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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생성’을 이상 문학 특유의 미학적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삼아 이상 문학의 긍정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그간 이상 문

학의 본질적 성격으로 지적되어 온 부정성, 요컨대 삶 혹은 현실에 대한 부

정이라는 틀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현의 논리에 입각한 

현실의 부정성에 대한 독해가 문학의 특이성을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

는 문제의식 하에 본고의 논의는 출발한다.

 식민지 시기 생성에 대한 시적 사유는 김기림의 시론에서 그 단초가 보이

는 바, 언어의 재현적 기능을 의문시하고 세계와 시적 언어의 특징을 ‘유동

성’으로서 규정한 김기림의 사유는 ‘생성’의 개념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

상이 구사하는 시적 언어의 주된 특징 역시 이러한 개념으로 해명될 수 있

다. 생성의 관점에서 주체는 고정된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고 미지의 다수

적인 힘으로 변화되어가는 주체로서 정의될 수 있고, 시간성은 과거와 현재

와 미래가 선형적이고 정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공속적으로 관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이상 문학 텍스트의 주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먼저 2.1.절에서는 이상 문학의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시기(1932-1933)를 이루는 텍스트를 검토하며, 이 

시기 ‘총독부 기사’ 김해경으로부터 ‘이상’이라는 예술가로 자신을 변모시키

려는 기획이 실천된 시기였음을 살핀다. 결론적으로 이상 텍스트의 주체란 

단일한 하나의 인격체인 ‘김해경’으로 환원되지 않고 텍스트 쓰기에 의해 

생성되는 미적 주체로서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삶에 대한 부고를 

선언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구도의 반복은 이 시기 텍스트의 

주된 특징이다.

 이러한 2.1.절의 논의를 토대로 2.2절에서는 이상 문학의 ‘이상’의 생성이 

타자가 개입되는 공동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맥락을 다루었다. 이상 문학에

서 중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이상의 문단 활동은 구인회에 가입하게 되고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등과의 교우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한다. 이때 이들 예술가 간의 관계 맺음의 특징은 이들이 공통의 이념성

으로 결집된 것이 아니라 개별성과 공통성이 함께 추구되는 관계 맺음의 양

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들이 공통으로 발전시

킨 모티프인 ‘거리를 질주하는 예술가’를 구인회 기관지 시와 소설의 텍

스트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서로를 예술가로 호명하고 인

용하는 텍스트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 요컨대 이들의 예술가적 자의

식이 단순히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상호적인 구축물임을 보여준다. 이때 

후자 즉 텍스트 쓰기를 통한 예술가적 자의식의 구축 및 상호 보증 과정은 

이상의 ‘예술가 되기’라는 실천이 공동체적 실천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삶

과 예술을 일치시키려는 이러한 작업은 1930년대 문학 장에서 이루어진 아

방가르드적 실천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3장은 주체의 생성이 이미지로 구현된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우선 3.1.절에서는 분신 모티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분

신 모티프는 ｢12월12일｣과 ｢삼차각설계도｣ 연작을 두 시발점으로 삼아 서

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먼저 전자의 계열은 주체와 세계의 불화를 통

해 근대 세계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분신들에 해당하고, 이에는 ｢
거울｣ 시편 등이 속한다. 한편 후자의 계열은 주체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분

신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황’이나 ‘곤충’과 같은 동물 분신들은 인간 내부

의 타자로서 잠재된 동물성의 형상으로, 글쓰기 즉 창조를 담당하는 분신으

로 이상 텍스트에서 재차 등장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인간적’인 것의 한계

를 벗어나 타자 즉 ‘동물적’인 것과 접속하는 데서 창조력의 원천을 보는 

‘시’(포이에시스)의 근본 의미와 접맥한다.

 3.2.절에서는 육체 이미지 분석을 중심으로 주체의 생성적 특징을 살핀다. 

이상 문학에서 육체는 고정된 형상으로 파악될 수 없고 다수적이고 (무)의

식적인 힘과 충동들로 변화 중인 육체로 나타난다(｢공복｣, ｢시 제 11호｣, ｢
슬픈 이야기-어떤 두 주일 동안-｣ 등). 육체 기관들이 서로 독립된 존재로 

그려지는 가운데, 여기서 제출된 주요한 문제의식은 각 개체 간의 단절되고 

경화된 상태가 만남과 결합의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이 발전하여 육체 기관이 다른 사물과 접속함으로써 변용되고 확장되



는 이미지가 산출된다. 

 4장에서는 생성의 원리가 작동된 양상을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생성적 시간에 대한 사유는 일찍이 ｢삼차각설계도｣ 연작에서 아포

리즘적으로 제출된 바, 4.1.절에서는 이러한 본래적 시간에 대한 사유가 생

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근대적 시간에 대한 비판의 준거점으로 작동하는 한

편, 특유의 과거/역사 이미지를 산출했음을 살폈다. 예컨대 육체를 통해 가

시화되는 시간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존재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과거의 존재성은 시간의 지속을 느끼게 하고 현재를 충만하게 하는 한편,  

‘역사’ 혹은 ‘가족사’의 형태로 과업처럼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말년에 이

루어진 성천 기행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과거와의 관계를 재수립

하고 문학적 활로를 찾기 위한 것으로, ｢첫번째 방랑｣ 등의 성천 텍스트에

서는 무엇을 망각하고 무엇을 기억함으로써 파국으로 향하는 역사의 시간을 

견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4.2.절에서는 이상의 작품 활동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

어진 ‘성천-쓰기’의 작업이 역사의 극복과 생성적인 시간성에 대한 희구라

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산

촌여정｣과 ｢권태｣라는 두 대표적인 성천 텍스트 간의 차이는 생성적 시간

성이 활성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나타남을 여러 시간 이미지들을 중심으

로 분석한다. 요컨대 반복적인 성천-쓰기의 과정은 쇠락해가는 역사의 시간

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나 다름없었으며, 이상은 ‘화

석화된 과거’를 ‘과거와 현재가 호흡하는 시간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러

한 파국적 상황을 이겨내고자 했다. 

■ 주요어 : 이상, 생성, 생성적 주체, 생성적 시간성, 예술가-되기, 구인회, 

분신 모티프, 육체, 과거 이미지, 성천-쓰기 

■ 학번 : 2017-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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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본고는 ‘생성’이 이상(李箱, 1910-1937) 문학에 나타난 주체와 시간성의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열쇠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상 문학의 긍정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그간 이상 문학 연구에 있어서 암묵적으

로 전제되고 재생산되어 온 부정성의 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축적된 연구 성과가 일러주듯 이상 문학에 접근하는 렌즈는 

매우 다양하며 나날이 갱신되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상 텍스트는 끊임

없는 해석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텍스트의 실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 연구자가 이상 문학의 성격을 답이 있는 수수께끼라기보다는 답이 존재

하지 않는 난제에 가깝다고 규정한 것1)은 이상 문학의 특이성을 적실하게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텍스트의 난해함은 연구자 혹은 해석자를 좌

절케 하는 것이면서도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이상 문학을 독해해 나갈 때 한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해석 불가능성의 벽은 

해석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마주 서게끔 한

다는 점에서, 차라리 해석 불가능성은 끝없는 해석 가능성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그 가능성에 기대어 이상 문학 연구에 있어서 상대적으

로 덜 주목되어 왔던 긍정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우선 이러한 문제의식을 첨예화하기 위해 이상 문학의 역사적 위치와 이상 

문학 연구가 이루어져 온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상 

문학의 역사적 위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작품 활동을 했던 1930

년대 식민지라는 조건을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듯 식민지 시기의 문학은 

정치적 탄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30년대는 

파시즘 체제가 전면화 되어감에 따라 일제의 권력망은 더욱 촘촘해졌고 문

인들의 정치적 활동은 물론이고 문학 활동 또한 커다란 제약을 받았다.2) 이

1) 조연정, ｢‘독서 불가능성’에 대한 실험으로서의 ｢지도의 암실｣｣, 한국현대문학
연구 3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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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자유의 조건은 외적인 상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정치적 행위

에 대한 의무감은 쉬이 내면의 부채감으로 전화되기도 했다.3) 그런데 이러

한 정치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더 없이 풍부해지고 깊이를 얻었다

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악조건이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첨예하

게 사유하고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개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4)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악조건은 창작과 생성의 발판이 되기도 한 것이다. 1930년

대 문학의 경향을 대별하는 집단으로 종종 인용되는 ‘카프’와 ‘구인회’의 활

동은 (이 이분법의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폭압적인 현실에 대한 

문학인들의 대응과 실천을 보여준다. 이때 정치적 개입과는 무관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어 온 구인회 역시 실상 현실의 부정성에 맞서며 당대 

문학의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예술가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다

른 방식의 응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바

2) 주요 정치적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카프 제1차 검거 사건(1931.6), 만주사변 
발발(1931.9), 카프 제2차 검거사건(1934.5), 카프 해산(1935.5), 조선사상범보호
관찰령 공포(1936.12) 중일전쟁 발발(1937.7),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1940.8) 등.

3) 한국의 근대 문학 초기 지식인들이 고군분투한 두 가지 과제는 소위 ‘자아의 발
견’이라는 과제와 ‘현실 참여’이라는 두 과제에 대응된다. 이러한 두 과제는 애
초에 상보적인 것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점차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에 따라 양자택일의 선택지에 놓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개인과 사회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식민화
와 자본화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변혁을 위한 실천에 대한 
조급한 의무감은 개인을 중시한다는 선택지 앞에서 쉽게 부채감으로 전화되며, 
두 선택지는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자택일, ‘개인이냐 
사회냐’는 물음은 식민지 지식인들의 내면을 구조화한 하나의 틀이었다. 1920년
대 주요 종합 잡지였던 개벽지의 논설들은 이러한 무의식의 형성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텍스트로, 위 두 과제가 애초에 분리된 것이 아님에도 실천적인 차
원에서는 양자택일의 선택지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니체주의
냐 톨스토이주의냐”는 물음은 개벽이 고투한 물음 중 하나였다. (박달성, ｢동
서문화사상에 현하는 고금의 사상을 일별하고｣, 개벽 9, 1921.3, 22면.)

4) 마찬가지 관점에서 손유경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이 맞이한 정치사회적 탄압 
국면은 결과적으로 비판(1931), 신동아(1931), 조광(1935) 등 종합잡지의 
창간과 일간지의 문예면 확충, 그리고 ‘구인회’의 결성(1933)과 같은 문화적 결
실의 토양이 됐다. 정치적 탄압이 문학의 체질 변화와 서사 전략의 다변화를 재
촉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 소명출판, 2016,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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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그러므로 1930년대 문학에 대한 검토는 이 시기 ‘문학을 한다는 것’이 갖

는 커다란 무게감과 사명감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6) 1930년부

터 1937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작품 활동을 한 이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새삼스럽게 이를 지적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상이 구사한 시적 언어의 특징은 특정 사실 혹은 관념을 지

시하고 반영하는 그릇으로서의 특성, 즉 언어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7) 

흔히 이상 문학의 방법론으로 인용되는 ‘위조’나 ‘패러독스’, 알레고리 또한 

5) 김민정은 구인회 결성과 그 활동은 당대 문단에서 프로문학이나 상업주의 문학
과 차별화되는 영역을 마련하며 ‘미적 근대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다. (김민정, ｢‘구인회’의 존립양상과 미적이데올로기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2000.) 노태훈은 미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상과 
박태원의 텍스트에 주목했고(｢193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와 텍스트의 존립 양
상｣, 구보학보 Vol.11, 2014,), 이상의 제비다방이 ‘라보엠’적 예술가 공동체를 
꿈꾸며 기획된 것이었다는 연구도 있다.(신범순, 무한정원삼차각나비, 현암사, 
2007, 63쪽. 이 같은 연구에 기초해 조영복은 이상이 꿈꾼 예술가 공동체를 당
대 텍스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핀다. ｢이상의 예술 체험과 1930년대 예술 공
동체의 기원: ‘제비’의 라보엠적 기원과 르네 끌레르 영화의 수용｣, 한국현대문
학연구 Vol.23, 2007.) 한편 신범순은 구인회의 사상적 지향을 니체주의와 그 
너머의 지평까지 탐색하는 연구를 주도하는데(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
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 인문논총 Vol.72(1), 2015, 조은주, ｢구인회의 니
체주의｣, 구보학보 Vol.16, 2017, 데포르마시옹 미학의 관점에서 구인회의 사
상적 지향성을 해명한 연구(김정현, ｢<구인회>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
적 존재론 연구-김기림, 이상, 정지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이러한 연구들은 구인회의 사상 탐색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구인회 멤버들 간의 교
류, 창작물간의 상호텍스트성, 사상적 지향 등이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2.2.절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6) 이러한 관점은 조연정에 의해 지적되기도 한 것인데, 조연정은 이상 문학의 자
폐적 성격과 관련한 부당한 평가를 일소하고 이상 문학에 나타난 사명감의 문제
를 주체의 윤리적 성격에 초점을 두어 조명한다. (조연정, ｢이상 문학에 나타난 
‘자기처벌’의 윤리｣, 한국학논집 41, 2010.)

7) 주지하다시피 30년대 모더니즘 작가들은 언어라는 매체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
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가들과 구분된다. 모더니즘과 매체의 관계
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고. “문학에서 반영된 현실의 내용을 의식하기보다는 
매체 자체를 더 의식한 것은 바로 김기림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신범순, ｢30년대 모더니즘에서 산
책가의 꿈과 재현의 붕괴｣, 한국 현대시의 매듭과 혼, 일지사, 1991,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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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이면의 진술의 불일치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불투명성에 대한 

자의식에 기초한 기법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은 이러한 언어 사용을 통해 일

반적인 소통을 지향하지 않으며 의미 파악을 지연시키고 비밀스러운 기호의 

성채를 쌓아 올린다. 그런데 이와 같이 쉬이 소통되지 않는 자의식적인 언

어 사용이 곧장 ‘자폐성’이라는 성격으로 치환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

의 문학이 심리적인 자폐성으로 축소되어 버릴 때 역사적 조건과 정치적 의

미,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조건과 맥락을 딛고 생산되는 문학의 고유한 

특질들이 가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대에 이상 문학의 특이성을 알아본 김기림은 “이상은 지금까지 얼마 알

려지지 않은 시인”이지만 “사실 우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쉬

르리얼리즘의 이해자”8)라 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상 사후 추모 글이라 할 

수 있는 ｢고 이상의 추억｣나 ｢쥬피타 추방｣과 같은 글은 본격적인 비평이

라 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의 문학이 감당하고 있던 무게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오늘 와서 생각하면 상은 실로 현대라는 커다란 모함

에 빠져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간 ‘골고다’의 시인이었다.”, “그의 시는 드디

어 시대의 깊은 상처에 부딪쳐서 참담한 신음소리를 토했다. 그도 또한 세

기의 암야 속에서 불타다가 꺼지고 만 한줄기 첨예한 양심이었다. 그는 그

러한 불안 동요 속에서 ‘동하는 정신’을 재건하려고 해서 새출발을 계획한 

것이다. 이 방대한 설계의 어구에서 그는 그만 불행히 자빠졌다. 상의 죽음

은 한 개인의 생리의 비극이 아니다. 축쇄된 한 시대의 비극이다”9)와 같은 

평에서 우리는 이상의 문학을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라는 

시대와 역사성과 결부 지으려는 김기림의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당대 일

군의 ‘모더니즘’ 작가들의 역사의식이 문명 비판이라는 지점에서 수렴되고 

있었다면,10) 김기림은 그 정점에 이상의 문학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소설 ｢날개｣에 대한 최재서와 임화의 평가 또한 이상 문학의 의

8)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 ｢朝鮮日報｣, 1934.07.19., (김기림 문학 전집 3, 심
설당, 1988, 328~329쪽.)

9)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朝光, 1937.6. (김유중·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
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28쪽.)

10) 모더니즘의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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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높이 포착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재서가 “우리는 ｢날개｣에서 우리 文
壇에 드물게 보는 리얼리즘의 深化를 가젔다. 現代의 분렬과 모순에 이만큼 

고민한 個性도 없거니와 그 고민을 부질없이 영탄하지 않고 이만큼 實在化
한 예를 보지 못한다”11)라며 ｢날개｣의 주인공을 ‘현대인’의 표상으로 본 것

은 이상 문학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더니즘 문학에 전반적으로 박한 평가를 내려 왔던 임화 역시도 “自己의 

小說을 自己告 같이 自己分裂의 享樂이라든가 自發의 形式이라 생 己全能
의 現實이라 생각하나 그각한 金南天氏에게 것은 表面의 理由이다. 서 다

시 說明할餘地없는 例를볼 그들도 亦시제無力.제 相剋을이수가잇다. 길어느

길을 찾을랴고 搜索하고 苦. 어떤이는 李箱을 “뽀ㅣ드렐”(보들레르-인용자 

표시)과 痛한사람들이다.”12)라며, 김남천의 경우처럼 이상 문학의 자기 ‘분

열’과 ‘무능’적 성격은 표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이면과 깊이

를 적실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논평들은 이상 

문학이 감당하고 있던 문제들의 범주와 깊이가 개인/사회·역사, (순)문학/정

치 등의 빈약한 이분법들을 초과하는 층위에 걸쳐 있음을 가늠케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문학과 현실의 관계가 경직된 형태로만 상상될 때 현실에 

대한 핍진한 재현과 반영의 정도를 기준으로 문학이 줄 세워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근대 초기부터 무르익기 시작해 3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달한 리

얼리즘 비평은 ‘재현의 논리’13)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경우이다. 물론 이를 

주도한 카프의 이론적 작업이 비평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의의에

도 불구하고, 재현의 논리가 작품을 평가하는 주된 잣대로 자리 잡게 되었

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예컨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단

독성(singularity)보다는 대표성(representative)이나 전형성, 보편성을 독해할 

11) 최재서, ｢리아리즘의 擴大와 深化-‘川邊風景’과 ‘날개’에 關하야｣, 朝鮮日報, 
1936. 10.31-11.7.

12) 임화, ｢세태소설론｣ 二, 東亞日報, 1938.4.2., 4면.
13) 재현의 논리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를 모방 내지 반영으로 설명하는 ‘모방론’적 

관점에 뿌리를 둔다. 랑시에르의 설명을 빌리자면 예술의 체제는 재현적 예술 
체제와 윤리적 체제, 미학적 체제로 분화되어 발달해왔다. 이때 재현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재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위계를 기반으로 한다. (자크 랑시
에르, 감성의 분할, 오윤성 역, b,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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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의의가 확보되어 온 관습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14) 요컨대 재현의 문

제를 둘러싸고 문학의 정치성의 관계에 대한 첨예한 쟁점들이 생산되었지

만, 동시에 재현의 논리를 벗어나는 작품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당한 평가

를 받아오지 못했던 것이다.15) 

 이상의 텍스트는 재현의 장력이 비재현적인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작

용하여 그 특이성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컨대 전술

한 최재서의 평가에는 모순적인 측면이 공존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상의 

문학이 기존의 리얼리즘 담론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특이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었지만(그렇기에 그것은 리얼리즘의 ‘심화’라 명명되어야 

했었다), 리얼리즘이 아닌 다른 용어로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의 장력에 붙들려 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상 문학으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현실’을 독해하려는 작

업은 자칫 그 특이성을 소거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되어야 한다. 

문학이 시대 현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밝히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이

지만, 그 관련성이 현실의 반영 정도를 밝히는 한에서 입증되는 것은 문학

의 ‘리얼리티’를 경직된 형태로 사고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다.16)    

 해방 후 이상의 유고 원고들이 발굴되고 다양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들이 

제기됨에 따라 재현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상 텍스트의 특이성은 상당 부분 

해명되어 왔다. 후대의 이상 문학 연구들은 크게 실증적 차원과 해석적 차

14) 방민호,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개체성의 인식과 표현｣, 구보학보 8, 2012.
15) 본고는 재현이라는 독법이 가져올 수 있을 빈곤을 문제시하는데, 이는 문학 자

체의 빈곤을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식민 지배가 
한국근대문학의 치명적인 빈곤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을 문학
에 반영해야 한다는 강박적 논리가 문학의 빈곤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
다.”는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 이광호, ｢모순으로서의 근대문학사｣, 문학과 사
회, 12(4), 1999, 1543쪽.  

16) 물론 최재서의 ‘리얼리즘’이 현실의 단순 반영으로서의 리얼리즘과는 다른 의
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재서의 ‘모랄’론은 이에 대한 해
명의 단초가 된다. 이는 “당시 모더니즘 문학인들이 현실을 넘어서는 ‘진실’ 혹
은 ‘실재’라는 개념을 인식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김정현, 위의 글
(2017),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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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여주었다. 우선 실증적 작업의 경우 이상 문학 텍

스트를 확정하는 과제로 구체화된다. 김기림이 편찬한 이상 전집 이후 본격

적인 이상 전집 작업은 임종국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이 전집은 당시 이

상 작품들을 모두 모아 놓았고, 미발표 일문시 유고를 포함하였다.17) 이후 

1960년대 조연현에 의해 이상의 습작 노트가 공개되며 이때 ｢황｣ 등과 같

은 주요 작품들이 문학사상 등에 번역, 게재된다.18) 임종국은 개정증보판 

전집을 간행해 이를 반영했고, 이어령은 발굴된 자료와 함께 이상 작품 해

석에 큰 도움이 될 주석들을 함께 달아놓은 전집을 출간한다.19) 이후 김윤

식, 김주현, 조해옥, 권영민, 신범순 등은 이상 문학 텍스트의 오류를 시정

하고 원전 텍스트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

문시의 번역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서, 2018년 출간된 

신범순의 주석서에서 그간 시정되지 않았던 몇 가지 오류가 시정되었음은 

실증적 작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20)

 그리고 해석적 차원의 성과는 전기 연구를 포함하여 이상 문학을 모더니즘

17) 임종국 편, 이상전집 2, 태성사, 1956; 이상전집 개정판, 문성사, 1966.
18) 미발표 원고 발굴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한양공대야간부 학생인 이연복이 친구 

김종선의 집에 갔다가, 김종선의 형이 어느 고서점에서 휴지로 얻어온 훼손된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연복은 이 노트에 실린 작품들을 이상의 원고로 짐
작하고 조연현에게 가져가게 된 것이다. 대조 결과 이상의 일문 습작 노트에 해
당하는 것이었다. (조연현, ｢이상의 미발표원고의 발견｣, 현대문학, 1960.11, 
163쪽. 이 원고들은 1960년대에 현대문학과 문학사상에 번역되어 발표되
고, 나머지 원고들은 1976년에 문학사상에 발표된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번역본을 두고 연구해야 하는 것은 연구 상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
다. 

19) 이어령 편, 이상시전집, 갑인출판사, 1977.
20) 예컨대 ｢차8씨의출발｣, ｢운동｣, ｢황｣ 연작 등 원전 검토 후 번역 오류 일부가 

시정되었다. 이하의 예는 작품 해석의 차이를 낳을 수도 있는 구절들이다. ｢차8
씨의출발｣에서 “生理作用이가져오는常識을抛棄하라.”로 번역된 구절은 “生理作
用에가해진常識을抛棄하라”로 정정되었으며, ｢운동｣에서 “나는時計보다는늙지아
니하였다고아무리해도믿어지는것은”은 “나는時計보담도늙어있지않으냐고아무래
도생각되는것은”으로 정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황｣, ｢무제-고왕의 땀｣으로 분
리되어 별개 작품으로 소개되던 두 텍스트는 원본을 검토한 결과 하나의 텍스트
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시정되었으며, 번역 오류 또한 정정되었다. 
예를 들어 “나의 散策은 자꾸만 끊이기 쉬웠다.”는 “내 산책의 토끼와 거북 행
보는 자꾸만 끊이기 쉬웠다”로, “문패”는 “표찰” 등으로 정정되었다. 또한 이상
의 조어로 판단되는 시어들은 수정하지 않고 그 의미를 살리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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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성), 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성) 등 특정 사조의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연구나 특정한 주제 의식에 천착한 연구, 이상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규명하

려는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전기 연구는 고은, 김윤식 등에 의해 이

상이라는 개인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자료를 마련한 성과를 보이며 특히 김

윤식은 결핵이나 죽음, 동경행 등 이상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적 사실을 토대로 텍스트 연구를 시도했다. 한편 이상 문학의 모더니즘

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김유중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박현수는 이상의 수사

학이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에 걸쳐 있다는 점을 밝혀내며 이상 문학의 

특성을 모더니즘에서 더 나아간 시야에서 해명하였다.21) 이 외에도 최근 논

문들 중 환상성,22) 가장성,23) 비극적 에로티시즘24) 등의 주제어를 가지고 

이상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 연구들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축적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 문학의 근

본 성격이 부정성에 있다는 사실은 크게 의심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부정

을 통한 자유의 획득”25), “부정만 있고 생성의 모럴이 없는 건강하지 못한 

문학” 등으로 이상의 문학을 규정한 논의와 같은 틀이 이상 문학 연구 초기 

설정된 이후,26) 부정성으로 이상 문학을 틀 지우는 시도는 공포, 죽음, 절

21)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태학사, 1996., 박현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 이상문학연구, 소명출판, 2003.

22) 배현자, ｢이상 문학의 환상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3) 김혜진, ｢이상 문학의 가장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24) 박소영, ｢이상 시의 비극적 에로티시즘｣,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25) 이어령, 이상시전작집, 갑인출판사, 1978, 185쪽 각주. 이어령은 이 부정성을 

통한 자유를 소극적이고 자기기만적인 자유로 보았다. 하지만 이어령은 이상 문
학 독해에 있어서 기호론적 독해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
해주었다. 그는 전기적 요소나 역사 상황적인 의미로 이상 문학을 독해할 때 이
상 문학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 지적하며, “기호내용(시니피에)” 독해에
서 “기호표현(시니피앙)” 독해로의 전환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령, ｢이상 연구
의 길 찾기-왜 기호론적 접근이어야 하는가｣, 권영민 편,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26) 이태동 편, 이상,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11쪽. 이는 정명환의 시각으로, 
정명환은 같은 책에 실린 ｢부정과 생성｣이라는 글에서 “존재의 무의미성-답답
한 감정-자살의 유혹-그 불가능성-다시 대면해야 하는 뜻없고 따분한 일상적 
현실과 자살-다시 자살의 유혹…… 이런 식으로 사상의 생성을 거부하고 또 절
멸조차 거부하면서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굴리는” 악순환 속에 이상이 갇혔다고 
평한다. 나아가 그는 이상이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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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폐결핵 등과 같은 이상 문학의 주요 주제어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부정

성으로 수렴되는 논의들은 크게 다음의 두 경향성을 보인다. 하나는 백부와

의 관계, 폐결핵, 죽음 등 이상의 전기적 사실에 의존하여 그의 문학을 개

인사적 곤궁의 기록물로 보는 경향과 다른 하나는 30년대 조선이 처한 근

대화/식민화라는 역사적 상황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보는 경향이

다. 전자의 경우 어린 시절 백부 집에서 자랐다든가 결핵을 앓으며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었다는 사실 등과 같은 이상의 불우한 개인사가 텍스트 해석

에 있어서도 일종의 원체험으로 전제된다. 특히 전기 연구나 80년대 이상 

연구를 주도한 흐름인 정신분석학적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있지

만, 작가 개인의 삶을 일정 부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문학 연구의 특성 

상 불우한 개인사나 절망, 공포 등은 현재까지도 빈번히 언급되는 편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개인사적 의미망은 시대사회적 의미와 접속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상 문학의 부정성은 시대현실의 부정성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이

러한 시도가 이상 문학으로부터 현실의 부정성을 발견하는 것 그 이상의 의

미를 도출해내지 않을 때 이상 문학의 의의는 개인사 혹은 근대, 식민지 조

선의 수동적 반영물이라는 제한된 틀로 의미화 되고 마는 결과에 처한다.

 물론 이상 문학이 죽음과 공포, 절망의 기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

기 어려울 만큼 이러한 단어들은 그의 텍스트에 산재해 있다. 그런데 그러

한 부정성을 이상 문학의 근본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전술했듯 재현의 논리에 기댄 연구들이 가진 맹점은 문학 텍스트가 

개인 혹은 시대의 불우와 불행을 비추는 거울임을 확인하는 데 만족하는 한

에서 문학 텍스트의 특이성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겨 둔다는 데 있다. 

재현의 논리에 구속된 방법론으로는 문학 텍스트 고유하고 특수한 자질들이 

간과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상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지적한 

연구 경향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상 문학에 작용하는 재현의 

독법이 이상 문학의 성격을 부정성으로 규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사

도의 희극’을 택했다고 보는데, 이는 자신의 예술적 자아를 연극적으로 연출하여 
타자를 통해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결국 이 또한 실패하고, 좌절의 
생애로 귀착되었다는 것이 최종적인 평이다. (정명환, ｢부정과 생성｣, 앞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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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27) 따라서 재현의 독법을 유보함으로써 부정성의 틀을 재고할 필요

성이 제기되는데, 이때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학에 반영된 부정적인 계기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기로 텍스트의 주제 의식

을 환원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탈근대적 지평에서 이상 문학을 독

해한 연구28)들은 근대성 논의나 재현 담론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고와 공유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상 문학의 탈근대적 성격이 근대성에 

대한 부정과 대타항으로서 의미화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정적(實定的)인 차

원에서 규명된 것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별화된다. 본고와 가장 접

점을 보이는 연구들은 이상 문학의 고유한 미학을 규명해오거나 이상 문학

의 긍정성을 규명하려는 다음의 시도들인데, 그 중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29)

27) 윤영실은 이상 문학 연구 경향을 크게 두 흐름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문학을 
작가의 삶으로 환원하는 전기적·정신분석학적 연구 경향과 다른 하나는 이상 텍
스트를 순수한 기호 놀이로 환원하는 기호론적·상호텍스트적 연구 경향이다. 이
때 전자의 연구 경향은 이상 문학을 개인의 이야기로 제한함으로써 이상 문학을 
“삶에 대한 부정과 허무주의, 삶과 문학(예술)의 대립구도”로 파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윤영실, ｢이상의 ｢종생기｣에 나타난 사랑, 죽음, 예술｣, 한국문
화 48, 2009, 136쪽.) 물론 이러한 두 흐름은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다. 연구
자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이 두 방법이 심층적으로 상호 참조되어 활용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28) 대표적인 예로 김윤정, ｢李箱 詩에 나타난 脫近代的 思惟 : 동일성 사유의 해
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한편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
는 단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다음의 견해를 참고해보자. 근대성에 
대한 미적인 대항으로서 ‘미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구모
룡은 이 개념에 근대 비판적 요소들이 포섭되고, 근대성/탈근대성이 혼동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근대성/탈근대성이라는 개념
의 엄밀한 세공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것이 문학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유효한 
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대성/탈근대성의 내포를 따지는 일이 더 긴요함을 
암시한다. (구모룡 ｢한국근대문학과 미적 근대성의 관련 양상-미적 근대성론의 
한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9, 2007, 123쪽.) 본고는 이러한 난점을 염두에 
두며 근대성/탈근대성의 직접적 적용을 유보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29) 김세라, ｢이상 소설에 나타난 긍정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정현, ｢<구인회>의 ‘데포르마시옹’ 미학과 예술가적 존재론 연구-김기
림, 이상, 정지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신형철, ｢이상 문
학의 역사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노태훈, ｢이상 문학에 
나타난 서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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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신범순은 이상 문학을 작가 자신의 개인적 병리나 가족사의 반영물로 

읽는 독법들을 비판하며 그러한 재현의 구속을 초과하는 작가의 (무)의식과 

욕망에 주목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텍스트가 부정적인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와 대결하고자 하는지 주목하는 가운데, 그 동인으로 욕망이

나 육체 등의 주제어를 제시한 것이다.30) 나아가 그는 방대한 기호론적 독

해를 통해 이상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결

과 이상은 역사 전체를 넘어서 새로운 문명에 대한 꿈을 구축하고 설계한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상은 역사 시대의 부정성을 날카롭게 감지

하고 있던 작가면서, 그 부정성을 뚫고 나갈 창조성 또한 지니고 있었음이 

그의 문학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특히 신범순은 역사 전체를 극복해나가는 

‘질주하는 육체’라는 명제가 이상 문학의 근원적인 추동력임을 지적하고 있

는데, 이는 이상 문학의 원점을 부정성이 아닌 창조의 근간으로서의 ‘육체

성’으로 설정하고 육체적 기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31)

 또한 방민호는 수사학적 층위에서 이상 문학의 특이성을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이상 문학의 비재현적 특성에 주목해 ‘알레고리’라는 기법이 이상 문

학을 독해하는 열쇠어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32) 또한 이상 문학에 드리운 

오래된 틀인 ‘현해탄 콤플렉스’에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상의 복합적인 

고민과 사유가 문학을 통해 어떻게 개진되었는지 살핀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요컨대 이러한 연구들은 문학 텍스트의 역사적 의미를 독해하는 작업이 

특정 텍스트를 시대적 반응물로만 읽는 반영론적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

30) 신범순, ｢분열증적 욕망과 우화｣, 이상문학연구, 지식과교양, 2013, 101-128
쪽.

31) 복잡한 논의이지만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 ‘질주’란 니체의 ‘육체는 역사를 꿰뚫
고나간다’는 명제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공화된 세계”를 뚫고 나가 “진정한 생
명력이 깃든 세계”로 향해가는 질주로(39쪽)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주는 근대
뿐만 아니라 역사시대 전체를 심문한다.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1), 2015.

32) 일반적으로 알레고리란 상징과 대비되어 기호와 지시 대상 사이의 유비 관계
가 필연성이 아니라 임의성에 기초한 것을 가리킨다. 폴 드 만에 의하면 언어의 
지시성이 필연적인 토대를 지니지 않는다는 알레고리의 원리는 독서 행위 일반
에 수반되는 것이다. (폴 드 만, 독서의 알레고리, 이창남 역, 문학과지성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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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결하고자 했는지 작가 고유의 정신사에 대

한 해명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다.

 이 외에도 김세라, 김정현, 신형철 등의 논문들은 이상 문학을 틀 지운 부

정성을 재고하고 ‘긍정성’, ‘데포르마시옹 미학’, ‘역사철학’ 등을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 문학의 긍정성을 규명하려는 본고의 관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33) 이때 본고가 주제어로 삼고자 하는 ‘생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자들이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신형철의 경우 이상 텍스트의 주체

인 ‘이상’의 성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되기’(생성)의 실천철학으로 명

명했다.34) 김정수는 이상 문학의 주체를 단일한 주체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타자로 이끄는 주체로 설명하며, 이를 ‘생성’의 주체로 언급한다.35) 이 둘은 

모두 단일한 인격성으로 환원되는 작가 이상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구성

해가는 주체의 생성적 면모에 주목한다. 한편 생성은 시간성의 문제를 해명

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개념어로 언급된다. 가령 권희철은 이상 문학의 

초기 문제의식이 시간 문제에 수렴된다고 분석하며 그 시간의 특성을 ‘생

성’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36) 이러한 연구들은 이상 문학이 지향한 바를 규

명하는 데 생성이라는 개념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접점이 있다.37) 그런데 이상 문학에 나타난 일부 모티프나 문제의

33) 김세라는 전술한 논문(2018)에서 현실에 대한 부정과 초극 의지를 ‘생산적 부
정’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여, 니체사상을 이론적 틀로 삼아 이상의 소설에서 긍
정의 미학을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연구 대상이 소설 텍스트에 국한되어 있
다는 점, 긍정성을 ‘극복 의지’에 한정시켜 다소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진척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김정현(2017)은 이상을 포함한 구인회 예술가
들에 대한 연구가 근대성 비판에 집중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미학적 방법
론이 데포르마시옹에 있다고 분석함으로써 구인회 예술가들의 지향성을 구체적
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는 근대성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이들의 사유와 지향점
을 논의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신형철(2012)의 연구는 역사성/
역사의식/역사철학의 범주를 구분해 역사성이 텍스트가 처한 역사적 조건이며, 
역사의식이 역사에 대한 작가의 반응이라면 역사철학이란 역사에 대한 서사적 
구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상 문학의 역사철학을 규명하고자 했다.   

34) 신형철, ｢이상 시에 나타난 시선의 정치학과 거울의 주체론｣, 한국현대문학연
구 12, 2002.

35) 김정수, ｢이상 문학에 나타난 ‘절름발이-거울-형해’의 의미 연구｣, 한국현대
문학연구 22, 2007.

36) 권희철, ｢이상 문학에서의 ‘시간’이라는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5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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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해명하는 정도로 생성이 언급되고, 엄밀한 개념화나 이상 문학 전반을 

해명하는 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진척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본고는 생성이라는 개념이 주체와 시간성이라는 두 범주를 포괄하며 정립되

는 개념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 이론화 가능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보다 궁

극적으로는 이상 문학의 특징이 생성의 관점에서 규명될 수 있다는 점을 보

이며 그 긍정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문학을 독해할 때 작용해온 오래된 질문 중 하나는 ‘무엇을 부정하는

가’라는 질문으로, 이는 문학의 의의를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

에서 찾고자 한 사고의 관성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가 재현의 논리

에 기초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다. 이때 무엇을 부정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긍정하는지 묻는 일은 전자의 질문에 의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

던 후자의 질문의 지위를 정당하게 부여하는 것일 뿐더러, 문학의 의의를 

재현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일이기도 하다. 

다음 절에서 그 의미가 상세히 정리되겠지만, 우선 생성은 재현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미학적 원리라는 점에서 유효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예술 

작품을 재현의 논리로 구속할 때, 작품 읽기는 이미 존재하는 현상이나 사

실을 다시 발견하는 재인식의 과정이나 다름없어진다는 비판을 참고해 볼 

때,38) 재현을 넘어서는 미학 원리를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상 문학의 반재현적인 특징들이 생성의 관점에서 의미화 될 

37) 본고에서 진행될 구체적인 논의이나 생성이라는 개념의 내포는 위 연구들과 
차이를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의 논의에서 재차 언급될 것
이다.

38) “만일 재인이 ‘확립된 가치들’ 안에서 자신의 실천적 목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라면, 자연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이미지 전체는 이 모델 아래에서 어떤 불
안한 자기 만족을 증언하고 있다. (중략) 재인의 기호는 어떤 기괴한 약혼식들을 
경축하고 있다. 이 약혼식들을 통해 사유는 국가를 ‘재발견’하고 ‘교회’를 재발견
하며 시대의 모든 가치들을 재발견한다.”, “재현의 세계는 차이 그 자체를 사유
하는 데는 물론이고 또한 반복을 그 대자적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사유하는 데 
무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왜냐하면 반복은 재인, 할당, 재생산, 유사성 등을 
통해서만 파악되기 때문이고, 게다가 이것들이 접두사 재RE를 재현의 단순한 
일반성들 안으로 소외시키는 한에서만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인의 공
준은 그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어떤 재현의 공준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질 들
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304~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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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보고, 생성으로서 이상 문학의 내적 원리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폐되거나 자폐적인 예술가의 전형으로 꼽혀 온 이상의 본모습

이 실은 삶을 고정시키는 형식으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형상을 주조해나가는 

예술가에 더 가까웠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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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시각

 생성을 문학적 방법론으로 개념화하기에 앞서 1930년대 문학 담론 안에서 

생성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배태되어온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0년

대 모더니즘 시학을 주창한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문인이었던 김기림은 현대

시를 언어의 자의식적 사용이라는 특질과 관련시킨다.39) 구체적으로 그는 

현대시의 선결 조건으로 ‘센티멘탈리즘’과 ‘편내용주의’의 타파를 꼽았다. 알

려져 있다시피 당대 맥락에서 이는 각각 낭만주의적 시에서 나타나는 과잉

된 감정, 그리고 카프 문학에서 나타난 과잉된 계몽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

해되어 왔다. 이 두 가지를 각각 타자화하며 김기림은 현대시의 특성으로 

리듬이나 운율성과 대비되는 ‘회화성’, 주지적 태도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

다는 요소를 제시한다. 이러한 두 특성을 기존의 시와 구별되는 특성으로 

꼽은 데는 언어라는 매체에 대한 자의식이 전제되어있었다. 김기림이 생각

한 현대시의 발생적 조건은 “노래해지던 시”에서 “읽혀지는 시”로의 전환으

로,40) 이 둘을 가르는 데 있어서 ‘문자’에 대한 의식적인 사용과 감각이 중

요한 변별점으로 대두한 것이다. 요컨대 김기림은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있

어서 언어라는 매체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41) 매체에 대한 자의식은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특성

으로 논해지는 것이지만, 김기림의 시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언어라는 매체

에 대한 자의식이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재현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사유하

도록 이끌었다는 점에 있다.

39)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人文評論, 1939.10., ｢속 오전의 시론｣. 朝鮮日
報, 1935.9.17.~10.4. 

40) ｢속 오전의 시론-말의 의미｣, 朝鮮日報, 1935.9.17.~10.4. (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2 詩論, 191-192쪽.) 

41) 김예리,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존재미학과 탈근대적 사유｣(한국시학연구
 42, 2015.) 이 글에서는 ‘회화성’이 이러한 언어라는 매체에 대한 인식을 함의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물과 그것의 표현 형식으로서의 언어 사이에 발생
하는 필연적인 균열에 대한 인식이 이들(김기림, 김광균-인용자 표시)에게는 나
타나고,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무수한 것들
에 대한 포착이 이미지나 회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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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하여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의 하나를 밝혀야 되겠다. 그것은 현실

의 문제다. 개념의 정당한 內包에 있어서 현실이라 함은 주관까지를 포함한 

객관의 어떠한 공간적·시간적 일점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역사

적·사회적인 一焦點이며 교차점이다. 현실은 시간적으로 부단히 어떠한 일점

에서 다른 일점에로 동요하고 있다. 예술에 있어서 어떠한 현실의 단편이 구

상화되었을 때 그것은 벌써 현실 이전이다. 거기는 고정된 역사와 인생의 단

편이 있을 따름이다. 다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부단히 추이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포착할 수 있는 주관은 역시 움직이고 있는 주관이 아니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의 정신을 제외한 시의 기술문제란 

단독으로 세울 수 없는 일이다.42)

 위의 글에서 예술은 현실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거울로 이해되지 않는다. 

현실은 주관 외부에 객관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술 작품을 거울로 비유한다면 그 거울은 불투명하고 울퉁불퉁

한 면이다. 재현의 논리에 의해 구축된 언어가 재현 대상과 언어 간의 봉합

선을 무시하고 현실을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반면, 시적 언어는 그 봉

합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유동하는 세계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김

기림은 새로운 문학 양식을 이끌 문학적 언어의 기능이 재현적 속성으로 환

원될 수 없음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43) 리얼리즘 문학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데, 그는 당대 리얼리스트들에게는 언어라

는 매체에 대한 자의식이 없이 현실과 문학의 관계가 설정되고 현실의 모순 

혹은 본질에 대한 재현 가능성이 의심 없이 전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4) 

하지만 김기림이 보기에 현실은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현적 

언어는 그것을 포착하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거울에 비춰진 

현실은 실재로서의 현실보다 언제나 한 발 늦다(“예술에 있어서 어떠한 현

실의 단편이 구상화되었을 때 그것은 벌써 현실 이전이다”). 

42) ｢감상에의 반역-시와 인식｣, 朝鮮日報, 1931.2.11.~14.(김학동·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2 詩論, 77쪽.) 

43) 김예리, 앞의 글.
44) 김예리가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리얼리즘에 대한 김기림의 비판은 리얼리

즘이 “관념이 부과하는 결론을 강제”한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위의 글, 20-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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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와 같이 언어적 재현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움직이는 

주관”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움직이는 주관이란 

“시간적으로 부단히” 운동하고 있는 현실을 언어로 포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시인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의 의미망 또한 고정된 상태에 머

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그가 제시한 “움직이는 

주관”이 “재현의 문법에 의해 구축된 근대적 주체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파

열하고 해체하며 다시 재구축하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를 지시”45)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참고해 볼 때, 김기림은 재현의 논리를 넘어서는 미학적 

원리를 예비해놓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시간적인 유동성을 본질로 

하는 세계와 이에 상응하는 주체상(‘움직이는 주관’)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은 

본고가 제시하는 ‘생성’이라는 개념과 긴밀하게 접속한다. 

 김기림이 이상을 뛰어난 ‘슈르리얼리즘’의 이해자라고 말하며 그의 시에 

대해 “시인은 이 시에서 우선 표현하려는 의미나, 전달하려고 하는 무슨 이

야기를 미리부터 정해놓고 그것을 표현 또는 전달하려고 계획하지는 않았

다. (중략) 언어는 문장의 표현수단이 아니고 언어 자체가 구성하는 한 개

의 조직체-그리고 그 조직체 속에서 개개의 단어는 전후의 다른 단어로 향

하여 혹은 이끌려 가고 혹은 이끌려 오면서 일으키는 부단의 운동을 느낄 

것이다.”46)(굵은 글씨 인용자)고 평한 것은 시란 선행하는 고정된 의미의 

‘표현수단’이 아니라 유동하는 언어의 구성체여야 한다는 점을 이상의 시가 

잘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정된 관념, 고정된 사상, 고정된 논리, 고

정된 인식, 고정된 교리의 해석에 시종하는 고정된 시 속에 있는 것은 감격

이 아니고 타성이요 태만이요 죽음일 것이다. 결국에 있어서 세계를 고정한 

것으로 볼 때에 거기서는 시적인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47)는 구

45) 위의 글, 23쪽. 이 글의 결론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기림의 모더니즘 
시론의 이론틀 자체가 리얼리즘 문학의 재현 문법과 리얼리스트들의 재현적 주
체상에 대한 비판 속에서 구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전환’이라는 맥락 
속에서 시가 회화적인 세계를 지향한다는 것은 언어의 질서로 점점 위계화되고 
있는 현실적 흐름에 반하여 어떤 새로운 미학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32쪽)

46) ｢현대시의 발전-일 ｢스타일리스트｣｣, 朝鮮日報, 1934.7.12.~7.22. (김학동·
김세환 편, 김기림 전집, 328쪽.)

47) ｢오전의 시론-돌아온 시적 감격｣, 朝鮮日報, 1935.5.12. (김학동·김세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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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도 역시 유동하는 세계를 포착하는 것에 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 

김기림의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이상의 문학에 대해 “부단의 운동”성이라 

평가내린 것의 함의를 짐작해볼 수 있다.

 요컨대 이상 문학의 반재현적 성격에 새삼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상 

문학이 고정된 의미로 환원되기를 거부하는 ‘유동성’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점

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위에서 살펴본 바, 유동하는 언어라는 특성은 비단 

언어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삶과 세계의 본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내포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개념화가 

필요한데, 본고가 주목한 개념은 ‘생성’이다. 이 개념화 작업은 크게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다. 첫째로 생성이라는 개념이 재현을 넘어서는 미

학적 원리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①), 두 번째로는 생성의 구

체적인 의미를 주체와 시간성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볼 것이다(②,③). 

이때 ‘생성’이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특히 니

체와 들뢰즈의 공이 크므로, 본고는 니체의 생성 개념을 원용하되 들뢰즈의 

해석을 일부 참고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니체와 들뢰즈의 사

유를 이상 문학에서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 문학의 성

격을 생성의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이들 논의를 참조점으로 활용하려 한

다는 점을 일러두는 바이다. 

 

① 생성은 재현을 넘어서는 미학적 원리를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우선 미학 원리로서 재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한 

들뢰즈의 설명을 참고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중 재현 혹은 모방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

지 소급될 수 있을 만큼 역사가 유구하다. 이때 재현의 논리는 원본과 복사

본 사이의 동일성에 기초한다. 잘 알려진 예시로, 플라톤이 국가에서 침

대를 그린 회화의 존재론적 지위를 이데아적 침대와 현실의 침대 그 다음에 

놓았듯, 재현의 논리에서 대상들은 얼마나 원본 혹은 본질을 잘 모방했는가

의 척도에 따라 존재론적 위계가 결정된다. 들뢰즈는 이와 같은 원본과 복

김기림 전집,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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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의 이분법을 해소하고 예술작품의 정당한 지위를 되돌려주려 한다. 예

술 작품은 감각적인 층위에서 그 자체의 독특성을 발하는데, 재현의 논리는 

그 독특성을 소거하고 예술 작품을 보편자로 환원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러

한 재현의 논리에 갇힌 독법에서는 문학 작품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항이 

문학 작품이 반영해야 하는 원본의 심급으로서 언제나 우월한 자리를 점한

다.48) 

 반재현적인 미학을 구축하는 데 토대가 되는 개념인 ‘생

성’(devenir/werden/becoming)은 전통적인 서구 형이상학의 이분법적 구도

인 ‘존재’와 ‘생성’ 사이의 위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

했다. 생성은 그 동사적 성격을 살려 ‘되기’로도 번역되는데, 존재 즉 ‘있

음’(sein/be)과 구분되는 사태를 의미한다.49) 전자가 동사적인 사태라면, 후

자는 시시각각 생성 중에 있는 사태의 일면을 고정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명

사적이다. 종래의 형이상학적 체계에서는 생성과 변화 중에 있는 존재자들

의 존재 근거를 찾기 위해 존재자들의 세계와는 구분되는 배후의 원리를 상

정해 왔다. 즉 ‘존재 그 자체’와 ‘존재자들의 세계’ 사이의 위계화와 대비가 

설정된 것인데, 니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존재와 생성의 대립은 전통 형이

상학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도식으로, 생성으로서의 현상 세계를 그 자체

로 긍정하지 못하도록 만든 틀이었다.50) ‘생성하고 소멸하며 변화하는 과정 

48) 반면 들뢰즈에 따르면 예술 작품의 독특성은 ‘감각’과 ‘힘’의 두 계기로 마련된
다. 이 감각과 힘이란 인간의 이성적 작용이 개입하기 이전에 대상과 직접적으
로 관계를 맺게 될 때 발동되는 것으로, 예술 작품의 재현적 기능이 인간의 인
식 능력에 의존한다면, 감각과 힘은 전(前)언어적인 육체적 감응의 차원에서 발
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감각과 힘의 표현으로서 들뢰즈의 예술론을 정
리한 것은 다음의 글 참조. 김상민, ｢“재현의 논리”에 대한 G. 들뢰즈의 비판과 
그 극복에 관한 연구 : 그의 담론의 미학적 의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56-66쪽.

49) 본고에서는 생성의 개념을 사용하되, 생성의 구체적인 양태에 관해 논할 때에
는 ‘되기’라는 번역어도 겸용할 것이다.

50)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존재뿐이며 운동과 생성은 환
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현상계 자체를 부정한다. 이후 서구 철학은 “자기동일
적이고 영원한 실재가 과연 어떤 것인가”(174쪽)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구
성되어 왔으며, 18세기 이후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부정되기 시작한다. (이정우, 
개념-뿌리들, 산해, 2004, 170-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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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는 세계’로부터 ‘변화무쌍하게 유동하는 세계를 운용하는 불변하는 

원리 혹은 본질’을 설정하면서 전자의 가치 보증은 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플라톤의 이데아나 신과 같은 보편자는 개별자들의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 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때 니체는 ‘존재’와 ‘생성’을 일

치시키며 전통 형이상학의 틀을 전복한 철학자로, 생성으로서의 세계 그 자

체가 긍정되도록 하는 사유를 개진했다. 이러한 철학사적 전회가 계기가 되

어 니체의 사유를 참조하고 해석한 후대 철학자들에 의해 탈근대적 사유의 

흐름이 개진되었다. 물론 니체의 사유는 근대적 논리뿐만 아니라 소크라테

스 이래로의 서구 형이상학 전반을 겨냥하고 있던 것이다.

② 본고는 근대적 인식론 및 존재론을 극복하는 사유의 핵심이 되는 생성이

라는 개념을 크게 주체와 시간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는 각각 주체와 시간에 대한 근대적 상과의 대비 속에서 설명될 때 이해하

기 편리하다. 우선 생성으로 정의되는 주체는 육체/정신의 이분법을 해소하

고 육체 자체로서 긍정된다는 점에서 이성적 능력에 의해 정초된 근대적 주

체상과 대비된다.

 “몸은 커다란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다수성, 전쟁이자 평화, 가축

의 무리이자 목자이다./네가 “정신”이라 부르는 너의 작은 이성 또한 너의 

몸의 도구, 너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일 뿐이다./(중략) 감각

과 정신은 한낱 도구이자 놀잇감이다. 그것들 뒤에는 자기das Selbst라는 것

이 버티고 있다. 이 자기 또한 감각의 눈으로 탐색하며 역시 정신의 귀로 

경청하는 것이다.”51)

51)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역, 책세상, 
2000, 52-53쪽. 이 대목의 번역은 정동호의 번역을 기초로, ‘Vielheit’, ‘Leib’를 
‘다수성’, ‘몸’이라 번역한 임홍빈의 견해를 따랐다. (정동호는 각각을 다양성, 신
체라 번역한다.) 임홍빈의 견해에 따르면 다수성은 주체의 통일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양성(Pluralitaet)과 다르다.  ‘몸’(Leib)은 정신의 대립적 개념인 ‘신
체’(Koerper)와의 구분을 강조하기 위한 번역어다. (임홍빈의 견해에 대해서는 
「몸과 이성, 자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한 해석」, 한국니체학
회, 『니체연구』 10, 2006, 179-180쪽의 각주 4, 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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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체는 정신과 감각 배후의 ‘커다란 이성’인 몸을 자기(das Selbst)라 부른

다. ‘몸’은 단순히 ‘정신’에 대립되는 신체의 개념이 아니라 정신과 감각을 

주재하는 ‘강력한 명령자’다. ‘몸’은 그 충동, 힘들의 역동적인 작용이 의식

적 차원으로 모두 파악되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현자”52)이다. 정신적 활동 

배후에 다양한 충동과 힘들이 상호 작용하며 경합해가는 과정이 ‘나’를 구

성해가지만,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의식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몸의 ‘미

지성’은 내가 알지 못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나를 어떤 방식으

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몸의 ‘다수성’은 그러한 다수적 힘들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되어가는 나

를 가리킨다. ‘하나의 의미’인 것은 그러한 과정이 만들어가는, 저마다의 잠

정적인 하나의 궤적들로 개체들이 존재하고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

지성과 다수성이 개별자들을 보편자로 소급시키지 않고도 저마다에게 정당

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니체는 이와 같은 주체를 근대적인 ‘자아 ich’ 개념과 대비시킨다. ‘자기’는 

“자아 운운하는 대신에 그 자아를 실행”53)하는, 작은 이성을 주재하는 ‘커

다란 이성’이다. 여기서 작은 이성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정신 능

력으로서의 이성을 가리킨다. ‘작은 이성’을 자아의 근거로 삼은 대표적인 

모델로는 데카르트의 자아관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

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잘 알려진 데카르트의 자아관은 인식 주체로서의 

‘나’를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이로부터 세계의 인식 가능성을 보장받고

자 한다. 이때 ‘생각하는 나’로서의 자아는 인식 능력 배후의 다양한 힘과 

충동, 무의식적 활동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데카르트의 의심에는 ‘나’라는 

실체는 걸러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개념은 행위와 인식의 주체로서

의 나에 대한 확실성과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 나에 대해 알려져 있다는 투

명함을 전제한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명제를 의심, 비판하며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의식되

지 않는 미지의 영역, 즉 무의식적 영역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미

52) 위의 책, 53쪽.
53) 위의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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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다수적인 힘이 ‘나’를 구성해간다고 보는 것이다. 삶에는 온갖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가 작동하는 반면 근대적인 ‘주체’라는 개념은 그러한 다양한 

계기가 통일적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허나 “활동, 작용, 생성 뒤에는 어

떤 ‘존재’도 없다.”54) 생성의 긍정은 힘에의 의지(권력의지)의 긍정이라 표

현되기도 한다. 니체는 이처럼 행위나 인식 이전의 단일한 원자적 주체라는 

것은 없다는 것, 나에게 알려지지 않는 힘의 작용들이 나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수성과 미지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체를 새로운 주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이를 ‘생성적 주체’라 명명해보고자 한다.

 『비극의 탄생』에서 개별자들을 고정된 상태로 머무르게 하고 타자와 경

계 짓는 개체화의 원리를 ‘악’이라 규정하며 기독교적 선악 이분법을 전도

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유일한 존재, 완전한 존

재, 부동의 존재, 충족적인 존재 그리고 불멸의 존재(맥락상 신을 가리킴-

인용자)에 대한 가르침 모두”55)를 악이라 말한다. 개체화의 원리와 신에 대

한 가르침은 “시간의 흐름과 생성”56)이 아닌 부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

통적이다. 개체화의 원리가 연속적인 생성-존재를 개별적이고 원자적인 것

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처럼, 신은 생성으로서의 세계와 대척적인 불변부동

의 세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생성은 불변하는 것, 원자적인 것, 단일한 것

에 대립하며 유동적이고 복수화된 흐름 그 자체이다.

 이러한 긍정은 이 세계 자체를 충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단순히 현상

태에 머물고자 하는 소극적인 긍정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적인 것을 파괴하

는 생성의 긍정이다. 생성은 그러한 의미에서 “존재자 전반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57)고도 말한다. 생성을 긍정한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의 개체적인 

삶의 형식들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기를 원하는 의지의 긍정, 끝

없는 생성의 지속을 사는 것이다.58) ‘허다한 죽음’이, ‘해산의 고통’59)이 없

54) 위의 책, 378쪽.
55) 위의 책, 142쪽.
56) 위의 책, 같은 쪽.
57)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백승영 역, 책세상, 

2000, 329쪽.
58) 생성의 긍정을 승인과 구분하고자 한 논법은 진은영의 해석 참조. 진은영, 니

체, 영원회귀와 차이의 철학, 그린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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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조란 생성이 아니다. 요컨대 생성으로서의 주체는 개체의 한계선을 파

괴하고 단일한 자아로 환원될 수 없는 복수적인 욕망과 힘의 충동으로 변화

해간다. 니체의 어법을 빌리자면 그렇게 규정된 개체성을 초과해가며 미지

의 무엇으로 되어가는 한에서 실존은 “미적”으로 “정당화”되고, 저마다 삶

을 조형해나가는 예술가 주체가 된다.60)   

 이와 같은 주체 개념은 들뢰즈, 가타리의 작업에 이르러 욕망 개념으로 구

체화된다.61) 이 욕망은 니체의 생성 혹은 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우선 이들의 주체론의 핵심은 욕망의 자

생성과 선재성(先在性)에 있다. 이때의 욕망은 프로이트적인 욕망의 개념과 

구분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설명 모델에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관문에는 

언제나 욕망을 억압하는 기제가 있다.62) 예컨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욕망

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질서에 굴복함으로써 아버지의 자리 즉 주체에 오르

59)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역, 책세상, 2000, 
142쪽.

60) “우리는 우리가 세계의 진정한 창조자에게는 이미 형상이고 예술적인 투영이며 
예술작품이 갖는 의의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품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삶과 세계는 미적 현상으로서만 정당화되기 때문이
다.”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박찬국 역, 아카넷, 2007, 99쪽.)

61)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것으로의 생성(타자-되기)은 단순히 타자를 모방하
는 재현이 아니라 타자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실재적인 일이다. 다른 그 무언
가로 되어가는 상태로 존재하는 이 주체를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관 없는 몸’이
라 표현하며, ‘알’이라는 형상으로 빗댄다. 다음의 구절을 보자. “기관 없는 몸은 
알이다. 알은 축선들과 문턱들, 위도들, 경도들, 측지선들이 가로질러 간다. 알은 
생성들, 이행들, 거기서 발전될 행선지들 따위를 표시하는 기울기들이 가로질러 
간다. 여기서 그 무엇도 재현이 아니다. 모든 것은 삶이고 체험이다.” (질 들뢰
즈·펠릭스 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역, 민음사, 2014, 49쪽.)

62) 프로이트에게 충동/본능(Trieb)이란 “신체의 한 기관이나 한 부분에서 발생하
는 육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극이 정신적 
삶 속에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지그문트 프로이트, ｢본능과 그 변화｣, 정
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16, 108-109쪽.) 이때
의 육체 개념은 개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체화에 앞서면서 개체의 범위
를 초과하는 육체 개념과 다르다. 또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충동의 억압과 승화 
과정이 곧 문명화 과정의 핵심인데, 니체는 이러한 과정이 자연적인 인간을 병
들게 했다고 말한다. 욕망과 육체의 자생성은 인간을 쇠약하게 만든 문명을 극
복할 수 있는 힘이다. “생성하는 존재이자 투쟁하는 존재인 신체는 이렇게 역사
를 가로질러 나아간다”(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
호 역, 책세상, 2000, 126쪽)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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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대표적인 욕망-억압의 설명적 모델이다. 

그런데 들뢰즈, 가타리는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위와 같은 욕망-억압의 서

사를 비판하며 욕망-생산의 서사를 제시한다.63) 이들에 따르면 욕망은 특정

한 방식으로 고정시키고 주체화시키는 권력에 포섭되지 않으며 자생적으로 

흐르고 분출한다. 욕망은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핍될 수 

없고 억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한히 다변화하는 힘으로 분출하는 욕

망은 고정된 경계선을 이탈하며 인간 주체로 하여금 끊임없는 변이를 거듭

하게 한다. 이 변이의 과정은 주체가 고정된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고 자

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타자)으로 되어가게 하는 과정이다.

 들뢰즈가 제시하는 이러한 생성의 개념은 베르그송의 무의식 이론에 한 원

천을 두고 있다. 베르그송이 설명하는 무의식이란 프로이트적 무의식과 구

분되는데,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이란 개체의 유년기 시절 욕망의 억압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베르그송에게 그것은 억압에 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것이며, 개체의 경험적 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르

면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에 보존되며 오는데, 이때 개체에게 의식화되

는 과거란 그 일부일 뿐이며 과거 전체는 무의식으로서 보존된다. 이처럼 

과거란 개체의 경험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탄생 이래의 시

간을 포괄하며, 생명체의 진화 즉 창조 또한 이러한 지속의 원리에 따라 설

명된다. 따라서 한 개체의 무의식은 개체의 경험적, 의식적 차원을 초과하며 

다른 개체들 간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지속이 분화되

63) 위의 책, 97-242쪽.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 분열 혹은 병리적 현상에 대한 해
석 역시 새롭게 요구된다. 프로이트적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분열은 외부의 억압
에 의해 정신 혹은 인격이 분화되는 병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분열은 생산적인 욕망과 충동의 소산이다. 요컨대 분열은 고정된 틀
로 가두려는 외부적 권력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생적인 힘의 징후에 가깝다. 
욕망은 특정한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와 체계에 균열을 내고 
재구조화하는, 그 자체로 혁명적인 동력인 것이다. 억압된 욕망을 기축으로 하는 
프로이트식 정신병리학을 비판하는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조히즘은 
법(문명화된 정상적인 삶의 규범)에 의해 파괴되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부분이, 
자신을 병들게 하는 이러한 파괴에 대한 자신의 저항을 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
는 것이며, 또한 이 병든 부분이 그러한 저항에 의해 자기 자신을 회복해 가려
는 것이기도 하다.” (질 들뢰즈, ｢De Sacher-Masoch au Masochisme｣, 1961, 
12., 조현수, ｢지속과 무의식｣, 철학사상 62, 2016. 11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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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 자체 안에서, 내적인 폭발력에 의해서이다. (중략) 이렇게 생명

이 식물과 동물로 나뉘어질 때, 동물이 본능과 지성으로 나누어질 때, 분할

의 각 측면은, 각각의 가지뻗기는, 나누어지지 않은 그것의 기원을 증명하면

서 전체를 동반하는 성운처럼 어떤 특정 양상 아래서 모든 것을 자신과 함

께 실어 간다. 그리고 지성 안에는 본능의 후광이 있으며, 본능 안에는 지

성의 성운이 있다; 식물 안에는 일말의 동물적인 것이, 동물에게는 일말의 

식물적인 것이 있다.”64) 이러한 설명은 생성 즉 ‘되기’가 왜 실재적이고 실

천적인 개념인지를 보여준다.65) 각 개체들은 잠재적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자기 안에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변화와 생성을 가능케 하는 것

은 시간, 베르그송의 용법을 따르면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다.66)

③ 한편 이러한 생성의 관점에서는 주체뿐만 아니라 시간에 관해서도 역시 

새로운 사유의 모델을 요구한다. 전술했듯 생성으로서의 세계란 유동하는 

흐름으로서 세계를 뜻하는데, 시간의 본성 자체가 이러한 유동성에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유동성은 단순히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로 도달하

는 선형적인 흐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성으로서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

래라는 시간성이 고정된 실체로 붙박여 있어서 과거로 흘러드는 것들이 폐

기되고 소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하게 영향을 주며 생성 변화

를 촉진하는 것이다. 니체는 이를 ‘영원회귀’라는 개념으로 일컫는다. 이 영

원회귀적 시간을 구체화기에 앞서 우선 생성으로서의 시간이 통념적인 시간 

이해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간 개념의 변화를 간략하게 추

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을 뿐더러 문화권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시간에 대한 의식은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다. 한 

사회와 그 안의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일상은 저마다의 시간의 분할과 질

서, 리듬에 따라 조직되기 때문이다.67) 근대적 시간 질서는 시간 경험의 질

64) 질 들뢰즈,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지성사, 1996, 132-133쪽.
65) 들뢰즈 또한 “되기는 완전히 실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천개의 고원, 

452쪽)
66) 생성으로서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 절의 이후 대목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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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를 표준화하며 인간의 삶을 재조직하게 된다. 서구에서 유클리드 기

하학과 뉴튼의 과학으로 정립된 근대 과학적 사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물체가 놓이는 중립적이고 절대적인 배경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한 시공

간 상에 따라 시공간의 질적 차이는 무시되고 개체나 현상들은 동일한 좌표 

평면 위에 계산 가능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균질적인 시

공간에 대한 상은 특수보다는 보편을,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강조해온 서구

의 근대적 사유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대표적인 시간 측정 기계인 시계는 

부분 시간들의 질적 차이가 무화되고 시간이 양적인 개념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68) 

 하지만 시간은 본래 분할 가능하거나 양적인 것이 아니다. 베르그손의 논

의를 빌려 설명해보자면, 우리는 시간을 공간적 은유로 상상하는 한 시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시간에 대한 공간적 은유란 시간을 직선적인 

형태로,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각각 일직선상에 서로 놓여 있어서 현재

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점들의 집합은 과거가 되고 그 이후는 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직선적인 형태 말고도 시계 바늘이 한 눈금씩 

이동하는 것을 통해 상상되는 시간 역시 시간의 본성을 한 점에서 한 점으

로 이동하는 공간적인 속성으로 생각하는 한 사례가 된다. 베르그손은 이러

한 ‘공간화된 시간’으로는 시간의 본성(그의 용어에 따르면 이는 ‘지속’이다)

67) 시공간 의식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두 책을 참고. 이진경, 근대적 시
공간의 탄생, 그린비출판사, 2010., 스티븐 컨,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박성관 
역, 휴머니스트, 2004.

68) 이와 같이 계량화된 시간관은 진화론 및 진보적 역사주의로도 연장된다. “서구
의 근대 과학에 의해 정립된 시간은 동질적이고 분할 가능한 시간이었으며, 시
계라는 척도를 통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이었다. 어떠한 부분시간도 다른 
부분시간과 다를 바 없어서 언제든지 수학적으로 합산 가능하다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자연도태의 시간적 축적을 통해 진화가 이루어진다
는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시간의 누적을 통한 발전이라는 역사주
의로 발전한다. 이렇듯 분할 가능한 시간이라는 관념과 계량화된 시간의 누적을 
통한 질적 진화 혹은 발전이라는 관념은 근대의 시간관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26쪽.) 요컨
대 진보에 대한 믿음에는 과거에서 미래로 진행되는 시간의 단선적인 방향이 전
제되어 있으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있다. 그러한 가치 평
가에 따라 과거는 타자로 밀려나고 억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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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시간은 우리가 으레 시간을 

초분과 같이 일정한 길이를 가진 단위로 끊어 상상하듯 공간적인 형태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69)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연속되는 멜로디를 감상하는 

것처럼 과거는 현재에 연장되어 존재한다. 의식적인 기억의 형태로 현재화

되는 과거는 과거라는 실재의 아주 일부뿐이며, 인간은 과거 전체와 함께 

전진하고 있다. 이 지속이란 시간 전체의 흐름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인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시간 또한 무의식의 형태로 보존한다.

 생성으로서의 시간은 위와 같이 시간에 대한 공간적 은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전술한바 생성으로서 인간의 실존과 세계를 긍정하려 한 니체는 

시간의 본성은 곧 생성이며 이는 ‘영원회귀’라 표현된다. 영원회귀적 시간이

란 무엇인가? ‘영원’과 ‘회귀’는 각각 통상적인 시간성인 유한성과 직선적인 

시간관과 대립한다.70) 일반적으로 영원성은 현상계의 사물들을 소멸시키는 

69) 시간을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의 기억이 뇌의 특정 공간
에 저장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하지만 기억은 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며, 무
엇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존재한다. (조현수, ｢베르그손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와 형이상학의 과제｣, 철학 91, 2007, 201쪽.)그리고 이른바 ‘제논
의 역설’로 알려진 것 또한 분할 불가능한 시간에 공간적인 분할의 관념을 투사
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의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잘 알려진 아킬레스와 거
북이의 경주의 예를 들어보자. 이 둘이 경주를 하는데,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빠르므로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앞선 지점(A)에서 출발한다고 치자. 이때 아킬
레스가 A지점에 도착하는 동안 거북이는 그보다 조금 앞선 지점에 가 있을 것
이다(A′). 아킬레스가 A에서 A′에 이르는 동안, 거북이는 또 A′보다 조금 
앞선 지점(A″)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한 연쇄가 계속된다고 할 때, 아킬
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역설에 이른다. 이러한 역설을 수
학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아킬레스의 빠르기가 10m/1s라고 
하고, 거북이는 1m/1s라고 하자. 경주 시작 전 둘 간의 거리는 10m이다. 아킬
레스는 1초 동안 10m 가는 동안 거북이는 1m 앞서 간다. 그 다음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 1m를 가는 0.1초 동안 거북이는 0.1m 앞서 간다.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할 때 아킬레스가 간 거리는 10 + 1 + 0.1 + ... 로 
무한등비급수를 이루는데, 총거리는 11.111···로 12m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계
산 안에서 시간 역시 1.2초를 넘지 못하며 시공간 모두 무한히 분할되지만 특정 
지점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강조될 부분은 시간이 
분할 가능한 공간적인 속성으로 환원되는 한 그 본성과 멀어진다는 것이다. (앙
리 베르크손,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최화 역, 아카넷, 2017. 
145-150쪽.)

70) 김재인,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 연구 : '생성','시간','에토스'를 중심으로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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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유한한 속성과 대비되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시간성에 

해당한다. 하지만 니체에 따르면 생성 소멸하는 현상계 외부는 없고, 영원한 

것은 생성의 과정 그 자체다.71) 이 영원 회귀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반복해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는 사라지

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차원에서 현재와 공존하며 미래로부터 돌아오는 

것이다. 요컨대 “되돌아오기는 생성 그 자체의 존재이고 생성 속에서 긍정

되는 존재이다.”72)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

이라 할 때, 이 공존은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미래

를 통해 현재로 되돌아오며 이 회귀로 하여금 현재는 변화와 차이를 낳으며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73) 

 니체의 경우 외에도 ‘과거’는 근대적 시간성에 균열을 내거나 대항하는 시

간성으로 주목되어 왔다. 예컨대 베르그송이나 들뢰즈의 작업에서 ‘과거’란 

선형적 시간관으로 해명되지 않는 시간의 본성을 가리키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에 연장되어 들어온다.74) 부단히 변화 중에 있는 

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78-91쪽.
71) “나 다시 오리라. 이 태양과 이 대지, 이 독수리와 이 뱀과 함께. (중략) 나는 

더없이 큰 것에서나 더없이 작은 것에서나 같은, 그리고 동일한 생명으로 영원
히 되돌아오는 것이다. 또다시 만물에게 영원회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역, 책세상, 2000, 
369쪽.

72) 질 들뢰즈, 니체와 철학, 이경신 역, 민음사, 2010, 59쪽.
73) 조현수, ｢들뢰즈의 ‘존재의 일의성’의 두 구성요건인 ‘존재의 공통성’과 ‘존재=

차이’는 어떻게 니체의 영원회귀에 의해 동시에 긍정될 수 있는가?｣, 대동철학
 79, 2017, 158-166쪽.

74) “만일 우리가 과거의 잔존 그 자체를 생각하는 데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가진
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기를 그쳤다고 믿
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와 현재-존재를 혼동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그 자신 바깥에 있는 
순수 생성일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고 행동(작용)한다. 현재의 고유한 요소
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작용)이나 유용함이다. 그 반면, 과거에 대해 우리는 그
것이 행동(작용)하거나 유용하기를 그쳤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
기를 그치지는 않았다. 말의 충분한 의미에서 그것은 무용하고 무기력하고 무감
동하지만 ‘존재한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와 섞여 있다. 그것은 “있었다”고 말
해져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의 즉자이며 존재가 그 자체로 보존
되는 형식(존재가 완성되고, 존재가 자신 바깥에 자리잡는 형식인 현재와 대조
적으로)이기 때문이다.“(질 들뢰즈,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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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과거는 ‘존재’해야 한다. ‘현재’를 중

심으로 생각할 때 현재에서 밀려난 시간이 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가 부단히 생성하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현재와 과

거의 공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과거는 그것이었던 현재와 

공존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가 지나가는 반면) 과거는 그 자체로(자기 자

신 안에) 보존된다-각각의 현재와 공존하는 것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완전

한) 과거, 우리의 과거 전체이다.”75)

 한편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는 프로이트의 명제 역시 억압되거나 망각된 

과거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사라지지 않으며 현재로 돌아와 그 해결을 요구

한다는 것을 요체로 한다.76) 선형적 시간관을 거부하는 이러한 관점들은 모

두 진보적 역사관 즉 “시간의 외부를 상정하여 그것으로 돌진하는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모더니티와 보편사의 이념을 비판하면서, 시간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내재적인 가능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77) 

미래지향적인 근대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의해 그 존재 가치가 부정되

어 온 과거가 근대적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간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상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요긴한 관점이 된다. 이와 같이 본

고는 과거와 현재의 공속성을 생성으로서의 시간의 주요한 특징이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72-73쪽.
75) 위의 책, 80쪽. 이러한 시간관이 재현의 존재론과 대비되는 이유에 대해 조현

수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반복이란 이처럼 서로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계열
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현실적 현재’가 그것보다 시간적으로 선
행하는 ‘예전 현재’를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복이 
재현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중략) 실은 원상이라고 간주되어 온 계열이
나 모상이라고 간주되어 온 계열이 서로 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결코 하나의 계열(예전 현재의 계열)이 원초적인 항이 되고 다른 하나의 
계열(현실적 현재의 계열)이 원초적인 항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항이 되는 관
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이러한 동시적인 공존의 관계는 바로 순수 
과거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다.” (조현수, ｢반복에 대한 순수 과거의 이중적 관계
, 철학 112, 2012, 33-34쪽. 

76) 지그문트 프로이트, ｢억압에 관하여｣,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2016, 148쪽.

77) 김홍중,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시학(歷史詩學)」, 『경제와사회』 70, 2006,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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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태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의 세 명제로 요약 가능하다. 우선 생성

의 관점에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유동하고 생성 그 자체로서의 

현상 세계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이는 주체의 측면에서는 고정된 동일성

에 머무르는 자아가 아니라 자기가 아닌 것으로 생성 중에 있는 주체에 대

한 긍정이고, 시간의 측면에서는 현재-과거-미래가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공속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상의 문학을 독해할 때 다음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재현의 논리로 해명되지 않는 이상 문학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재현의 논리에 기대어 이상 문학에 반영되어 있는 불우한 개인사나 시대 현

실을 독해해온 작업들은 무엇이 부정되고 있는지를 해명하느라 무엇이 긍정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었다. 본고는 기존에 이상 문학에 반영된 부정적 계기를 읽어

낸 연구들과는 거리를 두며 그러한 부정적인 국면을 타개하려 한 긍정적 측

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작업을 위해 취하고자 하는 생성이라는 관점은 이상 문학에 

흩어져 논의되어 온 주요 개념이나 모티프들 예컨대 대칭점, 분신, 육체, 시

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열쇠어가 될 수 있다. 우선 2장에서는 이상 

문학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상은 총독부 기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상’이라는 예술가 주체 형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

다.78) 이와 같은 ‘이상’의 생성이 타자가 개입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인데, 그 실천의 양상과 의미를 당대 문단사적 맥락에서 검토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후 3, 4장에서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

78) 이는 작가 개인의 생애나 전기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한 작가론적 연구는 아니
다.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작품을 창작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작가
가 아니라 텍스트의 주체로서 ‘이상’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둘이 
엄밀하게 분리된다거나 전자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이상 문학의 의미 지평을 도
리어 축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자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두되, 필요한 경우 전기적 사실들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본고
의 2장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작가론적 연구와 텍스트 연구를 절충한 시각에 
기반한 것임을 명시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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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성이 이미지 형성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3장에서

는 분신 모티프나 육체 이미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며 생성하는 주체의 양

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4장에서는 시간성의 문제를 논구해볼 것이다. 이

상 문학에 나타난 선형적인 시간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

성적 시간성에 대한 기획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는 여러 독특한 시간 이미

지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처럼 ‘생성’은 이상 문학의 원리 및 지향점을 실

정적(實定的)인 방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핵심어가 된다. 

 셋째, 생성의 관점에서 이상 말년의 정신적 지도가 새로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배적이었던 이상의 ‘동경행과 좌절’이라는 서

사는 이상에게 현해탄 콤플렉스라는 혐의를 덧씌우고 강화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는 이상 문학의 시간성을 검토해 볼 때 재고가 필요한 주장임이 입

증된다. 본고는 이상의 성천 텍스트에 주목하며, 성천에 대한 반복적인 쓰기

가 파국에 대한 예감에 맞서 ‘역사의 시간’ 너머의 시간성을 탐색하고자 한 

과정임을 보이고자 한다. 본고는 그 수행적 과정을 강조하고자 ‘성천-쓰기’

라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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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방가르드적 실천으로서의 ‘예술가-되기’

2.1. ‘이상’이라는 예술가 주체의 창조

 이상이 공식적으로 창작 활동을 한 시기는 1930년에서 1937년까지 약 8

년으로, 긴 시기는 아니지만 작품 경향에 따라 창작 시기는 크게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누어져 논의되어왔다. ① 조선에 첫 소설 ｢12월 12일｣을 연재

하고 조선과건축에 일문시들을 창작한 초기(1930-2), ② 이후 본격적으

로 문단에서 활동을 한 시기로, 정지용이 주관한 카톨닉청년에 한글시를 

싣고 이태준이 학예문예부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 연작 등

을 연재한 중기(1933-4), ③ 마지막으로 성천 기행을 바탕으로 쓴 성천 기

행문이나 한글 소설과 같이 산문을 위주로 쓴 후기가 그것이다(1935-7). 이

때 초, 중기의 시적 경향에서 후기에 나타난 서사적 경향으로의 변모에 대

해서는 의미가 주목되어 온 반면,79) 초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문

단 내에 이름을 알리고 교우 관계를 쌓으며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하게 되

었다는 정도 외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이행 

과정에 창작된 텍스트들은 이상 문학의 특수한 성격을 가리켜 보이는데, 결

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이는 ‘이상(李箱)’이라는 예술가 주체의 창조와 구성

이라는 작업과 관련된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상 텍스트의 주체를 이상이라 말할 때, 이

는 단순히 텍스트의 창작자를 특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이다. 텍스트의 주체에 대한 물음이 창작자의 신원에 대한 물음과 

구분되어야 한다면, 텍스트의 주체가 창작자와 동일시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주체와 창작자 사이의 간극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의 

물음이 텍스트에 선행하는, 그 배후의 존재로서 이 텍스트를 창작한 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해당한다면, 전자는 텍스트에 의해 산출되고 존립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가깝다. 전자가 여러 개인사와 사회적 지위나 지

표들로 환원되는 한 인격체를 겨냥한다면, 후자는 글쓰기라는 수행적 행위

79) 노태훈, ｢이상 문학에 나타난 서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33 -

에 의해 존립하는 주체, 다시 말해 글쓰기를 통해 구성되고 생성되는 주체

를 겨냥한다.80) 이렇게 본다면 이상을 텍스트의 주체로서 검토한다는 것은, 

‘이 텍스트를 쓴 자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 텍스트에 의해 쓰이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 문학의 생

성적 면모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구성해가는 수행을 실천했다는 점

에 있다.

 일찍이 이상 문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 주체의 여러 층위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81) 복잡한 논의이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80)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주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화자 개념과 구분된다. 화자
는 내면성 혹은 인격성을 지닌 것으로 상정되는 발화자로, 일반적으로 작가가 
의도하여 생산한 대리자로서 여겨져 왔다. 반면 주체 개념은 텍스트에 선행하는 
단일한 화자/작가 개념과 달리 텍스트에 후행하며 저자의 의도성을 초과하는 
(복수의) 목소리(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텍스트의 주체가 텍스트
에 후행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의해 수행적으로 생산되는 효과로서의 주체를 고
려한다는 의미이다. 오스틴이 분류한 발화 행위 중 언표수반적 행위는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행위가 수반되는 발화를 뜻한다. 텍스트의 주체 개념은 이러한 수
행적인 발화의 주체와 관련이 있다. 이 둘 모두 텍스트 외적인 무언가를 지시하
는 역할을 하는 발화/글쓰기가 아니라 발화/글쓰기를 함으로써 텍스트 외적인 
현실에 변화를 가하는 발화/글쓰기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오스틴의 
화용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고. (J. L. 오스틴, 말과 행위, 김영진 역, 서
광사, 1992.)   

81) 김윤식은 (A) ‘나’의 층위(서술적 자아), (B) ‘이상’의 층위(인간 김해경의 죽음 
충동을 글쓰기로 전환시킨 층위), (C) ‘김해경’의 층위(현실적 자기)와 같이 세 
층위로 구분한다. (김윤식, 이상문학텍스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67-111쪽) 이러한 층위 구분에 동조하며 신형철은 이상으로서의 글쓰기가 문학
인 ‘이상’을 구성해내는 ‘되기’의 실천철학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한
다. “이상의 가장 독창적인 전략은 다름 아니라 이상의 ‘발명’, 즉 자연인 김해
경에서 문학인 이상으로의 탈출이다. 그가 ‘이상’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가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도모했다는 것
이 중요하다. 텍스트에 ‘이상’이라는 이름을 노출시키면서 그가 겨냥했던 것은 
그 조각조각 나누어진 텍스트(text)들을 모아서 말 그대로 하나의 직물(texture)
을 짜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상’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 ‘이상’이라는 ‘삶’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신형철(2002), 293쪽.) 신형철은 이를 실존을 예술작품으
로 만들어 간다는 보들레르의 모더니티 주체론과 연결시킨다. 본고는 이러한 논
의를 중요하게 참조하되 ‘이상’으로의 생성에 관여한 계기들을 ‘생활’에 대한 갈
등이나 ‘백부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국한시키지 않고자 했다는 점, 나아가 이러
한 예술가-되기의 작업을 이상 텍스트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공동 실천의 차원
으로 확장시키고 모더니티가 아닌 아방가르드적 실천으로 새롭게 배치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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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문학에 산재하는 ‘나’ 혹은 ‘이상’이라는 

기표는 자연인 김해경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의식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물

론 문학 작품에 있어서 ‘실제의 나’와 문학적으로 ‘허구화된(혹은 구성된) 

나’ 사이의 거리라는 문제는 이상 문학에만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하지만 이상 문학은 문학 텍스트 바깥(‘삶’의 층위)과 문학 텍스트 내부

의 경계를 허무는 지점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히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고안한 ‘이상’이라

는 삶으로 견인하며 이를 글쓰기를 통해 실천했다는 사실, 요컨대 텍스트 

쓰기를 삶 쓰기의 과정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

상’으로서 글쓰기를 한다는 것, 즉 이상으로서의 예술가적 자의식은 이상 

문학의 능동적 성격을 드러내는 한 지점이 된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해경은 이상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작품

에 ‘이상’이라는 이름을 직접 등장시키거나 자신으로 추정될 만한 인물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독자로 하여금 이상이라는 사람과 그의 문학 사

이의 거리를 좁혀 그의 문학을 독해하도록 만든다. 특히 소설에서 이상이라

는 존재를 환기하는 지표들을 의도적으로 기입하는 전략은 그의 소설에 대

한 사소설적인 독법을 허용해왔다.82) 그런데 사소설적인 독법이 빠질 수 있

는 함정은 작품을 작가 자신의 삶의 반영물로 독해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

로 삼는다는 데 있다. 이는 실제의 삶과 문학의 거리를 전제하게 되며, 자

칫하면 실제의 삶은 문학에 재현된 삶의 원본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독법으로는 이상 문학에 재차 등장하는 ‘나’가 자연인 김해경으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의 ‘나’란 텍스트를 통해 구성되어나가

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긴요한 질

문은 왜 자신을 서사화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미적 효과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83) 특히 이상의 경우 ‘이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텍스트를 생

다는 점 등에서 해당 연구의 관점과 차별화된다.
82) 예컨대 ｢12월 12일｣에서 ‘업’과 ‘M’의 관계에 이상과 백부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다거나 후기 소설의 비틀어진 연애담 형식에서는 이상과 금홍의 연애사가 투
영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그러하다.

83) 방민호는 이러한 사소설적 지표가 갖는 미학적 의미를 당대 정치적 조건 하에
서 살펴본 바 있다. 요컨대 30년대 말 이태준, 박태원, 이상 등에 의해 창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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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주체 즉 어떤 단일한 인격을 지닌 선험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텍스트에 

의해 구성되어간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84) 이러한 사실은 텍스트를 통해 

생성되고 구축되는 이상 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준다. 

 김해경의 주요 자전적 사실을 간략히 요약해보자. 그는 1910년 9월 23일 

태어나 3세 이후 백부집에서 성장하여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해 총독부 

기수가 되었고, 폐결핵에 걸려 병을 앓았으며 1937년 4월 17일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상(李箱)’이라는 필명이 처음 기록으로 발

견된 것은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기념 사진첩에서인데, 그는 “보고도 모르

는 것을 폭로시켜라. 그것은 발명보다도 발견!”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 필명

을 남겼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상은 미술에 재능이 있었으며 경성고공 시절

부터 노트에 다수의 시를 창작하고 교내 잡지 난파선을 만들고 시를 발

표했다고 하니, 그의 예술가적 자의식은 이 무렵 싹텄다고 할 수 있다. 그

가 정식으로 지면에 글을 발표한 것은 1930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선에 

연재된 소설 ｢12월 12일｣부터다. 이는 이상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다. ｢
12월 12일｣ 4회 연재분에는 작가의 말과 유사한 형식의 메모가 삽입되었는

사소설의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핍진하게 재현하는 데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은밀한 저항을 텍스트 저층에 숨겨놓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사소설적 경향의 작품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도 작가와 자전적 인물의 동일성보
다 작가가 자전적 인물을 그리면서도 왜 불일치하는 지점을 표시했는지, 또한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방민호, 일제말기 한
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53~63쪽.) 

84) 이 맥락에서 이상 문학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인공성’ 혹은 ‘위조’의 방법론은 
자기 생성의 미학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잠정적 가설을 제기해볼 수 있다. 김혜
진의 연구(2017)는 이상 문학에서 텍스트를 통해 형성되고 구성되는 ‘나’의 문
제를 가장성이라는 키워드로 독해한다. 이때 이상 문학의 주체는 “위장”하고 
“가장”하는 주체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극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본
고와 상통한다. 하지만 김혜진은 이상 문학에서 ‘나’란 철저히 기표 수준에 머무
르는 것이며 그러한 연극성이 ‘나’라고 하는 진정성과 배치된다고 단언한다. 따
라서 텍스트 분석에서 경험적 자아로서 김해경에 관한 논의는 의도적으로 배제
된다. 그런데 본고는 그러한 연극성 자체가 주어진 삶의 형식과 분투하며 ‘나’를 
창조하고 구성해나가는 작업에서 기인했다고 보기에 김해경으로서의 이상의 자
전적 사실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창작 과정 중에서 특히 
‘이상’으로서의 글쓰기가 의도적으로 실험된 시기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
다. 이와 같이 ‘자기 생성’의 미학은 순수하게 기표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실
질적인 창작 주체와 텍스트가 교호하는 차원의 논의에 기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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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메모의 말미에 ‘-一九三○, 四, 二十六, 義州通工事場-(李○)’이라 

적혀 있는 데서도 김해경이 아닌 ‘작가 이상’으로서의 자의식을 엿볼 수 있

다.85)

 이상이 지면에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31년 조선과 건축
에 발표한 일문시들로, 이 시들은 김해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다. 그리고 

그는 1932년 7월에 같은 잡지에 ｢건축무한육면각체｣ 연작을 발표하게 되는

데, 이 시기부터는 이상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된다. 32년에 발표된 소설 

｢지도의 암실｣(필명 比久), ｢휴업과 사정｣(필명 甫山)을 제외하면 이 시기

를 포함한 이후 작품들은 필명 이상으로 발표된다. 이때 ｢지도의 암실｣에는 

‘리상’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과 ｢휴업과 사정｣은 ｢지도의 암실｣과 유

사한 인물군이 등장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시기 무렵 ‘이상’으로서의 

글쓰기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듯싶다.

 이상이 문단에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전에 해당하는 이 시기(앞서 

초기라 명명한 시기)는 ‘조선총독부 기사 시대’라 명명된 바 있다. 이 시기

는 이상이 1929년 3월에 졸업 후 조선총독부 기사가 되고 1933년 3월에 

총독부 기사직을 그만둘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상은 이 4년간의 

시기를 청산하고 조선 문단에 등장하며 본격적인 문학의 길로 나아간 것으

로 평가된다. 방민호에 따르면 이상의 조선총독부 시대에 이상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백부 김연필의 사망(1932.5.9.)

으로, 이 사건은 이상으로 하여금 예술가의 길이 아닌 총독부 하급 기술자

의 길을 택하도록 만든 백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된다.86) 

85) 이 메모는 ｢12월 12일｣의 주요 줄거리의 흐름과의 연관성 없이 불쑥 삽입된 
‘작가의 말’처럼 보인다. 이 메모에는 “펜은 나의 최후의 칼이다”라는 문장이 기
록되어 있는데, 이 경구 형식의 문장을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선언으로 읽는다
면 이 메모가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것은 자연스럽다. 전매국 공사 현장에
서 김해경은 ‘이상’의 글쓰기로서 현실과 맞서고자 했던 것이다.  

86) 방민호, ｢이상과 고흐｣, 이상리뷰 14, 2018, 111쪽. 일반적으로 이상이 총독
부 기사직을 사임하게 된 이유로 꼽히는 것 또한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 때문이
지만, 방민호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여러 텍스트들은 이상이 고
투하고 있었던 문제가 개인적인 병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백부의 압
제로 표현되는 “가족”적 현실과 총독부의 유니폼으로 표상되는 “민족”적 현실이
라는 ‘대타자’를 처리하는 문제”였음을 지시한다. (같은 글,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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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것은 이상이 이 시기 폐결핵에 결렸다는 

사실이다.87) 두 사건은 이상이 총독부 기사를 그만두게 되는 데 영향을 미

친다. 이 사실을 참고하며 초기에서 중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텍스트들을 살

펴보도록 하자.

천칭우에서 삼십년동안이나 살아온사람 (엇던과학자) 삼십만개나넘는 별을 

다헤여놓고만 사람 (역시) 인간칠십 아니이십사년동안이나 뻔뻔히살아온 사

람(나)

나는 그날 나의자서전에 자필의부고를 삽입하엿다 이후나의육신은그런고향

에는있지않았다 나는 자신나의시가 차압당하는꼴을 목도하기는 차마 어려웠

기 때문에. 

- ｢一九三三, 六, 一｣88)-

 한 연구가 이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89) ｢1933, 6, 1｣이라는 시는 

‘이상’의 탄생을 보여주는 텍스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90) 이 

시의 제목이 가리키는 날짜는 “자서전”에 삽입한 “자필의부고”를 가리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김해경’의 죽음은 “나의시가 차압당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기에 시를 쓰는 예술가로서 ‘이상’의 탄생일로 읽힌다.  

 전술했듯 필명 사용 시기로 보아 1932~33년은 ‘김해경’으로 표상되는 삶

에서 탈주해 ‘이상’으로서의 예술가적 자의식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를 뒷

받침해주는 것은 이 시기 쓰인 텍스트들이 지난 삶으로부터의 청산(이는 

‘죽음’으로 선언된다)과 새로운 삶으로의 생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환의 계기를 가족사적인 문제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87) 문종혁의 증언에 의하면 1930년, 한국 나이로 21살에 이상이 첫 각혈을 한 것
으로 전해진다. 관련 회고는 각주 94 참고.

88) 가톨닉靑年, 1933.7.(신범순 편, 이상시전집: 꽃속에 꽃을 피우다1, 나녹, 
2017, 334쪽-이하 시전집으로 표기)

89) 신형철, 앞의 글(2002).
90) 다른 관점에서 권희철은 ｢지도의 암실｣(1932.3)을 문학인으로서의 ‘이상’이 창

조된 기점으로 꼽는다. (권희철, ｢1920-30년대 시에서의 ‘죽음’의 문제｣,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정확한 기점을 논하는 일은 보다 고려가 필요하겠
지만, 1932년에서 1933년에 이르는 시기의 텍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이상의 창조
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은 합의가 어렵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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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나의자서전에 자필의부고를 삽입”함으로써 이상이 생성된 것이라

면, 이상이 결별하고자 한 ‘자서전’의 내용이란 무엇일까? 위 시에서 언급되

는 세 종류의 사람은 이상의 지난 삶을 요약해준다. 천칭 위에서 삼십 년 

동안 살아온 어떤 과학자, 삽십만 개나 넘는 별을 센 사람은 사물을 측량하

고 수량화하는 과학적 논리를 표상하는 존재다(이 두 존재의 동일성은 ‘(역

시)’라는 문구로도 확보된다). 이상은 이 두 사람 뒤에 “뻔뻔히살아온” 사람

인 “나”를 병치시키며 두 존재와 “나”를 동일선 상에 놓는다. 이상은 경성

고공 건축과를 다니며 수학과 과학 지식을 익히고, 졸업 후 1929년에 총독

부 건축과 기수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1930년 4월에서 7월에 걸쳐 의주

통 전매국 건축 공사일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적 인식론의 지

적 토대가 되는 그러한 지식에 종사해온 자신의 삶을 “뻔뻔”한 삶이라 자평

하고 이에 대한 종결을 ‘부고’로써 선언한 것이다.

 위 시보다 한 해 앞서 쓰인 산문 ｢얼마안되는변해｣(1932.11.6.)에는 이러

한 ‘뻔뻔’한 삶과 종결하고자 하는 결심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이 기록되

어 있다. ｢얼마 안되는 변해｣는 전매국 공사에 참여했던 당시 “배선공사의 

｢1년｣을 보고”하고자 한다며 시작된다. ｢1933, 6, 1｣과 마찬가지로 지난 삶

을 되돌아보며 그로부터 결별하고자 하는 의식이 나타나는 한편 새로운 삶

의 “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공통된 형식을 띠고 있다. 이를 ‘부고(訃告)의 

선언과 생성으로의 전환’이라는 구도라 명명해보자. 

지식의 첨예각도 0〬 를 나타내는 그 커다란 건조물은 준공되었다. 최하급 기

술자에 속하는 그는 공손히 그 낙성식장에 참예하였다. 그리고 신의 두팔의 

유골을 든 사제한테 최경례하였다.

줄지어 늘어선 유니폼 속에서 그는 줄줄 눈물을 흘렸다. 비애와 고독으로 안

절부절 못하면서 그는 그 건조물의 계단을 달음질쳐 내려갔다. 거기는 훤하

게 트인 황폐한 묘지였다. 한 개의 새로 판 구덩이 속에 자기의 구각을 드

러눕힌 그는 산하나의 묘를 일부러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관통의 벽면에 설비된 조금 밖에 안 되는 여백을 이용해서 그는 시체가 되

어가지고 운명의 미분된 차를 운산하고 있었다.

해답은 어디까지나 그의 기독교적 순사의 공로를 주장하였다.

그는 비로소 묘지의 지위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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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시간과 공간과는 그에게 하등의 좌표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현존과 현재 뿐만으로 된 혹종의 생활을 제작

하였다. 새로운 감정표준에 따라서 그는 신선한 요술을 시작하기까지-

-｢얼마 안되는 辨解(혹은 一年이라는 題目)-몇 舊友에게 보내는-｣ 일부91)-
 

 이 글은 이상의 구체적인 경험이 중심 일화로 제시된 유고 작품으로 흔히 

수필로 분류되는 작품이지만, 상징성과 환상성이 강한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어 사실적인 산문이라 하기는 어렵다. 여러 장면들 중 특히 위 인용된 장

면은 전매국 낙성식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러한 특성이 뚜렷

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이상은 전매국 건물의 건축 과정에 활용된 지식들을 

건물의 위용과 대비시키며 ‘지식의 첨예각도 0’〬’(156쪽)92)라 표현한다. 각도

는 0’〬인 지식이 지상에 수직으로 건축물을 세운다는 이 표현에는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고 무결한 것으로 여겨졌던 과학적 지식들이 식민통치 기관의 

권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아이러니적 인식이 담겨 있다. 이 산문

에 나타난 ‘부고’와 ‘생성’의 구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부고’ 즉 죽음의 

연출이 지닌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논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얼마안되는 변해｣의 ‘커다란 건조물’은 일제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그 자체로 제국의 위용을 가

시화한다. 제국의 식민통치를 근대 도시 건축(물)과 연관시키는 것은 다른 

텍스트에서도 확인된다. ｢얼마 안되는 변해｣가 쓰인 같은 해, 4개월 정도 

앞선 시기(1932.7.)에 발표된 ｢건축무한육면각체｣ 연작 또한 ‘건축’이라는 

91) ｢얼마 안되는 辨解(혹은 一年이라는 題目)-몇 舊友에게 보내는-｣, 현대문학
, 1960.11.(시전집, 156-158쪽. 이하 이 작품 인용은 쪽수만 병기)

92) 신범순은 이 어구가 포함된 앞부분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전매청 
건물 낙성식장의 풍경은 과거 역사의 산물인 종교와 근대적 지식과 기술의 결합
체를 보여준다. 지식의 0’〬라는 냉각된 정신과 기술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낙성식
은 종교적 의례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의례의 선두에는 ‘신의 두 팔의 유골’
을 든 사제가 있고, 식장의 맨끝에는 최하급 기술자인 ‘그’(이상 자신을 가리키
는)가 있다. 이상은 이 부분에서 인류의 과거를 지배해온 종교와 근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미묘한 동맹관계와 공존관계를 짧고도 강렬한 이미지로 제시한 
것이다.” (시전집, 156쪽) 이러한 해석은 이상의 문학이 식민 권력에 대한 비
판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비판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밝힌다. 



- 40 -

표제를 달고 있는데, 이 연작에서도 식민통치 혹은 근대 문명에 대한 사유

는 근대 도시나 근대적 건축물과 같이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십이년｣은 이상 자신의 지나온 삶에 식민 통치 기

간 전체를 겹쳐 놓고 있는 작품으로 주목을 요한다.

전후좌우를제(除)한유일한흔적이있어서

익단불서(翼段不逝) 목대불도(目大不覩)

반왜소형(胖矮小形)의신의안전(眼前)에내가낙상(落傷)한고사(故事)가있어서

(장부(臟腑) 그것은침수(浸水)한축사(畜舍)와다를것인가)

-｢이십이년(二十二年)｣93)-

 ｢건축무한육면각체｣가 1932년에 발표되었으니 이를 기준으로 삼을 때 ‘22

년’이라는 햇수는 이상이 살아온 햇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후좌우를제”하

여 “익단불서 목대불도”, 즉 날개가 절단되어 날지 못하게 된 것, “반왜소형

의신의안전에내가낙상한” 것, 변형된 사각형 기호, “침수된축사” 등의 기호

와 구절들이 22년간의 “나”의 삶 혹은 식민 통치 기간을 요약한다고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는 앞선 텍스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나온 삶

을 회고하고 이와 단절하려는 구도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22년이 이상 개인

의 삶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식민화된 역사의 햇수로 읽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은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다른 텍스트들을 통해서도 검증된다. ｢건축무한

육면각체｣가 연작 형식임에 유의해보면 ｢이십이년｣은 전후에 배치된 텍스트

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독해되어야 하는데, ｢열하약도｣, ｢출판법｣ 등과 같

이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건들을 기입한 텍스트들과 ｢진

단 0:1｣, ｢이십이년｣과 같이 개인적인 생애를 모티프로 삼은 텍스트들이 함

93) 임종국 편, 李箱全集, 1956.(시전집, 303-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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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배치된 ｢건축무한육면각체｣의 구성은 후자의 계열의 시편들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읽히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십이년｣은 이 시기 텍

스트들에 나타난 지나온 삶에 대한 진단과 단절, 즉 ‘부고’의 선언이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겹쳐 있음을 일러준다.

 이 시기 의주통공사장에서 쓰였다고 기록된 또 다른 산문인 ｢병상 이후｣
에서 이상은 “수개월-그는 극도의 절망 속에 살아 왔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면 그는 ‘죽어왔다’는 것이 더 적확하겠다)”고 쓰는데, 이러한 대목

에서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시기의 절망감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문종

혁의 증언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이상은 첫 각혈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매

국 공사장에서 일하며 자신의 예술적 꿈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상의 

절망감은 각혈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94) 이러한 정황을 가늠케 해

주는 텍스트인 ｢병상 이후｣에서는 병상의 체험이 세밀하게 기록된 한편, 앞

선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하

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① 몽롱히 떠올라오는 그동안 수개월의 기억이 (더욱이) 그를 다시 몽현왕

래의 혼수상태로 이끌었다. 그 난의식 가운데서도 그는 동요가 왔다. -이것

을 나는 근본적인 줄만 알았다. 그때에 나는 과연 한때의 참혹한 걸인이었

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거짓을 버리고 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었

다-나는 이렇게만 믿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에 있어서는 근본적은 아니었

94) 문종혁의 다음의 회고를 참고해보자. “상은 이때(1930년-인용자 표시)를 전후
해서 고민을 했다. 그는 후일 사랑의 배반, 사랑의 패배를 당하고도 그는 마음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예술에의 세계에서는 그는 유별나게 
마음의 아픔을 부각했다. 두 친구(구본웅, 문종혁을 가리킴-인용자 표시)가 동경
에 가서 나날이 쭉쭉 뻗어나가고 값진 삶을 살고 있는데 상만이 외롭게 총독부
의 값없는 기사들 속에 끼어 청사진 속에 묻혀서 무위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을 몹시 마음 아파했다. (중략) “혁! 내가 안 보이나? 패배한 내 이 슬픈 모습이 
안 보이나? 나만이 이 구질구질한 건축기사들 속에서 고사리처럼 끼워서 질식해 
죽어가는구나! 혁! 내가 안 보이나? 피곤한 자는 쓰러지는구나! 나는 부처님의 
옷자락을 잡고 슬피 울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이해 여름 그의 지병의 
처음 화살에 맞았다. 나는 이것을 그의 첫 번째 각혈로 안다.”(문종혁, ｢심심산
천에 묻어주오｣, 김유중·김주현 엮음,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104쪽) 물론 이러한 자전적 사실들을 확인하는 데 만족해선 안 되며, 이 
사실들이 이상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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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으로만 살아나가는 가엾은 한 곤충의 내적 파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

을 나는 발견하였다. 나는 또한 나로서도 또 나의 주위의-모든 것에 대한 

굉장한 무엇을 분명히 창작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모양인지 무엇인지 등은 

도무지 기억할 길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병상 이후｣ 일부95)-

 ② 그의 아픈 몸과 함께 그의 마음도 차츰차츰 아파 들어왔다. 그는 더 참

을 수는 없었다. 원고지 틈에 낑기어 있는 3030용지를 꺼내어 한두자 쓰기

를 시작하였다. “그렇다 나는 확실히 거짓에 살아왔다-그때에 나는 체험을 

반려한 무서운 동요가 왔다.-이것을 나는 근본적인 줄만 알았다. 그때에 나

는 과연 한때의 참혹한 걸인이었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거짓을 버리고 참에

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나는 이렇게만 믿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에 있어서는 근본적은 아니었다. 감정으로만 살아나가는 가엾은 한 곤충

의 내적 파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나는 또한 나로서도 

또 나의 주의의 모-든 것에게 대하여서도, 차라리 여지껏 이상의 거짓에서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운운” 이러한 문구를 늘어놓는 동안에 그는 또

한 몇줄의 짧은 시를 쓴 것도 기억할 수도 있었다. 펜이 무료히 종이 위를 

활주하는 동안에 그의 의식은 차츰차츰 몽롱하여 들어갔다.(143쪽)

 

 위의 대목에서 이상은 지난 수개월의 시간, 즉 전매국 공사 현장에서 근무

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 시기의 자신을 “참혹한 걸인”이자 “거짓”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규정한다. 예술에 매진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삶을 구속해

온 권력과 제도, 지식(‘총독부 기사’로서 표상되는 삶)에 대한 회의는 “거

짓”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허나 이상에게 예술적 꿈을 지속하는 

일은 한 번의 결심이나 의지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진실’된 삶은 도달

할 수 있는 고정점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부단히 접근 중인 과제로서 존재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참다운 삶에 대한 선언은 곧 “그러나, 그것도 사실에 

있어서는 근본적은 아니었다”, “차라리 여지껏 이상의 거짓에서 살지 아니

하면 아니 되었다.”는 회의로 번복된다. 절망과 예술에의 헌신(즉 창조 의

지) 사이를 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의 심리는 ‘이상’으로서의 삶을 반복

95) 청색지 5집, 1939.5. (김주현 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3, 소명출판, 
2009, 142쪽.-이하 전집3으로 표기, 이하 이 작품 인용은 쪽수만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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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형식화되어 나타난 것이다.96) 

 특히 ｢병상 이후｣의 ①, ②는 이러한 구도가 반복적 쓰기의 형식으로 나타

난다는 것을 메타적인 형식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

다. ①에서 이상은 자신을 ‘그’라 칭하며 ‘그’가 지난 수개월 간 느낀 절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기록하는데(이 기록물을 A라고 해보자), ②에서는 

A와 거의 같은 내용의 A′를 원고지에 쓰는 ‘그’의 모습이 서사화 된다. A

만 보았을 때 이는 사적인 기록물에 지나지 않아 보이며, 물론 ‘그’라는 대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거리를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A의 주체는 몇 가지 

자전적 표지들로 유추되는 ‘김해경’이라는 인격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데 이 인격체의 글쓰기를 메타화해서 다시 쓰는 ②의 주체는 사적인 기록물

(A)을 변형하고 다듬어서 예술 작품(A′)으로 만드는 예술가 이상이다. 요

컨대 A에서 A′로의 변환은 글쓰기를 통해 생성되는 주체의 면모를 보여주

는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시 위의 ｢얼마안되는 변해｣로 돌아가 보자. 이상이 이 건

축 현장에서 기술자로 참여했던 자신을 ‘그’라 표현하며, “그”가 낙성식장으

로부터 탈주해 “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음을 수행하도록 한다(157쪽). 이 

구덩이 혹은 묘지는 ‘건조물’과 대비되는 의미망에 놓이며 체제 바깥의 장

소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요컨대 이 장면은 단순히 죽음 충동의 소산이라 

보기 어려워진다. 이 죽음은 탈주적인 죽음이라 할 만한 것인데, 전매청 공

사장에서 일하며 거짓된 삶을 살았던 김해경으로부터의 탈주이며 근대적 지

식 체계로 세워진 식민 권력으로부터의 탈주하려는 시도라 말할 수 있겠다. 

나아가 여기서 그가 “기독교적 순사”(157쪽)라고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죽음

은 ‘부활’의 의미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 즉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될 에너

지로 충전되어 있다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실에 주어진 어떤 좌표

에도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혹종의 생활을 제작”하는 것, 다르게 말해 

“새로운 감정표준에 따라” “신선한 요술을 시작”하는 것은 ‘이상’이라는 삶

96) 이상 문학에서 생성적인 주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 쓰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니체에 따르면 예술가적 주체(단순히 직업적인 예술가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자 한다.)는 부단한 창조의 작업 
즉 반복적인 생성(타자-되기)으로서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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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생성에 대한 선언으로 읽힌다(158쪽).

 여기서 이러한 새로운 삶에의 생성이 죽음의 장면을 동반한다는 점에 주목

해보자. 이상 문학에서 ‘죽음’의 의미는 단일한 의미로 정리하기 어려울 만

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왔다.97) 주지하

듯 이상 문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죽음 충동의 표현으

로 읽히는 구절들인데, 이는 일차적으로 이상의 병력에 근거해 생물학적 죽

음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상 문학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생물학적 죽음만으로 소급될 수는 없다.98) 

특히 이상 텍스트에서 ‘무덤’이라는 공간은 죽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끔 하는 공간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99) 예컨대 ｢얼마안되는변해｣에서는 ‘삶을 위협해오는 죽음’과 

97) 개중 본고의 논의에 참고가 된 것은 윤영실의 글(2009)이다. 윤영실은 “｢종생
기｣ 이전에도 이미, 이상의 텍스트들에 각혈, 자살충동 등 ‘죽음’과 연관된 주제
가 심연처럼 가로놓여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바다. 이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 이
상 문학은 많은 경우, 죽음의 공포와 이로부터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방식으로서
의 글쓰기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전제는 다시, 삶과 문학의 이원론, 삶의 절
망과 허무주의, 이로 인한 글쓰기 공간과 자의식 공간으로의 유폐라는 해석과 
맞닿게 된다. 사실 이상 텍스트의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자
살충동’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듯하다”고 하지만, 기실 이상 문학에서는 죽음조차 위장된 포즈로 나타나는 경
우가 많으며, 특히 ｢종생기｣의 경우 “삶과 죽음을 긍정하는 운명애로서의 글쓰
기”라는 특성을 드러내 보인다.(147-148쪽.) 이러한 논의는 이상 문학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부정적으로만 논해지던 것을 재고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유
의해야 할 점은 텍스트별로 죽음의 의미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긍정/부
정의 틀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며 논의가 진행될 필요
가 있다.

98) 권희철은 앞의 글(2014)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며 이상 문학의 과제가 “죽
음의 풍경”으로부터 “죽음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때의 두 죽음은 서로 의미가 구별된다. 전자가 “생명의 
열기를 잃고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이라면, 후자는 “평면적 삶을 넘어서
는 뜨거운 생성의 파동”을 가능케 하는 죽음이다.(204쪽) 

99) 니체는 죽음의 창조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자기 조형과 생성 과정은 이전의 삶
을 종결하려는 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들뢰즈는 죽음 충동에 대해 보
다 자세히 논의하는데, 그는 프로이트가 정식화한 죽음 충동의 의미를 비판하며 
“죽음은 물질적 모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면 죽음본능을 가면이나 가장
복들에 대한 정신적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복이란 자신을 
구성해가는 가운데 스스로 위장하는 것 스스로 위장함으로써만 자신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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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구분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제시되며, 무엇

보다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텍스트이다. ｢얼마안되는 변해｣가 

시작하는 부분에 제시된 죽음, “아니 그는 그의 문간 앞에서 외출을 떨고 

있다. 여전히 그를 막고 있는 여러 겹의 수문을 앞에 두고 그에게 있어서 

그만큼 무력한 그는 없었다. (중략)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군중인양 싶으다. 

그는 드디어 방안이 가득하도록 복수되었지만 어느 힘의 삼투를 허락하지 

않았다.”(150-151쪽)에서의 죽음은 방안에 홀로 존재하는 ‘그’와 대비되는 

‘군중’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여기서의 죽음은 불가항력적으로 그의 삶을 물

밀듯 위협해오는 죽음이다. 그런데 다음 대목에서 이상은 이와 같이 쓴다. 

(총독부 기사로 근무하며 배선 공사에 참여했던) “무의미한 일년”은 고통스

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상으로 하여금 “‘죽어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무

엇”이 바로 “시이외의 무엇에서도 있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한 시간

이었다(152쪽). 이 창조에의 의지가 죽음의 의미를 상승시켜서, 이상은 “그

의 에스프리는 낙서할 수 있는 비좁은 벽면을 관통 속에 설계하는 것을 승

인했다.”(153쪽)고 쓸 수 있게 된다. 이 ‘관통’은 건축현장으로부터 탈주해 

들어가는 “묘지”(157쪽)이며, 이 관통은 “그와 동시에 차실은 삽시에 관통

의 내부로 화하고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벽면의 여백에 고대미개인의 낙서

의 흔적이 남아 있다.”(161쪽)며 전개되는 환상 안에서의 ‘관통’으로 변주된

다. 관통은 죽음의 장소이면서 글쓰기의 장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얼마안되는 변해｣에 나타난 ‘관통’이라는 공간은 지난 삶을 종결하고 글쓰

기를 통한 새로운 삶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은유로 기능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한 바, ‘이상’이라는 주체의 형성은 자신의 삶을 조형

어떤 것이다. 반복은 가면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면 저 가면으로 옮
겨 가면서 자신을 형성한다. 마치 하나의 특이점에서 다른 특이점으로, 하나의 
특권적 순간에서 다른 특권적 순간으로 이행하듯이 자리를 옮겨 가면서, 변이형
들과 더불어 그리고 변이형들 안에서 자신을 형성한다.”(질 들뢰즈, 차이와 반
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60쪽)고 쓴다. 이 논의는 이상의 반복되는 죽음 
충동을 단순히 (생물학적) 자살에의 욕망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가면을 쓰는 
유희와 생성에의 욕망으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얼마안되는 변해｣에서 이
상이 자신을 ‘그’로 분신화하며 전매국 공사 현장으로부터 탈주하는 연극적 상황
을 서사화하는 것(“이것은 그라는 풋내기의 최후의 연기이다.”)은 ｢얼마안되는 
변해｣에 나타난 ‘죽음’의 유희와 창조적 성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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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성해나가는 예술가 주체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이상

으로서의 자의식을 좁은 의미의 예술가적 자의식에 국한시켜 이해할 수 없

도록 하는 단서가 된다. 일반적으로 예술가적 자의식은 예술이 한 사회 안

에서 독립적인 규칙과 담론 체계를 갖추며 그 자체의 영역을 확보해간다는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가는 한 표지로 이해된다. 예술가는 

예술이라는 영역의 분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100) 흔히 모더니

즘 문학의 특성으로 논의되는 자기반영성 역시 이러한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토대를 전제로 한다. 자기반영성은 예술이 더 이상 그 외부의 영역에 기대

지 않고도 내적 논리에 의해 구축되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다. 한국 

문학의 경우 근대적인 문학 개념의 성립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을 확

보해가는 과정과 불가분했다. 예컨대 근대 문학 성립 초기 이론적으로나 작

품으로서나 주춧돌 역할을 했던 이광수는 ｢문학이란 하오｣에서 문학의 개념

에 대한 반성적 물음을 통해 문학 고유의 역할과 논리를 각인시키는 데 기

여했다.101)

 그런데 이상의 예술가적 자의식은 이와 같은 의미의 예술의 자율성과는 구

분되며, 차라리 삶과 예술의 거리를 급진적으로 좁히고 있다는 점에서 아방

가르드적 실천의 맥락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인다.102) 아방가르드란 삶으로

100) 페터 뷔르거, 아방가르드의 이론, 최성만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119-121쪽.

101) 간추려 요약하자면 인간 정신의 분화된 세 영역인 지(이성)/정(감정)/의(도
덕), 혹은 진/선/미 중 문학은 ‘정’, ‘미’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의미화된 것
이다. “정치, 도덕, 과학의 노예가 아니라 此等과 竝肩할 만한 도리어 일층 오인
에게 밀접한 관계가 有한 독립한 一現像”(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每日申報
, 1916.11.10.~23.)으로 문학은 그 자율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글
에서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천명뿐만 아니라 민족성의 계발 혹은 문명개조와 같
은 혹은 타율적 기능에 대한 신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문사와 수양｣과 
같은 글에서 예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광수가 
선언한 예술의 자율성이 타율성을 배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文士와 修養 
｣, 創造 8호, 1921.1.)

102) 이때 아방가르드는 초역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아방가르드 개념을 뜻
한다.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제도화된 예술의 자율성을 공격하며 삶을 예술과 일
치시키려는 급진적 기획이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미래파 등의 예술 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페터 뷔르거, 앞의 책(2013) 참고.) 
본고와는 다른 경로를 밟고 있지만 이상의 문학을 아방가르드 시학으로 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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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유리된 예술에 대한 반발로서 삶과 예술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전위적 

예술 운동이었다. 이상 문학의 주체가 특정한 정체성을 소유한 개인이 아니

라 반복적인 쓰기를 통해 구성되고 텍스트를 통해 존립하는 ‘이상’이라는 

점에서, 텍스트와 그 외부(작가/현실/삶)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상 

문학은 아방가르드적 기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 근대문학 초기의 예술관이 크게 “인생을 위한 예술”과 “예술

을 위한 예술” 즉 예술의 타율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신념과 예술의 자율성

에 대한 신념으로 분화되어 양립해왔다면,103) 이상이 보여준 것은 “예술로

서의 삶”의 창조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104) 

최현희의 논문도 있다. (최현희, ｢‘이상’의 아방가르드 시학｣, 인문논총 57, 
2007.) 최현희는 이상의 텍스트가 유기적인 작품 혹은 작가의 개념을 파괴하고 
퍼포먼스, 즉 사건으로서만 존재하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
을 지적한다. 

103)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는 ‘인생을 위한 예술’관이 예술의 공리성 즉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신뢰하는 관점이라 본다. 이광수는 자신의 예술을 “인생
을 위한 예술”로 주장하며 당대 데카당한 문학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타자화
한 바 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예술지상주의라는 프레임은 주로 동인지 작
가들에게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하며 씌워진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임노월과 같
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정작 동인지 작가들에게 예술지상주의는 자신들의 
경향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개별 작품들의 해석
이라는 층위에서 계몽주의/사회주의/예술지상주의와 같은 틀은 서로 뚜렷이 구
분되는 틀이라 볼 수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이광수가 ‘인생을 위한 예술’
을 표방하고 계몽주의 문학관을 펼친 것과 달리 정작 그 작품의 성격은 동인지 
문학과 대립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방민호는 “개
체성”, 손유경은 “내면”성으로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격을 짚어내며, 
동인지 문학 작가들과의 연속성을 암시한 바 있다. (방민호, 앞의 글(2012), 손
유경,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의 개인과 인류｣, 현대소설연구 46, 2011.)  즉 
본고가 사용하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두 층위에 걸쳐있다. 하나는 담론 
내부의 층위 즉 예술의 타율성에 대한 신념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자율성(이 
경우 예술지상주의/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말이 사용된 맥락과 일치한다)이며 
두 번째로는 다른 영역과 분화되며 형성된 예술 제도라는 자율적인 영역을 가리
키는 것으로서의 자율성이다. 후자는 담론 내부의 층위가 아니라 담론 자체를 
가리킨다. 이상의 문학이 보여준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의 예술의 자율성을 비껴
가지만, 아방가르드적 성격을 논할 때는 후자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104) 니체는 인간이 자신을 거듭 창조해나감으로써 그 존재가 미적으로 정당화된
다고 보았다.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 모든 요소에서 하나의 형식을 형성하는 
것-과제다! 항상 한 조각가의 과제! 생산적인 인간의 과제! 인식이 아니라 실행
과 모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된다!”(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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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삶과 세계는 미적 현상으로서만 정당화되기 때문이다”105)는 니체의 

말을 변형해 이상이 시도한 것이 미적인 삶의 창출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

서 미적인 삶, 다시 말해 예술로서의 삶이란 도덕 혹은 이성 능력으로서 존

재 의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생성의 힘에 압도되어 삶의 형식을 부단히 

창조해가는 한에서 정당화되는 실존을 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삶은 그 자

체가 예술 작품이라는 비유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때 특정한 전형성으로 환

원되거나 고정된 정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예술가 주체’의 

등장은 이상 문학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작업이 

다른 작가의 작품들에서 소설 속 특정 인물의 묘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면,106) 이상은 형상화의 방법이 아닌 그 자신이 텍스트를 통해 구성되어 간 

예술가 주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처럼 총독부 기사로서의 삶을 청산하

며 예술가 이상을 창조하는 것은 이상 문학이 초기에서 중기로의 분기가 되

는 사건이었다. 

초~1881년 봄)』, 최성환 역, 책세상, 2004,  472쪽) 한편 ‘예술로서의 삶’이라
는 표현은 전술한 신형철의 위 논문(2002)에서 사용된 것이기도 하다.

105) 비극의 탄생, 99쪽.
106) 방민호,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개체성의 인식과 표현｣, 구보학보 8, 2012. 

이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박태원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개체는 전대
의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소설에서 나타난 개체와 구별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심층적으로 파헤치치 못한 새로운 자아 또한 개체의 심연을 표현한 데”(54쪽) 
있다. 이러한 박태원의 작업과 이상의 작업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상은 텍스
트/삶의 경계를 무화하며 새로운 주체성을 몸소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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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인회와 이상, ‘예술가-되기’의 공동 실천

 ‘이상’으로서의 글쓰기가 본격화되는 중기, ‘예술가 이상’을 구축하는 작업

은 이상 자신의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게 된다. 초기에서 중기

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 중 하나는 이상이 당대 문인 

및 예술가들과 교우 관계를 맺게 된다는 데 있다. 본 절에서는 이상이라는 

존재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관여한 타자들 중에서도 구인회 예술가들의 텍

스트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전술했듯 이상이 작품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1930년이지만, 1933년에 총독부 기수직을 사임하고 배천온천에 가서 요양

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은 배천온천에서 금홍을 만나 함께 상경하여 다

방 <제비>를 차리게 개업하게 되는데, 제비 다방의 개업은 새로운 문학적 

모색을 위한 이상의 의지와 의욕을 보여준 사건이었다.107)

 이 시기 이상은 문단 내 인사들과 교우 관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문단 활

동을 하게 된다. 1933년에는 정지용이 주관한 카톨릭청년에 ｢꽃나무｣, ｢
거울｣ 등의 한글 시가 실리고 1934년 여름에는 박태원과 정지용의 도움을 

얻어 이태준이 문예부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에 ｢오감도｣ 연작이 실리

게 된다. 구인회가 창립된 것은 1933년인데,108) 창립 초기에 명단 변화를 

몇 차례를 겪고 난 후 이상이 가입하게 된다. 이상이 구인회에 참여하게 된 

명확한 시기는 1934년 9월에서 1935년 2월 13일 사이로 추정된다.109) 구

107) 이상과 절친했던 화가 문종혁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은 ｢라보엠｣에 나온 것과 
같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작업하는 공간을 꿈꾸며 제비다방을 개업했다.(문종혁, 
｢심심산천에 묻어주오｣, 김유중·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97-118쪽.) 신범순에 따르면 제비다방은 구인회 그룹이 조직되고, 전위적
인 활동을 하는 데 촉매 역할을 했다. (신범순, 이상의 무한정원 삼차각나비, 
현암사, 62쪽.) 

108) “순연한 연구적 입장에서 상호의 작품을 비판하며 다독다작을 목적으로” 창
립되었다는 기사(｢‘구인회창립’기사｣, 朝鮮日報, 1933.8.30.)에 따르면 구인회
는 1933년 8월 15일 창립되었다. 구인회 결성과 활동 과정,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김민정, ｢‘구인회’의 존립양상과 미적이데올로기의 상관성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109) 1934년 9월에 실린 글에서 회원 명단은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이효석, 유
치진, 이종명, 이무영, 박팔양, 박태원, 조벽암으로 적혀 있다. (S·K생, ｢최근 조
선 문단의 동향｣, 신조선, 1934.9) 이후 1935년 2월 13일 조선중앙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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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에 가입한 이후 이상은 1936년 3월 구인회 기관지 시와 소설을 발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10) 

 구인회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검토된 바이다. 그런데 흔히 

1930년대 문단을 대별하는 두 경향으로서 구인회가 카프와 대척적인 자리

에 놓이면서 구인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물어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의 문학적 구심력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설령 이들

의 전위성을 논할 때에도 구인회가 이념적으로 결집한 집단이 아니라거나 

공통성으로 묶이지 않는 독자적인 예술가들의 모임이라는 전제는 덜 의문시

되어, 어떤 공통성을 추출해내는 시도 자체 또한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미루

어졌다.111) 전술한 바 이들의 활동이 조직적이라거나 체계적이었다고 하기

는 어렵다. 또한 1936년 이상이 동경에서 김기림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인

회는 인간 최대의 태만에서 부침 중이오. 팔양이 탈회했오-잡지 이호는 흐

지부지요. 게을러서 다 틀려 먹을 것 같소”112)라고 한 데서 구인회의 활동

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관지 또한 1호를 낸 것으로 끝나게 된 것에 대한 

이상의 실망감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구인회라는 단체로 규합된 작가들 

혹은 이들 텍스트 간 관계에 주목해보면, 예술가 공동체로서의 이들의 활동

이 미미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 특히 이상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은 

실린 ｢조선신문예강좌-문예지망인의 절호한 기회!｣에서 이상이 강연자 명단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현순영은 이 시기 이미 이상은 회원이 되었을 것이라 추
정한다. 현순영에 따르면 처음에는 김유영이 이종명, 조용만과 함께 구인회 결성
을 발의하고 도모했으나 실질적으로 구인회를 주도하게 된 것은 이태준이었으
며, 이태준이 좌장이 되고 이상의 문학이 김기림에 의해 적극적으로 고평되며 
이상은 ‘이상의 구인회’를 기획하게 된다. (현순영, ｢이상과 구인회｣, 이상리뷰
13, 2017.)

110) “구인회에 가입해 놓고 크게 좋아하였고 창문사 주인 화가 구본웅의 원조로 
구인회 기관지 시와 소설을 발간하였다. 이상의 힘이었다.” 조용만, 울밑에 
선 봉선화야-남기고 싶은 이야기, 범양사, 1985, 139쪽.

11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구인회라는 예
술가 공동체의 사상적 지향을 니체주의적 지평에서 탐색한 연구(신범순, 조은주, 
김예리 등), 벤야민이나 니체의 사유에 기대어 예술가적 산책자로 개념화한 연
구(김정현(앞의 글)) 등은 구인회의 사상적 지향까지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구인회 멤버 중에서도 특히 정지용, 박태원, 김
기림, 이상 이 네 작가 간의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한다.

112) ｢私信(三)｣, 전집3, 254-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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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멤버들 중 정지용, 박태원, 김기림 등의 텍스트와 이상 텍스트 간의 

관계에 주목할 때 이들이 보여준 특수한 공동체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구인회에 씌워진 ‘비정

치적인 사교 집단’이라는 외양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예술가 공동

체’로서 구인회가 갖는 의미는 구인회에 대한 자신들의 직접적인 언술보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난다.

 ｢스쿨｣은 문인 자체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낡은 전설에서 대척되는 

지점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의미하며, 전설과 새 출발의 경계선을 의

미하는 점에서 유파는 자기 발전의 한 개의 표석이다. ｢마티스｣의 ｢포비즘｣, 

｢짜라｣의 ｢다다｣, ｢올딩튼｣ 등의 ｢이미지스트｣ 운동, ｢스포｣ 등의 ｢슈르리얼

리즘｣-이것들은 비평가가 반가워하고 현상이 편해질 뿐 아니라, 그들 자신

이 차라리 전통을 의미하지 않는 자기유파의 고유명사에 더 애착을 느낀

다.113)

 김기림은 여기서 예술의 유파 즉 예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자기 자신

의 ‘발견’과 ‘발전’과 동일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기림이 여기서 제

시하는 예술가 공동체는 당대 카프로 대변되는 정치적 집단과는 성격을 달

리하는데, 카프가 이념과 계급성이라는 공통성으로 뭉친 집단이었다면, 이 

예술가 공동체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과 “자기 발전”이 긴요하기 때

문이다. 식민지 시기 정치적 의제의 급박함으로 인해 문학에 있어서 전형이

나 보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구가 지연되어왔

던 사정을 고려해보면, 김기림이 예술가 공동체의 역할로 자기 발견과 발전

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때 이 자기 

발견과 발전의 열망은 이기주의적인 것과는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타

자(성)를 배제하는 이기주의적 자기 발전과 달리 여기서의 자기 발전은 공

동체 안에서 타자(성)와의 만남과 교류가 개입되는 자기 형성의 과정에 가

깝기 때문이다.114) 김기림이 구인회에 기대했던 바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113) 김기림, ｢｢서클｣을 선명히 하자｣, ｢朝鮮日報｣, 1933.1.4., (김기림전집3, 
231쪽)

114) 생성의 과정에는 타자(성)의 관여가 필수적이다. 자기를 창조해가는 삶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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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는 사회를, 특수한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공동체가 

아닌 개개인이 자신의 특수성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가 공

동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인회라는 예술가 공동체의 특징은 이와 같이 

개개인들의 특수성과 공통적인 것의 추구 내지 구축이라는 이중적 과제의 

공존에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의 텍스트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통된 모티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

시키고 작품화한다는 점이며,115) 다른 하나는 각자의 텍스트에 서로를 반복

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삶’이라는 과제를 공동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도록 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이 형성한 공

동체는 카프와 같이 공통적인 이념으로 규합된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 이

들 작품 경향을 하나의 틀로 일관되게 묶기 어렵고, 저마다의 문학적 특징

과 개성이 뚜렷하다는 데서도 구인회가 집단성이나 공통성보다 각자의 개성

이 더 중시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텍스트를 관통하는 

공통 모티프가 있어서, 이로부터 이들이 상호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주제 의

식을 추출해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인회 기관지 시와 소설

에 실린 작품들의 성격을 살펴보는 길이 빠르다. 1호 발간으로 끝난 구인

회 기관지 시와 소설에는 정지용의 ｢유선애상｣, 이상의 ｢가외가전｣, 김기

림의 ｢제야｣,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이 실린다. 

광화문 네거리에 눈이 오신다.

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타자란 미지의 것, 낯설고 새로워 
나의 개체성을 초과하고 심지어 파괴하며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게끔 하는 계
기로 이해해볼 수 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적의 
어린 평정 상태에서 모든 종류의 낯설고 새로운 것을 자기에게 다가오게 한다. 
(중략) 모든 문을 열어 개방하는 것, 온갖 사소한 사실 앞에서도 엎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물들 안으로-들어가고, 그-안에-뛰어들 준비가 되어있
는 것”이 곧 생성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80년 초~1881년 봄)』, 최
성환 역, 책세상, 138쪽.)

115) 예컨대 조은주는 박태원과 이상의 작품에서 ‘거울’이나 ‘수염’, ‘음악적 산보’ 
등의 모티프가 공유되면서도 각자의 텍스트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은주, ｢박태원과 이상의 문학적 공유점｣, 한국현대문학연구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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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겨진 중절모가 산고모가 ｢베레｣가 조바위가 사각모가 ｢샷포｣가

모자 모자 모자가 중대가리 고치머리가 흘러간다.

거지아히들이 감기의 위험을 열거한

노랑빛 독한 광고지를 군축호회와 함께 부리고 갔다.

(중략)

｢마스크｣를 걸고도 국민들은 감기가 무서워서

산소호흡기를 휴대하고 댕긴다.

언제부터 이 평온에 우리는 이다지 특대생처럼 익숙해 버렸을까?

영화의 역사가 이야기처럼 먼 어느 종족의 한쪼각 부스러기는

조고마한 추문에조차 쥐조차 비겁하다.

나의 외투는 어느새 껍질처럼 내 몸에 피어났구나.

크지도 적지도 않고 신기하게두 꼭맛는다.

-｢제야｣ 일부116)-

생김생김이 피아노보담 낫다.

얼마나 뛰어난 연미복 맵시냐.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우로 곤돌라인 듯

몰고들 다니길래 하도 딱하길래 하로 청해 왔다.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조 들었다.

열고 보니 허술히도 반음 키가 하나 남았더라.

줄창 연습을 시켜도 이건 철로판에서 벤 소리로구나.

무대로 내보낼 생각을 아예 아니했다.

애초 달랑거리는 버릇 때문에 궂은 날 막잡어부렸다.

함초롬 젖어 새초롬하기는새레 회회 떨어 다듬어 나선다.

대체 슬퍼하는 때는 언제길레

아장아장 팩팩거리기가 위주냐.

116) 김기림, ｢제야｣, 시와 소설, 1936.3.,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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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모조리 가느래지도록 슬픈 행렬에 끼어

아조 천연스레 굴든 게 옆으로 솔쳐나자 -

춘천 삼백 리 벼룻길을 냅다 뽑는데

그런 상장(喪章)을 두른 표정은 그만 하겠다고 꽥- 꽥-

몇 킬로 휘달리고 나서 거북처럼 흥분한다.

징징거리는 신경(神經) 방석 위에 소스듬 이대로 견딜 밖에.

쌍쌍이 날러오는 풍경들을 뺨으로 헤치며 

내처 살폿 꿈을 깨어 진저리를 쳤다.

어느 화원으로 꾀어내어 바늘로 찔렀더니만

그만 호접 같이 죽더라.

-｢유선애상｣117)-

훤조때문에마멸되는몸이다.모두소년이라고들그리는데노야인기색이많다.(중략)

나날이썩으면서가르치는지향으로기적히골목이뚤렸다.썩는것들이낙차나며골목

으로몰린다.골목안에는치사스러워보이는문이있다.문안에는금니가있다.금니안

에는추잡한혀가달린폐환이있다.오-오-.들어가면나오지못하는타잎깊이가장부

를닮는다.그우로짝바뀐구두가비철거린다.어느균이어느아랫배를앓게하는것이

다.질다. 

(중략)

여기있는것들은모두가그방대한방을쓸어생긴답답한쓰레기다. 낙뢰심한그방대

한방안에는어디로선가질식한비들기만한까마귀한마리가날아들어왔다. 그렇니

까강하든것들이역마잡듯픽픽쓰러지면서방은금시폭발할만큼정결하다. 반대로

여기있는것들은통요사이의 쓰레기다.

간다. 손자도탑재한객차가방을피하나보다. 속기를펴놓은상궤위에알뜰한접

시가있고접시위에삶은계란한개-포-크로터뜨린노른자위겨드랑에서난데없이부

화하는훈장형조류-푸드덕거리는바람에방안지가찢어지고빙원위에좌표잃은부

첩떼가난무한다. 궐련에피가묻고그날밤에유곽도탔다. 번식한고거즛천사들이

117) 정지용, ｢유선애상｣, 앞의 책,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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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가리고온대로건넌다. 그러나여기있는것들은뜨뜻해지면서한꺼번에들떠

든다. 방대한방은속으로곪아서벽지가가렵다. 쓰레기가막불ㅅ는다.

-｢가외가전｣118)-

 위의 세 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시 거리가 무대화된다

는 사실이다(광화문 네거리/아스팔트·벼룻길/거리 밖 거리(街外街)).119) ｢유

선애상｣이나 ｢가외가전｣보다 상대적으로 도시 거리의 풍경이 덜 변용되어 

있는 ｢제야｣를 먼저 검토하면 다른 두 텍스트들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제야｣에서 시적 화자는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이 쓴 모자로 포착한

다. “꾸겨진 중절모가 산고모가 ｢베레｣가 조바위가 사각모가 ｢샷포｣가 모자 

모자 모자가”와 같이 ‘~가’의 반복 구조를 통해 거리 위로 쏟아지는 사람들

의 행렬을 연상시킨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모자들을 썼지만 모두 모자를 

118) 이상, ｢가외가전｣, 앞의 책, 16-19쪽.
119) 신범순은 구인회 예술가들에 나타난 거리 모티프를 니체적 질주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니체가 “생성하는 존재이자 투쟁하는 존재인 신체는 이렇게 역사를 
가로질러 나아간다”(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2000), 126쪽)며 파국적인 역사를 
질주하는 육체라는 명제를 제시한 것과 같이, 구인회 예술가들은 역사를 뚫고 
질주하는 육체라는 모티프가 공유되었다는 것이다.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
문논총 72(1), 2015.) 이러한 논의는 보들레르적 ‘산책자’ 개념에서 ‘질주’ 개념
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다. “현대인의 원형은 현대 도시 교통의 쇄석포장 속으
로 내던져진 행인, 복잡하고 빠르며 치명적인 군중과 에너지의 집단에 대해서 
혼자서 대항하는 사람인 것이다. 점점 더 증가하는 거리와 번화가의 교통량은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경계를 알지 못한 채, 모든 도시 공간으로 확장되고, 모
든 사람들의 시간 속에 그 속도를 부과하며, 모든 현대화 과정을 ‘움직이는 대
혼란’으로 바꾸어버린다.”(마샬 버만, ｢보들레르: 거리에서의 모더니즘｣, 현대성
의 경험: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미학
사, 1998, 194쪽.)는 해석에서 알 수 있듯 혼란스러운 도시 거리의 군중과 대비
되는 예술가 형상은 보들레르와 구인회 예술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예
술가상이다. 그런데 응웬티히엔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제국의 도시인 파리를 
산보했던 보들레르의 경험은 식민지의 도시를 산보한 식민지 예술가들의 경험과 
분별될 필요가 있다. 식민지 도시 산책가의 산보는 식민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 
의식을 벼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응웬티히엔, 
｢동아시아 근대시에 나타난 산책가와 식민지 도시 인식 연구 : 경성, 하노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신범순이 제시하는 ‘질주’의 
개념은 보들레르적인 산책자와 달리 니체적 초인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구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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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는 점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군중처럼 그려진다(“모자 모자 모자가”). 저

마다 다른 패션을 취하지만 자본주의 상품 논리에 지배되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없는 이 집단으로서의 군중 이미지가 “감기의 위험을 열거한 노랑빛 

독한 광고지”와 유행처럼 번지는 “감기”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모자를 쓴 

군중들의 모습은 상품의 논리(‘광고지’)에 감염된 것으로 읽히게 된다. 이때 

자본에 물들어 동일한 욕망을 주조하는 도시 거리의 생리에 맞서 고유한 개

별성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은 “나의 외투는 어느새 껍질처럼 내 몸

에 피어났구나.”라는 구절로 나타난다. 화자는 “몸”과 분리되지 않는 “외

투”, “크지도 적지도 않고 신기하게두 꼭맛는” 그러한 “외투”를 입으며 자

신의 고유성을 지킨다. 화자의 이러한 태도는 근대 도시 안에서 시인이 취

하고자 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 태도에서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는 시, 근

대 도시의 병적 생리에 맞서 대응하고자 하는 시에 대한 창작 의지가 드러

난다. 그 욕망이 ‘몸에 꼭 맞는 외투’라는 기호로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하며 

｢유선애상｣과 ｢가외가전｣을 읽어보겠다.  

 한편 ｢유선애상｣의 시적 대상에 대한 논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선애상｣
의 시적 대상은 특정하기 어렵게 여러 사물들의 이미지를 거느리고 있다. 

피아노나 축음기, 자동차, 기차 등 여러 대상들이 언급되어 왔지만, 이 대상

이 “무대로 내보낼” “연미복 맵시”의 “신사”라는 진술은 덜 주목되어 온 듯

하다. ‘신사’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특정 사물에 대한 비유로 여겨져서 그랬

을 것인데, 사실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우로 곤돌라인 듯”라는 구절

에서처럼 오히려 악기인 곤돌라가 신사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시적 대상은 “무대로 

내보낼” “연미복 맵시”의 “신사”가 가리키는 대로, 예술가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취할 때 악기의 이미지는 시적 대상이 예술가임을 강화하는 

이미지로 읽히고(악기는 예술가에 대한 환유적 이미지인 것이다), 탈것의 이

미지는 거리를 달리는 예술가의 모습이 변주된 것으로 읽힌다.120) 이 예술

가는 도시 거리의 생리에 물들어 “철로판에서 벤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 

120) 거리를 질주하는 예술가의 모티프는 정지용의 ｢카페프란스｣에서 이미 나타났
던 것이었다. 이 시에서는 “비쩍 마른놈”이 앞장을 서서 루바쉬카를 입은 예술
가, 보헤미안 넥타이를 한 예술가를 이끌고 카페 프란스로 향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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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근대 사회에 신경증적인 감각으로 반응하고 그러한 감각으로 창작을 

해나갔던 예술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제야｣에서 시인의 존재가 

거리의 군중들과 대비되어 제시되었듯 여기서는 이 예술가와 구별되는 “슬

픈 행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유선애상｣의 예술가는 “상장”을 두른 

듯 슬픈 모습을 한 이 행렬을 거부하며 거리를 내달린다. 도시 거리의 우울

하고 신경증적인 감각을 유발하는 풍경들 사이를 뚫고 “휘달리”는 예술가는 

｢제야｣에서의 화자보다 더 광기에 찬 모습으로 근대 도시의 생리를 거부하

며 내달린다. 

 그리고 오감도 ｢시 제1호｣에서 거리를 질주하는 아이들을 그렸던 이상은 

｢가외가전｣에서 “훤조때문에마멸되는몸이다.모두소년이라고들그리는데노야

인기색이많다.”라며 거리의 소음에 늙어버린 ‘몸’에 대해 쓰게 된다. 이 ‘몸’

은 ｢제야｣의 ‘몸’과 ｢유선애상｣에서 악기와 탈것의 이미지를 거느린 ‘신사’

와 함께 도시 거리 안의 예술가를 의미한다. ｢가외가전｣에 나타난 도시 거

리에 대한 비판적 조감은 ｢제야｣나 ｢유선애상｣에서의 그것보다 강도가 더 

세다. ｢가외가전｣의 거리는 질병과 전쟁을 환기하는 기호들로 그려지고 있

다(“골목 안”의 “문 안”의 “폐환”, “곤비와 살기”, “노파의 결혼을 걷어차는 

여러 아들들의 육중한 구두”, “눈에 뜨이지 않는 폭군” 등). 이때 소년은 그

러한 거리 위 육교에서 거리를 조망하는 위치에 있다. 이 소년의 시선이 시

인의 시선이라 할 때, 시인에게 도시 거리는 쓰레기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진단된다. 나아가 이 진단은 마지막 연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환상적 장면으

로 이어진다. “포크를 터뜨린 노른자 위 겨드랑에서 난데없이 부화하는 훈

장형 조류”가 푸드덕거리며 거리를 이루는 “방안지”와 “부첩”, “유곽” 등은 

모두 흩어져 불탄다. 이 훈장형 조류를 ｢오감도｣에서 거리를 조감하는 시선

의 소유자가 ‘까마귀’에 빗대어진 것과 같이 예술가를 가리키는 기호로 읽

을 수 있다면, ｢가외가전｣의 예술가는 바깥의 거리(‘가외가’)에서 근대 도시 

거리 전체를 폐허로 만들며 파국을 예시(豫示)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김기림, 정지용, 이상이 공유했던 ‘거리의 예술가’라는 공통 모

티프는 근대 도시의 부정성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예술

에 대한 예술가적 자의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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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앞 절에서 이상의 ‘예술가적 자의식’이 모더니즘의 자기반영성이 아니

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러한 구인회 예술가들에게 나타나는 예술가

적 자의식의 성격 또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 텍스트

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인, 상호텍스트성과 관련된다.

 이들 텍스트에서는 서로를 강하게 의식하며 각자의 텍스트에 서로의 텍스

트를 참조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상의 경우 소설 ｢실

화｣ 등에서 정지용의 텍스트 일부를 직접 인용하거나 소설 ｢김유정｣에서 

김유정 등의 문우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 박태원이 ｢애욕｣에서 이상을 

‘하웅’이라는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 구인회 기관지 시와소설에 실

린 박태원의 ｢방란장 주인｣에서 구인회 예술가들을 모티프로 삼은 듯한 인

물들이 등장한다는 점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서로를 의식하거나 

참조하는 가운데 더욱 빈번하게 확인되는 것은 서로를 예술가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텍스트는 서로의 존재를 호명함으로써 서로 간의 예

술가적 자의식은 상호적으로 보증되고 강화된다.

 박태원이 이상을 모델로 삼아 쓴 소설로 알려진 것은 ｢보고｣는 그 사례가 

된다. 우선 ｢보고｣의 경우 이상의 ｢날개｣에서 주인공과 아내의 거주 공간인 

33번지 18가구와 동일한 “관철정 삼십삼번지”121)가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

된다. 이 소설은 ｢날개｣와 같은 해 같은 달(1936.9)에 발표되기도 했는데, ｢
날개｣에 그려진 남자와 아내의 관계가 ｢보고｣에서도 최군과 정자라는 인물

의 구도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 이상과 금홍의 관계를 읽어 내

거나 박태원이 이상의 연애사에 대해 가진 관심에 의미부여를 하는 것도 가

능하겠지만, 본고는 이러한 사소설적 독해보다는 박태원이 왜 이상으로 추

정되는 인물을 서사화하고 있으며, 거기서 가해진 변용은 어떠한 효과를 주

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먼저 제목인 ‘보고(報告)’가 뜻하는 바

와 같이 작가는 ‘최군’의 삶을 보고하듯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의 계기는 

‘나’가 ‘최군’의 아우로부터 최군이 방종한 삶을 그만 두고 본디 아내와 자

식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121) 박태원, ｢보고｣, 여성, 1936.9.(김유중·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244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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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탁은 “윤리도덕”(245쪽)에 호소하는 것이어서, ‘나’는 가정을 버리

고 다른 여인과 도피 생활을 하는 최군을 타일러야 한다는 소임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정작 ‘나’가 최군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들의 행복이다. “나는 정자를 사랑하오.”(249쪽)라는 최군의 말에 뭉클함마

저 느끼는 ‘나’의 태도는 소설 도입부에 제시된 ‘나’의 소임 즉 최군을 도덕

적으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소임을 포기하고, 최군의 삶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결론을 보여준다. 이 최군의 삶이란 표

면 그대로만 읽으면 ‘방종한 사생활’에 지나지 않지만, 이 방종함이란 기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치를 벗어나는 데서 기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보고｣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상식과 도덕에 위배되면서도 포기되지 않는 

이상의 삶’이다. 이러한 정당화가 박태원의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애욕｣의 경우 알려져 있다시피 이상을 모델로 삼아 ‘하웅’이라는 인

물을 주인공으로 그려낸 소설이며, 박태원을 연상시키는 ‘구보’가 등장하기

도 한다. ｢애욕｣은 첫 장면에 등장하는 여인(A), 두 달 전에 그를 떠난 여

인(B), 시골의 여인(C) 이 세 여인을 두고 벌이는 하웅의 갈등과 방황으로 

요약되는데, ｢보고｣에서 아내/정자의 대비가 도덕적 삶/예술적 삶의 대비로 

나타났다면 ｢애욕｣에서는 세 여인이 각각 서로 다른 가치를 대변하고 있

다.122) 한 논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경성’, ‘한성’, ‘시골’이라는 세 공간

적 표상으로 대비된다. 먼저 하웅에게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자신을 기다리

는 시골의 여인(C)과 결혼하는 선택지가 있다. 이는 ‘오탁’에 물든 경성에서

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어서, 구보 또한 하웅의 시골행을 지

지한다. 방황을 거듭하던 하웅은 시골행을 결심하지만, 편지 때문에 그 선택

은 지연되고 결국 A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귀결된다.123) ｢보고｣와 마찬가

지로 ｢애욕｣ 역시 연애 서사를 기축으로 하면서도, 어떤 여인을 선택할 것

인가의 문제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이 점

122) 권은, ｢구성적 부재와 공간의 정치학: 박태원의 ｢애욕｣론｣, 어문연구
38(3), 2010.

123) 박태원, ｢애욕｣, 朝鮮日報, 1934.10.6.~23.(김유중·김주현 편, 그리운 그 
이름, 이상, 지식산업사, 2004, 209-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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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해야만 “나는 지금 사상적으로, 생활적으로, 예술적으로, 극도의 혼

란 가운데 있”다는 하웅의 고백에 나타난 심정이 이 연애 서사에 돌출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세 여인을 두고 벌이는 하웅의 방황 기저에는 어

떤 예술 혹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다.124) 하웅이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예술가적 자의식은 이러한 연애 서사를 

통해 강화된다.

 박태원은 ｢애욕｣에 대해 이상 사후 다음과 같은 회고를 남긴다. “그러나 

이제 자백을 하자면 ｢애욕｣ 속의 하웅은, 이상이며 동시에 나였고, 그의 친

우 구보는 나면서 또한 이상이었던 것이다.”125) 본고의 논의에 있어서 이러

한 회고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예술가로서 자의식을 서사화하는 데 그 자

전적인 이야기의 주체가 박태원이면서도 이상이었다는 회고는 일차적으로 

이 소설이 특정한 개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다. 그렇기에 그 자리는 박태원이 될 수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과 박태원이라는 두 사람이 ‘하웅’ 또는 ‘구보’라

는 한 인물로 수렴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예술을 창작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예술가라는 자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으로 예술가 주체를 형

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를 박태원의 소설 ｢보고｣나 ｢
애욕｣에서의 글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상의 작품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비록 미완의 과제

로 남긴 했지만 소설 ｢김유정｣의 기획과 내용은 주의를 요한다. 그는 이 소

설 도입부에서 김기림, 박태원, 정지용, 김유정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썼

다.

 나는 자고로 이렇게 교만하고 고집 센 예술가를 좋아한다. 큰 예술가는 그

저 누구보다도 교만해야 한다는 일이 내 지론이다.

124) 권은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제시된 ‘원남동’과 ‘인사
동’이라는 두 공간 사이의 갈림길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른 길이
란 ‘이순옥’ 즉 ‘서울 여학생 만세운동’으로 상징되는 길이다. 이에 따르면 ｢애욕
｣의 서사를 연애 서사뿐만 아니라 정치적/역사적 함의가 내장된 알레고리로 읽
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글 참고. 

125) 박태원, ｢이상의 비련｣, 여성, 1939.5, 472-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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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이 네 분은 서로들 친하다. 서로 친한 이분들과 친한 나 불초 이상

이 보니까 여상의 성격의 순차적 차이가 있는 것은 재미있다. 이것은 혹 불

행히 나 혼자의 재미에 그칠지는 우려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어야 되겠다.

 작품 이외의 이분들의 일을 적확히 묘파해서 써내 비교교유학(比較交友學)

을 결정적으로 여실히 하겠다는 비장한 복안이거늘, 소설을 쓸 작정이다. 네 

분을 주인으로 하는 네 편의 소설이다.

 그런데 족보에 없는 비평가 김문집 선생이 내 소설에 59점이라는 좀 참담

한 채점을 해 놓으셨다. 59점이면 낙제다. 한 끝만 더 했더면- 그러니까 서

울말로 ‘낙째 첫찌’다. 나는 참 참담했습니다. 다시는 소설을 안 쓸 작정입니

다-는 즉 거짓말이고, 이 경우에 내 어쭙잖은 글이 네 분의 심사를 건드린

다거나 읽는 이들의 조소를 산다거나 하지나 않을까 생각을 하니 아닌 게 

아니라 등어리가 꽤 서늘하다.

-｢김유정｣ 일부126)-

 

 위의 대목에서 우선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상이 네 작가들의 예

술가적 자의식을 높게 평가하고 또한 이상 스스로도 자신의 소설에 대해 이

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인정받고자 한다는 점이다.127) 이에 따라 이상은 이 

소설의 기획을 “비교교우학”(332쪽)이라 지칭하고, 즉 “작품 이외의 이분들

의 일을 적확히 묘파”(332쪽)하는 작업으로서 소설을 쓰겠다고 선언한다. 

바로 이어 김유정에 대해 서술한 ‘김유정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유정에 

대한 일상사적인 에피소드들이 나열된 소설에 불과해 보인다. 그런데 이 소

설의 에피소드들은 예술가로서의 미묘한 인정투쟁이 공통된 정조로 깔려 있

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 에피소드를 살펴보자. 이는 김유정의 ‘모자’

에 대한 것으로, 이상과 태원과 회남 모두 “유정의 모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333쪽)고 벙거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짧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가장 중심적인 일화는 S군과 B군과 김유정, 그리고 이상이 함께 술

을 마시러 갔다가 “춘원의 문학적 가치”(335쪽)를 운운하는 과정에서 이들 

126) 청색지 5집, 1939.5.(김주현 편, 증보정본 이상문학전집2, 소명출판, 
2009, 331-332쪽.-이하 전집2으로 표기, 이하 이 작품 인용은 쪽수만 병기)

127) 위 도입부에서 이상은 김문집을 ‘족보에 없는 비평가’라 쓰고 있는데, 이에는 
｢날개｣에 대한 김문집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실망한 후 자신의 글의 진가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작가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읽힌다. 김문집의 평
은 다음의 글 참고. 김문집, 비평문학, 청색지사, 1939,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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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싸움이 붙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 역시 춘원의 문학성을 놓고 그 가

치를 평가하는 문제가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은 이 

이야기를 박태원에게 해주는데, 박태원이 “거 요코미쓰 리이치의 기계 같소 

그려.”(337쪽)라고 하는 대목이 삽입되어 있다.128) 이와 같이 이상은 이 소

설에 대한 박태원의 평가를 덧붙이며 자신의 소설을 소설로서 인정받았음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김유정｣은 예술가로서의 삶(김유정과 이상을 비롯한 

예술가들)을 텍스트로 생산하고, 이를 다시 예술로 인정받게 되는(소설 속 

박태원에 의한) 회로를 보여준다.

 요컨대 비교교우학이란 네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서사화하

고자 하는 기획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서로의 텍스트가 서로의 

존재를 예술가로 재생산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예술가로서의 삶이 상호 보

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구인회’ 예술가들을 예술가 공동체로 만든 데

는 이와 같은 문학적 실천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는 등단이나 지면의 확보와 같은 제도적 승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서로

의 예술 세계에 상호 기입됨으로써 예술가 공동체로서의 구인회가 구성되었

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전술했듯 이는 자율적인 예술의 문법과 규칙을 구성

하는 모더니즘적 실천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상이 ‘이상’을 창

조하고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와 삶을 일치시키는 예술가-되기를 실천했다

면, 이 ‘삶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기획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생성의 미학은 이상 문학의 형성 원리라 할 

만한 것인데, 다음 절에서는 이미지의 차원에서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128) 요코미쓰 리이치의 ｢기계｣(1931)는 네임플레이트 제조소에서 일하는 세 인물
인 ‘나’와 가루베, 야시키 간의 경쟁심과 시기심이 결투로 이어지는 서사를 주축
으로 한다. 미묘한 심리 묘사가 특징적인데, 결말부에서는 야시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지 가루베에게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
동마저도 불신하는 ‘나’의 독백으로 마무리된다. ｢김유정｣에서 박태원이 이 소설
을 언급한 것은 인물들 간의 싸움 장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계｣
에서 인물 개개인의 욕망이 뚜렷이 부조되듯 그려지면서도 심층적인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유정｣을 쓰면서 인물들마다의 
개성과 이들 간의 겹쳐짐을 동시에 그려내려 한 이상의 기획과 ｢기계｣의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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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을 통한 주체 이미지의 다변화

3.1. 분신 모티프의 분화 양상과 동물 분신의 의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기’라는 행위의 수행성에 주목할 때, 이상 

텍스트의 주체는 김해경으로 환원될 수 없고 ‘이상’으로 생성되는 과정 중

의 주체로 이해해볼 수 있었다. 이때 생성의 과정은 ‘이상’이라는 특정하게 

고정된 목표로 나아가는 선형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미

정형의 자기로 변모해가는 반복적인 수행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얼마안되는 변해｣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이상은 자신의 삶을 창

작의 재료로 삼을 때에도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 등과 같이 분리하여 표현

하며 그것이 연극적인 것임을 명시한다(“벗이어! 이것은 그라는 풋내기의 

최후의 연기이다. 얼마간의 가소로운 소역에 벗은 눈물지어 주기를! 양처럼 

유순한 악마의 가면의 습득인인 그를 벗이어 기념해야 할 것이다.”(153쪽).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상의 텍스트에서 ‘나’란 여러 가면을 쓰고 등장하며 

다양한 계열들로 분기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생성의 원리가 이미

지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는 자신을 이중화(二重
化)하거나 다중화(多重化)하는 분신 모티프로 나타난다. 분신 모티프는 두 

계열로 분기되어 전개되는데, 그 시발점에 놓인 두 텍스트가 ｢12월12일｣과  

｢선에관한각서｣ 연작이다. 

 먼저 이에 앞서 분신 모티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관점에 나타난 한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129) 일찍이 김주현은 이상 문학에 나타난 분신의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상의 소설에 나타난 분신 모티프를 논한 

바 있다.130) 그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억압, 그리고 강박관념을 자

아의 분열상이라는 분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것”131)이라는 것이

129) 조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계열로 분신 형상들을 구분한 바 있다. (1) 거울 시
편과 ‘자화상’ 계열의 시에 등장하는 반사상의 모습 (2) 외투, 구두, 양말, 모자, 
등 의상적 소품 (3) ｢첫번째 방랑｣의 귀뚜라미나 ｢황의 기｣ 연작의 ‘황’과 같은 
동물적 형상. (조연정, 앞의 글(2010). 

130) 김주현, ｢이상 소설과 분신의 주제｣, 韓國學報 2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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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분신이 자아의 분열상의 반영물이라 할 때 그것을 죽음 충동 혹

은 억압의 결과라고 보는 관점은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시각

에는 ‘분열’을 ‘억압’의 결과물로서 보고 문학 텍스트는 그 재현물로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분열이 억압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거스르는 욕망의 생산적 충동의 결과라면, 이상 문학에 나타난 주체의 분열

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열린다. 즉 이러한 분열이 병리적 징후가 아니

라 에너지의 분출을 통한 자기 변용을 거듭하는 생성적 주체의 면모로 해석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132) 이 두 관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후자의 관점에서는 분열되지 않은 단일한 정체성을 소유한 자아

를 정상 혹은 우월한 상태로 선험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상 문학의 ‘원점’에 해당하는 두 텍스트를 소설과 시에서 각각 꼽으라면 

｢12월12일｣과, ｢삼차각설계도｣라는 제목 아래 발표된 ｢선에관한각서｣ 연작

이 그에 해당한다.133) 두 텍스트는 흥미롭게도 이후의 작품들에서 전개될 

분신 모티프를 내장하고 있는데, 그 계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12월 12일｣과 ｢삼차각설계도｣을 출발점 삼아 이

상 문학에서 분신이 두 가지 계열로 분화되어 전개되는 것이다.

 먼저 전자를 살펴보도록 하자. ｢12월 12일｣에서 이상은 “그것에대하야생각

하야보아라 그런다음에 너는그첫번해답의대칭뎜을구한다면 그것은최후의그

것의정확한해답이것이니”134)라며 분신적 형상들을 생산케 하는 ‘대칭점’에 

131) 위의 글, 87쪽.
132) 본고는 이상 텍스트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체 이미지들에 대해 다음의 해석으

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신범순은 이와 같은 생성적 주체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이상의 창조적 비밀이 있다. 그의 놀이는 엄격한 현실
의 고정된 구조와 의미들, 가치들을 장난감처럼 여기게 하며 그럼으로써 현실의 
가상화를 촉진한다. 여기에는 축제적인 전도가 지니는 창조적 측면이 내재해 있
다. 즉 축제에서 현실의 구조와 가치들은 힘을 잃는다. 그러한 것들은 상대화되
면서 갑자기 무중력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며, 놀이를 통해 자유로운 변신
술적 공간 속에 놓인다.”(신범순, 앞의 책(2013), 142쪽)  

133) 이상이 처음 발표한 작품은 ｢12월 12일｣이며(1930), 처음 발표된 시는 조선
과건축 1931년 7월 호에 실린 ｢이상한가역반응｣이다. 하지만 9월호에 실린 ｢
삼차각설계도｣ 연작에 1931년 5월 31일, 9월 11일이라 창작일이 메모되어 있
다. ｢삼차각설계도｣를 몇 달에 걸쳐 썼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창작일을 기준
으로 본다면 원점이 되는 시는 ｢삼차각설계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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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유를 서술해 놓았으며, ‘그’라는 분신적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바 있

다.135) 여기서 ‘첫번해답’에 해당하는 명제는 “세상이란그런것이야 네가생각

하는바와다른 것 로는정반대되는 것 그것이세상이라는것이야!”(32쪽)라는 

문장을 가리킨다. 즉 여기서 ‘나’와 ‘세상’의 대립이 대칭점 구도의 기본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나’와 ‘세상’의 불화 혹은 불일치라는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상은 ‘그’라는 분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세상에 살아보도

록 하는 일종의 연극적 장을 만든다.136) ‘나’와 분신의 분리를 통해 ‘나’와 

부정적인 세계 사이의 비판적 거리가 마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12월 12

일｣은 이러한 세계와 주체의 불화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서 대칭점 구도가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 문학에서 대칭점 구도는 이후 좌/우, 여성/남성, Boituex/Boiteuse 등

의 여러 이항대립항 구조를 생산하며 반복된다.137) 말하자면 이 대칭점 구

도는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모순되거나 정반대의 자질을 지닌 것의 대

립 구도를 요체로 한다. 이로부터 생성되는 분신들은 세계와의 불화를 알레

고리적으로 보여주는 부정적인 분신 계열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무제-육면

거울방｣, ｢시 제 15호 거울｣, ｢거울｣ 등과 같은 거울 시편들 일부에 해당한

다. 이 거울 시편에서는 ‘거울’이 세계 인식의 도구로 작동하면서, 이상은 

‘거울 속의 나’라는 분신을 통해 그러한 세계와의 불화 양상을 드러낸다.138)

134) ｢12월 12일｣, 전집2, 32쪽. 이하 이 작품 인용은 쪽수만 병기.
135) 서술자는 자신(‘나’)의 과거를 ‘그’라는 인격에 부쳐 하나의 단편을 쓰겠다고 

선언한다. 이 단편을 통해 서술자가 보이고자 한 것은 인간은 “불행한 운명”에
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어그러진 인간 법칙”이다. 소설 전반부는 ‘그’가 아내와 
아이를 잃고 외국을 전전하다 모친마저 잃고 자신 또한 사고를 겪게 되는 서사
가 제시된다. 중반부부터는 ‘그’의 조카 ‘업’과 간호사 C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
며 ‘그’와 갈등 관계를 겪는 서사가 진행된다. 이들 간의 갈등으로 ‘업’은 죽고, 
‘그’의 자살이 암시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136) 이상 문학에서 불화하는 대상이란 여러 층위에서 정리될 수 있지만, ｢12월 
12일｣에서 그것은 인물들을 불행한 운명의 구심점에 묶어 두는 세계로 나타난
다. 또한 이상이 김기림에게 보낸 서간에서 스스로를 “'19세기와 20세기 틈바구
니에 끼여 졸도하려 드는 무뢰한”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는 ‘20세기’가 표상하는 
근대성과 불화하기도 했다. 이 ‘불화’의 지점이 생성의 조건이 되었다. (｢私信(7)
｣, 전집3, 264쪽.)

137) 최혜실, ｢이상 문학에 나타나는 이항대립 해체로서의 근대성｣, 先淸語文
1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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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거울’ 시편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무제-육면거울방｣139)을 살펴

보도록 하자. 이 산문의 후반부는 ‘그’와 ‘늙은 악성’ 간의 짧은 삽화로 이루

어져 있다. 이상의 분신으로 짐작되는 ‘그’에 대해 제시된 정보는 그가 “생

활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축음기의 레코오드를 거꾸로 틀었다.”는 것인데

(173쪽), 이 ‘전도된 삶’의 방식은 세상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이

기 때문에 택해진 전략적 태도이다(그렇기에 이는 앞서 대칭점 구도의 연장

선상에 있다).140) 자신과 불화하는 세계의 부정성은 “지구의”(174쪽)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지구의에는 “거꾸로 개록된 악보의 세

계”(174쪽)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거꾸로 사는 방식으로 즉 이 세계의 가

치와 양식들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이상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

138) 이러한 독해는 거울은 개인의 심리를 반영하는 매체로 보는 관점에 대립한다. 
이상의 거울을 ‘이상적 자아’를 비추는 거울로 보는 관점(이승훈)이나 프로이트
적 분석틀을 대립하는 관점들은 이상의 다른 텍스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간과
하는 한계가 있다. 신범순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기도 한다. 
“이상의 거울 주제는 그러한 ‘자아분열’이 아니다. 거울에 비친 자아는 내면의 
자아가 아닌 것이다. (중략) 사회적 불행의 무거운 수은에 의해 거울 반사면이 
형성된다. 그가 거울면에 비춰본 자신의 상은 자신의 심리적 이미지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갔던 사회체라는 수은 도말 위에 반사된 사회적 영상이기도 했
던 것이다.”(신범순, 이상문학연구, 280쪽.)  

139) 현대문학, 1960.11. 유고 작품으로 본래 제목은 없으며, 부제는 꽃속의꽃
을피우다의 편저자에 의해 달린 것이다.(시전집, 170-176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병기)이 산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된다. 전반부의 내용을 
간략히 추리면 “죽음으로 직통하는 길”(171쪽)을 달린 그가 “죽음으로 직통하는 
푸로그램의 정(正)을 오(誤)로 얌전하게 정정”(172쪽)하며, “흡사 23세의 그를 
그의 부모는 처음으로 분만한 것같은 비장한 광경이었다”(172-173쪽)고 요약된
다. “23세의 그”(172쪽)라는 표현이 창작 시기의 나이를 지칭한 것이라 여길 수 
있다면 1932년 무렵 창작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앞 장에서 1932년과 
1933년 무렵 ‘부고-생성’의 구도를 이 산문 전반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0) ‘전도된 삶’은 이상 문학에서 “역도병”(｢황의 기 작품 제2번｣)이라고도 제시된 
시어와 상응하며, ｢날개｣, ｢지도의 암실｣ 등과 소설에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는 인물의 모습 등으로 변주된다. 이와 같은 전도된 삶은 니체의 가치 전도 
사상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니체가 기존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노예도덕이라 
비판하고 선악의 의미 체계를 전도시켰듯, 이상에게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
은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에 의해 그 정상성이 의문에 부쳐지는 
것이다. 이상의 ‘역도병’이 니체의 사상과 접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의 글에서도 지적되었다. (란명, ｢昭和帝国의 담론 공간과 李箱적 모더니즘｣, 
한국현대문학연구 3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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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와 원리로 운용되는 세계는 악성

의 “비실”(175쪽)이라는 알레고리로 변주된다. 천정과 마루, 전방벽면이 모

두 거울로 된 이 방에는 “그”와 “악성”은 “거꾸로” 혹은 “역립한 자태”로 

비친다(175쪽). 거울 속의 자신을 목도한 그는 기절해 쓰러지고 만다.   

 ｢거울｣141)에서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이 시에서 이는 “참

나”(337쪽)로 제시된다) 사이의 불화는 ‘거울’이 “소리가 없”는 “조용한” 세

계라는 점(336쪽), 즉 ‘거울 속의 나’가 “내말을못알아듣”(336쪽)고 “내악수

를받을줄모른”(337쪽)다는 데서 비롯한다. ‘(참)나’와 ‘거울 안의 나’의 구도

는 ‘나’와 ‘정반대되는 세상’의 대립 구도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은 이 ‘거울 세계’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진단하는데, 이

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과 “진찰”(338쪽)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이유가 

된다. 

 

어떤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
1 2 3 4 5 6 7 8 9 0 ∙
1 2 3 4 5 6 7 8 9 ∙ 0

1 2 3 4 5 6 7 8 ∙ 9 0

1 2 3 4 5 6 7 ∙ 8 9 0

1 2 3 4 5 6 ∙ 7 8 9 0

1 2 3 4 5 ∙ 6 7 8 9 0

1 2 3 4 ∙ 5 6 7 8 9 0

1 2 3 ∙ 4 5 6 7 8 9 0

1 2 ∙ 3 4 5 6 7 8 9 0

1 ∙ 2 3 4 5 6 7 8 9 0

∙ 1 2 3 4 5 6 7 8 9 0

診斷 0 : 1

26 ∙ 10 ∙ 1931

以上 責任醫師 李箱

            -｢診斷 0:1｣142)-

141) 가톨닉靑年, 1933.10.(시전집, 이하 이 작품 인용은 쪽수만 병기)
142) 임종국 편, 李箱全集, 1956. (시전집, 301-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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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숫자판이 ｢오감도 시 제 4호｣의 숫자판의 반사상 형태로 뒤집어진 

것 외에 같은 형태의 이 시에는 ‘거울 세계’의 ‘환자’에 대한 ‘진단 의사’로

서 ‘이상’이라는 이름이 명시된다. 이 시를 위의 거울 시편과 같은 계열에 

놓을 수 있는 이유는 거울을 매개로 ‘나’와 ‘불화하는 세계 속의 나’라는 대

립 구도가 ‘의사’와 ‘환자’의 대립 구도로 변주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그 진단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환자의용태에관한문제’라는 어구 아래의 

숫자판에 해당하며, ‘0:1’은 그러한 그림의 내용을 압축하는 기호이자 ‘문제’

에 대한 답, 즉 진단 결과에 해당한다. 이때 ‘문제’에 해당하는 숫자판을 살

펴보면, 0~9까지의 숫자들이 1부터 하나씩 나열된 가운데 ∙ 이 점차 자리

를 옮겨 감으로써 ∙ 좌측의 숫자들은 하나씩 줄어든다. ‘0:1’에서 ‘0’의 의

미는 ∙  좌측의 숫자들이 줄어 아무것도 없게 된 결과를 가리킬 것이다. 이 

0은 숫자판을 이루는 숫자들인 0~9 중 하나인 0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값

을 가진다. 그것은 가산 혹은 감산 가능한 숫자들의 하나인 ‘0’이 아니라 아

무 것도 없음, 절대적인 무를 지시하며, ‘0:1’에서의 1 역시 0~9를 이루는 

1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의 대타항, 즉 모든 것, 숫자들 전체를 가리키게 

된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다른 텍스트들을 상호적으로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선 하나

는 ｢삼차각 설계도｣ 연작 ｢선에관한각서6｣143)의 일부 구절을 참고할 수 있

다. 이 시에서는 “1234567890의질환”(284쪽)이라는 구절이 제시되는데, 숫

자들이 질환과 등치되고 있다는 점은 ｢진단 0:1｣에서의 숫자판이 환자에 

대한 진단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상통한다. ｢삼차각 설계도｣는 근대적 

과학의 한계를 아포리즘 형식으로 폭로하고 있는 연작시로, 특히 ｢선에관한

각서6｣의 경우 그 비판이 숫자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질적으로 

차이나는 것들을 계산 가능하고 수량적으로 환원하는 근대 과학의 합리성이 

숫자체계로 표현되는 가운데, 이상은 숫자의 “성태”와 “성질”을 고려한 새

로운 숫자체계에 대한 꿈을 꾼다(285쪽). 이 점을 고려한다면 ｢진단 0:1｣에

143) 朝鮮と建築, 10卷 10號, 임종국 역, 1931.10.(시전집, 이하 이 작품의 인
용은 쪽수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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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단의 내용에 해당하는 숫자판은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 운용되는 근대 

세계를 살아가는 자신의 ‘병’을 기록한 것일 테다.

 또한 그러한 세계를 사는 일은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생명을 소진시키는 

일이어서, 그러한 소진됨이 ∙  좌측의 숫자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다음의 작품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예컨대 유고로 발표된 

작품 중 ｢무제-최초의 소변｣에서 생명을 소진케 하는 것으로서의 ‘생활’이 

줄어드는 숫자들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 바 있다. “나의 생활은 나의 생활에

서 1을 뺀 것이다./나는 회중전등을 켠다./ 나의 생활은 1을 뺀 나의 생활

에서 다시 하나 1을 뺀다.”144) 이처럼 소진되는 삶은 ‘0’, 즉 죽음에 이르도

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내리는 것 또한 ‘책임의사 이상’이

다.145) 생명을 소진케 하는 근대적 삶의 양식에 대한 비판은 자신이 바로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치료라는 모티프로 제시되었던 것이

다.146)  

 세계의 부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분신 계열 외에 다른 분신들의 생

성 원리는 ｢선에관한각서｣ 연작에서 출발한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4.2

절에서 후술하도록 하고, 이 절에서는 ｢삼차각설계도｣에 나타난 시간의 문

제가 분신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도록 한다. 앞당겨 

소결을 말하자면 이상 문학에서 복수적인 ‘나’를 생성하는 분신의 모티프는 

144) 文學思想, 1986.10. (시전집, 99쪽.) 부제는 신범순의 전집에서 다른 무
제의 유고작들과 구분하기 위해 표시된 것이다.

145) 노대원, ｢식민지 근대성의 문화의사로서 이상 시: 니체와 들뢰즈의 ‘문화의사
로서 작가’의 비평적 관점으로｣, 문학치료연구 27, 2013. 이 글에서 노대원은 
이상 문학에 나타난 질병 모티프를 이상 개인의 병력으로 치환하는 관점을 문제 
삼고, 그것이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진단이자 치료의 방편으로 나타난 것임에 
주목한다. 이는 이상 문학에 나타난 질병 모티프를 바라보는 본고의 관점과 흡
사하다. 다만 이상의 문제의식이 식민지 근대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재고가 
필요한데, 그 문제의식은 범위가 문명과 역사 전체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146) 그러나 이상의 시에서 나타난 ‘의사’/‘환자’ 혹은 ‘질병’의 구도가 정반대의 의
미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근대 세계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
려 의사이며, 환자 혹은 질병은 그러한 부정성 바깥에 놓인다. ｢황｣ 연작이 대
표적이다. 건강/병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 전도의 어법을 유념하여 독해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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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적인 시간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로부터 출현한다. 

 ｢선에관한각서｣ 연작에서 이상은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사유의 실험을 진

행한다. 그는 이 시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과 대결하면서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비가역적인 시간에 대한 

사유를 전개한다. 그리하여 빛의 속도를 넘어설 때 과거-현재-미래라는 순

차적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 “태고의사실”(266쪽)을 볼 수 있으며 “조상의조

상의조상의성운의성운의성운의태초”(279쪽)까지 볼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과거를경청하는현

재”를 살 수 있게 되며 시간의 흐름에 파편화된 ‘나’를 모을 수 있다(277

쪽).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시간적 계기에 걸친 ‘나’뿐만 아니

라 “파우스트”와 “메퓌스트”라는 대비적인 형상들 역시 ‘나’라는 인식 또한 

가능해진다(“사람은다시한번나를맞이한다, 사람은보다젊은나와적어도상봉한

다, 사람은세번나를맞이한다, 사람은젊은나̇와적어도상봉한다, 사람은알맞게

기다리라, 그리고파우스트̇ ̇ ̇ ̇ 를즐기거라, 메퓌스트̇ ̇ ̇ ̇ 는나에게있는것도아니고나̇이

다.”, 276-277쪽.).

 요컨대 ｢선에관한각서｣ 연작의 기획은 ‘단일한 나’에서 ‘복수의 나’에 대한 

긍정이며, 이는 개체를 단일한 차원에 한계 짓는 근대적 시공간의 틀에 대

한 부정과 연관된 것이었다.147) 이때 이상이 탈주하고자 하는 근대적 시공

간이란 “입체”와 “운동”에의 절망(267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입체

와 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즉 개체를 평면의 차원(2차원)에 가두거나 혹은 

고정시키려는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평면성’과 ‘부동

성’을 입체적이고 유동하는 생성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것, 요컨대 “입체에의

절망에의한탄생”, “운동에의절망에의한탄생”이 ｢선에관한각서｣에 나타난 이

상의 기획의 의미라 할 수 있겠다(267쪽).

147) 송민호의 다음과 같은 해석을 참조해볼 수 있다. “만약 ‘적당한’ 거리와 시간
을 돌아와서 달아나고 있는 ‘나’와 멈춰서 있는 ‘나’가 만나게 된다면 빛의 속도
로 이동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현재-미래는 직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둥글게 찌그러져 과거와 미래가 맞닿아 있는 구형의 모양이 되는 것
이고 ‘나’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나’와는 다른 경험을 하는 분신을 마
주하는 셈이 된다.” 송민호, ｢이상의 ｢선에관한각서｣에 나타난 시공간 차원과 
분신의 주제｣, 이상리뷰 5, 2006, 14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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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상은 ‘태초의 과거’로까지 연결된 시간에 대해 사유하며 단일

한 고정점에 붙박인 자아로부터 벗어난 여러 분신들을 제시한다. 이 두 번

째 분신 계열은 비인간 형상들로, 곤충이나 동물 기호 등으로 나타난다.148) 

먼저 이러한 비인간 형상들이 ‘악’의 의미를 거느리고 제시될 때가 많다는 

특징을 기억해두며 다음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사실에 소하의 경우를 말하지 않고 나에게는 가장 적은 ‘지킬 박사’와 훨씬 

많은 ‘하이드 씨’를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읍니다. 나는 물론 소하의 

경우에서도 상당한 ‘지킬 박사’와 상당한 ‘하이드’를 보기는 봅니다만은 그러

나 소하가 퍽 보편적인 열정을 얼른 단편으로 사시오입식 종결을 지어버릴 

수 있는 능한 수완이 있는데 반대로 나에게는 윤돈시가에 끝없이 계속되는 

안개와 같이 거기조차 컴마나 피리어드를 찍을 재주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중압이 나게게 교양이 도태를 부득이하게 하고 있으니 또한 부

득이 나의 빈약한 이중성격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서 ‘하이드 씨’와 

‘하이드 씨’로 이렇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혈서삼태｣ 일부149)-

 잘 알려져 있듯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선량한 지킬박사가 약품을 먹으며 하

이드가 되어 악행을 저지른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지킬 박사는 처음에 약품

의 힘을 빌어 하이드가 되었지만, 점차 악의 힘에 압도되어 하이드가 되어 

지킬박사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이 소설은 선악을 표상하는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통해 인간의 모순되고 양가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이상은 위 글에

서 자신 안의 여러 충동과 욕망에 인격을 부여하여 여러 명의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존재한다고 쓰며 자신을 다중화하고 있다. 그는 이를 ‘이중성격’이

라 부른다. 이러한 복수화된 자아는 고정된 상태로 머무르지 않으며 ‘일상

생활의 중압’은 지킬박사와 하이드로 이루어져 있던 상태를 하이드로 ‘진화’

시키고 있다.

 이상은 다른 글에서도 내적 충동을 악마적인 존재로 인격화하여 표현한 바 

148) 이상 텍스트에 나타난 동물 및 곤충 형상들 중에서 원숭이(｢지도의 암실｣)나 
거미(｢지주회시｣) 등과 같은 동물들은 모방적이거나 자본주의적 속성을 띤 것으
로, 이러한 긍정적인 동물 분신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149) 전집3,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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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메퓌스트는나에게있는것도아니고나이다”(｢선에관한각서5｣, 276-277

쪽), “유리속에서 웃는 그런 불길한 악령의 우슴”150) 등과 같은 구절에서처

럼 그러한 악마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내세운다. ｢첫번째 방랑｣에

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악에 대한 충동”151)을 언급하고 ｢어리석은 석반｣
에서 이는 “무겁고 괴로운 건강한 악혈”152)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공

포의 성채｣에서는 그러한 악의 충동에 따라 가족들과 사람들을 살해하는 

‘나’의 환상이 그려진다. 이때 이러한 분신 모티프가 악의 이미지를 동반하

며 나타나는 사실은 분신을 생성하는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153) 이에 대해

서는 니체의 해석의 도움을 얻는 편이 편리하다. 주지하다시피 니체는 종래 

서양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지탱해 온 기독교적 도덕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는데, 그 핵심은 선과 악의 가치 전도에 있다. 그에 따르면 본래 선

한 것은 조형하고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자들의 징표였지만, 약자

들은 그러한 강한 자들을 부정하며 악이라 이름붙이고, 스스로에게 선이라

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전도된 선악 체계 하에서 선이란 안

정된 경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들에 붙은 이름일 뿐이며, 이

에 반해 악은 그러한 경계와 질서를 파괴할 만큼 강하고 위협적인 것이기에 

부정되고 배척되어 온 것들에 붙은 이름인 것이다.154) 이러한 논의를 빌리

자면, 개체에 있어서 악마적인 충동이란 개체를 고정된 개체성으로 한계 짓

는 경계선을 위협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인간 

분신들이 ‘금제(禁制)’된 것이나 ‘감금’된 것, ‘악’의 표상과 결합되어 등장하

는 작품들은(｢어리석은 석반｣, ｢황｣ 연작, ｢금제｣, ｢첫번째 방랑｣ 등) 분신

150) ｢동해｣, 조광, 1937. 2. (전집2, 319쪽.)
151) ｢첫번째 방랑｣, 文學思想, 1976.6. (전집3, 206-207,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152) ｢어리석은 夕飯｣, 현대문학, 김수영 역, 1961.1. (전집3, 181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로 표기)
153) 악마적 분신들을 이를 내면의 악의 은유나 상징으로 읽는 것은 충분하지 않

다. ‘내면’이라는 말에는 단일한 인격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
의 분신들은 하나의 인격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이상은 자아를 고정된 정체성에 
묶어두지 않고 다양화된 욕망과 충동들에 인격성을 부여하며 분신들을 생성한
다.

154)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김정현 역, 책세상, 2004, 
367-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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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이 금지된 것, 경계 지워진 것을 파괴하는 힘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

여준다.155)

 이때 이러한 비인간 분신들이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심문하며 ‘인간화’ 과

정156)에 희생되어야 했던 것들로서 귀환하는 장면들은 보다 주목을 요한다.

 

 내가치든개(狗)는튼튼하대서모조리실험동물로공양되고그중에서비타민E를지

닌개는학구의미급과생물다운질투로해서박사에게흠씬얻어맞는다하고싶은말을

개짖듯배앝아놓든세월은숨엇다.의과대학허전한마당에우뚝서서나는필사로금제

를앓는다.논문에출석한억울한촉루에는천고에씨명이없는법이다.

-｢금제｣157)-

 위의 시 ｢금제｣는 ｢황의 기 작품 제 2번-황은 나의 목장을 수위하는 개의 

이름입니다｣(이하 ｢황의 기｣)와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이룬다. 위의 시에서

는 실험동물로 공양되는 ‘개’와 이 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박사’, 그리고 

금제를 앓는 ‘나’가 등장한다. 이 세 인물의 구도는 ｢황의 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편의상 ｢황의 기｣의 전반부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황’은 어느 날 “R의학박사”158)의 오른팔을 물고 온다. 그 팔에는 “희생동

물공양비 제막식기념”(65쪽)이라는 메달이 쥐어져 있다. R의학박사가 근무

하는 병원에는 “나의목장으로부터 호송돼 가지곤 해부대의 이슬로 사라진 

숱한 개들의 한많은 혼백이 뿜게 하는 살기”(67쪽)가 느껴진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술들을 통해 나의 목장의 개들이 R의학박사의 실험에 희

155) 바타이유에 따르면 일상적인 노동 세계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기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한 금기를 위반하는 강력한 에너지
에서 오는 고통과 희열 곧 에로티즘이다. (Geroges Bataille, 에로티즘, 조한경 
역, 민음사, 2009.) 성천 텍스트 의 하나인 ｢어리석은 석반｣에서 “大地의 性慾
에 대한 缺乏―이 嚴重하게 封鎖된 禁制의 大地에 不倫의 구멍을 뚫지 않으면 
안된다.”는 구절에서의 성욕 또한 이러한 위반의 에너지로 이해해볼 수 있다.

156) ‘인간’이라는 개념은 비인간, 그 중에서도 동물을 타자화하며 구성된 개념이며 
특히 근대의 매커니즘은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의 분리와 후자에 대한 
배제로 작동된다. Giorgio Agamben, 『Das Offene. Der Mensch und das Tie
r』, Frankfurt a. M.: Suhrkamp, 2003.

157) 朝鮮日報, 1936.10.4.(시전집, 450-451쪽.)
158) ｢獚의 記 作品 第二番｣, 文學思想, 1976.7(시전집, 64쪽, 이하 이 작품

의 인용은 쪽수만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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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어왔다는 정황을 알 수 있다. 이때 ‘R의학박사’나 ‘황’은 모두 ‘나’의 분

신적 존재들로 읽힌다(R의학박사의 R이라는 이니셜이 RISANG(이상)의 앞

글자에 해당한다는 점, 의사라는 분신이 재차 등장해왔다는 점 등을 통해 

추정된다). 다만 의학박사는 부정적 분신으로 읽히는데, 이 의학박사는 ‘개’

(황)로 하여금 “하고싶은말을개짖듯배앝아놓”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의 구절(“하고싶은말을개짖듯

배앝아놓”)을 뜯어보면 이는 ‘하고싶은말을뱉는다’(①)는 문장을 ‘개짖듯’(②)

이라는 비유가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문장 주어가 ‘개’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짖다라는 서술어가 동반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여기서

는 말을 뱉는다는 서술어가 동반되고 있으며 ‘개짖듯’은 비유로 처리되고 

있음은 상식에서 어긋난다. 이러한 특이한 형식은 ‘개’가 인간과 구분되는 

동물로서의 ‘개’가 아니라 ‘나’의 분신임에 대한 방증이 된다. 이처럼 개와 

나의 분신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그 다음 문장에서 ‘나’가 “금제를앓”는 이

유 또한 “하고싶은말”을 금지 당했기 때문이라 해석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시에서 나타난 실험은 (나의 일부인) 개를 실험동물로 삼아 희생시킴으

로써 “하고싶은말을개짖듯배앝아놓든세월” 즉 동물다운 본성을 억압하고 병

든(“금제를 앓는”) 인간을 만드는 근대적인 인간화 장치에 대한 알레고리인 

것이다.  

 이때 나아가 시인의 ‘말’이 곧 글쓰기이며 시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면 이 ‘개’란 여러 ‘나’들 중 글쓰기 즉 창조를 도맡는 분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황의 기｣에 나타난 다음의 구

절들이다. 

복화술이란 결국 언어의 저장창고의 경영일 것이다

한 마리의 축생은 인간 이외의 모든 뇌수일 것이다

나의 뇌수가 담임 지배하는 사건의 대부분을 나는 황의 위치에 저장했다-냉

각되고 가열되도록-

나의규칙을-그러므로-리트머스지에 썼다

배-그속-의 결정을 가감할 수 있는 소량의 리트머스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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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식사에 곁들일 것을 잊지 않았다

나의 배의 발음은 마침내 삼각형의 어느 정점을 정직하게 출발하였다

-｢황의 기｣ 일부(71-72쪽)-

 

 ‘복화술’(複話術)은 단어 그대로 배로 말하는 기술 즉 입을 움직이지 않고 

배를 통해 소리를 내는 기술을 뜻한다. 이러한 복화술은 인형극이나 무속극 

등에서 발달된 것으로, 그 주요한 특성은 발화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나 원천으로부터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데 있다. 위 

시에서 이상은 이 복화술이 “언어의 저장창고”를 “경영”하는 것, 즉 글쓰기 

방법과 관련된 것임을 암시한다. 복화술은 다음의 두 가지 글쓰기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이중화하는 전략(여기서는 글쓰기를 담당하

는 분신으로 ‘황’이 제시된다)과 두 번째로는 글쓰기가 ‘배’라는 기관에서 

이루진다는 것이다. 이상은 이 ‘배’를 “황의 위치”라며 ‘개’와 연관시키고 있

다. ｢금제｣와 마찬가지로 ‘개’가 글쓰기의 주체로 다시금 등장하는 것이다. 

이 ‘개’라는 창조의 원천은 “인간 이외의 모든 뇌수”라는 점에서 즉 ‘인간적

인 것’의 경계 바깥에 위치하는데, 그 황의 위치란 다름 아닌 나의 ‘배’ 즉 

‘나’의 육체로부터 창조의 역량이 발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귀뚜리의 自殺―여기에 一家眷屬을 떠나, 朋友를 떠나, 世上의 한없

는 따분함과 倦怠로 해서 먼 낯설은 땅으로 흘러온 孤獨한 나그네의 모습을 

보지 않는가. 나의 空想은 自殺하려고 하는 귀뚜리를 향해 慰安의 말을 늘

어놓는다.

  귀뚜리여, 영원히 沈默할 것인가. 귀뚜리여, 너는 어쩌면 방울벌레인지도 

모른다. 네가 방울벌레라해도 너는 沈默할 것이다.

  죽어선 안된다. 서울로 돌아가라. 서울은 시방 가을이 아니냐. 그리고 모

든 애매미들이 한껏 아름다운 목청을 뽑아 노래하는 季節이 아니냐.

  서울에선 아무도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 말인가. 그래도 좋다. 어쨌

던 너는 서울로 돌아가라. 그리고 노래해 보게나. 그리하여 전과는 다른 의

미에서의 삶의 새로운 意義와 光明을 발견하게나. 考案해 보게나.

-｢첫번째 방랑｣ 일부(205쪽)-

② 벼이가한마리燈盞에올나안저서그연두ㅅ빗色彩로혼곤한내에마치英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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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字를쓰고근너긋듯이 類달는記憶에다는군데군데 언더라인을하야놋슴

니다쓸퍼하는것처럼고개를숙이고都會의女車掌이차표는소리갓흔그聲樂을가

만이듯슴니다. 그리면그것이理髮所가위소리와도갓하짐니다. 나는눈지감

ㅅ고가만이仔細이들어봄니다.

-｢산촌여정｣ 일부159)-

③ 불나비가달려들어불을끈다불나비는죽엇든지火傷을입엇스리라그러나불나

비라는놈은사는方法을아는놈이다불을보면뛰어들줄을알고―平常에불을燋燥히

차저단일줄도아는 情熱의生物이니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차즈려는情熱이 잇스며 뛰어들불이잇느냐. 업다. 

나에게는 아무것도업고 아무것도업는내눈에는 아무것도보이지안는다.

-｢권태｣ 일부160)-

 비인간 분신들은 성천 텍스트에서 주로 곤충 분신으로 등장하게 된다. 4장

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이상은 성천 기행 후 성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쓰며,161) 예술에 대한 의지를 억누르는 절망과 권태와 고투했다. 이때 삶에

의 의욕과 예술 창조에의 의지를 다지는 장면에서 곤충 분신이 등장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에서 이상은 귀뚜리를 보며 “一家眷屬을 

떠나, 朋友를 떠나, 世上의 한없는 따분함과 倦怠로 해서 먼 낯설은 땅으로 

흘러온 孤獨한 나그네” 즉 사실상 제비다방 파산 후 가족들의 압박과 경제

적 곤궁을 겪으며 성천으로 떠나온 이상 자신을 바라본다. 그런데 이상은 

이 귀뚜리에게 ‘방울벌레’가 아니냐며, 귀뚜리의 노래하는 속성을 일깨운다

(‘귀뚜라미’와 ‘방울벌레’라는 명명 중 후자가 그 음악성이 부각된다). 두 존

재는 대화적인 관계 안에 놓이며 서로 간에 예술에의 의지를 독려하게 된

다. 따라서 “너는 서울로 돌아가라. 그리고 노래해 보게나. 그리하여 전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삶의 새로운 意義와 光明을 발견하게나. 考案해 보게나.”

159) ｢산촌여정｣, 매일신보, 1935.9.27.~10.11. (전집3, 46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160) ｢권태｣, 조선일보, 1937.5.4.~11. (전집3, 128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161) 이 반복적 의미와 성천 텍스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4장에서 후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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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은 이상이 귀뚜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귀뚜리가 이상에게 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②에서는 벼쨍이가 우는 소리를 ‘T’자를 쓰는 것에 비유하거나 자신의 기

억에 밑줄을 친다고 표현함으로써, 벼쨍이의 소리를 글쓰기라는 행위와 관

련시켜 묘사하고 있다. 우선 ‘T’자를 쓰는 것은 ｢산촌여정｣에 제시된 전신

주 이미지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촌여정｣에서는 “山村에八峰山
허리를넘는 鐵骨電信柱가 消息의題目만을符號로傳하는 것” 같다는 구절이 

제시되는데, 이 전신주는 산촌과 도시를 잇는 매개물이자 이상의 글쓰기가 

수행하는 역할을 빗대어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162) 여기서 전신주의 형상

은 T와 유사한 형상이라는 데서 ‘T’자를 쓰는 벼쨍이와 이상의 글쓰기는 연

관된다. 요컨대 벼쨍이의 노랫소리가 이상의 창조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벼

쨍이가 글쓰기를 수행하는 분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③에서는 불나비가 ‘불’을 찾아 뛰어들 줄 아는 ‘정열의 생물’로 제시된다. 

앞서 ①, ②에서는 곤충들과 화자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반면, ｢
권태｣에서의 불나비는 “불을 차즈려는情熱”이 없는 ‘나’와의 대비가 강조된

다. 이는 성천 텍스트 중 ｢권태｣가 갖는 특이성과 관련될 텐데,163) 삶의 탈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이 압도할 때 창조에의 의지를 독려하는 곤충 

분신들과의 일체감보다는 거리감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 분신이 창조의 역량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동물적인 것’이 

창조 혹은 생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오래된 사유를 상기하게끔 한다. 

본래 시(詩)의 그리스적 어원인 포이에시스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 

162) 이상은 “나의 동글납작한 머리가 그대로 카메라 가되여疲困한 불렌즈
로나마 몃번이나이옥수々무르 닉어가는 初秋의情景을撮影하얏스며 映寫하얏든
가― 후래슈으로 흐르는 열분哀愁—都會에 남아잇는 몃孤獨한 팬 에게보
내는 斷腸의 스틜이다.”(56-57쪽)와 같이 쓰며 ｢산촌여정｣이 도회에 보내는 
텍스트임을 강조한다. ｢산촌여정｣의 마지막 구절인 “밤의 슯흔空氣를原稿紙우에
고蒼白한동모에게 편지를씀니다. 그속에는自身의訃告도 同封하야잇습니
다.”(59쪽)에서도 자신의 글이 (도시에 있을) ‘창백한 동모’에게 전달될 것을 염
두에 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도회에 보내는 것이었는지 여부
는 중요하지 않다. 이상의 글쓰기가 ‘성천’과 ‘도시’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텍스트에서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일이 보다 중요하
다.   

163) 이는 4장에서 후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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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생성 혹은 창조를 뜻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 포이에시스는 또한 자연을 의미하는 ‘퓌시스’나 동물 혹은 생명을 뜻하

는 ‘조에’와 일치되어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164) 이러한 일치가 단순히 시라

는 예술이 자연발생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시기 시인들은 인공적인 기예(테크네)에 능한 기술자로서의 다

른 예술가들과 달리 영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존재들을 의미했는데, 이는 

이들이 ‘인간적인 것’의 경계 너머의 것과 접속함으로써 시가 생성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너머의 것이란 곧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적 영역

으로서의 자연성과 동물성을 의미한다. 니체가 고대 그리스 비극을 분석하

며 반인반수인 사티로스 형상에 그리스 비극의 본질이 있다고 한 것 또한 

인간이 ‘인간적’인 것의 한계를 벗어나 타자 즉 ‘동물적’인 것이 되어가는 

것에서 창조력의 원천을 보았기 때문이다.165) 이상 문학에 나타난 동물 분

신들이 글쓰기를 수행하거나 독려하는 분신들로 제시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 문학에서 주체를 다중화하는 전략으로서의 

분신 모티프는 일차적으로 고정된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충동의 

164) 마르틴 하이데거, 강연과 논문, 이기상 외 옮김, 이학사, 2008, (김동규, ｢
동물시학 연구: 하이데거 철학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제 49집, 
2018, 4쪽에서 재인용) 

165) 니체의 어법을 빌리자면, 본질적인 미적 경험은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상태를 
의미한다. 디오니소스적 도취 상태에서 개체들은 “시민으로서의 과거와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잊어버리”며 개체의 한계선을 파괴하고 조형하는 힘에 합류한다. 
이 과정이 곧 개인을 예술가 주체로 만든다. 다음의 구절을 보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육체와 영혼으로부터 말하려는 충동만을 느끼면 된다. 
그러면 그대는 극작가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서로를 변신한 것으로 보는 배
우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형성된다. 비극의 탄생(2007), 123~124쪽. 이 도취 
상태의 “마법의 힘 속에서 디오니소스적인 열광자는 자기를 사티로스로 보며, 
사티로스로서 신”을 보았다고 니체는 설명한다. 이때 이 사티로스에 니체의 사
상 전체의 핵심이 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개념이 응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사티로스 속에서 그리스인들은 “아직 인식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아직 문화
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은 자연”을 보았다. 즉 사티로스는 인간화 이전·바깥의 존
재를, 요컨대 인식과 문화(문명)의 그늘에 빛을 바래기 전의 자연과 접속하고 있
는 존재의 기호로 제시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즐거운 지식』, 
곽복록 옮김, 동서문화사, 2009,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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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화의 과정은 합리주의적 이

성이 지배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개인들에게 합리주의적 이성을 숙련하도록 

한 문명과 계몽의 문명사는 폭력을 수반했음은 물론이다. 이때 폭력의 기제

는 계몽과 대립되는 야만성을 타자에게 덧씌움으로써 정당화되어 왔다. 요

컨대 근대적 인간이 이성/비이성, 문명/야만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후자를 

타자화하면서 탄생한 것이라면, 이상 문학에 나타난 주체의 다변화된 양상

들은 그러한 근대적 인간 모델과 정반대의 자리에 놓여 있다. 오히려 동물/

인간을 구분하고 전자를 열등한 것으로 배제해 온 근대화·문명화 과정의 비

판적 형상물로 기능하며, 그러한 경계선에 포획되지 않으려는 주체의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동물 계열의 분신들은 글쓰기의 분신으

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동물 분신들은 ‘인간화’되지 

않은 인간 내부의 타자적인 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상 문학이 

‘인간적인 것’ 바깥의 자연과 접속하며 수행되는 시적 글쓰기의 핵심을 관

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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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성의 장(場)으로서의 육체와 변용의 양상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상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분신들은 근대적 세계와

의 불화를 드러내는 분신 계열과 창조 의지를 표출하는 비인간 분신 계열로 

분화되어 전개된다. 생성의 원리가 이와 같이 단일한 정체성으로부터 벗어

나 여러 ‘나’를 생성하는 분신 모티프로 구현되었다면, 이 절에서는 육체 이

미지에 나타난 생성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때 육체는 그 자체로 육

체의 고정성166)에서 벗어나 다수적인 충동이 경합을 벌이고 그 자체가 다른 

대상들과 접속하며 변용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먼저 이상 문학에 나타난 육체 이미지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부정성에 치

우쳐져 있다는 점을 해소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의 텍스트에서 유기체

적 육체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파편화되거나 병리적인 육체 이미지는 근대 과학 담론의 영향 관계 하에 논

의되거나 자기 소외, 죽음 충동 등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 주된 해석이 되어

왔다.167) 한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 문학에 나타난 육체 이미지

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상당수는 ‘몸=근대 사회’라는 도식을 주된 전제로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상 문학의 육체 이미지는 근대 사회의 파편성과 

병폐에 대한 비판적 반영물으로 독해되어온 것이다.168) 이와 함께 분열적이

166) 이 고정성이란 한 개체의 육체 내부의 요소들이 굳어졌다는 의미, 육체와 외
부와의 경계가 굳어졌다는 의미에서의 고정성 두 가지를 내포한다.

167) 조해옥, 이상 시의 근대성 연구, 소명출판, 2001, 53-67쪽, 주현진, ｢이상 
문학의 근대성: ‘의학-육체-개인’｣, 한국시학연구 23, 2008, 377-417쪽, 김용
희, ｢윤동주와 이상 시에 나타난 신체와 인식의 문제에 관한 고찰｣, 論文集
10(1), 1998.

168) 요컨대 박소영은 이상 문학에 나타난 육체 이미지는 “주로 그로테스크한 몸 
이미지와 병든 근대 사회의 한 단면을 아울러 다룸으로써 모더니스트의 침잠된 
내면의식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정리한다. (박소영, ｢이상 시에 드
러난 ‘피’와 ‘얼굴’ 그리고 ‘두개골’ 이미지의 유기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
평 63, 2014.) 박소영은 이 글에서 육체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병적인 근대상
의 반영이나 죽음 의식의 소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생존 욕망’을 읽어
내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바흐친의 논의를 빌려 이상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하거나 불구의 육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생성하
는 몸”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도와 욕망으로 독해한다. 인용되고 있는 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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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병리적인 육체 이미지를 이상이 폐결핵을 앓았다는 자전적 사실과 관

련시켜 텍스트를 독해하는 관점들도 육체 이미지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

는 데 일조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상 문학의 육체 이미지가 갖는 함축

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1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재현의 논리를 전

제할 때 이상 문학의 성격이 부정성으로 귀결되는 난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긴 측면이 있다.

 특히 이상 문학에 나타난 병리적 이미지가 개인사적 질병 체험으로만 환원

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텍스트 해석의 맥락을 개인사의 반영물로 한계 

짓는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 텍스트에서 ‘병’과 ‘건강’의 

문제는 개인적인 질병의 차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컨대 ｢어리석은 석반｣의 다음 구절을 보자. “나는 健康한지 不健康한지, 

判斷조차 할 수 없다. 健康하다면 나는 이 世上 모든 健康한 사람의 그 누

구와도(조금도) 닮지 않았다. 不健康하다면 이건 얼마나 處置困難하리만큼 

뻔뻔스런 그렇게 弱해빠진 몰골인가.”(177쪽)와 같은 구절이나 “健康한 惡
血”(181쪽)이라는 어구 등은 이상 문학에 나타난 병리적인 이미지를 문면 

그대로 자전적인 내용으로 읽지 않아야 하는 단서가 되는 대목이다. 앞의 

구절에서 이상은 스스로를 건강하면서도 불건강하다 말한다. 자신이 건강하

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건강함과는 거리가 먼 건강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인 기준에서라면 건전하거나 건강함과는 거리가 먼 악의 충동이 오히려 건

강함의 표지가 된다. 이러한 어법은 선악의 가치 전도뿐만 아니라 병과 건

강의 의미를 재설정한 니체에게서도 확인된다. 니체는 ‘병’과 ‘건강’을 인간

래와 같다. (그로테스크한 몸은) 언제나 세워지고 만들어지며, 스스로 다른 몸을 
세우고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몸은 세계를 삼키고 스스로 세계에서 삼
켜 먹힌다. (...) 이 모든 육체적 드라마의 사건들 속에서 삶의 시작과 끝은 밀접
하게 얽혀 있게 된다. (...) 육체적 삶의 끊임없는 연결고리 속에서 그로테스크 
이미지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부분은 한 고리가 연속적으로 다른 고리와 연결되
는 부분, 다른 늙은 몸의 삶에서 새로운 몸의 생이 태어나는 부분이다. (미하일 
바흐찐,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최건
영 역, 아카넷, 2001, 493면,) 이러한 관점은 이상 문학의 육체 이미지를 생성의 
관점에서 독해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에 참조가 된다. 허나 박소영의 논의가 
“병든 몸을 쇄신”하고자 한다거나 “죽음에의 공포”를 극복하는 “재생”에의 의지
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대목에서 시 해석의 맥락이 개인사적 문제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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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점에서 서술하는데, 그에 따르면 병과 건강은 ‘생성’에 대한 긍정의 

여부에 달려 있다.169) 본래 변화와 생성, 유동하는 힘들로 넘쳐나는 삶을 

긍정하는 것, 기성의 것들을 허무는 데 가차 없기에 기존의 가치 체계에 따

르면 악이라고 불리던 것들을 긍정하는 태도야말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상이 스스로에 대해 “건강한 악혈”이라 표현한 것 또한 다

양체로서의 삶을 납작하고 평면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는 근대적 세계의 병리

성을 전도시키는 건강, 니체의 어법을 빌리자면 그만큼 파괴적이기에 ‘악’한 

것이기도 한 건강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식을 염두에 두며 육체 이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초기 시편에 해당하는 조선과건축의 수록 시 중 하나인 ｢공복｣170)

의 육체 이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오른손에과자봉지가없다고해서

왼손에쥐어져있는과자봉지를찾으려지금막온길을5리나되돌아갔다

    ☓
이손은화석하였다

이손은이제는이미아무것도소유하고있지않고소유하려는것을느끼지조차하지아

니한다

    ☓
지금떨어지고있는것이눈(雪)이라고한다면지금떨어진내눈물은눈(雪)이어야할 

것이다.

나의내면과외면과

이건(件)의계통인모든중간들은무섭게춥다

좌 우

이양측의손들이상대방의의리를저바리고두번다시악수하는일은없이

169) 이상엽, ｢니체에 있어서 병과 건강의 의미｣, 대동철학 73, 2015.
170) 이상 문학에서 ‘공복’ 상태는 물리적이거나 생리적인 현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육체 개념(연구의 시각 참조)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배’라는 기관은 ｢황의 기｣에서와 같이 ‘뇌수’와 연결되듯 정신과 육체는 분
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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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노동만이가로놓여있는이정돈(整頓)하여가지아니하면아니될길에있어서

독립을고집하는것이기는하나

추우리로다

추우리로다

    ☓
누구는나를가리켜고독하다고하느냐

이군웅할거(群雄割據)를보라

이전쟁을보라

    ☓
나는그들의알력(軋轢)의발열(發熱)의한복판에서혼수(昏睡)한다

지루한세월이흐르고눈을떠본즉

시체도증발한다음의고요한월야(月夜)를나는상상한다

천진한촌락의축견(畜犬)들아 짖지말게나

내체온은적당스럽거니와

내희망은감미로웁구나.

-｢공복(空腹)─｣171)-

 

 위의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과자봉지가 없는 

오른손이 왼손에 쥐어진 과자봉지를 찾으러 간다. 여기서는 오른손과 왼손

이 서로 분리되어있을뿐더러 과자봉지 유무로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자봉지, 즉 먹을 것이 없는 오른손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욕

망조차 욕망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욕망이 메마른 상태가 “화석” 상태라 명

명된다. 화석 상태가 욕망의 부재로 생동감을 잃은 오른손에 대한 은유라면, 

이러한 고체 상태에 대응하는 온도는 추위일 것이다. 화석-겨울로 이어지는 

의미소는 ‘눈(雪)’이라는 이미지를 동반하게 되고, 다음의 시구가 이어진다. 

“지금떨어지고있는것이눈(雪)이라고한다면지금떨어진내눈물은눈(雪)이어야할 

것이다.” 눈물이 눈이어야 하는 이유는 경화(硬化)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때

문이다. 액체(눈물)가 추위에 얼어붙어 고체(눈)이 된다.

171) 朝鮮と建築, 10卷 7號, 1931.7. 임종국 편, 李箱全集, 1956. (시전집, 
226-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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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화자는 ‘내면과 외면’, ‘오른손과 왼손’과 같이 통합되어야 하지

만 서로 분리되고 단절된 사태, 서로간의 경계를 넘어 녹아드는 융화가 아

닌 경화가 작용하는 사태에 대해 “무섭게춥다”고 말한다. 두 손이 서로 악

수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황은 격화되어 “군웅할거”, “전쟁” 상태에 은유

되기에 이르고 화자는 이에 혼수, 즉 의식을 잃고 만다(이 “알력의발열”은 

두 손의 대립이 격화된 상태를 이르기에 의미상 ‘추위’와 동일하다). 그 다

음 장면은 이러한 전쟁 상태 이후에 대한 상상인데, 그 상상 속에서 화자는 

극한의 추위나 발열 상태가 아닌 “적당”스러운 체온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희망”의 감미로움을 음미한다.

 한편 육체 기관을 분리해 각 기관이 저마다의 욕망을 지닌 개체로 묘사하

는 어법은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사기컵은내해골과흡사하다.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었슬때내팔에서는난데

업는팔하나가접목처럼돋히드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컵을번적들어마루바닥에

메여부딪는다. 내팔은그사기컵을사수하고있으니산산히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

컵과흡사한내해골이다. 가지났든팔은배암과같이팔로기어들기전에내팔이혹움

직였든들홍수를막은백지는찢어졌으리라. 그러나내팔은여전히그사기컵을사수

한다.

-｢시제11호｣172)-

 위의 시에서도 파편화된 육체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 시에는 두 종류의 팔

이 등장한다. 하나는 사기컵을 사수하는 팔과 다른 하나는 “난데없이” 솟아

난, 즉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솟아난 팔이다. 이 후자의 팔은 사기컵을 깨

뜨리려 하며, 전자의 팔은 사기컵을 사수하려한다는 점에서 두 팔은 사기컵

의 사수와 파괴라는 상반된 두 의지를 지닌 기관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컵을 두고 벌이는 두 팔의 대립은 각 기관들의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장면으로, ｢공복｣과 마찬가지로 육체는 그러한 충돌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컵을 깨뜨리려는 팔의 욕망은 결국 사기컵을 사수하는 팔에 의

172) 朝鮮中央日報, 1934.8.4.(시전집,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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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현되지 못하지만, 화자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만약 그 욕망이 실현

되었다면 “홍수를막은백지는찢어졌으리라”고 말이다. 이 구절은 백지의 가

장 기본적인 기능을 존중해 읽을 필요가 있다. 백지란 지면, 즉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평면이라는 점을 상기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난데없이 솟아

난 “가지났든 팔”이 움직일 때 “백지”가 찢어졌을 것이라는 구절에서는 팔

을 움직이며 백지 위에 글을 쓰는 장면을 연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백지 

위에 펜의 잉크가 새겨지는 것은 잉크의 액체성 때문에 “홍수”라는 은유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순되는 두 힘 간의 충돌이 왜 ‘팔’이라는 

기관에 의해 형상화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설도 가능해진다. 팔은 

글쓰기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난데없이 돌출한 팔은 글쓰기 즉 창조에의 의

지가 바깥으로 표출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공복｣에서 두 손의 대립이 오

른 팔이 아무 것도 느끼지도 욕망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면, 이 시에

서 두 팔의 대립은 글쓰기 즉 창조의 욕망에 대한 억압이라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다. 이 부정적인 대립이 ‘사기컵’을 사수하려는 팔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은 ｢공복｣의 ‘화석’ 이미지와 연결된다. 생성을 가능케 하는 욕망의 흐름

이 굳어질 때 사기컵/화석이라는 고체화된 사물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두루마기 아궁탱이 속에서 바른손이 왼손을 아구에 꼭-쥐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허공에 있거나 물 속으로 가라앉았을 동안에도 육신은 

육신끼리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게을리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서 헐크러진 채 끽 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난한 

모체를 의지하고 저러고 지내는 그 각 부분들이 무한히 측은한 것도 같습니

다. (중략) 

 일신의 식구들이-손, 코, 귀, 발, 허리, 종아리, 목 등-주인의 심사를 무던

히 짐작하나 봅니다. 이리 비켜서고 저리 비켜서고 서로서로 쳐다보기도 하

고 불안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는 중에도 서로서로 의지하고 여전히 다소곳이 

닥쳐올 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픈이야기-어떤 두 주일 동안-｣173)-

 한편 이 텍스트에서도 앞의 두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육체 기관은 (단일한 

173) 朝光, 1937.6.(전집3,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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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상정되는) 자아의 의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의지를 지닌 것으로 그

려지지만, 두드러지는 차이 또한 존재한다. ｢공복｣이나 ｢시제11호｣에서는 

두 손 간의 ‘대립’과 ‘불화’가 중심적인 모티프를 이룬다면 ｢슬픈 이야기｣에

서는 (두 손을 포함한) 육체 기관끼리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예

컨대 ｢공복｣에 나타난 독립적인 두 손이 ‘화석’화되고 서로 간 ‘악수’도 나

누지 못하거나 ｢시제11호｣에서 서로 대립하는 두 팔이 부정적인 파편화의 

상황을 보여준다면, ｢슬픈이야기｣는 “바른손이 왼손을 아구에 꼭-쥐고 땀을 

흘리”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어울림의 상황을 보여준다. 서로 만남

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분리와 단절의 상태를 결합과 만남으로 상승시키는 

것, 이로써 진정한 생성을 도모하는 것이 이상 문학의 문제의식 중 하나였

던 것 같다. 개체의 경계선을 넘어 다른 대상들과 접속하는 육체 이미지들

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같이열풍이불드니드디어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닿는다. 황홀한지문골짜기

로내땀내가스며드자마자 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내소화기관에묵직한총신을

느끼고내다무른입에맥근맥근한총구를느낀다. 그리드니나는총쏘으듯키눈을감

으며한방총탄대신에나는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여배앝었드냐.

-｢시제9호 총구｣174)-

 

 위 시에서 화자의 허리에 손이 와 닿자 몸체가 “총신”이 되고 입은 총탄이 

발사되는 “총구”가 된다. 이러한 육체의 총-되기는 “열풍”이 불고 “땀내”가 

나는 등 유동화(流動化)하는 상상력과 에로티즘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이루

어진다. 허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화자는 총을 쏘겠다고 선언하듯 말

하고, 육체가 총이 된 상태에서 총탄은 “참나의입”으로 내뱉는 “무엇”, 즉 

화자의 말인 시(詩)와 등치된다. 여기서 “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여배앝었드

냐”라는 물음엔 ‘나’와 ‘참나’의 분리가 전제되어 있다. ‘나’는 ‘참나’의 입에

서 나오는 말(즉 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것(시)이 무엇인지 묻는

다. ‘참나’란 창조의 주체, 요컨대 의식하는 자아인 ‘나’ 이면의 무의식적이

고 범람하는 힘의 원천을 가리킨다.175)

174) 朝鮮中央日報, 1934.8.3.(시전집,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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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벽지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그것은유계에낙역되는비밀한통화구다. 어

느날거울가운데의수염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

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통화구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앉었다일어

서듯키나비도날러가리라. 이런말이결코밖으로새여나가지는않게한다.

-｢시제10호 나비｣176)-

 한편 이 시에서는 육체의 일부인 “수염”이 “나비”가 되는 생성의 과정이 

제시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위의 시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화자는 찢어진 벽지를 본다. 이 찢어진 모양이 나비의 날개를 

연상시켰을 것이다. 여기서 나비가 삶과 죽음, 꿈과 현실 등의 경계를 넘는 

상징적 존재라는 사실을 굳이 환기하지 않더라도, 평면적인 벽지 일부가 찢

어진 모양이 평면 너머의 입체적 공간을 상상하게 하며 ‘유계’의 존재를 예

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 상상력이 “나비”를 삶 너머 죽

음의 세계와 연락되는 존재(“유계에낙역되는비밀한통화구”)로 비유하게끔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1,2행에서는 평면인 벽지와 이에 균열을 내는 

나비 그리고 벽지 너머의 유계의 공간이 대조를 이루었다면, 3행에서는 “벽

지”의 이미지가 평면적인 “거울”로 변주되어 등장하며 거울과 나비가 대조

된다. 또한 거울에 비친 수염 모양과의 유사성에 입각해 나비는 수염 이미

지와 접속하게 되고, 이 나비는 “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며 수염

과 결합한 독특한 이미지로 변용된다. 전술했듯 이 수염-나비는 평면적인 

벽과 거울 너머의 세계를 예감하게 하는데, 그렇기에 화자는 자신이 죽어도 

나비는 죽지 않고 날아갈 것이라 쓴다. 요컨대 이 시의 주체는 수염을 나비

175) 이러한 무의식성이 육체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상 문학에 나타난 
육체 이미지를 특정한 의식 상태나 자전적·사회적 요소의 재현적 이미지와 연관 
짓는 관점이 재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식적인 영역을 초과하는 육
체 이미지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독법이 필요한 것이다. 신체의 변용 가능성은  
“신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또 신체의 본성만을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무엇
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관점은 이러한 육체 
이미지를 이해하는 참조점이 된다. (B. 스피노자, 에티카, 황대연 역, 비홍 출
판사, 2014, 164쪽.)

176) 朝鮮中央日報, 1934.8.3.(시전집,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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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용시키면서, 유한한 개체의 시간을 초월해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무화

시킨다.

 여기서 수염이란 기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염은 

육체의 표면을 뚫고 바깥으로 가시화되며 나타나는 자생적인 힘을 상징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177) 이때 수염 혹은 모발은 육체의 나무-되

기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이미지로 작동한다. 황 연작 중 ｢작품 제3번｣의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자. ① “나 같은 불모지를 지구로 삼은 나의 모발을 

나는 측은해한다/나의 살갗에 발라진 향기높은 향수/나의태양욕/용수처럼 

나는 끈기있게 지구에 뿌리를 박고 싶다”178), ② “잘려진 모발을 나는 언제

나 땅속에 매장한다-아니다 식목한다.”(82쪽), “흙 속에는 봄의 식자가 있다

/지상에 봄이 만재될 때/내가 묻은 것은 광맥이 되는 것이다/이미 바람이 

아니불게 될 때/나는 나의 행복만을 파내게 된다/봄이 아주 와버렸을 때에

는 나는 나의 광굴의 문을 굳게 닫을까 한다.”(85-86쪽) ③ ”남자의 수염이 

자수처럼 아름답다/얼굴이 수염투성이가 되었을 때 모근은 뼈에까지 다달아 

있었다.”(86쪽) ①이 화자가 자신의 모발을 보며 지구에서 자라는 풀을 연

상하고, 풀이 대지에서 자라듯 자신도 지구에 뿌리박고 나무가 되려는 의지

를 표현한 문장이라면, ②에서는 신체 기관의 일부인 모발을 매장하는 행위

를 통해 나무-되기를 몸소 실연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그래서 ③에서 무성

하게 자라난 수염은 나무로 변용된 육체에서 자라난 풀이라는 복합적인 이

미지를 지니게 된다.  

 이 외에도 나무로 변용되는 육체 이미지는 이 외에도 여러 텍스트에서 나

타난다.179) “시종제자신은지상의수목의다음가는것이라고생각하였다.”180), 

177) 이상 문학에서 수염 기호의 상징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수염은 육체에서 저절로 부단히 자라나는 기관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생명력 혹은 생식력의 상징적 기호라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염이 텍스트에서 작동되는 방식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78) ｢作品 第三番｣, 文學思想, 유정 역, 1976.7.(시전집, 81-82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병기)

179) 신범순은 이를 ‘나무인간’ 이미지로 명명하고 이상 문학의 주요한 이미지로 
설명한다. 신범순은 ｢황｣ 연작은 ‘동물신체 텍스트’, 이상 유품에서 나온 유고 
텍스트 계열(사진첩 뒷면에서 나온 것으로 신범순은 이를 ‘사진첩 시편’이라 명
명한다.)은 ‘식물 신체 텍스트’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메모된 창작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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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인간만은식물이라고생각됩니다.”181), “그래가지고 그는 그것을 그 수경

(樹莖)에 삽입하였다. 세상에 다시 없는 아름다운 접목을 실험하기 위해

서.”(｢얼마 안되는 변해｣, 164쪽) 등과 같이 나무-되기의 이미지는 식물로 

이행하는 육체의 잠재적 역량을 보여준다.182) 앞서 살펴본 동물 분신처럼 

나무-되기 모티프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자연과 접속하는 

육체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의 시각에서 정리한 것처

럼, ‘동물적인 것’ 혹은 ‘식물적인 것’으로 생성하는 주체 이미지는 육체를 

우주적인 시간의 연속체로 보는 사유에 기초한다. 요컨대 인간 안의 타자성

은 그러한 시간의 연속성을 전제로 바탕에 두기 때문이다.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시간에 대한 사유는 이 외에도 다른 시간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이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따르면 이 두 계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는데, 이 시기 이상은 “자신
의 육체성을 동물과 식물의 생태적 모티프”로 채워 넣었던 것이다. (신범순, ｢이
상 시 주석과 해석의 한 시도-<황> 연작과 ‘사진첩’ 시편에 담긴 ‘낙원 프로젝
트’에 대하여-｣, 이상, 구인회, 니체주의ⅱ, 이상학회 5회 정기학술대회, 2017, 
24쪽.) 이상 문학에서 주로 주목되었던 이미지가 인공화되거나 파편화된 육체 
이미지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생태적” 모티프에 대한 주목은 이
상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고는 황 연작 등의 ‘동물’ 모티프는 분신 계열
로, ‘식물’ 모티프는 육체의 변용적 이미지 계열로 배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물 모티프는 화자와 대화적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분신’
적 존재로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0) ｢隻脚｣, 임종국 편, 李箱全集, 1956.(시전집, 134쪽.)
181) ｢골편에 관한 무제｣, 임종국 편, 李箱全集, 1956.(시전집, 142쪽.) 
182) 식물되기의 실재성에 대해서는 연구의 시각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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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이미지의 특징과 생성적 시간성 모색

4.1. 생성을 무화하는 시계 시간과 생성적 시간 이미지

 4장에서는 생성의 원리가 시간성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과정을 살

피고자 한다. 이상 문학에 나타난 시간에 대한 문제의식은 초기부터 이상 

문학 후기 텍스트에 해당하는 성천 텍스트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

목을 요한다. 먼저 앞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생성의 주체와 시간성에 대한 

사유는 ｢삼차각설계도｣라는 제목 하에 발표된 ｢선에관한각서｣ 연작에서 원

론적인 명제의 형태로 제시된다. 여기서는 시간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논의

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연작은 난해한 만큼이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적게 

이루어져온 편이지만, 그만큼 해석이 크게 갈리지 않아 시공간 차원의 문제

를 다룬 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183) 선행 연구

자들의 해석 작업이 밝혀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연작에는 ‘설계도’라는 이

름에 걸맞게 유클리드 기하학 및 상대성 이론과 대결하며 시공간에 대한 새

로운 사유를 구축하고자 한 이상의 방대한 기획이 담겨 있다. 상세하고 복

잡한 논의이지만 이를 간략하게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할 것

이다.184) 우선 이 연작에는 근대 과학 및 수학 체계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

이 깔려 있는데, 그 한계성은 무한의 영역까지 사유하지 못하는 대수학 및 

근대 과학의 틀이기도 하며 3차원이라는 단일한 차원에 개체를 못 박아두는 

틀이기도 하다. 이상은 이러한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사람은숫자

를버리라”(265쪽)며 선언하고, 이로부터 벗어난 “시(詩)”적인(284쪽) 수학과 

과학을 창조하고자 했다. 이 시적인 수학 내지 과학이란 개체를 단일한 차

원의 고정점에 위치시키며 “인문의뇌수를마른풀과같이소각하는” 근대 과학

183) 일찍이 김윤식, 권영민, 신범순 등에 의해 이 연작이 상세히 연구된 바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 논문 중 ｢선에 관한 각서｣를 중심으로 다룬 것으로 송민호, ｢
빛의 속도를 내달려 펼쳐진 무한의 풍경｣, 앞의 책, 신형철, 앞의 글(2012), 권
희철, 앞의 글(2016). 등이 있다. 

184) 보다 상세한 논증은 신범순, 무한정원삼차각나비(현암사, 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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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선에관한각서2｣, 270쪽), 뇌수를 “부채와같이원에까지전개”시키고 

“완전히회전”시키도록 하는 과학이다(｢선에관한각서3｣, 272쪽). 즉 하나의 

시공간 차원을 점유한 ‘나’가 아니라 부채같이 무한히 펼쳐진, “나의파편”들

을 모은 총체적인 ‘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선에관한각서5｣, 278쪽).

  

① 속도etc의통제예컨대빛은매초당3○○○○○키로메-터로달아나는것이확실

하다면 사람의발명은매초당6○○○○○키로메-터로달아날수없다는법은물론

없다. 그것을기십배기백배기천배기배만배기억배기조배하면사람은수십년수백

년수천년수만년수억년수조년배의태고의사실을볼것이아닌가(중략)사람은영겁

인영겁을살수있는것은생명은생도아니고명도아니고 광선인것이라는것이다.

-｢선에관한각서1｣(266-267쪽)-

② 미래로달아나서과거를본다, 과거로달아나서미래를보는가, 미래로달아나는

것은과거로달아나는것과동일한것도아니고미래로달아나는것이과거로달아나는 

것이다. 확대하는우주를우려하는자여, 과거를살으라, 빛보다도빠르게 미래로 

달아나라.

-｢선에관한각서5｣(275-276쪽)-

③ 무수한과거를경청하는현재를과거로하는것은불원간이다,자꾸만반복되는과

거, 무수한과거를경청하는무수한과거, 현재는오직과거만을인쇄하고과거는현

재와일치하는것은그것들의복수의경우에있어서도구별될수없는 것이다.

-｢선에관한각서5｣(277쪽)-

④ 사람은달아난다, 빠르게달아나서영원에살고과거를애무하고과거로부터다시

그과거에산다,

-｢선에관한각서5｣(279쪽)-

 최근의 한 연구가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185) 이상이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185) 권희철, 앞의 글(2016). 요컨대 권희철은 31년을 전후한 이상의 텍스트가 ‘시
간’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시기 이상이 시계의 시간과 다른 
본래적 시간에 대한 사유를 전개했다고 설명한다. 이 본래적 시간이란 “일정한 
길이와 속도로 다른 어떤 요소들과도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과거를 향해 흘러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단위로 분할해서 측정하거나 다른 요소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그리고 결코 제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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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간과 명백히 대치되는 것이면서 상대성 이론 

혹은 시간 여행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진술로도 환원될 수 없다. 위

의 시적 진술들을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상은 광속

을 능가하는 사유의 실험을 통해 먼 태곳적 과거와도 연결되어 “영겁”이라

는 시간을 사는 생명-빛에 대한 명제를 제시한다(①). 이 ‘영겁’의 시간은 

다음의 진술들로 구체화된다. 미래와 과거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미래로 달

아가는 것은 곧 과거로 달아나는 것과 같다,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선

형적인 구조를 이룬 것이 아니라 원형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러한 시간관에 따르면 과거는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하

게 쌓여 현재와 공존하는 것이며, 현재란 과거와 단절된 순간이 아니라 지

속되는 과거에 다름 아니다(③). 이러한 시간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영원히 

회귀하는 과거와 공존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④). ‘무수한 과거’는 현재

에 연장되어 잠재적으로 공존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새로운 시간성이란 과거와 현재의 공속성이라 정리해볼 수 있

다.186)187) 이러한 시간에 대한 사유는 생성으로서의 시간의 본질을 측정하

궁극의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를 던져 놓는 인간 존재가 현존의 고정된 자리에서 
이탈하여 스스로를 새로운 생성의 과정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동시에 그 동참
의 결과”이다. (180-181쪽) 본고는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사유가 여러 시간 이
미지들을 생산한 원리가 된다는 점, 특히 성천 텍스트의 수사법과 관련되어 있
음을 밝히고자 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시 ｢이상한 가역반응｣을 해석할 때 
“任意의半徑의圓(過去分詞의時勢)”라는 구절을 “임의의반경의원(과거분사에관한
통념)”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따라 해석하고 있는데, 이 ‘時勢’란 원문의 ‘相場’을 
번역한 것으로, 이는 ‘통념’보다는 물건을 사고파는 가격을 의미하는 ‘시세’의 의
미에 더 가깝다. 또한 ‘場’이라는 단어를 고려해 공간적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
다. 신범순은 이를 고려해 앞 구절을 “임의의반경의원(과거분사시세의장)”으로 
번역한다. 즉 ｢이상한가역반응｣에서의 ‘원’은 ‘시계의 원’일뿐만 아니라 ‘과학의 
원’이고 ‘역사와 고고학의 원’이기도 하다. (신범순 편, 이상시전집 꽃속에꽃을
피우다1, 나남, 2017, 205쪽.)

186) 이와 같은 시간관으로부터 선형적인 시간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음으로 추동되는 진보적 역사관에 대한 불신까지 읽어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일찍이 지적되어 온 것처럼 근대 혹은 역사의 파국에 대한 인식은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실낙원｣ 연작이나 오감도 ｢시제14호｣에 등장하는 
“종합된역사의망령”인 “걸인”의 이미지, ｢최후｣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간성에 대한 사유는  선형적인 진보의 시간성, 즉 더 나은 미래로 가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을 기저에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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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근대적 시간에 대한 비판의 준거점이 되는 한편, 이상 문학 특유

의 과거/역사 이미지를 산출하게 된다. 먼저 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

다.

 선행 연구들에 의해 지적된 바, 이상의 문학에서 근대적 시간은 변화와 차

이를 낳는 시간이 아니라 동일하게 반복되는 시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188) 

특히 시계는 사람들의 육체와 의식을 이러한 근대적 질서에 맞게 훈련시키

는 대표적인 기계 장치로, 이상 문학에서도 시계는 대부분 비슷한 의미로 

등장한다.189) 근대화 과정은 시간의 규칙을 습득하는 일, 요컨대 “시간에대

한 관념을 일으키고” “시간의통일을 도모”하는 과정과 불가분했던 것이

다.190) 사람들은 새로운 시간관념, 즉 분절화된 시간의 규칙을 습득함으로

써 근대적 주체로 정립될 수 있었다.191) 

187) 과거라는 시간성이 폐허와도 같은 근대 문명에 대한 대안적 시간이 될 수 있
다는 것, 특히 서구 모더니즘 문학에서 이는 기억의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주제
가 되어 왔다. “근대 초기 서구의 보들레르는 폐허와 같은 자본주의 도시 파리
에서 질풍 같은 근대적 시간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선형적 시간의 단초들을 
수집하고자 애썼다. 이는 마치 마르셀 프루스트의 ‘마들렌’에 관한 기억이 알려
주는 것처럼 이성이나 인과성과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덮쳐와 주체를 장악해
버리는 압도적인 기분이나 근대적인 시간성을 초월하여 생생하게 거슬러 올라 
찾아오는 기억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송민호, 앞의 책, 117쪽)

188) 근대적 시간의 특징과 시간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연구의 시각 부분 참조. 이
상 문학에 나타난 시간 의식에 대한 연구는 근대성 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해옥, 앞의 책) 본고는 이 근대적 시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성’을 측
정치 못하는 기계적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음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며, 무
엇보다 생성에 대한 사유가 산출한 시간 이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189) 예외가 되는 경우로 ｢1931년(작품제1번)｣에서 돌연 ‘13’을 치며 시계의 시간
인 12를 위반하는 시계, ｢월상｣에서 세계의 파국을 알리는 시계 등을 들 수 있
다. 근대적 시간을 습득하게 하는 기계 장치로서의 시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 참고. 이진경은 시계나 시간표와 같은 근대적 시간 기계들로 개인의 신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훈육하는 방식을 근대화의 한 양상으로 논한 바 있
다. (이진경, 앞의 책(2010))

190) ｢시간관념의 선전｣, 東亞日報, 1921.6.9., 3면. 경성을 비롯한 경기도에서 
정오마다 공장에서 기적을 울리고 종소리를 불게 하여 시간을 알리기 시작했다. 
정오 시간을 대포 소리로 알리는 오포제는 갑신정변 이래로 시행되었는데, 1922
년에는 군비축소를 이유로 폐지되었다. 이후 정오를 알리는 역할은 시보기의 사
이렌 소리로 대체된 듯하다.

191) 박태호에 따르면 근대적 시간 기계가 대중들의 의식과 생활로 침투한 데는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독립신문을 그 대표적인 예로 삼는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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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 시단에서도 시간을 의식적으로 

다룬 시는 1930년대 무렵, 특히 정지용이나 김기림, 이상 등의 ‘모더니즘’ 

시인들에 의해 많이 창작되기 시작한다.192) 유의할 점은 이러한 사실이 30

년대 모더니즘 시에 시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재고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고석규는 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이 “시간성을 무

시하고 횡적인 공간성에로만 퍼져가는 절실한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193) 이러한 평가는 이들 작품에 나타난 시간 이미지에 대한 충분한 

함의를 읽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은 육체의 미시적인 수준까지 육박

해오는 근대적 시간의 질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를 시로 형상화해내고, 

나아가 기계적 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성

이 삭제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시간의 문제에 고투했던 일군의 시편들의 

존재를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지용의 ｢時計를 죽임｣194)에서 

시계의 시간은 “나의 腦髓를 미신바늘처럼 쫏”으며 “불길”함을 유발한다. 

시인은 이 “쫑알거리는 ｢時間｣”을 “비틀어 죽”이지만 의식에 새겨진 시계 

시간의 리듬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疲勞한 理智는 그대로 齒車를 돌리

다.”). 화자는 시계 시간의 이러한 강박적인 재촉에서 벗어나 “소리 없이 옮

겨가는” “悠悠한 야간 항로”와 같은 리듬을 따르고자 한다. 아래는 이상의 

텍스트에 시계의 시간 이미지가 나타난 대표적인 경우다.

철필달린 펜축이하나, 잉크병. 글자가적혀있는지편(모두가 한사람치)부근에는 

아무도 없는것같다. 그리고 그것은 읽을 수 없는 학문인가싶다. 남어있는 체

에서는 이질적인 사건들이 동시성의 형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간은 선형적 연
속체로 상상된다. 또한 그가 인용하고 있는 한 논설에서는 “사의 사됨이 시
계의 긔계와 니”(｢논설｣ 일부, 1899.10.3.,)라는 표현이 제시되는데, 이를 통
해 근대적인 주체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태호, 독립신문과 시간-기계-독립신문에서 근대적 시간-기계의 
작동 양상｣, 사회와 역사 64, 2003.)  

192) 윤의섭, ｢시간을 의식적으로 다룬 시에 나타난 시간성｣, 한국시학연구 51, 
2017, 255쪽.

193) 고석규, ｢이상과 모더니즘｣, 여백의 존재성, 책읽는 사람, 1993, 김예리, ｢
김기림 시론에서의 모더니티와 역사성의 문제｣(현대문학연구31, 2010)에서 재
인용.

194) 정지용, 정지용, 이숭원 편, 문학세계사, 1996,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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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유리의 ｢냉담한 것｣이 덕하지 아니하니 그비장한 최후의학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사할길이 없다. 이 간단한 장치의 정물은 ｢투탕카아멘｣처럼 

적적하고 기쁨을 보이지 않는다.

피만 있으면 최후의 혈구하나가 죽지만않았으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되

어있을 것이다.

피가있을까. 혈흔을 본사람이있나. 그러나 그난해한문학의 끄트머리에 ｢싸인

｣이없다. 그사람은-만일그사람이라는 사람이 그사람이라는 사람이라면-아마 

돌아오리라.

죽지는 않았을까-최후의 한사람의 병사의-논공조차 행하지 않을-영예를 일

신에지고. 지루하다. 그는 필시돌아올것인가. 그래서는 피신에 가늘어진 손가

락을 놀려서는 저정물을 운전할것인가.

그러면서도 결코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아니하리라. 지껄이지도 않을 것

이다. 문학이 되어버리는 잉크에 냉담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한없는 정밀이

다. 기뻐하는 것을거절하는 투박한정물이다.

정물은 부득부득 피곤하리라. 유리는 창백하다. 정물은 골편까지도 노출한다.

시계는 좌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계산하는 ｢메-터｣일까. 그러

나 그사람이라는 사람은 사람은 피곤하였을 것도같다. 저 ｢칼로리｣의 삭감-

모든 기구는 년한이다. 거진거진-잔인한정물이다. 그 강의불굴하는 시인은 

왜돌아오지 아니할까. 과연 전사하였을까.

정물가운데 정물이 정물가운데 정물을 저며내이고 있다. 잔인하지 아니하냐.

초침을 포위하는 유리덩어리에 남긴 지문은 갱생하지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그비장한 학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면경｣195)-

 

 위의 시 제목 ‘면경’에서 알 수 있듯, 시적 대상인 “이 간단한 장치의 정

물”은 거울 혹은 거울에 비친 상으로 보인다. 거울에 비친 정물들은 “철필

195) 朝光5권2호, 1939.2.(시전집, 48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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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 펜축이하나”,“잉크병”. “글자가적혀있는지편” 즉 글쓰기 도구들이다. 

이 정물들은 거울 세계 안에서 “투탕카멘”처럼 “생명”이 전혀 보존되어 있

지 않아 “문학”이 될 수도 있을 잉크에 “냉담”할 뿐이다. 글쓰기에 소용되

어야 할 도구들이 거울에 갇혀 창조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은 “시인”뿐이다(앞에서 살펴본 바, ‘거울’이 근대 세

계에 대한 알레고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러한 거울 세계의 논리에 맞서

야 하는 시인의 역할은 “비장한최후의학자”이자 “병사”로까지 격상된다). 여

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시계의 시간이 ‘거울’ 기호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5연 이하부터 시적 대상은 거울에서 

시계로 전환되는데, “좌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계는 거울에 비친 시계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자는 시계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물

음으로써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시계’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의심하도

록 만든다. 화자에게 시계는 “칼로리”를 삭감시키는, 즉 생명력을 고갈시키

는 도구일 뿐이다. 6연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물을 “져며내이는” “잔인”

함에 대해 말한다.

 이 무한한 ‘저며냄’은 ｢얼마안되는 변해｣에서 이상이 “포악한 질서”라 불

렀던 것과 유사한 착상에 근거한다. ｢얼마안되는 변해｣의 다음 구절 “한개

의 능금의 껍질을 벗기자 한 개의 배로 되었기 때문에 그 배의 껍질을 벗기

자 한 개의 석류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석류의 껍질을 벗기자 한 개의 네불로 

되었기 때문에 그 네불의 껍질을 벗기자 이번에는 한 개의 무화과로 되었기 

때문에……/걷잡을 수 없는 포학한 질서가 그로하여금 그의 손에 있던 나이

프를 내동댕이쳐 버리게 하였다./내동댕이쳐진 소도는 다시 소도를 낳고 그 

소도가 또 소도를 낳고 그 소도가 또 소도를 낳고 그 소도가 또 소도를 분

만하고 그 소도가 또……”(162-163쪽)와 같은 표현은 대상의 본질에 접근

하려 하면 할수록 도리어 그 본질과 멀어지며 측정 행위의 무한한 반복만을 

낳게 된다는 근대의 인식론적 한계에 대한 서술로 읽히는데, ｢면경｣에서는 

이러한 ‘포악한 질서’가 시계와 같은 기계가 ‘시간’의 본질을 측정하려 할수

록 시간의 본성과는 멀어진다는 회의로 변주되어 나타난 것이다.196) 

196) 과학적 측정이 정확한 진리치의 측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양자 이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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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層(일층)우에있는二層(이층)우에있는三層(삼층)우에있는屋上庭園(옥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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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정원밑에있는삼층밑에있는이층밑에있는일층으로내려간즉東(동)쪽으로솟

아오른太陽(태양)이西(서)쪽에떨어지고동쪽으로솟아올라서쪽에떨어지고동쪽

으로솟아올라서쪽에떨어지고동쪽으로솟아올라하늘한복판에와있으므로時計(시

계)를꺼내본즉머물러서기는한것이지만시간은맞는것이지만시계는나보담도젊지

않으냐하는것보다는나는시계보다도늙어있지않느냐고아무래도생각되는것은필

시그럴것임에틀림없는고로나는시계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았다

-｢운동｣197)-

북쪽을 향하고 남쪽으로 걷는 바람 속에 멈춰 선 부인

영원의 젊은 처녀

지구는 그녀와 서로 맞닿을 듯이 자전한다.

운명이란 것은

사람들은 1만년후의 그 어느 1년 CALENDAR까지도 만들 수 있다.

태양이여달이여 종이한장으로 된 CALENDAR여.

달밤의 기권은 냉장고다.

육체가 냉각한다. 영혼만이 월광만으로써 충분히 연소한다.

-｢습작쇼윈도우수점｣198)-

 위의 두 시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을 수치화하는 기계적인 시간 장치에 대

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운동｣은 근대 자본주의의 상징적 건축물인 백화

점과 시계를 다룬 텍스트다. 여기서 그려지는 운동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백

후 현대 과학이 처한 딜레마다. 또한 시간과 관련해 ｢면경｣에 제시된 위 구절은 
시간의 본성인 운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사고 할 때 빠지게 되는 오
류를 지적한 ‘제논의 역설’과 맞닿는다. 앞서 연구의 시각에서 정리한 것처럼, 
제논의 역설에 빠졌을 때 거북이는 영원히 아킬레스를 넘지 못하고, 특정 지점
에 도달하지 못하는 무한한 ‘가짜’ 운동만을 반복하게 된다. 

197) 朝鮮と建築, 10卷8號9, 1931.8.11.(시전집, 246-248쪽, 이 시의 일부 구
절에 대한 오역이 이 판본에서 수정되었다.)

198) 現代文學, 1961.2.(시전집,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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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점에서 옥상정원으로 오르내리는 화자의 공간적인 반복 운동과 뜨고 지는 

태양의 반복 운동이다(본래 태양의 운동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에 후자

는 시간적인 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시간적 운동은 변화

와 생성을 낳는 운동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운동이다(이러한 반복

성은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도 형식화되어 있다). 시계를 내동댕이치는 화자

의 행위는 시간-기계에 저항하는 행위로 읽힌다. 그런데 이 시에서 “나는시

계보다도늙어있지않느냐”는 구절에 주목해 볼 때 “나”라는 존재가 시계의 

시간으로 측정될 수 없는 시간을 따르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시계의 시간

은 인간의 육체에 표시되는 시간인 늙음/젊음을 측정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운동 속에서 정지해 있는 것이다.

 ｢습작쇼윈도우수점｣ 역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쇼윈도우라는 상품 

판매 공간과 “종이한장으로 된 CALENDAR”라는 시간 기계를 다루고 있

다. 시적 화자가 어느 상점의 쇼윈도우를 보고 이 시를 쓴 것이라 생각해 

본다면, 이 시의 시적 대상인 부인은 쇼윈도우 안에 있는 마네킹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여인이 “멈춰” 섰다거나 “영원의 젊은 처녀”라 표현

되는 것은 인공적으로 꾸며진 모습 그대로 정지해 있는 마네킹에 대한 설명

이다. 이 시의 첫 행 “북쪽을 향하고 남쪽으로 걷는 바람 속에 멈춰 선 부

인”에서는 바람의 움직임과 부인의 정지된 동작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북

쪽을 향하고 남쪽으로 걷는”다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은 다다음 행에 제시된 

지구의 자전으로부터 그 의미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지구 위의 한 점에서 

북쪽을 향해 걸을 때 이는 남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지구가 

구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보았을 때는 북쪽을 향해 걷는 것

이 남쪽으로 걷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1연에서는 바람과 지구의 움직임

과 마네킹의 정지된 모습이 대비를 이루며 지구의 자전이라는 자연적인 시

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박제된 마네킹의 시간성이 다뤄지고 있다.

 박제된 마네킹은 그것이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인공적인 육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 논리에 갇힌 인간 존재에 대한 은유로 확장된다.199)  

199)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하는 인간의 시간은 화폐라는 등질적인 단위로 환원
된다. 반복 노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시간은 실존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계기
가 되지 못하고 아니라 화폐와 같이 양적이고 수적인 가치에 따라 추상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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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지배된 시간성은 다음 연에서 “태양”과 “달”

의 흐름 즉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비되는 “종이한장으로된

CALENDAR”라는 기호로 나타난다. 이 칼렌더의 시간은 시계의 시간과 동

일한 논리를 따른다. 이 시간 기계들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

이나 변화, 생장의 계기를 측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간-기계는 “육체”를 

기계적인 반복성에 가두며 “냉각”시킨다. 

 후기에 이르면 이러한 문제의식이 서사화 되어 ｢날개｣와 ｢지주회시｣라는 

텍스트를 낳게 된다. 이 텍스트들에서는 ‘화폐’의 문제와 결합된 자본주의적 

시간에 대한 사유가 심화되어 나타난다. ｢날개｣에서 유곽과 흡사한 ‘33번지 

18가구’라는 공간에서 주인공과 아내의 관계는 은화, 즉 돈으로 매개된다. 

또한 “나는 내가 지구 위에 살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가 질풍신뢰의 

속력으로 광대무변의 공간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허망하였

다.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지구 위에서는 현기증도 날 것 같고 해서 한시바

삐 내려버리고 싶었다.”200)는 구절은 자본의 논리가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세계와 ‘나’ 사이의 불화가 속도 즉 시간성으로 감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기증 나는 속도의 세계에 복속되지 않으면서, 주인

공은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269쪽) 게으른 삶을 살고, 돈을 벌지 못하는 

무능함과 아내의 외출과 용돈의 출처를 모르는 아이다움을 연기한다. 무능

함과 게으름, 아이다움 등은 자본주의적 삶의 생리를 체화하지 않은 주인공

의 성격을 드러낸다. 근면한 근대적 주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일은 자본주의

가 강요하는 시간의 속박과 재촉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다.

 나아가 ｢날개｣는 시간-기계의 대표적 장치라 할 수 있는 세이렌을 ‘정오’

라는 탈주와 상승의 욕망이 발현되는 시간성으로 전도하면서 끝난다.201) 그

것이다. ｢운동｣이나 ｢습작쇼윈도우수점｣에서 기계적인 시간 이미지가 상품 판매 
공간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자본주의적 시간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상의 후기 소설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시간은 시간과 화폐의 결합으로 특징지어 진다. “시간은 돈
이다”라는 프랭클린의 격언은 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시
간 하에서는 시간이 임금이라는 형태로 계산되고 지불되고 이에 따라 노동하지 
않는 시간은 돈의 낭비와 다름없이 여겨진다.(이진경, 앞의 책, 61-66쪽)  

200) 朝光, 1936.9. (전집2, 273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201) 정오의 시간은 니체적 초인의 상승 의지가 발현되는 시간을 상징한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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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상 텍스트에서 세이렌이 도시적 규율과 통제를 의미하는 장치로 등

장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202),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를 보충할 필

요는 있다. ｢날개｣ 전반부에서는 아내의 방과 분리되어, 해가 들지 않는 방

에 있는 주인공이 아내가 외출하면 “빛나는 것을 보는 것”, 돋보기를 가지

고 “불장난”을 하는 것을 “육체적”인 유희의 낙으로 삼는 장면이 그려진

다.(266-267쪽) 이 불의 이미지는 소설 후반부 태양의 기호로 변주되어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290쪽) 즉 근대 도시를 이루는 

사물들의 견고함을 녹이고 끓어오르게 만든다. 앞서 ｢습작쇼윈도우수점｣에

서 냉각된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은 불-빛의 이미지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러한 불-빛의 모티프가 ｢날개｣에서는 자본주의적 시공간에 박제된 육

체203)를 달구는 태양의 기호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정오의 사이렌은 도

시를 시간적으로 규율하는 사이렌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며, 그러한 시간

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지주회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체의자리-(혹,틈)를주지않게”204)하는 자

본주의적 시공간의 질서라는 문제가 다뤄진다. “게으르자.-그저한없이게으

르자-”(234쪽)라는 생활을 선택한 주인공은 돈을 벌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사는 ｢날개｣의 주인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주회시｣에서 시간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오늘다음에오늘이있는 것”(233쪽)으로 

표현된 동일성의 무한 반복의 시간(｢지주회시｣에서 이러한 시간의 리듬이 

공간화된 것이 사방이 갇힌 형태의 ‘四’라는 기호다.)이다. 오늘과 똑같은 

아침이다. 나의 낮의 시작이다. 자,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너, 위대한 정오
여!”(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538쪽) 

202) 소설 ｢지도의암실｣의 다음 구절을 보자. “정오의사이렌이호오스와갓치 처
드면그런고집을 사원의종이린다 그는튀여올으는고무과갓흔 종소래가아
모데나 함부로헤여저어지는것을보아갓다 마지막에는엇던언덕에서 종소리와사
이렌이한데저저서 밋그러저내려러저한데 쏘다저싸혓다가 확헤여젓다 그는시골
사람처럼서서난뒤를지 구경하고잇다 그그는.”(157쪽) 종소리와 사이렌은 
각각 종교적, 근대적 규율 장치를 대표한다.

203) ｢날개｣의 잘 알려진,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262쪽)라는 아포리즘
에서 ‘박제’된 육체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냉각된 육체 이미지와 연결된
다.

204) 中央, 1936.6. (전집2, 234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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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내일 반복된다면, 내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오늘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시간에 대한 대응으로써 주인공은 다른 시간 리듬

을 따르고자 한다. 이는 “하루치씩만잔뜩”(233쪽) 산다는 명제로 표현된다. 

말하자면 ‘오늘’이 무한히 반복되는 악무한적 굴레를 끊어 내고 하루라는 

시간 단위에 삶을 압축하여 살아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오후네시. 옴겨앉은아침-여기가 아침이냐.날마다다. 그러나물론그는한번씩

한번씩이다.(어떤巨大한母체가나를여기다갖다버렸나.)-그저한없이게을른것-

사람노릇을하는체대체어디얼마나기껏게을을수있나좀해보자.-게을으자-그저

한없이게을으자.-시끄러워도그저몰은체하고게을으기만하면다된다. 살고게을

르고죽고-가로대사는것이라면떡먹기다. 오후네시. 다른시간은다어디갔나. 대

수냐. 하루가한시간도없는것이라기로서니무슨성화가생기나.”(233-234쪽)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노동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오후 시간에 하

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의 게으른 삶은 근면한 근대적 주체의 삶을 전도시키

며 이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이자 불화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위

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지주회시｣에는 자본주의적 시계의 시간

을 따르지 않는 시간성의 상징적 표현으로 ‘오후 네시’가 제시된다.205) 일반

적인 관점에서 오후 네시는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한번

씩한번씩” 체험되는 시간이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시간의 리듬’

과 단절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네시”의 반복은 동일한 시간

의 반복이 아니기에 매번 한번씩 새롭게 체험된다. 

 위와 같이 다소 길게 시간 기계와의 불화 양상을 살펴본 것은, 이상 문학

이 근대적 시간 기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 기계가 생성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앞서 정리한 바 ｢선에관한각서｣에서 제출된 

생성적 시간이라는 명제가 어떤 이미지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봄으

205) 송민호, ‘이상’이라는 현상, 예옥, 2014, 142쪽. 송민호는 이 ‘오후 네 시’가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부정하고” “다른 시간들과는 위계를 달리하는” 
“근대의 피안으로서의 시간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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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생성적 시간이라는 주제가 전개되어 간 양상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과거 혹은 역사 이미지를 검토함으로써 확인 가능한데, 먼저 주목

되는 사실 하나는 이상 문학에서 시간과 결합한 얼굴 이미지가 반복되어 나

타난다는 사실이다.  

창백한여자/얼굴은여자의이력서이다.

-｢광녀의고백｣ 일부206)-

배고픈 얼굴을 본다. (중략)

저사내는어데서왔느냐.

저사내는어데서왔느냐.

저사내의어머니의얼굴은박색임에틀림이없겠지만저사내아버지의얼굴은잘생겻

을것임에틀림이없다고함은저사내아버지는워낙부자였던것인데저사내어머니를

취한후급작히빈곤해졌을것임에틀림없다고생각되기때문이거니와참으로아해라

고하는것은아버지보담도어머니를더닮는다는것은그무슨얼굴을말하는것이아니

라성품을말하는것이지만(중략)그것은그렇다하드라도반드르르한머리카락밑에

어째서저험상궂은배고픈얼굴이있느냐.

-｢얼굴｣207)-

 여기는 도모지 어느나라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거기는 태고와 전승하는 

판도가 있을뿐이다. 여기는 폐허다. ｢피라미드｣와같은코가있다. 그구멍으로는 

｢유구한것｣이 드나들고 있다. 공기는 퇴색되지 않는다. 그것은 선조가 혹은 

내전신이 호흡하던 바로 그것이다. 동공에는 창공이 응고하여있으니 태고의 

영상의약도이다. 여기는 아모 기억도유언되어 있지는 않다. 문자가 닳아없어

진 석비처럼 문명의 ｢잡답한 것｣이 귀를그냥지나갈뿐이다. 누구는 이것이 ｢
떼드마스크｣라고그랬다. 또누구는 ｢떼드마스크｣는도적맞었다고도그랬다. 죽

엄은 서리와같이 내려있다. 풀이 말러버리듯이 수염은 자라지않는채거칠어갈

뿐이다. 그리고 천기모양에따라서 입은 커다란소리로외우친다-수류처럼.

-｢자화상(습작)｣208)-

206) 朝鮮と建築, 10卷8號, 1931.8.(시전집, 249쪽.)
207) 朝鮮と建築, 10卷8號, 1931.8.(시전집, 244-246쪽.)
208) 朝光5권2호, 1939.2.(시전집, 495-4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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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시에서 ‘얼굴’은 “이력”이 담기거나 “어데서왔”는지 보여주거나 “태고

와전승”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먼저 ｢광녀의 고백｣과 ｢얼굴｣에서 ‘얼굴’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이때의 시간은 한 개인의 생애나 이력을 포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광녀의 고백｣), ｢얼굴｣에서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계보

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자화상(습작)｣에서도 마찬가지로 얼굴은 공간

적인 수사법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내의 각 기관에는 시간이 축적

되어 있다. 특히 이 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 시간의 범위가 한 개인의 

생애나 이력을 초과하여 무의식적 기억이나 태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

적 지평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이다. 코는 “유구한 것”이 드나드는 기관이

며, 눈은 “태고의영상의약도”이며, 귀에는 “문명의 ‘잡답한 것”이 지나간다. 

역사 전체가 육체에 흘러든다. 그러므로 얼굴 그 자체가 “태고와 전승하는 

판도”인 것이다.

 과거가 현재와 공존하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앞서 정리한 생성적 시간성

의 주요 특징이었던 바, 이상의 위 텍스트에서는 과거가 사라지지 않고 있

음이 ‘얼굴’을 통해 증명된다. 얼굴은 과거라는 시간이 새겨지는 표면으로 

제시되는 것이다.209) 육체는 공간 속에 연장을 차지하는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대신에 육체는 과거를 보존하며 시간성을 지닌다. 이러한 

이미지에는 시간이 육체 기관에 축적되고 새겨지고 기록되는 것이라는 사유

가 담겨 있다. 이로써 그 자체로 비가시적인 시간은 육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210) 마찬가지의 이미지가 제시되는 유고작 ｢무제-출분한안해｣에서

209) 들뢰즈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독해하며 시간의 기호를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쓴 바 있다. 이상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이미지가 관
찰된다. “시간은 그 자체로는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기 위해 육
체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육체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든 그들을 붙잡아 
그 위에 자신의 환등기를 비춘다.”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
충민 역, 민음사, 2004, 43쪽)

210) 이러한 이미지는 ‘기억’의 발생이 의식적인 작용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작용이라 본 니체의 관점을 빌려 설명할 수도 있다. 육체는 기억, 
즉 시간이 축적되는 장소다. “모든 유기체가 자신의 전사를 가지고 있는 한, 기
억 역시 자신의 이전 역사 전체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 “유기체적인 것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작은 형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간주해서는 안 된
다. 아주 경미한 세포들이라 해도 그 각각은 현재 유기체적 전체 과거의 유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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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분했던 아내가 귀가했을 때 그간 아내의 행적을 표시하는 것은 “지

도”도 “시계”도 아닌 “지문이 그득한 육체”이다.211) ‘지문’이 묻은 여성의 

육체는 ｢산촌여정｣에서 창백한 공장소녀나 화려한 도회여성들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시 여성들이 겪은 

생활의 압력과 마찰의 이력은 육체에 남는 것으로 표현된다. 

 시간의 흐름이 육화되는 육체 이미지는 ‘측정계’로서 그 이미지가 변주되

기도 한다. 아래의 텍스트들에서 이는 각각 “한난계”, “측량기” 등으로 나타

난다.

 성은 재채기가 날 만큼 불결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창들의 세월은 길고 

짧고 깊고 얕고 가지각색이다./시계 같은 것도 엉터리다./성은 움직이고 있

다. 못쓰게 된 전차처럼. 아무도 그 몸뚱이에 달라붙은 때자국을 지울 수는 

없다./스스로 부패에 몸을 맡긴다./그는 한난계처럼 이러한 부패의 세월이 

집행되는 요소요소를 그러한 문을 통해 들락거리는 것이다./들락거리면서 변

모해 가는 것이다.

-｢공포의 성채｣ 일부212)-

나는 고양이처럼 말똥말똥해서 단정히 앉아 있었다. 이따금 포우즈를 흐트려 

잠잘 수 있을만한 자세를 해본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이 뼛마디를 아프게 

하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체념한다. 해저에 가라앉는 측량기처럼 

나는 단정히 앉아 있다.

-｢첫번째방랑｣ 일부(191쪽)-

 근대적 시간 기계들이 생성으로서의 시간을 측정하지 못한다면, ｢공포의 

성채｣에서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면서 그 시간을 “부패의 세월”

이라 진단하는 “한난계”로 제시된다. ｢공포의 성채｣에서 ‘성’은 가지각색의 

국면으로 전개되고 중첩된 역사 전체에 대한 알레고리라는 지적에서 출발해

것이다.”(홍사현, ｢망각으로부터의 기억의 발생｣, 철학논집 42, 2015, 357쪽에
서 재인용) 

211) 貘제4집, 1938.2.(시전집, 416-417쪽.)
212) 문학사상, 최상남 역, 1986.10.(시전집, 195-196쪽.) 신범순 주해본에는 

기존에 수필로 분류되던 몇 텍스트들을 산문시의 일종으로 다룬다. ｢공포의 성
채｣도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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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213) 이때 “시계”는 ‘창들’로 비유된 역사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어떤 

상태이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려주지 못하기에 “엉터리”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시인이 역사를 “부패의 세월”이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시간은 시계와 달리 시간의 질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육체라는 측

정계는 “들락거리면서 변모”한다.   

 그리고 위의 두 번째 인용문은 ｢첫번째 방랑｣에서 성천으로 가는 기차 안

에서의 장면에 나오는 일부 구절이다. 이상은 열차 안에서 잠을 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대비시키며 잠에 들지 못하고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깨어 

있는 자신을 반복해서 언급한다. 여기서는 가난하고 창백한 모습의 열차 안 

사람들을 관찰하는 자신을 ‘해저에 가라앉는 측량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는 「공포의 성채」에서 그 자신을 ‘부패의 세월’을 측정하는 ‘한난계’로 비

유한 것과 유사한 상상력에서 나온 이미지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는 ‘움

직이는 성’이라는 공간 대신 ‘기차’라는 공간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기차라

는 공간 역시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제시되고 있다.214) 움직이는 성 혹

은 질주하는 기차라는 ‘역사’에 탑승한 ‘육체’는 그 흐름에 스스로 변모함으

로써 부패하고 몰락해가는 역사의 시간을 체감한다.

213) 이에 대한 지적은 신범순의 위 주해본에서 다루어 졌다(192쪽). ‘성(城)’은 
‘피’와 ‘姓(이름)’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혈통적 집합체로, ｢공포의 성채｣에서 가
족에서 민족 이야기로 확대되는 것은 이러한 기호의 의미망 때문이다.  

214) ‘기차’는 그 등장 이후 역사 혹은 근대의 은유로 자리 잡게 된다. 일례로 마
르크스와 벤야민이 사용한 ‘기차’의 은유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상반된 관
점을 잘 보여준다. 다음의 구절을 보자. “마르크스는 혁명이 세계사의 기관차라
고 말했다. 그러나 어쩌면 사정은 그와는 아주 다를지 모른다. 아마 혁명은 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비상 브레이크일 것이다.”(발터 벤야
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관련 노트들｣, 벤야민 선집5 역사의 개념에 대하
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역, 길, 1997, 356쪽.) 요컨대 마
르크스는 기차의 질주를 통해 진보적 역사를, 벤야민은 파국으로 향하는 역사를 
보았던 것이며 벤야민에게는 그러한 질주를 중지시키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기차를 이상의 ｢첫 번째 방랑｣에 제시된 기차와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이 기차에서 답답한 숨을 쉬는 사람들, 제국의 사업에 종
사하는 금융조합 사내, 중대가리 사내 등을 묘사하며 전쟁과 분란으로 고조된 
만주의 위기 상황을 암시한다. 그리고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 기차에 대해 
냉소하면서, “진짜 기차는 어딘가 내 손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위대한 지도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그렇게 나는 생각해 보았다.”라며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의 궤도가 아닌 다른 궤도를 달리는 ‘진짜 기차’의 가능성에 대해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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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시간 이미지를 검토해 보면 ｢자화상(습작)｣에서 ‘데드마스크’라 

표현된 얼굴 이미지로부터도 역사의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여기서 얼굴은 죽음이 서려 있는 “데드마스크”와도 같았다. 이 얼

굴에서 읽히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 할 때, 이상은 그 역사의 종착지를 파

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염조차 자라지 않는 불모의 육체는 

파국적 역사가 공간화된 이미지이다.215)

 그런데 이처럼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에게 양가적인 고민

을 안겨주었던 것 같다. 과거의 존재성은 자신이 얄팍한 현재의 시간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짐이나 과업으로 

느껴지며 새로운 삶 혹은 역사를 모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애 말년 이상은 죽음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면서,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과거라는 문제를 붙들게 된다. 절박한 심정으로 문학적 활로를 찾아 떠난 

성천 기행에는 이러한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 시기 ‘망각’과 ‘기억’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는 것 또한 이러한 과거와의 관계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상이 떠안은 과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사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식민지 조선의 역사일 수도 있고, 인류 역사 전체일 수도 있다. 새로운 삶 

내지는 역사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데 있어서 과거는 단순히 (부정될 수도 

없거니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216) 

215) 이러한 해석은 파국적 역사에 대한 이상의 인식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 이미지가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원리를 확인하
고, 이상 시에 나타난 수척한 육체 이미지가 파국적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로 해
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진첩 시편 ｢
각혈의 아침｣과 같은 텍스트는 이상의 각혈 체험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병
든 육체라는 모티프를 개인 병리적 차원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위에
서 볼 수 있듯 불모의 육체가 파국적 역사의 알레고리 이미지인 것처럼, 이상은 
병든 육체 이미지를 통해 역사의 쇠락을 감지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이는 ｢내과｣ ｢각혈의 아침｣ 등의 시적 주체가 기독, 즉 인류 역사의 죄를 감
당하는 존재로 비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인의 자기 인식과 역사의식이 결합
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216) “과거의 것이 현재의 것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려면 과거의 것은 망각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와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 우리는 어떤 한 인간, 어떤 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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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성천 기행을 떠날 당시의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을 검

토해보도록 하자. 성천으로 떠날 시기 이상은 제비 다방이 파업에 이르고 

생계의 문제가 급박해지며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학에 투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한다. 또한 30년대 말은 국제 정치적으로도 

전쟁 위기가 고조된 시기로, 파국에의 예감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 시기 이

러한 파국적 상황에 대한 주된 감정적 반응으로서 ‘공포’가 반복되어 제시

된다. 권태와 마찬가지로 공포 또한 이상 문학 전반에 걸쳐진 주제이긴 하

지만, 이 두 감정이 각각 특정 시기에 부조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공포’와 

‘권태’ 계열의 텍스트를 범주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공포’라는 주제

에 천착한 시기는 전술했듯 성천 기행 직전 35년 무렵으로 보인다. ｢공포의 

기록(서장)｣(1935.8.2.), ｢공포의 기록｣, ｢공포의 성채｣(1935.8.3.), ｢첫 번째 

방랑｣, ｢야색｣217) 등은 그 계열을 이루는 텍스트다. ｢공포의 기록(서장)｣, ｢
공포의 기록｣에서의 공포는 가족사적 위기와 곤궁, ｢공포의 성채｣에서의 공

이나 문화 전체의 조형력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조형력
이란 스스로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과거의 것과 낯선 것을 변형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며,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한 것을 대체하고 부서진 형식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프리드리히 니체, ｢반시대적고찰Ⅱ｣, 비극의 탄
생·반시대적 고찰, 이진우 역, 책세상, 2005, 293쪽, 번역은 원문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 니체의 이러한 구절은 생성적 시간을 모색하는 데 과거와의 관계를 
재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일러준다.

217) 이 중 ｢첫 번째 방랑｣과 ｢야색｣은 성천 기행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성천 기행 
텍스트에도 속하는 작품이다. 성천 기행 텍스트 각각에는 공포, 권태, 불안, (불)
쾌 등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공포’의 감정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첫 번째 방랑｣과 ｢야색｣이 있다. 공포는 이상의 첫 소설 ｢十二月十
二日｣이나 ｢오감도 시제1호｣에서 일찍이 주제가 되었던 감정이며 ｢공포의 성채
｣, ｢공포의 기록｣ 등 성천 기행 직전에 이 주제는 전면화 된다. 이상 텍스트에
서 공포는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로부터의 위기감에서 촉발되는 것이지만, 이는 
단지 수동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와 대결하려는 의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지를 가진 존재는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공포스러운 존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감도 시제1호｣에서 ‘무
서워하는 아이’와 ‘무서운 아이’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이처럼 초인적 존재란 
역사로부터의 공포를 감지하면서도, 스스로 질주를 통해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
기 때문이다. 반면 ‘권태’는 그러한 질주에의 의지가 미약해진, 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야색｣에서 권태보다 공포감이 주조를 이루는 것은 
이상이 자살할 자유와 자살하지 않을 자유 중 후자를 선택하는 것 즉 삶에 대한 
의지가 잔존해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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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민족과 인류사적 위기에서 비롯하는 가운데, 이들 텍스트에서 공통적

인 것은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전자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판단은 “책들을”, “산더미 

같은 편지를”, “그밖에도 많은 그의 기념물들을” 태워버리는 행위로 이어진

다.218) 이 작품을 소설화한 작품 ｢공포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떠난 후 ‘생활’에의 위기에 직면하여 예술에의 의지가 “날개가 부러지”듯 꺾

여버린 상황이 묘사되어 있으며, “나는 冊을 태여버렷다. 山積햇든 書信을 

태여버렷다. 그리고 나머지 나의 記憶을 태여버렷다.”며 과거의 기억을 잊

고자 하는 행위가 그려진다.219) 그리고 ｢공포의 성채｣에서는 그것이 보다 

알레고리적으로 승화되며 가족을 포함한 “인간이란 인간은 다 죽여”버리는 

환상 장면으로 나타난다.220)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차라리 파국을 

앞당겨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역설적으로 파국 이후를 희망하게끔 하는 가능

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텍스트에서 오히려 탈출구를 향한 의지를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상은 ｢공포의 성채｣에서 “부패의 세월”(196

쪽)을 견디게 할, 동물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될 “고추”(194쪽)를 심는 사람

들을 그려 놓음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꿈꾼다. 그러므로 “모든 것

이 끝날 때”에 대한 예감은 “모든 것이 시작될 때”라는 희망과 분리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여정으로서 성천행이 시작되는 것

이다(196쪽).

 내용상 성천 텍스트의 첫머리에 놓이는 ｢첫번째 방랑｣은 위와 같이 성천

으로 떠날 당시의 공포감과 함께 성천행의 의미를 가늠케 해주는 여러 단서

들이 산재해있는 텍스트다.

 

①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니된다. 나 자신을 暗殺하고 온 나

처럼, 내가 나답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禁止되지 않으면 아니된다.(188쪽)

② 나는 세상 不幸을 제가끔 짊어지고 태어난 것 같은 汚辱에 길든 一族을 

218) ｢공포의 기록(서장)｣, 문학사상, 1986.10. (전집3, 210쪽)
219) ｢공포의 기록｣, 매일신보, 1937.4.25.~5.15, (전집2, 229쪽).
220) 문학사상, 최상남 역, 1986.10. (시전집, 191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쪽수만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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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남겨두고 왔다. 그들은 차라리 不幸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

른다. 그들은 오늘 저녁도 또 맛없는 食事를 했을 테지. 不潔한 空氣에 땀

이 배어 있을 테지.

  나의 슬픔이 어째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가? 잠시나마 나의 

마음에 平和라는 것이 있었던가. 나는 그들을 咀呪스럽게 여기고 憎惡조차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滅亡하지 않는다. 심한 毒素를 放射하면서, 언

제나 내게 거치적거리며 나의 生理에 파고들지 않는가.

  지금 夜行列車는 北緯를 달리고 있다. 무서운 咀呪의 실마리가 엿가락처

럼 이 列車를 쫓아 꼬리가 되어 뻗쳐온다. 무섭다, 무섭기만 하다.(190쪽)

③ 나는 나의 記憶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의 精神에선 이상한 香
氣가 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 뼈만 남은 몸을 赤土 있는 곳으로 運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나의 透
明한 피에 이제 바야흐로 赤土色을 물들여야 할 時機가 왔기 때문이다.

  赤土 언덕 기슭에서 한 마리의 뱀처럼 말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

름다운―꺾으면 피가 묻는 古代스러운 꽃을 피울 것이다. (198쪽)

④  一瞬 나는 太古를 생각해본다. 그 무슨 바닥 없는 恐怖와 殺伐에 싸인 

咀呪의 위대한 魂魄이었을 것인가. 우리는 더더구나 幸福하지 않으면 안된

다. 식어가는 地球 위에 밤낮 없이 따스하니 서로 껴안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199쪽)

 성천 기행은 이러한 절망의 극한에서 새로운 문학과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

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옭아매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

져야 했다. 그렇기에 ①에서와 같이 이상은 “모든 것”을 망각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과거란 여기서 ② 불행과 오욕

에 길든 ‘일족’ 즉 가족과 민족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다. 다른 삶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 이러한 짐스러운 과거는 망각되어야 했다.221) 또 다른 성천 텍

221) 이때의 망각은 기억과 반대되는 의미의 망각이 아니다. 니체는 망각에 적극적
인 의미를 부여하며, 기억과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기억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한 망각을 말한다. 망각을 통해 의식 저편에 시간은 축적되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삶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홍사현은 그러한 의미에서 망각의 기능이 “전
체로서의 삶과 자연이라는 생성 과정에 있어서 현재적 순간을 다층적인 통일체
로 항상 새로 구성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홍사현,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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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인 ｢어리석은 석반｣에서 이상이 “이 地方에 온 후, 아직 한번도 담배를 

피지 않았다. 長指의, 저 露西亞 빵의 등어리 같은 기름진 斑紋은 벌써 사

라져 자취도 없다. 나는 약간 남은 기름기를 다른 편 손의 손톱으로 긁어 

버리면서, 난 담배는 피지 않읍니다 하고 卽答할 때의 기쁨을, 內心으로 想
像하며 혼자 愉快했던 것이다. 요즘 나의 머리는 오로지 明瞭하다곤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담배 煙氣만을 除外한 明瞭만은 獲得하고 있음을 自負한

다.”(173쪽)며 경성에서 창작의 연료와도 같았던 담배를 끊었다는 데에 자

부심을 표현하는 것 또한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떠난 것이었음

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담배마저도 끊었을 만큼 과거와의 결별은 절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쉽사리 망각되지 않는 과거의 유산은 “저주”처럼 그가 탄 “열차의 

꼬리”가 되어 따라온다. 성천 텍스트 중 성천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산

촌여정｣에서도 이상은 “어느사이에 都會에 남겨두고온가난한食口들을 
에”(47쪽)서 보았다고 쓴다. 살기 위해 간 곳에서 “죽어버릴 그런생

각”(47쪽)까지 하게 된다. 떠나온 곳에서도 경성에 남기고 온 식구들과 그

것이 환기하는 민족의 현실은 되돌아온다. “壁 못에걸닌다해여진내저고리를

처다봄니다. 西道千里를 나를 라여기와잇슴니다.”(47쪽) 서도천리를 따라

온 이 ‘해진 저고리’는 이상이 벗어나고 싶었지만 끝끝내 쫓아오는 과거의 

유산이다. 

 다시 ｢첫번째 방랑｣으로 돌아와 보자. 정리한 바와 같이 ①, ②에서 성천 

기행의 한 목적이 ‘공포’로 표상된, 과거 혹은 역사에 대한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즉 망각을 위한 여행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③, ④에서는 

다른 한편에 기억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자신조차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던 이상은 돌연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기억’

에 대해 말하고 ‘태고’를 생각한다. 하나의 장에서 망각과 기억의 문제를 동

시에 이야기하는 이러한 역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때 ③, ④에 제시된 ‘고대’ 혹은 ‘태고’라는 기호에 주목해 보자. 이는 실

정적인 의미로서 특정 시기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기호로 해석할 

35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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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얼마 안되는 변해｣에서도 이상은 ‘관통’에서의 글쓰기를 “고

대미개인의 낙서”(161쪽)라고 표현하면서 역사의 피안을 상징하는 시간성으

로서의 ‘고대’를 언급한 바 있다. 위 ｢첫 번째 방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은 역사의 시간에 훼손되지 않고 존속해온 시간, 자기 안에서 피어나는 향

기로 그 존재가 증명되는 시간을 느끼며 그로부터 생명력을 수혈 받고자 한

다(“투명한 피에 이제 바야흐로 적토색을 물들여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이

다”). 이로써 “고대스러운 꽃”을 피우고자 한다. 자기 안에 내재한 시간의 

지층이 ‘꽃’이라는 기호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성천 기행의 한 편에 망각에의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한 편에는 역사 너머

의 과거를 현재화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 이후’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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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천-쓰기’에 나타난 시간성의 문제 

 성천 기행은 이처럼 시간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222) 역사의 시간을 

체화하면서 파국을 예감한 한편, 그 탈출구가 될 수 있을 시간성에 대한 모

색이 있었던 것이다. 이 절에서는 성천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그러한 

모색의 과정이 텍스트로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

상 말년을 정리하는 ‘동경행과 좌절’이라는 서사에 ‘성천’이라는 항을 무게

감 있게 기입함으로써 이상 말년의 복합적인 사유를 복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상은 1935년 폐결핵 치료차 평남 성천으로 요양을 간다. ｢산촌여정｣(매

일신보, 1935.9.27.-10.11)과 동경행 이후 쓴 것으로 알려진 ｢권태｣(조선

일보, 1937.5.4.-5.11)는 그의 성천 기행을 다룬 대표적인 텍스트에 해당

한다. 이 외에도 조연현이 발굴한 미발표 원고들 중 ｢이 아해(兒孩)들에게 

장난감을 주라｣(김수영 역, 현대문학, 1960.12), ｢어리석은 석반(夕飯)｣(김

수영 역, 현대문학, 1961.1), ｢모색(暮色)｣(김수영 역, 현대문학, 1960.12), 

｢첫 번째 방랑(放浪)｣(유정 역, 문학사상, 1976.7), ｢무제-초추｣(김수영 역, 

현대문학, 1960.12), ｢야색(夜色)｣(최상남 역, 문학사상, 1986.10) 등도 성천 

222) 김유중은 성천 기행이 이상의 시간 의식과 밀접히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로써 최종적인 표적은 시간임이 드러난다. 의식 내에서의 시간과의 싸
움은 형태 없고 끝 모를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다. 이상이 성
천 기행을 통해 얻은 단 하나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반
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일 것이다.”(김유중, 앞의 책, 111쪽.) 요
컨대 종말에 대한 인식은 시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발했고, 그것이 시간
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장르인 소설에 대한 관심으로 그 창작 대응 양상이 변
화해갔다는 것이다. 이는 이상이 말년 소설 쓰기로 나아간 것의 의미를 가늠해
보기 위해 충분히 음미할만한 지적이지만, ‘존재 의의를 확보’하기 위한 ‘종말에 
대한 인식’이나 ‘시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성천 기행을 계기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본고는 이상 문학이 초기부터 이
미 존재나 역사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시간성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 바 있
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천 텍스트는 그러한 시간성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법과 방식으로 창작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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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 텍스트로 포함된다.

 우선 기존의 연구가 증명하듯, 성천과 함께 동경은 이상의 사유와 예술의 

향방을 재구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자리한다. “이상에 있어 동경이 종착역

이라는 사실”이라는 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223) 이상은 1936년 김기

림에게 전하는 서신에서 “고황에 든 문학병”224)에서 벗어나고자 동경에 가

야겠다는 결심을 전했고, 도항허가를 받지 못해 동경행을 미루다가 10월 말 

즈음에 도착하게 된다. 동경에 도착해서 이상은 김기림에게 크게 실망한 마

음을 전하고, 동경이 “치사스런 데”225)이며 “속빈 강정”226)이라는 서신을 

전한다. 이 시기 이상은 마치 스스로에 대한 부고를 예언하듯 ｢종생기｣를 

탈고했고 다음 해 1937년 4월 17일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생애를 마감했

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상의 생애 말년의 정신적 풍경을 그리는 데 동경이 

중요한 좌표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이끈다. 동경으로 상징되는 근

대성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이상의 문학적 지향이 좌절되는 과정, 나아가 

공교롭게도 그 자신의 생애가 마감되는 과정과 겹쳐 보는 것. 이러한 렌즈

는 이상의 생애에 ‘현해탄 콤플렉스’라는 혐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227)

 이때 이 현해탄 콤플렉스가 진정 30년대 문학인들의 콤플렉스였는가의 여

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주의할 점은 이 렌즈가 한 개인의 복합적인 고민의 

내용들을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228) 이러한 시각은 성천 텍스트

223) 김윤식, ｢수심을 몰랐던 나비｣, 이태동 편, 이상,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268쪽.

224) ｢私信(四)｣, 전집3, 256쪽. 
225) ｢私信(六)｣, 전집3, 261쪽.
226) ｢私信(七)｣, 전집3, 264쪽.
227) 현해탄 콤플렉스란 모더니티에 미달한 식민지에서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해나

갈 때 겪게 되는 콤플렉스를 이른다. 이는 “동경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
는 먼저 동경에 이르는 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과 동경 사이에는 현해탄
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바다이자 금단의 바다이기도 하였다. 망
각의 강처럼 그 강은 건너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운명이라 볼 줄 아
는 슬기가 없이는 한국 모더니즘 운동의 저 기괴하고도 참담한 몸짓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상의 동경에서의 죽음은 애처로움이다. 현해탄을 건너지 말아야 했
던 한 마리 나비, 그것이 이상이었다.”라는 구절로 구체화된다. (김윤식, 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1987, 269쪽, 278쪽.)와 같은 구절로 구체화된다.

228) 현해탄 콤플렉스로 이상의 삶을 서사화하려는 욕망이 앞설 때, “동경이란 참 
치사스런 도십니다. 예다 대면 경성이란 얼마나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한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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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할 때에도 반영이 되는데, 예컨대 ｢산촌기행｣의 방법론이 유클리드 

기하학에 근거한 “도시/시골의 단순 이분법”229)에 있다는 평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도식은 동경이나 성천이라는 공간을 두고 이루어진 이상의 복

합적인 고민을 사상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더러, 성천 텍스트의 기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배제한 판단이기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동

경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제국이라는 보편적 질서를 상정하는 한 이상의 동경행은 결여된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로서만 이해된다. 하지만 이상은 환상으로 가려져 

있는 해골 같은 골조를 투시하는 사람이었고, 미래의 진보를 믿는 20세기 

인간이라기보다는 현재의 폐허성을 체현하는 마조히스트 주체였다. 이상은 

동경에서 동경의 폐허를 목격한다. 이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것은 

보편적 질서라는 가상의 껍데기를 파괴하려는 것이었으며, 그 질서 자체를 

무화시키려는 것이었다. ‘현해탄 콤플렉스’가 간과한 것은 이 질서를 벗어나

기 위한 모험을 감행하는 이상의 욕망이다.230)

 

 위 글은 몇 가지 근거를 거쳐 위의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

적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상의 동경행을 근대성에 대한 지향과 좌

절이라는 드라마로 요약하기에 이상은 그 근대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일찍이 투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231) 이 점이 이상이 추구한 지향점의 

표상을 동경이라 두는 것에 주저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상의 동경행에서 

농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구미가 당기는 것이 없오그려!”(私信7)라
는 구절을 두고 “‘나=이상’은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뒷면을 용인할 수 없었다. 
근대가 갖고 있는 신기한 것, 멋진 것, 놀라운 것만을 보고자 했던 것”(김윤식, 
앞의 책(1998), 97쪽)과 같이 단순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위 연구자
가 이상이 근대를 투시하고 이와 불화하는 모습에 대해 지적한 언급들과도 상충
한다.

229) 위의 책, 99쪽.
230) 김예리, ｢이상의 전위성, 현해탄 건너기의 의미｣, 이상리뷰 8, 2010, 

224-225쪽.
231) 도동 후 동경의 첫 인상을 전하는 이상의 글에서는 가솔린 냄새가 가득하고 

앙상한 철골이 노출된 도시의 실체가 폭로된다. 이러한 인상들은 동경에 대한 
실망이 차라리 이미 예감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끔 한다. (김예리, 위의 
글, 22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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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 대한 지향을 읽어내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문학적 활

로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이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을 

읽어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232) 그에게는 동경으로 향하는 것이 중요

했던 것이 아니라 경성을 떠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상이 마치 예감이라도 했었던 양 동경에서 금세 맞닥뜨린 실망이 납득이 

된다.

 두 번째로는 앞서의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진보적 역사관과 구분되는 이상

의 시간 의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위 글에서 검토

되고 있는 바, 이상이 동경에서 체류할 때 창작된 ｢종생기｣나 ｢실화｣에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병치되는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그의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알려주며, 특히 ｢실화｣의 경우 이 병치의 기법이 “식민지의 시

간이 제국의 시간 사이로 떠오르면서 제국의 시간이 조각이 나고 파편화되

고 있”는 효과를 낸다.233) 요컨대 이와 같은 기법에 자리한 (무)의식을 근

대적 시간 혹은 선형적인 역사에 대한 불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상의 문학이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낙후된 조선(경성)과 진보한 

일본(동경)라는 구도가 출구 없는 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천 텍스트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진

보적 시간관이 선형적인 시간관에 입각해 있는 한234) 이러한 틀은 문명과 

232) 이상은 동경에서 김기림에게 보내는 서신에 다음과 같이 썼다. “살아야겠어
서, 다시 살아야겠어서 저는 여기를 왔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죄와 악을 의식적
으로 묵살하는 도리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친구, 가정, 소주, 그리고 치사스러
운 의리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私信(九)｣, 전집3, 270쪽.)
와 같은 구절에서는 ‘동경’으로 떠나는 것보다 살기 위해 ‘서울’을 떠나야 했던 
것이 더 중요했던 절박한 심리가 읽힌다. 한편 방민호는 이상의 성천 체험이 
“‘권태’의 산물”이었음을 지적하며, 성천행을 ‘보들레르적 방랑’이라 연결시킨다. 
보들레르가 현대 문명의 병리성에서 비롯한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방랑을 지속했듯, 이상 또한 권태로운 세계 바깥으로의 방랑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방민호는 이상의 도쿄행 또한 이와 같은 “보들레르적 도피
를 완성하는 여행이었으며 죽어 돌아와서는 안 되는 여행”이었다고 해석한다. 
(방민호, ｢‘돌아갈 수 없는 방랑’의 근거와 논리-이상의 수필 ｢권태｣｣, 이상리
뷰 8, 2010, 60~70쪽.) 

233) 위의 글, 218-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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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과학과 미신, 미래와 과거 등과 같은 이분법을 작동시키기 쉽고 전자

에 대해 후자를 논할 때 후자는 쉬이 낡고 반동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

문이다. 이상의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를 유보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상의 지향이 근대성의 표상인 ‘동경’에 있다고 

하는 시각 혹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성천’에 있다는 시각 모두 피하기 

위함이다.235) 이러한 이분법에 따를 때 성천 또한 근대에 대한 대타항으로 

특징지어지는 한에서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토

대로 이상에게 ‘성천’이 단순히 경성이나 동경에 대한 대타항이 아니며, 고

정된 표상이 아니라 반복적인 쓰기를 통한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

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236) 

 

 이상이 성천 기행을 떠난 것은 1935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다. 성천 텍스

트 중 ｢산촌여정｣은 같은 해 매일신보에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연재되었으며, 성천 텍스트 중 유일하게 이상 생전에 발표된 작품이다. ｢권

태｣는 이상 사후 1937년 5월 유고로 조선일보에 발표되었다.237) 작품 말

234) 이에 대해서는 연구의 시각 참조.
235) 조은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동경’은 이상이 그리던 꿈의 공간이 

아니라 ‘깨솔링’ 냄새가 역한 근대적 거리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동경에서 고
향에 대한 강한 향수를 느끼며 자신이 구축했던 총체적 세계로서의 ‘성천’을 다
시금 회상하게 된다. (중략) 이미 앞 절에서 지적한 바, 성천은 이상이 창조적으
로 구축해낸 총체적 세계에 가깝다. 그러므로 ｢권태｣가 그려내는 성천의 부정적
인 영상 위에는 동경에서 작가가 느꼈던 근대적 세계에 대한 환멸감이 착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조은주, ｢이상 문학의 낭만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74쪽.) 여기서 이상의 지향점을 근대성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관점은 본고와 상통한다. 그런데 성천을 근대적 세계가 아닌 
‘총체적 세계’로서 못 박는 관점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 본고는 성천이 유동적인 
표상에 가깝다고 본다. 물론 조은주의 위 글에서 이러한 성천이 이상의 ‘구축’물
이라는 지적은 유의미하며, 본고는 이 ‘구축’ 과정을 강조하고자 했다.   

236) 이는 성천에 대한 글쓰기의 반복성과 수행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각이다. 따라
서 본고는 성천의 의미를 고정적인 것으로 확정짓기보다는 이러한 글쓰기를 ‘성
천-쓰기’라고 명명, 성천 텍스트 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성천이라는 표상이 어떻
게 유동해갔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37) 朝鮮日報에는 수록 경위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終生記를가지고 夭
浙한作家 李箱은 그 타고난 稟質보담 그 남기고간바가 너무적다. 이일이 恨된
다하야 그의 至友인 朴泰遠氏가 遺篋을 뒤적이다가 마침 未發表의 이 遺稿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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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는 “12월 동경에서”라고 쓰여 있어서, ｢권태｣는 1936년 12월 동경에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238) 다른 미발표 원고들은 조연현이 발굴한 원고의 

일부이며, 문학사상이나 현대문학 등에 게재되었다. 이들을 ‘성천 텍스

트’라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

기 때문이다. 몇몇은 일부 구절들이 거의 그대로 겹치기도 한다.239) 시기상

으로 보아 이 성천 텍스트들의 창작 기간은 35년 성천 기행을 떠나고 난 

후부터 동경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성천 텍

스트를 이루는 미발표 유고 원고들을 ｢산촌여정｣의 습작물 정도라 부차적으

篇을 어덧다고傳하기에 이제 그 遺骸가 故土에도라오는날을 맞추어 실게된 것
이다.”

238) 해당 정보는 조해옥, ｢‘성천’ 재현의 상이성 연구-｢산촌여정｣과 ｢권태｣를 중
심으로｣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조해옥, 이상 산문연구, 서정시학, 2016.)

239) 공통 모티프들은 아래 표를 참고.

공통 

모티프 

｢첫 번째 

방랑｣ ｢산촌여정｣ ｢권태｣ ｢어리석은 

석반｣ 그 외

자연 풍경

산

물길, 시냇

물

조밭

팔봉산, 별, 

화초, 유자 

열매, 옥수

수밭, 조밭

팔봉산

물가, 시냇

물

호박넝쿨

별

별, 유자 

열매, 팔

봉산, 화

초

별(｢야색｣), 열

매(｢모색｣), 물

길(｢무제-초추

｣)

성천 

사람들

초콜릿빛 피

부의 며느

리, 마을 처

녀들

객주집 아

해, 마을 처

녀들, 두 소

년

최 서 방 의 

조카, 농민

들, 아이들

객주집 주

인과 아

해, 촌처

녀 

아이들(｢이 아

해들에게 장난

감을 주라｣, ｢
무 제 - 초 추 ｣ ) , 

농사꾼 일가(｢
야색｣).촌  사람

들(｢모색｣), 마

을 처녀들(｢무

제-초추｣), 

동물
개, 닭, 누

에, 귀뚜리

닭, 개, 누

에, 어족, 벼

쨍이, 잠자

리

돼지, 개, 

닭, 소, 송

사리떼, 불

나비

 잠 자 리 , 

개 ( ｢ 어 리

석은 석반

｣)

소, 돼지, 닭(｢
무 제 - 초 추 ｣ ) , 

개, 닭, 돼지(｢
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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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부하면 이상이 왜 반복적으로 성천에 관한 글들을 계속 썼는가에 대한 

이유가 해명되기 어렵다. 이 반복적 글쓰기 작업은 그의 생애 말년의 심리

를 재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성천 텍스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동일한 모티프라도 제각기 다

른 각도와 위치에서 성천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성천 기행 텍스트를 재현의 원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축조했음을 시사한

다. 요컨대 성천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다음의 대목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건너편八峯山에는노루와묏도야지가잇담니다. 그리고祈雨祭지내든개골창
지나려와서 가제를 잡아먹는 곰 을본사람도잇슴니다. 動物園에서밧게볼수

업는 김승, 山에잇는 김승들을사로 잡아다가 動物園에 갓다 가둔것이아니라, 

動物園에잇는 김승들을 이런山에다내여노아준것만갓흔錯覺을작고만늣김니

다. 밤이되면, 달도업는금음漆夜에八峯山도 사람이寢所로드러가듯이 어둠 속

으로 아주버서저버림니다.

-｢산촌여정｣ 일부(45쪽)-

어서―차라리―어둬버리기나 햇스면조켓는데―僻村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겟슬만치 길다

東에 八峰山. 曲線은 왜 저리도 屈曲이업시 單調로운고?

  西를보아도 벌판, 南을보아도 벌판, 北을보아도 벌판, 아―이 벌판은 어쩌

자고 이러케 限이업시 늘어노엿슬고? 어쩌자고 저러케까지 똑가티 草綠色 
하나로 되어먹엇노?

-｢권태｣ 일부(115쪽)-

 ｢산촌여정｣과 ｢권태｣는 모두 팔봉산을 포착하며 글이 시작되지만, 그것이 

그려지는 방법과 시각이 매우 다르다. ｢산촌여정｣에서 이상은 팔봉산을 “건

너편”에 있다고 쓰며 그 산 속의 노루나 멧돼지 같은 짐승들에 대해 쓴다. 

이와 달리 이 작품에서는 “동에 팔봉산”이 굴곡이 없이 단조롭다고 쓰고 있

다. 전자에서는 이상이 팔봉산과의 거리감을 좁혀 산 속의 생물들까지 파고

들어 포착하고 있다면, 후자에서는 팔봉산과의 먼 거리감을 투영하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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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단조로운 산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성천 풍경을 바라보는 이러한 

거리감은 권태라는 감정과 맞물려 ｢권태｣의 주조음을 이룬다. ｢산촌여정｣에

서 자연의 미시적인 역동성까지 파고들며 생동감을 끌어내던 시각과는 정반

대의 것이다. 

 이 첫 장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촌여정｣과 ｢권태｣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전자가 감각적이고 생기 넘치는 필치로 쓰였다면 후자는 단조로

운 권태감이 압도한다. 성천 텍스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이 두 텍스트를 

양 주축으로 하여 다른 성천 텍스트들 또한 분류 및 배치될 수 있다.240)  

 그런데 ｢산촌여정｣과 ｢권태｣의 낙차는 무엇에서 비롯한 것일까? 이를 해

명할 때 성천 텍스트의 창작 방법이 ‘재현’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

이 입증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권태｣의 권태로운 성천 풍경이 권태

로운 성천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상의 동경 체험에서 비롯한 환멸과 절망

감이 투사된 것이라 본다.241) 이 분석은 일견 일리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 

이상은 글쓰기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든 절망감에 경성으로부터 탈주하여 동

경으로 향했지만 동경은 그 절망감을 해소시켜 줄 공간이 되지 못했다. 그

런데 이 권태를 단순히 동경 체험에서 촉발된 감정으로 보고 환원해버리는 

것은 동경 체험을 도리어 특권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다만 동경 체류 시

기 ｢종생기｣, ｢권태｣ 등을 쓰며 심화된 절망감, 물리적인 육체의 소멸과 역

사의 파국이라는 불가피한 가능성 앞에서 창조에의 의지가 미약해져간 정황

240) 방민호는 산촌여정 계열의 텍스트로 ｢첫번째 방랑｣, ｢모색｣, ｢무제｣ 등과 권
태 계열의 텍스트로 ｢이 아해들에게 장난감을 주라｣, ｢어리석은 석반｣, ｢야색｣ 
등을 구분한다. 전자가 초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자연의 원시성과 감각적인 이미
지가 두드러진다면 후자는 무더운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권태가 압도하고 있다
는 것이다. (방민호, 앞의 글(2010)). 

241) “이들 수필과 서신들은 이상이 동경에서 기대했던 동경이 환멸감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극도의 경제적 궁핍과 외로움과 심각한 질병이 그 자신을 압도하였다
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시기에 이상은 ｢권태｣
를 집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권태｣는 서술자를 극한의 절망과 권태로 이끌었
던 그의 동경 체험이 성천 기억을 바탕으로 재현된 수필이라고 볼 수 있다.”(조
해옥, 앞의 글, p.80), “권태로움에 대해 쓰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동경의 권태, 
즉 이면적 권태”가 “성천의 권태를 불러온 형국”이며, 동경에서 성천을 쓴 것은 
“동경의 공포를 이기고자 했던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김명인, ｢근대
도시의 바깥을 사유한다는 것｣, 한국학연구 21, 2009,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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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작품들과의 연속성 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방랑｣의 

다음 구절을 보자. 

  귀뚜리의 自殺―여기에 一家眷屬을 떠나, 朋友를 떠나, 世上의 한없는 따

분함과 倦怠로 해서 먼 낯설은 땅으로 흘러온 孤獨한 나그네의 모습을 보지 

않는가. 나의 空想은 自殺하려고 하는 귀뚜리를 향해 慰安의 말을 늘어놓는

다.

  귀뚜리여, 영원히 沈默할 것인가. 귀뚜리여, 너는 어쩌면 방울벌레인지도 

모른다. 네가 방울벌레라해도 너는 沈默할 것이다.

  죽어선 안된다. 서울로 돌아가라. 서울은 시방 가을이 아니냐. 그리고 모

든 애매미들이 한껏 아름다운 목청을 뽑아 노래하는 季節이 아니냐.

  서울에선 아무도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 말인가. 그래도 좋다. 어쨌

던 너는 서울로 돌아가라. 그리고 노래해 보게나. 그리하여 전과는 다른 의

미에서의 삶의 새로운 意義와 光明을 발견하게나. 考案해 보게나.

-｢첫번째 방랑｣ 일부(205쪽)-

 성천 텍스트 중 하나인 ｢첫번째 방랑｣의 위 구절은 ‘산촌’절의 마지막 대

목에 등장한다. 여기서 경성으로부터 성천으로 떠나온 심정과 정황이 간접

적으로 제시되는데, 이상은 “세상의 한없는 따분함과 권태”로부터 도망치듯 

성천에 왔다고 쓴다. 그리고 성천 체험은 “노래” 즉 예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의의와 광명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태는 동경에서 비롯한 환멸이라기

보다는 일찍이 이상이 “세상”에 대해 느낀 근본적인 감정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권태는 이상 문학 

전반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는 보들레르적 권태와 관련성이 깊

다.242) 간략히 요약하자면 보들레르적 권태란 기본적으로 현대문명의 병리

성과 불모성에서 비롯하는 감정이다. 권태는 동경행이 촉발한 것이 아니라 

이상이 세상을 진단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그에게 일찍이 사유의 대상

이 되어온 것이다. 

242) 방민호의 앞의 글(2010), 고현혜(｢이상문학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국민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2008.) 등은 이상과 보들레르의 문학을 ‘권태’와 관련시켜 비
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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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성천 텍스트에 권태가 시간 경험과 관련된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주목하고자 한다.

 

來日. 來日도 오늘하든繼續의일을해야지 이 끗업는倦怠의來日은 왜이러케 

끗업시잇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것을생각할줄모른다. 間或 그런 疑惑이 電
光과가티 그들의 胸裏를스치는일이잇서도 다음 瞬間 하로의勞役으로말미암

아 잠이오고만다. 그러니 農民은참不幸하도다. 그럼―이 凶惡한倦怠를自覺
할줄아는 나는 얼마나 幸福된가.(118-119쪽)

이 하늘을向하야두팔을뻐치고 그리고소리를질르면서 뛰는그들의游戱가 내눈

에는 암만해도游戱가티생각되지안는다. 하늘은 왜저러케어제도오늘도來日도

푸르냐, 山은 벌판은 왜저러케어제도오늘도來日도푸르냐  는造物主에게對한 

咀呪의悲鳴이 아니고무엇이랴.(125-126쪽)

그러컷만 來日이라는것이잇다 다시는 날이새이지안흔 것갓기도한밤 저쪽에 

또來日이라는놈이한個 버티고서잇다마치凶猛한刑使처럼―

나는 그 刑使를避할수업다 오늘이되어버린來日속에서또나는 窒息할만치심심

해레야 되고기막힐만치답답해해야 된다.(127-128쪽)

-｢권태｣ 일부-

 時計를 보았다. 九時半이 지난. 그건 참으로 바보같고 愚劣한 낯짝이 아닌

가. 저렇게 바보같고 어리석은 時計의 印象을 일찌기 한번도 經驗한 일이 

없다. 九時半이 지났다는 것이 대관절 어쨌단 거며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時計의 어리석음은 알 道理조차 없다.

-｢어리석은 석반｣ 일부(178쪽)-

 위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권태는 등질적인 시간의 반복으

로 경험되고 있다.243) 매일 매일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시간성은 새로운 미

243) 김길웅은 권태나 멜랑콜리와 같은 감정이 근대적 시간 경험과 관련된 것이라 
설명한다. 권태란 그 어원상 “변화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즉 “주체
가 기억하는 시간의 속성이 늘 단조롭고 무의미한 반복으로 특징 지워지면서 권
태가 등장”하는데, 김길웅에 따르면 이러한 권태는 ‘순수 기억’을 통한 세계와의 
근원적 관계 회복의 전단계라는 점에서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김길웅, ｢시간
과 멜랑콜리: 1930년대의 근대도시 베를린과 경성에서의 산책 모티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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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대한 희망도 앗아가며 답답하게 갇힌 것과 같은 느낌으로 감각된다. 

이러한 등질성은 공간에 대한 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앞선 

인용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팔봉산의 풍경은 “西를보아도 벌판, 南을보아도 

벌판, 北을보아도 벌판”이며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있다고 느껴질 뿐

이다. 차이 없는 반복의 시간성은 근대적인 시간 경험의 특징으로, 위의 ｢
어리석은 석반｣에 제시된 ‘시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역시 차이를 생산하

는 본래적인 시간의 운동을 측정하지 못하는 근대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 있다.244) 이와 같이 시간의 등질성이 ｢권태｣의 시간적 특징이라면, 

이와 대비되어 ｢산촌여정｣에서는 과거라는 시간성이 소환되며 현재와 교호

하고 있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① 客主ㅅ집房에는石油燈盞을켜놋슴니다. 그 都會地의夕刊과갓흔그윽한내음

새가 少年時代의을불음니다. 鄭兄! 그런石油燈盞밋헤서밤이이슥하도록 
호 ―煙草匣紙―부치든생각이남니다. 벼이가한마리燈盞에올나안저서그

연두ㅅ빗色彩로혼곤한내에마치英語 티 字를쓰고근너긋듯이 類달는記憶
에다는군데군데 언더라인을하야놋슴니다쓸퍼하는것처럼고개를숙이고都會
의女車掌이차표는소리갓흔그聲樂을가만이듯슴니다. 그리면그것이理髮所
가위소리와도갓하짐니다. 나는눈지감ㅅ고가만이仔細이들어봄니다.(46쪽)

② 지안코잔石油燈盞에 불이 그저켜진채消失된 밤의痕跡이 낡은족기 단

초 처럼 남아잇슴니다. 昨夜를訪問할수잇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의體溫
을房안에내여던진채 마당에나스면 마당한모통이에는 花壇이잇슴니다. 불타오

르는듯한 맨드래미 그리고鳳仙花.(48쪽)

③ 活動寫眞을 보고난다음에 맛보는 淡泊한 虐無—莊周의 胡蝶夢이 이러하

로｣, 독일언어문학 36, 2007, 254-255쪽.)
244) 이러한 시계와 대비되는 것이 ｢산촌여정｣에 제시된 육체의 시계다. “脈搏소리

가 이房안을房채時計를 만들어버리고 長針과短針의 나사못이도라가느라고 兩
눈이번갈나 간즐간즐 함니다.”(47쪽) 육체의 맥박 소리와 눈의 움직임으로 미시
적인 시간의 운동감을 감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절은 ｢산촌여정｣의 자연 묘사
가 미시적인 수준까지 파고들며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이루어졌던 것과 상응한
다. 한편 이와 같은 육체의 시계 이미지는 앞서 시간의 ‘측정계’로 육체 이미지
가 제시되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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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슬것임니다. 나의 동글납작한 머리가 그대로 카메라 가되여疲困한 
불렌즈 로나마 몃번이나이옥수々무르 닉어가는 初秋의情景을撮影하얏스며 

映寫하얏든가― 후래슈으로 흐르는 열분哀愁—都會에 남아잇는 몃孤獨
한 팬 에게보내는 斷腸의 스틜이다. (56-57쪽)

 ①에서 객주집의 등잔은 석유 냄새를 내는데, 벼쨍이 한 마리가 이 등잔에 

올라서서 소리를 낸다. 이러한 산촌 공간은 도회지의 석간 냄새를 상기시키

고, 또 벼쨍이의 소리는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나 이발소의 가위

소리로 비유된다. 성천 풍경이 도회적인 사물들로 비유되는 것은 다른 대목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산촌과 도회적인 것의 병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섞여드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등잔의 석유 냄새로부

터 환기된 석간신문의 잉크 냄새는 이상이 보통학교 시절 미술부에서 유화

를 그릴 때 쓰던 기름의 냄새와 유사했을 것이다. 이 냄새는 그에게 “소년

시대의꿈”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등잔에 올라선 벼쨍이는 마치 시인의 분

신처럼 글씨를 쓴다고 묘사된다. 이 벼쨍이는 어릴 적의 꿈과 같은 “유달는

기억”을 상기시킨다. 벼쨍이가 이상의 분신의 일종이라면, 이 장면은 과거를 

불러와 이에 대해 쓰고 있는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②에서 ‘요비링’은 초인종이란 뜻의 일본어 단어이다. 지난밤에 사용

한 등잔불의 흔적을 보며 이상은 그것으로부터 지난밤을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이라 칭하고 있다. 이 ‘요비링’은 사라지지 않고 현재에 그 존재성을 

알려오는 과거의 존재성을 상징하는 사물로서 이상에게 감지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산촌여정｣의 주된 특징이 과거와 현재라는 상이한 시간성이 

공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③에 제

시된 구절이다. 이 부분은 ｢산촌여정｣의 창작기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지

적되어 온 구절이다. 이상은 ‘따불렌즈’로 성천을 바라보며 묘사하고 있다고 

썼다. 방민호는 더블렌즈는 본래 촬영기법 용어로 사용된 용어가 아니지만, 

이중 노출 기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상이 두 개로 맺

힐 수 있게 해 주는 것, 외계의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두 개로 잡힐 

수 있도록 해주는 묘사기법”을 비유한 것이라 해석한다.245) 이를 염두에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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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산촌여정｣에서 성천의 자연을 묘사하면서도 도회적인 것으로 비유한 

것은 그의 의식적인 수사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이상

이 근대적 인간이기 때문에 ｢산촌여정｣에서 자연에 대한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회의 사물들을 가져와 비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도회

적인 것들이 이 텍스트 안에서 산촌의 분위기 속으로 섞여든다는 것, 그 대

위법으로부터 텍스트의 특이성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246) 

담배가가 겻房안에는 오늘黃昏을미리가저다노앗슴니다 침々한몃 가론의 

空氣속에생々한 針葉樹가 鬱蒼함니다 黃昏에만 사는移民갓흔 異國草木에는 

純白의 갸름한 열매가 無數히 열렷습니다 고치—歸化한 마리아 들이 最
新智慧의 果實을 端麗한 맵시로 고 잇슴니다. 그아들의 不幸한最後를 슯

허하며 그리스마스츄리를 헐어드러가는 피에다 畵幅全圖임니다.

-｢산촌여정｣ 일부(55-56쪽)-

 이러한 시간성은 특히 ｢산촌여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미지를 낳는다. 위 

인용문에서 성천의 처녀들이 뽕잎을 따고 누에고치를 수확하는 장면은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이자 ｢산촌여정｣의 주제 의식을 압축하는 이미지에 해당한

다.247) 위 인용문에서 그 처녀들은 마리아로 빗대어지며, “순백의 갸름한 

245) 방민호, ｢｢산촌여정｣ 새로 읽기｣, 서정시학 22(3), 2012, 13-14쪽.
246)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흐로는호박넝쿨 그素朴하면서도

大膽한 호박에 스파르타 式 벌이 한마리안자 잇슴니다. 濃黃色에反映되
여 세실⦁ B⦁데밀의 映畵처럼 華麗하며 黃金色으로侈奢함니다. 귀를기우리
면 르넷산스 應接室에서들니는扇風機소리가남니다.”(48-49쪽)에서 스파르타 
식 꿀벌-세실 데밀의 영화-르네상스 응접실로 이어지는 이미지 계열은 하나의 
대상을 상이한 시공간에 두루 중첩시키는 수사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청둥
호박이 열렷습니다 호박자리에 무시루ㅣ그훅々치는 구수한김에 조차서 
曾祖할아버지의 시골기亡靈들은 正月初하롯날 寒食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
나 저國家百年의基盤을 생각케하는 널적하고도 묵직한安定感과 沈着한色彩는 
럭비 球를안ㅅ고는 이 제너레숀 의젊은勇士의 굵직한팔둑을 기다리는것
도 갓습니다.”(50쪽)와 같은 표현에서도 청둥호박은 시골뜨기 망령들과 럭비를 
안고 뛰는 젊은 용사들로 동시에 비유되며 역동적인 시간 이미지를 얻게 된다.

247) ｢산촌여정｣ 2장에는 “유자가익으면 질이 벌어지면서 속이비저나온담니다. 
하나를서 실헤매여서 房에다가걸어둠니다. 물방울저어지는 豐艶한味覺밋
헤서 鉛筆가치 瘦瘠하야가는 이몸에 조곰式 조곰式 살이오르는것갓습니다.”(50
쪽)라며 ‘수척한 육체’에 생명을 수혈하는 과실(果實) 이미지가 제시된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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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따고 있다고 서술되고 있다. 이 부분은 그저 뽕나무의 열매를 따는 

장면으로 해석되어, 언뜻 스쳐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지만 뽕나무의 열매가 

왜 ‘순백’색으로 묘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 바가 없었다. 

이상이 성천 텍스트를 쓰는 데 있어서 대상을 있는 묘사하는 재현의 수사법

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순백색의 열매라는 표현은 본디 검

은 빛의 뽕나무의 열매에 뽕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와 그 누에가 입게 

될 흰 고치의 색깔인 백색이 덧입혀진 것이다. 요컨대 열매가 무르익기까지

의 과정에 관여하는 존재들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상이한 시간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결합하며 ‘순백의 열매’라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다.248)

 위의 ③ 구절에서 이상은 성천 풍경을 카메라의 이중렌즈로 찍은 것처럼 

설명하는 한편 또 다른 카메라 기법인 ‘후레시백’도 언급한다. 후레시백 즉 

플래시백(flashback)은 영화에서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는 기법이나 장치를 

뜻한다. ｢산촌여정｣에는 직접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성천을 그린 장면을 플래시백의 기법이라 서술한 데는, “옥

수々무르 닉어가는 初秋의情景”과 같은 성천의 풍경이 “도회”의 사람들에

게 과거를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위 사실이 알려주는 바는 ｢산촌여정｣
의 수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성천/도회의 대위법에서 ‘시간’이라는 벡터

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성천은 전근대적인 공간이고 경성

은 근대적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더블렌즈나 플

래시백이 ｢산촌여정｣의 창작 원리라고 한다면, 성천/도시의 대위법이 과거/

실 이미지는 ｢산촌여정｣ 후반부에서 ‘순백의 갸름한 열매’ 혹은 ‘최신 지혜의 과
실’이라 표현된 과실 이미지로 연장되며 ｢산촌여정｣을 주도하는 중심 이미지로 
자리한다. 

248) 이러한 과실 이미지는 릴케적인 과실이라 할 만한 것으로, 릴케에게도 과실은 
단순히 하나의 과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하나의 과실을 성숙하게 
하는 데 참여하는 시간과 무수한 존재자들이 과실 하나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손에 쥐어진 과일은 그것이 익었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것의 성숙은 투명하다. 
성숙, 그것은 한 때의 행복을 위해 절약된 시간이다. 태양이 내리쬐는 하늘과 
인내 있는 대지라는 이중의 기호를 결합하는 단 하나의 과일에 얼마나 많은 약
속이 들어 있는가. 시인의 정원은 신화적 정원이다. 전설의 과거가 몽상에 수많
은 길을 열어준다. 우주로 가는 길들은 ‘찬양되는’ 대상으로부터 빛을 발한다. 
시인이 찬양하는 사과는 우주, 살기에 좋은 우주, 확실히 살 수 있는 우주의 중
심이다.”(가스통 바슐라르, 몽상의 시학, 김웅권 역, 동문선, 2007,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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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위법의 의미 또한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다.249) 요컨대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묘사에 도회적인 것들이 동원되고 있

는 것은 과거와 현재라는 상이한 두 시간이 뒤섞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과거가 지나가버리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공존하고 있다는 생성적 

시간성이 기법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형적인 시간에서 벗어난 

본래적 시간에 대한 사유, 요컨대 역사의 피안에 대한 꿈이 빚어낸 이미지

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의 과거란 이상 개인의 경험적 차원에 국한된 것

은 아니었다. 이는 무의식적 기억으로까지 확장된다. 성천 기행이 그러한 

“기억”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 절에서 확인했던 바였다.

 소의뿔은 벌서 소의武器는아니다. 소의뿔은 오즉眼鏡의材料일따름이다. 소

는사람에게 엇어맛기로爲主니까 소에게는 武器가 필요업다. 소의뿔은 오즉 

動物學者를 爲한標識이다. 野牛時代에는 이것으로敵을突擊한일도잇읍니다

―하는 마치 廢兵의가슴에달린勳章처럼 그追憶性이 哀傷적이다. 

-｢권태｣ 일부(124쪽)-

 한편 ｢권태｣의 위 구절에서 이상은 ‘야우시대’, 즉 소가 인간의 가축이 아

니고 야생적인 동물이었던 과거가 억압된 현재에 대한 비감을 표현한다. 대

상을 유용성의 기준에서 측정하는 도구적 관점에서는 소의 뿔이 “안경의 재

료”로만 보일 뿐이며, 대상의 본질까지 가닿지 못하는 근대적인 학문의 관

점에서는 “동물학자를 위한 표식”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상은 이와 달리 소

의 뿔이 가진 존재성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적을 공격하는 무기였

을 것이다. 소들은 이 뿔을 통해 생명력을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

은 과거의 이러한 원천들이 희미해져가는 데에 대한 애상감을 표현한다. 

249) 앞서 이중 렌즈가 이중 노출 기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가설에 주목해보자. 
이중 노출 기법의 효과인 즉 오버랩은 박태원이 자신의 소설 창작에 활용한 표
현 기법이라 제시된 것이다. “나는 그중에서도 특히 ‘오우버 랩’의 수법에 흥미
를 느낀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나의 작품에 있어서도 그것을 시험하여 보았
다.”(박태원, ｢표현, 묘사, 기교｣, 朝鮮中央日報, 1934.12.17.) 과거와 현재라
는 상이한 시간을 겹쳐 직선적 서사를 거부하는 것은 구인회 멤버 작가들에게 
공유된 기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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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차즈려는情熱이 잇스며 뛰어들불이잇느냐. 업다. 나

에게는 아무것도업고 아무것도업는내눈에는 아무것도보이지안는다.

  暗黑은 暗黑인以上 이좁은房것이나 宇宙에꽉찬것이나 分量上差異가업스

리다. 나는 이 大小업는 暗黑가운데누어서 숨쉴것도 어루만즐것도 또 慾心
나는것도 아무것도업다. 다만 어디까지가야끗이날지 모르는來日 그것이또 

窓박게登待하고잇는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잇슬뿐이다

-｢권태｣ 일부(128쪽)-

 위는 ｢권태｣의 마지막 대목으로 알려진 구절이다. 동경에서 삶과 예술에 

대한 정열이 모조리 소모되어가는 가운데 그에게 보이는 것은 암흑뿐이다. 

｢산촌여정｣에서와 같이 성천의 다채로운 빛을 끌어내던 시각은 사라져, 방

과 우주는 모두 암흑으로 뒤덮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이 

삶에 대한 의지는 미세한 차이들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감응의 정도와 비

례한다. 이는 시간에 대한 감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권태｣에서 시간

은 그저 끝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펼쳐질 것으로 감각된다. 이상이 ｢권태｣를 

쓰며 고투했던 괴로움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죽음에의 충동이 아니

라, 동일하게 반복될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다. 그러한 반복의 굴레를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끝’에 대한 희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

가 화석화되고 과거와 절연된 현재라는 시간이 차이 없는 반복의 굴레에 빠

질 때 성천 텍스트는 ‘권태’ 쪽으로 기울고, 과거가 공허한 역사의 시간을 

뚫고 생생히 존재성을 알려올 때, 그럼으로써 생성적 시간성이 활성화될 때 

｢산촌여정｣에서 볼 수 있던 것과 같은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있

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이 동경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결국 동경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그의 문학적 종착지가 ‘동경’이라는 결론으로 이끌

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누군가의 삶의 ‘종착지’에 대한 판단은 ‘종착’ 이후

에야 사후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므로 그것은 그 누군가

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끝을 ‘경

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요컨대 적어도 이상 본인에게 종착지가 동경이

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상이 동경에서 ｢종생기｣를 쓰며 생을 

마감(終)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 문학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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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죽음의 연극적인 성격(본고는 이를 ‘생성’의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했

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상 ‘문학’의 종착지를 그의 생물학적 죽음의 장소

인 동경으로 보는 것은 유보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을 존중하면

서 후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년의 사투와 모색 과정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상에게 성천 그 자체가 이상향적인 공간이었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라리 성천의 의미는 글쓰기를 통해 발견되어

야하는 것이었고, 성천에 대한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그

러한 글쓰기가 그 의미를 구축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암시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의 텍스트에는 파국으로 질주하는 역사 너머의 피안적 시간성에 

대한 사유와 꿈이 새겨져 있다. 과거가 현재와 호흡하도록 함으로써 차이 

없이 반복되는 시간의 공허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성천-쓰기’를 추동시킨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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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이상 텍스트의 형성 원리가 ‘생성’에 있음에 주목하여 이상 문학의 

긍정성을 규명해고자 했다. 이는 그간 이상 문학의 본질적 성격으로 지적되

어 온 부정성, 요컨대 삶 혹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라는 틀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이 부정하려한 것이 있다면 삶이 아니라 삶을 

고정시키는 형식이라 보아야 한다. 이상의 문학에서 주어진 현실의 부정성

을 읽어내는 일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러한 작업이 그러한 현실에 대한 능

동적인 대응을 독해하는 일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학의 특이성을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본고의 논의는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생성’을 이상 문학 특유의 미학적 성격을 해명하기 위

한 개념으로 삼았다. 생성에 대한 사유는 김기림의 시론에서 그 단초가 보

이는 바, 언어의 재현적 기능을 의문시하고 세계와 시적 언어의 특징을 ‘유

동성’으로서 규정한 김기림의 사유는 ‘생성’의 개념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본고는 이상 문학이 이러한 생성을 내적 원리로 삼아 구축되었음을 보이고

자 했다. 생성의 관점에서 주체는 고정된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미지의 

다수적인 힘으로 변화되어가는 주체로서 정의될 수 있고, 시간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선형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공속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선 생성은 ‘이상 텍스트의 주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명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 이상 텍스트의 주체는 단일한 한 인격체로 상상되는 자연인 

김해경이 아니라, 여러 텍스트들에 의해 생성되는 존재로서 ‘이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32년에서 1933년에 이르는 시기는 이상이라는 예술가로 

자신을 변모시키려는 기획이 실천된 시기였는데, 이상으로의 본격적인 변모

가 이루어지기 전, ‘총독부 기사’ 김해경으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은 

일제 식민 권력 및 근대적 지식 체계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얼마 안되는 

변해｣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이 시기의 텍스트들은 이전의 

삶에 대한 부고를 선언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구도를 반복해

서 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상’이라는 주체가 생성된 과정을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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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2.1.절의 논의를 토대로 2.2절에서는 보인 바와 같은 ‘이상’의 생성

이 타자가 개입되는 공동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맥락을 다루었다. 이상 문학

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이상은 본격적으로 문단에서 활동을 시작

하게 되며 구인회에 가입하게 되고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등과의 교우 관

계를 맺는다. 이때 이들 예술가 간의 관계 맺음의 특징은 이들이 공통의 이

념성으로 결집된 것이 아니라 개별성과 공통성이 함께 추구되는 관계 맺음

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첫째로 이는 ‘거리를 질주하는 예술가’라는 

공통의 모티프를 공유하면서도 제각기의 방식대로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 

구인회 기관지 시와 소설의 텍스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서로를 예술가로 호명하고 인용하는 텍스트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 

요컨대 이들의 예술가적 자의식은 단순히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구축물이었다. 이때 후자 즉 텍스트를 통한 예술가적 자의식의 구축 및 상

호 보증 과정은 이상의 ‘예술가 되기’라는 실천이 공동체적 실천이기도 했

음을 보여준다.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려는 이러한 작업은 30년대 문학 장에

서 이루어진 아방가르드적 실천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3.1.절에서는 이상 문학에서 주체의 생성이 분신 모티프로 구체화되는 양

상을 추적했다. 분신 모티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기되어 전개되는데, 

그 시발점에 놓인 두 텍스트가 ｢12월12일｣과 ｢선에관한각서｣ 연작이다. 먼

저 ｢12월12일｣에 나타난 주체와 세계와의 불화는 근대 세계의 부정성을 드

러내는 분신들을 생산하는 기법을 낳게 되는데, 이는 이후 ｢거울｣ 시편들로 

발전된다. 한편 ｢선에관한각서｣ 연작에서는 단일한 차원에 복속되지 않는 

다중화된 주체에 대한 기획이 아포리즘 형식으로 제출되며, 이는 고정된 정

체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주체의 다수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본고는 

‘황’이나 ‘곤충’과 같은 동물 분신들은 인간 내부의 타자로서 잠재된 동물성

의 형상으로, 이상 문학에서 글쓰기 즉 창조를 담당하는 분신으로 등장한다

는 점에 주목해보았다. 이는 인간이 ‘인간적’인 것의 한계를 벗어나 타자 즉 

‘동물적’인 것과 접속하는 데서 창조력의 원천을 보는 ‘시’(포이에시스)의 근

본 의미와 접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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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절에서는 그러한 생성이 일어나는 장으로서 육체 이미지에 주목해보았

다. 이상 문학에서 육체는 고정된 형상에서 벗어나 다수적이고 (무)의식적인 

충동들로 변화와 생성 중인 육체로 나타난다. 이상은 ｢공복｣, ｢시 제 11호

｣, ｢슬픈 이야기-어떤 두 주일 동안-｣ 등에서 육체 기관들을 독립적인 의

지를 가진 개체들로 그리며 다수적인 힘의 충돌 및 결합 관계를 가시화한

다. 이러한 작품들의 검토를 통해 본고는 개체 간의 단절되고 경화된 상태

를 만남과 결합의 상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이상 문학의 주요 문제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육체 기관이 다른 사물과 접속하거나 변용됨으로써 

개체의 한계를 벗어나 확장되는 육체의 이미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산출된 이미지로 독해된다. 특히 나무-되기의 이미지는 3.1.절에서 살펴 본 

동물 분신과 함께, 우주적인 시간의 지평까지 내장한 육체의 잠재성에서 비

롯한 것이라 보았다. 

 4장에서는 이상이 말년까지 안고 간 문제의식과 그 모색 방안을 시간의 

문제와 관련해 재구해 보았다. 생성적 시간에 대한 사유는 ｢선에관한각서｣ 
연작에서 원론적인 명제로 제시된다. 4.1.절에서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사유

가 생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근대적 시간에 대한 비판의 준거점으로 작동하

는 한편, 특유의 과거/역사 이미지를 산출했음을 살폈다. 이상 텍스트에서 

시간은 육체를 통해 가시화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라

지지 않는 과거의 존재성을 알려온다. 그런데 과거의 존재성은 시간의 지속

을 느끼게 하는 한편 이상에게 ‘역사’ 혹은 ‘가족사’의 형태로 과업처럼 여

겨지기도 했다. 성천 기행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러한 과거와의 관계

를 재수립하고 문학적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첫번째 방랑｣은 이러한 

정황을 가늠케 해주는 성천 텍스트에 해당한다. 무엇을 망각하고 무엇을 기

억함으로써 파국으로 향하는 역사의 시간을 견딜 것인가라는 질문은 성천 

기행의 첫머리에 놓이는 질문이다. 

 4.2.절에서는 성천 텍스트에 대해 보다 상세히 다루며, 작품 활동 후기에 

이루어진 ‘성천-쓰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선 성천 텍스트가 반복적인 

쓰기 행위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성천 텍스트가 재현이 아닌 다른 원리로 

창작되었음에 대한 방증이 된다. 본고는 특히 ｢산촌여정｣과 ｢권태｣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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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천 텍스트에 주목함으로써, 이 두 텍스트 간의 차이가 생성적 

시간성이 활성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나타남을 여러 시간 이미지들을 중

심으로 분석했다. 이때 반복적인 성천-쓰기의 과정은 공허한 역사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나 다름없었다. 요컨대 ‘화석화된 

과거’를 ‘과거와 현재가 호흡하는 시간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상은 새로

운 삶 혹은 역사 이후를 꿈꾸었던 것이다. 이는 이상 말년의 정신적 풍경에 

‘동경’ 외에 ‘성천’이라는 항이 무게감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이때 성천은 ‘동경/성천=근대/전(탈)근대’의 이분법으로 그 의미가 해소

되지 않는 유동적인 표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본고는 이상 문학에 나타난 주체와 시간성의 문제

를 생성이라는 개념으로 논해보았다. 궁극적으로 이상 문학이 부정하려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형해화 하는 고정된 틀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 삶의 본질적인 성격이란 곧 생성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을 논증하

고자 했다. 재현적 독법은 문학 작품을 독해하는 하나의 유용한 독법이 되

지만, 재현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이성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법과 개념의 창출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생성’의 미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보다 정교화 하는 작업과 더불어, 

본고에서 함께 다뤄지지 못한 이상의 다른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작업은 앞

으로 계속될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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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ecoming-Subject and 

Time in Yi Sang’s Literature

KIM BO KY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positivity of Yi Sang’s Literature with the 

concept of ‘Becoming’ which can clarify the unique aesthetics of his 

works. Also this appeals for reconsideration of the negativity toward life 

or reality, which is frequently mentioned as an essential character of Yi 

Sang’s Literature. This study keeps distant from emphasizing the 

negativity based on the regime of representation because it can minimize 

the singularity of literature. 

 The concept of Becoming is related to the poetics of Kim Kirim in 

1930s. Especially he criticized the representative function of language and 

defines the essential nature of poetic language and world as 

‘changeabilit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Becoming. The 

feature of Yi Sang’s poetic language can also be clarified by this 

concept. In this study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Becoming is defined 

by the following two elements. First, the human subjec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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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vable or of fixed nature but changeable because of multiple 

(un)conscious powers and instincts. Second, the time of Becoming is 

defined as interbelonging between past, presence, and future. This 

concept is opposed to a model of linear time image.

 To be specific the purpose of chapter 2 is to answer the question, 

“who is the subject of Yi Sang’s texts?” Chapter 2.1. focuses on the 

texts from the early to the middle period(1932-1933), which show the 

project of his shifting from the colonial architect ‘Kim Hae Kyung’ to 

‘Yi Sang’ as an artist. In conclusion the subject of Yi Sang’s texts can 

not be reduced to a personalized being, ‘Kim Hae Kyung’ but can be 

said to be an aesthetic subject, who is becoming an artist by the 

practice of writing. The main features of these texts are repeated 

announcements of the death of a previous life and the creation of a new 

life.

 Chapter 2.2. deals with the aspect of the Becoming-subject ‘Yi Sang’ in 

the way of a cooperative action which includes other writers. In the 

middle period of writing Yi Sang joined into the literary group Kuinhoe

(九人會) and entered a new phase of making deep relationships with 

other writers such as Jung Jiyong, Kim Kirim, and Park Taewon. The 

relationship of Kuinhoe is characterized by pursuing both individuality 

and intercommunity as opposed to a gathering of people who must 

share the same ideology. To specify this hypothesis, Poetry and Novel(
詩와 小說), the journal of Kuinhoe, should be examined first. The 

works in this journal show that the Kuinhoe writers share similar motifs 

like ‘the artist who runs through the modern street’ but in very different 

ways. Secondly, the texts in which the writers call upon and cite each 

other as artists show that their artistic self consciousness is not just 

individual thing but co-constructive. The process of co-writing which 

constructed and insured this artistic self consciousness show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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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f Becoming-artist of Yi Sang was also an interactive practice. 

Such work integrating art into life can be said to be avant garde in 

1930s Korea. 

 Chapter 3 explains how the Becoming-subject is specified into an 

image. First the Alter ego motif of Yi Sang is examined in chapter 3.1. 

The Alter ego motif is originated from the novel 12th December(「十二
月十二日」) and the series of poems The Third Angle Projection(「三次
角設計圖」) and progressed in two different ways. The former sequences, 

including the poem Mirror, can described as a negative alter ego which 

implies the negativity of the modern world by showing the contra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world. The latter one shows the creativity 

of the Becoming-subjec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an animal ego like 

a dog(獚) or an insect. These egos symbolize the otherness inside the 

human being and take on the role of creation. It connects to the 

concept of Poisesis(the root word of poem), which says that the origin 

of creative power comes from breaking the limits of something humane 

and meeting with otherness, such as something animal.

 Next in chapter 3.2. the body image is examined to look through the 

Becoming-subject. The body image in Yi Sang’s texts can’t be 

understood as an immovable one. Rather it is presented like a changing 

body with multiple (un)conscious powers and instincts(Empty Stomach(｢
空腹｣), The 11th Poem of The Bird-eye’s View(「烏瞰圖 詩 第 11號」, 

A Sad Story-During Two Weeks- etc.). The organs of the body are 

described as independent creatures and the main question proposed here 

is how to make the separated and solid state of body organs into a 

joined and combined state. This theme develops into images like an 

expanding and reforming body which goes beyond the individual body’s 

limits.

 Then chapter 4 moves into the theme of time. It aims to examin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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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s and images of time of Becoming developed. The idea of the 

time of Becoming starts in the The Third Angle Projection(「三次角設計
圖」), in an aphoristic style. First this idea works as a criteria to 

criticize the modern time image which cannot measure the Becoming 

world. Second it generates unique time images, like a body-past image 

which shows that the past does not cease to exist. The existence of the 

past helps to feel the essence of time and make the present full, but in 

an other way it burdens Yi Sang in the form of History, or history of 

family. Related to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 of the journey to 

SeongCheon(成川) in his latter years was to make a new relationship 

with the past and find a new insight for starting a new life. The 

SeongCheon texts including The First Wanderings raise the question what 

to forget and what to remember in order to make bearable the fall of 

history and his life into a catastrophe.

 Chapter 4.2. shows more precisely that the repetitive performance of 

writing-SeongCheon is related to the purpose of overcoming the fall of 

history and searching the Time of Becoming. Two main SeongCheon 

texts, Journey to Mountain Village(｢山村餘情｣) and Boredom(｢倦怠｣), 

show how different time images are created by the activation of the time 

of Becoming. Consequently the purpose of repetitive writing about 

SeongCheon can be said to overcome the emptiness of historical time, by 

shifting the ‘fossilized’ past into the coexistence of past and present so 

that one can search the way out of history falling into a catastrophe.  

■ Keywords : Yi Sang, Becoming, Becoming-subject, Time of Becoming, 

Becoming-artist, Kuinhoe(九人會), Alterego, Body image, past image, 

writing-SeongCheon(成川) 

■ Student Number : 2017-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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