 대비되는 이승에서의 식사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유한성에 대한 암시가 이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 허전함과 쓸쓸함을 불어넣
고 또 그 허전함과 쓸쓸함에 대한 위로와 같은 것으로 음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
러한 상념들 때문에 시의 끝에는 “마지막/ 주막(酒幕)에서”의 “쓸쓸한 음식(飮食)”
의 모습이 맺혀 있다. 
  백석의 ｢국수｣는 “인생의 참뜻”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
에 대한 강력한 시적 암시를 함축하고 있으며,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선을 무력화시키는 시적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적막한 식욕｣과 완전히 
다르다. 백석의 ｢국수｣(취문장흐3권4호(폐간호), 1941.4)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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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와서
산엣새가 벌로 나려 멕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재비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늬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 녚 은댕이 예데가리밭에서
하로밤 뽀오햔 흰 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녯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녀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

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으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든덩에 함박눈이 푹푹 쌓이는 여늬 하로밤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

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녯적 큰마니가
또 그 짚등색이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 넘엣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녯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궅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틀하니 친한 것은 무엇
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素朴)한 것은 무엇인가

- ｢국수｣ 전문89)



- 77 -

  “이것은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등의 표현에 주목한 유종
호는 이렇게 설명한다. “도입부에서 독자들은 (…) ‘반가운 것’이 국수임을 예감하
지 못한다. 시가 진행됨에 따라서 마침내 그 ‘반가운 것’의 정체를 알고 의표가 찔
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착상이나 스무고개 같은 전개 및 처리가 아주 이색적
이다.”90) 이러한 설명은 ｢국수｣를 읽을 때 얻게 되는 체험을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이지만, 뛰어난 시적 장치들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시적 운동을 여러 
겹으로 풍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무고개 같은 전개 및 처리’라고 이해된 
저 표현들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된다. 동치미국과도 잘 어울리고 얼얼한 고
춧가루와 산꿩고기를 곁들어 먹으면 더 맛이 나는 ‘이것’은 제목이 가리키는 ‘국
수’91)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는 제목에서 이미 답을 말했고 2연을 지나면
서 더욱 분명해졌는데도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마을과 또 
사람들과도 친밀한 이“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
가”. 국수를 앞에 두고도 질문이 계속될 때, 이 시는 그것이 어쩌면 일상적으로 알
고 있는 그 국수와는 조금 다른 것, 평범한 국수를 초과하는 어떤 것일지도 모른
다고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한 흔들림, 그러한 초과야말로 이 시에서 가장 결정적
인 대목이다. 그것은 별미로 즐기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마련하는 음식일 뿐만 아
니라, 눈이 많이 오는 밤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며 오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그것은 국수분틀로 눌
러 가늘고 길게 뽑아낸 음식임에 틀림없지만 “산멍에 같은” 다시 말해서 백화사(白
花蛇)라고도 불리는 산무애뱀처럼 오는 것이어서, 국수는 국수의 의지로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고, 꿈틀거리며 어딘가로 향해 나아가거나 스며드는 뱀의 움직임 그 
자체와 혼동된다. 그것은 이를테면 산에서 마을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공간적인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녀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시간적인 움직임을 포함한다. 
이 시간 안에는 ‘실’과 같은 봄비, 여름 햇살의 줄기들, 바람결 속에 포함된 보이지 
않는 켜들이 있어 ‘국수-산멍에’의 가늘고 길게 뽑히는 움직임과 다시 한 번 호응
하고 있다. 시간적인 움직임은 ‘겨울’의 별미라는 의미에서 물론 계절의 순환을 포

89) 이 글에서의 백석 시 인용은 모두 취정본 백석 시전집흐(고형진 엮음, 문학동네, 2007)을 
따랐으며, 말 뜻 풀이도 고형진의 주석에서 도움을 얻었다.

90) 유종호,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p.272.
91) “여기서의 국수는 한겨울에 제맛이 난다며 서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냉면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유종호, 같은 글,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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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만, 시간의 영역은 그러한 순환의 바깥으로까지 펼쳐져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온다. 
  분명히 이 마을 사람들이 겨울밤에 먹는 것은 평범한 국수이다. 그러나 이 국수
를 그저 국수라고 부르기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그것은 이 가늘고 길게 이어져 
내려오는 음식이 뱀의 움직임을 띄고 있으며 이 뱀은 다양한 시간적 국면들을 향
해 펼쳐지고 뻗어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거나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
는 정확히 그러한 뱀과 실의 펼치고 꿰고 잇는 움직임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미 
사자(死者)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도 마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듯 반가움과 
정겨움이 솟고 국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들을 이어가면서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 국수는 물론 “새끼사발”이나 “왕
사발”에 담겨 각각 “아들”과 “아배” 앞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음식이지만, 이 국
수는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마음과 그러한 사람들이 통과해낸 시간의 켜들을 
향해 펼쳐졌다가 그것들을 잇고 다시 그것들을 이 눈 내리는 겨울밤의 밤참 속에 
담아내는 시적 운동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서 국수는 그릇 속에 담기는 일정한 
부피를 가진 음식이지만, 자신 안에 무한한 것들을 담는 그 자신이 시적인 그릇이
기도 한 것이다. 국수를 평범한 국수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러한 시적인 복합적 
운동의 이미지, 이러한 펼침[伸]과 이음[系] 그리고 담음[函/含]의 이미지 운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인은 우선 이것이 정말로 단순한 국수일 뿐인가 이것은 도대
체 무엇인가 하고 계속해서 물었던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백석 시에 등장하는 거
의 모든 음식들이 어느 정도 함축하고 있지만 ｢국수｣에서 그 운동을 가장 선명하
게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가늘고 길고 흰 ‘국수’의 익숙한 형태가 백석 시의 음식
의 이미지 운동과 조화를 이룬 데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이 복합적 이미지 운동은 ‘밤의 흰 빛’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이 시는 대개의 백석 시가 그렇듯 미각(味覺)을 자극하는 시어들
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맛 그 자체를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는 않다. 식재료들
을 언급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미각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도 꼭 들어맞는 설명은 
아니며, 맛을 직접 표현하는 형용사도 ‘슴슴한’ ‘얼얼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시가 어떤 감각적인 요소를 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밤의 흰’ 빛이다. 
국수이며 산무애뱀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꿈을 관통해서 오는 이 기다란 것은 “지
붕에 마당에 우물든덩에 함박눈이 푹푹 쌓이는 여늬 하로밤”에 온다. 겨울밤 세상
은 깊은 어둠 속에 잠기고 그 어둠 위로 눈이 내려, 눈의 흰 빛과 어둠은 서로를 
자극하면 각자의 색채로 더욱 깊어진다. 난로가 피워져 있는 방안은 창밖의 얼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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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따뜻함과 아늑함에 깊이를 더하고 사나운 폭풍우
는 조그마한 산장 위에 몰아칠 때 자신의 강력함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처럼, 
시에서의 눈[雪]의 흰 빛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더 강하게 펼치며 어둠 또
한 눈의 흰 빛을 보며 자신의 본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92) 게다가 국수는 다
른 어떤 종류의 뱀이 아니라 산무애뱀, 즉 흰 빛을 띈 백화사(白花蛇)가 되어 꿈틀
거리고 있으며, 국수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풍겨오는 군침을 돌게 하는 “육수국 내
음새”는 “수육을 삶는”데서 나오는 하얀 김[水蒸氣]과도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素朴)한 것”인데, 이 꾸밈없이 수수하다는 의미에 
가까운 두 단어 가운데 하나에도 흰 빛[素]은 들어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수
｣는 어둠이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흰 빛을 자극해 깨어나게 하고, 그 깨끗하고 
순수한 흰 빛이 겉보기와 달리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색채의 시간과 마음과 꿈들
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 상상하게 한다. 말하자면 흰 빛은 하얗게 빛나는 표면 아
래, 다양한 색채들의 어울림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섞어놓으면 검은색이 될 다채로
운 색들을 품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흰 빛은 어둠 속에서 일깨워진다.93) 백석의 
음식이 단지 영양소를 제공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다양한 시간과 마음들을 향해 펼
쳐졌다가 그것들을 잇고 또 자기 안에 담아내는 ‘시적 그릇’이기도 하다면 그 그릇
의 색깔은 희게 빛날 것이고 그 흰 빛은 어둠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백
석의 요리의 시간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흰 빛을 일깨우는 밤이어야 한다. ｢국
수｣에서도 그렇지만 ｢古夜｣, ｢未明界｣, ｢咸州詩抄｣에 포함된 ｢膳友辭｣, 그리고 ｢秋
夜一景｣, ｢山中吟｣에 포함된 ｢山宿｣‧｢響樂｣‧｢夜半｣, 그리고 ｢박각시 오는 저녁｣ 등
의 시에서 요리를 하거나 밥을 먹는 시간은 저녁이거나 밤 혹은 아직 날이 밝기 
전의 새벽으로 되어 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이 흰 빛, 어둠을 단지 모든 색채들의 다양함을 지워버리
는 부정적인 암흑이 아니라 다양한 색채들의 어울림과 뒤섞임의 풍요로운 장(場)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이 ‘흰 빛’에 대한 이끌림은 ｢국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제 
백석의 다른 시들로 논의를 확장해야 될 지점에 이르렀는데,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에 앞서 이와 같은 독해 작업을 거치면서 백석과 박목월의 시를 비교해 둘 사이의 
우열을 가려보려는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기로 하자. 소재 상의 공통
점을 들어 ｢국수｣와 ｢적막한 식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설명이 백석 시의 

92)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이러한 대립항들이 몽상적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바슐라르
의 시론의 기본항에 속하는 것이다.

93) 백과 흑이 서로를 품고 있는 표면이거나 내용물로 전도되는 내밀성에 대한 보편적 몽상
에 대해서는, 가스통 바슐라르, 정영란 옮김, 취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흐, 문학동네, 
2002, pp.33~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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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장면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적막한 식욕｣에는 없고 ｢국수｣에는 있는 것, 이러한 펼침[伸]과 이음[系]과 담음[函
/含]의 이미지 운동 그리고 이 이미지 운동을 물들이고 있는 ‘밤의 흰 빛’, 이것이
야말로 백석 시의 결정적인 대목이며 삶과 죽음을 서로에게 침투시키고 엮어내며 
양쪽 모두에 어떤 풍부함을 더하는 백석의 시적 작업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확히 이 점에서, 백석의 시를 우리 시문학사 속에서 어떤 연속성 위에 
놓으려고 한다면 김소월을 언급해야 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두 시인이 20세 초 시인들에게 작용했던 두 개의 축에서 토착주의와 민
족어 순화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두 시인에게서 
받는 그러한 인상은 어느 정도 옳지만, 그런 대강의 인상은 두 시인이 성취한 정
신적 영역들과 그러한 영역들에 부여된 섬세한 형식 및 운동 이미지들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단지 이들의 시가 도회가 아니라 시골의 풍경을 그리고 있고 사투
리 혹은 전통 시가의 어법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연속성이 발견된
다는 것이 아니라, 백석이 보여준 ‘펼침[伸]과 이음[系]과 담음[函/含]의 운동 이미
지’이 김소월의 ‘놀의 시학’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김소월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 자세히 다루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범순이 정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신범순은 김소월의 시를 중심으
로 하되 한편으로는 그의 시에 잠복해있는 다양한 정신사적 맥락들을 탐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소월 시의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다른 시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놀의 시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남선 등의 선례를 참조하며 신범순이 다듬고 있
는 ‘놀’의 개념은 ‘놀이’, ‘노래(놀애)’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흘러
온 사람들의 삶과 마음과 이 땅의 사물이나 생명체들이 함께 엮어가는 그러한 생
명력의 (…) 운동”94)을 가리키며 김소월의 시에서 이 “‘놀’은 여러 차원에서 부르
고 대답하는 짝들을 주목”95)해 짝을 이루는 것들이 서로 어울리거나 결합하며 변
신술적 춤을 추게 한다. 이러한 엮음, 부르고 대답하는 짝들의 어울림은 백석이 보
여준 ‘펼침과 이음과 담음의 이미지 운동’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백석은 ｢
국수｣에서 다양한 존재들과 시간들과 마음들을 잇는 ‘음식의 실[絲]’과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김소월의 ｢장별리｣(1922)는 이별하는 여자의 마음 위에 내리는 비에서 
‘물의 실[絲]’과 같은 것을 발견한다.96) 

94) 신범순, 취노래의 상상계흐, 서울대출판부, 2011, p.348.
95) 같은 책, p.363.
96) ｢장별리｣에 대한 이하의 분석은 신범순의 설명을 참고한 것이다.(같은 책, pp.338~345) 

신범순이 ｢장별리｣와 ｢국수｣를 직접 비교하며 ‘물’과 ‘음식’의 ‘실’이라는 이미지를 추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백석의 ｢국수｣와 ｢목구｣가 ‘실과 같은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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軟粉紅저고리, 안불부튼
平壤에도 이름놉흔將別里,
金실銀실의 가는비는
비스틈이도 내리네 리네.

털털한 배암 紋徽돗은洋傘에
나리는 가는비는
우에나 아레나 나리네, 뿌리네.

흐르는大同江, 한복판에
울며돌든 벌새의무리,
당신과離別하든 한복판에
비는 쉴틈도업시 나리네, 리네.

- ｢장별리｣ 전문

  ‘장별리’는 그 이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듯이 누구나 장차 이별하게 될 장
소이고, 이 시는 그러한 이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는 상투
적 드라마들이 대체로 그렇듯 이 시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시는 그런 상투성 속에서 섬세한 이미지 운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은 한 여자의 가슴에 불이 붙게 만들었는데(“軟粉紅저고리, 안불부튼”) 이제 이
별이 닥쳐 그 불을 꺼뜨리는 비가 내리고 있다. 사랑과 이별의 역사는 그러한 불
과 물이 교차하는 시간의 누적이어서, 내리는 비는 다만 차가운 이별이기만 한 것
은 아니고 불과 물의 교차를 반영하며 금실이었다가 은실이었다가 한다(“金실銀실의 
가는비”). 이러한 교차 운동, 그 운동을 실현하는 실의 이미지는 2연으로 이어져 1
연의 연분홍 저고리에 이어 양산 위에 씌워진 직물을 만들어낸다. 양산의 표면에는 
흔들리며 겨우 움직이는(“털털한”) 뱀의 모습이 맺혀있어, 양산의 표면에서 흘러내
리는 뱀과 양산의 위에서 내리는 비, 양산의 아래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세 가닥의 
실처럼 2연에서 서로 얽혀들고 있다. 그렇게 엮인 실의 가닥들은 보다 굵은 결을 
이루고 뱀과 비와 눈물의 굵은 결은 3연에서 “흐르는大同江”으로 증폭된다. 이제 
“平壤에도 이름놉흔將別里”의 옆을 흐르는 대동강은 낯익은 지형이거나 배경이 아

LE URINE｣ 속의 표현임)의 고고학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LE URINE｣과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같은 책, p.83 주석 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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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안에 수많은 슬픔의 뱀들과 비와 눈물의 실들과 그 실들 가운데서도 은실
과 금실의 교차 등등을 아우르는 거대한 흐름이 된다. ｢장별리｣는 결국 이별을 이
야기하고 있어서 이 ‘물의 실[絲]’은 얼핏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잇는 운동에 실패하
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 대동강의 물결 속에 수많은 눈물의 실들, 다시 말해서 
이별을 겪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의 엮음이 있다. 뱀의 모습과도 연동되는 
이 ‘물의 실’의 운동에는 확실히 백석의 ‘국수’로 대표되는 ‘음식의 실’의 운동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시 ｢국수｣ 이외의 작품들에서 ‘밤의 흰 빛’을 확인하는 논의를 이어가보자. ｢
고야｣에서 어린 아이로 설정되어 있는 화자가 이러저러한 떡소를 맛보며 그러한 
달콤함과 더불어 떡을 함께 빚는 사람들의 손길의 어울림에 동참하고 싶어 하며 
“흰가루손”이 되고자 한 것, ｢산중음｣의 마지막 시 ｢白樺｣에서 마을 전체를 감싸
고 있는 자작나무의 다른 이름이 곧 제목이기도 한 백화(白樺)라는 것, 시인의 운
명을 가리키는 문장들이 지나가는 스크린에서 그 빛깔을 ‘흰’ 바람벽이라고 강조해 
두고 있다는 것(｢흰 바람벽이 있어｣) 등이 별다른 의미 없는 사소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흰밤｣이나 ｢오리｣와 같은 시들에서까지 그렇게 말하기
는 어려울 것 같다. 
  백석이 김소월의 시를 의식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흰밤｣은 
백석의 시에서는 드물게도 음산한 분위기를 조금 강조해놓고 있고 부풀어 오르는 
흰 빛을 그러한 음산함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의 자살
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취진달래꽃흐(1925)에 수록된 김소월의 시 ｢비단
안개｣를 연상시킨다. 다시 한 번 김소월의 시를 보자.

눈들이 비단안개에 둘니울,
그는 참아 닛지못할러라.
맛나서 울든도 그런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둘니울,
그는 홀목슴은 못살러라.
눈플리는가지에 당치마귀로
젊은게집목매고 달닐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둘니울,
그는 죵달새 소슬러라.
들에랴, 바다에랴, 하늘에서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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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못할무엇에 취(醉)할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둘니울,
그는 참아 닛지못할러라.
첫사랑잇든도 그런날이오
영리별잇든날도 그런러라.

- ｢비단안개｣ 전문

  앞에서 ｢여자의 냄새｣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김소월의 시는 존재자들이 스스로의 
단단한 사물성으로부터 풀려나 미세한 입자들로 흩어지며 넓은 공간 속에서 편재
(遍在)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물들을 감싸고 그것들의 내밀함 안으로 침투하도록 만
든다. 흩어지며 감싸고 침투하는 이 입자 운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아
마도 ‘안개’가 될 것이다. ｢비단안개｣에는 그러한 안개의 입자 운동이 함축되어 있
다. 매연의 첫 행에서 반복되는 ‘눈’을 2연의 “눈플리는가지”를 참고해서 ‘싹’으로 
읽으면, 이 시는 해토머리에 얼어붙은 땅이 봄기운에 녹아 부드럽게 풀리며 비단안
개를 펼쳐내는 흐름들에 대한 표현이 된다. 입자 운동의 부드럽고 넓으며 하얀 덩
어리인 비단안개는 아직 스스로의 단단함 속에 잠들어있는 눈들을 둘러싸고 자신
의 입자 운동에 동참하도록 자극한다. 그러한 자극에 힘입어 눈은 여러 겹의 잎들
을 펼치기 직전의 상태가 된다. 응결로부터 확산으로 방향을 바꿔 움직이기 시작하
는 이 봄기운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다. 각자의 고독 속에 고립되어 있을 
단단한 마음들은 안개의 입자 운동처럼 풀려나 서로를 둘러싸고 그 때문에 사람들
은 서로를 차마 잊을 수 없으며 만나서 울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입자 운동이 언
제나 적당한 짝을 찾아 서로를 잇고 감싸고 어울릴 수는 없다. 2연에 이르면 입자 
운동은 적당한 짝을 찾는 데 실패하고 그 때문에 이 부드러운 풀려나옴의 운동이 
격화되고 파국을 맞는다. 풀려나와 펼쳐진 마음들이 서로에게 비단안개가 되어줄 
수 없다면, “홀목숨”은 살 수가 없고, 젊은 여자는 눈 풀리는 가지에 치맛귀로 목
을 맨다. 이 마음들은 모든 들과 바다와 하늘로 흩어져 날아다니며 알 수 없는 무
엇인가에 취해 어지러운 곡선을 그리는 종달새다.(3연) 모든 마음들의 움직임이 시
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모든 사랑과 
이별의 역사는, 심지어 여자가 목을 매 자살하게 되는 때도 다 그러한 입자 운동
의 순간들의 누적이다.(4연) 
  ｢비단안개｣에도 확산되며 풀려나는 옅은 흰 빛이 희미하게 있지만 ｢흰밤｣만큼 
입자 운동 자체를 흰 빛으로 물들이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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녯성(城)의 돌담에 달이 올랐다
묵은 초가지붕에 박이
또 하나 달같이 하이얗게 빛난다
언젠가 마을에서 수절과부 하나가 목을 매여 죽는밤도 이러한 밤이었다

- ｢흰밤｣ 전문

  ｢흰밤｣에도 젊은 여자가 목을 매 죽는 사건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삽입되어 있다. 
자세한 사정을 서술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하지만, ‘수절과부’라는 조건이 거기에 
어떤 곡진한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 여자의 마음을 어지럽혔으리라고 짐작하게 한
다. 그런 여자는 어느 때에 그런 극단적인 행위에 이르고 마는가. 김소월은 비단안
개가 눈들을 감쌀 때라고 했는데, 백석은 ‘흰 밤’인 때라고 했다. 밤이 내려 세상이 
어둠에 잠겼을 때, 그 어둠의 심연으로부터 잠들어있던 흰 빛이 깨어난다. 이 흰 
빛은 다양한 형태로 빛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양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늘 가운
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달이고 그러한 달들의 수많은 분신들이 대지의 도처에서 
함께 깨어날 텐데, 이 시에서는 그것이 지붕 위의 박으로 되어 있다. 백석은 박이 
“하얗다”고 쓰지 않고 “하이얗게 빛난다”고 쓰면서, 하얀색이 갖고 있는 스스로를 
펼치며 뿜어져나오는 성질을 ‘빛’의 발산하는 성질로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속을 
가득 채우면서 바깥을 향해 점점 더 차오르고 커지는, 영글어가는 박의 둥그스름함
과도 호응하며 계속해서 느긋하게 뿜어져나온다. 어둠은 자신 안의 흰 빛을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어떤 흰 빛, 둥그렇게 
속이 차며 커다래지는 박이 맺히고 그 달-박-흰 빛의 뿜어져나오는 움직임을 감당
할 수 없을 때, 이 시의 에피소드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분출된다. 
  이 글의 논지에서 중요한 점은, 백석의 시가 어둠으로 뒤덮혀 있거나 환하게 빛
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흰 빛을 깨어나게 하고 그러한 은은하게 부풀어오
르는 움직임이 시적 동력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 어둠 속에서의 흰 빛을 백
석은 ‘흰 밤’이라는 약간은 역설적인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 시에서 ‘흰 밤’의 시적 
동력은 조금은 음산하고 불길한 행위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
우이다. 그보다 더 많이 이 ‘흰 밤’은 발산하는 스스로의 에너지에 만족하는 기쁨, 
발산하는 것들끼리의 어울림의 기쁨과 관련된다. 이 점은 ｢오리｣와 같은 시에서 두
드러진다.



- 85 -

오리야 네가 좋은 청명(淸明) 밑께 밤은
옆에서 누가 뺨을 쳐도 모르게 어둡다누나
오리야 이때는 따디기가 되여 어둡단다

아무리 밤이 좋은들 오리야
해변벌에선 얼마나 너이들이 욱자지껄하며 멕이기에
해변땅에 나들이 갔든 할머니는
오리새끄들은 장뫃이나 하듯이 떠들썩하니 시끄럽기도 하드란 숭인가

그대로 오리야 호젓한 밤길을 가다
가까운 논배미들에서
까알까알 하는 너이들의 즐거운 말소리가 나면
나는 내 마을 그 아는 사람들의 지껄지껄하는 말소리같이 반가웁고나
오리야 너이들의 이야기판에 나도 들어
밤을 같이 밝히고 싶고나

오리야 나는 네가 좋구나 네가 좋아서
벌논의 눞 옆에 쭈구렁벼얄 달린 짚검불을 널어놓고
닭이짗 올코에 새끼달은치를 묻어놓고
동둑 넘에 숨어서
하로진일 너를 기다린다

오리야 고운 오리야 가만히 안겼거라
너를 팔어 술을 먹는 노(盧)장에 령감은
홀아비 소의연 침을 놓는 령감인데
나는 너를 백통전 하나 주고 사오누나

나를 생각하든 그 무당의 딸은 내 어린 누이에게
오리야 너를 한 쌍 주드니
어린 누이는 없고 저는 시집을 갔다건만
오리야 너는 한 쌍이 날어가누나

- ｢오리｣ 전문

  지상에 내려온 달의 분신들이 ｢흰밤｣에서는 하얗게 빛나는 박이었는데, ｢오리｣에
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오리들이 되었다. 이 동물화된 수다스러운 흰 빛들을 낳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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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밤은 “옆에서 누가 뺨을 쳐도 모르게 어둡다”. 그러한 어둠은 자신 안에서 
흰 빛을 이끌어내기 위해 점점 더 어두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1연의 끝에 이러한 
몽상적 색채의 내밀함과 전도(顚倒)에 대해 백석은 화자의 목소리로 오리에게 설명
해준다. “오리야 이때는 따디기[이른 봄 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하는 무렵]가 되여 어둡
단다” 무겁게 자신 안으로 단단하게 응축했던 자연이 봄이 되어 발산을 시작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 어둡게 하느라 이 때는 어두운 것이다. 그렇게 흰 빛의 깨어남
을 위해 밤이 유독 더 어두워져야만 하는 이 때를 가리키는 절기의 이름에도 흰 
빛은 있어서 ‘청명(淸明)’이라고 부른다.(1연) 밤이 낳은 흰 빛들에게 화자가 말을 
걸자, 이제 흰 빛들은 저희들끼리 수다를 떤다.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떠들썩
하고 시끄러운 이 소리는 그러나 전혀 다투는 고함소리가 아니고 자신들을 낳은 
저 내밀한 밤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기쁨으로 충만한 저 시끄러운 소리들은 
오리들의 흰 몸통에서 뿜어져나와 온 해변벌을 가득 채우고 있다.(2연) 화자도 그러
한 떠들썩함에 이끌려 오리-흰 빛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하고 밤의 기쁨을 누
리고 싶어한다. 그러한 기쁨 속에서 화자도 오리처럼 밤이 낳은 흰 빛이 될 수 있
을까?(“오리야 너이들의 이야기판에 나도 들어/ 밤을 같이 밝히고 싶고나”, (3연)) 그러나 
4연부터 이 내밀함의 기쁨은 점차 수그러든다. 밤이 낳은 이 동물화된 수다스러운 
흰 빛들이 하도 좋아서 화자는 오리를 잡고 싶어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리
는 덫에 걸리지 않고, 홀아비 영감에게 돈을 주고 사올 뿐이다. 오리들의 떠들썩한 
기쁨은 차가운 쇠붙이(돈)의 투박하고 얼룩덜룩한 흰 빛으로 잦아드는 것 같다. 마
지막에 이르면 오리도, 어린 누이도, 또 어린 시절 사랑했던 무당의 딸도 모두 사
라지고 화자는 혼자 남고 만다. 이 시는 거의 순결할 정도의 기쁨으로 가득해 있
다가 그러한 기쁨이 점차 사라지는 쓸쓸함을 남겨주며 그 쓸쓸한 분위기의 한 가
운데 홀로 남은 화자를 위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낙차 속에서 내밀한 밤의 
흰 빛도 함께 엷어지는 것 같다. 그가 덫을 놓고 오리를 기다리는 시간도, 장에 가
서 오리를 사오는 시간도 아마도 달밤은 아닐 것이다. 백석의 어떤 시들은 쓸쓸함
과 서러움으로 가득한데, 그러한 시들에는 밤의 흰 빛이 없거나, 밤의 흰 빛이 사
라져버린 결과가 그런 정서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밤의 흰 빛을 알아보고 그것의 내밀함을 기뻐하며 그것으로부터 뿜어져나와 들
썩거리는 움직임이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린 그 세계를 백
석은 유년기 회상 속에서 되살려낼 때가 많은데, ｢연자간｣과 같은 시가 기쁨과 평
화로운 조화의 우주를 가장 순수하게 그려낸 경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즐겁게도 
조화로운 우주를 설명하는 첫 번째 사물이 ｢흰밤｣에 빛나고 있던 그 “달빛”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상’의 대상인 한에서 ｢오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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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좋아하는 오리들이 날아가버린 것처럼, 그것은 지나가고 없는 것이라는 쓸쓸한 
느낌들이 묻어나는 때가 훨씬 더 많다. 그것이 백석을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게 
한다. 백석은 밤의 흰 빛이 사라져버린 세계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구분해내려고 
하는데,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로 끝이 나는 ｢선우사｣에서 세상의 
바깥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눈 밖에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97) ‘음식의 실’
로 얽힌 친구들(膳友)은 “모두 [세상과 얽혀 있는]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고 할 때 
세상의 바깥에 있는 표식으로 이들에게는 흰 빛이 부여된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도 세상의 바깥을 향한 시선 위에 흰 
눈이 쏟아지고 그를 응원하는 것은 흰 당나귀이며 무엇보다 흰 피부의 나타샤이다. 
  백석의 시가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종종 흰 
빛의 사라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세상을 버리고 싶다는 댄디즘과 결합된 허무
주의처럼 읽힐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는 그러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
쓸”한 공간 속에서의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찬”(｢흰 바람벽이 있어｣) 시인의 과제를 
수행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백석은 단지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면서 자신의 고결
함을 나르시시즘적으로 옹호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에서는 너무 드물어진 어떤 굳고 
정한 ‘의지’ 같은 것을 간직하려고 애썼던 것 같다.(“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
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남신의주 유동 박시
봉방｣)98)) 백석의 시에서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체념 속에 빠져
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넋 하나를 얻는” 것이다.(｢허준｣) 백석의 ‘의지’, 그가 얻
어내려고 했던 ‘넋’은, 밤의 흰 빛의 어떤 움직임을 자신의 시 속에서, 자신의 몽상
이 계속해서 불러내는 흰 빛의 국수와 이미지 운동 속에서 보존하고 또 되살려내
려는 시인의 과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월림장｣에서 장에 다녀오는 화자
가 “햇기장 쌀을 주무르며/ 기장쌀은 기장차떡이 좋고 기장차랍이 좋고 기장감주
가 좋고 그리고 기장쌀로 쑨 호박죽은 맛도 있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기뿌다”고 
할 때, 그는 작은 기장쌀알들의 감촉에서 단순하고 아주 작은 쾌감들을 이끌어냈다
가 그것을 내밀한 반죽의 몽상에 참여시키며 다양한 맛들로 연결시켜 기쁨을 배가
한다. ｢월림장｣의 화자의 손은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손이 되여 떡

97)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를 ‘세상 같은 것의 눈 밖에 나도 좋을 것’의 축약형
으로 읽은 유종호의 독해를 참고했다(｢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취다시 읽는 한국시인
흐, 문학동네, 2002, p.276). 

98) 이 시에서 갈매나무의 중요한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된 ‘굳다’는 관형사는 백석의 
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쓰인 사례에 해당하며 백석의 결곡한 의지와 연관된다는 지적은 
중요해 보인다. 더불어 그러한 의지가 백석 작품에서는 유일하게도 꼬박 꼬박 구두점을 
찍게 했다는 주목도 설득력이 있다.(유종호, 위의 글,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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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고 했던 ｢고야｣의 손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 반죽하는 
‘흰가루손’은 ｢오리｣의 화자가 차갑고 얼룩덜룩해진 금속빛의 화폐의 교환 속에서 
잃어버린 흰 빛을 되찾으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이러한 시도가 일궈낸 시적 이미지
는 앞에서 본 ｢국수｣,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木具｣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시도가 역사철학적인 전망과 결합한 ｢북방에서｣가 백석 
시에서는 드물게도 웅변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유종호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백석 시의 화자는 대체로 시인 백석과 분리하
기 어려운 인상을 주는데, ｢북방에서｣만큼은 “화자 ‘나’의 의도적 혼용(混用)을 통
해서 민족사와 개인사를 아우르고 있어서 아주 이례적이다. 겨레와 시인의 동일화
를 통해 희한한 의외성을 얻고 있으며 거기서 유례 없는 박력과 참신성이 나온다. 
(…) “부여(扶餘)”에서 “금(金)”까지는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주변에 있던 여러 옛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옛적 북방에서 반도를 향해 내려온 남진(南進)의 겨레 역
사를 시사한다.”99) 이 시는 북방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고향으로 되돌아온 
한 유랑자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겨레의 역사를 함축한다. 이 시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조선을 거쳐 고구려 ‧ 백제 ‧ 신라를 거쳐 통일 신라 및 발해로부
터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상식과는 다르다. 북방에서 우리 민족은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등과 조화를 이뤘을 살았을 뿐 아니라, 오로촌과 쏠론의 
소수민족들과도 차별없는 이웃으로 더불어 살았고, 흥안령과 음산과 아무르 강과 
숭가리의 대지에 밀착해 있었으며 그 대지에서 나고 자란 동물과 식물들과도 친구
였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배신했다.100) 우리 민족은 이 시에서 한 사람의 유랑자가 
되어 그들을 배반하고 속이고 남쪽으로 떠나왔다. 이 남쪽이 백석의 다른 시들에서 
항상 분리하려고 애쓰는 그 “세상”일 것이다. 세상에서의 삶이란 “밤에는 먼 개소
리에 놀라나고/ 아츰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하는 불안과 굴종의 형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이 유랑자는 뒤
늦게야 “슬픔과 시름”을 느꼈고 그러한 감정들에 떠밀려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모
든 민족들과 더불어 다른 모든 자연의 벗들과도 조화를 이루었던 고향은 사라지고 
말았다. 너무 오래 잃어버린 저 “슬픔과 시름”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정서들

99) 유종호, ｢시원 회귀와 회상의 시학｣, 취다시 읽는 한국시인흐, 문학동네, 2002, p.240.
100) ｢북방에서｣가 보여주는 역사인식이 소박한 시적 상상이 빚어낸 동화적 조화로움에 그

칠 수 없다는 점에 해서는 신범순의 취노래의 상상계흐(서울대출판부, 2011) 7부 3장을 볼 
것. 신범순은 이 책에서 백석의 역사인식을 신채호, 최남선, 이능화 등의 그것과 정밀하
게 비교 검토하면서 백석의 유랑 철학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재구성하고 있는 
백석의 시적 이미지, ‘음식의 실을 담는 흰 빛의 그릇’이 그러한 역사인식 및 유랑 철학
과 호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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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아득한 옛날의 조화로운 삶을 이끌어냈던 ‘넋’을 되찾을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것, 그런 것이 백석의 시적 과제였을 것이다. ｢북방에서｣의 마
지막 연에서 백석은 ‘없는 것들’의 목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백석이 시를 
통해서 되찾아야 하는 것들의 목록이기도 하다.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여기서의 조상과 형제와 일가친척이, 혈연으로 제한되는 몇몇 사람들은 아니며 
정다운 이웃이 다시 사람들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북방에서｣의 전반부가 인
상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낯선 나라들, 낯선 민족들, 말이 통하
지 않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리운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향해 뻗
어나가 잇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그릇에 담는 삶의 형식을 구축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다. 백석은 그러한 ‘자랑’과 ‘힘’을 역사적 실체 속에서도 확
인하고 싶어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역사학의 영역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고증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보다는 토속적인 생활 습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자랑’과 ‘힘’
을 확인하고 증폭시키는 방식이었다. ｢국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목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밤의 흰 빛으로 빛나는 ‘펼침과 이음과 담음의 이미지 운동’라는 점
에서 두 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목구｣에서는 이 가운데 ‘그릇’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피의 비’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겹쳐놓고 있다. 
  ｢국수｣가 그런 것처럼, ｢목구｣에서도 제목이 시가 묘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켜주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물성 안에 갇혀 있는 제사
그릇만은 아니다. 그것은 ｢북방에서｣에서 화자가 남쪽을 향해 내려갈 때, “자작나
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하”고 “갈대와 장풍[창포]”가 마치 사람이라도 되는 듯 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것처럼, 허름한 고방[광 혹은 창고]에서 이런저런 다른 사물들 그리
고 “녯적과 또 열두 데석님과 친하니 살”고 있다. 그것은 한 해에 몇 번씩 최방등 
제사가 돌아오면 “늙은 제관의 손에 정갈히 몸을 씻고” 제사 음식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끊는 통곡과 축을 귀에 
하고 그리고 하분 뒤에는 흠향 오는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사그릇을 단지 의인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구｣의 3연과 4연
은 이 제사그릇을 보다 시적인 내밀성의 그릇으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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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과 사람과 넋과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 줌 흙과 한 점 살과 
먼 녯조상과 먼 훗자손의 거륵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 것

내 손자의 손자와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
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수원백씨(水原白氏) 정주백촌(定州白村)
의 힘세고 꿋꿋하나 어질고 정 많은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의 비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 아 슬픔을 담는 것

  그릇에 담겨지는 것들을 나열하는 이 장면에서 ‘목구’는 다양한 존재들을 한 데 
넣어 녹이는 정신적 용광로처럼 보인다. 거기에는 귀신과 사람이, 목숨이 있는 것
과 없는 것이, 살아있는 살과 그것이 죽어 돌아갈 흙이, 먼 조상과 그 조상들의 삶
이 이어져 내려온 먼 자손이 담긴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자들이 서
로 이어지고 어울리는 정신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시적인 그릇의 역할이다. 제
사의 다양한 의례와 절차들은 이러한 그릇을 문화적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이 조그
마한 그릇은 우주적인 크기의 존재-용광로를 표시하는 기호이면서 시적인 몽상 속
에서 개별적 삶을 초과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3연과 4연의 끝
에는 공통적으로, 마치 이것이야말로 이 짧지 않은 목록을 종합하는 것이라는 듯이 
“슬픔”이 내세워져 있다. 이 시적인 그릇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슬픔’을 담는 
것이다. 고형진은 이 슬픔을 “약자에 대한 연민”이라고도 하고 “결국 ‘무섭다’ ‘외
롭다’는 감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101)이라고도 했지만, 여기서의 슬픔이 그
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정서와 관련되는 것 같지 않다. 백석 자신이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것과 시인의 가슴에 가득 차오르는 “뜨
거운 것” “호젓한 것” “사랑” “슬픔”의 두 계열의 정서 사이에 미묘한 구분선을 
그려놓고 있다. 시인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백석 시의 화자들은 밤의 흰 빛이 
사라진 세상의 이치에 수긍하지 않고 자신을 그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
에(“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선우사｣))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해진다. 그것은 현실의 인간에게는 물론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높고”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하눌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에게 내리는 표지와도 같은 것이어서 고결한 
정서이다. 그러한 고결함을 간직하는 시인의 가슴에 뜨겁고 호젓한 “사랑과 슬픔”

101) 고형진, 취백석 시를 읽는다는 것흐, 문학동네, 2013,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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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오른다. 앞의 정서들은 세상과의 분리의 표지이겠고, “사랑과 슬픔”은 세상이 
감싸지 못하는 존재자들과의 연결을 향한 의지적 감정의 표지이겠다. 김소월의 ‘눈
물’이 너무 작고 희미한 존재자들에 대한 슬픔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꿈 속에서 
되살려내는 사랑의 감정이었던 것처럼, 백석에게서도 시인의 가슴에 차오르는 이 
연결을 향한 정서들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슬픔이어서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시
인의 제사그릇에 담겨오는 것들이 ｢북방에서｣의 “그리운 것”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제사그릇이라는 특별한 장치들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어서 
“슬픔”이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슬픔”은 존재-용광로의 열기를 감당하는 뜨거운 
“사랑”(｢흰 바람벽이 있어｣)과 간단히 구분될 수 없는 감정이다. 이 “슬픔”은 앞에서 
길게 논의한 ‘밤의 흰 빛’을 띄고 있기 때문에 “밤 같은 달 같은 슬픔”102)이 되며, 
그러한 슬픔이 ｢국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시각적 국면들
을 관통하고 이어나가는 실 또는 뱀의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
해 이 슬픔에는 떨어져내리는 ‘비’의 운동이 첨가된다. 이 비의 운동은 혈연(血緣)
이라는 점에서 “피의 비”이기도 하지만 이 슬픔의 그릇을 뜨겁게 달궈 사랑의 용
광로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 뜨거운 비여야 하기 때문에 “피의 비”가 된다. 
  ｢백록담｣과 ｢목구｣를 강조하면서, 정지용과 백석의 시적 작업이 시적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해볼 수도 있겠다. 이들이 보여준 이미지의 운동은 작은 
그릇 속에 커다란 존재를 담으면서 유한한 삶을 변환시켜 무한한 죽음의 영역을 
담을 수 있는 잔 이미지의 내밀성의 운동이다.

102) 백석의 시는 여러 명사들을 나열할 때가 많은데 이 때 문법적 기능들을 명확하게 하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유일한 예외이다). 그 때문에 오늘
날의 감각으로는 읽기에 불편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혼란이 흥미로운 시적 의미
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목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
의 비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이라고 했다면 호랑이부터 달까지의 사물
들은 모두 ‘슬픔’을 개별적으로 꾸며주게 된다. 그러나 쉼표가 빠져있기 때문에 ‘호랑이 
같은 곰’,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의 성격을 비춰주는 관계들은 
보다 복잡하게 확산되며 이러한 확산이 백석 시의 기본 원리에 보다 잘 부합한다. “밤 
같은 달 같은 슬픔”도 슬픔이 밤 같기도 하고 달 같기도 하다고 읽기보다 이 모두가 뒤
섞여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그것이 존재-용광로인 제사그릇의 시적 원리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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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양 이미지와 죽음의 변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꿈과 밤, 영혼과 죽음, 무덤과 눈물의 주변을 더듬는 시적 
주제는 취장미촌흐과 취백조흐등의 동인지를 중심으로 우리 시단에 확산되어 김소월 
등의 시에서 어떤 깊이를 획득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정지용, 백석, 이상 등의 시를 
통해서 각각의 방식으로 변주 혹은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
운 흐름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그 반대 방향의 흐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
컨대, ｢불노리｣의 시인 주요한은 몇몇 작품들에서 밤과 죽음의 시적 흐름에 합류하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상쾌한 아츰이어, 새로 만난 나의 친구와 함께/ 이 
즐거운 탄탄대로를 한업시 것고 또 거르리라”(｢큰길을 사모함｣)고도 썼고, “오오 해
여, 무거운 바다를 녹이고,/ 모든 밝음의 자연을, 인생을/ 그침없는 풀무 속에 집
어넣는 해의 시절이여!”(｢해의 시절｣, 취창조흐2호, 1919.3) “태양과 공기가 그 ‘힘’으
로/ 내 영혼을 멱감깁니다”(｢산보2｣, 취개벽흐31호, 1923.2)라고도 썼다. 이러한 시들
에서 주요한은 아침과 한낮, 삶의 활기, 상쾌함과 기쁨을 강조하면서 밤, 죽음, 눈
물 등에 대립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태양의 강렬함에 대한 감수성이라고도 정리
해볼 수 있을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살펴본 죽음의 시적 주제들(밤
의 내밀함, 연약한 것들의 흩어짐과 뒤섞임, 삶의 현실적 견고함을 얻지 못한 비가시적 잠재
성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죽음의 시적 주제 안에서 꿈과 밤에 대한 가장 풍
부한 이미지 운동을 제시한 김소월의 경우에도 ｢밧고랑 우헤에서｣(취영대흐 3호, 
1924.10), ｢건강한 잠｣, 「상쾌(爽快)한 아츰」(취삼천리흐56호, 1934.11)과 같은 시의 경
우는 예외적인 흐름을 이루며 태양의 강렬함에 대한 감수성에 합류한 바 있다. 이
러한 흐름과 연관된 시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주요한의 ｢해의 시절｣로부터 “김기
림의 ｢태양의 풍속｣을 거쳐 박두진의 ｢해｣에서 하나의 절창으로 귀결하게”103) 되
는 향일성(向日性) 계열의 시에 대한 작은 문학사를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향일성의 흐름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죽음의 시적 주제와 
단순히 대립하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향일성의 시와 죽음의 시적 주제들은 경
쟁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자극하고 변화시키며 연결되기도 한다. 태양 이미지의 
강렬함은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 의해서만 스스로를 증명
하는 생명력의 발산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한 상상적 투쟁의 과정 속에서 태양 
이미지가 죽음의 씨앗이자 열매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정주를 중심으로 하는 
취詩人部落흐(1936.11~12)의 시가 전자에, 1941년 간행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103) 유종호, 취한국근대시사흐, 민음사, 2011,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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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의 자선(自選) 시집 취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흐및 그의 습유(拾遺) 작품들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 절에서는 태양 이미지를 매개로 죽음의 시적 주제를 변주하는 
두 흐름을 검토해보자.
  이 가운데 첫 번째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의 신범순의 연구가 치밀한 접근을 시
도한 바 있다.104) 신범순의 연구는 취시인부락흐창간호의 표지 그림(고갱의 판화 ｢테 
아투아｣의 좌우가 뒤집힌 것이다)에서 스핑크스적 형태의 여인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뱀’의 기호를 주목하고, 서정주가 쓴 ｢후기｣에서 “될수있는대로 우리는해볓
이 바로 쪼이는 位置에 生生하고 젊은 한개의 詩人部落을 建設하기로 한다”와 같
은 표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함형수의 ｢해바래기의 碑銘｣ 등 같은 시들의 태양 
이미지 및 동물 기호를 연결시켜 취시인부락흐의 시 정신을 니체의 사상과 비교하고 
있다. 취시인부락흐을 중심으로 한 ‘생명파’와 니체의 ‘생의 철학’의 관련성에 대한 
지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취시인부락흐의 사상을 식민지 시대의 ‘민
족’적 사유의 지평과 연관시키며 짜라투스트라의 ‘목록판 장’이 제기하는 ‘민족’의 
개념과 접속시킨 것은 이 연구가 진척시킨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조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한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태양 이미지를 매개로 한 삶
과 죽음의 시적 변증법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신범순의 연구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취시인부락흐에는 강렬한 태양의 
이미지와 생명력이 넘치는 원시적 동물 기호가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둘 모
두는 힘 혹은 의지와 분리될 수 없는 니체적 ‘생명’의 표현들로 읽힌다. 니체적 생
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은 다른 무엇보다 “기쁨이 솟아
오르는 샘”105)이다. 그것은 개별화와 사물성으로 차갑게 굳어버린 아폴론적 “작은 
동심원들을 모두 휩쓸어 파괴해”106) 버리는 디오니소스적 거대한 물결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한 물결 앞에서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건강’이 얼마나 시체 
같고 유령 같은지를 전혀 예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열하는 삶”107)만이 생
명의 본래 모습이다. 그것은 무한한 잠재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현행적인 것으로 끌
어올리는 생성의 흐름에 대한 사랑이며, 그러한 생성의 흐름에 의해 기존의 현실들
이 파괴되는 고통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체에게 “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 달그락거리는 표지”108)이

104) 신범순, ｢《시인부락》파의 ‘해바라기’와 동물 기호에 대한 연구 – 니체 사상과의 관련을 중
심으로｣, 취관악어문연구 37집흐, 2012.

105) 니체, 정동호 옮김, 취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흐(니체전집13권 개정판), 책세상, 
2002, p.343.

106) 니체, 이진우 옮김, 취비극의 탄생/반시대적 고찰흐(니체전집2권), 책세상, 2005, p.83.
107) 위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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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삶에 대한 사랑이자, 삶이 스스로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며 의지가 된다. 
  ‘생명-의지-힘’에 대한 니체의 사상은 상승과 하강, 태양과 바다의 이미지로 표
현되기도 한다. 현행적인 것들의 모순과 나약함을 내려다보며 꿰뚫어보고 심판하는 
것을 니체는 정신적인 자유로움으로 설명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하기도 했
다. 태양은 그러한 비유적 의미 때문에 “변화와 심판의 칼”로 불린다.109) 그러나 
태양은 심판하고 파괴하지만 그것은 더 풍요로운 생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므
로, ‘변화와 심판의 칼’인 태양은 단지 대지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삶을 강렬하게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지의 “생명 속으로 파고
들”110)어 가야만 한다. “나무가 더욱 높고 환한 곳을 향해 뻗어 오르려 하면 할수
록 그 뿌리는 더욱더 힘차게 땅 속으로, 저 아래로, 어둠 속으로, 나락으로, 악 속
으로 뻗어 내려가려”111) 하는 것처럼, 상승을 위해 하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니
체에게는 “자정이 곧 정오이기도 하다. 비통한 심사 또한 쾌락이며, 저주 또한 축
복이며 밤 또한 태양이다.”112) 이러한 상승과 하강, 태양과 밤, 높이(하늘)와 심연
(대지와 바다113))의 결합을 니체는 이렇게 표현했다.

활활 타오르는 자, 벌써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대지에 대
한 그의 사랑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태양은 바닷물을 빨아들여 그 심연을 자신의 높이에까지 들이마시려 한다. 
이에 천 개나 되는 젖가슴을 갖고 있는 바다가 갈망으로 부풀어오르는구나.

바다는 태양의 갈증이 자신에게 입맞춤하고 자신을 마셔버리기를 소망한
다. 그리하여 대기가 되어 높이 올라 빛이 흐르는 길이 되고 스스로 빛이 되
기를 소망한다!

참으로, 태양이 그러하듯 나 또한 생을 그리고 깊은 바다를 두루 사랑한다.
모든 심연은 올라와야 한다. 나의 높이까지! 내게는 이것이 곧 앎이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강조-원문)

  취시인부락흐의 주요 기호들은 이러한 니체적 생명의 구도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시인부락흐창간호의 맨 앞에 실린 ｢해바래기의碑銘｣을 보자.

108) 니체, 취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흐, p.196.
109) 니체, 위의 책, p.319.
110) 위의 책, p.334.
111) 위의 책, pp.67~68.
112) 위의 책, p.533.
113) 니체에게 대지와 바다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대지와 바다는 긍정적으로 이해

될 때 생명의 거대한 흐름의 저장고가 되며, 부정적으로 이해될 때 불쾌하게 물컹거리며 
자유로운 비상을 방해하는 무거움의 물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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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거운 碑ㅅ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래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래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 없난 보리 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래기는 늘 太陽 같이 太陽같이 하던 華麗한 나의 사랑 이라고 

생각 하라.
푸른 보리 밭 사이로 하눌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나러 오르는 

나의 꿈이 라고 생각 하라.

―靑年畵家L을爲하야―

- 함형수, ｢해바래기의碑銘｣ 전문

  이 시는 죽음의 기호인 ‘무덤’을 ‘차갑게 굳어버린 무게(“차거운 碑ㅅ돌”)’로부터 
분리시키며 시작된다. 함형수의 ‘무덤’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노오란 
해바래기”로 장식되는데, 그것은 ‘태양을 향한 화려한 사랑’의 상징으로 요약되며, 
여기에 끝없는 보리밭의 풍요로움과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의 이미지가 추가된다. 
대지의 심연으로 하강하는 죽음의 이미지로부터 새처럼 자유롭게 날며 끝없는 보
리밭처럼 풍요로운 생명력을 분출시키고 태양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이미지를 이끌
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 시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이다.114) 김진세는 ｢
流竄｣(취시인부락흐 2호, 1936.12)에서 “우리네는 流竄된 빛의아들./ 그래도/ 太陽을 
熱慕하는 해바라기의 密語에/ 귀를 기우린다.”고 쓰면서 거의 같은 울림을 보여줬
는데, 이 주제는 나중에 ｢나의 太陽｣(취貘흐3집, 1938.10)에서 “별을 헤어 이런 밤 소
문 없이 가버리자./ 나의 太陽이 돋는다 하는/ 또 하나의 다른 마을로.”로 반복되
기도 한다.
  함형수와 김진세의 시에서 보이는 이 태양 이미지는 서정주의 시들에서 신화적 

114) 이 시의 주요 소재인 ‘해바라기’와 ‘보리밭’은 반 고흐의 작품들을 연상시킨다. 반 고흐
의 터치는 사물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윤곽을 넘어서 소용돌이치며 그렇게 해서 사물 그 
자체보다는 사물이 함축하는 강렬한 힘과 관능을 드러낸다. 어떤 의미에서 고흐의 정물
화 속에서 정물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광포한 물결에 휩쓸려”(질베르 뒤랑, 진형준 옮김, 
취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흐, 문학동네, 2007, p.415) 나가는데, 바로 이 점에서 고흐의 
예술은 디오니소스적 생성의 흐름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함형수와 
고흐 그리고 니체를 겹쳐놓고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이 시의 끝에
는 “靑年畵家L을爲하야”라고 덧붙여져 있는 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고흐 풍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 L이 있었던 것일까, 혹은 가공의 인물일까. 신범순은 여
기서 이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지적한 바 있다.(앞의 논문,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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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기호들과 만나면서 강렬한 생명력과 관능성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 제목
에 “正午”라고 괄호 속에 병기되어 있는 서정주의 ｢대낮｣에서는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이 시의 분위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님”은 도망치면서도 화자가 따라가게
끔 유혹하고, 님이 도망치는 그 길은 구불거리며 이어지며 “능구렝이”를 연상시킨
다. 그들의 관능적인 사랑의 열기는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
과 “핫슈”(해시시) 등으로 더욱 고조되고, 이 시에서 풍기는 “香氣”는 너무도 강렬
한 것이어서 화자는 “코피”를 흘리며 님을 쫓아가고 있다. ｢대낮｣이 묘사하는 이러
한 관능적 몸짓들은 ‘뱀’의 기호를 중심으로 모인다. 서로를 유혹하며 쫓고 쫓기는 
두 남녀가 따르는 길이 ‘뱀’으로 표현되며, 암시적으로 표현된 두 남녀의 얽혀드는 
몸짓이 또 다시 ‘뱀’의 움직임을 연상시키고 있어, 뱀은 강한 흥분과 일탈 그 자체
를 동물화한 이미지가 된다.115) 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花蛇｣(취시인부락흐
2호, 1936.12)의 ‘뱀’은 두드러지게 ‘죄’ 혹은 ‘악’을 연상시키는데, 악에서 쾌락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니체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무기력한 존재들이 두려워하며 
‘악’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힘의 전도된 모습이라고 할 때, 그러한 
힘과 악에 이끌리는 것이야말로 니체적 생명이며 힘의 의지이다. 니체는 그러한 이
끌림을 ‘아름다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름다움이란 것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의지를 다 기울여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있다. 하나의 형상이 단지 하나의 형상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사랑하고 몰락하고자 하는 그런 곳 말이다.

사랑하는 것과 몰락하는 것. 이것들은 영원히 조화를 이루어왔다. 사랑을 
향한 의지, 그것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이다. 겁쟁이들이여, 나 너희
에게 이렇게 말하노라!116)(강조-원문)

  너무 강해서 현행적인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평가된 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랑에 헌신하느라 스스로 악에 물들고 또 몰락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현행적인 것의 형상 뒤에 새로운 형상이 생성되게끔 하는 
것이, 겁쟁이가 아닌 강한 자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15) 뱀의 기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물론 ｢花蛇｣(취시인부락흐2호, 1936.12)일 텐데, 신범
순은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이 시기의 ‘뱀’ 시편의 짧은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신석
초의 ｢배암｣(취시학흐3집, 1939.8), 윤곤강의 ｢독사｣(취시학흐2집, 1939.5)와 ｢배암｣(취시인
춘추흐2집, 1938.1)(신범순, 앞의 논문, p.274 25번 각주). 여기에 다음의 시들을 추가해
볼 수도 있겠다. 김달진의 ｢밤｣(취시인부락흐1호, 1936.11), 오화룡의 ｢娼窟｣(취시인부락흐
2호), 이성범의 ｢의혹｣(취시인부락흐2호).  

116) 니체, 취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흐,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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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蛇’는 감상하기에 적합한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리도 징그
라운 몸둥아리”로 되어 있으며 “푸른 하눌”을 “무러 뜨더”버리는 악마적인 “붉은 
아가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몰락하게 만들만큼 강렬하고 파괴적이며 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배암”이 된다. 사랑과 몰락과 의지의 결합체인 ‘화
사’는 관능적인 육체의 심연으로 파고들어 그 관능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며 현행적
인 생명체의 껍질을 위태롭게 만든다(“우리 順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은 고흔 입설! 
슴여라 배암!”, “石油 먹은듯…… 石油 먹은듯…… 가쁜 숨결이야”). ‘화사’가 암시하는 
‘악’과 ‘관능’은 강렬한 생명을 함축한다. 이 시가 주는 심미적 충격의 상당 부분은 
이 생명의 강렬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생명체의 위
태로움을 통해 그 자신의 강렬함을 입증하고 있다. 서정주의 시에서, 이 생명의 강
렬함이 그 자신을 입증하는 위태로움과 동시에 표현될 때,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매
혹적으로 붉은 ‘피’의 기호가 만들어 진다. 피는 생명의 정수이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처의 표시인 것이다. ｢화사｣에서 그것은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고흔 
입설”로 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대낮｣에는 “코피”로 되어 있다. 취시인부락흐에 게
재된 것은 아니지만 취花蛇集흐(1941)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시들에서도 이러한 ‘피’
의 기호를 확인할 수 있다.

보지마라 너 눈물어린 눈으로는……
소란한 哄笑의 正午 天心에
다붙은 내입설의 피묻은 입맞춤과
無限 慾望의 그윽한 이戰慄을……

- ｢正午의 언덕에서｣(취조광흐, 1939.3) 부분

찬란히 티워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우에 얹힌 詩의 이슬에는
몇방울의피가 언제나 맺혀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느러트린 病든 숫개만양 헐덕어리며 나는 왔다.

- ｢自畵像｣(취詩建設흐7호, 1939. 10) 부분

바위속 山도야지 식식거리며
피 흘리고 간 두럭길두럭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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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옷 입은 문둥이가 울어……

땅에 누어서 배암같은 계집은
땀흘려, 땀 흘려,
어지러운 나―ㄹ 업드리였다.

- ｢麥夏｣(취新撰詩人集흐, 시학사, 1940) 부분

어찌하야 나는 사랑하는자의 피가 먹고싶습니까
‘雲母 石棺속에 막다아레에나!’

닭의 벼슬은 心臟우에 피인꽃이라
구름이 왼통 젖어 흐르나……
막다아레나의 薔薇꽃다발.

傲慢히 휘둘러본 닭아 네눈에
創生 初年의 林檎이 瀟洒한가.

이미 다다른 이絶頂에서
사랑이 어떻게 兩立하느냐

해바래기 줄거리로 十字架를 엮어
죽이리로다. 고용히 침묵하는 내닭을 죽여……

카인̇ ̇ 의 쌔빨간 囚衣를 입고
내 이제 호올로 열손까락이 오도도 떤다.

愛鷄의 生肝으로 매워오는 頭蓋骨에
맨드램이만한 벼슬이 하나 그윽히 솟아올라…….

- ｢雄鷄｣(취詩學흐창간호, 1939.5) 전문

  죽음에 이르는 위태로움을 통해 스스로를 입증하는 이 강렬한 생명력의 붉은 액
체는 ｢雄鷄｣와 같은 시에서는 다시 태양 이미지로 수렴되기도 한다. 이 시의 기호 
체계 속에서 ‘사랑하는 닭’은 1연에서 외쳐지는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십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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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죽은 ‘예수’와 혼동되고 있다. 새벽에 우는 닭은 밤이 지나고 다시 솟아오르
는 태양의 부활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부활과 혼동되고, 닭의 머리 위
에 난 붉은 벼슬은 심장으로부터 솟아오른 붉은 피와 혼동된다. 예수가 달린 십자
가가 “해바래기 줄거리”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와 태양의 동물인 닭이 혼동
되고 있기 때문이며, 닭의 붉은 벼슬은 다시 한번 “그윽히 솟아올라”라는 표현 속
에서 일출과 혼동된다. 겹겹이 중첩되고 있는 이 이미지들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태양이며, 이것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강렬함을 입증하고 있는 붉은 생
명의 액체가 응집된 것이다. 서정주의 태양 이미지는 ‘죽음’의 영역으로 침몰했다
가 다시 솟아오르면서 더욱 강렬해지면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태양이 부활하기 위해 침몰하는 죽음의 영역은, 실상 태양의 강렬함에 의해 위
태로워진 생명의 영역이며, 그 점에서 꿈틀거리는 뱀의 몸짓과 생명의 붉은 액체인 
피가 합성된 ‘바다’가 침몰과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바다를 침몰과 부활의 장
소로 이해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차라투스트라적인 기호 체계와 일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서정주의 ｢바다｣(취사해공론흐, 1938.10)의 구도이기도 하다. 서정주는 
이 시에서 “無言의 心海에 홀로 타오르는/ 한낫 꽃같은 心臟으로 沈沒하라”고 썼
다. 서정주는 ‘심해(深海)’를 ‘심해(心海)’로 바꿔놓으면서 다음 행의 ‘심장(心臟)’과
도 은밀하게 연결시켜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침몰해야 할 심해의 공간은 
마음의 심연이며 동시에 육체(생명)의 심연(심장)이 된다. 침몰해야 할 심해가 심장
인 한에서 그 박동 속에서 침몰은 피의 분출로 역전될 것이고, 이 때문에 이 시는 
｢웅계｣에서와 같은 ‘붉은 벼슬의 꽃 – 일출 - 예수의 부활’의 일치를 강하게 암시
한다.117)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취시인부락흐에 흩어져 있는 태양 이미지 및 태양 이미지와 
직결되는 니체적 동물 기호들을 살펴봤다. 이 이미지와 기호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생명력의 상징이 되며, 그 강렬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위태로움의 과정들을 경유
하고 그러한 위태로움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말하자면 서정주를 중심으로 한 취
시인부락흐의 기호 체계에 죽음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태양의 빛을 돋보이게 
하는 어둠이거나 태양의 상승을 강조하는 침몰의 바다이며 무기력한 삶을 파고들
어가 그 안에서 더 강력한 형상들을 생성시키는 파괴적인 야수성의 이면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만, 오장환은 취시인부락흐의 기호 체계를 이끌고 
도시 하층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 도시 하층민의 삶 속에서 서

117) 이 침몰하는 니체적 ‘바다’의 이미지는 평면화 되어 질주의 공간이 되는 정지용의 ‘바
다’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범순의 상세한 분석이 있다.(｢뱀의 바다와 
차라투스트라의 바다 – 미당과 니체의 ‘바다’｣, 취바다의 치맛자락흐, 문학동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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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의 신화적 동물들은 그 강력함을 잃고 퇴폐적으로 위축된다. 바로 그러한 퇴폐
적 위축 속에 오장환의 시가 묘사하는 ‘비애’의 감정이 들어있다. 사창가 뒷골목을 
“질척질척한 풀섶”으로, 매음녀를 “爬蟲類”로 바꿔놓으며 “倫落된 보헤미안의 絶
望的인 心火”를 포착하는 ｢賣淫婦｣(취시인부락흐2호, 1936.12)와 같은 시가 대표적이
다. 또 취시인부락흐에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시집 취城壁흐(1937.7)에 수록된 ｢海獸｣
도 이 계열에 포함될 수 있다. 오장환은 이 시에서 “질척한 내장”과 “흉측맞은 구
렁이의 살결” 그리고 “늠실거리는 검은 바다”를 겹쳐 놓으면서, 태양의 어두운 이
면인 뱀과 바다와 퇴폐적인 육체를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항구를 떠도는 삶의 퇴
락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118) 취시인부락흐의 창간을 전후해서, 서정주가 신화적인 
영역에서 삶과 죽음의 시적 변증법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장환은 좀 더 현실적인 
영역에서 삶과 죽음의 시적 변증법을 그리면서 강렬한 생명에 대한 꿈을 퇴락한 
현실로 바꿔놓고 있다고 하겠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서정주의 취화사집흐이 나온 1941년에 윤동주는 시집 취하늘
과 바람과 별과 詩흐를 출판하려고 했다(그러나 이 시집은 그가 죽고 난 지 3년 뒤인 
1948년에야 다른 유고들이 덧붙여져 간행됐다). 윤동주의 시는 서정주와 취시인부락흐의 
악에 대한 충동과 관능성 등에 비할 때 순결하고 무구한 인상을 준다. 윤동주의 
시의 본질을 ‘청순성’으로 규정한 한 비평가는 이 ‘청순성’을 “향일성 충동”과 연결
짓기도 했다. 청순성의 시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둠에 각별히 예민해졌고 어둠을 이
겨낼 맑음과 밝음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요구가 아침과 태양을 향한 충동
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119) 이러한 설명은 윤동주의 시에서 ‘어둠’만을 읽어내는 
관점120)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윤동주 시의 무구함과 청
순성 아래 깔려있는 어둠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뇌의 깊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윤동주 시의 핵심을 이룬다
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둠과 태양의 역설적인 결합을 위한 사상과 이미지
의 생산이야말로 윤동주 시의 본질일 것이다. 
  동시(童詩)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을 논외로 하면, 윤동주 시의 대부분은 시인
과 구분되기 어려운 화자가 내세워져 있다. 이 화자들의 시선은 대체로 외부의 정
경이나 사건들을 관찰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어떤 고뇌를 드러내는데, 

118) 여기에 김진세의 ｢異變｣(취시인부락흐2호, 1936.11)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시는 수족관
에 갇혀 있는 물고기의 자살을 통해 역설적으로 바다의 강력한 생명력을 환기시키고 있
다.

119) 유종호, ｢청순성의 시, 윤동주의 시｣, 취시란 무엇인가흐, 민음사, 1995.
120) 고석규,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 ｢시인의 역설｣; ｢R.M 릴케의 영향｣, 취여백의 존재성흐

(고석규 유고전집1), 책읽는사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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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뇌가 어둠과 태양이라는 대립되는 두 요소의 복합물로 되어 있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六疊房)121)은 남의 나라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곰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츰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握手).

- ｢쉽게 씌어진 시(詩)｣(1942.6.3) 부분122)

  이 시의 배경으로 설정된 ‘밤비가 내리는 풍경’은 단지 화자가 놓여 있는 외부의 
정황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경이기도 하다. 화자가 ‘살기 어려운 인
생’과 ‘쉽게 씌어진 시’를 대립시킬 때, 그는 삶의 복잡성과 풍부함 그리고 거기에 
밀착해있는 고뇌를 따라잡지 못하고 단순하고 빈약한 편리함에 머물러 있는 자신

121) ‘六疊房’을 ‘육조방’으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의 ‘疊’이 마루방에 까는 
일본식 돗자리인 다다미를 가리키는 말이며, ‘六疊房’은 다다미 여섯 장이 깔려 있는 3평 
넓이의 방을 가리키는 일본어 ‘로쿠죠베야(六疊部屋)’의 직수입을 피하기 위해 윤동주가 
만든 말인데, 이것은 일본 고유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 일본식 음독을 따라 (일본어에서 
‘疊’를 훈독하면 ‘다다미’이고 음독하며 ‘죠’이다) ‘육조방’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유
종호, ｢낯선 말들-육조방과 육첩방｣, 취시와 말과 사회사흐, 서정시학, 2009, p.81) 흥미로
운 지적이기는 하지만, ‘六疊房’은 윤동주가 일본어의 직수입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말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육첩방’으로 읽는 것이 오히려 윤동주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122) 이 논문에서 윤동주 시는 취육필원고 대조 윤동주 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흐(최동호 
엮음, 서정시학, 2010)에서 인용했다. 괄호 속 날짜는 작품 제작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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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쓰기를 자책하는 듯하다. 시인-화자가 선택한 시쓰기는 넓게 펼쳐나가는 사
람들과의 관계맺음으로부터 떨어져나왔고 자기 자신 안으로만 깊이 파내려가는 어
떤 무거움이 되고 말았다. 이 시의 화자는 그러한 간격과 분리에 대해 자책하며 
그의 마음은 무겁고 어두워진다. 이러한 마음이 윤동주 시의 보편 정서라고 할만한 
‘부끄러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음들의 무거움의 운동을 시인은 ‘침전’이라고 요
약했다. ‘침전(沈澱)’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무거운 물의 이미지는 어두워진 마
음과 만나 ‘밤비’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밤비’는 정확히 화자의 내면 
풍경의 기상(氣象)이다. 밤비는 또한 화자가 시를 쓰고 있는 공간이 고향에 마련된 
온돌방이 아니라 “육첩방”이며 “남의 나라”임을 “속살거리”며 상기시키고 있다. 
‘밤비’가 기반하고 있는 ‘분리’와 ‘간격’ 그리고 ‘부끄러움’은 여기서 ‘고향 상실’의 
정서로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이 진솔한 자기 고백과 내면 성찰이 이 시의 결정적인 대목은 아니다. 
이 시에는 역설적인 전환의 순간이 있으며 윤동주 시의 태양 이미지 또한 이러한 
전환 속에서 출현하는데, 이 전환이야말로 이 시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이 전환
은 다음과 같은 역설들의 중첩으로 되어 있다. 시가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
문에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부끄러움을 충분히 응시하고 표현할 때, 시는 “살기 어렵다”는 “인생”의 어떤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쉽게 씌어진 시｣는 더 이상 “쉽게 씌
어진 시”가 아니게 된다. 부끄러움을 회피하지 않고 충분한 강도만큼 겪어낼 때에
만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밤비의 침전하는 하강과 짙어지는 
어둠이 충분한 밀도를 얻어 어떤 극점에 이르면, 하강 운동은 상승 운동으로 어둠
은 밝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때 태양이 솟아오르고 아침이 밝아오며 “최
후”는 “최초”로 전환된다. 부끄러움, 어둠, 하강이 극점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의 
시인-화자가 “최후”를 맞게 되며 그 끝에서 새로운 시인-화자가 ‘부활’하여 “최초”
의 어떤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의 최초의 시인-화자가 위
안, 밝음 상승의 운동을 예감하게 하면서 최후의 나와 악수를 하는 것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예언적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 예언적인 환상 속에서 최후와 최초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밤비의 어둡고 무거운 물의 이미지는 마지막 연에서 
아침의 “눈물”의 순수하고 빛나는 물의 이미지로 전환된다.123)

123) ｢쉽게 씌어진 시｣를 김소월의 ｢빗소리｣(취조선문단흐12호, 1925.12)와 비교할 때, 이 시
가 함축하고 있는 전환의 계기가 더 뚜렷해진다. “수수수수 수수……쑤우/ 수수수수……
쑤우……/ 밤깁도록 무심히 누어/ 비오는 소리 드러라”로 시작하는 ｢빗소리｣는 단순한 
빗소리를 묘사하는 듯하면서도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지며 바람에 날리는 듯한 미묘한 
변화들을 포착하고 있다. ｢빗소리｣는 그러한 비의 소리가 그것을 듣는 화자의 심령(心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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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윤동주의 시에서 시대처럼 올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부끄러
움의 밤비가 충분히 내리고 침전된 결과이다. 그것이 순수하고 빛나는 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밤비에 충분한 어둠과 무게가 축적된 결과이다. 태양 이미지와 그것
이 거느리고 있는 빛, 생명, 강렬함, 상승 운동 등의 요소는, 윤동주의 시적 논리에
서 밤의 심연을 통과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윤동주의 시가 함축하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태양을 낳는 전환의 구도는 ｢눈감고 간다｣와 같은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태양(太陽)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 ｢눈감고 간다｣(1941.5.31) 전문  

  윤동주는 이 시의 첫 행에서 향일성의 정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
에 밤의 별들조차 향일성의 흐름으로 빨려들어가 잘게 쪼개진 태양의 분신들처럼 
다뤄진다. 김소월의 ｢시혼｣의 별들이 오직 어둠을 배경으로 해서만 은은하게 빛나

의 어떤 더러움들을 씻어주리라고 상상하면서 창밖의 빗소리를 내면화하고 그 비가 다시 
화자의 눈물로 흘러내릴 때 정화의 의식은 완성된다. 이 시에서 ‘물’은 정화(淨化)의 원소
이고 ‘정화’의 기능은 빗물이 되어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흘러내릴 때 강화되며 또 그
것이 내면화될 때 눈물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쉽게 씌어진 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쉽게 씌어진 시｣의 ‘밤비’의 속살거리는 소리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요소
라기보다는 어둠과 하강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무거운 물이며 그 무거운 물의 에너지가 
극점에 이르러 태양 이미지를 빚어낼 때에만 어떤 화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한 전환
이 없다면 ｢쉽게 씌어진 시｣는 부끄러움을 자극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머물게 된다. 윤동
주의 ｢자화상(自畵像)｣(1939.9)의 경우에는, 이러한 역설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에 태양 이미지가 산출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자신에 대한 혐오와 연민 사이에서 배회
하는(“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
집니다.”) 자기 성찰에 머물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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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달리 윤동주의 별들은 근본적으로 파편화된 ‘태양’의 빛가루들처럼 다뤄지
며 어둠과 투쟁한다. 태양-별-빛을 사모하는 아이들은 밤과 대립한다. 밤의 어둠으
로부터 내면의 빛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듯이, 2연에서 화자는 아이들에게 눈감
기를 요구하고 있다. 태양은 그 자체로 강렬한 빛 에너지로 뭉쳐진 구체인데, 윤동
주의 시에서 그것은 더 작은 알갱이들로 늘어나며 별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들은 
3연에서 “씨앗”으로 변환된다. 향일성의 정신이 눈을 감고 외부의 부정적인 어둠
으로부터 스스로의 내면을 보호하며 압축될 때, 내면의 눈감은 강화된 어둠으로부
터 태양과 별을 닮은 단단한 씨앗이 만들어 진다. 외부의 어둠과 구분되는 내면의 
어둠으로부터 발생한 이 빛의 씨앗을 윤동주의 아이들은 외부의 부정적인 어둠을 
향해 방사(放射)하며 걷고 있다. 태양과 별은 알갱이의 기호로 변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씨앗과 호응하며, 태양과 별이 빛을 방사한다는 점에서 줄기를 뻗으며 성장
하는 씨앗-식물의 이미지와 다시 한번 호응할 수 있다. 그리고 빛의 방사는 또다
시 씨뿌리기의 행위와 중첩된다. ｢쉽게 씌어진 시｣의 등불 밝히기가 시인의 고독한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전환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눈감고 간
다｣는 한 사람의 고독한 시인을 향일성의 아이들로 집단화하고 한 사람이 밝힐 하
나의 등불을 빛의 씨앗들로 복수화(複數化)하면서 향일성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
들어 놓고 있다. 그러한 힘의 분출과 뿌리기의 행위는 마지막 행에서 “와짝”이라는 
부사로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힘의 표현과 단순한 명령어의 표현들이, 빛의 씨앗
들이 어둠과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쉽게 씌어진 시｣에서처럼 “시대처럼 
올 아츰”을 불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낙관적인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시에서도 눈감기가 눈뜨기로 어둠으로부터 빛의 씨뿌리기로 전
환하는 구조가 함축되어 있다.
  윤동주의 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극에 달한 어둠과 하강이 
아침의 밝음과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또 외부의 어둠에 대해 눈감은 내면의 어둠이 
빛의 씨앗으로 전환되어 응축되면서 윤동주 시의 향일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 어둠 속에서의 빛의 출현을 윤동주는 ｢돌아와 보는 밤｣(1941.6)에서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
르는 소리, 이제 사상(思想)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옵니다.”라고 요약했다. 밤
의 어둠을 불꺼진 방의 어둠으로, 그리고 눈 감은 어둠으로 겹겹이 강화할 때, 어
둠의 극에서 태양처럼 붉게 빛나는 능금이 맺히고 익어 간다. 윤동주의 향일성 시
들은 어둠과 대결하면서 어둠의 심연 속에서 태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
는 시적 실험이었다고 정리해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전환에는 ‘씨앗-열매’의 기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씨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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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로 자라나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되는 이 식물적 생성의 흐름에는 ‘매장’이
라는 중간 과정이 필수적이다. 농경의 신화 속에서, 인간들이 죽은 자를 땅에 묻어 
대지-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 재생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씨앗을 땅에 묻어 새로
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과 구분될 수 없다. 사체의 훼손을 꺼리고 살아 있는 모습 
그대로 세심하게 준비된 옷과 관에 의해서 보호된 채 땅에 묻거나 태아의 자세를 
취해서 매장하는 풍습은 죽음과 생명의 순환 혹은 죽음의 대지적 하강으로부터 생
명의 수직적 상승으로의 전환 메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태양이 
매일 밤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 떠오르는 원환 운동과도 구
조적으로 동일한 것이다.124) 농경의 신화 속에서, 씨앗이 다음 세대의 생명체로 거
듭나는 상승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죽음의 중간 단계를 거치고 매장되며 
대지로의 하강 운동을 거쳐야만 하며, 부활하는 씨앗과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떠오
르는 태양은 동일한 기호가 된다. 윤동주 시의 구도 속에서도 밤과 어둠은 대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밤과 어둠의 품으로부터 태양의 열매가 솟아난다. 
  이 시적 농경의 매장 행위는 ｢별 헤는 밤｣(1941.11.5)에 뚜렷한 바, 천공의 빛나
는 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두운 대지에 앉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화자는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는 행위에서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
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하게 될 것을 예언한
다. 매장된 그의 이름은 언덕 위로 하강하는 별빛들에 호응하여 별들을 향해 상승
하는 풀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 다른 많은 이름들이 별과 
동일시되었던 것처럼(“별 하나에 추억(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무덤 위로 자라난 이름-풀이 부활 이후에 
별과 동일시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 봐야 했던 
어두운 대지 또한 “나의 별”로 새롭게 태어난다. 
  ‘무덤’의 기호를 다른 시인들의 경우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무덤을 
씨앗을 뿌리는 농경적 매장의 기호와 일치시키는 것은 윤동주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김소월과 홍사용의 경우 무덤은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또 
죽음의 공간으로부터 생명체의 사물성과는 다른 존재의 양태가 유혹적으로 분출되
는 출구이다. 이들의 시에서 무덤은 “소리만남은노래” “내넉슬 잡아러헤내는 부
르는소리”가 나오거나(김소월, ｢무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다만 한송
이의 이름모를 꽃”이 피어나는(홍사용, ｢시악시의 무덤｣) 특별한 장소이다. 여기서의 

124) 태양의 원환 운동 및 농경적 신화와 매장 풍습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취종교형태론흐(미
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6) 42절 ｢비의사제와 영혼인도자로서의 태양
｣, 88절 ｢재생｣, 89절 ｢인간과 토양｣, 134절 ｢죽은 자와 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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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은 낯설고 두렵지만 매혹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출입구이지만, 재생과 
부활을 위한 신화적 장치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현실세계의 바깥으로 건너가 시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김소월과 홍사용의 ‘무덤-문’의 기호는 나중에 서정주의 시
에 이르러 꽃을 중심으로 농경적 매장의 부활의 기능과 결합하게 된다. 홍사용의 
경우, 이미 꽃과 무덤이 매우 가까워져 있지만, 꽃은 꽃잎들의 중첩과 미묘한 배치
로 인해 미로의 기호가 될 수 있으며, 이 미로는 현실세계의 바깥으로 건너갈 때 
통과해야 하는 복잡하고도 비밀스러운 길이며 저승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125) 
이러한 이미지의 체계를 배경으로 해서 취歸蜀道흐(1948)에 수록된 두 편의 시 ｢門 
열어라 鄭道令아｣와 ｢무슨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에서 꽃은 죽음의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되는데, 동시에 꽃이 띄고 있는 빛의 아
름다움과 활기로 인해 꽃은 그 자체로 생명의 묘약이 된다. 이 때문에 서정주의 
꽃은 이미 죽은 자를 죽음의 공간으로부터 다시 불러내어 부활하게 만드는 신비의 
기호가 된다. 그러나 서정주의 부활의 꽃에도 윤동주의 시에서와 같이 매장의 구조
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십자가(十字架)｣(1941.5.31)에는 ‘무덤’의 기호나 ‘매장’의 행위가 드러나 있지 않
지만, 그 대신에 ‘십자가’라는 종교적 기호가 시적 농경의 매장 행위 역할을 감당
한다. 나무의 생장은 그 씨앗과 뿌리가 대지에 매장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
시에 상승의 운동을 표현하고 나무의 열매가 존재론적 도약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시적 농경의 매장 행위와 나무의 기호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나무의 기호를 
요약하고 있는 ‘십자가’는 대지적 하강과 하늘로의 상승, 씨앗과 그 열매를 묶어주
는 성격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다가, 그것은 예수의 행적으로 인해, 죽음과 부활
의 결합의 기호가 되기도 한다.126) 말하자면 ‘십자가’는 기독교적 나무 무덤인 셈
이다. 기독교 신화를 강하게 환기하고 있는 윤동주의 ｢십자가(十字架)｣도 이러한 
구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敎會堂) 꼭대기

125) 시 텍스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김열규는 전통적인 분묘의 형태
에 대한 사색을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사유가 저승을 꽃밭의 형태로 상상
할 뿐 아니라, 무덤 그 자체를 꽃의 형태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열규는 
또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장방형의 무덤들은 이러한 전통적 꽃의 기호들에 대한 무
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취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흐, 궁리, 2001, p.65.

126) 나무와 십자가의 기호에 대해서는 질베르트 뒤랑, 진형준 옮김, 취상상계의 인류학적 구
조들흐, 문학동네, 2007, pp.503~505 및 엘리아데, 위의 책, 109절 ｢나무와 십자가｣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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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十字架)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鐘)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幸福)한 예수·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十字架)가 허락(許諾)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십자가(十字架)｣(1941.5.31)

  이 시의 화자는 다시 한번 향일성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연과 2
연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화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햇빛”을 추구
해왔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교회의 첨탑에 걸려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태양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 시의 후반부가 ‘십자가의 죽음’을 그 해답으로 제
시하고 있다.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적 
고통과 죄를 경유해서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입증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
성할 수 있었다. 그는 인간으로써 죽어서 신의 아들로 부활했으며, 그러한 존재론
적 도약의 앞뒤로 인간의 ‘괴로움’과 구세주의 ‘행복’이 결합된다. 이러한 결합과 
도약의 기호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시의 화자는 죽음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부활과 상승의 운동을 통해 태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씨앗의 매장과 부활, 어둠으로부터 태양으로의 전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존재로
의 변신과 같은 일련의 요소들은 릴케의 시적 주제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고석규가 지적한 바 있다. 고석규는 릴케의 ｢시체 공시장｣(취신
시집흐)과 취말테의 수기흐를 각각 윤동주의 ｢새벽이 올 때까지｣(1941.5)와 ｢병원｣
(1940.12) 및 ｢또 다른 고향｣(1941.9)과 비교한 뒤127), 윤동주의 시에서 “릴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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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공포에서 불태워진 싸늘한 희생”과 “미지(죽음)의 병과 생명의 부재적인 대
화”를 읽어내면서도 “그러나 릴케 사상의 어두운 일면에만 수렴된 비극을 우리는 
또한 그의 한계라고 지적한다”고도 썼다.128) 윤동주가 릴케의 시 정신 가운데 어둠
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고석규가 윤동주의 태양의 열매에 주목하지 않
은 탓이지만, 윤동주의 시에서 릴케적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고뇌를 지적한 
대목에는 날카로운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나중에 이뤄진 오오무라 마쓰오의 
연구는 윤동주가 실제로 릴케를 읽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 주고 
있다.129) 
  고석규가 충분히 강조하지는 않지만, 릴케에게 죽음은 열매의 이미지로 표현되며 
그것은 고난이 깃든 삶을 고통스럽게 응시하는 가운데에 향기롭게 익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둘 때, 윤동주의 “능금”이 릴케적 죽음의 열매와 호응
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릴케의 시적 사상 속에서, 사람들 각각의 고유한 
죽음이 향기로운 과일로 익었을 때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고 낯설며 두렵지만 
더 큰 존재가 된다.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열
린 세계’(블랑쇼의 용어로는 ‘바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파리’로 대표되
는 근대 도시의 삶이 죽음의 체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릴케적 두려움은 더 큰 
존재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는 작은 존재들의 망설임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감당하
고 통과내야 할 중간 과정 같은 것이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릴케는 
동시대의 시인 볼프 그라프 폰 칼크로이트가 자살한 것을 두고, 두려움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서두르는 바람에 오히려 진정한 죽음을 체험할 수 없게 된 것이
라고 쓰기도 했다.130) 또한 작은 존재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달하게 될 존재 
변환의 과정 자체를 릴케는 죽음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죽음이 훼손되어 커다란 존
재로의 변신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을 불안이라고 불렀다.131) 죽
음에 대한 이러한 릴케의 이해가 윤동주 시의 밑그림과도 연결되어 있다. 
  릴케는 이렇게 썼다.

127) 고석규, ｢시인의 역설｣, 취여백의 존재성흐(고석규 유고전집1), 책읽는사람, 1993, 
pp.235~241.

128) 고석규, ｢R.M. 릴케의 영향｣, 위의 책, pp.243~244.
129) 오오무라 마쓰오, 취윤동주와 한국문학흐, 소명출판사, 2001.
130) “당신은 왜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 힘겨움이/ 완전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 그때 힘겨움은 급변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힘겨운 까닭은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 당신은 완전히 부숴버렸다.”(릴케, 김재혁 옮김, ｢볼프 그라프 폰 칼크로이트를 위하
여｣, 취두이노의 비가 외흐(릴케전집2권), 책세상, 2000, pp.408~409)

131) 릴케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리스 블랑쇼, 취문학의 공간흐4부 3장 ｢릴케와 죽음의 요구
｣, 그린비,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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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이처럼 가장 오래된 고통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사랑하며
연인에게서 벗어나, 벗어남을 떨며 견딜 때가 아닌가?
발사의 순간에 온 힘을 모아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
화살이 시위를 견디듯이. 

- 릴케, ｢두이노의 비가 I｣132)(이탤릭 강조는 원문)

그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신비로운 인사를 던지던 그 죽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작은 죽음,
그들의 고유한 죽음은 익지 않은 열매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퍼렇게 단맛도 들지 않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오 주여, 저마다 고유한 죽음을 주소서.
사랑과 의미와 고난이 깃든
삶에서 나오는 그 죽음을 주소서.

(…)

우리는 당신의 정원에 해마다 서서
감미로운 죽음의 열매를 맺을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수확의 시절이 오면 우리는 시들어
당신이 괴로움을 준 여인들처럼
문을 걸어 잠근 채 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 릴케, ｢가난과 죽음의 서｣, 취기도시집흐3부133)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죽음을 가지려는 소망은 점점 희귀해진다. 시간이 

132) 라이너 마리아 릴케, 김재혁 옮김, 취두이노의 비가 외흐(릴케전집2권), 책세상, 2000, 
p.445.

133) 라이너 마리아 릴케, 김재혁 옮김, 취기도시집 외흐(릴케전집1권), 책세상, 2000, 
pp.432,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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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지나면 그런 죽음은 고유한 삶이나 마찬가지로 드물어질 것이다. 맙
소사, 이게 전부라니. 사람들은 세상에 와서 기성품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삶을 찾아서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된다. (…) 예전에 사람들은 열매 속에 씨가 
들어 있듯 자신 안에 죽음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 릴케, 취말테의 수기흐(이탤릭 강조는 원문)134)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나 파괴가 아니라 삶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으
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죽음의 전환이 ‘열매’와 ‘씨앗’의 이미지로 압축되
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항은 윤동주의 시적 밑그림, 어둠에서 아침으로의 전
환과 빛-씨앗, “사상의 능금”과 연결된다. 
  윤동주는 낯설지만 더 크고 새로운 존재로 변신하게 되는 진정한 죽음이 불가능
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쓰고 싶어 했다. 특히 윤동주의 ｢병원｣은 죽음의 전환이 불
가능해진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릴케의 취말테의 수기흐와 비슷한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취말테의 수기흐에서 덴마크의 청년 시인 말테 라우리츠 브리게
는 고향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대도시 파리를 방황하고 있다. 낯선 도시에서의 방황 
속에서 잠들어 있던 유년기의 신비체험이 재분출했지만, 도시의 문화 체계들은 그
러한 체험을 받아들이는 데 무력했다. 말테는 그러한 체험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말테를 이해하지 못한다. 병원은 그러한 체험들을 
삶으로 통합하고 더 큰 존재로 변신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 때문에 말테
는 병원이야말로 신비체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유한 죽음을 불가능하게 하고, 
향기로운 열매 혹은 씨앗을 훼손시키는 대도시의 상징이라고 이해한다. 병원은 공
장에서처럼 죽음을 대량생산하고, 그러한 거친 공정 속에서 죽음은 훼손되고 질병
의 부속물이 되어 버렸다(“사람들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딸려 있는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들이 모든 질병을 알게 된 이래로 여러 가지의 죽음은 인간이 아니라 질병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병자는 아무 할 일이 없다).”135)). 윤동주의 ｢병원｣
에서도 이 이해받지 못한 환자가 화자로 내세워져 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病院)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女子)
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日光浴)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女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

134) 라이너 마리아 릴케, 김용민 옮김, 취말테의 수기흐(릴케전집12권), 책세상, 2000, 
pp.15~16.

135) 취말테의 수기흐,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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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病)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病)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試鍊), 이 지나친 피로(疲勞),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女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花壇)에서 금잔화(金盞
花)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病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女
子)의 건강(健康)이―아니 내 건강(健康)도 속(速)히 회복(回復)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 ｢병원(病院)｣(1940.12) 전문

  의사도 발견할 수 없는 병을 청년은 앓고 있다. 이것이 청년에게 주어진 두 겹
의 고통이다. 청년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의 고통은 세계 안에서 
치료될 수도 이해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통스럽다. 병원으로 상징되는 
세계는 그의 독특한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을 삶 속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제
시해 줄 수도 없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청년은 소외되어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이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병원 뒤뜰에 누워있던 병든 여자
에게서다. 청년은 그 여자도 이해받을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고 상상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여자의 몸짓을 따라하면서 이해받을 수 없는 병과 화해하고 그의 고통을 
삶 속에 통합시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여자의 몸짓은 태양
-열매가 변주된 태양-꽃의 주위에 형성된다. 흰 옷을 입은 여자는 하얀 다리를 드
러내놓고, 그 환한 빛깔 위로 눈부신 태양의 빛을 불러오며, 태양의 빛을 담고 있
는 잔(盞)처럼 보이는 한 송이의 꽃(금잔화)으로 스스로를 장식한다. 향일성의 정신
으로 장식된 이러한 몸짓은 여자와 청년의 이해받을 수 없는 병과 화해하게 만들
어주기를 바라는 소망의 몸짓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장면은, 세계로부터 어떤 이
해도 구하지 못한 두 남녀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안을 나누
고 있는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기도 하다. 
  이 시에서 요구되는 건강이 삶에서 질병을 분리해내려는 의지와 관련된 것 같지
는 않다. 릴케적 구도에서 이 시를 읽을 수 있다면, 이해받을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이야말로 세속적 삶이라는 평범한 껍질 속에 들어 있는 존재론적 전환의 씨앗이
다.136) 진정한 시인은 그 씨앗이 잘 익어 향기로운 열매가 되게 하고, 그러한 열매

136) “우리는 껍질과 잎새에 지나지 않는 까닭입니다./ 저마다 가슴 깊이 간직한 위대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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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삶은 보다 커다란 존재의 차원으로 들어올려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야말로 참다운 죽음이다. 그러나 병원의 세계 인식 속에서 죽음은 그러한 존재의 
도약과는 무관하고 질병에 수반된 부정적인 결과물일 뿐이며 그렇게 해서 질병과 
죽음은 동시에 우리 삶으로부터 멀어지며 평가절하된다. 릴케는 그러한 평가절하에 
맞서서 신비체험과 죽음을 보조하는 여성적 사랑에 대한 말테의 메모들을 길게 제
시했고, 그러한 메모들 속에서 죽음의 신비한 힘이 보존되고 씨앗과 열매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윤동주의 ｢병원｣은 병원의 밖에서 태양의 빛을 불러오고 그러한 빛
이 담긴 꽃으로 스스로를 장식하며 이해와 위안을 주고 받는다.137)

  두 시인의 태양-씨앗-열매의 이미지를 위협하는 도시적 장소가 병원이라면, 그
러한 위협의 기운은 ‘바람’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 진정한 죽음의 체험이 훼
손된 상황을 두고 릴케는 이렇게 썼다.

오 정말 충격이다, 이 충격은 우주공간을 헤매는구나,
어디선가 초조함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틈새 바람에 맞아,
열려 있는 것이 자물쇠가 잠기면서 안에 갇혀버리게 되니.
땅 속에서는 건강한 씨앗들에 금이 가지 않는다고
그 누가 맹세할 수 있는가

- 릴케, ｢볼프 그라프 폰 칼크로이트를 위하여｣138)

  릴케의 진단에 따르면, 대지-어머니의 품에 잠들어 있던 죽음의 씨앗은 “단단하
고 날카로운 틈새 바람에 맞아” 금이 갔다. 죽음을 통해 더 큰 존재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의 열린 통로에는 이제 자물쇠가 잠겨버렸다. 죽음의 씨앗은 대
지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둠 속에 유폐되었고, 부활과 존재론적 변
신술이 불가능해진 공간은 황폐하고 광막한 우주과도 같다. 바람이 불어오는 우주 
공간과 그 바람에 의해 금이 간 씨앗의 구도는 20세기 초반의 정신적 상황을 관찰
하는 릴케의 소묘였지만,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동주의 시를 읽을 때 윤

음./ 그것은 그 주위로 온갖 것이 감싸고 있는 열매입니다.”(릴케, ｢가난과 죽음의 서｣, 취
기도시집 외흐(릴케전집1권), p.432.

137) 병원에서 만난 낯선 자들이 서로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으면서도 깊은 공감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면 또한 취말테의 수기흐의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다. 말테는 의사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진료대기실의 낯선 환자들 사이에 자신을 버려둔 것이라
고 불평했다가, 그곳으로 “내던져진 자들”이야말로 자신과 동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취말테의 수기흐(릴케전집12권), pp.46, 62~63.)

138) 취두이노의 비가 외흐(릴케전집2권),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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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시가 부활을 위해 거쳐야 할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장면들과 그러한 죽음
이 훼손되는 순간들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장면들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 
  윤동주가 ｢서시(序詩)｣(1941.11.20)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
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했을 때, 그것은 단지 연약한 것들에 대한 연민을 말
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윤동주 시의 구도 속에서 천상의 빛, 그러한 빛으로 
이루어진 작은 알갱이들(별), 씨앗과 열매는 서로 자연스럽게 교환되는데, 이 태양 
이미지의 원소들은 어둠과 죽음 그리고 매장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맺히게 된다는 
점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과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서
로를 끌어당긴다. ｢쉽게 씌어진 시｣에서의 윤동주의 표현으로 고쳐 써본다면 “최
후”의 나가 “최초”의 나를 향해 존재론적인 도약을 감행하는 과정이 죽음이며, 그
렇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에서 죽음의 체험과 향일성의 정신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윤동주의 ‘별을 노래하는 마음’과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사랑’은 그 지향성을 자연스럽게 전개하지 못하고 “바람”의 위협을 받는다. 릴케의 
구도를 연상시키면서, 윤동주의 시에서도 태양의 열매로의 부활을 예비하는 진정한 
죽음의 체험을 방해하는 외부의 조건들이 ‘바람’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거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
다”(｢서시｣)와 같은 표현들을 읽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윤동주의 청순함, 무구
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측면들과 함께 죽음의 체험에 대한 요구 
및 죽음의 체험을 방해하는 조건들에 대한 불안이 함축되어 있다. 
  윤동주가 1941년 졸업기념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자선시집(自
選詩集)의 본래 제목은 ‘병원’이었지만, ｢서시｣가 씌어진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39), 그가 ｢병원｣을 표제작으로 의도한 경우에도 
또 지금과 같이 ｢서시｣를 요약하는 이미지들을 나열한 제목을 내세운 경우에도, 양
쪽 다 죽음의 체험을 방해하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이런 맥락들을 요약하면서 윤동주의 시적 기획을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정
리해 볼 수 있다. ‘바람의 위협 속에서도 시(詩)는 죽음의 체험을 견뎌내며, 밤하늘 
가운데 태양의 열매, 별의 씨앗을 익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명제야
말로 ｢또 다른 고향(故鄕)｣의 시적 주제이다.

고향(故鄕)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139) 송우혜, 취윤동주 평전흐, 푸른역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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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白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白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白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故鄕)에 가자.

- ｢또 다른 고향(故鄕)｣(1941.9) 전문

  ｢돌아와 보는 밤｣(1941.6)에서 윤동주는 세속적인 현실 세계로부터 물러서 어두
운 방으로 돌아와 어둠을 겹겹이 쌓으며 그 안에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는 순간을 소망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쓰여진 ｢또 다른 고향｣에서는 
태양 열매의 성숙을 방해하는 바람의 위협을 떠올리고 있다. ｢또 다른 고향｣의 시
적 공간은 태양의 씨앗-열매를 품는 대지적 내밀함이 깨뜨려져 있고, 그 틈새 바
람이 불어오고 있다. 내밀하고 포근한 방의 공간은 황량하고 광막한 우주로 뒤바뀌
었다. 그렇게 해서 능금으로 부활해야 할 윤동주의 죽음의 씨앗은, 릴케의 씨앗이 
바람을 맞아 금이 가버린 것처럼, ‘바람’에 의해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白
骨)”로 변질된다. 3연에서 보이는 ‘백골’, ‘나’, ‘아름다운 혼(魂)’은 ‘훼손된 죽음의 
체험’, ‘그러한 체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자아’, ‘고유한 죽음을 통과해서 새롭게 
부활할 미래의 더 큰 존재’에 각각 대응되는 시적 주체의 세 양태에 각각 대응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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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죽음의 체험을 슬퍼하고 있는 화자를 자극하는 것은 4연의 “지조(志操) 
높은 개”이다. 이 개는 바람이 드는 고향의 방에 머물러 있으려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른 고향으로 떠나게 만든다. 이러한 출발은 대지적 내밀함을 잃지 않
은, 깨뜨려지지 않은 어둠의 방, 태양의 씨앗-열매를 품을 만한 새로운 시적 공간
을 향한 것이다.140) 이 시의 화자가 ‘또 다른 고향’을 찾아나서는 행위 속에는 태
양의 열매로 부활할 죽음의 씨앗을 적절하게 매장할 수 있는 대지-고향을 잃어버
린 상태에 대해 불안과 고향의 대지적 내밀함을 회복시키고 백골로부터 아름다운 
혼으로 죽음의 얼굴을 되돌려놓으려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을 통해 서정주와 윤동주의 시적 작업이 태양 이미지를 
산출하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해볼 수도 있겠다. 이들이 보여준 태양 이미지는 바다
의 심연으로의 침몰을 통해 더 강력하게 부활하거나 매장을 통해 씨앗에서 열매로 
도약한다. 이러한 태양 이미지의 전개는 죽음의 의미를 변환시켜 죽음이 생명을 더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거나 존재론적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한다.

140) 여기서 다시 한번 릴케와의 비교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릴케의 시적 구도에서 인간은 
‘거친 말[言]’을 통해 세계를 사물과 도구들로 바꿔버리고 경직시키면서 스스로의 체험을 
훼손시킨다. 하지만 말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그러한 훼손이 없다. 동물은 훼손되지 않은 
존재들의 풍부한 이미지 운동 그 자체와 접촉한다는 점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 
길들여진 동물을 대표하는 ‘개’는 이 둘 사이에 놓인다. 개는 동물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존재 그 자체의 보이지 않는 풍부한 흐름(릴케는 이것을 “열린 세계”라고 불렀다)을 볼 
수 있으면서도, 인간들의 곁에 머물며 훼손된 세계에 살고 있다. 열린 세계와 훼손된 세
계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개’의 모습을 릴케는 취신시집흐의 ｢개｣에서 묘사한 적이 있다. 
윤동주의 ‘개’가 대지적 내밀함을 잃은 인간들의 고향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훼손된 죽음
의 체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린 세계와 거친 말의 세계 사이에 놓인 릴케
의 개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윤동주는 여기에 적절한 죽음의 체험을 수호하는 역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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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의 과제와 죽음의 완성

  1. ‘죽음의 탐구’라는 이상(李箱) 문학의 과제 - ｢지도의 암실｣ 주석

  그동안 한국문학연구에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자주 다뤄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李箱) 문학 연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이상론(李箱論)으로 쓰여진 많은 연
구는 이상(李箱) 문학에서의 ‘죽음’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뤄왔는데, 그것은 이
상(李箱) 문학 텍스트가 ‘이상(李箱)’이라는 등장인물의 죽음 혹은 자살을 자주 언
급했을 뿐 아니라 이상(李箱)이 실제로 죽음에 이른 결핵을 오랫동안 앓아왔고 그 
증상을 문학 텍스트에 자주 반영한 사실에 기인한다. 
  이 점에서 특히 유고로 발표된 ｢終生記｣(취朝光흐, 1937.5)가 주목을 끈다. 이상(李
箱)이 사망한 것은 1937년 4월 17일, 그의 나이 28세였다. 이상(李箱)은 그해 2월 
사상 혐의로 동경 니시간다(西神田) 경찰서에 피검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폐결핵
이 악화된 탓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 변동림이 이상(李箱)의 
유골을 수습하여 서울로 온 것이 그해 5월 4일이었으니 ｢종생기｣는 그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과 함께 도착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작품이 죽음에 이르기 불과 다
섯 달 전에 탈고됐거니와(1936년 11월 20일), 그 제목이 ‘죽음의 기록’141)을 뜻하며, 
작품 안에서 ‘유서’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시키는 등의 정황이 이 작품을 이상(李
箱)의 유서로 보이게끔 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다른 작품들의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히 ｢종생기｣에서 
이상 문학 연구와 이상 전기 연구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이
유 때문일 것이다.142)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는, 김윤식이 쓴 것처럼, “썩 미
묘하고도 불길한 느낌마저 들게 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143)

  
(가) 묘지명(墓誌銘)이라. 일세(一世)의 귀재 이상은 그 통생(通生)의 대작 ｢종생기｣ 
일 편을 남기고 서력 기원후 ⓐ1937년 정축(丁丑) 3월 3일 미시(未時) 여기 백일(白
日) 아래서 그 파란만장(?)의 생애를 끝막고 문득 졸(卒)하다. ⓑ향년 만 25세와 11

141) ‘종생(終生)’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평생’이지만, ｢종생기｣ 속에서 이상(李箱)은 ‘생을 
마침’ 곧 ‘죽음’으로 쓰고 있다. 예컨대, 이상(李箱)은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 실명
(失命)하는 것이다. 의료(意料)하지 못한 이 홀홀(忽忽)한 ‘종생’ 나는 요절(夭折)인가 보
다.”(II:142)

142) 이런 시각에서 ｢종생기｣의 연애담은 종종 변동림과 이상(李箱)의 실제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 취이상연구흐, 문학사상사, 1987, 212~214, 
p.349, 357 및 고은, 취이상 평전흐, 향연, 2003, pp.313~321. 

143) 김윤식, 취이상연구흐, 문학사상사, 1987,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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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II:134)

  여기서 눈여겨 볼 구절은 묘지명에 스스로의 사망일자로 적어 놓은 ⓐ 1937년 
3월 3일이라는 날짜 표시이다. 김윤식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상(李箱)이 ｢
종생기｣의 다른 대목에서 “이 땅을 처음 찾아온 제비 한 쌍”(II:132) 이라거나 “봄 
방향(芳香)을 품은 훈풍”(II:137)이라고 적어 놓은 대목을 참고해 본다면, 이는 제비
가 날아오는 음력 삼월삼짓날일 터이다.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937년 4월 13일
이 되는데, 이상의 실제 사망일자(4월 17일)와 비교해도 4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이상은 자기의 죽음을 아주 분명히 예측하고 있었”144)던 것처럼 보이는 대목
이다. 이 점은 김윤식의 취이상 연구흐(1987)가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니와, 
이후의 연구들이 직접적으로 참고 표시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상(李箱) 문학 텍
스트와 작가의 실제 행적을 긴밀히 연결짓는 경우에는 김윤식의 시각이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5)

  그러나 다른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들에서 연상
되는 어떤 신비스러운 결론(‘이상은 스스로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었고, ｢종생기｣는 그에 
따른 유서다’)이 이상(李箱) 문학의 실상과 꼭 부합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예컨대, 
‘1937년 정축 3월 3일 미시’ 뒤에 오는 구절 ⓑ‘만 25세와 11개월’을 염두에 두면, 
작가 이상(李箱)의 죽음이 풍기는 이 모든 신비한 분위기들이 우연에 의한 착시라
고 생각된다. 이상(李箱)이 태어난 것은 1910년 9월 23일이니 ‘만 25세 11개월’이
면 1936년 8월 말 경이 된다. 앞서 지적한 실제 사망일자나 그에 거의 근접한 37
년의 삼월 삼짓날보다 8개월 가량 앞선 시기를 가리킨다. 거기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묘지명에 또 다른 날짜가 표기되기도 한다.

(나) 나는 지금 이런 불쌍한 생각도 한다. 그럼―.
  ―ⓒ만 26세와 3개월을 맞이하는 이상(李霜) 선생님이여! 허수아비여!
  자네는 노옹일세. 무릎이 귀를 넘는 해골일세. 아니, 아니.
  자네는 자네의 먼 조상일세. 이상(以上)

                                           ⓓ11월 20일 동경서(II:146) 

144) 김윤식, 같은 책, 같은 쪽.
145) 김윤식 자신은 이렇게까지 쓰고 이다. “｢종생기｣의 내용은 이처럼 실질상으로는, 식민

지 청년인 25세 11개월의 이상이 겪기 시작한 사적인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변신담이긴 
해도 어디까지나 사적인 기록인만큼 복잡한 수사학만 거두어내면 그의 일방적 삶이 고스
란히 드러난다.”(같은 책, p.186.)



- 118 -

  여기 등장하는 ⓒ‘만 26세와 3개월’을 다시 이상의 생애에 견주어보면 1936년 
12월 말 경으로 ⓐ보다 4개월 가량 앞의 시기를 가리키게 된다. 이상 자신이 표현
한 대로 ｢종생기｣가 하나의 묘지명이라면 이 묘지명에는 희한하게도 세 개의 날짜
가 기록된 셈인데(ⓓ｢종생기｣ 탈고 날짜까지 포함한다면 네 개의 날짜), ⓑ의 1936년 8
월 말이라면 ｢종생기｣의 집필을 시작한 시기에 해당하고146), ⓒ과 매우 가까운 
1937년 1월이라면 이상이 ｢종생기｣가 발표되리라고 예측한 시기일 것이다.147) 이 
가운데 ‘1937년 3월 3일’만을 특권화하며 이것이 이상(李箱)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
한 것이라고 신비화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세 개 혹은 네 개의 날짜를 대
등하게 본다면, 이상(李箱)은 ｢종생기｣를 쓰고 있는 와중에(ⓑ), 탈고한 끝에(ⓓ), 이 
작품이 지면에 발표되리라 예측한 시점에(ⓒ) 그리고 발표된 이후 미래의 어느 시
점에선가(ⓐ) 반복해서 죽고 있으며 또한 죽을 것이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과 ⓒ 항목이 정확히 어떤 날짜를 가리키는지는 현재까지 매우 불분
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148)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생기｣에서 ‘이상’의
사망 일자를 가리키는 표시들 양력 환산 날짜 이상의 실제 삶과의 비교

ⓐ 1937년 정축 3월 3일 1937년 4월 13일 1937년 4월 17일 사망

ⓑ 향년 만 25세와 11개월 1936년 8월 말 ｢종생기｣ 집필 시작

ⓒ 만 26세와 3개월 1936년 12월 말 ｢종생기｣가 취조광흐37년 1월 호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추정)

ⓓ 11월 20일 동경서 1936년 11월 20일 ｢종생기｣ 탈고일

표 3 ｢종생기｣에 기록된 이상(李箱)의 사망 일자 비교 

146) 이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347~349.
147) 1936년 11월 14일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李箱)의 편지 ｢사신(6)｣(사신의 일

련번호는 김윤식이 엮은 취이상문학전집흐3권(1993)을 따랐다)이 취여성흐37년 1월 호에 
실린 것으로 미루어볼 때, 비슷한 시기인 1936년 11월 20일에 탈고한 ｢종생기｣ 역시 취
조광흐37년 1월 호에 게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종생기｣가 실제로 발표된 것은 37년 
5월이었지만, 이상(李箱) 자신은 37년 1월 안팎에 ｢종생기｣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 ‘만 26세 3개월’이 36년 12월 말 전후를 가리킨다고 할 때, 이 시
기는 ｢종생기｣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한 날짜라고 추정된다. 

148) 특히 ㉠‘만 26세 3개월’에 대한 주석은 거의 없다. 취이상연구흐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pp.185~189, p.348, 353) ‘만 26세 3개월’을 ‘만26세 30개월’로 착각하여 
1939년 3월경으로 잘못 지목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김윤식이 엮은 문학사상사판 취
이상문학전집흐2에서도 같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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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표가 그나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종
생기｣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죽음이 ‘작가 이상(李箱)의 생물학적 죽음’과 곧
바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종생기｣를 이상(李箱)의 유
서와 동일시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 ｢종생기｣의 반복되는 죽음은 어떤 문학적 
주제로 봐야할 것이다. 취이상 연구흐의 저자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만일 전기적 
연구라는 것이, 작품이 작가 연구의 방편으로 사용되어 인간 연구에 환원되는 것을 
가리킴이라면, 그것은 문학연구가 아니고 인간연구인만큼 문학연구 영역에서 벗어
나는 것”149)이라는 사실을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작가 이상(李箱)의 생물학적 죽음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상(李箱) 문학
에서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점에서 참고할만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상(李箱) 문학에서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문
학성’에 대한 상징적 표지이다. ｢종생기｣가 참조 텍스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
소년행｣의 맥락을 살려본다면, ｢종생기｣는 산호채찍을 잃어버린 귀공자의 타락 이
후를 다룬 이야기가 된다150). 귀공자에게 주어진 길은 산호편(珊瑚鞭)을 꼭 붙들고 
있는 것, 이 호화로운 산호채찍으로 말을 몰아 ‘남자들의 사업’(이를테면 정치)에 정
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만 산호채찍을 잃어버리고 길가의 여인들과 희롱하는 삶
을 산 사내가 있었다면 그는 인생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으니 그 죗값을 죽음으로 
갚아야만 한다. 김윤식은 취이상 텍스트 연구흐(1998)에서 이것을 ｢종생기｣의 기본 
구도로 보았다.151) 그런데 그렇게도 귀중한 산호채찍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 거
기에 어떤 논리성이나 합목적성도 없는 탕진의 세계라면, 그것은 곧 예술의 세계이
다. “이 점에서 ｢종생기｣는 작가 이상의 운명의 표상이자 예술가의 그것이기도 하
다.”152) 이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된다. ｢종생기｣는 산호편(珊瑚鞭)을 잃고 위
대한 예술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예술이 아무리 위대한 것일지라도 예술
가 이상(李箱)의 삶이란 기껏해야 식민지 조선, 그 중에서도 일자무식에 적빈을 면
치 못한 집안의 실업자 장남 김해경일 뿐이며, 그의 예술작품에 호응할 만한 수준 
높은 독자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히 되지도 않는 예술 따위를 넘본 이
상은 스스로의 죽음을 목격할 뿐이다.153) 이렇게 볼 때 ｢종생기｣의 죽음이란 이상

149) 김윤식, 취이상 연구흐, p.378.
150) 여영택, ｢이상의 산문에 관한 고구(考究)｣, 취국어국문학흐, 1968.5, p.123 및 김윤식, 취

이상 연구흐, 문학사상사, 1987, p.368 참조.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신범순의 연구는 
｢종생기｣가 ｢소년행｣의 분위기를 비틀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연구와는 다른 시각을 
보이지만, ｢종생기｣와 ｢소년행｣의 연관성에 대해서 앞의 두 연구에 비해 보다 상세한 설
명을 제공한다.(취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흐, 현암사, 2007, pp.439~450 참조)

151) 김윤식, 취이상 텍스트 연구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303.
152) 같은 책,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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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箱)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며 패배의 결과이다.
  ｢종생기｣를 ‘예술’의 영역에 대한 진지한 도전이라고 본 점에서 서영채와 김윤식
의 시각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취사랑의 문법흐(2004)에서 서영채는 ｢종생기
｣의 죽음이 이상(李箱)의 패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의 고유한 역설적 구조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상(李箱)은 ‘위대한’ 예술에 이르고자 했으나 식민지 조선의 적
빈한 집안의 장남이라는 ‘비루한’ 토양 때문에 애석하게도 패배한 것이 아니다. 모
든 위대함을 내팽개치는 몰락 그 자체가 예술의 역설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중한 산호편(珊瑚鞭, 산호채찍)을 버리고 얻은 산호편(珊瑚篇=｢종생기｣)은 산호편(珊
瑚鞭)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전 생애를 탕진해 가면서 사수(死守)하여 온 산호편
(珊瑚篇)”(II:138)인 것이다. 그러나 예술이 스스로를 위대하고 힘 있는 것으로 인식
할 때,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속의 속물적 차원으로 내려앉게 된다. 예
술의 본령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는 모든 대상이 어떤 안정적인 의미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위태롭게 하며 그 대상이 다른 존재에 이르도록 하는 절대적 부정
성에 있다. 그러한 절대적 부정성을 ｢종생기｣는 ‘죽음’의 이름으로 반복해서 표현
하고 있다. 이상(李箱)이 위대한 산호편(珊瑚篇)의 저자를 정희에게 철저히 휘둘리
는 어수룩한 사내로 그려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정희에게 농락당하는 
어수룩한 사내의 ‘실패’는 절대적 부정성의 다른 이름인 ‘죽음’의 작은 조각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종생기｣란 예술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해버린 
탕아로서의 예술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려보인 것이며, 이상 문학의 창작방법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154) 이렇게 본다면 ｢종생기｣에서 강박적으로 출현하는 죽
음의 이미지라는 것은 예술의 역설적 구조이며 중핵을 이루는 부정성(否定性)에 해
당할 것이다. 예술은 그러한 부정성을 통해 세속적 의미망 속에 들어있는 어떤 대
상들과 그것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대상과 가치들을 건설할 가
능성들을 심문하는 것이다.155)

  작가 이상(李箱)의 생물학적 죽음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상(李箱) 문학에서의 죽
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신범순의 연구는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신범순의 연구
는 ｢종생기｣와 ｢소년행｣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이 대목을 이상(李箱)의 초기 시 
가운데 하나이며 산호나무가 등장하는 ｢且8씨의 출발｣(취조선과건축흐, 1932.7)과 연관
시키며 이상(李箱)의 성적 농담을 신화적 풍경 및 역사철학적 비판과 겹쳐놓는다. 

153) 같은 책, pp.283~284.
154) 서영채, 앞의 책, pp.344~347.
155)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김성수의 취이상 소설의 해석흐(1999) 또한 서영채

의 견해를 참조하며 ‘예술의 역설적 구조’ 혹은 ‘절대적 부정성’이라는 시각에서 이상 문
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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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에서 화사한 꽃을 피우는 산호나무가 ｢且8씨의 출발｣에서는 사막 한 가운
데에 놓여 ‘죽음’의 이미지에 둘러싸이게 된다. 신범순의 독해에 따르면, 이 음울하
고 황량한 풍경은 역설적으로 생명수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신화적 산호나무
를 상상하게 하며 동시에 생명의 풍경을 사막으로 바꿔버리는 근대문명에 대해 비
판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장면이기도 하다.156) 그러므로 ｢종생기｣의 도입부는 생
명수가 말라버린 황무지의 풍경이며, 동시에 이러한 황무지에 다시 신화적 꽃이 피
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탐험하며 말[馬/言]을 달리고자 하는 ｢종생기｣의 창작 
방법을 제시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것은 귀공자의 퇴폐적 풍류를 위해 멈춰선 ｢
소년행｣의 ‘말’을 뒤집고 다시 달리게 하는 것이고157), 이것이야말로 ｢종생기｣가 
의도적으로 ｢소년행｣의 한 구절을 두 글자 이상 틀리게 옮겨적은 이유이다. 이상
(李箱)이 ｢종생기｣에서 산호채찍을 과장되게 소중한 것으로 묘사하는 이유도 그것
이 멈춰 선 말을 다시 달리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종생기｣
는 마치 황무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사들의 ‘성배 탐험담’의 근대적 판본과 같은 
것이 된다.158) 
  이러한 시각에는 몇 가지 강점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종생기｣를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기괴한 연애담으로부터 “문학천년이 회신(灰燼)에 돌아갈 지상최종의 걸
작”이라는 이상 스스로의 평가에 걸맞는 해석의 지평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다
른 하나는 ｢종생기｣ 속에 흩어져 있고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주제들, ‘성
적 농담’, ‘연애담’, ‘죽음’의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종생기｣의 주제란 불가능한 연애에 대
한 농담을 성적 불모지의 신화적 풍경과 연관시키며 성적 에너지가 고갈된 죽음의 
시대에 대한 역사철학적 문제의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해본 두 경향의 연구는 ｢종생기｣에서의 ‘죽음’의 주제를 각각 ‘문
학적인 것’의 근본구조 혹은 근대성에 대한 역사철학적 비판의 상징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해본 두 시각이 ｢지도(地圖)의 암실
(暗室)｣(취조선(朝鮮)흐, 1932.3[1932.2.13]159))에서 이미 강하게 암시되어 있음을 보이고
자 한다. 이상(李箱) 문학에서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초기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

156) 신범순, 앞의 책, p.447, 450.
157) 귀공자의 풍류를 다만 성적인 농담으로 떨어뜨린 것은 이상(李箱)이 화려한 한문학적 

수사를 사용해서 오히려 한문학적이고 중국적인 질서에 어떤 생채기를 내려는 시도이기
도 하다. 같은 책, p.445.

158) 같은 책, pp.452~461.
159) 이상(李箱)은 적지 않은 경우, 작품 마지막 부분에 제작일을 표시했다. 제작일이 확인

되는 경우 발표일 뒤에 대괄호([ ])로 구분하여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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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제  목 발표지면 발표일 제작일 필명
1 十二月十二日 朝鮮 1930.2~12 - 李箱
2 異常ナ可逆反應 朝鮮と建築

(日文) 1931.7 31. 6. 5 -3 破片ノ景色― 

지도의 암실｣에서 깊이 있게 탐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별다른 주목을 보이지 않은 듯하다.
  이상(李箱)의 작품 연보를 살펴보면 ｢지도의 암실｣이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 때문이다. 첫째, ｢지도의 암실｣은 
‘이상(李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최초의 작품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상(李箱)’이
라는 필명을 쓰게 될 작가가 ‘이상(李箱)’에 대해 깊이 있고 입체적인 소개를 처음
으로 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작품이다.160) ｢지도의 암실｣ 뒤에도 ｢봉별기
(逢別記)｣(『여성(女性)』, 1936.12), ｢종생기(終生記)｣(『조광(朝光)』, 1937.5[1936.11.22]), 
｢환시기(幻視記)｣(『청색지(靑色紙)』, 1938.6), ｢실화(失花)｣(『문장(文章)』, 1939. 3), ｢김
유정(金裕貞)｣(『청색지』, 1939. 5) 등의 다섯 작품에서 ‘이상(李箱)’이 작중인물로 나
오기는 하지만, ｢지도의 암실｣만큼 ‘이상(李箱)’의 생각이나 행위가 깊이 있게 파헤
쳐지는 경우는 없다. ｢봉별기｣ 등의 네 작품은 연애 사건과 관련된 짤막한 에피소
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김유정｣의 경우는 ‘구인회’의 인물평 가운데 일종의 
보조인물로 잠깐 등장하는 정도이다. 
  바로 앞에서 ｢지도의 암실｣의 작가가 ‘앞으로 이상(李箱)이라는 필명을 쓰게 될 
작가’라고 썼는데,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작품 연보를 확인해보자.(표6)

160)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사항이 따라붙는다. 첫째, 정확히 말하자면 ｢지도의 암실｣의 등
장인물은 ‘이상(李箱)’이 아니라 ‘리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의 제목과 본문에 삽입된 
백화문 및 불어와 영어 표현을 제외하고 순한글로 표기된 작품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어서 ‘리상=이상(李箱)’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건축무한육면각체｣ 계열시 가
운데 하나인 ｢진단 0:1｣은 진단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시인데,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이름이 ‘이상(李箱)’으로 표시돼 있어, 이 시에서도 이상이 스스로를 이상이라고 부르며 
그의 생각과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진단서의 작성 일
자가 1931년 10월 26일로 명시되어 있어 이것이 작품 제작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
론이 옳다면 이 시는 ｢지도의 암실｣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다. 다만 발표일(취조선과 건축
흐, 1932.7)을 따져보면 ｢지도의 암실｣(취조선흐, 1932.3)이 앞설 뿐 아니라, ‘이상(李箱)’이
라는 가공의 인물에 대한 표현의 밀도, 다채로움 등의 측면에서 ｢진단 0:1｣은 ｢지도의 
암실｣에 비해 매우 간략한 스케치여서 작가 이상이 ‘이상(李箱)’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규
정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지도의 암실｣에 비해 그 중요성이 
현격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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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俺ノAMOUREUSEデアル
4 ▽ノ遊戱―

  △ハ俺ノAMOUREUSEデアル
5

ひげ―
  (鬚·鬚·ソノ外ひげデアリ得ルモ
ノラ·皆ノコト)

6 BOITEUX·BOITEUSE 
7 空腹―
8

鳥瞰圖

二人…1…

朝鮮と建築
(日文) 1931.8

31. 8.11

-

9 二人…2… 31. 8.11

10
神經質に肥滿した三角形
  ▽ は 俺 の
AMOUREUSEである

31. 6. 1

11 LE URINE 31. 6.18
12 顔 31. 8.15
13 運動 31. 8.11
14 狂女の告白 31. 8.17
15 興行物天使

-或る後日譚として- 31. 8.18
16

三次角
設計圖

線に關する覺書1

朝鮮と建築
(日文) 1931.10

31. 5.31,
31. 9.11

-

17 線に關する覺書2 31. 9.11
18 線に關する覺書3 31. 9.11
19 線に關する覺書4 31. 9.12
20 線に關する覺書5 31. 9.12
21 線に關する覺書6 31. 9.12
22 線に關する覺書7 31. 9.12

一九三一年  作品第一番

미발표 노트
(日文)

?
獚の記  作品第二番
  - 獚 : 私ノ牧場ヲ守衛スル犬ノ
名マヘデス-(一九三一, 一一, 三日
命名)

31.11. 3

[제목없음] “故王ノ汁…” 31.11. 3, 15
23 地圖의 暗室 朝鮮 1932. 3 32. 2.13 比久
24 休業과 事情 朝鮮 1932. 4 - 甫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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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建築無
限
六面角
體

AU MAGASIN DE 
NOUVEAUTES

朝鮮と建築
(日文) 1932. 7 李箱

26 熱河略圖No.2(未定稿)
27 診斷 0:1 31.10.26?
28 二十二年
29 出版法
30 且8氏の出發
31 眞晝 -或る

ESQUISSE-
…

표 4 이상 작품 연보 가운데 일부(필명란의 ‘-’ 표시는 필명을 쓰지 않고 본명인 김해
경으로 발표했음을 뜻함).

  김해경(金海卿)이 발표한 최초의 작품은 취12월12일흐(취조선흐, 1930.2~12)이며 여기
서 이미 “이상(李箱)”이라는 필명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이후의 작품들, 
1931년 7월부터 10월까지 취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흐에 발표된 ｢이상한 가역반응｣ 
등 6편, ｢조감도(鳥瞰圖)｣ 계열시 8편, ｢삼차각설계도(三次角設計圖)｣ 계열시(｢선에 
관한 각서(線に關する覺書)｣1~7) 7편 등 총 21편의 시가 김해경의 이름으로 발표되었
다. (미발표작은 논외로 하고) 이어서 ｢지도의 암실｣은 비구(比久)라는 필명으로, ｢휴
업과 사정｣(취조선흐)은 ‘보산(甫山)’이라는 필명으로 각각 1932년 3월과 4월에 발표
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1930년 2월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해경은 약 2년 반 동안 
데뷔작을 제외하고는 ‘이상(李箱)’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본명을 주로 사
용했으며 ‘비구’와 ‘보산’이라는 필명을 쓰기도 했다. 김해경이 ｢지도의 암실｣을 쓰
고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말해서 1932년 7월 취조선과 건축흐에 ‘이상(李箱)’이
라는 이름으로 ｢건축무한육면각체(建築無限六面角體)｣ 계열시 7편을 발표한 뒤 계
속해서 같은 필명을 쓰기 전에는, 김해경이 ‘이상(李箱)’이라는 점은 아직 불분명했
으며 발표일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도의 암실｣을 제외한다면 김해경의 글쓰기 
작업 속에서 아직 ‘이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았다. 이 점에서 ｢지도의 암
실｣의 서두에 “나는 리상이라는한우수운사람을아안다 물론나는그에대하야 한보
려하는것이거니와”(II:194)161)라고 쓴 것은 특별해 보인다. 이런 맥락들을 고려한다
면, 김해경이 ｢지도의 암실｣에서 ‘이상(李箱)’이라는 인물을 창조하고 그 형상을 스

161) 권영민 편, 취이상 전집 2 단편소설흐, 뿔, 2009, p.194; 이하 이상(李箱)의 텍스트 인용
은 권영민 편 이상전집에 따르며 전집 권수를 로마숫자로 페이지 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 본문에 약식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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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암실｣ ｢지도의 암실｣과 유사한 부분들 (발표일)
거울에열닌들창에서 그는리상-이

상히이일흠은 그의그것과갓거니와
-을맛난다 리상은그와갓치 운동
복의준비를차렷는데 다만리상은그와
달라서 아모것도하지안는다하면 리

나는至今거울을안가젓소만은거울
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잇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事業에골몰할
요(I:34)

｢거울｣
(33.10)

및
｢오감도-
시제15호｣

스로에게 설명한 뒤에야 작가는 ‘이상(李箱)’이라는 어떤 성격, 시선, 발화의 장소
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이상(李箱)’의 이름으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162)

  둘째, 이상(李箱)의 작품들은 어떤 모티프들을 반복하거나 변주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작품이 ｢지도의 암실｣이다. 이 소설이 ｢오감도 – 시제1호｣, ｢오감도 – 시제6호｣, 
｢AU MAGASIN DE NOUVEATES｣, ｢거울｣, ｢아침｣, ｢슬픈 이야기｣ 등을 직접적
으로 떠올리게 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
다.(표5)

162) 이러한 추정에 대해서 ‘이상(李箱)’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구본웅의 조카 구광모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李
箱)이라는 이름은 경성고공 입학 무렵에 만들어진 이름이다. 1927년 3월 보성고보를 졸
업한 김해경에게 구본웅이 졸업선물 겸 경성고공 입학 선물로 사생상(寫生箱, 스케치박
스)을 선물했는데, 이상(李箱)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필명에 ‘상(箱)’자를 넣
고, 사생상의 재료인 ‘목(木)’자가 들어간 성씨 중에서 다양성과 함축성을 지닌 ‘이(李)’씨 
성을 붙였다는 것이다(｢‘友人像’과 ‘女人像’ - 구본웅 이상 나혜석의 우정과 예술｣, 취신동
아흐2002년 11월호). 이름을 조합하는 방식이나 의의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상’의 이름의 
유래가 구본웅에게서 유래된 것이라고 구본웅의 조카가 진술한 것이어서 이 진술을 그대
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상(李箱)’이라는 이름이 경성고등공업학교 시절
의 친구들에게 알려진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추억의 가지가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1929년도 경성고등공
업학교 졸업 기념앨범은 이상에 의해 편집되었는데, 여기에 졸업의 감회를 적은 졸업생
들의 ‘사인sign판’이 있으며 ‘사인판’의 문장들 가운데 하나가 “보고도모르는것을폭로(暴
露)식혀라!/ 그것은발명(發明)보다도발견(發見)! 거긔에도/ 노력(努力)은필요(必要)하다”라
는 에피그람이고 그 끝에 ‘李箱’이라고 적혀 있다. 17명의 졸업생들끼리의 우정을 기념하
는 이 졸업앨범에 ‘이상(李箱)’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써놓은 것으로 보아, 이상(李箱)은 
1929년 이전 경성고등공업학교 시절부터 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상(李箱)이 ‘이상(李箱)’이라는 ‘기호’를 1927년에서 1929년 사이에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시인-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인물-기호’의 확립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인물-기호’ 안에 시인-작가로서의 사상을 투여하고 구체화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한 구체화를 ｢지도
의 암실｣에 표현된 ‘리상’이 독특한 시적 환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3) 작품은 원문의 표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일문(日文)으로 발표 및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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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어데가서하로종일 잇단말이요 
하고십허한다.

(II:198~199)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 (…) 

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떠케하
랴는陰謀를하는中일가.(I:84)

(34. 8. 8)

그는그책임의무체육선생리상을맛
나면 곳경의를표하야(…) (II:199) 以上 責任醫師 李箱(I:51, 328)

｢진단 0:1｣
(32. 7)

및
｢오감도-
시제4호｣

(34. 7.28)

그가요술가라고하자 별들이구경을
온다고하자 오리온이좌석은 조기라
고하자 두고보자 사실그의생활이 그
로하야금윰즉이게하는즛들의여러가
지라도는 무슨모옵쓸흉내이거나 별
들에게나구경식힐 요술이거나이지이
으로오지안는다.(II:201)

별이 한분식 두분식모여들기 시작
입니다. (…) ｢안드로메다｣ ｢오리온｣ 
이렇게 座席을정하고 卷煙들도 다 
꺼버렸읍니다. 

그때 누가急히 會場뒷문으로 허둥
지둥 들어왔나봅니다. 모든별의 고
개가 한쪽으로 一齊히 기우러젔읍니
다. (…)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모도
들 일즉도라가시라는 傳令입니
다.(IV:286)

｢슬픈 
이야기｣
(유고)

JARDIN ZOOLOGIQUE
CETTE DAME EST-ELLE LA 

FEMME DE MONSEIUR LICHAN?
앵무새당신은 이럿케짓거리면 조

흘 것을그에 나는
OUI!
라고 그러면 조치안켓슴닛가 그럿

케그는생각한다.(II:202)

｢이小姐는紳士李箱의夫人이냐｣｢그
러타｣

나느거기서鸚鵡가怒한것을보앗느
니라. 나는붓그러워서 얼굴이붉어젓
섯겟느니라.(I:57)

｢오감도 – 
시제6호｣

(34. 7.31)

원숭이는 그를흉내내이고 그는원
숭이를흉내내이고 흉내가흉내를 흉
내내이는 것을 흉내내이는 것을 흉
내내이는 것을 흉내내이는것을흉내
내인다(II:202)

지구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의를
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

(…)
옥상정원. 원후를흉내내고있는마드̇ ̇

무아젤̇ ̇ ̇ .163)(I:315)

｢AU 
MAGASIN 

DE 
NOUVEATE

S｣
(32. 7)

락타는그런음란한편지를먹지말앗
스면 먹으면괴로움이몸이살을말르게
하리라는것을 락타는모르니하는수업
다는것을 생각한그는연필로백지에 
그것을얼는배앗허노흐라는 편지를써
서먹이고십헛스나락타는 괴로움을모
른다.

(II:203)

안해는낙타를닮아서편지를삼킨채
로죽어가나보다. 벌써나는그것을읽
어버리고 있다. (…) 한 장얇은접시
를닮아안해의표정은창백하게수척하
여있다. (…) 자네애인을불러줌세 아̇ ̇ ̇ ̇ ̇ ̇ ̇ ̇ ̇ ̇
드레스도알고있다네(I:383)̇ ̇ ̇ ̇ ̇ ̇ ̇ ̇ ̇ ̇ ̇ ̇ ̇ ̇ ̇ ̇

｢아침｣
(유고)

작품의 경우는 가독성을 고려해 권영민 편 취이상 전집흐(뿔, 2009)의 국역본을 따랐다.



- 127 -

活胡同是死胡同 死胡同是活胡同
[뚫린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요, 막
다른 골목은 뚫린 골목이다 - 인용
자]

(II:205)

(길은막달은골목이適當하오.) (…) 
(길은뚫닌골목이라도適當하오.) 
(I:42)

｢오감도 – 
시제1호｣

(34. 7.24)

그에게무덤을경험케하얏슬인 가
장간단한불변색이다 그것은어데를가
드라도 마귀처럼트릭크를 우슬것
을생각하는그는그의모자를 버서우
에놋코그가만히잇는 모자가가민히잇
는틈을타서 그의구두바닥으로힘 
나려밟어보아버리고십흔마음이 종아
리살구지 나려갓것만그곳에서도
장엄히도승천하야버렷다.(II:208)

古城압풀밧이잇고풀밧우에나는내
帽子를버서노앗다.

(…) 空中을向하야노힌내帽子의깁
히는切迫한하늘을불은다. 별안간乞
人은 慄慄한風彩를허리굽혀한개의돌
을내帽子속에치뜨려넛는다. 나는벌
서氣節하얏다. 心臟이頭蓋骨속으로
옴겨가는地圖가보인다. 싸늘한손이
내니마에닷는다. 내니마에는싸늘한
손자옥이烙印되여언제까지지어지지
안앗다.(I:80)

｢오감도-
시제14호｣
(34. 8. 7)

표 5 ｢지도의 암실｣과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

  이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지도의 암실｣에서 한꺼번에 미리 암시된 사실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 했고, 또 이들 작품들끼리의 의미연관이 ｢지도의 암실｣의 전개에 따른 맥락화와 
연결될 가능성도 별다른 주의를 끌지 못했다. ｢지도의 암실｣이 이후에 쓰일 이상
(李箱) 텍스트들을 미리서 연결시키면서 예고한다는 점을 참조하면서 이 소설을 이
상(李箱) 텍스트 전체의 기획과 비교해보려는 시도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표5
에서 보듯 이 작품은 1932년에서 34년 사이에 발표된 작품들에서 꾸준히 그 흔적
을 드러내고 있고, 1936년에 발표된 ｢날개｣를 비롯해 이상(李箱)의 죽음 다섯 달 
전으로 작품 제작일(36년 11월 20일)이 기록되어 있는 ｢종생기｣까지의 다수 작품에 
나타나 있는 ‘어긋난 남녀 관계’의 문제가 ｢지도의 암실｣에서도 주요 모티프 가운
데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도의 암실｣은 이상(李箱)의 작품 연보에서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 다양한 작품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본다면 ｢지도의 암실｣가 이상(李箱) 문학 텍스트 전체에 대한 개요 혹은 약
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만 하다. 다만 ｢지도의 암실｣은 너
무 다양한 이미지와 에피소드들을 겹쳐놓고 있으며 각각의 문장들도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 텍스트 자체가 이러한 접근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지도의 암실｣은 독해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소설이라는 시각164)

164) 조연정, ｢독서불가능의 실험으로서의 ｢지도의 암실｣｣, 취한국현대문학연구흐 32집, 
2010.12 ; 이상 전집을 편집하기도 했던 주석가 역시 ｢지도의 암실｣에 상세한 주석을 시
도하면서도 이 작품을 말하자면 무의미 소설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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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소설이 독해를 불가능하게 할 만큼 서로 연관이 
없는 이미지들의 무질서한 나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소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는 분명히 ‘사건들의 전개’가 유의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알레고리화된 
어떤 ‘과제 혹은 목표’ 또한 드러나 있다. 
  정리하자면, ｢지도의 암실｣은 이상(李箱) 문학 텍스트 전체의 주인공이면서 동시
에 그 안에서 창조된 작가인 이상(李箱)이라는 인물의 탄생장면에 해당하며 그의 
‘과제 혹은 목표’에 대한 강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지
도의 암실｣은 다른 많은 이상(李箱) 텍스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도의 암실｣에 대한 충실한 독해를 얻을 수 있다면 이와 관련된 다른 텍스트들
의 관계와 맥락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역 또한 가능하다. 말하자면 ｢지도의 암실｣은 이상(李箱) 텍스트 전체에 대한 
간접적인 안내서이자 요약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지도의 암실｣은 
그 자체로 매우 까다로운 텍스트여서 조심스러운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했고 과감한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방향에 필요한 일부 장면들
을 따로 떼어내서 해석하고 활용해왔다. 결국 ｢지도의 암실｣에 대한 상세한 주석은 
아직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문학적 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 절에서는 우선 ｢지도의 암실｣에 대한 주석 작업을 시도하면서 
이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추출해내고 이어서 이 문제와 이상
(李箱) 문학 텍스트 전체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할 것이다. 결
론을 미리 말하자면, ｢지도의 암실｣은 ‘작가의 의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이상(李箱)’이라는 인물을 창조했는데 이 의무는 ‘죽음의 탐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상(李箱)이 탐구하는 죽음은 한편으로는 근대적 풍경들
에 대한 진단이며 동시에 그러한 풍경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풍경이 생성되도록 자
극하는 처방이다. 이 진단과 처방을 텍스트 내에서 정교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
상(李箱)은 다양한 기호들을 창조하고 배치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2절과 3절에
서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자.
  ｢지도의 암실｣을 개괄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순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들 사이에서 다섯 개의 백화문(白話文) 문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 문장
들은 시각적으로 장, 절을 구분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면에서도 이 문장들이 

이야기를 이루는 뚜렷한 줄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 결국 극적 갈등도, 위기의 국면도, 
전환의 고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삽화는 우연적인 생각, 그 기원을 따지기 어려
운 연상, 그리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생각들로 채워진다. 동기화되지 않은 행위, 지표가 
없는 동작은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권영
민, 취이상 텍스트 연구흐, 뿔, 2009,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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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의 매듭을 지으며 독립적인 에피소드의 구획을 설정하기도 하고 다른 에
피소드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① 離三茅閣路到北停車場 坐黃布車去(삼모각로에서 북정거장까지 황포차를 타고 간다)165)

  ② 你上那兒去 而且 做甚麽(당신은 어디에 가서 게다가 무엇을 하려는가?)
  ③ 活胡同是死胡同 死胡同是活胡同(뚫린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요, 막다른 골목은 뚫린 골
목이다)
  ④ 笑 怕 怒(웃다 무서워하다 성내다)
  ⑤ 我是二 雖說沒給得三也 我是三(나는 2이다 3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는 역시 3이다)  
  
  우선 이 백화문들을 이어 읽으며 ｢지도의 암실｣의 전체 분위기를 살펴보자. 란명
이 지적한 것처럼 ①의 ‘북정거장’은 당시 신문 지면을 요란하게 했던 상해사변 격
전지의 지명(地名)이며,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 발발)을 뒤이어 다시 한번 분출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동북아시아의 정치 및 군사적 격동의 기호가 되었
다가166) 1937년 2차 상해사변 때 또다시 신문 기사의 여러 지면에 등장하게 된다. 
‘삼모각로’는 이 북정거장 인근의 도교사원이다.167) 그래서 ①은 인력거168)를 타고 

165) 이하 백화문의 번역은 란명의 번역을 따르되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가운데 주석가
들 사이의 의견이 특히 엇갈리는 부분은 ①, ⑤인데, 란명은 ①의 ‘삼모각로’와 ‘북정거
장’이 상해사변의 역사적 현장의 지명(地名)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이 부분
의 주석에서 가장 설득력있고 확실한 설명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이상 <지도의 암
실>을 부유하는 “상하이”｣, 취이상적 월경과 시의 생성흐, 역락, 2010, pp.32~37). 이에 비
하면 ②, ③, ④의 번역 및 주석들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③의 경우 ｢오감도 
시제1호｣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 란명의 번역을 수정하였다.

166) 란명, ｢이상 <지도의 암실>을 부유하는 “상하이”｣, 취이상적 월경과 시의 생성흐, 역락, 
2010, pp.32~37; 상해사변은 1932년 1월 18일, 그러니까 ｢지도의 암실｣이 쓰이기 약 한
달 전에 발발했다. 취동아일보흐1월 22일자 신문에 ｢상해의 일중사태(日中事態) 악화 중
대사변(重大事變) 발발형세｣와 같은 기사가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고, ‘북정거장’이라는 
지명은 같은 신문의 ｢전차를 선두로 일본군 진격｣(1932. 2. 5.), ｢북정거장 이북 일본군 
대폭격｣(1932. 2.12), ｢일본군 공륙(空陸) 호응하야 중국군 일개여(一個旅) 격퇴｣(1932. 
2.13), 또 취매일신보흐의 ｢복단대학(復旦大學)을 비롯하야 북정거장일대 화해화(火海化) 암
흑의 상해에 화도(火稻)만 충천(衝天) 중국병(中國兵)의 약탈방화｣(1932. 2. 5), ｢상해전투 
의연맹렬(依然猛烈) 적야포진지에 폭탄을 투하분쇄 아공군(我空軍)의 행동개시 장렬한 공
중전전개｣(1932. 2. 7)와 같은 다수의 기사에서 꾸준히 등장하여 전투 상황을 자세히 전
하고 있다. 상해사변에서 중국은 패전하였고 중일 양국이 정전 협정을 맺기 전 1932년 4
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의 승전파티가 열렸는데 이때 윤봉길이 폭탄을 
투척했다. 같은날 취동아일보흐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32년 5월 4일자 신문에는 체포 
광경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실감과 달리 당시 상해사변 소식은 조선인들에
게 지속적으로 전해졌고 또 특별한 관심을 불러 모아 주요뉴스거리가 되었으며, ‘북정거
장’은 그러한 관심이 집중된 구체적 기호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맥락이 ｢지도의 암실｣
의 서두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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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이 빗발치는 상해사변의 격전지를 향해 가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데 그렇게 위험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어서 ②가 여기에 따라
붙는 질문처럼 읽힌다. ‘북정거장에 가다니, 그곳이 어디라고 거기에 간다는 말인
가. 그 위험한 곳에 간다고 한들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③～⑤
는 ①, ②에 비하면 의미가 조금 불투명하지만 ②에서 질문이 던져졌으니 그에 대
한 암시적인 답변들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 뚫려있는 골목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이며, 막다른 골목이야말로 뚫린 골목이라면, 남들이 모두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하는 곳 다시 말해 너무도 위험해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들 하는 곳을 향해 난 
그 길을 따라 가는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④ : 여기(｢지도의 암실｣)에 제
시된 시적 환상들이 뭐가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무의미한 헛소리로 들린다면 독자들은 이에 대해 화를 낼 법하다. 이런 환상들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서운 이야기라
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공포를 깨닫고 나면 화난 표정들은 산산히 
조각나는데 그것이 조각나는 장면을 보면 차라리 웃음이 난다. 이 광기어린 웃음이 
한편으로는 분노의 가면을 찢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공포를 품고 있는 것이 
｢지도의 암실｣의 복합적인 정서의 형태이다.169) 결국 그곳에 가서 내가 하려는 일
은 어떤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셈이다. ⑤ : 나는 2일 뿐이며, 3을 얻을 수 없지
만, 끝내 3이 되는 것이 나의 과제이자 목표이다. 그러한 과제와 목표를 위해 나는 
그곳에 간다(여기서는 이 숫자들이 아직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읽힌다. 이 숫자들
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상(李箱)의 다른 작품들과의 의미연관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167) ‘북정거장’에 비해 ‘삼모각로’는 당시 신문지면에 오르내리던 지명(地名)은 아니다. 이 
낯선 명칭이 어떻게 이상(李箱)의 글쓰기에 끼어들게 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지도를 
펼쳐 손가락으로 짚어가는 ｢지도의 암실｣의 이어지는 장면으로 미루어 볼 때, 소설 속의 
리상이 상하이 지도를 펼쳐 신문에서 본 ‘북정거장’을 짚어보다가 인근의 ‘삼모각로’를 
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68) ①의 “황포차(黃布車)”는 “황포차(黃包車)”의 오식일 것이다. 황포차(黃包車)는 상하이
의 인력거를 가리키는 말인데, 란명은 ‘包’를 ‘布’로 바꾼 것이 단순한 오식이 아니라 노
란색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글, p.34, 각주 14번.

169) ④가 ｢지도의 암실｣이 세 겹으로 구성된 이야기임을 암시한다고 읽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다. ②와 ③ 사이에는 가면으로서의 ‘화난 표정’에 대한 묘사가 있고(“성낫슬
내여거는표정을작만하라고 그래서그는그럿케해바닷다 몸덩이는성나지아니하고 얼굴만
성나(…)멋적엇스나 그는그래도그것을 압세워내세우기로하얏다 그러케하지안이하면 아니
되게다른것들 (…) 심지어K지도그를놀리러드는것이닛가”(II:200)), ④의 바로 앞부분에서 
화난 표정의 가면이 찢고 공포가 드러났다가 다시 웃어버리는 감정의 변화가 차례대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그는무서움이 일시에치밀어서성내인얼골의성내인 성내인것들을헤
치고 홱압흐로나슨다 (…) 성내엿든것들의 싹둑싹둑된모양이 그에게는한업시 가엽서보혀
서 (…) 그도 모르게얼른그만우서버려서”(II: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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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2절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자). 
  ①～⑤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 백화문 문답
  문 : (상해사변을 환기시키며) 위험천만한 곳을 향해 가는 당신, 대체 어디
로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인가?
  답 :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야말로 오히려 갈 수 있는 길이니 그
곳으로 나는 간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화를 내버리고 마는 것이 
상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무서
움 위에 광기어린 웃음을 덧씌워놓았다. 나는 2일 뿐이며, 3을 얻을 수 없지
만, 끝내 3이 되는 것이 나의 과제이자 목표이다. 이를 위해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것이 백화문을 통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으면서도, 백화문 조각들이 순한글
의 본문 속에 흩어져 있어 오히려 잘 눈에 띄지 않기도 하는 ｢지도의 암실｣의 개
요라고 생각된다.170) 이 개요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백화문들을 감싸고 있는 순한
글 표기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 ①의 앞부분부터 ⑤의 뒷부
분까지 모두 여섯개의 순한글 본문 조각들을 (A)~(F)로 구분해서 표시했다.
  ①의 앞에는, ｢지도의 암실｣이 ‘리상’이라는 남자에 대한 관찰기라는 점을 분명
히 밝히는 짧은 도입부가 있다.

(A) ㉠기인동안잠자고 은동안누엇든것이 은동안 잠자고 기인동안누엇섯든 
그이다 네시에누으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덜 아홉 그리고 열시지리상―나는
리상이라는한우수운사람을아안다 물론나는그에대하야 한보려하는것이거니
와―은㉡그에서 그의하는일을어던지는 것이다. 태양이양지처럼나려이는
밤에비를퍼붓게하야 ㉢그는레인코오트가업스면 그것은엇나하야방을나슨
다.(II: 194, 이하 굵은 글씨 및 밑줄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에 굵은 글씨로 강조해놓은 것처럼, ｢지도의 암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우
선 “리상이라는한우수운사람(…)에대하야 한보려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한 ｢지도의 암실｣의 백화문 문답과 연결지어 본다면, 그 위험천만한 곳을 향해 
가는 사람, 우스워 보이지만((A)에서도 그는 우스운 사람으로 규정된다) 그 안에 공포와 

170) 명백한 의미연관을 이루는 문장들을 일부러 흩어놓아 눈에 잘 띄지 않게 해놓는 것이 
기호놀이의 일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상해사변을 언급하는 일
은 검열을 피하는 장치를 필요로 하기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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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2이지만 3이 되려는 사람이 곧 ‘리상’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A)에는 그가 우스운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도 한 가지 성격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그에게는 ‘잠’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다. 단지 새벽 네 시에야 잠이 들어 
아침 열시에야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다. ㉠은 ‘긴 동안의 잠과 짧은 동안의 누워있
음’이 ‘짧은 동안의 잠과 긴 동안의 누워있음’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어떤 명제에 대해 대칭 명제를 만들어낸 다음 그 둘의 구분을 혼란에 빠뜨
리는 이상(李箱) 특유의 역설, 예컨대 “뚫린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요, 막다른 골목
은 뚫린 골목”과 같은 구조의 역설이 여기에도 제시되어 있다. 그와 같은 표현에서 
이상(李箱)이 제시하는 것은 단지 길이 막혀있다거나 뚫려있다거나 하는 양자택일
의 선택지가 아니라, 어떤 길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길목이야말로 뚫린 길목이 아닐까?). 다시 인용문의 경우로 돌아오
면, 이상이라는 우스운 사람의 문제는 ‘잠’과 ‘잠들지 않고 그저 누워있는 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상은 여기서 깨어 활동하는 상태도 아니고 잠들어있
는 상태도 아닌 어떤 중간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같다. 이 잠의 문제는 (C)에서도 다
시 반복해서 환기되었다가(“자나안자나마찬가지 인바에야안자도조치만안자도조치만 그래
도자는것이 나앗다(…) 잠은죽어라고이으로 자그만콤만더왓스면 되겟다는데도더안이와서 
안이자기만하려들어안이잔다”(II:204)) 작품 전체의 마지막 문장을 “얼마나모든것을 다
니즐수잇서 편할가하고그는잔다”(II:214)로 끝을 맺고 있어, ｢지도의 암실｣은 한편으
로 잠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과정이기도 한 셈이다.171)

  ㉠과 같은 복잡한 표현은 평범하고 단순한 독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
금 다음 구절로 곧장 이어 읽지 못하게 막고 ‘잠이라는 것은 그저 누워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와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끔 유도한다.172) 잠은 어떤 점에서 그

171) 이것이 ｢지도의 암실｣에 우연히 끼어든 사소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 이상(李箱) 텍스트
의 여러 장면들에서 이 문제들이 반복되는데, 그의 출세작 ｢날개｣는 어떤 의미에서 아달
린에 취해있는 잠으로부터 빠져나와 날개가 돋아나는 정오의 환상을 불러내는 문제를 다
루고 있으며, 이상(李箱)의 마지막 작품으로 보이는 ｢실화｣의 서두에서도 “꿈―꿈이면 좋
겠다. 그렇나 나는 자는것이아니다. 누은것도아니다.”(II:346)와 같은 표현이 보인다.

172) 이것이 “윗트와 파라독스를 바둑 布石처럼 느러놓”(｢날개｣, II:258)는 이상의 문법이 노
리는 효과이며 그 난해함의 의의이다. 어떤 사건들이나 생각들을 재현하기보다, 평범한 
재현들이 포함하고 있는 난점들을 부각시키면서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사유를 시작하도록 
독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니체가 문명 비판을 위해 제시한 독특한 스타일
을 연상시킨다. 이상(李箱)이 니체의 독자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일본
의 정기간행물들에서 니체에 관한 글이 실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의 마지막 10년이었
으며 1901년에서 1903년까지는 니체 수용을 둘러싼 대대적인 “미적 삶” 논쟁이 벌어져 
당대의 유명한 문사들은 거의 모두 여기에 참여했다. 이쿠타 초코(生田長江)가 취차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흐를 일본어로 처음 완역한 것이 1911년이었고, 1916년에서 19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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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누워있는 것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태양의 순
환이 밤의 죽음과 아침의 부활이라는 소박하고 보편적인 신화를 암시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사람들의 잠과 깨어남은 이러한 순환에 호응한다. 사람들은 태양이 
사라진 밤에 작은 죽음인 잠에 드는데, 이 작은 죽음은 또다시 아침의 작은 부활
을 준비하는 것이어서 충분한 휴식 속에 새로운 활기를 축적해서 다음날의 떠오르
는 태양과 함께 사람들이 새로운 한낮에 온전히 참여하게 해준다. 잠은 그저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준비이며 깨어남과 더불어서 태양의 궤적과 같은 
원환을 이룬다. 그런데 리상에게는 잠이 부활을 위한 충분한 휴식, 자궁으로 전환
하는 정신적 무덤이 되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기만 한 것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이
다. 리상에게는 잠과 깨어남, 낮과 밤의 신화적 원환이 깨뜨려져 있다. 여기서 태
양의 둥근 궤적과 깨뜨려진 원환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자의적인 해석이
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상(李箱)이 “직선(直線)은원(圓)을살해(殺害)하였는가”(｢
이상한가역반응｣, 취조선과 건축흐, 1931. 7), “태양군(太陽群)의틈사구니를쏘다니는시

사이 일본어판 니체 전집이 출간되었다. 일본에서의 니체 수용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에
서 미시마 유키오에 이르기까지 일본 문학의 주요 작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으
로 알려져 있다.(일본의 니체 수용에 대해서는 Graham Parkes, “The orientation of 
the Nietzchean Text” & “The Early Reception of Nietzsche’s Philosophy in 
Japan”, edited by Graham Parkes, Nietzsche and asian though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Chicago and London), 1996 참조) 이러한 사정들로 미뤄볼 때, 일
본 문학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이상(李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니체를 
읽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덧붙여 이상(李箱)의 표현들 중에 니체의 스
타일과 흡사한 대목들을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점을 강조하면 이상과 니체를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이상(李箱)의 가장 독특한 시
어(詩語) 가운데 하나인 ‘역도병(逆倒病)’은 단순히 앞뒤좌우가 바뀌는 기이함에 대한 취
향이 아니라 문명비판적인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니체의 취도덕의 계보학흐의 
‘Umwertung(가치전도)’가 일본어 ‘逆倒’와 연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란명의 지적이 앞
서 있었다.(｢소화제국의 담론 공간과 이상적 모더니즘｣, 취한국현대문학연구 32집흐, 
2010.12, p.63). 둘째, ‘위트와 패러독스의 포석’ 운운과 함께 “實로 나로서는 너무나過
濫히侈奢스럽고 어마어마한 세간사리를 작만한 것이다./ 그런데―/ 或  지나치지나 않았
나. 天下에 炯眼이 없지않으니까 너무 金칠을 않이했다가는 서툴리 들킬염려가 있다.”(｢
종생기｣(II:313~314)와 같은 구절은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표현하는 니체의 취인간적인 너
무나 인간적인흐의 1권 209절의 한 대목과 내용상 상당 부분이 서로 호응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노령(老齡)의 기쁨 – 좀더 나은 자기 자신을 작품 속에 감추어 놓은 사상
가와 예술가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서서히 시간 속에서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 
거의 악의에 찬 기쁜을 느낀다. 그것은 마치 모든 보물을 이미 구해냈고 그의 금고는 비
어 있는데 도둑이 그 금고를 열려고 애쓰는 것을 한구석에서 바라볼 때의 기쁨과 같다”
(니체, 김미기 옮김, 취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I흐, 책세상, 2001, p.204). 양쪽 모두에서 
작품은 작가의 정신적 정수(精髓)를 숨겨둔 비밀상자이며 이 때문에 이 상자를 수식하는 
수사적 장치들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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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꼭끼요―./ 순간  자기(磁器)와같은태양(太陽)이다시또한개솟아올랐다.”(｢대낮 
–어느ESQUISSE-｣, 취조선과 건축흐, 1932. 7), “녹이 슨 금환(金環)”(｢무제｣, IV:383)173)

과 같은 표현을 쓸 때도 문제 상황은 원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그
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자에서는 원이 살해당했고, 후자에서는 원환 운동에 어떤 정체(停
滯)가 생겨 태양이 이미 하늘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새로운(“또한개”) 태양이 떠올라 태양의 
‘무리’가 만들어졌다). (A)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불면의 밤에 태양이 비추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상’은 ㉡“그에서 그의하는일을여던지는것이다.” 이를 두
고 새벽 네 시에 일을 마치고 아침 10시까지 잔다거나174) 누워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175) 풀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상(李箱)이 공들여 복
잡하게 표현한 것을 단순한 의미로 환원하려고 할 때 놓치는 부분들에도 함께 유
의해야 한다. 이상(李箱)은 그저 일을 마쳤다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쓰지 
않고 여기서 분명히 ‘그’로부터 ‘그의 일’을 ‘분리’하는 것(떼어 던지기)을 강조해놓
고 있다. ‘리상’은 잠과 깨어남의 원환운동이 깨뜨려져 있는 가운데 ‘일’과 관련된 
그의 일상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와 비일상적인 어떤 특수한 시공간 속으로 들어가
는 것처럼 보인다. 밤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일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밤에 취하는 수면은 일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잠이 다음날의 원활한 업무 진행
에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일의 업무를 위해 즐거운 밤의 유희들을 중단
하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어야만 하는 일상적 경험에서 우리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 모리스 블랑쇼는 이런 소박한 일상의 지혜에 깊이와 섬세함을 더해서, 우리
가 잠들어 있는 한 결코 밤은 없는 것이며 우리는 다만 낮의 시간으로 다시 깨어
나기 위해 잠드는 것이라고 썼다. 그에 따르면 ‘잠의 관리’와 ‘낮의 이성과 노동
(일)’은 매우 밀접한 데 비해, 밤은 그러한 연관관계의 바깥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
에 진정한 밤은 언제나 불면의 밤이다.176) 지금 리상에게 주어진 시간, 낮과 밤의 
순환에서 이탈해 그가 그의 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이 이를테
면 ‘불면의 밤’인 것이다.
  ‘리상’은 깨어남으로 이어지는 잠의 시간과 이러한 잠의 시간에 깊이 연루된 ‘이
성과 노동이 지배하는 낮의 시간’에서 벗어나 어떤 환상적인 시간으로 들어서는 듯

173) 이것은 유고 노트로 발견되어 김윤성의 번역에 의해 취현대문학흐(1966.7)에 공개된 작
품의 한 대목이다. 이 작품의 말미에는 “……아아, 죽음의 숲이 그립다…….”와 같은 표
현이 눈에 띈다. “고왕(故王)의 땀……”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태양의 원환운동이 제 
빛을 잃은 가운데 그러한 원환의 바깥을 산책하다가 죽음의 숲을 탐색하고자 하나 쇠울
타리에 갇혀 있는 황(獚)을 발견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174) 권영민 편, 취이상 전집2흐, 뿔, 2009, p.194.
175) 신형철, ｢이상(李箱) 문학의 역사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p.37.
176) 모리스 블랑쇼, 이달승 옮김, 취문학의 공간흐, 그린비, 2010, pp.38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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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결국 이 대목에는 두 차원의 시간이 겹쳐있는 셈인데, 하나는 낮의 ‘일’과 밤
의 ‘잠’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시간이며, 이러한 현실의 시간 바깥에 있는 ‘불면의 
밤’의 시간이 있다. 후자의 독특한 시간의 층위에서 리상의 시적 실험은 다양한 환
상들을 전개한다.177) 실제로 이어지는 대목에서 시적 환상이 시작되고 있다. 밤인
데도 태양이 내리 쪼이고 있고, 태양이 비추는데도 비가 퍼붓고 있다.178) 이상(李
箱)은 이 환상적인 장면에 덧붙여 ㉢“그는레인코오트가업스면 그것은엇나하야방
을나슨다”고 쓰고 있다. 태양이 내리 쬐는 밤의 폭우 속에서 레인코트가 없다면 어
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을 하느라(“그것은엇나하
야”) 리상은 피실험자인 자기 자신을 방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 외출은 시적 환상 
속에서 이뤄진 실험이므로, 이 장면을 비오는 날 우의 없이 나가는 현실의 외출 
장면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잠과 깨어남의 원환운동이 깨뜨려지고 
‘일’로부터 떨어져나 와있는 특수한 시공간 속에서만 가능한 환상적인 실험이다. ｢
지도의 암실｣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리상이 이와 같은 환상적인 실험을 수행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작품의 첫머리에서 강하게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a) 잠과 깨어남의 원환운동에서 빠져나온, 우스워 보이는 리상은, 일상적인 
일로부터도 분리되어 태양이 내리쬐는 밤이라는 시적 환상 속을 탐색하려고 

177) 다소 어지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의 시간’으로부터 ‘시간 바깥의 시간’ 혹은 ‘환상
의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시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낯선 시도는 아니다. 샤를 보들레르의 
여러 시편들 특히 ｢시계｣와 같은 시에는 시간 바깥의 시간 즉 “공간처럼 무한하고 엄숙
한 시간 – 시계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러나 한숨처럼 가볍고 눈길처럼 재빠른 고정된 
시간”(윤영애 옮김, 취파리의 우울흐, 민음사, 1979, p.95)에 대한 사유가 있으며, ｢이중의 
방｣과 같은 시에서도, 시간이 사라진 시간에서 다양한 환상과 쾌락, 시적 실험들을 누리
다가 시간이 되돌아 비루한 현실로 추락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나는 호기심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이 검은 별들을 여러 번 연구해보았다. (…) 이 최상의 삶을 나는 일 분 일 
분마다, 일 초 일 초마다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제는 이미 분도 초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사라진 것이다!” “오! 그렇군! 시간이 다시 나타났다. (…) 시간은 마치 
황소를 부리듯 그의 두 개의 바늘로 나를 채찍질하며 (…) 나를 재촉한다”(취파리의 우울
흐, pp.37~38). 

178) 권영민은 이 대목을 ‘밤에 환하게 전구를 밝혀놓은 것’이라고 읽고 있다.(II:194 각주3
번) 또 앞에서 인용한 시 ｢대낮 –어느ESQUISSE-｣의 “태양군(太陽群)의틈사구니”에서 태
양이 하나가 아닌 점에 착안하여 ‘가로등 또는 전등불이 밝혀진 거리’로 읽고 있다.(I:353 
각주11번) 이상(李箱) 텍스트에 대한 과잉 해석을 경계하는 주석가의 신중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지만, 이런 식의 설명이 시적 환상을 일상적인 장면들로 환원하는 것은 이상(李箱)
이 애써 가다듬은 이미지와 수수께끼들의 독특함을 무력하고 평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시 작품의 독해에서는 ‘태양군’을 여러 개의 가
로등으로 바꿔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로등에서 수많은 태양들을 보는 시적 환
상의 내적 논리와 효과를 음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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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탐색은 환상의 폭우 속에서 레인코트가 없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기 실험이기도 하다.

  (A)의 뒤에는, 앞에서 살펴본 ①의 백화문이 이어진다. 리상은 시적 환상의 자기 
실험을 위해 방을 나선 뒤 ‘삼모각로’를 떠나 ‘북정거장’으로 황포차를 타고 간다. 
물론 리상이 실제로 상하이에 간 것은 아니며, 그의 환상-외출-실험이 상해 사변
으로 표출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거 있거나 그러한 상황 속의 문제를 겨냥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B)의 도입부에 “엇던방에서그는손
락을걸린다 손락은질풍과갓치지도우를거읏는데 그는마안흔은광을보앗건만의
지는것는것을엄격케한다”(II:195)고 쓸 때, 리상은 한편으로는 지도를 펼치고 상해 
사변의 격전지를 짚어보고 있는 것일 텐데, 지도를 짚어보는 손가락에는 위험천만
한 산책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다.179) 이 위험한 산책이자 시적 실험을 위해 지도
를 펼치고 있는 ‘어떤 방’은 앞의 인용문 (A)에서 본 것처럼 ‘잠-깨어남’의 원환과 
‘일’의 세계에서 이탈되어 시적 실험을 시작하는 환상적인 공간일 텐데, 이상(李箱)
은 이것을 가리켜 ‘지도의 암실(暗室)’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제목으로 내세운 것으
로 생각된다.180)

  ‘지도의 암실’에서의 이 ‘위험한 산책-시적 실험’은 곧이어 “옷”, “봉투”, “앙
을르”(백열전구), “글자”, “침구”, “거울”과 같은 여러 소재 혹은 실험 대상에 의해 
언뜻 산만하게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소재들이 산책-실
험을 방해한다기보다 산책-실험을 통해 음미하게 된 사유-이미지의 조각들이어서 
오히려 산책-실험의 전체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며 ｢지도의 암실｣의 전체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된다. 
  이 소재들을 ‘옷’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자. 리상은 밤의 태양이 내리쪼이는 시적 
환상의 폭우 속에서 레인코트 없이 외출했을 때의 경과를 궁금해 하며 어떤 산책-

179) 손가락으로 지도를 걷고 있을 때 보였다는 ‘그 많은 은광’은 무엇일까. 권영민은 그것
을 은광(銀光)으로 보고 ‘하늘에 빛나는 별빛, 또는 수많은 별들’의 은유라고 풀이했는데 
그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풀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과
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바로 앞의 ‘북정거장’과 바로 뒤의 “외그는평화를발견하얏는
지”를 염두에 둔다면 이 ‘은광’은 격전지에서 빗발치는 ‘총탄의 섬광’으로 읽는 것이 자
연스럽다. 그 총탄의 섬광을 보고도 산책-실험을 위한 리상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위험
을 감수하며 산책하기를 엄격하게 한다. 리상은 싱거운 우스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
라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180) 앞에서 언급한 보들레르의 시 ｢이중의 방｣에서도 현실적 시간 바깥의 환상의 시간이 
펼쳐지는 곳은 정신적 에너지가 집중된 하나의 방, “일종의 몽상과도 유사한 어떤 방, 진
정 정신적인 방”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정신적 방을 이상은 어둠의 방, 암실(暗室)이라
고 부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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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하는 중이다. 그때의 레인코트는 시적 환상의 부정적인 측면들로부터 리상
을 보호하면서도 그 보호 아래 시적 환상들과 접촉하게 해주는 특별한 장치처럼 
읽힌다.181) 이어지는 대목에서 ‘레인코트’ 대신에 ‘옷’이 나오는데 이 둘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B)-1 옷도그는아니고 그의하는일이라고그는옷에대한귀찬은감정의버릇을늘하
로의한번식벗는것으로 (…) 안버린다. (…) 그가그의밝안몸덩이를가지고단이는
묵어운로역에서버서나고십허하는갈망이다 시게도칠랴거든칠것이다 하는 마음
보로(…) 관대한세월은 그에게이에시작된다.(II:196) 

  리상의 ‘옷’에는 레인코트나 모자의 보호-접촉 기능이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리상에게 꼭 맞는 것 같지도 않다. (A)에서 확인한 것처럼, 원환이 깨
뜨려진 불면의 시공간, 다시 말해서 ‘지도의 암실’에서 리상은 그가 하는 ‘일’과 분
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옷은 리상 자신이 아니라 ‘그의 일’과 관련되어 있
고(“옷도그는아니고 그의하는일이라고”) 그러므로 그의 옷 또한 리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들과 풍부한 잠재
성의 ‘몸’ 위에 ‘일-옷’을 덮어씌우고 ‘일-옷’에 맞춰 행동하는 것은 조금 장난스럽
게 말해서 “귀찬은감정의버릇”일 수 있다. 이상(李箱)은 존재 위에 덮어 씌워지는 
사회적 정체성(예컨대 이상(李箱)의 전기적 사실을 따르자면 총독부 기수)을 ‘일’로 집약
했다가 이것을 다시 ‘옷’과 일치시킨 듯하다.182) 
  그런데 리상은 옷을 입는 것, 사회적 정체성이 요구하는 역할에 자신을 끼워맞
추는 일을 귀찮아하면서도, 그 ‘옷-일’에 자신의 “밝안몸덩이”를 떠맡기고 그러한 

181) 특별한 보호 장치로서 레인코트를 이해하는 것은 (A)의 문맥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상(李箱)의 다른 텍스트의 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황의 기(記)-작품 제2
번 – 황은 나의 목장을 사수하는 개의 이름입니다(1931년11월3일 명명)｣에서의 ‘모자’ 
또한 이상(李箱)이 병들어 누워있는 침상을 감시하며 그의 사상을 보호해 줄 능력을 소유
한 존재로 지칭되고 있다. 해당 장면을 보이면 이렇다. “모자(帽子)―나의 모자 나의 질
상(疾床)을 감시하고 있는 모자/ 나의 사상의 레터 나의 사상의 흔적 너는 알 수 있을
까?/ (…)/ 나의 사상은 네가 내 머리 위에 있지 아니하듯 내 머리에서 사라지고 없다// 
모자 나의 사상을 엄호해 주려무나/ 나의 데스마스크엔 모자는 필요 없게 된단 말이다!” 
이 보호 장치는 사상과 관련될 때는 ‘모자’가 생활 전반과 관련될 때는 ‘옷’이 되는 것 
같다.

182) 이것은 이상(李箱)의 난해한 텍스트를 끼워맞추며 해석하기 위해 고안해낸 기발한 아이
디어가 아니다. ‘일’과 ‘옷’의 일치는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
다. 예컨대 유니폼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직업이나 그의 회사를 곧장 지칭하고 특히 군
복은 그의 계급과 병과(兵科)까지 정확히 표시하면서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역
할과 지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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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放棄)에서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한 해방감이 리상에게 “관대한
세월”이 시작되게 한다. 하지만 이 관대한 세월이 마냥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다. 일-옷 속에 파묻혀 감춰져 버린 “밝안몸덩이”가 오히려 본질적인 자기처럼 읽
히기 때문이다.183)184) 
  이상(李箱)은 이 일-옷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면서 ‘옷 ↔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
벗은 몸뚱이’를 ‘봉투 ↔ 백열전구(“앙을르”)’, ‘글자 ↔ 생각’의 은유체계로 변형
시킨다. 

(B)-2 ㉣-1앙을르에봉투를 씨워서그감소된빗은 어듸로갓는가에대하야도 그
는한번도생각하야본일은업시 그는이러한준비와장소에대하야 관대하니라㉣-2
생각하야본일은업시 그는이러한준비와장소에대하야 관대하니라㉣-3생각하야
본일도업다면 그는속히잠들지아니할가 누구라도㉣-4생각지는아마안는다 ㉤인
류가아즉만들지아니한글자가 그자리에서이랫다 저랫다하니무슨암시 이냐가무
슨닭에 한번닑어지나가면 듸무소용인인글자의고정된기술방법을채용하는 흡
족지안은버릇을쓰기를버리지안을를그는생각한다 글자를저것처럼가지고그하
나만이 이랫다저랫다하면 생각하는것은 사람하나 생각둘말 글자 셋 넷 다
섯 다섯 다섯 다섯그는결국에 시간이라는것의무서운힘을 밋지아
니할수는업다한번지나간것이 하나도쓸데업는것을알면서도 하나를버리는묵은
즛을그도역시거절치안는지그는그에게물어보고십지안타 지금생각나는것이나 
지금가지는글자가잇다가가즐것하나 하나 하나 하나에서모도식못쓸것 인줄알
앗는데외지금가지느냐안가지면 고만이지하야도 벌서가저버렷구나 벌서가저버
렷구나 벌서가젓구나 버렷구나 가젓구나. ㉥그는 압과오는시간을입은 사람

183) 레인코트나 모자처럼 이상(李箱)을 보호하면서 그의 시적 실험을 돕는 것과 대립하는 
‘옷’이 ｢조감도｣ 계열시 ｢신경질적으로비만한삼각형 -▽은나의AMOUREUSE｣에도 나온
다.(“▽이여 씨름에서이겨본경험은몇번이나되느냐.// ▽이여 보아하니외투속에파묻힌등덜
미밖엔없고나.”) 이 옷은 무기력과 허약함의 기호처럼 보이는데 ｢지도의 암실｣의 분위기
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지도의 암실｣은 한편으로 ‘일-옷’을 벗어던지고 ‘빨간 몸뚱이’의 
심연을 탐구하는 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신경질적으로비만한삼각형｣에서도 아무 일
도 하지 않는 상태의 역설적인 풍부함에 대해 상상하는 장면(“나에게여하한고독이찾아올
지라도나는××하지아니할것이다. 오직그러함으로써만./ 나의생애는원색과같이풍부하도
다.”)이 ｢지도의 암실｣의 빨간 몸뚱이와 겹쳐 보인다. xx하지 않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원색과 같은 풍부함과 일-옷을 벗어던진 몸뚱이의 뜨거움/밝음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
다. 

184) 이 관대한 세월은 이 시기 이상(李箱)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시간 측정의 문제를 
방기(放棄)한 것(“시게도칠랴거든칠것이다 하는 마음보”)이기 때문에 겉보기처럼 편안한 
시간일 수 없다. 인용문의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시간이라는것의무서운힘”이라는 구절을 
볼 수 있거니와, ｢이상한 가역반응｣과 ｢조감도｣ 계열시인 ｢운동｣이 또한 시적인 시간 측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편의 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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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지길이든지 거러버리고 거더차고싸와대이고십헛다 벗겨도옷벗 겨도옷 벗
겨도옷 벗겨도옷 인다음에야거더 도길거더 도길인다음에야 한군데버틔고서서 
물너나지만안코 싸와대이기만이라도하고십헛다. (II:196~197)

  이상(李箱)은 ㉣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네 번 반복하면서 자신이 여기서 
생각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들춰내고 있음을 강조해놓고 있다. 전구에 봉투를 씌
워서 전구의 밝기가 감소되었다면, 본래 전구가 갖고 있던 그 빛은 어디로 간 것
일까? 이것은 바로 앞의 옷의 문제와 연결되어 다음의 물음이 자연스럽게 함께 떠
오른다.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벗은 몸뚱이에 사회적 정체성을 요약하고 있는 ‘일-
옷’을 덧입혀서 ‘본질적 자기’의 밝기가 감소되었다면, 본래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빛은 어디로 간 것일까?’185)186) ‘지도의 암실’이라는 시적 환상/실험의 공간에 들
어서기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상을 괴롭히는 시
적 고뇌도 없었고 ‘관대한 세월’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무심함/둔감함 속에서
만 그는 잠들 수 있다(㉣-3 “생각하야본일도업다면 그는속히잠들지아니할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잠의 문제가 환기되는데, 여기서 잠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망각과 깊
이 관련되어 있어서, 잘 잠드는 것은 겉보기와 달리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다. 잠은 오히려 빠져나와야 할 진부한 세계의 상징처럼 보인
다. 이상(李箱)은 여기서 일에 매어있는 옷과 잠(=침구)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발갛
게 달아오른 발가벗은 몸[이하 ‘빨간 몸’으로 약칭]’의 빛과 뜨거움에 대해 탐구해야 
하는 의무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으로 이어져 ‘일-옷 ↔ 빨간 몸’과 ‘봉투 ↔ 백열전구(“앙을르”)’
의 은유체계는 ‘글자 ↔ 생각’로 확장된다. 이상(李箱)에 따르면, 사람들은 “글자의 
고정된 기술(記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흡족지않은버릇”인데 왜냐하면 

185) 옷과 봉투의 유사성은, 밝고 뜨거운 몸체를 감싼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이상이 뒤에 써놓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런 연상을 확정하고 있다. “그는
봉투에싸여업서진지도모르는 앙을르를보고 침구속에반강삶아진그의몸덩이를보고봉투
는 침구다생각한다 봉투는옷이다”(II:197)

186) 이 사라진 빛에 대한 생각은 잠 못 이루는 한가한 리상의 이상한 농담은 아니었을 것
이다. ‘빛’에 대한 시적 사유는 ｢삼차각설계도｣계열시인 ｢선에관한각서｣ 연작 등에서 지
속되면서, 이상의 시적 주제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시에서 과학 용
어들이나 수학 공식처럼 보이는 기호들과 ‘빛’이 함께 나오고 있어 ‘빛’을 근대과학기술
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현대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이상 문학에 대한 이해에 어떤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
다. ｢지도의 암실｣에서도 ｢삼차각설계도｣ 계열시에서도 ‘빛’은 근대과학의 어떤 장면들을 
환기시키면서도 ‘나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압축
시켰다가 발산시키는 리듬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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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겪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섬세하고 복합적인 변화들을 무한히 
발생시키는 흐름과 움직임 그 자체인데 고정된 기술 방법으로는 붙잡는 순간 이미 
지나간 것이 되어버려 이제는 소용없는 과거의 파편만을 붙잡을 수 있을 뿐 그러
한 순간들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의 흐름에는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감당할만한 글자는 ㉤“인류가아즉만들지아니한글자”다. 그런 글자를 갖지 못하는 
한에서 모든 글자들은 항상 쓰여지자마자 버려야 할 것이 되기 때문에 이상(李箱)
은 “시간이라는것의무서운힘”을 믿게 된다.
  무수한 변화들을 생성해내는 존재의 무한한 펼쳐짐, 즉 시간을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본질적 자기인 ‘빨간 몸’을 감당하는 것을 “노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닮아 있다.187) 리상은 생성의 흐름인 시간도 본질적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리상이 지금 갖고 있는 글자로는 무한한 변화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과 리상이 지금 갖고 있는 옷과 봉투와 침구로는 본질적 자기에서 나오
는 빛과 뜨거움을 감소시킬 뿐이라는 것 또한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상황들이 리
상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 리상은 화가 나있는 듯한 말투를 쓴다. 리상에
게는 참된 글자가 없어서 언제나 창조적 생성의 시간이 이미 빠져나가버린 내다버
려야 할 껍질 조각들만을 손에 쥐어야 했고, 참된 옷이 없어서 본질적 자기 몸의 
빛과 뜨거움을 ‘일’의 영역에 떠넘기고 위축시켜버렸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쓰레기
와 같은 존재의 껍질 조각들만이 있고 본질적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일들만 남아 
있다. 그러한 공허함(‘벗겨도 옷 벗겨도 옷, 걸어도 길 걸어도 길’)에 대해 리상은 화를 
내며 시간의 껍질 조각들, 본질적 자기와 무관한 일들과 싸우고 싶어 한다. 참된 
옷과 참된 글자가 없는 삶은 “바다서는내어던지고 집어서는 내여버리는 하
로”(II:198)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나있고 무엇이든간에 그것과 싸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리상이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시적 투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
니다. 그는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싱거운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듯이 웃어버리고 있

187) 본질적 자기에 대한 탐구를 ‘노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인 
것처럼 시간에 대한 탐구를 두려워하는 것 또한 시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시간
이 포함하고 있는 생성의 흐름의 풍부함과 시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들레르
의 문장을 참고할 만하다. 보들레르의 시각에서 보면 시간은 예술가에게 독창성을 선물
하며, 시인은 시간을 늘이고 그 안에 더 많은 것을 투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의 거의 모든 독창성은 시간이 우리의 감각에 찍어 놓은 낙인에서 비롯”된다.(박기
현 옮김, 취현대 생활의 화가흐, 인문서재, 2013, p.38), “그곳에 가서 숨쉬고 꿈꾸며 무한
의 감각들로 시간을 늘여야 하오. (…) / (…) 그곳은 시간들조차 더욱 느리며 시간은 더 
많은 생각을 함유하고 있소. 시계들조차 그곳에서는 더욱 깊고 의미 깊은 엄숙함 속에 
행복을 울려준다오.”(｢여행에의 초대｣, 취파리의 우울흐,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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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다. 리상의 ‘빨간 몸’과 ‘옷’이 서로 분열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리상 자신
이 분열되면서 지금까지의 시적인 문제제기들을 지속시켜온 리상과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는 리상으로 나뉜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B)의 도입부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K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가 어떤 
인물인지 살피기 위해서, K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모아보기로 하자. 

(B)-3 외그는평화를발견하얏는지 그에게뭇지안코의레한K의바이블얼골에그의
눈에서나온한조각만의보재기를한조각만덥고가버렷다.(II:195~196) 

(B)-4  K는그의방의카렌더의빗이 K의방의카렌더의빗과일치하는것을 조화하는
선량한사람이닛가 붉은빗에대하야겸하야 그에게경고하얏느냐그는몹시생각한
다(II:198)

(C)-3 성낫슬내여거는표정을작만하라고 그래서그는그럿케해바닷다 (…) 그
러케하지안이하면 아니되게다른것들 즉나무사람옷심지어 K지도그를놀리러
드는것이닛가 그는그와관게업는나무사람옷심지어 K를차즈려나가는것이다 사
실나나의나무와스케이틩녀자와 스카아트와교회에가고마안 K는그에게관게업
섯기문에 그러케되는자리로 그는그를옴겨노아보고십흔마음이다 그는K에게
외투를어더그대로돌아서서닙엇다 듯이쾨감이억개에서잔등을걸처잇서서비잇
키지안는다 이상하고나한다.(II:200) 

(F)-1  [리상이 레스토랑에 갔을 때 - 인용자] 그러나K는그의새앗게저진 
얼골을보고곳나가버렷스닛가 다름사람하나가잇다(II:211)

  
  K는 리상에게 외투를 빌려주는 친구일까? 그런 방식으로 읽는다면 ｢지도의 암실
｣에는 주인공 리상과 함께 그의 친구 K, 소설의 말미에 등장하는 레스토랑의 여급
까지 모두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아무
리 많이 잡아도 둘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리상과 K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두 인
격으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인데, 그렇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지도의 암실｣은 처음에 주인공을 소개할 때 ‘리상’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는 
그 뒤로 예외적인 한 장면을 제외하면(이 거울 장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다루기
로 하자) ‘리상’이라는 이름 대신 계속해서 ‘그’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K’가 등장하
는 (B)-3 이후로는 ‘그’가 리상인지 K인지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상
(李箱)은 의도적으로 ‘그’라는 인물 속에서 ‘리상’과 ‘K’의 두 인격을 계속해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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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게끔 만들어놓고 있는 것 같다. 또 ‘그’가 ‘K’의 외투를 빌려 입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도의 암실｣을 포함한 이상(李箱)의 몇몇 텍스트들에
서 옷은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사상을 엄호하는 시적 장치(이 경우는 ‘모자’로 표시된
다)이거나 본질적 자기를 위축시키는 장애물로 어떤 정신적 도구 혹은 상태를 표시
하는 상태이고, 이런 맥락에서 그가 K의 외투를 입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일-옷’의 
사회적 정체성을 본질적 자기 위에 덧씌운 것처럼 보이며 그 옷을 입지 않고 있을 
때 본래적 자기가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리하자면 ‘리
상’과 ‘K’는 ‘그’의 정신적 상태를 표시하는 두 개의 인격이라고 생각된다. (B)-4에
서 보는 것처럼 K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시간의 질서들을 리상 또한 따르기를 바
라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경고하는 자아이다. 반대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리상은 그러한 시간의 질서들의 바깥으로 빠져나가 시적 실험들을 감행하는 시인
의 상징이다. 또한 (F)-1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가면이 찢어져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벗은’의 맨얼굴을 드러낼 때 K는 사라지고 그는 이제 다른 사람 즉 리상이 된
다.188)

  (B)-3을 이런 맥락 속에서 다시 읽어보자. (B)-3의 바로 앞에는 백화문 ① “삼모
각로에서 북정거장까지 황포차를 타고 간다”에 이어서 어떤 방에서 그가 손가락 
끝으로 엄격한 의지를 갖고 산책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B)-3에서 직
접 묻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질문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왜 그는 평화를 발견했
는가? 이 질문은 성경의 얼굴을 하고 있는 K에게, 상해사변의 급박한 전투 장면을 
배경에 깔고 비판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지도의 암실’에서 위험한 산책-시적 실험

188) 이러한 흐름들을 작가 이상(李箱)의 전기적 사실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K’와 ‘리
상’의 두 얼굴은 각각 자연인 김해경과 창조된 등장인물-작가 이상(李箱)에 대응한다. 앞
에서도 썼지만 ｢지도의 암실｣을 쓰고 있는 도중에 이상(李箱)은 아직 ‘비구’나 ‘보산’과 
같은 필명을 쓰는 ‘김해경’이었며 ‘작가 이상(李箱)’의 존재는 아직 불분명했다. 또한 지
금 ｢지도의 암실｣을 쓰고 있는 김해경은 조선총독부 기수였으며 1933년에야 이 일을 그
만두게 되는데, 폐결핵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임의 모든 이유는 아니었
으리라고 추측된다. ｢지도의 암실｣에서 ‘그’가 ‘K’와 ‘리상’의 두 얼굴로 나뉘었을 때 이 
두 얼굴이 좀처럼 한 사람의 얼굴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던 것처럼, 김해경은 자신의 
‘일-옷’과 작가로서의 ‘발갛게 달아오른 벌거벗은’ 과제를 적절히 조화시키지 못했을 것
이다. 1932년 7월 이후에는 이상(李箱)은 ‘이상(李箱)’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작품 
안에 자주 ‘이상(李箱)’을 등장시키기도 했으며 그러한 변화가 시작될 무렵 ‘김해경의 일’
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이상(李箱) 문학 전체에 등장하는 어떤 분열
과 ｢지도의 암실｣을 함께 읽을 때 참고할 사항 가운데 하나이지 ‘K’가 곧 자연인 ‘김해
경’의 약자라거나 ｢지도의 암실｣이 고도의 수수께끼로 되어 있는 자전 소설이라는 식으
로 좁혀서 읽을 필요는 없다. ｢지도의 암실｣에서 이상(李箱)은 자신의 실존적 문제들과도 
통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다 근본적이면서도(이를테면 옷과 몸의 분열, 혹은 글자와 시간
의 어긋남) 시대적인 문제(이를테면 ‘상해사변’으로 대표되는 근대성의 한 국면)를 탐색하
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이기만한 상념들을 거창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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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엄격하게 행하던 리상은 근대적 폭력이 분출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점잖은 
성경 말씀 같은 이야기를 꺼낼 K의 얼굴 위에 자신의 눈에서 나온 한 조각의 보자
기를 덮고 가버렸다.189) 이 장면을 포함해서 ｢지도의 암실｣은 계속해서 일상적인 
틀로부터 ‘빠져나가는’ 흐름들을 강조하면서(밤의 태양이 내려 쪼이는 비오는 밤 레인
코트가 없으면 어쩌나 보려고 방을 나서고, 손가락 끝으로 걷는 산책 중에 K의 얼굴에 보자
기를 덮고 가버리고, 사람들에게 리상 자신이 하는 일을 공개하기는 끔찍한 일이니까 피난
을 가고[뒤에 살펴볼 (C)-4의 내용임] 기타 등등) 시적 환상 속에서 어떤 실험과 사유를 
이어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의 외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
옷 ↔ 빨간 몸’, ‘봉투 ↔ 백열전구(“앙을르”)’, ‘글자 ↔ 생각’의 은유체계를 발
견하면서 어떤 분열과 위축되어 가는 빛과 뜨거움, 시간의 문제 등에 대해 탐구하
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 탐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거나 급진화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진다. (B)-4
에서 리상은 다시 K의 달력과 경고에 붙잡혀 있고,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의 시적 
탐구들이 마치 싱거운 농담이었다는 듯 웃어버리고 있다. 여기서의 리상의 웃음은 
무기력하고 습관적이며 시적 탐구에서 물러서는 웃음인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어떤 
강력한 폭발력을 내장하는 웃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의 웃음은 “대단히넓은우숨
과 대단히좁은우숨을 운반에요하는시간을 초인적으로가장게하야 우서버려보혀줄
수잇섯”(II:198)기 때문이다. 이상(李箱) 문학의 난해함은 이런 이중성에서 나올 때
가 많다. ‘그’는 한편으로 ‘리상’처럼 읽히지만 거기에는 ‘K’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가 많다. ‘옷’은 어떤 때는 본질적 자기를 보호하지만(레인코트, 모자) 또 어
떤 때는 본질적 자기를 가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면(봉투, 침구)이 된다. ‘웃음’
은 시적 탐구로부터 물러난 무기력한 습관일 때도 있지만, 그런 무기력한 가면을 
찢어버릴만한 폭발력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은 이상(李箱) 문학이 어떤 결
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집중된 사유가 잃
기 쉬운 전체성을 섬세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성의 방향으로 그의 
사유가 전개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상(李箱)의 데뷔작 취12월12일흐의 첫 
번째 연재에서부터 제시된 규칙이기도 하다. “그것에대하야생각하야보아라 그런다
음에 너는 그첫번해답의대칭뎜을구한다면 그것은최후의그것의정확한해답일것이
니”(III:136) 이 규칙은 어떤 생각을 내세운 뒤 정반대로 다시 생각하라는 장난스런 
조언이 아니다. 어떤 생각을 전개할 때 정확히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까지를 함께 

189) 이 표현이 가리키는 바는 불분명하지만, 리상의 독특한 시야에서 나온 논리와 주장으
로 K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면, 여기
서의 보자기는 ‘일-옷’보다는 레인코트나 사상의 모자 쪽에 좀 더 가깝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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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만 정확한 해답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난해함은 현란한 
말장난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개념들을 둘러싼 현상들의 풍부함과 복잡함을 따라잡
기 위한 이상(李箱) 문학의 섬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난해함을 
지나치지 않고 분석해내는 것이 이상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다.190)

  이 이중성 혹은 대칭의 원리를 하나의 상징으로 집약한 것이 이상(李箱) 문학의 
끈질긴 주제인 ‘거울’인데, 이 거울 장면은 발표 순서만을 고려한다면 ｢지도의 암
실｣의 (B) 부분에서, ‘그’가 ‘K’와 ‘리상’의 두 얼굴로 나뉘어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
들에 바로 뒤이어, 이상(李箱) 문학 전체에서 처음으로 제시된다. 

(B)-5  거울에열닌들창에서 그는리상―이상히이일흠은 그의그것과갓거니와
―을맛난다 리상은그와갓치 운동복의준비를차렷는데 다만리상은그와달라서
아모것도하지안는다하면 리상은어데가서하로종일잇단말이요 하고십허한다.
  그는그책임의무체육선생리상을맛나면 곳경의를표하야그의얼골을리상의얼골
에다문즐러주느라고 그는수건을쓴다. 그는리상의가는곳에서 하는일지를뭇지
는안앗다 섭섭한글자가하나식 하나식섯다가 씰어지기위하야 나암는
다.(II:198~199)

  K의 달력과 경고에 붙잡혀 있는 리상은 거울 너머에서 자신과 똑같은 차림을 하
고 있으며 이름이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거울 너머의 리상은 거울을 보고 있
는 리상과 이름도 차림새도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또 다르다. 그것은 아마도 거울
을 보고 있는 리상이 지금 K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K와 거리가 먼 리상
(“K는그에게관게업섯기문에”(II:200))은 거울 너머에 있으며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
는지 ‘거울을 보는 리상-K’는 알 수가 없다. ‘거울을 보는 리상-K’는 ‘거울 너머의 

190) 이상(李箱) 텍스트 분석에서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황현산의 
제안은 이상(李箱) 문학에 지금까지 투여된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에서는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 제안이 이상(李箱)의 사유가 ‘근대적 합리성’을 비판하며 니체적 사
유의 높이에서 상식적 견해들을 조롱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의 
한 지식인이 합리적 추론의 끈을 불신하고, 계산의 보장이 없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깊
이 잠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거나 “이 식민지인은 그나마 확실한 것인 
말의 논리와 계산에 ‘절망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단정은(｢이상(李箱)의 막 
달아나기｣, 취잘 표현된 불행흐, 문예중앙, 2012, pp.779~780) 납득하기 어렵다. 끊임없이 
논리와 계산을 초과하려드는 이상(李箱) 문학의 전반적 성향에 비춰볼 때 그렇다. ｢삼차
각설계도｣ 계열시의 첫 번째로 내세워졌고, 이상(李箱)의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작품 제
작일이 두 번으로 나눠 표기돼 그만큼 신중하게 다듬어졌으리라고 생각되는 ｢선에관한각
서1｣에서, 이상(李箱)은 논리와 계산에 매달리기보다 “사람은숫자를버리라”고 요구한다. 
오히려 식민지인이기 때문에 근대성을 먼저 실현하고 그 힘에 도취된 쪽에서 보지 못하
는 측면들을 꿰뚫어보고 날카롭게 비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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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을 두고 “책임의무체육선생리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의무는 의무(醫
務)를 뜻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진단0:1｣에서 “이상(以上) 책임의사(責
任醫師) 이상(李箱)”과 같은 표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을 겹쳐놓고 읽
어본다면, ｢지도의 암실｣에서 거울 속의 리상인 책임의무(醫務) 체육선생이 리상-K
에게 내린 진단이 ｢진단0:1｣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작품 제작일까지 고
려한다면, 이 진단서가 먼저 쓰여졌고 이를 바탕으로 거울 너머의 리상과 ‘거울을 
보는 리상-K’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도의 암실｣에 서사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오감도–시제4호｣에서 두 가지 변경 사항(시의 본문 속 “진단0:1”이 “진단0·1”
로 바뀌었고, 숫자들의 배치가 거울에 비춘 듯 뒤집어져 있다)을 포함하면서 ｢진단0:1｣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오감도-시제4호｣가 ｢진단0:1｣를 정교
하게 다듬은 결과라고 본다면, ｢오감도-시제4호｣를 참고하면서 (B)-5의 의미를 아
래와 같이 보충해서 읽어볼 수 있다.

  거울 너머의 리상은 ‘일-옷’에 매여있는 ‘거울을 보는 리상-K’를 ‘환자’로 규정하
고 있다. 환자인 리상-K가 안고 있는 문제는 첫째, 그의 존재가 무수히 많은 숫자
들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숫자들은 1에서 10까지가 아니라 1에서 9까지 그리고 
0을 덧붙인 것으로 되어 있다. 9를 초과하는 무한대의 숫자를 0으로 표시했다고 
하면 무한한 크기의 사각형의 숫자 덩어리를 요령있게 종이 위에 축도(縮圖)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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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놓은 셈이다. 이런 무한한 숫자들은 “한번지나간것이 하나도쓸데업는것을알면서
도 (…) 벌서가저버렷구나 벌서가젓구나 버렷구나 가젓구나”(II:197)에 해당하는 
“고정된기술방법”의 글자일 것이다(｢선에관한각서1｣의 명제 가운데 하나인 “사람은숫자
를버리라”가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 숫자 덩어리가 무한하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풍부함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무한을 가리킨다. 그것은 말하
자면 무한한 쓰레기 더미인 것이다. 둘째, 그 쓸데없는, 버려야만 하는 숫자들은 
게다가 좌우가 뒤집혀있다. 그 악무한에는 어떤 혼란과 가치전도가 발생한 것이다. 
셋째, ‘거울을 보는 리상-K’를 표시하는 이 무한의 사각형에는 자신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쪼개는 어떤 ‘점’들의 직선(직선은 그 정의상 무한히 늘어나는 곧은 선이다)이 
포함되어 있다. 숫자들의 사각형 아래에 제시된 진단 요약도 1부터 무한까지의 숫
자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악무한과 가치전도, 
그리고 무한한 쓰레기 더미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쪼개는 파열과 붕괴의 예감이 
리상-K에 대한 진단이다. 이 진단은 ｢삼차각설계도｣와 함께 읽을 때 더 드라마틱
한 의미들이 생성되지만, 여기서는 우선 ｢지도의 암실｣의 독해를 위해 이 작업은 
3절로 미뤄두기로 하자. 다만 거울에 비친 리상의 얼굴이 무한한 숫자 덩어리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상(箱)’과도 뜻이 통한다는 점, 그리고 봉투가 전
구의 빛을 가두고 감소시키며 ‘일-옷’이 본질적 자기를 가두고 위축시키듯이 ‘거울
을 보는 리상-K’가 본질적인 리상을 거울 안에 가둬놓고 자신과 닮은 듯 다르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두기로 하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b)  지도의 암실에서 리상은 위험한 산책-시적 실험을 이어가다가 어떤 분열
을 맞게 된다. 상해사변의 격전지를 표시한 지도 위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K
는 봉투를 씌워 빛을 감소시킨 백열전구이며 옷을 입혀 발갛게 달아오른 발
가벗은 몸(본질적 자기)을 감춘 리상이다. 그는 시간의 무한한 변화, 존재의 
무한한 펼쳐짐을 감당할 수 없는 고정된 글자에 대해 낙담하지만 그런 흡족
하지 않은 글자를 쓸 수밖에 없어서 화가 났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K의 달
력과 경고에 순응하고 웃을 뿐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웃음 속에는 어떤 
폭발력이 숨겨져 있다. K에게 순응한 리상은 거울 너머에서 자신과 닮았지만 
자신과는 어딘가 다른 리상을 발견한다. 그는 거울 너머의 리상이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리상과 
K, 거울 너머의 리상과 거울을 보는 리상, 옷과 빨간 몸의 대립쌍들이 역동적
인 모순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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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의 뒤에는, 앞에서 살펴본 백화문 ②가 이어진다. “당신은 어디에 가서 게다
가 무엇을 하려는가?” 이 질문은 ‘거울을 보는 리상-K’가 거울 너머의 리상에게 
던지는 말로도 읽히지만(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시적 환상의 위험한 산책에 대한 질
문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 반대로 읽는 것도 가능하다(이상(李箱)이 이 구절에서 거울 
안팎의 인물을 같은 이름으로 지칭하거나 모호하게 ‘그’로 처리하면서 독자들이 질문의 대상
을 확정할 수 없게끔 의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질적 자기 위에 기만적
인 옷을 덧입고 게다가 ｢오감도-시제4호｣의 진단에 따르면 악무한과 가치전도, 파
열과 붕괴의 예감을 안고 있는 리상-K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울의 안과 밖 모두를 향해 울리고 있는 이 질문에 이어 (C)가 시작되며 
“그는에로시엥코를닑어도조타”가 마치 그 질문에 대응하는 어떤 답변처럼 제시된
다.

(C)-1  그는에로시엥코를닑어도조타 그러나그는본다외나를 못보는눈을가젓느
냐 차라리본다 먹은조반은 그의식도를거처서바로에로시엥코의뇌수로들어서서 
(…) 그는그의조반을 남의뇌에맛기는것은견델수업다고견데지안아버리기로한
다음 곳견데지안는다 ㉦ 그는 차즐것을것찻고도 무엇을차잣는지는알지안는
다.(II: 199)

  란명은 이 대목에 등장하는 맹인 시인 예로센코에 주목하고 에스페란토 운동의 
평화주의 및 세계주의를 환기시키면서도 이상이 “예로센코적 인류주의와 평화주의
에 대한 강한 보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1)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지

191) 란명, ｢이상 <지도의 암실>을 부유하는 “상하이”｣, 취이상적 월경과 시의 생성흐, 역락, 
2010, pp.41~46. 그러나 ｢지도의 암실｣의 K가 ｢인류를 위하여｣의 잔인한 해부학자 K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란명의 가설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이니셜이 같다는 점을 제외하
고는 ｢지도의 암실｣의 K와 ｢인류를 위하여｣의 K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 위에 덧씌우는 ‘옷’에 대한 은유도 예로센코와의 영향관계를 따지기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예로센코의 문맥보다는 근대적 패션을 비판하는 니체적 기호일 가능성
이 더 크다. 또 이상(李箱)이 강조한 “인류가아즉만들지아니한글자”(II:196)를 두고 에스
페란토와 연결짓는 것도 무리한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에스페란토는 유럽과 동아시아에
서 상당한 세력을 얻었으므로 ‘아직 만들지 않은 글자’라는 표현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
니라 ｢지도의 암실｣에서 이상(李箱)이 상상하는 ‘인류가 아직 만들지 않은 글자’는 단순
한 의사소통의 매개를 넘어서 시간의 모든 변화를 따라잡는 초월적인 매개체이므로 에스
페란토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李箱)과 바실리 예로센코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인류를 위하여｣에 등장하는 ‘말하는 개 L’과 이상(李箱)
의 ‘황(獚)’ 사이의 비교가 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란명의 분석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이 모든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상(李箱)이 예로센코적 인류주의와 평
화주의를 거절하고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거절’의 근거에 대해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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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예로센코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예로센코는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한 에스페란티스토이고 시인이자 동화작가였으며 1916년 일본을 방문
한 인도의 시인 라벤드라나트 타고르와 공개 논쟁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1921년 6월 ‘제국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추방된 
예로센코는 에스페란토 운동이 활발했던 상하이로 갔으며 상해노동대학에서 러시
아 문학사와 에스페란토를 강의하기도 해 ｢지도의 암실｣의 배경에도 약간의 관련
이 있다. 당시 상해신문에서 예로센코 특별호를 내기도 했으며 루쉰이 그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아 1922년 그의 작품을 번역해 상하이에서 취예로센코 동화집흐을 출
판하기도 했고, 같은 해 예로센코의 동화 ｢병아리의 비극｣에 화답하는 ｢오리의 희
극(鴨的喜劇)｣을 쓰기도 했다.192)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로센코가 당시 동아시아에서 주목받는 국
제적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이상(李箱) 또한 그를 주목했을 가능성이 충
분하다는 것이다. 란명이 언급한 ｢인류를 위하여｣는 상하이에서 1922년 출간된 중
국어역 취예로센코 동화집흐에도 실려 있고 1924년 동경에서 출판된 그의 세 번째 
창작집의 표제작이 되기도 했다. ｢지도의 암실｣에서 이상이 “에로시엥코를닑어도조
타”고 할 때는 이상(李箱)은 아마도 1924년판 취인류를 위하여人類の爲めに흐를 가
리키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란명의 지적처럼 이상(李箱)이 ｢인류를 위하여｣를 
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동화는 동물실험에 관한 에피소드를 내세워 인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대해 폭로하고 있으며 그러한 파괴 행위
를 자행하는 인류가 과연 진화한 동물인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상(李箱)의 작품 
가운데서는 ｢황의 기｣가 동물실험에 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시작하고 있어서 ｢
황의 기｣와 어떤 비교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텐데, ｢지도의 암실｣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예로센코의 작품 가운데 하나를 떠올리면
서 ｢지도의 암실｣의 (C)-1이 쓰여진 것이라면, 그것은 ｢세계 평화의 날｣일 가능성
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192) 예로센코의 전기적 사실에 대해서는 ｢‘착한 사람’ 예로센코｣(박노자, 취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흐, 한겨레출판, 2007)와 취루쉰흐(후지 쇼조, 백계문 옮김, 한울, 2014, 
pp.107~109) 그리고 국역본 예로센코 우화집 취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슬픔흐(길정행 
옮김, 하늘아래, 2004) 및 취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사흐(김삼수,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6, p.100)에 수록된 연보를 참조했다. 예로센코는 베이징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적막하다, 적막해. 사막에 있는 것처럼 적막해.”(취루쉰흐, p.108에서 재인용)라며 루쉰에
게 한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루쉰에게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통렬한 요약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그 문장은 그대로 루쉰의 ｢오리의 희극｣에 들어가 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만, ｢지도의 암실｣에서 이상(李箱)은 마치 그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을 
썼다. “사막넘어를생각하면 그곳에조흔곳이 친구처럼잇스리라 생각하게한다”(II: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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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페란토 운동사를 다루는 연구가 아니면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세계 평화
의 날｣은 상하이에서 쓰여진 작품이고 전쟁과 폭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을 
내세운 작품이며 또 중국어나 일본어를 거치지 않고 조선의 신문 지면에 에스페란
토 그대로 소개된 에로셴코의 유일한 작품이다.193) 취동아일보흐는 1923년 12월 15
일에 에스페란토를 만든 자멘호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다음해 2월 
4일부터 ‘에스페란토 고정란’을 만들어 매주 월요일 번역 없이 에스페란토로 글을 
게재했다. 취동아일보흐가 에스페란토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광수와 김억 때문
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김억은 여기에 타고르의 시를 에스페란토로 번역하
여 싣기도 했다. ｢세계어의 필요｣(1924.2.4), ｢세계평화와 에스페란토｣(1924.6.9~23) 
등의 기사들이 보이는 가운데 1924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예로센
코의 ｢세계 평화의 날｣이 역시 번역 없이 에스페란토로 게재되어 있다.194) 이 작
품은 취인류를 위하여人類の爲めに흐(동경, 1924)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작가 연보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1921년 10월 쓰인 것으로 되어 있다.
  예로센코의 ｢세계 평화의 날｣을 검토해보면, 그가 전쟁과 폭력에 대해 매우 강력
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우화는 개선 행진을 펼치
는 승리의 군대를 환영하는 모자(母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뻐
하는데 반해 아이는 울고 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세계의 평화의 날이 열렸는
데 아이는 왜 울고 있는 것인가? 아이는 개선 행진의 떠들썩함 속에서 살아돌아오
지 못한 형의 다정한 손길과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이들을 그리
워하는 모든 강아지와 말과 버드나무와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아들의 슬
픔을 격렬하게 분출시키는 표현들이 특히 인상적이다.

193) 이외에도 예로센코에 대한 소개는 취동아일보흐1922년 8월 27일자 기사 ｢맹(盲)시인 에
로 씨(氏)｣에도 보이며, 오천석의 번역으로 ｢무지개나라로｣(취백조흐창간호, 1922.1)가, 박
영희의 번역으로 ｢러지령으로 쌋는 탑(塔)｣(취신여성흐, 1925.12~1926.1), ｢호랑이의 ｣
(취신여성흐, 1926.3~4)이 소개된 바 있다. 김억은 ｢나는 사랑하노라｣와 ｢人類愛｣(취靈臺흐4
호, 1924.12)를 시로 번역했고, 취창조흐9호(1921.5)에는 ｢流浪美女의 豫言 - 世界語雜誌
에서｣가 萬萬生의 번역으로 원작자 표기 없이 소개되어 있는데, 취안서김억전집흐(한국문화
사, 1987)을 엮은 박경수는 이를 예로센코에 대한 김억의 번역으로 봤다.

194) 에로셴코의 작품이 한국의 신문 지면에 소개된 사실은 한국의 에스페란토 운동사에 대
한 탁월한 연구인 취한국에스페란토운동사흐(김삼수,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6년, 
pp.94~101)가 이미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 취에스페란토, 아나키즘 
그리고 평화흐(안종수, 선인, 2006) 및 취한국에스페란토운동80년사흐(이종영, 한국에스페란
토협회, 2003)에도 다시 소개되어 있다. 다만 이 작품은 번역되어 소개된 바 없어 부록
에 졸역을 덧붙이기로 한다. 또한 김삼수 등의 자료가 상당한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논문의 각주 197번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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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냥꾼에게 우리 숲의 모든 뻐꾹새들을 쏘아죽이라고 하세요. 그것
들은 꼭 이 위대한 개선의 날에 탄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벌목꾼들에
게 여기 있는 모든 버드나무들을 베어버리라고 하세요. 그것들은 꼭 세계 평
화의 날에 강물 위로 고개를 떨구고 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어
머니 저에게 명령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나 자신 또한 죽여
버리라고 말해주세요. 강아지가 형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 그 주인
[화자의 아버지를 가리킴 - 인용자] 없이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처럼, 나
도 형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아빠 없이 자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
들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잠들게 해주세
요!195) 

  아이는 어머니에게 개선행진을 기뻐하려거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한 
뒤에 전쟁을 통한 세계의 평화라는 것은 영혼의 평화를 지불하고 고통받는 인간들
의 바다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상해사변을 환기시키고 있는 ｢지도의 암실｣을 읽으며 독자들은 예로센코가 상하
이에서 쓴 ｢세계 평화의 날｣의 전쟁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겹쳐 “읽어도 좋”을 것
이다. 그러나 (C)-1에서 이상(李箱)의 어투는 예로센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
적이면서도 약간은 유보적인,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李箱)의 표현
은 예로센코를 ‘읽어야 한다’가 아니라 ‘읽어도 좋다’이며 거기에 덧붙여, 읽는 것
이 아니라 ‘본다’라고 쓰고 뒤이어 ‘차라리 본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유보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표현해두었다. 그리고 뒤이어 리상은 아침 식사를 하며 예로센코를 
읽는 것 혹은 그의 사상에 호응하는 것은 그가 먹은 음식물을 예로센코의 뇌수에 
맡기는 일과 같으며 그런 일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확실한 거부를 표
시하는 셈이다.
  이상(李箱)이 이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이상(李箱)은 예로센코가 참여한 에스페란토 운동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던 것 같다. 에스페란토 운동 전체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에스페란토 운동에는 약간은 순진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인간의 본래적 선
함에 호소하는 이상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896년에 공개되어 초기 
에스페란티스토들에게 큰 감동을 준 한 편지에서, 에스페란토의 창안자 라자로 자
멘호프Lazaro Zamenhof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환경을 국제어 창안의 동기로 제
시하고 있다. 자멘호프는 유대인, 폴란드인, 러시아인, 독일인, 벨라루스인들이 각

195) 바실리 에로셴코, 졸역, ｢세계 평화의 날｣, 취동아일보흐, 19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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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민족어를 사용하면서 서로에 대해 불신하고 있던 러시아 영토의 비알리스
토크Bjalistoko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환경이 “언어의 다양성이 모든 분야에서 인
류를 분열시키고 적대적으로 나누어 버리는 유일한 또는 적어도 아주 중요한 요인
이라는 것을 확신하게”되었으며 그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불행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196) 인류의 평화와 단합에 기여하려는 어린 자
멘호프의 열망이 그를 에스페란토 박사로 만들었으며 그가 이끈 러시아 에스페란
토 운동에도 깊은 영향을 줬다. 에스페란토 운동을 연구한 울리히 린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혁명이 아닌 인간의 도덕적 재무장을 통해 새 질서의 수립을 어렴
풋이 기대했던 러시아 에스페란티스토들은, 단지 종교적 책임감으로 무장한 창조적 
개인들의 비폭력적 저항을 호소한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i의 제자들과 
매우 흡사했다. 급진주의자들은 톨스토이가 혁명에 대한 젊은이들의 신념을 약화시
켰다고 비난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에스페란티스토들 역시 너무 순진하게 공통
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고, 사회악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7) 이런 이상주의적 정서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다. “그[자멘호프
를 가리킴 - 인용자]의 인본주의 사상은 종종 일본인 사도(使徒)들로부터 거의 새로
운 종교의 경지로 추앙받았”198)고 에스페란토의 ‘인류인주의’가 일본의 토착사상과 
결합한 오오모토교(大本敎)의 잡지의 한 대목에서는 “도덕적, 물질적 문명이 완벽
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정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자! (…) 그
리고 에스페란토는, 나의 강한 확신에 의하면,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해줄 단 
하나의 길이다.”199)와 같은 순진한 사명감과 근거 없는 자신감이 기묘하게 결합된 
문장들이 보이기도 한다. 
  조선의 경우도 이런 이상주의적 흐름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다. 김억은 1916년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동경물리학교에서 에스페란토 하계
강습을 받았고 그때 막 동경제대를 졸업한 오사카켄지小坂狷二가 이 강습을 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200), 나중에 일본 에스페란토 학회 이사이자 취Revuo 
Orienta흐지의 편집장이 된 오사카 켄지가 한국을 방문하여 공개강연을 한 내용이 
취동아일보흐의 ‘에스페란토 고정란’에 ｢세계평화와 에스페란토｣(1924.6.9, 16, 23)라
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201)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보인다. “지상의 모든 민족을 진

196) 울리히 린스, 최만원 옮김, 취위험한 언어흐, 갈무리, 2013, p.19에서 재인용.
197) 위의 책, p.28.
198) 위의 책, p.166.
199) 위의 책, p.167에서 재인용.
200) 김삼수, 취한국에스페란토운동사흐,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76, p.53.
201) 위의 책,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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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형제로 이루어 줄 이 말을 보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엔 민족들이 서로 
잘 이해할 것이며, 그때엔 종족 간의 적대심은 사라질 것”.202) 또 ‘조선세계어연맹’
의 이름으로 발표된 ｢친애하는 형제들에게｣(취동아일보흐, 1924.11.10)에도 “사랑과 이
해 속에서 형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민족적 편견과 장애를 없앨 때는 이미 왔으며 
인류인은 깨어났다. 인도주의적인 현대인류인의 의무와 기쁨은 함께 되어야만 한
다. 형제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 에스페란토주의와 에스페
란토어가 있을 뿐”203)과 같은 표현이 있고, ｢조선에스페란티스토연맹 선언｣(취동아일
보흐, 1924.11.24.)에도 “벗들이여, 보라! 우리들은 아름다운 마음과 따뜻한 인류인주
의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감을.”204)과 같은 표현이 있다.
  예로센코의 취인류를 위하여人類の爲めに흐(동경간행사, 1924)의 맨 앞에는 ‘인류인
(人類人, HOMARANO)’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예로센코의 짧은 시 혹은 자서
(自序)가 에스페란토로 제시되어 있는데205), ‘인류인’이라는 말은 에스페란토 운동
의 흐름들 가운데 순진한 이상주의로 물든 국제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상(李箱)이 예로센코를 이런 흐름들 속에서 파악했다면 그가 예로센코에 전면적
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C)-1의 전반부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읽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이상주의로부터 제기된 폭력과 전쟁에 대한 강
력한 비판을 읽어도 좋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에스페란토 운동의 거점 가운데 하나
였던 상하이에 예로센코가 합류하여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고 또 ｢세계 평화의 날｣
을 쓰고 10년 여가 지난 뒤 이 도시에는 인류인주의의 어떤 결과가 드러났는가. 
인류인주의가 가장 혐오하는 전쟁이 발발한 것을 리상은 ‘보고’ 있다.’ 예로센코의 
작품이 실제로 그런 순진한 이상주의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상(李箱)은 그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비판적 메시지에 공감하면
서도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이상주의 때문에 전쟁과 폭력에 대한 비판이 충분한 
깊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리상을 통해 ‘왜 나를 못 보는 눈을 가졌

202) 위의 책, p.77에서 김삼수의 번역을 재인용.
203) 위의 책, p.90에서 김삼수의 번역을 재인용.
204) 위의 책, p.91에서 김삼수의 번역을 재인용.
205) 그 자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나는 마음에 불을 켰다./ 그것을 어떤 폭력도 끌 수

는 없겠지./ 나는 가슴에 불꽃을　타오르게 한다 했다./ 그것은 죽음으로도 끌 수 없
지.// 불은 타오른다, 내가 세계에 살아있는 한./ 불꽃은 타올랐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나의 이름은 인류인이다./ 불의 이름은 인류의 자유다.”(졸역) 김억이 영대 4호
(1924.12)에 ‘시’로 번역해서 소개한 ｢人類愛｣가 이 ｢인류인｣이다. 에스페란토 원작 및 
일본어 역과 별 차이를 찾기는 어렵지만, 인류인이라는 말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던지 
김억은 인류인을 인류애로 바꿔 놓고 있다. 이상(李箱)이 이 시 혹은 자서(自序)를 봤
다면 그것은 김억의 번역보다는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어판 인류를 위하여일 가능성
이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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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라고 따지듯 물을 때, 그는 예로센코가 맹인 시인이라는 사실을 부주의하게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로센코의 이상주의가 보지 못하는 역사적 전망 같은 것
을 환기시키려고 했다고 생각된다.
  이상(李箱)은 예로센코에 대해 약간의 수긍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거부를 확실히 
표현한 뒤 ㉦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꺼낸다. ｢지도의 암실｣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많지만, 지금 이 대목은 리상이 ‘찾아야 할 것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 
결정적인 대목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곧바로 ‘무엇을 찾았는지는 알지 않는다’고 말
하고는 다른 에피소드로 관심을 전환해버리고 있어, 특히 더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리상은 여기서 완전히 수긍할 수는 없었던 예로센코의 이상주의를 제쳐두
고 다른 무엇을 찾은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찾았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것은 왜인가.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C)-1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태양’의 환상이 이 문맥에서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에피소드로의 전환은 아닌 것 
같다. ‘태양’의 환상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A)에서 태양의 순
환운동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통해 앞에서 조금 다뤄진 소재이기도 하다. (C)-2
의 환상은 한편으로 강력한 시적 환상이기 때문에 리상 자신도 의미를 알지 못하
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로센코보다 더 위험한 표현을 제시했기 때문에 검
열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 의미를 왜곡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어놓아야만 했
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는 차즐것을것찻고도 무엇을차잣는지는알지안는다.) “허위고
발이라는죄목이나에게사형을언도”할 것이므로 “인쇄된분뇨를배설하고다시금그걸
삼”키는 “발각될리없는급수성소화작용”(｢출판법｣)을 여기서 작동시켜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의 환상을 읽어보자.

(C)-2  태양은제온도에조을닐것이다 쏘다트릴것이다 사람은장벌러지처럼
것이다 할것이다 넘어질것이다 색안피조각이그렁소리를내이며 어
저여질것이다 우에눌어부틀것이다 내음새가날것이다 구들것이다 사람은
피부에검은빗으로도금을놀닐것이다 사람은부듸질것이다소리가날것이다.
  사원에서종소리가걸어올것이다 오다가여긔서놀고갈것이다 놀다가가지안이
할것이다.(II:199~200)

  (C)-1에 뒤이어 제시된 이 장면은 독특하게도 미래형 시제로만 일관하고 있어 
환상으로 표현된 예언처럼 읽힌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태양은 자신의 
열기에 취해 졸다가 스스로를 쏟아버릴 것이고 쏟아지는 태양에 놀란 사람들은 벌
레처럼 뛰며 도망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불타버리고 까맣게 그을려 딱딱해지다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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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로 부딪히면 종(鐘)처럼 소리가 날 것이다. 사원의 종소리가 그 소리들과 어
울려 놀 것이라고 약간은 동화처럼 밝은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그 종소리는 모든 
인간들이 검은 도자기로 구워지는 바람에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끔찍하고 괴기스
러운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양 추락의 환상은 예로센코의 ｢인류인｣(각주 209번 
참고)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인류인｣에서는 인류인의 정신이
며 인류의 자유라며 내면의 불꽃을 찬미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어조를 쓰고 있다. 
그러나 ｢지도의 암실｣에서 불꽃은 태양의 추락에 따른 재난이며 그 재난의 결과로 
인간들은 모두 까맣게 구워져버려 괴기스러운 동화의 분위기로 표현되어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묵시록이, 리상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무런 환상이나를 
마구잡이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지금까지의 문맥과의 관련 속에서 읽
어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이상(李箱)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한동안 잠잠한 것처럼 보였던 일본의 군국주의가 만주사변과 상해사변으로 
다시 한 번 폭발하는 순간들을 ‘태양’의 환상으로 굴절시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태양’이라는 기호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추측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기림은 이상(李箱)의 사
후 그에 대한 애도시로 ｢쥬피타 추방｣을 썼는데, ‘쥬피터-이상(李箱)’과 ‘대영제국
의 태양’을 대립시키고 있는 이 시를 두고, 신범순은 이 시가 절묘하게 영국과 일
본을 겹쳐놓고 있으며 ‘제국의 태양’이란 실상 일장기 속의 태양을 가리키는 것이
라고 풀이했다.206) 이 독해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읽히는 
‘태양’은 ｢지도의 암실｣에 먼저 제시되어 있다. 태양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풀이가 
과도한 해석이 아닌 것은 당시의 맥락이 이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지도의 암
실｣이 쓰여지고 발표된 1932년 경성(京城) 사쿠라이(櫻井) 공립심상소학교(公立尋
常小學校)에서 초등학생 1520명을 대상으로 일장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취국기교육(國旗敎育)흐(조선교육회, 1932)에  ｢일장기에 관한 아동의 감상(日
の丸の旗に関する兒童の感想)｣으로 게재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내용에 눈에 띈다. 
“히노마루(日の丸)는 국호[日本]에 꼭 맞는다.”, “히노마루를 보면 군인이 떠오르고 
용감한 느낌을 준다.” “일본은 히노마루가 있어 강하다.”, “태양처럼 온 세계를 비
춘다.”, “야마토 다마시(大和魂)가 살아있어 일본인이 강하다고 느끼게 된다.”, “붉
은 것은 야마토 다마시의 덩어리다.”207) 일본 제국주의와 태양 이미지를 연관짓는 
것은 공립학교의 일상적 교육 내용의 일부였던 것 같다. 만주사변에 이어 다시 한

206) 신범순, 취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 역사시대의 종말과 제4세대 문명의 꿈흐, 현암
사, 2007, pp.46~66.

207) 취국기교육(國旗敎育)흐, 조선교육회, 1932,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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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중국 침공에 나선 상해사변을 보면서, 이상(李箱)은 자신의 열기에 도취된 일본 
제국주의의 태양이 잘못된 잠에 빠져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李箱)은 여기서 까맣게 구워져버린 인간 도자기들을 활용하면서 우화적인 경종
(警鐘)을 울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경종에 비하면 예로센코의 눈물이 조금은 허약
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도의 암실｣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도발적
이고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고 그 때문에 이 메시지가 출판되기 위해
서는 환상을 가미한 굴절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상(李箱)의 ‘출판법’임
을 앞에서 그의 시 ｢출판법｣(｢건축무한육면각체｣ 계열시 가운데 하나임)을 인용하며 밝
힌 바 있다.
  앞에서 ｢지도의 암실｣이 본질적 자기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일-옷’ 대신에 참된 
‘일-옷’을 찾아나서는 모험담에 대한 시적인 우화로 읽힐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
러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이어가자면, 예로센코의 아름답고 정치적으로 올바
르지만 이상주의적인 우화를 읽는 대신 이 파국의 환상을 목격하는 것(“차라리 본
다”)이 리상의 시적 의무, 그의 참된 ‘일-옷’이었던 것 같다. 참된 ‘일-옷’은 끔찍한 
시적 환상을 ‘목격’하면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리상이 K와의 불화 
속에서 K로부터 분열되어 빠져나오려 할 때 리상의 ‘눈’에서 나온 보자기로 K를 
덮으려 했을 것이다. ‘본다는 것’과 ‘눈에서 나온 보자기로 덮는 것’을 연관시키는 
이와 같은 표현 속에서 이상(李箱)은 시적 환상을 본질적 자기의 발갛게 달아올라 
빛나는 발가벗은 몸의 내부로부터 눈을 통해 바깥으로 투사되어 ‘보자기-스크린’에 
비치는 것처럼 묘사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끔찍한 환상은 주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일
상 세계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갖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가 목격하는 환상은 누설
할 수 없는 그의 비밀이 되고, 그러한 비밀을 계속 생각하는 한에서 그는 고독해
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다. 리상이 주위 사람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울 밖의 리상’인 K의 외투를 덧입어 자신을 감춰야만 하고, 
태양-일본의 몰락을 예감하는 시적 환상에 대해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낫
슬내여거는표정을작만”해서 “그것을 압세워내세우기로”(II:200) 한다. 그렇게 할 
때 리상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비밀의 부담을 벗어던지며 해방감을 느낀다(“그는K
에게외투를어더그대로돌아서서닙엇다 듯이쾨감이억개에서잔등으로걸처잇서서비잇키지안는
다”(II:200)). 
  파국에 대한 시적 환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현실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흔들림은 그러나 어느 한쪽에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자신과 관계없는 K의 외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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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 자기가 목격한 환상을 감추며 위축시키는 것은 “무슨모옵쓸흉내”(II:201)일 
뿐이어서 이 또한 불편해지고 결국 환상의 공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고독한 비밀-파국의 환상’((C)-4)과 ‘일상적 세계-K의 외투’((C)-3) 가운데 어느 
쪽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리상의 동요는 ｢지도의 암실｣을 읽기 어렵
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러한 동요 속에서도 끝까지 시적 환상을 포기하지 않는 시
인의 과제야말로 ｢지도의 암실｣의 핵심이다. 이러한 동요는 다음의 인용문들에 표
현되어 있다.

(C)-3 [(C)-2의 시적 환상으로부터 뒤돌아서서]  K는그에게관게업섯기문에 
그러케되는자리로 그는그를옴겨노압고십흔마음이다 그는K에게외투를어더그대
로돌아서서닙엇다 듯이쾨감이억개에서잔등으로걸처잇서서비잇키지안는다 
이상하고나한다.(II:200)

(C)-4  ㉧너무나의미를 닐허버린그와 그의하는일들을 사람들사는사람들틈에
서 공개하기는 한일이닛가 그는피난왓다 이곳에잇다 그는고독하얏다
(…)
  원숭이와 절교한다 원숭이는 그를흉내내이고 그는원숭이를흉내내이고 흉내
가흉내를 흉내내이는것을 흉내내이는것을 흉내내이는것을 흉내내이는것을흉
내내인다 (…) 
  ㉨그의의미는 대체어데서나오는가 머언것갓하서불러오기어려울것갓다 혼자
사아는것이 가장혼자사아는것이 되리라하는마음은 락타를타고십허하게하면 
㉩사막넘어를생각하면 그곳에조흔곳이 친구처럼잇스리라 생각하게한다
(II:201~203)

  
  리상이 밤마다 벗어던지는 ‘일-옷’과는 다른 ‘일’, 시적 환상을 찾아나서는 위태
로운 산책은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자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
을 끔찍하게 여긴다.(㉧) 그래서 리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못하고 “이곳”으로 
혼자 “피난”을 와 “고독”한 상태로 있다. 리상은 그것이 “원숭이와 절교”하는 일과
도 같다고 했다. 그저 흉내내는 일, ‘세상의 이치’ 혹은 ‘K의 외투’가 지시하는 바
에 맞춰 본래적 자기를 변형시키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리상은 그것이 모
방의 악무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K의 외투’는 필요에 따라 잠깐 동안 맡게 
된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그 자신이 ‘리상’인 체 한다. ‘리상’은 ‘K의 외투’를 흉내
내며 자신을 그 역할에 끼워맞추려하고 그럴 수록 ‘K의 외투’는 자신이 진정한 ‘리
상’인 체 한다. 원숭이는 그를 흉내내고 그는 원숭이를 흉내내며 원숭이를 흉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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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그를 원숭이가 흉내내면 모방의 중첩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리상은 그런 
모방의 악무한으로부터 자신을 빼내서 이곳, 시적 환상의 공간으로 피난왔다. 그런
데 그가 이곳으로 피난오며 함께 짊어지고 온 그의 ‘참된 일’(‘일-옷’과는 대립되는 
일이다)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 그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 것일
까?(㉨) 이 질문이 리상에게 갑자기 그가 피난 온 장소를 세계의 바깥, 세상 사람
들의 삶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 고독의 사막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의 의
미는 사막에서 오고, 그가 모방의 악무한으로 만연된 세계로부터 빠져나와 피난 온 
곳 또한 사막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리상은 ‘고독한 비밀-파국의 환상’과 ‘일상적 세계-K의 외
투’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린다. 전자는 본질적이지만 고통스러운 것이고 후자는 
편안하지만 공허하다. 리상은 계속해서 그러한 흔들림 속에 있지만, (C)-3에서는 
세계가 주는 편안함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C)-3에서 리상은 K가 자신과 관
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K와 관계가 있게 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며 K의 외
투를 입고서 이상한 쾌감을 느낀다. 이 장면에서 리상은 자신의 시적 환상 속을 
산책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러한 태도는 (C)-4에서 청산되지 않
고 되돌아와서 “머리를괴롭혀서는안되겟다 마음을몹씨상케하느냐”(II:204) 고 생각
하게끔 한다. 리상은 고통스러운 시적 탐구를 벗어던지고 편안함 잠으로 빠져들어 
한낮의 일상의 세계로 깨어나고 싶어한다(“잠은자야 하느니라”(II:204)). 그러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리상의 흔들림은 ‘일상적 세계-K의 외투’에 안착하면서 편
안한 결말을 맺지 않는다. 다시 반대방향으로 리상은 움직이기 시작하며, 이 흔들
림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지도의 암실｣에서 이러한 
흔들림은 고통스럽게 계속된다. “잠은죽어라고이으로 자그만콤만더왓스면 되겟다
는데도더안이와서 안이자기만하려들어안이잔다 안이잔다면.”(II:204)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 ‘옷 ↔ 빨간 몸’, ‘거울 밖의 리상 ↔ 거울 안의 리상’의 역동적 모순 속
에서 리상은 분열되어 있다. 이 분열된 리상에게 “당신은 어디에 가서 게다가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물음이 던져진다. 리상은 이 물음에 답해나가며 갈팡
질팡한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가? 인류인주의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예로센코의 전쟁 비판과 평화를 향한 호소에 공감해도 좋다. 그러나 그런 이
상주의보다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꿰뚫어보아야 한다. 리상은 에로셴코에게 
공감하는 대신 시적 환상을 본다. 그것은 태양이 추락하여 모든 것이 불타버
리는 미래의 파국이다. 하지만 그런 비현실적 환상을 일상 세계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으므로 그는 비밀의 공간으로 피난을 떠난다. 몹쓸 흉내로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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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세계로부터 벗어나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하지만 바깥은 사막이며 황
무지이고 오로지 혼자만 있어야 하는 고독의 장소이므로 그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리상은 자신의 본질적 자기로부터 피어난 비밀
스러운 환상을 K의 외투 아래 감춰버린다. 그렇게 해서 리상은 고독한 사막
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낀다. 그는 잠과 깨어남의 원환 속에 들어가 
머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고통스런 불면의 환상을 잊고 싶어 하
는 것이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는 잠들지도 못한다. 결국 어디에 가
서 무엇을 하려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세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 위험한 시
적 환상을 목격하는 것과 그런 불면의 환상을 잊고 편안한 잠과 깨어남의 원
환 속에 들어가는 것 사이에서 동요한다.

  리상은 다시 시적 산책-실험을 이어나가려는데 이때 리상은 ‘죽음’을 감지한다. 
편안한 잠 속으로 들어가 현실의 대낮으로 깨어나며, 사회적 관계망들 속에서 ‘일’
을 통해 타인들의 인정을 받는 ‘사회적 자아’를 정립하려는 욕망은 ‘죽음’에 의해 
파괴되며, 시적 산책, 실험, 환상은 ‘죽음’의 파괴적인 이미지 속에서 본모습을 드
러낸다.

(C)-5  잔등이묵어워들어온다 죽엄이그에게왓다고 그는놀라지안아본다 죽엄
이묵직한것이라면 남어지얼마안되는시간은 죽엄이하자는대로하게내여버려두
어 일생에업든 가장위생적인시간을향락하야보는편이 그를위생적이게하야 주
겟다고그는생각하다가 그러면그는죽엄에 견데는세음이냐못 그러는세음인것을
자세히알아내이기어려워고로워한다 죽엄은평행사변형의법측으로 보일르샤알
르의법칙으로 그는압흐로압흐로걸어나가는데도왓다 밀어준다.(II:204~205)

  여기서 리상이 생각하는 ‘죽음’의 위치에는 미묘한 데가 있다. 죽음은 어디에 있
는가? 일상 세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러저러한 삶을 꾸려나가는 데서 어
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만 ‘몹쓸 흉내’만을 발견하는 리상은 세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 고독 속에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몹쓸 흉내’라고 하
더라도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일상적인 규칙들과 의미들은 그러한 사회적 관계들
과 세계 안에 있는 것이므로, 시적 움직임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야말로 
‘죽음’과 깊이 연루된 환상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상(李箱) 문학을 
난해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상(李箱)이 언제나 어떤 상황들이나 개념들을 
단순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적어도 두 방향 이상의 의미들을 동시에 다루
면서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李箱)이 사용하는 ‘옷’의 기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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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 효과를 만드는 것처럼, ｢지도의 암실｣에서 ‘죽음’은 
한편으로 일상적 삶의 조건들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적 실험, 위태로운 산책, 사막 
너머에 감춰둔 고독한 비밀-환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죽음은 리상의 본질적 자아를 숨막히게 하는 세상의 이치 그 자체이다. 모리스 블
랑쇼의 개념으로 이 장면을 다시 설명한다면 이상(李箱)은 ‘불가능한 죽음’과 ‘가능
한 죽음’의 두 층위에 대해 동시에 말하고 있다. 본질적 자기208)를 위축시키고 그
의 어떤 면들을 살해하면서 사회적 자아의 가면에 자기를 끼워맞추고 세계에 참여
할 때, 우리는 ‘가능한 죽음’의 층위를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의미망과 세계의 규
칙들 안에 머물면서 현실적인 삶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벗은 
몸의 강렬한 충동들을 살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삶은 ‘가능한 죽음’의 
층위에서만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가능한 죽음’은 내면의 충동들만을 살해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망과 세계의 규칙들을 위해 인간 앞에 주어진 대상 또
한 그 본질적 측면들을 살해하고 그것들을 사물화하며 도구화한다. 반대로 본질적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 세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 시적 환상에 매혹되는 것은 삶의 
조건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것은 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데 체험이란 삶의 내용물의 덩어리 가운데 한 조각을 가리킨다고 할 때, 죽음의 
공간인 바깥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시적 환상의 체험이란 말의 정의상 불가능하다. 
설령 그것이 환상의 형식으로 예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호하고 불투명하며 
간헐적인 예감은 결코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전달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바깥을 
향한 시적 움직임은 ‘불가능한 죽음’이 된다. 
  이상(李箱)은 현실적 삶의 세계를 성립하게 만드는 ‘가능한 죽음’과 그러한 세계
의 바깥에 남겨진 시적 환상들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불가능한 죽음’을 동시에 다루
고 있다. (C)-5의 바로 앞에서 리상은 “머리를괴롭혀서는안되겟다 마음을몹씨상케
하느냐 (…) 자은자야 하느니라”(II:204)고 하면서 낮과 잠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 세
계 안에서 깨어나는 ‘가능한 죽음’의 일상적 현실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곧
이어 낮과 잠의 순환 속으로 복귀하는 것이 실패했음이 드러난다(“잠은죽어라고이
으로 자그만콤만더왓스면 되겟다는데도더안이와서 안이자기만하려들어안이잔다”(II:204)). 
‘가능한 죽음’에 기반한 현실 세계에 안착하는 데 실패한 리상에게  (C)-5에서 ‘불
가능한 죽음’이 찾아온다. 이 죽음은 사막과 낙타, 태양의 추락의 결과로 불타버린 

208) 이상(李箱)의 표현으로는 ‘발갛게 달아오른 벌거벗은 몸’에 해당하는 이 본질적 자기는, 
니체의 표현으로 바꿔말하면 ‘진정한 사내의 내면에 숨어 있는 어린 아이’(취차라투스트라
는 이렇게 말했다흐, p.110)이다. 니체에게 어린 아이는 ‘창조의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룩한 긍정’의 존재이며, 인간은 세계에 참여하며 이 어린 아이를 망각했다. 차라투스
트라의 명령 가운데 하나는 살해된 채로 잠들어 있는 이 어린 아이를 깨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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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리들의 환상에 이어서 찾아오는 것이며, 그러한 환상들을 요약하는 이미지이
다. ‘불가능한 죽음’에 자신을 내맡길 때 리상은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벗은 몸의 
강렬한 충동의 자유로운 분출을 느끼며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있는 초월적인 환상
들이 쏟아져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때 리상은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어떤 향락을 맛보고 본질적 자기를 오염시켰던 불결한 시간들로부터 벗어나게 된
다(“일생에업든 가장위생적인시간을향락하야보는편이 그를위생적이게하야 주겟다고그는생각
하다가”). 그러한 ‘불가능한 죽음’에 자신을 내맡고 그러한 죽음에 수반되는 강렬한 
환상들이 이 자신을 관통하도록 하는 것이 곧 죽음을 견디는 것이다(“죽엄이하자는
대로하게내여버려두어 (…) 그러면그는죽엄에 견데는세음이냐”). 여기에 이어서 백화문 ③ 
“뚫린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요, 막다른 골목은 뚫린 골목이다(活胡同是死胡同 死
胡同是活胡同)”가 제시된다. 이 백화문이 포함하고 있는 한자들 특히 활(活)과 사
(死)의 대립과 함께 바로 앞의 맥락들을 고려하면 이것을 ‘살아 있는 것이 곧 죽은 
것이며, 죽은 것이 곧 살아 있는 것이다’로 풀이하는 것도 가능하다.209) 불가능한 
죽음의 향락을 맛보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며, 가능한 죽음 속에서 현실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생명력이 빠져나간 허약한 죽음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살아 있는 것이 곧 죽은 것이며, 죽은 것이 곧 살아 있는 것이다’의 명제
가 가리키는 바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죽음’의 영역에 진입할 때 시인에게 그저 시적 환상의 매혹만
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왔듯이, ‘불가능한 죽음’은 현실적 삶의 
조건인 세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 근본적인 고독과 황무지를 겪어야 하는 것이므
로 그것이 죽음의 일종임에는 변함이 없다. ③의 백화문에 뒤이어 나오는 (D)의 도
입부가 ‘불가능한 죽음’의 그러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D) 그에그의잔등외투속에서.
  양복저고리가 하나어젓다 동시에그의눈도 그의입도 그의염통도 그의뇌수
도 그의손락도 외투도 자암뱅이도모도어얼러어젓다 남은것이라고는 단추 
넥타이 한릿틀의탄산와 사부시럭이엿다 그러면그곳에서잇는것은무엇이엿드냐
하야도 위치인페허에지나지안는다 ㉪그는그런다 이곳에서흔어진채 모든것
을다을내여 버려버릴가 이런충동이위에어진팔에 엇던경향과방향을 지
시하고그러기시작하야버리는것이다 ㉫그는무서움이 일시에치밀어서성내인얼
골의성내인 성내인것들을헤치고 홱압흐로나슨다 무서운간판저어뒤에서 기우
웃이이을내여다보는 틈틈이들여다보이는 ㉬성내엿든것들의 싹둑싹둑된모양

209) 이 점에 대해서는 권영민의 주석이 이미 밝힌 바 있다(II:205 각주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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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에게는한업시 가엽서보혀서 (…) 그럿케한참보다가 우숨으로하기로작정
한그는그도 모르게얼는그만우서버려서 그는다시거더드리기어려웟다 압흐로나
슨우슴은화석과갓치화려하얏다.(II:205~206)

  ‘불가능한 죽음’의 환상들에 매혹되어 자신을 내맡기는 한에서, 리상은 현실적인 
의미망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리
상의 옷과 신체는 조각나고 흩어지고 떨어져 내린다. ‘불가능한 죽음’을 겪고 있는 
리상은 마치 유령이라는 듯 일 리터의 탄산가스 부스러기로 남는다. 이 때 리상의 
존재는 ‘폐허’가 된다. 그런데 리상의 ‘죽음’은 계속해서 ‘가능한 죽음’과 ‘불가능한 
죽음’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어서, 이 대목은 동시에 반대의 의미 효과도 만들어낸
다. ‘가능한 죽음’이야말로 리상의 ‘일-옷’ 속에서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벗은 몸’
을 절단내고 해체하기 때문에 리상의 존재는 ‘폐허’가 된다. 리상이 ‘불가능한 죽
음’의 환상들에 매혹되어 있을수록 오히려 살아있는 현실적 자아의 신체가 절단되
고 조각나 있음을 보게 된다. ‘불가능한 죽음’과 폐허를 일치시키거나 ‘가능한 죽
음’과 폐허를 일치시키거나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한 죽음’에는 ‘도취’와 함께 ‘폐
허’의 요소들이 포함되고 이 때문에 자신의 몸이 해체되는 고통스러운 과정들 모두
를 끝내버리고 싶은 충동, 소멸로서의 죽음을 선택하려는 충동을 느낀다(㉪). 이러
한 충동을 수락하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릴 때, ‘불가능한 죽음’과 ‘가능한 죽음’ 
사이에서의 고통스러운 동요 또한 끝날 것이다. 리상의 현실적 자아에 해당하는 K
의 권유에 따라 리상은 지금까지 자신의 시적 환상에 대해서 화가 난 얼굴의 가면
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적 환상이 모든 것을 부숴뜨리고 폐허로 만들
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무서움이 화난 얼굴의 
가면을 찢고 앞으로 나선다(㉫). 리상의 얼굴의 가장 바깥 쪽에 드러나 있는 웃음은 
그러한 무서움을 배경으로 하면서 현실적인 삶의 가면의 파괴를 음미하고 있는 광
기 어린 웃음이다(㉬).210)  
  지금까지 ｢지도의 암실｣을 따라 읽으며 매우 복잡한 논의를 전개했지만, 논의를 
편의를 위해 요점을 단순화하자면 ｢지도의 암실｣은 리상이 시적 환상을 찾아나서
는 모험을 표현하고 있는 우화이다. 이 우화 안에서 리상은 ‘불가능한 죽음’의 매
혹적이지만 고통스러운 체험에 자신을 내맡겼다가 ‘가능한 죽음’의 일상적 리듬의 
편안함으로 돌아오고 ‘가능한 죽음’이 살해하는 본질적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 바깥
으로 빠져나왔다가 ‘불가능한 죽음’에 공포를 느끼며 그로부터 물러서는 왕복운동
을 지속한다. 리상은 죽음에 대한 이 집요한 시적 탐구의 과제를 위해 창조된 인

210) 이 세 단계의 감정이 백화문 ④ “웃다 무서워하다 성내다(笑 怕 怒)”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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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며, 이 과제가 포기될 때 그는 더 이상 리상이 아니다(“지긋지긋이 생각하야보는
것을 할줄몰으는 그는그가안인 그이지 그는생각한다”(II:209)). 그러므로 리상의 죽음은 
아래의 인용문처럼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이어진다.

(E)-1 그는무덤속에서다시한번죽어버리랴고 죽으면그래도 한번은더죽어야하
게되고하야서 죽으면죽어야되고 죽어도 죽어야되고하야서 그는힘드
려한번몹씨 죽어보아도 마찬가지지만그래도 그는여러번여러번죽어보앗스나 
결국마찬가지에서 나는나지안는것이엿다 하느님은그를내여버려두심닛가 
그래하느님은죽고나서죽게내여버려두심닛가 그래그는그의무덤을엇더케 치
을생각하듯흐 머리에 ㉭그는그의잔등속에서 어저나온근거업는 저고리
에그의무덤파편을 주섬주섬싸그러모아가지고 터벅터벅걸어가보기로 작정하야
노코 그러케하야도 하느님은가만히잇나를 그다음에는 가만히잇다면 엇더케
되고 가만히잇지안타면엇더케할작정인가 그것을차레차레보아나려가기로하얏
다.(II:207)

  이 절의 서두에서 ｢지도의 암실｣이 ‘이상(李箱)’이라는 ‘작중인물-작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상(李箱) 문학의 개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상(李箱) 문학은 ‘죽음의 
탐구’를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가능한 죽음’ 쪽으로만 기울 경우 이
상 문학은 현실과 멀어지면서 시적 환상만을 탐닉하게 되고, ‘가능한 죽음’ 쪽으로
만 기울 경우 이상 문학은 시적 충동들을 자제하면서 현실의 파편들만을 수용하면
서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은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李箱)은 이 ‘작중인물-
작가’가 두 죽음 사이를 왕복하면서 계속해서 죽어가도록 만들어 시적 환상과 현실
을 서로에게 관련시키고 두 대립항이 서로를 자극하도록 만들고 있다. 시적 환상은 
현실 세계가 배제하는 바깥을 환기시키면서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도록 만들고, 현
실 세계에 대한 애착은 시적 환상이 무의미한 혼돈에 머무르지 않게 만든다. 리상
이 ‘가능한 죽음’과 ‘불가능한 죽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옷’을 입을 것인
가 벗을 것인가, ‘잠’을 잘 것인가 불면 상태에 있을 것인가 하는 흔들림이 지속된
다. 여기서 이상(李箱)이 두 죽음 사이에서의 계속되는 왕복운동을 ‘계속해서 죽어
가는 죽음’으로 통합하려고 했을 때, 리상의 옷에도 변화가 생긴다. 사상을 엄호하
는 모자-레인코트 없이 시적 환상의 폭우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
하는 ｢지도의 암실｣에서 리상이 우선 찾아낸 것은 리상의 사회적 자아에 해당하는 
‘거울 밖의 리상-K’의 ‘외투’였다. 그 외투가 (E)-1에 이르면 ‘저고리’라고 다르게 
지칭되고, 이 저고리는 사회적 자아와 달리 시적 환상의 침투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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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업는[비현실적인] 저고리”가 된다. ‘레인코트 없이 시적 환상의 폭우 속으로 들
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조건 속에서 시인의 ‘참된 옷’을 구할 수 있을 것인
가’ 이런 질문들이 ｢지도의 암실｣의 도입부에 도입되었다고 했을 때, (E)-1의 ㉭은 
‘비현실적인 새로운 옷(근거없는 저고리)를 만들어, 불가능한 죽음이 만들어낸 조각
난 신체들로 새로운 주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그의
잔등속에서 어저나온근거업는 저고리에그의무덤파편을 주섬주섬싸그러모아가지
고 터벅터벅걸어가보기로 작정”하는 것, 죽음의 이미지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옷을 
입고 시적 모험을 지속하는 것이 이상(李箱)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작가의 의무인 
셈이다. 
  (E)-2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E)-2 ㉮남아잇는박명의령혼 고독한저고리의 폐허를위한완전한보상그의령적산
술 그는저고리를닙고 길을길로나섯다 그것은㉯맛치저고리를 안입은것과갓흔 
조건의특별한사건이다 그는비장한마음을 가지기로하고길을 그길대로생각헤
생각을겨우겨우니여가면서걸엇다 밤이그에게그가갈만한길을잘내여주지안이하
는 협착한속을―그는밤은낫보다 하거나 밤은낮보다되에다랏커나 밤은잣보
다좁거나하다고늘생각하야왓지만 그래도그에게는 별일별로업시 조홧거니와―
그는엄격히걸으며도 유기된그의기억을안 초초히그의뒤를르는저고리의령
혼의 소박한자태에 ㉰그는그의옷깃을여기저기적시여 건설되지도항해되지도 
안는한성질업는지도를 그려서가지고단이는줄 그도모르는채 밤은밤을밀고 밤
은밤에게밀니우고하야 그는㉱밤의밀집부대의 숙으로숙으로점점깁히들어가는 
모험을모험인줄도 모르고모험하고잇는것갓흔것은 그에게잇서 아모것도아닌㉲
그의방정식행동은 그로말매암아 집행되여나가고잇셧다(II:208) 

  (B)에서 제기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램프에 봉투를 씌우면 그 
감소된 빛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과 같이, 옷을 입으면 발갛게 달아오른 발
가벗은 몸의 빛과 열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는 ‘일-옷’이 본질
적 자기를 위축시키고 있으리라는 비판적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
한 탐구를 지속하면서 리상은 ‘마치 옷을 입지 않은 것과 같은 조건의 특별한 사
건’과 만나게 된다(㉯). 이제 리상의 ‘저고리’는 ‘일-옷’과 같은 가면이 아닌 것, ‘참
된 옷’에 가까운 것이어서, 그러한 옷을 입고 나서는 산책은 죽음이 만들어내는 폐
허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된다(㉮). 그의 산책은 영적(靈的)인 산술(算術)(㉮)이며, 
이 영혼의 계산법이 리상의 시적 모험에 밤의 내밀함을 더하고 있다(㉱). 앞에서 이
미 지적한 것이지만, 잠과 깨어남의 순환과 구분되는 불면의 밤은 바깥의 환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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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몰하는 황무지이며, 이러한 환상의 공간이야말로 시적 모험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다. 밤의 내밀함을 향한 그의 모험은 개별 장소들을 찾아 나서거나 어떤 지형
이나 건축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의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러한 모험은 낭만주의적 영감처럼 신비의 순간에 시인에게 벼락처럼 찾아
오는 축복이 아니라, 시적인 실험 속에서 조금씩 ‘집행’되는 것이다(㉲). 이런 장면
들은 흔히 이해되는 것처럼 이상(李箱) 문학이 사회사적 층위의 모더니티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모더니즘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재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의 문학
을 신비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으로 잘못 읽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
도의 암실｣은 시종일관 ‘죽음에 대한 탐구’와 ‘시적 환상 속의 산책’을 동일한 것처
럼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환상은 오로지 시인의 정교한 “산술”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11) 
  결국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심지어 무의미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지
도의 암실｣은 이상(李箱)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문학적 과제를 조심스럽게 형성해가
는 과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학적 과제
란, ‘잠’, ‘옷’, ‘사막’ 등에 대한 사유를 거쳐, 현실 세계와 바깥 모두를 아우르는 
죽음에 대한 탐구를 향해 나아가는 정교한 산술의 집행이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것은 ｢지도의 암실｣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상(李箱) 문학 전체의 주제이
기도 할 것이다. ‘죽음의 탐구’라는 주제가 다른 작품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적
용해본다면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어서 살펴봐야 
할 문제이지만, 이 주제가 이상(李箱)의 데뷔작에서도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보자. ‘一九三○, 四, 二十六, 於義州通工事場’이라는 부기를 달
고, 취12월12일흐의 4회 연재분 첫머리에 나오는 ｢작자의 말｣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211) 이런 장면들은, 보들레르가 시인의 정교한 사고와 의지를 통해 신비주의를 갱신하고자 
하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해시시’에 관한 글에서 보들레르는 마약에 의한 도취가 
선물하는 환상에서 시적 체험과 유사한 측면들을 설명한 뒤 이렇게 경고한다. “저 가엾
은 중생들이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노동을 통한 참회도 거부한 채, 검은 
마법을 써서 단박에 초현실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아우성이구나. 마법이 저들을 속여, 잘
못된 행복, 잘못된 빛으로 안내하고 있구나. 그러는 동안 우리 같은 시인과 철학자는 끊
임없는 노역과 명상을 통해 우리 영혼을 만들어왔지. 우리는 부단한 의지의 단련과 변치 
않는 고귀한 영감을 통해 진실한 아름다움의, 아름다운 진실의 정원을 이루어왔지. 하여 
우리는 부단한 의지의 단련과 영원히 변치 않는 고귀한 이지를 통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진정한 미의 정원도 이루게 됐지. 믿음이 산을 옮기리라는 말씀을 믿고,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유일한 기적을 믿고 우리 스스로 이뤄낸 거야!”(샤를 보들레르, 조은섭 옮김, 
｢해시시의 시｣, 취해시시 클럽흐, 싸이북스, 2005,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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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지난날의일은맑앗케 이저주어야하겟다 나조차도그것을이즈려하는것
이니 자살(自殺)은몃번이나 나를 차자왓다 그러나 나는죽을수업섯다.
  나는 얼마동안작으마한 한광명을다시금볼수잇섯다 그러나그것도전연얼마동
안에지나지안이하엿다 그러나 한번나에게자살이차자왓슬에 나는내가여전
히 죽을수업는것을잘알면서도 참으로죽을것을몃번이나생각하얏다. 그만큼이번
에 나를차저온자살은나에게잇서 본질젹 (本質的) 이요 치명적 (致命的) 이엿
기문이다. 
  나는 전연실망가운데잇다 지금에 나의 ㉴이무서운생활이노 (繩) 우에 슨도
승사 (渡繩師) 의모양과갓치 나를지지하고잇다.  
  ㉵모든것이 다 하나도무섭지안이한것이업다 그가운데에도이 ‘죽을수도업는
실망’은 가장큰좌표에잇슬것이다. 
  나에게 ㉶나의일생에다시업는행운이돌아올수만잇다하면 내가자살할수잇슬
도잇슬것이다 그순간지는 나는㉷죽지못하는실망과살지못하는복수(復讐)―
이속에서 호흡을게속할것이다.
  나는지금희망한다 그것은살겟다는희망도 죽겟다는희망도아모것도안이다 다
만 이무서운긔록을다써서맛초기전에는 ㉶′나의그최후에 내가차지할행운은 차
자와주지말앗스며하는것이다 무서운긔록이다.
  펜은나의최후의칼이다.212)

  인용문의 서두에서 이상(李箱)은 자살, 즉 자발적인 죽음에 대한 강렬한 충동이 
찾아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 대목은 김윤식의 취이상 연구흐(1987) 이래로 김해경의 
각혈 및 생물학적 죽음과 관련된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서 비롯된 고백으로 읽혀왔
지만, 이상(李箱)의 아포리즘을 반드시 작가의 실제 삶으로 환원해서 읽어야 할 필
연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살’을 각혈의 증상 때문에 죽음이 가까워졌다
고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살겠다는 희망도 죽겠다는 
희망도 아닌 어떤 것’을 희망한다는 선언도 죽음을 예감하는 청년의 두려움에 찬 
고백으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인용문을 살펴보면 공포의 원인이 ‘죽
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용문이 우선 강조하는 것은 자살, 즉 자발적인 죽음
에 대한 강렬한 충동이며, 그것이 지난날의 이상(李箱)을 모두 잊게 만들만큼 결정
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를 실망시키는 것은 폐결핵 때문에 너무 이른 나
이에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죽음에 대한 자발적 요
구’를 스스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것이 ‘죽을 수도 없는 실망’(㉵)이라

212) 김주현 주해, 취정본 이상문학전집 2 – 소설흐, 소명출판, 2005, p.74; 권영민 편 취이상 
전집흐(뿔, 2009)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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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이상(李箱)은 실망스럽게도 죽음을 완성시킬 수는 없었
지만 여전히 그것을 요구했고 “참으로죽을것을몃번이나생각하얏다”. 여기서 이상
(李箱)은 현실적 세계 안에서의 삶으로부터 빠져나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체험하고
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면서도, 죽음에 대한 탐구를 심도 있게 지속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가장큰좌표”이며 작가의 가
장 큰 관심사항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글쓰기 안에 어떻게 ‘죽음’을 도입할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상(李箱)의 관심사항이다. 
  한편 ‘불가능한 죽음’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삶의 기반들을 포기하는 것
이기 때문에 ｢지도의 암실｣의 (D)에서처럼 그러한 움직임에서 신체들은 조각나고 
폐허만이 남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불가능한 죽음의 영역에 펼
쳐져 있는 시적 환상들에 비춰보면 현실적 세계 안에서의 위축된 삶 또한 다른 의
미에서 조각나있고 폐허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다 하나도무섭지안이한것이업다”
(㉵). 죽음의 거울에 비춰 현실의 삶 속에서 조각난 신체와 폐허를 보는 것도 무서
운 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상(李箱)은 한편으로 자신의 글쓰기 속에서 죽음을 
완성시킬 수 없는 실망스러운 단계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환상을 통해 
현실적 삶의 끔찍한 이미지들을 겪으며 현실 세계의 규칙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일 수 없기 때문에 “죽지못하는실망과살지못하는복수(復讐)”(㉷)에 대해 말한다. 이
상(李箱)은 스스로가 ‘죽지 못하는 실망과 살지 못하는 복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죽지 못하는 실망과 살지 못하는 복수’ 사이에 
있는 도승사(渡繩師)의 이미지는 ‘가능한 죽음’과 ‘불가능한 죽음’ 사이에서 흔들리
고 있는 리상의 모습과 흡사하다. 양쪽 모두에서 이상(李箱)은 자신의 과제에 대해
서 생각한다. ｢지도의 암실｣에서는 영적인 산술(算術)에 의해 집행되어 나가는 밤
의 내밀함 속에서의 모험이, 그리고 취12월12일흐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죽지 못하
는 실망과 살지 못하는 복수’ 혹은 가능한 죽음과 불가능한 죽음 사이에서의 ‘무서
움에 대한 기록’이 이상(李箱)의 과제로 되어 있다. 이상(李箱)의 문학적 작업은 글
쓰기를 통한 죽음의 탐구이며, 그러한 탐구를 통한 죽음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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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음의 풍경 – 평면 세계의 조감도와 거울의 구도

  죽음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무서운 기록’(취12월12일흐)과 ‘밤의 심연으로의 모험
을 위한 영적 산술의 집행’(｢지도의 암실｣)이란 무엇이며, 그러한 기록과 모험 속에
서 생겨나는 ‘리상이 새로 얻은 옷에 적셔지고 그려지는 지도’(｢지도의 암실｣)는 무
엇인가?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한 것이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현실의 세계로부터 
빠져나가 ‘불가능한 죽음’ 쪽으로 나아가 비현실적인, 바깥의, 낯선 환상들을 맛보
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시적 환상들에 비춰 현실 안에 이미 침투해 
있는 ‘가능한 죽음’의 폐허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 양방향의 움직임이 이상(李箱)의 
독특한 ‘거울’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듯 ‘현대인의 의식의 분열’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죽음과 불가능한 죽음의 양방향 
모두로 펼쳐져 있는 존재의 전 영역을 다루는 시적 인식과 측정의 문제이며 동시
에 구체적인 삶을 비판적으로 꿰뚫어보며 생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을 자극하
는 이미지들의 생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생성의 힘을 잃은 현실의 삶을 인식
해내고 생성의 힘이 잠복해있는 불가능한 죽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
는 것이 ‘무서운 기록’이자 ‘밤의 심연으로의 모험을 위한 영적 산술의 집행’이며 
‘리상이 새로 얻은 옷에 적셔지고 그려지는 지도’이다. 이러한 기록과 영적 산술의 
집행, 그리고 지도의 완성이 곧 ‘죽음의 완성’이다. 이상(李箱) 문학의 가장 낯선 
특징을 이루며 수수께끼처럼 보이기도 하는, 숫자와 기호들, 여기저기에서 반복해
서 등장하는, 개와 새, 낙타와 같은 동물 기호들이 죽음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
  ‘죽음의 완성’을 통해 생성의 힘과 죽음의 심연을 일치시키는 것이야말로 이상
(李箱) 문학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3절에서 다루기로 하
고 2절에서는 ‘죽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죽음의 풍경’에 대한 
인식을 다루기로 하자. 이상(李箱) 문학에서 ‘죽음의 완성’을 위한 이미지의 운동과 
‘죽음의 풍경’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는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이상(李箱) 문학
을 통해 시에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적 설명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李箱)은 여러 작품들에서 ‘죽음의 풍경’을 시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응결점들이 숫자 2이자, 도시 풍경에 대한 
조감도이며 거울 구도이다. 이 두 요소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자.  
  우선 이상(李箱)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상(李箱)의 기본 숫자는 ‘2’라고 
생각된다. 거울의 안과 밖의 대립, △과 ▽의 대립, 오른손과 왼손의 대립, 이상(李
箱)과 연심 · 금홍 · 정희 등과의 대결이 기본 구도일 때가 많고, 이상(李箱)의 ‘거
꾸로’ 혹은 역도병(逆倒病) 또한 어떤 현상과 그 대립쌍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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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의 구도가 자주 포착되기 때문이다. ｢지도의 암실｣의 후반부에도 백화문 ⑤ 
“나는 2이다 3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는 역시 3이다(我是二 雖說沒給得三也 我是
三)”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숫자 2는 이와 같은 기본구도의 맥락에 있는 것으로 추
측된다. 백화문 ⑤는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2와 3의 위상 자체는 비교
적 뚜렷하다. ‘나’의 상태를 숫자로 표시한다면, 그것은 2이다. 그러나 ‘나’는 3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예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3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현재 위치는 2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나의 상태는 3이다. 정리하자면 2는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를 압축하고 있는 숫자이며, 3은 도달하고 싶지만 좀처럼 도달할 수 없는 나
의 이상적 지향점을 압축하고 있는 숫자인 셈이다.213) 2와 3은 어떻게 해서 그러
한 위상에 적합한 숫자로 쓰일 수 있었을까. ｢지도의 암실｣에서는 백화문⑤를 제외
하면 숫자 기호를 전혀 쓰지 않고 있어서 다른 작품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 점
에서 숫자 2로부터 시작되는 흥미로운 리듬 운동을 다루고 있는 ｢烏瞰圖 詩第六號
｣가 중요하다.214) 덧붙이자면 표 5에서 제시한 것처럼 ｢오감도 시제6호｣의 핵심 
구절은 ｢지도의 암실｣의 (C)의 불어로 표시된 부분과도 의미가 통해, 두 작품이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李箱)의 연작시 ｢烏瞰圖｣ 가운데 ｢시제6호｣는 다른 시들에 비해 연구자들
의 주목을 받지 못한 편이다. 1, 4, 15호가 이상(李箱)의 시를 설명하는 상징처럼 
내세워지거나 5, 9호가 이상(李箱)의 결핵을 논하는 대목에서 자주 인용되고 11, 
13호가 분열된 주체의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처럼 언급되곤 하는 것에 비해, ｢시제
6호｣가 이상(李箱)의 시를 해명하는 자리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 된 일일
까. 이것은 물론 ｢오감도｣ 가운데 작품의 경중을 따진 연구자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겠지만, 이 시가 함축하고 있는 ‘연애 혹은 부부관계의 파탄’이라는 주제가 주
로 소설 쪽에서 다뤄진 탓에 연구자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날개｣, ｢동해｣, 
｢종생기｣ 등의 소설 분석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라면 ｢시제6호｣는 다른 각도에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요구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상(李箱)이 나중에 소설에서 다루게 될 주요 모티프(“우리

213) 이어령은 이 구절을 ‘나는 둘이다. 비록 셋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역시 나는 
셋이다.’(이어령 편, 취전작집1흐, p.184)라고 풀이했는데, 란명의 번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2(현재, 부정적)와 3(미래, 이상
적)의 위상 또한 두 번역에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14) 이하 ｢오감도 시제6호｣의 분석은 졸고, ｢앵무(鸚鵡) 이필(二匹)은 삼(三)에 이를 수 있
을까｣, 황현산 외, 취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흐, 수류산방, 2013을 수정 보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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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맞지않는 절늠바리인것이다.”(｢날개｣(II:282))가 이미 ｢烏瞰圖｣의 
기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 시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
다.215) 이런 점을 볼 때, 이상(李箱) 문학에서 ‘거울’을 사이에 두고 대칭 관계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차단되고 분리되는 ‘시적 상황’과 ‘연인 혹은 부부’가 한 쌍을 
이루면서도 결합에 실패하고 결국 파탄에 이르는 ‘소설적 상황’은 단지 구조적 유
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로 이상(李箱)의 문
학적 기획이 제시되던 초반에서부터 제시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1936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상(李箱)의 소설 작업은 그 이전에 이상
(李箱)이 공들여온 시적 기획의 일부를 변주시키거나 심화시키며 특정 주제를 집요
하게 탐색한 것이지 단지 새롭고 독특한 기교들의 산발적 시험이 불연속적으로 전
개된 것이 아니다.216) 이렇게 놓고 보면 ｢시제6호｣는 ｢오감도｣ 속의 ｢날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시를 읽는 일은 또한 이상(李箱)의 시를 통해서 그의 소설
을, 거꾸로 이상(李箱)의 소설을 통해서 그의 시를 해명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밀접

215) 이상이 자신의 출세작 ｢날개｣를 발표한 것이 1936년 9월이며 이때부터 이상 문학에서 
소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오감도｣가 발표된 것은 1934년 7월부터 8월까지로 한글
로 쓴 시 가운데는 비교적 앞선 연대에 발표된 셈이다.(｢시제4호｣ 등에 표시된 날짜 등을 
참고할 때 이 시들은 1931년에 쓰였거나 그 시절 쓴 초고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
날개｣ 이후의 모티프가 이미 ｢烏瞰圖｣의 기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다시 1931
년에 쓰인 일문시 ｢鳥瞰圖｣에도 적용해 볼만하다. 요점은 이상(李箱) 문학은 시와 소설의 
장르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핵심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하나의 기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조감도｣ 계열시 가운데 ｢狂女의 告白｣
과 소설 ｢童骸｣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졸고, ｢이상의 ‘마리아’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예수’｣, 란명 외, 취李箱的 越境과 詩의 生成흐, 역락, 2010, pp.297~303.

216) 한 사람의 시인 혹은 작가가 잘 조직된 전체 기획 속에서 개별 작품 모두를 창작했다
고 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시인 혹은 작가는 다양한 
관심과 유동적인 사유체계 속에서 이질적인 작품들을 써내거나 작품과 작품 사이에서 어
떤 비약을 이루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상은 최초의 작품 장편소설 취
12월12일흐(취朝鮮흐, 1930.2~12)을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사망(1937년 4월 17일)에 이르기
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만 7년) 동안 창작해왔으며, 시의 경우 개별시를 아우르는 전
체 제목을 내세운 연작시 혹은 계열시를 주로 써왔고 소설의 경우 ｢소설 김유정｣을 제외
한 모든 작품이 하나의 주제를 반복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상문학의 원점이라고 할만
한 일문시 ｢線に關する覺書1｣부터 ‘三次角設計圖’라는 제목을 내세우고 있어, 이상의 경
우는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전체 기획(설계도)을 염두에 두고서 개별 작품들을 써왔다고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상의 시와 소설, 수필 등이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며 비
슷한 표현이나 모티프들을 활용해왔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상 문학 연구의 경우, 개별 작품들 전반을 검토하면서 전체 기획 의도를 추적하고 동
시에 전체 기획의 밑그림을 염두에 두면서 개별 작품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 양방향의 
시선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정 작품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이상 문학을 왜곡하고 
연구자의 시각에 맞춰 자의적 해석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소설 
연구의 분업 체제가 정착되어 있는 우리 학계의 풍토가 혹시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따져 봐야 한다.



- 170 -

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 논문이 ｢지도의 암실｣을 
가지고 이상(李箱) 문학 전반을 해명하려는 작업과 비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제6호｣를 읽기 전에, ｢오감도｣ 연작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오감도｣ 연작
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해보자면, ‘오감도’라는 것은 총천연색 대신에 
까마귀의 검은색이 흘러든 시선 즉, “X선으로 바라본 현실 (…) 두개골 같은 뼈다
귀만 앙상히 드러난 (…) 귀기(鬼氣)서린 세계”217)에 대한 풍경화이다. 이러한 시각
은 이 연작시에서 ‘낯설게 하기’류의 ‘기법’을 강조하는 셈인데, 까마귀의 시선에 
의한 낯설게 하기가 실상 식민지 도시 경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산출이라는 효
과를 이끌어내고 있다218)는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까마귀’라는 시적 토템을 강조하고 싶다. ‘오감도’의 영상
들을 맺히게 하고 있는 ‘까마귀’라는 시적 토템은 ｢지도의 암실｣에 미리 제시되어 
있다. 1절에서 확인한 바 ｢지도의 암실｣의 리상이 레인코트 없이 밤의 태양이 내
려쪼이는 시적 환상의 폭우 속을 산책하면서 ‘죽음’을 체험하고 자신의 조각난 신
체들을 수습하면서 ‘저고리’(II:205~207)를 새로 얻게 된 직후, 리상은 그 저고리가 
“어데를가드라도 마귀처럼트릭크를 우슬것을생각”(II:208)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이 장면에서 리상은 한편으로 현실적 세계의 삶의 조건 바깥으로 나가면서 
삶을 초과하는 강력하고 풍부한 생성의 흐름인 죽음의 영역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
에 부조리하고 낯설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환상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신체들
이 조각나버린다고 느낀다. 그것이 한편으로 ‘불가능한 죽음’의 매혹이자 고통이다. 
그러나 반대로 시적 환상들을 겪으면서 그러한 환상들에 비춰볼 때, 다채로운 환상
들의 풍부하고 강렬한 움직임들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면서 사회적으로 공인된 관계
들의 의미만을 남겨놓는 현실 세계란 ‘본질적 자기’의 다양한 잠재성들을 살해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 세계야말로 ‘폐허’이고 그것이 ‘가능한 죽음’의 고통
이다. 양방향으로 확산되는 ‘죽음의 고통’과 새로 얻은 ‘저고리’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저고리의 표정이 ‘까마귀 트릭의 웃음’이다. 또 리상의 웃음
은 겉으로는 이런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환상에 짐짓 화를 내는 가면을 쓰고 있지
만 그 안에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 분노의 가면과 수동적인 공포
를 모두 파열시킬만한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폭발적인 웃음(“압흐로나슨우슴은화석
과갓치 화려하얏다”, II:206)이다. 또 까마귀의 검은색은 “그에게무덤을경험케하얏슬
인 가장간단한불변색이다”(II:208). 이상(李箱)은 ｢지도의 암실｣에서 ‘죽음의 체험’을 

217) 김윤식, 취이상문학텍스트연구흐, 서울대출판부, 1998, 48쪽. 
218) 신형철, ｢이상 시에 나타난 시선(視線)의 정치학과 거울의 주체론｣, 신범순 외, 취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흐, 역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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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鸚鵡 ※ 二匹
        二匹
     ※ 鸚鵡는哺乳類에屬하느니라.
내가二匹을아아는것은내가二匹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 勿論나는希望할것이
니라

㉮

5
6
7

鸚鵡      二匹
｢이小姐는紳士李箱의夫人이냐｣ ｢그러타｣
나는거기서鸚鵡가怒한것을보앗느니라. 나는붓그러워서 얼굴이붉어젓섯겠느
니라.

㉯

8
9
10

鸚鵡 二匹
   二匹
勿論나는追放당하얏느니라. 追放당할것까지도업시自退하얏느니라. 나의體軀
는中軸을喪尖하고또相當히 蹌踉하야그랫든지나는微微하게涕泣하얏느니라.

㉰

11
12
13

｢저기가저기지｣ ｢나｣ ｢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 ｢너｣ ｢너구나｣ ㉱

묘사하고 그것을 ‘간단한 불변색’으로 압축시키고 거기에 분노의 가면 아래 숨겨진 
공포, 그리고 가면과 공포 모두를 파열시킬 폭발적인 웃음의 표정을 부여하면서 
‘까마귀’라는 독특한 기호를 만들어냈다. 이 기호가 출현하는 장면과 리상의 시적 
모험이 깊이를 더하는 것은 ｢지도의 암실｣에서 거의 같은 장면으로 다뤄지고 있다. 
리상은 ‘까마귀 트릭의 웃음’을 본 직후에 “그의방정식행동”을 “집행”하고 “령적산
술”을 작동시켜서 “저고리를닙고 길을길로나섯”을 때, “폐허를위한완전한보상”이 
이루어지고 밤의 내밀함 속으로의 모험(“밤의밀집부대의 숙으로숙으로점점깁히들어가는 
모험”)이 지속될 수 있었다(II:208). 정리하자면 이상(李箱)의 까마귀는 현실 세계를 
초과하는 풍부하고 강력한 생성의 흐름들(불가능한 죽음)을 보는 시선이며, 동시에 
현실 세계의 폐허의 실상(가능한 죽음)을 보는 시선이다. 이 복합적인 시선에는 ④ 
“笑 怕 怒(웃다 무서워하다 성내다)”의 감정적 에너지를 함축되어 있으며, 분노와 공
포와 웃음을 머금은 까마귀가 내려다 본 풍경이 ｢烏瞰圖｣인 것이다(여기에 까마귀의 
‘높이’와 ‘태양’과의 연관관계에 대해 설명이 추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까마귀가 소유하는 
‘높이’와 ‘태양’의 상징으로서의 까마귀는 ‘죽음의 완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해
서는 3절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이러한 전체 구도 속에 ｢시제6호｣가 들어 있다. 

｢詩第六號｣



- 172 -

14
15

｢너지｣ ｢너다｣ ｢아니다 너로구나｣ 나는함
뿍저저서그래서獸類처럼逃亡하얏느니라. 勿論그것을아아는사람或은보는사람
은업섯지만그러나果然그럴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

  이 시를 읽는 관건은 반복되고 있는 ‘鸚鵡 二匹’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읽을 것인
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단락에서 상세히 다루기
로 하고, 우선은 이 핵심 구절  ‘앵무 이필’이 이 시를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
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하자. 분량상 가장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세 번째 
부분에서 다시 대화문이 다소 길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독립된 의미
상 하나의 마디로 읽을 수도 있어, 결국 이 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네 마디의 흐름을 미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앵무 이필’이
라는 핵심 구절의 제시 및 시적 수수께끼의 도입, ㉯ ‘앵무 이필’의 수수께끼를 이
상 부부의 문제로 구체화하면서 불화를 제시, ㉰ ㉯의 내용을 반복하며 부부의 불
화 및 이상의 고통을 강조, ㉱ 스캔들이라는 것에 대한 물음.
  이 시의 첫 행(“鸚鵡 ※ 二匹”)에 제시된 것은 ‘두 마리의 앵무새’인 것처럼 보이
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참고표(“※”)는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鸚鵡 ※ 二匹”은 ‘앵무새 두 마리’가 아니라 ‘앵무
새라는 것은 두 마리다’라는 의미가 된다. 앵무새는 숫자를 세기도 전에 그 자체로 
이미 두 마리라는 것이다. 이 기묘한 셈은 앵무새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그 이름 
‘앵무(鸚鵡)’에 이미 앵무새 한 마리 ‘鸚’, 그리고 또 한 마리 ‘鵡’, 이렇게 두 마리
의 앵무새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앵무새는 몇 마리인지 세기도 전에 이미 두 마리
다.219) 바꿔 말하면 앵무새는 그 자체로 이미 둘로 쪼개져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
해서 ‘두 마리’의 의미를 구분해서 표시하기로 하자. 숫자를 세서 표시한 앵무새 
‘두 마리’와 구분하기 위해 그 이름에 의해서 이미 그 자체로 쪼개져 있는 두 마리
의 앵무새를 ‘두 마리(⇎)’(쪼개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선이 그어진 좌우이중화살표를 
첨가)로 표시한다. 한편 2행은 1행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고표가 빠져 있으므
로 ‘앵무새라는 것은 두 마리(⇎)다’가 아니라 ‘앵무새 두 마리’로 읽어야 한다. 정
리하자면 이 시의 2행까지 그 자체로 ‘두 마리(⇎)’인 앵무새가 두 마리 등장한 셈
이다. 그런데 여기서 앵무새가 몇 마리인지 판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두 마리(⇎)’인 앵무새가 각각 두 마리이므로 앵무새는 모두 네 마리가 된다. 그런
데 여기서 앵무새가 모두 네 마리라면 다시 각각의 앵무새가 이미 ‘두 마리(⇎)’이

219) 이 점에 대해서는 권영민의 주해가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I:58 각주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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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앵무새는 모두 여덟 마리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앵무새가 모두 여덟 마리라
면 다시 각각의 앵무새가 이미 ‘두 마리(⇎)’이므로 앵무새는 모두 열여섯 마리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앵무새는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 이상(李箱)은 이 짧은 
두 행 속에서 ‘鸚鵡 二匹’이라는 말놀이를 통해 무한증식의 운동을 숨겨두고 있다. 
또한 반대방향으로 무한히 2배씩 감하는 셈법도 가능하다. 앵무새가 열여섯 마리
라고는 하지만 두 마리 씩 각각 앵(鸚)과 무(鵡)에 귀속되니 결국 앵무새는 여덟 
마리뿐이다. 앵무새가 여덟 마리라고는 하지만 두 마리 씩 각각 앵(鸚)과 무(鵡)에 
귀속되니 결국 앵무새는 네 마리뿐이다. …… 앵무새가 두 마리라고는 하지만 그것
은 각각 앵(鸚)과 무(鵡)에 귀속되니 결국 앵무새는 한 마리뿐이다. 그런데 한 마리
의 앵무새는 이미 ‘두 마리(⇎)’이므로 앵무새의 감소 운동은 방향을 바꿔 증가 운
동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내가二匹을아아는것은내가二匹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4행)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두 마리’만을 아는 것이라면 그러한 셈을 불가능하게 하는 ‘두 
마리(⇎)’는 모르는 셈이다. 반대로 내가 ‘두 마리(⇎)’를 아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
상 앵무새가 몇 마리인지 세는 것은 불가능하고 2배수로 증가 혹은 감소 운동을 
하는 셈의 요동이 시작된다. 결국 일반적인 셈법에 의한 ‘두 마리’는 알 수 없게 
된다. 4행의 끝부분에서 “물론나는희망할것이니라”라고 쓸 때 아마도 이상(李箱)은 
이러한 ‘알 수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양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방향을 바꾸
기도 하는 셈의 요동을, 일반적인 산술을 뛰어넘는 시적 산술을 알기를 희망한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 이상(李箱)은 앵무새가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라고 적어놓고 
있다(3행). 물론 이것은 이 시의 앵무새가 현실의 지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표시
하는 것인데,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鸚鵡”가 하나이면서도 이미 
둘인 한 쌍의 ‘부부’(‘이상’과 ‘이상의 아내’)를 표시하기 때문에 조류가 아니라 포유
류(인간)라고 쓴 것이라고 풀이한다(이어령, 이승훈, 권영민). 이러한 풀이는 6행의 
“紳士李箱의 夫人”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시 전체의 맥락에 부합하는 적절한 설명
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에서 ‘앵무(鸚鵡)’
의 말놀이를 통해서 어떤 쪼개짐과 수수께끼 같은 셈의 요동이 제시되었으며, ㉯에
서 이러한 상황이 부부 관계라는 정황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의 6행에는 짤막한 대화가 등장한다. “이 젊은 여자가 이상(李箱)의 부인인
가?” “그렇다” ㉮의 그 자체로 이미 ‘두 마리(⇎)’인 앵무새가 한 쌍의 부부였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7행에 이르면 이 대화가 파탄에 이른다. ‘나’는 부부 
사이임을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이미 ‘두 마리(⇎)’인 앵무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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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다른 한 마리 “앵무” 그러니까 이상(李箱)의 부인은 그 대답에 화를 냈고, 그
와 같은 방식으로 부부 관계를 부정당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의 10행을 음미하는 것은 ㉮에서 제시된 쪼개짐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판단과 
정서적 대응에 대한 음미이기도 하다. 한 쌍의 부부는 결코 ‘하나’의 동일성 속으
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는 ‘두’ 사람이 각각의 개별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어떤 조화를 이루며 각각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받아들여 새롭고 풍요로워지는 
관계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한 쌍’의 부부가 어떤 쪼개짐을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
인 생성의 계기이다. 2행을 읽으면서 ‘셈의 동요’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지만 ‘한 
쌍의 부부’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두 가지의 숫자 ‘하나’와 ‘둘’ 사이에는 이러한 
셈의 동요가 있으며, 이것은 양적 차이에 기반한 ‘하나’와 ‘둘’을 흔들고 질적인 다
양함과 풍요로움으로 비약시키는 동요이다.220) 그러나 ㉯를 거치면서 그러한 쪼개
짐은 부부라는 관계의 함수 자체를 깨뜨리고 그 때문에 ‘나’는 이 관계의 함수로부
터 추방당했다. ‘나’는 추방으로 귀결되는 부정적인 쪼개짐의 함수로부터 차라리 
스스로 도망치고자 한다. 긍정적인 생성의 계기를 상실한 ‘나’의 몸은 이제 중심축
을 상첨(喪尖)221) 상태이며 그러므로 슬피 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상(李箱)이 진
단하는 오늘날의 사랑의 관계이며 이에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이것은 이중의 죽음
에 의해 황폐화된 도시 풍경에 대한 ‘오감도’ 가운데 일절인 셈이다. ‘무덤을 경험
케 하였을 뿐인 가장 단순한 불변색’을 띄고 있는 ‘까마귀가 웃는 트릭’의 한 장의 
삽화가 이 2의 스캔들이다.
  앞에서 ④는 약간 긴 대화의 덩어리라고 쓰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두 사람 사
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라기보다는 그러한 말의 교환의 실패이며, ‘나’와 ‘너’가 따
로 표시되는 부정적인 쪼개짐의 강조이다. 부정적 쪼개짐을 강조하는 파편적인 
‘나’ 그리고 ‘너’의 사이에서 이상(李箱)은 묻고 있다. “sCANDAL이라는 것은 무엇
이냐” 여기서 “sCANDAL”이 첫 글자만을 소문자로 표기한 것에 주목한 이어령은, 
‘모든 추문(=스캔들)은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울리다가 점점 커진다는 의미를 시각

220) 사랑의 관계에서 1과 2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랭 바디우, 조재룡 옮김, 취사랑예찬흐, 길, 
2010, pp.23~35 참조.

221) 많은 연구자들이 “상첨(喪尖)”을 “상실(喪失)”의 오기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상실(喪
失)”로 바꿔 읽는 것은 문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상(李箱)이 많은 단
어들에 의도적인 변경을 가하고 부자연스러운 문맥을 통해서 오히려 독특한 의미를 산출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상첨(喪尖)”을 오기로 판단하는 일 또한 상당한 주의가 필
요하다. “상첨(喪尖)”이 오기가 아니라면 문맥에 어울리는 “상실(喪失)”을 포기하면서 이 
낯선 단어 “상첨(喪尖)”을 통해 ‘긍정적 생성의 계기의 상실’이 곧 ‘죽음(喪)’이라는 점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면서 죽음 위에 쪼개진 파편의 ‘뾰족한(尖)’ 이미지를 추가한 것일 수
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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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했고, 이 후의 전집 편자들 역시 이를 수용하고 있
다. 이러한 풀이는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독해는 이 시를 
아내의 부정(不貞)이라는 스캔들에 대한 에피소드로만 보는 경향을 강화하는 것 같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관점은 이 시를 나와 결혼한 아내가 결혼
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이상(李箱)의 아내’라는 진술을 거부하고 유부녀가 
아닌 것처럼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는 스캔들로 읽게 한다. ｢시제6호｣를 이렇게 
읽게 되면, ㉱는 그러한 스캔들에 휩싸인 오쟁이 진 남편 이상의 곤경을 그리는 
것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지만, 이 시가 그렇게 단순
한 정황(부정(不貞)한 아내에 대한 소문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렇게 읽으려는 독자들에게 이상(李箱)은 이렇게 묻는 셈
이다. ‘스캔들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맥락을 이어간다면 이 질
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반향을 함축하게 된다. 스캔들이란 것이 그저 아내의 
부정을 말할 뿐인가. 차라리 스캔들은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함축하는 ‘긍정적 
생성의 쪼개짐’이 생명력을 잃고 ‘부정적이며 파탄적인 쪼개짐’으로 시들어버린 것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쪼개짐의 그러한 변질 때문에 쪼개짐을 표시했던 
‘앵무(鸚鵡)’라는 말놀이도 자신의 효력을 다해 남편 이상(李箱)은 날개를 잃고 새
가 아니라 “수류(獸類)처럼” 도망치고 있지 않은가.222)

  그러므로 15행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읽어볼 수 있다. 

  스캔들이란 것은 무엇인가. 단지 누군가의 아내 혹은 남편이 부정(不貞)을 
저질렀다는 개별적 에피소드들이 스캔들인가? 차라리 ‘긍정적 생성의 쪼개짐’
의 상징이어야 할 부부관계가 ‘부정적이고 파편적인 쪼개짐’을 품은 기제가 
돼버렸다는 것, 오늘날의 모든 관계들이 그와 같이 돼버렸다는 것이야말로 진
정한 스캔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 마리의 앵무새와도 같은 내가 날개를 
잃고 수류처럼 도망치게 되었다. 이 근본적인 스캔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혹
은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스캔들이 과연 그런 에피소드적인 잘못들(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거나 하
는 개별적 사건들)일 뿐일런지. 

  

222) 앞에서 ｢시제6호｣가 ｢오감도｣ 속의 ｢날개｣라고 말한 것은, ｢시제6호｣가 1936년 이후
의 이상(李箱) 소설의 반복되는 주제 ‘파탄난 연인 혹은 부부’ 관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날개 잃은 존재’의 이미지가 ｢
시제6호｣와 ｢날개｣ 양쪽 모두에서 보인 이유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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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6호｣의 15행에는 ‘에피소드적 스캔들’로부터 ‘근본적 스캔들’을 구분해내기
를 요구하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鸚鵡 二匹’이라는 말놀이가 도입한 셈의 동요
를 확인한 뒤에는 이 시를 그저 ‘아내의 부정’이라는 단순하고 자극적인 에피소드
를 복잡하게 꼬아서 어렵게 만들어놓은 장난스런 시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시제6호｣에 대한 분석을 경유하면 1절에서 미처 해명하지 못한 ｢지도의 암실｣
의 백화문 ⑤ “나는 2이다 3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는 역시 3이다(我是二 雖說沒給
得三也 我是三)”의 의미가 어느 정도 설명된다. 긍정적 생성의 쪼개짐, 질적인 다
양함과 풍요로움으로 비약시키는 서로 다른 둘의 만남의 계기는 근대적 도시 풍경 
속에서 쇠락하고 말았다. 이제 둘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파편적인 날카로운 쪼개
짐일 뿐이며 죽음을 함축하는 기울어진 신체의 쪼개짐일 뿐이다. 이상(李箱)은 자
기 자신을 시와 소설 속에 등장시키면서 그러한 초라해진 2를 반복해서 보여줬다. 
차가운 근대 도시의 현실 속에서 이상은 2를 초극하는 장면을 좀처럼 상상할 수 
없었다. 이상은 이 ‘죽음의 숫자’ 2를 뛰어넘는 다음의 숫자를 세고 싶었을 것인
데, 그것은 이를테면 3이겠지만, 이 3은 2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숫자일 것이
다. 서로 다른 ‘둘’이 각각의 ‘하나’의 개별성을 보존하고 어떤 동일성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각각의 ‘하나’가 ‘둘’ 이상의 상태로 서로를 풍부하게 만드는 그 
다음의 숫자가 사랑의 숫자 3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양적 차이에 기반한 숫자의 
셈법을 초월하는 숫자이다. 쇼와제국이 내세운 동양주의가 겉으로는 각각의 민족들
을 함께 풍요롭게 하는 만남인 것처럼 다시 말해 3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이고 파편적인 날카로운 쪼개짐, 죽음을 함축하는 기울어진 신체의 쪼개짐일 
뿐이었다는 것은 상해 사변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근대 도시의 풍
경과도 일치하는 기만술이며, 시장의 화폐적 셈법과도 일치하는 기만술이고, 근대 
도시인들의 사랑 안에서도 반복되는 기만술이다. 이상(李箱) 문학 안에서 ‘나’는 2
다. 이상(李箱) 문학이 현실 인식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가 3을 그릴 수는 없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적 탐구가 3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이상(李箱)은 
3이다223). 2의 날카로운 쪼개짐에 이상(李箱)은 어떤 동요를 도입하고 싶었던 것 
같다. 예컨대 차가운 근대 도시를 녹일 뜨거운 사랑과 같은 것이 도입의 대상이었
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3을 얻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처절한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날개｣로부터 ｢
실화｣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소설들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현실의 세
속적 잡다함과 사랑에 관한 우화를 결합시키면서 3에 이르지 못한 2의 부정적이고 

223) 가설일 뿐이지만, 이상(李箱)이 독특한 시어들 가운데 하나인 ‘삼차각설계도’의 숫자 3
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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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적인 쪼개짐을 소설화한 것이다.
  여기까지 ｢지도의 암실｣과 ｢오감도 시제6호｣를 분석하면서 이상의 시적 숫자 2
가 부정적인 쪼개짐, 죽음의 파편의 이미지 운동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3은 그러한 
죽음의 숫자를 초월하는 기호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시적 숫자’의 의미를 밝히
는 것이 조금은 과도한 해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숫자들의 셈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숫자 기호를 만드는 것이 이상(李箱)의 자각적인 목표였다는 것만
은 분명해 보인다. 장편소설 취12월12일흐을 제외하고 제작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삼차각설계도｣ 연작시 가운데 하나인 ｢선에관한각서1｣인데, 이 시에 
포함된 두 개의 명령어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숫자를버리라”(I:268)이다. 이상(李箱)
은 이 시를 1931년 5월 31일 쓰기 시작해서 9월 11일에 완성했고 그 다음날 쓴 ｢
선에관한각서6｣에서는 “숫자의모든성상 숫자의모든성실 이런것들에의한숫자의어미
의활용에의한숫자의소멸”(I:300)에 대해서 쓰기도 했다. 이상(李箱)은 산술적인 기능
을 넘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의미들을 끌어모은 새로운 숫자 기호를 만들어 그러
한 시적 숫자가 기존의 숫자를 소멸시키고 대체하기를 원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산술적 숫자의 소멸과 시적 숫자의 고안에 대해서 이상(李箱)은 이미 ｢지도의 암실
｣을 통해 암시한 바 있다. ｢지도의 암실｣에서 이상(李箱)은 “한번닑어지나가면 듸
무소용인인글자의고정된기술방법”(II:196~197)으로부터 벗어나 “인류가아즉만들지아
니한글자”(II:196)를 만들고자 하는 기획에 대해 말했다. ‘글자’에 대한 이상(李箱)의 
설명에 따르면, ‘글자의 고정된 기술방법’은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의 
생성의 흐름 전체를 따라잡을 수 없고,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이미 지나가버리
고 소용없는 과거의 파편들만을 낳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아직 만들지 아니
한 글자’를 고안해내야만 한다. 그것은 보들레르적 의미에서의 ‘상형 문자’ 혹은 
‘상징’에 해당할 것이다. 보들레르에게 ‘상형 문자’는 현자만이 열쇠를 얻어 풀 수 
있는 독특한 언어로 그 안에는 삶의 초자연적인 측면을 구현하는 불가사의한 꿈이 
압축되어 있으며224), ‘상징’은 평범한 광경 속에서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영혼의 높
이에 의해 삶의 깊이가 통째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225) 현실 
세계의 바깥으로 나있는 통로와도 같은 이 ‘상징’, ‘상형 문자’ 혹은 ‘인류가 아직 
만들지 아니한 글자’를 통해 이상(李箱)은 죽음의 풍경을 꿰뚫어보며 죽음의 완성
으로 나아가려 했다. 보들레르적 ‘상징’ 혹은 ‘상형 문자’에 해당하는 이상(李箱)의 
‘새로운 글자’에 ‘죽음의 숫자 2를 넘어서는 사랑의 숫자 3(=시적 숫자 3)’에 대한 

224) 샤를 보들레르, 조은섭 옮김, ｢해시시의 시｣, 취해시시 클럽흐, 싸이북스, 2005, p.77.
225) 샤를 보들레르, 이건수 옮김, ｢폭죽불꽃｣ 17절, 취벌거벗은 내 마음흐, 문학과지성사, 

2001,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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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 포함되며 3절에서 다룰 운동 이미지들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이상(李箱)이 넘어서고자 했던 죽음의 숫자 2의 풍경은 까마귀의 음울한 웃음에 
의해 꿰뚫어 보여지는 도시 풍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오감도 시제1호｣
의 ‘아이’들이 질주하며 벗어나고자 했던 풍경이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풍경이다. 
그것은 두 남녀가 끊임없이 어긋나는 ｢날개｣에서 ｢종생기｣ 및 ｢실화｣에 이르는 사
랑의 실패의 풍경이며, 삶에 대한 어떤 의욕도 찾아내지 못하는 ｢권태｣의 무기력한 
풍경이다. 이 죽음의 풍경에는 ‘가능한 죽음’의 ‘폐허’만이 남겨져 있고, 여기에는 
생성의 힘과 일치하는 불가능한 죽음의 심연이 차단되어 있다. 이상(李箱)은 한편
으로 이러한 심연의 결핍, 깊이 없음을 ‘평면’의 구도로 그려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평면 세계의 위로 불어나는 파편들(심연 혹은 깊이를 소유하는 무한의 구도가 
쪼개질 때 나오는, 생명력을 잃은 부스러기들)의 기호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상한 가역반응｣과 함께 가장 먼저 발표된 이상(李箱)의 시 ｢파편의 경치｣가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이 ‘파편의 경치’는 ｢BOITEUX·BOITEUSE｣, ｢건
축무한육면각체｣ 계열시에 속하는 ｢二十二年｣, 그리고 ｢오감도 시제5호｣에서 ‘쪼개
짐’의 상황이 강조된 채로 제시되어 있다. 이 세 편은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긴것

짧은것

열십자

×

그러나 CROSS에는 기름이묻어있었다

추락

부득이한평행

물리적으로아펐었다
  (이상(以上)평면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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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 ̇

대포

포복

×

만약자네가중상을입었다할지라도피를흘리었다고한다면멋적은일이다

오―
침묵을타박하여주면좋겠다
침묵을여하히타박하여나는홍수처럼소란할것인가
침묵은침묵이냐

메스를갖지아니한다하여의사일수없는것일까

천체를잡아찢는다면소리쯤은나겠지

나의보조(步調)는계속된다
언제까지도나는시체이고자하면서시체이지아니할것인가

- ｢BOITEUX·BOITEUSE｣ 전문(I:209~210)

전후좌우를제(除)한유일한흔적에있어서
익단불서  목대불도(翼段不逝  目大不覩)[강조-원문]
반왜소형(胖矮小型)의신(神)의안전(眼前)에내가낙상(落傷)한고사(故事)가있다

(장부(臟腑)  그것은침수된축사와다를것인가)

- ｢二十二年｣ 전문(I: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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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후좌우(某後左右)를제(除)하는유일의흔적에있어서
익단불서  목대불도(翼段不逝  目大不覩)[강조-원문]
  반왜소형(胖矮小型)의신(神)의안전(眼前)에아전낙상(我前落傷)한고사(故事)

를유(有)함.

  (장부(臟腑)타는것은 침수된축사와구별될수있을는가.)

- ｢오감도 시제5호｣ 전문(I:53)

  권영민은 ｢오감도 시제5호｣가 ｢二十二年｣을 개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22년’이란 곧 이상(李箱)이 폐결핵을 선고받은 22세 시절을 가리킨다고 풀이하고 
이 시에 두드러진 도형이 곧 폐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지만,226) 이런 
식으로 시를 시인의 증상에 직접 대입하는 것이 문학적 상상력을 사실 관계들의 
연쇄 가운데 한 조각의 에피소드로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
다. 특히 이상(李箱)은 자신의 시에 다양한 기호와 도형, 숫자의 변형과 운동 이미
지를 뒤섞어놓으면서 현실의 조각난 이미지들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이미 김정은이 지적한 것이지만 ｢오감도 시제5호｣와 ｢二十二年｣ 이 두 편의 시
는 ｢BOITEUX·BOITEUSE｣와 함께 읽는 것이 유용하다. 김정은이 분석했듯이 ｢
BOITEUX·BOITEUSE｣에서 “긴 것”과 “짧은 것”이 한 데 모여 이루고 있는 도형
이 “열십자” 및 “CROSS”(‘十’)라고 보고, ‘十’에 “기름이묻어있”는 바람에 미끄러
져 “추락”해서 “부득이한평행”을 이룬 모양이 ‘二’라고 본다면 이 시의 도입부는 ｢
二十二年｣의 제목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처럼 해석된다.227) ｢BOITEUX·BOITEUSE｣
의 전반부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十’이 쪼개지며 두 개의 선(‘一’이 두 개인 ‘二’)
으로 분리된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평면”적인 것이며 또한 “물리적으
로아”픈 것이라고 논평한다. 이 쪼개져버린 파편들은 일종의 전쟁(“대포”)을 치루고 

226) 권영민 편, 취이상 전집 1흐, 뿔, 2009, pp.54~55.
227) 김정은의 분석은 이경훈의 주석(취이상문학전집1흐, 문학사상사, 1989, pp.27~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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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 전쟁의 상처를 임시로 치료하는 과일인 “오렌지̇ ̇ ̇ ”228)가 필요하고, 이 분
리된 파편들(二)이 결합하지 못한 채로 살아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간신히 기어가는 ‘포복(匍匐)’이며, 동일한 상황을 ｢▽의유희｣에서는 “슬립퍼̇ ̇ ̇ 가땅에
서떨어지지아니하는것은너무나소름이끼치는일”(I:194)이라고 표현했다.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포복하는 파편들, 짧은 것과 긴 것, ‘二’가 이 시의 제목 
‘BOITEUX·BOITEUSE’ 즉 ‘절름발이 남녀’로 되어 있다. ｢紙碑｣(취조선중앙일보흐, 
1935.9.15)에서도 키가 큰 남편과 키가 작은 아내가 각각 오른쪽과 왼쪽 다리가 아
파서 서로 부축할 수도 없이 각자 절름발이가 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229) 이
것은 다시 ｢날개｣(취조광흐, 1936.9)에서 “우리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맞지않는 절늠바
리인것이다. (…)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
서 세상을 거러가면 되는것이다”(II:282)로 반복되며, 이 절름발이 남녀 관계가 이상
(李箱) 소설의 기본 구도로 되어 있다. 파편들이 다투는 장면들이 ｢공복(空腹)―｣에
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누구는나를가리켜고독하다고하는가/ 이군웅할거를보
라/ 이전쟁을보라”(I:217) ｢오감도 시제5호｣와 ｢二十二年｣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
는 도형 또한 서로의 반대방향을 향해 폐쇄적으로 꺾여 들어가는 운동을 나타내고 
있어, ‘파편의 경치’의 ‘쪼개짐’을 시각화하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 
쪼개짐을 ｢BOITEUX·BOITEUSE｣에서는 “추락”이라고 쓰고 “물리적으로아펐었다”
고 덧붙였는데, ｢오감도 시제5호｣와 ｢二十二年｣에서는 이를 “낙상(落傷)”이라고 압
축해서 썼다. 
  이러한 사례들의 나열은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그 핵심은 간명하다. 다양한 요소
들이 결합되어 있는 무한의 전체성이 쪼개질 때, 파편들이 흩어지며, 이 파편들은 
그 자체로 “물리적으로 아(픈 것)”일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있고, 그러한 파편들
의 세계가 “평면”의 세계이다. ‘평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깊이’를 소유해야 할 배
[腹]가 텅 비어 납작해지고 그것이 ｢공복｣의 제목이 가리키는 바이며, ‘평면’의 세

228) ‘오렌지’가 분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일이라는 해석은 이 시에서만 놓고 보면 자의적
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I WED A TOY BRIDE｣에서 장난감신부의 바늘에 찔린 상처
를 치료하는 것으로 “싱싱한밀감”(I:158)이 제시되고, ｢童骸｣에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가 
돌아온 ‘임(姙)’이 나에게 주는 과일, 그리고 ‘임’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나’에게 친
구인 ‘T’가 권하는 것이 “나쓰미캉”(II:309)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이상(李箱) 문학에서, 밀감, 오렌지, 나쓰미캉은 분리의 상처를 임시적으로나마 치료하는 
과일의 역할을 한다. 태양의 색으로 빛나는 입체적 과일은 죽음의 숫자 2의 평면세계와 
대립되는 기호들이다.

229)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키는커서다리는길고왼다리압흐고안해키는적어서다리는짧
고바른다리가압흐니내바른다리와안해왼다리와성한다리끼리한사람처럼걸어가면아아이夫婦
는부축할수업는절름바리가되어버린다無事한世上이病院이고꼭治療를기다리는無病이끗끗내
잇다”(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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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기 때문에 ‘높이(혹은 날개)’를 잃고 추락하거나 “낙상(落傷)”해서 절뚝거리며 
간신히 걸어가거나 기어간다. 그것이 죽음의 숫자 2의 폐허이자 고통이다. 이런 맥
락에서 ‘BOITEUX·BOITEUSE(혹은 짝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 커플)’은 분리와 파편의 
기호들을 엮어놓은 ‘二十二年’과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동일 계열의 표현이다. 바로 
이 점에서 ｢二十二年｣을 개작한 ｢오감도 시제5호｣를 읽기 위해 ｢
BOITEUX·BOITEUSE｣의 맥락을 바탕에 깔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감도 시제5호｣와 ｢二十二年｣가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취장자흐의 한 
구절 “익단불서  목대불도(翼段不逝  目大不覩)”을 풀이해보면, 날개가 ‘쪼개져
[段]’ 날지 못하고, 눈이 커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한편으로 ‘파편의 경
치’를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평범한 시각(視覺)들을 질타하는 것처럼 보인다. 
평범한 시각은 파편들의 쪼개짐, 분리, 파열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마치 그
것이 정상인 것처럼 판정한다(“無事한世上이病院이고꼭治療를기다리는無病이끗끗내잇
다”(｢지비｣)). 이상(李箱) 문학은 쪼개짐, 분리, 파열을 극단화하면서 그것을 드러내
고 작은 눈으로라도 그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
BOITEUX·BOITEUSE｣의 후반부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의사’라고 생각하면서 천체
를 잡아찢어 굉음이 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 침묵을 타박하여 소음의 홍수가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익단불서  목대불
도(翼段不逝  目大不覩)”는 다른 한편으로 날개 잃은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
다. 죽음의 풍경은 납작해진 평면이므로 이 죽음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까마귀’는 
날개를 잃고 평면 위로 추락하며 그 위를 포복하게 될 것이다. 
  이상(李箱)은 ｢오감도 시제5호｣에서 날개를 잃고 평면으로 추락한 상황을 먼저 
제시한 뒤에 ｢오감도 시제6호｣의 앵무새를 배치했다. 날개 잃은 까마귀, 높이를 잃
고 납작해진 까마귀가 ｢오감도 시제6호｣에는 앵무새로 바뀌어 있다. 앵무새 부부 
가운데 남편인 화자가 “나는함뿍저저서그래서獸類처럼逃亡하얏느니라”고 할 때, 
그에게는 날개가 제거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앵무새가 사람의 말소리
를 흉내내는 동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오감도 시제6호｣에서의 부부관계가 앵무새
의 공허한 흉내내기처럼 무의미해진 것이라고 풀이해왔는데, 이 공허한 흉내내기는 
‘깊이’를 잃은 ‘평면세계’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상(李箱)은 앵무새의 날개 없음을 
더 강조해놓은 지상의 동물인 원숭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기
에 대저(大抵) 어리석은 민중들은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이네.’하고 마음을 놓고 
지내는 모양이지만 사실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내이고 지내는 바 짜 지당한 전고
(典故)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리라.”(｢終生記｣, II:126) 여기서 이상은 인간과 원숭
이를 원본과 모사로 구분하면서 후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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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내내는 것인가’ 혹은 ‘마주선 거울과 같은 반영의 반복의 악무한’과 같은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앵무새나 원숭이와 같은 동물기호가 연상시키는 ‘흉내내기’는 평
면세계의 파편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이 원본인지 판정할 수 없는 반영의 
반복의 악무한’ 속에서 납작하게 시들어 가고 있음을 환기한다. 사랑의 숫자 3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긍정적 차이를 생성해면서 ‘배[腹]’를 부풀리는 힘의 상징이
라고 할 때, 그러한 ‘깊이’가 없는 평면의 세계인 죽음의 숫자 2에는 공허한 흉내
내기의 무한 반복만이 남는다. 
  신범순이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李箱)은 이 흉내내기의 동물을 가
장 도시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인 백화점의 옥상정원에 배치했다(“옥상정원. 원후(猿
猴)를흉내내고있는마드무아젤”, ｢AU MAGASIN DE NOUVEAUTES｣(I:315)).230) 유행하는 
상품들, 모방적인 패션들의 매혹에 휩쓸리는 근대적 삶의 형식을 흉내내기만하는 
(날개 잃은) 평면적 인간이 이 백화점의 원숭이-숙녀이다. 물론 현실의 백화점 건물
은 어떤 높이를 갖고 또 그 안에 여러 매장들을 포함하는 깊이를 갖지만, 그러한 
높이와 깊이는 이상(李箱)에게는 모두 공허한 것이다. ｢조감도｣ 계열시 가운데 하
나인 ｢운동｣의 서두에서 이상(李箱)은 백화점의 옥상정원이 아무리 높아도 그 위에 
오르는 것으로는 어떤 시각(視覺)의 높이도 확보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백화점의 높
이를 지향하는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운동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일층우에있
는이층우에있는삼층우에있는옥상정원에올라서남쪽을보아도아무것도없고북쪽을보아도아무것
도없고해서옥상정원밑에있는삼층밑에있는이층밑에있는일층으로내려간즉”(I:243)). ｢AU 
MAGASIN DE NOUVEAUTES｣의 서두에서도 이상(李箱)은 백화점이 갖는 ‘깊이’
를 “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  의내부의사각형.”(I:315)
이라고 썼다. 백화점의 사각형은 그 내부에 어떤 내용물을 담지 못하고 다만 그 
안에 또 다시 텅 비어 있는 작은 사각형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내용물이 없
는 더 작은 사각형을 품고 있을 뿐이다. 이상(李箱)은 도시 풍경을 조감하면서 가
장 도시적 장소일 백화점을 그러한 평면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다. 내용물이 
없는 공허한 껍질인 백화점의 사각형들은 ｢얼마 안되는 변해｣에서 제시된 무한과
일의 풍부한 깊이와는 얼마나 반대되는 것인가(“한 개의 임금(林檎)의 껍질을 벗기자 
한 개의 배로 되었기 때문에 그 배의 껍질을 벗기자 한 개의 석류(石榴)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석류의 껍질을 벗기자 한 개의 네이블로 되었기 때문에 그 네이블의 껍질을 벗기자 이번
에는 한 개의 무화과로 되었기 때문에…….”(IV:347)). 평면적 백화점이 유행시키는 평면
적 옷을 이상(李箱)은 “거세된양말”과 “빈혈면포”(｢AU MAGASIN DE NOUVEAUTES
｣(I:315))라는 낯선 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지도의 암실｣의 리상이 새로운 

230) 신범순, 취이상 문학 연구 – 불과 홍수의 달흐, 지식과교양, 2013, pp.4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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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찾기 위해 벗어던지고자 했던 옷이 깊이를 잃어버렸음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옷을 찾아나서는 ｢지도의 암실｣의 시적 모험들과 반대되는 곳에, 공
복(空腹)의 백화점이 있으며, 그러한 평면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원숭이-숙녀들이 
빈혈면포처럼 생기없는 얇은 옷을 입고 있다고 정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李箱) 문학의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은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의 
풍경, 파편들이 서로 쪼개진 채 통합되지 못하고, 깊이와 높이를 잃은 채 납작해진 
평면 세계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음울한 시적 구도이다. 거울은 삶의 총체를 반영
하는 듯하지만 그것을 평면적인 것으로 처리하며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은 채로만 
반영할 수 있다. 죽음의 풍경과 일치하는 이 거울의 구도를 깨뜨리는 것이 이상(李
箱) 문학의 주요 과제이며 그것이 또한 죽음의 완성을 위한 경로이기도 하다. 깨뜨
리기 위해 제시되는 이상(李箱)의 ‘거울’ 구도는 평면성과 폐쇄성, 그리고 ｢지도의 
암실｣에서 되찾고자 했던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벗은 몸’의 열기가 모두 제거된 추
위의 고통이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231) 이 세 요소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明鏡｣(취여성흐, 1936.5)에서 이상(李箱)은 ‘거울’을 “페―지의 그냥表紙―”(I:130)라
고 썼다. 이 구절에서 거울의 평면은 그 안에 수많은 기호들을 담고 있는 종이의 
표면과 같은 것으로 상상된다. 말라르메의 시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수한 종이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책’을 시적인 것의 상징처럼 이해할 수 있다. 책을 이루고 있
는 각각의 낱장들은 어떤 기호들이 새겨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백색의 잠재
성의 공간이므로 그 자체로 어떤 깊이를 갖게 된다. 책은 그러한 낱장들의 묶음으
로 되어 있어 낱장이 넘겨지며 새로운 낱장들이 나타나 깊이를 더하게 되며, 펼쳐
지는 종이는 책의 날개로 자라날 수도 있으며 이 날개는 그것이 일으키는 바람에 
의해서 책으로부터 무수한 이미지들을 흩뿌리는 시적 부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李箱)은 ‘책’의 이미지가 이와 같이 깊이와 비행에 연관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32) 이상(李箱)에게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생성의 힘과 일치하는 죽음의 심연
을 체험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지식의 저장소와 혼동되기 쉬운 ‘책’을 중요
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책을 이루는 낱장들은 말라르메적 책의 심
연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장애물처럼 제시된다. 이상(李箱)의 ‘거울-페이

231) 거울의 구도를 ‘평면의 얼음 감옥’으로 파악하고 이를 깨뜨리려는 이상(李箱)의 다양한 
시적 작업들에 대해서는 신범순의 상세한 분석에서 도움을 얻었다(취이상의 무한정원 삼
차각나비흐, 현암사, 2007, pp.334~383). 이 논문에서는 개별적인 시 분석에서 약간의 보
충을 시도했다.

232) ｢LE URINE｣에서 이상(李箱)은 ‘책’을 “왜소한ORGANE”을 소유한 “문약(文弱)”한 자
의 상징이자 “과연성욕을느끼게함은없는바”(I:231) 성적 무기력의 상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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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부러 그렇는것같은 拒絶”이자 “선뜩하는 遮斷”(I:129)이다. 게다가 이 ‘거울
-페이지’는 낱장들의 묶음이 아니라 “페―지의 그냥表紙―”이므로, 낱장을 펼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벽이 되며, 모든 깊이가 제거된 평면 그 자체가 된다. 
  “나를거울에서 解放”(I:84)시키는 것을 시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오감도 시제
15호｣는 이 거울의 구도를 “握手할수조차업는두사람을封鎖한巨大한罪”(I:85)라고 
표현하고 있다. 폐쇄적인 평면성, 깊이와 높이를 거부하는 거울의 구도가 이상(李
箱)이 자신의 시적 작업 속에서 씻어내고자 하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죄’인 셈이
다. 1절에서 우리는 ‘잘못된 잠’으로부터 빠져나와 시적 모험을 시작하는 ｢지도의 
암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거울의 구도 속에 함몰되어 있는 
‘잘못된 잠’을 이 시는 “罪를품고식은寢牀에서잣다”(I:84)고 표현하고 있다. 평면적
인 거울의 구도는 그 자체로 ‘죄’이자 해방되어야 할 ‘감옥’이며, 그것은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벗은 몸’의 열기가 식어버린 ‘잘못된 잠’이다. 이것이 이상(李箱)이 
독자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차가운 ‘죽음의 풍경’이다. 
  앞에서 원숭이-숙녀가 마주선 거울과 같은 공허한 반영의 무한 반복을 함축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거기에 이미 ‘거울의 감옥’이 암시되어 있기도 했거니와 이상(李
箱) 문학의 기호 체계에서 원숭이-숙녀의 거울 감옥이 ‘죽음의 풍경’의 추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천사처럼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었을 여자들
이 이상(李箱) 문학 속에서는 원숭이-숙녀의 평면적 옷을 입고 타락해 있는데, 이 
날개 잃은 천사들은 매춘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233) 그녀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빙결지옥(氷結地獄)”(｢광녀의고백｣(I:247))이다. ｢광녀의고백｣에 등장하는 ‘창백한 여
자’는 자신의 얼굴을 ‘초콜렛’으로 장식하고 있다. 백화점이 퍼트리는 화려한 상품 
가운데 하나인 이 ‘초콜렛’은 사랑의 달콤함을 환기하는 기호이지만 그것은 평면 
세계의 파편들 가운데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여자는 ‘초콜
렛’을 퍼뜨리며 여러 남자들을 만나는데, 이 여자가 있는 곳은 “북극성의감미로움
을” 보는 “서늘한 풍경”이다. 화폐의 시장에서 교환되는 매춘부의 위조된 사랑으로
도 성욕은 자극되고 거기서 잠깐의 불꽃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위조된 
사랑은 언제나 급속도로 냉각되고, 잠깐의 불꽃과 급속도의 냉각이 수시로 교차하

233) 지옥을 사랑한 천사들이 낙원을 버리고 떠나버린 상황을 다루고 있는 ｢失樂園｣(취조광
흐, 1939.2)에서 화자는 타락한 천사의 독이 든 키쓰를 받고 “마치 雄蜂처럼―” “죽어버
린다”(IV:297) 이 구절은 “女王蜂과未亡人―世上의 허고많은女人이本質的으로 임이 未亡
人아닌이가있으리까”(｢날개｣, 취조광흐, 1936.9(II:260)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어령이 주석
을 덧붙인 것처럼 웅봉은 여왕봉과 교미 후 곧 죽어버린다. 그리고 ｢날개｣의 이 구절은 
다시 ｢봉별기｣(취여성흐, 1936.12)에서 “天下의女性은 多少間 賣春婦의要素를품었느니라고 
나혼자는 굳이 信念한다.”라고 쓴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상(李箱)의 문장들 속에서 천
사와 매춘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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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극성 아래의 서늘한 풍경을 이상(李箱)은 “초열빙결지옥(焦熱氷結地獄)”이라
고 썼다. 이 타락천사들이 갇혀 있는 거울 감옥의 추위는 ｢흥행물천사｣의 북극에 
쌓이는 “무서운빙산”(I:257)과 ｢LE URINE｣의 생식적인 뜨거운 오줌이 아주 조금 
녹여볼 수 있었던 “얼음과같은수정체”(I:231)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234) 
그것은 날카롭게 쪼개진 듯한 기호 ‘▽’이 흩어져 있는 ｢파편의 경치｣의 “쓸쓸한들
판”에 “쓸쓸한눈내리는날”(I:188)의 “설경(雪景)”(I:189)이기도 하다. 

234) ‘빙결지옥’과 ‘초콜렛’에 대한 분석은 신범순, 취이상 문학 연구 – 불과 홍수의 달흐, 지
식과교양, 2013, pp.426~4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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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음의 완성 – 평면 돌파의 운동 이미지

  ‘죽음의 풍경’을 이루는 숫자 2와 파편들이 깔려있는 평면 세계 및 거울의 구도
는 식민권력에 의해 황폐화된 현실에 대한 시적 인식이며 비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셈이지만, 그러나 이상(李箱)은 죽음의 풍경들을 시
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의 의무의 전부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상(李箱)은 이 
죽음의 풍경들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절망을 탄생으로 전환할 수 있
기를 바랬고 그러한 전환의 춤과 노래를 시가 먼저 발견하고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한 전환 속에서 생성의 힘과 일치하는 죽음의 심연이 발견하면서 죽
음을 완성하는 것이 이상(李箱) 문학의 근본적인 기획임을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
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상(李箱)이 평면 세계
를 돌파하기 위해 시계, 산술적 숫자, 거울의 구도를 깨뜨리는 장면들을 강조하면
서, 평면 세계에 깊이와 높이, 그리고 생명력이 범람하는 넓이를 만들어 내는 시적 
토템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시적 토템들을 종합하면서 죽음의 심연을 상상하게끔 
하는 골편(骨片)-나무의 십자가 이미지를 분석할 것이다. 
  2절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글자의 고정된 기술 방법’에서 벗어나 ‘인류가 아
직 만들지 아니한 글자’를 고안해내려는 이상(李箱)의 기획은 ｢삼차각설계도｣ 계열
시인 ｢선에관한각서1｣에서 “사람은숫자를버리라”(I:268)고 표현되어 있다. 이 시의 
끝에는 제작일이 두 개로 표시되어 있어 초고를 쓴 뒤 최종적으로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음을 알 수 있다. 제작일들을 검토해보면(표6 참고) 이상(李箱)
은 ｢선에관한각서1｣을 쓴 뒤, ｢이상한가역반응｣ 등의 시 6편과 ｢조감도｣ 계열시 8
편을 쓴 뒤에야 ｢선에관한각서1｣로 돌아와 이 작품들을 마무리하고 ｢선에관한각서
7｣까지의 ｢삼차각설계도｣ 계열시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상한가
역반응｣ 등을 쓴 뒤 다시 돌아와 ｢선에관한각서1｣를 마무리할 때 어떤 부분이 미
완 상태였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상(李箱)은 ‘사람은 숫자를 버리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리 제시해야 할 시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사정들을 생각해보면 ｢이상한가역반응｣부터 ｢조감도｣ 계열시 등 14
편의 시들도 산술적 숫자를 파기하고 시적 숫자를 고안하려는 기획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李箱)은 ｢이상한 가역반응｣, ｢파편의경치｣, ｢▽의
유희｣, ｢수염｣, ｢BOITEUX·BOITEUSE｣, ｢공복(空腹)―｣의 6편의 시를 1931년 6월 
5일 하루 만에 한꺼번에 써냈다. 제작일의 집중도를 고려해보면 이들 작품이 하나
의 계열시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지닌 하나의 기획 속에
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작품의 전반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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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역반응｣을 읽기로 하자(2절에서 ｢파편의 경치｣, ｢BOITEUX·BOITEUSE｣, ｢공복(空
腹)―｣의 세 편의 시를 단편적으로 언급하면서 납작해진 평면 세계와 날개를 잃고 그 위로 
추락한 존재들, 그 위에 흩어져 있는 파편들, 그러고 이러한 죽음의 풍경 전체에 찾아온 추
위에 대해 설명했다).

임의의반경의원(과거분사에관한통념)

원내의한점과원외이한점을연결한직선

두종류의존재의시간적영향성
(우리들은이것에관하여무관심하다)

직선은원을살해하였는가

현미경
그밑에있어서는인공도자연과다름없이현상되었다.

×

그날오후
물론태양이있지아니하면아니될곳에존재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그렇게하지아

니하면아니될보조를미화하는일도하지아니하고있었다.

발달하지도아니하고발전하지도아니하고
이것은분노이다.

철책밖의하얀대리석건축물이웅장하게서있었다
진진5″각 바아̇ ̇ 의나열에서
육체에대한처분법을센티멘탈리즘하였다.

목적이있지아니하였더니만큼 냉정하였다

태양이땀에젖은잔등을내리쬐었을때
그림자는잔등전방에있었다

사람은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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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비증환자는부잣집으로소금을얻으러들어가고자희망하고있는것이다.”
라고
……………………

- ｢이상한가역반응｣ 전문(I:181~182)

  ｢이상한가역반응｣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지만, 이 시가 ‘시간’
에 대한 시적 관념들을 진술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시의 첫 행은 “임의의반
경의원(圓)(과거분사에대한통념)”인데, 이상(李箱)은 이미 완료된 과거의 시간에 대
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통념)을 ‘원(圓)’으로 기호화하고 있다. 원을 완료된 과거의 
시간과 연결시키는 발상은 “진진(眞眞)5″의 각(角)”이라는 표현에서 내적 논리를 
확보한다. 1시간을 360°의 원(圓)으로 표시하는 도구가 ‘시계’이며, 시침의 경우 
30°의 이동이 1시간을 표시하고, 각 30°마다 시간을 표시한 1~12의 숫자 혹은 눈
금이 시계판에 표시된다. 분침의 경우 하나의 숫자 혹은 눈금에서 다음 숫자 혹은 
눈금까지 30°를 움직인다면 5분(5′)이 되고, 초침의 경우 30°를 움직인다면 5초(5″)
가 되는데, 이 작은 각도들(5′과 5″)이 실제로 해당 시간 동안 시침이 움직이는 미
세한 각도이다(5초 동안 시침이 움직이 미세한 각도가 30°를 60으로 거듭 나눈 값, 즉 5″
(5초)이다). 그러므로 ‘진진5″의 각’이란 시계판에 표시된 숫자들 혹은 눈금들의 각
도이며 “진진(眞眞)5″의각(角) 바아̇ ̇ 의나열”은 그러한 눈금의 나열에 해당하므로 이 
표현은 ‘시계’ 혹은 ‘시간의 원’을 떠올리게 한다.235) 
  앞서의 설명에서 이미 드러난 셈이지만, 시계의 원 혹은 시간의 원은 그 중심에 
시, 분, 초의 단위 각각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세 개의 중심을 갖는 원이 된다. 
｢수염｣의 6항에 나오는 “삼심원(三心圓)”(I:201; ｢이상한가역반응｣과 같은 날 쓰인 시이
다)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시어는, 시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에서 풀이해 볼 수 
있다.236) ｢수염｣ 또한 독해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시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가 수
염이 아니지만 수염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나가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파열선(破裂
線)의 운동과 희미한 생명력의 분출을 겹쳐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수염｣에서 
웃음은 삼림(森林)처럼 우거지며 얼굴의 표면을 뚫고 퍼져나가고, 사람[人]은 사지
(四肢)가 뻗쳐 있는 식물[蔘]이며, 군인들의 행진은 운동장의 표면을 파열시키고, 

235) ‘진진5″의 각’을 시계의 최소단위로 본 것은 김주현의 견해. 김주현 편, 취정본 이상문
학전집 1흐, 소명, 2005, p.32, 각주 2번.

236)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크기의 원들이 ‘동심원’으로 성립할 수는 있지만, 원
은 정의상 중심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삼심원’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계의 원
은 시, 분, 초의 서로 다른 세 차원의 중심을 갖는 하나의 삼심원이다.



- 190 -

화자는 땀 흘리는 말의 질주와도 같은 맹렬한 산책으로 그러한 표면들을 가로지르
고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모두 평면을 뚫고 나가는 파열선이며 생명력의 분출을 
반복해서 변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열선과 생명력의 분출 운동의 변주 가운데 6
항이 “삼심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상(李箱)은 시-분-초의 세 겹으로 되어 있
는 시곗바늘을 수염-파열선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는 평면적인 시계의 원으로부
터 삼심원의 소용돌이를 이끌어내면서 생명력의 분출을 상상하고 있는 듯하다. ‘삼
심원(三心圓)’은 수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은 시계가 함축하는 시
간의 세 차원(시, 분, 초)의 소용돌이를 통해 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산술적인 시
간 측정의 도구가 이상(李箱)이 도입한 소용돌이 이미지의 동요를 통해 시적인 셈
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시계의 불가능한 삼심원은 시, 분, 초라는 산술
적 단위에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한 산술적 단위를 초과하는 시간의 
다차원적 중심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인가.237) 그러한 산술적 계기들을 넘어서면서 
삼림처럼 우거진 파열선의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수염｣이 시계 
및 숫자와 관련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이상한가역반응｣의 “임의의반경의원(圓)(과거분사에대한통념)”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삼심원의 소용돌이로 시적 변환을 거치기 전의 원(圓) 즉 산
술적 시간 측정의 도구인 시계가 돌이킬 수 없이 완료된 과거의 파편들(과거분사)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지도의 암실｣에서의 “한
번지나간것이 하나도쓸데업는것”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시간이라는것의무서운
힘”(II:197)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지도의 암실｣에서 리상은 시간의 무서운 힘을 이
겨내는 글쓰기, “인류가아즉만들지아니한글자”(II:196)를 꿈꿨는데, ｢이상한가역반응
｣에서는 ‘시간의 원’을 뚫고 나오는 ‘직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원내의한점과원
외의한점을연결한직선” “직선은원을살해하였는가”(I:181, 고딕강조는 원문)라고 쓸 때, 
이상(李箱)은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손 쓸 수 없는 과거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시계의 원과 그러한 원을 파괴하는 직선(생명력의 분출과 겹쳐져 있는 파열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 시의 제목 ‘이상한 가역반응’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이러저러한 요소들의 변환된 결과를 낳는다고 
했을 때, 그러한 작용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를 비가역반응이라고 
부르며, 시계의 원운동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반응의 은유가 될 수 있다. 

237) ｢1931년-작품 제1번｣에는 “나의 방의 시계(時計) 별안간 13을 치다. (…) 이틀날(즉 그
때)부터 나의 시계의 침은 3개였다”(IV: 342)는 구절이 들어있다. 여기서도 12시까지밖에 
표시하지 못하는 산술적 시계의 시간을 넘어서는 13의 시적인 시간을 가늠하기 위해서 
시곗바늘이 세 개인, 삼심원의 시적 시계가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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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오른편으로 돌고 있는 시계의 원은 비가역적인 시간을 측정하고 표시하면
서 돌이킬 수 없이 완료된 과거의 파편들을 무수히 쏟아낸다. 그러나 이상(李箱)은 
그러한 산술적 시간 측정의 구도를 파괴하고 시간의 방향을 비틀어버리는 ‘이상한 
가역반응’에 대해 쓰고 있다. 원이 산술적인 시간 측정을 상징하는 도형인 한에서 
그것은 시간에 대한 통념에 부합하는 비가역적 시간이고, 직선은 그것을 파괴하는 
파열선이며 이러한 파열에 의해 새로운 시간, 통념의 시간 바깥에 있는 시간, 가역
적 시간이 열린다. 비가역적 시간과 가역적 시간에 대한 시적 사유를 이상(李箱)은 
원과 직선으로 도형화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시간에 대한 시적 사유라는 점을 이
상(李箱)은 “두종류의존재의시간적영향성/ (우리들은이것에관하여무관심하
다)”(I:181)라고 분명히 표시해두고 있다. 
  “진진(眞眞)5″의각(角) 바아̇ ̇ 의나열에서/ 육체에대한처분법을센티멘탈리즘̇ ̇ ̇ ̇ ̇ ̇ 하였
다.”(I:182)고 쓸 때, 이상(李箱)은 시계의 시간, 비가역적 과거의 파편들을 무수히 
쏟아내는 산술적 시간이 자신의 육체를 다루는 방식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듯하
다. ｢지도의 암실｣에서 ‘일-옷’ 혹은 ‘봉투-침구(잘못된 잠)’이 ‘발갛게 달아오른 발
가벗은 몸’의 빛과 열기를 위축시켰던 것처럼, 시계의 시간은 본질적 자기의 육체
를 잘못된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이상(李箱)의 센티멘탈리즘은 여기서 비롯된
다. 비가역적 시간에 의해 처분될 육체 속에 숨겨두고[秘]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해, 
사람들은 한낱 오물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사람은말하였다/ “저변비증(便秘
症)환자는부잣집으로소금을얻으러들어가고자희망하고있는것이다.”/ 라고”(I:182))238), 그것
은 똥덩어리가 아니라 ‘이상한 가역반응’을 일으키는 정신적 에너지일 것이라고 이
상(李箱)은 자신의 첫번째 발표한 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산술적 숫자들이 나열된 시계의 원을 파괴하는 시적인 직선, 강렬한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직선은 ｢삼차각설계도｣ 계열시 ｢선에관한각서1~7｣에 나오는 ‘광선’
과도 호응한다. ｢삼차각설계도｣에서 이 직선은 광선과 속도 경쟁을 하는 어떤 선으
로 가속화되는데, 그것은 흔히 오해되는 것처럼 빛의 속도에 대한 물리학적 상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선’은 ｢이상한 가역반응｣에서 산술적 숫자들이 나열된 
시계의 원을 파괴하는 직선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거스르는 시적 관념을 표현하
는 기호이다. 시간을 거스르는 이상(李箱)의 독특한 시적 관념은 ｢삼차각설계도｣ 
계열시 전반에 노출되어 있지만 특히 ｢선에관한각서1｣, ｢선에관한각서5｣와 ｢선에

238) ‘변비증 환자’ 운운하는 이 대목을, 비밀스런 정신의 상자[箱]를 열어 그 안에서 독특한 
시적 사유를 꺼낼 때 사람들이 그것을 오물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리라는 이상(李
箱)의 예언처럼 읽을 수도 있다. 1934년 8월 독자들의 항의로 ｢오감도｣ 연재가 중단된 
사건이 이러한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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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각서6｣에서 두드러진다. ｢각서1｣에는 빛보다 빠르게 달아나는 것이 태고의 사
실을 보게끔하는 것이며 빛이야말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다(“사람은영겁인영겁을살릴수있는것은생명은생도아니고명도아니고빛인것이라는것이
다.”(I:269)). ｢각서5｣에는 “파편”(I:292)으로 남겨진 과거를 끌어모으고 그것들을 다
시 살아내는 ‘빛보다 빠른 달아나기’가 나온다. ｢각서6｣에는 시간에 대한 통속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객관적 지식들을 버리라는 요구가 나온다(“시간성(통속사고에의한역
사성) (…) 사람은사람의객관을버리라”(I:299)).
  이러한 시들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이상한가역반응｣의 ‘원’이 돌이킬 수 없이 
완결된 폐쇄적 과거를 낳는 산술적 숫자가 나열된 시계를 표현하는 기호였던 것처
럼, 그 원을 살해하는 직선은 빛보다 빠르게 달리는 강렬한 에너지의 분출, 광선, 
시적 에너지의 은유적 탄도선 혹은 파열선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파열선은 죽음의 숫자 2를 뚫고 나아가 사랑의 숫자 3에 도달할 수 있는 추
진력을 함축한 “운동의코오스̇ ̇ ̇ ”(｢각서7｣(I:308))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李箱)은 ｢이
상한 가역반응｣에서 ‘운동의 코오스’를 가진 이 가속화된 파열선이 시계의 원환을 
깨뜨리는 장면을 제시하고서 두 달 뒤 ｢조감도｣ 계열시 가운데 하나인 ｢운동｣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는시계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았다”(I:243)고도 썼다.
  산술적 숫자들이 나열된 시계의 원이 파기되는 것과 납작해진 평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울의 구도가 깨뜨려지는 것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상(李箱)은 거울의 
구도를 깨뜨리는 파열선을 하나의 점으로 응결시켜서 ｢오감도 시제4호｣에서는 ‘ ‧ ’으
로 ｢오감도 시제9호 총구(銃口)｣에서는 “銃彈”으로 표시했다. 

  每日가치列風이불드니드듸여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닷는다. 恍惚한指紋골
작이로내땀내가숨여드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내消化器官에묵직한銃
身을늣기고내담으른입에맥근맥근한銃口를늣긴다. 그리드니나는銃쏘으듯키눈을
감이며한방銃彈대신에나는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여뱃앗헛드냐.

- ｢烏瞰圖 詩第九號 銃口｣ 전문(취조선중앙일보흐, 1934.8.3, I:69)

  ｢시제9호｣에서 이상(李箱)은 시인-화자의 몸을 총이라고 느끼고 그가 입으로 뱉
어내는 것을 총탄을 대신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239) 시인

239) 김주현은 이 시의 “列風”을 “烈風”의 오식으로 보았으나(취정본 이상문학전집1흐, p.90 
각주 245번) 권영민은 ‘거듭 이어지는 기침’을 “列風”이라고 비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I:69 각주 1번). 이상(李箱)의 폐결핵을 떠올려 볼 때 권영민의 풀이에 설득력이 있지만, 
“列風”에 뒤이어서 화자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 바람이 부는 것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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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총이 달아올랐을 때, 시인의 입-총구에서 무엇인가가 뱉어지고 또 쏘아진다. 
또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상(李箱)의 병력을 떠올려 본다면 시인의 
입에서 격렬하게 쏟아져나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침이기도 할 것이다. ｢시제9호｣
는 시인이 말하는 것(시어(詩語))가 고통스럽게 쏟아내는 ‘기침’이며 동시에 강력한 
속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파괴하고 뚫고나가는 뜨거운 ‘총탄’이라는 중첩의 이미
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시제6호｣가 앵무새의 흉내내기 속에 잠복해 있는 ‘거
울’의 구도 속에 놓이고, ｢시제7호｣가 영원한 귀양살이의 땅과도 같은 황무지의 달
과 창백하게 빛나는 거울의 이미지를 겹쳐놓고 있으며, ｢시제8호｣는 거울을 조작
하는 실험을 다루고 있는데 ｢시제9호｣는 이러한 거울 구도의 나열 끝에 이 거울 
구도를 깨뜨리는 ‘시어(詩語) = 기침의 총탄’을 쏘고 있다. ‘시어(詩語) = 호흡의 
총탄’의 중첩 이미지는 ｢객혈(喀血)의 아침｣(유고, 1933.1.20)의 “나의 호흡에 탄환을 
쏘아 넣는 놈이 있다”(IV:430)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침과 탄환을 일치시키는 
이런 표현들이 그저 이상(李箱)이 앓았던 개인적 질병의 고통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악기를 부숴뜨릴만한 강력한 호흡(“나는그호흡에부서진악기로다.”, 
｢신경질적으로비만한삼각형 - ▽은나의AMOUREUSE이다｣)을 떠올리면서 호흡의 총탄이 
함축하는 파열선으로 ‘거울의 구도’를 깨뜨려야 하는 시인의 고통스런 의무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다. ｢시제9호｣에서 “쏘아라. 쏘으리로다”라고 쓸 때, 이상(李箱)은 
이것을 확실히 ‘의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어(詩語) = 호흡의 총탄’은 ｢시제4호｣의 ‘ ‧ ’과도 호환되는 기호라고 생각
된다. 이에 대해서는 1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진단서의 형식으로 쓰여진 이 
시는 이 시대의 병이 거울의 구도 속에 갇혀 좌우가 뒤집혀 버린 산술적 숫자들의 
거대한 덩어리이며 그것은 곧 ‘ ‧ ’의 파열선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지금까지 ‘거울의 구도’를 ‘죽음의 풍경’과 일치하는 ‘평면의 세계’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시적인 거울이 언제나 무의미한 흉내내기의 결과로 복제된 파편들의 이미
지만을 만들어내는 광학적 거울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보들레르는 ‘댄디’야말로 
근대에 마지막으로 남은 귀족주의자들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들의 필수품이 ‘거울’
이라고 말했다. 거울 앞에서 댄디는 자신의 얼굴 그대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과 닮아있지만 자신의 얼굴 이상인 이미지를 꿈꾸며 그러한 존재에 대

시작된다는 점에서 ｢시제9호｣와 비슷한 도입부를 보여주는 ｢조감도｣ 계열시 ｢LE URINE
｣가 “불길과같은바람이불었건만불었건만”(I:231)으로 시작한다는 것 등을 종합해봤을 때, 
“列風”이 ‘계속 해서 이어지는 바람’으로 풀이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열기가 함축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거울의 구도를 깨뜨리는 총탄에 앞서 불
어오는 바람은 죽음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얼음의 감옥을 녹이는 ‘열풍(熱風)’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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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를 연습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들레르는 여자들이 거울 앞에
서 화장하는 것이 진짜 얼굴을 감추고 거짓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
대로 현실 속에 위축된 얼굴이 본래의 자기 모습을 피어나도록 하는 시적인 기술
이라고 칭찬했다. 보들레르의 상상력 속에서 거울은 현실 안에 있는 평범한 사물이
지만, 그것은 현실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로부터 출발해 가장 시적이고 이상적인 이
미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출입구와 같은 댄디의 시적 장치이다.240) 이런 맥락에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설명과는 다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나르시
시즘’은 흔히 자신의 모습에 과도하게 애착을 갖는 유아적인 어떤 심리 상태처럼 
취급되지만, ‘참된 나르시시즘’은 자신 안에 아직 다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들을 알
아보고 그것들이 제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론적인 연습이며 정신의 
집중이다.241) 나르시스가 제 모습이 비친 호숫가의 거울 이미지를 그토록 홀린 듯 
바라본 것은 자신의 얼굴이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호숫가의 일렁이는 
물의 표면이 나르시스의 존재에 대해 꿈꾸게 했고 그러한 꿈이 현실의 자아가 배
척하고 있지만 본래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반짝거리게 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상(李箱)은 산술적 숫자들과 죽음의 숫자 2, 그리고 평면적 세계가 꿈
의 깊이를 갖는 시적 거울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진단했던 것 같다. 
시적 거울은 꿈의 열기를 모두 잃어버린 채로 얼어붙어 버렸고 그 안에는 꿈 대신
에 파편들의 쓰레기 더미만이 쌓여있을 뿐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 얼어붙은 거울
의 구도를 깨뜨리는 것은 시적인 거울의 뜨거운 꿈(그러나 이상(李箱)의 거울의 구도에
는 이 ‘뜨거운 꿈’이 없으며 다만 ‘죄를 품은 식은 침상’이 있을 뿐이다)을 되찾으려는 몸
짓과도 일치한다.
  ｢烏瞰圖 詩第十號 나비｣에 제시된 구도가 거울 너머에서 뜨거운 꿈을 찾아내려
는 시도를 보여준다.

찌저진壁紙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그것은幽界에絡繹되는秘密한通話口다. 
어느날거울가운데의鬚髥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
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通話口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안젓다이러서
듯키나비도날러가리라. 이런말이決코밧그로새여나가지는안케한다.

- ｢烏瞰圖 詩第十號 나비｣(취조선중앙일보흐, 1934.8.3) 전문(I:71)

240) 샤를 보들레르, ｢9절 댄디｣ 및 ｢11절 화장예찬｣, 취현대생활의 화가흐; ｢벌거벗은 내 마
음 -5절 찬성｣, 취벌거벗은 내 마음흐참조.

241)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취물과 꿈흐1장, 문예출판사, 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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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도입부에서 찢어진 벽지가 죽어가는 나비의 형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 ‘나
비’는 거울의 평면을 돌파해서 ‘유계(幽界)의 비밀’이 잠복해 있는 꿈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幽界”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고 이 이것이 “죽어가는나비”라는 표현 속
에서, 이 꿈의 영역이 곧 죽음의 심연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생성의 열기가 
얼어붙은 폐허의 평면과 같은 가능한 죽음의 풍경이 아니라 그러한 평면 너머에 
있는 불가능한 죽음의 심연이며 새로운 생성의 힘이 잠재해있는 죽음의 심연일 것
이다. 나비가 거울 너머의 죽음의 심연으로부터 어떤 말들을 실어나르는 통화구가 
될 수 있다면, 나비는 동시에 거울의 입에 붙은 수염이 될 수도 있다. 또 수염이 
피부의 안쪽으로 뿌리를 내리며 피부의 바깥 쪽으로 자라나는 것처럼242) 나비 또
한 거울-벽의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수염-선(線)의 굴착운동과 비행운동을 동시에 
함축할 수 있다. 
  이 나비는 벽지의 찢어진 ‘틈’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죽음의 심연을 가두고 황
무지적 죽음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울-벽’을 돌파하는 기호이지만, 동시에 ‘벽지
를 찢어 날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평면을 돌파하고 있다. 이상(李箱)의 나
비는 황무지적 죽음의 풍경으로 납작하게 짓눌린 종이를 찢어 그것으로 날개를 만
들어 날아오르는 나비이다.243)

  이 작고 연약한 ‘나비-수염’의 평면 돌파가 가속화되고 강렬해진 것이 신화적인 
태양새인 ‘까마귀’이다. 작은 ‘틈’처럼 보였던 ‘나비’는 ‘까마귀’로 높이 솟구쳐 죽
음의 풍경 전체를 내려다보며 그것이 ‘현실적인 삶’이라는 ‘상식’을 비웃으며 그것
이 얼마나 황무지와 같은 것인지를 보여주려 한다. 이러한 까마귀의 시선이 현실적 
삶 속에 황무지의 공포를 불어넣고 이 공포스런 황무지로부터 달아나려는 ｢오감도
｣의 아이들의 질주를 추동시키며 태양의 열기로 얼어붙은 표면의 세계를 녹이려 
한다.  

242) 정확히 따지자면 수염이 피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李箱) 문학의 기호 
체계 속에서 수염은 동물의 피부 위에 사는 식물의 일종이어서 “나의 안면(顔面)에 풀이 
돋다. 이는 불요불굴(不撓不屈)의 미덕을 상징한다.”(｢1931년 – 작품 제1번｣, IV:340) 
“나 같은 불모지를 지구(地球)로 삼은 나의 모발(毛髮)을 나는 측은해한다”, “얼굴이 수염
투성이가 되었을 때 모근(毛根)은 뼈에까지 다다라 있었다”(｢작품 제3번｣, IV:438, 440), 
“풀이極北에서破瓜하지안튼이수염은絶望을알아차리고生殖하지안는다.”(｢危篤｣ 연작 ｢自
像｣, 취조선일보흐, 1936.10.9, I:156)와 같은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243) 신범순은 ｢산촌여정｣의 나비가 오래된 족보(族譜)의 종이를 찢어 만든 날개를 갖거나 
도시적 삶 속에서 유통되는 신문의 종이를 찢어 만든 날개를 갖는다(“그적게新聞을저
버린/ 무든흰나비”, “族譜를저버린것과갓흔 흰나비”(IV:196, 202))는 점을 지적하면
서 이 나비가 봉건적인 서판과 근대적인 서판 모두를 뚫고 날아오르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취이상 문학 연구 – 물과 불의 홍수흐, pp.68~69, 38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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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李箱) 문학에서의 태양새로서의 ‘까마귀’는 시적 토템의 삼각형의 구도 속
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깊이와 높이를 모두 잃고 납작해진 평면 세계, 즉 죽
음의 풍경을 돌파한 불가능한 죽음의 심연, 생성의 힘과 일치하는 꿈의 영역을 이
상(李箱)은 시적 토템의 삼각형으로 제시했다.244) 평면 세계에 함몰된 평범한 시선
들은 산술적 숫자들로 기술되는 파편들의 형상들만을 바라볼 뿐이지만 이 평면 세
계 위로 솟구쳐 오른 까마귀는 이 죽음의 풍경 전체를 꿰뚫어 본다. 까마귀는 태
양의 상징이기도 해서, 까마귀의 시선은 이 황무지의 평면에 태양의 뜨거움을 방사
(放射)하며 죽음의 풍경을 달구고 그것을 동요시키며 죽음의 심연으로부터 생성의 
힘을 이끌어낸다. 그것이 ‘정오의 사이렌’과 함께 도시 풍경 전체를 동요시키면서 
날개를 돋아나게 하는 ｢날개｣의 마지막 장면이며 도시 뒷골목의 잡답한 쓰레기들
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생명의 알을 낳는 ｢가외가전｣의 마지막 장면의 ‘까마귀’이
다. ‘태양화’된 까마귀에 의해 달궈진 얼음 표면은 대지화(大地化)하며 그 심연에서 
솟구치는 생명의 충동이 동물화된 것이 ‘황(獚)’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석반(夕飯)
｣에서 “대지의 성욕에 대한 결핍― 이 엄중하게 봉쇄된 금제(禁制)의 대지에 불륜
의 구멍을 뚫”으며 “지구의 이런 구멍에서 나오는” “한 마리의 순백한 암
캐”(IV:378)다. 이 황(獚)이 쇠창살에 갇힐 때, 태양도 시들어 “녹이 슨 금환(金環)”
(｢무제 – 고왕(故王)의 땀｣, IV:383)으로 위축된다. 그러나 본래 황(獚)은 시인의 목장
을 지키는 개이며(이것은 ｢황(獚)의 기(記) - 작품 제2번｣의 부제에 표시되어 있다) “불성
실한 지구를 두드”려 “나긋나긋한 풀의 준비(準備)”(IV:436~437)를 돕는다. 생명력
의 파동으로 물결치는 대지는 대양화(大洋化)하며 생성과 변화의 굴곡과 파동의 유
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파동의 동물화가 ‘뱀’이다. 이 ‘뱀’의 이미지는 ｢LE 
URINE｣에서 뚜렷한데, 이 시는 얼어붙은 지구를 녹이는 성욕화된 뜨거운 오줌을 
뱀과 일치시키고 있다. 까마귀/개(황(獚))/뱀의 삼각형, 태양화/대지화/대양화의 삼
각형이 이상(李箱) 문학의 전체 구도를 형성하면서 거울이 구도를 대체한다.
  이 시적 토템의 삼각형은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죽음의 심연이
지만 위축된 현실의 삶을 동요시키며 더욱 강력한 것으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생
명력과 구분되기 어렵다. 그것은 죽음의 풍경을 넘어서는 죽음의 심연이자 황무지
의 얼어붙은 표면을 깨뜨리고 뜨거운 생성의 파동을 일으키는 생명력이다. 여기서
는 이 시적 토템의 삼각형, 생성의 힘과 일치하는 죽음의 심연에 호응하는 ‘골편
(骨片)-나무 이미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골편(骨片)-나무 이미지’는 대지에 구멍을 

244) 시적 토템의 삼각형은 신범순이 이상(李箱) 문학의 전체 구도를 이해하는 틀로 제시한 
것이다. 이 단락의 이하 내용은 신범순의 ｢원시주의와 부채꼴 인간의 의미｣(취이상 문학 
연구 – 물과 불의 홍수흐)의 요점만을 간추려 이 논문의 논의 맞춰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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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고 그 심연으로 뿌리 내리는 동시에 태양을 향해 솟구쳐 자라나고 더불어 가지
들을 뻗으며 생성의 파동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시적 토템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라나는 나무의 생명력과 골편(骨
片)의 죽음 이미지의 결합이기도 하다. 
  이상(李箱)은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죽음의 심연으로부터 자라나는 신화적인 나
무의 이미지를 ｢차(且)8씨(氏)의출발(出發)｣(취조선과건축흐, 1932.7)와 ｢烏瞰圖 詩第七
號｣(취조선중앙일보흐, 1934.8.1)에 제시해놓고 있다. 이 시들은 독해하기에 매우 까다
롭지만 두 편의 시가 각각 사막과 멀리 유배당한 땅 위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차(且)8씨(氏)의출발(出發)｣에서 사막에 꽂힌 
한 대의 곤봉은 대지의 심연으로 뿌리를 뻗어 산호나무로 자라는데, 이것은 산호나
무 곁에 생매장되는 어떤 사람의 부활을 암시하는 듯하다. 산호나무로 자라나는 곤
봉은 사막처럼 척박한 대지를 바다의 풍요로움으로 적시며 무성해지기 때문이다. 
이 곤봉은 생매장된 사람에게 “지구를굴착하라”(고딕 강조 - 원문)고 명령하는가 하
면, “지면을떠나는아크로바티̇ ̇ ̇ ̇ ̇ ”를 가르치기도 한다(I:342). 황무지의 표면에 깊이와 
높이를 동시에 부여하는 이 산호나무의 운동은 그 끝에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우며 
이 꽃은 태양의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오감도 시제7호｣는 멀리 유배
당한 땅 위에 심겨진 ‘말라붙은 나무’에 ‘빛들이 쏟아져들어오는 오게끔 유도하는 
피뢰침’의 이미지를 겹쳐 놓고 있다(“나의腦를避雷針삼아 沈下搬過되는光彩淋漓한亡骸”, 
I:61). 멀리 유배당한 땅에서 ‘파편의 경치’를 보고 있는 시인은 번개와 같은 강력
한 죽음의 에너지를 자신의 뇌 속으로 끌어당기는데, 죽음에 의해 생겨난 망해(亡
骸)는 한 마리의 뱀이 되어 다시 한번 태양을 끌어당긴다(“毒蛇와가치地平에植樹되어
다시는起動할수업섯드라 · 天亮[태양]이올때까지”, I:61). 그리고 이 시에도 가지 끝에 피
어난 꽃에 대한 언급이 있다.
  ‘태양(까마귀)-지표면의 굴착(獚)-뱀’을 한 데 엮어 꽃을 피워내는 듯한 이 신화
적인 나무를 이상(李箱)은 죽음의 풍경 위에 세워둔 셈인데 이 죽음과 나무의 두 
요소를 합성한 것이 골편(骨片)-나무 이미지이다. ｢골편(骨片)에 관한 무제(無題)｣
는 그러한 신화적 나무가 인간의 육체 속에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착상을 보여준
다. 이 신화적 나무가 뼈다귀 같은 것으로 이해될 때 그것은 섬뜩한 시체를 연상
시키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바다의 풍요로움으로 사막을 적시며 꽃을 피울 나무이
므로 생명력의 분출을 암시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상(李箱)이 죽음의 풍경을 
돌파하면서 체험하려고 했던 죽음의 심연이란 부활의 잠재태처럼 보인다. 이상(李
箱)은 ｢객혈(喀血)의 아침｣에서 골편(骨片)-나무 이미지를 기독교 신화와 연결시키
며 “날이 날마다 발돋움”하는 폐 속의 “십자가”(IV:430)에 대해 말했다. 종교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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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결합된 이 부활의 나무는 무엇보다 우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지만 그리
스도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된다. 이 때문이 이 시는 시인의 죽음을 배경으
로 해서도 “지구(地球)의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나무들조차 끓어서 푸른 거품을 수
두룩 뿜어내고 있”다고 생명의 봄을 장난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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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지금까지 박종화, 황석우, 김억, 김소월, 정지용, 백석, 서정주, 윤동주, 이상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가 정초하고 있는 ‘시적인 것’과 ‘죽음’의 이미지 및 죽음의 
인식의 관련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1920년을 전후해서 ‘꿈과 밤, 영
혼과 죽음, 무덤과 눈물’ 등의 시어가 여러 시 작품들에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소재들은 감정의 과잉 혹은 미성숙한 퇴폐주의의 반
영과 같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시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죽음’에 대한 사유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문학 형성기에 
해당하는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죽음’과 그 주변을 소재로 한 시 작품들이 빈
번하게 등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시적 접근은 이 시기에만 한
정되는 예외적인 주제가 아니었다. ‘죽음’에 대한 시적 접근은 김소월의 시에서 가
장 풍부하고 세련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뒤를 이어 정지용과 백석, 서정주
와 윤동주의 시에서도 ‘죽음’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찾아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상은 ‘죽음’을 완성시키는 것을 자신의 시적 과제로 삼으면서 자신의 텍스트 전체
를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시적 접근으로 만들어 놓았다.
  ‘시적인 것’과 ‘죽음’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서로 깊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시와 죽음이 모두 ‘바깥’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는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투사한 의미와 가치의 체계 위에 건설
된 것이다. 비유하자면 인간은 정신적 내장을 외부에 투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환경
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정신적 내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현실적 삶의 거의 모
든 국면은 그러한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계가 인간 존재의 전 영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의 바깥에는 의미와 가치의 체계를 벗어나 있으며 예측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 존재의 일부임에는 틀림없는 어떤 영역이 있
다. 세계의 바깥으로 영원히 추방되어 더 이상 현실 세계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인
간 존재의 일부인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그러한 바깥의 체험을 욕망하면서 세계 
인식 전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시적인 것’의 근본적인 욕망이며 시가 그런 
것인 한에서 시는 죽음과 깊이 관련된다. 현실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
로 재현하는 것은 ‘일반 보고’이지 ‘시’가 아니다. 의미와 가치의 체계를 반영하면
서 세계를 지탱하는 언어는 스스로를 정돈하면서 철학적 언어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시의 언어가 될 수는 없다. 시의 언어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
는 바깥의 체험에 의해 일그러진 언어이며 세계 안에서는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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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언어이다. ‘시적인 것’과 ‘시적 언어’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문학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시적인 것’과 ‘죽음(바깥)’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깊이 연
루되어 있다고 보는 문학론 또한 가능하며 황석우 · 김억 · 김소월의 시론을 검토
해보면 적어도 이 시기의 한국 시인들에게는 ‘시적인 것’과 ‘죽음’이 근본적인 수준
에서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취장미촌흐과 그 주변의 시와 시론에서는 ‘분리’에 대한 의식 혹
은 어떤 ‘이원론’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취장미촌흐의 시인들이 자신들의 시적 행위
를 특정한 공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국지화할 때, 그들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고독의 공간을 만들어내려 한 것이다. 특히 황석우는 ‘인어(人語)’와 ‘영어(靈語)’를 
구분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유한한 삶의 세계
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무한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시라고 주장했다. 황석우의 시는 
이러한 자신의 시론에 충실하며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신비하고 우주적인 음향에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황석우의 장미는 무한을 향해 열린 고독의 
공간의 표지이며 그러한 공간에서 체험하는 무한의 상징이자 무한을 체험할 때 느
끼게 되는 도취의 상징이다. 취장미촌흐의 다른 시인들도 황석우처럼 세계와 바깥, 
물질계와 정신계,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유한과 무한의 이원론을 작동시켰
지만, 박종화 박영희 등은 무한 체험의 도취의 이면을 보여준다. 그들의 논리 속에
서는 바깥, 정신계, 비가시적인 것, 무한에 비해, 세계, 물질계, 가시적인 것, 유한
에는 우리를 도취시킬만한 것이 없으며 설령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덧없이 사라질 것이다. 거기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으며 
우리를 속이는 허망한 거짓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 안에서의 삶은 고
통이며 삶을 종료시키는 죽음이 구원이다. 무한 체험의 도취의 이면에는 이러한 허
무주의적 죽음 예찬이 있다. 박영희에게 장미는 죽음의 꽃이며 이 죽음의 꽃은 삶
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죽음을 예찬하며 영원한 진리를 죽음 안에서 찾는다.
  김억에게도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의 이원론이 중요했지만, 김억이 강조
한 것은 이 두 영역을 분리하고 그 가운데 죽음에 해당하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특
권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김억의 시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이 두 영역을 하
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욕과 그 방법론에 있다. 삶을 비하하면서 죽음을 찬양하
거나 유한한 삶의 세계를 버리고 무한의 바깥-죽음으로 빠져나가 도취되는 것은 
모두 세계와 바깥의 이원론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 두 영역을 분리시키고 어느 
한쪽에 몰입하는 셈이다. 그러나 김억의 관점에서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
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실 안에 겹쳐져 있는 세계의 
두 양상이다. 표면적인 가시적 세계 아래에는 이미 비가시적인 세계가 잠복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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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가시적인 것 아래에서 비가시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징’이다. 상
징을 통해 현실적 삶의 표면 아래에 흐르고 있는 비가시적 잠재성에 닿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시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김억의 시론을 ‘깊이’의 시학이
라고 명명했다. ｢나의 이상(理想)｣에서 김억의 꽃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시적인 꽃 아래에서 비가시적
인 꽃이 물결치고 있는 이 겹꽃의 이미지는 깊이의 시학의 시적 환상에서 생겨나
는 것이다. 하지만 김억의 시론은 비가시적인 것을 굴착해내는 이론적 작업들에서 
‘시의 음악’과 관련된 어떤 착오를 겪으며 ‘격조시론’으로 나가면서 이 주제를 벗어
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억의 시론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이원론을 조
정하면서 이 둘을 연결시키려 했고 그렇게 해서 삶과 죽음의 변증법적 관계에 접
근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김억과 김소월은 시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김소월의 
‘시혼’은 김억의 ‘깊이’의 시학과 통하는 면이 많다. 김소월의 시적 성취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타당한 것이지만, ‘깊이’의 시학을 토양으로 해서 김
소월의 ‘시혼’이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소월은 ‘덧없는 
유한/ 도취적 무한’, ‘가시적 세계/ 비가시적 세계’의 이원론에 낮과 밤의 이원론
을 덧붙이면서 이 이원론을 다시 한번 재조정한다. 김소월은 밤의 시간에만 인식 
가능한 희미한 존재자들에 대해 말했다. 확고한 사물성을 갖고 삶의 세계 안에 머
물러 있는 것들은 빛과 낮의 시간에 잘 드러나지만 그보다 작고 희미한 것들도 전
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둠과 밤의 시간에 잘 드러
난다. ｢시혼｣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우리의 정신적 기관이 바로 ‘영
혼’이며 우리의 영혼도 확고한 사물성의 바깥으로 풀려나와야만 작고 희미한 존재
자들과 더 섬세하게 접촉할 수 있다. 영혼는 육체적 한계와 일치하는 자아에 비해 
풍부하고 넓은 존재 범위를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체적 자아의 삶과 죽음의 
양쪽 모두에 걸쳐 있으며 이 자아가 감각하게 될 대상들 또한 삶 너머의 것으로 
확장시킨다. 김소월의 시 작품들은 자신의 시론에 대한 탁월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냄새, 소리, 연기, 머리카락과 같은 평범한 이미지들이 김소월의 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면서 풀려남과 뒤섞임의 이미지 운동이 되는가를 살펴봤다. 
그러한 풀려남과 뒤섞임은 삶 안에 순화된 죽음을 흘려넣는 영혼의 운동이다. 그러
한 운동 속에서 영혼은 개별적 자아의 삶으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존재자들과의 거
대한 연결망과 접속한다. 그것이 개별적 자아의 삶을 빠져나오는 것인 한에서 김소
월 시의 이미지 운동은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다.
  삶을 비하하면서 죽음을 찬양하거나, 삶에 무관심한 채로 삶의 바깥에서 무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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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되거나, 삶 아래에 물결치고 있는 (삶이 솟아난 장소이자 되돌아갈 장소인 잠재적) 
죽음을 굴착해내려 하거나, 사물성의 단단함을 해체하면서 개별적 삶으로부터 빠져
나가 죽음을 경유해 역설적으로 거대한 삶에 진입하거나, 이 네 경우 모두 죽음과
의 관련 속에서 시적인 것을 탐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지용과 백석은 반대로 
생명으로부터 시적인 것을 탐색한다. 정지용의 초기 시들을 추동하는 에너지는 비
등하는 생명력이며 증기선과 말의 속도, 거침없음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룬다. 정지
용의 시적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 생명력의 덩어리에 어떤 의미와 형식을 부여할 
것인가였으며 정지용의 병적인 헤매임은 이러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정
지용의 병적인 헤매임과 질주, 생명의 펼쳐짐은 세계를 평면화하는데, 이 평면에서 
차가운 유리창의 이미지를 발견하면서 정지용 시에 새로운 경향이 추가된다. 정지
용은 유리창 너머로 비현실적인 것의 그림자 죽은 영혼의 세계를 관찰하고 평면적 
세계의 껍질 너머의 소리를 듣는 소라껍질-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정
지용 시의 이러한 변화는 점차 내밀성의 이미지를 도입하는데, 이러한 내밀성의 상
상력은 가장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을 담고 현실적 삶의 구체적인 조각으로 신비적 
죽음의 총체를 향해 열리는 백록담의 호수 그릇, 시적인 잔(盞)의 이미지로 압축된
다. 시적 언어의 세련성에서 정지용이 차지하는 위상은 독보적인 것이지만, 이 시
적인 잔(盞)의 이미지에 대해서라면 백석의 시가 보다 풍부하다. 백석은 음식을 통
해 삶의 풍요로움을 회복하려는 몸짓들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국수’와 같은 독특
한 음식의 실을 통해서, 김소월이 영혼의 풀림으로 보여준 것과 같은 개별적인 삶
의 바깥으로 빠져나가 다양한 존재들과 어울리는 운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
시 삶과 죽음을 혼합하는 제사 그릇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잔(盞)의 이미
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백석의 시에서는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을 건축하는 것과 
일치하고 그러한 삶의 양식으로 건축된 잔(盞)의 이미지는 삶의 구체적 단면들을 
변환시켜 삶을 초과하면서 거대한 존재의 혼합된 덩어리인 죽음의 물질들을 담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낸다.
  서정주의 경우도 정지용처럼 생명의 강렬함이 시적인 것을 추동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정주가 상상하는 생명력은 죽음에 이르는 위태로움을 경유하면서 스스
로의 강렬함을 입증한다. 연약한 생명체가 현상 유지와 자신의 보호에 관심을 가질 
때 강력한 생명력은 스스로를 넘어서며 분출하고, 죽음을 경유해 더 강력하게 부활
한다. 매일 새롭게 바다의 심연으로 침몰했다가 다시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가 이
러한 니체적 생명을 요약하고 있다. 서정주의 시적 작업은 죽음을 변환시켜 태양의 
순환 고리 가운데 상승을 예비하는 하강의 ‘바다’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서 
결국에는 생명이 자신의 힘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든다. 윤동주에게는 릴케적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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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적 주제였다고 생각된다.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죽음의 씨앗이 있으며 그
것은 고유한 삶의 방식에 따라 저마다의 죽음의 열매로 맺혀진다. 죽음의 열매가 
맺힐 때 인간 존재는 유한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낯설고 두렵지만 더 위대한 존재
로 도약하게 되는데 윤동주는 이 죽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죽음의 씨앗을 
땅에 묻는 것과 태양이 솟아오르기 위해서 어둠이 깊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일치시
켰다. 또한 이러한 존재론적 도약을 방해하며 저마다의 고유한 죽음이 훼손되는 상
황에 대한 인식이 윤동주의 시에는 불안과 우울로 표현되어 있다. 두 시인 모두에
게서 죽음은 삶을 더 강렬하게 만들거나 삶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게 만드는 계
기로 변환되어 있으며 그러한 시적 사유들은 태양 이미지의 주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 시의 흐름 전체가 죽음이라는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상(李箱)만큼 자각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탐구한 시인은 없었던 것 같
다. 이상(李箱)은 낮의 시간으로 깨어나기 위해 잠드는 잠과 낮의 순환선으로부터 
빠져나와 불면의 시간 동안 시적 환상들을 탐험하는 ‘리상’이라는 인물을 창조하면
서 이 작중인물의 탐험과 시적인 탐험을 동일시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李箱)의 
시적 작업을 계획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도의 암실｣에 잠복해있다고 보고 그
러한 사정들을 맥락화 해보았다. 이상(李箱)은 ‘발갛게 달아오른 발가벗은 몸’과 
‘옷’의 기호를 대립시키며 본래적 자기의 빛과 열을 감소시키지 않는 참다운 옷을 
찾아나서는 모험과 죽음의 심연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반복해서 죽는 일을 등치시
켰다. ｢지도의 암실｣에 따르면 이상(李箱)의 작업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죽음
과 관계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상은 현실의 영역 바깥으로 빠져나가 시적 환상을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불가능한 죽음’과 관계하는데, 그러한 환상은 현실이 구성하
고 있는 ‘가능한 죽음’ 예컨대 상해사변과 같은 구체적인 역사의 한 장면에서의 파
괴적인 국면과 관계하게 만든다. ｢지도의 암실｣이 진행될수록 ‘불가능한 죽음’의 
환상들이 중첩되면서 이야기는 어지러워지지만, 그러한 복잡함은 완전한 무의미로 
흩어지지 않고 상해사변 등의 구체적인 ‘가능한 죽음’이 만들어 내는 폐허에 대한 
비판적 기록을 수반한다. 이러한 이중의 죽음에 대한 노출은 일상적 감각에는 너무
도 낯선 것이어서 공포를 느끼게 하지만, 이상은 죽음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시
적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며 그것을 생성의 힘과 일치시키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완
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상(李箱)은 ‘가능한 죽음’의 폐허를 관찰하고 그 ‘죽음의 풍경’을 여러 기호들
로 표시했는데, 그것이 이상(李箱)의 기호 체계 속에서는 숫자 2로 표현된다. 2의 
세계는 산술적 숫자에 의해 측량되는 세계이며 백화점의 공허한 패션(잘못된 옷)에 
휩쓸리는 세계이다. 그것은 참다운 삶이 마땅히 지녀야 할 높이와 깊이를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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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되면서 납작한 평면으로 표현되고 생명의 열기를 잃고 차갑게 얼어붙
는데 그것을 이상은 ‘차가운 거울’의 구도로 표현했다. 이러한 ‘죽음의 풍경’ ‘차가
운 평면의 거울’로부터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감도｣의 아이들의 질주인데 이
상(李箱)은 이 질주를 가속화하면서 거울의 구도를 깨뜨리고자 했다. 그리고 거울
의 구도 너머에서 죽음의 심연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평면적 삶을 넘어서는 뜨거운 
생성의 파동을 이미지화하려 했다. 그것이 이상(李箱)의 ‘까마귀’ ‘황(獚)’ ‘뱀’의 시
적 토템이며, 이 시적 토템의 삼각형은 다시 골편(骨片)-나무의 십자가를 통해 죽
음의 심연에서의 ‘부활’로 종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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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바실리 에로셴코, ｢세계 평화의 날｣245)(Vasely Eroŝenko, ｢La Tago de la 
Monda Pacigo｣)

  화려한 발코니에 서서, 그들은 위풍당당하게 집 앞을 지나 개선 행진하는 승리의 군대를 
지켜봤다. 그 날이 세계 평화의 날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뻤지만, 그러나 아이는 울고 
있었다. 
  “아이야, 울지 말아라. 아가야, 슬퍼하지 말아라. 전쟁은 끝났고, 인류의 고통도 끝이란다. 
소란스러운 군기(軍旗)들을 보렴! 그것들이 지구상의 평화의 날개들이 아니겠니? 저들 승리
한 영웅들의 얼굴들을 보렴! 너는 그들에게서 끝없이 조국을 수호하느라 지친 고요를, 너무
도 고통받은 인류의 무한한 휴식을 읽어내지 않았니? 들어라, 내 아들아, 행진 가운데 아름
다운 생각들의 영웅적 개가(凱歌)가 울리고, 소란 가운데 개선(凱旋)의 깃발들이 펄럭이며 
시적인 꿈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귀한 희망들의 충만함을 울리는구나. 보편적인 형제애에 대
한, 인간 평등의, 모든 민족들의 자유를 위한…”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애원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 의기양양하
게 소란피우는 깃발들 사이에서 나는 봅니다 … 어머니! 보이는 형의 손들, 오직 손들 …… 
나는 불면의 꿈속에서 봤을 겁니다. 그 손은 정중하게 내 두 뺨을 손에 쥐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장난을 치고 사랑스럽게 감쌌습니다 … 어머니! 정말
이지 그것은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폭탄을 던져 화를 풀어버린 손일뿐이었습니다 
…… 나는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 오, 저주의 꿈, 오, 사랑하는 손! ……” “이 자랑스
러운 영웅들의 머리들 사이에서 나는 봅니다 …… 어머니! 내게 보이는 아버지의 머리, 단
지 머리 …… 나는 끔찍한 불면의 꿈을 꾸는 여러 밤 동안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 
아버지는 내게 미소 지으며 상냥하게 말씀하시고 농담도 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
랬던 것처럼 자꾸자꾸 그분께 키스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 아, 어머
니! 그분은 키스를 받으려고 목에 붙어있는 머리를 손에 쥐고는 잡아 늘이더니 칼을 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 오 끔찍한 꿈들! 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머리! ……”
  영웅들의 대열이 의기양양하게 지나간다.
  “망상이란다 아이야.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영웅들의 행진 소리를 들으렴. 승리

245) 취동아일보흐연재 당시 제목만은 한글과 한자로 ｢世界의 平和｣라고 번역됐는데, 이는 
명백한 착오이다. 에스페란토판도 일본어판(“世界平和の日”)도 모두 ‘세계 평화의 날’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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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들을 들으렴!”
  “하지만 어머니, 들어보세요. 장엄한 행진은 듣기에 슬픈 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영웅들의 
노래들은 비탄에 빠져 울먹거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누군가 우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군가 탄식하는 거지요. 그러는 사람은 누구지요? 들어보세요!”  (1회 연재분)
  “망상이란다, 아이야. 누가 이 위대한 개선의 날에 울어야만 하겠니? 누가 세계 평화의 
날에 한탄하겠니?”
  “하지만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 지금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오, 그래, 지금 
그것이 내게 들리는구나. 이것은 네 형의 친구구나. 이것은 네 형이 죽었을 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아무 것도 먹지 않았던 우리 강아지야. 개선 행진의 소란을 들으며, 강아지는 
영웅이 된 주인을 떠올린다 ……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이제 말하마. 강아지를 쏘아 죽여라. 
강아지는 주인 없이는 너무도 고통받아 살아갈 수 없지 않겠니? ……”
  “들어보세요, 어머니, 영웅들의 노래에 섞인 목소리에서, 나는 괴로워 외치는 비명소리를 
들어요.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어디선가 아파 우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요. 이 
장엄한 개선의 날인데도, 세계 평화 기념식인데도 ……”
  “망상이란다, 아이야. 이건 아버지의 말[馬]이야. 말이 영웅의 노래를 들을 때 말은 그를, 
우리의 죽은 영웅을 떠올린단다 ……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이제 말할게. 그 말도 역시 죽
여라. 이 위대한 승리의 날, 세계 평화 기념식에 주인을 잊을 수 없는 말이 꼭 슬프게 울어
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 ……” 
  “그러나 다시 들어보세요! 승리의 깃발들의 소란 속에서 나는 탄식의 울음을 듣습니다. 
들어보세요 ……”
  “그건 열병(熱病)의 상상이란다, 아이야. 나에겐 아무런 울음도 들리지 않아. 이건 뻐꾹새
들의 노래란다.” 
  “하지만, 엄마, 이 위대한 개선의 날, 뻐꾹새는 무엇에 대해 탄식하는 건가요? …… 강물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버드나무들을 보세요. 그것들 역시 탄식하고 있어요. 어머니, 왜 
저 버드나무들은 세계 평화의 날에 탄식하는 건가요? 어머니, 사냥꾼에게 우리 숲의 모든 
뻐꾹새들을 쏘아죽이라고 하세요. 그것들은 꼭 이 위대한 개선의 날에 탄식해야만 하는 것
은 아니지요. 벌목꾼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버드나무들을 베어버리라고 하세요. 그것들은 꼭 
세계 평화의 날에 강물 위로 고개를 떨구고 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어머니 
저에게 명령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나 자신 또한 죽여버리라고 말해주세요. 
강아지가 형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 그 주인 없이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형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아빠 없이 자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 잠들게 해주세요!”(2회 연재분)
  “그리고 어머니는 …… 인류의 피와 눈물의 바다 위로, 고통받는 인간들의 대양 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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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는 죽은 사람들의 뼈로 탑을 세우고, 그 위에 깃발을 꽂으며, 행진곡을 연주하고, 영웅
들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축하하고 세계의 긴장이 풀렸다며 기뻐하세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영웅적인 기병대들이 멀어져가자 이제 모든 것은 조용해졌다. 단지 
영웅적인 북들과 승리의 나팔 소리들만이 저멀리서 아직까지 들려온다. 발코니의 난간 손잡
이에 기대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다. 미동도 없이 조용히 스스로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이해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사
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평화를 지불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고요했고, 저 멀리 있는 승리의 북들의 떨림들도 사라지고, 울려퍼지는 나팔 
소리도 아름다운 대기 속에 녹아버렸다. 모든 것들이 평온하게 잠든 순간, 그러나 강아지는 
낑낑거리고 말은 운명을 한탄하며 뻐꾹새는 어디선가 탄식하고 버드나무들은 강물 위로 고
개를 떨구고 슬퍼한다. 발코니의 난간 손잡이에 기대고서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다. 미동도 없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녀는 이해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세계의 전쟁
의 본질을, 전인류의 화해의 본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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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s and imagery of death are necessarily related to the poetic per 

se. Man’s ambivalent desire to insist upon and transcend his individual existence 

drives him to problematize the event of death and thereby makes death as the 

complex locus of thoughts. Under the opposite forces exercised upon him, man has 

to simultaneously commit himself to his life and extend himself beyond the life 

itself. This contradiction intrinsic to spiritual forces is identical to that of the poetic. 

Poem is an expression of spirit's attachment to life's particulars and its vitalizing of 

life itself. However, it also expresses man's desire to reach out to experience of the 

infinite, which one can never reduce to the life itself. To the extent that man cannot 

perceive death without the contradiction, death imagery implies bifurcated movements 

that goes opposite directions. First, a death image implies the movement that drives 

an object to the infinite; it modifies the object to release it from its protective 

membrane, which confines individual existence to the finitude. However, a death 

image is also the movement that binds the unbindable forces of the releasing 

movement to a series of symbols. This is essentially the movement of poetic image 

per se. Poetic image is the bridge between the world and its outside, the finitude and 

the infinity. It is the spiritual power that moves the finitude to the infinitude by 

disquieting and agitating the worldly for the sake of unworldly. Through the power, a 

finite being becomes to posses a series of signs that symbolize the spirit.

Poetic language of early modern Korean poems around 1920 is riddled with 

the words such as dream and night, soul and death, grave and tear. Widely accepted 

is that Korean poets were too immature to properly control their sentimentalism. 

However, I regard the emotional words denoting that modern Korean poetry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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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seminal period tackled perceptions and imagery of death, necessarily related to the 

poetic per se. The poets in the period imagined an unworldly space where one is 

allowed to experience the poetic. At this point, poetic experience is identical to the 

experience of death to the extent that it separates him from his life. They desired 

experience of the infinitude in the movement toward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death. In search for this experience of impossibility, which is acutely distinguished 

from the worldly, they devised a peculiar temporal mode of the Night, opposite to 

the Day that is dominated by the principles of rationality and labor, and a sensory 

mode of the Dream to capture the unworldly. Graves, the worldly localization of 

death, prompt poetic subject to arrive at the realm of the Night and sense with the 

Dream. However,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opposing forces instigates them 

to see how insignificant experience of the infinity is within the worldly and thereby 

reduces them to tears. The spiritual organ called the Soul is what they invent to 

train the mind, to experience the finitude and the infinity in poem. Kim So-wŏl’s 

“Poem-Soul” is the prime example of the Soul, which later reemerges with Yi Sang’s 

“Bone Fragment-Tree.”

Korean poets in early modern period discovered the realm of death and the 

infinity in the imagined dimension of the unworldly. Furthermore, they pushed 

forward this imagination until worldly life finally integrated with the experience of 

the infinite and thereby opened itself up to the other dimension. In doing so, death 

was in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not the Life itself but the life maintained within 

the worldly. Finally, death appears to be overflow of life force that challenges one to 

overcome himself in self-enhancement. No doubt, Korean poets in the 1920s began 

their poetic journey from the dualism of life and death, but they arrived at the point 

where the dualism was rendered invalid. Here, the image of “Poetic Basin” by Chŏng 

Chi-yong and Paek Sŏk and the image of “Sun-Seed” by Sŏ Chŏng-ju and Yun 

Tong-ju were created. In the same vein, Yi Sang obliged himself to poeticize 

consummation of life through consummation of death in his identification of poetic 

thought to the thought of death.

In the second chapter, I examine poems from Changmich’on and Paekcho, 

and works by Kim Ŏk and Kim So-wŏl focusing on how they draw a distinction 

between the world and the outside, the finitude and the infinity. They extract the 

poetic from the latter and represent it in indulgent, bewitching way. Howeve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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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veers to nihilism, which glorifies the death as the opposite of life in utter 

denial of life’s value and significance, since it prioritizes the infinity in its strict 

separation from life. However, the infinity becomes relatable not to each individual 

life but to the life force that binds every life together with Kim Ŏk’s theoretical 

works and Kim So-wŏl’s poems in their rescuing of poetic thought on death from 

nihilism. Kim So-wŏl’s poetics of the Soul is worth noting since it presents how the 

individuals takes the leap to the higher ontological dimension through death imagery.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poems by Chŏng Chi-yong, Paek Sŏk, Sŏ 

Chŏng-ju, and Yun Tong-ju. They are more interested in designing a spiritual device 

that can hold content of experience from the realm of infinity than in exploration 

into the uncanny yet bewitching unworldly realm. The poems by Chŏng and Paek 

present the image of the Poetic Basin that can incorporate the overwhelming infinity 

into the finite life. In the Poetic Basin, which is essentially located in the world, the 

infinity that essentially exceeds the world is contained. Sŏ and Yun’s image of the 

Sun-Seed signifies the desire for life force, which regenerates and empowers life as it 

passes through the realm of death.

The first part of the foruth chapter opens with detailed analysis of Yi 

Sang’s “Chido ŭi Amsil” and is followed by readings of his other texts. I regard this 

piece as the poet’s representative work in the sense that it presents the author’s clear 

perception of death and its multi-layered references to his other writings. Yi Sang 

identifies “nightly walk” with poetic thought on death in this work. His primary goal 

was to unify the disparate two realms of death and life by simultaneously seeing 

through deadly devastation of the world of life and pursuing the vivifying force in 

the world of death. He performs this poetic task using mirror image, numbers, animal 

signs or geometrical signs. He ultimately comes up with a spiritual design of the 

ontological leap to the mutual consummation of life and death and severe criticism of 

the devastating reality that holds back the leap.

Key Words : death, outside, becoming, infinite, movement of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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