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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소설에 나타난 죽음과 신, 그리고 

니체  사유

 김 미  *

1. 문제의식과 연구사 검토 

2. 기작 12월 12일과 ｢지도의 암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와 기독교에 한 수용  태도 

3. 후기작 ｢지주회시｣, ｢종생기｣에 나타난 술을 통한 육체  소멸에의 극의지  

4. 이상의 소설에 나타난 니체  사유 

1. 문제의식과 연구사 검토 

이상(1910~1937)은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문단에 등장했다. 벗 문종 에 따르

면, 이상의 첫 각 은 1930년 여름에 있었다고 한다.1)1)하지만 실제 그의 각 은 

1930년 4월 이 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만 스물이던 

1930년 2월에 처녀작 12월 12일을 총독부 기 지 조선에 연재하 는데, 이 

소설의 4회분에 1930년 4월 26일 ‘의주통공사장’에서 이상이 쓴 것이라 표기된 삽

입문에서 “이 무서운 기록을 다 써서 마치기 에는 나의 그 최후에 내가 차지할 

행운(죽음-필자)이 찾아와 주지 말았으면” 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2)2) 

그런데 1930년 당시 이상이 앓았던 결핵은 성병(화류병), 소화기병과 더불어 

조선인을 괴롭힌 3  질병의 하나로서, 성병과 함께 완 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 홍익 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1) 문종 , 1974.4 ｢몇 가지 의의｣ 문학사상, 347면.

2) 이상, 1930 12월 12일(김주  주해, 2009 정본 이상문학 집 2 소설, 소명출 , 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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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난치병이었다.
3)

3)당시 조선의 결핵 환자는 매해 50~60만이었다. 한해에 이 

병으로 죽어간 사람도 5~6만 명에 이르 다. 당시에는 ‘악성의 염병’으로 간

주되던 결핵이 각 로 이어지면 부분의 환자들은 죽음을 면키 어려웠다.
4)4) 

이상은 자신의 첫 작품인 12월 12일에서 이미 자신의 ‘죽음’ 문제를 정면으

로 다루고 있다. 작가 자신에 해당하는 인물인 ‘업’이 작품 내에서 병으로 사망

하 고, 그 밖에도 여러 인물들의 죽음이 작품 내에 산재해 있다. 작가는 등장인

물의 목소리를 빌어 여러 차례 ‘신’의 존재에 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역시

도 죽음이 차츰 자신을 향해 다가옴을 감지한 작가의 심사가 인간의 자기 심

성과 죄의 문제, 그로 인한 징벌로서의 죽음의 문제, 신의 존재 여부와 기독교를 

통한 육체의 소멸극복(구원) 등에 있었음을 말해 다. 

이상이 총독부 기사이던 시 에 발표한 부분의 기소설들은 총독부 기 지 

조선에 실렸다. 이들 작품들에서 이런 작가의 문제의식이 뚜렷이 검출된다. 처

녀작인 12월 12일과 기단편인 ｢지도의 암실｣이 표 으로 그러하다. 하지

만 ｢지주회시｣를 거쳐 ｢날개｣와 ｢종생기｣에 이르는 1936년 이후 발표된 그의 후

기작들에 이르면, ‘신’의 문제나 기독교와 련된 죽음의 극문제는 차츰 휘발

되고 있다. 오히려 죽음이 아주 확연해졌을 때 경성고공에서 근 인 과학을 

공부했던 근 주의자 이상은 기독교  구원 에 입각한 죽음의 극복이 아닌, 문

학이란 술을 통해 원히 사는 것으로서 육체  사멸을 극하는 니체 인 해

법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문학의 최  심 주제는 ‘죽음’과 그것의 극으로서의 ‘사랑’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양  주제는 근 에서 기독교 인 구원이나 술가로서의 삶의 

문제와 긴 히 연결되어 있다. ‘사랑’의 문제는 기엔 부친(백부 포함) 등 가족

에 한 사랑이나 자기애 등에도 심을 나타내지만, 후기로 갈수록 남녀 간의 

연애 문제로 축소되는 감이 없지 않다. 어 든 이상의 문학은 출발에서부터 죽

음의 문제와 신(기독교 인 의미의 유일신)의 존재 여부나 신앙으로서 기독교의 

수용 문제 등에 깊숙이 맥이 닿아 있다. 이 무렵 이상은 소설뿐 아니라 시나 수

3) 김미 , 2006 ｢일제하 한국근 소설 속의 질병과 병원｣ 우리말  37, 313면.

4) 한결핵 회 편, 1998 한국결핵사, 한결핵 회, 190-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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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도 신, 기독, 모조기독, 마리아, 십자가, 베드로 등 기독교와 련된 인물

이나 상징물들을 자주 차용하고 있고, 거미나 돼지 등, 성서에 등장하는 상징성 

짙은 동물도 활용하고 있다.
5)

5)때문에, 이상의 문학과 죽음, 기독교와의 련성, 

나아가 니체  사유와의 련성에 한 논의는 이상 문학의 온 한 이해를 해 

필수  과정이라 하겠다. 

이상의 문학과 기독 혹은 기독교와의 련성에 한 고찰은 지 껏 주로 그의 

시를 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 , 1970년   김주연은 이상에게 있어 ‘기독’

이란 존재는 기하학(과학)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정신  토양이 없었던 당 의 

실 속에서 작가로서 자기충 을 해 필요했던 상의 하나로 보았다.
6)

6)한편 

1970년  말 갑인출 사에서 이상 집을 낸 이어령은 이상의 시 ｢이인 1, 2｣를 

분석하면서 이 작품에 나오는 ‘기독’과 ‘알 카포네’는 인간존재의 두 세계에 응

한다고 보았다.
7)

7)즉, 이어령은 이상에게서 세속 인 가치를 추구하는 ‘알 카포네’

는 ‘악’을 상징하는 것에 비해, ‘기독’은 도덕성과 ‘선’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 기

독교라는 특정 종교와는 무 한 상징으로 악했다.
8)8)

5) 조선과 건축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에도 기독교  표상, 성경 이야기 등이 등장하는 작

품에는 ｢二人 1｣, ｢二人 2｣, ｢LE URINE｣, ｢흥행물천사｣ 등이 있고, ｢ 와뜨, 와뜨즈｣에

는 십자가cross가 등장하며, ｢조감도｣에는 기독이 등장하는 등, 이상은 끊임없이 기독교라

는 종교에 해 숙고하 음이 검증된다. 수필 ｢산 여정-성천기행｣이나 ｢얼마 안 되는 변

해｣, ｢문학을 버리고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 등도 그러하다.

6) 김주연, 1977 ｢시문화의 의미와 한계｣ 이상, 문학과 지성사, 130-146면.

7) 이어령 편, 1978 이상 시 작집, 갑인출 사, 34면. 

8) 이후로도 시 ｢이인｣ 연작에서 ‘기독’과 ‘알 카포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해서는 다양

한 의견이 안출되었다. 컨 , 이승훈은 ‘기독’과 ‘알 카포네’는 정의와 불법, 선과 악을 상

징하는 것으로 보고, 에는 기독의 정의마  사라지고 있음을 풍자한 것으로 보았다

(이승훈 편, 1989 원본․주석 이상문학 집 1 시, 문학사상사, 119면). 김윤식은 그리스

도/알 카포네를 실부/백부의 상징으로 읽었다(김윤식, 1988 ｢공포의 근원을 찾아서｣ 이
상연구, 문학사상사, 68면). 권 민은 오감도의 탄생에서 이승훈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

고, 이경훈은 그리스도는 이상을, 알 카포네는 문종 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이

경훈, 2000 ｢그리스도와 알 카포네｣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 , 204면). 성인수는 

이 작품에 이상이 기독을 등장시킨 것은 세속에 오염된 기독을 모조기독이라 표 하면서, 

박해 받는 기독이란 상징을 통해 박해받는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하 다고 풀었다(성인수, 

2015 ｢이상의 시 ｢이인 1, 2｣와 조선건축회, 조선귀족회｣ 국어국문학 173,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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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식은 2000년 이후에도 이어진다.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신주철은 

이상의 텍스트들에 나타난 기독교  이미지는 서구의 문화로서 차용한 것일 뿐, 

이상이 신앙 으로 기독교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 다. 이상이 탐독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 가 기독교를 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련

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 듯이, 이상은 기독교를 서구문화의 뿌리이자, 서구인

들의 삶의 층에 자리한 ‘생활의 원리’로서 이해하 다는 것이다.
9)

9)김승구도 비

슷한 입장이다. 2006년에 발표한 에서 김승구는 이상의 시 ｢이인｣, ｢ 와뜨, 

와뜨즈｣, ｢이상한 가역반응｣ 등에 등장하는 열십자, 모조, 기독, 마리아, 십자

가, 모조기독이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 다. 조선 땅에 기독교  세계 이 도래한 

것은 그 끝에 종말과 죽음이 자리한 직선  시간 에 기 한 서양의 근  사

유체계로의 환을 알리는 요한 시작이라는 제 아래 그는 이상의 기 일문

시들에 드러난 기독교나 그와 련된 표상들이 지식 내지 색다른 시  감으로

서 시  창조를 가능  하는 일종의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은 

기독교의 내재  가치를 내면화하기보다는 기독교  표상을 식민지  특수성 속

에 매개시킴으로써 근 성에 한 새로운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

구는 이상이 기독교의 세속화를 비 함으로써 기독교가 표상하는 서구의 근  

문화를 비 하고 있다고 본다.
10)

10)즉, 신주철과 김승구는 이상 문학에서 기독교는 

근 화의 심 고리로서, 서구  근 문화의 기반으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이상 문학에 등장하는 기독교 련 상징들에 해 종교나 

신앙의 차원에서 조망한 논문들이 꽤 발표되었다. 이상의 문학에 등장하는 ‘마리

아’와 ‘메피스토’, ‘기독’의 의미와 이상이 좋아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 의 ‘ 수’

라는 존재와의 련성을 고찰한 것은 권희철이다. 권희철은 류노스 가 수를 

실  질서를 월하고자 하는 ‘성령의 의지’와 실  질서에 안주하고 보존하

 9) 신주철, 2005 ｢이상 작품에서의 신과 기독(교)의 문제｣ 외국문학연구 20, 153-154면.

10) 김승구, 2006 ｢이상 시에 나타난 기독교 표상에 한 고찰｣ 이상문학연구의 새로운 지

평, 역락, 399면. 김승구는 같은 에서 “이상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근 성을 매개하는 

서구  지식과 문화의 표상”이었으며, ｢이인｣ 연작에서 “알 카포네는 그리스도에 한 

기존의 통념에 변형을 가하기 한 매개물”로서, 이 작품의 본의는 “자본주의  세속화

의 길을 걷는 기독교에 한 풍자”라고 해석한다(404-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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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마리아의 의지’의 결합으로 이해한 데 반해, 이상은 ‘니체풍의 수론’을 

펼쳤다고 본다. 권희철은 이상이 인간 인 것으로서 신을 자극하고 분출시키는 

존재로서 메피스토펠 스 인 것이나 신성한 신부로서 실 인 삶의 원리를 상

징하는 마리아 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상이 ｢산 여정｣에서 ‘ 가

복음’을 거론한 것은 양극의 균형, 조의 형식을 나타내는 가복음의 구조와, 

남녀의 신성한 결합을 가능  하는 신화  분 기의 ‘성천’이란 공간의 이미지에 

주목한 까닭이며, 신성한 신부를 상징하는 마리아의 이미지는 뒤집힌 ‘ 름발이 

짝패’라는 계 속 이상의 애인들을 매춘부의 이미지로 비시켜 조소하기 해 

선택된 것으로 보았다. 권희철은, 이상이 수나 마리아의 이미지를 문학에 원용

한 것은 결국 실의 비루함을 돋보이게 하여 그것을 조롱하기 한 것으로서, 

실을 월하려 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 의 ‘ 수’의 원리라는 아포리즘을 변

용하는 가운데 등장한 것으로 악한다.
11)

11)그는 이상의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신 하는 특정 종교로서 그것이지만, 이는 실의 속됨, 비루함, 악성 

등을 보여주기 한 비교치로서 한정 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상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기독교를 자신의 시에 어떻게 인유(引喩)하

고 있는지를 고찰한 것은 정정호이다. 그는 이상이 기독교가 근  이후 세속화

되고 권력화되어 경건성을 잃고 타락하 음을 비 하면서도 기독교의 본질 인 

부분, 즉, “인간들의 죄와 타락,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수님의 구원과 

사랑에 한 기 와 향수는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12)

12)필자 역시, 이상의 

소설 ｢지주회시｣에 나타난 기독교  상징을 분석한 논문에서 이상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해 매우 깊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병마와 더불어 문

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이상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작가

는데, 특히 ‘거미’와 ‘돼지’라는 성서  상징물뿐 아니라, 선과 악, 성과 속이라

는 기독교  이분법에 기 해 인물과 사건을 구성한 ｢지주회시｣는 기독교  상

상력에 기 한 소설로 볼 수 있다.
13)

13)이 작품에서 이상은 탐욕스러움과 속물성

11) 권희철, 2010 ｢이상의 ‘마리아’와 아쿠타가와 류노스 의 ‘ 수’｣ 이상  월과 시의 생

성, 역락, 273-313면. 

12) 정정호, 2010 ｢李箱 시의 “이상한 可 反應”: 형이상학  상상력과 기독교  引喩에 

한 시론｣ 비평문학 38, 496-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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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나태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미’와 ‘돼지’를 성경에서 빌어 와, 죄

에 쉽게 노출되는 나약한 개인들의 본성인 ‘죄성’의 문제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당시 경성취인소를 둘러싼 세태를 동시에 비 으로 형상화하 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사의 축  아래, 이상의 소설들에 나타난 죽음과 죄, 신 

혹은 기독교  구원의 문제와 니체  사유와의 련성을 살피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  이후 죽음을 바라보면서 시작된 소설 창작에서 이상은 곧 니체

인 사유를 내보이지만, 기작인 12월 12일에서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기독

교에 해 다소 수용 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반기독교 인 니체  사유와 기

독교  태도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차츰 

죽음에 가까워지자 이상은 니체 인 반기독교주의자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 후기

작인 ｢종생기｣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육체  소멸의 극복을 술을 통한 원한 

삶이라는 술가의 길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설가 이상의 행

은 결국 니체  사유의 진폭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작 12월 12일과 ｢지도의 암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와 기독교에 한 수용  태도 

이상의 소설들이 자 임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건축가이던 그가 문학에 

내딛은 첫 걸음인 12월 12일은 신건축을 지향하던 건축가다운 세련된 구성으

로,
14)

14)자신의 죽음을 앞당겨 조망하면서 신의 존재에 해 질문하고, 생의 우연

성(혹은 필연성)에 해 탐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12월 12일에서 작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업’이다. 하지만 이상은 심 화자

를 ‘그’, 즉, ‘업’의 백부 X로 설정하고 있어 특이하다. 심화자가 ‘업의 백부’라

13) 김미 , 2011 ｢이상의 ｢지주회시｣에 한 기독교  해석｣ 국어국문학 158, 275-299면.

14) 12월 12일은 큐비즘 인 구성이 특징 인 작품이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김미 , 

2016.8.18 ｢큐비즘으로 본 이상의 문학｣ 2016년 국학술 회 자료집, 한국 문학회, 

13-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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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은 이 소설이 실은 ‘업’의 죽음을 백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 작품임

을 말해 다. 만 20세에 폐결핵을 앓고 있던 작가 이상에 해당하는 ‘업’은 작품 

속에서는 백부 X와 아버지 T, 백부의 벗이자 ‘업’의 후견인인 의사 M의 도움과 

사랑으로 자란 21세의 청년으로, 매우 총명하며 학업 성 도 출 하다. 그러나 

성정이 방만하고 자기 심 이다. ‘업’을 해 애쓰는 세 남성 어른(X, T, M)에

게 ‘업’의 죽음은 안타까움을 넘어 ‘태허’를 맛보게 하는 한 사건이 되고 있

다. 이 작품의 서술은 주로 백부 X의 시각에서 그려지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는 아버지 T나 후견인 M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작가 이상은 등장

인물들의 속내를 그들의 입장에서 직  보여주어야 달이 잘 되는 장면에서는 

서술시 을 자유로이 이동시켜, 마치 신건축이나 큐비즘 회화에서처럼 다

이고 다성악 인 서술로 ‘업’의 죽음을 둘러싼 세 인물(X, T, M)의 입장과 속마

음을 입체 으로 조망하고 있다.

12월 12일의 서사의 반부는 백부 X인 ‘그’가 아내와 아기를 잃고 난 후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으로 건 갔다가 거기서 어머니마  잃고 실의에 빠진 채 

신호시, 북극(화태) 등지를 십유 년간 하다가 우연찮게 목돈을 얻어 경성으

로 돌아오는 과정을 따라 개된다. 작품의 후반은 백부 X가 귀국 한 뒤 경성에

서 겪은 일들을 담고 있다. 백부 X는 벗인 M(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

으나, 사랑하는 조카 ‘업’과의 불화로 결국 ‘업’을 잃게 되고, 병원과 집은 불에 

타 없어지며, 아우 T는 방화범이 되어 감옥으로 가고, 자신은 철길에서 의사(疑

似)죽음을 체험하게 된다. 이후 소설의 결말은 다시 서두에 연결된다. 서두에서 

그는 재차 방랑의 길을 앞두고 자신의 지나온 일들을 서술하겠노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은 처음과 끝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맞닿아 있다.  

이 소설의 주된 서사는 백부의 입장에서 조카 업의 성정이나 행동, 죽음을 바

라보는 구성인데, 서두에서부터 화자(백부 X)는 스스로를 ‘가련한’ ‘비틀어진’ 인

간성의 사람이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감정의 권 를 월한 그야말

로 아무 자극도 감격도 없는 에 가까운 인간”이라며 매우 부정 으로 인식

하고 있다(3:20). 그런 그에게 더해가는 세태와 풍정의 변화는 “그들을  더 

살 수 없는 가운데서 그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변화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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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 다.”
15)

15)이 듯 서사 반 그의 부정 인 세계인식이나 자기이해는 자신

의 아내나 아기가 죽은 사건과 그에게 우호 이지 않는 아우 T의 존재와 련

이 있다. 그와 그의 아우 T는 서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는데, 이

런 ‘죄악’의 원인을 그는 ‘ 빈’이라는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운명  상황 탓으로 

이해한다(3:24). 즉, 서사의 반에 주인공 ‘그(백부 X)’가 스스로를 ‘가련한’ 존

재로 여기는데, 이는 ‘ 빈’이라는 상황의 결과일 뿐, 자신의 잘못은 아무 것도 

없다고 느끼고 있다.  

이국으로 떠난 ‘그’(백부 X)가 벗 M에게 보내는 5통의 편지 이 심인 2부

에서 그는 여 히 “운명은 나의 앞길에 어떠한 장난감을 늘어놓을지는 모르겠네

마는 모두를 바람과 물결에 맡길 작정”이라고 고 있다(3:27). 일본서 어머니

가 돌아가시자 그는 “사람이 풀잎에 맺혔던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 같

은 깊은 허무감에 빠진다. 하여 그는 XX조선소에서 받은 여를 술과 도박에 

탕진한다(3:29). 타락과 나태에도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끼는 지경이 된 그는 

“그러나 지 의 나의 어두워진 가슴에 한 기 조그마한 빛깔이라도 돌아올 때”

에 한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다(3:31). 여기서의 빛은 구원이나 신의 가호일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시종일  스스로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연으로 철된 인생이나 세상에 한 깊은 감을 자주 드러내고 있

다. 오랜 빈과 사랑했던 이들의 죽음에서 그는 인생의 무상함, 깊은 허무를 체

험하 고 성정이 강퍅해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그의 아내, 아기, 어머니, 친

구, 하숙집 주인, 조카 ‘업’까지 6명이나 되는 그가 사랑했던 이들이 죽는다. 결

말에서 아우는 감옥에 가고, 병원과 집은 불타고, 기야 자신도 기찻길 선로에 

뛰어드는 죽음을 환상(?) 속에서 체험한다. 즉, ‘그’의 의사죽음까지 일곱 번의 

죽음이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반부터 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화자가 내내 ‘건강’이란 단

어에 집착하고 있는 이다. 이는 이 작품의 집필과 발표 무렵 작가 이상이 각

15) 이상, 1930.2 ｢십이월 십이일｣ 조선[권 민 편, 2009 이상 집 3 12월 12일, 뿔, 24면. 

이하 이상 작품의 출 은 모두 권 민이 편집한 이상 집을 기 으로, 본문 에 (권

수:인용면수) 형태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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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한 정황과 련이 있어 보인다. 컨  백부 X가 M에게 보낸 편지들

에는 M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문구가 매번 등장한다. 세 번째 서신

의 경우, “언제나 나는 자네의 끊임없는 건강을 알리 우고 자네는 나의 한 끊

임없는 건강을 알리 울 수 있는 것이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다시도 없는 기쁨이 

아니겠나”라고 고 있다(3:32). 네 번째 서신의 말미에는 “자네의 건강을 비는 

동시에 못 면할 이 뚝발이의 한 건강이 있기를 빌어주기를 은근히 바라며 

X로부터”라고 되어 있다. 다섯 번째 서신은 “자네의 장문의 편지 그 가운데에 

오직 자네의 건강을 하는 구  외에는 자 자의 부가 오직 나의 조소를 

사기 한 외에 아무 매력도 가지지 아니한 것들이었네”(3:44)로 시작되고 있

다. 여섯 명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 등장하고, 결말에서 자신(백부)도 죽음을 

체험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주인공에 해당하는 ‘그’의 끝없는 ‘건강’에 

한 의식은 집필 당시 이상이 품었을 폐병으로 인한 죽음에 한 공포와 불안

의 깊이를 보여 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화자인 ‘그’가 인간의 생이 우연이나 

숙명에 지배되며, 개인의 운명은 신의 장난감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말

하고 있음은 요 을 감지한 작가의 조물주에 한 반감이나 항거의 표 일 수 

있겠다. “나는 일로부터 자유로이 세상을 구경하며 그날그날을 유쾌하게 살아가

려고” 한다는 화자의 태도도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3:32).

사랑하는 이들의 연속 인 죽음으로 삶의 깊은 허무를 맛 본 화자인 그(백부 

X)는 인간의 운명을 쥐고 있는 ‘신’에 해 항거하며 ‘악마와 같은 이 세상’을 

‘살벌의 항(港)’으로 받아들인다(3:33). 그런 그(백부 X)가 삶에의 의지를 되살

리게 되는 계기는 북극에서 7년을 보내던  탄 에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

한 일이다. 이후 그는 삶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악착같이 살겠

다’는 식으로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를 그는 “재생”이라 말하고 “삶은 의지”라는 

니체  인식에 도달한다. 이 과정을 좀더 보자. M에게 보낸 네 번째 서신에서 

북극 탄 에서 사고를 당하기 까지 그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삶에서 “조 이

라도 밝은 빛을 얻어 보려고 고달  하는 나의 가엾은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

한다. 하지만 탄  갱도의 ‘토로코’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다치는 장면을 작가 이

상은 사고인지, 자살시도인지,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상은 그가 토로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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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내어던지는 순간을 “자신의 생명을 그 로 내어던지려는 것과 조 도 다름

이 없던 그 순간”이라면서 “메마른 인후를 통과하는 격렬한 공기의 진동은 모두

가 창조의 신에 한 최후의 마멸의 규”로 묘사하고 있다. 한 그는 강제된 

삶에 필사 으로 항의하는 사람은 결국 악마의 우상을 쫓고 있는 것이라 고 

있다(3:38). 즉, 죽음의 순간에 등장인물 그 혹은 작가 이상은 신에 하는 삶

의 태도가 악마 인 것, 안티크라이스트 인 것임을 깨닫고 있다. 이런 목에서 

니체  사유의 흔 이 읽힌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안티크라이스트, 이 사람을 보라 등의 책을 썼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

체는 ‘세계는 힘에의 의지의 산물이다’를 주창함으로서 키에르 고르와 함께 실

존철학의 표가 되었다. 그가 말하는 ‘ 인’은 인간보다 더욱 진화한 자, 권력에

의 의지를 구체 으로 실 한 자로서 허무주의를 극하는 강한 인간을 말한다. 

니체는 기독교를 겸손, 자족, 동정을 덕으로 여기는 약자의 도덕이라 배격하

다. 이런 반기독교  사상의 근 에는 모든 존재는 힘에 한 의지의 상 형태

로서 참된 존재는 무(無)라는 사유가 존재한다. 니체는 “태 에 무의미가 있었

다. 신과 함께! 무의미는 신(신 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16)

16)하지만 이러한 허

무주의를 뒤집으면, 필연으로서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니체는 운명을 아

름다운 것으로 보듬는 것을 허무주의를 극하는 의지의 인간인 인( 버멘쉬 

Ubermensch)으로 설명하 다.

탄  사고가 ‘그’의 삶의 분기 이 된 것은 확실하다. 사고의 순간에 그는 깊

은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악마에게 불려가 그동안 건실하게 살지 못했

음과 어머니에게 값진 삶을 살 수 있게 해 드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는 

자신을 본다. 이후 그는 “신에 한 최후  복수의 결심”에서 “이를 갈아가며 

라도 살겠다는 악지”를 품게 된다(3:42). 어차피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심

을 받고 매를 맞아야한다면, 그는 선하고 정의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축복

으로 여기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고 이후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까지 앓고 나서 ‘운명의 악희’에서 벗어나서 기차게 살아보겠다는 ‘악지’를 품

게 되는데, 이 ‘악지’를 품은 삶을 그는 ‘재생’이라 말한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

16) 리드리히 니체(김미기 옮김), 2002 인간 인, 무나 인간 인 Ⅱ, 책세상,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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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결말에서 의사죽음 이후에 해당하는 롤로그에서의 재차 방랑의 길에 나

서려 한다는 설정 등은 이 작품에서 그의 삶이 끝없는 무한반복의 악지(재생)의 

과정임을 말해 다. 트로크 사고 이후 우선 그는 살아있음에 해 감사를 느끼

지만(3:41) 이때의 감사는 신에 한 것이 아니라, 주  친지들에 한 감사이

다. 그는 명이 없던 과거를 삭제하고 “최후까지 기차게 살 것을 맹세”한다

(3:43). ‘생은 의지’라는 소신을 부여잡고 신에 복수하듯, 삶에의 의지를 불태우

는 ‘그’에게서 니체 인 모습이 간 된다. 그는 재생을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여

서가 아니라, 이래도 살아야 한다면 철 히 신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끝까지 살

아보겠다는 다짐 쪽에 선다. 즉, 재생 이후 그의 내면은 더욱 강퍅해진다. 그는 

M에게 “나는 재생으로 말미암아 생에 한 새로운 용기와 환희를 한 몸에 획득

한 것” 같다면서,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3:38). “생을 부

정할 아무 이유도 없이” “허무를 질질 흘려왔다는 그 희롱  나의 과거가 부끄

럽고 꾸지람하고 싶은 것일세. 회한을 느끼는 것일세. 생을 부정할 아무 이유도 

없다. 힘차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재생한 후의 나는 나의 몸과 마음에 채 질

하여 온 것일세. 구는 말하 지. ‘신에게 한 최후의 복수는 내 몸을 사바로

부터 사라뜨리는 데 있다’고. 그러나 나는 ‘신에게 한 최후의 복수는 부정되려

는 생을 기차게 살아가는 데 있다’ 이 게…”(3:39)라고 고 있다.

3부에서는 작가 이상이 서술자로 직  면에 나선다. 그는 인생은 “암야의 

장단 없는 산보”라고 일갈한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끝없이 목마르다. 그들은 

끝없이 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끝없이 고른(擇)다”고 고 있다. 여기서 ‘고른다’

는 말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를 의미한다.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인간에게 부여한 신은 한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여 스스

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하 다. 서술자인 작가 이상은 이 ‘자유의지’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좋은 것이자 동시에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3:63-64).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인간은 끝내 구제되거나 구제되지 않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이 구원(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

은 자신의 선택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에 한 책임은 자신의 몫이다. 이상(서술

자)은 그(백부 X)의 목소리를 통해 신에 한 ‘선 이 임리한 복수’가 ‘ 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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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데, 그의 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허용한 ‘자유

의지’야말로 “  없는 학 의 함정”(3:6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재생’ 이

후, 신에 항(복수)하기로 작정한다. “내 끝까지 다 갈려 없어지는 한이 있더

라도-그때에는 내 정령(精靈) 혼자서라도-” 그는 신에게 복수하리라 마음을 먹

는다. “갈리는 이빨 사이에서는 뇌장(腦漿)을 갈아 마실 듯한 쇳소리와 피육(皮

肉)을 말아 올릴 듯한 회오리바람이 일어났다”면서 이제 “반생을 두고 (아마) 

하여 내려오던 무 한 애(愛)의 산보는 끝났다”고 말하고, 신을 향한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일직선의 길을 가리라 다짐한다(3:64).     

이런 가운데 그는 하숙집 주인이 남긴 돈을 기부할 것인가, 자신이 사용할 것

인가를 놓고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고 귀국한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며, 신에 복수하는 선택인 것이다. 그가 경성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만난 

남자와 여자는 그가 그들을 따라갈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즉, 삶은 끝없는 자

신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한 일종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잠깐의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그 남자와 여자를 따라가지 않고 친지

들 곁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한다. 그가 매번 자살충동과 살고자 하는 욕망 사이

에서 갈등하지만, 반 이후에 그는 사는 쪽을 명확히 선택한다. 그에게 있어서 

삶을 향한 본능은 죽음을 향한 그것보다 언제나 더 강하고 질기기 때문이다. 서

사의 반에 그는 삶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선언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갈수록 그는 결정 인 목에서의 많은 선택들이 기실 자신의 것이었음

을 깨닫고 있다. 선택의 기로에서 두 가지의 립 인 선택지를 놓고 그는 자주 

모순을 발견한다. A를 원해왔다고 생각했고  말해 왔지만 실제 그의 선택은 

B인 경우가 많았다. 그는 차 이 모순이 인생에 내재한 진리의 한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은 신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을 믿을 것인가? 그 존재를 인정

할 것인가? 아니면, 신의 존재를 믿지만 그에 항할 것인가? 이는 그에게 기부

와 도둑질(돈을 자신이 다 사용함) 사이의 갈등(3:81)과 거의 동일한데, 그는 

이런 립항 앞에서 인간은 모순의 존재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

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도덕 인 의무감이 죄악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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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깨닫게 된다. 어떤 일이 자연스  이루어지지 않고 강박에 의해 의무 으

로 실행될 때, 그것은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12월 12일에 나타

난 작가 이상이나 등장인물 ‘그’의 ‘~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식의 도덕 인 

정언명령에의 거부의지는 이 작품이 니체 인 사유와 닮아 있음을 보여 다. 니

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혹은 이상주의자

들이 말하듯, “인생 근 에 윤리 인 의미가 없다면, 인생은 견딜 수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신은 (혹은 존재의 윤리 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

는 ‘미망’에 길들여진 자는 “그것 없는 인생은 바라지 않는데, 그것은 자신과 자

신의 존속을 해서 필연 인 생각”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는 “그러나 나의 

존속을 해 필연 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하는 것은 얼마나 오만 불손한 일인가! 마치 나의 존속이 필연 인 그 무엇

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말이다!”
17)

17)라면서, ‘~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윤리나 

도덕률에 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니체 사유의 근간에는 “지상에

서도 천상에서도 필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인과율이 결여되

어 있기 때문이다”
18)

18)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12월 12일에서 화자인 ‘그’도 인

간의 실존 자체는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  실이나, 그 다고 삶이 우

연 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인지하게 된다. 그가 삶 속에 내재된 인과율

을 인정하게 된 결정 인 계기는 사랑하는 ‘업’의 죽음이다. 그 밖에도 탄 사고

나, 갑작스  생긴 돈으로 인해 도덕  단과 개인  열망 사이의 갈등을 내심 

겪으며 경성역에 도착하 을 때, 그날이 공교롭게도 그가 경성역을 떠나 일본으

로 향하던 날과 같은 12월 12일이었음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십수 년간 해외

를 유랑하 으나 그는 시공간 으로 동일한 지 인 ‘경성역, 12월 12일’로 되돌

아 온 것이다. 즉, 그는 유랑 에서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그곳에 

그 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목에서 그는 “생명은 의지임”을, 악무한의 

순환고리를 맴돌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할지라도 그런 삶

17) 니체(임수길․이필렵 옮김), 1997 서 , 청하출 사 참조.

18) 리드리히 니체(김미기 옮김), 2002 인간 인, 무나 인간 인Ⅰ, 책세상, 112면; 쿠

르트 활쉬(안 란 옮김), 1996 니체 혼자인 인간, 세 문화, 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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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간에게 부여한 신에 한 항  몸짓으로라도 살아내야겠다는 의지를 가

져야 함을 깨닫고 있다(3:84). 

귀국 후 그는 죽은 아내와 아기의 무덤을 찾아보며,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

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까지라도 살아야만 함을 재차 강하게 느낀다. 죽음

은 인간 삶의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인데, 그것은 무(無) 이하의 것이다. 죽음이

란 자유의 박탈, 물질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인간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과 

같은 물질이 된다. 죽은 자에게 자유는 더 이상 없다. 이상은 “죽는다는 것은 사

람의 사는 것을 없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 사는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럼으로 그는 살아있는 동안 철 하도록 살아

볼 것이라며, 내면의 자살충동을 애써 른다(3:86). 이로써 그는 겨울임에도 잠

시 태양빛이 따뜻하고 밝다고 느낀다(3:87). 병원을 개업하고 수익 을 삼등분

해서 자신과 아우 T와 친구 M이 갖기로 한다. 그는 모든 사람은 불행하고, 행

복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 가까이에 좀더 큰 집을 하나 사는 등, 

새로운 삶에의 의욕을 드러낸다. 업을 도우려는 마음이 그의 삶을 추동한다. 이

로써 그는 살고자 하는 ‘의지’의 인간이 된다. 하지만 그는 병원도 집도 모두 M

의 명의로 한다.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이 자신이 떳떳하게 번 것이 아니

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생물이 즐거워 보이는 . 그는 의연히 “생에 한 살

인  집착과 살신성인  애(愛)”를 지불키로 작정한다(3:92). 이런 부분에서 

‘그’의 면모는 니체의 허무주의 극복할 수 있는 인간유형으로서의 ‘ 버맨쉬’를 

연상시킨다. 니체의 버맨쉬는 ‘ 원회귀’의 진리를 체득하고 ‘힘의 의지’를 실

시킬 미래의 인간을 가리킨다. 어원 으로 (다리를) ‘건 간다’는 의미가 함축

된 이 개념에는 원숭이나 벌 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한계인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무의미를 넘어서는 존재, 

신의 부재를 넘어서는 존재, 삶의 우연성을 넘어서서 의지로서 삶을 지속해 가

는 존재를 뜻한다.
19)19)

이 작품에서 그(백부 X)는, ‘업’과는  다른 측면에서, 작가 이상의 내면이나 

사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런 그는 ‘생에 한 살인  집착과 살신성인  애

19) 리드리히 니체(장희창 옮김), 2004 짜라투스트라는 이 게 말했다, 민음사,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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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에도 불구하고, 허무와 무의미로 인한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매우 모순 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 모순  면모가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이상의 실제 

내면은 아닐까? 운명의 폭력과 같은 난치병에 걸린 20세의 청년 이상은 운명이

나 그를 장하는 신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신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애원

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생에 해 집착하면서도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등장인물의 이 성은 작가 이상의 것이기도 한데, 다가오는 죽

음에의 공포와 살고 싶은 간 함, 신에게 항거하는 마음과 신에게 구원의 손길

을 갈구하는 당시 작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형의 도움을 거 하고 돌아가

는 T의 뒷모습에 해 “ 연히 세계에 존재할 만한 것이 아닌 만치 타계에서 

꾸려온 괴존재와도 같았다”(3:94)고 형인 그는 말한다. 이 역시도 군가의 도

움의 손길을 자꾸만 거 하는, 즉, 자신의 목을 힘껏 세우는 존재의 가련한 뒷모

습일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T, 업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비슷한 성정

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화자인 그는 아우 T의 고집스러움의 기괴

함은 잘 보고, 조카 ‘업’의 방만함과 안하무인격 자기 심성을 뚜렷이 감지하지

만, 자신이 신을 거부하고, 신에 맞서고자 하는 가엾은 인간임은 끝내 보지 못한

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가엾다’, ‘가련하다’고 거듭 서술하고 있어, 그가 자기문

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부 C는 침울한 분 기의 여자이다. 그녀가 나(백

부)에게 묻는다. “선생님 신(神)은 있는 것입니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있

어도 계치 않는 것입니까?” 그녀는 한때는 신의 존재를 믿었었지만, 지 은 

죽을힘을 다해도 신의 존재는커녕 신의 존재의 가능성까지도 의심한다고 말한

다. 그녀는 명고옥에서 일하다 사냥 가서 죽은 XX의 아우이다. 계속 신의 존재

에 해 묻는 그녀에게 그는 “만인의 신은 없다. 그러나 자기의 신은 있다” 

(3:99)고 답한다. 객 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주 인 필요

에 따라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만의 신은 존재한다는 그의 말은 작가 이상이 이 

작품을 집필할 당시 신의 존재를 완 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을 개연성을 말

해 다.

그러던  신문에 교회당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에 한 기사가 실린다.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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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신자 다는 목을 보자 그는 가슴속에 화산이 소리 없이 분화함을 느끼

는데, “무엇인가 변형된 (혹은 사각형의) 태양이 갈색의 선을 방사하며 붕

괴되어 가는, 역사의 때 아닌 여명을 고하는 것을 보는 듯했다”(3:102)고 고 

있다. 사각형의 태양이 피를 흘리듯 갈색의 선을 방사하면서 붕괴되어 가는 

이미지는 세속 인 욕심으로 타락해 있던 당시 교회에 한 비 이거나, 혹은 

종교 인 깊은 회의의 표출로 읽힌다. 어 든 신실했던 신도가 교회에 방화를 

한 사건에서 그는 종말의 분 기 같은 것마  느끼고 있고, 이를 피 흘리는 사

각형의 비정상 인 태양의 이미지로 표상하고 있다.

한 공사장 인부인 아우 T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업’이 아비의 병

문안을 한 번도 오지 않는다. 그는 ‘못된 자식!’이라며 그런 업에 분노한다. 그는 

업의 강퍅함과 메마름, 무례함을 늘 못마땅해 했다. 때마침 우 와 번개가 일자, 

그는 ‘신은 이제 나를 징벌하려 드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를 속

으로 외친다. 그는 자신은 무죄임을 외치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음속에서만 맴

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를 그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 설명한다. 

이 목에서 그는 갑자기 ‘만인의 신! 나의 신! 아! 무죄!’라고 마음속으로 외친

다. 그는 원래 각자의 신은 있어도 만인의 신은 없다고 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

가 ‘업’의 강퍅함을 목격하고는 ‘만인의 신’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모든 것이 뒤

죽박죽되었다”면서(3:105), “어딘가 풍경 없는 세계에 가서 실컷 울다 그 울음

이 다하기 에 깨워진 것만 같”이 머릿속이 무겁고 어두웠다고 말한다(3:107). 

어느 날, 간호부 C는 그에게 며칠 휴가를 달라 하고서는 화장을 열심히 하는

데, 그 경을 보면서 그(백부 X)는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업은 그를 찾아와 

간호부 C와 해수욕을 가겠다고 한다. 둘의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그는 “ 에서 

번개가 났다”면서도 자신이 “어린 양들에게 백년의 가약을 손수 맺게 하여주는 

거룩한 목사와도 같”다고 느낀다. 다시 말해 업과 간호사 C의 계에 한 그의 

감정은 매우 양가 이다. 그는 곧 업을 다그치는데, 이를 그는 “가슴에서는 형상 

없는 물질이 흔들렸다. 그 에 뜬 조그만 사색의 배를 선시키려는 듯이”라 

표 하고는 곧 이어 업의 해수욕 용품들에 방화(放火)한다. 그것을 본 업은 “입

술은 래지며 심히 떨었다. 동구(瞳球)를 싸고 있는  윗두덩도 떨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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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자 는 빛깔을 잃으며 회갈색으로 변하고 검은자 는 더욱더욱 칠흑으로 변하

며 (電光) 같은 윤택을 방사하 다. 그러나 동상(銅像) 같은 업의 부동자세

는 조 도 변형되려고 하지 않았다.”(3:111) 이는 업의 그에 한 분노를 보여

다. C가 그에게 보내  편지를 통해 간호사 C가 모성 같은 사랑으로 업을 

하며, C를 하는 업의 사랑 한 “시정 간의 사랑보다는 무엇인가 좀 더 깊이

가 있었던 듯하며 성스러운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된 후 그는 모든 죄가 자신에

게 있음을 깨닫는다. 그가 간호부 C를 이성으로 여긴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

으나, 해수욕 물품 방화사건은 그가 C를 하는 마음에 이성애 인 요소가  

없지 않았음을 보여 다.
20)

20)그가 간호부 C를 찾아갔다가 구의 자식인지도 모

르는 C의 아기를 데려오는 목에서는 C에 한 그의 마음이 좀더 복잡한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를 향한 업의 분노는 그가 다시 사다  해수욕 물품

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업이 불태우는 장면에서 극 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이 

방화사건 이후 업은 앓아눕게 되고, 끝내 사망에 이른다. 작가 이상은 업의 병명

이나 원인에 해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업의 방탕과 자만, 자기 심성이

라는 성정과 백부인 그를 향한 분노와 립에서 발원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업에게 강요한 측

면과 간호사 C를 향한 애욕과 질투의 감정이 조카인 업의 죽음을 발한 측면

이 없지 않다.
21)21)

업의 죽음에 해 그는 “업은 드디어 운명하 다”고 표 한다. 그러면서 “동

시에 그의 신경의 부도 다 죽었다. 지 의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아

득하고 캄캄한 무한 의 태허가 있을 뿐이었다”(3:119)고 말한다. 즉, 업의 죽음

을 그는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이 죽자, 그는 “아니

아니 이것이 나일까-이것이 무엇일까? 나일까? 나일 수가 있을까?”면서 모든 것

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다. “창조의 신은 나로부터 그 조종의 실 을 이미 거

두었는가?”라고 말하는 그의 에서 굵은 물방울이 흘러내린다. 이어 어두침

20) 김주 , 2014 ｢十二月 十二日과 사랑의 법｣ 실험과 해체: 이상문학연구, 지식산

업사, 241면.

21) 이 작품에서 그의 아내나 아기의 죽음, 하숙집 주인의 죽음, 업의 죽음 등도 명확한 이유

가 설명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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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한 방 안에 몇 권의 책이 시체와 같이 이곳 곳에 조리 없이 산재해 있는 장

면이 이어진다. 이 목은 ｢날개｣에 등장하는 두 번째 자작삽화를 연상시킨다.

한편, 업의 사망으로 아우 T와 T의 아내는 창조주에게 가장 주받은 존재인 

‘도주 에 있는 카인과도 같은 몰골’이 되었는데, 이런 목에서 이 작품의 창

작이 성서  상상력의 향권에 있음이 드러난다. 경성의 북부에서 하룻밤 사이

에 방화가 2건이나 발생하고, 이튿날 아우 T가 경찰에 자수하고 감옥에 간다. 

업을 잃자 아비 T의 사회  삶도 끝이 나고, 이제 그가 사는 곳은 ‘활화지옥’이 

된다. M과 그의 가족들은 집은 잃고 식구들 목숨만은 건졌다. M은 집과 병원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묵은 병이 떠나버리는 것과 같이 시원함”을 느 다고 말한

다. 이 작품에서 그(백부 X)나, 아우 T, 업, 친구 M은 사실상 동일인의 다른 측

면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작품은 다 인 큐비즘 회화를 연상시킨

다. M이 병원과 집의 소실을 오히려 잘된 일로 수용하는 것은 X가 정당한 과정

과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닌 돈으로 벌인 사업과 마련한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즉, 

M의 부담감은 곧 탐욕이란 죄에 한 작가 이상의 의식을 보여 다. 여기서 서

술자(작가)가 다시 직  등장한다. 서술자는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갈 길을 선

택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술자(작가)는 그가 갈 길을 선택해 주는 

신, 그에게 혼을 부여하는 쪽을 택한다. 이는 마치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를  것과 같다. 서술자(작가)는 그에게 선택권을 넘긴다. 

모든 사건이라 이름 붙을 만한 것들은 다-끝났다. 오직 이제 남은 것은 ‘그’라는 

인간의 갈 길을, 그리하여 갈 곳을 선택하며 지정하여 주는 일뿐이다. ‘그’라는 한 인

간은 이제 인간이 인간에서 넘어야만 할 고개의 최후의 첨편에 립하고 있다. 이제 

그는 그 자신을 완성하기 하여 그리하여 인간의 한 단편으로서의 종식을 하여 

어느 길이고 걷지 아니하면 아니 될 단발마다. 

작가가 ‘그’로 하여  인간세계에서 구원받게 하여 보기 하여 있는 로 기회와 

사건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구조되지 않았다. 작가는 혼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

다. 작가는 아마 구보다도 혼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 속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혼이라는 것을 부여치 아니하고는—즉 다시한번 그를 구하는 최후의 한 방

책은 오직 그에게 혼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것 하나가 남았다(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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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작가가 그를 구하는 최후의 방책으로 인물에게 혼을 부여하는 일

을 다시 한번 한다고 말한다. 흰 으로 덮인 황막한 벌 에 까마귀가 날고 있

는 가운데, 그는 기차의 선로에 뛰어드는 선택을 한다. 그가 선로에 뛰어들자, 

그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험의 생명수를 마시며 심 을 받으러 가는 

장면을 꿈인 듯 본다. 그것 역시 신에게는 이미 선택된 길이었다. 하지만 그 순

간에 그는 인과에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작품의 서두와

는 정반 로, 그는 인생에는 우연이 아닌 선택이 있을 뿐임을 깨닫는다. 이제 인

생은 우연이 아니라, 인과이다. 해서 그는 이제 인과에 우연이 과연 있을 수 있

을까를 의심하고 있다. 즉, 그는 인생의 행로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의한 인과의 

과정임을 시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심 의 궁정을 향해가는 그에게 모닥불 

가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힘차게 들린다.  다른 암로를 목 에 둔 

새로운 인간의 비극이 이제 마악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날도 

12월 12일이었다(3:132-133).

12월 12일에서 이상은 끊임없이 죽음과 기독교를 의식하고 있고, ‘업’의 죽

음 이후 ‘그’는 만인의 신을 인정하고, 삶이 인과의 과정임을 인정하는 쪽에 가 

닿고 있다. 작품의 반에는 허무감에서 나온 타락과 자살충동에 시달렸고, 북극

에서 사고를 당하여 ‘재생한’ 후에는 악착같이 사는 방식으로 신에게 복수하고자 

했다. 인간의 운명을 장난감처럼 주무르는 신에게 ‘복수’하려 했다. 하지만 결말

에서 업의 죽음을 통해 그는 끝내, 삶은 우연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결과임을 시인하기에 이른다. 그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이유에 해 사유하면서, “작가가 ‘그’로 하여  인간세계에서 구원

받게 하기 하여 있는 로 기회와 사건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구조되지 않았

다”고 서술하면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 때문임을 간 으로 시

인하고 있다(3:126).

작가는 북극에서 그의 사고를 사고로도 자살시도로도 볼 수 있게 묘사하 고, 

귀국하면서 그가 하숙집 주인이 물려  재산을 기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것

이나, 업의 앞에서 해수욕 물품을 불태운 행동을 모두 분명한 그의 선택으로 설

정하고 있다. 그런 그의 선택들에 묻어 있는 탐욕과 애욕, 질투와 분노 등,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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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욕망이 업을 죽음에 이르게 하 고, 끝내 아우 T를 감옥으로,  병원과 

집 등의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는 인생에서 자신의 선택에 의한 부분들, 

즉, 그가 신에 맞서서 복수하려고 목을 꼿꼿이 세운 선택들의 결과, 사랑하는 조

카 ‘업’을 죽음에 이르게 하 고, 스스로를 멸에 이르게 하여 생의 ‘태허’를 체

험하게 되었다. 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방종과 자만, 분노와 자기 심성, 천

마를 타고 달리는 식의 자기 마음 로의 삶이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과 매일반이다. 이로써 그는 서사 반까지 각자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했던 

신이 기실 만인의 신이기도 함을 결말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이

상은 기작인 12월 12일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1930년  반 그가 

기독교  유일신에 해 어느 정도 정하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이 신앙으로서 기독교에 해 다소 수용 인 입장이었음은 1932년 2월에 

발표한 ｢지도의 암실｣에서도 드러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은 ‘그’, 

‘K’, ‘리상’이다. 이들은 사실상 작가 이상의 서로 다른 모습을 마치 큐비즘 그림

같이 다 으로 비춘 형상에 가깝다. 즉, 세 명의 인물은 작가 이상 자신의 

세 측면에서의 모습에 해당한다. 먼  K는 과학을 신 하는 이성  근 주의자

의 모습인데, 비교  단순하게 행동한다. K는 건축가 김해경의 이니셜로 보여, 

K는 근  과학주의자로서 이상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상은 K의 얼굴을 ‘바

이블 얼굴’이라 묘사하고(2:21), K는 선량한 사람으로 교회에 다니는 인물로 설

정하고 있다(2:24). 하지만 K는 ‘그’에게 빌려  고리를 받아 입고 극장으로 

가는 장면 등에서만 잠시 등장하여(2:29) 작품에서의 비 이 비교  작다. 반면 

‘그’는 이 작품의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로, 옷과 같은 일상  일을 귀찮아 하

지만, ‘에로센코’를 읽는 지식인으로서 친구를 편애하는 ‘빨간 몸뚱이’의 소유자

이다. 여기서 ‘빨간 몸뚱이’의 소유자란 실 인 가치에 한 욕망이 큰, 즉, 애

욕 인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 술활동)에 

한 흥미를 상실했고, 주 에 린 그를 흉내 내는 원숭이(친구)들과 교했다. 

그는 캘런더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도, 자신은 캘런더에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2:23). 즉, 이 작품에서 가장 비 이 큰 인물인 ‘그’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지식

인이자 술가인 이상에 해당한다.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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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캘런더(시간)를 의식하는데, 그럴수록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문학)이 

빛을 잃어가고, 주 의 사람들은 다들 원숭이에 불과해 보인다. 그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을 믿지 않거니와, 그 원숭이와 사람이 같은 ‘에호바’의 

손에 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즉, 그는 자신을 주  친구들과 차별화되

는, 좀 특별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고, ‘에호바’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

교라는 종교에 해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이다.
22)

22)이 작품에서 건축가 김해경

에 해당하는 K는 교회에 다니고, 그는 기독교의 유일신인 ‘에호바’의 존재를 알

고 있다. 즉, K는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에 해 잘 알고 있다. 

한 ‘그’는 끊임없이 죽음을 의식하고 있어, K의 밝고 단순한 성격과 비를 이

룬다.

잔등이 무거워 들어온다. 죽음이 그에게 왔다고 그는 놀라지 않아 본다. 죽음이 

묵직한 것이라면 나머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은 죽음이 하자는 로 하게 내버려 두어 

일생에 없던 가장 한 시간을 향락하여 보는 편이 그를 생 이게 하여 주겠다

고 그는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는 죽음에 견디는 새음이냐. 못 그러는 세음인 것을 

자세히 알아내이기 어려워 괴로워한다. 죽음은 평행사변형의 법칙으로 보를샤를의 

법칙으로 그는 앞으로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도 왔다. 떠 어 다. ( 략) 그는 무덤 

속에서 다시한번 죽어버리려고 죽으면 그래도  한번은 더 죽어야 하게 되고 하여

서  죽으면  죽어야 되고  죽어도  죽어야 되고 하여서 그는 힘들여 한번 

몹시 죽어보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는 여러 번 여러 번 죽어보았으나 결국 마

찬가지에서 끝나는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그를 내어버려 두십니까. 그래 

하느님은 죽고 나서  죽게 내어버려 두십니까. 그래 그는 그의 무덤을 어떻게 치

울까 생각하던 끄트머리에 그는 그의 잔등 속에서 떨어져 나온 근거 없는 고리에 

그의 무덤 편을 주섬주섬 싸 끌어모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 보기로 작정하여 

놓고 그 게 하여도 하느님은 가만히 있나를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것을 차례차례 보아 내려가기로 하

다(2:27-29,  강조는 필자).

  

의 인용문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를 궁 해 한다. 그는 신에 항하고자 

22) 기독교의 유일신인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여호와’, ‘에호바’,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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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신의 마음을 ‘가엾은 악지’라 표 하고 있어, 당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신을 향하는 선한 마음에의 지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암실｣에 등장

하는 작가 이상의 세 번째 분신은 체육선생 ‘리상’이다. ‘그’는 ‘리상’이 자신과 

이름이  같다고 서술한다. 즉, ‘리상’ 역시 작가 이상의  다른 분신인데, ‘리

상’은 아침에 일어나 체조를 하는 장면에 잠시 등장한다. 이 작품은 아침부터 다

음날 새벽 4시까지, 즉 작가 이상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시간 에 따라 ‘그’가 

되기도 하고, K가 되기도 하며, ‘리상’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큐비즘 으로 담아

낸다.
23)

23)K나 ‘리상’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극히 짧고, 부분의 시간 동안 작가 이

상은 ‘그’로 살아간다. 이 작품을 창작하던 1932년경까지 작가 이상은 신앙으로서 

기독교에 해 부분 으로 수용 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4)

24)

이런 사실은 이상이 1932년 11월 6일에 발표한 수필 ｢얼마 안 되는 변해(辨

解): 몇 구우( 友)에게 보내는｣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은 아담의 갈비 에서 이

를 창조해낸 하나님의 작업을 언 하면서 자신의 늑골에 나뭇가지를 삽입하여 

이 를 만들어 내는 목 실험을 통해 사랑하는 여인과 결합할 것에 한 소망

을 피력하고 있다. 즉, 이 무렵까지 이상은 기독교  상징을 차용하고 있고, 작

품 변에서 기독교 수용에의 의지도 약하게나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징후는 

두 번째 각  이후 그가 결국 총독부 건설국 선과를 사임하고 배천온천으로 

요양을 가던 1933년 3월 무렵까지도 목도된다.
25)

25)즉, 작가 이상은 기작들에서 

니체 인 사유의 일면을 내비치기도 하는 한편, 종교로서 혹은 신앙으로서 기독

교에 해 수용 인 태도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 김미 , 2016 ｢큐비즘으로 본 이상의 문학: 十二月 十二日과 ｢지도의 암실｣을 심으

로｣ 한국 문학연구 50, 187-231면.

24) 이상이 1931년 8월 11일에 발표한 시 ｢이인 2｣를 보면, 알 카포네가 선물로 보내  록

코우트를 기독이 거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이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한 작품 속에

서 큐비즘 으로 조망하는 례에 비추어 보면, 이상의 내면 속 ‘알 카포네’ 인 존재와 

‘기독’의 존재 사이의 갈등과 립에서 이상은 1931년 당시 자본주의  권을 불법 으

로 추구하는 욕망의 화신인 알 카포네  측면에 해, 세상에 하나뿐인 의인으로서 ‘기

독’의 승리와 굳건한 정립을 이 작품에서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 역시 

이상이 기독교에 해 1931년 당시 우호 이었음을 말해 다.  

25) 김윤식, 1987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424-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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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작 ｢지주회시｣, ｢종생기｣에 나타난 술을 통한 육체  

소멸에의 극의지  

이상은 1935~36년경에 기독교를 버리고 니체  사유에 더욱 깊이 빠진 것으

로 보인다. 1936년 조 에 발표한 소설 ｢날개｣나 1936년 겨울 동경에서 집필

한 ｢종생기｣에 그와 같은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이상은 1933년부터 1936년까

지 기생 홍과 헤어지고 합치기를 반복하는 반쪽짜리 결혼생활을 하 다. 1933

년에 기생 홍과 경성에서 신 살림을 차렸고, 같은 해 8월부터 구인회와 교유

하면서 그는 차츰 문단에 깊이 여하여, 1934년에는 이태 의 소개로 ｢오감도｣

를 조선 앙일보(1934.7.24~8.8)에 발표하기도 하 다. 이 무렵 그는 백부의 

유산  일부로 다방을 경 하는 등, 문인으로서, 경 인으로서 바쁘게 활동하

다. 홍을 경성에 불러들여 백부의 유산으로 종로에 다방 ‘제비’를 열었다가 폐

업하고,  카페 ‘쓰루’와 다방 ‘69’, ‘무기(맥)’ 등을 경 하 다. 하지만 사업이 

거듭 실패하면서 3년 만에 결국 홍과도 결별하 는데, 당시 이상은 몸도 마음

도 몹시 피폐해진 상태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며 성천과 인천 등지를 유랑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이 무렵에 발표한 수필 ｢산 여정｣(매일

신보 1935.9.27~10.11)에서 기독교에 한 호의 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근

심이 나를 제한 세상보다 크”지만, “폐허가 된 육신”으로 “죽어버릴까 그런 생

각을 하여 니다”라면서도 그는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히, 

좋아하는 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거나, “교회가 보고 싶었습니

다. 그래서 ‘ 루살렘’ 성역을 수만리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의 농민들까지도 사랑

하는 신 앞에서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찬송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는 등, 기독교에 한 수용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4:36-45).     

그러나 1936년에 발표한 소설들에서 이상은 더 이상 기독교와 련된 상징이

나 이미지를 원용하지 않으며, 더 이상 종교  구원의 문제나 회개를 통한 죄의 

탈각과 같은 문제에 심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다. ｢종생기｣에 이르면 오히려 

‘산호채 ’이라 말한 자신의 문학작품에 한 강한 집착을 드러낸다. 이는 1936

년경 이상이 죽음의 문제를 종교  구원이 아니라, 술작품의 창작을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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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문학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육체  소멸을 술혼으로 극하려 

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게 이상이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 , 이 시기에 

그는 이미 앙지에 지면을 얻어 자신의 개성을 한껏 뽐내는 연작시들을 발표한 

‘튀는 시인’이었고, ｢날개｣ 이후 소설가로서의 명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

다. 그는 건강만 회복되면, 단테의 신곡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자신이 창작

할 수 있으리라 기염을 토할 정도로, 술에 한 창작열과 자신감이 있었다.
26)

26) 

그러면서도 그는 문단에 두각을 나타내는 자신을 ‘모조기독’이라 말하고, 그 모

조기독을 암살하지 않으면 그 모조기독이 자기의 남은 생을 망치게 할 것이라 

스스로에게 경고를 하기도 한다. 이는 그가 허명에 들리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

는 자각에서 나온 성찰로 보인다. 그가 죽고 나서 발표된 수필 ｢실락원(失樂園)｣

(조  1939.2)에는 그런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의 ‘육친의 장’이란 부분

을 보면, 이상은 “기독에 혹사(酷似)한 한 사람의 남루한 사나이가 있”는데, 그

는 “기독에 비하여 변이요, 어지간히 무지한” 사람이라 서술한다. 여기서 ‘남

루한 사나이’는 이상의 아버지일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의 제목이 육친

의 장이기도 하고, 이 에 나오는 ‘묘 에 계신 백골까지가 내게 무엇인가를 강

청하고 있다’는 구 은 다른 시에서도 육친, 즉 부모와 통과 같은 가족주의 , 

건  윤리가 화자를 얽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 의 

후반에서 이상은 ‘모조기독’을 암살하지 아니하면 ‘내 일생을 압수’하기 때문에 

모조기독을 암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여, ‘모조기독’을 바로 작가 자신

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이상 자신의 모습 가운데, 남루한 사나이인 아버지가 숭

상해 마지않는 측면이 곧 ‘모조기독’으로서 자신의 모습인 셈이다. 하지만 이상은 

그런 자신을 암살하지 않으면, 그 모조기독인 자신이 결국 자신의 일생을 압수할 

것이라 말함(4:142)으로서, 자살에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 ‘실락원’이란 장에서는 작가는 천사는 아무데도 없고 라다이스는 이미 

텅 비어 빈터가 되어 버렸다고 한탄한다. 이상은 때때로 2, 3인의 천사를 만나는

데, 그 천사들은 쉽사리 이상에게 ‘키스’를 해 주지만, 그리고는 홀연히 죽어 버

26) 이상, 1939.5 ｢병상이후｣ 청색지, 99면(권 민 편, 2009 이상 집 4 수필, 뿔, 305면).



이상의 소설에 나타난 죽음과 신, 그리고 니체적 사유·101

린다고 말한다. 이 천사들은 지옥의 매력에 빠져 있고, 이 천사들에게 키스를 당

한 사람은 곧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의 키스에는 색색이 독(毒)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천사는 이상이 사랑했던 기생이나 여성들일 개연성

이 높다. 이상은 이런 천사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실낙원’이라 이름 붙인다

(4:143). 그러면서 라다이스가 사라진 실낙원에서 자신은 이제 “태양을 단념”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태양은 신(神), 만인의 신(神) 혹은 구원의 희망 따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은, 태양을 단념한 자신의 앞에 새로운 달이 

있는 바, 그 달은 “불과 같은 或은 華麗한 洪水 같은” 것이라 말한다(4:300). 여

기서의 달은 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락원｣에서 이상은 신(神)이

란 태양을 술이란 달로 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방경 의 실패나 불

구 인 결혼생활을 통해 그가 체험한 세계가 무도 부정 인 것이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천사인  알았던 여성들은 자신에게 독이 든 키스를 해 주었고, 라

다이스인  알았던 공간은 빈터가 되어 버렸다. 천사도 라다이스도 없는 이 

살벌하고 상막한 세계가 그가 기독교에 해 품었던 우호 인 태도를 버리게 만

든 것으로 보인다.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낼수록 그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고, 그

는 결국 죽음에의 공포와 인간 계에서의 상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  궁핍함 

등과 싸우면서 차츰 기독교라는 신앙의 세계로부터 멀어져 간 것으로 보인다. 

신 그는 세태를 조롱하고 자신의 문학을 온 히 이해하지 못하는 조선문단에 조

소를 날리면서 자신만의 문학( 술)을 통해 원히 사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

인다.

이상의 수필 ｢실락원｣이나 소설 ｢지주회시｣와 ｢종생기｣는 이상이 기독교  세

계로부터 차 벗어나 니체  사유로 옮아가는 과정들을 보여 다. 먼  ｢지주

회시｣( 앙 1936.6)는 1930년  주식 취인소를 둘러싸고 서로 붙어 뜯어 먹고 

사는 동물계 같은 인간군상을 통해 자본주의화한 조선의 환멸  일면을 비 하

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는 거미와 돼지에 말, 닭, 개, 소는 물론이고, 양돼

지, 붕어, 북어, 생쥐, 구더기, 참새, 칠면조 등의 동물이 등장한다. 소돔과 고

모라를 연상시키는 천민자본주의화한 조선의 모습을 ‘거미 두 마리가 돼지를 만

나다’라는 뜻의 ‘지주회시’란 독특한 제목으로 표상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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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건강이 없는’ 남자다. 그는 주로 “첩첩이 덧문을 닫고 앓는, 소리 없는 방

안”에서 칩거한다. 그는 ‘어느 치 빠른 어른’이 타일 듯이 “공연히 내일 일을 

탄 말”고 “하루치씩만 잔뜩”(2:56) 사는 것이 모토이다. 그의 아내 ‘나미코’는 

지난여름 집을 나갔다가 “왕복엽서처럼 돌아왔다.”(2:64) 그는 아내 나미코를 

‘생쥐만한 아내’, ‘다리 는 아내’, ‘자꾸 말라가는 아내’, ‘꼬챙이 같은 아내’, ‘연

필 같이 야 어가는 아내’로 인식한다. 그의 친구인 뚱뚱 신사 오(吳)는 ‘피곤하

지 않는 몸’의 인간이다. 오의 아내 ‘마유미’는 복스러운 얼굴에 해 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여성인데, 남편 오는 마유미를 ‘ 알을 낳는 게사니’로 여긴다. 그는 물

부리처럼 야 어가는 아내에게서 거미냄새를 맡는다. 그는 아내를 빨아먹는 비

린내 나는 입이자 거미이며, 그의 아내 역시 거미이다. 그와 아내는 서로를 빨아

먹는 두 마리의 거미들이다. 이들은 그의 친구인 뚱뚱한 신사 오(吳)를 만난다. 

때는 크리스마스 이 날 밤. 인천의 A취인소의 조사부에 근무하는 가부꾼 오

(吳)가 거미인 그와 그의 아내가 만난 첫 번째 돼지이다. 오는 그에게 백 원을 

몇 달 만에 오백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주식투자를 권유한다. 그는 오가 운

하는 R카페의 무에게 두 번이나 돈 백 원씩을 빌어썼다. 크리스마스 날 오

가 부업으로 운 하는 R카페에서 티가 있었고 거기서 거미(그)와 거미(그의 

아내)가 양돼지(오와 무)를 만난 그날, 아내는 R카페의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

다(2:65). 그 카페에는 양돼지의 “살을 며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미인 아내들

이 많다(2:66). 그의 아내 나미코는 뚱뚱한 양돼지 무에게 돼지라 귓속말을 

했다가 떼 려 층계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고, 결국 아내는 무에

게 자료를 이십 원 받는데, 아내와 그는 그 돈의 사용처를 논의하며 즐겁다. 

그러다 아내가 잠이 들자 그는 그 돈 이십 원을 들고 R카페로 향한다. 십 원은 

술 먹고 십 원으로 오의 아내 마유미에게 을 주리라 맘을 먹는다. 이 작품은 

기독교 인 세계 인 선과 악, 성과 속의 립구도에 기 해 있고, 작가 이상은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다만 이 작품에서 이상은 서로를 속이고 뜯어먹

고 사는 인간군상을 성서에 등장하는 탐욕스러움과 더러움, 악마 인 상징물인 

‘돼지’와 ‘거미’를 차용하여 묘사하고, 지옥과도 같은 혼탁한 세태를 비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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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생기｣(조  1937.5)에서 화자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 할 일이

겠으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아담 이 의 그런 충동  습 에서는 탈

각한 지 오래”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지 한 ‘산호편’을 자랑하고 싶다면서 ‘족

하(足下)’를 부른다. 이어 화자는 ‘족하’가 기독교식으로 결혼하던 날, 족하는 ‘쓰

기’ ‘우거지’에 가까운 감흥을 맛보았으리라고 말한다(3:125-127). 즉, 족하의 

기독교식 결혼, 즉 신성한 결혼이 실상은 ‘쓰 기’에 불과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작품이 이상의 자  작품임을 감안하고, ｢날

개｣나 ｢동해｣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12월 12일에
서 심화자인 그(백부 X)의 조카 ‘업’이 작가 이상에 가까운 인물이라면, ｢종생

기｣에서도 화자인 작가 이상과 그가 ‘족하(足下)’라 칭하는 상은 이상의  다

른 측면이거나 분신, 혹은 자신일 수 있다. 실제 ｢종생기｣에서 화자는 “와 와  

들끓는 여러 나와 나는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말하고 있다(3:126). 이 듯 이상

은 소설 내에 복수의 자신을 설정하여 이를 다 으로 조망하는 큐비즘  구

성을 소설 창작에서 자주 원용하고 있다. 어 든 이 작품에서 화자는 ‘소문 높은 

산호편’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꽉 쥐고 죽으리라 말하는데, 그것이 후 에 자신

의 “퇴색한 망해(亡骸) 에 황이 와 앉”게 할 것이라 호언한다. 이 목에서 

‘산호채 ’은 작가 이상이 창작한 문학작품임을 알 수 있다(3:129). 이 작품에서 

화자는 열세 벌의 유서를 쓰고 있는데, 이 열세 벌의 유서  마지막 것이 ｢종

생기｣이므로, 이 열세 벌의 유서란 자신이 창작한 13편의 소설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표작인 ｢날개｣에 삽입된 두 번째 자작삽화에는 쓰러져 있는 

사람 곁을 13권의 책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책들은 바로 그가 쓴 13편의 소

설들이자 유서들이라 할 수 있다.

｢종생기｣의 표면  사건은 화자인 이상이 19세 2개월의 정희로부터 온 편지

[R과 S와도 깨끗이 연했고, 6개월째 청 (淸節)하게 지내면서 선생님의 ‘ 용’

이 되고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를 받고는 청 함을 가장한 거짓부

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몸단장을 한 뒤 정희를 만나러 나갔

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부이다. 의 정인 3월 3일. 그러나 정희는 간음한 처

27) 자세한 내용은 김미 , 2011 앞의 논문, 275-2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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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로, 화자에게 정희와의 계는 가장 ‘즐거운 불의’이자, ‘ 원의 림’이다. 그

러나 화자는 정희와의 만남에 실패한다. 이후 화자는 망하여 “그냥 난데없이 

삐어 넘어지듯이 죽어 가리라”고 생각한다(3:134). “넘어가는 내 종생.”  생애

를 탕진하면서 사수하여 온 ‘산호편’의 본의는 체 어디 있느냐고 자문하면서 

그는 족하(足下)를 부른다. 비곗덩어리에 불과한 정희는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

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의 부조리함에 몸을 떠는 화자는 “심 이여! 정희에 

비교하여 내게 부족함이 무나 많지 않소이까?”라고 반문함으로써 신(神)을 조

롱한다. 화자(이상)은 흥천사 으슥한 방에서 정희와의 정사를 시도하지만, 끝내 

“정희의 허 한 문을 나는 노사의 힘으로 들이친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발의 

흉기는 갈 때보다도 몇 배나 더 큰 힘으로 나 자신의 손을 시켜 나 자신을 살상

한다”로 허망하게 끝이 난다(3:144). 정희는 하루빨리 자신을 이상 선생만의 것

으로 만들어 달라 열렬히 애원했으나, 기실 정희는 어젯밤 태서  별장에서 스

커트를 잡아 젖혔고, 오늘 오후에는 화장 주택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있다. ‘황홀한 율’을 즐기기 해 정희는 ‘무고의 이상을 징발’했던 것이

다. 그리하여 등장인물인 이상은 “나는 속고  속고   속고    속았

다”고 말한다(3:145). 만 25세 11개월의 이상에게 19세 2개월의 정희란 존재는 

이미 ‘재앙’인 것이다. 그 자리에서 화자(이상)는 졸도하고, ‘종생’을 체험한다. 

정희로 인한 철천의 원한은 그를 더욱 강퍅하게 만들고 ‘종생’으로 내 몬다. 그

는 이제 구를 질투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다만 “마음의 따뜻한 평화”를 그리

워한다. 만 26세 3개월을 맞은 이상은 이미 노옹이고 ‘무릎이 귀를 넘는 해골’이

며, 조상이다. 생 의 슬  기억마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 버린 시체이다

(3:146). 

｢종생기｣의  다른 한 축은 13번째 ‘유언장’인 ｢종생기｣를 쓰고 있는 이상의 

내면의식이 차지한다. 12월 12일에서는 이상인 ‘업’의 행태나 죽음을 둘러싼 

백부 X나, 아버지 T, 후견인 M의 입장을 각자의 목소리에 담거나 혹은 3인칭으

로 객 화시켜 형상화하 으나, ｢종생기｣에서는 이상 자신이 1인칭 화자로 직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죽음이 실이 되어, 상황이 그만큼 다 해

진 탓일 것이다. ｢종생기｣에 등장한 이상은 “ 술이라는 허망한 아궁지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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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송장 근처에서보다도 한결 더 썰썰 기고 있는 그들 헤반죽한 사도의 족들 

뗏국내 나는 틈에 가 끼어서, 나는---내 계집의 치마 단속곳을 갈가리 찢어 놓

았고”(2:139)라고 말한다. 즉, 화자인 작가 이상은 자신이 문학에 발을 들여 놓

고 자기 계집의 이야기를 팔아 이름을 얻고 밥을 먹었음을 개탄하고 있다. “잘

못 빚은 증편 같은 시 몇 , 소설 서  편을 꾸어 차고 조 하게 등장하는 것

을 아 무엇인  알고 깜빡 속고 섣불리 손 을 한두 번 쳤다는 죄로 제 계집 

간음당한 것보다도 더 큰 망신을 일신에 짊어지고”라면서 그는 소설가로서, 시

인으로의 자신의 삶을 비 으로 반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가 ‘독화(毒

花)’라 하는 말은 양 처럼 까도까도  다른 껍질이 나오는 ‘정희’라는 소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화자에게 문학작품을 뜻하기도 한다. 그것이 ‘독화’인  알

면서도 화자는 자신이 미문에 집착함을 버리지 못함을 애달  한다. 

이 작품에서 이상은 자신이 끝내 움켜쥐고 죽으려 하는 ‘산호채 ’은 자신의 

문학작품들인데, 그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독화(毒花)이기도 하다. 자신은 지

껏 ‘자지 한 문학의 빈민굴을 교란시키고자 하던 가지가지 진기한 연장’을 휘둘

러 왔는데(2:138),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짐짓 기이하기도 해서 그러는지 경천동

지(驚天動地)의 육 한 경륜을 품은 사람인가 보다고들 속는다.”(2:131) 그러자 

화자 자신도 “아 무엇인  알고 깜빡 속고 섣불리 손 을 한두 번” 치게 되는

데(2:139), 그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의 독화(毒花)가 된다. 그가 자신을 속이는 

정희에 집착하 듯이, 독화인 문학이라는 ‘허망한 아궁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

에 미혹되어 작품 속에서 자신의 계집의 치마를 벗기고 얼굴을 망가뜨려 놓았

고, 그것으로 돈을 떼어 먹고 사장과 취제역을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붙 으며, 

구 구를 임포텐스로 만들기도 하 다. 그 문학은 결국 작가 자신에게 독화

다(2:139). ｢종생기｣에서 화자인 이상을 종생으로 내몬 두 가지의 독화는 ‘정희’

와 ‘문학’인 셈이다. 이 둘은 한 그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꽉 움켜

쥐고 죽을 ‘산호채 ’이기도 하다. 여러 사내를 만나면서도 거짓부 을 일삼는 

어린 정희를 보면서 화자는 속이 부 부  끓지만, 질투를 할 기력조차 자신에

겐 남아 있지 않다. 그는 이미 허수아비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희’를 사

랑한다. 1936년 11월 20일 동경에서 끝을 맺은 ｢종생기｣는 결국 불신을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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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만 안겨  여성인 정희와의 계로 인해, 그리고 ‘허망한 아궁지’인 문학으로 

인해 “종생은 끝났으되 나의 종생기는 끝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화자인 작가 

이상이 그려져 있다. 지 도 어딘가에서 드로우즈의 끈을 푸는 정희를 생각하면

서 이상은 생은 끝났으되 자신의 종생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를 간다. 이

상은 도덕 이지 않은 여성, 거짓말을 쉽게 하는 여성, 변신술이 능한 여성을 만

난 자신의 실제의 삶과 그런 여성과의 이야기를 지어  자신의 산호채 (문학

작품) 때문에 이 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가장 요한 것은 후자가  허명을 허

명인  알면서도 이제 자신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상은 이제 기독교 인 구원이나 신과의 화해로부터 자

신이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그는 부도덕한 정희와 그

런 정희 이야기로 지어낸 문학작품(산호채 )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평화마  

잃고 있으나, 그것들은 끝내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산호채 ’인 것이다. 이로써 

이상은 ｢종생기｣에서 종교  구원을 상징하는 기독교 신, 문학을 통해 육체  

소멸을 극하는 술가의 삶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이는 니체가 비극

의 탄생에서 말했던 술의 의미와 상통한다. 니체는 인간의 삶에서 이성, 합리

성, 논리성 그리고 약함의 염세주의를 비 하고,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비극인 

나약함, 허무주의나 염세  태도 등을 창조 인 술로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니체는 술을 단순한 심미  활동이 아니라 삶의 최고의 과제이며 진정

한 형이상학  활동으로 간주하 다. 술가는 창조  활동을 통해 세계를 창조

하면서 풍요와 과잉의 궁핍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에서 억압된 립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된다고 말하 다.28)28)이상은 ｢종생기｣에서 ‘정희’라는 여성을 통해서, 그

리고 병마를 통해 다다른 ‘종생’의 체험을 산호채 인 술(문학작품)을 놓지 않

음으로써 극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니체의 술론에 다다르고 있다. 

28) 리드리히 니체(이진우 옮김), 2005 비극의 탄생・반시  고찰, 책세상, 16-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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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소설에 나타난 니체  사유 

이상의 첫 소설 12월 12일은 이상 문학의 출발 이자 회귀 으로서, ｢종생

기｣와 내용 으로 짝패를 이룬다. ‘12’라는 숫자가 종말, 완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작품 모두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12일은 

서사물로 쓴 ‘유언장’인 ｢종생기｣와는 죽음을 하는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

다. 12월 12일에서 이상은 니체 인 허무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신에게 

의지하려는 일면을 드러내는데, 이는 당시 그가 죽음을 감하면서도 삶에의 본

능을 놓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말처리를 아기의 힘찬 울음

소리로 하고 있고, 결말과 맞물려 있는 롤로그에서 화자가 재(再)방랑의 길을 

기획하는 것으로 된 설정이 이를 잘 말해 다. 반면, ｢종생기｣에서 작가는 병세

의 악화와 연인의 변심이 겹치면서 회생에의 끈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작품 속으

로 걸어 들어가 술에 순사하는 술가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12월 12일을 발표할 당시 이상은 만 20세의 청년이었다. 각 을 시작하 으

되, 당시의 이상에게 있어 죽음충동을 넘어서는 삶에 한 집착은 논리가 아닌 

본능에 속하는 문제이며, 죽음에 한 거부는 이성이 아닌 감성의 안건이었을 

것이다.
29)

29)근 인 과학인 건축학을 공한 모더니스트인 그의 인식체계 속에

서 종교로서 기독교는 수용되기가 어려웠을 터이나, 자신에게 닥친 병마와 죽음

의 문제는 운명, 우연성, 필연성이 부재하는 삶에 한 인식에서 니체 인 허무

주의에 근 하게 만들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삶은 곧 의지’라는 깨달음에 이르

고, 니체의 ‘ 버맨쉬’에 육박하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는 기독교 인 맥락에서의 유일신의 존재를 극 부정할 수는 없었는데, 

니체 인 허무의식과 버맨쉬가 반기독교  사유에 기 해 있다하더라도, 천재

인 데가 있는 청년 이상에게 기독교  구원 은 부정하기 어려운 의지처 을 

것이다. 양자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이상의 모습이 그의 처녀작 12월 12일
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이상은 죽음에 한 사유를 문학 으로 풀

29) 박이문, 2016 죽음 앞의 삶, 삶 속의 인간, 미다스북스, 6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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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면서, 생의 인과성을 차 깨달아가게 되고, 백부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1930년의 이상을 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

든 동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1936년 겨울 동경에서 창작된 ｢종생기｣에 이르면, 화자인 26세의 작가 

이상은 19세의 어린 연인 정희에게 농락을 당하고,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독화(毒花)와 같은 문학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으며, 그런 이상에게 더 이상 기

독교 인 구원 은 자리할 공간이 없다. ｢종생기｣의 화자인 작가 이상은 독화인 

문학( 술)을 죽어서도 놓지 않을 ‘산호채 ’이라 하면서도, 한 그것이 ‘허망한 

아궁지’일 뿐이라 말한다. “해반죽룩한 사도의 족들”인 당시 문단의 세력들은 

그 근처에서 “썰썰 기고” 있지만, 이상은 그런 “사도의 족들 땟국내 나는 틈

에 끼어서” 자기 “계집의 단속곳을 갈가리 찢어놓”음으로써 자신도 술가로 연

명해 온 사실을 빈정거린다. 그의 가슴 아  삶을 빨아먹고 피어난 독화(毒花)

인 문학은 그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제 그 ‘산호채 ’을 버

릴 수가 없다. 그것만이 각 로 인한 육체  죽음을 넘어서 자신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폐병으로 자기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죽음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배운 유클리트 기하학이나 물질문명에 기반 한 근

인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 독화인  알면서도 자신을 팔고, 자기 계집의 단속곳

을 찢어놓은 이야기를 쓴 자신의 소설들, 13편의 유언장 같은 문학작품들인 것

이다. 그 13편의 유언장은 12월 12일, ｢지도의 암실｣, ｢휴업과 사정｣, ｢지팡이 역

사｣, ｢지주회시｣, ｢날개｣, ｢동해｣, ｢종생기｣, ｢환시기｣, ｢실화｣, ｢단발｣, ｢김유정｣, 

｢ 별기｣ 등이다. 이들에서 죽음과 자살충동에 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한다. 특

히 첫 작품인 12월 12일부터 내용상 마지막 작품에 해당하는 ｢종생기｣까지 모

두 ‘죽음’을 다루고 있어 ‘죽음’은 ‘사랑’과 더불어 이상 문학의 오랜 주제인데, 

이는 그의 문학활동이 각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은 데뷔작인 장편 12월 12일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백부의 사랑, 

신의 사랑과 같은 부성애 인 사랑과 인간의 죄와 죽음, 신과 인간의 계, 기독

교 인 구원의 문제에 해 사유하고 있다. ｢지주회시｣나 ｢지도의 암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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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징후는 검출된다. 하지만 ｢오감도｣와 ｢날개｣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 이

후에 발표된 작품들에서는 그런 모습이 차 퇴색하고, 신 그 자리를 남녀 간

의 애정놀음이나, 주식을 개하는 취인소 등, 자본주의화한 탐욕의 공간에 한 

비  탐구로 채워진다. ｢종생기｣에 이르면, 기독교 인 구원의 문제나 신과 인

간의 계문제 등은 완 히 실종되고, 뒤틀린 남녀 계와 불행한 자의식으로 가

득 찬 술가의 앙상한 상화가 드러난다. 1936년경 이상은 종교 인 구원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 원히 사는 길을 선택한 술가로 변해 있었다. ‘ 술에의 

순사’를 택한 것이다. 실제세계에서 속된 사랑, 세속  가치의 추구조차도 실패

한, 자의식 과잉의 병든 술가의 상상력은 이제 천상이 아닌, 지상 인 것에로 

한없이 하강해 있다. 그의 병든 삶을 빨아먹고 자란 독화(독화)인 술은 ‘허망

한 아궁이’에 불과한데, 그것에 머리를  인간들은 그것을 단한 무엇으로 여

기고 있다. 그런 세태를 조롱하고 그것에 조소를 보내면서도 이상은 끝내 그것

을 자신은 손에 꽉 쥐고 죽으리라 말하는데, 이는 곧 술이다. 

이상은 문단 데뷔 반에는 신앙으로서 기독교에 해 다소 수용 인 입장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크리스챤이라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는 기 소설

들에서 기독교와 련된 상징을 자주 사용하 고, 신의 존재에 해서도 심각하

게 질문하고 있으며, 서사의 근간이 선악의 립구도를 보이거나, 기독교 인 인

간이해에 기 해 있다. 과학도이자 근 주의자인 이상이 기독교  유일신을 받

아들이는 양상은 신의 존재에 해 회의하면서도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수용

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근  문명을 신

하는 과학도이자, 모더니스트 술가인 그가 끊임없이 기독교를 의식하는 것 자

체가 그것에 한 깊은 심을 말해 다. 당시로는 천형과도 같았던 폐결핵을 

앓았고, 작가로서 활동은 병마가 찾아온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그의 문학세계

는 죽음의 문제나 신의 존재, 죄악과 구원의 문제에 한 깊은 심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2월 12일이나 ｢지도의 암실｣에서 이상은 신앙으로서 기독교에 매우 근 해 

있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1933년 2차 각  이후 달라진다.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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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천기행｣에서 다시 신앙으로서 기독교에 한 호의 인 진술들이 등장하지

만, 1936년에 나온 소설들에서 그 양상은 매우 달라져 있다. 수필 ｢문학을 버리

고 문화를 상상할 수 없다｣(조선 앙일보 1936.1.6)에서 이상은 “도야지가 아

니었다는데서 비극은 출발한다”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진보하고 염세사상을 갖거

나 자살을 할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아담 이 가 지른 과실에서부터 세습

이 시작된 겁 말 의 낙형”인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한다. “카인의 말

의 죄업에 문학 때문에 가져야 하는 후천 인 듯도 싶어 보이는 숙명에, 가하여 

이 향토에 태어났 서 안 뽑을 수 없는 공첨 딱지를 몸에 붙이고” 있는 이 향토

의 재능 없는 술가는 오늘날 “성서를 팔아서 고기를 사다 먹고 양말을 사는데 

주 하지 않게 되었다”(4:33-34)고 진술한다. 즉, 1936년경 그는 신으로부터 멀

어져, 탐욕과 죄로 얼룩진 일개 술가로서, 카인의 후 다운 생활에 해 있

었다. 성서를 팔아서 고기를 사먹는 배교  인간이 되어 있었다. 

이상의 12월 12일이나 ｢지도의 암실｣, ｢지주회시｣ 등에 나타난 기독교에 

한 인식은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의 사유와 닮아 있다. 13세기에 활동한 

이 철학자는 인생의 참된 목 은 인격신인 창조주의 의지와 섭리에 근거해야 한

다면서 인간의 삶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인간을 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이해하 으며, 인간이 신으로부터 벗어날 때 육욕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고, 감각  욕구에만 빠져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보았다. 죽음은 육

체의 소멸을 뜻하는데, 기독교에서 수의 부활은 물질, 육체에 한 찬양의 의

미도 함축하고 있다. 육체가 소멸하고 혼만 남으면, 즉, 혼이 육체를 수반하

지 않으면 개별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육체가 죽은 이후, 독립된 혼의 개

별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를 

로 든다. 천사는 순수한 이성  존재이고 비육체  존재로서, 신과 마찬가지로 

육체 없는 사유의 가능성, 즉, 물질 없는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혼이 육체와 재결합되지 않고서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즉, 인

간의 생에는 하늘나라에서의 생이 아닌, 육체 인 부활이 필수 으로 요청

된다. 완 한 삶을 해서는 혼이 육체를 필요로 하는데, 인간의 사후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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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육체의 재결합은 신의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그리스인들은 혼의 불

멸을 믿었던 반면,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 기독교 교리의 요성은 

인간이 죽음을 월하여 인간의 정체성, 개별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

스  혼 개념으로는 도 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육체의 소

멸(죽음)로 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상과 처벌을 통해 부활하느냐, 불의 심

을 받느냐가 정해진다. 여기서 그 사람이 생 에 행한 행 의 도덕성이 심

에 오른다. 이상은 12월 12일에서 죽음에 직면해서 ‘그’가 잠깐 꾸는 꿈을 통

해 이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살아생  자신의 행 에 따라 보상으

로서 육체  부활이 주어지거나,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처벌이 주어진다. 따라서 

보상이냐 처벌이냐는 결국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한 신의 심 인 것이

다. 만약 모든 것이 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과 처벌은 따로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지 않다. 즉, 개인의 자유의지(이성)로 인간은 습 , 정

념, 성행  따 의 통제가 가능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 존재의 특징으로 

‘이성’을 꼽고 있다. 인간의 활동은 이성의 활동이다. 신의 섭리는 실세계를 

월한 것으로 도덕  선악의 기 가 되며, 인간의 세의 삶과 앎은 결국 내세에 

한 믿음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교리는 자유의지와 

책임의 련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도덕  단을 유도한다. 즉, 나의 이성이 나

의 행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유의지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의

지는 오직 합리  숙고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그 다면 나는 나에게 향을 미

치는 인과  효력의 단순한 총합이 결코 아니다. 특히, 나는 스스로 나의 도덕  

단의 원천이어야 하며, 그러한 단에 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분의 악은 

인간의 이기성, 부도덕성, 탐욕의 결과이다. 죄가 우리를 노 로 만들고 있다는 논

리가 여기서 가능해진다.
30)

30)이상이 12월 12일에서 보여  죽음과 기독교에 한 

인식은 바로 이와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과 매우 흡사한 일면이 있다. 

이상이 12월 12일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

미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등을 놓고 정면으로 

30) 박경숙, 2004  세와 토마스 아퀴나스,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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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섰다. 사람의 인생이 동물의 그것과 구분되는 다른 무엇은 무엇이며, 그것을 

장하는 주체는 구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질문에 가능한 

해답 찾기의 하나 다. 기독교에 따르면,  존재로서 인격신인 하나님께 

을 돌리려는 목 과 계획에 따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만물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는데, 그에게는 

독특하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이성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

면서 감각기 을 통해 경험하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정리

하고 해석하며 밝힐 수 있다. 제한된 능력이지만, 논리 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은 신의 존재나 의지에 한 형이상학  질문들에 해서 때로는 침묵

해야 하고, 일종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어렴풋하게 감지할 뿐이다. 12
월 12일에서 이상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신의 선택이 자기운명의 결정  역할

을 함을 알게 되면서 신 앞에서 차 자신의 목을 꺾고 운명에 내재한 필연성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즉, 자기 운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참회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이상

을 차 기독교 인 세계에 근 해 간다. 즉, 12월 12일에서 이상은 토마스 아

퀴나스 식의 죽음과 기독교에 한 인식, 니체  허무의식과 버맨쉬에 매우 

가까이 가 있다. 

하지만 ｢종생기｣에서 이상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산호채 ’임을 발견한 후

로는 그것으로 기독의 자리를 체한다. ‘허망한 아궁이’에 불과하고, 그것이 자

신을 ‘모조기독’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상은 신본주의 인 기독교  구

원을 멀리하고, 인본주의 인 술인 문학으로 그 자리를 신 채워간다. 그 

가로 그는 자신의 ‘종생’을 바친다. 1935년의 인 ｢성천기행｣에서 그가 좋아한

다고 말한  가복음 1장 68 에서 71 에는 하나님이 주 수 그리스도를 보

내심은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 략)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

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라고  있다.   가복음 1장 78 에서 79 에

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로부터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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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

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고 어 있다. ｢종생기｣의 말미에서 종생을 맞는 이상은 

‘내 마음의 따뜻한 평화’가 그립다고 고 있는데(2:146), 당시 죽음의 그늘에 앉

아 있던 이상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그 ‘평강의 길’이 아니었을까 싶다.   

주제어 : 이상, 죽음, 신, 기독교, 니체, 버맨쉬, 허무주의, 술가

투고일(2017. 2. 1),  심사시작일(2017. 2. 9),  심사완료일(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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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ath, God, and Nietzschean reasoning in the novels

by Lee Sang
                                                               

                 Kim Mee Young*
31)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relevance between death and sin, deity or salvation and 

the Nietzschean reasoning that underlies Lee Sang’s novels. Lee Sang began his life as 

a writer after being diagnosed with tuberculosis. For this reason, he writes about death, 

the existence of God, destiny, and salvation in his first novel [December 12th]. Despite 

his illness and young age, his imminent death enabled him to reach the philosophical 

depth of Nietzsche. In Lee Sang’s works including novels, essays, and poems from 1930 

to 1933, he is acceptant towards Christianity and the existence of God. For instance, in 

his maiden work [December 12th], he embraces both Christianity and the Nietzschean 

nihilism. In fear for death, Lee Sang first seeks God’s salvation. However, he becomes 

devastated in that he cannot find the true meaning of life till the very end. While he 

gains the  ‘will to live’, he approaches Nietzsche’s idea of übermensch. However, Lee 

Sang’s view becomes pessimistic and anti-christian as his illness and love life 

deteriorates. In his last work [the Note of his end] written in the winter of 1936, Lee 

Sang seeks eternal life through his artwork instead of religious salvation. This is similar 

to Nietzsche’s later philosophical views to living forever through art. It is clear that 

Nietzschean reasoning and his premature death is the underlying basis for Lee Sang’s 

literary work.

Key Words : Lee Sang, death, God, Christianity, Nietzsche, übermensch, nihilism,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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