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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상(李箱) 문학의 역사철학적 연구

본 논문은 이상 문학의 성격을 새롭게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상 문학

안에 내포돼 있으나 충분히 논구되지 못한 역사적․정치적 요소들을 살펴 이상 문학의 역사철

학적 좌표를 도출해 내고,	 이를 근거로 그동안 이상 문학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온 몇몇 주제들

을 다시 탐구했다.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철학이란 ‘역사의 의미,	 법칙,	 방향에 대한 모종의 메타

서사’로 규정될 수 있다.	 ‘메타 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역사철학이 ‘역사라는 서사의 원리

에 대한 서사’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작가 혹은 작품이 ‘역사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작품

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 작가가 바람직한 ‘역사의식’의 소유자라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요컨대 역사성이 모든 작품의 숙명적 ‘조건’이라면,	 역사의식은 특정한 역사적 시

기를 살아가는 창작자의 체험적 ‘반응’이며,	 역사철학은 역사에 대한 당대의 통념을 거스르는

서사적 ‘구축’이다.	 	 	 	2장은 본론(3,	 4,	 5장)의 서론으로서,	 이상의 최초 발표작품인 ‘선에 관한 각서’	 연작을 대상

으로 이상의 역사철학적 사유의 밑그림을 재구성해본 작업이다.	 이 연작시는 사람이 빛보다 빨

리 달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몽상을 기하학적이면서도 비의적인 방식으로

표명한 작품이다.	 인간의 빛—되기에 대한 상상이 시간여행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근

대과학의 일반 공리들을 의문에 부치는 비판적 성찰로 이어지며,	 그 공리들 위에 구축돼 있는‘현재—과거—미래’라는 통념적 시간관을 재조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서,	 현재를 사는 인간의

삶에 인식적 충격과 상상력의 혁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 설계도—시의 핵

심적인 취지다.	 일단은 ‘빛’에 대한 시이되,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간관,	 새로운 인간관에 대한

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이상은 직선처럼 미래를 향해서만 흘러가는 근대적 시간과

는 달리 과거로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에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3장에서는 2장에 재구성한 이상의 역사철학적 설계도가 당대의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부

딪치면서 산출된 작품들을 분석했다.	 이상은 1930년 초에서 1937년 초까지 7년 동안 작품 활

동을 했다.	 이 기간은 만주사변(1931)에서 제1차 상해사변(1932)을 거쳐 중일전쟁(1937)에 이

르는 기간과 일치한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이상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둔감했

을 리 없음에도 그의 문학이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좌표는 그의 파격적인 문학적 스타일이나 떠

들썩한 스캔들에 가려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3장은 그의 작품에 새겨져 있는 1930년대 동아

시아 국제 정세의 흔적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 문학에 숨겨져 있는 정치성의 층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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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이상의 작품들에서 당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은밀한 참고와 주

의의 환기가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그간 주목받지 못한 몇몇 작품들이 이런

역사적 ‧ 정치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했다.	 	 	 	 	4장에서는 이상 문학 특유의 병리성을 그의 병력의 산물로 환원하지 않고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그의 역사철학적 구상과 그 좌절의 필연적 산물로 다시 읽었다.	 식민지 조선은 역사철

학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만주사변(1931)과 상해사변(1932)	 이후 조직화되기 시작한 식민지 본

국 역사철학의 예속적 객체 혹은 하위주체로 호명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 과정

에서 그에 걸맞은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피식민 주체들에게 부과되었음은 물론이다.	 역사의 의

미․법칙․방향에 대한 독자적인 메타 서사를 갖고 있는 주체에게 그와 같은 정체성의 강요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정체성의 분열을 낳을 것이다.	 이상의 초기 시인 이상한 가역반응 에

서부터 이미 나타나는 주체의 병리적 분열은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황(獚)’이라는 이름의 개를 소재로 한 이상의 미발표 유고 연작은 이상

문학의 병리성이 어떻게 역사적 정치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상 문학의 병리성은 의도된 병리성이고,	‘연기’와 ‘위장’의 한 양상이며,	 정치적 알레고리로 파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5장에서는 이상의 후기 작품들을 운명에 대한 성찰과 존재미학(aesthetic	 of	 existence)적 글

쓰기에의 시도로 규정했다.	 역사의 출구와 삶의 출구가 동시에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이상은‘운명’이라는 주제를 글쓰기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다.	 ｢역단｣과 ｢위독｣ 연작에서 이상은 운명

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쓰여 있는 삶을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천착했다.	 이후 이상이 시에서 소설로 이동하게 된 것,	 그중에서도 특히 연애담의 형식으로

이동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여러 편의 연애담에서 이상은 자신의 존재가 위기에 처해있음

을 토로하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품이 삶보다 앞서 나가서 삶을 미리 완성하도록 하

는 글쓰기를 시도한다.	 넓게 보면 이와 같은 글쓰기는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고자 한19세기

후반 댄디즘의 존재미학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당대의 역사철학적 지배담론을

끝까지 거절한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주체화(subjectification)	 전략이

자 문학적 실천의 마지막 형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핵심어	 :	 이상,	 역사철학,	 근대성,	 재현의 정치학,	 정체성,	 병리성,	알레고리,	 운명,	존재미학,	 주
체화

학번	 :	 2002—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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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사 검토

이상 문학 연구의 역사는 이제 연구자들을 세대별로 분류하고 그 연구의 경향성을 비교․

대조하는 일이 가능해졌을 만큼 두터워졌다.	 역사의 퇴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도 이

상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이 1년에 수십 편씩 제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 문학의 무엇이 이토록 연구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 아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텍스트가 품고 있는 의미의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본
래 문학 텍스트의 의미라는 것이 확인이나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대의 급진적인 해석학자들에 따르면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의 수만큼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란 원리적으로 무한하다.	 데리다와 그의 영향권 하에 있는 소위 예일학파 이론가들(폴 드 만,	
힐리스 밀러,	 제프리 하트만,	 해롤드 블룸)이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모든 주장은 그 안에 억압

돼 있는 내적 모순 때문에 해체될 수 있으므로 어떤 주장도 특권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고

단언한 것도 이미 3~40년 전의 일이다.	 이런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도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제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텍스트가 풍요롭다는 증례이므로,	
다양한 해석들 간의 경쟁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원리의 미학적 대응물로서 환영할 만한 사

태다.’	
그러나 텍스트의 의미란 곧 ‘작가의 의도’와 다른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해석이란 그 의도에

도달하는 일이라는 식의 주장이 오늘날 설득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

의 의도’와 다르지 않으므로 적절한 해석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순순

히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는,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중립적인

태도로,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	 사이에 ‘텍스트의 의도’가 존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가정한다.	텍스트의 의도를 가정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해석의

경우의 수가 무한하다는 명제를 앞문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불가능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명제까지 뒷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텍스트는 무한한 독서

를 야기하면서도 엉뚱한 독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 텍스트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는 말할 수 없지만 무엇이 그릇된 해석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1)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할 수

1)	움베르토 에코,	 해석의 한계,	김광현 옮김,	 열린책들,	 2009,	마니아판,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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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흔히 텍스트들은 작가들이 말하고자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지만 무절제한 독

자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은 것을 말한다.”2)	
왜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	 기왕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누구나 한번쯤은 느끼게 될

당혹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	 물론 다채로운 해석들 덕분에 하나의 텍스트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대목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제한된 시야를 반성하면서 텍스트 앞에 겸허

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공존할 수 없는 주장들이 서로에 대한 무

관심 속에서 제각각의 텍스트를 ‘창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독자는 해석학적 허무주의의 유

혹을 받기도 한다.	 ‘이상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보다도 ‘이상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도대

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독자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이미 지적한 대로 텍스트 자체의 불확실성에 있겠지만,	 기왕의 연구들에서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될 층위들이 간혹 뒤섞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져봄

직하다.	 독자가 어떤 텍스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특정

어휘의 의미를 몰라서 축자적인 해독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이 모여 이룬 문장이 이해불가일 경우도 있을 것이며,	 단어도 알고 문장도 이해되지

만 이것이 문학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이 세 가

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해보기로 한다.	
1)	 주석의 층위 :	 사실 확인 :	텍스트 확정2)	 해석의 층위 :	 의미 추론 :	텍스트 비판3)	 배치의 층위 :	 의의 부여 :	텍스트 사용

예컨대 처음 보는 텍스트가 앞에 있다면 독자는 세 가지 층위에 단계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첫째,	 주석annotation의 층위다.	 이 단계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들의 의

미를 밝혀내는 것이거나 텍스트가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 등

이 될 것이다.	 이것이 텍스트 확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

다.	 둘째,	 해석interpretation의 층위다.	 확인된 사실 위에서 의미를 추론해내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작업들이 겨냥하는 것은 텍스트 비판이다.	 여기서 ‘비판Kritik’은 칸트적인 의미로,	
즉 ‘능력들의 한계를 규정하는 작업’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판으로서의 해석은 텍스

트가 품고 있는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을 연구자가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어떤 서사narrative	 안으로 해소해버리는 일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한계(경계)를 엄

2)	움베르토 에코,	 위의 책,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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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규정함으로써 차라리 그 결정불가능성을 남겨두는 일이다.	 셋째,	 배치의 층위다.	 여기서

배치arrangement란 텍스트를 그것이 생산된 시공간적 맥락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놓아 또

다른 자리를 잡아주는 작업을 명명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다.	 이를테면 특정한 문학작품은,	 그것

이 정합적인 해석에 근거할 경우라는 전제 하에,	 전근대성 근대성 탈근대성의 맥락 속으로 다

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이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미’를 추론한 다음에 ‘의의’를 부여하는 단계

에 해당될 것이다.	 이 작업의 목표는 텍스트를 ‘확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에 있다.3)	
물론 이 세 층위가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돼 있다는 말은 진실이다.	 그러나 세 층위 사이에

단계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나중 단계의 작업이 이전 단계의 작업을 교정․보완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전 단계의 작업에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이후 단

계의 작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상누각이 된다.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다음 단계에서 처리하려 할 경우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주석

을 달아야 할 곳에서 해석을 시도할 경우 공존 불가능한 모순된 해석들이 공존하면서 텍스트를

미궁 속으로 빠뜨려 신비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층위의 연구일 것이다.	 90년대 후반 이래 이상 연구의 가장 주도적인

흐름을 이룬 것도 바로 이 층위의 연구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종국,	 이어령,	김윤식/이승
훈 등의 연구자들이 각고의 주석 작업 끝에 보다 더 진전된 텍스트를 제시해 왔지만 적지 않은

오류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 재생산된 대목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김
윤식4),	김주현5),	박현수6),	 조해옥7),	권영민8)	등의 작업들 덕분에 이제 이상 문학 텍스트 오류

들은 거의 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주현의 정본 이상문학전집(소명출판,	 초판,	2005)과 권영민 편 이상 전집(뿔,	 2009)은 연구자 개인의 각고의 노력의 성과이면서 최근 10
3)	 여기서 ‘사용’이라는 용어는 에코의 용례에서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제거하고 따른 것이다.	 그는“불명확한 텍스트를 대할 때,	 그것의 해석과 사용의 한계선은 매우 미묘해진다.”고 말하면서 비평가

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피네건의 경야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나무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다른 이들에 비해 당신은 작가의 염

원에 더 충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해석을 만들어 내는 이 엄청난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 고

생한 작가는 독서의 경로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텍스트는

당신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한 뒤에는 언제 그것을 사용했으며 언제 그것을 해석했는지 말해 주기를

요구한다.”	 앞의 책,	 146~7쪽.	우리는 충분히 정합적인 해석에 근거할 때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독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4)	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8
5)	김주현,	 이상 소설 연구,	 소명,	 1999
6)	박현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	 소명출판,	 2003
7)	 조해옥,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육체의식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2001.
8)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뿔,	 2010.



- 4 -

년간 이상 연구 성과의 총결산이라 할 만하다.	김주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상 텍스트의 오

류를 발견 수정해 왔고 그의 작업 이후 이상 텍스트 연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권영민은 전집을 출간하면서 이상 텍스트 연구를 동시에 출간했는

데 이 저서는 그간 ‘주석’과 ‘해석’의 층위에서 연구자들을 난항에 빠트렸던 구절들을 “‘해석적

주석’이라는 새로운 주해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두 층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대한 작업

을 시도했다.	 이제 이상 텍스트의 불확정성에 대한 모든 주석과 해석 작업은 이상의 거의 모든

텍스트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 이 연구서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9)	
이 방면의 연구에서 최근 성과들 중 개별적 사항들 몇 가지를 더 언급해 두기로 하자.	 해외

학자로서는 이례적이게도 이상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는 란명(蘭明)의
연구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간 해석의 층위에서 연구되어온 몇몇 대목들을 주석의 층위로 되

돌려 놓음으로써 기존 연구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도의 암

실 도입부에 나오는 백화문 문장 “離三茅閣路到北停車場 座黃布車去”는 그동안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해 왔는데,	 그는 이 문장에 나오는 “삼모각”,	 “북정거장”,	 “황포차”	등이 인위

적으로 창조된 비유가 아니라 당대에 실재한 대상들을 지칭한 것임을 밝혀냄으로써 그간의 ‘의
미 추론’들이 ‘사실 확인’의 단계를 건너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했다.10)	 소위 ‘황(獚)’	
연작시가 당대에 유행했던 개에 관한 담론들의 좌표 속에서 구상된 것임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

어 분석한 최근 연구도 엄밀히 말하면 해석 이전의 주석 단계에서 이루어진 성과라 할 것이

다.11)	 그간 이미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기도 하지만 일본의 전위 시 동인지 詩と

詩論(1928~1933)에 발표된 시들이 최근 한국어로 번역․소개되어 이상의 초기 일어시들이 그

작품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이 밝혀진 것도 이 층위에서의 연구 성과라 할 만하다.	 특
히 송민호는 그간 이상 전집에 수록돼 온 유고 원고 중 與田準一 과 月原橙一郞 이 이상의

작품이 아니라 1930년시집(일본시인협회,	 1930.	 6.	 8)에 수록돼 있는 두 일본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을 이상이 메모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12)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은 이 층위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 중 최근의 것들만 일부 정리

한 것이다.	 그밖에도 본고가 확인한 몇 가지 사실들도 사소하나마 이 층위에서 언급될 만한 종

류의 것이다.	 예컨대 이상이 조선과건축에 발표한 일어시들 중 magasin	 de	 nouveautés 의

9)	 이 책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대화적 논평은 개별 작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긴밀히 이루어질 것이다.	
10)	 란명,	 ｢이상 <지도의 암실>을 부유하는 상하이｣,	 란명 외 엮음,	 이상적 월경과 시의 생성,	 역
락,	 2010.
11)	 란명,	 ｢昭和제국의 담론공간과 李箱적 모더니즘｣,	 현대문학연구 32집,	 2010.	
12)	 송민호,	 ｢이상의 미발표 창작노트의 텍스트 확정 문제와 일본 문학 수용 양상｣,	 란명 외 엮음,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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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흔히 ‘신기한 물건들의 상점에서’	등으로 옮겨졌고 ‘백화점에서’를 뜻한다고 이해되어 왔

지만,	 ‘마가쟁 드 누보테’는 19세기 초반 파리의 아케이드에 포진해 있었던 상점들을 총칭하는

고유명사였다.	따라서 이 시의 제목은 단어별로 뜻을 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 그대로 ‘마
가쟁 드 누보테에서’로 옮겨야 한다.	또 이 상점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백화점의 전신 정도로서

아직 본격적인 백화점이 생기기 전에 존재했던 것인 만큼,	 이 시의 내용이 백화점의 내외부를

묘사한 것이라는 일반화된 해석들을 다시 검토해 보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그간 이

상의 조어(造語)라고 흔히 간주되어어 온 ‘역단(易斷)’이나 ‘지비(紙碑)’	 같은 단어들도 당대에

상용된 용어들이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전자는 ‘역을 판단하다’,	즉 ‘점을 치다’라는 뜻으

로,	 후자는 비석에 일생을 회고․정리하는 비문을 쓰듯 비장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써놓은 것을

뜻하는 은유로,	 다른 문헌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다.13)	
두 번째 층위,	즉 해석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이 첫 번째 층위,	즉 주석의 층위

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래왔다.	 ‘이
상문학회’의 지속적인 작업은 이 층위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이라고 할 만하다.14)	 그러

나 특히 이 해석의 층위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

면,	 이상의 선에 관한 각서 1 에 나오는 “고요히 나를 電子의 陽子로 하라”라는 구절에 대해,	
양성자를 뜻하는 양자(陽子)를,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이 되는 막스 플랑크(Max	 Planck)의 ‘양
자’(量子,	 quantum)와 혼동하여 시에 대한 과장된 의미부여가 반복된 전례를 들 수 있다.15)	 해
13)	 ‘역단’의 뜻은 김주현 편 전집의 주석에 적절히 지적돼 있는 대로 “역(易)에 의해 인간의 운명(길흉화복)을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역단하다’라는 동사형으로 사용되는 역학(易學)의 전문용어다.	‘지비’	 역시 ‘조어’라기보다는	 당대 독자들이 쉽게 그 뜻을 파악했을 ‘은유’	 정도로 받아들이는 편이

적절해 보인다.	 종이 위에,	마치 비석에 일생을 회고 ․ 정리하는 비문을 쓰듯,	 비장한 마음으로 무언

가를 써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 단어는 소설 ｢실화｣의 후반부에서 작중 화자가 유정(兪政,	 소설가

김유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이라는 인물을 회상하는 장면에서도 나온다.	 “밤이나 낮이나 그의

마음은 한없이 어두우리라.	 그러나 유정아!	너무 슬퍼마라.	너에게는 따로 할 일이 있느니라.	 이런 지

비(紙碑)가 붙어 있는 책상 앞이 유정에게 이어서는 생사의 기로다.”(전집 2,	 164쪽)	 ‘유정’이 자기

다짐의 문구를 적어 책상 앞에 붙여 둔 것을 가리켜 이상은 ‘지비’라 불렀다.	 일본 기후현 가이즈(海
津)시에는 ‘일본현대지비문학관’이 있는데,	무명 아마추어 작가들이 남긴 육필을 ‘지비’라 명명하고 전

시해 두고 있다.	 거의 하나의 보통명사처럼 굳어진 은유라고 할 만하다.	 [본고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

이 최근에 나온 저술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되기도 했다.	 “일본어에서는 이 말을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물이나 파묻혀 버린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적은 글’이라는 뜻으로 쓴다.	 이상은 이러한

뜻을 지닌 말을 자기 식으로 뜻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권영민,	 이상 문학의 비밀 13,	 민음사,	2012,	 356쪽.]
14)	 5호까지 출간된 부정기 학술지 이상 리뷰와 단행본 형식의 연구서 세 권 이상 소설 작품론(이상 리뷰 6),	 이상 시 작품론(이상 리뷰 7),	 이상 수필 작품론 (이상 리뷰 8)이 그 사례다.	
15)	김민수,	 ｢시각 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	권영민 편,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

사상사,	 1998.	뛰어난 논문의 사소한 실수이기는 하지만 이후 적지 않은 논문에서 이 실수가 답습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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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층위에서 흔히 벌어지는 혼란은 대부분 과잉해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사례들의 공통

점 중의 하나는 정신분석학에서 ‘전이’(轉移,	 transference)라고 부르는 현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점이다.16)	 이는 텍스트를 (라캉 정신분석학에서 분석가를 지칭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안다고

가정되는 주체’로 대하는 태도를 뜻한다.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구절 앞에서 연구자는 전이적

상황에 빠져들어서 어떤 곡예에 가까운 해석을 시도하면서도 그것이 텍스트의 본래 비밀임에

분명하다고,	 창작자는 이 모든 미래의 해석을 염두에 두고 천재적인 능력으로 그와 같은 수수

께끼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들은 이상이 어째서 인식

적 충격도 없고 미학적 효용도 없는 그런 무익한 수수께끼 놀이를 문학이라는 이름을 실천했을

까 하는 물음 앞에서 공허해지기 쉽다.	텍스트 내에서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을 분명히 해서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인 ‘텍스트 비판’이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다.	
불확정성의 영역은 차라리 새로운 실증적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주석의 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주의한다면 주석과 해석의 상호 작용은 세 번째 층위,	즉 새로운 배치의 가

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배치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범주는 근대지향성과 탈근대 지향성이라

는 ‘시간’	 혹은 ‘태도’의 축과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두 방향성의 축이다.	 배치로서의 연구

작업은 이상 텍스트에서 이 축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정밀하게 탐색함으로써 이상 문학이

어떤 벡터 위에 놓여 있는가를 살핀다.	 이상 문학을 ‘리얼리즘의 심화’	 작업으로 배치한 최재서

의 논의는 이 분야의 연구에서 맨 앞자리에 놓인다.	 그 이후에는 모더니즘이라는 축 위에 이상

문학을 배치하는 작업들이 주류를 형성해 왔거니와,	김유중의 연구는 모더니즘의 세계관과 역

사의식을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문학의 모더니즘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살핀 사례로 이 방

면의 연구로서는 하나의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보아도 좋다.17)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 문학의 모

더니즘적 특성과 그 의의를 벤야민(Benjamin)의 ‘산책가’	개념을 원용한 연구들의 기여 또한 적

지 않았고 그 덕분에 ‘경성 모더니즘’의 특질이 풍부하게 해명될 수 있었다.18)	 이 분야의 연구

16)	 “정신분석학적 전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주인/노예의 관계가 독서행위에서는 텍스트(주인)/독
자(노예)의 관계로 재구현된다.	 독자는 무의식적으로 텍스트를 ”모든 것을 아는 주체“로 가정하면서

텍스트와 전이 상태에 빠지며 텍스트에 대해 노예적 위치로 전락한다.”	 어도선,	 ｢라캉과 문학비평｣,	
김상환 ․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02,	 617쪽.	 	
17)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그

주변,	푸른사상,	 2006.
18)	 이 분야의 연구로는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다운샘,	 1997)이 가장 포

괄적이고도 심층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그 밖에도 서준섭,	 ｢모더니즘과 1930년대의 서울｣(한국학보 45,	 1986년 겨울)	 ;	 최혜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 연구｣(관악어문 13,	1988.12)	 ;	 신범순,	 ｢1930년대 모더니즘에서 산책가의 꿈과 재현의 붕괴｣,	 한국 현대시사의 매듭과

혼(민지사,	 1992)	 ;	 조영복,	 ｢근대성의 폭풍과 도시의 산책자｣,	 한국 현대시와 언어의 풍경(태학

사,1999)	등을 참조.	



- 7 -

는 이후 한국문학연구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문화사적 문학연구의 흐름을 선도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여전히 주종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상 문학을 근대와 탈근대라는 축 위에서 지

금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혁신적으로 재배치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최근 시도되고 있는데 특

히 신범순의 일련의 연구가 대표적이다.19)	 그의 저작은 그동안 좁게는 한국,	 넓게는 동아시아

의 지리적 범주 안에서 혹은 근대라는 시간적 좌표 위에서 다루어진 이상 문학을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적 좌표와 인류 단위의 정신사적 맥락 속에 배치하는데,	 이 방대한 작업

을 통해 이상 문학은 ‘근대를 초극하는 새로운 문명의 설계도’라는 사상사적 위치를 부여받게

된다.	 그 설계도는 연구자로 하여금 ‘무한정원’,	 ‘수염나비’,	 ‘초검선’	등의 새로운 개념들을 고안

하지 않을 수 없게 했을 만큼 근대의 인식적 지평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방민호의

최근 연구20)는 이상 문학을 ‘현해탄 콤플렉스’의 한 사례로 보는 오래된 배치의 시선을 벗어던

지고 이상 문학의 자립성과 독자성을 재배치한 사례로 주목받아 마땅한 논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신범순과 방민호 등의 작업이 보여준 것과 같이 이상 문학의 성격을 새롭게 재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상 문학 안에 내포돼 있으나 충분히 논구되지 못한 역

사적․정치적 요소들을 살펴 이상 문학의 역사철학적 좌표를 도출해 내고,	 이를 근거로 그동안

이상 문학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온 몇몇 주제들을 다시 탐구하기 위한 작업이다.	 	 	

19)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현암사,	 2007.	 이 외에도 신범순 외 공저,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역락,	 2006)과 신범순 외 공저,	 이상의 사상과 예술 -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

운 지평 2(신구문화사,	 2007)에는 이상의 텍스트를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좌표 위에

배치한 연구 사례들이 다수 있다.	
20)	 방민호,	 ｢한복을 입은 이상｣,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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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각

이상 문학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재서는 이상 추도식(1937년 5월 15일)에서 낭독한 글에서 “이상의 예술은 미완성”이라고 전

제하면서도 이상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최초로 규정했다.	 “시대의 비난과 조소

를 받는 인텔리의 개성 붕양(崩壤)에 표현을 주었다는 것은 일개의 시대적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혼란한 시대에 있어서 지식인이 살아나갈 방도에 대하여 간접적이나마 암

시와 교훈을 주는 바 또한 적지 않다.”21)	 최재서의 이와 같은 평가는 이상 문학의 가치를 폄하

하는 당대 일각의 시선에 맞서서 그를 옹호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지만,	 어쩌면 이 발언은 거꾸

로 읽어야 옳을지도 모른다.	 “일개의 시대적 기록”이라거나 “간접적이나마 암시와 교훈을 주는”	
작품이라거나 하는 유보적인 언사들을 눈여겨본다면,	 이 발언은 결국 이상 문학의 의의가 기록

적․간접적 가치,	 달리 말하면 징후적 가치 이상일 수는 없다는 논지로 읽히기도 한다.	 	 	
조연현은 유사한 평가를 한층 더 건조한 방식으로 제출한다.	 김기림에 의해 최초의 이상

선집(백양당,	 1949)이 출간된 해에 조연현은 이상 문학의 가장 특징적 결함이 “확립된 전체적

인 통일된 자기”가 없는 문학이라는 데 있으며 그런 연유로 이상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

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그 역시 이상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발 양보하는데,	 그는 그 ‘의의’를 “1930년대 조선이 가진 지적 딜레마”와의 관련

속에서 찾는다.	 “이상의 해체된 주체의 분신들은 서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근대정신이 이를

영도해 나아갈 민족적인 주체가 붕괴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붕괴는 우리의 근대정신의

최초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22)	말하자면,	 1930년대에 이르러 근대성에 대한 신뢰가 좌초

했고 그 때문에 미래를 기획할 “민족적인 주체”들이 붕괴했다는 것,	 이상 문학에 나타나는 특징

적 현상인 “주체의 해체”는 이를 “최초”로 정확히 반영해 냈다는 것이 이 발언의 골자다.	 	 	
이후에 숱한 이상론이 씌어졌음에도 이 두 사람의 입론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본 까닭은

두 사람이 일찍이 주목한 이상 문학의 ‘역사성’이라는 층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확인했다시피 두 사람의 평가는 유보적이다.	 이상 문학의 역사성은 ‘불행한

지식인의 기록’으로서 혹은 ‘붕괴된 근대정신의 반영’으로서만,	 즉 부정적인(negative)	 방식으로

만 그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았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평가로부터 이상 문학을 구제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이상 문학의 부정성을 그 자체로 긍정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입각점,	즉 모더

21)	 최재서,	 고 이상의 예술 ,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쪽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4	 :	 연
구 논문 모음,	 문학사상사,	 1995,	 15쪽에서 재인용)	 	
22)	 조연현,	 ｢근대정신의 해체｣,《문예》,	 1949,	 11.	김윤식 엮음,	 위의 책,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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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이라는 범주 속으로 이상 문학을 귀속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미
완’(최재서)적 요소와 ‘해체’(조연현)적 요소가 모더니즘의 본래적인 요소임을 논증하고,	 어떤 시

선에서는 ‘미달’로 보일 그런 요소들이 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특정한 세계관과 방법론의

온당한 산물임을 입증하는 것이 그와 같은 연구의 규범적 목표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이후 이상 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 역시 1992

년의 세계사적 격변 이후 모더니즘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진 추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실제로 90년대 이후에 (텍스트 확정 및 주석 작업에 대한 몇몇 연구자들의 헌신을 일단

논외로 한다면)	 이상 문학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시도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결국 모더니즘이라

는 범주 속에서 이상 문학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아 틀리지 않다.	 예컨대 연구의 취지

와 성과의 양 측면에서 이런 경향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한 연구는 앞세대의 연구들이 이상 문

학에 나타나는 “정신세계의 분열”이라는 “표층적인 양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결과적으로 그

것의 기반이 되는 심층적인 층위에 대한 논의를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

서 “이상 문학의 특성은 자의식의 위기가 근대 문명 자체에 대한 위기적 인식과 교묘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적절하게 지적한 바 있는데,23)	 이는 90년대 이후 이상 연

구의 핵심적인 입각점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입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2000년대의 이상

연구에서 이상 문학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진전되었는가 하는 물음에는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라는 제한적인 프레임조차도 벗어나서 이상

문학의 가치-정립적 성격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단서를 찾으려고 할 때 새삼스럽게 다시 주목되는 것은 김기림의 과감한 발언들

이다.	앞서 검토한 최재서나 조연현과 거의 같은 시기에 김기림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상

문학을 배치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최재서가 추도사를 낭독한 직후에 김기림은 고 이상의 추

억 (조광,	 1937,	 6)을 발표하였고,	 해방 이후 출간한 시집 바다와 나비(신문화연구소,	 1946)
에 이상에게 바치는 시 쥬피타 추방 을 수록했으며,	 조연현이 이상에 대해 유보적인 평가를

내린 그 해에 그는 이상 선집(백양당,	 1949)을 출간하면서 이상의 모습과 예술 이라는 제목

의 서문을 얹었다.	김기림이 쓴 문장들은,	 그가 이상의 절친한 벗이자 문학적 동지였다는 사실

을 감안한다 해도,	 언뜻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는 인상을 줄 만하다.	 예컨대 1937년의 글에서

그는 “상은 한 번도 잉크로 시를 쓴 일은 없다.	 상의 시에는 언제든지 상의 피가 임리(淋漓)하
다.	 그는 스스로 제 혈관을 짜서 ‘시대의 혈서’를 쓴 것이다.”라고 적었고,	 1946년의 시에서는

이상을 일러 “세기의 아픈 상처”라 애도했으며,	 1949년의 글에서는 이상의 문학은 시대의 깊은

상처에 부딪쳐서 참담한 신음소리를 토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역사적 의의를 의심하지 않았다.
23)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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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나 조연현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상 문학의 역사성을 인정한 반면,	 김기림은 이상

문학의 본질이 애초부터 “시대”	 혹은 “세기”와의 적극적인 투쟁에 있었고 그의 죽음은 그 투쟁

의 귀결임을 힘주어 강조한다.	 이런 입장은 이후 수십 년간 축적된 이상 연구사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 적극적인 것에 속한다.	 이를 단지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만은 없게 하는 것도 김

기림이 들려주고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1935년 6월에 점증하는 파

시즘의 위협에 맞서는 ‘문화옹호국제작가대회’가 파리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흥분한 사람은 이상이었다.	또 그는 이상이 일본 니시간다 경찰서에서 “비로소 존경할 만한 일

인 지하운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이상에게는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의미심장하게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김기림이 이상을 일러 “인생과 조국과 시대와 그리고 인류의 거룩한 순

교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상이 갖고 있었던 넓은 의미의 역사철학이 동시대의 근대지향성과 전

통지향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외적인 것에 속하는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짐작

해볼 만하다.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개념화해볼 수 있을까.	 최재서/조연현은 이상의 문학이 특

정 시대에 탄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①‘역사성(historicity)’에 대해 말했다.	
작품이 특정한 시대를 반영하고 또 그 시대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게 되도록 만드는 작품 내의

요소를 ‘역사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역사적인(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
들의 숙명이 그러하듯 불가피한 것이다.	 극도로 탈역사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작품도 바로 그렇

다는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다면 앞서 검토한 모더니즘적 프레

임이 (이상을 포함한)	 모더니즘 문학의 ②‘역사의식’을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

서 ‘역사의식’이란 한 시대를 총체적으로 관류하는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을 의미한다.”24)	 이
규정은 한 사회의 ‘집합적 의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달리 한 개인에게 ‘역사의식’이란 ‘현
재의 역사 진행에 대한 체험적 반응과 그에 대한 자기의식’	 정도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재의 역사 진행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것

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 과거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개선을 도모하는 반성적 태

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성’이 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역사의식’은 그 자체로 긍정

적인 자질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③‘역사철학’이란 무엇인가.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역
사의 의미,	 법칙,	 방향에 대한 모종의 메타 서사’로 규정될 수 있다.	 ‘메타 서사’라고 부를 수 있

는 것은 역사철학이 ‘역사라는 서사의 원리에 대한 서사’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작가 혹은 작품

이 역사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작품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 작가가 바람직한 역사

의식의 소유자라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요컨대 역사성이 (숙명적)	 ‘조건’이라면 역

24)	김유중,	앞의 책,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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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식은 (체험적)	 ‘반응’이며 역사철학은 (서사적)	 ‘구축’이다.	 김기림의 발언이 의미심장한 것

은 그가 이상 문학과 관련해서 역사철학적 층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당연하다는 듯이 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림의 이런 표현들을 보기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그중 신범순의 연구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파편적인 이미지의 조각들”처럼 보이는(그래서 최재서와 조연현이 미

완성의 문학이라고 본)	 이상의 텍스트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가 붕괴되었을 때 발견

되는 조각들처럼 전체적으로 이어 맞출 수 있는 의미의 장대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

을 갖고 그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도했다.25)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이상

의 역사철학을 재구성하는 작업인데 저자는 그 작업의 실마리를 그동안 거의 주목된 바 없는

어떤 증언에서 찾는다.	 문종혁은 이상이 스무 살 무렵에 들려준 ‘구술 소설’의 내용을 기억해서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아이가 초원에서 나비를 잡으러 뛰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

고 만다.	 동해도선(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운행하는)	 특급열차의 기관사인 아이의 아버지는

비보를 듣고 넋을 잃은 채 기차를 운전하다가 정거장을 지나치고 질주하고,	급기야 어느 임시

열차와 충돌하고 마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그 임시열차에는 마침 일본과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방일한 외국의 특명대사가 타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과 상대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고 백 년 동안 계속된 그 전쟁 때문에 마침내 양국은 전멸한다.26)	
이것이 이상의 창작이 아니라 김동인의 첫 장편이자 미완성 소설인 태평행(太平行) 27)의

각색임을 최초로 밝혀낸 저자는 “이상은 여기서 ‘나비’(우주자연의 상징)와 ‘기차’(근대문명의 상

징)의 대비 속에 ‘나비효과’	 이상의 메시지를 감춰놓는다.	 비록 구술로 끝난 것이지만 이 이야

기 속에서 ‘나비’로 표상되는 자연의 힘을 무시한 문명의 길은 총체적인 몰락에 이른다고 경고

하는 것 같다.”고 일단 읽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동인-이상의 이 이야기가 카오스

이론의 주창자들에 의해 50년 뒤에나 정식화되는 ‘나비효과’	 이론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김동인과 이상이 로렌츠보다 50여 년 전에 그러한 카오스적 나비효과에 대한 생각

을 소설로 쓰거나 구술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며 이상이 “‘근대초극’적 사상을 선취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근거로 제시한다.28)	 이 입론은 이상에게서 역사철학이라는 것이 과연 존

25)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역사시대의 종말과 제4세대 문명의 꿈,	 현암사,	 2007,	10쪽.	
26)	 문종혁,	 ｢심심산천에 묻어주오｣,	 김유중 ․ 김주현 엮음,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124-6쪽.
27)	 문예공론 2호(1929년 6월)에 첫 회를 실었고 이후 중외일보로 지면을 옮겨서 1931년 8월14일부터 연재를 재개했다.	 이 미완성 소설은 김동인 전집(전 16권,	 조선일보사,	 1988)	 제3권에 수

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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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데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이상의 ‘구술 소설’에서 나비 한 마리가 불러일으킨 귀결이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일본과 어느 나라 사이의 전쟁과 전멸이라는 점은 특별히 흥미롭다.	 이상에게서 ‘역사의

기차’는 다만 파국을 향해 질주한다.	 이는 근대적 역사철학을 포기하고 신화시대로의 복귀를 설

파한 파시즘과도,	진보에 대한 믿음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당대의 마

르크시스트나 모더니스트들과도 다른,	 이상 특유의 역사철학적 좌표가 존재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상의 역사철학과 유용하게 비교될 만한 사례는 비슷한 시기의

유럽에서 자신의 역사철학을 세공하고 있었던 발터 벤야민의 독특한 역사철학이다.	잘 알려진

대로 “신화적인 역사이론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작업”은 벤야민 필생의 과제였는데,	벤야민 당대

에 그 신화의 핵은 ‘진보’라는 관념이었다.	 그는 파시즘의 신화와도 싸워야 했지만,	 기술의 진보

와 역사의 진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전자가 곧 후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던 당대의 노동계급

및 사민주의자들과의 신화와도 싸워야 했다.	 그래서 그는 미완성 유작인 아케이드 프로젝트(Das	 Passagen-Werk)의 한 대목([N2_2])에서 그 저작의 방법론적 목표 중 하나를 ‘진보 이념을

제거한 역사적 유물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천명해야 했다.29)	
이런 맥락에서 벤야민은 다음과 같은 ‘기차’의 비유를 제시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이상의‘기차’와 흥미롭게 비교해 볼만하다.	 “마르크스는 혁명이 세계사의 기관차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사정은 그와는 아주 다를지 모른다.	 아마 혁명은 이 기차에 탄 승객(즉,	 인류)들이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려는 시도일 것이다.”30)	 역사의 기차가 해방 혹은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

해서 달리고 있다는 ‘진보의 신화’는 당대의 진보주의자들의 절박한 신념이었을 것이다.	벤야민

은 그 기차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이상은 그 기차는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

다.	 그러나 벤야민이 자신의 역사철학을 ‘진보 이념을 제거한 역사유물론’이라고 천명한 데 반

해,	 이상은 자신의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식민지 검열 권력의 상시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천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쩌면 가장 사소하고 무

의미해 보이는 작품들 속에,	 혹은 성가 높은 작품들에서 흔히 간과되기 일쑤였던 암호나 농담

같은 구절 속에,	 혹은 인용 가치가 의심스러워 참고자료 정도로만 간주되어 온 지인들의 회고

28)	 신범순,	앞의 책,	 32-7쪽.	
29)	 “진보 이념을 자체 내에서 무효화해온 역사유물론을 제시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방법론적 목

표 중의 하나로 봐도 좋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역사유물론이 부르주아적 사유 습관과 명확하게 분

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역사유물론의 기본 개념은 진보가 아니라 현실화(Aktualisierung)이다.”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5,	 1051쪽.	 [번역 수정]	 	 	
30)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관련 노트들｣,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	길,	 2008,	 356쪽.	 [번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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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속에,	쪼개지고 흩어진 채 숨어 있을 것이다.31)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상의 텍스트를 살펴보기로 한다.	 (1)설계도의 세

계:	 근대의 핵심이자 진보의 동력이라 간주되었던 과학이 거의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떠받들어

질 때,32)	 이상은 과학의 언어로 과학을 심문하고 다른 세계를 꿈꾸는 각서를 적어 내려갔다.	‘선에 관한 각서’	 연작시에 대한 해명은 이 작품이 이상의 역사철학적 설계도라는 진단(신범순)
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오감도의 세계:	 그러나 이상은 자신의 역사철학을 적극적

으로 개진하기보다는 그 실현을 억압하는 당대의 암울한 현실과 먼저 맞닥뜨려야 했다.	 근대의

편집증적 질주를 내려다보는 오감도 시제1호 를 위시한 이 연작시의 몇몇 시편들은 진보주의

적 역사철학의 반례들을 적발하는 데 바쳐져 있고 이런 부류의 작업은 이상 자신이 ‘오감도’의
성취에 당당히 빗댄 가외가전 에까지 지속된다.	 그 전언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이런 작품들

에서 ‘은폐–역사성’33)을 발견해내는 것은 향후 이상 연구의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	 (3)투시도

의 세계:	 진보의 신화를 벗기고 근대의 폭력적 질주와 맞서는 작업은 이상의 동경 체류 시절

유고들에서 투시의 방법론과 만난다.	 “왜 나는 미끈하게 솟아 있는 근대건축의 위용을 보면서

먼저 철근철골,	 시멘트와 세사,	 이것부터 선뜩하니 감응하느냐는 말이다.”( 종생기 )	 제국의 수

도인 동경에서 그가 식민지 변두리의 풍경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이런 맥락에서

31)	 달리 말하면 이상의 모든 텍스트는 그것이 ‘연기’	 혹은 ‘위장’	 중인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일제 말기 문학

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역사철학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문학이 근본적으로 수사학적

이라는 사실이 일제 말기 한국문학 앞에서는 더욱 더 깊이 음미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의 문학을

독해하는 데 있어 ‘연기’나 ‘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있는 그대로’	 담론과 텍스트를 읽는 것은 문학

연구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일이나 다름없다.”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10쪽-11쪽.	 	
32)	 바로 이 대목에서 이상은 김기림과도 다른 자리에 서 있었다.	김기림은 “1930년대 후반부터 자

신의 비평을 통해 더듬어가던 과학적 합리주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더 강렬하게 밀어붙이고 있

었다.	 (중략)	 서구의 근대적 과학적 태도를 수용하는 것만이 새로운 시대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

것이다.”(신범순,	앞의 책,	 37쪽)	 그리고 이는 김기림만의 고집은 아니었다.	 ‘과학에 대한 신앙’은 근

대문학의 주역들 대부분의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서양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나 과학에 대한 배교(背敎)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김기림은 근대의 종언을 승인하면서도 과

학정신의 계승을 제창했고 김남천은 만주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과학,	 공학,	 산업의 힘을 추

인했다.	 한국 근대문화에는 많이 이데올로기적 이종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과학에 대한 신앙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황종연,	 과학과 신화 ,	 탕아를 위한 비평,	 문학동네,	 2012,	 514쪽)
33)	 사회학자 김홍중이 엘리아데의 ‘은폐종교성’(탈신비화되고 세속화된 근대적 세계에 기왕의 종교

적 상징,	 이미지,	 열정 등이 모양을 바꾸어 잔존하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개념)을 변주해서

다듬은 개념이다.	 “이상이 자신의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 텍스트의 은폐–역사성(Crypto-historicity)의 역설적 증거로 읽을 수도 있다.	 (중략)	 이상의 텍스

트는 마치 역사의 진공에서 쓰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의 텍스트에 부재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직접적 재현일 뿐이다.”	 김홍중,	 ｢13인의 아해－한국 모더니티의 코러스｣,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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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따져봐야 될 대목이다.	
이쯤에서 이상이 서구 유럽의 지식인이 아니라 동아시아 변방의 피식민 주체였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만약 자신의 역사철학적 구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개진하거나 실천하기에 수월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식민지 조선은 역사철학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만주사변(1931)과 상해사변(1932)	 이후 조직화되기 시작한)	 식민지 본국 역사철학

의 예속적 객체(식민지 개발의 객체)이거나 하위주체(대륙 침략의 협력자)로 호명될 수밖에 없

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에 걸맞은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피식민 주체들에게 부

과되었음은 물론이다.	 역사의 의미․법칙․방향에 대한 독자적인 메타 서사를 갖고 있는 주체

에게 그와 같은 정체성의 강요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정체성의 분열 혼란 갈등을 낳을 것

이다.34)	 이런 맥락 속에서 이상의 글쓰기는 또 하나의 층위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갖게 되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이상 텍스트 특유의 ‘병리성’이 바로 그와 관련돼 있다.	1950년대 이래로 이 층위에 대한 연구는 그의 독특하고 기괴한 개인사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병리성에 접근하는 시각은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의 병리성은 개인적 병증의 고백이 아니라 집단적 병증의 선언으로 반영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는 점이다.	 1970년대 이후 문화이론 영역에서 폭넓게 전유되고 있는‘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대한 담론을 참조해 볼 만하다.	 이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부당한 취급이나 대우를 경험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인식하게

된 자신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이론과 태도.’	 이를 더 간명하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노력들.’	 이상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병리성이 집단적 병증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글쓰기

의 층위에서 수행된,	 피식민 주체들의 ‘정체성 정치학’적 실천의 일환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식민지 본국으로부터 강요된 정체화(identification)가 결코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	 그 정체화는

필연적으로 잉여,	불순물,	 기형 등의 형상을 낳으면서 오염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상의 텍스트는 반복적으로 상영한다.	 그 병리성은 의도된 병리성이고,	 ‘연기’와 ‘위장’의 한 양상

이며,	 정치적 알레고리로 파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일 수 있다.	
이상의 글쓰기를 텍스트의 층위에서 이루어진 정체성 정치의 일환으로 파악할 때 주목할

34)	 호미 바바의 문화의 위치(1994)는 이 주제를 다룬 가장 유력한 문헌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러나 그의 입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의 분열 혼란 갈등이 피식민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식민

주체 자신에게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 대목이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피식민

주체의 저항적 실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호미 바바의 입

론은 논쟁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으며 실제로 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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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대목은 그의 ‘병리성’이 주로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에서의)	 ‘환상성’과 결합된다는 점이다.	
환상성은 ‘충동(drive)’의 심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정체화의 균열과 실패를 사유할 수

있는 심리학의 한 영역이고,	프로이트에 의해 ‘섬뜩함(the	 uncanny)’이라고 규정된 바 있는 정서

적 효과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미학의 한 흥미로운 대상이기도 하며,	또한 ‘억압된 것의 귀환’이
라 규정되는 어떤 전복성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테마이기도 하다.	 오늘날 그 외연이

불분명한 상태로 널리 유통되고 있는 ‘환상시’라는 개념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이상의 오감도

연작 중 일부 시편들은 한국시사에 등장한 최초의 환상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경

우 그 환상성은 ‘신체의 파편화’,	 ‘동물–되기’,	 ‘분신의 출현’	등과 같은 하위 모티프를 거느리는

데,	 이와 같은 모티프들이 어떤 의미에서 피식민 주체의 정체성 정치를 징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상 문학의 병리성을 정치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이상 문학의 또 하나의 층위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아내

였던 변동림은 이상이 동경에서 쓴 글들을 ‘매문용으로 만든 꽁트식 잡문’일 뿐이라고 일소에

붙인 바 있다.35)	 변동림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상의 후기 작품들 중 대부분이 시시콜콜한 연

애 시비로 시종한다는 사실은 언뜻 독자를 난감하게 하는 데가 있다.	 그의 작품 전체 분량 중

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그 연애 관련 글쓰기들을 가장 소홀하게 대하게 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상의 역사철학적 사유는 피식민 주체라는 숙명적 한계 속에서

좌초했고,	 그의 병리학적 알레고리의 글쓰기는 그 작의를 이해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서 폄

하되었으므로,	 그는 사소설적 글쓰기의 세계로 하강했고 자신의 재능을 탕진하다가 종생하고

말았다는 것.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언급을 참조해보건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상적

좌절감이야말로 식민지 지식인의 모든 생활 속에 우울한 그늘을 깃들게 한다.	 심지어는 여인과

의 사랑 문제마저도 이 그늘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이 그늘을 거둬내려는 열정적인 시도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36)	말하

자면 이상의 연애담들은 앞에서 말한 ‘역사철학’적 글쓰기나 ‘정체성 정치학’적 글쓰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의 ‘실천’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실천의 층위를 넓게는‘주체화’의 실천,	좁게는 ‘존재미학’적 실천이라고 명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체화’라는

용어는,	앞에서 언급한,	 식민지 본국에서 강요하는 ‘정체화’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바로 이 둘

의 차이 속에 주체화의 핵심이 놓여 있다.	 	
35)	 김향안(변동림),	 ｢이상(理想)에서 창조된 이상(李箱)｣(1986~7),	 김유중․김주현 엮음,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182쪽.
36)	 신범순,	앞의 책,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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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시의 역사철학적 좌표와 반근대주의의 양상

:	 삼차각 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연작을 중심으로

이상은 20세 되던 해인 1929년에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발령받으면서 직장을

얻었고,	 조선과건축의 표지 도안 현상모집에 당선되면서 학창 시절 이래의 예술적 재능을 인

정받았다.	덕분에 그는 첫 작품인 12월 12일을 총독부 홍보지인 조선에 이듬해부터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한 해 뒤에는 조선과건축의 ‘만필’	코너에 그의 실험적인 시를 마음

껏 게재할 수 있었다.	 일어시 수십 편을 게재하는 와중에 두 편의 단편소설 또한 조선 지면

에 발표하지만 이 작품들은 그 작의(作意)가 지나치게 은밀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난삽

해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상대성 이론을 넘나드는 내용 덕분에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흥미를 자

극해온 이 시기의 시와는 달리,	 연구자들의 폭넓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여기까지를 이상 문

학의 ‘1단계’라고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약 2년간의 공백을 가진 다음 그는 박태원과 이태준의 후의에 힘입어 《조선중앙일보》에

시를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삼천 편에 이르는 작품들 중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30편을

추려 ‘오감도’라는 타이틀을 붙여 연재를 시작한다.	 이 시들은 당대 일본의 가장 전위적인 모더

니즘의 문법조차도 넘어선 것으로 보일 만큼 파격적이었기 때문에37)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미

의식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웠고 연재는 15편에서 중단된다.	 1934년의 이 소동은 아마도 한

국어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아방가르드적 실천에 해당할 것이다.38)	 비록 중단되기는 했

지만 이상 글쓰기의 핵심 요소들이 이 15편 안에 산포돼 있다.	 ‘오감도’	 연작을 이상 문학의 ‘2
단계’의 상징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이상 문학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1936년이다.	 1936년에 발표된 두 개의 연작시는

각각 ‘역단(易斷)’과 ‘위독(危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불행한 운명을 점치고(‘역단’)	생활의

현황을 근심하는(‘위독’)	 이 두 연작은 모두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산문시 형태를 갖추면서 ‘오
감도’와는 사뭇 다른 형식미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시기 시를 이상은 스스로 탐탁지 않아 했으

며 이 무렵부터 그는 방향을 틀어 소설에 주력하기 시작한다.39)	 4년 만에 다시 시작된 소설쓰

37)	 일본의 모더니즘 시 동인지 詩と詩論(1928~1933)에 발표된 시들이 최근 한국어로 번역․소개
되어 이상의 초기 일어시들이 그 작품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란명(蘭明)	외 엮
음,	 이상적 월경과 시의 생성(역락,	 2010)의 부록 참조.	
38)	 ‘오감도 연재’라는 사건의 아방가르드적 성격에 대해서는 최현희,	 ｢이상과 아방가르드｣,	 신범순
외 공저,	 이상의 사상과 예술—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2(신구문화사,	 2007)를 참조할 것.	 	
39)	 그는 1936년 연말에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위독’에 대하여도―.	 사
실 나는 요새 그따위 시 밖에 써지지 않는구려.	 차라리 그래서 철저히 소설을 쓸 결심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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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지주회시 와 날개 를 낳았고 이 작품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이상 문학의 짧은 제3기는

온전히 소설에 바쳐진다.	 그러나 그의 ‘산문 시대’는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고작 몇 달간 지

속되었을 뿐이며 종생기 나 실화 등의 문제작은 모두 유고로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살핀 이

상 문학의 세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기 	 	 	 	 	 	 	 	 	 	 	 	 	 	 	 	 	 	 	 2기 	 	 	 	 	 	 	 	 	 	 	 	 	 	 	 	 	 3기

12월 12일 ―→ 조선과건축 일어시 ―→	 ‘오감도’	 연작 ―→	 ‘역단’,	 ‘위독’	 연작 ―→ 산문시대1930년 결핵 1931-2년 1934년 1936년 1936-7년	 	 	 	 	 	 	 	 	 	 	 	 	 	 	 	 	 	 	 	 	 	 	 	 	 	 ↓ ↓ ↓	 	 	 	 	 	 	 	 	 	 	 	 	 	 	 	 	 	 	 	 	 	 	 지도의 암실 지주회시 종생기	 	 	 	 	 	 	 	 	 	 	 	 	 	 	 	 	 	 	 	 	 	 	 휴업과 사정 날개 실화

이상이 발표한 작품들 중에서 그가 가장 먼저 쓰기 시작한 시는 선에 관한 각서 1 (이하,	
각서 1 )이다.40)	 이 시기의 시들에 이상은 꼬박꼬박 탈고 날짜를 명기해 두었는데,	 각서 1
의 끝머리에는 이채롭게도 두 개의 날짜(1931년 5월 31일,	 1931년 9월 11일)가 적혀 있다.	 5월31일에 미완성 상태로나마 일단락을 지었고 9월 11일에 마저 완성한 정황을 적어둔 것으로 추

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그가 최초로 집필하기 시작한 시에다가 “각서”라는 제목을 붙였

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 시들로 그는 자기 자신과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총 일곱 편의 약속의 시를 쓰고 여기에 “삼차각 설계도”라는 이름

을 붙였다.	 그는 자신의 약속 혹은 다짐을 모은 글이 ‘설계도’라는 이름에 값하는 어떤 정교한

건축적 완성도를 얻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설계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짐작

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선,	 삼차각,	 설계도와 같은 말들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친절한 것이다.	“선”의 경우에는 시의 내용을 참조할 때 가장 1차적으로는 ‘광선(빛)’을 뜻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삼차각”	 같은 경우는 숫제 다른 곳에서 사용된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의 조어가 아닐까 짐작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래서인지 삼차각 설계도—선에 관한

각서 연작과 본격적으로 대결한 연구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손에 꼽을 정도다.41)	
40)	앞으로 이상의 모든 텍스트는 권영민 편,	 이상 전집(뿔,	 2010)	총 네 권을 저본으로 삼아 인

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따로 수정 사항을 밝힌다.	 이하 ‘전집’으로 약칭함.
41)	 최근의 사례로는 다음 논의들을 참고할 만하다.	 장석원,	 ｢이상 시의 ‘과학’과 다성성｣,	 이상 리

뷰 3호,	 역락,	 2004	 ;	송민호,	 ｢이상의 ‘선에 관한 각서’에 나타난 시공간 차원과 분신의 주제｣,	 이
상 리뷰,	 5호,	 역락,	 2006	 ;	권희철,	 ｢이상 시에 나타난 비대칭 짝패들과 거울 이미지에 관한 몇 가

지 주석｣,	 이상문학회 편,	 이상 시 작품론,	 역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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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해한 연작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상의 사상적 가치”42)를 탐문한다는 점에서 기왕의 이상 문학 연구사를 통틀어 가장 이

채롭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최근의 한 연구에서 신범순은 바로 이 ‘삼차각 설계도’	 연작시에 대

한 해명을 자신의 방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전모를 이 자리에서 개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논점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그는 (그리

고 그에 따르면 이상 역시)	 근대를 “역사시대의 데카당스적 단계”(12쪽)로 인식한다.	 근대를 그

마지막 단계로 포함하는 ‘역사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역사시대 이전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다

양한 관점으로 광대한 하늘의 우주적 시각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규정했다.	 그들은 이 땅의 서

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개체를 하나의 우주적 관계망 속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끈이 끊어지면서 역사시대의 인간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물질적 경험적 인식을 통해서만

그러한 것의 관계를 더듬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11쪽)	 이 과정에서 근대인은 “숨겨진 전

체성 속에서 개체를 인식하는 능력”(같은 곳)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주적 하늘과 분

리된 평면적 인식의 세계”(12쪽)가 도래하게 된다.	 그리고 ‘사상가’로서의 이상은 “그 평면으로

부터 더 높은 차원을 향한 인식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더 광막한 우주적 인식을 통해서 더 높

은 차원의 세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같은 곳)	 하는 문제를 자신의 문학적 화두로 삼았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 하에서 신범순은 이상의 ‘삼차각 설계도’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에

나선다.	
‘삼차각’이란 말은 바로 이렇게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공간기호학적 기호로 제시된

것이다.	 그것은 평면의 서로 다른 개체인 ‘가’와 ‘나’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묶이게 되

는 ‘다’	 지점을 향한 각도를 가리킨다.	 (중략)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각도이며,	 그렇게 해

서 형성된 하나의 세계인 ‘하늘땅’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상승되는 각도이기도 한 것이다.	
이 두 각도는 각기 서로 다른 세 개의 각도를 결합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43)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서론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상의 사상에 대한 저자의 재구성 작업은

방대한 규모로 발전해나간다.	 ‘삼차각’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 설계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간

과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체계가 요청되는데,	 이상이 난해한 시로 단지 그 편린을 드러내놓

은 데 그친 그 인식 체계를 오늘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상이 갖고 있지 못했던 개념들을

42)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역사시대의 종말과 제4세대 문명의 꿈,	 현암사,	 2007,	7쪽.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1)짧은 간접인용의 경우 본문에 괄호를 열어 쪽수만 표시하고 2)긴
직접 인용의 경우 독립적으로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한다.	
43)	 신범순,	 위의 책,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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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해내야 한다.	 그중에서 이상이 자신의 시에 (개념 없이)	 드러낸 ‘방법’과 ‘지향’을 각각 지

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 개념만을 인용해 보자.	 이상이 여러 번 강조해서 주장한 ‘빛보다 빨리

달아나기’라는 그의 ‘방법’은 “초검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물질적인 운동의

극한인 광선을 초월한 운동선”(28쪽)	 혹은 “광선보다 무한대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무한적

인 운동선”(149쪽)을 뜻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이와 같은 ‘초검선적 운동’이라는 발상 안에

는 인간에 대한 이상의 새로운 가치 규정이 내포돼 있는데 이를 저자는 “초검선적 휴머니

즘”(28쪽)으로 명명한다.	 “빛의 물리학 한계 안으로 점차 축소되어가는 근대세계의 사유와 삶에

맞서면서 그는 사람의 삶(운동선)이 그러한 물질적 한계(그 극대치인 광선까지도 포함해서)를
초월한 것임을 시적인 수학과 시적인 기하학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같은 곳)	 요컨대 ‘초검선

적 휴머니즘’이란 근대적 가치체계에 속박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새로운 휴머니즘적 프로

그램인 셈이다.	
한편 이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를 개념화하기 위해 저자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다.	 이것은 한자어 ‘無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우리말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무’와 ‘한’
이라는 말의 울림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절한 의미를 새겨 넣은 말이다.	 ‘무’는 “비물질 세계를

활짝 열어주는 문이며,	 거기서 모든 것이 새롭게 생명력을 얻어 다시 태어나는 자궁이고,	 그 안

에서 모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집”(148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이 ‘무’에
담긴 것들은 단순한 집합의 상태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계(界)”(같은 곳)를 형성하여 “유기적인 전체,	 조화롭게 통합된 ‘하나’의 세계”(같은 곳)가 되기 때

문에 ‘한’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무+한’으로서의 ‘무한’이라는 개념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 무

한의 세계를 추구하는 주체는 “우주를 자신의 정원으로 여기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같은 곳)
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주체에게 이 무한의 세계는 일종의 ‘정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이상이 꿈꾸었던 세계에 저자가 붙여준 이름이자 이 연구 전체의 중추가

되는 핵심 개념인 “무한정원”이 등장하게 된다.	 이 ‘무한정원’에 대한 이상의 추구와 그를 위해

구축된 그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제4세대 문명”(14쪽 외 여러 곳)의 도래를 겨냥한 것인데,	저
자에 따르면 이상의 이와 같은 사상적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찍이 가져본 적이 없는 진정한 근

대 초극의 사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는 이상의 ‘삼차각 설계도’	 시편 안에 ‘근대 초극’을 위한 사상의 설계도가 표명되어 있

다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일단 출발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시를 검토하기 전에 새

삼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선에 관한 각서’가 개별적인 일곱 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전체

가 연작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이 두 사실의 함의는 이렇다.	첫째,	 연작이 개별적인 일곱 편의

시로 구성돼 있다는 말은 각각의 시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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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은 시 한 편의 전언이 시 안에서 1차적으로 마감되도록 돼 있다

는 것을 뜻한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고 뒤의 시들이 앞의 시의 의미를 보완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뒤의 시를 참조하지 않으면 앞의 시가 이해될 수 없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둘째,	 전체가 연작을 이룬다는 것은 일곱 편의 시를 순차적으로 읽어나가야 한다는 뜻이

다.	앞의 시가 먼저 말한 것에 근거해야만 뒤의 시가 이해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뒤의 시

를 해석하기 곤란할 때 독자가 무엇보다 먼저 참조해야 할 것은,	 시 바깥의 기하학․물리학 담

론이기 이전에,	 이전 시가 제시한 정보들이다.	 이런 지침에 근거해서 연작시를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선에관한각서 1 을 검토하자.	 이 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요약될 수 있다.	“이 시는 전후반부가 상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전반부는 100개의 구체와 그에 대한 간략한 설

명(세 개의 명제가 붙어 있다)이며,	 후반부(‘스펙톨’이라는 부분 이후)는 광선과 그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44)	첫머리에서 이상은 대뜸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연작시

의 문을 연다.	
① 	 	 	 	 1	 	 	 	 2	 	 	 	 3	 	 	 	 4	 	 	 	 5	 	 	 	 6	 	 	 	 7	 	 	 	 8	 	 	 	 9	 	 	 	 0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0	 	 	 • • • • • • • • • •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선행 연구들이 설득력 있게 주장한 바대로

이 그림이 ‘데카르트 좌표계’45)를 연상케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텍

44)	 신범순,	 위의 책,	 135쪽.
45)	 주지하다시피	 유클리드 이후 데카르트는 기하학과 대수학을 결합함으로써 기하학에 혁명을 가

져왔다.	 “데카르트는 공간을 수로 번역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번역을 이용해서 기하학을 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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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내부에 있지는 않다.	 다만 일반적인 데카르트 좌표계의 형태와 이 그림이 시각적으로 유

사하다는 것을 감지하는 데서 촉발된 반응일 뿐이다.	 이 그림은 데카르트 좌표계를 표현한 것

이 맞을까?	 일단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결정적인 이유는,	
이 그림이 데카르트 좌표계의 일반적인 형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주
지하다시피 데카르트 좌표계는 수평선 X축과 수직선 Y축의 교차점을 원점 0으로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상의 위 그림은 그것과 같지 않으며 이를 데카르트 좌표계와 동일한 것으로 만

들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수정해야 한다.	 1)X축에 해당하는 맨 위의 숫자 열을 맨 아래쪽으로

내려야 하고,	 2)Y축에 해당하는 숫자 열에서 숫자의 배열 순서를 원문의 역순으로 바꾸어야 하

며,	 3)두 축 모두에서 출발점이 되는 숫자를 1이 아니라 0으로 바꿔야 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원래 그림의 형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데카르트 좌표계에 가깝게 그린 것이다.)
9	 	 	 • • • • • • • • • •8	 	 	 • • • • • • • • • •7	 	 	 • • • • • • • • • •6	 	 	 • • • • • • • • • •5	 	 	 • • • • • • • • • •4	 	 	 • • • • • • • • • •3	 	 	 • • • • • • • • • •2	 	 	 • • • • • • • • • •

으로 재구성했다.”(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유클리드의 창—기하학 이야기,	 전대호 옮김,	 까치,	2002,	 91쪽)	 그는 x축(수평선)과 y축(수직선)을 그려서 공간을 그래프로 변환시킨다.	덕분에 평면 위

의 모든 점을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해 (x,	 y)라는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데카르트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s)라 한다.	 이 발상 덕분에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들을 대수학적으로 단

순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	 y좌표는 항상 동일한 방식으

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관계는 이를테면 ax+by+c=0과 같은 방정식(a,	 b,	 c는 직선

별로 다르게 결정되는 상수들)으로 표현된다.	뒤집어 말하면 (x,	 y)로 표현되는 어떤 점은 앞의 방정

식을 만족시킬 때에만 그 직선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리스 수학이 다룬 모든 곡선들이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타원,	쌍곡선,	 포물선 등의 곡선들이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

를 나타내는 간단한 방정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같은 책,	93쪽)	 예컨대 원에 대한 유클리드의 정의는 이렇다.	 “원은 한 선으로[즉 곡선으로]	 도니 평면도형으

로,	 원의 내부의 어떤 한 점―그 점은 중심이라고 부른다―에서 원 위로 그은 모든 선분이 서로 같

다.”	 다음은 이보다 훨씬 간단한 데카르트의 정의이다.	 “원은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x와 y이다.	 x+y=r ,	 이때 r은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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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0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건축기사 이상이 데카르트 좌표계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이상은 자신의 그림을 위와 같

이 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자는 애초의 그림을 보고 그것을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왜 이상은 데카르트 좌표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은 무엇을 그린 것인가.	 이 그림은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특정‘위치’에 놓여 있다.	 이는 이 그림이 특정한 ‘맥락’	 안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맥락은 해석학적으로 ‘제한’돼 있다.	 위치는 맥락을 형성하고 맥락은 해

석을 제한한다.	 이상은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했고,	 이
그림 이후에 괄호로 묶은 문장들을 제시했다.	 이 괄호는,	괄호 속에 묶인 문장들이 시의 전언을

이끌고 나가는 구절들이 아니라,	앞의 그림에 종속돼 있는 문장임을 알려준다.	 이 구절들이 앞

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이 ‘해석학적 제한’에 근거해서 그림을 이해하라는 것이 이상이

독자들에게 제공한 지침이다.	 아래 세 문장은 순차적으로 저 그림을 설명한다.	 	
② (우주는멱에의하는멱에의한다)(사람은숫자를버리라)(고요하게나를전자의양자로하라)46)
1행은 ‘우주’에 대해 말한다.	 구문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의미에 대해서는 기왕의 주석들이

대체로 합의에 도달해 있다.	 ‘멱(羃)’은 ‘거듭제곱’을 뜻하므로 “멱에 의하는 멱”은 곧 ‘거듭제곱

의 거듭제곱’을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절은 ‘우주는 무한하다’는 의미를 갖

는다는 것이다.	 그림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문장의 주어가 “우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 독자는 이상의 그림이 우주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근거해 그려진 ‘우주

의 축도’라고 이해할 수 있게 유도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그림에는 숫자로 이루어진

46)	 일본어 시는 전집 1에 수록돼 있는 현대어 번역을 따라 인용한다(이견이 있을 경우 번역을

수정하고 이를 각주에 밝힌다).	 기왕의 이상 전집들에 수록돼 온 최초 번역자들의 번역을 따르지 않

고 전집 1의 현대어 번역을 따르는 것이 학문적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	 원문 자체가

일어로 쓰인 시이므로 최초 번역자(‘선에 관한 각서’	 연작의 경우 임종국)의 번역이 원문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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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가 있으며 0에서 9까지의 숫자들이 까만 점들을 ‘가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각적 형

상 덕분에 독자는 이 그림이 어떤 대상을 유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그림은 우주의 축도를,	데카르트 좌표계에 근거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방법론,	즉 2차원 평

면을 이용한 방법론에 가까운 발상으로 그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이 그림 뒤에

곧바로 ‘우주는 무한하다’라는 문장을 쓴 것은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와

같은 좌표체계에 반대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행은 ‘사람’에 대해 말한다.	 시인은 1행에서 선언한 바에 근거해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

다.	 “사람은 숫자를 버리라.”	 우주는 무한하므로 우주를 규정하려드는 부질없는 작업을 그만두

라는 취지로 읽힌다.	 그 부질없는 작업은 ‘숫자’와 관련돼 있는데,	말하자면 숫자로 상징되는 어

떤 인식체계를 포기하라는 권유인 셈이다.47)	 (이 연작시 전체에 의지해 미리 판단해도 좋다면

이 ‘인식체계’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인식 일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에 적용해 본다면,	 이 구절은 그림에서 가로와 세로를 메우면서 까만 점들을 감싸고

있는 저 숫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라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나면 그림에서는

오로지 까만 점들만이 남는다.	무한한 우주에서,	 그 우주를 유한한 것으로 규정하려드는 숫자를

지우면 남는,	저 까만 점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3행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짐

작할 수 있다.	
3행은 ‘나’에 대해 말한다.	 ‘우주’에 대한 선언(1행)과 ‘사람’을 향한 권유(2행)를 잇는 것은‘나’의 소망(3행)이다.	 그 소망의 내용은 이렇다.	 ‘고요하게 전자의 양자(陽子)가 되고 싶다.’	 이

소망의 의미를 캐기 전에 기초적인 사실들을 재확인하자.	 물질의 기본 단위를 원자(atom)라고

한다(물론 오늘날의 과학은 더 작은 최소 단위 입자인 ‘쿼크’를 발견해냈지만 그것은 이 시가

발표된 시점 훨씬 이후의 일이다).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양
자陽子)로 이뤄진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이
것이 양자역학적 발상의 표명이라는 일각의 오해와는 달리48))	 일단은 존재의 최소단위인 원자

47)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주의 무한대의 크기에 비해 인간이 합리성 또는 과학성이라

는 것을 내세워 계산하고 따지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한다.	 여기서 숫자는 인간 존재의 유

한성에 대한 표식일 수밖에 없다.”(권영민,	 전집 1,	 274쪽)	
48)	 이상은 분명히	 ‘양자(陽子)’라고 적었다.	 이는 양성자의 일본식 명칭이다.	 이 양자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이 되는 막스 플랑크(Max	 Planck)의 그 ‘양자(量子,	 quantum)’가 아니다.	 이를 혼동할 때 다

음과 같은 부적절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다.	 “이상은 이러한 현대물리학의 입장 속에서 자아,	 즉‘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이성과 통제의 근대적 질서를 벗어나 양자와 같이 ‘자유롭게 빛

의 속도로’	 존재하는 자아의 발견이 바로 그것이다.”(박승희,	 ｢이상 시의 형상언어적 의미와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집,	 2006,	 149쪽)	 다음도 같은 오류를 범

한 사례다.	 “<고요하게 나를 전자의 양자로 하라>라는 것은 이상 자신이 결정체적인 원자적 존재로

서 ‘나’가 아닌 감지하지 못하는 ‘빛의 속도로 고요하게 여행하는’(전자적 미립자와 파장의 이중성격

을 지닌)	양자적 존재임을 표명한 일종의 ‘새로운 자아 선언문’이었던 것이다.”(김민수,	 ｢시각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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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그림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주의 축도로 그려진 원래 그림에서 2행의 권유에 따라 숫자를 지우면 남는 까만 점

들,	 이것이 바로 시인이 3행에서 스스로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양자’의 형상일 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독해는,	 이 시가 개별적으로 완성돼 있는 한 편의 시라는 것,	 그러므로 이 시의1차적인 의미는 이 시 안에서 일단 완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도입부의 그

림과 그 뒤를 괄호 안의 문장을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하면서 읽

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어떤 해석학적 원칙을 따라본 독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차
적인 독해일 뿐,	 이 시의 복잡하고 심오한 함의는 다른 연작시들과의 총체적인 연관 속에서 다

시 보완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 연작시를 개별적으로 모두 검토

한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기로

한다.	 이상은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에 대해서 세 문장으로 부연했다.	 세 문장은 범주의 층위

에서는 ‘우주⊃사람⊃나’의 구조로 되어 있고,	 논리의 층위에서는 ‘선언→명령→소망’의 구조로

돼 있다.	 이를 다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그림[=근대적 인식 체계가 우주를 인식하는 패러다임]
1)	 [그러나]	우주˙ ˙ 는 무한하다 [선언]2)	 [그러므로]	 사람˙ ˙ 은 숫자를 버려야 한다 [명령]	3)	 [그렇다면]	 나̇는 고요히 전자의 양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망]

그런데 “전자의 양자”가 되고 싶다는 이 소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일단은 논리적으로도 문

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거니와49),	 그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무한한 우주의 어느 한 곳에서

측면에서 본 이상 시의 혁명성｣,	권영민 편,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49)	 기왕의 연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은 그 문제를 지적해 두자.	 “전자의 양자”(電子の陽子)는 사실

상 이상한 표현이다.	 원자 안에 전자와 원자핵(중성자+양자)이 있으니 원자의 전자,	 원자의 중성자,	
원자의 양자와 같은 표현은 성립 가능하다.	 그러나 즉 전자는 중성자나 양(성)자와는 포함 관계를 맺

고 있지 않다.	 전자의 중성자 혹은 전자의 양자 같은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게도,	 “전자의 양자”라는 구절은 ‘전자⊃양자’의 관계를 함축하는 구절이므

로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이다.	 기왕의 연구들은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고

의로 무시했다.	 이 대목의 애매성을 무시하게 되면 다음처럼 서로 정반대되는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고,	 어느 쪽이 더 맥락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논의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김명환은“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원자핵 속에 칩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바깥세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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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하게 원자의 상태에 이르고 싶다는 이 소망은 여러모로 기이해 보인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시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 한 편의 개별적 시라면,	 이 기이한 소망의 실체는 최소한으로라도

일단 이 시 안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보다시피 이 시는 ‘양자’가 되고 싶다는 이 기이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만방에 공표하는 ‘각서’인데,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은 어째서

그런 소망이 시인을 사로잡게 되었으며 또 그 소망의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주제로 한

자문자답에 가깝다.	 당겨 말하자면,	 원자(중에서도 양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아래에서 보게

되겠지만)	 빛이 되고 싶다는 2단계의 소망,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만 감행될 수 있는 과거

로의 시간여행이라는 3단계의 소망을 차례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1단계의 소망일뿐이다.	
이어지는 대목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③

스펙톨50)
④

축X	 축Y	 축Z
이 두 행은 2단계의 소망인 ‘빛-되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빛이라는 소재를 이 시에 도입하

고 있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는 이 짧은 두 행을 전후로 이상이 해왔고 또 하려는 말이 불친절

한 방식으로 압축돼 있다.	 이상은 빛에 대해 새삼스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분광기(③)에 통과시켰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빛이라고,	 일반적인 근대인은 그 빛의 운

동을 3차원의 공간(④)	 속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고 위의 두 줄에서 언급한다.	 그러나 오늘

날(1931년)의 과학은 3차원 이상을 인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준다.	 도입부 그림이 표상하

와 전자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한다.”(김명환,	 174쪽)	 이는 “전자”에 방점을 찍은 해석

이며 “양자”의 존재는 간과되고 만다.	 한편 권영민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물체의 핵심 구조인 원

자구조로 축소하여 설명한 것”으로 “모든 사물의 기본적인 속성(원자의 종류)이 바로 원자핵에 있는

이 양성자[양자]의 숫자로 결정”되므로 문제의 구절은 “우주 공간의 주체로 서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

한 대목”이라고 읽는다.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뿔,	 2009,	 104쪽)	 이는 “양자”에 방점을 찍은

해석이고 또 그런 한에서 논리적인 정합성도 확보돼 있는 해석이지만,	 “양자”	앞에 어째서 “전자의”
라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했는지는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	 	 	
50)	 원문은 “スペクトル”(스페쿠토루)인데 이는 전집 1의 주석이 밝힌 대로 ‘분광(기)’(spectrum)를
뜻하는 프랑스어인 spectre의 일본식 표기다.	 기왕의 전집들은 이를 최초 번역자가 옮긴 대로 “스펙
톨”로 표기하고 있는데,	 본래 일본어 발음과도 맞지 않고 ‘스펙트럼’(영)이나 ‘스펙트르’(불)와도 거리

가 있어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 시점에서 이 시의 이 대목을 번역한다면 오늘날의 표기에 맞

게 ‘스펙트럼’이라고 옮겨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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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차원 평면 좌표에 의한 인식체계가 허망한 것이라면,	 3차원에서 운동을 인식하는 일반적인(즉,	뉴턴의)	 인식체계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함축돼 있다.	 그는 이제 빛과 관

련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바로 4차원에서의 운동,	즉 이미 당시 매체에 소개되어

대중적인 판본으로 퍼져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멀게나마 관련돼 있는 흥미로운 상

상을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51)	 그리고 이는 3단계의 소망,	즉 과거로의 시간여행에 대한 상상

이다.	 이어지는 대목을 보자.	
⑤

속도etc의통제예컨대빛은매초당300,000킬로미터달아나는것이확실하다면사람의발명은매

초당600,000킬로미터달아날수없다는법은물론없다.	 그것을몇십배몇백배몇천배몇만배몇억배몇

조배하면사람은수십년수백년수천년수억년수조년의태고의사실이보여질것이아닌가,/그것을또

끊임없이붕괴하는것이라고하는가,	 원자는원자이고원자이고원자이다,	 생리작용은변이하는것

인가,	 원자는원자가아니고원자가아니고원자가아니다,	 방사는붕괴인가,	 사람은영겁인영겁을살

수있는것52)은생명은생도아니고명도아니고빛인것이라는 것이다.	 [빗금은 인용자]
이 대목에서부터 이상은,	 원자‑되기(1단계)와 빛‑되기(2단계)라는 소망을 피력한 것에 덧붙

여서,	 시간여행이라는 3단계의 소망을 4차원 프레임 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위 단락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속도의 통제”라는 주제를 다룬다.	 속도는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시간여

행의 가능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당대에 상식적으로 통용된 논의의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

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것,	 그러나 “사람의 발명은 매

초당 60만 킬로미터로 달아날 수 없다는 법은 물론 없다”는 것.	 “없다는 법은 물론 없다”라는

이중 부정문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는 다음과 같은 제

안이 담겨 잇다.	 ‘사람은 수많은 것을 발명해 왔다.	 빛보다 빨리 달리는 법을 발명하지 말란 법

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발명이 성공해서 빛보다 2배 빨

리 달아날 수 있게 된다면,	 아니 몇 십 배에서 몇 조 배까지 더 빨리 날아날 수 있게 된다면,	
51)	 아인슈타인은 1922년 11월 18일에 일본을 방문했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당대의 언론들은 아인

슈타인과 그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 형식으로 비중 있게 내보냈다.	 다음 사례를 참

조.	 ｢아인스타인의 상대성원리｣(1~7),	 동아일보,	 1922년 2월 22일~3월 3일까지.	 	 	
52)	 전집 1에는 “살릴 수 있는 것”이라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김주현 편 정본 이상문학전집 1	
시(소명출판사,	 2009))의 표기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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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십 년에서 수조 년에 이르는 ”태고의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후반부는 그렇지 않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대목에도 논리가 없지는 않다.	 그 논리란,	 다소 뜬금없이 등장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붕괴”와 “방사”의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이 대목의 구

문 층위에서 발견되는 어떤 규칙성이다.	 의문문과 평서문이 교대로 등장한다는 것이 그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질문과 대답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다음과 같이 배열해서 다시

적어보면 이 점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a)	 그것을 또 끊임없이 붕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a‘)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며 원자이다.b)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b‘)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며 원자가 아니다.c)	 방사는 붕괴인가?c‘)	 사람이 영겁인 영겁을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생도 아니고 명도 아니고 빛이기 때문이

다.
이 문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하기는 어렵다.	 a)에서의 “붕괴”,	 b)에서의 “변이”,	 c)에서의“방사”의 주체(주어)가 무엇인지를 적어도 이 시 안에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붕괴와 변

이와 방사의 주체는 우주인가 사람인가 원자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의 첫 소설 12월 12일의
후반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일말의 힌트를 제공할 따름이다.	 “그의 가슴에서는 맺혔

던 화산이 소리 없이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 뜨거운 느낌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무엇인가 변형된(혹은 사각형의)	태양 적갈색의 광선을 방사하며 붕괴되어가는 역사의

때 아닌 여명을 고하는 것을 그는 볼 수 있는 것도 같았다.”53)(강조 인용자)	 이 구절을 보건대

이상이 붕괴,	 변이,	 방사 등을 운위할 때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	 혹은 우주라는 ‘공간’의)	 ‘몰
락’과 연계돼 있다는 점 정도를 가까스로 유추해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몰락

의 와중에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구절이 이런 맥락에서라면 이해가 된다.	 c‘)“사람이

영겁인 영겁을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생도 아니고 명도 아니고 빛이기 때문이다.”	 어떤 몰락

의 와중에도,	 사람은 빛이 되어 영겁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그는 품고 있는 것일 터다.	

53)	김주현 편,	 이상 단편선—날개,	 문학과지성사,	 2005,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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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취각의미각과미각의취각

⑦

(입체에의절망에의한탄생)(운동에의절망에의한탄생)(지구는빈집일경우봉건시대가눈물이나리만큼그립다)	 	
마지막 두 연이다.	 아무런 맥락의 제시도 없이 던져져 있는 ⑥ 역시 괴팍한 구절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시 안에서 이 구절의 앞부분이 만들고

있는 맥락을 종적으로 참고하거나,	 혹은 다른 시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표현을 횡적으로 참고하

는 방법뿐일 것이다.	 종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 구절 앞에서 이상이 ‘빛’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 취각/미각 운운의 저의는 빛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횡적인 맥락

에서는 이상이 황의 기—작품제2번 에 적어놓은 “나의 식욕은 일차방정식같이 간단하였다/	 나
는 곧잘 색채를 삼키곤 한다/	투명한 광선 앞에서 나의 미각은 거리낌 없이 표정한다/	 나의 공

복은 음향에 공명한다—예컨대 나이프를 떨군다”와 같은 구절이 눈에 띤다.	 이 구절에서 이상

은 “색채”와 “광선”과 “음향”	등처럼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식욕/미각/공복”의 대상인

것처럼 느끼는 감각의 착란 현상을 서술했다.	 이 종적/횡적 맥락을 종합해서 ⑥의 의미 범위를

좁혀 본다면,	 이상은 사람이 빛이 되거나 혹은 빛보다 빨리 달릴 경우 그의 감각체계(특히 “취
각”과 “미각”)에 어떤 착란이 올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상의 일단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이처럼 빛—되기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이 ⑦에 밝혀져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것은 기왕의 연구들이 논의해 온 바대로,	 “입체”(3차원 좌표)와 “운동”(뉴턴의 역학)이라는

근대적 인식체계에 대한 환멸일 것이다.	 우리는 ‘근대’라고 표현했지만 30년대의 이상에게 이‘근대’는 결국 ‘현재’	 혹은 ‘현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이어서,	 지구가 텅 빈 것처럼 외로울 때는 과거(봉건시대)가 그립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현재 혹은 현실에 절망한 사람은 도래할 미래에 자신의 희망을 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보’	 혹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은 현재 혹

은 현실에 절망하면서도 오히려 과거로 눈을 돌린다.	 (그는 굳이 “봉건시대”라고 적어서 자신의

지향이 ‘반(反)근대’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빛보다 빨리 달리기를 그가 그토록 꿈꾸

었던 이유가 된다.	 빛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과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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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한 기하학의 언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듯 보이는 이 시에서,	 미래의 ‘진보’	 혹은 ‘혁명’
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빛보다 빨리 달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일을 믿겠다는 이상의 역사철

학적 지향을 추출해내는 일은 이렇듯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것이 단지 현실에 절망한 이의

퇴행적 향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닌지는 각서 1 의 각론이 되는 선에 관한 각서 2~7까지를

마저 살펴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연작의 나머지 시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구절들이 곳곳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전언을 담고 있는 몇 개

의 명제를 추려내서 하나의 서사를 구축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두자면 이 연작

시의 핵심 소재는 제목이 말해주는 바대로 “(광)선”이고,	 이 소재를 형상화한 근본적인 상상력

은 ‘인간의 빛(광선)—되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1922년 아인슈타인 방일(訪日)54)
을 계기로 상대성이론이 대중적 화제가 된 정황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연작시의 발표

순서를 일부 어기는 것이 허락된다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①유클리드 기하학은 볼록렌즈를 이용한 불장난과 유사하게 인문의 뇌수를 마른풀처럼 소

각한다[각서 2]	 :	 근대과학의 근간이 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인간의 상상력을 3차원 공간에

제약한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먼저 제시된다.	
②근대과학의 공리에 입각한 “입체”와 “운동”에 대한 사유는 사람을 절망하게 한다[각서 1]	:	 그래서 이상은 우주는 무한하므로 사람은 숫자를 버리고 객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근대과학에 대한 절망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이를테면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

는 축을 도입함으로써 열리는 4차원에 대한 과학(상대성이론)이 그 “탄생”에 기여할 수 있다[각
서 1]	 :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면 사람이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을 발

명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고 이상은 꿈꾼다.	
④빛보다 빨리 달려 사람이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그는 현재의 자신보다 어린 과거의 그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각서 1,	 각서 5]	 :	 이상은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을 통해 젊어지는

데 성공한 파우스트 이야기를 인유하면서 자신의 ‘빛—되기’에 대한 상상을 ‘파우스트(되기)를
즐기기’라고 재치 있게 명명하는데,	덧붙이기를 그 속도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여러 층위의 과

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무수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⑤그래서 사람은 “전등형(全等形)형의 체조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각서 5]	 :	 이 연작시에

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인 이것을 신범순은 “과거의 모든 나를 모두 ‘나’의 전체적 구성에

참여시키는 것,	 ‘나’의 이러한 총체적 춤이야말로 이 시의 ‘선’에 내포된 시적 물리학,	 초월적 물

54)	 아인슈타인은 1922년 11월 18일에 일본을 방문했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당대의 언론들은 아인

슈타인과 그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 형식으로 비중 있게 내보냈다.	 일례로 다음을

참조.	 ｢아인스타인의 상대성원리｣(1~7),	 동아일보,	 1922년 2월 22일~3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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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의 주제이다.	 이것만이 이상이 생각한 진정한 사람의 삶,	즉 참다운 휴머니즘이 되는 것이

다.”55)라고 풀이한다.	 이 해석은 ‘전등형’이라는 단어가 이상의 조어일 것이라는 (그동안의 모든

연구들이 합의해 온)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등형’이란

수학에서 ‘합동’(congruent	 figures)이라는 개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56)	 그러

나 앞의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상이 “전등형의 체조”라는 표현에 의지해 말하려 한 것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무수한 ‘나’들과 ‘합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요청,	 그
와 같은 현재와 과거의 “전체적 구성”이 어떤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의 표명이

었을 것이다.	
⑥“사람은 달아난다,	빠르게 달아나서 영원에 살고 과거를 애무하고 과거로부터 다시 그 과

거에 산다,	 동심이여,	 동심이여,	 충족될 수 없는 영원의 동심이여.”[각서 5]	 :	 과거의 나를 만나

는 일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이후 이상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영원”이라는 세계에 대한 열

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덧붙여 피력한다.	 이런 기대는 어린 아이 같은 “동심”의 기

대인데,	 이는 물론 실제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는 인류의 “동심”에 해당

하는 근원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다.	
⑦사람은 빛을 가져야 하는데 시각의 이름을 가지는 것은 그 계획의 출발점이 된다[각서 7]	:	 인간의 ‘빛—되기’에 대한 꿈을 피력해 온 이상이 연작의 마지막 시에서는 인간의 ‘빛—가지

기’에 대해 말한다.	 빛이 될 수 없다면 빛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것,	 빛을 가진다는 것은

빛에 관한 지금까지의 상상들에 근거하는,	 근대 과학의 불모성과 근대적 인간의 협소성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채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이 그 시각에 직접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직선처럼 미래를 향해서

만 흘러가는 근대적 시간과는 달리 과거로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에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발

견하는 시각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에 관한 각서 연작은 일단은 ‘빛’에 대한 시이되,	 궁극

적으로는 새로운 시간관,	 새로운 인간관에 대한 시로 간주될 수 있다.	 인간의 빛—되기에 대한

상상이 시간여행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근대과학의 일반 공리들을 의문에 부치는 비

판적 성찰로 이어지며,	 그 공리들 위에 구축돼 있는 ‘현재—과거—미래’라는 통념적 시간관을

재조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서,	 현재를 사는 인간의 삶에 인식적 충격과 상상력의 혁신을 초래

하는 결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 설계도—시의 한 취지였을 것이다.	난폭한 기호와 고압적인

명령문들이 출몰하는 이 연작시는 이런 의미에서 이후 이상 문학의 관념적 설계도로 간주될 여

지가 있어 보인다.	 	 	 	 	
55)	 신범순,	앞의 책,	 162쪽.	
56)	 온라인 중영사전인 http://www.websaru.com에서 ‘전등형’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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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선에 관한 각서 연작을 한 번에 완성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각서 1 을 쓰고 각

서 2 를 시작하기 전에 ‘조감도’	 계열시에 착수했다.	 자신의 ‘설계도’를 당대 현실과 대조해보고

싶은 욕구가 ‘조감도’의 세계로 그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뒤 그가 처

음으로 일간지에 시를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연재시의 타이틀은 ‘조감

도’(1931)가 아니라 ‘오감도’(1934)로 바뀐다.	 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만주사변(1931)과 상해사변(1932)이 잇달아 발발하고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가 암살되었으며 일본 내의

정당정치 체제는 붕괴한다.57)	범아시아주의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호전적인 군국주의 세력이

패권을 쥐면서 동아시아는 전쟁의 시간으로 진입해 들어간다.	 이상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조감도’라는 중립적인 제목을 버리고,	 “시각의 이름”을 발명하라는 자신의 선언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불길한 까마귀의 시각으로 당대 현실을 내려다본다는 의미의 ‘오감도’라는 제목을 채택

했다.	 그러나 ‘오감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두 사변 직후 발표된 1932년 작품들을 먼저 검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57)	 1932년에 정당내각 체제를 종식시킨 이누카이 총리의 암살은,	 비록 일본에는 나치당에 준하는

파쇼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차이는 있지만,	 1933년 독일의 나치 집권에 비견되는 일로 평가된

다.	 이안 부루마,	 근대 일본,	 최은봉 옮김,	 을유문화사,	 2004,	 9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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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재로서의 역사와 현실 재현의 정치학

(1)	 만주․상해 관련 텍스트의 현실 참조 양상

:	 ‘건축무한육면각체’	 계열시를 중심으로

	

앞에서 이상의 작품 활동을 세 시기로 나눈바 있다.	 이 세 시기를 일별해 보면 흥미로운 특

징이 하나 발견된다.	 ‘군용장화’라는 이미지가 세 시기의 작품에서 각각 1회씩 반복적으로 등장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58)	 이 이미지들을 문맥으로부터 고립시켜 이를 곧바로 ‘군국주의’로 연결

시키는 것은 확실히 경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이 이상 문학에 접근할 때

우리가 흔히 놓치곤 했던 층위 하나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이 작품 활동을

한 시기는 1930년 초에서 1937년 초에 이르는 7년인데,	 이 시기는 만주사변(1931)에서 제1차
상해사변(1932)을 거쳐 중일전쟁(1937)에 이르는 기간과 일치한다.	 “만주사변 이후 1936년까지5년 동안 이런 국수주의와 파벌주의가 결합하여 일본은 온건파가 발붙이기 힘든 위험한 장소

가 되었다.”59)	말하자면 이 기간은 이후 발발할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동아시아의 비극적 운명

을 예비한 결정적인 7년이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이상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둔감했을 리 없음에도 그의 문학이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좌표는 그의 파격적인 문학적 스타일

이나 좌충우돌의 개인사에 가려 응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상의 문학을 1930년대의 역사적

좌표 속에서 읽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잠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일반론을 경유

해 보기로 한다.	
다음 두 가지 물음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상은 그의 텍스트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둘째,	 이상은 그의 텍스트를 어떤 원리로 제작했는가?	 전자의 물음을 묻는 독자는 이상의 텍스

트에서 ‘재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상을 읽게 될 것이고,	 후자의 질문을

던지는 독자는 같은 텍스트에서 ‘구성의 원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상을 읽게 될 것이다.	범
박하게 말하면 전자와 후자는 각각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요구하는 독서의 관행이다.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질문이 상대적으로 더 적실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의 ‘재현의

58)	 흔히 백화점의 풍경을 재현한 것으로 읽히는 ｢AU	 MAGASIN	 DE	 NOUVEAUTES｣에는 다소 뜬금없

이 “명함을 짓밟는 군용장화”라는 구절이,	오감도 연작 중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의 대결을

다룬 ｢시제15호｣에는 “의족을 한 군용장화가 내 꿈의 백지를 더럽혀놓았다.”는 구절이,	 일본으로 건

너 간 이후 씌어진 소설 ｢실화｣에는 “이상의 옷깃에 백국(白菊)은 간 데 없다.	 어느 장화가 짓밟았을

까?”라는 구절이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구절들에서 (군용)장화는 모두 흰색의 대상(명함,	백지,	백국)
을 짓밟는 힘으로 등장한다.	
59)	마리우스 B.	잰슨,	 현대 일본을 찾아서 2,	김우영 외 옮김,	 이산,	 2006,	 8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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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그 범주가 개인적으로 층위에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언의 역사적․사회적․정

치적 의미는 다소 수상쩍은 것으로 간주된 반면,	 그의 자기반영적인 글쓰기가 ‘구성의 원리’	 층
위에서 보여준 현란한 활력은 동시대의 다른 텍스트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여기에다 앞의 두 질문과는 다소 미묘하게 다른 세 번째 질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무엇이 이상으로 하여금 그런 방식으로 말하게 하였는가?’	
이상의 텍스트에서 무엇보다 기이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몇 가지 재현의 층위 주변을 집

요하게 배회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이상의 텍스트에서는 A라는 텍스트에

나오는 특정 구절이 B라는 텍스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례가 다른 시인/소설가의 경우와

비교할 때 특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현상 앞에서 그 사례들을 수집하

는 작업은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상호텍스트성 연구’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연

구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현란한 글쓰기의 기교를 갖추

고 있었음에도 왜 몇 가지 소재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현상 앞에서,	 그
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쓰지 않을 수 없게 한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

연스럽다.	 그리고 그 힘은 이상을 끊임없이 특정한 재현의 장으로 내몰면서도 그의 작업에 대

해 ‘이만하면 됐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힘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힘’이라는 비과학적이고도 잠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고자 한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

까.	 	
여기서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원인’을 구별하는 정신분석학의 논법은 적절한 단서를 제공

한다.	 어떤 이에게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는 내 ‘욕망의 원

인’은 바로 ‘욕망의 대상’	 그 자체라고 믿을 것이다.	 내가 그를 욕망하는 까닭은 내가 그를 욕망

할 만한 원인이 그에게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은 충분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예컨대

자신의 구애를 거부하는 대상에게만 강렬한 욕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병리적

이라고 할 정도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분명히 동일한 대상인데도 그가 나에게 굴복할 때

와 거부할 때에 그가 나의 욕망의 경제 안에서 갖는 가치가 달라지는 체험은 꽤 빈번하다.	 여
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원인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욕망은 특

정 대상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다(욕망→대상).	욕망은 대상에 의해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

니라 원인으로부터 떠밀리는 것이다(원인→욕망).”6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

라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논법을 ‘재현’이라는 메커니즘에 적용해 보면 어떨

까.	즉,	 재현의 ‘대상’과 재현의 ‘원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현의 원인’이라는 개념

을 위상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시 라캉 정신분석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

60)	브루스 핑크(Bruce	 Fink),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2002,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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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현실(reality)과 실재(the	 real)의 구분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재라는 층위(라캉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등록소register’)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첫 번째 설명 방법은,	 그리고 가장 1차적이면서 표준적인 설명 방법은,	 실재에 대한 라

캉 자신의 다음과 같은 정식,	즉 “실재는 상징화에 절대적으로 저항하는 것”(세미나 1,	영역본,	66쪽)이라는 정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어느 부분에는 끝내 도달하지 못한다.	
상징화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의 이야기를 비틀고 만다.	 “라캉의 입장은,	 언어 속에서

변칙적인 무엇이 ‘언제나’	등장한다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	즉 아포리아 말이다.	 이 아

포리아들은 상징계 내에서의 실재의 현존을,	 혹은 상징계에 대한 실재의 영향을 가리킨다.	 나는

그것들을 ‘상징계 내의 비틀림’이라고 부른다.”61)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실재는

상징화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은 상징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비트는 원인으로 상징계 내에 현

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할 두 번째 설명 방법은 언뜻 앞의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재는 상징적인 구조의 뒤틀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후에 축조되어야만 하는

실체이다.”62)	 혹은 “실재란 상징적 네트워크로의 포획에 저항하는 외재적 사물(the	 Thing)이 아

니라 상징적 네트워크 자체 내부의 틈이다.”63)	 이는 (앞에서 확인한 대로)	 상징화될 수 없는

실재가 미리 존재한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상징화가 실패할 때 실재가 사후적으로 산출된다

는 식의 논리에 가깝다.	 이 명제들이 강조하는 바는 라캉의 실재가 칸트의 물자체처럼 그 자체

로,	 언제나,	 미리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재는 상징화 과정에서의 어떤 난관

속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기 전에는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상징계

없이는 실재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실재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속성들

을 지니고 있으며 일련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기괴한 실체”64)로 규정되어

야 할 것이다.	 실재에 대한 라캉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규정,	즉 “우리는 실재를 불가능한 것으

로 정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65)라는 명제는 실재의 이런 기묘한 위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재현’이라는 작업과 관련해서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재현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그것을 현실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61)	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10,	 73쪽.
62)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인간사랑,	 2002,	 275쪽.	
63)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박정수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7,	 112쪽.	
64)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277쪽.
65)	슬라보예 지젝,	 위의 책,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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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현의 대상과 재현의 원인을 구별해야만 한다.	 재현

의 원인이라 명명할 수 있는 그것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현의 대상으로서의 ‘현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층위,	즉 재현의 원인으로서의 실재의 층위를 가정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

서의 실재는 첫째,	 그 자체로는 재현되지 않으면서 재현의 방향을 좌우하는 ‘원인’이고,	 둘째,	
재현 과정의 비틀림을 통해서만 비로소 접근될 수 있다.66)	 이를 바탕으로 실재의 세 층위를 제

시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실재를 조망하는 작업에 구조적 필연성이 없지 않

다.	 세 측면은 정신분석학에서 각각 주체,	 타자,	 대타자의 층위와 연동돼 있는 실재의 층위들이

기 때문이다.	
첫째,	 ‘주체’의 층위에서 실재는 그의 외상(trauma)이다.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실재

의 얼굴 중 하나는 외상이다.”67)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으로서의 실재라는 개념 자체의 출처가

된 것이 바로 임상분석 과정에서 증상의 뿌리로 발견된 외상이었다.	프로이트는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두 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병리적 증상은 일차적으로 억압(repression)이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는 방어 기제를 통해 설명된다.	 그러나 억압이 극복되었고

치료가 끝났다고 간주한 환자에게서 수년 뒤에 다시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를 겪게 되면

서 프로이트는,	억압과 방어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풀려도 그 증상의 뿌리가 여전히 활성적이

라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증상의 뿌리가 바로 외상이고 그것은 충동(drive)의 장소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발견한 이와 같은 증상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증상의 외

현적 모습인 이러저러한 신경증적 양상을 증상의 ‘상징적’	 성분으로(주체의 ‘상징계’),	 증상의 뿌

리를 구성하는 충동의 심급을 증상의 실재적 성분(주체의 실재)으로 명명하고 이를 구분한다.	
증상은 바로 실재라는 중핵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상징적 구성물로 규정할 수 있다.68)	
둘째,	 ‘타자’의 층위에서,	즉 주체와 타자의 만남—동물적인 섹스에서부터 숭고한 사랑에 이

르기까지—이라는 층위에서,	 실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성적 차이’	 그 자체다.	 “정신 작용

속에는 주체를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69)	 도
대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	우리는 가

까스로 남자나 여자가 되거나 혹은 그 밖의 또 다른 성적 주체가 되지만,	 주체를 그렇게 성별

화(sexuation)해주는 메커니즘은 상징화되지 않는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그토록 많은 규정

66)	 이런 맥락에서 실재를 ‘비재현적 재현’의 층위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찬부,	 라캉 :	 재
현과 그 불만,	 문학과지성사,	 2006,	 참조.	
67)	브루스 핑크,	앞의 책,	 65쪽.	
68)	 이상의 한 단락의 내용은 Paul	 Verhaeghe	 &	 Frédéric	 Declercq,	 "Lacan's	 Analytic	 Goal	 :	 Le	sinthome	 or	 the	 Feminine	 Way",	 Luke	 Thurston	 (ed.),	 Re-inventing	 the	 Symptom―Essays	 on	 the	 final	
Lacan,	 Other	 Press,	 2002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69)	 자크 라캉,	 세미나 11—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 옮김,	 새물결,	 2008,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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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반복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인 규정에 성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 외의 다른 것

이 아니다.	 “성적 차이는 정적인 상징적 대립과 포함/배제(동성애와 여타 ‘성도착들’을 종속적인

역할로 분류하는 이성애적 규범)의 견고한 집합이 아니라 곤경,	 트라우마,	 열린 질문의 이름이

다.	 그것은 곧 그것을 상징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는 어떤 것이다.	 성적 차이를 상징적 대

립(들)의 집합으로 번역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며,	 ‘성적 차이’의 의미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헤게모니 투쟁의 지형을 열어젖히는 것은 바로 이 불가능성이다.”70)	
셋째,	 ‘대타자’의 층위에서 실재는 바로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규정한 대로,	

그 자체로는 재현되지 않으면서 재현의 방향을 좌우하는 원인이고,	둘째,	 재현 과정의 비틀림을

통해서만 비로소 접근될 수 있는 것의 심급을 실재라고 부른다면,	 한 사회구성체의 자기 재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층위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이제는 유명

해진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정신분석학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전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라캉의 실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일이 끔찍하게 어렵지는 않다.	 그것은 단순

히 역사 그 자체다.”71)	 정신분석학에서 실재의 위상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에서 역

사의 위상과 등가적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서사이론의 층위로 적용한 것이 소위 ‘정치적

무의식’론인 셈이다.	 실재가 그 자신 상징화에 저항하면서도 상징화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공백

인 것처럼,	 역사는 그 자체 투명하게 작품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작품의 여러 요소들

을 배후에서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제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돼 있는 모더니

즘 텍스트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역사라는 실재가 텍스트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동

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텍스트가 은폐하고 있는 그 역사=실재에 ‘점근선적으로

접근하는’72)	 작업이다.	 이하에서 시론(試論)적으로 이루어질 작업은 이 세 층위의 실재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인 ‘역사’라는 실재가 어떻게 이상 텍스트에서 재현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앞서 정리했듯이 이상 문학의 초기를 대표하는 일어시들은 조선과건축에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됐다.	 1931년에 잇달아 세 차례 발표되었고,	 공교롭게도 만주사변(1931.9.18)과 상해사변(1932.1.28)이 발발한 시기에 공백기를 가진 뒤,	 반년 만에 네 번째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 반년

동안의 공백의 와중에 이상이 발표한 지도의 암실 (조선 1932년 3월호)은 이상이 최초로 발

표한 단편소설이라는 의의를 가짐에도 그간 연구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편은 못되는데,	 그
70)	 슬라보예 지젝,	 ｢성적 차이의 실재｣,	 김영찬 외 엮고 옮김,	 성관계는 없다,	 도서출판b,	 2005,	246-7쪽.
71)	 Frederic	 Jameson,	 The	 Ideologies	 of	 Theory,	 Essays	 1971~1986	 vol1,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p.104	
72)	애덤 로버츠,	 트랜스 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	곽상순 옮김,	앨피,	 2007,	 14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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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이 작품의 지독한 난해성에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는 이 소

설을 소위 해체론자들이 모든 텍스트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는 ‘독서불가능성(illegibility)’을 입
증하는 한 사례로 다루기까지 했거니와73),	 본고는 여기서 이 작품을 인위적으로 조리정연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보려고 한다.	 이 난해성은 단지 첫

소설에 으레 따를만한 미숙함의 소산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적인 은폐의 결과일까.	
기인동안잠자고 은동안누엇든것이 은동안 잠자고 기인동안누엇섯든 그이다.	 네시

에누으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덜 아홉 그리고아홉시에서 열시지리상—나는리상이라는한우

수운사람을아안다 물론나는그에대하여 한쪽보려하는것이거니와—은그에서 그의하는일을

여던지는 것이다.	 태양이양지처럼나려이는밤에비를퍼붓게하야 그는레인코오트가업스면

그것은엇나하야방을나슨다.	
	 離三茅閣路到北停車場 坐黃布車去[이삼모각로도북정거장 좌황포차거]
엇던방에서그는손락을걸린다 손락은질풍과갗치지도우를거웃는데 그는마안흔은

광을보앗건만의지는것는것을엄격케한다 외그는평화를발견하얏는지 그에게뭇지안코의레한K
의바이블얼골에그의눈에서나온한조각만의보재기를한조각만덥고가버렷다.	
소설의 도입부다.	 ‘그’라고 지칭되는 ‘리상’이라는 인물의 최근 잠버릇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

야기는 시작된다.	길게 자고 잠깐 누워 있던 그가 [이번에는 혹은 요즘에는]	잠깐 자고 길게 누

워있다는 것이고,	네 시에 누우면 열시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태양이 양

지쪽처럼 내려 쪼이는 밤에 비를 퍼붓게 하여”라는 이상한 구절로 서사의 현재 시점이 제시되

고,	 ‘그’는 레인코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며 잠을 자던 방을 빠져나온다.	 이후 ‘그’의
산책을 따라가는 것이 이 소설의 본류를 이루는데,	 추상적인 시공간의 풍경과 ‘그’의 심경만이

파편적으로 나열될 뿐이어서 줄거리를 정리하는 일이 거의 무의미하다.
이 소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위 인용문에 ‘삽입’의 형식으로 뜬금없이 등장

하는 백화문 문장이다.	 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삼모각로에서 북정거장까지 황포차를 타고

간다.”	 서사의 앞뒤 문맥과 거의 무관한 이 문장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추측들이 있어 왔으나

사실상 그 의미가 규명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74)	 여기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앞서

73)	 조연정,	 ｢독서불가능성의 실험으로서의 <지도의 암실>｣,	 한국현대문학연구 32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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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란명 교수의 논의다.75)	 그는 ‘삼모각’과 ‘북정거장’이 1930년을 전후한 상하이의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고유명사라는 점을 밝혀냈다.	 ‘삼모각’은 상하이의 도교사원으로 조계

지(租界地,	외국인 거주지)	 부근에 존재했고,	 ‘북정거장’은 상하이에 실재하는 교통 중추로 상하

이 사변의 격전지였다.	 이 정보는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단서가 되어 준다.	 한국어로

쓰인 소설에서 왜 뜬금없이 백화문 문장이 등장하는가 하는 의문이 얼마간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아마도 소설의 화자가 지금 상하이의 정세를 보도하는 중국 측의 자료(신문,	잡

지,	 혹은 기타 문헌)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삽입 형

식은 작가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당대의 특정한 정황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가 하필 ‘상하이 사변’이라는 당대의 핵심 이슈를 은밀

하게 지시하는 문장을 한국어가 아닌 백화문으로 소설 도입부에 삽입했다는 것의 의미를 터무

니없이 과장할 필요는 없겠으되,	 그렇다고 이 문구가 허다한 다른 문구들 중에서 우연히 선택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용문의 이어지는 문장이 또한 의미심장하기 때문이다.	 다시 옮긴다.	
엇던방에서그는손락을걸린다 손락은질풍과갗치지도우를거웃는데 그는마안흔은광을

보앗건만의지는것는것을엄격케한다

‘그’는 잠을 자던 방이 아닌 다른 “어떤 방”에 와 있다.	 “손가락 끝을 걸린다”에서 ‘걸린다’는‘걷다’의 사역형으로,	 이 문장은 “손가락 끝을 걷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어지는 문장은 “손가락

끝은 질풍과 같이 지도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그’는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특정

지역 두 곳을 지정하고 그 사이를 잇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지도가 어느 나라의 지도인지,	또
특정 두 지역이 어디인지는 이제 자명해 보인다.	 그는 상하이 지도를 펴놓고 삼모각과 북정거

장 사이에 손가락으로 가상의 선을 긋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조선에 게재될

소설에서 그가 일본 군국주의의 대륙 침략의 신호탄이 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

을 시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제약 속에서 이상이 이와 같은 삽입구

를 통해 이 소설이 어떤 문맥 속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혹은 독자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74)	 전집 2의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필자는 이 대목을 주인공이 잠자리에 들

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뒤뜰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194쪽)	 주석자는 이상이 실제 거주했던 집의 구조를 참조하면서 ‘삼모각’은
가족들의 주거 공간이고 ‘북정거장’은 화장실을 가리키는 것이며 ‘황포차’는 곧 좌식 변소를 뜻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는 이 문장을 은유로 간주하고 그 원관념을 추론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 논의

는,	 어떤 창작자가 단지 ‘화장실에 간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백화문까지 동원한 복잡한 은유

적 장치들—은유로서 성공적이라고 하기 어려운—을 고안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답

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75)	 란명,	 ｢이상 <지도의 암실>을 부유하는 상하이｣,	 란명 외 엮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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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상자’를
뜻하는 그의 이름 ‘상(箱)’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그의 대표작인 날개 의 배경이 유곽임에 주

목하면서,	 그의 문학세계를 흔히 ‘골방의 모더니즘’이라 지칭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의

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암실’에 있으되 ‘지도’를 펼쳐놓고 있다.	 그의 초기 작품부터가

이미 당대의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를 은밀히 참조한 흔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다.	 	
이상의 텍스트를 보다 넓은 좌표 위에 재배치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이 상하이를 방

문한 적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그에게 상하이라는 표상은 각종 레퍼런스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만으로 구축되었을 것이다.	 이 점은 그의 역사 참조가 갖는 의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만큼 그에게 당대 정세가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상하이를 경성이나 동경(이상은 1936년 말에 동경에 도착했고 곧이어 일경에 의해 체

포되어 투옥되었다가 사망했다)	 못지않은 이상 문학의 한 장소로 등록해도 좋을까?	 그렇다면

그의 문학은 상하이/만주,	경성,	 동경으로 이어지는 좌표 위에서 구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
단은 판단을 유보하고 몇 편의 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지도의 암실 과 휴업과 사정 을 잇

달아 발표한 이후 이상은 다시 조선과건축(1932년 7월호)에 ‘건축무한육면각체’라는 타이틀

하에 일곱 편의 시를 발표했다.	 그중 맨 앞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래의 시인데,	앞에서 제기

한 시각에서 본다면 이 시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각의내부의사각의내부의사각의내부의사각의내부의사각.
사각의원운동의사각의원운동의사각의원.
비누가통과하는혈관의비누냄새를투시하는사람.
지구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의(地球儀)를모형으로만들어진지구.
거세된양말(그여인의이름은‘워어즈’였다)
빈혈면포(貧血緬布),	 당신의얼굴빛깔도참새다리같습니다.
평행사변형대각선방향을추진하는막대한중량.‘마르세이유’의봄을해람(解纜)한‘코티’의향수(香水)를맞이한동양의가을.
쾌청(快晴)의공중에붕유(鵬遊)하는Z백호(伯號).	회충양약(蛔蟲良藥)이라고씌어져있다.
옥상정원.원후(猿猴)를흉내내고있는‘마드모아젤’.
만곡(彎曲)된직선을직선으로질주하는낙체(落體)공식.
문자반XII에내리워진두개의젖은황혼.
도어의내부의도어의내부의조롱(鳥籠)의내부의‘카나리아’의내부의감살문호(嵌殺門戶)의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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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식당입구까지온자웅(雌雄)과같은붕우(朋友)가헤어진다.
까만잉크가엎질러진각설탕이삼륜차에적하(積荷)된다.
명함을짓밟는군용장화.	 가구(街衢)를질구(疾驅)하는조화금련(造花金蓮).
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가고위에서내려오고밑에서올라간사람은

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니한밑에서올라가지아니한위에서내려오지아니한사람.
저여자의하반신은저남자의상반신과비슷하다.	 (나는슬픈해후邂逅에슬퍼하는나)
사각이난케이스가걸어가기시작한다.	 (소름끼치는일이다)‘라디에이터’의근방에서승천하는사요나라

바깥은우중(雨中).	 발광어류의군집이동

― AU	 MAGASIN	 DE	 NOUVEAUTES76) 전문77)
이 시에 대해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이 시의

제목을 ‘백화점’을 뜻하는 임의의 불어 어구로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이 시가 1930년대 경성의

명물이었던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 지점’을 모델로 한 작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
가쟁 드 누보테’는 직역되어 풀이되어야 할 제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파리

의 아케이드에 포진해 있던 상점들을 총칭하는 명칭이었다.	 벤야민의 보고에 따르면 “파리의

아케이드들은 대부분 1822년 이후 15년 동안 만들어졌다.	 아케이드가 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직물 거래의 번창이다.	 신유행품점['magasin	 de	 nouveautés'의 역어—인용자 주],	 즉 대

규모 상품을 가게 안에 상비한 최초의 점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백화점의 전신이기

도 하다.”78)	 사실이 이렇다면 이 시를 경성의 백화점을 다룬 것으로 읽는 것은 이미 제목에서

부터 자연스러운 독법이 아닌 것이 된다.	 경성 백화점을 재현한 시에다가 백 년 전 프랑스의

76)	 최초 발표 당시 제목을 그대로 옮겼지만 정확한 표기는 ‘Nouveautés’다.	 인쇄상의 문제 때문에

악상테귀(accent	 egui)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주현 편 정본 이상문학전집 1	 – 시(소명출판,	2009)와 권영민 편 전집 1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수록했다.	 	
77)『조선과건축』(1932.	 7)에 실려 있는 원문을 다시 번역했다.	 	
78)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5,	 92쪽.	 참고로 이 대목에 붙어

있는 옮긴이 주를 옮겨 적는다.	 “이런저런 특수 업종의 상품 전체를 정선해서 파는 상점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러한 상점 중 최초로 피그말리온이 1793년에 파리에서 문을 열었다.	 nouveauté는 ‘새로

움’	또는 ‘새 것’을 의미하며,	복수형인 nouveautés는 현재의 ‘팬시 상품’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새로

운 물건들을 파는 가게’라는 뜻으로,	 ‘신품점’이라는 번역도 가능할 것이다.	 20세기 초 개항과 더불어‘서양의 것=새로운 것’이던 시절의 일본어와 이를 차용한 한국어 역어로는 ‘양품점’,	 ‘양장점’,	 ‘양화점’	
등의 번역어가 사용된 바 있다.”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2,	 새물결,	 2005,	 1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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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와 관련된 연상들을 굳이 도입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덧붙여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과연 경성보다는 파리의 분위기에 더 가까워 보이는,	 위 시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이국성이다.	 예컨대 “워어즈”,	 “마르세이유”,	 “코티”,	 “마드모아젤”	등의 기호

들이 한낱 이국취향의 허세가 아니라면 실제로 이 시의 지시 대상이 조선이 아닌 다른 곳의 것

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 열쇠가 되는 표현은 바로 “동양의 가을”(8행)이다.	 당시‘동양’이라는 기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동아시아 변방에 있는 식민지 조선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영미와 프랑스를 동시에 지칭하는 여러 기표들과 동양이라는 기표를 동시에 아우

를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상하이다.	 1930년대의 상하이가 구미 열강과 중일 세력 다툼의 본거지

가 된 탓에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았고 ‘동양의 파리’라 불릴 정도로 발달해서 세계 5대 도시

의 하나로 손꼽혔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 시가 백화점을 다룬 것이라면 그

백화점은 경성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미쓰코시 백화점이 아니라 그 규모가 경성의 그

것에 비할 바 아니었던 상하이의 어느 백화점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온당하다.79)	 이렇게

볼 때 위 시에 등장하는 “명함을 짓밟는 군용장화”라는 이미지 역시 만주 사변과 상하이 사변

이후의 1930년대 정세를 은밀히 지시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시의 지시 대상이 실제로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히 그는 상해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 시는 미쓰코시 백화점을 모델로 씌어진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 구체적인 장소들이 재현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추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상이라는 이름을 지운다면 이 시가 시와시론에 실렸던 일본의 전위적인 모더

니스트들의 작품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	 그가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들을 참고하고 인용

했건 간에 이 시기 이상의 재현의 프레임이 조선의 경성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

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자는 것이 취지다.	 이 시와 동시에 발표된 다음 시

는 보다 더 직접적이다.		 1931년의풍운(風雲)을적적(寂寂)하게말하고있는탱크가이른아침짙은안개에붉게녹슬어있다.	
객잔의 캉(客棧의炕)80)의내부(內部).	 (실험용알콜램프가등불노릇을하고 있다)
벨이울린다.

79)	 상하이의 백화점 문화에 대해서는 리어우판,	 상하이 모던,	 장동천 외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50-59쪽 참고.	
80)	 다른 부분은 전집 1의 번역을 채택했지만 이 대목만큼은 박현수의 지적(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사학,	 소명,	 2003,	 138쪽)에 따라 수정했다.	 일어 원문은 “客棧の炕”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여인숙(주막)의 온돌방”이다.	 여기서 ‘항(炕)’은 당시의 용례로는 ‘만주 지역의 온돌방’을 뜻
하는 고유명사(이 경우 ‘캉’이라고 읽는다)일 수 있다.	 이 시의 첫 구절이 만주사변을 지칭하는 것이

라면 이런 풀이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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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20년전에사망한온천의재분출을알린다.	
― 열하약도 No.2	 (未定稿) (조선과건축 1932.7)	 전문

기왕의 전집의 주석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위 시에서 “1931년의 풍운”은 연도 상으로 볼

때 ‘만주사변(1931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객잔의 캉”이라는 구절이 만주와 관련돼 있

다는 설득력 있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한다.81)	 기존 연구들은 이 시를 영화관에서 ‘뉴스 영화’	
혹은 ‘시사 뉴스’를 보고 씌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 시의 각 문장들이 서로 독립적이

라고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순차적인 서술로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지금 만주에 있고,	녹슬어 있는 탱크를 목격했으며,	 여인숙에 투숙했다.	 사변의 영향 탓

인지는 모르나 제대로 된 등불이 없어서 실험용 알코올램프가 등불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아마도 여인숙의 심부름꾼으로 짐작되는 아이가 이십년 만에

다시 온천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려온다.	 여기서 이 시는 돌연히 끝난다.	 그러므

로 ‘20년 만에 온천이 다시 분출했다’는 사건은 이 시의 궁극적인 전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일본 군국주의의 본격적인

재분출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본다 한들 다음과 같은 의문은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단편적

인 삽화가 도대체 한 편의 시로서 무슨 가치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자체

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	 만주사변을 암시한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런 내용도 없는 이 문장들이 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1931년의 풍운”이 이

상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제목에 ‘미정고(未定稿)’라
는 명칭이 붙어 있거니와 이 시의 형식적 불완전성 역시 정치적 색채를 노출하지 않으면서1931년 직후의 만주 분위기를 은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겠

다.82)	 위의 시와 나란히 발표된 다음 시는 이런 해석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한다.

81)	 이에 대해서는 위의 각주 81	 참조.
82)	 ‘미정고’란 물론 ‘완성되지 않은 원고’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미완의 시가 아니라 미완의 형식까

지 하나의 형식으로 수용하는 이상 시 양식의 특징”(박현수,	앞의 책,	 139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박현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미정고’라는 명칭이 일본의 시동인지 시와 시론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다는 점이다.	 란명 외,	 이상적 월경과 시의 생성,	 역락,	 2010,	 412-3쪽에 수록돼

있는 콘도 아즈마(近藤東)의 시 ｢상해–미정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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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허위고발이라는죄목이나에게사형을언도했다.	 자태를감춘증기속에서몸을가누고나는아스팔트

가마를비예睥睨하였다.	
―직直에관한전고典故한구절―

기부양양其父攘羊 기자직지其子直之

나는안다는것을알아가고있었던까닭에알수없었던나에대한집행이한창일때나는다시금새로운것

을알아야만했다.
나는새하얗게드러난골편을주워모으기시작했다.‘거죽과살은나중에라도붙을것이다’
말라떨어진고혈에대해나는단념하지아니하면아니되었다.
Ⅱ 어느경찰탐정의비밀신문실에서

혐의자로검거된남자가지도가83)인쇄된분뇨를배설하고다시금그걸삼킨것에대해경찰탐정은아는

바가하나도있지않다.	 발각될리없는급수성소화작용 사람들은이것이야말로요술이라고말할것이다.‘너는광부에다름이없다’
참고로부언하면남자의근육의단면은흑요석처럼빛나고있었다고한다.
Ⅲ	 호외號外

자석磁石수축하기시작하다

원인극히불분명하나대외경제파탄으로인한탈옥사건에관련되는바가크다고보임.	 사계의요인들

이머리를맞대고비밀리에연구조사중.
개방된시험관의열쇠는내손바닥에전등형全等形의운하를굴착하고있다.	 곧이어여과된고혈같은

강물이 왕양汪洋하게흘러들어왔다.
Ⅳ

83)	 전집 1은 ‘지도의’로 옮기고 있으나 한국어 문법에 맞게 ‘지도가’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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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이창호를삼투하여내정장의자개단추를엄호한다.
암살

지형명세작업이아직도완료되지않은이궁벽한땅에불가사의한우체교통이벌써시행되었다.	 나는

불안을절망했다.	
일력日曆의반역적으로나는방향을잃었다.	 내눈동자는냉각된액체를잘게잘라내며낙엽의분망을

열심히방조하는수밖에없었다.	(나의원후류에의진화)
― 출판법 (조선과건축 1932.7)	 전문

현재로서는 다음 같은 주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이 작품에서 제목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출판법’은 글자 그대로 인쇄 출판의 방법을 의미하는 이른바 타이포그래피의

문제를 서술하고 있지만,	 출판과 인쇄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의미하는 각종 규범들,	 특히 식민

지 시대의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강행하였던 언론 출판에 관한 검열제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84)	 이 주석자는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를 동시에 지적한

다음 1차적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었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 시에서 1
차적 의미,	즉 “인쇄 출판의 방법”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으며 설사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해도 어째서 “인쇄 출판의 방법”이 이토록 정교한 시로 형상화될 가치가 있

는 내용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이 시는 이상의 수사학들이 구축하

는 ‘난해의 장막’이 기본적으로는 당대 시의 진부한 표현법들에 대한 생래적 거부감의 소산이기

도 하겠지만 검열제도와의 수사학적 숨바꼭질의 소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준다.85)	1절은 인쇄물 검열의 현장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허위고발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받

은 화자가 어딘가로 연행돼 끌려간다.	 여기서 화자가 힐끗 쳐다보는 “아스팔트 가마”란,	 “가마”
가 안에서 밖을 내다보거나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폐쇄적인 운송기관이라는 점을 떠올

84)	권영민 편 전집 1,	 338쪽.	 	 	 	
85)	 식민지 시기 검열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로는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제도,	텍스트,	 실천(소명출판사,	 2011)을 참조.	 이 연구에 따르면 “일제하에서 검열에 관련된 법령은 한일합병 전에 이

미 제정되어 식민지 전기간을 통해 유지되었지만,	 일제하 검열기구는 크게 세단계로 변화되었고 이

에 따라 검열을 담당한 사람들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검열이구는 헌병경찰이었던 경무총감부 고

등경찰과 시기(1910~1919),	 경무국 고등경찰과 시기(1919~1925),	 경무국 도서과 시기(1926~1943)
를 거쳤다.	 첫째 단계가 조선인의 출판인쇄문화가 극단적으로 억압되던 무단통치기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일제가 3․1운동에 직면하여 이른바 문화통치로 넘어가던 시기였고,	 세 번째 단계는 인쇄출판

문화가 성장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검열제도가 체계화된 시기이다.”(위의 책,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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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본다면,	검열관들이 타고 온 자동차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어 논어 ‘자로’
편에 등장하는 고사가 패러디되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증언하였다”라
는 원래 문장을 이상은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바로잡았다.”라는 구절로 치

환했다.	 여기서 “직(直)”,	 ‘바로잡다’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급진적인 인쇄물에 검

열관들이 개입하여 그것이 “허위고발”이라 주장하면서 내용을 교정(바로잡기)했다는 뜻으로 읽

힌다.	
이어지는 문장은 언뜻 이해하기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취조 과정을 떠올려 본다면 그 은밀

한 의미가 드러난다.	 “나는 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던 까닭에 알 수 없었던 나에 대한 집행

이 한창일 때 나는 다시금 새로운 것을 알아야만 했다.”	 이는 마치 카프카적인 상황을 연상케

하는 진술이다.	 ‘나’는 검열관들에 의해 기소된 이후 자신의 죄를 추궁 당한다.	 ‘나’는 자신의 인

쇄물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납득하지 못하지만,	검열관들은 ‘나’가 의도적으로 불온한 인쇄

물을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즉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죄를 범했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몰랐다’와 ‘너는 알고 있었다’가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연히‘나’는 ‘너는 알고 있었다’라는 검열관들의 주장에 무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

서 ‘나’는 “나는 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며 취조가 계속되면서 “나
는 다시금 새로운 것을 알아야만 했다”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조 과정 속에서‘나’의 육체와 정신은 (혹은 나의 글과 그 글이 인쇄된 인쇄물은)	 “거죽”,	 “살”,	 “골편”,	 “고혈”	등
으로 해체되고 만다.	 ‘나’는 그중에서 골편이라도 수습하려 하고 있으며 “거죽과 살은 나중에라

도 붙을 것이다”라는 말로 차후의 복원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2장에서 이상은 “지도가 인쇄된 분뇨를 배설하고 다시금 그걸 삼킨”	 어느 혐의자에 대해서

말한다.	 “지도”는 지도의 암실 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주와 상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에 지도가 불온한 정치적 메타포로 다시 사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3장을 여는 “자석

수축하기시작하다”라는 구절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패러디한 것으로 읽히는데,	 ‘자석의 수축’이
라는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구절이 헤드라인의 형식으로 표기되면서,	 실제로는 더 은밀하고 중

요한 정치적 사건이 배후에 존재하나 그것을 진실을 밝힐 수 없게 하는 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	 전집 1의 편찬자는 여기서 은

밀히 지시되고 있는 사건이 ‘이누카이 쓰요시’	암살 사건(1932.5.15)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설

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시가 사건 발생 직후인 1932년 7월에 발표되었다는 점,	 이어지는 4절
에서 “암살”이라는 단어가 전후맥락 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이 1차적인 근거가 되거니와,	
일본의 군구주의를 향한 흐름을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시킨 이 사건이 나치의 독일 집권에 비

견될만한 사건임을 염두에 둘 때86)	 ‘검열에 의한 탄압’이라는 이 시의 소재가 갖는 무게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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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그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제 이로부터 2년 뒤에 발표되는‘오감도’	 연작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기로 한다.	 	

86)	 “어떤 면에서 1932년 정당내각 체제를 종식시켰던 이누카이의 암살은,	 물론 일본에는 나치당이

나 히틀러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1933년 독일의 나치 집권에 비견되는 일로 볼 수 있다.”	 이안

부루마,	 근대 일본,	 최은봉 옮김,	 을유문화사,	 2004,	 9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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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감도’	 연작에 나타난 경성과 재현의 정치학

:	 ‘오감도’	 연작시와 그 주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1931~1932년의 시기를 통과하

면서 이상은 앞에서 검토한 ‘건축무한육면각체’	 계열시들을 썼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이상

은 비로소 한글로 쓴 시를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오감도’	 연작을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한 다섯 편의 한글시( 꽃나무 ,	 이런시 ,	 1933,6,1 ,	 거울 ,	 보통기념 )	 중에서

특히 보통기념 이 유독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 시가 당대 정세

를 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가‘전쟁’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무심코 지나가기 쉽다.	 	 	
市街에 戰火가닐어나기前

亦是나는 뉴—톤 이 갈으치는 物理學에는 퍽無智하얏다

나는 거리를 걸엇고 店頭에 苹果 山을보면는每日가치 物理學에 落第하는 腦髓에피가무든것

처럼자그만하다

계즙을 信用치안는나를 계즙은 絶對로 信用하려 들지 안는다 나의말이 계즙에게 落體運動

으로 影響되는일이업섯다

계집은 늘내말을 눈으로드럿다 내말한마데가 계즙의눈자위에 어저 본적이업다	
期於코 市街에는 戰火가닐어낫다 나는 오래 계즙을니젓 섯다 내가 나를 버렷든 닭이엿다

주제도 덜어웟다 인 손톱은길엇다

無爲한日月을 避難所에서 이런일 저런일

우라까에시 (裏返)	 裁縫에 골몰하얏느니라

조희로 만든 푸른솔닙가지에 한 조희로 만든희鶴胴體한개가 서잇다 쓸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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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爐가해ㅅ볏갓치 밝은데는 熱帶의 봄처럼 부드럽다 그한구석에서 나는地球의 公轉一週를

記念할줄을 다알앗드라

― 普通記念 (月刊每申 1934.7)	 전문

8연으로 된 이 시는 ‘도시에서 발생한 전쟁’을 기점으로 전반부(1연～4연)와 후반부(5연～8
연)로 나뉜다.	 전반부는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고 후반부는 전쟁 이후의 일을 그린다.	 그
러나 “이 시는 근대과학의 모순,	곧 근대과학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과,	 ‘나’와 ‘계집’	 사이에는

근대과학의 원리가 작용치 않는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87)와 같은 주석에서 이 전쟁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고,	 최근에 출간된 전집의 주석자는 이 시를 남녀 관계

의 파탄을 전쟁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시의 전쟁을 은유로 만들고 만

다.88)	 그러나 이 전쟁은 개념도 은유도 아닐 것이다.	 이 전쟁을 이상은 ‘시가(市街)에서의 전화(戰火)’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가’라는 제한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명백히 (만주사변이

아니라)	 ‘제1차 상해사변’(1932년 1월 28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다시 읽으면 이렇다.	 화자는 시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뉴턴 물리학에 무지했다.	 여기서 뉴턴 물리학이란 즉 만유인력의 법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

는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간관계의 영역에 재치 있게 적용하겠다는 발상이 이 시의 핵심

을 이룬다.	 서로 신뢰라는 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메시지가 (뉴턴의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지듯)	 ‘계집’에게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연애가 여의치 않았다.	 “나
의 말이 계집에게 낙체운동으로 영향되는 일이 없었다.”	 즉 물리학에 무지했다는 화자의 고백

은 자신이 곧 연애에 무능했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던 중 전쟁이 일어나 두 사

람은 이별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나’는 ‘내가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그

가 “피난소”에서 무위한 나날을 보냈다는 정보와 결합되면서 이 전쟁이 두 남녀의 이별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나’는 피난소의 어느 양지바른 곳

에서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한다.	 이 마지막 대목은 절묘하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여인과

이별하고 1년이 지난 뒤에야 ‘나’는 뉴턴 물리학을 이해하게 되었고 1년이 흐른다는 것은 지구

가 한 바퀴 공전했다는 것임을 알아서 그 1주년을 기념했다.	 이 ‘기념’은,	 이 시에서 ‘물리학=연
애학’이라는 은유 체계를 염두에 둔다면,	 사랑의 뒤늦은 각성에 대한 기념일 것이다.	 이는 뉴턴

의 물리학에 무지했기 때문에 연애에 실패했다고 자조하던 시의 초반부 화자의 모습과 대조를

87)	 이승훈 편,	 이상 문학전집 1―시(詩),	 문학사상사,	 1989,	 190쪽.
88)	권영민 편,	 ｢이상 전집 1,	뿔,	 2009,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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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면서 너무 늦은 깨달음이 불러일으키는 애수(哀愁)를 낳는다.	
보다시피 이 시는 상해사변을 배경으로 씌어진 연애시로 읽힌다.	 이상은 상해를 방문한 적

이 없으므로 상해를 배경으로 한 이 연애의 전말 역시 상상의 산물일 것이다.	 직접 경험해보지

도 못한 상해사변을 연애시의 배경으로 설정한 까닭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대인의 일상의 세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덧붙여 전쟁 덕분에 뉴턴 물리학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재치 있는

메시지를 지나치게 진지하게 대접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에 근거한 각

종 무기와 장비들이 없이는 전쟁이 성립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되새겨본다면 이 재치에는

얼마간 뼈가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몇 편의 시에는 동아시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만주와 상해의 사변의

흔적이 간접적으로나마 새겨져 있다.	 반면 이상의 2기 문학을 대표하는 ‘오감도’	 연작에는 언뜻

국제 정세에 대한 참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국제 정세의 영향권 안에 있으되 참화의 현장으로부터는 한 벌 떨어져 있는 조선에 이 시들의

시점과 좌표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더불어 ‘오감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사가 자신이 꿈꾸던 방향과는 달리 돌이킬 수 없이 암울한 방향으로 진행돼 가는 것을 내려

다보는 자의 비감이다.	
오감도 는 비참한 세계의 심연에 떨어져 내린 자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사

실 이상의 시적 출발점이 아니라 일종의 종착점이다.	 그가 발견한 별세계적 우주로부터 떨

어져 내린 자로서 우울한 노래를 시작한 것이다.	 오감도 앞에 쓰인 방대한 작품들 속에는

그러한 별세계의 발견과 그 이후의 좌절,	두려움과 슬픔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추락을 겪은 자로서,	 독자 수준을 의식하며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이겠는가?	 그는 다만 시급히 자신의 추락에 대해서,	 이 세계의 황무지적 위기와 공

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89)	
이 논평이 정확히 지적한 대로 오감도 연작은 황무지로 변해가는 세계 앞에서 화자가 느끼

는 ‘위기’	 의식과 ‘공포’의 정서 위에 구축돼 있다.	 거칠게 구분하자면 오감도 연작 자체가 이‘위기’의 계열과 ‘공포’의 계열로 나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것이 시제1호 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것은 시제15호 다.	 이중 전자의 계열에 해당하는 시들에는 초기시

들보다 한층 더 은밀하게 당대 정세에 대한 참조의 흔적이 있다.	 아래 시제1호 에 대해서는

89)	 신범순,	앞의 책,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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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 시의 축

어적 의미에 대해서는	 그간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 시에 대한 논란은 대개 시

어들 혹은 문장들의 함축적․상징적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해석 가능성을 좁히는 ‘맥락(context)’의 제한이 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축적․상징적 의미가 거의

무한정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텍스트의 특징이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길은막달은골목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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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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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러케뿐이모혓소.(다른事情은없는것이차라리나앗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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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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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뚤닌골목이라도適當하오.)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좃소.

― 시제1호」(1934.7.24)	 전문 	 	 	 	
필자는 기왕의 논문에서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출했다.	 “이 시는 이상이 독자

들에게 던진 수수께끼가 아니다.	 차라리 독자의 공포 체험을 유도하는 희곡적인 시에 가깝다.	[괄호 안의 문장들이 희곡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인용자 덧붙임]	 공포를 체험했다면 ‘다
른 사정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조선인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며 오직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아해’)	 같은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다.	희곡을 연상시키는 시의 양식은 경성 거리

배후에 숨어 있는 ‘짜인 각본’을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90)	 아해들이 ‘13’
명이라는 설정 역시 그 무슨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다.	 ‘13’이라는 숫자가 환기하는 일차적인

느낌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은 불길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타자성’	 그 자체의 숫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길한 타자성을 표상하는 데 ‘13’이라는 숫자만큼 적절한 것이 있겠는가.91)	 이상

의 눈에 조선인들은 식민지 근대의 도시 경성이라는 매트릭스(matrix)에서,	 편재하는 ‘공포’에
휘둘리면서 ‘막다른 골목’을 향해 편집증적인 질주를 반복하는 불길한 타자들처럼 보이지 않았

을까.	 이 식민지 거리의 공포라는 테마가 그에 걸맞은 ‘반복 강박’적 형식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이 시제1호 다.”92)
필자는 위와 같은 독법을 여전히 1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한 가지 사실

90)	 이와 관련해서 1930년대 일본인들이 식민지(만주와 조선)	 현지 관광을 즐긴 실태를 연구한 다

음 논문의 언급도 흥미롭게 읽힌다.	 “식민지는 제국 본토에선 시도할 수 없었던 도시계획의 ‘실험장’	
역할을 했다.	또한 본토에서는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관광객의 정열을 유발하고 그들에게 ‘대감동’을
주는 제국의 ‘야외극장’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 극장은 식민지 정부나 괴뢰정권을 총지배인으로 하

여 제국의 파견기관인 철도나 여행을 알선하는 기관이 연출을 담당했다.	 어빙 코프만의 상연 모델이

비유하면,	 본토 관광객은 청중이고 식민지인은 공연자였다.	 (중략)	 식민지 관광은 관광과 식민이라는

제국의 두 가지 실천이 만나는 장이며,	 식민지 경영이라는 제국의 가장 ‘자극적인’	 사업을 ‘연극화’한
것이었다.”	카오유엔(高媛),	 ｢‘낙토(樂土)’를 달리는 관광버스—1930년대 ‘만주’	 도시와 제국의 드라마

트루기｣,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	 2007,	 211쪽.	
91)	확정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질없는 논의처럼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 논

의했다.	 본고는 “여기서 ‘13인’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권영민,	 전집 1,	 43쪽)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동양의 불길한 ‘까마귀’와 서양의 불길

한 숫자 ‘13’을 구성해서,	무서운 그림을 그린 거”(김향안,	 ｢이상(理想)에서 창조된 이상(李箱)｣,	 그리

운 그 이름,	 이상,	김유중․김주현 엮음,	 지식산업사,	 2004,	 183쪽)라는 주장 이상의 논의를 펼치는 것

은 텍스트 내부에서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라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92)	졸고,	 ｢시선의 정치학,	 거울의 주체론｣(2002),	 몰락의 에티카,	 문학동네,	 2008,	 469쪽의 내용을

일부 손질해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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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의를 환기해볼 생각이다.	앞에서 본고는 그간의 많은 독법들은 이 텍스트의 어떤 지점 하

나를 합의한 듯 간과해 온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이 지적은 필자의 위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엇을 간과했는가.	첫 두 행을 처음인 듯 읽어볼 필요가 있다.	 “十三人의兒孩가道路

로疾走하오./	 (길은막달은골목이適當하오.)”	 여기서 “도로로 질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제는 “도로로”에서 ‘로’에 걸려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는 애매성을 생산한다.	

1)도로 위를 달린다.	2)도로를 향해 달린다.	
대개는 1)의 의미라고 간주해왔지만 실상 이 문장에서 2)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괄호 안에 있는 문장 때문이다.	 만약 1)의 의미라고 간주한다면,	괄호 안의 문장은,	 아이

들이 그 위를 달리고 있는 “도로”가 바로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 된다.	 1934년의 도로 사정

을 감안한다 해도 “도로”와 “골목”은 엄연히 다르다.	 게다가 도로가 “막다른”	 것이라는 설정은,	
이것이 시 텍스트임을 감안한다 해도,	 논리적으로 어색하다.	 그리고 “도로로”라고 쓴 첫 행 다

음에 시인은 “길은”이라는 말로 새 문장을 시작했다.	 도로가 곧 막다른 골목이라는 의미를 전달

하려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 행에서도 주어를 “도로는”이나 “그것은”이라고 써서 앞 문장을 이

어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다음 두 사례를 비교해 보라.	 	
[원문]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해석]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오.
도로는 막다른 도로가 적당하오.	
원문에서는 ‘도로’,	 ‘길’,	 ‘골목’이 모두 등장하지만 기왕의 해석들은 “도로로 질주하오.”가 “도

로 위를 질주하오.”를 의미한다는 전제 위에서 ‘도로=길=골목’이라고 이해해 온 셈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해석이 시인의 본래 취지였다면 이상이 쓴 원문의 문장들은 해석학적 경제성이 없다

고 해야 한다.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대목을,	 특별한 효용도 없는

방식으로 애매하게 썼다는 얘기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도로로”를 “도로를 향해”의 의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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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 볼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이 시의 공포의 대상은 ‘도
로’	 그 자체가 된다.93)	

이점을 지적하는 일이 이 시에 대한 기왕의 독법들을 혁신적으로 교정할 충분한 근거를 제

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도로’가 왜 중요한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이미 한 연구자가 제2제정기 파리의 도시계획과 식민지 경성의 도시계획을 비교

하면서 포괄적으로 언급한 대로94),	 이 시가 발표되기 불과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

용된 근대적 개념의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6)이 공포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95)	 건축학도인 이상에게는 특히 이 사실이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능

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본고의 시각과 관련해서는 이 ‘계획령’이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동아시아 침략을 위해 조선을 본격적으로 병참기지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조처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도 더불어 참고할 만하기 때문이다.	 이 시뿐만 아니라 오감도 연작 중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어떤 시들도 달리 보면 조선에서 본 동아시아 정세를 은밀히

지시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예컨대 같은 시기에 발표된 다음 시는 언뜻 거의

무의미한 말장난처럼 보이기 십상인 것이다.	 	 	 	 	 	
싸홈하는사람은즉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고또사홈하는사람은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도

하니까싸홈하는사람이싸홈하는구경을하고싶거든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싸홈하는것을구경하

든지싸홈하지아니하는사람이싸홈하는구경을하든지싸홈하지아니하든사람이나싸홈하지아니하

는사람이싸홈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얏으면그만이다.	
― 시제3호 (1934.7.25)	 전문

93)	 1930년대를 전후한 경성의 ‘도로’가 갖는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신범순,	앞의 책,	 2장 2절을

참조.	 “기괴한 전류와 기계적인 운동의 흐름으로 가득찬 경성의 거리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하

는 문제가 이상의 ‘질주’의 주제이다.	오감도 중 ｢시제1호｣는 ‘13인의 아해’의 질주를 통해 이 주제를

다룬다.”(111쪽)	 도로에 주의를 기울인 선행 연구로는 박현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다.	 “이 시에

서 중요한 것은 ‘뚫린 골목’과 ‘막다른 골목’의 대조가 아니라 도로와 골목의 대조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아해들이 질주하는 것은 도로이지 골목이 아니다.	 골목은 단지 괄호 내의 부차적인 규정

속에서만 등장한다.	 13인의 아해가 질주하는 도로와 괄호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등장하는 ‘골목’은 단

어의 뉘앙스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어휘의 장(場)에 속해 있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가 ‘사람이나 차들

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좁은 비교적 큰 길’로 근대적 뉘앙스가 강한 데 비해,	골목은 ‘큰길에

서 집과 집 사이로 뚫린 좁다란 길’로 전근대적인 뉘앙스가 강하다.”(박현수,	앞의 책,	 109쪽)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점을 지적하는 일이 이 작품을 어떻게 다시 읽게 만드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94)	 신범순,	 위의 책,	 같은 곳.
95)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대해서는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열화당,	 2004)의 1장 3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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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도 연작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작품이고,	드물게 이 시를 언급한 연구들도 이 문

장들이 어째서 시가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은

현재 싸움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싸우기 전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다 보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싸움을 할 만한 가능성은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래 싸움이라는 것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때도 역

시나 싸움을 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질문을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사람은 어떤 경로로 싸우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두 가지다.	싸울
법한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경우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은 ‘싸움 구경’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찾으면 된다고,	 혹은 싸움이라는 게 이

렇게 서로 다른 경로로 시작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

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본다 하더라도 이 작품이 어째서 그의 야심만만한 오감도 연작의 세 번째 발

표작이 되어야 했던 것인지를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언뜻 무의미해 보이는 이 부조

리한 시에서,	 이 싸움의 주체들과 그 구경꾼을 동아시아 3국으로 가정해본다면,	 이 시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을 조선이라는 위치에서 관전하는 시선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
런데 싸움의 주체들은 두 종류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싸움 구경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

온 이 시는 말미에 이르러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라는 제3의 선택지를 제시

한다.	 이는 이 시가 쌓아온 싸움의 논리를 무화시켜버리는 진술이다.	 이는 마치 오감도 시제1
호 의 끝에 나타나는,	길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어도 좋고 아해들이 질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는 식의 회피와 유사해 보인다.	 이것은 이 시의 취지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학적 전략이 아닐까

의심해봄 직하다.	 도대체 왜 이런 시가 오감도 연작에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시는 또 있다.	 	
때무든빨내조각이한뭉탱이空中으로날너떠러진다.	 그것은흰비닭이의떼다.	 이손바닥만한한조

각하늘저편에 戰爭이끗나고平和가왓다는宣傳이다.	 한무덕이비닭이의떼가깃에무든때를씻는다.	
이손바닥만한하늘이편에방맹이로흰비닭이의떼를따려죽이는不潔한戰爭이始作된다.	 空氣에숫

검정이가지저분하게무드면흰비닭이의떼는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으로날아간다.	
― 시제12호 (1934.8.4)	 전문

이 시는 흔히 빨래터의 풍경을 그린 시로 주석된다.	오감도 연작이 왜 빨래터 따위를 그려

야 한단 말인가 하는 동일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 역시 ‘전쟁과 평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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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두 의미 축을 그다지 성공적이지도 않은 은유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받
아들일 때 달리 읽힐 여지가 생긴다.96)	총 여섯 문장으로 돼 있는 이 시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현대어 표기로 다시 옮겨 적어보자.	
a)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텅이 공중으로 날아 떨어진다.b)그것은 흰 비둘기의 떼다.c)이 손바닥만 한 한 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d)한 무더기의 비둘기 떼가 깃에 묻은 때를 씻는다.e)이 손바닥만 한 하늘 이편에 방망이로 흰 비둘기의 떼를 때려죽이는 불결한 전쟁이 시작

된다.	f)공기에 숱검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흰 비둘기의 떼는 또 한 번 이 손바닥만 한 하늘

저편으로 날아간다.	
첫 번째 단락이 제기하는 문제는 “빨래 조각”과 “비둘기의 떼”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확정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가 후자의 은유인가,	 후자가 전자의 은유인가.	 최근 연구들은 이

구절의 지시대상이 “빨래 조각”이며 이를 은유한 것이 “비둘기의 떼”라고 간주하고,	 이 시의 전

체 내용을 빨래터의 일상적 풍경을 노래한 것으로 결론 내린다.	 그러나 이 결론은 전언을 소박

하게 만들고 이 시를 오감도 연작의 전체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이질적인 작품으로 만든

다.	 게다가 이는 a),	 b),	 c)의 흐름을 봐도 어색한 독법이다.	 만약 ‘공중에서 날아온 빨래’(a)가
원관념이고 ‘비둘기’(b)가 보조관념이라 간주할 경우,	 “하늘 저편”에서 날아온 “선전”(c)이라는

확장된 은유는 ‘빨래’라는 원관념의 속성으로부터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a)와 (b)는“공중”이라는 유사성으로 결합될 수 있다 하더라도(이 역시 무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늘
이편”에서 벌어지는 정태적인 (a)와 “하늘 저편”으로부터 “하늘 이편”으로의 이동을 뜻하는 역

동적인 (c)	 사이에는 의미상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빨래하는 행위를 보면서 그

빨래로부터 비둘기를 떠올리는 일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하늘 저편의 평화’를 연상한

다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정반대로 읽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시의 지시대상은 비둘기이고 그 보조관념은 빨래일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때”라는 유

사성으로 연결된다.	 시인은 비둘기의 비행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때”가 묻은

96)	 이런 맥락에서 이 시를 “비둘기(=평화)의 학살자에 대한 준열한 고발”이라고 단언한 김기림의

짧은 논평이 후대의 해석들보다도 더 흥미롭게 읽힌다.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	김유중 김주

현 엮음,	 그리운 그 이름,	 이상,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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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여서 “흰 비둘기”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때 묻은 빨래”
를 연상하게 했을 것이다.	 본래 흰 색이지만 여하한 사정으로 때가 묻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은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이 은유적 연결 작업으로부터 이 시는 출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인은 묻게 된다.	왜 비둘기들에는 때가 묻어 있는가?	 이 지점에서 시적 재치가 발휘된다.	 그
것은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때가 묻은 비둘기의 떼가 지금 이

곳으로 날아왔다.	 전쟁터에 있었으므로 때가 묻었을 것이고,	 그 전쟁이 끝났으므로 여기로 날아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읽을 경우 (a)에서 (b)를 거쳐 (c)로 이어지는 흐름은 자연스러워

진다.	
그렇다면 ‘하늘 저편의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륙에서의 전쟁을 가리킬 것이다.	 “하

늘 저편”은 만주와 상하이라는 정치적 장소를 환기한다.	 이렇게 볼 경우 두 번째 단락의 내용

도 비로소 납득이 된다.	왜 “하늘 저편”에서 날아온 비둘기는 “하늘 이편”에서 다시 “하늘 저편”
으로 날아가야 하는가?	 “하늘 이편”은 대륙에서의 전쟁을 위한 후방 기지로 복무해야만 했던

조선의 위치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때 묻은 비둘기가 날아와서 전쟁이 끝

나고 평화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지만(a,	 b,	 c),	 조선에서 그 비둘기들은 처형되거나 세척되거나

혹은 단련되어서(d,	 e)	곧 대륙으로 되돌려 보내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f).	 조선은 전쟁의 후

방 병참기지이기 때문이다.	 이 시가 발표된 이후 더욱 가속화될 이와 같은 정세적 흐름을 어쩌

면 이 시는 예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를 빨래터의 풍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읽을 경우

이 시에 은닉돼 있는 역사적인 함축들은 사라지고 만다.	
古城압풀밧이잇고풀밧우에나는내모자帽子를버서노앗다.	
城우에서나는내記憶에꽤묵어운돌을매여달아서는내힘과距離껏팔매질첫다.	 抛物線을逆行하는

歷史의슯흔울음소리.	 문득城밋내帽子겻헤한사람의乞人이장승과가티서잇는것을나려다보앗다.	 乞

人은城밋헤서오히려내우에잇다.	 혹은綜合된歷史의亡靈인가.	 空中을向하야노힌내帽子의깁히는切

迫한하늘을불은다.	 별안간乞人은慄慄한風彩를허리굽혀한개의돌을내帽子속에치뜨려넛는다.	 나는

벌서氣絶하얏다.	 心臟이頭蓋骨속으로옴겨가는地圖가보인다.	 싸늘한손이내니마에닷는다.	 내니마

에는싸늘한손자옥이烙印되여언제까지지어지지안앗다.	
― 시제14호 (1934.8.7)	 전문

암시적인 전쟁의 수사학을 동원하는 대신 드물게도 “역사”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제14호 는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나 역사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 사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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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정황은 이렇다.	 ‘나’는 두 가지 행위를 한다.	첫째,	 성 앞 풀밭에 “모자”를 벗어놓고,	
둘째,	 성 위로 올라가 “기억”에 돌을 매달아 던져버린다.	앞의 행위는 의식(ritual)을 치르기 위

한 예비 동작이고(모자를 벗는 행위의 관습적 의미를 생각할 것),	뒤의 행위는 기억(역사)으로

부터 해방되기 위한 의식이다(포물선을 그리도록 “기억”을 던졌는데 “포물선을 역행하는 역사

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이것이 작별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 불청객(‘장승같은 걸인’)이 나타나서 ‘나’의 두 행위를 ‘한 번에’	무위로 돌려버린다.	 내가 던진 돌을 들

어,	 내가 버린 모자에 넣어버린다.	 “문득”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 “걸인”은 이 시에

서 “역사의 망령”에 비유되고,	 그 망령97)의 위력은 “걸인은 성 밑에서 오히려 내 위에 있다”는
역설로 표현된다.	 마르크스의 저 유명한 구절—“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은 악몽과도 같이 살

아 있는 세대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을 떠올리게 만

드는 이 작품은,	 과거로부터 누적돼 오늘에 이른 역사적 상황(“종합된 역사”)에서 누구도 손쉽

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역사’라는 심급이 이상의 작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인

자신이 비교적 솔직하게 언급해 놓은 사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감도 연작 중에서 몇 편의 시를 다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98)	 ‘오감도’	

연작의 이와 같은 정치적 (무)의식은 당대 독자들이나 비평가들에게 거의 간파되지 못했다.	훗
날 그의 아내였던 변동림은 이상의 당시 시에는 “그 시대에 사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나 “일본이 미처 그 뜻을 눈치 채지도 못했을 때 동족의 무지로써 말살된”	 것이라고 회

고했다.99)	 변동림의 주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오감도’	 연작이 당대 대중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당대 대중 독자들의 반발의 근원에는 시라는 장르가 희롱당하고 있다는 불

쾌감이 있었을 것이다.	 대개의 독자들은 이상이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전위

적인 시 동인지 시와 시론을 읽은 바 없었을 것임은 자명하고 하물며 이상이 조선과 건축
에 일어로 발표한 수십 편의 시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1장에서 살핀 대로 그 일어시들

에서 이상은 전공 분야의 전문 용어를 과감히 시에 도입했다.	 그것은 그가 일본의 시와 시론
에서 배운 것이었고 그가 지용이나 기림과 다른 시를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었으며 그가“열아문개쯤 써보고서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을 비웃을 수 있는 득의

97)	데리다 식으로 말하자면 가시적인 존재인 '유령'(spectre)과 달리 ‘되돌아오다’(re-venir)의 변형인‘망령’(revenant)은 흘러간 시간 그 자체의 거부할 수 없는 회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이 역

사를 ‘망령’에 빗댄 것은 문맥상 정확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7	 참조.
98)	 오감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야 마땅해 보이는 같은 계열의 시로는 이로부터 2년 뒤에

발표된 ｢가외가전｣이 있다.	 이 시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나 미처 다루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99)	 변동림,	 같은 글,	 184,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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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감도 연작에서는 그는 그런 괴팍한 언어 사용을 거의 자

제했다.	 그는 연재가 중단되고 나서 “깜빡 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라고

했지만 그는 오감도 연작 중 시제8호—해부 정도를 제외한다면 일어시들이 자부심 가득한

채 둘렀던 그 장벽을 거의 대부분 제거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당대의 독자들이 자신의 시에

숨겨둔 정치적 함축들을 읽어주기를 원했을 것이나 그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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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학적 글쓰기와 정체성의 알레고리

(1)	 초기시의 존재론적 함의에 대한 해석학적 검토

:	 이상한 가역반응 에서 ‘가역반응’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상은 자신의 역사철학을 개진하거나 실천하기에 수월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식민지 조선

은 역사철학의 주체가 되기보다는―만주사변(1931)과 상해사변(1932)	 이후 조직화되기 시작한,
―식민지 본국 역사철학의 예속적 객체(식민지 개발의 객체)이거나 하위주체(대륙 침략의 협력

자)로 호명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그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문학

적 실천에 나설 수도 없었다.	 식민지의 거의 모든 문화적 생산물에 검열체제가 작동하고 있었

기 때문에 그의 재현은 (앞에서 검토한 대로)	복잡하고도 불가피한 ‘재현의 정치학’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상 텍스트 특유의 ‘병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다.	
이상 문학의 이런 측면은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그의

유별난 개인사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상이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결핵 병력과 죽음 충동을 노래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역

사적․현실적 발언의 일환으로 섣불리 간주하는 것은 확실히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러나 거꾸로 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그토록 ‘개인적인’	질병과 충동을 왜 그렇게 집요

하게 ‘공적으로’	 재현해야만 했던가.	 그리고 일단 공적인 텍스트로 발표된 이상 그 텍스트들은

개인적 병증의 고백이 아니라 집합적 병증의 알레고리적 재현으로 이해될 운명에 처해지는 것

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이상 시의 병리성을 역사철학적 징후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이상이 가장 먼저 발표한 시 이상한 가역반응 이 될 것이다.	

이상의 연보를 특정 대목에 주목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상은 1929년에 경성고

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100)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발령 받는다.	11월경에는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 영선계로 자리를 옮기고,	 12월경에는 조선건축회의 학회지

인 조선과건축 표지 도안 현상모집에 당선된다.	 이상이 문학 활동은 시작한 것은 이듬해인1930년이다.	 조선총독부의 홍보지 조선 국문판 2월호부터 12월호까지 1년 동안 연재한 장편

소설 12월 12일이 그의 공식적인 첫 작품이다.101)	 강조해둘 만한 사항은 이해 여름에 첫 각

100)	 수석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권영민 편 전집의 연보를 따랐다.	“경성고등보통학교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자 학교의 추천으로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발령을 받았다.”	권영민 편,	 이상 전집의 각권 말미에 수록돼 있는 연보 참조.
101)	 이상의 내용은 이상 전집(뿔,	 2009)에 수록된 연보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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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이 시작되었고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결핵은 불치병이었다.	 그저 요양과 섭생

으로 병을 관리하는 일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102)	말하자면 그는 첫 장편소설을 연재하던

도중 그의 인생 전체를 두 부분으로 쪼개버린 결정적인 사건을 겪은 셈이다.103)	 연재를 마치고

반 년 간의 공백을 가진 후 이상은 약 1년간 조선과 건축에 4회에 걸쳐 28편의 시를 집중적

으로 발표한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A)	 이상한가역반응 외 5편 (1931년 7월)	(B)	 '조감도‘	 계열시104)	 (1931년 8월)	(C)	 '삼차각설계도’	 계열시 (1931년 12월)	(D)	 '건축무한육면각체‘	 계열시 (1932년 7월)	

각혈 이후 한동안 이상은 시에만 몰두한다.	 물론 2년 동안 그가 시만 쓴 것은 아니다.	 (C)와(D)	 사이의 시기에 이상은 첫 장편소설을 연재했던 조선에 지도의 암실 (1932년 3월호)과
휴업과 사정 (1932년 4월호)을 잇달아 발표한다.	 그러나 이 두 작품 이후 그가 다시 소설을 쓰

기 까지는 약 4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둘 만하다.105)	 이상은 1936년 봄으로 추정되

는 시기에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치 생애 최초의 도전이나 되는 듯이 “소설을 쓰겠소.”(
편지 1 )라고 비장하게 선언하였고,	 그 다음 서신에서는 “참 내가 요새 소설을 썼소.	우습소?”(
편지 2 )라고 실토하면서 부끄러워했다.	 시기를 보건대 지주회시 (중앙 1936.	 6)와 날개 (
조광 1936.	 9)가 바로 그 ‘소설’들이다.	 1932년의 두 소설의 의도적인 난삽함을 덜어낸 1936년
의 두 소설은 당대의 호평을 받았다.	 여러모로 그의 후기 소설들과 성격이 상이한 1932년 소설

들의 혈족은 1936년의 소설들이 아니라 (A)에서 (D)에 이르는 초기시들이라고 보는 편이 온당

하다.	 여기에다 다음 사실을 나란히 놓아보자.	 1934년 ‘오감도’	 연재가 독자들의 항의로 중단된

뒤 쓰인 미발표 산문에서 이상은 오감도 연작시의 밑그림이 1930년과 1931년에 쓴 작품들에서

이미 구축된 것이라고 적었다.106)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을 것

102)	 이에 대해서는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6,	 5장을 참조.	
103)	 장편 12월 12일의 연재가 5분의 2정도 진행됐을 무렵 이상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작자의

말을 게재한 바 있다.	 “나의 지난날의 일은 말갛게 잊어주어야 하겠다.	 나조차도 그것을 잊으려 하는

것이니 자살은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이상은 연재를 끝마칠 때까

지는 ‘최후의 행운’이 찾아와주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끝낸다.	 	 	
104)	 ‘계열시’라는 명칭은 김주현의 것이다.	김주현 편 정본 이상문학전집 1	 -	 시(소명,	 2009)	 참
조.	
105)	 4년의 공백 기간 중에 ｢지팡이 역사｣(월간매신,	 1934.8)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 작품은 ‘희
문(戱文)’이라는 타이틀 하에 게재되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산문 혹은 콩트에 가까운 작품이다.	 	
106)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떡 끄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커녕 쥐 꼬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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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폐결핵 진단 ―→ (A)	 ～ (D)	 ―→ ‘오감도’	 연작1930년 1931~2년 1934년

↓

지도의 암실 휴업과 사정1932년
이것이 1930년부터 1934년까지 이상 문학의 흐름이다.	말하자면 이상은 1930년 여름에 폐

결핵 진단을 받고 집중적으로 시 쓰기에 몰두했고,	 이때 쓰인 작품들은,	 적어도 그가 소설 쓰기

에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한 1936년 이전까지는 그의 모든 작품의 밑그림이

되었다는 얘기다.	네 차례에 걸쳐 몇 편의 시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식으로 세상에 내보낸 수십

편의 시는 실질적으로 이상 문학의 (시간적)	 기원이자 (내용적)	 근원이 되었다.	 새삼스러운 정

리를 시도한 것은 저 텍스트들의 한계를 양쪽에서 설정하기 위해서다.	 (A)~(D)에는 그 작품을

발표하기 직전에 발생한 어떤 사건(결핵 발병)의 영향이 반영돼 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작업(‘오감도’	 연작)에 반영돼 있는 어떤 것이 잠재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콘텍스트가 무

한정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A)~(D)는 ‘발병’	 이후이고 ‘오감도’	 이전이다.	 이 장에

서는 이상의 최초 발표 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각별한데도 그간의 이상 연구에서 응분의

주목을 받지 못한 (A)그룹에 속하는 시들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이 초기 시에 이후 이상 문학의

존재론적 근간이 되는 프레임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을 보이려 한다.	 다섯 편의 시를 수록 순서

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이 중 처음 세 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107)	
이상한 가역반응

파편의 경치—△는나의AMOUREUSE이다

▽의 유희—△는나의AMOUREUSE이다

수염 (鬚․鬚․그밖에수염일수있는것들․모두를이름)BOITEUX․BOITEUSE
못 달고 그만두니 서운하다.”(｢오감도 작자의 말｣)	
107)	앞서 언급한 대로 권영민 편 전집에서 한글로 번역된 판본을 인용한다.	 이 시들은 본래 일본

어로 쓰였고 그러므로 당연히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당시 일본어 글쓰기의 관행을 따른

것일 뿐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원문을 한글로 옮길 때 과연

띄어쓰기를 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일단 이 전집의 판본을 따르

되,	 필자의 논의 속에서 특정 구절을 재인용할 경우에는 현대어 띄어쓰기를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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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이상한 가역반응 은 이상이 최초로 발표한 여섯 편의 시 중에서 맨 앞자리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이상 시의 입구라고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A)~(C)	 그룹의 시에는 작품 말미에 탈고일로 짐작되는 날짜들

이 명기돼 있다.	 이 날짜들을 확인해 보면 작품이 완성된 순서와 발표된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상이 가장 먼저 발표한 (A)그룹의 시는 그가 가장 먼저 완성한 작품이

아니다.	 완성된 순서로 보자면 (C)의 선에 관한 각서 1 (1931.	 5.	 31)이 맨 앞자리에 놓이고,	(B)의 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1931.	 6.	 1)이 그 다음이며,	 (A)의 시 전체(1931.	 6.	 5)가
그 뒤를 잇는다.	 완성된 순서와 발표된 순서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문학 해석학의 한 쟁점이 될 만하다.	 본고는 창작자의 최종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어떤 시를 먼저 집필하기 시작했건 이상이 가장 먼저 세상에 내보이

고 싶어 한 것은 아래의 작품이다.	 	 		 	
임의의반경의원(과거분사에관한통념)
원내의한점과원외의한점을연결한직선

두종류의존재의시간적영향성(우리들은이것에관하여무관심하다)
직선은원을살해하였는가

현미경

그밑에있어서는인공도자연과다름없이현상되었다.
― 이상한 가역반응 전반부

첫 세 행은 공통적으로 서술부가 없는 명사구로 돼 있다.	 이 경우 그것들의 ‘있음’을 가정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①“임의의 반경의 원”이 있다고 하자,	 ②“원 내의

한 점과 원 외의 한 점을 연결한 직선”을 그어 보자,	 그리고 ③“두 종류의 존재의 시간적 영향

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라는 취지일 것이다.	앞의 두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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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원 외의 한 점에서 출발한 선이 원주를 뚫고 원 내의 한 점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

로)	 다가가는 기하학적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다.	 “두 종류의

존재”란 무엇인가.	답은 시 내부에서,	더 엄밀히 말하면,	 해당 구절 앞부분에 제시된 정보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해석학적으로 합당한 전제일 것이다.	 (물론 이 전제는 정답을 보장할 수

없고 오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두 종류의 존재란 앞서 언급된 두“점”일 수밖에 없다.	 원 내부에 있는 점을 하나의 존재로,	 원 외부에 있는 점을 다른 하나의 존

재로 가정하자는 뜻일 것이다.	 시인은 지금 ‘점’에서 ‘존재’로 층위를 옮기고 있다.	 혹은 기하학

의 층위에서 존재론의 층위로,	 그것도 “두 존재”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기묘한 층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뒤에서 보겠지만 실제 이동 순서는 반대일 것이다.	 이상은 ‘존재’에 대해 무

언가를 말하기 위해 ‘점’과 ‘선’을 도입했을 뿐 그 반대가 아니다.)	 이것이 첫 세 연의 기본 정황

이다.	
그런데 아직 두 가지 물음을 남겨두었다.	 “과거분사에 관한 통념”이란 무엇이며 두 존재의“시간적 영향성”이란 또 무엇인가.	앞의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는,	 적어도 저 시 안에서는,	

오직 ‘과거분사’라는 용어 자체 밖에 없다.	 과거분사의 정의와 용도를 살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완료는 1)대과거(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의 시점을 지시하고,	 2)과거완료(먼 과거에 시작된 행위가 가까운 과거에 완료된 경우)의 시제를 표시한다.	 종합하면 먼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 어느 시점에 완료된 것을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어다.	 이상은 “임의의 반경의

원”이 있다고 가정하자는 말을 한 뒤에 곧이어 이 가정이 “과거분사에 대한 통념”과 관련이 있

다고 적었다.	 이 ‘관련’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임의의 반경의 원”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

그 구절이 마치 과거완료 시제를 숨기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임의의 반경의 원[이 성립(완료)
되었다]”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뜻으로 읽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원처럼 이미 확실

하게 구축(완료)돼 있는 듯 보이는 어떤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허물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원
바깥에서 어떤 점이 생겨나고 이 점이 원 내의 점과 직선으로 연결되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이상은 그 뒤에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라고 적었다.	 이 문장은 많은 연구들에

서 그 맥락과 무관하게 절취되어 이 시를 기하학에 대한 논변으로 간주하는 데 활용되어 온 대

목이다.	 그러나 특정 구절은 그 앞뒤 문맥의 제한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문제의 문장은 작품

앞부분에 제시된 설정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 부분이고,	 그 설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판단에 대해 독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다.	 이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의 반경의 원이 있다,	 원 안의 한 점과 원 밖의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다,	 이
로써 두 종류의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직선이 원을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상은 지금 어떤 존재론적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원으로 표상되는 조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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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 ‘나’라는 존재(원 내의 한 점)가 있었다.	 ‘나는 나다’라는 동일성의 상태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껏 몰랐던 또 다른 존재(원 외의 한 점)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등

장한 존재가 애초에 있던 존재에게 ‘시간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두 점의 연결).	 이제 기존의

삶은 끝난(살해된)	 것인가?	두 점 사이에 직선이 그어지고 이것이 원을 꿰뚫게 되는 기하학적

도해는 이와 같은 존재론적 사건의 재현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그 사건을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두 종류의 존재”와 관련된,	 “살해”라는 표현이 필요할 정도로 치명적인 어떤 것이라는 점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한 가역반응’이라는 제목이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가역반응이란 “두 물질이 반응하여 새로운 다른 두 물질이 생길 경우 이들의 온도와 농도를 바

꾸면 원래의 두 물질로 복귀하는 반응”108)을 뜻한다.	 이상은 자신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두

종류의 존재로 분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도 있다

는 것을 저 제목으로 말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 사건의 맥락을 더 좁혀준다.	“현미경/	 그밑에있어서는인공도자연과다름없이현상되었다.”	 현미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실

험실이거나 병원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곳이다.	 그곳에서 화자는 현미경 아래에서는 자

연과 인공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정리하면,	앞서 말한 “두 종류의 존재”는 본

래 이항대립적인 층위(예컨대 ‘인공vs자연’)의 것인데,	 그것들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는 존재론적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 실험실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어느 날

오전에 벌어진 일이다.	 시의 후반부는 같은 날 오후의 일을 그린다.	 	 	 	 	
그날오후

물론태양이있지아니하면아니될곳에존재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그렇게하지아니하면아니될보조를미화하는일도하지아니하고있었다.
발달하지도아니하고발전하지도아니하고

이것은분노이다.
철책밖의하얀대리석건축물이웅장하게서있었다

진진5″각바아의나열에서

108)	 전집 1,	 186쪽,	 주석 1	 참고.	 이 주석은 뒤이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역반응이라

는 것은 화학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적 화자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자

연 속에서의 시간의 비가역성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지만 시의 어떤 부분이 이

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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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에대한처분법을센티멘탈리즘하였다.
목적이있지아니하였더니만큼냉정하였다

태양이땀에젖은잔등을내리쬐었을 때

그림자는잔등전방에있었다

사람은말하였다“저변비증환자는부잣집으로소금을얻으러들어가고자희망하고있는것이다.”
라고

…………………

― 이상한 가역반응 후반부

어떤 사건의 경과를 보고한 뒤에 “그날 오후”라는 어구와 함께 후반부로 넘어가는 것은 어

색하지 않다.	오전의 사건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이어지는 대목들에서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태양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곳에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될 보조를 미화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화자는 오전에 그가 머물던 곳에

서 밖으로 나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이 변함없이 그 자리(“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곳”)
에 있었고,	늘 흘러가던 대로(“보조를 미화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흘러가고 있다.	 이날 오후

화자가 가장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자신에게는 그토록 중대한 오전의 사건(“이상한 가역반응”)
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오전에 나의 기

왕의 삶이 살해되었는데,	오후의 세상은,	 “발달하지도 아니하고 발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대로다.	 여기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가 오전에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한 번쯤 돌아본다면 그것도 납득할 만한 일이다.	 “철책 밖의 하얀 대리석 건축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 건물에서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	“진진5″각바아의나열에서/육체에대한처분법을센티멘탈리즘하였다.”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화자가 지금 ‘5초의 각도를 갖고 있는 바아(bar)가 나열돼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부딪칠 때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문장

을 ‘사실 진술’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지시 대상을 찾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문장을 ‘비유

진술’로 보고 그 원관념을 찾는 길이다.	두 개의 길 중에서 독자가 일단 먼저 선택해야 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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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자다.	 시가 X를 말할 때,	 그 X를 성급하게 비유 진술로 간주할 경우 해석 작업은 더러 무

익하고 무한한 수수께끼 풀이가 돼버린다.	 X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X로 간주되어야 한다.	 5초의

간격으로 바아가 나열돼 있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이 문장을 비유 진술로

가정하는 탐색 작업은 애초에 불필요하다.	 그것은 ‘시계’다.	 김주현의 적절한 주석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109),	 시계에는 1에서 12까지의 숫자를 뜻하는 바아가 5초 간격으로 나열돼 있다.	 이
상은 누구도 원관념을 확정할 수 없는 비유를 만들어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시계를 설명하는 가장 낯선 방식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화자는 지금 시계를 보고 있다.	 이전 구절을 참고한다면 “하얀 대리석 건축물”에 붙어 있는

벽시계일 수도 있겠고 혹은 화자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화자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순간을 바라보면서(즉,	 시계를 보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	 더 정확하게는“육체의 처분법”에 대해 쓸쓸한 상념에 젖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이 육체는 어떻게

처분될 것인가(자연사),	 혹은 시간의 흐름에 맞서서 이 육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자
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이제 이 구절이 시의 전반부가 감추고 있는 저 ‘존재론적 사건’의
실체를 짐작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문제의 사건은 ‘시간

과 육체’와 관련된 것이다.	 화자는 어쩌면 병에 걸린 것인가?	 그것은 시한부 선고 같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가 오전에 머물렀던 곳은 병원이고 그는 진단을 받은 것인가?	 화자가 시계를 보면

서 제 육체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쓸쓸해 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그와 무관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냉정하게 흐른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다음과 같다.	 “목적이 있지 아니 하였더

니만큼 냉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어느 날 오전에 겪

은 어떤 사건을 보고한다.	 그 사건을 시인은 기하학의 언어체계로 옮겨 놓았다.	 어떤 원의 안과

밖에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이 직선으로 연결되면서 원이 살해된 것 같다는 게 설명의 골자

다.	또 다른 존재가 뒤늦게 등장해서 기존의 질서 체계가 무너졌다는 내용의 기하학적 번안이

다.	 후반부는 같은 날 오후의 어느 순간을 보고한다.	 이 부분은 ‘원의 살해’라는 사건을 겪은 화

자의 반응과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건의 실체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화자는 시계를 보면

서 육체가 어떻게 처분될 것인가 혹은 육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쓸쓸한 상념에 빠진

다.	 이를 통해 독자는 화자에게 일어난 일이 ‘의학적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시에 이상은 ‘이상한 가역반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사건이 어떤 ‘분열’의 사건이고 이는 어

쩌면 ‘되돌릴 수도 있는[가역(可逆)]’	 사건이라는 점도 밝혀두었다.	 해석의 곡예를 포기한다면,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다.	
109)	김주현 편,	앞의 책,	 34쪽,	 주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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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의학적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 시 안에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건의 실체

에 최대한 점근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접근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 이상이 남긴 다른 텍스트들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독자는 이상이 이 시를 발표하기1년 전에 (당시로서는 시한부 선고와 다를 바 없는)	 결핵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연재 중이었

던 장편소설을 겨우 마무리하고 반 년 동안 침묵한 뒤에 최초로 발표한 시가 바로 이 작품이라

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시가 감추면서 드러내고자 한 저 ‘이
상한 가역반응’이란 바로 ‘결핵 환자 이상’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또 이를‘직선에 의한 원의 살해’에 비유한 것은 이 발병이 기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정도로 폭

력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가역반응’인 이유는 원래의 상태로 복귀할 (즉,	 상
태가 호전되어 치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이라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이다.110)	
요컨대 이 시는 당시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존재론적 고뇌를 기하학의 언어로 옮기고 거기에

화학 용어로 된 제목을 붙인 사례다.	
이상은 자기 자신이 결핵환자라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다.	 내 안에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존재가 잠재해 있다가 돌연 출현한 경우라고 할 만하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시를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두 편의 시에는 공통적으로 “△는 나의 AMOUREUSE
이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리고 두 편의 시에는 △과 짝을 이루는 ▽이 본문에 등장한다.	
악명 높은 이 기호들에 대해서는 그간 적지 않은 주석들이 시도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이어

령의 주석이 대표적이다.	 “정삼각형과 역삼각형 같은 기하학적 도형의 시각적 대립이 이상의

시에 오게 되면 여성과 남성,	 현명한 자와 우둔한 자와 같이 이항대립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

서 의인화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씨름을 하면 언제나 아랫도리가 약한 역삼각형이 정삼각형에

지고 맙니다.	 동시에 역삼각형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인 외투 입은 남자의 뒷모습처

럼 쓸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상적 삶 속에서 좌절한 패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

입니다.	 이상은 냉엄하고 비정서적인 기하학적 도형과 숫자를 문학적 영상 기호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111)	 이 주석이 여전히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두 삼각형 기호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기호’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시에서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10)	 ‘가역반응’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이상이 이 작품을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 뒤에

발표한 ‘선에 관한 각서’	 연작에서,	 사람이 빛보다 빨리 달리면 시간 여행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에 왜 그토록 집착했었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	 그에게 과거로 달려가는 것이

미래로 가는 것이기도 했던 이유는,	 발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곧 그의 건강한 미래로 나

아가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111)	 이어령,	 ｢이상 연구의 길 찾기–왜 기호론적 접근이어야 하는가｣,	 권영민 편,	 이상 문학 연구60년,	 문학사상사,	 1998,	 16쪽.	



- 68 -

일반적으로는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함이다.	 그러나 편의성이 시어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시는 신속하게 의미가 전달되어야 하는 종류의 장(場)이 아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시인이 시에서 기호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명명하기 어려운 것을 잠정적으로 명명하기 위한 방

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접근해야만 그 기호는 복합적인 내포를 거느리게 되고 시적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호와 그 의미를 1:1로 확정하는 주석들은 설득력을 갖

기 어렵다.	즉각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 기호는 애초부터 사용될 필

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런 문학적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전달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달의 편의를 희생하고 얻게 되는 미학적 성취도 의심스럽다.	 어느 모로 보나 무익한 행위가

되고 만다.	앞에서 어떤 시가 X를 말할 때 그 X를 성급하게 비유 진술로 간주하면 해석 작업은

무한한 수수께끼 풀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거니와 유사한 말을 여기서 반복할 수 있다.	 ‘이
기호는 은유가 아니므로 원관념으로 대체될 수 없다.	무리하게 대체하면 기호의 필연성과 복합

성은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명명하기 어려운 ‘그것들’은 무엇일까.	 일단 분명한 것은 두 기호가 서로 대칭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 시의 기호들을 ■과 ⃟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무엇보다

이상 자신이 다음과 같은 단서를 남긴 터다.	 그는 △을 “나의 AMOUREUSE”라고 적었다.	 이상이‘연인’이나 ‘애인’과 같은 일반적인 한국어 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불어

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는 성별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에는 그 기능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형용사에

는 그 구별이 없다.	 문제의 단어는 명사 amour의 형용사형이다.	 amoureux(남성형)와amoureuse(여성형)이 있고 이상은 그 중에 후자를 택했다.	 이상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의

기호 △에 여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앞서 △과 ▽의 의미를 이해할 때 염두에 둬

야 할 첫 번째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기호는 은유가 아니므로 원관념으로 대체될

수 없다.	무리하게 대체하면 기호의 필연성과 복합성과 사라지고 만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전제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 기호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유표적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기호다.’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호들이 명명불가능성과 이항대립성을 전제한 위에서 작동

한다는 사실이다.112)	텍스트가 스스로 부과하고 있는 이 한계를 무시할 때 텍스트의 특정 부분

112)	 가장 최근에 시도된 주석으로는 권영민의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권영민은 △은 ‘촛불의 불꽃’
을,	 ▽은 ‘초’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권영민 편,	 전집,	 192~3쪽 참고.	 이 주석은 우리가 중요한 것으

로 간주한 명명불가능성이나 이항대립성보다는 기호와 기의의 시각적 유사성에 주목한 주석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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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상의 시를 읽을 때 독자는 유동적

인 기호를 고정하고 모든 구절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작업이 제공하는 쾌감에 저항해야 한다.	
연구는 남김없이 해석해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
금까지의 논의는 시의 본문으로 진입하기 전에도 이미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

서 ∇과 △의 복합적인 내포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물론 이 작업이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시 앞에 이미 이상한 가역반응 이라는 작품이 있었다.	 시인 자신이 그렇게 배

치했고 이 ‘배치’는 그 자체로 시인의 의도를 전달한다.	앞의 시를 참조해서 뒤의 시를 읽는 것

은 해석학적으로 합당한 절차일 것이다.	 그러니 앞의 시가 제기한 “두 종류의 존재”에 대한 시

인의 고뇌가 다음 시에서 어떤 식으로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봄직하다.	
나는하는수없이울었다

전등이담배를피웠다

▽은1/W이다

×
∇이여!	 나는 괴롭다

나는유희한다

∇의 슬립퍼는과자와같지아니하다

어떻게나는울어야할것인가

×
쓸쓸한들판을생각하고

쓸쓸한눈내리는날을생각하고

나의피부를생각지아니한다

기억에대하여나는강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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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같이노래부르세요”
하면서나의무릎을때렸을터인일에대하여

▽는나의꿈이다

스틱크!	 자네는쓸쓸하며유명하다

어찌할것인가

×
마침내▽을매장한설경이었다

— 파편의 경치 전문

총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다.	편의상 각 부분을 1~4절로 지칭하기로 한다.	 1절의 첫 문장

은 이상한 가역반응 에 이어지는 구절로 읽어도 좋고 그냥 그대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앞의

방식대로 읽는다면 “저 변비증 환자는 부잣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들어가고자 희망하고 있는 것

이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는 수 없이 나는 울었다”는 얘기가 된다.	 독립된 시 두 편을

서로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읽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해 방

식을 택할 수 있는 근거는 이상한 가역반응 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줄임표의 일반적인 형태와

는 달리 ‘하략’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부호(‘…………………’)의 존재다.	 한편 이 첫 구절

을 그냥 독립된 시의 첫 구절로 읽는다면 돌발적인 첫 문장으로 독자를 흥미를 유발한 사례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건 화자는 지금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어서 문제의 기호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전등이 담배를 피웠다./	 ∇은 1/w이다.”	앞의 구

절에 대해 이어령은 “희미한 전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 담뱃불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석했다.	
이 주석은 받아들일 만하지만 보충이 필요해 보인다.	 어두운 곳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담배를 빨아들일 때 담뱃불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담배를 떼면 그 불은 사라진다.	마치 불이 붙

었다 꺼졌다 하는 형국이다.	 수명이 다한 전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깜빡거리는 모습이 그와

흡사할 것이다.	 요컨대 “전등이 담배를 피웠다”는 구절은 전등이 깜빡거리는 현상을 재치 있게

묘사한 것으로 읽힌다.	깜빡거리면서 제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전등불을 보면서 시인은 문득

▽의 상태를 그에 비겨 근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기왕의 주석들이 적시한 대로 '1/w'를 1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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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는다면 ∇은 그 밝기가 매우 약한 존재라는 뜻이 되는데(1와트는 일반 가전제품을 잠시나

마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조차 못 된다),	 이는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 매우 희미한 실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전등불은 담뱃불처럼 깜빡인다,	 지금 ▽의 상태가 그와 같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부터 ▽이 최초로 부정적인 내포를 부여받으면서 이상의 시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2절에서 화자는 ∇를 부른다.	 “▽여!”와 더불어 ▽은 객체화․대상화된 존재로서 의미화의

컨베이어벨트 위에 등장하여 서서히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한다.	 화자는 ▽을 향해 자신의 괴로

움을 토로한다.	 그리고 괴롭기 때문에 유희한다고 말한다.	 이 정서적 문맥을 의식하면서 다음의

다소 뜬금 없는 구절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의 슬립퍼는 과자와 같지 아니하다.”	앞서 강조한

해석학적 규칙을 다시 반복하거니와,	슬립퍼는 일차적으로 그냥 슬립퍼로 읽혀야 한다.	슬립퍼
를 성급하게 은유로 간주하기 전에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부정문의 구문적 특성과 독특

한 뉘앙스다.	 ‘슬립퍼는 과자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문장은 예컨대 더 통상적인 구문인 ‘슬립퍼
는 과자와 다르다’라는 문장과 미묘하게 달리 읽힌다.	 후자의 경우 ‘과자’의 자리에는 어떤 단어

가 와도 무방하다.	슬립퍼는 과자와 다를 뿐 아니라,	 이를테면 구름과도 황금과도 담배와도 다

른 것이다.	 이 경우 슬립퍼와 과자의 결합은 전적으로 우연적인 조합처럼 보이고,	 여기에는 의

미의 어떠한 긴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슬립퍼는 과자와 같지가 않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는 마치 슬립퍼와 과자가 한때 어떤 식으로건 모종의 관계를 맺은 적이 있

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제는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해 해두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슬립퍼 따로 과자 따로 접근할 문장이 아니라 ‘슬립퍼와 과자’가 함

께 움직이는 문장이고,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두 대상이 모종의 관계를 맺은 선례를

찾아야 한다.	 이상은 그 선례를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을 썼을 테지만 시에 그 단서를 남겨두지

않았다.	왜일까?	
이상이 수수께끼 놀이를 하려한 것이 아니라면,	짐작컨대 이유는 그 선례라는 것이 당시 독

자들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어떤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931년을

함께 살았던 동시대인들이 공유하는 ‘해석의 지평’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인식적 가

치도 정서적 가치도 미학적 가치도 없는,	 그러므로 시적이지 않은 비유 놀이를 한 것이 아니었

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독자들은 당대의 해석의 지평을 공유하지 못한다.	 (난해하다고 평

가되는 이상의 구절들 중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탄생했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독

자는 ‘슬립퍼’가 사실은 은밀한 ‘다른 것’을 뜻하는 괴팍한 은유이며 ‘과자’란 그 ‘다른 것’의 특

정한 상태의 비유라는 식의 근거가 희박한 수수께끼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이 공유

했을 그 레퍼런스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상의 구절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이미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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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디일까?	 ‘신는 것’과 ‘먹는 것’의 유사성이 성립된 형상화의 선례가 과연 있었던가?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중 하나인 <The	 Gold	 Rush>(1925)는 1848~9년 이래의 골드러시 중에

서도 1920년 이후 알래스카 지역의 금광 열풍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황금광시대>
라는 제목으로,	 이상이 앞의 시를 쓰기 전에,	 당시 경성에서 서구 영화를 상영하는 두 개의 극

장 중 하나였던 우미관(優美館)에서 개봉됐다.113)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그 전에 이미 상당수

소개되었고 1910년대에는 이미 조선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지만114),	 특히 이

영화는 당시 조선의 금광열풍과 맞물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영화

의 두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평가되는데,	 그 중 하나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찰리 채플린이 구두를 삶아 먹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오지 않는 연인을 기다리며 꾸는

꿈속에서 빵으로 춤을 추는 장면—포크를 빵에 찍어 이를 사람의 다리와 발인 양 조작하면서

인형극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장면—이다.	 비애와 웃음을 결합하는 이 명장의 재능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손색이 없는데,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은 모두 ‘신는 것과 먹는 것 사이의 은유적 유사

성’에 근거하여 설계된 장면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성이 성립된 사례가 이것뿐이라고 단

언할 수는 없지만 30년대의 초에 이상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었던 레퍼런스 중 하나가 이

장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상이 채플린의 영화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은 단지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

동시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플린의 텍스트와 이상의 텍스트 내부에서 저 장면/문장들을 둘

러싸고 있는 문맥의 유사성이다.	 이상은 “나는 괴롭다”고,	 그래서(이 ‘그래서’는 물론 필자의 개

입이다)	 “나는 유희한다”라고 쓴 다음에 바로 저 문제의 구절을 적었다.	 “∇의 슬립퍼는 과자와

같지 아니하다.”	 ‘고통의 희극적 승화’로 요약될 만한 영화의 문맥과 이 시의 문맥이 정확히 일

치한다는 점에서 이 장면/문장은 나란히 놓아볼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작품 내부에 채

플린의 또 다른 흔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절의 끝부분에서 화자가 “스틱크!”라고 외치는

장면이 그것이다.	슬립퍼가 그냥 슬립퍼이듯이,	 이 스틱크(stick)	 역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일단

113)	 이 영화의 개봉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상이 이 시를 쓰기 몇 달 전 삼천리(1931
년 2월호)에 ‘조악동 채플린’이라는 별칭으로 당대에 유명했던 최창학을 소개하는 글이 게재된 적이

있는데,	 이 글의 필자는 최창학을 “마치 영화 <황금광시대>에 나오는 찰리 채플린 모양으로 약관이

되자마자 괴나리봇짐과 곡괭이를 짊어지고 출가를 하였다”고 전하며 “<황금광시대>의 채플린과 어찌

그다지도 유사함이 많으냐?”라고 적었다.	 이로 보건대 적어도 이 영화의 개봉 일자가 1931년 2월 이

전인 것은 분명하다.	 전봉관,	 황금광시대,	 살림,	 2005,	 150쪽에서 재인용.	
114)	 매일신보 1918년 12월 20일자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활동사진 배우로

세계의 명성이 높은 채플린[원문에는 ‘챠푸링’-인용자 주]	군은 오리 걸음의 흉내를 내어서 여러 가지

웃음거리 연극으로 세계의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대신에 월급도 한 달에 수백만원씩 받는다.	
군의 익살스러운 사진은 조선에도 벌써 여러번 와서 서울 아해들은 채플린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다

리를 오리 다리 모양으로 삐긋삐긋 한다.”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1918~1920,	 한국영상자료원,	 2009,	 11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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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냥 지팡이일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상은 지팡이를 호명한 다음 “자네는 쓸쓸하며 유

명하다.”라고 적었다.	 이 스틱크를 이를테면 ‘성기’나 ‘양초’로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역사상 가

장 쓸쓸하고 유명한 지팡이,	즉 찰리 채플린의 지팡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115)	
다시 시로 돌아오면,	 이어지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나는 울어야 할 것인가.”	 ‘어떻

게’를 앞으로 끌어낸 이 구절의 뉘앙스를 눈여겨 볼만하다.	울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운다면 과연 어떻게 우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인은 괴롭다고

했고 유희한다고 했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의 <황금광시대>에서 가장 괴롭고 유희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을 적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다.	 어떻게 우는 것이 옳은가?	무심코 지나

치기 쉽지만 이 물음은 보기보다 그렇게 흔한 물음이 아니다.	 1절 첫 문장에서 그는 “나는 하

는 수 없이 울었다”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어떻게 나는 울어야 할 것인가”라고 말한다.	 전자

가 수동적인 반응이라면 후자는 전략적인 실천이다.	 정념에 지배당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정념

을 조절하고 돌파하는 주체가 되기를 추구하는 삶의 전략이 여기에 그 맹아를 드러낸다.	 이미

적지 않은 언급들이 있었고 또 향후 다른 자리에서 필자가 자세히 논구할 것이지만,	 이런 태도

는 이상의 삶과 문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학적 에토스다.	
이상이 ▽이라는 기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어떤 복

잡한 내포를 거느리는 존재론적 사건을 그가 겪었기 때문이고,	 그를 통해 자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고 또 그 ‘다른 나’를 객체화․대상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존재를 응시하고 혹

은 그 존재와 대화하면서 이상은 자신의 실존을 성찰한다.	 ‘내 삶은 이제 무엇이 되었는가?’라
는 존재론적 물음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불러온다.	 어쩌면 이상은 그가

의지하고 활용해야 할 새로운 삶의 기술을 ‘유희’에서 발견한 것일까?	 그래서 이어지는 시의 제

목이 ▽의 유희 인 것일까?	 ▽이 얹힌 컨베이어벨트가 계속 이동하고 있으므로 더 따라가 보

기로 하자.	총 세 부분으로 돼 있는 시의 첫 부분을 옮긴다.	 	
종이로만든배암이종이로만든배암이라면

▽은배암이다

115)	 이 시와 관련해서 찰리 채플린의 이름을 짧게나마 거론한 사례로는 윤수하,	 ｢이상 시의 추상회

화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51호,	 2009.	 5)를 참고.	 “이 시의 스틱크는 ‘쓸쓸하며 유명’한 사람이다.	
이 시에서 ‘쓸쓸함’의 원인은 ‘내면과 외면’	 사이에 ‘중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면의 감정

을 숨기고 연기해야 하는 배우로서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데 당시 상황을 볼 때 스틱크는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명사였던 찰리 채플린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441쪽)	윤수하는 2절에 나오는 ‘슬립
퍼와 과자’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적 프레임으로 접근하였고,	 방금 인용한 대목에서 찰리 채플린의 이

름을 잠깐 언급했을 뿐 더 이상의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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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춤을추었다

▽의웃음을웃는것은파격이어서우스웠다

슬립퍼가땅에서떨어지지아니하는것은너무나소름이끼치는일이다

▽의눈은동면이다

▽은전등을삼등태양인줄안다

— ▽의 유희 전반부

이 시 역시 첫 문장부터 당혹스럽다.	 이 당혹스러움은 이상의 시를 읽을 때 번번이 빠지게

되는 유혹을 다시 생산한다.	 독자는 대개 ‘도대체 왜 배암일까?’를 먼저 묻게 될 것이다.	 배암을

은유나 상징으로 간주하고 그 원관념 혹은 진의를 찾으려 할 것이고,	 이상 문학의 상호텍스트

성을 과신하면서 이상의 다른 작품들에서 배암이 어디에 나오는지 살펴 그 여러 ‘배암들’을 일

이관지하는 해석을 창안해내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도 역시 더 중요한

것은 ‘배암’	 그 자체가 아니라—“슬립퍼는 과자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구문이 그러했듯이—구문

의 묘미다.	 “종이로 만든 배암이 종이로 만든 배암이라면”은 마치 공허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앞

부분은 ‘종이’에,	 뒷부분은 ‘배암’에 강조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풀이가

가능해진다.	 ‘비록 종이로 만든 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이로 만든’이라는 단서를 다는 한에

서 역시 ‘뱀’이라고 할 수 있다면,	 ∇를 뱀이라 한들 틀린 말은 아니다.	 이 구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해 본다면 그 저의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병든 사내가 병든 사내라면 ∇는 사내

다.’	즉 비록 병들기는 했어도 그가 ‘병든’이라는 단서를 다는 한에서 역시 사내라고 할 수 있다

면 ∇를 사내라 한들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보다시피 이 구문에는 약간의 자조 혹은 동정의 뉘앙스가 있다.	 핵심은 ∇가 번듯한 사내가

아니라는 데 있고,	 그런 전언을 구축해내는 것은 구문 자체다.	앞에서 ∇의 내포 속에 찰리 채

플린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키 작고 힘없는 뜨내기 이미지가 이미 축적

돼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구문이 거기에 가세해 ▽이라는 기호에 불완전한 남성성이라는 내

포를 부여한다.	왜 하필 뱀이고 또 종이인가 하는 물음은 그 후에야 나올 수 있다.	 ‘종이로 만

든 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 체계 안에서 무리 없이 번안될 만한

것이다.	 종이가 떠올리게 하는 즉각적인 속성은 그것이 흰 색이고 쉽게 찢어진다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반면 뱀은 길고 미끄러우며 징그러운,	생명력의 상징 혹은 유혹자의 속성을 갖는다.	
속류 프로이트주의 해석학이라면 이를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종이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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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는 이미지의 내실은 이렇게 서로 대치되면서 이 이미지를 생명과 유혹의 힘을 박탈당하고

창백하고 찢어지기 쉬운 남성성의 이미지로 이해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116)	 물론 이와 같

은 번안은 신선하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대목에는 특별히 새로운 문맥을 투입하도록 강요하는

단서가 (적어도 이 시 안에는)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독자에게 주어져 있는 해석의 재량이 많

지 않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은 춤을 추고 또 웃는다.	불완전한 남성의 표상인 ▽가 추는 춤이 긍

정과 환희의 춤이 아니라,	앞서 검토한 시에서 ‘나는 괴롭다,	 나는 유희한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춤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 자체로 역설적인 이런 춤을 추면서 웃는 웃음이 통상

적인 웃음이 아닐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 웃음은 정격의 웃음이 아니라 파격의 웃음이다.	“▽의 웃음을 웃는 것은 파격이어서 우스웠다.”	 그 웃음은,	 비극 속에 웃음이 잉태된다는 희극

이론의 상식 그대로,	착잡한 웃음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에서도 역시 “슬립퍼”가 나온

다.	 “슬립퍼가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나 소름끼치는 일이다.”	 이 시는 ▽을 ‘배암’
이라는 이미지의 영향권 안에 놓아두면서 시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춤을 추고 웃음을 웃

을 때에도 이 ▽의 행위는 여전히 뱀의 이미지와 결부돼 있다.	슬립퍼가 나오는 이 구절 역시

뱀이라는 이미지의 의미 영역 안에서 읽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로부터 두 단계의 해석이 자

116)	 이 간략한 논의는 “종이로 만든 배암이 종이로 만든 배암이라면/	 ▽은 배암이다”라는 구절을

이 시의 문맥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안한 것이지만,	 이 이미지를 이상의

다른 작품들이 구성하는 별자리 속에 놓고 본다면 거기서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 “배암”을 이상의 다른 시 ｢Le	 Urine｣과 나란히 놓아보면 어떨까.	 “진녹색 납죽한 사류(蛇
類)는 무해롭게도 유영하는 유리의 유동체는 무해롭게도 반도도 아닌 어느 무명의 산악을 도서(島
嶼)와 같이 유동하게 하는 것이며”와 같은 난해한 구절에서 “납죽한 사류”나 “유리의 유동체”와 같은

표현들은,	 이 시의 제목이 알려주듯,	 ‘오줌’을 은유한 것으로 읽히는데,	 이 ‘납작한 뱀’의 이미지는 ‘종
이로 만든 배암’과 서로 교감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사성에 주목한다면 ‘종이로

만든 배암’의 성적인 뉘앙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 ｢Le	 Urine｣에 나오는 황무지 위를 기어가는 뱀처럼,	 여기서의 성교는 유희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황량한 것이다.	 그것을 이상은 ‘종이로 만든 배암’이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이 두 삼각형[∆와 ▽를

가리킴—인용자]의 성교는 깊이가 없는 껍질적인 것,	 즉 납작한 2차원 평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랑이 없는 성교,	 계산이 앞서는 사랑은 진정한 우주적 황홀경에 이르지 못하고 다만 육체적 유희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유희 수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나서는 것이 바로 이상의 주제

이다.	 그가 ｢삼차각 설계도｣에서 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평면적 삼각형에 깊이를 부여하는 일이다.	‘삼차각’이란 그렇게 삼각형의 납작한 종이 평면을 탈출하면서 시작되는 초검선적 기하학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이다.”(신범순,	앞의 책,	 222~3쪽.)	
이와 같은 해석은 1)이상의 기하학(‘삼차각설계도’)이 보여주는 평면과 입체의 대립 구도,	 2)거울 모

티프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거울 속이라는 평면의 세계와 거울 밖의 무한한 우주의 대립 구도,	 3)후
기의 연애담들이 보여주는 타락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의 대립 구도 등을 (흔히 그래왔듯이 서로 별

개의 주제들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향후 별도의 작업을 통해 더 천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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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유도된다.	 ‘뱀은 포복하는 동물이므로 온 몸이 슬립퍼다,	 그러므로 뱀이라는 슬립퍼는

땅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즉,	 제 자신의 존재론적 조건(‘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포박된 존재라는 내포가 ▽라는 기호에 흡수되는 장면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어지는 두

구절에도 인위적인 해석학적 조작은 불필요하다.	뱀과 같은 ▽의 눈은 마치 동면에 빠져 있는

듯 흐릿하고,	 그 흐릿한 눈으로는 태양과 전등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이라는 기호가 그 내포를 부여받은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생명력과 유혹자의

표상을 잃어버려 종이로 만든 뱀의 신세가 되어버린 ▽,	 그 존재론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

해 슬픈 춤을 추거나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웃는 ▽,	 그러나 그 춤과 웃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러하듯이 땅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게 붙박여 있는 ▽.	 독자들은 이 시의 1절을 읽으면서,	춤
을 추고 기괴한 웃음을 웃다가 뱀처럼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흐릿한 눈으로 전등을 바라보고 있

는 어떤 남자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인이 파편의 경치 에서 처음으로 객관

화․대상화한 또 다른 ‘자기’를 이번 작품에서 인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에 덧붙여 물어야 할 것은 △과 ▽이 등장하는 두 편의 시에서 왜 부제에 등장하는 △

은 정작 그 어떤 내포도 부여받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편의 시에서 이상은 그보다 앞

에 있는 시 이상한 가역반응 에서 묘사된 그 ‘가역반응’의 결과로 탄생한 객체화된․대상화된

자기를 바라보면서 혹은 호명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내려갔다.	 ▽와 결부되어

있는 서술어들을 검토하건대 시인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느낌은 원망과 동정,	 조롱과 탄식을

오간다.	 새롭게 발견하게 된 자신의 어떤 면모는 시인에게 전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체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	 예컨대 직장,	 가정,	 미래 등등을 성찰

하게 되고 그것들의 향방을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의 밝기가 1와트밖에 안 된다면 그는 조만

간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은 직장,	 가정,	 미래 등등의 것들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앞서 전제했듯이 ∆은 ▽와 대칭적으로만 의미가 규정될 수 있는 텅 빈 기호이다.	
이 맥락에서 이제 △은 무엇보다 여자이고 연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고 생활이며 궁극

적으로는 미래라는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주체가 생명의 보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다면,	 △로 표상되는 가치들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이거나 실체

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유의 방향은 ▽에게 ∆이 갖는 의미가

아니라(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이다!),	 ∆에게 ∇이 갖는 의미

다(과연 ▽은 △를 가질만한 존재인가?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은 아직 화자가 만나지

못한 미래의 가치들이지만 지금 현재 ∇의 불모성을 부조하기 위해 지금 상징적으로(기호적으

로)	 시에 등장할 필요가 있었다.	 정작 ∆이 자신의 연인이라고 선언하듯 적어놓고 이 두 편의

시 어디에도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 없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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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적 분신 ∇의 존재가 피식민지 주체의 정체성 문제를 은밀하게 환기하는 방식으로 진화

해 나간 단계의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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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리학적 모티프와 정치적 알레고리

:	 ‘황’	 연작을 중심으로

이상이 이상한 가역반응 을 비롯한 일련의 일어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31년에 그는 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분신(分身)이라는 테마를 정치적 알레고리로 활용해볼 생각을 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작품을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1960년대 이후

발굴 공개된 유고 중에서 ‘황’이라는 이름의 개가 등장하는 몇 개의 메모들 얘기다.	 이 메모들

에 ‘황 연작’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다.	 메모를 연구하는 일에는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첫째,	 이 메모들의 장르를 어떻게 규정

해야 할 것인가가 일단 문제다.	 시로 분류한 전례도 있고(이 경우를 따라 ‘황 연작시’라는 명칭

이 일각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장르 구별 없이 ‘유고’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타의 발굴 자

료와 함께 묶어 놓은 전례도 있다.117)	둘째,	 ‘황 연작’이라 이름을 붙여오고는 있지만 그 대상

작품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황’이라는 명칭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유고는 다음 두 편 뿐이다.
무제 (“고왕의 땀…”)	 :	 유고 중간에 ‘황’이라는 글자가 나옴118)	 [기존 연구에서 황 이라

는 제목으로 지칭된 유고이지만 여기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보다시피 무제 로 지칭한다.	 이유

는 주석 120	 참조.]
황의 기—작품 제2번 :	 제목에 ‘황’이 사용됨

그렇다면 ‘황 연작’은 이 두 편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법 한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이

117)	김주현은 전집을 편찬하면서 ‘황’	 관련 유고들을 정본 이상문학전집 1	 시에 수록했고 권영민

은 이를 모두 전집 4	 수필에 ‘유고’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여타 유고들과 함께 정리했다.	
118)	 이 유고의 최초 발표지면인 현대문학 1966년 7월호에서 번역자 김윤성은 ‘황’이라는 글자를

소제목으로 간주하고 그 이하의 내용을 독립된 작품으로 봤다.	 이후 이 유고는 ｢황｣이라는 제목의

시로 전집에 게재되었고 이 작품명은 기왕의 연구들에서 채택돼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

제가 있다.	첫째,	 유고의 일부분을 임의로 발췌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

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 점이 중요한데,	 큰 글씨로 ‘황’이라 쓰여 있는 부분을 소제목으로

간주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다.	 ‘황’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대목 앞부분을 보면,	 화자가 쇠창살(쇠우리)
에 갇혀 있는 개를 관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쇠창살에 걸려 있는 문패를 들여다보는 내용이 나온

다.	 그리고 바로 문제의 ‘황’이라는 글자가 굵게 강조되어 등장한다.	 맥락을 볼 때 이 ‘황’이라는 글자

는 화자가 들여다보고 있는 문패에 쓰여 있는 글자,	즉 개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	 ‘황’
이라는 글자 앞뒤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	흐름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글자이지 소제목으로

쓰인 글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고의 원문은 김윤식,	 기하학을 위해 죽은 이상의 글쓰기론

,	 역락,	 2010,	 335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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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 번째 작품의 부제가 “작품 제2번”인데,	 이상의 유고들 중에서는 작품 제1번 과 작품

제3번 이 또한 존재하므로,	 작품 제2번 은 어쩔 수 없이 1번․3번과 연작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황 연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최소한 다음 네 편이 된다.	
무제 (“고왕의 땀…”)1931—작품 제1번
황의 기—작품 제2번

작품 제3번
그래서 위 네 작품을 ‘황 연작’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얼마 안 되는 관련 연구들

역시 이 네 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19)	 그러나 이렇게 ‘황’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등장

하지 않는 작품 제1번 과 작품 제3번 을 연작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황’이라는 이름은 나오

지 않지만 개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다른 유고 한 편 역시 연작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다.	 무제 (“역원이 가지고 오는…”)라는 유고가 그것이다.	 황의 기 에서 이상은 “황은

나의 목장을 사수하는 개의 이름입니다.”라고 적었는데,	 무제 (“역원이 가지고 오는…”)에는‘목장에서 잠든 개’와 ‘개를 물어 죽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황 연작’
은 다음과 같이 총 다섯 편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무제 (“고왕의 땀…”)1931—작품 제1번
황의 기—작품 제2번

작품 제3번
무제 (“역원이 가지고 오는…”)
한 가지 문제가 또 남아 있다.	 이 다섯 개의 메모가 각각 언제 집필되었는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메모들을 이상이 애초 구상한 작품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기 위

해서는 작품의 배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떤 메모에는 탈고 날짜가 씌어 있고,	 어
119)	 본격적인 논의로는 김주현,	 ｢이상 시의 상호텍스트적 분석—특히 ‘개’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 21집,	 1996과 조은주,	 ｢이상의 ‘황(獚)’	 연작시와 개 이미지｣,	 이상문학

회 편,	 이상 시 작품론,	 역락,	 2009	 ;	 란명,	 ｢昭和帝国의 담론 공간과 李箱적 모더니즘—東洋의 表

象으로서의 “獚”	 및 “복화술”과 “역도병”의 본질｣,	 한국현대문학연구 32집,	 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신범순의 앞의 책에는 ‘황’에 대한 논평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 80 -

떤 메모에는 그 메모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날짜가 기록돼 있다.	 이 둘이 뒤섞이면 혼란이 발

생할 수밖에 없다.	탈고 날짜건 사건 날짜건 하나의 기준으로 메모를 정확히 배열해야만 이상

이 애초 구상했던 황 관련 원고의 전모가 복구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이후 발굴된 모든 유

고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황 연작’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기로 한다.	총 다섯 편의 유

고를,	집필 날짜와 내용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배열할 수 있다.	
① 무제 (“고왕의 땀…”)	 :	 1931년 11월 3일에 집필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② 1931—작품 제1번 	 :	 최소한 1932년 5월 7일(메모에 ‘백부의 사망일’에 대한 내용이 나

오므로)	 이후에 집필되었다.	
③ 무제 (“역원이 가지고 오는…”)	 :	 1932년 11월 15일에 집필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④ 황의 기—작품 제2번 	 :	집필 날짜가 “3월 20일”이라고 기록돼 있을 뿐 연도는 밝혀져

있지 않다.	두 가지를 확인하자.	첫째,	 이 유고에는 개에게 ‘황’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1931
년 11월 3일의 일이라고 기록돼 있고 이는 유고 ①의 집필 날짜를 환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유고는 최소한 유고 ① 이후에 씌어졌다.	둘째,	 ‘작품 제2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니 이 글은

최소한 유고 ② 이후에 씌어졌을 것이고 집필 날짜는 1932년 5월 7일 이후가 된다.	따라서 이

유고의 집필 날짜인 3월 20일은 최소한 1933년 3월 20일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

로 유고 ③보다 이후에 집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유고는 ①,	 ②,	 ③ 이후에

와야 한다.	 	
⑤ 작품 제3번 	 :	 관련 날짜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작품 제3번’이라는 제목을 통해 ‘작품

제2번’	 이후에 씌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시피 이 다섯 개의 메모는,	 1931년 11월 3일부터 1933년 3월 20일로 추정되는 어느

날까지,	 1년 반 동안 드문드문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 메모들은 이상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황이라는 작품의 파편들일 것이다.	 이렇게 다섯 편을 ‘황 연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120)	
역시 가장 중요한 유고는 ‘황’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①과 ④일 것이며 우리의 검토도

일단은 이 작품들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상이 이 유고의 소재가 되고 있는 한 마리의 ‘개’를 왜 하

필 ‘황(獚)’이라는 글자로 지칭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 글자이며 이상의

조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조은주와 란명이 지적한 대로 이 글자는 자전에

120)	 물론 여기에 “내가 치던 개는 튼튼하대서……”로 시작되는 시 ｢금제(禁制)｣(《조선일보》1936
년 10월 4일,	 ‘위독’	 연작 중 첫 번째 작품)를 덧붙여야 이 목록은 완성될 것이다.	 이 시는 이상의‘황’	 관련 메모들 중 유일하게 작품화된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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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존재하는 글자다.	 한국어판 자전에 이 글자는 단지 ‘큰 개’라고만 새겨져 있다.	 한편 한
어대자전 2권(四川辭典 출판사,	 1987)에 따르면 황은 “귀는 크고 아래로 늘어졌으며 털은 길

고 빛이 나며 후각이 좋고 헤엄을 잘 치고 가시덤불을 뚫으며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냥개의 일

종”(1367쪽)을 가리키는 말이다.121)	 조은주와 란명은 이 ‘황’이라는 개는 보통의 개일 뿐이고

단지 이상이 특이한 글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이 개의 상징성이

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의 설명은 꽤 구체적이며 특정한 개의 외양을 설명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 ‘황’은 단지 불특정한 개의 특이한 이름이 아니라,	 특정

한 개의 특정한 이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글자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황’의 정체에 대해서 기왕의 연구들이 도출

한 결과를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김주현은 이상의 개가 파우스트에 나오는 “삽살개”(메피

스토펠레스)와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
우스트의 또 다른 자아,	 즉 욕망과 본능의 화신”이며 이상의 ‘황’	 역시 유사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122)	 신범순은 이상 문학의 주요 모티프 중 하나인 ‘산책’을 ‘고고학적 산보’와 ‘근
대적 황야의 산보’로 분별하면서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황’	 연작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간단히 요약하기 어려운 복잡한 논의지만 그 기본 논지는 “이 계열[‘황’	 계열—인용자]의 시들

에서 기본적인 주제는 자연과 문명의 대립이다.	 그것은 점차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면서 모

든 것을 인공화해가는 근대 사회 속에서 ‘개’로 상징되는 자연적 생명력의 저항과 방황에 대해

말한다.”와 같은 구절로 일단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123)	
한편 조은주는 신범순의 입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데,	 이상의 ‘개’를 이상의 ‘거울’과 대

조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도 신범순의 논점을 따른 것이다.	 “‘거울’이 수학

이나 과학,	 의학 등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계를 차갑게 응시하는 자의 패

러디적 창조물이었다면,	 ‘개’는 그러한 세계 안에 유폐되어 있었던 존재가 근대적 논리에서 탈

출하는 순간 폭발하는 자연적인 생식력을 상징한다.	 흥미로운 점은 개가 등장할 때 동반되는

식목,	 발아와 관련된 이미지들이다.	 근대적 폐허의 공간인 대지를 뚫고 나온 개는 에로티시즘의

향연을 통해 땅에 파묻힌 삶과 글쓰기의 은유들을 꽃피우게 만든다.”124)	 이상의 논평들을 종합

하면 ‘황’은 이상의 ‘또 다른 자아’이자,	 근대적 세계관의 바깥으로 탈주하는 ‘생식력’과 ‘에로티

시즘’의 표상이 된다.	 이와 같은 기존 논의를 염두에 두고 ‘황’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유고 ①을

121)	 조은주,	앞의 글,	 151쪽.
122)	김주현,	 이상 소설 연구,	 소명출판사,	 1999,	 266-8쪽.
123)	 신범순,	 ｢실낙원의 산보로 혹은 산책의 지형도｣,	 신범순 외,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	 114쪽.	
124)	 조은주,	앞의 글,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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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단 배경은 중국의 어느 지역처럼 보이도록 설정돼 있다.125)	 ‘나’는 매일 아침 철조망 밖을

서성거린다.	 기괴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나’는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철조망을 넘어

수풀을 헤치며,	 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면이 이어진다.	
한 마리의 개가 쇠창살에 갇혀 있다.	
양치류는 선사시대의 만국기처럼 쇠창살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가로운 아방궁의 뒤뜰이

다.	
문패—나는 이 문패를 간신히 발견해냈다고 하자—에 연호(年號)	 같은 것이 씌어져 있

다.
새한테 쪼인 글씨 의외에도 나는 얼마간의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수 있었다.	
황(獚)

—① 무제 (“고왕의 땀…”)에서

위 대목에서 ‘나’는 비로소 휘파람 소리의 주인공을 비로소 만난다.	 “한가로운 아방궁의 뒤

뜰”	 같은 고즈넉한 장소에,	 의외로,	 한 마리의 개가 쇠창살에 갇혀 있다.	 한가로운 현실(“아방

궁”)이 있고,	 그것의 참혹한 이면(“뒤뜰”)에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설정으로 보인다.	진실은 어

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쇠창살 주변에는 양치류 식물이 바람에 흩날리며 “쇠창살을 부채질하

고”	 있고,	쇠창살에는 문패가 걸려 있다.	개는 지금 포획․감금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가 갇

혀 있는 우리에는 연호가 “아라비아 숫자”로 씌어져 있다.	 조선은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연호

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 연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개를 포획하고 감금한 주체가 일본

이나 중국일 가능성이다.	 그리고 “문패”에 씌어져 있는 이 개의 이름은 (이상이 두 배 가량 큰

글씨로 적어둔 것을 위 인용문에서는 굵게 강조하는 것으로 표시했다)	 “황”이다.	 이 대목을 눈

여겨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화자인 ‘나’가 쇠창살에 갇혀 있는 개에게 임의로 이름을 붙여준 것

이 아니라 문패에 ‘개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 것을 보고 따라 읽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어지는 대목에서 ‘나’와 ‘황’의 대화가 시작된다.126)	 	 	 	
125)	 “아방궁의 뒤뜰”과 같은 표현이 일단 그렇다는 인상을 준다.	 결정적인 논거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다음 지적도 참고할 것.	 “‘나’가 한 마리의 ‘개’와 그 개가 유폐되어 있는 철격자의 ‘문패’를
발견한 장소는,	 다름 아닌 바로 ‘동양’이며,	 고대 중국의 폐허이다.	 (중략)	 당시 (현재에 있어서도)	 반
도 또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적(漢籍)	 원서에서밖에 접할 수 없는 한문어휘(예‘玄墀’	 ‘薰蕕’)를 구사하고 있고,	 정성스럽게 고대 중국의 모습을 표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간파할 수

있다.”	 란명,	앞의 글,	 5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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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서 있다.
……먹이를 주자…….	 나는 단장(短杖)을 분질렀다.	 X	 아문젠 옹의 식사와 같이 말라 있

어라 X	순간,
……당신은 마드무아젤 나시(MADEMOISELLE	 NASHI)를 잘 아십니까,	 저는 그녀에게 유

폐당하고 있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아냐,	 이젠 가망 없다고 생각하네…….	 개는 구식처럼 보이는 피스톨을 입에 물고

있다.	 그것을 내게 내미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네,	 그녀를 죽여 다오,	 제발……하고 울면

서 쓰러진다.	
—① 무제 (“고왕의 땀…”)에서

‘나’가 ‘황’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먹이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황이 “아문젠 옹의

식사와 같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다.127)	 그 순간 ‘황’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자신은 나시(NASHII)	양에 의해 감금돼 있다는 것,	 그러니 그녀를 대신 죽여 달라는 것.	 여기서 놓치지 말

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황이 나시 양을 언급할 때 ‘마드무아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는,	 앞에서 ‘황’이 지금 일본(인)에 의해 감금당해 있다고 추정해 본 바 있는데,	‘황’	 자신의 국적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 한 가지는,	 유고를 확인해 보면 이

상이 ‘나시’라는 이름을 알파벳	 대문자로 적어두었음을 알 수 있는데128),	 ‘나시(なし)’는 일본어

로 (과일)	 ‘배[梨]’를 뜻한다(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우리식 배를 ‘Nashi	 Pear’라고 부른다).	 이상은

지금,	글자 ‘리(梨)’가 들어가는 여성의 이름을 ‘황’이 그 발음 그대로 ‘NASHI’라고 소리 내어 읽

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러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녀”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다.129)	
126)	 각주 120에서 지적한 대로,	 아래 대화는 ‘황’이라는 개가 쇠창살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앞부분의 내용을 전제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127)	 주지하다시피 아문센은 1911년 12월 19일에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의 하나는 식량이 부족해도 견딜 수 있는 개에게 썰매를 끌게 했다는 것과 어떤

일이 있어도 개는 먹지 않았던 다른 탐험가들과는 달리 필요할 경우 개조차도 잡아먹는 과단성을

발휘했다는 점에 있었다.	 아문센의 개는 식량이 부족해서 말라 있었을 것이고 그 개는 아문센의 식

사가 되기도 했다.	 “아문젠 옹의 식사와 같이 말라”	 있었다는 구절의 배경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	
128)	김윤식,	앞의 책,	 같은 곳.	 	
129)	 이렇게 “마드무아젤 나시(MADEMOISELLE	 NASHI)”를 “이(梨)양”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인물이

이상이 실제로 알고 지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생겨난다.	 이 유고 ①에 이어지는 유고 ② 1931—
작품 제1번 에는 다음과 같이 “梨양”이 등장한다.	 “R청년공작과 해후하고 CREAM	 LEBRA의 비밀을

듣다.	 그의 소개로 이(梨)양과 알게 되다.”	 이 점은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학(소명,	 2000,	 189쪽)
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 유고의 원문은 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456쪽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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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황’이라는 개의 국적이 아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황’은 자신이 물고 있던 권총을 ‘나’에게 건넨다.	 그러나 ‘나’는 ‘황’에게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그 이후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나에게는 “우울이 계속되었

다.”	황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황이 나에게 건넨 권총의 탄환은 “지옥의

건초 모양 시들었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꾸준히 황을 찾아간다.	 “……개는 나를 기다리고 있

을 것이다…….	 개와 나는 어느새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황’에게 비관적인

전망을 줄곧 제시한다.	 “죽음을 각오하느냐,	 이 삶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느니라…….”	‘황’은 계속 쇠창살에 갇혀 있고,	쇠창살 앞에 걸려 있어서 자신은 그 전면을 볼 수 없는 문패

의 이면만을 바라보며 “분만(憤懣)과 염세”를 느끼고 괴로워한다.	 그리고 ‘나’	 이전에 자신을 찾

아온 또 다른 “동양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대목은 앞서 잠시 언급한 황의 국적

문제를 확증할 수 있게 해 준다.	
동양 사람도 왔었지.	 나는 동양 사람을 좋아했다,	 나는 동양 사람을 연구했다.	 나는 동양

사람의 시체로부터 마침내 동양 문자의 오의(奧義)를 발굴한 것이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말하자면 내가 동양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유이지……?
……얘기는 좀 다르다.	 자네,	 그 문패에 씌어져 있는 글씨를 가르쳐 주지 않겠나?	
……지워져서 잘 모르지만,	 아마 자네의 생년월일이라도 씌어져 있었겠지……

……아니 그것뿐인가……?
……글쎄,	 또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자네 고향 지명 같기도 하던데,	 잘은 모르겠어

…….
—① 무제 (“고왕의 땀…”)에서	“마드무아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황’은 동양 국적을 갖고 있는 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찾아온 동양인을 가리켜 “동양 사람”이라는 식의 객체화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	 ‘황’은 동양 사람을 좋아했고 또 연구했다.	 아울러 동양 문자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기도 한 것이다.	 ‘나’는 ‘황’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도 동양

사람이기 때문인가 하고 묻는다.	 ‘황’은 대답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쇠창살 앞에 붙어 있는 문패

를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나’는 ‘황’의 고향 지명 같기도 한 글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문패에서 ‘황’의 국적만큼은 ‘황’의 모국어—“마드무아젤”이라는 호칭으로 미루어볼 때 프랑스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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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씌어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첫 번째 유고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국의 개인 ‘황’이 동

양의 어느 후미진 곳에 “나시”라는 이름의 여자에 의해서 감금돼 있다는 것,	 내가 우연히 그런‘황’을 발견하고 ‘황’으로부터 “나시”	양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황’을 보살피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 등의 정황이다.	 그렇다면 이 이국의

개인 ‘황’의 정체는 무엇인가.	 해답의 실마리는 이 ‘황(獚)’이라는 글자가 특별히 ‘스패니얼’	 품종

의 개를 가리키는 한자라는 사실에 있다.130)	 기존 연구들처럼 ‘황’의 상징적 의미를 다양하게

찾아보기 이전에,	먼저 확언해 두어야 할 것은 ‘황’이 ‘유럽(인)’의 표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유고의 기본 정황은 서양(인)을 표상하는 한 마리 개가,	 중국임을 암시하는 공간에서,	 일본(인)에 의해 감금돼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이 발견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로 기묘한 정치적 알

레고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일련의 전쟁들이

궁극적으로는 반(反)서구주의적 아시아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은밀히 지시․비판하고 있는 것

으로 읽힌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해서 ④ 황의 기—작품 제2번 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자.	 유고 ④의

부제는 “황은 나의 목장을 사수하는 개의 이름입니다.”인데,	 유고 ①에서 “쇠창살”	 속에 갇혀 있

는 황이 여기서는 자유의 몸이 되어 나의 “목장”에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황의 거주

지가 쇠창살에서 목장으로 바뀌었으니 ‘황’의 알레고리적 함의에도 변화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소 길지만,	 세 단락으로 돼 있는 ‘기(記)	 1’의 전문을 옮겨본다.	 	 	
[1]	밤이 이슥하여 황이 짖는 소리에 나는 숙면에서 깨어나 옥외 골목까지 황을 마중나

갔다 [보니,	황이—인용자]	 주먹을 쥔 채 잘려 떨어진 한 개의 팔을 들고 온 것이다

보아하니 황은 일찍이 보지 못했을 만큼 창백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주치의 R	 의학박사의 오른팔이었다 그리고 그 주먹 속에선 한 개의

훈장이 나왔다

—희생동물 공양비 제막 기념— 그런 메달이었음을 안 나의 기억은 새삼스러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두 개의 뇌수 사이에 생기는 연락 신경을 그는 암이라고 완고히 주장했었다 그리고

130)	 스패니얼 품종의 개를 뜻하는 일련의 단어들,	 Spaniel(영),	 Wachtelhund(독),	 épagneul(프)	등을

중국에서는 ‘황(獚)’이라는 글자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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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그의 참으로 뛰어난 메스의 기교로써 그 신경건(神經腱)을 잘랐다 그의 그같은

이원론적 생명관에는 실로 철저한 데가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가 얼마나 그 기념장(記念章)을 그의 가슴에 장식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는가는 그의 장례식 중에 분실된 그의 오른팔—현재 황이 입에 물고 온—을 보면 대충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 그가 공양비 건립 기성회의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릇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균형한 건축물들로 하여 뒤얽힌 병원 구내의 어느 한 귀퉁이에 세워진 그 공양비의

쓸쓸한 모습을 나는 언제던가 공교롭게 지나는 길에 본 것을 기억한다 거기에 나의 목장으

로부터 호송돼 가지곤 해부대의 이슬로 사라진 숱한 개들의 한 많은 혼백이 뿜게 하는 살

기를 나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더더구나 그의 수술실을 찾아가 예의 건(腱)의 절

단을 그에게 의뢰해야 했던 것인데—

[3]	 나는 황을 꾸짖었다 주인의 고민상을 생각하는 한 마리 축생의 인정보다는 차라리

이 경우 나는 사회 일반의 예절을 중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를 잃은 후의 나에게 올 자유—바로 현재 나를 염색하는 한 가닥의 눈물—나는 흥분

을 가까스로 진압하였다

나는 때를 놓칠세라 그 팔 그대로를 공양비 근처에 묻었다 죽은 그가 죽은 동물에게 한

본의 아닌 계약을 반환한다는 형식으로……	
—④ 황의 기—작품 제2번 중 ‘기(記)	 1’	(단락 앞의 번호는 인용자의 것)

여기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추려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술 순서를 무시하고 사건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나는 나의 목장에서 개를 기른다.	 2)그 개들은 실험대상으로

제공된다.	 (“나의 목장으로부터 호송돼 가지곤 해부대의 이슬로 사라진 숱한 개들”)	 3)실험을

담당한 사람은 나의 주치의이기도 한 R의학박사다.	 (나는 그에게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

는데,	두 개의 뇌수 사이에 연락 신경이 생기자 그는 그것을 암이라 진단하고는 신경건을 잘랐

었다.)	 4)희생된 개들을 위해 ‘희생동물 공양비 제막식’이 열렸었고 ‘공양비 건립 기성회 회장’	 R
박사는 거기서 메달을 받았으나 그는 그것을 가슴에 장식하기를 주저했다.	 5)그 이후 R박사는

사망했는데 그는 죽어서까지 기념장[=메달]을 가슴에 달지 않고 오른손에 쥐고 있었다.	 6)황이

장례식장에서 그 R박사의 오른팔을 물어뜯어 나에게 가져왔다.	 7)주먹을 펼쳐보니 그의 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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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기념 메달이 쥐어져 있었다.	 8)나는 “사회 일반의 예절”을 생각해 황을 꾸짖었지만,	 내
가 얻게 될 자유를 생각하며 흥분했고,	죽은 동물들을 대신하여 “계약을 반환한다는”	생각으로R의 팔을 공양비 근처에 묻었다.	

비록 미완성 유고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화적인 강렬함이 있다.	 게다가 앞서 살핀

유고 ①에 알레고리적 정치성이 담겨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고④ 역시 당대의 사회정치

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란명은 당대의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해

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1928년 6월 ‘일본견 보존회’	 발족 이후 1932년 11월 6일에 개최된‘일본견 전람회’이고,	 다른 하나는 1932년 10월 4일에 기사화된 충견 ‘하치공(ハチ公)131)	 이야
기’의 유행이다.	 란명은 이 두 사건이 단지 동물애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군국

주의의 부상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군용견이 실전에 투입되었고1932년의 상해사변과 더불어 ‘중국 전선에서의 군용견의 활약’이 국위 선양의 사례로 매스컴에

소개된 바 있으며 사망한 군용견들의 위령비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다는 것이다.132)	 이를 염

두에 둔다면 위에서 검토한 유고 ④가 당대의 이와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냉소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유고 ①과 유고 ④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두 유고는 다음과 같은 서사

를 구성한다.	앞에서 ‘황’은 일본견이 아닌 것으로 설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양(인)을 표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마리 개가,	 중국임을 암시하는 공간에서,	 일본(인)에 의해 감

금돼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이 발견한다는 것이 유고 ①의 기본 정황이다.	 그 개는 스스로 목

숨을 끊기를 원할 정도로 극도의 절망 속에 놓여 있다가 ‘나’를 만났다.	 ‘나’는 어째서 ‘황’을 만

날 수 있게 되었나.	 유고 ④에서 그 내막을 알 수 있다.	 ‘나’는 실험용 개를 ‘공급’하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종의 장소에 감금돼 있었던 ‘황’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

을 것이다.	 ‘나’에 의해 ‘황’은 쇠창살에서 벗어나 목장을 지키는 개가 된다.	 ‘황’에게 그런 과거

가 있었으므로,	개 실험을 담당하던 책임자 R이 사망하자 ‘황’이 그의 오른팔을 물어뜯어서 ‘나’
에게 가져다준 행위도 납득할 만하다.	 ‘황’의 이와 같은 행동이 당대의 군국주의에 대한 이상의

비판적 태도를 대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황’은 일방적인

희생양으로서의 개가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어떤 생명력과 저항성을 표상하는 개로까지 의

미화될 수 있게 된다.	
131)	 하치(ハチ)는 동경 제국대학 농학부 교수 우에노 히데사부로가 1924년부터 기르기 시작한 개

로 우에노 교수가 1925년 5월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에도 시부야 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다 1935
년에 노상에서 사망했다.	 1932년 10월 4일자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이후 충견의 표상으로 세간에 오

르내렸으며 이후 책과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132)	 란명,	앞의 글,	 4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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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가 당대 현실로부터 ‘출발’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맥락으로 완전히‘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와 ‘황’과 ‘R'이 만드는 의미의 긴장은 (카프카의 우화들이 그

러하듯)	 보다 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층위로 확장될 만한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런

면모는 이어지는 ’기(記)	 2‘에서 더 확연해진다.	
봄은 오월 화원 시장을 나는 황을 동반하여 걷고 있었다 완상(玩賞)	 화초 종자를 사

기 위하여……

황의 날카로운 후각은 파종 후의 성적을 소상히 예언했다 진열된 온갖 종자는 불발아(不發芽)의 불량품이었다

허나 황의 후각에 합격된 것이 꼭 하나 있었다 그것은 대리석 모조인 종자 모형이었다

나는 황의 후각을 믿고 이를 마당귀에 묻었다 물론 또 하나의 불량품도 함께 시험적 태

도로—

얼마 후 나는 역도병(逆倒病)에 걸렸다 나는 날마다 인쇄소의 활자	두는 곳에 나의 병

구(病軀)를 이끌었다

지식과 함께 나의 병집은 깊어질 뿐이었다

하루 아침 나는 식사 정각에 그만 가수(假睡)에 잘못 빠져들어 갔다 틈을 놓치려 들지

않는 황은 그 금속의 꽃을 물어선 나의 반개(半開)의 입에 떨어뜨렸다 시간의 습관이 식

사처럼 나에게 안약을 무난히 넣게 했다

병집이 지식과 중화(中和)했다—세상에 교묘하기 짝이 없는 치료법—그후 지식은 급기

야 좌우를 겸비하게끔 되었다

—④ 황의 기—작품 제2번 중 ‘記 2’	 부분

이제 ‘나’와 ‘황’의 관계는 또 다른 층위에서 전개된다.	앞에서 검토한 유고들이 비교적 논리

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에 반해 위의 내용들은 한층 더 난해하다.	 화초 종자를 사기 위해 화원

시장에 갔는데 황은 시장의 모든 종자들이 불량품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오히려 “종자 모형”
을 권한다.	 실제 종자는 발아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형 종자가 발아할 수 있다는 식이다.	 ‘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시험적 태도로”)	 실제 종자와 모형 종자를 동시에 마당에 묻는다.	 그 이

후 ‘나’는 병에 걸리는데 그 병명이 바로 이 에피소드의 핵심 개념이 되는 “역도병”이다.	 ‘나’는
병에 걸린 몸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일 인쇄소에 나간다.	 지식이 깊어지면서 병도 깊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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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던 중 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황’은 “금속의 꽃”을 내 입에 넣는데,	덕분에 ‘나’의 지

식과 병은 “중화”	 작용을 일으켜 사태가 호전된다.	 ‘나’는 이를 “교묘하기 짝이 없는 치료법”이
라고 평한다.	 몇 가지 시간들이 뒤엉켜 있는 이 이야기가 난해한 이유는,	 일단 “역도병”이라는

정체불명의 병명이 나온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모조 종자를 땅에 심었다.	2)얼마 후 역도병에 걸렸다.	3)‘금속의 꽃’을 먹었다.	4)역도병이 치료되어 지식이 좌우를 겸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소 명확해지는 것이지만 1)이 2)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실제 종자가 아니라 모조 종자를 땅에 심어야 한다는 ‘황’의 권유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상식의 역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세상

의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역도병”이라

는 말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때 ‘황’이 나에게 먹인 “그 금속의 꽃”이란

무엇인가.	 “그”라는 지시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글의 앞부분에서 한 번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대리석)	 모
조 종자가 발아해서 피운 꽃.	둘째,	 인쇄소의 (금속)	 활자들.	우리는 전자를 택하기로 한다.	즉
모조 종자를 심고 역도병에 걸린 나는 그 종자에서 핀 꽃을 먹고 역도병을 치료했다.	 그렇다면‘황’이 촉발한 상식의 역도 현상 앞에서 역도병에 걸린 ‘나’는,	 결국 ‘황’의 말이 옳다는 것이 증

명되면서 그 역도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듯이 된다.	즉 3)은 또 4)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를 앞서 논의한 ‘황’의 이력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군

국주의의 희생자(유고 ①)이자 저항자(유고 ④의 記1)인 ‘황’은 이제 나에게 당대를 돌파하기 위

해서는 상식을 거스르는 발상과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133)	 그것은 ‘나’에게 인식론

적이면서도 동시에 존재론적인 혼란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상은 이를 ‘역도병’이라는 신조어

로 명명했다.	 ‘병’으로 명명한 것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이 역도병은 어디까지나 부정적인 것이

고 과도기적인 것이다.134)	죽어 있는 삶이 전복적인 삶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자

133)	 신범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를 ‘거꾸로 달리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 나비,	 294쪽 이하.	
134)	 란명은 ‘역도병’을 니체의 전복적 사유 방식과 관련지어서 “시대적 공포정치에 단호히 저항하

는 사상적 입장을 나타내는 개념”(앞의 글,	 64쪽)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신범순은 “역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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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복의 시기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이 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 있겠지

만 이 병에 걸린 채로 멈춘다면 그것 역시 고통스러운 분열의 삶이 되고 말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역도병의 시기를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기존의 삶과 완전히 작별하고 자신의 삶을 전복적

으로 재구성하는 데 이르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 황의 말대로 모조 종자에서 “금속의 꽃”이 피고,	 그 꽃을 먹은 뒤에 역

도병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이 작품의 설정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이상은 ‘거꾸로 살기’라는

삶의 방법론이 고통스럽지만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좌
우를 겸비한 지식’이란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을 지침일 것이다.	덧붙여 위에서 인용된 부분

에 이어지는 ‘기(記)	 3’에서 이상이 “복화술이란 결국 언어의 저장 창고의 경영일 것이다”라는

문장을 곧바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황’이로 표상되는 ‘거꾸로 살기’에의 욕망이 그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동력임을 예감하는 장면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어차피 ‘황’	 역시도 이상

의 창조물이고 얼마간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황’이 쇠창살에 갇혀 있다가 목

장을 지키는 개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금속의 꽃을 ‘나’에게 먹여주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황’	 연작의 서사는,	 이상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내면의 울분을 황으로 대상화하고

다시 그 울분으로부터 삶의 전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투영한,	 병리적이면서 정치적이고 실천

적인 알레고리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꾸로 살기’의 전략이 식민지 지식인이자 결핵환자인 이상에게 쉬운 일

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역도병이 재발할 위험은 상존한다.	 아니,	 역도병 이전의 단계로,	 그러니까

쇠창살에 갇혀 있는 ‘황’의 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도 영원히 제거될 수는 없는 것이다.	 ‘황’이
권총을 내밀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는 장면은 예컨대 오감도 시제15호 에서 ‘거울 속의

나’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는 장면에서도 다시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살기’	 자체가 활력적인 모습을 잃고 일종의 타성에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역도병이다.”( 실낙

원의 산보로 혹은 산책의 지형도 ,	 190쪽)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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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쓰기의 존재미학과 아이러니의 윤리학

(1)	 존재론적 위기와 운명에 맞서는 글쓰기

:	 ｢12월 12일｣에서 ｢위독｣까지

당대의 역사철학적 지평 위에서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그 병리적 성격을 의식적으로 재현

하면서 정치적 알레고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안 이상은 자신의 향후 삶의 행로에 대해서

도 꾸준히 성찰한다.	 그러나 그 향후의 삶은 주체의 의지만으로 계획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내외적 조건들에 엄밀히 종속돼 있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그의 문학 전반을 관류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운

명에 대한 사유와 그것에 대한 글쓰기가 이상의 후기 시와 소설에서 중심 주제로 부상하기는

하지만 이 주제가 그의 첫 작품인 12월 12일135)에서부터 이미 천착된 것이라는 점은 따라

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이 소설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

로는 충분할 것이다.	 	
이 소설의 구조는 언뜻 기우뚱해 보인다.	 프롤로그를 별도로 치면 총 네 개의 장으로 나

눠져 있는데,	 각 장에 배분돼 있는 분량이 고르지가 않다.	 각각 1~2쪽 정도 밖에 안 되는 프

롤로그와 1장이 지나가고 나면,	 전체 내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장이 펼쳐지고,	 다시 2~3
쪽 정도 밖에 안 되는 3장이 잠시 흐름을 끊었다가,	 전체 내용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긴 4
장이 이어진다.	 잡지에 연재만 했을 뿐 그 뒤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없으므로,	 이상 자신이

이 소설의 구조를 다듬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불균형을 드러

낼 정도라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상 자

신이 애초에 치밀한 구성없이 작품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 때문에 애초 계획이 무

너지고 후반부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단지 이와 같은 형식적 비균질성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여러 무리한

설정이 많다는 것이 기왕의 평가였다.136)	 그래서 이 소설은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실패작이라

는 평가를 꽤 많이 받아온 편인데,	 그럼에도 ‘처녀작’이라는 이 작품의 성격상,	 이상의 심층

135)	 조선 1930년 2월호~12월호에 연재되었다.	
136)	 사소한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소설의 핵심 축이라고 할 만한 형제간의 갈등의 원인이 충분히

명확하게 묘파돼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중대한 결함으로 보인다.	김성수,	 이상 소설의 해석,	태
학사,	 1999,	 55~6쪽.	 그러나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원인’을 재구성해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

다는 점도 부연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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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 또

한 대다수의 연구자들의 평가다.	 이와 같은 관점을 거의 선입견에 가깝도록 정착시킨 김윤식

은 이 소설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가 구별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에,	 “표층구조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아주 비논리적이며 상당히 혼란되어 있어 요령부족의 수준”이라고,	 “말을 바꾸면 이

장편을 정상적인 근대소설의 수준에서 따지는 일이 거의 무의미하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특히

후반부에서 간호부 C가 등장하는 설정을 그 근거로 삼는다.	 결말을 급조하기 위한 어설픈 방

책이라는 것이다.137)	 그럼에도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작가 이상의 심

리적 외상을 이루는 내적 드라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심리적 외상’의 정

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대목을 거론한다.	 	 	
그와 업의 시선이 오래 참으로 오래간만에 서로 마주쳤을 때 쌍방에서 다 창백색의

인광을 발사하는 것 같았다.	“불!	 인제 게다가 불을 지르시오.”
몽몽(濛濛)한 흑연(黑煙)이 둔한 음향을 반주시키며 차고 건조한 천공을 향하여 올라

갔다.	 그것은 한 괴기를 띤 그다지 성스럽지 않은 광경이었다.	
가련한 백부의 그를 입회시킨 다음 업은 골수에 사무친 복수를 수행하였다.	 (이것은

과연 인세의 일이 아닐까?	 작자의 한 상상의 유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뜰 가운

데에 타고 남아 있는 재부스러기와 조금도 못함이 없을 때까지 그의 주름살 잡힌 심장도

아주 새까맣도록 다 탔다.	
그날 저녁때 업은 드디어 운명하였다.	 동시에 그의 신경의 전부도 다 죽었다.	 지금의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아득하고 캄캄한 무한대의 태허(太虛)가 있을 뿐이었다.	(137쪽)138)
위 장면은,	 주인공 ‘그’가 조카인 ‘업’과 간호부 C의 관계를 알고 격분하여 그들이 해수욕

장에 가기 위해 준비한 물건들을 태워버리자,	 그 사건 이후 시름시름 앓던 조카 ‘업’이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이번에는 요양을 위해 해수욕장에 가겠다고 말한 뒤 삼촌인 ‘그’를 불러

서는,	 그가 보는 앞에서 해수욕 도구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장면이다.	 이것은 조카인 ‘업’
137)	 “C의 등장은 작품 후반부 중에서도 맨 끝부분의 한 에피소드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이 작품 전

체의 규모에서 보면 작품 결말을 만들기 위한 급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저 부활에서 톨

스토이가 작품 결말을 위해 죄수 시몬슨을 급히 등장시켜 카츄사와 결혼시키는 경우와 흡사하다.	백
작 네프로도프와 카슈사를 맺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 연구,	 38쪽.
138)	 가독성을 위해 김주현 편,	 날개(문학과지성사,	 2005)에 수록돼 있는 현대어판 ｢12월 12일｣을
텍스트로 삼는다.	



- 93 -

이 삼촌인 ‘그’에게 말 그대로 “골수에 사무친 복수”를 감행하는 장면이다.	 김윤식은 이렇게

논평한다.	 “이 장면이야말로,	 장편 12월 12일의 심층구조의 참주제라 할 것이다.	말을 바꾸

면 작가 이상의 이 처녀작은,	 바로 작가가 현실 속의 큰 아버지이자 양아버지인 김연필 씨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종류의 복수극을 감행한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다.”(41쪽)	 그렇다면 이상

은 바로 이 장면을 쓰기 위해 이 긴 소설을 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와 같은 심층심리적인 복수가 그토록 중

요했다면 왜 이상은 자신을 주체의 자리에 놓지 않고 백부를 ‘그’라는 중심인물의 자리에 놓

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진다.139)	 적잖은 연구자들이 이 소설의 주제를 다른 방식

으로 정식화해온 것도 이와 같은 논의의 편향성을 교정하기 위해서였다.140)	 덧붙여 앞의 논

의가 일면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장편소설의 전체 구조를 온당하게 살피지 않고 특정 대목

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업’의 복수는 12월 12일이라는 전체 건축물에서

의미 있는 한 ‘단계’를 차지하고 있을 뿐 그것이 그 건축물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각
장에 배분된 분량이 불균등하기는 하지만 서사의 내적 구조는 나름대로의 건축적 균형을 갖

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대강의 얼개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

조할 것)	 이 소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그’의 (a)‘탈향 및 방랑’과 (b)‘귀향 및 파국’이라는 단계를 기준으로 삼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a)와 (b)는 대략5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면서 소설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	 둘째는 세 부분으로 나누

는 방식이다.	 (ㄱ)‘그’가 홀로 서사를 끌고 나가다가,	 (ㄴ)이전까지는 다만 간접적으로 언급만

되었을 뿐인 조카 ‘업’이 서사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ㄷ)뒤이어 그전까지는 언급된 바 없

는 간호부 ‘C’가 갑작스럽게 서사에 참여한다.	 [95쪽으로 이동]
139)	 “이상이 글쓰기를 통해 심리적인 복수극을 행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상이 초점화자를 ‘그’로
설정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삶을 참조할 경우,	 분명 ‘그’는 백부의 형상이며 복수의

대상이 될 것인데,	 작품을 쓰고 있는 이상은 왜 ‘그’,	즉 ‘백부’의 내면을 떠맡고 있느냐는 말이다.	 심
지어 그는 파멸해야 마땅한 악인으로 설정돼 있지도 않다.	 독자가 ‘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심지

어 동정할 만한 인물로 그려지며,	 작가는 그의 고백을 대신한다.”	 조연정,	 ｢이상 문학에서 ‘분신’	테마
의 의미와 그 양상｣,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	 355~6쪽.	 조연정은 그래서 ‘그’와‘업’이 각각 이상 자신의 두 분신으로 볼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있다.	
140)	 예컨대 김주현은 ｢12월 12일｣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2월 12일｣은 삶에 대한 허

무적 인식이 비극적 종말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준다.	 (중략)	생의 추구→생의 부정→생의 긍정→재부

정으로 긍정/부정의 변화과정이다.	 그러나 재부정은 처음의 부정과는 달리 삶에 대한 허무적 인식마

저 초탈한 자리에 서 있다.	 이는 죽음의 세계를 미화하는 데서 더욱 잘 드러난다.”	김주현,	 이상 소

설 연구,	 소명,	 1999,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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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내용 비고

프롤로그
1인칭 서술(나=서술자) ‘나’의 과거를 ‘그’라는 인물로 객체화해서 서술하겠다는

취지를 표명

‘나’(=소설가)의
소설 소개1장 3인칭 서술(그=주인공) ‘그’의 과거 경험과 현재 성격 사이의 관계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그’의 소개

2장

3인칭 서술
아내와 아이를 잃은 ‘그’가 노모를 모시고12월 12일에 부산항을 떠남 ‘그’의

도일(渡日)과
이후 십오륙 년	 동안의 체류/
조선에 있는

친구 M에게

띄우는 편지가

서술의 주요

형식

편지 1 고베에서의 막노동꾼 생활을 친구 M에게 보고함

편지 2 모친의 죽음을 알리고 조선소에 취직했음을 보고함

편지 3 나고야로 터전을 옮겨

어느 식당의 주방장(헤드쿡)으로 취직했음을 보고함

편지 4 사할린 생활 7년을 보고함 (사고를 겪고 불구가

되었으나 생에의 의지를 회복함)
편지 5 동경의 어느 여인숙에 머물면서 한국인 주인과 친분을

맺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음을 보고함3장 3인칭 서술
‘그’의 동생 ‘T’와 T의 아들인 ‘업’의 뒤틀린 부자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

조선의‘T’와 ‘업’

4장

3인칭 서술
‘그’를 재신해서 ‘업’을 돌보던 M역시 ‘업’에게 실망하고

둘의 관계가 소원해짐

‘그’의 귀국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

*왼쪽 표에서S는 Sequence를
뜻함

편지 6 동경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예정임을 M에게 알림(친구인 여인숙 주인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함)
작가의 말(‘서술자’도‘주인공’도 아닌‘작가’	 이상의

목소리)

“1930.	 4.	 26	 의주통공사장에서 이○”(65쪽)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유사한 문구가 이후에도 두 번 더 등장한다.	“1930.	 5	 의주통공사장에서”(101쪽)“의주통공사장에서”(119쪽)	 그러나 이는 당월 연재분 끝에 관례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고 ‘작가의 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작가의 말’로 분류할 수 없음

3인칭 서술

S1	 기차에서 어느 신사와의 대화S2	 도착,	 재회,	 번민,	 그리고 가족회의S3	 간호부 C의 등장과 그녀의 내력S4	 T의 화재 사고,	입원,	 그리고 퇴원S5	 간호부 C와 업의 관계를 안 ‘그’의 격분과 방화S6	 C의 편지,	 ‘그’의 방문,	젖먹이를 데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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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	 ‘그’에 대한 업의 복수,	 그리고 ‘업’의 죽음S8	 T의 방화로 ‘그’가 모든 것을 잃음*	 ‘나=서술자’의 개입과 마무리 예고S9	 ‘그’의 자살 (신사와 C의 재등장)
*	쪽수는 김주현 편,	 날개(문학과지성사,	 2005)에 수록돼 있는 ｢12월 12일｣에 근거함

[93쪽에서 이어짐]	 1/3	 지점에서 ‘업’이,	 2/3	 지점에서 ‘C’가 함으로써 소설 전체는 거의 균

등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하자면 ‘업’은 이 소설의 마지막 3분의 1,	 혹은 길게 잡아도

후반부 절반에서만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그’의 탈향 및 방랑을 다룬 전반부 50%의 내용이

전적으로 후반부 50%(혹은 후반부 1/3)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전반부로부

터 던져진 근본물음을 업과 C와 T가 함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후반부가 마무리해주는 구성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근본 물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를

이상은 프롤로그에서 분명하게 선언해 두고 있다.	
“불행한 운명 가운데서 난 사람은 끝끝내 불행한 운명 가운데서 울어야만 한다.	 그 가

운데에 약간의 변화쯤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	 그것은 다만 그 ‘불행한 운명’의 굴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론에 이미 결론을 제시해 두었다.	 저 결론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운명”이라는 단어

속에 박혀 있다.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이와 같

은 태도를 흔히 ‘운명론’이라고 부른다.	 이 운명론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으로도 사용된 ‘12월 12일’이라는 날짜다.141)	 이 날짜는 이 소설에서 총

다섯 번에 걸쳐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1)	 새벽 안개 자욱한 속을 뚫고 검푸른 물을 헤치며 친구를 싣고 떠나가는 연락선의

뒷모양을 어느 때까지나 하염없이 바라보아도 자취도 남기지 않은 그때가,	 즉 그해도 저

물려는 12월 12일 이른 새벽이었다.	 [14쪽]
141)	김주현은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12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

르테르가 자살한 날과 같음을 지적하면서 두 작품 사이의 영향관계를 흥미롭게 논증한다.	김주현,	앞
의 책,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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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대에 내릴 때에 그는 그 신사 손목을 한번 잡아보았다.	 아픈 다리를 가지고 내

리는 데 신사의 힘을 빈다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그가 무엇인지 유혹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쥐고 보았으나 그는 할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잠깐 머뭇머뭇하였

다.	
“저 오늘이 며칠입니까?”“12월 12일!”“12월 12일!	네,	 12월 12일!”	 [83쪽]
2')	 그는 몸 괴로운 듯이 (사실에)	 한번 자리 속에서 돌아누웠다.	 방안은 여전히 단조

로이 시간만 삭이고 있다.	 그때 그의 눈은 건너편 벽에 걸린 조그마한 일력 위에 머물렀

다.	 DECEMBER	 12
이 숫자는 확실히 그의 일생에 있어서 기념하여도 좋을 만한 (그 이상의)	 것인 것 같

았다.	 [91쪽]
3)	 “여보십시오!”	 그는 수작하기 곤란한 이 자리에서 이렇듯 입을 열어보았으나 별로 그 사람에게 대

하여 할 말은 없었다.	 그는 몹시 머뭇머뭇하였다.	“왜 그리오?”“저 오늘이 며칠입니까?”“오늘?	 12월 12일?”“네!”
기적 일성과 아울러 부근의 시그널은 내려졌다.	 동시에 남행열차의 기다란 장사(長蛇)

가 그들의 섰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왔다.	 [150쪽]
3‘)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 말을 그는 그 같은 사람에게 우연히 두 번이나 물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12월 12일!”
이 대답을 그는 같은 사람에게서 두 번이나 들었는지도 모른다.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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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그’가 아내와 아이를 잃고 허무주의에 빠져 일본으로 떠난 날짜가 12월 12일이었고,	
막대한 유산을 넘겨받아 고향으로 돌아온 날짜도 12월 12일이었으며,	 업의 죽음으로 삶이 돌

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날짜도 12월 12일이다.	 이 우연의 반

복은 이것이 ‘그’가 처해 있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설정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언뜻
혼란스럽게 구성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설의 구성 원리는 매우 철저한 일관성을 갖는

다.	 그것은 개개인은 운명이라는 서사의 주인공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의 ‘그’는 운명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
많은 연구들이 이 소설에 깔려 있는 허무주의를 지적했으며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	 그러

나 이 소설에는 흥미로운 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서술자)가 프롤로그에서 밝힌 이

소설의 집필 취지와 실제로 쓰인 소설에서의 ‘그’(=주인공)의 최후가 얼핏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다.	 “이 하잘것없는 짧은 한 편은 이 어그러진 인간 법칙을 ‘그’라는 인격에 붙여서 재차

방랑 생활에 흐르려는 나의 참담을 극한 과거의 공개장으로 하려는 것이다.”(9쪽)	 프롤로그를

닫는 서술자의 이 문장은 이 소설의 목적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건 끝까지 잘 살아

내기 위한 각서를 쓰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소설은 결국 ‘그’의 자살

로 끝을 맺고 만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을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아—인제 죽을 때가 돌아왔나 보다!	 아니 참으로 살아

야 할 날이 돌아왔나 보다!”	 이 문장에도 모순이 있다.	 ‘죽음’이야말로 ‘참으로 사는 것’이라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모순으로부터,	 앞서 지적한 소설 전체의 구성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야 한다.	
말하자면 ‘그’의 죽음을 단순히 자살이라고 불러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에 자살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자살하지 않는 데 성공

했다는 뜻이다.	 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고,	 운명이라는 서사가 완전히 전개될 때까지 싸운

뒤에,	 운명이라는 서사의 귀결이 자살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 귀결에 따른 것이다.	 그는 마지

막에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이 될 때까지는 죽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담겨 있는 기묘한 자족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소설의 프롤로그에서 이 소설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겠다고 서술자가 말했을 때 그

의 취지는 자살만이 남게 될 그 순간까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결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재 4회분의 서두에 붙인 ‘작가의 말’에 쓴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도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나에게,	 나의 일생에 다시없는 행운이 돌아올 수만 있다 하면 내가 자살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 순간까지는 나는 죽지 못하는 실망과 살지 못하는 복수(復讐)―이 속에

서 호흡을 계속할 것이다.”	 자살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은 행운이다.	 그러나 그 행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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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과의 대결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삶을 끝까지 살아낸 자에게만 오는 행운이다.	 이상

의 첫 소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운명에 대한 패배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운명과의 대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는 최후의 자살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선

택지이며 그것을 택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상은 1936년 무렵으

로 가면 운명과의 대결을 좀 다른 방식으로 수행해나가려고 한다.	 그것에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운명이라는 신의 서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미리 써 나갈 수는 없을까 하는 물

음이다.	
이상이 작품 활동을 한 7년여의 기간 중에서 1936년은 절정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해

에 이상은 지주회시 와 날개 라는 걸작 단편을 생산해냈고,	 ‘오감도’	 연작 이후 2년 만에 두

편의 연작시 ‘역단’	 연작(가톨닉청년,	 1936년 2월호)과 ‘위독’	 연작(조선일보,	 1936년 10월 4
일~9일)을 발표했다.	 초기에 일어로 발표된 계열시들에서 이상의 ‘주체’는 당대 일본 모더니즘

의 기법들,	 특히 수학,	 기하학,	 물리학의 전문용어들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몇 겹의 벽

을 쌓고 그 뒤에 숨어 있었다.	 2년 뒤 시작된 ‘오감도’	 연작에서 그 주체는 사회적․정치적․역

사적 맥락들을 은밀하게 거느리면서 보다 현실적인 문맥 속에 제 모습을 기입하고,	 분신 모티

프를 활용하면서 주체의 증상을 재현하는 데 몰두한다.	 그러나 이 두 단계에서 주체는 온전히1인칭의 그것이기보다는 3인칭 내레이터에 가까워 보인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뒤 발표

된 ‘역단’과 ‘위독’	 연작시들은 1인칭 고백의 문장들을 동원하면서 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삶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주체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런 변화는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재현하고

싶다는 욕망의 반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역단’과 ‘위독’	 사이에 이상이 본격적으로 소설 창

작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정황도 그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역단’	 연작은 이상이 소설

의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역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

이고 어째서 이 단어가 제목으로 사용된 것인가?	
여기서 ‘역단’이라는 말은 이상 자신의 한자조어일 가능성이 많다.	 ‘역(易)’이란 흔히 주역(周易)을 일컫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역’은 주역의 괘를 이용하여 인간의 길흉화복

을 따지는 점복의 의미 또는 운명을 뜻한다.	 ‘단(斷)’은 ‘끊다’,	 ‘결단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다.	 그러므로 ‘역단’은 ‘운명에 대한 거역’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142)	 (강조는 인

용자)
142)	권영민,	 전집 1,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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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제목인 ‘역단’도 그가 만든 조어이다.	 여기서 ‘역(易)’이란 글자는 운명을 점쳐 본다

는 의미에서 썼을 것이다.	 (…)	 ‘역’에는 ‘거꾸로’란 뜻과 ‘바뀐다’는 뜻도 있다.	 그가 생활로

복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이 두 의미는 모두 중요하다.	 그가 지금까지 생활

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제시해 온 ‘거꾸로 가기’가 여기서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단’은
그러한 ‘거꾸로’를 단절하는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결단을 뜻한다.143)	 (강조는 인

용자)
이 두 주석은 모두 ‘역단’이 이상의 조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역단’은 이상의 조어가 아니

라 ‘주역에 의거한 길흉 판단’을 뜻하는 말로 흔히 ‘역단하다’라는 동사형으로 사용되는 역학(易學)의 전문용어다.144)	 (그러나 ‘역단’이라는 말이 이상의 조어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이상

의 조어로 간주하고 그 내포적 의미를 추론해낸 위 연구들의 통찰이 의미를 잃는 것은 전혀 아

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운명에 대한 거역’이나 ‘생활로 복귀하는 문제’는 이 연작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작시 전체의 타이틀인 ‘역단’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상은,	 그것이

반드시 역학에 의한 판단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자신의 운명[易]에 대한 상념에 빠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단’이라는 것이 역경(易經)이라는 ‘책’에 의

한 판단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미래가 이미 책 속에 서술돼 있다는 사태를 뜻한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이미 서술돼 있는 그 운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혹은 그 운명을 어

떻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을 낳을 수 있는데,	 이 때의 ‘대응’과 ‘변경’이란 곧 서

술된 것을 다시 서술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이는 백지 위에다 연필로 한 사람의 운명을 흐릿하게 초를 잡아 놓았다.	

— 역단 부분

이 연작 전체의 핵심적인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장이 분명히 보여주듯,	 이 연작시의

근본적인 상상력은 쓰인 것을 다시 쓰는 일과 관련돼 있다.	말하자면 이 시기 이상의 글쓰기의

본질은 ‘운명을 다시 쓰기 위한 저항으로서의 글쓰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역단’
이라는 단어가 조어라고 간주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결과 이를 ‘운명에 대한 거역’(권영민)이나‘생활로 복귀하는 문제’(신범순)로 풀이해낸 기왕의 연구들은 그 출발점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으

로 이 연작시의 핵심적인 의의 중 하나를 포착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상 문학을

143)	 신범순,	앞의 책,	 376쪽.
144)	김주현 편 정본 이상문학전집 1	 :	 시,	 소명,	 2009,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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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화’라는 범주를 통해 바라볼 때 초기 일어시와 오감도 연작에서의 그것과는 또 다른 단계

를 그가 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명에 저항하는 이상 특유의 글쓰기 방식은 무엇인

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문학에서 운명이라는 소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먼저 성찰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근원적인 위치를 점하는 두 텍스트가 모두 운명을 소

재로 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텍스트인 그리스비극,	 그 중에서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그러하고145),	 헤브라이즘 문화를 상징하는 텍스트인 신약성

서,	 그 중에서도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세 편의 공관복음서가 그러하다.	 ‘운명’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의 삶의 행로가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돼 있다는 발상에 근거한다.	 그것은 앞서

인용한 이상의 문장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	즉 백지 위에 한 삶의 행로가 흐릿하게 기록돼 있

는 상황에 비유될 수 있다.	오이디푸스와 예수는 모두 그와 같은 ‘운명=기록’	 이후에,	 그것과 더

불어 태어난다.	 오이디푸스에게 그것은 아폴론의 신탁이며 예수에게 그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의 약속이다.	
이들이 각자의 운명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물음은 두 텍스트의 문학적 위력의 핵심을

건드리는 물음이다.	얼핏 보기에 오이디푸스는 정해진 운명의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운명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가 스스로 자기 징벌에 나서는 대목만큼은 신탁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이었다.146)	 자기 처벌의 순간에 그는 최악의 비극을 겪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 그는 정해진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최후를 결정하는 자유인이 된다.	 예
수의 죽음을 유사한 층위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구약에서의 예언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자신의 모든 삶을 조직했고 그의 죽음은 그 마지막 귀결이었다.147)	 세속의

눈으로 읽는 예수의 삶은,	 신의 아들로 태어나 신의 섭리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일대기가

145)	뒤에서 살피겠지만 오이디푸스왕은 이상의 ‘역단’	 연작 중에서 ｢위치｣와 상호텍스트적인 관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신약의 경우 ‘기독(基督)’	 관련 모티프들이 이상의 여

러 작품에서 빈번히 출현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김주현,	 ｢｢조감도‒이인(二人)	 ․ 1/2｣의 해석｣(	 이상문학회 편,	 이상시작품론,	 2009)과 김승구,	 ｢이상 시에 나타난 기독교

표상에 관한 고찰｣(신범순 외,	 이상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을 참조.	
146)	 관련 대목을 옮긴다.	
코러스	오오 그대 무서운 일을 저지른 분이여,	 어떻게 감히 그처럼 자기 눈을 멀게 할 수 있었나이

까?	 어떤 신이 그대를 부추겼나이까?
오이디푸스 친구들이여,	 아폴론,	 아폴론 바로 그 분이시다.	 내 이 쓰라리고 쓰라린 고통이 일어나도

록 하신 분은.	허나 이 두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련한 내가 손수 찔렀다.	 (1330행)	 	 	 	
147)	 예수가 유다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던 순간 이에 저항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태복음 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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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누군가는 떠맡아야 할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한 사

람의 이야기다.	 비유하자면 그의 삶은,	 이미 씌어져 있지만 주인공이 부재하는 서사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 걸어 들어간 삶이다.	 이 둘은 운명에 대응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여준다.	
한 사람은 아직 쓰이지 않은 결말을 씀으로써 이미 쓰인 것을 뛰어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미 쓰인 것을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그것을 실현시켰다.	 이 두 고전적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운

명에 맞서는 이상의 글쓰기가 갖는 위상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피식민지인이자 결핵환자로서

의 운명에 대응하는 이상의 방법은,	 운명을 앞질러서,	 자신의 최후를 미리 써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종생기 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상의 글쓰기의 한 본질이다.	 	 	‘역단’	 연작은 바로 그와 같은 글쓰기의 한 단계를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초기 일어시나 오

감도 연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편이다.	 하물며 몇 달 간격으로

발표된 ‘위독’	 연작에 비해서도 그렇다.	 그것은 이 연작시 전체 타이틀인 ‘역단’이라는 제목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연작시에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 어떤 메타

포의 체계를 읽어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 연작시가 넓은 의미에서의 오감도 시대(1931년~1934년)와,	 이상의 죽음 때문에 짧게 끝나고 만 그의 소설 시대(1936~7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역
단’이란 ‘역을 판단하는 일’	즉 주역에 의거해 점을 치는 일이라는 뜻이지만,	좀 더 의미심장

하게는,	 역단(易斷)을 해 보면 내 운명은 이미 다 씌어져 있다,	 라는 그 불편한 사태에 대한 주

체의 반응과 관계하는 제목이기도 하다.	 아래에서 확인하겠지만,	 이 6편의 시에는 직간접적으로

책읽기 및 글쓰기와 관련된 메타포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 메타포 위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

는 체념과 그것을 부인하려는 몸짓이 서로 갈등을 벌이면서 시를 이끌어간다.	 차례로 검토해

보자.
房거죽에極寒이와닿았다.	 極寒이房속을넘본다.	 房안은견듼다.	 나는讀書의뜻과함께힘이든다.	
火爐를꽉쥐고집의集中을잡아땡기면유리窓이움푹해지면서極寒이흑처럼房을눌은다.	 참다못하

야火爐는식고차겁기때문에나는適當스러운房안에서쩔쩔맨다.	 어느바다에潮水가미나보다.	 /	
잘다져진房바닥에서어머니가生기고어머니는내압흔데에서火爐를떼여가지고부억으로나가신다.	
나는겨우暴動을記憶하는데내게서는억지로가지가돋는다.	 두팔을벌리고유리창을가로막으면빨

내방맹이가내등의더러운衣裳을뚜들긴다.	 極寒을걸커미는어머니ㅡ奇蹟이다.	 기침藥처럼딱근

딱근한火爐를한아름담아가지고내體溫우에올라서면讀書는겁이나서근드박질을친다.	 — 화로

전문 (빗금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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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금을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눠 읽기로 하자.	 전반부에는 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서에 집중하려 안간힘을 쓰는 화자의 모습이 뛰어난 이미지들과 함께 그려진다.	 후반부는 어

머니의 환영과 더불어 시작된다.	 화자의 환영 속에서 어머니는 식어버린 화로를 되살리기 위해

화로를 부엌으로 가져간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상황이 화자에게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여

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화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화자의 몸에서

는 가지가 돋거나 등에 통증이 오는 식의(이 역시 환영일 것이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

한다.	 어머니는 화자가 느끼는 극한을 대신 걸머지고 화로를 다시 되살려 가지고 오는 그야말

로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데,	덕분에 화자의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

는가?	 “독서는 겁이 나서 곤두박질을 친다.”	
보다시피 이 시에 깔려 있는 정서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거의 불안(“폭동”)과 공포(“겁”)

에 가까운 부담감이다.	 화자는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서를 하는데,	 어머니
의 사랑은 화자가 붙들려 있는 삶의 조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그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압

박감으로 다가와서 그 독서를 중단시킨다.	 운명을 재구성하기 위한 독서가 운명 그 자체를 상

징하는 어머니에게 패배하고 마는 화자의 심리적 정황이 ‘극한’,	 ‘방’,	 ‘독서’,	 ‘화로’라는 이미지들

의 협업 속에서 환상적인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 작품이다.	 운명을 재구성하기 위한 몸짓이

있고,	 그를 좌절하게 하고 운명을 재확인시키는 압력이 있다.	 이 압력은 외적 압력과 내적 압력

으로 나눠질 수도 있으리라.	앞의 시에서는 각각 ‘극한’과 ‘화로’가 이를 표상하는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의 재구성 vs	 운명의 재확인'이라는 구조는 이어지는 시들에서도 여전

하다.	 다만 두 편의 시에서 운명의 재확인을 강요하는 압력들,	즉 육체적 압력(“극한”)과 심리적

압력(“화로”)	 중에서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는 점을 비교해 볼만하다.	 	 	 	 	
캄캄한空氣를마시면肺에害롭다.	肺壁에끄름이앉는다.	밤새도록나는옴살을알른다.	밤은참많기

도하드라.	 실어내가기도하고실어들여오기도하고하다가이저버리고새벽이된다.	 肺에도아츰이

켜진다.	 밤사이에무엇이없어젔나살펴본다.	 習慣이도로와있다.	 다만치사(侈奢)한책이여러장찢

겼다.	 憔悴한結論우에아침햇살이仔細히적힌다.	 永遠이그코없는밤은오지않을듯이.	 — 아츰

전문

門을암만잡아다녀도안열리는것은안에 生活이모자라는까닭이다.	밤이사나운꾸즈람으로나를졸

른다.	 나는우리집내門牌앞에서여간성가신게아니다.	 나는밤속에들어서서제웅처럼자구만減해

간다.	 食口야封한窓戶어데라도한구석터놓아다고내가收入되어들어가야하지않나.	 지붕에서리

가나리고뾰족한데는鍼처럼月光이무덨다.	 우리집이알나보다그러고누가힘에겨운도장을찍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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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壽命을헐어서典當잡히나보다.	 나는그냥門고리에쇠사슬늘어지듯매여달렸다.	 門을열고안열

리는門을열려고.	 — 가정 전문

뒤의 시는 화로 에서 ‘화로’의 이미지로 재현된 바 있는 심리적 압력에 대해 서술한다.	 이
시에서 도장이나 전당과 같은 시어가 ‘운명(易)’의 메타포라는 점 정도를 눈여겨본다면 그 외에

는 특별히 난해한 대목이 별로 없다.	 더 흥미로운 앞의 시는 운명의 재확인을 강요하는 요인

중 육체적 압력,	즉 결핵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다.	밤의 공기를,	마치 밤이 되면 공기의 색이

변한다는 듯이 “캄캄한 공기”라 재치 있게 표현함으로써 밤에 더 극심해지는 고통을 시각적으

로 또 양적으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폐벽에 끄름이 앉는다.”나 “폐에도

아침이 켜진다.”는 표현은 고통의 시각적 표현이고,	 “밤은 참 많기도 하더라.	 실어내 가기도 하

고 실어 들여오기도 하고”와 같은 표현은 고통의 양적 표현이다.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나면

그런 밤의 고통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영원히 그 코 없는 밤은 오지 않을 듯이”)	 아침이

오는데,	 이 순간은 화자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반갑기도 하고 환멸스럽

기도 하다.	밤의 고통 때문에 비싼 책이 찢겨 나갔지만,	 아침 햇살이 그 책 위에 내리쬔다.	 운
명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과 희망이 밤과 아침처럼 교차될 때의 만감이 표현돼 있다.	

이 부분의 은유 체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화자가 (아마도 각혈의 흔적을 처리하기 위

해)	 찢은 책은 그가 화로 에서 자신의 운명을 재구성하기 위해 열심히 독서한 바로 그 책일

것이다.	책이 찢기면서 운명의 재구성을 위한 가능성도 함께 찢겨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

에 햇살이 화자가 밤새 포기한 그 가능성을 다시 유혹하듯이 새로운 문장을 적는다.	 운명의 재

구성과 재확인의 갈등이 여기서도 책읽기와 글쓰기의 메타포를 동반한다.	 이어지는 시는 연작

시 전체 타이틀을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연작의 표제작이다.	 세 편의 시를 거치면서 이제 화자

가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은 도대체 누가 정초한 것인가?	 아래 두

편의 시에는 그 주체가 “그이”	 혹은 “누구”라는 대명사로 등장한다.	우리는 이 의인화된 존재들

을 초기 일어시에서 ∇의 형태로 나타난 바 있는 대상화․객체화된 또 다른 자기(self),	오감도

연작에서 ‘거울 속의 나’로 등장했던 그 부정적(negative)	 분신이 자신의 역할을 확장된 방식으

로,	즉 운명을 정초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이는白紙우에다鉛筆로한사람의運命을흐릿하게草를잡아놓았다.	 이렇게홀홀한가.	 돈과過去

를거기다놓아두고雜踏속으로몸을記入하여본다.	 그러나거기는他人과約束된握手가있을뿐,	 多
幸히空欄을입어보면長廣도맛지않고않드린다.	 어떤뷘터전을찾어가서실컨잠잣고있어본다.	 배

가압하들어온다.	 苦로운發音을다삼켜버린까닭이다.	 奸邪한文書를때려주고또멱살을잡고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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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보면그이도돈도없어지고疲困한過去가멀건이앉어있다.	 여기다座席을두어서는안된다고그사

람은이로位置를파헤쳐놋는다.	 비켜스는惡臭148)에虛妄과復讐를느낀다.	 그이는앉은자리에서그

사람이平生을살아보는것을보고는살작달아나버렸다.	 — 역단 전문

기침이난다.	 공기속에공기를힘들여배앝아놓는다.	 답답하게걸어가는길이내스토오리요기침해

서찍는구두를심심한공기가주물러서삭여버린다.	 나는한장이나걸어서철로를건너지를적에그때

누가내경로를디디는이가있다.	 아픈것이비수에베어지면서철로와열십자로어울린다.	 나는무너

지느라고기침을떨어뜨린다.	 웃음소리가요란하게나더니자조하는표정위에독한잉크가끼얹힌다.	
기침은사념위에그냥주저앉아서떠든다.	 기가탁막힌다.	 — 행로 전문

앞의 시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다른 어느 주석보다 일단은 설득력

이 있어 보인다.	 “이 시는 역단,	곧 역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	곧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것을 노

래하고 있으며 시의 내용은 ‘그이’와 ‘나’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나’는 그이에게 점을 보고는 새

로운 삶을 시도한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그이’를 찾아간다.	 ‘그이’는 도망가고 없다.	‘나’는 ‘그이’가 점 보던 자리를 이로 파헤친다.	 ‘그이’는 ‘나’가 평생 동안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

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도망간 것이다.	 결국 이 시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노래하고 있다.”149)	 그러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주석은 ‘그이’를 점 쳐주는 사람으로 봤고 ‘나’는 그의 충

고대로 다른 삶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이’를 어떤 운명적인 힘의

의인화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흐릿하게 초 잡아 놓은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삶

을 시도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 보인다.	 	 	‘역단’	 연작 전반의 은유 체계가 여기에서도 유사하게 관철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씌어진 것으로서의 운명이라는 발상이 여기에서는 이미 그려진 것으로 표현되었고 그것은“간사한 문서(文書)”라는 메타포로 형상화된다.	 이 운명을 피하고 싶은 나는 생활의 두 근거라

할 수 있을 ‘기억’과 ‘돈’을 그쪽 삶에 내팽개치고 다른 삶을 찾기 위해 ‘잡답’(雜踏,	너절하고 지

저분하다는 뜻의 일본어)한 세계 속으로 도망가 본다.	 이 도망을 기입(記入)이라 표현한 것도‘역단’	 연작에서 운명이 역(易)이라는 기표로,	즉 운명이 씌어진 책이라는 메타포로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므로 내가 자신을 기입한 다른 세계 역시 백지

위에 그려진 운명의 공백 지점으로서의 ‘공란(空欄)’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빈

148)	 원문에는 악식(惡息)으로 되어 있고 권영민 편 전집과 김주현 편 전집 모두 원문을 따르

고 있기는 하지만,	김주현이 지적한 대로 이는 악취(惡臭)의 오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정해서

옮긴다.	
149)	 이승훈 편,	 이상문학전집 1‒시｣(문학사상사,	 1989),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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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내 존재에 맞춤한 곳이 아니다.	 혹은 내 운명을 정초한 “그 사람”이 내 “위치”(이 “위치”는
몇 달 뒤 발표되는 ‘위독’	 연작에서 위치 라는 시에서 다시 한 번 성찰된다)를 지정해 준

다.150)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향후 운명의 “행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

인다.	뒤의 시에서 그 행로는 “스토오리”라고 표현된다.	 운명의 재구성 가능성을 타진하나 여러

장애물로 실패하고 마는 피로를 여섯 편의 시에서 재현한 ‘역단’	 연작은 ‘삶이라는 서사(“스토오
리”)’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되면서 마무리가 된다.	 	 	

이어지는 ‘위독’	 연작은 이상의 마지막 연작시다.	두 가지 점을 연구의 과제로 삼을 만하다.	
첫째는 언어의 문제다.	 이상은 위독을 연재할 당시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각

오를 밝혔다.	 “요새 《조선일보》학예란에 근작시 ‘위독’	 연재중이오.	 기능어,	 조직어,	 구성어,	 사
색어로 된 한글 문자 추구 시험이오.	 다행히 고평을 비오.	 요다음쯤 일맥의 혈로가 보일 듯하

오.”(편지 4,	 1936년 10월 4일에서 9일 사이에 보낸 것으로 추정)	 기능어,	 조직어,	 구성어,	 사색
어란 무엇이며 작품의 어떤 언어들이 그 사례인가를 따져보는 일은 중요한 과제다.	둘째는 상

호텍스트성의 문제다.	 ‘위독’	 연작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수필 실낙원 (조광 1939년 2월)이‘위독’	 연작과 어느 정도까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작업 역시 중요한 작업일 것

이다.	 이상 자신이 남긴 편지와 산문 덕분에 위독 연작은 주로 이 두 가지 층위에서 간간히 언

급됐다.	 반면 역단 연작과 마찬가지로 연작의 전체적인 취지를 따져본 작업은 드물다.	앞의 두

과제는 차후에 시도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운명 앞에서의 주체화로서의 글쓰기라는 층위에서‘위독’	 연작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단은 역단 연작의 기본 발상을 이어간 사례로 보

인다.	 거의 주목된 바 없는 다음 시를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자.	
重要한位置에서한性格의심술이悲劇을演繹하고잇슬즈음範圍에는他人이업섯든가.	 한株—盆에

심은外國語의 灌木이막돌아서나가버리랴는動機오貨物의方法이와잇는椅子가주저안저서귀먹

은체할때마츰내가句讀처럼고사이에낑기어들어섯스니나는내責任의맵씨를어떠케해보여야하나.	
哀話가註釋됨을따라나는슬퍼할準備라도하노라면나는못견데帽子를쓰고박그로나가버렷는데왼

사람하나가여기남아내分身提出할것을이저버리고잇다.	 — 위치 전문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상이 생략한 레퍼런스를 역추적 해본다면 이 시

150)	 “여기다 좌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이로 위치를 파헤쳐 놓는다.”에 대해 권영민 편

전집은 “자리를 이리로 옮겨 파헤쳐 놓는다.”의 의미라고 주석해 두었으나,	 “파헤쳐 놓는다”라는 서

술어와의 연결을 고려할 때 이승훈 편 전집이 주석한 대로 “이로”는 ‘이빨로’로 읽는 것이 더 적절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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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갈 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문장은 ‘중요한 위치’,	 ‘한 성격의 심술’,	 ‘비극의 연역’과
같은 의미 요소들을 제시한다.	 이 불친절한 어구들은 어떤 레퍼런스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인
용한 세 어구 앞에서 어떤 독자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에서 제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동침함으로써 나라에 고통을 안긴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추

적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오이디푸스 의 친부 라이오스 왕이 “삼거리”(오
이디푸스 왕 716행,	 801행)에서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피살되었는가,	 그 살인자가 혹시 오이

디푸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를 수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이디푸스는 그 범인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극의 1차적인 원인은 물론 신탁 자체에 있지만,	 비극의 주

인공들은 아주 사소한 성격적 결함—소위,	 비극적 결함(tragic	 flaw)—으로 그 비극의 이차적 원

인을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삼거리에서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했다는 “한 성격의 심술”	 때
문에 “비극을 연역”한 자는 바로 오이디푸스이기도 한 것이다.	 “중요한 위치”란 바로 그 삼거리

일 자체일 수도 있고 하필 거기에 있었던 오이디푸스의 위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은 지금,	
성격적 결함이 가세해 비극을 연역해내고야 말 그런 위치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필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같은 그런 비극적 이야기의 중요한 위치 속

에 자신이 “구두(句讀)”처럼 끼어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151)	 그런 비극이 현

실화된다면,	 오이디푸스는 제 눈을 찔러 책임을 졌지만,	 자신은 어떤 “책임의 맵씨”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애화가 주석됨을 따라 나는 슬퍼할 준비라도 하노라면”이라는 구절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납득이 된다.	 이상은 어쩌면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다룬 영화나 연극을 보

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의 플롯은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

거의 사건들이 조금씩 모자이크되어 마침내 비극의 실체가 밝혀지는 형식으로 돼 있다.	 여러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주석을 달아가는 과정이 서사를 이룬다.	 이 진행 과정은 이를

테면 ‘슬픈 이야기가 주석되어 나가는’	 과정이거니와,	 “못 견뎌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가버렸는

데”라는 구절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던 화자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린 체험

을 이야기 한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번의 반전이 남아 있다.	 화자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가버렸지만 “웬 사람 하나”가 거기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이 불길

함 암시의 귀결처럼,	 이상의 ‘위독’	 연작은 다음과 같은 죽음의 예고로 끝을 맺는다.	
151)	 자신을 구두점에 비유하는 이 구절 앞에 있는 “한주—분에심은외국어의관목이막돌아서나가버

리랴는동기오화물의방법이와잇는의자가주저안저서귀먹은체할때”라는 구절은 해석하기가 거의 불가능

해 보인다.	 ‘돌아서 나가버리는 행위’와 ‘귀먹은 체 하는 행위’	등을 보건대 비극적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어떤 정황의 묘사라고 짐작이 될 뿐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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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어느나라의데드마스크다.	 데드마스크는도적맞았다는소문도있다.	 풀이극북에서파과하

지않던이수염은절망을알아차리고생식하지않는다.	 천고로창천이허방빠져있는함정에유언이석

비처럼은근히침몰되어있다.	 그러면이곁을생소한손짓발짓의신호가지나가면서무사히스스로워

한다.	점잖던내용이이래저래구기기시작이다.	 — 자상 전문

이제 애초의 질문을 다시 던져보기로 하자.	 ‘역단’	 연작과 ‘위독’	 연작을 발표한 이후로 이상

은 소설 창작에 몰두하기 시작하는데,	 어째서 이 두 연작시는 그가 소설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무렵 이상이 김기림에게 보낸 편

지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위독을 연재중일 당

시 이상은 “요새 《조선일보》학예란에 근작시 ‘위독’	 연재중이오.	 기능어,	 조직어,	 구성어,	 사색
어로 된 한글 문자 추구 시험이오.	 다행히 고평을 비오.	 요다음쯤 일맥의 혈로가 보일 듯하오.”(사신 4,	 1936년 10월 4일에서 9일 사이에 보낸 것으로 추정)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의

욕을 불태웠었다.	 그러나 연재가 끝난 뒤에 그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위독’에 대하여도―.	 사
실 나는 요새 그따위 시 밖에 써지지 않는구려.	 차라리 그래서 철저히 소설을 쓸 결심이오.”(사
신 6,	 1936년 12월 29일 경으로 추정)	 보다시피 사뭇 다른 어조의 편지다.	 나중에 보낸 편지에

배어 있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위장된 겸양을 읽자니,	먼저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는 이상 특유

의 호언장담이 발목을 잡는다.	 그는 ‘위독’	 연작이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따위

시”라는 것을 어떤 시를 뜻할까?	
주목해야 할 것은 이상이 “차라리 그래서 철저히”	 소설을 쓰겠노라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라는 말만 있었다면 이 문장은 시가 안 되니 소설로 방향전환을 해보겠다는 의미를 뜻

하는 것으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철저히”라는 말을 함께 적었다.	 이 표현 안에는,	‘위독’	 연작에 이미 소설적인 요소가 담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 줄을 알면서도 자신은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소설적인 요소를 더 “철저히”	 밀고 나가서 “차라리”	 소설을 쓰는 게

나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는 것 등의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는 가장 ‘위독’
한 순간에 시 쓰기에 곤란을 겪었으며 왜 그에게는 소설이 필요했던 것일까.	앞질러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직접 서술하여 완성함으로써,	 그로 인해 탄생하는 ‘작품으로서의 삶’으로

실제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반대로 말하면,	 소설의 재료가 될 자신의 삶을,	 소설을 쓰기

전에 이미 소설적인 방식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	 자신의 삶을 먼저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가장 중요한 통로는 여성과의 연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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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애담의 의미와 동경 텍스트의 역사철학적 좌표

:	 봉별기 와 실화 를 중심으로

이상의 후기 작품들 중 대부분이 시시콜콜한 연애 시비로 시종한다는 사실은 언뜻 독자를

난감하게 하는 데가 있다.	 이상의 역사철학적 사유는 피식민 주체라는 숙명적 한계 속에서 좌

초했고,	 그의 병리학적 알레고리의 글쓰기는 그 작의를 이해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서 폄하

되었으므로,	 그는 사소설적 글쓰기의 세계로 하강했고 자신의 재능을 탕진하다가 종생하고 말

았던 것일까.	 그러나 “사상적 좌절감이야말로 식민지 지식인의 모든 생활 속에 우울한 그늘을

깃들게 한다.	 심지어는 여인과의 사랑 문제마저도 이 그늘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한 여인을 진

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이 그늘을 거둬내려는 열정적인 시도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152)	말하자면 이상의 연애담들은 앞에서 말한 ‘역사철학’적 글쓰기나 ‘정체

성 정치학’적 글쓰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의 ‘실천’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다.	
예컨대 실화 나 종생기 같은 작품에서 이상이 연애 대상과의 실랑이를 묘사하는 와중에

문득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존재론적 성찰에 빠져드는 장면들은 인상적이다.	 실화 의 후렴

구라고 해도 좋을 유명한 명제,	즉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

전한 일이다.”라는 명제는 이 소설의 근본 동력이 이상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이 모종의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고,	 결말부에서 소설 전체의 결구처럼

울리고 있는 다음 대목 또한 이상이라는 주체의 존재론적 파탄에 대한 탄식으로 읽히는 것이

다.	 “나는 형해다.	 나—라는 정체는 누가 잉크 짓는 약으로 지워버렸다.	 나는 오직 내—흔적일

따름이다.”	 종생기 에서 이상 득의의 ‘거울 모티프’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주

목할 만하다.	 “거울을 향하여 면도질을 한다.	 잘못해서 생채기를 내인다.	 나는 골을 벌컥 내인

다.	 그러나 와글와글 들끓는 여러 ‘나’와 나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각기 베스트

를 다하여 제 자신만을 변호하는 때문에 나는 좀처럼 범인을 찾아내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작품들의 의미를 이해해볼 수 있는 프레임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글쓰기—실천을 넓게는‘주체화’의 실천,	좁게는 ‘존재미학’적 실천이라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주체화’라는 용어

는,	 앞에서 언급한,	 식민지 본국에서 강요하는 ‘정체화’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바로 이 둘의

차이 속에 주체화의 핵심이 놓여 있다.	 	
현대 이론에서 '주체화'(불:	 subjectivation,	영:	 subjectification)라는 개념이 이제 정당한 권리

152)	 신범순,	앞의 책,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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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은 듯 보일지라도 이 개념의 역사는 길지 않다.	 이 개념을 이론의 장에 결정적으로 도입

한 것은 푸코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알튀세르가 소위 ‘호명’(interpellation)	 이론을 통해 이데

올로기가 어떻게 개인들을 주체화하는가를 해명한 바 있고,	푸코 역시 권력에 의한 주체화 메

커니즘을 연구하면서 이 방향의 연구를 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푸코는 성의 역사 2(1984)
를 계기로 그와는 다른 주체화,	 즉 주체가 자기 자신을 생산해내고 창조해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권력’에서 ‘주체’로,	즉 권력에 의한 타율적 주체화에서 개별 주

체의 자기 주체화로 연구의 초점을 옮긴 셈인데,	두 종류의 주체화 사이에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푸코는 전자를 예속화(assujetissement),	 후자를 주체화(subjectivation)로 분리․명명하기도 했다.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정치적․윤리

적․사회적․철학적 과제는 국가와 국가에 결부되어 있는 개별화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

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국가에 결부되어 있는 개별화 방식”은 곧 예속화의 계기이고,	 그로

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곧 주체화의 계기이다.	 그리고 이 주체화 전략을 가리키는 푸코

의 명칭이 바로 ‘자기(self)의 테크놀로지’이다.	 이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의 신체,	영혼,	 사고,	 행위,	존재 방법을 일련의 작전을 통해 효과

적으로 조정”하는 기술로 규정된다.153)	 	
그런데 이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는 주체가 어떻게 자율적인 주체로 주체화되는가

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주체가 자기 삶을 구성하고 창조하는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윤리학의 영역으로 다리를 놓게 된다.	또 그가 자기 삶의 구

성 및 창조 작업을 예술작품의 생산에 비유할 때 이 주체화 작업은 미학적인 영역과도 결합하

게 된다.	 그래서 푸코의 작업은 주체화의 문제를 정치학(권력)의 문제틀에서뿐만 아니라 윤리학

과 미학의 문제틀에서 함께 사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의 주체화 전략이 ‘존재미

학’(l'esthétique	 de	 l'existence)이라는 별칭을 갖기도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푸코의 이 ‘존재미

학’	 구상에 근간이 된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자기 인식의 규율(‘너 자신을 알라’)과 대립되는 자

기 배려의 규율(‘너 자신을 배려하라’)이었지만,	 보들레르의 미학적 실천에 대한 벤야민의 연구

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라져 있다.154)	 그는 보들레르의 댄디즘에서 존재미학으로서의

주체화의 한 사례를 본다.	
보들레르에게 모더니티란 현재와 관계하는 한 가지 형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과 관련해 정립되어야만 하는 관계의 한 가지 양식이기도 합니다.	 사려 깊은 모더니티의

153)	 미셸 푸코,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옮김,	 동문선,	 1997,	 37쪽,	 36쪽.	 	 	
154)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쾌락의 활용(1984),	 문경자 ․ 신은영 옮김,	 나남,	 1990,	 25쪽,	 각주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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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금욕주의와 분리될 수 없게 묶여 있습니다.	 현대적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흘러

가는 순간들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잡하고 까다

로운 세공(elaboration)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보들레르는 이를 당대의 용어로 댄

디즘이라 부릅니다.	 “천박하고 저속하고 비열한 자연[본성]”에 대한 잘 알려진 보들레르의

구절들을 여기서 디테일하게 상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인간의 그 자신에 대한 불가피한 반

항에 대해서,	 “우아함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몸,	 그의 행위,	 그의 느낌과

열정,	 그의 실존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댄디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
들레르에게 현대적인 인간은 그 자신,	 그의 비밀과 숨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나아가는 존

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명하는 사람입니다.	 모더니티는 “자신의 존재 안에 머

물러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모더니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산해야 한다는

과업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155)	 (강조는 인용자)	 	 	 	 	 	 	
이와 같은 주체화 전략으로부터 푸코는 그에게 이론적 전환점이 되는 성의 역사 2의 서

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존재 미학을 정식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존재의 기술’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 스스로 행동 규칙을 정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특이한 존재 속에서 스스로를 변형시키며,	 그들의 삶을,	 어떤 미학적 가치를

지닌,	 그리고 어떤 양식의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중하고도 자발적

인 실천으로 이해해야만 한다.”156)	푸코의 이와 같은 관점은 ‘주체화’를 전략 혹은 투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창조 혹은 발명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상의 경우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에게 ‘여성’이 갖는 의미다.	금홍

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거의 사실 그대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 봉별기 는 특히 유용한 텍스트

다.	 이 작품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대목은 금홍을 대하는 이상의 태도다.	금홍을 처음 만난 날에

는 그냥 헤어지고 이튿날 “화우(畵友)	 K군”(구본웅)이 합류하자 이상은 K에게 금홍을 가져볼

것을 권한다.	 이상은 금홍에게 욕망을 느꼈으나 대상에게로 바로 나아가기 않고 K를 거쳐서 가

려 한다.	 K가 이를 사양하자 비로소 이상은 금홍과 관계를 맺는다.	 여기까지는 그저 친구의 존

재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수용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 각혈이

다 멈췄으니까”라고 말할 정도로 며칠간 열정적인 시간을 보낸 뒤에도 이상은 또 다시 금홍을

아예 낯모르는 타인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금홍이 기생이니 성매매를 어쩔 수 없이 용인하지

155)	 Michel	 Foucault,	 The	 essential	 Foucault	 :	 Selections	 from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edited	 by	 Paul	 Rabinow	 and	 Nikolas	 Rose,	 New	 York	 :	 New	 Press,	 2003,	 p.50	
156)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쾌락의 활용(1984),	 문경자 ‧ 신은영 옮김,	 나남,	 1990,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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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다.	 이상은 “우(禹)라는 불란서 유학생”을 금홍에게 권했고,	또 “C라
는 변호사”에게 금홍을 권했다.	 C의 경우는 숫제 이상의 “열성에 감동되어 하는 수 없이”	금홍
과 동침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상이 곧바로 “사랑하는 금홍이”	 운운하는 것

을 보노라면 조금 어리둥절해진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두고 이상이 애초 금홍을 진지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쾌락의

고양을 위해서 제3자를 개입시키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는 없는 유형의)	 도착증(perversion)적
인 연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간편한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두 사람이 상경해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이후의

위기를 보여주는,	 작품의 후반부다.	 이상이 “밤이나 낮이나 누워 잠만”	 잤다는 정황은 이상의

경제적 무능력과 아내에 대한 성적 무관심 모두를 암시할 것이다.	 이 상황을 금홍은 견디지 못

하고 점차 빈번한 외출을 감행한다.	 이를 가리켜 이상은 “금홍이게는 예전 생활에 대한 향수가

왔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그녀가 기생으로서의 자유분방한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에 이

끌렸고 그 욕망에 순응함으로써 이상이 포기해버린 경제적․성적 생활을 그녀 스스로 도모했다

는 식으로 독자의 독서를 유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거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금홍과 사랑에 빠질 무렵 그가 보여준 그 유사—도착증적 행위의 연장선

상에 있는,	 그의 알 수 없는 묵인과 방조다.	
즉 금홍이의 협착한 생활이 금홍이의 향수를 향하여 발전하고 비약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금홍이로서 금홍이답지 않은 일일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금홍이 오락(娛樂)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가끔 P군

집에 가 잤다.	 P군은 나를 불쌍하다고 그랬던가싶이 지금 기억된다.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즉 남의 안해라는 것은 정조를 지켜

야 하느니라고!	
금홍이는 나를 내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간음하였다고 나는 호의

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안해다운 예의를 지키는 체해 본 것은 금홍

이로서는 말하자면 천려의 일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판 삼자니까 나는 외출이 잦았고 금홍이 사업에 편의를 돕기 위

하여 내 방까지도 개방하여 주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흐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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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나는 제목 없이 금홍이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

어오지 못했다.	 너무도 금홍이가 무서웠다.	
나흘 만에 와보니까 금홍이는 때 묻은 버선을 윗목에다 벗어놓고 나가버린 뒤였다.	 (강

조는 인용자)
“세상에 흔히 있는 안해다운 예의를 지키는 체해 본 것은 금홍이로서는 말하자면 천려의

일실이 아닐 수 없다.”	 이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금홍의 외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다

는 식이다.	 배천온천에서 그녀의 매춘을 종용하다시피 한 그로서는 그럴 만하다고 할 수도 있

다.	 문제는 당시의 금홍이가 매춘의 대가로 받은 돈을 이상에게 자랑하듯 내보였던 반면,	 지금
의 그녀는 자랑은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긴다는 것이다.	 아내이므로 남편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세간의 도덕관념을 흉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	금홍
이 편에서 보자면 마지막 양심의 발로일 것이고,	또 남편이 자신의 일탈을 준열하게 제지하면

서 이를 계기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명이었을 터인데,	 이상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저지른 “천려의 일실”이라고 타박한다.	말하자면 “세상에 흔히 있

는 안해다운 예의”를 지키는 순간 금홍이는 “세상에 흔한”	 여자가 되고,	둘의 관계 역시 “세상

에 흔한”	 관계가 되고 만다는 식이다.	 이상의 이 기괴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상에게 금홍

이 갖는 의미,	 혹은 여성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이상은 금홍과의 동거생활을 통해 불순한 삶과의 아이러니적 동거라는 관계를 실험하

고 있었기 때문에,	 금홍은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음란하고 오염된 여인일 때만 의미가 있는

존재였다.	 그녀가 순결을 가장하고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려고 할 때 그 관계는 상징적 의미

를 잃어버리게 된다.	금홍이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157)	
이 논평은 정확하지만 보완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가 상식과 상궤를 벗어날수록 그 관계

는 더욱 순수해지고 진실해진다는 이 역설적인 반항의 논리는 그 연원이 깊으며 봉별기 에서

의 이상은 그 연원 깊은 거대한 정신적 물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보들레르가 가장 범례

적으로 실천하고 ‘데 제생트’(des	 Esseintes)158)에게서 상징적인 형상을 얻은,	 19세기 후반 이래

로 세기말까지를 휩쓸었던 유럽의 데카당들은,	 근대 부르주아의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157) 임명섭, <봉별기> : 긍정과 탐색의 좌절 , 이상문학회 편, 이상소설작품론, 역락, 2007, 166

쪽.

158)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A	 Rebours,	 1884)의 주인공이다.	 국역본은 조리스–카를 위스망스,	 
거꾸로,	 유진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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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데 제생트가 “자연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획일적인”	 것이라는 말로‘인공적 생활'(vie	 factice)을 찬미할 때,	 또 “기만술이 인간의 천재성을 특징짓는 증거”이며 “위
조”야말로 진정한 욕망 추구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최고급 식당에서 싸구려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권할 때,	 이는 이상이 날개 의 프롤로그에서 “인생의 제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끔”	 된 동족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할 것과 “자신을 위조하

는 것”을 권한 취지의 원형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159)	
이런 심미주의자들이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사랑에 빠

지는 것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랑이야말로 그들의 본질을 가장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영역

이었다.	 보들레르는 “사랑의 유일하며 지고한 관능이란 악을 행한다는 확신 속에 존재한다.”라
고 단언하면서 “사랑,	 그것은 매음에의 취향이다.”라고 덧붙인다.160)	 권장될 만한 사랑의 세계

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치명적인 것임에 분명한 ‘매음’을 사랑의 이상적인 형상으로 떠받들면서‘악’으로서의 사랑을 권한다.	 이상과 금홍의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이 데카

당한 삶의 기술에 대한 끌림이다.	데카당스들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에서 아르놀트 하우저는 그

들이 어째서 ‘창부(娼婦)’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꼈는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창부는 격정의

와중에서도 냉정하고,	언제나 자기가 도발시킨 쾌락의 초연한 관객이며,	남들이 황홀해서 도취

에 빠질 때에도 그녀는 고독과 냉담을 느낀다.	 요컨대 창부는 예술가의 쌍둥이인 것이다.”161)	
이상과 금홍의 관계의 핵심에는 이와 같은 ‘정신의 귀족주의’에 대한 추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상의 연애 서사들 중에서 ‘여학생’과의 게임을 다룬 일련의 소설들은 어떻게 파

악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대상은 같다.	 그 소설 속의 여인들은 여러 남자와 동침한 여성( 실화

의 ‘연이’)이거나 혹은 14세 때부터 자진하여 매춘을 한 여성( 종생기 의 ‘정희’)	등으로 설정

돼 있어서 창부의 이미지를 배후에 거느린다.	 그러므로 달라진 것은 여성의 위상이 아니라 이

상의 태도다.	금홍 계열의 서사에서 상대방의 정조 문제에 대해 초연했던 이상이 여기서는 왜

정조에 집착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여인의 정조에 집착하는 “곰팡내 나는 도덕성”(19세기식 )을 자조하는 장면이 아니다.	 서사의 이면에는 예술가의 정신적 형제로서의 창부에

대한 동경과 그런 창부의 미덕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자조가 있다.	 이상의

유명한 문장,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는 바

로 자신의 자아의 빈곤함에 대한 좌절을 토로하는 문장이다.	 보들레르가 사랑을 “경기자 중 한

159)	 이상의 유고 중 ｢야색｣은 이런 맥락에서의 ‘자연’에 대한 혐오감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160)	샤를 보들레르,	 ｢폭죽불꽃｣,	 벌거벗은 내 마음,	 이건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1,	 15쪽,	 21쪽.
161)	 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백낙청 ․ 염무웅 옮김,	 창작과비평사,	 1974,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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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반드시 자기 통제 기능을 상실해야만 하는 지독한 게임”162)으로 정의한 것은 인간 안

의 자연(이 경우에는 질투와 소유욕)에 맞서서 ‘자기 통제 기능’을 끝까지 잃지 않는 ‘인공 생

활’의 주재자여야 한다는 취지였거니와 이상은 바로 그와 같은 게임에서 패배한 주체로 자신을

그린다.	
종생기 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이상이 보들레르의 후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는 다른 층위에서 존재미학의 한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소설에서

다.	 종생기 보다 늦게 씌어졌지만 종생기 의 취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은 실화 의

한 대목이다.	 “한 개 요물에게 부상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십 칠세를 일기로 하는 불우의 천

재가 되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인다.	 “나는 임종할 때 유언까지도 거짓말을

해줄 결심입니다.”	불우의 천재로 기억되기 위해서 쓰는 거짓 유언,	 그것이 바로 종생기 의 취

지 중 하나다.	 종생기 가 ‘패배의 서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서사의 패배’를 의

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연구가 적절히 지적한 대로 이 소설에는 ‘세 명의 이상’이 등장한다.	“첫째는 정희에게 속아 넘어가는 소설의 주인공 이상,	둘째는 그것을 과거의 일로 회상하고 있

는 작중 화자 이상,	셋째는 종생기 의 실제 작가 이상.”163)	 요컨대 주인공,	 화자,	 작가가 모두

같은 이름으로 등장해서 뒤엉켜 있다.	
이것이 사소설적 진실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유사

한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마치 수기이자 고백문학과 같은 외양을 취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연극성과 인공성을 노출함으로써 사

실은 고백이 아니라 허구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164)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 저
자는 여기서 이상 특유의 ‘자기은폐의 수사학’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고 있지만 다른 길을 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소설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자기은폐의 수사학’이 아니라 앞

에서 언급한 푸코—보들레르적 의미에서의 ‘자기창조의 수사학’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소

설은 소설을 쓰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유형의 메타픽션인데,	 이 소설에서 특이한 점은‘삶—시간’과 ‘작품—시간’의 일치라고 할 만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살 삶을 쓰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쓴 글을 사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연애
하기’와 ‘유서쓰기’는 바로 삶과 글의 이와 같은 착종된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로 간주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독특한 글쓰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삶의 태도로서

의 ‘아이러니’라는 과점에서 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	 리처드 로티는 ‘시인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

162)	 보들레르,	 위의 책,	 21쪽.
163)	 서영채,	 사랑의 문법,	 273쪽.
164)	 서영채,	 위의 책,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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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라고 묻고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원인에 대해 생각할 때 “다른 어떤 이의 서술을 수용하

는 것이고,	 이전에 준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요,	 기껏해야 이전에 쓰인 시를 우아하게

변형하는 것이다.”165)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원인을 시인의 시각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원인을 추적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같은 곳)	 그러므로 시인이란 시를 쓰는 사람만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다.	 주체에게는 진리의 버팀목이 되는 절대적인 언어가 있다.	 예컨대 기독교인에

게 ‘예수’가,	급진좌파에게는 ‘혁명’이,	 유미주의자에게는 ‘아름다움‘	등등이 그러할 것이다.	 여기

서 시인이란 바로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의 존재 근거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는 최후의 개념(로티는 이를 ‘마지막 어휘(final	 vocabulary)’라고 지칭한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언어는 우연한 것이고 자아도 우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의 존재를 ‘마지막 어휘’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설명,	 확증,	 긍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헌신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는 일이다.	
이런 시인(과 같은 존재)들을 리처드 로티는 아이러니스트(ironist)라 부른다.	 이들은 흔히

자신을 상식적인 인간이라 자칭하는 부류들과 날카롭게 구분된다.	 왜냐하면 상식이란 “중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런 자의식도 없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습관화된 마지막 어휘로 서술하는 사

람들의 표어”(147쪽)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이러니스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식이 아니라 ‘재
서술’이다.	 “어떤 것이라도 재서술에 의해 좋게도 나쁘게도 보이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146쪽)	
미국식 실용주의적 자유주의의 가장 세련된 판본처럼 보일 수 있는 리처드 로티의 아이러니즘

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재서술’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푸코가 던진 질문,	 주체는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하는가,	 라는 ‘존재 미학’적 질문에 대한 한 대답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로티 식으로 말하면 주체는 자기 자신을 서술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주체화’에 대해 물어본다면 로티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화란 마지막

어휘로 이루어지는 진부한 서술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 내는 순간,	 그리고 자기 고유의

언어로 자기 삶을 서술할 줄 알게 되는 순간 이루어진다고 말이다.	즉,	 아이러니즘에서 문학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때의 문학은 예술제도 중의 하나인 좁은 의미의 문학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넓

은 의미의 문학을 가리킬 것이다.	 ‘삶을 쓰고 글을 사는’	존재미학적 실천이라고 부를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상의 후기 소설들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도 이와 관련돼 있다.	 ‘나는 누구인가?’(정
체화)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김해경이다’라고 답하지 않고,	 ‘나는 누구일 수 있을까?’(주체화)를
스스로 묻고 ‘나는 이상이다’라고 답하는 것이 이상 문학의 한 본질이 아닐까.	 그의 글쓰기에서

165)	 리처드 로티,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김동식 옮김,	 민음사,	 1996,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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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주체이자 곧 대상이었다.	 그의 글쓰기는 이상이라는 주체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재

서술하고 재창조한 과정이었다.	 궁극적으로 그의 목표는 곧 이상이라는 주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것,	즉 푸코와 로티의 개념을 동시에 활용하자면,	 ‘자기서술’로서의 ‘존재미학’을 실

천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상의 글쓰기에서 ‘여성’이라는 대상은 ‘삶 그 자체’	 혹은 ‘예술 그 자체’
를 대리하는 표상이었고,	 그런 여성과의 집요한 줄다리기를 기록한 그의 작품들은,	 자신의 삶과

예술,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술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과정의 현장 보고서이자 그 귀결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후기 이상이 도달한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경행의 의미와 그곳에

서 이루어진 사유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상의 문학을 자족적인 기호 놀이로

간주하거나,	 결핵이라는 개인적 병력(病歷)의 소산으로 읽거나,	 기이한 사생활의 파편적 재현물

로 접근하거나,	 모더니즘이라는 유행 사조의 재기발랄한 실행자로 평가하는 등의 관행적인 시

각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의 텍스트만 유독 1930년대의 급격한 국제 정세의 인력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 인력은 창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동하기 마련이

다.	누구도 역사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경험적 결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관해지려는 의지 자체

가 이미 그 인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되새겨 봐도 그렇다.	 이상 문학에서 역사 재현의 거점이

되는 장소는 상해(와 만주)에서 경성을 거쳐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동경으로 이동한다.	 지금
까지의 논의는 그가 마침내 군국주의의 심장부이자 식민지 본국의 수도인 동경으로 진입한 이

후에 씌어진 후기 작품들에 대한 논의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상은 1936년 후반에 동경으로

떠난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김기림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들을 통해 대강의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워밍업이 다 되었건만 와인드업을 하지 못하는 이 몸이 형을 몹시 부러워하오.	
지금쯤은 이 이상이 동경 사람이 다 되었을 것인데 본정서(本町署)	 고등계(高等係)에서

도항(渡航)	불가의 분부가 지난달 하순에 나렸구려!	우습지 않소?	
그러나 지금 다시 다른 방법으로 도항 증명을 얻을 도리를 차리는 중이니 금월 중순—

하순 경에는 아마 이상도 동경을 헤매는 백면(白面)의 표객(漂客)이 되리다.	
—사신 (4)	 부분 [1936년 10월 4일~9일]

기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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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동경 왔소.	 와보니 실망이오.	 실로 동경이라는 데는 치사스런 데로구려!	
동경 오지 않겠소?	 다만 이상을 만나겠다는 이유만으로라도—.	 	 	

—사신 (5)	 부분 [1936년 11월 14일]
앞의 편지에서 이상은 도항증이 나오지 않아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을 김기림에게 알리고

있다.	 이 편지의 다른 대목에서 이상은 ‘위독’	 연작을 연재중이라는 사실 또한 김기림에게 알리

고 있는데,	 위독 연작은 조선일보에 1936년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연재되었으므로,	 이 편지를

보낸 시점도 10월 4일 이후라는 점을 확정할 수 있다 이 편지에서 이상은 “금월 중순—하순경

에는 아마”	 동경에 도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금월”이란 곧 1937년 10월인 셈이다.	 이
어지는 편지에서 이상은 마침내 동경에 도착했음을 김기림에게 통지한다.	 이상이 동경에 도착

한 이후,	 꿈꾸었던 동경이 실망스러운 곳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시일이 지난 이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지에는 집필 날짜가 ‘1934년 11월 14일’로 명기돼 있다.	따라서 이상이 경

성을 떠나 동경에 도착한 것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의 일일 것으로 짐작된다.	왜 이상이

변동림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왜 동경으로 떠나야만 했는가에 대해

서는 그것을 ‘현해탄 콤플렉스’의 산물로 보는 시각 이래로 지금껏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

다.166)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은 김기림에게 보낸,	 위에서 인용한 것들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선,	 다른 편지다.	
여지껏 가족들에게 대한 은애의 정을 차마 떼기 어려워 집을 나가지 못하였던 것을 이

번에 내 아우가 직업을 얻은 기회에 동경 가서 고생살이 좀 하여볼 작정이오.	
아직 큰소리 못하겠으나 9월 중에는 어쩌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소.	 [중략]
고황(膏肓)에 든,	 이 문학병(文學病)을—이 익애(溺愛)의 이 도취(陶醉)의……이 굴레를

제발 좀 벗고 표연(飄然)할 수 있는 제법 근량(斤量)	 나가는 인간이 되고 싶소.
여기서 같은 환경에서는 자기부패작용을 일으켜서 그대로 연화(煙火)할 것 같소.	 동경이

라는 곳에 오직 나를 매질할 빈고(貧苦)가 있을 뿐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컨디션이

필요하단 말이오.	 사표(師表),	 시야,	 아니 안계(眼界),	 구속(拘束),	 어째 적당한 어휘가 발견되

지 않소만그려!	 —사신 (3)	 [1936년 9월 이전으로 추정]	
166)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론들이 최근에 제출된 바 있다.	 방민호,	 ｢한복을 입은 이상｣,	 이상문

학회 엮음,	 이상소설작품론,	 역락,	 2007.	 (이 글은 최근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
옥,	 2011에 재수록되었다.)	김예리,	 ｢이상의 전위성,	 현해탄 건너기의 의미｣,	 이상문학회 편,	 이상수

필작품론,	 2010.	 본고의 논의는 이 두 글의 논지에 공감하며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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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단한 이유 중 단지 하나를 토로한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고 읽어야 하겠고,	
또 아무리 친우 김기림에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라 하더라도 이상 특유의 위장이 섞여 있을 가

능성이 없지 않음을 주의해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확실한 문서가 달리 있을

수도 없다.	 이 편지에서 이상은 “문학병”을 치유하고 “근량 나가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피력한다.	 그는 동경에서의 생활이 결코 만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감하면서도 경성에서의 삶

은 “자기부패작용”을 피할 길이 없으니 어쨌건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늘 전위에 서

기를 원했던 한 인간이 전위의 말석인 식민지 경성을 견디지 못하고 그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전위의 본거지로 일대 돌진을 감행했다고 할 만한 정황이 아니다.	 그에게는 이미 문학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문학에 관한 한,	 그에게는 야심찬 비전도 뚜

렷한 계획도 없었을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상의 동경행은,	 물질
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여하한 개선의 여지도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감행된,	 일종의 정신적․

지적 탈주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자신의 의중을 스스로도 명쾌하게 규정할 수 없었는지 그는“적당한 어휘”를 찾는 데 실패하고 만다.	더듬거리면서 그가 말한 것은 “사표,	 시야,	 안계,	 구속”	
등이다.	

이 말들은 중요하다.	 그는 “사표,	 시야,	 안계”와 같은 단어들로 거의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

한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시점(視點)	 혹은 고도(高度)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

들이 자기를 “구속”할만한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 어떤 것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어떤 변동림

은 같은 글에서 이 무렵을 회상하며 “우리들은 공부하고 싶은 욕망으로 동경행을 계획했고 그

때 양가의 부모의 희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167)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공부”란 바로 그런

시점과 고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동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

던 것 같다.	 이것은 하루야마 유키오 등을 만나서 시와시론이나 세르팡 같은 잡지에 대해

논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을 것이다.	 차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최근의 한 논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이상의 동경행은 ‘구인회’의 온건한 혁신주의에서 ‘삼사문학’의 전위적 혁신성으로의 전

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에서 ‘이미그란트’로의 정체성의 전환이자,	폐허의 현재를 마주하는 마

조히스트가 세계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무모해 보이는 자기 파괴의 선택이다.”168)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개의 결론 중 뒤의 둘이 일정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반면 맨 앞의 것에 대해

서는 이의를 제기해야만 할 것이다.	 고작 ‘삼사문학’	 정도가 이상의 지향이었을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169)	 그는 “익애”와 “도취”의 “문학병”을 치유하겠노라고 이미 적었다.	 이상이 ‘삼사문

167)	 변동림,	 같은 글,	 180쪽.	
168)	김예리,	앞의 글,	 224쪽.
169)	 이상은 ｢사신 7｣에서 “나는 19세기와 20세기의 틈사구니에 끼워 졸도하려드는 무뢰한인 모양

이오.	 이곳 삼십사년대의 영웅들은 과연 추호의 오점도 없는 20세기 정신의 영웅들입디다.”라고 적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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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동인들에 대해 쓴 문장들에는 후배들을 대견해하는 마음과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뒤엉켜 있

다.	 그의 야심은 문학보다 더 큰,	 정치적․역사적 시야의 확보와 관련된 것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동경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자신의 기대가 빗나갔다는 사실이었다.	
동경이란 참 치사스런 도십디다.	 예다 대면 경성이란 얼마나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한적

한 농촌’인지 모르겠습디다.	
어디를 가도 구미가 땡기는 것이 없오그려!	 같잖은 표피적인 서구적 악취의 말하자면

그나마도 그저 분자식(分子式)이 겨우 여기 수입이 되어서 진짜 행세를 하는 꼴이란 참 구

역질이 날 일이오.
나는 참 동경이 이따위 비속 그것과 같은 물건인줄은 그래도 몰랐소.	 그래도 뭐이 있겠

거니 했더니 과연 속 빈 강정 그것이오.	
—사신 (6)	 부분

이 편지의 끝에 이상은 “29일”이라고만 적어두었는데,	 이 편지 이후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그가 ‘1936년 음력 제야’에 썼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위의 편지는 1936년 12월 29일 혹은 1월29일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편지에서 이미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일

본에 대한 일체의 환상을 폐기해 버린 터다.	 그가 “동경”이라는 장소로 가리키고자 한 것은 바

야흐로 중일전쟁을 목전에 둔 시점에 일본을 휩쓸고 동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던 찰나의 일

본발 아시아주의 담론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담론의 본산지인 제국의 수도에서 그는 그

도시가 “표피적인 서구적 악취”의 “수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한다.	 그 제국의 담론이

결코 당대 지식인들의 “사표,	 시야,	 안계,	 구속”이 될 수 없음을,	 건축가 이상 특유의 ‘투시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선’은 그가 10월초에 쓴 사신 (4)에서 목하 집필 중이라고

밝힌 종생기 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적절히 요약돼 있다.	 “왜 나는 미끈하게 솟아 있

는 근대건축의 위용을 보면서 먼저 철근철골,	 시멘트와 세사,	 이것부터 선뜩하니 감응하느냐는

말이다.”	 그가 일본이라는 근대건축의 위용을 보면서 그 철근철골,	 시멘트와 세사 따위가 지극

히 ‘비속한 물건’임을 간파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멸

이후에 그의 ‘공부’는,	 위의 편지를 보낸 시점부터 그가 구속되기까지의 2개월 여 동안,	 어떤 방

다.	 신범순은 이상의 이런 진술에 “반어법적인 분위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
는 삼사문학 동인을 20세기의 영웅들이라고 추어주면서 자신은 19세기적인 인물이라고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서버린다.	 이러한 겸손 뒤에는 유행하는 전위적 사조에 대한 그의 거대한 비판적 사상이

숨어 있다.	 (중략)	 그가 20세기 전위 속에서 본 것은 껍질에 불과한 기교였다.	 그가 어디선가 말했듯

이 그것은 ‘절망이 낳은 기교’였다.	 그의 독자적 영역에 대한 자부심이 이러한 때에는 겸양의 태도로

나타난다.”	 신범순,	앞의 책,	 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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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진행되던 참이었을까.	 이 시기 이상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에 실화 만큼 유용한 텍스

트는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6장은 교묘하다 할 정도로 은밀한 재현의 정치학을 보여준다.	
NAUKA사가 있는 진보초 스즈란도(神保町 領蘭洞)에는 고본(古本)	야시(夜市)가 선다.	섣

달 대목—이 스즈란도도 곱게 장식되었다.	 이슬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이리 디디고 저리 디

디고 저녁 안 먹은 내 발길은 자못 창량(蹌踉)하였다.	 그러나 나는 최후의 이십전을 던져

타임스판 상용영어 사천 자라를 서적을 샀다.	 사천 자—.	
사천 자면 많은 수효다.	 이 해양만 한 외국어를 겨드랑에 낀 나는 섣불리 배고파할 수

도 없다.	 아— 아는 배부르다.	
— 실화 (전집 2,	 162쪽)

동경과 경성의 시점을 오가면서 (그의 여느 후기 소설이 그렇듯)	 변동림으로 추정되는 한

여인과의 연애담을 서술해 나가던 이 소설은 6장에 이르러 법정대학 Y군이 등장하면서 전기를

맞는다.	 여기서부터 이상은 이 Y군과 함께 동경산책에 나서고 파시즘의 광풍이 바야흐로 무르

익어 가던 동경의 역사적․정치적 풍경들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설정을 통

해서 이상은 ‘동경을 고립시키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교묘한 재현의 정치학을 작동시킨다.	 그
는 진보초 스즈란도를 굳이 ‘나우카사’가 있는 곳으로 규정해 두었다.	 ‘나우카’는 러시아어로 과

학 또는 학술을 뜻하는 말로,	 나우카社는 당시에 유명한 러시아 전문 서점 겸 출판사였으나 당

국의 탄압을 받아 이상이 동경에 도착하기 불과 몇 달 전에 폐점한 상태였다.170)	 이를 두고“작가는 굳이 이 대목에 ‘나우카’를 그것도 알파벳 대문자로 강조하였다.	 이상과 사회주의의 관

계를 따지는 데 하나의 중요한 징표가 아닐 수 없다.”171)라고까지 하는 것은 확실히 성급한 추

정일 수 있겠지만(특히 대문자 운운은 이 작품의 다른 영어 표기들이 모두 대문자로 표기된다

는 사실을 봐도 큰 의미는 없다고 해야 한다),	 그가 일본식 아시아주의 담론이 근대 질서의 탈

출구라는 당대의 풍문의 본거지였던 동경 한 복판에서 러시아발 대안의 전파 장소였던 한 서점

의 이름을 굳이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최후의 이십전”
170)	 최원식,	 ｢서울 ․ 東京 ․ New	 York｣,	 문학의 귀환,	 창비,	 2001,	 195~96쪽.	 최원식이 확인한 바

에 따르면 “나우까사는 언론인 오오다께가 1931년 4월부터 이듬해 1월말까지 약 10개월간 소련을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 본격적인 소련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1932년 4월에 창립,	 6월에 서점 영업

을 개시했고,	 1933년 출판부를 발족하였던 것이다.	 진보적 출판사 나우까사는 결국 당국의 탄압을

받게 된다.	 1936년 7월 오오다께가 체포되고 이윽고 사원 전체가 검거됨으로써 제1차 나우까사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	 이상이 동경에 간 때는 1936년 가을이니까 이미 나우까는 대탄압을 받아 폐점

한 상태였다.”[고유명사 표기는 원문을 따랐다.]	 같은 글,	 부기,	 196쪽.	 	
171)	 최원식,	 위의 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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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어사전을 사고 정신적 포만감을 느낀다.	 그는 이번에는 그가 가진 마지막 판돈으로 서

구 질서에 맞서는 아시아주의 담론이 아니라 그것이 맞서고자 했던 바로 서구 질서의 매체인

영어에 판돈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런 혼란스러운 대응의 진의는 이어지는 다음 장면

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뒷받침을 받는다.	 	 	
진따—(옛날 활동사진 상설관에서 사용하던 취주악대)	 ‘진동야’의 진따가 슬프다.	
진따는 전원 네 사람으로 조직되었다.	 대목의 한몫을 보려는 소백화점의 번영을 위하여

이 네 사람은 클라리넷과 코넷과 북과 소고를 가지고 선조(先朝)	 유신(維新)	 당초(當初)에
부르던 유행가를 연주한다.	 그것은 슬프다 못해 기가 막히는 가각풍경(街角風景)이다.	 왜?	
이 네 사람은 네 사람이 다 묘령의 여성들이더니라.	 그들은 똑같은 진홍색 군복과 군모와‘꼭꾸마’를 장식하였더니라.	

아스팔트는 젖었다.	 스즈란도 좌우에 매달린 그 영란(領蘭)	꽃 모양 가등도 젖었다.	클라

리넷 소리도—눈물에—젖었다.	
그리고 내 머리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었다.	
영경 윤돈이 이렇다지?	

앞에서 이상이 이 소설의 6장에 이르면 파시즘의 광풍이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던 동경의

역사적․정치적 풍경들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서사의 흐름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을 위 부분이 무심코 끼어드는 이 장면이야말로 ‘정치적 풍경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백화점을 광고하러 나온 악대들이 “유신 당초에 부르던”	 해묵은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상은 “슬프다 못해 기가 막히는”	 풍경이라고 읊조린다.	 왜?	“이 네 사람은 네 사람이 다 묘령의 여성들이더니라.	 그들은 똑같은 진홍색 군복과 군모와 ‘꼭
꾸마’를 장식하였더니라.”	 젊은 여성들이 어째서 진홍색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깃털장식을

한 채 행진을 해야 하는가 하고 이상은 탄식한다.	 동경 자본주의의 활기는 이미 내셔널리즘의

나르시시즘(“유신 당초에 부르던 유행가”)이나 군국주의의 유행(“군복과 군모와 꼭꾸마”)과 구

분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급기야 이상은 “기가 막히는”	 심정이 되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이 사소하달 수 있는 풍경과 더불어 이상은 막막해지고 그 상황을 머릿속이

안개로 자욱해졌다는 말로 간명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이상은 굳이 ‘안개’와 ‘런던’	
사이의 연상 작용을 실행시킨다.	 바로 이때 Y군이 등장해서 두 사람은 장소를 옮긴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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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프레스에 가십시다.”“좋—지요.”ADVENTURE	 IN	 MANHATTAN 에서 진 아서가 커피 한 잔 맛있게 먹더라.	 크림을 타

먹으면 소설가 구보씨가 그랬다—쥐 오줌 내가 난다고.	 그러나 나는 조엘 맥크리만큼은 맛

있게 먹을 수 있었으니—.	MOZART의 41번은 ‘목성(木星)’이다.	 나는 몰래 모차르트의 환술을 투시하려고 애를 쓰

지만 공복으로 하여 저윽히 어지럽다.	“신주쿠 가십시다.”“신주쿠라?”“NOVA에 가십시다.”“가십시다 가십시다.”
마담은 루바슈카.	 노바는 에스페란토.	 헌팅을 얹은 놈의 심장을 아까부터 벌레가 연해

파먹어 들어간다.	 그러면 시인 지용이여!	 이상은 물론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겠습니

다그려!	12월의 맥주는 선뜩선뜩하다.	밤이나 낮이나 감방은 어둡다는 이것은 고리키의 ‘나드네’	
구슬픈 노래,	 이 노래를 나는 모른다.	 	 	 	
사실상 방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즉흥적이고 정처 없는 것이다.	

서글픈 취주악대의 행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이상은 Y군을 만나자 그저 어디든 좋다는 식

으로 ‘가십시다’를 복창한다.	 이것은 동경에서 이상이 느낀 방향상실감의 정직한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6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의 궤적은 “나우카”[과학,	 학술]에서 출발해서,	
런던과 동경과 경성(“구보씨”와 “지용”)을 두루 거친 후,	 결국엔 고리키의 “나드네”[‘밑바닥’이라

는 뜻,	 1934년에 ‘밤주막’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되었다]에 이른다.	 이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이상은 지금 동경의 12월의 밤에 맥주를 마시면서,	 ‘밤주막’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된 고리키

의 희곡을 작품 안으로 불러낸다.	 소비에트에서 고리키라는 작가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그 희곡
의 원제목인 ‘나드네’를 굳이 써서 ‘밑바닥’이라는 원뜻을 환기한 것도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그 희곡에 나오는 “밤이나 낮이나 감방은 어둡다”라는 노랫말을 속으로 읊조리면서 그 노래가“구슬픈 노래”라는 점까지 알면서도 굳이 다소 체념적인 어조로 “이 노래를 나는 모른다”라고

적었다는 점도 기묘하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상은 무엇을 감추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한 것일까.	 한 연구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옳

다.	 “이렇듯 실화 는 서로 낙차가 다른 세 개의 현대,	즉 경성,	 도쿄,	 런던 혹은 뉴욕을 등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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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으로 치환하는 사유가 형성되는 중에 집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

유 속에서 경성,	 도쿄,	 런던 혹은 뉴욕으로 대표되는 세계는 출구가 없는 폐쇄된 공간이다.	 그
것은 현대의 낙차의 불균등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폐쇄성을 보여준다.”172)	 동경을 다른 도

시들과 등가에 놓음으로써 이상은 사실상 동경 자체의 특수성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동경을 고립시키는’	 재현의 정치학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닐 것이다.	 이 논문

의 저자 역시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한다.	 “ 실화 는 그 절망적인 포즈에도 불구

하고 도쿄와 경성을 넘나드는 성찰적 사유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쿄’라는

제국과 ‘경성’이라는 식민지의 구조적 위상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유의 단초를 찾을 수는 없

는 것일까.”173)	 이 ‘제 3항의 논리’는 무엇일까.	 여기서 이상이 김기림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가 일경에 피검되기 직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그 편지를 음미해야 한다.	 	 	

차차 마음이 즉 생각하는 것이 변해 가오.	 역시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은 회피였나 보

오.	 흉리에 거래하는 잡다한 문제 때문에 극도의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오.	 2,3일씩 이불을

쓰고 문외 불출하는 수도 있소.	 자꾸 자신을 잃으면서도 양심 양심 이렇게 부르짖어도 보오.	
비참한 일이오.	 [중략]

여기 와보니 조선 청년들이란 참 한심합디다.	 이거 참 썩은 새끼조차도 주위에는 없구

려!	
진보적인 청년도 몇 있기는 있소.	 그러나 그들 역 늘 그저 무엇인지 부절(不絶)히 겁을

내고 지내는 모양이 불민(不憫)하기 짝이 없습디다.	
—사신 (8)174)	

이 편지는 이상이 김기림에게 보낸 모든 편지들 중에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그는

동경에서 이내 앓아눕고 만다.	 그 와중에 그는 “생각하는 것”이 변해간다고,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왜 그 순간 “양심 양심”을 부르짖어야 했던 것일까.	 그는 왜 동경

에서 ‘양심’을 잘 건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야 했을까.	 그리고 그 문장 이후에 왜 조선 청

년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던 것일까.	김기림은 이상선집(1949)의 서문에서

이상의 동경 행을 랭보의 아프리카 행에 비긴 다음 이상이 일경에게 체포되던 정황을 이렇게

172)	 방민호,	앞의 글,	 229쪽.
173)	 방민호,	 같은 글,	 226쪽.
174)	집필 날짜가 음력으로 1936년 12월 31일이라 밝혀져 있어 양력으로 1937년 2월 모일로 추정

된다.	 내용 중에 조광 1937년 2월호에 발표된 ｢동해｣에 관한 의견을 김기림에게 묻고 있으므로 2
월 이후에서 피검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집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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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한다.	 “와 보았댔자 구주 문명의 천박한 식민지인 동경거리의 추잡한 모양과,	 그중에서도

부박한 목조건축과,	 철없는 ‘파시즘’의 탁류에 퍼붓는 욕만 잠뿍 쓴 편지를 무시로 날리고 있던,	
행색이 초라하고 모습이 수상한 ‘조선인’은,	 전쟁 음모와 후방 단속에 미쳐 날뛰던 일본 경찰에

그만 붙잡혀,	 몇 달을 간다(神田)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 있었다.”175)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문

장을 덧붙였다.	 “그 안에서 그는 비로소 존경할 만한 일인(日人)	 지하운동자들을 만났던 것이

다.”	마치 이상이 그런 지하운동자들을 찾아 헤매기라도 했다는 듯한,	마치 감옥에서라도 그런

이들을 만났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이 문장에서 우리는,	김기림이었

기에 더욱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 믿어도 좋을,	 이상의 울분과 좌절 속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최초로 발표한 작품인 선에 관한 각서 연작에서 처음으로 개진된 그의 반진보주

의적 역사철학은,	 만주와 상해의 정세에 대한 은밀한 재현,	 식민지 조선(인)의 상황에 대한 정

치적 알레고리의 실험,	 연애담의 형식을 빌린 존재론적 모색 등을 거친 뒤,	 일본 제국주의의 수

도 한복판에서 역사의 출구를 찾아 방황하는 주체의 형상으로 당대의 파시즘 담론의 수원(水
原)이 된 타락한 진보주의적 역사관을 끝까지 거절하고,	 마침내 자기 파멸의 형식으로 완성되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5)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	김유중 ․ 김주현 엮음,	 그리운 그 이름,	 이상,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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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이상 문학의 성격을 새롭게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상 문학 안에 내포돼 있으나 충분히 논구되지 못한 역사적․정치적 요소들을 살펴 이상 문학

의 역사철학적 좌표를 도출해 내고,	 이를 근거로 그동안 이상 문학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온 몇

몇 주제들을 다시 탐구했다.	 넓은 의미에서의 역사철학이란 ‘역사의 의미,	 법칙,	 방향에 대한 모

종의 메타 서사’로 규정될 수 있다.	 ‘메타 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역사철학이 ‘역사라는

서사의 원리에 대한 서사’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작가 혹은 작품이 ‘역사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

은 그 작품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 작가가 바람직한 ‘역사의식’의 소유자라거나 하는 것

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요컨대 역사성이 모든 작품의 숙명적 ‘조건’이라면,	 역사의식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살아가는 창작자의 체험적 ‘반응’이며,	 역사철학은 역사에 대한 당대의 통념을

거스르는 서사적 ‘구축’이다.	 	 	 	2장은 본론(3,	 4,	 5장)의 서론으로서,	 이상의 최초 발표작품인 ‘선에 관한 각서’	 연작을 대상

으로 이상의 역사철학적 사유의 밑그림을 재구성해본 작업이다.	 이 연작시는 사람이 빛보다 빨

리 달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몽상을 기하학적이면서도 비의적인 방식으로

표명한 작품이다.	 인간의 빛—되기에 대한 상상이 시간여행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근

대과학의 일반 공리들을 의문에 부치는 비판적 성찰로 이어지며,	 그 공리들 위에 구축돼 있는‘현재—과거—미래’라는 통념적 시간관을 재조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서,	 현재를 사는 인간의

삶에 인식적 충격과 상상력의 혁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 설계도—시의 핵

심적인 취지다.	 일단은 ‘빛’에 대한 시이되,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간관,	 새로운 인간관에 대한

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이상은 직선처럼 미래를 향해서만 흘러가는 근대적 시간과

는 달리 과거로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에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3장에서는 2장에 재구성한 이상의 역사철학적 설계도가 당대의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부

딪치면서 산출된 작품들을 분석했다.	 이상은 1930년 초에서 1937년 초까지 7년 동안 작품 활

동을 했다.	 이 기간은 만주사변(1931)에서 제1차 상해사변(1932)을 거쳐 중일전쟁(1937)에 이

르는 기간과 일치한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이상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둔감했

을 리 없음에도 그의 문학이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좌표는 그의 파격적인 문학적 스타일이나 떠

들썩한 스캔들에 가려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3장은 그의 작품에 새겨져 있는 1930년대 동아

시아 국제 정세의 흔적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 문학에 숨겨져 있는 정치성의 층위를

탐구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이상의 작품들에서 당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은밀한 참고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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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환기가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그간 주목받지 못한 몇몇 작품들이 이런

역사적 ‧ 정치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했다.	 	 	 	 	4장에서는 이상 문학 특유의 병리성을 그의 병력의 산물로 환원하지 않고 2장과 3장에서

논의한 그의 역사철학적 구상과 그 좌절의 필연적 산물로 다시 읽었다.	 식민지 조선은 역사철

학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만주사변(1931)과 상해사변(1932)	 이후 조직화되기 시작한 식민지 본

국 역사철학의 예속적 객체 혹은 하위주체로 호명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 과정

에서 그에 걸맞은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피식민 주체들에게 부과되었음은 물론이다.	 역사의 의

미․법칙․방향에 대한 독자적인 메타 서사를 갖고 있는 주체에게 그와 같은 정체성의 강요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정체성의 분열을 낳을 것이다.	 이상의 초기 시인 이상한 가역반응 에

서부터 이미 나타나는 주체의 병리적 분열은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황(獚)’이라는 이름의 개를 소재로 한 이상의 미발표 유고 연작은 이상

문학의 병리성이 어떻게 역사적 정치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상 문학의 병리성은 의도된 병리성이고,	‘연기’와 ‘위장’의 한 양상이며,	 정치적 알레고리로 파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5장에서는 이상의 후기 작품들을 운명에 대한 성찰과 존재미학(aesthetic	 of	 existence)적 글

쓰기에의 시도로 규정했다.	 역사의 출구와 삶의 출구가 동시에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이상은‘운명’이라는 주제를 글쓰기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다.	 ｢역단｣과 ｢위독｣ 연작에서 이상은 운명

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쓰여 있는 삶을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천착했다.	 이후 이상이 시에서 소설로 이동하게 된 것,	 그중에서도 특히 연애담의 형식으로

이동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여러 편의 연애담에서 이상은 자신의 존재가 위기에 처해있음

을 토로하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품이 삶보다 앞서 나가서 삶을 미리 완성하도록 하

는 글쓰기를 시도한다.	 넓게 보면 이와 같은 글쓰기는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고자 한19세기

후반 댄디즘의 존재미학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당대의 역사철학적 지배담론을

끝까지 거절한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주체화(subjectification)	 전략이

자 문학적 실천의 마지막 형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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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Historico-Philosophical	 Study	 on	 Yi	 Sang's	 Literature

Shin,	 Hyoung-cheol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The	 Graduate	 SchoolSeoul	 National	 University
Yi	 Sang	 got	 hooked	 on	 writing	 in	 the	 seven	 years	 from	 early	 1930	 to	 early	 1937.	 This	period	 corresponds	 with	 the	 period	 from	 the	 Manchurian	 incident(1931)	 and	 the	 first	 Shanghai	incident	 to	 the	 Sino-Japanese	 war.	 This	 period	 is	 crucial,	 as	 it	 predicted	 the	 tragic	 fate	 of	 East	Asia	 in	 the	 Pacific	 war	 ahead.	 Yi	 Sang	 was	 never	 insensitive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East	 Asia.	 But	 this	 factor	 of	 his	 work	 was	 unwatched	 because	 of	 shocking	 literary	 style	 and	tumultuous	 scandal.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political	 nature	 of	 Yi	 Sang's	 literature	 by	tracing	 East	 Asia's	 international	 situation	 in	 1930s,	 as	 incapsulated	 in	 his	 work.	 Secret	references	 and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East	 Asia,	 including	 the	 Shanghai	 incident,	 occur	frequently	 in	 Yi	 Sang's	 work.	 There	 is	 a	 room	 for	 some	 works,	 which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to	 be	 read	 in	 a	 historical,	 political	 context.	 Also,	 in	 Ogamdo[crow's	 eye	 view],	 which	is	 his	 major	 work,	 it	 seems	 that	 there	 is	 no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ut	 this	work	 also	 discussed	 political	 (un)consciousness	 of	 Yi	 Sang.	 Lastly,	 this	 dissertation	 points	 out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of	 Shanghai,	 Seoul	 and	 Tokyo,	 three	base	 places	 of	 representation	 in	 Yi	 Sang's	 work.	

Keywords	 :	 Yi	 Sang,	 Philosophy	 of	 history,	 Politics	 of	 representation,	 Identity,	 Pathology,	Allegory,	 Destiny,	 Aesthetic	 of	 existence,	 subje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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