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의 고독
심야의 감상
쓸데없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끔 책상을 뒤적이다가 밤늦게는
흔히 기적 소리를 듣는다.
이런 때마다 불현듯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은 어찌 오
늘 저녁뿐이랴. 밤차가 주는 인상이란 아직도 내게는 명료하다.
차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자는데 나 혼자 식당차에 들어가 한 구
석에 앉아 진한 커피 차를 마시는 것도 좋으려니와 우리가 모두 잠자는 사
이에 밤차는 어느덧 다른 아침과 다른 도시로 통할 것이 아니냐.
내가 몹시도 무료한 고독 속에 갇히어 있을 때마다 저 기적 소리를 듣고
몹시도 반가워하며 기꺼워한 것은 혹여나 그 차가 나의 쇠잔한 몽상을 싣고
내가 일찍이 보지 못한 어느 아침과 어느 도시에 닿으리라는 가벼운 애상이
아니었을까.

⌜독실(篤實)에의 정열⌟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무한히 있다는 정신세계의 여로에서 그가 거쳐온 거리는 또한 무수 하였

다.
누누이 그는 고독을 피하여 항상 다른 나라로 떠나려 한다. 하나 그는 언
제든 등에는 상처를 짊어졌었고 그의 정신은 몹시도 피곤했으며 실망을 하
여가지고 다시 돌아온 곳이란 그의 고향인 고독이었다.
비애도(悲哀度)를 나누어 이야기하자면 애상이라는 것은 가장 고독과 가
차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고독의 황량한 광야에 있으면서도 능히 귀족적인 냉대를 잃지 않았
으나 급기야는 그 고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
나는 물론 니체와 같이 살을 에어내는 듯한 고독에 감내한다든가 또는 고
고(孤高)의 정신을 자청할 만한 용기를 가지지는 못하나 생래(生來) 오장
(五臟)에 흐르는 애상으로 인하여 적이 고독의 향내를 맡으려 한다.
그것은 반밤에 ‘팔레스’ 신상 위에 올라앉아 날갯죽질 푸덕이며 쫓아도
가지 않는 대아(大鴉)를 보고 ‘네버 모어, 네버 모어’하는 환각을 느끼는
포우의 기분이라든가 창문을 열어제치고 ‘오너라! 데몬’하며 니체와 그의
붕배(朋輩)가 술잔에 붉은 와인을 가득가득히 부어 잠들면 바젤시(市)의 가
상(街上)에 집어던진 것과 같은 애상을 회고하든가 혹은 비애를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밤늦게 기적 소리를 듣고 우두머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란 무엇일까.
왼종일 고독한 번잡 속에서 헤매이다가 남들은 모두 잠자는 틈에 겨우 안
정을 얻어가지고 내가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 땅의 시인과 끊임없이 사라지는 이 땅의 시인들의 노
래 속에서 언제나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우울과 고독과 분노와 애수뿐
이라.
과연 어느 세대에 있어서나 그 세대에 가장 민감하다는 또는 민감해야만
되는 시인들로서 책상 앞에 가벼운 애상과 고독을 초대해 놓고 흔히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추억 속에서 슬픔과 고독만을 노래함은 옳은 일일까.
이는 눈 내리는 산장에 숨어 앉아 난롯불이나 쪼이며 창 밖으로 펑펑 쏟
아지는 눈이나 내어다보는 은둔자의 고독과 같이 나에게 무엇을 나누어주
랴.
문득 나는 내 자신의 노래를 돌이켜볼 때 내 또한 눈물과 묘지와 비석과
더 나가서는 황무지 이외의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데 악연(愕然)치 않을
수 없다.
다만 나의 노래는 천부의 내음새를 남과 함께 맡으며 어찌 한 번도 남 먼
저 부르짖지 못하였는가. 그저 비굴하게도 남과 함께 울었으며 남과 함께
호소할 뿐이었는가.
어느덧 나는 나의 불면증을 고독과 애상에 돌리려 하는 내 자신에 어안이
막막해짐을 금치 못한다.
그대는 주인어른을 뫼시고 여러 고장을 여러 나라를 따라다니니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견문하고 또 견문하는 것은 모조리 즐거울 테니 그
대는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리라.
나는 지금도 이 무서운 진증이 사리 모양으로 매일 꼭 같은 곳에 쌓여 있
고 또 내가 꼭 같은 설움에 오래지 않아 찌들을 것이네. 50년 그렇지 50년
간이나 두고 항상 주의(注意)와 불안 때문에 짓눌려 내게는 다만 괴로움과
외로움이 남았을 뿐일세.

나는 이런 때이면 흔히 읽는 것이 ⌜이란국인(國人)의 편지⌟라는 책 속

에서도 관노장(官奴長)이 주인을 뫼시고 간 보통종자(普通從者)에게 보낸
이 편지의 일절이다.

이미 이역(異域)에서 늙어버린 흑인 노예가 그의 편지 속에 보내는 연면
(連綿)한 향수와 어떠한 비참한 경우에 있으면서도 그칠 줄 모르는 한 사람
으로서의 아름다운 꿈.
그는 그의 최초의 주인이 자기의 처첩들을 감시시키기 위하여 환자(宦者)
가 되라고 갖은 잔혹한 협박과 혹은 유혹으로써 영구히 그의 몸에서 남성
자체를 떼어버리려 할 때 “가장 고되인 노역(勞役)으로 인하여 고달픈 나
는 내 정욕을 희생으로 하고 휴식과 재산을 얻을 작정이었다.”는 그의 고
백이라든가 그 뒤에 오는 회환과 또한 그 뒤에 오는 고민을 말할 때 이러한
것은 몹시도 나의 지향 없는 마음을 찌르게 한다.
더욱이 그가 같은 흑인 관노인 소년 쟈론에게 보낸 서신에는 적이 가슴이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대를 교육했으나 교육에는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엄격 때문에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는 오랫동안 몰랐을 뿐, 만일에 우리 같
은 운명에는 부자간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나는 그대를 아버지가 자식
을 사랑하듯이 귀여워했노라.
이토록 간곡히 이야기하며 소년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올 때에는 메카에
로 들러서 여행 중의 모든 죄를 반드시 씻고 오기를 기다린다는 이 편지는
잠 안 오는 밤 참으로 나의 가장 애독하는 대문이다.
이미 늙은 노예가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제는 충충한 그의
의상에까지 배어들었을 고독을 무엇으로써 털어버리려 하는 것인가.
오직 그의 구하여 마지않는 사랑은 오로지 아름다운 꿈속에만이 그 주소
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그만 고독에는 파르르 떨며 신경 속에 정맥 도는 소리를 듣는 나만이
밤늦도록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미쳐나간 천재들을 상각(想覺)한다면 페라
르닌에게 그칠 사이 없이 소식을 전한 히페리온이나 또는 차라투스트라가
그가 운둔하고 있던 산상의 동굴에서 그의 독수리와 그의 배암과 그의 태양
을 버리고 거리로 나다니며 설교한 것은 과연 나에게 어떤 애상과 공감을
주어온 것일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을 만큼 전고 미증유(前古未曾有)인 현
실의 폭주(輻輳)속에서 그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내려온 것인가. 어느 때에
있어서나 가장 새 시대에 관하여 남 먼저 냄새를 맡고 남 먼저 또 그곳으로
지도를 해야 할 시인의 운명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할

것인가.
고독 이 중에도 내가 말하고 있는 고독이라는 뜻이 대체로 패배에 통하여
지는 것을 느낄 때 나는 거기에서 어떠한 향내를 맡으려 하였던 것인가.
고독 이 중에도 꿈꿔야 하고 오히려 그때에 있어서는 값이 있는 그 고독
이란 가장 진솔한 투쟁과 선도적인 위치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내게는
그만한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음악으로의 제휴 이것이 과연 내게 가능할 수 있다면 심연상(深淵上)에서
무답(舞踏)하는 천재와 무릇 그를 좇는 우리의 환각을 위하여 나는 나의 돌
아올 운명에 장엄한 반주를 하리라.
밤늦게 기적 소리를 듣고 나의 가장 친애하는 벗이여! 나는 그대를 찾는
대신 소식이라도 전하려던 쓰다 만 편지를 찢어버린다.
기적 소리에 불현듯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나의 꿈이요, 끊임없이 타고 나온 숙명의 길로 쫓으려는 나의 진
실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친애하는 벗이여! 오히려 너를 이렇게 부르려는 내 심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독과의 근사점이 있지 않을까. 나의 조그만 애상이 타고 가려는 행
방은 어느 곳이랴.
의외에도 그는 차라투스트라가 지어낸 밤의 노래, 영원한 귀향의 노래인
정신 방랑의 가향(家鄕)인가 혹은 흑인 관노장의 아련한 이역의 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