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과 예술

데즈몬드 이건

광기, 격분, 무언지 모를, 숭고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중립, 흔적. 이 어휘들은 서구 문화에서 문학이 기이하게 은밀한
몸체의 언어로 구성되어가는 불투명한 움직임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1
상기 프리아스 마틴즈(Frias Martins)의 언급으로 현 상황을 요약하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문학과 질병 또는 신경증 간에 어떠한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을까?” 나는 이 자리에서
시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하고 싶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연관성이다. 예술은 육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한계를 안고 있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 이러한 자명한 이치는 예술과 질병을 토론하는 어떤 경우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두의 마틴즈의 인용은 예술과 질병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 작가, 시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질병은 삶의 일부이다. 질병은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이다. 사실이긴 하나, 예를 들어 환자들이 받게 되는 정신질환 치료과정의 작업과 프리다
칼로(Frida Kahlo, 역주: 자화상으로 유명한 멕시코의 화가)나 제라드 맨리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 역주: 아일랜드에서 평생을 마친 영국의 예수회 신부이자 시인) 같은 사람의 작업은 그
종류가 다르다. 이들 또한 고통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술가로서 개인적 문제를 관통하여 진리에 대한
어떤 보편적 인식에 이를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저런 종류의 질병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음의 심오한 신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물에 대한 강렬한 반응 때문에, 그리고 느끼고 이해하며 표현하는 더 위대한
능력 때문에, 창조적인 개인은 다른 이들과 다소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잘 알려진 콜린 윌슨(Colin
Wilson)의 탐구에서처럼) 국외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취약하기도 하다.

1 Manuel Frias Martins, Em Theoria / In Theory (Lisbon: Ambar, 2003),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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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인, 음악가 또는 창조적인 예술가들이 전기나 일화에 잘 기록된 것 같은 자신의 극도의
민감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의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신경증과 변덕에 더 열려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창조성과 질병간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설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며 예술작품의 이미 신비스러운 과정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예술가라는 개념을
세속화하는 단순화된 이해로 불가피하게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한다. 예술은 신경증세로부터 태어나는가? 가끔
추정하듯이 필연적인 연관이 있을까? 시인이나 화가는 때로는 괴짜, 미치광이, 기껏해야 신경증
환자일까? 의미심장하게도 신경증 환자는 자신의 물질, 환타지, 정서에 의해 통제를 당하게 되어
그 주인이 아닌 반면에, 예술가는 자신의 물질, 환타지, 정서를 통제하고 있다. 이점이 문제의
핵심이고,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이 자신의 선구자적인 연구인, 『예술과 신경증』(Art and

Neurosis)2에서 60년도 더 이전에 지적하였던 것이다.
통제의 문제를 강조한다는 것이 예술가가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행위에서 해방감을
맛본다는 점을 간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는 자신의 동시대인 존
단(John Donne, 1572-1651)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 ‘3중의 바보(The Triple Foole)’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시 짓기의 괴로움으로 나의 고통을 그릴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탄을 수로 셀 수 있다면 그렇게 격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시로 비탄을 가두어 길들일 수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그가 비탄을 길들이다”라는 말과 “가둔다”라는 말을 주시해보자. 이 어귀들은
시인이 감정을 통제당한다기 보다는 길들이거나 통제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 역시 순수예술이 창조자에게 뿐만 아니란 거짓 가치에 먹히는 세상, 길을 잃고 제정신을 잃는
세상, 곧 고통을 겪는 세상에게 주어지는 어떤 구제를 베푸는 것을 지니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존 단이 분명하게 한 이러한 위안은 묘사적이라기보다는 창조과정에서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평화’3에 관한 시를 써달라는 요청을
사면단체로부터 요청받았을 때, 나는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 한가운데에,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있어서의 아름다움과 공포, 자부심, 과도함의 신경증 사이의 갈등이 놓여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가 쓴 내용은 결국 일상의 치유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접하는
세상의 많은 부분을 부정하는 갈등을 둘 다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었다.

2 Lionel Trilling, Art and Neurosis, (USA, 1949).
3 Cf. Egan, Elegies, Goldsmith, Kildar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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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다만 저 길로 나가 산보를 하자
다만 그것일 뿐
깊숙한 나무 아래에
평화를 속삭이는 그 나무
말의 빵을 나누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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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것일 뿐
우리 넷이 유모차를 둘러서서
그리고 어린아이 손가락이 잠들고
단지 조화에 동참하며
들판과 푸르른 일상의 언덕들
햇빛 비친 웅덩이 그리고
당신은 꿩이 우는 소리가
숲속을 메아리 치고
혹은 물떼새가 나부끼며 지나가고
저녁이 찌르레기와 함께 균형을
울타리의 테이블위로 유지한다
다만 그것 뿐
그리고 여기 저기 대문이 있고
방갈로의 밝은 창문 하나
삶의 숲속 연기 내음
다만 그것 뿐
그러나 달콤한 그리스도
그자신의 가시왕관으로
대부분이 줄 수 있는 이상의
조용히 구획지어진 지구
너무 많은 기아의 눈들
너무나 많은 고대의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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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가운데 쭈그리고 않은
너무 많이 쌓여있는 공포
너무 많은 개 감옥 너무 많은 장군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한자들에 의해 고통받고
우리가 숨쉬는 대기로 비명을 지르며
너무나 많은 꿈들이 돈의 잼에 붙어있는
너무나 많은 산같이 쌓인 버터같은 이기심
너무나 많은 가난한 이가 거리에서 익사하고
너무나 많은 가난에 찌든 마을이 삶의 변경에 있다.
너무나 많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을 못하여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한 습관에 먹이를 주려하고
마침내 자아가 군인들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자신의 투쟁하는 얼굴을 비친다
너무 적은 평화
이 단계에서 아마도 미술, 문학, 조각 같은 예술분야 일부의 이용을 치유의 실천으로 고려해야할
것 같다. 어떤 종류든 질병과 연관된 치유의 글쓰기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비우거나 제거하는
자기 비움(kenosis : 종교적 행위에서 자기를 비우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탈진상태)으로서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이 전형을 이루는 조직재생(plerosis)이라고 하는 힘이 넘치는
인간 경험의 구성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만 메일러(Norman Mailer)가 한때 인터뷰에서
제안했듯이 모든 신경증의 뿌리는 비겁함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 직면하는데 있어서의 거리낌이나
무능력을 가리킨다. 치유작업이 이러한 분야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예술적 창의성과는 다른
일이다. 예술적 창의성은 모든 예술이 그 본질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과감한
정면대결이라는 것을 항상 제공한다. 이제 다시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다.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한 논의는, 윌리암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가 제안했듯이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평온 속에서 경험을
구성하는 능력인 예술가의 기본적인 재능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평온은 삶의 신비의 면모에 대한 표현을 수용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목수나 전기공의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가 특별한 재능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음을 부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예수가 가장 자주 주는 훈계는 “두려워하지 말라”이다. 죽음조차도 두려워 말라는 예수의 훈계는
뿌리 깊이 죽음에 집착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부름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창조성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치료는 좋은 것이고 심지어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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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릇된 주장을 하거나 그 결과물을 전혀 다른 것과 혼동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오늘날
예술에서 가치 있는 것과 피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부분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혼란에 놓여있는
것이다.
예술가의 담대함, 무언가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일순간적인 죽음에 사로잡힘을 벗어나려는
통렬한 의지는 두려움의 질병을 직면하는데 중요한 듯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수한 예술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나 가치 있는 이유이며, 인류가 항상 예술이나 예술가와 함께 한 이유이다.
사실상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술이 치유로서 기본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술은 일종의 약이라는 것이다. 나는 예술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시학』(Poetics )4에서
말했던 연민과 공포의 카타르시스를 부여한다고 말하고 싶다. 비극을 관람할 때조차 우리가 겪는
결과 정서의 조절과 접하게 됨으로써 오는 해방감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극적 비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어떤 예술에서의 경험에도
적실하다. 어떤 심오한 문제와 간접적으로 조우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창조자의 투쟁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명멸하는 것에 직면하여 영원한 무언가를
발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삶을 보는 보다 깊은 통찰력을, 보다 위대한 연민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자체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위대한 강한 힘을 얻게 된다. 존 단(John Donne) 자신의 시 “죽음,
교만하지 말라(Death, Be Not Proud)”에서 표현하였듯이,
잠시 잠들어서,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 죽음이여, 네가 죽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은 어떤 영원한 깨어남을 제공해준다.
세상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시인은 매우 적다. 만일 시가
단지 질병의 소산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화가 마티스(Matisse)가 르느와르(Renoir)에 대해 노년기에 자기 손가락에 관절염이 심해져서
손가락이 부풀어지고 구부려져 자기 손에 고정시키기 위해 붓을 손가락에 묶었는데,
점점 몸이 쇠약해졌지만 영혼은 힘을 얻고 보다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5
패트릭 캐버나(Patrick Kavanagh)의 말6을 빌리자면, 예술은 “내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 시, 시각예술, 조각, 연극, 영화 등 어떤 형식이던 간에 이러한 삶의 복합성을
표현하는 능력과 함께 사물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자신의 재능을 세련화하면서

4 Aristotle, Poetics, 6, 1449 b.
5 Quoted in Sandblom, Creativity and Disease, London 1992, p. IV.
6 Patrick Kavanagh, The Complete Poems, Goldsmith, Kildare,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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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크게 느껴지는 독특한 느낌, 그것은 어떤 정서적으로 충전된 통찰력의 표현,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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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부터 초월하여 열정적인 순간성7을 낚아채고 자신에 적합한 개인적인 스타일을 성취해내는
어떤 이의 거대한 정신적인 에너지와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예술가는 병들고, 신경증세에 빠지며 심지어는 정신병 증세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예술에서 예술가는 건강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니체는 어딘가에서 모든
예술은 긍정적이고 마음으로 낙관적인 긍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긍정은 비록 그것이 내놓는
강렬한 요구가 때로는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을 질병으로 휘몰아 칠 수도 있지만 질병이나 광기와는
정반대이다.
예술가란 릴케(Rilke)가 정의를 내리듯이,8 야단법석한 일상생활의 생각 없는 삶에서 극도로 민감한,
보다 상처입기 쉽고, 결코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쉽게 오해받는, 아웃사이더이며
결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유로 예술가는 가끔 괴짜, 살짝 미친 별난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창조의 순간에는 예술가보다 더 제정신이고 삶에 완전히 조율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자기인정보다 더 잘 알게 되는 청중의 찬사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에
창의적인 사람과 애호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문학사는 홉킨스(Hopkins), 캐버나(Kavanagh),
메케나(McKenna), 페소아(Pessoa), 망간(Mangan), 카프카(Kafka) 등 바깥세상에서 무명으로 죽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된, 그리고 가끔 가난에 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작품에 대한
믿음과 창작하는 전율로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유지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Ars gratia artis: art for art’s sake)에서 문학적 업적은 인정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작가를 불타게 하는 것인 제라드 맨리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가 그의
자신의 마지막 시에 썼던 것처럼 말이다.9
생각을 낳는 멋진 즐거움은 ...
굴러감, 일어남, 캐롤, 창조
홉킨스를 예로 들자. 그의 시에서 일구어낸 것을, 그 시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예술과 신경증의
제안된 연계성에 관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내 의견으로는 제라드 맨리 홉킨스(1884-1889)라는는 시인을 논할 때
그가 아일랜드에서 임종시까지 살았던 5년 반 동안10 겪은 우울증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강조를 한 비평가들은 싫건 좋건 어떠한 글쓰기의 등장인물과 창조자 간의 구분이 항상 존재해온
이래로 저질러진 학술적인 오류의 전형을 보이면서, 홉킨스의 “두려움”의 소네트를 순수하게
자서전적이라고 보아왔다. “나”는 결코 “단순한 나”가 아니다. 그것에 병행해서, 예술적 주제의 기이한

7
8
9
10

Patrick Kavanagh, op. cit.
Rilke, The Duino Elegies, no. 1, Selected Poems tr. Leishman, Penguin, London, 1964.
Gerard Manley Hopkins, “To R.B.”
C.f. Norman White, Hopkins in Ireland, UCD, Dublin 2002.

162

통합, 그리고 시의 신비스러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억과 상상력, 사고, 감정의 결합은 개인적
경험의 저널리스트적 기록과 다소 유사하다. 욥의 탄식의 홉킨스적인 시라 할 수 있는 “당신은 진정
정의롭습니다(Thou Art Indeed Just, Lord)”를 거의 절망에 가까운, 자서전적인 토로 혹은 개인적
고통의 신경증적인 표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 시를 잘못보고 있는 것이다. 그 놀라운 에너지,
언어의 기교, 시의 기량의 통달 등은 모두가 다 질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활력의 표현이다. 절망
보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실러(Schiller)는 한때 “모든 예술은 환희에 헌정된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니체도 모든 예술이 어떠한 종류이든 삶에의 믿음의 긍정이기 때문에, 비관주의적 예술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시를 창조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블린에서 보낸 마지막 몇 년 동안 홉킨스가 앓았던 병을 되풀이하여 언급하던
불이고 부활의 위로라니” 라는 멋진 긍정적인 시를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긍정으로 마무리 된다.
그리고 이 잭, 농담, 가련한 질그릇 조각, 성냥개비 같은 나무, 영원불멸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다이아몬드이지.
그렇다면 가드너(W. H. Gardner)가 “절망의 소네트”라 이름붙인, 홉킨스가 더블린에서 쓴 소네트는
어떠한가? 시인으로서 나는 이 놀라운 시들이 각각 체현하고 있는 의심과 비탄 그리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절규 뒤에서 홉킨스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어두움의 소네트”는
“희망의 소네트”라 불리어야 할 것이다. 시작부터 어떤 시도 희망 없음으로 빠져들지 않고 있다.
그 시들은 그 자체가 믿음인 에너지로 가득 차있다. 이 시들은 또한 홉킨스가 그 시에서 탐구하고
포착해내는 극단적인 우울에도 불구하고, 테크닉의 탁월함을 통해 자신의 시적 천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두움의 소네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따라서 ‘가장 어두운’ 시행을 임의로 “최악의
경우는 없다”(“No Worst, There Is None”)라는 시에서 골라보자.
오 정신, 정신은 산을 가지고 있다. 폭포의 절벽
무서운. 섬뜩한.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그들을 값싸게 여기라
그 가파름과 깊이를 결코 느낄 수 없는 이들을.
이러한 글쓰기는 기술적으로 흥분되고, 신선하고, 창의적이다. 독자는 반복되는 단어인 ‘정신’의
위력에, 무언가를 놀랍게 환기시키는 신조어이며 복합형용사인 ‘어느 인간도 가늠할 수 없는(noman-fathomed)’이라는 단어에, ‘가파름(steep)’과 ‘깊이(deep)’의 유음 유희에, 신선한 충격을
느낄 것이다. 폭포의 절벽에 드러난 산의 이미지 자체는 셰익스피어에 견줄만한 창의성으로 개발한
경이할만한 암시적인 은유이다. 이러한 언어 능력의 기량은 이 소네트가 인간의 비극을 바라보는
불굴의 시선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 인용된 가슴을 치는 듯한 시행들조차도 언어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시의 신성한 기능에 의해 마치 날개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은 활력에 차있다. 이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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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부분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홉킨스가 죽기 일 년 전에 쓴 “자연이 헤라클레이토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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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극단의 고통을 직면하여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힘으로 충전되어 있다. 희망과 함께,
여기에! 기어가다,
가련한 이, 위로가 회오리바람 안에서 내려지고: 모든 사람
죽음이 삶을 끝내고 매일 잠으로 죽어간다.
이 시가 유쾌하지 않다는 점을 공감한다. 그러나 홉킨스는 모종의 ‘위로’를 찾고 언급한다(이 시에서
세 번). 그리고 끝맺음에서 힘을 준다. 아무렇게 매단 꼬리표 상투어나 쉬운 해결방법도 아니다.
피상적인 공식도 아니다. 그러나 목숨을 이어가는 어떤 긍정이다. 이 시는 신경증세의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굴에 갇히길 거부하며 어두운 시기에 대한 투쟁의 경험을
단어 몇 마디로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희망의 시이다. 리듬, 음악성, 비유적 성취를 포함한
시 자체나 그 기량을 넘어서는 희망의 시이다. 근본적으로 말씀에 있어서 희망은 기독교도에게는
언어와 창의성의 주(Lord)이다. 이 시는 위로자와 성모 마리아에게 내지르는 절규를 포함한다. 그리고
인내를 언급함으로써 마무리한다. 성 이그나티우스(St. Ignatius)의 “영적 훈련”에서 훈계하듯이
절망에 빠진 이가 계속 인내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그를 괴롭히는 고통에 반대되는
미덕이다.11
흥미롭게도 홉킨스는 위의 시를 쓴 같은 해 봄에 “인내, 어려운 일”이라는 시를 썼다. 1889년 4월에
쓰인 그의 마지막 시, “R.B.에게”에서 홉킨스는 시를 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인정한다.
이제는 알게 된
목표로 이제 결코 잘못 될 리 없는 일하는 손으로
시신 뮤즈의 페가수스, 달콤한 불길, 나의 영혼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
이번 짤막한 강의는 시를 위해 시가 요구하는 정신적 평안을 옹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시인이
견디는 한계나 질병이 어떠하던 간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시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화려하게도 예술은 질병에서가 아니라 에너지에서 파생된다. 필립
샌블롬(Philip Sandblom)은 자신의 “창의성과 질병”에서 이와 유사한 결론에 이른다.12
위대한 예술가들에게서 창조의 열정은 최악의 질병에 도전하기에 충분한 강한 의지력을
생성한다.

11 Quoted in Mackenzie, The Poetical Works of Gerard Manley Hopkins, OUP, Oxford, 1992; p. 460.
12 Sandblom, op. cit,.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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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예술과 그 긍정을 필요로 한다면, 오늘날의 세계에서 예술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최근 스위스의 저널인 『프로 헬베티아』(Pro Helvetia)의 최근호 특집 “통로들(Passages)”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13
예술을 사랑한다는 공중이 무리를 지어 예술적 사건들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예술에 종사하는 누구라도 동의하겠지만, 그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대체로 클래식 음악회들은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집도 잘 팔리지 않고 있다. 발레와 극단들도 생존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주요 기고가가 예술에 대한 범주란 없으며, 그러므로 대중의 취향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출판하였다. 아이리쉬 타임즈의 여성 기고가는 2011년 최고의 책을 선택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40권을 추천하였다. 영국문화유산의 최대의 공개행사장인 런던 올림픽대회의 최근 폐막식은 또
하나의 팝 콘서트가 되어 버렸다. 예이츠(W. B Yeats)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적중이나 하듯이 말이다.
현명한 이들을 깎아 내림
그리고 깎아 내려진 위대한 예술
그러나 내가 제안했듯이 진정 문화가 사물의 진리를, 통찰력을 그리고 분별력을 농축시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포르투갈의 비평가 프리아스 마틴즈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주목하자.14
현대의 문화가 그 중심에서 문학을 치워버렸다. 팝음악, 비디오 클립, 영화, 멀티
미디어 공연 등의 보다 즉흥적인 쾌락을 선호하면서.
즉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전개될 것을 볼 이 “반(反)문학적 묵시록”은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이 그렇게도 설득력 있게 말하고 글로 쓴 “존재의 아픔”으로 보편적인 신경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가치가 없는 세계는, 신경증세의 세계, 위대한 예술이 줄 수 있는 치유와 온전함을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하는 세계, 진정한 문화가 가치를 얻지 못하는 세계이다.

13 Pro Helvetia, Passages, 51, vol. 3, Zurich, 2009.
14 Martins, op. cit.,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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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하고 있다. 소설은 생각 없는 저널리즘적인 문학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선데이 타임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