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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like의 소설중에 소년올 주인공요로 한 자서전적언 색채가 짙은 두
작품이 있다。 소년야 정신적엎 위가에서 한 고 B1 를 넘기는 것을 그련 단

편 “ Pigeon Feathers" (1 96 1)와 역 시 소년시 절에 그가 흠모한 아벼 자 와
의 생활을 아버지 중섬오로 폭넓고 갚이있게 취광한 창펀 The εentaur
(1 963) 가 그것인데， 전자는 미국소설의 名作選에도 자주 끼는 작품 01 고
후자 역 시 1964 년도 National 묘ook Awa뼈를 뱉은 그의

다。 그런데 그의 수 많은 작품 중에서도 특히
한결같야 죽음의 문제를 직선적으로 혹은
었 다.

Edl￦a뼈 맘。 Varg。가

"τhe

이 두 편은

다각적오로 갚이

연관성었거1
파고 들고

terror of dleath is a repeatedl motif

in his short stories and novels." 1) 라고 말했지만 이
표본이 라고 할 수 있 다.

會心의 力 í'F야

단펀과

장편은 그

다만 그 terror는 단순히 terror로 끝나는 것애

아닐 뿐야 다。 또한 The CeηtαμT엔 사랑야 主題上 큰 몫을 차지 하고 었

어 그의 여다의 작품에 속출하는 사랑과 죽음의 主題의 根源 내지는 主
輔을 보는 듯한 느낌 을 준다。 Updike는 그의 “댐Thy Write?" 라는 글에 재
그가 톡차틀로부터 받는 편자의 대부분야

그외 작품의

主題를 묻거냐

그의 교묘한 文體의 글귀의 마심한 표현을 풀야해 줄 것을 청하는 것아
아냐면 아 두가지 주제에 관련펀

강연 초청아라고 다음과 같애 펙극책

언 어조로 쓰고 있는 것야다。

Scarcely a day 맡 asses in my native land that 1 don ’ t receive some
letter from a student or teacher asking me what 1 meα nt to say 姐
such a book , asking me to elaborate more fully on some sentence 1
dleli1berately whittled into minimal shape , or inviting me to s용eak on
some topic , 뼈S뼈ally theological or sexual , 0없 ￦hich it is pleasant합
1) Edward P. Vargo, Rα쩌 storm

Updike (National

Uniγersity

αnd Fire: Ritμal in 뼈e Noτ，els of John
Publications, Kennikat 받ress， 1973) ,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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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med 1 am an expert. 2)
“ Pigeon Feathers" 는 14 세 의 소년 David가 생 전 처 음으로 종교적 인 懷
疑와 苦댐 끝에 어떤 훨機로 말미암아 來世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한다는
생 생 하고 감동적 인 이 야기 이 다. David는 H. G. Wells의 The Outli.ηe 01
History를 보다가 예 수의 行柳과 그의 死後에 생 겨 난 기 독교와 그 治華

에 대해 쓴 설명을 읽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 설명에

의하면

Jesus는

로마帝國의 한 작은 식만지 Galilee에 살았던 무명의

떼돌이 정치 선동

가였는데 로마의 官憲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박혔다.

그러나 그는 그자

리에서 숨지지 않고 몇주일 후에 죽었다.

이 우연한 사건에 기초를 두

고 종교가 형성되었고， 후세 사람들이 그럴듯한 상상으로 기적과

초자

연적인 일화룹 꾸며 보태어서 예수를 神格化했고 이에 따라 도처에 교회
가 젤됩되었다。 그 결과 神學이 발달했지만 그것은 실존했던 그 Galilee

人이 실지로 행한 소박한 zp:等主義의 가르칩과는 판이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David는 이것이 사질일 것 감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사질이라면 復活이란 거짓말이며 죽음은 생명의
고 모든 것의 끝장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적인 소멸이

그는 사람이 죽어서

매장되는

모양과 그후의 상황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본다。

David was visited by an exact vision of death: a long hole in the
ground , no wider than your body , down which you were drawn while
the white faces above receded. Y ou try to reach them but your arms
are pinned. Shovels pour dirt into your face. τhere you will be
forever , in an upright position (blind and silent , and in time no one
will remember you , and you will never be called). As strata of rock
shift , your fìngers elongate , and your teeth are distended sideways
in a great underground grimace indistinguishable from a strip of
chalk. And the earth tumbles on , and the sun expires , and unaltering
darkness reigns where once there were stars. 3)
2) John Updike , “ Why Write?". Picked- Uφ Pieces (New York Alfred.A.

Knop f), p.30.
3) John Updike , “ Pigeon Feathers" , Pigeon Feathers and Other Stories,
(Crest Book , Fawsett Publications , Conn , 1959)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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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폭에 휩싸인 David는 그것에서 빗어나가 위해 믿음은 참펀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며 천국은

것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받을 펼요성을 절감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과

정이 이 소설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첫 試圖로서 그는 침대에 누워 어둠속에 두 손을 위로

뻗고 그리

스도가 그 구체적인 증거 표시로서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기를
다。 그러나 아무런 觸感도 없다.

하기야 그리스도의 손길은

부드러울 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뿐， 확인할 깊은 없다.

祝求한
공기처럼

그래서 이번엔

그에 게 敎理를 가르치 는 Lutheran교회 목사에 게 사람이 죽은 뒤 에 부활
할 때까지 영혼이 어디서 무열 하고 있는가 묻는다.

그 기간 동안 영혼

은 의식이 없오며 이플테면 잠자고 있다고 목사는 대닫조한다. 그러면 참

이 깨면 천국에서 지상에서처렴 살 수 있을 것인가，
는가 따지 자， 목사는

천국은 어디에 있

“ David , you might think of 묘eaven this ￦ay:

as the way the goodness Abraham Li ncoln did lives after him." (p , 95)
이 라고 뚱딴지 갚은 대 밥을 한다。 이 를테 면 사람들이 故人의 善륨을 追

줬할때 그 故人은 천국에 찰아있는 거나 다름 없다는 것이며 故人 자신
은 자기가 추모되고 있는지 알 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어

떼냐? 神의 눈오로 볼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인
다. David는 이 탑변을 듣고 불산감과 배 반감아

복받칠 뿐이 다.

성경책융 둬적여 예수자신의 입오로 “ paradise" 라는

그는

말을 쓴 대목을 재

검토해 보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석연치 않아서 그의 의혹을 풀기에 충

분치 못함을 깨닫는다。

농장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죽음이 무어냐고 묻자，
그녀논 죽음이란 사람이 한평생 살고 난 뒤에 갖는 영원한
대 딛조한다， 그것은 “ never

again" (p. 97) 을

휴식이라고

moving or seeing or hearing anything ever

뜻하는 것이지만 어머니는 그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한 세상 살고나서 그 이상 더 갚기를 원하는 것은 탐욕스런 생각이라고

아들에게 타이른다。 그리고 神이 존재하는

증거로서 大 g 然을

들만도

하지만 그것은 본래 우연히 기적적으로 생겨녔으며， 또 神이란 것도 언
간이 만들어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함오로써 David를

더한층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는 “ Don ’ t you see

if when

we die there ’ s nothing , all your sun and fields and what not are all ,

70

美 國 學

ah , horror? It ’ s just an ocean of horror." (p. 98) 하고 절망고} 공포의 소
리를 지른다.

그의 공포와 불안을 델어준 것은 ironical하게도 靈짧不滅 따위는 애당
초부터 콧방귀 뀌 고 사람을 근본적 으로 “ the human animal" 로 보는 農

場·主인 그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도

포함해서

농부률을

“human

garbage" 라고 멸시하고 내세는 커녕 현세의 삶에 대해서도 애착이란 눈
끔만치 도 없 다. 그는 “묘 ell ，

think death is a wonderful thing. 1 look

forward to it. Get the garbage out of the way. lf 1 had the man here
who invented

얘eath ， l'얘

pin a medaI on himo" (p.

99) 이 라고 公言‘함으효

써 고만하는 어린 아들에게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언도한다。 그
래서 그후부터 David 는 그의 Firetown 동네의
animals" 로 보기 도 한다.

소년소녀들을

“human

“ Here in Firetown , the girls were 벼l뼈 white

cows and the boys narrow-faced brown goats in old men’ s suitsooo" (p. 93)
그리고 그후로는 될수록 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고목을 씹으면서 살
지만 학교에서의 활기찬 삶속에서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명랑한
모습을 보고

“ All those sexy , perfumed people , wisecracking , chewing

gum , all of them doomed to die , and none of them noticing." (p. 99) 이
라는 생각에

쓴웃음을 젓기도 했으나

성직자들과 그들의 하얀 옷깃을

보고 그는 생각을 고쳐 언간은 결코 죽음에 굴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그러나 아벼지가 그의 생얼선물로 준 엽총을 가지고 개와 함
께 들에 나가서 총쏘는 연습을 하며 놀 때에도 칩에서 책을

읽을 때에

도 죽음의 두려움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
는다， 그러던 중 어머머가 그에게 광에서

벼둘기가 극성을

부라고 그

얀에 넣어둔 할머니의 가구를 더럽헤고 있으마 엽총으로 비둘기들을 싹
서 없애 버리라고 일른다. 殺生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1 위에도 맞는듯

“ Kill or be killed , tha t' s my motto." (p.lO I)라고 말하여 그를 격 려 한다。
David는 새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할머녀를 실망시키지 않
기 위해 그 일을 맡는다。 그는 광속에 들어가서 6 마리의 ]:]1 둘거블 소아

떨어뜨린다， 어머녀기- 와서 아들에게 죽은 벼물가들을

그의 손으로 묻

으라고 한다e 그는 빨-기밭에 구덩이 하나를 깊이 파고 그 속에 그것틀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1 물기플 이렇게 가까이 본 일은 일찌기 없었다.

그는 그 마지막 바둘기의 깃털플 눈여겨 본다. 그러다가

그 깃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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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청교한 아름다움에 감만한다e 드디어 그는 여기에서 그가 찾던 증
거 를 발견했 다. 그때 그는 “τhe

God who had lavished such craft upon

these worthless birds would not destroy His whole Creation by refusing
to let David live foreveL" (p. 105) 를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아 다。
얼핏 보연 。1 같온 결딸은 David가 흔들렀던 기독교 신양을되찾게 되
었으벼 따라서 Updike 는 어 소년 주안공을 통해 샤

죽음은 現世의 삶이

끌장이 아니라는 復끊說을 두둔하고 있는 것 같다.

Vargo도

이 결말에

thr。때gh

the ki Hi ng

대해 야랭게 쓰고 있다。
τ힘 e
。f

para뼈。x

Christian

the pigeons , through

뾰 。멍eration
t없 1S

close contemplation of the

here is that

act of destruction ,

bir뼈 s ，

made

Dav뼈

방ossible

to an insight that reaffirms his shaken

by

is saved. The

냥eath ， lea얘s

him

fait십。 4)

이 “ insight" 또는 “覺”은 Updi뼈의 단편에서 흔히 보는

James Joyce

삭의 “epiphany" 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라고 하겠다。

그러 나 이 epiphan엇를 통해 얻은 소년의

“insight" 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가 위해 我田引水格오로 내련 결론임을 看

過할 수 없다。

야보다 앞잭 作中에

“ he (David)

needed to beg없 to

build his fortress agaïnst 뼈eath:’ (p.99) 라는 二L의 心理鋼寫가 나왔던 것
을 상기하면 그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이 단편은 어린 소년이 죽음
의 공포에 대한 방패로서 復活을 기약하는 풍敎에의 의존을

그란 것야

라고 할 수 있다。

David가 한살 더 먹어 15 세가 된 소년이

The εeηtαμγ의 소년 주왜공

맘eter 라고 활 수 있을 것이다 e 얘가서 우리는 그가 1 년전애

가졌먼 죽

음에 대한 phobia 에서 일단 뱃어나 보다 성숙해졌음을 본다。
Updike는 비평가들여 그의 作中의 주요엔불블을 작가자신 및 가족과

부합시키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면서도 야 창편에 나오는 Peter의 아버지

George εa뼈well 어1 대해서만은 자신의 아버착 뼈T esley U pdike를 모텔로
하여 빼色했음을 안정하고 있다。 Updike는
도

George Caldwellòl "certain

viv 뼈

4) Vargo , Rainstorms and Fire ,

p.14。

1976년 펄자와의

gestures

ar뼈

면담에서

pligh ts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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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esley U pdike" 플 가졌음을 인정하였다. 소섣의 배경과 가족관계도
대체로 事寶과 일치한다.

Updike
세 때에

는 Pennsylvania州

Shillington

태 생 이 며 그의 가족은 그가

Plowville 근처의 농장으로 이사갔다.

Feathers" 와

The

그 Plowville 이 “ Pigeon

Ceηtα ur 에 서 똑같이 Olinger로

는 農場이 있는 마을의 이름이 兩作에서

똑갚이

되 어 있고，

머지의 직업도 소설과 사질이 일치한다. 즉 고등학교
다만

“ Pigeon Feathers" 에서는

그들이 사

Firetown 이다.

Updike 가 외 아들이 었던 것처 렴 David 와 Peter는 플 디-

場主인 것이다.

13

또한

외 아들이 고 아

과학교사이자 農

과학교사에 대한 언급

은 없어도 과학의 신봉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아버지 이름도 兩
作에 서 모두 “ George" 이 여 “ Kill

or be killed." CPigeon Feathers" p. 101;

The Ceηtaur p.216) “ This reminds me of death." C“ Pigeon Feathers"
p.91; The Ceη taur p.216) 라는 따위의 말버릇도 같고 부언을 가리켜
Peter 에 게 “ Y our mother is a real femme."
C“ Pigeon F eathers" p. 87 ;
The Centaur p.144) 이라고 평하는 것도 공통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兩作에서 George의 死生觀이 근본적으로 통일하다。
니는 著作생활도 했으나 소설에선 단지 아버지와는

Updike의 어머

대조적으로 자연과

농장을 좋아하는 賢母良棄로 그려져 있고 “ Pigeon Feathers" 에서 Elsie 였
던 이 름이

The

후자에서는

Ceηtaur에 선 Cassie 가 되 어 있을 뿐야 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매우 돈독하게

나다난다.

소년

Updike는 커 서 작가가 되 었지 만 Peter는 커 서 畵家가 되 었다. 그러 묘로

바록 단편과 장편의 차이는 있어도 年代)1原으로 보나 또 앞으로
된 스로리와 主題의

연관성으로

보나 The

Ceηtαμr는

논하게

“ The Pigeon

Feather" 의 자서전적안 續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The Ceηtαμr에는 寫寶的인 례벨과 神話的얀 레벨이

共存하고

있어

James Joyce의 Ulysses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Ulysses에서는 神話가 소
설밑에 파行的오로 Z갈려 있을 뿐， 표면엔 나타나지 않고

實1E人物들이

신화에 나오는 그들의 原型을 이루는 神들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데 반

해 ， The Centaur에서는 그러한 神들이 자주 실재언물들과 교체되어 등
장한다. 질재인물들이 느닷없이 각기 그들의 原型언 神들로 突變하곤 하

는 것이다. 현대소션에서 祚話의 도엽은 一兒 혼란스럽고
내 의 이 야기 에 形態와 意義픔-

부여 한다는 것 이 通論이 지 만

무의미한 현

Carl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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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편 그것 이

“ to suggest universal , archetypal experiences; or to

demonstrate , by comparison , modern man's decreased stature and
relevance" 5) 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Updike자신은 The Centαur에서의 신화의 도입이 휘극적얀

의도에서

였다고 했고 또 워낙 어린 시절의 사건들은 성언의 기억 속에서 안개에
싸여 신화처럼 되어벼리므로그러한 특성을살련 것이라고했다 6) Peter

의 아벼지 George εaldwell 이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Chiron으로 변하여

말말굽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든가9 자동차

정1:l1 공창의 애꾸눈 청1:l1 공이

외눈박이 巨人 Cyclopes로 돌변하는 따위는 과연 희극적이다。
세상을 떼난지

오래고

그자신도 30 대 문턱에 선 오늘의

아버지가

Peter가 그의

소년시철의 어느 중요한 한 때의 아버지와의 생활을 회상하여 서숭하는
양식으로 되어있는 이 작품에서 神話를

섞어 再生시켜 본다는 것은 그

생활의 표면 아래의 더 깊은 뜻을 되새기고 동시에 人生의 有限性에

Bl

추어 神話에서와 같은 永生에 대한 그의 ↑童j隱 내지 頻B 愁를 나다낸 것이
다。

The Centaur는 전 반적 으로 Peter εaldwell을

narrator로

하고 있 다。

New York에 거주하는 二流 추상화가안 그는 침대에 누워서 자다 깨다
하면서 옆에 누운 그의 흑뱉 情歸에게 그의 15 세 소년시절에

아버지와

같이 보낸 며칠간의 이야가를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
학교사언 그의 아버 지 George εaldwell이 위 창병 에 心身過勞로
기 직전의 나날 중에서 그플 父子의

일을 택하여 回想속에

再現사키고

전형적이면서도 매우

있는 것이다@

살먼 Pennsylvaniam 의 Olinger와 그 주변에서의
어 느새 非夢似夢에 빠져 서 OHnger 가 Olympus로

벼롯한

질재인물들이

각기 그들의

急死하

중요했던

그는 그 당시

3

그가

생활 이 야기를 하다가
변하고 그플

原型으로 간주되는

父子를

그리스神들로

둔캅하곤 한다。 고등학교 교사인 George Ca뼈well ò 1 Chiron 이

되고 예

술가를 지 망하는 아들 Peter는 Prometheus , 교장 Zimmerm21n 은 Zeus ，그
의 情購언 Mrso Herzog은

(얻 A힘hrodite) ， 자동차 정

l 공장 주인

Hummel은 V ulcan (

= Hephaestus) ,

Literary εriticism ， Vo l. 3, Cardlyn Riley (Gale Research
Co. Book Tower , Detroit, 1975) , p.486.
6) “ The Art of Fiction XLIII: John Updike ," an interview by Charles To
Samuels, Paris Revíew , XII (Winter , 1968) , p.103.

5)

Conteηtporary

l:l

묘era ， sexy 한 여 자 체 육교사 Vera는 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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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well의 부인이며 농장을 사랑하는
년 Peter의 girlfriend 언 Penny는

Cassie 는

Ceres( =Demeter) , 소

Pandora , 의 사 Appleton은 Apollo 등으

로 각각 代替되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神들은 질재인물들이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물려받아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추진시커다가 narrator가
非夢似夢에서 깨어날때 본래의 인간으로 되돌아가곤 한다， 이렇듯 寫實
的연 장면과 神話的인 장면이 유연하게 交쪼 내지

交織되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여다. 그리하여 야 소설 전체 9 장중에삭 제 2， 제 4 ， 제 5 ， 제
8 장은 사질적엎 이야기가 차지하고， 제 3 장은 신화야고，

제L 제 9장

은 사질적언 이야기와 선화적안 아야기가 혼합되어 있다. 저11 6 장은 사질

적인 아야기야지만

꿈결에 자유연상으로

진행되고3 제 7 장 역사 사설

적이면서 全知의 작가가 현채의 Peter의 視點을

통해서

再構成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 야 제 7 章과 故入의 약력을 소개한 제 5 장을 빼놓고
는 오늘의 Peter가 한 자리에 누운 여자에게
형 식 으로 되 어 있는데 도

그가 “따y love ,

옛날의 사건을

Hsten , or are you

전달하는

asleep?

It doesn ’ t matter."7J 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그녀는 내처 자고만 있어 듣
지 못하는듯 전혀 반응이 없으묘로 실제로는 Peter 혼자만의
내 지 회 고적 인 內的獨白 이 라고 할 수 있 다. 그리 하여

넋두리?

The Centaur 전

체의 視點은 오늘의 Peter , 15세 당시의 Peter , Prometheus , 全知의 작가

-01 렇 게

넷￡로 混成되 어 있다.

이 작품의 제 목이

The

Ceηtαμr로 되

어 있는 것은 半人半馬의 Centaur族중에서 群짧-麗格인 Chiron을 가르키
는 것아며 그가 Prometheus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휘생을 했다는 傳說

에서 g 비록 父子間은 아니었지만， 그 兩者의 관계를 Ca뻐well과 Peter의
그러 한 관계 와 일 치 시 킨 것 아 다。 Encyclo.ψaediα Britαη lCα 에 서 “ Chiron"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면 이 소설， 構想의 배경을 알 수 있다.

CHIRON , in Greek mythology , one of the centaurκ the son of
εronus

and Philyra , a sea nymph.

묘e

dwelt at the foot of M t.

Pelion , and was famous for his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ealing
art 。 묘e

offers a remarkable contrast to the other centaurs 뾰 manners

and characte r. Many of the most celebrated heroes of Greece were
brought up and instructed by him. Accidentally pierced by a poisoned
7) John Updike: The Centaur (A Crest Reprint , Greenwish Conn. , 1964) ,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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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row

shot by

묘ercules ，

he renoi.mced his immortality in favour of

Prometheus , and was 얽aced among the stars as the constellation
Sagittarius 。
The Centαur에 는 전편을 통하여 죽음과 사랑의 motif 가 강하다. 그것
은 제 X 장에얘 얘마 명백해 다타난다。 독자는 죽음의 얘두움

二L 럼자가

聞卷 벽두에 드리워지는 것을 본다。 즉3 않inger

과학교사

고등학교의

George Ca뼈well야 교설에새 지구의 生成에 대해 가르치던 중， 휴판으로
돌아서는 순간 발꿈치에 화살을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가 째문아다。 장
난구랙가 학생야 쏟 것 01 다。

리스의 勇將 Achilles가

여것은 그리소 神話에서

二L의 폼중에서

Paris의 화살에 맞아 죽은

사질을

Troy전쟁 때 그

유얼한 약철언

연상케략는

면도 있자만

Chironol (빽rmpus의 神들로부터 불융 흡져 내 얘
었다고 해새 Zeus의 노여움을 사서 벌받는

발꿈치를 敵將
그보다도

인 간들에 게 가져 다 주

Prometheus를

구원하는 옛

가로 그 자신은 훨失에 맞아 죽은 것에 比혜된 것이 다. εaldwell 야 확살
을 맞는 것을 起點으로 하여 그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속얘 살다가 며칠

후에 꼭 그 상처째문은 아나다 할지라도 路上에 쓰러져

죽었가 때문얘

다。 게다가 Caldwel뻐 그렇깨 어야없야 그러나 거창하게 죽은 것은 終
章언 제 g 장에서인데 중간章언 제 5 장에 그의 死後 小傳記블 앞당겨 질
음으로써 초 。 중 。 종章을 죽음의 전조와 죽음으로 얼관시 킨 것을 보혀 라
도 이 작품의 중성주제가 죽음임을 캉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조만간 누구나 죽을 운명에 었다.
다면 “ Nothing

야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한

is as absolute and awesome as

얘eath." (p.

죽음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의매플 음미하는

다。 그런데 삶을

88) 인 것 이 다.

것과 얘로 통한

존속시키고 추진시키는 原動力은 사랑이다。

Chiron

Caldwell은 첫章에서 Venus-Vera로부터 그 어떤 남성도 저항할 수 없는

sex의 유흑을 받는다。 또 제 g 장에 서 그는 다른 神들에 게

가고 인간이 삶을 존속시키는 원동력은 사랑의

힘이라고 가르친다。 그

가 말하는 사랑은 Venus-Vera가 뜻하는 eros뿐만

높은 人間愛언 agape도 뜻한다。

字庫가 돌아

아니 라 보다 더 次元

그리 고 바로 그것 이 죽음을 이 겨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중심주제언 것이다。
갱nhe Centaur가 構없 1: Ulyssc$와 유사성 야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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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것은 文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서 Harper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lthough The Cent α ur represents a narrower range of achievement
than Ulysses , the fact that

the books can be compared is itself a

measure of Updike's ar t. Li ke Ulysses , The Centaur is not

only a

technical tour de force , but also a rich and authentic-even poetic-.
statement about human condition. 8 )
이 러 한 “a

technical tour de force" 가 가져 오기 마련 인 難解뾰은 스토리

자체의 명확한 理解가 主題 파악에 先行되어야 함은 두 말 할 것도 없다장난꾸려거 학생이 쏟 화살이 발꿈치에 핏힌 채 다리를 철며 학교밖에
나온 Caldwell-Chiron은

가까운 곳에 있는 천구

자동차 청비공장에 가서 그것을 뺀다。 학생들이
빨리 돌아가기 위 해 禁男구역 인 여 자용

Al Hummel-Vulcan의
기다리고 있는 교질로

locker room 앞을 지 나다가 빠폼

이 열 린 문 사이 로 그 안에 서 샤워 하던 Vera-Venus 와 눈이
그녀는 그를 불러 들여 性的으로 유흑한다.

마주천다.

(實在언불과 그들의 神話的

인물의 일치는 卷末의 Mythological lndex에 照會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 Chiron , make love to me ... Why should we deny ourselves the one plea-

sure the Fates forgot to take from us?" (P. 25) “ Who else serves them
(men) so well? What other gods give them with the same hand such
power and such peace?" (p. 27) “ We (females) are weak in the arms;
but strong in the thighs. Our thighs must be strong; the world is
roote녕 between them." (p. 28)
피lþ 話에서 Chiron은 워낙 어머니 Philyra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닷으로 모든 여성을 천악하고 利己的이란 先入觀을 가지고 있었다.
래서 그는 Venus의 유흑을 물리치고

싶었으나 그녀의

강한

꽉하여 그의 다리 가 말다리 이 므로 매 우 awkward하지 만
녀는 순간 윗층의 그의 교질에서 교장

자란

그

매력에 굴

그녀 를 포옹하

Zimmerman -Zeus 가 호통치는 소

리에 늪라 중단한다. 부랴부랴 교설로 둡아가서 교장에게

22..여주펴 그가 교질을 따났던 사유를 절명한다.

발의 상처릎

교장은 그에게 수업을

8) Howard M. Harper Jr., Desperate Faith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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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라고 명하고 그자신은 참관한다.

Caldwell선생은 지구의

서 언 깐의 출현 에 이 르러 ", .. flint-chipping , fÌ re-kindling ,

a tragic animal appeared." 라고

설 명 한다(제

생성에

death-foreseeing ,

X 장)

다음주 어느날 이른 아침 함 iretown 마을 가까운 그들의 농장칩에서 아
직 참자리 에 있는 소년 Peter는 Penny를 생 각하며 ;항精을 한다. 그러 나
그째 아버지가 어머녀 Cassie와 주고 받는 이야기블 엿듬고 적이 걱정이

된다‘ 陽이 나쁘다느니， 50세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느니 하는 아버

지의 말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머니
는 남편에 게

"Y ou have a wonderful son , a beautiful farm , an adoring

wife .. :'(p.47) 라고 하여 그를 격 려 한다. Caldwell은 “ Time α nd tide wait

for no mακ"(p.5 1)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 God made Man as the last
best thing in His Creation. If that's the case , who are this time and
t뻐e

that are so almighty superior to us?'’ (p.52) 라고 말하여 죽음을 채

촉하는 세웰의 흐름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것은 그의 다른 장편 ， Rα bbit ， RμR 과 εoμ:ples을

보여준다。 이

비롯하여 Updike의 다

른 주안공들에 게 도 공통되 는 motif 이 기 도 하다。 Cadwell은 또 父母의 임
종 째 모습이 생 각난다。

그들과 함께 사는 文人 Pop Kramer 는 그에 게

Doc Appleton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권한다. 아침식사를 하고나
서 高校 1 년생인 Peter는 아버지와 함께 그들의 "Buick" 차를 타고 20분

11 마일 거리에 있는 뻐inger 고등학교로 향한다.
고 아들에 게 말한다。 그러 면서 도 도중에 Alton 에

아버지는 이가 아프다
간다는

hitchhiker블

태워주고 그를 위해 6 마일이나 돌아가 주었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릴
째 Peter가 여 러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아버지에게 선물한 장캅을 車속에
서 꼼쳐갔다. 아들은 분개했으나 워낙 착한 아버지는 오허려 츰천 자를
측은헤 여긴다. Caldwell은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임종 때 한 말을 아

n

들에 게 일 려 준다。 그것 은
이 라는 말이 었다면서

“ Do you think 1’ be eternally forgotten?"
“ It scared me the living daylights out of me."

(p. 73) 라고 그의 심 정 을 고백 한다(제 2 장).
학교에 도착한

Chiron -Caldwell은

학생 들에 게 “ the Genesis of AH

τhings" 블 가르친다.

‘ oo.And Love set the Universe in

motion. All things tha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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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her children-sun , moon , stars , the earth with its mountaÎns and
rivers , its trees , herbs , and living creatures:' (p. 78)
이 짤막한 뚫은 순전히 Olympus 배경에 그리스神들만 나온다.

한 原初的인 狀況이기 때문에 위에 인용한 말은 더한층

그러

중요성을 가지

며 동양의 陰陽五行說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放課 후에 Peter는 교무질의 아버지방을 찾아간다。 거기에서 Caldw밟

은 그블 찾아온 두 남녀학생의

상담에 응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Deify는 교장야 참관하는 시간중에 강남을 부리다가 그에거l 매를 맞았었
다。 그렇지만 야 장난꾸려기 소년은 자가블 캡심으로 생각해주는 아 선
생을 좋아한다. εald￦ell은 그애 뿐만 아니라 그의 묘든 학생들을 진심
오로 사랑했다。 여기서 narrator 인 오늘의 Peter 는 참간 “ flash-ahead" 하

여 14 년 후언 최근에 그가 우연히 Deify를 만났는데 그는 과거의 Peter의
아버지처럼 교사가되얘 있었고， Peter의 아벼지를회상하면서 훌륭한 s 교

사였다면서 추모하더라는 에피소드를 칩어넣는다. 두 問題兒 학생이 나간
뒤에 Caldwell은 아들에게 교장이 그의 수엽 參騙評을 쓴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 수엽야 순전히 과학적인 설명으로

그치고 종교적

인도적인

가치관이 결여되었다고 흑평하고 있었다。 그들 父子는 같이 분개하며 학
교블 나온다

Caldw밟은

진찬받기

위해

Doc Appleton 을

찾아가고

Peter는、학교식당에 들러 맘enny 릎 만나 아벼지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그녀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는다.

“ He ’ s fìfty ," 1 said. “ He just turned fìfty last month.
said he' d never live to be fìfty."

He always

“ Your father ’ s too funny to die."
“ Everybody dies."
“ Y es , but not for a long tÏ me."
“ Yes , but at some point that time has to become now." (p. 93)
인간은 조만간에 축논다는 엠 c건한 사실을 소년소녀의 대화블 통해 재
차있게 일깨워주어 이 소설의 主題에
petting을 하고 아벼 지 가 죽지

외- 헤어져， 그 진로

이바지하고 있다. Peter는 그녀와

않도록 기 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그녀

Doc Appleton의 진료실에 가서 의사와 아머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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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의사는 εa뼈weH의 病因이 자기

폼을 돌보지 않는 心身過勞 때문

이라고 일려준다。 그리고 그가 가까운 Alton에 가서

X-ray사진을 찍도

록 주선한다. 의 사는 합eter 앞에 서 교장 Zimmerman을
평 한다。 맘eter가 아직 태 어 나지 도 않은

여 러 해 전에

바람둥이 라고 악
Zimmerman은 그

의 사의 前棄와도 정 교를 맺 었 었 다고 εaldwell 이 나중에 아들에 거1 일 러 준
다‘ Peter는 에 나 지 금이 나 사람들매 한결 같야 love-making융 해 왔다는
사실에 감명뱉는 동시에 사랑의 종말연 죽음을 당장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Alive or dead , made love , before you were boγχ-these 밟lrases ，
each rich with mystery , rendered the 삶g짧 brimming aroun뼈 때S
terribly deep , and from beyo없d the far rim Hke an encircling ser힘ent
my father ’ s 뼈eath seemed to tighten its c。뼈。 "(pp ， 105-106)
‘ 'There ought to be some way to make you healthy ," 라고
아들에 게 Caldwell은

걱 정 하는

"Kill me , 업lat's the cure-alL Kill me ," (p , 106) 라

고 대탑하여 죽음을 대하는擬然한 자세블 보얀다。 이래한 남성척인 태
도는

“ Pigeon 맘eathers" 어1 사 륨avid의 아벼 자 도 마찬가지 였다。 그는 또
“ My ideal is to ￦alk to my own f때neraL" (p , 116) 01 라고도 말한다。 이
말은 그가 50세면 한껏 살았다고 한 말과 더불어 그대로

實現됨오로써

어 두운 foreshad。재Tmg을 이 루고있 다@ 그러 나 내 심 오론 역 시
려 워 하는 것 이 확실하다。
￦。n얘 er

if
Chinaman
to die:' (p ,
“ my pr뼈e

“ 1 thought

1 was

with tuberculosis , gonorrhea ,

to die , but now 1

rea해Y

anybody ever is , 1 wonder now if a
syphi묘 s ，

중음을 두

ninety-nine-year-o뼈

and toothache is

rea뼈엇

12 1) 그가 그렇듯 죽음을 두려워하는 하나의 。1 유는 그에채
and joy" (p , 123) 일 아직 어 린 아들에 대 한 어 벼 야 로잭 의 책

임 감이 다. 묘 arper 교수는 여 기 에 서 Chiron-Cal뼈well ，

맙rometheus- Peter

의 상호관계의 공동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X그eter

1S the most

identification with
τÏtan ，

obγious

beneficiary of Caldwell’ s sacrifice , The

Prometheus 1S appropriate , for

Peter, like the

possesses the holy fire wl뼈ch makes 압。ssible all the arts 。 ￥et ，

like Prometheus , he ls vulnerable for this

veεy reason。

τhe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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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s and pities vulnerability. Caldwe l1 's fear of death comes not
only from his own terror of falling into nothingness , but also from
his sense of 받eter’ s helplessness. “ He needs me to keep him going ,"
Caldwell says , “ the poor kid doesn’ t
out before he has the clue."9l

1 can ’ t fade

have a clue yet.

아버지와 갚이 Alton으로 갔었던 Peter는 아버지가 X-ray사진을 찍으
러 간 사이에 영화구경을 하고 나서 YMCA로 기-서 아버지와 다시 만났

다. 수영 코우치이기도 한 Caldwell은 그곳에서 Deify 에게

코우치해 주

고 있었다. 나오는 걸에 아버지는 X-ray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한다면서

어머니에게 줄 샌드위치를 갔다. 그들의 차블 다고 귀가하려고 하나 차
가 고창이 나서 아버지가 애써 고쳐봤으나 안되어

수리를 부탁하러 가

까운 정비공장에 간다. 그러나 정비콩이 없어서 아침까지는

하겠다고 해서 다시 그들의 Buick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고치지 못

주청뱅이에게

시달린다. Caldwell은 그가 가진 마지막 35 센트를 그에게 뜯긴다. 돈 한
푼없이 여관에 들었으나 다행히 그 여관의 친철한 늙은 clerk 가 자기 조

카가 Caldwell선생한테 배우는 학생이라면서
해준다. Caldwell은 그를 “ a

외상으로 숙박할

수 있게

good Samaritan" 이 라고 불렀다. 다음날 아

침 그들은 그 친절한 clerk 가 간밤에 섬장마바로 죽었다는

충격적언 소

식 을 들었다. 그들을 괴 롭힌 hitchhiker와 주정 뱅 이 같은，

남에 게 해 를

끼 걱 는 악인은 살아남고 hotel clerk 갚은 착한 사람은 어

우수하고 착한 Ache 라는 졸업 생 이 비 행 가 조종교관이

01 없 야

되 었으나 同乘하

여 가르치던 학생의 찰못으로 추락사한 예도 마찬가지이다.

이나 Mim Herzog 같은

사람들은

죄플

이-무리

죽는다.

지어도

Zimmerman
勝勝長!騙하고

“ always doing good deeds" (p. 136) 하고 아직 한 일이 많은 Caldwell 갚은

사람은 위장병(이-마도 歸)으로 죽어가고 있는 absurd한 세상인 것이다.
그러한 不條理는 Updike의 다른長短篇에서도 자주 강조되고 있음을볼
수 있 다， 그들 父子는 trolley 플 다고 Alton을

Hummel의 정 비 공장
두고 온

로 했다.

Buick을

가까이 에 서 내 려

Hummelol 現場에

떼 나 θlinger까지 온다.

학교로 향한다e 그들이 Alton에
가서 고쳐 서 직 접

피로가 풀럴 사이도 없이 곧장 학교로 가서

9) Harper

Jr., Desþerate Faith , p.175.

몰고 물아오기

건 복도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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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점 벌어져 가다가 마침내 자취를 감춘 아버지의 뒷모습은 마치 저

승으로 가는 사람같이

보여 서

Peter는

공공감에 휩 싸인 다，

“ With a

grip of sweat , terror seized me." (p. 130)
전술한 것처럼 제 5 장은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이마 죽은 양 가상
하고 쓴 故人의 짤막한 전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Olinger 고등학교의

年鍵에 들어감직한 것이다。 제 4 장 끝머리에서

Peter는 아버지가 자기

에게서 멀어져 가다가 마침내 사라진 것을 보고 저승으로 가는 것 같은
착각을 했었는데 그가 정말 죽은 것오로 가정하고 이 死後傳記를 쓴 것
이다·。 그러기에 1947년 l 월에 50세를 ~期로

죽었다고는 썼지만

죽은

정확한 날짜는 적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앞요로
의 죽음을 보다 더 확정적￡로 예고하는 한편 그의 생애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의 사망일자가
없는 것은 1:11 록 그의 봄은 죽었으되 그의 거룩한 정신은 계속---아니?
영원허 살아있다는 것은 암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전기에 의하면 1896 년 New York에서 목사의 외아들로 태
어 난 George Caldwell은 어 려 서 부터 운동을 찰 했고 과학에 각별한 흥미

를 가졌오며 커서 약제사가 되는 것야 그의 소원이었다。 그의 부친이 일
찍 직-고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애국심이 강했던 그는

1j;}

대전에 자진입대하였고 종전후에 제대한 뒤로는 백과사전 외판원， 관광

버스움전수， YMCA 운동부 감독? 호텔종업원， 그 밖애 벌의별 직업을
거 쳐 24세 때

Philadelphia 가까운 Lake College에 입 학하여 苦學으로 화

학을 전공하고 미식축구 선수로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운동이 과

격해서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재학시
에 만났던 Alton출신의

Catherine Kramer와 결흔하고 Bell전화전신회사

에 케이블 접착공￡로 취 직했오나 1931 년에 경제공항￡로 해고당하고
人이

±

Pennsy1vania 1'l、I θlinger 에 사둔 칩 으로 이 사가서 어inger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되었다。 그는 현신적인 탁월한
위해 노력했으며 그에게서 배운 학생은

교사였고 항상

누구나

자가향상을

“ his more-than-human

selflessness , a total concern for the world at large which left him ,
perhaps , too little margin for self-indulgence and satisfied repose"
(p.133) 를 찬양했다. 그는 또 스포츠 등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돕고 공익

행사라면 끼지 않는 데가 없었다. Olinger의 Luther 敎會 理事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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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얼마전에 Firetown의 농장칩으로 이사왔고 Firetown복음교회 칩사 01
자 理事이다.

향년

50세，

Firetown어1 文人， 꿇，

유족오로는

아들이 있다.

(제

New York 에

여동생이

살고

5 장)

제 4 장의 줄거리를 이어받은 재 6 장은 꿈결에 자유연상으로 서술되묘

로 논리적 비약이 많지만， 어쨌든 죽음과， 사랑과 시간의

문제블 중점

적오로 다루고 있다。 父子間의 성격 차이도 드러난다。 아벼지약 죽음애
대 한 두려 움이 뇌 리 를 떠 나지 않는 Peter는 사회 생 활 시 간에

Mr. Phillips
“맴lanatos the death.

에 게 “맙There

can the spirits go?" 라고 묻자 선 생 은
demon carries off the dea얘"(압.134) 라고 대 탑한다. 쉬 는 시 간에 풍급생 들

과 성교사의 갖가잭 자세의 그림이 든 카드를 가자고 놀가도 헌다.밤eter
는 뜻밖에 도 합enny를 만났는데 그녀 는 Miss Appletonol Ca뼈well파 복

도에서

01 야기하는

는 그녀에게

01

장면을 보았다면서 그것을 낭만적으로 해석하자 밤eter

‘ You ’ re really sex-mad." 라고 펀잔을 준다. Miss Appleton

6

Peter 에게 Venus 에 관한 라틴어 한 구절을 번역시킨다@

여 신의 아름다운 자태 를

향가로운 그

찬양략고 “ The

sense of passage being that
only as she turns to leave him , does he perceive her true glory , her
actual worth and her relationship to him (Aeneas). So it is
life. We love too late."(p.140 라고

풀이 한다.

ofte뾰

m

다음엔 아배 지 εaldwell

션생이 교단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하나의 화학 방정식으로 풀야한다.

C 6 H 1Z06 +6θ2=6CO z +6묘2 0 + E.

즉 인간은 포도당과 산소를 접취하여

그것을 쓰레기통속의 헌 신을 태우듯야 태운다. 그러면 단산가스와 수분
과 에네르가플 얻는데 이 에너1 르기가 곧 생명 01 라는 것아다. 그러나 이
과정야 청지되면

에네르기가 사라지고 죽어서

한 덩어려의 쓸모 없는

화학물질로 化해버린다는 것이다. 밤eter는 울부짖으며
말라고 한다. 그리고 g‘ 1

have

아배지에게 죽지

hope." 라고 말하자 Ca뼈well은

“1

haven채

had any. You must get that from your mother , she's a real femme."
이라고 대밥한다. 비판적언 아벼자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 Cassie가 낙

천적 인 것은 그녀 가 “ a real femme" 으로서 mother earth , fertility를 대
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 6 장)

그날 Caldwell은 하루의 힘겨운 직무블 마치고 또 다시 뱃속에 통증을

느껴 죽음을 예캄하면서 퇴근하기 위해 교무질을 나온다.
폭-사였던 아벼자의 말얘 생각냐새 다 한층 우윷했다.

그의 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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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없 e walks towar뼈 the stairwell the ache low in his body revives
and enraps him like a fo뼈ed wing , Some have the five talents , some
ha ve the two , some h빼e the one. But whether you've worked in the
all day or just an hour , when they call you in

vmeyar해

γour

pay 1S

the same 。 묘e hears his father's voice 뾰 the memory of these 힘ara
bles a뾰뼈 this 뼈epresses 뾰im further. ’'(p , 144)
εa뻐wellol 복도에 서 만난 細1SS A ppleton 이 그에 게 。1 날 그녀 의 수업
자간에 함eter가 아버지 병을 무척 걱정하는 모양야더라고 알려준다@ 그

플은 다뺑 간 찰야 근무하면서 청 신적 으로 사랑하는 시-이 아 다， 그는 "his
il밟ess ， his son , his 뼈ebts ， 해118 압ainful bu뼈en of la뾰& 없 lS ￦ife sa얘밟ed

him with'’ (p , 146) 에 대 환 부담캄릉을 ::L 와 홍감언 01 노처 1휴 교사에 채 터
놓고 아 야기 한다。 그는 Cassie 대 신에 Miss A뺑leton과 캘혼했어 야 활 것

이 라고 말했 지 만 잭 금 대 하는 Ap함eton 어1

해 해 서 그는

she is insufficiently elastic 없ow." (p , 146) 라는 생 각이
말은 前章에서 사람은 사랑활 수 있을 째를

t

‘ It is too late;

들기 도 한다。

놓치면 다사는

야

돌이킬 수

없다는 라틴어 언용문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Cassie처렴

낙천캠앤

Miss Appleton은 그에게 "많eu est très fi뾰。”얘 란 그녀의 생활신조블 캘
하자 Ca뼈weH은 그녀에게 세월은 흐르는 강불칼으벼，
알아포 미래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우울한

우리는

과 71 는

詩句로 응탑한마。

그 1콰약

헤어진 후에 그의 우울한 짐정은 더할뿐이다。 그는 자홍차가 예가치 않
게 고쟁났떤 것을 회 상하고

"Things 뾰ever fail to fa묘

‘'Ignorance is

bliss" (p , 149) 라고 생각하고 목사였먼 아버치가 임종 때 자신이
망각될 것을 두려워했먼 것도 회상한다。

영원허

죽음의 예감은 점점

더 접해

간다。

Since ,

fiγe 얘ays

ago ,

εaldwell graspe뼈

the

명ossibility

that he might

짧e ， took it i뾰to himself as you might swall。￦ a butterfly , a curiously

variable gravity has entered the fahric of things , that
a뼈 surfaces le뼈enly thick with hee뼈 less

Ïnstant makes them dance with
。1 날 밤에

있을

Olinger와

뼈g￦

휩ermanence and

밸consequence~giddy

makes

뼈le next

as scarves , (p , 149)

Alt。뾰왜 그Z 교남학생 농구서 햄

엽 창권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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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well이 맡아서 팔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 140매가 그의
없어지고 그 대신 Zimmerman의 수엽참관평이
거리가 또 늘었다

서람에서

들어있었다.

그의 걱정

X-ray 촬영 견과를 통고 받기도 전에 캡이 난다.

금니가 아파서 아무래도 치과에 가야겠다. 84 세의 文A 이

어

계단에 떨어

질까 걱청， 그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농장경영의 不振에도 신경쓰이고

Peter의 창래에 대한 근섬， 그의 학생들에 대한

걱청，

자신이

해고당

할까 걱정， 게다가 배가 아파온다.

The shadow of the wings tightens so that his intestines wince; a
spider lives there. Brrough. In the shu田e of his thoughts his own
death keeps coming to the top. His face burns. His legs go watery , his
heart and head become enormous with fear. Death that white width
for him? (p.150)
그가 교장질을 지날 때 학교 理事의 한사땀언

교장실 문을 연고 나온다.

Mrs.(Mim)

묘erzog가 그

업 가장자리가 입술연지로 얼푹진 것을 보다

Zimmerman과 일을 벨 었던 것 이 분명 하다. Caldwell은 식 당에

가서 담

배릎 피우고 있는 아들을 찾아낸다. 그는 Peter 에게 그가 방금 본

Mrs.

Herzog件에 대 해 말하고 그들의 행 질 에 대 해 분개 한다. Peter는 아버 지
가 예나

다름없 이

“。verworked ，

worried , conscientious , and anxious"

(p.159)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e

걱정도 八字란 우리 속담이 그에게

들어맞는다. Caldwell은 어셋밤 호델에 묵을 때도 부인

εassle 에게

전

화했었지만 다시 그녀에게 전화블 걷어 그들의 차가 수리되었다고 보고
하고 그들 父子는 농구사합이 끝난 둬 늦게

귀가할 거라고

알려준다.

그들의 件이 Caldwell에 게 발각되 었으니 그블 무능교사라는 명 목하에 해
고하라는

Mrs. Herzog의 권고에 대해 15 년이 나 근속한 유능하고 충실한

교사플 쫓아낼 수는 없다고 이를 거절한다. 한펀 Caldwell은 Peter가 식

당에서 그의 친구들과 어울려 뜰도록 남겨두고 치과에

가서 이빨을 뺀

다. 그리고 나서 농구시합이 별어질 학교강당 입구에 와서 표를 팔 준 ):)1
플 한다g 그의 초훼한 모습을 보고 그의 동료인

Mr. Phillips가

그더러

1 년간 판가를 받으라고 권하지만 그는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 다고 대 탑한다. 그는

his bowls" (p.

“ the poison has

wormed an inch deeper into

168) 한 것 갇은 더 갚은 통-층윤 느낀다. 그는

“ Igno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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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bliss" 가 진리업을 알았다고 그 동료에게 말한다。
한펀 Peter는 Penny 와 함께 농구시 합 관람석 에 앉아서 그녀 와
을 한다. Phillips 가 Caldwel1에 게 그기- 잃 어 버 린

입 장권 은

petting

Zimmerman

이 가져 갔음을 알려 준다. 다른 교파인 Reformed Sunday School의 학생

들에게 선점을 쓰기 위해 교장이 그들에게 그 입장권을 돈 안받고 나누
어 주었오니 “charity" 라는 명목으로 기재하면 그 없어진 입장권의 대금

을 Caldwell이 물어낼 펼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교사 Vera며

그들과는

교파가 다른 교회 의 목사 Reverend March도 입 장한다. Vera 와 나란히

앉은 목사는 그녀와 수작을 주고받는

동안

그녀에게

매흑펀다。 “Her

breasts seem to fl. oat on his ribs warmly." (p. 177) 시 합의 1 회 전 에 Alton
팀 이 승리 하고， 밖엔 눈이 내 린 다. Zimmerman 이 Peter와 Penny쪽으로

와서 귀엽다는 듯이 Penny의 판을 잡는다@ 질투가 난 Peter는 교장에게
아버지의 수엽에 래한 그의 강평이 지나치지 않느냐고 대들고 없어진 엽

장권에 대 해 언급하자 Zimmerman은 자기 가 가져 갔다는 말대 신 εaldwell
이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옛날 육상선수 시
철의 그의 사진을 보여준다。? 그가 간 뒤에 Peter는 Penny 에게 지금까지
그가 감추고 있었지만 그의 봄 여러 군데에 버점이 있다고 벌어 놓는다e
그러나 Penny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틀은 첫사량의 사이였던 것야다，
Zimmerman은 Caldwell을 만나 그가 방금 Peter를

건강을 위해 1 년쯤 쉬는 것이 어떼냐고 제의활

뿐

만났다며

그에 게

Mrs. Herzog 件은

엽밖애 내치도 않고 그를 훌륭한 교사라고 칭찬할 따름이다. Caldwell은

때arch 목사가 Vera와 서로 수작을 주고 말고 있는 곳에 끼어들어 g
기가 죽은 뒤 영혼의 운명에

대해 점각한

태도로

자

묻는다. 이 대화는

“Pegeon Feathers" 에 셔 어 린 Dav뼈가 목사와 한 대 화의

후속편으로 보

아도 좋을 것이다。

“ l' m a minister' s son ,"
Pres윈yterian ，

Caldwell

explains 。

“ My old rnan

was a

and as 1 understand it from him there are the elect

and the non-elect , the ones that hav-e it and the ones that do뾰't， an뼈
the ones that don't haγe it are never going to get it. 댐That 1 cou뼈
never ram through my thick skuH was why the ones that don't have
it were created in the first place. The only reason 1 could figur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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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at God had to have somebody to fry down in Hell." (p. 189)
그러 자 March목사는

Predestina tion (據定)의

에 의 해 서 상쇄 된 다고 대 답한다.

敎義는 神의 무한한 첼悲

이 에 대 해 Caldwell은 “ 1 can't see how

it's in fÌ n Ïí e if it never changes anything at all. Maybe it's in fÌ nite but
at

aη

in fÌ nite distance-that’s the only way 1 can picture it." (p. 189) 라

고 비몬다. 목사는 Vera 와 노닥거리는 재미륜 방해하는 아 침입자를 못
마땅하재 여겨 神學의 토론은 농구시합장에서 할 정질의 것아 아니니 나
중에 자기 서재로 찾아오라고 일러 몰려 보낸다。 농구 2 회전에선

Olinger

고교팀의 승리로 끝났다. Peter는 아벼지와 함께 학교를 나와새 그들의
차를 다고 Firetown의 칩을 헝:하여 밤길을 달린다‘

Caldwel1은

분실된

엽장권에 대해 아들야 교장에게 말한 것을 나무라고 Mrs 。 묘erzog件에도

언급하지 않았을지 염려스러워 물었다가 오히려 아들에게

펀잔을 받는

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일에 신경을 쓰면서 피곤하게

살아야 하

느냐는 것 이 다. 그러 자 아버 지 는 과학교사탑게 “ 1 guess it’s part hered-

ity , part environment." (p.

193) 라고

대담한다.

그들의 차는 눈속을 달

려 유태인 製地를 지나 고갯길을 요블때 暴雪에 바퀴가

빠지고 미끄러

져 더 갈수가 없다. 간신히 뒷걸음쳐 평지까지 도로 내려와서 아무리 애
써 봐도 채안을 부착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젠 차 전체가 가동조

차 하지 않는다. 하는 수 없 이 그들은 차를 내 버 려 두고 Olinger로 돌아
가서

Al Hummel 칩에서 하룻맘 신세질 셈으로 눈보라치는 3 마일의 밤

감을 매우 고생스렵게 결어간다. Peter로서는 이같은

겪어본 적이 없었다。

신체쩍인

고통을

아버지는 아들이 추울새라 그의 럴모자를 씌워주

고 지-기 폼으로 바람을 가려주면서 같이 걷는다.

(제 7 장)

Narraìor는 여기서 옆에 누운 휴인 여자에게 그가 아주

하나의 episode 틀- 이 야기 한다.

즉， 그는 어 머 니 와 함께

어렀을 때의

Alton 박물관에

구경가곤 했는데 어린 눈에 신기딴 것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적이었던 것은 푸울 한가운데 서 있는 좁펴으로 만든 寶物 프王기의 全標
의 女人像이었다。 그녀는 샘품아 니-오는 가리바의 죠가비블
한 손에 들고 마질 시늄을 하고 있었으나 그 물은

입 가까이

입술에서 1 인치가량

빨어져있는 조가벼 한끝으로 흔러 나가버리가 때문에

입속으로 틀어가

진 않았다. 그는 그녀가 애다게 목맏라 하는 것 같아 보기애 얀다까왔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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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는 밤이 되어 그 주변에서 그녀를 노려보는 마이라， 폴리네시

아人의 탈들， 유리눈야 박한 독수리 등야 어둠속에 묻혀버리면， 그녀가
손을 약간 움직여 조가바를 입슐에 갖다대고 잘컷 마질 것이라고 상상했
었 다。

이 episode를 끝내 고 나서 Peter는 그가 해 오던 아버 지 이 야가 가

곧 끝날 것이라면서 그 흑안 여자의 목마름도 해갈시켜 주려는 듯야 그
녀의 생낌새를 찬양한다。 그는 여기서 陰陽이란 동양식

표현도 사용한

다.

“ Forgive me ,

for 1 do 10뼈 you , we fi t. Like a τibetan lama 1
rise out of myself above the bed an해 see h。￦ we make , yin a뼈d ya뾰g ，
a person between us." (p. 20 1)
그리 고 목사의 손자요， 교사의 아툴언 그는 지 금 Braques 식 의 그렴 을

그리는 二、짧畵家가 되어 판re뼈와 동양의 性神秘、主義가 뒤범벅이

된 다

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위해 희생한 아버지의
어긋난다고 自 n朝도 해본다。

“ wαs

it for this my father

기대에

gαve 때

his

life?" (p. 201)
이어서

narrator는

그가 하던

그들

Hummel부부의 우정 어 린 환대 로

父子의

이 야기 로 되 돌아간다

Cal뼈well父子는

그들보다 갈 사는 아

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버지는 눈 때문에 임시휴교한 학교에
가서 자기 책 상을 정 리 하고 돌아왔다.

the new teacher can step righ t

뼈

“If 1 뼈on't show up tomorrow ,

and take over, poor

라고 그가 말한 것은 죽음 01 임박했음을

dev삐." (p.

예감했가 때문이며，

207) 이

또 그가

책임감에 투철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후 늦게야 Hummel이 운전하
는 트럭을 다고 고장난 그들의 Buick오로 간다。 Hummel과

Caldwe뼈아

차블 눈 속에서 파낸 뒤 묘뼈 mmel 이 솜싸있게 체언을 달아 가동시켜주고

갔다。 εaldwell 이

다시 금 Buick을 몰아 도중에 서 식 사도 하고

하여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째는 밤중이었다。

쇼핑 도

이틀밤이나 집에서 자지

옷한 남편과 아들을 맞은 Cassie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러 칭찬한다。

Doc Appleton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X-ray 결과가- 나왔다며 그가 가벼운
大陽갓에 끼깔려있기는하나신경쇠약이 더 섬하므로쉴 펼요가 있다더라고
전한다。 그랙나 ε。ldwell은 예의 그의 적극적언 생활신조안 “ Kill
killed" 를 내세워 쉬기를 거부한다.

남펀을

사랑하고 자연을

or be

사랑하는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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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e (“ She loved Nature."(p. 44)) 는 그에게 아예 敎戰을 떼 나 농장에
서 일하라고 권한다.

“ Work with your hands , George. Get close to

Nature. 1t would make a whole man of you."

그러 나 그는 대꾸한다，

“ 1 hate Nature. It reminds me of death. All Nature means to me

is garbage and confusion and the stink of skunk-brroo!" (p. 216)
이 夫歸間의 哲學의 차이 는 “ Pigeon

Feathers" 에 서 도

논 아버지 편이며 그들 父子는 Cassie의 여성적인
부터 남성적언 知性괴-

同一했 었 다.

땅과 물질의

Peter

세계로

정신의 세계로 매일같이 도피하곤 했던 것이다.

Peter는 캄기에 켈려 사흔째 누워있다。

그동안 그는

창차 화가가 될

전점윤 균힌다 9 눈 때문에 휴교 중이번 학교가 다시 문을

연었다(제 8

잔).
Peter는 걷기토- 누워 있었으나 Caldwell은 다시 열련 학교에 나갈 치-비

판 하고 눈걷에 나션다， 그는 온누리가 하얄게 눈에 덮언 것윤 보고 눈
이 축음플 상깅하며 하늘과 I당이 調和륜 원였다고 느낀다.

White , she was white , death ’ s own color , sum of

spectrum ,

wherever the centaur’s eye searched. He wondered. Had not the
castration of Sky worked a terrible sterility upon Gaia , though she
herself had cried aloud for rescue?(p. 219)
그러다가 스산한 겨울풍경 속에서도 나무가지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

하는 것을 보고 캄통한다. 그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의

칭조에 자신

도 펙 망과 조화의

새 로운

기 분에

젖 어 본다e

Lord." 라고 한 목사였던 아버지의 말이

“All joy belongs to the

생각난다.

아무리 더렵고 혼란

되고 비참한 곳이라 할지려-도 영혼이 즐거움을 느끼는 곳에
하신다는 말이 었다. 그의 처 Cassie는 동창에 ，

Y::. Á Pop

神이 같이

Kramer는 신문

에， 그리고 아들 Peter는 자신의 장래에 각각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있

다. 그들이 그려한 줍거움을 누넬 수 있게 그뜰을 부양하는
판 마음 흐풋하다. “He discovered that in giving his

그자신 또

life to others he

en tered a total freedom." (p. 220) 이 랭듯 그는 자신의 희 생 적 인 봉사가
보담완 받고 있다는 종교적인 축복감마저 느끼지만 동시에 ironical하게

89
도 그

“total freedom" 야 란 야 세 상의 것 이 아난듯 그는 저 승오로 떼 날
준비 를 해 온 셈 이 었 다。 “ In these last days he had been saying goodbye

to everything , tidying up the books , readying himself for a change, a
journey."(p.21 1)
X-ray 사진 결과 보고로 보아 아직은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자신이 소외당하고 있는 세상일망정 삶을 계속하리라

마음먹는다.

그는

그

러나 그렇듯 그를 애태웠던 저 검은 Buick을 다시 눈속에서 끄칩어내어
그것 을 몰고 다시 Olinger의

학교에 가서

Zimmerman , Mim

Herzog을

비롯하여， 그를 괴롭히는 무리들 사이에서 다시금 애를 쓰고 신경을 쓰
며 처신해 나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1:31 길 데 없는 권태감이 그를 염습한
다.

그는

차로

다가가다가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Chiron

accepted death." (P. 222)
Zeus는 그가 사랑한 오랜 친구었먼 εhiron을 기리기
天시핵 Sagittarius(射手자리)가 되게 하였다. (제

이렇듯?

9장

위하여 그를 昇
및

비폭 εhiron은 죽어서 神 ò 로서의 不熾性을

Epilogue)
잃었으나

그가

밤하늪에 빚나는 하나의 별자리가 됨오로써 그의 봉사와 휘생정신은 후
세의 인간들에게 영원히 追때될 것이다. 정녕 Updike는 이 작품을 통해
서 인간의 생명의 계승 존속을 가능케하는 밑바탕의 原動力이

되는 사

량 eros를 두둔하는 동시에 비록 죽음은 벼극적인 것이 아닐 수 없지만
인간 상호간의 友愛와 휘생적암 사랑 agape는 生死를 초웰한 숭고한 정

신으로서，
것이다.

그러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