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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모두들,
어째서 설명하는 일은 늘 어려운 걸까요? 의미가 바뀌면 어쩌죠? 의미는 항상 바뀌는걸요. 심지어 저는 거짓말을
일삼는다구요. 저 자신에게까지 말이죠. 매번 말을 꺼내고 나서야 스스로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제 글을 쓰지 않으면 누가 대신 그래주겠어요? 사람들은 제 작품을 보곤 웃기다고들 하던데, 전 작품을
만들 때 딱히 웃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쪽팔리게도 그때 저는 오글거리는 문장들과 자기 연민에 잠겨있었거든요. 물론 감정적 분열에는 어느
정도 흥분이나 쾌락이 있기 마련이죠.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이 모든 것의 연극성, 퍼포먼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의 패러디화라는 거예요. 여자애의 울음소리는 언제나 예술에 대해 말을 하죠. 저는 제 삶을 저만의
이야기로 풀어내려고 웁니다. 마치 항의를 하거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행동과도 같은 거죠. 아니, 우리 아빠는 절
꾸짖으실 때는 절대 제가 울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구요. 운다는 게 제가 가진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딱 세 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첫째로 세상의 추악함에서, 둘째로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셔요. “넌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죠. 그래요. 제가 왜곡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쳤거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저에게만큼은
너무도 아름답고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전 올바로 이해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구요… 매번 실패하는 걸 어떻게
해… 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인걸요! 저는 정말 예수님과 깊은 유대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면, 다른 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짊어지는 팝 아이돌, 혹은
비극적인 순교자, 안팎을 이어주는 다리인 셈이죠. 제가 감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랄 순 없지만, 그 형상으로 그러니까
궁극의 ‘잇걸’인 예수님을 그릴 순 있어요. 이건 철학이라기보다 유사 과학적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 정말
유사 과학이라는 전공이 있기만 했다면 말이죠. 생각 자체는 훌륭해요. 잘 들어봐요… 유사 과학이라면, 과학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서도 저만의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fuck, marry, kill”이라는 게임을 예로
들어봐요. 이거 정말 기발한 분류법이지 않나요. 내가 만든 거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마리아(Mary)는 신과
자고(fuck), 요셉과 결혼하고(marry), 예수를 죽이지(kill) 않았나요? 이 게임은 삶의 중요한 요구들을 너무 간단하게
묘사한다는 게 핵심이라구요. 제가 모든 걸 단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용서해주세요.. 삶에는 성(sex),
사랑(love), 죽음(death), 이 삼위일체적 분류 너머의 것이 있다는 걸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언제나 더 많은 모든 것이 있지 않던가요? 언제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구요! 심지어 당신은
이 간단한 줄글로부터 저보다도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게 꼭
말씀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3
당신들의 충실한,

이예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