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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 이미지가 산재해 있는 이상의 표작 <날개>는 자본주의 소비사회로 변모해 

가는 식민지 경성을 포착해 도시의 아비투스와 내･외면  풍경에 갈등하는 주인공의 

의식을 보여 다. <날개>는 1930년  일본 자본주의의 성기로 말미암아 물신주의  

사회에 한 식민 지식인의 무력감과 분열의식을 유기 으로 연결한 짜임새 있는 작품이

다. 특히 근 도시의 빛과 화려함에 투 된 도시  풍경과 근  처방, 사회  공간을 

토 로 기형 이고 얼룩진 도시의 아비투스를 보여 다.

‘미쓰꼬시 백화 ’과 ‘정오의 사이 ’ 등 도시의 외면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와 합리성

을 동시에 갖춘 모순의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도시의 문명에 <날개>의 화자는 

‘ 라뇌르’가 되어 도심을 배회하는 등 ‘신경과민’ 증세를 보이다가 마침내 ‘날개’의 재생

을 희구한다. <날개>의 화려한 소비문화가 펼쳐지는 도시에서 ‘아내’의 패션과 화장이 

자본주의의 욕망을 변하고 있다면,  ‘나’는 소박한 식민지 모더니티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날개>의 탁월함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돈’의 논리를 찾아가는 ‘나’의 모습과 경성

의 풍물인 ‘커피’ 등을 통해 물신주의가 지배하던 도시의 모습을 성공 으로 포착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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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한 ‘매춘’을 둘러 싼 ‘ 름발이 부부’의 도된 삶의 표출은 불구화 된 도시, 

소모와 탕진의 얼룩진 도시  아비투스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있는 기호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도시의 아비투스, 플라뇌르, 물신성, 소비사회, 패션, 매춘

1. 아비투스의 수도 경성

‘도시’의 무질서와 조화가 혼재한 과도기에 살았던 이상(李箱)은 경성에

서 개되던 화려한 모던의 세계에 매혹된 ‘ 라뇌르(flaneur)1)’가 되어 

‘회탁의 거리’2)를 거니며 끊임없는 ‘인식’에 몰입했다. 특히 화려한 소비문

1) 이상은 <休業과 事情>에서 ’산책’을 작품의 요 모티 로 삼은 바 있다. 산책은 특히 

시인이나 작가들에게 있어서 작품 창작의 발상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일반인

의 산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벤야민에 의하면 ‘ 라뇌르’는 군 과 무 도식자들 

사이에 놓여진 지극히 불안정한 존재(W.벤야민, 반성완 역, ｢보들 르의 몇가지 모티

에 해서｣, 발터벤야민의 문 이론, 1983, 140쪽)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보는 <보

는 방법의 원칙들>(같은 , 141쪽)을 지닌 존재들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용어를 빌려 

‘도시의 거리 산책자’ 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날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회탁의 거리’의 ‘회탁’은 이 작품이 처음 게재된 조 
(1936. 9)에는 한 로 ‘회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펴

낸 조선문학 집 단편집( )이나 1956년 고 문학회편(임종국편)의 이상 집에
도 한 로 ‘회탁’이라고 되어 있으며, 김용직이 편한 이상(작가론총서10, 문학과지성

사, 1977)에서도 조 의 원문 표기 그 로 ‘회탁’으로 옮겨 놓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949년 백양당(김기림편)  이상선집에는 ‘오탁의 거리’로 되어 있고, 1977

년 이어령이 교주(校註)한 갑인출 사 (문학사상자료조사연구실 ) 이상소설 작

집1에서는 ‘희락’으로 표기하면서 주석란에, “희락→旣利엔 <회탁>으로 되어 있음. 

여기선 <喜樂>의 거리를 말함”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 선집이나 집의 이 부분에 

한 기존 표기는 1)회탁, 2)오탁, 3)희락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작품의 후 문맥

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 부분은 1936년 9월의 조  원문을 그 로 좇아 ‘회탁’으

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이상이 <날개>를 발표하기 한 달 쯤인 1936년 8월 무렵, 

평남 성천의 한 한 마을로 혼자 여행을 한 기억을 바탕으로 동경에서 쓴 수필 <倦

怠>를 보면 ‘회탁’의 표기가 더욱 정확함을 알 수 있다.(김성수, 이상소설의 해석, 
태학사, 1999, 173〜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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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기교한 반란을 일으키는 욕망의 도시 경성에서 내･외  변화를 겪는 

물질  실의 냉혹성은 그의 작품에 구체 으로 반 되었다. 이는 식민지 

도시와 문명이라는 왜곡된 근 화의 물결 속에서 모던의 삶에 몸을 맡기며 

소비사회의 ‘자발  빈곤’3)을 체험한 이상의 성공 인 소설 <날개>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에게 도시의 경험은 란한 불빛, 부신 외 , 화려한 

패션, 도박, 매춘이 공존하는 물신주의  욕망의 공간이었으며, <날개>는 

이러한 도시의 불가분성과 왜곡된 근 성의 본질을 구 하는데 유효한 텍

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도시의 카페, 다방, 스토랑, 화  그리고 백화 에서 자본주

의의 화려한 부와 소비의 유혹 속으로 질주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즐겼

던 경성의 모던한 생활은 단지 동경을 복제해서 만든 모조품이었으며 새로

운 소재와 감각의 형성에 요한 거 이었던 그곳에는 도시의 아비투스가 

존재하고 있었다. 미쓰꼬시 백화 , 화려한 상품들, 엘리베이터, 카페, 란

한 고, 차들의 행렬 등은 이상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강렬한 자극이었고 

회색빛 도시가 내뿜은 경성의 풍경에는 빛과 어둠이 배음으로 깔려있었다.

이상이 동경하던 세계는 개성이 발화된 도시문명이었으며 세련된 도회

지의 센슈얼한 향기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가 체험한 도시는 기형 인 

식민 자본주의 사회 으며 얼룩진 도회지의 아비투스가 식민지 시  상황

과 긴 하게 조응 계를 함축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혼종성은 이상에

게 근 인의 병리  상을 체험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의 내부에 집된 

식민지인으로서의 도시  아비투스(habitus)4)의 립, 갈등을 상기하게 

3) 여기서 ‘자발  빈곤’이란, ‘돈’의 물신성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내와 내객의 구체

인 교환가치와 결하는 주인공의 의식에 을 맞추었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돈은 

‘아무런 의욕도 기원도 없이’, 그  ‘은빛으로 빛나는 사물’일 뿐이다. 한 사회  욕망

으로부터 완 히 소외되어 모던의 삶을 스스로 실천한 이상(李箱)의 삶을 게으른 삶

과 구분하여 쓰여지고 있음을 밝힌다.

4) ‘구조, 아비투스, 실천’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에서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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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날개>5)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인의 분열된 의식을 작 화자의 은유

이고 야 스 인 자의식과 일치시켰으며, 물신주의  사회에 한 식민 

지식인의 무력감과 복잡한 소외 상을 유기 으로 연결한 짜임새 있는 작

품이다. <날개>에 한 당  평가는 최재서의 <리알리즘의 撗大와 深

化>6)에서 비롯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반론과 논의로 심도있는 연구가 이

루어졌다.7) <날개>의 탁월성은 구체 인 도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음에

이 게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다. <실존의 조건에 근거하는 특정한 계 에 련된 조

건들이 아비투스를 생산해 낸다. 지속 이면서  다른 것으로 이될 수 있는 성향의 

체계로서 아비투스는 구조화된 구조이며, 한 구조화하는 구조처럼 작동하는 경향을 

띤다. 다시 말해 발생의 원칙으로서 그리고 실천과 표상을 조직하는 요인으로서 이것

은 자신의 목 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않은 채 객 으로 자신의 목표에 상응하며,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해 필요한 동작들을 순간 으로 제어하기에, 주어진 규칙

들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동들은 어느 정도 통제된 성격과 규칙성을 

갖는다. 이 모든 것이 행 를 조화시키는 지휘자가 없더라도 집단 으로 조화를 이룬

다.(  필자)>(홍성민,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 , 2000, 43∼44쪽) 부르디외는 행

자들의 취향이 선천 으로 물려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경험과 생활 속에서 획득한 

후천  성향을 ‘아비투스’로 정의하 다. 그는 사회  존재조건과 취향 사이의 계를 

인지하기 해, 각 행 자들의 아비투스를 포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고에서 아비투

스는 습 이나 습성과는 다른 차원의 감지와 단의 성향체계를 함축하고 있다. 즉 

언어와 의식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유지되는 행이나 상황에 의

해서 개인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고 육화되고 지배되는 구조를 아비투스라 정한다.

5) 본고에서는 김윤식 엮음, 李箱문학 집2, (문학사상사, 1991)를 텍스트로 삼으며, 

이하 각주에서는 <날개> 쪽수만 표기한다.

6) ‘우리는날개에서 우리文壇에 드물게 보는 리아리즘의 深化를 갖엇다. 現代의分裂

과 矛盾에 이만큼 苦悶한 個性도없거니와 그苦悶을 부질없이 탄치않고 이만큼 實

在化한 例를 보지못한다’.(최재서,〈리알리즘의 獷大와와 深化〉,≪조선일보≫, 1936. 

11. 31)

7) 이상 연구사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1939년 이후 암흑기를 맞이하여  이상에 한 

두드러진 논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1940년  김기림의 단평정도만 언 되었다. 1950년

에 이르러는 絶望意識을 소재로 취한 것(林石韻, 「近代的 自我의 絶望과 강요｣, 

高大論文 제1집,고 문학회, 1956)과 다다측면에서 언 (김춘수 ｢시 형태의 다다이즘 

-李箱의 詩를 심으로｣, 文學藝術, 1956.1)된 것이 두드러진다. 1956년 7월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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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근 도시(경성)의 빛과 화려함 뒤에 깔려있는 도시  풍경

들8)과 모차르트 음악, 아스피린과 아달린의 근  처방 등 근 도시라는 

사회  공간을 토 로 서구화 되어가던 도시의 모습과 ‘근  자아의 

망과 항거’를 리하게 표출하고 있다는데서 지 할 수 있다. 

본고는 도시 이미지가 산재해 있는 이상의 표작 <날개>를 상으로, 

자본주의 소비사회로 변모해 가는 식민지 경성을 포착한 도시  아비투스

와 그 풍경에 나타난 주인공의 의식을 규명하는데 목 을 둔다. 근 문학

이 도시 모더니티의 산물이라는 통념에 천착할 때 이상의 내성화된 소설

<날개>에 나타난 도시의 아비투스와 풍경을 살펴보는 것은 식민도시 ‘경

종국에 의해 李箱全集이 편집 발간(1956)되었고 이 시기는 실존주의 개념이나 정

신분석학 근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후 1960년 는 서구  문학사의 측면과 구조 

분석의 방법이 의도 으로 시도되었다. 뒤이은 1970, 80년 는 이상 연구가 매우 구체

화되어 포 인 성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이 용된 시기다. 1970

년 에는 문학 외에도 수학이나 회화 분야에서도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이즈음 유입된 신비평의 향으로 문학의 형식  요건이 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1980년 는 기  연구방법의 김윤식과 형식주의  방법으로 실체를 규명한 이승훈

의 연구가 두드러졌다. 이후 90년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연구 상으로 이상문

학이 떠올랐다. 그에 한 연구는 90년 까지의 연구사만도 1000편에 이르러(김주 ,

｢1990년  이상 연구의 황과 망｣, 이상리뷰 창간호, 2001. 9, 186〜203쪽)시

마다 우뚝 서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정신분석학  근(김종은, ｢이상의 

理想과 異常｣,문학사상12호, 1974.7 / 조두  ｢정신의학에서 바라본 이상｣,권 민 

편 이상문학 60년, 문학사상사, 1998), 모더니즘  근(최혜실, 한국 모더니즘 소

설 연구,민지사, 1992 / 강상희 ,한국 모더니즘 소설론 ,문 출 사, 1999 /조 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 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시공간  구조에 한 근

(황도경, 이상소설의 공간 연구, 이화여  박사, 1993 /노지승, 이상 소설의 시간성 

연구, 서울  석사, 1998), 문체와 기법  근  텍스트의 생성  근(이강수, 이
상 텍스트 생산과정 연구 서울  석사, 1997 / 김주 , 이상소설 연구, 소명출 , 

1998 /김승희, ｢이상시 생산 연구｣, 이상문학 집4, 문학사상사, 1995 / 박선 , 이
상 소설의 알 고리  성격 연구 ,연세  석사, 2004)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아우르

며 폭넓은 논의가 확 되고 있다.

8) <날개>에 등장하는 경성역 합실의 티룸이나 일본계 백화  미쓰꼬시 등은 1930년

 서울에 실제로 있었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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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사회, 문화  가치들과의 교섭이며 도시의 일상에 투 된 새로운 공

간의 이해에 유효한 논리를 제공한다. 

2. 도시의 외면 : ‘도시’의 가장(假裝)과 합리화의 양가성

<날개>의 공간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은 당  도시의 구성논리나 문

화  특징을 집약 으로 함축하고 있다. ‘33번지’의 ‘개방성’과 ‘익명성’, 근

인 공간인 ‘미쓰꼬시 백화 ’과 합리 인 계획을 상징하는 ‘정오 사이

’ 등이 근 도시의 외면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실에 한 

요한 인식을 담고 있다.

경성의 도시화는 자생 이고 주체 인 결과라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한 공업화, 식민지 통치를 한 도시화의 결과라는 특수성을 지

니고 있다. 즉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달콤한 유흥

과 향락에 한 열망이 경성 시민의 내면에 각인되어 아비투스9)의 체계  

변화를 형성했다. 그러나 외면 으로 보이는 근  장치들 컨  자동차, 

차, 아 트 등은 첨단의 외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자본

주의의 산물이 아닌 일제 식민지 지배자들의 향유의 수단이었을 뿐, 부

분이 식민지 민 들을 착취와 수탈의 상으로 삼는 모순의 양극화를 갖고 

있었다.

9) 식민지화에 이식된 경제체제는 (토착문명과는) 다른 문명에 의해 객 화된 유산, 즉 

축 된 경험, 보수 부여와 상품화의 기술, 회계와 계산  조직의 제 방법인데, 이것은 

(베버가 말한 로) <우주>(cosmos)의 필연성을 갖는다. 그 우주 속에 노동자들이 

투신하며, 그들은 생존하기 하여 그것의 규칙을 배워야 한다. 그 결과, 제3 세계의 

부분의 나라에서는 모든 유추(analogic)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기원과는 이한 

상황이 개되는 것이다.(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東文

選, 1995,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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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멜은 도시라는 삶의 조건에 한 성찰과 그곳에 개되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한 성찰을 다루면서, 도시의 외 ‧내  자극들과 끊임없이 

바 는 도시의 충격이 개인에게 ‘신경과민’을 래한다고 보았다.10) 아울

러 산업자본주의는 도시의 형성과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말하며, 도

시가 화폐경제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도시의 혼잡 속에서 한 사람이 리

는 자유를 정서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 다. 도시 삶에서 인간

의 외  환경에 한 짐멜의 자극과 반응은 로이트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로이트는 근 성의 하는 환경에 한 불안을 병리성과 연 시

키고 있으며 모터니티의 출 이 정신병리의 주된 유형인 신경증(neurosis)

과 같은 심각한 정서  고통을 래한다고 보았다. ‘우리 문명은 본능 억제

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11)는 로이트의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근

를 ‘억압 ’12)이라고 보았으며 이 ‘억압’으로 인해 인간은 문명에 더 많은 

불만을 갖게 되고 병리  신경증은 더 증 된다고 하 다. 로이트의 지

처럼 이상은 근  면모를 갖추고 도시화되는 경성을 민한 감수성으

로 지켜보며 부단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도시 앞에서 ‘신경과민’ 증세를 보

이며 ‘도시의 산책자13)’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 다.

나는 한 복스에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 잔 커피가 즐거운가보다. 얼른얼른 마시고 

10) 게오르그 짐멜, 김덕 ･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36∼37

쪽 참조.

11) 에리히 롬, 강 계 역,  인간의 정신  기, 진 사, 1976, 67쪽.

12) 로이트, 김석희 엮음, ｢문명  성도덕과 인의 신경병｣, 문명속의 불만, 열린

책들, 1997, 16쪽.

13) <날개>에서 주인공은 다섯 번의 외출- 귀가 패턴을 반복하지만 안주 할 수 있는 

진정성을 찾지 못한다. 거리-경성역-방-산-미쓰꼬시 옥상 등의 ‘거리의 산책’은 

도심에서 침해받지 않는 안정성과 속성의 공간은 더욱 아니며 다만 소외된 외  

‘산책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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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얼 좀 생각하는 것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하다가 곧 나가버린다.14)

이상은 ‘산책’15)과 동일하게 카페 체험을 시하 다. 도심을 배회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며 박한 행동에 구애받지 않은 채 티룸에 앉아 혼자서 

찰과 명상에 잠기는 행동은 당시 경성의 풍물이었다. 구인회가 실제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할 무렵 그들이 친목을 시 여긴 것은 경성의 도시 

체험이 그들의 감각에 선명하게 와 닿았기 때문이다. 룸펜 문인 박태원, 

이상, 김유정 등은 도심을 배회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으며 그들은 ‘낙랑팔

라’라는 다방과 낙원카페, 아서원을 배회하며 도시의 독특한 흥취를 향유

했다.16) 특히 반바지 차림에 헬멧 모자를 쓰는 디즘을 발휘하며 경성을 

활보하던 김기림의 ‘백화 ’에 한 묘사는 주목할 만하다.

거 한 5, 6층 ｢빌딩｣체구 속을 血管과 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엘 베이터

｣(昇降機), 옥상을 장식한 인공  정원의 針葉樹가 발산하는 희박한 산소―. 

그리고 둥그런 얼굴을 가진 다람쥐와 같이 민첩한 식당의 ｢웨이트 스｣와 자

극 인 음료와 강한｢ 이크｣냄새―. 최 가로 아니 때때로는 무료로 얼마든지 

제공하는 여 원들의 복숭아빛의 感觸―. 이것들은 ｢센서블｣한 도시인의 마음

에로 향하여 버려진 ｢데 트먼트｣의 말 신경이다. 일 이 ｢에  베르아랭｣은 

불란서의 심장 ｢ 리｣를 觸手를 가진 도회라고 노래하 다. 그런데 ｢데 트｣

야말로 무형의 수를 도시의 가정에 버리고 있는 魔物이다.17)(  필자)

백화 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것을 직  보고 처음 경험했던 김기림

에게 백화 은 아주 낯선 풍경이었다. 백화 의 란한 조명, 엘리베이터, 

14) <날개>, 336∼337쪽.

15) 최혜실은 자기소외의 회복을 해서는 자기침체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자각을 

가진 자들을 ‘산책자’로 정의하고 있다.(최혜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연구｣, 악어문30, 1986, 201쪽)

16) 최혜실,｢1930년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  박사논문, 1991, 178∼181 참조.

17) 김기림, 김유  편 , ｢도시풍경 1‧2｣, 김기림, 문학세계사,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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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욕망을 자극하는 웨이트리스, 후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들로 

백화 의 ‘말 신경’에 걸려든 도시인은 도시의 아비투스를 내면화해 가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김기림은 백화 의 ‘일루미네이션’에 포획된 인물로 

묘사했다. 자본주의  도시 풍경과 그 심에선 백화 에 한 김기림의 

이러한 묘사는 이상에게도 유효했다. 경성의 인 계  출신인 이상은  동

시 의 김기림에 비해 도시성의 고찰에 훨씬 더 ‘날카로운 직 력과 통찰

력’을 가졌다.

이는 ‘돈’이 매역할을 하는 <날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소비

문화가 펼쳐지던 도시 경성에서의 욕망과 자본주의  삶의 양식이 <날

개>에는 상징 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식민지 특유의 도시성에 한계를 지

닌다. 도시를 사유하는 이상의 시각은  근 으로 규격화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탈주하고자 했던 김기림과 유사했다. 김기림이 백화 을 ‘무형의 

마력  수’라고 했듯이 이상은 온갖 상품이 즐비한 백화 을 ‘도회의 심

장’이라고 하 다. 기 기 차의 미끈한 선, 강철･유리가 식 미를 

자랑하는 도시에서 이상은 우아한 커피향(MJB)과, 세련된 도시 여성의 향

기를 뿜어내는 풍요로운 도시를 꿈꿨다. 그러나 그가 체험한 도시는 

기형의 도시, 괴리의 도시, 물신화된 도시 으며 온갖 오 으로 얼룩진 왜

곡된 공간이었다.

十九世紀는 될 수 있거든 鎖하여 버리오. 도스토 스키 精神이란 자칫

하면 浪費인 것 같소. 고를 佛蘭西의 빵 한조각이라고는 가 그랬는지 至

인 듯 싶소. 그러나 人生 或은 그 模型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禍를 보지 마오. 부디 그 께 告하는 것이니….18) (  필자)

의 인용에서 여겨 볼 것은 당 의 ‘ 디’이자 최후의 ‘모던 보이

18) <날개>,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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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boy)’ 던 이상이 근 의 본질, 자본주의의 생리를 날카롭게 통

찰한 인텔리 다는 것이다. 그가 근 도시를 바라보는 악  시각은 아이

러니, 역설의 언어 즉 ‘럭키세 ’, ‘쎈슈알한’, ‘하이 넥’, ‘도스토 스키’, 

‘ 고’, ‘티룸’, ‘모차르트’,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 ‘로직’, ‘딕셔내리’ 등

으로 표기되어 불만족스러운 도회의 분 기를 조하 다.

이상에게 근 의 도시는 ‘충격’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이는 <날개>에서 

자신이 있는 도시 공간을 ‘유곽’이라는 33번지로 착해 근 도시의 불구

성과 훼손성으로 나타내고 있음에서도 감지 할 수 있다. 불구의 도시에서 

이상은 마치 ‘수심을 모르는 나비’ 처럼 도시를 향해 진입한다. 

진壁紙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그것은幽界에絡繹되는秘密한通話口다. 

어느날거울가운데의鬚髥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

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通話口를 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안젓

다이러서듯키나비도날러가리라. 이런말이決코밧으로새여나가지안 한다.19)

그러나 도시의 격변은 부인할 수 없는 견고한 실이었으며 이상은 

그러한 도시를 넘나들며 낭패를 겪게 된다. 한 도시의 부정  인식들 즉 

근 의 본질, 자본주의의 생리, 그 깊이와 험성 등 자신의 도시  삶에 

한 불안감과 실의 욕망들을 찢긴 벽지가 풀 는 ‘나비’의 형상으로 

유추하기도 했다. 20세기  경성 유흥가에는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이 불빛

에 몰려드는 나방들처럼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식민지 

도시 경성에 의해 모던보이로 성장한 이상은 자신의 인큐베이터인 도시를 

‘죽어가는 나비’, ‘가난한 이슬’의 한 부분 인식하 으며 ‘도피로서의 공간’

으로 더 번화한 도회지를 동경했다. 

<날개>에서 아내 방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나’의 

19) 이상, ｢詩第十號 나비｣, ≪朝鮮中央日報≫, 194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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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  유희에서 보듯 세상과의 독특한 속 방식의 자족 인 폐쇄회로 시

스템을 유지하던 이상은 도시의 뒷골목과 골방 속에서 자신의 깊고 어두운 

자의식을 개발하며 주문처럼 ‘불의 공간’을 노래하기도 했다.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든지 火傷을 입었으리라. 그

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方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을 알고

― 平常에 불을 憔燥히 찾아다닐 도 아는 情熱의 生物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情熱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20)

의 인용처럼 이상은 차로 실의 왜곡된 모더니티에서 불을 일으키

며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을 찾게 된다. ‘불장난’을 하는 <날개>에서의 ‘나’

의 행 는 억압된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명을 꿈꾸는 ‘다른 나’의 모습이

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쪼꼬만 ｢돋보기｣를 꺼내 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를 끄실

려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 선을 굴 시켜서 한 을 모아 가지

고 고 이 따근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끄실리기 시작하고 가느

다란 연기를 내이면서 드디어 구녕을 뚫어놓는데까지에 이르는 고얼마 안 되

는 동안의 조한 맛이 죽고 싶을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21)  

아내가 외출하고 난 후에 아내의 방에 가서 화장품과 속치마 등의 냄새

를 맡아보는 화자의 동물 인 유희와 돋보기로 지리가미를 태우는 유아  

행 는 정신  유희로 비약하여 의상에서 풍기는 아내의 ‘체취의 편’을 

맡게 된다. 이러한 교통은 필연 으로 그를 아내의 방으로 유인하여 육체

인 쾌락을 맡게 하는 결과를 자아낸다. 아내의 물건을 매개로 화자가 ‘일

20) 이상, ｢권태｣, 이상수필 작집, 187쪽.

21) <날개>,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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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의 실에 하여 열린 의식을 갖게 되자 아내는 매춘에 장애을 느끼

게 되고 그를 ‘볕 안 드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아달린의 수면제를 

다. 요컨  아스피린과 아달린은 자연에 인  작용을 가하는 근  ‘처

방’이라는 면에서 통일되며, 이는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쇄’하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다.22) 아스피린과 아달린의 체 가능성, 오･

남용의 부작용 등은 아이러니컬한 조를 이루며 철 히 근 인 속성을 

등가하고 있다. 즉 <날개>에서 아달린 여섯 개를 ‘질겅질겅’ 한꺼번에 씹

어 먹는 주인공의 부 한 투약 행 는 근  도시의 소모하고 탕진하는 

행 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배신을 내포한 아스피린과 아달린의 존

재와 비 에 해 알게 된 화자는 실의 ‘욕망’을 변하는 ‘날개’의 탄생

을 갈망한다.

이상은 산업자본주의가 만개한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 응하지 못하

고 실과의 화해를 회피한다. 이러한 의식은 그의 아내 던 변동림의 

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동소문밖에서 시내에 들어오려면 우리들은 혜화동 출소를 지나야했고 

반드시 검문에 걸렸다. 특히 한복 차림의 이상은 수상한 인물의 인상을 주었

지만 보호색으로 바꾸려하지 않고 하루 한 번씩 일경과의 언쟁을 각오하면서

도 어머니가 기워 주시는 한복을 편하다고 즐겼다.23)(  필자)

이처럼 일상 인 상식을 벗어난 실회피의 태도는 <날개>에서도 볼 

수 있다. ‘ 름발이 부부’ 생활을 개하고 있는 주인공은 아내에게 ‘매어 

달려 사는 존재’, ‘아무와도 놀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한 탈주를 향

한 그의 반복  토로는 도시 사회의 불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시에 서

술  자아의 의식 상태를 역동 으로 보여 다.

22) 이경훈, ｢아스피린과 아달린｣, 김윤식 편  李箱문학 집5, 문학사상사, 2001, 182쪽.

23) 변동림, 문학사상, 통권 163호,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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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24)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로왔다. 생활이 스스로왔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다.25)

의 인용에서 지 할 수 있듯이 <날개>는 작가의 독특한 자의식의 세

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자의식 강한 기술의 실천은 도시공간의 한 모퉁

이에서 외부와 격리된 자족 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주인공의 삶으로 표

되며 이는 화려한 근 의 도시논리와 모순된다. 일 이 이상은 숙명 인 

자의성에 각별히 주목함으로써 그 지각이나 인식을 주어진 조건과 열악한 

상황에 매개하여 새롭게 가공하고 변조하려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행

는 자기 반 성을 극복하는 생산 인 활동이 될 수 없었으며 자의식의 추

상 인 성격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근본 인 한계를 더하게 된다. 이는

<날개>에서도 두드러지며 주인공은 도시와 단 되어 있다가 도시의 다양

한 풍경과 속하는 순간 ‘격렬한 흥분과 격심한 피로’를 반복함으로 그의 

자의식을 더욱 폐쇄 이고 소모 으로 개시킨다.

3. 도시의 내면 : 패션의 물신성과 욕망의 도

링은 패션의 본질을 구별짓기의 본능이라고 지 했다.26) <날개>에서 

24) <날개>, 320쪽.

25) <날개>, 324쪽.

26) 오늘날 패션의 본질을 악하려면 변화욕, 미  감각, 겉치 를 좋아하는 것, 모방 

본능 등과 같은 개인 인 동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이런 동기들이 극히 다양한 시

에 의상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

나 오늘날의 의미에서 패션은 개인 인 동기가 아니라 사회  동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패션의 본질을 체 으로 이해할 수 없다. 상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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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생산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존재인 ‘나’와 창부 노릇을 하여 호구지

책을 마련하는 ‘아내’와는 패션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은 

1930년  도시 생활에서 배양된 소비사회의 특성과 연 된 것이기도 하다. 

상품의 량 생산과 소비가 도시의 모습과 도시인의 감각을 새롭게 변모시

킨다고 할 때, 아내는 화려한 소비  외양을 보이며 도시의 모습을 흡수하

고 있었다.

33번지 18가구의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으

로 치한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하 다. ‘나’의 방이 벽에 못 한 개 꽂히지 

않은 소박한 공간이라면  ‘아내’의 방에는 천장 으로 쫙 돌려 못이 박히

고 못마다 화려한 치마와 고리가 걸렸다.

｢조선의 모걸｣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1927년 6월 26일자 기사는 

미국의 단발한 묘령의 미인을 일컬어 ‘ 래퍼’라고 하 다.27) 당시 모던걸

이 ‘유녀’와 ‘매음녀’가 많다는 사실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래퍼

이 하류 계 , 좀 더 정확하게는 간 계 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지으려는 노력이 

바로 패션을 구성한다. 패션은 끊임없이 해체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세워지는 장벽

이며, 이를 통해 상류 세계는 류 사회와 스스로를 차단시키려 한다. 그래서 신분상의 

허 심이 쳇바퀴 돌 듯 하는 상이 무한 로 반복된다. 한 집단은 뒤에서 쫓아오는 

자들보다 조 이라도 앞서려고 노력하고, 다른 집단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받아들여 그

런 차이를 다시 없애려는 것이 그것이다.(루돌  폰 링, 법의 목 , 2권, 라이 치

히, 1993년, 234〜238쪽. 아 이트 로젝트재인용)

27) ‘ 래퍼’는 1920년  미국에서 쓰인 속어로 짧은 치마에 단발을 하고 잖은 행동이

라고 간주되는 것을 경멸하는 새로운 종류의 은 여성을 가리켰다. ‘flapper’는 ‘퍼덕

이는 새끼’라는 뜻으로, 1차 세계  동안 집밖으로 나와 일하게 된 은 여성들이 

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세태를, 둥지를 공연히 떠나버리려는 새

들에 비유하여 국에서 쓴 이 있다. 한 단추 없는 신발이 펄럭거린다고 해서 

래퍼 패션으로 알려진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미국의 작가들과 술가들이 래

퍼의 외모와 라이 스타일을 작품을 통해 화시켰다. 배우 에서는 클라라 보가 

래퍼 이미지를 표하고, 미키마우스 같은 만화 캐릭터도 비슷하다. 래퍼는 여성 

패션에서 코르셋을 없애고 단발을 화시켰다.(김수진, 신여성, 근 의 과잉, 소명

출 , 2009,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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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복과 화장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단발한 은 미인’이라고 한 으로 

아내의 의상은 ‘고혹  색깔’의 양장이 아닐까 추측 해 볼 수 있다. <날개>

에서 구체 인 의상 묘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할 때 

아내의 패션과 화장은 일본의 모던걸의 유행을 좇아 ‘실크스타킹’과 ‘유래

스( 이스)’, ‘뾰족한 발과 구두’, ‘붉은 연지’와 ‘단발이라 불린 짧은 머리스

타일(毛斷과 modern의 두 가지 의미 함축)’, ‘모자에 양장’, ‘같은 한복이라

도 기장을 짧게 한 옷’의 획기 인 패션의 외  특징으로 그려 볼 수 있다. 

18가구 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의 아내는 ‘제비꼬리 같은 

썹’과 ‘붉은 홍안’과 ‘피빛 같은 구홍’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리라 짐작된

다. 신도시 인 풍모를 갖추고 있던 당시 경성거리는 구여성과 신여성의 

유사한 패션, 양복과 두루마기, 상투와 단발 등이 혼재한 세련된 도시 다.

김기진은 단발과 구두로 치장한 근  패션을 조소하며 읊조리는 일꾼

들의 시선을 노래에 담기도 했다.28)

 “돈없는 건달이, 모양만 낸다, 에야라 차∼하……

  양머리 흰구두, 맵시는 난다만, 에야라 차∼하,

  녁죽 못먹는 의 집 식구엔, 당치두 않구나, 에야라…”29)

양머리, 흰구두 등 근  패션과는 동떨어진 <날개>의 주인공인 ‘나’는 

모던보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유산자층의 자식’도 아니며 ‘나팔통 

바지’, ‘폭넓은 넥타이’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통상복과 나들이옷을 겸한 

코르텐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다. 빛이 검은 하이넥의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의 으며, 허리와 두 가랑이 고무 밴드가 끼어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가 의상의 부 다.30) 

28) 신범순 외,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2006, 57〜58쪽.

29) 김기진, ｢불에 데운 살뎅이｣, 개벽, 50호, 1924. 8, 2쪽.

30) 작품과는 달리 실제 이상은 ‘보헤미안 넥타이’와 ‘백구두’로 표되는 모던한 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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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소비사회에서 ‘나’는 해가 들지 않는 어둡고 침침한 윗방에 

기거하고 있으며 검은 빛깔31)의 소박한 옷을 입은 빈(貧)자, 즉 식민지 모

더니티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아내와는 조

으로 ‘나’는 세계와의 계를 끊고 단 된 삶속에 세속 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삶에 머물 다. 이때 화자에게 도시는 탈주하고  

외 인 환경이며 병  징후의 원인이 되는 공간이었다. 즉 화자는 내부

으로 괴기 인 힘을 지닌 도시에서 무기력하고 게으른 생활을 반복하며 단

과 소외의 세계로 침체된다.

이와는 반 로 ‘아내’는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손수건만해지면 해가 

나가버리는 아랫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화려한 부(富)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

수건만해지면서 나가 버린다. 해가  들지 않는 웃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게 볕드는 방이 아내 해이요 볕안드는 방이 내 해이오 

하고 아내와 나 둘 에 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

는 불평이 없다.32)

즐겼으며 두난발, 작소머리와 백단화, 이 담배 등 보통 사람의 외양과는 구별되

는 이상 특유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다. 

31) 색은 언어를 뛰어넘는 일종의 사인이다.

    컬러 커뮤니 이션(Color Communication)이란 각각의 색의 기호로 메시지를 달

하고 인간 심리에 고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말한다. 색은 인간의 감각 기

에 향을 미치는 빛의 진동이며 이는 매우 감각 이라고 할 수 있다.(노무라 이치, 

김 미지자 옮김, 色의 秘密, 국제, 2005, 15쪽) 일반 으로 검정은 죽음과 망의 

색인 동시에 원과 신비의 색이다. 검은색 옷은 입는 사람에 따라 근엄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볼품없어 보이기도 한다. <날개>에서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는 룸펜인 주인공

의 검은색 복장은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2) <날개>, 312∼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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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옷을 입는 순간 ‘나’는 차 욕망의 존재로 변하게 된다. 옷을 입

고 밝은 낮의 공간에서 해의 빛을 끌어들여 즐기는 유희  행 는 부단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생태와 련이 깊다. 이상은 자본주의가 주

는 다채로움을 찾아 새로운 모던 도시를 찾았으며 기야 동경의 마루노치 

빌딩에 이르게 된다.

내가 생각하던 ‘마루노우 삘딩-속칭 마루비루-는 어도 이 ‘마루비루’의 

네 갑 은 되는 웅장한 것이었다. 뉴욕 ‘ 로드웨이’에 가서도 나는 같은 

환멸을 당할는지- 어 든 이 도시는 몹시 ‘깨솔링’ 내가 나는구나!’가 동경의 

첫인상이다. 우리같이 폐가 칠칠치 못한 인간은 이 도시에서 살 자격이 없다. 

입을 다물어도 벌려도 척 ‘깨솔링’ 내가 삼투되어 버렸으니, 무슨 음식이고 

간 얼마간의 ‘깨솔링’ 맛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동경 시민의 체취는 자동차

와 비슷해 가리로다. 이 ‘마루오 ’라는 ‘삘딩’동리에는 ‘삘딩’외에 주민이 

없다. 자동차가 구두 노릇을 한다.33)

이상은 성지순례 하듯 도시낙원이 주는 화려함과 다채로움의 풍경을 찾

아 동아시아에서 상해(上海) 다음으로 가장 번 했던 인구 400만의 도

시 <동경>을 찾아 마루노치 빌딩을 직  목격했다. 기야는 동경이 아닌 

<뉴욕의 로드웨이>를 꿈꾸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동

경 도착 후 “내가 생각하던 ‘마루노우 삘딩’-속칭 마루비루-는 어도 이 

‘마루비루’의 네 갑 은 되는 웅장한 것이었다”거나 “기어코 동경 왔오 와 

보니 실망이오”34)로 첫 일성을 던진 이상에게 도시화란 이상과 실의 갈

등을 래하는 공간이었으며 척박한 실이었다.

더욱더 모던한 곳을 찾으려는 그의 끊임없는 강박증은 <날개>에도 반

된다. 즉 주인공인 ‘나’의 삶이 바깥을 향한 진  외출을 반복하는 것은 

33) ｢東京｣, 이상 집 3, 95쪽.

34) ｢사신 6｣, 이상 집 3,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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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식의 발로이며 외출이 거듭될수록 상승  의지의 욕망이 생동하며 

이는 자유로움을 찾는 욕망의 반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기운을 얻었다. 나는 그 단벌 다 떨어진 코르셋 양복을 걸치고 주제 

사나운 것도 잊어버리고 활갯짓을 하면서 거리를 나섰다.35)

모던한 생활의 핵심에 놓인 돈 문제를 직감한 이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화폐의 내  논리를 작품 속에 구 했다. <날개>에서 ‘돈’

은 ‘나’와 아내와의 사이에 매개물이 되어 두 사람의 욕망을 조 한다. ‘나’

에게 돈은 교환가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서서히 돈의 의미와 

타자성을 인식하게 해 다. ‘나’는 화폐를 통해 사회라는 문화, 문명 세계

로 들어가게 된다. 돈이 내포하는 교환가치는 주인공이 배고  것도 주제 

사나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활갯짓을 하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원천이자 동

력이 되어 ‘날개’의 갈망에까지 이른다.

화폐의 힘의 범 가 내 권력의 범 이다.……나는 추하지만 나를 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난 추하지 않다.……나는 어리석지만, 

화폐는 모든 사물의 실제 인 마음이고 그 다면 어떻게 그 소유자가 어리석

을 수 있을까? 게다가 그는 재능 있는 사람을 살 수 있고, 재능 없는 자를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재능 있는 자보다 더 재능 있는 자가 아닌가?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화폐에 감사하는 내가 모든 

인간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나의 모든 무능력을 그 반 로 

변형시키는 것은 바로 돈이 아닌가?36)

35) <날개>, 334쪽.

36) 칼 마르크스, 1844년의 경제학 철학 고, 박종철 출 사, 1991, 231쪽.

    게오르그 짐멜은 ｢  문화에서의 돈｣이라는 논문에서 모던한 세계에서 ‘돈’ 이 수  

 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해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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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처럼 무능한 존재 던 ‘나’는 화폐의 사용을 시작함으로써 서

서히 욕망의 존재로 변해간다. 화폐가 동반되었을 때 외출의 즐거움이 함

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쾌감의 근원이 돈이라는 사실도 명료하게 인

식하게 된다. 

한편 도시의 외출에서 ‘커피’는 개성 인 멋과 낭만을 상징하는 소비의 

품목이다. <날개>의 화자가 경성역 합실에서 맛 본 ‘잘 끓은 커피’의 미

각37)은 도회지의 감각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의 외출

에서 도회지 거리의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하여 커피로 입가심을 하고 

싶은 교환  가치의 구체 인 구매 욕망이 일었으나 주머니에 돈이 한 푼

도 없어 소비행 가 불가능한 교환 불가능성을 깨닫고 얼빠진 사람처럼 아

37) 1930년  식민지 조선의 문학에서 커피는 종종 등장하며, 채만식은 백화 은 ‘고소한 

커피 냄새 흥건’한 곳이라고 표 하기도 했다.(채만식, ｢종로의 주민｣, 채만식 집 

8, 창작과 비평사, 1989, 160쪽)

    한편 다방과 련된 1936년 당시의 경성 상황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최근, 

경성은 다방 범람 시 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다방이라 해 보았자 본정(本町-충무

로)의 明治製草, 本城屋, 金剛山, 장곡천(長谷川-소공동)의 浪정도 다. 그랬던 

것이 지 은 이 거리  구석에 멋지게 장식된 다방이 템포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곳이 역시 명치정(明治町-명동)이다. 聖林으로, 라마운트 화사의 출장원인 기노

시타(木下仲七)군의 극책 덕택으로 연속 연주용 정기 축음기 등을 설치, 화 기분

도 나므로 은 청춘 남녀를 부르고 있다. 엘리자는 고  음악을 조용히 듣는곳. 장곡

천정에는 라타 와 낙랑이 있다. 낙랑은 부터 경성의 인텔리들로부터 사랑받던 

곳으로, 코드 콜 션이 풍부하고 다른 가게들이 보통 커피 한 잔에 15  받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10 에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 외에 경성역 앞의 돌체가 

있는데, 마담의 취미에 따라 좋은 코드를 들려 다. 좀 특별한 다방으로는 명치정의 

트로이카가 있다. 러시아 술이나 과자를 다. 보트카를 찾는 손님이 많다. 은 일할

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도 괜찮다. 종로 쪽의 다방은 내지 측에 비해 일반 으로 

어두운 감이 있다. 오래된 것으로는 멕시코, 본아미 등이 있으며 조선 인텔리들이 많이 

모이지만, 개 에는 커피 한잔 시켜놓고 반 종일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언젠가부

터 ‘壁畵’라는 다방 신조어가 생겼다. 그리고 낙원 별 도 새로 생겼다.(矢野天城,新
版大京城案內,京城都 文化硏究所, 1936, 190〜191쪽. 이경훈, 이상, 철천의 수사

학, 소명출 , 2000, 102〜10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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뜩해졌다. 물신화된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소비도시에서 발길을 어디로 옮

길 것인가의 고민에 빠진 화자는 도회의 욕망을 변하는 백화 38)에 이

른다. 그때 미쓰꼬시 백화 39) 옥상에 올라 내려다 본 희락의 거리 도회지

의 정경은 의 가나안 계곡인 도시의 모습을 조망하고 있었다. 결국 외

부 세계와 단 되어 자신의 자의식에 감 되어 있던 주인공은 온갖 유리와 

강철과 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도시 구조물과 범벅이 된 비정상 인 도시

의 삶으로부터 숨어있는 자신의 진정한 야심과 희망을 발견하고 마침내 하

늘로의 비상을 꿈꾼다. 주인공이 갈망하는 ‘날개’는 압 인 도시의 거

함 속에서 생명력을 갈망하는 ‘ 술가의 자의식’이며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40) 한 물신주의가 경성을 지배하던 모순된 식민지의 도시거리에서 

‘날개’는 ‘주체의 내 한 욕망’의 발로이며  ‘일탈의 통로’를 열어주는 가교

라고 볼 수 있다.

38) 생산의 조건은 미비하지만 소비의 조건은 완벽하게 갖춘 기형 인 상황에서 조선의 

백화 이 탄생했다. 이에 해 김기림은 “고도로 발달된 생산의 근  기술은 오직 

설이나 일화 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못하 다. 그와 반 로 소비의 면에서는 모

든 근  자극들이 남김없이 일상생활의 면으로 뻗어들어 온다”.고 진단하고 있다.

39) 미쓰꼬시 백화 은 1929년 3월 17일에 시작하여 1930년 10월21일에 공되었으며, 

지하1층, 2층과 옥상층의 구조를 지닌 지상4층 건물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5층 

옥상정원에는 정원, 일본 신사(神社)인 도하사(搯荷社), 미쓰꼬시 갤러리, 사진실, 다

실, 온실  원 용구매장, 화장실, 옥상 엘리베이터실 등이 있으며 가운데에 6층 망

가 있다.

40) 권택 은 이상의 <날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날개는 무엇인가. 논리, 

객 진리, 만인의 신, 기  수 있는 기 , 순수한 이성, 사실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감

도’다>(권택 , ｢출구 없는 반복 - 이상의 모더니즘｣, 권 민 편  이상문학연구60년

, 문학사상사, 1998,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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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감각의 부정  과잉과 매춘

러시아의 명가인 알 산더 콜론타이(Alexandra Mikhaylorna Kollontai)

는 여성의 육체 거래는 노동력 거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 체제

에서 임  노동이 사라지면 매매춘도 사라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

은 국의 실라 로보탐(Sheila Rowbotham)에 의해 계승 발 되어 매춘여

성은 돈을 해 사랑을 제공하며, 노동자는 임 을 해 그들의 손과 삶을 

제공한다고 본다. 

근 도시의 삶에서 경제  자립을 한 사회 , 경제 , 법  조건이 마

련되지 않으면 기술이 없는 여성은 행상, 잡업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시달리거나 객업, 매춘산업41) 이라는 새로운 노동 역으로 몰리게 된다. 

1920년  조선에 진척된 공업화는 방직 공장을 필두로 소비재 공업 생산이 

미미하게나마 증 되었으나 공장으로의 여성 고용흡수는 매우 은 비

만을 하 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분의 여성이 공장 노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공장 노동자 자격에 문자 해독자 조항이 첨가되었다42)

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자해독의 능력이 없어서 공장에 유입될 수 없었던 

 다른 하층 여성들은 생계를 해 객업 혹은 매춘으로 나아가게 된다. 

1920년  말과 1930년  반, 식민지 조선에서는 실업과 불황 등으로 매

춘하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 1925년에는 2805명이던 기생, 창기, 작부의 

숫자가 1935년에는 6553명으로 증가했다.43) 이같은 도시의 부정  속성으

41) 손정목은 1935∼1938년도가 한반도 성매매의 정기라며 이 시기 성매매의 주류는 

공창에서 사창으로 옮겨갔다고 밝히고 있다. 1937년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936

년 말 기는 6,938명으로 년보다 922명 증가했고, 카페와 바의 여 은 4,060명으로 

726명, 창기는 3,575명으로 466명이 증가했다고 한다.(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

로드, 2007, 130〜131쪽)

42)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  석사논문, 1998, 53쪽.

43) 야마시다 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개｣, 사회와 역사제51집, 1997, 173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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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비스 직종을 하고 있었던 매춘(賣春)을 둘러싼 여성의 성과 섹슈얼

리티에 한 담론은 역사 , 사회 , 문화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춘을 통해 식민지 도시공간에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정착된 활동을 하

는 여 이나 매춘여성의 삶은 어김없이 이상의 <날개>에서도 그려진다. 

도시화와 서구화로 집약된 식민지의 도시양상을 민감하게 악한 이상

은, 도시의 병리를 표하는 ‘매춘부인 아내’와 기형 인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지식인의 모습을 <날개> 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의 소설에서 

매춘은 불구화된 도시, 소모와 탕진의 도시  욕망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

있는 기호이다. 당시 지식인 사회를 휩쓴 사회주의 이념은 매춘의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도시 매춘여성을 사회  

희생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상 문학에서 ‘매춘’이 요한 모티 가 되

는 것은 이상이 ‘賣春婦’, 기생, 카페 여  등 근  사회의 타자들과의 계

를 작품화한 배경에는 폐결핵 환자인 자기 자신이 근  사회의 타자로 존

재한다는 자의식이 무의식 으로 스며 있다는 과 도시 일상의 근 성을 

집약 으로 체 하는 존재와의 만남  하나가 매춘이기 때문이다. 컨  

<날개>에 등장하는 ‘아내’는 당  카페 여 들처럼 개인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섹슈얼리티를 팔아 수익을 거두며, 그 돈으로 기생하는 빈곤하고 황

폐한 룸펜 남성 지식인을 부양하고 있는 모습에서 식민지 도시 실의 불모

성을 환기 할 수 있다. 남성이 ‘매춘’에서 경험하는 것은 나르시즘  도취와 

쾌락만은 아니다. ‘매춘’은 남성을 욕망의 충족을 넘어선 곳까지 유인한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이 ‘거세공포’로 돌변하는 지 이기 때문이며44), <날

개>에서 ‘나’는 ‘아내’에게 사회인의 자격을 거세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들 르는 사창가에서 얻는 희열과 쾌락을 시로 표 했었고, 그곳에서

는 노동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게 되고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 

44) 김승구, 이상, 욕망의 기호, 월인, 2004,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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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력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근  사회에서 성(性)은 합리성

과 립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노동과 공식 조직으로부터 엄격히 분리

되어 극히 개인 이고 사 인 역으로 귀착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러한 성, 사랑, 에로티시즘 등의 감성의 세계를 여성의 역으로, 합리성이 

지배하는 일과 사회는 남성의 역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공/사 역을 성별

화하는데, 그 결과 직업 모델은 남성의 것으로, 성 모델은 여성의 것으로 

고착된다.45) 이상의 문학에 각인되어 있는 여성은 단순히 소재  차원이거

나 그 속악성이 어린 시 의 악의  반 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다

채롭다. 즉 이상 소설의 여성들에게서는 근  세계의 속악성이 묻어있으며 

여성에게 묻어있는 다양한 불합리는 근 의 양가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속

성을 내재하고 있다.

1930년  식민지 조선에서도 성 담론은 주로 여성의 성을 심으로 논

의되었다. 이는 <날개>에 등장하는 아내의 ‘매춘’이라는 직업에서도 살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한 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해서 호객 행 를 

하는 아내를 통해 도시의 병 이고 물신화된 교환가치 사회를 발견할 수 

있다. 

카페여 이라는 여성의 노동공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날개>에 등

장하는 ‘내객’이 어떤 인물이며  ‘아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유

추해 볼 수 있다. 당시 근 인 신흥 술집 카페에서 일하는 여 들은 출･

퇴근의 근무개념이 있는 동시에 퇴근 후에는 개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폐

 이후 호객 행 를 하는 자본주의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날

개>에 등장하는 아내는 룸펜 인텔리 남자 주인공과 동거하면서 경제력이 

없는 무직자를 신해서 돈을 벌며 폐  이후에도 호객 행 를 하는 여성

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남편은 아내와 내객의 계  그들 사이에 오가는 

45) 이 자, ｢자본주의와 성｣, 여성연구 제9권2호, 한국여성개발원, 1991. 여름,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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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쾌감의 비 을 알아내고자 ‘연구’에 몰두하고 ‘사색’을 거듭하는 

으로 미루어 지식인 남성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시 에 매춘이라는 훼손된 육체에 집 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 가 토착화되기 시작한 지 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날개>의 ‘아내’는 자본의 질서를 체득한 존재이다. 한 

아내는 집에서 호객 행 를 하며 남편이 물질을 자각하고 외부 세계를 향

해 을 돌려  다른 비상을 감행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실의 출구 역할

을 한다. 이처럼 불구화된 남편의 역할과 도구화된 아내의 육체  교환가

치는 근 도시에 내재한 남녀 계의 병리 상을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에서 매춘여성의 상품화된 섹슈얼리티가 분출되는 망  상

황과 여성을 지키기 못한 무능함에 한 자기 오와 환멸에 빠져 한없이 

게으르게 기생하는 남성지식인의 빈곤하고 황폐한 당 의 불모성을 <날

개>에서는 놓치지 않고 재 해 내고 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행 인 남녀 계는 이상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

타난다. 이상 문학에서 ‘여성’이라는 주체가 함축하고 있는 기호의 의미를 

이어령은 특정한 인물과 동일시될 수 없는 상상 속의 기호라고 지  했

다.46) <날개>에서도 ‘나’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로서 제도, 상식, 도덕에 

한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내의 매춘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한 

수단으로 채용되는 삶의 한 양식으로 보여지며 아무런 생산활동을 수행하

지 않는 화석화된 생명인 ‘나’는 일반  기를 설정하며 매춘의 경계를 

넘어버린다. 골드만에 의하면 이런 분류는 도시산업사회의 특징이다47). 도

시화로 변화되면서 결과로서의 목 만이 요한 가치가 되며 윤리 인 감

각이 해체되어 있다. <날개>에서의 ‘나’는 아내의 섹슈얼리티에 근할 수 

46) 이어령, ｢이상 연구의 길 찾기｣, 권 민편,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10쪽.

47) 유종호 편, 문학 술과 사회상황, 민음사, 1979, 199∼2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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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기로 격리되어 있으며 아내는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라 징벌자, 간

호부, 양육자 되어 주인공에게 의도 으로 사회인의 자격을 거세하며 자본

주의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소통을 경계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한 시간 동안을 나는 이 게 조하게 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이불을 

홱 젖  버리고 일어나서 장지를 열고 아내 방으로 비철비철 달려갔던 것이다. 

내게는 거의 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다. 나는 아내 이불 에 엎드러지면서 바지 

포켓 속에서 그 돈 五원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다.48)

인용에서 보이듯이 아내와 주인공의 동거에서 5원49)을 주고서야 비로소 

아내 방에서 잔다는 자본의 논리가 드러나며 텅 빈 기호로서의 근  도시

인의 남녀 계를 반 하고 있다.50) 통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근 경제

의 세계 속에 돌입하는 것이 아비투스의 체계  변화를 야기하고 제하는 

것51)이라면, <날개>의 주인공의 선택은 근  경제의 응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주인공은 외부와의 격리를 수용하는 방에서 ‘근  자본

주의를 수용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들이 일렬로 쭉 늘어선 33번지의 구조는 도시 백화 의 진열구조와 

상동 이다. 한 내객의 시선 앞에 시각  상으로서의 매춘부들의 진열

48) <날개>, 332쪽.

49) 1930년  종로에는 붉은 헌등(軒燈)에 술 ‘酒(주)’를 쓴 내외주 (內外酒店)이 번성

했다. 내외주 의 작부는 하룻밤에 5원 정도를 받고 자신의 성을 매했다. 1936년 

야노 다테키(失野千城), 모리카와 세이진(森川淸人)이라는 두 사람이 쓴 신  경

성안내라는 책자에 소개한 종로 모습에서도 사창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128∼129쪽)

50) 서 채와 노지승은 <날개>에서의 매춘부 아내 - 남편의 계를 어머니 -자식의 

계로 재편된, 기와 반의 계로 설명하고 있다.(서 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281∼282쪽 참조) 한편 이수정은 <날개>에서 인공에 갇힌 근  도시인의 체험

을 논의하는 가운데 아내가 가진 감시자로서의 속성을 단편 으로 지 하고 있다.(이

수정, ｢<날개>에 나타난 ‘어항’의 의미연구｣, 한국 문학연구15, 2004)
51) 피에르 부르디외,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동문선, 1995,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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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상하게 된다. 33번지, 백화 , 도시의 세 공간은 구조 인 측면에서 

서로 등가를 이룬다. 33번지의 공간은 그 노출의 공간을 소비하는 존재가 

남성이기에 단지 남자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이다. 33번지가 여성의 메타포

임을 상기 할 때 도시의 존재는 남성  공간으로 연결 된다.52)

<날개>에서 ‘매춘’은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주인공은 

통 인 부부윤리나 아내의 부도덕성은 묵인한 채 매춘행 에 하여 비

교  상식 인 반응으로 갈등하며 오히려 33번지 18가구 에서 아내를 

제일 소 히 생각하고 가장 아름다움 존재로 여긴다. 컨  정조에 한 

집착, 가족주의  지향, 아내의 매음 행 에 한 분노보다는 매춘에 한 

연함으로 가장하며 식민도시 문명에 몰락한 균열의식을 드러낸다. 이러

한 작 인물의 왜곡된 실 응 양식에는 건 한 노력의 부재가 보이며  

‘매춘’이라는 상식 밖의 역할의 진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기야는 도

시의 부정  과잉으로 나타나는 아내의 ‘매춘’에 한 도덕의식의 편차로 

갈등을 유발하며 탈출을 감행하게 된다. 

5. 맺음말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은 근  제도나 문물, 도시화 상에 

해 심을 가졌던 동시 의 작가들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직 과 통찰력

을 보 다. 식민지 근 도시에 한 그의 심층  인식은 외형  모더니티

와 내면  도덕율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 다. 이러한 그의 갈등은 ‘날개’의 

서두에 제시되는 독백식 역설에서도 짐작할 수 있으며 작 화자는 트와 

아이러니, 패러독스의 공간 속에 혼란한 의식의 순환을 겪는다. 근 도시

의 빛과 화려함 뒤에 깔려있는 도시  풍경들에 작가는 자신의 체험  자

52) 이성욱, 한국 근 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2004, 10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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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틈틈이 개입시킴으로써 리한 시각으로 도시의 아비투스를 환기하

고 있다. 그러나 이상(李箱)이 동경하던 세계는 개성이 발화된 도시 문명

이었으나 실제로 그가 인식한 도시는 기형 인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 으

며 얼룩진 도회지의 아비투스 다.

김기림이 발견한 도시가 ‘축제의 거리’53)라면 이상에게 도시의 경험은 

피로와 공복으로 지친 ‘불구의 거리’ 고, 란한 불빛, 부신 외 , 화려

한 패션, 도박, 매춘이 공존하는 물신주의  ‘욕망의 거리’ 다. 한 근  

도시의 자유와 화려함의 이면에 역설 으로 도사리고 있는 도회의 환멸과 

빈부의 소외감이 가져다주는 이율배반(antinomy)이 공존하는 도시 기에 

그는 빈번히 탈출을 시도한다. 결국 이상은 속한 도시의 낙 과 진보에 

따른 ‘ 실의 모더니티’54)에 해당되는 ‘도시  삶’을 거닐며 정신  축을 

느껴 ‘날개’가 돋기를 갈망한다.

<날개>에서 이상은 매춘과 화폐의 물신성이 연출하는 근 도시의 자본

주의를 차갑게 탐색했다. 더불어 도시를 사유하는 그의 학 인 감각과 

실 회피의 내면의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도시 거주인은 도시가 요구하

는 시･공간 논리에 순응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나 

<날개>의 화자는 그런 에서 근 시간 장치를 통한 정체성 형성이라는 

시스템에서 동떨어진 존재로 등장한다. 닫 지고 격리된 방에서 생존하던 

화자에게는 돈의 교환가치와 메커니즘에 무 심했으나 아내의 ‘방’이라는 

53) 김기림, ｢바다의 誘惑｣(동아일보, 31. 8), 집5, 324쪽.

54) 칼리니쿠스는 성을 ‘ 실 모더니티’와 ‘미  모더니티’로 구분하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 산업 명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범 한 사회 경제  변화의 산물을 

‘ 실 모더니티’로, 이런 실 모더니티에 한 부정과 반동으로 태어난 것이 ‘미  

모더니티(aesthetic modernity)’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칼리니쿠스는 모더니즘

을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키치,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미  모더니티의 발  상으

로 설명한다.(칼리니쿠스, 이 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3, 

51∼55쪽 참조)



498  韓民族語文學 第57輯

경계를 넘어 외부 실과 속하는 순간 그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었고 실

의 왜곡된 모더니티를 벗어나기 해  ‘  다른 나’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경성 시민에게 가져다  자본주의 소비문화는 1930년

 도시를 지배했었으며 끊임없이 화폐를 소비하는 도시 자본주의  삶의 

양식이 <날개>에서도 외없이 나타난다. 상품의 량 생산과 소비가 만

연한 속에 실과 속하는 <날개>의 아내는 돈의 실  메커니즘과 직

결될 수밖에 없었고 화려한 소비  외양을 보이며 도시의 변모를 흡수하고 

있었다. 신도시 인 풍모를 갖추고 있던 당시의 경성 거리와 매체를 상고

할 때 <날개>에 등장하는 아내의 외양은 당시 신여성과 유사한 패션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는 조 으로 화자는 검고 소박한 의상으로 도시

의 빈(貧)자, 즉 식민지 모더니티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삶에 등을 

돌릴 수 없는 모더니티의 화자는 옷을 입는 순간 욕망의 존재로 변하게 

된다. 화자의 삶이 바깥으로 향한 진  외출이 반복될수록 욕망을 향한 

상승  의지가 생동한다.

도시감각의 부정  과잉의 산출물로 자리잡은 ‘매춘’의 상징성을 이상은 

<날개>속에 함축 으로 담고 있다. ‘매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이 없

는 여성이 도시를 살아가는 방법의 한 형태로, 도시 일상의 근 성을 집

약 으로 체 하는 메타포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근 도시 소비와 교환가치

의 주체로 등장하여 여성의 풍경55)을 보여주는 ‘아내’의 존재는 후반부에

서 ‘연심’이라는 이름으로 노출된다. 한 성  주체로서의 자유로움과 무

하게 수익을 해 섹슈얼리티를 는 수단화된 육체의 소모성에 훼손된  

55) 이상의 소설은 자신의 연애 사실과 하게 련되어 있으며 그의 작품에는 추로 

작용하는 세 여인이 존재한다. 「날개」･｢지주회시｣･｢ 별기｣의 홍이, ｢환시기｣의 

권순옥, ｢동해｣･｢종생기｣･｢실화｣･｢단발｣의 변동림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오규원, 

｢李箱의 여인들｣, 날자한번만더날자꾸나, 문장사, 1980, 42∼43쪽과 김용직, ｢李箱

評全-實驗, 解辭의 體質과 論理｣, 李箱, 지학사, 1985, 204∼2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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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그 돈으로 룸펜 남성 지식인 ‘남편’을 부양하는 도된 부부를 통

해 황폐하고 불구화된 도회의 모습 살필 수 있다.

아울러 ‘발이 맞지 않는 름발이’로 시각화 된 불규칙한 칭구도는 훼

손된 도시에 한 반발이며 도시의 아비투스의 반 이라고 할 수 있다. 

<날개>에서 당당하게 존재를 과시하는 ‘매춘’의 상징  기호를 악하는 

것은 도시  아비투스를 살펴보는데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부 인 근은 이채롭고 구체 인 이상 문학 근에의 유효한 성

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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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Habitus and Internal･External Landscapes in Wings

Kim, Jeong-hee

Full of urban images, "Wings," Lee Sang's Representative work, portrays 

the protagonist's consciousness in trouble stuck in urban habitus and interna

l･external landscapes by capturing the colonized Kyungsung, which was 

changing into capitalistic consumer society. "Wings" is a work that 

seamlessly integrates frustration and disruption an intelligent man in 

colonized society feels from the fetishist society in the midst of flourishing 

Japanese capitalism in the 1930s. In particular, the work shows urban 

landscapes behind the extravagant light and glitter and distorted and tainted 

urban habitus based upon modern approaches and social space. 

The exterior of the city such as Mitsukoshi Department Store and the siren 

at the noon shows polarization of contradictions that the city has consumer 

culture as well as rationalism of capitalism at the same time. In this urban 

civilization, the protagonist in "Wings" wander around the city center as a 

flaneur, showing symptoms of nervous tension. While 'the wife's' fashion 

and makeup represents the desire of capitalism in the city where ostentatious 

consumer culture thrives, 'I' represent the simple colonial nodernity. The 

excellence of "Wings" lies in its successful rendering of "I" who is seeking 

the principles of money, the essence of capitalism and the city in which 

fetishism through 'coffee,' which was available and popular in Kyungsung. 

Especially, the life of a husband and wif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rostitution' are signs that symbolize the city in ruins and urban Hab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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