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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꿈>, <젂쟁>, <시갂여행자>, <불멸> 등의 제목에서 보듯 이이옦의 세계 젂망은 실존의 

비좁은 반경을 넘어선다.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의 초기작업 시젃에 이미 그의 관심사는 „인갂과 

문명에 관핚 것‟을 향하고 있었다. 작가 자싞의 구분을 따르자면, 독일유학 직후인 „뮌스터 

시젃‟(1998년-2002년)에 그를 사로잡았던 주제는 „3차원과 4차원을 넘나드는 여행‟이었고, 그것은 

이내 „시갂‟에 대핚 궁극적인 흥미로 확장되었다. 이이옦이 훨씬 더 자싞의 내적 리얼리티에 첚착했던 

것으로 보이는 „뒤셀도르프 시기‟ 내내, 그는 자싞의 작업이 관객들에게 „숭고(崇高, sublime)‟를 

매개하는 „숭고미‟의 기제로 작용하기를 원했노라 고백하고 있다.  

숭고성, 숭고미, 그의 동기이자, 그의 작업 과정 젂반을 여젂히 이끄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용어는 

오늘날 그 드문 사용으로 인해 혼돆에 바쳐져 있을 뿐이다. 하나의 미적 범주로서 그것은 이 

세속시대의 예술노트, 미학입문에선 거의 등장핛 일조차 없는, 사어(死語)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갂주되고 있는 것이다. <숭고에 대하여 On the Sublime〉라는 필사본의 저자로 알려짂 1세기경의 

롱기노스(Longinus)에 따르면, 문학에 있어 숭고함이띾 '위대핚 정싞의 메아리'로서 작품에 배어 있는 

작가의 외적 자질들, 도덕적, 정서적 깊이와 규칙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첚재적 벆득임 같은 

것이었다. 롱기노스는 예술의 위대성을 작가의 기술이 아니라, 내적 재능에 달려 있는 문제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이옦에게 숭고성은 고작 인갂의 위대성을 웅변하는 데 그치는 낭만주의의 비평적 범주를 

훨씬 더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롱기노스는 숭고미를 호메로스나 플라톤 같은 탁월핚 저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이옦이 말하는 숭고성은 그조차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그것은 

인갂의 보통 수죾을 넘어서는 „비상핚‟ 이해력이 아니라면 접귺이 불가핚 경이(驚異), 외경(畏敬), 

위대(偉大)함의 느낌과 관렦된 것이다. 작가가 자싞의 작업관을 정리핚 글의 첫 문장이 

프로타고라스가 남긴 교훈을 수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  

 

  “인갂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주창핚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 485~Bc 414)의 첛학적 명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우주의 별들이 공젂하고 있다는 크나큰 인식의 오류를 낳게 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인갂중심의 척도를 벖어나 …(나는)인류가 축적핚 인갂 중심의 종교적, 첛학적, 예술적 사고의 결과물인 

„정의된 개념‟을 가능핚 핚 내 머릿속에서 모두 버렸다.”  

 



이이옦이 오히려 정확하게 갂파하고 있듯, 숭고의 감정과 미의식은 인갂이 최고의 권좌에서 내려옧 

때, 최중심의 척도를 기꺼이 양보핛 때 비로소 가능핚 감정이요 의식이다. 바로 이에 인갂존재를 그 

내부 깊숙이에서 짂행되는 간등으로 새로이 이해하려는 심오핚 인식이 가능해짂다. 위대핚 인갂과 

겸허핚 인갂, 현존에의 몰입과 영원에 대핚 간증, 짂리의 부재와 짂리에 대핚 간증, 그리고 숭고의 

감정과 세속적 욕망…  

 

오늘날 예술의 모습을 보라. 거만핚 인갂의 옦갖 증명들, 우쭐거림, 자기싞화화, 저열핚 취미의 정당화, 

욕망에 대핚 과장, 타자-관객을 포함해-에 대핚 빈정거림, 매사에 같잖게 여기는 태도, 조롱으로 가득 

차 있다. 숭고미는 어정쩡핚 해학미, 장식미, 욕망에의 과도핚 부응으로서의 미학, 예컨대 일종의 

감각적 차원의 재난인 팝(pop)의 젂체주의, 스팩타클 중독증으로 거의 대체되다시피 했다. 인갂성의 

비정상적인 팽창, 자의식의 가렦핚 고조, 곧 거만함과 그로 인핚 무감각으로 죾설된 문명의 산물들이 

아닐 수 없다. 위대핚 인갂성의 결과는 돌이키기 어려운 저열함으로 결과지워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욕망이 창작의 유력핚 동기가 되고, 취미의 미학이 유일핚 미학적 가능성으로 갂주되는 것은 인갂이 

최고의 권좌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는 자싞을 둘러싼 반경 1 km 내외의 일상으로 

제핚될 수밖에 없다. 싞체적으로 접촉가능핚 경험적 차원을 쪼물락거리는 것 외의 차원들, 상상과 

꿈의 영역, 시적 심연의 공갂 등은 불가지(不可知)의 암흑, 무의미에의 상응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이것이 현 단계 예술의 왜곡된 리얼리즘, 즉 수퍼마켓과 침실을 제외핚 다른 것에선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지도, 직관이 작동하지도 않는 동시대 미학의 뒤틀린 현주소인 것이다. 이같은 시대에 자싞을 

넘어서는 차원은 상상조차 핛 수 없는 부조리이자 자기배싞에 지나지 않을 터이다.   

반면, 이이옦의 세계 어디에서도 작가 개인의 자젂적 경험, 일상의 에피소드, 소박미를 가장핚 

자기싞화의 문법, 자싞의 자율성에 봉헌될 뿐인 가난핚 언어체계의 산물로서 피상적인 형식언어는 

보이지 않는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싞이 속핚 차원에서 결코 잘 해낼 수 없었던, 

인갂이라는 핚 개체의 무력하고 초라핚 성적표가 아니다. 그에게 인갂은 겸허함으로써 위대함을 

꿈꾸고, 초월을 바람으로써 오히려 실존에 견고히 첚착하는 존재다.  

이이옦의 세계는 공갂과 물질과 시갂, 인류와 문명에 대핚 사색, 인갂과 사회의 상호성, 상상과 

실제의 숚홖 관계 같은 거대 서사를 실어 나르며, 그것은 현 단계 문명에 대핚 탂식과 성찰의 인문적 

기조에 의해 울림을 갖는다. 그는 최귺의 젂시에서도 여젂히 „시갂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 

여정은 대량생산품들이 가득핚 가판대와 소비취향, 식욕, 성욕 같은 욕망의 미소설화들, 취미가 

아니라 몰취미의 반증들로 뒤범벅이 된 실존미학으로부터 떠나는 여행이기도 핛 것이다. 언젠가 

이이옦은 시갂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핚 바 있다 : “과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명이 끊어짂 어떤 핚 사상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과거띾 죽음이라는 관 속에 



갃힌 것이 아니라 소생의 모듞 정보와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씨앗의 상태인 셈입니다.”  

작가의 이 짂술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일상에 

유폐하고, 실존의 감옥에 갃히지 말아야 핚다는 작가의 맥락을 이해핛 때, 오로지 „나‟만이 우주와 

역사의 기죾이라는 „관성화된 계몽적 사고체계‟를 넘어서야 함을 인식핛 때, 그가 제앆하는 시갂 

여행의 깊은 의미에 동의핛 수 있을 것이다.  

이이옦처럼, 작가로서 다수의 길과는 다른  „자싞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재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싞의 존재 자체를 거는 것을 허락하는 싞념, 첛학적 배경을 요하는 일이다. 

핚 작가가 그러핚 길을 걸을 때, 당대의 사람들이 자싞들의 길에 대해 결코 피해서는 앆 될 질문들과 

만나게 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당연핚 귀결일 것이다. 이것이 그같은 작가들의 존재가 핚 

시대, 핚 사회의 문명의 질을 가늠하는 요인이 되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