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박사학위논문

구인회< >의‘데포르마시옹’미학과

예술가적 존재론 연구

김기림 이상 정지용을 중심으로 - , , -

년 월201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김  정  현

서울 









국문초록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존재론연구

김기림 이상 정지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 년대 구인회 문학의 언어의 문제를 예술적

인식과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로 다루고 이를 데포르마시옹 개념과 알레

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로 논의한 것이다 본고의 시도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예술성을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미학적 계보 속에서 검토하고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인들이 추구

했던 지성적이고 현대적 예술 의 맥락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는

년대 모더니즘 논자들의 심리적 리얼리즘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

한 당시 모더니즘 문학장의 담론들은 그들이 객관 과 진실 실재 와 꿈 으로 표상되

는 문학적 가치에 대한 진정성있는 추구를 시도했음을 드러낸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문학사적 인식 속에서 구인회 모더니즘은 흔히

반카프적 인 정치성 또는 순수문학 또는 당대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과 영미 모더니즘

의 불완전한 수용이나 피상적인 문학 그리고 예술적 자율성의 실현으로 규정되었다 그

러나 데포르마시옹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검토된 구인회 문학의 미학적 면모

들은 예술적 자율성이라는 명제로서 그 전모가 이해되기 어렵다 본고는 구인회 의

미학적 성격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로서의 언어 그리고 예술가적 산책자 로서의 예술적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의 문제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본고는 구인회 문학의 핵심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총체성과 영원성으로서의 현재에 대한 추구를 나비 의 모티프를

통해 구체화하고 그 미학적인 양상을 예술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으로 검토했다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현대적 문학에 대한 자부심인 교만한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층

위는 지금까지 구인회 를 규정해왔던 예술적 자율성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인회 의 예술적 인식과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는 단순히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에 대한 순수성만이 아닌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에 기만한 예술적 정신성 추구

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는 김기림과 이상 그리고 정지용이 스스로

어떠한 예술로서 지향하려 했는가를 텍스트를 통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인회

모더니즘이 도시 모더니티 그리고 현실과 세계를 문제시했던 것은 단순히 이를 비판하

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구인회 모더니즘 문학의 목표는 도시 모더니티라는 현실과

세계의 변용 을 통해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주체의 잠재적 가능성을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

을 지녔던 것은 중요하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조선문학

의 추구와 가능성의 실현이었기 때문이었다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이 지향한 것은 진보적 계몽적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득찬 현실을 무의미한 것 으로 인식하고 파괴하며 동시에 이를 새롭게

변용 하고 자신들의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유토피아적 지향성 에 있다 이러한 구인

회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바다 와 달 그리고 나비 의 모

티프로 나타난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의 고귀한 공주로서의 나비 그리고 이상

의 실낙원 연작의 새로운 불과 홍수같은 달 이미지 그리고 정지용의 나비 와

호랑나비 계열의 죽음을 초극한 나비 의 모티프들은 이들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세계관의 근본적 정체를 드러낸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구인

회 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텍스트를 통해 세계의 무의미성과 폐허성을 극한적으로 추

구하고 동시에 그것을 구원하려 하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구현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구인회 예술의 근본적 정체는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를 미학적으로 변용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미학적 환상을 추구했다는 점을 파악할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 사용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은 도시를 배회하거나 관찰 혹은 비판하려 한다

는 기존의 산책자 논의들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서서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적인

사유의 층위를 의미화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들이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데포르마시

옹 미학은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예술가적

인식을 토대로 한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은 단순히 산책자 개념으로부터 벗어

나 도시를 미학적으로 새롭게 변용하는 예술가적이고 미학적인 주체 를 의미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연구방법론은 보들레르 니체 벤야민 등을 통해 지금까지 미적 자율성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던 미적 모더니티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년대 모더니즘과

의 상호 관계를 통해 검토했다 이러한 본고의 방법론은 어느 정도의 비교문학적인 논

의를 중심에 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수용과 역학관

계가 아닌 미학적 사유의 근본적인 친연성에 있다 보들레르와 니체로부터 기인하는

영원성 이라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래적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 비판과 안티테제의 차원

혹은 예술적 자율성이라는 용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도 불구이고

이들 예술가들은 모두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긍정했으며 이러한 미학적 사유를 통해 자신들의 예술을 구축해나간 존재들이다 즉

파리와 경성이라는 지역적 위계가 아닌 미학적인 유사성과 정신적인 친연성이 보다 중

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의 장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논의된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개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주지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최재서의 논의와 연관시켜서

검토했다 최재서의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드러나듯이 당대 모더니즘 문학인들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의 개념은 사실적

재현에 기반한 리얼리즘과 다르게 미학적으로 재구성된 시선을 통해 드러날 진실 의



가치적 영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에 대한 인식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문학적 가

치와 진정성의 추구와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이와 구분되는 구인회 문학의 기본적

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김기림이 앙드레 브르통의 무의지적 기억 개

념을 통해 꿈의 리얼리티 를 제시했던 맥락은 당대에도 그리고 지금에서도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박태원의 심경소설 과 김기림의 꿈의 리얼리티 개념은 단순한 기교 중

심주의가 아니라 기교 를 통해 가능한 깊이 와 예술적인 세계관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본고는 장과 장 장에 걸쳐 구인회 의 중요 구성원인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텍

스트를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방법론으로서 검토했다 본고

가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바는 구인회 의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미학적 주체와 그 세계관의 층위였다 이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 폐허와 파국으로서의

현실을 지성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변용시켜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의식이

라 할 것이다

본고의 장에서는 데포르마시옹 변용 의 상상력과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어떻게 모더니

티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의 장은 각 시인들

의 초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가 어떻게 데포르마시옹의 방법

론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를 지성적인 방법으로 사유하고 도시 모더니티로

서의 현실을 미학적으로 비판했는지를 검토했다 장에서 세 시인을 공통적으로 묶었던

지점은 바로 이들이 평균적 군중들의 세계와 대별되는 이질적인 예술가들의 미학적 비

판의 양상에 있다 즉 구인회 의 교만한 예술가적 태도의 핵심에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만이 아닌 도시에 이질적 으로 존재하고 자신의 예술을 긍정할 수 있는

미학적이고 예술가적 주체가 근본적으로 알레고리화되어 있다

본고의 장에서는 장에서 검토한 무의미성 과 파국 으로서의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

적 인식을 통해 구인회 의 예술가들이 예술가적 공동체로서 어떻게 각각의 메시아적

시간 즉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고 있는 지를 논의했다 이는 김기림에게 나

비 로서의 이상 쥬피타 의 면모로 그리고 이상에게 나비 와 꽃 그리고 새로운 달 의

이미지로 정지용에게는 죽음을 초월하는 나비 의 테마로 나타난다 세부적인 이미지의

층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이 모두 나비 의 모티프에 주

목했다는 점은 구인회 의 공통적인 미학적 지향점인 환상 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이미

지에 대한 추구를 의미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근거가 된다

본고의 장에서는 장에서부터 장까지 이루어진 예술가적 산책가의 개념을 통해 이

상의 날개 를 둘러싼 당시의 논쟁을 재검토해 보고 구인회 미학의 공통된 예술적

사유의 문제를 동인지인 시와 소설 을 통해 논의했다 특히 본고가 주목한 작품은

방란장 주인 성군 중하나 제야 가외가전 유선애상 등이다

시와 소설 에 수록된 박태원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작품은 모두 도시 모더니티라



는 공간속에 존재하는 예술가적 주체를 그 소재로 삼는다 예술가 모티프를 통해 드

러나는 구인회 의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사유는 모든 것을 단일한 차원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리 와 군중 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러한 모더니티의 환원성으로부터 이탈된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흔히 예술적 자율성 으로 이야기되어 온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은 단순히

진보와 계몽 합리적 이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이나 비판적 측면

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예술과 철학이 모더니티의 문제에 대해서 사유했던

핵심은 바로 세계를 새롭게 데포르마시옹 변용 하고 그것을 메시아 적 영원성으로서

의 현재 시간에 대한 추구를 형상화는 것에 있다 이처럼 나비 로 대표되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는 그들이 구성해나갔던 새로운 조선문학과 예술의

가능성에 대한 추구를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구인회 가 추구했던 화려한 미학과

예술의 성좌형세 즉 교만하고 오만한 별과 같은 큰 예술가 성군 들의 모습이란

이질적이고 불온한 예술가적 정체성을 긍정하는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텍스트 그 자체

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구인회 예술가적 산책자 알레고리적 이미지 데포르마시옹 메시아 영원성으

로서의 현재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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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본 연구는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 년대 구인회 문학의 언어와 이미지 문제를

예술적 인식과 미학적 세계관 그리고 데포르마시옹 의 개념을 통해 논의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른바 계몽으로서의 개화기와 년대 대 동인지와 카프로

대표되는 년대 문학을 거쳐 도달한 년대는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황금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문학적 성과물들을 축적한 시기이다 이러한 문학

사적 시대구분은 근대 한국문학의 발전과정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더욱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이러한 양상들 속에 근대문학의 에피스테메 가 질적으로 변화해가는 복잡하고

내재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학 더 나아가 문학사라는 개념이 하나의 동일한

해석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문학이라는 기호 속에 내포된 복합

적 양상은 한국문학의 다양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한국 근대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몇 가지 서로 다른 문학이라는 범주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차이 에 대한 인식은

문학의 진보라는 선형적 발전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통사

적 관점 하에 기술된 문학사의 단일성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장소 에는 문학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갔으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 단절되고 분열되고

있는가라는 환원 불가능한 다양한 형상들이 존재한다 물론 개화기와 식민지라는 정

치적 변천과 국가라는 토대의 소멸 문제 그리고 서구에서 유래한 다양한 문학의 유입

을 통한 근대적 문학의 형성 과정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러나 이러한 외적 영역들만을 중시하게 된다면 한국 근대문학의 변곡점 즉 문학인 이

라는 환원될 수 없는 개별적 존재들을 커다란 이데올로기에 통합해 버리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대문자로서의 문학이라는 종합될 수 없는 개념 속에 있는 다양한

소문자로서의 문학적 에피스테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 기준은 문학의 토대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언어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문학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언어 혹은 언어의식 더 나아가 언어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사용과 구현의 문제이다 이는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언어의식의

미셀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면 인식 가능한 조건들의 토대라는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통해 본다면 문학사란 단순히 문학 인 들과 문학텍스트의 집합이라는 사실적 기술
이상의 문제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학사라고 불러왔던 단일한 담론체계는 기실 비균질한 문학
들을 하나의 체계로서 환원하는 질서로서만 존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의 체계는 이질적이
고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의 체계로서 구획시키는 인식되기 거의 힘든 동시성의 강제로서 작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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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이자 미학성의 차원에 해당한다 문학 텍스트의 해명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

야 하는 것은 각각의 문학인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 그리고 의미화의 기반이며 동시에 언어 사

용의 토대가 되는 작가의 미학적 사유방식을 탐색 및 해명하고 구체화하려는 분석에

의해서만 검토될 수 있다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문학에 있어서 언어 의 문

제가 단순히 문학적인 기법이나 기교 기술의 차원 이상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이다 간단히 말해보자면 뛰어난 문학에게 언어란 곧 정신이며 또한 기술과 텍스트의

차원에서 발현되는 자신의 사유 그 자체와 분리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언어의식이란 가장 근본적인 존재방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년대를 관통하는 문학사적 논의의 핵심에는 카프 리얼리즘과 구

인회 모더니즘의 대립이 그 중심에 있다 쉽게 정의내리긴 어렵지만 통사적으로 기술

된 문학사적 구분은 정치적 운동 과 미학적 기교 의 대립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리얼리즘 모더니즘의 대립에 대한 문학사적 논의는 백철의 부정적 평가로서의 무의지

파 와 조연현의 긍정적 평가로서의 순수문학파 그리고 김윤식의 카프제압을 목적

으로 한 정치적 집단 이라는 평가에 토대해 있다 초창기 연구로부터 이어진 구인

회 예술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는 그 방향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대체적으로 모더

니즘을 리얼리즘 및 카프 진영의 대타항으로서 설명하게 되는 난점이 존재한다 그 대

립적 규정 하에 구인회 의 문학사적 위치에 부여된 순수문학 이라는 명칭 은 정치적

줄리아 크리스테바 시적 언어의 혁명 김인환 옮김 동문선 면 크리스테바는 언어의 근
본적인 기능을 의미생성의 과정에 두면서 이를 생볼릭과 세미오틱의 끊임없는 운동으로 규정한다 생
볼릭이 일종의 정립적 질서 혹은 담론화되는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을 세우는 힘이라면 세미오틱은 이
를 파괴하고 교란하면서 다른 질서를 생성하는 욕망이다 크리스테바는 언어의 세미오틱적 운동이 근본
적으로 시적이고 미학적인 것 혹은 혁명적인 것 의 산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롤랑 바르트 상상계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옮김 동문선 면

백철 신문학사조사 백양당 만중서관 면 백철은 경향파의 문학세력이 문단에서 퇴
조되는 현상에 대한 반동으로 음험한 현실과 직접 충돌을 피하고 순문학적인 경향으로 돌아지는 현
상 의 대표 주자로 구인회 의 창립을 예로 든다 백철은 구인회 를 정치적인 행동 강령이 있는 카
프 와는 다르게 문인적 사교 그룹 에 불과하며 이른바 기교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면
서 구인회 의 등장으로부터 문단이 예술파가 문단의 세력을 잡게 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면 조연현은 구인회 가 당대의 가장 우수한 역량을
지닌 작가들의 모임이었음을 지적하며 구인회 가 시문학파 로부터 출발의 신호가 오른 순수문학의
가장 유력한 문단적인 실천부대 로 평가한다 그는 구인회 가 단순히 친목단체로 평가되는 것에 반대
하면서 시문학파 로부터 유래된 순수문학적 방향을 계승하고 이를 한국현대문학의 주류로 끌어올렸
으며 이를 통해 한국현대문학이 근대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지점에 서있다고 고평한
다

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 박태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김윤식 정호
웅 편 민음사 면 김윤식은 구인회 를 비정치적 순수문학 단체로만 볼 수 없다고 언급하면
서 구인회 가 카프 문학의 격파 및 제압이라는 정치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윤식은 구인
회 의 동인들이 염상섭을 회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구인회 의 중심 멤버들이 신문 학예
면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으로 근거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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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는 거리를 둔 문학이라는 무언가 부족한 문학으로 이해되었다 이른바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색깔을 갖지 않는 그러하기에 순수문학이

라고 호칭된 구인회 에 대한 평가의 총칭이 된 것이다

카프 의 대립항으로 설명되어 왔던 구인회 모더니즘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

는 월북문인들이 해금된 년대 후반부터 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다 우선 초창기

구인회 연구로서 주목되는 연구는 서준섭과 최혜실 신범순 등의 논의가 있다

서준섭과 최혜실의 논의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규준에 입각해 있기는

하지만 년대 구인회 모더니즘의 개별적 특징에 주목하여 초기 연구의 기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준섭은 구인회 를 단순한 친목집단으로 평가하는 기존

의 관점을 벗어나 구인회 를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 있던 경성과 그 속에서 자

라난 도시세대의 등장이라는 문학세대적 조건 을 주목했다 또한 서준섭은 문학운동

으로서의 모더니즘의 특징을 영화와 회화 등의 관계를 통해 논구했다 최혜실은 모더니

즘 문학의 주관적 보편성 이라는 개념 하에 이를 서구의 근대적인 건축미학과 비교 고

찰 속에서 해명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모더니즘을 영화와 미술 건축 등 여러 근대

적 미학의 요소와 비교하고 이를 도시문학적 성격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모더니즘 문학

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토대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더

니즘 문학을 리얼리즘에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평가가 지닌 한계점을 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닌다

모더니즘 문학을 리얼리즘 문학에 비해 한계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는 위의 두 연구

에 비해 구인회 와 모더니즘 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신범순의 연구 는

이후 후술할 조영복의 연구와 더불어 본고의 논의 방향에 있어서 특히 주목된다 신범

순과 조영복의 연구는 이른바 모더니즘과 도시문화 분석이라는 표피적 성격을 넘어서

발터 벤야민의 산책자 모티프를 토대로 한 모더니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신범순의 연구는 모더니즘을 단순히 리얼리즘에 대비되

는 것으로 평가하는 도식성을 벗어나 이를 미학적 요소와 언어의 문제로 평가했다는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면

서준섭 구인회와 새로운 문학정신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최혜실 한국 모더니즘 소설연구 민지사

예컨대 서준섭은 한국 모더니즘과 일본 서구모더니즘의 차이점을 사회 의식의 미비로 언급하거나 서
준섭 앞의 책 면 모더니즘을 결과적으로는 작품 형식의 새로움 외에는 그 작품의 내적 깊이와 내
용상의 사회성 획득은 부분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고 지적한다 이는 당시 모더니즘 문학인들
의 도시세대의 지적 철학적 이념의 기반이 허약 면 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
혜실은 당대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했던 감각 내지 기교는 재료 당대 도시문명과 자본주의 인용자 주
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기교가 영미의 이론을 수동적으로
이입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 당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고 사소한 반박
과 압력에 쉽사리 자신의 견해를 비판해 버렸 최혜실 위의 책 면 다고 평가한다

신범순 년대 모더니즘에서 산책가의 꿈과 재현의 붕괴 한국 현대시의 매듭과 혼 일지사
신범순 년대 모더니즘에서 작은 자아와 군중 기술의 의미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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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중요하다 신범순은 도시 산책자의 시선을 일종의 보는 것 이상의 것을 알기

위한 몽상 으로 평가하면서 산책자의 시선이 리얼리즘 기반의 재현적 미학을 해체 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일종의 대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

닌 다른 미학적 입장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학에서 반영된 현실의 내용을 의식하기보다는 매체 자체를 더 의식한 것은 바로 김기림에 의

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고 깊이있게 다루어졌다 이 부분이 모더니

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더니즘이란 것은 현대화와 분화가

극단화됨으로서 각각의 문화영역이 가장 충만한 가능성의 자율성을 획득한 시점에서 재현의 양

식을 문제삼음으로써 의미화 제도의 요소인 기표 기의 지시체의 역할이 분화하고 자율화되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이다

신범순의 지적처럼 모더니즘 문학이 지닌 언어의식과 미학성의 문제는 이 지점에서부

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위 언급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현실의 내용 으로서

의 재현적 리얼리즘 문학과는 다른 현실과 기표 및 기의가 합일된 상태 즉 고정된

재현을 벗어나 있는 문학어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양상들이다 신범순은 이러한 언어적

양태의 문제가 모더니즘 미학의 독특한 미학적 정치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이 근대 도시의 끊임없이 증식되는 기호와 가상들의 문제 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주목한 바 있다 이는 곧 이른바 산책가 의 핵심이 거리

와 도시의 매혹에 대한 미학적 시선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이 핵심에 있

다

신범순 년대 모더니즘에서 산책가의 꿈과 재현의 붕괴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신범순은 김기림의 움직이는 주관의 개념이 현실에 대한 실체론적 근본주의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실을 바라보는 일관되게
고정된 주체의 한 시각을 거부하는 이 말은 그 안에 철저하게 반리얼리즘적 울림을 간직하고 있다 그
의 이러한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의 계보학적 시선과 함께 매우 니체적 색
조를 띈다 김기림의 시의 기술은 보들레르적으로 말해서 조응의 세계를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연금해낼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보들레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김기림은 극히 반리얼리즘적 미
학으로서 기술과 연금술을 내세웠다 김기림의 계보학적 시선에 의하면 카프의 리얼리즘은 여전히 부르
조아적 근대의 문학적 권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에 의하면 현실을 구성하는 구술의 권력이 문제였다 모
더니즘적 기술은 바로 그 자연화된 기술 이미 기술이 아니라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굳어진 을 해체하고
그것의 권력을 폭로하는 일이었던 셈이다
신범순 년대 모더니즘에서 작은 자아와 군중 기술의 의미 앞의 책 면 신범순은 이 논문
에서 김기림의 미학론이 다소 혼란스러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김기림의
경성의 생활과 체험이 그의 문학적 근대성 추구에 절실함과 깊이를 가져다 주는 것 면 이라고 언급
한바 있다 신범순의 논의에서 특히 중요한 지적은 근대 도시의 매혹 즉 근대적 도시의 풍경을 축제적
거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를 김기림의 작은 주관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신범
순은 김기림의 기술에 대한 문제를 움직이는 주관과 작은자아의 문제가 낭만주의적 언어로부터 어떻
게 일탈할 것인가 그리고 전근대적인 언어의 상태로부터 어떻게 근대적인 언어의 상태로 나아갈 것인
가에 하는 것에 대한 모색 면 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범순 년대 모더니즘에서 산책가의 꿈과 재현의 붕괴 앞의 책 면 신범순은 이른바 산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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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순의 문제제기는 이후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의 구인회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토대가 되었다 이후 년대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구

인회 라는 문학집단의 성격을 미적 근대성 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와 구인회 소속 작

가들을 중심으로 년대 모더니즘을 해명하려는 시도로 구분된다 이 연구들은 구인

회 라는 문학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연구와 모더니즘의 미학성을 해명하려는 연구

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크게 본다면 년대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미적 근대성 즉

미적 모더니티에 주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의 논의로는 박헌호와 이종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헌호의 연구는 구

인회 모더니즘을 카프 리얼리즘과의 대립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이들을 근대성의 추구

로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즉 경향문학과 구인회 모더니즘이라는 두 가지

문학적 양식의 문제는 각각 근대성 추구라는 점에서 미적 근대성의 양면 으로 규정해

야 한다는 것이다 박헌호의 논의는 구인회 모더니즘에 대한 미적 근대성 문제를 식

민지 현실과 연관해서 보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정지용 김

기림 이상을 검토한 이종대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 모두 비판적 현실인식에서 출

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자본주의사회 주체의 소외와 파편화가 심화되는

상태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계열의 연구들은 모두 당대 식민

지적 현실의 문제에 대해 근대인식의 불철저성과 식민지적 파행성이라는 측면 을 강

조하며 당대 식민지적 현실 이나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현실비판적의 양상만을 강조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후자의 논의는 주로 모더니즘의 미학적 특질을 규명하면서 모더니티의 문제를 보다

본격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중심적이다 이는 김유중 조영복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계열 연구들은 근대도시로서의 문학 즉 모더니티의 양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확장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김유중은 모더니즘 문학운동이 범세계적인 예술 운동

의 일환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모더니즘 문학이 지니고 있는 역사인식과 시간의식의 문

제로 해명한 바 있다 특히 김유중은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을 부르주아 계몽주의적 모

더니즘 과 반부르주아적인 주관적 시간관의 양립 으로 설명하고 후자의 시간의식을 모

더니즘 문학의 특징으로 지적했다 김유중에 따르면 모더니즘 문학의 시간의식이란 부

르주아 계몽주의 모더니티의 객관화된 일직선적인 시간관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

의 시선이 단순히 도시를 배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대한 산책가의 시선이 자신의 내
면공간의 거주지 를 형성해내기 위해 군중속의 매혹과 그로부터의 일탈이라는 변증법적 운동의 유형학
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신범순은 산책자에게 있어서 산책 그 자체가 아닌 산책가의 역사
적 범주적 존재와 그의 시선이 갖는 미학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 흐름의 무위적인 게으름
속에 숨겨진 관찰자의 주의깊은 눈이었다 는 점을 강조한다

상허문학회편 근대 문학과 구인회 깊은샘

박헌호 구인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위의 책 면
이종대 근대적 자아의 세계인식 구인회 시인들의 모더니즘 위의 책 면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면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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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근대 문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서의 묵시론적이고 반목

적적 유토피아 개념 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조영복의 연구는 당대 경성체험의 문제를 일상성 과 근대성의 기획의 문제를 주목했

다 근대 도시체험의 문제에서 이상과 김기림의 텍스트를 주목한 조영복의 연구에서 중

요한 지점은 모더니즘 문학의 기반인 도시문화 를 소재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조영복은 근대성에 대한 기획과 대응의 측면을 산책자 의 키워드를 세분화

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벤야민에게서 비롯된 모더니티와 산책자적 태도가

단순히 도시를 배회하는 차원 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근대성 논의에 대한 기호학적 접

근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영복은 이를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절망 이라는

마샬 버만의 근대성 논의와 연결시키면서 인공낙원을 둘러싼 산책자 즉 글쓰기 의 주

체가 지니는 시선과 욕망의 문제임을 검토했다 조영복의 연구는 당대 모더니즘 문학을

서구 전위주의적 미학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것이 제작성 을 토대로 한 미학과 알레고

리적 텍스트 의 문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위 연구의 흐름을 토대로 이후의 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들은 각각 개별적인 작

가론이나 작품론 등의 세부적 논의로 확장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년대 문학연

구의 중심축이었다고 할 수 있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대립이나 미적 근대성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세부적 확장이라는 양상과 관련된 현상이기도 하다 년대와 년대

이후의 연구를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분할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긴 하지만 대

체적으로 년대 이후 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주된 연구는 주로 년대에 제기되었

던 미적 근대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개별적인 작가론의 관점을 취하던 아니면 구인

회 모더니즘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 의하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의 중요한 논점은 흔히 리얼리즘과 대비되는 모더니즘 문학의 기교와

미학적 특징을 근대성 비판의 측면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는 년대에 제기되

었던 모더니티의 문제 즉 합리적 모더니티 부르주아 모더니티 혹은 사회적 모더니티 와

미적 모더티니 문화적 모더니티 의 대립 으로 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접근하는 방식

위의 책 면 김유중은 당대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논의가 공통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문명
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논의들이 각자의 미학
적 원리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에 모순에 대해 저항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면 조영복은 산책자의 유형을
각각 뮤자르 바도 에뜨랑제 진정한 산책자로 구분한다 도시를 빈둥거리는 뮤자르와 도시의 매혹에
함몰되어 버리는 바도 에뜨랑제는 모두 도시에 매혹된 군중적 존재인 것에 비해 진정한 산책자는 도
시에 대한 거리두기를 통한 사유와 인식을 보여주는 존재에 속한다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이러한 모더니티의 양가성 즉 부르주아 모더니티의 합리성과 미적 문화적 모더니티의 저항정신의 논
리는 모더니티의 양가성을 설명하는 분석적 인식틀이다 이에 대해서는 칼리니쿠스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백한울 오무석 백지숙 옮김 시각과 언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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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본격화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김신정 박현수 김승

구 이미순 등의 개별 작가론과 김민정의 구인회 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개별 작가론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지용에 대한 김신정의

논의 에서 중요한 지점은 정지용 시에 있어서의 감각의 문제가 세계에 대한 일정한

지각을 빚어내는 조정과 질서의 원리 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각을 통한

다양한 타자와의 접촉과 형상화가 정지용 시의 미학적 특징임을 지적한 것이지만 이러

한 정지용의 미학적 입장은 당대 식민지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위험성을 비켜나고 동

시에 현실과의 긴장력을 상실 하고 고립되고 협소해진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이상에 대한 연구로서 박현수와 김승구의 연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 두 논의는 세

부적인 방법론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상 문학이 지니고 있는 텍스트 생

산의 방식에 대해 접근한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박현수 는 단일성의 모더니즘적 수사

학과 근대성의 무한한 증식을 비판하는 탈근대적 수사학의 시뮬라크르 개념에 주목하

면서 이를 인공미와 제작성을 건축적 미학의 문제로 해명하고 동시에 이상문학에 나

타나고 있는 다양한 전고 의 차용양태를 검토했다

김승구의 논의 는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텍스트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잉여

의 문제를 논의한다 물론 정신분석에 대한 접근 자체는 기존에도 논의되어 왔던 바

이긴 하지만 김승구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글쓰기의 주체로서 의식적인 주체 이

상의 문제 즉 잉여 의 요소에 주목했다는 점에 있다 이상 텍스트에 나타나는 분열적

요소의 문제가 주로 이상 개인사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김승구가 제시

하는 글쓰기에 대한 욕망의 역동적 양상은 유의미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의 시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사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이미순의 논

의 는 김기림 텍스트의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수사학과 알레고리의 문제를 제시하

고 있다 이미순은 김기림의 언어에 대한 자의식을 인공어의 개념에서 살펴보고 이를

알레고리적 언어관과 연결시킨다 다소 텍스트의 구조적 검토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

김신정 정지용 시의 현대성 소명출판
위의 책 면

박현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 소명출판

위의 책 면 박현수는 이상의 글쓰기가 지각의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글쓰기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이것이 고의적으로 방해받는 형식임을 강조한다 박현수는 이상의 글쓰기적 기술의 문제가 단
순히 기술이 아니라 모든 형이상학적 체계를 스스로 구현하고 있는 형식으로서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될
정도의 역학적인 힘 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승구 이상 욕망의 기호 월인

이승훈 이상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 건국대학교 출판부 참조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참조

김승구 앞의 책 면 김승구는 육체의 피폐성 즉 페결핵에 대한 이상의 체험이 텍스트 생산의
욕망이자 원천임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육체의 근대적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벌이는 이상의 필사적인
기투로 언급한다

이미순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사상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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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미순의 논의는 기상도 와 태양의 풍속 의 해석적 문제를 알레고리와 파

노라마적 시각 양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근대 모더니티에 대한 충격 체험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인회 에 대한 총론적 성격을 지닌 김민정의 연구는 카프 의 문학이념이랄 수

있는 리얼리즘 을 인식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나머지 문학적 경향들을 타자화하거나

그것에 부차적인 의미만을 부여 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부르디외의 장 과 아비투

스의 개념을 통해 가족유사성 이라는 개념으로 구인회 를 설명한다 김민정의 논의

는 구인회 모더니즘을 당대의 저널리즘 중심의 상업적인 문학과 집단운동으로서의

리얼리즘 문학과 대립하면서 동시에 구인회 가 미적 근대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한

근대적 예술가들의 집단이었음을 검토했다

년대 초중반 이루어진 김민정의 연구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년대 모더니즘에 대

한 연구들은 다소 실증적인 맥락의 차원에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존의 연

구들을 토대로 구인회 모더니즘에 대한 평가가 미적 근대성 혹은 미적 모더니티의 문

제라는 점에 연구자들의 공론이 모아졌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연구 분야의 다변화 양상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는 년대

초부터 년대 동인지 문단에 대한 연구나 일제말기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해방기나

년대 이후 문학에 대한 관한 연구들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현상을 통해서도 확

인된다 또한 작품과 작가가 중심이 되는 논의 이외에 출판환경이나 매체 등을 주목하

거나 년대 근대도시문화에 대한 문화사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풍토의

다변화 과정 속에서 구인회와 년대 모더니즘 전반에 대한 연구는 점차 줄어드는 현

상을 보인다

최근 이루어진 구인회 모더니즘과 관련된 실증적 경향의 연구로는 전봉관 란명 김

주현 송민호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봉관은 김기림의 기상도 에 등장하는 다양

한 모티프들을 당대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김기림의 세계 대공황과 파시즘의 현실

과 연관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란명은 이상의 지도의 암실 과 요

코미쓰 리이치의 상하이 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서 상하이 사변으로 대표되는 정

치적 문제 즉 동북아시아 작가들이 같은 사회 정치문제와 표현론적 문제에 극적으로

조우한 체험을 공유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년대에 이상 전집 과 증보

이상전집 을 펴내며 이상텍스트의 원전확정 문제를 연구했던 김주현의 최근 논의 는

위의 책 면

김민정 한국 근대문학의 유인과 미적 주체의 좌표 소명출판 면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전봉관 년대 한국시의 아방가르드와 데카당스 기상도 의 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
시학연구 호

란명 이상 지도의 암실 을 부유하는 상하이 이상적 월경과 생의 시학 시와시론 수용
및 그 주변 역락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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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구를 메타 연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포괄적 작업을 보여주었다 송민

호는 당대에 이상의 텍스트에 나타나있는 다양한 흔적들을 토대로 이상이 체험했을만

한 다양한 문학과 예술적 토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했다 주로 이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연구들은 원전의 확정문제나 당대의 정치적

문화적 과학적 담론들을 통해서 당대 모더니티 문학인들이 공유했던 지식담론과 사회

적 현실의 문제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검토했던 연구들 이외에도 구인회 와 김기림 이상 정지용 박태원 등

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며 그 연구의 영역들은 일

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넓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이상 연구에서 그러하지

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광범위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문학연구의 방향을 확

장시켰다 그러나 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평가적 기준이 여전히 미적 근대성 의 문제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 은 중요하게 재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술적 자율

성 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되어온 미적 근대성 혹은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에 대한 가치

평가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적 이데올로기란 곧 근대문학의 자율적 성격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이다 문학이 자율성을 획

득하게 되는 것은 곧 단일한 보편적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인 가치 영역으로의 분화라는 근대적인

합리화의 과정을 전제하며 이 과정에서 미적 근대성 혹은 미적 합리성이 다른 근대성의 영역에

서 분리되는 것이다 근대의 문학은 일상적 경험과 대비되는 미적 경험에 의해 특징지어진

다 이러한 미적경험은 일상적 현실과 합목적적 실천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성을 구가해온 근대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중심 경험이 되었다 미적 경험에는 사회 체계의 분화에 따른 영

향이 내재해 있는바 뷔르거는 이를 경험의 소멸 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근대적 분화과정이

경험의 소멸을 초래하였다고 한다 이 경험의 소멸이 예술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미적 경험

인데 이 미적 경험을 통해 예술은 사회적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 결과 규범적

이고 도구적인 합리성이 일상생활을 강제하는 인식작용을 비판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문학의 근대성은 그 발생에서부터 어쩔수 없이 무언의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그것은 무

엇보다도 예술작품이 상품화를 거부하게끔 다시 말해 예술작품을 교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

회적 세력들에 대항하여 간신히 버티도록 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모더니스트의 예술작품들은 그

들 자신의 물질적 지위와 모순 관계에 있으며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담론의 형식

으로 부정하는 자기분열적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현 실험과 해체 이상문학연구 지식산업사

송민호 이상이라는 현상 작가 이상이 경험한 동시대의 예술과 과학 예옥
김민정 앞의 책 면

위의 책 면 김민정은 이러한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경험을 이태준과 이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모더
니스트의 텍스트가 상품의 지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시 대상과 실제적 역사적 세계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고 스스로 작품의 결을 복잡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작품의 즉흥적인 소비성을 예방하기
위해 형식을 교란시키고 현실에서의 더러운 거래로부터 벗어나 자기 목적적인 대상이 대기 위해 자기
만의 언어로 자신의 주위에 방어망을 구축한다 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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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언급은 지금 현재에 있어 모더니티와 모더니즘 연구가 당면한 한 지점을 보여준

다 물론 미적 모더니티가 지니는 근대성 에 대한 비판적 측면은 당대의 문학을 해명

하는 키워드라는 점은 중요한 논점이다 이러한 논점은 구인회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올수록 카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근대성의 추

구에 대한 다른 측면임 을 밝히는 연구경향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를 자율성 의 획득과 규범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이 일

상생활을 강제하는 인식자용을 비판 하는 차원에서만 검토한다면 오히려 이는 어떤 역

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문학 작품의 근본적 성격

을 예술작품을 교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적 세력들에 대항하여 간신히 버티도록

하는 전략 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결국 텍스트의 문제를 현실을 담론의 형식으로 부정

하는 자기 분열적 현상들 로서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논점은 구인회

모더니즘을 카프 리얼리즘의 정론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미적 모더니티 혹은 미적 근대성으로서의 자율성 획득문제를 근대성 추구 라는

또 다른 사회적 맥락과 효용론적 관점으로 환원시켜 버리게 된다 요컨대 기존 연구에

서 사용되는 미적 근대성과 예술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문학인 개개인의 문학 텍스트

의 생산과 그 의미맥락의 개별성 혹은 더 나아가 한가지의 층위로 단일화될 수 없는

문학의 본질적 맥락을 제외해버리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위의 평가는 지금 구인회 와 년대 모더니즘 연구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한계지평

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젝의 표현에 빌려 말해본다면 무의식적 으로 구인회

모더니즘에 대한 문학 연구는 미적 모더니티로서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존재가치를

단일한 보편적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인 가치 영역으로의 분화라는 근대적인 합리화의

과정 의 이면 으로서만 규정하게 되어버린다 즉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학과 예

술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근대성 비판으로서의 미적 자율성 혹은 사회적 비판이라는 단

일한 맥락으로 종속되고 다층적이고 미묘한 문학의 본질적 양상이 근대비판을 위한 예

술적 자율성이라는 기호아래 획일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비판으로서의 미적 자율성

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 지점에서 새로운 문학과 예술의 환원할 수 없는 존재가치의 문

제를 어느 순간 삭제 시켜 버린다 이러한 예술적 자율성 의 개념은 문학과 예술의 존

재이유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차원으로 한정시키는 문학연구가 지닌 무의식적인 이데

위의 책 면
칼리니쿠스 앞의 책 면 칼리니쿠스는 보들레르를 기점으로 한 모더니티라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면서 사회적 진보와 자본주의의 합리성에 토대하고 있는 부르주아 모더니티 사회
적 합리적 모더니티 와 이에 대한 안티테제적 성격을 지니는 미적 모더니티 문화적 모더니티 의 개념으
로 구분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대표되는 미적 모더니티가 속물근성으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격렬하고 논쟁적인 반동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대적인 차원으로만 모두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본고의 연구방법론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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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 이자 연구의 담론이 성립되는 기준 그 자체의 에피스테메 가 무엇인지를 확

인시켜 준다

구인회 모더니즘 혹은 김기림 이상 정지용에 대한 연구들의 결론은 대체적으로

미적 자율성 의 획득을 통해 사회적 모더니티를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모더니즘 문학이 일종의 엘리트주의 로 빠져들면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도피 이거나 또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세계적 보

편성 에 회귀되어 버린다는 논점 그리고 도시 군중의 역동성을 보지 못하고 거리 에

대한 비판적 태도만을 내세움으로서 군중을 비롯한 도시성의 깊은 추를 드리우지 못

한 피상적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 등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론들은 년대 모더

니즘 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점 이 무엇인지를 내재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얼마나 문

학과 예술이 당대의 근대성에 대해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

고 가치를 부여하는 문학연구의 에피스테메 인 것이다

구인회 와 김기림 이상 정지용에 대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키워드를 벗어나 양자를 모두 근대성 비판 의 공통적 측면으로 묶어내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구인회 모더니즘 문학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예

술적 이질성들을 정치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요소로서만 또다시 종합 하게 되어버리는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

슬라보에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인간사랑 면 지젝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작동방식을 상징적인 권의의 보증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상징적 질서로 설명한다
즉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그 본질에 대한 참여자들의 무지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실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사회적 존재의 허위의식이 아니라 존재가 허위의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한에서의 그 존제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
로 승인하고 있는 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 비실제적인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하고 있는 하
에서는 진리와 진실로 담지되는 강력한 인식적 영향력 지젝은 이를 무의식으로 본다 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지젝의 논리는 모든 사회적 담론장에 펼쳐져 있는 정론적인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
고 있는 지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명찬 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면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면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면 참조 이러한 최근의 연구경향은 경성 모더니즘을 테마로 한 권은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권은은 박태원의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리적 모티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은 제국 일본의 식민
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식민지 시기 한국문학은 국민국
가가 아닌 제국체제 속의 식민지를 상정할 때 보다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고 언급하면서 당대의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그러한 기획 제국 일본의 상상적 공동체 인용자 주 에 균열을 일으켜 조선을

분리해내려는 상상적 투쟁을 전개했다 상상적 공동체에 대한 재현을 둘러싼 투쟁은 일본인과 조선인
이 공간적으로 대립하는 식민도시 경성에서 가장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경성은 제국 일본의 메트로폴리
스와 식민지의 위계 구도가 남촌과 북촌이라는 이중 도시의 형태로 내재화되었다는 점에서 제국의 축
도라 할 수 있다 고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제국 일본 내지 과 식민지 조선 외지 라는 현실을 토대
로 구인회 모더니즘의 텍스트들이 당대의 사회와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가만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는 문학과 예술이 지니는 환원될 수 없는 다층적 양상을 이른바 실증적 방식으로 검토하여 현실
정치적 맥락으로 삭제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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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기존의 관점과 모더니즘이 부정적 형식 을 통한 비판의 방식으로 미적 근대성

을 추구했다는 논리 는 사실상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으로 귀착되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손쉽게 모더니즘의 맥락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었던 미적

모더니티 의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고 사유할 것인가에 있다 이

는 문화적 예술적 현상으로서의 문학 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관

점 의 차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문학이론의 영역 안에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 문제

는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학적인 것들의 요소에서 얼마나 정치적이며 사회비판

적인 혹은 더 나아가 근대 네이션 스테이트의 성립에 복무할 수 있는가를 문제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에 따른 순수 문학 라는 기호의 사용에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정치 이데올로기 의 색깔 직접적인 정

치투쟁 및 사회적 현실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둘째는 첫 번째의 개념과

연동되어 현실과 유리된 미학적 인 기술과 기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모더니즘 의 방법론이 사실 리얼리즘에 미달된 것으로 보는 선판단 혹은 리얼리즘의

문제가 결국은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가치있는 것을 추구함으로서 미학중심주의로서

의 모더니즘보다 우수하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순수 문학

에 대한 평가들은 정치와 미학을 분리하고 정치적인 것이 미학적인 것보다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재하며 동시에 진보적이고 선형론적 발전을 강조하게 된다

아도르노 미학이론 홍승용 옮김 문학과지성사 아도르노 강요된 화해 문
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 옮김 실천문학사 참조 이러한 논리는 아도르노의 논의 체계와 유
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도르노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루카치의 리얼리즘을 강요된 화해라고 부
르면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성을 부정적인 형태로 비판하는 차원에 가치를 둔다 즉 아도르노는 예술의
미학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이 기술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점을 비판하고 이러한 미학적 요소들이 결과
적으로 부정적인 형태로서 사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서 예술의 근본적인 가치를 판단한다 그것
은 아도르노가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을 비판하면서 작품의 사상적 내용 즉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부정의
정신을 아우라로 규정 미학이론 면 하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아도르노의 논리는 예술이
지니는 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성숙성에서 나타는 비성숙성으로서의 유희적인 요소이며 이는 총체성
에 저항하는 총체성의 일부로서의 비판적 미학의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영복 넘다 보다 듣다 읽다 년대 문학의 경계넘기와 개방성의 시학 서울
대학교 출판문화원 면 참조 조영복은 이를 경계넘기와 혼종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
면서 당대 문인들이 지녔던 다양한 문화네트워크 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영복은 문
인 화가 영화인 등의 예술 공동체는 현대 예술의 존립방식이며 이는 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운동
의 형성방식과 근본적으로 상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범순 야생의 식사 축제적 시장과 식탁의 서판 바다의 치맛자락 문학동네 면
참조 신범순은 당대 문학의 정치적 문제를 빵을 둘러싼 문제로 규정하면서 빵으로 대표되는 먹고사는
문제 혹은 맑스적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의 강조는 결국 빵을 먹는 주체의 인간학적 풍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했 으며 이것이 문학의 빈곤 이었음을 지적한다 신범순은 이러한 빵의 문제는 단순
한 빈부도 경제적 척도로서 작동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보다 다채로운 양상인 사회적 구조로만 포착되
지 않는 좀더 복합적이고 미묘한 영역 을 인식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는 문학이 드러낼 수 있는 인간
의 육체와 욕망의 층위를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루카치 우리시대의 리얼리즘 문학예술연구회 역 인간사 예컨대 리얼리즘의 대표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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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진보 로서의 문학발전에 대한 논의가 결국 모더니즘을 리얼리즘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닌 대등한 것으로서 평가하더라도 그 에피스테메적 기준점의 동일하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문학과 예술의 목적이 정치적인 사회비판과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며 또한 모더니즘 문학이 부정적 형태의 미학적 형식으로 비판을 행한다는 입장은 사

실 문학에 대한 해석의 기준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측면만을 주목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 즉 문학과 예술의 해석이 정치적인 것 혹은 타락한 현실에 대한 안티테제적 대응

이라는 사회적 측면으로만 해석되게 된다면 텍스트의 바탕이 되는 수많은 이질적이

고 개별적인 요소들을 잉여 로서 배제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대에 혹은

문학사가 구인회에게 부여해왔던 순수문학 혹은 기교파 라는 칭호 자체가 초기에 부

정적 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역설적으로 미적 근대성 과 자율성이라는

긍정적 인 평가를 받은 이유는 자명해진다 그것은 사실 문학 내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문학에 대한 평가 그 자체의 입장 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평가들과는 다른 지점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인회 모더니즘을 미적 근대성 개

념과 연동시켜 근대성 비판이라는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

다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연구들 중 특히 중요하게 주목되는 연구는 년대

부터 이어진 신범순과 조영복의 후속 연구들과 방민호 김예리 등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최근 이루어진 위 연구들은 이상과 김기림을 중심으로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구

인회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서 이를 각각의 미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유

의 문제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신범순의 후속 연구를 살펴보면 신범순은 년대에 제기했던 이상과 구인회 문

학의 니체적인 사유 의 문제를 보다 확장하여 이를 근대초극적 사상의 문제로 해명한

다 이상에 대한 가장 광대한 해석을 보여준 신범순의 후속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가라가로 할 수 있는 루카치는 현실의 진실한 반영 으로서의 리얼리즘의 본질은 특수한 것과 일반적
인 것의 융합 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더니스트의 이데올로기는 전형적인 것을 부정한다 세계의 일관성
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은 세부묘사를 단순한 특수성의 차원으로 전락시킨다 고 언급한다 루카치가 언급
하고 있는 모더니즘 문학이란 현실의 진실한 반영으로서의 총체성을 부정한다 즉 모더니스트의 작품
의 기초를 이루는 선택 원리는 한편으로는 내용의 유치한 선택일 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교
의 유치한 선택일 뿐이다 그것은 묘사되어야 할 현실의 총체성에 적용되는 선택이 아니다 모더니
즘에서 순전히 형식적인 선택원리는 인간 본질의 파편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류의 사이비 선택은 인간
의 본질에 속하는 많은 것을 제거함으로서 인간의 이미지를 타락시 키는 것에 불과하다

손유경은 년대 경성의 다방 문화를 분석하면서 다방이라는 기호가 얼마나 그 물리적 실체를 사실
적으로 재현하는가를 확인하기 보다는 다방이란 기호들을 둘러싼 문인들의 특별한 취향 문제가 더욱 중
요함을 강조한다 손유경은 다방이 단순히 신기한 도회적 문물의 차원이 아닌 문사들의 예술가로서의
품위 와 문단이라는 공공영역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면서 다방을 드나드는 고상한 취
미를 가진 자신들에 대한 문인들의 은근한 자부심은 당대 문인들의 예술가적 자의식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지점과 다방 취미는 문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그저 한 무리의 향락적 모더니스트가
아닌 문단사람 즉 고상한 문사 문인 예술가로 자각하게 만든 원인이자 그러한 자각의 결과이기도 했
다 는 점을 언급한다 이에 대해서는 손유경 년대 다방과 문사의 존재방식 프로문학의 감
성구조 소명출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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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이상과 구인회 의 주요 구성원인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등의 교류가 기존의 논

의에서처럼 단순히 친목 관계가 아닌 니체를 중심으로 한 사상적인 교류였음을 지적하

고 있다는 점이다 신범순은 이를 니체의 위대한 정오 와 초인적 질주 의 개념을 통

해 해명하면서 구인회 이후로 이어지는 생명파와의 계보적 관계를 통해 꽃 의 기호

론적 맥락이 가진 연속적 측면을 강조한다

조영복의 후속 연구는 김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년대 문단의 신

문저널리즘 의 문제를 손쉽게 통속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매체론을 토대로 한 문

화 저널리즘의 토대에 접근한다 특히 조영복의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저널리즘 문

인기자인 김기림이 지니고 있는 문예미학의 문제이다 조영복은 이를 매체론에 입각한

신문문예 미학으로 규정하면서 김기림을 비롯한 년대 문학인들의 다양한 혼종양상

을 화문양식 의 개념을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조영복의 연구는 모더니즘 의 문제를 단

순히 문단사적 대립관계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론적 미학에 입각한 입체파나 기

계주의적 예술의 관점에서 해명한다 특히 시 산문 그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토대

로 한 화문양식 에 대한 조영복의 분석은 당대 문인들의 관계를 문화 네트워크의 관점

에서 평가하고 이를 예술가적 공동체 의 성립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민호의 연구는 흔히 사소설 즉 이상의 신변으로서 해석되어 왔던 텍스트들을 전체

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이를 알레고리로서 독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민호는

이른바 현해탄 콤플렉스 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더불어 이상의 소설이 경험의 객관

성과 그에 바탕한 재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리얼리즘 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상 문학의 본령이 현대성의 극단을 치열하게 탐구하고 있는 것

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상의 권태 를 보들레르적인 미학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측

면 은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본고의 논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김예리의 연구는 김기림에 대한 개별적 작가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상과 김기

림의 텍스트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서 당대 모더니즘 미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예리의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기림의 명랑 의 개념을 미학적인 차원에서 검토하

고 이를 배치의 시학 과 알레고리의 문제 로 해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흔

히 피상적인 것으로 검토되던 김기림의 텍스트를 이미지 배치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속도 와 각도 의 문제로서 해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예리는 김기림의 언어의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과 삼차각 나비 현암사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 지식과 교양
신범순 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 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

심으로 인문논총 제 권 호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신범순 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 위의 글 면
위의 글 면

조영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년대 활자 도서관의 꿈 살림 조영복 넘다 보다 듣다 읽
다 앞의 책
방민호 이상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예옥 면

위의 책 면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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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김기림의 언어인식이 리얼리즘적 재현의 논리와는 다

른 언어 기호들의 관계를 새롭게 배치하는 논리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술했다시피 구인회 더 나아가 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중심을 이루는 김기림

이상 정지용에 대한 연구는 한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될 중요한 연구사적

테마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매우 많은 방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다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며 사실상 구인회 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

적인 시선이 당연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의 년대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실증적 해석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구인회 와 모더니즘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방식은 어떻게 가능한

가 그 대답의 핵심은 문학 혹은 예술 자체로의 구인회 모더니즘을 인식하고 사유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구인회 의 예술운동을 고찰하는 것 혹은 모더니즘이라는 문

학사적 명칭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구인회 예술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는 많은 난점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리얼리즘 모더니즘이라는 문예사조사적 대비나 순수문학이나 기교파라는

호칭 그리고 예술적 자율성과 미적 모더니티의 층위로 구인회 모더니즘을 바라보는

태도 이상의 문제에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학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문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근원적 인식의 문제에 관련되는 것이다 즉 문학을 분석한다는 것은 텍스

트의 양상과 더불어 해석하는 연구자 자신의 입장이 상호적으로 종합된 행위 라면 그

것은 결국 연구자들 개개인이 문학 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원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구인회 에 대한 카프의 대타항 혹은 순수문학이라는 호명 혹

은 미적 모더니티로서의 근대성 비판 이상의 해석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

학 텍스트 양상 자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그들의 문학과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는 그들의 문학이 가진 간극과 차이를 들

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구인회 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구인회

혹은 모더니즘 이라 통칭해 왔던 잠재적 가능성의 영역을 그 자체로서 살펴보는 것에

핵심이 있다 이는 문학 더 나아가 예술의 존재의미를 어디에 둘 수 있는가에 따른 것

이며 문학의 개념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개개인에 따라 획일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

는 점에 근거한다 년대 구인회 모더니즘 문학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그들의 예

술적이고 미학적인 토대인 언어와 이미지의 양상들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미학적 예술적 사유와 인식을 구체화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수잔 손택 해석에 반대한다 이민아 옮김 이후 면 참조 수잔 손택은 예술작품이 현
실에 대한 모방이라는 재현적 분석방법을 거부하면서 해석이 예술작품의 직접성을 배제하고 이를 현
실적인 맥락 혹은 사회적 맥락 으로 환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수잔 손택은 효용론적
입장이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내용 내부 과 형식 외부 의 이분법에 반대하면서 예술작품에서는 오히려
소재나 주제가 외부 문제고 스타일 형식 인용자 주 이 내부 문제 라는 장 콕토적 시각의 문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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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에 의해 부여된 일반적 평가처럼 구인회 를 다독다작을 목적 으로 하고 합평

회를 개최하는 단순한 친목집단 이나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지 않은 집단으

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고가 접근하고자 하는 구인회 문학의 핵심은 이들이

조선문학의 신기축 과 일종의 예술운동을 일으키 려 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기교파 로 불리운 구인회 의 문제의식을 문학기법적인 차원이나 서사의 일차적인 맥

락 또는 카프 리얼리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만 평가할 경우 그들의 목표의식이나 예술

적 테마들은 명료하게 파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년대 모더니즘 문학 특히 구

인회 를 중심으로 한 김기림과 정지용 이상의 모더니즘과 미학적 특징은 년대의 문

학과 리얼리즘 문학이 지녔던 에피스테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적 토대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낭만주의로 일컬어 졌던 년대 문학이 일종의 감정의 분출

을 중요시했으며 카프 리얼리즘이 이른바 사실주의적 재현에 토대한 문학이라면 김기

림 역시 지적했던 바 처럼 년대의 모더니즘 문학은 이와 궤를 달리한다는 점을

본격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세부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구인회 의 주요 구성원인 정지

용 김기림 이상 박태원 이태준 등등은 모두 언어의식에 대해 날카로운 자의식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주목되어야 한다 그들의 언급처럼 언어적 표현의 문제는

단지 기술의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즉 정지용이 시의 옹호 에

서 언급했던 시인은 정정한 거송이어도 좋다 그 위에 한 마리 맹금이어도 좋다 굽어

보고 고만하라 고 말했던 것은 텍스트와 언어의 영역이 단순한 사실적 재현의 차원

이 아닌 일종의 정신의 위상 의 문제임을 언급한 것이다 정지용의 지적처럼 언어의

살아있음 이란 단순히 양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질적 차이의 문제에 속해 있다

시한다 수잔 손택의 견해에 따른다면 스타일 혹은 형식의 문제 는 예술이 의지가 스스로를 갖고 노는
최상의 놀이라면 스타일은 이 놀이를 운영하는 규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 작품은 현실의 반영
하고 있는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스타일은 작품 개개가 지니는 개성과 우연성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문제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작가 미적 주체 가 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세계 그 자체에 대한
주체적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인회 창립 조선일보

문단인 소식 구인회 조직 조선중앙일보
문인의 신단체 삼천리

이에 대해서는 조영복 이상 혹은 리트로넬로의 비교 교유록 이상의 사상과 예술 신범순 외
신구문화사 면 참조 조영복은 이상을 중심으로 한 구인회 구성원들의 문화 예술사적 감수
성과 지적 욕구들 을 지적하면서 이를 데폴매숑 의 특징이라고 언급한다 즉 그들은 일
상적 삶과 관습을 데폴매숑함으로써 그들은 현실에서의 결핍된 욕망을 보정하는 몽상가들이었다 일상
의 관습과 질서를 데폴매숑 해체 할 수 있는 것은 예술만이 가능했으며 그 점에서 그들은 스스로 데폴
메숑의 영웅이 되기를 원했다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심설당
면 이하 본고에서 인용되는 전집들은 처음 인용된 부분에 서지사항을 표기하고 이후에는 저자와

편저자의 이름으로 구분한다

정지용 시와 옹호 문장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민음사 면
정지용 시와 언어 문장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정지용은 시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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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의 중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텍스트를 토대로 그 언어적 토대 즉 문학적

기술을 통해 드러날 정신 의 문제를 어떻게 언급했는가 혹은 그것을 왜 중요하게 강조

했는가의 문제는 기교파 라는 말로 단순하게 정리해버릴 수 없는 문제적 영역을 내포

한다 핵심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미학의 사유의 근본적인 정체를 검토하고 이를 사유

와 세계관과 인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치원

에서만 검토되어 왔던 미적 모더니티 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과도 관련된

다 본고는 미적 모더니티를 근대의 발전론 상에 따른 미적 자율성의 획득과 합리주의

적 모더니티에 대한 안티테제로 평가하는 입장과 달리 예술적 정체성의 확립과 그 언

어적 실현의 차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

심은 문학의 존재근거라 할 언어와 이미지의 문제를 어떠한 토대로 접근하고 해명할

수 있는 가에 있다

구인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하는 지점은

일반적 언어사용이 아닌 구인회 모더니즘의 토대인 미학적 언어 일 것이다 굳이 이

론적 논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문학에서의 언어가 일상어와 그 층위를 달리 한다는 점

은 자명하다 즉 일상어적인 요소 혹은 사실적 재현의 문제가 아닌 텍스트를 미학적이

고 예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예술적 언어 의식 의 문제가 일반적 언어사용보다

훨씬 독창적인 측면을 지닌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기림 이상 정지용이 보여

주었던 애매모호하고 난해한 텍스트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해석들이 사실

적 으로 무엇을 이미지화했는가를 해명하는데 집중되어 왔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본고가 데포르마시옹 의 개념을 통해 구인회 의 미학과 예술을 검토하

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되어야하는 출발점은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언어사용과

그 의식의 요소가 단순한 사실적 재현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도 당대

에 안회남이 부분적 합리화가 아닌 정히 기교화한 세계 로서 박태원의 텍스트를 언급

하면서 그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기교가 보통의 작가들처럼 단순히 소설 작법상의 어

떠한 합리화의 수단 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세계라는 점 즉 사실과 허구를 분

리하기 어렵고 이것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은 본고의 논의상

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인이란 언어를 어원학자처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이라든지 달변
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 개개의 세포적 기능을 추구하는 자는 다시 언어미술의 구성조직에
생리적 가 될지언정 언어 사체의 해부집도자인 문법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 것이다 그러므
로 언어는 시인을 만나서 비로서 혈행과 호흡과 체온을 얻어서 생활한다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다
시는 언어와 화신 생애 그 자체 인용자 주 적 일치다
이에 대해서는 김예리 앞의 책 면 김예리는 발레리와 옥타비오 파스의 견해를 토대로 모더니즘
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사실적인 언어의 재현 이상의 문제 즉 모더니즘의 언어는 우리의 의식을 지배
하고 세계를 질서화하는 상징적 기반으로서의 일상적 언어 체계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언어 라는 점을
지적한다

안회남 작가 박태원론 문장 제 권 호 박현숙편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 깊은샘 면 안회남은 이 부분에 이어 재언하거니와 씨의 소설적 기교가 절대로 작품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연 선천적이어서 씨의 세계에서는 씨의 작가적 기교가 작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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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요한다

안회남의 지적을 따른다면 박태원으로 대변되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언어의식이란

단순히 텍스트의 서술기법의 차원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미 기교화한 세계 바로 그

자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는 텍스트가 무엇을 현실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가의 맥락과는 다른 것이며 텍스트에 활용된 소재들을 단순히 사실적 재현의 맥락으로

만 읽어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학적 양상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텍스트와 언어를 통해 구축했던 예술의 근본적 층위를 정확하

게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본고는 구인회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데포르마시옹 의 양상 즉 그 미학적

사유와 인식을 가능케 하는 언어 혹은 텍스트의 주체를 예술가적 산책가 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고의 이러한 용어사용은 기존 년대 모더니즘을 설명

해왔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던 산책자 개념을 새롭게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동

시에 당대 모더니즘과 구인회 의 중심축인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이 보여준 미학적

특징과 그 예술가적 사유의 주체를 규정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본고의 논의는 구인

회 모더니즘 문학을 근대성을 비판하는 문학적 자율성 이상의 차원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표로 삼는다

이른바 산책자라는 개념은 모더니티와 도시문화의 향유라는 기준점을 토대로 년대

모더니즘을 해석하는 가장 중심적 키워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산책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시를 배회하는 산책자로서의 주체가 단순히 도시의 타락한 모더니티를

비판 만 한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생산관계의 문제까지 이르지 못했다 는 점을 토대로

리얼리즘에 비해 무언가 부족한 것 으로 설명되었다 혹은 카메라적 시각 으로 대표되

는 도시 모더니티를 비판하는 존재로 산책자를 설명하더라도 이는 텍스트의 기법적 차

원에만 주목하거나 또는 근대성을 아도르노처럼 부정적 형식을 통해 비판 한다는 측면

으로서만 논의되어 왔다

본고는 기존의 산책자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산책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술가적 산책자 라는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주체의 의미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보들레르적 미학인 동시에 이상이 언급했던 변용

데포르마시옹 의 개념을 토대로 구인회 텍스트가 지니는 미학적인 세계관이자 예술

적 사유의 문제를 언어의식과 텍스트의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책자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해왔던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사유라는 해석학적

입장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즉 핵심은 도시 라는 공간 그 자체가 지닌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그 공간을 둘러싼 구인회 문인들의 미학적 응대와 예술적인 요소와 세계관

의 정체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

예술가적 산책자 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모더니티의 반영이라는 기존의 산책자에 대

이요 작품의 현실이 즉 씨의 작가적 기교로 결합하여 있는 까닭에 소설의 사실과 허구가 그토록 완전
히 부동하게 되는 것 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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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이라는 시공간을 왜곡 하고 변용 데포르마시옹 하여 자신들

의 독자적인 미학적 환상을 구상화해내고 이를 향유하는 예술가적인 주체를 검토하려

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언어와 텍스트의 문제가 단순히 현실적 차원의 반영을 넘어서

있는 잠재성의 측면 즉 예술가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미학적 사유에 맞닿아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기도 하다 예술가적 산책자 라는 개념의 사용은 단순히 카프의 대척점

혹은 문단내부의 권력투쟁 이 아니라 미학적 차원에서 구인회 모더니즘 이라고 불

리워졌던 것 의 언어 텍스트 기교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해명하고 그 구체적인 지향점

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언어의 사실적 재현 이상의 문제 혹은 구인회 모더니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기교파 라는 용어의 내재적 의미는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교라는 용어를 통

해 대변되는 그들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문제는 중요하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세계관 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집요하게 매달렸던 기교 제

작 언어 등의 예술적 인식 그 자체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과 해명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도시를 왜 그렇게 언어화하는가 혹은 어떻게 이미지화하는가라는 맥락이다 예

컨대 구인회 의 핵심 구성원 중 한명인 박태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핵심은 소재 가

아니라 그것의 구상화와 그 양상에 있다 그의 언급처럼 모더니즘의 토대인 도시문

학의 양상에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도시라는 소재가 아닌 작가들의 도시 텍스트가

어떻게 미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가 자체가 내포하는 기술적이고 수사학적인 표상 이 무엇을 사실적

으로 재현 하는가를 질문하기 보다는 왜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언어화되었는가 혹은

그것의 미학적 예술적 의도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이

구인회 동인지인 시와 소설 에서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은 절망한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 고 했던 말은 매우 상징적으로 파악되어야 한

다 이 에피그람은 합리적 모더니티라는 진보와 발전의 절대적이고 절망적인 불가

김민정 앞의 책 면 김민정은 구인회 의 차별화 전략을 두 가지 방식 즉 카프 에 대한 구
인회 의 방식이 신문사 잡지사 기자라는 문단 외적인 위치를 활용한 교묘하고 은폐된 방식을 띄었다면
구세대 문인에 대해서 구인회 는 문학적 차원에서 강한 비판 을 취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러한 평가 방식은 구인회 의 미학적 입장과 태도를 문단 내적인 권력장악의 문제로서만 판단하는 것
이다 구인회 의 구성원들의 입장은 자신들이 지향하던 문학이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카프 혹은
이광수로 대표되는 선배 세대의 문인과는 다른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박태원 내 예술에 대한 항변 조선일보 류보선편 박태원 수필집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면

구인회 의 기관지였던 시와 소설 의 서두에 실린 이상의 이 에피그람은 주의깊게 독해될 필요가
있다 즉 이 글에서의 현대인의 의미는 단순히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점이다 그것은 이상 자신 혹은 구인회 의 구성원들처럼 지금 여기의 현재에 대해 절망하
는 인간들 혹은 그것을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즉 예술가적 정신을 갖춘
인간들을 뜻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간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절망에 가득 차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타락하고 무의미한 지금 현재의 세계에 대한 절망이 기교를 탄생시키며 그러한 기교 중에서도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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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하는 예술가적 의욕과 목표의 드러

냄으로 봐야 정확하다 본고에서 예술가적 산책자 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

신의 미학적 자의식에 의해 변용하고 왜곡하는 예술가적 사유와 인식을 통해 도시 세

계 더 나아가 당대의 현실 을 사유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미학적 환상을 텍

스트화하는 예술적 주체의 시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예

술가적 면모는 현재에 대한 절망 과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야만 하는 기교 의 문

제는 단순한 문학적 서술이나 기법의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요컨대 데포르마시옹 즉 당대의 시공간을 절대적으로 경멸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세계관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것을 무너트릴 수 있는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할 기술 의

차원이라는 것은 이상의 말처럼 일맥의 혈로 를 통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들의

문학적 임무이자 예술적 자의식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벤야민이

괴테와 친화력 과 카프카 론에서 동시적으로 언급했던 오직 희망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희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유가 무엇인가를 검

토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적이고 동시대적 맥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년대의 파국적 상황 속에서 발터 벤야민과 구인회 의 대표격

이라 할 수 있는 이상의 텍스트 사이에는 일종의 유사성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은 거

의 주목되지 않았다

물론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유럽의 현실은 정치적

이고 사회사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분명한 위계적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

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작가 문인 혹은 예술가라는 입장에서 검토할 때 서구 유럽

혹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 이란 보들레르와 유사하게 경멸 의 대상이자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거나 초극해야 하는 치열한 예술적 사유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미학적 태도에 입각해서 본다면

현실 현대성 혹은 모더니티의 양가적 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더니티의 양가성 즉 폭풍 과 천국 의 이미지는 폐허로서의 근대성과 영원히 반복

일맥의 혈로 즉 피를 토하는 고투를 통해서만이 이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뜻이 내
포된 것이다 이러한 묵시론적이고 폐허적인 세계관은 이상과 김기림을 비롯한 구인회 의 구성원들과
벤야민의 공통적인 정신적 세계관이자 인식론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장의 논의를 참고할 것
예를 들어 이는 예술가들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급진적인 태도 즉 아방가르드나 데카당스로 불러왔던
예술가들의 현실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아방가르드의 정치적 급진주의나 데카당스의 종말론적 인
식은 모두 현실을 일종의 타락한 곳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초월하고자 하는 의식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은 이러한 사유의 문제를 이미지의 문제로
검토하면서 이를 반딧불 즉 목적론적인 최종적 구원의 아닌 징후적인 형태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역
사적이고 미학적인 이미지의 가능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위베르만은 이미지가 형용사나사 명사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닌 동사적인 것 즉 형성하는 과정이자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이미지의 사
유적인 운동의 문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이미지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이 관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 반딧불의
잔존 이미지의 정치학 김홍기 옮김 길 면 면 참조



- 21 -

되는 현실과 세계를 일종의 알레고리로서 현전시킨다 벤야민에 근간해 있는 정치미학

자 조르조 아감벤을 빌려보자면 이들의 미학적 사유의 밑바탕에는 당대 현실을 왜곡

혹은 이상 자신이 구인회 의 구성원들에 대해 데포르마시옹 의 천재라고

일컬었던 말처럼 하여 파국 의 이미지를 극한적으로 추구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구원 하고자 하는 예술적 인식이 담보되어 있다 그러한 맥락을 구체화할 때 비로소

구인회 의 모더니즘 이라 불러왔던 것 의 양상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들에게

예술적이고 미학적 언어의식이란 결국 도시 세계 더 나아가 현실 을 변형하고 그 속에

서 아직 호명되지 못하던 잠재적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텍스트화 해내는 사유의

차원에 있다

우선 데포르마시옹을 통한 구인회 미학적 텍스트의 잠재적 요소에 대한 본고의 시

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산책자와 더불어 구인회 를 규정해왔던 이른

바 기교 의 문제를 다시 재론해볼 필요가 있겠다 전술했다시피 구인회 의 특징으로

지적된 기교파 라는 개념은 사실상 외국문학의 불완전한 수용 즉 외국문학에 비해서

당대 조선의 문학이 기교적 으로 부족하거나 혹은 미달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의 근

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평가 이전에 년대 당대의 문학인들이 자신들의

문학을 스스로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크게 고려

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위의 맥락에서 구인회 의 중요 구성원이자인 박태원과 김기

림의 언급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박태원과 김기림이 보여준 기교와 지성 혹은 외

국문학과 당대의 조선문학이 가진 차이에 대한 견해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년 초에 조선중앙일보 에 발표했던 월평인 문예시감 에서 박태원은 외국

의 작가들에 비해 조선의 작가들이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천품이나 기량 의 부족에 있

지 않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지금의 관점에서 판단해본다면 박태원의 지적은 상당

히 특이한 맥락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른바 정전이라 불리는 외국문학이 보여주는 역량

조르조 아감벤 사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양창렬 옮김 난장 면 조르조 아감벤
은 표시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활동의 근원에는 항상 그것이 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하는 힘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는 그 자신의 방법론처럼 푸코의 에피스테메의 개념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아감벤은 이러한 표시 즉 법의 작동이 근본적으로 기의 라고 사유되었던 것 의 실현이자 참됨을 보증
하는 언어의 이면속에 깔려있음을 지적한다 아감벤은 이러한 법적 영역으로부터의 풀려남을 세속화
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표시를 넘어 표식되지 않는 것 을 읽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향한 철학적 탐
구 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언어의 토대에 있는 법적 맹세의 속성에 대해서는 조르조 아감벤 언어의
성사 맹세의 고고학 정문영 옮김 새물결 면 참조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광사 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표면성
즉 언어와 의식사이의 간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날이 모든 언어놀이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성은 우리의 의식에 와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의 옷들이 모든 것을 같게 만들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란 단일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기의 혹은 이데올로기 의 산물이다 그러한 점
에서 이러한 체계를 벗어나 있는 새로운 것 자발적인 것 특수한 것 은 언제나 어떤 하나의 언어놀이
라는 말은 주목을 요한다 거기에는 언어의 규칙 혹은 언어의 의미라고 믿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위
반적 놀이로서만이 새롭고 자발적이며 특수한 것의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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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 당대의 조선 문학이 가지는 기교나 테크닉적인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상당부분 전제되어왔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년대 당대의 문단을 바라보며 박태원이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은 조선문학의

기량 즉 기교와 테크닉의 부족이 아니다 박태원이 조선 작가들의 천품이나 기량 에

대해 너무 겸손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하다 는 언급은 당대 조선문학의 수준이 부족하

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박태원의 언급에 따른다면 외국의

작가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 은 기교나 기술적 차원이 아닌 지식이나 교양의 궁

핍 의 차원에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문예시감 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박태원이 당대 조선문단의 부족한 지

점을 기교나 기술의 차원이 아닌 지식과 교양 에 있다고 진단한 것은 분명히 유의미한

해석적 지점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가 언급한 지식이나 교양의 결핍 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함이나 혹은 손쉽게 생각하듯 외국문학과 대비되는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의 부족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구인회 의 문학적 지향점이 리얼리

즘과 대비되는 기교 중심의 모더니즘 문학이라고만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연관

되어 있다

흔히 년대 구인회 모더니즘을 기교주의 문학이라 불러왔던 것 혹은 구인회 의

주요 구성들 모두 언어와 문장 그리고 표현의 문제에 강하게 집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 자체를 토대로 구인회 모더니즘을 문학적 테크닉과 기

술에 집착한 결과물로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들에게 기술 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그것은 기존의 비판처럼 단순히 문학적 기법에 대한 절대적인 경사로만 한정되지 않는

다 오히려 이는 기교 를 통해서 드러날 어떤 것 즉 구인회 의 언어의식적 차원이자

정지용의 표현처럼 살아있는 언어와 정신에 대한 추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

하다 박태원이 문예시감 의 논의를 통해 말의 궁핍 을 지적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전제하고 있는 자

신들의 예술가적 자의식의 문제와도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파악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언어의식 재현 혹은 문학적 기술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정

신 의 맥락을 강조하는 언급들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자의식의 차원과 구인

회 의 문학적 실체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내포하게 만든다 박태원이

쓴 다양한 월평들이나 혹은 구인회 활동 당시인 년 시기에 발표된 표현 묘

사 기교 창작여록 을 살펴보면 항상 그것은 작품의 서사나 구성 혹은 정보의 전

달 이상의 문제 즉 문장으로부터 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감각 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박태원이 왜 현대소설 이라는 것이 단순

박태원 문예시감 조선중앙일보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박태원 표현 묘사 기교 창작여록 조선중앙일보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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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표현 묘사 기교 의 신선함 이상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박태원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기교 즉 문학적 테크닉의 독특함만이 아닌 그 이상의

지점이다

박태원이 주장하고 있듯이 현대소설 이란 단순히 표현과 묘사 기교의 완성에서만 머

물러서는 성립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현대적 문학 의 본질이란 단순히 기교적으로

특이한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하여 드러날 기지

와 해학 그리고 총명 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현대소설 은 결코 현대

의 우수한 독자들에게 유열 과 만족 을 주지 못한다 는 점은 박태원이 가졌던 문

학적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자 동시에 구인회 의 구

성원들이 당대의 자신들의 문학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표현

묘사

기교

를 물론하고 신선한 그리고 또 예민한 감각 이란 언제든 필요한 것이다

신선하다는 것

예민하다는 것

이것들은 오직 이것만으로 이미 가치가 있다

신선한 그리고 또 예민한 감각 은 또 반드시 기지 와 해학 을 이해한다

현대 문학의 가장 현저한 특징의 하나는 아마 그것들이 매우 넉넉하게 이 기지 와 해학 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일 게다

사실 현대의 작품은 이러한 것들을 갖는 일 없이 결코 현대의 우수한 독자들에게 유열

과 만족 을 주지 못한다

까닭에

감각 이 낡고 무디고 기지 가 없고 그리고 또 해학 을 아지 못한다면 쉬웁게 말하여 총명

하지 못하면 그는 이미 현대의 작가일 수 없다

총명은

우리가 누구나 탐내어 마지 않는 걸출한 소질 이다 그러나 그리려고 하여 결코 우리가 꾀하

여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지식과 또 체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만약 우리가 항상 그것을 뜻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루하루 총명 에 가까이 이를 것이다

안회남의 작가 박태원론 에서 언급되었듯이 박태원은 인스피레이션

즉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낭만주의적인 혹은 전통적인 방식의 대표적 창작방식인 영감

박태원일 때 면
위의 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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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작품을 쓰는 작가로 분석되기 어렵다 위의 언급에서 주목되는 박태원의 핵

심적 사유는 단순한 기술이나 기교 그 자체의 의미 이상의 문제를 이른바 현대소설 이

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에 따른다면 총명 함이란 기교적인 것으

로서만 환원되는 개념이 아니다 박태원이 지적하듯이 기교가 지니는 신선하고 또 예

민한 감각 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기지와 해학 그리고 총명함 이 없다

면 유의미한 현대소설 로 평가받기 어렵다 이 기지와 해학 그리고 총명함 이란 박태

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기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체험 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들에게 새로운 현대의 문학작품이 될 수 있다

박태원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들에게 현대적 문학 이란 단순히 감각적인

표현과 묘사 이상의 것이며 동시에 당대의 혹은 보편적인 문학 이 아닌 그들의 문학

에 대한 인식과 사유의 문제이기도 하다 당대의 문학 이라는 범주와는 달랐던 구인

회 의 구성원들이 생각했던 문학의 핵심적인 측면은 새로운 것 혹은 새로운 지식과

체험 을 통해 드러날 총명함 혹은 지성과 교양 의 문제가 가장 중심에 놓여있다 구

인회 라는 문학적 집단이 근본적으로 공유했던 것 이태준이 예술가적 기분감정과 예

술적 창작욕의 충동 으로 언급하고 김기림이 재미있는 구보와 상의 달변 과 재미있

고 신의가 있는 인간적인 교류 이라고 표현했던 모임의 분위기 는 바로 새로운 지식

과 체험 을 토대로 한 당대의 입장에서 현대적인 예술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목표점을

공유하고 있는 예술적 감각 의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 비평과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기교파 라는 용어는 구인

안회남 작가 박태원론 앞의 글 박현숙편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면 언
젠가 한번 씨는 나에게 향하여 자기는 소위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안회남은 이를 세상의 문학청년적 기질과 진부한 해설에 대한 반발적 태도로
서 그것을 조소하여 농담으로 한 말 로서만 평가하고 있다
이태준 구인회에 대한 난해 기타 조선중앙일보 이태준은 이 글에서 구인회가 한낱
문학적 사교성을 가졌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흔히 구인회의 사교모임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혀왔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태준이 구인회를 예술가적 집단으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다 대개는
창작에만 모두하지 못하고 기자니 교원이니 하는 번무에 매여 무엇보다도 예술가로서의 기분감정에 주
으린 우리들이다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술가 아닌 사람이요 종일 듣는 소리가 예술 아닌 소리들이
다 그러다가 우연히 글쓰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때의 반가움이란 또 될 수 있으면 문학적인 회화를
갖고 싶은 것이란 결코 작은 욕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와 헤어질 때는 가뭄에 풀이 몇 방울 비에 젖
는 듯 생기가 나고 창작욕의 충동을 가슴 하나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아 자주 만나기라도 해야겠다
이래서 그 우연히 만나는 것을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해 생긴 것이 구인회이다

김기림 문단불참기 문장 권 호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상허 지용
종명 구보 무영 유영 기타 몇몇이 구인회를 한 것도 적어도 우리 몇몇은 문단의식을 가지고 했다느니
보다는 같이 한 번씩 전씩 내가지고 아서원에 모여서 지나요리를 먹으면서 지껄이는 것이 나중에는
구보와 상이 그 달변으로 응수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 것이다 그때에는 지나요리도 퍽 싸서 전이면
제법 술 한잔씩도 먹었다 구인회는 꽤 재미있는 모임이었다 한동안 물러간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가령 상허라든지 구보라든지 상이라든지 꽤 서로 신의를 지켜갈 수 있는 우의가 그 속
에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만 해도 유쾌한 일이다 우리는 때때로는 비록 문학은 읽어버려
도 우의만은 잊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어떻게 말하면 문학보다도 더 중한 것은 인간인 까
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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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와 모더니즘이란 범주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유의미하다 문제의 핵심

은 왜 그들은 그토록 언어적 기교라는 것에 철저하고 치열하게 매달렸는가 혹은 그들

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술 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자체에 있

다 김기림 역시 현대시의 발전 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들에게 예술과 문학이란

단순히 감상의 시 가 아니라 지적 대상으로서의 이해 하고 그 정신활동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이른바 주지주의 즉 김기림이 역설했던 지성과 교양의 문

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시인이 그 시 속에 한 개의 독창적 세계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가장 치밀한 정신활동으로서의

새로운 시는 그 정신활동 자체를 이해함이 없이는 결국 그 시를 모르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시 속에는 시인이 기도한 한 개의 가치의 세계가 시인의 의도대로 실현되어 있을 것이다 그

속에는 시인이 제시한 가치가 오직 하나 있을 것이다 독자는 그 유일한 가치를 붙잡아야 할 것

이다 즉 시작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 일은 매우 주지적이며 그것을 읽는 방법도 역시 지극히 주

지적이라는 말이다

박태원이 새로운 지식과 체험 이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김기림이 주지적 이라는 표

현을 통해서 언급하듯이 감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지적 활동 인 문학이란 단

순히 현실의 반영과 재현과 무관한 가장 치밀한 정신활동으로서의 새로운 시 이다 그

것은 단순한 문학적 기술의 차원이 아닌 한 명의 예술가가 자신의 독창적 세계 를 설

계하고 계획하는 일이며 그 구성된 텍스트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총명 즉 지성과

교양의 본질이라 칭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의 차원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구축하고자 했던 텍스트란 단순히 개별적인 이미지

의 구성 또는 난해 함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

은 예술가적인 미학적 가치와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는 텍스트 를 구상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기림은 시와 언어 에서 일상언어와 객

관적 검증 이 가능한 과학어 그리고 정신적 내부 활동 인 문학어의 세 층위를 구분하

면서 시는 물론 일상회화에 그 기초를 둔 것이나 객관세계에 관한 지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서 김기림은 시의 언어적 핵심이 주지주의 시에

있어서 조차 영상의 신기 선명 이라든지 메타포어 세타이어

유머 의 인지 라는 기교들의 목표가 지식이 아니고 지성 의 차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즉 지식이 아닌 지성 의 차원으로서의 시의 언어는 작품이 우리의 마음에 일으

키는 내부적 태도의 조정 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그가 현대시의 발전 에서 언급한

정신활동인 시어가 지니는 핵심적 가치 인 것이다

김기림은 시와 언어 에서 엘리엇과 흄의 기하학적 예술 을 주지주지적

의도 아래 설계된 시 로 언급하면서 설계된 시 로서의 기교가 사실적 재현이나 객관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 26 -

적 진실을 추구하는 기술 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현대시의 발전 에서 언

급된 시인이 기도한 한 개의 가치의 세계가 시인의 의도대로 실현되어 있을 지성적

요소 가 김기림식 기교의 핵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김기림에게 이미지 또는 텍스트

로서의 언어와 기교 지성은 얼마나 사실적 재현에 충실한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를 문

제삼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 맥락의 과학적 시 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식 과도

다른 층위를 가진다 요컨대 시의 언어를 통한 지성 으로서의 미학적 사유이자 정신활

동 이란 예술가들의 미학적 세계관을 이미지를 통해 구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파악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가 현대시의 발전 에서 로맹 롤랑을 통해 언급하듯 이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모든 부분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라는 말처럼 그러한 지적 정신적 활동 으로

서의 가치 와 진실 이 있지 않다면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기교나 예술이 될 수 없다

는 점은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이 치열하게 매달렸던 기교 혹은 구인회 구

성원들이 보여주었던 텍스트 생산으로서의 글쓰기의 층위는 결국 그 자신들이 도시

혹은 현실과 세계 그 자체 라는 당대의 현장속의 치열한 고투와 고뇌 그리고 자신들

의 예술가적 정체성의 구현과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지점은 이들의 문학

이 기교적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며 예술적 자율성의 획득으로서만 파악되었

던 것 이상 의 영역에 있다

따라서 핵심은 구인회 모더니즘이 보여준 기교 속에 담겨있는 정체 와 의의 를 미

학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단순히 카프의 대

척점 혹은 문단내부의 권력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차원을 규명함에

있어서 구인회 와 모더니즘 이라고 불리워졌던 것 의 언어 텍스트 기교 개념은 중요

하다 이때 주의깊게 검토해야 하는 지점은 구인회 의 문학이 외국의 문학에 비해서

얼마나 비슷한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그들의 기교 속에 담겨있는 의미 혹

은 의미를 담지하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다 박태원의 지적처럼 핵심은 새로운 지

식과 체험 으로서의 총명함 이며 김기림의 논의처럼 지성적 정신활동 으로서의 기교

가 지니는 근본적 의미에 있기 때문이다

구인회 구성원들의 기교와 지성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은 모더니티에 대한 탐구로서

의 도시의 이미지들이 단순히 소재 혹은 이미지들의 사실적인 원천에 한정된 것이 아

니라 세계에 대한 사유로서의 텍스트 즉 텍스트화 로서의 언어와 이미지들 자체에 내

재된 미학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인회 모더니즘의

주요 소재가 도시 에 근간해 있으며 이것이 도시세대의 문학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도시 가 이들이 속해 있는 일종의 현실과 세계의 시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정

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시 모더니티의 문제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도시라는

소재의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화 된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김기림 시와 언어 인문평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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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도시를 보았다 비판했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보았는가 혹은 언어를 통해 구

현된 텍스트의 맥락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 이미지들의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 알레

고리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텍스트의 해석 과 가치평가란 언어의 표면이나 사실적 재현 이상의 맥락

을 검토하고 의미화 해야 함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왜 이미지들 혹은

언어와 재현이 그렇게 변용되었는가를 의미화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차후 이어질 본고의 해석적 시도들은 텍스트의 사실적 원천을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이미지화된 언어의 알레고리적 양태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그 텍스트 속에

스며들어 있는 미학적 주체의 예술적 자의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 그 방향성이 있다

이는 작품 자체가 내포하는 기술적이고 수사학적인 표상 이 무엇을 재현 하는가를 질

문하기 보다는 왜 그렇게 이미지화되었는가 혹은 그것의 예술적 의도란 무엇인가를 고

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제의 핵심은 구인회 가 내세웠던 새로운 예술운동 의 본질이 구체적으

로 무엇이었는가를 당대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는 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이상의 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흔

히 구인회 구성원에 대한 인물평이나 당시 창문사에 근무하던 생활인으로서의 이상의

모습 으로 평가되었던 이 글은 당대 모더니즘의 대표격인 구인회 의 미학적 측면

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암만해도 성을 않낼뿐만아니라 누구를 대할때든지 늘 좋은낯으로해야쓰느니 하는 타잎의 우수

한견본이 김기림이라

좋은낯을 하기는해도 적이 비례 를했다거나 끔찍이 못난소리를했다거나 하면 잠잫고 속으

로 만꿀꺽없으녁이고 그만두는 그러기때문에 근시안경을쓴 위험인물이 박태원이다

없으녁이여할경우애 이놈 네까진놈이뭘 아느냐 라든가 성을내면 여 어디 뎀벼봐라 쯤

할줄아는 하되 그저 그럴줄 알다뿐이지 그만큼 해두고 주저앉는 파 에 고만이유로 코밑에수염

을 저축한 정지용이있다

모자를 홱 버서덙이고 두루마기도 마고자도 민첩하게 턱버서덙이고 두팔 훌떡부르걱고 주먹으

로는 적의 벌마구니 볼의 사투리 인용자 주 를 발길로는 적의 사타구니를 격파하고도 오히려 행

유여력 에엉덩방아를찟고야 그치는 희유 의투사가있으니 김유정이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이길우 이선관 임호일
한동원 옮김 문학동네 면 가다머는 예술에서의 형식적인 것의 문제를 예술작품의

존재방식으로 밝혀낸 표현의 존재론적 구조 와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단지 장식품으로
꾸미는 것 장식적인 것이 그 본래의 의미에 의하면 순수한 미라는 사실만을 상기해야 한다 고 지적한
다 가다머가 지적하듯이 예술 작품의 독특한 현재성은 존재의 표현됨이다 이며 그것은 미적인 것의
존재양식 그 자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김윤식 이상문학 전집 문학사상사 면 김윤식은 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에 대해 전
도되었거나 뒤틀린 방법으로서의 글쓰기에 시종했던 이상이지만 이 작품에서만은 가면을 쓰지 않은 맨
얼굴인 셈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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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속지말아 이 시인가운데쌍벽과 소설가중쌍벽은 약속하고 분만 듸듯이 교만하다

이들이 무슨경우에 어떤얼골을했댔자 기실은 그 교만에서 산출된 표정의 떼플매슌 외에 아모것

도 아니니까 참 위험하기 이없는 분들이라는것이다
이분들을 설복할 아모런 학설도 이천하에는 없다 이렇게들 또 고집이세다

나는 자고로 이렇게 교만하고 고집쎈 예술가를 좋아한다 큰예술가는 그저 누구보다도 교만해야

한다는 일이 내 지론이다

작품 이외에 이분들일을 적확히묘파해서 써 내 비교교우학을 결정적으로 여실히하겠다는 비장

한복안이어늘

소설을 쓸 작정이다 네분을 각각 주인으로하는 네편의 소설이다

이상같은 스타일은 일본문단에는 맥고모자처럼 널려있다 는 김문집의 혹평 에 대한

희극적인 대응과 개성적인 인물 묘사가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이상의 김유정론 은

당대 구인회 의 구성원인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김유정 등이 공유하고 있던 미학적

지향점의 문제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이 비교교우

학 이라는 말로서 지적하는 구인회 구성원들의 중요한 특징은 당대에 제대로 이해되

지 못했던 누구든 속 게 되어버리는 표면적 행적 이상의 층위와 맥락에 있다

이상의 표현을 빌린다면 구인회 모더니즘의 대표주자들인 이들은 교만 하고 거만

한 태도를 지닌 이들이자 위험한 인물들 이며 교만하고 고집쎈 큰 예술가 들이다 글

에서 드러나는 동류의식 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이상이 생각하고 공유했던

이들의 예술적 자의식 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즉 이들이 무슨경우에도

어떤 얼굴을 했댔자 기실은 그 교만에서 산출된 표정의 데포르마시옹 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 위험하기 짝이없는 분들 이라는 언급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의 미학적

의식의 근본적 친연성과 그 토대의 맥락이다

이처럼 본고에서 다루는 예술가적 산책자 의 개념은 당대의 박태원과 김기림 이상의

당대적 측면과 언급들에 기반한 것이다 이 개념은 구인회 모더니즘의 언어의식을

통한 미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산책자의 개념이 근대성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과 다른 양상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예술가적 산

책자 란 키워드는 구인회 모더니즘이라 불러왔던 그들의 예술운동 의 예술적이고 미

학적인 측면이 구체적인 면모 즉 기교 의 근본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미학적 사유

와 예술적 세계관의 본질적 양상을 구명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는 이상 자신의 지

적처럼 이들은 위험하고 교만 하기 짝이 없는 예술가적 동류의식을 토대로 하는 것이

지만 동시에 그것은 데폴메슌 즉 구인회 모더니즘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예

이상 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작고한작가본죽은작가 청색지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
상문학전집 소명출판 면
김문집 날개 의 시학적 재판단 비평문학 평론집 청색지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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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이고 미학적인 근본적인 친연성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른바 기교 의 개념의 통칭이라 할 수 있는 이상 자신의 직접적

언급인 데폴메슌 혹은 데포르마시옹 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보들레르부터 이어지는 이른바 미적 모더니티

로서의 현대시와 예술이 가지는 핵심적 방법론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

우선 데포르마시옹 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들레

르와 벤야민 미학을 통해 본고의 예술가적 산책자 라는 키워드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

선 두 가지의 개념적 차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첫째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

하게 사용되는 모더니티 와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다 이른바 근대성이나 현대성으로 번역되는 모더니티 는 그 개념적 차원에 있어

서 다종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대체적으로 미적 모더니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

러 논의가 있어왔지만 일반적으로 미적 자율성 의 개념 즉 진보와 이성의 발전을 토

대로 하는 합리적 모더니티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를 단순히 합리적 모더니티의 안티테제로만 이해하는 것

앙리 르페르브 모더니티 입문 이종민 옮김 동문선 면 앙리 르페르브의 경우 모더니즘
과 모더니티라는 용어를 구분하면서 유행에서 허세로 환영에서 이미지로 새로움에 찬 이러한 승리에
찬 교조주의적 의식은 자신의 외피를 수시로 바꾸었지만 실재적으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 은 모
더니즘 과 이러한 조류에 대한 의문과 비판적 사유 를 모더니티 로 규정한다 논자마다 세부적 용어
사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더니티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성과 합리성 진보에
대한 확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합리적 부르주아 모더니티 르페르브가 모더니즘이라고 부르
는 것 와 이에 대응한 안티테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미적 문화적 모더니티 르페르브의 용어로 모
더니티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대로 불리워졌던 미적 모더니티
의 문제를 단지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안티테제 개념만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위의 책 면 르페르브는 이른바 현대성이란 개념 자체가 어떻개 텅빈 기호로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현대적이란 단어는 특권적인 단어이자 부적이며 암호로서 결코 소모되지 않으
면서 영원토록 사용된다 현대적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광고 선전의 성공은 그것의 영원한 지위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현대적이 되십시오 이것 또는 저것을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기술을 이러이러한 차에
이용하십시오 이러이러한 텔레비전을 마련하십시오 등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런 대답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것은 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
는 단어인 것이다 우리가 현대 현대적 기술 현대 예술 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표현과 용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
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단지 유행 지금 여기라는 것 실효성 있는 것 영속하는 것과 동시대적인
것들 사이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만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 단어
현대성 인용자 주 는 자신의 의미를 수없이 바꾸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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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더니티의 핵심적인 본질을 무시하고 이를 진보론적이고 발전론적인 입장으로 환

원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모더니티가 진보라는 개념과 근본적으로 합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전 과 진보 의 직선적인 역사의 문제로 환원해서

이해해온 것이다 이는 미적 모더니티와 영원성 의 시간에 대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고

려할 수 없게 만든다 앙투안 콩파뇽 역시 지적했던 바이지만 본고의 논의상 모더니티

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하는 지점은 초기의 모더니스트 보들레르 인용자 주 은 자신들

이 전위주의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위와

모더니티를 너무도 자주 혼동했다 는 점에 있다

당대에 김기림이 시와 현실 에서 보들레르 를 현대시의 시작으로 언급하면서 현

실을 추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한 곳에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상정하려는데

있었다 는 언급처럼 미적 모더니티 의 문제를 합리적 모더니티의 안티테제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인식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이

해란 근본적으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시간성의 문제와 이를 통해 드러나는 근본적인

세계관과 사유의 문제로 해명해야 한다는 점이 필연적이다

이는 서구의 모더니티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보들레르와 벤야민에 관한 논의를

통해 검토될 수 있다 본고는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를 진보적이고

선형적인 시간과는 다른 질적인 차이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논의는 합리적 이성과 대비되는 다른 형태의 선형적이고 발전론적인 시간관에 해당하

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비시간적인 것 혹은 베르그송이 지적하는 아이온적 시간 의

층위 에 대한 역설적인 형태의 추구가 오히려 본질이라고 측면이라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앙투안 콩파뇽 모더니티의 다섯 개 역설 이재룡 옮김 현대문학 면 앙투안 콩파뇽은 보
들레르로 대표되는 초기 모더니즘과 이른바 아폴리네르와 이탈리아 미래파에서 시작되는 아방가르드적
문학이 동일하게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콩파뇽에 따른다면 초기 모더니즘과 아방가르
드가 분명히 당대에 대한 미학적 혁신성을 공유하지만 그 근본적인 지향점은 다르다 즉 보들레르가 주
장했던 비시간성으로서의 영원성의 개념을 아방가르드 미학은 전위 아방가르드 로 대변되는 발전론적
인 입장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콩파뇽은 보들레르의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가 단
순히 발전론적 입장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김기림 시와 현실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질 들뢰즈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옮김 문학과지성사 들뢰즈는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
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순수시간의 지속 아이온의 시간에 대한 문제를 존재론적인 도약의 문제로 다루
면서 그것이 의미의 초월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고 지적한다 들뢰즈는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이 단순
히 분리가 아닌 잠재적인 지속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물질의 물리적 반복과는 다른 변질이며
잠재적이고 질적인 다양성이며 발걸음으로 나누어지는 아킬레스의 경주로와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
누어질 때마다 본성상의 변화 면 를 내포한다고 언급한다 즉 순수시간의 지속이란 현실적인 시간과
는 다른 잠재적인 차이를 가진 질적으로 변화된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순수 시간의 지속이란 근본
적으로 지성 속에서의 직관의 발생이며 그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현실화해내는 생명의 도약으로서의
운동의 개념에 속한다 들뢰즈는 이것이 신비주의적인 것이며 동시에 예술의 근본적 속성으로서의 창
조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앙투안 콩파뇽 앞의 책 면 면 앙투안 콩파뇽은 미적 모더니티의 개념의 본질적인 부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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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논점에서 보면 기존에 논의되었던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로서의 미적

모더니티란 미적 모더니티의 근본적인 의미차원에 속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효과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이란 미적 모더니티의 절반 에

만 해당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적 모더니티가 지니고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론적인

사회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 이상의 측면이다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본질은 비시간

적인 것에 대한 미학적인 추구인 역설적인 영웅성 에 있다는 점은 미적 모더니티의 본

질적 사유의 문제를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양상을 지닌다 본고는 이를 의미화

하기 위해 보들레르의 미적 모더니티의 영웅성 과 댄디적 사유의 연금술적 맥락 그리

고 벤야민의 산책자와 예술가를 둘러싼 미학적 논의를 다룬다 보들레르와 벤야민 미학

에 대한 검토는 산책자에 대한 기존 논의를 넘어서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세계

관의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두 번째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개념들을 검토하면서

성립될 예술가적 산책자 의 미학적 방법론 층위이다 전술했다시피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사유를 비시간적인 것 으로의 역설적 영웅성의 추구라고 보았을 때 문제는 그

사유 를 담지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벤야민의 중요한 미학적 방법론으로 알려진 알레고리적 이미지 의 차원에

서 논의하고자 한다

흔히 상징에 비해서 미학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서 평가되는 알레고리 는

본래 다른 말하기 를 뜻하는 그리스어 알레고리아 로부터 유래되었으며 흔

히 다른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지닌 단어이다 알레고리는 개념의 발생

초기부터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비유와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었으며 괴테

이래로 상징에 비해 열등한 양식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가다머는 상징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알레고리라는 개념이란 불과 두세기 정도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

이며 이는 소위 괴테 이래로 낭만주의에서 언급되는 천재 개념에 의해 비하된 것으로

본다 가다머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근대 미학으로서의 상징과 알레고리가 방법론

상으로는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예술에서 추상적 개념 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즉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과 반발만으로 모더니티를 정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모
더니티는 당대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움에 대한 추구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새로움에 대한 추구란 그
의 보들레르 분석에 따른다면 모더니티란 단 하나뿐인 영원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
더니티는 역사적 시간의 안락함과 오류를 거부하는 영웅적 선택을 표상 하는 것이다 즉 영웅성으로서
의 모더니티란 속절없는 지속적 흐름 어제의 새로움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새로움이 갖는 진
부함에 영원한 것 혹은 비시간적인 것을 대립시 키는 것이보다 본질적임을 지적했다

존 맥퀸 알레고리 송낙헌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참조 존 맥퀸은 알레고리의 기원이 문학
이라기보다는 철학과 신학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근본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설화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앞의 책 면 가다머는 알레고리와 상징이 상이한 영역에 속하면서도
의미상 가까운 이유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대표되는 구조의 공통점 뿐만 아니라 양자가 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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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렉 오웬스도 지적하듯 알레고리 란 하나의 텍스트가 또 다른 텍스트에 의해 중첩

되는 어느 경우에나 발생하는 그런 것 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술의 기법이자 태도이

며 하나의 과정이나 지각활동 에 속한다 오웬스의 지적에 따른다면 알레고리란 차용

된 이미지 이자 원본의 본래적 의미를 끊임없이 교체하고 변화시킨다 즉 알레고리는

단일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에 비해서 의미의 교체와 변화가 오히려 알레고리적 이론의

중요한 양상이다 그의 지적처럼 알레고리는 끊임없이 단편적인 것 불완정한 것 미완

성적인 것에 끌리는데 그것은 완결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상징에 비해 끊임없는 변

화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그러하다

즉 알레고리적 변형 이란 완결된 상징에 저항하며 끊임없이 텍스트의 주변을 탐색하

고 이를 통해 상징적 해석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 본질적 가치에 천착한다 그렇기에

알레고리의 미학적 방법론은 목적없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웬스가 지적하

는 벤야민의 독일 비애극의 원천 의 언급처럼 아는 사물의 일시성에 대해 이해하

고 그것에 영원성을 부여해주려는 관심은 알레고리에서 가장 강력한 충동들 중 하

나 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데포르마시옹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미학의 층

위는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근본적 사유와 그 실천의 문제와 깊은 연관관계를 맺는다

즉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사유는 보다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시간에 대한 사유이

며 동시에 그러한 영원성의 시간에 대한 텍스트화와 알레고리적 실천의 영역이다 그

러나 그것은 상징의 경우처럼 완전하고 이해가능한 형태로서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참과 거짓 재현의 논리에 따른 분별과 판단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언어적 운동 과

그 이미지의 생산의 문제는 텍스트의 미학성을 의미화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목

될 필요가 있다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미적 모더니티에 기반한 예술가들은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모호하게 드러내기를 추구한다 텍스트의 표

면상 정확하게 재현된 이미지들은 결코 예술가들이 담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진정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예술로서의 미적 모더니티가 가진 방향성이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하

며 따라서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맥락에서 작품들을 검토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논자들의 지적처럼 알레고리는 오히려 사유의 흔적들을 파편적

이고 불완전하게 존재케 한다 따라서 알레고리적 텍스트란 형태상에서 보자면 미완성

적인 것 이자 주변적인 것 에 해당하지만 그 독해의 핵심에는 텍스트에서의 재현 가능

한 것을 토대로 재현 불가능한 것을 읽어내는 역설적 해석이 중심이 있다 벤야민의 개

교적 영역에서 애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한다 가다머에 따른다면 상징이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형이상학적 합치를 추구하고 알레고리는 다른 것을 암시하면서 그러한 의미 깊은 통일성을
형성한다 즉 이 두가지 방법은 모두 언어의 표면적 의미 이상의 것을 해석해내는 방법론이며 이러한
방식 때문에 이 두가지의 개념이 모두 미학적인 것으로 전용되었음을 지적한다

크렉 오웬스 알레고리적 충동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을 향하여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
두 윤난지 엮음 눈빛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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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토대로 본다면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미메시스 의 문제란 결국 비감각적

유사성 을 통한 씌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로서 성립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년대의 구인회 의 미학이 보여준 데포르마시옹의 층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서구의 미적 모더니티와 구인회 의 미학이 지니는 근본적 친연성 과 더불어

구인회 모더니즘이 보여주고 있는 미학과 예술 그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연구사 검토에서 확인한 바대로 미적 모더니티로서 년대

구인회 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카프와 리얼리즘 문학에 대한 대타양상이거

나 또는 식민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모더니티 즉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반

발 로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학 이라는

것을 현실의 반영과 재현의 맥락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결정론적 입장을 투영하게 될

뿐이다 그렇게 될 경우 텍스트가 지니는 읽혀지지 않은 잠재적 가능성 을 어느 순간

놓치게 되어 버리게 되고 만다

여러 논자들의 지적처럼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성 에 대한

사유에 귀착될 것이다 즉 영원성에 대한 사유란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경우에서처럼 이

들이 당대적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 을 했는가의 문제 즉 어떠한

미학적 결과물들을 산출했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사실상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의

예술가적 산책자라는 개념 하에 행해지는 텍스트 분석은 재현 의 논리로 대표되는 소

재적 원천을 확인하고 그 해석을 종결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본고는

언어화이자 변형 즉 데포르마시옹 의 사유를 통해 드러날 구인회 텍스트의 새로운

지평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작품의 흔적 들을 통해 구체화될

미학적 주체이자 당대의 현실을 초극하고 자신들의 사유를 추구했던 예술가적 존재와

그 세계관의 영역을 다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선 데포르마시옹과 예술가적 산책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보들레르

와 벤야민을 거쳐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양상을 검토하고 그것을 미학적 주체로서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통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산책자나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단편적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전반적인

미학적 사유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전술했던 김유정론 과 김기림과의 편지 에서

언급된 이상의 디포메이션 과 이미그란트 이주자 이방인 에 대한 직접적 언급처럼

교만에서 산출된 표정의 떼플매슌 즉 데포르마시옹 의 핵심적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은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측면을 새롭게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발터 벤야민 유사성론 발터 벤야민 선집 최성만 옮김 길 면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소설체로 본 김유정론 이외에도 이상은 김기림

과의 서신교환에서 데포르마시옹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 편지는 이상은 당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였던 마샤 엘만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그의 연주를 슬라브적 굵은 선과 분방한 디포메이션이자 이
미그란트 이방인 이주자 로 언급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본고의 장 부분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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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변형 으로 번역되는 데포르마시옹의 방법론 혹은 디포메이션 의 개

념은 근대미술의 미학적 기법으로 초현실주의나 아방가르드 예술의 기술적 방법론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데포르마시옹의 개념을 살펴볼 때 중요한 측면은 이것이 현대

적 미학의 원천인 보들레르로부터 기원해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미학적 계보학의

문제는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산책자 개념 혹은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세계관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상상력에 대한 보들레르의 설명들은 현대시와 예술의 발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한

다 그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그는 본래 상상력과 꿈을 동일시한다 오로지 창작적인 능력 인

간 능력들 중의 여왕 으로 간주된다 감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실재를 부분들로 해체하고 분

해하는 것이 다름 아닌 데포르마시옹이다 보들레르는 이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그때마다 긍

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데포르마시옹에서는 정신의 힘이 주도적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생겨난

생산물은 원래의 형상보다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한다 이러한 파괴를 통해 성립된 새로운 세계

는 이제 현실적 질서가 적용되는 세계일 수가 없다 그것은 더 이상 규범적인 현실의 질서에 의

해 통제되려고 하지 않는 비실재적인 형상체이다

후고 프리드리히가 지적하듯이 보들레르부터 유래하는 문학과 예술의 현대성 이란 불

협화음적인 데포르마시옹에 그 기원을 둔다 칼리니쿠스가 진보로 표상되는 합리적

모더니티의 이면에 출현한 미적 모더니티의 근원을 보들레르로 언급했을 때 그것은 바

로 후고 프리드리히가 언급하는 불협화음 적 미학의 출현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불협화음적인 데포르마시옹 미학은 사실적이고 일반적인 재현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아닌 파괴 를 통해서 의미화되며 동시에 더 이상 현실적인 질서가 적용

되지 않는 비실재적인 형상채 의 방법론에 그 근거를 둔다 이는 현실을 변형시키고

탈실재화하는 꿈 과 상상력 에 기반해 있다

이때 유의해서 살펴야 하는 점은 보들레르의 데포르마시옹적 상상력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 차원의 상상력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들레르에게 상상력과 꿈

은 인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창출적 능력으로서 결코 혼란스럽고 임의적인 방식이 아니

라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작용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든 간에 꿈의 결정적인

후고 프리드리히 현대시의 구조 보들레르에서 세기 중반까지 장희창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
식 면

위의 책 면 후고 프리드리히는 이러한 점에서 보들레르로부터 시작된 현대시의 특징을 체계적이
고 논리적인 것이 아닌 불협화음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시인들은 불협화음
에 의해서 진술한다 한정적인 말들로써 불확실성을 간단한 문장들로써 복잡한 것을 하나의 근거로써
근거 없는 것을 혹은 역으로 하나의 연관으로써 연관이 없는 것을 시간의 표시로써 공간과 무시간성
을 마술적 언어의 힘으로써 추상적인 것을 엄격한 형식들에 의해 내용적으로 자의적인 것을 감각적
형상의 부분들로써 불가시한 형상들을 기술한다 이것들은 시어의 현대적 불협화음이다 이것들은 이해
시키기 위한 언어와는 극단적으로 상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어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언어란
마치 어떤 음향과 의미를 생산할 지 예건할 수 없는 피아노의 건반과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시인
들은 언어와 함께 홀로 있을 뿐이며 또한 언어만이 그들을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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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그것이 언제나 비실재적인 내용들을 창출 하는 지성적 능력 에 가까운 개념이

다 후고 프리드리히가 지적하듯이 보들레르의 데포르마시옹적 상상력이란 현실 우위의

개념이나 진부한 범속성을 벗어나 있는 연금술에서 기원하는 위계질서의 뒤바뀜 이

며 정신적인 능력으로서의 문학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긍정이다 보들레르가 시인은

최고도의 지성이며 상상력은 모든 능력들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때의 과학적인 것 이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즉 보들레르의 데포르마시옹의 미학은 일종의 지성적인 것인 꿈

과 상상력의 능력이자 사물성을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의 운동능력 으로서의 예술의

핵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후고 프리드리히는 보들레르의 어떤 시도 그 본래적인 주제를 전기적인 사실들로부

터 해명할 수 없다 고 언급하면서 보들레르의 미학적인 태도가 대도시의 황무지 속에

서 인간의 파열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비밀의 찬 아름다

움을 감지하는 능력 에 기반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미적 모더니티의 비판적 측면 즉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안티테제나 저항의

측면 이상의 문제가 미적모더니티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말

하자면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 측면은 재현의 원본성을 따지는 문제나 혹은 더 나아

가 텍스트를 사회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과 자율성 이상의 차원을 지니는 것이다 보

들레르를 통해 대표되는 미적 모더니티란 순수하고 기괴한 미 를 통해서 모든 것을 평

준화시키는 진보의 범속함과 합리적 모더니티를 벗어나는 일종의 역설적인 영웅성 에

바탕해 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콩파뇽 역시 지적하듯이 보들레르를 통한 미적 모더니티의 영역은 단순히 사회적 모

더니티나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과 안티테제로서의 예술적 자율성으로 이해되기

는 어렵다 미적 모더니티가 보여주는 진보의 범속성과 평균화를 비판하는 방법과 사유

위의 책 면 이는 흔히 신비주의적이고 연금술적 경향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영지주의적인 태도
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흔히 그노시즘이라 불리는 영지주의는 세계와 현실 자체를 이중적으로 파악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 양면중 하나는 세계를 현실화된 지옥 자체로서 보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경
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자크 르 고프 연옥의 탄생 최애리 옮김 면
참조 이고 다른 한 측면은 세계를 타락한 죄악으로 보는 동시에 황금으로 표상되는 신적 진리에 의해
서 재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연금술적 사유의 문제는 금인숙 신비주의 요가 영
지주의 연금술 수피주의 살림출판사 융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융저작 번역위
원회 솔 참조
후고 프리드리히 앞의 책 면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후고 프리드리히는 이러한 점에서 보들레르의 악마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보들레르의 사탄주의는 단순히 동물적인 악 그러므로 범속한 악 을 지성이 고한해난 악으로 대체시
킴으로써 그러한 최고도의 악으로부터 이상성에로 뛰어드는 목적을 달성코자 한다 악의 꽃 의 잔혹
함과 도착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무한에의 갈망 떄문에 이것들 즉 잔혹함과 도착 은 자연 웃음 사랑을
악마적인 것으로 타락시키고 거기에서 새로움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그는 그 본성에 있
어서 천상적인 극을 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악마적인 극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이중적 인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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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예술적 자율성이라는 말로 단순화시킨다면 이는 미적 모더니티의 개념을 지

나치게 좁게 판단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미적 모더니

티의 역설적 영웅성이 기존의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언급처럼 근대에 대한 비판적 측

면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적 모더니티란 합리적 모더니티에 반

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반발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맥락을 지니고 있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이러한 데포르마시옹을 토대로 한 보들레르의 미학적 사유와 방법론의 문제는 콩스탕

탱 기를 토대로 쓴 현대적 삶의 화가 라는 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보들레르가 추구하는 역설적 영웅성의 근원이 정신적 금욕주의로서의

댄디 적 요소와 근본적으로 상통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자주

논의되어 왔던 모더니티의 양가성 개념의 핵심적 토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

된다

이렇듯 예술가 씨 콩스탕탱 기 인용자 주 는 오고 가며 달리면서 찾는다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묘사하는 이 사내 적극적인 상상력을 소유하고 인간의 거대한 사막을 넘어 언제

나 여행중인 이 사람의 목표는 평범한 산책자가 갖는 일반적인 목적보다 분명 더 지고한 것으로

상황의 일시적인 쾌락과는 다른 것이다 문제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더 적함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에 우리가 현대성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그는 찾고 있다 그에게 관건이 되는

바는 유행으로부터 당대적인 것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시적인 것을 추출해내고 변해가는 것에서

영원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대성은 예술의 절반을 구성하는 일시적이며 스쳐가는 우연

적인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다

이른바 모더니티의 양가성 유동하는 것과 영원한 것 의 개념적 토대가 된 보들레

르의 현대적 삶의 화가 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미적 모더니티의 주체인 산책가

의 영웅적 면모다 보들레르는 이 글에서 예술가 씨로 호명된 콩스탕탱 기를 평범

한 산책가 와 다른 지고한 존재로 설정한다 보들레르의 언급에서 지고한 존재 란 당대

적인 것 안에서 이른바 예술 로 칭할 수 있는 시적인 것을 추출해내고 일시적이고 덧

없는 것에서 영원한 무엇을 이끌어내는 존재이다 이러한 예술가적 존재가 평범한 산

책가가 갖는 일반적 목적 과는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

게오르그 짐멜 양식의 문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옮김 새물결
면 게오르그 짐멜은 예술작품이 과거의 시대에는 단 한 가지 양식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아무런 갈등없이 조화를 이루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광범위하고 수많은 양식과 훨씬 느슨한 관계를
맺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양식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많은 양식들의 가능
성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창조적 개인에게 개별적인 업적은 그의 고유한 존재에 내
재한 광범위한 깊이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무엇을 발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샤를 보들레르 현대적 삶의 화가 보들레르의 수첩 이건수 옮김 문학과지성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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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제시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덧없는 유동성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원성을 추구하는 영웅성을 기본적 토대로 삼기 때문이다

보들레르는 콩스탕탱 기의 예술적 방법론에 대해 정신의 발현물인 물질이 어떻게 정

신적인 면을 현재나 미래에 재현하고 재현할 것 이라고 지적한다 보들레르의 언급을

따른다면 콩스탕탱 기의 작품 즉 물질 로 언급된 그의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요소를 재현하는 것이 그의 방법론인 셈이며 그것은 쉬지않고 현실적인 환상을 흡수

하는 예술적 태도의 목표이기도 하다 보들레르가 이를 일종의 귀족적 영웅성의 개

념으로서 정신주의 와 금욕주의 의 댄디즘적 태도와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어떤 측면에서 댄디즘은 정신주와 금욕주의에 인접해 있다 그리하여 댄디는 결코 저

속한 사람일 수 없다 그러므로 독자는 경박함 속에 있는 이런 무게감에 눈살을 찡그리지말

고 모든 광기 안에는 위대함이 있으며 모든 과도함 속에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이상한 정

신주의로다 사제이며 동시에 희생제물이기도 한 이들에게 그들이 따르는 복잡한 물질적인 모든

조건들은 의지를 강화하고 정신을 단련하는데 적당한 체조일 뿐이다 사실 나는 댄디즘을 일종의

종교로 간주하곤 했었는데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세련됐다거나 비상하다거나 미남 또는 멋쟁이 댄디로 불린다 할지라도 이런 남자들은 모두 같

은 하나의 기원에서 나온 자들로서 반대와 저항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 모두는

인간 자존심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대표하고 진부함과 싸워 파괴하려는 요즘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드문 욕구를 대변하는 자들이다

댄디즘은 퇴폐기에 있어 영웅주의의 마지막 광채다 댄디즘은 지는 태양이다 저무는 별처

럼 수려하고 열기도 없으며 우수로 가득 차있다 하지만 어쩌랴 민주주의라는 밀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 평준화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 자존심의 이 마지막 대표자들을 삼켜버리며 비범한

난쟁이들의 흔적들 위로 망각의 물결을 쏟아 붇는다

씨가 종위 위에 연필로 자신의 댄디 중 하나를 그릴 때 그는 이 인물에게 댄디의 역사적이고

전설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해두고 싶은 특성을 항상 부여하고 있음을 굳이 부언할 필요가 있을

까 우리의 시선이 내부의 아름다움과 위험함이 그토록 신비스럽게 뒤섞여 있는 특권자들 중 한

명을 알아볼 때면 바로 이런 경쾌한 태도 확고한 매너 지배적 모습 안에 단순성 의상을 입고

말을 모는 방법 언제나 차분하나 힘이 드러나는 자세 때문에 우리는 생각한다 이 자는 어쩌면

부자일지도 몰라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직업이 없는 헤라클레스라는 것이지

댄디적 아름다움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감동받지 않겠다는 요지부동의 결심에서 비롯되는 냉정

한 태도에 있다 빛을 낼 수 있지만 그러하기를 원치 않는 하지만 남들이 알아보는 잠재적 불길

이라고 할만 하다 이것이 씨의 그림들 속에서 완벽히 표현된 바이다

보들레르의 댄디즘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치장과 물질적인 우아함에 대한 무절제한

취향과는 거리가 있다 완벽한 댄디란 자기 정신의 귀족적 우월성의 상징 이며 거만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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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감 으로 언급되는 철저한 정신주의적 태도의 일부분으로 정의되며 이는 보들레

르에게서 거의 종교적인 것으로서 말해질 수 있을 정도로 신성시된다 따라서 댄디즘은

저속한 취향과 자본주의적 속물성이 아닌 귀족적 영웅주의의 흔적이다 그렇기에 진정

한 댄디란 환락에 지친 사내이며 물어뜯는 여우 앞에서도 고통스럽지만 스파르타 사

람처럼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내 로 이해될 수 있다

보들레르가 언급하는 것처럼 댄디란 민주주의라는 밀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세

계 에 반대와 저항하는 자이며 동시에 이들 모두는 인간 자존심 안에 있는 최상의 것

을 대표하고 진부함과 싸워 파괴하려는 욕구를 대변하는 자들 이다 이러한 지적은 보

들레르의 예술이 지향하는 영웅성 의 문제 즉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 차원이 단순히

합리적 모더니티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

게 드러내어 준다 그것은 사회적 모더니티에 저항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평준화시

켜버리는 세계 자체를 부정하며 동시에 그러한 세계와는 다른 오직 최상의 것 을 지

향하는 금욕주의적 태도가 가장 중심에 있다 따라서 금욕주의적 댄디의 태도란 외부에

비춰지는 광기와 과도함만이 아닌 헤라클레스에 비유될 만큼 강한 의지와 철저한 정신

주의적 관점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보들레르의 표현처럼 진정한 산책자 혹은 댄디의

사유란 위대함과 힘 에 대한 잠재적인 불길 과도 같은 추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보들레르의 정신주의적 댄디즘은 본고에서 제시하고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핵

심적 특징을 보여준다 보들레르의 주요한 미적 방법론인 데포르마시옹 즉 현실을 변

형하고 왜곡하는 예술적 목적은 단순히 현실을 비판하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앙투안 콩파뇽의 언급처럼 모더니티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갖는 보들레르는 아름다움

의 새로운 덧없음을 즐기면서 동시에 현대화에 그리고 현대화가 조장한 세속화와 연루

된 퇴폐성에 저항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정을 통해서 정의되는 미학적 모더니티

란 예술가들의 근본적인 목적의식과 목표를 모호 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 부정성

의 이면 혹은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이란 단순히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안티테제나

예술적 자율성이 아닌 보들레르 자신의 언급처럼 영웅성 의 문제이자 예술적 정신의

앙투안 콩파뇽 앞의 책 면 앙투안 콩파뇽이 지적하는 미적 모더니티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그의 발명품이라고 믿는 이 모더니티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갖는 보들
레르는 아름다움의 새로운 덧없음을 즐기면서 동시에 현대화에 그리고 현대화가 조장한 세속화와 연루
된 퇴폐성에 저항했다 그래서 보들레르의 모더니티는 사회적 현대화 산업 혁명 등에 저항했기 때문에
대번에 모호해졌다 미학적 모더니티는 본질적으로 부정을 통해서 정의된다 부르주에게 적대적인 미학
적 모더니티는 저속한 취향이 횡행하며 천박하고 관습적인 세계 속에 사는 예술가의 소외를 고발한다
따라서 자율적이며 무용하고 무상해서 부르주아를 경악시킬 논쟁적 예술을 주장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에 부합하려는 모더니티의 의지를 염두에 둔다면 이 주장 역시 모호하다 예술가는 자신과 정반대되는
것을 발견하고 정의한다 는 발레르의 말처럼 모더니티는 자신의 이중성을 타자 즉 부르주아에게 투사
한다 모더니티를 틀에 박힌 일상의 노예이며 동시에 진보에 대한 멍청한 동조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
에 모더니티에 모순된 속성을 부과한 꼴이 되었다 모더니티의 운명은 이러한 이분법 혹은 이중성에 발
목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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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함과 힘에 대한 사유에 근간해 있다는 점을 파악되어야 한다 즉 영웅적 인 예술

가적 산책자이자 댄디의 개념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지향

점으로 언급되었던 현재로서의 현재 혹은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란 이러한 위대함과

힘의 사유 로 변용하고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의 시간성 층위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모더니티의 근본적 목적은 콩파뇽의 언급처럼 모더니티는 과거도 미래

도 없는 현재로서의 현재에 대한 의식이기도 하다 모더니티는 단 하나뿐인 영원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더니티는 역사적 시간의 안락함과 오류를 거부하는

영웅적 선택을 표상한다 보들레르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저절로 전개되는 모더니티의

속절없는 지속적 흐름 어제의 새로움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새로움이 갖는 진

부함에 영원한 것 혹은 비시간적인 것을 대립시 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다 이 영원성으로서의 비시간적인 것에 대한 사유가 바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본질이자 세계관의 핵심인 영웅성 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웅성 즉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이 현재성에 대한 추구이지만 이는 사실적 차원의 현재 라는 개념으

로 파악될 수는 없다는 것에 있다 말하자면 이는 아이온적인 시간 혹은 단 하나뿐인

영원성 을 향한 추구이다 요컨대 미적 모더니티란 예술가들의 영웅적 노력을 통해 드

러날 수 있는 비시간적인 것 에 대한 추구이자 갈망이며 이 맥락에서 현재로서의 현

재 의 개념 벤야민은 이를 역사철학테제 에서 메시아적 지금 시간으로서의 현재

라고 언급한다 이 미적 모더니티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논의에 있다

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라는 맥락에서 보들레르의 미학을 살펴보면 그것은 결국 악

의 꽃 과 파리의 우울 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그가 군중과 대도시 속을

헤매였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금욕주

의자이자 정신주의자인 댄디가 찾아내야하는 꽃 으로 상징된 가치있는 현재 를 추구

한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들레르는 그것을 악의 꽃 판을 위해 써

두었던 판을 위한 에필로그의 초고 에서 정확하게 형상화한다 보들레르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는 무지한 속물들을 알지 못하는 쾌락 이기도 하며 동시에 예술가로서 근

본적으로 지니고 있을 거룩한 임무 이다

위의 책 면
샤를 보들레르 악의 꽃 부록 악의 꽃 윤영애 옮김 문학과지성사 면 보들

레르는 악의 꽃 에 대한 비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적인 도
덕과는 다른 예술의 도덕에 입각해 있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권의 책 은 책의 전체
로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바이다 나는 신성의 모독에는 하늘 을 향한 비상
으로 저속함에는 정신적인 꽃으로 대응할 것이다 시가 생겨난 시초 로부터 모든 시집은 이렇게 만
들어져 왔다 그러나 악 속에서의 정신적인 동요 를 그리도록 예정된 한권의 책을 이와 달리 만든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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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처럼 차분하게 저주받은 자처럼 순순히

나는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 나의 그지없이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대

얼마나 여러 번

욕구도 없는 네 방탕과 마음도 없는 네 사랑

어디서나 악 그자체 속에서도 나타나는

무한에 대한 네 취미

괴상한 허풍을 일삼는 네 삼류 연사들

그들은 박애를 설교한다 그리고 피로 가득 찬 네 수채

그것은 오리노코 강처럼 지옥 으로 흘러든다

네 천사들 낡은 넝마를 걸친 네 풋내기 어릿광대들

금빛 자줏빛 히아신스 빛을 몸에 두른 천사들

오 너희들은 내가 완전무결한 화학자처럼 또 거룩한 넋처럼

내 의무를 다했음을 증언해다오

왜냐면 나는 무엇에서이든 그 정수를 끌어냈으니

너는 내게 진흙을 주었으되 난 그것으로 금을 만들어냈으니

샤를 보들레르 판을 위한 에필로그 초고 부분

보들레르의 우의 알레고리 라는 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여기에서의 너 혹은 여

성 란 파리를 지칭한다 보들레르는 파리의 우울 의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 에서

대도시인 파리를 늙은 창부로 비유하며 자신이 그것에 도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보들레르적 도취는 단순히 도시가 주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들의 무한 히 반

복되는 매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양가성 에 대한 보

들레르의 언급처럼 악 과 무한 이란 박애 를 설교하는 덧없는 세계의 동일적인 반복이

주는 매혹은 모두 지옥 으로 흘러 들 뿐이다 그의 언급처럼 덧없고 동일한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계란 말하자면 지옥 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시 의 매혹이란 단순

히 도시와 현실이라는 소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고 보는게 정확하다 보다 확실하게

말한다면 진흙 으로 표상되는 도시 현실은 정신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댄디이자 예

술가인 보들레르에게 그것과 대결하고 싸우며 자신이 쟁취해야 만하는 영웅적인 시간

샤를 보들레르 에필로그 파리의 우울 윤영애 옮김 민음사 면
샤를 보들레르 판을 위한 에필로그의 초고 악의 꽃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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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추구의 소재 일 뿐이다 이것이 보들레르가 자신을 소재의 변용을 위한 현자

이자 완전무결한 화학자 이자 거룩한 넋 으로서 비유하는 이유이다

예술가로서 보들레르는 위의 시에서 자신이 일종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언 한다 그가

말하는 의무 란 악의 꽃 의 본질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이 데포르마시옹 즉 변용 에

있음을 드러낸다 보들레르가 진정한 산책가 라고 언급했던 존재들의 목적은 도시라

는 세계 속에서 속한 그 무엇에서이든 정수를 끌어내고 진흙을 금으로 만들어내기 위

한 행위를 지속한다 진흙 으로 표상되는 무한 히 반복되는 지옥으로서의 세계로부터

금 을 변용시켜 현전시키며 영원성에 대한 현재를 추구하는 미학적 사유 즉 데포르마

시옹을 통한 보들레르의 연금술적 태도 후고 프리드리히의 용어로서 연금술에서 기

원하는 위계질서의 뒤바뀜 란 바로 이러한 예술적 세계관에 토대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가적 산책자 개념의 핵심적인 양상이자 미적 모더니티의 기원으로서 보

들레르의 미학적 영웅성과 댄디 예술가라는 입장에 기반해 있는 진정한 산책자의 개념

을 검토했을 때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지옥 으로 표상되는 도시와 현실 혹

은 작가가 존재하는 세계를 변용하고 바꿔내는 상상력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변용의 맥락 즉 데포르마시옹적 미학에 기반해 있을 때 도시와 세

계 그리고 현실은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보들레르의

시적 표현처럼 이는 진흙 처럼 무의미한 세계 그 자체가 아닌 진흙 에서 황금 으로

변용 데포르마시옹 되었을 때에 유의미한 것이며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렇기에 데

포르마시옹의 미학적 맥락이 보들레르적 댄디의 정신적 사유이자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웅성에 핵심적 층위가 되는 것이다

보들레르가 제시했고 이상과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이해했던 데포르마시옹 즉 디

포메이션의 방법론은 단순히 이미지를 통해 현실에 대응한다는 차원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들레르가 예술의 도덕 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미학적 영웅주의 란 단순

히 세계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더니티의

양가성의 개념인 덧없음과 영원성은 단순히 분리되거나 혹은 대립되는 개념으로만 보

기 어렵다 그것은 덧없음으로 표상되는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로부터 영원성의 어떤 것

융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앞의 책 참조 융은 연금술이 근대적이고 자연과학적인 화
학과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과학적으로 격하되었던 과정을 언급하면서 연금술이 근본적으로 심리
적인 실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면 즉 연금술에서는 관찰자가 질료에서 보고
인식했다고 믿는 것은 자신이 투사한 것이며 그것은 그 자신의 무의식적인 소여성 이며 연금술을
행하는 연금술사의 투사과정은 물질속에서 관념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이다 이는 동시에 인간이 텅
빈 어둠을 탐구하려고 그것을 생명력 있는 형상들로 채우려 하는 모든 면 시도들을 뜻한다
융이 지적하고 있듯이 연금술에의 변환과정은 꿈 환영 환상등으로 묘사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부분
인격인 셈이며 이것은 보다 높은 의식상과 평범한 인간적인 것을 능가하는 우월함 면 즉
신적인 누스 이성 를 향한 여행이다 융은 이러한 연금술적 성취와 신비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신영웅에서는 신격 자신이 자기의 불완전한 고통받는 살아있는 창조를 위해 힘쓴다 그렇다
신격은 스스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짊어지고 이러한 희생으로 위대한 작업 즉 치유의 보수와 죽음의 초
극을 완수한다 면



- 42 -

을 변용하여 추출하는 비시간적인 것 에 대한 사유를 본질적으로 맥락화한다 즉 금욕

주의나 정신주의로 불리는 댄디에 대한 예찬을 통해 보들레르가 강조하는 것은 진흙

을 황금 으로 바꿀 수 있는 철저한 예술적인 추구의 태도의 맥락이다 이는 저속한 것

에 대해 정신적인 꽃으로 대응 하는 그의 방법론인 셈이며 보들레르가 지니는 예술가

적 우울 멜랑콜리 의 본질적 양상이다

보들레르의 모더니티는 영원과 대화하기 위해 역사를 거부했고 정통주의 담론에 의해 길들여진

모더니티란 니체가 퇴폐라고 부른 역사의 질병에 불과했다 보들레르의 시간은 끊어진 현재 간

헐적 시간의 나열이며 여기에서 시인은 미를 추출해야 했던 반면 전위주의자들의 시간은 미래

예측의 개념 속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과 필연적 인과관계의 결과가 혼동되었다 모든

현대시는 보들레르의 산문시를 극복하기는 커녕 보들레르를 배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벤야민이 그의 역사철학테제 에서 제기했던 가설과 부합한다 그는 진보의 개

념에 정초한 경전형 역사 다시 말해 항상 하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도래의 필연성을

설명해야만 하는 승리자들의 연속에 근거한 역사와는 대립되는 거꾸로 쓰는 역사를 간절히 원했

다 벤야민을 염두에 둔다면 모더니티의 진정한 역사는 진화에서 뒤처진 자들 패배자들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들 검증이 유보된 원조들 진보의 실패자들의 역사가 아닌지 자문하

게 된다 그것은 스스로 부정의 역사로 정립되지는 않지만 전통을 부정했던 것의 역사 아이

러니 혹은 멜랑콜리의 역사와 비슷한 그 어떤 것이지 않을까 부정의 전통은 어떤 가치들에 또

다른 가치들을 대립시킨다 전통의 부정은 희망조차 없는 포나 보들레르의 아이러니와 멜랑콜리

이다

앙투안 콩파뇽의 언급처럼 미적 모더니티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비시간적인 것 에 대

한 추구에 입각해 있다는 점은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콩파뇽이 지적하는 현재로서의 현재 혹은 벤야민이 제시했던 메시아적 지금 시간으

로서의 현재 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현실 과는 다른 질적으로 변용된 시

간의 개념에 속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적 모더니티의 시간이란 근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참조 김홍중은
보들레르로 대표되는 세기 중 후반에 유행한 권태 슬픔 무기력 허무감 등으로 대표되는 멜랑콜리
적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근대가 창출한 사회적 모더니티 즉 국민 국가와 시민사회 혈성의 근본적 축이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모더니티에 저항하는 미적 기획으로서의 문화적 모더니티
를 탄생시켰음을 지적한다 김홍중은 이러한 문화적 모더니티의 기반인 멜랑콜리가 단순히 특정 계급의
나약하고 몽롱한 허위적 감정의 사치와는 다른 것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른다면 문화적 모더니티의 멜
랑콜리란 근본적으로 사회적 근대의 궁극적으로 낙관적인 세계상 세계관 세계감과는 상이한 또 다른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김홍중은 보들레르의 산책자와 댄디의 개념이 단
순한 우울자가 아니라 우울이라는 시대적 감정을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전략으로 구사하는 메타적
우울자 이며 권태와 우울이 조성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작업 을 행한 자로 규정한다
앙투안 콩파뇽 앞의 책 면

김홍중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시학 앞의 책 참조 김홍중은 이러한 문화적 모더니티의 시간을
순간의 역사시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보의 역사철학이 직진하는 시간의
이미지에 기초한 것이라면 순간의 역사시학은 갑작스런 정지와 단절 불규칙한 리듬 숨었다 다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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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부정의 역사로 정립되지 않지만 전통을 부정했던 역사 아이러니 혹은 멜랑콜

리의 역사 같은 것이며 잠재적인 가능성들의 시간인 것이다 이는 베르그송의 언급처

럼 순수시간의 잠재적 지속으로서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대립만이 아닌 다른 시간

으로서만 존재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데포르마시옹이라는 기교의 목적과 핵심에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로서 칭해

질 수 있는 다른 시간에 대한 추구가 가장 본질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존할 수 없

는 실패자들의 시간이며 죽은 자들의 시간이자 동시에 말해지지 못했던 것들의 잠재적

인 시간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역설을 지닌다 이러한 역설적인 미학적 지향점이

란 결과적으로 세계의 무의미성과 폐허의 이미지를 뚫고 나서야 현전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얻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예술가들이 지니는 멜랑콜리와 우울의 세계관 세계에

대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인식이란 저 잠재적인 시간에 대한 진실된 욕망의 이면이기

도 하다는 양가적 입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음을 주의깊게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보들레르의 영웅적 산책자에게서 정확하게 지적된 것처럼 연금술적 사유는 진흙에서

금 으로의 변용 즉 데포르마시옹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문제는 형태상의 발전이나

진보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데포르마시옹의 미학이 지닌 미학적 관점에서 미적 모

더니티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영

원성에 대한 사유이자 연금술적 사유방식이 중요한 위치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

한 접근은 보들레르부터 벤야민을 거치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 양상을 영원성으로

서의 현재 로서 표현될 질적 시간의 층위와 변용의 개념을 통해 살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했을 때 이른바 미적 모더니티를 담지하는 예술적 주체로서의 존

재로서 본고가 제시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 개념의 중요한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

나는 격세유전적 운동 끝없는 회귀와 반복 고대와 현대의 시대착오적 결합 등 아라베스크의 이미지로
회귀하고 반복하는 시간을 강조한다 진보의 역사철학이 순간과 순간의 계열적 연쇄 즉 크로노스

를 사유한다면 순간의 역사시학은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과 아이온의 시간이 만나게
되는 접점 인용자 주 를 사유한다 면 즉 문화적 모더니티는 시간의 외부를 상정하여 그곳으로
돌진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모더니티와 보편사의 이념을 비판하면서 시간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내재적인 가능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면

조르조 아감벤 사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앞의 책 면 아감벤은 전통 비판 및 정전
비평 문제와 씨름하는 연구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원전에
접근해야 하는 역사적 주체 자체를 의문시 하지 않고서는 전통 너머의 원전에 새롭게 접근할 수는 없
는 법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의 인식론적 패러다임 자체이다 아감벤의 지적처럼 모든 역
사 연구에서 기원이 아니라 현상의 발생지점과 상대하며 그리하여 원전 및 전통과 새로이 대결하는 실
천을 우리는 잠정적으로 고고학이라 부를 수 있다 푸코의 고고학 개념에 입각해있는 아감벤의 논의
에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해체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고학자가 하듯이 역사의
흐름을 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창조의 역사 활동을 거슬러 올라가 그것이 유래한 구원에 창조를 되
돌려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고학자의 제스처는 모든 참된 인간 행위의 패러다임이다 그
가 삶을 대속의 역사 활동에 연관시키고 삶에 구원의 표시를 새김으로써 삶을 이해가능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핵심은 삶을 구원할 줄 알게 될 자에게만 창조는 가능
면 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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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다 모더니티의 양가성 혹은 데포르마시옹 의 방법론에 걸쳐져

있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 세계관은 그 본질적 양상인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

한 추구를 예술가적 산책자의 가장 핵심적인 인식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의 연구방법론은 지금까지 보들레르의 댄디 가 지니고 있는 역설적 영

웅성의 문제를 데포르마시옹의 미학적 세계관과 연금술적 사유의 차원에서 검토해보았

다 본고에서 다루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는 앞에서 다루

었던 보들레르 그리고 이후에 다룰 벤야민에게서 드러나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 측

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들레르의 미학적 영웅이자 진정한 산책가인 댄디의 개

념과 벤야민의 역사의 천사 에 대한 미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무한한 동일성 의

반복이자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역사로서의 현재 를 극복하고 초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들 을 검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적 모더니티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본고에서 제시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의 이해는 중요한

관계를 맺는다

현실들과 사실들의 역사를 붕괴키시고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의 영원성에 대한 추구

를 본질적으로 문제시했던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미적 모더니티와는 다르게 미적 모더

니티의 형식상 진보 를 신뢰했던 많은 논의들은 형식상의 논리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개념을 깊숙하게 의미화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로서 이해되는 예술적 자율성 혹은 오늘날 미적 모더니티의 진

보에 대한 믿음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서의 새로움에 대한 믿음이었다 현대의 시간

은 개방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비어있는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었다 는 점은 예술적 자율성으로서의 미적 모더니티 이해가 지닌 근본적 한

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논점은 기술적인 발전과 진보가 곧 미학적 사유의 문제로 치환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기술적 변천과 테크닉의 변화라는 형태상 발전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자 혹은 미학적 사유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무엇 을 지향했는가를 검토할 때에 미적 모

알랭 바디우 조건들 이종영 옮김 새물결 면 알랭 바디우는 철학과 미학의 근본적
지향점의 문제를 공리의 형태로 정리하면서 잠재적인 영역을 일종의 결정 불가능한 것 이라고 칭한다
바디우의 개념에 따른다면 잠재적인 것으로의 결정 불가능한 것의 영역은 존재하지만 이름과 언표를
부여받지 못한 혹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의 영역이자 동시에 호명되거나 인지되지 못한 것들
의 차원에 있다 바디우는 이른바 결정 불가능한 잠재적인 것들이 규명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가정된 잠재적인 영역들을 끊임없이 선취해 나아가는 것이 진리라 부를 수 있는 것
의 존재방식이라고 언급한다

앙투안 콩파뇽 앞의 책 면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에 대해 앙투안 콩파뇽은 오늘날의 모든 현
대시는 보들레르를 배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반사회적 모더니티이자 형식상의 진보로 이해되
어 왔던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오해가 진보에 대한 믿음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새로움에 대한 믿음
에 불과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콩파뇽의 지적은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이 예술
의 기술적인 변화와 테크닉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 그 정신적이고 미학적인 사유의 측면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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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티의 문제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 그렇기에 알레고리적 세계관과 미학적 방법론

의 문제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인 사유방식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과 필연적 관련성

을 지닌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은 모더니티를 알레고리 로서 깊숙이

숙고했던 발터 벤야민의 미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부분은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향한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본질적 사

유가 단순히 현실과 무관하거나 혹은 동떨어진 추상적인 맥락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오히려 보들레르의 진정한 산책가에 대한 언급처럼 예술가적 산책자는 진

정으로 귀족적이고 금욕적인 태도 즉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개념에 입각해 있기에 역

설적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폐허와 같은 현실과 대립하고 세계를 비판적으로 적대시한

다 앞서 언급했던 연금술적이고 신비주의적 사유 에 비유해서 말해보자면 이는 현

실의 철저한 타락과 어둠이 가장 강하게 드러날 때에 역설적으로 그 어둠 깊은 곳에서

새로운 부활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던 연금술의 모순적 사유방식과 유사한 층위를 지니

는 것이다

본 연구방법론의 후반부 논의는 데포르마시옹에 대한 보들레르의 언급과 진정한 산

책자에 대한 계념을 토대로 벤야민 미학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

로 검토할 것이다 이는 본고의 핵심적 키워드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문

제를 보다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보들레르부터 이어지

는 벤야민의 산책자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속에 논의되었던 모더니티 의

문제를 영원성에 대한 잠재적 사유로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특히 기존의 모더

니즘 연구가 간과했던 예술적 자율성이나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태도

혹은 카메라 아이 등의 독특한 미학적 기법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적 모

더니티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과 예술적 세계관의 핵심적 측면을 다루기 위해 필수

적이다

이른바 산책자에 대한 벤야민의 전반적 이론을 검토해보았을 때 주목되는 것은 벤야

민이 보들레르를 경유해 의미화한 산책자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미학적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의 산책자에 대한 논의는 리얼리즘 모더니즘의 대립

적 이해 속에 모더니즘의 특이한 문학적 테크닉을 설명하는 차원에 한정되거나 또는

예술적 자율성등을 통한 아도르노적인 부정성의 근대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어

이에 대해서는 서양의 성배설화를 연금술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 제시 웨스턴 제식으로부터 로
망스로 문학과지성사 폴 조르주 상소네티 성배와 연금술 전혜정 역 문학동네 참
조 연금술의 가장 핵심적인 모티프는 상처받은 대지 혹은 어부왕을 치료하는 성배 즉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색인데 이러한 탐구의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여행이 아니라 존재와 생명력의 본
질을 탐구하는 것이 그 중심이 있다 이른바 미궁에 대한 모티프처럼 성배설화에서 생명력에 대한 탐
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성배의 본질에 가닿을 수 없다 즉 가장 깊은 어
둠과 미궁으로 상징되는 죽음을 탐색하지 않는 자는 역설적으로 빛나는 생명력의 본질로 표상되는 성
배와 그 지혜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융이 지적한 것처럼 연금술의 변환과정인 죽음 부
활 재생의 단계와 유사한 사유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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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들레르를 통한 벤야민의 산책가 논의

의 핵심에는 단순히 모더니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미적 모더니티의 측면이 아닌 잠

재성에 대한 사유라는 미학적 세계관이 보다 본질적이다 벤야민 자신도 스스로 언급한

바 있지만 산책가를 통한 보들레르에 대한 논의는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측면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보들레르에게 중요했던 것은 모든 예술에서 모범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형식을 세우거나 사물

들에서 새로운 측면을 추출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상이었다 그렇지

만 보들레르의 이러한 시도가 역사적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항상 똑같은 것에 대한 경

험 그의 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역사적 표지를 띠게 되는 곳에서이다 그와 같은 경

우를 우리는 니체와 블랑키에게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것 이란 바로 영원회귀라는 사상

자체이다 그 사상이 바로 영원회귀의 고리를 확인함으로써 그 고리를 폭파하고 있다 보들레

르의 저작은 니체 그리고 특히 니체보다 년 앞서 영원회귀의 가르침을 펼쳤던 블랑키와 연결

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벤야민이 보들레르에 관한 에세이를 구상하면서 쓴 노트 중 한 구절인 위 언급은 벤

야민이 보들레르 그리고 니체의 영원회귀적 사유 를 어떻게 자신의 인식론적 방법으

로 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글로서 평가할 수 있다 벤야민이 스스로가 지

적하듯이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사유란 새로운 형식을 세우거나 사물들에게서 새로운

측면을 추출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상 을 발견하려는 입장을 뜻

최성만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길 면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면 참조 백승영은 니체의 허무주

의가 절대적 퇴락과 절대적 긍정 철저한 처무주의와 허무주의 극복 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니체적 허무주의의 핵심인 완전한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의 극단적 형태이자 동시에 허무주의를 그
반대의 방향으로 역전시키는 허무주의 형식 인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영원회귀와 허무주의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부정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에의 의지를 긍정에의 의지로 그것도
디오니소스적 긍정에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허무주의의 형식 에 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영원회귀의
허무주의란 세계의 무의미하고 변화없는 동질성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이자 동시에 영원회귀의 사유가
인간에게서 자의식의 변화를 초래 함으로서 이를 디오니소스적이고 초인적인 힘으로서 전환시키는 것
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게르숌 숄렘 한 우정의 역사 발터 벤야민을 추억하며 최성만 옮김 한길사
면 면 유대신비주의인 카발라 연구자이자 벤야민의 가장 가까운 친우중 한명이었던

숄렘은 벤야민이 때때로 그가 하는 말들에는 놀랍게도 니체적인 요소가 강하게 배여 있었다 고 지적
하면서 벤야민의 사고체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 발터 벤야민 인용자 주 의 주위에는 어
떤 다른 세계에 빠져 자신의 글을 찾아가는 율법학자처럼 순수함 절대성 정신적인 것에 몰두하는 태
도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숄렘에 따른다면 벤야민은 시민적인 것에 대한 경멸 적 태도를 취했으며
그의 태도는 허무주의적이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주위에 쌓아올린 삶의 영역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

에서만 도덕적 범주들을 인정하였다 는 것이다 숄렘은 이 책에서 벤야민의 사고체계는 빛을 발하는
도덕적 아우라를 갖고 있었다 내가 입장을 바꿔 이해할 수 있는 한 그 세계는 어떤 고유한 도덕성을
지녔고 이 도덕성은 당시 벤야민 이론의 초기를 가리킴 인용자 주 아주 분명하게 그의 사상의 끝이
닿아있던 종교적 영역과 그 세계 사이의 관계와 연관이 있었다 고 벤야민의 초기 신비주의적 사유체계
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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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데포르마시옹적 상상력을 토대로 벤야민이 보들레르와 니체를 통해 경유하

여 인식하는 미적 모더니티에 관한 공통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벤야민이 주목하는 것은 보들레르의 시적시도들 즉 데포르마시옹의 문제가 모든 예

술에서 모범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형식을 세우거나 사물들에서 새로운 측면을 추출해

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는 점에 있다 즉 벤야민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시적 테크닉이

나 사조상의 발전 혹은 예술적 자율성의 확보로서 보들레르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

다 벤야민이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보들레르가 모더니티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상 을 발견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벤야민이 보들레르가 조

응 의 방식을 통해 권태와 현실의 우울을 극복하고 이상 예술의 아

름다움에 근원 을 추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

다

벤야민이 파악하는 보들레르는 모더니티의 양가성 혹은 크로노스와 아이온이라는 역

설적인 이중적 시간개념을 통해 오로지 항상 똑같은 것에 대한 경험 을 극복하려 했

던 예술가이다 즉 보들레르는 오로지 항상 똑같은 것 을 극복 혹은 변형할 때에 비

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예술 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텍

스트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이는 벤야민이 무정부주의 혁명가였던 블랑키와 더불어 니

체를 보들레르와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검토하면서 지적하는 영원회귀 의 측면을 강조

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새로운 것 이란 바로 영원회귀라는 사상 자체 라는 벤야민의 지적은 그의 전반적인

지적 작업들이 모더니티에 근본적인 무의미성과 더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을

고민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벤야민은 영원회귀 로 대변되는 세계의 무의미성을 근

본적으로 폭파 하는 보들레르적 댄디와 니체의 철학자 예술가 의 존재 로서 모더니

최성만 앞의 책 면 최성만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벤야민 당대의
시각에서 보들레르의 역사적 위치와 동시에 그가 형태를 부여하고자 했던 역사적 경험의 구조를 좀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악의 꽃 은 경험을 기만당한 사람의 우울만 표현한 것이 아니다 우
울은 벤야민에 따르면 현대 대도시인의 정서 상태를 특징짓는다 양화된 시간의 경험 이를테면 노름꾼
의 동반자인 초침의 시간 경험에서 두드러진 것이 이 우울의 경험이다 이 우울에 대비되는 것이 만물
조응의 시간 경험인데 그것은 이상 예술의 아름다움에 근원을 두고 있다
백승영 앞의 책 면 백승영은 허무주의에 대한 극복으로서의 니체철학적 생성과 긍정의 논리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니체의 철학적 과제는 생성적 실재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
학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긍정의 파토스가 니체를 지배하시 시작한 년 이후부터 그가
더 이상의 사유를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 즉 니체가 기존 사상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이유는 기존의 철학들이 인간과 세계 인식과 실재 존재와 당위간의 긴장관계를 포함하고 인
간의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허무적 경험을 하게 하는 해석 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니체 철학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생성하는 실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긍정을 하는 즉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니체에게 있어서 허무주의의 극
복의 차원이란 힘에의 의지와 영원회귀의 사유를 종합한 생성에 대한 절대적인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 셈이다

위의 책 면 니체의 철학에는 강요된 진리에 불과한 평균적인 것들의 현재를 극복하고 이
를 뛰어넘는 사유와 힘에 대한 의지를 추구하는 정신적 운동이 그 핵심에 있다 니체의 영원회귀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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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 대한 인식적 통찰을 시도하고 있었다 벤야민의 보들레르 미학에 대한 이해를 토

대로 본다면 벤야민이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를 단순히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안티테

제로서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이 예술가적 산책자라는 개념을

통해 산책자를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의 문제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본고의 이론적 논의들은 기존의 산책자 이론이 지나치게 간략화

되어 이해되었던 기존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들레르를 통한 벤야민의 산책자 논의

의 핵심적 양상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데포르마시옹으로 대변되는 서구 모더니

즘의 미학적 흐름과 구인회 모더니즘의 예술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의미화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는 동시대적 이었던 벤야민의 미학적 입장과 이상과

구인회 의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를 상호 비교하는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도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를 둘러싼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방법론

혹은 변증법적 이미지의 문제 는 구인회 의 미학적 방법론과 유사한 사유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년대에 독일과 파리의 모더니티를 사유했던 벤야민과

경성의 공간 속에서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했던 구인회 모더니즘은 실증적이고 분명

한 영향관계를 찾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사유와 방법론적 유사성의 맥락에서 상호

인에 대한 사유는 그 자신의 표현처럼 예술가 철학자 의 목표인 무가치한 현대성과 모더니티의 세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의 영역을 구축해나가려는 의지와 힘의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
들레르와 벤야민과 유사한 맥락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디오니소스적 사유로 대표되는 니체 철학
의 핵심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언급된 초인 위버멘쉬 의 맥락을 미적 모더니티의 핵
심인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혹은 다른 시간에 대한 사유로서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
한 것은 위버멘쉬의 개념이 단순히 강한 자이거나 혹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김홍중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시학 앞의 책 면 이러한 점에서 세기에 주된 사회적
이념으로 자리잡은 합리적 모더니티의 문제는 역사철학에 의해 교의의 수준으로 격상한 진보의 관념
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다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서의 전진을 의미하는
진보는 정치적으로는 민족 국가의 형성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그리고 사회적
으로는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도래를 통해 필연의 왕국인 역사에 구속된 인간을 자유의 왕국으로 해방
시키고자 한 계몽적 이성의 지도이념 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김홍중은 이러한 근대에 대한 반발과
대항으로서 존재하는 가치로서 문화적 모더니티의 개념을 성정하면서 이것이 진보의 역사철학이 상정
하는 목적론적 시간관에 대한 강한 거부 혹은 발본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간과 역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표방하 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홍중은 이를 순간의 역사시학이라는 개념으로 지칭
하는데 이는 문화적 모더니티가 진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모더니티의 직선적인 시간관과 다른 형태의
시간개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의 논의와 유사하게 김홍중 역시 이러한 순간에 대한 추구
로서의 미적 모더니티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로 니체와 벤야민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예리 이상 문학의 역사 이미지와 전등형 인간 이상적 월경과 생의 생성 란
명 외 역락 참조

벤야민과 이상을 연관시켜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장제형 비평가 발터 벤야민
이 읽는 이상의 텍스트 실험 자기반영이론의 견지에서 오감한 시제 호 비교문
학 집 참조 장제형은 년대 당시 벤야민이 소수 지식인을 제외하고 크게 알려져 있지 않
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면 장제형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지 에 기고한
글을 통해 벤야민이 조금 소개되었긴 하지만 이상이 간접적으로라도 벤야민의 글을 접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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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대상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세부 작가들을 다루면서 논의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상호적 비교와 접근은 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초현실주의나 아방가르드 예술의 공통된 지성사적 흐름에 기

인해 있는 것이다 다다이즘부터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당대의 유럽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지성사적 흐름은 벤야민과 구인회 사이의 직접적인 실증적 연관관계가 없다 하

더라도 이들의 관심사가 공통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서정주는 이상의 일 에서 이상을 직접 만났던 회고를 통해 총독부 근

무 시절 이상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를 탐독했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벤야민의 중요 저작으로 지적되는 프루스트의 이미지 에서 논의된 무

의지적 기억 에 대한 관점은 벤야민의 미학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무의지적 기억 에 대한 논의는 이른바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의 중심적 논리이기도 했다는 점 역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초현실주의 를 매개로 한 유럽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과 년대

조선의 모더니즘 문학 사이의 비교적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년대 모더니즘과

구인회 의 미학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김기림이 보여준 앙드레 브르통 살바도르 달리 장 콕도 등 불란서 문학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서정주 이상의 일 월간중앙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서정주는 당대 이상에게 붙었던 귀재라는 표현에 덧붙여 자신의 이상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러나 내 생각 같아서는 그 귀재라는 한 마디 말만으로는 다 나타낼 수 없는 더 간절한
것들을 그는 지니고 있었던 걸로 안다 물론 그는 이미 꽤나 성큼한 귀기를 띠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가 그 어쩔 수 없이 착복한 귀기와 아울러 지니고 있던 가장 귀중한 것은 마지막 극한점
아마 하늘 밑 땅 위에 생겨났던 문인들 속에서는 제일 마지막 극한점에 놓였던 그가 겪은 진통하는 사
람의 모습이다 서정주는 박용철의 날개 에 대한 인류 있은 후에는 가장 슬픈 소설 에 공감을 표
하면서 이상을 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 에 등장한 한 장면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상 그를 번개에
비유해 맞을 것인지 그보다도 더 높은 무엇이라야 할 것인지 그것은 좀더 생각해봐야겠지만 하여간 그
것이 높지막이 매어달려 처형당하는 새의 부르르르 떠는 몸부림과 같다는 점만은 웬일인지 이상의 일을
생각하면 꽤나 비슷하게 어울려 보인다 그러나 그 처형의 막대 위에서도 언제부터 그리 된 것인지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항용 낄낄낄낄 웃어제치기만 하던 이상이라는 새는 그 기묘한 웃음 하나를 뚜르
게네프의 처형마당의 새보다 더 가졌었다 서정주 역시 당대의 다른 문인들의 회고처럼 이상의 기묘한
익살과 웃음을 그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기억한다는 점 역시 주목을 요한다
조영복 넘다 보다 듣다 읽다 앞의 책 면 예컨대 조영복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상 김기림 등은 특징적으로 당대 이름난 영화감독이나 전위예술가들 및 이와 관련된
전위 텍스트를 자신들 문학의 주요 자양분으로 삼았다 년대 문인들의 텍스트에는 당시 널리 알려
진 마티스 피카소 등의 화가들과 아폴리네르 브르통 거트루트 스타인 같은 입체파류의 시인들은 물론
이고 르네 클레르 장 뒤비비에 장 콕토 페르낭 레제 등의 이름들도 등재되어 있다 년대 문인들
은 이들 전위 예술가들에게서 입체주의 예술의 형식 파괴적이고 실험적인 시도 그 자체보다는 시대정신
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을 찾으려 한다 김기림은 현대 전위예술사조 즉 미래파 입체파 다다 초현
실파 등의 형태파괴나 형식 해체는 우연성과 일회성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비판하는데 이는 전위적
작품이 끌고 가는 시대정의나 그것이 의도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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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동시대적인 예술들의 맥락은 결국 보들레르부터 유래한 데포르마시옹

이 근간해 있는 영원성에 대한 미적 모더니티의 추구가 어떻게 구인회 의 독특한 미

학적 방법론과 벤야민의 미학 사이의 친연성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

다 예컨대 김기림이 현대적인 시 를 언급하면서 보였던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은 동시대적으로 벤야민의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한 관심과 겹쳐있다 이러

한 맥락은 서구 유럽과 조선이라는 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지성사적 흐름에

대한 동시대적 조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인회 구성원들의 보들레르

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가 사실상 보들레르론을 중심

으로 구상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해본다면 벤야민과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공유점은 이들이

무엇 을 재현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새롭고 충격적으로 인식 해

낼 수 있는 가라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 상의 언어화와 이미지에 매개되어 있는 인식과

사유의 문제에 속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구인회 모더니즘을 이루고 있는 개별

의 텍스트들 즉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의식의 문제를 단순히 서

구의 원본에 대한 접근으로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미적 모더니티의 측면을 어떤 방식으로 사유했으며 그것을 각

기 자신의 텍스트로 개별화했는가의 문제를 숙고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라

는 개념을 통해 모더니즘의 양가성 에 대한 인식 즉 도시 텍스트를 폐허적 묵시론적으

로 사고하는 알레고리적 사유의 핵심적 의미 를 밝히고 그것을 의미화하는 것을 통

이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 초현실주의 발터 벤야민 선집 최성만 역 길 참조 벤야민
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미학의 양상을 도취를 통한 생산적이고 생생한 경험 과 범속한 각성 의 차원에
서 다룬다 벤야민에 따른다면 초현실주의자들의 미학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언어와 이미지의 세계를
통해 한세계에서의 엑스터시 를 구상하는 부끄럽도록 냉철한 상태 인 작가적 인식으로 인해서 가능하
다 이는 현실 즉 소재로서의 세계를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노예화된 사물들과 노예화시키는 사물들이
혁명적 니힐리즘으로 반전 시키는 미학적 인식과 사유에 기반해 있는 것이다 벤야민은 보들레르와 유
사하게 초현실주의자들의 파리도 하나의 작은 세계이다 다시 말해 큰 세계 우주에서도 상황은 다르
지 않다 역시 이곳에서도 차들이 움직이는데서 유령같은 신호들이 번득이는 교차로가 있고 사건들 사
이에 상상도 못할 유사성과 얽힘이 늘 일상적으로 있다 그곳은 초현실주의의 서정시가 보고하는 공
간 면 이라고 지적한다 즉 벤야민이 언급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신비적 성향이자 실재론 적 사유
는 논리적 개념에서 마법적 단어영역으로서의 전이 를 거치며 이러한 마법적 단어실험들은 다다이즘
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이어져온 아방가르드 문학 전체의 특성이자 음성적 그래픽적 변형놀이 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벤야민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목표가 혁명을 위한 도취의 힘들을
얻기 이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의 모든 책과 시도가 추구하는 목표 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초현실주의적
실재론 이 일상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을 그리고 꿰뚤어 볼 수 없는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변증법적 시각의 힘으로 그 비밀을 일상 속에서 재발견 하는 것 면 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변증
법적 교차의 사고 라고 언급한다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최성만 김유동 옮김 한길사 면 독일 비애극
의 원천 은 벤야민의 초기 미학의 핵심으로 언급된다 이 책에서 벤야민은 그리스 고전 비극의 잘못된
계승으로 평가되었던 독일 바로크 시대의 비애극의 문제를 다루면서 비애극의 잔혹성과 폐허적 모티프
들의 표면적 해석을 반대한다 벤야민은 바로크 비애극을 고전적 양식의 결여태로 평가해야 할 것이 아
니라 새로운 파토스 감정 의 표현하려는 갈망 면 이라는 점에서 독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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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능할 것이다

벤야민을 통해 살펴볼 데포르마시옹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사유는 일련의

도시 텍스트의 결과물인 일방통행로 나 사유이미지 그리고 베를린의 유년시

절 그리고 아케이드 프로젝트 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무의미성 즉 세계의 붕괴와

파괴 란 맥락이 가장 기본적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미적 모더니티

의 흐름이란 견지에서 보들레르와 니체로부터 이어진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핵심은 왜

벤야민이 도시 텍스트를 통해 반복되는 영원한 폐허로서의 모더니티 를 논의했는가라

는 문제의식의 근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있다 무한히 반복되는 폐허로서의 모더

니티라 칭할 세계의 무의미성은 벤야민이 아케이드 프로젝트 의 서문 격으로 썼던

세기의 수도 파리 파사주 프랑스어판 개요 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

다

판타스마고리아 환등상 인용자 주 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바로 그 세계가 보들레르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모더니티이다 블랑키의 비전은 모더니티 마치 일곱노파가 전조처럼 나타나는

안으로 우주 전체를 집어넣었다 결국 새로움은 그에게 천벌의 선고를 받을 것들의 속성으로 비

쳤다 그와 마찬가지로 몇 년 앞서 나온 통속 희극 천국과 지옥 에서도 지옥의 벌은 모든 시

간을 통틀어 최후의 새로움의 모습을 띈다 즉 그것은 영원하면서 항상 새로운 벌 로 나타난다

블랑키가 마치 유령에게 하듯이 말을 걸고 있는 세기의 인간들이 이곳 출신들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벤야민은 비애극의 잔혹성을 일종의 알레고리로서 분석하면서 그 잔혹성과 슬픔
의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지적한다
그램 질로크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노명우 옮김 효형출판 면 그램 질로크는 벤

야민의 도시 텍스트들을 변증법적 이미지 의 문제로 분석하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벤
야민은 현대 도시는 경험을 분산시키는 장소라고 이해했기에 동시대 사회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잔해
를 구원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도시에 관한 저작에서 단상의 양식을 추구했다 도시는 조심스럽게 발굴
하고 구출해야 하는 거대한 폐허였다
홍준기 변증법적 이미지 알레고리적 이미지 멜랑코리 그리고 도시 벤야민 미학에 관한 정신분석

학적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 제 권 호 면 홍준기는 파사젠베르크 는
세기 수도인 파리에 관한 단순한 문화인류학적 서술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사젠베르크 가 흥미로운 것은 도시의 아들로서 벤야민은 대도시에 대한 그의
매혹과 비판의 양가적 감정을 역사유물론이라는 총체적인 객관적 기획 속에서 새롭게 제시하려는 전대
미문의 시도를 행하고 있다는 점 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케이드 프로젝트 를 둘러싼 벤야민의 작
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파사젠베르크 를 기획하기 전에 벤야민은 이미 도시 경험에 초
점을 맞춘 수많은 텍스트들과 년대 방문했던 도시들에 대한 여러 단편들을 저술했다 나폴리에 관
한 에세이로 시작되는 벤야민의 도시 풍경 연작들은 사유이미지 라는 제목으로 포괄되었으며 이어
서 벤야민은 모스크바 바이마르 파리 거울 속의 도시 등 도시에 관한 소품들을 출판했다
뿐만 아니라 벤야민은 도시 베를린에 대한 유년시절의 기억을 정리한 긴 에세이를 썼다 베를린 연대
기 를 손질하여 후에 베를린의 유년시절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년 시작된 벤야민의 파
사젠베르크 기획은 이렇듯 도시에 대한 벤야민의 기억과 매혹 비판과 혐오 판타스마고리아로서의 현
대성에 대한 극복 등 향후 자신의 모든 지적 정서적 노력이 투여될 필생의 기획이었던 것이다

발터 벤야민 세기의 수도 파리 파사주 프랑스어판 개요 발터 벤야민 선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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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던 니체적 영원회귀의 맥락과 동일하게 벤야민이 무정부주의 혁명가였던

블랑키를 인용하며 중요하게 강조하는 구절인 영원하면서 항상 새로운 벌 의 맥락은

이른바 모더니티의 층위 즉 진보와 이성에 기반한 근대성이자 합리적 모더니티의 가장

핵심적 양상을 나타낸다 그것은 위의 글에서 블랑키를 인용한 구절에서 벤야민이 근대

적 진보를 단조로움 똑같은 부동의 상태가 지배하는 감옥 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벤야민의 지적처럼 근대성 모더니티란 항상 모든 것이 새롭고 영원토록

똑같이 반복되는 것 이야말로 판타스마고리아 환등상 의 모더니티가 보여주는 핵심이

다 벤야민 자신이 언급하기도 했던 이 알레고리적 인식은 보들레르가 악의 꽃

판을 위한 에필로그의 초고 에서 당대의 파리의 모더니티를 바라보며 제시했던 지옥

의 풍경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세계관이기도 하다

벤야민이 보들레르를 경유해서 읽어내는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측면은 지금 현실과

현재를 무의미성의 지옥 으로 파악하는 급진적이고 전위적인 미학적 인식이며 이는

독일 비애극의 원천 에서 읽어냈던 묵시론적이며 알레고리적인 방법론과 상통한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에게 있어서 도시 모더니티의 공간은 유행 으로 대변되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지장된 겉모습을 갖지만 그 진정한 이면은 말 그대로 영원히 같은 것

만이 반복되는 지옥의 풍경을 향해 있다 따라서 지옥의 벌은 모든 시간을 통틀어 최

후의 새로움의 모습을 띈다 그것은 영원하면서 항상 새로운 벌 로 나타난다 는 벤야

민의 언급은 알레고리적 방법 혹은 변증법적 이미지를 통해 근대성 혹은 도시의 시

공간을 사유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짚어준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있어서 알레고리적 사유의 근본적 목적이란 일차적으로 묵시론적이고 폐허적인 영원히

반복되는 모더니티의 의미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붕괴시키기 위함이다 알레

고리적 총체성이란 바로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난바다 무의미로서의 근대성 인용자 주 는 그에게 헛되이 손짓한다 그 현대성의 비참한 영웅

인용자 주 의 삶은 나쁜 별 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근대성은 그의 숙명임이 드러난다 영웅의 자

리는 거기에 예견되어 있지 않다 근대성은 그런 유형의 사람에게 소용되지 않는다 근대성은 영

위의 책 면 벤야민이 인용한 블랑키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각각
의 지상 속에 갇혀 있고 그 땅과 함께 사라진다 이 지상의 야영장 안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드
라마 똑같은 무대장치가 똑같이 협소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자신의 위대함에 자만하면서 떠들썩한
인류는 스스로 우주라고 믿고 자신의 감옥 안에서 그것이 마치 거대한 공간인양 살고 있다 가장 지독
한 경멸감 속에서 그 인류의 오만함이라는 짐을 져왔던 지구와 함께 파멸할 그날까지 다른 별들 안에
서도 이와 똑같은 단조로움 똑같은 부동의 상태가 지배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자신을 반복하면서 제자
리에 땅을 파고 있다 영원성은 무한 속에서 똑같은 표상들을 태연하게 연출하고 있다

위의 책 면 벤야민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상품을 만들어 내는 사회가 그처럼 휘
감고 있는 위엄과 광휘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환각은 실제로 믿음직한 상태가 아니었다 제

제정의 붕괴와 파리 코뮌이 그것을 상기한다 그와 동시에 그 사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적수인 블랑키
가 그의 마지막 저술에서 이 판타스마고리아의 끔찍한 모습들을 폭로해 주었다 블랑키의 우주적
사변이 주는 교훈은 인류는 판타스마고리아가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 신화적 불안에 시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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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움직일 수 없도록 그를 항구에 묶어 둔다 근대성은 그를 끊임없는 빈둥거림 속에 버려둔

다 영웅은 이 최후의 화신을 통해 댄디의 모습으로 출현한다 보들레르가 어떤 순간 자신의

만보 산책 인용자주 와 자신의 시적인 힘을 동일한 긴장과 동일한 위엄을 띈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댄디는 보들레르가 보기에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다 댄

디즘은 그에게 퇴폐의 시대에 가능한 영웅주의의 마지막 섬광이다

벤야민이 보들레르의 댄디를 통한 산책자라는 개념을 정립하려는 근본적 의도는 전술

했던 알레고리를 통해 세계와 현실의 본질을 탐색하고 그것을 변형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식론적 미학적인 주체가 바로 도시를 해매는 검

객 혹은 전투적 성격을 띈 예술가 의 존재인 산책자 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

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웅적 비참함은 그들 자신에게 비롯된다기 보다는 보들레르

의 잃어버린 원광 처럼 현실 자체의 무의미성과 폐허에서 온다는 것이다 벤야민

이 보들레르를 통해 지적하는 산책가의 비참하고 또한 비극적인 영웅 적 특성은 그로

부터 기인한다

벤야민에 의하면 예술가적 산책자인 시인의 사유로서 바라보는 머지않아 폐허로 뒤

덮일 도시 파리 혹은 도시 와 세계 어떤 점에서 현실 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단지 덧없음 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멜랑콜리적인 알레고리적 사유는 미적

모더니티의 견지에서 근대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보들레르와 니체와 근본적으로 동일

하다 즉 벤야민이 제시했던 산책자의 본질적 의미는 세계와 현실의 덧없음 을 붕괴시

키고 그것을 구원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는 예술가 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

렇기에 벤야민이 보들레르를 통해서 본 예술가적 산책자의 근본적 맥락이란 영원반복

의 동일성적 폐허와 비참함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은밀한 꿈 의 시공간을 찾

아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사유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꿈 의 영역을 구상화해내는 예술가들은 알레고리적으로 변형된 텍스트를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 제정기의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위의 글 면
샤를 보들레르 후광의 상실 파리의 우울 앞의 책 면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 제정기의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위의 글 면

위의 글 면
최성만 앞의 책 면 최성만은 벤야민의 변증법적 이미지의 문제가 헤겔적인 생성의 변증법

과 분명히 다른 인식론적 방법임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발터 벤야민에게 모든 진정한
이미지는 변증법적 이미지 정지상태의 변증법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역사의 이미지가 이 이미지로 읽
힌다 개인의 경우 죽음 직전의 순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전 생의 응축된 이미지들 비자의적 기억
의 이미지들이 그런 이미지들이다 그것은 죽음처럼 흐름을 중단하는 충격적인 순간에만 가능하다 여기
서 중단이란 무엇보다 가상적인 연속성의 중단을 뜻한다 또한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간이나 혁명의 순
간에 일어나는 일도 바로 이 중단이다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 제정기의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
은 이러한 영웅적 존재들을 음모가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들레르는 또 한편
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음모가에게서 현대 영웅의 이미지를 발견하려고 했다 벤야민은 보들레르와



- 54 -

통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유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벤야민이 보들레르의 알레고리적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본 산책자의 본질적이자 미학

적인 임무이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방법론이 벤야민이 일방통행로 사유이미

지 베를린의 유년시절 그리고 아케이드 프로젝트 에서 작업했던 모더니티

의 근간에 관한 벤야민 미학의 핵심에 있다 특히 벤야민의 전반적인 사유에서 본고의

논의상 주목할 만한 지점은 알레고리적 실천 을 가능케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

가 보들레르처럼 넝마주의 시인 으로서 부르주아들이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자신들

의 고독한 작업에 몰두 하는 댄디적 영웅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서 검토했던 것처럼

보들레르와 니체를 거쳐 벤야민에게로 이어지는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측면 즉 영

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사유하고 검토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며 동시에 본고에서 확인하

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언어와 이미지가 지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론이 된다

요컨대 댄디이자 산책자인 자들은 독일 비애극의 원천 의 음모가들처럼 산책 속의

사유를 통해 언어 그 자체와 음모를 꾸 미는 자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는 이들이 벤야민이 파악하고 있는 보들레르처럼 구원 을 위해 악을 숙고하려는 자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보들레르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은 단순히 수사

적인 맥락이나 사실적 재현으로서 읽혀지기는 어렵다 보들레르의 알레고리적 언어들은

평범한 사건을 찾아 시적인 사건에 접근 시키며 도시 세계의 무의미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무기 이자 검투 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자세는 도시와 세계 혹은 근대성으로 지칭되는 모더니티로

서의 현실 자체와 대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정신적 고투로서 제시된다 왜냐하

면 이 미학적 검투 를 벌이는 산책자란 세계의 무의미성을 경멸하는 동시에 이를 새롭

게 변형시켜 사물 속에 잠재된 본질의 언어 를 탐색하는 예술가적인 주체이기 때문

블랑키적 사유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은 그들을 갈라
놓는 차이를 훨씬 능가한다 그것은 울화와 초조감 분노의 힘과 증오의 힘이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무
기력함도 있다 잘 알려진 한 시구에서 보들레르는 행동이 꿈을 닮지 않은 세계와 가벼운 마음으로 작
별한다

위의 글 면

위의 글 면
위의 글 면

이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이 글에서 언어를 세속의 언어와 언어의 본질적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의 언어로서 구분한다
벤야민은 이 비밀스런 암호같은 이름의 언어 혹은 아담의 언어 가 근본적으로 통분 불가능한 유일한
종류의 무한성을 내재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상이 지닌 정신적 본질을 언어를 통해서가 아닌 언어 속
에서 전달하는 것이 그 마법적 특징이라고 언급한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한 정신적 존재에서
전달 가능한 것 바로 이것 속에서 그것이 전달된다 즉 모든 언어는 자기 자신을 전달한다 또는 더 정
확히 말해서 모든 언어는 자기 자신 속에서 전달되며 언어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전달의 매체이
다 이 매체적인 것 이것이 모든 정신적 전달의 직접성이며 언어이론의 근본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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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맥락을 검토할 때만이 벤야민이 알레고리 의 맥락을 통해 보들레르에게

부여하려 했던 진정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가 의미화될 수 있다

보들레르에게서 예술가의 특징인 이 언어의 제스처는 알레고리 작가에게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

를 담게 된다 악의 꽃 은 산문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근원의 낱말들을 서정시에 사

용한 최초의 책이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전혀 예기할 수 없는 하나의 알레고리를 갑자기

솟아오르게 하는 서정적 어휘가 이렇게 창조된다 보들레르의 언어정신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갑작스러운 만남에서이다 그가 사용한 어휘 가운데 어떤 낱말도 단번에

하나의 알레고리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는 자신에게 시를 의미하는 이 기습을 위

해 자신의 고백조 이야기 속에서 알레고리들을 투입한다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그 은유들 뿐이

다 죽음 혹은 추억 후회 혹은 악이 나타나는 곳 거기가 바로 시적 전략의 중심이다

보들레르를 통해 벤야민이 파악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사유는 죽음 혹

은 추억 우회 혹은 악 을 통해 현실이자 가상인 판타스마고리아를 붕괴시키고 그것을

잠재적이자 본질적인 무언가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가진 은유 즉 데포르마시옹을 목

표로 한다 이것이 가능했을 때에 보들레르에게서 예술가의 특징인 이 언어의 제스

처는 알레고리 작가에게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담 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이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술가적 산책가가 벌이는 비밀스런 검투 란 말하자면 벤야민의 언급처럼

무엇에 의해서도 전혀 예기할 수 없는 하나의 알레고리를 갑자기 솟아오르게 하는 서

정적 어휘 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실천이자 총체

성에 기반한 보들레르의 이미지는 자신을 스스로 죽음과 악 의 위치에 놓은 자만이 마

주칠 수 있는 갑작스런 만남 을 통한 충격과 깨어남의 방법 즉 변용 데포르마시옹

을 통해서만 그 핵심을 이해받는다 벤야민의 언급처럼 오직 그러한 비밀 의 이미지만

이 영원반복의 동일성이자 무의미로서의 폐허인 모더니티와 치열한 고투를 벌이는 시

이 직접성을 마법적이라고 부른다면 언어의 근원적 문제는 바로 그것의 마법성이다 그와 동시에 언어
의 마법이란 말은 또 다른 말을 지시하는데 그것은 언어의 무한성이다 이 무한성은 직접성에 의해 생
겨난다 인간은 자기의 고유한 정신적 본질을 그 자신의 언어 속에서 전달한다 인간의 언어는 하
지만 말로 표명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본질을 이것이 전달 가능한 한에서 다른 사물을
명명함으로써 전달한다 벤야민의 이러한 지적은 그가 자세하고 있는 미메시스 혹은 비감각적 유사
성의 개념과 사실상 등치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최성만 역시 벤야민의 이러한 언어관이 그의
지적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바탕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성만 앞의 책 면 참조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 제정기의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베른트 비테 발터 벤야민 윤미애 옮김 한길사 한길사 면 예컨대 베른트 비테는 벤야
민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벤야민 인용자 주 에게 죽음이란 이미 친화력

유사성론 인용자주 에세이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주적 차원에서 혁명에 대해 기대했던 참담한
세계 상태의 소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벤야민은 죽음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멀리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정화되고 고양된 형태의 삶을 주체에게 되돌려주는
두 가지 방식인 환각과 글쓰기를 통해 행복감 속에서 죽음을 선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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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략의 중심 에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고가 제시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방법론의 핵심은 기존의 산책

자에 관한 이해처럼 단지 도시를 배회하거나 새로운 도시의 모더니티를 단순히 관찰하

는 자 또는 미학적 기법에만 매달리는 주체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군중으로 가득찬 도시 속에서 예술가적 산책자는 파도치는 대양이 그 모델이며 이 거

대한 경관을 명상하는 사색가는 사실 군중의 깊이를 측정하는 자 이다 벤야민에 따

른다면 모더니티로서의 도시이자 세계를 이미지 로서 철저하게 탐색하고 그것을 구원

하려는 자가 진정한 산책자일 수 있다 그렇기에 댄디즘은 그 보들레르 인용자 주 에

게 퇴폐의 시대에 가능한 영웅주의의 마지막 섬광 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미적 모더니티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예술적 자율성이나 혹은 도시

문명에 대한 계급주의적 비판의식의 맥락으로는 산책자의 핵심적인 양상이 파악되기는

어렵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이미 죽었거나 머지않아 죽게 될 기간이 다 지나

가버린 삶의 인상 이라는 멜랑콜리적 인식을 통해 도시의 풍경들과 세계를 사유한

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알레고리적 사유가 지금 현실에 대한 강렬한 부정과

냉소주의 벤야민의 언급처럼 냉소와 경멸로 나타나는 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 예술가적 산책자의 냉소주의적 태도란 단순한 허무주의나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서

만 파악되지 않는다 벤야민이 스스로 언급하듯 미적 모더니티의 궁극적인 영상은

오로지 몰락에서만 현재 상황에 대한 유일한 분별력 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인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상이자 현실인 환타스마고리아의 무의미성을 깊숙이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들만이 세계 그 자체를 냉소적으로

인식하고 경멸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냉소적 태도

는 앞서 살펴보았던 독일 비애극의 원천 에서 언급된 악 의 모순적 사유와 동일한

맥락을 지니는 것이다 요컨대 벤야민에게 묵시론적이고 폐허적인 알레고리적 사유란

세계의 무의미성을 부정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악의 정신성 을 지

닌 자에게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냉소와 경멸이라는 허무주의적이고 멜랑콜리적 인식은 궁극적으로 메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 제정기의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위의 글 면

위의 글 면
게르숌 숄렘 앞의 책 면 벤야민의 친우이자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 연구자였던 숄렘은 벤야민의

이러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벤야민이 근본적으로 결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던 메시아적인 믿음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본질적인 사안들 종교 철학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벤야민에게 냉소주의란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무정부주의는 냉소주의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리고 이 시절 우리의 가까운
교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정신적 질서들이라는 개념이 그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냉소주의를 전적
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냉소주의와 깊은 정신성이 서로 결부되어 있는 진정한 표현들에 대해
그가 열광하는 경우가 드물긴 해도 없지는 않았다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 제정기의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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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적 지금 시간 으로 언급되는 신비로운 균형 즉 구원 의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 말하자면 구원 에 대한 사유는 연금술적 사유체계와 유사한 보들레르와 니체 그리

고 벤야민을 통해 이어진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는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양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냉소적인 분별력 을 갖춘 예술가적 산책자의 인식은 벤야민

이 이야기꾼 과 소설가 에서 언급한 도스토예프스키적 주제인 가장 타락한 곳에서

신비로운 구원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테마와도 사실상 동일한 차원으로 파악된

다

벤야민의 보들레르 분석과 영원회귀의 문제에 의해 살펴보았을 때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임무는 지금 현재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며 숨겨진 것과 감춰진 진리와 진실

들을 찾아 구성해야 하는 것이 중심적이다 벤야민의 표현을 빌려 말해본다면 이는 길

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길의 영향력을 경험 하는 것처럼 그 속에 도취 되고 매

혹 된 자만이 인지할 수 있는 대도시 경험의 이미지 속에서 그러한 이미지에 그 고

유한 운명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것이 벤야민이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방법

론을 통해 모더니티를 읽어내려 했던 사유들의 근본적 지향점이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데포르마시옹적인 사유들은 알레고리적 이미지에 대한 인

식과 더불어 벤야민의 유사성과 미메시스 이론을 관통하는 씌여지지 않은 것을 읽

기 란 개념의 본질적 측면이기도 하다 벤야민의 산책자 개념에 있어서 모더니

티 의 문제란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과 더불어 비록 가능해보지 않더라도 그 절망

을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인 메시아적 지금 시간으로서 성립가능한 것 을 구현해내는 인

식론이 가장 중심적이다 이러한 양상들이 바로 기존의 산책자의 관한 논의와 본고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구분짓는 중요한 이론적 논의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적 모더니티의 사유이자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란 아감

발터 벤야민 이야기꾼과 소설가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역 민음사 면
이 글에서 벤야민은 이야기꾼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작가인 레쓰코브와 도스토예프스키와의 친연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 작가 레쓰코브 인용자주 에겐 어두워 질
수 있고 또 악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로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레쓰코브는 그가 이율배반적 윤리성에 근접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 그가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꼐 나누는 몇 안되는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인데 를 알고 있었음
이 분명하다 그의 옛날 옛적 이야기 가 지닌 이러한 기본적 성격들은 그것이 지닌 무자비할 정도의
격정 속에서 그 마지막 한계까지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한계는 신비주의자들의 눈에는 철
저한 타락이 성스러움으로 변하는 그런 지점으로 보여지기 마련이다
위의 글 면

발터 벤야민 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서문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발터 벤야민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참조

위의 글 면 벤야민은 미메시스 능력의 문제를 마법적 상응관계나 유비들 이라고 언급하면서
언어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언어의 모든 미메시스적인 것은 흡사 불꽃이 그런 것처럼 일종
의 전달자에게만 현상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 전달자가 기호적인 것이다 그처럼 단어들 또는 문장들의
의미연관이 전달자이며 이 전달자에서 비로소 섬광처럼 유사성이 현상화되어 나타난다 즉 언어의 씌
어진 것 언어를 통해서가 아닌 언어 속에서 을 매개로 해서 그 대상의 불꽃과도 같은 정신적 본질
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벤야민이 언급한 비감각적 유사성의 층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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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의 지적처럼 대상에 대한 파괴 와 구제 가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벤야

민이 카프카를 통해서 말했던 무한히 많은 희망이 있지만 단지 그것은 우리를 위한

희망이 아닌 것이다 이 문장에 참으로 카프카의 희망이 담겨있다 그것이 그의 빛나는

명랑성의 원천인 것 이라는 역설적 사유가 보들레르부터 벤야민으로 이어진 미적

모더니티의 중요한 양상이다 이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멜랑콜리 적 세계관을 통해 유

래한 영원성의 현재를 향한 사유 즉 미적 모더니티의 본래적인 사유구조라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파괴적 성격은 지속적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서나 길을 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벽이나 산과 마주하는 곳에서 그는 하나의 길을 본다

그러나 이처럼 그가 어디에서나 하나의 길을 보기 때문에 그는 길로부터 비켜나지 않으면 안된

다 이때 그는 언제나 조야한 폭력을 가지고 길을 비켜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세련된 폭

력으로 길을 비켜난다

또 그는 어디에서나 길을 보기 때문에 그 자신은 교차로에 서있다 어떤 순간에도 그는 다음의

순간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지 못한다 현존하는 것을 그는 파편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파편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파편을 통해 이어지는 길을 위해서이다

파괴적 성격은 인생을 살 값어치가 있다는 감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살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감정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글은 아니지만 파괴적 성격 은 벤야민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에세이

들 중에서도 특히 알레고리적 미학의 바탕인 멜랑콜리적 세계관이 잘 드러난 글로 평

가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 에서의 천사 의 시선과

유사하게 파괴적 성격 의 본질을 멜랑콜리적 인식 즉 파괴적 성격은 인생을 살 값어

치가 있다는 감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살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감정에서 살아

가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 삶과 세계 자체를 근본적 무 로서 파악하는 이러한

허무주의적 인식은 가치있는 삶 이 아닌 자살할 만한 값어치 조차 없다 는 멜랑콜리적

세계관이 어떻게 전위적이고 미학적인 사유가 될 수 있는 가를 보여준다 허무로서 지

이러한 벤야민의 미학적 입장은 특히 좌절한 자의 순수성과 아름다움 카프카에 관한 몇가지 고찰
에 잘 드러난다 벤야민은 카프카를 가리켜 진리의 전승 가능성 즉 진리의 하가다 이야기 주 적 요소
를 붙들기 위해 진리 자체를 단념하였던 것 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를 가리킨다 벤야민은 카프카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카프카가 말했던 것처럼 무한히 많은 희망이 있지만 단지 그것은 우
리를 위한 희망이 아닌 것이다 이 문장에 참으로 카프카의 희망이 담겨있다 그것이 그의 빛나는 명랑
성의 원천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앞의 책 면 조
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정치미학을 위한 개의 노트 김상운 옮김 난장 면 참조

발터 벤야민 파괴적 성격 위의 책 면
파괴적 성격 은 사유이미지 에 실려있는 글이다 사유 이미지 는 벤야민의 도시 텍스트의 출

발지점인 일방 통행로 이후 그가 증보를 계획하면 묶어두었던 원고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따
진다면 년경 써두었던 에세이들의 모음집이다 일방통행로 와 사유 이미지 의 관계에 대해서
는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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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세계와 존재 자체를 무로 부정하는 가장 급진적인 사유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멜랑콜리적 인식에 기반한 벤야민의 파괴적 성격 의 층위는 지속적인 것 즉 역사적

연속체로서의 사물과 세계 그리고 모더니티의 환등상을 모두 부정할 가능성을 지닌 존

재로서 파악될 수 있다 벤야민의 은유에 따른다면 모든 이들이 벽이나 산을 마주하며

더 이상 길은 없다는 평범함의 시선을 넘어설 때 세계 그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자

의 시선에 의해 비로소 그는 어느 곳에서나 길을 보게 된다 벤야민의 언급처럼 예술

가적 산책자인 그가 어디에서나 하나의 길을 보기 때문에 그는 길로부터 비켜나지 않

으면 안된다 는 것이 벤야민의 멜랑콜리와 알레고리적 인식의 중요한 태도이다

벤야민의 멜랑콜리적인 인식은 그가 카프카를 가리켜 일컬었던 희망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 처럼 모더니티의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길 을 찾아야 하는 예술

가적 산책자에게 주어진 방법이 결국 길없는 자에게 주어진 길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매우 역설적으로 표현된 은유들을 통해 벤야민은 이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주

체인 파괴적 성격 을 지닌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가 조아한 폭력과는 무관 한 매우

세련된 폭력으로 길을 비켜 날 줄 안다는 점을 제시한다 벤야민의 표현을 따른다면

그는 어디에서나 길을 보기 때문에 그 자신은 교차로에 서있다 즉 어떤 순간에도

그는 다음의 순간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련된 폭

력 을 통해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잠재적인 영역 에 대한 사유를 꿈꾸는 것이다

멜랑콜리커로서 파괴적 성격 을 가진 예술가적 산책자는 현존하는 것을 그는 파편

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파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파편을 통해 이어지는 길을

위해서 자신의 사유를 구축하고 구체화한다 따라서 파괴적 성격 에서 벤야민의 언

급은 멜랑콜리커가 세계를 파괴 시켜려는 이유가 그 파편을 통해 이어지는 길을 위

함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벤야민에게 알레고리로서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도시와 세계를 변용시키면서 그것을 길없는 길 을 발견하기 위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잠재적 가능성으로 변용시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벤야민의 미

학적 인식은 그가 보들레르적 변용 의 개념을 통해 알레고리 사유로서 구축한 예술가

적 산책가 개념의 핵심에 있다

벤야민의 파괴적 성격 에 대한 에세이는 멜랑콜리적 세계관이 지니는 가장 핵심적 양

상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허무주의와 분명히 구분되지만 동시에 보들레르의 경멸

이나 니체의 몰락 에 대한 논의처럼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부재하지만 존재할 가능

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통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즉 미적 모더니티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란 언표화되어 있지 않지만 존재해야 하는 잠재적 가능성의 차원에 속해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미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운동성이 바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근본적인

사유구조이자 세계관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데포르마시옹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를 벤야민은 아케이드 프로

젝트 의 시발점인 일방 통행로 에서 작가 의 존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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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에서 제시되는 작가 의 존재는 본고가 다루고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

재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서 주목된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까페의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오랫동안 관찰한다 주문한 음료

의 유리잔이 앞에 놓일 때까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의 앞에 놓일 유리잔은 환자를 살

필 때 필요한 렌즈다 그런 다음 그는 서서히 자신의 진찰도구를 펼친다 만년필 연필 그리고

담배파이프 야외극장처럼 질서정연하게 까페를 채우고 있는 대중은 그의 임상실습을 보고 있는

관객이다 예방을 위해 따라 마신 커피는 생각을 클로로포름 마취제 인용자 주 아래 잠기게 한

다 마취 중에 있는 사람이 꾸는 꿈과 외과의사의 손놀림과 무관하듯 그 생각이 무슨 궁리를 하

는가는 사태 자체와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심스럽게 써 내려간 글자를 잘라내고 수술집

도자인 작가는 그 안에다 강조점을 찍는다 종양처럼 퍼진 말들을 태워 없애고 외래어 하나를 은

빛 나는 갈비뼈처럼 집어넣는다

벤야민은 모더니티의 세계인 도시 공간을 사유하는 작가인 예술가적 산책자를 환자

를 살필 때 필요한 렌즈 로 비유한다 이 렌즈와 더불어 자신의 진찰도구 인 만년필

연필 그리고 담배파이프 의 존재란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인 임상실습 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자 기법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을 붕괴시키는 마취제 클로로포름 이

자 커피를 통해 도시를 사유하는 예술가작 산책자 작가 는 조심스레 써 내려간 글자 텍

스트를 잘라내고 알레고리적으로 변형하는 실천적 주체로 의미화된다

그의 표현에 따른다면 예술가적 산책자란 진찰도구를 가진 수술의 집도자 이며 폐허

적인 도시 공간 속에 넘쳐나는 종양처럼 퍼진 말들을 태워 없애고 외래어 하나를 은

빛 나는 갈비뼈처럼 집어넣 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이

종양과도 같은 낡고 부패한 언어들 속에 새로움으로 표상되는 은빛나는 외래어 를 부

여하는 행위란 곧 구원의 사유이자 변형 새롭고 비약적 일 잠재성의 출현을 제시한

다 이러한 변형 의 사유가 벤야민이 작가로 호명했던 산책자의 가장 중요한 미학적

임무이자 예술가적 산책자의 근본적인 미학적 태도이다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

고리적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미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인식을 담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산책자는 도시를 산보하는 존재로서 넝마주의 거지 도박꾼 매

춘부 군중의 일부로서 이해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는 작

가 이자 보들레르적 시인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벤야민이 미메시스 이

론에서 지적했던 언어의 양가적 성격 의 문제처럼 도시 텍스트란 세계를 폐허의 파

발터 벤야민 종합병원 발터 벤야민 선집 면
그램 질로크 앞의 책 면

이에 대해서는 최성만 앞의 책 면 참조 예컨대 최성만은 벤야민의 언어인식의 양가적 측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현과 전달의 양극성 언어의 양가성 인용자 주 에 대한 벤야민의 성
찰에서 읽어낼 수 있듯이 언어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은 도구로서의 말이 표현 전달 할 수 없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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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잠재적 가능성으로 동시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한다 그것은 수술집도자

로 비유되는 작가 산책자의 시선 속에서만 가능하다 즉 마취 도취 로 언급되는 왜곡

변형 의 시선은 오히려 도시를 변형하고 재구축하며 그 이미지의 효과를 통해 은빛

나는 갈비뼈와 같은 외래어 로 형상화된 잠재적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옛날 방식대로 차곡차곡 접혀 쌓여 있는 양말 컬레들은 모두 작은 주머니처럼 보였다 손을 가

능한 깊숙이 양말 안에 집어넣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었다 그것은 털실의

온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나를 주머니 깊숙한 심연으로 끌어넣은 것은 둘둘 말린 양말의 안쪽에

서 언제나 내 손에 쥐어지던 그 선물 이었다 그것을 주먹으로 꼭 움켜쥐고 털실로 된 부드러운

모직 덩어리가 내 수중에 들어왔음을 확신할 때 비밀을 벗기는 숨막히는 유희의 제 부가 시작되

었다 그 선물을 모직 주머니로부터 끄집어 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 즉 그 선물 을 끄집어냈지만 그것을 담았던 주머니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지칠줄 모르고 이 수수께끼 같은 진실을 계속 시험할 수 있었다 형식과 내용 껍질

과 껍질에 쌓인 것 선물과 주머니는 동일한 것이라는 진실이 그것이었다 하나이면서 제 의 사

물인 그것은 위의 두 가지가 변해서 만들어진 양말이었다 이러한 기적을 불러내는데 내가 얼마

나 열심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놀이가 유령과 마술의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갔던 동화들의 자

매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강하게 든다 동화들은 마지막에는 오차 없이 나를 다시 소박한

현실로 되돌려 보내주었고 그 현실은 마치 양말이 그런 것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잠재적 가능성 혹은 영원성으로서의 현재를 향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적 양상은

벤야민의 도시 텍스트 저작중 하나인 베를린의 유년시절 에 수록된 장롱들 에서

확인된다 특히 이 에세이에 나타난 양말 과 선물 사이의 관계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본질적인 양상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말과 선물

의 존재방식은 예술가적 산책자에 의해 시도된 이미지의 변형 즉 알레고리적 미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장롱들 은 벤야민이 언급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궁극적 층위 즉 비감각적 유

사성 의 개념을 통해 알레고리 적 사유의 궁극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다 이 에세이는 또한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미메시스

와 유사성 혹은 동화적 이고 마법적인 놀이적 사유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벤야민에게 중요한 것은 도시 텍스트의 대상과 사물의 사

실적인 재현의 차원이 아니다 그가 지향하는 바는 이 소재 들이 어떻게 변용 데포르

마시엉 되어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있다

것이라는 역설도 성립한다 그가 말하는 유사한것의 비감각성도 이러한 역설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미메시스란 표현된 것의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며 그것의 숨겨진 목적은 오히려 표
현할 수 없는 것의 표현을 읽어내는 데 있다 또한 최성만은 미메시와 언어의 표현이라는 알레고리적
맥락이 벤야민의 추후 작업인 파사주 프로젝트와 세기 문화를 읽어내는 기본적인 방법론이 되었
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점 역시 주목을 요한다
발터 벤야민 장롱들 발터 벤야민 선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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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들 에서의 사물이자 대상인 양말 은 사실적 재현의 맥락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인 양말 로서 규정된다 그것은 대상에게 부여된 사용 목적에 따

른 규정 벤야민의 논의에 따른다면 사실내용적 차원 이다 그러나 이 양말 은 알

레고리적이고 마법적인 인식적 존재인 아이 에게는 선물 로서 이미지화된다 주머니

속 깊은 심연 즉 사물의 가장 내밀한 이미지 속에서 존재하는 양말 의 최고의 가치

는 곧 선물 언어의 진리내용적 차원 이다 그러나 그 선물은 오직 양말 이라

는 사물을 통해서만 전달 된다 그렇기에 이 양말이라는 사물은 양말이면서도 양말이

아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벤야민이 말하고 있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진실 이다 즉 하나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이자 언어로서 양말은 양말이면서도 양말이 아닌 선물 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양말로서의 선물 은 아이에게 손을 가능한 깊숙이 양말 안에 집어넣을

때 느끼는 만족감 의 행복 즉 희미하지만 도래해야할 잠재성의 차원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잠재성의 영역인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는 텍스트의 미학적 주

체라 부를 수 있는 작가 어린아이에게 경험 될 수 있다 양말을 양말이 아닌 선물 로

서 변용시키는 데포르마시옹적 방법론 즉 경험 의 인식이자 선물 이미지에 대한 사유

의 영역이 바로 알레고리적 총체성을 토대로 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본질적 측면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일견 모호해 보이는 양말의 경험 을 통해서 벤야민이 기적 으로 언급하는 알레고리

적 미학은 대상 속 즉 언어의 표면적 층위인 사실내용을 넘어서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진실 인 언어의 진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시킨다 이것

이 바로 벤야민이 수술집도자인 작가 에게 부여한 임무인 미메시스 즉 언어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화의 문제이다 즉 언어의 알레고리적 경험은 벤야민의 말처럼 사실적언

언어의 층위 즉 종양처럼 퍼진 말들을 태워 없애고 외래어 하나를 은빛 나는 갈비뼈

처럼 집어넣 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물들의 변용 을 통해 영원성으로서의 현재인

잠재적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본질적인 미학적 세계관인 것

이다

요컨대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상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 혹은 언어 이미지의 존재방식이다 알레고리적 이미지란 텍스트

발터 벤야민 괴테의 친화력 조형준 옮김 새물결 면 벤야민은 초기의 텍스트부터 언어
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벤야민의 언어에 대한 사유의 한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사실내용 주석자 과 진리내용 연금술사 의 구분이다 벤야민은 이를 괴테와 친화력 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만약 성장해나가는 작품을 불꽃을 튀기
며 타오르는 장작에 비유한다면 그것 앞에 서 있는 주석자는 화학자와 같으며 비평가는 연금술사와 유
사하다 화학자에게는 장작과 타고남은 재만이 분석 대상인데 반해 연금술사에게는 불꽃 자체만이 수
수께끼를 감추고 있다 즉 생동감 넘치는 어떤 것의 수수께끼를 이처럼 비평가는 진리를 묻는 존재로
진리의 살아있는 불꽃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무거운 장작과 체험된 것의 가벼운 재 위에서 계속 타오
르고 있다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김희영 옮김 동문선 면 바르트는 이미지의 문제가 원본으로
서의 현실보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바르트는 이미지가 일종의 정신적인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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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성을 넘어서서 미학적 주체의 꿈과 사유를 통해 대상을 변용하는 것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데포르마시옹 변용 의 맥락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언어의 진리내용을 형상화는 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따라

서 벤야민 미학의 층위에서 언어와 이미지는 대상 속에 잠재되어 있을 근본적인 잠재

성을 가시화시킨다 그 이미지의 방법론을 통해서 언어는 비로소 표면적인 사실내용을

통해 진리내용이란 본질적 영역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양말이라는 표면적 사실내용을

넘어서서 작가 로서의 아이가 꿈꾸는 행복 한 시간으로 의미화된 알레고리적인 이미지

의 강렬한 힘과 감각의 층위가 하나이면서 제 의 사물인 그것 을 존재하게 할 수 있

는 언어의 데포르마시옹이자 진리내용이 되는 것이다

벤야민은 양말이 단지 선물 이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져서는 그 가치가 전달

될 수 없으며 그 선물 을 경험 하고 직접적으로 감각 하는 차원을 통해서 전달하려

한다 즉 장롱들 에서처럼 양말이라는 하나의 대상이자 세계를 탐색하는 아이의 존

재는 주머니 속 깊은 심연 속에 존재할 선물 을 꿈꾼다 그러한 꿈의 이미지만이 프

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의 층위와 동일하게 행복의 이미지인 풍요로움과 따듯함으로

존재하는 정신적 본질 이자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의 시간이자 메시아적 기적 을 가능

케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점은 메시아적인 잠재적인 가능성의 시간이 단순히

그냥 존재하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양말 이라는 이미지이자 언어이자 매체를 통

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벤야민은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를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 속에서

전달된다 고 지적한다 즉 동화들은 마지막에는 오차없이 나를 다시 소박한 현실로

되돌려 보내주었고 그 현실은 마치 양말이 그런 것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는

에세이의 마지막 언급은 양말의 본질적 측면을 암시적으로 가리킨다 이러한 표현에는

벤야민이 선물 이라는 언어 속에 담아둔 소박하고 세속적이지만 그것이 신의 왕국의

지극히 조용한 다가옴 이자 행복의 이념 으로서의 진정한 현재적 시간에 대한 체

차원에 속해 있으며 그것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구상화해낸 텍스트로서의 세계 그 자체이자 실
질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바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관계
의 형태들 혹은 그 이미지들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형태라 명명하는 것을 나
는 힘으로 체험한다 마치 강박관념자에게서 사례가 곧 사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미지는 사실 그 자
체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술가이다 그리고 그의 세계는 그 안에서 모든 이미지가 그 자신
의 결말인 이미지를 넘어서서는 아무것도 없다 도치된 세계이다
발터 벤야민 미래 철학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여기서 철

학 즉 인식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철학의 발전은 인식론 속의 이러한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척결하는 작업과 그와 동시에 이 요소들을 어떤 보다 깊은 형이상학적으로 성취된 경험 쪽으로 지시한
다는 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다

발터 벤야민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인간은 자기의
고유한 정신적 본질을 그 자신의 언어 속에서 전달한다 인간의 언어는 하지만 말로 표명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본질을 이것이 전달 가능한 한에서 다른 사물을 명명함으로써 전달한다

발터 벤야민 신학적 정치적 단편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여기에서 이른바 세속
적인 것과 행복과 구원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언급한다 세속적인 것의 질서는 행복의 이념에 정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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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흐름을 통해서 양말이란 하나의 사물은

단순히 양말이라는 사실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알레고리적 세계관에 의해

대상의 근원적인 행복과 유토피아적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지닌 데포르마시옹의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대상을 비약적인 관계로 전환 시키면서 그것을 새롭고 신선한 살

아있는 아우라 적인 것으로 경험하는 호랑이의 도약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알레

고리적 인식을 통해서 사실적 재현의 대상인 양말이 이미지로 변용 된다 이러한 변용

은 양말을 양말이라고만 파악하는 사실적 재현이자 현실이자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

인 환타스마고리아를 깨트리고 대상과 사물 그리고 이미지가 가장 최고의 순간 에 이

르는 시간을 추구한다 양말이라는 표층적 사물을 통해 선물과 행복이라는 메시아적

인 구원의 시간을 형성해내는 것 그것이야 말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목표인 알레고리적

이미지이자 비감각적 유사성 개념의 핵심적 층위인 것이다

벤야민은 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에서 이미지에 그 고유한 운명을 할당하는

것 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미래의 역사적 경험을 미리 형상화할 능력 과 관계되

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벤야민에게 모더니티에 대한 인식 혹은 대상과 사물

그리고 세계와 현실이라는 환타스마고리아를 뛰어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변용이 그

의 미학적 방법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벤야민이 폭력비판을 위하여 에서 신화적 폭

력을 비판하면서 순수한 신적 폭력의 개념을 언급했을 때에도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한다 이 세속적 질서가 메시아적인 것과 맺는 관계가 역사철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이 일종의 신비주의적 역사관 의 이미지는 활과 화살의 비유이다 자유로운 인류의 행복추구는 메시아
적 방향과 멀어지려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어떤 힘이 반대로 향하는 길에 있는 다른 힘을
촉진할 수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의 세속적인 질서 역시 메시아적 왕국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다 즉
세속적인 것은 그 왕국의 범주는 아니지만 하나의 범주이며 그것도 가장 적확한 범주들 중의 하나로서
바로 그 왕국의 지극한 조용한 다가옴의 범주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상의 존재는 행복 속에서 자신의
몰락을 추구하며 그러면서 행복 속에서만 그 지상의 존재는 그 몰락을 발견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정치미학을 위한 개의 노트 앞의 책 면 아감벤은 이를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세속의 시간에서 신국은 불길하고 뒤틀린 형식에서 나타난다는 념 최종 상태의
요소들이 지금은 하찮고 조롱거리가 될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존재 속에 감춰져 있다는 관념 즉
수치스러움이 은밀하게 영광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관념은 심오한 메시아적 테마이다 이러한 아
감벤의 지적은 이 세속적인 것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괴물성과 아이 조수들의 세계로부터 메시아가
도래시간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관련 노트들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이러한 벤야
민의 알레고리적 인식의 측면은 전술했던 수잔 벅 모스의 지적처럼 그가 현실의 정치나 역사의 개념을
바라보는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취한다 벤야민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역사는 연관
관계와 관계가 있고 임의로 추출해낸 인과의 연쇄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역사가 그 대상의 근본적인
인용 가능성을 파악하게 해주는 가운데 그 대상은 그것의 최고의 상태에서 인류의 순간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간은 그 순간에 정지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변증법적 이미지는 지나간 과거의 전
체 지평을 뒤덮는 하나의 구전 이다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 선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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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작용한다 즉 보들레르와 니체 그리고 벤야민에게 멜랑콜리와 허무주의적

인식은 기존의 무수히 많은 퍼져있는 상징계적 시스템이나 법적 질서의 정지를 강제하

고 그것을 새롭게 전환하고 놀이 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존재의 절대적 부정이라는

단순한 허무주의적 논리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언어와 이미지의 존재란 사실적 재현 혹은 효용성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미학적 방법론이라는 맥락에서 세계의 무의미성을 언어

와 이미지의 잠재성을 통해 새롭게 사유하고자 하는 통로와도 같다 이 순수성의 맥락

은 본고가 제시하는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양상인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구체화하

기 위한 방법론의 근본적 목표이기도 하다 니체와 유사하게 벤야민은 이것을 아이 와

놀이 의 존재로서 비약적인 이미지 인 알레고리적 방법론으로서 언급한다는 점은 이러

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인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현실과 세계를 지
배하는 힘의 요소로 신화적 폭력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초극할 수 있는 신적 폭력의 개념을 제
시한 바 있다 벤야민에 따르면 신화적 폭력은 법정립적이라면 신적 폭력은 법 파괴적이고 신화적 폭
력이 경계를 설정한다면 신적 폭력은 경계가 없으며 신화적 폭력이 죄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속죄를 시
킨다면 신적 폭력은 죄를 면해주 는 것이다 즉 법의 테두리로 상정되는 산화적 폭력이 세계와 존재를
규정하고 이름지으며 그 잠재적 가능성을 몰살시킨다면 신적 폭력은 그러한 신화적 폭력을 파괴시키
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해주는 개념에 속한다 벤야민은 이를 계시로 설명한다 즉 죽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가능한 답은 죽이거나 죄를 부여하는 것 죽이지 않거나 속죄시키는 것 이지만 신적인 폭력
은 살인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이 요지부동의 답변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적 폭력은 신화
적 폭력을 정지시키고 그것을 파괴게하며 전혀 생가기 못했던 새로운 잠재성을 현전시키는 메시아적
능력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면 참조 아감벤의 경우 법의 폭력적
지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을 벤야민의 예외상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아감벤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세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픽션적 상태 즉 본질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하나의
명명된 규칙과 체계라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한 점에서 아감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으로 정치적
인 행위란 폭력과 법 사이의 연계망을 끊어내는 행위뿐이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해서 열리는 공간에서
시작해야만 예외상태 법의 권력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른 상태 속에서 법을 생명과 연결시키던 장치를
작동중지시킨 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순수한
법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벤야민이 말하는 순수한 언어나 순수한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말이

다
이에 대해서는 정낙림 놀이하는 아이 그리고 디오니소스 니체의 놀이개념에 대한 한 연구
인문논총 제 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참조 정낙림은 니체에게 있어서 놀이와 디오니소

스의 개념이 서로 연동되어 있으며 이 양상이 니체의 사상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니체에게 놀이는 형이상학과 선 악의 도덕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를 창

조하는 단초 면 로 기능한는 것이다 따라서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가 거듭 주장하는 예술가 형
이상학은 삶이란 현상의 모든 변화에도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즐거운 것이며 비극으로 대
표되는 예술이 그러한 형이상학적 위안 바그너적 음악 인용자 주 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즉 세
계와 삶은 학문이나 도덕으로 정당회될 수 없고 단지 미학적으로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니체는 예술
이 가지는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면 는 지적은 중요하다 즉 놀이란 타란튤라 차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로 상징되는 이성의 독과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의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발터 벤야민 공사현장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예컨대 벤야민은 도시라는 공간 속에 잠재된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아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비약적인 관계를 창



- 66 -

영원성 으로서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미적 모더니티의 내재적 흐름은 벤야민이

신학적 정치적 단편 에서 언급했던 모든 지상의 존재는 행복 속에서 자신의 몰락

을 추구하며 그러면서 행복 속에서만 그 지상의 존재는 그 몰락을 발견하도록 예정되

어 있기 때문 이라는 말에서 결과적으로 집약된다 벤야민에게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목

적이란 결과적으로 메시아적인 현재의 시간 혹은 잠재적인 가능성의 인식을 의미화하

는 성좌구조 를 통해서 가능한 행복과 구원의 포기할 수 없는 이념이 드러나게 될 몰

락을 통해서 메시아적 시간을 발견해내고 구성해내는 것에 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영

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이미지가 드러나게 될 수 있게 된다 벤야민의 비유처럼

양말 이라는 언어 속에 본질처럼 그리고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존재하는 선물 의 시간

이라는 잠재된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현하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인식론이

자 그 궁극적 목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의 연구방법론에서 검토한 보들레르와 벤야민 미학에 대한 논의는 년

대 모더니즘 해석의 중심적 키워드인 미적 모더니티와 산책자의 의미를 새롭게 재규정

하기 위한 것이다 전술했다시피 예술적 자율성과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 차원의

미적 모더니티 개념은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이론적 논의에 비해 사실상 매우 좁게 이

해되어 왔던 측면이 많다 본고가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통해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미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방법론으로 의미화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전술했다시피 벤야민에게 알레고리적 이미지 혹은 변증법적 이미지의 개념은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의 기술로서만 설명할 수 없으며 형이상학적인 멜랑콜리적 세계관을 통

해서만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벤야민에게 알레고리적 이미

지는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메시아적 시간 을 위해 세계를 붕괴시키고 파괴

하는 방법론에 속한다 그것은 언어의 사실내용의 차원에서는 결코 인식되지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을 잠재적 가능성 의 시간인 진리내용 을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전

시키는 방법론이다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렵지만 존재해야만 하는 메시아적 현재의 시

간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바로 미적 모더니티의 근본적 핵심이다 이러한 미학

적 사유가 예술가적 산책자의 인식론과 알레고리적 사유와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토대

인 것이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을 통해 검토한 본고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방법론은 텍스트의 소재

를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변용하고 언어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산술적

인 시간의 집합이 아닌 비시간적인 것 으로서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의미화하려는

출할 수 있는 마법적 측면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특이하게도 아이들은 뭔가
를 만드는 작업장을 찾아가는 성향이 있다 아이들은 건축 정원일 혹은 가사일 재단이나 목공일에서
생기는 폐기물에 끌린다 바로 이 폐기물에서 아이들은 사물의 세계가 바로 자신들을 향해 오로지 자신
들에게만 보여주는 얼굴을 알아본다 폐기물을 가지고 아이들은 어른의 작품을 모방하기보다는 아주 이
질적인 재료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놀이를 통해 그 재료들을 어떤 새롭고 비약적인 관계 안에 집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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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지니는 것이다 요컨대 영원성 을 위한 미학적 형이상학의 문제가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근본적 토대이며 구인회 모더니즘과 벤야민이 동시대적으로 공유하던 예

술성 혹은 예술가적 주체의 문제의 근간에 놓여있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계보

는 보들레르부터 출발한 현대시적인 것 혹은 당대의 구인회 모더니즘부터 서구의

초현실주의자들로 대변되는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의 근본적 목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초현실주의 에서 언급된 벤야민의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이나 김기

림의 보들레르 에 대한 언급은 알레고리적 미학의 방법론에 입각한 정신적 친연성 을

드러낸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을 통해 검토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 은 단순한 도시에 대한 배회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은밀한 꿈으로 호명하고 변

용하는 경험 에 기반해 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예술가적 산책가의 미적 경험은

단순히 소재적인 경험의 유무를 판별되기 어렵다 보다 핵심적 층위는 이러한 미적 주

체의 존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미지를 변용하고 새롭게 의미화하면서 자신들의 예술

가적 주체로서의 텍스트를 구성해나갔는가의 맥락일 것이다

본고의 연구방법론은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미학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예술적 자율성으로 이해되어왔던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 것이

다 단순히 현대성에 대한 부정과 비판만이 아닌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는 미

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맥락에는 보들레르의 영웅적 댄디와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 그리

고 벤야민의 예술가적 산책가의 개념이 동시적으로 검토해볼때 비로소 가능하다 예술

가적 산책자는 계보학적 검토는 결과적으로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미학적 사유의 핵심

에 있는 미적 주체의 문제 즉 미적모더니티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는 알레

고리적 인식과 세계관이 중심에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대로 이상이 자신과 구인회 의 구성원들을 가리켜 교만하고 고집

센 예술가 들로 칭했던 데포르마시옹의 흔적 을 통해 확인하려 했던 예술가적 산책자

의 개념은 이러한 미학적 배경을 토대로 한다 즉 텍스트의 기술과 기법에 내재되어 있

는 미학적 양상과 정신적 태도의 친연성의 문제로서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적 모더니

티를 검토하는 것은 예술적 자율성이란 개념으로만 해석되어 왔던 기존의 산책자 문제

를 새롭게 의미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기존 산책자에 대한 논의와는 다르게 예술가

적 산책자라는 개념은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로 지칭된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 측면과

피상적이거나 난해함 추상적이라고 평가되어 왔던 구인회 모더니즘 사이의 정신적

친연성에 대한 해석적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의 몇가지 모티프에 관해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앞의 책
면 벤야민은 보들레르적 시인에게 경험의 문제란 모더니티의 표상들인 신문이나 거리의 충격체험으
로 설명되는 체험과 무관한 것임을 지적한다 벤야민은 근대적 충격체험이 개개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근대적 체험과 다른 경험의 존재를 베르그송과 프루스트를
통해 무의지적 기억의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 68 -

따라서 문제는 구인회 문학의 기교 가 보여준 특이성 자체가 아닌 그러한 기교 를

통해 드러날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의 양상일 것이다 전술했다시피 기존의 산책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간략하게 벤야민의 보들레르에 대한 몇몇 에세이들에만 집중되어

논의되었을 뿐이다 본고가 보들레르의 연금술적 사유와 더불어 벤야민의 초기와 후기

미학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

학적 사유로서 검토한 것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파국 과 구원의 동시적

변용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기반해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장에서 본고는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당대 모더니즘 담론의 리

얼리티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당대 모더니즘 문학인들에게 사용되었던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란 용어가 사실적 재현이나 카프식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리

얼리즘과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도 안회남 이효석

최재서 김기림 등 당대 모더니즘 계열의 논자들이 사용했던 리얼리즘 리얼리티 라는

맥락은 일반적 차원에서의 리얼리즘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즉 기

존 연구사의 리얼리즘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분석틀 속에서 심리적 리얼리즘 은 카프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을 통한 새로운 리얼리즘 개념의 제시로서 파악되어 왔던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당대 모더니즘 문단에서 심리적 리얼리즘이 사실상 일반적 리

얼리즘과는 다른 계보학적 흐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

닌다 본고는 이 문제를 주지주의 이론의 대표격으로 평가받는 최재서와 김기림의 논의

에서 나타나는 리얼리티 의 개념을 통해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들 모

더니즘 계열의 문학인들에게 리얼리즘 리얼리티 의 용어사용은 단순히 사실적인 반영

이나 이념의 투사로서의 리얼리즘과는 무관하며 미학적으로 가치있는 진실의 이미

채호석 식민지 시대 비평의 지형 한국근대문학연구 호 면 예컨대 채호석은
최재서의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제시된 리얼리
즘의 문제에 대해서 최재서에 의해 재기된 새로운 현실은 실상 카프 내부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으며 최재서의 현실이나 전향문학에서 등장하는 생활은 기실 동
일한 지평 으로 파악하는 것은 모더니즘 계열의 리얼리티의 문제를 다소 리얼리즘 문학의 리얼리티의
영역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호석은 최재서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가 당대의 계급대립적 인
식과는 전혀 다르며 기존의 리얼리즘 논의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고 지적하는
데 실제로 최재서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카프 리얼리즘 계열 논자들의 논의에 대한 반박이 중심에
있다기 보다는 당대의 모더니즘 논자들의 리얼리티 리얼리즘의 논의와 연관된 맥락에서 살펴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식 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 임화 최재서 김기림의 비평을 중심
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면 참조 예컨대 김동식은 최재서의 천변풍경과
날개에 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가 카프 중심의 리얼리즘 논의가 가졌던 배타적인 측면에
대한 항의가 내포되어 있다 고 지적하면서 최재서의 객관적과 리얼리티의 문제가 실재로 번역된 맥
락을 지적하고 있다 김동식은 이러한 최재서의 논의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 효과와 파장이 상당한
것이었다 카프계열 비평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리얼리즘의 무정부주의 상태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 세태묘사도 리얼리즘이고 심리묘사도 리얼리즘이라면 이제 리얼리즘이 아닌 작품을 찾아보기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재서의 입장에서 보자면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하는 논제는 리



- 69 -

지를 추구했다는 맥락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

의점이 될 것이다

당대 모더니즘 문학인들의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적 재현

이 아닌 오히려 미학적으로 재구성된 시선을 통해 드러날 진실 의 가치적 영역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간단한 예로서 김기림은 앙드레 브르통의 무의지적 기억 개념

을 빌어 꿈의 리얼리티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은 당대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당대 모더니즘 논자들의 심리적 리얼리티

주지주의 심경소설 박태원 의 논의가 단순히 미학적인 기교와 테크닉의 차원에 머무르

는 것이 아니라 기교를 통해 드러날 깊이 의 문제 즉 세계관과 미학적 사유의 차원에

있음을 밝힐 것이다

우선 본고의 장에서는 구인회 문학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위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년대 모더니즘 담론 내부의 심리적 리얼리티 란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용어

가 비록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긴 했지만 이러한 심리적 리얼리티의 개

념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된 것이다 실제로도 당대에 최재서가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이상과 박태원

을 가리켜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라고 지칭한 것은 카프 리얼리즘의 문제와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사용된 심리적 리얼리티에 대한 개념적

검토는 박태원과 이상으로 대변되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위상을 다루는데 필

요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본고가 당대 모더니즘이나 주지주의 담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이

그 구성원들을 가리켜 데포르마시옹 변용 과 교만하고 고집쎈 예술가들 이라 지칭했

던 세부적인 맥락의 의미이다 이는 구인회 의 구성워들 소수만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구인회 문학의 독자적인 측면을 의미화하는 것이며 그들이 추구했던 지

성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박태원

의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의 심경소설 과 김기림의 전체시론 논의를 통해

검토될 수 있다 구인회 구성원들의 문학적 기교의 핵심은 단순한 기교중심주의나

순수문학주의의 차원에서만 검토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구인회 데포르마시옹과

미학적 방법론을 통해 구인회 의 구성원들은 현대적이며 지성적인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은 그간의 개별적인 작가에 대한 논의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맥

락화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심리적 리얼리티 개념을 둘러싼 당대 모더니즘 담론과 새로운 조선문학을 추구하는

구인회 의 미학적 위상을 검토한 후 본고는 장과 장 장에 걸쳐 구인회 의 중요

구성원인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를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라는 알레고리적 이미

지의 방법론으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했던 예술가적 산책자라

얼리즘의 탈경계화 탈중심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고 지적한다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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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인회 의 예술가적 주체의 의미를 텍스트를 통해 의미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

다 이러한 본고의 접근법은 구인회 구성원들이 보여준 날카롭고 정련된 언어의식의

근간 즉 미학적인 방법론과 세계관의 측면을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차원에서 검토함으

로서 구체화될 수 있다

본고의 장에서는 데포르마시옹 변용 의 상상력과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어떻게 모더니

티의 문제를 다루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당대 구인회 구성원들

이 공통적으로 공유했던 데포르마시옹의 방법론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그동안 연구사

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김기림 텍스트의 피상성과 이상 텍스트의 난해성 그리고 정지

용 텍스트의 추상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키워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본고의 장은 각 시인들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가 어떻

게 데포르마시옹의 방법론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를 지성적이며 동시에 미

학적인 방법으로 사유하고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했는

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구인회 의 미학적인 사유와 작가적 세계관의 문제가 이미

지와 예술을 통해 평균성 과 도시의 군중으로 대변되는 이질적인 예술가들을 형상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구인회 의 예술가적 태도의 핵심에는 도시 모더니

티의 세계를 사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들이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미학적 방법론을 통

해 현실과 세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는 단순히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만을 내세운 것이 아닌 도시에 이질적 으로 존재하고 자

신의 예술을 긍정할 수 있는 예술가적 주체의 알레고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본고의 장에서는 앞서 장에서 검토한 무의미성 과 파국 으로서의 모더니티 인식을

통해 구인회 의 예술가들이 예술가적 공동체로서 어떻게 각각의 메시아적 시간 즉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고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각각의 개별적인 시

인들에게서 세부적인 이미지의 층위는 다르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층위에는 모두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사유가 드러내는 환상 으로의 미학적 유토피

아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미학적 세계관으로 규명이 가능하다

각각의 시인들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로서 제시되는 것이긴 하지만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예술적 추구는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이 어떻게 구체적인 텍스트

로서 확인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할 때 중요하

게 인식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라는 메시아적 시간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차원에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요컨대 이들에게 미학적

유토피아 에 대한 환상은 이들의 문학이 지향했던 근대초극적인 면모 즉 현실의 무의

미성과 무가치성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예술을 긍정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는 점이 핵

심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적인 태도와 사유

는 자신들의 미하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치열한 예술가적 정신의 발현으로 평가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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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장에서는 장에서부터 장까지 이루어진 예술가적 산책가의 개념을 통한 구

인회 미학의 전반적인 검토를 토대로 구인회 의 유일한 기관지인 시와 소설 을

검토하고 방란장 주인 성군중의 하나 제야 가외가전 유선애상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 작품들의 미학적 공통성은 그간 단순한 친목단체로 평가

되어왔던 구인회 의 미학적 지향점을 의미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맥락을 가진

다 시와 소설 에 수록된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와 김기림

의 제야 그리고 이상의 가외가전 과 정지용의 유선애상 은 모두 도시 모더

니티라는 공간속에 존재하는 예술가적 주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인식론적 태도가 확

인된다 즉 위 작품들을 둘러싸고 있는 예술가적 주체에 대한 인식론은 구인회 의 데

포르마시옹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적 면모를 의미화하는데 필

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구인회 의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사유는 세계의 무의미성

과 파국을 사유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술가적 주체를 형상화한다는 미학적 세

계관의 층위에서 그 면모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미적 모더

니티의 본질적 문제는 전술했다시피 단순히 예술적 자율성에 대한 층위나 진보와 계몽

합리적 이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로서만 평가될 수는 없다 보들

레르와 벤야민을 통해 검토한 것처럼 구인회 가 보여준 예술성 의 문제는 단순히 합

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안티테제로 좁게 평가되기 어렵다 구인회 가 지향했던 미학적

사유의 핵심에는 세계를 새롭게 미학적으로 변용하고 그것을 비시간적인 영원성의 추

구로서 형상화하려는 추구가 중심에 있다 즉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

적 이미지의 문제는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이자 현실 그 자체를 지성적이고 예술적

인 세계관으로서 사유하는 자들의 미학이라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러한 구인회 의 미

학적인 성격과 지향점을 을 정확하게 포착했을 때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조선문

학의 추구 구인회 문학과 예술의 근본적 성격을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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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모더니즘의 리얼리티 논의와 구인회 의 미학적 위상

지금까지 본고는 예술가적 산책자 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들레르의 영웅적 산책자의

개념과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를 미학적 세계관과 방법론의 층위에서 다

루었다 이는 기존의 산책자 논의가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나 예술적 자율성 또는 독특

한 미학적 기법의 영역으로만 해석되어 온 측면을 지양하고 예술가적 산책자 의 개념

을 알레고리적 언어의식과 미학적 세계관의 문제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고의

연구방법론이 보들레르와 벤야민을 통해 중요하게 주목했던 것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인식이 모더니티 로 대표되는 세계의 무의미성과 파국을 알레고리화하고 그것

을 새롭게 변용 및 재구성함으로써 영원성 을 지향하는 비시간적 사유를 중심에 둔다

는 점에 있다

본고가 다루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방법론은 당대의 초현실주의나 아방가

르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해했던 구인회 작가들의 미학적 양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구인회 문학이 지니는 미학적 사유와 세

계관의 지향점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현실의 재현과 반영

에 입각한 비판만이 아닌 그것의 초극 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핵심적이다 즉 구인회

문학을 읽어내는 핵심적 방법은 소재로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하

고자 하는 미학적 욕구이자 형이상학적 사유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있다 그들이

구사했던 언어 의 흔적 속에 알레고리적으로 감춰진 것을 의미화할 때 구인회 문학

의 예술성은 그 근본적 층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그러한 언어와 이미지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며 의미화 해 낼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고가 제시한 데포르마시옹 변용 의 개념은 영원성을 향

한 미적 모더니티의 본래적 양상과 더불어 현대적 인 예술의 계보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모더니티 에 대한 관심과 구인회의 도시 텍스트

와 기교에 대한 관심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지와 관련된다 이들은 모두

소재와 대상을 어떻게 언어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통해 현실과 세계를 새롭게 사유한

다는 미학적인 세계관을 공유한다 추후 논의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당대적 맥락에서도

이른바 순수파 로 알려진 구인회 문학은 문학사적 정설처럼 단순히 비정치적이고

현실과 유리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구인회 모더니즘의 구성원들이 언어와 기교를 중시했던 것은 단순히 문학적 기술의

완성도를 위한 것도 문장과 서술기법 등 테크닉의 차원에만 몰두했던 것도 아니다 김

기림이 오전의 시론 에서 보들레르를 통해 시정신의 경이 와 정신활동 을 강조하는

것처럼 구인회 문학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들의 미학적 측면을 단순히 추상적인 종

합논리나 기교주의에 몰각한 것이거나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이나 영미 모더니즘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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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고 미비한 수용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구인회 문학의 예술적 양상을 자세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본고는 우선 년대 모더

니즘에 담론장의 현대적 지성과 기교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대 모더니

즘 범주의 문학인들에게 사용되었던 주지주의적 지성 개념과 더불어 심리적 혹은 진실

의 리얼리티 리얼리즘 이란 용어 사용의 맥락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 문학사적으로

승인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란 시각에서는 진실의 리얼리즘 또는 심리적

리얼리즘 이란 맥락은 그동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에 백철이나 안회남 최재서나 김기림 등에 의해 심리주의 리얼리즘 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는 맥락은 본고의 년대 모더니즘 문학장과 구인회 의 문학적 위상과 예

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성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당대의 심리적 리얼리티 를 둘러싼 지성과 기교의 개념에

대한 해명은 년대의 모더니즘이란 범주가 하나로 단일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층위를

지닌다는 점을 토대로 한다 특히 심리적 리얼리티 개념을 검토하는 것은 지성론 의

범주를 통한 주지주의의 당대적 맥락과 구인회 의 문학사적 위상을 세부적으로 논의

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이상과 박태원 그리고 김기림과 정

지용 등으로 대변되는 구인회 의 미학적 사유와 가치는 당대에 모더니즘을 공유했던

다른 작가들에게도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웠다는 점은 분명한 주목을 요한다 즉 구

인회 구성원들의 기교 에 대한 맥락들은 그들의 미학적 사유가 어떻게 당시의 입장에

서 새로운 현대적인 조선문학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후 이어질 구인회 문학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위해 본장은 우선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 내부의 심리적 리얼리티 에 대한 논의를 우선 검토한 후 흔히 주지주의나 모더

니즘이라고 통칭된 박태원과 김기림을 중심으로 구인회 의 미학적 기반과 인식의 문

제를 기교 개념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이는 기존 모더니즘 연구에서 지성을 강조했

다고 이해된 주지주의 혹은 기교주의 나 순수문학 로 통칭되었던 구인회 문학의

미학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의미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적인 예로서도 박태

원이 내 예술에 대한 항변 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조선문학의 새로운 경지

를 개척했다는 예술적 자부심에 기반해 있었다 조선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박태원의 자평은 구인회 모더니즘을 리얼리즘의 대립적인 입장이나 반카프파라는 정

치적 맥락이나 문단사적인 대립에서만 해석할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되어준다

요컨대 선행 연구에서 리얼리즘의 대립으로서의 기교나 순수 혹은 비정치적인 문학으

로 대변되었던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기반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이 바로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의 개념이다 특히 당대의 대표적 모더니스트들인

안회남과 이효석 등을 비롯하여 이른바 주지주의의 대표격인 최재서나 김기림에게 있

어서도 리얼리즘 과 리얼리티 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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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분하다 당대 모더니스트들이 리얼리즘 리얼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은 카

프식 리얼리즘 또는 일반적 차원의 사실적 재현과는 사실상 무관하며 오히려 진실 이

나 실재 혹은 꿈 등의 문학적 진정성의 층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러한 당대적 리얼리티 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박태원의 언급처럼 구인회 의 작가

들이 어떻게 조선문학의 새로운 경지 를 개척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구인회 문학

의 위상 즉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세계관으로 검토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준점이 될

수 있다

정확한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되진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심리주의적 리얼리즘 이라 불

리운 당대 리얼리티 를 둘러싼 년대의 담론 검토는 당시 문학장에서의 기교파 라

는 명칭으로 호명된 구인회 문학의 위상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때 본

고의 기교에 대한 분석은 지성 과 교양 을 둘러싼 문학과 예술에 대한 당대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더불어 본장의 논의는 당대 모더니

즘의 비평적 하위적 범주라고 이해된 주지주의 문학 이나 영미 모더니즘 그리고 아

방가르드 미학의 수용 양상이 당대의 문학장에서 어떤 의미 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주목되는 지점은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보들레르나 초현실주의 등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들이 어떠한 문학과 예술을 추구해 나아갔는

가에 있다 실질적으로도 보들레르나 니체와의 영향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지

용의 수필 구름 수수어 이나 김기림의 텍스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데포르마시옹 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들과 미학적인 지향점을 공

유했던 이상 역시 이를 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년대 구인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 비평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면 김윤식은 주지주의 문학론이란
사조상으로 낭만주의의 극복으로 나타난 신고전주의의 다른 명칭이며 시에서는 좁은 뜻으로의 모더니
즘 비평에서는 주지주의라고 불리었다 고 지적한다

정지용 구름 동아일보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정지용 수수어 조선일보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정지

용이 위 두 수필에서 보들레르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기림은 태양의 풍속 의 맨 마지막장인 상공운동회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에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다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 서문에서 시집에 실린
시들이 년에서 년경에 씌여졌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혔다는 점과 더불어 상공운동회 가 조
선일보 에 년 월 일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김기림이 초창기부터 니체의 사유에 대
한 관심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또한 년 월 신동아 에 발표한 수필 생활과 파랑새 김학
동 편 김기림 전집 면 에서도 니체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점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해당 구절
은 다음과 같다 책상에 꺼구러진 붓대 그것은 오랫동안 내가 나의 전야 에 버려두고 온 나의
유일한 무기다 나는 다시 무기를 잡고 사장 의 홍진 속에서 떨치고 나서야 하련만 내 앞에는
또한 니체 가 간디 가 루터 가 예수 가 걸어간 길이 보인다 생활의 무지에서 생활의 노
예에 거기서 다시 생활의 초월에로 향하는 험하나 그러나 밝은 길이 이러한 그의 언급은 자신의 미
학적이고 예술적인 태도와 니체를 동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현대시에 대
한 이론적 언급이 지속될 때마다 그 시작을 보들레르에 있음을 김기림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방민호 이상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앞의 책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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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모더니즘의 구성원들이 이른바 원본 으로서의 서구 모더니즘 문학과 어떠한 실증

적인 인과관계나 수용적인 영향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에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지점은 보들레르와 니체 벤야민으로 대변되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

측면과 년대 구인회 모더니즘이 가진 미학적이고 사유적인 차원의 친연성 일

것이다 물론 보들레르나 니체 그리고 당대의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로 이어지는 유

럽 아방가르드 미학의 영향과 엘리엇이나 제임스 조이스 리차즈 등의 영미 모

더니즘의 수용이 실증적인 수용경로의 문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

요한 것은 년대 조선의 문학장에서 이러한 맥락들이 어떻게 의미화 되었는가에 있

다 즉 주지주의로 호명되었던 지성 과 객관의 개념과 이미지즘의 문제가 당시 모더니

즘 계열의 논자들에 왜 그렇게 강조되었는가의 문제를 정확히 검토해볼 수 있다면 그

들이 지향했던 리얼리즘 혹은 리얼리티 의 맥락을 새롭게 재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더니즘 계열 문학인들의 리얼리즘 리얼리티에 관한 논의는 본고에서 검토하

고자 하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예술가적 산책자들의 미학적인 성격과 그 의미를 당대

적 맥락에서 의미화하는 것이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우선 당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주지주의와 지성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모더니즘과 관련되어 자주 사용되는 지 혹은 지성 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뜻

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맥락과 의미를 잘 가려서 쓰지 않는다면 상당

한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지나 지성에 해당하는 영어인 인텔렉트 를 엘리

엇 흄 베르그송 미들턴 머리 등은 서로 다른 뜻으로 또

는 경우에 따라 정반대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엘리엇은 인텔렉트라는 말로 통상적 이성보다 한

단계 높은 사물이나 인간적 경험에 대한 복합적이고 구조화된 인식능력을 의미했다 반면에 베

르그송과 그를 따르는 흄이나 미들턴 머리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한다 흄은 그가 외연적

다양성 이라고 불렀던 물질이나 기계적 사물에 대한 논리적 분석적 단편적

인 인식능력이라는 의미로 인텔렉트라는 말을 썼고 그가 내포적 다양성 이

라고 불렀던 살아있는 생명을 외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재로서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는 직관이라는 또다른 정신적 인식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인텔렉트라는 말을 가

지고 엘리엇과 흄은 정반대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별하지 않고 주지주의자 주

지주의적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학비평사를 서술한다면 혼란과 오류에 빠질 수 있

다

위의 글에서 제기된 주지주의와 지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주목된다 특히 문제시되는

부분은 당대 영미 모더니즘에서 지성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며 사실상 거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성의 개념적 범주이다

해당 논의에 따른다면 모더니즘의 하위범주로서 주지주의적 지성의 개념은 합리적이

고 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이성적 인식의 개념과 그 차원을 달리한다 엘리엇에게

이윤섭 한국의 주지주와 영미 모더니즘 동서비교문학저널 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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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은 통상적 이성보다 한단계 높은 사물이나 인간적 경험에 대한 복합적이고 구조

화된 인식능력을 의미 하며 베르그송 계열의 논자들에게 이는 외연적 다양성 혹은

물질이나 기계적 사물에 대한 논리적 분석적 단편적인 인식능력 의 차원에 해당한다

즉 베르그송에 대한 논의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지성의 근본적 개념은 외연적 다양성

을 파악하는 논리적 능력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재로서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직

관 의 개념에 해당하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성이 추구하는 미학적

인 사유와 목표지점은 단순히 세계를 이성적으로 인식한다라는 합리적 모더니티의 차

원과 그 층위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나 엘리엇의 황무지 를 읽은 현대의 독자들은 이 작품들

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시간이 정지된 순간 속에서의 그림이나 조각으로

읽도록 요구된다 이 정지된 시간은 엘리엇의 정점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시간 곧 크로노스 로부터 해방된 시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로서

의 시간 곧 카이로스 이다 즉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공간적 형식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

의 시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한데 융합되어 하나의 구조와 패턴을 형성한 것이라

고 하겠다 엘리엇과 조이스를 비롯한 모더니스트들과 뉴크리틱들은 이 삼세가 통합된 시간이야

말로 우리가 의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상적 시간 너머에 있는 참된 시간으로 일종의 영원

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모더니즘과 뉴크리시티즘이 역사와 시간을 탈시간화 하였다는 마

르크스주의 문학론의 비판은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 모더니즘의 시간관은 일상적 시간과 연대

기적 역사 너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적 영원한 현재 를 추구한다

위의 글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당대 문학장에서의 주지주의 라는 개념과 영미 모더니

즘의 상관성은 단순히 이성 우위나 합리적 인식으로서만 평가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

다 즉 주지주의의 지성 개념은 단순히 세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이성적 이해

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며 영미 모더니즘에서의 지성을 통해 일상적인 시간관인 크

위의 글 면 일반적으로 말하여 합리적 이성이나 자연과학적 정신과 태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를 가진 영미 모더니즘 시인이나 비평가들은 별로 없다 이들은 대개 과학과 합리성을 문학과 예술의
적이라고 보았다 이 과학과 이성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 모더니스트들은 그들이 감정과잉과 지나친 자
아숭배라고 비판하였던 세기 범신론적 낭만주의자들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모더니즘 비평가들
이 이성과 과학에 가졌던 혐오감에 있어서 예외가 있다면 년 문학비평의 원리 를 쓸 무렵의 리
처즈 정도이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리처즈의 이러한 유화적 태도는 엘리엇이나 랜섬과
같은 신비평가들의 호된 비판을 받게 된다 결국 리처즈 역시 년 간행된 코올리지의 상상력 에
서는 행태심리주의에 기초한 초기 입장을 포기하고 문학과 예술에는 정서적 유용성만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 고유의 인간적 진리가 있다는 모더니즘적 명제를 추인한다 즉 후기의 리처즈는 모더니즘의 반과
학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과학기술과 산업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영미의 모더니즘은 이를 창출한 계몽적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
다
위의 글 면

위의 글 면 예컨대 이윤섭은 주지주의의 지성 개념에 대해 예지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즉
엘리엇의 인텔렉트 는 일종의 총제적인 사유 능력 이며 이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와 계산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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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노스 의 시간관을 넘어선 카이로스의 시간 을 추구했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따라

서 영미 모더니즘의 시간관이 일상적 시간과 연대기적 역사 너머에 있는 아우구스티

누스적 영원한 현재 를 추구한다 는 것은 엘리엇이나 흄 베르그송의 논의를 통해 들

어온 지성 의 개념이 단순히 객관적 차원 혹은 이른바 과학적인 인식만을 지칭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지성과 기교 혹은 주지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합리

적인 모더니티로 분석되거나 혹은 외국 문학의 수용과 일방적 영향관계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핵심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였는가를 면밀히 고찰하는 것이다 실제

로도 구인회 의 후기 동인으로 참여했던 김환태의 초개성 에 대한 언급처럼 주지

주의와 영미 모더니즘이 지성 을 통해 지향했던 영원한 현재 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으로 유럽의 아방가르드 미학과 영미 모더니즘을 다른 미학적 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모더니즘이라 불리웠던 두 계열의 미학적 흐름인 유럽 아방가르드 미학과 영

미 모더니즘 모두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은

핵심적이다 이 두 가지 의 미적 모더니티의 미학들은 단순히 사회적 모더니티를 비판

하거나 이에 대한 안티테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이 아니다 영원성 으로서의 미

당하는 합리적 이성과는 다른 차원임을 보다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이윤섭에 따르면 낭만주의가
근대적인 합리적이고 계몽적인 이성의 해독제로서 감수성과 감정을 내세운 것이라면 모더니즘은 이성
과 감성을 모두 포괄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인텔렉트에 의한 문학과 예술을 시도한 것이다 인
텔렉트가 갖는 모더니즘 본연의 의미는 합리적 이성과 대립되는 인간의 총체적 사유능력으로서 이다
엘리엇은 이를 통합적 감수성 혹은 인텔렉트라고 불렀다 특히 이런 의미에서 인텔렉트는 합리적 이
성과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 혹은 지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예지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엘리엇이 의미하는 인텔렉트는 사상과 감정의 통합이라는 공식의 앞부분인 사상
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감수성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또 이질적인 사상들
을 통합하는 형이상학적 기상 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김환태 표현과 기술 시원 참조 오형엽 엮음 김환태 평론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면 예컨대 주지주의의 지성개념에 대한 심도있는 맥락은 구인회의 후기 동인으로 참
여했던 김환태의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환태가 년경 발표한 표현과 기술 에서
그는 시가 표현이기를 그치고 기술화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시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고 지적하면서
시의 가장 본질적인 성질을 의미로부터 독립한 기교의 우수성에서나 음악과의 합일에서가 안이라 생명

의 힘을 전달하는 추력 속에서 열정적으로 체험된 경험을 전달하는 언어의 완전성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고 언급한다 김환태는 이 글에서 현대 주지주의 유력한 대변자 인 엘리엇이 전
통과 개인의 재능 에서 이야기한 개성소멸 의 개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
서 이를 다만 개성 소멸화를 예술의 기술화 즉 과학적 상태에의 근접이 아니라 개성의 심화와 광대를
위한 초개성적인 것의 개성 속에서의 섭취와 그 수단으로써만 용인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김환태의 지적은 이윤섭의 논의처럼 주지주의의 지성의 개념을 단순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
성의 개념으로 파악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흔히 논의되는 김환태의 심미주의나 지성과
감성의 통합 개념은 김환태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완전한 예술이라는 지향점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환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정적 체험을 전달하는 언어의 완전성 즉 의
식의 형식과의 완전한 일치에 의하여서만 시인은 롱기누스가 말한 황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태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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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더니티가 추구하는 예술적 지향점인 보들레르와 니체적 변용과 벤야민의 알레고

리 그리고 엘리엇 흄의 지성개념 그리고 베르그송적 직관 은 모두 합리적인 이성

과 논리를 토대로 한 합리적 사회적 모더니티에 반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다 이 두 가지의 다른 미학적 계보들이 모두 근본적으로 현실과 세계의 이미지를 데

포르마시옹하고 지성적으로 변화시켜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개념에 도달하려는 세계

관을 지닌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주목되지 못해왔던 것이다

본장은 영원성에 대한 지향으로서의 데포르마시옹 즉 구인회 문학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인식의 층위를 밝히기 위해 우선 년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이면

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본장의 논의는 당대에 널리 쓰였으나 문학사적으로 승인된 리

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란 관점 속에서 거의 드러나지 못했던 심리적 리얼리티

개념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심리적 리얼리티 에 대한 분석은 당시 모더니즘 혹은 주

지주의에서 논의된 현대적인 지성과 기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바탕이 되어 줄 수 있다 즉 당대 이원조의 언급처럼 년대 문학의 기본적인 지향적점

이라 할 수 있는 지성과 교양으로서의 문학 개념에는 바로 이 실재와 진실 꿈의 리얼

리티라는 용어를 통한 진정성의 추구라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본장의 전반부는 모더니즘 문학인 계열로 평가될 수 있는 이효석과 안회남의

심리적 리얼리즘 논의와 최재서의 객관적 태도로서의 리얼리즘 을 우선 논의하면서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지평을 심리적 리얼리티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이후 장의 후

반부에서는 구인회 의 중요 구성원인 박태원의 심경소설과 기교의 개념 그리고 김기

림의 전체시에 대한 기획과 꿈의 리얼리티 개념을 토대로 구인회 의 미학적인 세계

관과 사유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고는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으로 모두 환원되지 않는 구인회 문학의 미학과 세계관의 문제를 자세하게 의

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 문학장의 심리적 리얼리티 담론과 진정성의 추구

본고의 관점에 기반해 년대 문단장의 논의를 제검토해 본다면 심리적 리얼리즘 리

얼리티란 개념을 둘러싼 당대 모더니즘의 논의들은 이원조가 년대 문단을 가리켜

지성 내지 교양 의 시대라고 언급했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지성 내지 교양 을 년대 문학의 특징으로 지적하는 이

원조의 언급은 특히 모더니즘의 상징적 표지와도 같은 지성과 기교의 맥락이 실재적으

로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가 된다 할 것이다

우선 당대의 지성내지 교양 의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을 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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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자 구인회 의 특징으로 언급되어왔던 기교파 의 내적 맥락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년대를 검토한다 에서의 이원조의 입장은 년대 문학과 년대

문학이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냄과 동시에 년대의 문학장의 기교와 지성의 문

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원조는 년대를 검토한다 에서 육당 춘원의 계몽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

는 동안 실로 우리 문학적 전통은 남의 몇 세기에 해당할 만큼 많은 문학사조와 문학

운동을 겪어온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년대 문학을 지성 내지 교양 이 근저한 문

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경향문학의 퇴세 로 인해 새로운 문학시대가 출현

했다는 측면을 년대 문학장의 중요한 양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시대 년대 인용자주 가 위에서 말한 상섭 동인 도향 서해의 문학시대

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 구별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서 만약 전대의 문학시대가 그 근

저를 상티망 감정 인용자 주 으로 한 것이라면 삼십년대의 문학시대는 지성 내지 교양이 그 밑

바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십년대의 문학시대는 물론 일정한 사회적 지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단순히 장인적인 문학수업은 아니었다

이원조가 바라보는 년대 조선문단의 지향점은 염상섭과 김동인 나도향과 최서해로

대표되는 년대적 경향과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그가 지적하는 년대의 조선문학의

에피스테메적 근거는 바로 상티망 감정 이다 즉 이원조의 언급에 따른다면 년대

적 문학의 특징은 작품의 지향점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강렬한 감정 적 정서에 입각해

있는 문학이 중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년대적 경향과 다르게 년대의

이원조 년대를 검토한다 조선일보 이동하편 오늘의 문학과 문학의 오늘
이원조 문학평론집 형설출판사 면

년대 경향문학에 있어서의 감정에 문제에 대해서는 손유경 고통과 동정 고통과 동정 한
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참조 손유경은 최서해나 조명희 이기영 등으로 대표
되는 초기 경향파적인 문학의 열정의 감정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소설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전 인
류로 지칭되는 무산계급의 비참한 삶을 동정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열정을 불사르는 한결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이들의 결행을 추동하는 인류애는 그러나 무지와 가
난에 신음하는 개별인간이 아니라 무산계급이라는 추상적 범주의 인간을 구워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이
념에 대한 사랑으로 현현된다 면 고 지적한다 즉 손유경의 언급처럼 년대 경향문학의 감정의
요소에는 결국 무산계급의 해방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을 향한 지식인 주인공의 열정은 그 계급에 속한
개인들이 겪는 구체적 고통을 사상 함으로써 불태워질 수 있었다 인류애를 부르짖는 주인공이 사
랑한 것은 불행을 겪는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들을 동정하고 구원해야 한다는 추상적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탁월한 가치를 추구하는 낭만적 열정이라는 지식인 인물 특유의 강렬한 주관성
면 이 그 근저에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염상섭과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논의로서는 서영채 사랑의 리얼리즘과 장인적 주체 염상
섭 사랑의 문법 민음사 참조 서영채는 염상섭의 만세전 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인공 이
인화의 존재를 냉소주의적 감정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이인화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서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다는 낭패
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능한 것은 한시바삐 그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 뿐이다 염
상섭의 냉소주의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환멸과 주체의 무기력을 포함 면 하는 존재이다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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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은 그의 지적처럼 지성 내지 교양 의 층위에 있

다

년대를 결산하는 글을 통해서 이원조는 년대의 문단이 년대의 문단과 기본적

토대가 다르다는 점과 동시에 당시 조선문단이 이른바 기교 로 대변되는 지성과 교양

으로서의 문학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년대의 문학이 년대의 문학과

는 질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지성과 교양 혹은 문학적 기교로 대변되

는 년대 문학의 근본적인 에피스테메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성과 교양으로서

의 년대 문학의 특징 혹은 이원조의 언급처럼 단순히 장인적인 문학수업 이라고 부

를 수 없는 기교주의 문학의 의미는 그 직접적인 언급처럼 단순히 문학적 테크닉이나

기술적 숙련의 차원으로만 파악될 수는 없다는 점은 중요하다

기술말이 났으니 말이지 문학기술의 획득이라는 것은 년대 조선문학의 전반에 긍 걸친

인용자 주 한 현저한 현상의 하나이었다 혹 중견작가들 중에서 고발문학 이니 시정편력 이니 하

는 문학정신의 수립을 꾀한 분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실상 이것도 보는 각도에 있어서는 문학방

법에 가까운 것인 만큼 중견작가들의 기술습득의 노력은 실로 고심참담한 바가 있었다

이원조가 기술말이 났으니 말이지 문학기술의 획득이라는 것은 년대 조선문학의

전반에 긍 걸친 인용자 주 한 현저한 현상의 하나이었다 고 지적한 부분은

년대 문학장에서의 기교 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위 언급처럼

문학기교의 문제는 년대문의 문단장에서 단순한 장인적인 문학수업 즉 문학적 테

크닉의 수련과 획득이라는 차원으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원조의 언급은 지성 내지 교양 이라 불린 년대 문학장의 기교 개념이 새로운

문학 을 어떻게 창출하고 획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성 의 면모는 당대 문학장이 내재적으로 경험했던 에피스티메의 변화로서 판단된다

특히 이원조가 년대 후반의 특징으로 한정짓고 있기는 하지만 경향문학시대에 몰각

되었던 작가가 새로 돌아보이게 된 것 이라고 언급한 부분 역시 문학이라는 개념의 변

화인 동시에 새로운 년대적 문학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작가적 모색의 일환이기도 했

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원조가 강조하는 문학기술의 획득 의 문제는 그 자신의 언급처럼 년대 문학장

에서 매우 현저한 현상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고발문학 이나 시정편력 등의 소재적

차원으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원조가 언급한 지성 내지 교양 의 문제는

새로운 문학방법의 성립을 통해 산출될 수 있는 당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산

는 염상섭식 냉소주의적 리얼리즘은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진정성들의 관찰자이자 성찰자게 되는 것 면 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원조 년대를 검토한다 앞의 글 이동하편 오늘의 문학과 문학의 오늘 이원조 문학평론
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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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왔는가에 대한 인식론적 지점을 드러낸다 지성과 교양 이라는 압축적 평가에서

나타듯이 그것은 심리적 리얼리티 범주를 통한 새로운 진실 의 발견이란 년대의 독

자적인 문학정신과 예술의 지평이 매개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이 년대 문학에서의 지

성과 교양의 층위의 바탕이 된다는 점은 구인회 모더니즘의 기교 문제를 검토할

때 분명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원조의 논의를 따른다면 년대 문학장에서 지성과 교양 기교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의 높임이 아니라 새로운 문학정신의 획득과 성립의 차원이 가장 중요

한 맥락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원조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현대적

인 문학의 성립과 데포르마시옹 의 문제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원조의 현대적인

시에 대한 언급은 전술했던 것처럼 구인회 의 중요한 미학적 방법론인 데포르마시

옹 즉 변용의 미학과도 연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현대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상징주의 이후의 시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대시

의 불행은 상징주의의 말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상징주의라는 것이 시의 세계에 군림

하던 그날부터 약속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플레하노프의 문장론 에 상

징주의를 가리켜 말하기를 문학이 현실을 바로보고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왜 하필 상징적

수법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었겠느냐는 의미의 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시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객전도의 현상이 얼마나 현저하고 있습니까 이 주객전도

의 현상의 죄책을 상징주의에 묻는 것은 상징주의란 제 자신을 표명할 때 현실을 변형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그 감정을 소모

소박하게 묘사한 인용자주 한 그대로를 읊는 것이 무슨 시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러나 현실을 변형한다는 것은 상징주의자들의 외람된 생각이었을 뿐이지 종국은 현실을 수사

한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자체의 운명적인 수사학과의 관계와 상징주의의 외람된 변형

설과가 합하여 보면 종국은 현실의 데포르마시옹이 아니라 현실의 데코라시옹에 그치고 말았는

데 상징주의를 이만큼 이야기하고 보면 그 나머지 지류말엽들은 모두 상징주의의 일악윤

한 잘못된 후예 인용자 주 들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원조 교양론 지성론의 발전으로서의 문장 호 이동하편 오늘의
문학과 문학의 오늘 이원조 문학평론집 면 이원조는 지성과 교양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모랄
의 문제와 연동시켜서 언급한다는 점은 중요하게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이 쓰여진 시기가
년이라는 일제말기의 시대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원조가 보기에 휴머니즘론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지성론과 교양론의 궁극은 모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원조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교양과 지성은 결국 사회에 대한 개인의 양심 의 확보이며 동시에 문학적 윤리의
창출의 문제와 관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교양의 거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적 모랄 그것이라는 것이 자명되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모랄
이란 것은 객관적인 모랄리티가 아니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양심이라고 하였는데 흔히 우리가 교양인의
표준을 지적 양심에다 두는 것을 보더라도 이 두가지의 서로 통하는 한길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랄을 교양의 거점으로 하지 아니하면 교양은 마침내 딜레탕티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원조 현대시의 혼탁과 그 근거 시학 호 이동하편 오늘의 문학과 문학의 오늘
이원조 문학평론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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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간파 적 입장으로 논의되어 왔던 이원조가 앙드레 지드 전공자였고 불문학과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점은 데포르마시옹 에 대한 이해와 관련

되어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실제로도 이원조는 최재서의 문학과 지성 에 서문을

썼으며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 에 비평을 남기기도 했다는 점 은 문학사적으로 언

급된 소위 중간파 적 성향이나 해방 이후의 월북으로 인한 카프 리얼리즘적 입장으로

환원될 수는 없는 측면을 드러낸다

현대시의 혼탁과 그 근거 이원조는 상징주의 이후의 현대시가 가지는 방향성이

데포르마시옹 미학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주객전도 라는 언급을 통해 과도한 수

사학으로만 치우치는 면모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감성적이라고 판단되

는 상징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현대시의 혼탁과 그 근

거 는 데포르마시옹과 대비되는 데코라시옹 적인 시 즉 장식적 이고 기교적 인 시가

왜 진정으로 현대적 문학이 될 수 없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원조는 문학적 기교와 지성에 문제에 대해 단순히 장식적 차원 또는 문학적 테크닉

과 기교에만 몰입하는 것은 결코 최상의 지성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이원조가 딜레탕티즘 을 비판하며 자신의 문학적 방법론으로 삼았던 지성과 모랄의 입

장에 근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진정한 현대의 시란 현실의 데코라시옹 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원조의 기교 에 지적은 년대 모더니즘 논

자들의 지성과 교양에 대한 논의들이 단순히 합리적인 이성이나 판단의 차원에 그치지

않았음을 역으로 드러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원조의 기교 에 대한 언급을 반대적으로 풀어보면 진정한 현대시라는 것은 현대에

대한 수사 나 단순한 기교적인 차원 즉 데코레이션 이 아닌 현실의 데포르

이에 대해서는 조영복 일제 말기와 해방공간 전후의 김기림 김기림의 경성고보 교사 시절
제자 김규동 선생 인터뷰 문인기자 김기림과 년대 활자 도서관의 꿈 앞의 책 면 김기
림의 제자였던 김규동 시인은 이원조는 김기림과 가까웠다 기림의 문학 방향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지
원했던 인물이었다 이원조는 서구 모더니즘을 훤히 알았다 임화는 유물사관에 젖어 있어서 서구 모더
니즘을 알지 못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원조의 이러한 서구 모더니즘의 이해와 독서 목록은 그의 수
필 등하 조광 면 에서 제시되는데 이 글에서 베들렌느의 시 니체의 차라투스트
라 랭보의 지옥의 계절 몽테뉴 등이 언급된다

이원조 시의 고향 편석촌에게 붙이는 단신 문장
이에 대해서는 장문석 댄디와 양반 여천 이원조 연구 한국문학연구 호 참조 장

문석은 이원조의 서구문학에 대한 경험을 근대성에 대한 성찰로 언급하면서 이원조의 문학활동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년 이원조는 서구적 지식에 기반한 근대인 혹은 댄디로서 귀국하였다 그
리고 귀국 직후 그는 조선일보 학예부에 입사하여 문학 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학예부장 홍기문 아래서 차장격으로 활동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학예부장을 맡는다 댄디는
문화횡단적 근대성의 핵심적인 행위주체로 기존 질서의 임계를 끊임없이 심문하고 그 너머를 꿈꾸고 문
화가 횡단하고 생성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자신의 기획에 따라 문화를 창조하고 변형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보들레르가 근대성을 심문한 곳이 바로 예술의
영역이었던 것처럼 이원조 또한 문학이라는 영역에 주목하였다 그는 매체 기획자로서 조선 근대문학의
논의구도와 방향 심도를 디자인하고 조절하였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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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옹 을 통한 지성적인 문학이어야 하는 것이다 데코레이션 즉 단순

히 장식적인 기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적 태도에 기반한 데포르마시옹 의 기

교야 말로 진정한 현대적 인 문학과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조의 판단

을 따른다면 년대 문학에 있어서의 기교란 기교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현

대적인 문학과 예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원조의 년대에 대한 평가와 지성과 기교 데포르마시옹에 대한 맥락들은 년대

문학에서의 기교 의 맥락이 가지는 핵심적 층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즉 데포르

마시옹 적 기교의 층위가 가장 현대적 시 혹은 당대의 입장에서 지성과 교향 을 향한

고심참담한 문학기법의 습득 이 지향하는 근본적 목표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지성과 기교에 대한 이원조의 당대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이태준이 구인회에

대한 난해 기타 에서 구인회를 예술가적 기분에 굶주린 문학적인 것 에 대한 갈망이

자 동시에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언급했던 기교 즉 신선

하고 또 예민한 감각 이상으로서의 새로운 지식과 체험 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총

명 한 현대적 문학의 성격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상이 김유정론 을 통해서 언급한 데포르미사옹 에 입각한 교만한 예술

가적 산책자 의 태도 표출은 단순한 반리얼리즘적인 문학을 한다는 자부심이나 안하무

인적 태도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이원조의 논의처럼 진정한 현대적 문학에 대한 강

한 자의식과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철저한 지성과 교양의 방법론에 의

거한 미학적인 입장의 표명에 해당한다 즉 구인회 로 대변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요소는 지성적인 면모에 입각한 변형 에 기반해 있으며 이에 대한 미학적 사

유와 세계관의 문제가 구인회 모더니즘의 근간이자 미학적 친연성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세부적으로 다르겠지만 이원조의 지성 내지 교양 이라는 맥락은 그의 친우였던

김기림과 구인회 의 중요 구성원인 박태원 그리고 당대 주지주의 이론가로서 널리 명

성을 떨쳤던 최재서 그리고 일련의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과 모더니즘을 주의깊게 수용

했던 문인들의 등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는 지성내지 교양 혹은 기교적

문학이라고 통칭해온 년대 모더니즘 경향 문학인들의 동시대적인 미학적 사유의

배경이다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년대의 모더니즘 계열 문인들의 리얼리즘 혹은 보다 정

확히 말해서 리얼리티 개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연구사적으로 거의 검토되지 못했

던 주제이라 할 수 있다 리얼리티와 리얼리즘은 개념과 문학사조라는 맥락상 분명한

거리가 있으며 리얼리즘과 관련한 연구는 카프의 관점을 따르는 연구들이 중심에 있기

조용만 년대의 문화 예술인들 격동기의 문화계 비화 범양사 면 조용만은 구
인회의 좌정격이었던 이태준과 정지용에 대해 두 사람은 어느 모로 보든지 프롤레타리아와는 아무 관
련이 없는 귀족 취미인 사람이었다 고 지적하면서 상허 이태준에 대해 일상생활이 무엇 하나 구수하
거 텁텁하고 서민적인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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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인들이 이야기한 리얼리티 리얼리즘의 개념

은 특별히 주목되지 못하거나 혹은 모더니즘의 기교적 차원으로서만 논의되었다 예

컨대 지성과 기교 또는 주지주의의 대표격으로 언급되는 김기림의 과학 적 시학이나

문명비판의 측면 그리고 최재서의 지성과 객관 그리고 리얼리티에 대한 인식 등을 문

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앙상하고 소박한 종합논리이거나 리얼리즘적 범주에

대한 몰이해로 판단되기 쉬웠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논점은 당대의 모더니즘 계열 문학인들이 왜 리얼리티나 리얼리즘 그

리고 객관적 실재나 이미지의 문제를 거론했는가에 있다 특히 심리적 리얼리즘 리

얼리티 에 대한 모더니즘 논자들의 입장이 단순히 리얼리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아

닌 오히려 기교와 지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진실 이라는 맥락과 상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도 백철 이나 안회남 의 경우 심리주의 리얼리즘 의 범주로 들어

가는 작가를 제임스 조이스나 마르셀 프루스트 일본 신감각파의 기수인 요코미츠 리이

치 등을 예로 든다는 사실은 분명히 흥미로운 맥락을 제공한다

문학사적 차원에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은 그 근본적인 인식과 세계관 미학적인 측면

에서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틀에서 본다면 김기림의 현대시

의 발전 에서 언급한 꿈의 리얼리티 나 최재서가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 리

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이야기한 객관적 리얼리즘 그리고 백철과 안회남의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는 김윤식 리얼리즘 논의의 수준 한국
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참조

이에 대해서는 이양숙 한국 근대문예비평의 논리 월인 면 이양숙은 당대에 리얼
리즘 논의에 대한 임화와 최재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양자 모두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에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엄밀히 구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이양숙에 따르
면 최재서는 리얼리즘을 현실성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양식으로 보았으며 이 현실성이란 서구의 불안
사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최신의 지적 흐름을 의미했다 이에 비해 임화 등은 방법으로서의 리
얼리즘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철학적 반영론에 기초한 이 리얼리즘은 서구의 비판적 리얼리즘의
전통에 닿아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고 언급한다 즉 최재서의 리얼리즘에 대
한 방법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자들과 비슷한 구도를 취하면서도 역사적 일반론을 거부한다는 점
에서 그들과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형식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식의 강조는 소설의 내용보다는 기술적 측면의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 는 것이다
손정수 개념사로서의 한국근대비평사 역락 면 예를 들어 최재서의 천변풍경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최
재서의 경우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의 인식론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객체만을 절
대화한 나머지 주체가 현실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면 될수록 현실은 더욱 현실적이 된다고 보는 소박한
객관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비판될 수 있다

백철 심리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 조선일보
안회남 심리주의적리알리즘 과 소설가의 소설 창작방법 리알리즘작가 조선중앙일보

이양숙 앞의 책 면 이양숙은 최재서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소설의 내적 형식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 파악한다 일찍이 최재서가 날개 와 천변풍경 을 논하면서 새로운 리얼리즘론을
전개한 것 또 이러한 객관적 태도로서의 리얼리즘에 부합하는 문학 양식으로 풍자문학론을 전개한
것 모두 넓게 보아 소설 양식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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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주의 리얼리즘 이란 용어는 이들이 리얼리즘 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했거나 수준

이하로 파악했음을 드러내는 양상으로서만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이 리얼리티나 리얼리즘의 개념을 통해 문학과 예술을 통해 어떻게 현실을

변용하고 그것이 진실 할 수 있는가를 문제삼았다는 점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

하에서는 명확하게 의미화되기 어렵다 즉 당대 모더니즘 계열 문학인들의 리얼리즘

리얼리티라는 용어의 맥락은 미학적으로 구성된 진실 혹은 꿈 의 개념과 연동되어 있

으며 이것은 미적 모더니티의 차원에서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새로운 미학

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즉 당대의 지성과 기교

를 통한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당시 모더니즘 문학인들에게 기존의

조선문학과는 다른 현대적 인 새로운 문학으로서 이해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

다 즉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고 텍스트로서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당대 모더니즘 논자

들에게 현대적 지성 과 이미지 혹은 문학적 기교의 본질적 양상이었다는 것은 년

대 모더니즘의 당대적 지평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다

진실 실재 꿈 이라는 용어를 통한 심리적 리얼리즘 개념에 대한 당대 모더니즘 문

학장의 맥락은 영원성으로서의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 즉 단순히 반합리주의나 반이성

주의적으로 이해되는 미학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측면을 규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실제로도 김기림의 현대시의 발전 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현실주의자들이 끊

임없이 꿈의 미 가 아닌 꿈의 진 을 획득하려 했고 진실의 리얼리티 를 추

구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에 대한 논의가 구인회 모더니

즘이 사유했던 미학성 의 맥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심리적 리얼리티 를 통해 살펴본 당대 모

더니즘 문학장과 구인회 문학의 미묘한 간극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본

장의 앞부분인 당대 모더니즘 문학인들과 최재서의 리얼리티 개념과 박태원의 심경소

설 개념과 김기림의 꿈의 리얼리티 개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논의될 수 있다 이

는 구인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이른바 기교 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유하고 있었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년대라는 범주로 한정해서 심리주의 리얼리즘 이라는 범주와 용어가 어

비속성과 감상주의가 이들 문학의 내용우위 사상우위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고 이의 극복을 주장한
것은 새로운 소설 양식의 탐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용이나 사상이 아닌 태도와 기법
으로 리얼리즘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소설의 내적 형식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년대의 리얼리티에 관련된 문제는 유승환 김동인 문학의 리얼리티 재고 비평과 년대 초
반까지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면 유승환은 김동인의 예술
지상주의나 낭만주의 혹은 유미주의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상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문학
사적 서술구도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김동인이 진실을 담지한다고 믿어지는 근대적 공론에 맞선 예
술적 리얼리티 즉 문학적 진실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김동인은 보편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고 믿어지는 일상적인 담론의 코드들을 상대화하고 이러한 코드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
의 문학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즉 김동인은 리얼리티를 드러낸다는 것의 어려움을 지각하고 리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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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당대에 모더니즘이나 현대적 지성 등의 용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였던 주지주의의 개념은 기실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이나 영미

모더니즘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수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당

대의 문학장에서 심리주의 리얼리즘 이라는 용어가 꾸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리얼

리즘 모더니즘의 대립적 이해와 해석 속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던 측면

이 많다

우선 모더니즘 계열 문학인들에게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개념이 리얼리즘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년대 당대의 문학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로서는 년경의 백철의 논의를 들 수 있다 문

학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농민문학론을 통해 화려하게 등장했던 백철의 년대

초중반 논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카프 리얼리즘적 입장에 기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그의 이론적 배경을 고려해본다면 그가

년대 초중반부터 마르셀 프루스트 등의 무의지적 기억 에 대한 논의나 제임스 조이

스의 의식의 흐름 등의 개념을 비교적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받아

들여질 필요가 있다

특히 년대 이후 카프활동이 소진상태에 접어들면서 벌어졌던 창작방법 논쟁에서 그

가 보여준 인간묘사론 혹은 휴머니즘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평가된 인간묘사시

대 와 심리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 그리고 직후에 발표된 신심리주

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등은 심리적 리얼리티란 용어

사용이 당시 문단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직접적으로도

않은 것들에 맞서 리얼한 것의 추구로서의 문학을 사고했다 김동인에게 있어 리얼리티는 문학 혹은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 매개의 핵심은 예술적인 기교에 있었다
는 것이다 유승환의 김동인의 문학의 대립항은 리얼리즘 혹은 현실적인 문학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하
는 것만으로 리얼리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근대적 저널리즘 그리고 문학이 현실의 매개없는 직
접적 반영이라고 생각했던 창작방법 논쟁 이전의 카프 문학 이라는 지적은 사실상 년대 모더니즘
계열 문학의 리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년대나 혹은 모더니즘 문학이라는 범주에 국한된 것
만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양숙 앞의 책 면 최재서의 리얼리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양숙의 지적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최재서는 리얼리즘론을 주장하기 이전에 현대 영문학의 대양한 비평론을 두루 섭렵하여 소개한
다 이 과정은 그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주지주의론에 대한 총결산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그는 새로운 리얼리즘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는데 이때 리얼리즘이란 용어의 의미는 문학적 진실
성과 동의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의 리얼리즘론의 요체는 기법에 대한 것
인데 이는 풍자로 대표된다 최재서의 리얼리즘 론은 철학적 반영론이나 역사의식에 기반한 것이 아
니라 대상의 태도와 기법에 주목한 것이었고 이때 최재서가 리얼리즘의 기법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
고 있는 것은 풍자이다 그것은 현대에 가장 적합한 기법이자 정신으로 간주되는데 이런 관점은
년대 말까지 그가 국책문학론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란 점에서 중요하
다

백철 인간묘사시대 조선일보
백철 심리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상 조선일보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중앙 김팔봉 외편
백철문학전집 신구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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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묘사시대 의 마지막 부분에서 백철은 인간묘사의 현대적 문학 성격 을 언급하

면서 그 창작방법을 사회주의적 리알리즘 과 신심리주의적 리알리즘 으로 구

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임화나 김남천 등과 더불어 카프 리얼리즘의 비평적 입장을 견지했던 백철은 신심리

주의적 리얼리즘 의 대표적인 주자로 주지주의적 문학인인 마르셀 프루스트와 제임스

조이스 헉슬리와 더불어 일반신변심경소설 을 그 예로 제시한다 백철은 이 심리주의

적 리얼리즘 예술이 진실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인간을 병부

병적인 부분 인용자 주 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 평가한다 심리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백철의 비판적 평가는 우선적으로 그가 카프 리얼리즘적 비평의 입장에 기반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의 비평적 입장은 인간묘사시대 에 바로 이어서 발

표한 심리적 리알리즘과 사회적 리알리즘 의 처음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진다

백철은 심리적 리알리즘과 사회적 리알리즘 에서 심리적 리얼리즘을 현대에 잇어

서 부르조아 문학의 문학적수법은 심리주의적 리알리즘 내지 병자적 리알리

즘 이다 라고 규정한다는 점은 심리적 리얼리즘의 개념 자체의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들은 문학의 대상인 인간에 대하야 몬저 외부현실과 내부현실을 구별한다 그리고 그두가지

현실에 대하야 외부현실은 십구세기말 지의 근대작가에 대하여 그 전부가 묘사되고 말엇슴으로
금일의 작가는 주로 인간내부의 심리현실을 분석하여 묘사해가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

의하면 외부현실에 대한 정신내적현실 이며 현실의 새롭은 영토의 발견이라는 것이

다

이와가티 모든 신심리주의문학파에에서 주장하고 잇는 모든 심리주의적 리알리즘 이란 그들

이 엇던 의미에서 그것을 합리화시킴에 불구하고 인간 을 전면에서 통일적으로 문제하지못하

고 인간을 사회적실천에서 분열시키고 개인적심리가운데 고립시키는 현실도피의 문학적 수법이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창작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리알리즘 은 전자와는 온갓 의미에서 대립적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물론 백철이 심리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 에서 자신의 비평적 입장을 명확

히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백철에 따른다면 심리주의적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리얼

리즘에 비해 통일적 인 인간의 묘사를 통해 사회적 현실을 문제시하지 못하고 인간을

고립시키는 문학적 수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철이 비판적으로

백철 인간묘사시대 완 조선일보
백철 심리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상 조선일보

실제로도 백철은 심리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 의 다음편인 세계의 신변소설 조선일
보 에서 박태원의 누이 에 대하여 실로 진부하고 필요없는 신변잡설로 충만되여있다
는 혹독한 평가를 내린다 이는 백철 자신의 비평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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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는 신 심리주의적 문학파 혹은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의 맥락이다

백철은 심리주의 리얼리즘을 외부 현실에 대한 정신내적인 현실이며 현실의 새로운

영토의 발견 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서 마르셀 프루스트나 버지니아 울프 올더스

헉슬리 등을 지목한다 백철은 이른바 심리주의적 문학파를 심리주의적 리얼리즘 혹

은 심리주의적 현실주의 라는 용어로 호명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지적은 당대에 주

지주의로 호명되었던 모더니즘 문학이 이른바 신 심리주의 리얼리즘 의 명칭으로 통용

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백철이 인간묘사시대 나

심리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 바로 직후 발표한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에서 동일한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부가해야 할 것은 금일의 부르조아 말기파의 문학이라면 어느 것이나 관념적 심리

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볼 수 있으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심리주

의의 경향의 문학이라는 것은 특히 심리주의적 리얼리즘 이라는 문학적 방법 아래서 호명되고

있는 소위 심리주의 문학파 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문학의 리얼리즘의 발전이 현대문학

파에 와서는 신심리주의 문학파에 그 정통성이 유전되었다

금일 부르주아 문학의 정통파로서 심리주의 문학이 중심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사회적 조건으로 보나 조금도 이상한 우연적 현상이 아니고 근대문학의 연장에 있어서 당

연한 추세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백철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은 현대문학에 대한 좌익측의 비평적 견해 즉 카프 리얼리즘 계열의 논자

들이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나 부르조아 문학에 대한 그때의 생각은 부르주아 문학이면

으레 반동의 문학으로 일괄 처리해 버 렸다는 자평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백철의 당대적인 비평적 태도가 아니다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당대의 신심리주의 문학파 를 근대문

학의 연장 선이자 리얼리즘 문학의 한 계보로 평가하면서 이를 말기적 변형 으로 지

칭한다는 점에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심리주

의적 리얼리즘이란 개념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거나 영문학을 전공했던 백철의 외국

백철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중앙 김팔봉 외
편 백철문학전집 면
위의 글 김팔봉 외편 백철문학전집 신구문화사 면 백철은 이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는 점은 분명한 주목을 요한다 프루스트나 조이스같은 세기 대표 작가들과 그 문학에
대해 쉽게 비판과 공격을 감행하였다 젊은 시절의 만용이라 할까 하옇든 그때의 생각은 부르주아 문학
이면 으레 반동의 문학으로 일괄 처리해 버려서 무방한 시절이었다 이십세기의 현대문학에 대한 좌익
측의 비평 견해가 무엇이든 검토할 수 있는 예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 비평사 앞의 책 면 김윤식은 백철이 인간묘사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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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적 토대에 기반한 원론적이고 중간파적인 비평 이라고 평가되었지만 보다 중요

한 것은 백철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장르상 혹은 문예사조상 한정된 범위

의 리얼리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심리적 리얼리즘이란 개념 자

체가 성립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이 용어가 년대의 조선문단에서 리얼리즘

이라는 큰 범주로서 이해되었다는 점은 리얼리즘과 리얼리티에 대한 당대적 논의를 세

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그리고 다시 근대문학의 리얼리즘의 발전에 있어 일찍이 년경 졸라의 실험소설론 에 의

하여 확립된 초기의 부르주아 리얼리즘 문학 소위 보고적 자연주의 이 오귀스트 콩트의 실

증철학 에 개척되었으며 일면에 있어서는 클로오드 베르나아르의 실험의학연구 서론 등을

기초로 한 자연과학적 생물학적 방법에 의거한 문학이었던 것이 오늘에 와서 이십세기의 리얼리

즘 문학 즉 심리주의 문학은 하이덱거의 철학적 배경과 베르네의 신학적 사상 프로이트의 꿈의

심리학 등의 영향 아래서 생성한 것이며 특히 말기적 변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흥미있는 사

실이다

신심리주의 문학파의 작가와 작품을 생각할 때에 우선 우리들 머리 위에 떠오르는 것은 유명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와 제임스 조이스의 유리시이즈 등이다

본시 문학적 전류성에 있어 심리주의를 주선 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이름이 있는 프랑스 문

학은 금일에 와서 그들의 신심리주의 문학의 대표자로 유명한 프루스트를 내기 전에 앙드레 지

드가 있고 또 그 전에 스탕달의 심리묘사의 전통이 있어서 금일에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백철의 언급에서 확인되는 첫 번째 지점은 오늘날에선 사실상 다른 문학적 성향으로

분리되어 있는 영미 모더니즘의 제임스 조이스와 서구 아방가르드 계열 선상에 위치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미학이 사실상 구분되어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하면서 프로문학에 심리주의적 리버랄리즘이라는 문학적 수법 을 도입하려 했던 것은 프로문학과 부
르조아 문학의 막연한 종합을 시도했다고 보이지만 인간묘사론의 핵심은 대체로 심리적 인간묘사에 있
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백철의 상황과 이른바 중간파적 비평 맥락에 대해서는 한형구 년대 휴머니즘 비평의 속성

과 그 파장 백철 비평의 원질과 그 지속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논문집 호
면 참조 한형구는 백철의 인간묘사론이란 실상 근대 소설의 방법론적 원론을 제기한데 불과한 그러
니까 소설 이론공부의 한 산물이라 볼 수 있는 성질이 짙 다고 언급하면서 백철의 이시기 비평이 사
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방법론 모색 일환 이자 프로문학의 이념 방법론이 문예근대화의 일반화를 앞
질러 과도하게 추상적 규제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원론적인 휴머니즘론의 제기는 그러니까 그 파
행의 공백지대를 메꾸는 적절한 테마론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었 다고 평가한다 한형구는 이른바 백철
의 중간파적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의 획득이 당시 일본 문단의 동
향과 세계문단의 동향까지 촉수를 높이 세우고 감득하려 한데서 얻어진 저널리즘 비평의 한 일류의 성
과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그가 당시 영문과 출신의 교양적 지식을 획득하고 있었던 사실과 전혀
분리되어 인식될 수 없는 한 요건의 사실이다 이처럼 인간묘사시대 로 열리게 되는 그의 휴머니즘
비평의 개막 양상이란 비평사적 요청의 한 점이지대로서 이루어진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상
당부분 한국 근대문예비평사의 파행적 전개와도 접맥되어 이루어진 성격양상이라 할 수 있다

백철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앞의 글 김팔봉 외편 백철
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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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프루스트의 기억의 탐구 혹은 의식의 흐름 이라는 주지주의적 미학적 방법론

을 신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명칭으로 호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백철이 심리주의적 문학의 존재를 심리적 리얼리즘 혹은 심리적 현실주

의 문학 으로 칭하면서 이것을 리얼리즘의 계승 과 연장선상에서 검토하려는 맥락이

다

백철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의 사용법은 물론 그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서로 다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리얼리즘 심리주의라는

구분법이 아닌 리얼리즘 이라는 용어 속에서 이 두 가지 계통의 문학을 동시적으로 호

명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실질적으로도 백철이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

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에서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라는 큰 범주로서 서구 아방가

르드 계열의 마르셀 프루스트나 영미 주지주의로 분류되는 제임스 조이스 그리고

로렌스나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일본 문단 에서 년 개조 를 시작으로

시현실 시와 시론 등에서 잡지에서 제임스 조이스가 이른바 의식의 흐름 이

라는 방법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백철의 위 언급들은 당시

심리적 리얼리즘이란 개념이 리얼리즘의 오독이 아닌 모더니즘과 거의 분리되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글 김팔봉 외편 백철문학전집 신구문화사 면 백철은 프루스트의 문학적 경향에
대해서 심리적 현실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루스트의 예술 그것에 앞서서 먼저 근대의 거대한
리얼리스트인 발자크와 플로베르등이 주로 그들의 문학적 대상으로 하는 외부적 현실 즉 자연적 현상
과 인간의 외부적 행동과 생활을 취급하고 묘사한데 반하여 프루스트는 그 묘사문학을 반대하면서 사
물을 묘사하는 것 사물의 선과 표면의 부조를 그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문학은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혀실에서 가장 멀어진 문학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루스트의 문학은 과거의 자연주의 문
학 묘사의 문학 외부현실의 문학과는 반대로 심리분석의 문학 내부 현실의 문학 소위 심리적 현실주의
문학 인 것이며 자연주의 작가의 외부대상의 제재 는 프루스트의 작품에서는 대뇌내 의 생활
경험으로 환치되며 플로베르의 세계의 굴종 은 프루스트에 있어서 내부의 굴종 으로 바뀌어진다
말하자면 프루스트의 예술은 대뇌내 의 경험 구체적으로 인상 감각 환상 기억 등의 모든
정신적 생활 등을 통한 심리분석의 문학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은 프루스트의 예술의 이해에 있
어서 우리들의 머리를 좀더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그의 예술내용을 일층 극명하게 규정하면 프루스트의
예술은 그 창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적인 활동 기억의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대 일본의 아방가르드 미학의 수용양상에 대해서는 정유진 년대 그룹 활동으로 본 일본 초현

실주의 미술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면 참조 정유진은 초현실주의 미술은 유럽의 파
리를 중심으로 년 앙드레 브르통이 제 차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움직임이었으
며 일본에서 초현실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서구 문물이 유입되던 일본의 시대적 여건 하에 년대
이후 유럽의 초현실주의 운동이 서구의 대표적인 미술동향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수용한 결과 면 로
설명한다 정유진에 따르면 일본 다다운동은 서구의 전위미술이 수용되는 일환으로 나타났다 당
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나 러시아의 전위미술과 함께 일본에 소개되었으며 면 년대 중 후반부
시기에 이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유진은 초현실주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년경부터였으며 년에 잡지 문예탐미 에 폴 엘뤼아르 년에 시와 시론
에 만 레이와 루이 아라공 앙드레 브르통 등이 소개한 바 있고 또한 미술 쪽에서도 잡지 아트리에
가 년에 샤갈과 피카소 파울 클레 등을 소개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백철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리즘 의 후편 앞의 글 김팔봉 외편 백철
문학전집 면 백철의 초현실주의와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폭넓은 지식들은 년대 중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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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비판적 입장을 논외로 했을 때 신심리주의문학 비판 졸론 근대문학과 리얼

리즘 의 후편 에서 백철의 세계 문학의 흐름에 관한 폭넓은 언급은 의식의 흐름 과

심리주의 라는 문학적 인식론이 당대에 리얼리즘이라는 어떤 변화과정 즉 발전이나

혹은 타락 의 차원에서 접근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백철의 휴머니즘과 인

간묘사론에 내재된 심리주의 리얼리즘 이란 용어사용은 실질적으로 년대 조선문학

이라는 에피스테메적 범주 속에서 주지주의나 심리주의 혹은 모더니즘을 일종의 심리

적 리얼리즘이란 용어로 통칭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다

이러한 심리적 리얼리즘이란 용어의 폭넓은 사용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과 분

리로만 이해된 당대의 문학장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특히

카프 리얼리즘 혹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다른 주지주의

나 모더니즘의 성향을 백철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리얼리즘 이란 용어

로 호명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사실적 재현이나 혹은 계급적 입장이 반영된 리

얼리즘이 아닌 다른 보다 포괄적으로 말해 실질적으로 문학 그 자체의 범주를 지칭한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리얼리즘 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실제로도 백철의 심리주의적 리얼리즘 이나 심리적 현실주의 란 용어는 당대의

년대 문학장에서 쓰였던 리얼리즘 의 개념이 단순히 사실적 재현의 리얼리즘이라는 좁

은 범주로서가 아니라 문학 그 자체를 포괄하는 범주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유의미한 지점이다 이러한 심리주의 리얼리즘 이라는 용어는 당대 모더니즘 계

열의 문학인들에게도 폭넓게 쓰이는 용어였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에 주목

해볼 수 있는 작가는 이효석과 안회남 등이 있다 이들 역시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만 이 용어가 일반적인 맥락에서의 리얼리즘과 다른 의미층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이효석의 경우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 를 진실 성 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은 본고의 관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효석의

용어사용을 염두에 둔다면 그가 리얼리티 혹은 리얼리즘의 개념을 진실 이라는 개념과

연동시켜 사용한다는 점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또한 안회남의 경우 직접적으로 심

일본에서 소개된 논의들을 토대로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백철은 이 글에서 신심리주의 문학파 라는
명칭을 통해 당대 유럽 문학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동시에 최근의 일몬문단에서도 유파
로 되어 있는 신심리주의파의 문학을 수입하고 있는 과정 도 소개한 바 있다 백철에 따르면 년 경
잡지 개조 와 시현실 시와시론 등에서 도이 쿄우치 김기림의 동북제대 유학 당시
지도교수이기도 함 인용자 주 이토오 세에 에 의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와 조이스
의 미학적 방법론인 의식에 흐름 에 대한 글이 발표되었다 백철은 의식의 흐름에 기반한 심리주의
문학이 일본문단에 창작방법으로 대거 적용되었으며 이의 대표적인 작가를 이토오 세에 를 들고
있다 백철은 일본의 신심리주의파는 신흥예술파의 분열의 일부로서 오늘에 와서는 일본 부르조아 문
학의 일부에서 큰 세력을 펼치고 있다 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지은 이효석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면 이지은은 이효석에게 사용된 진실이라는 용어의 용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실은 그
의 문학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로 전 창작시기에 걸쳐 나타난다 진실이 사용된 최초의 용례는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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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주의 리얼리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안회남은

카프 리얼리즘적 비평관에 의해 심리적 리얼리즘을 비판 혹은 말기적 계승 으로 평가

하는 백철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그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사회주의 리

얼리즘의 발전단계를 거쳐 새롭게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서 심리주의 리얼리즘을 제시

한 바 있다

이러한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의 당대적 맥락은 년대 문학장의 리얼리즘

개념이 단순히 사실적 재현이나 계급적 문학을 가리키는 좁은 범주로 사용된 것이 아

니라 백철의 경우처럼 문학 그 자체를 지칭하다고 평가될 만한 측면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것은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인들에게 이것이 문학

적 진실 의 차원에 해당하는 점이다 이는 이른바 주지주의 비평의 최대 이론가들인

김기림과 최재서의 리얼리티와 리얼리즘의 개념을 검토하기 위해 거처야 할 중요한 거

점이기도 하다 특히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인들이 사용하는 리얼리티와 리얼리즘의 개

념이 궁극적으로 문학의 진실이라는 차원과 연동되어 있음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

다

이것을 기연으로 낭만주의 그것에 대한 회의가 최근 새삼스럽게 무럭 자라난다 물론 쉴러나

위고의 그것과 같이 진실에 심히 가까운 낭만주의도 있기는 있으나 총히 낭만주의가 참스러운

문학이 되려면 진실에 절박하려는 노력이 다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리얼리즘이 진실한 문학의 최후의 목적지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리얼리즘에 대해서도

같은정도의 회의를 품고 있다

궁극의 리얼리즘은 벌써 문학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체 문학이 모사가 아니고 표현이라고 하

는 첫 순간부터 벌서 현연 의 리얼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표현은 소재의 구성이요 소재의 구성은 주관의 임위의 소위이기 때문에 소여 의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배열 구성하여 가는 형식과 과정에 이미 작자의 주관이 채색되는 까닭이다 주관의

채색 이것이 벌써 일종 낭만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문학이란 문학되는 순간부터 낭만

적 소질의 운명을 짐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그러나 의연히 리얼리즘의 길은 존

재한다 그러면 결국 최소한도의 낭만인 동시에 최대한도의 리얼의 파악 거기에 문학의 문학다

운 소이가 있지 않을까 즉 훌륭한 표현인 동시에 진실 전체적 급 부분적 에 육박하는 그곳

에 문학의 참된 길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물론 낭만 리얼의 중간의 길과 아울러 순수한 리얼리즘의 길을 더욱 캐보려 하나

돈 이상으로 발전할는지 안 할른지는 오직 그때의 나의 성 과 비위가 결정할 것이

석의 경성제국대학교 졸업 논문이다 이효석은 년 졸업논문 에서 싱의
문학을 진실주의라고 평하면서 를 진실 성 으로 변역한다 이후 이효석 문학의 분수령이라고 평
가된느 년 그는 다시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밝히는데 이는 낭만리알중간의 길 로 요약되며 그
것은 바로 진실의 절박 으로의 길이다 이러한 인식은 더욱 심화되어 년 현대적단편소설의 상모
진실의 탐구와 시의 경지 에서 진실은 소설의 표현 수단이며 동시에 미식을 환기하여 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 설명된다 이러한 지적은 이효석 역시 리얼리즘을 단순히 좁은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실의 문학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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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효석이 구인회 에 가입했을 시기 즈음에 쓰여진 낭만 리얼 중간의 길 은

기존의 평가처럼 단순히 이해가 부족한 혹은 모순된 리얼리즘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

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러한 평가는 이효석이 이야기하는 리얼리즘이 심리주의

리얼리즘 에 해당하는 순수한 리얼리즘 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파

악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글을 독해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가 스스

로 낭만주의 와 리얼리즘 이라는 방법론에 모두 회의를 품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서

그가 지향하고자 하는 문학의 참된 길 이자 순수한 리얼리즘 을 진실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효석은 글을 시작하면서 셰익스피어나 낭만주의를 훌륭한 고담이 될지언정 진실한

문학의 범주에 넣기는 과분 하다고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적 재현의 극치인 궁극

의 리얼리즘은 문학을 상실한다 라고 지적한다 이는 낭만주의로 호명되는 대상에 대한

주관성만으로 그리고 정밀한 사실적 묘사 그 자체로서도 진정한 문학이 될 수 없다는

이효석의 미학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즉 이효석에게 문학의 참된 길 의 핵심은 대

상에 대한 낭만적인 주관적 감상도 혹은 문학이 모사가 아니고 표현이라야 하는 첫

순간부터 벌써 현연 의 리얼을 버리는 궁극의 리얼리즘 도 참된 문학이 될 수

없다 즉 이효석에게 중요한 지점은 문학의 문학다운 소이 즉 최소한 의 주관성과

최대한 의 리얼의 파악이라는 일견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론의 양상이다

이효석은 문학 작품이 근본적으로 텍스트를 구성해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작자의 주

간이 채색 되는 것이기에 문학이란 문학되는 순간부터 낭만적 소질의 운명을 짐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라고 지적한다 이는 문학작품의 구성과 표현 혹은

묘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작가의 주관 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효석 낭만 리얼 중간의 길 조선일보 이나미편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
집 창미사 면
이에 대해서는 현순영 구인회의 활동과 성격 구축 과정 구인회의 성격구축과정 연구 한국

언어문학 호 면 이효석의 이 글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조선일보 에
년 문학 건설 창작의 태도와 실제 라는 제목으로 문인 명이 칼럼을 연재한 것인데 이 칼럼

에는 당시 구인회의 회원이었던 이태준 이무영 이종명 유치진의 글들도 있다 그러나 이효석은 김기
림 박태원 정지용 이상 김기림 이태준 등이 중심이된 구인회 의 활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인원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던 구인회 결성 초반에만 몇 번 참석한 정도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에 대
해서는 조용만 구인회 이야기 년대 문화예술인들 격동기의 문화계 비화 앞의 책
면 참조
엄경희 이효석 평론에 나타난 문학 정체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호 염경희

는 낭만 리얼 중간의 길 에 대해 이 글에는 리얼리즘에 대한 부정과 회의감이 짙게 드러남과 동
시에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중언부언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 또한 역력하게 드러난다 이효석
은 궁극의 리얼리즘은 문학의 상실이라는 극단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최대한도의 리얼 진실 의 파악이
문학의 참된 길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모순된 논지를 한편의 글에 얽어 놓는다 여기에는 분명 리얼
리즘을 전면 비판하지 못하는 심리적 중압갑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
한 평가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는 맥락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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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주관 만으로서는 완벽한 진실을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효석에게

궁극의 참된 문학 으로서의 순수한 리얼리즘 이란 말은 기교적 극치의 궁극의 리얼

리즘 과는 다른 범주 즉 사실적 재현의 맥락을 넘어서는 진실 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만이 근본적인 문학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그가 훌륭한 표현인 동시에 진실 전체적 급 부분적 에 육박하는 그곳에 문학

의 참된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효석의 순수한 리얼리즘 의 개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흔히 모더니

즘이라는 범주에서 생각되는 기교만의 문제이거나 리얼리즘을 모순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가 훌륭한 표현 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 차원에서

의 기교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효석은 이 훌륭한 기교 이상의 것에 문학의 문

학다운 소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즉 훌륭한 표현인 동시에

진실 전체적 급 부분적 에 육박 해야 문학의 참된 길 이 될 수 있다는 이효석의

중간 적 입장은 단순히 양자적 입장의 어정쩡한 종합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실로

서의 순수한 리얼리즘이란 근본적으로 주관적 이지만 그것이 부분 으로 보여질 전체

의 객관적 진실을 담지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효석이 낭만 리얼 중간의 길 을 통해 제시한 진실의 드러냄 이란 개념은 이후

년 뒤인 발표한 설화체와 생활의 발명 창작방법 리아리즘 작가 에서 행문

의 생명 이라는 개념과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낭만 리얼 중간

의 길 에서 제시된 진실과 순수한 리얼리즘 의 개념을 행문 즉 글쓰기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구성이 발명을 살니는 것은 행문의 생명이다 모름즉이 간결하고 비유적이어서 최소의 문자로

이지은 앞의 글 면 이지은은 이효석 이러한 맥락을 리얼리티를 소설의 출발로 삼되 객관적인 실
제 그 자체에 대한 모사가 아니라 리얼리티의 이면에 존재하는 존재와 세계의 생성작용 즉 진실 을
포착하고 표현함으로서 가능하다 고 지적한다

백철 최근 경향과 성의 문학 동아일보 이나미편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
집 면 실제로도 백철이 이효석의 년경 작품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세계적인 신시대의 신
문학의 명제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백철은 이효석의 당시 문
학에 대해 년의 한국문학 세계적인 신문학으로선 소위 인간의 내부의식을 탐색하고 로렌스의 문학
같은 것은 자연주의에 대한 신시대의 문학으로서 직접 내부의식 중의 가장 강렬한 요소로 성의 예
를 추구하여 큰 명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던 시대 효석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써낸 현대적인 새 문학
이었으이라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백철이 이효석론은 이효석이 낭만 리얼 중간의 길 과 설화체
와 생활의 발명 창작방법 리아리즘 작가 론을 쓴 년 년 시기보다 년 뒤인 년에 발표
된 글이다 이 글에서 백철은 이효석의 성 문학과 에로시티즘 의 문학이 정말 신경말단의 저속한 충
동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인간의 내부성의 의식으로서 진실로 건전한 요소인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엄
격하게 분별해서 그제서 새로운 문학의 신선한 한 요소인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새문학의 주제로 취택
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백철은 돈 분녀 등으로 대변되는 이효석의 년대 중반의 성의
미 는 년대 중반의 감자 의 김동인식 자연주의적 작풍과 다르며 분녀 의 행위에는 의식적인
것이 잠재했다가 말로 하는 마술성의 같은 것에 유혹을 느낀다 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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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사실과 감정을 암시하고 표현하여야 한다 굵은 주선 만을 그리고 여백은 관찰하는

사람의 상상에 맷겨두어야 한다 이 고도의 표현에서 비로소 리알리즘 은 시작된다 리알

리즘이 난사 가 아니다 실로 발명과 표현이 난공인 것이다 토 공작을 돌보지 아니하고 리

알리즘을 시위 함은 사다리업시 임금을 따라는 것과 같다 무의미에 가까운 일이다

이효석이 행문의 발명 이라는 즉 문장쓰기 라는 개념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리얼리

즘 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사실적인 재현의 맥락이나 혹은 카프식의 리얼리즘과는 궤

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이효석은 행문 의 생명 즉 고도의 표

현과 암시 를 통해 리얼리즘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효석이 인식하는 리얼리즘 이란 말하자면 사실과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암

시적 기교 와 문장쓰기 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이효석이

모름즉이 간결하고 비유적이어서 최소의 문자로 최대의 사실과 감정을 암시하고 표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행문의 비결은 그가 낭만 리얼 중간의 길 에서 이야기한 순

수한 리얼리즘 의 구체적 실현양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고도의 표현에서

비로소 리알리즘 은 시작 된다는 언급은 바로 이 고도의 표현 을 통해서 행문 의

리얼리즘이 가능한 것이다

이효석에 따른다면 이 행문의 리얼리즘은 대상을 가장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는 모름즉이 간결하고 비유적이어서 최소의 문자로 최대의

사실과 감정을 암시하고 표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효석이 언급하는 행문의 본질적 의미란 단순히 표현과 기교적 몰입으로서만 보

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전혀 새로운 문장의 발명과 표현 을 통해 작가의 사상과 사유

를 암시 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존재한다

요컨대 그가 주장하는 행문의 리얼리즘이란 가장 최소한의 암시와 표현을 통해 작가

자신의 담고자 하는 최대의 사실과 감정 을 드러낼 수 있어야 것이다 이러한 이효석

식 리얼리즘 은 그 자신이 지향하는 문학적 글쓰기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

다 그렇기에 이효석이 리얼리즘이 단지 난사 즉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로 새

로운 발명과 표현이라는 난공 의 문제임을 지적한다는 점은 행문의 리얼리즘이

완전히 새로운 글쓰기와 표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효석의 문장 과 글쓰기에 대한 지적들은 단순히 그가 문학적 표현이나 기교

의 문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이른바 순수 한 리얼리즘 또는

행문의 리얼리즘 개념을 통해 이효석이 진실한 리얼리즘 의 추구라는 그 자신의 작가

적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낭만 리얼 중간의 길 과 설

이효석 설화체와 생활의 발명 창작방법 리아리즘 작가 조선중앙일보 이는
당대 작가들에게 설문을 돌린 글을 모은 것인데 해당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의 창작적 실천
에 잇어 신조 로 하옵시는 방법은 무엇이 오닛가 그리고 최근 이삼년간 말성거리가 되여잇는 리
아리즘 을 귀하의 창작적 체험에 빗최여 여하이 생각하시옵닛가 설문에 참여한 작가는 유치진 안회
남 이효석 이종명 염흥섭 박화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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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와 생활의 발명 창작방법 리아리즘 작가 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이효석이 생

각한 리얼리즘이 표현 혹은 행문과 문장을 통해 가능한 진실의 드러냄이라는 차원에

서 제시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효석에게 사실과 감정을 암시하고 표

현 할 수 있는 행문 적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리얼리즘이란 사다리 없이 사

과를 따려는 것 처럼 무의미에 가까운 일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효석의 이러한 리얼리즘 개념은 당대 년대 모더니즘 문학인들에게 리얼리즘이

사실적인 재현이나 혹은 카프식 이념주의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들이 좁은

리얼리즘이 아닌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리얼리즘 개념을 구축하고 있었음

을 보여준다 당대 모더니즘 계열 문학인들의 이러한 입장은 당대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으로 정확하게 양분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특히 이효석에게 리얼리즘이란 개념이 진실 의 차원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은 이른바

모더니즘 문학인들이 왜 기교와 문학적 테크닉에 몰두했었는지를 정확하게 의미화한다

즉 단순한 기교가 아닌 작가의 사유와 사상을 보여주기 위한 기교인 행문 문장쓰기 이

그들의 지향점이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회남의 심리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언급은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인

들이 이 심리주의 리얼리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도 안회남은 이효석의 설화체와 생활의 발명

창작방법 리아리즘 작가 와 동일한 년에 조선중앙일보 의 설문에 참여했는

데 이때 발표한 글이 바로 심리주의적 리알리즘과 소설가의 소설 이다 이 글을 살

펴보면 안회남은 제임스 조이스와 마르셀 프루스트를 신심리주의 로 일본 신감각파

의 기수였던 요코미츠 리이치 를 심리주의 로 언급하면서 심리주의리알리

즘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안회남이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란

개념을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거쳐 새로운 발전적 단계로서 제

시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 저는 단 한번밧게 리알리즘 을 시험하지 안하엿섯스나 지금에 안저보면 그

외의 모든 방법이 사실은 리알리즘 에 상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긔서 특별히 한

가지만 강조하야 말하고 시픈 것은 재래 의 리알리즘 에 대한 심리주의적리알리즘 이

것입니다 어떠한 작품을 물론하고 그 인물의 행동과 심리는 항상 유기적이고 행동을 떠난 심리

가 업스면 심리를 떠난 행동이 없는 것이겟스나 모든 리알리즘 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언제

나 그것은 행동을 위주로하야 그렷고 가장 심각하다는 떠스토엡흐시키 의 심리묘사 역시 한

개 행동의 설명 내지 합리화를 위한 부응물 로써만 존재하여 잇는 것입니다 한 개의 행

동이 한 개의 심리를 낫코 그 행동의 리알리즘 이 작품에 잇서서 어떠한 현실을 그려낸다면

또한 한 개의 심리가 한 개의 행동을 낫코 그와는 전연 별세계 의 어떠한 현실을

그러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동으로 비롯하야 보는 방법과 모든 것을 심리를 시작으로써 보는 방법 이두가지가

어떠한 현실을 나으려 리알리즘 을 목표로 하여 나아갈 때 그것들은 서로 의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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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리도 잇게되려니와 또한 전연 별개의 성질로 난호아지리라고 밋습니다 문학사적으로 보

아 재래의 뿌르조아 리알리즘 푸로레타리아 리알리즘 쏘시알리스틱 리알리

즘 의 뒤를 이어 현명한 여러 평론가들의 손으로 심리주의리알리즘 이 하로밧비 논의되기를

학수 하야 기대하고 잇습니다

안회남의 심리주의적리알리즘 과 소설가의 소설 창작방법 리알리즘작가 에

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언급은 모든 방법이 사실은 리알리즘 에 상통하는 것 이

라고 언급하면서 그 자신의 생각하는 리얼리즘이란 재래 의 리알리즘 에 대

한 심리주의적리알리즘 이것입니다 라는 부분이다 이는 백철과 이효석과 유사하게

안회남의 리얼리즘이 사실상 심리주의 리얼리즘 으로서 모더니즘 계통으로 판단해야

하는 주지주의나 심리주의 문학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효석이 진실 의 리얼리즘의 개념에 입각해 자신의 문학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안회남 역시 리얼리즘을 단순히 사실적 재현이나 카프식 리얼리즘으로 판단하지 않는

다 이효석이 암시적 묘사 를 통한 사실과 감정의 표현과 암시 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회남이 제시하는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란 행동 과 심리 가 구분되지 않는 것 즉

떠스토엡흐시키 의 심리묘사 역시 한 개 행동의 설명 내지 합리화를 위한 부응물

로써만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안회남의 심리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주장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이 단

순히 표면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인물의 깊은 심리의 양상을 드러

내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안회남이 이야기하는 심리라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개인의 본능적 욕구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맥락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물의 행동과 심리는

항상 유기적 이야 한다는 안회남의 지론은 텍스트에서 구성된 인물의 행동 속에 잠재

안회남 심리주의적리알리즘 과 소설가의 소설 창작방법 리알리즘작가 조선중앙일보

정종현 사적 영역의 대두와 진정한 자기 구축으로서의 소설 안회남의 신변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연구 호 면 정종현은 안회남의 신변소설인 상자 의 나나 황금

과 장미 의 인물들이 하루의 일상을 소요하는 곳은 근대적인 백화점 활동사진관 레스토랑 카페 빠
이며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일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한다 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소비문화가 틈입된 일상 생활을 살고 잇는 작가는 예술가이자 동시에 생활인으로
서의 자신을 지각한다 고 언급한다 즉 소비문화가 틈입한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적 영역을
그려내고 있는 안회남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태도는 진 과 가 의 생활을 구별하는
인식이다 상론했듯이 이러한 태도는 문학의 완성 이전에 인생의 완성이 앞서야 한다는 안회남의 문학
론과 관련된다 문학의 완성에 앞서 생활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현실의 신산하고 가난한 실제
생활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안회남 소설의 인물들의 고민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
는 진정한 진실이란 수사가 의미하듯 일상적이고 사적인 생활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가
실현될 때 진정한 생활로 완성된다 가난하고 음울한 생활을 배면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작가가 구축하
고 있는 자기의 형상은 신산한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생활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의 열망과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모습이다 는 지적은 안회남이 언급하는 심리주의 리얼리즘의 개념을 두고 볼 때 중
요하게 주목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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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심리를 통해 작가의 사상과 사유를 암시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이효석의 행문 개

념을 상기시킨다 즉 인물의 모든 행동은 도프토예프스키처럼 그 인물의 내면적 심리와

연계된 것이며 그 행동의 보여짐 을 통해 독자는 작가가 의도하고 궁극적으로 전달

하려 하는 사유를 암시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안회남의 문학적 인식

인 것이다

따라서 작품 상의 행동과 심리의 상보적인 의존보상 을 통해 안회남의 심리주의 리

얼리즘이 지향하는 바는 단순히 현실적 묘사의 리얼리즘과 무관하게 궁극적으로는 사

실적 재현 이상의 차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작품 속에 제시된 행동을 통해 그

인물의 내면적 깊이인 심리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작품은 전연 별세계 의

어떠한 현실을 그러낼 수 있게 된다 이때 그가 말하는 별세계의 어떠한 현실 이라는

것은 안회남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대상의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가 가 아닌 진

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본다면 안회남이 제시하는 심리주의 리얼리즘은 궁극적으로 진실의 문학이

라는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의미화되는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 심리주의 리얼리즘을

통해 안회남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가 현실에 대한 묘사나 지향이 아닌

현실을 새롭게 혹은 그것을 완전히 다른 세계 로서 인식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인 셈이

다 본장의 후반부에서 박태원을 다루면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안회남의 심리주의 리

얼리즘이란 방법론에 대한 언급은 그가 작가 박태원론 에서 언급한 박태원식 리얼

리즘 의 개념이 사실상 심리주의 리얼리즘의 의미와 동일한 차원에서 쓰였다는 점과도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요컨대 안회남에게 심리적 리얼리즘은 이효석과 유사하게 진실 한 리얼리즘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의미층위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인들에게

리얼리즘 리얼리티의 문제가 진짜와 가짜의 구분 혹은 진실 과 진정한 자기 에 대한

추구였음을 드러낸다 이효석 안회남 등의 여러 언급을 검토해보면서 확인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들의 리얼리즘 혹은 리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

립적 인식 틀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개념이며 그것이 동시에 진정한 문학적 가치와

진정성의 측면인 진실 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당대에 이효석의 행문의 리얼리즘 또는 안회남의 별세계의 리얼리즘 등 각각의 용어

는 다르지만 이것은 모두 진실의 추구라는 의미를 담지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년대 모더니즘 문학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당대 문학장에서 사용된 심리주의 리얼리즘 에 대한 논의들은 단순이 리얼리즘과 모더

니즘의 대립이거나 혹은 리얼리즘 개념의 잘못된 이해로 파악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

한다

오히려 심리적 리얼리즘 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가

모더니즘 문학인들 사이에 일반적인 차원의 리얼리즘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

었다는 당대적 맥락이다 살펴본바 대로 당대 모더니즘 계열 작가들의 리얼리즘과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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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에 대한 논의는 이들이 생각하는 기교 의 문제가 단순히 문학적인 테크닉과 기술

의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심리주의 리얼리즘 이나 진실의 리얼리

티 라는 용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 문학적 기교가 일종의 작가적이고

예술가적인 진정성의 문제와 분명히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본절에서 살펴본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당대적 맥락은 이른바 모

더니즘 문학인들에 있어서 문학의 주체인 예술가적이고 미학적인 인식이 왜 중요했는

가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이들은 현실과 사실에 대한 가짜 적인 혹은 저열한 문학을

넘어서서 깊이 라는 개념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진정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심리주의 리얼리즘이란 용어 속에 내재된 진실 한 리얼리티에 대한 추구는 행문 즉

문학적 기교를 통해 드러날 이들의 작가적 사유와 세계관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당대 모더니즘 문학의 양상은 문학사적 평가처럼 순수예술 이나 기교에 대한 몰두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동시에 본고가 구인회 문학을 통해 의미화하려는 예술가적 산책

자의 면모 즉 예술가적이고 미학적인 주체의 인식과 진정성의 추구가 당대의 리얼리

티 개념 속에 깔려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리얼리즘 논의를 통한 최재서의 현대적 조선문학과 그 방향성

전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년대 모더니즘 문학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심리적

리얼리티의 개념은 당대 모더니즘과 분리되기 어려운 주지주의에서도 동시적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내부적 면모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는 모더니즘 혹은 주지주의라는 두 가지 담론범주의 상관관계가 당대적으로 사실상 분

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들이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라는

용어를 통해 새로운 진실의 문학을 추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다면 심리

적 리얼리즘이란 용어는 지성과 기교로 대변되는 당대 주지주의 문학론의 중심적 이론

가인 최재서에게도 동일하게 확인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에 관해 주목할 수 있는 당대비평의 중심적 논의로서 당시 주지주의 문학론의 중심

에 있었던 최재서가 이상과 박태원을 일컬어 왜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전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심리적 리얼리즘이란 용

어의 모더니즘 문학인들의 폭넓은 사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최재서의 리얼리즘 개념이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리얼리즘의 확

대 와 심화 라는 개념이 이른바 좁은 차원의 리얼리즘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

적 리얼리즘 즉 미학적으로 구성된 객관 의 차원과 진실의 리얼리티를 의미한다는 점

을 검토하는 것이다 당대에 구인회 구성원들을 제외하고 가장 깊이있는 이론적 논

의를 보여주었던 최재서의 리얼리즘과 리얼리티에 대한 검토는 년대 모더니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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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깊이를 살피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제일 것이다

본절은 데포르마시옹으로 대변되는 구인회 의 문학적 기교와 지성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를 통해 최재서

의 리얼리즘 리얼리티에 대한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당대에 뛰어난 문학이론가

로 명성을 날렸던 최재서가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한 영문학적 배경을 통해 그의 문학

적 소양을 쌓았다는 점은 굳이 제론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재서 역시 그의

등단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리얼리즘의 개념을 이효석이나 안회남과 유사하게 광의 의

차원에서 사용해왔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러한 최재서의 리얼리티와 리얼리즘에 대한 인식은 그가 문단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년 현대 주지주의 문학이론 과 비평과 과학 에 이어 발표한 문학발

견시대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앞선 두 글이 흄

엘리엇 허버트 리드 리차즈 등 영미 모더니즘과 주지주의 문학에 대한 적극적 소

개의 성격에 가깝다면 문학발견시대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 는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적 형식을 통해 최재서 본인의 문학적 입장과 방법이 당대의 조선문단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재서가 문학발견시대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 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한계성

을 지적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순정한 리얼리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새로운 리얼리즘의 추구라는 맥락 이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앞서 논의해왔던 백철과 이효석 안회남의 진실의 리얼리즘 리얼리티의 개념

과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년대에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 그러면 반대하시는 리알리즘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엇더한것입니까

비 요새 흔히말하는 사회적리아리즘일세

학 그것은 어떠한 리아리즘이며 또 엇재서 반대하십닛가

비 사회적 리아리즘은 위선몹시 주관적이고 둘재로 편하하고 셋재로 인위적일세 사회적

리알리스트는 사회에대한 일정한 이론체계를갖이고 그입장에서 사회를 전망하네 그리

고그는 관찰한바를 자기주장에맛도록 재조직하네 그들에게있어선 학설이 인생을위하

야 존재치않고 인생이 학설을위하야 존재하는셈일세

대체로 그들은 사회적 정치적의도를갖이고 사회를 보네 그들의 리아리쯤이 주관적

인 것은 이까닭일세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이론체계로써 설명할수없는현살을 전연도

외시하거나 그러치않으면 반동적이라하야 욕설하네 문학에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개탄

할만한 유견 잘못된 견해 인용자 주 이고 독단일세 일국의문학의성장을 해치

는중에도 이같이 우심 더욱 심함 인용자 주 한 것은 없을것일세

따라서 그들은 사실적이라하면서도 종국에있어선 인생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죄를

최재서 현대 주지주의 문학이론 조선일보
최재서 비평과 과학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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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게되네 같은 리아리즘이란 명칭을 갖이면서도 악가 내가 말한 것과 이것과는 몹

시 틀리네 따라서 이 두리아리즘가운데 어느것이 우세하야 지느냐함에따라서 조선문

학의 장래는 결정되라고 생각하네

학 그러면 악가 말씀하신 문학발견시대와 이 순정 한 리아리즘사이엔 어떠한필연관

계가 있습닛가

비 그거야 잇지 않은가 문학발견시대란 작가가 임이탕진하야 학갈 고갈 물이

마름 인용자 주 한 개성을 억지로 과장하여 표현하랴고애쓰지않고 사회로튀어나가서

민중의 정신과 의욕과 예지를 발견하랴고 애쓰는 시대를 말함일세 그렇게하려면 작

가가 주관적능태를버리고 편견과독단을 떠나서 민중을보고 민중의소리를 들을필요가

있지않은가

최재서의 문학발견시대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 를 독해함에 있어서 우선 주의를

끄는 것은 그가 순정한 리얼리즘 을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대비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는 점이며 그 두 번째는 순정한 리얼리즘 의 주체를 민중 이라는 개념으로 호명한다

는 것이다

우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그에게 민중의 개념이 어떠한 의미층위를 갖는가이다 일

견 카프 리얼리즘식 계급투쟁의 주체인 민중계급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최재서의 민중 개념은 그 자신이 사회주의리얼리즘의 교조적 성향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회적 모순을 향한 투쟁적 주체로서 의미화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실례로도 최재서는 년 발표한 오올다스 학쓰레이론 현대풍자정신발

로 에서 민중을 영국중류계급 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위의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최재서에게 민중이란 개념은 단순히 계급적 각성의 대상

이 되는 리얼리즘식 민중이 아닌 일종의 보편적 실재로서 제시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주목할 수 있다 최재서에게 민중 이라는 개념은 작가의 주관 외부에 실재하는 실재

라는 점에서 그리고 특정 시대의 보편성을 내세울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의 담지자 보편적 실재 로 간주 된다는 논의를 참고해 본다면 그가 왜 민중의

정신과 의욕과 예지를 발견 할 수 있는 순정한 리얼리즘 을 강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최재서에게 민중이란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을 창출해낼 혹은 그것이 지

향해야 할 보편적인 실재 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최재서 문학발견시대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 조선일보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면

최재서 오올다스 학쓰레이론 현대풍자정신발로 조선일보 이들은 올더스 헉슬
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현대영국문학에서 대표적작가를 골르라하면 대부분사람이 오올다스

학쓰레이를 들것이다 그는 통속적흥미를 제공하야서대중의 를 밧는다든가 혹은 위대한이상을
걸어서 사회의 존경을밧는다는가 하는 의미에잇서서기만이라 민중 여기서의 민중이함은 영국중류계급
의말이다 외 과 독선 을 폭로 하고 풍자함으로서 도리혀그들은 절망에표현을준다는 의미
에있어서 대표적작가이다

이진형 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이론 임화 최재서 김남천의 소설 장르 논의 소명출
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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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재서가 이 글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 주장하는 사실성의 문제를 왜곡 이라

고 강하게 비판한다는 점은 주목될만한 양상을 지닌다 그에 따른다면 사회적리알리스

트는 사회에대한 일정한 이론체계를갖이고 그입장에서 사회를 전망하네 그리고그는 관

찰한바를 자기주장에맛도록 재조직 하는 오류를 범할 뿐이다 이는 정치적 의도 로서

현실을 자신의 이론적 체계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려는 태도 그 자체가 이미 주관적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적이라하면서도 종국에있어선 인생을 인

위적으로 왜곡하는죄를 범 하는 같은 리아리즘이란 명칭을 갖이면서도 악가 내가 말

한 것과 이것과는 몹시 틀 리다는 지적은 그의 리얼리즘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기 위해

중요하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최재서가 추구하는 리얼리즘 은 왜곡을 조장할 뿐인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무관하다 그가 언급하려는 순정의 리얼리즘 은 민중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실재로서의

현실을 가장 깊이있게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얼리즘 이자 문학인 셈이

다 그에 따른다면 새로운 조선문학의 지향점 즉 문학발견시대란 작가가 임이탕진하

야 학갈 고갈 물이 마름 인용자 주 한 개성을 억지로 과장하여 표현하랴고애쓰

지않고 사회로튀어나가서 민중의 정신과 의욕과 예지를 발견하랴고 애쓰는 시대 로서

만 가능하다 이를 가능케하는 순정의 리얼리즘이 새로운 조선문학의 나아갈 바이다

최재서는 이 두리아리즘가운데 어느것이 우세하야 지느냐함에따라서 조선문학의 장래

는 결정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순정의 리얼리즘 의 개념이 항후 새로운 문학

이자 리얼리즘의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최재서가 언급하고 있는 순정의 리얼리즘 이란 개념 혹은 보편적 실재라는

층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최재서가 문학발견시대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 에서 언급하는 문학

발견과 기록 의 시대라는 개념은 최재서식 리얼리즘의 층위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최재서는 학생 으로 설정된 인물을 세기식 성향인 경건한 태도로 외국의 고전문학

을 추구하는 청년들 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학의 발견과 기록시대 로서의

순정의 리얼리즘 을 언급한다

학 여기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구별한다는것은 좀유치한것갓지만 여하튼 나는 그들의

내용에 있어 만은불만을갖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내용을 포용한그들의창조적천재

표현과 재능에 대하얀 엇던시대 엇던인종이보아도 숭배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그들의 창조력을 찬미하면서도 그들의창작내용을슬혀한다는것은 매우 대학강의식이

지만 그러나 군이말하고자 하는바는 이해할수잇네 여하튼 창조와표현을 자네는 문학

의 금과옥 조로 신봉하고있지

학 암 그러타말고요 창조와 표현이없는곳에 무슨문학이 있겠습니까

비 그점일세 명일의조선문학을 건설하랴고하는사람들이 생각지안어선 아니될것은 하필

조선에한한문제는 아니지만 문학의 창조와 표현시대는 지나가고 문학의 발견과 기록

시대가 도래오네 이것은 세계에 두 번째 오는 루네상스 문학부흥 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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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그러면 요새 일본내지서 떠드는 문예부흥이 즉그것입니까

비 그건 잡지사의 판매정책에서나온 일광고술 에지나지못하지만 그러타고 시대

의추세를잘포착한공로가 없는건안야 하여튼세계각국에서 여러 가지형식으로 조고마한

루네쌍스가 만이 생길줄로아네 그기로 그것이 모도다 세계제이루네상쓰의 발현이라고

보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하네

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연은 결코 인생의 벗이안이라 흉악하고 잔인한적임을 인

간은 무한한발전은 고사하고 유한한 발달조차 위대한노력을 요함을 또 인간성은 종국

에있어서는 악 이라함을 그후또다시 깨닫게되었네 완성하리라보이든인간이 결국은

십구세기말에 떼카단아 가되고 선이라보이든 개성이 이십세기초두엔 종국 략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까 낭만시대에대한 우리의꿈이 아모리달콤하고 애닮다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던저바리지않을수없네 여기서 제이루네상스가생겨날기운이 도네

최재서는 명일의조선문학을 건설하랴고하는사람들이 생각지안어선 아니될것은 하필

조선에한한문제는 아니지만 문학의 창조와 표현시대는 지나가고 문학의 발견과 기록시

대가 도래오네 이것은 세계에 두 번째 오는 루네상스 문학부흥 에 있음을 강조한다

글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최재서가 주장하는 순정의 리얼리즘 이란 바로 문학의

발견과 기록시대 의 층위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재서가 주장하는 보

편적 실재로서 민중의 정신과 의욕과 예지를 발견 할 수 있는 순정한 리얼리즘 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재서가 작가가 주관적능태를버리고 편견과독단을 떠나서 민중을보고 민중의소리를

들을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 바는 당대의 현실 이라는 객관적 실재 를 파악하는 새로운

순정의 리얼리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최재서의 미학적 입장에 흄으로 대

변되는 현대 영미문학과 주지주의적 개념에 입각해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당

대를 객관적 으로 본다는 것이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재현이나 현실의 명료한

반영의 차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있다 즉 최재서가 언급하는 순정한 리얼리즘 으로

서의 제 의 르네상스란 당대적 지성의 맥락에서 문학과 현실을 사유 하는 층위에 해당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인간성을 악 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세기에 벌어진 세계대전 등을 예로 들면서

낭만주의적 인간상 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지

닌다 즉 주관을 버려야 한다는 최재서의 언급처럼 객관 의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일

반적으로 이해되어온 합리적인 이성의 층위 즉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적 인식과 그

궤를 달리한다 그가 말하는 객관 이란 결국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처럼 당대와 시대를

자신의 주관적 이념으로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대한 지성적 사유 를 통해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고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지성적 방법의 차원을 지

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대화상대인 학생이 제시하는 창조와표현이 금과옥조인 문

최재서 문학발견시대 학생과 비평가의 대화 조선일보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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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즉 과거의 낭만주의적 문학풍토를 거부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한 낭만적 태도를

숭배하는 학생의 생각 역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이지 못하기에 당

대의 실재로서의 진실 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최재서가 문학 발견과 기록의 시대 로 지칭한 순정의 리얼리즘 혹은 보편적

실재로서의 민중에 대한 미학적 인식과 판단의 문제는 그가 언급하는 객관 혹은 순

정의 리얼리즘 의 맥락이 결코 단순한 개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주지주의에 입각

한 최재서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현실을 주관에 의한 왜곡없이 인지한

다는 객관 의 개념은 오히려 당대를 지성적 으로 오류 없이 인식하고 판단하고 사유한

다는 현대적 문학 의 역할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그것은 낭만주의나 개인의 감정 분출

등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당대의 보편적이고 깊이있는 진실 에 대

한 발견과 기록의 문학이자 순정한 리얼리즘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정의 리얼리즘 에 대한 인식은 올더스 헉슬리에 대한 최재서의 이론적 논의

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최재서 평론집 에 실린 비평가로서의

헉슬리 영문학평론 나 사상가로서의 학슬리 영문학평론 학슬리 포인

트 카운터포인트 인문평론 학슬리의 풍자소설 개조

등에서 보여진다 특히 위 글들에서 최재서는 올더스 헉슬리를 관념소설 혹은

심리적 리얼리즘 이라고 호칭하는 점은 그가 비평활동 초기부터 제시하고 있는 순정

의 리얼리즘 의 층위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비평가로서의 학슬리는 그 출발점을 심리적 사실에 둔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유일

한 사실은 심리적 사실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다른 사실보다 더 사

실이라는 법은 없다 우리들의 심리적 사실은 모두 동등하게 사실이다 라고도 말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리알리즘은 필연적으로 스켑티시즘으로 인도힌다 혹은 스켑티시즘이 그로 하

여금 심리적 리얼리즘을 채용하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른지 모른다

최재서가 제시하는 순정의 리얼리즘과 관련되어 비평가로서의 헉슬리 에서

주목되는 바는 현실 또는 사실과 구분되는 심리적 사실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가 헉슬리의 하나의 사실이 다른 사실보다 더 사실이라는 법은 없다 우

리의 심리적 사실은 모두 동등하게 사실이다 라는 언급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

노민혜 해방후 최재서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면 노민혜는 최
재서의 리얼의 맥락을 고려할 때 사실이나 현실이 아닌 실재 더 나아가 진실에까지 올라설 수
있음을 의미 면 한다고 언급하면서 년대 문단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임화 김남천 등과
동료 비평가들과 구별되는 최재서의 리얼 개념은 리얼리티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성하지
않은 채 협소한 시각에서만 전개되는 당대의 리얼리즘 논의에 대한 최재서의 불만을 잘 보여준다 고
지적한다
최재서 비평가로서의 학슬리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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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사실이라는 개념의 의미층위를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최재서가 제시한 순정의 리얼리즘 이란 사실상 심리적 리얼리즘의 개념과 연동되어

해석될 수 있다 즉 심리적 사실 에 대한 최재서의 이론적 입장은 그가 제시하는 객

관 으로서의 리얼리티 또는 심리적 리얼리즘에 대한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용어사용

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해석되기 어렵다 우리의 심리적 사실은 모두 동등하게 사실

이다 라는 헉슬리의 언급을 인용하는 최재서의 이론적 입장은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성

과 다른 차원에서 심리적 사실 이라는 개념이 당대 모더니즘 논자들이 보여준 리얼리

티 리얼리즘 논의의 핵심적 양상과 관계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요컨대 최재서에게 심

리적 사실 이란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성 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다 우위에 있는 진실과 실재에 대한 추구 개념에 해당

한다 왜냐하면 스켑티시즘 회의주의 인용자 주 를 토대로 한 심리적

리얼리즘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나 주관을 반영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시대와 현실에 대

한 지성적 사유의 문제가 내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는 관념소설이라는 말을 이따금씩 듣게 된다 대게는 아무런 개념규정도 없이

혹은 혼동된 의미에서 쓰여지는 모양이나 좌우간 그러한 것이 이십세기의 독특한 문학적 산물로

서 일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그 방향의 대표작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슬리의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 연애대위법 년작 인용자 주 를 재료로 관념소

설의 의도와 방법 그리고 그 사회적 의의까지라도 살펴보려 한다

그런대 대전 차 세계대전 인용자 주 을 전후하여 특히 대전후 십년동안 대두한 관념소설은 위

선 그 의도에 있어서 어떤 사상을 옹호하거나 혹은 배격하려는 그러한 문학은 아니다 그것은 현

대에 생동하는 모든 관념을 끌어다가 그 발생과 발전과 충돌과 변모의 모든 상을 전시하면서 현

대라는 한 거대한 대상을 그 지적 면에서 재현하려는 것이다

심리적 리아리즘에서 출발하여 모든 인간적 사상 을 비판적 회의적으로 보는 학슬리는 관

념에 대하여서도 이상주의적인 사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관념을 추상적으로 미화한다든가 더군

다나 우상화하여 숭배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올더스 헉슬리에 대한 최재서의 학슬리 포인트 카운터포인트 는 최재서가

회의주의 나 관념소설 등으로 언급하고 있는 심리적 리얼리즘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다 이때 주목되는 최재서의 용어는 바로 당대

에 아무런 개념규정이나 혼동된 의미에서 쓰여지는 세기의 독특한 문학적 산물 인

관념소설 이란 개념일 것이다 이는 그의 이론적 바탕인 주지주의적 입장과 지성 의

강조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더스 헉슬리를 통해 관념소설 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려는 글의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본다면 최재서에게 심리적 리얼리즘 과 관념소설 은 이상주의적 사고

최재서 학슬리 포인트 카운터포인트 인문평론 최재서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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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종의 낭만주의적 감수성과는 무관한 것임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관

념을 추상적으로 미화한다든가 더군다나 우상화하여 숭배한다는 것 과 무관한 심리적

리얼리즘은 최재서의 말처럼 모든 인간적 사상 을 비판적 회의적으로 보는 지성

적 사유에 의해서 가능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그가 풍자문학론 에서 지속적으로 강

조했고 최재서 문학의 핵심으로 이야기되어온 지성 과 모랄 에 대한 사유는 단순히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만으로 파악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최재서에게 문학발

견과 기록의 시대 로 지칭된 제 의 르네상스 즉 순정한 리얼리즘 으로서의 지성적 이

고 현대적 인 문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최재서가 제시하는 심리적 리얼리즘 또는 관념소설 의 핵심적 층위는 지

성적 사유로서 가능할 현대에 대한 새로운 지적 사고 의 문제에 있다 오해하기 쉬운

측면이지만 당대 모더니즘 논자들이 사용한 심리적 리얼리즘 은 단순히 개인이 가진

감정의 표출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것이 진실 이라는 범주 속에서 논의되어다는 점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다 이러한 심리적 리얼리즘에 대한 양상들을 염두에 둔다면 최재

서 역시 당대 모더니즘 문학인들의 고민과 유사한 맥락에서 현실 을 어떻게 새롭게 재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다 즉 최재서

가 객관성 이라는 용어로 지칭했던 것은 김기림이 제시한 객관세계에 대한 시의 관

계 에서 김기림이 로맨티시즘 이후의 근대시의 발전단계 의 가장 최상위로 객

관성 을 제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이론적 입장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들에

게 객관성이란 사실적인 것이거나 혹은 합리적 이상의 맥락을 넘어선 예술적이고 미학

적인 지성적 사유와 인식의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재서가 제시한 객관성의 문제이자 순정의 리얼리즘 이 가진 최대의 목표란

현대에 생동하는 모든 관념을 끌어다가 그 발생과 발전과 충돌과 변모의 모든 상을

전시하면서 현대라는 한 거대한 대상을 그 지적 면에서 재현하려는 것 에 핵심에 있다

는 점은 핵심적인 맥락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낭만주의의 경우

처럼 대상에 대한 왜곡 된 주관적 태도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하게 강조되

김기림 객관세계에 대한 시의 관계 예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은 이 글에서 객관주의적 시에의 방향성 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의 시는 영탄이나 감흥이나 에
스프리 의 발화나 이미지 의 화려에만 만족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사람의 사고의 조직에 관련하며
또한 문명의 인식과 비판에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김기림의 객관성에 대한 언급
은 시인자신의 감흥이나 인상의 무질서한 일부분이나 연장이 아니고 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별개의
가치의 세계로 독립하여 그 자체의 질서를 질서로서 가질 것 이라는 미학적 입장에서 확인된다 즉 김
기림의 객관성이란 최재서와 유사하게 지성에 입각한 미학적인 사유와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문명과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가능한 것이다 이른바 김기림의 질서와 과학적 입장에 대
한 강조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김기림 포에시 와 모더니티 시의 모더니티 신동아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이러한 객관에 대한 강조는 그가 년전 구인회 를 구성했을 무렵에 발표한 포에시
와 모더니티 시의 모더니티 에서도 동일하게 파악된다 김기림은 이 글에서 과거의 시와 새로
운 현대적인 시를 구분하면서 정의와 지성의 종합 즉물적 구성적 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객관
적 이란 키워드를 동시적으로 제시한다



- 107 -

어야 하는 것은 최재서의 객관 이 지성과 인식과 사유의 층위에서 바라본 현실 의 가

장 깊이있는 본질적 차원을 드러내어 줄 수 있는 미학적 방법론이자 토대 로서 기능한

다는 것이다 즉 초기의 최재서가 순정의 리얼리즘 이라는 개념을 통한 발견과 기록

을 제시했던 것과 풍자문학론 에서 나타난 지성의 현대적 사명 에 대한 강조는

사실상 일관된 그의 객관적 인 미학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 셈이 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최재서의 객관 과 지성 또는 현대적인 문학 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다면 당대 최재서의 비평활동에서 사용된 리얼리티 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왜 진실

이라는 것을 지향했으며 또한 객관적 으로 구성된 미학적인 것을 리얼리티 리얼리즘

으로 지칭했는지가 명확해진다 초기 비평에서 최재서는 현실성 이라는 개념보다 실

재성 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현실성에는 비속한 것이라는 수사가 동반되었다 이

는 기존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자들의 용어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임을 물론 그에 대

한 비판의 의미도 담고 있 다는 점 역시 중요하지만 최재서의 리얼리티와 리얼리즘

의 개념이 카프문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최재

서가 실재 나 객관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헉슬리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한 관념소설 이

나 심리적 리얼리즘 의 맥락처럼 현대적 지성 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되지 못해왔던 것이다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사용되었던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의 맥락을 통해 본다

면 최재서가 왜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이상과 박태원의 모더니즘 문학을 가리켜 리얼리즘 리얼리티의 개념으로 해명하고 있

는지가 명확해진다 이는 앞서 검토한 최재서의 일관된 지성에 대한 감각 즉 심리적

리얼리즘 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작품은 그 취재 에있어 판이하다 천변풍경 은 도회의 일각에움즉이고있는 세태인

정을 그렸고 날개 는 고도로 지식화한 소피스트의 주관세계를 그렸다 그러나 관찰의 태도와

밋묘사의 수법에 있어서 이 두작품은 공통되는특색을 갖이고 있다 즉 그들은 될수있는대로 주관

을 떠나서 대상을보랴고하였다 그결과는 박씨는 객관적태도로써 객관을 보았고 이씨는 객관적

최재서 풍자문학론 조선일보 최재서 최재서 평론집 앞의 책 면 최재
서는 자기풍자는 무엇보다도 현대의 산물이다 전대엔 생겨날 수 없었던 현대의 독특한 예술형식 이라
고 지적하면서 현대에 대해 현대인이 느끼는 절망과 무가치함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풍자와 우울이
라고 언급한다 즉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그 실망을 해부하여 그 허무를
폭로하고 아울러 그 무가치를 냉소할 지성을 가졌다면 그는 아직도 그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 것이다
현대인은 이 지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갈망 하는 풍자의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현대적인 지성과 예술의
형식으로서 풍자를 파악하고 있는 최재서의 미학적 입장을 보여준다 풍자를 통한 최재서의 현대적
지성에 대한 언급은 그가 제시하는 풍자의 방법론이 단순히 현실을 비판하는 차원이 아닌 현대라는 세
계 그 자체의 근본적 무의미성을 통렬하게 공박하는 지성의 가치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최재서는 인생에 대한 풍자가 현대인에게 움직일 수 없는 실재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
서 자기풍자의 문학은 현대적 사명과 아울러 매력을 가지고 있다 고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대의 임화나 김남천과 최재서의 이론적 차이에 대에서는 이양숙 한국 근대문예비평의 논리
앞의 책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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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서 주관을 보았다 이것은 현대세계문학의 이대경향 리아리즘의확대와 리아리즘의심화를

어느정도까지 대표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대단히 흥미있는 문제를 제공한다

전술했다시피 최재서의 객관 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현실을 사실적으로 인식한다는 개

념으로 파악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태도로서 객관을 본 박태원과 객관적

태도로서 주관을 본 이상의 예술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 객관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

다는 최재서의 판단은 그 취재에 있어 판이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실 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공통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재서가 이야기하

는 현실에 대한 관찰의 태도와 밋묘사의 수법 이 어떠한 객관성을 담지하는 가의 문

제일 것이다

박씨는 객관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씨는 주관을 객관적으로 보았다는 말은 독자에게 기이한 감

을 줄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자연현상을 감상적으로밖에볼줄 모르는 이류시인이 있는것

과 동시에 자기자신의 심리작용을 과학적으로 물론 상대적인말이지만 관찰할수 있는 심리학자

가있음을생각하면 이말은 결코 일편의 궤변이아님을 알것이다 어더한 특수한필요이외에 주관세

계와 객관세계의 구별을 말살함은 문학비평에있어서 위험한짓이다 그러나 작가가 주관세계를

재료로쓰면 주관적이고 객관세계를 취재하면 객관적이라는 소박한논법을 우리는무엇보다도 먼저

폐기치않으면아니될것이다 그러고 객관적재료를 쓰는작가는 다만 그한가지이유로써 주관적재료

를 쓰는작가보다 월등한 대우를받게되는 현대의 경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소박한 윤리적편견

을 미워하지 않을수없다 소설가가 예술인인 이상 그에게있어 주관세계와 객관세계새에 가치의

우열은 없을것이다 다만 작가의 유전 이라든가 교양의힘에 지배되여 한작가가 똑같은 친밀

성을 갖이고 두세계에 대같이 접근할수없는 사실만은 막무가내다

최재서 스스로 객관 이라는 말이 독자들에게 기이한 감을 줄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면

서 자신의 말뜻이 궤변 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본고의 관점

상 유의미하다 이는 그자신의 언급처럼 그가 사용하는 객관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

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재서가 언급하고 있는 지성적 객

관 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과 대비되는 감상성 의 차원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일반적인 리얼리즘식 객관 의 개념이다

특히 그가 감상성 의 차원을 모든 자연현상을 감상적으로밖에볼줄 모르는 이류시인

과 같은 것으로 폄하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즉 감상적인 태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행한 왜곡 의 층위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객관

적 태도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최재서나 혹은 김기림 등이 항시 낭만주의적인 감상

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요컨대 최재서가 비판하는 낭만주의

최재서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문학과 지성 인문사
면

위의 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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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관 의 개념이란 지성적이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감상적 인 태도로서 세계를 대하

는 이류시인들 의 행태이며 보편적 실재로서의 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목되는 논의는 작가가 주관세계를 재료로쓰면 주관적이고 객관세계를

취재하면 객관적이라는 소박한논법 즉 객관적재료를 쓰는작가는 다만 그한가지이유

로써 주관적재료를 쓰는작가보다 월등한 대우를받게되는 현대의 경향 에 대한 최재서

의 비판적 태도이다 이때 그가 비판하는 소박한 현대적 경향이란 바로 현실을 있는 그

대로 반영하는 리얼리즘식 객관의 층위라고 판단된다 즉 최재서가 생각하는 리얼리즘

과 객관 혹은 미학과 예술로서의 문학이란 객관세계와 주관세계 사이의 가치의 우

열 즉 심리적 사실을 통해 드러나는 현대의 본질적인 면모이다 그렇기에 주관적재

료를 쓰는 작가보다 월등한 대우를받게되는 현대의 경향 이란 최재서에게 비판의 대상

이자 소박한 편견 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최재서의 비판적 입론은 박태원과 이상을 가리켜 객관 을 언급한 것이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전술했던 심리적 리얼리즘 에 대

한 최재서의 인식을 토대로 볼 때 그가 강조하는 소설가로서의 예술가 인 박태원과

이상의 심리적 리얼리티란 교양 으로서의 객관 혹은 지성적 이고 현대적 인 태도로

현대라는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미학적 인식의 층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예술가에향하야 이두세계 외향세계와 내향세계에 대한 지향 인용자 주 중 하나를 취하

라고 명령할수는없다 예술가는 선천적으로 그정신이지향되여있고 또그의예술의동기는 이지향가

운데서만생겨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술가에게향하야 성실을요구할자격은있다 외부세계이거나 내부세계거나 그것

을 진실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표현하라고 이것은 즉 예술가에대하야 객관적태도와 리아리즘을

요구하는데에 부외하다 예술의리아리티는 외부세계 혹은 내부세계에만 한해있는 것이 아니다

그어느것이나 객관적태도로서 관찰하는데 리아리티는 생겨난다

문제는 재료에있는것이아니라 보는눈에있다 주관의막을가린 눈을갖이고보느냐 아모막도없는

맑은눈을갖이고보느냐하는데서 예술의성격은 규정된다 막을 가리지않은 맑은눈 이란말에 논

쟁은 집중될것이다 키네마에있어서의 캐매라의존재 이문제에대하야 우리에게 적지않은 서광을

던져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의 눈이 캐메라적존재가되랴고하는노력과 밋그노력이 어느정도

까지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현대문학에서 얼마던지구할수 있다

최재서가 인간의 심리형태를 외적세계 와 내적세계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

는 중간타잎 으로 구분하면서 이 중간타잎이 숫로 보아최대하나 그 생활형태가 평범

하여서 우리의흥미를 끌지 않는다 고 지적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재서에 따른다

면 소설가인 예술가 에게 중요한 것은 다수성 이자 평범함 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재

서가 평범이 아닌 극단 을 강조하는 이유는 외적세계 이든 내적세계 이든 평범함과 무

위의 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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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극단한 예 가 바로 예술가이자 소설가의 정신이자 그 예술의 동기 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평범한 것이 아닌 심리적 세계 란 지성 즉 인식적인 사유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소재 를 가지고 예술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최재서가 예

술가에게향하야 성실을요구할자격 으로서 논의하는 것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최

재서에게 있어서의 객관 즉 관찰 이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통해 진실 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문제는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 에 있는 것이며 예술의 리얼리티란 외부 세계 혹은 내부

세계에만 한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느 것이나 객관적 태도로써 관찰하는데서 리

얼리티는 생겨난다 고 언급할 수 있다 최재서는 이를 눈 혹은 카메라 의 개념을 통

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효석이 미학적 가치가 있는 행문의 리얼리티를 진실이라는 맥락으로서 언급하는 것

이나 안회남이 현실과 전연 다른 리얼리티 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했던 심리적 리얼

리즘의 문제와 유사하게 최재서 역시 리얼리티를 보는 눈 에 의해 미학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범주 하에서 사용한다 이러한 심리적 리얼리티에 대한 당대적 맥락은 최재서

가 제시하는 리얼리티가 지성적 행위 로서의 객관적 관찰 의 문제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드러낸다 즉 최재서가 언급하는 객관적태도로서 관찰하는데 리아리티 란 현

실을 지성적 으로 파악하여 그 속에 감춰진 실재와 본질을 지성적으로 새롭게 인식하

고 사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재서는 예술가인 소설가에게 요구되어야 하는 일차적인 성실성이란 진실

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표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현대와

세계에 대한 진실한 관찰과 정확한 표현 이란 성실함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즉

평범함이 아닌 극단 을 지향하는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현실의 표피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객관적 지성과 리얼리티를 통해 새롭게 인식될 현실의 실재 와 진

실의 차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최재서는 주관의막을가린 눈을갖이고보느냐 아모막도없는 맑은눈을갖

이고보느냐하는데서 예술의성격은 규정된다 고 언급하면서 객관적 리얼리티 를 실현

할 수 있는 카메라의 눈 을 모더니즘의 핵심적 측면인 기교 의 문제로서 설명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소설가는 케머라적기능에있어서 캐메라를 따르지못할지니 그반면에 캐메라가 갖일수없는기능을

갖이고 있다 즉 소설가는 캐메라인 동시에 이캐메라를 조종하는 감독자일 수 있다 소설가는 캐

메라적활동에있어 거지반완전히 개인적인편차를 초월할수있으나 그감독자적 활동에있어선 주관

의습관성을 떠날 수 없고 또 떠날필요도없다 캐메라를 어떠한장면으로향하고 또어떤질서를 갖

이고 이동하느냐하는 것은 결국 개성이 결정할것이고 또 그 결정이 개성에 의거하였다는데에 예

술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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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의 미학적 기반인 주지주의 혹은 영미 모더니즘 시학은 시가 인간의 실존적

세계와 구체적 사물에 대한 통찰 즉 진리를 형상화 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

면 그가 카메라 의 눈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관찰이란 단순히 현실에 대한 치밀한 묘

사 혹은 합리적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한다는 점으로 검토되기 어렵다 모더니즘 혹은

주지주의의 문학적 기교 즉 최재서가 제시하는 소설가의 카메라적 활동 은 결코 단순

히 특이한 묘사나 문학적 기술의 차원이라는 기교 자체를 위한 기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진실의 드러냄과 현실의 본질적 파악이라는 객관의 리얼리티 차원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재서가 이를 감독자 의 역할로서 설명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위 글에 따른다면 소설가의 기교이자 카메라적 기교는 카메라인 동시에 이 카메라를

조종하는 감독자 의 역할을 통해 의미화된다 즉 소설가의 카메라적 기교 는 완전히

개인적인 편차를 초월할 수 있 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뛰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의 뛰어남은 작가의 의도이자 예술적인 사유인 감독자적 활동에 있어선 주관의

습성을 떠날 수 없고 또 떠날필요도없다 그렇기에 최재서가 제시하는 뛰어난 예술로

서의 막을 가리지않은 맑은눈 이란 단순히 작가 자신의 심리적 주관성을 배제한

다는 의미로 검토되기 어렵다 최재서가 비판하려는 주관성이란 전술했던 것처럼 낭만

주의적 주관성 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낭만주의적 주관성 을 배제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맑은 눈 의

객관성이란 현실과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인식과 사유로부터

가능한 예술가적 태도를 뜻한다는 점으로 이해된다 바로 이것이 최재서는 개성 이라

는 말로 지칭하는 객관적 리얼리티 의 핵심적 의미이다 전술했던 대로 이는 순수한

리얼리즘 의 형태로 제시한 관찰로서의 지성의 맥락을 통해 가능하다 그렇기에 최재서

는 캐메라를 어떠한장면으로향하고 또어떤질서를 갖이고 이동하느냐하는 것은 결국

개성이 결정할것이고 또 그 결정이 개성에 의거하였다는데에 예술의 존엄성과 가치가

위의 글 면

이윤섭 한국의 주지주와 영미 모더니즘 앞의 글 면 영미 모더니스트들이 문학작품을
객관적 세계와 시민 사회 그리고 철학과 종교 그리고 정치적 이념 심지어는 작가 자신의 의도나 개인
적 감정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계 라고 보았고 따라서 모더니즘
은 편내용주의 김기림 인용자 주 를 배척한다고 말하는 것은 좋다 시를 통하여 이념이나 사상같은 추
상적 내용이나 종교적 형이상학적 의미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는 존재하는 것
이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자기목적성이나 자율
성 개념과 항상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시는 실재의 영상 이라는 관점도 놓쳐서
는 안된다 엘리엇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더니스트들은 문학이 우리의 실존적 삶이나 생명 그리고 구체
적 사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을 예술을 위
한 예술 을 내세우는 유미주의와 혼동하거나 현실세계로의 출구가 없는 언어의 감옥 에 빠졌다고 비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영미 모더니즘 시학은 시가 인간의 실존적 세계와 구체적 사물에 대한 통
찰 즉 진리를 형상화한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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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최재서가 판단하는 기교 란 결과적으로 기교를 통

해 암묵적으로 의도된 작가의 개성적인 사유와 그 내적인 질서 를 반영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코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예술로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최재서에게 객관적 리얼리티의 세계란 눈앞의 표피적 현실이 아닌 현실의 이

면과 본질의 차원을 드러내는 지성적 예술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렇기에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는 예술의

존엄성과 가치 로 지칭될 현대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성적인 사유가 리얼리즘

의 확대와 심화 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최재서가 제시하는 미학적으로 구성된 객

관의 리얼리티 에 해당한다 물론 최재서 역시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으며 실제

로도 객관과 주관을 문맥에 따라 거의 정반대의 의미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글의 핵심

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재서가 박태원과 이상을 통해 리얼

리즘의 확대와 심화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의 이론적 배경과 당대적 맥락에서 이

것이 사실상 심리적 리얼리즘 을 통한 객관의 리얼리티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당대 모더니즘 문학비평의 중심에 있었던 최재서의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

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는 당시 주지주의나 모더니즘으로 호명된 심리적 리

얼리즘 의 어떠한 객관적 리얼리티를 추구했으며 어떠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추구를 지

향하는 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최재서가 제시하는 지성 으로서의 객관 이란 카메

라와 감독자의 관계 즉 기교 와 그 기교에 내재된 작가의 미학적 인식과 사유의 문제

라 할 수 있다 이는 작가의 기교를 통해 드러날 지성 의 차원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이 바로 그가 순정의 리얼리즘 이란 개념

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바이다 지성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최재서가 제시하는 리얼리즘이란 미학적으로 구성된 객관 으로

서의 리얼리티가 피상적 현실보다 우위에 있다는 미학적 논리를 전제한다 즉 최재서가

말하는 리얼리티란 지성과 사유로서의 예술의 존재가 평범함을 통해서는 인식할 수 없

는 세계의 실재 를 보여준다는 객관적 지성이며 이러한 심리적 리얼리티의 세계를

통해 현실의 실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이다

박태원과 이상을 통해 제시된 최재서의 리얼리티 논의는 당대 모더니즘의 범주에 있

는 작가들이 어떻게 기교 를 통해 현실과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었는가

를 문제시하는 것이다

최재서는 박태원의 천변풍경 에 대해서 최재서는 현실 이 아닌 실재의 단면을 포

착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상의 날개 에 대해서도 그의 소설은 보통소설이끗나는곳

즉 생활과환경이끗나는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예술의 세계는 생활과행동이후에오

는 순의식의 세계이다 고 언급한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글의 서두에서 그가 왜 박태

원이 객관적 태도으로서의 객관을 그리고 이상이 왜 객관적 태도로서 주관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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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최재서의 말을 빌린다면 박태원과 이상의 예술은 낭만주의적 주관과 다르다는 점에서

객관 적이며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소박한 윤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주관 적이며 또

한 그 주관을 벗어날 필요도 없다 지성으로서의 개성적 사유 즉 작가의 미학적 인식

을 통해 조선의 문학은 비로소 현대적 일 수 있다 이는 현실을 현실로서 보여주는 것

이 아닌 실재로서 혹은 세계의 본질과 진실의 차원을 드러내 준다는 지성의 차원에서

객관 이며 새로운 조선문학의 리얼리티인 셈이다 이러한 순정한 리얼리즘 의 확대

와 심화 가 바로 최재서가 파악한 박태원과 이상의 문학이 지닌 현대적 지성 이자 예

술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장은 절과 절의 논의를 통해 당대 모더니즘 범주의 논자들에게서 나타

난 리얼리티의 개념 범주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카프 비평의 입장에 서있던 백철에

게서도 언급될 만큼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라는 용어가 당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

었다는 맥락은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주목되지 못하거나 리얼리즘 모더니즘의 대립

이라는 관점에서 의미화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 리얼리

즘 리얼리티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리얼리즘의 개념과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사실에 있다 즉 당대 모더니즘 문학인들에게서 두루 사용되었던 심리적 리

얼리즘 리얼리티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으로서의 리얼리즘도 혹은 카프처럼 이념의 반

영과 투쟁적 주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리얼리즘과도 다른 층위로서 파악되어야 한

다

백철의 언급처럼 심리주의 문학은 전세계적이었던 예술적 흐름인 마르셀 프루스트나

제임스 조이스 또는 요코미스 리이치 등의 수용과 관련된 것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러한 문학적 조류들이 얼마나 불완전 하게 수용되었는가 또는 세부적 유파의 분류를

체계화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더니즘 문학자들이 당대의 세계

적인 문학의 흐름에 매우 민감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조선문학을 형성해나가려

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효석이 자신의 리얼리즘을 진실 한 것으로 제시하고 안회남이 심

리적 리얼리즘이 전연 별세계 의 어떠한 현실 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최재서가 순정한 리얼리즘 을 통해 미학적으로 구성된 객관성 의 리얼리티

를 논의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당대 모더니즘의 문학적 성향 특히

기교 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드러내어 주기 때문이다 당대 모더

니즘 문학의 범주에서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의 개념은 진실 이효석 또는 실재

물론 최재서는 박태원과 이상의 작품을 고평하면서 이에 대해서 모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최재서의 평가에 대한 이상의 언급은 서로 상호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할 측면을 지닌다
특히 본고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안회남이나 최재서로 대변되는 당대 모더니
즘 문학장과 이상 김기림 박태원 등의 구인회 문학의 미묘한 거리와 차이점에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장의 다음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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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 의 추구였다는 점이 그 중심에 있다

최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술의 존엄성과 가치 를 위한 것이 기교 라는 점을 고려

했을 때 년대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기교중심주의란 문학사적 평가는 단순히 리얼리

즘적 이념에 대비된 기교중심주의나 혹은 카프계열 문학인들의 비판처럼 현실을 도외

시하고 내면성에만 몰두한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년대 모더니즘 범주의 논자들에 제

시하는 리얼리티와 객관성 진실의 개념에 관한 폭넓은 논의는 모더니즘 계열 논자들의

리얼리티와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가 주지주의나 심리주의 모더니즘 혹은 현대적 인 문

학을 위한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현실 이상의 현실이자 작가의 예

술적 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구성된 진실을 추구하려 했던 당대 모더니즘의 문학인들의

예술적 양상의 문제는 결코 현실과 괴리된 가벼운 것이 아니다 모더니즘 문학인들의

말을 빌려보면 그러한 단순한 리얼리즘 인식은 현실을 현실 그대로 다루는 것은 소박

한 차원에 그칠 뿐이다

예술을 지향했던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인들에게 예술로서의 문학 이란 오히려 현실의

실재에 육박해 들어가는 인식론적인 치열성과 성실성에 기반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의 치열함과 사유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선문학을 어떻게 형성해 나아갈 것인가

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를 통해 이들이 도

달하려는 진실 이란 이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현대적이고 새로운 조선문학을 향한 문

학적 정점 에 바로 구인회 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심리적 리얼리즘 혹은

진실의 리얼리티를 둘러싼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내부적 흐름은 구인회 의 문학사

적인 위상을 새롭게 검토함에 있어서 주목해야하는 당대적 논의의 맥락이 무엇이었는

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심경소설 의 지성적 맥락

지금까지 본장의 전반부 논의는 심리적 리얼리즘의 개념을 둘러싼 년대 모더니즘의

담론들을 살펴보고 당대 모더니즘 문학인들의 리얼리티 논의가 진실 을 드러낼 지성

과 객관의 층위에 있음을 검토했다 특히 중요하게 주목했던 지점은 단순히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문단사적 관점이 아닌 모더니즘 계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리

얼리즘 리얼리티에대한 당대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의 층위였다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년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널리 사용된 심리

적 리얼리티 리얼리즘의 개념은 현실 이상의 현실이자 작가적 예술성이 담보될 진실

혹은 실재 를 추구했다는 점은 지금까지도 거의 주목되지 못해왔다 물론 개별적 작품

들이 진실 이나 실재 꿈 의 리얼리티 개념에 비추어 볼때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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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심리적 리얼리티 란 맥락에서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이 현실 이상의 현실이라는 진실 의 영역을 추구했음은 년대 모더니즘 문학장이

보여준 새로운 조선문학의 추구라는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목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정점이라 칭할 수 있는 구인회 문학의 데포르마

시옹 즉 현대적 지성과 교양 으로서의 기교가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망을 지니고 있는

지를 보다 본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원조의 언급처럼 년대 문학과

의 질적인 차이 또는 년대 문학의 분절적 에피스테메의 근간이 지성과 교양 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당대 모더니즘 문학의 정점인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보여준 문학적 지

향점이 어떻게 새로운 조선문학의 창출과 추구를 보여주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는 중

요하다 할 것이다

본장의 장과 장은 구인회 구성원들이 보여준 데포르마시옹의 미학적 인식과 사유

를 논의할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문학과 예술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시도했던 박태

원의 심경소설 개념을 장에서 다루며 구인회 의 대표적 이론가라 할 수 있는 김기

림의 전체시론과 초현실주의 이해를 분석하는 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적 세계관에

대한 공통성 즉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미학적 동일성의 양상이다

구인회 의 미학적 인식과 세계관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전절에서 살펴본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 당대 모더

니즘의 문학장의 이해범주와 구인회 의 문학과 예술의 미묘한 차이 가 존재한다는

점일 것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밝혀질 부분이겠지만 이는 당대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인들이 문학에 이어서의 진실과 실재라는 것을 추구했을 때 그러한 진실과 실재의

층위가 어떻게 텍스트 혹은 언어로 형상화될 수 있는 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

다 우선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장의 이해와 구인회 구성원들의 차이 는 김기림 이

상 정지용 등과 함께 구인회 의 주축 구성원이었던 박태원의 기교 에 대한 안회남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안회남이 년에 문장 지에 발표한 작가 박태원론 은 당시 모더니즘 문학장

에서 구인회 의 미학적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점이 되는 글이다 안회남의 박태원에 대한 평가는 이른바 기교 의 문제를 당시의

작가들이 직접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절에서 살펴보았던 심리주의적 리얼

리즘 의 지성과 기교의 문제를 구인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안회남의 박태원 소설의 기교에 대한 고평과 더불어 그에 대

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바라보는 구인회 의

기교와 지성의 층위가 어떻게 미묘한 차이를 갖는지를 적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

목될 필요가 있다 우선 안회남이 박태원의 기교와 문학을 왜 고평하는 근거와 맥락을

앞서 살핀 심리적 리얼리즘의 개념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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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씨 박태원 인용자주 를 가르처 기교파라고 하는것은 평범한 말이지만 또 의당

한 말이기도 하다 멀리 띠어 놓고 보아도 그러하지만 가까웁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여 관찰

해도 매한가지다 우선 말에있어서도 기교 문장에 있어서도 기교 플롯트에 있어서도 기교이다

여하간 씨의 작가적 전생명이 기교에 억매여 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는 이러한

씨의 세계가 결단코 저속한데로 흐르지않는 그것이다 우리 문단에서 보통 기교하면 그것을 소설

작법상 어떠한 합리화의 수단으로 해석하지만 내가 말하는 작가 박태원씨의 기교란 이러한 성질

의 것이 아니다 전자를 문학의 문학이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 합리화의 수단이 아니라 전체적으

로 임이 기교화한 세계이다

장편소설 천변풍경 을 별견 하드라도 용이 히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작가같으면 한

작품을 소설화하는 중도에서 기교라는 것이 생겨나지만 박태원씨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아

니라 이야기하고 쓰고 하기 이전에 어떠한 세계를 목도할 때부터 벌서 있는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씨의 기교란 거의 현실과 동체이다 진정한 기교란 사실 작가의 손에서 시작하는것이 아

니라 작가의눈에서 비롯하는것이라고 믿는바이며 이같은 박태원씨의세계는 해작가 그작

가 인용자주 의 선천적인 예술적 우월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구인회 에 속해있던 박태원과 이상 김유정 등과 교분이 있었으며 주로 지식인 신

변소설을 써왔다고 알려진 안회남의 박태원에 대한 평가는 당대의 모더니즘 문단에서

기교 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 안회남이 판단

하고 있는 년대 문단의 상황은 크게 손끝장난 같은 통속소설 과 순문학을 언명하면

서도 박태원씨의 세계에서 예시한 것과 같은 순문학 그것의 기교조차 행하지 못하는

순문학 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안회남은 박태원의 소설은 씻고 걸러내

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며 쨍그렁 소리를 내이는 금속성 을 지니고 있는 작가로 고평한

다는 점 은 박태원이 기교적인 차원에서 일인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안회남 작가 박태원론 문장 박현숙편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면

조용만 년대 문화 예술인들 격동기의 문화계 비화 앞의 책 면 조용만은 당시 조선일보
학예부를 중심으로 한 이원조 안회남 등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구인회를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
이 있었다 어느 때 회합을 마치고 다방에서든가 우리들이 나오는데 술에 취한 안회남과 부딛쳐 안
이 자기를 구인회에 넣어주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내 주먹 맛좀 보련 하고 권투
식으로 주먹다짐으로 덤벼드는 바람에 우리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친 일이 있었다 는 회고를 남기면서
당시 구인회와 이원조 안회남의 그룹과 대립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의 안석영의 회고를
검토해보면 박태원과 안회남은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원조 역시 조선일보에서 김기림
과 같이 근무했으며 가까운 사이였다는 김규동 시인의 회고를 통해 본다면 위의 언급은 조용만의 개인
적인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대에 안석영이 했던 박태원의 평가와 일치하는 면모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석영 박태원
씨의 분장 조광 참조 안석영은 당시 박태원 친교와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다 문단인 중에서 제일 감각적인 분에 한사람으로 또한 다방취미를 인테리들에게 먼저 전염시킨 분이
다 소설 청계천 이야기는 독특한 문장으로 이채를 드러냈고 백백교를 테마로 조선일보에 장편소설을
쓴 분이다 회화에도 장한 바 있으나 감추어만 두었을 뿐이지만 씨가 회화를 아는 만큼이나 이것이 씨
에게 새로운 감각을 가져오고 새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 이상씨와 김유정씨와 친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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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오히려 안회남의 평가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박태원의 기교

가 가진 작가로서의 미학적인 정체성 문제이자 예술적 우월성의 증명 의 차원에 있다

안회남은 박태원의 소설적 기법이 단순하고 저속한 기교의 구사라는 차원과 무관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안회남의 설명에 따른다면 박태원의 기교 란 단순히 소설작법상의

어떠한 합리화 수단 에 그치지 않는다 즉 작가 박태원씨의 기교란 이러한 성질의 것

이 아니라 전자를 문학의 기교라고 일컫는다면 박태원 씨의 세계는 정히 기교의 문학

이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 합리화의 수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 기교화한 세계 이

다 박태원에게 기교가 단순히 읽는 독자에게 제공되는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합리화의

영역 안회남은 이를 문학의 기교 로 언급한다 에 속한다면 박태원의 기교란 흔히

기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인 단순히 문학적인 설득력을 높이는 묘사나 설명의

차원에 속하지 않는다 요컨대 안회남이 인식하고 있는 박태원식 기교의 문학 이란

전체적으로 이미 기교화한 세계 그 자체이자 구성된 텍스트를 통해 작가의 세계관과

사유 미학적인 인식 등이 그 안에서 자체적 으로 보여진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박태원의 작품을 일컬어 부분적 합리화의 수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 기교화한

세계 로 평가하는 안회남의 언급처럼 구인회 의 작가들의 기교 란 단순히 소설의 내

용을 독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수사학의 차원이나 문학적 테크닉과 기술의 맥락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인회 모더니즘 작가들에게 기교 란 이

미 기교화한 세계 이자 거의 현실과 동체 인 작가의 눈 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미

학적인 세계관이자 예술관 그 자체의 층위에 속한다 그렇기에 안회남의 이미 기교화

한 세계 인 텍스트를 통해 어떠한 세계를 목도할 때부터 벌서 있는것 이라는 지적은

박태원의 작품이 작가 의 미학적 입장을 통해 텍스트로서의 새로운 세계 의 구축을 지

향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박태원 씨는 모든 단편소설에 있어서 소설의 기교적으로 실패한 작품은 절대

로 없다 고 고평하는 안회남의 판단은 박태원의 예술적 우월성 이 무엇을 목표로 하

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언급에 따른다면 이는 텍

스트상 제시되는 단순한 문학적 기교인 반분반분식의 사실과 허구의 결합 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편이나 단편이나 소설에 있어서는 반분반분 식의 사실과 허구의 결합이 가장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한 작품을 놓고 볼때 그것이 너무 빤히 일상성의 사실에 만 충실하여도

우리는 그 무미단조 함에 염증을 내이고 반대로 그것이 너무 앙상하게 우연성의 허구에

만 추수 하여도 우리는 경조부박 함을 조소한다 아니 어떠한 작품에서고 사실과허

두터웠고 지금은 안회남씨와 친교가 두터웁다 씨의 머리는 늘 유치원 원아같이 이마에서 몽땅 잘
러버리는데 이것외에는 문인으로서 다른 분장이 없고 다만 그것이 씨의 얼굴에 조화됨도 필자 역시 아
는 바다 점점 날이 갈 수록 화려해지는 문장은 씨가 노력이 큰 결과이지만 그 내용이 묶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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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두가지 분자를 따로 따로 구별하여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탈이다 그러하다면 별서 해작

품 그 작품 인용자주 은 어떤 정도 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작품속에서 사

실과 허구를 갈러 대립하기에 불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이 우리 소설에 대한 최고의 목표요 이

상이 아닌가 한다

박태원씨의 작품에 소설로 실패한것이 눈에 띠우지 않는다고 말한 첫재의 이유도 이점에 있다

씨의 작품세계안에서는 어느것이 세상의 객관적사실이고 어느것이작가의 주관적허구인지 밝히기

어렵다 언듯보면 전부가 허구의 초점으로만 형성된것 만양이다 양자의 사이에 남의 폄훼를 살

만한 간극이 결단코 벌려저 있지가 않다 재언하거니와 씨의 소설적기교가 절대로 작품의 꽁

문이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연 선천적이여서 씨의세계에서는 씨의작가적기교가 즉 작품의

현실이요 작품의 현실이 곧 씨의 작가적기교로 결합하여 있기까닭에 소설의 사실과 하구가 그토

록 완전히 부동 하게 되는것이고 또한 씨는 결단코 리아리즘을 내세우는 작가가 아니면서도

천변풍경 을 위시하여 모든 작품이 리알리즘에서 나온것 같은 인상을 일반에게 주는 것이

다

앞서 살펴본바 대로 박태원의 작품적 특이성은 소위 말하는 반분반분식의 사실과 허

구의 결합 과는 무관하다 이는 안회남이 우리 문단에서 보통 기교하면 그것을 소설작

법상 어떠한 합리화의 수단으로 해석하지만 내가 말하는 작가 박태원씨의 기교란 이러

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던 맥락과도 관련되어 있다 안회남의 언급처럼 기

교가 단순히 소설상의 설득력을 높이는 묘사나 문장의 차원이 아니라면 이미 기교화

된 세계 로서 박태원의 작가적 태도를 안회남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회남은 일반적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기교의 개념에 대한 상식을 가리켜 너

무 뻔한 일상성의 사실의 무미단조함 과 너무 앙상하게 우연성과 허구에만 추수하는

경조부박함 은 결코 좋은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언급처럼 사실과

허구를 분명하고 단순하게 분리할 수 있는 작품은 이미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한 작품속에서 사실과 허구를 갈러 대립하기에 불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이

우리 소설에 대한 최고의 목표요 이상 이라는 안회남의 강조는 박태원의 소설이 이미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

된다

그의 지적처럼 사실과 허구가 텍스트 내에서 이미 분리될 수 있는 평범한 작품들에

비해 박태원의 기교 와 작품은 이러한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다 즉 어느것이 세상의

객관적 사실이고 어느것이 작가의 주관적허구인지 밝히기 어렵다 언듯보면 전부가 허

구의 초점으로만 형성된 것만양이다 양자의 사이에 남의 폄훼를 살만한 간극이 결단코

벌려저 있지가 않다 는 평가는 박태원의 소설적 기술과 기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즉 박태원에게 기교란 씨의세계에서는 씨의작가적기교가 즉 작품의 현

안회남 작가 박태원론 문장 박현숙편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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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요 작품의 현실이 곧 씨의 작가적기교로 결합하여 있기까닭에 소설의 사실과 하구

가 그토록 완전히 부동 하게 되는것 이다 이처럼 안회남은 작품을 통해 드러날

작가적 예술의 정신과 그 우월성을 박태원식 기교의 핵심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안회남의 평가에 따른다면 박태원에게 기교란 단순히 수사적이고 테크닉적인 차원에

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구성된 것으로서 허구적이며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텍

스트를 독자에게 마치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완벽 함으로 보이게 할 정도이기 때문이

다 안회남의 이러한 판단은 그가 심리주의적리알리즘 과 소설가의 소설 창작방

법 리알리즘작가 에서 심리주의 리얼리즘 개념을 강조했던 측면과 연관된 것으로

볼 때 파악이 가능하다 문제는 안회남이 강조한 것처럼 전연 별세계 의

어떠한 현실 을 창조해내는 심리적 리얼리티에 기반한 미학적 태도와 인식에 있다 그

렇기에 안회남은 박태원의 소설적 방법론을 스스로 리얼리즘을 내세우는 작가가 아님

에도 모든 작품이 리얼리즘에서 나온것 같은 인상을 일반에게 줄수 있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안회남의 박태원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의 텍스트가 구성하고 있는 하

나의 세계 가 결코 사실과 허구 작가의 영감에서 출발한 의도를 보여주는 형태로 제

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코 리얼리즘을 내세우는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완벽한 심리적 리얼리즘 처럼 보이게 하는 박태원의 기교는 최재서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가리켜 객관적 태도로서 객관을 그린다 고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히

현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안회남은

최근 창작개평 신문소설소고 에서 박태원의 사흘 굶은 봄달 에 대해 작가의

무서운 이지성과 손톱만한 것이라도 누락함이 없는 주의로써 주인공의 세세한 심리와

행동과 생활이 묘사되고 구성 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태원의 작품을 가리켜 작가의 무서운 이지성 과 주인공의 세세한 심리와 행동과

생활 을 적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통해 본다면 작가 박태원론 에서 안회남

이 지적하는 리얼리즘 은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른바 지식인 신변소

설 로 압축되는 안회남의 작가세계는 해방이후를 기점으로 어느정도 변모하게 되는 양

향을 보인다고 평가되지만 식민지 시기 그의 작품세계가 지속적으로 예술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요컨대 안회남이 지적하는 박태원식

안회남 최근창작개평 신문소설 소고 조선일보
안회남 사회적 관심과 작가의 자유 중앙 호 면 안회남은 작가에게 있어서 어

떠한 태도나 한 주의를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쉬운 문제이오 언제든지 어려운 것은 예술 그것이
며 독자에게 있어서도 귀중한 것은 작가의 태도가 아니라 그 작품인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학의 예
술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외에 안회남의 전체적인 작가세계나 미학적 태도에 대해서는 임환
모 안회남 소고 문학적 이념과 비평적 지성 태학사 참조 임환모는 안회남이 소설의
문장이나 문체 특히 묘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그가 순수문학적 형식론의 입장을 견지 면 하
였으며 그의 년부터 년까지의 초기 비평과 문학적 태도는 문학의 예술성을 우위에 둔 신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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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즘 이란 당대 모더니즘의 심리적 리얼리티 와 리얼리즘 에 대한 논의와 직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즉 안회남의 언급은 진실로서의 세계의 이면과

본질을 형상화 하는 심리적 리얼리티 에 입각한 리얼리즘을 사실상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자꾸 노력하고 꾸준히 전진할 것이다 비약할 것이다 오늘날 그렇게 섬세한 기교의 세계

에서 모든 주옥같은 단편소설을 생산했다면 인제 내일에는 사상적 체계를 갖추는 문학을 제작할

것이다 장편소설 천변풍경 에 적극적 행동을 갖는 주인공이 없다는 논점에서 이것을 본격적

장편소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박태원씨의 성공을 증명하는 평언이

다 천편일률의 평범한 소위 본격적 소설에서 한번 이탈하여 천변풍경 같은 이례 상례

에서 벗어난 인용자 주 의 미묘한 세계를 묘피하는 것도 이 작가의 천품이 아니고는 바라지 못

할 일이며 또 작가 박태원씨는 천변풍경 의 다음 작품에서 적극적 행동을 갖는 주인공도 만

들고 작가의 이데를 표명하는 새로운 성격도 내세우고 하면 문제는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로 성

장해가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극히 간단한 일이다

안회남은 장편소설 천변풍경 에 적극적 행동을 갖는 주인공이 없다는 논점에서

이것을 본격적 장편소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박태원씨의

성공을 증명하는 평언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의 기교 개념이 이른바 리얼리즘식의

문제적 인간형 을 산출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꾸준히 비약하고 전진하

는 작가 인 박태원에게 리얼리즘식 문제적 인간형을 창출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일 에 불과할 뿐이다 당대 카프계열 문학인들에게 리얼리즘이란 소위 전형적 인간상의

창조와 계급적 사회문제에 치열하게 접근하는 인간형을 창출하는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박태원이 스스로 소재도매상 이라고 언급했던 카프식 리얼리즘계

열의 미학관은 그에게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심리주의적리알리즘 과 소설가의 소설 창작방법 리알리즘작가 에서 제시되

었던 전연 별세계 의 어떠한 현실 을 창조할 심리적 리얼리즘 에 관한

안회남의 인식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박태원의 천변풍경 을 가리켜 천편일률의 평

범한 소위 본격적 소설에서 한번 이탈하여 천변풍경 같은 이례의 미묘한 세계를 묘

피하는 것도 이 작가의 천품이 아니고는 바라지 못할 일 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설론이었다 작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를 하나의 소설로 형상화시키는 기법의 문제에 중점을 둔
이론이었다 면 고 평가한다

임환모는 위의 논문에서 년 이후 안회남이 본격소설론을 주장하면서 좀더 리얼리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안회남이 본격소설론 진실성과 통속성에 관한 제언 조선일보

에서 언급하는 본격소설이란 일종의 진실성이 담보된 소설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실세계에 대한 의식은 좀더 심각하고 열려하게 개성화하고 신변화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는 주장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안회남의 리얼리즘 인식이 단순히 카프리얼리즘이나 사실적 묘사의 차원
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회남 작가 박태원론 문장 박현숙편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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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맥락을 가진다 그가 지적하는 박태원식 리얼리즘 은 박태원이 스스로 지칭했

던 고현학 즉 문학이라는 기술과 기교를 통해 세계의 이례 즉 일반적이고 일

상적인 경우들을 벗어난 미묘한 측면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안회남이 지적한 전연 별세계의 현실 혹은 세계의 미묘한 이면 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박태원 문학의 특징 즉 진실을 반영하는 심리적 리얼리티의 문제는 구인회 구성원

들이 지향하는 지성적이고 미학적 기교의 목표가 무엇을 향해있는지를 드러낸다 즉 안

회남이 지적하는 박태원의 기교는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미학적 기교에 대한 변

용 데포르마시옹 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본고의 논의를 통해 구인회 문학인들의 데포르마시옹과 미학적 사유를 검토할

때 중요하게 주목되는 부분은 박태원이 스스로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써야 하겠다는

영감 즉 인스피레이션 에 의존하는 작가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전술했던 것처럼 안회남 혹은 최재서로 대변되는 당대 모더니즘 문

학장의 심리적 리얼리즘 범주와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미묘한 차이를 드러

내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언젠가 한번 씨는 나에게 향하여 자기는 소위 인쓰피레이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 것

이 아니라는 말을 한일이 있다 이것은 인쓰피레이숀이라는 말에 대한 세상의 문학청년적기질과

진부한 해설에의 반발적 태도로서로 그것을 조소하여 농담으로 한말 같으나 만일 그렇지않고 기

분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분위기 인용자 주 이라도 이속에 씨의 진심이 발현되어 있다면

나는 적지않는 염려가 생긴다 더욱이 우에 지적한 씨의 사상적 근거의 박약한 것을 연결하여 생

각할 때 한층 더하다

작품 이전이나 작품 이후를 막론하고 작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되는 것은 플롯의 흥미보

다도 인간성의 흥미일 것이다 통속문학자들은 문제가 아니고 항상 진선미의 추구가 염두에 있는

우리 순문학 작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언제나 작가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꾸

미려고 하는 감동보다도 느끼는 감동이 커야할 것이다 소위 인스피레이션을 배태하는 인간성의

흥미가 앞서고 그것을 여하히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하는 데서 비로소 플롯의 흥미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롯의 흥미인 박태원씨의 기교의 세계가 작품의 중간에서 생겨나지 않고 당

초부터 작가의 눈과 마음과 함께 발동하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씨의 장점이나 그렇다고 문학행동

과 작품창조의 중심을 인간성의 흥미가 아니라 플롯의 흥미에서 상기한다면 씨뿐만 아니라 어느

작가에서 있어서든지 사상의 적극적 태도의 결여를 규시 엿보게 함 인용자 주 케 하는 단

소 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다

기교파라고 부르는데 포폄훼예 헐뜯음과 칭찬함 인용자 주 가 상반하는 모양이다

박태원씨의 그 탁월한 기교까지를 말살하려 대든 일부 비평가들도 없진 않아 있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현미의 비타민도 백미의 기교도 없는 조선문단의 현상에서 박태원씨의 기교의 세계이

나마 옹호하기위해 노력해왔다 그러한 나의 태도에는 지금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

위의 글 박현숙편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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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회남이 박태원에 소설에 대해 씨의 사상적 근거가 박약한 것 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안회남의 우려 는 사실상 안회남과 박태원의 미학관이 지닌 차이 로서

도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우선 안회남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그는 일차적으

로 박태원의 인스피레이션에 의존하지 않는다 는 발언을 문학청년적기질과 진부한 해

설에 대한 반발적 조소 로서 평가한다 또한 안회남이 작가 박태원론 의 말미에서

사상의 세계는 너무도 수척하지 않은가 한다 는 언급으로 박태원의 사상적 빈약

의 문제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과의 미묘한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회남이 지적하는 문학적 가치 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가

제시하는 문학적 감동 이란 플롯의 흥미보다는 인간성의 흥미 에 있으며 이것은 속

칭 통속주의적 작가와 진선미의 추구가 염두에 있는 우리 순문학 작가 의 기본적 태

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회남은 소위 인스피레이션을 배태하는 인간성의 흥미가 앞서

고 그것을 여하이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하는 데서 비로소 플롯의 흥미가 발생하는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박태원의 기교가 인간성의 흥미가 아니라 플롯의 흥미에서 비롯된

다면 이는 씨뿐만이 아니라 어느 작가에서 있어서든지 사상의 적극적 태도의 결여를

엿보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에서 안회남이 언급하는 사상 이라는 맥락은 카프 리얼리즘식 이념의 층위와

는 다른 맥락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회남의 비판적 언급은 사실

상 최재서가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지

적했던 사건들과 사회적 인식 의 관계 즉 긴밀한 사회적연관관계의 부족 이라는 측면

과 유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즉 안회남이 언급하는 사상적

부족함 과 최재서의 긴밀한 사회적 연관관계의 부족 이라는 평가는 모두 박태원 소설

이 지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식이 텍스트상 명료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지

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안회남은 박태원의 기교가 결국은 사상 의 깊이와 양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격려어린

충고를 보여주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안회남이 박태원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지적한

이미 기교화한 세계 로서의 텍스트 혹은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적 세

위의 글 박현숙편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면
최재서 문학과 지성 앞의 책 면 최재서의 해당 언급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다 즉 이 작품의 세계가 된 천변은 그 자신일개의 독립한 혹은 밀봉된 세계가 아니
냐 하는 의문이다 물론 천변과 외부와의 연관은있다 실례를든다면 신전주인의 몰락이라든가 포목상주
인의 선거운동이라든가 기타이삼처에있어 외부사회와의 교섭을 암시하는점도있다 그러나 그것은 암시
내지묘사에 불과한것이고 작자가처음부터 그런관심을 갖인것은 아닐것이다 이것은 물론 캐메라의기능
으로선 도저히 기도치못할 일이다 그 배후에 살아있는 작가자신의 의식의문제이다 작가가 만일에 일례
를든다면 꼬올즈위 지 존 골즈워디 인용자 주 와 같은 의식과 견해를 갖엇다면 그는전체적구성에있어
이좁다란 세계를눌르고 또 끌고나가는 커다란사회의 힘을 우리에게 늣기게하여주었을것이다 작자후
기 에 의하면 이작품은 그가 계획하고있는 장편의 일부라한다 속천변풍경 에있어 이사회적연관의
식이 좀더 긴밀하여지기를 나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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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에 대해서 안회남이 더욱 깊게 접근하지 못했던 미묘한 간극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재서와 안회남과 구인회 구성원들의 이 사소한 차이는 언듯 보면 별 의미

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안회남이 작가 박태원론 에서 박태원의 기교적

맥락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가 플롯의 흥미인 박태원씨

의 기교의 세계가 작품의 중간에서 생겨나지 않고 당초부터 작가의 눈과 마음과 함께

발동하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씨의 장점 이라는 언급은 실제로도 최재서가 천변풍

경 과 날개 에 관햐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언급한 카메라와 감독자

의 역할 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요컨대 안회남에게 이해되지 못했던 박태원의 인스피레이션에 의존하지 않는다 는

발언과 최재서가 내린 모랄의 부족 이란 평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작자로

서 다소 불만이 있다 는 이상 스스로의 언급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의 구인

회 가 지닌 미학적 위상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안회남과

최재서 그리고 구인회 의 박태원과 김기림 이상 간의 미묘한 간극 은 당대 모더니즘

의 정점 에 있었던 구인회 문학이 지닌 기교 와 미학 그리고 예술성의 문제를 새롭

게 의미화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 된다

역설적인 말이 되겠지만 최재서와 안회남의 비판적 맥락은 오히려 당대 모더니즘 문

학장에서조차 구인회 의 미학과 예술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인 셈이다 즉 구인회 문학인들이 지향하는 바는 소위 사회적 연관관계 나 풍

부한 사상성 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구인회 의

예술이 보여주는 바는 물론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인회

문학이 지향하는 바 전부가 사회적 관계 들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랄의 부족 혹은 사상성의 결여 는 구인회 문학의 데포르마시옹

즉 교만한 예술가 들의 목표가 단순히 일반적 현실과 범주의 인간성이나 사회적 현실

에 대한 파악과 비판만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당대에 조용만에게 지적되었던

귀족적 인 구인회 모임 분위기는 이들이 추구하는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세계관의

층위가 단순한 현실탐구로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정리해보면 최재서와 안회남의 사회성 부족 에 대한 비판은 구인회 문학의 데포르

마시옹 미학과 방법론의 예술적 면모가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장에서도 정확하게 이해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조광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재서의 모더니티를 찬양하고 또 씨의 날개 평은 대체로 승인하나 작
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나는 벗이 세평 에 대해서 너무 신경과민한 것이 벗의 건강
을 더욱 해칠까 보아서 시인이면서 왜 혼자짓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세상이야 알아주든 말든 값
있는 일만 정성것 하다 가면 그만이 아니나고 어색하게나마 위로해 보았다 김기림이 차 도일시기에
이상을 만났던 일을 회고하고 있는 이 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최재서의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 대한 구인회 의 입장이 대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재서는 안회남과 유사하게 박태원과 이상의 예술가적 태도를 고평하면서도 그것을 모랄의 부족 즉
사회적 전망성과 대안 제시의 차원에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최재서의 평가와 이에 대응한
이상의 입장에 대해서는 본고의 장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해명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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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본고에서 데포르마시옹의 층위를 통해 제시하려는 영원성

으로서의 미적 모더니티 개념과 예술가적 산책가의 미학성의 개념이 왜 논의되어야 하

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태원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신은 인스피레

이션 즉 창작적 영감에 의거하는 작가가 아니라면 박태원 스스로가 언급한 기교의

본래적 의미와 맥락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구인

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교만한 예술가 로 평가할 수 있었던 맥락의 본래적 양상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박태원이 자신의 문학 혹은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에 붙었던

기교파 라는 호칭에 반론을 내세웠다는 점은 주목될만한 측면을 지닌다 특히 기교에

대한 구인회 구성원들의 세밀한 접근은 그들이 생각한 데포르마시옹 즉 자신들의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의 층위가 어떠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을 위한 것인지를 드

러낸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더니즘 문학장이라는 외부가 아닌 구인

회 구성원들의 내부 적 시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기로 말하면 구보씨의 일일 도 일반이다 이것은 딱한 사람들 과 전후하여 갑술년

년 인용자 주 월에 제작된 것으로 그 제제는 잠시 논외에 두고라도 문체 형식 같은 것

에 있어서만도 가히 조선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가 할 것이건만 여시 누구라도 한 사

람 이를 들어 말하는 이가 없었다

이 일반독자에게는 좀 난해한 것인지도 모를 작품은 나의 다른 작품들보다도 훨씬 더 독자의

흥미라는 것을 무시하고 제작되었든 것인 까닭에 회수로 회 일수로는 여 일을 조선중앙일

보 지상에 연재되는 동안 편집국 안에서도 매우 논란이 되었든 듯싶어 만약 이태준 형의 지지

가 없었드면 나는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내가 한가지 괴이하게 생각하여 마지않는 것은 일반 저열한 독자는 애초에 문제가 안

되지만 순수한 예술 작품을 능히 이해하는 듯이 자처하는 제 선생들이 기실 대부분은 예술

이 그 무엇임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기조차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이다

남의 작품을 잘 읽지 않기로는 위선 나같은 사람이 으뜸이 되겠지만 무릇 평가 로 행세하

고 때때로는 문예비평쯤 시험하려는 이는 작가들의 노력과 정진에 대하여 꾸준히 유의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한때한때의 필요에 의하여서 남의 작품을 한두편 정족할 성의가 없이 총

총히 뒤적거려 보았을 뿐으로 함부루 당치 않은 논단을 나리는 것은 심히 옳지 않은 일이다

경망된 수삼 평가들의 명명으로 나와 같은 사람은 기교파라는 레테르가 붙어 있는 모양이나 평

가들은 혹 그들의 부실한 기억력을 위하여 간편하게 분류하여 놀 필요상 그러하여도 용허되는

수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작가들 중에 거개는 한참 당년에 프로 작가라고 자칭하든 이

들이지만 말이 궁하면 반드시 나와 같은 사람을 문장만 아느니 형식만 찾느니 기교만 중히 여기

느니 하고 그것만 내세우는 데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대체 군들은 그러한 말을 할 때 스스로 마음에 부끄러워하는 바가 없느냐 작가로서 문장이 졸

렬하고 형식이 미비하고 기교가 치졸한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아니 희극이 어데 또 있을것이

냐 그러나 내용이 대체 군들은 작품에 무슨 취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냐

설사 백보를 양 하여 참말 볼 만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군들은 차라리 소재도매상이라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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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는 것이 상책이리라 소설은 제제만 가지고 결코 예술작품일 수 없는 것이니까

하도 오래 잠자코 있다가 붓을 드니 이것은 혹은 안할 말까지 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 구태여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이러한 잡문에 시간을 허비하

는 일 없이 창작에만 정진할 방침이다 나의 예술에 대한 정신과 태도는 오직 나의 작품을 통하

여서 독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 글이 얼마간 말썽을 부릴는지도 모르나 그것은 나의 흥미할 바이 아니다 말썽 을 무서워하

지는 않으나 좀 시끄러웁다 생각할 뿐이다 이상

박태원이 년에 발표한 내 예술에 대한 항변 작품과 비평가의 책임 에서 발

견되는 흥미로운 지적사항은 모두 두 가지이다 그 첫째는 박태원이 스스로 구인회

에 속했던 기간에 연재했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문체 형식 같은 것에 있어서

만도 가히 조선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가 할 것 이라고 자평하는 부분이다

이는 같은 구인회 의 구성원이었던 이태준의 후원에 의해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 을 무사히 연재를 할 수 있었다는 점 과 이상이 하융 이란 필명으로 소

설의 삽화를 연재했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다음 두 번째는 당대에 순수한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는 듯이 자처하는 제 선생

들이 기실 대부분은 예술이 그 무엇임을 알지 못할 뿐 이라는 언급이다 특히 이 두 번

째 언급은 박태원 자신의 문학이 당대의 모더니즘문학을 지칭하던 순수문학으로 통칭

된 범주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보면 박태원은

스스로 한때한때의 필요에 의하여서 남의 작품을 한두편 정족할 성의가 없이 총총히

뒤적거려 보았을 뿐 인 부실한 비평가 들에게 붙여진 기교파 라는 평가가 불만족스럽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따 즉 박태원의 언급은 당대에 붙여진 소위 순수문학의 기교

박태원 내 예술에 대한 항변 작품과 비평가의 책임 조선일보 류보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조용만 이상 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초상 문학사상 김유중 김주현 엮음 그
리운 그 이름 이상 면 이에 대해서는 조용만의 회고를 참고할 수 있다 조용만에 따르면 이태준
은 구인회 에서 박태원과의 첫만남에서 십년의 지기를 만난듯 반가워하였 으며 박태원이 시대니 민
중이니를 내세우기 전에 저부터가 즐거워 쓴 것이 즐거웠고 일견 농조 농담조 인용자 주 인가
싶으나 그 것은 문학을 단순하게 보는 생각 오히려 구보만큼 진실일로 의 작풍 으로 평가했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최재서의 모랄의 부족과 안회남의 사상성의 결여라는 당대 모더
니즘 문학장의 비판이 구인회 구성원들의 핵심적인 지향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
는 점에서도 중요한 언급이라 할 것이다

위의 글 김유중 김주현 엮음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앞의 책 면 조용만의 회고에 따
르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삽화연재는 오감도 의 실패에 대한 이태준의 미안한 감정과 더불
어 박태원이 처음부터 이상과 합의해서 이상이 삽화를 그리는 조건으로 소설을 연재하게 된 것 이었
다 조용만의 회고에 따른다면 필명인 하융 즉 물속의 오랑캐 라는 말은 이상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
와 비슷하다고 느껴서 지은 것이다 오랑캐라는 말은 이상이 김기림과의 서신교환에서 마샤 엘만을 가
리켜 자기와 유사한 예술가들을 이미그란트 즉 이민자이자 이방인으로서 지칭하는 맥락과 사실상 동
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조용만은 삽화료 몇 푼이 생기자 이상은 구보하고 붙
어서 다방 순례를 하였 다고 지적한 것은 단순히 방탕한 취미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상과 박태원
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세계관의 친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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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란 레테르는 스스로의 기교에 대한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내포한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그가 비판하는 한참 당년에 프로 작가라고 자칭하든 이들 과 위에서 언

급된 순수한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는 듯이 자처하는 제선생 은 박태원의 작품이

지향하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일 뿐인 것이다

특히 그가 카프계열의 문인들을 가리켜 작가로서 문장이 졸렬하고 형식이 미비하고

기교가 치촐한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아닌 희극이 어데 또 있을 것이냐 는 한탄하는

발언은 동시에 프로문학가들에 대한 박태원에 대한 평가인 말이 궁하면 반드시 나와

같은 문장만 아느니 형식만 찾느니 기교만을 중히 여기느니 하고 그것만 내세우는 데

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는 부분과 사실상 동일한 문맥을 지닌다

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언급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

는 부분은 전술했던 안회남의 평가처럼 박태원의 기교의 세계 가 당대의 문학장의 지

평 속에서 사실상 거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박태원의 당대 문학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구인회 의 구성원이었던 이태준

의 후원으로서 완성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단순히 기교나 형식 문장의 차원에

서만 독해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며 동시에 구인회 문학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당대의 순수문학을 자처하는 모더니즘의 전반적인 흐름과도 어느정도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즉 문제는 박태원이 부실한 평론가의 단순한 분류 로 단언하는 부분 즉 자

신의 문학을 기교와 문장 형식 그 자체로만 결코 환원될 수 없다는 지점을 왜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가에 있다 말하자면 박태원에게 부여된 기교파 란 정의는 결국 경망한

수삼 평가들의 명명으로 나와 같은 사람은 기교파라는 레테르가 붙어 있는 모양이나

평가들은 혹 그들의 부실한 기억력을 위하여 간편하게 분류하여 놀 필요 에 따른 것일

뿐이다 즉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교파란 평가란 스스로 생각하는 예술작품 으로서의

소설이나 기교의 문제와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박태

원의 요지인 셈이다

글을 세밀히 검토해보면 프로문학으로 대변되는 리얼리즘 계통의 작가들에 대한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이 붙인 기교파 에 대한 박태원의 비판은 직접적으로 강하

게 제시되지는 않는다 이는 박태원 자신이 기교 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

성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교파 란 레테르는 그들의 부실한

기억을 위해 간편하게 분류하여 놀 필요 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박태원 스스

로가 자신의 문학이 그 제재를 잠시 논외에 두더라도 문체 형식 같은 것에 있어서만

도 가히 조선문학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할 것 이라는 자평에서도 확인되는 태

도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있다 박태원의 이러한 기교에 대한 인식은 김기림 이상과

더불어 그가 만들어갔던 구인회 모더니즘이 보여준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당대의 순

수 예술 이라 칭하는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조선문학을 형성해나갔다는 자부심의 이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태원의 이러한 언급들은 통상적으로 이해된 모더니즘과 기교파 순수문학파라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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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인회 모더니즘의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미학적 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

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즉 당대의 평론가들이 붙였던 기교파 라는 레

테르는 박태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작품 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점은 중요하

다 그 스스로 작품을 통해서 제시하겠다고 한 예술에 대한 정신과 태도 란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교만 해보일 수 있는 입장이 구인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공유되고 있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

다 얼마간의 말성을 부릴는지도 모르나 그것은 나의 흥미할 바이 아니다 는 박태원의

오만한 언급은 자신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올 수 있는 발언이라

는 점 역시 이를 보충한다

일견 단순히 교만 해보일 수 있는 박태원의 자평은 그 스스로가 구인회 의 구성원

들과 함께 조선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했다는 자부심에 근간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개척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박태원이 생각하는 예술로서의 작품과 기교의 문제는 순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선생들 인 평론가들이 손쉽게 붙인 기교파 라는 레떼르와는

다른 박태원 자신의 기교에 대한 인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구인회 활동 시절인 년에 박태원은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기교

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신선하고 그리고 또 예민한 감각 을 바탕으로 한 기지와 해

학 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는 새로운 지식과 또 체험 으로 대변되는 지성적 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으면 진정한 현대의 작품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박태원의 언급은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점

을 제공해 준다

어느 두 개의 기교

외국 어느 작가의 것이었든가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시험을 본 일이 있다 한 년 전의 일일

전신주 우에 올라앉어 일하고 있는 전신 공부 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사이의 대화를

하나는 보통으로 또 하나는 거꾸로

가령

참 성진이 봤소

이렇게 활자를 배열해 놓음으로써 작자는 우에서 아래로 나려오는 말과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말과 사이에 명확한 구별을 그대로 독자의 시각 우에 갖게 하였다

또 하나

어느 음악회에서 혹은 음악회가 아니었을지도 모르나 한 사나이가 그의 연모하는 여자에게

자기와의 결혼을 요구한다

그것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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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그곳에는 물론 아무런 신기 도 없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까지 요란스러이 연주하고 있던 오케스트라가 뚝 그치고 그 까닭으로 하

여 여자의 거절하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퍽이나 크게 들렸다는 것이다

작자는 할 수 없습니다 를 인쇄함에 특히 큰 활자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예는 들라면 얼마든지 있겠으나 번거로움을 피하여 이만 두기로 하고

우선 박태원이 내 예술에 대한 항변 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술에 대한 정신

과 태도 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물론 기교의 개념만을 통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박태원의 말처럼 기교라는 개념을 배제

하고 성립될 수는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즉 핵심은 구인회 모더니즘의 기교의 맥

락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교나 형식 문장 등의 독특한 요소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박태원이 구인회 에 가입한 시기 즈음에 발표한 표

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은 구인회 활동 당시 그가 주목하던 기교와 미학 예술

성의 개념을 제시한 글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손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당시의 모더니즘의 문학적 기교란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에

서의 다다나 초현실주의의 기술법과의 영향관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았

을 때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년전 년 의 외

국 작가의 것 이라고 언급하는 기교에 대한 예시는 그러한 아방가르드 미학을 가리키

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박태원이 예시로 들고 있듯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서 말

하고 있다는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식의 표기 뒤집기나 특정

글자를 큰 활자 로 인쇄함으로서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독특한 텍스트 내부의 분위기

박태원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조선중앙일보 류보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현순영 구인회의 활동과 성격 구축 과정 구인회의 성격구축과정 연구 앞의 글 면
구인회의 인원구성과 변동의 실증적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한 현순영은 구인회는 조선중앙일보사
학예부의 후원으로 문학강연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제 차 강연인 시와 소설의 밤은 년 월 일
저녁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렸 으며 제 차 강연회인 조선신문예강좌는 년 월 일부
터 일간 청진동 경성보육 대강당에서 열렸 음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신문지상의 구인회 강연회에 대
한 광고를 검토한 현순영은 박태원이 강연한 강연제목인 언어와 문장 차 강연 소설과 기교 소
설의 감상 차 강연 의 제목을 토대로 이 내용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순영은 이때 김기림의 현대시의 발전 이 조선일보 에 에 연재되
었음을 지적하면서 현대시의 발전 의 내용을 토대로 김기림이 시의 근대성 차 강연 과 시의 음
향미 차 강연 을 했음을 검토했다 현순영의 검토는 당시 김기림의 오전의 시론과 전체시론에 대한
기획들이 구인회 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순영은 구인회 가 이 두
차례의 강연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문학의 언어를 천착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고 언급하면서
문학 언어에 대한 천착 이것이 구인회가 구인회 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던 시기에 치열하게 지향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준 박태원 김기림의 글들을 통해 그 사실은 분명히 드러난다 면 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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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신기 한 매체적 효과를 노리는 것 등등이 바로 그가 말하는

기교의 일차적 맥락임을 드러낸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박태원이 언급하는 기교에 관한 예시들이 다다이즘부터

초현실주의로 이어진 서구 아방가르드 문학류의 기술적 테크닉만으로는 부족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박태원이 예로 들고 있는 글자 뒤집기나 특정글

자를 큰 활자로 인쇄하는 방법 등은 당대에 다다와 초현실주의자 그룹에 속했던 아폴

리네르가 시험했던 타이포그라피 시 의 방법론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

대적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독자에게

전달될 매체적 이고 비문자적 인 형상기법 즉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의 차원의 문제가

오직 그것 뿐으로 한작품의 생명이어서는 안된다 는 주장을 한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

해볼만한 요소를 지닌다 박태원이 문제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작품에서 기교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이상의 문제가 좋은 예술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이곳에서 현대작가의 기지 를 본다 그리고 그것은 저리도 우리를 불쾌하게 만

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기지가 기교가 그것뿐이므로 오직 그것뿐

으로 한 작품의 생명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야 물론 그런 것만으로 오직 그런 것만으로 능히 한 개의 작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

것은 이른바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종류의 작품일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박태원은 이상과의 만남을 회고했던 이상의 편모 에서 본인 스스로가 초현실주의

에는 큰 관심은 없었다 는 언급을 남겼다는 점은 사실상 위의 언급들과 상통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혜원 한국 근대 초현실주의 시론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호
면 실례로도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테크닉의 요소는 이미 년대 후반에 이헌구나 고한용 김

화산 임화 등에 의해 소개된 바 있으며 어떤 점에서 크게 새롭게 이해될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본
고의 논의상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혜원은 조선문단에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이
소개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조선에서 초현실주의가 소개된 것은 년대 말로 해외문학 전공자들이
본격적으로 문단에 등단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한다 초현실주의는 이하윤의 불문단회고 에
서 처음 소개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혜원은 다다이즘은 년대 중반에 고한용 김화산 임화
등에 의해 소개되었 는데 년대 다다이즘을 수용했던 이들은 다다이즘의 세계관에 공감한 것이 아니
라 반항과 부정의 시적인 기법을 빌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기법의 실험이 단지 문학 내적인 반항
에 그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들은 적극적인 의식 아래 아나키즘적인 경향으로 옮겨가거나 김화산
목적의식이 강화된 경향문학을 지향하게 된다 임화 고 평가한다

박태원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앞의 글 류보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실제로도 박태원은 이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상의 일문시 조감도 중 운동 을 보았던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때 박태원은 나는 쉬르리얼리즘에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의 운동 일편은
그 자리에서 구미가 당겼다 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광 류
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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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의 언급들은 단순한 기교만을 위한 기교 혹은 기술적 특이점 그 자체는 박태원

의 예술적 관심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즉 초현실주의적 기

교로 대변되는 문자적이고 매체적인 문학적 기술들은 현대적 작가의 기지 적인 요소이

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즉 분명히 필요하고 주목할 만한 요소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것뿐이므로 한 작품의 생명이어서는 안된다 요컨대

기교 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작

품일 수는 없다 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는 박태원의 발언은 구인회 구성원들

의 미학적 사유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박태원이 다다나 초현실주의의 중요한 방법론중 하나인 타이포그라피 기법을 언급하

면서 그것이 현대적 작가의 기지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진정한 예술작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본고가 데포르마

시옹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으로 의미화하려는 당대 구인회 모더니즘의 기교와

예술의 문제가 단순히 문학적 테크닉이 독창적인 표현의 차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는 점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태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서의 텍스트란 무엇인가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태원이 언급하는 심경

소설 의 맥락은 본고의 논의상 세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심경소설

즉 심경소설이라는 것 사소설이라는 것 또는 신변소설이라는 것 그러한 것을 무조건하고

배척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과 결코 의견을 한가지 할 수 없다

한 작가가 소재에 궁한 나머지 자기의 사소설에서 취재하여 제작한 중에 극히 저열한 작품이

간혹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 곧 심경소설 사소설이 값어치 없는 것같이

생각하려 하는 것은 일종의 맹단일 뿐이다

그것은 오직 그것이 저열한 작품인 까닭에 저열할 뿐이지 결코 작가의 사생활을 취급한 까닭에

저열한 것이 아님으로써이다

이른바 본격소설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그 사상이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인물들의 심리 해

부로부터 사건의 지엽 부분에 이르기까지 무릇 작가 자신이 작가 자신의 실생활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드물 것이다

그야 물론 본격 소설은 심경소설이나 그러한 것에 비하야 훨씬 큰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 취

재 범위의 광범함 내용의 다중성 그러한 것에 있어 도저히 사소설류의 따라 미칠 바이 아니다

그러나 이른바 신변소설이라는 것은 그 세계야 좁은 것임은 틀림없으나 그 대신에 그곳에는

깊이 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걸출한 작가에게 있어서라도 그가 참말 자신을 가져 쓸 수 있는 것은 구경 평소

에 자기가 익히 보고 익히 듣고 또 익히 느끼고 한 그러한 세계에 한할 것이다

특히 한 작가가 창작에 있어서의 심리해부 의 수련을 위하여서는 가히 심경소설 제작을 꾀함

보다 더 나은 자 없을 것이다

혹 어떠한 이들은 사소설이란 그렇게도 용이히 제작되는 거나같이 생각하려 드는 경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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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것은 얼핏 그러한 듯하면서도 크게 옳지 않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관여한 일을 쓰기란

결코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제시하는 심경소설 의 개념은 흔히

일본적인 사소설의 파생태이거나 혹은 개인의 자전적 소설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박

태원이 강조하는 심경소설 의 개념은 단순히 일본적 사소설의 파생태로 파악하는 것은

지엽적일 수 있다 이는 그가 생각하는 텍스트의 미학성 즉 심경소설 의 개념이 그

가 내 예술에 대한 항변 에서 언급한 나의 예술에 대한 정신과 태도 의 문제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일종의 맹단 이라는 표현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박태원은 사소설 중에서도 저열한

작품이 간혹 발견되는 것은 사실 임에도 그것은 오직 그것이 저열한 작품인 까닭에

저열할 뿐이지 결코 작가의 사생활을 취급 하는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텍스트의 예술성이 작품의 소재 혹은 구보 라

는 필명으로 그의 자전적 작품에서 꾸준히 등장했던 작가 개인의 신변적 인 요소가 텍

스트의 미학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박태원이 제기하는 텍스트의 가치의 문제란 결국 소재가 아니라 그 소재 를

가지고 예술가적 산책자인 미학적 주체인 존재가 무엇을 어떻게 데포르마시옹 할 수

있는가를 문제시 하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가 언급하는 작품의 깊이 라는 맥락

은 바로 이를 의도한 발언이다 즉 깊이 란 작품의 소재에 광범위함이나 사회적 주제

와 맥락에 따라 결정되거나 환원될 수 없다 실제로도 그가 임화 등의 리얼리즘 문학

계열의 본격소설 이 심경소설이나 그러한 것에 비하야 훨씬 큰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 취재 범위의 광범함 내용의 다중성 그러한 것에 있어 도저히 사소설류의 따라 미

칠 바이 아 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경소설의 소재적 좁음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

다 핵심은 소재와 취재의 넓은 범주가 작품의 예술성 즉 깊이 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

라는 박태원의 미학적 사유에 있다

이러한 박태원의 언급은 해당단락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작가의 사생활 을 다룬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언급과도 연동된다 즉 저열한 사소설 이 존재할 수

있듯이 핵심은 그 소재의 넓음과 좁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텍스트의 기교가

구성하고 보여줄 수 있는 깊이 와 가치의 층위이다 이 텍스트의 예술성과 정신을 보

박태원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앞의 글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일본 사소설과 조선적 사소설 계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면 참조 방민호는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격인 사소설과
조선의 자전적 소설의 영향관계의 문제를 원본과 류의 복사본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하면서 문화란 모두 제각기 일종의 카피들이다 어느 하나의 문학 양식을 원본화 정통화하는 인식경
향은 그것을 특권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카피
들은 그 카피의 독특성으로 말미암아 보편을 구성하는 귀납적 과정의 일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
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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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는 것은 심리해부의 깊이 와 작가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진실성의 양상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데포르마시옹으로서의 기교 에 있는 것이다

박태원이 지적하듯이 깊이 를 지닌 사 소설은 결코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다 요

컨대 어떠한 걸출한 작가에게 있어서라도 그가 참말 자신을 가져 쓸 수 있는 것은 구

경 궁극적으로 인용자 주 평소에 자기가 익히 보고 익히 듣고 또 익히 느끼

고 한 그러한 세계에 한할 것 이다 이는 그가 판단하는 예술성의 핵심이 소재와 대상

혹은 그것의 사실적 재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구경 즉 궁극적으로 작가

자신이 진실 되게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의 깊이가 형성하는 세계 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핵심은 세계에 대해서 다루던 혹은 좁은 범주에서 사생활을 다루던 그 소재적

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깊이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점이며 이를 통해

깊이 를 갖출 때에 박태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소설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표피적

인 기교가 아닌 것 즉 텍스트의 진정성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데포르마시옹의 방법

론이야 말로 그가 생각한 진정한 현대적 문학이며 구인회 의 미학적 성향이 지향했

던 바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의 심경소설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단순히 심경소설 이 사소설과의 유사한 것이라는 점이

아니다 즉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은 구인회 활동을 통해 그들이 공유하

고 있던 기교와 미학 예술성의 개념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

어야 한다 말하자면 구인회 모더니즘의 데포르마시옹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방법론의 핵심은 텍스트의 깊이 와 예술성 작가적 정신과 그것을 담지할 기교 로서

완성될 수 있다 박태원이 구인회 모더니즘의 동료인 이태준 김기림 정지용 이상

등과 공유했던 교만한 예술가적 자의식의 층위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그것

은 극단적으로 현실을 추월하고 횡단하는 변용 을 통해서만 가능한 미학적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가령

우수한 암면 묘사를 보여주는 작품이 작가가 우리 문단에는 거의 없다 특히 마굴 이나

그러한 방면에서 취하여 성공한 한 개의 작품이라도 있음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것은 혹은 조선 작가의 품행 방정한 까닭인지도 또는 군자라 이러한 방면에 흥미를 아니 갖

는 까닭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만은 단언할 수 있다

즉 아모러한 작가라도 왕왕히 자기의 명예라는 것을 또는 가정의 평화라는 것을 돌보지 않으

면 안되는 것이라고

사실 한 작가가 진리를 굽히지 않기 위하야 자기 자신의 그리 아름다웁지 않은 발가숭이 를

그대로 내놀 수 있다면 그는 그 태도에 있어서만이라도 이미 한 개의 훌륭한 작가인 것이다 사

소설 제작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작가에게 유의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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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득실 이야 어떻든 우리 문단에는 좀더 우수한 심경소설이 나와도 좋을 듯싶게

생각된다

마치 위의 글에서 언급되는 우수한 묘사 와 작가적 정신이라는 측면이 표현 묘

사 기교 창작어록 이 쓰여진 뒤 년 뒤에 발표될 이상의 날개 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박태원은 심경소설의 개념을 통해 무엇이 뛰어

난 작품이 될 수 있는가의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우수한 작

품의 제작 에 대한 인식론적 양상일 것인데 이는 박태원 자신이 지적하는 심경소설의

범주를 단순히 개인의 심리의 반영이라는 차원으로서 보기 어렵게 한다

이는 박태원이 진리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박태원은 작가적 깊

이를 진리 라는 말과 결합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그리 아름다웁지 않은 발가숭이 를

그대로 내 놓을 수 있다면 그는 그 태도에 있어서만이라도 이미 훌륭한 한 작가인 것

이라고 강조한다 박태원은 이것이 우수한 심경소설 을 제작 할 수 있는 미학적이고

정신적인 작가적 태도임을 분명히 한다 그의 언급을 빌려 말해보자면 품행 방정한 군

자 이거나 자신의 명예와 가정의 평화 를 돌봐야 하는 적당 히 작가인체 하는 인물들

에게는 우수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작가적 깊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도 박태원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이상의 오감도 가 자신의 소설가 구보씨

의 일일 이 거의 동시에 조선중앙일보 에 연재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나 박태원 인

용자주 의 소설도 일반 대중에게는 난해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나 그의 시의 세평

은 결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 었으며 이상의 오감도 가 정신이상자의 잠꼬대

로 비난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했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특히 그가

일반 독자가 그 난해한 시를 능히 용납할 것인지 그것은 처음부터 우려할 문제였으나

우리는 이미 그전에 그러한 예술을 가졌어야만 옳았을 것 이라고 강조한다는 점은

당시 구인회 문학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미학적 태도를 공유했는가를 드러내주는 증

거가 된다

이처럼 박태원이 언급하는 심경소설 에서 작가적 깊이 의 영역은 데포르마시옹을 통

해 구인회 의 구성원들과 공유했던 미학적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렇게 본다면 박태원이 이상을 만나게 되면서 차차 그의 재주와 교양에 경의를 표하게

되고 그의 독특한 화술과 제스처는 내게 적지않은 기쁨을 주었다 고 언급한 측면

박태원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앞의 글 류보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광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위의 글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앞의 책 면 실제로도 박태원이 이상의 편
모 에서 이상의 작품을 가리켜 기생이라던가 창부라든 그러한 인물을 취급하여 작품을 쓴다면 가히
외국문한데 있어서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은 단순히 이상의 기행적 면모를 강조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것은 그러한 소재들을 다루는 이상의 작품들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 강조하는 마굴이나 그러한 방면에 대한 우수한 암면묘사 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본고의 장을 참조할 것



- 134 -

또한 당대에 조용만 서정주 최재서 등이 언급한 비상식적이며 기이한 위악적 인물이

었다는 이상의 모습은 그로 대변되는 구인회 구성원들의 동질적인 미학적 사유와 예

술가적 면모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

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최재서가 언급했던 평범이 아닌 극단 에서 예술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맥락이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다 최재서의 언급처럼 참말로 자

신이 가져다 쓸수 있는 것은 구경 즉 궁극적으로 작가적 깊이를 갖춘 작가 자

신의 세계관과 내면의 심리에 대한 깊숙한 접근은 개인의 안위나 일신상의 평안이라

는 일상을 위반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예술가적인 주체에게 유의의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원이 지적한 작가적 태도와 인식의 깊이란 말하자면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일

상과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조롱하고 적대시하며 초연할 수 있는 태도로 세계

를 바라볼 수 있는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그들의 예술적 기반으로 삼았음을 알려준다

박태원의 이러한 미학적 태도는 보들레르부터 니체 벤야민으로 이어지는 유럽 아방가

드르 예술이나 주지주의 로 호명된 영미 모더니즘의 수용 양상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왜 구인회 모더니즘 작가들이 당대의 세계적인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가를 여실

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핵심은 실증적 수용이나 불완전한 이해 가 아닌 구인

회 모더니즘의 예술가적 인식의 유사성 과 미학적 세계관이 지니는 공명 의 차원을

논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예술가적 산책가의 데포르마시옹적인 지성적 예술이란 새로운 조선문학을 창

출할 수 있는 자부심의 근거인 셈이다 박태원의 지적처럼 이는 마굴 로 묘사되는 현

대와 도시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적인 접근과 그것의 심리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담

지해 낼 수 있으며 또한 진리 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현실과 세계에 대한 단순한 접근이나 표층적인 분석이 아니라 세계의 본질에 대한 심

층적인 탐구와 인식 혹은 그 자신의 미학적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박태원 스스로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의 총명하다는 것 에서 언급한

총명함 의 본질이다 이 현대적인 총명함과 지성의 문제는 결국 신선하고 예민한 기교

인 현대적인 기지 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또 체험

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성 적 예술의 양상이 당대의 카프리얼리즘이나 순

수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조선문학의 기치를 내새우려 했던 구인회 문학의 가장 중요

위의 글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앞의 책 면
정은경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 연구 월인 면 정은경은 이상에게 있

어서의 악의 표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상 문학에 있어서 악은 근대 정신이 표방하는
과학적 합리성의 오류 그 허위에 대한 발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고백을 통해 근대적 합리성
즉 과학적 진리 영역을 벗어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이 문제시하는 것은 도덕과 부도덕
공동체와 개인의 대립이 아니라 주체로 홀로 선 개인과 개인간의 진정성의 문제 혹은 개인 내부에 켜
켜히 숨겨져 있는 진정성과 허위의 문제이며 나아가 자기동일성이라는 인식 주체에 표상되는 세계의
진위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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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대적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기림의 전체시론 에서 제시된 꿈의 리얼리티 의 의미

지금까지 본고는 박태원의 기교 와 심경소설 에 대한 언급을 통해 심리적 리얼리티로

대뱐되는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과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지니는 미묘한 차

이점 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번 절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러한 양상들은

구인회 문학이 지니는 당대 문학장과의 거리감과 더불어 구인회 예술이 지향했던

바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미화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가 예술가적 산책자라는 키워드를 통해 구인회 문학의 데포르마시옹 적 성격

과 미학적 주체의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려 할 때 박태원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논의대상은 역시 김기림이다 최재서와 더불어 당대 최고의 이론가로 명성을 날렸던 김

기림의 미학적 태도는 문학사적으로 논의된 임화와의 기교주의 논쟁에서의 방향전환

혹은 서구 초현실주의와 아방가르드 미학의 피상적 도입의 측면에서만 논의되기 어렵

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기존의 문학사적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일련의 이론적

기획인 오전의 시론 과 전체시론 에 관한 논의가 구인회 활동 및 이상과 박태원 정

지용 등과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이는 그간 김기림 개인의

이론적 논의로 평가되어 왔던 전체시론 등의 논의를 당대 문학장의 맥락과 구인회

의 지향점으로 전환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절은 구인회 문학의 최대 이론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김기림의 전체시론 에 대

한 기획을 통해서 김기림이 초창기부터 피력해왔던 꿈의 리얼리티 혹은 초현실주의

이미지와 미학의 인식문제를 다룬다 주의깊게 살펴야하는 부분은 김기림의 서구 아방

가르드와 영미모더니즘의 수용의 맥락이 결과적으로 박태원의 오만한 미학적 태도와

유사하게 어떻게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새로운 조선문학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과 방

향성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절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김기림과

구인회 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를 토대로 한다

문학사적으로 서구문학 에 대한 피상적 이해라는 비판 을 받아온 김기림의 미학적

장인수 근대 보편과 식민지 현실의 간극 김기림 모더니즘론의 문학사적 의의와 그 한계 반교
어문연구 호 면 실제로도 김기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김기림의 피상적인 모더니즘
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의 주지주의 문학론이 지닌 한계는 우리 민
족이 처한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부족했다는 데 있다 김기림의 문학론에는 근대 문
명의 새로움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성에 대한 예찬과 에로 그로 난센스가 횡행하는 근대 도시에 대
한 비판이 공존한다 근대 자체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본다
면 그의 문학론에 모순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기림이 근대 문명의 건강성을 말할
때 그는 근대 도시의 부정적인 면을 잊어버린 것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는 데 문제는 있다 게다



- 136 -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이해했던 현대적 문학과 그 흐름의 문제는 단순히 조선

문학이 외부의 사조를 일방적으로 수용 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반해 있던 것이 아니었

다 김기림은 스스로 기교주의 비판 에서 오늘에 있어서 벌써 한 나라의 문학은 세

계적 교섭에서 전연 절연된 상태에서 절연된 상태에서 존립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외국의 좋은 시론이나 시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나라의 시가 성장해가는 것은 절

대로 굴욕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더욱 바라고 싶은 일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외국의 문학과 예술적 흐름을 토대로 새로운 조선문학 즉 한나라의 시가 성장

해가는 것 을 강조한다는 점에 그 중심이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김기림의 대표적 논의로 평가받아온 전체시론 과 기교주의 비

판 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바는 단순한 임화 및 카프계열과 벌어진 문단사적인 논

쟁만이 아니다 실제로도 기교주의 논쟁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기교주의 비판 시에 있

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을 검토해보면 김기림의 목적은 단순히 카프문학의

격파 혹은 비판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 오히려 기교주의

논쟁을 통해 그가 강조하는 바는 이른바 순수한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의 추구로서는

왜 진정한 문학이 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새로운 전체로서의 시 란 어떠한 의미를 지

니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점적이다

본고의 관점에서 볼때 김기림의 전체시 기획의 핵심에는 천재 로 대변되는 새로운

조선문학을 창출해낼 수 있는 주체 를 의미화하는 문제가 중심에 있다 이러한 맥락은

김기림의 전체시 에 대한 기획이 구인회 구성원들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통한 새

로운 조선문학의 창출이라는 측면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박

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언급한 진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벌거숭

이로 내세울 수 있는 우수한 작가 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과 유사하게 김기림이 기교

주의 비판 의 서두에서 지극히 적은 수요의 천재 적인 시인의 존재를 새로운 조선문

학의 가능성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김기림은 이 글에서 천재 를 그와 대비되는 시적바보 즉 영감 인스피레이션 으로 대

변되는 감정의 자연적 노출에 의거하지 않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러한 천재적 존재는

김기림이 추구했던 전체시론이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방법에 종속되지 않는 뛰어난 시적 사고와 감정을 훌륭한

표현력으로 구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을 위한 시인이자 예술가인 존

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안회남의 작가 박태원론 에서 지적된 인스피레이션에

가 그는 근대 도시에 만연한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식민지 현실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의 문명비판은
식민지 근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근대 보편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것은 어
쩔 수 없는 시대의 한계이기도 했다 김기림은 그의 시론에서 식민지 현실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대해
몰각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가 서구 근대에 대해 그토록 강박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따
지고 보면 식민지 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

김기림 기교주의 비판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위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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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지 않는다 는 박태원의 발언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즉 박태원과

김기림의 영감 에 대한 동일한 태도는 구인회 의 공통된 미학적 입장과 사유의 층위

이며 이는 구인회 문학인들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통해 김기림의 기교 개념이

논의될 필요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기교주의 비판 의 숨겨진 맥락을 통해 본다면 김기림이 전체시 라는 개념

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예술 의 테크닉으로서의 순수한 기술의 차원에 사회참여적 사

상을 덧붙인다는 단순한 종합논리와 무관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김기림이

년 인문평론에 발표했던 모더니즘 의 역사적 위치 에서 영구한 모더니즘이

란 듣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말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김기림의 문제의식은 기교 를

통해 강조했던 것은 어떻게 끊임없이 부단히 발전해갈 수 있는 새로운 조선문학 이 형

성될 수 있는가 혹은 그 주체를 의미화 할 수 있는 가를 향해 있다 추후 다루겠지만

김기림의 이론적 논의 뒤에 숨겨진 맥락들 자세히 규명할 수 있을 때 본고가 주목하고

자 하는 구인회 문학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전절에서 살폈던 심리적 리얼리티 의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과 구인회 의

예술이 가지는 미묘한 차이 에 대한 김기림의 이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본절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 조선문학의 상황에 대한 김기림의 평가와 인식의

층위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기림은 당대 기교주의 혹은 이른바 모더니

즘 문학의 발생의 원인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 기교주의 발생의 환경을 요약하여 말하면 시단을 에워싼 소박한 어떤 종류의 원

시적 상태라 하겠다 그 배경에는 강렬한 문화적 욕구가 있어서 소박한 자연상태의 정리에 의한

고도의 문화가치의 실현을 기도하였다 여기에 년대 초기의 기교주의의 문화사적 의의가 있었

다

현순영 구인회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면 현순영은 기교주의 논쟁
에 걸친 임화와 김기림의 입장의 차이를 조선 근대시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언급
하면서 김기림의 시적 인식은 구인회의 시 의식이 반성적으로 이론화된 가장 분명한 예 였다고 평가
한다 현순영은 기교주의 논쟁에서 김기림의 시적 인식이 구인회 전체의 것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 보지만 본고에서 살펴보는대로 김기림의 미학적 태도는 새로운 조선문학을 건설해야 할 지성을 강
조한다는 맥락에서 박태원의 기교와 총명에 대한 인식과 상당부분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앞의 책 면 참조 조영복은 기교주의논쟁

이 단순히 문단의 헤게모니 투쟁이라기 보다는 인식론적 차이에 의한 논쟁이었음을 언급하면서 김기
림의 전체시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모더니즘 시의 결여 요소인 사회성을 도입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경향시의 내용과 모더니즘 시의 형식 기술 을 종합해야 하는다는 표면적인 진술 이면에는 현
대시가 혼의 표출 낭만주의적 경향 인용자 주 보다는 정신의 시에 속한다는 것 이 강조되고 있음을 지
적한다 조영복은 김기림에게 현대시의 기술이란 제작되는 인공적 미학의 층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의 인식이 능동적인 시정신과 불타는 인간정신과 함께 행해져야만 현대시
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김기림 모더니즘 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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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의 신시운동은 반드시 내부적 자각에 의해서만 전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더욱 촉

진시킨 외부적 자극으로서의 선진 제국의 시운동의 영향을 거기서 부정할 수 없다 외국의 좋은

시론이나 시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 나라의 시가 성장해가는 것은 절대로 굴욕이 아니다 그

것은 차라리 더욱 바라고 싶은 일이다 약간의 편협한 국수사상가는 이러한 문학의 외적 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심하면 배격하려고 하나 그것은 무모 이외는 아무것도 아닐 게다 오늘에

있어서는 벌써 한 나라의 문학은 세계적 교섭에서 전연 절연된 상태에서 존립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여기서 잠간 우리들의 시운동에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서양의 근대시의 오늘

에 이르기까지의 특징을 살펴가면서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교주의와의 관계에 미치고

자 한다

이른바 김기림의 전체시론 의 핵심적 요지인 감상에의 반역 중 한 부분인 기교

주의 비판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은 당시 김기림이 지향했던 미학적

입장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글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흔히 년부터 시작된 기교주의 논쟁의 전개는 김기림이 임화와의 논쟁을 통해 기교

우위의 반성하고 이른바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절충적 입장의 전체시 로 나아간다는 것

이 가장 기본적 공식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는 지나치게 문단 내부의 권력투쟁 또는 임

화와 벌였던 논쟁사적인 맥락에서 제기된 해석일 것이다 오히려 주목되어야 하는

부분은 김기림의 미학적 태도에 있다 즉 김기림이 기교주의 비판 을 통해 의도하는

바란 기교 로 인해 년대의 시보다 년대의 시가 더욱 나아질 수 있었으며 그 변화

의 양상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전망 의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기교주의 논쟁과 이와 연관된 오전의 시론 과 전체시론 은 그가 구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년대 중반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주목

된다

김기림이 기교주의 비판 에서 강조하는 바는 시단의 소박한 원시적 상태 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기교 의 본질적 측면에 있다 그의 여러 글에서 확인되는 강렬한 낭만

주의 비판과 주지적 이성의 강조라는 차원은 사실상 이원조가 년대를 검토한다

에서 년대를 상티망 감정 으로 그리고 년대를 지성내지 교양 이라고 구분하는 것

김기림 기교주의 비판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의 이글은 시에 있
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발표된 글이며 이른바 기교주의 논쟁의 시발
점으로 평가되는 글이다 이후 임화는 년 월에 신동아 에 담천하의 시단 년 을 발표하면
서 본격적으로 기교주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강계숙 기교주의 논쟁의 시론적 의의 현대문학의 연구 호 참조 이른바 기교주의 논
쟁의 해석에 있어서 리얼리즘 임화 와 모더니즘 김기림 의 대립이라는 관점에 의해서는 논쟁의 논의점이
정확하게 포착되지 못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강계숙은 임화와 김기림 간에는 강한 비판보다 온건한
상호이해와 공명이 더 두드러진다 논쟁이라는 표현이 무색할만큼 이들의 상호 응대는 논쟁보다 논의에
가깝다 면 고 언급한다 강계숙에 따르면 임화가 김기림의 시론에 적극 공감한 것은 이러한 현대
시의 전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다 김기림의 시사론을 관통하는 기본 틀은 현대시의 모더니티가 자기
파괴와 몰락 퇴폐와 허무 즉 데카당의 심화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전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김기림
의 비평적 이념은 데카당의 극복을 시로서 시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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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의미맥락을 가진다 즉 김기림이 소박한 낭만주의적이고 감정위주의 과거

시 를 극복하고 강렬한 문화적 욕구 에 의해 고도의 문화가치를 실현 하는 것을 기

교주의의 문학사적 의의 로 판단한다는 것은 최재서가 주지주의나 현대적 예술의 문제

를 다루는 것과 유사하게 현대적인 지성 에 의한 문학의 층위가 새로운 조선문학을 위

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김기림의 보편성 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이다 외국의 좋

은 시이론이나 시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나라의 시가 성장해가는 것은 절대 굴욕이

아니다 그 것은 차라리 더욱 바라고 싶은 일이다 라는 김기림의 언급은 사실상 당대

의 기교중심주의의 순문학 이라 불리웠던 모더니즘의 범주가 서구나 일본의 예술적 흐

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기림이 영향관계 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조선문학의 열악함이나 외국문학의 불완전한 수용을 문제삼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김기림이 강조하는 것은 수용 을 통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발

전과 전망 의 문제에 있다 이는 박태원이 문예시감 에서 조선의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에 비해 천품과 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 지식과 교양의 부족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관점으로 판단된다

김기림의 언급에 따른다면 년대의 신문학 운동이란 외국의 새로운 좋은 것을 바삐

끌어들이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문화를 새로 발전시키는데로 향했던 것 이며 이는

문화주의자요 이상주의자 이기에 가능한 태도이다 즉 지성과 교양에 바탕한 현대

위의 글 면 강계숙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처럼 조선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을 가늠하게 해주는 세계사적 보편이 상징적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은 김기림에게도 임화에게도 공
통적이다 다만 역사의 범주를 어떻게 상정하는가에 그 내용이 다르다 김기림에게는 언제나 예술의 보
편사가 상징적 거울이었다면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임화에게는 유물사관에 근거한 세계사적 보
편으로서의 자본주의 역사 전체가 거울 역할을 한다 문명사적 보편 혹은 세계사적 보편이라는
상징적 모델에 따라 시의 역사를 예술적 자기반영물로 해석하는 이러한 관점에 의해 김기림과 임화는
현대시가 위기에 직면한 부르주아 문명의 자기표현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용과 기교를 통일로
한 전체로서의 시 김기림 시와 현실 시인으로서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 관심 임화에 의해 부연된
바 내용과 기교가 형식논리학적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임화 기교파와 조선시단 전체로
서의 시로 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데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박태원 문예시감 신춘작품을 중심으로 작가 작품 개관 조선중앙일보 류보

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해당 단락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작가들이
외국의 작가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무엇일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여 보기로 합니다 혹 그 천품에
있어서일까 또 기량 같은데 있어설까 그러나 그러한 것에 있어서 조선의 작가들은 너무 겸손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그들의 지식 교양 그러한 데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과연 그러한 것일듯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작가의 글을 읽을 때 실로 번번하게 느끼지 않
으면 안되는 것은 그 글을 쓴 이의 지식이나 또는 교양의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작가들은 물
론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그 지식에 있어 가난하고 그 요양에 있어 낮습니다

실제로도 김기림이 조선일보 에 년 월 일에 발표한 시와 르네상스 현대와 시의 르네상
스 요술쟁이의 수첩에서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에서 년대의 문학적 상황을 다음과 같
이 평가한다 말하자면 년대의 우리 신문학 운동 자체가 일종의 르네상스 운동이었던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우리 앞에는 우리들이 전대에 구경한 일이 없던 아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 즉 구라
파라고 하는 현란한 표본이 갑자게 제시되었던 것이다 모든 사회적 노력과 문화적 목표는 우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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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학 즉 문화주의자요 이상주의자 이기에 가능한 예술의 층위 혹은 김기림이

그토록 강조했던 발전하는 현대적 시 는 국수주의적 무모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외

국의 좋은 시론 을 받아들이며 이를 우리의 시운동에 자극 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과

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운동 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요컨대 김기림이 제시했던 기교주의 의 목표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형성 을 위

한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으로 요청되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러한 김기림의 기교 와 외국문학의 수용이라는 관점은 사실상 새로운 조선문학의

성립 또는 현대적 인 지성적 문학의 발전이라는 차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즉 현대적

인 조선문학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구인회 의 집단적 성격이며

그들이 공유했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문학적 목표인 셈이다 박

태원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자평하면서 새로운 조선문학을 창출 했다는 자부

심을 드러냈던 것도 기실 김기림이 지적한 기교주의 의 당대적 맥락이 그 뒤에 놓여있

다 요컨대 구인회 문학이 목표로 했던 것은 외국문학의 완벽한 복제가 아닌 서양

예술과 문학의 자극 을 통한 새로운 현대적 조선문학의 형성 이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김기림이 제시하는 기교 의 내부적 맥락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교주의 비판 에서 김기림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맥락이기도 한데 예컨대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나타난 박태원의 타이

포그라피 시 에 대한 입장과 유사하게 김기림은 초현실주의나 다다 미래파 등의 미학

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마냥 긍정하고 숭배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는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통해 김기림이 생각하는 생성되어야 할 지성적이며

새로운 조선의 문학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표본을 바삐 끌어들이는 일이고 다음에는 그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문화를 새로 발견하는데로 향했
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늘 문화주의자요 이상주의자였다

김기림은 구인회 결성 년 월 조금 전인 년과 년 새해 문단에 대한 전망을 살피면서
새로운 유파로서의 문예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년 월 일 동아일보 에 발표한

신민족주의 문학운동 김학동 편 김기림 전집 면 에서 김기림은 여하간 새해의 문단은 좀
다채해야 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도 좋고 즉물주의도 감각파도 너희들은 아무 구석에서나 너희들 자신
의 특성을 가지고 대담하게 뛰어나오너라 생기있는 혼돈의 피방 에서는 더 높은 통일의 세계가 빛
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년 월 일 조선일보 에 발표한 써클 을 선명히 하
자 김학동 편 김기림 전집 면 에서 김기림은 스쿨 은 문인 자체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낡은 전설에서 대척되는 지점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의미하며 전설과 새 출발의 경계선
을 의미하는 점에서 유파는 자기 발잔의 한 개의 표석이다 마티스 의 포비즘 짜라 의 다
다 올딩튼 의 이미지스트 운동 스포 등의 슈르리얼리즘 이것들은 비평가가 반가워하
고 현상이 편해질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차라리 전통을 의미하지 않는 자기 유파의 고유명사에 더 애
착을 느낀다 고 언급한다 이러한 김 림의 문학운동과 유파에 대한 생각들은 차후 구인회 의 구축
을 통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있었던 것이다
김한성 김기림 문학 연구 비교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면 참조 김한성은 김기림에게 서구문학의 보편성 지향이란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의 여러 부분들이
뒤섞여져 버무려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김기림이 영문학 텍스트를 절대시 하지 않은 만큼 불문학
텍스트 역시 절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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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형태시

시는 음악성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회화성에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새로운 미학

에 기인하여 출발한 것이나 드디어는 인쇄의 형태성의 효과와 결합한 이른바 형태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기운을 가장 촉성한 것은 입체파의 운동인것 같다 시에 있어서 입체파는 회화상의 입

체파처럼 시의 의미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분명한 미학을 수립할 수 없었고 차라리 외형에 대한

변혁에 그쳤다 보다 적절하게 말하면 인쇄술의 시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아포리네

르 나 콕도 의 이상스럽게 지면에 활자를 배열해 놓은 시도 그 의미는 지극히 온건한 서정

시인 것이 많았다 막스 웨버 의 시는 더 많이 이 의미적인 것을 거세하고 순수한 포말

리즘 의 시에로 가까이 오고 있다 의미의 연계와 통일을 전현 무시한 스타일 의 곡예에 그

친 거트루드 스타인 류의 시도 이 계열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에서 의미의 맥

락이나 음악성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인은 그 속에서 그러한 것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까닭

이다 그는 차라리 그러한 것을을 비시적인 협잡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탈각하고 순수한 스타일 의 기계적 효과내지는 인쇄미의 발휘로써 시의 극치라고 생각한 것

이다

초현실파는 일찍이 시에 있어서 주제의 포기를 선언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주제

는 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까닭에 차라리 방기한 것이다 브레몽 이 순수시의 대표자로 지명

한 폴 발레리는 시를 장기나 수학문제에 비유하였다 대체 수학의 상태처럼 명징한 것이 또

어디 있느냐 발레리 는 틀림없이 시의 구경의 순수한 상태를 이러한 명확하고 명료한 상태로

의욕한 것이다

김기림의 형태시 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사실상 아폴리네르나 장 콕도 등 서구의 다

다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이어지는 아방가르드 미학운동을 염두에 둔 논의에 해당한다

그가 판단하는 서구 아방가르드 문학의 방향과 가치란 말하자면 근대시의 순수화 경

향 에 있다 이는 서구초현실주의적 방법론과 기술들이 그가 생각하는 기교주의의 기본

적인 방향성에서는 유의미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기교주의 혹은 근대시의 순수화 에 대해 김기림

이 제시하는 관점이 시에 있어서 입체파는 회회상의 입체파처럼 시의 의미에 있어서

까지 그렇게 분명한 미학을 수립할 수 없었고 차라리 외형에 대한 변혁에 그쳤다 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시의 의미 를 담보할 수 있는 분명한 미학의 성립이 아닌 차라리

외형에 대현 변혁에 그쳤다 는 비판적 언급은 유의미하다 이는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제시한 초현실주의의 타이포그라피적 언어사용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동일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과 더불어 김기림과 구인회 의 미학적 태

도가 단순한 서구 추수주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

다

김기림 기교주의 비판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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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기림이 이글에서 언급하는 의미 란 단순히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문화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 가 인식하고 사

유할 수 있는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차원을 뜻한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다 이런 맥락

을 토대로 본다면 김기림이 강조하는 기교 의 본질적 차원은 인쇄술의 시적 표현 이

라는 문학적 테크닉과 기술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그

가 아포리네르 나 콕도 의 이상스럽게 지면에 활자를 배열해 놓은 시도 그 의

미는 지극히 온전한 서정시인것이 많았다 고 지적하는 것은 그가 의욕하는 목표와 예

술적 지향점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기림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시되는 문학과 예술의 방향은 새로운 기술적 발

전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담지되어야 하는

것 혹은 시대와 지성적인 사유를 담보할 수 있는 예술 로서의 현대적 지성의 층위이

다 김기림의 이같은 지성 에 대한 관점이 주제에 대한 포기를 감행한 초현실주의 시

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통해 제시된다는 맥락은 중요하다 김기림의 언급처럼 단순

히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이라는 차원에만 몰두하는 순수 하고 명료한 문학이란 진정

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기 어렵다 그것은 말하자면 편기교 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기림이 강조하는 새로운 조선문학 의 방향성은 시의 가치를 기술을 중심

으로 한 사상 인 낡은 예술을 위한 예술 론이라던가 이스테티시즘

유미주의 인용자주 혹은 예술지상주의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기림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여기서 잠깐 근대시의 발달에 있어서 특징이 되어 있는 기교주의와 시의 순수화 운동에 대한

간단한 비판을 시험초자 한다

한개의 혼돈한 상태는 물론 그 자체가 야만한 것이다 그러나 음악성이나 외형같은 각각 기술의

일부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추상적으로 고조하는 것은 시의 순수화가 아니고 차라리 일면화 편

주영중 김기림 시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호 면 김기림 시론의 유기체적 성
격을 검토한 주영중은 김기림 시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김기림 시론 속에서 다양속
의 통일 각도의 문제 다양한 가치들의 유기적 종합이라는 사유가 가능해지는 순간은 바로
유기체적 세계관을 거칠 때이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가치들은 전체와 보편이라는 개념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그에게 보편과 통합의 개념은 일종의 사물의 질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년대 센티멘
탈리즘이라 지칭되었던 감상적 낭만주의 시와 사상성만을 우위에 둔 경향파시는 그에게 일종의 혼란 같
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세기말적 징후로서의 퇴폐적 문학으로 간주되었다 다다와 미래파 슈르레알
리즘 그리고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근대문학 운동조차도 김기림은 일종의 문화적 혼란 또는
세기말적 퇴폐의 징후로 간주하면서 현대시가 오전의 시론 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명랑성과 건강
성 그리고 질서를 회복해야 함을 역설한다 근대시를 죽음과 폐허로 명명하면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기림이 종종 근대 시 이후를 현대
시 로 지칭하는 것 또한 그의 이러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에게 현대시는 근대 문명의
징후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시 근대 너머로 이행하는 시 실험과 모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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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화 라고 할 밖에 없다

기술의 일부면만을 부조하는 것은 확실히 명징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

시의 기술의 일부면에 그쳐야 할 것이다 전체로서의 시는 훨씬 그러한 것들을 그 속에 통일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가치의 체계가 아니면 아니된다 세기 시 속에는 분명한 파괴의 요소가

많이 있었다 다다 와 같은 것은 파괴적 정신 이외에 또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초현실주

의는 이 파괴의 면을 그 속에 많이 상속해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파괴의 작용은 일면에

있어서는 분석의 과정이었다 분석은 시를 여러 부면으로 해체하였으며 필경에는 시의 일면화의

현상을 결과한 것인가 한다 그래서 이윽고 순수시는 음악 속에 형태시는 회화 속에 각각 시를

상실해 버리고 말지나 않았을까 근대시의 순수화 과정은 시의 상실의 과정인 느낌이 있다

이미 그 역사적 의의를 잃어버린 편향화한 기교주의는 한 전체로서의 시에 종합되어야 할 것이

다 그것은 한 조화있고 충실한 새 시적 질서에의 지향이다 전체로서의 시는 우선 기술의 각 부

면을 그 속에 종합 통일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체로서의 시는 그 근저에 늘 높은

시대정신을 연소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김기림이 기교주의 비판 에서 근대적 시의 발전과정을 기교주의와 시의 순수화

운동 이라고 지적했을 때 이는 전술했던 시의 순수화 와 명징화 즉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에 대한 몰두가 왜 비판되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말하자면 음악성이

나 외형같은 각각 기술의 일부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추상적으로 고조하는 것은 시의

순수화가 아니고 차라리 일면화 편향화 라고 할 밖에 없다 는 지적은 김기림과 박태원

그리고 이상을 비롯한 구인회 문학의 지향점이 단순히 수준높은 순수한 문학적 기

교를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김기림의 비판처럼 무엇보다도 조

화와 충실한 인간성을 잃어버린 공소한 현대 문명 자체의 병적 징후 에 불과할 뿐

이다

요컨대 김기림이 기교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제시한 통일성 인 전체로서의 시 개념이

란 기교와 내용을 단순히 통합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중간적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순수한 기술의 명징화란 주제를 잃어버린 초현실주의 처럼 차

라리 편향화 일면화 에 불과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시의 기술의 일부면에 그쳐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새로운 예술은 이 기교 를 토대로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일견 애매모호한듯 보이는 기교에 대한 김기

림의 입장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기교 자체를 강조한 것에 있지 않다 그가 강조하

는 것은 기교 자체를 통해 표현 될 수 있는 현대적 지성과 미학적 인식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세기 시 속에는 분명히 파괴의 요소가 많이 있었다 고 언급하면서 그 예

시로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을 언급한다 이는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으로 대표되는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의 존재가 말하자면 순수하게 기술적 인 면모에만 집중했기 때문

김기림 기교주의 비판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위의 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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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김기림에게 시의 기교에만 집중한 시의 일면

화 현상 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종의 시의 상실의 과정 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미 그

역사적 의의를 잃어버린 편향화한 기교주의 란 언급으로 대변되는 김기림의 서구 아방

가르드 사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차후 조선의 문학 과 모더니즘에서 발전되어 지성

적인 새로운 전체시 로 발전되기 위한 밑거름을 위해 필요한 토대로서 기능한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김기림의 미학적 입장이 바로 글의 말미에서 전체로서의 시가 근저에 늘 높

은 시대정신이 연소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된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이자

미래적 지향인 셈이다 김기림의 이러한 태도는 전체시론 을 단순히 김기림 시의 리얼

리즘적 선회나 초기에는 부족했던 현실과 역사성의 획득으로 파악할 수 없게 한다

김기림이 구인회 구성원들과 공유했던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핵심인 늘 높은 시대정

신 즉 현대적 지성과 교양의 문제가 김기림식 기교의 핵심적 양상임은 다음에 살펴볼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기교파를 다시 정밀하게 분류한다면 그 중에서 언어에 대한 고전주의적 신념을 시론으로 한 일

파와 일군의 첨예한 형이상학파와 수에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사상파 지각과 사고 기

억 등의 의식적 면모에 집중하는 것 인용자 주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현실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점에서 일치한다

원래 보들레르 를 원조로하고 근년의 초현실파에 이르기까지 불란서를 중심으로 한 근대시

의 특징은 그것이 일관해서 현실을 추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한 곳에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상정하려는 데 있었다

자신의 시의 전통을 가지지 못하고 주로 서양시에서 그 자양을 더 많이 섭취하여온 우리 신시

가 그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 위에 우리를 에워싼 현실

이 시인을 기쁘게 하기에는 너무나 미웠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현실 도피의 태도 가운데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흐르고

있었던가 서양의 초현실주의자들의 그것에 필적한다는 자신이 있을수 있을까 년 월에

파리 에서 문화의 옹호를 위해 국제작가회의가 열렸을 때 그들은 어떠한 문화를 옹호할 것인

가 하는 문제를 우선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것은 물론 근대문명의 현실을 저지하는 문

학은 아니었다 차라리 그것을 비판하고 초극하려는 문학이었다 과연 우리들의 기교파는 옹호되

어야 할 문학중에 들었을까 그보다 국제작가회의가 적대하려는 세력이 무해무익한 가련한 카

김진희 김기림의 전체시론과 모더니즘의 역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집 참조 김진희는
전체시론이 년대 후반 모더니즘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당대 현대시의 사회성과 역사성 담보의 문제
가 중요한 쟁점 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시론은 문학사적으로 년대 카프가 이룩한 리얼리즘의 내용
즉 현실 삶에 대한 존중과 모더니즘이 추구한 문학적 자율성을 통합시킨 창작방법론으로 년대 후반
열악한 식민지 근대에 대응하려는 문학 주체의 실천적인 양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김진희
는 김기림의 모더니스트로서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 관심 근대 사회와 새로운 역사적 주체로서 민중과
노동자 등 하층계급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해방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진보적인 시인의 선택으
로 이어진다 고 판단한다 이러한 언급들은 김기림의 지성과 현대적 문학에 대한 사유를 이른바 리얼
리즘적 인식과 태도로 전환된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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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아 로 방임하거나 도리어 장려할 그러한 종류의 문학 속에 들지나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다

면 그것은 바로 시의 명예가 아니고 굴욕일 것이다 새로운 문화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의

도와 설계를 통해 내일에로 발전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든지 비판자 초극자만이 내일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곧 기교주의를 대신해서 편내용주의를 가져오려는 것이라고 이해되서는

아니된다 내용의 편중은 벌써 년 이전에 청산한 오류였다 차라리 내용과 기교의 통일을 위

한 전체성적 시론이 요망되었다

흔히 김기림의 시와 현실 시인으로서의 현실에 적극 관심 은 임화가 년 월

에 신동아 에 발표한 담천하의 시단 년 으로 제기된 비판에 응답한 글로 알려

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김기림의 기교 에 대한 지적은 흔히 생각될 수

있듯이 임화의 반론이라는 논쟁의 내부적 응대가 그 중심에 있지 않다

김기림의 미학적 입장은 문학과 예술 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의 미학적 차원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즉 그가 언급하는 새

로운 시대의 문학이 지녀야 할 늘 높은 시대정신의 연소 는 단순히 좀더 리얼리즘적

입장으로의 선회이거나 또는 시대와 현실 더 정확히 말해 파시즘이 강화되고 있는 열

악한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반응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는 구인회 문학과 예술의 가치

즉 현대적인 문학의 지성이 지닌 역할이 무엇에 있는가에 대한 김기림의 입장으로 보

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우선적으로 김기림이 제시하는 기교파 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기림은 소위 기교파의 개념에 해당하는 범주를 언어에 대한 고전주의적 신념 을 가

진 경향과 첨예한 형이상학 파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상파 지각과 사고

기억 등의 의식적 면모에 집중하는 것 인용자 주 로 구분하면서 이것이 모두 현실에

대해 도망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점에서 일치한다 고 평가한다 이러한 김기림의 입장

은 그가 판단하고 있는 기교 의 핵심적 맥락이 단순히 현실과 무관하거나 추상적인 영

역으로 도피하는 예술이 아닌 오히려 미학적 인 방식으로 세계와 치열하게 대결해야

한다는 것 김기림의 표현을 빌린다면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을 통해서 가능한 것

임을 드러낸다 즉 김기림에 기교란 그의 말처럼 단순히 편기교 적인 성향만을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교 의 미학을 바탕으로 현실과 맞서는 지성과 교양의 차원에 있

는 것이다

김기림의 언급에 따른다면 원래 보들레르 를 원조로하고 근년의 초현실파에 이

르기까지 불란서를 중심으로 한 근대시의 특징은 그것이 일관해서 현실을 추악한 것으

로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한 곳에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상정하 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서양시에서 그 자양을 더 많이 섭취하여온 우리 신시가 그러한 영향을 강하게

김기림 시와 현실 시인으로서의 현실에 적극관심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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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이기도 하다 일견 김기림은 보들레르부터 근년의 초현실

파 에 이르는 성향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김기림의 보들레르에 대한 애

호를 볼 때 이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오히려 짚어내야 하는 맥락은 보들레르부터

근년의 초현실파 에 이르는 미학적 사유의 핵심이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을 통해 현

실을 추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한 곳에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상정하려는

데 있었다 는 점이다 이러한 진술은 본고가 보들레르부터 니체를 거쳐 벤야민까지 이

어지는 예술가적 산책자 로서 구인회 데포르마시옹의 미학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지점이 된다

요컨대 데포르마시옹 을 토대로한 보들레르부터 벤야민의 예술가적 산책자 의 미학적

주체와 구인회 의 미학의 근본적인 상통점은 현실을 추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한 곳에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상정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부정 한 현실 또는 무의미한 폐허로서의 현실 또는 모더니티 의 문제를 구인

회 문학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즉 김기림이 글을 통해 가장 깊

히 질문하는 문제는 근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비판하고 초극하는 문학 이며 이것을

가능케 할 현대적인 지성과 예술의 층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정한 폐허적 현실과 모더니티의 무의미성에 맞서는 미학적 태도란 벌써

년 이전에 청산한 오류인 내용의 편중 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다 김기림은 이를

우리들 속에 현실 도피의 태도 가운데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흐르고

있었던가 서양의 초현실주의자들의 그것에 필적한다는 자신이 있을수 있을까 라고 언

급한다 이 언급은 그가 지적하는 현대적인 지성의 문학과 예술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또는 무관한 차원이 아닌 오히려 현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형태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김기림의 말처럼 그것은 물론 근대문명의 현실을 저지하는

문학은 아니었다 차라리 그것을 비판하고 초극하려는 문학 인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그렇지 못한 순수한 기교의 문학이란 시의 명예가 아닌 굴욕 이며 무해무익한 가련

한 카나리아 로 방임하거나 도리어 장려할 그러한 종류의 문학 에 불과할 뿐이며

가치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교주의 비판 과 시와 현실 을 통해 본다면 김기림의 전체

시론 이 지향하는 핵심에는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천재 로 표상되는 예술

가적 산책자라의 미학적 주체가 열어갈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이라는 논점이 전체

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가 제시하는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이란 개념일 것이다 그것은 시대와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식 이념투쟁

과 비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도 김기림이 전체시 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했

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은 그가 년 인문평론 에 발표한 모더니즘 의

역사적 위치 에서 년대 중반 닥친 모더니즘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심

각하게 어두워가는 현대 문명 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고 시를 기교주의적 말초

화에서 다시 끌어내고 또 문명에 대한 시적 감수에서 비판에로 태도를 바로 잡아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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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사회성과 역사성을 이미 발견된 말의 가치를 통해 형상화하는 일이다 이에

말은 사회성과 역사성에 의해 더욱 함축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다양해져서 정서의 진동

은 더욱 강해야 했다 는 언급을 통해 다시금 제시된다는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김기림의 말의 형상화 와 정서의 진동 이란 표현은 이미 그가 전체시론 에서 강조

하는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을 통해 순수한 기교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성과 역

사성을 이미 발견된 말의 가치를 통해 형상화 할 수 있는 미학적 방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즉 그가 비판했던 순수한 기교지향을 넘어서서 문화적이고 이상적인 가치

를 실천해 나아가는 조선문학의 방향은 바로 기교 를 통해 현실과 세계의 본질을 지

성적 으로 파악하는 현대적인 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김기림의 이

러한 미학적 방법론이 바로 파괴 와 근대의 부정 만을 강조하는 초현실주의와 다다이

즘 등의 당대적 예술의 흐름과 구분되는 조선문학의 진정한 방향성을 추구할 때 이루

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미학적 주체들 요컨대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토대로 한 자들이자 현대적인 조선문학과 예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

로 기교주의 비판 에서 언급된 인스피레이션 에 의지하지 않는 천재 적 예술가인

셈이다

따라서 김기림이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에서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과

최후의 모더니스트 이상 을 언급하고 동시에 가장 우수한 최후의 모더니스트

이상은 모더니즘 의 초극이라는 이 심각한 운명을 한몸에 구현한 비극의 담당자 로

지칭한 것은 단순한 이상 개인에 대한 고평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조선문학의 새로운

방향성이란 그의 말처럼 무슨 의미로든지 모더니즘 으로부터의 발전이 아니면 아

니되 는 것 혹은 현대적 지성의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진로는 발견되어야 했다 는 김

기림의 주장은 바로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추구했던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김기림의 표현을 빌려 말해보자면 구

인회 의 구성원들인 이 천재 들이야 말로 전체시론에서 제시된 강한 현실증오의 감

정 을 내포한 기교를 통해서 수립될 수 있는 미학적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예술가

적 존재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기림의 전체시론 에 대해 이루어진 그동안의 상당수 논의들이 서구예술사조의 피상

적이고 일방적인 수용과 이해 또는 카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간의 대립이라는 문단내

부의 논쟁사적인 맥락에서 김기림의 논의만 접근해왔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

적이다 이는 김기림 자신의 논점과 해석적 태도가 아닌 어쩌면 문학사라는 주어진

에피스테메 에 의해한 김기림의 상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김기림 모더니즘 의 역사적 위치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 림의 예술론 앞의 책 면 김예리는 이 문제를 다음
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김기림에게 시인이란 특정한 정체성을 전제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매체이자 매개자인 셈이다 김기림의 기교주의 비판은 정확히 말하자면 시적 테크닉을 비판하고 시의
사상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형시키기지 못하여 테크닉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시 김기림
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시적 이미지만 주무르고 있는 시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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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관심을 두고 깊게 고민했던 지점은 우수한 외국문학 과 열등한 조선문학 이라

는 이분법적인 구분과 배제가 아니었다 그가 언급했던 것처럼 좋은 외국문학 에 의한

자극 은 현대적이고 지성적은 새로운 조선문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거쳐야

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기림의 미학적 방향성은 그가 보들레르로부터 유래된 현대시의 데포르마시

옹 적 미학의 근원과 원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가 기

교주의 비판 에서 강조한 것처럼 천재의 비범한 시적 표현 혹은 전체시론 에서 지속

적으로 강조하는 말의 형상화 와 감정의 진동 이란 결국 언어를 통해 이미지화 혹은

김기림의 표현을 빌리면 구상화 가 왜 그에게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기교를 통한

언어의 이미지화란 단순히 기술 자체를 지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박

태원의 현대적인 예술 에 대한 언급과 마찬가지로 천재 의 존재를 통한 새로운 현대

적인 조선예술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요컨대 새롭고 현대적이며 지성적인 조선문학을 건설하는 것이야 말로 구인회 란 집

단의 미학적이며 예술적인 목표점이라고 할 때 김기림이 구인회 활동을 지속한

년대 중반부터 그가 오전의 시론 과 전체시론 의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조선문학의 창

출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전체시 에 대한 그의 주장은 보들레르로부터

비롯된 서구 문학의 미학적 사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으로부터

비롯할 미학적 사유 와 태도 가 어떻게 유의미한 현대적 지성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기림의 전체적인 이론적 기획은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핵심을 밝히

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참조점이 된다 이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김기림의 초기 비

평활동에서 속하는 오전의 시론 과 그 이전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맥락을 가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점을 지닌다 특이 이 문제는 언어와 기교 혹

은 이미지의 층위를 김기림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일찌기 보들레르 는 경이라는 말을 썼다 경이라고 함은 대상에서 항상 새로움을 발

견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는 항상 경이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함은 옳은 말이

다 기성의 관념을 담는 것도 지나간 교리를 개념의 모양으로 그대로 쑤셔 넣는 것도 시를 죽이

는 일이다 기성의 관념이나 교리가 시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그것들에 무슨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는 때뿐일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한 순간의 경이는 시인의 내부에 어떤 계

속적인 감격으로 자라나서 그의 예술적 형상화의 전 과정을 거쳐 혈액처럼 흘러 그것에 발랄한

생명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감격을 늘 그 시작속에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성의 모든 가치와 상식화한 관념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그것의 비판에로 시인의 정신을 끌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사고의

발전에 늘 한 변혁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편에 있어서 생기있는 문학적 감격은 시의 기술적 방면에 있어서의 항상 비약적인 변혁을 가



- 149 -

져올 것이다 가장 위대한 시는 그 사고와 함께 그것을 효과있게 구체화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그

전대의 것의 반대파의 입장에 서게 됨은 이 까닭이다

시인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의 부단한 파괴와 건설 생활에서 오는 새로운 체험 기술 영

역에 있어서의 끈기있는 탐험 이러한 일은 다만 활동하는 정신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은 시적 감격이란 정신의 활동 속에 깃드는 것이라 함은 명백한 일이다 고정된 관념 고정

된 사상 고정된 논리 고정된 인식 고정된 교리의 해석에 시종하는 고정된 시속에 있는 것은 타

성이요 태만이요 죽음일 것이다 결국에 있어서 세계를 고정한 것으로 볼 때에 거기서는 시적인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군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으로 향수한다고 하면 시적 감격의 광맥이 끊어질 줄 모르고

솟아날 것이다

이른바 전체시론 의 전사로 평가되는 오전의 시론 에서 김기림은 현대의 시인 에

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문학적 혁명정신 또는 젊은 모험의 정신 에 있다고 강조하면

서 기교와 문학정신의 상관관계를 언급한다는 점은 본고의 논의상 주목을 요한다

김기림은 이 글에서 문학적 감격 그것만의 방향을 더듬을 때 그것은 이윽고 단순한

형식 기술에 대한 지향에 그치고 많다 그래서 필경에는 오직 기술에의 열중 속에 시를

아주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들의 문학적 감격도 함께 잃어버리고 마는 일이 왕왕 있었

다 고 지적한다 이 기교 에 대한 인식은 전체시론 에서 그가 언급하는 기교와 지

성의 맥락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즉 세기 도처에 문학적 감격이 발흥 하였지만

그것이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의 차원에만 집착한다면 진정한 가치있는 예술이 될 수

없다는 전체시론 의 일관된 입장이 오전의 시론 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점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가 강조하는 보들레르적 맥락의 핵심은 경이 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된다 김기림은

보들레르적 경이 의 개념을 대상에서 항상 새로움을 발견하는 일 이라고 규정하면서

시는 항상 경이를 담고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김기림은 경이는 시인의 내부에 어

떤 계속적인 감격으로 자라나서 그의 예술적 전 과정을 거쳐 혈액처럼 흘러 그것에 발

랄한 생명을 부여하게 되는 것 이라고 언급한다 다소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김기

림이 강조하는 보들레르적 경이에 관한 인식은 작품을 존재 하게 할 수 있는 작가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타성이요 태만이요 죽

음일 고정된 시각과 사유를 반영하는 예술이란 결코 시적인 것 이 될 수 없다 그가

경이 로운 예술을 가능케 하려면 작가의 미학적 의도와 사유라는 지성적 인 요소가 포

함되지 않는다면 그 작품에 혈액과도 같은 발랄한 생명 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김기림의 작가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에 대한 지적은 그가 강조하는 현대적

인 지성이 어떻게 기교 를 통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김기림 돌아온 시적 감격 조선일보 김학동 편 김기림 전집 면
위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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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김기림이 제시하는 기성의 모든 가치와 상식화한 관념에 대한 불만에서 그것의

비판에로 시인의 정신을 끌어가는 것 이 바로 현대적인 문학의 가장 중요한 지성적이

고 예술적 임무이다 그것을 위해서 시의 기술적 방면에 있어서의 항상 비약적인 변

혁 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김기림이 강조하는 기교와 현대적 지성의 문제는 단

순히 기술과 내용의 이분법적 사유로 인식되기 어렵다 이는 벤야민의 파괴 와 구제

의 변증법적 이미지처럼 동시적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김기림이 작품

의 외관상의 복잡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약에 다양속의 통일 이 있기만 하면 비

난될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단순히 표면적 기교가 아닌 그 복잡

하고 다양한 기교의 근본적 목적인 지성적인 통일성 을 긍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작품 속의 통일성 이란 결국 예술가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에 의해서 작품이 구상화

될 때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림이 오전의 시론 에서 강조하는 각도의 문제 나 콕도의 언급을 빌려 진짜

리얼리티란 우리들이 날마다 접촉하고 있음으로써 기계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

물을 마치 그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운 각도로 보여주는 것 임을 강조할 때에

김기림이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언급된 심리적 리얼리티 의 문제를 그 역시 동일

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기림의 예술론이 초창기부터 강조하는 심리적

리얼리티 의 문제란 사실적 재현 이상의 차원 즉 경이로운 이미지 의 영역을 통해

현실을 새롭고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지성적 능력과 작가적 사유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것이 바로 김기림식의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사유로서의 객관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앞의 책 면 김예리는 이른바 전
체시론의 내용과 형식의 조합 또는 사회성과 예술성의 조합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김기림
의 모더니즘 시론에서 이미지 지성 시적 테크닉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만이 변형이라는 예술적 역략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림의 전체시론은 이
러한 예술의 변형의 문제와 함꼐 고려할 때만이 그 정체가 분명히 파악될 수 있다 시의 테크닉과 문
명비판은 형식과 내용으로 나눠질수 있는 두항이 아니다 시의 테크닉이 곧 문명비판인 것이고 시의 테
크닉이 곧 휴머니티 인 것으로 하나 혹은 전체인 것이다 내용과 형식을 이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변증론자 임화의 눈에 김기림의 전체시론이 매개없는 형식적 종합으로 비추어졌을 것은 당연하다 그
러나 김기림에게는 내용과 형식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테크닉을 가하는 순간 현실이 변
형되고 이 변형이 곧 의미 혹은 내용인 것이다
김기림 각도의 문제 조선일보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이에 대해서는 강정구 김종회 김기림의 전체시론 재고 우리문학연구 호
면 참조 예컨대 강정구는 년대 근대문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실 에 대한 인식이 심화
되었다 고 지적하면서 년대 주지주의자들이 현실에 대한 객관적 주지적 인식 방법 즉 현실
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는 방법 을 문제삼았다고 지적한다 강정구에 따
른다면 김기림의 전체시론은 그의 비평이 시작되는 년대 초반부터 차 일본유학 이전까지
일관 지속된 논의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 으며 김기림의 전체라는 표현은 이미 완성 완결된 것
이 아니라 완성 완결을 향해가는 것 이며 이미 완성된 독아론적 논리가 아닌 다양성과 차이를 긍
정하는 논리라는 점을 언급한다

김기림의 리얼리티에 대한 인식은 그의 초창기 평문인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조선
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과 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티 모
랄 문제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에서도 동일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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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동시에 그가 전체시론 을 통해 제시하려 했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현대성 이자 새로운 조선문학의 핵심적 가능성이다

김기림이 구인회 의 활동시기에 발표했던 전체시론 의 전사인 초창기 평문들은 보

들레르적 경이 즉 보들레르로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이어지는 미적 모더니티에 대한 고

찰이라는 동일하고 동시대적인 인식론적 토대에 기반해 있다 이런 점에서 김기림 시론

의 세부적 인 변화양상도 중요하겠지만 그의 전체적 으로 일관되어 있는 미학적 사

유와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김기림의 이러한 일

관성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일제 말기의 시기에 발표한 시의 장래 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 말기의 시기인 년에 발표된 글이지만 김기림이 시의 장

래 에서 근대를 파렴치한 파탄 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대립되는 반역의 정신 으로서

의 시인의 존재를 보들레르부터 이어진 현대시의 연민한 전통으로 언급한다

근대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상업의 시기를 일관해서 시는 늘 동떨어진 곳에서 고도갈 수밖에

없었다 현대의 시인은 드디어 근대 에 대한 열렬한 부정자요 비판자요 풍자자로 등장

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현대 그것 속에 국적을 두지 못한 영구한 망명자였다

이러한 정신적 망명자의 눈이 그 자신의 안으로 향할 때에 거기 일어나는 것은 침통한 자기분

열일 밖에 없다 보들레르 에서 시작된 이 쓰라린 과제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민감한 시인들이

드디어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연옥인 채로 남아 있다

그의 눈이 밖으로 향할 때 그는 통렬하게 세상을 매도하고 꾸짖고 조소할 밖에 없다 여기 근대

시의 한 연민한 전통이 있다 그것은 늘 반역의 정신에 타고 있었다

김기림은 이 글에서 근대를 파렴치한 파탄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대립되는 반역의 정

신 으로서의 시인의 존재를 강조한다 현대의 시인은 드디어 근대 에 대한 열렬한

부정자요 비판자요 풍자자로 등장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현대 그것 속에 국적을

두지 못한 영구한 망명자였다 김기림이 지적하듯 보들레르 에서 시작된 이 쓰라

린 과제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민감한 시인들이 드디어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연옥인

채로 남아 있 는 현대적인 문학과 예술의 문제이다 보들레르부터 유래한 민감한

난다 년에 발표한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에서 김기림은 만약에 리얼리즘 이 다
만 사실주의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의미의 리얼리즘 의 예술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년에 발표한 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티 모랄 문제 에서 김기름은 리얼리
티 현실 또는 진실로 번역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굳이 역하려고 하면 내가 의미하는 리얼리티
는 현실이라는 말보다는 진실이라는 말에 가까울 것 같다 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앞의 책 면 김예리는 김기림의 테크

닉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면서 시인은 편내용주의자 리얼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을 직접적
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소극적으로만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극적
인 방법이란 테크닉을 통한 적극적인 현실 이미지의 변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인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객관성을 구비하여 새로운 가치의 세계로서의 객관주의 시가 지향하는 바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림 시의 장래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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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문학적 과제는 세계를 연옥 즉 파국 으로 파악하고 그

것을 비판하고 초극 해야 하는 예술가적 임무의 문제가 가장 지성적이고 현대적일 수

있다는 김기림의 인식을 증명해주는 언급이다

보들레르와 초현실주의 그리고 리얼리티 개념을 둘러싼 김기림의 미학적 사유와 세

계관의 문제에 대한 언급들은 보들레르부터 유래한 시인의 정신 에 대한 강조를 바탕

에 둔다 이는 시인 자신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도 내일 을 발견해야 했다 그것

은 다름아닌 한 시대를 사는 사람의 역사적 자각과 통찰과 예감에 의해서 붙잡은 생존

의 신념이다 그것은 결코 생활의 신념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생활조차를 던져버릴 수

있는 생존의 신념 에 기반한 것이다 즉 생활이라는 현실적인 층위를 넘어서 있는

것 혹은 무의미한 현실의 층위를 넘어설 수 있는 인식과 가치의 영역 이것이 생존

이란 용어의 핵심적 측면이다 의 문제는 김기림과 구인회 의 미학적 사유를 검토할

때 유의미한 지점을 제시해 준다

김기림의 언급에서 중요한 맥락은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혹은 현실과 시대와의 격

렬한 대립이 바로 예술가로서의 시인의 근본적인 임무가 내일 이라는 가치를 담

보해야만 하는 지성 으로서의 현대적 예술과 문학의 방향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점

에 있다 추후 다음장에서 검토하겠지만 이러한 김기림의 미학적 사유와 인식은 이상

과 박태원 등과의 교류를 통해 획득했던 구인회 문학을 통한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문

학의 완성을 기획했던 김기림의 야심찬 예술론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즉 김기림이 언급

하는 경이 로운 기술의 문제 기교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는 본고가 검토했던

데포르마시옹 의 미학성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는 이른바 기계주의 미학과 초현실주의 의 전위성을 통해 어느정도

논의된 바 있다 선생연구의 지적들은 본고의 논의상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하는데

이미 김기림에 대해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모더니즘 예술 사조들에서 김기림이 변형

이라는 예술의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보들레르부터 이어진 현대시 적인 것이

자 경이 와 변형 이란 김기림 자신이 언급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꿈의 리얼리티 또

이러한 김기림의 망명자 혹은 이미그란트의 문제는 김기림과 이상의 서선교류에서도 제시되는 표현
이기도 하다 이상에게서도 확인되다시피 이는 구인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미학적 성격과 예술가적
면모를 이미그란트 이방인 이자 국외자로 규정한다는 점은 구인회 의 미학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지점이 된다 이방인 혹은 국외자로서의 예술가적 태도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장 논의를
참조할 것
김기림 시의 장래 앞의 글 면

이에 대해서는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앞의 책 면 조영
복 넘다 보다 듣다 읽다 앞의 책 면 참조 김예리는 김기림의 첫 번째 일본유학 시기인
년대 후반에 일본에 다다이즘이 크게 유행했었다는 점을 토대도 현대 전위예술에 대한 김기림의 폭넓
은 지식은 년부터 년까지 첫 번째 유학기간에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면 고 지적한다 조영
복 역시 모더니즘 문인들이 가진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은 당대의 폭넓은 미학과 영화에 대한 예술
적 체험을 통해서 년대 문인들은 이들 전위예술가에게서 입체주의 예술의 형식파괴적이고 실험적
인 시도 그 자체보다는 시대정신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을 찾고자 했다 면 고 지적한다
김예리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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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실의 리얼리티 라는 개념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것이 어떠한 미학적 세계관과 사

유에 의해서 가능한가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해명하려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 개념의 층위는

일차적으로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이 지닌 이미지 의 변용과 그 알레고리적 양상 인 맥

락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구인회 문학의 미학성과 기교 그리고

예술성의 문제를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의 흐름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

아방가르드 미학에 있어서의 이미지 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미래파

와 러시아의 절대주의 그리고 프랑스의 다다이즘으로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이어진 당대

유렵의 아방가르드의 흐름은 흔히 추상의 원칙 에 기반한 독특한 기법이나 실험주의

혹은 반형태주의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차원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자동적인 의식인 무의식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문학과 다른 예술들의 한 원천으

로 옹호 하는 미학적 태도가 초현실주의 기본적인 인식과 세계관이라는 점에 있다

연구방법론에서도 어느정도 살펴본 바이지만 당대의 아방가르드 예술의 전 세계적 흐

름은 단순히 예술의 형식 문제를 새롭게 개척해나갔다는 측면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는 점은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무의식 의 차원으로 대변되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기본

적인 논리는 사실적 재현의 체계와는 전혀 무관한 바이성적인 논리와 이미지의 힘 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예술적 흐름에 대한 인식은 구인회 로 대변

되는 년대 모더니즘 문학과 서구 유럽의 아방가르드 미학이 가지는 친연성 이 어디

로부터 기인해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동시에 본고에서 제시하려는 알

레고리적 이미지 의 개념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인회 의 기교와 미학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선 우선 당대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의 미학적 태도의 본질적 측면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초현실주의 그룹

을 이끌었던 앙드레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 을 통해 이미지의 문제를 다음

과 같이 언급한다 특히 이는 김기림이 구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년에 발표한 현대시의 발전 에서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 을 직접적

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섬광은 희박한 가스를 통해 산출되면 길이가 더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사람의

이해력이 미치는 자리에 놓고 싶어 했던 기계적 기술법으로 만들어지는 초현실주의적 분위기가

특히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의 생산에 조력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는 이 어지러운 질주

에서 정신의 유일한 길잡이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신은 이들 이미지의 지고한 현실성

만 레이 나는 다다다 김우룡 옮김 미메시스 면 당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그룹
에서 속해 있으며 화가 사진가 영화 감독 등으로 활동했던 만 레이는 당대 유럽의 아방가르드 운동이
었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만 레이의 회고에 따르면 유파적
으로 분류되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는 실제로 분리되기 어려우며 다다이즘은 죽지 않았다 새로운
운동 초현실주의 인용자 주 은 원래의 맴버들을 그대로 유지한 체였다 따라서 다만 변신한 것에 불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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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츰차츰 납득해간다 정신은 처음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만 이윽고 이들 이미

지에 의해 정신 자신의 이성이 즐거워지고 그만큼 자신의 인식이 증대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

신은 자신의 욕망이 표명되는 찬성과 반대가 끝없이 엷어지는 자신의 암흑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저 광대무변한 넓이를 의식한다 정신은 나아간다 자신의 넋을 빼앗는 제 손가락의 불을

불어 끌 겨를도 거의 남겨두지 않는 이들 이미지에 실려간다 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밤 번갯

불의 밤이다 이 밤에 비하면 낮은 밤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유명한 선언문이 된 이 글에서 앙드레 브르통이 강조하는 논리는

이미지와 사실적 재현의 차이에 있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기본적 논리는 합리

성과 이성에 기반한 것이 아닌 무의식의 차원 즉 객관적 판단으로서의 찬성과 반대가

끊없이 엷어지는 인식의 증대로 표명되는 예술가의 정신이 곧 이미지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 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브르통은 이러

한 맥락을 이미지의 지고한 현실성 에 기반한 아름다움이자 정신의 나아감 이라고 지

적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지점은 이 정신의 증대와 확장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비논

리적이고 무질서한 체계나 형식의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그 구성인원상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 옮김 미메시스 면
위의 책 면 예컨대 앙드레 브르통은 근대적 이성과 합리성의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논리의 지배에 살고 있으며 물론 나도 논리에 호소하고 싶
다 그러나 논리적 수법은 우리 시대에 제 차적 관심으로 물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적용될 뿐이
다 유행의 잔재인 절대적 합리주의는 우리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상을 검토하는데만 허용될 뿐
이다 역으로 논리의 궁극은 우리를 벗어난다 경험 자체가 점점 더 많은 한계를 떠밀고 있다는 말을 덧
붙일 필요는 없다 경험은 새장 안에서 맴돌고 있거나와 경험을 거기서 빼내는 일이 갈수록 더 어려워
진다 경험은 그 역시 직접적 유용성에 토대를 잡고 양식의 감식를 받는다 문명을 핑계로 진보를 구
실로 옳건 그르건 미신이나 망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일체를 정신에서 추방하고 관례에 맞지 않는
진리 탐구 방식 일체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사람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은 척했던 지적 세
계의 일부가 그것도 내 생각에 최고로 중요한 일부가 환하게 빛을 받게 된 것은 겉으로만 보면 그지
없는 우연이다 그점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의 발견에 감사해야 한다 이 발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마침내 의견의 흐름이 형성되고 그에 힘입어 인간 탐구자는 이제 개략적인 현실만을 염두에 두지 않아
도 된다는 보장을 받아 자신의 탐사를 한결 멀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이 아마도 제 권리를
되찾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 정신의 깊은 자리가 표면의 힘을 증대하거나 그 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낯선 힘을 감추고 있다면 그 힘을 붙잡는 것이 우선 그 힘을 붙잡아 필요할 때에 곧바로 우리
이성의 통제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김기림 프로이드와 현대시 인문평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실제로도
김기림은 프로이드와 현대시 에서 현대시의 새로운 경향에 있어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문제가 중대
한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김기림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은 세기의 가장 큰 문학운동의 하나인 초현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주었다 또한 이 문학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접으로 의식하고 혹은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 수많은 시인에게 영
향을 주었다 물론 로트레아몽 과 같은 선구자를 상정하나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앙드레 브르
통 이 고백한 것처럼 초현실주의는 프로이드 에서 최대의 암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김기림의
언급은 그가 직접적으로 초현실주의 선언을 접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와 더불어 김기림이 초현실주의 문학이 정신분석학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를 냉
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 역시 지성의 맥락을 강조하는 김기림의 이론적 토대에 있어서 주
목될 만한 필요가 있는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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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일한 예술운동이라 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논리적 대별점이기도 하다

브르통의 논리에 따르면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이미지와 정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며 이는 욕망 으로 언급된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사고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치 니체의 표현처럼 가장 아름답고 미학적일 수 있는 번갯불의 밤 의 세

계이자 무의식적 꿈 의 세계는 낮 으로 대변되는 이성과 합리성의 체계를 넘어선 보다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닌 시간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는 명시적이고 표층적인 언어

와 표현으로 제시되기 어려우며 이미지 를 통해 암시 혹은 흔적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미지란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정신적 힘을 지닌 존재이며 단순히 수사학적인

기법이나 문학적 테크닉의 차원에 지나는 것으로만 판별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초현실주의 예술의 기본적 방향성은 이성과 합리성 사실적 재현의 문제와는 무관한

이미지의 힘과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 그 중심적 논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맥락은 당대

아방가르드 미학에 있어서 이미지의 문제가 단순히 수사학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미학적 태도이자 결과물인 동시에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강한 자의식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이미지란 무의식과 꿈의 세계에 대한 본질적 차원을 검토하고 이를 텍스트 화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앙드레 브르통이 이미지의 존재를 현실주의 라고 칭한다는 점은 김기림이 제시

하는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개념을 다루는데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이 현실주의

즉 리얼리티 의 맥락은 서구의 아방가르드적 예술의 흐름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

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자 동시에 당대 모더니즘 문학인들에게

널리 사용된 심리적 리얼리티 개념과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

다

현실주의에 잠겨드는 정신은 제 유년 시절의 가장 훌륭한 부분은 고양된 감정으로 다시 산다

그것은 이 정신의 눈에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분도 안되는 사이에 자기 생애의 모든 순간을

억제할 수 없이 다시 떠올리는 사람의 확신과 어느 정도 닮았다 유년 시절의 추억과 다른

어떤 것들의 추억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것이라고 여기는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앞의 책 면 황현산 역시 초현실주의자들의 이미지의 문제가
단순히 수사학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는 일상
에서 경이를 만들어 내고 경이롭게 살게 하기 위해 초현실주의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무기에 속
한다 선언 은 이미지의 미학적 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
는 이미지는 수사학적 표지가 아니며 비유적으로 사용되건 은유적으로 사용되건 단순한 언술의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어떤 특별한 빛 에 비추어서 낡은 세계상을 전복하는 계기이다 예를 들어 피
에르 르베르디가 말하는 서로 떨어져 멀리 있는 두 현실의 비교가 아니라 근접 병치에서 탄생 하는
언어 이미지나 그 시각적 형식인 콜라주는 말과 사물에서 그 일상적 문맥을 제거하여 그 현실감을 기화
시킴으로써 이 전복의 계기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브르통은 두 현실의 의식적인 병치 에 관해서는
그 효과와 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빛 이미지의 빛이 뿜어낸 두 항의
우연한 접근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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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잡히지 않는 것 따라서 상궤를 벗어난 것에 대한 느낌이 피어오른다 그것은 필경 유년 시절

이 진정한 삶 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유년 시절을 보내고 나면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제 통행증에 덧붙여 몇 장의 우대권밖에 없다 그러나 유년 시절에는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게다가 돌발 변수가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협조한다 초현실주의

의 덕택으로 이들 행운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다 이는 마치 다시 한번 자기 구원을 향해 달리거

나 자기 파괴를 향해 달리는 것과 같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어떤 귀중한 공포를 다시 산다 다

행이도 아직은 연옥일 뿐이다 인간은 신비술가들이 위험한 풍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율하면서

통과한다

인용한 부분 서두에서 앙드레 브르통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회상과 무의지적 기억 개

념과 유사하게 이미지의 본질적 차원을 매우 역설적으로 현실주의 즉 리얼리티 혹은

리얼리즘 라고 칭하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브르통이 언급하는

현실이 일차원적인 현실을 넘어선 진정한 초현실 적인 것의 차원에 속해있다는 점이

다 이는 미학적으로 구성되어야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가치있는 진실 인 리얼

리티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의 현실주의 즉 리얼리티 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고양 되고 도취 되

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의 근본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상궤를 벗어난

것 이자 위험한 풍경 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삶 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 그렇기에 앙드레 브르통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이미지 를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분도 안되는 사이에 자기 생애의 모든 순간을 억제할 수 없이 다시 떠올리는 사람의

확신 과 유사한 것이자 가장 고양된 감정으로 사는 훌륭한 삶의 부분으로 다시 산다

고 언급할 수 있다 그것은 마르셀 푸르스트의 무의지적 기억 이나 유년시절에 대한

추억 혹은 브르통 자신의 말처럼 일반적으로 보일지더라도 상궤를 벗어난 이미지

의 차원에 속해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이는 위험한 것 이며 왜곡되고 그로테

스크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현실적 혹은 본질적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주자인 앙드레 브르통의 이미지의 현실주의 논의를 통해 본다

면 당대 모더니즘 범주의 논자들이 리얼리티란 용어 앞에 왜 심리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가 확인 가능하다 즉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는 왜곡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은 단순히 그것이 왜곡 또는 기교적인 차원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

위의 책 면

이에 대해서는 정의진 초현실주의 문학과 초현실주의 미술의 상호작용 앙드레 브르통의 미술비평
을 중심으로 프랑스학 연구 호 면 정의진은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대
한 여러 입장을 검토하면서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미술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야할 역사적인 운동으로 규정하고자 했다는 사실 을 강조하면서 브르통의 현실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 앙드레 브르통 인용자 주 가 세기 초반 미술사의 새로운 흐름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현실성 의 재규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성 그 자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일차원적인 가시적 현실을 넘어 브르통이 환기
하고자 하는 새로운 현실성 진정한 현실성이 초현실성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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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일종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사유를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요컨대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교양과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 혹은 앙드레 브르통이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 에 대한 언급처럼 현실의 무의미한 표피성을 넘어서서 세계의

본질 이라 칭할 수있는 메시아적인 영원성 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리얼리티 개념의

근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의 초현실 적 맥락 즉 리

얼리티 를 통해 존재하는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의 핵심이다

당대 아방가르드 미학에서의 이미지의 문제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재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실험주의적 기법이나 반형태주의의 예술적 테크닉의 차원으로만 이

해되기 어렵다 연구방법론에서 앙투안 콩파뇽의 논의를 통해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맥

락은 보들레르로부터 이어지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 맥락이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왜 지향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브르통의 이러한 초현실주의와 이미지에 대한

미학적 입장은 김기림 역시 현대시의 발전 에서 유사하게 지적했다는 점 은 지금

까지 크게 주목되지 못해왔다

모든 질서에 대한 용서없는 부정 그것이 다다 의 정신이었다 그러므로 다다 라는 예술

은 없었다 다만 활동이 있었다 그들은 예술까지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다 외시에 모든 것

드디어 생까지라도 파괴하려는 의지에 불타는 다다 는 한편으로 보면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

정신의 발현에 틀림없다 이렇게 허무 속을 헤매던 다다 는 슈르리얼리즘 에 이르러서는

꿈 속에 한줄기 혈로를 찾았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그들은 꿈만이 사람에게 자

유를 주고 모든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였다 꿈을 통해서는 죽음조차 애매한 것이 아니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냉담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슈르리얼리즘 은 구라파의 암야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꿈의 문을 열어 주려고

하였다 그것은 잠 알콜 담배 에텔 아편 코카인 몰핀 의 마술의

십자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파괴자라고도 말하였다 년 월에 창간된 잡지 초현실주

의 혁명 은 이렇게 꿈을 옹호하고 역설하였다 꿈 속인 까닭에 나무가 걸어다니고 새가 웃고

아저씨의 머리는 대포알일 수 있었다

그것은 현실에 피곤해진 사람이 꾸미는 마술의 위안이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시에서 이러한 황

당무계한 듯한 것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것은 결코 로맨시티즘 이 추

구하던 꿈은 아니다 또한 꿈에 대한 양자의 태도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로맨시티즘 은 맹

목적으로 꿈 속에 파묻히려고 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찾은 꿈은 아름다운 것만이었다 그러나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앞의 책 면 참조 본고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기림과 초현실주의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했던 김예리 역시 김기림이 앙드레 브르통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참고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맥락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김기림에게 중요한
것은 예술적인 창조력 그 자체가 아니라 테크닉을 통해 발휘되는 현실의 예술적 변형인 것이다 이러
한 변형을 통해서만이 현실적 시선이 미처 보지못한 현실의 이면들을 의식의 표층 위로 끌어올릴 수 있
게 되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 현실을 좀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김기
림이 초현실주의 예술에서 발견한 꿈의 리얼리티 이다 김기림이 영상의 광선이라는 초현실주의 작시
법 앙드레 브르통 인용자 주 을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꿈의 리얼리티 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해주기 때문이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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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르리얼리스트 는 결코 아름다운 꿈만을 찾지 않는다 또한 꿈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꿈 그것의 본질까지 사정없이 분석하여 꿈의 리얼리티 를 탐구하려 한다 그러한 까닭에 슈

르리얼리즘 은 구경 에 있어서는 리얼리즘 과 접촉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김기림이 이상과 박태원 등과의 만남을 통해 구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던

년 발표한 현대시의 발전 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스스로의 언급대로 김기림

이 년 월에 발표된 초현실주의 혁명 즉 앙드레 브르통이 발표한 초현실주의

선언을 직접적으로 접했다는 점이다 정확한 판본은 확인할 수 없지만 선행연구의 언

급들처럼 그의 첫 번째 일본 유학 년 경험과 당시 일본의 다다이즘의 유행

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김기림이 일어판 번역본을 접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가 영어에 능숙했다는 점을 토대로 보면 영문판의 번역

본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높다

위 글에서 우선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김기림이 언급하는 꿈의 리얼리티 라는 개념

의 핵심적 의미층위이다 이는 소위 피상적으로 평가받아온 김기림의 이론이 사실상 초

현실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초현실주의 선언 에 나타난 현실주의 에 대한 브르통의 인식은 김기림의 꿈

의 리얼리티 개념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역시 유의미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김기림이 현대시의 발전 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모든 질서에 대한 부정 과 파

괴 로서 기능하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과의 차이점 이다 그가 질서의 파괴로 기능하

던 다다이즘이 슈르리얼리즘 에 이르러서는 꿈 속에 한줄기 혈로를 찾았다 현

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그들은 꿈만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권리를 준

다고 생각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다다이즘에서 초현실주의의 맥락적 차이와 더불어 초

현실주의 예술이 지향하는 목적성을 꿈 의 개념 즉 무의지적 기억 의 이미지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김기림은 초현실주의의 꿈의 리얼리티 를 낭만주의적 로멘티시즘 의 상상력과 구분

하면서 꿈에 대한 양자의 태도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 지적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 언급은 그가 이야기는 꿈의 리얼리티가 아름다운 꿈 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적 상상

력과는 다른 지성 으로서의 객관이자 미학적인 사유로서의 꿈의 리얼리티 에 주목한다

는 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슈르리얼리스트 는 결코 아름다운 꿈만을 찾지 않는

다 또한 꿈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꿈 그것의 본질까지 사정없이 분석하여 꿈의

리얼리티 를 탐구 할 수 있다 즉 김기림이 언급하고 있는 꿈의 리얼리티 란 말하

자면 보들레르적인 상상력 혹은 지성 적인 사유에 기반한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인식

과 세계관에 기반한 현대적 예술의 토대로서의 상상력이다 이는 연구방법론에서 살펴

보았던 대로 보들레르 의 지성적인 데포르마시옹 으로부터 유래한 예술과 문학의 현대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조선일보 김학동 편 김기림 전집 면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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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강조하는 데포르마시옹 의 미학적 상상력은 그의 말처럼 슈르리얼리즘 은

구경 에 있어서는 리얼리즘 과 접촉하는 면을 가 진다 따라서 김기림의 리얼

리티 개념의 핵심은 리얼리티 가 초현실 로서의 현실 즉 현실의 사실적 재현이 아닌

그것을 초월 한 꿈 과 진실 의 층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오전의 시론 에서 장 콕도의 각도 와 리얼리티 에 관한 언급을 설명하면서 김기림

은 이미지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세계의 본질 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예술적 사

유의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요컨대 꿈의 리얼리티 의 실천적 주체란 변화하는

각도 시선 로 대변되는 초현실적 리얼리티의 소유자이며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

재가 바로 전체시론 에서 제시된 천재 개념의 내부적 의미망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관념이 대상으로 부여되어 있고 그것을 독자의 의식에까지 전달하기 위해 그것을 묘사한

다든지 표현한다든지 암시하기 위하여 언어가 쓰여지는 것이 문학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언어의

사용법이었다 그러나 슈르리얼리스트 는 대상을 예상하지 않는다 기호 자체가 기술됨으로써

전연 새로운 의미를 염출 비틀어 나타냄 인용자 주 하려는 것이다 즉 지극히 관계가 먼 단

어와 단어를 결합 혹은 반발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또한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돌연

한 의미를 빚어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독특한 슈르리얼리즘 의 방법이다

브르통 이 초현실주의 선언 속에서 초현실주의의 작시법으로 제시한 영상의 광선 이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주 다른 종류의 두 단어와 아주 돌연한 상봉에 의한 새로운 관계에서 생기는 효과를 겨눈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실재의 접근에도 비할 수 있다 꿈의 상태 및 뭇 무의식의 세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 이 방법은 가장 적합한 것임에 틀림없다

김기림이 현대시의 발전 에서 제시하는 이미지와 기교는 사실적 재현이나 혹은

전통적인 언어의 사용법 과는 무관하다 김기림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미학적 기교와 세

계관에 대해서 주목했던 것은 이미지 의 비사실적인 요소 즉 왜곡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어떻게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즉 슈르리얼리트스트 는 대상을 예상하지 않는다 기호 그 자체가 기술됨으로써 전

연 새로운 의미를 염출 비틀어 나타냄 인용자 주 하 는 이미지의 문제란 지극히

관계가 먼 단어와 단어를 결합 혹은 반발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또한 예

상하지 아니하였던 돌연한 의미 를 산출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레고리

김기림 각도의 문제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해당 구절을 옮
겨보면 다음과 같다 콕토 는 이러한 말을 했다 진짜 리얼리티 란 우리들이 날마다 접촉하고
있음으로써 기계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마치 그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운 각도로서 보
여주는 것이다 오늘의 시인은 언제든지 그 자신의 각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각도를 변화시
키고 이동시킬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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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미지의 문제가 바로 브르통 이 초현실주의 선언 속에서 초현실주의의 작

시법으로 제시한 영상의 광선 의 미학적 방법론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김기림의 미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본다면 그가 이상과 박태원 그리

고 정지용 등과 함께 추구했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목표 즉 지성적이고 현

대적인 기교와 문학의 층위가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기림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들에게 언어 혹은 이미지의 존재란 전혀 다른 것들을 결합 혹은 병치시키

는 문학적 기교의 목적은 대상의 새로운 지금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던 진실된 가치

를 드러낼 수 있는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를 추구하는 것이다 김기림의 이러한 알레

고리적 방밥론은 꿈의 상태 및 뭇 무의식의 세계를 기술 하며 실재의 접근 을 가능

케 하는 현대적 지성의 가능성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바의 초현실주의는 우리의 절대적 비순응주의를 충분히 선언하기에 현실 세계

의 소송에서 초현실주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초현실주의

는 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완전한 상태의 방심만을 오직 정당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초현실주의는 어느날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줄 보이

지 않는 광선 이다 너는 이제 떨지 않는다 해골이여 이 여름 장미는 파랗다 숲은 유리다

녹음의 옷을 입은 대지는 유령처럼 나에게 별로 깊은 인상을 심지 못한다 산다는 것과 살기를

그친다는 것 그것은 상상의 해결책이다 삶은 다른 곳에 있다

김기림 스스로 언급하듯이 초현실주의는 우리의 절대적 비순응주의 에 기반해 있다

그렇기에 이 여름 장미는 파랗다 숲은 유리다 녹음의 옷을 입은 대지 란 사실적 언

술들은 지성적이고 현대적이어야 하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에 비춰볼 때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 천재 라는 직접적인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김기림에게 시인이란

항상 즉물주의자가 아니면 아니된다 언어와 이미지를 즉물 로서 인식하고 판단한

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순간적인 인상에 기댄다는 것과 무관하다 즉 데포르마

시옹 미학에 기반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제작과 기교란 우리가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완전한 상태의 방심 이란 무의지적 기억과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심리적 리얼리티 를

드러내며 이 과정을 통해 꿈과 진실 을 이미지로서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초현실주의적 이미지 의 문제는 앙드레 브르통이 지적했던 상궤를 벗어난 현

실주의의 정신 으로 비롯될 신비술처럼 위험한 풍경 을 현전케 하는 정신적 힘에 대한

추구가 중심에 있다 그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방법론은 천재 즉 강한 현실증오

의 감정 을 통한 예술가적 주체의 독자성과 이질성을 스스로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가

능하다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은 현실과 세계에 대한 본질 혹은 그것의 변용 을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앞의 책 면
김기림 포에시와 모더니티 신동아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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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영원한 현재 의 시간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인식과 주체성을 통해 구현될 수 있

다 김기림이 브르통의 언급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줄 보이지 않는 광선 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상 이와 동일하다 벤야민 식으

로 말해보자면 예술가적 산책자들에게 세계와 현실 더 나아가 모더니티 의 세계란 결

코 평탄한 것이 아니라 꿈과 진실 로서의 영원성을 지워버리는 비속하고 괴물적이며

무가치한 세계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세계 혹은 합리적 모더니티의 무가치성을 파괴

하고 구원 하는 것이 바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핵심으로 규정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김기림이 지속적으로 지성과 객관 제작으로서의 시를 통해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를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지성적이며 현대적 문학의 기본적 태도와 인

식이며 동시에 이미지 로서 세계를 독자적으로 구성해낼 예술적인 사유와 세계관을 내

포하는 것이다 바로 이를 지향하는 기교 혹은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가 구인회

문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따라서 김기림에게 산다는 것과 살기를 그친다는 낭만

주의적 감성에 기대는 것은 현대적인 문학과 예술이 될 수 없다 현대적 인 문학이자

앞으로의 조선문학이 새롭게 개척해야 나가야 하는 예술과 삶은 다른 곳에 있 기 때

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전의 시론 을 거쳐 전체시론 에 이르는 그의 미학적 방법

론 이란 단순히 카프 문학인들과의 논쟁이나 순수한 기교 중심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옹호로서만 파악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김기림이 추구했던 바는 천재 로 대

변되는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예술을 건설할 새로운 조선문학의 주체인 예술가와 그 미

학적 방법론을 의욕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김기림이 기교

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교 혹은 초현실주의가 현대적 인 미학과 예술의 지성적인 면모

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의 마지

막 문장인 무슨 의미로든지 모더니즘 으로부터 발전이 아니면 아니되었다 는 김기

림의 주장은 단순한 모더니즘 옹호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오히려 모더니즘 이 새롭고

개성적인 조선문학 의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는 김기림의 전망과 관련된 발언으로 파

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김기림의 문화주의적이고 이상주의 적인 목표를 성취할 교만한 데포르마시옹

의 주체이자 예술가들의 집단이 바로 구인회 인 셈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변용의 방

법론은 이미지 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통해 현실 을 넘어서는 꿈과 진실 의 리얼리

티를 지향한다 이는 세계의 이면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성적 문학을 추구하는 예

흔히 김기림의 미학적 기반은 흔히 흄과 리챠즈를 토대로한 영미 모더니즘을 토대로 분석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기림의 첫 번째 유학으로부터 비롯된
초현실주의와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에 대한 관심은 김기림의 시론과 미학의 초기부터 지속적인 영향관
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도 김기림의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결코 피상적이
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정확하고 섬세하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 162 -

술가적 사유에 속해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 혹은 구

인회 의 문단장악을 위한 권력 투쟁으로 당대 모더니즘의 맥락을 검토한다는 것은 구

인회 문학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하는 논점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즉 중요

한 것은 그들이 교만한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천재 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통

해 어떻게 새로운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조선문학을 생성하려 했는가에 있다 심리적

리얼리티 혹은 심리적 리얼리즘 이란 키워드로 확인해볼 수 있는 당대 모더니즘의 기

교 를 둘러싼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내재적 맥락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년대 당대의 모더니즘 논자들의 심리적 리얼리즘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실적 재현 혹은 부르주아 리얼리즘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그리고 사회주

의 리얼리즘 등의 일련의 서구 문예사조적 맥락의 리얼리즘 논의와는 분명히 다른 층

위를 지닌다 특히 심리주의 리얼리즘 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리얼리즘과는 전혀 다

르며 사실상 거의 정반대의 개념으로 의미화됨이 확인된다 심리적 리얼리티의 개념은

초현실주의나 서구의 아방가르드 문학 또는 보들레르의 데포르마시옹 으로부터 유래한

현대시 적인 문학과 예술의 핵심적 층위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기에 꿈의 리얼리티 란

개념은 단순히 리얼리즘이 아닌 유럽 아방가르드 미학과 영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방

향성을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조선문학의 바탕으로 삼고자 했던 김기림의 미학적 기획

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기림의 기획은 단순한 수용 의 맥락에서 볼

수 없으며 이 기교 가 현대적 지성과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서 논

의된다는 점은 구인회 의 미학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본장은 이원조의 년대의 지성 내지 교양 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구인회 문학의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기교 의 문제를 논의했다 우선 본장의 전반부는

구인회 의 외부라 할 당대 모더니즘 범주의 논자들과 최재서의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를 통해 다루었다 본장의 후반부는 구인회 의 구성원중 비교적 많은 이론적 논

의를 남긴 박태원과 김기림을 통해 구인회 내부의 기교 즉 꿈의 리얼리티 를 통한 데

포르마시옹 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는 현대적 예술 과 진실

과 본질을 향한 초현실적 현실 그리고 그것을 담지할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기교를 통

해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다 이른바 이원조의 지성 과 교양 으로서의 기교 문제는 안

회남이나 최재서 등으로 대표되는 심리적 리얼리즘 에 대한 논의와 사실상 겹쳐있는

것이지만 살펴 보았듯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의 이해와 구인회 모더니즘의 이해

간에는 미묘한 차이점 을 지닌다

박태원이 언급한 총명한 현대적 작가 의 존재나 김기림이 언급한 꿈의 리얼리티 적

작가의 존재 그리고 이상이 언급했던 교만한 데포르마시옹적 예술가 의 존재는 바로

이러한 현대적 지성과 예술과 새로운 조선문학을 추구하는 구인회 의 미학적 주체를

의미화한다 내 예술에 대한 항변 작품과 비평가의 책임 에서 박태원의 언급처럼

그 자신을 포함한 구인회 모더니즘 작가들은 가히 조선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하였다 할 것 이다 특히 년대 중반 이루어진 구인회 의 활동을 토대로 한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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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단순히 개별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거나 혹은 기교주의 논쟁처럼 문단논쟁사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구인회 의 미학적 주체들의 공유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될 때에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

본장의 논의를 통해 본다면 박태원과 김기림이 모두 단순한 이미지의 변용이나 문학

적 테크닉으로서의 기교가 아닌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예술을 성립케 하는 기교 즉

이미지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점은 중요한 논점을 지닌다 지금까지 이러

한 맥락이 년대 모더니즘 더 나아가 구인회 의 미학적 성격으로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구인회 문학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와 세계관의 문

제는 단순히 친목도모 의 차원도 아니며 현실에 대한 목적없는 외면으로도 파악될 수

없다 김기림이 제시하다기피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이란 무가

치한 현실을 변용한 다층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세계를 미학적으로 비판하고 그것을

초극 하고 초월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방법론과 추후 구인회 작가들의 텍스트 해

석의 바탕으로 제시할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한 본고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

적 리얼리즘 의 당대적 맥락이며 모더니즘 계열 문인들이 왜 진실 과 실재 라는 차원

에서 리얼리즘 리얼리티의 문제를 다루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현실 을 넘어서는

이미지를 추구했는가이다 요컨대 년대 모더니즘 문학 특히 구인회 의 미학적 사유

와 예술가작 주체의 목적은 초현실 로서의 현실 또는 세계의 이면과 본질과 진실로 칭

해질 수 있는 메시아적인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의 미학적 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핵심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구인회 의 기교 혹은 알레고리적 이미지

의 목표가 문학적 기교와 방법론에 대한 집착이 아닌 현대적인 지성과 미학적인 사유

를 토대로 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구인

회 문학의 핵심적인 예술성의 문제를 알레고리적 이미지 의 층위로서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소재 가 아닌 그것의 이미지화의 층위이다

즉 문제는 세부적인 주제와 제재가 아니라 그들의 문학과 예술이 변용 데포르마시옹

을 통해 어떠한 미학적 세계관과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있다 흔히 이야기된 김기

림의 피상성 이상의 난해성 그리고 정지용의 추상성 등의 맥락은 구인회 예술가들

의 텍스트 를 통해 본격적으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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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데포르마시옹 상상력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비판적 양상

지금까지 본고는 년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개념을 새롭

게 재검토하면서 박태원과 김기림의 논의를 통해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지

닌 지성 과 현대성 의 문제를 검토했다 당대 모더니즘 범주의 심리적 리얼리즘 개념

을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본 심리적 리얼리티 는 사실적 재현 혹은 카프 리얼리즘적 맥

락과 무관하며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이 추구했던 진실 과 실재 등의 의미와 연동된

개념이었다 즉 심리적 리얼리즘 이란 개념은 당시 모더니즘 문학인들이 추구했던 문

학의 가치와 진정성의 추구를 가리키는 지표였다는 점이 중심적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당대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 이론가였던 최재서가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언급한 박태원과 이상의 현대

적 예술로서의 가치는 단순히 기존의 논의처럼 리얼리즘의 개념을 오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최재서가 언급한 리얼리즘이란 이러한 심리적 리얼리티 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맥락은 이 심리적 리얼리티 의 개념을 통해 당시 모더니즘 문

학인들이 이원조의 지적처럼 지성내지 교양 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조선문학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본고가 중요하게 주목했던 지점은 당시 모더니즘 문학장의 범주와 구인회 데

포르마시옹 미학이 지닌 세부적 차이에 있다 최재서가 이 글에서 박태원과 이상을

고평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대안의 창출인 모랄 의 부족을 비판한다는 점은 당대 모

더니즘 문학장과 구인회 구성원들 사이의 단순히 사소한 인식적 차이라고 하기 어렵

다 이는 역설적으로 구인회 구성원들의 예술가적 미학과 세계관의 문제를 최재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미묘한 차이 는 구인회 구성원들의

예술적 감각의 지향성이 당대에 제대로 이해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맥락화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은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장에서도 제대로 이

해되지 못했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의미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림과 더불

어 당대 최대의 문학이론가였던 최재서의 평가에 대해 예술적기품운운은 씨 최재서

인용자 주 의 실언 이라고 비판적으로 응대할 수 있었던 이상의 예술적 인식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범주에서도 혹은 최재서의 모랄 과 지성 개념으로서도 파악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의 언급에 동조하는 김기림의 언급 처럼 구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조선일보 모씨논문 최재서의 글을
가리킴 인용자 주 나도 그후에 얻어 읽었소 형안 이 족히 남의 흉리를 투시하는가 싶습디다 그
러나 씨의 모랄에 대한 탁견에는 물론 구체적 제시도 없었지만 약간 수미 를 금할수 없는가도 싶
습디다 예술적기품운운은 씨의 실언이오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조광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이름 이상 면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암만 누우라고 해도 듣지 않는 상은 장장 두시간이나 앉은 채 거진 혼자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엘만을 찬탄하고 정돈에 빠진 몇몇 벗의 문운 을 걱정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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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 의 구성원들이 세간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가치있고 의미있는 뜻있는 예술을 하

려는 강한 목적의식을 지녔다는 점은 보다 중요하게 맥락화될 필요가 있다

최재서나 안회남 등에게도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했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양상은 물론 서구 아방가르드 문학과 초현실주의 등과 상당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살

펴보았듯이 박태원이나 김기림 등 당대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서구의 아방가르드 미

학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 이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의깊게 주

목해야 하는 지점은 구인회 문학인들이 단순히 서구 문학의 피상적 수용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박태원과 김기림이 제시한 서구 초현실주의에 대한 냉철

한 평가를 기반해 본다면 그들은 서구 초현실주의 미학을 토대로 이미지와 기교를 통

한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조선문학을 창출해내려는 목표를 지녔다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

요컨대 구인회 의 예술적 목표는 최재서가 모랄의 부족 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안회

남이 사회성의 확보 로 평가하는 맥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지닌 것으로 보아

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정리하서 말하자면 이들은 사회적 측면의 비판과 대안의 제

시가 아닌 문학과 예술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현실과 세계의 파국적 본질에 접근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초극할 예술가적인 주체를 목표로 한 것이다 박태원이 지적한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언급한 우수한 현대적 작가 의 존재나 김기림이

기교주의 비판 에서 언급한 천재 적 예술가 그리고 이상이 소설체로 쓴 김유정

론 에서 언급한 교만한 데포르마시옹의 예술가 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통성을 지닌

다 이상이 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에서 그들 사이의 비교교유학 적 동질성으로

제시했던 데포르마시옹의 개념은 교만한 구인회 의 예술가들의 근본적 목표가 새로

운 조선문학을 창출해낼 예술가적 존재를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가 의미화하려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목표점은 바로 이를 규명하기 위

함이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문학사적 논의처럼 구인회 의 단순한 친목이

나 근대성 비판으로서의 미적 모더니티의 추구는 지나치게 표면적 접근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공유했던 예술적 분위기 혹은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의 동질성

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이는 구인회 의 예술가들이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사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파국적 근대를 비판하고 그것을 초극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현재 를 추구했는가를 해명하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구인회 문학의 미학적 기획

말이 그의 작품에 대한 월평에 미치자 그는 몹시 흥분해서 속견을 꾸짖는다 재서의 모더니티를 찬양
하고 또 시의 날개 평은 대체로 승인하나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나는 벗이 세평에
대해서 너무 신경과민한 것이 벗의 건강을 해칠까 보아서 시인이면서 왜 혼자 짓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
하느냐 세상이야 알아주든 말든 값있는 일만 정성껏 하다가 가면 그만이 아니냐 하고 어색하게나마 위
로해 보았다 최재서 그리고 이상과 김기림의 언급에 제시된 이상의 예술적 기품에 대한 문제의식은
본고의 장 분석을 참조할 것

이는 본고의 장 부분인 구인회 의 동인지인 시와 소설 의 미학적인 기획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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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이라는 그들의 예술적 목표란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 등의

텍스트의 미학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모를 지녔는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선험적 조건이다 이는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

책자의 존재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개념을 통해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통해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

적 이미지의 층위에 접근하기 위해 살펴볼 두 가지 논점이 있다 그중 하나는 구인

회 모더니즘이 당대의 문학적 지평과 다른 방식으로 존립할 수 있었던 측면 즉 언어

의식 의 미학성의 층위이다 이는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을 비롯한 구인회 모더니즘

이 지니는 미학적 언어사용의 독특함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개별적 작가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지만 연구사의 키워드로 해당 부분을 언급해본다

면 김기림 텍스트가 지니는 피상성과 이상 텍스트의 난해성 그리고 정지용 텍스트가

보여주는 추상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키워드들을 통해 구인회 모더니

즘의 텍스트들을 검토해본다면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언어의 양상은 단순히 사실

적 소재의 차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문학어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 성격의 문제가 중요

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이는 알레고리적 인식과 미학적 사유의 문제로 다루어질

때 보다 명확하게 해명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의 논점은 언어적 미학성의 층위로서 당대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아

방가르드 문학과의 영향 관계의 측면이다 전술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 접근했던 상

당수의 연구는 불완전한 수용 이라는 관점에서 년대 모더니즘의 영향관계를 논의해

왔다 즉 많은 연구들이 김기림으로 대표되는 당대 모더니즘이 영미 모더니즘이나 일본

주지주의의 원본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당대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고

서구의 모더니즘을 피상적으로 적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유선애상 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그 예로 지적할 수 있다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 에 실렸던 정지용의 유선애상 은 많은 해석적 변별점 오리 자동차 자전거 악기 유성기 등
을 지닌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논점은 시적 대상인 유선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그러나 신범순과 조영복 소래섭의 지적처럼 이는 단순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
상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접몽이라는 꿈과 환상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범순 정지용 시의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현
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의 책 조영복 정지용 유선애상 에 나타난 꿈과 환상의 도취 한
국현대문학연구 호 소래섭 정지용 시 유선애상 의 소재와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참조

이에 대한 동아시아 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는 리어우판 상하이 모던 장동천 역 고려대학교 출판
부 나미가타 츠요시 월경의 아방가르드 최호영 나카지마 켄지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
원 김민수 이상 평전 그린비 응웬 티 히엔 동아시아 근대시에 나타난 산책가와
식민지 도시 인식 연구 경성 하노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참조
이에 대해서는 문덕수 김기림 문학의 영향관계 고찰 김기림 정순진편 새미 문덕수는

김기림의 시작활동과 비평활동을 타율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김기림이 영미 이미지즘 및 주지주의 일
본주지주의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또한 김시태는 김기림이 우리 시의 역사적 문맥 속
에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뚜렷한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



- 167 -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보여주는 이미지와 언어의 관념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는 문학의 언어 즉 시적 언어의 근본적 특징을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도 문학어의 본질적 특징을 검토해보는 것은 문학 혹은 더 나아가 예술로서의 언어의

근본적 양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즉 언어에 의해 구성된

문학적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층위가 바로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왜 문제시

될 수 밖에 없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알레고리 의 개념은 언어의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 특징인 재현성의 문제 와 다른 방식으로 문학어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한다 전술했다시피 이는 구인회 모더니즘 텍스트를 해석할 때 상당수의 연구들

이 그것을 어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대상의 재현으로 해석해왔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

다

구인회 모더니즘에 대한 본고의 접근 방식은 그들의 언어의식을 단순화하거나 혹은

기존의 논의대로 추상적이며 비현실적 차원에서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언어의식에 접근할 때 알레고리적 이미지라는 개념

적 토대가 단순히 현실과는 반대되거나 무관한 것이거나 왜곡의 특이함과 비논리성 추

상적인 것으로서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문학어 의 관념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하여 문학어의 독자성을 논한 대표적 이론가로 로만 야콥슨을 지적할 수 있다 로만 야

착오를 범했으며 그가 그토록 강조한 서구적 지성의 의미마저 곡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시태
형이상시의 이념 위의 책 면 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김기림의 모더니즘을 엘리엇이

나 일본 주지주의의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수용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면 재현은 흔히 대표한다라는 뜻을 지니는 용어이

다 재현 은 라틴어 에서 온 단어인데 이는 다시 드러냄이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다시 드러냄이란 뜻의 재현은 통칭 로고스 로 대표되는 대상의 진리를 다른 매체를 통해
서 보여준다는 뜻을 지닌다 이 때문에 재현이란 원본 즉 이데아를 중심으로 한 질서와 척도 중심의
기능을 대표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폴 드 만 독서의 알레고리 이창남 옮김 문학과지성사 면 폴 드 만은 문학은 남김

없이 해독될 수 있는 단순한 지시적 의미의 단위로 간주될 수는 없다 고 지적하면서 언어의 지시적이
고 재현적인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범주를 수사학이라고 칭한다 폴 드 만에 따른다면 논리를 중단
시키고 지시적 착란의 변덕스러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수사학은 문학 그 자체의 본래적인 고유한 것이
다 폴 드 만이 예로 들고 있는 아치벙커의 경우에서처럼 언어와 텍스트는 재현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것은 재현적인 의미를 벗어나 알레고리적이고 고유한 것 면 을 향한 기호적인 운동
의 행위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위의 책 면 폴 드 만이 지적하듯이 허구 를 허구로 만드는 것은 사실과 재현의 어떠한 양
극성이 아니다 하구는 재현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발화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사의의 연결고리의 부
재일 뿐이다 이 연결이 인과적인 것이든 암호화된 것이든 또는 체계화에 적합한 어떤 다른 인식 가능
한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폴 드 만의 논리는 텍스트상 재현적
인 것으로 보이는 그 모든 언술체계가 기실적으로는 재현적인 논리와는 무관한 텍스트의 내재적이고 독
자적인 구성방식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준다 즉 허구는 크렉 오웬스의
지적처럼 허구는 재현과 아무 관계가 없 다 이러한 크렉 오웬스의 폴 드 만 분석은 크렉 오웬스 알
레고리적 충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을 향하여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 엮음 눈빛

면 참조 해당 부분의 폴 드 만 번역은 크렉 오웬스 번역본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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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슨은 언어가 의미 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신자가 사용한 상징과 수신자에 의해 인

지되고 해석된 상징 사이에는 일정한 등가관계 가 성립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등가관계가 없다면 메시지는 공허하며 설령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도달한다 해도 아무

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고 언급한다

야콥슨이 강조하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란 공통된 인식론적 토대에 기반하지 않으면

결코 전달될 수 없으며 문학어가 근본적으로 문법적인 코드와 메시지인 동질적 인

메타언어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해석을 거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의 논의는 언어 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기호체계의 의미 전달이 인지가능한 해석의 공

통지점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의 논의를 뒤집어 본다면 해석 의

토대란 공통된 인식의 지점들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인식의 지점

푸코는 이를 에피스테메 로 호칭한다 을 벗어난 개별적 특징과 사유들은 설령 존재

하더라 하더라도 인식될 수 없다 야콥슨이 지적인 문학언어의 독자성 의 개념처럼

구인회 의 독특한 언어사용은 공통적 인식의 메타적 토대가 아닌 구인회 문학인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언어적 양상 그 자체를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야콥슨의 논리를 이어받아 시의 언어가 지니는 관념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이론가로

줄리아 크리스테바를 지적할 수 있다 크리스테바는 시적 언어 특징을 부정성 으로 칭

하면서 보들레르의 순교하는 여인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검토한 바 있다 부

정성 을 통해 제시되는 시적 언어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현실

적인것과 비현실적인 것의 판단과 논리체계 너머에 있는 의미생산 의 운동이다 크리

스테바는 이를 텍스트 로 지칭하면서 그 의미를 코드화된 일반적 언어사용과는 다른

논리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한다 크리스테바의 논의에서 중요한 측면은 시적 언어가

현실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흩뜨려 놓는다 는 점에 있다

보들레르에서 발췌한 이 일절은 어느 시니피에도 파롤보다 구체성이 넘치는 것과 동시에 더 일

반적이며 또한 지각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한 의미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시적 언표를 기

초로 어떤 대상을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텍스트 전체를 읽다보면 극도로 고도의 일반

로만 야콥슨 모리스 할레 언어의 토대 박여성 옮김 문학과지성사 면
야콥슨은 언어의 해석에 있어서 의미의 유사성은 메타언어의 상징을 지시된 언어의 상징과 연결한다

유사성은 은유적 항을 그것을 대치하는 항과 연결한다 따라서 전의 를 해석하기 위한 메타언어를
구성하려면 연구자는 은유를 다루기 위한 한층 동질적인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이와 상이한 원리
에 근거에 둔 환유는 종종 해석을 거부한다 위의 책 면 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창 수사학과 현대 프랑스 문화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면 참조
줄리아 크리스테바 시와 부정성 세미오티케 기호분석론 서민원 역 동문선 면

크리스테바는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텍스트는 문법이 약호화한 의사소통적인 언어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재현하는 일에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화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는 장 또한 그것이 재현하는 것과 어긋나는 효과 속에서 텍스트는 현실의 변혁에 참여하
는 동시에 현실의 운동과 함께 움직인다 다른 말로 하면 고정된 현실을 그러모으거나 현실의 모형
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그것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운동을 위한 유동적인 극장을 구축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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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화를 시도해보아도 소용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시적 시니피

에는 양가적인 존재방식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테바가 지적하는 재현의 논리 소피스테스 에서 나타나는 플라톤식 재현의 언

어란 참된 논리 를 증명 하는 과정이거나 참되지 않은 거짓을 부정하는 이분법적

판단의 영역에 근거해 있다 위 글에서 크리스테바는 파롤 이라는 개념을 단지 개인적

방언적 인 언어로 보지 않고 그것을 로고스와 재현에 반대되는 것이자 동시에 부정성

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특히 이 부정성의 개념이 주목할 만한데 크리

스테바의 부정성은 시적 언어로서의 텍스트 적 가치를 참과 부정의 논리 외부 에 위치

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파롤을 초월한 것 논리의 외부에 있는 것의 형태를 부여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술적 언표 라는 크리스테바의 언급은 시적 언어의 존재방식

이 의미규정이 아닌 의미규정 외부의 새로운 생산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적 시니피에 있어서의 부정성은 판단에 내재하는 조작으로서의 부정과 다르다 시는 육감적

인 가구가 없음은 참이 아니다 보들레르 순교하는 여인 인용자 주 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

다 만일 그 뿐이라면 파롤 판단 논리에서 할 수 있는 부정의 부정 결국 처음 부정한 다음에 오

는 제 의 부정 이 두 부정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약간 벗어난 곳에 놓여 있음에 지나지 않는

다 에 낙착되었다 시가 언표하는 것은 불가능과 가능의 허구와 현실의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동시성이다

크리스테바가 밝히고자 하는 시적언어의 특수성이란 근본적으로 의미생산의 과정이며

그것은 단순한 참과 거짓 혹은 보편적인 언어코드의 체계를 벗어나 있다 즉 이는 재

현적인 것 으로서 보일지더라도 이미 재현 의 논리 참과 거짓의 논리를 벗어나 각자

의 독특한 언표의 의미생산 과정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언표하는 것은 불가능

과 가능의 허구와 현실의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동시성이다 이러한 부정성 과 동시

성 의 논리에 따른다면 텍스트에서 구현되어 있는 모든 언표적 기호들은 단순히 현실

인 것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어화의 양상이자 구성된 것 즉 텍

스트를 생산하는 작가에 의해 미학적으로 구성된 알레고리의 차원에서 독해되어야 하

는 것이다

크리스테바가 보여주는 시적 언어의 관념성 즉 알레고리적인 언어 생산의 측면은 구

인회 모더니즘의 언어와 기교를 해명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안회남의 표현을 빌

려 말해본다면 그들의 작품은 사실과 기교가 구분되지 않는 텍스트의 세계이다 이는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의 언어들이 사실상 시적 언어의 생산이라는 차원으로

작가적 사유의 반영이라는 알레고리적 맥락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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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검토할 관점은 외국문학의 수용의 차원이다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아방가르드 미학 운동의 흐름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다 이는 보들레

르를 강조하는 김기림이나 마르셀 프루스트를 읽었던 이상 그리고 이론가인 모더니

스트 김기림의 주지주의 이론수용이 지니는 맥락과도 매개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많

은 연구에서는 이를 외국문학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만 판별해왔다 흔히 이야기되었던

피상적이고 경박한 모더니스트라는 김기림에 대한 판단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서구 모더니즘 문학과의 관련성 문제를 단지 일방적인 수용과 영향관계의 문

제만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

이 지니는 동시대성 의 맥락이다 예컨대 칼리니쿠스는 이른바 모더니즘 이라는 용어

가 스페인어권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

를 제기한다

비록 스페인어권의 모더니즘이 종종 프랑스 상징주의자의 한 변형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세기 말 프랑스에서 표출되었던 모든 주요한 혁신적 경향들의 종합을 구성한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사실은 당시의 프랑스 문학계가 자신들을 별개의 실체들로 주장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들이 실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데 실패하고는 서로 갈등을 일으

켰던 다양한 유파들 운동들 혹은 심지어 종파들 고답파 퇴폐파 상징파 로망파 등 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공통된 요소를 지각하는 일은 너무도 쉬웠으며

바로 그것이 모더니스트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바였다 이국인들로서 비록 몇몇은 프랑

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당시 파리인들의 지적 삶을 지배했던 집단 라이벌

들과의 격렬한 논쟁들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며 단지 외향의 차이를 꿰뚫어 모데르니스모 모더니

티의 스페인어 인용자 주 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촉진시켰던 근본적인 혁신 정신을 포착할 수 있

었다

스페인 작가인 라몬 델 바예 잉클란을 검토하면서 칼리니쿠스는 잉클란이 보여준 모

더니즘 문학의 개념이 단순히 하나의 문학 유파나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대대적

인 현상 한 시대 전체의 정신적 욕구의 표현으로 간주 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칼리니쿠스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개성적인 독창성에 대한 강한 열망 과

동궤의 것이자 근본적으로 뿌리깊은 해방적 영향 에 속하는 근본적인 시대정신의 문

서정주 이상의 일 월간 중앙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박성창 보이지 않는 비교의 시학 김기림과 프랑스 현대시 아폴리네르 장 콕토 불어불문학

연구 집 면 참조 박성창은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개별적인 맥락들
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예사조나 이즘에 기반하지 않고 당대의 동시대
성으로서 평가해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성창은 이를 김기림을 통해 검토하면서 당대의 문학이 더
이상 서양문학을 뒤따르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벗어나 서양문학과 함께 동시대적 보편성을 추구하
는 대열에 동참했다 고 언급한다

칼리니쿠스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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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속해있다 칼리니쿠스의 지적은 동시대적인 시대정신의 공유라는 점에서도 흥미롭

지만 동시에 원본 이 아닌 타문화권이 지닐 수 있는 장점 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주목된다

칼리니쿠스는 스페인어권 모더니즘의 사례를 통해 수많은 변별적인 특징이 아닌 유

사하게 모더니티의 모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문화권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

적한다 그는 프랑스에 나타났던 다종다양한 유파들의 분열에 대해 이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공통된 요소를 지적하는 일은 너무도 쉬웠으며 바로 그것이 스페인어권 인용

자 주 모더니스트들이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자 모데르니스모라는 이름으로 그

들이 촉진시켰던 근본적인 혁신 정신을 포착할 수 있었다 는 점을 주목한다 칼리니쿠

스의 지적은 외국문학의 수용이나 영향관계의 문제를 원본의 우수함과 모방본의 열등

함이라는 관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

하다

외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칼리니쿠스의 견해는 년대

모더니즘의 피상성으로 지적되어 왔던 외국 문학의 불완전한 수용 이라는 개념을 다르

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은 일견 정리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이는

김기림 텍스트의 다양한 외국문학과 예술에 대한 언급들이 오히려 김기림식 모더니즘

이 보여주고 있는 종합적 이해 로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기림의 복잡다단한 이론적 양상은 전장에서 살핀 바대로 그가 기교주의 비판 에

서 신시운동 이란 반드시 내부적 자각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통해 새로운 한나라의 문학 을 창출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그렇기에 김기림이 말한 현대시의 발전 과 모더니즘의 문제란 단순히 당대 문학장 내

부의 논리이거나 혹은 문학사조의 변천이라는 차원에서만 보기 어려우며 또한 결정론

적인 것도 혹은 불완전한 특유의 종합논리 에만 기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기림은

구인회 의 미학적 사유들과 전체시 를 통해 모더니즘이란 단순한 사조적 개념이 아

닌 새로운 조선문학 창출이라는 전망 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구인회 로 대표되는 년대 모더니즘의 언어의식의 미학성과 동시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적 논점들이 지닌 문제를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위에서 검토한 것

처럼 김기림 정지용 이상 등의 구인회 모더니즘을 해석할 때 위 두 가지의 관점은

모더니즘의 문제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논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년대 모더

니즘 문학장에서 구인회 가 지향했던 것은 단순한 외국문학 수용이 아닌 그것을 종

합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조선문학 창출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중

요한 것은 오히려 외국문학의 다양한 양태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당대의 지평에서 자

신들의 새로운 지성적이고 현대적 문학을 형성해 나아가려한 시도 자체의 맥락이다

위의 관점을 염두에 둔다면 구인회 가 추구하려 했던 새로운 문학을 검토하는데 있

위의 책 면
김기림 기교주의 비판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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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결국 텍스트의 토대인 언어의식의 차원에 있다는 점을 인식

하는 것이다 특히 구인회 의 주축 구성원인 정지용 김기림 이상 박태원

이태준 등등은 모두 언어에 대한 치열하고 날카로운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은 유의미하다 실제로도 박태원 역시 스스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에 대해 자평하

면서 이른바 오버 랩 의 기법 즉 현재와 과거의 교섭 현실과 환상의 교착 그러한

것을 우리 기교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표현함에 이 수업은 분명히 필요하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바탕으로서의 언어적 자의식 즉 기교의 문제를 문제

시하는 태도이며 동시에 구인회 구성원들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언어

의식의 양상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정지용 시와 언어 문장 호 김학동편 정지용전집 면 여기에서 정지용은
시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시인이란 언어를 어원학자처럼 많이 취급하는 사람이라
든지 달변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 사체 의 해부집도자인 문법가로 그치는 것이 아
닌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시인을 만나 비로서 과 호흡과 체온을 얻어서 생활한다 고 언급한다
즉 정지용이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언어의 표면적인 언술 이면에 존재
하는 근원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기림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조선일보 김학동 편 김기림 전
집 면 김기림은 이 글에서 시와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시인은 그의 의식
에 떠올라오는 어떠한 몇 가지의 상념 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구상화할까에 최대한도의 노력을 집
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그 상념 자체를 정돈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단어가 기용
되어 시인의 정신의 입김을 받아가지고 별다른 살아있는 언어로서 그의 목적을 위해 약동하게 되는 것
이다 그것이 시의 기술이다 그의 시는 어떠한 정도로든지 그 시인의 정신의 호흡을 들려주지 아니하여
서는 아니된다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상은 김기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위독 에 대한 연재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새 조선일보학예란에 근작시 위독연재중이

요 기능어 조직어 구성어 사색어 로 된 한글 문자 추구시험중이오 다행이 고평을 비오 요다음쯤 일
맥의 혈로 가 보일듯 하오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상이 언어의 문제를 매우 민감하
게 다루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일맥의 혈로 즉 피의 길이라고 언급될 만큼 쉽지 않은 고통과 고난의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박태원 표현 묘사 기교 창작여록 조선중앙일보 류보선 편 구보가 아
즉 박태원일 때 면 박태원은 이 글에서 언어에 있어서든 문장에 있어서든 우리는 다만
내용을 통하여 어느 일정한 의미를 전달할 뿐에 그쳐서는 안된다 고 언급하면서 의미의 차원이 아닌
스타일의 문제를 강조한다 즉 언어의 선택이란 문체 정립에 있어 극히 초보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
다 그보다도 그 선택된 어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열하며 가장 함축있는 문장을 이룰 수 있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체의 강조와 이른바 스타일의 문제라는 박태원의 핵심은
결국 그러한 기법이 결국 현재와 과거의 교섭 현실과 환상의 교착 그러한 것을 우리 기교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표현함 을 위한 것이다

이태준 소설가 무서록 깊은 샘 면 이태준은 이글에서 소설의 표현문제에 관해 설
명적인 문장을 비판하면서 철두철미한 묘사 를 강조한다 이태준은 야수파의 대표적 화가인 앙리 마티
스의 예술가의 직무는 만들어 보여줄 뿐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소설 표현에 있어서 영원
한 교훈 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설 텍스트의 묘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묘사 아닌 이야기체
로도 얼마든 표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엔 묘사로 들어가서 묘사를 졸업한 이야기체라야 그것이
단순한 설명이 그치지 않는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주는 이야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아무리 장편이라도 첫줄 첫 마디부터 벌써 소설이라야지 벼르느라고 학문의 서문이 나오듯 해서는
안되고 끝에서도 과실이 익어 떨어지듯 천연스러워야지 심각미를 낸다고 작위가 있어서는 즉 작자의
계획이 폭로되어서는 결코 우수한 표현에 이르렀다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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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구인회의 핵심으로 언급된 기교파 의 문제는 문학사적으로 년대 모

더니즘 작가들이 리얼리즘의 이념성과는 다르게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순수한 문

학적 기교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동시에 이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기교 가 스타일 이란 리얼리즘과 대립되는 모더니즘의 테크닉으로 논의되어온 인식론

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폈다시피 구인회 모더니즘의 데포르

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기술적 차원 이상의 영

역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본장은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적 사유와 세계관의 문제를 그들의 텍스

트를 통해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고의 장과 장에 이루어

질 논의들은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 등의 개별 텍스트를 통해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관통하는 파국 으로서의 근대성 비판과 그것을 초극할 수 있는 메시아적 현재

로서의 영원성 추구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모더니즘

의 양가성 문제 즉 보들레르가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양상으로 지적했던 영원한

반복으로서의 파국적 현재를 정지 시키고 이를 초월할 영원성을 향한 현재 의 중첩적

양상을 섬세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들레르부터 유래한 미적 모더니티 의 본

질적 층위를 고려하는 본고의 해석적 관점은 각 절을 통해 확인될 김기림과 이상 정지

용의 텍스트를 통해 세부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전술했던 김기림 텍

스트의 피상성과 이상 텍스트의 난해성 그리고 정지용 텍스트의 추상성 문제를 세부적

으로 해명해가면서 진행될 것이다

프리미티브한 감상성 으로 표출된 도시 모더니티와 변용의 의미

본절은 김기림 시론과 텍스트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구인회

데포르마시옹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연계시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기림 텍스트에 내포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그가 자신의 시론에서 주장한 원시적 직관적 감성성 의 개념이라

이러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에 나타난 시 공간의식에 대해서는 김종욱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에 나타난 자아와 지속적 시간 한국현대문학연구 참조 김종욱은 베르그송
의 지속적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문제를 인과율적 시간관의 거부와 내면
적 지속의 탐구 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임홍배 옮김 문학동네
면 가다머는 이러한 시적 진술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에서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은 언술된 것의 진실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질서의 맥락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말을 사용할
때 직관의 대상은 보편적인 것을 예시하는 개별적 사례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표된 것 자체에서
생생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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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본절은 그간 크게 주목받아오지 못했던 프리미티브 원시적 감상성의 직관

적 이미지 와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개념을 세부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는 그가 기교

주의 논쟁에서 감상에의 반역 이라고 칭한 새로운 조선문학 건설을 위한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을 지

니는 지를 검토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

김기림 텍스트에 나타나는 감상성 의 문제를 자세히 해명하는 것은 지성 과 기교 를

바탕으로 흔히 피상적 으로 평가되어 왔던 김기림 시론과 텍스트의 문제를 새롭게 의

미화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우선 프리미티브한 감상성의 직관적 이미지 가 김기림의

시론과 작품들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김기림 연구의 중심

적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개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학사적 평가에서 김기림에 대해 논의들은 주로 서구 취향의 경박한 모더니

스트 라는 비판적 입장이 중심을 차지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그의 문학적 노력을

통해 우리 문단에 본격적인 의미의 현대적 차원이 형성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교

차해왔다 그러나 문학사적으로는 영미 주지주의와 이미지즘의 대표주자인 흄

엘리엇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보인 실패한 모더니스트 라는 평가가

김기림에 대한 대표적 평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김기림은 조선 문단에서 거의 유일

하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론을 가진 시인임에도 불구 하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문학

사적 평가는 시 비평가로서는 대단한 식견을 가졌으되 시인으로서는 품격이 낮고 문

학성이 떨어지는 시를 썼 으며 조선 현실에 무지했고 그 결과 피상적으로 모더니즘을

이해했으며 더욱이 이를 조선에 이식시키려한 형식논리학자 라는 차원 에 크게 벗어

나지 못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영미 이미지즘과 김기림의 비교문학적인 논의 속에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해 김기림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도출했던 것은 년대 일상

성 관련 연구들을 꼽을 수 있다 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근대성과 일상성에

대한 연구들은 김기림을 위시한 구인회 의 문학과 모더니즘을 주목하면서 이들의 문

학사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 바 있다 해당 연구들은 카프로 대변되는 리얼리즘 문

학에게 문학사의 정론적 위치를 부여했던 기존의 경향에 재고를 요청했으며 이와 동시

에 김기림이 언급한 기술 혹은 지성 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즉 김기

송욱 한국 모더니즘 비판 시학평전 일조각 면
김용직 김기림 모더니즘과 시의 길 건국대학교 출판부 면

오세영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와 그 특질 세기 한국시 연구 세문사 면

임화 기교파와 조선시단 문학의 논리 임화문학예술전집 임화전집 편찬위원회편 소명출
판 면

조영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년대 활자 도서관의 꿈 앞의 책 면
이에 대해서는 신범순 년대 모더니즘에서 산책가의 꿈과 재현의 붕괴 한국현대시사의 매듭

과 혼 앞의 책 신범순 년대 모더니즘에서 작은자아와 군중 기술의 의미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의 책 조영복 김기림 수필에 나타난 일상성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
성과 일상성 앛의 책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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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모더니즘을 단순히 서구적 지식의 수입으로만 평가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근대성

도시성 일상성의 문제와 산책자의 개념을 통해 해명하려 했던 것이다

위 연구들의 특징은 그의 문학을 무엇 을 말하는 것인가에서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 즉 텍스트 자체의 이미지 문제를 주목했다는 점을 공통점을 지닌다 특

히 구인회 의 김기림과 이상 박태원 등의 모더니즘을 주목했던 이 연구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김기림의 수필을 고찰하

거나 그의 문학에 나타난 신문문예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카프 문학

이 보여주는 일반적 재현성과는 다른 차원 즉 리얼리즘과는 어떻게 다른 방향에서 문

제를 제기하고 근대적인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가 를 년대 모더니즘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으로 규정함 으로써 김기림 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도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본절은 기존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김기림의 미학적 태도와 입장을 그 스스로 제시했

던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의 이미지 개념으로 새롭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김

기림 자신이 구상했던 시론과 미학적 입장을 하나의 일관된 층위로서 검토하고 동시에

그것을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를 연계시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절의 시도는 그 스스로의 고백처럼 본인이 억누르고자 했던 센

테멘탈리티 감상성 의 문제로부터 그가 어떻게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

가적 존재를 인식하고 구현하려 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김기림 시

에서 전반적으로 작동하는 감상성의 문제가 이미지 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과 지성을

아우를 수 있는 독특한 문학적 방법론의 근간이며 또한 그의 예술적 방법론이 도시

세계 라는 하나의 텍스트적 공간을 바라보는 일관된 미학적 시선 이었음을 검토해 보

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될 수 있다

피상적이고 경박한 시를 썼다고 언급되었던 김기림 시에 대한 다른 평가가 가능해지

려면 선행 연구들의 지적처럼 장시 기상도 등의 문명비판적 성격 자체를 문제 삼

거나 혹은 그의 시가 얼마나 작품의 완성도 즉 시의 은유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문제시

하는 접근법을 피해야 할 것이다 김기림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시의

완성도를 따지는 관점에서 김기림 텍스트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의 시가 보여

주는 데포르마시옹 변용 의 이미지가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발현 되는지를

박현수 이상의 아방가르드 시학과 백화점의 문화기호학 국제어문 집 면
조영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년대 활자 도서관의 꿈 앞의 책

신범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의 책 면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과 삼차각 나비 앞의 책 조영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년대 활자 도
서관의 꿈 앞의 책 조은주 이상 문학의 건축학적 시선과 미궁 모티프 어문연구 권 호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앞의 책
김기림 사진 속에 남은 것 신가정 권 호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이는 벤야민이 일방통행로 와 베를린의 유년시절 그리고 아케이드 프로젝트 에서 시도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독해의 방법과 유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벤야민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수잔 벅 모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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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김기림에게 있어서 센티멘탈리티 감상성 의 층위는 프

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차원이 관계되어 있으며 이는 김기림 텍스트의 대상인

도시 라는 공간의 이면 속에 잠재된 진실 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

이 핵심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기림에게 도시 세계 텍스트 는 끊임없이 양면성 적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지성적인 고찰을 내포하는 기호학적 텍스트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구인

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근간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과 사유는 도시 시공간의 평

면성과는 다른 꿈의 리얼리티 의 감각을 통해 구성된다 이는 현실의 무의미성을 초극

하고 초월할 수 있는 감상적이고 직관적인 살아있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에 기반해 있

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주의적 태도는 김기림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기술과 지성 미학과 예술적인 입장과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전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세계관의 공

통적 지점이라 말할 수 있다

김기림 텍스트에서 감상성 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일견 넌센스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평론들에서 보이는 강렬한 감상성에 대한 부정은 김기림 문학의 본령으

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흔히 김기림의 문학작품이 낭만적인 감상성을 배제하고 철저하

게 객관적인 과학적 의식의 산물로서 규정되어 온 것은 김기림 연구에 있어서 지성 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즉 김기림은 시작상의 주지적 태도

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의 감상적 속성을 거부하고 모더니티를 주장 하며 시에는 시적

정신이 굳세게 움직여야 하고 시대에 대한 감각과 비판이 뒷받침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김기림이 주장하고 있는 모더니즘 이론이기도 하다 이는 감정이 시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는 평가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그렇기에 문제는 김기림 자신이 주장하는 시작상의 주지적 태도 혹은 과학적 태도라

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론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지 혹은 그것이 어떻게 실

제로 텍스트상 알레고리 이미지로 구현될 수 있는 가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기림

에게 객관 혹은 리얼리티 의 문제는 오히려 진실 혹은 꿈 의 차원에서 리얼리티로

이에 대한 매체미학적 논의에 관해서는 조영복 넘다 보다 듣다 읽다 년대 문학의 경계넘기
와 개방성의 시학 앞의 책 면 참조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면 김예리는 이러한 점에서 김기림
의 시적 방법이 일종의 알레고리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한다 김예리는 김기림의 시작방법의 핵심으로
서 거리에서 통용되어 있는 언어의 의미를 교체하고 변형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시인 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류순태 년대 전기 김기림 시론의 탈감상주의적 태도 연구 감상주의의 공백적 가능성을 중심

으로 배달말 호 류순태는 이 논문에서 바디우의 공백개념을 토대로 김기림의 주지적 태
도 이면에 감상주의가 지속적으로 돌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명랑적 감성과 원시성을 토대로 한 전체
시에 대한 주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김기림 객관세계에 대한 시의 관계 예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학동 김기림 평전 새문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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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는 것이 정확하다 김기림에게 이미지와 지성의 층위란 전장에서 살펴보았던 최

재서의 객관 개념과 유사하게 단순히 현실적 맥락에서만 파악되기는 어렵다 또한 그

가 부정하고자 했던 것은 전대의 감상적 낭만주의의 차원 즉 감정의 비대증 에 해당

하는 것이지 어떤 진실 을 드러내어 주는 직관적인 감상성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

니라고 판단된다

위의 맥락에서 김기림이 언급하는 시와 리얼리티 혹은 예술 의 층위는 문제적이다

전장에서 살펴본바 대로 그의 이론적 논의들 속에서 제시되는 예술의 리얼리티 문제

는 새로운 조선문학을 건설할 주체인 구인회 의 구성원들 즉 데포르마시옹 변형 미

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를 갖춘 이에게 제작 과 기술 의 층위를 판별하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김기림의 초창기 평문에서 제시되는 예술의 리얼리티와 이미

지와 기술에 대한 언급들을 통해 전체시론을 통해 그가 추구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

능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리얼리즘 이 다만 사실주의로서 해석된다면 이러한 의미의 리얼리즘 의 예술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의 일상 만나는 현실과 무엇

이 다를 것이 있느냐 번잡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리하여 시는 새로운 현실의 창조요 구

성이다 이렇게 새로이 출현한 현실의 재생산은 다시 말하면 한 새로운 의미의 통일이며 조

직 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척 하려는 시인은 주관의 상아탑 속에서 점차

은둔하는 너무나 소극적인 시인과 아울러 객관적 사물의 해골을 부지런하게 진열하는 일에 싫증

을 느끼지 아니하는 정력적인 사무가이다 존재는 가치가 아니다 가치는 활동 속에서만 발생한

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더 높은 단계로서 향하는 노력에서만 생긴다

김기림이 기획하는 새로운 조선문학 창출의 주체인 구인회 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

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의 언급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글은 초창기부터 인식해왔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주체를 김기림

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가 첫 번째 일본유학에서

돌아와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자리잡던 시기인 년 발표한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는 김기림에게 시와 문학의 제작과 기술 그리고 가치 간 상관관계

가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초창기 평문에 속하는 이 글에서 우선 문제시되는 부분은 김기림이 어떠한 문학을 비

판하고 있는 가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빈척 싫어하고 배척함 하려는 시인은 주관

의 상아탑 속에서 점차 은둔하는 너무나 소극적인 시인과 아울러 객관적 사물의 해골

김기림 감상에의 반역 시원 김학동편 김기림전집 면 여기에서 김기
림이 비판하는 감상성은 말하자면 애매성과 감상성 즉 감정의 비만과 비대증을 배제하는 것이며 그것
을 배격하는 방법은 바로 통제되고 계획된 질서에 의해서 시를 제작 즉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김기림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
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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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지런하게 진열하는 일에 싫증을 느끼지 아니하는 정력적인 사무가 라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이때 그가 언급하는 주관의 상아탑 속에서 점차 은둔 하는 시인들이 김기림

이 항상 배격하고 비판하고자 했던 소위 감상주의자들을 가리킨다는 점이 명확해 보인

다

그렇다면 문제는 또 다른 비판의 차원 즉 객관적 사물의 해골을 부지런하게 진열하

는 일에 싫증을 느끼지 아니하는 정력적인 사무가 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이

다 특히 이 비유가 인용부분에 언급된 사실만을 보여줄 뿐의 리얼리즘 의 개념과 맞

닿아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즉 이 구절은 번잡 한 것일 뿐인 객관적 사물의 해골

이란 지금 현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주의와 리얼리즘이 해골 처럼 무의미하다라는

견해와 동시에 그것에 몰두하는 정력적인 사무가 역시 문학적 일 수 없다는 가치 판

단이 내포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김기림이 제시하려는 심리적 리얼리즘 의 층위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

주는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만나는 현실 과는 다른 무엇 즉 새로운 현실의 창조요 구성 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김기림에게 시 혹은 예술이란 새로이 출현한 현실의 재생산 이자 새로운

의미의 통일이며 조직 의 구성 의 층위에 해당한다 즉 새로운 창조 와 구성 의

문제이자 현실을 다르게 혹은 그의 말처럼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꿈과 진실의 리얼

리티 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지성적인 현대적 예술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창출해내는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예술 의 층위가 바로 김기림이 언급하는 궁극의 리얼리티인 셈이다

그의 언급처럼 객관의 리얼리티를 가능케 할 활동 그 자체가 김기림식의 기술과 제

작의 핵심적 의미층위를 차지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한 이미지의 구성이 가능한

천재 들이 바로 김기림이 평문을 통해 주장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을 건설할 예술가적

이는 비슷한 시기인 년 월 조선일보 에 발표된 시의 방법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에서도 김기림은 시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것 시적 가치를 의욕하고 기도하는 의식
적 방법론 인용자 주 이 없을 때 우리는 그를 시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단순한 감수자 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다만 가두에 세워진 호흡하는 카메라 에 지나지 않는다 카메라 가 시인이 아닌 것
처럼 그도 시인은 아닐 것이다 시인은 그의 독자의 카메라 앵글 을 가져야 한다 시인은 단순한 표
현자 묘사자에 그치지 않고 한 창조자가 아니면 아니된다

김기림 객관세계에 대한 시의 관계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의
객관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참고 할 수 있다 객관주의 인용자 주 는 사물에 의하여 주관
으 노래하거나 또는 사물의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시가 주관의 방편이 아니고 시가
사물을 재구성하여 시로서 독자의 객관성을 구비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는 전
연 지금까지의 시의 관념과 대치하는 범주로서 실로 시의 혁명조차를 의미한다 브르통 의 초현실
주의라든지 엘리엇 등의 모더니즘 은 에 이르기까지의 모색의 시대 즉 과도기였다고 생각
한다
김기림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은

이 글의 초반부에 시의 기술문제는 처음부터도 그 주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초첨을 가진
구성의 문제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어떤 특수한 이데 의 혁명으로서 그 특수한 양식을 획득하
는 것의 문제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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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가능성이 되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의 의식에 떠올라오는 어떠한 몇 가지의 상념 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구상화할까

에 최대한도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그 상념 자체를 정돈하는 것이다 그 과

정에 있어서 수많은 단어가 기용되어 시인의 정신의 입김을 받아가지고 별다른 살아있는 언어로

서 그의 목적을 위해 약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시의 기술이다 그의 시는 어떠한 정도로든

지 그 시인의 정신의 호흡을 들려주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언급처럼 김기림이 제시하는 기술 의 개념은 시인 예술가의 정신의 입김과 호

흡 을 반영한다는 것이 중심에 있다 존재는 가치가 아니다 가치는 활동 속에서만 발

생한다 라는 지적처럼 새로운 의미의 통일이며 조직 의 구성 문제란 작품이 지

니고 있는 기술적인 뛰어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김기림이 주장하는 시와 예술은

근본적으로 제작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기술만능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의도가

내포된 구성 에 의해서 드러날 가치 의 차원 즉 작가적 정신 을 내포할 때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말처럼 생활의 더 높은 단계로서 향하는 노력 에 의해서만 가능한 기술

과 구성의 활동 을 통해 살아있는 언어로서의 정신의 입김과 호흡 을 드러낼 때 가능

하다 즉 정신 으로 대변되는 작가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이 반영된 살아있는 언어

즉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문학이자 예술적인 기술

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신 이 반영된 이미지의 기술적 생산의 문제는 김기림이 초

창기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 을 담지할 예술가만이 년대의 조선문학의 새로운 방

향성을 불러 일으킬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를 통한 김기림의 미학적 인식을 검토해 본다면

그간 수많은 연구들에서 김기림 특유의 방법론이 기교와 기술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무엇 즉 진실 의 영역을 내포한다는 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해왔다는 것은 문제

적이다 즉 김기림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태도 가 단지 기술과 지성

명랑성의 방법 자체를 중시한 것 이 아니라 이미지의 재생산 을 통해 드러날 수 있

는 진실 이라는 가치지향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김기림이 초창기부터 꾸준히 리얼리티나 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왜 그가

굳이 역하려고 한다면 내가 의미하는 리얼리티 는 현실이라는 말 보다 진실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라고 언급했는지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

위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류순태 년대 전기 김기림 시론의 탈감상주의적 태도 연구 감상주의의 공백적 가능성을 중심

으로 앞의 글 면 참조 류순태는 김기림의 명랑적 감성이 일정정도 원시성에의 동경과 맞물
려 있으면서 이것이 감성을 억제하려고 했던 김기림에게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라고 언급한다

김기림 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티 모랄 문제 조선일보 김학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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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절에서 살핀 심리적 리얼리티 와 진실의 연관성처럼 김기림에게 예술 시 리얼리티

라는 범주는 모두 현실을 넘어서거나 초극할 수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지칭한다 그러

나 이러한 예술적 과정들은 텍스트 내재적으로 발전론적이고 점진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과 무관하다 이는 오히려 일종의 충격 적인 것 혹은 직관적인 감상성 을 통한 비상

식적인 의 표현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의 구성이라는 맥락을 통

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변용 미학을 김기림식의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지니는 미학적 방법론과 사유의 핵심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점이 된

다 이른바 데포르마시옹 변용 은 보들레르부터 시작된 예술적 방법론의 핵심이기 때

문이다

시는 어떠한 시대에도 자라간다 그것은 사람과 함께 사는 까닭이다 시는 한 개의 엑스타

시 같은 발전체 와 같은 것이다 한 개의 이미지 가 성립한다 회화의 온갖 수사학은

이미지 의 엑스타시 로 향하여 유기적으로 전율 한다 그래서 시는 꿈의 표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된다 왜 꿈은 불가능의 가능이다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 동존성도 비약도

이곳에서 가능하니까 이 이상의 엑스타시 가 어디 있을까 그러므로 시인은 그의 엑스

타시 가 어떠한 인생의 공간적 시간적 위치와 사건과 관련하고 있는 가를 보여 주어야 할 것

이다 그는 항상 즉물주의자가 아니면 아니된다

감성에는 두 가지 딴 카테고리 가 있다 다다 이후의 초조한 말초신경과 퇴폐적인 감성과

다른 하나는 아주 프리미티브 한 직관적인 감상성이 그것이다 새로운 시 속에서 후자의 감성

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고루한 생각일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속에서 흐르고 있는 타성적인 감각에 싫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일까 우스인 일이다 나는 강아지와 같은 그 놀라운 충실에 감탄할 뿐이다 사실 그러한 감각

에서 인류는 무엇을 얻어왔을까 그것은 과거의 지식에 되풀이에 불과하다 풀은 푸르다 고

가르쳐져 왔으니까 너도 나도 풀은 푸르다 고 감각해야 한다고 시인이여 너는 이러한 비속

주의의 말은 곧이 듣지 말라 프리미티브 한 감성은 새로운 관념 인류의 재화 을 찾아낸

다 새로운 시인에게는 이러한 감성이 필요하다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인의 마음이 외부적 혹은 내부적 감성에 의하여 충격되었을 때의 그

마음의 비상성 의 표현이다 그것은 독자의 의식면에도 거진 같은 진폭을 가진 파문을 일

으키는 것이다

김기림이 년 구인회 를 결성할 시기에 발표한 포에시와 모더니티 는 김기림

이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조선문학을 위한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주목되는 글이다 특

히 위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프리티브 한 직관적인 감성 의 개념이다 이는 김기림

이 추구하는 모더니티를 향하는 새로운 시적 방법론이 바로 프리미티브 한 직관적

인 감상 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시적인 직관적 감상성 의 이미지 개념은 그가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 포에시와 모더니티 신동아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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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를 발표한 초창기부터 꾸준히 주장한 시의 기술과 이미지의 문제가 어떻게 알레고

리적 이미지의 층위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에시와 모더니티 에서 김기림이 강조하는 감상의 두 가지 측면의 구분은 중요하

다 즉 감성에는 두 가지 딴 카테고리 가 있다 다다 이후의 초조한 말초신경과

퇴폐적인 감성과 다른 하나는 아주 프리미티브 한 직관적인 감상성이 그것 이라는

김기림의 언급은 그가 인식하고 파악하는 감상성 의 층위가 단순한 하나의 층위로만

파악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다

김기림이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시 를 향한 감성이란 다다이즘으로 대변되는 초현실

주의의 기교 우월주의적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가 감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다

다이즘의 말초적 퇴폐적 감상 과 프리미티브 한 직관적인 감상성 을 구분하고 후자

를 새로운 시 의 가능성으로 긍정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강조하는 감상성의 맥락이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에 기반해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이른바 불가능의 동시

적인 공존 즉 꿈의 리얼리티 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즉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

술 자체를 위한 기술은 박태원과 동일하게 김기림에게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며 시의

기술 인식 현실 등 제 문제 에서 언급한 정신 즉 지성적인 작가의 미학적 사유를

토대로 한 기술만이 데포르마시옹 미학을 토대로 한 구인회 구성원들에게 의미가 있

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김기림이 지적하는 시 혹은 예술의 층위가 시인의 마음이 외부적 혹은 내부적

감성에 의하여 충격되었을 때의 그 마음의 비상성의 표현 이라는 언급을 통해 확인된

다 그가 강조하는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이란 시인의 의도 에 의해서 구성된 알

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그 작품을 접하는 대상 독자들에 비상성 으로 언급되는 새로

운 인식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될 때에 가능한 방법론이다 그렇기에 실제로도 김기

림이 예술에 있어서 영구히 또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육박해 오는 생생한 힘은 리

얼리티 의 박력 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작가에 의해 구성된 텍스트 혹은 이미지를

통해 진실 이 독해되는 순간의 감정 혹은 그것이 구성되고 독자에게 전달될 때 인식

되는 느낌의 생생함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객관적 사실의 해골 이 아닌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용 하여 대상의 본질이

자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가의 미학적 사유가 반영된 기술만 생생한 진실의 리

얼리티 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진폭을 가진 파문을 일으키 기 위한 것이며 충격

과 파문 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의 프리미티브 한 직관적인 감상성 으로서 가

능하다 따라서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이란 단순히 대상을 감상적 으로 바라본

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데포르마시옹 미학 즉 이미지를 통해 도시 세계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프리미티브한 직관

적 감상성 을 토대로한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김기림식 데포르마시옹 방법론의 핵심이

김기림 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티 모랄 문제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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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기림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타성적인 감각 을 거부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아 바로 원시적인 직관적인 감상성 의 차원이다 이 새로운 관념 은 풀을

푸르다 고 말하는 강아지와 같은 그 놀라운 충실성 으로서의 비속주의 를 벗어나게

할 수 있기에 인류의 재화 이자 보물이다 이 새로운 관념 즉 사물을 기존의 인식과

언어에서 벗어나 전연 다르고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이미지로 재구축 할 수 있는 자

야 말로 김기림이 추구하고자 했던 조선문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이끌 주체라 불릴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예술이야 말로 조선문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한 것이자 동시에

인류의 재화이자 보물 인 셈이다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할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저 충실한 비속주의로부터 이탈한 놀랍고 새로운 감각 기술 을 구사할 수 있는 새로

운 시인 이자 비상성의 표현 으로서의 즉물주의자 로 지칭될 수 있다

이처럼 김기림이 파악하는 진정한 예술가적인 태도란 즉물 속에서 단순히 지금 현

실의 순간과 현상만을 읽어내려는 존재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충격 에 의해

어떠한 인생의 공간적 시간적 위치와 사건과 관련하고 있는 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즉 사실적 층위가 아닌 진실 한 하나의 엑스타시 같은 환상 을

변용 을 통해 이미지화 해낼 수 있는 미학적 주체 혹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감춰진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술가들만이 객관적 이며 지성적 일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관점 하의 객관과 주관을 거의 반대로 뒤집어야 이해될 수 있는 김

기림의 미학적 태도가 즉물주의자가 아니면 아니된다 는 언급의 핵심적 맥락에 위치

한다 그렇기에 시는 한 개의 엑스타시 같은 발전체 와 같은 것 이자 회화

의 온갖 수사학은 이미지 의 엑스타시 로 향하여 유기적으로 전율 한다는

것은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기림의 모더니즘이 이미지의 문제나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

술과 구성의 문제를 중요시 여겼던 궁극적 이유가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김기림에게 예술 리얼리티 혹은 문학의 언어와 이미지인 시는 꿈의 표현 이

며 동시에 그 꿈은 불가능의 가능 으로서 존재한다 현실과 현실적 이미지의 차원에

구속되지 않으며 그 소재들을 변용하여 새로운 가치인 진실의 잠재적 성격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꿈의 표현 이자 불가능의 가능 이다 그렇기에 충격 과 비상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앞의 책 면 참조 김예리는 김기
림의 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김기림의 모더니즘 시론에서 이미지 지성 시적 테크닉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이 변형이라는 예술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과 형식의 종합 혹은 사회성과 예술의 종합이라는 김기림의 전체시론은 이러한 예술의
변형의 문제와 함께 고려할 때만이 그 정체가 분명히 파악될 수 있다 시의 테크닉과 문명비판은 형식
과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는 두 항이 아니다 시의 테크닉이 곧 문명비판인 것이며 시의 테크닉이 곧
휴머니티인 것으로 하나 혹은 전체인 것이다 김예리는 김기림의 테크닉이 임화나 리얼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직접적 발언을 하는 방식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테크닉을 통한
적극적인 현실변용을 통해 독자적인 객관성을 구비하여 새로운 가치의 세계로서의 객관주의 시를 지
향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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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으로 언급되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며 평범한 것이 아닌 어떠한 시간적 공

간적 동존성의 비약도 이곳에서 가능 한 가장 최대의 엑스타시 가 바로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을 통해 김기림이 추구하던 예술과 미학의 핵심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그가 말했던 광범한 어휘 속에서 그의 엑스타시 를 불러일으킨 이미지 에 대

하여 가장 본질적인 유일한 단어가 가려져서 그 이미지 를 대표할 것이다 이 일은

시작상에 있어서 가장 지적인 태도 란 바로 김기림이 제시하는 프리미티브한 직관

적 감상성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지성적인 문학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 동존성의 비약도 가능하다는 것 현실을 반영한다는 사실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

는 것 언어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 케 하는 비상성 으로서의 기술과 제작 그리고 알레고리적 이

미지인 셈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김기림에게 프리미티브 원시적인 감상의 직관 이라는 지성적 방법

론이자 미학적 기술이란 진실 이 내포된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미학적이고 예술적 사유

이다 즉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란 이미지 의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프리미티브한 직

관적 감상성 을 통해 유일하게 가능하다 그가 프리미티브 한 감성은 새로운 관념

인류의 재화 을 찾아낸다 새로운 시인에게는 이러한 감성이 필요하다 고 말한

것은 김기림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언어의 지성적 요소와 그러한 새로운 예술을 가능케

할 새로운 시인 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

이러한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을 토대로 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구축이 바로

일견 산만해 보이는 김기림 시론이 갖는 일관된 양상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김기림에게 지성적인 기술과 이미지의 층위란 결국 언어 텍스트의 효과

이자 동시에 그것을 통해 드러나게 될 진실 의 차원이라는 이중적 맥락을 동시에 내포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미학적인 자의식의 영역이자 실천의 주체인 예

술가 의 존재를 새롭게 의미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에서 살펴본 바대로 도시에 대한

비판적 측면만이 강조되었던 기존의 산책자 개념 과는 다른 산책자의 개념이 필요하

다 할 것이다 이것이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주체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

념을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본 김기림의 미학적 사유와 입장

김기림 포에지와 모더니티 앞의 글 김기림 전집 면
이에 대해서는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참조

발터 벤야민 종합병원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연구방법론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이는 벤야
민의 개념 속에서 착안한 것이다 김기림 미학에 있어서 새로운 구성의 문제 비상성의 리얼리티 가 새로
운 미학적인 차원과 관련되는 개념인 것과 유사하게 벤야민이 이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왜곡은 단시
사실을 변형한다는 차원과 그 의미를 달리한다 즉 산책자의 시선 속에서 왜곡과 수술의 시선은 오히
려 그 도시를 변형하고 재축하며 그 효과를 통해 어떤 진실된 순간 은빛 나는 갈비뼈와 같은 외래어
을 도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출현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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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 살펴본 오전의 시론과 전체시론 등에서 나타난 그의 일관된 미학관의 바탕이

되어 있다 그가 제시한 원시적 직관적 감상성 과 지성적인 기술과 이미지의 층위는

그가 박태원과 이상 정지용 등과 공유했던 구인회 의 미학적 사유의 핵심을 보여준

다 김기림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데포르미시옹 변용 을 통해 현실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를 추구한다 즉 단순한 문학적 테크닉

이 아닌 작가의 미학적 사유를 토대로 하는 기교 야 말로 구인회 가 구축하려 했던

새로운 조선문학 건설의 토대일 수 있는 것이다

본고가 제시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은 도시 세계 텍스트를 알레고리적으로 바라

보며 놀라운 충실성 과 비속주의 로서의 현실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떤 꿈과 진실 환상 비상성 을 추구하는 미학적 주체의 인식에 해당

한다 그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잠재적 가능성이야 말로 현실을 파국 과 무의미

로 규정하며 그것을 초극할 수 있는 예술가적 주체의 방법론이자 목표가 된다 그것은

김기림의 언급처럼 타성적인 재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프리미티브한 감성 을 통

해 대상의 잠재적 가능성 김기림의 표현으로서는 진실 된 리얼리티 을 드러내고

자 하는 기술 과 지성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듯 김기림에게 감상성 과 지성 의 문제는 이처럼 현실과 꿈의 충격적이고 파국적

인 변용을 통해 대상을 새롭고 진실된 무엇으로 제작 혹은 구성 을 총괄해내고자 하

는 개념에 속해있다 놀라운 원시적인 직관적 감상성 을 통해 드러나는 도시 세계의

특정 부분이 가장 깊은 본질을 드러내듯이 김기림에게 객관적인 것은 오히려 주관적이

게 보이지만 진실 되기에 진정으로 객관적 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가 객관세계에

김기림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과 기술 문장 속간 권 호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이러한 김기림의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을 통한 지성적 이미지에 대한 입장은 해방

이후 납북으로 인해 문학적 활동이 중지될 때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이 글에
서 김기림은 예술에서의 기법적 차원이 통제나 조직을 본질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술이 그 자체가 중
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창작적 실천 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즉 어디까지든지 일정
한 목적을 향한 통제요 특정한 의도에로 통일된 조직 이라는 것은 그가 초기 평문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리적 리얼리티의 가치 혹은 진실의 차원 김기림이 언급한 정신의 입김과 호흡의 개념 과 동일
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은 바로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림은 이를 형성
하는 기술 혹은 단순히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형성과정 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김기림
의 미학적 태도는 말하자면 만드는 과정에서 실현 될 예술적 표현의 효과 의 층위이며 그러한 진실
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기술과 표현의 문제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혜원 김기림 시론에 나타나는 인식의 전환과 형태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호
면 이 글에서 문혜원은 김기림의 환상 이미지가 초현실주의와 영화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일

종의 파편적이고 병치적이며 이질적인 결합방식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예리 김기림 시론에서의 모더니티와 역사성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호

면

김기림 감상에의 반역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여기에서 김기림은 현실의
상태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꿈의 상태만을 인정한 초현실주의도 역시 센티멘탈리즘 이라고 비판한
다 즉 현실의 이해로부터 그것을 초극하려는 자세가 오늘의 시인의 정신의 위치이며 방향이다 하나
너무 지나치게 현실을 믿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내일을 믿는 것도 함께 센티멘탈리즘 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한 위험에서 시인을 구원해 내는 것은 명료한 지성에 틀림없다 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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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의 관계 에서 언급한 문명비판의 인식 이란 단순히 사회학적인 방향성 제시가

아닌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 를 통한 예술적 방법론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본절에서 살펴본 김기림 시론의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이미지 개

념을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로서 검토했을 때

이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김기림 시텍스트일 것이다 이는 피상적이고 경박

함 또는 문명 비판적 태도로 지칭된 기상도 에서도 유사하게 보여지지만 오히려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이미지적 사유는 태양의 풍속 에서 보다 정확하게 드러난

다고 할 수 있다 년에 발표된 태양의 풍속 은 실제로는 김기림의 초기 텍스트

즉 년경의 시작활동을 정리한 것이며 그가 초현실주의의 이미지론을 깊숙이 검

토하고 있을 당시의 시작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의 일관되게 주장한 이미지

를 통한 꿈의 리얼리티 구현의 맥락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는 바로 태양의 풍

속 및 그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태양의 풍속 에 앞서 김기림의 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

목해야 하는 시는 그의 시작 초기인 년 월 조선일보 에 발표한 슈 르레알리

스트 이다 김기림이 최초로 발표한 가거라 새로운 생활로 와 동일한 시

기인 년 월 에 발표된 위 시는 바로 뒤이어 발표된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

나 의 연미복을 입고 와 더불어 김기림이 인식하는 미학적 방향성과 예술

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텍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 는 태양의 풍속

에 수록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거리로 지나가면서 당신은 본일이 업습니까

가을 볏으로 짠 장삼을 둘르고

갈대 고깔을 뒤 덜미에 부친 사람의

어리꾸진 노래를

괴상 한 춤맵씨를

그는 천구백오십년 최후의 시민

김기림 객관세계에 대한 시의 관계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은 이글
의 말미에 우리들을 에워싼 문명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시적 이미지 만을 주무르고 있기를 허
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에피큐리아니즘 향락주의 인용자 주 이요 딜레당티즘 이어서
문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시인의 적극적인 정신을 말살하기 쉽다 우리들의 시는 영탄이나 감흥이나

에스프리 의 발화나 이미지 의 화려에만 만족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사람의 사고의 조직에 관련
하며 또한 문명의 인식과 비판에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언급은 기존의 논의처럼
그의 문명인식과 비판의 양상히 단순히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되어 준다

이숭원 김기림 시의 실상과 허상 김기림 정순진편 앞의 책 면
김기림 태양의 풍속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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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혁명의 말예 먼후손 인용자 주 의 최후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푸리즘 처럼 다각 입니다

세계는 꺽구로 채광 되여 그의 백색의 카메라 에 잡버집니다

새벽의 땅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에 그의 귀는 기우러지나

그는 그 뒤를 딸흘 수 없는 가엽슨 절름바리외다

자본주의 제삼기의 메리 꼬 라운드 로

출발의 전야 의 반려 들이 손목을 잇그나

그는 차라리 여기서 호올로 서서

남들이 모르는 수상한 노래에 맞추어

혼자서 그의 춤을 춤추기를 조와합니다

그는 압니다 이윽고 카지노폴리 의 주악 은 피곤해 끗치나고 거리는

잠잠해지고 말 것을 생각지 마르세요 그의 노래나 춤이 즐거운 것이

라고 그는 슬퍼하는 인형이외다

그에게는 생활이 업습니다

사람들이 모 다 생활을 가지는 때

우리들의 피에로 도 쓸어집니다

슈 르레알리스트 전문

기존 연구에서 슈 르레알리스트 는 아방가르드와 슈르레알리즘 예술을 비판하고

현실을 몽환적인 꿈의 상태로 받아들인 당시의 슈르레알리즘 경향에 비판적 모습을

보 이는 시로 평가된바 있다 물론 김기림이 말초적 신경의 퇴폐 로 상징되는 다다

이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은 본절의 앞부분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시에서의 생활을 갖지 못하는 슈르레알리스트 의 존재는 단지 현실과 분리되거나

유리되어 있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제시된 초현실주의자 는 다

각의 프리즘 과 피에로 로 알레고리화된 현실과 유리된 일종의 예술가적 존재를 알레

고리적 이미지로 제시한 것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의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슈르레알리스트 에서의 시적 화자는 생활

을 가지는 군중들과 그 군중들 옆에서 수상한 춤 을 추고 있는 예술가인 슈르레알리

스트 를 동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시의 첫구절

거리로 지나가면서 당신은 본일이 업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적 화자의 존재는 슈르

레알리스트를 존재를 가을 볏으로 짠 장삼을 둘르고 갈때 고깔을 뒤 덜미에 부친

사람 이자 어리꾸리한 노래 와 괴상한 춤맵시 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러

한 언급은 슈르레알리스트를 단순히 비판되어야 할 존재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생활

을 가진 거리의 군중들 과는 분리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김기림 슈 르레알리스트 조선일보 김학동 편 김기림 전집 면

김한성 김기림 문학 연구 비교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앞의 책 면 예컨대 김한성은 이
시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를 생활이 없는 슈르레알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이를 수상한 노래에 맞추어 혼
자 추는 춤에 빠진 자아도취의 맥락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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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은 시에서 등장하는 카지노폴리 의 맥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카지노폴리는 동경 아사쿠사에 있던 극장을 가리키는 것인데 당시 아사쿠사의 거리는

년대 일본의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로 상징되는 도시의 거리 문화를 대표하

는 곳이다 김기림이 첫 번째 유학 당시에 방문했을 아사쿠사의 거리에는 지식인 룸

펜 모던걸 넝마주의 예술가 등의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넘쳐나던 모던 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다각의 푸리즘 같은 눈 을 가진 예술가는 보들레르와 유사한

도시 거리에 존재하는 이방인적 예술가를 표상하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시의 다음 구절인 그는 천구백오십년 최후의 시민 불란서 혁명의 말예

먼후손 인용자 주 의 최후의 사람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김기림이 초현실주의

자를 생활을 가진 거리의 군중 과는 분리되어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의식을 지닌 존

재로서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프랑스 혁명의 최후의 후손인 초현실주의자 는

세계를 거꾸로 채광하여 백색의 카메라 로 관찰할 수 있는 지성적이며 예술가적인

존재로 규정된다는 점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 에 파묻혀 있는 도시 거리

의 평균적 군중들은 이 예술가 를 알아볼 수 없으며 그 독창성과 개성을 이해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생활 로 대변되는 새벽의 땅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 와 자본주의 제삼기의

메리 꼬 라운드 와는 무관한 절름발이 들의 세계 속에서 우울한 예술가는 생

활 즉 합리적 모더니티의 평균성에 함몰되기 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호올로 서서

남들이 모르든 수상한 노래에 맞추어 혼자서 그의 춤을 춤추기를 조와 하는 미학적

존재로 알레고리화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슈르리얼리스트 왜 화려한 근대적 거리

인 카지노폴리의 태악이 피곤해지고 거리가 잠잠해지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는 인형

으로 제시되고 있는가에 있다

이를 현실적인 맥락에서 당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세계 대공황의 여파와 불

황과 실업 등의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측면은 사람들이 모

다 생활을 가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생활과는 무관하게 자신을 이방인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유 그 자체에 있다 말하자면 생활을 가진 군중들에 관점에서 단지 쓰러지

는 우리들의 피에로 일 뿐인 예술가적 존재는 도시 거리의 평균적 군중과 그 화려함으

로 대변되는 근대적 모더니티의 공간을 부정하고 혹은 슬퍼하면서 쓰러진다 즉 거리

미리엄 실버버그 에로틱 그로테스트 넌센스 강진석 강현정 서미석 옮김 현실문화연구 참
조 위 시에 등장하는 카지노폴리 는 당시 일본 동경의 유원지였던 아사쿠사지역에서 레뷰를 공연
하던 극장으로 년 설립된 곳이다 면 미리엄 실버버그에 따르면 당시 동경의 아사쿠사 지역은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등으로 대변되는 당시 일본의 모던한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극장과 거리
라고 볼 수 있다 즉 아사쿠사의 에로티즘은 흥분 음식 움직임 구경거리 면 로 가득찬 곳이었으
며 다양한 극장과 영화관 등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여기에는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넝마주의
룸펜 모던걸 등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김기림이 첫 번쨰 일본유학당시 아사쿠사 지역을 방문했을 가능
성은 매우 높으며 여기에서 근대적 거리와 모던한 풍경을 접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관련되어 조선
의 경성 거리에 나타났던 에로 그로 넌센스에 대해서는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 살림출판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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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성 을 바라보는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예술가는 생활 로 대변되는 현실의 무의

미성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자각하고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인식 을 우

울과 멜랑콜리를 통해 존재한다 예술가의 우울 은 결국 현실의 무의미성과 파국을 직

면하는 인식으로부터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슈 르레알리스트 의 핵심인 초현실주의자는 사람들이 모 다 생활을 가지는

때 에 생활을 갖지 못한 슈르리얼리스트는 푸르즘처럼 다각 인 눈을 가진 자이자 동시

에 남들이 모르는 수상한 노래와 춤 을 추는 자이며 동시에 프랑스 혁명 으로 대변되

는 시대적 견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성적인 예술가로 파악될 수 있다 말하자면 김기림

은 보들레르처럼 생활 을 가진 군중들을 경멸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렇

기에 그가 시작 초기에서부터 초현실주의 로 상징되는 예술가적 주체의 의미를 형상화

한 것은 이른바 피상적인 시 의 맥락을 검토할 때 유의미하다 김기림이 예술가적 산

책자의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전체시론의 천재 로 대변되는 그의 예술적인 지향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김기림은 이미 년부터 수필 도시풍경 에서 이 메이크업 한

메피스트 의 늙은이 로서의 도시 가 온갖 근대적 시설과 기구감각 으로써

젊음 을 꾸민 다는 것을 지적한다 데파트먼트 의 화려함이 사실은 늙고 황

폐한 것일 뿐이라는 언급은 김기림 텍스트의 미학적인 사유로서 주목된다 가장 최신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와 거리의 본질이란 결국 가상성과 환타스마고리아의 환

상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화려함을 사실은 늙은 것 이라는 역전된 이미지로 표

현할 수 있는 알레고리적 인식은 김기림과 더불어 구인회 의 텍스트에 기저를 이룬다

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슈 르레알리스트 의 예술가적 주체에 대한 주제는 태양의 풍속 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텍스트가 바로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 이다 슈 르레알리스

트 와 동시적으로 발표된 이 시는 이른바 김기림 텍스트의 피상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을의

태양은 겨으른 화가입니다

거리 거리에 머리 숙이고 마주선 벽돌집 사이에

창백한 꿈의 그림자를 그리며 댕기는

쇼 윈도우 의 마네킹인형은 흣옷을 벗기우고서

셀루로이드 의 눈동자가 이슬과 같이 슬픔니다

김기림 도시풍경 조선일보 김학동 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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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그림자는 공원의 연못가의 갈대에 의지하야

살진 금붕어를 호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태양은 플리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서

피빠진 하눌의 얼굴을 산보하는

침묵한 화가입니다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 전문

김기림의 대표작중 하나인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 는 기존

연구에서 우리 전통과는 무관한 서구적 발상법 즉 경박하고 무분별한 서구 취향

으로 비판된 김기림 텍스트의 피상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 특이성 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깊게 검토된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특히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 를 분

석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는 이 시가 슈 르레알리스트 와 동일한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 두 시가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

여준다

상식적으로 보면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 는 특별히 뛰어난

은유나 놀랍도록 독특한 시적 표현이 번뜩이는 시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연구들이 이 시를 은유적 기교의 부족이나 혹은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

용 등으로 비판하게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적 대상인 화가 혹은 백금

의 연미복을 입은 가을의 태양 의 이미지가 무엇을 알레고리화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있

다

우선 시의 전체적 맥락을 통해서 보면 백금의 연미복을 입은 가을의 태양 은 단순한

김기림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학동 김기림 평전 앞의 책 면 김학동은 슈 르레알리스트 를 가리켜 매우 난해하고 모호
한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했으며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 를 우리 전
통과는 무관한 서구적 발상법 으로 평가한다 김학동은 김기림이 보여준 서구적인 외래어의 자유로운
구사는 김기림에 이르러 본격화된 것이며 그가 초기에 영미문학 이론을 도입하여 이미지즘과 주지주의
적 시론을 펼치던 작시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정명효 김기림 초기 시의 범주와 태양의 풍속 이 가진 문제들 한국학연구 집
면 이는 김기림 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김기림은 서구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실제 창작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을 쓴 작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가 시론과 평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평들은 대체로 그것들과의 연관성에 기
인한 것이 많다 이상과 김기림이 바라본 백화점에 대한 시선과 이를 형상화하는 방식에서도 이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이 문자의 배열과 반복을 통해 의미와 이미지를 확장한다면 김기림은 사실적인 면을 자주
드러내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감상적인 면까지 표출한다 초기에 모더니즘 특히 이미지즘을 누구
보다 신봉했던 김기림은 감상주의를 경계하고 이미지를 상당히 강조했으며 형식미 또한 중요시했던 시
인이지만 그가 보여준 시적 전개에서는 직접적이면서도 단편화로 경도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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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닌 게으른 화가 의 존재로 제시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게르으

다 라는 표현 때문에 다소 부정적 맥락으로 파악되는 가을의 태양이자 화가의 존재는

전술했던 슈 르레알리스트 와 동일하게 예술가적인 존재로 파악된다 시에 등장하는

게으름 은 현실과 무관한 혹은 이질적인 예술가의 존재를 표상하는 알레고리적 기호인

것이다 즉 거리 를 배회하는 존재로 백금 플라티나 같은 태양의 화가는 말하자면 거

리 거리에 머리 숙이고 마주진 벽돌집 으로 표상되는 모더니티의 공간을 게으름 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예술가의 시선은 평균적 거리를 창백한 꿈의 그림자 로 덧칠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따라서 도시를 변용하고 꿈의 시선 으로 바라보는 예술가적 산책자는 현실에 종속되

기 보다는 현실보다 꿈의 그림자 로 대변되는 자신의 감각을 우선시 하는 존재로 파악

될 수 있다 이처럼 현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우울한 멜랑콜리의 감각을 지닌 예술가

에 감응하는 존재는 시 속에서 쇼윈도우의 마네킹 인형 으로 제시된다 상품화되고 물

신화된 공간에서 자본주의적 물신의 표상인 마네킹은 단순히 사물이 아닌 눈동자가

이슬과 같이 슬 픈 존재로 보여진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방인적인 화가이자 예

술가처럼 마네킹 역시 현실에 의해 배제되며 그들의 본질 이라 할 수 있는 슬픔은 생

활의 군중 에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대중들은 마네킹을 상품 으로서만 인식하기 때

문이다

이처럼 예술가와 마네킹의 존재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시되는 실업자 는 예술가와 마네

킹의 존재를 도시 모더니티의 이질적 요소로 파악하는 또다른 근거가 된다 이는 슈

르레알리스트 에서 분석했던 것과 동일하게 당시 세계 대공황과 관련된 풍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 역시 이방인으로서 도시 모더니티의 공간 속에서 배제 된

채 슬픈 예술가와 마네킹의 존재처럼 공원의 연못가의 갈대에 의지하야 살진 금붕

어를 호리 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신세인 것이다

요컨대 도시와 모더니티의 공간을 바라보는 가을의 태양이자 화가의 존재는 그렇기에

슈 르레알리트스 에서 제시된 다각의 프리즘 을 지니고 모더니티의 도시 공간을 인

식하고 사유하는 존재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의 마지막 구절인 가을의 태양은

플라티나 의 연미복을 입고서 피빠진 하눌의 얼굴을 산보하는 침묵한 화가 라

는 구절은 유의미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백금 으로 묘사되는 화려하고 뛰어난

사유를 지닌 예술가가 바라보는 것은 근대 도시와 모더니티의 화려함이 아니다 오히려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은 할 일없는 실업자와 슬픈 눈을 가진 마네킹으로 표상된 도

시의 이질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들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방인 들과 함께 이 예술가의 산보란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미학적 인식과

사유를 토대로 가능하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세계의 무의미성에 대해 예술가가 답하는

행위는 바로 창백하고 피빠진 하눌의 얼굴 을 가진 채로 도시와 거리의 모더니티를 인

식하며 그 무의미성에 대해 침묵 하는 것을 드러낸다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으

로 알레고리화 되는 시의 마지막 구절은 단순히 침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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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미하다 이는 모더니티의 주변부에 이름없는 자들을 의미화하고 바라보는 것을 자

신의 예술적이고 미학적 임무로 삼는 것이기 예술적 자의식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그때

의 침묵 은 결과적으로 알레고리화된 도시의 풍경을 무의미한 것 으로 평가하는 지성

적이고 미학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각의 프리즘 눈 을 가진 예술가이자 백금의 연미복을 입은 가을의 태양

같은 화가 의 존재는 김기림이 제시하는 예술가적 존재와 분리되어서 해석되기 어렵다

김기림이 끊임없이 감상의 무절제한 낭비를 비판하고 지성적인 시적 기교와 기술에 대

해서 강조했던 것이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이라는 문학적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

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예술가 의 존재는 그가 구인회 의 구성원들과 공유했던 새

로운 조선문학 건설을 위한 미학적 주체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 미학적 주체는 말하자면 김기림이 태양의 풍속 의 서문인 어떤 친한 시의

벗 에게 에서 언급한 건강한 태양의 풍속을 배우자 고 했던 것 그리고 표제시인

마음의 의상 에서 제시된 시적 화자가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태양 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김기림은 어떤 친한 시의 벗 에게 제시한 저 동양적

적멸로부터 무절제한 감상의 배설로부터 너는 이 각인으로 떠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렇게도 분바른 할머니의 십구세식 비 너쓰 라고

언급된 곰팡이의 냄새 같은 과거의 시는 그에게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 혹은 그의 동료들인 구인회 의 구성원이 추구할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은 과거

의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 비만하고 노둔한 오후의 예의 대신에 놀라운 오전의 생리에 대하

여 경탄한 일은 없느냐 그 건장한 아츰의 체격을 부러워해본 일

은 없느냐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어족과 같이 신선하고 깃빨과 같이 활발하고

표범과 같이 대담하고 바다와 같이 명랑하고 선인장 같이 건강한 태

양의 풍속을 배호자

나도 이 책에서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다만은 너는 저 운문이라고하

는 예복을 너무나 낡았다고 생각해본 일은 없느냐 아모래도 그것은

벌써 우리들의 의상이 아닌 것같다

어떤 친한 시의 벗 에게 부분

태양아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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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야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비

러오마 나의 마음의 문허진 터를 닦고 나는 그 우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그러고 너의 사

나운 풍속을 쫒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태양보다 이쁘지못한 시 태양일 수가 없어 설어운 나의 시를 어두

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세여가며 기다린

다

마음의 의상 부분

김기림이 태양의 풍속 마지막에 실린 상공회의소 에서 니체 를 언급했다는 점

은 이 태양 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해석적 실마리를 가진다 슈 르

레알리스트 에서 언급된 것처럼 도시문명에 대한 관찰 또는 탐구 등 으로 언급된

태양의 풍속 에서 핵심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그 중심에 있다

태양의 풍속 첫 머리에 실린 어떤 친한 시의 벗 에게 와 마음의 의장 은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해야 하는 태양의 존재와 사나운 풍속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시하는 텍스트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떤 친한 시의

벗 에게 에서 김기림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비만하고 노둔한 오후의 예의 가 아니

라 놀라운 오전의 생리 에 대한 경탄이다 건장한 아츰의 체격 을 갖춘 너는 나와

함께 어족과 같이 신선하고 깃빨과 같이 활발하고 표범과 같이 대담하고 바다와 같

이 명랑하고 선인장 같이 건강한 태 양의 풍속 이란 김기림의 새로운 예술에 대한

추구와 지향을 드러낸다는 점을 의미화한다

김기림의 이러한 미학적 태도는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정확한 의미가 제시된다 그

것은 바로 너는 저 운문이라고 하 는 예복을 너무나 낡았다고 생각해본 일은 없느

냐 아모래도 그것은 벌써 우리들의 의상이 아닌 것 같다 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김기림은 운문 으로 지칭되는 과거의 혹은 년대의 감상적 토로의 시들은 새로운 조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신범순 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 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으

로 앞의 글 면 신범순은 김기림의 태양의 기호를 통한 미학적 기획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김기림 역시 년대 초기 시편부터 니체적인 분위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간략히 말한
다면 그 뼈대는 오후의 예의와 오전의 생리라는 두 장이다 예의는 아마도 니체 사상이 비판 대상으
로 삼는 도덕과 관련될 것이다 생리는 그러한 인위적인 도덕 풍속적 패션과 대립하는 것으로 니체
사상의 핵심주제인 육체와 관련된다 오후의 감상적 퇴락 풍경을 먼저 배치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오전의 명랑한 풍경을 뒤에 배치했다 그는 근대문화인 영화 사진앨범 식료품점 건축 등을 니체
적 태양기호의 풍속적 차원으로 옮겨놓으려 했다
정명효 앞의 글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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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학을 형성하기에는 이미 낡은 과거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즉 낡은

문학이 아닌 건장한 아츰의 체격 을 갖춘 놀라운 오전의 생리 란 이른바 태양의 사나

운 풍속 으로 형상화되는 새로운 문학이 무엇을 추구하려 하는 건지를 역설적으로 드

러낸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이자 고향이며 사랑이며 희망 의 예술이며 어둠 으로 대변

되는 현대의 모더니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림이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고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러한 미학과 예술의 독자적 가치를 강하게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낡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예술과 미학의 긍정이 이 작은 궁전 이란

이미지를 통해 표명된다 따라서 태양일 수가 없는 설어운 나의 시를 어두 운 병실

에 커놓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새어가며 기다린 다 라는 마음의 의

상 마지막 구절은 중요하다 즉 태양처럼 빛날 시 의 존재를 추구하면서도 김기림은

어두운 병실 이라는 평균성 과 군중들 의 모더니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

술가적 산책자에 무의미한 현실의 시공간은 다각의 프리즘 눈을 갖추며 백금 태양의

연미복을 입은 화가에 의해 꿈의 그림자 로서 데포르마시옹 변용 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태양 으로서의 새로운 조선문학의 층위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될 수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사나운 태양의 풍속 의 알레고리를 통해 미학적인 데포르마시옹 변용 만이

예술가에게 태양 과도 같은 지성적인 예술을 존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다

흔히 김기림에 대해서 논의된 바처럼 그가 자신의 시작과 방법론을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미학으로서 설정하고 그에 대비되는 세기식의 방만한 낭만적 감수성을 비판

하는 태도는 위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김기림의 인식과 태

도가 실제적으로 그의 작품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그것이 바로 김기림 텍

스트를 피상성 으로 규정하는 핵심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김기림 연구들이 그의 텍스트를 심도있게 해석해오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김기림 시의 피상성 비판은 역설적으로 태양의 풍속 에 나타는 알레

고리적 이미지들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한다 요컨대 김기림이

제시한 시대성 의 문제란 단순히 사회과학적인 전망과 시대비판적인 문명비판의 차원

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김기림이 목표로 했던 태양 의 가치는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주

체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서 그러한 주체들이 건설할 새로운 조선문학의 기치를 향해 있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김기림이 너 태양 의 존재로 의미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적

최은영 김기림 시론과 초기시의 영화적 기법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집
면 최은영의 경우 태양의 풍속 에 실린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숏 구성과 몽타주의
구성원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동시에 객관적 카메라의 눈으로 서구적 근대문물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초기시 태양의 풍속 인용자 주 에 나타난 시대
성이란 기계적인 카메라의 시각으로 근대적 문물의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한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은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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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은 태양의 풍속 의 기획의도와 미학적 목표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태양의 빛나는 사나운 풍속 을 지닌

존재란 상공회의소 의 차라투스트라의 산상의 탄식 과 더불어 태양의 풍속 이

가진 근본적 의도를 제시한 것이다 태양과 차라투스트라라는 니체적 기호로 형상화되

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나운 풍속 은 평균적 군중들의 세계가 아닌 도시를 변용하고

이미지화하는 미학적 사유가 그 핵심에 있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미학적 사유의 정점에 있는 두 편의 시는

바로 옥상정원 과 스케이팅 이다 김기림의 오전의 생리 혹은 스케이팅 같은

시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속도의 기사 의 존재가 인식하고 사유하는 모더니티의 공간이

란 일종의 지하실 과 같은 무의미한 것이자 동시에 해도 에 대하야 에서 등장

하는 차별할줄 모르는 무지한 검은 액체의 범람 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알레고리적 인식을 통해 바라보는 도시 세계의 존재란 말하자면 기차 에서

의 식당매뉴 뒷등에 쓰는 물결에 대한 사랑 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가성의

문제가 김기림 텍스트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그의 초창기 수필인 도시풍경 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듯이 김기림이 근대를 절대적

으로 긍정하지 않았으며 보들레르와 유사하게 유동적인 것 으로 파악했다는 점은 도

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차별이 없는 검은 액체적인 것 으로 보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

례로도 가을의 과수원 에서 당돌한 한방울의 기선마저 녹여버리려는 의지를 가진

검은 바다 의 영역이 바로 모든 것을 평준화시켜버리는 현대적 모더니티의 알레고리라

는 점이 확인된다

이처럼 검은 바다 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평준화시켜버리는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이질적인 태양의 사나운 풍속 을 찾는 것이 태양의 풍속 의 근본적 의도라는 점을

볼 때 그러한 이질적인 미학적 사유를 상징하는 존재로 옥상정원 의 카나리아를 파

악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일기와 주식의 소식에 귀를 틀어막고 잠속

으로 피난하는 카나리아 의 존재란 근대 모더니티의 유동적 평균성 속에 잠겨 있지만

그것과 이질적으로 분리되는 예술가적 주체의 인식과 사유를 알레고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백화점의 옥상정원의 우리 속의 날개를 드리운 카나리아 는 니히리

스트 처럼 눈을 감는다 그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그러고 그들의 일

기에 대한 주식에 대한 서반아의 혁명에 대한 온갖 지꺼림에서 귀를

틀어막고 잠속으로 피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의 꿈

이 대체 어데가 방황하고 있는가에 대하야는 아무도 생각해보려고 한

일이 없다

기둥시계의 시침은 바로 시를 출발했는데 롱 안의 닭은 돌연 삼림의

습관을 생각해내고 홰를 치면서 울어보았다 노 랗고 가 는 울음이

햇볕이 풀어져 빽빽한 공기의 주위에 길게 그어졌다 어둠의 밑층에서



- 195 -

바다의 저편에서 땅의 한끝에서 새벽의 날개의 떨림을 누구보다도 먼

저 느끼던 힌털에 감긴 붉은 심장은 인제는 때의 전령 의 명예를 잊

어버렸다 사람들은 무슈 루쏘 의 유언은 설합 속에 꾸겨서 넣어

두고 옥상의 분수에 메말러버린 심장을 축이려온다

건물회사는 병아리와 같이 민첩하고 튜 립 과 같이 신서한 공기를

방어하기 위하야 대도시의 골목골목에 센티의 벽돌을 쌓는다 놀라

운 전쟁의 때다 사람의 선조는 맨첨에 별들과 구름을 거절하였고 다

음에 대지를 그러고 최후의 그 자손들은 공기를 향하여 선전 한다

거리에서 티끌이 소리친다 도시계획국장각하 무슨 까닭에 당신은

우리들은 콘크리 트 와 포석의 네모진 옥사 속에서 질식시키고 푸른

네온사인 으로 표백하려함니까 이렇게 호기 적인 세탁의 실험에는

아주 진저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무슨 까닭에 우리들의 비약과 성장과

연애를 질투하십니까 그러나 부 의 살수차는 때없이 태양에게

선동되어 아스팔트 우에서 반란 하는 띠끌의 밑물은 잠재우기 위하야

오늘도 쉬일새 없이 네거리를 기어댕긴다 사람들은 이윽고 익사한 그들

의 혼을 저수지 속에서 건저가지고 분주히 분주히 승강기를 타고 제비

와 같이 멀어질게다 여안내인은 그의 팡을 낳은 시를 암탉처럼 수없

이 낳겠지

여기는 지하실이올시다

여기는 지하실이올시다

김기림 옥상정원 전문

옥싱정원 은 도시 모더니티의 가장 대표적 풍경인 백화점을 소재로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옥상정원 을 해석할 때 이 시가 근대문명 속에 갇힌 도시인의 모

습 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은 다소 소재적 측면에서만 집중한 것이다 오히려

옥상정원 에 에서 가장 중요한 양상은 카나리아 붉은심장 태양 으로 이어지는 반

란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그 중심에 있다

옥상정원 의 핵심적인 이미지들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은 시의 초반부에 제시된 카나리아 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가이다 옥상

정원에 갇혀있는 카나리아 는 일종의 니힐리스트 즉 허무주의자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울 의 맥락은 카나리아를 사실적인 관상새라는 소재적 차원에서 해석할 수

없게 만든다 김기림이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면 카나리아는 온갖 부르짖음 과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이미순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 에 나타난 우울의 양상 한국시학연구 호
면 예컨대 이미순은 옥상정원 을 게오르그 짐멜의 논의를 토대로 이 시가 대도시라는 객체에서 인
간이라는 주체에 전해지는 인상 장면 등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상은 방해를 받
는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대도시라는 외부세계에 적응해가면서 이성적으로 변모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근대 문명에 갇힌 도시인의 모습에 다름 아니 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는 태양이 일으키고자 하는 반란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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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과 서반아의 혁명에 대해 온갖 지꺼림 들 사이에서 일종의 침묵 하고 있는 존재

로서 묘사된다는 것이 핵심적이다

말하자면 카나리아의 침묵 은 소비와 물신에 유혹당하는 평균적인 도시의 군중들에

대한 가치평가의 측면을 드러낸다 카나리아의 우울한 침묵은 향략을 추구하는 도시 군

중들과 분리된 일종의 이질적인 존재를 제시한다 즉 카나리아는 온갖 부르짖음 으로

상징되는 백화점의 소음과 무관하게 잠속으로 피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일종의 예술가적인 존재라고 파악 가능하다 그렇기에 도시의 모더니티에 함몰될 수 없

는 이 이질적 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들이란 그의 꿈이 대체 어

데가 방황하고 있는가에 대해아야는 아무도 생각해보려한 일이 없 는 무의미한 존재들

일 뿐이다

이러한 이질적 인 예술가의 존재를 형상화하는 니힐리스트 인 카나리아의 존재는 그

러하 단순히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단순한 허무주의자라고 보

기 어렵다 이는 뒤이어 이어지는 롱 대바구니 인용자 주 안의 호닭 이미지 때문에

그러하다 대바구니 안에 있는 오랑캐 닭은 평균적인 도시의 세계 속에서 함몰되어 얌

전히 안주하는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 호닭은 돌연 삼림의 관습을 생각해내고 홰를

치며 울어 볼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생의 관습을 여전

히 지니는 이질적인 오랑캐 닭은 어둠의 밑층에서 바다의 저편에서 땅의 한끝에서 새

벽의 날개의 떨림을 누구보다더 먼저 느끼던 힌털에 감긴 붉은 심장 을 지닌 존재 즉

김기림이 강조한 오전의 생리를 가진 예술가적 존재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붉은 심장

을 지닌 오랑캐 닭은 니힐리스트적 카나리아 의 존재가 추구하는 잠과 꿈 의 변형된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적용된 것이다

카나라아 호닭의 존재는 인간불평등 기원론 에서 무슈 루소 장 자크 루소 가 이야

기한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제를 평균적 도시와 군중들 속에서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에 비해 도시의 거리와 군중들은 붉은 심장 을 지니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옥상의 분수에 메마른 심장을 겨우 축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질적 인 예술

가로서의 카나리아 호닭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도시 세계의 표상인 대도시의 이미지는

튜 립 과 같이 신선한 공기 를 방어하고 처내며 부정하며 그것에 대해 선전

전쟁을 선포함 한다는 것은 예술가적 존재를 세계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알레고리가 된다 즉 도시와 거리 그리고 군중들로 상장되는 모더니티의 공간은

이질적인 존재들을 모두 말살 하기 위해 거대한 세계를 건축한다 별들과 대지를 그리

고 공기와 싸우는 사람들의 자손들 과 더불어 도시계획국장 이 매일 가동하는 살수

차 는 그러한 전쟁의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선전 선전포고 라는 일종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제시된 모더니티의 폭력성 은 쉴새

없이 이질적 존재들을 콘트리트와 네모진 옥사 속에서 질식시키고 네온사인으로

그들을 표백하는 그로테크하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이

공포스러운 도시의 공간에 대해 예술가적 산책자는 세계를 거리와 군중이 익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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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로서 즉 분주히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제비와 같이 떨어질 모

더니티의 본질적 모습을 사유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술가적 존재와 동일하게 모더

니티 라는 거대한 폭력에 굴하지 않는 이질성을 가진 자들 즉 먼지 로 제시된 알레고

리적 이미지이다

시의 후반부를 해석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카나리아의 니힐리즘 과 호닭이 외치

는 삼림의 울음 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태양에 의해서 반란하는 먼지 이미지의 맥락

이다 먼지의 존재는 모더니티 의 평균성을 상징하는 살수차의 억압에 불구하고 혹은

익사한 저수지에서 아우성치는 군중들의 존재와 다르게 또는 빵 팡 과 이윤을 낳는 시

를 암탉처럼 수없이 낳는 가짜적인 예술가들과 다른 의미층위를 지닌다 물론 도시 모

더니티의 세계에 속에서 예술가적 산책자는 현실에서 먼지 처럼 무의미하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세계가 더 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는 지하실 과 같은 무가

치한 세계 속에서 예술가적 산책자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태양 에 의해서 다시금 자

극되고 자신의 본질적인 미학과 예술을 포기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로 의미화 된다

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옥상정원 에서 제시된 더 내려갈 곳 없는 지하실 로서

의 현실에 미학적으로 투쟁하는 예술가적 존재의 미학적 임무이며 동시에 카나리아의

니힐리즘 과 호닭의 삼림의 관습 그리고 태양에 따라 반란하는 먼지 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알레고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태양의 풍속 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도시 이미지들 즉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김기림이 매혹을 느꼈던 근본적 맥락은 모더니티의 화려함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 매혹 은 오히려 도시를 둘러싼 이미지들을 새롭게 변용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데

포르마시옹 미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가 바로 스케이팅 이다 속도의 시

라는 제호아래 기재된 스케이팅 은 김기림이 태양의 풍속 에서 기획하고 있는

미학적인 주체의 사유와 인식을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시로 평가될 수 있다

일월의 대기는

투명한 프리즘

나의 가슴을 막는

햇볕은 칠색의 테 프

유리의 바다는

푸른 옷 입은 계절의 화석이다

감을 줄 모르는

진주의 눈들이 쳐다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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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들의 원천극장 에서

내가

한 개의 환상 아웃 커 브 를 그리면

구름 속에서는 천사들의 박수 소리가 불시에 인다

한강은 전연 손을 댄 일이 없는

생생한 한 폭의 원고지

나는 나의 관중 구름들을 위하야

그 우에 나의 시를 쓴다

히롱하는 교착선 의 모 든 각도와 곡선에서 피여나는 예술

기호 우를 규칙에 억매여 걸어가는

시계의 충실을 나는 모른다

시간의 궤도 우를 미끄러저 달리는 차라리

방탕한 운명이다 나는

나의 발바닥 밑의

태양의 느림을 비웃는 두 칼날

나는 얼음판 우에서

전혀 분방 한 한 속도의 기사다

김기림 스케이팅 전문

김기림이 속도의 시 라는 절제목을 통해 제시하는 시는 모두 두 편인데 하나는 스

케이팅 이며 다른 한편의 시는 여행 이다 이 두 편의 시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각각의 시편들이 김기림이 기획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를 드러내

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 이란 시의 마지막 구절 즉 시온으로

가자 그리고 시온을 떠나자 우리에게 영구한 시온은 없다 는 그가 년에 발표했

던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에서 언급한 영구한 모더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구절을 상기시킨다

스케이팅 이 지니는 속도 의 미학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이 시가 김기림의

피상적인 언어 구성을 보여주는 시로서 보여질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처음에

제시되는 일월의 대기는 투명한 푸리즘 같은 구절이 그러하다 그러나 앞서 확

인했다시피 김기림에게 프리즘 이라는 기호는 예술가의 미학적 사유를 알레고리적으로

제시하는 기호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이 시는 단순히 한강변에서 스케이트를 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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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험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소재 가 무엇을 알레고리화하고 있

는가이다

우선적으로 시의 초반부에서 제시되는 유리의 바다는 푸른 옷 입은 계절의 화석 이

라는 이미지와 감을 줄 모르는 진주의 눈들 이라는 이미지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소재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시의 화자인 프리즘 의 시각을 지닌 예술가적 산책자가 한

강변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스케이트장이

프리즘 을 가진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에 의해서 유리의 바다 이자 창백한 푸른옷

입은 계절의 화석 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용돠어 있다는 점이다 이곳은 말하자면 예술

가적 산책자의 인식이 새롭게 변용해놓은 하나의 무대 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자체 를 알레고리화하는 원천 극장 이자 일종의 무대적 공간인

스케이트장은 일차적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전구와도 같은 감을줄 모르는 진주의 눈 들

과 군중들의 존재로 묘사되는 어족 들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는 말하자면 도시 모더

니티의 화려함의 공간으로서의 스케이트장 을 이미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는 단순히 화려함으로서의 모더니티 의 공간속에서 존재하는 예술가가 바라보는 현실

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술가적 산책자가 유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한개의 환상 아웃 커 브 와도 같은 속도 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화려함으로 치장한 모더니티의 공간이 예술가에게 일종의 환상 으로서 전환된다는 점

은 스케이트 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식적 토대를 가진다 즉 예술가적 산책

자의 시선은 군중들과 어족들의 무가치한 화려함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마련된 속도

의 무대 를 환상 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용의 과정은 시적 화

자인 나 는 한개의 환상 아웃 커 브 를 그 린다는 말로 드러난다 그것은 평범한

군중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오직 구름 속 천사 들만이 박수를 칠 수 있는 풍경이며

도시 공간에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타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속도의 체험 이기도 하

다 이러한 체험 을 토대로 할 때에 비로소 예술가를 위해 마련된 무대적 공간 인 한

강 스케이트장 은 예술가인 시적 화자의 프리즘 과 환상 에 의해 자신의 속도의 시

를 창출할 수 있는 생생한 한 폭의 원고지 로 변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예술가인 나는 나의 관중 구름들을 위하야 그 우에 나의 시를 쓴다 예술

가적 산책자의 텍스트는 군중과 거리와 대중을 위한 시가 아닌 자신의 예술을 가치있

게 인식할 수 있는 구름 속의 천사 들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시의 후반부에 제시되

는 장면들은 시적 화자의 언급처럼 생생한 한 폭의 원고지 에 그려지는 예술가적 존

재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즉 히롱하는 교차선의 모 든 각도와 곡선에서 피어

나는 예술 인 이 예술가적 산책자의 텍스트 는 기호 우를 규칙에 억매여 걸어가는

시계의 충실 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이다 말하자면 예술가가 알레고리화하

는 속도의 텍스트 는 모더니티로서의 시계의 충실성 과 직선의 기호가 아닌 모든 각

도 와 유려한 곡선 을 통해서만 존재할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운동성 그 자체를

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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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계 로 대변되는 평균적 시간이 아닌 스케이트의 속도라는 새로운 시간의 궤

적 우를 미끄러져 달리는 방탕한 운명 을 긍정하는 인식록으로부터 가능하다 이미 얼

음판 위에 비쳐지는 태양 조차도 자신의 속도에 따라올 수 없는 모든 각도와 유려한

곡선을 긍정하는 존재 즉 얼음판 우에서 전혀 분방한 한 속도의 기사 란 스케이

팅 이 제시하고자 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시계의 충실과 무관한 태양보다 더 빠르고 신선하며 구름속의 천사 들만이 이

해할 수 있는 예술적 텍스트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예술가적 주체 자체이다 이

를 집약한 분방한 한 속도의 기사 란 그렇기에 김기림의 텍스트가 제시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을 드러내는 태양 차라투스트라와 동일한 예술적인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본절이 살펴본 것처럼 태양의 풍속 의 텍스트들은 김기림이 이상 박태

원 정지용등과 더불어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예술의 기획이라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

시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본절의 논의는 그동안 문학사적으로 부여되어 왔던 김

기림 텍스트의 피상성 은 단순히 근대적 풍물의 제시나 경박한 모더니티와 서구취향과

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김기림의 시론과 텍스트에서 제시된 새로운

예술을 가능케 할 미학적 주체가 무엇인지를 살핀 것이다

김기림이 구인회 의 구성원들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미학적 사유의 문제가 바

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과거의 낡은 이미지가 아닌 인류의 보물 과도 같은 새로운 이

미지를 통해 현실과 세계를 지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의 문제로 규정된다 김기림이 프

리미티브한 원시적 감성성 으로 제시했던 새로운 미학은 그 자체로서 지성적인 것이며

또한 이미지적이다 즉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의 알레고리적 구성을 통해 도시 세계 모

더니티를 무의미한 것으로 사유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가치

들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김기림이 목표했던 태양 처럼 존재할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

향성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기림은 태양의 풍속 을 통해 모더니즘이라는 형식 그 자체 에 집

착하기 보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하는 미학적이고 예술가적인 주체를 보다 우선시

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태양의 사나운 풍속 과 오전의 생리 로 제시하는 새로

운 문학적 방향성은 평균적인 군중과 모든 것을 획일화하는 도시 모더니티에 대항하는

이질성 들을 긍정하는 방법론을 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말하자면 도시 모더니티에

의해 가려진 먼지 와도 같은 존재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스케이팅 에 등장하는 한개의 환상 아웃 커 브 를 그리

는 주체이자 생생한 한폭의 원고지 를 소유한 이질적인 예술가들의 존재는 태양의

풍속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한다

김기림의 말을 빌린다면 이들은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을 통해 꿈의 리얼리티가 가

진 생생한 박력 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술가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닌

현실을 변용 하여 그것을 자신의 환상으로 채색하는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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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적 인식과 세계관이란 모든 각도와 곡선에서 피어나는 예술 기호 우를

규칙에 억매여 걸어가는 시계의 충실을 나는 모른다 고 말하는 시적 주체의 의지적 힘

그 자체에 있다 이 미학적인 주체의 형상은 세계를 변용하고 뒤바꾸며 자신의 꿈의

리얼리티 로 세계를 이미지화는 예술가적 주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렇기에

피상적 인 이국적인 취향 으로 이해된 태양의 풍속 은 새롭게 재론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평가는 이국적인 바다 나 도시 에 대한 미학적 열망을 통해 영원함 을 꿈꾸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단순히 경박한 것으로 치부해왔던 우리 자체의 한계성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적 산책자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카나리아 처럼 스스로의 멜랑콜리

를 통해서 침묵한다 멜랑콜리로서의 침묵은 현대성의 지옥 인 도시 공간속에 함몰되

지 않으며 역으로 이를 바다 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

의 바탕이기도 하다 보들레르와 니체의 미학적 사유처럼 모든 것을 평준화시켜버리는

모더니티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짜라투 스트라 의 산상의 탄식 을 보이는 예술가적

주체는 자신의 미학적 사유를 통해 공장과 상점의 굳은 악수 에 뿌라보 뿌라보

라고 야유한다 이는 김기림이 인식하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초월성 의 핵심이 무엇인

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질성을 스스로 긍정하는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의

지와 사유로부터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양의 사나운 풍속 같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태양의 풍속

의 가장 핵심적인 오전의 생리 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나운 풍속 의 근본적 지향점이

김기림 상공회의소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예리는 이 시가 경성상공업회가 주최
하던 상공회의소가 당시 만명의 군중이 운집하는 거대한 축제적 행사였음을 지적하면서 이 시의 디
스토피아 적 측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민족적 축제처럼 꾸며져 있지만 결국 달리는 것은 상
표들이다 군중들이 그러한 상표에 매혹되고 있을 때 자본가들은 운동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잇는 자리
에 앉아 축제를 가장하고 있는 운동장의 본연의 모습을 응시한다 그것은 바로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처다보는 소비자의 구매욕망이 있고 소비자를 매혹시키는 상품을 생산하는 상점주인들이 한꺼번에 모
여있는 교환가치만이 가득한 시장의 축도이다 공장과 상점의 굳은 악수 뿌라보 뿌라보 라는 냉소
적인 시구가 말해주듯이 상공운동회는 사실 군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방행성을 예견하기 위
한 자본가들을 위한 전람회였던 것이다 사람의 심장에서 피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아침 조수의 자랑
과 밤의 한숨을 모르는 회색건축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라는 차라투스트라의 탄식은 운동회의 장면을 자
본가보다 더 높은 산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김기림의 탄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김기림의 예술론 앞의 책 면 참조
김기림 생활과 파랑새 신동아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이

년 월 발표된 생활과 파랑새 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니체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점에
있다 책상에 꺼구러진 붓대 그것은 오랫동안 내가 나의 전야 에 버려두고 온 나의 유일한 무
기다 나는 다시 무기를 잡고 사장 의 홍진 속에서 떨치고 나서야 하련만 내 앞에는 또한 니
체 가 간디 가 루터 가 예수 가 걸어간 길이 보인다 생활의 무지에서 생활의 노예에 거기
서 다시 생활의 초월에로 향하는 험하나 그러나 밝은 길이 이 글에서 김기림이 제시하는 것은 사장

의 홍진 과 생활의 군문 으로 대변되는 황금과 지위와 그리고 민중의 아유와 달콤한 유
혹 을 극복할 수 있는 미학적인 주체이다 즉 김기림이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이란 오랫동안 내가
나의 전야 에 버려두고 온 나의 유일한 무기 인 책상 위에 꺼꾸러진 붓대 를 쥔 마치 니체와 간
디와 루터와 예수가 걸어간 길을 자기 역시 걷고자 하는 의지적인 예술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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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바로 도시의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며 변용해내는 미학적 의지와 주체에 있다 태

양 혹은 예술가 프리즘의 초현실주의자 나 침묵한 화가 의 알레고리들을 통해 그가

구인회 의 구성원들과 함께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이란 그러한 미학적

방법론을 통해 가능했다 즉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이미지를 통해 도시를 변

용하고 그 잠재된 꿈의 리얼리티 를 새롭게 구현하려는 미학적인 시도야 말로 김기림

이 사나운 태양의 풍속 과 오전의 생리 를 통해 추구했던 태양의 풍속 이 가진 핵

심적 가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파국적 모더니티 인식을 위한 기호학적 놀이와 시선의 주체

지금까지 본고는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 을 중심으로 문학사적으로 규정된 김기림

텍스트의 피상성 문제를 프리미티브한 원시적 감상성 의 이미지 개념과 예술가적 산책

자의 개념을 통해 새롭게 검토해 보았다 전절의 논의상 핵심은 태양의 풍속 에 나

타난 도시의 풍경들이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인식을 통해 새롭게 데포르마시옹 변

용 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태양의 풍속 은 그 알레고리적 이

미지의 변용을 담지하는 예술가를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김기림이 제시

했던 년대 조선문학의 새로운 주체인 예술가적 주체의 문제를 호명하는 것으로 검토

가 가능하다 이러한 데포르마시옹 변용 의 미학을 통해 볼 때 태양의 풍속 의 미

학성은 근대 도시풍경의 피상적 나열의 차원에서 파악되기 어렵다

김기림에게 다각의 프리즘 눈을 가진 침묵하는 화가 의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도시의

모더니티를 최저의 지하실이라는 파국과 무의미로 파악하려는 알레고리적 시선을 통해

서 형상화된다 이러한 미학적 시선을 갖추고 있는 예술가적 존재는 스케이팅 으로 제

시되는 속도의 향유자이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는 자신의 예술을 알아볼 수 있는 구름

위의 천사 들을 위해 자신만의 환상을 구축한다 그것은 김기림의 표현처럼 히롱하는

교착선 의 모 든 각도와 곡선에서 피여나는 예술 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

의 의장 의 사나운 태양의 풍속 과 상공회의소 의 차라투스트라의 외침 은 바로

이러한 예술가들의 이질적이고 독자적인 미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새로운 태양의 의상 이미지를 통해 추구했던 것은 낡은 의상 으로 대변되는 평

균적 거리와 군중을 떠나 작은 궁전 과도 같은 새로운 조선문학과 예술의 가능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기림이 태양의 풍속 을 통해 기획하고자 했던 새로운 조

선예술의 방향성이란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공유했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분리되

기는 어렵다 또한 본고가 연구방법론에서 검토한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사유와 산책자

의 문제 그리고 모더니티로서의 도시성의 문제와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은 이상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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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드러나는 미학적 사유와 주체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기림과 동일하게 이상 역시 도시의 풍경과 거리는 어디까지나 예술의 소재

일 뿐이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변용하고 이미지화했는가를 파악하고 해석하며 그

속에 존재하는 미학적 주체를 파악해내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벤야민과 보들레르 그리고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 속

에서 도시 란 일종의 알레고리적이고 기호적인 도시 텍스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핵

심적이다 즉 도시 텍스트 란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 혹에서 폐허적이고 무의미한 도

시의 반영이자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꿈 의 공간이라는 양가적 의미가 공존하

는 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이 묵시론적 성격을 지닌 알레고리적 사유이자 언

어 의 핵심적 층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알레고리적 인식론이란 단순한 문학적

기법의 차원이 아닌 세계 텍스트를 이미지를 통해 변용하고 그것을 구원하려는 미학적

실천과 사유에 속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술했다시피 벤야민의 모더니티 그리고 이상과 구인회 의 모더니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도시성 의 문제이다 일반적 차원에서도 구인회의 모

더니즘 문학이 이른바 도시성의 문학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러나 중요

하게 파악해야 하는 기존 논의의 문제는 구인회 와 모더니즘의 도시인식이 피상적

이라는 선입견이다 그러나 당대의 이원조가 남겼던 고심참담했던 작가들의 년대식

지성내지교양 의 문제의 핵심에 바로 구인회 와 모더니즘 그리고 도시성의 문제가

놓여있다 기존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카프 리얼리즘의 층위 즉 문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언명령성 을 지니고 이념에 복무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강박이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모더니즘 문학과 일상성의 영역으로서의 도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르조 아감벤 동시대인이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양창렬 옮김 난장
면 참조 아감벤은 이 문제에 대해 롤랑 바르트와 니체와 논의를 빌려 동시대적인 자는 반시대적인 자
이다 라는 명제를 제안하면서 니체적 사유의 문제를 반시대적 고찰 의 한 구절을 통해 제시한다
이 고찰이 반시대적인 것은 시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 교양을 내가 여기서 시대의 폐허로 질병과

결함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며 또 심지어 나는 우리 모두가 소모적인 역사적 열병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적어도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비
극의 탄생 반시대적 고찰 니체 전집 이진우 옮김 책세상 면 아감벤은 이러한 니체적
사유를 동시대성을 어떤 단절 어떤 시차에 위치시킨다 고 평가하면서 참으로 동시대인이란 자신의
시대와 완벽히 어울리지 않는 자 자기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런 뜻에서 비시대적
인 비현실적인 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까닭에 바로 이 간극과 시대착오 때문에 동시대인은 다른 이
들보다 더 그의 시대를 지각하고 포착할 수 있었다 고 언급한다 즉 동시대성의 문제란 합리적 모더니
티로 통칭될 수 있는 사회의 진보와 평균을 회의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단절과 시차에 위치 하는 자
라 할 수 있다 아감벤은 동시대인이란 자신의 시대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빛이 아니라 어둠을 지각
하는 자 이며 동시에 동시대인이란 이 어둠을 볼 줄 아는 자 펜을 현재의 암흑에 담그며 써내려갈 수
있는 용기있는 자로 규정한다 그러한 어둠을 들여다보는 것이란 그것을 안으로부터 재촉하고 변형
하는 어떤 것 이며 이 긴급함 반시대성 시대착오 덕분에 우리는 너무 늦은 형태이자 너무 이른 형
태로 아직 아닌 형태이자 이미의 형태로 우리의 시대를 포착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신범순 년대 모더니즘에서 산책가의 꿈과 재현의 붕괴 한국 현대시의 매듭과 혼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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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상성으로 대표되었던 도시 텍스트의 출현은 문학이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이

데올로기의 호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구인회 를

통해 년대의 조선문단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것의 핵심은 문학 이라는 에피스테메적

범주가 이전 시대에 비해 다양해지고 분화되는 양상 자체에 있다 김기림이 끊임없이

과거의 문학을 청산하고 새로운 예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맥락을 토대로 본다면

그가 과거의 문학이 아닌 사나운 오전의 생리 를 담당할 새로운 조선문학의 주체를 호

명했다는 점은 구인회 를 통해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데포르마시옹 변용 의 미학을 공통적 토대로 삼았던 구인회 의 예술가적 산책자들

에게 도시는 일종의 기호학적이고 미학적인 예술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이들의 미학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구인회 와 유사하게 보들레르나 벤야민에게 독

일과 파리의 거리가 의미 있었던 것은 도시의 거리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사유할 수 있었는가의 차원에 있다 즉 구인회 의 예술 역

시 이와 친연성을 지닌다는 점은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이면 즉 텍스트 생산

의 주체인 예술가적 산책자가 근대적 도시의 양가적이고 이중적인 면모를 경험하고 알

레고리적인 이미지를 자신들의 언어로 육화시키는 존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본절에서는 당대 구인회 와 모더니즘 논자들이 내렸던 이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상 텍스트의 난해성 즉 알레고리적 사유와 기호학적 놀이의 양상을 다룬다 이는 김

기림과 이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당대 문인들의 이상에 대한 평가와도 중요한 연관

관계를 지닌다 단지 사적인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 이상에 대한 당대적 언급

들은 상당부분 그의 댄디적 성향 혹은 예술적 지향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즉 기존의 논의들처럼 이상 텍스트의 모호함과 애매함을 개인적인 병리적 행각이나 심

리적 요소로 치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된 사유와 맥락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를 사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

과도 다르지 않다 벤야민의 언급처럼 그것은 도시에 대한 절망과 경멸의 냉소와 더불

어 그것을 슬픔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 속에서 구원을 사유하려는 알레고리적 실천에

해당한다 이는 도시 모더니티의 문제를 텍스트 속에 변용하는 미학적 전략에 접근해야

함을 뜻하며 동시에 김기림이 쥬피타추방 에서 언급하거나 혹은 당대 구인회 구

성원들의 회고에 나타나는 교만함 과 냉소 적인 위대한 예술가인 이상의 면모가 구체

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고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상의 미학적이고 예

술적인 태도를 확인하는데 우선 주목해볼 글은 당대에 회고를 남긴 최재서의 고 이

상의 예술 이다

면

최성만 기억의 정치학 앞의 책 면 최성만은 도시텍스트를 다루고 있는 베를린의 유년시
절 에서 구성된 벤야민의 기억 이미지들은 유토피아적 성격 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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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상을알기전에 그의소설을 읽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관념적소설이라고 생각하였

읍니다 나는 문단상식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이 소설 이상의 날개 를 가리킴 인용자 주 에놀

래면서도 그예술적실험을 어느정도까지 용인해야할른지 다소의의심을 품고있었읍니다 즉 이작

가는 이러틋 괴상한 테크니크를 쓰지않고서는 자기의내부생활을 표현할수없는 무슨 절실한 필연

성이있었든가 혹은 그저 독자의호기심을 끄을기위한 단순한 손작난이였든가 이런 점에관하야

다소의의문이 없지 않았읍니다

그리다가 김기림씨의 기상도 출판기념회가 있었든날 회가끝난뒤에 나는 처음으로 이작가와

맞날 기회를얻었읍니다 그때에 영보그릴에서 맥주를나누든 유쾌한 기억은 지금도 이헌구 정지

용 김기림 김광섭 최정희 오희병 필명 오일도 인용자 주 제군의 가슴속에 사라있으리라고믿습

니다

처음보는 이상의 보헤미안 타잎의 풍모와 씨니칼한우슴과 기지환발한 스피 치에 나는 또다시

한번놀나지 않을수없었읍니다 나는 이모든것이 결코인위적인 포 즈가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었읍

니다 이이상더 그사람의 과거와현재의 내부생활로 드러갈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와이야기하고

있는중에 그가 우리들의 온량 한생활은 벌서 예전에 졸업하였다는것 닳아서 그는 상식에실

증이 낫다는것 그리고 결코 순탄스러워보이지않는 생활가운데서도 문학적 에스프리 를 잃지않고

있다는것등을 나는 알아낼수가 있었읍니다 오전두시이후의 종로일대에 관한 체험만하야도 나에

겐 놀라운데 더군다나 그씨니칼한 우슴엔 눈을둥그렇게 뜰일이있습니다

결국 이상이 실험적인 테크니크로써 기괴한인물을 그린다는것은 단순한지적유희거나 불순한인

기책이아니라 그의고도로 발달된 지적생활에서 소사나는 필지 의소산이였다는것을 나는 안

심하고 결론할수 있었읍니다

최재서의 회고에 따르면 고 이상의 예술 은 이상의 사망 직후에 열린 추도회에서

낭독한 글이다 물론 추도식에서 낭독된 글의 성격상 추모의 의미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 평가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그가 낭독한 그대로를 수록했

다는 기록을 남긴 것을 통해 보았을 때 이 글은 구인회 의 구성원들처럼 이상과 근

접한 교류를 나누었던 인물이 아닌 이상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인용

문의 초입에 나는 이상을알기전에 그의소설을 읽었읍니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최재서는 그가 년 월과 월에 걸쳐 조선일보 에 연재했던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햐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를 발표하기 이전에는 이상과 전혀 교

류가 없었다는 점 역시 확인된다

이상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난해한 기호적 맥락들이 지금에 있어서도 연구적 논란

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최재서의 당대적 언급은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할

최재서 고 이상의 예술 문학과 지성 인문사 면

위의 글 면 최재서는 고 이상의 예술 을 문학과 지성 에 수록했을 때 이 글은 년
월 일 이상추도회에서 낭독한 그대로이다 라는 언급을 남기고 있다 이는 추후 청운출판사에서
년 출판된 최재서 평론집 에서도 동일하다 여러 이상전집 에 실린 연보를 확인해보면 이상이

년 월 일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요절하게 되자 그해 월 일 경성 부민관 소집회실에서 이상
과 김유정 월 일 작고 를 위한 합동 추도식이 열렸던 것이 확인된다 그때에 고 이상의 예술 이
발표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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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가 날개 를 가리켜 문단상식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이 소설 이라 지적하

는 것처럼 스스로도 이상의 예술에 대해서 괴상한 데크니크 혹은 단순한 손작난 이

아닌가 하는 다소의 의심이 없지 않았다고 언급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즉 날개 로

대변되는 이상의 작품들이 과연 뛰어난 예술작품인가 아니면 독자들을 농락하기 위한

단순한 장난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 다소의의문이 없지 않았 다는 말은 최재서가 스

스로 이상을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 파악하기 어려워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년 월 월 사이 에 열렸을 김기림의 기상도 출간기념회 에서

이상과의 첫 만남을 회고하는 최재서의 언급은 이러한 자신의 의구심 이 어떻게 해소

될 수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김기림과 정지용 이상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기상도 의 출간기념회에서 이상을 처음 만난 최재서는 처음보는 이상의

보헤미안 타잎의 풍모와 씨니칼한우슴과 기지환발한 스피 치에 나는 또다시 한번놀나

지 않을수없었 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구인회 이 중요 구성원들이 참석한 기상도 출간 모임에 참석했던 최재서의 평가

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그 스스로 다소간 이상의 예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만나본 이상은 결코 예술가인 채하며 인위적인 포 즈 를 취하는 사람이 아

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면 김윤식은 당시 기상도 출
판기념회가 기상도가 발간된 직후인 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림이 년 월에 동북제대로 두 번째 일본 유학을 떠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년 월
발간된 기상도 의 발간에 있어서 이상이 지대한 역할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문기
사 역시 확인된다 년 월 일 동아일보 의 신간기사에는 김기림씨는 그의 회심의 작인 장시

기상도 를 이상씨의 편집으로 최근에 발간하였다 는 기사가 개재되어 있다 또한 년 월 즈음에
쓰여진 이상의 편지글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을 보면 기상도
는 조판이 완료되었읍니다 지금 교정중이오니 내눈에 교료 가 되면 가본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아
오니 최후교정을 하여 보내주기시바립니다 동시에 시와 소설 도 몇권 한데 보내드리겠오이다 라는
구절이 확인된다 그리고 년 월에 보내진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을
보면 기상도는 되었으니 보오 교정은 내가 그럭저럭 잘 보았답시고 본 모양인데 틀린데는 고쳐보내
오 라는 기록역시 존재한다

기상도 는 이상이 근무했던 창문사에서 년 월 발간되었다 그러나 위 글에서 언급된 출판기념
회는 김윤식의 지적처럼 월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가정은 최재서가 위 글에서 남긴 이상의 소설
을 먼저 접했다는 언급을 토대로 한 것이다 즉 실제로 기상도 의 출간기념회는 날개 가 조광
지에 월에 발표된 이후로부터 이상이 도일하기 전인 월 중순 사이에 열렸을 것이다 기상도 출판
기념회에가 열린 시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글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에서 이상이 형이 여기 있고 마음 맞는 친우끼리 모여서 조용한 기상도의
밤 을 가지고 싶던 것이 퍽 유감되게 되었구려 우리 여름에 할까 라는 구절을 남겼다는 점이 확인된
다 이를 통해 본다면 기상도 의 출간기념회는 일본유학중인 김기림이 잠시 귀국해 참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월 경 최재서가 날개 를 읽었으며 이상이 도일하기 이전 이루어졌을 것이며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 구인회 구성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꾸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날개 를
발표하기 이전 문단에 유명세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상과 사적인 교류가 없던 최재서가

기상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일보 에서 활동했던 김기림과 최재서의 인적
교류와 더불어 특히 그가 조선일보 에 년 월 일부터 일까지 현대시의 생리와 성격 장
편시 기상도 에대한소고찰 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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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는 점에 있다 최재서의 판단에 따른다면 이상은 보헤미안적 타잎의 시니컬한

웃음과 기발한 언급을 보여주는 예술가 의 면모를 지닌 사람이다 그가 처음 만난 이상

과 대화하면서 그에 대해 우리들의 온량 한생활은 벌서 예전에 졸업하였다는것

닳아서 그는 상식에실증이 낫다는것 그리고 결코 순탄스러워보이지않는 생활가운데서

도 문학적 에스프리 를 잃지않고 있다는것등을 나는 알아낼수가 있었읍니다 라고 지적

하는 것은 이상의 실험적인 문학적 테크닉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최재서는 이상의 예술가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상이 실험적인 테크니크로써 기괴한인

물을 그린다는것은 단순한지적유희거나 불순한인기책이아니라 그의고도로 발달된 지적

생활에서 소사나는 필지 의소산 이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점은 유의미한 맥락을 지

닌다 그의 말처럼 문단의 상식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며 타인이나 혹은 대중들에

게 제대로 이해되기 힘든 이상의 소설은 단순한 지적 유희 나 불순한 인기책 에 그치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상의 말과 행동이 최재서가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

하여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언급한대로 현대와 모더니티에 대한 지성적이고

객관 적인 파악이며 동시에 그 이면을 예술적으로 바라보는 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의 뛰어난 지성적 면모를 확인했기에 최재서는 스스로 다소간 의

구심을 품었다가 안심할 수 있었다 라고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고해서 이상에게 현실과꿈을 식별하는 능력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웃을

일이올시다 그는 현실을 인식치 못한것이아니라 도리혀 너무도알알이 인식하엿기 때문에 그가

치를 적어도 그의 예술에있어선 대소롭게 알지 않었든것입니다 날개 에있어서 금전과 상식

과 도덕을 거지반 모욕하다싶이 풍자한것을보면 그의예술의 모 티프가 나변 어느곳 인용

자 주 에 있는가를 짐작할수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예술을 말할 때 이모 티프를 떠나서는

말할수 없고 닳아서 이근본정신을 염두에두지않는다면 그의 소설은 드디여 어린애의말작란이거

나 그렇지않으면 미친사람의 헷소리로밖에는 들리지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슈 르 레아리즘의 이론을비러서 이상의 소설의 일면을 설명하고싶은 욕구를 느

낍니다 그러나 그가 슈 르 레아리즘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느정도까지의식적으로 그것을

응용하엿는지리를 모르는 나로서는 무어라고 단정할수 없읍니다

최후로 그의 작품에 소설이라는 명칭을허가하야도 좋으냐는 질문이 당연히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반듯이 그의소설이 소설이라기보다는 도리혀 시에 가찹다는점을 지적할것입니

다 사실상 시와소설을 결합하였다는것은 이상의소설의 가장 특이한점이며 또 그의 실험중 가장

중요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설을 읽어가다가 다만 있다금식 몇줄의시를 발견할

뿐만은 아닙니다 그작품을장작한 에스프리 그자체가 벌써 산문적이라기보다는 시적이올시다

그리고 그의 문학적 에스프리 는 늘 현실의 사말 자질구레한 것 인용자 주 한 속박을 버

서나서 자유의세계로 날러가랴는 자세를 보히고 있읍니다

최재서 고 이상의 예술 문학과 지성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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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가 지적하는 이상의 예술적 면모에 대한 지적은 지금에 있어서도 주목될만한

언급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에 따른다면 이상의 문학작품에 대한 의구심 이른바 난

해성 의 층위 최재서 역시 이상을 만나기 전에 그러했듯이 는 당대에서도 상당히

문제시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재서의 판단에 따른다면 이상에게 현실과꿈을

식별하는 능력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웃을일 에 불과하다 그의 언급처럼 이상의

난해해보이는 예술적 면모는 현실을 인식치 못한것이아니라 도리혀 너무도알알이 인

식하엿기 때문에 그가치를 적어도 그의 예술에있어선 대소롭게 알지 않었든것 이기 때

문이다

이어지는 이상의 예술에 대한 최재서의 언급들은 이상 텍스트의 지성적 면모에 대한

당대적 평가의 핵심을 드러내어 준다 즉 그가 날개 에있어서 금전과 상식과 도덕

을 거지반 모욕하다싶이 풍자한것 으로 지적하면서 이상의 예술적 모티프를 합리적 모

더니티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이상의 근본적 정신으로 인식하지 않된다고 언급한 것은

최재서가 이상의 예술적 모티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드러낸다 즉 이상의 모더

니티에 대한 비판적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의 소설은 단순히 어린애의 말장

난 이거나 미친사람의 헛소리 처럼 밖에 이해되지 못할 따름인 것이다

그의 판단처럼 이상 텍스트가 지니는 독자적이고 철저한 지성적 면모는 초현실주의

적 방법론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재서가 이상이 슈 르 레아

리즘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느정도까지의식적으로 그것을 응용하엿는지리를 모르는

나로서는 무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

적 세계관의 문제는 초현실주의를 조선문학의 방법론으로 수용하는 맹목성의 차원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핵심은 새로운 조선문학의 창출로서의 지성적이고 현

대적인 예술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최재서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미화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상의 소설을 소

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 에 가까우며 그의 문학적 실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한 부분은 주목을 요한다 이상의소설의 가장 특이한점이며 또 그의 실험중 가장 중요

한점 이란 이상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서사의 전개나 사실적 재현의 차원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의 분석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의 소설을 읽어가

다가 다만 있다금식 몇줄의시를 발견할뿐만은 아닙니다 그작품을장작한 에스프리 그

자체가 벌써 산문적이라기보다는 시적 이며 문학적 에스프리 는 늘 현실의 사말

자질구레한 것 인용자 주 한 속박을 버서나서 자유의세계로 날러가랴는 자세 에 이상

의 문학적 사유가 근간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서의 언급을 통해 주목할 수 있는 이상 텍스트의 특징은 그것이 지성적이고 예술

가적인 사유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재구축된 알레고리화된 세계 최재서는 이를 시적

에스프리 로 칭한다 이며 그 세계 속에서 이상이 자신의 독자적인 기호의 건축과 유

희를 통해 텍스트를 형성해낸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상의 텍스트적 유희는 단순히

유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최재서의 언급처럼 현실의 자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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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한 속박 을 초월하여 예술과 미학으로 상징되는 자유의 세계 를 지향하는 것을 핵심

적으로 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재서의 고 이상의 예술 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흔히 연구사적으

로 지적되어 왔던 이상 텍스트의 난해성 이 난해성의 유희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

라 이상의 시적 에스프리 즉 그 자신의 예술가적 인식과 사유를 통해 구성되어 있다

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의 일견 기이한 행위는 단순히 평범한 것이 아닌 현

실 과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할 줄 알았던 이질적인 예술가

적 산책가의 면모로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상이 구인회 의 구성원들을 교만한

데포르마시옹의 큰 예술가 라고 지칭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러한 미학적이고 예술적

인 면모를 그들이 서로 이해했고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상

의 미학적이고 예술가적인 면모는 당시 구인회 의 중요 구성원이었던 박태원의 회고

에도 동일하게 지적된다는 점은 이상의 예술가적 면모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악취미 로 말할면 와 같이 온건치 않은 문구를 공연하게 다점의 옥호로 사용한 이상의 것은

없을 것으로 그 주석을 나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거니와 모르는 사람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육구라 하하 육구리 천천히 놀다 가란 말인 게로군

이라고도 말하면 그는 경우에 따라 냉소도 하고 홍소도 하였다 그렇기로 말하면 그에게는 변태

적인 것이 적지아니 있었다 그것은 그의 취미에 있어서나 성행 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 도덕관 결혼관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보통˙ ˙ 상식인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현격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은 사람과 때와 경우에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한다 그것은 천성에 의한 것보다 환경에

의한 것이다 그의 교우권이라 할 것은 제법 넓은 것이어서 물론 그 침소와 심천의 정도는 다르

지만 한번 거리에 나설 때 그는 거의 온갖 계급의 사람과 알은 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모

든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내어 보여주는 것은 무릇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 그는

우울 이라든 그러든 몽롱한 것 말고 희로액락과 같은 일체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

에 어느 틈엔가 익숙하였다 나는 이 앞에서 변태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였거니와 그것은 이상에

게 있어서는 그 문자가 흔히 갖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성질이 불순한 것이

었다 가령 그는 온건한 상식인 앞에서 기탄없이 그 독특한 화술로 일반 선량한 시민으로서는 규

지 할 수 없는 세계의 비밀을 폭로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서가 아니고 실로 그것을 처음 안 신사들이 다음에 반드시 얼굴을 붉히고 또 아연하여야 할 그

꼴이 보고 싶어서인듯 하다

사실 이상은 한때 상당히 발전하였던 외입장이로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도 놀라운 지식을 가져

그것은 그의 유고 한두편 산견되나 기생이라든 창부라든 그러한 인물을 취급하여 작품을 쓴다면

가히 외국문단에 있어서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광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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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 에 년 월 기재된 박태원의 이상에 대한 회고인 이상의 편모 는 최재

서의 고 이상의 예술 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글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글 역시 최재서의 고 이상의 예술 처럼 이상에 대한 추도적 성격을 지니는

글이라는 점이 발표시기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최재서의 이상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상의 예술적 면모를 드러내어 주고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구인회 에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으며 당대에 김기림과 더불어 사적으로도 이상과

가장 가까운 친우라고 할 박태원의 회고에 따르면 이상의 인물됨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인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박태원의 이상에 대한 평가인 변태 적인 면모 즉 이상이 상

식에 벗어난 인물에 가깝다는 평은 최재서가 언급했던 이상의 보헤미안적 풍모와 시

니컬한 웃음 기지만발한 스피치 에 대한 언급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요컨대 이상의

예술가적인 면모를 박태원은 이상은 사람이 때와 경우에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맥락은 중요하다

특히 박태원은 이상의 예술가적인 면모가 보통 사람들에게 납득되기 어렵기에 그것이

변태 적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점은 유의미하다 이러한 이상의 변태 적 측면

에 대해서 박태원은 그것이 단지 단순한 것이 아닌 좀 더 그 성질이 불순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그의 인생관 도덕관 결혼관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보통˙ ˙ 상식

인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현격 을 가진 것임을 강조한다 최재서와 박태원이 동시적으

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상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면모는 적지않은 현격 을 가진 보

통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인식과 가치를 중요시 여겼던

예술가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박태원의 평가에서 핵심적인 것은 온

건한 상식인 앞에서 기탄없이 그 독특한 화술 로 포장된 이상의 독특한 스피치가 이상

텍스트의 알레고리적 언어관과 예술적 면모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을 제공

한다는 점이다

기실 이상을 둘러싼 여러 회고에서 이상은 기이한 인상과 킬킬거리는 웃음을 지닌 인

물로 언급된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즉 온건한 상식인 앞에서 기탄없이

그 독특한 화술로써 일반 선량한 시민으로서 규지할 수 없는 세계의 비밀을 폭로

했다고 말한 박태원의 언급은 최재서와 유사하게 이상의 예술가적인 면모가 점잖은

조용만 이상전집 서문 이상전집 임종국 편 문성사 면 참조 구인회 에 참여했던
조용만 역시 이상의 인상적인 특징으로 냉소하는 말투와 태도 를 지적하면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보여준다 그 이상 인용자 주 의 시나 소설이 모든 재래의 법칙과 규구 규칙 일상생활의
법도 인용자 주 를 무시한 것은 이같은 법칙과 규구가 준수하기에는 너무나 우습고 용렬하기 때문이
다 우습고 용렬하기보다는 그같은 법칙과 규구를 준수하는 것은 그의 현란복잡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두뇌의 일부 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예지와 감수성과 상상력을 그의 뇌수에 충
만되어 있는 극한의 모든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또는 저절로 그의 작품은 그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희유한 자질을 가진 천재가 그렇듯이 이상은 고
독한사람이었다
박태원 이상의 편모 앞의 글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𰡔 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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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로 대변되는 모더니티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차원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중요한 지점은 이상의 미학적 태도와 사유가 그의 텍스트의 난해성과 어떠

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일 것이다 최재서의 말처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장난이거나 헛소리 에 불과할 뿐이다 즉 변태 라는 단어를 통해서 박태원이

지적하는 이상의 예술가적인 면모는 언어적 전략의 일환인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

고리적 이미지의 요소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다

박태원은 이상의 예술가적인 면모 혹은 보통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비춰질만한 그의

태도를 가리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이 일체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고 평가했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때와 경우를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한다 는 진술처럼 이상의 불온한 언어와 기이

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기이한 성격의 특이성만으로 치부되기 어렵다 그것은 일

종의 예술가적인 면모이자 인식적 사유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최재서의 지적처럼 이

는 이상의 문학적 에스프리 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상애사

에서 박태원은 이상을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또 마땅히 또 총명 한 예술가

적 존재로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위의 언급들을 통해 본다면 이상의 기이하게 비칠만한 예술가의 면모는 보들레르의

댄디처럼 일종의 금욕주의적 태도로서 자신의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박태원이 지적한 이상의 변태적 면모란 사실상 예술가가 취할 수 있는 합

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부정과 불온한 자의식의 층위를 보여주는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이상의 편모 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사실은 일문시 조감도 의 일부인 운

동 에 대한 언급이다 박태원은 이상과 처음 교류를 가졌던 때와 그의 작품에 대한 인

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제비 헤멀슥한 벽에는 십호 인물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나는 누구에겐가 그것이 그 집

주인의 자화상임을 배우고 다시 한번 치어다 보았다 황색 계통의 색채는 지나치게 남용되어 전

화면은 오직 누 런 것이 몹시 음울하였다 나는 그를 얼치기 화가로군 하였다

다음에 또 누구한테선가 그가 시인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나 무슨 소린지 한마디 알 수 없지

나는 그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시가 보고 싶었다 이상은 방으로 들어가 건축 잡지를 두어 권

들고 나와 몇 수의 시를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쉬르리얼리즘에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

의 운동 일편은 그 자리에서 구미가 당겼다

지금 그 첫 두 머리 한 토막이 기억에 남어 있을 뿐이나 그것은

박태원 이상애사 조선일보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때 면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여보 상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마땅히 또 총명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
는 그것도 당신에게 진작부터 허락하여 왔거든 어찌 당신은 돌아보아 그 귀한 몸을 애낄 줄 몰랐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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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층 우에 이층 우에 삼층 우에 옥상정원에 올라가서 남쪽을 보아도 아모

것도 없고 북쪽을 보아더 아모것도 없길래 다시 옥상정원 아래 삼층 아래 이

층 아래 일층으로 나려와

로 시작되는 시였다

나는 그와 몇 번을 거듭 만나는 사이 차차 그의 재주와 교양에 경의를 표하게 되고 그의 독특

한 화술과 표정과 제스처는 내게 적지 않은 기쁨을 주었다

어느날 나는 이상과 당시 조선중앙일보에 있든 상허와 더불어 자리를 함꼐하여 그의 시를 중앙

일보 지상에 발표할 것을 의논하였다

일반 신문 독자가 그 난해한 시를 능히 용납할 것인지 그것은 처음부터 우려할 문제였으나 우

리는 이미 그 전에 그러한 예술을 가졌어야만 옳았을 것이다

박태원은 이상과 처음 만나던 시기에 그의 쉬르리얼리즘 적 면모를 지적 하면서 그

의 재주와 교양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고 언급하는 점은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를 확인시켜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전술했던 언급들에서 보여지듯이 이상의 괴팍

한 면모는 박태원의 언급처럼 보통의 사람들에게 얼치기 화가 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첫 만남을 통해 박태원이 이상을 얼치기 화가 로 생각했다는 점은 최재서와 유사하게

박태원이 이상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태도를 처음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을 보여준다 특히 박태원의 언급에서 주목되는 바는 그의 자화상이 황색 계통의 색채

는 지나치게 남용되어 전 화면은 오직 누 런 것이 몹시 음울 해 보인다는 점이다 박태

원이 이상과의 첫만남을 반영했던 애욕 의 해당 구절 에 따르면 이상의 자화상이

지니는 황색은 회의 적인 것이며 음울 하다 박태원이 순간적 인상으로 파악했던 황

색의 자화상 속 이상의 모습은 바로 멜랑콜리적인 예술가의 자의식적 면모였던 셈이다

그렇기에 박태원은 이상과 만남을 회고하면서 차차 그의 재주와 교양에 경의를 표하

박태원 이상의 편모 앞의 글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이는 박태원의 초현실주의적 기교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있다 박태원 스스로가 나는 쉬르리얼리즘

에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라고 언급하는 것은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조선중앙
일보 에서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기법 자체들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부분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박태원의 언급은 그 뿐만이 아니라 이상과 김기림 정지용 등의 구인회 구
성원들이 공유했던 공통적인 미학적 인식이라 할 것이다 박태원의 슈르리얼리즘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는 본고의 장 절을 참고할 것
이상의 자화상은 박태원의 회고대로 이상이 경영했던 다방 제비의 벽면에 걸려있던 것이다 이는 이상

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했던 작품으로 년 발표된 작품이다 이 그림에 대한 인상은 조선일
보 에 년 월 발표된 박태원의 소설 애욕 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 바 있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구보는 맞은편 벽에 걸린 하웅의 자화상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십호 인물형 거의 남용된 황색
계통의 색채 팔년 전의 하웅은 분명히 회의 우울 그 자체인듯 싶었다 지금 그리 더라도 하웅은 역
시 전화면을 누렇게 음울하게 칠해놓을 게다 천정환편 박태원 단편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
학과지성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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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그의 독특한 화술과 표정과 제스처는 내게 적지 않은 기쁨을 주었 다고 강조

한 것은 그들이 구인회 를 매개로 교류하는 과정이 단순한 사적인 친분이 아닌 문학

적이고 예술적인 재주와 교양 에 기반해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이는 박태원이 언급처

럼 회의 적이고 음울한 멜랑콜리적 예술가의 면모 즉 일종의 댄디즘적 태도 에 속하

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상의 예술가적 면모에 대해서는 김기림 역시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

로도 김기림은 역시 이상 문학이 지닌 엄격하고 지성적인 청교도적인 철저성 을 지적

하면서 이상이 지녔던 문학적 역량이 문학상의 상식 이 가지고 있은 감수능력의

범위를 적지 아니 벗어났던 것 이라고 지적하는 바는 최재서와 박태원의 언급에 비춰

볼 때 사실상 거의 동일한 측면을 반영한다 김기림이 지적하는 이상의 문학과 예술의

철저성이란 바로 아찔아찔한 정신의 단애 에 선 것이자 영혼의 심연에 마주

서 있는 듯한 면모를 통해 드러난다 즉 김기림의 표현대로 이상의 예술가적 면모란

절망을 절망 그대로 즐기려는 감상가가 아닌 그 절망의 실체와 의미를 더 철저하게

파헤치려 한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태도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

이다

박태원과 최재서 그리고 김기림의 회고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다시피 당대의 평가에

서 드러나는 이상의 기이해 보이는 예술가적 면모는 일종의 정신성의 표상으로서의

댄디 의 태도이자 음모가 의 자세로서 이해되었을 때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다 전술

했다시피 벤야민이 보들레르의 알레고리를 분석하면서 죽음 혹은 추억 후회 혹은 악

이 나타나는 곳 거기가 바로 시적 전략의 중심 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들의 멜랑콜

리적인 예술가적 태도란 결국 당대 모더니즘의 언어의 알레고리적 이미지 층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의미 한 현실로 표상되는 합리적 모더

니티를 파괴하고 넘어서는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과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라 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 이상선집 서문 백양당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김기림은 이상을 차마 타협할 수 없는 더러운 세계와 현실의 등 뒤에 돌아서서 킥킥 웃
어 주었으며 때로는 놀려주면서 달아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기림 이상의 문학의 한모 태양신문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김인환 옮김 동문선 면 크리스테

바는 이러한 삶과 세계의 무의미성에 맞서는 우울증적 주체 멜랑콜리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성에 벗어나있는 회의론자인 우울증 환자 멜랑콜리커 는 역설적으로 상실할
줄 모르는자 자신의 절대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예술가적 형상이 있음을 지적한다 멜랑콜리로 인
해 자신을 탕진하는 예술가는 동시에 그를 감싸는 상징활동의 포기와도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자 인 것
이다 이외에도 멜랑콜리와 모더니티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마음의 사
회학 문학동네 참조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은
이상에 대해 언어 자체의 내면적 에너지 를 포착하여 그 곳에서 내면적 운동의 율동을 발견하려고
한 점에서 그 독창성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상은 스타일리스트 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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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적 산책자의 이러한 양상을 이상의 텍스트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른바 난해성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이상 텍스트가 지는 복합성과 열

린 텍스트성 은 최재서의 언급처럼 현실에 대해 무지 한 순수한 관념적 태도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오히려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지성적인 예술가적

자의식을 통해 일종의 놀이 즉 텍스트의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문학적 에스

프리 가 반영된 기호적 성채를 구축하는 자의식으로부터 가능하다

이상의 기호적 놀이와 유희의 핵심적 측면은 철저한 이상의 예술가적 자의식과 미학

적 측면으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상이 경성고공 에서 습득했을 초현실주의 회화

의 기법과 이미지들의 문제 는 스스로 교만한 예술가 라고 칭했던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와 관계되어 있다 이는 근대라는 모더니티의 공간을 변용하고 그 무의미

성과 파국을 알레고리화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의 미학적인 기획을

어떻게 초점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의 모더니티 인식과 그 무의미성

김승희 이상 시에 나타난 근대성의 파놉티콘과 아이러니 멜랑콜리 국제비교한국학회 권
호 면 이상은 한국 현대시사 최고의 문제 시인이면서 가장 난해한 텍스트를 남긴 시인이다 이
상 시의 난해성이란 주제적 난해성이기도 하지만 형식적 측면의 난해성이 합쳐져 난해성이 증폭되는 양
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사실 이상의 시 텍스트는 무엇을 말하는가 더불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
이 더 문제가 되는 텍스트이다 그러한 말하는 방법의 현대성과 전위성이 이상 시를 하나의 단일한
주제에 고정된 닫힌 텍스트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독자에 따라 각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이데올로기
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히 열린 텍스트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요한 하위징어 호모 루덴스 이종인 옮김 연암서가 면 놀이와 이미지의 상관관계
를 논한 미학자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요한 하위징어이다 그가 제기하는 놀이와 이미지의 문제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적 층위는 놀이와 이미지를 통해 구축되는 인식론적 혹은 미학적 세계가 현실의
규칙과 법칙의 평범한 사실성을 넘어선 독자성의 층위를 지닌다는 점에 있다 하위징어에 따른다면 이
미지는 단순히 현실보다 낮고 저열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다른 존재가 되기 의 문제라는 것
이다 하위징어는 이러한 놀이와 이미지를 아이의 놀이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일상적 현상을 초월하여

그 아이 인용자 주 의 재현 다른 어떤 것이 되기 은 가짜 현실이라기 보다 외향의
실현이다 바로 이것이 의 원뜻이다 라고 말한다 하위징어는 이를 의례적 특징과 연결시키
면서 이미지는 재현 의 현실화로서의 이미지인 것이지만 그것은 비유적으로 무언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실제로 재생산 하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한다
당시 이상의 경성고공 시절에 대한 회고는 이상의 학창시절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이

름 이상 참조 을 참조해볼 수 있다 당시 이상과 경성고공을 같이 다녔던 건축과 동기인 오오스
미 야지로 역시 이상이 위트있는 화술과 독특한 풍모를 지닌 비범한 인물로 기억한다 이 회고에 따르
면 이상이 경성고공을 다닌 이유는 오직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오오스미의 회고
에 따르면 이상이 매우 신랄한 성격이였으며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수 이상평전 그린비 면 김민수는 이상이 습득했을 경성교공의 교육 당시 경성

고공의 교육과 근대적 건축미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 참조 을 통해 이상이 세기 시각예술
에 나타난 미학적 속성들 곧 이미지의 파편화 동시성 속도감 동역학적 구성 자유배치 등을 습득했으
며 이것이 입체파 이후 구성주의 절대주의 데 스틸 다다 초현실주의 바우하우스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표명 등에서 발현된 새로운 미학체계의 양상 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초현실주의
예술로 대변되는 새로운 현대적인 문학의 양상을 이상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 면 을 보여주는
지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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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호학적 놀이의 양상을 초기에 발표했던 이상한 가역반응 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임의의반경의원 과거분사의시세

원내의한점과원외의한점을결부 한직선

이종류 의존재의시간적영향성

우리들은이것에관하여무관심하다

직선은원을살해하였는가

현미경

그밑에있어서는인공도자연과다름없이현상되었다

같은날의오후

물론태양이존재하여있지아니하면아니될처소에존재하여있었을뿐만아

니라그렇게하지아니하면아니될보조 를미화하는일까지도하지아니하고있

었다

발달하지도아니하고발전하지도아니하고

이것은분노다

철책밖의백 대리석건축물이웅장하게서있던

진진 의각바아˙ ˙ 의나열에서

육체에대한처분법을센티멘탈리즘˙ ˙ ˙ ˙ ˙ ˙ 하였다

목걱이있지아니하였더니만큼냉정 하였다

태양이 땀에젖은잔등을내려쪼았을때

그림자는잔등전방에있었다

사람은말하였다

저변비증환자는부자 집으로 식염 을얻으러들어가고자희망하고있는것

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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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상한 가역반응 전문

조선과 건축 에 실린 이상의 일문시중 가장 초기 에 속하는 텍스트인

이상한 가역반응 은 이상시의 난해성에 대한 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 시에 대한 기

존의 해석들은 개인의 신체적 위치에 대한 표식이나 변비증과 배설행위에 대한 병리적

증상 개인의 자아분열적 면모 나 남녀간의 성행위 등 각종 다양한 의미범주의

층위에서 해석되어 왔다 이렇듯 여러 의미층위로서 텍스트가 해석되었다는 점은 이상

시의 열린 텍스트성 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 해석들은 결과적으로 이상의 텍스트를 이상의 개인적인 병리나 분열적인

정신 등으로 정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재서와 박태원 이상 등에 의해 지적된 이

상의 이질적인 예술가의 면모는 이러한 연구사적 해석들과 상당한 거리를 갖는다 즉

문제는 예술가로서의 이상이 바라보는 세계 인식과 텍스트의 내재적인 기호들 간의 관

계성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있다 이는 시의 제목에서 제시되시피 이

상 한 즉 불온하며 이질적인 미학적 사유로서의 가역반응 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

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이상한 가역반응 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인식해야 하는 바는 시 초반부에 제시

되는 원 과 직선 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원 의 존재가 임의의 반경 을

가진 것이며 그것이 과거분사의 시세 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텍스트상 이

미지를 통해서 본다면 이 원 의 존재는 일종의 과거 에 소속되어 현재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도출 가능하다 그러한 원의 존재의 내부와 외부에 각각의

점이 위치하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직선 이다 즉 임의의 과거의 원의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는 것이 직선 의 이미지인 것이다

원과 직선의 이러한 관계를 정석화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종류 의

존재의시간적영향성 이라는 표현과 우리들은이것에관하여무관심하다 라는 구절이다

이 두 종류의 시간성이란 원 과 직선 이 각각 서로 이질적인 시간과 인식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이상의 텍스트에서 괄호 의 사용은 자신의 내면적 사유를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권영민편 이상 전집 태학사 면

김승희 앞의 글 면
이승훈 이상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 건국대학교출판부 면

김민수 앞의 책 면 김민수는 이상이 자신을 대표하는 첫 번째 시로서 이상한 가역반응
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시가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모반을 선언한 시 이자 이른바
모조근대를 전복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파악한다 김민수는 이상 시의 문자언어가 세기 초 아
방가르드 조형예술가들의 이미지와 일치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의 텍스트가 근대디자인의
시각언어를 시어로 변환 시켰으며 시각언어와 문자언어 사이의 상호 변환의 가능성 을 암시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상이 경성고공시절에 대해 접했을 다양한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지식에 대해
서는 송민호 이상이라는 현상 작가 이상이 경험한 동시대의 예술과 과학 예옥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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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텍스트의 내적인 전개과정을 따른다면 과거에 속해있는 그러나 그 영향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원의 시간이 존재하고 그 원의 내부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가

는 직선의 시간은 서로 간에 영향 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상의 예술가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로서 파악해 본다면 원과 직선이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세계와 그것을

초극하려 하는 예술가적 주체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한 형태로 이미지화한 기호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속해있는 원 이란 무의미 로서의 현실을 상징하며 그 현실 속에 존재

하는 점과 원 을 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직선 이란 바로 무의미한 현실을 극복할

예술가적 인식과 사유를 뜻한다 따라서 이질적인 예술가로서 미학적 사유는 평균적

대중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는이것에관하여무관심하다 라는 구절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구절인 직선은원을살해하였는가 라는 구절은 단순히 직선이 원

을 파괴하였다는 표층적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즉 예술가적이고 미학적인 사

유를 이미지화한 직선 의 개념은 무의미한 것 으로 표상되는 과거와 혹은 현실의 존재

를 파괴하고 살해할 수 있는 파격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알레고리화 되기 때문이다 또

한 시각 이미지적이며 타이포그라피적인 차원에서 해당 구절에 굵은 글자체로 표기되

었다는 점은 이러한 직선 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원과 직선으로 알레고리화된 세계인식과 사유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

히 중요한 부분은 이어지는 현미경 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이는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모든

것을 평균화 시키는 근대적인 인식과 논리의 체계는 현미경의 밑에 있는 인공과 자연

이 모두 현미경에 의해 사진과도 같이 현상 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요컨대 합리적 모더

니티의 세계는 모든 것을 사진 처럼 명확하게 현상하는 명료하고 뚜렷한 인식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질적 인 예술가는 바로 그러한 세계에 대한 거절과 거부

를 추구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시의 전반부의 해석했을 때 이어지는 후반부에 드러난 이상의 예술가적 사유

는 합리적 모더니티를 거부하는 이질적인 미학적 사유로 알레고리화 된다는 점을 주목

해 볼 수 있다 이는 존재하여있지아니하면아니될처소 에 존재하는 태양 의 이미지로

규명된다 즉 김기림의 태양의 사나운 풍속 과 동일한 의미차원에서 태양 은 일종의

예술가적 면모를 제시하는 기호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이 태양은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

라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모더니티의 평균성에 발

맞추는 그렇게하지아니하면아니될 보조 걸음걸이 인용자 주 를 미화 하는 일

을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평균성을 거부하는 놓은 태양 의 위치가 바로 이질적인 이상의 예

술가적 시선의 위치이자 목표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라 할 것이다 그러한 예술가의

인식의 높이 속에서 바라보는 모더니티의 평균성이란 발달하지도아니하고발전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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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이것은분노다 라는 직접적인 표명을 통해 확인된다 예술가의 인식과 시선

속에서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는 발달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세계

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인식과 사유는 말하자면 무의미성 에 대한 분노로서 표출하는

것이다

근대적 모더니티의 무의미성에 대한 이상의 기호론적 놀이는 이어지는 철책밖의백

대리석건축물 과 진진 의각바아˙ ˙ 의나열 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거대하고 화려한

근대를 표상하는 하얀 대리석 건축물과 그 꼭대기에 위치할 진진 의각바아˙ ˙ 의나열

이란 근대적 모더니티의 거리에서 바라본 거대한 건축물과 시계를 알레고라화한 이미

지로 검토될 수 있다 근대적 공간인식을 대표하는 건축물 과 근대적 시간규정을 상

징하는 시계 로 표상된 평균적 인 합리적 모더니티의 사유체계는 이상에게 거절해야

하며 극복해야할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요컨대 목걱이있지아니하였더니만큼냉정

한 모더니티의 평균성이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지배적 사고구조로의 모더니티가

제시하는 육체에대한처분법 이란 예술가로서의 이상에게 우울과 멜랑코리적인 슬픔

즉 센티멘탈리즘 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시의 마지막 구절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인식론적 대비점은 태양

과 대비되는 그림자 의 존재와 변비증 환자 의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도시거리를 배회

하는 사람들 혹은 군중들을 맥락화하는 그림자 와 변비증 환자의 존재는 땀에젖은잔

등 과 같은 근대적 노동에 시달리는 존재로 파악이 가능하다 즉 부자 집으로 식염

을얻으러들어가고자희망 하는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 변비증환자 의 존재와 그러

한 환자를 전방에서 바라보는 그림자의 존재는 말하자면 모더니티의 세계를 상징하는

부 와 화폐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들과 군중들을 조종 하는 모더니티의 어두운

이면을 형상화한다

그렇기에 시의 마지막에 제시되는 의 표식은 단순한 말줄임표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모더니티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부 를 위한 아귀다툼의

형상에 대한 이상의 예술가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말줄임표로 제시되는 이상

의 침묵 은 역설적으로 태양 적인 이상의 인식과 미학적 사유의 목적을 드러낸다 그

이 구절을 권영민은 내리쬐는 햇살을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바 기둥 로 묘사한 것 권영민편 이
상전집 면 으로 보았으며 김주현은 진진 의각을 시계의 최소단위로 그리고 를 막대기 빗장

장애물 칸막이 법정술집의 칸막이에서 법정 술집으로 해석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한다

정확한 건물을 특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지만 철책바깥의 백색 대리석과 거대한 시계 달려있
는 경성 거리의 웅장한 건출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구 서울 역사를 들 수 있다 년 공사가 시작
되어 년 완공된 구 서울역사는 철도로 표상되는 근대적 모더니티의 표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경
성고공에서 공부했던 이상에게 구 서울역사 건축물은 매우 익숙한 건물이었을 확률이 높다 또한 이상
이 날개 에서도 서울역 커피숍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본다면 구 서울역사가
백색대리석과 거대한 시계가 달려있는 모더니티로서의 근대적 건축물에 가장 근접한 이미지일 것이
다 당시 구 서울역사의 건축적 맥락에 대해서는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모던 조선을 거닐다
생각의나무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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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상이 분노 하면서 슬퍼 하는 도시 세계의 모더니티가 지니는 목적없이 냉정함

혹은 건축물과 시계 의 근대적시공간과 부자 의 탐욕을 쫒는 군중들의 양태가 무의미

하다는 점을 침묵 속에서 강렬하게 선고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인 셈이다

이렇듯 이상한 가역반응 에 제시되어 있는 모더니티의 본질이란 태양 으로 상징되

는 이상의 미학적 사유의 높이에서 볼 때 무가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평

균적 군중 들의 시선을 통해 본다면 이상의 미학적 사유란 이상한 것이며 이해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이상한 가역반응 이라 붙인 시의 제목

이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합리적 모더니티에게 무의미를 선고하는 예술적 사유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동시적으로 자신의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를 긍정하는 이중적 기호놀이의 측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한 가역반응 을 통해 검토한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 즉 그 자신의 말

처럼 교만한 데포르마시옹 에 입각한 이상의 텍스트는 단순히 난해하거나 혹은 모두

자의적 으로서만 해석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어렵다 문제는 이상이 어떠한 미학적 방

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문학과 예술을 펼쳐나갔는가를 정확하기 인식하는 것이다 일견

인공어적인 수학적 기호들과 과학적 지식들을 동원한 그의 일문시들은 도시 세계의 모

더니티의 무의미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고도의 지성적 면모를 토대로 한 것이며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모더니티에 대한 그 자신의 미학적인 예술적 사유를 알레고리적

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상의 미학적인 알레고리적 시선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이상에게서 구체

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텍스트는 바로 일문시 조감도 중 한편인 운동 과 건축

무한육면각체 중 한편인 일 것이다 이 두 편

의 시는 그동안 이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던 시들이라는 점에서 데포르마

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로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했던 박태원의 회고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상의 시 운동 은 박태원에게 쉬르리

얼리즘에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의 운동 일편은 그 자리에서 구미가 당

길만한 요소를 지닌 시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김기림의 회고 일 구절 역시 존재

한다 임종국이 편집한 이상전집 의 기록에 따르면 김기림이 이 시에 대해 제

비 다방 우중충한 뒷방에서 묵은 건축잡지를 뒤적이면서 보여준 시들은 오늘날 기억

에 희미하지만 유독 그중에서도 운동 한 편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다 라는 언

임종국 편 이상 전집 문성사 면 김기림이 이상의 부보를 받고난 후 운동 에
대해 회고를 했던 기록은 임종국이 펴낸 이상전집에 자료로 남아있다 김기림과 임종국의 인적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임종국이 김기림의 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그
가 이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다가 김기림의 가족 혹은 이상의 유족들에게서 들었던 바를 기록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이상전집을 출판하던 임종국에 대한 평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임선생
께서 곳곳을 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심지어 이상이 일본에서 보낸 편지까지 유족들에게 입수해 전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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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남겼다는 점이 확인된다

요컨대 박태원과 김기림이라는 이상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출중한 동료이자 이해자라

할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 작품을 주목했다는 점은 운동 의 알레고리적 이

미지가 어떻게 이상 텍스트의 미학적 측면으로 명확하게 검토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

는 사례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언급처럼 왜 운동 은 이들의 뇌리에 생생히 기

억될 수 있는가이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도시 텍스트로서의 운동 이 지니고 있는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다

우에있는 우에있는 우에있는 에올라서서 쪽을

보아도아무것도없고 쪽을보아도아무것도없고해서 밑에있는

밑에있는 밑에있는 으로내려간즉 쪽으로솟아오른태양이 쪽

에떨어지고동쪽으로솟아올라 쪽으로떨어지고 쪽에서솟아올라 쪽에떨

어지고 쪽에서솟사올라하늘한복판에와있기때문에 를꺼내본즉서기

는했으나 은맞는것이지만 는나보담젊지않으냐하는것보담은나

는 보다도늙지아니하였다고아무리해도믿어지는것은필시그럴것임에

틀림없는고로나는 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았다

이상 운동 전문

이상이 조선과 건축 에 실었던 조감도 의 운동 을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박태원과 김기림이 받았던 깊은 충격과 인상 의 문제일 것이다 즉 뇌리에 생생

할 정도로 강렬 하게 이 시가 남았다는 진술들은 데포르마시옹 미학에 기반한 알레고

리적 이미지의 층위가 독자 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

컨대 텍스트의 표면적 차원에서 보면 단순해보일 수 있을지 모르는 운동 이 중요한

것은 시적 전략으로서의 알레고리 벤야민의 보들레르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은 그 은유들 에 대한 언급처럼 가 이상의 텍스트 이미지 전략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있다

운동 의 충격성을 독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이미지가 갖는 텍스트 생산의 성격과 알레고리적인 전략과 그 구성의 층위이다 일단

이 시는 기존 논의처럼 당대의 백화점 공간을 묘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옥상정

원 등의 표현에서 그러한 측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핵심은 운동 의 도시 텍스트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 즉 단지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백화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

닌 일종의 변용 되어 이미지화된다는 점에 있다 요컨대 운동 은 영원히 반복되는

로 묶어낸 노력은 대단한 성과이다 당시 임종국의 이상전집 발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운현 임종국
평전 시대의 창 면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박현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 소명출판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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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 적 모더니티를 알레고리화하는 이미지의 운동 과 그것을 벗어나고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정신적 사유의 운동 이라는 양가적 측면을 모두 포착하는 데포르마시옹의 텍

스트로 분석되어야 한다

운동 의 핵심에는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운동 의 강렬함과 충격적 특징 이 바로

단순하고 기계적인 논리가 백화점의 구조물과 태양의 운동 시계의 시간 등에 함축되

어 있 으며 근대세계의 복잡성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를 확장하고 변화시키고

증폭시킨 것에 불과하다 라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구성에 있다 층과 층 그리고

층과 옥상정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대한 탐색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백화점과 거리

로 표상되는 도시 텍스트적 공간이 지니는 근본적 성격과 무의미성 의 운동을 드러내

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이다 왜냐하면 층 위에는 당연히 층이 있을 것이며 층 위에

는 당연히 층이 그리고 그 위에는 당연히 옥상 정원이 있을 뿐 이기 때문이다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오직 그러한 층 과 층 과 층 괴 옥상정만이 존재한

다는 사실 자체는 백화점의 공간이 영원한 모더니티 가 무섭도록 반복될 뿐인 공간임

을 알레고리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이 폐허적이고 무의미한 백화점의

공간에는 대상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기호적

모험과 놀이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옥상정원의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옥

상정원의 남쪽과 북쪽에는 물리적으로는 도시의 건물들과 군중들이 있겠지만 보아

도 아무것도 없 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혹은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해 무 를

선언하는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에 있어서 도시 모더니티란 단지 아무것도 없

는 폐허 로 사유되는 것이다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구성을 통해 텍스트에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폐허적 시공간의 무

한한 반복이라는 운동 그 자체 즉 영원한 동일성으로서의 도시 모더니티의 공간 속에

서 태양은 서쪽에 떨어지고 동쪽으로 솟아올라 서쪽으로 떨어지 는 것을 반복할 것이

다 매일 매일의 시간 역시 여전히 아무것도 없이 반복된다 그 반복성이 최고조로 달

하는 정오 태양이 하늘한복판에와있기 때문에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은 시계 를

꺼내든다 정오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는 정확하게 맞는 것 이라는 사실에 대한 거

부 그 정확성에 대한 부정과 비판적 의식이 바로 운동 이 보여주는 이미지의 핵심

이다 즉 시계는 나보담 젊지 안으냐하는 것보담은 나는 시계보다도 늙지 아니하였다

고 아무리해도 믿어지는 것은 필시 그럴 것 이며 틀림없는 것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은 이 정확함을 부정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이 잠재적으로 이미지화하려는 시계

의 젊음 과 다른 늙지 아니한 젊음 이란 말의 의미층위이다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앞의 책 면 참조
조르조 아감벤 유아기와 역사 앞의 책 면 아감벤은 놀이의 개념이 실용적 경제적 영역

에 속해있는 것들 변형시키는 것에 속하는 것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적 차원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즉 놀이는 시간과 공간 혹은 세계를 일종의 사건적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틈
혹은 본고의 용어로는 잠재적인 것을 구현하고 기능하는 것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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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나보다 젊지 않느냐 하는 첫 번째의 질문은 시계로 표상되는 영원반복성의

모더니티 의 의미를 제시한다 근대성의 표상인 시계가 나보다 젊다는 것 그것은 이른

바 모더니티의 환등상의 화려함과 표면적 건강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함과 정확성은 김기림의 도시풍경 에서처럼 실질적으로는 늙고 죽어가

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메이크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술가적 산책자이자 이상이 보여

주는 늙지 아니함 이란 가짜인 시계의 젊음과는 대비되는 다른 형태의 늙지 아니한

젊음 이다 이 이중적인 젊음에 대한 이상의 언어적 유희에서 중요한 것은 시계보다

늙지 아니하였다고 아무리해도 믿어지는 것은 필시 그럴것 인 늙지 아니한 젊음 의 가

치의 암시적 맥락이다

요컨대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데포르마시옹하는 미학적 영웅인 예술가적 산책자에

게 시계의 정확성과 같은 가짜와 다른 진정한 젊음 이 존재한다는 점은 운동 의 강

박적이고 반복적이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중대한 목표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것에 의해

서 아무리해도 믿어지는 것이 필시 그러할 것 이라는 확신 과 시간이 맞는 시계를 내

팽개쳐버리는 행위가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확성 에 대한 경멸과 무

의미를 꿰뚫는 자의 시선이 바로 나는 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았다 는 구절의 핵심

적 의미가 된다

즉 시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늙지 아니한 젊음 을 긍정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행위

야 말로 근대적 시간성과 모더니티에 대한 자신의 냉소와 오만 정신적 우위를 나타내

는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핵심적 층위라 말할 수 있다 시계를 내동댕이치는 것 혹은 정

확성과 시간에 대한 철저한 지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합리적 모더니티가 지배

하는 도시 텍스트적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것 으로서 알레고리화하며 동시에 이질적인

예술가적 존재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운동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이 드러내고

있는 양가적 운동의 의미이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냉소와 오만함의 행위가 박태원과 김기림이 강한 흥미를

느꼈던 운동 의 정확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운동 은 이상한 가역

반응 에서와 유사하게 합리적 모더니티의 정점인 백화점 과 시계 라는 근대적 시공간

의 이면인 늙음 과 이질성을 긍정한다 가상적 환타스마고리아의 운동성 자체와 더불

어 그러한 시계를 내동댕이 치는 운동성 은 텍스트 생산의 차원에서 데포르마시옹 미

학의 주체이자 음모가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늙은 폐허

로서의 모더니티라는 무의미한 공포의 운동을 붕괴시키고 그것 너머에 있을 젊은 나

의 존재론적 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변용 으로 상징되는 구인회 텍스트의 전략과 문학적 기교의 핵심적 측면이

다 박태원이 현대에 대한 우수한 암면묘사 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던 언급이나 혹은

김기림 태양의 사나운 풍속 을 통해 의도했던 것 그리고 세계를 추상적이고 기호적인

차원에서 놀이하는 이상의 교만한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근본적 목적은 늙음의 모더니

티 속에서 진정한 젊음 혹은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찾고자 미학적 영웅의 주체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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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추구했던 구인회 구성

원들이 지닌 양가적 인 도시 텍스트로서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미학적 목표이다 이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이하 마가쟁으로 표기 에

서도 유사하게 제시된다

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 의내부의 사각형

사각이난원운동의사각이난원운동 의 사각 이 난 원

비누과통과하는혈관의비눗내를투시하는사람

지구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의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

거세된양말 그여인의이름˙ ˙ 은워어즈˙ ˙ ˙ 였다

빈혈면포 당신의얼굴빛깔도참새다리같습네다˙ ˙ ˙ ˙ ˙ ˙ ˙ ˙ ˙ ˙ ˙ ˙ ˙ ˙ ˙ ˙
퍙행사변형대각선방향을추진하는막대한중량

마루세이유˙ ˙ ˙ ˙ ˙ 의봄을해람 한코티˙ ˙ 향수의마지한동양의가을

쾌청의공중에붕유 하는 백호 회충영약이라고쓰여져있다

옥상정원 원후 를흉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 ˙ ˙ ˙ ˙
만곡 된직선을진선으로질주하는낙체공식

시계문자반에에 에내리워진이개 의침수된황혼

도아˙ ˙ ˙의내부의도아˙ ˙ ˙의내부의조롱 의내부의카나리야˙ ˙ ˙ ˙ 의내부의감살문호 의내부의인사˙ ˙
식당의문깐에방금도달한자웅과같은붕우가헤여진다

검은잉크가엎질러진각설탕이삼륜차에적하 된다

명함을짓밟는군용장화 가구 를질구 하 는 조 화 금 련

이상 부분

마가쟁 의 서부 부분에서 제시되는 사각형 의 반복과 사각이난 원운동 의 강박

적인 정확성 의 반복들은 일종의 언어적 유희이자 구성된 이미지에 해당한다 즉 이

반복성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은 백화점 공간의 특징을 어떻게 알레고리화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마가쟁 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선행 연구들의 지

적처럼 백화점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의 층위가 아니다

핵심은 강박적인 반복성 즉 백화점이라는 도시 모더니티의 최첨단 공간이 어떻게 기

호적으로 변용되는가에 있다 말하자면 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사각형의내부의

사각형 의내부의 사각형 사각이난원운동의사각이난원운동 의 사각 이 난 원 이란

기호적 유희에서 중요한 것은 운동 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반복 과 사각이 난원

운동 의 강박적인 반복성 그 자체이다 이 강박적인 이미지의 변용에는 모든 것이 무한

히 반복되는 평균성으로서의 모더니티의 공간을 알레고리화하는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

기 때문이다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힉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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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가쟁 의 중요한 해석적 논점은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제시되는 늙은 모더니

티의 동일성과 반복성일 것이다 요컨대 파국으로서의 영원히 반복되는 폐허적 공

간 인 백화점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화 속에는 백화점과 거리라는 모더니티의 끊임

없이 반복될 풍경들과 무의미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 공간에는 비눗내 로 대

변되는 모던걸과 그 모던걸을 투시하는 군중들과 더불어 거세된 양말 과 핏기없는 여

성용 면포와 모형으로만들어진 지구 라는 무가치한 상품들로 가득하다 그렇기에 회충

약 광고를 매단 채 쾌청한 붕새처럼 날아가는 백호 아래의 백화점과 거리의 풍경이

란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에 있어서는 쇠락한 동양의가을 과도 무의미한 것으로 비춰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최첨단의 공간인 옥상정원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공간에는 원후를 흉내내고

있는 마드무아젤˙ ˙ ˙ ˙ ˙ 들로 가득 차 있으며 백화점 외부의 거리 에서도 질구 병에 걸

린 것처럼 달리다 인용자 주 하는 조화금련 들이 넘쳐난다 이러한 무의미한 모더니티

의 풍경들 속에서 사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히 쾌

청해보 인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즉 명함을짓밟는군용장화 가 판치는 쾌청해보이는

동양의 가을 이란 영원한 젊음을 위장하고 있는 모더니티에 대한 풍자적 알레고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화려함을 늙음 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가쟁 속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은

옥상정원과 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즉 파국으

로서의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예술가적 산책자는 이를 시계문자반 에내리워진이이개

의침수된황혼 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정확히 시를 나타

내는 시곗바늘에 내리워진 황혼 이 백화점과 거리의 공간에 드리워져 있다는 맥락을

제시한다 이 황혼 의 이미지는 운동 의 정오 가 갖는 맥락처럼 합리적 모더니티로

서의 도시의 모든 공간이 황혼 으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듯 가상들의 화려함에 대한 선고인 황혼 의 이미지는 예술가적인 산책자로사의

이상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 으로 재현되는 도시 텍스트의 모더니티에 대한 일종의

선고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황혼 이미지는 화려한 근대성의 환타스마고리

아로 치장된 백화점 거리의 무의미함과 파국적인 폐허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그

그램 질로크는 벤야민에게 파사주 백화점의 공간이 성스러운 전능한 상품의 신전 이었음을 지적하면
서 이러한 현대적 공간들이 부르주아적 합리적 모더니티 세계의 축소판이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램 질로크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앞의 책 면 참조

신범순 실낙원의 산보로 혹은 산책의 지형도 이상문학연구 불과 홍수의 달 앞의 책
면 신범순은 이 시가 옥상정원의 공간을 근대적 공간 전체구도에 대한 비판의 장으로 활용 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클리드적 기하학에 지배되는 백화점의 공간이 자연의 생명을 제거한
인공품들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고 평가한다
김기림 이상의 문학의 한모 앞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기림은 이상의 문학

적 테마에 있어서 그 이상 인용자 주 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천사였다 사람들은 이 무수한 천사의
시체에 사회적 위신이라는 옷을 입혀놓고 다만 천사인 듯한 착각을 피차에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을 지
도 모른다 이상은 이 눈부신 옷을 벗겨놓고 인간의 실체 실사회의 정체를 들추어 내 보이려는 듯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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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존재가 바로 카나리아 라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이 카나리아 는 감살문호 채광만 가능하고 내부에서 열리지 않는 문 인용자 주 에

수감되어 있는 존재로 이미지화된다 즉 도아˙ ˙ ˙의내부의도아˙ ˙ ˙의내부의조롱 의내부

의카나리야˙ ˙ ˙ ˙ 의 존재는 말하자면 모더니티의 화려함 속에 감금되어 그 화려함을 찬양해

야 하는 카나리아 는 비눗내 와 원숭이같은 마드모아젤 그리고 조화금련 의 존재와

다른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김기림의 옥상정원 과 유사하게 모더니티의 공간

속에 갇혀있는 예술가의 존재를 표상한다고 판단된다 즉 원숭이 를 흉내낼 뿐인 마드

무아젤들 속에서 근대적 건물의 열리지 않는 창 감살문 에 갇혀있는 조롱 속에 갇힌

새의 이미지는 단순히 모더니티의 화려함에 함몰되어 있는 거리의 여성들과 군중들과

는 다른 존재로서 도시를 자신의 이질성을 통해 사유하는 예술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모더니티가 내뿜는 도시의 화려함과 무가치성을 바라보는 조롱속 카나리

아 는 뒤이어 제시되는 승천하는 굿바이 라는 발언의 주체를 의미화하는데 있어서 중

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가고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간사람은밑에

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니한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

려오지아니한사람

저여자˙ ˙ 의하반은저남자˙ ˙ 의상반에흡사하다 나는˙ ˙ 애련 한해우에애련하는나

사각이난케̇ 스̇가걷기시작이다 소름끼치는일이다˙ ˙ ˙ ˙ ˙ ˙ ˙ ˙
라지에 타˙ ˙ ˙ ˙ ˙ 의근방에서승천하는꾿빠이˙ ˙ ˙
바깥은우중 발광어류의군집이동

이상 부분

마가쟁 의 공간을 알레고리화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 속에서 모더니티와 상

품들의 화려함이란 벤야민의 언급처럼 반복의 형벌로 지속될 모더니티의 표상들이다

백화점이란 공간 속에서 상품의 화려함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간 사람은 밑에서 올라가지 아니한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사람 처럼 넘쳐난다

즉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아니한 사람 이라

는 언급은 사실적으로 백화점이란 공간속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움직이는 군중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왜 내려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며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

는 사람인 아니다 라고 이미지화되는 가이다 이 언어적 유희에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

한 무수히 많은 군중들의 풍경이 사실상 존재하지만 내려가거나 올라간다 존재하지

다 고 지적한다 천사 여성 꽃을 일종의 유사한 기호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폐
허적 모더니티의 재현 즉 화려한 외향과 추악한 이민을 지닌 존재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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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내려오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아니한다 는 점이 알레고리화되어 있다 즉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백화점 속에 넘쳐나지만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 속에서 그들은

유령 처럼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처럼 무의미한 존재로서의 알레고리화

된 군중들의 풍경은 그 자체로서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알레고리적 성격을 명확하게 표

출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의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백화점과 거리의 공간에서

상품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상과 허위의 판타스마고리아에 함몰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말하자면 영혼 이 없는 무 의 존재들이며 진정한 인간 시계를 내동

댕이칠 수 있는 진정한 존재로서 과 다르다 이 유령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지성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는 그러하기에 사각이난케̇ 스̇가걷기시작한다 소름끼치˙ ˙ ˙ ˙
는일이다˙ ˙ ˙ ˙ 라는 말에 집약된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 속에서 알레고리화된 이미지로

존재하는 풍경 즉 상품이 된 사각이 난 케이스가 인간을 대신하여 걷기 시작한다는 현

상 그 자체의 공포스러운 불길함을 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소름끼치는일이다˙ ˙ ˙ ˙ ˙ ˙ ˙ ˙
이 소름 에 대한 선언은 백화점과 거리라는 근대적 모더니티의 시공간 속에서 예술가

적 산책자가 사유하고 인식하는 지성적인 미학의 한 정점으로 칭해질 수 있다 데포르

마시옹 미학으로 구성된 도시 텍스트가 드러내는 반복된 무의미성 은 모든 인간과 시

간과 풍경의 존재를 부정 한다 요컨대 상품으로서 무한히 반복되는 무의미성인 사각

이난케 스 가 걷기 시작하는 소름끼치는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기호론적 유희와 알레고

리적 이미지를 통해 모더니티의 본질적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이미지이다

즉 상품이 결국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소름끼치는 선언은 모더니티의 가상과 허위

인 환타스마고리아 가 무섭고 두려운 공포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격적으로 폭로하

는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가치한 유령 들로 가득찬 도시의 풍경

혹은 늙은 모더니티의 공간인 도시 텍스트에는 상품 인간 의 존재들은 시의 마지막 구

절인 바깥은우중 발광어류의 군집이동 이란 표현을 통해서 연이어 제시된다

비가 내리는 우울한 경성의 백화점과 거리의 풍경들 속에 영혼 없는 군중들은 어족처

럼 넘쳐난다는 것 그것이야 말로 소름끼치는 어족 과도 같은 가짜의 존재들로 가득

찬 어두운 풍경이자 모더니티의 본질적 풍경인 셈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가쟁 을 독해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여성의 육체나 생명력없는 육체의 존재를 알레고리화하는 이상의 시선에 대해서
는 신범순의 다음과 같은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이는 일문연작시 조감도 의 광녀의 고백 이나

흥행물천사 등에서도 반복되는 이상의 기본적인 인식체계로 판단된다 그 이상 인용자 주 는 냉각
된 육체라는 이미지로 근대적인 사회의 지식과 논리 규율들의 압력을 표상했다 이것은 흔히 인공적이
고 모조품적인 이미지와 연관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범순 이상문학연구 불과 홍수의 달
앞의 책 면 참조

조영복은 마가쟁 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백화점 공간의 퍠쇄성 즉 근대성의 기획이 합리화 과정
속에서 삶을 왜소화시키는 음울한 이미지를 반영 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조영복 한국 모더
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앞의 책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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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더니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

는 부분은 바로 애처로워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의 시선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

다 즉 문제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이 왜 애련 애처로워하는 인용자 주 한해우에애

련한나 로서 모더니티의 괴물적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무가지한 유령들

로 가득찬 모더니티의 공간을 안타까워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바로 라지에˙ ˙ ˙
터̇의근방에서승천하는꾿빠이˙ ˙ ˙ 라는 구절을 통해서 제시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승강기 엘리베이터 로 해석해서 승천 하는 주체를 승강

기 엘리베이터 혹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로 판단했다 물론 그렇게 해석될 가능

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문장 속 행위의 주체가 정확하게 지시되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라지에타 근처에서 승천하는 주체 를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들이 아닌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유령

과도 같은 무의미한 인간들과 사각이 난 케이스를 보며 소름끼치며 또한 그들을 슬퍼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이 꾿빠이˙ ˙ ˙ 라는 단어 속에 집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의 연구처럼 승천하는 굳바이 를 말하는 대상을 물신화된 백화점의 소비자

들로 보았을 때 이들은 상품의 신전인 백화점에 굿바이 를 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은 해당 구절의 맥락을 파악할 때 중요하다 오히려 이들은 백화점으로 함몰 되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한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승천

하는 굿바이 라는 발언의 주체는 오히려 영혼없는 군중들이 아닌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으로 파악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된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이상의 사

유는 승천하는 굿바이 라는 발언을 통해 무의미로서의 물신과 판타스마고리아의 공간

인 백화점에 일종의 이별선고 이자 거부 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알레고리화 되는 것이

다

라지에타 근방에서 승천하는 굿바이 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짓 천사들과

환등상의 도시 텍스트의 무의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음모가이자 영웅으로서의 예술가

적 산책자 혹은 진정한 미학적 주체의 시선이 그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바깥에

내리는 우울한 비를 통해서 백화점 거리에서 발광하는 어류의 군집이동 같은 물화된

인간 상품의 흐름들 속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이자 승천하는 천사 는 모든 것들

을 무의미 한 것으로 선언한다 옥상에서 승천하는 천사 소름끼치는 몰락과 파국

그리고 폐허로서의 모더니티에 작별 꾿빠이 을 고하는 진정한 천사야 말로 마가쟁

에 숨겨진 진정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백화점과 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승강기 권영민 혹은 엘리베이터 조해옥 로 해석했고 이에 따라 라지에이터
방열기 옆에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놓여있던 것으로 보았다
권영민편 이상전집 면

조해옥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 소명출판 면 조해옥은 엘리베이터의 승천을 사각
건물 속에 갇힌 승천에 지나지 않는 조롱속의 승천에 불과 하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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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부정하면서 폐허로서의 모더니티에 존재할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에 의해서만

인식 할 수 있는 무서운 영역이자 미학적 세계관을 통해 제시된 알레고리적 형상화인

것이다

이상의 초기 일문시인 이상한 가역반응 과 조감도 의 운동 그리고 건축

무한육면각체 의 마가쟁 을 분석해 보았을 때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이 보여주는

도시 텍스트 재현의 양가성은 단순히 기존의 연구처럼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측

면으로서만 검토되기 어렵다 그것은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적 흐름인 보들레르적인 인

식과 사유의 측면과 매우 깊은 친연성을 지닌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예술가적 산책자

미학은 모더니티로서의 유동성 과 영원성 의 양가적 층위가 끊임없이 동일한 것이 반

복되는 파국과 지옥의 모더니티를 변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벤야민의 표현을 빌

린다면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적 세계관은 무의미하고 무가치

한 파국적 지옥으로서의 모더니티를 새로운 가능성의 잠재적 시공간으로 성좌 로서 변

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원성 을 향한 미적 모더니티의 양가성 즉 폐허와 몰락으로서의 가상과 판

타스마고리아와 그것을 넘어설 잠재성을 구축해내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이 구인

회 데포르마시옹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핵심에 있다 이러한 미학적 사

유를 통해서 구인회 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새로운 조선 예술의

가능성을 추구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이상과 당시 조선중앙일보에 있든 상허와 더불어 자리를 함께하여 그의 시를 중

앙일보 지상에 발표할 것을 의논하였다

일반 신문 독자가 그 난해한 시를 능히 용납할 것인지 그것은 처음부터 우려할 문제였으나 우

리는 이미 그 전에 그러한 예술을 가졌어야만 옳았을 것이다

그의 오감도 는 나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과 거의 동시에 중앙일보 지상에 발표되었다

나의 소설의 삽화도 하융 이란 이름아래 이상의 붓으로 그리어졌다 그러나 예기 하였던 바

와 같이 오감도 의 평판은 좋지 못하였다 나의 소설도 일반 대중에게는 난해하다는 비난을

받았든 것이나 그의 시에 대한 세평은 결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다 신문사에는 매일같이 투

서가 들어왔다 그들은 오감도 를 정신이상자의 잠꼬대라 하고 그것을 게재하는 신문사를 욕

하였다 비난은 오히려 사내에서도 커서 그것을 물리치고 감연 히 나가려는 상허의 태도가

내게는 퍽이나 민망스러웠더 원래 개월을 두고 연재할 예정이었으나 그러한 까닭으로 하여 이

상은 나와 상의한 뒤 오직 십수편을 발표하였을 뿐 단념하여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상이 느낀 울분은 제법 큰 것이어서 미발표대로 남아있는 오감도작자의

말 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져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보아야 아니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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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천 점에서 삼십

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년 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떡 끄내어 놓고 하

도들 야단에 배암꼬랑지커녕 쥐꼬랑지도 못달고 그만두니 서운하다 깜빡 신

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이태준 박태원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준 데는 절한다 철 이것은 내 새 길의 암시

오 앞으로 제 아모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가 없는 무인지

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물론 다시는 무슨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딴은 정신병이나 고치겠다

그러나 오감도를 발표하였든 것은 그로서 아주 실패는 아니었다 그는 일반 대중의 비난을 받은

반면에 그것으로 하여 물론 소수이긴 하여도 자기 예술의 열렬한 팬을 이때에 이미 확실히 획득

하였다 할 수 있다

박태원이 이상의 문제작 오감도 를 발표하던 시기를 회상한 이상의 편모 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상이 느꼈던 울분 의 문제이다 이상의 직접적 언급처럼 당시 수많은

독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오감도 가 원래 기획했던 편을 모두 발표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편으로 마감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상의 편

모 에서 주목되는 바는 오감도 를 발표하던 시기에 이상과 박태원 상허 이태준 등

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층위일 것

이다

박태원의 언급처럼 그와 이태준 이상 역시 오감도 의 난해성이 대중들에게 받아들

여지기 어렵다는 점은 스스로 예기 미리 예측했던 인용자 주 했던 바이다 그러

나 문제는 이를 대하는 구인회 구성원들의 태도이다 세간에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

구하고 오감도 를 가리켜 우리는 이전에 그러한 예술을 가졌어야만 옳았을 것 이

라고 강하게 지적하는 박태원의 태도는 구인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미학에 대한 자부심에 근간해 있다 이상 역시 이와 동일하게 자신의 울분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왜 미쳤다고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게을러 빠지게 놀고만 지내는 일도 좀 뉘우쳐 보아야 아니하느냐

이상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구인회 가 바라보는 조선문단의 풍경이란 사실 남들보다

수십 년씩 뒤쳐져있는 지도 모르는 게을러 빠진 상태와 다름이 없다 말하자면 이상과

구인회 는 여남은 개 쯤 써보고서 시 만들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 들과

는 다른 방향에서 조선문단의 새로운 방향성을 갖춘 문학을 추구하던 것이었던 셈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작품을 가리켜 스스로 용대가리 라는 언급했다는 점은 이상과 구인

회 의 구성원들이 미학적 포부와 자부심을 갖춘 지성적 사유의 산물로 오감도 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광 류보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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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편모 를 검토할 때 또한 중요한 것은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그

자신과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기획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을 포기하려는 생각

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철

이것은 내 새 길의 암시오 앞으로 제 아모에게도 굴하지 않겠 다는 구절이다 자

신의 문학적 방향성을 강철 로 비유하는 이상과 구인회 의 새로운 문학적 방향은 그

들에게 손쉽게 포기될 수 있지 않았다 이는 박태원의 언급처럼 구인회 의 문학이

이미 그 전에 그러한 예술을 가졌어야만 옳았 을 현대적 이고 지성적인 새로운 조선

문학의 창출을 지향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동시적으로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스스로 자신들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를 이해하는 것은 결

과적으로 그들이 년대를 걸쳐 기획하고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창출이라는 점

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비로소 이상이 용대가리

라고 표현했던 자신의 포부가 담신 오감도 를 발표했던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

다 그것은 도시 텍스트의 구축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펼칠 하나의 정신적이고 미학적

안 사유와 성찰에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볼 때에 오감도 시제 호 의 아

이들의 질주와 공포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판별될 수 있다 이상 텍스트 특유의 난해

함 즉 반복성과 강박성의 층위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의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달은골목이적당하오

제 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조영복 음악적인 것의 시학 질주와 변형의 생성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실험과 도전 식민지의
심연 탄생 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권영민 이태동외 민음사 면 참조 조영
복은 이를 음악적인 것의 시학과 열린 텍스트성으로 규정한다 조영복에 따르면 이상의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일련의 이미지나 모티프들이 텍스트를 따라 반복적으로 재배치되며 끊임없이 변형되는 속성
을 갖는다 즉 이러한 텍스트의 음악적 성격의 문제는 그것은 단지 변형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창조와 변형의 정신주의 즉 텍스트의 구축과 재현이 드러내는 정신성의 문제가 가장
핵심에 있다는 것이다 조영복은 이상의 텍스트가 일종의 아방가르드적인 미학임과 동시에 이것이 그
특유의 불멸성적인 존재론과 관계가 깊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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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아해도무섭다고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러케뿐이모혓소

다른사정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그중에 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좃소

그중에 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좃소

그중에 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좃소

그중에 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좃소

길은뚫닌골목이라도적당하오

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야도좃소

이상 오감도 전문

이상의 가장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오감도 시제 호 는 구인회 데포르마

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의 도시 텍스트와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에 가

장 중심에 있다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감도 시제 호 는 이상의 가장 대표

적인 텍스트로 지금까지 무수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난해성 즉 기호론

적 유희의 개념을 토대로 볼 때 이 시의 핵심은 무서운 과 무서워하는 의 양가성 즉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에 있다 오감도 시 제 호 를 알레고리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과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질주가 지니는 관념적 성격 그

자체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들에 대한 해석을 이상 개인의 심

리적 자아의 분열이나 근대성에 대한 공포의 문제 등으로 검토해왔다 이러한 기존

의 해석들은 무서워하는 과 무서운 을 일종의 동일한 시적 자아의 두 가지 양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과 무서운 의 의미는 동일하게 파악되

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이중적이며 양가적인 이미지는 운동 과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에 대해서는 이승훈 이상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 앞의 책 면 참조

신범순 이상문학연구 불과 홍수의 달 앞의 책 면 신범순은 이상의 오감도 에 제시
된 까마귀의 총제적 시야를 근대적 원근법에서 벗어나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까마귀의 시선
이 기하학적으로 명료하게 파악될 것 같은 근대 도시에서 오히려 헤아리기 어려운 혼돈적인 미로의 지
형도 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신범순은 이를 달아나는 달려나가는 아들의 공포 무시무시함 또는
무서움 가 세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공포와 연관되어 있다 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질주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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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쟁 에서 경우와 유사한 인식론적 토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오감도 시

제 호 의 해석상 핵심은 근대적 모더니티의 무가치하며 무한한 반복성을 무서워하

는 아이들과 그것을 극복하고 초극하려는 무서운 아이들의 양가적 존재방식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의 미학적 세계관은 영원히 반복되는 파국적 폐허인

모더니티의 시공간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극적인 정신적 운동으로서의 질주라는

이중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된다 무의미한 환타스마고리아의 도시성을 소

름끼치는 공포로서 바라보는 무서워하는 아이야 말로 그것을 넘어설 정신적 사유를

지닌 무서운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를 평균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의

방식과 무관한 극단으로서의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토대로 가능한 것이기

도 하다

우선 오감도 시제 호 의 초반부에 주목되는 지점은 바로 인의아해가도로로질

주하 는 길의 속성이 막다른 골목이 적당 하다는 점이다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제 의

아해로부터 제 의아해가 무서워하며 질주하는 길이란 공포스러운 공간이자 막다른 골

목으로 알레고리화 된다 즉 이들이 무섭다고 그리며 질주하는 공간 도시 텍스트의

거리는 말하자면 무서워하는 행위 즉 거리의 폐허와 무의미성에 대한 소름끼치는 공

포 그 자체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세계 그 자체라고 할 모더니티의 무

의미성으로부터 기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세계를 무서운 것 으로 파악하

고 그것을 소름끼쳐 하는 아이 의 존재는 가상과 허위의 판타스마고리아의 파국적이고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가이자 이상의 미학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존재로 해석된다 이 아이로서의 예술가적 산책자가 보여주는 기호적 놀이의 양

상이 오감도 의 핵심적 테마이다 그것은 무한히 반복되는 상품들과 군중들로 가득

찬 도시 모더너티의 공간을 변용 한 것이다 그렇기에 제 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부

터 제 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까지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반복하는 예술가적 산책자

인 이상의 시선이란 단순히 무섭다 는 표층적인 언어적 진술로만 이해되기 어렵다 이

는 말하자면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에 대한 지성적이고 정확 한 평가 그 자체인 알레

고리적 구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해들이 단순히 무서워하는 아이들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 시의 후반부를

해석하는데 유의미하다 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러케뿐이모혓소

다른사정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라는 구절은 이상의 미학적 인식의 문제를 제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괄호 안의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

소 라는 진술은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아이 가 인식하고 느끼고 사유하는 세계 그 자

공포의 안개 속을 뚫는 행위일수도 있고 또 그 안개의 공포스런 존재로부터 달아나는 행위일수도 있
다 는 점을 언급한다 신범순의 오감도 시제 호 에 대한 분석은 본고의 무서운 아이들과 무서
워하는 아이들에 대한 해석적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점이 되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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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이것은 평균이 아

닌 무서워하는 극단과 무서운 극단의 양가적 측면에 예술가로서의 세계에 대한 인식적

구성 그 자체이다 말하자면 이상의 언어적 유희 속에서 세계의 본질은 극단적이고 단

순한 기호의 형태로 이미지화 된다 그것은 오직 소름끼치는 공포를 직접적으로 체감하

는 무서워하는 자만이 유일하게 세계를 전환시키고 변용시킬 수 있는 무서운 아이들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렇듯 양가적이고 이중적인 묘사가 댄디적이고 영웅적인 예술가적 산책자가 보여주

는 음모술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이다 즉 이상한 가역반응 그리고 운동 과

마가쟁 에서처럼 반복적 폐허로서의 모더니티를 지성적으로 사유하며 그것을 공포

로서 체험하는 예술가인 아이들만이 거짓의 환타스마고리아를 넘어설 무서운 아이 로

서의 예술가가 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

리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 세계의 진정한 이면을 바라볼 무서운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중에 인의 아해가 그리고 인의 아해

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은 것이고 또한 인의 아해와 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

도 좋은 것 이다

특히 이 구절에 이르러 시 전반부에서 구분되는 듯 보이는 무서워하는 아이 와 무서

운 아이 가 동일시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평군적 인간 군중들과는 다

른 예술가적 산책자의 잠재성과 변용 데포르마시옹 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

문이다 즉 반복되는 폐허의 모더니티를 인식하고 그것의 파국적 양상을 무서워하는

아이 여야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무서운 아이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두 양가성의 층위가 명확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은 단순 반복처럼 보이

는 언어적 유희 속에 숨겨둔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의 미학적 사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서운 아이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길은뚫닌골목이라도적당 해진

다는 언급은 주의를 요한다 이는 반복동일성의 폐허로서 도시 텍스트의 근본적 성격

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비로소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

선이 구축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

여도좋소 라는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도시 세계 속에서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공포 의

진정한 이면을 파악해내고 그것을 무서운 아이 들의 인식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축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 때 이 아이들의 질주 는 정지이자 곧 변신으로 기

능할 수 있게 된다

조르조 아감벤 유아기의 역사 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앞의 책 면 참조 이상의 중
요한 미학적 기표인 아이와 놀이의 미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감벤의 정지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벤야민의 미학에 기반해 있는 아감벤은 서구 모더니티의 주요 시간관으로서의 그리스와 기독교
적 시간관을 비판하면서 그노시즘 영지주의 적 시간관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서구적 전통이 붙잡지 못
했던 그노시즘의 시간관이 진정한 혁명적 시간 개념이며 그것은 인간의 행위와 결단이라는 급진적 방
법을 통해 무한한 선형적 시간 속에서 연속적인 진보라는 허약한 가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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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이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이해했을 때 불온한 인의 아해들이 무섭다고

그리 는 공포에 질린 질주를 멈출 수 있다 즉 질주의 정지 라는 언어적 표명에는 모

더니티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될 주체의 출현을 제시하는 이상

의 미학적 선언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변용 이라는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사유를 통

해서 비로소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도시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길은 뚫린 골목 이 될 것

이며 아이들은 모더니티의 폐허적 공포에 맞서는 무서운 아이 들로 변신할 수 있다

이 아해들의 변용이야 말로 모더니티의 세계를 극복하고 초극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

책자의 형상인 셈이다

오감도 시제 호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는 이상이 이상한 가역반응 부

터 조감도 의 운동 그리고 건축무한육면각체 의 마가쟁 그리고 오감

도 시제 호 에서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기호적 놀이와 시선을

상기시킨다 흔히 난해성으로 평가되어 온 이상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적이고 기호

적인 유희화 놀이의 층위는 결과적으로 그가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 구상하고 실천했던

지적이고 미학적인 일관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책임의사 오감도 시제

호 로 규정하고 세계를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거나 로 규정하는 지성적

시선을 갖춘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반복 에 불과한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치료 인 데포르마시옹 변용 을 행하는 미학적 주체로 판단할 수 있

다 즉 오감도 연작을 통한 이상의 예술적 주체는 내꿈을지배하는자는 현실적인

내 가 아니며 악수할수조차업는두사람을봉쇄한거대한죄 로 제시되는 극형 오감도

시제 호 과도 같은 모더니티의 세계를 부정하고 신비한 유계 오감도

시제 호 로 대변되는 미학적 사유를 향하는 나비 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보았을 때 오감도 의 제목이 상징하는 세계를 조감하는 까마귀 의 시선이란 바

로 이러한 미학적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오감도 의 시 제목처럼 이상에게 있어서 까마귀 와 무서운 아이 혹은 나비 로

대변되는 미학적 주체의 시선은 무가치한 모더니티에 대한 부정과 극복으로 대변되는

치열한 예술가적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의 시 전체에 일관되어 있는 무서운 아이

들 을 구성해낼 수 있는 기술 혹은 미학적인 사유의 차원은 최재서 그리고 구인회

의 박태원과 김기림 등의 증언처럼 단순한 손작난 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상에게

의 근원적인 고향은 향유라는 사실을 매순간 회상하면서 언제든 현실적 인용자 주 시간을 정지시키
는 것이다 아감벤은 메시아적 도래라고 할만한 진정한 혁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
한 시간이며 벤야민이 말했듯이 그러한 혁명은 항상 시간의 정지이자 연대기의 중지로 체험되 는 것이
라고 언급한다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책임의사 라는 구절은 오감도 시제 호 에 등장하

는 구절이다 오감도 시제 호 는 건축무한육면각체 의 진단 을 반대로 뒤집어진 형태
로 발표한 것이다 이 시속에서 제시된 무한한 숫자와 점의 반복은 말하자면 와 으로 파악되
는 세계의 본질적 형상이다 이러한 무가치함 과 유의미함 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대해 이상은 스스
로를 이상 책임의사 이상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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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반복적 강박이나 난해함으로 대변되는 기호론적 언어의 놀이는 예술가적 산책

자의 이상이 느끼고 인식하고 사유하는 모더니티 의 문제를 충격 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종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성좌로서 구성해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상이 바라보고 있는 모더니티의 세계이자 판타스마고리아로서의 천국 이

란 이상이 가외가전 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있는것들은모두가그방대한방을쓸어생

긴답답한쓰레기 인 것과 같다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한 것들의 증식으로서의 모더

니티의 천국 번식한고거즛천사들이하늘을가 린다는 이미지처럼 무의미성 에 덮혀

버린 세계 전체와 맞서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가 이들의 기교 가 보여주는 핵심이

다 벤야민에게 있어서의 보들레르 그리고 이른바 모더니즘으로 언급되었던 구인회

문학의 중심 인 것 혹은 김기림과 박태원 정지용 그리고 이상이 보여주었던 예술가적

산책자의 근원에는 세계를 양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변형 데포르마시옹 하고

자 하는 미학적 욕망이 가장 본질적으로 놓여있다

요컨대 현실을 초극하고 넘어설 수 있는 미학적 재현이자 알레고리 이것이 이상과

구인회 가 지닌 예술적 사유의 근원이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성과 근대적 규율

로서의 시계를 통해 표상되는 시간의 무의미함 그리고 화려하고 거대한 백화점과 거리

의 풍경이 지배하는 공간들의 무가치함 그 속에서 아무런 의심없이 존재하는 평균적

인 군중들로 대변되는 모더니티의 층위란 이상과 구인회 의 예술가들에게 낡고 무의

미한 영원반복의 폐허에 불과하다 즉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로서의 모더니티를 충격

적으로 드러내며 또한 그것을 넘어설 잠재적인 가능성의 미학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

이야 말로 이상을 통해 확인되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사유체계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폐허로서의 모더니티를 초극할 정신적 운동으로서의 미학적 기교 가 이상과

구인회 가 목표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층위였다는 점은 년대 모더니즘을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이다 이들이 구성한 텍스트의 수없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복잡한 변용들

속에는 항상 근대를 초극하려는 미학적 세계관의 항상 중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멜랑콜리의 양가성으로 나타난 모더니티의 이면과 지성의 층위

지금까지 본고는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 과 이상의 일문시와 오감도 시제

호 에 대한 해석적 관점을 바탕으로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

의 의미를 검토했다 이상과 김기림의 텍스트를 통해 본고가 유의미하게 접근했던 지점

은 이들의 텍스트가 단순히 근대적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논리만을 보여주었던 것이

구인회 동인지에 실린 이상의 가외가전 에 대한 해석적 층위에 대해서는 본고의 장을 참조할
것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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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근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나운 태양의 풍속 과 까마귀 아이 나비 의 미학적

알레고리를 추구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도시 모더니티의 풍경을 파국적 알레고리로서

사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로부터 기원해 있다 할 것이다

본절은 도시 모더니티를 중심으로 다루는 정지용의 초기 시들을 토대로 예술가적 산

책자의 미학적 세계관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

시 모더니티의 문제를 텍스트의 중심적 소재로 삼았다는 점이 명확한 김기림과 이상의

작품들에 비해 초기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시텍스트부터 중기의 종교시 그리고 후기

의 자연시로 언급되어 왔던 정지용의 작품들은 그 소재적 차원에서 김기림이나 이상보

다 훨씬 더 넓은 진폭을 가진다 이러한 정지용 텍스트의 소재적 폭넓음과 다양함 때문

에 정지용의 텍스트를 구인회 라는 하나의 공통된 범주로 묶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도 구인회 에서 좌장 격이었던 이태준과 정지용의 위치는 실제로도 설립

당시 김기림을 추천한 사람이 정지용이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기림과 이

상에 비해 손위의 배분이었던 정지용의 문단적 위상은 당대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었다

는 점 그리고 년대에 문단활동을 시작했던 김기림과 이상 박태원에 비해 정지용이

년대 중반부터 문학활동을 시작하고 일찍부터 시인으로 명성을 날렸다는 점 등은 정

지용을 구인회 라는 틀로서 김기림과 이상과 함께 논의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

다

그러나 문단적 위상의 차이에 불구하고 당대에 김기림과 이상에게 정지용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미학을 우선적으로 보여준 동류적인 문인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상이 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에서도 정지용은

이놈 네까진놈이뭘 아느냐 라든가 성을내면 여 어디 뎀벼봐라 쯤 할줄아

는 대담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즉 이상이 첫 국문시가 정

지용의 추천으로 카톨릭 청년 에 발표되었다는 점 그리고 김기림이 그를 최초의

모더니스트 로 평가 하고 이상 역시 정지용의 말 을 자신의 애송시로 꼽았던

조용만 구인회 이야기 년대 문화예술인들 격동기의 문화계 비사 앞의 책 면
박귀송 새것을 찾는 김기림 신인문학 김학동 김기림 평전 앞의 책 면 당시
조용만의 회고에 따른다면 구인회 의 좌장을 상허 이태준이 맡았으며 정지용이 부회장 격의 역할을
맡았다고 되어 있다 지용도 기림을 시인으로 한목 놓았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구인회 구성당시 김
기림을 회원으로 추천한 것이 정지용임이 확인된다 실제로 김기림의 회고에 따르면 문단에서 정지용과
김기림의 친분관계는 널리 알려진 듯 한데 김기림의 회고에 따르면 구인회를 설립할 당시에 정지용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 친분을 형성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상 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청색지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권영민편 이상전집 면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이상 나의 애송시 중앙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지용의
유리창 또 지용의 말 중간 검정콩푸렁콩을 주마 는 대문이 저에게는 한량없이 매력있는 발

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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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실들은 정지용이 김기림과 이상과 더불어 구인회 를 통해 친밀하게 교류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의 이러한 교류는 정지용의 텍스트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던

언어적 감각의 신선함과 새로움이 어떻게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

책자의 개념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지용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의 차원을 넘어선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

을 통해 그들이 공유했던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의 동질성 을 규명했을 때 유선애

상 으로 대변되는 정지용 시텍스트의 추상성 문제가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고가 박태원과 김기림과 이상을 통해 구인회 의 동질적인 미학적 사유를 데

포르마시옹 변용 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논의했을 때 구인회 를 통해 추구되었

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의 층위와도 깊숙한 관련성을 지

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본절은 정지용 시의 언어 의 층위 즉 그의 도시 모더니티에

제시된 미학적 주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는 도시 모더니티를 사유

하고 관찰하는 예술가적 주체의 문제이며 동시에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태도 즉 김기림의 언급처럼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으로 시대를 인식하고 사유하는

지성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정지용 연구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은 바로

정지용시의 언어적 감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

이 정지용의 시적 감각의 층위는 조선문단에 있어서 새롭고 신선한 언어적 층위를 불

러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정지용의 감각 은 사물의 감각적 향수라는 기본적

태도를 예술작품이라는 형식으로 변용시키 며 그 새로운 미학적 태도를 통해 조선

문단에 근대적인 인식과 미학체계를 보여준 최초의 모더니스트 로 규정되었다

실질적으로 정지용 시의 천재 적인 언어적 감각과 최초의 모더니스트 라는 호평 아래

텍스트에 대한 많은 분석들은 그의 시가 지닌 언어적 감각의 우수성만을 지적하는 데

김기림 시와 현실 시인으로서의 현실에 적극관심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면 참조 예컨대 김신정은 정지용 시의 감

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년 한국 시단에 등장하는 정지용도 근대문학 초기의 시
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사물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느
낄 줄 아는 개인의 감수성에 대한 긍지 다른 사람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창조적 개체로서의 자율적 능
력에 스스로 몰입해 있는 모습은 근대문학 초기의 시인들에 연이어 정지용의 시에서도 뚜렷한 특징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근대문학 초기의 시인들 특히 년대 초반 시인들과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정
지용을 그들과 구별하게 하는 뚜렷한 특징은 정지용의 감각이 개인적 충동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그치
고 있거나 또는 인간 개인의 감각적 정서적 능력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용의 감각은 이와 같은 감각적
감정적 충동의 분출이라는 차원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인이 세계를 느끼는 고유한 방법
그리고 충동을 제어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빚어내고 작품을 형성하는 조정과 질서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시에서 감각은 사물의 감각적 향수라는 기본적 태도를 예술작품이라는 형식으로
변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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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선애상 에 대한 해석적 논의점이

문제시되었던 거처럼 그의 텍스트가 해석적인 논쟁을 발생시킬 정도로 다양하고 추상

적인 의미맥락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인회 의 동인지인 시와

소설 에 발표된 유선애상 의 추상성에 대한 해석들은 그의 언어적 복합성과 미학

적 깊이의 문제가 정지용 시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현대적 인 언어적 감각의 층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

가 즉 정지용 시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언어적 감각이 지니는 당대적 맥락과 더불어

이를 가능케하는 미학적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본절에서 정지용

을 분석하면서 중점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른바 천재적 인 감각으로 인해 조

선시의 새로운 지평을 작품의 우수성 그 자체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언

어 와 감각 의 주체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론적 층위이며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

해 드러날 미학적이고 지성적인 사유의 양상이다 즉 김기림과 이상이 정지용을 선배

로서 예우했던 것은 이들의 사실적 교유관계일 뿐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구인회 의 활동을 통해 동질적인 미학적 세계관을 공유했다는 점은 그간의 정지용 연

구에서 크게 주목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본절은 우선 당대에 정지용에 대한 김기림의 평가들을 통해 이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서로의 미학적인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지용 초기시에 제시된 예술

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는 정지용 시의 핵심적 특징인 감

각 과 언어를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예술가적 주체의 표상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

에 있다 흔히 바다 나 말 연작에서 보여지는 정지용 시의 감각은 단순히 대상을

특이하게 묘사하는 기교의 차원이 그 중심에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기림은 정지용의

시를 근대문명으로부터 쫏겨난 영혼의 고향을 잃은 근대인의 영구한 고독 이며 근

대적 애수의 가장 리얼한 숨결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천재적인 언어사용과

감각으로 평가되었던 지용의 시에 대한 김기림의 판단을 살펴보고 정지용의 문학이 지

닌 당대적 위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기회 있을 적마다 센티멘탈리즘 에 대하야 항쟁하려 했고 나 자신 속에서도 때때로 머

리를 추어들려고하는 센티멘탈리즘 을 청산하는 데 필사의 노력을 바쳐 왔다 센티멘탈리

즘 은 예술을 부정하는 한개의 허무다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
의 책 면 신범순은 정지용의 시들에서 감각이라는 것은 따라서 그 이전의 문학에서 문제되었
던 과도한 감정을 단순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정지용의 감각 층위가 근대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헤메이는 데카당스한 영혼에 기반해 있음을 지적한다 신범순에 따르면 정지용
의 시들의 감각이 드러내는 것은 데카당스의 전형적인 특징인 근대적 멜랑콜리 상실감 소외감과 함
께 표현하기 어려운 사고 및 모호하고 형태의 윤곽선을 찾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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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제작과정에 있어서는 센티멘탈리즘 은 예술적 형상의 작용을 방해하고 시의 내용으로

서 즉 한개의 사회적 모랄 로 나타날 때는 단순한 치정 어리석은 감정 인용자 주 의

옹호에 그치고 만다

시인 박용철씨는 시론으로 센티멘탈리즘 을 주장하였는데 그점에 있어서 씨는 나와는 대척

점에 서고 있다

오늘의 시인은 모두 과거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그 태반과 함께 차버리고 낡은 시대의 치명

적인 침묵을 깨트리는 반역자라야 할것이다 예술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반역은 한 개의 생명이며

힘이며 발전이며 창조며 아니 예술 자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의 동료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노예적 병종의 미덕이 아니다 차라리 일견 무모한 모험과 실험의 미덕에 대해

서다 그러면 우리들 속에서는 아무데서도 그러한 실험적인 정신이 움직이지 않았던가 아니

다 움직였다 그러한 무모 한 역자 반역자 인용자 주 들의 난폭한 공음 을 우리는

이 소란한 무질서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다

정 지 용

첫째로 조선 신시사상에 새로운 시기를 그으려고 하는 어린 반역자들의 유일한 선구자인 시인

정지용씨의 뚜렷한 발자취가 그것이다 그렇게 다변한 비평가들도 씨가 가진 가치와 신시사상의

위치를 가장 정당하게 인식하고 지정해놓았다는 말을 과문한 나는 들은 일이 없다 일찍이 잡지

신동아 년 월호 에 양주동 씨가 한 정지용씨의 빛나는 진가가 당연히 가져야 할 명

예라고 나는 생각한다 벌써 년대의 후반기부터 그는 전연 빛다른 시풍을 가지고 잡지 조선

지광 계간 시문학 등을 무대로 초창기를 겨우 벗어난 조선시단에 고만한 이단자의 소리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몇해 동안 그의 시는 도무지 얻어 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년에

와서 잡지 카톨릭 청년 의 창간과 함께 다시 그 지상에서 그 완미에 가까운 주옥같은 시편을

발표하고 조선의 어린 시단에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은 년 우리 시단의 큰 수확이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시 속에 현대의 호흡과 맥박 을 불어넣은 최초의 시인이었다 일시 시단을

풍미하던 상징주의의 몽롱한 음악 속에서 시를 건저낸 것은 크다

김기림이 정지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년의 시단의 회고 에서 주목

되는 부분은 글이 발표된 년이 구인회 의 결성을 도모되던 시기라는 점에 있다 물

론 당시에 대한 정지용이 김기림을 추천해서 구인회에 가입했다는 조용만의 회고에 따

른다면 이는 단순한 사적 교류를 증명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구인회 를 결성할 시기 김기림과 정지용의 구인회 를 거

친 교류가 어떠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있다

양주동 년 시단연평 신동아 면 양주동은 이 글에서 정지용을 현시단의 경
이적 존재 로 평가하면서 정지용의 시 그 어느 것이던 한 세계 한 감각 한 수법
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양주동은 정지용의 시가 조선문학의 정점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시단의
작품으로써 불어나 영어로 번역하야 저들의 초현실주의적 예술경향 그 귀족적 수준에 병가 나란
히 함 인용자 주 하랴면 이 시인을 제하고는 달리 없을 듯 하다 고 언급했다
김기림 년 시단의 회고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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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바는 김기림이 조선의 어린 시단 으로 제시하는 당

대의 문단적 상황일 것이다 본고의 장과 장에서 살펴보았듯 김기림이 센티멘탈리

즘 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새로운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층위를 강조했던 당

대적 맥락이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에 있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이러

한 김기림의 입장을 토대로 본다면 그가 강조하는 년대에 새로운 조선문학을 창출할

오늘의 시인은 모든 과거의 전통적 분위기를 그 태반과 함께 차버리고 낡은 시대의

치명적인 침묵을 깨트리는 반역자라야 할 것 이라는 언급은 중요한 맥락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이 글이 특히 구인회 의 결성시기와 맞물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김기림이 글

을 통해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 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림은 이글에서 예술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반역은

한 개의 생명이며 힘이며 발전이며 창조며 아니 예술 자체 를 가능케 할 어린 조선문

단 의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언급에 따른다면 년대적인 낭만주의인

과거의 시에 대한 노예적 맹종의 미덕 이 아닌 일견 무모한 모험과 실험 의 미덕을 갖

춘 무모 한 역도들의 난폭한 공음 발걸음 인용자 주 을 보여줄 가장 앞선

선두가 바로 정지용 인 것이다 즉 조선 신시사상에 새로운 시기를 그으려고 하는 어

린 반역자들의 유일한 선구자 로 제시되는 정지용의 시들은 당대적 조선문단의 지평과

전혀 다른 위치로서 김기림에게 파악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논점을 가진다

이렇듯 년대의 후반기부터 그는 전연 빛다른 시풍을 가지고 초창기를 겨우 벗

어난 조선시단에 고만한 이단자의 소리를 보 낼 수 있었던 정지용의 문학적 가치는

구인회 의 김기림과 이상 등이 왜 정지용을 선배이자 자신들의 교만한 예술가적 태도

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로서 인식했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 정지용은 실로 우리

시 속에 현대의 호흡과 맥박 을 불어넣은 최초의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적 인 호흡과 맥박의 의미를 김기림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래파나 초현실파의 그림에는 시간적 동존성이 의식적으로 기도되었으며 사상파의 시

속에는 어떻게 의식적으로 가시성이 존중되었는가 이곳에 현대의 모든 예술의 장르 와 장

르 의 혼선이 숨어있다 그래서 시인이면 시인 음악가라면 음악가들의 추구하는 목표 속에는

포에시 라는 하는 것에 대한 단일적인 공통의 요구가 그 저류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시

의 이러한 근본적 요구를 우리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파악한 것은 이 시인 정지용 인용자 주

이었다 어떤 평가 들은 그의 시의 감각성을 지시하여 실로 영광스럽게도 필자까지를 넣어

서 다소 경멸의 뜻을 포함하여 신감각가파라고 명령한 일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감각이라는 이

말을 관능적인 말초신경적인 의미로 쓰지 않고 가장 야성적이고 원시적이고 직관적인 감성을 가

리키며 쓴 것이라면 이 말은 타당할른지도 모른다

그는 실로 그러한 특이한 감성의 창문을 열어서 현대의 심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적 정신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고전적 정신을 민감하게 맞아들여서 그것에 상당히 독창적인 형상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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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는 무엇보다도 우선 언어를 재료로 하고 성립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의 유

일한 매개인 이 언어에 대하여 주의한 최초의 시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말의 각개의 단어가 가지

고 있는 무게와 감촉과 광 과 음 과 형 과 음 에 대하여 그처럼 적확한 식별을 가지고

구사하는 시인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특이한 결합에 의하여 언

어의 향기를 빚어내는 우수한 수완을 씨는 가지고 있다

김기림이 정지용을 가리켜 현대문명 그 속에서 그 주위와 자아의 내부를 향하여 특

이하고 세련된 시안 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김기림이 정지용을 가리켜 현대의 호흡과 맥박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의 시가

뛰어나고 새로운 언어적 미학을 도입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김기림이 설명하는 정지용 시의 미학적 가치는 현대의 모든 예술의

장르적 혼선 즉 포에시 적인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추구하는 조선문단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년 시단의 회고 에서 김기림의 포에시 에 대한 언급은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던 김기림의 포에시와 모더니티 에서 제시된 꿈의 리얼리

티 와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층위가 위 글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

문이다 즉 김기림은 구인회 를 통해 새롭게 건설하고자 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기

치로 내새웠던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주체로 정지

용을 내세운다 이는 그가 전체시론을 기획하면서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이

라는 목표에 구인회 와 정지용이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현대적 인 새로운 조선문학의 건설이라는 김기림의 미학적 목표

는 그 자신의 언급처럼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동존성도 비약도 가능한 비상성의 표현

인 프리미티브 한 직관적인 감상성 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김기림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정지용은 이러한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현대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예술가라는 점에서 그에게 선배 인 셈이다 세간의 다른 평자에 의해

다소 경멸의 뜻을 포함하여 신감각파 로 불리운 구인회 의 텍스트는 가장 야성적이

고 원시적이고 직관적인 감성 을 통해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문학을 구축할 수 있는 새

로운 미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따라서 정지용과 김기림이 공유하고 있는 미학적 사유의 동질성은 구인회 의 데포르

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방법론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김기림이

언급한 대로 정지용에게서 나타나는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층위는 현대의

심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적 정신 인 언어의 구성과 사용 의 층위와 관계되어 있다

김기림의 지적정신 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은 무

위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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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한 감성의 분출이 아닌 언어를 재료로 하고 성립되는 지적 방법론에 속한 것이

다 즉 김기림이 정지용과 추구하려 했던 구인회 문학의 현대적 성격 은 말하자면

각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와 감촉과 빛과 그림자와 형태와 소리 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미학적인 사유의 공통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김기림이 정지용의 작품들을 단어

와 단어의 특이한 결합을 통해 빚어지는 언어의 향기 를 지닌다고 상찬하는 것은 결과

적으로 최초의 모더니스트 로서 정지용의 선두에 서있는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

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미학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내릴 수 있는 평가인 셈이다

년 시단의 회고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기림의 정지용에 대한 평가와 언

급의 핵심에는 이들이 구인회 라는 문학단체를 통해 어떠한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가 그 저번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의 말처럼 정지

용의 시학은 김억으로 대변되는 년대 시들과 달리 새롭고 자연스러운 내적 리듬 과

한 단어와 단어에 극한적으로 응축된 정수 아주 깨끗하고 순수함 인용자 주

의 언어를 바탕으로 한다 즉 정지용을 필두로 김기림과 이상이 동시적으로 추구했

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를 토대로 한 새로운 조선

문학의 가능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김기림이 꾸준히 정지용의 문학사적 위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초의 모더니스트 로 규정하는 것은 역시 이러한 미학적 사유와 세

계관의 유사성에 의해 가능한 평가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김기림과 이상에게 정지용이란 존재는 자신들의 미학적 세계관과 새로

운 조선문학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선배 이자 동지였던 셈이다

이러한 김기림의 정지용에 대한 미학적 동류의식은 그의 기상도 와 거의 비슷

한 시기에 발표된 정지용 시집 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고상한 교양과 세련된 감성을 표시하는 검정 넥타이 를 단정하게 매고 우단이 아니

라 밤빛의 라사 망토 로써 그 불결한 주위로부터 자신을 가리려는 듯이 몸을 두른 한 사람의

시인이 저 센티멘탈 로멘시티즘 의 잡초와 관목이 우거진 년대의 저물음의 조선시단

이라는 황무지를 건너가는 모양을 상상만 해 보아도 우린 유쾌하다 검정빛 넥타이 는 얼굴의

유리빛 명랑과는 딴판으로 당나귀처럼 처량한 그의 마음의 상장이라 갈매기 귀로 그런

까닭에 시인 지용의 출발은 실로 이렇게도 중세기의 기사단처럼 고독하고도 화사했던 것이다 그

러나 그는 결코 탱크 를 타고 그 황무지를 침략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장갑자동차는 커녕 자

동자전거조차 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의 물제비처럼 단아한 감성에 너무 거칠었던 것이다 그

는 신라 다락같은 말을 몰아서 주위의 뭇 황량에 경멸에 찬 시선을 던지면서 새로운 시의 지평

선으로 향하여 황야를 돌진했던 것이다 말 말 년까지도 사람들의 무딘 귀는 그들에게

익숙치 않는 이 말발굽 소리를 깨닫지는 못하였다 하나 어느새 그가 달려가는 길의 좌우에는 또

는 전후에는 마치 그 발자취에 놀래서 깨어난 것처럼 몇낱의 새로운 시의 병아리들이 황망히 날

기 시작했다 이 불발한 기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제 그가 지나온 귀중한 발자취

를 한권의 시집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바라볼 수거 있다는 것은 실로 우리들에게 행복이 한가지

위의 글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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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할 일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늦게야 나왔음에 야속함을

느낄 지경이다 사람들은 이 단려한 장정속에 쌓인 아름다운 시집에 의해서 낡은 시와 새로운 시

라느니보다도 시아닌 것과 참말 시의 경계를 다시한번 뚜렷하게 분별할 것이다

김기림의 정지용 시집 에 대한 평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지용의 시적 자질의 특

징인 고상한 교양과 세련된 감성 의 측면일 것이다 김기림의 평에 따른다면 정지용의

시적 특징은 고상한 교양과 세련된 감성의 검정넥타이를 맨 댄디한 시인의 모습으로

부터 기원해 있다 밤빛의 라사 망토 로써 그 불결한 주위로부터 자신을 가리려는

듯 한 이 시인의 모습은 그들이 구인회 를 통해 공유했던 예술가적인 주체를 암시적

으로 드러낸다 즉 이 언급은 불결한 주변 으로 상징되는 현실 혹은 도시 모더니티의

풍경과 거리를 두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위 글에서 김기림은 년 시단의 회고 에서 강조했던 정지용 시의 현대적 면모

가 년까지도 사람들의 무딘 귀는 그들에게 익숙치 않는 이 말발굽 소리를 깨닫지

는 못하였다 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정지용의 시에서 총체적으로 제

시되는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댄디한 예술가 의 면모가 저 센티멘탈 로멘시티

즘 의 잡초와 관목이 우거진 년대의 저물음의 조선시단이라는 황무지 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미학적 주체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정지용의 미학적

면모를 중세기의 기사단처럼 고독하고 화사했던 것 이라고 비유한다는 점은 이를 뒷

받침한다

김기림에 따른다면 정지용의 물제비처럼 단아한 감성 은 그 독특한 멜랑콜리적 감각

에 의해서만 평가되기 어렵다 그것은 그는 신라 다락같은 말을 몰아서 주위의 뭇 황

량에 경멸에 찬 시선을 던지면서 새로운 시의 지평선으로 향하여 황야를 돌진 하는 미

학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정지용의 이러한 미학적 추구와 목표란 단순히 그 개인적인

것만이 아닌 김기림 자신과 이상 등의 구인회 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의 병아리들이

황망히 날기 시작 할 수 있는 동질적인 미학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기에 가치가 있

다 정지용의 이러한 미학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김기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불발한 기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구인회 에서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교류를 통해 정지용의 미학적 목표와 의미를 공

유할 수 있었던 김기림은 정지용 시집 의 핵심적인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이 단려한 장정속에 쌓인 아름다운 시집에 의해서 낡은 시와 새로운 시라느

니보다도 시아닌 것과 참말 시의 경계를 다시한번 뚜렷하게 분별할 것이다 김기림의

언급에 따른다면 정지용의 시적 태도는 낡은 시와 새로운시 즉 년대와 년대를 단

순히 구별하는 차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시 즉 새로운 조선문학을

건설할 수 있는 가치와 의의를 담지하는 작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요컨

대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를 담지하는 참된 진정한

김기림 정지용 시집을 읽고 조광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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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의 시이자 현대적인 지성을 담지하는 것이 바로 정지용의 텍스트인 셈이다

당대에 이루어진 김기림의 정지용에 대한 평가는 고상한 교양과 세련된 감성 을 통해

불결한 주위 를 거부하려는 정지용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미학의

측면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김기림의

언급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본다면 정지용 시의 그의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수성 을

통해 도시의 이면과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우수한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시에 해당한

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는 도시의 풍경과 세계를 파국 과 지옥의 풍경으로 알레고리화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며 도시 세계 모더니티의 풍경

을 영원히 반복되는 지옥 으로서 사유하고 그것을 새롭게 데포르마시옹 변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김기림이 정지용을 최초의 모더니스트로 언급하면서 정지용은 거진 천재적 민

감으로 말의 주로 음의 가치와 이미지 청신하고 원시적인 시각적 이미지 를 발

견하였고 문명의 새 아들의 명랑한 감성을 처음으로 우리 시에 이끌어 들였다 는

점을 강조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이다 이질적인 존재로서 도시를 사

유하는 이미그란트 이방인 인 예술가적 산책자는 도시와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것을 사유하는 지성적으로 성찰하는 존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정지용의 텍스트의

심층에 접근할 때 유의미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천재적인 감각적 언어구성을

가능케 하는 예술가적 주체 혹은 그러한 주체가 구성하고자 하는 기교로서의 알레고리

적 이미지 층위에 있다

안으로 열 하고 겉으로 서늘옵기란 일종의 생리를 압복시키는 노릇이이게 심히 어렵다 그러

나 시의 위의 는 겉으로 서늘하옵기를 바라서 마지 않는다

슬픔과 눈물을 그들의 심리학적인 화학적인 부면 이외의 전면적인 것을 마침내 시에서 수용하

도록 차배 되었으므로 따라서 폐단도 많어 왔다 시는 소설보더 선읍벽 이 있다 시

가 솔선하여 울어버리면 독자는 서서히 눈물을 저작할 여유를 갖지 못할지니 남을 울려야 할 경

우에 자기가 먼저 대곡 하야 실소를 폭발시키는 것은 소인극에서만 본 것이 아니다 남을

슬프기 그지 없는 정황으로 유도함에는 자기의 감격을 먼저 신중히 이동시킬 것이다

감각벽이 시인의 미명 이 아니고 말았다 이 비정기적 육체적 지진 때문에 예지의 수원이

붕괴되는 수가 많았다

정렬이란 상양 하기보담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관료가 지위에 자만하듯 시인은 빈핍하

니까 정열을 유일의 것으로 자랑하던 나머지에 택없이 침울하지 않으면 슬프고 울지 않으면 히

스테리칼하다 아무것도 갓지 못하였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다시 청빈의 운용이야말로 지중한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하물며 열광적 변설조 차라리 문사적 지상 폭동에 이르러서는 배열과 수사가 심히 황당

하여 가두행진을 격려하기에도 채용할 수 없다

정렬 감격 비애 그러한 것 우리의 너무도 내부적인 것이 그들 자체로는 하등의 기구를 갖추지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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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무형 한 업화적 괴체 일 것이다 제어와 반성을 지나 표현과 제작에 이르

러 비로소 조화와 질서를 얻을뿐이겠으니 슬픈 어머니가 기쁜 아기를 탄생한다

표현 기구 이후의 시는 벌서 정렬도 비애도 아니고 말았다 일개 작품이여 완성이요 예술일

뿐이다 일찍이 정열과 비애가 시의 원형이 아니었던 것은 다만 시의 일개 동인 이었던 이

유로 추모를 강요하기엔 독자는 직접 작품에 저촉한다 근대시가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 서

늘옵기는 실상 위의의 문제에 그칠 뿐이 아니니라

정지용이 년 월 문장 지에 발표했던 시의 위의 는 정지용이 추구하는 근

대시 즉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문학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김기림이 지적했던 대로 청신하고 원시적인 시각적 이

미지 를 발견하였고 문명의 새 아들의 명랑한 감성 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가 제시하는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시란 안으로

는 열하고 겉으로는 서늘한 위의 위엄과 거동 인용자 주 를 갖춘 것이라는 점

에 핵심에 있다

정지용의 근대시의 위의를 강조하기에 앞서 우선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선읍벽

먼저우는 버릇 인용자 주 의 문제이다 정지용에 따르면 현대시에 미치지 못하는

전근대적 시란 심리적 인 슬픔과 눈물이 차배 각각 구별하여 다룸 인용자

주 되어온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근대적 시는 결과적으로 시가 솔선하여 울어버

리 는 그러한 감상벽의 차원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정지용이 남을 슬프기 그지 없는

정황으로 유도함에는 자기의 감격을 신중히 이동시킬 것 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일차원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지성적 사유에 의해서 통제

되고 제작 되는 시가 비로소 현대적인 시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정지용이 지적하는 두 가지의 비현대적인 시의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감상 에 가

득 차 있는 시들에 해당한다 그가 부정하는 현대적이지 못한 시의 두 번째는 바로 열

광적 변설조에 속하며 배열과 수사가 심히 황당해서 가두행진을 격려하기에도 부족한

문자적 지상 폭동 이 되지 못하는 시이다 이러한 정지용의 비판적 태도는 년대

의 문단적 상황을 통해 볼 때 김기림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는 감상벽의 시들과 카프

계열의 시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의 장과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박태원과 이상 김기림에게 기교 의 층위는

바로 이러한 지성적인 요소를 배제하고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즉 이 두 가지의 현대적이지 못한 시인 감상벽 의 시와 가두선전물 같은 시는 그 자체

의 목적성의 층위 때문이 아니라 지성적인 표현과 기교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

받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요컨대 위 두 가지의 층위의 시에 대한 비판의 중요한 맥락은

단순히 자신의 문학적이고 문단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태도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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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분출하는 절제 되지 못한 시이기 때문에 현대적 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정지용이 구인회 의 좌장으로서 김기림 이상등과 공유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창출 이라는 목표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맥락을 가진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렬 감격 비애 그러한 우리의 너무도 내부적인 것들이 그들 자체

로서는 하등의 기구를 갖추지 못한 무형한 업화적 귀체 라는 그의 평가는 정지용의 시

가 지향했던 핵심적인 가치를 상기시킬 수 있다 그것은 정렬을 상양 칭찬하여

높임 인용자 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과 반성을 지나 표현과 제작에 이르러 비로소

조화화 질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지용이 강조하고 하는 현대적 인 시의 존

재란 기교 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어되며 표현 에 이를 때 비로소 위의를 갖출 수 있

게 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것이 바로 슬픈 어머니가 기쁜 아기 를 탄생시키는 것

으로 언급되는 안으로는 열하고 겉으로 서늘한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시의 유일한 길

이다

정지용이 시의 위의 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성적인 현대시의 핵심적 가치는 표현

과 제작 즉 기교의 층위로서 살펴보았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

책자가의 미학적 방법론과 동질적인 인식적 층위를 보인다 구인회 구성원들에게 기

교 의 층위는 단순히 문학적 테크닉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

지용이 지성적 정신에 의한 제어 와 표현 과 제작 을 강조하는 것은 구인회 구성원

들의 인식과 동궤적 맥락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

리적 이미지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 작가의 미학적 세계관과 사유의 문제를 직접적으

로 겨냥한다 정지용이 생각하는 시인의 정신 즉 예술가로서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

의 문제는 그가 시의 위의 조금 전에 발표했던 시와 표현 에서 문제시 된다

시인은 구극에서 언어문자가 그다지 대수롭지 않다 시는 언어의 구성이기보다 더 정신적인 것

의 열렬한 정황 혹은 왕일 한 상태 혹은 황홀한 사기임으로 시인은 항상 정신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을 조준한다 언어와 종장 은 정신적인 것까지의 일보 뒤에서 세심할 뿐이다 표

현의 기술적인 것은 차라리 시인의 타고난 재간 혹은 평생 숙련한 완법 의 부지중의 소득이

다 시인은 정신적인 것에 신적 광인처럼 일생을 두고 가엾이도 열렬하였다 그들은 대개 하등의

프로페슈날에 속하지 않고 말았다 시도 시인의 전문이 아니고 말았다 감성을 지성으로 의력

을 체질로 교양으로 지식으로 나중에는 그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한가지에도 기울리지 않는

통히 하나˙ ˙ ˙ ˙ 로 시에 대진하는 시인은 우수하다

진부한것이란 구족 한 도구에서도 매력이 결핍된 것이다 숙련에서 자만하는 시인은 마침내

맨너리스트로 가사제작에 전환하는 꼴을 흔히 보게된다 시의 혈로는 항시 저신 의 타개가

있을 뿐이다

정지용이 시인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제시했던 정정한 거송 과 한마리 맹금처럼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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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고 고만하라 라는 문구로 마무리되는 시의 옹호 의 중요한 요점은 그가 절제

와 제어 를 통한 통제 와 표현 으로서의 기교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글은 정지용이 시의 위의 에서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시의 층위로

제시했던 기교의 핵심적 맥락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문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주

목된다

인용한 부분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시되듯이 정지용에게 지성적인 현대의 시인이 구

극에서 언어문자가 그다지 대수롭지 않 게 여길 수 있는 존재이다 정지용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시는 언어의 구성이기보다 더 정신적인 것의 열렬한 정황 혹은

왕일 성하여 넘침 인용자 주 한 상태 혹은 황홀한 사기임으로 시인은 항상 정신

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을 조준한다 즉 정지용이 생각하는 지성적인 현대시의 위의

를 위한 언어의 구성과 이미지의 참신함이란 시적 기교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로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것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정신성 과 작가의 미학

적 세계관과 사유의 층위에 기반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그렇기에 정지용은 표현의 기술적인 것은 차라리 시인의 타고난 재간 혹은 평생 숙

련한 완법 수완 솜씨 인용자 주 의 부지중의 소득 이라고 주장하면서 언어와

종장 글잘짓는 사람 인용자 주 은 정신적인 것까지의 일보 뒤에서 세심할 뿐이

다 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성 이라는 용어로 제시되는 작가의 미학적 사유

와 세계관의 층위가 반영되지 못하는 글은 말하자면 하등의 프로페셔널 한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 언어적 기교와 미학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작가의 정신성에

대한 추구는 그의 말처럼 감성을 지성으로 의력 을 체질로 교양으로 지식으로 나

중에는 그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한가지에도 기울리지 않는 통히 하나˙ ˙ ˙ ˙ 로 시에 대진하는

시인 이 현대적인 시인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정지용이 강조하는 것처럼 현대적이지 못한 시 즉 진부한 것이란 구족 빠짐없

이 골고루 갖춰짐 인용자 주 한 도구에서도 매력이 결핍된 것 과 유사하다 예술가로

서 기교에 함몰되어 정신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를 추구하지 않는 기교만 가득한 작품은

그의 언급처럼 그저 메너리즘 에 빠진 하등한 작품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시의 혈

로는 항시 저신 의 타개가 있을 뿐 이라는 지적은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자신의

미학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관에 대한 추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드

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시와 언어 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시와 언어의 신비

는 필연으로 언어를 잡지 않고서는 표현 제작에 이를 수 없 는 것이다 즉 시의 심도

가 자연 인간생활사상에 뿌리를 깊이 서림을 따라서 다시 시에 긴밀히 혈육화되지 않

는 언어 란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시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정지용

은 시의 언어와 정신히 긴밀히 혈육화되어 그 작가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을 드러낼

수 있는 시야 말로 지성적인 현대적 시의 위의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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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정지용이 문장 지에 발표했던 일련의 시에 대한 견해들은 일견 단순히 시

의 정신성에 대한 강조처럼 보이는 글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지용이 자신의 시와

언어 그리고 정신성에 대한 층위를 현대적인 시의 위의의 층위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정지용의 이러한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을 토대로 본다면 왜 김기림이 정지

용을 최초의 모더니스트 로 상찬하면서 그의 시가 현대적인 가치 를 지향했다는 점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이상이 교만한 예술가 인 선배이자 동류적 문인으로 그를 대했는

지가 확인된다 이러한 미학적이고 정신적이 사유의 동질성을 토대로 그들이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주체를 추구햇다는 것은 구인회 의 미학적 성격을 이

해할 때 유의미한 맥락을 지닌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제시하는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통해서

정지용의 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김기림이 정지용의 시를 가리

켜 현대적인 호흡과 맥박을 우리시에 최초로 불어 넣었다 는 평가의 맥락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즉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주체의 존재는 정지용의 초기

시에 있어서 일종의 일관되어 있는 주체로서 확인될 수 있다 이는 년 월 학

조 호에 발표된 그의 초기 대표작인 까페 프란스 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옴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빗두루 슨 장명등

까 란스에 가쟈 

이놈은 루바쉬카

또 한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뻣적 마른 놈이 압장을 섯다

밤비는 뱀눈 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늙이는 불빛

까 란스에 가쟈 

이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

이러한 정지용의 헌대적인 지성과 미학의 태도는 년 월에 발표된 작가들의 대담인 명일의 조
선문학 장래할 사조와 경향 동아일보 최동호편 정지용 전집 서정시학

면 참조 에서도 확인된다 문단중진 십사씨에게 재검토된 리얼리즘과 휴매니즘 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대담은 서항석의 사회로 박영희 임화 김문집 김남천 정인섭 최재서 김광섭 정
지용 모윤숙 이헌구 등이 참여했다 이 대담에서 정지용은 문학은 공식이 아니며 예술은 엄숙해야 함
을 주장하면서 현실에 사로잡힌 정확한 것만이 리얼리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은 본고의 논점상
주목을 요한다 특히 정지용은 이 대담에서 조선문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 밤낮 지방
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수용할 타당한 사상 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지용의 발언들은 그의
문학과 예술이 지향하는 현대적인 면모를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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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 처럼 젖은 놈이 뛰여 간다

오오 페롵 서방 꾿 이브닝

꾿 이브닝 이 친구 어떠하시오

울금향 아가씨는 이밤에도

경사 커 틴 밑에서 조시는구료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히 히여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닷는 내뼘이 슬프구나

오오 이국종강아지야

내발을 빨아다오

내발을 빨아다오

정지용 까 란스 전문 

정지용의 초기 대표작으로 알려진 까페 프란스 는 연구 초기에는 시에 등장하는

이국적인 언어표현으로 인해 다소 경박한 수사학으로 일관된 시로 알려졌던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까페 프란스 에 대한 연구는 이 시를 근대지식인들의 신경증적 불

안 혹은 식민지 지식인 겪게되는 자의식의 분열 등으로 평가한다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일본유학시절을 다루고 있는 정지용의 초기 시편에서 제시되는

식민지적 지식인의 고뇌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제는 김기림이 제시하고 있는 멜랑콜리한 감각의 댄디한 미학적 주체 즉 예술가적 산

책자로 의미화되는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의 층위에 있다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김용희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신경쇠약증과 언어적 심미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학논총 제
집 면 김용희는 정지용 시에서의 신경쇠약적 징후가 근대지식인들의 특징적 감수성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년대 일본 도시샤 대학으로 유학 간 정지용은 이미
식민지 본토에서 카페프란츠 의 극적인 무기력과 자아분열의 혼란 속에서 오오 이국종강아지야 내발
을 빨아다오 내발을 빨아다오 라고 토로한 적이 있다 근대적 일상에서 까페공간은 근대성의 경험적
징후라고 할만한 근대적 멜랑콜리를 체험하는 공간이었던 바 식민직 지식인은 유학시절 비로소 도시적
삶의 아이러니를 내재화하게 된다 자작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 닌 남달리 손이 히여서 슬프 기만 한
시인은 자기연민의 결벽증과 파편화된 존재로서의 우울로 극단적 신경증의 가학과 피학의 토로를 한
다

남기혁 정지용 초기시의 보는 주체와 시선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면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



- 250 -

카페 프란스 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

적 이미지의 양상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미학적 주체의 지적인 성찰 의 맥락이다 시

의 첫구절에서 제시되는 까페 프란스 의 풍경에서 주목되는 바는 이것이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와 비스듬이 걸려있는 장명등 으로 대변되는 까페 프란스의 쇠락한 이

미지로 제시된다 즉 백화점 혹은 넘치는 군중들의 풍경 등으로 대변되는 도시 거리

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도시 거리 뒷골목의 까페 프란스의 쇠락한 풍경은 시의 시적화

자로 제시된 예술가 혹은 지식인 의 존재가 어떠한 이질성 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야자수 와 쇠락한 장명등 의 이미지는 단순히 모국

에 머무르지 못하는 지식인의 존재로서만 해석되기 어렵다 이는 화려한 도시 모더니티

의 풍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락하고 몰락해가는 존재라는 점이 보다 핵심적이

다 이 때 쇠락하고 몰락해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루바쉬카 와 보헤미안 넥타이 를

매고 있는 이 예술가들은 말하자면 비쩍 말라있는 가난한 존재들 역시 이질적인 예술

가의 표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까페프란스 의 시적 화자를 예술가들 혹은 당대 지식인들의 모습이라고 파악했을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지점은 그들의 불안한 자기정체성 의 문제만이 아니다 문

제는 이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의 원천적 층위이다 이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이질

적으로 존재하는 예술가들이 도시거리를 배회하는 산책자이며 동시에 도시 모더니티로

부터 거부당한 자 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어두운 뱀눈같은 밤비 가 내리는 도시 모

더니티의 풍경 속에서 이들은 유일하게 자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페이브먼트의

흐느끼는 불빛 이 흔들리고 있는 까페프란스 외에 자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렇기에 두 번 반복되는 까페프란스에 가자 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쇠락한 까페

프란스가 도시 모더니티의 이면 속에 존재하는 불온한 예술가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일

한 장소 라는 점에 있다

시의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도시 모더니티의 공간속의 이질적인 예술가들이 빗두른

능금 과 벌레먹은 장미 와 같은 심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말하자면 이

들은 능금 과도 같은 외향과 벌레먹은 장미 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쇠락한

풍경을 상징하는 비 의 공간속에서 젖은 제비처럼 뛰어다니 는 존재인 셈이다 이처럼

의 책 면 이에 대해서는 신범순의 지적을 참고할 수 있다 신범순은 정지용의 데카당한 신경증적 감
각의 층위가 분열된 자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가능케하는 의미를 끌어모은 것이며 이 병적인
혼이야 말로 미세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 원인이며 힘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노춘기 정지용 초기시의 감각과 근대표상 인식 한민족문화연구 호 면 노춘기는

이를 불안한 지식인적 무기력한 정서로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낯선 감각들에 포위되어 비
애의 표출마저 무기력한 시적 화자의 모습은 년대 중반 유학생 그룹의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는 초
상일 것이다 시의 문면에 드러나는 루바쉬카 페이브먼트 패롯 굳 이브닝 등의 이국어 혹은 이국
의 사물은 모더니즘적인 색채를 부여했다기 보다는 자신과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이국 문물들의 이름
들을 통해 그 속에 놓여진 화자의 불안한 자기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인들 혹은 예술가들 의 태도가 무기력하다고 단순히 평가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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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기운을 드러낼 수 없는 예술가들의 존재가 들어선 까페 프란스 공간은 쇠락한

감정 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의미화된다 즉 오오 페롵 서방 꾿 이브닝

꾿 이브닝 이 친구 어떠하시오 란 대화가 오가는 이곳은 김기림과 이상의 카

나리아 와 같은 앵무새 서방 이 인사를 건네는 곳 즉 도시에 적응할 수 없고 갇혀있는

예술가적 존재들이 어떠하시오 라는 서로의 안부 를 물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레고리화

된다

요컨대 화려한 도시 모더니티의 거리 풍경이 아닌 그 이면 속에 위치해 있는 곳이자

이질적인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까페의 공간에서 그들과 동일한 처지인 경사커텐아래

졸고 있는 율금향아가씨 의 존재는 앵무새 서방 의 존재와 동일한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도시 모더니티의 이면 속에서 그것을 멜랑콜리한 감각으로 사유하는 주체는 단순

히 분열증적이거나 무기력한 혹은 식민지적 현실을 반영하는 존재로 파악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질적인 예술가들의 상황은 뒤이어지는 구절인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히 히여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

블에 닷는 내뼘이 슬프구나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의미화된다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이 구절은 식민지 치하의 일본유학생 이 겪고 있는 현실의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어느정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사

실을 이 시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어떻게 성찰 하고 사유 하고 있는

가이다 즉 댄디적인 예술가를 상징하는 흰손 을 지닌 이 예술가적 주체들은 자신을

스스로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규정하면서 나라도 집도 없다 는 스스로

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그렇기에 대리석 테이블에 닷

는 내뼘이 슬픈 것 을 인식하는 멜랑콜리적 주체의 존재는 말하자면 현실로서의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자신의 이질성을 분명히 성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들이 느끼는

슬픔은 자신을 슬픔 으로 몰아넣는 현실 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시의 마지막 구절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오오 이국종강아지야 내발을 빨아다오 내발을 빨아다오 라고 절규하는 듯한 이

예술가적인 주체는 단순히 절망이나 슬픔 혹은 자기연민의 비애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즉 문제는 식민지적 현실 혹은 도시 모디니티의 화려함과는 무관한 이

질적인 예술가들과 동류적인 존재로 이국종 강아지 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물론 시에

서 제시된 내발을 빨아다오 라는 구절 때문에 이국종 강아지와 예술가적 주체의 존재

가 분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아지의 존재는 이국종 이다 즉 강아지

는 현실의 층위가 아닌 이국적인 존재 프란스 로 상징되는 현실과는 다른 층위에 머

무를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 중요하다

요컨대 까페프란스 의 가장 핵심은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나 혹은 분열증적 자기

정체성 의 문제가 아닌 예술가적 산책자의 멜랑콜리한 인식론의 문제이다 이 멜랑콜리

적 감각은 도시 모더니티의 무의미성과 폐허성을 극복하려는 미학적 주체에게 유의미

하다 즉 시적 화자가 자신이 자작의 아들이 아니며 나라도 집도 없다 고 언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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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시의 주체인 예술가적 산책자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현실의 공간에 머물기

를 거부하는 감정으로부터 발생한다 말하자면 멜랑콜리적 감각으로서의 병듬 과 슬

픔 은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질성과 미학적 환상을 긍정하는 태도이자 예술가적

자부심의 표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카페 프란스 에서 등장하는 슬픈

댄디 의 요소는 단순히 슬픔과 애상적 정조로 이해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현실로서

의 도시 모디니티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변용할 수 있는 미학적 주체의 양상이

다 이는 까페 프란스 와 동일한 일본유학시기에 발표된 갑판우 에서도 확인된

다

나지익 한 하늘은 백금빛으로 빛나고

물결은 유리판 처럼 부서지며 끓어오른다

동글동글 굴러오는 짠바람에 뺨마다 고흔피가 고이고

배는 화려한 김승처럼 짖으며 달려나간다

문득 앞을 가리는 검은 해적같은 외딴섬이

흩어저 나는 갈메기떼 날개 뒤로 문밋문짓 물러나가고

어디로 돌아보든지 하이햔 큰 팔구비에 안기여

지구덩이가 동그랐타는것이 길겁구나

넥타이는 시언스럽게 날리고 서로 기대슨 어깨에 유월 볕이 시며들고

한없이 나가는 눈 길은 지평선 저쪽가까지 기폭처럼 퍼덕인다

정지용 갑판우 부분

까페 프란스 와 동일한 일본유학시기 에 발표된 갑판우 에서 주

목되는 풍경은 현해탄 을 건너며 바다를 소재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해탄 을 건너는 남녀로 제시되는 예술가적 존재의 모습일 것이다 갑판우 의 시

원스럽게 날리는 넥타이 로 상징되는 시적 화자의 호방함은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까페 프란스 의 지식인들의 형상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주목된다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검토해 보면 도입부분에서 시적화자인 유학생 즉 예술가

적 산책자의 존재가 바라보는 현해탄 이 단순히 자연 바다 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 이

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적화자에 의해 변용되고 있는 하늘은 백금빛으로

빛나고 바다의 물결은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끓어오 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

용된 자연의 풍경 앞에서 시적화자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짠바람에 뺨마다 고은 피가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이숭원편 원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면 이숭원이 밝힌 바처럼 갑판우 가 발표된 문

예시대 원본에는 년 여름 현해탄우에서라고 표기되었다는 점은 이 시와 까페프란스 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쓰여졌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권영민 편 정지용 시 편 다시 읽기 민음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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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다는 표현을 통해 강하게 부각된다 즉 갑판우 의 시적 주체는 자연의 거대한

풍경으로 알레고리화된 바다의 짠바람 과 조응하는 자신의 고은피 를 응시하는 주체로

서 제시된다 이는 시적화자의 존재가 자연의 거대하고 화려한 풍경과 동일시되는 존재

임을 의미화한다

그렇기에 시적 화자인 예술가적 산책자와 동일시된다는 배 의 존재가 화려하게 빛나

며 들끓고 있는 바다의 공간을 짐승처럼 짓으며 달려나간다 는 점은 중요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즉 시적화자와 동일시된 배 의 알레고리는 백금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들

끓는 바다의 공간과 함께 정신적인 힘의 존재로 제시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처럼

예술가적 산책자는 시 제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바다의 갑판 우에서 시원스럽게 날

리는 넥타이 를 맨채 지평전 저쪽 을 향한 자신의 시선을 깃발 처럼 펄럭일 수 있는

모습을 지닌다 이러한 시적 주체인 예술가적인 주체의 형상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검

은 해적같은 외딴 섬 이다 이 외딴 섬 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찬 예술가적 주

체의 위용을 인지하듯이 갈매기떼의 날개 뒤로 문짓문짓 물러설 뿐이기 때문이다

갑판우 에서 제시된 이러한 자연의 거대함과 화려함은 물론 정지용이 당시 일본

유학시절에 왕래했던 현해탄 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발표했던 압천우 에서 제시되는 슬픈 애상 의 정조는 기존의 논의처

럼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와 분열증적 슬픔이라는 측면으로서만 이해되기 어렵다 요컨

대 까페 프란스 와 갑판우 의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예술자적 산책자의 면모는

보들레르나 벤야민의 지적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현실로부터 이탈하여 영원성 을

향한 자신의 미학적 추구를 긍정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까페 프란

스 에서 도시 모더니티의 공간에 대한 멜랑콜리와 이질적 인 요소들은 이와 대구를

이루는 갑판우 의 지식인에 대한 이미지와 동시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정지용 시의 비애를 통해 어떻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 까페 프란스 하

고 동시에 현실을 어떻게 변용하고 초극하려 하는가 갑판우 를 알레고리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지용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양가적 변용의 문제는 그가 도시 모더니티의

대표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철도 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술했

던 바와 같이 철도를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파충류동물 과 새빩안 기관차 는

동일한 대상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 무색할 정도로 정반대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구축

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까페 프란스 와 동일한 지면에 발표된

파충류동물 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거먼 연기와 불을 배트며

소리지르며 달아나는

괴상하고 거 창한 파충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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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녀 에게

내 동정 의결혼반지 를 차지려갓더니만

그 큰 궁둥이로 밀어

털 크 덕 털 크 덕

나는 나는 슬퍼서 슬퍼서

심장이 되구요

여페안진 소노서아 눈알푸른 시약시

당신 은 지금 어드메로 가십나

털크덕 털크덕 털크덕

그는 슬퍼서 슬퍼서

담낭이 되구요

저기 드란 골라̇ ˙ ˙ 는 대장

뒤처 젓는 왜놈˙ ˙ 은 소장

이이 저다리 털 좀 보와

털크덕 털크덕 털크덕 털크덕

유월 달 백금태양 내려 이는 미테
부글 부글 러오르는 소화기관의 망상이여

자토 잡초 백골 을 짓발부며

둘둘둘둘둘둘 달어나는

굉장하게 기 다란 파충류동물

정지용 파충류동물 전문

파충류동물 과 새빩안 기관차 의 두 시를 비교할 때 중요하게 주목되는 것은

철도 라는 합리적 모더니티 표상을 다룬다는 점이다 특히 파충류동물 은 글자의

기울어진 배치나 고딕체의 활용 등 당시 유행하던 초현실주의 기법과도 상당한 관련성

을 지닌 것에서도 주목된다

우선 파충류동물 에서 주목되는 타이포그라피적 요소는 글자 비틀기와 기울어진

굵은 고딕체 활자의 활용이다 이는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타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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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그라피적인 방법론이 년대 후반에 유행했다고 지적했던 바를 상기시킨다 즉

파충류동물 은 정지용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참고하고 있

었음을 드러내어 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지용이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단순

히 참고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즉 철도 로 상징되는 합리적 모더니티의 표상이 예

술가적 산책자에게 어떻게 사유되고 있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모더니티의 핵심적 표상 중에 하나인 철도의 모습은 시의 초반부에 제시되고 있듯이

시커먼 연기와 불을 내뿜는 괴상하고 거 창한 파충류동물 로서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인식된다 괴상하고 거 창한 이란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리적 모더니티의 표상인

철도의 존재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우선 확인된다 이는 괴물같은 파충류동물

인 기차 안에 탑승한 시적화자가 내동정의 결혼반지 로 상징되는 그녀 에게 거부당했

다는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시적 화자는 결혼과 생활 이

라는 안정된 현실의 세계로부터 이탈되어 있기에 슬픈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혼 이라는 현실의 평준화되고 안정된 생활로부터 배재되어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말하자면 슬퍼서 슬퍼서 심장이 되 어버리는 존재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변

용 된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파충류동물에 같이 탑승해있는 군중들의 모습 역시 데포

르마시옹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시적화자 옆에 자리한 소노서아의 벽안여성 역시

어드메로 갈줄 모르며 헤매이는 존재 이자 담낭 과도 같은 이미지로 묘사된다는 점은

벽안여성 이 자신의 슬픔에 의해 감응되어 이미지화 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때 중요

한 것은 변용의 맥락이 마찬가지로 적용된 기드런짱골라 와 뒤쳐진 왜놈 의 존재 역시

각각 대장 과 소장 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장 과 소장 의 이미지가 백안여

성 과 다르게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숭원편 원본 정지용 전집 면 참조 파충류동물 에서 주목되는 표기적 기법은 바로 타이
포그라피적 방법인 글자 비틀기와 굵은 고딕체 활자의 활용이다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
록 에서 직접적으로 타이포그라피적 방법론이 년대에 유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정지용의 파충류동물 은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기법과 관련성이 있는 시이다 실제로 시의 발표본을
확인해보면 시의 대부분의 구절들은 일반적인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나 털크덕 털크덕 부분만큼
은 보다 굵은 고딕체로 표기되었으며 특히 오른쪽으로 도 기울어진 채로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
된다

김학동 정지용 연구 민음사 면 김학동은 이에 대해서 털크턱 의 자수에 맞춰 그
앞뒤로 과 같이 표현한 것은 연속적인 이미지의 형성화 라고 언급하면서 정지용의 이러한 표현법
이 년대의 한국시단에서도 돌발적인 현상임을 언급한다 김학동은 향수 로 대변되는 초기의 동
요풍과 민요풍에서 과감히 전환된 파충류동물 의 시작방법이 동지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또 그시대 일본에 도입되었던 이미지즘 다다이즘 쉬르 리얼리즘과 같은 문예사조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한다 고 지적한다

이때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짱골라와 왜놈이라는 비하적 어투에서 확인되듯 중국인과 일
본인에 대한 시선에 다소 현실정치적 면모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노골적인 비하적 어투에
서 확인되다시피 이러한 언어의 선택에는 당대현실을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정지용의
지식인적 면모가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지용의 현실 인식은 그의 일본유학시절을 배경으
로 하고 있는 조약돌 동방평론 에서의 비날리는 이국거리를 탄식하며 헤매노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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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술가적 산책자의 변용과 환상은 글자수가 반복될수록 하나씩 늘어나는 털

크턱 거리는 소리의 음성적 증폭에 의해서 더욱 확장된다는 점은 시의 전체적인 이미

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것은 말하자면 유월달 백금태양이 내리쬐

는 아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화기관의 망상 처럼 확장된다 이러한 확장된 망상

의 이미지의 핵심에는 적토 잡초 백골 로 제시된 모더니티 주변부를 모두 뭉개 버리며

질주하는 기 다란 파충류동물 인 철도가 중심에 있다 그러한 철도의 신체 와 그 내부

는 세계를 전부 먹어 삼켜버리는 기관차를 알레고리적으로 비판하는 예술가적 주체에

의해 이미지화된 것이다

요컨대 모더니티의 세계로부터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예술가적 산책자는 자신의 환상

혹은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사유하는 것을 자신의 미학적인 방법론으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적 대상의 사실적인 소재들은 세계를 양가적으로 인식하

고 사유하는 미학적 세계관에 의해 데포르마시옹 된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파충류동물 에서 제시되는 합리적 모더니티로서의 철도의 알레고리는 슬픔 으로

제시되는 감각에 의해서 변용되고 변화된 이미지로 구성되며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

자토 잡초 백골 을 짓발부며 둘둘둘둘둘둘 달어나는 굉장하게 기 다란 파충

류동물 인 철도를 미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파충류동물 에서 제시된

합리적 모더니티의 파국적 모습을 반영한 철도와는 또 다른 변용이 제시되는 시는 바

로 새빩안 기관차 이다

느으릿 느르잇 한눈 파는 겨를에

사랑이 수히 알어질가도 싶구나

어린아이야 달려가자

두뺨에 피여오른 어여쁜 불이

일즉 꺼져버리면 어찌 하쟈니

줄 다름 처 가쟈

바람은 휘잉 휘잉

만틀 자락에 몸이 떠오를 듯

눈보라는 풀 풀

붕어새끼 꾀어내는 모이 같다

어린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빩안 기관차 처럼 달려가쟈

정지용 새빩안 기관차 전문

조선지광 에 년 발표되었으며 원문에 실린 창작일자는 년 경도 라는

점 을 토대로 볼 때 새빨간 기관차 는 동일한 철도 를 소재로 삼은 파충류동

는 구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정지용 새빩안 기관차 조선지광 호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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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일견 특별히 독특하거나 혹은

이국적인 단어들이 거의 사용되어 있지 않는 다는 특징 때문에 새빩안 기관차 그

동안 정지용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아오지 못한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세계관을 통해 본다면 새빩안 기관

차 는 파충류동물 과 동일하게 철도 를 이미지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

다 특히 이시가 파충류동물 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은 정지용이 모더

니티의 풍경을 어떻게 변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데포르마시옹의 의미와 미학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이 시의 화자의 존재가 어린아이 와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은

새빩안 기관차 를 해석하는데 유의미하다 특히 새빩안 기관차 의 시적화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아이의 존재는 느릿느릿 한눈을 팔면서 쉽게 알수 없는 어린아

이 로 보여진다 즉 이 아이는 갑판우 의 예술가적 주체들이 지닌 고운피 와 같이

두뺨에 피어오른 어여쁜 불 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만틀 망토 자락 이나 두뺨에 피어오른 어여쁜 불 의 이미지는 새빩안 기관차 의

중요한 시적 대상인 어린아이가 정지용의 예술가적 주체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드

러낸다 이는 새빩안 기관차 를 단순히 동시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이다 말하자면 의 화자는 두뺨에 피아어른 어여쁜 불 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존재 로 알레고리화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이 시의 주체인

아이 는 일종의 열정적인 환상과 추구에 대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해석되는 것이 보

다 정확하다

요컨대 새빩안 기관차 의 시적 주체는 니체적 변용의 핵심인 아이 와 마찬가지

로 사랑 이라는 대상을 깊히 추구해야 하는 성스러운 창조의 주체이자 예술가적인 면

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그 핵심에 있다 그렇게 볼때 갑판우 에서 제시된 배 의

존재처럼 이 아이는 두뺨의 어여쁜 불 을 지키기 위해서 줄다름 친다 그러한 예술가

적 산책자인 아이를 여행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 과 눈보라 의 대비적인 이미지이

다 즉 만틀 망토 자락에 몸이 떠오를듯 한 힘을 제공해주는 바람의 존재에 의해서

아이는 붕어새끼 꾀어내는 모이처럼 풀풀 내리는 눈보라 를 극복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 을 향한 여행을 순수하게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숭원편 원본 정지용 시집 면
권영민 정지용 시 편 다시 읽기 앞의 책 면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희창 옮김 민음사 면 니체의 정신적
가지 변용의 핵심적 맥락은 세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존재인 낙타가 해야한다라는 정언명령의 신인
용을 극복하는 사자가 된 후 순수한 창조를 긍정하는 아이로 변용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말하라
형제들이여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는 이제는 왜 아
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유희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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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며 달려나가는 새빩안 기

관차 와 동일시된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즉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아이의 존재가 순

수한 가치를 추구하는 열정적 내면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정적

내면을 통해서만이 새빨간 기관차 의 질주와도 같이 아이는 사랑 을 향한 자신의 가치

와 의미를 증명할 수 있다 이 때의 아이란 말하자면 평균적 이고 모든 것을 균질화시

키는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이질성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랑 의 주체이자 예술

가적인 자아의 존재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빩안 기관차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은 예술가적 산책자인 아이 의 존재

가 사랑 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 즉 동일한 철도 를 소재로 하는 두 편의 시는 의미상으로 완벽하게 대비되는 위치

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파충류동물 이 철도를 통해 근대적 풍경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과 그것을 변용하는 예술가적 주체의 환상적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새빩안 기관차

는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적인 예술가적 주체의 양상을 보여

준다 물론 이러한 양가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양상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세

계관과 사유를 긍정하는 변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지용 텍스트와 이미지의 이러한 양가적 인 양상들은 그동안 그의 시가 가지고 있던

데카당스한 감각과 섬세한 언어의식의 구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갑판우 의 활기찬 젊은 마음 처럼 세계를 모험하고 탐험하는 예술가의 존재이유와

같다 즉 정지용 초기시의 주된 소재인 도시의 풍경과 그 이면에 대한 지적 성찰들의

문제에서 유의미한 것은 까페 프란스 와 파충류동물 에서 보여지는 멜랑콜리적

감각을 내재한 이질적 인 예술가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는

갑판우 나 새빩안 기관차 처럼 자신의 이질성을 스스로 긍정하고 세계에 대한

정신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자의 위상을 갖춘다 이것이 정지용의 멜랑콜리적인 예술적

인식의 핵심적 면모이다

이처럼 정지용의 멜랑콜리적인 미학적 사유는 그가 황마차 에서 제시했던 촉촉히

적은 리본 떨어진 낭만풍의 모자 밑에는 금붕어의 분류 세차고 빠른 물줄기 인

용자 주 와 같은 밤경치 란 도시 모더니티의 풍경 속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기다려도 못오닐 이 이자 꼬옥 당신처럼 참한 황마차 를 기다리고 있는 정

지용의 시적 주체는 그녀 혹은 사랑 로 상징되는 머언 따듯한 바다울음 에 대한 환

상적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즉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외로운 황

홀한 심사 를 지닌 멜랑콜리적 미학적 주체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새까만 밤이 물

결치며 그 물결 속에 반짝이는 보석 을 찾는 예술가인 셈이다 이처럼 자신의 멜랑

콜리적 감각을 통해 변용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사유하는 지성을 갖춘 예술가적

산책자만이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가 지배하는 무의미성의 공포와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정지용 황마차 조선지광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정지용 유리창 조선지광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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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밤에 벽시계는 불길한 탁목조

나의 뇌수를 미신바늘처럼 쫏다

일어나 쫑알거리는 시간 을 비틀어 죽이다

잔인한 손아귀에 감기는 간열핀 목아지여

오늘은 열시간 일하였노라

피로한 이지 는 그대로 치차 를 돌리다

나의 생활은 일절 분노를 잊었노라

유리안에 설레는 검은 곰 인양 하품하다

꿈과 같은 이야기는 꿈에도 아니 하랸다

필요하다면 눈몰도 제조할뿐

어쨌든 정각에 꼭 수면하는 것이

고상한 무표정이요 한 취미로 하노라

명일 일자 가 아니어도 좋은 영원한 혼례

소리없이 옴겨가는 나의 백금체팰린의 유유한 야간항로여

정지용 시계를 죽임 전문

근대적인 인식체계와 밀접하게 관계된 철도 와 동일하게 시계 역시 합리적 모더니티

의 시간관을 반영한다는 점은 기존 논의에서도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김기

림과 이상에게 있어서도 시계 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계 를 통한

정지용의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감각을 확인해주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정지용의

시계를 죽임 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시계의 무가치한 근대적 사유의 폭력성의

차원만이 아니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핵심은 그것을 변용 하는 것에 있

기 때문이다

처음 구절에서 제시되는 한밤 의 시간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된다 근대적 시간관의

규율을 알레고리화하는 벽시계 와 불길한 탁목조 의 존재는 대낮 이라는 합리적 모

정지용 시계를 죽임 카톨릭청년 호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특히 이 시는 정지용이 구인회 모임을 구상하던 시기 년 월 와 동시적인 년 월에 발표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정지용은 이헌구의 도움으로 잡지 카톨릭청년 의 문예란 자문 역을
맡게 되었는데 이상이 정지용의 추천으로 카톨릭청년 잡지에 그의 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
단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정지용의 이상 시에 대한 예술가적 동류의식을 확인시켜주는 일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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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티의 시간처럼 시적화자를 추궁한다 이는 정지용이 모더니티에 대해서 어떠한 태

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이질적 시간인 한

밤중 에서 조차 탁목조 로 대변되는 시간의 알레고리는 나의 뇌수를 미신바늘처럼

쫏 는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시의 제목처럼 시간 의

존재를 죽여야 하는 미학적 주체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시적화자가 강조하고 있는 오늘은 열시간 일하였노라 피로한 이지 는

그대로 치차 톱니바퀴 인용자 주 를 돌리다 라는 구절은 시간과 더불어 일과

노동으로 상징되는 모더니티의 세계에 시적 화자가 속해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드러

낸다 동시에 이는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의 시간 이 예술가적 존재를 피로하게

만든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이지 는 이

시계와 노동에 의해 억압당하고 부정당하는 처지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맥락을 따라갔을 때 중요하게 주목되는 표현은 바로 유리안에 설레는

검은 곰 으로 상징되는 시적 화자의 양가적 맥락일 것이다 이는 특히 분노 라는 표현

을 통해서 더욱 직접적으로 의미화된다 즉 멜랑콜리적인 지성과 미학의 사유를 억압하

는 시계와 노동에 분노하지 못했던 시적 화자는 동물원안의 검은 곰 처럼 갇혀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모더니티의 세계를 향해 하품 할

수 있는 존재이자 예술가에게 유의미한 시간인 한밤중 을 향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

고 있는 곰 같은 예술가는 한밤중 의 시간이 도래할 때 비로소 분노 할 수 있게 된다

이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만이 쫑알거리는 시간 을 비틀어 죽 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양가적인 존재방식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꿈과같은 이야기는 꿈에도 아니 하랸다 필요하다면 눈물도 제조할 뿐 이

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이것이 시의 내적인 흐름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 구절 정지용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술가적인 인식과 미학적 사유를 보

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꿈과 같은 이야기 로 대변되는 예술가의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는 평균적 인 군중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필요하다면 눈물도 제조할뿐 이라는 구절은 두 가지

정지용 구름 동아일보 김학동 편 정지용 전집 면 이러한 정지용의 미
학적 태도에 대해서는 그의 수필 구름 을 참조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름 에서 보 드레 르는 구름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던가 보 드레 르는 구름을 사랑하였다기보담은
구름에게 흔히 넋을 잃은 것이었다 애인이 손수 나수어온 스 프을 앞에 받아놓고 마실 것을 잊었다
창밖의 개인 하눌에 구름이 하도 희고 고왔던 까닭이었다 이러한 정지용의 보들레르에 대한 언급에서
주목되는 것은 하늘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지용에게 이해된 보들레르적인 미학적 태도에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애인과 현실로 상징되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구름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지
용의 예술가적 자아와 유사한 것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지용이 보들레르적 미학을 언급
하는 것은 단순히 보들레르를 찬미하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정지용이 보들레르를
언급했던 수수어 에서 보면 니코틴이 아조 걸러저 나와 빗갈과 향취가 더욱 더욱 세
련되여 니코틴이 아조 없는 순수한 담배연기 흰 나리꼿 같튼 정조를 담은 청춘을 아모리 끄시울래야 끄
시울 수 업슬 것이요 샤 보 드레르적 생리를 완전히 극복한 신경엔 달밤에 젖은 안개가티 아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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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된다 그 하나는 예술가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제조된 눈물 만 있으면 충분하는 점이며 두 번째는 자신이 구축하는

미학적 사유는 필요하다면 눈물도 제조 할 수 있는 지성적인 미학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본다면 위 구절을 통해 자신의 미학적 자부심을 드러낸 정지용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어쨋던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시금 시의 전개를

시의 내부로서 끌어들이려는 시상의 전개과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계 로

대변되는 모더니티의 세계란 정각에 꼭 수면하는 탁목조와 벽시계 처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형태로 잠드는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고상하 지만 실질적으

로는 무표정한 그리고 취미 와도 같이 잠들어버리는 시계의 존재는 말하자면 무의미

한 세계 그 자체를 알레고리화 한 것이다

요컨대 시속에 제시된 이러한 오늘 이 지나간 시간이 아닌 명일 의 시간 즉 내일의

시간이야 말로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시간이라는 점이 시계를 죽임

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이때 내일 의 시간이란 특정한 날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봐

야 한다 왜냐하면 일자 즉 날짜가 아니어도 좋은 영원한 혼례 로 지칭되는

시간은 내일 과 구분되는 의미층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이나 날

짜인 내일이 아닌 자신의 멜랑콜리한 인식을 통해 세계를 사유할 수 있는 한밤중 의

시간이자 영원한 혼례 로 상징되는 자신의 미학적 세계관을 긍정하는 자는 시의 마지

막 구절인 백금체팰린 으로 이미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시계를 죽임 의 마지막인 소리없이 옴겨가는 나의 백금체팰린의 유유한 야간항로

여 라는 구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백금체팰린 의 존재가 소리가 없다 는 점에

있다 시계를 죽이려 하는 한밤중 의 시간과 동질적인 시공간에 위치한 백금체팰린 은

정지용이 의미화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자아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판단된다 즉 무가

치한 시계에 종속된 평균적인 군중들이 넘쳐나는 도시 모더니티가 아닌 하늘의 공간

속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신의 행로를 소리없이 그러나 유유자적 하게 야간항해를 지

속하는 백금빛의 비행선의 존재는 시계를 죽임 이 지향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

학적 사유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스스로의 말처럼 굽어보고 고만한 예술가의

존재론적 자기긍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지용의 텍스트에 드러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는 합리적 모더니

티가 지배하는 평균적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자신의 이질성을 스스로 긍정하고 그것

을 뛰어넘는 주체로서 형상화된다 이는 말하자면 특정한 시간을 지정할 수 없지만 존

재해야하는 내일 을 향한 백금체팰린의 비행과도 같다 모더니티의 평균적 시간과 이

질적인 자신의 존재론적인 시간을 양가적으로 알레고리화하는 시계를 죽임 에서 중

라는 구절들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정지용이 보들레르를 일종의 동류적인 예술가로 파악하고 있음
과 동시에 보들레르적이라고 언급된 도회미적인 예술적 정조보다 자신의 문학적 경향을 더 우위로 인식
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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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바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자기긍정과 그것에 대한 인식의 층위이다

요컨대 그의 멜랑콜리적 감각 에 의해서 세계가 변용 될 때 정지용의 지향점은 오늘

이 아닌 도래할 내일 의 시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용의 지성적이

고 미학적인 인식과 사유는 도시 모더니티를 다루는 유리창 에서도 동일한 알레고

리적 이미지로서 제시된다

내어다 보니

아조 캄캄한 밤

어허므런 뜰앞 잣나무가 자꼬 커올라간다

돌아서서 자리로 갔다

나는 목이 마르다

또 가까이 가

유리를 입으로 쫏다

아아 항안에 든 금붕어처럼 갑갑하다

별도 없다 물도 없다 쉬파람 부는 밤

소증기선 처럼 흔들리는 창

투명한 보라 빛 누뤼알 아

이 알몸을 끄집어내라 때려라 부릇내라

나는 열이 오른다

뺌은 차라리 연정 스레히

유리에 부빈다 차디찬 입맞춤을 마신다

쓰라리 알연히 그싯는 음향

머언 꽃

도회에는 고은 화재가 오른다

정지용 유리창 전문

김환태 정지용론 삼천리문학 집 면 이러한 정지용의 멜랑콜리적 감각과 미
학적 사유의 층위에 대해서는 구인회 의 후기 동인으로 참여했던 김환태가 정지용론 을 통해 다음
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천재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그 심한 마음의 동요에 있다 천재는 남
이 보지 못하는 데서 보고 남이 늦기지 못하는 것을 늦기는 사람이다 한 개인의 털끝만한 불순한 동
기도 사회의 조고마한 무질서도 그는 그대로 보아 넘기지를 못한다 그리고 가장 미미한 부조화도 잡
음도 그는 치명적으로 늦긴다 이에 그의 마음은 늘 태풍을 맛난 바다같이 동요한다 동요는 언제나
정밀과 균형을 동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재의 마음의 동요는 정밀과 질서의 세계에 대한 향수를 낫
는다 이 향수가 그림자 같이 천재를 따르는 어덴지 홀로 떠러진 이름모를 비애와 고독이다 그럼으로
천재는 언제나 비애와 고독을 숙명으로 타고난 불행한 족속이다 우리 시인 정지용도 이 불행한 족속
의 숙명인 비애와 고독을 유전받었다 그리햐야 저자에서 보는 그는 명랑하고 경쾌한 낙천가이나 그의
마음속을 가만이 들여다 볼 때 그는 설어울리 없는 눈물을 소녀처럼 짓는 슲은 사람이요 나이 어
린 코끼리처럼 외로운 사람이다 향수에 질리운 사람이 이국거리를 싸다니듯키 까닭없는 막연한 향
수에 꼴리워 저자를 찾어나가나 고향은 종시 찾지 못하고 가벼운 탄식만 지고 오는 것이 그의 슲은
일지요 낮이면 퐁퐁 공처럼 튀어 나갓다가 밤이면 젊은 서름을 한 아름 안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적
막한 습관이다
정지용 유리창 신생 호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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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의 유명세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유리창 는 정지

용의 도시 모니티에 대한 인식과 미학적 사유의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이

다 까페프란스 와 유사하게 도시 모더니티의 이면을 보여주는 유리창 는 정

지용의 멜랑콜리적 인식과 미학적 사유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시라는 점

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유리창 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의 시간적 시점이 시계를

죽임 과 동일하게 밤 의 시간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아조 캄캄한 밤 의

시간은 도시 모더니티가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는

시의 서두에서 제시되는 뜰앞 잣나무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의 문제와 관련된다

시를 지배하는 시간적 배경인 아조 캄캄한 밤 과 동일하게 뜰앞 잣나무는 어험스럽

게 자코 커 올라간다 이때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지점은 어험스럽다 라는 말의 본뜻

이다 이는 단순히 커진다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짐짓 위엄있어 보이는 혹은 텅비고

우중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자꾸 커올라가는 어험스

런 뜰앞 잣나무 의 존재는 단순히 나무가 아닌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간을 잠식해 들어

오고 있는 존재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때 뜰앞 잣나무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짐짓 위엄있는 척 하는 말하자면 텅비고 우중충한 한 도시의 어두운 모더니티의 풍경

을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 위협적인 잣나무에게 막혀서 시의 시적화자는 돌아서서 자리로 갔다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시적 자아는 그러한 막힘 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다 는 점은 시적 화

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진술이다 시적 자아의 목마름은 말하자면 유리

에 의해서 막혀있다 그러나 이 공간을 탈출 하고 싶어하는 시적 자아는 또 가까히

가 유리를 입으로 쫏 는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 인식은 세계의 근본적 본질을

유리 로 표명하며 그것을 미학적으로 인식하려 한다 그렇기에 목마른 시의 화자는

유리로 만든 어 항한에 든 금붕어처럼 갑갑 한 상태에 처해있을 수밖에 없다 즉 도시

모더니티의 공간을 탈출하려는 욕구는 그러한 공간을 규정하는 존재 자체인 유리 와

어항 에 갇힌 금붕어 처럼 부정당하고 금지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텅빈 우중충함 을 자꾸 확장해가는 도시 모더니티에 갇힌 갑갑함과 그것을 탈

출하고자 유리를 대면하게 되는 금붕어 의 존재는 일종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

적 이미지로서 판단이 가능하다 예술가적 산책자가 바라보는 도시 모더니티 혹은 현실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메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
의 책 면 신범순은 정지용의 유리창 과 유리창 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그의
유리창 편을 보면 어둠 속을 내다보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자의 변증법이 나타난다 밖을 내다보

려는 시선과 그것을 가두고 있는 유리벽은 상호작용한다 위의 시들에서 보듯이 도시 공간속에서의 헤
메임도 역시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 병적인 상태의 내밀한 드라마를 유리창 만큼 치열하고 섬세하
고 보여준 시는 드물다
최동호 편저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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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란 일종의 유리로 된 어항 같이 제시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도시 모

더니티의 본질이라 칭해질 수 있는 유리에 직면하고 그 너머의 공간에 도달하고자 하

는 예술가적 욕망의 층위가 바로 유리창 의 핵심적인 시적자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이러한 미학적 사유에 의해 도시 모더니티가 변용된다는 점은 중

요하다 말하자면 예술가적 존재의 꿈을 상징하는 별 과 물 이 없는 공간 그래서 홀로

휘파람을 불어보는 밤 의 시간을 사유하는 예술가적 존재는 유리 로 가득찬 세계를 유

동하는 소증기선처럼 흔들리는 창 으로 변용시킨다 즉 도시 모더니티의 평균적이고

무가치한 현실을 상징하는 어항 을 소증기선처럼 흔들리는 창 으로 변용하는 예술가

적 존재로서의 금붕어의 시선은 어항 모더니티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식을 소유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유리 어항으로 알레고리화된 현실의 너머를 바라보

는 투명한 보랏빛 누뤼알 유리알 을 지닌 금붕어이자 예술가적 산책자는 이 어항을

붕괴시키고 자신의 순수한 알몸을 끄집어내 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끄집어 내라 때려라 부릇내라 부셔트려라 라는 격렬한 시적 화자의 외침

과 욕망은 유리창 의 가장 핵심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라가 된다 이것이 바로 시

적화자로 지칭된 나 에게 존재하는 열 의 핵심적 정체이다 도시 모더니티를 사유

하는 예술가의 인식이자 정지용의 멜랑콜리적 감각이 드러내는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세계관이 지향하는 핵심이 바로 열기 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도시 모더니티의

너머 를 꿈꾸는 열정임과 동시에 내일 로 표상되는 백금채플린의 여행이 도달해야 하

는 어떤 목적지 와도 같다 그렇기에 예술가적인 산책자는 도시 모더니티의 표상인 유

리가 부여하는 차디찬 입맞춤 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쓰라리 아련히 그 씻는

음향 을 통해 자신의 열기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시의 마지막 구절에 제시되는 머언 꽃 도회에는 고흔 화재가 오른다 는 구절

은 유리창 의 지성적이며 미학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를 해석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 제시되는 머언 꽃 의 존재이자 도회 속에

피어나는 고은 화재 의 존재는 미학적 주체가 추구하는 예술적인 세계에 대한 일종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꽃의 존재가 가까이 손에 닿을 수 있는 대상이 아

닌 유리창 너머의 머언 지점에 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유리 로

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넘어서기 위해 쓰라리 아려히 그싯는 음향 을 통해 금붕어

이자 예술가적인 존재는 저 머나먼 곳에 있는 꽃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듯 예술에 대한 강렬한 열망의 존재가 꽃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라면 그러한 꽃

의 세계를 향한 예술가의 내면적 인식과 태도는 도회 모더니티의 공간 속에서 피어나

이는 김기림의 금붕어 에서 역시 동일하게 제시되는 테마이기도 하다 김기림의 금붕어 에 대한
해석은 본고의 장 절을 참고할 것

위의 책 면
권영민 정지용 시 편 다시 읽기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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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운 화재 처럼 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의 멜랑콜리적이고 지성적인 사유에

의해서 제시된 열기의 화재는 평균적 이며 무가치한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를 극복하

기 위해 세계 그 자체인 유리 어항 을 넘어서자 하는 의지와 같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도시 모더니티를 새롭게 변용하고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미래적인 시간이자

머언 꽃 인 예술을 추구하는 시적 자아 그 자체를 의미화한다 그가 까페프란스 를

통해 제시했던 이질적인 예술가들의 자기증명의 가치는 고운 화재 가 지닌 열기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정지용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인 사유와 인식은 기존의 정지용에 대한

감각 에 대한 평가처럼 단순히 뛰어난 언어적 구사능력과 감각적인 표현의 차원에서만

한정되어 있다고만 하기 어렵다 정지용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참신함과 독특한

감각적 이미지는 물론 가치있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언어적 감각이 지

향하는 지성적인 사유와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이다 그 스스로 굽어보고 고만하라 라

고 언급했던 혹은 안으로는 열하고 겉으로는 서늘한 현대적인 문학의 추구가 바로 이

와 관련되어 있다 이른바 정지용의 데카당스한 감각과 멜랑콜리적인 언어 구사에는 도

시 모더니티의 심연을 탐색하고 그 속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학적 가치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본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멜랑콜리적 인식을 통해 도시 모더니티를 양가적으로

사유하고 그것을 넘어설 도래할 미래 의 시간과 머언 꽃 의 공간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지용의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태도 즉 지성적이고 사유와 미

학적인 세계관의 문제는 그의 멜랑콜리적 감각의 본질적인 층위로 말해져야 한다 이는

김기림과 이상 등이 정지용을 선배이자 교만한 동류적 예술가 로 인식할 수 있었던 근

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본절은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를 통해 이들이 보여주는 데포르마시

옹 변용 의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의미를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의 문

제를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여러 텍스트들을 통해 검토했던 바이지만 구인회 의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이 추구했던 예술적 양상들은 문학사적으로 내려진 기교중심주

의라는 평가로서만 논의되기 어려운 것이다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라는 표현을 통해

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예술가적 인식과 사유에 의거한 변용으로서의 알레고리적 이

미지를 통해 자신의 텍스트를 구성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는 그동안 구인회 에

부여된 단순한 친목모임 혹은 기교 중심의 비정치적인 순수성의 차원으로 이해되기는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본절의 핵심적인 논의는 구인회 구성원들인 박태원 김기림 이상 그리고 정지용

스스로가 기교 의 층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으

로부터 출발했다 이때 중요한 맥락은 이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추구와 방향

성의 층위이다 당대의 문단을 향해 소재도매상이나 하라 고 일갈했던 박태원의 언급

처럼 구인회 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단순한 문학적 테크닉과 기교가 아닌 도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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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티 혹은 현실을 미학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방법론이었다

동시대적이었던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에 대한 관심 혹은 보들레르로부터 유래한 현대

적 예술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바로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의미

했던 것이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구인회 의 미학적 목표과 결과물들을 통해 조선예술의 가

능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김기림의 언급처럼 강한 현실증오

의 감정을 통해서 도시 모더니티 혹은 현실의 시공간을 새롭게 변용하고 그 속에 자신

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환상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한

데포르마시옹적 텍스트 미학의 구축이야 말로 구인회 가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일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이른바 순수한 기교주의라는 연구사적 평가 속에 가

려져 왔던 구인회 의 핵심적인 면모라 할 것이다

구인회 데포르마시옹의 상상력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비판적 양상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구인회 구성원들이 추구했던 꿈의 리얼리티 가 평균적이고

표층적인 무가치함이 아닌 그것을 양가적으로 변용하는 미학적인 방법론과 지향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간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

적 태도만이 아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사유와 인식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용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모더니티의 세계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주체였다 이를 의미화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고는 예

술가적 산책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사용했던 것이다

이후 이어질 본고의 장에서는 새로운 조선문학을 위한 가능성을 추구하려 했던 구

인회 의 미학적 지향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본절에서 다루었던 구인회 의 데포

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지성적인 면모를 토대로 그 핵심적 지향점을 연

구방법론에서 제시했던 영원성 으로 표상되는 메시아적 현재의 시간 으로서 의미화하

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지금까지 본고에서 제시했던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통해서 검토될 것이다 그들에게 모더니티란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기교와 미학 예술을

통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이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혹은 멜랑콜리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초극할 수 있는 미학적 환상을 추구

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구인회 가 추구했던 현대적인 예술과 새로운 조선문학의 층위

는 당대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에서까지도 이해되지 못해왔던 이들의 미학적 사유와 예

술적 세계관의 지향점을 해명함으로서 본격화될 수 있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이

고 미학적인 면모는 박태원과 김기림 그리고 이상과 정지용에게 혹은 더 나아가 보들

레르와 니체 그리고 벤야민으로부터 이어져온 모든 예술가적 산책자 들 에게 동질적

면모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67 -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근대초극적 성격과 영원성의 문제

지금까지 본고는 장의 당대 모더니즘 담론의 심리적 리얼리티 리얼리즘 논의와 장

의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구인회 의 공통적인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지점은 기존의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 연구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김기림 텍스트의 피상성과 이상 텍스트의 난해성 그

리고 정지용 텍스트의 추상성의 문제가 작품에 대한 소재적인 접근으로부터 비롯되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인회 구성원들에 대한 친목도모 혹은 카프격파 및

문단 제압 그리고 단순한 기교파적 집단이라는 평가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동시대적이고 현대적인 예술과 미학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조선에 서구의 문예

사조를 피상적 으로 수입하려 했던 것과 거리가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당대의 담론들과 논의들을 통해 검토한 대로 구인회 의 박태원과 김기림

이상과 정지용이 보여준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와 미학적 세계관의 핵심에는 새로

운 조선문학의 건설이라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들이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을 사유했던 것은 무의미 하고 무가치한 세계를 미학적으로 부정

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지성적 면모가 새로운 조선문학의 추구의 바탕

이 되는 미학적 사유이기도 했다 본고는 이를 문제시하면서 교만한 구인회 데포르

마시옹 미학의 층위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개념을 통해 그들이 근대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그것을 초극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주체를 자신의 텍스트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했다

구인회 이러한 문학의 면모는 기존의 산책자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단순한 예술가들

의 친목집단 혹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만을 위한 미적 모더니티의 양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본고가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통해서 의미화했던 것은

이들이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 을 추구했으며 근대에 대한 비판적 양상 이상의 지

성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면모를 확인하게 위해서 중

요하게 지적했던 논점이 바로 심리적 리얼리티 리얼리즘 개념의 당대적 맥락이다

당시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제기되었던 심리적 리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특히

안회남의 사회적 전망 과 최재서의 모랄 에 대한 논의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

의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에게 지성적 문학이란 사회적 전망과 모랄을 형성하는

사회학적 주체를 제시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해 보일 수 있는

구인회 의 미학적 방향성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논의와 미묘한 차이점을 드러낸

다 즉 문제는 꿈의 리얼리티 로 대변되는 구인회 구성원들의 텍스트가 사회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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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치를 주목하려 했던 당대 모더니즘 담론과 미묘한 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구인회 모더니즘의 세계관과 지향점의 목표는 무의미와 무가치한 지옥 으로서의 현

실에 대한 극복과 평균화된 세계 와 일치될 수 없는 이질성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스스

로 긍정하는 것에 있었다 이는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텍스트를 통해 스스

로의 예술적인 존재방식과 가치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었는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면모를 벤야민을 통해 말해본다면 그것은 폐허적

현실과 모더니티의 무의미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를 파괴하고 그 잔재 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학적인 꿈 이미지 를 긍정하는 예술적인 놀이 를 실천하는 알레고리적 사

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주체들이 알레고리적 이미

지를 통해 보여준 것은 데포르마시옹 을 통해 도시 모더니티의 무의미성을 미학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비시간적인 영원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주체의 존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들의 미학적 세계관은 구인회 의 예술지상주의적 면모

가 단순히 예술가적 정체성의 유무여부나 혹은 현실과 무관한 추상적인 미학주의와 무

관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문제는 김기림 이상과 정지용 등 데포르마시옹 한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문학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있는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

시도될 김기림 이상 정지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근대에 대한 미학적 비판의 양상을

다룬 전장의 논의에 이어 그들이 추구한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란 개념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구인회 구성원들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미학적인 가치와 사유의

핵심인 근대초극이 어떻게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이미지를 통해 가능했는가를 중점적으

로 다루는 것이다

우선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미적 모더니티의 본질적인 측면인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 개념이 기반해 있는

벤야민의 알레고리 미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흔히 아우라의 파괴

나 매체미학 논의를 통해 접근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그리고 산책자의 개념

의 토대가 된 보들레르에 관한 몇가지 모티프 를 통해 알려진 벤야민의 미학은 일

견 초기 신비주의적 형이상학적 미학으로부터 출발하여 후기의 맑스주의적 정치철

학으로 나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기와 후기에 대한 구분법은 벤야민 미

벤야민의 맑스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베른트 비테 발터 벤야민 윤미애 옮김 한길사
면 참조 발터 벤야민의 평전을 통해 베른트 비테는 당시의 벤야민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결코

정치적 행동강령이 아닌 비판적 인식 방법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고 지적하면서 그의 사상이 단순히
맑스주의적인 세계관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베른트 비테에 따르면 당대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처럼 벤야민은 년 벌어진 스탈린의 숙청에 따른 모스크바 재판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
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 시기 벤야민에 대해 베른트 비테는 교조주의적 공
산주의자들과 점점 거리를 두면서 벤야민은 망명 후기에 조르쥬 바타이유를 중심으로 한 무두인

이라는 잡지에 관여하던 프랑스 지식인 집단의 정치관에 접근해 갔다 당대에 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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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가장 핵심적 측면인 알레고리 적 인식을 배제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기에 문제적

이다 산책자 논의의 기반이 된 벤야민 미학의 핵심적 양상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서는 그의 텍스트의 전반에 걸쳐져 있는 알레고리적 양상의 핵심적 면모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벤야민의 독일 비애극의 원천 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인식의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교수자격시험에 제출되었다가 극단적으로 난해하고 은유적

인 내용 때문에 단 한줄도 이해할 수 없다 는 가혹한 평가를 받았던 독일 비애극의

원천 은 독일 바로크 알레고리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미학적 방법론으로 접

근하기 위한 벤야민 초기 사유의 핵심이 담겨있다 독일 비애극의 원천 에서 제시되

어 있는 텍스트에 대한 알레고리 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미학적 사유의 문제를 벤야

민은 바로크 비애극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모든 장치가 밑에서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통해 위에 떠있는 기적을 인상깊게 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뜻하겠는가 신비한 균형 폰테라시온 미스테리오사 예술작품 속에 신의 개

입은 가능한 것으로 전제된다 마치 천사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과 같은 주관성은 알레고리

의 부축을 받아 선상으로 올려지고 하느님 안에서 신비한 균형 을 통해서 고정된다 그것은

전체의 의미심장한 성좌 형세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빚어진다 플롯만이 장면의 조직을 알

레고리적인 총체성으로 그러니까 신성화의 형상 속에서 단선적인 진행의 형상들과 유를 달리하

는 무언가가 솟아나게 되며 비애가 시작이자 동시에 끝을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알레고리적 총

체성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 형식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구도는 철저하게 사고될 필요가

있다 독일 비애극의 이념은 오직 이러한 조건에서만 연구될 수 있다 독일 바로크 비애극은

해석의 요구를 제기한다 알레고리의 정신 속에서 독일의 바로크 비애극은 애초부터 잔해로서

파편 조각으로서 구상되었다 다른 형식들이 지상 최초의 날처럼 화려한 빛을 발한다면 이 형식

은 지상 최후의 날의 아름다움의 형상을 붙잡고 있다

독일 비애극의 원천 의 마지막 구절에서 벤야민이 언급하는 알레고리적 형식의 특

징이란 다른 형식들이 지상 최초의 날처럼 화려한 빛을 발한다면 이 형식은 지상 최

후의 날의 아름다움의 형상을 붙잡고 있 다는 점이 핵심에 있다 다소 은유적이지만

벤야민의 지적처럼 알레고리적 사유와 형식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지상 최초의 날

의 화려한 빛 과 같은 작품의 명료해 보이는 측면만으로 보기 어렵다 전절에서 확인된

바이지만 알레고리적 이미지란 비애 로 대변되는 미학적 인식이자 사유의 구조의 중

심축인 멜랑콜리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알레고리 미학의 방식이 전체의 의미심장한 성좌 형세 의 문제를 지니는

치적 희망이 깨지면서 벤야민은 위의 서클에서 유행했던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사상으로 되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조만영 옮김 새물결 면 인용한 번역본에는 알
레고리를 우의로 표기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인용문에서는 알레고리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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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알레고리적 사유의 흔적과 형태들이 단선적이고 일관된 재현

의 형식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좌형세 로서의 알

레고리란 애초부터 잔해로서 파편조각으로 구상 된 것이며 텍스트에 산재되어 있는

이미지의 흔적들을 종합할 사유를 통해서만이 섬광 과도 같은 텍스트의 잠재적 가능성

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성좌형세 라는 개념은 알레고리적 인식에 있어서 텍스트가

내포한 세계관 과 사유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알레고리적인 미학적 사유의 층위는 텍스트를 표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해

석에 대한 요구를 제기 하는 과정을 통해 그 잔해와 파편의 이미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의 요소들을 통해 텍스트의 근본적 지향점을 잠재적 형태이자 은유의

형태로서 읽어내는 씌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를 통해 성립된다 그러나 벤야민의 언급

처럼 이 인상 깊은 기적 이란 단순히 분절되어 있거나 파편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의 표면적 소재들을 통해 암시적인 형태로서 제시되

기는 하지만 비애가 시작이자 동시에 끝을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알레고리적 총체성

을 본질적으로 지닌다 요컨대 알레고리적 인식이란 텍스트에 암시되어진 파편적인 이

미지를 통해 읽어낼 사유와 세계관의 총체성에 의해 근본적 의미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알레고리적 이미지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은 비애 로 언급된 미학적 세계

관과 사유의 문제가 중심적이다 즉 멜랑콜리로 대표되는 세계의 무의미성과 파국이 가

장 극대화할 때에 역설적으로 신비한 균형 인 구원의 문제가 파편적 인 잠재성의 형태

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레고리적 형식의 핵심에 있다 벤야민은 이를 알레고리

의 텍스트 속에서 신비한 균형 이자 구원의 문제를 악 의 숙고와 정신성이란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신지론적 신비주의와 그노시즘 인용자주 마니교적 교의에 따르면 물질은 세계의 탈명부화

를 위해 창조된 것이었고 따라서 물질 자체는 악마적인 요소를 지닌 것으로 규정된

다 그래서 세계는 이러한 물질을 제거함으로써만 정화된 형태로 제시된다 물질은 악마 속에서

명부 타르타로스 적인 자연으로 고찰된다 이러한 물질은 자신의 알레고리적인 의미 를 조소하며

물질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질의 심연까지도 파고들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조

롱한다 따라서 지상의 비애가 알레고리 주해에 속한다면 지옥의 익살은 물질의 승리 속에서

공허가 되고 마는 그 비애가 동경하는 바에 속한다 음모가의 지옥같은 유쾌함도 그의 영민한

지능도 그의 의미 지식도 모두 이러한 동경에서 비롯된다 무언의 피조물은 의미대상이 됨으로

써 구원을 희망할 수 있다 바로 웃음 속에서 물질은 대단히 기이하게 위장된 모습으로 과잉

된 정신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물질은 언어보다도 훨씬 더 오르려고 하며 찢어질 듯한 웃음을

터트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 점은 외형적으로는 짐승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광기의 눈에는 오로지

정신성으로만 의식될 뿐이다 그러나 암흑의 군주 깊은 비애의 지배자 지옥 시궁창의 황제 황

천수의 공작 심연의 왕 루시퍼 자신은 조소될 수 없다 율리우스 레오폴트 클라인이 루시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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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원알레고리적인 인물 이라고 명명했던 것은 옳다

벤야민은 바로크 알레고리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탄과 악마 즉 악 의 존재가 단순히

부정되어야 하는 악의 존재가 아닌 지식 혹은 절대적인 정신성 의 차원과 깊숙이 관계

맺고 있음을 악의 가장 고유한 존재방식은 행위가 아니라 지식이다 라는 언급으로

제시한다 벤야민에 따른다면 바로크 비애극에서 신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악의 존재나

음모가는 단순히 처단해야 되는 악이 아니다 오히려 악 이란 세계의 탈지옥화 를 위

해 이 타락하고 무의미한 지옥 의 세상을 지식으로서 사유하는 존재에 해당한다 즉

원알레고리적 인물 인 루시퍼는 세계의 탈지옥 명부 화 를 위해 역설적으로 세계를 더

욱 악으로 충동질하며 그럼으로써 모순적인 구원 을 향한 동경 을 갈구하는 존재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알레고리의 형식에서 악적인 영웅성 은 미학적 사유의 중심점을 이룬다는 것

은 주목을 요한다 벤야민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탄으로 암시되는 절대적인 정신성은

신성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댓가로 목숨을 지불한다 여기에서는 영혼을 상실한 물질

성이 절대적인 정신성의 고향이 되기를 원하는 악의 존재이다 즉 천상의 법정에서

악의 가상은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 는 바로크 알레고리의 악 적 존재들은

본고가 연구방법론에서 검토했던 음모가이자 산책자인 보들레르의 예술가적 악 의 도

덕이나 니체의 영원회귀와 초극성의 층위 그리고 벤야민이 제시하는 죽은 자들을 구원

하려는 역사의 천사가 지니는 잠재적 인식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역

설적 모순과 타락을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신적 구원인 신비한 균형 을 성취하

기 원하는 멜랑콜리적 세계관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것이 알레고리적 형상인 악 의 숙

고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이다

따라서 알레고리에서 등장하는 악 혹은 비정상성과 이질성에 대한 인식이란 세계의

죄를 대속하는 영웅적 존재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보자

면 이들이 타락을 스스로 행함으로서 죄를 대속하는 것은 바로 죄 로 가득 찬 세계의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이에 대해서는 베른트 비테 발터 벤야민 앞의 책 면 참조 베른트 비테는 이 책의 인식

론적 흐름은 신학적 범주들에서 가장 잘 포착된다 비평가는 스스로 알레고리 작가가 됨으로써 지식에
내재한 원죄를 떠맡아 그 죄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는데 이는 현상들의 구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이
다 라고 벤야민의 독일 비애극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규정한다 베른트 비테는 독일 비애극의 원
천 에 대한 벤야민의 지적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벤야민은 독일 비 애 극의 주인공 장
소 시간을 분석하면서 분석 대상의 극단적인 형태를 추적한다 이에 따르면 바로크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 왕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모습 즉 전제군주이자 순교자로 나타난다 사건 진행의 장소인 궁정 역시
이중적인 장소 즉 계략의 장소이자 세속적인 사교 장소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시간 역시 이중의 형태
를 지니면서 한편으로는 파국을 한편으로는 전원적 낙원 즉 절정의 시간을 의미한다 벤야민은 독
일 비 애 극이란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파국적 역사와 세계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는 저 슬픈 자들 앞에
서의 연극이라고 결론 짓는다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조만영 옮김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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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성과 어둠 속에서 그것을 구원해야 하는 자들의 본질적 임무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악적 존재들은 이들의 사유와 태도를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제시하지는 않

는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짐승처럼 보 일 뿐이다

벤야민의 지적처럼 알레고리의 형식상 특징인 추상화 언어 정신 자체의 한 능력으

로서 알레고리적인 것 이란 바닥없는 깊은 사색 을 통한 멜랑콜리의 모순되고 역설

적인 세계관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타락으로 몰두하는 모순적인 방식을

통해 구원 이란 작가의 세계관과 내적 총체성을 파편적 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유의

문제가 중심적이다 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사유가 연금술적 사유방식과 동일한 사고

체계이자 보들레르의 예술가적 악 혹은 니체의 경멸 과 몰락 을 통해 제시된 미

적 모더니티의 핵심 즉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이다 즉

음모가 이자 악 의 존재가 사유하는 지성과 성찰의 면모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

다 이를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에 빗대어 언급해보자면 그것은 예술로서 세계를 무

의미한 것 으로 선언 죄의 대속 하고 그것을 초극하려하는 미학적 환상 구원과 유토피

아 을 추구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소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벤야민이 일방통행로 와 미메시스론 에서 언급

했던 씌여지지 않는 것을 읽는 알레고리적 형식이란 결국 현실과 세계 자체의 무한한

반복과 판타스마고리아 환등성 의 무가치함과 타락을 꿰뚫어 보는 인식 이자 사유에 속

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을

가진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시선 혹은 본고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란 결국 세계의 무의미성과 타락을 가장 깊숙이

체험하는 것만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변용시키고 변화시켜 빛나는 가치 벤야민의 표

현에 따른다면 악을 통한 구원 이자 신비한 균형 의 문제 를 획득할 연금술적 사유

방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인식을 철학적 테마로 풀어보자면 영원성 으로서의 잠재성 구현

혹은 아이온으로 대변되는 순수 시간 의 회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미적 모더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최성만 김유동 옮김 앞의 책 면
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전집 정동호 옮김 책

세상 면 예컨대 니체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이 가치있고 위대한 것일 수 있는 점
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 인 것 즉 평균적인 균질한 짐승 혹은 합리성과 정상을 가장한 모더
니티 의 영역을 경멸하고 생성과 창조를 위한 위버멘쉬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니체
에게 위대한 혹은 초인 위버멘쉬 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평균적인 것들로 상징되는 짐승적 인간에서
초인으로 건너가는 변화이며 이 과정 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몰락 의 개념이다 니체는 이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사랑하노라 깨치기 위해 살아가는 자 언젠가 위버멘쉬를 출현시키기 위해
깨치려는 자를 그런 자는 이와 같이 그 자신의 몰락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조르조 아감벤 표시론 사물의 표시 앞의 책 면 예컨대 조르조 아감
벤은 연금술사인 파라켈수스의 징표개념을 존재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
로 보면서 이를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과 접목시키고 있다 아감벤에 따른다면 사물과 언어를 근본적
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적 영역을 벗어나는 것 아감벤은 이를 세속화로 칭한다 은 단순히 그것에 대한
해체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 그것은 이른바 표시가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잠재적 가능성의 해방이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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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의 핵심적 테마인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란 세계의 무의미성을 재현하는 현재를 붕

괴시키고 새로운 현재로서의 시간을 사유하는 미학적 체계를 지닌다 가장 깊숙히

타락한 악을 통해 구원을 사유한다는 알레고리의 모순된 사고체계를 변용 을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보들레르의 악과 영웅성 그리고 니체의 영원회귀와 초인사상 그리고 벤

야민의 죽은 자들을 위한 역사의 천사 개념을 통해 본다면 알레고리의 형식이 왜 잠재

적인 시간의 문제를 사유할 수 있는가는 매우 명확하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데포르마시

옹이 지향하는 바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평균화 된 모더니티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것을 변용하여 대상의 잠재성인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체계를 이해했을 때 잠재적인 것들의 가능성을 통해 세계와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

하는 텍스트 읽기 가 성립 가능하다

전술했던 것처럼 괴테와 친화력 독일 비애극의 원천 을 통해 시작된 발터 벤

야민 미학은 흔히 초기에는 형이상학적 신학적 신비적 으로 정향된 언어철학 후기에

는 유물론으로 정향된 역사철학으로 특징 지어진다 기술 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나 생산자로서의 작가 는 일반적으로 초기 신비주의적 경향에서 이른바 유물론적

경향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설명되며 후기의 역사철학테제 는 급

진적 정치철학의 후기적 사유가 지닌 핵심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벤야민에 대한 일반적

논법처럼 벤야민의 신비 미학적인 사유의 문제와 정치 유물론적 사유는 공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분리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벤야민이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부인이었던 그레텔 아도르노에게 보내는 편지 에서

시에 파라겔수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낙원의 상태 최종 완성과 일치되는 잠재태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
기도 하다 아감벤은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의 핵심인 씌여지지 않는 것을 읽기를 이러한 맥락 하에
서 파악하고 있다

질 들뢰즈 베르그송 주의 김재인 옮김 문학과지성사 면 참조 들뢰즈는 이를 베르
그송의 지속 개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창조적 정서 이것은 더 이상 사회의 압력들이나 개인
의 항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더 이상 경쟁하거나 심지어 발명하는 개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강요하는 사회 설득하거나 심지어는 꾸며내는 사회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서는 원을 깨트
리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의 원환적 놀이를 이용할 따름 면 이다 즉 한번에 모든 수준을 현실화시
키고 인간을 창조자로 만들기 위해 인간에게 고유하고 창조적인 전운동에 적합한 평면 또는 수준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우주적 기억이 아니라면 이 창조적 정서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해방 우주적
기억의 창조적 정서로서의 이러한 구체화는 특권적인 영혼들에게서 일어난다 면 그렇기에 철학자
들보다 더 멀리 나아간 위대한 영혼들은 예술가들과 신비주의자들의 영혼이다 극한에서 모든 창조를
즐기고 너무나 적절해서 역동적이기까지 한 그의 창조의 표현을 발명하는 것은 바로 신비주의자이
다 면 그렇기에 모든 일은 마치 철학적 직관 속에서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남은 것이 신비주의적
직관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처럼 일어난다 마치 철학 고유의 개연성 확률 이 신비
주의적 확실성 속으로 연장되는 것 같다 면
최성만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길 면

게르숌 숄렘 한 우정의 역사 발터 벤야민을 추억하며 최성만 옮김 한길사 면
발터 벤야민 괴테와 친화력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실제적으로 벤야민은 자신의 유물론

적 사유가 중심이 아니라 이른바 신비적이고 형이상학적 방법론이 자신의 핵심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한
다 이는 년 벤야민이 막스 리히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된다 저는 현재 대학 사회의 학술 활
동이 이룬 성과들과는 군돌프나 베르트람과 같은 학자가 쌓아올린 기념비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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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언급했듯이 벤야민의 신비적인 언어철학 경향의 초기 사유와 유물론적 후기의

사유는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지닌다 이 일관된 면모의

핵심에는 바로 알레고리적 사유 이자 변증법적 이미지 의 문제가 중심에 있다 알레

고리적 이미지의 문제를 벤야민의 핵심적인 문제인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보들레르와

벤야민으로부터 유래된 산책자의 이론적 층위를 재검토하고 이를 예술가적 산책자의

논의로 새롭게 정립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지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신비 미학적인 사유와 정치 유물론적 사유는 서로 의미를 달리

한다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의 방법론의 공통성에 대해서는 수잔 벅 모스의 견해

를 참고할 수 있다 수잔 벅 모스는 신비적 사유 독일 비애극의 원천 으로 대표되

는 와 정치적 사유로 양분되는 일반적 벤야민 연구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벤야민의

사유구조가 종합적으로서 유물론 혹은 맑시즘으로서만 환원될 수 없는 측면 즉 실제

로 벤야민의 경우에 정치적 급진화 를 거치면서도 사고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고 언급한다 이는 벤야민의 신비주의적 사유의 문제가 그의 정

치 철학적 맥락과 거의 동일한 차원의 문제의식이었음을 보여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독일 비애극의 원천 에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인식과 사유에 대해서

벤야민의 직접적인 언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년대 중반 벤야민은 독일 비애극

의 원천 텍스트를 집필하던 중 카프리 지역의 여행에서 만났던 아샤 라시스와 비애극

에 대해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의 대화가 아샤 라시스의 회고를 통해 남아있

다 이 글에서 벤야민은 알레고리의 미학적 특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

다

벤야민은 독일 비애극의 원천 작업에 몰입해 있었다 그의 작업이 세기 독일 바로크 비극

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런 문학을 아는 사람은 전문가 몇 명밖에 없다 이 비극들은 한번도 상

연된 적이 없다 는 사실을 벤야민에게 들었을 때 나 아샤 라시스 인용자 주 는 인상을 찌푸렸

다 왜 죽은 문학을 가지고 수고를 하시나요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얼마 후 이렇게 말했다 첫

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 비공식적 학문 풍토가 보여주는 끔찍한 황무지와 일치감치 분명하
게 선을 긋기 위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오히려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보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연구가 형이상학적 방향을 기본적으로 지향한
덕분입니다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이 편지는 벤야민이 역사철학테제 의 원고를 보내면
서 쓴 편지이다 벤야민은 이 글에서 역사철학테제 에 담겨있는 것은 자신이 여년간 간직해왔던 귀
중한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이 지금까지의 제 글들 사이에 숨어있는 결정적인 연관이 있음
을 알아차리게 해 줄 것 이라고 언급한다
최성만 앞의 책 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성만은 초기의 신학적 사유와 후기의 역사적 유물론

의 사유는 언뜻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듯이 보이고 실제로 이 둘 사이의 매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는 그의 수용사에서 논란이 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벤야민 자신도 이 둘 사이의 매개를
위해 노력했는데 적어도 초기와 후기 사상은 그 자신이 이해하듯이 변증법적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다 고 평가한다
수잔 벅 모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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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나는 미학 분야에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비극 라는 용어와 비애극 라는 용어가 말만 다를 뿐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

고 있습니다 나는 양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히려 합니다 바로크 드라마 비애극 인용

자 주 는 세계에 대한 절망과 경멸을 표현합니다 진짜 슬픈 연극입니다

그는 자기가 바로크 드라마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형식을 모색 중이며 바로크 드라마는 표현주

의와 유비관계가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알레고리 우의형상 제

의라는 예술적 문제들을 그렇게 자세히 다루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학자들은 알레고리를 이

류의 예술기법으로 평가해왔습니다 벤야민은 알레고리가 대단히 가치 있는 수단이며 나아가 진

리 를 이해하는 특수한 예술형식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수잔 벅 모스는 아샤 라시스의 회고가 독일 비애극의 원천 의 가장 중요한 의도를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벤야민과 한때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아샤 라시스

의 회고에 따른다면 벤야민은 당시까지 동일시되어왔던 그리스 비극 과 독일

비애극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주장하면서 알레고리 를 미학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알레고리 라는 개념에 대한 벤야민 자신의 미학적 인식의

문제이다 그 첫 번째는 벤야민의 직접적인 표현처럼 알레고리 즉 바로크 드라마는

세계에 대한 절망과 경멸을 표현합니다 진짜 슬픈 연극 이라는 세계관과 인식의 측

면이다 두 번째로는 아냐 라시스의 지적처럼 벤야민은 알레고리가 예술적으로 대단히

가치있는 수단이며 나아가 진리 를 이해하는 특수한 예술형식이라는 점

을 증명하고 싶어했다 는 언급의 구체적인 의미이다

위 두 가지 언급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전술했던 독일 비애극의 원천 에서

언급된 알레고리적 사유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은 벤야민에게 알레고리적 방법이 단순히 문학적 기법의 차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스스로의 언급처럼 알레고리 적 사유는 지금 현재 혹은 현실 이

라는 세계 자체에 대한 절망과 경멸 그리고 슬픔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미학적

세계관의 차원에 속한다 이는 멜랑콜리적 인식을 토대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를 극복

하고 새로운 영원성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보들레르나 니체적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유

사한 것이다

벤야민의 생각처럼 알레고리적 이미지 혹은 사유란 지금 현재의 세계에 대한 무의미

성 과 폐허적 인식을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지닌다 세계에 대한 절망과 경멸 은 바로

현실의 무의미성과 폐허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슬픔 이라는 말은 폐허 로 표상되는

세계와 현실을 슬픔과 멜랑콜리적 인식으로 사유하고 그것의 너머에 혹은 그 속에 잠

재되어 있을 진리 와 인식의 특수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의 책 면

여기에서 번역된 독일어 은 일반적으로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감각하다 이용하다 배려
하다 주의를 기울여 지키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문맥을 통해 보았을 때 이는 인식이라는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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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알레고리적 방법론은 벤야민의 말처럼 대단히 가치있는 수단이며 진리 인

식 인용자 주 를 이해하는 특수한 예술형식 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급진적 태도라

칭할 수 있는 폐허적 묵시론적 인식만이 지금 현재로서 지속되는 반복적이며 동일한

방식 으로서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방법론은 이러한 알레고리적 인식과 세계관을 기

반으로 하는 것이다 즉 알레고리로서의 인식이란 바로크 알레고리에서 제시된 지성적

인 악의 존재론 처럼 세계에 대한 절망과 경멸 을 통한 그것의 초극과 구원의 문제를

깊숙이 숙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레고리적 인식을 갖춘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도시를 배회하는 주체로서 평가되었던 산책자 와 그 개념을 달리한다 미학자이자

작기인 산책자의 존재는 도시를 방황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인식 또는 사유하며 도

시 모더니티의 모든 것을 변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벤야민적 개념에 있어서의 알레고리적 사유 혹은 변증법적 이미지의 핵심적 방법은

영원히 반복되는 허위적 공간으로서의 도시적 경험을 변용 보들레르나 이상의 표현

을 빌리자면 데포르마시옹 하여 그것을 충격 과 꿈에서의 깨어남으로 전환시키고

구원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깨어남이 가능해지기 전에 전제되

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무의미성과 그 붕괴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저작 일방통행로 와 독일 비애극의 원천 인용자 주 의 문체는 상반되지만 옛 저작

은 새 저작과의 눈에 띄는 친연성을 보존한다 독일 비애극의 기원 이 알레고리를 이론적으로

구원 하려 한다면 일방통행로 는 실제로 구원하며 그 과정에서 구원의 의미를 변형한다 알

레고리의 대상 비극 이 아니라 알레고리적 실천이 구원되는 것이다 바로크드라마에

이해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홍준기 변증법적 이미지 알레고리적 이미지 멜랑콜리 그리고 도시 벤야민 미학에 관한 정신분석
학적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 제 권 호 면 홍준기는 벤야민의 미학적 인식과
정치적 사유의 문제가 승자들의 역사로서의 보편사가 아닌 비연속적인 시간관 즉 불연속성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변증법적 이미지를 산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벤야민 자신의 언급처럼
비약적인 이미지를 만나는 장소가 곧 언어라는 인식을 강조한다
산책자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점에 대한 검토는 박성창 모더니즘과 도시 박태원 소설에 나타

난 산책자 모티브 재고 구보학보 제 호 참조 박성창은 발자크의 텍스트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비교분석하면서 산책자 모티프의 구현을 통한 도시 공간의 탐색이라는 기

존의 관습화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면 고 언급한 바 있다 박성창은 발자크와 박태
원 간의 무엇보다도 커다란 차이는 도시를 배회하는 구보의 산책은 도시적 삶을 객관화시키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다 말하자면 구보의 내면이 경성이라는 도시를 압도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에서 산책자의
모티프는 소설가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즉 산책자가 도시화된 경성을 무대로 자본주의적 현
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보다는 도시적 풍경을 내적 성찰을 위한 기호나 발판으로 삼으려
고 한다 그가 걸으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은 기호로서만 존재하며 공간 그 자체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
다 면 는 점을 지적한다
그램 질로크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앞의 책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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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의 이미지 개 돌 노파 측백나무 가 이념의 우의 알레고리 현상이라면 벤야민의 모더

니즘 단편들에서 도시와 상품의 이미지 역시 비슷하게 기능한다 일방통행로 는 바로크

드라마의 양식화된 수사와 과장된 몸짓을 흉내내지 않는다 벤야민이 이 글을 쓴 것은 비의적 드

라마 장르를 재건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레고리를 현실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알레

고리 양식을 통해서 벤야민은 파편화된 세계의 경험을 가시적이고 가촉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런

세계에서 시간의 경과는 진보가 아닌 붕괴다

수잔 벅 모스의 지적처럼 독일 비애극의 원천 과 일방통행로 를 시작으로 한

벤야민의 모더니티에 대한 사유 혹은 손쉽게 산책자 로 불러왔던 미적 모더니티의 핵

심적 측면은 전술했던 알레고리적 사유를 배제하고서는 이해되기 어렵다 위 글에서 제

시된 것처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방법론적 핵심은 석화된 자연과 부패하는 대상의

이미지들 의 표상들을 인식 하는 것이다 알레고리적 이미지란 화려한 환등상이자

판타스마고리아가 가득 찬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모더니티를 붕괴 로 사유하고 그것을

텍스트로서 구체화해 내는 미학적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 그 가시적이고 가촉적인 충

격적 감각의 직접적인 현현이 바로 알레고리를 현실로 만드는 것 알레고리적 실천 의

핵심적이다 즉 알레고리적 인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대한 일종의 의미부여 이자

텍스트화에 해당한다 그것은 현실을 타락과 무의미 그리고 생명 없음으로 형상화하는

멜랑콜리적 인식을 기반으로 세계 그 자체를 이미지 로 변용해내는 사유에 근간해 있

다

따라서 벤야민 미학의 알레고리적 인식을 토대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세계관을

검토할 때 주의깊게 살필 부분은 이미지를 통해 가능할 전복적이고 전위적인 사유 혹

은 그 속에 내제된 잠재태적 가능성 의 맥락이다 요컨대 알레고리적 사유를 갖춘 예

술가적 산책자는 모든 폐허적 현실에 속한 사물과 그 속에 존재할 잠재태 로서의 가

능성 즉 벤야민의 표현에 따른다면 메시아적인 지금시간으로서의 현재 를 동시적으로

추구한다 벤야민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언어와 이미지란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구원을 향한 은밀한 지침 을 꿈꾸는 철학적 탐구 인 셈이다 이

를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철학테제 에서 파울 클레의 새로운 천사

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수잔 벅 모스 앞의 책 면

위의 책 면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 역사철학테제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이를

행복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가 품고 있는 행복의 이미지라는 것이 전적으
로 우리 자신의 삶의 흐름이 우리를 원래 그쪽으로 가도록 가리킨 시간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
게 한다 달리 말해 행복의 관념 속에는 구원의 관념이 포기할 수 없게 함께 공명하고 있다 역사
가 대상으로 삼는 과거라는 관념도 사정이 이와 마찬가지이다 과거는 그것을 구원으로 지시하는 어떤
은밀한 지침을 지니고 있다
조르조 아감벤 사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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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 클레가 그린 새로운 천사 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자기가 응시하고 있

는 어떤 것으로부터 금방이라도 멀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

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또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이 틀

림없다 우리들 앞에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쉼 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히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해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벤야민이 인식하는 천국 즉 진보와 역사를 총칭하는 근대성 혹은 모더니티의 무의

미성은 역사의 천사 에게 쉼 없이 폭풍을 불어닥치게 한다 허위와 가상적으로서의 판

타스마고리아를 표상하는 천국 은 진정한 미래와 가능성을 찾는 역사의 천사를 끊임없

이 방해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그러한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쉼 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으로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 이자 영원히 반복될 파국이

모더니티의 세계인 천국 의 근본적 정체라면 벤야민에게 모더니티의 폭풍을 극복하고

잠재적인 것들을 사유할 철학적인 주체가 바로 역사의 천사 로 호명되는 것이다

벤야민의 정치적 미학적 모티프가 집약된 것으로 평가되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에서 그는 모더니티의 궁극적 형상인 천국 으로 대변되는 폐허와 무의미를 극복해야

하는 메시아적 시간으로서의 현재 에 관한 사유를 보여준다 이를 가능케 하는

알레고리적 사유의 핵심이 바로 천사 의 이미지로 집약된다 이를 이해할때 중요한 지

점은 역사의 천사 가 세계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 으로 인식하

고 그 멜랑콜리적 인식을 통해 무수한 가상들과 환타스마고리아의 모더니티를 파괴하

고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지 의 과정을 통해 역사의 천사는 메시아적 구원으

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 즉 역사의 천사가 붕괴된 세계 속에서 머물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철학테제 발터 벤야민 선집 면
위의 글 면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부기에서 시간에 대한 근본적 경험이 결코

균질하게도 공허하게도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유대인들의 시간의식을 예로 든다 벤야민에 따른다면
유대인들에게 모든 시간들은 매초는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아
적 시간의 개념을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역사가는 사건들의 순서를 마치 염주처럼 손가락으
로 헤아리는 일을 중단한다 그는 그 자신의 시대가 과거의 특정한 시대와 함께 등장하는 성좌구조

를 포착한다 그는 그렇게 해서 메시아적 시간의 파편들이 박혀있는 지금시간으로서의
현재의 개념을 정립한다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가 쓰여진 상황과 벤야민의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는 최성만 기억의 정치학 앞의 책 면 참조 최성만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를 벤
야민이 최후에 남긴 글이면서 그의 전 사상이 응축된 글 로 평가하면서 근대 서구에서 전승된 진보
개념에 대한 벤야민의 비판은 진보 자체에서 파국을 보는 역사의 천사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에서 구
체적으로 표현된다 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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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하고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히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

어한다 이러한 천사 의 시선에서 구축될 수 있는 잠재성의 영역이야 말로 진보와 모

더니티의 거짓된 폭풍을 파괴 하고 새로운 구원의 맥락을 현전시킬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가의 근본적 지향점인 것이다

보들레르에 관한 에세이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에서 나타나듯이 벤야민에게 모

더니티 의 양가성 혹은 도시 텍스트적 공간은 천사 의 시선과 폭풍 에 의한 잔해가 공

존하는 영역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도시와 세계란 영원하면

서 항상 새로운 벌 로서의 폐허적 성격과 그 속에 숨겨진 구원의 은밀한 지침 으로서

의 가능성이 모두 양가적으로 공존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그렇기에 예술가적 산책자

는 그 구원의 잠재적 가능성 을 위해 모든 결정타는 왼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이라는 지침을 인식하고 데포르마시옹으로서의 미학적 사유를 실천해나가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인식과 사유가 바로 멜랑콜리적 인식을 통해 모더니티를

사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핵심적인 세계관인 것이다 보들레르부터 니체를 거쳐 벤

야민에게 이어지는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잠재성의 발견과 구현이라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를 추구하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본장은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영원성 에 대한 추구와 인식의 문제를 전절의 논

의를 토대로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성의 문제로 해명

하고자 한다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 등에게서 각각 나타나는 영원성 을 향한 미학적

주체는 개별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상에서 있어서는 동일한 양상

을 보인다 즉 김기림에게 나타나는 쥬피타 이상 이상 텍스트의 무서운 아해 로서의

질주적 미학의 주체 그리고 정지용에게 세계 의 무의미성을 초극하는 나비 의 이미지

가 각각 영원성 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모

더니티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미학적 환상이자 알레고리적 이미지

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이는 그들이 추구했던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조선

문학의 가능성이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미학적 사유를 통해 어떻게 근대를 초극하는 미

학적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세부적인 텍스트 검토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최성만 기억의 정치학 앞의 책 면 최성만은 이를 보들레르 연구 자료 가운
데 하나인 중앙공원 과 파사쥬 노트 묶음 에서도 벤야민은 진보를 파국으로 규정한다 진보의
개념은 파국의 이념 속에 정초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파국이다 파국은 그때
그때 앞에 닥쳐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진 어떤 것이다 지옥은 우리 앞에 닥쳐올 어떤 것
이 아니라 여기의 이 삶이라고 본 스트린드베리의 생각 파사주 프로젝트에서 벤야민이 모더니티를
이러한 지옥으로 즉 진보의 폭풍이 인간을 소외시키며 판타스마고리아들의 세계에 가두어둔 그러한
지옥의 풍경으로 본 구상도 신학적 모티프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 진보 개념에 대한 비판과 직접적으
로 연관된다 고 지적한다
발터 벤야민 중국산 진품들 발터 벤야민 선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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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피타 로 형상화된 예술가의 미학적 사유와 근대극복의 인식

본절은 김기림 텍스트에 나타나는 금붕어 와 나비 그리고 쥬피타 이상 의 테마를 통

해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는 예술가지적이고 미학적인 주체의 문제를 검토하

고자 한다 전절에서 살펴본 김기림의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텍스트에

등장하는 모더니티에 세계에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예술가적 산책자는 김기림에게 위의

이미지들을 통해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붕어 나비 주피터 이상 의 모티프를 통해 장에서 논의했던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이미지를 토대로 그가 추구했던 영원성 에 대한 미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층위를 지니는가를 확인함으로서 가능하다 위 이미지들의 본질적 의미는 곧 새

로운 조선문학을 추구했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층위와 직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장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김기림에게 문학과 예술의 형성과정 인 기

술 제작 문제란 프리미티브한 직관적인 감성성 을 토대로 한 것이며 변용을 통해 꿈

의 리얼리티 로 대변되는 진실 의 출현되는 순간을 이미지화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전절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원시적 직관적 감상성 의 층위에서 김기림 텍스트를 검토

한다면 기상도 나 태양의 풍속 등을 두고 내려졌던 문학사적인 평가 즉 경박한

모더니스트라는 논의 는 그 층위를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김기림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의 미학적 맥락을 정확화게 검토해야 하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게 이 문제는 최근 김기림에 대한 최근 연구들에

의해서 새롭게 문제제기된 바 있다

해당 연구들에 따르면 이른바 김기림의 피상적이고 경박한 언어사용의 문제는 그의

시가 갖는 신문문예적 성격과 저널리즘의 측면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이해하

기 어려운 것이다 피상적이고 경박한 시어 사용과 은유 능력에 대한 시인으로서의

자질 부족 으로 평가되는 시어의 문제는 제작을 강조한 그의 시적 전략과 대응된 것

이자 김기림의 저널리즘적 활동이나 관심에서 분리될 수 없다 는 점은 그의 알레고리

적 이미지의 기법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해석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요컨대 김

기림의 알레고리적 시적 이미지의 구성과 언어의 사용은 순수 문예물로서의 미학적 실

패가 아니라 그의 저널리즘적이고 시사적인 관심이 녹아들어 있는 양상이 본질적 이

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숭원 김기림 시의 실상과 허상 김기림 정순진편 앞의 책 면 이숭원은 김기림의 시작
태도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방향이 정당한지도 파악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돌진할 것을 생각
하는 무정향적 전진주의 로 평가하면서 김기림의 피상성을 잡다한 상식의 축적이나 신기주의의 부산
물인 현학적 태도로 비판한다
조영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년대 활자 도서관의 꿈 앞의 책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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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기림 문학의 특징은 오히려 당대 유행했던 장르이자 직접성 의 양식인 수

필에 내면 고백적이고 서정적인 김기림 특유의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

다 는 언급처럼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수필과 문학론 사이의 이러한 이질적인 양상

이자 그의 수필에서 뿌리깊게 박혀있는 로맨틱과 센티멘탈한 감정의 문제 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김기림 텍스트의 또

다른 한 축인 수필분야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감상성의 양상은 단순히 지성을 추구하는

김기림 문학의 이질적 요소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기림에게 핵심적인 것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엑스터시로서의 발전체 혹은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층위이다 그것은 도처에 널려있는 도시의 사물들

을 비약적 인 관계 속에 집어넣어 그 속에서 새로운 무엇 을 변용해내는 예술가적 산

책자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즉

김기림의 텍스트의 감상적 요소와 감각의 층위는 진실 된 것을 표현 혹은 구성해내고

자 하는 예술가적 인식으로 설명될 때 보다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다 이는 그의 수필

에서 드러나는 서정적 성격과 로멘티시즘의 문제가 도시라는 하나의 텍스트적 공간 속

의 진실 을 드러내려는 날카로운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평균적 군중들과 다른 방식으로 도시로부터 매혹과 거리를 동시에 느끼는 산책자

의 미학적 시선은 그 이질적 존재방식을 통해 충격 과 비상성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장 절에서도 언급했던 것이지만 김기림의 합리적 모티니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제로도 김기림이 근대적 백화점의 출현을 두고

년도의 대경성의 주름잡힌 얼굴 위에 가장 하고 나타난 근대 의 메이크

업 이 아니고 무엇일까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메이크업 된 도시 에 매혹되면

서도 또한 그 속에서 생생히 육박해오는 진실된 것 을 찾고자 하는 예술가의 데포르

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의 핵심을 드러낸다 김기림의 이러한 양가적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앞의 책 면 참조 김예리는 기상도 의 문명 비
판의 힘의 원천은 세계의 양식을 파편화여 그 이미지들을 몽타주적으로 병치하는 기법적인 테크닉 에
기반해 있으며 이러한 형식 그 자체거 식민지 조선을 포험한 근대세계를 지시하는 일종의 알레고리라
는 점을 지적한다 김예리는 김기림의 미학적 상상력이 특정한 실체를 전제하는 전통적인 재현적 문학
논리로부터 일탈하여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신범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의 책 면
김기림 바다와 육체 저자서문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년에 쓰여진 이 글

은 김기림의 수필에 대한 핵심적인 인식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 김기림은 수필이 단순히 잡문이나
천박한 저널리즘 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다 즉 김기림은 문학에서 언어는 어디까지든지
문학의 제일의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작가의 개성적인 스타일 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이 문
학의 어느 분야보다 수필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기림은 수필은 이 위에 다분의 근대성을 섭취하여
종횡무진한 시대의 총아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김기림의 언급은 그의
수필작업들이 단순히 감상성의 나열이나 잡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반증하
는 것이기도 하다
김기림 도시풍경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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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은 그의 수필 바다의 유감 에서 정확하게 제시된다

백화점의 쇼윈도우 속에서는 빨갛고 까만 강렬한 원색의 해수욕복을 감은 음분 한

셀룰로이드 의 마네킹 인향의 아가씨들이 선풍기가 부채질하는 바람에 게이프 를 날리

면서 마분지 의 바다에 육감적인 다리를 씻고 있다 쇼윈도우 앞에 앞으로 기울어진

맥고모자 아래서는 우울한 눈들이 종이로 만든 명사십리의 솔밭을 바라본다 아 바다 바다

시원한 바다 그것은 단순한 속이 빈 인형이 아니었다 동해의 그 끝이 없이 푸른 바다 속에

서 건져온 인어 다 피녀 의 가슴 속에서는 바다의 서늘한 입감이 돌고 있다

위 수필 속 백화점에는 마네킹 인향의 아가씨들이 선풍기가 부채질하는 바람에

게이프 를 날리면서 마분지 의 바다 와 종이로 만든 명사십리의 솔밭 이 존

재한다 우선 이를 바라보는 맥고모자 의 시선 속을 통해 도시 모더니티를 변용하는 알

레고리적 이미지가 구성된다 이러한 백화점의 풍경 속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은

동해의 그 끝이 없이 푸른 바다 속에서 건져온 인어 를 동시적으로 포착한다 즉 진

실된 것 으로서의 바다를 꿈꾸고자 하는 산책자의 시선이 구성해낸 것 피녀 인

어 의 가슴 속에는 바다의 서늘한 입김이 돌고 있을 것 을 이미지화한 묘사는 프리미

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진실의 리얼리티 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한 서늘한 바다의 입감 과 같은 시간이란 바로 도래할 어떤 시간 이자 유토피아적

인 환상으로서 존재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 층위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기림에게 있어서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층위는 그 어떤 공간적 시간적

비약을 통해서 가능케 되는 불가능 으로서의 꿈 이자 가장 최대의 엑스터시 를 출현시

키고자 하는 그의 미학적 방법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따라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도시 텍스트 가 그 자체로서 매혹적인 것이 아니며 그 속에 도시 모더니티

의 평균성을 초극할 잠재적 가능성의 영역이 존재하기에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꿈 과 환상 의 엑스터시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모더니티의 시간과 공간은 알레

고리적인 방법론을 통해 다른 의미로 변용된다 예술가적 산책자 의 시선이란 바로

이를 포착해냄으로서 역설적으로 현재의 무의미성과 폐허성에 충격을 던지며 그것을

파괴하고 자신의 환상 을 통해 세계를 진실 로서 재구축하려는 미학적인 운동성 을 구

성해내는 것이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방법론에 있어서 도시

텍스트란 진실 된 것이 부재하는 세계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 무의미성 너머에 존재

할 진실의 출현이라는 양가적이고 이중적인 미학적 시선에 의해 구성된다 전술했다시

피 산책자에게 도시 텍스트 란 단순한 비판과 성찰의 대상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김기림 바다의 유감 동아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면 참조 이성욱은 김기림의 산책자
적 태도가 군중의 역동성을 보지 못하고 거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만을 내세움으로서 군중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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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엑스터시와 꿈의 가능성 때문에 도시 텍스트가 그들에게 매혹적 일 수 있다는

점은 그간의 산책자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주목되지 못해왔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추구가 김기림의 텍스트 속에서 원시적 직관적 감상성 의 측면을 통해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주목되는 텍스트는 금붕어 와 바

다와 나비 이다 바다와 나비 의 유명세에 비해서 금붕어 는 크게 주목받지 못

했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붕어 는 김기림이 구축한 도시 텍스트들의 무

의미성과 탈출 그리고 꿈 의 세계에 대한 욕망을 정확하게 구성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에서 주목된다 이 시

는 금붕어 여성 으로 표상되는 도시 모더니티의 포로가 어떻게 그 영역을 탈출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꿈 과 진실 의 리얼리티 가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되는 지를

드러낸다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 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눌을 입었다 빨간 꽃 잎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삐여저 나왔다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 볼게다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뿌려주는 힌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대처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레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우에 옴겨 놓으면 창문턱으로 비스듬이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 본다 꿈

이라 가르켜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지나해 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가

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 빛 해초의 산림 속을 검푸른 비눌을 입고

도시성의 깊은 추를 드리우지 못한 피상적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지나치게
일면적이다

발터 벤야민 공사현장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이 글에서 도시에서 유희하는 아
이들의 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아이들의 시선은 어른의 시선 속에서는 무의미한 폐기물에 불과
한 폐자재들을 가지고 놀이한다 이 때의 아이들의 놀이란 도시 텍스트 대상을 비약적이고 새로운 관
계 로 재구축하는 산책자의 시선이자 동시에 그 아이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물들의 본래적인 시선
커다란 세계 안에 있는 작은 세계 을 되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테마는 구인회 구성원들에게 동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정지용은 유
리창 를 통해 이러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탈출하려는 예술적 존재에 대해서 다룬바 있다 정지용
의 금붕어에 대한 해석은 본고의 장 절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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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에게쫓겨 댕겨보고도 싶다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한울보다도 더 큰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한다

배설물 의 침전 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 이 쌓여간다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한울보다도 더 먼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김기림 금붕어 전문

김기림이 년 말 즉 구인회 동인지인 시와 소설 이 출판되기 얼마 전

에 발표한 금붕어 는 그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양가적 면모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텍스트이다 우선 금붕어 를 독해할 때 일차적으로 주목되는 요소는 화장한

따님 으로 표현되는 금붕어의 존재이다 금붕어는 금빛 비눌 을 입고 빨간 꽃 잎파리

같은 꼬랑지 를 지니며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 온 여성적 존재로 묘사된다 어항

속에 갇힌 여성적 존재는 근대적 도시 속에서 갇혀있는 존재를 은유 하는 것인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근대적 도시 텍스트로 은유되는 어항 속에 갇힌 여성적 존재가 이중

적 형태로 알레고리화 된다는 점에 있다 이 이중성은 도시 모더니티에 대해 함몰되어

버린 주체와 그것에 대한 탈출 의 욕망을 드러내는 주체의 양가성을 드러낸다

이 여성적 존재가 이중적 표상을 가진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것은 산책자처럼 여성

적 존재가 어항 으로 상징되는 도시의 공간 속에 갇혀 있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다 그

것은 도시의 환타스마고라의 유혹이자 그 물신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

제로도 시의 연에서 보여지는 가락지처럼 삐져나온 눈 화장 과 화려한 금빛 비눌

과 빨간 꽃 이파리 같은 옷으로 치장한 여성인 금붕어의 육체는 평균적 군중 으로 대

변되는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에 함몰된 존재임을 드러낸다 즉 금붕어 여성은 자신의

원존재적인 모습을 도시의 물신성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로 제시된다

그렇기에 도시의 물신성에 포획된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 쓰는 금붕어는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중요한 해석적 맥

락을 지닌다 특히 이 구절에서 중요한 묘사는 떡가루의 흰 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

한다는 구절이다 이는 물신화된 근대적 여성의 필수품인 분가루와 화장품을 은유하는

떡가루의 흰 손 과 의 날개 가 긍정적 맥락에서 읽혀지지 않게 만든다 이 화장

품들을 천사의 날개 라 생각해버리는 여성적 존재는 이상의 흥행물 천사 나 광녀

의 고백 처럼 모더니티의 극단적인 무가치함 속에 함몰된 존재를 이미지화한다 즉

김기림 금붕어 조광 권 호 면
신범순 야생의 식사 축제적 시장과 식탁의 서판 바다의 치맛자락 문학동네 면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과 삼차각 나비 앞의 책 면 참조 신범순은 이상의 미학적 사유
의 문제가 근대를 일종의 기계적이고 황무지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두 시에 나타난 여성의 육체가
이러한 근대적인 논리에 침윤당해있는 것을 극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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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어 여성의 존재는 도시 모더니티의 물신성으로 상징되는 어항 도시가 제공하는 행

복 이라는 가상적 환등성 판타스마고리아 에 잠식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금붕

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도 같은 소문 의 정체는 물신의 유혹으로 치

장한 환타스마고리아의 근본적 특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갇혀있는 여성적 존재가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 로 여

긴다는 점은 본고의 관점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 을 위한 현재의 층위를 파악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어항 으로 제시되는 도시의 가상적

환등성과 물신의 아름다움과 절정의 높이 그 자체가 오를래야 오늘 수 없는 하늘 의

근본적 정체이다 그렇기에 어항을 부정하는 인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금붕어 여성은

하늘로 표상되는 어항 속에서 화려하게 치장한 채 어항 국경 을 넘어설 탈출구를 찾아

유리벽에 부대처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 는 무기력한 존재로 의미화된다 금붕어 여성

은 하늘의 속박된 국경이자 어항 속에서 얌전하게 유유히 꼬리를 젓고 돌아 설 뿐인

것이다

이처럼 금붕어 여성의 존재를 도시의 물신성을 표상하는 어항 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했을 때 문제는 시 중반부인 연에 등장하는 바다 의 맥락적

의미이다 현실적인 차원 혹은 도시의 환타스마고리아적 특징으로 재현되는 하늘 의

국경 즉 어항 을 끊는 일이 없는 금붕어 여성의 존재에게 바다 는 시의 전체적인 해석

상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태양의 풍속 에서도 유사하지만 김기림의 텍스트

에서 등장하는 바다 에 대한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의 존재가 꿈이라고

가리켜진 붉은 바다 의 이미지를 지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환상적 이

미지로 제시된 붉은 바다 는 금붕어 여인의 시선 속에서 창문으로 비스듬이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 이자 꿈이라고 가르켜진 넓기도 한 그 바다 로 알레고리화 되는 것

이다

하늘과 천사로 상징되는 도시의 물신화된 세계에 속한 햇볕을 녹이는 존재이자 동

시에 금붕어 여성의 내면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붉은 바다 이다 일종

의 강한 생명력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붉은 바다 는 환타스마고리아에 함몰되어 있는

금붕어 여인의 존재의 잠재적 가능성을 드러내는 변용이자 알레고리적 이미지이다 즉

붉은 바다를 염원하기란 금붕어 여인에게 일종의 어항 하늘의 갇힌 도시 세계에 대한

탈출의 욕구이자 다른 방식 인 바다 로서 존재하기를 욕망하기와 동궤적인 것이다 그

렇기에 금붕어 여성의 이 내밀한 내면적 욕망은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지나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 어 할 수 있다 그러한 붉은 바다 의 공

간에서만이 비로소 금붕어 여인의 존재는 검푸른 비눌을 입고 상어에게도 쬬겨댕겨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자유 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가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문제 즉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갇혀있는 그리고 바다

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기를 꿈꾸는 금붕어 여인의 이중적 존재방식은 도시 모더니티를

사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양가성 인식과 미학적 세계관에 정확하게 대응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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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물신을 사유하고 그 이면 속에 잠재된 바다 에 매혹되는 김기림의 시적 자아

그 자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붉은 바다 는 쉽게 획득되지 않는다 붉은 바다에 대

한 꿈은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금붕어 여인에게는 불가능하며 매우 희미하게 주어져 있

는 환상이자 희미한 잠재적인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인 어

항에 갇힌 금붕어 여인은 지금 이곳을 살아가기 위해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만 한다 이는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

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 가는 금붕어 여인의 현실과 동일한 의미맥락을 지닌다

말하자면 금붕어 에 제시되는 변용과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산책자에 대한 논의처럼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차원만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의 층위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김기림의 표현대로 강한 현

실증오의 감정 으로서 모더니티를 사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비판적 차원으로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적 산

책자의 미학적 사유는 금붕어 의 희미한 가능성으로서의 바다 꿈과 진실의 리얼리

티 라 호칭할 수 있는 자유를 꿈꾸는 자의 시선을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바다 의 공간으로 표현되는 근대를 초극하고 탈출하며 영원성 에 대한 유토피

아적 의식을 통해 텍스트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예술가적 산책자적 양가적 이미지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시의 마지막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즉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한울보다 더 먼 바다 를 욕망하는 김기림의 내면적 시선은 그

가 텍스트를 통해 구축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근본적인 지향성이자 붉은 바다 로 재

현된 꿈 과 환상 의 근본적 맥락을 정확하게 알레고리화한다 이 변용된 붉은 바다 만

이 도시의 무의미성과 폐허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다

금붕어 에서 살펴보았듯이 김기림에게 바다 의 환상은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이자 즉 잠재적 가능성으로서의 시공간적 이미지

에 속한다 이는 김기림의 원시적인 직관적 감상성 과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 상징체계

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붕어 의 알레고리적 미학과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텍스트

는 바로 바다와 나비 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성적 인 나비의 존재는 금붕

어 의 존재와 도시 모더니티를 지성적으로 사유하고 인식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

학적 세계관의 차원에서 동일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아모도 그에게 수심 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김학동 김기림 평전 새문사 면 김예리 이미지의 정치학과 모더니즘 앞의 책
면 특히 김예리는 도시 공간의 유동적이고 몽상적인 이미지들과 바다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면서

김기림에게 바다는 단지 개인적인 상상력 속에서 탄생하는 시적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과의 일정한 연
결선을 담지하고 있는 집단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 하는 차원에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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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나비는 도모지 바다가 무섭지 않았다

청무우밭인가 해서 나려 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저러서

공주 처럼 지처서 도라온다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전문

기존연구에서 서정의 극치 라거나 혹은 김기림 시 변화의 중대한 분기점 으로

언급되었던 바다와 나비 는 김기림의 기술과 제작으로서의 미학적 추구 양상과 분

리된 서정성 의 차원으로만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 시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

하는 영원성으로의 현재 인 미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추구가 원시적인 직관적 감상성의

차원과 긴밀히 조화된 것으로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기림에게 바다 가 중

요한 것은 그것이 차갑고 냉정한 현재의 무의미성을 드러낸다는 것만이 아니라 금붕

어 에서처럼 잠재된 가능성으로서 진실의 영역 이는 꽃핀 바다 와 달 의 상징성으

로 나타난다 과 매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다와 나비 를 읽어낼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우선 시에 제시되 바다

가 바로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차원에 속해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

무도 일러준 일이 없는 깊은 수심을 가진 바다 가 흰 나비로 상징되는 예술가적 산책

자와 대립되는 존재라는 점을 맥락화한다 즉 바다와 나비 에서의 바다는 일차적으로

는 금붕어 의 하늘의 맥락과 동일한 이미지를 갖는다

바다와 나비 의 바다 는 일차적으로 금붕어 의 하늘과 어항처럼 흰 나비 의 존

재를 한계에 부딪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바다는 김기림에게 비판적으로

언급되었던 도시 모더니티의 무의미성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아무도 일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학동 김기림 평전 앞의 책 면 김학동은 김기림의 시적 요소를 이지적 속성과 정감적
속성으로 구분하면서 바다와 나비 를 이러한 정감적 속성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시한다 김학동은
이를 못과 연결시키면서 그러한 정감적이고 관조적인 시세계를 김기림의 초기사와는 다른 면모라고
평가한다
이숭원 김기림 시의 실상과 허상 김기림 앞의 책 면 이숭원은 이 작품을 본격적인 일본

유학생활에서 온 피로감과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생활인의 힘겨움이 응축 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즉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의 속도감이라던가 새것을 찾아 전진하는 생동감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새

것을 찾아 나아간 나비의 경망함에 대한 반성 새로운 세계를 찾는 자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운
명적 절망감을 드러내 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김기림이 세계에 대해 압도되고 절망한 인간범사의 보
편적 논리를 깨달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다

조영복 시 텍스트의 해석과 시교육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에 대한 해석문제 어문논총
호 참조 조영복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에 대한 다양한 해석학적 견해를 비교하면서 텍스트
외부적인 해석들이 오히려 텍스트의 내적 맥락을 지나쳐버린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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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주지 않았던 수심 으로 언급되는 무의미함의 성격을 모르던 나비 가 거기에 부

딪쳐 본다는 것은 바다 가 나비 에게 거짓된 행복 으로서의 가면적 공간 청무우밭

으로 표상되는 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와 동일한 이미지로서의 바다 이다

따라서 청무우밭인가 해서 나려 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저러서 공주

처럼 지처서 도라온다 는 구절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린 공주 로 묘사되는 예

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적 고귀함을 갖춘 나비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어린 공주와 같은

고귀한 나비의 시선에서 볼 때 거짓과 허위적 행복의 공간인 바다는 나비에게 청무

우밭 의 거짓된 약속을 제시하며 예술가적 산책자를 유혹한다 그것에 맞닥뜨렸을 때

나비가 겪게되는 것은 깊은 수심 을 가진 바다의 무의미성과 냉혹함이다 즉 실질적으

로 나비의 날개를 적셔서 지치게 만드는 바다 가 꽃이 피지 않는 삼월달 바다 의 존재

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바다와 나비 의 이미지들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해

석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나비를 지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기실 삼월달 꽃이 없는 바다 이며 이

는 금붕어 의 어항 하늘과 동일한 차원에 속해있다 그러나 나비 공주로서의 예술

가적 산책자는 자신의 꿈과 진실을 향한 영원성으로서의 미학적 유토피아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

다 라는 구절은 매우 문제적이다 이는 바다와 나비 가 내포하는 바다 의 의미가

도시 텍스트의 가상성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즉 금붕어 의 마지막

에 언급되었던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한울보다도 더 먼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 의 존재가 바로 달 의 상징성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는 점은 바다와 나비 의

마지막 구절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

다 라는 마지막 구절을 하나의 단일한 의미맥락으로 파악했을 경우에 시림 의 감각을

바다의 냉혹함에 대한 나비의 좌절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새파란 초생달의 시

림은 바다와 동일한 차원에서 나비를 괴롭히는 무엇으로도 독해된다 그러나 이는 일면

적 해석일 수 있다 왜냐하면 바다와 대비되게 달 은 텍스트의 내적 맥락에서 마지막

구절에 갑자기 제시된 것이며 서글픈 나비의 허리에 존재하는 시림 의 감각은 바다

가 아닌 달에서 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달의 시리도록 날카로운 감각 이 나비 허

리 에 새겨진 것이며 이는 텍스트에 언표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삼월달 바다에

꽃이 피어있는 어떤 상태 와 관련된 알레고리적 이미지로서 파악될 수 있다

새파란 초생달 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시리다 는 감각을 통해서 나비의 육체에서 새

겨진 달 의 존재는 좌절한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고귀한 나비이자 예술가적 산책자를

끊임없이 추동하며 이끈다 그렇기에 희미한 새파란 초생달 은 결정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도래해야 할 진실된 영역 의 표상이자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원성으로서의 미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추구는 금붕어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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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하늘에 갇힌 금붕어가 진정한 붉은 바다 를 꿈꾸는 것과 동일하다 즉 시리도록

날카롭게 나비의 육체이자 정신 속에 새겨진 달 의 존재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변용의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의 이미지인 것이다

이 고귀한 예술가인 나비에게 새겨진 새파란 초생달 은 무의미한 모더니티의 세계로

표상되는 거짓된 바다에 지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희미한

꿈 의 차원을 지향한다 그것은 서글픈 나비 가 바라보고 있는 삼월달 바다에 꽃이 피

어있을 어떤 상태 이자 진실 의 차원을 향한 날갯짓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존재하게

될 혹은 해야만 하는 꿈의 리얼리티 로서 꽃 핀 바다 달 의 세계로 향하는 꿈의 여정

과 그 목표가 바로 공주 나비인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본질적이고 영원성의 표상이 된

다 즉 환상적인 미학적 유토피아를 향한 도약이 바로 예술가적 산책자가 지향하는 영

원성인 것이다 따라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맥락들 속에서 바다와 나비 는 단지 서

정적인 완결성이나 현해탄 콤플렉스의 차원으로서만 설명되기는 어렵다 즉 고귀한

공주 로서의 나비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이처럼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바다와 나비 는 김기림 시의 한 절정을 이루며 일제 말기의 못

과 공동묘지 로 이어지는 경향으로서 언급되었다 이는 김기림의 친우였던 이원조의

언급 처럼 모 더니즘적 군호가 아니라 우리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느끼는 이 심정의

세계 로서의 감상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기림 텍스트의 원시적인 직관적

감상성이라는 층위는 그의 지성적인 방법론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를 통

해 김기림은 자신의 텍스트 속에 예술가적 산책자가 지향하는 미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예술가적 산책자가 구성하고

자 하는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란 가상과 무의미성의 폐허인 지금 현

재와 더불어 그와 대비되는 도래할 영원성 을 향한 가능성이 양가적으로 공존하는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를 통해 현해탄 컴플렉스의 문제를 논의했던 김윤식의 논의는 재고될 여지가 있
다 김윤식은 바다와 나비 에 대해 김기림의 나비는 수심을 모르고 일단 현해탄을 건너다가도 어린
날개가 지치면 포기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절도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시의 표면적 맥락을 통해 달과 관련된 공주로서의 나비가 보여주는 핵심적 양상을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 정지용과 김기림의 작품세계 근대시와 인식 시와 시학사

면 참조

이원조 시의 고향 편석촌에게 붙이는 단신 문장 호 이원조는 김기림의 태양의 풍
속 등에서 시도된 일련의 시적 시도들이 허무와 피로만을 담고 돌아온 온 탕자의 귀가라고 언급하면
서 김기림의 못 과 공동묘지 를 높게 평가한다 이원조는 이 두 작품에 대한 감상을 술회하면서
나 스스로 옳지 편석촌이 시의 고향으로 돌아왔나부다 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편석촌형

시의 고형은 형이 앞서 부르지짖든 모 더니즘의 군호가 아니라 우리 여러 사람이 다같이 느끼는 이 심
정의 세계 거기는 공동묘지이기도 하고 못가이기도 한가 봅니다 라고 평가한다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테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앞의 책 면 이러한 차원에서 벤
야민이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적 시간의 개념은 바로 그러한 진실의 순간들이 지금 현재의 폐허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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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이자 잠재적인 가능성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프리미티

브한 직관적 감상성을 통해 구현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은 평균적 인 도시 모더너티

그 자체인 현재의 무의미성을 파괴하며 대상을 비약적이고 새로운 영원성이자 진실된

것으로 변용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이자 방법론에 해당한다 즉 도시 텍스트를

변용 하는 것은 벤야민 벤야민의 지척처럼 파괴를 통한 구원의 문제 를 사유하게 되

는 하나의 인식론인 방법론을 토대로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

해 이미지의 잠재적 성격과 영원성으로서의 미학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김기림의

금붕어 와 바다와 나비 는 가상과 환타스마고리아로 대변되는 폐허적 도시 모더

니티의 세계 속에서 진실의 영역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목

표이자 예술적 태도임을 밝혀준다

추후 이상과 정지용을 검토하면서 확인되겠지만 바다와 나비 의 나비 모티프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와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상

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고의 장에서 전술했던 바와 같

이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을 통해 가장 궁극의 엑스터시 로 존재할 꿈 과 진

실 그리고 예술 에 대한 가치지향성이 바로 나비표상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현대

적 인 조선 문학의 가능성이자 김기림의 전체시론 시론의 핵심적 층위가 된다 그렇다

면 금붕어 와 바다와 나비 를 통해 제시된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에 대한 추

구가 명확하게 형상화된 작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친우였던 이상을 소재로 한 텍스트인 쥬피타 추방 에서 논의될 수 있다 쥬

피타 추방 에서 김기림은 시인 스스로가 연기하고 있는 희극적 가면 뒤에 숨어있는

영웅적 성격을 간파한 것 이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술가의 진실된 혼 과 희생적

시인 의 존재에 대해서 묘사 를 보여준다 구인회 의 텍스트에 있어서 변용과 알레

고리적 방법론 문제가 예술가적 산책자가 지니는 미학의 핵심적 양상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관련성을 통해 쥬피타 추방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속에서 도래하는 진실된 것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벤야민은 이를 유대인들의 시간의
식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벤야민에 따르면 시간은 공허하고 균질적인 현재인 것이데 이 유대인들
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매초 매초가 메시아가 들어올 작은 문을 의미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이처럼 가상과 폐허로서의 시간과 메시아적 시간이 양가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벤야민의
이론은 그의 대표적 개념인 산책자의 의미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관하여 역사철학테제 관련노트들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현재의 시간 즉 메시아적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경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시간이 멈춰서 정지해버린 현재라는 개념을 역사적 유물론자는 포

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재 개념이야 말로 그때 그때 역사가 기술되는 현재를 정의하기 때문
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현재는 예언의 대상이다 그 현재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예
고하지 않는다 그 현재는 단지 무엇이 종을 울렸는지 진술할 뿐이다 역사가는 과거를 향한 예언
자이다
신범순 야생의 식사 축제적 시장과 식탁의 서판 바다의 치맛자락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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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발표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쥬피타 추방 은 년 김기림이 동북

제대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바다와 나비 를 발표했던 시기와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쥬피타 추방 을 해석할 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일차적으로 차 세계대

전이 발발하려는 시대적 상황의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쥬피타로 묘

사되는 이상의 알레고리적 형상화이다 중요한 것은 김기림의 미학적 사유의 표상으로

서 이상과 쥬피타가 동일시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이상 쥬피타가 일종의 도시 모더니티

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그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는 점에 있다 김기림의 언급을 빌리자면 이상 쥬피타로 알레고리화되는 예술가적 산책

자는 무의미한 모더니티의 세계를 파괴하고 부수며 새롭게 날아오를 불타오르는 시

선 즉 어둠을 뚫고 타는 두 눈동자 를 지닌 영원성에 대한 추구를 통해 그 존재의의

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림은 년 월 즉 이상이 사망한지 두달 뒤 조광 에 이상의 추억 발

표하면서 상은 한번도 잉크 로 시를 쓴 일이 없다 상의 시에는 언제든지 상의 피가

임리 흥건함 하다 그는 스스로 제 혈관을 짜서 시대의 혈서 를 쓴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기림의 언급은 이 시를 단순히 이상에 대한 추도로서 한정짓기 어렵

게 한다 김기림의 이상에 대한 언급과 쥬피타 추방 은 전술했던 것처럼 그와 이상

혹은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공유했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인 지향점을 토대로 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의 장에서 살핀대로 김기림이 제시한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미학의 문제 즉 꿈

의 리얼리티 와 진실에 대한 추구와 구체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김기림에 따른다면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과 삼차각 나비 앞의 책 면 신범순은 쥬피타 추방 의 발표 시기를
년 이전으로 잡고 있다 이상이 사망했던 시기가 년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신범순의 지적처

럼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시대적 양상과 쥬피타 추방 이 겹쳐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쥬피
타 추방 의 발표시기는 년 월부터 년 이전시기로 예상된다 이는 바다와 나비 가 발표되었
던 년의 시기와 근접해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유중 김주현 엮음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김기림은 고 이상의 추억 조광
에서 동경에서 만난 이상을 제우스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여보 당신 얼굴이 아주 피
디아스의 제우스 신상 같구려 하고 웃었더니 상도 예의 정열 빠진 웃음을 껄껄 웃었다 사실은 나는
듀비에의 골고다 의 예수의 얼굴을 연상했던 것이다 오늘 와서 생각하면 상은 실로 현대라는 커 다
란 모함에 빠져 십자가를 걸머지고 간 골고다의 시인이었다

위의 책 면
위의 책 면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을 옮긴다 상이 우는 것을 나는 본 일이 없다 그는 세속에 반

항하는 한 악한 정령 이었다 악마더러 울 줄을 모른다고 비웃지 말아라 그는 울다울다 못해서 인
제는 누선 이 말라버려서 더 울지 못하는 것이다 상이 소속한 세기 악마의 종족들은 그러므로
번영하는 위선의 문명을 향해서 메마른 찬 웃음을 토할 뿐이다 흐리고 어지럽고 게으른 시단의 낡
은 풍류에 극도의 증오를 품고 파괴와 부정에서 시작한 그의 시는 드디어 시대의 깊은 상처에 부딪쳐서
참담한 신음소리를 토했다 그도 또한 세기의 암야 속에서 불타다가 꺼지고 만 한줄기 첨예한 양
심이었다 그는 그러한 불안동요 속에서 동 하는 정신을 재건하려고 해서 새출발을 계획한
것이다 이 방대한 설계의 어구에서 그는 그만 불행히 자빠졌다 상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생리의 비극이
아니다 축쇄 된 한 시대의 비극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기림이 이상을 언급하면서 그도
또한 세기의 암야 속에서 불타다가 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그는이 아닌 그도 또한이라는 표현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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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시대의 깊은 상처 와 세기의 암야 속에서 동 하는 정신 을 재건

하기 위해 노력한 예술가이다 즉 어둠 으로 상징되는 모더니티의 파국적 현실 속에서

이상의 예술적 면모인 피가 임리한 시대의 혈서 와 동 하는 정신 의 층위는 김기림의

텍스트속에서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제시되는 이상 주피터의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의

문제를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김기림이 년에 정지용과 이상 등을

옹호하며 발표한 현대시의 발전 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질서에 대한 용서없는 부정 그것이 다다 의 정신이었다 모든 것 드디어 생

까지라도 파괴하려는 의지에 불타는 다다 는 한편으로 보면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 정신의

발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허무 속을 헤매던 다다 는 슈르리얼리즘 에 이르러서는

꿈 속에서 한줄기 혈로 를 찾았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그들은 꿈만이 사

람에게 자유를 주고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였다 꿈을 통해서는 죽음조차도 애매한 것이 아니고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냉담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슈르리얼리즘 은 구라파의 암야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꿈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

였다 그것은 잠 알콜 담배 에텔 아편 코카인 몰핀 의 마술의 십자로다 그러

나 그것은 현실의 파괴자라고도 말하였다 그들이 추구하던 것은 결코 로멘티시즘 이 추

구하던 꿈이 아니었다 또한 꿈에 대한 양자의 태도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로멘티시즘 은

맹목적으로 꿈에 파묻히려 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찾은 꿈은 아름다운 것만이었다 그러나 슈르

리얼리스트 는 결코 아름다운 꿈만을 찾지 않는다 또한 꿈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꿈 그것

의 본질까지 사정없이 분석하여 꿈의 리얼리티 를 탐구하려고 한다 그러한 까닭에 슈르리

얼리즘 은 구경 에 있어서는 리얼리즘 과 접촉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악의 꽃 의 시인 보들레르 에 의해서 이미 로멘틱 한 미는 분쇄되었다 여기

폴 엘르아드 의 말이 있다 미추 는 벌써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 같다 사람으

로 하여금 이것이 미다 혹은 추다 하고 공헌하게 하며 결심시키기를 강요한 허영은 문학의 여러

시대를 지나면서 세련되어온 그들의 감상적 흥분 그 결과로서 생기는 무질서에 기인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름다운 꿈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꿈을 붙잡으려 한

다 꿈의 미 가 아니고 꿈의 진 이다

김기림의 현대시의 발전 은 전술했던 것처럼 오전의 시론 전체시론을 관통하는 김

기림의 핵심적인 미학적 지향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글에 해당한다 특히 구인

회 의 문학강연회 원고를 토대로 발표된 김기림의 현대시의 발전 에서 주목되는 바

는 전술했던 꿈의 리얼리티의 개념이 가질 수 있는 현대성 의 층위일 것이다 이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방법론의 지향이 어떠한 맥

락을 지니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다는 점은 김기림이 이상을 쉬르레알리즘과의 연관성 속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위의 글 면
본고의 장에서도 지적했던 바이지만 김기림의 현대시의 발전 은 박태원의 표현 묘사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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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은 위 글에서 우선 다다 의 지향점으로 모든 기존의 질서에 대한 용서없는 부

정 의 의식을 언급한다 이는 의미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한편으로 보면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 정신의 발현 에 해당한다 이는 김기림이 지적하듯 다다가 부정과 허무

의식에서 더 나아갈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허무 속을 헤매

던 다다 는 슈르레알리즘 에 이르러서는 꿈 속의 한줄기 혈로 를 찾았

다 는 언급은 중요하다 즉 김기림이 강조하는 슈르레알리즘 의 근본적 의미는 그것

이 구라파의 암야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꿈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였다 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기림의 초현실주의에 대한 언급이 새로운 조선문학을 향한 김기림의 전체시

론 기획과 맞물려서 이상과 정지용 등의 평가와 연결된다는 점은 중요하게 검토될 필

요가 있다 이는 본고의 장에서 전술했던 것처럼 김기림이 파악한 정지용과 이상의 문

학적 지향점 그리고 자신의 지향점이기도 한 은 초현실주의 적 관점과 상당한 관련

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추구한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이를 주목했던 것은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현대적이고 지성적

인 사유 즉 김기림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실의 파괴자 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중요

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슈르리얼리스트 는 결코 아름다운 꿈만을 찾지

않는다 또한 꿈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꿈 그것의 본질까지 사정없이 분석하여 꿈

의 리얼리티 를 탐구하려고 한다 그러한 까닭에 슈르리얼리즘 은 구경 에

있어서는 리얼리즘 과 접촉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는 지적은 그가 생각하는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와 초현실주의의 미학적 상관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유의미하다

즉 꿈의 미 가 아닌 꿈의 진 으로서의 진실에 대한 가치지향성이란 그 스스

로의 언급대로 현실의 파괴 를 통해서 드러날 구경 의 꿈의 리얼리티 인 참다운

꿈 이자 미학적 환상 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김기림이 이상을 추도하면서 사용한 말인 시대의 혈서

혹은 세기의 암야 라는 구절은 초현실주의자 들에 대한 발언 즉 슈르리얼리즘 은

구라파의 암야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꿈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였다 라는 언급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김기림이 이

상의 추억 에서 상이 소속한 세기의 악마의 종족들은 그러므로 번영하는 위선의

문명에 향해서 메마른 찬웃음을 토할 뿐이다 혹은 그도 또한 세기의 암야 속

에서 불타다가 꺼지고 만 한줄기 첨예한 양심 이라 지적한 맥락을 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시의 발전 과 고 이상의 추억 간의 상호 연관성은 중요하다 왜냐하

면 이는 김기림이 이상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 즉 합리적 모더니티의

창작어록 와 더불어 김기림이 구인회 의 문학강좌에서 발표했던 시의 근대성과 시의 음향미에 대
한 원고를 토대로 연재한 글이라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러한 당대적 맥락에 대해서는 본고의 장
절과 절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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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에서 그러한 세계의 무의미성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예술적 주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김기림의 텍스트에서 미학적으로 변용되어 있

는 이상 쥬피타의 모습이란 단순히 이상의 교만한 예술가적인 면모와 그 미학적 세계

관의 의미를 반영한다 말하자면 이는 금붕어 의 금붕어 여인 그리고 바다와 나

비 의 나비의 시선이 향하는 환상적인 미학적 유토피아와 잠재적 가능성의 세계를 지

향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쉬르리얼리스트로서 혹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불타오르는 김기림 이상의 시선은 바로

가상적 도시 세계의 무의미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파괴 하며 그 파괴를 통한

꿈의 미가 아닌 꿈의 진 의 영역을 추구한다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본다면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근간인 충격 과 비상성 을 통해 주피타 추방 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왜냐하면 거룩지 못한 원광 을 가진 악 한 영웅적

예술가인 이상 쥬피타인 예술가적 산책자가 찾는 미학의 정점인 신선한 식탁 의 공간

이자 파르테논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파초 잎파리처럼 축 느러진 중절모 아래서

빼어 문 파이프가 자조 거룩지 못한 원광을 그려 올린다

거리를 달려가는 밤의 폭행을 엿듣는

치껴 올린 어깨가 이걸상 저걸상에서 으쓱거린다

주민들은 벌써 바다의 유혹도 말다툴 흥미도 잃어버렸다

간다라 벽화를 숭내낸 아롱진 잔에서

쥬피타는 중화민국의 여린 피를 들이키고 꼴을 징그린다

쥬피타 술은 무엇으로 드릴까요

응 그 다락에 얹어둔 등록한 사상 을랑 그만둬

빚은 지 하도 오라서 김이 다 빠졌을 걸

오늘밤 신선한 내 식탁에는 제발

구린 냄새는 피지말어

쥬피타의 얼굴에 절망한 우숨이 장미처럼 히다

쥬피타는 지금 실크햇트를 쓴 영란은행 노오만씨가

글세 대영제국 아츰거리가 없어서 장에 계란을 팔러 나온 것을 만났다나

이러한 산책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 세기 수도 파리 파사주 독일어판 개요 발
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보들레르를 원용하면서 근대적 도시의 풍경을 영원한 형벌로
서의 지옥 즉 새로움과 물신이 유행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반복되는 폐허의 판타스마고리아 환등상 라
는 점을 언급한다 즉 보들레르와 같은 알레고리의 천재가 도시에 던지는 시선은 오히려 깊은 소외를
품고 있는 시선임을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신기루 뒤에 장차 우리의 대도시에 살게 될 사람
들의 비참함을 숨기고 있는 거리산보자의 시선 면 인 것이다

김기림 포에시와 모더니티 신동아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이 단어의 의
미는 본고의 장 논의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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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계란 속에서는

빅토리아 여왕 직속의 악대가 군악만 치드라나

쥬피타는 록펠러씨의 정원에 만발한

곰팽이 낀 절조들을 도모지 칭찬하지 않는다

별처럼 무성한 온갓 사상의 화초들

기름진 장미를 빨아먹고 오만하게 머리 추어든 치욕들

쥬피타는 구름을 믿지 않는다 장미도 해도

쥬피타의 품안에 자빠진 비둘기같은 천사들의 시체

검은 피 엉크린 날개가 경기구처럼 쓰러졌다

딱한 애인은 오늘도 쥬피타다려 정열을 말하라고 졸르나

주피터의 얼굴에 장미 같은 웃음이 눈보다 차다

땅을 밟고 하는 사랑은 언제고 흙이 묻었다

아모리 따려보아야 스트라빈스키의 어느 졸작보다도

이쁘지 목한 도 레 미 파 인생의 일주일

은단추와 조개껍질과 금화와 아가씨와 불란서 인형과 몇 개 부스러진 꿈쪼각과

쥬피타의 노름감은 하나도 자미가 없다

몰려오는 안개의 겹겹이 둘러싼 네거리에서는

교통순사 롤랑씨 루즈벨트씨 기타 제씨가

저마다 그리스도 몸짓을 숭내내나

함부로 돌아가는 붉은 불 푸른 불이 곳곳에서 사고만 일으킨다

그 중에서도 푸랑코씨의 직립부동의 자세에 더군다나 현기 증이 났다

쥬피타 너는 세기의 아픈 상처였다

약한 기류가 스칠 적마다 오슬거렸다

쥬피타는 병상을 차면서 소리쳤다

누덕이불로라도 신문지로라도 좋으니

저 태양을 가려다고

눈먼 팔레스타인 살륙을 키질하는 이 건장한

대영제국의 태양을 보지 말게 해다오

김기림 쥬피타 추방 이상의 영전에 바침 부분

이 시 속에서 이상 의 존재로서 형상화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도시 텍스트 혹은

하나의 세계 는 일종의 무의미 하고 무가치한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로서 제시된 그

것은 말하자면 구린 냄새 같은 것들로서의 낡고 쇠락한 즉 텍스트상의 표현을 통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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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면 도무지 하나도 자미가 없 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시의 내재적 맥락이

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 역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화민국의 여린 피 아츰거리가 없는 영란은행 노오만 씨의 사정 빅토

리아 여왕 직속의 군악대 의 상황 그리고 록펠러씨의 정원에 만발한 곰팽이 낀 절

조들 과 온갓 사상의 화초들 기름진 장미를 빨아먹고 오만하게 머리 추어든 치욕

들 과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교통순사 롤랑씨 루즈벨트씨 기타 제씨 일으키는 함부

로 돌아가는 붉은 불 푸른 불이 곳곳에서 사고 와 직립부동하는 푸랑코씨 등 시 곳

곳의 표현들은 차 세계대전의 전운과 파시즘 세력이 일으킨 전쟁의 무모함 등 당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판적이고 희극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김기림의 의도된 알레고리적

이미지이다 이러한 미학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위 시의 알레고리들은 당대의 정치적인

흐름인 파시즘적 세력들을 희화화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인 사유를 드러낸다

즉 차 세계대전 으로 제시되는 폐허적이고 무의미한 모더니티의 현실과 세계 속에서

이상 쥬피타 의 존재는 이를 뚫고 나갈 존재로서 제시된다 시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예술가적 산책자 즉 이상 쥬피타는 파초 잎파리처럼 축 느러진 중절모 아래서 빼어

문 파이프가 자조 거룩지 못한 원광 을 지닌 존재로 보여진다 이상 쥬피타가 표면적으

로 초라한 존재로 묘사된다는 것은 유의미한데 이는 김기림이 지적하듯 그가 세속에

반항하는 한 악한 정령 이자 세기 악마의 종족들 들이기 때문이다 즉 김기림이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가리켜 진실의 꿈 을 찾는 악마의 종족 들이 번영하는 위

선의 문명을 향해서 메마른 찬 웃음을 토할 뿐 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모더니티의 세계

의 이면에 위치한 이질적 인 예술가적 산책자들의 존재의미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들은 추해보이는 광인 비정상인이자 악의 존재 이지만 동시에 비상성 을 통해

세계의 진실 과 본질을 담지하는 초인 적 영웅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 쥬피타 의 이미지로 제시된 예술가적 산책자가 지니는 미학적 사유와 세

계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해

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부분 즉 쥬피타의 품안에 자빠진 비둘기같은 천사들의 시체

검은 피 엉크린 날개가 경기구처럼 쓰러졌다 딱한 애인은 오늘도 쥬피타다려 정

열을 말하라고 졸르나 주피터의 얼굴에 장미 같은 웃음이 눈보다 차다 땅을 밟고

하는 사랑은 언제고 흙이 묻었다 라는 구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악마의 종족들 처

럼 번영하는 위선적 문명에 대한 냉소 의 시선을 갖춘 이상 쥬피타의 고독과 정신적

오만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즉 기름진 치욕의 장미 가 아닌 진정한 장미 를 갖춘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과 삼차각 나비 앞의 책 면 참조 신범순은 쥬피타 추방 에서
김기림이 대영제국의 태양에 일본을 비롯한 파시즘적 체재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담아두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그 김기림 인용자 주 는 일본을 영국의 이름 속에 겹쳐놓는 중의적 표현을 통해 당시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상을 주도해 나간 힘들의 역학관계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앞의 글 김유중 김주현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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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피타의 냉정하고 철저한 눈빛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자 지금 현실의 세계 그 자체

를 부정하는 냉소와 메마른 웃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를 초월하는 어떤 다른 곳을 추

구하는 자의 시선을 제시한다 이는 장미같은 웃음이 눈보다 차 가운 냉소를 갖춘 눈

인 것이다

이러한 악마적 존재 들을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현실의 초월만을 논하는 형식주의자들

의 냉소와 허무로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김기림이 현대시의 발전

에서 다다이즘를 극복한 초현실주의의 의미를 논하는 것처럼 혹은 벤야민의 논의에서

처럼 알레고리적인 악 과 세계를 지성으로 사유하는 자가 추구하는 구원 의 맥락과 밀

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김기림이 제시하는 이미지를 통해 말해보자면 예술가적 산책자

들은 모더니티의 세계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자들이며 동시에 진정한 장미 로서의 진실

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를 김기림은 땅을 밟고 하는 사랑은 언제고 흙이 묻었다 고

제시하는 것이다

모호한 이 구절은 갖는 의미는 주의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김기림의 언급을 빌리자면

예술가적 산책자이자 지성적인 악마적 예술가들이 행하는 진실에 대한 사랑은 땅을

밟고 하는 사랑 이어야 한다 이 구절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멜랑콜리적이며 일견 허무

주의적인 냉소적 시선이 사실상 진실 된 무엇을 찾기 위한 것임을 드러낸다 즉 이들

의 땅을 밟고 하는 사랑 이란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와 시선 즉 도시 모더니티 혹

은 현실과 세계 그 자체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 가상적이고 무의미한 세계 그 자체를

파괴 하려는 역설적인 미학이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사랑 에

는 언제고 흙이 묻 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핵심은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이자 평균적 군중의 세계인 가상과 무의미성

으로서의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 혹은 이상 쥬피타의 사랑 이 근본

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금붕어 의 금붕어

여인 바다와 나비 의 나비가 향하는 진실의 리얼리티 가 존재하는 잠재적인 가능

성 인 영원성 으로서의 미학적 유토피아로 이미지화된다

쥬피타는 어느날 아침 초라한 걸레쪼각처럼 때묻고 헤어진

수놓은 비단 형이상학과 체면과 거짓을 쓰리기통에 벗어 팽개쳤다

실수 많은 인생을 탐내는 썩은 체중을 풀어버리고

파르테논으로 파르테논으로 날아갔다

발터 벤야민 신학적 정치적 단편 발터 벤야민 선집 면 벤야민은 메시아적 시간의
구원과 진정한 행복은 몰락과 니힐리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즉 모든 지상의 존재는
행복 속에서 자신의 몰락을 추구하며 그러면서 행복 속에서만 그 지상의 존재는 그 몰락을 발견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음 즉 내적인 개별적 인간의 직접적인 메시아적 집약성은 고통의 의
미에서의 불행을 해치고 간다 이 몰락을 추구하는 일이 세계 정치의 과제이고 그것의 방법은 니
힐리즘으로 불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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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쥬피타는 아마도 오늘 세라시에 폐하처럼

헤어진 망또를 둘르고

무너진 신화가 파묻긴 품페이 해안을

바람을 데불고 혼자서 소요하리라

쥬피타 승천하는 날 예의없는 사막에는

마리아의 찬양대도 분향도 없다

길잃은 별들이 유목민처럼

허망한 바람을 숨쉬며 떠 댕겼다

허나 노아의 홍수보다 더 진한 밤도

어둠을 뚫고 타는 두 눈동자를 끝내 감기지 못했다

김기림 쥬피타 추방 이상의 영전에 바침 부분

이상 쥬피타의 냉소적이고 오만한 시선은 도시 모더니티 혹은 현실 자체인 환타스마고

라이의 가상과 허위성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미학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진

실된 리얼리티 를 꿈꾸는 자의 이면이라 할 수 있다 즉 평균적 세계에 악 으로서 존

재하고 그러한 모더니티의 세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사유하는 자의 미학적 세계관은 단

순히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으며 그 자신의 꿈과 진실의 리얼

리티 를 추구한다 그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의미가 긍정될 수 있는 곳은 텍스트

속에서 파르테논 으로 지칭되는 곳 혹은 영원성 의 토대인 미학적 유토피아로서의 시

공간이다

김기림이 제시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처럼 수놓은 비단 형이상학과 체면과 거짓 을

쓰레기통 벗어 팽개치고 실수 많은 인생을 탐내는 썩은 체중을 풀어버리고 날아간

파르테논 은 바람을 데불고 혼자서 소요 하는 이상 쥬피타의 꿈과 진실로서의 환상적

이미지가 존재할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의 장소 이다 그곳을 지향하는 예술가적 산책

자의 시선은 쥬피타 승천하는 날 예의없는 사막에는 마리아의 찬양대도 분향도 없

다 길잃은 별들이 유목민처럼 허망한 바람을 숨쉬며 떠 댕 기는 노아의 홍수보

다도 더 짙은 밤 으로 언급되는 짙은 어둠과 파국을 응시한다 그 시선 속에서 무의미

로서의 합리적 모더니티의 세계이자 현실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영원성을 양가적으로

인식한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 쥬피타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어둠을 뚫고 타는 두 눈동자를 끝내 감기지 못했다 는 마지막 구절에서 김기

림은 원시적 직관의 감상성 의 시선의 지향점 즉 무의미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찾아낸 진실된 리얼리티가 존재할 시공간을 의미화한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의

근본적 의미란 오직 파르테논 을 향한 끝내 감기지 않은 어둠을 뚫고 타는 두 눈동자

의 시선 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는 근대를 넘어선 미학과 예술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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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인 진실된 장미 의 세계를 되찾을 것이다 그것은 금붕어 의 금붕어 여인이

꿈꾸던 하늘보다 더 먼 바다 이기도 하며 바다와 나비 에서의 나비 에게 시리도

록 차갑게 새겨진 달 의 세계와 동일한 잠재적 가능성의 시공간과 유사한 가치를 갖는

다 파르테논 으로 상징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으로서의 시공간이야 말로 쥬

피타 추방 에서 제시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제시하는 가장 근원적 지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기림이 추구해왔던 하나의 프리미티브 한 직관적 감상성이 도달해야만

하는 미학적 유토피아로서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이다 이러한 더 먼 바다 와 시린 달

그리고 파르테논 의 세계 속에서 예술가적 산책자는 비로소 존재 할 수 있다 역설적

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들은 현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괴하고

변용한다 김기림이 이상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상의 예술가적 풍모 현대적인 퇴폐에

대한 진실한 체험 이란 바로 이러한 맥락을 가키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쥬피타에게 그리고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에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예술가적 산책

자의 데포르마시옹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적 가치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

재해야할 자신들의 미학적 유토피아 를 긍정하는 사유에 있다 그러한 미학적 사유와

작가적 세계관의 시선 속에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로서의 현실이란 무가치한 것이자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이미지 를 양가적으로 내포한다 즉 텍스트로서의 세계 프리미

티브한 원시적 직관력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희미한 진실 로서의 영원성은 결과적으

로 보면 산책자의 불타는 두 눈 이 바라보는 혹은 구성해내야만 하는 꿈과 환상의 근

원적 잠재적인 리얼리티 의 층위를 알레고리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미학

적 사유란 김기림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다 예술에 있어

서 영구히 또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육박해 오는 생생한 힘은 리얼리티 의 박력이

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예술의 성격이다

지금까지 본절은 김기림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예술가 적 주체의 형상을 금붕어 나비

이상 쥬피타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김기림의 중요한 미학적

방법론인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것의 지성적이고 미학적

인 사유를 검토한 것이다 박태원과 이상 정지용 등 다른 구인회 구성원들에게도 유

사한 것이지만 김기림이 추구했던 예술이란 평균적인 도시 모더니티와 군중들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용하고 새롭고 미학적인 차원에서 이미지화해내는 차원

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김기림에게 모더니즘이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로 작동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미할 것이다 그에게 모더니즘란 영구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김기림의 쉬르리얼리즘에 대한 관심은 방법론 그 자체의 혁신에 있다기 보다는 그것

이 지향하는 새로운 창조성의 확보에 있 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 주목받

김기림 예술에 있어서의 리얼리티 모랄 문제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조영복 문인기자 김기림과 년대 활자 도서관의 꿈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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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한 것처럼 김기림은 하나의 일관된 시선과 태도로서

그의 시작과 방법들을 지향해왔음이 분명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김기림에게 있어서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은 단지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감상성

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그가 포에시와 모더니티 에서 언급한 것처럼 꿈의 표현 이

며 불가능의 가능 이며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 동존성도 비약도 이곳에서 가능 한

하나의 엑스타시로서 존재하는 진실 환상 꿈 이미지에 대한 가치지향적 태도이다 즉

이는 지금 현재의 일반적인 인식들에 충격 을 가하고 파괴 함으로서 새롭고 진실된

꿈과 환상의 리얼리티 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학적인 방법론이다 그러한 미학적 유토

피아에 대한 추구가 김기림의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나타난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의 시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기림에게 모더니즘 과 예술 이란 경박하고 피상적이며 이른바 역사

의식의 결여 이는 현실 적인 것을 리얼리티로 파악하는 우리 자체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도 아니다 또한 그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의 문제는 구인회 의 활

동시기에 걸쳐있는 김기림의 오전의 시론이나 전체시론이 제시하는 변용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말하자면 김기림은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 진실 된 것으로서의 꿈 환상 리얼리티 를 구성하고자 하는 문제를 일

관된 논리와 지성을 통해 추구했다 이러한 새로운 조선문학의 방향성이 김기림이

추구하는 오늘날의 예술이 가질 수 있는 핵심적 가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절에서 해명하고자 한 김기림 텍스트의 데포르마시옹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

를 해명하는 것은 이른바 모더니스트 들이라 일컬어져왔던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

적 방법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도시 세계 텍스트 를 바라보는 일종의 역사철

학적 시선 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그들의 리얼리티가 결국 진

실 이란 개념과 매개되듯이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은 벤야민 식으로 말해 파괴와

구제의 사유 를 동시적으로 추구한 것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역사 현실 세계란 단지 있는 그대로의 반영이 아니며 자신들의 진실된 리얼

리티의 재현에 의해 붕괴되어야 할 가상적인 환등상 환타스마고리아 에 불과하다 그렇

기에 산책자의 이중적이고 양가적 시선이란 단지 도시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만으로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가 없다 그들은 폐허적 가상의 도시 세계의 더미들 속에서 새로

운 천사 로서 즉 천사는 머물고 싶어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히 부서

진 것을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욕망을 긍정했던 자

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텍스트 혹은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자신들의 미학적인 유토

파이를 통해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시간 으로 충만된 시간 일 수

이에 대해서는 조영복 상상된 인간 혹은 광대의 줄타기 근대서지 제 호 면 참
조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테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앞의 책 면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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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이 진실된 리얼리티로서의 꿈 메시아적인 현재 시간 을 추구하는 것이 이른바 모더

니즘이라는 사조적 규정 속에 갇혀 있었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지니는 미학적인 가치이다 그들은 꿈 과 환상 의 리얼

리티 이미지의 비약과 도약을 통해 존재해야만 하는 진실 을 구성해 내는 것을 포기

한 적이 없다 스스로 언급했던 것처럼 교만하고 큰 예술가들 로서 새로운 조선문학을

향해 나아갔던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적 세계관의 문제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들

의 미학적 환상을 통해 근대초극의 가능성을 살폈다는 차원에서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세계를 부정하는 자가 존재하려하는 미학적인

유토피아를 향한 시선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와 죽음 악 을 사유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초월적 존재론

지금까지 본장은 김기림의 텍스트에 제시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방식 층위를

금붕어 와 나비 그리고 이상 쥬피타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서 검토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김기림 텍스트의 지성적이고 예술적면 면모 즉 예술가적 산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학적인 환상을 영원성을 향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근대에 대한 강한 비판과 초극의 양상을 추구하는 예술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이상 쥬피타 의 이미지를 통해 제시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에

대한 추구는 구인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명

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은 바로 이상 쥬피타로 상징되는 모더니티의 무가치성을 극복할 예술가적 주체의

존재론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추구 즉 미학적 환상으로서의 유토피아에 대한

추구는 김기림과 박태원과 함께 문학적인 사유를 공유했던 이상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

학적 테마로 제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본절은 이러한 이상의 미학적인 사유와 텍스트

즉 그가 교만한 예술가의 데포르마시옹 으로 칭했던 측면을 그의 텍스트를 검토하면서

의미화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이상연구에서 있어서 그의 텍스트가 지니는 난해

성 의 층위를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그의 기호학적 텍스트 놀이 속에 잠재되어 있

는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인식과 사유의 문제를 하나의 일관된 시선으로 검토함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문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온 죽음과 악에 대한 인식론적

층위를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이상 문학에 있어서 죄 또는 비겁함

그리고 죽음과 자살 충동 에 대한 테마들로 제시되어 온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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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상의 개인적인 가족사와 연결시켜 검토해 왔다 그

러나 이상 텍스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와 비겁함 죽음과 자살에 대한 언급은

오감도 시제 호 의 무서워하는 아이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동일한 것으로 파

악될 필요가 있다

전술했던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인식의 층위를 통해 본다면 이상의 죽음과 자살에 대

한 충동으로 대변되는 악의 사유는 단순히 표층적인 차원에서 독해되지 않는다 김기림

의 이상 쥬피타 에서도 보여지듯 그것은 모더니티라는 거대한 죄 즉 평균적 군중들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현실에 대한 사유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벤야민의 개념에 빗대어

설명해본다면 이는 악의 고유한 존재방식은 행위가 아니라 지식 으로부터 비롯되

는 지성적인 사유의 총체성에 기반한 알레고리적 사유에 해당한다 그것은 스스로

악 을 자처함으로서 혹은 죽음을 스스로 인내하면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부정하고

극복할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는 멜랑콜리적인 사유에 근간해 있다 할 것이

다 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표면적인 허무주의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예술가

가치를 긍정할 수 있는 미학적 유토피아를 궁극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 스스로 수천점 중에 땀을 흘리면서 고른 대표작인 오감도

연작의 핵심적 테마가 무서워하는 아해 에서 무서운 아이 로서의 변용의 양상에 있다

는 점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최재서의 이상에 대한 지적처럼 모더니

티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균적 군중들의 세계와는 무관하다 즉 근대 모

더니티의 극한지점과도 같은 본질적 면모에 접근하고 그것을 무서워 하는 아이 는 지

성적이고 성찰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가적 주체의 양상을 드러낸다 김기

림이 파악했던 이상의 쥬피타 적 면모는 바로 이상의 이러한 예술가적 면모로부터 유

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서워하는 아이의 존재방식 즉 죄 에 대한 인식과 사유는 이상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죄 에 대한 감각이

기존의 논의처럼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고는

전장의 이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서 오감도 이후의 후기 시편들을 중심으로 예술가

적 산책자의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거부와 악 과 죽음 을 통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자

기 정체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 텍스트에 있어서의 죄 의 개념과 무서워 하는 아이 의 존재는 사실상 동궤적이

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이상 연구에서 이러한 죄 의 층위를 개인적 층위의

문제 이거나 심리적인 자아분열 양상으로 검토해온 것 은 다소 협소한 견해라고 할

엄경희 이상의 육친 시편과 수필에 내포된 연민의 복합적 성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집 참조 엄경희는 이상의 육친에 대한 연민은 분노와 억울함 슬픔 죄의식 등과 같은 감정의

다발 속에서 모순을 빚은채 드러 나며 이러한 감정의 복합성은 그간 반복적으로 논의되었던 자아분열
의 문제나 타자 안해 와의 관계방식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조만영 옮김 앞의 책 면
김승구 이상 욕망의 기호 월인 면 참조 김승구는 이상 문학에 드러나는 퇴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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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문제는 이상에게 있어서의 죄 혹은 무서워하는 아이 의 공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도시 모더니티의 무가치성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에 있다 이는 이상

문학의 원동력으로 지적되어 온 죽음과 자살충동 등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지를 보다 깊숙이 살펴야 한다는 점과도 관련된 것이다

이슬을아알지못하는다̇ 리야˙ ˙ 하고바다를아알지못하는금붕어하고

가수 놓여져있다 수인 이만들은소정원이다 구름은어이하여방속으로

야들어오지아니하는가 이슬은들창유리에닿아벌써울고있을뿐

계절의순서더끝남이로다 주판알의고저는여비와일치하지아니한

다 죄를 내어버리고싶다 죄를 내어던지고싶다

이상 수인이만들은소정원 전문

임종국이 펴낸 이상전집에 수록된 미발표 원고인 수인이만들은소정원 은 일견 평

범해보이는 맥락 덕분에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텍스트이다 텍스트를 발굴

했던 임종국의 진술에 따르면 이 원고는 이상의 미망인이 동경서 가지고 나온 고인의

사진첩에 밀봉된 채 있었던 것 이다 시기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이상의 여러 유고

작 중 거의 마지막 시기에 완성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수인이만들은

소정원 은 단순히 형무소에 대한 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작품은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적 면모가 추구했던 알레고리적 이미지

의 핵심적 정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시의 중

요한 이미지들인 금붕어나 유리창은 앞서 살펴본 김기림의 금붕어 나 정지용의

유리창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들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의 근원을 폐결핵으로 인한 육체의 소진 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상 시의 데카당스의식
은 항상 육체의 문제 와 관련된다고 언급한다 즉 이상 문학에 종종 등장하는 절망 공포 자살 죽음
등 심각한 인상을 주는 시어들이 기실은 이상의 창작방법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언어
유희에 내재된 이상의 내면적 욕망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김승구는 이러한
이상의 내적 욕망의 문제를 경험세계의 유기체적 질서를 장악하고 육체를 관찰과 실험의 대상으로 삼
는 의학적 시선으로부터의 도피 욕망 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윤식 이상문학 텍스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면 예컨대 김윤식은 이상의 종생
기 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허수아비 노옹 해골의 테마로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허수아비 그것이
이사잉었다 해골이며 노옹이며 동시에 만 세의 청년이 이상이었다 세상을 경영할 줄 모르는 병신이
자 동시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와 고리키 년 을 읽는 천재 그가 이상이었다 개인으로서의
김해경이 아닌 작가로서의 이상의 층위 인용자 주 가 놓인 층위야 말로 박제의 천재인 작가 김해경의
자살 충동을 글쓰기로 전환케한 방법론이었다 고 지적한다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위의 책 면 참조

권영민편 이상전집 면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앞의 책 면 이 문제를 신범순은 다음과 같이 지적

한다 우리는 이상이 끄떡하면 자살 죽음 등 절망적인 언어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를 허무주의자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그의 자살과 죽음 같은 것은 대지와 우주 자연에
대한 허무주의적 인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다만 그러한 대지와 우주에 대한 강렬한 긍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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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만들은소정원 은 이상의 예술가적 주체에 의한 현실과 세계에 대한 알레고

리적 인식이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되어야 하는 죄 의 개념을 극복하

려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 접

근하기 위해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 서두에서 제시되는 다알리아 와 금

붕어 의 이미지이다 이때 다알리아는 이슬 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며 금붕어 는 바다

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의미화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김기림의 금붕어 와 동일

한 인식론적 사유에 기반한 것이다 즉 이지점에서의 금붕어는 바다 라는 자신의 미학

적인 유토피아를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이며 이는 이슬과 다알리아와의 관계에서도 동

일하게 문맥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슬을 알지 못하는 다알리아 와 바다를 알지 못하는 금붕어 가 수 놓아져

있는 이 소정원의 원문이 상정 즉 유리상자 안에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정원

이라는 뜻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종의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과 세계를 축소시켜놓은 하나의 조감도 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리 에 갖혀있

는 혹은 유리의 장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인 의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둔 유리상자

속 세계 에 갇힌 죄수들이다 이는 앞서 제시된 이슬을 알지 못하는 다알리아 와 바다

를 알지 못하는 금붕어 의 존재들과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즉 이들은 말하자면 유리

와도 같은 세계 속에 갇혀있으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자 도시 모더니티 세

계에 함몰되어 있는 평균적 군중의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의 무가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

자의 시선은 역설적으로 수인 이 아닌 자의 시선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포착하려 했을 때 중요해지는 이미지는 바로 구름 이다 시에 제시되는 구름 은 말하

자면 방속으로 들어오지아니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때 구름 의 존재는 김기림의

스케이팅 과 유사하게 도시의 평균적 군중들과는 다른 구름속의 천사 와 동일한 의

미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방 으로 제시되는 유리상자속 모형정원

의 세계와 다른 존재로서의 구름 은 바로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방식을 드

러내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로서 해석된다 즉 구름 은 방의 영역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평균적 군중들의 층위 혹은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의 최대치가 바로 유리

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김기림의 금붕어 에서 제시된

유리어항 과 정지용의 유리창 에서 나타난 유리 창의 의미와 유사하게 이상 역시

유리 를 평균적인 군중들의 세계와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경계지점으로 삼는다

에서 그 대지와 우주 속에 황량해진 모습으로 떠있는 근대세계 속에서의 삶에 대한 절망이다 그는 이
렇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마치 구원의 손길이 바다에서 오기를 기다리며 계속 천을 짜고 풀던 오딧
세이 의 페넬로페처럼 예술적인 자수의 정원을 수놓고 또 해체했다 그의 수인이만들은소정원 에
서는 그러한 동화적 풍경이 수놓아져 있다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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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슬은 들창유리에닿아벌써울고있을뿐 이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울음 의 층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나 감정과는 무관하다 이슬 은 다알리아가 알지 못하는 것이

며 동시에 바다 의 층위와 동궤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슬 의 존재는 유리상자속 모형세계에 갇혀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방식을 슬픔이

라는 멜랑콜리적 감각을 통해 드러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들창유리 에 갇혀서 울고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세계의 무의미성을 이해하

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를 표상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이다 이어지는 후반부 구절인

계절의질서도끝남이다 라는 언급은 바로 이를 파악했을때 그 세부적 의미가 드러난

다 요컨대 계절의 순환 으로 상징되는 현실과 세계의 시간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끝 났다고 선언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수인이만들은소정원 의 핵심적인 테

마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판알의고저는여비와일치하지아

니한다 라는 언급에서 주판알의 고저 는 일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본과 화폐에 충

실한 삶의 태도인 도시 모더니티 시계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

다 그렇기에 중요해지는 표현은 이어지는 여비 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다

이는 계절의 정지 를 강조하는 시적 주체의 존재가 합리적 모더니티의 자본주의적 삶

과 다른 이질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시의 주체는 주판알 의 이익의 세계가 아닌 다른 곳을 지향하

는 여행 을 통해 그 존재론적 의미를 드러낸다 예술가적 산책자는 말하자면 현실과

세계에 포섭되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자본주의의 이익으로서의 삶과는 무

관한 여행 의 층위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유리모형의 정원 으로 알

레고리화된 세계와 무관한 자신의 미학적인 욕망에 대한 여행을 긍정하는 자로서 예술

가적 산책자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로의 추구는 손쉽고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 의 층위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

죄를내어버리고싶다 죄를내어던지고싶다 라는 강렬한 외침은 이러한 죄 의 영역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모더니티로 균질화 시키는 늪과같은 모든 현실과 삶의 강력함을

상징한다 이를 부정하고자하는 내어던짐 이란 모더니티를 부정 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방식을 양가적으로 알레고리화한다

수인이만들은소정원 에서 이상 문학의 중요한 테마로 제시되었던 죄 와 부끄러움

혹은 죽음과 자살충동 등의 층위는 이상의 개인사적인 맥락에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마지막 유고작에 속하는 수인이만들은소정원 을 통해 확인되는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앞의 책 면 이에 대해서 수인이만들은
소정원 과 유사한 테마를 가지는 최저낙원 에 대한 조영복의 지적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의 산책
은 백화점 풍경의 관찰에서 시작하여 인공낙원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에까지 이어진다 최저낙
원 의 마지막 부분은 산책자의 인식이 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진 것이다 여기에는 인공적 모조적
이미지의 재현 광기성의 욕망이 초현실주의적 수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상은 근대 혹은 유토피
아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부정을 죽음 충동의 이미지를 통해 구현한다 이상은 도시 산책자로서
근대의 풍경을 관찰하고 산책자의 글쓰기의 욕망으로 재현한다 산책은 일상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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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들은 말하자면 손쉽게

부숴지지 않는 죄의 영역으로서의 유리정원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거절하며 그곳을 탈

출하고자 하는 정신적 여행의 추구를 긍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금붕어

를 통해 제시된 바다를 향유하는 금붕어 혹은 바다와 나비 에서 언급된 달을 향

한 나비 의 여정과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이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미학적인 환상을 스

스로 긍정하고 그것을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로 수렴하려 하는 미학적인 주체는 이상

문학의 난해성에 근간해 있는 예술가적 주체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상이 자기 자신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하루라도 불행이 없으면 살수 없

는 그런 인간 으로 칭한 바 있따 이는 불행 을 통해 이상이 현실과 삶의 관계 속에

서 자신의 예술적 자의식을 끊임없이 멜랑콜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

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불행 과 공포 혹은 죄와 죽음에 대한 인식들이 이상에

게 일종의 지성적인 예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박태원의 언급처럼

현대 에 대한 우수한 암면묘사가 가능한 지성적이며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양가

적 존재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있다

즉 이상이 불행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하는 것은 불행을 기반으로 세계와 이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예술가의 정신적 엄격함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렇기에 멜랑콜리적 감각에 기반한 고독과 울적 을 지닌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의 존재를 단순히 심리적인 자아의 병리성 또는 예술적 자율성을 통한 미적 근대

성의 비판적 면모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평균적인 군중들과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에 대해 너희 인간들도 알고보면 인간모형인지 누가 아느냐 라고 냉소하거나

혹은 인간은 도야지가 아니엿다는데서 비극은 출발한다 고 인식하는 예술가의 미

학적 사유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 텍스트에 나타나는 죄와 죽음에 관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 텍스트에 나타나는 죄와 죽음에 대한 기호학적 놀이의 층

위를 살펴볼 때 주목되는 작품은 바로 오감도 시제 호 나비 와 위독 연작의

절벽 이다 이 두 작품은 이상이 부정하는 근대 모더니티로서의 삶과 무관한 예술가

구이며 그러나 그 일상성을 벗어나고자 할 때 부딪치는 무형의 벽과 같은 것 해방적이며 동시에 억압
적인 것이다 그는 근대의 공포감 질식상태에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의 산책 및 글쓰기
는 그 한가지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위의 글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상 산책의 가을 산보 가을 예 신동아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

전집 면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롤너스케이트장의 요란한풍경 라디오효과처럼 이것은 또 계
절의 왼계절위조일가 월색 이풀으니 그것은 흡사교외의음향 그런데 롤너스케이트장은 겨을 이땀
흘리는 겨을앞에서셔 찍걱이녀름은 소름끼치며 땀흘닌다 어떻게 저렇게 겨을인체 잘도하는 복사
빙판 우에 너이인간들도 결국알고보면 인간모형인지 누가아느냐

이상 문학을 버리고 문화를상상할수업다 조선중앙일보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
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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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산책자의 영원성에 대한 추구가 구체적으로 나비 나 꽃 의 이미지로서 제시되는지

를 보여준다

찌저진벽지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그것은유계에낙역 되는비밀한

통화구다 어느날거울가운데수염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날개축처어

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통화구를손바닥으로꼭막으

면서내가죽으면안젓다이러서듯키나비도날러가리라 이런말이결코밧그

로새여나가지는안케한다

이상 오감도 시제 호 나비 전문

이상의 오감도 중 시 제 호로 발표된 나비 를 해석할 때 중요한 논점은 바

로 이 시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인데 이는 유계 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난다

특히 나비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김기림과 정지용 등 구인회 구성원들의 공통적

인 미학적 테마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에 제시되는 나비 의 이미지에서 중요한 것은 나비 의 존재가 이상이 추구하는 미

학적 주체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로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나비가

찌저진벽지에죽어가는나비 로 제시된다는 점을 통해 맥락화된다 죽어가는 나비는 말

하자면 일종의 죄에 대한 이상의 예술적 사유를 반영한다 즉 나비의 죽음에 있어서 그

근본적 원인은 바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의 평균성 의 억압적 폭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으로 나비 를 검토해 본다면 유계 의 이미지가 가장 중심

적으로 중요한 층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중요한 것은 유계 가 말뜻 그대로 단순히 저승과 죽음의 세계가 아닌 유령들의

존재방식 로 지칭될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환상이라는 영역을 가리키

고 있다는 점이다 유계는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러한 층위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일종의 아이온적 시간의 층위에 속하는 것으

로서 판단된다 그렇기에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에 의해 질식해가는 죽어가는 나비 가

유계의낙역 서로 소통하고 왕래가 끊이지 않음 인용자 주 되는비밀한통화구 란

언급을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상의 예술가적 주체에게 있어서 자신의

미학적 환상을 통해 구축될 유토피아에 대한 알레고리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것은 도시 모더니티에 속한 평균적인 군중들이 알 수 없는 비밀 과도 같은 것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신범순 이상문학연구 불과 홍수의 달 앞의 책 면 유계에 대한 주석은 대부분 저승을 가리

킨다고 보았지만 신범순은 유계와 나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유폐된 것 같
은 방의 찢어진 벽지에서 연상되는 나비는 찢긴 틈을 몸체로 한 비어있는 존재이다 그 찢어진 틈은 방
바깥의 유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 나비는 단절되어 있는 두 세계의 경계에 있다 나비가 비어있는
몸체 찢어진 틈 를 통해 소통하는 이 유계란 단순히 저승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간신히 이 세계 도시 모더니티 세계의 평면성과 무가치성 인용자 주 를 탈출할 수 있고 그 너머의 세계
를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유계라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다



- 308 -

이다

따라서 거울가운데수염에죽어가는 나비 역시 동일하게 이상의 예술가적 자아의 형상

을 반영하는 얼굴 이자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하는 나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나

비의 존재는 날개축처어 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는 구절에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히 제시되는데 그 이유는 이슬 의 이미지 때문에 그하다 앞서 살펴

본 수인이만들은소정원 에서 검토된 다알리아 와 나비 의 이슬 과 바다 의 알레고

리적 이미지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즉 다알리아가 이슬의 가치를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혹은 들창유리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이슬 의 존재처럼 나비 는 현실의 층위에서는 무가치해보이는 가난한 이슬 만을

먹아야 하는 고귀한 예술가적 존재를 표상한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통화구를손바닥으

로꼭막으 면서내가죽으면안젓다이러서듯키나비도날러가리라 라는 이상의 발언은 단순

히 자신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계 로 지칭되는 영원성으

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기 위해 세계의 죄를 대속하는 지성적 악 인 이상의 예술가적

주체가 그러한 세계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정확하다

요컨대 유계 즉 유령들의 세계에 대한 비밀스러운 소통이란 이상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죄 를 통한 자신의 죽

음을 통해 앉았다 일어서듯이 나비도 날아가리라 라는 구절과 연동되어 해석되어야 한

다 말하자면 도시 모더니티 세계의 죄를 대속하는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는 스스로가

현실 속에서 무가치한 존재로서 위치해 있음을 정확히 인지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층위에서만 그러하다 즉 세계를 무서운 것 으로 이해하는 자가 무서운 아이 로 변용

되듯이 자신의 죽음 을 통해서 예술가적 산책자는 자기 스스로를 나비로서 변신시키고

자 하는 욕망이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존재해야만 하는 유계 혹은 저승 의 층위는 이질적인 유령이자

나비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추구

를 드러낸다 이는 도시 모더니티의 인공적인 모조품적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현

실의 세계에 속한 이들은 나비의 비밀스런 변신을 결코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인 이런말이결코밧그 로새여나가지는안케한다 는 것은 바로 유령으로

서의 이질성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가치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오만함 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오감도 시제 호 나비 에서의 유계 그리고 죽음을 통해 유계를 향한 비

상과 여행을 추구하는 나비의 변용 이라는 테마는 앞서 살펴본 김기림과 추후 검토할

정지용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미학적으로 공유하는 기표인 나비 의 맥락은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 혹은 현실을 거부

하고 부정하며 영원성에 대한 미학적인 추구를 긍정하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러한 점에서 이상에게 나타나는 지성적인 악 의 표상 즉 죄와 죽음에 대한 기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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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의 층위는 도시 모더니티가 강제하는 평균성 혹은 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모더니티로서의 세계

를 극복하고 자신의 이질성을 스스로 긍정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이상은

이를 넘어서고자 할때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지향하는 다앙햔 환상적 이미지들을 제

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인 사유가 지향하는 영원성 추구의 미학이

제시하는 환상적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가 드러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여 하는 것이 바로

죽음 이다 이때의 죽음은 단순히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처럼 존재의 무나 혹

은 절대적인 종말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오히려 죽음 이 매개된다는 점은 보들

레르의 연금술적 세계관이나 벤야민의 지성적인 악 의 절대적 정신성 개념과 근본적으

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은 그가 오감도 이후 발표

했던 위독 연작 중 하나인 절벽 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우선 절벽 을 검

토하기에 앞서 위독 을 연재할 당시의 이상의 상황을 토대로 그가 강조하는 무뢰

한 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상이 박태원과 김기림의 비판적

입장과 유사하게 스스로 초현실주의로 대변되는 세기식 스포츠맨 과 자기를 구분한

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위독에 대하여도

암만해도 나는 십구세기와 이십세기 틈사구니에 끼워 졸도하려드는 무뢰한이 모양이오 완

전히 이십세기 사람이 되기에는 내 혈관에는 너무도 많은 십구세기의 엄숙한 도덕성의 피가 위

협하듯이 흐르고 있소그려

그들은 이상도 역시 세기의 스포츠맨이거니하고 오해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들에게 낙망 아니

환멸 을 주지않게 하기 위해여 그들을 만날때에는 오직 세기를 근근히 포즈를 써 유지해 보일

수 있을 따름이로구려 아 이 마음아픈 갈등이어

생 그 한가운데만 오직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전락하고 만 자신을 굽어 살피면서 생에 대한 용기 호기심 이런 것이 날로 희박하

여 가는 것을 자각하오

이것은 참 제도 할 수 없는 비극이오

이상이 위독 연작을 조선일보에 개제할 때 김기림과 나누었던 서신에는 이상이

줄리아 크리스테바 검은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김인환 옮김 동문선 면 크리스테
바는 이러한 삶과 세계의 무의미성에 맞서는 우울증적 주체 멜랑콜리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성에 벗어나있는 회의론자인 우울증 환자 멜랑콜리커 는 역설적으로 상실할
줄 모르는자 자신의 절대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예술가적 형상이 있음을 지적한다 멜랑콜리로 인
해 자신을 탕진하는 예술가는 동시에 그를 감싸는 상징활동의 포기와도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자 인 것
이다 이외에도 멜랑콜리와 모더니티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마음의 사
회학 문학동네 참조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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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 연작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스스로 말하는 너무나 많은 십구세기의 엄숙한 도덕성의 피 의 내제적 맥락이다 이는

세기의 스포츠맨 으로 제시되는 삼사문학파와의 이상 자신을 비교하는 입장과도 관

련된다

김기림과의 서신에서 이상은 그의 후배세대인 삼사문학파를 씩씩하게 성장하는 새

세기의 영울들 로 지칭하는 것은 단순히 삼사문학파에 대한 찬사로서만 보기 어렵

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상 특유의 역설적인 어투와 언급에 따른다면 새로운 새시기

의 영웅들 인 삼사문학파는 초현실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한 세기의 영웅들이다 이는

위 구절에서 지적된 세기의 영웅들 과 동일한 의미맥락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초현실주의적 기법 에 기반한 후배들에 대한 일종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박태원과 김기림 등 구인회 구성원들이 초현실주

의적 방법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상기시킨다

이상은 삼사문학파로 대변되는 초현실주의적 방법론을 세기적인 층위에서 지적하면

서 스스로를 암만해도 나는 십구세기와 이십세기 틈사구니에 끼워 졸도하려드는 무뢰

한 이라고 자평한다 이때 무뢰한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상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문학적 본령이라 할 혈관에 흐르는 너무도 많은 십구세기의 엄숙한 도덕성의 피 의

맥락을 통해 강조된다 이상의 지적은 그가 세기나 초현실주의로 지칭되는 것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문학적 가치와 지향점과 무관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이상은

그들 삼사문학파 인용자 주 은 이상도 역시 세기의 스포츠맨이거니하고 오해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들에게 낙망 아니 환멸 을 주지않게 하기 위해여 그들을 만날때에는

오직 세기를 근근히 포즈를 써 유지해 보일수 있을 따름이로구려 아 이 마음아픈

갈등이어 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맥락은 세기식 영웅들의 초현실주의 가 아닌 십구세기의 엄숙한 도

덕성의 피 의 의미층위에 있다 이때 그가 암시적으로 삼사문학파의 초현실주의적 방법

론과 자신을 구분지으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생에 대한 무한한 기쁨 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은 이를 제도 불교용어 미혹한

세계에서 생사만을 되풀이하는 중생을 건져 내어 생사 없는 열반에 이르게 함 인용

자 주 할 수 없는 비극으로서 지칭한다 말하자면 제도할수 없는 비극 이란 비판적 입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에 대해서는 간호배 초현실주의 시 연구 삼사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면 참
조 간호배 역시 세기라는 이상의 표현이 김기림의 언급처럼 초현실주의 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상 시에 대해 김기림은 언어의 기호화 언행의 기이한 배열 활자의 대소
구두점을 무시한 산문시 등을 형태주의의 시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시를 쓰는 시인은 스타
일리스트로 이런 스타일의 시인을 일종의 초현실주의 시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김기림의 이런 식의
파악이 곧 초현실주의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법 중심의 형식주의적 요소가 초현실주의
가 지향하는 정신세계의 혁명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세계의 혁명을 하나의 논리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상의 심리적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세기에 대한 이상의 이러한 인식이 형식주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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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초현실주의 로 대변되는 문학적인 기법과 기교의 차원에서 자신의 미학적 사유가

이해될 수 없다는 점과 동시에 미혹한 생사만을 되풀이하는 것과 유사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 위치한 군중들의 삶의 형태를 거부하는 이상의 예술가적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스스로 생에 대한 용기 호기심이 날로 희박해져 간다는 것을 자각 하는 멜랑콜리

적 감각에 의해서 세기식 이 아닌 자신의 엄숙한 도덕성의 피가 존재하는 세기의

특징을 무뢰한 으로 지칭하는 이상의 언급들은 스스로의 예술가적 자의식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삶과 생의 형식의 무의미성이란 제도할길 없는 비극 과도 같다 이 멜랑콜리적 감각이

초현실주의나 세기식과 구분되는 이상 자신의 미학적 방향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

에서 그가 삼사문학 문학에 개제한 세기식 의 한구절인 주머니속에 푼돈이

없을 망정 나는 천하를 놀려먹을 수 있는 실력을 큰 부자일수 있다 는 구절은 그 자신

이 갖는 미학적 사유에 대한 긍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생전에 발표된 거의 마지막 소설인 실화 의 첫 구절에 제시된 사람이 비

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 라는 언급과 동일하게

세기식 에 제시된 비밀 이란 그가 스스로를 무뢰한 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던 근

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어 준다 이는 이상의 문학적인 동반자이자 이해자였던 김

기림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김기림은 위독 을 평가하면서 새롭게 추구

되어야 하는 조선문학의 방향성에 대해 새로 쓰여져야 하는 시학은 미라든지 영감이

라든지 초시간적 가치라든지 한 형이상학적 술어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쓰여질 수 있

어야 한다 고 언급하는 것은 이상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논점을 가진다 위 언급에 따른다면 그와 이상 정지용 등이 추구한 구인회 데포르마

시옹 미학은 근본적으로 현실과 다른 층위의 형이상학적 미학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

이 제시되는 방식은 그것을 언표화하지 않는 상태로 가능하다 이는 벤야민이 지적했던

텍스트의 표현들로 제시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부분적 파편들과 작가적 사유와 미

학에 기반한 총체성의 관계와 유사한 언급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기림의 알레고리적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시의 방향성을 통해 본다면 이상

의 위독 은 적절한 현대의 진단서 이자 그의 우울한 시대병리학을 기술하기에 가

장 알맞은 암호를 그는 고안했었다 는 찬사를 받을만한 것이다 김기림의 이러한

이상 세기식 삼사문학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상의
세기식 의 테마는 각각의 소제목인 정조와 비밀 자유와 악덕이라는 부제로 드러나며 간음의

맥락을 비꼬는 듯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간음과 아내의 부정행위
를 사실적인 층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즉 그것은 박태원이 이상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들
이 이해할 수 없는 규지의 사실을 폭로하고 그것을 비판했다는 말처럼 정조 혹은 간음에 대한 비밀
성이 보다 중심적인 층위로 이해될 필요가 없다 즉 이상은 평균적인 군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자이며 그 비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천하를 놀려먹을수 있는 실력을 가진 큰 부
자 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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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더불어 엄숙한 도덕성의 피 로 제시되는 이상 스스로의 미학적 가치와 방향성

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대로 위독 연작 중에서 이상

특유의 죄와 죽음에 대한 사유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절벽 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꼿이보이지안는다 꼿이향기롭다 향기가만개한다 나는거기묘혈을

판다 묘혈도보이지안는다 보이지안는묘혈속에나는들아안는다 나는눕

는다 또꼿이향기롭다 꼿은보이지않는다 향기가만개한다 나는이저

버리고재처거기묘혈을판다 묘혈은보이지안는다 보이지안는묘혈로나

는꼿을깜박이저버리고들어간다 나는정말눕는다 아아 꼿이또향기롭다

보이지도안는꼿이 보이지도안는꼿이

이상 절벽 전문

이상이 김기림에게 보낸 서신에서 스스로 기능어 조직어 구성어 사색어 로된 한글

문자 추구시험 이며 일맥의 혈로가 보일 듯 하오 로 자평한 절벽 은 위독

연작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텍스트이다 이상 스스로의 언급 때문에 위

독 연작들은 한글문자로 된 언어실험적 측면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제시한 일맥의 혈로 의 구체적 의미이다 이는 절벽 을 통한 이상의

무뢰한 적인 엄숙한도덕성 을 통한 이상 자신의 예술가적 사유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

인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절벽 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보이지 않는 향기로운 꽃 의 의미

론적 층위일 것이다 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보았을 때 꽃 의 의미론적 층위는

오감도 시제 호 나비 에서 제시된 유계 즉 이질적인 예술가의 미학적 사유와 상

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상 스스로 일맥의 혈로 라고 강조했던 자신의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의 추구는 말하자면 꽃 으로 향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수인

이만들은소정원 에서 제시된 여행 의 알레고리적 의미층위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 제목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인 사유와 가치의 의미를 추

구하는 절대적인 정신성의 맥락이 바로 절벽 의 핵심적 알레고리적 맥락이다

김기림 과학과 비평과 시 현대시의 실망과 희망 조선일보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전집 면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요새 조선일
보학예란에 근작시 위독 연재중이오 기능어 조직어 구성어 사색어로 된 한글문자 추구시험이오
다행이 고평을 비오 요다음쯤 일맥의 혈로가 보일듯 하오

하재연 이상의 연작시 위독 과 조선어 실험 어문논집 호 참조 하재연은 이상의
실험적인 요소가 문학어로서의 조선어에 대한 정비와 발전으로 평가한다 이상은 연작시 위독 에
서 의도적인 한자어 사용과 조작적 단어 결험 구어와 신어의 충돌과 배치 계열체적 비유의 창조 등 여
러 가지 방법론을 실험하였다 이상의 언어실험은 독자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어의 다양한 가능
성을 타진하고 확장하는 것이었다 면



- 313 -

이러한 점에서 절벽 은 시적 화자의 죽음을 표상하는 묘혈 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상에게 죄와 죽음에 대한 인식은 도시 모더니티

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다 즉 미학적

인 사유이자 절대적인 정신성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는 절벽 에서 보이지 않는 꽃을 추

구한다는 이상의 예술가적 자아의 면모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층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절벽 에서 제시되는 죽음은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에

속한 자기를 스스로 죽여나가는 일종의 정신적인 수행의 과정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시의 전반부에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보이지 않는 꽃이 존재하는 곳에

묘혈을 파고 눕는다 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향기로운 꽃인 영원성 에 대한 미학적 환

상을 상기시키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러한 꽃의 존재를 추구하는 이상의 예술가적 산

책자에게 나는이저버리고재처거기묘혈을판다 라는 구절과 보이지안는묘혈로나는꼿을

감박잊어버리고들어간다 는 구절처럼 정신적인 꽃 에 대한 추구가 쉽지 않음을 드러

난다는 점이다 꽃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묘혈을 파는 예술가적 산책자는 그

꽃 을 끝까지 버리려 하지만 결국 꽃은 자신의 의미를 알레고리화한 이미지인 향기의

만개 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드러낸다 그렇기에 시의 마지막 구절인 아아 나

는정말눕는다 아아 꼿이또향기롭다 보이지도안는꼿이 보이지도안는꼿이 라는

구절은 꽃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자각하는 죄인인 무서워하는 아이 가 이와 대비되는

예술가적 주체인 무서운 아이 의 잠재적 가능성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표명한다 그것은 꽃나무 의 꽃 에 대한 추구인 달아남 과 이상스러운흉내 와 동일

한 알레고리적 사유이기도 하다 이는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가 끊임없는 죽음으로

서 그 꽃의 향기를 지워버리고 파괴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의지적인 힘에 대한 표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에게 있어서 꽃 과 달 그리고 나비 의 상징체계가 그가 추구하는 영원

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추구과 긴밀히 맞닿아있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혹은 잃어버린 낙원으로 표상되는 것 혹은 김기

림이 이상 쥬피타 를 통해 제시했던 파르테논 의 세계과 동궤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죄와 죽음을 붕괴시키고 혹은 그것을 극한적으로 무서워하는 아이 의 존재가 추구해야

하는 낙원 의 세계는 무서운 아이 인 이상에게 있어서 실낙원 연작의 테마를 통해

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게 나타나는 근대의 거부와 부정 그리고 그것을 초극

할 수 있는 영원성에 대한 추구 는 잃어버린 천국과 파라다이스에 대한 예술가적 산책

자의 인식을 통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실낙원 에서 천사는 아모데도 없다 파라다이스 는 빈터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도시 모더니티 세계에 대한 인식은 작품의 표제작인 실

낙원 을 통해 드러난다 여기의 가장 핵심적 면모는 가짜로서의 도시 모더니티 표상인

천국이 사실은 지옥 과도 같다는 니체적 영원회귀적 사유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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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보들레르적 현대성에 대한 이식과 유사하게 이상은 세계를 지옥과 천국의 양

가성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절벽 에서 보여진 보이지 않는

꽃의 향기 처럼 존재하는 미학적 환상으로서의 유토피아 즉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가

부재하는 현실의 시공간이 어떠한 점에서 무가치한가를 드러낸다

천사는 아모데도없다 파라다이스 는 빈터다

나는 때때로 이삼인의 천사를 만나는수가 있다 제각각 다쉽사리 내

게 키쓰 하여준다 그러나 홀연히 그당장에서 죽어버린다 마치 웅봉 처럼

천사는 천사끼리 싸홈을 하였다는 소문도 있다

나는 군에게 내가 향유하고있는 천사의시체를 처분하야버릴 취지를

니야기할작정이다 여러사람을 웃길수도 있을것이다 사실 군 같은

사람은 깔깔웃을것이다 그것은 군이 오척이나넘는 훌륭한 천사의

시체를 십년동안이나 충실하게보관하야온 경험이있는 사람이니까

천사를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하는 응원기 같은 기는 없을가

천사는 왜그렇게 지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지옥의 매력이 천사

에게도 차차 알려진것도 같다

천사의 키쓰 에는 색색이 독이들어있다 키쓰 를 당한사람은 꼭무

슨병이든지 않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것이 예사다

이상 실낙원 전문

이상 사후 조광 에 년 월 발표된 실낙원 연작의 표제작인 실낙원 은

위독 에 대한 김기림의 평가와 유사하게 이상이 바라보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의

본질적 모습이 정확하게 알레고리화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천사 의 존재일 것이다 이는 도시 모더니티의 표상인 모던

걸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예술가적 산책자가 인식하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는 자신의 화려함과 가치를 뽐내는

천국 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그러나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에게 이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무가치한 세계로 의미화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시의 첫구절인

천사는 아메도데도없다 파라다이스 는 빈터다 라는 구절이다 또한 시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천사 의 층위가 두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된다는 점은 유의미

하다 그중 하나는 시에 명시적으로 드러는 천사 즉 훙행물천사 나 광녀의고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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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에 등장하는 모던걸로서의 천사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천사 가외가전

들이 넘쳐나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이상이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진정한

천사 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가적인 천사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실낙

원 즉 잃어버린 낙원의 존재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도시 모더니티의 표상인 거리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때때로이삼인의 천사를

만 난다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는 이 모던걸의 존재는 진정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

선 속에서 무가치한 존재로서 규정된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 제각각 다쉽

사리 내 게 키쓰 하여 준다 그러나 홀연히 그당장에서 죽어버린다 마치 웅 봉

교미를 마친 후 죽게되는 수컷 벌 인용자 주 처럼 이라는 구절에서 정확하게

제시된다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있어서 중요한 맥락은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키스 를 남발하는 여성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이 아니다

이상의 많은 소설들이 문제시하는 정조에 대한 의심의 측면 역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이 스스로 세기식 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는 오히

려 비밀 스러운 미학적인 사유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들은 말하자면 도시

모더니티 세계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낙원 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독 을 가진 거짓 천사로서의 모던걸을 죽일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또 다른 독 혹은 악 의 가능성이다

우선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무관한 거짓천사의 존재론적 층위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시의 중간과 후반부에 중점적으로 제시된다 즉 천사는

천사끼리 싸홈을 하였다는 소문 이나 천사는 왜그렇게 지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지옥의 매력이 천사 에게도 차차 알려진것도 같다 라는 구절에서는 거짓천사들에 대

한 이상의 성찰이 드러난다 즉 이상에게 거짓천사란 도시 모더니티의 화려함과 환타스

마고리아로 대변되는 세계의 무의미함과 무가치성을 자기 자신의 존재를 통해 스스로

대변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말하자면 수인이만들은소정원 처럼 유리 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며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현실이 사실상 파

국으로서의 폐허이자 지옥의 세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의 근대성과 일상성 앞의 책 면 참조 조영복은 이상의 모던걸에 대한
인식의 층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상에게 있어 모던 걸은 관찰의 대상이자 방법론이다 모던걸
은 자신의 육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므로 그를 향한 시선은 결국 자신에게로 내면화되어 나타난다
인형으로 되는 모던 걸은 허수아비 꼭두각시 등으로 표현되며 생명체 없는 것 본질이 부재한 것으
로 읨화한다 이는 근대성에 대한 그 이상 인용자 주 의 본질적 사유와 관련되어 있다
방민호 이상 소설의 방법론적인 독해 예옥 면 방민호는 이른바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사소설적 으로보이는 연애담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모티프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
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은 사소설의 진실성 주장이 결코 단순하게나 순진하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단발 도 동해 도 종생기 도 실화 도 모두 작가적 사실을 액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 고 지적한다 방민호는 특히 동해 와 종생기 가 날개 에
서와 마찬가지로 창작 방법에 대한 메타적인 고민이 작품 전체에 산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작가 이상이 알레고리의 수사학적 효과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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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때 중간부분에 제시되는 여러사람을 웃길 수도 있을 것 이라는 표현을 통

해 시적 화자가 향유하고 있는 천사의 시체를 처분하여 버릴 취지 가 무엇을 가리키

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즉 천사 모던걸의 존재들은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에 함

몰되어 버린 평균적인 군중들과 동일하다 마가쟁 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 속에서 무가치 한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오척이

나넘는 훌륭한 천사의 시체를 십년동안이나 충실하게보관하야온 경험이있는 사람 이

란 현실의 안정된 삶에 안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말하

자면 시체와도 같은 천사 들 사이에서 희희낙락하는 군중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정적으로 거짓천사 의 존재를 마지막 구절을 통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 제시된 천사는 일종의 독 예술가적 산책자의 악의 층위와

는 정반대인 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천사의 키쓰 에는 색

색이 독이들어있다 키쓰 를 당한사람은 꼭무 슨병이든지 않다가 그만 죽어버리

는 것이 예사 라는 이상의 표현은 거짓 천사들의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독 으로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짓 천사들은 말하자면 자신들이 숭배하는 허위와 가상의

판타스마고리아를 독 과 병 처럼 퍼트린다 그들이 남발하는 키스는 바로 이러한 점에

서 세계를 모두 무균질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평준화시키는 군중들의 존재방식 그 자체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실낙원 의 전체적 맥락을 검토했을 때 다시 문제가 되는 구절은 시의 서두

부분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낙원 의 진정한 주체인 예술가적 산책자는 이러한

영원히 반복되는 모더니티의 무가지성과 무의미성을 빈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

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절대적인 정신성을 추구하는 자에게

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평균화 시켜버리는 거짓 천사 들의 병 과 독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천사들은 이질적인 존재방식으로 세계와 투쟁해나가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들을 유리 내부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키스 를 하지만 그러나 홀연히 그당장에서

죽어버린다 마치 웅봉 처럼

이 구절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거짓 천사들의 병과 독 의 층위와 구분되어

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비슷하게 전개되는 시의 내용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구절과 구

분되기 어려운 시의 초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천사들을 응봉처럼 죽여버릴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방식의 층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전술했던 것처럼

유리 외부를 꿈꾸는 구름의 세계이자 진정한 천사들이 존재할 언표화되지 않는 상태

로 제시되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리킨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가 가지고 있는 독 혹은

악 의 가능성은 바로 빈터 로서의 모더니티 세계의 무가치성을 파괴하고 정지시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가짜 천사들이 난무하는 거짓된 세계에 진정한

천사를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하는 응원기 같은 기 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처럼 예술가

적 산책자의 이질적인 존재방식과 가능성은 거짓천사 가 아닌 진정한 천사 혹은 진

정한 낙원 의 양가적으로 검토하는 미학적 사유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독 혹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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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성적 사유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구조로 실낙원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검토했을 때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상 거짓 천사 들의 평균화된 독 즉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가 제

시하는 무가치한 삶의 층위가 아니다 즉 독 으로서의 세계란 말하자면 가짜이자 모조

로서의 천국이며 또한 현실로서의 지옥 이다 벤야민의 모더니티에 대한 사유와 동일

하게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는 현재의 삶을 영원히 반복되는 지옥으로서 파악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허위와 가상의 모더니티로부터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예술

가적 산책자의 언표화되지 않는 존재방식에 있다 그것은 독과 병 과 같은 도시 모더

니티란 지옥같은 세계이자 가짜들의 천국의 부정적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서 존재하는

또다른 독 혹은 악 이자 진정한 천사의 의미론적 층위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자신의

이질성을 스스로 긍정하고 그 미학적인 사유의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실낙원

연작의 핵심적 테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낙원 연작의 핵심적인 테마는 바로

첫 번째 작품인 소녀 를 통해 보여진다 즉 절벽 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향기로운 꽃 의 존재는 소녀 의 근본적 의미층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녀는 확실히 누구의 사진인가보다 언제든지 잠잫고있다

소녀는 때때로 복통이난다 누가 연필로작난을한 까닭이다 연필은

유독하다 그럴 때 마다 소녀는 탄환을 삼킨사람처럼 창백하고는 한다

소녀는 또 때때로 각혈한다 그것은 부상 한 나븨가와서 앉는까닭

이다 그거미줄같은 나뭇가지는 나비의 체중에도 견데지 못한다 나무

가지는 부러지고만다

소녀는 단정 가운데 있었다 군중과 나븨를 피하야 냉각된 수압

이 냉각된 유리의 기압이 소녀에게 시각만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허

다한 독서가 시작된다 덮은 책 속에 혹은 서재 어떤 틈에 곳잘한장의 얇

다란 것 이되어버려서는 숨 고한다 내활자에 소녀의 살결내음새가 섞여

있다 내제본에소녀의 인두자죽이 남아있다 이것만은 어떤 강렬한 향

수로도 헷갈니게 하는수는없을

이상 소녀 부분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앞의 책 면 면 신범순은 실낙원 연작이 대략적
으로 년 중반 쯤 쓰여졌을 것이라 추정하면서 실낙원 연작이 이상의 후기 텍스트의 중심에 있
는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범순에 의하면 실낙원 은 거울 속에서 최후까지 독서와 사색 그리
고 창조작업을 통해 그 유리의 차가운 기압에 저항하고 견뎌내며 그 안에서 어떤 중대한 작업을 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가 그 핵심적인 테마로 제시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주현 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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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낙원 의 첫 작품인 소녀 에서 주목되는 바는 소녀 로 제시되는 이상의 다양

하고 복합적인 면모인데 이는 이상의 예술가적 자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 특히 이상 텍스트의 핵심적인 테마인 무서워하는 아이 와 무서운 아이 의

양가적인 존재방식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소녀의 의미론적 층위가 지속

적으로 유동적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무서워하는 아이에서

무서운 아이로의 변용 이라는 오감도 의 중심테마와도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녀의 복합적 양태를 텍스트의 이미지 흐름을 통해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시의 초반부에서 제시되는 소녀의 정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확인된다 시의 첫

구절에는 소녀는 확실히 누구의 사진인 존재 즉 이상 자신의 반영으로 제시된다 이

러한 소녀의 존재는 도시 모더니티 세계에 대한 죄 를 품고 있으며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의 무서워하는 아이 의 면모를 제시하는 구절로 해석된다 즉 소녀는 때때

로 나는 복통 을 겪는데 그 원인은 누가 연필로 작난을 한 까닭 이다 이는 유독 즉

악 하다는 점에서 평균적 모더니티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악한 연필 의 존재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를 표상하며 그것은 실낙원 에서 제시된 예술가적 산책자의

독과 악 의 의미층의와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독 의 가치를 통해서 소녀는 예

술가처럼 창백 한 얼굴을 지니는 것이다

즉 소녀의 존재는 이상의 예술가적 내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판별할

때 또한 중요한 부분이 소녀가 때때로 각혈한다 라는 구절이다 이 각혈은 단순히 병

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부상한 나븨가와서 앉는 까닭 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인회 의 구성원들에게 나비 의 이미지가 예술가적 산책자의 공통된 상징이라는 점

을 고려해보면 나븨의 존재에 의해서 추동되는 소녀의 존재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

비 에서의 어린 공주와도 같은 예술가적 주체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즉

나븨 에 대한 의미론적 가치부여는 그거미줄같은 나무가지는 나븨의 체중에도 견데지

못한다 라는 구절을 통해 드러난다 거미줄 과 같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무

서워하는 하는 아이 로서의 소녀는 그러하기에 단정 본선과 부두 사이에서 여

객이나 화물을 나르는 작은 배 인용자 주 가운데 있 는 존재이다 이러한 유동성의

맥락이 바로 소녀의 복합적 양상 무서워하는 아이와 무서운 아이 로서의 을 반

영하는 중요한 양상이다

단정 작은 배 로 상징되는 소녀의 양쪽 끝에는 군중 이라는 무가치한 존재들과 예술

가적 산책자의 표상인 나비 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소녀의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군중 속에 함몰될 가능성과 군중이 아닌 이질적인 예술

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나비의 사이에 작은 배처럼 유동하는 소녀는 그러한

점에서 이상의 현실적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즉 소녀는 나비로 표상

되는 영원성의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혹은 무서워하는 아이에서 무서운 아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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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하기 위해서 독서 를 하며 예술가적 표상의 상징인 각혈 을 가진다 이러한 예

술가적 산책자의 이미지는 스스로 제시하고 있듯이 허다한 독서 와 덮은 책 속에 존

재하는 나비 즉 서재어떤틈에 곳잘한장의 얇다란것 것으로 의미화되는데 그것은

내활자 로 제시되는 자신의 텍스트 내부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

면 절벽 에서 제시되는 보이지않는 향기로운 꽃 이 바로 나비 소녀의 존재와 동궤

적인 것임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내활자에 소녀의살결내음새가 섞여있다 는 구절은 소녀가 이상이 추구하는

예술적 자아로 변용되려 한다는 점을 의미화 하는 것이 된다 도시 모더니티 세계의 무

의미성과 무가치성을 상징하는 냉각된 수압과 기압 은 이상의 미학적 사유가 무엇으로

부터 유래되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무서워하는 아이 의 영역

인 세계의 무의미성을 깨닫는 소녀가 독서 로 표상되는 자신의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를 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지향성의 층위가 바로 나비로 표

상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텍스트로 제시되는 활자 속에서 항상 어떤강렬한행수

로도 헷갈니게 하는수는 없을 살결내음새 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소녀를 내처라고해서 비난하였다 듣기싫다 거즛말이다

정말이소녀를 본 놈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소녀는 누구든지의 처가 아니면 안된다 내자궁가운데 소녀는

무엇인지를 낳아 놓았으니 그러나 나는 아직 그것을 분만하지는 않었

다 이런 소름끼치는 지식을 내어버리지 않고야 그렇다는 것이 체내

에 먹어들어오는 연탄 처럼 나를 부식시켜버리고야 말것이다

나는 이 소녀를 화장해버리고 그만두었다 내 비공으로 종희탈 때 나는

그런 내음새가 어느떄까지라도 저회 하면서 살아지려들지 않았다

이상 소녀 부분

임명섭 이상 문학의 해석 문학의 자의식과 바깥의 체험 한국학술정보 주 면 임명
섭은 실낙원 의 소녀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여기에는 세계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이
상 자신의 탐구가 분명하게 허다한 독서가 시작된다는 동사와 동일시되고 있다 결국 위 지문 소녀
를 가리킴 인용자 주 은 주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수많은 책 그러나 세계의 진상을 담아내지 못하
고 있는 책들과 그것에 대한 무용한 독서 그리고 어디엔가 있으리라 믿어지는 세계의 진상을 담고 있
을 한권의 진정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범순 이상문학연구 불과 홍수의 달 앞의 책 면 신범순은 이상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은
일종의 불모지와 폐허적인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며 이것이 냉각과 거울의 표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주목한 바 있다 이상의 여인들은 이렇게 생명력이 점차 사
라져감으로써 열매맺지 못하게 되는 황무지의 피부를 가지며 불임증적인 육체의 소유자로 전락한다 이
것이 그 특유의 냉각된 육체 이미지가 갖는 의미이다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육체의 반대편에 있는
우울한 그림자 속에 그것은 존재한다 아마도 그의 거울 이미지는 유리라는 냉각된 물체 속에 사로잡힌
유령적 존재들을 포착하려는 상상적 이미지일 것이다 그에게 거울 이미지는 다른 모조품이나 흉내
내는 것들 혹은 기계적인 것들과 더불어 가치의 타락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그것은 실체감의 결여 혹은
창조적 생동성의 결여를 나타낸다 그의 거울은 우울한 근대세계에 갇힌 자신의 의식세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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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에 이어지는 소녀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은 나비 로 표상되는 이상의 지성

적이고 미학적인 자아의 추구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그 소녀가 내처라고 비난하 는 사람들은 위에서 제시된 군중과 동일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도시 모더니티 세계 속에 속한 평균적 군중들은 말하자면 정말

이소녀를 본 놈은 하나도 없 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이상이 자신의 활자 인 텍스트를 통해 산출해야 할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을 스스로 증명하려 한다는 점은 소녀는 누구든지의 처가 아

니면 안된다 는 언급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본다면 내자궁가운데 소녀는

무엇인지를 낳아놓았으니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분만하지는 않았다 라는 구절의 의미

를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산출하고자 하는 텍스트로서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의미가 군중들에게 이해될 수 없으나 그것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란 이상 자신의 삶을 극한적으로 추동하고 이끌어내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소름끼치는 지식을 내어버리지않고야 그렇다는 것이

체내에 먹어들어오는 연탄 납으로 된 총알 인용자 주 처럼 존재한다는 언급

은 현실적 이상에게 자신의 미학적 사유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계와 분리시켜버리는

무서운 것 의 층위에 속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이상은 스스로 보이지도 않는 향기로운 꽃 과 같은 납탄 같은

지식을 현실의 자신을 고난으로 몰고 가더라도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냉

정하게 인정한다 이처럼 냉철하고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사고하는 이상의 예술가적 산

책자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븨 로 향한 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다 이는 시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즉 어떤 강렬한 향수로도 햇갈리게

할 수 없는 소녀의 살결 내음새는 소녀를 화장해버린다는 표현처럼 현실의 이상이 그

것을 버려버리려 할지더라도 존재할 것이다 활자 와 종이 로 대변되는 소녀의 향기가

어느때까지라도 저회하면서 살아지려들지 않았다 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에서 제시된

사라지지 않는 소녀의 향기 란 절벽 에서의 보이지 않는 꽃의 향기 이자 동시에

나븨 에서 언급된 유계와의 비밀스런 통로 를 통해 존재할 이상의 미학적인 사유의

정수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실낙원 연작의 첫 작품인 소녀 는 이상의 예술가적인 자아의 내

면적 고뇌의 치열함과 또한 그것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적인 면모

를 동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이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라지

지 않는 소녀의 살결 내음새 나 혹은 보이지 않는 꽃의 향기로부터 유래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적 고고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미학적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된 작품이 바로 자화상 습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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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도모지 어느나라인지 분간을할수없다 거기는 태고와 전승

하는판도가 있을뿐이다 여기는 폐허다 피라미드 와 같은코가있

다 그 구녕으로는 유구 한것 이 드나들고있다 공기는퇴색되지않는다

그것은 선조가 혹은 내 전신 이 호흡하던바로 그것이다 동공에는 창공

이 응고하야있으니 태고의양상의 약도다 여기는 아모기억도유언되

어 있지는않다 문자가 달아 없어진 석비처럼 문명의 잡답 한것 이 귀

를그냥지나갈뿐이다 누구는 이것이 떼드마스크 라고 그랬다 또

누구는 떼드마스크 는 도적맞았다고도 그랬다

죽엄은 서리와같이 나려있다 풀이 말너버리듯이 수염은 자라지않는

채 거츠러갈 뿐이다 그리고 천기모양에 따라서 입은 커다란소리로 외우

친다 수류처럼

이상 자화상 습작 전문

위독 연작의 자상 과 거의 동일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자화상 습작 은

이상이 위독 과 실낙원 의 예술가적 주체의 긍정이라는 공통적 테마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시의 제목처럼

자화상 이라는 키워드는 그가 텍스트를 잃어버린 천국인 실낙원 의 세계 속에서 어떻

게 자신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이 사유를 드러내려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해 볼 수 있다 즉 시의 제목이 의미하는 자화상 이란 표현은 그의 미학적이고 예술가

적인 사유와 세계관에 대한 일종의 선언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입부분에서 제시되는 여기는 도모지 어느나라인지 분간을할수없다 거기는 태고와

전승 하는판도가 있을뿐이다 여기는 폐허다 라는 구절은 이상이 인식하는 세계관과

사유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보여준다 즉 여기 라는 현실의 시공간 혹은 도시 모더니

티의 세계라는 것은 실낙원 에서 보여지듯이 빈터와 같은 폐허 와 같다 따라서 여

기 는 영원히 그리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폐허성이 태고적부터 전승되는 영원회귀적인

세계를 이상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빈터와 같은 폐허적 세계에는 그것

과 이질적인 다른 존재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요컨대 피라미드 와 같은

코가있 다 그 구녕으로는 유구 한것 이 드나들고있다 공기는퇴색되지않는

다 라는 구절은 빈터와 폐허인 실낙원과는 다른 진정한 유포티아적 시공간의 의미를

드러내는 구절로 볼 수 있다

보들레르부터 니체 그리고 벤야민에게 이어지는 도시 모더니티 혹은 현실과 세계 그

자체의 양가성이 바로 위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모든 것이 폐허인 거짓

천사들의 세계 속에서 그것과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피라미드의 코 는 빈터로서의 세계

를 변용시킬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칭한다고 파악되기 때문이

다 이는 오감도 시제 호 나비 에서 제시된 유계 와 동일한 유구한 것이 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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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의 코 를 통해 소통한다는 이미지로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유구한 피라미드의

시공간은 폐허와 다르게 퇴색되지 않는 공기가 존재하며 선조가 혹은 내 전신

이 호흡하던바로 그것 인 것이다

이러한 자화상 의 양가적 맥락을 확인했을 때 이어지는 동공에는 창공 이 응고

하야있으니 태고의양상의 약도다 여기는 아모기억도유언되 어 있지는않다 문자가

달아 없어진 석비처럼 문명의 잡담한것 이 귀 를그냥지나갈뿐이다 누구는 이것이

떼드마스크 라고 그랬다 또 누구는 떼드마스크 는 도적맞았다고도 그랬

다 라는 구절은 피라미드 코의 유구함 과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즉 피라

미드 얼굴 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자화상이 바라보는 세계란 응고된 하늘과 폐허와 같

은 태고의 영상 이 약도 처럼 펼쳐져 있을 뿐이다 그러한 무가치한 세계 속에는 어떤

기억도 유언되어 있지 않 으며 문자 로 표상되는 자신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가 부

재한 문명의 잡답 잡스럽게 밟히는 것 인용자 주 한것 에 불과하다

이 예술가적 산책자의 피라미드 얼굴이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이질적인 유령

처럼 존재한다는 점은 문명 으로 표상되는 도시 모더니티의 현실과 세계 그 자체를 잡

스러운 것 으로 평가하는 미학적 주체를 표상한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잡답한 것

이 귀를 그냥지나갈 뿐이다 라는 언급의 핵심적 의미이다 따라서 폐허 즉 빈터 로서

의 실낙원이자 문명의 잡답한 것 에 대한 인식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제시된 죽음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의 마지막 구절은 모든 현

실과 세계가 어떠한 변화와 창조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 의 공간인 셈이다 즉 죽엄은

서리와같이 나려있다 풀이 말너버리듯이 수염은 자라지않는 채 거츠러갈 뿐이다

라는 구절은 소녀 에서 보여지는 냉각된 세계 의 무가치성 혹은 풀로 상징되는 가

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어떠한 변화도 변동도 그리고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가 존재할 수 없는 현실과 세계 그 자체를 알레고리화 한 이미

지인 것이다

그러나 피라미드 얼굴 로 상징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얼굴은 그러한 세계를 향해

외우침 을 토해내는 존재로서 제시된다 그것은 마지막 구절이 제시하는 예술가적 산

책자의 핵심적 의미를 가리킨다 즉 천기모양에 따라서 입은 커다란소리로 외우

친다 수류처럼 이라는 구절은 이상의 텍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

학적 사유와 영원성에 대한 인식의 가장 핵심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이다 폐허이자 빈

터인 말하자면 거짓천사들만이 가득한 죽음과 지옥으로서의 실낙원 을 사유하고 인식

하는 피라미드 얼굴 이 세계의 무의미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치는 이 수류같은 울음 은

앞서 살펴보았던 보이지 않는 꽃 혹은 잊혀지지 않는 소녀의 향기 처럼 존재해야만

하는 잠재적 가능성의 시공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떠한 변화도 없는 무의미한 반복이 가득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에 대한 차

이와 이질성을 긍정하는 피라미드 얼굴 자화상 의 핵심적 가치이다 모든 것을 균질화

한 냉각된 죽음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천기 로 상징되는 스스로를 긍정하는 이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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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론은 바로 수류 인 흐르는 물 이미지로 집약된다 이는 냉각된

폐허로서의 세계를 흘러가며 새롭게 그 땅에 죽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존재케 하고자

하는 피라미드 얼굴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자화상 습작 은 위독 연작의 절벽 과 더불어 이상의 예

술가적 산책자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텍스트라고 규정되어

야 한다 냉각된 죽음이 가득한 폐허와 빈터로서의 세계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피라미

드 얼굴 자화상 로 대변되는 이질성의 예술가적 주체의 존재가 잡답한 도시 모더니티

로서의 현실에 수류 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와 인식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가성의 미학과 세계관은 실낙원 의 마지막 작품인 월상 에서도 동일하

게 제시되는 테마이다 즉 수류의 외우침 으로 제시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죽음과

도 같은 폐허적 세계와 맞서는 이상의 미학적인 사유이며 이는 월상 에서 제시된

엄동과도 같은 천문 과 싸워야만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와 동일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부상 한 달 과 새로운 달 의 양가적이고 이중적인 이미지를 정확하게

검토함으로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슈염난 사람은 시계를 끄내어 보았다 나도 시계를 끄내어 보았다

늦엇다고 그랬다 늦었다고 그랬다

일주야나 늦어서 달은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심통한차림차림이

었다 만신창이 아마 혈우병인가도 싶었다

지상에는 금시 산비 할악취가미만 하였다 나는 달이있는반대

방향으로 걷기시작하였다 나는 걱정하였다 어떻게 달이저렇게비참

한가 하는

작일 의 일을 생각하였다 그암흑을 그리고 내일의일도 그암흑

을

달은지지 하게도 행진하지않는다 나의 그겨우있는 그림자가 상하

하였다 달은 제체중에 견디기 어려운 것같았다 그리고 내일의 암

흑의 불길 을 징후하였다 나는이제는 다른말을 찾어내이지 않으면

안되게되였다

나는 엄동과같은 천문과 싸와야한다 빙하와 설산가운데 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나는 달에대한 일은 모도 이저버려야만한다

새로운 달을 발견하기 위하야

이상 월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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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낙원 의 마지막 작품인 월상 은 이상이 제시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무가치한 모더니티의 세계를 어떻게 공포 와 죽음 으로 형상화하며 이

를 극복할 수 잇는 영원성 으로서의 미학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주체의 의도가 근본

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특히 월상 은 소녀 에서의 나

비를 추구하는 소녀 와 평균적 군중에 가까운 소녀 의 복합성과 유사한 층위에서 나

의 존재가 호명된다는 점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시작 부분에서 제시되는 슈염난 사람 과 시계 의 의미층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 슈염난 사람은 시계를 끄내어 보았다 나도 시계를 끄내어 보았다 늦엇다고

그랬다 늦었다고 그랬다 라는 구절에서 수염난 사람 이란 이미지는 자화상 습작

의 수염 과 동일한 층위로 파악되는데 이는 이상의 예술가적 주체를 표상하는 존재라

고 볼 수 있다 수염난 사람 은 말하자면 새로운 달 을 기다리는 존재로 의미화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수염난 사람 과 대비되는 도시 모더니티의 현실

속에서 나 의 존재가 기다리는 달 은 동일하지만 내 가 기다리는 달의 존재는 부상

당한 달 인 월상 의 존재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

의 흐름을 규정하는 양가적인 달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염난 사람 으로 제시되는 예술가적 자아와 함께 즉 군중으로서 도시 모더니티의 세

계에 침윤되어 있는 나 는 전체적 맥락에서 부상당한 달 의 존재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내 가 바라보고 있는 부상당한 달 의 존재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의미가 제시된다 일주야나 늦어서 달은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심통한차림차

림이 었다 만신창이 아마 혈우병인가도 싶었다 라는 구절과 뒤이어 제시되는 지

상에는 금시 산비 몹시 슬프고 애통함 인용자 주 할악취가미만 두루

넝쿨처럼 퍼져있음 인용자 주 하였다 라는 언급이 이에 해당한다 요컨대 이 구절들

은 도시 모더니티에 속해있는 군중으로서의 소녀 에 가까운 나 의 존재가 파악하는 세

계 자체의 모습을 부폐 로서 알레고리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원래 수염난

사람 의 새로운 달 로서 아름답고 화려한 본모습을 잃어버린 부상당한 달 의 존재와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너무나 심통한차림 으로서 만신창이자 혈우병 을 앓고 있는 부상당한 달 의

세계인 지상 은 금시 산비 몹시 슬프고 애통함 인용자 주 할악취가미만

두루 넝쿨처럼 퍼져있음 인용자 주 한 무의미한 곳에 불과하다 이 폐허적인

세계 속에서 나 는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수염난 사람으로서 변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바로 나는 달이있는반대 방향으로 걷기시작하였다 나는 걱정하였다 어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앞의 책 면 예컨대 신범순은 오감도 시제 호 나
비 의 이미지를 통해 수염과 나비가 결함된 이미지인 수염나비의 존재는 죽음의 세계인 유계와 연결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범순은 이러한 이상의 나비는 현실의 벽을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공격성
을 갖고 있었다 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나비의 모티프가 이상의 수필 성천기행 의 중심적 테마임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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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달이저렇게비참 한가 하는 구절에 제시된다 부상당한 달이 아닌 그것과 반

대되는 방향으로 걷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 혹은 저 부폐와 악취 로 가득한 비참한

지상이자 부상당한 달 을 걱정하는 행위에서 나 의 복합적 의미론적 층위가 드러난

다 말하자면 이는 무서워하는 아이 에서 무서운 아이 로서의 변용 혹은 소녀 에

서 제시된 것처럼 군중에 가까운 소녀 가 아닌 나비를 추구하는 소녀 가 되어야 한

다는 점을 알레고리화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부상당한 달 과 반대방향으로 걸으며 만신창이 처럼 부상당한

달 의 비참함을 인식할 수 있는 무서워하는 아이 가 바라보는 세계의 모습이 어떠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 특유의 역설적인 죄와 죽음에

대한 사유처럼 이 지상 의 공간은 모든 것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무가치한 죄 와 죽

음 을 가지는 곳이다 즉 작일 의 일을 생각하였다 그암흑을 그리고 내일의

일도 그암흑 을 이라는 구절에서 제시되는 바는 오늘 역시 암흑일 것이며 내

일 역시 또한 암흑일 것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점령하고 있는 암흑

이 부상당한 달 이자 지상 의 근본적 정체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어지는 달은지지 몹시 더디게도 인용자 주 하게도 행진하지않는다

나의 그겨우있는 그림자가 상하 하였다 달은 제체중에 견디기 어려운 것같았

다 그리고 내일의 암 흑의 불길을 징후하였다 나는이제는 다른말을 찾어내이지 않

으면 안되게되였다 라는 구절은 무서워하는 아이로서의 내 가 왜 무서운 아이 로

서 변신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상당한 달 은 몹시

지루하게도 자신을 변화시킬 행진과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상당한 달 과 다

르게 나 의 존재는 그겨우있는 그림자가 상하 오르내렸다 인용자 주 하도

록 즉 부상당한 달 과 반대편을 향해 걷는 자이다 이러한 변용을 위한 걸음을 걷지

않는 자는 자신의 체중을 견딜수 없는 달 로서 내일의 암흑의 불길을 징후 할 뿐이

다

그러한 부상당한 달 혹은 지상의 무가치함과 무의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나

비 소녀 의 존재로 변신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인 나는 이제는 다른말을 찾어내이지

않으면 안되게되였다 이러한 내 가 부정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엄동

과도같은천문 의 존재이다 자화상 습작 에서 제시된 태고의 폐허 와 동일한 의미

를 갖는 이 냉각된 하늘 의 존재는 말하자면 나 의 존재가 수염난 사람 이 되기 위해

서 부정하고 파괴해야 하는 세계 그 자체의 형상인 셈이다 그러나 유리 와도 같은

세계와 싸우는 나의 글쓰기 혹은 텍스트로서의 싸움이란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빙하와 설산가운데 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구절을 통해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희망찬 승리가 손쉽게 제시되지 않는 빙하와 설산 같은 도시 모더니티와

의 투쟁이란 자신의 육체마저 결빙 시켜 버릴 것이다 그렇기에 시적 화자인 나는 수

염난 사람 으로 제시되는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 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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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무서워하는 아이 로서 무서운 아이 로의 변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죽음이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제시되는 그리고 나는 달에대한 일은 모도

이저버려야만한다 새로운 달을 발견하기 위하야 에서 보여지는 발견 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금시로 나는 도도한 대음향을 들으리라 달은 추락할것이다 지구는

피투성이가 되리라

사람들은 전율하리라 부상 한 달의 악혈 가운데 유영하면서 드디여

결빙하야버리고 말것이다

이상한 귀기 가 내골수에침입하여 들어오는가싶다 태양은 단념한 지

상최후의 비극을 나만이 예감할수가 있을것같다

드디여나는 내전방에 질주하는 내그림자를 추격하야 앞슬수있었다

내뒤에 꼬리를 이끌며 내그림자가 나를쫓는다

내앞에달이있다 새로운 새로운

불과같은 혹은 화려한 홍수같은

이상 월상 부분

월상 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짓는 것 혹은 무서워하는 아이 로서의 내 가 무

서운 이 인 수염난 사람 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망각 이다 이는 일종의 절

대적인 정신성의 추구로서의 현실과 세계에 대한 부정 이란 악 으로 규정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부상당한 달 이 아닌 새로운 달을 발

견 하기 위한 여정의 최종적 종착지인 것 혹은 새로운 달 을 추구하는 무서운 아이

로서의 나의 존재론적 의미는 죽음 을 통한 세계에 부정의 층위를 거쳐야만 한다 그

것은 이어지는 구절인 금시로 나는 도도한 대음향을 들으리라 달은 추락할것이다

지구는 피투성이가 되리라 사람들은 전율하리라 부상 한 달의 악혈 가

운데 유영하면서 드디여 결빙하야버리고 말것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알레고리화 된

다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과 극복이 제시된 이 구

절은 이상의 유고작중 하나인 최후 의 사과한알이떨어졌다 지구는 부서질그런정도

로아펐다 최후 이미여하한정신도발아하지 아니한다 라는 구절을 상기시킨다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조영복 음악적인 것의 시학 질주와 변형의 생성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실험과 도전 식민
지의 심연 탄생 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앞의 글 면 조영복은 월상 의 이같
은 죽음과 소멸의 묵시론적 테마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밤의 어둠고 불길한 이미지들은 추락 공포
현기증 무게와 같은 양상과 가까이 한다 추락은 단절과 소멸과 같은 시간의 끔찍한 양상들을 요악하
고 응축한 것이다 일문시 최후 는 행성의 추락이라는 이미지가 정신의 완전한 절멸 어떤 정신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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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묵시록적인 종말의 장면처럼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는 세계 자체를 악 으로 규정

하고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과 세계를 모두 혹은 장엄하게 부정할 수 있는 자이다

따라서 도도한 대음향 으로 제시되는 세계의 붕괴란 부상당한 달의 추락 이며 동시에

피투성이 이자 만신창이인 지구 로 대변되는 현실에 대한 부정인 셈이다 이 알레고리

적 이미지는 전율 적인 혹은 공포 로부터 비롯된 무서워하는 아이 가 무서운 아이로

변신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론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죽음 을 통해 드

러나는 결빙 과도 같은 세계를 극복하려는 자의 시선이다 이는 자기 자신 혹은 군

중으로서의 소녀 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이상의 철저한 미학적 자의식으로부터 가능하

다

이 예술가적 산책자는 말하자면 부상 상처입은 달의 악혈 가운데 유영하면서 드디어

결빙하여 버리고 말 그러한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달을 찾아야하는 존재라는 점이 중

심적이다 즉 이상의 예술적 자아가 인지하는 세계의 근본적인 무의미성과 폐허적 성격

을 극복하고 나와 그림자의 무한한 추격전 영원회귀 으로 묘사된 태양은 단념한 지

상 최후의 비극 을 극복할 새로운 달 이미지는 실낙원 의 핵심적인 주제인 미학적

유토피아의 시공간을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낸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주목해야하

는 표현이 바로 이상한 귀기 라는 언급이다

이상한 귀기가 나의 뇌 골수 에 침입해 오는 것은 일견 부정적인 맥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귀기 가 오감도 시제 호 나비 의 유계 로부터 혹은

자화상 습작 의 피라미드의 유구한 코 의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즉 수염난 사람 의 존재처럼 유령적이고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

적 사유를 상징하는 것이 태양 의 기호라는 점을 주목할 때 부정 되어야 하는 세계란

오직 나만이 예감할 수 있는 태양이 단념한 지상최후의 비극 과도 같은 것으로 형상화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이어지는 드디여나는 내전방에 질주하는 내그림

자를 추격하야 앞슬수있었다 내뒤에 꺼리를 이끌며 내그림자가 나를쫓는다 내

앞에달이있다 새로운 새로운 불과같은 혹은 화려한 홍수같은 라는 구절

을 통해 의미화된다

월상 의 핵심적 주제는 소녀 의 주제의식와 짝을 이룬다고 할수 있다 소녀

에서 제시된 군중으로서의 소녀 가 나비를 추구하는 소녀 가 되는 과정이자 무서워하

는 아이 이자 무서운 아이 로서의 변형의 맥락은 월상 의 마지막 구절에서 핵심적

으로 알레고리화 된다 즉 무서워하는 나의존재는 내 전방의 질주하는 내그림자 즉

달과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나 자신의 근본적인 목표를 추격하여 앞슬 수 있었

아하지 않는 상활을 이끌어 낸다 이같은 죽음과 소멸의 묵시론적 주제는 여성 육체나 불안의 심적 상
태를 환기하는 것 원형적인 것이다 실낙원 중 한편인 월상 은 죽음의 묵시론적인 주제와
창조와 생성이라는 신화적 모티프가 중층적으로 나타나 있다 죽음과 재난 그리고 창조와 생성이라는
모티프가 달의 죽음과 새로운 달의 출현이라는 서사와 결합된 것이다 달의 죽음은 피묻은 달 의
유영과 냉각 동결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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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림자를 추격하는 질주의 핵심적 맥락은 이상한 귀기 를 통

해 태양조차 단념한 지상 최후의 비극 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인 여정을 상징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나는 나를 앞서 가는 내그림자 를 따라잡고 앞서며 내 뒤에 몰려오는 그림

자와 꼬리들이 쫓아가는 말하자면 빛보다 빠른 주체 가 될 수 있다 이 무서워하는

아이 에게 주어지는 달 즉 부상당한 달 이 아닌 새로운 달 의 잠재적 가능성을 추구하

는 것이야 말로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미학적 유토피아의 층위라

할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새로운 새로운 것 혹은 무가치한 악취에 가득한 세계를

불 과 화려한 홍수 로서 파괴하고 진정한 낙원이자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월상 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는 자화상 습작 의 수류의 흐름처럼 세계의 폐허

성을 극복하고 새롭게 부활할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어떻게 영원성

으로서의 현재를 지향했는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이상의 미학적인 테마는 말하자면 절벽 과 오감도

시제 호 나비 에 제시된 것처럼 유구한 유계 로 제시된 절대적인 정신성과 미학

적 사유에 대한 추구로 검토될 수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꽃 처럼 향기롭게 자신을

추동하고 이끈다 그러한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경사와 더불어 무가치한 현실과 세계에

대한 부정이 바로 이상의 미학적인 사유의 알레고리적 세계관의 본질적 면모이다 이러

한 점에서 이상의 후기텍스트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실낙원 의 미학적 사유

는 무서워하는 아이가 세계를 무가치한 공포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죄와 죽음을

통해 대속하며 새로운 미학적이고 정신적인 주체를 표상하는 무서운 아이 가 되는 변

용의 과정을 토대로 한다 자화상 습작 과 월상 에서 제시된 이러한 이상의 미

학적인 내면의 알레고리는 이상의 미학적인 사유의 근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

는 해석되기 어렵다

본절은 이상의 텍스트에 제시된 파국의 이미지를 극한적으로 드러내고 동시에 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나비 와 꽃 그리고 달 이미지를 통해 검

토했다 월상 에서 보여지듯이 이상에게 새로운 화려한 불과 홍수같은 달 의 존재

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가치론적인 사유이자 영원성 의 맥락이 어떻게 이미지화 되는가

를 제시한다 근대 모더니티의 무의미한 영원회귀의 반복성은 이상에게서 죄와 죽음으

이상 선에관한각서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와 유사하게 확
대하는 우주를우려하는자여과거에살으라 빛보다도빠르게미래로달아나라 라는 테마를 가진 삼차각설
계도 의 선에관한각서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달아난다 빠르게달아나서 영원에살고과
거를애무하거과거로부터다시그과거에산다 동심이여 동심이여 충족될수없는영원한동심이여 여기서 제
시되는 시의 주제는 확대하는 우주로 표상되는 동일한 반복적은 모더니티의 세계를 탈출하는 자는 그
러한 세계의 빛보다 빠르게 미래라는 다른 시간으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의 마지막 구절
에 제시되는 영원을 향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상은 이를 동심 즉 순수한 창조로서의 아이의 존재의
가능성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순수한 창조로서의 아이의 존재는 말하자면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
유가 지향하는 영원성의 맥락을 의미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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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득한 동결되고 얼어붙은 세계 의 공포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이 텍스

트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죄와 죽음에 욕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그것은 일종의 멜랑콜리한 감각의 우울과 슬픔으로 비롯된 것이며

무의미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를 독 으로 맞서는 자의 절대적 정신성에 기반해있기 때

문이다 그렇기에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는 불 과 홍수 의 이미지는 세계를 변용하

고 새롭게 변신시킬 미학적인 환상 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무서운 미학적 주체의 형상

화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의 미학적인 사유가 그의 난해한 텍스트의 가장 핵

심적인 총체성인 것이다

이상은 김기림과 나눈 서신에서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빌어먹을

거 세상이 귀찮구려 불행이 아니면 하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행복이 오면

큰일 나오 아마 즉사할 것이오 협심증으로 세상을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사는

존재 더 나아가 행복한 세계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고황이 든 문학병 을 지닌 인간

이상의 예술가적 자아란 많은 부분 일종의 병증 으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함으로

서만 이해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언급처럼 고독과 울적 을 지닌

예술가적 산책자인 이상의 존재를 단순히 심리적인 자아의 문제나 병리성만으로 평가

할 수 있을까 이는 김기림이 쥬피타 추방 에서 보여주었던 예민하고 강렬한 예술

가적 산책자의 멜랑콜리적 이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그것은 텍스트

혹은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구축을 통해 구현되는 총체적인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이기

도 하다 이것이 본고에서 예술가적 산책자 라는 개념을 통해 해명해보고자 했던 이상

문학의 중요한 지점이다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시피 이상의 텍스트가 지닌 난해함 혹은 비사실적 재현이 지닌

추상성과 기호성의 문제는 그의 텍스트를 일종의 열린 텍스트 로 만든다 이상의 텍

스트가 지닌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분명 사실이며 본고의 해석 역시 하나의 일부분적

해석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이상 이라는 개인이 보여주는 철저하고 지

성적인 미학성과 예술성에 대한 추구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위의 책 면

조영복 음악적인 것의 시학 질주와 변형의 생성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앞의 글 면 참
조 조영복은 이상 텍스트의 기본적인 성격을 에피그람으로 규정하면서 통상적인 의미체계가 해체되
고 비개연성을 가진 어구나 문장이 인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텍스트는 독창적인 의미를 생산하는데 이
는 미학적인 가치와 자료적인 것 사이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적 효력을 발휘 하는 열린 텍스트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텍스트라는 개념은 단순히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하는 텍스트라는 의미가 아니며 초현실주의 다다 미래파 같은 전위주의적이고 해체주의적 전통
의 계보 속에서 문예사조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특징적으로 이상 텍스트가 현대
예술의 계보 속에서 그 역사성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문학방법론의 탐구대상이 되
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 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조영복은 이상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러 이미지들이
문자매체의 평면성을 넘어 입체적이고 신비적인 아우라를 준다 그것은 시간의 예술이면서 공간적인

열림을 지향하는 음악의 정신을 구현 하고 있으며 불멸성이라는 주제는 음악의 절대 정신이라는 이상
주의와 긴밀히 연결 면 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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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문제는 이상과 김기림 구인회 가 지니고 있는 미학적 세계가 보여주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모두 무의미하고 미학적인 세계를 거부하고 자

신의 이질적인 혹은 유령적인 예술가적 정체성을 긍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

고는 이들의 미학적 세계관을 규명하기 위해 벤야민의 개념을 확장시켜 예술가적 산

책자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이상 텍스트의 해석에 적용해 보았다 이는 단순히 시

대적인 동질성뿐만이 아닌 사유와 인식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핵심적인 것은 이상이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비판했다는 것 이상의 문제이며 유토

피아적 시공간에 대한 추구를 그의 미학이 지닌 잠재적 요소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즉 벤야민의 언급처럼 역사와 현실의 정지 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메시아적 지금 시

간의 성립 이란 오직 이미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상이 단상

에서 언급했던 인류는 이미 천국을 탐하지 않는다 단지 봄은 올 것인가 이러한

중에도 동사는 폭풍처럼 계속되었다 는 구절과 역사철학테제 에서 진보로 일컬어

진 천국 에서 불어오고 있는 폭풍 속에서 죽은 자를 되살리려 애쓰는 천사의 시선 사

이에는 사유의 근본적인 유사성이 가로놓여져 있다

두 텍스트 사이에 동시적으로 지칭되는 폭풍 과 천국 의 이미지는 폐허로서의 근대성

과 영원히 반복되는 모더니티의 세계를 알레고리로서 현전시킨다 하나의 질서이자 규

칙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그것을 무가치한 것 으로 치부하고 그와 다른 예술가적인 사

유와 인식의 영원성을 긍정하는 것 이것은 니체가 말했던 창조하는 아이의 놀이 로서

발터 벤야민 햇빛 속에서 발터 벤야민 선집 면 하시디즘의 신봉자들 사이에는 다
가올 세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 다가올 세상에는 지금 우리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이 마련될 것이다 지금 있는 우리의 방은 다가올 세상에도 그대로 있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고 있
는 그곳에서 자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도 지니게 될 것
이다 모든 것은 지금 이대로 존재하게 된다 다만 아주 약간만 변화한다 그것은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상상력이 먼곳까지 베일을 덮는다 모든 것은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베일이 펄럭거리
고 베일 아래서 아무도 모르게 밀쳐진다 그것은 변화와 교환이다
이상 단상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어느 겨울 한낮 태양은 드디어 은하 깊숙이 빠져버렸다 장대한 밤 지구에는 아직 봄은 아
득하고 빙설은 두껍게 얼어붙어 있다 태양을 상실한 지구에 봄은 올 것인가 달빛마저 없는 칠
흑의 암야가 한달이나 계속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
다 그러한 또 어느 겨울 한낮 숲에 달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빈사의 지구를 푸르게 비추
었다 빛을 찾은 인류는 전 생명체를 대표하여 간신히 삭정이를 긁어모아 달빛을 의지하여 횃불
을 올렸다 가냘픈 단말마의 함성이 피어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폭풍처럼 계속되었다

그때부터 달빛은 매일 낮 매일 밤 지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낮 매일밤이 만월이었다 달은 태양을
부담했다 그리하여 눈은 달빛에 녹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황량한 빙원 을 정맥처럼 흘러갔
다 그리하여 인류는 생명체를 대표하여 그 지도의 행선을 쫓았다 봄으로 봄으로 인류는 이미
천국을 탐하지 않는다 단지 봄은 올것인가 이러한 중에도 동사는 폭풍처럼 계속되었다 이러한 황
량하고 얼어붙은 세계이자 동사가 폭풍처럼 지속되는 곳의 이미지는 월상 에서 제시된 이미지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제시되는 태양을 대신하는 달의 존재는 그러한 점에서

월상 의 새로운 달 이미지와 동일한 의미층위로 파악된다 즉 천국을 부정하고 달의 세계를 추구
하는 자들의 여정이란 동사는 폭풍처럼 계속되는 세계 와 맞서 싸우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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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적 사유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상의 후기 텍스트를 통해 파국의 이미지를 극한

적으로 추구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인식을 읽

어내려 했다 이러한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영원성에 대한 추구야 말로 구인회 모더

니즘 문학이 지니는 미학의 가장 핵심적 양상이라 말해져야 할 것이다

폭력적 현실에 대응하는 내면성 과 나비의 초극적 이미지

지금까지 본고는 김기림과 이상의 텍스트를 통해 이들이 자신들의 미학적인 환상을

통해 합리적 모더니티로서의 현실과 세계를 파괴하고 이를 넘어설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를 검토했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이 구인회 로서 함께 추구했던 미학적

방향성의 문제는 당대에 새롭고 현대적일 지성적 문학을 추구했다는 점과 분리되기 어

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절은 지금까지 제시한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

유 문제를 통해 백록담 으로 대변되는 정지용 후기 텍스트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절

에서 주목하는 정지용 후기텍스트의 면모는 자연에 대한 사실적 재현의 차원에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본고가 논의해왔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층위이다 즉 정지용 텍스트에 나타난 자연의 알레고

리는 자연 그 자체의 이미지가 아닌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의 층위

에서 고찰될 때 그 정확한 의미가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정지용의 후기시는 대체적으로 최동호의 산수시

논의를 통해 제시된 자연 에 대한 동양정신적 추구로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른바 동양적 산수시 와 은일 에 대한 논의는 정지용의 후기 시가 자연 특히 산 의 공

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해나갔고 이것이 전통적인 동양사상이나 혹은 노장적인 정

신세계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토대로 정지용 후기시 연구의 주류적 관점

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신주의 혹은 감각 적 이미지라는 정지용 시의 광범위한

연구주제들에 비해 비교적 간략한 해석으로 일관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정지용 후

기시의 논점으로 동양정신 에 대한 문제의식과 카톨릭적 요소와의 연관성 을 부각시

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도 그의 자연의식 과 종교적 세계관과의 연관성만을 해명

하는데 그치는 미비점이 존재한다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은일의 정신 정지용 김학동편 서강대학교출판부 면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성정의 시학 정지용 이해 정지용 시인 탄생 주년 기념 논문
집 김종태편 태학사 면

윤의섭 부정의식과 초월의식에 의한 정시용 시의 변모과정 한중인문학연구 집 면
금동철 정지용 후기 자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한민족어문학 제 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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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지용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른바 감각 의 문제는 단

순히 언어와 기교의 참신함과 독창적인 표현의 차원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정지용이 스스로 언급한 고만하고 굽어보는 예술가적 태도의 문제는 문제적

이다 즉 정지용 텍스트에 나타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주의 적 요소가 그의 텍스

트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미학적 사유라는 점에서 볼 때 정지용의 후기 텍스트에 나타

나는 자연 의 이미지를 단순히 동양적 사상 의 영향이나 혹은 카톨릭 종교주의 적 관

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소재적 접근일 수 있다

문제는 동양적 사상이나 자연주의이던 혹은 카톨리시즘적 종교주의이던 그러한 정신

주의적 요소 가 왜 혹은 무엇 때문에 호명되고 있는가이다 본절은 구인회 데포르마

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세계관의 층위로서 정지용 후기

시의 자연 이미지의 알레고리적 면모를 검토하고 이를 일제말기라는 무의미한 그러나

폭력적인 현실에 대응한 예술가적 주체의 고고한 정신적 면모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정지용 후기시의 면모를 주의깊게 인식할 때 비로소 산수시 로서 혹은 은일 로

서 평가되던 정지용 후기시 연구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정지용 후기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서는 신범순의 논의가 있다 전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범순은 정지용의 시를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는 구분법을 문제시하고 그의 정신주의 와 감각주의의 문제

를 데카당스한 정신의 측면과 그에 대한 간극과 휴식의 위치로서의 자연적 세계를 해

명한다 이는 초기시의 도시적 감각이나 중기의 종교적 성향 그리고 후기의 자연과 동

양적 정신이라는 정지용 시의 전개과정을 단절이나 비약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넘어서

서 하나의 일관된 문제의식 속에서 정지용 시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최근 논의된 조영복 김예리 등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하다 조영복은 정지용의

화문텍스트 의 성격을 문제삼으면서 그의 언어 와 정신 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혹은 그의 텍스트가 갖는 매체적 혼종성의 다채로움을 통해 어떻게 미학성을

구성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해명한다 또한 김예리 역시 정지용 시의 언어 적 측면을

문제삼으며 그의 언어가 구성하는 은유의 환상성 의 측면을 지적한다 위 연구들은 정

지용의 언어 에 대한 감각 그 자체가 매우 정밀하고 엄정하며 그것으로부터 일종의

미학주의적인 정신성 에 대한 추구가 정지용 시의 핵심적 양상임을 밝혔다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
의 책 신범순 정지용 시와 기행산문 정지용 이해 김종태편 앞의 책 참조

조영복 파라솔 명모 연구 으로서의 원본성 및 화문의 양식적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현대
문학연구 집 참조
김예리 정지용의 시적 언어의 특성과 꿈의 미메시스 한국현대문학연구 집 참조

정지용 시와 언어 문장 호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여기에서 정지
용은 시인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시인이란 언어를 어원학자처럼 많이 취급하
는 사람이라든지 달변가처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 사체 의 해부집도자인 문법가로 그치
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시인을 만나 비로서 과 호흡과 체온을 얻어서 생활한다 고
언급한다 즉 정지용이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언어의 표면적인 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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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선행연구들의 지적은 정지용의 후기시에 나타나는 자연 의

의미층위가 단순히 동양적 정신이나 혹은 카톨릭적 정신에 근간해 있다라는 사실 자체

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그의 장수산 계열을 쉽사리 동양

적 노장사상으로의 회귀라고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

쉽게 동양 혹은 자연 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해왔다는 측면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요컨대 문제는 자연 과 정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왜 호명되는가의 문제에

있다 이는 자연이라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세계관의 문제로서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의 문제

의식은 이를 규명함으로서 정지용 후기 텍스트의 자연 이미지가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

신적이고 지성적 미학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본장은 정지용이 자연 을 통해 구축하려는 미학적 유토피아적 이미지 가 그의 후기

시에 가장 핵심에 있다는 것 전절에서 살핀대로 굽어보고 고만한 한 마리 맹금이자

정정한 거송 으로 언급된 미학적인 정신주의로서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텍스트상의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로서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 것은 그의 텍스트가 구축하려 하는 자연 의 유토피아적 환상에 대해 실재로

서의 현실이 끊임없이 틈입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의 폭력성은 자연 으로 표상되

는 세계에 대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욕망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위치를 점한다

는 측면에서도 문제적이다

앞서 김기림과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이기도 하지만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독해란 단

순히 이미지의 표면적 맥락 그자체가 아닌 미학적이고 정신적인 작가 자신의 총체적

세계관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정지용의 후기시에게 있어서도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정지용 후기시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특징은 자연 을 통한 정

신주의의 발현이라는 기존 문제의식을 보다 세분화 하여 자연 정신 에 대한 추구와

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문제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미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
의 글 면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옮김 동문선 면 참조 롤랑 바르트는 세계
의 존재를 일종의 권력 즉 군생적인 산물 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고집스럽게 저
항하며 유희하는 욕망을 긍정하는 것을 문학적인 유토피아로 지칭한다

정지용 시의 옹호 문장 호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조영복 정지용의 유선애상 에 나타난 꿈과 환상의 도취 한국현대문학연구 집

면 조영복은 위 논문에서 논란이 되었던 유선애상 의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은유 자체가 현실의 변형에서 출발한다면 정지용의 시 텍스트에서 구현된 세계가 현실을 얼마나 리

얼하게 복사하고 있는가 하는 논의는 별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지용 시의 은유적 발
상을 전제로 하면서도 산문적이고 일상적인 논리로 시를 이해하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각 시구를 해석하
는 것은 오히려 정지용 시 전체의 독법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영복의
언급은 해석상의 논란이 되었던 유선애상 뿐만이 아니라 그의 텍스트 전체의 해석적 맥락에서 중요
하게 참고될 필요가 있다

김신정 정지용 문학의 현대성 소명출판 면 김신정 역시 정지용에게서의 자연이 과거로
의 퇴행이나 현실도피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김신정은 정지용은 자연에 몰입하고 친화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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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틈입이라는 문제로 분류할 때 그 면모가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

의 미학적 사유를 통해 환상과 실재 사이의 기묘한 접점을 인식하고 역설적으로 그가

자연이란 이미지를 통해 불우한 현실을 어떻게 건너가고자 했는가라는 내면적 의식을

추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지용에게 있어서 자연 은 일종의 시적 대상물이자 동시에 그의 미학주의적 정신성

의 주체가 구성하고자 하는 혹은 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 영역이며 또한 그러한 환상

과 정신성의 영역으로 모든 것이 포괄되지 않은 알레고리적 이미지라 칭할 수 있다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방법론을 통해 검토할 수 있

는 자연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산책 의 인식과 사유구조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

악되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산책 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도시 혹은 세계를 배회

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사유하는 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그에 따라 본다면 그 소재가 도시이던 혹은 자연인가라는 부분은 중요한 것

이 아니다 핵심은 이러한 이미지의 알레고리들 속에 제시되어 있는 폐허로서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초극하고자 하는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에 있다

특히 일제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정지용의 후기 시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상의 사망과 김기림의 낙향이라는 상황에 맞물려 예술가적 산책자가 합리적 모

더니티와 근대성의 극단적 치달음이었던 일제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유했는가를 보

여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핵심은 정지용이라는 예술가가 일제말기라는 우울한

현실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연 에 대한 매개적 재현과 언어 이미지가 어떻게

현실을 횡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추후 텍스트를 검토하면서 논의하겠지만

정지용의 언어와 이미지 표현과 묘사는 하나하나 모두 세심하고 섬세하게 구축된 미학

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의 시도는 정지용의 초기시에 대한 검토

대로 그가 시의 위의 에서 언급한 안으로 열하고 겉으로는 서늘 한 청빈 의 언

어와 이미지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지용 후기시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들은 분명히 자연 혹은 산수

로 호칭되는 이미지에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는 항상 언어와 이미지를 구사함에 있어서 근원적이고 내적인

미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욕망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문제는 자연 이라는 대상이 이미

지화 되었을 때 그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우회적 혹은 암시적으로 작가의 텍스트

에 대한 근원적 욕망을 제시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보았

을 때 정지용에게 알레고리적 이미지 혹은 언어로서의 자연 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

를 갖는지를 면밀히 고찰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정지용 후기시의 자연 이 내포하는

근본적 의미와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 사유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텍

한편 현실 속의 번민과 갈등을 끊임없이 내비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발터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 발터 벤야민 선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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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는 장수산 이다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베허짐즉도 하이 골이 울

어 멩아리 소리 쩌즈릉 돌아옴즉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뫼 새도 울지 않어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골을 걸

음 이랸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 간뒤 조찰

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줏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랸다 차고 히 슬픔

도 꿈도 없이 속 겨울 한밤 내

정지용 장수산 전문

본고의 관점에 있어서 장수산 이 문제적인 이유는 벌목정정 이라는 구절 때문이

라고 할 것이다 흔히 지적되었듯이 시경 으로부터 온 해당 구절은 정지용의 동양주

의적 사유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언급처럼 시경 의 벌목정정 과

장수산 의 벌목정정의 세계는 근원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즉

정지용의 자연이 시경 의 벌목정정 처럼 자연과의 조화롭고 화평한 세계가 아니라

는 점은 텍스트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을 지닌다 핵심 은 원맥락과의 동일성 이 아닌 차이 에 있는 것이

며 이 차이 야 말로 정지용의 자연 이미지의 내재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층위로서 자연 이 어떻게 알레고리적 이

미지로 제시되는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시의 띄어쓰기 부

분이다 일반적인 띄어쓰기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진 장수산 의 독특한 띄어쓰기는

정지용의 초기 시인 파충류 동물 의 초현실주의인 타이포그라피적 방법론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즉 이는 문자적 감각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휴지부를 길게 가짐으로써 감정적 울림과 고조를 위해 사용

되는 의도적인 율격 장치이자 미학적인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현대에 편집된 판본에는 띄어쓰기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본
이 실린 문장 호 을 검토해보면 띄어쓰기가 매우 넓게 되어있다 위 인용은 띄어쓰기를 원문
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미임과 그 극복의 문제 앞의 글 면 신범순은 시경 에
실린 벌목정정의 원뜻과 정지용의 사용한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경 의 벌목 이 지니
는 원 맥락은 자연의 조화로움과 동일한 인간세상의 평화로움과 화평함이 그 주제인데 반해 정지용의
벌목정정은 깊은 산의 고요를 드러내는 벌목의 울림소리는 모든 고뇌와 슬픔에서도 완전히 단절된 순
수한 공간 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오탁번 지용 시의 심상의 의미와 특성 정지용 김은자 편 새미 면 정원술 정지
용 두 칸 이상 띄어쓰기 기법의 연원과 후기 산문시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호

면 오탁번과 정원술은 모두 장수산 의 띄어쓰기가 의도된 것으로 판단한다 오탁번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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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수산 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것은 바로 이 띄어쓰기 의

음성적 감각의 층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쩌르릉 이 사용된 앞뒤의 간격

이 매우 긴 띄어쓰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긴 간격 이 포함된

쩌르릉 이란 표현 속에는 아름드리 큰솔이 베어 질 때 골짜기에 온통 가득 울려퍼지게

되는 메아리 소리 를 문자적으로 이미지화한다 적막하고 고요한 산 속에서 웅장하게

울려퍼지는 소리가 띄어쓰기 를 통해 제시되는 것은 텍스트에서 제시된 산 의 공간이

정지용에게 시경 에서처럼 태평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 천둥 소리 와도 같은

정신의 감각을 강렬히 일깨우는 의미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준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에 의해서 변용된 자연의 알레고리자 깨어남의 공간

즉 일종의 정신주의적 감각 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어지는 다음 구절인 다람

쥐도 쫓지 않고 묏새도 울지 않어 깊은 산이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이다 텍

스트에 등장하는 다람쥐와 묏새는 쩌르릉 의 감각에 공명 하듯 침묵하는 존재로 제시

되는데 이는 깊은 산의 고요 가 뼈를 저리우듯이 느껴지는 차갑고도 명징한 감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주의 적 고고함의 공간으로서 자연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웃절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다 는 것이

단지 산 속의 평화로운 풍경이 아님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웃절중의 이미지는 정지

용의 미학적 사유라는 측면에서 볼때 텍스트에 제시된 무의미한 배경으로 처리되기는

어렵다 웃절중은 여섯 번 판에 여섯 번 모두 져도 아무렇지도 않다 는 일종의 세속적

명리 에 초탈해있는 존재인데 이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신적 태도 를 알

레고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웃절중의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음새 를 줍고자하는 시적 화자의 욕망이 물음표 로서

제시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되묻는 형태로 강조되는 것은 바

로 시적화자의 욕망을 무엇을 향하는 것인가를 인지하라는 텍스트 내부적인 표현이다

요컨대 웃절중의 내음새 를 줏음으로서 시적 화자는 이상적인 정신적 태도와 동일시화

되며 이것은 뼈를 저리우는 깊은 산의 고요 를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적 화자가 서러움의 감각 즉 서러움이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린다 는 견딤 의 맥락은 장수산 에 나타난 예술가적 산책자

의 미학적 사유를 해석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무엇 이 충

족되지 않기에 서러움이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 바람에도 일지 않는 고요 속에서도 서

러움은 심이 흔들 림을 올연히 견디고 있는 자연의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러움 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그러나 쉽게 이룩할 수 없는 이상

지의 조판과 편집이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문장 지에 실린 이 작품이 후일 시집과 해방 후
지용시선 에 수록될 때에도 띄어쓰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율격장치로 판단한다 정

원술은 정지용의 독특한 띄어쓰기가 한글번역성서의 쓰기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 구두점보다 다른 문장
부호들 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것이 음성적인 낭송적 구술적 효과를 지니고 있
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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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습 천둥 소리와 웃절중 의 이미지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슬

픔 이라는 점이 일차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고 양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높은 정신적이고 미학적인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인 자신의 강렬한 올연한 욕망 이 역설적으로 내제되어 있다는 점

이 핵심적이다 요컨대 정지용에게 차고 올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견디는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내 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성 에 대한 근본적인 추구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그가 시의 위의 나 시와 언어 에서 제시하는 언어 속에서 드러날 예술가적

태도와 인식의 층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지용 후기시를 판별하는 핵심

적인 양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해석적 맥락을 따른다면 장수산 에서 보여지는 정지용의 자연

은 단순히 전통적인 사상에 근거한 성정론 과는 무관한 것에 그것은 차고 올연

히 굿굿한 태도로서 무엇인가를 견디는 태도 로 해석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예

술가적 산책자가 구현려는 텍스트가 도시 모더니티의 층위 혹은 자연 이라는 소재적

차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지용의 후기시에 나타나는 미학적 주체는 자

신의 멜랑콜리적이고 섬세한 감각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인 미학주의를 추구하는 태도

그 자체를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제시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즉 차가움 이나 서러움

의 감각을 통해 자신의 정신 을 차갑도록 날카롭게 갈고 닦으며 스스로의 정신적인

유토피아 를 추구한다는 것은 소위 동양주의 적 면모와는 그 맥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지용이 스스로 언급한 미학주의이자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는 미학적 사

유인 극한까지 단련된 언어 를 통해 드러날 혈행과 호흡 의 맥박이다 따라서 정지용

의 후기시에서 알레고리화된 자연 이 세속을 초탈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러한 그의

후기시의 맥락이 곧 동양적인 세계 로 완벽히 귀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

다 즉 장수산 에서 나타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란 벌목정정 의 원맥락

처럼 자연과 동화되어 화평한 세계를 즐기는 것과 무관하다 정지용의 벌목정정 은 오

히려 세계와의 동화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고고하고 미학적인 정신성 에 의거한 것

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평균적 인 현실의 폭력성을 거부

하고 자신의 예술적 세계관과 사유만을 인정하려는 정결한 미학적 주체의 염원이자 의

지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학주의적 주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인 오직 자신

의 정신성 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 그 자체로서의 자연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성에 대한 전기시와 유사하게 후기 시에서도 명료하게 제

시되는 정지용의 멜랑콜리적 감각의 층위는 시적 화자의 욕망이 반영된 자연 역시 서

럽고 외로운 형태로 명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성정의 시학 앞의 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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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작에는 흔히

이 묻힌다

에 누뤼가

소란히 싸히기도하고

꽃도

귀향사는 곳

절터 드랬는데

바람도 모히지 않고

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정지용 구성동 전문

얼핏 평화로운 자연을 묘사하는 듯 보이는 구성동 에서 가장 핵심적 양상은 텍스트

속에서 알레고리화된 자연 이 오히려 매우 쓸쓸하고 외로운 형태로서 의미화된다는 점

에 있다 앞서 살펴본 장수산 과 마찬가지로 구성동 의 자연 역시 평화롭고

안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공간에 가깝다 즉 황혼이 몰려드는

골짜기 유성이 묻히고 꽃도 귀향을 사는 곳 이라는 자연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예

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정신성 을 드러내는 매개적 공간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 공간

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물들은 모두 쓸쓸하고도 고독한 정신상태 를 공유하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골짜기 에 황혼에 누뤼 우박 인용자 주 이 소란히 싸히기도 한다

라는 구절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소란히 쌓인다는 것 즉 시끄럽

고 어수선하게 우박이 쌓일지더라도 그것이 골짜기 로 표상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을 어지럽힐 수 없다는 점과 연관되는 이미지이다 그렇기에 황혼녁에 우박이 내려

오더라도 그것은 싸히기도 한 다 그것이 쌓여간다나 혹은 쌓였다는 언급이 아니라 싸

이기 도 한다 라는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는 표현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려는 정신성의 맥락이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외부적

요소에 대한 언표화되지 않는 거부를 드러내기에 그 의미가 있다 즉 이와 불어 스스

로가 추구하는 자연 이라는 세계에 대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인식이란 골짜기에 묻혀

버린 유성 과 귀향 살게된 꽃 의 맥락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높고 쓸쓸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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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인 고고한 정신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구성동 의 골짜기는 정지용의 정신성 에 대한 정갈한 욕망이 알

레고리적으로 매개되어 있는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다 예전에 절터 였을 이 골짜기에

는 장수산 과도 같이 바람도 모히지 않 는다 즉 골짜기는 그의 정신을 어지럽히

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공간으로서 의미화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또한 텍스

트상 황혼 녁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산그림자 설핏 해가 질 무렵 빛이 희

미해지고 어둑어둑해짐 인용자 주 하면 이라는 서술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빛이 사라지는 황혼 무렵의 시간이란 사물들의 명료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어둠 으로 제시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적 층위를 고려했을 때 장수산 의

겨울 한밤 처럼 어둠 의 공간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대낮의 시간이 아닌 산

골짜기에 어둠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의 정신성 은 사슴 의 형상

을 통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어둠과 함께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 할지더라도 산등을 넘어 어딘가로 가고자 하려는 사슴의 존재는 단순하게 해석되

기 어렵다 여기에는 자연 으로 매개된 정신적 영역 을 구축함으로서 그 스스로의 이

상화된 주체를 구성하려는 정지용의 미학적인 욕망과 예술가적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

기 때문이다 이 엄정한 묘사들은 언어의 감각성을 최대한 살려내려는 시인의 노력

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 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서 한정지어지지 않는다 그것에

는 자신의 주체를 구성 하고자 하는 욕망이 보다 근본적인 층위에 깔려있다는 점이 보

다 중요하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정지용이 드러내고자 했던 자연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에서 핵심적

이고 근본적 의미란 차고 올연히 견디는 모든 세속적인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자신의 절대적인 정신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주체의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즉 핵심은 자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러한 이미지인가 혹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추구가 어떻게

기입되어 있는 가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알레고리로서의 자연 이미지이

자 언어란 텍스트의 본질을 언표화하지 않는 상태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표현을 구성하는 주체의 근본적 욕망은 자연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에 의해 암시적으

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 이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서 관념적인 정신성 의

텍스트화인 것이다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는 고고하며 정결한 미학주의적 주체에 대한 욕망이야 말로

정지용의 자연 에 관한 알레고리가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자연 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이 자신의 미학적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은일의 정신 앞의 글 면 최동호는 사슴을 작가 자신이 동경하는
정신의 그림자 로 판단한다
권영민편 정지용시 편 다시 읽기 민음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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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를 반영하는 의도들로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즉 시적 주체

가 욕망하고자 하는 자연 속에서 오히려 문제적인 부분들은 주체의 미학주의적 태도

에 환원되지 않는 혹은 그가 배제 극복하려고 하는 영역이다 전장에서 살펴보았듯

이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부정하고 극복하려 하는 현실과 세계의 무의미성과 무가치

함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지용에게 자연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일종의 정신적이고 미학적 고투를 반영하는

정지용의 내면과 그를 억압 하는 외상적 현실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충돌하는 양상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장수산 과 구성동 등이

년과 년 즉 일제말기를 앞둔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시

기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둔다면 정지용의 자연에 대한 후기 텍스트들이 예술가적 산

책자가 일제말기 라는 극단적으로 억압적인 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어떻게 견뎌나가는

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를 면밀히 고찰할 수 있는 텍스트는 조찬 이다

해 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흘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촉촉 죽순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갈히여

양지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쫏다

정지용 조찬 전문

권영민은 이 단어의 원뜻이 밤이 깊어지다이지만 여기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다의 뜻으로 쓰고 있
다고 본다 위의 책 면 이는 햇살이 피는 시간을 낮으로서 판단하고 밤이 이슥해지다는 표현이 어
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어가 꼭 현실적인 차원만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
려했을 때에는 원뜻인 밤이 깊어지다 즉 그의 정신성의 표상으로서의 어둠이 깊어지고 있다는 문맥으
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는 시의 후반부의 양지쪽이라는 표현과 대비되는 효과 역시
지니고 있다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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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 은 일찍이 최동호가 흰 밥알을 쫓는 서러운 새 에 주목 하여 정지용이 겪

었던 식민지 시대 말기의 인간적 고통스러움으로서 평가한 바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텍스트이다 이는 중요한 지적인데 왜냐하면 정지용 스스로가 언급했듯이 백록담

의 시기인 일제말기란 시대가 근본적으로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적 배경을 지

니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지용이 조찬 에서 보여주는 자연

의 세계는 문제적 지위를 차지한다 조찬 에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주의적 정신성

의 추구인 자연과 그렇지 못한 자연이 동시적으로 알레고리화 된다 즉 조찬 은 시

인의 정신성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자연의 알레고리적 이미지 속에 끊임없이 무의미

한 그러나 폭압적인 현실 이 외상적으로 침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찬 을 해석할 때 우선 시의 골짜기 라는 배경이 일종의 격리된 공간으로 보여

진다는 점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장수산 이나 구성동 과 유사하게 자연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시적 화자의 정신성에 의해 매개되어 있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첫구절에서 보여지는 햇살이 피어 이슥해진 뒤 험난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구름 은 단순히 아름답고 편안한 자연에 대한 묘사로 보기 어렵다 이는 머흘 머흘 의

원뜻이 구름이 좀 험상궂게 흘러가는 모양 을 지칭하며 옛말인 머흘다 험하다 라는 뜻

을 지닌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햇살이 이미 지고난 뒤에 어슥해지는 저녁 어둠 과 험난

한 모양으로 흘러가는 구름의 이미지를 통한 골 즉 골짜기로서의 자연 공간은 결코

평화로운 자연의 이미지로 파악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골짜기의 공간이 어떤 정신적

고투의 장소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밤이 이슥해지고 어둠이 깔리는 골짜기 속에서 길경 도라지 인용자 주 꽃봉우리가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촉 촉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는 알레고리

적 이미지는 단순히 자연에 대한 정밀한 묘사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한다 어두운

골짜기 속 사물들의 형상은 단순히 사실적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예술가적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은일의 정신 앞의 글 면 최동호는 조찬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특히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앉아 흰 밥알을 쪼는 서러운 새는 바로 작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러운 새는 산수 자연에 사는 새가 아니다 현실을 버리고 산수 자연 속에 살지
않을 수 없는 새이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흰 밥알을 마지못해 먹어야 하는 새이다 정지용의 산수시
가 지닌 정신적 기반은 여기서 명백해진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 말기를 사는 그의 인간적 고통스러움이
기도 하였던 것이다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백록담 을

내놓은 시절이 내가 가장 정신이나 육체로 피폐한 때다 여러 가지로 남이나 내가 내 자신의 피폐한 원
인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환경과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환경과 생
활에 책임을 돌리고 돌아앉는 것을 나는 고사하고 누가 동정하랴 생활도 환경도 어느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친일도 배일도 못한 나는 산수에 숨지 못하고 들에서 호미도 잡지 못하였다 그래
도 버릴 수 없어 시를 이어온 것인데 이 이상은 소위 국민문학 에 협조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선
시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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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자가 보여주는 정신성의 고투의 산물이자 그 결과물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즉 도라지 꽃봉오리와 죽순의 존재는 어두운 골짜기 로 표상되는 정신적 고투 속에서

생성될 일종의 결정화된 날카로운 이미지를 지닌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골짜기의 공간

을 휘감는 물소리 에 의해 이가 시리울 정도로 날카롭고 정련된 정신성의 표상과 동

시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이러한 흐름을 이해했을 때 조찬 의 중요한 맥락인 음지 로

서의 밤이 깊어가는 골짜기와 시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양지 의 이중적인 양가성과 대

립성을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전장에서 정지용의 도시 모더니티에 관한 텍스트를 검토

하면서 살폈던 것처럼 예술가적 산책자의 양가적 미학성의 층위는 대상의 화려하고 밝

은 면이 아닌 오히려 소외되고 희미하며 어두운 이질적 형상을 추구하는 것을 그 특징

으로 한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또한 이후 창 을 검토하면서도 밝혀지겠지만 어둠 과

음지 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정지용의 정신주의적 기호들과 다르게 양지 는 이와 다른

혹은 어둠 과 음지 의 공간을 침범하는 존재에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의 맥락

을 고려했을 때 시의 후반부의 요점인 앉음새 갈히여 양지쪽에 쪼그리고 서러

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쫏다 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앉음새를 갈히여 가리다 분별하다 인용자 주 즉 정돈

한다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자세를 정돈한다는 것은 길경과 죽순으로

상징되는 정신적 미학주의의 추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이 양

지 의 공간은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쫏 는 상황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

유와 정신주의적 태도로서의 자연 이미지와 끊임없이 대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그의 앉음새 갈히여 한다는 태도는 일종의 위선적 포즈 그 자체를 암시한다고 판단

된다 예술가적 산책자이자 정지용의 미학적 세계관 사유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 서러운 새는 양지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이는 서러운 새 되어 즉 현실의

침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위선적 포즈의 공간인 양지 에 쪼르리고 앉아

흰 밥알을 쫓게되는 상황 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 구절 전체의 맥락

은 양지 로서의 현실에 얽매여 역설적으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토태인

음지 를 추구할 수 없게 되는 시적 자아의 인간적 고뇌를 강조하는 맥락을 지니게 된

다

이렇듯 조찬 은 알레고리적으로 제시된 자연의 이미지 속에는 미학적 사유이자 예

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성의 반영인 어두운 골짜기 음지 와 위선적 현실 로서의 양지가

이중적으로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가적인 자

연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조찬 은 정지용의 후기 텍스트의 맥락을 검토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조찬 은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정지

용이 추구하는 정신적 미학주의로서의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지닌 멜랑콜

리적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찬 의 상호복합적인 맥락은 특히 정지용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세계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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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완전히 순수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조찬 에서 제시되는 정지용의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현실로 대변

되는 양지 의 세계와 대립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투를 벌이는 자연

이미지와 미학적 환상이 양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음지

에 대한 추구를 강하게 위협하는 양지 의 외상적 현실이 어떻게 대비될 수 있는 지를

알레고리화한 것이기도 하다

정지용의 초기 텍스트에서도 보여지듯 폐허적 모더니티로서의 현실 혹은 세계의 무의

미성과 파국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예술가적 주체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

적 산책자의 예술적 세계관의 문제는 그의 후기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연 으로 표상되는 정지용의 내면에는 이처럼 뿌리칠 수 없는 양지로서의

현실이 그의 내면적 공간인 자연 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

지의 양상은 정지용이 자신의 시와 혹은 밥 으로 상징된 위선적일 수밖에 없었던 시

대적 맥락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스스로 견디어 감으로서 정지용이 외상적으로 틈입하

는 현실에 어떻게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가 즉 자신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세계관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일제말기 가장 마지막 시기에 발표했던 창 은 문제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가 추구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내면적 정신성이 정확하게 반

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나래 붉은 새도

오지 않는

하로가 저믈다

곧어름지여 가지
나려앉은 하눌에 찔리고

별도 잠기지 않은 옛못 우에

연 대 마른대로 바람에 울고

먼들에

쥐불마자 일지 않고

풍경도

사치롭기로

오로지 가시인 후

나의

어둠이 도로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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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과 같이 곻아 지라

정지용 창 전문

흔히 친일시적 경향으로 평가되는 이토 는 년 월 국민문학 호 에 발표되

었으며 창 은 춘추 호에 년 월에 발표된 작품이다 두 작품의 발표시기

가 거의 동시적이라는 점은 문제적인데 왜냐하면 이토 는 일제말의 친일협력에 대한

압박이 텍스트 안에서 감지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 은 이토 와 거

의 동일한 시기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 와 차이 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그것은 이토 에서 말해질 수 없었던 것 혹은 현실의 외상적 틈입을 거부하

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욕망이 보다 절실하게 창 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한다

창 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조

찬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둠 이라는 정지용 특유의 미학적이고 정신적인 알레고리

적 이미지에 있다 이는 비교적 밝은 분위기를 보이는 이토 와도 대비된다 즉 붉

은 나래 날개 를 가진 새도 오지 않는 하루가 저물며 고드름 곧어름 이 생겨 언 가지

가 내려앉은 하눌에 찔리는 상황은 모두 무엇인가가 불가능해지는 심리적인 고통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제말기라는 시기 속에서 정지용이 추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정신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붉은 날개를 가진 새 나 고드름 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맥락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맥없이 저물어 버리는 하

루와 고드름이 생겨 내려앉은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상황은 막막한 절망감과 함께 시

의 전반적 분위기를 지배한다 이러한 분위이게 더해 별도 잠기지 않는 옛목 위에

연대 마른대로 바람에 울고 먼 들에 쥐불마저 일지 않는 폐허적이고 묵시론적

인 이미지들은 창 에 제시되어 있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적 층위가 무엇인지

를 드러내어 준다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치열한 현실인식이자 파국적 현실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제 말기에 발표된 창 에서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결국 예술

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는 미학성과 정신성으로서의 자연 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버

린 지점 혹은 정지용 자신의 정신적 고투를 반영하는 자연 이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

의 풍경들이 사치롭기로 오로지 가셔버린 후 에 처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일제말기

라는 가장 극한적 상황에 처했다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년대 초반 그가 더

이상 작품을 발표하지 않게 된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 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그

가 추구하던 정신성 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이에 대해서는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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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한적 상황에서 창 의 가장 문제적인 층위는 시의 마지막 부분 즉 나의

어둠이 도로혀 깁과같이 곻아지라 라는 구절이다 나의 창 이라는 알레고리적 이

미지는 핵심적인데 그것은 시의 제목이자 핵심적 소재인 창 이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

학적 사유와 내면성을 알레고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창 요컨대 자신의 내면이

어둠이 도로혀 도리어 인용자 주 깁 비단 인용자 주 과 같이 고와 져야 한다는 것은

창 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미지이다

이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예술가적 산책자로서 자신의 정신적인 고고함과 정결성을 상

징하는 어둠 이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의 맥락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

더라도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가 파국과 폭력으로서 대변되는 현실과 이질적으로 사유하고 존재하게 근본적인

원천 혹은 세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의 멜랑콜

리적 인식과 미학적 사유를 통해 예술가적 산책자는 폐허로서의 모더니티와 그 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자신에게 유의미한 절대적인 정신성을 염원하는 미학적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단과 같이 고와지라 라는 마지막 구절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이는 정지용이 제

시하는 자신의 주체성인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일제말기라는 극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단 으로 표상되는 자신의 정신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미학적 의지의 은밀한 표명

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가 일제말기에 거의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창 은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창 은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정지용이 자신의 정신적인 고고함과 정결성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사치로워진 일제말기의 극한적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어둠 과

고운 비단같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레고리적 이미지로서 보여준다 이

러한 정지용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와 태도는 결국 현실의 외상적인 틈입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질적으로 존재할 미학적 인식의 주체가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 지를 제시한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가 거부하려는 현실을 무

가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말하자면 창 에

서 제시된 시인의 내면성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예술가의 내면과 정신성은 비단

처럼 고와져야 하며 그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세계를 견디고 도래할 미래 로서의 영원

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적 인식과 정신적 미학주의가 바로 정지용이 일제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견디고자 하는 하나의 버릴 수 없는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인회

이후 정지용이 중점적으로 참여했던 문장 이 년 처음 발간되었을 때에도 이미

권두언 시국과 문필인 에 황국신민의 맹세 가 언급되어야 했던 시대적 분위기는

분명히 문인들에게 위협적이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즉 일제말기 파시즘의 시대란 현

조풍연 문장 인문평론시대 한국문단이면사 강진호 엮음 깊은샘 면
이에 대해서는 김진희 정지용의 후기시와 문장 비평문학 호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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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폭력이 끊임없이 주체의 욕망을 위협하고 어떠한 내면성의 영역마저 남겨두려 하

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점 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어떻게 강한 현

실증오의 감정 을 통해 시대와 현실을 사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지용 산수시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백록담 의 마지막

구절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록담 의 자연 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

에는 그러한 폭력적 현실의 틈입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성에 대한 추구와 더불어

미학적 환상 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이미지가 충돌하는 극한적인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정지용 후기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는 바로 이러한 극한적

인 충돌과 세계의 무의미성을 견디는 주체인 셈이다

가재도 긔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골에 한나잘 포긴 백록담은 쓸쓸

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정지용 백록담 부분

물론 백록담 이 제시하는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에는 선행연구들

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천상적인 삶 의 모습을 지닌 유토피아적 시공간의 양상에 있

다 백록담이 크게 세부분 즉 연과 연 연 그리고 연으로 나뉘며 연이 일종의

유토피아적 공간에 대한 입문의식적 과정이라면 연부터 연까지는 그러한 유토피아적

시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이미지로서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록

담 의 마지막 연은 매우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지용이 제시하는 미학적

사유와 정신성 이 구축하는 환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이미지가 주는 장엄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그 불가능성이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정지용에게 백록담의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

지란 근본적으로 유토피아적 시공간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백록담의 마지막

구절 속에는 그가 구축하고 추구하려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적 미학주의가 가장 심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면 방민호는 일제말기의 사소설
적 경향의 텍스트가 일제 말기의 작가들에게 파시즘체제가 알아보지 못할 독방의 역할을 함으로써
작가들의 은밀하고 복잡한 내면 풍경을 표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공간의 존재 자체가

천황제 파시즘의 야만적 특질에 대한 하나의 환유일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은밀하고 복잡한 구조 즉
표층과 심층과의 거리 언표된 것과 언표되지 못한 것의 거리라든가 은유적 비유적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 말하면서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방식들 전체가 체제에 대한 심리적 거리
감 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방민호의 논의는 일제말기의 사소설적 경향에 관한 논의이지만 이러한 측
면은 장르적 양식의 문제와 무관하게 당대의 작가들에게 유사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
이다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시 면

백록담의 전체적인 상징성에 대한 해석은 신범순 노래의 상상계 서울대학교출판부
면 조영복 원형도상의 언어적 기원과 현대시의 심연 소명출판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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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깊게 발현되어 있다 즉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돌고 있다는

말은 그 속에 투영되는 시적 화자의 정신적 고결함과 미학적 사유가 이미지로서 암시

된다 요컨대 미학적 유토피아를 향한 정신적 고투로서의 시적 화자의 욕망은 바로 불

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 로 표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다리 를 돌아서 유토피아적 공간에 속한 소 가 갔다는 것 혹은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 울 수밖에 없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문제적으로 독해

될 필요가 있다 이 흐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란 무언가 에게 쫓겨온 없는 실구름의

일말 에도 백록담의 유토피아적 환상성이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쫓긴다 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백록담으로 제시되는

예술가로서의 미학적 주체가 추구하는 환상적 유토피아의 시공간을 언제든지 무너트릴

수 있는 현실 의 침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러한 정신적 미학

주의로서의 자연 이미지의 공간인 백록담이 흐려진다 는 것은 바로 그것의 위태로움과

위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백록담 의 복합적 의미층위는 결국 나의 얼골에 한나절 포긴 백록담은 쓸

쓸하다 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때 한나절

이란 시간 동안에 정지용이 마물렀던 백록담이 유토피아적 시공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는 미학적 공간 속에서 머물러 있

던 시간동안 예술가적인 주체는 그 스스로를 유토피아의 표상인 백록담에 포갤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는 끊임없이 현실의 침입에 의해서 위태롭고 언제든지 흐려져 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즉 흐리운다 라는 언급은 정지용 스스로가 자연의 알레고리라는

환상적 이미지의 가능성과 그것의 현실적 불가능성이란 양가적이고 극단적인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그것은 쓸쓸한 것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고투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구절

즉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라는 부분이다 일견 가벼워보일 수 있는 잊

었더니라 는 말투 속에는 깨다 졸다 를 반복하고 기도조차 잊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태 에 도달하려는 미학적 주체의 욕망이 강렬하게 투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는 정지용이라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결한 의지가 폐허적이며 무가치한 현실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역설적으로 정지 시키고 자신의 미학적인 가치와 추구를 포기 하

지 않겠다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어떤 위기와 외상적 현실의 위

협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구축한 미학적인 자연의 알레고리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들

을 놓을 수 없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 을 잊어버리겠다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그가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구축하려는 미학적 추구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백록담 의 마지막 구절은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미학적 주체가 추구하는 정신성에

대한 태도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만 또한 위력적인 폭력을 지닌 외상적 현실과 어떠

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정지용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유하고 있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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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처럼 정지용 시에 등장하고 있는 자연 은 단순히 은일과 동양적 정신으로

표상되는 자연의 시공간으로 단순화되기는 어렵다 즉 자연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에는

미학주의적 정신성의 주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영역과 동시에 그러한 환상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틈입하려고 시도하는 현실의 논리가 양가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주목해야 한다 이 기묘하고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간극의 위치가

정지용이 백록담 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었던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정지

용이 지녔던 내면적 풍경이라 말해져야 하는 것이다

어둠 과 음지 그리고 흐림 으로 표상되는 미학적 환상으로서의 자연과 밝음 으로서

의 현실의 이중적 간극 속에서 존재하기 혹은 그곳을 부유함으로써 또한 현실에 종속

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정지용의 내면성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은일이나 노장사

상 혹은 일제말기라는 역사와 시대라는 에피스테메 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미학주의적 정신성을 통해 상징계적 질서를

견뎌내고자 했던 미학적 주체의 의지에 있다 여기에는 폐허적이고 무가치한 그러나 위

력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초극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가 가로놓여

져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절은 정지용의 후기 텍스트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다층성을 검토해봤다 전술했던 것처럼 정지용의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예

술가적 산책자가 사유하는 현실의 무가치성과 무의미성 그리고 예술가적 주체의 미학

적 사유가 양가적으로 배치되어있다 그렇다면 정지용의 자연 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

미지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고찰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미학적 초월의 의지가 궁극적

으로 지향하는 영원성의 형상이 어떠한 알레고리들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는 또한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미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추구라는 환상을

통해 현실을 극복해내려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층위가 여전히 그의 후기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이러한 본고의 관점에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구인회 구성원들에게 모두 공통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나비 모티프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흔히 장자의 호접지몽과 비

교 되었던 정지용의 나비 이미지는 정지용 후기시의 가장 핵심적 모티프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자의 주체의 불명료함 이란 철학적 테마를 곧바로 정지용의

의도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장자와 정지용 모두 주체의 불안정성과 변

신 의 테마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변신의 의미맥락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

다 즉 장자적 테마가 주체의 절대적인 불안정성과 모호성을 인지시켜는 것이라면 정

남기혁은 정지용에게서 나비는 일종의 미적인 세계의 절대성과 순수성의 의지이며 이는 식민적 근대
현실에 대한 심미주의적 부정의식의 소산과 관련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남기혁 정지용 중 후기
시에 나타난 풍경과 시선 재현의 문제 국어문학 집 면 참조
최동호 정지용의 산수시와 은일의 정신 앞의 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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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의 나비 이미지는 초월적 요소가 훨씬 부각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지용의 나비에 대한 테마는 오히려 김기림이나 이상에게 나타나는

나비이미지와 예술가적인 모티프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동

일성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절의 후반부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정지

용이 추구한 미학적 정신주의로서의 자연 이 지니는 미학적 사유와 유토피아적 시공간

을 통한 초월적 예술관의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우선 정지용의 예술가적 산책자이자 미학적 주체를 표상하는 나비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에는 이상이나 김기림과 유사하게 주체의 죽음 과 변신 의 테마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가로서의 나비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지금

까지 고찰했던 구인회 미학의 데포르마시옹 미학 즉 정지용 텍스트의 주체가 보여

주는 양가성의 층위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신적 주체가 다른 이상적인

주체로 변신 하기 위해서는 주체 스스로의 죽음 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테바가 지적한 죽음의 다의성이 변신을 위한 예비적 과정이자 또

다른 잠재적 가능성의 부활이라는 영원성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이상과 마찬

가지로 정지용 후기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해석적 토대를 가진다 특히 정

지용의 텍스트 중에서 이러한 맥락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장 이라 할

수 있다

모오닝코오트˙ ˙ ˙ ˙ ˙ ˙ 에 예장을 가추고 대만물상에 들어간 한 장년신사가 있었다 구만물

우에서 알로 나려뛰었다 웃저고리는 나려 가다가 중간 솔가지에 걸리여 벗겨진채

와이샤쓰 바람에 넼타이가 다칠세라 납족이 업드렸다 한겨울 내 흰손바닥 같은

눈이 나려와 덮어 주곤 주곤 하였다 장년이 생각하기를 숨도아이에 쉬지 않어야

춥지 않으리라 고 주검다운 의식을 가추어 삼동 내 부복하였다 눈도 희기가 겹

겹히 예장 같이 봄이 짙어서 사라지다

정지용 예장 전문

예장 에서 문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예복 을 갖추어 입고 자연 의 알레고리

적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주검 으로 만들며 장례를 치르고자 욕망하는 예술가적 산책

자의 미학적 태도에 있다 시적 화자는 모오닝코오트 로 상징되는 예복을 갖추어 입고

자연의 공간으로 표상되는 대만물상 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예술가적

이는 그의 시 인동차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드러난다는 점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돋아 파릇 하고 라는 표현은 그러한 구석과
그늘로 표상되는 어둠의 기호들 속에서 오히려 무가 순돋아 파릇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 350 -

산책자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댄디즘적 태도이다 이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예복 으로

표상되는 정신적 가치 를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다

즉 장년신사 이자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시적 화자의 존재는 단순히 사실적인 대상

으로서 해석되기 보다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웅적이고 미학적인 댄디의 차원에서 해

석되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된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에 처한 사람에게 예복 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가 예

복 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차원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상징성을 지닌다

구만물 위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웃저고리는

내려가다가 중간 솔가지에 걸리어 벗겨진 채 와이셔츠 바람에 넥타이가 다칠세라

납족이 업드렸다 라는 묘사는 그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이는 시적화자의 예복이 단순

한 옷 이 아니라 자신의 고결한 정신성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의미화된다는 점과 동시

에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이

다

특히 예장 을 해석할 때 중요한 지점은 솔가지 나 바람 으로 표상되는 자연 의

한 요소가 정신성의 표상인 예복 을 벗겨내려 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조찬 의 양지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정지용의 정신적 고결함을 방해하는 요소와 동

일한 맥락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겨울 내 흰손바닥같은 눈이 나려와 덮

어 주곤 하였다 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주의깊게 독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적

화자와 만물상으로서의 자연 이 서로 어긋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눈 만이 시적 화

자를 덮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 눈 과 함께 예술가로서의 댄디이자 미학적인 주체인 냉혹한 만물상 의 공간을 견

디며 추위 에 함몰되지 않는다 즉 숨도 아예 쉬지 않아야 춥지 않은 것 이라고 말하

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자신의 예장 과 어긋나는 자연 의 공간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려

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정신적 태도가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렇기에 시적 화자는 추

움 의 상태와 숨쉬는 것조차 거부한 채 오직 주검다운 의식을 갖추어 삼동내 부복

한다 추위와 겨울의 공간 즉 삼동내 의 시간 속에서 오직 자신의 주검다운 의식 을

통해 견딘다는 것에 예장 의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의 핵심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추위에 맞서며 죽음 을 맞이하는 시적 화자의 주검다운 부복의 의식 은

눈 과 희기 로 표상되는 예술적 주체의 미학적 정결성에 대한 욕망이 반영된 이미지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 마지막 구절인 눈도 희기가 겹겹히 예장 같이 봄이 짙어서 사라지다

윤의섭 부정의식과 초월의식에 의한 정시용 시의 변모과정 앞의 글 면

이는 일종의 댄디즘적 미학주의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댄디즘과 예술가의 정신적 태도와의 연관성
에 대해서는 샤를 보들레르 보들레르의 수첩 이건수 옮김 문학과 지성사 면 보들레르
는 댄디즘은 치장과 물질적인 우아함에 대한 무절제한 취향이 아니다 완벽한 댄디에게 이러한 것은
자기 정신성의 귀족적 우월성의 상징일 뿐이다 알다시피 어떤 측면에서 댄디즘은 정신주의와 금욕
주의에 인접해 있다 그리하여 댄디는 결코 저속한 사람일 수 없다 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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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부분은 단순히 눈이 사라진다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이 구절에도

눈 이 갖는 해석적 맥락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눈이 라는 표현

이 아닌 눈도 예장 같이 라는 어구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눈 은 만물상의 자연과

는 다른 층위에 있으며 시적 화자와 함께 눈도 예술가적 주체의 내면적 정결성과 고

고함을 상징하는 예장과 같이 겹겹히 희다 그렇기에 삼동내 부복하는 주검의 의식

이라는 행위는 결국 희기 에 대한 욕망이자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인 사유와 정신

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눈 과 함께 자신의 견딤 을 보여주는 시적 화자의 욕망이 봄이 짙어서 사라

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말은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다는 맥락 이상의 의미를 내포

한다 이 사라짐 에도 대한 정신적 태도로서의 견딤 즉 주검다운 의식 으로서의 정신

적 태도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이 눈도 희기

가 겹겹이 예장 같이 봄이 짙어서 사라지다 의 핵심적 의미이다 말하자면 죽음 을

맞이하는 주체의 태도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봄 이 되어 서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있

을 지라도 결코 사러지지 않을 포기할수 없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에 대

한 자긍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봄 은 텍스트의 맥락상 시인 자신의 정신적 표상인 견딤 과 눈 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외상적인 현실적 논리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태

도 스스로의 죽음 을 통해 눈처럼 희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백

록담 에서 언급된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촉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흴

것이 숭없지 않다 라는 태도와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이러한 정지용의 미학주의적이고

정신주의적인 고투 현실의 논리를 초월하려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성과 존재론적

사유의 맥락은 나비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를 통해 핵심적으로 드러난다 즉

나븨 와 호랑나븨 는 모두 나비의 존재를 통해 예술가의 영원성 혹은 도래해야

하는 무엇에 대한 추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지용의 후기시의 가장 핵심적인 텍스트

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시기지도 않은 일을 서둘러 하고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푸레 갈어 지피고 등피

호 호 닦어 끼우어 심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돋다 미리 떼고 걸고 보니 칼렌다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다 이제 차츰 밟고 넘을 다람쥐 등솔기 같이 구브레 벋어나갈

연봉 산맥길 우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초침 소리 유달리 뚝딱 거리는 낙엽 벗은

산장 밤 창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뉘니 후 두 두 두 낙수 짓는 소리 크기 손바닥

만한 어인 나븨가 따악 붙어 드려다 본다 가엽서라 열리지 않는 창 주먹지어 징징

치니 날을 기식 도 없이 네 벽 이 도로혀 날개와 떤다 해발 오천척 우에 떠도는

한조각 비맞은 환상 호흡하노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자재화 한폭은 활활 불피

어 담기여 있는 이상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

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섭어라 구름이 다시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

쓸려 나려가 산아래 어늰 마을 우에 총총하뇨 백화숲 희부옇게 어정거리는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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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스름하기 황혼같은 밤

정지용 나븨 전문

정지용의 나븨 는 예장 이 보여주는 죽음 에 대한 인식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

학적 초월의 층위에서 다루어질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시의 첫

구절 즉 시키지도 않은 일을 서둘러 하고 싶기에 라는 언급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는 것이다 즉 시키는 일 이란 현실의 억압이 끊임없이 자신의 정신적 미학주의의 영

역을 틈입하려 하는 중압감과 관련된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중압감과 다르게

시적 화자는 산장의 공간 속에서 칼렌다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 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장 이라는 알레고리적 공간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서둘러 하는

것 싱싱한 물푸레 와 등피의 불꽃이 새록 돋 는 잠재적 가능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미지로서 파악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의 자연 속 산장 의 공간은 정지용의 정신적 내면성과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레고리화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장 의 공간 속에서 정지

용이 인식 하는 나비 의 존재는 일종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정점이자 예

술가의 존재론 그 자체의 형상화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해당 구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면모는 초침 소리가 유달리 뚝딱거리 고 후 두두두 낙수 짓는 소리 가 울리는 산장의

밤 즉 정지용의 미학적 사유의 핵심적 양상 중에 하나인 어둠 이 찾아왔을 때 예술가

적 산책자이자 미학적 주체인 시적 화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나비 와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지용의 멜랑콜리적이고 섬세하게 고양된 감각을 통해 인식

되는 자연 에 대한 알레고리로서의 나비 란 한밤의 어둠 속에서 비로소 인식할 수 있

는 미학적 정신주의의 표상 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열리지 않는 산장의 창 을 주먹지어 징징치며 나비 에 다가가고자 하는 시

적 화자의 태도는 유의미하다 이 나비 란 흐릿한 백록담 의 환상과도 유사하게 날을

기식 기운 도 없이 네 벽에 도로혀 날개와 떨 고 있는 즉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사라

져 버릴지 모르는 환상이자 자연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그것과 함께 호흡 하고 싶어하

는 시적 화자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발 오천척 우에 떠도는 한조각 비맞은 환상 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이미지인

나비 는 궁극적으로 자재화 한폭 이자 활 활 불피어 담기여 있는 이상스런 계절 그

자체의 이미지로서 알레고리화된다는 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예술가적인 산책자

이자 미학적 주체인 시적 화자가 이를 몹시 부러웁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을 요한다 이는 시키는 일 이 가득한 바깥의 세계이자 무의미하며 또한 폭압적 현실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신범순 정지용 시에서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앞의 글 면 신범순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시킨다라는 동사가 간직한 억압의 무게는 식민지 시대
를 통해서 얼마나 깊은 울림을 갖고 있겠는가 그러한 시킴의 어두운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존재하
는 난로의 불과 등의 불꽃은 새로운 삶의 싱싱한 열기이며 마음의 밝은 빛줄기이다 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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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를 부정하고 거부 하는 미학적 주체가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예술가

적 산책자가 머무는 산장에서 마주하는 이상스러운 계절 은 단순히 특정한 계절을 가

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는 미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적 이미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영원성을 향한 잠재적 가능성의 층위로 의미

화된다

그러한 영원성을 향한 잠재적 이미인 환상 을 추구하려는 정지용의 미학적 사유와 정

신주의적 태도로 보았을 때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 원숭이 인용자

주 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섭 다는 말은 정확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지용이

추구하는 나비 로서의 유토피아적 환상 이 망가지는 것 혹은 잔나비 원숭이 처럼 되

어버리게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맥락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비

가 날개가 찟어지듯 이 훼손되거나 혹은 나비의 검은 눈 이 잔나비 원숭이 처럼 되어

버리는 것과 같이 무언가 부정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 마지막 즉 구름이 다시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나려

가 산아래 어늰 마을 우에 총 총하뇨 백화숲 희부옇게 어정거리는 절정 부

유스름하기 황혼같은 밤 이라는 구절은 하나의 단일한 의미층위로 해석되기 어렵다 나

비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유리에 강한 바위 처럼 부딪치며 내 마음을 울리는 구름 의

존재인 별 은 이 세상 어딘가 에 있을 어늬 마을 우에 총총 할 것이다 그러나 시적

자아가 있는 곳 백화숲 어정거리는 절정 의 영역은 희부옇 다 이 희지만 뿌옇다는

것 혹은 시적 화자가 느끼는 부유스름 선명하지 않고 약간 뿌연 상태 인용자 주 하기

황혼같은 밤 은 결코 뚜렷하게 주어진 단일화된 맥락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어정거리는 절정 이자 부유스름한 황혼 이란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불투명한

것일 지더라도 별처럼 총총 해야만 하는 양가적인 알레고리의 차원에서 독해되어야 한

다 즉 백록담 의 마지막 장면처럼 어정거리는 절정 과 부유스름한 황혼같은 밤 은

어둠 으로서의 정신적 미학주의의 공간 속에 도래해야만 하는 잠재적 가능성이자 영원

성으로서의 미학적 유토피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연에 대한 알레

고리적 이미지이자 환상 을 통해서만 예술가적 산책자가 현실의 억압을 초월할 수 있

으며 동시에 자신의 정신주의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를 통해 존재할 도래할 영원성 의

이는 잔나비의 원뜻인 원숭이 최동호 편저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면 의 맥
락상 의미와 관련된다 잔나비 원숭이 와 관련된 속담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흉악하다거나 혹
은 격에 맞지 않게 경박하거나 경솔하다는 뜻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중심적이다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면 면 아감벤은

아우슈비츠라는 역사의 극한적 상황에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말함 즉 일종의 역설적인 증
언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증언은 말할 수 없는 수용소 속 이슬람교도라는 파국적 존
재처럼 극단적인 불가능성을 통한 말의 가능성 즉 당대의 선험적 역사적 조건에 휴지를 부여하고
그 휴지 속에서 우연성을 통해 출연할 수 있는 말할 수 없음을 통해 구원되어야 할 잠재적 가능성의
영역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불가능성을 통해서만 말의 가능성을 단언하며 그리하여 주체성의
사건 곧 주체성의 도래 으로서의 언어의 발생 일어나고 있음 을 표시 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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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을 구축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지용에게 자연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주체의 변신인 죽음 이자 동시에 미

학주의적 결정체로서의 어둠 이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영역을 포괄한다 이는 예술

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태도와 정신적주의적 태도 통해 모더니티로서의 현실과 무의미

하고 또한 폭력적인 세계를 초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환상적 유토피아의 공간

이 바로 이 이상스런 계절 이라는 단어 속에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계절이라는 환상 그리고 이 환상 자체

인 나비는 결국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해야만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향한 미학적 사유의 근본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도래하지 않았지만 도래해야

하는 미래이자 사물 속에 잠재된 영원성의 시공간을 추구하는 것이 정지용의 정결한

정신적 미학주의의 근원 인 것이다 이처럼 나비 를 통해 매개된 자연에 대한 알레고

리적 이미지의 근본적인 차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바로 호랑나븨

라 할 수 있다

화구를 메고 산을 첩첩 들어간 후 이내 종적이 묘연하다 단풍이 이울고 봉마

다 찡그리고 눈이 날고 우에 매점은 덧문 속문이 닫히고 삼동내 열리지

않었다 해를 넘어 봄이 짙도록 눈이 처마와 키가 같았다 대폭 캔바스˙ ˙ ˙ 우에는

목화송이 같은 한떨기 지난해 흰 구름이 새로 미끄러지고 폭포소리 차츰 불고 푸

른 하눌 되돌아서 오건만 구두와 안 신이 나란히 노힌채 연애가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날밤 집집 들창마다 석간 에 비린내가 끼치였다 박다 태생 수수한 과

부 흰얼골 이사 회양 고성 사람들 끼리에도 익었건만 매점 바깥 주인된 화가는 이

름조차 없고 송화가루 노랗고 뻑 뻑국 고비 고사리 고부라지고 호랑나븨 쌍을

지여 훨 훨 청산을 넘고

정지용 호랑나븨 전문

선행연구의 지적 처럼 호랑나븨 가 현실에 있어났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이 실제인가 아닌가는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보다 핵심적인 것은 남녀의 사랑을 상징하는 호랑나비 가 죽음 을 넘어

서서 쌍을 지어 훨 훨 청산을 넘 어간다는 시 텍스트의 환상적 이미지가 예술가적 산

책자이자 미학적인 주체의 유토피아적 환상으로서 어떠한 의미층위를 지니고 있는가에

있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표상인 나비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호랑나븨

를 고찰함에 있어서 주목되는 부분은 텍스트상 제시되는 남녀 가 어떠한 존재로 해석

김학동편 정지용 전집 면

사나다 히로코는 이 사건이 정지용이 도시샤 대학에 입학했던 년 무렵 자신의 별장에서 여기자였
던 애인과 자살했던 유명작가 아시리마 다케오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앞의 책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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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가이다 시에 등장하는 화구 를 지닌 사내와 매점의 여인인 박다 하카

다 인용자 주 태생 수수한 과부는 모두 예술가적 산책자와 마찬가지로 정결한 존재

로 묘사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화구를 매고 산을 첩첩 들어간 매점의 바깥주인된

화가 는 행적이 묘연 한 존재이며 박다 태생 수수한 과부 는 흰 얼굴 을 가진 존재

로 알레고리화 된다

이들은 말하자면 모더니티로서의 현실이라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이질성과 마찬가지로

이름조차 없는 세상에서 잊혀져 버린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삼동내 열리지

않 은 단풍이 이울고 꽃이나 잎이 시들다 인용자 주 봉마다 찡그리고 눈이 나는 령위

의 매점 에서 함께 죽음 을 맞이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죽음이 아닌 알레고리화된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고고한 나비이자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남녀가 연애 혹은

사랑이라는 정신적 영역을 위해 세상과 현실을 모두 거부 하고 버리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로서 의미화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호랑나비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린

내 로 표상되는 그들의 죽음 이후의 상황이다 폭포소리 차츰 불고 푸른 하눌 되돌

아서 오 는 봄에도 여전히 화가의 구두 와 과부의 안 신 이 나란히 놓여다는 알레고

리적 이미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즉 죽음 으로부터 퍼져나오는 비린내 즉

그들의 연애 가 비린내를 풍긴다는 것은 이들이 현실적 으로는 죽어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애 즉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말하자면

예술가적 산책자이자 미학적인 주체인 존재의 의미가 폭압적 현실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점을 알레고리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날 밤 집집 들창마다 석간에 비린내가 끼치 며 세상에 퍼져나가는 비린내

사랑 가 존재하는 알레고리적 세계는 일종의 미학적인 영원성으로서 아름답고 평화로

운 환상적인 유토피아의 풍경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의

마지막 구절은 연애의 비린내와 이어지는 송화 꽃 가루가 노랗게 피어나고 버꾸기가

울며 고사리가 고부라지면서 익어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존재한다 말하자면

고귀한 존재로서의 남녀의 사랑을 표상하는 호랑나비 한쌍 은 훨 훨 청산을 넘 어 그

들만의 미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향한 비상과 초월의 비행을 시작할 것이다

이처럼 정결한 존재 인 자들인 예술가적 산책자이가 미학적인 주체의 사랑은 죽음과

현실적인 조건을 초월 하고 쌍을 지여 훨 훨 청산을 넘 는다는 초월적인 영원성에 대

한 알레고리를 구축한다 이것은 예술가적 산책자이자 미학적인 주체인 정지용에게 자

연 에 대한 알레고리의 가장 핵심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백록

김종태 정지용 시의 공간과 죽음 월인 면 김종태 역시 이 인물들을 일종의 예술
과 사랑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즉 생활인으로서의 구속을 뛰어넘고 삶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랑을 펼
친다는 점에서 이들은 둘다 낭만적인 인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정례 연애의 비린내와 시적 에너지 다시 읽는 정지용 시 최동호 맹문재 편 월인
면

윤의섭 부정의식과 초월의식에 의한 정시용 시의 변모과정 앞의 글 면 윤의섭 역시 죽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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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이나 나븨 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지용에게 예술가로서의 미학적 환상 의 존재의

미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환상적 이미지의 가능성 혹은 대상의 가장 본질적

인 잠재성의 요소를 통해 구현되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의 층위는 무의미한 그러나 외

상적이고 폭압적인 현실과로서의 실재를 초극하고 횡단하는 것을 그 핵심적 양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상상력이라는 잠재적 가능성을 통해 모더니티의 세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미학적 욕망이 예술가적 산책자의 가장 근본적인 미학적 양상임을 의미화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미학적 환상의 세계는 아직 도래 하지 않았으며

언제 도래하게 될 지 알 수 없고 명료하게 인식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술가적 산책자

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세계관은 그 어떤 극한적 제약을 초월하고 극복하여 유토피

아인 자연 이미지이자 환상을 향해 도약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죽음 을 통해 정지용이

보여준 나비 이미지 표상의 가장 핵심적 측면이다

이러한 정지용의 예술가적 인식론적 태도는 모더니티로서의 현실 의 조건 자체를 죽

음 을 통해 거부하는 미학적 주체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도약이자 정신주의적인 미

학성이 추구하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개념의 최종적인 심급이 된다 이는 특히 일제

말기라는 모더니티의 극한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하다 무가치하나 그러나 폭력

적인 현실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예술가의 내면성을 침범할 때 그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김기림의 표현처럼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을 토대로 하는 예술가적 산책자

의 미학성의 핵심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추구 혹은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미학적 추구는 현실에 존재하

지 않게 된 유토피아를 향한 정신적이고 미학주의적인 고투라 불리워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연에 대한 환상적이고 알레고리적인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초극하고 초월하

며 미학적이고 정신적인 궁극적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정지용의 시적 태도를 노장사상

의 귀의나 동양적인 정신이라고 쉽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에게 자연 은 아무런 운동

성이 없이 표백 되어버린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역시 중요하다 오히려 정지용 텍

스트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핵심적 층위는 그의 멜랑콜리적 감

각을 통해 역설적으로 무의미한 세계를 초월하려는 강렬한 정신적 운동 이 그 근원에

놓여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절은 정지용의 후기시에 나타난 자연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층위를 고

찰했다 본절의 서두에서 지적했다시피 정지용의 후기시는 흔히 산수시 혹은 은일 의

개념으로 통칭되는 전통적인 동양주의로 언급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학사적인 평가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문제는 왜 자연이 호명되는가 혹은 그러한 자연의 알레고리

적 이미지가 어떠한 내적 맥락을 가지고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이고 정신적인 측면

들의 환생인 호랑나븨가 찾아간 청산은 정지용이 찾고자 한 이상향 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것은 다른 후기시에도 계속 등장하는 산으로서의 현실 세계의 한 단면에서 추출해낸 다른 세계 라는
점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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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의 후기시가 어

떤 경향성을 갖는다라는 점을 해명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동양적이다 서양

적이다 혹은 카톨리시즘적이다는 분류보다는 정지용의 시가 갖는 정신성 의 맥락을

그 자체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전장에서 검토한대로 정지용에게 멜랑콜리적 감각과 미학적 정신주의와 예술

가적 산책자의 사유는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맥락화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전기시와 후기시를 단순히 소재적 차원에서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정지용이 보여준 자연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단순한 은일의

정신 이상의 문제 그의 미학주의적 정신성의 주체가 구성하고자 하는 혹은 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유토피아의 영역이라 칭할 수 있다 정지용 텍스트가 지닌 근대의 초극

이자 영원성에 대한 사유는 그의 나비 예술가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로서 구체화된

다 특히 본절이 주목한 것은 자연 이 지닌 세부적 층위 혹은 미학적인 환상과 정신성

의 영역으로 모든 것이 포괄되지 않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미결정성이다

본절의 관점에서 보면 정지용에게 자연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란 자신이 존재하고 있

는 역사적 토대와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미학적인 환상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하는 어

떤 가능성에 대한 갈망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가지 확인한 것처럼 정지용이 어

둠 과 나비 이미지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초월적 정신성은 일종의 잠재적인 가능성

의 영역으로서의 자연 즉 예술가적 산책자이자 미학적 사유의주체가 도달하고자 하는

높은 정신성과 미학성에 대한 강렬한 추구이다 굳이 일제말기라는 파국적인 시대적 상

황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모더니티로 대변되는 세계의 무의미성에 대한 정신적

이고 미학주의적인 고투를 벌이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그의 전기와 후기를 관통하는 핵

심적 테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무의미성을 초극하고 그것을 넘어

서는 미학적 유토피아이자 영원성을 향한 추구야 말로 예술가적 산책자이자 미학적 주

체인 구인회 문학이자 정지용의 핵심적 지향점인 것이다

정지용에게 자연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긴장과 정신적 고투 그것의

유토피아적 가능성과 그 불가능성이란 양극적이며 극단적인 지점에서 도래할 수 있는

무엇이다 그 간극의 지점에 서 있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란 결국 그것을 통해

현실을 횡단하려는 예술가적 태도로부터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지용에게

구인회 의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란 단순한 이

미지 혹은 단순한 기호 이상의 차원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말하자면 자연

에 대한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꿈 꿀수 있는 진실의 리얼리티 이기도 할 것이다 언어

와 이미지라는 기교이자 단순한 기교 이상의 것 그것은 말하자면 인식되지 않았지만

존재하며 인식 되는 순간에 비로소 도래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무엇 이며 예술가적 산

책자가 추구하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개념의 메시아적 양상이라 할 것이다 불가능하

지만 불가능하지 않으며 주어져 있지 않기에 주어져야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정신적이

고 미학적인 고투 그것이 바로 정지용이라는 예술가적 산책자가 구현한 자연 에 대한



- 358 -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내포한 근원적 언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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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소설 을 통해 본 구인회 미학의 잠재적 가능성

지금까지 본고는 데포르미시옹 변용 의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세계관의 문

제를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 전반에 걸쳐 논의해 왔다 이들에게서 주로 나

비 의 모티프로 나타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추구는 근

대 모더니티의 현실과 세계의 무가치함을 부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상의 언급처럼 교만한 예술가적 주

체와 그 미학적 세계관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이자

알레고리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구인회 의 김기림과 이상 정지용이 추구했던 미학적

사유의 핵심은 이질적이고 유령적인 자신의 예술가적 정체성과 잠재적 가능성의 이미

지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과 세계에 치열하게 투쟁해나갔다는

점에 있다

이에 본장은 구인회 의 유일한 기관지인 시와 소설 에 수록된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와 김기림의 제야 그리고 이상의 가외가전 과 정

지용의 유선애상 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인회 의 미학적 기획과 예술적 추구의 문

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바대로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문제를 토대로 구인회 구성원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현대적

조선문학의 가능성이 어떻게 구인회 의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

한 것이다 이는 시와 소설 에 수록된 박태원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이질적 사유에 근간해있다

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들에게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와 현실은 거부

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초극하기 위한 미학적이고 잠재적인 가능성의 영역을

텍스트로 다루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비록 단 회 발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와 소설 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

의 하나 제야 유선애상 가외가전 의 모티프는 모두 모더니티와 도시의

신범순 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 인문논총 제 권 호
면 신범순의 시와 소설 의 동인지 기획에 있어서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 성군중의 하나

를 포함하여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미학적 면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구인회 동인지로 출간된 시와 소설 에는 이상의 가외가전 과 정지용의 유선애상 그리고 김

기림의 제야 가 실렸다 이 세편의 시는 같은 지면에 실렸다는 것 이상으로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갖
고 있다 그것은 모두 거리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외가전 은 거리 밖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지용은 유선이라는 말을 통해 유랑하는 거리의 몇몇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김기림
은 신문기자답게 광화문 거리 풍경을 시사적인 관점과 겹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거리의
의미를 평범한 것에 두지 않고 무엇인가 특이한 자신들의 사상적 지형도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
다 거리를 공통적 화소로 삼고 이 세사람 사실은 소설 방란장 주인 의 작가 박태원가지 합해서 네
사람이다 이 무엇인가 경쟁하고 있는 형국을 보인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거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들 모두 거리의 기이한 존재를 다루고 있다 또 거리에 문제적인 주제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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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알레고리인 거리 로부터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가 지닌 무의미성과 맞서며 자신

의 존재론적인 형상을 드러내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중요

한 부분은 이들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로 제시될 수 있는 예술가의 초월적 존재론 이

이른바 현대적 인 문학과 예술을 위한 기교이자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인 지성 적

인 예술의 맥락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구

인회 문학의 문학적 기교와 기술이 김기림의 언급처럼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차원의

새로운 조선문학의 창출 즉 모더니티 로 통칭될 수 있는 도시 모더니티 세계의 폐허

적 무의미성을 강하게 증오하는 현실증오의 감정 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지성적 문학적 기교를 통해 현대적 예술이자 새로운 조선문학을 추구했던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단순히 순수

한 예술적인 지향성의 개념으로만 설명되기는 어렵다 이에 본장은 우선 이상의 날

개 가 발표되었을 당시 구인회 구성원들의 회고에 나타난 당시의 맥락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그 이후 시와 소설 을 통해 나타나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는 당대의 모더니즘 담론장과 구

별되는 구인회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산책자의 알레고리적 이미지 문제의

중요한 참고점이 되어준다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이상과 박태원의 대표작인 날개 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발간되었을 무렵 즉 구인회 의 구성원들이 문단에 본격적으로 위명을 떨치

던 시기인 년대 중반의 문단적 맥락이다 이는 본고의 장에서 어느정도 검토했던 것

이기도 하다 본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바는 장에서 다룬 구인회

외부가 아닌 구인회 의 내부에서 바라보는 예술에 대한 인식에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본고의 장에서 살펴본 년대 모더니즘 문학장에

서의 구인회 에 대한 평가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최재서는 천변풍

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박태원과 이상이 현대적인

조선문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가 문학 또는 심리적 리얼리

티 와 동일한 의미로 쓴 순정한 리얼리즘의 개념을 토대로 본다면 최재서가 박태원과

이상의 작품을 통해 조선문학이 비로소 현대적 일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개척

했음을가강조하는 지는 자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최재서가 박태원과 이상의 예술적 성

취에 대해서 고평하면서도 동시에 모랄 의 부재가 그 한계점이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점이다

풍자문학론 에서도 보여지듯 최재서가 언급하는 모랄 은 어떤 행동의 강령이나 적

극적 실천의 맥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섬세하게 파악되어야

이에 대해서는 최현희 일제 말기 최재서의 예술론과 정치의 미학화 개념과 소통 호
면 최현희는 기존의 최재서의 모랄에 대한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텅빈 개념이거나 지성 개념이 갖

는 추상성을 가리기 위한 은폐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을 취해왔다 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독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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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재서에게 모랄 이란 사유의 확대 와 심화 즉 예술의 존엄성

과 가치 에 의거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과 더불어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차원에서 사

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에 해당한다 즉 최재

서는 날개 의 주인공이 병적인 행태 를 통해 현대를 모독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지성적인 차원에서 보편성을 파괴하더라도 새로운 가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모랄 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의 모랄의 부족 이란 박태원

과 이상에 대한 평가는 현대를 미학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예술과 문학의 역활을 긍정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 인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회남 역시 작가 박태원론 에서 박태원이 인스피레이션 영감 에 의존하지 않는다

는 말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박태원이 현실과 묘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완벽한

기교를 지녔음에도 그 기교가 지향하는 사상 과 이념이 부족함을 사상적 근거의 박

약 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최재서의 모랄 에 대한 입장과 유사하게 구인

회 의 작품과 텍스트에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는 사회적 전망 의 층위를 문제시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최재서의 모랄 에 대한 언급과 안회남의 사상적 빈약 에 대한 언급은 당시 모

더니즘 문학인들이 현실을 넘어서는 진실 또는 실재 라는 개념을 인식했다는 점을 드

러내지만 동시에 그들이 또한 문제시했던 것은 진실 과 실재 라는 영역이 어떠한 사

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중요시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전술했던 바와 같이

소 성급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최현희는 최재서의 지성은 현실 내에서의 행동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도구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 대한 실질적 개임이란 미학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최재서에게 모럴은 현실적 행동원리라는 해답으로서가 아니라 예술가 비평에서 구체적 행
동의 강령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평가한다
최재서는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문학과 지성 인문사

면 최재서의 이러한 비판적 맥락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 확인된다 우리는 날개 에
서 우리 문단에 드물게 보이는 리얼리즘의 심화를 가졌다 현대의 분열과 모순에 이만큼 고민한 개성도
없거니와 그 고민을 부질없이 영탄치 않고 이만큼 실재화한 예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무엇인가 한가지 부족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높은 예술적 기품이라 할까 굳센 박진
력이라가 할까 여하튼 중대한 일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다 최재서는 이를 모랄이 없다라는 관점 즉
작자는 이 세상을 욕하고 파괴할 줄 안다 그러나 그 피안에 그의 독자한 세계는 아직도 발견할 수 없

다 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상의 다소 이의가 있다란 언급은 이러한 모랄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
이 가능하다

최재서 현대비평의 성격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면 실제로도 최재서는 년
월 영문학연구 에 발표한 현대비평의 성격 에서 이른바 성격의 문제를 인상주의와 서정시적 리

리시즘을 극복할 때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이것이 현대적 비평의 본질이자 모랄임을 강조한다 현대
비평이 서정시 대신에 서사시 심리적 소설 대신에 행동적 소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대변하는 이상
그것은 스스로 성격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위에서 말한 바 도그마와 모랄의 가치와
인식 역사감 에 대한 관심은 성격에 대한 의욕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언급에 따른
다면 최재서가 파악하고 있는 모랄이란 심리묘사를 넘어서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와 인
식과 역사감각에 바탕한 행동적 소설 과 그것으로 이루어질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요구의 발현이라는
측면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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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 이 최재서로 대변되는 주지주의 또는 안회남으로 대변될 수 있는 당대 모

더니즘 문학장의 전체적인 인식과 구인회 문학이 서로 다른 지향점을 지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김기림과의 회고에서 최재서의 평가에 대

한 이상의 반응을 주목할 수 있다 우선 김기림의 고 이상의 추억 에 제시되어 있는

간극 의 맥락을 당시 최재서의 평에 대한 이상의 구체적인 반응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전등불에 가로 비친 그의 얼굴은 상아 보다더 더 창백하고 검은 수염이 코밑과 턱에 참혹

하게 무성하다 그를 바라보는 내 얼굴의 어두운 표정이 가뜩이나 병들에 약해진 벗의 마음을 상

해올까 보아서 나는 애써 명랑을 꾸미면서

여보 당신 얼굴이 아주 피디아스 의 제우스 신상 같구려

하고 웃었더니 상도 예 의 정열 빠진 웃음을 껄껄 웃었다 사실은 나는 듀비에 의 골고다 의

예수 얼굴을 연상했던 것이다 오늘 와서 생각하면 상은 실로 현대라는 커 다란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간 골고다 의 시인이었다

암만 누우라고 해도 듣지 않고 상은 장장 두시간이나 앉은 채 거진 혼자서 그동안 쌓인 이야기

를 풀어 놓는다 엘만 을 찬탄하고 정돈에 빠진 몇몇 벗의 문운 을 걱정하다 말이 그의 작

품에 대한 월평에 미치자 그는 몹시 흥분해서 속견 을 꾸짖는다 재서의 모더니티 를 찬양

하고 또 씨의 날개 평은 대체로 승인하나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나는 벗이

세평 에 대해서 너무 신경과민한 것이 벗의 건강을 더욱 해칠까 보아서 시인이면서 왜 혼자

짓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세상이야 알아주든 말든 값있는 일만 정성것 하다 가면 그만이

아니나고 어색하게나마 위로해 보았다

김기림이 차로 도일했던 동북제대 유학시절 이상과의 만남을 회고하는 고 이상의

추억 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두 가지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최재서의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 대한 이상의 평가이다 김기림에 따른다면 이상은 자신

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속견 에 대한 강한 비판과 더불어 재서의 모더

니티 를 찬양하고 또 시의 날개 평은 대체로 승인하나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 는

입장을 보인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측면은 제우스 신상 혹은 골고다의 예수 로 표현되는 이상의

예술가 적 면모이다 물론 년 조광 에 수록된 고 이상의 추억 이 이상의 사

후에 이루어진 추도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태원과 더불어 이상

의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을 이해했던 김기림의 언급은 단순히 추도 적 성격에 의

한 고평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즉 엘만 을 찬탄하고 정돈에 빠

진 몇몇 벗의 문운 을 걱정하다 말이 그의 작품에 대한 월평에 미치자 그는 몹시

흥분해서 속견 을 꾸짖는다 는 김기림의 언급은 이상이 단순히 까다로운 예술적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조광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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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을 가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상에게 엘만 의 존재란 이미그런트

즉 이주자이자 이방인인 진정한 예술가 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음악

가인 엘만을 데폴메슌 변용 으로 지칭했다는 점은 미술과 음악 분야를 포괄적으로 사

유했던 이상의 폭넓은 미학적 면모를 드러내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는 이상의 최재서의 평가에 대한 반응 즉 재서의 모더니

티 를 찬양하고 또 씨의 날개 평은 대체로 승인하나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는 말의 복합적 층위이다 이상의 반응은 두 가지의 맥락으로 분리되는데 그

첫 번째는 최재서의 모더니티 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뛰어나며 현대성 즉 미적 모더

니티의 차원에서 파악한 날개 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 으로 정확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 고 말하는 언급의 내적 맥락의

문제 즉 최재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이상 자신의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층위가 무

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이다

최재서의 모더니티 즉 미학적 분석과 안목을 높게 평가하고 날개 에 대한 평이 대

체로 정확하다는 이상의 입장은 최재서가 이상의 객관에 의한 주관의 표현 을 개인의

의식 그것이 병적일 망정 을 진실되게 표현 한 예술이며 그러한 이상의 개성이 현대

정신의 증세를 대표내지 표상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다면 날개 의 병

적 인 주인공을 통해 의미화되는 것은 현실에 대한 패배를 당하고난 현실에 대한 분

노 이것이 즉 이상의 예술의 진실이다 그리고 현대에 대한 분노를 그는 현실에 대한

모독으로 해소시 키는 것이다 최재서는 이러한 면모를 가르켜 이상이 풍자 위트 야유

기소 비웃음 인용자 주 과장 패라독스 자조 기타 모든 지적수단을갖이고 가족

생활과 금전과 성고 상식에 안일에 대한 모독을 감행 한 지적인 예술을 추구했다고

판단한다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상이 이외에 데포르마시옹
을 언급한 것은 김기림과의 서신 에서이다 이 서신에서 김기림은 바이올린 연주가인 미

샤 엘만에 대해서 논한다 편지에서 이상은 자신이 처음에는 유행하고 있던 미샤 엘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의 공연을 보고 엘만톤에 감격해 마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이상은 엘만의 슬라브적인 굵
은 선은 그리고 분방한 디포메이션 은 경탄할 만한 것 이며 영국사람인줄 알았는데 이미
그란트 입디다 라고 언급했다 미샤 엘만은 년 월에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방일 연주회
를 가졌는데 이때 이상이 이 공연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엘만은 이후 월에 부민관에서 내한공연 이
에 대해서는는 함대훈 미샤 엘만 회견기 조광 참조 을 했다 이상의 엘만에 대한 언급
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이 엘만을 훔베르만과 랄로의 연주에 비교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상은 후베르만
의 연주는 한없이 탐미주의이며 한없이 멋지다 뿐이지 정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엘만의 연주는 랄로
와 다르게 최종악장의 부를 완전히 딴것을 맨들어 버 렸다는 점에서 고평한다 엘만의 특징인 슬라브
적인 굵은 선과 분방한 디포메이션이자 이미그란트 이주민 라는 표현은 이상이 생각하는 예술가의 특징
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데폴메숑과 이민자라는 예술가적이고 이방인
적 정서의 맥락을 본다면 이상이 소설체로 쓴 김유정론 에서 언급하는 고집세고 교만한 예술가의
특징으로 데폴메슌을 이란 용어를 선택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이상의 음악과 영화 체험과
예술가적 지향성에 대한 논의는 조영복 넘다 보다 듣다 읽다 앞의 책 면 참조

최재서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문학과 지성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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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가 날개 의 주인공의 행위와 행동을 단순히 정신병적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현대 즉 모더니티에 대한 분노와 모독을 행하는 지적수단 으로서의 예술적 가

치를 지적한 것은 이상이 재서의 모더니티를 찬양하고 또 씨의 날개 평은 대체로 승

인 한다는 맥락과 일치한다 최재서의 평가처럼 날개 에서 희화화된 아내와 주인

공의 관계란 단순히 정신병적인 관계가 아니라 돈 혹은 일반적인 일상생활 혹은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양식 자체와 현대성 자체를 모독 하고 파괴하려 하는 예술적 지

향성과 미학적 알레고리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재서의 평가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랄 이 부족하다는 그의 평에

대한 이상의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 다는 언급의 맥락이다 이 미묘한 간극 은

최재서의 모랄과 이상을 비롯한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주체가 어느 부분에서 일

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분리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이상이 작자 로서 다

소 불만이 있었다고 언급했던 말의 내재적 의미 즉 예술적기품운운은 씨 최재서 인

용자 주 의 실언 이라고 언급한 맥락을 날개 의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해볼 필요

가 있다

우리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맞지않는 절늠발이인 것이다 내나안해나 제거동에로 짘을브칠필요

는없다 변해할필요도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

상을 거러가면 되는것이다 그렇지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발길이 안해에게로 도라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

나 그럼어디로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싸이렌이울었다 사람들은 모도 네활개를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것같고 온

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지폐와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떨고 하는것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연듯이 겨드랑이 가렵다 아하그것은 내 인공의날개가돋았든 자족이다 오늘은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야심의 말소된페 지가 띡슈내리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것든걸음을멈추고 그리고 어디한번 이렇게 외처보고싶었다

이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해석은 신범순 분열증적 욕망과 우화 날개 와 지주회시 를 중심으
로 이상문학연구 불과 홍수의 달 지식과 교양 참조 신범순은 이 글에서 이상의 소설들
이 순수한 개인의 병적 징후를 표현하는 것에 갇혀있지 않고 그 병을 통해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서의 사회조직 기계 에 대한 탐색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신범순은 이상 소설의 주
인공들이 한결같이 무기력에의 의지 또는 돈과 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소외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소외야 말로 돈의 물신성에 대결하는 행위 면 이자 공격적인 비판
임을 지적한다 즉 주인공의 비사회적이고 무능력한 아이적 면모는 현실에 대한 무지한 상태를 리얼
하게 드러내면 드러낼 수록 그것은 실제 상태에 대한 심각한 전도양상 면 을 폭로하는 이상의 문학
적 성취였음을 주목했다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상은 김기림과의 편지에서 최재
서의 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조선일보 모씨논문 나도 그후에 얻어읽었소 형안 빛
나고 날카로운 눈 인용자 주 이 족히 남의 흉리 내부 인용자 주 를 투시하는듯 싶습디다 그러
나 씨의 모랄에 대한 탁견에는 물론 구체적투시도 없었지만 약간 수미 근심에 잠긴 안색 인용
자 주 를 금할수 없는가도 싶습니다 예술적기품운운은 씨의 실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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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 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 구나

최재서는 날개 에 대해 모랄 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상의 개성적 태

도 즉 상식을 모독하고 현실을 모독하는 것 이 일종의 작자의 윤리관이고 지도원리

이고 비평표준이 되 지 못함을 비판한다 최재서에 따른다면 이상은 이 세상을 욕하고

파괴할줄은 안다 그러나 그 피안에 그의 독자 한 세계는 아즉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최재서의 평가는 이상의 날개 가 현대성 즉 모더니티의 문제를 개성 있게

탐구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전망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날개 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 최재서는 그의 영혼의 고향은 어데메냐 그것은 옛

날 그의 날개가 날아보았다는 세계 시의 세계일 것이다 그러나 삼월 미스코시

인용자 주 옥상에서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 흐늑 허비적거리

는 회탁한 세계를 내려다보며 현기를 일으키는 그에게 다시금 날개를 도쳐서 날아볼

날이있을까 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린다 이는 전술했던 대로 최재서의 모랄 즉

현대성 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어떠한 사회적 전망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

된 평가이다 최재서는 인공의 날개 가 이상에게 있어서 시의 세계 로 표현될 수 있

는 어떤 가치지행적인 면모가 있다는 점은 언급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피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상이 작자로서 다소 이의가 있다 고 한 발언의 진위란 최재서가 모랄 의

부족이라고 평가했던 측면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파악이 가능하다 요컨대 이상

의 예술적 지향점은 모랄은 사회적 전망을 창출하는 최채서의 모랄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 그것은 예술가 로서의 이상이 가진 자신의 예술에 대한 지성적인 세계관과도 관

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 혹은 더 나아가 박태원과 김기림이 공유했던 구

인회 의 미학적 세계관이자 그들의 예술적 지향점은 최재서나 안회남의 지적처럼 단순

히 사회적 전망의 확보나 혹은 현실의 실재를 파악하는 차원으로만 이야기되기 어렵다

박태원의 언급처럼 우수한 암굴에 대한 이면 묘사 로서 파악할 수 있는 날개 의 마

지막 장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그가 자신의 인공의 날개 를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폐허적이고 무의미한 세계에 대한 절망의 기록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날개 의 전체적 맥락에서 아내 로 알레고리화되는 도시 모더니티 그리고 세계의

무의미성과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는 숙명적으로 발이맞지않는 절늠발이 에 불과하

다는 것에 있다 이는 소설의 핵심적인 주제의식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 날개 조광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최재서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문학과 지성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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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안해나 제거동에로 짘 인용자 주 을 브칠필요는없다 변해할필요도없다 사

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거러가면 되는

것 이란 것은 예술가적 주체가 자신을 포기하고 현실에 함몰되는 것 즉 아내이자 세

계 로 파악되는 폐허이자 지옥로서의 무의미한 현실로 복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무가치한 지옥 으로서의 세계와 단절된 혹은 스스로 단절한 무능력한 주인공이자

작가 이상의 예술가적 면모 를 내포한 주인공인 나 는 세계 그 자체이자 합리적 모더

니티의 정수인 거리 와 무관한 존재로서 의미화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는 이 현란을 극한 정오 의 세계 즉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

석과지폐와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떠는 세계 그 자체인 회탁하고 혼탁한 경성

의 거리에서 사회적 질서와 단절된 예술가의 존재가 꿈꾸는 것은 아내와 집에 대한 귀

환과 무관하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주인공의 내면 속에서 상상되는 하나의 이미지 즉

희망과야심의 말소된 페 지 페이지 인용자 주 가 띡슈내리넘어가듯번뜩였다 라는 구

절이다 그러한 인공의 날개 의 비상 즉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 구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 구나 라는 구절에서 제시되는 언어의

반복적 이미지 속에 날개 의 미학적 사유가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날개 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인 나 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지 거리에

있는지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어디에든 이 장소는 무의미한 모더니티

즉 현대성의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핵심은 자신이 꿈꾸던 희망과 야심 의

내면 그 자체가 회탁의 거리 속에서 딕셔네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는 점에 있다 이 환

상 적 이미지이자 알레고리적 방법론의 영역은 무의미한 세계를 변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변신술을 도모할 예술가적 산책자의 방법론을 드러낸다 즉 날개 의 인공의

날개 란 인공 즉 기교와 미학과 예술을 통해 가능한 구원이자 무의미한 세계를 거부

하고 비판하며 그것을 초극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사유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인 것이

다 이러한 인공의 그리고 사실상 미학과 예술의 날개 라 칭할 수 있는 날개 의 형

김민수 이상평전 그린비 면 김민수는 날개 에 나오는 공간개념의 대립 아내의
방과 나의 방 인용자 주 이 단순히 의식적 자아의 분열과 광기의 증세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 나의 방이 이상 자신의 존재론적 공간을 표상한다고 지적한다 김민수가 날개 의 내 방의 이불
속 공간이 창조적 작업공간이자 상상의 공간임을 지적하는 것은 현대성의 억압을 알레고리적으로 표
상하는 여성적 존재에 맞선 독자적인 창조력의 공간으로 나의 존재가 의미화된다는 점을 드러내어 준
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경훈 박재의 조감도 이상의 날개 에 대한 일 고찰 사이 호

면
방민호 이상문학의 방법론적인 독해 예옥 면 방민호는 이상의 날개 가 수사학

의 성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정오의 시간을 니체적인 재생의 시간으로 해석한다 방민호는 이 인
공의 개념을 자연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예술의 완전함을 내세운 오스카 와일드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현대적인 메카니즘에 사로잡힌 아내와 달리 나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현실초월의 힘을 가진 예술에
향한 꿈을 희구한다 고 평가한다 본고의 판단과 유사하게 방민호는 인공의 날개를 미학적인 것을 은
유하는 상징으로 해석한 것인데 이는 오스카 와일드 뿐만이 아니라 보들레르적인 것이기도 하다 보
들레르 역시 인공을 본능적이고 현실 그 자체인 자연에 비해 우수한 것이자 미학적인 것으로 설명한



- 367 -

상은 이상의 미학적인 주체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근본적인 존재의의를 정확하게 밝혀

준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상은 날개 에서 최재서가 문제시했던 모랄 의 차원을 제

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맥락화한 것인데 최재서가 이를 정확하

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의 인공의 날개 의

해석적 맥락은 구인회 의 미학적 세계관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그것은 폐허적인 세계 속에서 존재하면서도 인공의 날개 의 자국을 상상하고 이를 꿈

꾼다는 미학적 사유의 문제가 구인회 의 본질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당대 문단의 문제작이었던 날개 를 둘러싼 최재서와 이상의 차이

는 단순히 대립되거나 무조건적인 긍정과 부정의 관계로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회

적인 전망과 방향성의 측면을 진실과 현실의 실재 이자 예술의 모랄로 판단했던 최재

서와 다르게 이상의 지향점은 사회적인 전망을 창출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말

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구인회 의 예술가적 태도와 인식은 김기림이 고 이상의 추

억 에서 지적한대로 세상이야 알아주든 말든 값있는 일만 정성것 하다 가면 그만이

아니나 는 이미그란트 이방인 으로서의 이질적인 예술가적 인식과 태도를 주목해야 한

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인 비판과 전망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있고 의미

있는 현대적 인 예술과 문학 활동을 하고자 했던 것이 이상과 김기림이 인식하고 있었

던 구인회 의 예술적 목표이자 미학적인 추구였던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기림은

고 이상의 추억 에서 이상을 세속에 반항하는 한 악한 정령 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김기림의 지적대로 이것은 울다울다 못해 인제는 누선 이 말라

버려서 더 울지 못하는 악마적 존재이자 상이 소속한 세기 악마의 종족들은 그러

므로 번영하는 위선의 문명에 향해서 메마른 찬웃음을 토할 뿐 인 예술가적 존재로 형

상화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김기림이 이상 쥬피타 를 통해 강조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성이란 말하자면 예

술 의 존재형식인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그 자체를 통해 미학적으로 사회적 비판 과

파괴가 가능하며 세기의 암야 속에서 불타다가 꺼지고 만 한줄기 첨예한 양심

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기림은 이상의 이러한 면모를 시대의 깊은 상처

에 부딛쳐서 참담한 신음소리를 토 하는 존재이자 그러한 불안동요 속에서

동 하는 정신 을 재건하려고 해서 새 출발을 계획 한 예술가로 칭한다 이러한 이상

바 있다 즉 보들레르는 기교란 추함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종하는
것 면 이라고 주장하면서 본능적인 자연을 넘어서는 상스럽고 세속적이며 추잡한 모든 것을 넘어서
는 이상에 대한 취향의 증후 자연의 숭고한 변형 또는 자연을 개혁하려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시
도 면 로서의 인공미 보들레르는 이를 유행과 화장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의 가치에 대해서 매
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보들레르에 따른다면 미덕은 인공적이고 초자연적이 기 때문이다 유행과 화
장의 개념을 통한 인공미에 관한 보들레르의 논의는 샤를 보들레르 보들레르의 수첩 이건수 옮
김 문학과지성사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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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피타에 대한 평가 는 김기림이 강조하는 지성으로서의 현대적 예술이 구인회 를

통해 어떻게 기획되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김기림은 상의 죽음은 한 개인의 생리의 비극이 아니다 축쇄된 한 시대의 비극

이라고 강조한다 김기림에 따르면 세기의 암야 즉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이상은 그것을 파괴 하고 변용 하여 새로운 정신 을 개척하려 했던 예술

가적 의욕을 지닌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그렇기에 이상이 최재서의 모랄 에 대한 평가

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던 미학의 날개 의 이미지 즉 날개 를 둘러싼 논의들은 당

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의 모더니티 의 인식과 사유의 문제가 어떻게 세부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핵심은 모더니티 에 대한 비판과 전망

의 차원이 아니라 구인회 의 문학이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고 새로운 가치와 예술적

세계를 창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인식에 있는 것이다

이는 근대에 대한 부정적 형식으로서의 부정적 비판이라는 아도르노적 논리와 다르게

오히려 보들레르적인 비시간성에 대한 추구나 혹은 근대성을 초극 하려는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기획 즉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가능케 하는 미학적 주체이자 교만한 예술가

적 산책자의 층위로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로 말하자면 그에게는 변태적인 것이 적지아니 있었다 그것은 그의 취미에 있어서나 성

행 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 도덕관 결혼관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보통˙ ˙
상식인들과의 사이의 적지 않은 현격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명백하게 안다고 나설 사람은 그의 많은 지우 중에도 혹은 누구 하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의 참 마음을 그대로 그의 표정이나 언동 우에서 우리는 포착하기 힘든다

이상은 사람과 때와 경우를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한다 그것은 천성에보다도 환경에 의한

것이다 그의 교우권이라 할 것은 제법 넓은 것이어서 물론 그 친소와 심천의 정도는 다르지만

한번 거리에 나설 때 그는 거의 온갖 계급의 사람과 알은 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모든 사

람에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무릇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 그는 우울 이

라든 그러한 몽롱한 것 말고 희로애락과 같은 일체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에 어느

틈엔가 익숙하여졌다 나는 이 앞에서 변태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였거니와 그것은 이상에게 있

어서 그 문자가 흔히 갖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성질이 불순한 것이었다 가령 그는

온건한 상식인 앞에서 기탄 없이 그 독특한 화술로 일반 선량한 시민으로서는 규지 엿보

아서 알게 되는 인용자 주 할 수 없는 세계의 비밀을 폭로한다

본고의 장에서도 어느정도 검토했던 바이지만 박태원이 스스로 언급했듯이 몇 번을

거듭 만나며 차차 그의 재주와 교양에 경의를 표하게 되고 그의 독특한 화술과 표정과

제스처는 내게 적지 않은 기쁨을 주 었던 이상 혹은 이상이라고 호명되는 예술가적 존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조광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광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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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그의 언급처럼 자신의 명예나 가족의 평화 를 돌봐야 하는 일반적 맥락으로 평가

되기 어렵다 박태원이 진정한 작가란 진리를 굽히지 않기 위하야 자기 자신의 그리

아름다웁지 않은 발가숭이 를 그대로 내놀 수 있 어야 한다는 언급처럼 이상이 괴상한

인물로 호명된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박태원의 이러한 언급은 단순히 이상의 취미나 행

적의 기이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박태원 스스로가 이상의 사상을 명

백하게 안다고 나설 사람은 그의 많은 지우 중에도 혹은 누구 하나라도 없을 것 이라

고 언급하면서 이상의 뛰어난 예술가적 주체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

난다

박태원이 이상의 예술가적 특징으로 지적한 변태적 이란 용어는 그 스스로의 언급처

럼 단순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박태원은 이상이 희로애락과 같은 일체의 감정을 솔직

하게 표현하지 않 았다고 언급하면서 그의 변태성 이 좀더 성질이 불순한 것이었

다 고 지적한다 그의 언급은 이상의 작품과 예술가적인 면모가 온건하고 선량한 상

식인 들이 규지 즉 결코 엿볼 수 없는 세계의 이면과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이상의 예

술가적인 면모를 간파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박태원의 지적을 통해서 본다면 이상은

우수한 마굴 에 대한 묘사와 기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가벗긴 것이며 이는 한작가

가 진리를 굽히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의의한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예술을 보여

준 셈이다 이것은 박태원이 깊게 꿰뚫어 보았던 기이한 행위와 행동과 사유 이면에 깔

려있는 이상의 미학성과 예술성에 대한 경의 의 표현이자 예술가로서의 동류적 의식

이다

박태원과 김기림이 보여준 이상의 예술가적 면모는 본고가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인 성격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준거점이 되어 준다 이러한 이상의 예술가적인 태도와 입장은 당대의

구인회 동인이자 이상의 친우 였던 김기림의 회고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다

무슨 싸늘한 물고기와도 같은 손길이었다 대리석처럼 흰 피부 유난히 긴 눈사부랭이와 짙은

눈썹 헙수룩한 머리 할 것 없이 구보가 꼭 만나게 하고 싶다던 사내는 바로 젊었을 적

로 렌스 의 사진 그대로인 사람이었다 나는 곧 그의 비단처럼 섬세한 육체는 결국 엄청나게 까

다로운 그의 정신을 지탱하고 섬기기에 그처럼 소모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경영한다느니보

다는 소일하는 찻집 제비 회칠한 면 벽면에는 쥬르 르나르 의 에피그람 이 몇 개 틀에 걸

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상과 구보와 나와의 첫 화제는 자연 불란서 문학 그중에서도 시일 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르네 클레르 의 영화 단리 의 그림에까지 미쳤던가보다 이상은 르네

클레르 를 퍽 좋아하는 눈치다 단리 에게서는 어떤 정신적 혈연을 느끼는 듯도 싶었다 년

여름 어느 오후 내가 일하는 신문 그날 편집이 끝난 바로 뒤의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늘 인생의 테두리에서 한 걸음만 비켜 서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의

박태원과 이상의 예술적 공유지점에 대해서는 조은주 박태원과 이상의 문학적 공유점 한국현
대문학연구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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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로 현실에 다소 지각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이 그보다 늘 몇 시간 뒤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면서부터도 한 인생의 망명자였던 것이다

이상은 드높은 감정 때문에 극도로 뒤볶는 우리 시를 그 감정의 분별없는 투자에서 건져내려

했던 것이다 아담한 온대가 야만한 제국주의의 유린을 받듯 시가 소박하고 유치하고 지저분한

감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그는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다 인생의 어떠한 격렬한 장면에서도 그

의 시와 생리는 늘 평균 체온보다 몇 분 도리어 낮은 체온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기림이 해방 후 이상 선집을 출판하면서 서문으로 수록한 이상의 모습과 예술

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이 글이 박태원과 이상이 구인회 에 가입하던 시

기 즈음을 회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인회 를 공유하는 박태원과 김기림 그리고

이상의 공통된 화제는 불란서 문학과 시 와 더불어 당대에 유행했던 르네 클레르의

영화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등이다 이상의 텍스트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

가들과 문인들의 목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주목해봐야하는 지점은 김기림의

불란서 문학 즉 다다이즘부터 초현실주의 까지 에 대한 언급들이다 이는 박태원

과 김기림 그리고 이상을 묶어주는 일종의 정신적 친연성 이자 이들의 미학적 기반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김기림이 살바도르 달리의 예술과 이

상 사이의 관계를 어떤 정신적 혈연 으로서 언급한다는 점 또한 주목을 요한다

김기림의 이상에 대한 언급은 박태원의 이상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보충해주면서 동시

에 구인회 모더니즘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지성적 형상

을 가지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기림이 이상이 살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 이상선집 서문 백양당 김유중 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면

현순영 구인회의 활동과 성격 구축 과정 구인회의 성격구축과정 연구 한국언어문학 호
면 현순영은 이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용만의 구인회 회고담 조용만 구인회

만들 무렵 정음사 에 따른 박태원과 이상의 구인회 동시 가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다 현순영은 박태원이 년 월 년 월 사이에 구인회에 가입했고 이상은 년 월에서
년 월 사이에 가입했다고 판단한다 현순영은 이 시차의 의미에 대해 이상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구
인회의 검증이 이루어졌 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만 레이 나는 다다다 만 레이 자서전 김우룡 옮김 미메시스 면 예컨대 다다이즘
부터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활동했던 만 레이는 년 즈음 자신의 사진 스튜디오에 찾아온 달리
와 대화하면서 달리 스스로가 자신의 작업을 반 회화로 간주하고 있었다 는 점을 지적했다 만 레
이는 달리의 예술적 작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나는 달리의 성실성과 진지함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자신이 존중하지 않는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평생을 바쳐 작품에 임하는 그런 사람을
상상할 수 없다 만약 분노가 나타난다면 화과 자신이 꼭 분노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다 어떤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될지 누가 미리 알 수 있겠는가 분노를 일으키는 일에 일단
성공하면 그제야 그는 자신이 관객과 일체가 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이상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외국 문인들과 예술가들의 목록에 대해서는 김미영 이상 텍스
트에 등장하는 예술가들 구보학보 호 참조 김미영은 이상의 예술취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평가한다 이상은 서구 현대 화가들의 작품 경향이나 유파 등에 대해 매우 박학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이상은 주로 인상주의 이후의 입체파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화가들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사실주의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표현기법의 창안에 주력했던 만큼 실험정신이 투철한
화가들인데 피카소 세잔느 살바도르 달리가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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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도르 달리 에 대해 혈연적 친연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박태원의 이상

에 대한 경의 의 태도와 연관되어서 이해된다 실제적으로도 살바도르 달리는 스스로

쓴 자서전을 통해 당대의 현대성과 모더니티에 대한 강렬한 부정과 비판적 인식을 보

여준다 즉 달리가 근대의 건강과 활기를 우매함 으로 강렬히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경멸적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이상과 살바도르 달리의 정신적이고 미학적인 친연

성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기림의 언급처럼 싸늘한 물고기와 가은 손길 과 대리석처럼 흰 피부 그리고 젊

었을 적 로렌스 를 닮은 이상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는 그 자신의 비단처럼

섬세한 육체는 결국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의 정신을 지탱하고 섬기기에 그처럼 소모된

것이라고 생각 되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형상이다 박태원이 비밀스런 변태성 의 이면

으로 지칭했던 이상의 까다로운 지성적 양상과 예술가적 풍모 를 김기림은 이상의 섬

세한 육체가 엄청나가 까다로운 그의 정신을 지탱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존재로서 호명된 이상 의 존재는 박태원과 김기림이 제시

하고 있는 현대적이고 새로운 조선문학 즉 구인회 가 지향하고자 했던 방향성을 보

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상이 김기림과의 서신 에서 데포르마시옹 한 연주를 보여준 엘만 을 통해 뛰

어난 예술가를 표상하는 기호로 사용했던 이미그란트 즉 이주자이자 이방

인란 기호는 이 글에서도 망명자 로 제시된다 김기림이 지적한 현실과 어긋나있는 이

상의 망명자 적 태도란 이상과의 사언에서 언급된 데포르마시옹 과 이미그란트 적 특

성 즉 변용하고 창조하는 예술가적 기질의 독특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그

란트인 이상의 예술가적 면모는 김기림의 언급처럼 항상 인생의 테두리에서 한걸음만

살바도르 달리의 예술과 미학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집필한 자서전인 살바도르 달리 살바도르 달리
어느 괴짜 천재의 기발하고도 상상력 넘치는 인생 이야기 이은진 옮김 이마고 면

참조 예컨대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의 현대성과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본인의 미학관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리운 르네상스여 수세기동안 영혼과 두뇌와 인간적
의식을 거두어들이던 종교와 미학과 윤리의 돔들은 오늘날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제 영혼은 저 밖
길거리에서 개처럼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하늘의 천사와 대천사들 사이에서 전장의 메아리를 듣는
인간에게 그러한 전황 보도와 이쪽 반구에서 저쪽 반구에서 울려 퍼지는 콩가 춤곡들이 대체 무슨 의
미란 말인가 눈만 감으면 가시적인 것과 불사기적인 것의 오지를 볼 수 있고 꿈속의 바그다드를 모래
사막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텔레비전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인간은 비상을 위해 영혼
을 가지고 있지만 기계에겐 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시대는 도덕적 회의주의
와 정신적 허무로 숨통이 끊어지고 있다 나태한 상상력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기계적 사이비 진보에
의존하면서 인간의 에스프리를 실추시켰고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고 오욕을 가했다 기계문명은 전쟁으
로 파괴될 것이고 그 문명을 건설했던 대중은 총알받이로 쓰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대들을 생각하고
있다 운동경기를 통해 자라난 스포츠맨들 명랑하고 혈기왕성한 영웅의 얼굴을 가진 열광적이고 헌신
적인 세계의 젊은이들 그대들 우매함의 동지들을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박태원과 구인회 문학인들의 엘만을 둘러싼 음악적 이해와 예술적 감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영
복 박태원의 예술가적 자의식과 예술 장르의 미학적 평행 구보학보 집 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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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 서 있 는 현실 외의 존재이며 동시에 아담한 온대가 야만한 제국주의의 유린을

받듯 시가 소박하고 유치하고 지저분한 감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그는 못마땅히 여

기는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

김기림의 이상에 대한 평가처럼 무가치한 현실로부터의 망명자이자 이질적인 예술가

인 이상은 말하자면 드높은 감정 때문에 극도로 뒤볶는 우리 시를 그 감정의 분별없

이 투자에서 건내려 했 던 자인 셈이다 김기림의 이러한 언급들은 그 자신과 박태원

이상을 둘러싼 구인회 의 예술적 지향성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를 보

여준다 이는 전절에서 검토했던 대로 박태원의 스스로의 우수한 현대적 소설 의 총

명함 과 지성 그리고 김기림의 현대적 인 예술로서의 전체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

리고 이상 자신이 소설체로 본 김유정론 에서 구인회 의 구성원들을 가리켜 교만

하고 고집센 예술가들 로서 지칭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예술의 구체적인 정체를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박태원의 이상의 예술가적인 정체성의 표현인 불순함 과

변태성 에 대한 논의와 김기림의 고귀한 예술가로서의 이상 쥬피타 의 풍모는 이들이

구인회 를 통해서 추구했던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핵심적인 양상이라 할 것이

다 본고의 장과 장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나비 라는 모티프는 모두 무가지

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그것을 넘어선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라는 아이온적 시

간에 맞닿아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공통점 을 토대로 본다면 이상 쥬피타 로

대변되는 구인회 문학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론이 어떻게 작품 속에서 구체화시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날개 에 등장한 미학의 날개 의 이미지와 동일한

알레고리적 맥락에서 박태원이 이상을 벗 으로 등장시킨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마지막 장면 역시 구인회 문학의 동류적 의식을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해석적 지

점을 지닌다

구보는 벗이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였어도 거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

제 나는 생활을 가지리라 생활을 가지리라 내게는 한 개의 생활을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잠을

평안히 가 주무시오 벗이 또 한번 말했다 구보는 비로소 그를 돌아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

하였다 내일 밤에 또 만납시다 그러나 구보는 잠깐 주저하고 내일 내일부터 내 집에 있겠소

창작하겠소

좋은 소설을 쓰시오

벗은 진정으로 말하고 그리고 두사람은 헤어졌다 참말 좋은 소설을 쓰리라 번 드는 순사가

모멸을 가져 그를 훑어보았아도 그는 거의 그것에서 불쾌를 느끼는 일도 없이 오직 그 생각에

조그만 한 개의 행복을 갖는다

구보

문득 벗이 다시 그를 찾았다 참 그 수첩에다 무슨 표를 질러나 좀 보우 구보는 안주머니에서

꺼낸 수첩 속에서 크고 또 정확한 표를 찾아내었다 쓰디쓰게 웃고 벗에게 향하여 아마 내일

정오에 화신상회 옥상으로 갈 필요는 없을까 보오 그러나 구보는 적어도 실망을 갖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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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그것이 표라 하였더라도 구보는 결코 기쁨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게다 구보는 지금 제 자

신의 행복보다도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그렇게 바빴을지도 모

른다 구보는 좀더 빠른 걸음걸이로 은근히 비 내리는 거리를 집으로 향한다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의 욕망을 물리치지는 않

을지도 모른다

박태원이 년 이상의 오감도 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선중앙일보 에 연재

했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은 그 자신의 고현학 적 수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이 등치되는 등의 오버랩 수법이나 카메라적 시선 등에 대한 논의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논의들의 주된 논점은 문학적 기술의 뛰어난 수준을 확인함으로서 박

태원 소설 즉 당시 모더니즘이 보여준 기교 의 수준을 증명하는 텍스트로 이해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전술했던 바와 같이 구인회 모더니즘의 구성원들의 예술가적 인색의 문제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검토해

본다면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벗 이상 과 구보 박태원 으로 표상된 예술가적 주체의 문

제가 보다 핵심적임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소설의 맨 마지막 분장인 어쩌면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의 욕망을 물리

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문장에 대한 해석적 입장와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흔히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현실에 대한 투항이나 예술가 적 면모를 접고 생활인으로

문제로 복귀하는 박태원의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구보 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박태원과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박태원이 심경소설 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했듯 이는 예술가 의 깊은 심리에

대한 해부 즉 예술가의 현실에 대한 우울과 고독의 차원으로 독해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작가 박태원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욕망 에 대한 투항이자 현실에

대한 항복이라는 현실적 상황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박태원이 이상의 비련 에서 애욕 을 쓸 당시를 회상하며 이상이 곧 구보이며

구보가 곧 이상 이었다고 진술했던 것은 이와 관련되어 주목된다 이상과 구보가 사

박현숙편 박태원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면
김미영 근대 한국문학과 미술의 상호작용 소명출판 면 예컨대 김미영은 박태원의

일련의 사소설 계열 연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박태원의 자화상 연작에는 식민지 치하라는 상황
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오로지 화자인 나만이 초점화되어 있다 또 자화상 연작에는 사건을 이끄는
서사적 자아보다 상황을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진술하는 서술적 자아가 전면에 드러나 있다 문학주의
자 혹은 예술가의 면모를 접고 생활인 직업인으로서 글을 쓰겠노라는 선택을 한 박태원 자신을 그대
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태원 이상의 비련 여성 면 이 글은 박태원이 애욕 을 쓰던 시기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상이 애욕 을 두고 자신이 이야기가 아니라 구보의
이야기이며 구보가 하융이며 이상 자신이 사실은 구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박태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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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에서의 실질적 주인공인 벗 과

구보 의 존재를 현실의 이상과 박태원으로 일대일로 대응시켜 볼 수 없다는 점을 드러

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서사적으로 드러난 구보 의 어머니의 욕망에 대한 회귀가 박

태원의 예술가적 욕망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즉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란 말하자

면 작가로서의 박태원이 보여주는 일종의 알레고리적 이미지로서 구성 된 것이다 그

렇기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마지막 장면 즉 좋은 소설을 쓰시오 라고 언급하

는 이상적 예술가의 존재 즉 좋은 소설을 쓰는 작가 의 존재는 현실의 작가 박태원이

하웅은 이상이며 동시에 나였고 그의 친구 구보는 나면서 또한 이상이었던 것 이라

는 언급과 연관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날개 와 유사한 맥락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인

구보 가 한개의 생활 과 혼인 으로 상징되는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잠 을 추구하는 것

으로 마무리된다 즉 소설 속의 구보는 여자에게 표 로 거절당한 주인공은 딱히 그것

이 표 였다 한들 딱히 결코 기쁨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것이며 번을 드는 순사가

모멸을 가져 그를 훑어보았어도 그는 거의 그것에서 불쾌를 느끼는 일도 없이 오직

그 생각에 조그만 한 개의 행복 을 가지려 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특히 이는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인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

의 욕망을 물리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구절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제시되는 것처

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소설 속의 구보는 식민지의 현실에 타협하거나 혹은

타락 하는 예술가의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어머니의 혼인과 안정된 생활에 대한 욕망을 떠올리는 소설 내

부 의 구보는 표면적으로 이른바 고현학 으로 상징되는 예술적 추구를 버리고 현실에

복귀하고자 하는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동행이자 벗 인 이상의 존재이

다 현실의 욕망에 회귀하는 소설 내부의 구보 와 다르게 벗 인 이상의 존재는 좋은

소설을 쓰시오 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박태원은 스스로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

실 의 압력을 받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가숭이 처럼 알레고리화 한 것이며 그의 말

처럼 굽힐 수 없는 진리 를 드러내기 위한 미학적인 방법론에 속한다 그렇기에 텍스

건 괜은 말이오 하융은 역시 이상이 틀림없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언급을
남긴다 그러나 이제 자백을 하자면 애욕 속의 하웅은 이상이며 동시에 나였고 그의 친구 구보는
나면서 또한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광호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시선 주체와 문학사적 의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중심으
로 인문학연구 호 면 예컨대 이광호는 년대의 모더니티는 일본가 서구가 식
민지에서 경합을 벌이면서 식민지의 내재적 전통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박태원의 소
설적 주체가 도시의 타자적 공간 속에서 우울증적 주체로 자신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관
음증적 시선을 통해 주체와 타자의 서열화라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
악한다 즉 이광호는 박태원의 자기분열적성 과 시선주체의 문제가 시선 주체의 서열화라는 식민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율적인 위치를 구성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소설내부의 구보의
표면적 행위와 작가로서의 의도를 지닌 박태원을 분리시키지 않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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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외부의 작가 로서 박태원이 드러내야 할 진리 란 소설 내부의 구보 와 동일하지 않

으며 예술가로서의 박태원과 소설 내부의 구보 는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필요

가 있다 오히려 작가로서의 박태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알레고리적 층위는 오히려 좋은 소설을 쓰시오 라고 말하는 벗 인 소설 내부의 이상

에 의해서 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언급처럼 하웅은 이상이며 동시에 나였고 그의 친구 구보는 나면서 또한

이상이었던 것 이라는 박태원의 언급은 텍스트 외부에서 위치한 작가의 예술적 의욕과

추구 그리고 근본적 의도를 알레고리화하는 존재인 벗 이상 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박태원의 말처럼 몇 번을 거듭 만나며 차차 그의 재주와 교양에 경의

를 표하게 되고 그의 독특한 화술과 표정과 제스처는 내게 적지 않은 기쁨을 주 었던

이상의 존재는 박태원에게 예술 에 투신하는 절대적인 정신성의 면모로서 이해되었다

는 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줄 수 있다 즉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핵심적

양상은 자기 자신의 발가숭이 적인 면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박태원의 우수한 현대

에 대한 암면묘사를 보여준 뛰어남에 있다

요컨대 박태원은 소설 내부의 구보 를 통해 어머니와 여성으로 표상되는 세계와 현실

모더니티 의 무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벗 인 이상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를 좋은 소설을 쓰겠다 라는 말로서 알레고

리화하는 것이다 현실과 일상 혹은 생활 로 칭해질 모더니티의 가장 강한 압력과 더

불어 그것을 무화시키는 지점에 좋은 소설 을 쓸 예술가를 배치해둔 작가 로서의 박태

원은 단순히 소설 내부의 구보 와 완벽하게 동일시 되지 않는다 박태원이 스스로

구보의 여러 호칭들 과 자신의 일치를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구보 로 호

이에 대해서는 이경림 초기 박태원 소설과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공통 모티프에 관한 연구 절름
발이 짝 모티프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호 면 이경림은 스즈키 토미의 사소설에 대한
논의를 빌려서 어떤 소설을 사소설로 즉 텍스트외부의 대상을 향한 지시적인 성격이 강한 내러티브
로 읽는 것은 그 소설이 단일한 목소리로 작자의 자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거기에 씌여진
말은 투명하다고 상정하는 읽기모드 에 기초한 것이고 이처럼 작품을 지시적인 내러티브로 규정하고
읽게 되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 중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모티프들은 충분한 중요
성을 부여하기 힘들 어짐을 지적하면서 실제적으로 텍스트 내부의 구보와 작가로서의 박태원을 완전히
동일한 인물로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광 년 류보선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면 이러한
이상과 박태원의 미학적 공유점을 드러내는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든 우리가
이상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위인과 생활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괴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그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거니와 물론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어도 역시 괴팍하다는 형용만은
결코 글르지 않은 듯싶다 일즉 여성 지에서 나에게 문단기형이상론 을 청탁하
여 왔을때 그 문자가 물론 아모러한 그에게도 그다지 유쾌한 것은 아닌듯싶었으나 세상이 자기를 기형
으로 대우하는 것에 스스로 크게 불만은 없었던 듯싶다 그러나 그 이상론은 발표되지 않은 채 편집자
가 갈리고 그러는 사이 원고조차 분실되어 나는 그때 어떠한 말을 하였든 것인지 적력 하게 기억
하지 못하고 있으나 하여튼 다점 플라타느에 앉아서 당자 이상을 앞에 앉혀놓고 그것을 초하며 돈을 벌
려면 마땅히 부지런한하여야만 하는 것을 이상은 너무나 게을러서 그래 언제든 가난하다 하
는 구절에 이르러 둘이 소리를 높혀 서로 웃던 것만은 지금도 눈앞에서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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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술가적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지금까지 본절은 이상이 소설체로 본 김유정 에서 제했던 구인회 의 교만하고

고집쎈 예술가적인 면모를 구인회 의 본격적인 활동시기인 년대 중반의 회고와 작

품들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날개 나 혹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둘러싼 논의들

에서 확인되다시피 구인회 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은 최재서나 안회남 등으로 대변

되는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과도 미묘한 차이를 지닌다 즉 미학의 날개 와 좋은 소설

그리고 값있는 일 로 언급된 구인회 구성원들이 추구했던 미학적 사유와 예술적 목

표의 층위는 단순한 사회적 전망 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그들은 감정 의 나

열이라는 과거의 조선문학을 극복하고 모더니티 근대 를 비판하고 초극할 수 있는 새로

운 지성적인 조선문학을 추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구인회 가 표

나게 내새웠던 이른바 새로운 예술운동 의 단체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의미가 확

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인회 문학의 총체적인 지향점과 모더니티의 극복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검

토할 수 있는 논의는 구인회 의 기관지였던 시와 소설 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상의 친우였던 화가 구본웅이 관여했던 창문사를 통해

년 월 발간된 구인회 의 유일한 동인지인 시와 소설 이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지

지 못하고 단 회 발간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시와 소

설 의 발간이 구인회가 이태준의 조선중앙일보사 퇴사 후 활동 거점을 잃고 비교적

결속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한 일종의 단체활동 이었으며 구인회의 주요 회원들은

시와 소설 발간 전후부터 구인회가 소멸할 때까지 각자 창작에 주력하면서 축

적해온 문학적 성과들을 정리하는 방향 성만을 보여준다는 지적 역시 당시의 상황

을 반영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실례로도 조용만의 활동가이던 이상이 동경에 간뒤 구인회는 흐지부지 소멸되어 버

렸다 는 언급이나 이상이 김기림에게 보냈던 서신에서 시와 소설 은 회원들이

박태원 성탄제 을유문화사 면 참조 실제로 박태원이 해방 후 발간한 소설집 성탄
제 의 작자후기인 후기 안하여도 좋을 말들 을 보면 박태원은 스스로 이래 십여년 가 나
의 아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힌다 지금도 자를 불쾌히 생각하고 로 대하려는
이가 있거니와 내 자신도 결코 이 아호 아닌 아호에 조금이나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자

의 의사나 감정은 털끝만치도 존중할줄 모르는 문우제군이 기어코 일을 그렇게 꾸며 버리고만 것이
다 이제부터 나는 단연 인 것을 선언한다 고 언급한다 등의 구보에 대한 다
양한 표기에 대한 언급은 소설속의 박태원이란 인물 과 남들이 박태원이라고 언급해왔던 박태원
이란 현실의 사람 그 자체가 결코 예술적 자의식을 지닌 자기 자신 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순영 구인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면 현순영은 당시 구인회의 활동

이 시와 소설 창간호를 내고 나서 얼마 뒤에 소멸했다 고 판단하면서 이상이 도일했던 년
월경 이후에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고 언급한다
조용만 년대의 문화예술인들 격동기의 문화계 비화 범양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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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게을러서 글렀소이다 그래 폐간하고 그만둘 심산이오 란 언급 그리고 구인

회는 인간최대의 태만에서 부침중이오 팔양이 탈회했오 잡지 호는 흐지부지오 게을

러서 다 틀려먹을 것 같소 란 언급 등에서도 확인된다

당시의 정황들은 구인회 의 기관지인 시와 소설 이 직접적인 구인회 의 방향성

을 드러내주지 못하거나 시와 소설 이라는 평범 해 보이는 표제 덕택에 별다른 지

향성없이 동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수준에 그친다는 인식의 원인이 되었다 이 외

에 시와 소설 은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등의 한문장쓰기

등을 통해 구인회 의 기교중심주의와 문학적 테크닉을 통한 형식적 실험 을 추구했

다는 평가 또는 문학적 순수성 의 구현 등으로 논의되었다 요컨대 시와 소설

을 통한 구인회 의 문학적 지향점은 문학이 어떤 목적이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들의 문학관은 시종일관 탈이데올로기적

인 지향성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 이란 언급처럼 기존의 예술적 자율성에 기반한 기

존의 미적 모더니티 담론으로 수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어와 문장 기교중심주의의 문학적 테크닉과 형식 에 대한 실험 그

리고 이를 통한 탈이데올로기적인 문학적 순수성의 추구 라는 일반적인 미적 모더니

티 의 가치체계에 따른 평가의 이면에 있다 즉 형식적 실험주의 와 문학적 순수성 의

문제란 카프 리얼리즘에 대비되는 탈이데올로기적 지향성 으로 구인회 의 문학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근대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설명되는 미적 모더니티 로 환

원시키는 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른바 문학적 순수성 에 대한 구인회 의 문학에

대한 해석적 방향성은 오히려 구인회 의 예술적 지향점과 가치의 의미를 삭제시켜 버

리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장영우 정지용과 구인회 시와 소설 의 의의와 유선애상 의 재해석 한국문학연구
호 장영우는 이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구인회 동인지 성격의 시와 소설 은 그
표제가 너무 심상하고 평범하여 오히려 눈에 띈다 동인지나 기관지를 발간할 때 자신들의 문학적
개성이나 지향점 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라면 시와 소설 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관습을 무시하면서 평범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된 평범 속에서 치열한 형
식적 언어적 실험정신이 잠복해 있다는 점에서 이 잡지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명희 시와 소설 과 구인회의 의미 근대 문학과 구인회 상허문학회편 깊은샘
면 예컨대 이명희는 시와 소설 은 문학의 형식적인 측면 특히 언어나 문체에 대해 깊은 관심

다양하고 실험적인 기법의 활용 물상이 주는 외포에의 충실보다는 작가의 내부성에 강조 예컨대 작가
의 개성을 중요시여기는 창작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구인회가 표현론적 예술관을 견지한 단체였음을 드
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구경점은 근대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었음을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고 평가한
다

김아름 구인회의 시와 소설 에 나타난 문학적 글쓰기의 양상들 우리어문연구 집
면 김아름은 시와 소설 이란 표제가 자신들의 문학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투영한채 출

발한 것이 아님을 언표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와 소설 이 보여주는 수필 소설 시 등의
다양한 경향을 아우르는 독특한 균형감각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문학의 순수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일
련의 기획 이라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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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장에서도 검토한 바이지만 박태원과 김기림 이상의 언급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인회 의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지향점은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조선문학을 창

출하는 것에 있었다 이를 비추어 볼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미적 모더니티로서의 예술적

자율성 확립에 대한 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시와 소설 이라는 공통의 바탕 하에서

구인회 의 문학이 추구했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구인회 의 도시 모더니티와 세계의 무의미성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그것을 극복할 미학적 환상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시공간에 대한 추

구는 그들이 시와 소설 에 나타나는 거리와 예술가라는 공통된 모티프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즉 그들에게 기교 란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날개 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지향점이야 말로 이들이 스스로를 이질적이고 교만한 예술가 이자 새로운 조선 문학

의 개척자 로 자평할 수 있게 해주는 근간이 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제로도 이상의 시와 소설 의 서문에 어느 시대에도 그현대인은 절망한다 절망

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또절망한다 라는 에피그람은 구인회 모더니즘이 추구

하고자 했던 현대적 지성의 문제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언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기교 로 대변되는 구인회 의 미학적 방향성이란 이상 자신의 언

급처럼 시대적 지성과 예술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 자신의 말을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진정한 현대인 은 어느 시대라도 절망 할 수

밖에 없다 합리적 모더니티라 근대의 무가치한 계몽과 이성의 사유란 단순히 모든 가

능성을 삭제하고 평준화 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폐허적 세계의 무

의미성에 대한 인식이 곧 절망 이며 그러한 세계를 미학적 으로 초극하기 위해서 기

교 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즉 현대적 지성으로서의 기교란 예술가들이 바라보기에

무의미한 세계를 폭파 혹은 정지 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변용하기 위한 예술적 가치

와 방향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기림 역시 인텔리겐챠 라고 하는

것은 끈어진 한 부분이다 전체에 대한 끊임없는 향수와 또한 그것과의 먼 거리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로도 진정 할줄 모르는 괴로운 종족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은 주목

된다 김기림이 진정한 지식인이자 예술가의 표상으로 의미화하는 인텔리겐차 의 존재

는 당시 김기림이 목표로 제창했던 전체시 를 연상시키는 전체 를 향한 향수 즉 문

화주의자요 이상주의자 적 완성을 향한 추구를 드러낸다 즉 김기림은 이상의 방향

신범순 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탐색의 한 장면 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으
로 앞의 글 참조 이에 대해 신범순은 시와 소설 에 실린 이상과 정지용 김기림의 시가 모두 거
리에 대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들 모두 거리의 의미를 평범한 것으로 두지 않고 무엇인가 특이한
자신들의 사상적 지형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면 고 언급한다 특히 신범순은 시와 소
설 에 실린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를 토대로 성군 즉 별무리에 대한 인식
을 통해 구인회 가 니체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빛을 내는 예술가 공동체 그룹의 사상적 탐
색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가적 공동체에 대한 신범순의 지적은 본고의 논의에서도 중요
하게 주목되는 부분이다

구인회동인편집 시와 소설 창문사 면
김기림 시와 르네상스 현대와 시의 르네상스 요술쟁이의 수첩에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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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사하게 인텔리건챠 라는 표현을 통해 예술적 가치와 의의라는 높은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해 하루도 진정할 줄 모르는 괴로운 종족 인 예술가적 지향성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상이 언급하고 있는 현대적인 지성과 예술가적 존재는 김기림의 언급과

유사한 맥락에서 그리고 구인회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나비 이미지를 통해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 대한 절망 을 극복하고 초극하기 위한 기교 즉

미학의 날개 로 대변되는 예술적 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그러나 앞서 검

토한 것과 같이 근대에 근대의 비판과 극복은 결코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 란 마지막 구절은 발화의 표면적 맥락에 따라 예

술적 지향의 측면이 모더니티의 문제를 결코 넘어설 수 없기에 그것을 포기 한다는 것

으로만 해석되기는 어렵다

즉 기교 때문에 절망한다 라는 언급은 일차적으로 현대성을 극복하기 위해 창출해낸

기교 즉 예술의 목표가 그것에 의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절망이 탄생시킨 기교 그 자체로서 합리적 모더니티의 층위들을 결코 손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그렇다면 기교 때문에 또절

망한다 라는 말의 알레고리적인 의미는 예술을 현실의 장벽에 의해서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를 비판하고 초극해야 하는 예술을 결코 포기할 수 없

다는 역설적 발화의 차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상이 제시하는 에피그람 의 맥락을 통해 본다면 이상과 김기림의 언급 그리고 박

태원이 이야기한 노력도 천품이다 라는 구절과 정지용의 언어미술이 존재하는 이상

그 민족은 열렬 하리라 라는 발언 역시 순수한 기교중심주의적 태도로 보기 어렵

다 그것은 오히려 예술가의 치열한 고뇌와 노력을 통해서 구인회 가 도달하고자 하

는 미학적 목표를 드러내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시와 소설 이 지향했

던 것은 결과적으로 구인회 모더니즘이 거리 라는 공통된 소재를 통해 도시 모더니

티의 세계를 인식하고 성찰하는 예술을 추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그들의 미학적

김학동편 김기림 전집 면 대의 문학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말하자면 년대의 우
리 신문학 운동 자체가 일종의 르네상스 운동이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 앞에는 우리들이
전대에 구경한 일이 없던 아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 즉 구라파라고 하는 현란한 표본이 갑자기 제
시되었던 것이다 모든 사회적 노력과 문화적 목표는 우선은 이 표본을 바삐 끌어들이는 일이고 다음에
는 그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문화를 새로 발견하는데로 향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늘 문화주
의자요 이상주의자였다

예컨대 시와 소설 서문에 실린 김환태의 에피그람 역시 이상과 김기림 정지용과 박태원 등과 유
사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김환태의 에피그람은 예술이 예술된 본령은 묘사
될대상에있는것이아니라 그를종합하고 재건설하는 자아의 내부성에 있다 는 것이다 김환태의 이러한
언급은 문학적 기교와 테크닉 이상의 문제 즉 묘사될 대상을 종합하고 재건설하는 작가의 내면성과
사유의 문제가 예술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예술에 대한 구인회 의 인
식은 바로 묘사될 대상의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하고 변형하는 데포르마시옹의
방법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변용의 기준점은 김환태의 지적
처럼 세계를 사유하고 인식하며 성찰하는 예술가적 자아의 내부성 에 기반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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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결과물인 텍스트로서의 시와 소설 자체가 바로 구인회 의 미학과 예술 그

자체인 셈이다

이상의 에피그람처럼 예술가로서의 현대적 인 지성을 갖춘 예술가들은 어느시대나

절망할 수밖에 없 으며 또한 기교 를 통해 그 절망을 극복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행하

는 자만이 진정한 예술가일 수 있다 이들이 내성소설 혹은 개인의 내면과 심리 등의

요소를 문제삼았던 것은 불안과 죽음 공포 등 심리적 요소를 통해 세계에 대한 그들의

미학적 사유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지성적 예술의 확립 즉 현대에 대한 절

망적 인식을 통해 합리적 모더니티 를 붕괴시키고 그것을 초극하려는 구인회 의 구

성원들의 문학과 예술의 지향점에 있다 그렇기에 구인회 의 예술가적 산책자적 목표

는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기교로도 손쉽게 돌파될 수 없는 근본적 목표 즉 비근대적이

며 비현대적인 비시간적인 영원성 에 대한 사유로서 귀결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단 회의 발간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시와 소설 은 구인회 모더니즘의 가

장 핵심적 양상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본고가 논의하고자 하는 예술

가적 산책자의 핵심적인 미학성의 문제인 비시간적인 영원성 이 어떻게 텍스트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인회 의 미학적 지향점의 문

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와 소설 의 핵심적 목표 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작품은 박태원의 방란장 주

인 성군 중의 하나 와 김기림의 제야 이상의 가외가전 그리고 정지용

의 유선애상 등이다

이 작품들이 보여주는 다양성 즉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는 소재나 제재의 차이를 고

려해 볼 때 위의 네 텍스트를 하나의 공통된 성향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문제는 소재적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거리 로 대변되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에 대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부정과 이

질적이며 유령적 으로 존재하는 예술가 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긍정에 있다

특히 이러한 예술가적 모티프는 고독과 우울 멜랑콜리 등으로 나타나는 현실과 세

계에 대한 이질성 을 동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예술가적 존재들

의 이질성 과 미학적 사유의 측면은 도시 모더니티의 무가치한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미학적 사유를 긍정하고자 했던 교만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와 소설 을 통해 드러나는 구인회 의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공통적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

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있다 도시 모더니티와 세계와 맞서 싸우는 예술가 의 본질적

형상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본절의 후반부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선 박태원의 작품인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흔히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는 소위 장거리 문장 이라는 박태원의

기교적 실험이 보여준 우수성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서사적 차원에서는 특별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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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보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을 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위 독특한 형식적 실험의 요소가 예술가 로 표상되는 작

품의 주인공의 내면과 심리을 어떻게 알레고리화 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

어떠한 맥락이 드러날 수 있는가에 있다

오늘은 밤에나 들를 생각들인지 자작 도 만성 이도 와있지 않은 점 안이 좀더 쓸쓸하여

그는 세수도 안한 채 그대로 미사에 에게 단장을 내어 달래서 그것을 휘저으며 황혼의 그곳

벌판을 한참이나 산책하다가 문득 일주일 이상이나 수경 선생 을 보지 못하였든것이 생각나

서 또 무어 소설이라도 시작한것일까 하고 그의 집으로 발길을 항햐며 문득 자기가 그나마 찻집

이라도 붙잡고 앉아 있는 동안 마음은 이미 완전히 게으름에 익숙하고 화필은 결코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그림다운 그림을 단 한장이라도 그리지는 못할지도 몰르겠다고

그러한 자기 몸에 비겨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우선 의식 걱정이 없이 정돈된 방안에 고요히 있

어 얼마든 자기 예술에 정진할 수 있는 수경 선생 의 처지를 한없이 큰 행복인거나같이 불어

워도 하였으나 그가 정작 늙은 벗의 집 검은 판장 밖에 일으렀을때 그것은 또 어찌된 까닭인지

그의부인이 히스테리라고 그것은 소문으로 그도 들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실상 자기의 두눈으로

본 그 광경이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어 무엇이라 쉴사이 없이 쫑알거리며 무엇이든 손에 닷

는대로 팽개치고 깨틀이고 찢고 하는 중년 부인의 광태 앞에 수경 선생 은 완전히 위축되어

연해 무엇인지 사과를 하여 가며 그 광란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모양이 장지는 닫혀 있어도 역

시 여자의 소행인듯싶은 그 찢어지고 부러지고 한 틈으로 너무나 역력히 보여 방란장의 젊은 주

인은 좀더 오래 머믈러 있지 못하고 거의 달음질을 쳐서 그곳을 떠나며 문득 황혼의 가을 벌판

우에서 자기 혼자로서는 아모렇게도 할수 없는 고독을 그는 그의 전신에 느꼇다 느끼고

정현숙 박태원 소설의 내부텍스트성 연구 인문과학연구 호 면 정현숙의 방란장
주인 과 그 연작인 성군 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대표적일 것이다 방란장 주인 과 성
군 은 동경에 있는 찻집 방란장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다정한 일상을 그리고 있다 방란장 주인
은 한 작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실험적인 기법의 소설이지만 주제의식은 지극히 전통
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자작 만성이 수경선생 등 불우한 예술
가들의 도움으로 찻집 방란장을 개업하였다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
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찻집 실패가 아니라 종업원 미사에의 거취에 서술의 초점이 놓여있다 돌
아갈 집도 부모도 형제도 가진 것이 아무 것 없는 가여운 미사에를 방란장 주인의 가족으로 받아들
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성군 은 방란장 주인 의 연장선상에
놓인 소설이다 이 소설 역시 경영난에 허덕이는 방란장 주인을 도기 위해 예술가들이 벌이는 해프닝
을 다루고 있는데 미사에는 방란장 주인의 아내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소설 말미에서 예술가들의 예상
과는 달리 음악가 윌리엄텔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 우정과 가족애를 강조하고 있다

구인회동인편집 시와 소설 창문사 면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
나 는 약간의 개작과정을 거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편 박태원 단편선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 문학과 지성사 면 참조 천정환은 소설의 마지막 개작된 부분에 대해서
년 발간된 을유문화사판 성탄제 에서는 느끼고로 끝났으나 원래 시와 소설 에 발표된 첫 번째
판은 느꼇다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년 문장사에서 발행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에서는 느꼈
다 다음에 개짜리 말줄임표를 썼다는 것을 검토했다 해당사항에 대한 지적 이외에도 시와 소설 판
에 수록된 판본에 비해 을유문화사판에 수록된 판본은 의미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다수의 쉼표가 추가되
어 있고 부제인 성군 중의 하나가 제외되어 있다 박태원의 개작 의도를 존중하여 느꼈다로 표
기된 마지막 구절만은 을유문화사판의 표기인 느끼고로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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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는 일차적으로 자작 만성이 수경선생 등 불

우한 예술가들의 도움으로 찻집 방란장 을 개업하였다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토대로 돌아갈 집도 부모도 형제도 가진 것이 아무 것 없는 가여운 미사

에 를 방란장 주인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장황하게 서술 하는

서사를 지닌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가 한 작

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실험적 기법의 소설이지만 주제의식은 지극히

전통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작품 이라는 평가를 받거나 혹은 신

숙 등의 표기지명을 통해 일본 제국에 종속된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을 문학 텍스트

로 재현하려는 문학적 시도의 일환 으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해

석들은 작품의 서사 적 차원에만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서 의미화되는 전신화된 고독 의 알레고리적 이미지 즉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

유에 있다 요컨대 서사적인 내용의 문제가 아닌 알레고리적으로 구성된 작가적 사유의

총체성에서 볼 때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는 성군 으로 표기되는

예술가 적 존재의 고독과 우울의 면모에 그 핵심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설의 서사는 방란장 주인 의 불우한 일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인공 스스로 이

야기 하듯이 동업 모나미 가 생기자 방란장이받은 타격은 자못 큰바가있어 그뒤붙

어는 어떻게 한때의농담이 그만진담으로 그것은 참말 한개의끽다점이기보다는 완연 몇

명불우한 예술가들의 전용 구락부인것과같은 방란장의 상황은 이상이 경영했던 다

방인 제비를 연상 시키면서 동시에 일종의 희극적인 유머스러움을 전달해 준다 특

히 소설 말미의 서사에서 순진한 시골처녀인 여급 미사에 와의 결혼이라는 헛된 꿈을

꾸는 방란장 주인의 내면이 길게 묘사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일종의 아이러니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박태원이 표현 묘사 기교 창작어록 에서 언급한 현대에 대한

우수한 암면묘사 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작가적 면모 그리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의 마지막 장면의 어머니의 결혼에 대

정현숙 박태원 소설의 내부텍스트성 연구 앞의 글 면
권은 제국 식민지의 역학과 박태원의 동경 텍스트 서강인문논총 호 면 권은

은 박태원의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는 동경 모티프를 분석하면서 텍스트의 무의식 속에 이른바 동경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내제되어 있으며 이는 식민지 조선이 제국 일본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종속됨으
로서 발생한 필연적 현상 이라고 평가한다 즉 권은은 박태원의 텍스트들이 일본 제국에 종속된 조선
의 식민지적 현실을 문학 텍스트로 재현하려는 문학적 시도의 일환 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의 해석은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와 성군 에서 나타는 구인회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 즉 정지용과 김기림 이상 등으로 나타나는 예술가적 존재가 지니는 고독과 우울의 면모를
제외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구인회동인편집 시와 소설 앞의 책 면

이에 대해서는 박태원 판 들어먹기 조곰전의 제비 조선중앙일보 참조 박태원
의 삽화로 표현된 다방 제비의 상황은 늘 손님은 없으며 마담은 어델가고 전화는 떼가고 나나오라
전축 은 팔아먹고라는 유머스러운 문장과 삽화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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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 로 표상되는 현실에의 굴복과 동일한 맥락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도시 모더니티의 현실과 세계의 무가치함이란 특히 소설의 말미 수경선생 의 존재를

통해 정확히 드러난다 안정된 삶과 예술에 대한 정진을 보여주는 수경선생의 존재는

방란장 주인에게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우선 의식 걱정이 없이 정돈된 방안에 고요히

있어 얼마든 자기 예술에 정진할 수 있는 수경 선생 의 처지를 한없이 큰 행복인거

나같이 여기는 주인공의 심리를 통해 제시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혹은 풍자적으

로 수경선생조차 무엇이든 손에 닷는대로 팽개치고 깨틀이고 찢고 하는 중년 부인의

광태 앞에 수경 선생 은 완전히 위축되어 연해 무엇인지 사과를 하여 가며 그 광란

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처지에 처해있다는 점은 결혼이라는 안정된 생활을 꿈꾸는

주인공의 생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경선생이 처

한 아이러니한 모습에 대한 풍자를 통해 방란장 주인인 예술가 적 존재가 인식하게 되

는 고독 의 알레고리적 층위에 있다 이러한 고독 과 우울의 멜랑콜리적 감각은 불우

한 예술가의 존재가 미사에와의 결혼 으로 상징되는 현실의 맥락에 결코 합치될 수

없는 이질적 존재로 이미지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수경선생의 아내가 보여준 히

스테리컬 한 장면을 보고 거의 달음질을 쳐서 그곳을 떠 나 도망치는 예술가는 스스

로 헛되이 꿈꿨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의 이면 과 파국 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방란장 주인 의 내면적 심리가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알레고리적 맥락이란 그곳을 떠나며 문득 황혼의 가을 벌판 위에 자기 혼자로서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고독을 그는 그의 전신에 느끼고 라는 구절을 통해 제시되

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이 구절에서 느꼈다 에서 느끼고 로 개작된 부분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달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 즉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예술가적 존재의 고독 과 우

울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방란장 주인 으로 표상

되는 예술가이며 성군 적 존재는 결코 일상적인 삶의 안정과 평안함으로 귀환할

천정환편 방란장 주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면

년 을유문화사판 성탄제 에 개작된 이 구절은 특히 문득이라는 표기 앞에 쉼표가 두 번 표현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우선 문득 에 부여된 쉼표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서 벌어진 안정되어 보이는 수경 선생의 삶의 이면을 드러내는 장면과 예술가의 고독을 드러내는 두
부분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분해주는 역할로서의 쉼표
라면 문득의 앞과 뒷부분에 두 번씩 붙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태원은 이를 두 번 표기해
줌으로서 앞선 수경선생이 당하고 있는 삶의 이면과 방란장 주인의 고독을 구분하려 함을 보여준다
박태원이 개작했던 방란장 주인 의 콤마가 보여준 독특한 형식적 실험이 인물의 내면적 심리와 어
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은혜 메타 서술 상황의 제시를 위한 장문 실험 방란장 주
인 의 문체적 특징 연구 구보학보 집 면 참조 박태원의 실험적 문장의 문제를 검토
한 서은혜는 방란장 주인의 심리 및 그것을 서술하는 서술자의 태도 가 더욱 부각되는 작품의 후반부
에 콤마의 빈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방란장 주인 의 콤마가 인물의 인식을 순차적으
로 드러내는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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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따라서 미사에와의 결혼 혹은 수경선생의 결혼생활로 표상된 안정 이 불가능

하다는 상황에 대한 실망으로만 고독 을 단순화시키기는 어렵다 현실과 세계로부터

거부 당 한 방란장 주인의 우울은 단순한 실망이 아닌 그의 전신에 느껴질 정도로

처절한 멜랑콜리적 감각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 혼자로서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도 같은 묵직하고 깊은 고독 의 감정은 방란장 주인 으로 표상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가 세계로부터 거부 당해있으며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이탈 해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알레고리화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는 단순히 서사 적 맥락으로서

만 그 내용과 의미가 온전히 전달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설의 말미의 짧은 문장과 이미

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방란장 주인의 고독 은 애욕 이나 소설가 구

보씨의 일일 등 박태원이 보여준 일련의 예술가 소설 에서 드러난 좋은 소설을 쓰

겠다 라는 맥락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세계의 평안함과

안정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예술가적인 이질성 의 영역을 형상화하는 것에 있다 이질

적 존재로서의 미적 주체 혹은 무의미하며 무균질한 평균적 세계에 대한 거부 이자

증오 로 일관할 수 있는 교만한 데포르마시옹의 예술가적 산책자는 시와 소설 에

수록된 김기림의 제야 와 이상의 가외가전 그리고 정지용의 유선애상 을 관

통하고 있는 핵심적 유사성 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이상이 최재서의 모랄에 대해서 예술적기품운운은 씨 최재서 인용자

주 의 실언 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언급과도 동일한 층위를 지닌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 로서 집약되는 구인회 의 현대적인 새로운 조선문학의 층위는 말하자면 현실

에 대한 이탈 과 예술에 대한 추구를 위한 이미그란트 이방인 적 존재로 스스로를 인

식시키는 것으로서 가능했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결혼과 생활로 대변되는 도시 모더니

티의 세계에 대한 이질성 의 가치와 존재론적 맥락이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데포르마

시옹의 핵심이자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기본인

세계관이자 미학적 사유의 근간이다 그것은 평균적 군중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유

령적 인 존재들의 예술이기도 하다 이러한 테마는 김기림의 제야 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광화문 네거리에 눈이오신다

꾸겨진 중절모가 산고모가 베레 가 조바위가 사각모가 샷포 가

모자 모자 모자가 중대가리 고치머리가 흘러간다

거지아히들이 감기의위험을 열거한

노랑빛 독한 광고지를

군축호회와함께 뿌리고갔다

이상 사언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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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들이 주린 상어처럼

살기 띤 눈을 부르뜨고

사람을찾어 안개의해저로 모여든다

군축이될리있나 그런건

목사님도조차도 믿지않는다드라

마스크 를 걸고도 국민들은 감기가 무서워서

산소호흡기를 휴대하고 댕긴다

언제부터 이평온에 우리는 이다지 특대생처럼 익숙해버렸을까

영화의 역사가 이야기처럼 먼 어느 종족의 한쪼각부스러기는

조고만한 추문에조차 쥐처럼비겁하다

나의외투는 어느새 껍질처럼 내몸에 피어났구나

크지도 적지도않고 신기하게두 꼭맛는다

김기림 제야 부분

우선적으로 제야 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의 제목인 제야 즉 새해가 오기전의 마

지막 날인 월 일이란 시간에 있다 이는 제야 의 전체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기능하는데 섣달 그믐날이란 시간은 분명 한해의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어둡게 저물어가는 시간인 동시에 눈이 오시는 광화문 내거리 의 새해맞이 준비

를 위해 화려한 풍경들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일 것이다 이러한 제야 의 이중성은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의 가상적인 그러나 화려한 거리 풍경 을 의미화한다 즉 번화한 광

화문 내거리는 중절모와 산고모 베레모와 사각모 등 온갖 모자 로 상징되는 군중들이

넘쳐나는 일종의 지옥 같은 풍경으로 데포르마시옹 되는 것이다 이 화려하지만 사실

은 지옥 과도 같은 근대적 현실과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거지아히들이 감기의 위

험을 열거한 노랑 빛 독을 품은 광고지 와 군축호회 등 신문기사의 이미지들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협적이고 어두운 근대의 이미지들이 왜 감기의 위험 이라고 언

급되는 가에 있다 감기 가 사실상 치명적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감기 와

도 같은 군축호회 의 기사나 노랑 빛 독을 품은 광고지 는 근대의 군중들이 현실과 세

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매개체로 기능한다고 판단된다 즉 차 세계

대전을 앞둔 파시즘의 발흥 등 군축호회 로 상징되는 심각해져만 가는 세계정세나

김기림 제야 시와 소설 앞의 책 면
정영효 광화문 통 소멸과 신생의 거리 유람 스 광화문통 제야 에 나타난 경성 인식

을 중심으로 어문학 호 면 정영효는 김기림의 풍자의 방법론이 년대 점차 팽
배해가던 근대성의 부정과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김기림 시에 나타나는 광화문은 역사성
이 결여된 소비적 도시인 경성의 일부이면서 근대와 식민지를 부각시키는 매개로 자리한다 고 지적한
다
이는 년 월부터 국제연맹 주도로 열렸던 제네바 군축회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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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품은 광고전단 등의 심각한 근대의 어둠과 이면은 모자 로 상징되는 군중들에겐

단지 감기 와도 같이 귀찮은 것에 해당할 뿐이다 김기림은 이러한 군중의 존재들을

감기가 무서워서 산소호흡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국민 의 이미지로 제시하는데 이들에

게 감기의 위협 은 군중의 존재들이 특대생처럼 익숙해져 버린 평온 과도 같다는 점

은 중요하다 전쟁이 터져가는 심각한 세계의 정세나 광고지 로 대변되는 자본의 물결

은 화려한 광화문 거리를 즐기는 군중들에겐 마치 감기 와 같이 별 치명적이지도 않고

무가치한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군중들이 가득한 화려한 연말 의 광화문 네거리의 시간 속에서 시인이 바라

보는 제야 의 풍경은 결코 희망차게 제시되지 않는다 전차들이 주린 상어처럼 살

기 띈 눈을 부르뜨고 사람을 찾아 안개의 해저로 모여 드는 거리의 풍경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안개의 해저

와도 같이 무겁고 우울한 이미지로 알레고리화된다 그것은 예술가적 산책자의 도시 모

더니티에 대한 인식과 사유를 제시하는 하나의 시선 을 함축한다

즉 영화의 역사가 이야기처럼 먼 어느 종족의 한쪼각부스러기는 조고만한 추문에

조차 쥐처럼비겁 한 군중들 속에서 예술가적 주체는 외투 즉 옷 으로 상징되는 자신

의 이질적 세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로 제시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자신의

육체와 분리될 수 없는 껍질처럼 내몸에 피어 난 크기도 작지도 않은 신기하게도 꼭

맞는 외투 는 모자들 로 상징되는 군중과 제야 의 예술가적 주체를 구분해주는 역

할을 담당한다 이는 보들레르적으로 옷 이 댄디즘과 예술의 상징이 된다는 점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옷 을 통해 군중들과는 구분 되어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

의 존재는 세계를 조망하고 인식하는 자신의 미학적 사유를 행하는 주체성을 드러낸다

아들들아 여기에 준비된 것은

어여뿐 곡예사의 교양이다

나는 차라리 너를 들에 노아보내서

사자의 우름을 배호게하고십다

컴컴한 골목에서 우리는 또

차디찬손목을 쥐였다놓을게다

그리고 뉘우침과 한탄으로 더려펴진

간사한 일년의 옷을찢고

피묻은 몸둥아리를 쏘아보아야 할게다

스위스에서 개최된 국제연맹 주최의 회의였는데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으로 인해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협상은 년에 일본과 히틀러가 집권한 나치독일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별다른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국제정세는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발흥 등 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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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네거리에 눈이 오신다 별이 어둡다

몬셀경의 연설을 짓밟고 눈을차고

죄깊은 복수구두 키드구두

강가루 고도반 구두 구두 구두들이 흘러간다

나는 어지러운 안전지대에서

나를 삼켜갈 상어를 초초히 기다린다

김기림 제야 부분

예술가적 산책자의 시선 속에서 알레고리화된 광화문 네거리는 단순한 도시거리에 대

한 묘사로 파악되기 어렵다 김기림은 도시 모더니티의 환등상 판다스마고리아 의 풍경

즉 거리의 무의미성을 전차 상어 와 독이든 광고지 를 마치 감기처럼 여기며 제야의

환락을 즐기는 군중들을 통해 이미지화한다 그러한 무가치한 세계에 대한 평가와 인

식이란 그의 언급처럼 평균적 군중들을 즐겁게 해줄 뿐인 어여뿐 곡예사의 교양 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렇기에 이 도시의 무의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아이들 의 존재는 시

의 맥락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김기림이 제시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지성적 사유는 바로 아이들 을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아들들 은 화려하지만 사실상 조그마한 추문 과도 같은 도시 모더니

티의 세계로부터 이탈한 자들이며 동사에 무균질한 세계가 감추어둔 피묻은 몸뚱아리

를 쏘아보아야 할 존재들로 의미화된다 그들은 도시와 거리 즉 모더니티의 무의미성

을 넘어선 들판에서 사자의 울음소리 를 갖출 수 있는 존재들로 제시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말하자면 아이들 의 존재만이 눈이 오며 별은 어두운 죄많은 구두들이

넘쳐나고 있는 광화문의 제야 속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찾으려

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세계의 위험과 불안이라는 독이든 광고지 로서

의 자본주의와 파시즘의 발흥으로 실패하고 있는 짓밟힌 몬셀경의 연설 을 감기 처

럼 가볍게 여기는 군중들의 환락 을 거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세계의 거짓 평온에 특

대생처럼 익숙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도시의 모더니티의 황폐함과

김기림 제야 시와 소설 앞의 책 면
신범순 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탐색의 한 장면 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으

로 앞의 글 면 신범순은 이 사자의 울음의 개념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등
장한 낙타 사자 아이의 변용단계인 사자의 맥락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니체적 초인사상의 맥락으로 해
명한 바 있다

시와 소설 이 발행된 시기가 년 월이고 위의 기사가 발행된 것이 년 월이라는 점을 고
려했을 때 여기서 언급된 몬셀경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영국측 대표로 참석했던 몬셀을 지칭하는 것
으로 보인다 제네바 군축회의의 영국측 대표였던 몬셀경의 연설에 대한 기사는 벽두 영몬셀대표 일
본질문에 답함 동아일보 에서 확인된다 기사의 내용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몬셀 영국
대표가 일본 측의 질의에 답변했다는 것이며 영국 대표인 몬셀이 군축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기로 결정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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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함을 극복할 예술가적 주체의 잠재성을 알레고리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외가전 에서 보여지는 늙은 소년 의 존재 혹은 무서워하는 아이 에서 무

서운 아이 로서의 변용을 핵심적 테마로 하고 있는 오감도 시제 호 에 등장하는 아

해 들의 존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근대를 비판하고 초극할

수 있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할 수 있는 무서운 아이들 이자 예술가적 산책자

의 존재는 죄많은 구두 구두 구두들이 흘러넘치는 근대적 거리를 어지러운 안전지

대 즉 언제든지 붕괴될수 있고 파괴될 수 있는 불안정한 안전지대 로 인식한다 따라

서 제야 의 마지막 구절에서 전차 상어 에게 삼켜지기를 초초히 기다리는 시적 화

자의 존재는 표면상의 맥락처럼 도시 모더니티 세계의 무가치함에 굴복한 것으로 파악

되기 어렵다

요컨대 제야 에서 의미화되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지닌 아이들의 존재란 죄깊은

구두들 로 알레고리화된 거리를 회한의 시선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그

러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이질성을 숙고하는 사자와 같은 아이들 인 예술

가적 주체를 형상화한다 이러한 아이 의 존재는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처럼 세계 속에

머물수 없는 고독한 예술가적 존재이자 동시에 이상의 가외가전 에 등장하는 노야

인 기색인듯한 소년 의 존재와 동질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될 수 있다 즉

가외가전 의 시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모두 소년이라 하지만 노야인듯 아이 의 존

재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표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훤조때문에마멸되는몸이다 모도소년이라고들그리는데노야인기색

이많다 혹형에씻기워서산반알처럼자격넘어로튀어올으기쉽다 그

렇니까육교우에서또하나의편안한대륙을나려다보고근근히 다 동
갑네가시거리며떼를지어답교한다 그렇지않아도육교는또월광으

로충분히천칭처럼제무게에끄덱인다 타인의그림자는위선넓다 미

미한그림자들이얼떨김에모조리앉아버린다 앵도가진다 종자도연

멸 한다 정탐도흐지부지 있어야옳을박수가어쨓서없느냐 아마아

버지를배반한가싶다 묵묵히 기도를봉쇄한체하고말을하면사투리

다 아니 이무언의훤조의사투리리라 쏟으랴는노릇 날카로운신

단 이싱싱한육교그중심한구석을진단하듯이어루맍이기만한다 나날이

썩으면서가르치는지향으로기적 히골목이뚫혔다 썩은것를이낙차나

며골목으로몰린다 골목안에는치사스러워보이는문이있다 문안에

는금니가있다 금니안에는추잡한혀가달린폐환 이있다 오 오

들어가면나오지못하는타잎기피가장부 를닮는다 그우로짝바뀔구두

가비철거린다 어느균이어느아랫배를앓게하는것이다 질다

반추한다 노파니까 마즌편평활한유리위에해소된정체 를도포한조

름오는혜택이뜬다 꿈 굼 꿈을짓밟는허망한노역 이세기의곤비

와살기가바둑판처럼넓니깔였다 먹어야사는입술이악의로구긴진창



- 389 -

우에서슬몃이식사흉내를낸다 아들 여러아들 노파의결혼을거더

차는여러아들들의육중한구두 구두바닥의징이다

이상 가외가전 부분

이상의 난해한 텍스트의 절정 이라고 평가받은 바 있는 가외가전 은 흔히 가외가

인 거리 바깥의 공간을 매춘 과 유곽 등으로 해석하는 경우나 내장기관을 표시하

는 단어들의 등장을 통해 인간의 호흡기관의 모양과 역할 혹은 음식의 소화과정

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내장처럼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 의 공

간 등으로 해석된 바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대체적으로 신체내부의 장기 라는 표면

적 맥락에 집중하여 거리 바깥의 거리 라는 맥락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니 폐환 장부 로 이어지는 단어들의 배치에 의해서 가능한 기존 해석들

은 시의 맥락을 지나치게 소재적인 차원에서 한정시킨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외가

전 의 시적 화자인 모도소년이라고들그리는데노야인기색 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

이다 인간의 신체를 비유하는듯 보이는 단어들이 등장하기에 앞서 제시는 소년이자

노야 인 존재는 신체 로 제시되는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예술가적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적 산책자로의 소년이 노야 로 제시되는 맥락

에 있다 이는 무서워하는 아이 로서의 노야와 무서운 아이 로서의 소년을 동시적으로

상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외가전 의 앞부분에 제시되는 훤조 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마멸되는

몸 을 가진 소년 이 늙은 노야처럼 보이게 되는 이유는 훤조 때문에 마멸된 존재로

제시된다 이는 제야 에서의 모자 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의

화려하지만 무가치한 삶과 연관된 시끄러운 소리 로서 파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

년 이 늙은이가 된 까닭은 소년 자체의 잘못이 아닌 도시 이자 거리 로 표상되는

모더니티의 무의미성 때문에 피폐해지도록 늙어버리게 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즉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표상하는 거리의 무가치함은 혹형에씻기워서산반알처럼자격

너머로튀어올으기 쉽도록 소년을 거리바깥의 거리 로 내쫓아버리는 것이다

이상 가외가전 시와 소설 앞의 책 면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면 이경훈은 이 거리바깥의 거리에 대해 돈과
욕망으로 설계된 매음굴이야말로 거리 바깥의 거리가 아니었겠는가 그곳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상이 들
어간 곳일 터 이 내몸은 돌아온 길손 잘래야 잘 곳이 없어요 광녀의 고백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설계도 같은 세계는 이상의 여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외출 이는 이상 및 이상이 상대한 여자들에게
한꺼번에 작용한다 의 한 의미와 관련되는 것일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이상은 가에는 끝내 들어가지 못
한 것이다 라고 지적한다

조혜옥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 육체의식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면 조혜옥은 시적화자
인 나의 존재를 쇠락해가는 늙은이이자 유곽에 사는 사람으로 파악하면서 썩어가는 유곽은 폐환으로
병들은 육체이며 동시에 질병을 앓는 육체는 유곽과 동질성을 띈다 고 지적한다

권영민편 이상전집 면
김인환 이상 시 연구 양영학술연구논문집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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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았을 때 거리바깥의 거리 에 위치되어진 노야인 소년 의 존재는 현실과 세

계의 합리성에 환원되지 않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로 검토가 가능해진다 그렇니까

육교우에서또하나의편안한대륙을나려다보고근근히산다 라는 거리바깥의 거리에 위치한

소년은 도시 모더니티 세계를 표상되는 편안한대륙 을 육교 위에서 조감 하며 근근히

살고 있는 우울하고 고독한 즉 오감도 의 까마귀 적 성찰이 가능한 예술가적 존재

와 유사하다 그렇기에 육교의 공간은 답교 다리밟기 하는 동갑네 들이 시시거리며

지나다지만 그들은 거리바깥의 가리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평균적 군중들의 세계

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동갑네 들의 대낮의 시간과 대비되는 천칭 의 반대

편 거리바깥의 거리 인 육교의 공간 속에서 유의미한 것은 대낮과 대비되어 육교 를

출렁거리게 만들 수 있는 월광 이자 달빛 으로 알레고리화 된 시간의 층위뿐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넓은 타인의 그림자 나 얼떨김에모조리앉아버린미미한그림자 등이

침범하려하는 예술가적 주체의 공간은 실낙원 연작의 소녀 와 유사한 의미층위

에서 도시 모더니티의 평균성에 의해 잠식되어 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예술가적 산책자는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와 의미를 상징하는 앵도가 지며 종자가 연

멸 연기처럼 사라지는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러한 아버지 의 법칙이자 모더

니티라는 세계의 절대적 법칙을 위반한 예술가적 주체인 소년에게는 있어야할 옳을

박수가 없 다는 점은 시 초반부의 맥락을 해석할 때 유의미한 논점을 지닌다 이 있어

야할 옳은 박수란 유령적 이고 고독 한 예술가적 산책자가 필사적으로 묵묵히기도를

봉쇄한체말을하면사투리 를 내뱉는 행위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훤조 인 모

더니티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수히 많은 말들과 대립되는 이면 인 사투리이자 말

없는 무언 의 말의 맥락은 예술가의 지성적 사유가 존재함을 의미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 이자 예술가적 존재의 형상화인 무언 의 말 혹은 월

광 의 시간은 가외가전 속에서 싱싱한육교 의 상징성과 동일한 의미맥락을 지니지

만 그것은 무의미한 모더니티의 말을 상징하는 혀 이자 날카로운신단 의 훤조

들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로 이미지화된다 이 양가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성찰적 시선

에 의해서 도시 모더니티라는 육체 의 공간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혀 의 존재들로 인해 나날히 썩으면서 가리키는지향으로기적히골목

이뚫렸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의 내부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낮과

대비되는 월광 의 시간이자 썩어가는 세계와 대립하는 육교 의 공간이자 예술가적 주

체의 영역을 파괴하려는 거리 즉 모더니티의 알레고리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그렇기에 썩은것들이낙차나며골목으로몰리며 그 골목안에 있는 치사스러운 문과 금

니와 추찹한혀가달린 폐환 이란 말하자면 들어가면나오지 못하는 거대하며 추잡 스

러운 모더니티의 무의미성을 육체의 형태로 제시하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짝바뀐구두가비철거 리는 군중들의 모습과 어느균 과 같은 거리 의 공간이

란 아랫배를 앓게하는 병들고 파괴적인 질척한 모더니티의 표상인 셈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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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이미지로 표현된 거리 와 도시의 모더니티란 늙은 자 무서워하

는 아이 이자 소년 무서운 아이 인 예술가적인 산책자인 시적 주체에 의해 반추 되어

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그러나 이 반추 는 무언의 말 이자 사투리처럼 손쉽게 가

능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즌편평활한유리위에해소된정체 를도포한졸음오는해택이뜬다

는 구절은 의미심장한 맥락을 지닌다 소년 이자 노파 로 변용되고 있는 예술가적 산

책자의 시적자아와 대비되는 맞은편 에 있는 넓은유리위에해소 된정체 를

도포한조름오는혜택 이란 정체 즉 좁게는 일제의 식민지적 통치권력이자 제

야 의 군축호외 처럼 파시즘에 의해 차 세계대전이 다가오는 암울한 국제적 정세

그리고 넓게는 도시 모더니티 세계의 무가치함을 집약하는 국가의 통치체계 를 졸음

오는해택 을 드러낸다 요컨대 합리적 모더니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의

시스템이 부여하는 넓고 투명한 유리 는 도시와 거리의 공간 속에 암묵적으로 스며들

어 해소 있게 도포 되어져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권력과 힘에 의해 부정당하는 존재는 실낙원 의 소녀처럼 냉

각된 육체 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직시한다 즉 노파 로 상징되는 늙어버린 소년 의 존

재는 이세기의곤비 와살기가바둑판처럼널리깔 린 상황 속에서 꿈 꿈 꿈을짓밟는

허망한노역 에 저항하려는 꿈 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무서운 아이 이지만 동시에 먹

어야사는입술이악의로꾸진진창위에서슬며시식사흉내를 내는거짓된 여러아들들의육즁

한구두 구두바닥의징 에 의해서 공격받고 스스로가 꿈꾸는 노파의 결혼 을 파괴당하는

무서워하는 예술가적 주체의 존재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무서워하는 무서운 아이는 말

하자면 세계로부터 부정당한 부정하는 존재 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층단을몇벌이고아래도내려가면갈사록우물이드물다 좀지각해서는

함돈균 시의 정치화와 시적인 것의 정치성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호 면 함돈
균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시선의 주체는 그러므로 년대 거리와
자신의 신체를 동시에 포개는 시선으로 정확히 말해서 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으 육체적 감각이기에 지
각 가능한 시대의 병증을 감각하고 진단하는 의사가 된다 시인 이상이 오감도 시제 호 에서 자신으

환자의용태에관한문제 를 진단하는 책임의사 라고 스스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시선
의 주체가 곧 시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게서 이는 까마귀
의 눈으로 세계를 조망하는 오감도를 그리며 사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이 텍스트에서 이 오감도의 풍
경을 조망하는 일은 병을 앓고 잇는 시선의 주체 자신의 몸의 감각을 통해 신체가 된 거리 거리 신체
라는 환자의 진단서를 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형철 가외가와 인외인 이상의 가외가전 에 나타난 일제 감정기 도시화 정책의 이면

인문학연구 호 면 신형철은 기존에는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정체의 맥락을 식민
지시기를 맞이하여 사라진 대한제국이자 넓게는 조선의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인다 식민지 뒷골목 어느 유리에 내리쬐는 햇볕은 이매 해소
되어버린 국가체제를 그 위에 도료를 칠하듯 뒤덮고 있으니 이 햇볕을 받으며 졸고 있는 식민지인들은
복되도다 신형철의 이러한 해석은 햇볕 혹은 대낮의 시간이 식민지라는 정치적 맥락과 깊숙이 관련되
어 있다는 점을 의미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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텁텁한바람이불고하면학생들의지도가매일마다채식을곶인다 객

지에서도리없어다수국하든집웅들이어물어물한다 즉이취락은바로

여드름돋는계절이래서으쓱거리며잠꼬대우에더운물을붓기도한다

갈 이갈때문에견듸지못하겠다

태고의호수바탕이든지적이짜다 막을버린기둥이습해들어온다 구

름이근경에오지않고오락없는공기속에서가끔편도선들을알는다 화

폐의스켄달 발처럼생긴손이염치없이노파의통고 하는손을잡는다

눈에띠우지안는폭군이잡임하얐다는소문이있다 아기들이번번이애

총이되고되고한다 어디로피해야저어른구두와어른구두가맞부딧는

꼴을안볼수있으랴 한창급한시각이면가가호호들이한데어우러져서

멀리포성과시반 이제법은은하다

이상 가외가전 부분

시의 중반부에서 자신의 꿈을 파괴당하는 소년 이자 노파 의 존재를 해석할 때 주목

되는 바는 일종의 목마른 존재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다 물론 연에 등장하는 우

물의 맥락을 근대도시에 대한 식민지 통치권력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논의 도 가능하

지만 보다 핵심은 그 어디에서도 우물 을 찾아볼 수 없다는 알레고리적 이미지 자체

에 있다

특히 약간의 지각 조차 텁텁한바람 처럼 허락하지 않는 정체 즉 도시 모더니티

세계가 지니는 무가치함의 정점인 국가적 통치시스템 의 문제는 당시 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국제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시의 애매모호해보이는 표현을 해석할 때 주목된다

이는 학생들의 세계 인용자 주 지도가요일마다채색을고친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명확

하게 제시된다 군축이 되리라 믿지 않는 제야 의 예술가적 산책자처럼 가외가

전 의 시적 화자 역시 세기의곤비 고난과 고통 인용자 주 와살기가바둑판처

럼깔린 전쟁직전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직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이상의 태도는 독이든 광고지와 될리없는 군축호회를 바라보는 제

야 의 시적 화자와 동일하게 사실상 모더니티의 표상인 거리 의 존재를 무의미한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도리없이다소곳하는지붕들이어물어물한 취

락 의 공간인 도시 모더니티의 공간은 여드름돋는계절 로 표상되는 소년 에게 으쓱

이상 가외가전 시와 소설 앞의 책 면
신형철 앞의 글 면 예컨대 신형철은 식민지 도시화에 내재돼있는 선택과 배재의 원리는 이상

식으로 말하면 길과 길 밖의 길의 분리라는 현상을 낳았기 때문이다 공간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
되면서 그 각각의 공간에는 두 유형의 존재가 분할배치될 것이다 선택된 공간 주체로서의 가
와 배제된 공간 주체로서의 가외가가 그것이다 이상의 관심사는 후자에 있으며 연과 연에서 그
것은 육교와 골목이라는 공간 그리고 소년과 노파라는 주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육교와 골목이 길
아닌 길로서의 가외가라면 노인같은 소년과 폐병걸린 노파는 주체아닌 주체로서의 인외인 이
라 불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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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다잠꼬대위에더운물을붓기도한다 마치 고문 의 한 장면과도 같은 물부음 은 연

에서 보여진 노파에게 가해진 폭력 처럼 소년 에게 행해진 모더니티의 힘과 폭력 을

의미화한다 따라서 소년 이자 노파 인 이 예술가적 주체가 원하는 진정한 것은 더운

물을 붓는 고문이 아닌 이갈 즉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상

의 텍스트를 검토하면서 의미화했던 이른바 무서운 아이 의 존재론이 형상화되는가의

층위와 관련된 것이다

시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무서운 아이 로서의 변용이자 변신 혹은 그 존재론적

의미를 드러내는 기호로 볼 수 있는 해갈 은 무가치한 세계로 의미화되는 거리 가 아

닌 거리바깥 의 월광의 시간이자 태고의호수 에서 출렁거렸을 물 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시적 화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 즉 태고의호수바탕이던지적 의

영역은 단지 짠 짜다 상태에 처해있을 분이다 즉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태고

의 호수 가 사라져버린 도시이자 거리의 공간이란 말하자면 구름이 근경에도 오지 않

으며 유령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기호학적 놀이인 지성적 사유의 즐거움조차 사라져

버린 공기를 지닌다 말하자면 이는 제대로된 사투리 를 말할 수 없도록 편도선들이

앓고 있 을 뿐인 셈이다

이상은 이러한 도시 모더니티 세계의 파국적인 상황을 화폐와의 스켄달 이라는 압축

적 이미지로 제시한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스켄달 에 대한 성찰에서 드러나듯이 경제

적 이익을 위해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국제적 정치의 맥락과 화폐 로 표상되는 자본주

의의 추악한 측면은 말하자면 왜 예술적 산책자의 사유가 근대적 모더니티로 표상되는

거리를 부정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요컨대 시적화자인 이상에게 모더니티로서의 거

리와 도시의 세계란 화폐와의 스캔들 이자 발처럼생긴 추악한 손 에 불과하다 즉 모

더니티의 표상을 그로테스크하게 이미지화하는 발처럼생긴 추악한 손 은 마가쟁 에

서 제시된 상품이 인간을 대체하는 모습 에 대한 소름끼침 과 다르지 않다 즉 세기의

문제에 대해 신음하고 통고 하는 소년 이자 노파 에게 염치없이 손을 잡 는다는 것은

그러한 무가치함의 세계가 이 이질적으로 유령적으로 존재하는 예술가적 주체를 부정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연에 이어지는 눈에띠우지안는폭군이잠입하얐다는소문이있다 는 것은

도포된 유리 와 동일한 맥락에서 판단된다 당시 년대의 국제적 정세가 차 세계대

전을 향한 일촉측발의 전쟁상황에 치닫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히틀러

로 대변되는 파시즘적 존재를 폭군 의 이미지로 묘사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당시 국제적 정세에 대한 이상의 인식과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란명 이상 지도의 암실 을 부유
하는 상하이 이상적 월경과 시의 생애 앞의 책 면 참조 란명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위치를 측정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자살 이것은 상하이 의 요코미쓰와
지도의 암실 의 이상의 사고회로의 친화성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배후에 있는 마음과 죽음의 윤리

및 논리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요코미쓰가 삼키에게 자살을 생각하게 한 것의 문맥상의 이유는
그는 자신에게 자살을 유도하는 모국 일본 인용자 주 의 동력을 느낌과 동시에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모국에 의해서 강요당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삼키가 자살을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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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 의 존재가 눈에 띄우지않는 형태로 이미 우리의 주위에 잠입해있다 는 것은 도

포된 유리 가 부여한 졸음오는 해택 과 유사한 맥락에서 파시즘으로 대변되는 근대적

모더니티의 폭력성이 이미 우리 곁에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폭군 의 존재를 굳이 년 집권했던 히틀러 처럼 구체적으로 추정하지 않더라도

폭군 의 이미지는 자체는 도포된 유리 처럼 도시와 거리의 공간에 국제적인 전쟁의 폭

력 파시즘 으로서 이미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기에 소년 이자 노파 의 존재와

동일한 맥락으로 검토될 수 있는 아기들 의 존재는 세계와 현실의 폭력 에 의해서

번번이애총 어린어이의 무덤 인용자 주 이되고되고한다 즉 어디로피해야저어른구두

와어른구두가맞부딧는꼴을안볼수있스랴 는 시적화자의 발언은 어른구두 로 대변되는

모더니티의 폭력에 의해 소년 이자 노파 와 동일한 존재인 아이 들이 죽어가게 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를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비판적 인식과 사유의 층위는 전쟁 의 맥락 즉 어른구두

와어른구두의 충돌 과 한창급한시각이면가가호호들이한데어루어져서멀니포성과시반이

제법은은하다 라는 구절에서 확정적으로 제시된다 요컨대 한창급한시각이면 가가호

호들이 모이게 되는 등화관제의 상황은 멀니포성과시반 사후에 혈액이 굳어져

사망시간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체에 나타나는 반점 인용자 주 이제법은은하 게

울려버지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당시 상황을 맥락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것은 모국에 대한 책임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모순이며 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식민지 도시 상
하이를 부유하는 이국인이라는 자기인식에서 기인한 허탈감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이상의 그를 괴롭
혔던 것은 문명의 옷이 갖는 근거와 새로운 무덤을 계속 만들어내는 각국의 웃음이며 또 그 웃음에
삼켜진 자국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살은 어디까지나 권해진 것이자 학습이며 죽음에 대
한 역설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한 거절이었던 것이다

이선희 최근의 외국문단 좌담회 삼천리 면 당시 문인들에게 있어서도 히틀
러와 나치스가 등장한 파시즘 세력의 출몰이 중요한 논쟁지점이었다는 점이 확인 된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한 노천명 정지용 김기림 최정희 이하윤 김억 등이 참여했고 삼천리 개벽사 의 기자인 이선
희가 정리한 최근의 외국문단 좌담회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당대 외국문단의 동향을 지적하는
글의 초반부에 이헌구는 힛틀러와 힛틀러의 충견인 선전대신 겟베르스 괴벨스 가 자유스러운 문
학을 선전선동문학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이도 의 전향에 박차를 가한 것은 마 나치
스의 폭거인 듯 하다 고 언급한다 이헌구에 따르면 독일이 나치스 치하에 들자 한낫부터 열까지 예술
의 모든 부문을 정치공작의 선전도구로 쓰자 하엿지요 이러한 의 독재적 정치에 큰 공포와 증악을
늣긴 지이드 는 불란서의 국가표준의 정치도 어날은 결국 여기에 떠러지고 말니라 생각하야 국제주
의로 전신한 경향도 잇는 듯 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헌구의 지적에 대해 김기림은 앙드레 지드나 로망
롤랑 등의 주장이 사회주의 문학과는 다른 형태의 국제주의임을 지적하면서 지금 오늘날 세계사조속
에서 운위되는 인터내쇼날이즘이라 함은 초국가적임은 사실이나 그가 반드시 사회주의적 의철 를 포함
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안슴니다 라고 지적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행해졌던 등화관제와 방공대연습에 대한 기사들은 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등화관제와 관련되어 년 월 일에 개재된 동아일보 의 방공대연습 등과관제 발
표 에서는 내월 십오일부터 삼일간 경기도를 중심으로 오 도에 긍한 방공대연습 중에 일반의 호기
심을 제일 많이 끄는 등화관제는 체신국 전기과와 군부간의 협의가 끝낫으므로 종합연습전에각지방에서
예행연습을 거행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년 월 일 발행된 동아일보 의 등화
관제실시코저 군부와 총독부가 협의 기사에 따르면 소만국경에 괴비행기사건이거듭된후 일소관게의
야릇한추이는여러가지로 긴장미를집중하고잇는중인데 만일의경우를 예상하고 군부와 총독부당국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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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과 노파 로 대변되는 이상의 시적 주체가 이를 결코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즉 화폐의 스켄달 인 자본주의의 면모와 포성과시반이제법은은 한

전쟁에 임박한 국제정치의 폭력 등의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와 거리 란 제야 에서의

독이든 광고지 와 될리없는 군축호회 의 맥락과 동일하게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여기

있는것들은모도가그잡다한방을쓸어생긴답답한쓰레기 와도 같은 것에 불과하다 가외가

전 의 후반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성찰이 무엇을 추

구하는가를 핵심적으로 집약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

여기있는것들은모도가그잡다한방을쓸어생긴답답한쓰레기다 낙뢰

심한그방대한방안에는어디로선가질식한비둘기만한까마귀한마리가

날아들어왔다 그렇니까강하든것들이역마잡듯픽픽씰어지면서방은

금시폭발할만큼정결하다 반대로여기있는것들은통요사이의쓰레기

다

간다 손자 도답재한객차가방을피하나보다 속기를펴놓은상궤웋

에알뜰한접시가있고접시우에삶은계란한개 크로터뜨린노란자
위겨드랑에서난데없이부화하는훈장형 조류 푸드덕거리는바람에방

안지가찌저지고빙원웋에좌표잃은부첩떼가난무한다 궐련에피가

묻고그날밤에유곽도탔다 번식한고거즛천사들이하늘을가리고온대

로건넌다 그렇나여기있는것들은뜨듯해지면서한꺼번에들떠든다

방대한방은속으로골마서벽지가가렵다 쓰레기가막붙 는다

이상 가외가전 부분

가외가전 후반부의 핵심은 여기있는것들은모도가그잡다한방을쓸어생긴답답한쓰

레기다 라고 선언하는 소년 이자 노파 인 그리고 질식한비둘기만한까마귀한마리 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소년이지만 늙은이 고통받는 노파 질식할 것 같은 까마귀는 예

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론적 층위를 연결되어 있는 시의 핵심적 알레고리이다 세계의

모두를 답답한 쓰레기로 가득한 방 이미지로 사유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

는 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아가는 전쟁의 포성이 내리치는 낙뢰심한그방대한 쓰레기의

방 에서 날아들어 온 이질적인 어드로선가질식한비둘기만한까마귀 로서 형상화된다

이 불온하고 이질적인 까마귀 의 조감 에 의해 혹은 세계를 무서워하는 아이 에서

무서운 아이 로 변용되는 가외가 라는 시적 주체의 시선 속에서 거리 로서의 도시 모

하야 대책을 강구중이었든바 그제 일착으로 일즉 작년에 한번 연습한 일이 있는 등화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이 기사에서는 등화관제가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년 월 일 발간된 동아일보 의 등화관제우복완화 는 경성요지방위사령부에
서는 상시관제중의등화관제를 이십삼일오후육 시부터 다음과같이 완하하기로되엇다 는 상황이 확인
가능하다 당시 신문들에서 년 이후 등화관제에 대한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은 등화관
제가 년 발발된 차 세계대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 가외가전 시와 소설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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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티의 세계란 그렇니까강하든것들이역마잡듯픽픽씰어지면서방은금시폭발할만큼정

결 한 무가치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예술가적 산책자에게 군대의 폭력과

힘을 통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강하든 것들 은 더 강한 국가에게 역마집듯픽픽쓰러지

면서 세계란 방 은 금시폭발할만큼 의 전쟁 으로 인해 가득 차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힘의 논리만이 무한히 반복되는 정결 한 세계의 영원회귀적 반복에 그칠 뿐이다 이러

한 세계 의 반대 편 즉 여기있는것들 로 형상화되는 화폐의 스켄달 로 가득찬 도

시 의 공간 역시 제야 의 밤을 즐기는 구두 들의 공간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인

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로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세계적 정세와 마찬가지로 통

요사이의 쓰레기 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 으로 표상되는 파시즘 적 국제정치의

상황과 그에 대비되어 평온 해 보이지만 사실상 화폐의 스켄달 로 가득찬 도시의 거

리 를 모두 쓰레기 에 불과한 것으로 선언하는 예술가적 산책자는 이 선언을 통해 스

스로의 지성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를 드러낸다

그렇기에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간다 라는 구절은 의미심장하게 파악될 필요

가 있다 이 간다 라는 구절은 명시적으로 주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인 지시 대상을 명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다 라는 표현의 주체를 소년 노파 까마귀

의 존재로서 파악해본다면 이는 예술가적 주체인 시적 화자가 가려 하는 어딘가가

쓰레기 같은 추잡한 모더니티의 세계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구절은 간다 라는 구절 다음에 이어

지는 손자 도답재한객차가방을피하려한다 는 언급일 것이다

이때 손자 의 존재란 당시 중국과 만주 일대에서 벌어졌던 일촉특발의 전쟁상황과 관

련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즉 손자병법의 손자 란 당시의 중국의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을 표상하며 손자 도탑재한객차 란 만주국 이나 상해 의 복잡한 국제적

전쟁의 상황을 가리키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이다 그렇기에 손자 도탑재한객차 란

구절은 모더니티의 정점인 전쟁 과 이익을 위한 화폐의 스켄달 의 영역안 방 의 존재

를 거부한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외가전 의 후반부는 시적 주체인 예술가적 주체가 전쟁 과 화폐 로

년 일제가 일으킨 만주사변은 년 괴뢰국가였던 만주국건설로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있다
시피 관동군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앞세워 년 만주국을 통해 만주지역을 통치했다 실레
로 시와 소설 이 발간되었을 년 월 전에 만주와 관련된 기사를 확인해보면 년 월 일

동아일보 는 만주와 외몽고 국경분쟁문제 에서는 만주국과 외몽고정부가 합아빈지역을 두고 지
속적으로 분쟁이 발생된 탓에 양국대표의 회의가 개최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소련측과 협력했던
외몽고정부가 일본과 결탁되어 있는 만주국간의 대립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다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년 월부터는 소련 외몽고정부와 일본 만주국간의 국경분쟁과 충돌이
심화되었다는 점이 당시 기사로 확인이 가능하다 년 월 일 동아일보 에는 만주측최후통
첩 소련과외몽양정부에 만주측항의를제출 등의 기사가 개제되었으며 동년 월 일 외몽정부
에 대하야 만주측엄중항의 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만주국외교부에서이십오일 외몽공화국정부
에 대하야 최근 빈발하는 외몽병의 불법월경폭격등에 관하야 엄중항의를 발하야 외몽측의 반성을 촉하
는동시에 만몽양국의 정상한 친선관계를 강조하는 여좌한 중요제의를 하였다 는 기사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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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되는 방 의 세계인 거리 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외가 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 따라서 뒷구절에 이어지는 속기를펴놓은상궤웋에알뜰한접시가있고접

시우에삶은계란한개 크로터뜨린노란자위겨드랑에서난데없이부화하는훈장형
조류 의 존재는 긍정적 의미로 파악되지 않는다 전쟁의 속보가 날아드는 속기록 을

펴놓은 상궤 책상 위에 알뜰한 접시 로 표상되는 세계의 추잡한 면모는 그 접시위에

서 난데없이부화하는훈장형조류 를 탄생시키기 세계의 파국을 집약시키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어지는 시의 뒷 구절들은 전쟁 과 화폐 로 인해 붕괴될 세계의 파국이자 카

타스트로피 적 이미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합리적 모더니티

의 정점 에 위치한 답답한 쓰레기 인 전쟁 과 자본의 스캔들 은 끊임없이 훈장 을 수

여받을 조류 들을 탄생시킬 것이다 자신들의 전공 을 자랑하는 무가치한 전쟁의 승리

자들이 푸드덕거리는바람에 세계의 존재 자체를 압축하는 방 은 그것을 둘러싼 방

안지 모눈종이 가 찢겨질 것이며 무의미하고 얼어붙은 세계로 묘사되는 빙원웋에부첩

떼 관아와 장부의 문서들 인용자 주 가난무 하는 파국을 맞이한다 이처럼

무가치한 세계의 파국적 요소들은 소년 노파 까마귀로 이어지는 시적자아와 동궤적 존

재인 궐련 에 피를 묻히고 도시의 이방인 인 예술가가 거주할 수 있는 음지의 유

곽 을 불태워 버린다

이처럼 예술가적 주체들의 이질성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리성의 규준으로 통

일시키는 전쟁과 자본주의라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와 현실은 속에서 번식한고거즛

천사들 은 파국적인 세계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늘을가리고 시시덕거리는동갑네 들처

럼 화려하면서 무가치한 온대로향하며 자신들의 향락을 즐길 뿐이다 따라서 이어지

는 다음 구절인 그렇나여기있는것들은뜨듯해지면서한꺼번에들떠든다 는 구절은 앞선

맥락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해당 구절의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장이 그러나 그렇나 로 시작되어 역

신형철 앞의 글 면 신형철 역시 가외가전 의 마지막 구절을 대파국 카타스트로피 로 파악하
면서 이를 대재앙로서의 대단원 이라고 언급한다 신형철은 속기 훈장 방안지 부첩등의 이미지
들이 식민통치권력의 환유들 이며 그것이 가외가의 공간을 산출해낸 가의 운명 즉 식미농치와 제
국주의의 필연적 파국을 예감하면서 이 시를 끝냈다고 분석한다

이상 무제 맥 김주현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 면 이러한 궐련의 이미
지는 이상의 유고작인 무제 궐련기러기 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무제 궐련기러기 의 첫 구
절에서 시적화자는 내 마음에 크기는 한 개 궐련 기러기만하다 라고 언급한다는 점 그리고 궐련 담
배 의 존재가 일종의 예술가의 표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상 자신의 예술가적 정체성을 상징
한다고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범순은 이상 자신의 모든 사상과 그에 관련된 상징적 기호
가 담긴 담배는 바로 이상 자신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앞의
책 면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곽의 존재는 각혈을 하는 육체를 표상 조혜옥 한다거나 혹은 매매춘이 이루어

지는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부정적 요소 이경훈 등으로 해석되었지만 날개 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방처럼 도시 모더니티의 공간으로부터 배제되며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이탈된 이방인들 인와인 의 공
간으로 파악하는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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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의 맥락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접의 맥락 때문에 앞선 거짓천사 와 온대

와 의미상 대립되는 것으로 그렇나여기있는것들은뜨듯해지면서한꺼번에들떠든다 를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이상 텍스트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그렇나 라는 표기는 단순한

역접이 아닌 의미상 강조 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앞서 이어진 번식한고거깃천사들 의 무의미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여기있는것

들 의 존재가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다면 여기있는 방의 세계이자 도시의 거리이자 모더니티의 정점인 여기있는것들 은

모두 끊임없이 번식하는거짓천사들 이 향하는 온대 의 세계처럼 뜨듯해지면서한꺼번

에들떠 들며 부풀어오를 것이다 요컨대 표상되고 이미지화된 모더니티의 자체 혹은

전쟁과 화폐로 인해 무가치하도록 타락한 방대한방 이란 속으로 곪아 갈 것이고 쓰

레기는막불어날 것 이란 파국적 이미지가 가외가전 의 후반부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인 셈이다

지금까지 고찰해본 것처럼 전쟁의 폭력과 화폐의 힘으로 표상되는 가외가전 의

파국적 카타스트로피 이미지들은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이상이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세계를 어떻게 사유하고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상 텍스트가 지닌

난해함 의 절정으로 평가된 가외가전 은 시와소설 에서 동시적으로 실린 박태원

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와 김기림의 제야 그리고 추후 살펴볼

정지용의 유선애상 등과 같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분석되기 어

렵다 특히 제야 에 군축호외 로 상징되는 당대의 국제적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

는다면 가외가전 의 의미는 여전히 이해될 수 없는 이미지의 난해한 연속으로 평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령적이고 이질적인 예술가적 정체성을 통해 근대 모더니티의

근본적인 무가치함을 사유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호론적 놀이 즉 지성적이고 현대적

인 예술 의 가능성을 탐색하려 했다는 점에 있다 구인회 가 추구한 새로운 조선문학

의 방향성은 바로 이를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

나 에서 박태원이 제시하는 예술가의 고독과 우울이라는 멜랑콜리의 시선 속에서 도

이에 대해서는 조영복 이상 텍스트의 잠재된 음성성과 발성의 문자학 그렇나 그렇면 등의
표기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호 면 참조 이상 텍스트의 원본

표기를 검토한 조영복은 이상이 의도적 맥락에서 그러나 그러면 등과 그렇나 그렇면등의 표기를
동시적으로 사용했으나 후대의 전집작업시 이 같은 정황이 제외된 체 모두 그러나 그러면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검토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표기의 의도된 구분은 단순히 문법의
식의 미숙함이나 우리말 운용능력의 미비가 아닌 발성 과 음성성 의 차원에서 그러나 그러면 등과는
다른 의미체계를 지니는 것이다 조영복은 당시 맞춤법이 제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상 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맞춤법쓰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이를 역접의 의미가 아닌 음가를 통해 강조하는
발성의 맥락으로 검토했다 이상이 그렇면 그렇나를 완고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반영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상은 을 통해 이 잠재된 목소리를 상상하게 한다 의 구술적 효과는 씌어진 텍
스트와 말하는 담론의 차이를 해소한다 음가를 고려해서 읽게 되면 앞의 예문들의 그렇나 그렇
면은 모두 강한 어조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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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더니티 세계의 현실의 안정감은 무의미한 것으로 제시된다

즉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구인회 문인들이 바라보는 세계란 김기림의 제야 와

이상의 가외가전 에서 제시되듯 자본과 화폐의 스캔들 로 가득찬 균질하고 또한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세계를 부정하는 예술가로서의 지성적인 시선 혹은

예술가적 산책자로서의 이질적인 정체성의 잠재적 가능성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의 문

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인회 의 예술가적 산책자의 면모를 가장 뚜렷

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정지용의 유선애상 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오리 이숭원 자전거 권영민 자동차 황현산 이숭원 악기 신범순 축음

기 소래섭 등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던 유선애상 의 맥락은 제야 와 가외가

전 의 연결된 맥락처럼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에서 등장한 세계로부

터 이탈된 이방인 적 예술가의 면모로서 검토할 때 그 추상적 인 의미가 파악 가능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었던 이른바 유선애상 의 추상성은 사실상 이 유선 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그 중심에 있었다 유선애상 의 유선

의 존재를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다종다양한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시적 대상

을 구체적인 대상인 자동차 또는 유선형 으로 표상되는 근대성에 대한 논의로 집약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지적들처럼 유선애상 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적 대상을 특정한

하나의 사물로 환원하려는 해석보다는 오히려 시적 이미지들의 지닌 다양성을 꿈 과

환상적 이미지의 맥락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 요컨대 시적 대

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이해가능한 소재인가는 유선애상 을 해석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절은 유선애상 의 시적 대상의 존재를 도시 모더니

티라는 세계속에서 존재할 악기 이자 유랑악사적인 예술적 존재 의 형상화로 검토해보

고자 한다

특히 유선애상 은 애상 즉 멜랑콜리적 감각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주

목할 수 있다 이는 시와 소설 에 실린 박태원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의 작품들이

이에 대해서는 신범순 정지용 시의 병적인 헤매임과 그 극복의 문제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
은 주체 앞의 책 면 조영복 정지용의 유선애상 에 나타난 꿈과 환상의 도취 앞의 글 소
래섭 정지용 시 유선애상 의 소재와 의미 앞의 글 참조 이 연구들은 각각 시적 소재의 대상을
악기 신범순 자동차 조영복 축음기 소래섭 등으로 다르게 파악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유선애
상 이 지니는 폭넓은 꿈의 이미지를 통해 시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텍스트를의 시적 대상을 하나의 현실적 대상으로 환원하려는 해석은 유선애상 이 지
니는 폭넓은 이미지의 변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은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신범순 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탐색의 한 장면 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으
로 앞의 글 면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신범순의 유선애상 에 대한 논의는 주목될 필
요가 있다 신범순은 악기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여 유선애상 에 대해 거리의 교양을 넘어서는 삶
의 예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추구했다 그는 근대적 패션의 거리인 아스팔트 위에 떠도는 유량예술
을 고귀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구원할 수 있는지를 시적으로 탐구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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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부적 소재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세계로부터 이탈된 이질적 미

학의 주체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사유에 토대해 있다는 점에 기반한 것이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근간인 이질성 의 층위는 유선 이 지니는 애상 즉 멜랑콜리

의 양상이 어디로부터 유래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전술했던 것처럼 이들

의 멜랑콜리적 감각은 세계의 무가치함과 무의미성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 핵

심적이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유선애상 의 중요한 해석상 측면은 유선 형 악기이자 유랑악

사적인 시적대상의 존재를 무엇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점은 현 악기이자 악사의 존재로 제시되는 예술가적 산책

자의 미학적인 사유와 인식의 층위가 보다 중심적이다 이를 해명할 때 비로소 유선

애상 은 그 세부적인 맥락이 검토될 수 있다

생김생김이 피아노보담 낫다

얼마나 뛰여난 연미복맵시냐

산뜻한 이신사를 아스 트우로 꼰돌란듯
몰고들다니길래 하도 딱하길래 하로 청해왔다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조 들었다

열고보니 허술히도 반음키 가 하나 남었더라

줄창 연습을 시켜도 이건 철로판에 밴 소리로구나

무태 로 내보낼 생각을 아예 아니했다

애초 달랑거리는 버릇 때문에 구진날 막잡어부렀다

함초롬 젖어 새초롬하기는새레 회회떨어 다듬고 나슨다

대체 슬퍼하는 때는 언제길래

아장아장 꽥꽥거리기가 위주냐

허리가 모조리 가느러지도록 슬픈행렬에 끼여

아조 천연스레구든게 옆으로 솔쳐나쟈

정지용 유선애상 부분

유선애상 을 현악기이자 유랑악사적 존재이자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로서

검토할 때 주목되는 바는 첫 구절에 등장하는 생김생김이 피아노보담 낫다 얼마나

정지용 유선애상 시와 소설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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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연미복맵시냐 라는 표현이다 산뜻한 신사 로 묘사되는 악기 예술가의 존재

는 생김새가 피아노보다 나으며 뛰어난 연미복 맵시 를 지닌 존재로서 의미화된다는

점에서 유선형 몸체를 지닌 바이올린과 유사한 현악기 이자 연미복 으로 상징되는 유

랑악사적인 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악기이자 동시에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도시 모더니티 세

계라는 근대적 거리의 공간에서 아스팔트 위에 꼰돌라인듯 몰고들 다니며 군중들에

게 그 본질적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있다 악기의

이미지와 연동된 유랑악사적 이미지는 시적 화자에게 애상 즉 멜랑콜리를 불러일으

킨다 시적화자가 예술가적 존재를 표상하는 악기 유랑악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하루 청해온다는 것은 시적대상인 악기 유랑악사와 시적화자인 예술가적 주체가 애상

의 감정을 통해 분리 불가능한 동질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예술가 인 시적 화자의 존재는 아스팔트로 표상되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악기 예술의 존재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된다 따라서

연으로 이어지는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조 들었다 열고보니 허술히도 반음키 가

하나 남었더라 라는 구절은 그렇기에 악기로 묘사되는 시적대상과 예술가 인 시적 화

자의 존재가 서로 익숙 하고 편안한 관계이며 동시에 그것의 본래적 맥락인 예술가의

잠재적 가능성과 존재론적 맥락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스

팔트위에 곤돌라처럼 굴려졌던 이 악기 의 존재는 가외가전 의 노야 와 유사하게

정확하게 조율이 되어 있지 않고 반음 키 가 남아버린 불완전하고 고장나 버린 불행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불행 하며 고장난 악기 예술가의 이미지는 이질적이며 유령적인 예술가적 산책자

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리와 도시 모더니티 세계에 의해서 가능

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악기 예술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거리에서 굴려지

다 망가진 상태라는 핵심적이다 훼손된 현악기의 존재는 거리에 의해 부상 당했기 때

문에 시적화자인 예술가가 악기의 본래적 가치 예술 을 회복시키기 위해 줄창 연습을

시켜도 이건 철로판에 밴 소리 밖에 내지 못한다 이 현악기는 불행히도 고장난 상태로

는 제대로 된 악기의 소리 즉 예술적이고 지성적 사유를 표상하는 음악을 들려주기 어

렵다 시적 화자가 현악기 로 표상된 시적 대상의 존재를 그래서 무태 무대 인

용자 주 로 내보낼 생각을 아예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에 이어지는 애초 달랑거리는 버릇 이란 표현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악기로 대상화되는 시적대상의 존재가 다시금 어떤 소리 를 내고 싶어한

다는 점을 의미화한다 이는 악기 예술가의 본질인 훌륭한 음악 과 예술의 양상을 다

소래섭 정지용 시 유선애상 의 소재와 의미 앞의 글 면 소래섭의 경우 시의 연에 등
장하는 이미지들을 토대로 오리 택시 담배파이프 자전거 안경 등의 해석이 피아노와 현악기적인
이미지와 무관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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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회복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이어지는 구절인 궂인날 막잡어부렀다 는

표현에서 유의할 점은 궂인날 즉 재난이나 부정이 있다고 꺼려지는 날 에 함부로 굴

려지고 소모되어 버린 악기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악기로 표상되는 시적 대상이 함초

롬 젖어 새초롬하기는새레 회회 떨어 다듬고 나 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예술

가적 산책자가 음악 혹은 악기의 소리로 상징되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함

초롬하고 새초롬하기는 커녕 새레 고사하고 그만두고 커녕 인용자 주 반음키가

남아 철로판 소리를 내는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리

와 모더니티의 세계에 의해 망가져버린 악기 예술가는 자신의 미학적 사유를 긍정하

기 위해 악기줄을 다시 다듬고 자신의 새로운 길 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러한

여행의 출발은 악기 유랑악사가 스스로의 잠재적 가능성인 예술 을 되찾는 하나의 정

신적 모험이자 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악기의 본질인 예술 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즉 시적 대상인 악기이자 유랑

악사가 거리에 의해 훼손된 자신의 본래적인 소리를 되찾는 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 그렇기에 연의 대체 슬퍼하는 때는 언제길래 아장아장 꽥꽥거리기가 위주

냐 는 시적 화자의 표현은 도시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제대로된 슬픔 이자 멜랑콜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예술가란 단지 아장아장 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을 뿐임을 드러낸다

즉 유선형 의 몸체를 지닌 악기는 다시금 새로운 예술의 길 을 찾아내서려 했지만

모더니티로 표상되는 거리의 무의미성에 의해 허리가 모조리 가느러지도록 슬픈행렬

에 끼여 있게 될 뿐이다 유령적이고 이질적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와 무관

한 거리 의 공간이자 악기 의 본질을 파괴하려는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부정하기 위

해 시적대상인 악기 는 아조 천연스레구든게 옆으로 솔쳐나쟈 가야만 한다 즉 현

실로서의 이곳 을 벗어나야 만이 악기 유랑악사는 새로운 자신의 예술을 되찾을 수 있

는 것이다

이처럼 거리 의 공간에 훼손된 악기 의 존재는 자신의 본래적 가치와 의의인 예술 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거리 로 나아간 셈이지만 그러한 길이 모더니티의 무의미성 앞

에서 단지 슬픈행렬 에 불과하다는 점은 유선애상 의 주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

식될 필요가 있다 이때 악기 유랑악사의 예술을 향한 모험은 제야 에서 등장하는

곡예사의 교양 을 벗어나기 위한 들판에서 사자의 울음을 배우는 아들들 과 그리고

가외가전 에서 거리 바깥의 거리 에 위치한 소년 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는 점에

서도 그러하다 즉 악기이자 유랑악사적인 예술가적 산책자는 거리로 표상되는 도시 모

더니티의 무기차힘과 무의미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에 악기이자 유랑악사

는 천연덕스럽게 옆으로 비껴나서 그곳을 벗어나려 한다 이러한 악기의 여정 혹은

음악 으로 상징된 예술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악기 유랑악사는 춘천삼백리의 벼랑길

을 질주하면서 상장 즉 죽음으로 제시된 무의미한 표정은 그만두겠다고 다짐하면서

꽦 꽦 거리며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다



- 403 -

춘천삼백리 벼루 길을 냅다 뽑는데

그런상장 을 두른 표정은 그만하겠다고 꽥 꽥

몇킬로 휘달리고나 거북처럼 흥분한다

징지거리는 신경방석우에 소스름 이대로 견딀 밖에

쌍쌍히 날러오는 풍경들을 뺌으로 해치며

내처 살폿 어린 꿈을 깨여 진저리를 쳤다

어늬 화원으로 꾀어내어 바늘로 찔렀더니만

그만 호접같이 죽드라

정지용 유선애상 부분

음악 혹은 예술로 제시되는 본래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악기 이자 유랑악사인 예술

가적 산책자의 모험과 여정은 춘천삼백리벼룻길 벼랑길 로 표상되는 위험한 모험을 거

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에 이르고자 하는 흥분된 모

험 은 바로 거북처럼 흥분한다 라는 구절의 구체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다시 단련되어야 하는 악기의 소리는 거리 에

의해 훼손된 망가진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천천히 전진 하는 거북으로 이미지

화된다 이러한 악기의 단련되어지는 울림 의 소리가 바로 징징거리는 신경방석 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즉 위험하고도 불안하지만 자신의 본질 을 되찾기 위해 소스듬

이대로 견뎌 내려 하는 악기의 정신적 모험과 여정은 징징거리는 소리의 울려퍼짐을

통해 훼손되고 파괴되었던 예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예술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다

따라서 시의 연에 이어지는 환상 적 이미지는 이러한 악기이자 모더니티에 의해

훼손된 유랑악사적 존재인 예술가의 정신적 모험이 확대된 일련의 꿈 이미지로서 제시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표상하는 것이 곧 나비 의 이미지이다 현악기의 존

재가 변용 된 것으로 파악가능한 나비 는 단순히 장자의 호접몽 적 맥락보다 오히려

구인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된 나비의 모티프를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때 시의 연에 제시되는 꽥꽥은 연에 제시되는 꽥 꽦 다른 표기로 지시되었다는 점은 이 두가지
소리의 구분점을 주목할떄 유의미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즉 연의 꽥꽦은 거리의 무의미한 가장행렬
에 속한다고 볼 때 연의 꽦 꽦 은 연의 꽥꽦보다 높고 강렬한 소리라는 점이 기호에 의해서 제
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의 꽥 꽥 은 춘천 삼백리 벼룻길를 향한 모험의 여정을 거친 이후의
소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론적 차이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지용 유선애상 시와 소설 앞의 책 면
조영복 정지용의 유선애상 에 나타난 꿈과 환상의 도취 앞의 글 면 조영복은 정지용의

나비가 그의 시가 드러내는 환상적인 이미지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정지용에게 나비는
피로하고 지친 일상의 삶에 매달린 시적 자아영상을 투영해 낸 것이면서 그 피로한 일상의 무게를 털
고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로 귀환하는 영혼을 상징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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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사유의 근간인 꿈과 환상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훼

손된 악기가 자신의 예술적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비 로서 알레고리화

된다는 점이 보다 본질적임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의 연에 제시되는 쌍쌍이날러오는 풍경들 이란 말하자면 악기 이

자 유랑악사의 존재가 자신의 본래적 소리를 되찾기 위한 모험의 과정 속에서 겪게된

꿈의 풍경들인 셈이다 마치 호랑나비 에서 제시된 죽음을 초월한 나비 의 존재처

럼 위험한 풍경들을 통해 여행하는 악기는 자신의 뺨 즉 자신의 주체성의 상징인 얼

굴을 통해 스스로의 예술가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에 대한 추

구 혹은 미학적 환상으로 인해 구축되는 유토피아적 이미지들의 세계는 중요하다 그것

은 내처 살폿엉긴 꿈을 깨어 진저리를 쳤다 는 구절을 해석할 때 유의미하기 때문이

다 즉 진저리치는 몸짓 이란 구절은 바로 예술가적 산책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

이자 꿈 의 시공간에서 깨어나지 않겠다는 점 즉 자신의 미학적인 사유와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악기이자 곧 예술가이며 슬픈행렬 로 표상되는 거리 의 무의미성과 모더니

티에 의해 파괴된 자신의 본래적 가치를 되찾고 싶어하는 나비 의 존재는 세계에 맞

서서 자신의 이질적인 미학적인 사유를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잠

재성과 창조적 가능성을 알레고리화한다 따라서 어늬 화원으로 꾀어내어 바늘로 찔렀

더니만 그만 호접같이 죽드라 라는 구절은 제야 의 마지막 구절처럼 단순히 이

나비의 모험이 죽는다 라는 명시적인 시의 구절처럼 실패한 것으로만 파악되기 어렵

다

이 죽는다 라는 구절은 결과적으로 나비이자 예술가의 존재는 모든 것을 평준화하려

는 모더니티의 영역이자 가짜 꽃의 세계인 화원 인 도시 모더니티의 현실과 세계로부

터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배척당할 것임을 우선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나 김기림의 바

다와 나비 에서 제시된 달 의 이미지처럼 그만 호접같이 죽더라 라는 구절은 예술

가적 산책자로서의 악기 유랑악사의 궁극적인 이미지가 나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나비 란 예술과 지성 문학의 가치를 부정하고 현실과

사실로 모든 것을 환원하려 하는 모더니티의 세계에 굴복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으

로 파악이 가능하다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긍정하는 것 혹은 쥬피타 추방 에서 제

시된 파르테논 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나비의 존재는 단순히 절대적인 허무로서의

없음 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언표화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자신의 꿈 을 향한 비상

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존재론적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유선애상 은 악

기 유랑악사 나비로 상징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미학적 태도와 절대적 정신성에 대한

추구를 알레고리화한 텍스트로 규정될 수 있다

전술했다시피 유선애상 의 난해성은 이미지의 구체적 대상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대상으로 판별하려 했던 논의들이 그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구체

적 시적대상을 확정하고 어떠한 현실적 지시대상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를 문제삼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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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악기로 표상되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적

화자 즉 시적 주체이자 정지용의 예술가적 면모에 있다

즉 유선애상 은 모더니티에 의해 훼손된 애상 적인 존재인 악기이자 유랑악사인

나비의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다 이를

가장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술을 향한 나비 의 정신적 모험을 구성하고 있

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정지용의 전기시와 후기시를 가르는 기준점으로 설명되었던

유선애상 의 핵심적 맥락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정지용의 전기

와 후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태도 즉 열렬한 언어미술 미학 의 가능성을 통해 추구될

예술가적 태도와 인식 그리고 사유의 문제가 무엇을 추구하는 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본절은 시와 소설 의 박태원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의 작품들을 검토하

면서 구인회 구성원들이 추구했던 이질적이고 유령적인 예술가적 사유와 세계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야 와 가외가전 에서 등장하는

국제적 전쟁의 상황과 화폐 로 표상되는 자본주의 파국적인 면모 그리고 모더니티의

표상인 거리의 현실로부터 배제되고 이탈한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와

유선애상 의 면모는 구인회 의 예술가들이 추구했던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제시한다

이는 구인회 의 텍스트가 왜 순수한 문학이 아닌 김기림의 표현처럼 강한 현실증오

의 감정 에 기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그란트 즉 스스로의 이질

적이고 유령적인 예술가적 정체성을 긍정하는 구인회 의 미학적 인식과 세계관의 문

제는 거리 의 표상을 통해서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그들이 어떻게 거부하고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미학적으로 투쟁해왔는가의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인식된 도시 모더니티 세계의 무가치함이란 세계를 균질화시키고 평준화시

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앞

서 장과 장에서 검토했던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방식 즉 유령적이며 이질적으로 현

전하게 될 미학적 정신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파괴해버릴 것이다 그 무의미한 세계에

맞서 투쟁하는 나비 의 존재들이란 단순히 예술지상주의나 기교주의라는 말로 손쉽게

정리될 수 없다 그들은 말하자면 강한 현실증오의 감정 을 통해서 근대의 무가치함을

직시하고 거부하며 스스로의 잠재적 가능성이자 예술의 가치를 스스로 긍정하는 창조

적 미학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술에 대한 절대적인 경사와 추구 혹은 오만함 혹은 이상의 언급처럼 교만

한 데포르마시옹의 큰 예술가 의 미학적 사유와 정신성의 층위란 단순히 미적 자율성

혹은 근대에 대한 근대에 대한 비판 만으로 모두 환원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박태원

위의 글 면 조영복은 유선애상 이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 에 실렸다는 점 자체가 초현실
주의적 기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시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도 앞서 실펴본 년 월 삼천리 주최로 열린 최근의 외국문단 좌담회 면 에서 정지용
은 불란서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장 콕토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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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란장주인 성군 중의 하나 처럼 무의미한 세계 로부터 이탈된 존재를 의

미화는 고독 이자 제야 의 들판 과 사자 의 영역 가외가전 의 태고적 호수 나

월광 등의 이미지 그리고 유선애상 의 나비 꿈 의 이미지들은 구인회 의 구성원

들이 추구했던 미학적 사유의 목표가 무가치한 모더니티 영역을 넘어서는 미학적 유토

피아로서의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즉 김기림이 제시했던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를 구현하는 미학적인 환상이야 말로 구인회 문학이 보여준 잠재적

인 가능성의 차원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구인회 예술가들에게 기교 또는 데포르마시옹이란 방법론을 통한 새로

운 예술이란 기교 자체가 아닌 기교 이상의 영역 즉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예술을 통해

모더니티 의 세계를 비판하고 초극하고자 했던 가치지향성의 문제가 가장 중심에 있다

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본고가 보들레르 의 데포르마시옹 으로부터 이어진 예

술적인 전통 단지 기교와 기술의 발전이 아닌 예술가적 산책자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

하고 했던 진정한 의미의 예술의 현대성의 맥락이다 스스로의 교만한 예술적 자의식

과 미학 을 스스로 긍정하는 자들의 세계관이란 그들의 텍스트를 통해 제시되는 영원

성을 향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들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이 스스로를 악 으로

서 혹은 이질적이고 유령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과 스스로에 대한 미학적 긍정의 인

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양가적 면모는 구인회 의 미학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서 필수적이다

벤야민의 지적을 통해 본다면 구인회 예술가들의 악적인 영웅성 은 세계의 죄를

대속하고 그 무의미성과 무가치을 넘어서 진정한 낙원이자 메시아적인 시간인 영원성

으로서의 현재 를 도래시키기 위한 정신적 숙고에 해당한다 보들레르부터 니체 그리고

벤야민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미학과 철학적 사유들은 여전히 현대적 인 예술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을 지향하는 지를 보여준다 구인회 의 시와 소설 에 제시되는 거리

에 대한 투쟁 즉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과 세계에 대한 미학적 투쟁의 핵심은 그것

을 극복하고 자신의 미학적 유토피아를 텍스트를 통해 구현하려는 교만한 큰 예술가

들 의 성좌도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무가치성에 함몰되지 않고 그

것과 투쟁하며 자신의 성스러운 창조적 놀이를 긍정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교만함의

데포르마시옹은 바로 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텍스트를 통해 구축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은 바로 그러한 이들의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

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다소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상 김기림 정지용 등 구인회 예술가들이 보여준

유령적이고 이질적인 나비 들 의 정신적 여정이란 그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불꽃같은 환상적 이미지를 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들이 당대에도 어쩌면 지금에서까지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던 스스로의 미학

을 긍정할 수 있었던 자존심은 바로 자신들의 예술에 대한 사유 와 인식 으로부터 가

능했다 이질적이고 유령적으로 존재하기 혹은 그들이 추구했던 기교 이상의 기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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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학이상의 문학 그리고 예술 이상의 예술을 위한 자신들의 미학적인 모험은 단순

하거나 혹은 평범하게 이해되기 어렵다 이들의 상상력이 보여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

의 성좌들은 자신의 예술에 대한 긍정과 스스로를 교만한 큰 예술가로 칭했던 구인

회 구성원들의 자부심의 근간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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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 본고는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원천을 보들레르와 벤야

민의 미학적 계보 속에서 검토하고 당대의 모더니즘 문학인들이 추구했던 지성적이고

현대적 예술 의 맥락을 토대로 구인회 문학이 지니는 예술가적 주체의 문제를 논의

했다 우선적으로 이는 년대 모더니즘 논자들의 심리적 리얼리즘 개념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거의 주목되지 못했던 심리적 리얼리티 리얼리

즘 에 대한 논의와 모더니즘 문학의 당대적 담론들은 그들이 객관 과 진실 실재 와

꿈 으로 표상되는 문학적 가치에 대한 진정성있는 추구를 시도했음을 드러낸다

심리적 리얼리티 리얼리즘 에 대한 년대 모더니즘의 논의들을 토대로 본고는 당대

모더니즘 문학의 정점이라 할 구인회 문학의 미학적 면모들을 박태원 김기림 이상

정지용 등을 통해 검토했다 이는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성격과 알레고리적 이

미지로서의 언어 그리고 예술가적 산책자 로서의 예술적 미학적 사유와 세계관을 검

토한 것이다 특히 본고는 구인회 문학의 핵심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총체성과

영원성으로서의 현재에 대한 추구를 나비 의 모티프를 통해 구체화하고 그 미학적인

양상을 예술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이미지로 검토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구인

회 모더니즘의 미학성은 단순히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당대 조선문단의 문예사

조적 대립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문학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인

교만한 데포르마시옹 미학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구인회 를 규정해왔던 예술적

자율성의 층위를 새롭게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인회 의 예술적 인식과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는 단순히 문학적 기술과 테크닉에 대한 순수함 이 아닌 강한 현실증오

의 감정 에 기만한 예술적 정신성 추구의 층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이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문학사적 인식 속에서 구인회 모더니즘은 흔히

순수 문학이자 반카프적 인 정치성 또는 예술파와 귀족주의 혹은 기교파라는 이름으로

서 호명되어왔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사조적 맥락 속에 가려진 구인회 의 모더니

즘의 근본적 정체와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이다 이원조의 지적대로 년대의 문학장

이 지성과 교양 의 시대였다면 그들 스스로의 언급처럼 어떻게 새로운 조선문학을 창

출해내려 했었는가가 구인회 문학을 검토하는데 가장 중심적 논의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구인회 문학의 가치를 문단사적 대립의 측면이 아닌 그들 자신의 논의와 텍

스트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김기림과 이상 그리고 정지용이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어떠한 예술로서 지향하려 했는가를 텍스트를 통해 의미화되어야 하

는 것이다

당대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과 영미 모더니즘의 불완전한 수용이라는 구인회 에 대한

문학사적인 평가는 김기림 시의 피상성 이나 이상 시의 난해성 그리고 정지용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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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 의 맥락으로 귀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그들의 미학은 단순히 도

시 혹은 자연 이라는 소재의 차원의 정밀성에서 한정되지 않는다 구인회 모더니즘

문학이 목표로 했던 바는 도시 모더니티라는 현실과 세계의 변용 을 통해 자신의 미학

적이고 예술적인 주체의 잠재적 가능성을 텍스트적 이미지로 추구하는 것에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을 예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지녔던 것은 중요

하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단순한 문단권력의 장악이 아닌 지성적이고 현대적인 새로

운 조선문학의 추구와 그 가능성의 실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식민지라는 조선적 현실만의 문제도 혹은 리얼리즘 모더니즘의 대립이라는 문

예사조적인 맥락과도 그리고 예술적 자율성 으로 평가되어온 미적 모더니티의 문제와

도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즉 구인회 모더니즘은 진보적 계몽적 이성과 합리성으로

가득찬 세계를 무의미한 것 으로 인식하고 파괴하며 동시에 이를 새롭게 변용 하고

자신들의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유토피아적 지향성 을 추구했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그

러한 점에서 구인회 문학의 서구 아방가르드 미학이나 초현실주의 영미 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은 당대의 세계사적인 예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해했던 차원으로 판단된

다 핵심은 이들은 서구의 새로운 문학사조를 통해 스스로 독자적인 새로운 조선문학의

잠재적 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구인회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특히 바다 와 달

그리고 나비 의 이미지로 집약된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의 고귀한 공주로서의

나비 그리고 이상의 실낙원 연작의 새로운 불과 홍수같은 달 이미지 그리고 정지

용의 나비 와 호랑나비 계열의 죽음을 초극한 나비 의 모티프들은 이들의 미학

적이고 예술적인 세계관의 근본적 정체를 보여준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적 관점에서 이

야기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텍스트를 통해 세계의 무의미성과 폐허성을 극한적으로

추구하고 동시에 그것을 구원하려 하는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구현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이루어진 도시의 문학 이라는 모더니즘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그

소재적인 차원만을 중심에 둔 차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데포르마시옹

이라는 방법론을 통한 구인회 모더니즘이 근본적인 정체에 있다 그것은 도시 모더

니티로서의 세계를 미학적으로 변용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미학적 유토피아를 어떻

게 추구했었는가라는 치열한 예술가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즉 구인회 모더니즘의

근본적 성격은 이 예술적 미학적 유토피아적 시공간에 대한 추구이자 그것을 가능케

할 예술가적 산책자 의 추구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본고가 제시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은 단순히 도시를 배회하거나 관찰 혹은 비판하는 산책자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도

시를 미학적으로 새롭게 변용하는 예술가적이고 미학적인 주체 를 의미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본고의 연구방법론은 보들레르 니체 벤야민 등을 통해 지금까지 미적 자율성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던 미적 모더니티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년대 모더니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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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 관계를 통해 검토했다 이러한 본고의 방법론은 어느 정도의 비교문학적인 논

의를 중심에 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수용과 역학관

계가 아닌 미학적 사유의 근본적인 친연성에 있다 보들레르와 니체로부터 기인하는

영원성 이라는 미적 모더니티의 본래적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 비판과 안티테제의 차원

혹은 예술적 자율성이라는 용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도 불구이고

이들 예술가들은 모두 도시 모더니티의 세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긍정했으며 이러한 미학적 사유를 통해 자신들의 예술을 구축해나간 존재들이다 즉

파리와 경성이라는 지역적 위계가 아닌 미학적인 유사성과 정신적인 친연성이 보다 중

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고의 장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에서 논의된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개념을 백철 이효석 안회남 등으로 검토하고 이를 주지주

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최재서의 논의와 연관시켜서 검토했다 최재서의 천변풍경

과 날개 에 관하야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에서 드러나듯이 당대 모더니즘 문

학인들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 의 개념은 단순히 리얼리즘 개념에 대한 피상적 독

해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은 이들이 리얼리즘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적 재현에 기반한 리얼리즘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오히려 이는 미

학적으로 재구성된 시선을 통해 드러날 진실 의 가치적 영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

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리얼리즘 리얼리티에 대한 인식은 당대 모더니즘 문학장의 문학적 가

치와 진정성의 추구와 관련된 동시에 구인회 문학의 기본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

어서도 중요하다 김기림이 앙드레 브르통의 무의지적 기억 개념을 통해 꿈의 리얼

리티 를 제시했던 맥락은 당대에도 그리고 지금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박태원의

심경소설 과 김기림의 꿈의 리얼리티 개념은 단순한 기교 중심주의가 아니라 기교

를 통해 가능한 깊이 와 예술적인 세계관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내포한다 김기림이 제

시하는 꿈과 진실의 리얼리티 란 이러한 미학적 세계관과 연동되어 파악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당대적 문단상황과 구인회 의 독자적인 미학성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본고는

장과 장 장에 걸쳐 구인회 의 중요 구성원인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를 영

원성으로서의 현재 라는 알레고리적 이미지의 방법론으로서 검토했다 이는 연구방법론

에서 제시했던 예술가적 산책자라는 구인회 의 예술가적 주체의 의미를 텍스트를 통

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본고가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바는 구인회 의 김기림

이상 정지용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미학적 주체와 그 세계관의 층위였다 이는 무가치

하고 무의미하 폐허와 파국으로서의 현실을 지성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변용

시켜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의식이라 할 것이다

본고의 장에서는 데포르마시옹 변용 의 상상력과 알레고리적 이미지가 어떻게 모더니

티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당대 구인회 구성원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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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공유했던 데포르마시옹의 방법론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는 그동안 연구사적으

로 문제가 되어왔던 김기림 텍스트의 피상성과 이상 텍스트의 난해성 그리고 정지용

텍스트의 추상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키워드라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본고의 장은 각 시인들의 초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가

어떻게 데포르마시옹의 방법론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를 지성적인 방법으로

사유하고 도시 모더니티로서의 현실을 미학적으로 비판했는지를 검토했다 김기림에

대해서 본고는 그가 자신의 시론에서 제시한 프리미티브한 직관적 감상성 의 층위를

통해 나타나는 모더니티의 비판과 예술적 산책자의 층위를 태양의 풍속 을 통해 검

토했다 이상에 관해서는 그의 초기 일문시부터 오감도를 검토하면서 이를 무서운 아이

의 기호학적 놀이의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정지용은 초기시에 나타나는 멜랑콜리적 감

각을 통해 제시되는 기호의 변용과 지성적 면모에 대해서 검토했다 세부적 맥락에 차

이가 있지만 장에서 세 시인에게는 공통적으로 평균적 군중들의 세계와 대별되는 이

질적인 예술가적 주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즉 구인회 의 교만한 예술가적

태도의 핵심에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만이 아닌 도시에 이질적 으로 존재하

고 자신의 예술을 긍정할 수 있는 미학적이고 예술가적 주체가 근본적으로 알레고리화

되어 있다

본고의 장에서는 장에서 검토한 무의미성 과 파국 으로서의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

적 인식을 통해 구인회 의 예술가들이 예술가적 공동체로서 어떻게 각각의 메시아적

시간 즉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를 추구하고 있는 지를 논의했다 이는 김기림에게 나

비 로서의 이상 쥬피타 의 면모로 그리고 이상에게 나비 와 꽃 그리고 새로운 달 의

이미지로 정지용에게는 죽음을 초월하는 나비 의 테마로 나타난다 김기림 이상 정지

용 등이 모두 나비 의 모티프에 주목했다는 점은 구인회 의 공통적인 미학적 지향점

인 환상 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이미지에 대한 추구를 의미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

소가 된다

각각의 시인들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예술적 추구는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알레고리적 이미지를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조선문학의 가능성이 어떻게 구체적인 텍스트로서 확인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성으로서의 현재

라는 메시아적 시간이 구체적이고 사실적 개념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들에게 나비 를 통한 미학적 유토피아 에 대한 환상은 그들이 근대초극적인 면모가

현실의 무의미성과 무가치성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예술을 긍정할 미학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인회 구성원들의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는 자

신들의 미학적 유토피아를 창조해내는 치열한 예술가적 정신의 발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고의 장에서는 장에서부터 장까지 이루어진 예술가적 산책가의 개념을 통해 이

상의 날개 를 둘러싼 당시의 논쟁을 재검토해 보고 구인회 미학의 전반적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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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지인 시와 소설 을 통해 논의했다 특히 본고가 주목한 작품은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제야 가외가전 유선애상 등이다 시와 소설 에

수록된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 성군 중의 하나 김기림의 제야 와 이상의

가외가전 그리고 정지용의 유선애상 은 모두 도시 모더니티라는 공간속에 존재

하는 예술가적 주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인식론적 태도를 통해 기획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데포르마시옹 방법론과 알레고리적 이미지에

기반해 자신들의 미학적인 환상과 유토피아로서의 근대초극적 영원성을 추구했다는 점

에 있다 즉 구인회 의 도시 모더니티에 대한 사유는 세계의 무의미성과 파국을 사유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술가적 주체를 형상화한다는 미학적 세계관의 층위에서

그 면모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시와 소설 에 수록된 텍스트에 나타나는 알레고리화된 예술가적 산책자 의 미학적

양상들은 모두 거리 로 대변되는 도시 모더니티 세계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인식과 초

극의 추구에 있었다 이들이 세계를 파국과 무의미 혹은 폐허로서 규정할 수 있었던 것

은 이러한 지성적인 예술가의 태도에 입각했기에 가능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단일한

차원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거리 와 군중 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러한 모더니티의 환원

성으로부터 이탈된 불온 하고 이질적 인 예술가적 산책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추구했

다 이러한 공통된 미학적 태도가 바로 시와 소설 을 통해 드러난 구인회 의 핵심

적인 지향점이자 세계관이다 이른바 교만한 구인회 모더니즘의 미학적 주체라고

호명할 수 있는 예술가적 산책자의 존재는 세계의 합리성과 무의미성과 폐허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로서 의미화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구인회 의 예술가들에게 도시나 자연 등의 소재는 자신의 정신

적이고 미학적인 주체성 형성의 소재 의 차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위의 맥락에서 기

존에 예술적 자율성 으로 이야기되어 온 구인회 의 데포르마시옹 미학은 단순히 진

보와 계몽 합리적 이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이나 비판적인 측면

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즉 보들레르와 니체 벤야민을 통해 검토한 것처럼 미적 모더

니티의 본질적 양상은 예술적 자율성 이란 말로 명명된 합리적 모더니티에 대한 안티

테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예술과 철학이 모더니티의 문제에 대해서 사유

했던 핵심은 바로 세계를 새롭게 데포르마시옹 변용 하고 그것을 메시아 적인 영원성

으로서의 현재 시간에 대한 추구를 형상화는 것에 있다 구인회 의 알레고리적 이미

지의 문제는 바로 이와 관계된 것이며 이러한 미학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포착했을 때

구인회 모더니즘의 근본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들레르와 니체 벤야민과 정신적 친연성을 가지는 구인회 의 예술적 지향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미적 모더니티의 핵심은 비시간적인 영원성 혹은 미

학적 유토피아의 세계에 대한 추구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 영원성 에 대한 추구는 근

본적으로 세계를 변용하고 새롭게 재구축하기 위한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예술의 방법

론인 셈이다 이상이 단상 에 서 언급한 것처럼 인류는 이미 천국을 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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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 봄은 올 것인가 이러한 중에도 동사는 폭풍처럼 계속 되고 있는 모더니티

의 무의미들 속에서 이들이 구성하려 했던 미학적 주체와 예술적 유토피아의 세계는

여전히 그리고 지금에서도 유의미한 사유로서 검토되어야 하는 가치를 지닌다

구인회 모더니즘의 구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표명하기 위해서 본고는 예술가적 산

책자 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기존의 산책자로 논의되어왔던 년대 모더니즘의 텍스트

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해석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은

당시 구인회 예술인들이 지녔던 스스로의 자부심이자 문학의 가치에 대한 긍정을 반

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해나갈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의 시선과 그들의 당대적인 맥락 간의 간극일 것이다 텍스트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것을 읽는 자 의 시선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은 본고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인식과 판단으로 그들을 재단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의 연구들이 내재한 에피스테메에 의해서 실제로 그들이 무엇

을 그리고 왜 시도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술가적 산책자의 개념을 통해 구인회 모더니즘의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성격을 파

악하고자 했던 본고의 시도는 이러한 층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구인회 미학과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세계를 부정하고 파괴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변용하여 그

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철저한 미학적이고 예술가적인 인식에 기반해 있는 것이기 때문

이다 나비 로 대표되는 그들이 구성하고 만들어갔던 화려한 미학과 예술의 성좌형세

의 모습 즉 교만하고 오만한 별과 같은 큰 예술가 성군 들의 모습이란 그 이질

적이고 불온한 예술가적 정체성을 긍정하는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텍스트 그 자체로 이

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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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호

김종태 편 정지용 이해 정지용 시인 탄생 주년 기념 논문집 태학사

김종태 정지용 시의 공간과 죽음 월인

김주현 실험과 해체 이상문학연구 지식산업사

김진희 김기림의 전체시론과 모더니즘의 역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집

정지용의 후기시와 문장 비평문학 호

김학동 정지용 연구 민음사

김기림 평전 새문사

김학동 편 정지용 서강대학교출판부

김한성 김기림 문학 연구 비교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남기혁 정지용 초기시의 보는 주체와 시선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정지용 중 후기시에 나타난 풍경과 시선 재현의 문제 국어문학 집

노춘기 정지용 초기시의 감각 과 근대표상 인식 한민족문화연구 호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모던 조선을 거닐다 생각의나무

란명 외 이상적 월경과 생의 시학 시와시론 수용 및 그 주변 역락

류순태 년대 전기 김기림 시론의 탈감상주의적 태도 연구 감상주의의 공백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배달말 호

문혜원 김기림 시론에 나타나는 인식의 전환과 형태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

평 호

한국 근대 초현실주의 시론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호

박성창 수사학과 현대 프랑스 문화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모더니즘과 도시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산책자 모티브 재고 구보학

보 제 호

보이지 않는 비교의 시학 김기림과 프랑스 현대시 아폴리네르 장 콕토

불어불문학연구 집

박현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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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아방가르드 시학과 백화점의 문화기호학 국제어문 집

방민호 일본 사소설과 한국의 자전적 소설 비교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일제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이상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예옥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백철 신문학사조사 백양당

상허문학회 편 근대 문학과 구인회 깊은샘

사나다 히로코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 역락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일지사

서영채 사랑의 리얼리즘과 장인적 주체 염상섭 사랑의 문법 민음사

소래섭 정지용 시 유선애상 의 소재와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손유경 프로문학의 감성구조 소명출판

고통과 동정 한국 근대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송민호 이상 이라는 현상 작가 이상이 경험한 동시대의 예술과 과학 예옥

송 욱 한국 모더니즘 비판 시학평전 일조각

신범순 한국 현대시의 매듭과 혼 일지사

한국 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바다의 치맛자락 문학동네

이상의 무한정원과 삼차각 나비 현암사

노래의 상상계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상 문학 연구 지식과 교양

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 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 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 권 호

신범순 외 이상의 사상과 예술 신구문화사

오세영 세기 한국시 연구 세문사

엄경희 이효석 평론에 나타난 문학 정체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호

이상의 육친 시편과 수필에 내포된 연민 의 복합적 성격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집

유승환 김동인 문학의 리얼리티 재고 비평과 년대 초반까지의 단편소설을 중

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윤의섭 부정의식과 초월의식에 의한 정시용 시의 변모과정 한중인문학연구

집

응웬 티 히엔 동아시아 근대시에 나타난 산책가와 식민지 도시 인식 연구 경성 하

노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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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림 초기 박태원 소설과 이상 소설에 나타나는 공통 모티프에 관한 연구 절름

발이 짝 모티프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호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이광호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시선 주체와 문학사적 의미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 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호

이명찬 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이미순 김기림의 시론과 수사학 푸른사상

김기림의 태양의 풍속 에 나타난 우울의 양상 한국시학연구 호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이승훈 이상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 건국대학교 출판부

이양숙 한국 근대문예비평의 논리 월인

이윤섭 한국의 주지주와 영미 모더니즘 동서비교문학저널 호

이중재 구인회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이지은 이효석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형 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이론 임화 최재서 김남천의 소설 장르

논의 소명출판

임명섭 이상 문학의 해석 문학의 자의식과 바깥의 체험 한국학술정보 주

임환모 문학적 이념과 비평적 지성 태학사

정운현 임종국 평전 시대의 창

정원술 정지용 두 칸 이상 띄어쓰기 기법의 연원과 후기 산문시의 의미 한국근

대문학연구 호

정명효 김기림 초기 시의 범주와 태양의 풍속 이 가진 문제들 한국학연구

집

장문석 댄디와 양반 여천 이원조 연구 한국문학연구 호

장영우 정지용과 구인회 시와 소설 의 의의와 유선애상 의 재해석 한

국문학연구 호

장제형 비평가 발터 벤야민이 읽는 이상의 텍스트 실험 자기반영이론의 견지에

서 오감 한 시제 호 비교문학 집

전봉관 년대 한국시의 아방가르드와 데카당스 기상도 의 현재적 의미를 중

심으로 한국시학연구 호

정낙림 놀이하는 아이 그리고 디오니소스 니체의 놀이개념에 대한 한 연구

인문논총 제 집

정순진 편 김기림 새미

정영효 광화문 통 소멸과 신생의 거리 유람 스 광화문통 제야 에 나
타난 경성 인식을 중심으로 어문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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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초현실주의 문학과 초현실주의 미술의 상호작용 앙드레 브르통의 미술비평

을 중심으로 프랑스학 연구 호

정종현 사적 영역의 대두와 진정한 자기 구축으로서의 소설 안회남의 신변소설

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연구 호

정현숙 박태원 소설의 내부텍스트성 연구 인문과학연구 호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조용만 년대의 문화 예술인들 격동기의 문화계 비화 범양사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시 텍스트의 해석과 시교육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에 대한 해석문제

어문논총 호

정지용 유선애상 에 나타난 꿈과 환상의 도취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문인기자 김기림과 년대 활자 도서관 의 꿈 살림

음악적인 것의 시학 질주 와 변형 의 생성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권영민

편 실험과 도전 식민지의 심연 민음사

상상된 인간 혹은 광대의 줄타기 새로 발굴된 김기림 자료 가 던져준 김기

림 연구의 시각에 대하여 근대서지 제 호

파라솔 명모 연구 으로서의 원본성 및 화문의 양식적 성격과 관련하

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집

원형도상의 언어적 기원과 현대시의 심연 소명출판

넘다 보다 듣다 읽다 년대 문학의 경계넘기 와 개방성 의 시학 서

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상 텍스트의 잠재된 음성성과 발성 의 문자학 그렇나 그렇면 등의

표기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호

박태원의 예술가적 자의식과 예술 장르의 미학적 평행 구보학보 집

조은주 박태원과 이상의 문학적 공유점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이상 문학의 건축학적 시선과 미궁 모티프 어문연구 권 호

조해옥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 소명출판

서은혜 메타 서술 상황의 제시를 위한 장문 실험 방란장 주인 의 문체적 특징

연구 구보학보 집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 살림출판사

정지용 시 유선애상 의 소재와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호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최동호 맹문재 편 다시 읽는 정지용 시 월인

최동호 편 정지용 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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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만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길

최은영 김기림 시론과 초기시의 영화적 기법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집

최혜실 한국 모더니즘 소설연구 민지사

하재연 이상의 연작시 위독 과 조선어 실험 어문논집 호

한형구 년대 휴머니즘 비평의 속성과 그 파장 백철 비평의 원질과 그 지속의 성

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논문집 호

함돈균 시의 정치화와 시적인 것의 정치성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호

홍준기 변증법적 이미지 알레고리적 이미지 멜랑콜리 그리고 도시 벤야민 미학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 제 권 호

현순영 구인회의 활동과 성격 구축 과정 구인회의 성격구축과정 연구 한국

언어문학 호

구인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국외 논저

미학이론 홍승용 옮김 문학과지성사

강요된 화해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 옮김 실천문

학사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세속화 예찬 정치미학을 위한 개의 노트 김상운 옮김 난

장

유아기의 역사 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조효원 옮김 새

물결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양창렬 옮김 난장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언어의 성사 맹세의 고고학 정문영 옮김 새물결

사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양창렬 옮김 난장

조건들 이종영 옮김 새물결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옮김 동문선

사랑의 단상 김희영 옮김 동문선

악의 꽃 윤영애 옮김 문학과지성사

파리의 우울 윤영애 옮김 민음사

보들레르의 수첩 이건수 옮김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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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역 민음사

발터 벤야민 선집 최성만 외 옮김 길

독일 비애극의 원천 최성만 김유동 옮김 한길사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 옮김 미메시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외 옮김 시각과 언어

모더니티의 다섯 개 역설 이재룡 옮김 현대문학

살바도르 달리 어느 괴짜 천재의 기발하고도 상상력 넘치는 인생 이

야기 이은진 옮김 이마고

베르그송 주의 김재인 옮김 문학과 지성사

독서의 알레고리 이창남 옮김 문학과지성사

반딧불의 잔존 이미지의 정치학 김홍기 옮김 길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현대시의 구조 보들레르에서 세기 중반까지 장희창 옮김 지

식을 만드는 지식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임홍배 옮김

문학동네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노명우 옮김 효형출판

호모 루덴스 이종인 옮김 연암서가

언어의 토대 박여성 옮김 문학과지성사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융저작번역위원회 솔출판사

시적 언어의 혁명 김인환 옮김 동문선

세미오티케 기호분석론 서민원 역 동문선

검은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김인환 옮김 동문선

모더니티 입문 이종민 옮김 동문선

우리시대의 리얼리즘 문학예술연구회 역 인간사

알레고리 송낙헌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니체 전집 김대경 외 역 청하출판사

니체 전집 책세상 김기선 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희창 옮김 민음

사

나는 다다다 김우룡 옮김 미메시스

성배와 연금술 전혜정 역 문학동네

한 우정의 역사 발터 벤야민을 추억하며 최성만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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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길사

에로틱 그로테스트 넌센스 강진석 강현정 서미석 옮김

현실문화연구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옮김 새물결

해석에 반대한다 이민아 옮김 이후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 문학과지성사

발터 벤야민 윤미애 옮김 한길사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광사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인간사랑

상하이 모던 장동천 역 고려대학교 출판부

월경의 아방가르드 최호영 나카지마 켄지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This study approaches the issue of language that emerges from the works

of Kim Kirim, Yi Sang, and Jung Ji-yong, who were members of the literary

group known as kuinhoe (Circle of Nine), and focuses on their artistic

awareness and aesthetic world view, and opens the discussion on those topics

through the concept of ‘déformation’ and the problem of allegorical image. What

this study is attempting is to review the artistry of kuinhoe’s modernism within

the context of aesthetic lineage of Baudelaire and Walter Benjamin, so that we

may give shape to the intellectual ‘modern art’ that the modernist writers of

the time sought to realize. First of all, we can look into these topics through

‘psychological realism’ that was practiced by the modernists of 1930s. The

discourses of modernists of the time on this issue show that they attempted to

authentically achieve the literary values that are signified by ‘objectivity’,

‘truth’, ‘reality’, and ‘dream’.

Under the popular view that frames Korean literary history as a conflict

between realism and modernism, the modernism of kuinhoe has been seen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Their literature has been read as politically

anti-KAPF, categorized as ‘pure literature’, framed as an imperfect acceptance

of Western avant-garde aesthetics and Anglo-saxon modernism, denounced as



literature of superficiality, and defined as the realization of artistic autonomy.

However, when kuinhoe’s works and their aesthetics are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déformation and allegorical image, argument of aesthetic autonomy

falls short of comprehending the core of kuinhoe’s literature. This study gives

shape to kuinhoe’s aesthetic character, formulates their language as allegorical

image, and explicates their aesthetic ideas and world view. Specifically, this

study draws out the universal and eternal allegorical image that kuinhoe’s

writings present through the ‘butterfly’ motif as in they strive toward the

present moment, and examines its aesthetic aspect as a fantasy of artistic

utopia.

The ‘arrogant déformation’ is the pride for the intellectual and artistic modern

literature, and it signals the need for a new discourse other than the analysis

of aesthetic autonomy that has held sway over studies of kuinhoe. Kuinhoe’s

aesthetic awareness and world view was not merely about achieving literary

skill and purity of techniqu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it as a desire for an

aesthetic spirit based on “emotion of strong hatred against reality”, and this

must be examined through the texts and the art that was used by Kim Kirim,

Yi Sang, and Jung Ji-yong in their striving for such a spirit. Kuinhoe’s

modernism did not stop at criticising city-modernity, reality, and the world.

Kuinhoe modernist literature’s aim was to strive for the potentiality of aesthetic

subject through the ‘déformation’ of reality of city-modernity and through the

text and image.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these modernists

had great pride for their art. What they sought after was the actualization of

new Korean literature that was intellectual and modern.

Kuinhoe modernism’s aesthetic ideas and world view saw reality as being

filled with ‘meaningless’ liberalism, Enlightenment Reason, and pragmatism, and

sought to destroy them, while at the same time seeking to ‘transform’ this

reality to create their aesthetic and philosophical ‘utopia’. The most

representative allegorical images of Kuinhoe that show their aforementioned

project are ‘sea’, ‘moon’, and ‘butterfly’ motifs. In Kim Kirim’s poem ‘The Sea

and the Butterfly’, there is the butterfly as noble princess, and in Yi Sang’s

‘Paradise Lost’ series, there is the image of ‘new moon of fire and flood’, and

in Jung Ji-yong’s ‘Butterfly’ and ‘Tiger swallowtail’ poems there appears a

‘butterfly transcending death’. These motifs show us these kuinhoe poets’

aesthetic world view. Approaching these concepts from Baudelaire and

Benjamin’s perspective, we may consider that the poets of kuinhoe pushed the



ruin and meaninglessness of the world to its limit in their texts, and also

sought to actualize the ‘present as eternity’ as a way of salvation for the

damned world.

Kuinhoe’s art can be understood when we figure out that, they sought to

aesthetically transform the world of city-modernity and that they worked

toward aesthetic fantasy of their own. The concept of flaneur-as-artist used by

this study goes beyond the image of a city stroller who observes and critiques.

Instead, it signifies how the members of kuinhoe’s thought aesthetically, and

bases its concept of flaneur on how these artists passionately strove toward

intellectual and modern Korean literature through the use of allegorical image

and déformation. Meaning, the flaneur-as-artist is not mere flaneur, but an

‘subject’ who transforms the city through aesthetics.

This study’s methodology uses Baudelaire, Nietzsche, and Benjamin to

re-examine aesthetic modernity, which has thus far been understood as

‘aesthetic autonomy’, and also examined this concept in its interrelationship to

the modernism of 1930s. This methodology is centered partially on the

discourses of comparative literature. However, this study does not focus soley

on the simple dynamics of appropriation, but on the fundamental affinity of

aesthetic thought. The concept of ‘eternal’ that comes from Baudelaire and

Nietzsche is not limited to the sphere of social criticism, anti-thesis, and/or

aesthetic autonomy. Despite temporal and spatial differences, these artsists all

rejected the world of city-modernity and embraced their hetereogeneous

identity, and was able to develop their aesthetic thought through their art. So,

the issue that we must focus on should not be about the geographical

hierarchy of Paris and colonized Seoul, but the spiritual affinity and aesthetics

similarity between them.

Part 2 of this study examines thoroughly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realism/reality’ that was being discussed by the modernists of the time, and

looked into it specifically through the arguments brought forth by the

representative critical theorist of the time, Choi Jae-suh. In Choi Jae-suh’s

essay “On Chunbyeonpunggyeong and Wings Expansion and Deepening of–

Realism”,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realism/reality’ for the modernist

writers of the time was different from realism that sought to recreate

reality-as-is, and instead it wa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realm of ‘truth’

that emerges from a aesthetically reconstructed perspective.

This perception of ‘psychological realism/reality’ is related to the literary



value and authenticity that the modernists of the time sought, and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in helping us see how kuinhoe’s literary character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such value. Kim Kirim’s argument for ‘dream reality’

through Andre Breton’s ‘unconscious memory’ has not been given much

attention, then or now. Park Tae-won’s “emotional novel” and Kim Kirim’s

“dream reality” is not just about the technique, but about how technique allows

us to create depth and artistic world view.

Across Parts 3, 4, and 5, this study examines Kim Kirim, Yi Sang, and Jung

Ji-yong’s text through the methodology of allegorical image known as ‘present

as eternal’.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aesthetic subject and its

world view that appears in Kim Kirim, Yi Sang, and Jung Ji-yong’s text. Their

critical awareness can be summed up as a pursuit of intellectual meditation on

the meaninglessness and ruinous present that leads to déformation and

transcendence of such.

Part 3 of this study looks at how the imagination of déformation and

allegorical image critically approaches the problem of modernity. Part 3

specifically examines how flaneur-as-artist appears in the early texts of the

poets and how it thinks about the city intellectually through the methods of

déformation and allegorical image, thus aesthetically critiquing the reality of

city-modernity. The reason why the three poets have been gathered together

in Part 3 is because they share an aspect of heterogenous artist of aesthetic

critique that differentiates itself from ordinary people’s world. Kuinhoe’s ‘proud’

mannerism as artist has at its core not just the critical attitude toward

modernity, but also the aesthetic subjectivity that embraces the self’s art and

its faith in living ‘heterogeneously’ apart from the city in its fundamentally

allegorical form.

In Part 4,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poets and writers of kuinhoe as an

artistic community strived toward each individual messianic moment, as in

‘present as eternal’, through their critical perspective on modernity as

‘meaninglessness’ and ‘ruin’. In Kim Kirim this appears as an aspect of ‘Yi

Sang-Jupiter’ as ‘butterfly’; in Yi Sang this appears as the image of ‘butterfly’,

‘flower’, and ‘new moon’; in Jung Ji-yong it appears as the theme of ‘butterfly

transcending death’. While there are minute differences in detail, Kim Kirim, Yi

Sang, Jung Ji-yong all share and utilize ‘butterfly’ motif, which is a main

signifying evidence of how kuinhoe strived for utopian image as a ‘fantasy’ for

their shared aesthetic goal.



In Part 5 of this study, using the concept of flaneur-as-artist that’s

extrapolated through Parts 2, 3, and 4, we re-examine the contemporary

debate on Yi Sang’s short story ‘Wings’. We also discuss the problem of

shared aesthetic thought of kuinhoe through their magazine 'Poetry and Fiction’.

This study closesly reads ‘Bangrangjang Juin- Sung-gun eui il-jeol’, ‘Jeyea’,

‘Gawegajeon’, and ‘Yuseonaesang’. In the works of Park Tae-won, Kim Kirim,

Yi Sang, and Jung Ji-yong that are collected in the one and only issue of

“Poetry and Fiction”, they all take on the subject of aesthetic subject existing

in the space of city-modernity. The ideas on city-modernity of kuinhoe that

reveals itself through the motif of ‘artist’ is a rejection of the ‘street’ and the

‘masses’ that reduces everything to singular level, and instead expressing the

potential of flanuer-as-artist who differentiates himself from such reductive

nature of modernity.

The déformation aesthetic of kuinhoe, which has often been discussed in

terms of aesthetic autonomy, is not limited to being the opposition and

criticism of social modernity that is signified by liberalism, enlightenment, and

logical reason. What their art and philosophy dealt with in their core was how

to ‘déform’ the world in order to realize ‘present as eternal’ in its messianic

sense. Thus, the ‘butterfly’ that represents the aesthetic world view of kuinhoe

modernism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ir pursuit for a new

kind of Korean literature and its possibilities. The constellation of kuinhoe’s

flashy aesthetics, which is their concept of ‘proud’ star-sized artist (a starlord),

is their literary texts that are both creative and aesthetical in their positive

affirmation of heterogenous and imperfect identity of an artist.

keywords : Kuinhoe, flanuer-as-artist, allegorical image, Déformation, messiah,

present as e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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