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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이상의 「오감도」가 연작시란 것을 주목하여, 연작의 구성 원리

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은 분명히 「오감도」라는 큰 제목 아래에 독특한

15편의 작품들을 함께 모아서 발표하였으며, 본고는 이상의 발표 방식에 특

정한 의도가 있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분석에 임한다.

즉, 개별 시편들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작이란 하나의 큰 집합체

속에서 여러 시편들이 서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의미를 탐구하

고자 한다. 이것은 곧 이상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호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서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하

고 시도되는 분석이다.

이상의 「오감도」연작의 구성 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 하면, 그것은

“연결하는 성분”이나 “사슬의 고리”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결 성

분” 혹은 “사슬의 고리”를 「오감도」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패러독스

(paradox)’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패러

독스를 더욱 섬세하게 정의하자면, 현저한 해설이나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을 이례적으로 병렬하는 것이다. 패

러독스는 문학 창작의 방법론이자 동시에 문학 분석의 방법론이며, 패러독

스를 중요한 시적 장치로 여기는 작품 해석은 겉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서

술들을 검토하여 그들을 조화시키는 의미를 찾거나, 그러한 서술들이 왜 시

에 등장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고는 「오감도」연작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들

을 통해 분석을 시도한다. 2장에서는 「오감도」 연작 이전에 쓰인 일문시

들 중 「조감도」 또한 유사한 연작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

여, 이상 문학의 내적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오감도」연작의 구성 원

리를 연작 형식의 발생 텍스트인 「조감도」를 통해 추적해보겠다. 특히

「조감도」의 개별 시편들이 역설적인 상황, 혹은 패러독스들을 그리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하겠다. 또한 초기 시들을 통해, 패러독스를 표현하는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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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이 「오감도」이전에 유형화되기 시작되는 것을 분석한다. 이는 문장

이나 어구를 반복하고 변형시키는 수사적 기교이며, 이러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는 이상 시의 패러독스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인다.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하였을 때, 연작의 구성 원리가 두 가지 층위로 이루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조감도」나 「오감도」와 같은 병

렬형 연작 형식에 담긴 개별 시편들이 모두 패러독스가 드러나는 상황과 사

물, 주체 등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반복과 변형의 수사학

이 개별 시편들 속에서 패러독스를 구성하여 상황과 사물, 주체 등의 정신

적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층위의 반복과 변형의 상호작용이

연작의 구성 원리로 작동한다.

3장에서는 먼저, 연작시가 처음 발표된 서지 면에 같이 나타난 삽화와의

관계를 통해 연작의 구성 원리를 논하겠다. 그리고 반복과 변형의 수사학이

「오감도」 연작의 개별 시편들에서 어떻게 패러독스를 표현하고, 그 패러

독스의 표현을 통해 정신적 본질을 드러내는가를 분석하겠다. 마침내 패러

독스들이 반복되어 병렬되고 중첩이 되는 것을, 개별 시편들을 엮어주는 연

결 고리로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패러독스의 변주가 이상 문학의 주요 기

호인 거울 이미지로 나타난 것을 논의하겠다. 패러독스의 변주는 한편으로

는 개별 시편들이 공유하는 수사학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거울 이미지의 반복과 변형으로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상의 「오감도」연작의 구성 원리가 개별 시편들이 패러독스적인 내용을

반복하고 변형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연작시, 시적 형식, 시적 구조, 패러독스, 독자, 병렬, 중첩

학 번 : 2012-2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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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오늘날 이상 문학 연구는 수많은 연구자가 도전하는 하나의 한국현대문학

연구의 관문과 같다. 이상이란 ‘기념비(monument)’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이며, 한국문학의 하나의 ‘분과(branch)'이다. 유클리드 기하학, 건축학, 방대

한 철학사, 아방가르드와 다다 예술 운동, 서구 초현실주의 문학과의 영향관

계, 기호학, 정신분석학,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낭만주의, 탈식민주의,

타이포그래피, 상호텍스트성, 하이퍼텍스트성, 상대성이론까지 이상을 탐구

하려 시도되었던 여러 방법론들이 있었다. 한편으로 이상은 근대를 비판하

며 넘어서려하다 실패한 비극적인 모더니스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의식

에 빠져버린 순수시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적인 상상력을 구축한

초월적인 사상가이다.

이상 문학 연구사는 이상을 천재 혹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호평한 당대 문

인들인 남긴 소수의 글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평가는 이상과 친분이 있

었던 지우들의 글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적극적인 예로는 김기림의 산

문과 시들이 있다.1) 김기림 외 박태원과 최재서가 이상에 관하여 남긴 글들

은 이상의 극적인 삶에 관한 호기심을 나타내며 이상의 혁신적인 창작 방법

을 높이 평가한다. 때문에 김기림이 대표하는 긍정적인 초기 이상론과 가깝

다.2) 또한 카프의 사회정치적 문학운동을 대표하였던 임화와3) 관능적이며

1)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조광》, 1937. 6. ; 「이상의 모습과 예술」, 《이상선

집》 서문, 백양당, 1949. 3. 15. ;「쥬피타 추방」,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4.

2) 이러한 이상 신화를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최근의 논의는 유종호의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뛰어난 산문, 그림 솜씨나 화술에 보인 재

주, 폐결핵 환자에다 일본 땅에서 요절했다는 불행한 개인사는 당초의 추문을 동정

유발적인 신화로 정착시켜 주었다. [...] 이상의 강박관념은 남보다 뒤지지 않은 묵문

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작품도 그것을 생산해 내는 사회와 그 사회적 조

건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는 식민지라는 악조건에서 어떻게 문

학만이 하루아침에 선진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위의 책, 184-185쪽.)

3) “어떤 이는 이상을 보들레르와 같이, 자기 분열의 향락이라든가 자기 무능의 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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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적인 시적 표현을 추구한 서정주4) 또한 이상을 호평하였다. 이는 이상

에 관한 관심이 주로 식민지 시기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문학 진영에 구속

되었던 것이 아니란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상에 관한 대다수의 논의, 특히 그의 시에 관한 당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김문집은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서구적인 상식과 글쓰기 형

식을 모방하는 아류로 이상을 평가절하 하였다.5) 그리고 김문집 외 이상의

「오감도」 연재를 거센 항의로 중단시킨 《조선중앙일보》의 독자들 역시

이상의 문학을 가차 없이 비판한 대중의 거센 반감을 알려준다. 이외에 이

상이 살아 있을 때 그의 문학을 둘러싼 당대의 논의나 비평은 거의 침묵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림, 박태원, 최재서는 이상이란 작가의 위상을 높

이려 노력하였다. 김기림은 이상과 대화를 하였을 때 들었던 이상의 사상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이상의 얼굴에서 그리스·로마 신화의 최고신인 “쥬피

타”와 기독교의 구세주인 “골고다 예수”의 모습이 겹쳐있는 것을 목격하였

다고 상징적인 찬양을 하였다.6) 그리하여 이상을 위한 추모시 「쥬피타 추

방」에서 자신이 알았던 이상이 근대 사회의 사건들과 사상들 사이에서 어

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시적 표현으로 드러내려 하였다.7) 이후 이상의 시와

라 생각하나 그것은 표면의 이유이다. 그들도 역시 제 무력, 제 상극을 이길 어떤 길

을 찾으려고 수색하고 고통한 사람들이다.” (임화, 「세태소설론(1938.4)」,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208-209쪽)

4) “이상의 시의 특질을 말하려면, 첫째 서정의 심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앞섰

던 대개의 시들은 사물의 윤관성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그런데, 이것

이 이상에 오면, 이런 것들이 윤관적인 것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흘러 들

어가 그 자세한 내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던 것이다.” (서정주, 「이상과 그의 시」,

『서정주 문학 전집 5』, 일지사, 1972. )

5) “여기서 미안한 인사를 동시에 드리지 아니치 못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작품은 지금

으로부터 7·8년 전 新心理主義의 文學이 극성한 東京文壇의 新人作壇에 있어서는 여

름날의 맥고모자와 같이 흔했다" (김문집,「「날개」의 詩學的 再批判」김용직 편,

『李箱』, 문학과지성사, 1977, 112-116쪽)

6) “전등불에 가로 비친 그의 얼굴은 상아보다도 더 창백하고 검은 수염이 코밑과 턱에

참혹하게 무성하다. 그를 바라보는 내 얼굴의 어두운 표정이 가뜩이나 병들어 약해진

벗의 마음을 상해올까 보아서 나는 애써 명랑을 꾸미면서 ”여보, 당신 얼굴이 아주

‘피디아스’의 ‘제우스’ 신상 같구려.“ 하고 웃었더니 상도 예의 정열 빠진 웃음을 껄껄

웃었다. 사실은 나는 ‘듀비에’의 〈골고다〉의 ‘예수’의 얼굴을 연상했던 것이다. 오늘

와서 생각하면 상은 실로 현대라는 커-다란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간

‘골고다’의 시인이었다.” (김기림,「고 이상의 추억」,《조광》, 1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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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처음으로 편집하고 출판하여 이상을 소개한 글에서는 이상의 문학이

“나르시스”의 문학이라고 분석한다.8) 김기림이 말한 나르시스 이상은 이상

의 텍스트에 이상의 과잉된 자의식이 반영되어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러한 이상의 자의식이 김기림이 알았던 이상의 사상적 충동이란 것을 암시

한다.9)

박태원의 글에서는 이상이란 특별한 인물이 사라졌다는 현실에 대한 슬픔

으로 가득 차 있다.10) 이상에 대한 깊은 애정은 박태원의 소설 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애욕」, 「방란장 주인」,「성군」에서 이상으로 추측될

수 있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그러한 인물이 소설의 화자와 가지는 관

계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이상과 특별한 친분이 없이 보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인은 최재서이다.11) 최재서는 이상 추도회에서12) 이상

7) “이상의 사상적 측면에 대해 가장 잘 알았던 김기림은 이상 문학의 아방가르드적 측

면보다는 그가 일상에서 내뱉은 말들에서 보여준 정신세계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

다. 그것은 물론 어떤 완성된 체계를 갖춘 형식이 아니라 늘어놓는 잡담적인 것들이

다. 김기림은 그러한 잡담조각 속에서 빛나고 있는 놀라운 생각들에 때로는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식민지 시기 말기에 김기림은 이러한 자신의 관찰과 판단, 느낌들을

정리하여 이상에 대한 추도시 한 편을 썼다. 「쥬피타 추방」, 이 시 한 편이야말로

친구 이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낸 것이며, 이상의 사상사적 위상을 세계사적

수준에서 멋지게 드러낸 기념비적 시이다.”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

비』, 현암사, 2007, 45-46쪽.)

8) “그러나 ‘나르시스’는 늘 거울 속의 제 얼굴에 취하여서만 살 수가 없었다. 닫아두어

도 그 거울 속에 쏟아져 드러오는 시대와 현실의 자욱한 티끌과 연기가 자꾸만 그의

시선을 빼앗곤 하는 것이었다. 미욱한 세계 그것을 놀려주는 제 자신의 재주에 취하

는가 하면, 어느새 길들지 못하는 육중한 그 짐승이 가엾어지고 말기도 하는 것이

다.” (김기림,「이상의 모습과 예술」,《이상선집》 서문, 백양당, 1949. 3. 15.)

9) “사실상 나는 이상의 사생활은 구보만치는 알지 못한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소

중한 것은 그의 천재였고, 세상 사람들의 속된 속살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기

림,「이상의 모습과 예술」,《이상선집》 서문, 백양당, 1949. 3. 15.)

10) “이미 지하로 돌아간 당신은 이제 참마음의 문을 열어 내게 일러주지 않으러요? 당

신은 참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여 내 집, 내 서울을 버리고 멀리 동경으로 달

려갔던 것이요?” (김기림,「이상 애사」,《조선일보》, 1937. 4. 22.)

11) 물론 최재서 역시 이상과 만났을 때 이상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증언하

며 이상의 유별난 글쓰기를 처음에는 기교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이상이란 인물을 만

나고 난 후 그의 문학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한다. “나는 이상을 알

기전에 그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실험적 소설이라고 생각하였

습니다. 나는 문단 상식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이 소설에 놀라면서도 그 예술적 실험

을 어느 정도 까지 신용해야 할지 다소의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즉 이 작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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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에 대하여 그만의 독특한 견해를 담은 짧은 추모사를 낭송하였고,

그 글은 최재서의 평론을 모은 『문학과 지성』(1938)에 전문이 실렸다.13)

「고 이상의 예술」이라고 제목이 지어진 이 글에서 최재서는 이상의 “시”

혹은 “시적인것”의 성격을 논의한다. 최재서는 이상의 실험적인 글쓰기가

“사실상 시와 소설을 결합”하였고 “그 작품을 창작한 에스프리, 그 자체가

벌써 산문적이라기보다는 시적”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문학적 에스프리는

현실의 사말한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의 세계로 날아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생활이 아니라 일개인의 심리

의 동태”에 더 관심을 가진 문학으로 이상의 글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짐작

할 수 있는 것은 최재서가 ‘소설’이란 장르의 대상과 주제를 현실과 인물로

보고, ‘시’란 장르의 대상과 주제를 개인의 심리 혹은 내면성이라고 생각했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면성이 현실을 부정하고 상상력의 극치를 추구하

는 글쓰기가 이상의 “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김기림, 박태원, 최재서가 이상 창작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태원은, 이상을 정확히 이해

하였던 사람은 그와 친했던 문인들 중에서도 없었다고 생각하였다.14) 또한

최재서의 논의를 비판하자면, 그는 이상의 글쓰기 형식이 소설과 시의 장르

적 구분을 혼선시킨 것이 신선하다는 것을 거론할 뿐이다. 김기림은 이상의

사상적 충동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말솜

렇듯 괴상한 테크닉을 쓰지 않고서는 자기의 내부 생활을 표현할 수 없는 무슨 절실

한 필연성이 있었든가 혹은 그저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위한 단순한 손장난이었든가-

이런 점에 관하여 다소의 의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 처음 보는 이상의 보헤미안

타입의 풍모와 시니컬한 웃음과 기지활발한 스피치에 나는 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모든 것이 결코 인위적인 포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 그가 우리들의 온량한 생활은 벌써 예전에 졸업하였다는 것, 따라서

그는 상식에 싫증이 났다는 것, 그리고 결코 순탄스러워 보이지 않는 생활 가운데서

도 문학적 에스프리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을 나는 알아낼수가 있었습니다.” (최

재서,「고 이상의 예술」,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2) 소화 12년 (1937년) 5월 15일

13) 이후 김윤식이 편집한 이상 연구에 관한 대표적 논문을 모은 『이상문학전집』

(1995)의 부록 4권에 첫 “논문”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14) “그러나 그의 사상을 명백하게 안다고 나설 사람은 그의 많은 지우 중에도 혹은 누

구 하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의 참마음을 그대로 그의 표정이나 언동 위에서 포착하

기가 힘들다.” (박태원,「이상의 편모」, 《조광》, 193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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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얼마나 그의 시와 방불하게 재미있었고 그의 그러한 “초탈한 비평”이

모든 사회인의 가면을 벗기고 폭로를 하려 하였다고만 전하며, 그래서 이상

이 벗긴 가면이 무엇인지, 왜 그 가면을 벗겨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가면

감췄던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15)

이상의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당대 문인 지우들이 이루어내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이상의 문학이 미완성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최재서는 “그나마도 그는 그 실험을 더 발전시키지 못

하고 또 외부의 충분한 비판을 받을 일이 없이 이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

다.”라고 분석하며,16) 김기림은 이상이 남긴 “예술”과 그의 “짧은 생애”가

“시간을 초월”한다고 추앙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도, 그가 그의 요절로 하

여 우리에게 남긴 너무나 큰 공허와 아까움의 천만분지의 일도 지워주지 못

하는 것을 어찌하랴?”라고 탄식하였다.17) 여기서 유일하게 박태원만이 이상

의 문학이 어떤 완전함을 찾았다고 암시하는데, 그것은 끝까지 살려고 노력

한 김유정과 달리 이상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취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죽음은 “일종의 자살”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것에서 나타난다.18)

이러한 이상의 동년배들이 평가한 이상의 삶과 예술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최재서는 리얼리즘에 관한 서구 ‘모더니티’의 문학이론을 바탕

으로 이상이 창작한 소설들의 형식이 전통적인 장르를 혼합한 혁신적인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19) 김기림은 이상을 비판하거나 무시한 문단과 대중들에

15) “그러나 한번 (구인회에) 들어온 후에는 전에는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어느새 그의

말솜씨의 심취자가 되었던 것이다. [...] 그의 말은 그의 시와 방불해서, ‘무관심한 관

심’의 극치를 터득한 사람의 언제고 초탈한 비평이었다. 부드러운 해학 속에도 어느

덧 독설의 비수가 번쩍이는가 하면, 신랄한 역설의 밑에도 아늑한 다사롬기가 봄볕처

럼 흐르는 것이었다. [...] 도덕과 윤리를 이마팍에 뒤집어 붙이고 다니는 부류일수록,

남 보지 않는 곳에서는 가장 도덕과 윤리의 얼굴에 흙칠을 하는 패인 것이 세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면서 ‘꼴 좀 보자꾸나’고 기껏 놀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 그러면서도 그는 실상은 메마른 형식이 아니라 ‘절대의 애정’을

찾아 마지않은 한 ‘퓨리탄’이었던 것이다.”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이상

선집》 서문, 백양당, 1949. 3. 15.)

16) 김기림, 「고 이상의 예술」,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7) 김기림,「이상의 모습과 예술」,《이상선집》 서문, 백양당, 1949. 3. 15.

18) 박태원, 「이상의 편모」,《조광》, 1937. 6.

19) “우리는 「날개」에서 우리 문단에 드물게 보는 리얼리즘 심화를 가졌다. 현대의 분

열과 모순에 이만큼 고민한 個性도 없거니와 그 고민은 부질없이 永嘆치 않고 이만

큼 실재화한 예를 보지 못했다” (최재서,「리얼리즘의 擴大와 深化」,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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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치 저항하듯 이상을 초월적인 존재로 기렸다.20) 박태원은 이상의 작품

들 보다는 그가 관찰한 이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을 그려냈다.21) 이

상에게 호응하였던 문인들이 남긴 초기 평가들을 함께 보았을 때 나타나는

이상의 모습은 혁신적인 시인·소설가이자 당대의 현실을 초월하는 사상을

지닌 천재이다.

30~40년대에 나타난 소수의 짧은 이상론들 이후, 50년대 후반에 나타난

전후세대 이상 문학 연구의 주된 목표는 이상의 전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상 신화가 아닌 인간 이상을 찾는 것 이였다. 이러한 전후세대의 연구는 이

상을 특이하고 새로운 형식의 글을 썼지만 결국 사회의 억압에 좌절한 식민

지 시대의 문인이나 심지어 정신병에 시달린 인간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지

니게 된다. 대표적으로 임종국의「이상 연구」(『고대문화』, 1955)는 이상

의 문인 지우들이 만든 이상 신화를 본격적으로 비신화화하려는 연구 경향

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22) 이러한 연구들은 더욱 정확한 전기적 사실들을

발굴하여 텍스트 분석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문학을 그의 전기와 관련해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종국

외, 고은과 오규원 등의 연구가 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상 연구의

주된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23) 이상의 창작 근원이 그의 인생에서 있었던

여러 극적인 사건이라고 보며, 나아가 그의 삶이 위치한 식민지 근대의 상

황을 그의 문학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중 임종국의 논의를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김기림 등 초기의 이상론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그것

은 곧 임종국의 연구가 이상의 문학을 실패와 좌절의 기록이라고 보는 고정

1936. 11. 31.- 12. 7 )

20) 각주 6) 참고

21) “...그것은 어떻든 우리가 이상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위인과 생활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박태원, 「이상의 편모」,《조광》, 1937.6. )

22) 임종국, 「이상의 생애와 일화」, 『이상전집』, 임종국 편, 문성사, 1966. ; 「이상

연구」, 『이상 문학 전집 4』, 김윤식 편, 문학사상사, 1995.

23)임종국, 「이상의 생애와 일화」, 『이상 전집』, 임종국 편, 문성사, 1966 ; 고은,

『이상 평전』, 민음사, 1974 ; 오규원 「이상의 생애 · 이상의 일화 · 이상의 연인들,

『날자, 한 번만 더날자꾸나』, 오규원 편, 문장사, 1980 ; 오규원, 「이상 시와 그의

생애와의 관계, 『거울 속의 나는 외출중 - 이상 시 전집』, 오규원 편, 문장사, 1981

; 김승희, 「이상 평전」, 『이상』, 김승희 편, 문학세계사, 1982 ; 김윤식, 『이상 연

구』, 문학사상사, 1987 ; 이승훈, 『이상 -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스트』, 건국대출판

부, 1997 ;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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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임종국의 「이상연구」는 이상의 문학 텍스트가 “실로 보기 드문 혼돈 무

질서상을 일신에 구현”하였다고 보며, 이상의 작품들이 “어떤 테마에 의해

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등한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는 몇 개

의 양상들의 착종 교합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으며, “그런 몇 개의 양상들

은 상호 불가분의 인과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그의 전 작

가적 생애를 통하여 잠시도 어느 하나에 정하는 일이 없이, 마치 물레방아

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분석한다.24) 이상 문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불안, 공포, 허무, 퇴폐(데카당)등의 “정신상의 경향”은 엄연한 이상 문학의

특성이지만,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지 않고, 그러한 정신상의 경향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상의 물레방아’를 틀로 삼아 임종국은 이상의 작가적 생애와 문학을

“현대판 시시프스의 신화”라고 고하며 이상의 혼돈 무질서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외부적인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 제국주의, 식

민지의 현실로 구성된 조선의 근대, 그리고 폐결핵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둔 제한된 삶의 육체로서 이상의 근대적 자아는 형성되었고, 그러한 자아

가 그의 “최후의 절망”을 표현한다. “근대의 초극”을 실패하거나 포기한 모

더니스트로서의 이상은 그 절망을 그의 작품으로 계속 나타낸 것이며, 이리

하여 “근대”란 문제를 철저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임종국은 이상의 절망과

허무를 인간의 “준엄성”과 “인류애”가 배반당한 근대 사회, 혹은 “절대자의

폐허, 다시 말하면 보편적 이성이 사망한 지구상”에25) 대한 “항거”인 것으

로 본다. 즉 이상이 지속적으로 절망과 허무를 표현한 이유는 근대 사회가

인간의 고귀함을 말살하였기 때문이고, 모든 근대적인 것을 결국 이상이 부

정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26)

24) 임종국,「이상 연구」, 『이상 문학 전집 4』, 김윤식 편, 문학사상사, 1995.

25) 위의 책. 62쪽

26) 특히 임종국은 이상의 “절망적 양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작품을 「오감도 시제1

호」라고 하며 그 시를 분석한다.1) 그는 이 시가 “근대의 공포”를 전시한 작품이라고

하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존재를 침해당하고야 말 필연적이요 운명적

인 시간”을 나타낸다고 본다. ‘무서운 아해’로부터 “침해”를 받고 그 “침해를 모면하

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것을 이상이 이 시로서 절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임

종국은 그가 이상의 소설에서 느낀 근대의 초극과 실패로 인한 절망과 허무에 알맞

게 ‘13인의 아해’를 “‘최후의 만찬’에 합석한 기독 이하 13인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며,



- 8 -

후세 연구 중 이상을 노골적으로 평가절하한 경우들도 있다. 고은의 『이

상 평전』(민음사, 1974)은 이상을 특이한 글을 쓴 특이한 사람으로 볼뿐만

이 아니라 이상을 서구 아방가르드 혹은 다다를 흉내 낸 모방가이자 글로써

‘장난’을 한 사람으로 그려내며,27) 김문집의 초기 혹평과 같은 진영에 서있

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은의 극단적인

예와 어느 정도 같은 경향을 가진 전기사적 연구들은 이상의 ‘인간화’를 추

구하면서 동시에 이상문학의 근원을 병적인 것과 자의식의 과잉으로 규정한

다. 이러한 논의는 이상 문학 연구의 큰 흐름인 정신분석학적 접근의 “나르

시시즘적인 것”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상 연구에 도입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그 맥락에서 발전된

여러 심리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자들은 앞의 전기사적인 연구가 밝혀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상의 무의식을 포착하고 그의 창작 근원을 드러내려

하였다.28) 프로이트의 이론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도입한 김종은과 이승훈

등의 이상 연구에서 거론되는 나르시시즘적인 것은 보편적인 정신질병증적

인 증상이 이상의 텍스트와 삶에서 유별나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진단한 것이다.29) 이들의 분석은 김기림의 이상 논의에서 처음 거론되었던

“이는 기독교 문명을 거쳐 인류의 문명을 연상”하는 어구로 본다. 즉, 인류 문명은

공포에서 벗어나려하건 벗어나지 않으려하건, “닥쳐 올 운명이란 결국 마찬가지”라고

“절망의 음영을 철두철미”하게 하였다고 임종국은 말한다. 앞서 정리된 임종국의 연

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후세대에서 이상 문학의 가치가 시대적 상황으로 인

한 처절한 좌절과 실패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의 책. 64-65쪽.)

27) “왜 이상은 문학사의 이상 코너에 있지 않고 그것은 곧잘 문학의 현실 가운데로 뛰

쳐나오는 것인가. [...] 그것은 우리 문학이 갖추고 있는 모더니티 콤플렉스를 전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뜻에서 이상문학은 이 시대의 현대문학에 대한 음습한 주부

다. [...]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현대문학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문학이 국문학적 요인을 짙게 풍겨주고 근대 국어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이 요괴처럼 달라붙고 있는 것이다. [...] 그런 의식사 발전 과정에서 이상이라는

고물상에 문학의 과점을 조준한다면 이상이 얼마나 미완성의 문학, 습작기의 문학,

자의식 낙서의 문학인가라는 그의 음화도 알게 된다. [...] 무엇보다도 그는 상식적 건

강이 결여되었으며 그의 폐병에 의해서 이상문학은 근본적으로 병자의 문학이 된다.”

(고은, 『이상 평전』, 15-18쪽.)

28) 김우종, 「이상론」, 《현대문학》, 1958. 5 ; 김종은, 「이상의 이상과 이상」, 《문

학사상》, 1973. 9 ; 조두영, 「이상 초기 작품의 정신 분석」, 《신경정신의학》 38,

1977. 2 ; 고석규, 「시인의 역설」, 『여백의 존재성』, 지평, 1990 ; 조두영, 「정신

의학에서 바라본 이상」,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권영민 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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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스” 이상과는 다르다. 김기림이 거론한 이상의 나르시시즘은 이상의

사상적 충동이 그러한 사상을 몸소 이루어내고 경험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을 텍스트화 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는 나르시시즘적인

것을 세분화 하였다. 성적 충동, 가부장적인 체계에 대한 반항,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가 속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절망을 이상 개인의 주체의식

의 문제로 보았다.

이상의 주제를 현대성(Modernism) 아니면 탈근대성(Post-Modernism)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고 이상이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떻게 현대성을

표현하였는가를 드러내려 한 연구들도 있다.30) 이상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현대성의 문제나 탈근대성에 대하여 집중한 연구들은 이상의 삶과 텍스트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이상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근대에

대한 관점과 비판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경향이 강한 김윤

식과 그 외의 연구자들의 이상 연구는 당대 문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졌을 현

대성 혹은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상에게서도 포착하려 한 것인데, 여

기서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한국 모더니스트 문학의 좌절적인

성향을 분석한다는 것에 있으며31), 앞서 언급한 임종국의 이상론의 영향이

드러난다. 김윤식은 이상의 ‘현해탄 콤플렉스’가 이상이 속한 식민지 근대의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보며, 서구 계몽주의의 실패와 제국주의적 혹은

자본주의적인 체제에 대한 절망으로 끝난 것으로 평가하거나, 서구에서 시

작된 모더니즘이 한국의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각색되어서 나타나는

가를 탐구하여, 이상을 그러한 문화적인 증상의 표상으로 꼽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상의 텍스트를 문체, 언술, 그리고 수사학적 특이성에 대하여 분

29) 김종은, 「이상의 이상과 이상」, 《문학사상》, 1973.9 ; 이승훈, 『이상 시 연구 -

자아의 시적 변용』,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3 ; 조두영, 「정신 의학에서

바라본 이상」,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권영민 편, 2001.

30) 김유중, 『1930년대 후반기 한국 문학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 연구』, 서울대 대학

원 박사 학위 논문, 1994 ; 조영복,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근대성의 담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5 ; 한상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미적 자

의식」, 『이상 문학 전집 4』, 김윤식 편, 문학사상사, 1996 ; 황현산, 「모국어와 시

간의 싶이」, 『현대 한국 문학 100년』, 민음사

31) 이어령, 「이상론 -‘순수 의식’의 완성과 그 파벽-」, 『이상 문학 전집 4』, 김윤식

편, 문학사상사, 1995. ;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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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연구들, 특히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 이상전집을 편집하여 이상 텍스

트의 전반적인 분석을 시도한 권영민의 연구와,32) 그 전에 이상의 텍스트

중 시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편집하여 분석적인 각주를 통해서 연구한 이승

훈의 연구가 있으며,33) 수학적인 숫자의 개념과 건축학적인 개념을 인용하

여 분석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34) 특히 김민수의 『이상 평론』은 보다 철

저하게 이상의 사상적 근거를 드러내려 하였으며 이상이 당시대의 과학적인

논의와 신건축학과 여러 디자인에 대한 이론들을 어떻게 다루고 뛰어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이상의 형식이 서구 아방가르드와 다다를 뛰어넘

었다고 논의한다. 이상의 작품 중 특히 《조선과건축》에 발표되었던 ‘만필’

중 하나인「선에관한각서 1」이 뉴턴의 광선학과 유클리드식 기하학의 근대

과학적인 사고를 무너뜨리고, 그러기 위하여 아인스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리고 르 코르비지에의 해방적인 신건축학이론을 응용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선에관한각서 1」이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에서 받은

영향을 분석하며 “이상이 르 코크뷔지에식 신건축에 감응하고, 현대물리학

의 새로운 시공간 이론에 따른 새로운 세계와 인간 존재의 탄생을 담은 선

언문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한다. 김민수의 연구는 이상을 연구할 때 평범한

문학적 용어를 넘어서서 시각적 독해 방식에 의존해야지만 텍스트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상의 사상이 당시대의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정점을 표상하는 근대 과학을 넘어서서 어떤 “인간 선언문”을 만들어낸 것

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35)

이외 지나친 전기사적 혹은 역사적 실증주의의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중요 방법론은 이상 문학에 대한 기호학적인 접근이다. 이러

한 기호학적인 접근은 이어령의 이상론이36) 시작하였다 할 수 있다. 이어령

이 주장하는 기호학적 접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찾을

32)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뿔, 2009. ; 이승훈 편, 『이상 문학 전집 1 』, 문학

사상사, 1989.

33) 이승훈 편, 『이상 문학 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34) 김용운,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수학」, 『이상 문학 전집』4, 김윤식 편, 문학사상

사, 1995 ; 김명환,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수학 기호와 수식의 의미」, 『이상 문학

연구 60년』, 권영민 편, 문학사상사, 1998

35) 김민수, 『이상 평론』, 그린비, 2012, pp. 212-219

36) 이어령, 「이상 연구의 길 찾기 - 왜 기호론적 접근이어야 하는가」, 『이상 문학

연구 60년』, 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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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언어의 구조물인 텍스트를 한 개인의 삶으로 환원시키거나 혹은

한 집단의 역사로 수렴해버린다는 것은 소금을 양잿물로 다이아몬드를 숯으

로 바꾸는 일과 다름없”다고 이어령은 전기사적·역사적 연구를 비판한다.37)

“문학 텍스트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상적인 메시지의 형태와는 달리 시

니피에(기호내용-개념)가 아니라 시니피앙(기호표현-감각)과의 관계를 따지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8) 이를 바탕으로 “이상이 만들어 내는 ‘떠도는 시니

피앙’”이 “관념적이며 고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기호표현에 의해서 끝없이

유동하는 그 텍스트의 생성 부분이야말로” 이상 문학의 주된 양상이라 본

다. 그리하여 기호학적 접근은 “단순히 작품의 구조와 그 코드를 밝혀내는

기호론이” 아닌 “그것을 창조해 내고 있는 기호 생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분석한다.39) 이렇듯 그의 이상론이 보다 획기적이었던 이유는 이상의 작품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망을 지닌 기호들이 종합되어있는 기구라고 보았기 때

문이다. 의미망을 지닌 기호들이 섞이고 작가의 의지로써 나열됨으로써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한 텍스트로서 이상 문학을 본 것이다.

기호학적 방법론을 통해 이상 문학을 접근한 경우는 조영복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40) 조영복은 이상의 “열린 텍스트”성에 집중하며 “이상 텍스

트는 그 자체가 자료이면서 작품이고 또한 연구방법론이다”라고 논의한다.

그 의미는 이상의 텍스트가 시(문학 텍스트)일 뿐만이 아니라 시학적인 담

론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열린 시학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매체로 이상 문학을 보는 것이다.41) 이렇게 보았을

때, 이상의 텍스트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며, 심지어 식민지 조선의 모

더니즘에서 생성된 텍스트라고 해석하는 것에도 이상 텍스트는 박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이 문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상 문학”이란 또 다른 학문

혹은 이론을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도적인 열

37) 앞의 책, 9쪽.

38) 앞의 책, 13쪽.

39) 앞의 책, 26쪽.

40) 조영복, 「이상은 어떻게 매체의 ‘경계를 넘어’ ‘혼종 텍스트’를 실현하고 있는가?」,

『넘다 보다 듣다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조영복, 「음악적인 것의 시

학」, 『실험과 도전, 식민지의 심연』, 권영민 편, 2010,

41) 조영복, 「음악적인 것의 시학」, 『실험과 도전, 식민지의 심연』, 권영민 편, 2010,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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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효과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영화 등 제 분야 예술의 통합 매체론,

기호론 등의 다영역에서 개별적인 연구 대상이면서 또한 이들 분야를 융합

하는 소통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분석하는 것이다.42)

이 연구에서 이상의 텍스트의 “음악적인 것”은 “질주와 속도의 모티프, 소

리, 소음, 음향의 탐색, 공감각적 이미지, 텍스트의 배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다. 그러한 이상의 음악성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자율

적인 음들의 운동”이며 “내재적 질서를 구성”한다. 이상의 열린 텍스트이자

음악적인 텍스트, 혹은 “동일한 어구 혹은 이미지들의 반복, 속도, 질주, 변

형의 정신주의적 경향은 음악적 형식의 내적 구조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

다.43) 이러한 이상의 ‘음악성’이 이상의 열린 텍스트성이 향하는 목표라고

본다. 여기서 이상의 음악성이 이상의 “창조와 변형의 정신주의를 내포한

다”라고 볼 수 있다.

김주현 또한 이상 문학을 기호학적으로 접근하며 이상 문학의 “내적 상호

텍스트성”을 이상 문학 해석에 필요한 방법론이라 주장한다. 「이상 시의

내적 상호텍스트성」에서44) 그는 “작가가 타자의 담론으로부터, 또는 자신

의 담론 안에서 담론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각 개별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한 다음에야 발생 텍스트

를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고, 그리하여 작가의 글쓰기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호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반시대적인 사상을 구축한 이상의 작업

을 드러내려 한 신범순의 이상 연구가 있다.45) 신범순의 연구는 앞에서 말

한 김기림이 이상에게서 느꼈었던 사상적 충동의 문제를 다루고, 이상의 사

상이 무엇인가를 이상이 그의 시대에 맞서서 생성하는 과정으로 밝히려 한

다. 다른 연구에 비하여 신범순의 연구가 특이한 이유는 이상으로부터 선사

시대적(pre-historical)이며 원시적(primal)인 사상의 원동력을 찾아내서 역사

를 초월하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근대에서 억압된 인간과 생명력의 본모

습을 찾으려는 상상력이 이상에게 있었다는 것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신범

42) 앞의 책, pp. 75-76

43) 앞의 책, pp. 54-55

44) 김주현,『실험과 해체 - 이상 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2014. 344-346쪽.

45)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현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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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사시대를 거론하는 논의는 단지 형이상학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고대에서부터 이어지는 유물론적인 토대에서 우러나

오는 정신주의가 어떻게 시인의 상상력과 그러한 상상력을 펼치는 글쓰기를

통해서 재발견되고 다시 재현되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호학적 이상 문학 연구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불안은 이상의 문학이 이상이란 작가의 작품이 아닌 기호적 텍스트로 보았

을 때 거침없이 열려져버리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수십 년

을 걸쳐서 이상 연구를 지속해온 김윤식은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에

서46) 전반적으로 기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여 이상 문학을 연구하기도 하였

다. 그런데 그의 이상 연구에 관한 후기로 꼽을 수 있는 「내가 엿본 이상

문학의 심연」에서 김윤식은 “이상의 작품이 어느새 텍스트로 둔갑”하였다

는 것을 보며, “작품이라 했을 땐 작가의 개성과 독창성에 의한 단 하나의

의미가 전제되는 것”인데 “이상의 작품은 접근하면 할수록 단 하나의 의미

로는 판독되지 않고 복수의 해석이 요망되는 장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곧 “독자(연구자)란 의미생성의 공동 집필자”이며, 이것은 자의적

인 해석의 과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47)

본고는 이러한 기호학적 접근을 수용하되, 김윤식이 거론한 자의적 해석

의 과잉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상 시의 주된 형식인 ‘연작시’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여 「오감도」시편들을 분석하고자한다. 즉 개별 시편들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작이란 하나의 큰 집합체 속에서 여러 시편들이 서로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곧 이상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호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서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도되는 분석이다.

이상 시의 과반수는 큰 제목 아래 여러 시편이 소제목을 달고 묶여져 있

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기존 이상 시 연구는 이렇듯 여러 개별 시편이 모

여 있는 형식을 연작시, 연쇄시, 혹은 계열시라고 명칭하였다. 연작은 한꺼

번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연재가 된 경우고, 계열은 한꺼번에 같이 발표되

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 방식 외에는 기존 연구에서 쓰인 연작

46) 김윤식,『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47) 김윤식,「내가 엿본 이상문학의 심연」, 『기하학을 위해 죽은 이상의 글쓰기론』,

역락, 2010.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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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열의 개념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이상 자신이 그의 시를 ‘연작’이나 ‘계열’로 표현한 적이 없다. 곧 ‘연

작시’는 이상 문학 연구사에서 연구자들이 포착한 이상 시편들의 형식적인

외형을 명칭하는 개념어이다. 이 외형적인 특성은 “큰 제목 아래 여러 편의

독립된 시들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48) 1934년부터 1936년 사

이에 발표된 이상의 한글 작품 중 이러한 외형을 지닌 작품들의 목록을 정

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오감도」 15편, 『조선중앙일보』, 1934.7.24.~8.8.

「역단」 5편, 『가톨닉청년』, 1936.2

「위독」 12편, 『조선일보』, 1936.10.4.~9.

이상의 “시” 혹은 일문 “번역시”로 연구되어온 이상의 28편의 ‘만필’들은

《조선과건축》에 1931~32년 사이에 게재되었으며, 이 중 22편 또한 언급된

‘연작’으로 묶여져있다. 그 작품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조감도」 8편, 1931.8.

「삼차각설계도」 7편, 1931.10.

「건축무한육면각체」 7편, 1932.7.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렇듯 큰 제목 아래 여러 소제목을 달고 있는

개별 시편들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이상의 시적 형식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주로 몇 편만의 파격적인 형식을

거론하는 것으로 국한되었다. 그가 띄어쓰기를 생략하였다는 것과 도표나

도형을 그의 시에 넣었다는 것, 당대 문단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초현실주의

와 다다의 영향을 받은 창작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49)

하지만 이상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연작 형식에 관한 논의는 소수이다. 이

소수의 논의는 권영민, 김윤식, 하재연, 조은주, 최도식, 김미영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상의 연작 형식이 당대 문단에서

48)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뿔, 2009, 54쪽.

49) 김춘수, 「이상의 시형태」, 『김춘수 시론 전집 1』, 2004. 96-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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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이 차용하였던 고유의 시적 형식이자 적극적으로 실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권영민은50) 이상의 연작 형식에 관하여 “하나의 주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적 정서의 변주를 연작 형식으로 병치되는 각각의 작품들 속

에 담아낼 수 있는 역동적 구조”를 가능케 하였다고 본다. 그리하여 논자는

「오감도」51)의 “연작성의 형식은 새로운 주제의 중첩과 병렬”이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중첩과 병렬”에 속한 15편의 작품들을 두

가지 계열로 구분하여 “하나는 시적 자아에 대한 발견 자체가 인간과 현대

문명에 관한 비판적 인식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으로 인하

여 불안정한 시적 자아의 형상에 대한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관조를 보여주

는 경우이다”라고 논의한다.52)

김윤식53)은 이상의 「위독」 연작을 이상의 의식이 발전해나가는 단계로

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위독」 연작에 속한 12편의 개별 작품들이 일종

의 서사적인 단계를 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여러 이상 연구에서54)

김윤식은 주로 이상의 글쓰기가 ‘나=김해경’의 글쓰기와 ‘나=이상’의 글쓰기

의 긴장된 관계의 갈등에서 표출되었다고 보았다. ‘김해경’은 이상의 본명이

며 근대 사회와 가족의 노예인 존재이고, ‘이상’은 그러한 자신의 실재적인

한계와 분리되고 “절대적인 경지”에 다다르고 싶어 한 존재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는 곧 이상의 전기적 행적을 중심으로 ‘이상’의 글쓰기가 ‘김해

50) 권영민, 「이상 시 텍스트 연구」,『이상 텍스트 연구』, 54-55쪽, 뿔 2009.

51) 권영민, 『이상 문학의 비밀 13』, 민음사, 2012. 133-184쪽.

52) 또한 권영민은 이상의 「오감도」연작을 전반적으로 연작의 개념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그는 『오감도의 탄생』에서 다음과 같이 「오감도」 연작의 구성 원리를 소개

한다. “...연작 형식에 대한 시인의 관심을 작품의 내적인 요건과 연관지어 본다면, 무

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것이 장르 확대의 개념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작의 형

태로 묶이는 작품은 각 작품이 지니는 독자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연작의 요건에 의

해 더 큰 덩어리의 작품이 된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개의 짤막한 시편을 모아 더 큰

작품을 만들려는 상상력의 본질과도 연관된다. 말하자면 시의 내적 공간이 확장되어

그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일단 연작으

로 묶이는 순간부터 이미 독립된 성격보다는 연작이 추구하는 더 큰 덩어리의 작품

형식에 종속된다." (권영민, 『오감도의 탄생』, 태학사, 2014, 304-305쪽.)

53) 김윤식, 「창작 방법의 원형 - <위독>과 <종생기>」,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20-123쪽. 1998.

54) 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학교문화출판원, 1998 ; 김윤식, 『기하학

을 위해 죽은 이상의 글쓰기론』, 역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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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글쓰기의 한계를 해체하려한 시도 이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 「위독」 연작은 ‘나=이상’이 추구하는 관념적인 “절대적 경지”를

‘나=김해경’이란 존재가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한 12개의 “단계”들이 나

열되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은주는55) 이상의 창작 노트에서 발견된 「황」에 관한 글들을 이상의

연작시라고 보며 그 연작에서 나타나는 “개”의 이미지가 연속되고 변형되어

“핵심적 이미지와 은유적인 기호 체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텍

스트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상이 생전에 발표한

작품들이 연작으로 엮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발굴된 창작 노트에서 연

작 형식적인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엮어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논의를 따르자면 연작 형식으로써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

는 과정은 그 주제에 관한 의식의 확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김미영은56) 이상의 「역단」 연작의 전체구성이 “꼴라쥬적”이라고 분석한

다. 그러한 “꼴라쥬” 기법은 “파편화된 현대인의 심성이나 내면, 혹은 다양

한 가치와 시각이 공존하는 다관점의 현대사회를 표현하기 위한 본질적이며

불가피한 형상화 방식”이라고 본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나타낸

다는 것은 곧 그 주제를 보는 시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

이다. 연작이 다양한 관점을 차용하여 어떤 주제 의식의 발전적인 단계나

확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열되어버린 의식을 ‘꼴라쥬’처

럼 동시적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하재연은57) 「위독」 연작을 이상의 “조선어 실험”의 장으로 보았다. 즉

이 연작에 속한 작품들이 연관되는 원리는 “언어 실험”의 연속성이다. 그러

한 언어 실험은 이상이 조선어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제나 이미지가 연속되고 변형되는 것을 연작

형식의 원리로 보지는 않는다. 대신 각 개별 작품이 모두 이상이 의도한 언

어 실험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실험의 의도가 연작을 구성하는 원리인 것

55) 조은주, 「이상의 <황> 연작시와 ‘개’ 이미지」, 『이상의 사상과 예술』, 신범순

편, 2007, 신구문학사, 123쪽.

56) 김미영, 「이상의 문학과 꼴라쥬」, 『한국현대문학연구』23집, 2010. 12.

57) 하재연, 「이상의 연작시 ‘위독’과 조선어 실험」, 『어문논집』Vol. 54, 민족어문학

회, 2006. 249-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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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도식은58) 이상의 「오감도」 연작을 “무한한 연작 형식”이라고 규정하

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개별 시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결합되어 무한하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논의를 따르자면 이

상이 연작 형식을 사용한 의도는 연작에 속한 개별 작품들이 무한하게 재결

합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

이다. 이것은 곧 하재연의 논의와 유사하게 이상의 연작을 구성하는 원리가

필자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지만,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텍

스트의 의미를 무한하게 열어놓으려는 의도라고 본다.

이렇듯 연작의 구성 원리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하나나 두 개 이상의 주

제가 확장되거나 중첩되는 것을 구성 원리로 보았다. 그러나 연작의 주제를

연작의 구성 원리로 논한다면, 그것은 곧 일정한 주제로 시편들이 계열화

된다는 것이며, 이상 문학의 전반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연작의 주제를 육체성으로 논한다면, 그 육체성은 연작의

텍스트 외에 있는 시, 수필, 소설들과 연장선상에 놓이며 또한 그러한 육체

성의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시편들이 왜 같이 모여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

다. 기존 연구들이 분석한 바 개별 시편들의 주제는 다양하며, 주제를 통해

그들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작의 구성 원리는 연작

의 주제가 아닌 다른 요소에서 찾아야 한다. 그 요소는 개별 시편들이 공유

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편들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작동해야 한다. 본고는

이 연결 고리가 무엇인지를 이상의 첫 국문 연작시인 「오감도」 연작을 통

해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및 방법론

한국현대시사에서 연작시의 유형은 이상의 창작 이전의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이렇듯 독특한 시 형식이자 출판 방식을 시도한 이상은 그러한 실험

이 독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좌절된 후「오감도 작가의 말」에서 그가

58) 최도식, 「한국 현대 연작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9.



- 18 -

의도했던 연작의 계획을 어렴풋이 남겨 놓았다.59) 전문은 다음과 같다.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지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봐야 아니 하느냐. 여남은 개쯤 써 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二千點에서 三十

點을 고르는 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딱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 꼬랑지도 못 달고 그냥 두니 서운하다.

깜박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李泰俊 朴泰遠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 준 데는 절한다. 鐵 ― 이것은 내 새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屈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 ― 가 없는 무인지

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위

선 그만둔다. 한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나는 정신병이나 고치겠다. (인용

자 밑줄)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상이 “31년 32년”사이 창작한 “이천점” 중

“삽십점”을 골랐다는 것이다. 「오감도」의 작품들은 이미 발표되기 2년 전

에 창작된 수많은 작품들 중 몇 편이였으며, 이상이 《조선중앙일보》에 연

재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골라서 모은 것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곧 각 작

품을 창작할 당시에는 이들이 연작으로 묶여질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이미 만들어진 작품 중 그들 사이에서 몇 편을 신중

하게 선택하고 「오감도」란 큰 제목 아래 연재시킨 것이다. 또한 31년 32

년 사이에 창작된 작품들 중 선별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과건축》에

발표되었던 일본어 연작시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오감도」연작 중 「시제4호」와 「시제5호」는

「건축무한육면각체」에 실렸던 작품들이 개작된 것이 확실하며, 제목「오

감도」의 경우 이상의 첫 일문 연작시인 「조감도」와 의미가 가깝다.「오

감도」의 시편들은 개별적으로 창작되었지만, 시인이 재편집하고 같이 모으

59) 이상,4『이상 전집 4 수필』, 태학사, 2013, 권영민 편, 161쪽. 이 산문은 이상이 사

망한 후 박태원이 이상을 애도한 글인 「이상의 편모」(《조광》, 1937.6) 에 실려 있

다. 박태워느, 『그리운 그 이름, 이상』, 김유중 김주현 편, 지식산업사, 2004.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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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오감도」란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된 것이다. 또한 시인이 밝힌 대로

「오감도」 연작의 시편들의 창작 시기가 일본어 시들과 거의 동일하기 때

문에, 이상이 처음 시도했던 일문시의 연작 형식과도 연관된다 할 수 있

다.60) 그렇다면 연작으로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연작으로 구성된 작품들을

엮는 연결 고리는 무엇인가? 이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연작시의 구성 원리 분석은 시적 형식의 구조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시적 형식을 분석하는 방법론들은 주로 유례가 있는 전통적 시 형식이

지닌 문학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들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영문학에서

소네트(sonnet)를 분석할 때는 소네트란 형식이 지닌 일정한 패턴의 라임과

리듬, 시행, 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장 유명한 소네트의 예들

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나 이탈리아의 페트라크라의 소네트는 둘 다 숫자가

달린 시퀀스(sequence)로 모여 있으며, 이 시퀀스들은 순서대로 읽어보면

일종의 서사가 드러난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의 경우 소네트의 화자가 한

여성의 사랑을 얻으려 하였지만, 결국 그 여인은 그를 버리고 그의 친구와

떠나버린다는 서사가 드러난다. 페트라크라의 소네트의 경우 라라(Laura)란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반복된다. 여기서 소네트의 시퀀스

를 형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 층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개별

소네트가 모두 동일한 시 형식을 쓰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시퀀스가

서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감도」 연작의 경우 개별 시편은

일정한 라임과 리듬, 시행을 쓰고 있지 않으며, 순서대로 읽어도 어떤 서사

가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영미문학 연구에서는 ‘Serial Form’이란 포스트모던 시 형식에 관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Serial Form, 혹은 Serial Poetry는 미국 시인 잭 스파

이서(Jack Spicer)가 1950-60년대에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 형식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Joseph M. Conte의 『Unending Design - The Forms of

Post-modern Poetry』(1991)에서 찾을 수 있는데, Conte의 경우 움베르토

에코의 『The Poetics of Open Work』에서 논의된 음악의 형식에 관한 이

60) 특히 권영민이 『오감도의 탄생』에서 논의한 「조감도」와「건축무한육면각체」의

병렬형 연작 형식이 「오감도」의 연작 구조와 밀접하다. 이에 관한 세밀한 분석은 2

장 1절에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다. 각주 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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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방법론으로 쓴다. 그리하여 Serial Form이 열린 형식으로서 무한하게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논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 분석 대상인

Serial Poetry 텍스트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상의 연작시와는 다른 보편

적인 ‘시집(book of poetry)’을 기준으로 여긴다.61) 잭 스파이서 또한 Serial

Poetry란 용어를 처음 썼을 때 자신의 ‘시집’이 어떤 방법으로 창작되었는가

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즉 Serial Form은 시집을 하나의 문학

형식의 단위로 보는 용어이다.

이상의 「오감도」 연작의 경우 그것은 시집이 아닌 몇 단편의 집합체이

다. 연작시는 시집이란 단위로 창작된 것이 아니며 또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미 열린 텍스트들이다. Serial Form에 관한 논의를 방법론으로 쓴다면 결

국 어떤 기존에 유례가 있는 시 형식을 통해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

감도」 연작의 텍스트 자체가 그 형식을 구성하는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가

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 형식에 관한 방대한 논의 중 현대시의 장시(long poem) 형식을 분석

한 글들이 있다. 연작시의 길이만을 따진다면 그것을 일종의 현대적 장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혹시 현대 장시에 관한 논의에서 연작시의 구성 원리

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T.S. 엘리엇(T.S. Eliot,

1888-1965)은 이러한 장시에 관하여 서술한 바 가 있다. 그는 여러 장시에

담긴 개별 부분들을 한 작품으로 구성하는 원리를 일종의 “사슬의 고리

(links in the chain)” 혹은 “연결하는 성분(connecting matter)"이라고 하였

다. 이 개념들은 프랑스 시인 생 종 페르스 (Saint John Perse 1887-1975)의

시 『아나바시스』(Anabese, 1924)를 T.S. 엘리엇이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시를 소개한 머리말에서 나온 용어들이다.62) 생 종 페르스의 『아나바시

스』는 총 10부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로마 숫자로 구분되어있다.

이 부분들은 이상의 연작시들과 유사하게 난해도가 높은 관념적인 언어로

쓰여 있으며 서로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표면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은 작품이다.

61) John M. Comte, Unending Design - The Forms of Postmodern Poetr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 15-26.

62) St.-John Perse, Anabasis, translated with a preface by T.S. Eliot, Harcourt, New
York, 1939, 1949, pp. 10-11.



- 21 -

엘리엇은 이러한 시의 표면적인 난해성과 불연속성이 일부러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신 일관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것이 있다

고 보았다. 또한 창작가가 유별나게 암호문(cryptogram)을 즐겨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신 엘리엇은 페르스의 시뿐만이 아니라 어

느 현대의 새로운 시를 접하던지 간에 그 작품을 처음 읽을 때 시가 난해하

다고 느끼는 이유는 독자가 이 “시를 해설해주며 연결하는 성분인 사슬의

고리들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논의하였다. 나아가 엘리엇은 이러한 시가

차용하는 “축약의 방식(abbreviation of method)” 이 타당한 이유가 이미지

들의 연속이 어떤 하나의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독

자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이미지들이 차례대로 내려앉게 해야 하며 그 순간

마다 각 이미지의 합리적인 것을 묻지 말고 최후의 궁극적인 효과가 생산되

는 것을 전체를 다 읽은 후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논의한다. 엘리

엇은 또한 시의 선별된 이미지와 사상들이 혼동적이거나 혼돈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개념들의 논리가 있듯이 상상력의 논리도 있다고 보

며 즉 시의 이미지들의 배열은 혼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엘리엇이 논의한 생 종 페르스의 연작 구성 원리는 단편적이며,

그 또한 페르스의 작품에서 나타난 “연결하는 성분”이나 “사슬의 고리”를

정확히 무엇이라 말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오감도」연작의 구성 원리 또

한 “연결하는 성분”이나 “사슬의 고리”가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

결 성분” 혹은 “사슬의 고리”가 「오감도」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패러독스

(paradox)’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문학에서 패러독스(paradox)는

서로 모순되는, 혹은 서로를 역설하는 단어들이나 개념들을 합치시켜 예상

되지 않았던 숨겨진 의미를 드러낸다.63)

문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패러독스를 더욱 섬세하게 정의하자면, 현저한

해설이나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생각

(incongruous ideas)들을 이례적으로 병렬(anomalous juxtaposition)하는 것

이 패러독스이다. 또한 패러독스는 문학 창작의 방법론이자 동시에 문학 분

63) Paradox, The P 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4th Ed., 2012.
Princeton University Press 996~9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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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방법론이며, 패러독스를 중요한 시적 장치로 여기는 작품 해석은 겉보

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서술들을 검토하여 그들을 조화시키는 의미를 찾거

나, 그러한 서술들이 왜 시에 등장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64)

20세기 초 미국 신비평주의(New Criticism)의 중요 이론가였던 크린스 브

룩스(Cleanth Brooks)는 패러독스를 방법론으로 사용한 시해석의 개요를 서

술한 바가 있다. 패러독스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갈등이 겉보기에는 모

순적(contradiction)이거나 위선적(hypocrisy)인 상황으로 나아갈 때 나타난

다. 패러독스에 관한 Brooks의 중대한 에세이인 “The Language of

Paradox”는 시학에서 패러독스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패러독스가 “시에 가

장 적합하고 필연적인 언어(the language appropriate and inevitable to

poetry)”라고 주장한다.65) 브룩스의 주장은 일상적인 사실적 언어(referential

language)가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고유의 메시지를 담기에는 너무 그 의

미가 희미하다(vague)는 견해로부터 시작된다. 시인은 시적 표현을 할 때

“그의 언어를 만들어내야(make up his language as he goes)”하며, 그 이유

는 언어에 속한 단어들이 언제나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에 따라 변화

하고, 단어들이 문장이나 시행으로 집합되었을 때 의미가 언제나 달라지기

때문이다.66)

시 창작에 있어서 패러독스는 예상치 못한 비교(unlikely comparisons)를

그려낸다. 그리하여 패러독스는 단순하거나(straightforward) 수수께끼

(enigmatic)와 같은 시들에서도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을 가능케 한다.

시의 패러독스가 무엇인지 보이기 위하여 브룩스는 첫 예로 윌리엄 워즈

워드(William Wordsworth)의 시 “It is a beauteous evening, calm and

free”를 주목한다. 먼저 이 시의 전반부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갈등은 시의

화자와 그와 같이 자연을 산책을 하고 있는 여성 동반자의 차이에서 나타난

다. 화자는 자신이 산책하고 있는 자연을 흠모(worship)하고 있지만, 여성

동반자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패러독스는 시의 끝에

64) Rescher, Nicholas. Paradoxes: Their Roots, Range, and Resolution. Open Court:
Chicago, 2001.

65) Literary Theory: An Anthology, 2nd Ed., Eds. Julie Rivkin and Michael Ryan.
66) Brooks, Cleanth.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Reynal & Hitchcock, 1947. p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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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다. 여성 동반자는 사실 화자보다 더욱 깊이 자연을 흠모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진다. 여성은 자연에 대한 공감을 언제나 가지고 있지만, 화

자의 경우 자연 속에 있을 때만 자연을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즉 화자가 여성이 지닌 자연에 대한 깊은 흠모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그가 지닌 자연에 대한 감정은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여성 동반자의

끊임없는 자연 공감과 질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워즈워드의 또 다른 시 “Composed upon Westminster Bridge”를 분석한

브룩스는 이 시의 패러독스가 시의 디테일에서 나타나지 않고 시의 화자가

만들어내는 상황에 있다고 논의한다. 시의 대상은 영국의 수도 런던이며, 인

간이 만들어낸 거대하고 경이로운 공간으로 표현된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는 자연과 대립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화자는 런던을 기계적이나 인

공적인 풍경으로 보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온전히 자연으로 이루어진 풍경

으로 본다. 이러한 시각이 가능한 이유는 시인이 다음과 같은 논리를 따르

기 때문에 나타난다. 도시 런던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자연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시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화자는 런던의 아름다움을 마치 자연적 현상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된

다. 즉, 숲이나 산, 구름과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용어를 가지고 도시

를 묘사한다. 그리고 브룩스가 주목하듯이 화자는 런던의 집들이 “sleeping

(졸음)”하고 있다고 하며 “dead(죽음)”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

이 만들어낸 모든 만물들이 궁극적으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시각 속에서는 런던의 건물들이 자연적 생명의 빛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형

상화되기 때문이다.

브룩스는 그의 에세이 "패러독스의 언어(The Language of Paradox)"를

존 돈(John Donne)의 시 "The Canonization"의 분석으로 마무리한다. 그리

고 그는 John Donne의 시가 사용하는 근본적인 은유(underlying metaphor)

가 패러독스라고 주장한다. 이 시는 강렬한 종교 용어를 통해 화자의 육체

적 사랑을 성스러운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물질세계(material world)를

부정하고 서로와의 사랑의 세계를 선택하는 연인들을 시성(諡聖 canonize)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사랑과 종교를 둘 다 패러디(parody)하는 내용

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 밖의 상황들을 모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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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의미를 만들며, 종교와 육체적 사랑을 결합하고 있다. 브룩스는 또

한 이 시의 이차적인 패러독스들을 주목한다. 하나는 사랑이란 행위의 동시

적인 이중성과 단일성이며, 또 하나는 “die”란 단어의 이중적이자 모순적인

의미이다. 이 시에서는 “Die”란 단어가 한편으로는 죽음 그 자체를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관계를 맺은 후 연인들의 탈진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

다. Brooks는 이러한 John Donne의 시의 복합적인 의미와 감성이 가능한

이유가 패러독스의 언어(language)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비평주의의 논의에서 패러독스는 아이러니(Irony)와 융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분명히 서로 독립되어 고유의 작용을 하는 시적

장치들로 설명된다. 브룩스에게 있어서 아이러니는 “맥락으로 인하여 서술

된 의미가 뒤틀려지는(the obvious warping of a statement by the

context)”것이다. 이에 비하여 패러독스는 “특별한 종류의 조건”이며, “양극

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a special kind of qualification which

involves the resolution of opposites)” 상황을 뜻한다.

아이러니는 텍스트에서 시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속한 전체적인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2=4”와 같은 문장만이 아이러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서술은 그 서술이 속한 맥락으로 인하여 의미가 변한

다. 아이러니는 시가 타당성(validation)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다.

그 어떤 서술이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술의 맥락과의 관계가 어떤

지를 시험해야하기 때문이다. 서술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서

술이 시의 맥락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그 맥락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

다.67)

이에 비하여 패러독스는 시의 구조에 필수적이다. 브룩스가 그의 저서

「잘 짜인 항아리」(The Well Wrought Urn) 에서 보여주는 것은 패러독스

가 시에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패러독스와 시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다. 문학 이론가 리로이 시어를(Leroy Searle)을 따르자면, 브룩스가 패러독

스를 중요시 여김으로써 시의 형식과 내용의 경계가 거의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었다고 본다. 시의 형식이 시의 의미를 담아내며

67) Brooks, Cleanth. “Irony as a Principle of Structure.” In Critical Theory Since

Plato, edited by Hazard Ada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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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 of the poem uniquely embodies its meaning”), 시의 언어는 양

극적이거나 모순되는 것들의 조화 혹은 화해(“affects the reconciliation of

opposites or contraries”)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시의 내부에서

작동하고, 패러독스는 시의 의미와 구조로서 작동하여 결국 패러독스의 내

부에 아이러니가 위치하고 있다는 논의이다.68) 양극적인 것, 혹은 서로를 모

순하는 것들이 병렬되고 조화되는 것이 시이자 시의 의미인 것이다.

이상의 연작시 「오감도」의 경우 일차적으로 패러독스가 큰제목과 개별

시편들의 관계에서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한 제

목 아래 모여 있는 여러 텍스트들은 분명히 그들을 연결하는 성분이 표면적

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오감도」의 개별 시편들은 그러한 것이 없다.

결국 「오감도」 연작에서는 독립된 내용을 가진 여러 시편들이 예상치 못

한 병렬을 통해서 이러한 작품들이 왜 「오감도」를 구성하는지를 그러한

패러독스를 통해서 추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크린스 브룩스의 패러독스를 통한 시 해석들에서 보았듯이 시인들마다 다

른 종류의 패러독스를 그려내며, 또한 그들의 시마다 패러독스의 성격이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이상이 「오감도」에서 그려내는 패러독스 또

한 고유의 성격이 있으며, 연작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

이렇듯 이상이 「오감도」에서 선보인 패러독스를 추적하는 것은 이상의

글쓰기 구조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상의 글쓰기 구조를 분석하는 것

은 그의 시가 어떻게 시작하고 끝나고, 그 사이에서 어떤 행로들을 제안하

고 택해서 시적 서사를 구축하고, 또 그러기 위하여 어떤 언술 혹은 시각적

인 기술을 채택하였는지를 해부해 보는 것이다. 이상 문학에 관하여 이러한

해석 방식은 그만의 특성이 살아있는 이미지와 시적 서사의 벽돌 하나하나

를 어떻게 쌓아올려졌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상 문학에서 나타난 패러독스에 관한 국내 논의는 김윤식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69) 김윤식은 이상 문학에서 위티즘, 아이러니가 범람한다고 지

68) Searle, Leroy. “New Criticism.” In The Johns Hopkins Guide to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2nd edition. Edited by Michael Groden, Martin Kreiswirth, and Imre

Szema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69) 김윤식, 「〈종생기〉주석」, 『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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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며, “이러한 위티즘, 아이러니를 총괄하는 기준”이 패러독스라고 규정하

였다. 김윤식의 이상의 패러독스가 단지 수사학을 뜻하는 패러독스가 아니

라 ‘방법적 정신으로서의 패러독스’이며, 이상 문학의 “구조적으로 일층 본

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또한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날개」의

첫 문장에서 자신의 글쓰기가 패러독스의 글쓰기라고 표현한 바 가 있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횟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의례히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공할 상식의 병

이오.70)

이상은 즉 자신의 글쓰기가 “은화처럼” 맑은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러한 “은화처럼” 맑은 “정신”은 “백지”라는 이미지와 중첩된다. 김윤식은 이

상의 출발점이 “백지상태의 정신”이라 논의하며, ‘방법적 정신으로서의 패러

독스’는 백지위에 적어 넣은 이상의 “기호”들이며 정신을 움직이게 한다.

“부정이 정신의 본질일진댄 여기엔 부정할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상은 그러한 정신의 본질을 위해 인공적으로 패러독스를 만들어내는 글쓰기

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오감도」연작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통해 분석을 시도해보도록 하겠다. 2장 1절에서는「오감도」

연작 이전에 쓰인 일문시들 중 「조감도」또한 유사한 연작의 형식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상 문학의 내적 상호텍스트을 바탕으로 「오감

도」연작의 구성 원리를 연작 형식의 발생 텍스트인 「조감도」로 추적해보

겠다. 특히 「조감도」의 개별 시편들에서 역설적인 상황, 혹은 패러독스들

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겠다.

2장 2절에서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표현하는 독특한 수사학이 「오감도」

이전에 유형화되기 시작되는 것을 초기 시들을 통해서 분석한다. 그 방식은

문장이나 어구를 반복하고 변형시키는 수사적 기교이며, 이러한 반복과 변

형의 수사는 이상 시의 패러독스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듯 2장에

서 이루어진 분석을 통해서 보면 연작의 구성 원리가 두 가지 층위로 이루

70) 이상, 「날개」, 『이상 전집 2』, 권영민 편, 태학사, 2013,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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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조감도」나 「오감도」와 같은 병렬형

연작 형식에 담긴 개별 시편들은 모두 패러독스가 드러나는 상황과 사물,

주체 등의 내용을 반복한다. 다른 하나는 반복과 변형의 수사학이 개별 시

편들 속에서 패러독스를 드러내어 상황과 사물, 주체 등의 정신적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층위의 반복과 변형의 상호작용이 연작의 구

성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3장은 3절로 나누며, 1절에서는 연작시가 처음 발표된 서지 면에 같이 나

타난 삽화와의 관계를 통해 연작의 구성 원리를 논하겠다. 2절에서는 2장에

서 논의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학이 「오감도」 연작의 개별 시편들에서 어

떻게 패러독스를 표현하고 그 패러독스의 표현을 통해서 정신적 본질을 드

러내는가를 분석하겠다. 이 정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야 말로 ‘조감’과

유사한 ‘오감’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표현된 패러독스들이 반

복되어 병렬되고 중첩이 되는 것이 개별 시편들을 엮어주는 연결 고리인 것

으로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이러한 패러독스의 변주가 이상 문

학의 주요 기호인 거울 이미지로 나타난 것을 논의하겠다. 패러독스의 변주

는 한편으로는 개별 시편들이 공유하는 수사학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거울 이미지의 반복과 변형으로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상의 「오감도」연작의 구성 원리가 개별 시편들이 패러독스

적인 내용을 반복하고 변형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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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감도」연작 구성 원리의 형성과정

2.1. 「조감도」와의 내적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본「오

감도」연작

「오감도」가 ‘조감도’를 변형시킨 단어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조감도는 원래 미술이나 건축에서 쓰이는 용어이며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

듯 표현한 지도나 그림을 뜻한다. 따라서 ‘오감도’는 까마귀가 내려다보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오감도’는 미완성된 연작의 15 시편을 아우르는

큰 제목으로 사용되었다. ‘오감도’란 큰 제목은 “〈오감도〉전체 시 내용 가

운데 어떤 의미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오감도〉 시리즈 해석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연작의 구성 원리로 작동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

다.71)

기존연구는 ‘오감도’의 의미를 주로 「오감도 시제1호」의 내용인 도시 거

리를 질주하는 아해들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분석한다.72) 혹은 까마귀란 새

가 보편적으로 상징하는 죽음과 불길함에 주목하기도 한다.73) 또한 ‘오감도’

의 발음을 이어령이 시도한 기호표현적인 접근으로 분석한다면 ‘오감’이 ‘五

感’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74) 곧 제목「오감도」는 원근법적 시선, 불길함

71) 김주현,「오감도 시 제1호」에 대한 분석」, 『이상 문학 연구 - 실험과 해체』, 301

쪽.

72) “공중 높이 까마귀의 눈을 통해서 본 어떤 도시의 한 모습” 오세영,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출판부, 185쪽. “까마귀가 공중을 날면서 땅을 내려다볼

경우[...]모든 대상을 제거하여 단순화하고 그 가운데 ‘도로’에서 ‘13인의 아해’가 ‘질

주’하고 있다는 하나의 상황”만을 제시한 것, 권영민, 『오감도의 탄생』, 141쪽.

73) “까마귀는 새보다 불길한 징조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이 작품이 지닌 죽음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김주현, 위의 책, 306-307쪽.

74) 제목 「오감도」가 그 자체의 발음에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어령이 주

장한 기호표현적인 접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어령은 이상의 일문시 중 「숫자의

방위학」에서 나타난 숫자 4를 두고, “4의 숫자를 나타내는 소리의 경우 그 시니피앙

이 죽음을 나타내는 死자와” 연결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어령,「이상 연구의 길 찾

기 - 왜 기호론적 접근이어야 하는가」,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14-15쪽. 이러한 접근을 ‘오감도’에 적용한다면, 한자 ‘烏瞰’의 국어 발음인 ‘오감’은

‘五感’의 발음일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목 ‘오감도’는 단지

불길함과 죽음을 상징하는 까마귀의 시선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다섯 가지의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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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죽음, 육체의 감각에 관한 내용을 함축하여 개별 시편들의 내용을 암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각 시편의 다양한 내용이 연작의 큰제목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적 구조이다. 연작의 구성 원리를 알려주는 장

치로서 큰 제목이 작동하려면 개별 시편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나타

내야한다.

연작의 개별 시편들 사이의 관계를 ‘오감도’란 용어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서는 기존연구들이 거론한 이상의 초기 일문 연작시인「조감도」75)와 「오

감도」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76) 김주현은 이상 문학 텍스트들의 연관

성을 “이상 문학의 내적 상호텍스트성”이라고 논의하였다.77) 원래 상호텍스

트성(intertextuality·intertextualité)은 J. Kristeva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

다. 이 용어는 라틴어 intertexto를 바탕으로 만든 신조어이며, intertexto의

영문 의미는 "to intermingle by weaving"이다. ‘옷감을 짜듯이 엮어서 혼합

함’을 뜻한다. 즉 intertextuality는 텍스트들의 상호의존성을 제시하며, 한

텍스트가 그 외의 텍스트들로부터 파생된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테바의 상

(感覺), 곧 시각(視覺), 청각(聽覺), 미각(味覺), 후각(嗅覺), 촉각(觸覺)을 다 함축하고

있는 용어의 발음이라 할 수 있다. 즉「오감도」는 인간의 육체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린 그림이란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5) 「2인·1·」, 「2인·2·」, 「신경질적으로비만한삼각형」, 「LE URINE」, 「얼굴」,

「운동」, 「광녀의고백」, 「흥행물천사」

76) 「조감도」와 「오감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논의는 중요 이상 연구자들에 의해

거듭 언급되어왔다. 이에 관한 논의 중 김주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감도〉에

서 〈오감도〉로 건너왔다는 것은 바로 오감도의 의미 형성 자체가 조감도에 근거한

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주현, 「〈오감도 시제1호〉에 대한 분석」, 『실험과 해체 -

이상 문학 연구』, 306쪽. 신범순은 「오감도」 연작이 “「조감도」와 「삼차각설계

도」, 「건축무한육면각체」등의 실험적 양식의 작품과 그 이후에 발표한 「꽃나

무」,「거울」등의 완화된 양식을 한데 엮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논의한 바가 있다.

신범순,『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2007, 현암사, 85쪽.

77) 김주현은 이상 문학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히는 것을 이상 문학 연구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방법론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상호텍스트성을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처음 사

용한 용어란 것을 밝히며, “텍스트 사이의 흡수, 변형 등의 텍스트적 관련성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상 문학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평가에 이르고자 텍스트적 관

련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 현상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이 온전히 밝혀진다면 발생

텍스트를 규명할 수 있고, 또한 작가의 글쓰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상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한 다음에야 발생 텍스트를 온전히 재구해 낼 수 있다

는 점에서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는 일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상 시의

내적 상호텍스트성」, 『이상 문학 연구 - 실험과 해체』, 345-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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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텍스트성을 문학 연구에 적용하자면 한 작가의 작품이 다른 작가의 작품

들과의 연관성에 의존하며 의미를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78) 그러므로 이상

문학의 ‘내적’ 상호텍스트성은 곧 이상의 작품이 그의 다른 작품들과의 연관

성을 통해서 의미를 만든다는 것이다.

「조감도」와 「오감도」의 내적 상호연관성은 두 연작의 제목과 연작 구

조의 유사성에서 나타난다.「조감도」의 8시편은 첫 2시편을 제외하고 모든

시편이 전혀 다른 내용과 주제, 형식을 지니고 있다.79)「오감도」의 15시편

들 또한 각 시편의 형태와 주제, 내용이 전혀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직접적

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여러 시편들의 집합체란 점에서 「조감도」와

「오감도」의 연작 형식은 동일하다. 이상 문학에서「조감도」가 이러한 연

작 형식의 발생 텍스트란 점을 감안하면「오감도」의 연작 구성 원리를 풀

기 위해서는 「조감도」의 연작 구성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상이 제목「오감도」를 「조감도」의 파자(破字)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조감도」에서 나타나는 새의 기호가「오감도」연작의 까마귀 기호와 어떤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지도 중요하다.

「조감도」의 연작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권영민은 이상의 일본어 연작

시에서 두 계열의 연작 구성 원리를 포착하였으며, 하나는 “연쇄 형식”, 다

른 하나는 “병렬형 형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조감도」를 “병렬형 연

작시”라고 규정한다.

이상이 일본어 시에서 시도한 연작시를 보면, 시적 주제의 해석과 그 상상력

의 확대 과정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나는 연작시로 이

어지는 각각의 작품이 주제의 발전과 그 확대 과정을 계기적으로 제시하는

연쇄형식을 취하는 경우이다. [...] 다른 하나는 각각의 작품이 병렬적으로 배

치되어 시상의 확대 과정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병렬형 형식을 들 수 있다.

78) Edward Hirsch, 「Intertextuality」,『A Poet's Glossary』, 2014, 311쪽.

『Princeton Ency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4th Edition』, 2012, 716-718쪽.

79) 기독과 알카포네의 대립 (「2인」·1/2), 타들어가는 양초 이미지와 겹쳐진 삼각형

(「신경질적으로비만한삼각형」), 오줌이 흘러 차가운 “북국”과 같은 “공기”를 통과하

여 “공작처럼비상”하는 “양광”의 “까마귀”에 다다르고 비너스와 춤추는 서사 (「LE

URINE」), 아버지와 어머니의 배고픈 얼굴을 흉내 내는 “얼굴” (「얼굴」), 옥상정원

과 지상 사이를 솟아오르고 내려와 시계를 던지는 “나” (「운동」), 벗기고 벗겨지는

껍질뿐인 여자 (「광녀의고백」), 천사와 여자의 대립 (「흥행물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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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와 『건축무한육면각체』는...병렬형 연작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80)

시상의 확대과정이 병렬 형식의 연작 구성 원리라는 정의는, 곧 시상을 나

타내는 어떤 공통점이 병렬된 시편들을 통해서 확장 혹은 변주되어 가는 것

이 발견되어야 설립된다. 권영민은 「조감도」연작에서 확장되는 시상이 ‘조

감도’란 제목이 제시하는 ‘시각’이라고 분석한다.

...시적 대상을 보는 특이한 시각을 각각의 작품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 조감도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발견하는 사물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지만, 바로 여기서 세계를 인식하는 추상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정신을 발

견한다. 이러한 정신 작용은 그 본질 자체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경험을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다.81)

즉「조감도」연작은 ‘조감’이 어떤 시각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모인

시편들로 구성된다는 논의이다. 계기적으로 시적 주제나 시상의 전개가 공

통적인 모티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제목이 암시하는 시각이 개별 시편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별 시편들 사이

에 반복·변형되는 ‘조감’적 시각은 사물을 추상화(abstraction)하여 “사물의

가시적 속성을 감각적으로 그리는 경우보다 불가시적인 요소를 끄집어내”고

“사물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한다.82) 그러므로 이상이 연

작 형식을 통해 표현하려한 ‘조감’적인 시각은 사물에 관한 경험을 기술하여

보이지 않는 정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일종의 관찰법이라 할 수 있다.

권영민이 드러낸 「조감도」 연작의 시각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조감’적인 관찰법으로 통해 나타나는 정신적 본질은 무엇인

가? ‘조감’적인 시각이 일관적으로 불가시한 정신적 본질을 끄집어내는 것이

라면, 그것은 시각으로 관찰된 사물마다 전혀 다른 것인가? 만일 모든 시편

80) 권영민,『오감도의 탄생』, 태학사, 2014. 33-34쪽.

81) 위의 책, 41쪽.

82) 권영민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감도」연작에 포함된 「LE URINE」, 「얼

굴」, 「운동」, 「광년의 고백」, 「흥행물천사」가 모두 “사물을 보는 시각의 문제

를 시적 대상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조감’적 시각의 추상화 과정을

논의한다. 같은 책, 4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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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전혀 다른 정신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면 「조감도」 연작의 구성

원리는 반복되고 변형되는 시각일 뿐이다. 하지만 일관된 시각으로 끄집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신적 본질들 역시 일관된 유형을 지니고 있

을 수 있지 않은가? 이 정신적 본질들이 일종의 유형을 지니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연작을 구성하는 또 다른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관된 시각뿐만

이 아닌 정신적 본질의 유형 또한 개별 시편에서 반복·변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연작을 구성하는 시편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조감도」 연작의 병렬 형식에서 반복되고 변형되는 정신적 본질의 유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유사한 연작 형식을 차용한 「오감도」 연작의 연결

고리를 추적하는 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감’적 시각이 드러내는 정신적 본질의 유형을 추적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연구에서 개별 시편들이 내포한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기존연구의 분석을 살펴보면「조감도」연작에서 나타

난 정신적인 것은 주로 무언가를 부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유중은 「조감도」의 첫 두 시편인 「2인…·1…·」과 「2인…·2

…·」는 “기독”과 “알카포네”의 대립을 그리며, 이 시편들이 유클리드 기하

학과 뉴톤의 물리학 등 근대 과학, 나아가 근대적 합리성83)을 비판하는

「조감도」외의 일문시들과84)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근대적 사상

의 또 다른 큰 기둥인 “기독교 사상”의 문제점을 이 시편들이 지적하고 있

다고 하여, “이상 문학의 근원적인 화두”가 “근대에 대한 부정 정신”이라고

해석한다.85)

신범순은「오감도」와 「조감도」가 “현대의 병리적 진단서”라고 논의하

며, 「LE URINE」에서 근대를 상징하는 “얼어붙은 세계”를 결빙하려는

“오줌”과 겹치는 “뱀”의 생명적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86) 이승훈

83) "근대적 합리성이란 근대 초기의 자연 과학적 진리 개념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과

인과 관계를 중시한 개념으로 자체 체계 내에서의 논리적 완결성과 무모순성을 믿음

으로 삼는다.“ 김유중, 「「조감도-이인·1/2」의 해석」, 『이상 시 작품론 - 이상문

학회 편』, 역락, 2009, 29쪽.

84) 「이상한가역반응」, 「삼차각설계도」, 「건축무한육면각체」

85) 김유중, 「「조감도-이인·1/2」의 해석」, 『이상 시 작품론 - 이상문학회 편』, 역

락, 2009, 31쪽.

86)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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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E URINE」에 관하여 “오줌을 누면서 짓는 미소가 재미는 없지만

성스럽다는 것, 규모는 작지만 옮겨가며 움직이는 오줌줄기”가 “동화의 세

계, 곧 가장 순수한 삶의 이야기, 혹은 동심의 세계”라고 분석하였으며,87)

“오줌”이 시적으로 표현된 세계를 정화 혹은 결빙하려는 기호라고 본 신범

순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신범순은「조감도」에 포함된「광녀의 고백」에서 근대의 “쾌락의

상업주의”가 “껍질들의 세계”로 비판되고 있다고 보며, 「조감도」의 또 다

른 시편인「운동」을 “무한하게 다양한 우주와 세계 그리고 사람의 복잡미

묘한 삶의 운동을 획일적인 수량화의 기계적인 논리 안에 가두”어진 근대의

상황을 표현하며 동시에 부정하고 있다고 논의 하였다.88)「운동」은 「조감

도」연작에서 「LE URINE」과 「광녀의 고백」 가운데에 끼어있는데, 이

렇듯 신범순의 분석은「조감도」연작의 8편이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개별 시편을 분석한다. 그는 “암호적 시들은 모두 웃음에 의

해 흔들리는 문체들과 기호로 엮여진것”으로써 “병리학적 진단 너머에 있는

[이상]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사상”에 비롯한 것이라 본다.89)

위의 분석들은 「조감도」의 시편들이 근대, 혹은 이상이 속한 당대 사회

의 구조, 논리, 현상들을 반복적으로 ‘부정하고’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

다면 ‘조감’적인 시각이 사물의 정신적 본질을 끄집어내는 과정은 무언가를

부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감도」연작이 다루는

정신적인 본질의 유형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패러독스이다. 정신적인

본질은 그것과 반대되는 구조나 논리를 부정해야만 표현된다는 역설적인 상

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감’적 시각은 패러독스들을 발견하고 그 패러독스를 통해 정

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시각이다. 패러독스의 기술은 반대되는 것들을 합치

해서 표현하였을 때 나타나는 숨겨진 의미를 지향한다. 그러나 패러독스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다. 일반적인 모순의 경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을 뜻하지만, 패러독스는 역설적인 상황이나 문장으로 어떤 깊은 뜻을 내포

하기 때문이다. 어둠 없이는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은 패러독스적인

87) 이승훈, 『이상문학전집 1 시』, 문학사상사, 1989, 125쪽. 주석.

88)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현암사, 2007, 251-253쪽.

89) 위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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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얼음이 녹는 현상 또한 보이지 않는 온기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

으로 나타낸다.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하고 대립하여 서로를 부정해야지만

각각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패러독스이다. 「조감도」의 시편들에 관한 기

존연구의 분석들은 각 시편의 정신적 본질이 무엇을 부정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논의한다. 그것은 곧 정신적인 본질을 알려면 그것을 억압하거나 대립

하는 현상 또한 경험해야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들이 시편들에서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이상의 ‘조감’적 시각이 패러독스를 관찰하는 시각인 이유는

그가 나타내려는 정신적 본질이 무언가를 부정해야지만, 또는 정신적인 본

질이 무언가에 의해서 부정되어야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2인·1/2」에서는 기독이 알카포네의 극악무도한 자본주의적 범죄를 끝

내 부정할 때 비로소 기독의 본질적인 정신이 드러난다. 단순히 기독만을

등장 시켰다면 기독이 지향하는 정신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

았을 것이다. 알카포네의 억압이 있어야 기독의 정신이 드러난다는 패러독

스이다.

「신경질적으로비만한삼각형」에서는 “나에게여하한고독이찾아올지라도나

는XX하지아니할것이다. 오직 그러함으로써만. // 나의생애는원색과같이풍부

하도다.”라는 문장이 있다. 고독이 찾아와야지만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할

근거가 생기고, 그 행위를 부정함으로써 화자의 생애가 풍부해진다는 서술

이다. 곧 고독이 없으면 XX란 행위를 하지 않을 이유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려낸다. 그러므로 화자의 생애가 “풍부”한 긍정적인 모

습으로 나타나려면 “고독”이 찾아와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내가 부정해

야할 행위의 이유가 있어야만 나의 풍부함이 드러난다는 패러독스이다.

「얼굴」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해, 혹은 사내를 배고픔 없이 키우

려 하였지만, 사내는 어머니의 배고픈 얼굴을 흉내 내어 “험상궂은배고픈얼

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얼굴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내·아해”가 어머니의 얼굴을 어쩔 수 없이 흉내 내기 때

문이다. 아해의 얼굴에 배고픔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해를 배고프

지 않게 노력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패러독스이다.

이렇듯 이상은 여러 사물과 상황을 그리는 시편들에서 패러독스가 반복

적으로 나타나고 변형하는 것을 그리며, 그러한 패러독스를 통해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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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시각이 ‘조감’이라고 그리고 있는 것이다. 즉

「조감도」연작의 구성 원리는 제목으로 제시된 시각이 불가시적인 정신적

본질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찰하고 경험하는 패러독스의 반복과 변형이다.

연작을 통해 구성하는 ‘조감’적인 시각이 패러독스를 지향하는 것은 「LE

URINE」의 오줌에 대한 수사적 표현과「조감도」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새

인 「LE URINE」의 “까마귀”의 등장에서도 볼 수 있다. 이후 제목「오감

도」에서 까마귀 이미지가 앞으로 내세워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LE

URINE」의 까마귀 패러독스가 「오감도」연작에서도 작동되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상의 까마귀는 「LE URINE」의 세 번째 문장에서 등장한

다.

진녹색(綠色)납죽한사류(蛇類)는무해(無害)롭게도수영(水泳)하는유리(琉璃)의

유동체(流動體)는무해(無害)롭게도반도(半島)도아닌어느무명(無名)의산악(山

岳)을도서(島嶼)와같이유동(流動)하게하는것이며그럼으로써경이(驚異)와신비

(神秘)와또한불안(不安)까지를함께뱉어놓는바투명(透明)한공기(空氣)는북국(北

國)과같이차기는하나양광(陽光)을보라. 까마귀는흡사(恰似)공작(孔雀)과같이비

상(飛翔)하여비늘을질서(秩序)없이번득이는반개(半開)의천체(天體)에금강석(金

剛石)과추호(秋毫)도다름없이평민적(平民的)윤곽(輪廓)을해지기전(前)에빗보이

며교만(驕慢)함은없이소유(所有)하고있는것이다.

얼어붙은 지구의 여러 풍경들을 “수영하는유리의유동체”라 표현된 오줌이

“경이와신비와또한불안까지를” 표출하면서 “북국과같이” 차디찬 공간을 통

과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신범순과 이승훈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이 오

줌은 세계를 결빙시키려는 순수한 생명력의 표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오줌이 세계를 결빙시키려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표현하는 수사적 기교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무미하고신성한미소와더불어소규모이지만이동되어가는실과같은동화가아

니면아니되는것이아니면무엇이었는가. (「LE URINE」중)

이 구절에 관하여 이승훈은 “아니면아니되는것이아니면무엇이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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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부정의 부정에 대한 수사학적 질문”이라 분석하였다.90)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 “「오줌누는 세계」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임을 강

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이 강조가 ‘부정’의 수사학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줌”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화자의 수사적 기교

이며, 그것은 “아니면”의 반복과 변형을 동반한 글쓰기이다. 이러한 수사적

기교는 아무리 부정을 반복하여도 부정될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해 오줌의 본

질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오줌”이 “이동되어가는실과같은동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곧 그러한 본질을 부정하는 수사가 반복되어서 표현된 것이다.

이것은 이상이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로 만들어내는 패러독스이다.

오줌의 흐름을 묘사하는 문장은 “양광을보라”라는 명령조로 끝나며, 그

“양광”의 존재는 “공작처럼비상”하는 “까마귀”이다. “까마귀”는 그러므로 마

치 태양과 같은 빛을 뿜어내며, 또한 하늘에서 “해지기전에빗보이”고 있다.

물론 현실의 까마귀는 공작과 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새까맣다. 또

한 까마귀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양광은 해가 지고 있는 황혼 속에서 나타난

다. 그러므로「LE URINE」의 까마귀는 까마귀의 현실적인 모습과 반대인

공작과 같이 화려한 새와 겹쳐진 역설적인 이미지이며, 어둠과 빛이 교차하

는 황혼이란 시간 속에서 등장하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패러

독스이다.

「LE URINE」의 오줌이 부정의 수사학으로 표현되는 패러독스라면 그에

응답하듯이 등장하는 까마귀는 황혼과 공작의 이미지가 겹쳐진 그리고 빛과

어둠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는 패러독스이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조감도」

의 시편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변형된다. 그러므로「조감도」 연작의 개별

시편을 연작으로 구성하는 연결 고리는 패러독스인 것이다.

그렇다면「오감도」연작의 구성 원리 또한 패러독스의 반복과 변형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이 그러한 패러독스들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

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오감도」연작의

개별 시편들이 분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오감도」 시편들의 분석에 앞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상의 글쓰기가 「오감도」연작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를 유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90) 『이상 전집 1』, 문학사상사,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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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기 시에서 유형화된 반복과 변형의 수사학

「조감도」의 병렬형 연작 형식의 구성 원리인 패러독스의 반복과 변형

은 시편들 간의 연결고리를 나타낸다. 이때 간과 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반복과 변형의 형태가 이상 문학에서 연작의 시편들만의 관계 외에서도 발

견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상의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장 혹은 어구

의 반복과 변형이다. 즉 이상 문학 텍스트에서 반복과 변형은 두 가지의 층

위로 나타난다. 하나는 앞 절에서「조감도」연작의 시편들 사이에서 반복·

변형되는 패러독스로 확인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상이 창작 활동에 몰두하

면서 개별 시편 속에서 점차적으로 유형화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이

다.

이러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한 작품은「조

감도」연작의 시편중 하나인 「운동」이다. 이 시는 이상의 일문시 중 그와

가장 가까웠던 박태원과 김기림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작품이기도하

다.91) 김주현은 이상의 국문시 「절벽」에서 나타난 반복·변형의 스타일을

논의하였는데92) 그러한 스타일이 처음으로 시도된 작품이 「운동」이다.

「절벽」은 이상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국문 연작 「위독」의 시편

중 하나며, 이 사실은「운동」에서 나타난 스타일이 그의 창작 방법으로 지

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이다.

또한 권영민은 「오감도」연작으로 계획되었던 30편 중 미발표된 나머지

15편들이 사실은 「역단」과 「위독」연작에서 재구성되어 발표되었다고 주

장하였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연작들의 제목은

달라도 “그 형식과 주제, 언어 표현과 기법 등이 모두 『오감도』와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이다.93) 여기서 논의된 형식과 언어 표현, 기법은 이상이 유

91)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광》, 1937. 6. 『그리운 그 이름, 이상』, 김유중·김주

현 엮음, 지식산업사, 2004, 18-19쪽.

92) “...반복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도치, 첨가, 변형 등을 거치며 확장된다. 이것은 기존

의 문장을 변형·확장하면서 시를 전개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상이 제시한 글쓰

기 방식은 반복과 변형, 생성이라는 다층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주현,

「이상 시의 창작 방법」, 『실험과 해체 - 이상 문학 연구』, 출판사, 출판연도, 410

쪽.

93) 권영민,『오감도의 탄생』, 태학사, 2014,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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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이다. 이렇듯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 반

복과 변형의 형태는 병렬형 연작 형식이라는 보다 넓은 층위의 반복·변형과

개별 시편에서 나타난 수사적 반복·변형으로 층위가 나눠진다. 이를 통해

이 두 층위의 반복과 변형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위해서는 개별 시편의 층위에서 나타난 수사적

기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한다.

반복과 변형의 수사는 일문시「운동」이후 「꽃나무」에서 국문으로 처음

시도되었다. ‘조감’이나 ‘오감’의 시선이 패러독스를 발견하는 일관된 시각의

정신적 본질을 끄집어내는 관찰법을 제시한다면, 연작의 큰 제목아래 개별

시편들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반복·변형의 스타일이 그러한 일관된 관찰법

의 중요한 면모일 수 있다. 본고는 이 스타일의 중요성이 ‘조감’적 시각으로

본 사물·상황의 패러독스를 전면적으로 그려내는 기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 한다. 이러한 수사적 유형을 「운동」뿐만이 아닌 「꽃나무」를 통해 파

악할 수 있다면, 「오감도」연작이란 큰 틀 안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쓰인

과반수의 시편들 또한 각각 패러독스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운동」의 전문을 보기로 하겠다.

一層(일층)우에있는二層(이층)우에있는三層(삼층)우에있는屋上庭園(옥상정원)

에올라서南(남)쪽을보아도아무것도없고北(북)쪽을보아도아무것도없고해서屋上

庭園(옥상정원)밑에있는三層(삼층)밑에있는二層(이층)밑에있는一層(일층)으로

내려간즉東(동)쪽으로솟아오른太陽(태양)이西(서)쪽에떨어지고東(동)쪽으로솟

아올라西(서)쪽에떨어지고東(동)쪽으로솟아올라西(서)쪽에떨어지고東(동)쪽으

로솟아올라하늘한복판에와있기때문에時計(시계)를꺼내본즉서기는했으나時間

(시간)은맞는것이지만時計(시계)는나보담도젊지 않으냐하는것보담은나는時計

(시계)보다는늙지아니하였다고아무리해도믿어지는것은필시그럴것임에틀림없

는고로나는時計(시계)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았다.

「운동」은 띄어쓰기가 없는 산문시이다. 김기림은 「오감도」가 발표되

기 이전 이상을 처음으로 소개한 그의 평론에서 「운동」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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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는 우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시에서 언

어는 문장의 표현수단이 아니고 언어자체가 구성하는 한 개의 조직체 - 그리

고 그 조직체 속에서 개개의 단어는 전후의 다른 단어로 향하여 혹은 이끌려

가고 혹은 이끌려 오면서 일으키는 부단의 운동을 느낄 것이다. 이 시가 겨눈

목표도 거기에 있는 것같으며, 그러므로 시의 제목도 그렇게 붙인 것처럼 생

각된다.94)

위 인용문에서 김기림은 “이 시에는 우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였

는데, 이 견해는 후세의 연구자들에 분석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권

영민은 「운동」을 “존재의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공간

적 상상력’”이라 하였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와 관련된 작품이라 분

석하였다.95) 이 외에 여러 논의와 분석이 있었으며, 앞서 언급된 신범순의

연구도 그 중 하나이다. 신범순은 이상의 여러 일문시중 김기림이「운동」

에 집착한 이유를 김기림이 직관적으로 “매우 도식화된 「운동」의 화법이

근대세계 전체의 논리를 간단명료하고 함축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여겼기 때

문”이라고 본다.96)

하지만 김기림의 분석이 흥미로운 점은 시의 무의미성에 관한 논의가 아

니라 시의 화법, 혹은 스타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운동」을 “언

어자체가 구성하는 한 개의 조직체”로서 “이끌려 가고 혹은 이끌려 오면서

일으키는 부단의 운동”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곧 시의 스타일, 혹은 시의 독

특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가 시가 나타내려는 “운동”을 고스란히 담

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물리적 운동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닌, 언어 조직체

자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 조직체”란 용어는 시의 형식이다. 「운동」은 일문시이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체는 이상의 후기 국문 시편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언

급한 바 김주현은 이 스타일을 「위독」연작의 시편 중 하나인 「절벽」에

서 포착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가 “기존의 문장을 변

형·확장하면서 시를 전개”한다고 하며 “이상이 제시한 글쓰기 방식은 반복

94)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김기림 전집 2 - 시론』 심설당, 1988 , 328-329쪽.

95) 권영민 편, 『이상 전집 1 - 시』, 태학사, 2014, 246-247쪽.

96)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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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형, 생성이라는 다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논의하였다.97) 그렇

다면 김기림이 분석한 「운동」의 언어적 움직임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반복과 변형을 통해 의미가 확장되는 기법은 「운동」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 구절인 “일층우에있는이층우에있는삼층우에있는옥상정원에올

라서”는 “옥상정원밑에있는삼층밑에있는이층밑에있는일층으로내려간”으로

반복·변형된다. 이 구절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솟아오르고 내려오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며, 시에서 그려지는 공간이 확장되는 것 또한 감지할

수 있다.

이때 고도(상하)의 움직임 사이에서 화자는 “남쪽”과 “북쪽”에서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고 전한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태양을 묘사하고 마침내 태양이 “하늘한복판에와있”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

면서 자기 자신의 움직임도 멈춘다. 일층부터 옥상공원까지의 운동은 수직

적 움직임이며 태양의 동서 행로는 수평적 움직임이다. 상하와 동서를 반복

적으로 질주하는 움직임들은 남쪽과 북쪽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

도 그 방향들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화자의 운동은 궁극

적으로 평면적 공간에 갇힌 모습인 것이다.

권영민은 이를 “공간 속에서 고도(상하), 위도(남북), 경도(동서)라는 세가

지 요소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려는 시도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위치는 바로 평면적인 세계에 갇혀있는 모습이

다. 여기서 움직임에 대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가 만들어내는 상황이 역설적

인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평면 세계의 감옥을 마치 뛰쳐나가려는 듯한

반복적인 운동이 평면세계를 강조하는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다. 반복과 변형

의 수사로 그려진「운동」의 전반부에서 나타난 이 패러독스는 평면 감옥과

움직임이라는 양극적인 것들을 대립시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함으로써 각각

의 성질을 드러낸다.

앞서 분석된바「조감도」연작의 시각은 사물과 상황의 패러독스를 관찰하

여 패러독스 속에서 작동하는 정신적 본질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하

97) 「이상 시의 창작 방법」, 『실험과 해체 - 이상 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2014,

409-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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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운동」의 전반부에서 나타난 패러독스만으로는 정신적 본질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후반부에서 등장하는 “시계‘에 관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가 전반부에서 나타난 패러독스와 상호작용 하여 나타난다.

평면 세계 속에 갇혀 한정된 움직임밖에 할 수 없는 화자는 시계를 꺼낸

다. 그리고 이 시계에 관한 문장 또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로 나타난다. “시

계를꺼내본즉서기는했으나시간은맞는것이지만시계는나보다도젊지않으냐”란

구절은 다시 “나는시계보다는늙지아니하였다고아무리해도믿어지는것은필시

그럴것임에틀림없는고로”로 변형된다. 화자는 나이가 시계가 상징하는 인위

적인 혹은 기계적인 시간과 대조된다. 시계를 꺼내자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서버린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시계의 인위적인 시간은 시계의 바늘들로 알

수 있으며, 그 바늘들의 움직임은 화자의 한정된 움직임처럼 평면적이다. 시

계는 바로 화자가 갇힌 평면적 세계가 응결되어 있는 상징적 기호이다.

시계를 묘사하는 반복·변형의 수사는 또한 시계가 평면 세계를 상징한다

는 의미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 시계를 다루는 반복·변형의 수사는 그 앞의

구절처럼 물리적인 움직임을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시계에 관한 화자의 생

각이 반복·변형된 것이다. “시계는나보다도젊지않으냐”는 첫 구절은 “나는시

계보다는늙지아니하였다고아무리해도”라고 반박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화자보다 시계가 어리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믿어지는것은필시그럴것임에

틀림없는고로”)는 것으로 다시 쓰인다. 그리하여 이 반복과 변형 속에서 강

조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계보다 늙은 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반복·변형의 기법이 암시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화자가 갇힌 평면적 세계가 시계의 시간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래 이러한 인위적인 평면성을 넘어설 수 있

었던 자신의 존재를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는 “필시그럴

것임에틀림없는고로나는시계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았다”라고 하며, 즉 “나”

를 가두고 있는 이 평면적인 세계를 부정하겠다는 행위는 그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란 것을 밝힌다.

반복과 변형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 “믿음”은 평면 감옥에 관한 수사

가 만든 패러독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감’적인 시각이 드러내는 정신적

인 것이다. 이렇듯 이상의 글쓰기에서 정신적 본질은 하나의 태도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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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이상의 시 「운동」에서는 ‘믿음’이라는 시어를 통해 구체화된다. 언

급한바 평면적인 세계에 갇힌 상황을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부정’하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평면성을 부각시키는 패러독스이다. 그러한 평면 감옥

의 패러독스는 “시계”란 상징적 기호로 응결된다. 시계의 나이에 관한 반복

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는 앞서 논의된 이승훈이 「LE URINE」에서 분석

한 “아니면아니되는것은아니면무엇이겠느냐”에서 나타난 부정의 수사학과

유사하다.98) 시계보다 “나”가 늙었다는 “믿음”은 즉 아무리 부정되어도 부정

될 수 없는 것이며, 이 믿음은 평면 세계란 패러독스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난다. 즉 평면 세계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반복적

인 움직임이 멈추었을 때 화자는 그 세계에서 일탈하려 하는, 시계를 부정

하는 믿음이란 정신적 본질의 일종인 태도를 발견한 것이다. 평면 세계가

그 세계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통해 역설적으로 강조되어 패러독스로 나타나

고, 그 세계를 상징하는 시계보다 내가 늙었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관찰함으로써 ‘조감’적 시각은 시계보다 늙었다는 나의 존재를

믿는 태도를 파악하여 그러한 정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운동」에서의 글쓰기는 문장과 어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패러

독스를 그려내고, 그러한 패러독스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나,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자극하는 믿음이란 태도를 통

해 정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김기림이 말한 것처럼

「운동」의 언어 조직체가 이끌고 가는 종착점은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

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패러독스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란 정신적 태도의

발견인 것이다. 그 발견은 패러독스를 통한 발견이다. 이상이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를 통해 집요하게 추리해서 얻어내려는 패러독스속의 정신적 본

질은 그의 첫 국문시인 「꽃나무」99)에서 그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시 「꽃나무」의 전문이다.

98) “시계는나보다젊지않으냐하는것보다는”은 ‘젊다’ 하는 표현을 부정한다. “시계보다는

늙지아니하였다고아무리해도믿어지는것은”은 ‘젊지않으냐’에 대한 부정을 “믿음”을

통해 다시 부정한다. 화자는 이로써 시계보다 “나”가 늙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부정에 대한 부정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99)「꽃나무」, 「이런시」,「1933, 6, 1」은 1933년 7월『가톨닉청년』제2호에 발표된

이상의 등단시들이자 첫 국문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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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판한복판에 꽃나무하나가있소 근처에는 꽃나무가하나도업소 꽃나무는제

가생각하는꽃나무를 열심으로생각하는것처럼 열심으로꽃을피워가지고섯소.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가업소 나는막달아낫소 한꽃나무를위

하야 그러는것처럼 나는참그런이상스러운숭내를내엊소.

선행 연구에서 이 시는 “두 자아의 단절”을 나타낸다고 분석되거나,100) 혹

은 “이상(理想)적인 것”과 “현실(現實)적인 것”의 거리를 대비해 일종의 “존

재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101) 아니면 자신의 사상을 창조하

려는 시인의 모습으로 보거나,102) 식민지시기 언어검열에 대한 자의식을 표

현한다고도 본다.103) 선행 연구들이 분석하는 ‘꽃나무’란 기호 자체의 상징

적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가 “꽃나무”와 “나”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그려내고 있다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먼저 「꽃나무」에서 반복·변형의 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겠

다. 첫 구절인 “벌판한복판에 꽃나무하나가있소”는 “근처에는 꽃나무가하나

도없소”로 다시 쓰인다.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 열심으로생각하는

것처럼”은 “열심으로꽃을피워가지고섰소”로 변형된다. 앞 구절의 “꽃나무는

제가생각하는꽃나무”는 다시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없소”라

고 바뀐다. “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 열심으로생각하는것처럼”은 “나”의 사유

로 바뀌어 “한꽃나무를위하여 그러는것처럼”으로 변형된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 “나는참그런이상스러운숭내를내였소”는 마치 앞에서 진행된 반복·변

형의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느낌을 준다.

「꽃나무」의 반복·변형은 “꽃나무”와 “나”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대상

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낸다. “흉내”는 궁극적으로 흉내 내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꽃나무」의 반복과 변형

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단지 이상적인 대상을 얻지 못하는 좌절로 끝난다고

할 수는 없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꽃나무”를 위하여 “꽃”을 피우는 행위

와, 막달아 나며 “흉내”를 내는 행동들은 강렬한 반복을 통해 성취 불가능

100) 이승훈, 『이상문학전집 1: 시』, 문학사상사, 1989, 183쪽.

101) 권영민, 『이상 전집 1: 시』, 뿔, 2009, 26쪽.

102) 신범순, 앞의 책, 347쪽.

103) 황현산, 『말과 시간의 깊이』, 문학과지성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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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취하려는 의지를 부각시킨다.

「운동」에서의 패러독스가 평면 감옥과 믿음의 대립이었다면, 「꽃나무」

에서는 이상적인 것에 가까워지려는 의지의 실패를 통해 역설적으로 의지를

강조함으로서 패러독스가 드러난다. 이 패러독스로 나타나는 정신적 본질은

「꽃나무」에서 “열심으로”란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열심” 또한 「운동」

의 “믿음”과 같이 하나의 정신적 태도이며, 이상의 시에서 이렇듯 정신적

본질은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된다. 대신 계속 변화하는 정신적 본질의

역동성을 발견하는 방식은 패러독스를 표현하는 수사적 기법이며, 이 기법

은 이상의 글쓰기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는”과 “꽃을피워가지고섯소”를 수식하며 반

복된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는 “꽃을피워가지고섯소”와 “갈수가없소”

를 수식하며 반복된다. 이 반복들은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 열심으로생각하는것처럼 열심히꽃을피워가

지고섯소.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가업소

여기서는 특히 “열심히”라고 쓰지 않고 “열심으로” 쓰인 것은 “열심”이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꽃피우기에 기반이 되는 것

이란 것을 나타낸다. 즉 “무엇으로 이것을 해냈다”라는 표현이다. “꽃나무”

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타오르는 마음(열심)을 지닌 존재인 것이며, 그러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나” 역

시 “한꽃나무를위하여 그러는것처럼” 자신의 행동 혹은 흉내를 시작하는데,

그 구절은 “열심으로생각하는것처럼”을 변형한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

서 이루어지는 “나”의 행동 또한 “꽃나무”가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은 “열

심”인 것이 제시된다. 이상적인 “꽃나무”가 될 수 는 없어도, 그러한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열심”이 역설적으로 강조되어 “꽃나무”와 “나”의 정신적 본

질로 나타나는 것이다.「운동」에서의 반복·변형의 수사적 기교가 만든 패

러독스가 평면 세계를 부정하는 “믿음”을 나타냈다면, 「꽃나무」에서는 이

상적인 꽃나무가 될 수 없어도 꽃나무가 되려는 패러독스는 이상적인 것을

위해 꽃을 피우는 존재의 “열심”을 드러낸다.

이렇듯 이상의 초기 시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복·변형의 방식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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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두 시는 유사하게

어떤 상황이나 행동, 사유를 반복하고, 그 반복들은 감옥에 갇혀있거나 이상

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린다. 하지만 그러한 좌절과 실패는 역설적

으로 “믿음”이나 “열심”과 같은 정신적인 본질의 양상인 태도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패러독스들이다. 반복되는 부정과 부정에 대한 부정

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열심”의 패러독스를 통해 드러난 정신적 본질들은

두 시의 결과적인 행위들인 “시계를내동댕이쳐버렸다”와 “나는참그런이상스

러운숭내를내었소”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오감도」연작의 시편들의 과반수가 「운동」과

「꽃나무」에서 선보인 반복과 변형의 형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세울 수 있

는 가설은 「오감도 연작의 여러 시편들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들이 패

러독스로 나타나고 그 패러독스를 통해 정신적 본질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

난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를 통해 그려

지는 패러독스와 패러독스를 통해 정신적 본질을 발견하는 시각이 「오감

도」 연작의 개별 시편들 사이의 관계를 엮는 연결고리란 것을 보다 세밀하

게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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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감도」의 연작 구성 원리

3.1. 삽화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연작의 구성 원리

1934년 7월 24일호 《조선중앙일보》 학예면의 상단이다. 좌측에 「시제1

호」의 전문이 실려 있다. 이후 「시제2호」부터 「시제15호」가 같은 학예

면에 연재되었다. 「시제1호」는 한편만이 따로 실렸으며, 이후 「오감도」

연작의 시편들은 주로 한편 혹은 두 편씩 짝을 지은 방식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시제15호」를 마지막으로 8월 8일에 연재가 중단되기 이전 까지 이

시편들은 하루나 이틀정도의 간격을 두고 발표되었다. 이 사실은 작품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순서와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 미리 계획되었

다는 것을 알려준다. 일단 「오감도」가 연재되었던 학예면의 디자인적 특

성을 검토하겠다. 발표 지면을 검토하는 이유는 텍스트의 정확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다. 「오감도」의 시편들과 함께 나타나는 이 지면의

디자인에서 그 시의 연작 형식의 원리를 밝히는 단서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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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2호&3호>

<시제4호&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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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6호>

<시제7호>

「시제1호」부터 「시제7호」의 발표 지면들에는 특이한 삽화 하나가 시

편들과 같이 계속 실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우측 상단의 “학

예(學藝)”의 타이틀용 디자인으로 실린 삽화이다. 이 삽화는 「오감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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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동시에 학예면의 타이틀용 디자인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오감도」

가 연재되기 이전의 《조선중앙일보》 학예면에는 타이틀 디자인이 어떤 특

정한 스케줄에 맞추어서 나타나거나 바뀌지 않았다. 또한 타이틀용 삽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오감도」 연작이 연재되기 전날 7월 23일

호의 학예면에는 타이틀용 삽화가 따로 없었다.

이 타이틀용 삽화와 「오감도」 연작의 관계를 거론하거나 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다.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이 삽화가 이상이 직접 그린 것인지

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조선중앙일보》 신문사에서는 「오감

도」란 문제작에 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104) 때문에 그러한

“미친”, “개수작”을 하는 시인의 작품을 위한 삽화까지 같이 실어주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학예면은 학예 부장이었던 이태준이 담당 편집

하였던 지면이기도 했다. 때문에 「오감도」 연재 당시 그 지면의 디자인

또한 이태준이 관여하였을 것이란 건 분명하다. 그리고 「오감도」는 잘 알

려진바 이태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신문의 학예면에 실리지 못하였을 작

품이다. 그렇다면 「오감도」와 같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작품을 소개

하는 지면의 타이틀 디자인 또한 보다 새롭고 강렬한 것을 넣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앞으로 확인하여보겠다.

이 삽화가 이상이 아닌 다른 화가가 만든 것이라 하여도 이상의 「오감

도」 연작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검토한바 「오감도」 연작의 연재기간 동안만 이 삽화가 사

용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상이 시인이자 소설가이기 전에 화가

지망생이었다는 것과 그가 당시 잡지 디자인과 신문 학예지면의 삽화를 꾸

준히 그렸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 외의 문인들도 당시 문자 텍스트와

그림의 관계에 민감했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제1호」부터 「시제7호」까

지 같이 실린 삽화의 디자인을 보았을 때 「오감도」 연작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원래 화가 지망생이었던 이상이 지녔던 문학 작품과 그림의 관계에

104) “[...] 신문사 교정부와 공장에서부터 말썽이었다. 그 신문 학예부의 그쪽의 책임자

상허가 ‘사직원서’를 품고 우겨대는 열성이 아니었던들, 그 시는 그대로 계속되어 실

리지도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5,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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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겠다. 이상이 잡지나 신문의 삽화 혹은

디자인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30년 《조선과건축》의 “표지도안현상”에 당

선되었을 때부터였다. 그리고 같은 잡지에 실린 그의 초기 일문 ‘만필’들을

보았을 때도 그가 도형/도표들과 문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도형/도표들은 수학적이자 건축학적 디자인들이었다.

이상이 창작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지와 문자와의 관계로써 생산되는

의미를 추구하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이상의 친구이자 그와 같이 ‘구인회’의 멤버였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4년 8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거의 동시에 「오감도」

와 같이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면에 에 발표되었다. 그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삽화들은 이상이 “하융(河戎)”이란 가명으로 그린 것이었다.

조용만은 박태원이 그의 소설을 발표할 때 “이상이 삽화를 그리는 조건으로

소설을 연재”하게 되었다고 하며, 삽화와 소설이 동시에 실린 것이 그 당시

의 “새로운 시험”이었다고 전한다.105) 그리고 김소운은 이상과 같이 아동잡

지의 “포스터니, 표지니, 삽화, 컷 같은 일”을 같이 하였다고 하며 그의 그

림 솜씨를 칭찬하였다.106)

이후 『날개』가 1936년 《조광》에 발표되었을 때도 이상은 직접 그 작

품의 삽화를 그렸었다. 김기림의 『기상도』 단행본과 구인회의 동인지인

《시와소설》(1936) 또한 이상이 직접 편집하고 디자인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7)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상이 그림과 문학 작품의 관

계에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상 주변의 구인회 멤버들도 이

상과 같은 의식을 공유하였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오감도」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학예면에 실어준 이태

준 또한 그림과 문학 텍스트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란 걸 알 수 있

다. 이태준은 「동양화」란 산문을 남겼으며,108) 그 글에서 보여주는 동양과

105) 「이상 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초상」, 『그리운 그 이름, 이상』, 307-308쪽. 이상

의 삽화와 구보의 소설에 관한 분석은 Theodore Hughes의 『Literature and FIlm in

Cold War South Korea』에서 찾을 수 있다. 「VIsuality and Colonial Modern」,

pp. 46-49.

106) 이상, 『그리운 그 이름, 이상』, 김유중, 김주현 편, 지식산업사, 68-70쪽.

107) 이상, 「편지 4」, 『이상 전집』, 권영민 편, 태학사, 2013.

108) 「동양화」, 『무서록』, 이태준 문학전집 15, 깊은샘, 13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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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미술에 관한 인식은 단순한 애호의 차원을 넘어선 수준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오감도」와 같이 실린 학예면의 타이틀용 삽화가 이상이

그린 삽화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의 그림이 아닐 수 있

다. 하지만 이태준은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을 수고하면서도 「오감도」를

소개하였고 그 작품이 연재되는 지면의 삽화 또한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짐

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삽화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학예”면의 타이틀용 삽화이지 「오

감도」의 삽화가 아니다. 대신 「오감도」가 연재되면서 동시에 등장한 삽

화이며, 이 연작을 소개하는 지면을 표상하는 삽화이기도 하다. 이 그림은

학예지면에 실린 글들의 속성을 소개하는 그림이며, 그 지면에 실린 가장

파격적인 작품은 「오감도」였다. 그렇다면 이 삽화는 「오감도」를 소개하

는 일종의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삽화의 디테

일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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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다시피 이 삽화에 그려진 인물은 기괴하다. 팔과 다리와 몸은 정상

인데 얼굴이 여럿이다. 얼굴들의 숫자는 정확히 세어보기가 힘들지만 12~14

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어깨 바로 위에 자리한 가장 큰 얼굴들은 한 얼

굴의 귀가 다른 얼굴의 코처럼 보이기도 하며, 눈들은 한 얼굴의 오른쪽 눈

이었다가 다른 얼굴의 왼쪽 눈이 되기도 한다. 얼굴들 모두 긴 수염을 달고

있으며 입들이 크게 열려있다. 동시에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하고 있는

듯하다. 고대 그리스 시인의 상징적인 악기인 ‘리라’를 치고 있으며, 복장 또

한 고대 그리스인의 옷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이렇게

수많은 얼굴을 지닌 괴물이나 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문의 수호신인 야누스

의 경우 얼굴이 두 개일 뿐이고 하데스가 지배하는 유계의 문지기 개인 케

레베로스는 얼굴이 셋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두사의 경우는 큰 얼굴위에

여러 뱀의 머리가 마치 머리카락처럼 달려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야누스,

케레베로스, 메두사는 시나 음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다. 결

과적으로 이 삽화는 고대 그리스적인 것의 영향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삽화가가 새롭게 창조해낸 존재이다.

삽화의 배경은 바다나 호수라고 볼 수 있다. 인물의 우측에 돛단배와 같

은 것이 그려져 있다. 발아래 좌측에는 개 한 마리와 밥그릇이 있다. 또한

좌측에는 해안가의 먼 절벽과 절벽위에 어떤 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언급한바 이 수많은 얼굴을 지닌 고대 시인과 같은 환상적인 인물은 이상

의 「오감도」 연작이 연재되는 학예면을 표상하고 소개한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그 학예면에 실려 있는 이상의 「오감도」를 어떻게 소개하는 것인

가? 일단 「오감도」가 학예면에 연재될 당시 「오감도」외의 글들 중 “시”

는 「오감도」의 시편들 밖에 없었다. 그리고 타이틀용 삽화는 고대 시인의

상징적인 악기인 리라를 치고 있다. 곧 장르적으로 보았을 때 학예면 실린

글들과 작품들 중 「오감도」의 시편들만이 이 삽화의 기괴한 시인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여러 얼굴의 기괴한 시인은 「오감도」 연작의 무엇을 제시

하고 있는 것인가? 원래 30편을 연재할 것으로 계획되었던 이상의 「오감

도」 연작에 속한 개별 시편들은 서로 표면적으로 공유하는 이미지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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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들이 유일하게 표면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큰제목인 「오감도」가

각 시편이 발표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감

도」라는 큰제목은 이 연작의 개별 시편들이 속한 하나의 큰 구조, 하나의

큰 몸을 제시한다 할 수 있다. 각 개별 작품들은 마치 그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얼굴들과도 같은 것이며, 각자가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나름대로의

노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학예면의 타이틀용 삽화

는 「오감도」의 연작 형식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삽화의

기괴한 시인 또한 하나의 큰 몸에 여러 얼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괴한 시인의 수많은 얼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노래를 하고 있지만,

시인의 몸은 하나이며 그의 손은 리라를 연주하며 일정한 멜로디를 만들고

있다. 즉 각각의 노래들이 공유하고 있는 중심적인 멜로디 혹은 모티프가

있음을 리라의 연주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오감도」 연작에 속한 개별 시

편들 또한 이 삽화의 기괴한 시인의 얼굴들처럼 각자 독특한 노래를 하고

있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의 작품인 「오감도」로 엮어져 있다. 이 학예

면의 타이틀용 삽화는 그 「오감도」의 여러 노래/시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중심적인 모티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삽화는 그러므로

각 개별 시편의 다양한 내용들이 어떤 중심적인 모티프/멜로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삽화가 계속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삽화는 「시제7호」가 연재될 때 까지만 쓰였으며, 「시제8호」부터

「시제15호」까지는 전혀 다른 삽화가 타이틀 디자인용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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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8호」가 개제되면서 학예면의 타이틀 삽화는 더 이상 기괴한 여러

얼굴의 시인이 아닌 누드의 여인으로 바뀌어있다. 여인은 한 장의 천으로

그녀의 다리와 성기를 가리고 있으며, 그녀의 얼굴은 이 삽화를 바라보는

독자의 시선을 피하며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 그림은 일단 이전의 삽

화에서 나타난 수많은 얼굴의 시인만큼 강렬하지 않다. 여인의 가슴이나 몸

의 윤곽이 뚜렷하거나 보다 감각적이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검열 때문일 수

도 있다.

첫 삽화가 「오감도」 연작의 연작 형식의 원리를 소개한다고 할 수 있다

면, 이 두 번째 삽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그 기괴한

인물의 삽화가 계속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삽화가 연작의 연재 중에 들어왔다

는 것은 이 삽화들이 「오감도」 연작과는 그다지 깊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되는 것은 「오감도」 연작의 연재가 「시제

15호」를 마지막으로 8월8일을 기점으로 중단된 후 이 두 번째 삽화 또한

같이 학예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여인의 삽화가 「시제8호」부터 사용되었다는 것도 흥미롭다. 「시

제8호」는 부제가 “해부”이며 육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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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이다. 「시제1호」부터 「시제7호」에서는 육체의 모습을 표면적으

로 다루는 시편들이 없다. 「시제9호 총구」, 「시제11호」, 「시제13호」에

서는 각각 총신과 같은 몸, 해골, 잘려진 팔 등이 나타난다. 물론 「시제8

호」부터 「시제15호」의 모든 시편들이 육체적인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다

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미완성된 「오감도」의 후반부는 삽화가 바뀌면

서 육체적인 이미지를 더 자주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면 이 삽화가 연재 중에 바뀐 이유도 「오감도」가 연재되면서 연작의 중심

적인 모티프가 변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상이 문학 텍스트와 그림과의 관계를 중요시 했다는 것, 그와 같이 활

동하던 구인회 멤버들도 그 감각을 공유하였다는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삽화들이 연작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삽화들이 이

상의 연작에 관하여 소개하는 것은 결국 이 시편들이 어떤 중심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삽화들과 연작들의 관계를 고려하였

을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연작들의 구성 원리가 어떤 리라의 멜로

디와 같은, 혹은 누드의 육체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방향표나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삽

화들이 하고 있다.

3.2. 기호의 중첩과 병렬로 인한 연작의 의미 형성

「조감도」연작에서 ‘조감’적 시각은 사물 혹은 상황의 패러독스를 개별

시편들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어 정신적 본질을 드러내는 관찰법이다. 그리

고 「운동」과 「꽃나무」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그 관찰을 위하여 지속적으

로 사용되는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는 패러독스를 그리는 기법이다. 이

상은 「오감도」연작에서 각 시편들의 장면들을 그러한 ‘조감’적 시각과 유

사한 ‘오감’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큰 제목으로 설정하며, 반복

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를 개별 시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감도」연작의 연결고리는 정신적 본질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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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독스들의 연쇄이다.

이상의 「오감도」의 15편중 6편은 거울 이미지가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

한다.109) 이상 문학에서 거울 이미지는 방대한 연구가 실행되어온 모티프이

며 거울 이미지는 본고가 진행한 시각과 수사적 기교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서 분석되어야 한다. 거울 이미지가 드러난 「오감도」의 시편들은 「시제4

호」, 「시제7호」, 「시제8호 해부」,「시제10호 나비」, 「시제15호」이다.

또한 「시제4호」와 「시제5호」에서 나타난 도형과 도표는 그 텍스트들에

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함께 분석하겠다. 본 절에서는 그 외의 9시편들에서

나타난 패러독스들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패러독스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오감도 시제1호」의 전문을 보도록 하겠다.

烏瞰圖 詩第一號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

(길은막다른골목길이適當하오.)

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四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五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六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七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八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九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109) “〈시제1호〉에서 〈시제15호〉에 이르는 15편의 시들 중에서 거울 이미지를 갖는

것은 모두 5편이다. 〈시제4호〉는 거울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좌우가 뒤집힌 반사상

으로 숫자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 이미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시제7호〉

에는 달 거울을 표상하는 ‘명경’이 나오고, 〈시제10호 나비〉에는 수염을 나비 이미

지와 겹져 놓음으로써 영적인 시인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울이 나온다. 거울을 본격

적으로 다룬 것은 〈시제8호 해부〉와 〈시제15호〉이다.” 신범순, 「원시주의와 부

채꼴 인간의 의미」, 『이상 문학 연구 - 불과 홍수의 달』, 지식과교양, 2013,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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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

第十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

十三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렇게뿐이모혓소.

(다른事情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시제1호」의 1행에서 화자는 13인의 아해들이 “도로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며 시를 시작한다. 1행이 화자가 관찰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면, 문장의 괄호에 있는 2행은 질주의 무대인 “길”이 “골목길”

이여도 화자가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110) 그러

나 이러한 화자의 견해는 시의 마지막 5연에서 반대가 된다. “(길은뚫린골

목이라도적당하오.)/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라고 말함

으로써 화자는 「시제1호」의 상황을 패러독스로 만든다. 5연은 1연이 반복

되고 변형된 것이다.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가 작동함으로써 시의 패러

독스가 만들어진 것을 수 있다. 이 패러독스는 곧 길이 뚫려있든 막혀있든,

아해들이 질주를 함과 무관하게 간에 아해들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제1호」의 역설적인 상황 혹은 패러독스는 공포

라는 정신적인 상태를 강조한다.

「시제1호」의 ‘오감’적인 시각은 아해들의 정신적 본질이 공포란 것을 길

110)  김주현의 논의를 따르면 “도로-길-골목”은 이 시에서 “등가적인 의미”로 쓰였으

며, “이 가운데 어느 것이든 적당하다는 말은 어느 것이나 좋다, 등가이다라는 의미”

이다. 김주현, 「〈오감도 시 제1호〉에 대한 분석」, 『이상 문학 연구』, 지식산업

사, 2014,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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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패러독스를 통해 끄집어낸 시각이다. 또한 이 패러독스가 만들어지

는 과정은 아해들이 질주하는 길이 물리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주를 관찰하는 화자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화자는 아

해들이 느끼는 공포가 거리와 질주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아해들 자체

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포착한 것이다. 즉 상황의 패러독스는 문장 혹은 어

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한 수사적 기교를 구사하는 존재

는 화자이며, 화자는 곧 ‘오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오감’적 시

각은 패러독스를 통해 아해들의 정신적 본질이 공포란 것을 파악하는 시각

인 것이다.

이 공포의 근원은 무엇인가? 아해들이 경험하는 공포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시의 화자와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다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적 화자를 주로 표시하며 서정

적인 대사를 시작하는 ‘나’라는 단어이자 시적 단위가 없다. 아해들이 어떻

게 생겼는지도 묘사되어있지 않고, 막다른 골목과 도로의 관계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길’과 ‘도로’라는 단어들이 전혀 다른 성격의 거리라는 것을 생각

해보면 이러한 의미적인 차원에서 이 두 환경이 같은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로보다 작은 길이 더 큰 도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로의 ‘도(道)’는 동양 철학의 중요한 단어이자 옳은 삶의 방

식 그 자체를 뜻하고 있다. 아해들이 어떤 진정한 “삶”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러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도(道)’에서 차단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있는 「오감도 시제1호」의 첫 두 행은 하나의 ‘무

대지휘(stage direction)’으로 읽을 수 있다. 어느 연극에서나 무대지휘는 그

무대에서 현재진행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을 전달한다.111) 이렇게 첫 두 행을

무대지휘로 보는 이유는 시적 화자인 ‘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

111) ‘무대지휘’는 이 두 행의 해석을 위해 은유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오감

도 시제1호」의 무대 지휘, 혹은 연극본과 같은 서술에 대한 분석은 신형철의 분석에

서 찾을 수 있다. “희곡을 연상시키는 시의 양식은 경성 거리 배후에 숨어있는 ‘짜여

진 각본’을 암시하고 있다.” 신형철,「이상 시에 나타난 시선의 정치학과 거울의 주체

론」,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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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인 첫 두 행의 현재진행적인 행동들과 독자 사이에 주로 있는 시적

‘나’가 없기 때문에 이 행동들은 텍스트 자체에서 바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아해들의 행동과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독자가 이 텍스트를 읽

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가 어디선가 이 행동을 목격을 하

고 독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며 재현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해

들의 행동 그 자체가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의 첫 행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가 무대지휘로 읽히

고 그 지휘는 무대 위의 인물이 지닌 ‘도(道)’를 지향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시의 두 번째 행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는

그 무대지휘가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인 것이다. 무언가를 이루어내

려는 의지가 막다른 골목이라는 환경에 갇혀있는 형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자의 역할이다. 독자가 오감도 텍스트를 읽는 순

간부터 시의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독자가 이 텍스트를 읽음으로서 상

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독자가 이 텍스트의 촉매제(catalyst)이자 일부분

이기도 한 것이다. 「오감도 시제1호」는 재현되는 현상과 독자 사이에 중

재자로 존재하는 시적 화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가 현상 그 자체인

것이고 독자가 그 현상을 시작한다. 이러한 텍스트의 형태는 무대지휘로 보

았을 때 알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적인 텍스트는 첫 행의 ‘움직임’과

두 번째 행의 ‘감금’의 충돌을 일으킨다.

「오감도 시제1호」는 in medias res로, 즉 거두절미하고 서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시작이 없다. 이 보편적이 시작이 없는 것은 이

시적 화자들이 어디서부터 도망치고 어디를 혹은 무엇을 위해 질주하는지에

명확한 해석을 달 수 없게 만들고 필자가 ‘도(道)’를 이용해서 시도한 해석

역시 하나의 추측으로 남는다. 13인의 아해 모두가 “무섭다고하오” 라고 말

할 때 독자는 그들이 어느 골목에 갇혀서 무서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

가가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가 없다. 명확한 것은 이 텍

스트의 서사적인 시작이 없다는 것이며, 아해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는 자족

적(self-contained)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텍스트는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13인의 아해가 무엇을 위해 질주하는

지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질주하면서 도망치는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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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이 ‘감금’되어 있다는 것이

다. 텍스트의 자족적인 공포는 외부에 그 이유가 있지 않다. 심지어 아해들

의 움직임과 감금 역시 그들의 무서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니다. 공포 그

자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뛰쳐나오려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아해들이

다.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좃소.

그中에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그中에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좃소.

위의 연에서 「오감도 시제1호」는 공포 그 자체이자 그러므로 공포에서

도망칠 수 없는 정체성을 만들어놓았다. 단지 막다른 골목에 감금되어서 느

끼는 밀실의 공포증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가, 무서운 것 그 자체가 이미

주체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주체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골목에서 도망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길은뚫린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오감도 시제1호」는 어떤 사회적이거나 사적인 역사에 대학 고백이나 언

급이 없이 독자에게 선사된다. 텍스트의 공포는 단어들과 문장과 시의 시각

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텍스트 자체가 텍스트의 상황을 유지시키며 독

자라는 촉매체가 있어야지 발생되는 것이다.

숫자 13역시 위에서 보인 방식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13이란 숫자역시 단

하나만의 의미가 아닌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의 13번째

사도인 유다, 불운의 숫자, 13일의 금요일등이 있으며 이 모두 어떤 불길한

기운을 강조한다. 그러나 독자는 이중에 단 하나의 의미만이 13이란 숫자를

가 상징한다고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좋지 않은 것, 무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느낌을 언제나 지니고 있는 숫자이다. 여기서 잠시 13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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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개념으로 만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추가되는지를 살펴보자. 13은 소

수(prime number)이다. 13은 13과 1로만 나누어진다. 지금까지 본고가 분석

해온 텍스트의 성격과 이 13이란 소수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

자. 13이 소수라는 것은 이 숫자 그 자체가 하나의 수학적 단위라는 것이다.

여러 1이 모여야지만 13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13은 2나 3이나 5등으로 나

누어질 수 없다. 13 자체가 하나의 ‘주체’이자 여러 하나하나의 공포의 정체

성을 지닌 것들이 모여야 13이란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해들

은 복수(plural)이다. 13은 하나의 단위인 소수이자 나누어질 수가 없는 단

수(singular)이다. 나누어질 수 없는 13이란 소수의 단수성과 13이란 숫자의

복수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수성을 지닌 숫자가 여러명의 아

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숫자의 결정적인 효과는 공포의 정체성을

지닌 하나의 주체를 뜻하기도 하며 그 주체의 여러 두려운 면모들을 포함하

고 있는 의미상의 충돌인 것이다.

이러한「시제1호」를 따르는 「시제2호」와 「시제3호」는 동시에 발표되

었다. 이 시들은 띄어쓰기가 없는 하나의 문장으로 쓰였으며,「운동」과 거

의 똑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시제2호」의 전

문이다.

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

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쩌자고나는

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느냐나는왜나의아버지를껑

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듸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

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냐

“아버지”란 단어가 되풀이되면서 다다르는 시의 결론은 일종의 한탄이다.

단어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무한대로 넘어가 먼 선조의 역할까지

도 화자인 “나”가 감수해야한다. 또한 그들을 “껑충뛰어넘어야”하기도 하는

것, 곧 초극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화자의 곁에 있는 첫 아버지

는 “조을”고 있다고 표현되며, “나”는 그러므로 깨어있는 존재로 각인된다.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와 나의 상태는 다르다. 졸고 있는 첫 아버지는 화자

가 겪고 있는 무한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졸고 있는 아버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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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역할만 하고 있으며 아버지들을 초극하려 하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아버지에 관한 수사가 반복되어 변형됨으로써 드러내

고 있는 것은 깨어있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의 차이이다. 아버지들의

역할을 해야 만하고 심지어 그들을 초극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나”는 정신적으로 깨어있다. 하지만 이 “깨어있음”이라는 정신적 태도는,

아버지들의 노릇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버지들을 초극해야 한다는 강박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있다. 무언가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언가를 넘

어서는 것과 반대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두 양극적인 행위가 패러독스로

합치된 것이다. 곧 깨어있다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패러독스를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시제2호」에서 정신적 본질은 아버지들을 따라하

는 것이 동시에 그들을 초극한다는 것이라는 패러독스를 경험하는 의미로서

의 깨어있음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된다.

「시제2호」는 “싸움”과 연루되는 여러 사람들의 상태를 반복·변형을 한

다. 그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싸흠하는사람은즉싸흠하지아니하던사람이고또싸흠하는사람은싸흠하지아니하는

사람이엇기도하니까싸흠하는사람이싸흠하는구경을하고싶거든싸흠하지아니하던

아니하던사람이싸흠하는것을구경하든지싸흠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흠하는구경을

하든지싸흠하지아니하던사람이나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흠하지아니하는것을

구경하든지하였으면그만이다

여기서 반복되고 변형되어 강조되는 내용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싸움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란 이야기다. “싸움하는사람은즉싸움하지아니하

던사람”이 되풀이되어 "싸움하는사람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도하니

까”로 다시 쓰인다. 이 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세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 구절에서는 “-하지아니하던사람”이기에 실질적으로 싸움을 안했다는 것

인데, 두 번째 구절에서는 “-하지아니하는사람”으로 표현되어있다. 즉 원래

는 싸움을 피하려 하거나, 안하려고 하였던 존재란 것이다. “아니하던”과

“아니하는”의 차이는 안했던 것과 안하려 했던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니

하던”과 “아니하는”의 반복은 계속되어 “싸움을구경”하는 내용으로 나아가

며 궁극적으로 모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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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즉 이 시의 패러독스는 폭력과 비폭력을 동시적으로 나타내면서 형성한

다. 현재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이 결국 싸움을 하게 될

것이란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패러독스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것으로 볼 때 형성된다. 그런데 이 패러독스는 단지 폭력이 절대

적이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 누구나 싸움에 휘

말려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지 않으려던 존재가 있

었다는 것이 “아니하는”과 “아니하던”의 반복으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

이다. 단순히 “모든 사람은 결국 싸우게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싸움을 안하려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싸움의 운명이

이들을 폭력의 길로 끌고 간다 하여도 그들이 폭력의 길을 지속적으로 부정

하였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제3호」의 패러

독스를 통해 나타나는 정신적 본질은 비폭력의 의지이다. 물론 비폭력의 의

지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신 과거, 미래, 현재를 동시적으

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패러독스에서 폭력에 대립하는 비폭력의 의지란 정

신적 본질과 같은 의미가 ‘오감’적 시각을 통해 드러난다.

「시제6호」는 이상의 시창작중 유일무이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시에서 반복되고 변형되는 수사적 기교는 주로 산문시의 형태를 보이지만

이 시는 예외이다. 이 시에서도 반복되고 변형되는 문장과 구조가 나타난다.

「시제6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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鸚鵡 ※ 二匹

二匹

※ 鸚鵡는포유류에속하느니라.

내가二匹을아아는것은내가二匹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 물론나는희망할것이

니라.

앵무 　 二匹

『이소저는신사이상의부인이냐』 『그러타』

나는거기서앵무가노한것을보았느니라. 나는붓그러워서 얼골이붉어젓섯겠느니

라.

앵무 　 二匹

　 二匹

물론나는追放당하였느니라.추방당할것까지도없이自退하얏느니라.나의체구는중

축을상실하고또상당히창랑하여그랫든지나는미미하게체읍하얏느니라.

『저기가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너』『너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나는함

뿍저저서그래서獸類처럼도망하얏느니라.물론그것을아아는사람은혹은보는사람

은업섯지만그러나과연그럴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

권영민은 이 시를 두고 “시적 화자인 ‘나’와 ‘아내’의 불화와 결별 그리고

그에 따른 세간의 풍문을 암시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12) 그

리고 이러한 분석은 기존연구가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할 수 있으며, 이상의

전기를 통해 금홍과의 불화를 그리는 시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일단 이 시에서 앵무와 2필의 반복은 앵무새가 두 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또한 앵무새가 말을 반복하고 따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앵무가

포유류에 속한다는 서술은 앵무가 말 그대로의 앵무가 아닌 척추동물을 상

징하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 그 동물의 정체는 화자인 “이상”이 “이소저는신

사이상의신부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하자 나타난다. 이 대답에

“나는거기서앵무가노한것을보았느니라”는 목격이 바로 등장하는데, 앵무가

112) 이상, 『이상 전집 1 시: 오감도 외』, 권영민 편, 태학사, 2013,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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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저이자 신사의 부인인 것을 밝히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그려지는 불화는 화자인 “나”가 앵무로 묘사된 여자

를 나의 신부라고 말하자마자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앵무 여자는 화

자가 생각하는 둘의 애정 혹은 결혼 관계를 부정하고 분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내가2필을아아는것은내가2필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

와 연결된다. 화자가 알았던 2필은 그 둘이 서로 사랑하며 결혼한 사람들이

란 것이었는데, 그 착각은 앵무의 분노로 깨지며 그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

다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물론나는희망할것이니

라”라고 주장한다.

이후 화자는 “추방”당하였다고 하며, “추방”을 반복하여 “추방”이 아닌

“자퇴”였다고 변형시킨다. 이렇듯 도망치듯 앵무와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화자는 온몸에 힘이 빠져 “미미하게 체읍하였”다고 한 후, ‘나’와 ‘너’의 독백

적인 반복이 이어진다. 마침내 앞의 불화로 생긴 "sCANDAL"로부터 쫒기는

“수류”처럼 다시 도망치는데, 마지막에는 “물론그것을아아는사람혹은보는사

람은없었지만그러나과연그러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라고 고민한다. 이것은

스캔들의 사태로 인해 드러난 나의 짐승 같은 모습이 발견되었는지를 걱정

하는 모습이다.

이러할 때에,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화자인 “나”와 앵무

여자의 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으로 강조되는 것은 화자가 지닌 그

둘의 관계에 대한 “희망”이다. 화자와 앵무 여자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지

만, 그가 이렇듯 “나”의 존재가 짐승이 되어가는 마당에도 2필에 집착하는

것은 그 관계가 성공하는 것을 바랐던 그의 “희망”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즉 화자가 “물론나는희망할것이니라”라고 선언한 후 이 희망의 선언은 여러

번 반복되는 화자의 도망에도 불구하고 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곧 이 시

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도망쳐도 사랑의 희망이 지속된다는 패러

독스이다. 주변 사람 모두가 화자가 사랑에 스캔들이 날정도로 처절하게 실

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여도, 사랑을 하려하였던 그의 희망은 역설적

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계속 짐승처럼 도망치게 되

는 이유도 그 사랑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제9호」부터 「시제14호」는 유형화된 산문시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 66 -

「시제4호」와 「시제5호」의 도형과 도표의 형식, 「시제6호」의 독특한

형식, 「시제7호」의 한문 형식, 「시제8호」의 실험노트 형식 이후 이상은

산문시만을 발표하기 시작한다.「시제15호」는 다섯 문장에 일련번호가 달

려있지만, 그 또한 산문형식이 확장이 된 것이다. 이후 「역단」과「위독」

연작 외 여러 개별 시편들은 지속적으로 산문시로 쓰였으며, 이 작품들은

「운동」과 「꽃나무」에서 처음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즉 모

두 특정한 이미지를 반복·변형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상의 글쓰기는 패러독스를 통해 짚어내는 각 상황과 사물의 정신적 본질

을 보다 일관된 형태로 나타내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시제9

호」의 전문이다.

每日가치烈風이불드니드듸여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닷는다. 恍惚한指紋골작이

로내땀내가스며드자마자쏘아라.쏘으리로다. 나는내消化器管에묵직한銃身을느

끼고내다물은입에맥근맥근환銃口를늣긴다. 그리드니나는銃쏘으드키눈을감으

며한방銃彈대신에나는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배앗헛드냐.

「시제9호」에서는 “총” 혹은 “총구”의 이미지가 반복되고 변형된다. 첫

구절에서는 “매일같이열풍이불더니드디어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닿는다”라고

서술된다. 이 손은 화자 자신의 손이 아닌 것으로 제시된다. 이 타자의 손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리고 화자가 마치 이 손의 주인인 타

자에게 명령을 하듯이 “쏘아라”라고 서술된다. 그런데 이 표현은 바로 되풀

이되어 “쏘으리로다”라고 다시 쓰인다. 누군가가 와서 “나”라는 “총”의 방아

쇠를 당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가 어떤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지, 아니면

“나”가 직접 “나”라는 “총”을 쏘고 있는지가 구별되지 않는다. 즉 이 시에서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가 드러내는 것은 “총”을 쏘는 주체가 “나”이자

“나”가 아닌 타자적인 것이란 걸 동시에 표현하는 패러독스이다.

「시제9호」의 패러독스는 그 경험을 통해 짚어내려는 정신적 본질이 화

자가 내뱉는 언어의 근원이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총탄으로 비유되는

“나”의 언어는 글쓰기와 문학적 창작과 등가적인 기호라 할 수 있다. 곧 여

기서는 나의 창작의 원동력이 “나”이자 “나”가 아닌 무엇인가라는 것을 동

시에 패러독스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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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러독스를 통해 나타난 창작의 원동력은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등장하

는 “참나”란 표현과 시의 첫 구절에서 등장하는 “열풍”에서 찾을 수 있다.

“매일같이열풍이불더니드디어”란 표현에서 “드디어”는 마치 “나”가 총이 되

어 나의 입으로 무언가를 쏠 수 있다는 것을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표현한

다. 화자는 “총”이 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황홀한지문

골짜기로내땀내가스며드자마자”와 “매끈매끈한총구” 등의 표현은 에로틱하

다. 그리고 그러한 열풍이 화자에게 와서 “나는참나의입으로” 무언가를 내

뱉으게 되며, 이 나와 “참나”의 관계가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존재가 나인

지 타자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응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

기서 “참나”는 이상의 초기 국문시 중 「거울」에서도 등장하는데, 이에 관

한 분석은 본장의 2절에서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다.

일단 「시제9호」의 “열풍”은 「LE URINE」의 첫구절인 “불길과같은바

람이불었건만불었건만얼음과같은수정체는있다”의 “불길”과도 같은 것이다.

그 시에서 “얼음과같은수정체”는 얼어붙은 세계를 상징하는 기호이며, “불

길”은 오줌이나 까마귀의 양광처럼 이 세계를 결빙하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시제9호」는 이 불길과 같은 열풍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본질이

화자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나타낸다. 화자가 이러한 불길을 내뱉

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총을 쏘는지 아니면 어떤 타자가 “나”란 총의 방

아쇠를 당기는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신적인 “불길” 혹은

“열풍”과 같은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 이상의 무언가, 혹은 “참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감도」의 화자는 그러므로 패러독스의 경험을

통해 정신을 관찰하고 또한 표현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제9

호」는 표현한다.

「시제11호」에서는 “나”의 팔에서 “접목처럼돋”힌 “팔”이 “사기컵” 혹은

“해골”을 파괴하려 하는 대립이 그려진다. 다음은 「시제11호」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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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기컵은내骸骨과흡사하다.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엿슬때내팔에서는난데없

는팔하나가接木처럼도치더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컵을번쩍들어마룻바닥에메

여부딧는다. 내팔은그사기컵을死守하고잇스니散散이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컵

과흡사한내骸骨이다. 가지낫든팔은배암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前에내팔이或움

즉엿든들洪水를막은白紙는찌저젓으리라. 그러나내팔은如前히그사기컵을死守

한다.

첫 문장인 “그사기컵은내해골과흡사하다.”는 “산산이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

컵과흡사한내해골이다”로 반복·변형된다. 또한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었을

때”는 “내팔은그사기컵을사수하고있으니”로 다시 쓰인다. “내팔에서는난데없

는팔하나가접목처럼돋히더니”가 “가지났던팔은배암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전

에”로 변형된다. 이러한 반복·변형을 통해 “사기컵”과 “해골”, “내팔”과 “가

지났던팔”이 혼돈된다.

뱀과 같은 팔, 혹은 나뭇가지와 같은 팔은 “나”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독립된 의지를 지닌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뱀-나뭇가지 팔은

비유를 통해서 생명적인 것을 상징하는 기호로 나타나며, “해골-사기컵”과

대조된다.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사기컵”은 죽음을 모조한 것을 상징한

다. 생명력을 지닌 기호와 죽음, 혹은 모조의 대립이 「시제11호」의 내용이

다.

「시제11호」의 전개를 「시제9호」와 연관시켜서 보면 두 시가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제9호」는 “나”란 “총”의 방아

쇠를 당기는 존재가 “나”이거나, 어떤 타자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동시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제11호」에서도 “사기컵”을 파괴하려는 “팔”이

진정 “나”의 팔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

리고 이러한 혼돈을 통해 패러독스를 만든다. 이 패러독스는 곧 나의 팔이

파괴하려는 것이 동시에 나의 팔이 보호하려는 것과 중첩되면서 만들어진

다.

본고의 「시제9호」분석에서 논의한바 “총구-입”으로 발화되는 것은 “열

풍” 혹은 “불길”과 같은 정신적 에너지이다. 그것은 「오감도」연작에서 일

관된 시선을 유지하는 까마귀가 목격하는 정신적인 힘이다. 이와 같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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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팔”은 화자로부터 나오는 화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자의 것이

아니라는 패러독스를 통해 표현되는 정신적인 본질을 상징한다.

이 시에서 ‘오감’적 시각이 목격하는 정신적인 본질은 그러므로 가짜나 모

조를 상징하는 “사기컵”과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파괴하려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정신적인 힘을 상징하는 “뱀-접목-팔”은 “사기컵”을 파괴

하지 못한다. 대신 “해골”만이 “산산이깨어진것”으로 묘사된다. 정신적인 본

질을 상징하는 생명 기호가 죽음을 상징하는 기호를 파괴할 수는 있어도 모

조된 것, 가짜인 것을 파괴하지 못한다. 이것은 「오감도」연작에서 나타나

는 암울한 세계의 변치 않는 시적 현실이다. 「오감도」의 시편들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을 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빛나는 정신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정신이 암울한 세계를 타도하지는 못한다. 이 시에서

나타난 “사기컵”은 정신적인 것에 대응하고 있는 기호로 떠오른다. 이상은

정신적인 힘의 궁극적인 경쟁 상대를 “죽음”이 아닌 “모조된 것-가짜”로 내

놓고 있는 것이다.

“사기컵”과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것은 정신적인 힘을 억압하거나 대립하는

이상 문학의 기호들과 연장선상에 서있다. 「LE URINE」에서 등장한 얼어

붙은 지구를 표현하는 “얼음과같은수정체”나 「운동」에서 평면 감옥을 상

징하는 “시계”, 「시제1호」의 공포의 질주, 「시제2호」의 아버지들의 역

할, 「시제3호」의 폭력들도 멈춰지거나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오감

도」연작의 시각은 암울하고 어두운 세계 속에서 아직 작동하고 시들지 않

은 정신적인 힘들을 목격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힘을 억압하고 있는 세계의

타도될 수 없는 양상들을 패러독스의 경험으로 연쇄시켜 드러내고 있는 것

이다.

「시제11호」에서 나타난 “홍수”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홍수”는 “내팔이

혹움직였던들홍수를막은백지는찢어졌으리라”는 구절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내팔”은 “가지났던팔”이 “배암과같이...기어들어”가기 시작할 때의 “팔”이다.

즉 화자로부터 나왔지만 화자의 것이 아니기도 한 “뱀-접목-팔”이 화자와

다시 합치되는 과정에서 “백지”가 찢어는 것이다. “백지”는 「오감도」연작

이후「역단」에서도 나타나는 기호이다. 거기서는 “그이는백지위에다연필로

한사람의운명을흐릿하게초를잡아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즉 이상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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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백지”는 글이 쓰이는 종이를 뜻한다. 「시제11호」에서 “내팔”이 혹시

나 움직여서 “백지”가 찢어진다는 표현은 그러므로 그 백지위에 글을 쓰다

가 그러한 글쓰기가 마치 “홍수”를 일으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한

글을 쓴 손이 달린 “내팔”은 정신적인 힘을 상징하는 “뱀-접목-팔”과 일치

되어 가고 있는 팔이다. 곧 “홍수”는 “뱀-접목-팔”이란 정신적·생명적 기호

가 소환하는 기호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정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기호로 나

타난다. 신범순은 이상의 “홍수”를 이상의 사후 발표된 시 「월상」에서 포

착한 바가 있다.

〈월상〉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상은 강력한 염원을 표시했다. “내앞에달이있

다. 새로운-새로운-/불과같은-혹은 화려한 홍수같은-”. 불과 홍수의 달은 빙

하와 눈에 뒤덮인 달을 대체한다. 불은 얼음을 녹이고 홍수는 격렬하게 창조

적인 용틀임으로 파도칠 것이다. 유리와 얼음 속에서 정지되었던 세계는 이

창조적 혼돈의 물결 속에서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게 된다.113)

신범순이 분석한 듯 「월상」에서 나타난 “홍수”는 “불”과 같은 것이며,

이 기호는 「시제9호」의 “열풍”과 「LE URINE」의 “불길”과 같은 맥락에

있다. 까마귀의 시선이 목격하는 암울속에서도 부정될 수 없는 정신이 창조

적인 행위와 동반될 때 “불길”, “열풍”, “홍수”와 같은 보다 격렬한 정신의

기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홍수 기호와 같은 “격렬한 창조적 용틀임”이 모조

된 것을 상징하는 기호인 “사기컵”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한

다. “그러나내팔은여전히그사기컵을사수한다”라고 시는 끝나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시제11호」에서 화자인 “나”가 이중적인 인물인 것을 강조한다.

한편으로는 “뱀-접목-팔”의 근원인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조된 것

인 “사기컵”을 사수하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오감도」 연작에서 나타

나는 “나”의 이중성은 특히 연작에 포함된 거울 시편114)들에서 내용이 더욱

심화된다. 일단 여기서는 언급한바 거울 시편을 3장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

113) 신범순,「실낙원의 산보로 혹은 산책의 지형도」, 『이상 문학 연구 - 불과 홍수의

달』, 548쪽.

114) 각주 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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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제11호」에서 그러한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을 거론하겠다.

「시제12호」에서는 화자인 “나”를 다루지 않고 “때묻은빨래조각” 혹은

“흰비둘기의떼”의 비행을 다룬다. 화자가 없이 어떤 현상을 다루는 이 시는

「시제1호」와 「시제3호」와 가깝다. 이를 통해서 「오감도」의 까마귀 시

선이 “나”에 집중할 때 와 “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집중할 때 다른 내

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에 집중을 할 경우 화자의 이중

성이 부각된다. 왜냐하면 「시제9호」와 「시제11호」에서는 각각 방아쇠를

당기는 존재와 “해골-사기컵”을 파괴하려는 존재가 “나”이거나 어떤 타자적

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동시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시제1호」, 「시제3호」, 「시제12호」는 제시된 상황을 관찰하는 내용으

로 전개된다. 다음은 「시제12호」의 전문이다.

때묻은빨래조각이한뭉텅이空中으로날너떠러진다. 그것은흰비닭이의떼다. 이손

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戰爭이끗나고平和가왓다는宣傳이다. 한무덕이비닭

이의떼가깃에무든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맹이로흰비닭이의떼

를따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 空氣에숯검정이가지저분하게무드면흰비

닭이의떼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

이 시에서 반복·변형의 서술은 “이손바닥만한한조각하늘저편에전쟁이끝나

고평화가왔다는선전이다”가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망이로흰비둘기의떼

를때려죽이는불결한전쟁이시작된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때묻은빨래조

각”과 같은 “흰비둘기의떼”는 “묻은때를” 씻거나 다시 “공기에숯검정이가

지전분하게묻”어 다시한번 “하늘저편”으로 날아가는 행위를 반복한다.

「오감도」 연작이 암울, 공포, 좌절적인 상황들이 반복되는 사이에서 그

러한 상황과 대립되는 정신을 목격하는 까마귀의 시선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제12호」의 내용 또한 그러한 정신적인 것을 그리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정신적인 것의 기호는 단연 “흰비둘기의

떼”이다. 이들이 “공중으로날아떨어지는”것은 “전쟁이끝나고평화가왔다는선

전”이라고 표현된다. 즉 “흰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란 보편적인 이미지이

다. 그러나 “전쟁”은 반복적으로 발발하며, “흰비둘기의떼를때려” 죽인다.

“흰비둘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날아오른다. “전쟁”이란 거대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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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넘어서려는 기호들인 것이며, “전쟁”과 대립하는 정신을 상징하는 것

이다. 이는 특히「시제3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싸움을 “아니하는”

혹은 하지 않는 존재들과 연관성을 지닌다.「시제3호」에서도 결국 폭력이

란 운명을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듯이, 비둘기들도 전쟁이 다시 이러나는 것

을 막지는 못한다. 심지어 전쟁으로 인하여 살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묻은빨래조각”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을 암시하듯

이, 비둘기들 또한 깨끗해지기 위하여 자신들의 때를 씻는다.115) 결론적으로

비둘기들이 취하는 이 시의 마지막 비상은 “공기에숯검정이가지저분하게묻”

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즉 비둘기들은 오염된 공기를 날면서 그 공기를 마

치 정화하려 하듯이 자신들을 희생하는 존재들이다. 이렇듯 “전쟁”의 반복

을 막을 수 없어도 전쟁의 종결을 위하여 날아오르는 정신이 「시제12호」

에서 그려진다.

「시제13호」는「오감도」연작 중 가장 잔혹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것

은 바로 잘라져서 떨어진 화자의 팔들이 촉대처럼 방의 장식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팔이면도칼을든채로끊어져떨어젓다. 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威脅당하는것처럼

샛팔앗타. 이렇게하여일허버린내두개팔을나는燭臺세음으로내방안에裝飾하여노

앗다. 팔은죽어서도오히려나에게怯을내이는것만갓다. 나는이런얇다란禮儀를花

草盆보다도사량스레녁인다.

이 시에서 “자세히보면무엇에몹시 위협당하는것처럼새파랗다”는 “팔은죽

어서도 오히려나에게겁을내이는것만같다”로 반복·변형되어 있다. 여기서 “내

팔”은 「시제11호」에서 등장한 “내팔”과 연관성을 지닌다. 「시제11호」의

팔은 동시에 “사기컵을사수하는” 팔이며 “뱀-접목-팔”이기도 한다. 만일 이

두 시편을 연관관계 안에서 읽는다면, 화자인 “나”로부터 정신적인 것을 나

타내는 팔과 모조된 것을 보호하는 팔이 데어진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첫 구절에서는 “내팔이면도칼을 든채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작은 면도칼

115) “빨래를 통해 드러나는 ‘더러운것’과 ‘깨끗한 것’의 대응 관계는 비둘기를 통해 드

러나는 ‘전쟁’과 ‘평화’의 상징적 의미와 서로 병치되면서 일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새

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권영민, 『이상 전집 1』, 태학사, 2014,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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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고 있는 팔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구절 이후 화자는 “이렇

게하여잃어버린내두개팔”이라고 서술 한다. 즉 면도칼을 들고 있는 팔과, 또

다른 팔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시제11호」에서 등장한

“뱀-접목-팔”이 붙어있는 팔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화자는 또한 이러한 팔들을 자신이 직접 잘라내지 않고 그들이 자체적으

로 “끊어져떨어졌다”고 말한다. 이후 이 두 팔을 “촉대세움으로내 방안에장

식하여놓았다”고 서술한다. 즉 정신적·생명적인 것을 상징하는 팔과 죽음과

모조된 것을 상징하는 팔을 “나”의 방의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화

자는 이 둘 중 하나를 우선하지 않는다. 양가적인 기호들을 동시에 바라보

고 있다. 이는 「오감도」연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정신과 그 정신을 부

정하려는 폭력, 공포, 모조된 것을 패러독스를 통해 동시에 관찰하고 있는

까마귀의 시선을 나타낸다.

특이한 지점은 팔들이 “무엇에몹시 위협당하는것처럼새파랗”거나, “죽어서

도 오히려나에게겁을내이는것만같다”라고 화자가 관찰한다. 마치 각 팔의

기호들이 상징하는 정신적인 것과 그 정신을 억압하는 것을 동시에 관찰하

는 시각을 지닌 화자를 팔들 자체가 놀라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곤

화자는 “나는이런얇다란예의를화초분보다도사랑스레여긴다”라고 서술한다.

여기서 “예의”는 “끊어진 두 팔을 촛대처럼 세워 방안에 장식한 행위”로 분

석되었었다.116) 그는 곧 이렇게 두 양극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화

초와 같은 장식물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시적 주제라고 발언하는 것이다.

「시제14호」의 시작부에서 화자는 “고성앞풀밭”으로부터 “성위”까지 올라

간 후, 자신의 “기억”을 돌에 매달아 던져버린다.

116) 이승훈, 『이상 문학 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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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城앞에풀밭이있고풀밭위에나는帽子를벗어노앗다.

城위에서나는내記憶에꽤묵어운돌을매어달아서는내힘과距離껏팔매질첫다.

捕物線을역행하는歷史의슬픈울음소리. 문득城밑내帽子겻헤한사람의乞人이장

승과가티서잇는것을나려다보앗다. 乞人은성밋헤서오히려내위에잇다. 或은綜合

된歷史의亡靈인가. 空中을향하야노힌내帽子의깁히는切迫한하늘을부른다. 별안

간乞人은율률한風彩를허리굽혀한개의돌을내帽子속에치뜨러넛는다. 나는벌써

氣絶하얏다. 심장이頭蓋骨속으로옴겨가는地圖가보인다. 싸늘한손이내니마에닷

는다. 내니마에는싸늘한손자옥이烙印되어언제까지지어지지안앗다.

기억의 돌이 떨어지는 궤적은 “포물선을역행하는역사의슬픈울음소리”라고

표현된다. 기억의 돌이 곧 “역사”이며, “슬픈울음소리”를 내는 것이다. 여기

서 포물선을 역행한다는 것은 곧 포물선이 이미 그려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

한다. 포물선을 그린 존재는 이 시에서 화자일 수 있다. 즉 “고성”을 올라간

화자는 “포물선”을 그리듯이 비상해서 올라간 존재인 것으로 암시되는 것이

다. 그러나 그의 비상은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대신 그의 기억을

잊으려는 포물선의 역행을 통해 암시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억의 돌/역사

의슬픈울음소리’는 화자가 성 아래에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을 제시한다. 언급

한바 이상 문학에서 높은 곳의 위치는 까마귀의 위치와 같다. 정신적으로

높은 위치이며, 얼어붙은 지구상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이 위치에서 지상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려는 것이다.

「오감도」연작에서 ‘오감’적 시각은 공포, 폭력, 좌절 등을 상징하는 일들

이 반복되어가는 상황에서 억압에 맞서는 정신적인 것들을 패러독스를 통해

목격한다. 이 시의 화자인 “나”는 억압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정신

적인 것을 보는 패러독스의 경험도 잊어버리고 그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를 향하려 하는 화자의 행동은 화자가 풀밭

에 남겼던 “내모자”와 “걸인”의 등장과 함께 꺾인다. 화자는 “문득성밑내모

자곁에한사람의걸인이장승과같이서있는것을내려다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반복·변형되어 “걸인은성밑에서오히려내위에있다”고 표현된다. 화자

는 또한 이러한 걸인이 “종합된역사의망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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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풀밭에 버린 모든 기억들의 종합체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걸

인은 기억의 돌이 던져지고 난 후에 나타나며, 즉 화자가 버렸던 돌이 “장

승-걸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것은 곧 풀밭의 망령이 상징하

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포, 폭력, 좌절을 상징하며, 자유를 얻기 위하여

비상한 화자가 남긴 그의 우울한 분신인 것이다. 그리하여 걸인이 “성밑에

서오히려내위에있다”라는 표현은 화자가 버린 자신의 분신, 지상의 “나”로부

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장승-걸인”옆에 놓여있는 화자의 “모자”는 “공중을향하여” 놓여 있으며

그것의 “깊이”는 “절박한하늘을부른다”고 표현된다. “모자” 자체가 독립된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려지며, ‘풀밭의 망령’과 ‘기억의 돌’과 유사하게 화자

가 버리려 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 이 “모자”는 “돌”과 “걸

인”과는 다른 것이며, 암울한 지상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울부짖는 듯하

다. 마치 까마귀의 시선으로 목격되었던 반복되는 억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상에 남겨져 그러한 지상의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도, “모자”는 정신적인 것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외치듯이 하늘을 부르는 기호인 것이다.

이 “모자”속으로 “걸인”은 갑자기 “한개의돌을내모자속에치뜨려넣는다.”

이 돌은 화자가 던져버린 기억의 돌이다. “걸인”이 “기억의돌”로부터 거듭난

화자의 우울한 분신이라면, “걸인”이 모자 속으로 한 개의 돌을 던져 넣는

것은 “걸인” 자체가 모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자”가 상징

하는 슬픔의 돌은 「오감도」의 여러 시편에서 그려진 암울한 상황들이 응

결되어 있는 기호이다. 부정될 수 없는 정신적인 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억

압적인 반복사이를 관찰하는 것에 비롯된다. 더불어 성위로 비상하여 올라

간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유도 이와 대립하는 “역사의망령”이 없이는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날아오르기에 그치기 때문

이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화자는 “기절”해버리는데, “기절”한 상태에서 그는

“심장이두개골속으로옮겨가는지도가보인다”고 전한다. 이러한 “심장”이 “두

개골속”으로 가는 모습은 돌과 모자의 대응 관계와 서로 병치된다. 곧 심장

이 상징하는 억압의 반복으로 인하여 생긴 우울하고 좌절적인 감정들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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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골이 상징하는 정신적인 것과 합치된다. 이 합치의 과정은 화자가 기절한

상태에서 꾼 꿈처럼 묘사되며, 그는 그 모습을 “지도”라고 부른다. 이 지도

는 제목「오감도」가 제시하는 높은 곳에서 까마귀가 내려다보듯 표현한 그

림이나 지도와 연관된다. 화자는 곧 이 꿈의 지도를 「오감도」로 나타내려

하는 작가 이상이다. 그리고 이 지도는 반복적으로 부정되어도 부정될 수

없는 정신이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리는 것이다. 이

후 화자는 그가 기절되어 있는 동안 “싸늘한손”이 그의 이마에 닿아, 그 “싸

늘한손자국이낙인”되어 지워지지 않는다고 전한다. 이 싸늘한 손의 주인은

화자보다 “위에”있는 망령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분신인 이 망령은

억압으로 인해 우울해진 감정과 비상하는 자유를 지향하는 정신이 합치된

존재이다. 그가 화자의 이마에 그의 흔적을 남김으로 화자는 이러한 망령의

존재를 잊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앞서 분석된 시편들은 거울 이미지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 거울 이미지가 담기지 않은「오감도」의 시편들은 공포 (시제1호), 아

버지 역할(시제2호), 폭력(시제3호), 사랑의 불화(시제6호), 전쟁(시제12호)

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리고 패러독스를 대립적인 방식으로 경험함으

로써 정신적인 힘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세상의 모순을 넘어서는 힘을 찾

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순 자체에 정신적인 힘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방법이다.

단순히 공포로부터 보호되는 것, 아버지를 초극하는 것, 비폭력을 추구하

는 것, 평화를 표현하는 것, 사랑을 희망하는 것만을 말한다면 이들의 정신

적인 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정신적인 것들을 억압하는 거꾸로

돌아간 세상을 인식해야지만 그들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관찰하는 법이 이상의 거울이미지에 응결된 것이

다.

하지만 앞서 분석된「시제9호 총구」,「시제11호」, 「시제13호」, 「시제

14호」에서 나타난 상황들은 「시제1호」, 「시제2호」, 「시제3호」, 「시

제6호」, 「시제12호」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녔

다. 「시제9호」는 “참나”가 「거울」이후 유일하게 등장하는 텍스트이며,

정신적인 힘을 표출하려는 나의 입이 “참나는무엇을내뱉았더냐”로 표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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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제11호」에서는 나의 팔로부터 독립된 의지를 지니고 나타나는

“뱀-접목-팔”이 화자가 사수하는 “해골”의 모조인 “사기컵”을 파괴하려 든

다. 「시제13호」는 그러한 두 팔을 동시에 사랑스럽게 여기며 “생명력적인

것”과 “죽음-모조”의 공존을 추구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시제14호」에서

또한 슬픈 기억의 돌과 자유를 지향하는 모자가 합치되고, 두개골과 심장이

하나가되는 지도를 이야기한다. 이 시편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패러독스의

경험이 상황과 사물들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나”란 존재 자체에도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나”의 존재의 패러독스는 「오감도」의 거울 시편

에서 거울이미지로 응결된다

3.3. 거울 이미지 패러독스와 연작의 연결고리

기존 연구에서 이상의 거울 이미지에 원용된 방법론은 라캉의 정신분석이

론이었다. 이 방법론을 통해 이상의 문학에 접근한 연구들은 1990년대 중

후반기에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이상의 거울 시편을

중심으로 시의 “언술적인 측면과 텍스트 내부 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

을” 분석하는데 집중한다.117) 라캉의 ‘거울단계’ 이론과 이상의 거울 시편들

을 연결시켜서 분석한 최초 연구는 김승희의 『이상 시 연구』(1998)이

다.118)

117) 함돈균, 『시는 아무것도 도른다: 이상, 시적 주체의 윤리학』, 수류산방, 2012, pp.

29-30

118) 김승희, 『이상 시 연구』, 보고사, 1998, pp. 47-94. 김승희의 연구가 라캉의 이론

을 이상의 시와 연결한 바에 있어서 선행적인 연구 업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그 전 까지 있었던 이상 텍스트를 향한 정신분석적 접근의 치명적인 문제

점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행되었다. 이상의 텍스트를 연구의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이

론의 예시, 즉 이론을 입증해주는 작품들로 환원시켜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신형철

은 김승희의 연구가 거울 시편들을 설득력이 있게 해명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라

캉의 거울 단계(mirror-stage) 이론을 이상의 거울 시편들에 곧장 대입하고 있고 거

울 단계 이론의 내적 논리에 의해 이상의 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한다. 신형철, 「이상 시에 나타난 시선의 정치학과 거울의 주체론」, 『이상 문

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30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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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 연구 외 선행 연구에서 이상의 거울 시편은 “자아의 분열”을 보

여준다거나 이상적 자아와 일상적 자아를 “거울 속의 나” 그리고 “거울 밖

의 나”와 엮어 그 분열에 대한 절망감을 일깨워 준다고 해석되었다.119)

신범순은 기존 연구와 다르게 이상의 거울 이미지가 연구자들과 독자들에

게 잘못 인식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주로 “거울 밖의 세계는 현실이고 거

울 속세계는 비현실 혹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기존연구는 분석하지만, 신범

순은 “거울 밖의 세계야말로 그러한 근대적 현실 즉 유령과도 같은 세계로

부터 빠져나와 있는 ‘참나’의 세계”라고 주장한다.120) 즉 거울속의 세계는 얼

어붙은 세계이며, 거울 밖에 있는 나는 그런 세계를 관찰하고 또한 깨트리

려고 음모하고 있는 존재이다.

김유중은 이상의 거울이미지가 “일에 대한 권태를 경험한 자의 세상 거꾸

로 보기, 또는 세상 뒤집어보기의 한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여

“세상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뒤집어 보기위한 주체 내면의 욕

망을 담은 텍스트 내적 장치가 바로 거울”이라고 분석하였다.121) 즉 이 두

연구자의 논의를 따르자면 이상의 거울은 주체의 분열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상이 세계를 관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본고는 거울이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이란 선행 논

의를 바탕으로 거울 이미지가 「오감도」 연작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화자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일종의 관찰법을 나타내

는 기호로 거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단 「오감도」이전에 거울 이미지가

나타난 예를 통해 시인이 거울 이미지를 차용한 방식을 살펴보겠다. 이상의

시 「거울」은 「오감도」연작 이전에 발표된 초기 국문시 중 하나이며, 이

상이 처음으로 거울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다룬 텍스트이다. 이 시에서 나타

난 거울의 작동 방식을 파악한다면, 이후 「오감도」연작에서 드러나는 거

울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9) 이승훈, 『이상 시 연구』, 고려원, 1987, 28쪽..

120) 신범순, 「실낙원의 산보로 혹은 산책의 지형도」, 『이상 문학 연구 - 불과 홍수

의 달」지식과교양, 2013.

121) 김유중, 「이상 시에 나타난 유희적 요소」,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푸

른사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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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속에는소리가업소

저럿케까지조용한세상은업슬것이오

◇

거울속에도 내게 귀가잇소

내말을못아라듯는딱한귀가두개나잇소

◇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握手를바들줄몰으는 - 握手를몰으는왼손잡이오

◇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만은

거울아니엿든들내가엇지거울속의나를맛나보기만이라도햇겟소

◇

나는至今거울을안가젓소만은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잇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事業에골몰할께요

◇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反對요만은

또꽤닮앗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診察할수업스니퍽섭섭하오

「거울」은 총 6연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의 첫 연은 거울 “속”에 있는 “세

상”을 묘사한다. 여기서 “속”은 거울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가

있는 것을 뜻한다. “거울속”은 그러므로 거울의 유리 저편에 입체적인 공간

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공간은 소리가 없는 세상이라고 표현된다.

거울은 그 앞에 있는 사물을 반영하는 물체이다. 즉 거울 속 세상은 거울

앞의 세상의 반영이다. 화자는 거울의 반영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

상을 관찰하며, 세상에 소리가 없다는 사실과 같이 거울 없이는 알지 못했

을 것들을 알게 된다.122) 거울속의 세상에 소리가 없다는 것은 거울이 반영

122) 신범순은 「거울」에서 유리가 “냉담하고 차가운 유리의 속성을 띠고 등장” 한다

고 보며, “유리거울의 반사경적 성격이 시각의 비인간적 냉당함을 환기시킨다“가 논

의한 바가 있다. 즉, 거울의 반사, 혹은 반영은 반영하고 있는 사물이나 세상의 ‘냉담

한 것’을 강조시킨다. 즉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난 세상의 ‘소리

없음’은 세상의 차가움, 냉담함의 한 양상인 것이다. 「실낙원의 산보로 혹은 산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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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울 앞의 세상에도 소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시에서 드러나

는 이상의 거울은 단지 사물·세상의 형태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반영이

라는 뒤집어보기를 통해 사물·세상의 숨겨진 성질을 보여주는 렌즈로 작동

한다. 세상을 뒤집어서 보았을 때 세상에 침묵이 흐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다.

이렇듯 거울의 반영을 통해 알게 된 세상의 침묵의 의미는 2연에서 “거울

속의나”가 소개되면서 심화된다. 거울의 반영이 화자의 세상에 소리가 없다

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거울이 반영한 “나”는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

람으로 나타난다. 세상에 “소리”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말소리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두귀”가 달린 “거울속의나“는 즉 반영된 "나”이

자, 소리를 낼 수 없는, 말을 못하는 존재이다. 혹은 말을 하여도 세상에 소

리가 없기 때문에 말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말소리를 세상의

침묵이 삼키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3연에서 화자는 “거울속의나”가 “왼손잡이”란 것을 본다. 실질적으로 거울

에 반영된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화자는 “내악수를받을줄

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라고 “거울속의나”를 표현한다. “나”는 곧

자신의 말소리가 자신의 내면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사람들 사

이의 대화와 소통의 시작을 의미하는 악수조차도 자신이 못한다는 것을 거

울을 통해 목격한다.

4연은 본고의 2장에서도 논의된 이상의 주된 서술 방식인 반복·변형의 글

쓰기로 표현되어있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

는”은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라고

다시 쓰인다. “거울”을 통해 화자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리, 대화, 소통, 사

람 사이의 접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거울”이 없었으면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 역설적인 상황의

중요성은 시의 6연까지 분석하고 다시 논의하겠다.

5연에서 화자는 “거울을지금안가졌소마는”이라고 말한다. 화자는 이제 자

신이 거울 앞에 없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소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거울이 반영하는 세상이 거울 속의 세상

지형도」, 『이상 문학 연구 - 불과 홍수의 달」지식과교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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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것이란 걸 암시한다. 거울의 가르침이 내면화된 것이자, 거울속의

입체적인 세상이 곧 지금 나의 세상이란 것을 상기한다. 이리하여 “나”는

말소리를 낼 수 없는 침묵의 세계 속에 갇힌 “나”이기 때문에 “늘거울속에

내가있소”라고 표현된다. “거울속” 세상은 그러므로 화자 자신의 세상을 뜻

하는 기호가 된다.

소리 없는 “거울속” 세상에 갇힌 “나”는 “외로된사업에골몰”할 수밖에 없

다. “외로된사업”은 소리가 없어서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이루

어지는 외로운 사업이자, “거울속의나”를 상기하는 왼손잡이의 사업이다.123)

“나”는 곧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말소리로는 표현될 수

없고 혼자만 알 수 있는 내면적인, 정신적인 일이란 것을 짐작한다.

6연의 “참나”에서 “참”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

말로”이다. 또 하는 “참된”이다.124) ‘정말로’라고 해석한다면, ‘거울속의나’는

‘정말로’ 나와는 반대”이란 뜻인데, 그 뒤에 바로 “또꽤닮았소”라고 하기 때

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 되어버린다. 대신 “참된 나”라고 해석한다면,

“거울속의 나는 ‘참된’ 나와는 반대이지만 닮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문

맥상의 논리를 보여준다.

이 ‘참나’는 그렇다면 거울 앞의 나를 뜻하는 것인가? 거울 속의 나는 거

울 앞의 나의 반영이며, 둘 다 결국 같은 “나”이다. 그렇다면 “참나”는 “거

울”을 통한 관찰로 알게 되는 “나”와는 또 다른 “나”이다. 여기서의 “반대”

는 ‘반영’된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요소가 반대라는 것을 암

시한다. 거울의 반영을 통해서 알게 된 “나”는 “거울속의나”와 마찬가지인

존재이고, 그러한 “나”와는 반대인 “참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참나”가

“나”와 반대인 것은 곧 “참나”가 말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란 것을 제시한

다. “나”의 “참된” 모습은 말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이지만, 거울의 반영을

123) 권영민은 ‘외로된’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나는 ‘왼쪽으

로 바뀐’, 다른 하나는 ‘외따로 떨어진’으로 볼 수 있음”, (권영민, 『이상 전집 1 -

시』, 태학사, 2013, 35쪽.)

124) 신범순은 “참나”를 “참된 나”라고 분석하며, “거울 밖의” 세계를 “참된 세계”로 본

다. 그리하여 “ ‘참나’는 거울 속의 나와 대비된다”라고 논의한다. 그 거울 속에는

‘나’라고 생각되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나’는 참된 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지는

않”으며, 이러한 “거울 세계는 근대적인 발명품인 유리의 평면경에 정복당한 세계”이

자, “정복된 것들은 거울에 갇혀 있다. 거울은 근대적 감옥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논

의를 펼쳤다. 『이상 문학 연구 -불과 홍수의 달』, 지식과교양, 2013, 137쪽,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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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관찰된 지금의 “나”는 말소리조차 낼 수 없는 존재이다.

“거울속의나”가 곧 소리 없는 세계의 “나”이며, “참나”는 그런 “거울속의

나”와 반대인 존재인데, “또꽤닮았소”는 둘의 유사성을 제시한다. 이 유사성

은 두 존재가 “소리”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전자는 소리를 낼 수

없고, 후자는 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2연의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에

서 볼 수 있듯이 전자는 소리를 낼 수 없어도 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그려

진다. 자신의 소리를 통해 세상의 침묵을 깨고 싶어 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참나”와 “나”가 닮은 이유는 5연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급한

바 “나”는 “외로된사업에골몰”하는 사람이며, 그 “외로된사업”은 말소리로

표현되지 않고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비하

여 “참나”는 말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러한 그의 사업은 “외로된” 것은 아

니다. 즉 “참나”가 자유롭게 말소리를 낼 수 있다면, “나”는 말소리를 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면적이고 정신적으로만 골몰하는 사람인 것이다.

「거울」의 마지막 행인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

하오”는 4연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

못하는구료”가 반복·변형되어 쓰인 것이다. 4연에서는 또한 “거울이아니었던

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는 언급한바 “거울”이란 기호의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거울속 세상의

“거울속의나”는 소리가 없는 세계에서 존재함으로 “딱한” 존재이다. 그러므

로 거울속 세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세계는 거울 앞 세계의 반

영이기 때문에 화자인 “나”가 살고 있는 세계와 동일하다. 하지만 화자가

살고 있는 세계가 소리가 없는 곳이란 걸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통한 관

찰이 있어야만 했다. 화자가 거울을 끝내 깨트리지 않는 이유는, 거울을 통

한 관찰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거울을 통한 관찰이 없으면

“외로된사업”을 하는, 정신적으로 골몰하는 “나” 또한 만날 수 없다. 세상에

소리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 “나”가 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거울 이미지는 즉 그 깨우침을 상징하는 이미지이자, 일

종의 패러독스이다.

거울 이미지의 패러독스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거울

이 있기 때문에 거울 속 세상을 알 수 있으며, 거울 속 세상이 곧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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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속의나”와 반대인

“참나”를 드러낼 수 있으며, 거울이 없었으면 이러한 관찰과 추리는 불가능

해진다. 「거울」에서 나타난 “거울”의 정신적 본질은 2장에서 논의된 「운

동」의 시계를 부정하는 “믿음”과 「꽃나무」의 꽃을 피우려는 “열심”과 연

장선상에 놓여있다. 「운동」에서는 물리적·합리적인 상하-동서 운동이 평

면 세계를 드러내고 감옥과 같은 평면성이 “시계”란 기호에 상징적으로 응

결된다. “시계”와 같은 평면 감옥에서 탈출에 실패하는 순간 “나”가 시계보

다 늙었다는 “믿음”이 역설적으로 강조된다.「꽃나무」에서는 꽃을 피워 이

상적인 꽃나무가 되려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좌절됨으로써 이상적인 것을 성

취하려하는 “열심”이 역설적으로 강조된다.

즉 이상의 거울은 “열심”과 “믿음”과 같은 “외로된사업”을 발견할 수 있

는 관찰법을 상징하며, 그 관찰법은 여러 상황에서 그러한 패러독스들을 찾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꾸로 봐야지만 억압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

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울 이미지는 「오감도」연작 중 총 다섯 시편에서 변주된다. 그

중 첫 번째는 「시제4호」인데, 이 시편은 「시제5호」와 같이 발표되었으

며 두 편 모두 반복·변형의 문장이 아닌 도형들을 쓰고 있다. 이 시편들의

도표·도형이 인쇄된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 당시의 원고를 바탕으로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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患者의容態에관한문제.

謬斷 0 : 1
26.10.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某後左右를除하는唯一의痕跡에잇서서
翼殷不逝 目不大覩
반矮小形의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

臟腑라는것은浸水된畜舍와區別될수잇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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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도」 연작 중에서 「시제4호」와 「시제5호」만이 도표와 도형을 쓰

고 있다. 또한 이 두 시편은 이상의 일문 연작시인 「건축무한육면각체」에

서 등장하였던 작품들이 개작이 된 것이다.125) 「시제4호」의 원제목은

「진단 0:1」이었으며 「시제5호」는 원제목이 「二十二年」이었다. 제목뿐

만이 아니라 「진단 0:1」과 「시제4호」 사이에서 바뀐 것들은 “어떤환자”

가 그냥 “환자”로 바뀐 것, 숫자판이 거울 이미지처럼 뒤집어졌다는 것, “진

단0:1”이 “진단 0•1”로 바뀐 것이다. 「二十二年」에서 「시제5호」에서 바

뀐 것은 “이십이년”이란 햇수를 나타내는 제목이 없어진 것과 마지막 행

“장부...”가 「二十二年」에서는 괄호 속에 적혀있었는데 「시제5호」에서는

괄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문에서 조선어로 번역되고 개작되면서

어떤 특정한 일문적인 표현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조선어로만 할 수 있는 표

현이 첨가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원래 이 시편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도형과 도표였으며 한자들이 시행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시제4호」의 숫자판은 숫자들이 거꾸로 그려있다. 글로 만들어진 은유적

거울 이미지가 아닌 시각적인 거울 이미지이다. 이러한 거울 이미지로 제시

되는 것은 곧 이 시를 창작한 이상 자신의 얼굴을 도형화 한 것이자, 이 시

의 독자들이 이 시를 바라볼 때 그들의 얼굴이 이러한 숫자판과 같다는 것

을 강조한다. 「거울」에서는 거울의 반영을 통해 세상에 소리가 없다는 것

을 나타냈는데, 「시제4호」에서는 거울의 반영 그 자체를 사용하여 세상이

이 숫자판과도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125) 개작은 한편으로 작가의 의도 하에서 변형된 반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작 과정을 통
해 이상은 일문시 가운데서 선발하여 국문연작시로 수정하고 변형하여 재배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오감도」 연작 구성 원리가 설명될 수 있다. 



- 86 -

이 숫자판에서 숫자들은 수직선으로는 숫자 하나가 반복되고 수평선으로

는 1부터 9까지 증가하다가 0으로 끝난다. 이 반복되는 숫자들 사이에서 유

일하게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은 검은 점이다. 이 점은 1이 반복하는 첫 수

직선에서는 맨 아래에 위치했다가 0이 반복되는 마지막 수직선에서는 맨 위

로 가있다. 이 아래로부터 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지르는 점의 움직임

은 가로읽기가 아니라 세로읽기로써 보아야지만 알 수 있다. 가로 읽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그렇게 보았을 때는 검은 점이 하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시는 원래 세로쓰기와 세로읽기를 감안하고 인쇄

된 것이다. 원문에 맞추어서 세로로 읽으면 숫자들은 우에서 좌로 가며 검

은 점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곧 검은 점은 위치와 줄이 바뀌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숫자판은 또한 의사의 진단서처럼 소개 되어 있다. “환자의용태의관한

문제”, 즉 환자의 얼굴 혹은 몸의 상태를 이 숫자판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언급한 바 이 숫자판은 이 시를 바라보고 있는 독자 혹은 이 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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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존재를 거울 이미지처럼 반영하고 있다. 곧 이 시와 대면하는 사람

의 상태를 “이상”이란 책임 의사가 진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이든

시인 자신이든 ‘사람/인간’의 “용태”에 관한 “이상”의 진단은 “0 • 1”이라고

되어있다. 이것을 수학식 기호로 생각하면 0 곱하기 1로 볼 수 있으며 그

답은 0이다. 숫자들이 아무리 증가해도 0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

로 분석하자면 “0 • 1”사이에 검은 점이 계속 존재한다는 진단이다. 즉 검

은 점은 숫자들의 운명 속에서 탈출하려 하였던 흔적을 나타내고, 의사의

진단은 그 흔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검은 점은 반복되지만 그 위치가 변주됨으로써 숫자판을 가로질러 올라간

다. 하지만 숫자판의 숫자들이 “0”으로 끝나는 걸 피하지 못하듯이 검은 점

의 반복과 변형도 그 숫자판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판의 거울 이미지는 이 시를 바라보는 독자이거나 이 시를 만든 시인의

모습이다. 즉 0으로 치닫는 숫자의 반복에서 검은 점과 같이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한 흔적이 있는 인간의 ‘얼굴’이자,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1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억압 속에서도 그 억압에 대립하는 흔

적을 검은 점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 숫자판을 뒤집어 놓아 거울 이미지로

만들어 놓았다. 앞서 분석된「운동」, 「꽃나무」, 「거울」과 「오감도」의

시편들 역시 반복과 변형의 수사적 기교에서 반복되는 것을 초극하려하는

감정적·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시들은 모

두 정신적인 힘을 나타내려면 억압적인 반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패러독스

를 다양하게 나타내었다. 이 시는 거울 숫자판이란 시각적인 이미지로 인간

의 모습이 그렇듯 모순된 존재란 것을 그리는 것이다.

「시제5호」에서는 숫자판이 아닌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은 이후 여러 전

집에서는 세로쓰기와 가로쓰기의 변화를 인식한 편집자들이 가로로 그림을

변형해 놓았다. 그러나 정작 원본에서는 이 도형의 선들이 좌우에 위치한

시행들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선들이 붙어 있는 부

분들은 우측 행의 “반왜소형의”와 좌측 행의 “장부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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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그려진 형태로 파악하자면 이 도형은 두 행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반왜소형...”과 “장부타는것...”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대신 그들의 관계가 엮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곧 도형뿐이다. 도

형은 시행들과 밀접하게 붙어있으며 두 화살표는 그 시행들을 가리키고 있

기 때문이다.

이 시를 시작하는 첫 행은 “기후좌우를제하는유일의흔적이잇서서”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왼쪽과 오른쪽이 없어진 흔적이 있다는 서술이다.

여기서 그 어떤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바로 알 수 없다. 시의 두 번째 행인 “익은불서 목대부도(翼殷不逝 目

大不覩)”는 중국의 고전 『장자』의 산목편에 나오는 구절이며 “날개가 커

도 날지 못하고 눈이 커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126) 그리고 그러한 “유일

126) ‘산목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자가 그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간 잘 날지도 잘

보지도 못하는 까치를 화살로 사냥하려다가, 그 때 숲 주변에 있는 곤충들과 동물들

이 모두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噫物固相累(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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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흔적”은 “반왜소형의신의안전에아전낙상한고사를유함”이라고 그려진다.

뚱뚱한 난쟁이 신의 눈앞에서 나의 앞 혹은 나의 전면이 추락한 옛 이야기

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첫 세 행을 분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화자가 뚱뚱한 난쟁이 신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줄 만한 커다란 눈과

큰 날개가 있었으나 지금 그 눈과 날개는 무용지물이다. 그리하여 그 신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추락해버렸다. 그 실패의 이유는 예전에 있었던 무슨

일 때문에 좌측과 우측이 사라졌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 존

재가 좌측과 우측의 무언가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좌우”

가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좌우”는 곧 왼쪽과 오른쪽이 있

는 커다란 두 눈, 그리고 커다란 두 날개를 뜻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있

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은 곧 그들의 흔적은 남아있어도 그들이 원래

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사를 담고 있는 첫 세 행 다음에는 도형이 그려져 있고, 그 도

형은 이 시의 마지막 행인 “장부타는것은침수된축사와구별될수있을는가”란

상황과 앞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의 도형은 첫 세 행

의 내용과 이 마지막 행의 서술을 화살표로 가리키며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장부가 타는 것은 어떤 신체 기관들이 불에 타서 사라져 간다는 것을 나타

낸다. 또한 축사가 침수한 것은 외장간과 같은 건물이 있지만 그것이 물에

잠겨서 원래의 기능은 더 이상 못한다는 것을 그린다. 그리고 불에 타서 없

어지는 것과 물에 잠기는 것이 구별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이다.

이 행의 의미는 도형이 제시하는 이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관성을 통해

서 분석할 수 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해서

뚱뚱한 난쟁이와 같은 보잘 것 없는 신마저도 넘지 못하고 추락하는 존재의

고상루) 二類召也(이류소야)”라고 탄식하고는 까치를 죽이지 않는다. 그 의미는 곧

“만물은 본시 서로 해를 끼치며, 이로움과 해로움은 같이 있는 것이구나”란 뜻이다.

즉 “익은불서 목대부도 (翼殷不逝 目大不覩)”라고 장자가 까치를 묘사한 것은 그것의

몸으로 충분히 그가 속해있는 먹이사슬의 굴레와 같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 것이며, 그러한 문제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위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능력을 냉

정하게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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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은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육체 기관이나 사육 건물과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이나 물이든지 재난의 근원이 무엇이던 간에 궁극적인 결과는 원

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시제4호」와 「시제5호」는 개작된 일문시라는 점, 도표와 도형이 포함

되어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제4호」에서는 숫자판을 가로지르며 상승하던 검은 점이 결국 그 숫자

판을 넘어서지 못하고 “0•1”이란 진단을 받으며, 한계를 넘어서려다 넘지

못한 것의 흔적이 진단 받은 것이다. 「시제5호」에서도 또한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가능성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고 결국

실패 밖에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두 시는 그러므로 한계를 넘어서려하

였던 실패한 시도들의 흔적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시제2호」 와 「시

제3호」에서 그려지는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들의 역할과 폭

력과 연관시키자면, 「시제4호」와 「시제5호」 또한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시는 곧 시각적인 이미지와

장자적 사유를 동반하여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표출되는 정신적인 것의 흔

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흔적은 「거울」에서 나타난 소리없는 세상에서

소리를 내려는 “나”의 “외로된사업”과 유사하며, 곧 「시제4호」가 보여주듯

이 이상의 거울 이미지는 억압이 있어야지만 자유를 지향하는 정신도 관찰

할 수 있다는 패러독스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久遠謫居의地의一枝·一枝에피는顯化·特異한四月의花草·三十輪·三十輪에前後되

는兩側의明鏡·맹芽와갓치戱戱하는地平을向하야금시금시落魄하는 滿月·淸간의

氣가운데 滿身瘡痍의滿月이의刑當하야渾淪하는·謫居의地를貫流하는一封家信·

나는僅僅히遮戴하얏드라·몽몽한月芽·靜謐을蓋掩하는大氣圈의遙遠·巨大한困憊

가운데의一年四月의空洞·槃散顚도하는星座와星座의千裂된死胡同을포逃하는巨

大한風雪·降매·血紅으로染色된岩염의粉碎·나의腦를避雷針삼아沈下搬過되는光

彩淋리한亡骸·나는塔配하는독사와가치地平에植樹되어다시는起動할수업섯드

라·天亮이올때까지

「시제7호」는 전반적으로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자가 추방당해서

간 유배지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발표 순서를 감안한다면 「시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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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방당한 후의 이야기를 그린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그의 유배지에

서 어떤 꽃을 만나고 “삼십륜”의 시간을 “현화”와 같이 지낸다. 그러던 중

만신창이의 달이 추락하고, 파괴가 된 장소에서 화자는 조용히 “근근히” 살

아보려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별들을 흔들어버리는 폭풍이 불고, 화자는 거

기서 결국 자신이 “탑배하는독사와같이 지평에식수되어다시는기동할수없었

더라”라고 전한다. 그는 또한 계속 자신의 뇌에 번개가 친다는 것을 느낀다

고 하며, 결국은 “천량이올때까지”는 이 갇혀버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

다는 것을 그리고 있다.

자신의 정신에 강렬한 번개와 같은 것이 계속 치고 있으나, 화자는 동시

에 갇혀있다. 나에게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으나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고 또

한 이곳으로부터의 탈출이 자신의 의지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시에서 거울 이미지는 “현화”와 같이 지내는 “삼십륜”의 시간에서 나

타난다. “삼십륜에전후되는 양측의 명경”에서 “명경”이 바로 그 거울이다.

이 명경은 “달을 표상”하는 것으로 신범순이 분석한 바가 있다.

이상은 이 황량한 달을 두 개의 거울 이미지로 포착했다. 거 거울이 완벽하

게 둥글어지기 전까지 이 달은 마치 싹이 돋고 점차 커지는 식물처럼 가지를

벋고 꽃을 피운다. 달의 싹, 즉 ‘명경’ 이미지는 둥근 달로 자람으로써 둥근

거울 이미지와 겹쳐지게 된다. “4월의 화초”인 달은 30개의 바퀴로 표현된다.

둥글게 모인 꽃잎을 화륜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달이 ‘화륜’인 것이며, 달의

변전이 ‘30륜’으로 표현되었다. 달은 또한 거울이기도하다.127)

이 분석을 바탕으로 「시제7호」를 보자면 서서히 둥글어지고 거대해져가

는 달과 같은 거울이 “정밀을개엄하는대기권의요원”이자, 그 거울로 인하여

별들마저도 흔들려서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즉 이 시에서

거울 이미지는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대한 상징적 기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거대한 거울 아래서 자신의 뇌에 번개가 치는 화자는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뱀의 이미지도 등장하며, 이 뱀은 「시제11호」에서도 나

타나며 생명력을 상징하는 기호이자, 「시제11호」에서 죽음-모조의 기호인

사기컵을 파괴하려는 “뱀-접목-팔”이었다. 화자는 거울과 거울이 마주보는

127) 신범순, 『이상 문학 연구-불과 홍수의 달』, 지식과교양, 2013,,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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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30륜의 경험을 통해 거울 이미지로 관찰되는 패러독스가 세상을 뒤덮

는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第一部試驗手術臺 一

水銀途沫平面鏡 一

氣壓 二倍의平均氣壓

溫度 皆無

爲先麻醉된正面으로부터立體와立體를위한立體가具備된全部를平面鏡에映像식

힘. 平面鏡에水銀을現在와反對側面에途沫移轉함. (光線侵入防止에注意하야)서

서히麻醉를解毒함. 一軸鐵筆과一張白紙를支給함.(試驗擔任人은被試驗人과抱擁

함을絶對忌避할것) 順次手術室로부터被試驗人을解放함. 翌日. 平面鏡의縱軸을

通過하여平面鏡을二片에切斷함. 水銀塗沫二回.

ETC 아직그滿足한結果를收得치못하얏슴.

第二部試驗直立한平面鏡 一

助手 數名

野外의眞實을選擇함. 爲先麻醉된上肢의尖端을鏡面에附着식힘. 平面鏡의水銀을

剝落함. 平面鏡을 後退시킴. (이때映像된上脂는반드시硝子를無事通過하겠다는

것으로假設함) 上脂의終端까지. 다음水銀途沫. (在來面에)이瞬間公轉과自轉으

로부터그眞空을降車식힘. 완전히二個의上脂를접수하기까지. 翌日. 硝子를前進

식힘. 連하여水銀柱를在來面에途沫함(上脂의處分)(혹은滅形)其他. 水銀途沫面

의變更과前進後退의重複等.

ETC 以下未詳

「시제8호 해부」에서는 어떤 육체를 놓고 실험을 하는 사람과 그 육체

자체의 관계가 그려지며, 이는 첫 실험과 두 번째 실험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시험은 몇 가지 요소에서 차이가 나지만, 궁극적으로 “평면경”에 영상이

된 존재를 해체시키고 다시 새롭게 재조합을 하며, 평면경과 그 육체의 부

위들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어떤 “그만족한결과”를 얻어내려는 서

사가 전개된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이 두 시험에 걸쳐서 얻어냈는지는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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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인 “수은도말면의변경과전진후퇴의중복등”은 이 해부 실험의

실험자가 여러 차례 평면경에 촬영되고 해부된 육체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한다. 이 작품은 곧 「오감도」 연작에

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변형되는 패러독스들이 평면경이란 거울 이미지를

사용한 시험을 통해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찌저진壁紙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그것은幽界에絡繹되는秘密한通話口다.어느날

거울가운데의鬚髥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

한이슬을먹는다.通話口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안젓다일어서듯키나

비도날아가리라.이런말이決코밖으로새여나가지는안케한다.

「시제10호」에서는 “찢어진벽지에죽어가는나비”가 거울에 반영된 화자의

얼굴, 즉 그의 “수염”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며, 그 나비는 곧 그의 “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암시된다. 그리고 이 “나비”는 “유계에낙역되는비밀한

통화구”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것은 화자의 “입김”으로 만들어지는 “가난한

이슬”을 먹으며 겨우 살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화자가 “벽지”가 “찢어진”

후에야 이 “나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곧 건물/방의 콘크리트나 나

무 등 구조물의 원래 성질을 덮고 있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비”는

화자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무언가가 사라져야 나타난다. 그것은 또한 그의

입과 같은 것이다. 혹은 그의 숨결로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삶이 붙어

있는 화자는 아직 갈 수 없는 유계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화자는 그런데 이

“통화구”를 막으면 자신이 죽고 “나비”가 날아갈 것이라고 한다. 곧 “나비”

는 화자 자신이 발화한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다시 재생되려면 자기 자

신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런말이결코

밖으로새어나가지는않게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이미 이

시를 쓰고 발표하면서 그 말이 새어나가게 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서도 화자의 말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뱉

어진다는 것을 뜻하며, “나비”와 “유계”가 제시하듯이 자기 자신이 아닌 어

떤 타자적인 힘이 그의 말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앞서 분석된 「시제9호 총구」와 「시제10호 나비」는 공통적으로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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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발화의 원인이 화자 자신의 의

도인지 아니면 화자를 매체로 삼은 타자적인 힘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해놓

았다. 또한 「시제9호」의 마지막 문장이 “참나는무엇을내어배앝았더냐”를

물어 본다면, 「시제10호」의 경우 그것이 마치 “유계”와의 “통화구”로써 역

할 하는 “나비”와 같다고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 두

시편 또한 화자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정신적인 것을 표출하는 것

이 패러독스적인 상황으로 강조되어 있다.

「시제2호」와 「시제3호」 에서는 피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아버

지”의 역할들과 “폭력”의 상황들이 그려졌고, 「시제4호」와 「시제6호」에

서는 피하려한 노력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흔적밖

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며, 「시제9호」와 「시제10호」에서는 언어적

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진다. 이것은 곧 화자가 피할 수 없

는 어떤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탄”을 내뱉거나 “나비”를 살리듯이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위 또한 마음대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패러독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오감도」의 거울 시편은 「시제1호」에서 나타난 무서워하며 또한 무서

움 그 자체인 아해들을 거울이란 반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독자 자신

의 모습을 그 아해들 사이에서 목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영적

인 목격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아해들의 모습과 관련시켜서 고찰

하게 한다. 거울을 보고 자신이 무서운 존재란 것을 깨닫는 것은 시적으로

큰 경험이다. 나아가서 시를 통해 “왜 내가 무서운가”를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더욱더 깊은 경험이다. 이상의 시들은 이 중

요한 질문을 독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게 하면서, 독자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와 세상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고, 왜 자신이 무섭고 또한 무서움에 떠

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이상의 시는 시적 화자가 어떤 역사적

인 순간의 지형적이거나 전기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독자 개인이 지닌 지형적이며 전기적인 문제들, 즉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경험하고 고찰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오감도」거울 시편들은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를 각 시편들의 무

수한 반복, 분열, 충돌, 그리고 질주를 통해 목격하게 한다. 그것들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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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감성적이며 지성적인 작업을 독자로 하여금 고민하

게 하여 그들 스스로의 내면을 검토하게끔 한다.「시제4호」와 「시제8호」

는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거울 이미지를 사용한다. 특히 「시제4호」는

거울 이미지처럼 좌우가 뒤집혀서 반영되는 숫자들을 이용하고, 독자 중심

의 해석으로 보았을 때 이 숫자들은 독자 자신이 이상의 거울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질이 사라진 숫자로만 남은 독자라는 주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시제8호」는 의학적인 언어를 쓰고 반영된 것과 주체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시제10호」는 거울의 반영에서 발견한 정체성을 자유롭게 하려

고 나비의 모습으로 그 주체를 상징화 시켜서 자유롭게 하려지만, 나비는

이 공포와 살수가 없어서 날아가 버리고 생사를 건 투쟁을 하고 있는 화자

(독자)를 버리고 간다. 이 「오감도」의 거울 시편들 속에서 화자가 나타나

지만 화자와 독자는 둘 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울에

서 반영되고 발견되는 정체성은 화자인 독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하는 존재와 인지 받는 존재의 차이는 「오감도 시제15호」에서 불분명

해진다.

1

나는거울업는室內에잇다.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 나는至今거울속의나를

무서워하며덜고잇다.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떻게하려는陰謨를하는中일까.

2

罪를품고식은寢床에서잣다. 確實한내꿈에나는缺席하얏고義足을담은軍用長靴

가내꿈의白紙를더럽혀노앗다.

3

나는거울속에잇는室內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려고.그러나거울속

의나는沈鬱한얼골로同時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내게未安한뜻을傳한다. 내

가그때문에囹圄되어잇드키그도나때문에囹圄되여떨고잇다.

4

내가缺席한나의꿈.내僞造가登場하지않는내거울. 無能이라도조흔나의孤獨의渴

望者다. 나는드듸여거울속의나에게自殺을勸誘하기로決心하얏다. 나는그에게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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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업는들窓을가르치엇다. 그들窓은自殺만을爲한들窓이다. 그러나내가自殺하

지아니하면그가自殺할수없음을그는내게가르친다. 거울속의나는不死鳥에갓갑

다.

5

내왼편가슴心臟의位置를防彈金屬으로掩蔽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겨누

어券銃을發射하였다.彈丸은그의왼편가슴을貫通하얏스나그의心臟은바른편에잇

다.

6

模型心臟에서붉은잉크가업즐러젓다.내가遲刻한내꿈에서나는極形을바닷다. 내

꿈을支配하는者는내가아니다. 握手할수조차업는두사람을封鎖한巨大한罪가잇

다.

「오감도」 연작의 마지막 시편인 「시제15호」는 총 여섯 문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장은 일련번호를 달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울속의나”와

그 존재와 대립하는 ‘거울밖의나’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일련번호는

각 문장에서 이들의 상황이 일정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제시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거울속의나”를 ‘거울밖의나’가 두려워하며, 전자가 후자에

게 해를 끼칠 음모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화자인 “나”가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유일하게 “거울속의나”와 “거울”이 등장하

지 않는다. 대신 ‘거울밖의나’ 즉 화자로서의 “나”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니

고 잠을 잤는데, 자신의 꿈에 자기 자신이 출석하지 못한 대신 “군용장화가

내꿈의 백지를더럽혀놓았다”라고 한탄한다. 여기서 ‘거울밖의나’의 “꿈”은

“확실한”것이자 “백지”인데 “의족을담은 군용장화”와 같이 군국주의적이고

인공적인 것으로 인하여 더렵혀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화자는 어

떤 이상적인 “확실한내꿈”의 공간이 있으나,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죄를

품고”있기 때문에 이 “백지”와 같은 꿈, 곧 자기 자신이 창조적으로 활동해

야 하는 상상력의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그

러한 “꿈”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폭력적이자 인공적인 것이 “꿈”을 망친

다는 것이다.

첫 두 문장에서는 이 시편이 다루는 문제가 소개된다. 하나는 ‘거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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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협하는 “거울속의나”이며, 또 하나는 “꿈”과 “죄”이다. 여기서는 “거

울속의나”와 ‘거울밖의나’의 투쟁이 “죄”와 “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추

적하고자 한다.

세 번째 문장에서 “나”는 몰래 “거울이있는실내”로 가서 “나를거울에서해

방하려”한다. 첫 문장에서 “거울없는실내”에 있을 때에는 화자 자신이 그곳

에 없듯이 “거울속의나” 또한 “외출”을 하고 있다고 그려졌다. “거울”이 있

는 곳으로 오니 “나” 또한 거울에 반영되어 “거울속의나는침울한얼굴로동시

에꼭들어”올 수밖에 없다. 화자는 곧 “거울속의나”를 타자로 선정하면서 동

시에 그것이 자기 자신이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거울밖의나’는 그러한

“거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어 한다. 곧 여기서 “거울”은 두 “나”

를 “영어”시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거울”이 궁극적으로 “나”의 해방을 막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죄”로 인하여 화자인 “나”가 그의 “꿈”에 가지 못하는 상황과 대응하고 있

다 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장은 “내가결석한나의꿈” 과 “내위조가등하지않는내거울”이 나

열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내거울”에 “내위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화자 자신만이 소유하는 “내거울”을 그리는 것이며, 이전까지 나타난 “거울”

하고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거울”은 “거울속의나”란 화자의 “위조”

가 등장하지 않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나의꿈”은 이미 나타난바 화자 자신

이 상상하는 이상적이자 창조적인 공간이다. “내거울”은 아직 “거울”에 갇혀

있는 화자가 지향하는 상태이며, “나의꿈” 또한 그가 “결석”하였지만 확실히

가고 싶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것들이 “무능이라도좋은나의고독의갈망자”

라고 진술된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한다 하여도 “나의고독”, 즉 “거울속의

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만이 홀로 있는 상태를 원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이자 창조적인 공간을 위하여 화자는 다시 “거울”로 돌아와

“거울속의나”에게 “자살을권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죽음

을 선택한다는 것이며, 죽음은 곧 앞에서 말했듯이 “나”가 “무능”해지는 것

과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여기서 화자는 자살의 방식을 “시야도없는들창”으

로 가서 “거울속의나”에게 뛰어내리라고 요구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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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들어 올려서 열고 뛰라는 것이다. 그것은 곧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가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화자는 이 “거울속의나”가 죽으려

면 자기 자신도 “자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신이 존재하는 한 이

렇듯 거울에 갇혀있는 나도 계속 “불사조에가깝”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다. 곧 여기서 드러나듯이 “꿈”이라는 절대적인 자유의 공간과 “내거울”이란

“위조”가 없는 상태는 순전히 그러한 이상적인 것으로 만 남아 있고, “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한 그러한 공간들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유를 지향하지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억압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린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 화자는 더 이상 자살을 권유하지 않고 “거울속의나”

를 살인하려 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조치에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다. “거

울속의나”의 왼편가슴을 겨냥하고 총을 쏘았다는 것은 곧 심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쏘았다는 것인데, 그의 심장은 “바른편”에 있기 때문에 총탄은 그를

죽이지 못한다. 곧 “거울속의나”는 “나”의 반영이며 그를 마주보고 그의 왼

편을 겨냥한 것은 화자 자신의 “바른편”을 향해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이

다. 그러므로 화자는 다시 한 번 자기 자신 또한 죽지 않고서야 “거울속의

나”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여기서 “거울속의나”의

왼쪽이 “관통”하였다는 서술이 있다. 총을 쏴서 거울이 깨지지 않고 그 안

에 갇혀있는 “나”가 관통 당했다는 것은 총을 쏜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

다는 것을 제시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은 “모형심장에서붉은잉크가엎질러졌다”라는 서술

로 시작된다. 그 전 문장에서 “거울속의나”의 “왼편가슴”이 관통된 것과 연

관해서 생각해보면, 그곳에 어떤 가짜 심장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피와 같

은 “붉은잉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 그려진 화자의 극단

적인 조치가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하였어도, 그 상황에 일종의 타

격을 입혔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침내 화자는 “꿈”에 출석한다. 그러

나 그는 이미 “지각”을 해버리고 “극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문장

에서 “확실한꿈”을 더렵혀 놓은 “의족을담은군용장화”가 있었고, 그것을 막

지 못하였기 때문에 “극형”을 받았다는 것이 제시된다. 그리고 화자가 늦게

도착한 그의 꿈은 그가 지배하지 않고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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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거울속의나”와 ‘거울밖의나’의 상황이 제기 되며 그

것은 “악수할수조차없는두사람을봉쇄한거대한죄가있다”라고 화자가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 시편은 끝난다.

화자가 그의 “꿈”에 가야만 했던 것, 그리고 그의 “꿈”에서 “결석”을 하였

다거나 “지각”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꿈”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위해서하는

일에 충실 하려하였지만 “거울”에 봉쇄되어서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꿈”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 것, 그 “꿈”을 지키지 못한 것이

“거대한죄”라는 것이다.

대신 화자는 이 “꿈”에 마침내 출석할 수 있게 된 것이 “모형심장”, 즉 위

조 심장을 총으로 쏘아서 “붉은잉크엎질러”졌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렇다

면 이것은 화자가 “거울속의나”가 위조란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죽이려고

마음을 잡고 행동함으로써 붉은 잉크란 글을 쓰는 데에 필요한 물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전개는 그가 이렇듯 실질적으로 죽일 수 없는 것을 글로써

“모방”해서 죽이는 것이 일종의 자유를 성취해내는 것이란 걸 보여준다. 대

신 그 자유는 완벽한 것이 아니며, 그 “거대한죄”도 아직 용서된 것이 아니

라 “극형”에 처하게 된다. 거울의 봉쇄를 피할 수는 없으나, 피하고자 마음

을 잡고 계속 글을 쓰는 것은 일종의 늦은 자유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전의 시편에서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변주되었듯이 「오

감도」 연작의 마지막 시편에서 또한 “거울”의 “봉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려졌다. 그러나 「오감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변수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죽일 수 없는 것, 혹은 해방시킬 수 없는 것

은, 모형을 만들어서 죽여서 어떤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러한 제의의식의 결과물은 “붉은잉크”이며, 시적 화자가 취

하고 있는 문학적 글쓰기가 늦은 자유를 얻는 길이란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거울속의나”를 화자

가 자신의 “위조”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진술은 “거울속의나”가 진정한

“나”가 아닌 “가짜”라는 것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화자가 총을 쏘아서 붉은

잉크를 흐르게 만든 “모형심장”은 그러한 가짜 ‘나’의 가짜 심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화자가 극단적으로 총을 쏘고 죽이려 한것은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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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구 혹은 진실 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울”의 반영이 어떤 진

정한 것이 아닌 가짜의 것을 나타낸다면, 화자는 그 가짜를 가짜라고 인식

하고 공격하는 것이 피와 같은 “붉은잉크”를 얻어내고 이용하는 문학적인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패러독스를 관찰하고 패러독스를 표

현하는 것이 글쓰기로 나타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억압 속에서도 나타나

는 정신적인 것의 형태인 것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오감도」 연작에 속한 15편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이 시편들이 전반적으로 피할 수 없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반복

하고 변주하며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상황들은 모두 패러독스

이며, 「오감도」란 제목 자체는 까마귀의 시선을 뜻하며, 창공에 날고 있는

새가 여태까지 이 시편들에 전개된 모든 상황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까마귀는 불길한 새라고 볼 수 있거나, 죽음과 연관된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상의 일문시 「LE URINE」에서 나타난 까마

귀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창공을 뒤덮으며 빛을 발광하는 존재라고 볼 수 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높은 관찰자의 시선이 연작의 큰 제목으

로서 각 시편들이 발표 될 때마다 같이 반복되어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이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엮어진다는 것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모든 불

가피한 상황들이 까마귀의 관찰하는 시선을 통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오감도」란 제목과 그 제목 아래 펼쳐진 이 모든 상황들은 궁

극적으로 까마귀의 시선이란 일종의 방대하고 열려있는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시선은 높은 곳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기괴한 새의

시선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감도」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황들은 까마귀가

본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거나 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이다. 그

리고 하나의 큰 장, 혹은 세계에서 이 모든 불가피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그 세계의 일들이 굳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필요 없이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호관계를 보이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시제15호」에서

는 “총”을 쏘는 장면이 있었고 “총탄”이 있었다. 이 “총”과 “총탄”에 관한

이야기는 「시제9호 총구」에서 등장하였으며 거기서 총을 쏘는 것은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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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화, 그의 언어적인 행위로서 비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 언어적인 행위

는 「시제10호 나비」에서 나타나듯이 유계와 통화구로써 작동하는 “나비”

의 이야기와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모형심장”에서 “붉은잉크”가 흘러나와서

화자의 글쓰기의 재료가 되었듯이 언어를 사용하는 창조적인 행위가 “거울

속의나”라는 봉쇄되어 있는 위조 혹은 가짜를 없애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시제15호」의 화자의 “꿈”을 지배하는 자가 화자 자

신이 아니듯이 「시제9호」와 「시제10호」의 언어 행위들 또한 화자 자신

이 의도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오감도」 연작의

장이 만들어낸 맥락을 지속적으로 다룬다면 또한 “거울속의나”라는 봉쇄되

고 가짜이지만, 또한 피할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시제14호」에서

등장한 “역사의망령”이나 “기억”의 “돌”과 같이 화자가 피할 수 없는 것들

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감도」에서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변주되어온 패러독스들은 궁극적으로 화자가 넘어서거나 벗어나고 싶어하는

무언가의 여러 면모들이라 할 수 있다. 「시제15호」 만을 따로 놓고 분석

을 하자면 “거울속의나” 나 “총탄” 등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오감

도」에서 불가피한 상황들의 반복과 변주가 구성하는 맥락의 연속선상에서

는 그것들의 윤곽이 「오감도」의 시선안의 장에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그

것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오감도」는 연재가 중단이 되었으며 이 연작은 미완성이다. 그리고 이

상이 이후에 같이 연재하려는 작품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제15호」까지 시인 이상이 그려내고 있었던 것은 “거울속의나”의 여러

면모들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 싸움이란 폭력,

전쟁, 죽음, 도시에서 사회를 구성한 ‘아해’들의 공포 등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불가피하지만 그 불가피한 상황들 속에서 솟아오르는 정신적인 것들의

대립을 패러독스로 그려낸다. 그리고 동시에 「오감도」에서는 이러한 것

들을 어떻게든 넘어서려는 행위가 화자 혹은 시인 자신의 창조적인 언어 행

위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오감도」의 거울 시편은 「시제4호」「시제8호」「시제10호」그리고 위

에서 분석하였던 「시제15호」이다. 이 시들은 「시제1호」에서 나타난 무

서워하며 또한 무서움 그 자체인 아해들을 거울이란 반영적인 이미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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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서 독자 자신의 모습을 그 아해들 사이에서 목격하게 하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반영적인 목격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아해들의 모습과

관련시켜서 고찰하게 한다. 거울을 보고 자신이 무서운 존재란 것을 깨닫는

것은 시적으로 큰 경험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시를 통해 “왜 내가 무서

운가”를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더욱더 깊은 경

험이다. 이상의 시들은 이 중요한 질문을 독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게

하면서, 독자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와 세상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고, 왜 자

신이 무섭고 또한 무서움에 떠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이상의

시는 시적 화자가 어떤 역사적인 순간의 지형적이거나 전기적인 고난을 겪

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독자 개인이 지닌 지형적이며 전기

적인 문제들, 즉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경험하고 고찰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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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이 오감도 에서 선보인 ‘패러독스’를 추적하는 것은 이상의 글쓰기

구조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상의 글쓰기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그의

시가 어떻게 시작하고 끝나고, 그 사이에서 어떤 행로들을 제안하고 택해서

시적 서사를 구축하고, 또 그러기 위하여 어떤 언술 혹은 시각적인 기술을

채택하였는지를 해부하는 것이다.이러한 해석 방식은 이상 문학 특유의 이

미지와 시적 서사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상의 패러독스는 완성되어가는 것

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붕괴시키고, 그러한 의도적인 폐허가 어떤 의미를 가

지게 되는가에 집중한다.

이상의 「오감도」연작의 구성 원리에서 패러독스는 궁극적으로 인공적으

로 만들어진 체계를 해체 혹은 붕괴시키는 글쓰기이다. 그러한 이상의 글쓰

기는 수학적인 혹은 기하학적인 기호가 나타내는 근대 과학의 실증주의 혹

은 합리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이미지에 대한 관념

적인 수사를 늘여놓고, 다른 경우에는 자아의 내면적인 심리를 묘사한다. 나

아가 환상적인 혹은 환각적인 이미지들의 지속적인 탈바꿈을 그려내거나,

근대 도시 풍경을 시네마적인 몽타주로 재현하고, 가족과 아내와의 관계와

또한 여성과의 성생활에서 고조되어가는 불화를 고백한다. 이러한 사유들을

질주적인 언술을 통해서 ‘곧 붕괴가 될’ 이미지와 서사를 아슬아슬하게 건축

한다. 텍스트적 건축물들의 붕괴과정은 그것들의 내부적인 모순으로 쓰러지

고, 시적 화자의 어떤 비판적인 발언이 계기가 되어 그 모순을 드러낸다. 아

니면 불온한 화자가 재현되어가는 상황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취한다. 시적

화자가 구축하는 상상의 세계를 부정하는 타자적인 존재들이 개입하면서 무

너지기도 한다.

이상의 작품에서 인공적으로 혹은 기교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는 어떤 방식

으로든 간에 파괴되고, 독자는 그러한 건설과 붕괴의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패러독스의 연쇄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낸 폐허를 경험하게 되어있다.

이 창조와 파괴의 현장은 이상이 사용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충격

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폐허들 역시 어떤 주제

와 또한 기술로 표현된 것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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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폐허로 차있는 이상의 문학세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상이 어떤 이

미지와 서사 그리고 스타일을 기술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발전시켰는지를 검

토하고 분석해야한다. 또한 초기에 썼었던 시 형식을 쓰지 않고 다른 형식

을 개발하여 후기에 왜 꾸준히 사용하였는지 그 흐름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이상의 사상적 충동이 불러일으킨 특유의 글쓰기의

사유를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이 추구해 나가는 스타일적 깊이를 구

축한 길을 같이 뛰어보면 혹은 ‘질주’하여보면, 그의 정신적인 운동을 세밀

하게 분석할 수 있다. 묵시록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상의 건설, 붕괴, 그리고

폐허는 그의 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며, 시인 자신을 그가 속한 세계와 사회

를 심판하는 자이자 심판받는 자로 동시에 그려내는 장치이기도 하며, 그

세계를 무너뜨려 저편에 있는 정신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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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rial Poetics of Yi Sang's

Crow's Ey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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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serial nature of Yi Sang’s

Crow’s Eye-View, 15 poems of wildly varying styles and imagery held

together by the aforementioned title. By analyzing Crow’s Eye-View’s

seriality, I aim to figure out the principles of its composition. While most

of the individual poems included in Crow’s Eye-view have often been

studied as separate pieces, my hypothesis is that Yi Sang purposefully

created the serial form and presented his poems as a part of larger

group that is meant to act as a unit of literary form.

Thus, in this study, Crow’s Eye-View poems are considered to be

more than individual, disparate pieces; they are idiosyncratic parts of a

whole that produces meaning by interaction. This kind of reading pushes

against arbirary tendency of Yi Sang studies, and sees the various signs

in Yi Sang’s texts in an interactive performance with one another.

Another way of conceptualizing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for C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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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view is to think of it as “connecting matter” or “links in the chain”.

My study draws out the concept of literary paradox as the device that

performs as “connecting matter” or “links in the chain”. In literature,

paradox brings together unexpected and sometimes contradictory ideas or

images in order to reveal hidden meaning. It is a way of writing as well

as reading poetry.

In order to figure out this principle of composition for Crow’s

Eye-View, I take the following steps in my approach. In Part 2,

recognizing that a similar serial form is found in Yi Sang’s Japanese

poem Bird’s Eye-view, I investigate that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for

Crow’s Eye-view has its source in that earlier Japanese serial poem. I

specifically focus on how each individual poems in Bird’s Eye-view

show paradoxical situations, and also look at that the rhetorical style of

paradox began to be formulated in Yi Sang’s earlier poems’ structures.

This rhetorical pardox of Yi Sang is characterized by the incessant

repetition of phrases and words, and the repetition and difference that

they create becomes key to forming paradoxes of his poetry.

Considering paradox as a the key characteristic of Crow’s Eye-View

and its serial poetics,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for the serial form is

revealed as two different levels. One is that in serial forms that

juxtaposes/parallels its individual poems, which is what happens in

Crow’s Eye-view, we can see that each individual pieces are repetitions

and differences of paradoxes. The other level is that the rhetoric of

difference and repetition also occurs within the structures of each

individual poems, thus bringing forth spiritual/psychological energy that

is working within individual objects and/or subjects of the poems. These

two different levels of differences and repetitions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act as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for the serial form.

In Part 3, I initially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lustrations

on the newspaper on which Crow’s Eye-View was first publish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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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how the rhetoric of repetition and difference express paradoxes

in indi평미 pieces of Crow’s Eye-View, and how such paradoxes are

used to reveal the spiritual force within the subjects of the poems.

Finally, I will read how the repetition and overlapping of paradoxes

function as the links in the chain for the serial form in Crow’s

Eye-View. The paradox as the links in the chain is on one hand the

repetition and difference of Yi Sang’s mirror image, and on the other

hand the shared rhetorical devices the poems share. Through this

discussion my study concludes that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for the

serial poetics of Yi Sang’s Crow’s Eye-View is the repetition and

difference of paradox in the poems comprising the series.

keywords: serial poetry, poetic form, poetic structure, paradox

parallelism, juxtaposition,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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