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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어 시』에 타  순수 상주  연 복  꿈

姜 仁 姬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指導敎授 卞 鐘 民

  그  말해주듯 단지 시   어    가 니다. 1960

 미  독 들  열   어 냈 『미  어 시』(Trout Fishing in America, 

1967)    식  도  가 다. 그런 공감  원    

통해 브 티건(Richard Brautigan, 1935－1984)  당 시  사   사실  고 하  

다. 사실   내  사실과 상상  경계가 매우 하다. 그것  브 티건  

 'I'  취  쫓 가다 보  가  실  삶  과 마주하  다. 

  주  공간  경  샌프란시스  워싱  스 어 다. 그곳에  프랭 린  동상

 그  후 들  내 다보  “근검해라. 실해라. 그러  질  공ㆍ ㆍ   것

다.”라고 말하  듯 우뚝  다. 그러  에 해 지사진  동상 에  브 티건  “우리

 보 . 당신  말한 미  꿈(American Dream)   체 란 말 니 ?”라고 말하  

냉   짓고 다. 사실 프랭 린 동상 주변에  'I'  료 식  해 몰 드  고픈 

사람들, 술가 에도 상상  래  펴 보다  술에 해 생  한 여지책  고민해  

하  사람들  본다. 게다가 그  계   강철 어에  빠 다. 그걸 하지 

못한 그  술  스스  하  산다. 

본주 사 에  간  질   생  편리  가한다. 그러  그 에  과 

 편  수  가진  상  빈곤에 허  다수가 고, 많  사람들  신  빈

곤 상태에 빠  산다. 런 빈곤   해 연에 보  하지만 연 역시  같지가 

다. 그 가   마  째  “ 리블랜드 고  하 ”(The Cleveland 

Wrecking Yard)에 라하게 펼쳐지고 다.  에  본주  병폐  리  브 티건

 한 상상  없  펼쳐진다. 엇 든 돈만  상 하  본주  상징하  

리블랜드 고 하 에  갖 연 마   단   겹겹  여진 채 가 사가

 다린다. 것  간  질  에 라 연마  지 하  간 망  리에 한

※ 본  2013  8월 주 학  학원 원 에  학 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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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

47개  각  다  짧  들   『미  어 시』  하  재  주  ‘미

 어 시’가 통한다. ‘미  어 시’  변신  거듭한다. 그리고 변신   'I'가 여행  

하  찾고  ‘ 어하천’과 만 게 다. 어하천  찾  여행   'I'   미  순

수 상주  연  복하고 싶   여 다.  해  하  간직한  

상주 ,  가     룰 수 다  공신  꿈, 상향  찾  새 운 

여  비할 수 다  프런티어  꿈, 언  에  것 같  연  가  경 말  

  통해 브 티건  복시 고 싶  미  꿈  원 들 다. 그러  실 계에  런 

꿈  원  찾 볼 수가 없다. 어 시가 하  고뇌하  다. 그래  브 티건  리얼리

티가 닌 상상  통해 라도 그런 꿈  복시  간직하고 싶어 한다. 컨  “창  상상  

실 에  미  꿈  루 ”라  것    하  극  시지라고 하겠다.



- iii -

     차

<  >         ···································································································· ⅰ

Ⅰ.               ····································································································· 1

Ⅱ. 상과 실       ····································································································· 6

Ⅲ. 연과        ··································································································· 22

Ⅳ. 망과 꿈         ··································································································· 35

Ⅴ. 결              ··································································································· 48

Bibliography         ···································································································· 52

Abstract             ···································································································· 55



- 1 -

Ⅰ.서론

『미국의 송어낚시』(TroutFishinginAmerica,1967)는 송어낚시를 한 여

행을 계속 떠나야 하는 작가 자신은 물론 미국인들의 정신 고뇌와 문명의

문제를 신랄하게 헤치는 일종의 고발소설이다.김성곤은 “문학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문학과 생태학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작가가 『미국

의 송어낚시』의 작가 리처드 로티건(RichardBrautigan)”이라고 소개하며,이

작품이 1960년 은이들에게 경 처럼 읽힌 작품임을 강조한다.2)이 소설은

1967년에 출 되었지만 실제로 집필이 완성된 시기는 1961년 여름으로 로티건

의 첫 작품이다.시인으로 활동하기도 한 로티건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작가

한 사람으로 1960년 를 풍미하던 반문화(Counterculture)의 아이콘이 된 것은

『미국의 송어낚시』를 통해서이다.

로티건은 1935년 워싱턴 주의 타코머(Tacoma)에서 출생했다.그의 친부는

그가 태어나기도 에 가정을 버렸고,그는 불안한 가정환경에서 정서 으로나

경제 으로 불우한 유년시 을 보냈다. 로티건은 문학과 련한 학문 수업을

학에서 받을 기회는 가지지 못했으나,스무 살 무렵 샌 란시스코(San

Francisco)로 이주하면서 비트시인(BeatGenerationPoets)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1950년 후반 샌 란시스코에서는 노스비치(NorthBeach)를 심으로 비트운동

(BeatMovement)3)이 주요 흐름을 타고 있었고, 로티건은 몇몇 비트시인들로부

터 큰 향을 받았다.하지만 로티건의 작품세계는 비트세 (BeatGeneration)의

이념이나 그들이 추구한 가치4)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1960년 의 미국은 기술문명의 발달과 산업화의 가속화로 자본주의 역사상

2) 곤, 『미  학』( 울: 민 사, 1997), p. 463.

3) 그(Allen Ginsberg), (Gregory Corso), 링 티(Lawrence Ferlingetti) 등  시 과 우

스(William Burroughs)  루 (Jack Kerouac)등  가들  학운동 다.  그  

『 우 』(Howl, 1956), 루 『 에 』(On the Road, 1958)  꼽 다. 들에 해 1960  

피시 가 열리게 다.

4) 비트 가  시  도  도 ㆍ  가 에 항하여 마 , 탈   생 , 재  등 퇴폐주

 경향  드러내보  체 ㆍ ㆍ 지  등  했다. 그들  미  사 체 에 순 하  

보수 고 틀에  삶  살 가  미  다수  ‘스 어’(square)라고 고 에 맞  신들  

비트닉 라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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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성장을 이룬 시기이다.그리고 2차 세계 이후 미국에서는 집단주의

윤리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심리로 사회체제에 순응 인 소시민 보수

주의 기조가 이어진다.텔 비 ㆍ신문ㆍ 화 등의 매체는 소비자,즉 미국

인의 삶의 획일화를 가져오기도 한다.기업합병을 통한 거 복합기업들이 출 하

면서 일부에게 경제력이 집 되기 시작한다.이로 인해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부

격차의 확 를 가져온다. 한 세계 공산화에 한 기의식과 극단 반공주의

로 인해 경직되고 억 린 사회 분 기가 조성된다.결국 이러한 사회분 기는 사

회ㆍ정치 항의식을 불러일으켜 히피문화와 같은 반체제,반문화 운동을 발

한다.

술 측면에서는 이미 1960년 에 미국사회 반에서 탈 심화,탈정 화

경향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지배하기 시작한다.이것은 다양한

형식의 실험정신과 유희 ,감성 태도로 고 문화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데 로티건의『미국의 송어낚시』역시 이런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을

잘 드러낸다.비교 간결한 짧은 문장구성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하나의 소설임

에도 아귀가 제 로 들어맞지 않는 퍼즐조각 맞춤처럼 마흔일곱 개의 짧은 이야

기들이 편 으로 이어진다.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장소나 소재,등장인물이 시

시때때로 바 는가 하면,은유와 상징 표 들로 인해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

다.이런 난해함에 해 천승걸은 “ 로티건이 작품에 표 한 편과 같은 단편

이야기들의 무질서가 바로 그 자신이 세계를 악한 리얼리티”5)라고 악

한다.

한 불확정성(indeterminacy)과 자체반 성(self-reflexivity)을 기 로 하는

반사실주의 인 포스트모던니즘 소설의 특징과 이거나 획일 인 가치 그

리고 통제 지배문화에 해 의인화 기법을 빌어 우화형식으로 비 한다.『미

국의 송어낚시』에서 ‘미국의 송어낚시’는 상치 못한 변화된 모습(강철,사람,

장소,갑옷,미끼,펜 등)으로 실마리 없이는 명확히 이해하기 곤란한 모습으로

이야기들 속에 등장한다. 래드베리(Malcolm Bradbury)는 로티건의 작품에서

“미국의 순수한 정신으로 나아가고 그 정신을 회복하기 한 실험 소설형

식을 사용하는 노력”이 보인다고 한다. 한 “‘미국의 송어낚시’자체가 계속 변

5) 천승걸, 『미 학과 그 통』 ( 울: 울 학 , 1985),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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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거듭하는데,때로는 장소나 사람(‘미국의 송어낚시 쇼티’)이 되다가 상상력

을 구사하는 독립 근본 원리”라고 말하며,“세계의 견고함을 자유로운 상상력

으로 해체하는”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6)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병주는

이 소설이 “사회소설”이며,“반사실주의 인 우화형식”으로 문명을 비 하는 작

품이라고 평가한다.7)

『미국의 송어낚시』는 미국문학의 한 흐름을 잇고 있다.북아메리카 륙의

발견이후 미지의 세계에 한 신화로서의 미국의 꿈(AmericanDream),젖과 꿀

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으로 건 온 청교도인의 종교 이상주의의 꿈,그리고

활한 미개척지인 서부로의 변경개척의 역사를 이룬 런티어 정신,식민지배로부

터의 독립을 한 쟁을 불사해가며 이룬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향한 꿈이 미국

문학의 통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8)이러한 미국문학에서 미국의 꿈을 담은 미

국문학의 열에 목가 자연에서의 송어낚시의 꿈을 탐색하는『미국의 송어낚

시』를 넣을 수 있다.슈미츠(NeilSchmitz)는 『미국의 송어낚시』가 헤 웨이

(Hemingway)의 『거 한,두 개의 심장을 가진 강』(Thebig Two-Hearted

River)의 쟁에서 입은 정신 상처를 달래는 닉 아담스(NickAdams),“월든

호수”(WaldenPond)에 밤낚시를 하는 쏘로(HenryDavidThoreau),미시시피 강

에서 메기를 낚는 허크(Huck)와 짐(Jim)등의 이미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한다9).

이 소설에서는 소재가 다른 이야기들이 내용 으로 상호 연결되고,그 단편

이야기들의 구조 성도 떨어진다.그러나 『미국의 송어낚시』를 반 으

로 통하는 ‘송어낚시’라는 소재는 정형화된 인의 삶에서 물질보다는 자연

과의 소통을 통한 인간성 되찾기와 계의 회복이란 주제를 담고 있다.칼(Karl

FrederickR.)은 『미국의 송어낚시』에서의 “송어낚시”(troutfishing)를 “사라져

가고 있는 미국의 목가 자연”(vanishingpastoralAmerica)의 은유라고 설명한

다.10)다시 말해 ‘송어낚시’자체가 시 에서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하나의 이

6) Malcolm Bradbury, The Modern American Novel (Oxford: Oxford UP, 1984), pp. 169-170.

7) 병주, 「『미  어 시』에 타  생태 식」, 『 미 』 9.1 (2002), p. 87-88.

8) 곤, 『탈 니 시  미 학』 ( 울: 울 학 , 1989), p. 337.

9) Neil Schmitz, “Richard Brautigan and the Modern Pastoral,” Modern Fiction Studies 19 (1973), p. 

122.

10) Karl Frederic R., American Fiction 1949-1980 (New York: Harper & Row, 1983),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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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볼 때,이 소설의 주제를 목가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되어야하는 새로운 미국인의 꿈의 탐색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의 꿈이 지닌 개념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흔히 이해되기로는 약속의 땅

미국에서 근면,성실,정직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구나 성공할 수 있다

는,이른바 성공신화(Dream of Success)의 꿈으로 이는 벤자민 랭클린

(BenjaminFranklin)의 물질 성취를 통한 혼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그

러나 이는 1620년 이후 시작된 기 청교도 이민자들의 꿈과는 거리가 있다.청

교도들이 약속의 땅 미국에서 이룩하고자 했던 꿈은 물질 성취가 목표가 아닌

마음껏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진정한 혼의 자유를 얻고자 함이었다.그들에게

미국은 아담과 이 가 추방당한 에덴동산을 신하는 곳이었다.훗날 이들의 꿈

은 랭클린식 성공신화와 비되어 에머슨의 순수한 이상주의로 정리된다.이토

록 미국의 꿈이 지닌 물질 정신의 두 갈래 성격과,그것들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이질 특성과 련하여 스필러(RobertE.Spiller)는 미국문명이 시작단계

에서부터 “순수 이상주의와 거친 물질주의의 부조화스런 혼합”11)의 기미가 있었

다고 지 한다.

로티건이 그리는 재 미국의 모습에서는 기 청교도 이민자들의 에 비

친 새로운 에덴동산(New Eden)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순수 이상주의

신 물질 성공신화가 자리 잡았지만,그 결과는 허상에 불과하고, 기 이민자

들을 마음 설 게 했던 그 아름답고 활했던 자연의 모습도 부분 괴되어

송어낚시의 꿈을 펼쳐볼 곳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티

건이 『미국의 송어낚시』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미국의 이상 인 모습,

컨 순수 이상주의,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그리고 미지의 이상향을

찾아 끊임없이 꿈을 키우는 개척정신의 세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미국의 조상들이 이룩하고자 소

망한 이상 국가상과 물질주의로 표되는 랭클린식 이상주의를 통한 미국의

이상과 실의 간극을 짚어보고,제3장에서는 낙원의 모습을 간직한 목가 자연

에 둘러싸인 조상들의 모습과 작가의 어린 시 의 록빛 가득했던 자연을 향한

동경에 해 이야기하고,바로 이어 미국의 문명이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웠

11) Robert E. Spiller,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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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목가 모습들을 어떻게 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제4장에서는

망을 낳는 다소 비 실 인 사건에 의해 자명해진 인간 정신의 괴와 자연의

훼손에 한 작가의 경고에 해 알아본다.이어서 로티건의 페르소나가 그러

한 망 인 경험과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송어하천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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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상과 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종교 이유로 신 륙을 찾아 떠나온 기의 유럽 이주민

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나름의 정체성을 갖추며 자리를

잡았다. 기 정착민인 청교도 순례자들이 신세계에서 꿈꾸던 이상은 크게 두 가

지로 요약된다.첫째는 본국에서 받았던 종교 박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며,둘째는 계 과 계층의 사회 제약 그리고 빈곤에서 벗

어나 물질 풍요를 리며 행복한 삶을 하는 것이었다.그래서 청교도 신앙

인들은 그들의 “약속된 천국”에서의 이상실 을 해 굳건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근면과 인내의 욕주의 삶을 살았다.한편 그들에게 물질 성공은 신이 내려

주는 은총으로 간주되었다.디 러(CarlN.Degeler)의 다음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물질 추구가 종교 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악된다.

청교도 사고로 기독교인의 직업 소명은 요한 개념이다.그것

은 종교와 경제의 한 연 성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청교도들에

게 기독교인이 갖는 직업은 신을 한 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12)

경건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상낙원의 건설을 해 북아메리카 동부의 황야를

개간하며 이상 삶의 터 을 일군 청교도들의 뒤를 이어 미국을 하나의 이상주

의 국가로 세우고자 한 미국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fathersofUnitesStates

ofAmerica)이 있었다.독립선언문(DeclarationofIndependence)에 명시된 자유

ㆍ평등ㆍ행복의 추구를 주장하며 국의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미국은 민

주주의 국가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이때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앙보다 이성을

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기에 청교도인의 종교 이상주의는 퇴조될

수밖에 없었고,곧 계몽주의 사고가 미국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이

로써 청교도들이 꿈꾸었던 순수한 이상주의는 물질 성취를 통한 성공신화의

12) Carl N. Degeler,  Out of Our Past; the forces that shaped moder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0),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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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으로 환되게 되었다.이를 두고 양병탁은 새로운 지상천국,즉 새로운 에덴

의 건설이라는 유토피아 꿈이 시 변천을 겪으며 ‘제2의 지상낙원’의 건설이라

는 보다 실 인 꿈으로 발 되었다고 말한다.13)

이어진 서부개척(AmericanFrontier)시 변경의 확장은 개인의 능력과 도

정신을 시험하는 무 다.개인의 도 과 노력만으로 부와 명 의 성취가 가능

함을 믿은 많은 낙천주의자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다.이들에 의해 미국이 약속

의 땅,기회의 땅으로 공고히 다져지는 동안 변경은 서부 끝까지 확 되었다.이

게 자리 잡은 런티어 정신(FrontierSpirit)은 미국 이민의 역사를 반 하며

동시에 국가 발 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 개개인의 가치가 존 받는 미국의 문

화 통도 자리매김 되었다.이 게 종교 신념에 의한 도덕 이상주의와

구나 노력하면 부와 명 를 성취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를 동시에 추구했던 미국

인의 꿈(AmericanDream)은 독립 쟁(TheAmericanCivilWar)과 서부개척의

역사를 이끌며 단기간에 미국을 세계최강의 국가로 발 시켰다.

이 시기의 조상들이 간직하고 추구했던 미국 이상국가의 모습에는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움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존엄성을 뒷받침해주는 정치ㆍ경제ㆍ종교ㆍ문화의 가치에 한 기 가 있었

다.이주정착민들에게 있어 활히 펼쳐진 척박한 황무지를 행복한 삶의 터 으

로 가꾸어 나가는 고난의 시간은 마음 속 깊이 품은 유토피아 이상 실 의 꿈

이 있었기에 극복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조상들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노력에 따른 목할만한 성장발 에도 불

구하고 로티건의 에 비친 실 미국의 모습과 미국인의 삶의 형태는 조상들

이 물려 이상국가의 유산과는 괴리를 보인다.그래서 로티건은 과거 조상들

이 품고 이루려했던 이상 국가의 모습과 실의 미국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

나는 간극을 보여주기 해 미국 이상과 삶의 실을 병치시켜 미국사회를 풍

자하고 고발한다.

작품의 첫 번째 장인 “미국의 송어낚시 표지”(TheCoverforTroutFishing

inAmerica)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13) 병탁, 『미 학 』( 울: 탐 당, 1984),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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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송어낚시 표지는 늦은 오후에 은 샌 란시스코 워싱턴 스

퀘어의 벤자민 랭클린 동상의 사진이다.

벤자민 랭클린(1706-1790년)은 돌로 만들어진 가구가 들어있는 집

처럼 생긴 받침돌 에 서있다.14)

사실 표지사진은 랭클린의 동상 사진이라기보다는 그 로티건 자신이 한

여성과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미국의 송어낚시』첫

말머리는 경에 치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뒷배경의 랭클린 동상에 더

심을 가지도록 이끈다.

경제 부와 성공신화의 표본인 랭클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워싱턴 스퀘

어 공원(WashingtonSquarePark)의 이름에서 스퀘어(square)라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융통성 없는,획일 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랭클린과

련지어 볼 수 있다. 랭클린은 부모로부터 청교도 삶의 통－근검,성실,

검약 등－을 이어받아 가난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인물이다.

그는 인쇄업자,과학자,발명가,작가,출 업자,정치인 등 여러 직업을 통해 사

회 성공과 부를 성취한 자수성가형 인물의 표 표상이다.

그는『자서 』(Autobiography)15)에서 도덕 으로 보다 완 한 삶을 살기

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3가지 덕목(GoalsofVirtue)을 제시했다. 랭클린은

그 덕목들이 후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으며,동시에 공동체 삶에서 모

두가 유용하게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했다.그는 하루 생활 에 그 덕목들

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스스로를 평가하고,잘못된 이나 부족한 을 개선하기

해 노력했다.다시 말해서 랭클린은 물질 성취와 명 로운 삶을 해 스스

로 통제되고 제된 삶을 살았다.이것은 개인 삶의 개선을 통해 공공에 유용함

을 줘야한다는 사회개 인 노력이기도 했다.16)

랭클린이 최고의 가치로 여긴 물질 성취를 통한 꿈의 실 을 서론에서

언 한 스필러의 용어를 빌어 거친 물질주의(crudematerialism)라고 할 때,그 반

14) Richard Brautigan, Trout Fishing in America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2010), p. 1. 하 본    스트에 ,  말미에 지  시  한다.

15) 『 』(Autobiography)에 한 내  상당  19  어  학Vol.16 No.2에 실린 ≪

민 프랭 린  『 』과 미 ≫ ( , pp. 29-60)  참고하 . 

16) 드 W. , 허 트 W. 에드워 , 『미 학사상  경』, 거   ( 울: , 1991),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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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바로 에머슨(RalphWaldoEmerson)의 순수 이상주의(naiveidealism)이

다.17)에머슨이 체계화시킨 순수 이상주의는 미국의 꿈의 본질로 청교도 이상

주의를 일컫는다.이 순수 이상주의는 물질 성취를 통한 자유가 아니라 신의

섭리가 담긴 자연 속에서 성령과 교류하며 독립 으로 자존할 수 있는 삶을 의

미한다.

미국 정신의 표자로 재에도 큰 향을 끼치고 있는 에머슨은 월주의

(Transcendentalism)운동의 선구자이자 상징 존재이다.에머슨은 사회 주류에서

행해지는 사업,정치와 같은 모든 사회 활동 에서 사회를 움직여 가며 일하

는 남자들의 활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지고한 가치를 보장해 주지도 않으며 오히

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이는 그의 ‘물질주의에 한 항’정신의 표 이

다.18)에머슨은 인간에게 감각 경험과 사실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세계를

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바로 모든 창조물과 생물에도 들어 있고 자

기 안에도 존재하는 보편 혼인 ‘령’(Oversoul)에 의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한 련을 맺게 된다. 한 그는 자연은 신의 뜻이자 섭리의 구 이며,인간

은 스스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삶을 탐색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물질 성취를 통한 자기 발 과 정직과 근면에 의한 개인의 성공신화를 강

조하는 랭클린식의 미국 꿈을 에머슨이 말하는 ‘순수한 이상주의’와 견주어

악해 보게 되면, 랭클린식의 물질 성취를 꾀하는 개인은 보다 더 많은 물

질을 취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정신 내면 탐구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다.그 결

과 물질과 정신의 균형이 흔들리게 되고, 실에 한 통제가 어려워지고,본능

욕구충족에 더 매달리게 된다.결국 물질 으로는 풍요할지라도 정신 으로는

결핍증상이 드러날 것이다.

로티건은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 높이 우뚝 세워진 석상 에 근엄한 자태

로 서 있는 랭클린의 동상을 심 모티 로 하여 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랭클린이 후 에게 개인의 물질 성공과 명 로운 삶의 가능성

을 낙 으로 제시한 미국의 모습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7) Spiller,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p. 5.

18) 훈, 「The Great Gatsby에 타  에 슨  American Dream  미」, 주 학  학원 

사학 (2001), pp.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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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은 구나 손에 쥘 수 있다는 듯 워싱턴 스퀘어 공원의 랭클

린 동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에는 사방으로 “WELCOME”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환 의 말은 이주민들에게 미래 삶의 희망과 기 를 안겨 다.신두호는 랭

클린이 미국의 꿈,미국 낙 주의,그리고 미국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말한다.19)

그러나 워싱턴 스퀘어를 찾는 재의 미국인들 앞에 “돌로 만들어진 가구가 들

어 찬 집”(ahousecontainingstonefurniture)(1)을 가지고 있는 랭클린의 상

징성은 허구이며 허상이다.개인의 유용한 삶을 통한 풍성하고 이상 인 공동체

삶을 지향했던 랭클린의 시 는 자본주의의 태동기로 볼 수 있다.그러나

랭클린 동상 앞에서 목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재의 후손들의 모습

은 사회의 공동선을 한 삶을 살기 이 에 자신의 인간 삶을 하기 한

최소한의 기 생활수단도 소유하지 못 하고 있다.

자본주의 질서가 완 히 자리한 재를 사는 후손들의 삶은 의ㆍ식ㆍ주의

해결을 염려하며 그날그날을 살아가야 하는 하루살이 모습이다.오후 다섯 시,

랭클린의 동상이 있는 워싱턴 스퀘어 주변에 풍요와 성공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끼니를 때우기 해 몰려드는 인 가 나타난다. 장 맞은편의 교회에서 내어

주는 샌드 치 배 을 받기 해 모여드는 것이다.이 사람들은 오후 다섯 시 교

회의 타종 없이는 교회가 있는 길 건 편으로의 횡단이 지되어 있다.이 빈곤

한 사람들의 모습은 랭클린이 보여 삶의 방식이나 성공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가 그 희망사항에 불과함을 보여 다.

더구나 워싱턴 스퀘어 앞 교회에서 배 받은 샌드 치 속을 열어 보면 고작

시 치 한 잎이 부이다.샌드 치를 받아든 화자 친구는 설 던 기 는 사라지

고 실망감으로 가득하다.작가는 이 게 자신의 처지에 해 회의감을 품었을 비

참한 이 친구의 모습에 바로 이어서 뜬 없이 카 카의 말을 인용한다.“ 랭클

린의『자서 』(Autobiography)을 읽고 미국에 해 알게 되었다고 한 사람이

카 카 던가?...‘나는 미국인들이 건강하고 낙천 이어서 좋아’라고 말한 게 카

카 지”(Was it Kafka who learned about America by reading the

19) Doo-ho Shin, 「The Aesthetics of Indeterminacy: A Meeting Ground Between Postmodernism 
And Eastern Mysticism And Selected Novels By Tom Robbins, Richard Brautigan, And Rober 
Pirsig」,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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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iographyofBenjaminFranklin...Kafkawhosaid,“IliketheAmericans

becausetheyarehealthyandoptimistic”)(2)라며 건강하고 발 인 미국인상으

로 의미심장한 여운을 주면서 소설의 첫 편을 마무리한다.사실 로티건은 랭

클린의 희망찬 성공의 약속과 미국이 갖는 낙 이미지의 이면에 존재하는 빈

곤의 문제와 이상주의 국가의 모습과 거리가 먼 미국의 실을 풍자하고 조

소한다.

이 소설의 화자 ‘I’는 1942년 여름 어린 시 에 술에 취한 계부로부터 ‘송어낚

시’에 해 처음 듣게 된다.그러나 화자는 계부의 ‘송어낚시’를 이해할 수

가 없다.당시 세계는 2차 의 와 이었으며 쟁의 참상을 직 겪은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은 직 피해를 입기 보다는 수혜를 입은 나라 다.그

이유는 당시의 세계 이 공황의 여 에 시달리던 미국을 철을 필요로 하는

군수품 생산을 통해 경제난을 타계하도록 도왔으며 더 나아가 세계경제 강국

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계부가 화자에게 들려

‘송어낚시’는 바로 개인과 국가에 막 한 이익과 번 을 안겨 소 하고 지능

있는 강철에 한 것이었다.

아마 강철 송어.송어로 만든 강철.주물소와 뜨거운 열 역할을 하는

깨끗한 으로 덮여있는 강이다.

건물,기차 그리고 터 로 만들어지는 송어로 된 강철.

앤드류 카네기 송어다!(3)

계부의 마음속은 온통 “강철 송어”(troutsteel)가 지배하고 있다.그 역시 랭클

린식의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에 물질에 한 소유욕구와 성공에 한

이상으로 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술이 아니고는 견뎌내기가 힘든 것이다.반

로 부의 축 이나 명 에는 심이 없는 어린 화자에게 있어서 자기 앞에

선명하게 그려진 투명한 이 덮인 강이 주물공장의 연료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그러나 고지문은 부분의 사람들도 계부와 마찬가지로

자연이나 자연보존보다 산업생산,기술발 , 리를 한 화산업,생활의 편리,

욕망의 충족,그리고 부의 축 을 더욱 요시한다고 말한다.20)카네기(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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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gie)송어가 생산되는 피츠버그와 자연 산물로서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이

숨 쉬어야 하는 쌓인 강이 병치를 이루고,이상 낙원을 향한 꿈은 괴된

듯하다.이로 인해 어린 화자는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

랭클린 동상에 새겨진 환 의 표 로 물질 풍요에 한 기 와 약속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모두가 사회ㆍ경제 성공을 이

룩하는 것은 아니다. 컨 화자의 어릴 친구의 어려웠던 가정형편과 뉴올리

언스에서 샌 란시스코로 이주한 두 미술가의 이야기가 이런 좌 된 꿈의 모습

을 잘 드러낸다.

내가 어릴 에 탈장 때문에 쿨에이드 독자가 된 친구가 있었다.

그 애는 가난한 독일계 가족의 일원이었다.그 애보다 나이 많은 형

제들은 여름 동안 가족들이 먹고 살기 해 밭에 나가 콩을 따는 일

을 해 1 운드 당 2센트 50을 받았다.그 애는 탈장을 앓았기 때문

에 친구를 빼고 모두가 일을 했다.수술할 돈이 없었다.그에게 탈장

를 사 돈조차 없었다.(8)

이 독일계 이주가정의 삶은 아이들조차 콩 따는 일로 돈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궁핍하다.

그리고 “월든 호수의 술주정뱅이”(A WaldenPondforWinos)편에는 샌 란

시스코로 이주해 온 미술가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티건 자신의 실제

경험이 이 이야기에 투 되어 있다. 로티건은 그의 나이 스물이었을 때,굶주

림에 지쳐 경찰서 유치장 밥을 얻어먹으려 경찰서 창에 돌을 던진 일이 있다.그

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그는 교도소가 아닌 오리건주립병원으로 보내졌고,그

곳에서 기충격요법 처방을 받았다.

월든 호수(WaldenPond)의 두 미술가는 추운 가을 어느 날 화자와 함께 워싱

턴 스퀘어의 랭클린 동상 주변에 모인다.이 세 사람은 그곳을 경찰의 을 피

해 술을 마실 수 있는 최 의 장소로 골라놓은 터이다.화자를 비롯해 이 가난한

두 미술가들에게 이 워싱턴 스퀘어가 다른 하나의 월든 호수가 되어 포트와

20) 고지 , 「각 과 식개  강 -『미  어 시』  근거 」, 『 어 학21』, 22.2(200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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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함께 삶의 안을 주는 듯 보인다.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랭클린이 보여

줬던 근면ㆍ성실ㆍ근검에 해 따라오는 사회 성공과 쏘로(Thoreau)가 『월든』

(WALDEN)에서 강조한 내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이다. 랭클린과 쏘

로 두 사람이 함께 연결되는 장소와 이름의 비가 주는 차이는 랭클린의 물

질 이상주의를『월든』에서 발췌한 다음의 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맞이해서 살아나

가라.그것을 피한다든가 욕하지는 마라.그것은 당신 자신만큼 나쁘

지는 않다.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 당신의 삶은 가장 빈곤하게 보인

다.흠을 잡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흠을 잡을 것이다.당신의 인생이

빈곤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라.당신이 비록 구빈원의 신세를 지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유쾌하고 고무 이며 멋진 시간들을 가질 수 있

다.지는 해는 부자의 택이나 마찬가지로 양로원의 창에서도 밝게

비친다. 이 오면 양로원 문 앞의 도 역시 녹는다.인생을 차분하

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곳에 살더라도 마치 궁 에 사는 것처럼

만족한 마음과 유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21)

이 에서 쏘로는 인간에게 재의 행복이 요하므로 부를 성취하기 해 더 많

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 것이며,빈곤한 삶일지라도 어떻게 삶을 바라보며 살아

가느냐에 따라서 정신 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는 반 로, 랭클린에게 있어 사회 성공과 다다익선의 물질 풍요는

이상 인 공동체 건설의 거름이 되기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요한 가치이다.

두 미술가 역시 보다 높은 이상과 보다 많은 물질 성공을 꿈꾸며 자신들의 고

향을 떠나온다.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실은 새로운 포부로 가득 차 있을 그들

의 이상을 실화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곳 한 가운데엔 포 러 나무 세 그루가 있었고,그 바로 앞에 벤

자민 랭클린의 동상이 있었다.우리는 그곳에 앉아 포트와인을 마

셨다.우리 셋은 공원에 모여 이야기를 나 었다.그 둘은 뉴올리언

스에서 객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다가 온 빈털터리 화가들이었다.

지 ,추운 가을이 내려앉는 샌 란시스코에서 그들은 미래에 벼룩

21) , 「『Walden』에 타  Henry David Thoreau  상사  」, 학  학원 

사학  (201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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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커스를 열지 아님 정신병원에 입원하든지,오직 두 가지 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 내려야 했다.(17)

여기서 그들이 상상하는 정신병원은 “일주일에 한번 있는 여자환자와 춤추는 시

간,깨끗한 옷,잠 장치 면도기,그리고 사랑스러운 은 간호실습생들”(adance

onceinaweekwiththeladykooks,cleanclothes,alockedrazorandlovely

youngstudentnurses)(18)이 있는 곳이다.두 미술가가 술에 의존해 삶의 방편

으로 꼽은 방법들은 그 삶을 연명하기 한 수단에 불과하다.삶의 실 문제

를 타계하기 해 월든 호수에서 세운 계획은 랭클린식의 성공 신화와는 동떨

어져 있다. 한 비록 가난한 삶일지라도 당당히 맞서는 삶의 요성을 역설하는

쏘로의 삶의 가치와도 상충된다.두 사람이 그리는 피난처로서의 정신병원의 풍

경에 해 스털(William L.Stull)은 쏘로의 피난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

하며,나무가 베여 나간 자리에 사회의 쓰 기로 채워져 있는 로티건의 월든

호수를 로티건의 가장 음울한 풍자가운데 하나로 꼽는다.22)

로티건은 깨어진 미국의 꿈을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를 넬슨 앨그린에게

보내기”(TheShippingofTroutFishinginAmericaShortytoNelsonAlgren)

편에 등장하는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TroutFishinginAmericaShorty)를 통

해 형상화한다.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는 미국의 송어낚시의 변형된 모습이다.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는 지난 가을,샌 란시스코에 크롬으로 도

된 굉장한 강철 휠체어를 타고 비틀거리며 홀연 나타났다.

그는 다리가 없는 년 나이의 소리나 질러 는 술주정뱅이 다.그

는 구약성서의 한 장과 같이 노스비치(NorthBeach)에서 내려왔다.

그는 가을철에 새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원인이었다.새들

은 이주를 해야만 했다.그는 설탕에서 불어오는 나쁜 바람으로 땅

을 차갑게 만들었다.(45)

“크롬 도 의 강철로 만든 휠체어”(amagnificentchrome-platedsteelwheelchair)

는 화자의 계부가 욕심을 내던 “강철 송어”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어쩌면 미국

22) William L. Stull,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Notes of a native Son,” 

American Literature, 56.1 (March 1984),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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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어낚시 쇼티가 화자의 계부보다 더 나은 물질 성취를 이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질 성취를 해서 다리가 잘리고,괴 한 성질로 변하고,술에 의지

한 삶을 이어간다면,그 물질 성취는 결코 값진 일일 수 없음을 작가는 은연

에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는 아이들에게 포트 로더데일(FortLauderdale)에서 송

어가 자신의 다리를 잘라버렸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휠체어를 술가게로 어가도

록 한 후 곧이어 구입한 달콤한 와인을 거리에서 마셔 다.이런 미국의 송어낚

시 쇼티의 모습은 티 없이 순진한 아이들에겐 공포와 오로 비칠 뿐이다.스털

은 이러한 개인주의 이면서 무능한 모습을 띠는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가 미국

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와 악몽으로의 귀결을 구체화시킨다고 설명한다.23)어느

순간,아이들은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가 나타나는 동시에 모습을 감춰 그가 사라

지기만을 기다리게 된다.어느 날 화자는 워싱턴 스퀘어의 랭클린 동상 바로

앞에서 술에 취한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가 휠체어에서 고꾸라져서는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불구의 몸으로 술에 취해 쓰러져 있

는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는 자본주의 문명세계에서 실패하고 좌 하여 자

포자기에 이른 다른 희생양의 모습이다.

화자는 사람들로부터 그라이더 하천(GriderCreek)이라는 꽤 괜찮은 낚시터에

해 듣게 된다.마블 산(MarbleMountains)에서 녹은 이 흘러내려가는 다른

하천의 물은 다 탁해도 그라이더 하천을 흐르는 물만큼은 깨끗하다는 것이다.게

다가 산 높은 곳에 치해 있는 그 하천에는 비버 을 흐르는 물에 서식한다는

이스턴 룩 송어(EasternBrooktrout)가 잡힌다는 것이다.화자는 스쿨버스를

운 하는 사람이 그려 그라이더 하천의 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얻는다.그러

나 괜찮은 지도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펄펄 끓고 있는 듯한 무더운 날씨로 인해

화자는 그라이더 하천으로 갈 수 없다.송어를 낚을 수 있는 산 높은 곳의 그라

이더 하천이라는 이상향을 향해 화자의 마음은 기 로 가득 차 있으나,그는 차

도 없고 무더 로 인해 그곳에 갈 수가 없다.개인의 환경 ㆍ상황 한계로 인

해 마음속 가득 찬 자연에서의 목가 삶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꿈을 실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미국이라는 에덴동산은 군가에게는 이상의 실

23) Stull,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Notes of a native Son,”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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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된 곳이지만, 실 으로 다수에게는 반 로 좌 ,실패,그리고 허무

를 안겨주는 곳이다.이토록 약속의 땅이라는 미국에서의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

의 모습은 죽은 자들의 묘지 모습에서도 그 로 나타난다.

한 묘지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고 풀은 하천에서 물을 공 받아

사시사철 푸르 는데 거기에는 고 리석으로 된 비석과 석상과

무덤이 있었다.

다른 묘지는 가난한 자의 것이었는데 나무도 없고,풀은 여름에 바

람 빠진 타이어 같이 갈색으로 변해 그 게 늦은 가을에 비가 시작

될 때까지 정비공처럼 서 있었다.(20)

가난한 삶을 살다 면한 이들의 무덤에는 그 “썩은 빵조각”(heelsofstale

bread)처럼 보이는 작은 나무 에 묘비의 주인이 어떤 이 는지 겨우 짐작할 만

한 단서가 남겨져 있을 뿐이며,어떤 묘지에는 과일단지와 시든 꽃이 꽂 있는

깡통이 있다.

다음 비문은 로티건이 허먼 멜빌(HermanMelville)의 『모비 딕』(MobyDick,

1851)을 패러디한 이다.

1936년 11월 1일

열 여덟에

술집에서

총 맞아 죽은

존 탈보트를 기리며

이 마요네즈 병에

시든 꽃을

6개월 에 꽂아 놓고

지 은 정신병원에 가 있는 그의 이가.(21)

멜빌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존 탈보트는 1836년 타고니아 지역에서 떨어져 있

는 외딴 섬의 한 배에서 실족해 죽었으며,그의 나는 그런 그를 추모하여 비문

을 남긴 것으로 나타난다.그러나 로티건의 작품에서 100년 후인 1936년에 죽

은 20세기의 망자 존 탈보트는 총에 맞아 죽었으며,시든 꽃이 꽂힌 마요네즈 병

을 남겨 두고 간 나는 지 정신병원에 있다.이른바 탈보트 패러디로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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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 장면은 1세기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삶의 변화를 설명해 다.

화자는 이곳 그 이 야드 하천(GraveyardCreek)에서 송어를 꽤 낚아 올렸

음에도 가난한 삶을 살다간 이들의 라하고 보잘 것 없는 묘지들로 인해 마음

이 불편하다.여기서 묘지의 비유는 재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 상과 일맥상통

한다.산업화가 국가 인 붐을 타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메김하면서부터

돈이 돈을 낳는 상으로 일부 계층에 경제 자본이 편 되는 결과를 낳았다.

편 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와 빈곤한 삶과 비 생 생활환경에서 사회

으로 뒤쳐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라하기만 하다.이들의 고단하고 피폐한 삶

의 흔 과 모습을 보며 화자의 마음에 낙원에서의 이상실 의 이미지가 간 투

명유리 조각처럼 그려져 마음이 아 다.

무지함 속에서 자기착각과 실에 한 인식 부족으로 스스로를 바르게 악

하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도 우화 으로 그려진다. 국인

들이 경 하고 있는 미국의 송어낚시 호텔에 살고 있는 한 커 에게는 ‘208’이라

고 불리는 고양이가 있다.이들은 ‘208’의 배변을 해 욕실에 신문지를 깔아주었

다.그러나 ‘208’은 커 이 문밖으로 내보내 이 없어 다른 고양이를 본 이

없기에 자신이 이 세상의 유일한 고양이인 로 안다.빨간 색에 공격 인 성격의

‘208’은 자기와 놀아주려는 이가 있으면 물어 버리기 일쑤다.화자는 이 커 을

만나러 호텔을 방문할 때면 ‘208’을 그들이 사는 호텔방 번호에서 비롯된 이름으

로 짐작한다.그러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보석 10달러를 지불

하는 일이 생기면서 ‘208’이 법원의 보석담당 사무실 번호임을 알게 된다.이것은

실에서 자신이 처한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고

양이 ‘208’에 반 된 것이며,고양이의 생활공간인 미국의 송어낚시 호텔방은 뛰

어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미국의 사회 ㆍ경제 ㆍ정치 제도 제약’로 이

해할 수 있다.

미국의 송어낚시 호텔의 고양이 ‘208’의 삶의 모습은 마치 이상실 의 꿈을

안고 있지만 말로만 약속된 이상낙원인 미국에서 허덕이는 삶을 사는 이유를 자

신의 무능으로 귀속시키면서－때로는 고양이 ‘208’이 발톱으로 할퀴는 수 으로

세상에 화풀이하며－살아가는 순수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갤 이스는 “빈곤,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인간의 정신 ㆍ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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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체제의 일부이며,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사회발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 인 면을 꼬집는다.24)

로티건은 보다 나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보다 더 큰 힘을 얻기 해 평

범한 사람들을 유린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로티건은 1930년 의 설 인 은

행 강도 탈주범인 존 딜린 (JohnDillinger)25)의 고향인 인디애나(Indiana)주의

무어스빌(Mooreville)을 ‘존 딜린 의 수도’라고 부른다.딜린 는 1934년 FBI의

집 총격에 의해 사망한 은행 문털이범이다.물론 딜린 는 범죄인이다.그

지만 그가 범죄자가 된 계기는 결코 그를 은행 강도 탈주범으로 만들 정도까지

는 아니었다고 한다.바로 그 존 딜린 의 수도로 한 커 이 이사해 들어온다.

그 커 은 집 지하실에서 수백 마리의 쥐를 발견한다.그 쥐들은 “거 하고 천천

히 움직이며 아이의 ”(huge,slow movingchild-eyed)(13)을 갖고 있었다.남

자는 이런 쥐들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에 38구경 권총으로 쏘아 다.쥐들은 총

을 난사하는 남자의 행동에 개의치 않고,심지어 에서 바로 죽어간 쥐들을 팝

콘 먹듯 바쁘게 먹어 다.남자가 이런 쥐들 한 마리의 머리에다 총을 겨 었

고,그 쥐는 권총에서 남자로 시선을 옮기는데 그 은 순진하고 친 해 보인다.

그런 쥐에 방아쇠를 당기는 남자의 행동에는 유머란 없다.여기서 총격에 사망한

딜린 의 투 된 모습인 쥐는 힘없는 의 모습을,그리고 총을 쏘아 는 남자

는 힘 있는 가진 자의 모습을 변한다.쥐에 투 된 힘은 없지만 바보처럼 보일

만큼 순진한 의 모습은 힘을 가진 자에 의해 얼마나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상인지를 잘 보여 다.힘없는 의 모습과 가진 자의 횡포는 “20세

기의 시장”(TheMayoroftheTwentiethCentury)편에서도 잘 나타난다.“그는

미국의 송어낚시 의상을 입었다”(He wore a costume oftroutfishing in

America)(48)에서 그 남자는 ‘20세기의 시장’을 가리킨다.이 시장은 유머도 없고

무자비한 자기 내면을 감쪽같이 숨기고 힘이 없는 을 유린하기 해 미국의

송어낚시로 변장한다.밤과 낮의 생활상이 다른 ‘시장’은 완벽히 미국의 송

어낚시 변장을 한다.변장은 밤에 행한 살인행 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

24)  갤브 스, 『 한 사 』, 택   ( 울: 한 경 신 , 2006), p. 67.

25) http://www.chicagotribune.com/news/politics/chi-chicagodays-johndillinger-story,0,7770658.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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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함이다.실제 그가 범한 살인사건에 해 그 구도 알아내지 못한

다.

‘20세기의 시장’은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살상을 자행했던 19

세기의 잭 더 리퍼의 부활이다.19세기 말엽에 잭 더 리퍼(JacktheRipper,면도

날 잭)는 매춘부들을 상 로 엽기 인 연쇄살인을 자행했다.당시 국경찰은 헛

물만 켜고 범인에 한 단서 하나도 못 건지는 무능함을 드러낸다.이토록 인명

을 존 할 모르는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부활된 모습은 공산주의 국가건설의

기치 아래 무수한 쟁과 살상을 래한 스탈린이나 엄청난 인종주의 살상을

범한 히틀러에 비견될 수 있다.

한 ‘20세기의 시장’은 밤과 낮의 모습이 다른,혹은 겉과 속이 다른 선

인 삶을 살아가는 정치가들에 한 비유이기도 하다.상업 활동을 통한 자본축

이 국내를 넘어 세계 확장을 꾀하는 자본가들과 결탁하면서 정경유착의 모

습들이 곳곳에 나타난다.정부 는 힘을 가진 일부 집단의 논리에 순응하는 개

인들은 사회 보편 이념논리에 반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터부시하고 배척하기

쉽다.이와 련하여 이 소설의 화자가 미국의 송어낚시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송어낚시에게

지난주 출근 시장 아래 길을 따라 걷다가 한 가게 창문에 붙어있

는 FBI의 10인 공개수배 사진들을 보게 네.어떤 한 사진 아래 붙

어 있던 단지는 양쪽 끝이 있어 다 읽을 수가 없었지.주근깨,

곱슬머리(빨간 머린가?)에 착해 보이는 잘생긴 녀석 사진이었지.

(41)

단에 묘사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미국 국 의 건강한 백인 청년이다.이 편지

에 해 미국의 송어낚시는 답하는 에서 “네 로 인해 내가 어쩌다 지난주

에 송어하천을 지켜보고 있는 두 명의 FBI요원을 보게 는지 알겠군”(Your

letterexplainswhy Isaw twoFBIagentswatching atroutstream last

week)(42)이라고 쓴다.매카시즘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2차 세계 이후로부

터 진행된 냉 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사회 상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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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말의 동유럽 공산화에 이어 1949년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과

국의 공산화,한국 6ㆍ25 쟁,그리고 1957년 소련의 세계최 인공 성 발사

성공에 따른 공산권의 범 확장과 쟁에 한 불안감은 공산주의 이념에 한

오를 낳았으며,보수주의 사회분 기를 형성하게 되었다.26)따라서 좌익세력

과 좌익옹호자들에 한 감시와 처벌을 통한 사회 안정을 바라게 되었고,이때

좌익색출에 앞장섰던 국가기 이 FBI 다.개인들에 한 정보수집 그리고 지나

친 감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정서를 축시켰으며 공산주

의에 해 병 인 오감을 갖게 만들었다. 하고 포용 인 자세를 통한 화해

의 노력을 하기 보다는 사회 편견에 휩싸여 마녀사냥 식으로 사회 약자에

해당하는 상 를 내몰아 사회 으로 도태를 시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화자와 그의 친구들이 담하고 짓궂은 장난으로 인해 지만 그들을 다룰

아는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 다니곤 하던 화자의 어린 시 모습이 “미국의

송어낚시 테러리스트”(TroutFishingInAmericaTerrorists)편에 나타난다.6학

년이 된 4월의 어느 날 아침 커다란 야외 당구장 같은 운동장에서 당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1학년 신입생들과 만난 이후 화자와 그의 친구들은 스스로 미국

의 송어낚시 테러리스트가 된다.이는 친구 하나가 지나가던 신입생을 멈춰

세우고는 어린 후배의 등에다 분필로 “미국의 송어낚시”(TroutFishing in

America)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된다.

우리는 1학년생이 '미국의 송어낚시'라고 자기 등에 쓰여서는 걸어

가버리는 것을 지켜보았다.1학년생이 분필로 '미국의 송어낚시'라고

등에 쓰여 진 것이 보기에 괜찮았고 꽤나 자연스럽게 보여서 보

는 이 즐거웠다.(37)

6학년 미국의 송어낚시 테러리스트들은 등에 ‘미국의 송어낚시’가 쓰인 채로 멀

어져 가는 후배의 뒷모습이 보기 좋고,즐거우며,꽤나 자연스러워 보 다.그래

서 이들은 화장실에 숨어서 테러를 면할 수 있었던 한 신입생을 제외한 1학년

모든 아이들의 등에 “미국의 송어낚시”(TroutFishinginAmerica)를 분필로 써

26) , 「1960  미  보수주  립 경 연  –YAF  심 」, 동 학  학원 사학과 

사학 (2004), pp.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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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다.

6학년생들이 신입생의 등에 써놓은 ‘미국의 송어낚시’등 낙서 테러는 잃지

말아야하는 순수함과 열정에 한 되새김의 의미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들의 상

상력 넘치는 개 인 행동은 교장선생님에 의해 제지당하게 된다.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등에다가 ‘미국의 송어낚시’라고 쓴 채 쿠바

에 해 가르치고 주변을 걸어다는 걸 보고 싶니?바보 같아 보

일거야 그 지?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잖아,그 지?그래서는

안 되겠지,그 지?”

“네,”(39-40)

1학년 아이들의 등에 쓰인 낙서는 세탁으로 완 히 없어지는 데 시일이 좀 걸렸

지만 이제는 희미하게 남아 있던 ‘미국의 송어낚시’자국은 완 히 사라져버렸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장난기 어린 행동이 교장 선생님에 의해 제지당하듯 냉 체

제하에서의 사회분 기는 새로운 시도,참신한 생각,진보 인 아이디어조차 수

용되지 않았다.이는 일당독재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물론이고 이에 맞서는 민

주주의 진 에서도 마찬가지 다.오염되고 괴된 자연에서 더는 송어낚시를 즐

길 수 없고 그 흔 조차 찾아보기 어렵듯이 냉 체제하에서의 미국사회는 순수

한 이상주의와 열정이 숨 쉴 공간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로티건은 비유

으로 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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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자연과 문명

비유로 가득 차 그 의미를 골똘히 생각해 보게 하는 지극히 짧은 로 구성

된 “나무 두드려보기”(KnockOnWood27)(PartOne))의 마지막 부분은 미국의

송어낚시가 “나는 세 군데가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새벽녘에 낚시하

던 모습을 특별한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어”(Irememberwithparticular

amusement,peoplewiththree-corneredhats28)fishinginthedawn)(3)라고 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다.새벽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건강

한 이상 국가로 세우고자 노력한 건국 여명기의 조상이다.29)미국의 송어낚시

가 보았던 새벽녘 송어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목가 모습과 물질문명

시 를 사는 미국인들의 삶의 모습의 병치를 통해 로티건은 목가정신이 살아

있는 송어낚시보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물질문명세계로의 성장 동력이 되는 강철

을 더욱 시 여기는 미국사회의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

새벽시간 송어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유스럽고 여유 있는 목가 삶

의 모습이다.따라서 ‘송어낚시’의 어구에서는 그러한 목가 여유와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안락함에 한 향수와 아쉬움이 묻어난다.인간의 삶이 자연과 함

께 유기 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국가의 모습에 건국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

고 개인행복의 권리를 추가한다고 해서 활히 펼쳐진 태고의 자연과 환경이 이

토록 헤쳐지고 훼손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상 삶의 모습을 “ 원의 거리에서의 송어낚시”(TroutFishingon

theStreetofEternity)편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가족과 함께 원의 거리

(CalledeEternidad)를 찾아 언덕으로 난 오솔길을 걷던 화자는 과거 어릴

북서태평양에서 90 의 노부인을 해 방과 후 토요일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일

했던 때를 떠올리게 된다.

27) knock on wood ‘행운  빌다’     변한 하천  살리고 싶  마  라고 

  역  곤  한다.

28) ‘삼각  식  쓴 사람들’  지 워싱 ,  스, 프랭 린 루 트, 마스 슨 등  미

 건  지  컬 , 삼각   18  행했   숨  걸고 신들과  미  

, 생 , 행복한 삶   해 독립 언 에 사  한 미  건  지들  겨 었다.

29) 천승걸, 『미 학과 그 통』,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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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할머니의 바 정원을 정리했고,할머니 에 뱀이 나타날 때

마다 쫓아냈다.할머니는 죽이라고 말했지만,가터뱀을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할머니는 뱀을 밟게 되기라도 하면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뱀을 잡게 되면 길 건 뜰로 쫓아 보냈다.아마 아홉

명의 할머니들이 이를 닦다 뱀을 보고는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다.

다행한 것은 시신이 들려나가기 에 내가 그곳을 떠나왔다는 것이

다.

라일락 숲에서 블랙베리 나뭇가지들을 정리하곤 했었다.할머니는

때때로 집으로 가져가라며 라일락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라일락은

항상 뻤고,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가 유리잔처럼 라일락을 높이

자랑스럽게 들고 거리를 걷는 기분이 좋았다.

난로에 지필 장작을 패기도 했었다.할머니는 난로에 나무로 불을

때어 요리했고,겨울에는 커다란 벽난로에 나무로 불을 지펴 난방을

하셨는데 그럴 때의 할머니는 겨울 동안 어두운 바다 속의 잠수함

선장처럼 일했다.

여름에 하늘의 구름도 길에 주차된 차와 고양이까지 모든 것이 나무

처럼 보일만큼 정신없도록 장작을 패서는 할머니의 지하실에 끝없이

쌓았다.(82)

바 투성이 정원,뱀,라일락,블랙베리 나뭇가지,장작패기 등 화자가 어린 시

에 할머니를 해 한 모든 일에는 목가 정취가 가득 차 있다.뱀과 같은 자연

생명체에 해를 가할 이유를 못 찾는 어릴 화자의 모습은 순수하기만 하다.라

일락덤불에서 블랙베리 나무를 걷어내는 일로 고단해진 어린 화자의 피로감은

할머니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었을 라일락으로 인해 녹듯 사라지고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으로 벅차오르게 된다.그리고 나무를 때어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타닥타닥 소리 내며 집안에 온기를 퍼뜨리며 타는 장작의 이미지는 정감

넘치는 일상의 모습을 연상시켜 시간의 박함이란 느껴지지 않는다.구름

도 주차된 차들도 심지어 고양이들까지 나무로 헛보일 정도가 되도록 장작을 패

서 지하실로 날라다가 쌓아놓는 일을 하는 어린 화자의 모습은 원 속에서 노

동이 주는 순수한 가치와 노동에 한 열정 그리고 보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원 분 기 속에서 생기 넘쳐 보이는 화자의

과거 삶의 경험이 바로 과거 조상들이 그렸던 이상 인 삶의 모습과 가까워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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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마치고 샌 란시스코로 돌아오기 수주 7월 어느 날,화자는 아이다

호의 빅 우드 강(BigWoodRiver)에서 미국의 송어낚시를 마지막으로 만난다.

그때 화자는 몸이 불편한 아내가 혼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빅

우드 강으로 낚시를 나온 터 다.미국의 송어낚시는 아이의 천진스런 장난도 가

볍게 받아주는 함과 온화함을 지니고 있었다.화자의 어릴 시 몬태나 주

(Montana)에 있는 그 이트 폴스(GreatFalls)에서 겨울 한철을 지냈는데,그때

는 세상이 쟁의 와 이었으며 디나 더빈(DeannaDurbin)이 나오는 화를 7번

보았던 일을 이야기한다.그러자 미국의 송어낚시는 “나도 그 이트 폴스에 여러

차례 가봤지.인디언과 모피상들은 기억이 나지만 디나 더빈이 출연한 화를 봤

던 기억은 없네”(I’vebeentoGreatFallsmanytimes.IrememberIndiansand

furtraders.IrememberLewisandClark,butIdon’tremembereverseeinga

DeannaDurbinmovieinGreatFalls)(89)라고 말한다.이런 런 얘기가 오가다

미국의 송어낚시는 1800년 기에 당시 미개척상태이던 미시시피 강 머 미

국 서부로의 토 확장과 국가 발 의 사명을 안고 먼 여행길을 떠난 루이스

(MeriwetherLewis)와 클라크(William Clark)30)에 한 이야기를 꺼낸다.험난한

탐사 길 와 에 마주치게 된 폭포와 미주리 강이 안겨 자연의 경이로움에

율했던 탐사 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연속 으로 읊조린다.

나는 루이스가 그 폭포를 발견한 날을 기억하네.그들은 일출 때 캠

를 떠나 몇 시간 뒤 아름다운 평원에 이르 고 그곳에는 이 에

한 장소에서 본 이 없는 많은 들소가 있었지.

그들은 멀리 폭포 소리가 들려오면서 멀리 물 기가 솟아올랐다

가 사라지는 것이 보 을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네.그들은

더 커지는 폭포 소리를 따라갔지.잠시 뒤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들

은 미주리 강의 그 이트 폴스에 닿게 네.도착한 때가 정오 무렵

이었지.

그날 오후 좋은 일이 일어났다네.폭포 아래로 낚시를 갔는데 송어

여섯 마리를 낚았지.16인치에서 23인치 길이의 괜찮은 놈들로 말이

야.

그게 1805년 6월 13일이었네.

아니지.내 생각에는 미주리 강이 갑작스 학에 다니고 싶어서

30) http://www.uncp.edu/home/canada/work/allam/17841865/history/science/lew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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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걸 일을 하는 듯해 보이는 디나 더빈이 나오는 화처럼 보

이기 시작했더라면 루이스가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네.(91)

루이스와 클라크가 그 이트 폴스를 발견했을 당시를 기억하는 미국의 송어낚시

의 묘사에서는 창연한 원시림이 본모습을 드러낸다.우 찬 소리를 내며 떨어지

는 미주리 강의 폭포 소리는 자연이 살아 있는 듯 역동 인 생태계 순환을

한 자연생명의 펌 질로 느껴진다. 한 인류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자연

모습 그 로인 강과 건강한 생태환경의 향으로 미주리 강에서 낚아 올린 송어

의 수나 크기는 탐험 를 크게 만족시켰을 것이다.

화의 주연 여배우로 활약을 했던 디나 더빈의 모습이 화자에게는 친숙함

과 편안함을 주는 반면,미국의 송어낚시에게 디나 더빈은 상업자본의 확장에 일

조한 인물로 미 륙 태고의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어떠한 연 도 맺을 수가 없

다.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보다는 착취와 소모를 연상시키는 디나

더빈이 출연한 화는 생동하는 자연과는 병치될 수 없는 계이다.이들의 목

숨을 건 탐사로 인해 미국 동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지역 한계가 극복

되면서 미지의 새로운 곳으로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더 많은 사람들

이 개척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사회 성공과 부의 추구가 가져온 물질주의 사고는 인간을 쾌락에 쉽게

빠져들게 하고 부와 권력 앞에 쉽게 허물어지게 만든다. 랭클린이 그의 자서

을 통해 물질의 획득과 그 확장이 삶에서 한 일임을 후 에 한 바와 같이,

일단 물질 소유가 인간 삶의 도 목표가 되면서 과거 조상들이 미국이란 나라

를 형성하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이성 ㆍ합리 ㆍ낙 사고 그리고 개

척자정신과 같은 미국 인 정신문화 유산은 변형되어버렸다.따라서 개인의 가치

를 소 히 여기던 미국사회의 은 평등과 행복을 자유롭게 구가하기는커녕

공장에서 량으로 천편일률 으로 같이 어내는 공산품 같아 보이는 획일화

양상을 띄었으며,산업 생산력 증 를 해 노동력을 공 해야하는 인간은 이내

자본주의체제의 부속품처럼 되어갔다.

미국 조상들이 이상으로 여기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유토피아 이

상낙원 건설의 꿈이 과학기술의 발 과 물질만능으로 치달아 온 지배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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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왜곡됨으로 인해 미국 정신은 건강함을 잃어 기야 배 주의 사고

의 만연,더욱 좁 지기 힘든 빈부격차 문제,인간성 상실과 소외의 문제,윤리

으로 그릇된 가치 과 범죄의 만연,그리고 기 과 철칙 없는 자연생태계의 남용

등 여러 사회 상이 나타났다.아메리카의 역사가 개척의 역사라면 개척이란 것

은 달리 말하면 미개발의 자연을 문명화(文明化)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그

것은 자연의 훼손이며, 괴라는 상으로 나타난다.이것은 역사 진보와 발

을 해서는 필연 인 과정이라고 할지 모르나,그 다고 그러한 진보와 발 이

반드시 선(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31)

이에 로티건은 자본주의 물질문명에 의해 괴되고 변형되어 뒤틀

어진 의 문명사회를 비 인 시각으로 편 인 이야기 속에 담아 독자들

의 각성을 요구한다.“메시지”(TheMessage)편에는 사회 ㆍ정신 질서를 국

익 추구라는 미명 하에 세계를 쟁이라는 란의 상태로 몰아넣었던 독재자 히

틀러가 언 된다.송어낚시를 찾아 차를 몰고 여행 인 화자와 아내 그리고 딸,

이 세 사람은 이동 인 양떼와 조우한다.연료를 태우며 엔진소리를 내고 있을

화자의 차량이 자연 속에서 떼를 지어 움직여 다니는 양떼의 흐름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목동 하나가 나뭇잎이 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손에 쥐고 양들을 쓸며

차 앞을 걸어갔다.그는 어리고 마른 아돌 히틀러(AdolfHitler)를

닮았지만 친 해 보 다.(34)

이 에서 화자는 양떼를 몰고 있는 목동의 모습에서 고 마른 히틀러를 발견

하는데,그 모습은 독재자 히틀러이지만 히틀러를 닮은 목동에겐 친 함이 묻어

있다.

목동의 생김새가 히틀러와 유사해서일 수도 있으나 굳이 2차 세계 을 도

발하고 수많은 인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 패권의 야욕을 품었던 히틀러의 이미

지를 목동에게서 읽은 것은 아마도 목동이 몰아가는 방향에 따라 수동 으로 움

직이는 양떼들 때문일 것이다.2차 이 남긴 쟁의 참상이 사회 분 기와

31) 진 , 「自然과 文明의 葛藤(I)―JamesFenimoreCooper의 ThePioneers에서」,『釜山大學校 人文論

叢』20.1(1981),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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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에 자연스 히틀러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으로 보인다.화자가 몇 달 받았다는 “스탈린그라드”(Stalingrad)라고 쓰인 메

시지는 잘못 맞은 한 시 의 지도자로 인해 세계질서가 얼마나 흐트러질 수 있

으며, 쟁 피해자들과 인류에게 아 오 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는지 되돌아

보게 한다.독재자가 갖는 특성은 인 권력과 복종이다.목동이 갖는

그러한 힘은 양떼라는 자연물과 자연 상태에 속해 있으면서 자연세계를 복시

키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히틀러가 가진 그것과는 같지가 않다.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서 히틀러답지 않은 친 함이 묻어나오는 것이다.상 으로 양떼

들에 한 상 물은 일반 이 된다.

2차 세계 과 태평양 쟁을 통해 승 국으로 상을 드높이며 세계경제

패권을 거머쥐게 된 미국사회는 속속 생산성과 경제력을 쌓은 일부 기업이 기업

합병 등을 통해 거 복합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속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그러나 경제력이 일부에게 집 됨으로 인해 야기된 소득불균형은 일시

빈곤이 아닌 를 물리는 빈부격차를 낳는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냉 시 에 맞

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부 단결을 이룩하기 해 보수주의 사고가 팽

배하게 된다.따라서 미국의 사회 분 기는 억압 이면서 불평등하게 흘러가고,

쟁의 악몽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반 들은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만족을 느끼며 순종 인 소시민이 되어 간다.이러한 사회체제에 순

응 인 미국사회 의 모습은 “양들은 패 한 군의 깃발처럼 하나둘 잠들었

다”(Thesheeplulledthemselvesintosenselesssleep,onefollowinganother

likethebannersofalostarmy)(36)라는 표 에 잘 나타난다.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거 자본에 의해 나올 때,히틀러의 이미지는 곧 미국의 자본주의경제에

비된다.

물질문명의 팽창과 더불어 미국은 국가 이익의 극 화를 더욱 추구하게 된

다.이에 따라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해 맞서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국내에

서 이념분쟁을 낳는다. 체로 1960년 미국사회의 시 분 기는 보수 이고

억압 이고 편 하고 배타 이다.화자가 아내와 딸과 함께 챌리스 국유림으로의

여행길에 스탠리(Stanley)의 한 가게에 들 을 때,화자는 막 사탕 값을 치르

며 쿠바에서의 송어낚시는 어떠한지 주인에게 묻는다.그러자 주인은 “죽어도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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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 공산당 후 자식”(You’rebetteroffdead,youCommiebastard)(60)이라

고 응수한다.화자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질 인 모습임을 발견한

다.시 으로 1961년을 후해 쿠바에서 사회주의 세력을 주도하던 카스트로가

부패할 로 부패한 기존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카

스트로 정권의 사회주의 개 과정 에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과

쿠바 사이의 결양상은 미국 역을 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한다.이 공포는

1950년 반에 미국 역을 휩쓸던 매카시즘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사회 체가

앓았던 혹독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보인다.

로티건은 미국인들의 삶이 시간 ㆍ 으로 여유로워지고 소비생활로

인해 편리해지는 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 인 여유를 잃어 가고 있음을 여

러 이야기를 통해 달하려 한다.“빨간 입술”(RedLip)편에서 어릴 생애 첫

송어낚시가 실망과 좌 로 끝난 후 17년이 지난 어느 날,화자는 송어낚시를 나

왔다가 체류 인 클라매스 강(KlamathRiver)하류의 스틸헤드(Steelhead)로 돌

아가려고 히치하이크를 시도한다.세 시간이 걸려서야 화자는 가까스로 어느 노

부부가 세워 차에 오른다.화자는 세상이 각박해졌는지 과는 달리 낚시꾼

을 잘 태워주지 않는 사람들의 말라버린 인심을 경험한다.

그리고 “ 재 미국을 휩쓸고 있는 캠핑열기에 한 메모”(A NoteOnThe

CampingCrazeThatIsCurrentlySweepingAmerica)에 나오는 세 번의 결혼

경험자인 노리스 씨(Mr.Norris)는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송어

낚시와 캠 를 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들의 말에 노리스 씨는 캠 장비 일체

를 비하고 캠 여행을 떠난다.그는 캠핑객들로 가득 차버린 캠 장에 놀라며

열여섯 군데의 캠 장을 하게 된다.마침내 열일곱 번째 캠 장에서 심장마

비로 죽은 사람이 앰뷸런스로 실려 나가서야 자리가 난 곳에 캠 를 하게 된다.

그러나 한밤 에 잠들었던 노리스 씨를 깨우는 사건이 일어난다.낮에 시체를 수

거해 간 앰뷸런스가 되돌아와서 그의 텐트에서 1피트도 안 되는 자리에다 시체

를 두고 가려는 것을 노리스 씨가 다시 들려 보내는 소동이 발생한 것이다.

한 개인의 물질 성취를 한 타인에 한 착취로 인간 존엄성에 한 경

시를 래한 배 주의 실에 해 고발하는 이야기가 있다.“미국의 송어낚시

호텔,208호”(Room 208,HotelTroutFishinginAmerica)편에서는 힘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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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 이용당하는 약자들이 등장한다.어느 날 화자는 한 친구에게서 미국

의 송어낚시 호텔 208호에 살고 있는 한 흑인 커 을 소개받는다.아트(Art)라는

이름의 남자는 공황기에 잠깐 동안 의과 공부를 하다가 흥행사업에 뛰어들었

고,이후에는 로스앤젤 스의 불법 낙태시술소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다 붙잡

샌 쿠엔틴(SanQuentin)형무소에 수감된 이 있다.그리고 그의 애인은 오클라

호마(Oklahoma)출신으로 10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의해 악덕포주에게 팔려서

는 샌 란시스코로 끌려왔다.그녀는 낮에는 화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매춘을

해야 했다.포주로부터의 폭력과 착취의 그늘에 있던 그녀를 아트(Art)가 구해주

었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그러나 여 히 두 사람은 악덕포주가 그녀에게

안긴 빚 2,000달러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연속 인 착취상태에 놓여 있다.캐딜

락과 하이 이 스테 오 세트,값비싼 옷 등 악덕포주의 물질 욕구를 채워주기

해 두 사람은 빚 청산을 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인간의 착취의 상은 인간을 넘어서 자연으로까지 확장된다.야생의 자연은

약육강식 는 공생이나 기생의 세계로 자연 먹이사슬구조가 지켜져야만 생태

계 보존이 약속된다.그러나 인간들의 이기 인 욕심 때문에 야생 동식물의 역

인 산림과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가 방해받고 있다.특히,새 삶을 개척하기

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토 서부 각지로 모여들고 도시건설과 지역개발

이 붐을 이루면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구는 늘어났고,늘어나는 인구

에 비례하여 경작과 목축을 통해 공 해야하는 식량생산도 증 되어야 했다.이

에 따라 원이나 산림의 개간을 통해 축산업을 경 하기 한 산림 괴가 횡

행해졌고,그 터의 주인이던 야생동물은 살 보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쏠트 하천의 코요테들”(TheSaltCreekCoyotes)편에서 로티건은 야생동

물의 서식지를 괴하고 동물을 살상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다음과 같이 비유

으로 풍자한다.

“오,솔트 하천에 코요테 있음.”

“코요테를 죽이기 해 하천을 따라 뿌려놓은 청산칼리 캡슐을 조심

하시오.당신이 코요테가 아니라면 청산칼리 캡슐을 주워 먹지 마시

오.손 지 마시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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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산길을 걷다가 와 같은 표지 들을 발견한다.이 표지 의 내용이 궁

해진 화자는 바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그 의미를 묻는다.이에 노인은 청산칼리

캡슐을 코요테가 좋아하는 향을 섞어 만들었는데,코요테가 캡슐에 코를 고 킁

킁 는 순간 그 성능이 총과 같아 즉사하게 된다고 답한다.이 게 야생자연이

괴되는 원인을 로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높아 인 이 없고 변함이 없는 곳.그런 일을 그들에게 하게 만든

것은 골짜기 아래 양들의 냄새다.오후 내내 여기 빗속에서 나는 솔

트 하천에서 울려 퍼지는 코요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53)

여기서 “그런 일”이란 바로 청산칼리 캡슐을 뿌린 것을 의미한다. 로티건은 코

요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코요테의 심정에 한 공감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와 “오후 내내”라는 시간의 경과로 표 하고 있다.

이후 솔트 하천으로 낚시를 나간 화자는 보석상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뱀처

럼 호리호리한 박이 돌리 바든 송어(DollyVardentrout)를 낚는다.그러나 기

쁨도 잠시 코요테를 없애기 해 뿌려놓은 청산칼리 캡슐 생각에 화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솔트 하천의 코요테들이 직면한 환경은 화자에게 “샌 쿠엔틴의

가스실”이미지와 동일시된다.이 청산칼리 캡슐에 의한 코요테 학살에 한 이

야기의 마지막 은 “이곳엔 이틀 내내 비가 내리고 있고,나무들 사이로 심장은

고동을 멈춘다”(Ithasbeenrainingherenow fortwodays,andthroughthe

trees,theheartstopsbeating)(54)로 끝난다.청산칼리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

감한 코요테들의 물은 “이틀 내내 내리는 비”에 비유되며,숲 어디에선가 독이

든 캡슐로 인해 고통 속에서 허우 다 죽음에 이르는 코요테를 나무들 사이로

멈추는 심장 고동에 비유하고 있다.이 이야기에서 인간의 무자비한 동물 학살에

해 로티건이 갖는 안타까운 심정과 분노가 엿보이며,마치 인간이 자연의 주

인이라도 되는 양 자연을 지배하고 균형을 깨뜨리려는 과욕에 해 일침을 놓고

있다.

“클리블랜드 고품 하치장”(TheClevelandWreckingYard)편에서 로티

건은 인간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고에 한 비 을 해 환상 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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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는 자연물까지 일정 단 로 나눠 사고 팔수 있는 소유ㆍ이 가능한 물

질로 락시키는 세태를 조소한다.화자는 먼 두 서 친구에게서 클리블랜드

고품 하치장에 해서 듣게 된다.한 친구는 그곳에서 몇 달러를 주고 창틀,

유리 등을 사다가 창을 만들어 달았다고 말한다. 다른 친구는 그곳에서 철 지

붕을 샀다고 말한다.화자가 가서 본 친구의 창문은 훌륭해 보이고,철 지붕

한 볼만 하다.

그곳을 직 찾아가 보게 된 것은 ‘고 송어하천’(ausedtroutstream)을 팔

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이다.이 탐색에 해서 김성곤은 “그( 로티건)는

녹색공간과 맑은 하천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으로, 인들이 상실한 정신의 녹

지 와 마음의 하천을 그리워한다”32)고 말한다.버스를 타고 내린 곳에서 바로

발견되는 것은 폐 해 버려진 주유소와 버려진 50센트짜리 셀 세차 기계로 황

폐한 분 기를 풍긴다.버려진 주유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클리블랜드 고품 하

치장의 매우 긴 앞 유리창은 고표지들과 상품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화자가 고 송어하천에 해 매원에게 묻자,“피트 단 로 팝니다.원하시면

조 사셔도 되고,아니면 남은 송어하천 다 사 가셔도 됩니다.오늘 아침에 한 남자

분이 와서는 조카 생일선물로 564피트를 사갔거든요”(We’resellingitbythefoot

length.Youcanbuyaslittleasyouwantoryoucanbuyallwe’vegotleft.A

mancameinherethismorningandbought563feet.He’sgoingtogiveittohis

nieceforabirthdaypresent)(104)라고 말한다.이곳 클리블랜드 고품 하치장에

서는 온갖 자연물이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마냥 화폐가치가 매겨져 팔리고 있다.

로티건은 온갖 자연물을 쓰다가 되팔기가 가능한 고 상품으로 표 한다.

매원은 폭포도 따로 팔며,나무와 새,꽃,풀,양치류,곤충도 별도로 매한다

고 덧붙인다.그리고 매원은 콜로라도로부터 특별히 주 를 기울여 날라 왔고,

리를 잘 하기 때문에 고 송어하천의 상태는 매우 좋으며,송어하천에서 서식

하는 송어는 하천과 함께 딸려 팔리고 있으며,송어낚시도 잘 된다고 말한다.화

자는 궁 해 하던 송어하천의 상태를 살펴보기 해 매원이 일러 로 고

송어하천이 보 된 곳을 찾아간다.도 에 벽에 기 어 쌓여 있는,길이가 여러

종류인 가격표시 꼬리표가 붙어 있는 폭포도 화자의 에 띈다.

32) 곤,『미  학』,  p.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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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자가 고 송어하천을 찾아 클리블랜드 고품 하치장을 찾은 것은

그가 원하는 송어낚시라는 이상을 실 하기 한 탐색노력이다.

오,난 지 까지 그런 송어하천은 본 이 없다.그것은 10피트,15피

트,20피트 등 다양한 길이로 쌓여 있었다.100피트 길이 하천 더미

도 있었다.조각조각 잘라 담아 놓은 한 상자도 있다.6인치짜리에서

2피트까지 여러 크기의 조각들이었다.(106-107)

이곳에는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다.그 고 송어하천 뒤로는

캔버스 조각을 기워 만든 천으로 덮어 둘둘 말아놓은 나무와 숲 더미가 보이는

데 그 끝으로 나무 꼭 기와 뿌리가 삐죽이 나와 있다.가까이 다가가 송어하천

의 길이를 가늠해보다가 송어 몇 마리,괜찮아 보이는 물고기 한 마리,바닥을

기고 있는 가재 몇 마리를 발견한 화자는 “하천은 훌륭해 보 다.나는 물속에다

손을 집어 넣어봤다.물은 차가웠고 좋은 느낌이었다”(Itlooked likea fine

stream.Iputmyhandinthewater.Itwascoldandfeltgood)(107)라고 송어

하천에 한 소감을 표 한다.

물질로 넘쳐나는 삶속에서도 상업화된 자연일지라도 그러한 자연과의 계속

인 교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순수한 이상이 달된다.천승걸은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과 상업문명의 회화 인 만화경”이 나타나는 부분이며,물질문명에 한

한탄이나 비난 보다는 실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포용하면서 열려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이고 있다고 서술한다.33)열려있는 가능성의 제시라는

해석에 부분 으로 공감하지만,다른 한편으로 로티건이 클리블랜드 고품 하

치장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하게 끝맺고 있는 것에 주목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송어하천이 쌓여 있던 곳으로 돌아오다가 나는 곤충들을 발견했다.

1제곱피트 당 80센트에 는 조립식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있었다.

표지 이 하나 문에 걸려있었다.그것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벌 들 (107)

33) 천승걸, 『미 학과 그 통』,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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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로티건은 화자의 이상실 의 탐색에 한 결과를 “벌 들”로 귀결 짓는

다.“철제 조립식 구조물”(prefabricatedsteelbuilding)은 자본주의 사회를 의미

하며,그 안에 있는 벌 들은 자연의 피조물들까지 상품화하여 가치를 매겨 사고

는 건강하지 못한 자본주의 사고체계를 갖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로티건은 고품이 되었지만 상품화되어 싸게 팔리고 있는 송어하천을 살

펴보고 마음에 들어 하던 화자가 인간의 손에 의해 가공되어 변형된 하치장의

가짜 송어하천이 결코 고유한 자연의 모습 그 로를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생명

력을 간직한 송어하천과 같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음을 암시한다.작가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신주의 사고를 꼬집고 있으며 더 이상 돌

구가 없는 막다른 길목에 처한 망 인 느낌을 다.김성곤은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인간의 목가 꿈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이 장면에서

로티건의 망과 아이러니는 그 극에 달한다”34)라고 말한다.

편리하고 보다 풍요로워진 문명생활의 이면에는 이에 응하지 못하고 방황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존재한다.“캘리포니아 목숲에서”(In the California

Bush)편에 드(Pard)라는 화자의 친구가 등장한다.30 후반이 된 재의

드는 시와 실험 인 소설을 어내는 인쇄소에서 시간당 1달러 35센트를 받고

라이노타이 를 사용하는 인쇄기술자로 살고 있다.그러나 이 의 그는 쟁터에

서의 살상경험과,삶에 한 실존 고민을 하고,먹고 살기 해 다양한 직업을

하고,그리고 방탕한 생활도 하 다. 드는 1960년까지 국의 식민지 던

리티시나이지리아에서 오클라호마(Oklahoma)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두 살때 미국으로 건 와 오리건,워싱턴,아이다호에서 목장을 돌보는 아이로

자랐다.2차 세계 이 일어나자 참 하여 기 총 사수가 된 드 사는 랑

스와 독일에 항해 싸웠다.퇴역 후 아이다호로 돌아온 후 드는 학을 졸업

하고 나서 리로 갔다가 실존주의에 심취되기도 했다.이후 아이다호로 돌아온

그는 샌 란시스코 베이(SanFranciscoBay)에서 인선을 몰았고,아이다호에

서는 기 차창고에서 철도원으로 일했다.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이혼 이후 아리조나(Arizona)로 간 그는 신문

기자이자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다.

34) 곤,『미  학』,  p.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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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드는 각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다양한 삶을 경험했다.그래서

는지 멕시코 국경마을의 나코에서 그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무 제한 생

활상을 하게 된다.

그는 나코의 술집에서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고,메스

칼트리운포를 마셔 고,카드 도박도 하고,총알구멍으로 가득한 집

지붕에 총질을 해댔다.(92)

드의 삶의 모습은 2차 세계 을 겪은 은이들의 생활상을 변하고 있다.

쟁터에서 생사의 기로를 경험하면서 얻은 정신 불안과 고통의 극복노력과

동시에 개인의 꿈의 실 을 해 노력하지만 더 이상 사회는 드가 갈구하는

행복과 성공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곳이 되었다. 쟁터에서 총칼을 들이 어야

만 하는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국가가 내세우는 이념에 동참해 살상의 굴 에

서 살아남은 것도 잠시, 드는 곧 다양한 직업을 하며 개인의 이상실 의

허구와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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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망과 꿈

로티건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괴지경에 이른 망 인 자연환

경과 오염된 환경 속에서 허우 거리며 희망을 잃어가는 인간 삶의 모습을 신랄

하게 비 한다. 의 사회 ,자연 환경 여건은 악화일로로 치달아 인

간의 건강한 정신 활동과 생명창조 활동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로

티건은 괴된 자연과 인간의 황폐한 삶이 서로 주고받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통해 독자로 하여 망 인 실 상황을 직시하고 깊이 성찰하게 한다.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성장 발 하는 동안 미국 특성을 갖추어 나가는 과

정에는 세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주 물결에 참여하 다.그리고

이주민들이 삶의 터 을 한 집을 짓고 공동체사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은 필수

으로 자연의 훼손을 가져왔다.“나무 두드리기 2”(Knock On Wood (Part

Two))편에서는 화자가 어린 시 의 어느 날에 포틀랜드의 한 낯선 마을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송어낚시를 가는 이야기가 그려진다.아침에 송어를 낚을 미

끼로 흰 빵을 비하고 한껏 들뜬 기분으로 길을 나선 화자에게 이상하고 당황

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하천에 더 가까워졌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

다.하천이 제 로 흐르고 있지 않았다.그 움직임이 이상했다.그

흐름에 문제가 있었다.

…

폭포는 나무 사이에 있는 집으로 이어지는 하얀 나무 층계 다.

믿을 수 없던 나는 층계 아래를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있었다.

그러다가 나의 하천을 두드려보았더니 나무소리가 났다.

결국 내가 송어가 되어 가지고 온 빵을 먹어버렸다.(4-5)

자연 질서에 따라 순조롭게 움직여야 하는 물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천을 서식지로 해서 살고 있던 생물체에게도 괴 인 어떤 일이 벌어졌

음을 의미한다.그리고 집으로 이어지는 “하얀 나무층계”는 바로 이주민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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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난 것이며,이것은 곧 인간 문명의 손길이 자연 깊숙한 곳까지 침범하고 자

연산림이 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로티건은 이런 은유를 통해 자연훼손 문

제를 통해 조상들이 렸던 원에서의 여유로운 삶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삶의 가치가 깨어진 왜곡된 실을 암시 으로 고발한다.

결국 송어낚시를 가기 에 화자의 가슴을 메웠던 기 과 흥분은 사라지고

이미 훼손된 자연 앞에서 실망감과 상실만 더해진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층계를 하천으로 바꿀 수 없었지.그 소

년은 왔던 곳으로 돌아갔어.내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지.버몬트에

서 내가 한 노 를 보고는 송어하천으로 착각한 거야.나는 사과를

했지.

난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지.“ 는 할머니가 송어하천인 알았어

요.”

노 는 “난 아니다”라고 말 하시더군.(5)

어깨가 축 쳐진 채 돌아서던 어린 화자를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송어낚시도

괴된 자연을 정상 으로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만한 힘이 없다.자연의 하천은 이

미 흙으로 뒤덮이고 그 땅 에 건물이 세워지고 “층계”는 로 뻗어 있다. 실

으로 물질문명이 지배해버린 실에서 자기 역을 빼앗겨버린 송어낚시는 무

력할 수밖에 없다.미국의 송어낚시 역시 환경에 수동 으로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하천의 변화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이에 해 크

스(DavidKress)는 실 으로 물리 인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서 상상력은 아

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35)미국의 송어낚시가 할머니에게서 송어하

천의 모습을 찾은 것은 아마도 할머니의 연륜에서 풍기는 낯익음이나 묻어나는

친근함 때문에 생긴 착각으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로 볼 수도 있지만,풀이

죽은 화자를 로하기 해 미국의 송어낚시가 던진 농담일 수 있다.

“톰 마틴 하천”(Tom MartinCreek)편에서 화자의 망연자실했던 자연 속에

서의 경험이 나타난다.화자는 어느 날 클라매스 강(KlamathRiver)으로 흘러들

어 가는 작은 톰 마틴 하천(Tom MartinCreek)의 수로 바로 아래 작은 못에서

35) David C. Kress, 「Cadent silence: Technology, figure, and ethics in contemporary literature」,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1),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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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낚시를 한다.화자는 미끈하게 생긴 9인치짜리 힘센 송어를 낚는다.톰 마

틴 하천 자체나 하천의 이름이 주는 좋은 느낌에 취해 화자는 더 멀리 걸어 들

어가 보기로 한다.그러나 기 와는 달리 그 작은 하천을 걸어 올라가는 길에는

잎나무,옻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고,어디에도 낚시를 할 만한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설상가상으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할지 종잡을 수도 없다.

이 톰 마틴 하천에서의 이야기는 자연생태환경이 악화된 모습을 시사하고 있

다.화자가 낚아 올린 힘 좋은 9인치짜리 송어는 지 은 건져 올릴 수 있지만 지

까지 해 오던 로 계속해서 자연을 부당하게 착취해 나가면 자연도 더 이상

은 내어 게 없게 된다.그래서 “때때로 골짜기는 아주 좁아 하천은 수도꼭지에

서 흐르는 물과 같이 쏟아졌다”(sometimesthecanyon wassonarrow the

creekpouredoutlikewaterfrom afaucet)(19)와 같이 아무런 기 도 할 수 없

는 빈약한 모습의 하천으로 락하게 될 것이다.자연이 주는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를 괴하고 착취하려고 하면 결국 자연도 인간도 사라지는

종말을 맞게 된다.“길이 무 험해 어느 길로 향해야할지 몰라 망연히 서 있어

야 했다”(Sometimesitwassobadthatitjustleftmestandingthere,not

knowingwhichwaytojump)(19)라고 말하는 화자가 처한 입장과 같이 로티

건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다 종국에는 고갈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그 에는 “송어가 헤이만 하천으로 올라온 마지막 해”(TheLastYearthe

TroutCameupHaymanCreek)편에 나타나는 인물인 찰스 헤이만(Charles

Hayman)과 같이 외딴 곳에 홀로 삶을 개척한 “시원찮은 늙은이”(oldfart)도 있

었다.헤이만이 1876년에 오막살이를 짓고 정착한 곳은 웬만한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않을 만큼 외지고 궁상맞은 곳이었다.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곳의 하천은 그

의 이름을 따서 헤이만 하천(HaymanCreek)이라고 불리게 되었다.헤이만은 스

스로 커피,담배,술,여자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고,만일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다면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그는 맷돌에 간 과

일을 먹고 살았는데,100 운드짜리 한 자루를 사서는 직 구통에다 넣

어 굿공이로 갈았고,오두막 앞에 심은 일을 가꾸며 일생을 살았다.

헤이만의 삶의 모습은 미개척 상태의 자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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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있었음에도 보통 사람들이면 가까이할 만한 소비나 오락,유흥을 멀리한

그의 모습은 인간의 손길에 의해 이용되고 황폐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연의 삶

그 로의 이미지이다.헤이만의 삶의 모습은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Fenimore

Cooper)의 『개척자들』(ThePioneers,1823)에 나오는 문명교육을 받아본 이

없는 내티 범포(NattyBumppo)의 모습을 연상시킨다.정진농은 내티가 “문명에 오

염되고 괴되지 않는 순수자연을 찾아 언제나 더 먼 서쪽으로 나아가는 자연

인”이며,“자연을 이용하되 결코 남용하지 않는다는 그의 자연율의 규범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36)한마디로 내티는 무소유의 삶에서 자연을 착취,훼손, 는

괴하는 일 없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연인의 모습이다.내티가 사

냥으로 생계유지를 한 것과 숲속 오막살이에서 인디언 존과 공동생활을 한 것은

“반문명 ㆍ반기술주의 ”인 것으로서,“생태지향 ”이라고 할 수 있다.37)이러한

내티의 모습이 『미국의 송어낚시』에서 ‘헤이만 씨’로 재탄생되어 나타난다.

겨울에는 송어 몇 마리가 헤이만 하천에 보이기도 하지만, 여름쯤이면 하천

이 거의 말라붙어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다.헤이만은 송어 한두 마리를 낚

고는 구통에서 갈아놓은 을 일과 함께 날로 먹기도 한다.그러던 어느 날

무 늙어버려 더 이상은 일하고 싶은 맘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된다. 무 늙어

보 던지 아이들은 그가 사악한 사람이라 혼자서 사는 것으로 알고는 그의 오두

막 근처 하천까지 올라오는 것을 겁낸다.헤이만은 일자무식이었는데 자신이 생

각하기에 자를 읽을 도 쓸 도 모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게다가 세상

에서 읽고 쓰는 일만큼이나 아이들도 무가치 한 것으로 여긴다.헤이만은 30년

동안 아흔 살은 되어 보이는데,그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 죽

음이 찾아온다.그가 죽은 해에 헤이만 하천에는 송어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다시는 나타나지도 않는다.그의 죽음 이후 헤이만 하천의 모든 풍경은 황폐화되

어 간다.

이러한 헤이만의 삶의 태도 에 자연의 속성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에게 있어 자식을 두는 일이란 무가치한 일이었다.헤이만 씨는

읽고 쓰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란 꼭 마찬가지 것들이라고 생각했다”(Thelast

36) 진 , 「미 에 타  연 」, 『새한 어 학』 31(1994), p. 156.

37) 진 , 「쿠  『개척 들』-생태학  다시 」, 『 학과 경』 1(2002),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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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intheworldhehadanyuseforwerechildren.Readingandwritingand

childrenwereallthesame,Mr.Haymanthought)(27-28)에 나타나는 헤이만의 사고

는 편 하고 소통할 모르는 사람으로 보인다. 한 이런 삶의 자세는 자연의

섭리에 어 난다.왜냐하면 자연에 속한 모든 생물이 생성ㆍ변화ㆍ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런 자연의 순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

이다.따라서 헤이만이 죽음에 이르 을 때,인간과 자연이 상호공생하는 연결고

리는 끊어진다.이는 곧 더 이상 창조의 불꽃이 완 히 소진되어 버렸음을 의미

한다.헤이만 하천에서 송어가 사라져 버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헤이만 사후 하천의 황폐화를 통해 로티건은 자연생태계의 오염과 괴를

얘기한다.자연계는 순환 과정을 통해 새롭고 건강한 흐름이 지속되게 된다.그

러나 헤이만은 을 읽고 쓰는 일이나 아이를 갖는 창조 인 활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지니고 있다.순환 흐름이 막힌 자연은 얼마 못가 활력

을 잃어 시름시름 앓다가 자정능력을 완 히 상실하고 기야 기능이 멎어버린

것이다.송어가 다시는 돌아와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된 헤이만 하천을 헤이만

이 죽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산림 청에서 하천을 살려보고자 송어를 방생했으

나 “송어는 물에 닿자마자 하얀 배를 뒤집고 죽어서는 하천을 떠내려갔다”(no

soonerhadthetrouttouchedthewater,thantheyturnedtheirwhitebelliesupand

floateddeaddownthecreek)(28)이를 통해 로티건은 괴된 자연의 원형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포트와인에 의한 송어살해”(TroutDeathByPortWine)편에서 화자는 11

인치짜리 송어 살해에 해 이야기한다.그는 자그마한 아울 스 하천(Owl

SnuffCreek)으로 친구와 함께 낚시여행을 간다.목가 자연 속에서 여유로워야

할 송어낚시 시간이 “최고 사형집행인”(theSupremeExecutioner)에 의한 송어

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방해를 받는다. 로티건은 이 낚시를 함께 간 친구를

“최고 사형집행인”이라고 소개하며,이 사건이 “상상”(imagination)이 아닌 “사

실”(reality)임을 강조한다.송어가 자연 인 혹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원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어디에서도 찾아보거나 들어볼 수 없는 방식으로 죽어간다.

로티건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 질서에 반하는 죽음”(againstthenaturalorder

ofdeathforatrouttodiebyhavingadrinkofportwine)(29)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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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 후에 하천으로 나간다.화자의 친구는 그의 말

이나 분 기로 보아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유형의 사람은 아니다.낚시터에서 화

자의 친구는 낚시에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그 화자가 낚시하는 모습을

뒤를 쫓으며 구경만 할 뿐이다.그러다 어느 순간 화자의 낚시에 입질이 온다.

화자는 붉은 무늬가 굵게 나 있는 무지개 송어를 건져 올린다.화자는 친구에

게 낚은 송어의 목을 부러뜨리라고 말한다.그러나 친구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생

각이 있다고 응수한다.

“내가 이놈을 죽이기 에 어도 죽음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겠어.

이 송어는 술이 좀 필요해.”(4-5)

화자의 친구는 포트와인을 꺼내 뚜껑을 열고는 송어의 입에 한 잔 정도를 부어

넣는다.그러자 송어는 잠시 동안 경련을 일으킨다.이어서 송어는 넓게 벌린 이

빨을 딱딱 소리 내며 부딪히다가 움직임을 멈춘다.

과연 잡힌 송어가 목이 비틀려 생을 마감하는 것과 포트와인으로 고통스럽게

질식사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비인간 인 처사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이다.그러나 문제는 화자의 친구의 말 로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기 한다는 명

목으로 벌어진 그 과정에 있다.분명 그 친구는 순간 으로 목이 비틀려 명하

는 것보다,포트와인으로 질식해 죽어가는 동안 겪을 송어의 고통이 더 클 것임

을 간과했거나 무시했음에 틀림없다.게다가 화자의 친구는 송어가 고통으로 요

동치다 죽어가는 순간을 지켜보고 나서 “송어가 행복하게 죽었다”(Itdied

happy)(32)고 말한다.그러나 이런 친구의 모습에서 잔인성과 정신 황폐를 읽

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송어에게 강제로 와인을 먹여 고통스럽

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낀다는 발상 자체가 인간이 자

연생태계에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다.이를 두고 윤종국은 송어의

포트와인 질식사에 해 상상력의 죽음 는 상상력의 실패라고 말한다.38)자연

을 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인간 상상력의 험성을 잘 지 한

38) Chong-kook Yoon, “The Pastoral Imagination and Minimalism in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신 어 학』23 (2002),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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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다.

작품 속에 거론되는 부분의 지명이 실제 존재하는 곳들이지만 “Worsewick”편

의 워스 크 온천은 가공의 장소이다.여기서 지명 “Worsewick”는 ‘더 나쁜 상태

(worse)’와 ‘마을(wick)’의 합성이다.그래서인지 이 공간은 상당히 불유쾌한 공간

으로 그려진다. 자 몇 개를 하천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 한 욕조 같은 워스

크 온천에는 군가 두고 간 낡은 신발 한 짝이 있다.온천수는 쑥 사이로 밝은

주황색 꺼기가 보이는 언덕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온천욕을 하려고 탈의를 한

화자의 가족에게 쇠 리들이 달려들었고,온천장 가장자리에는 록의 끈 끈

한 것이 있었으며,온천수에는 수십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다니고 있었다.

그 록의 끈 끈 한 것과 죽은 물고기들은 우리와 함께 놀며 느

하게 있다가 물이 넘치면서 빠져나가기도 했고 우리 주변에서 그것

들끼리 엉키기도 했다.(43)

이 묘사에는 죽음과 오염의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화자는 이상하리만치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자 몇 장으로 허술하게 형성되어 있는 온천장”,“신

발 한 짝”,“밝은 주황색 꺼기”,“쇠 리”,“끈 끈 한 록물질”,“배를 하얗

게 드러내고 죽어 있는 물고기”,“오염된 환경에 해 무감각한 화자”등은 산업

폐기물이나 산업폐수 등에 의해 병들어 있는 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연생

태계를 의미한다.아울러 산업화의 바람으로 날로 늘어가는 공장들에 의한 도시

오염에 한 고발이기도 하다.

이런 오염된 장소에서 화자는 끈 끈 한 록 물질과 죽은 물고기들에 둘러

싸인 채 아내와 성 계를 가진다.

워스 크는 근사하지 않았다.

그때 난 정에 이르 고 화에서 강하해서 학교 지붕 를 지나

쳐가는 비행기처럼 그녀에게서 재빠르게 빠져나왔다.

내 정액이 물속에 빠져나왔고,빛에 익숙지 않아서인지 그것은 새

뿌 고 기다란 같이 되어서는 유성처럼 소용돌이쳤다.그리고 난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내 정액쪽으로 떠내려와서는 그 가운데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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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걸 보았다.물고기 은 강철처럼 굳어있었다.(44)

두 사람 모두 아이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사실 더러움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

는 환경 속에서 화자가 아내와 나 육체 계는 사랑에 기 한 친 감의 나눔이

라기보다는 필요한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의 편리한 생활상처럼 본능 욕

구충족을 한 해소의 시간일 뿐이다.이 행 는 생명 창조의 건강한 의식이어야

할 성행 의 타락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지니며 동시에 충격 인 죽음의 이미지

를 달한다.39)

화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힘 좋은 컷스롯 송어(cutthroattrout)가 잘 잡히는 하

천에서 등이 굽은 꼽추 송어를 잡았던 때를 회상한다.꼽추 송어를 낚기 화자

가 낚시를 하려고 자리한 곳에서 납작한 하얀 바 하나가 유난히 화자의 에

띈다.그것은 화자에게 어릴 에 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죽은 고양이를 연상시킨

다.연어 알 미끼를 꿰어 던진 낚시를 송어가 “덥썩!”(Wham!)문다.화자가 그 송

어를 건져 올리는데 그 녀석의 힘이 여간 센 것이 아니다.건져 올린 그놈은 큰

혹이 달린 12인치짜리 무지개 꼽추송어 다.화자는 옥수수 가루로 싸서 버터로

튀겨 요리한 꼽추송어를 녁식사로 먹는다.그 맛은 에스메랄다의 키스처럼 달

콤하다.그러나 화자가 본 죽은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납작한 하얀 바 가 주는

불길한 조짐으로 인해 이미 이 꼽추송어 이야기는 부정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 (TonyTanner)는 죽음이 병치와 연상의 계를 통해 미국의 시 에 한

작가의 태도를 묵시 으로 달한다고 말한다.40)정상 이지 않은 송어임에도

상과 달리 힘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은 변형된 생태계의 괴 힘을 의미한다.

로티건은 화자가 잡은 혹이 난 송어를 통해 미국의 꿈과 정신이 격한 기계

문명의 발 과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변형되어 기형화되고 있음을 비 하고 있

다.

독일계 가족의 일원이었던 화자의 어릴 친구는 그 친구보다 나이가 많

은 가족들은 모두 밥벌이를 나간다.탈장을 앓는 이 친구는 탈장치료는 고사하고

약에 의지할 형편도 못 된다.하다못해 친구는 고통을 덜 방편으로 마신 쿨에이

39) 천승걸, 『미 학과 그 통』, p. 227.

40) Tony Tanner, City of Words: American Fiction 1950-1970 (New York: Harper & Row, 1971), p.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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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독이 된다.어려운 환경 탓에 쿨에이드 한 지 값도 감당하기 곤란한

친구에게 쿨에이드 맛을 내는 데 필요한 설탕을 사는 것은 사치 다.

어느 날 화자로부터 한 지 값의 돈을 얻은 친구는 화자와 함께 쿨에이드

가루를 사러 항상 가는 가게를 다녀온다.그리고 화자는 친구의 쿨에이드 제조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다.

내 친구네 집에 도착하자 의식은 시작되었다.친구에게 있어서 쿨에

이드를 만드는 일은 하나의 로맨스이자 의식이었던 것이다.의식은

엄숙하게 빈틈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져야 했다.(9)

친구는 구입한 포도맛 쿨에이드 가루 한 지를 본래 만들 수 있는 정량보다 물

을 두 배 더 섞어－아껴 먹어야하기 때문에－아주 묽은 자신만의 진통제를 의식

을 치르듯이 만든다.“그는 자신의 쿨에이드 실을 창조해냈고,그것으로 자신

을 발산시킬 알았다”(HecreatedhisownKool-Aidrealityandwasableto

illuminatehimselfbyit)(10)에서 밝히듯,가족도 어떻게 해 수 없는 탈장의 고

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비참한 실을 엄숙하고 정성스런 쿨에이드 창조 과정과

병치시킨다.독일계 친구의 쿨에이드 창조 과정은 실 상황과 육체 인 아픔

에서 벗어나는 그만의 경건한 시간이며 창조의 결과인 쿨에이드는 벗어날 수 없

는 실 속박에서 한 발짝 떨어져 꿔보지 못했던 는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여

기던 꿈과 이상을 맛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쿨리(JohnCooley)는 어린

알콜 독자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쿨에이드 독을 통해 덜어내는데,그 상처와

고통은 작품 반에 나타나는 온갖 상처와 아픔을 상징 으로 나타낸다고 주장한

다. 한 자신만의 쿨에이드 제조는 삶을 밝히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

실 창조를 한 매체일 뿐이라고 말한다.그리고 로티건이 자연의 향력 하에서

치유와 변화를 꾀하는 데 자연의 힘보다는 상상력의 힘에 호소하고 있다고 정리한

다.41)

화자는 여행 경로에서 경제 공황과 두 번에 걸친 세계 으로 인해 의사가

되기까지 25년이란 시간이 걸린 외과 의사－머리숱은 얼마 없어도 어 보이는-

41) John Cooley, “The Garden in the Machine; Three Postmodern Pastorals,” Michigan Academician 

13.4(Spring 1981), p.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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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난다.이 외과의사는 사회주의 의료보험제도에 반감을 토로한다.3년

에 그는 유타주의 남부 어느 노동조합의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일을 한 이 있

다.그곳의 환자들은 자신들이 의사가 필요하기만 하면 의사의 시간여건이나 상

황은 무시하고 언제 어느 때든 의사를 찾는다.이에 그는 의사라는 직업에 염증

을 느낀다.그는 의사라는 직업이 안정 임을 알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친목가

인 이상을 실 하기로 결심한다.결국 그는 자신이 꿈에 그리는 사냥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다.불만족스런

실의 삶에 축되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찾아 분연히 탐색의 여정에 오른다.

화자를 만난 그 의사는 여 히 가족과 이동 이다.이 의사는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아메리카”(for America,often only a place in the

mind)(72)로 과감한 여행길에 있다.이러한 외과의사의 모습은 끊임없이 지속되

는 미국의 꿈의 추구와 연결된다.그 의사가 찾아가는 새로운 장소는 그 자신의

미국의 꿈 탐색의 종착지가 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외과의사의

미지를 향한 여정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끊임없이 좌 하지 않고 꿈을 키우는

미국 론티어십의 표상이다.

어린 시 화자가 북서태평양의 아흔 쯤 되어 보이던 할머니의 집일을 돕던 어

느 날,화자는 “할머니가 다락방에 올라가 물건이 든 상자들을 정리하고,어떤 물건

은 버리고, 어떤 것은 당한 곳에 잘 정리”(Shehadmeascendtotheatticand

cleanupsomeboxesofstuffandthrowoutsomestuffandputsomestuffbackinto

itsimaginaryproperplace)(83)해 달라는 요청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홀로 다락에

올라가 물건들을 둘러보며 세 시간을 보낸 이 있다.당시 오래된 트 크 하나에

길이 간 화자는 그것을 열어본다.그 안에는 낚시용품들로 가득 차 있다.낡은

낚싯 ,릴, ,부츠,통발이 각각 여러 개씩 있고, 리와 미끼 그리고 갈고리들로

가득 찬 속제 박스가 있다.갈고리 몇 개는 몇 년이나 몇 십 년은 되어 보이는

벌 가 끼워진 채로 있어서 이제는 갈고리의 일부로 보인다.그리고 오래 묶은 미

국의 송어낚시 갑옷도 발견한다.비바람에 헤어진 낚시용 헬멧 에 있는 오랜 일

기장 하나가 이것 것 살피던 화자의 시선을 붙잡는다.화자가 에 노 의 집 어

디선가 노 의 동생 사진을 본 이 있었는데 오래 에 이상한 병을 앓다가 죽었

다고 했다.바로 그 사람,알론조 하겐(AlonsoHagen)의 것이었다.거기에는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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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여행한 날짜와 놓친 송어의 숫자가 있고,한번 여행 때마다 평균 으로

놓친 송어의 수가 있었다.그래서 1891년부터 1897년까지 7년간 그가 여행한

총 160회의 송어낚시 여행 동안에 그가 놓친 송어는 총 2,231마리 고 놓친 송어의

수는 평균 13.9마리 다.바로 다음에는 알론조 하겐의 미국의 송어낚시를 한 비

문(TroutFishinginAmericaepitaphbyAlonsoHagen)이 이어져 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7년간 내내 낚시를 다녔고 송어 단 마리도 낚지 못했다.

내 낚싯바늘에 걸린 송어는 모조리 놓쳤다.

그것들은 펄쩍 뛰거나 몸을 비틀어 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내

그물을 끊거나 퍼덕거리며 물로 튀어버리거나 무는듯하다가 얼른

도망쳐 버렸다.

난 송어에 손 한번 어 보지 못했다.

이 모든 좌 감 속에서도

난 믿는다.

놓쳐버린 송어를 모두 두고 보면 흥미로운 실험임을.

그러나 내년에는 다른 군가가 송어낚시를 가야만 할 것이다.

그 군가가 그곳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85)

알론조 하겐에 의해 드러나는 송어낚시에 한 끈질긴 추구와 송어낚시가 자신

이 아니더라도 다른 군가에 의해 반드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은 미국인의 순수 이상주의에 한 열정과 집착을 보여 다.이 비문의 내용

은 비록 순수 이상주의의 꿈이 실세계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고,이로 인한 망

과 좌 이 계속되더라도 결코 그 본래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설

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송어낚시』의 샌 란시스코에 우울한 겨울이 내려앉았다.화자는 아내

가 쉬는 날 없이 일요일 아침에도 8시에 직장으로 나가고 난 후부터 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daVinci)에 한 공상을 한다.그의 공상 속의 오나르도 다 빈치

는 명한 이탈리아의 천제 술가가 아닌 사우스 벤드 낚시용품 회사(SouthBend

TackleCompany)직원으로 로즈버그(Lordsburg)나 뉴멕시코(New Mexico)아니면

체스터(Winchester)나 버지니아(Virginia)같은 마을에서 유년시 을 보낸 미국사

람이다.화자의 상상의 나래 속에서 오나르도 다 빈치는 미국의 송어낚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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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 낚시 미끼를 고안한다.가장 먼 상상력의 힘을 쏟아 붇고 속재료와

안료 그리고 갈고리를 가지고 이 게 게 해가면서 붙 다 땠다 다시 가져다 붙

다 하더니 마침내 미끼 하나를 발명해낸다. 오나르도 다 빈치는 손에 들고 있는

미끼에다 “최후의 만찬”(TheLastSupper)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몇 달도 채 안 되

어 그의 최후의 만찬은 20세기에 선풍 인기를 끄는 상품이 된다.송어가 없는 바

티칸 교황청에서조차 만 개를 주문하는 지경이다.서른 네 명의 미합 국 통령들

은 하나같이 “난 ‘최후의 만찬’으로 지 까지의 기록을 갱신 했어요”(Icaughtmy

limiton‘TheLastSupper’)(108)라고 증언한다.

로티건의 상상력은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인 오나르도 다 빈치를 그의 작품

속으로 데리고 와 그의 송어낚시를 한 굉장한 미끼를 만들어 내도록 만든다. 오

나르도 다 빈치는 이제 미국사람이다.미국인으로 미국 땅에서 미국의 꿈을 낚기

한 기발한 미끼를 고안해냈다.이 게 로티건은 순수 이상주의와 괴된 자연을

회복할 힘의 원천으로 상상력을 제시한다.

화자에게 황 펜 을 달고 있는 만년필을 보여 남자는 완 히 빈털터리 을

때 조그만 회사에 고용되어 오리건(Oregan)주 동부의 체몰트(Chemault)에서 크리스

마스나무 베는 일을 시작한다.이 남자는 이 내리는 겨울 산에서 나무를 베고,

양가 없는 요리를 해 먹고,낡은 공군 퍼를 입고 딱딱한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잔

다.그곳에서 볼 수 있는 여자란 열다섯 살짜리 둥이 딸을 둔 인디언여자뿐이다.

그는 이 인디언여자와 잠을 잔다.나무를 가지고 오클랜드의 회사로 가보니 회사는

그가 해 온 나무를 팔아야만 그에게 일한 가를 수 있는 실정이다.가까스로 나

무가 팔리고 돈을 지 받은 그는 좋은 식당으로 가서 괜찮은 식사와 술을 먹고 나

서 흑인창녀를 구해 호텔에서 묵는다.다음날 그는 고 문구 에서 30달러짜리 황

펜 만년필을 산다.그것을 화자에게 보여주며 그 남자는 이 게 말한다.

“이걸로 써,그 지만 민한 황 펜 이 달려있으니 힘줘서 쓰면

안 돼.시간이 좀 흐르면 작가의 성격을 닮아가게 되어 다른 구도

그것으로 을 쓸 수 없게 되지.이 만년필은 마치 쓰는 사람의 그

림자와 같아져.소유할만한 유일한 만년필이야.그 지만 주의해야

되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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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나무를 베어다가 도시번화가로 가서 물질 혜택을 린 이 남자는

황 펜 이 달린 만년필을 화자에게 주며 쓰는 사람의 성격까지 닮아버리는 민

감함에 해 주의를 다.이에 해 화자는 다음과 같이 혼자생각에 잠긴다.

미국의 송어낚시 황 펜 이 종이 에 리면서 만들어지는 강변을 따라 늘

어선 시원한 록 나무들과 야생화와 검은 (송어)지느러미 자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110)

화자는 황 펜 에 의해 되살아날 이상주의의 꿈과 원 자연의 모습에 흥분

을 감추지 못한다.

로티건이 바로 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끼창작 과정을 통해 상상력이 시작

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처럼,미국의 송어낚시 황 펜 이야기에서는 작가에게

필요한 상상력의 요성을 명징하게 나타내고 있다.스털은 로티건이 미국이라

는 에덴동산이 지구상에서 완 히 사라진다하더라도,작가의 상상력 속에 미국이

라는 새로운 왕국이 존재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다.42)다시 말해서,

로티건은 상상력이 가미된 자연의 숲과 강가에서 의 자본주의 삶의 태도

와 물질만능의 생활환경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소 하고 진정성 있는 순

수 이상주의의 꿈을 되찾아야 함을 바로 에 앉아서 얼거리듯 하고 있다.

42) Stull, “Richard Brautigan’s Trout Fishing in America: Notes of a native Son,”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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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화자가 바라다 본 미국사회의 모습에는 과거 조상들이 갈구하고 향유했던 참

다운 목가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이 온데간데없다.분명 과거에는 순수

한 미국의 꿈이 미국 통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가장 먼 아메리

카라고 하는 미지의 땅이 발견된 후 사람들은 그곳에 한 신화 인 꿈을 키워

나가기 시작했다.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며,계 에 의한 사회 억압과

물질 구속에서 벗어나기 해 힘들고 먼 길을 헤치며 ‘약속된 천국’을 찾아 신

세계로 건 온 청교도 이상낙원의 꿈이 있다.청교도인은 직업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근면과 검약의 삶을 통해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잃어버린 낙원의 복원

을 꿈꾸었다.그리고 제한 이던 지리 생활의 반경을 도 정신과 모험심으로

넓 나간 변경개척자들의 개척정신이 있었다.마지막으로 유럽국가의 식민지배

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 이상국가의 꿈을 실

하기 해 쟁을 불사하기도 했던 건국조상들의 꿈이 있었다.이 모두가 건강한

꿈의 추구이자 그러한 꿈의 실 을 한 노력이었다.그리고 이 소설의 화자가

어린 시 에 목격하고 경험한 자연의 모습 에는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

존재했다.그것은 자연의 생생한 록빛 싱그러움 그리고 그 안의 목가 인 여유

로움이었다.

의 물질문명과 기계과학문명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많은 제약에서 해

방시켜주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부작용과 상실을 가져왔다.먼 사람들을 기계

의 부속품처럼 비인간화시키고,상 를 이용하여 더 많은 물질을 쌓으려는 이기

인 욕심을 갖게 했다.그 게 해서 일부로 편 되어버린 부는 다른 편에 속한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아무리 발버둥치며 노력해도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장벽으

로 존재한다.그리고 일부의 편 하고 독선 인 의식과 이념으로 인해 많은 사람

들의 자유가 구속되고 권리가 상실되고 행복을 추구할 기회마 박탈당한다.

이상의 부작용들은 차치하고 인간문명에 의한 가장 큰 부작용은 순수했던 미

국의 꿈의 상실이다.미국문학의 통을 이어 온 미국의 꿈은 로티건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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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어낚시』에서 ‘송어낚시’로 치되어 나타난다.송어는 미국의 하천에 가장

많이 사는 물고기이며 북미 륙에 꽤 괜찮은 송어낚시터가 산재해 있다고 한다.

어른이 된 화자의 에 미국인의 삶과 자연의 모습은 완 히 변질되어 나타

나난다.자연환경은 놀랍도록 변화되어 ‘송어낚시’여행을 떠나는 화자는 좋은 낚

시터를 찾아보기 힘들고, 랭클린이 약속한 근검과 검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든 사람들은 무료 배 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상상력과 창조의 힘

을 불살라야 할 술가들은 술주정뱅이로 락하여 그 삶을 지탱하기 해 먹

고 살 묘수만 궁리한다.그나마도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궁여지책을 두고 취

에 심각한 논의를 벌인다.게다가 밤과 낮 생활이 극과 극을 보이는 표리부동한

정치인은 무자비한 살생을 일삼는다.국가안보와 국민의 안 을 해 힘써야 할

국가기 인 FBI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감시해 자유로운 삶을 방해한다.물질

인 부를 취한 계층이나 힘이 있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해 없는 이들을

더욱 착취한다.

화자가 목격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정신과 사회에 안겨

물질주의의 늪에 빠져 지낸다.강철이 된 송어에 목말라 하며 오로지 물질이란

허상만을 쫓다 보니 몸은 ‘미국의 송어낚시 쇼티’와 같이 육체 불구일 뿐만 아

니라 정신 불구자가 되어 간다.자연과 일치를 이루며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정

신을 잃어버린 인간은 물질 탐욕에 빠져 자기 육체와 정신을 병들 게 할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괴하기에 이른다.산업화의 진 은 강철

과 같은 원료를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되어 자연을 헤치고 고갈시키는 일을 자

행해 왔다.

로티건의 페르소나인 소년화자가 처음으로 송어낚시를 시도한 날에 송어하

천의 흐름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에 소년이 발견한 것은 ‘하얀 나무계단’으로

변한 폭포 다.인간의 문명이 자연산림을 침범하면서 자연의 생명 순환이 방

해를 받고 이어서 생태계의 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숨을 쉬는 코요테와 같은 동

물들까지 청산칼리 캡슐을 먹고 죽어 자기 고유의 서식지를 인간에게 빼앗겨야

하는 기상황에 놓여 있다.자연을 닮아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다 간 헤

이만 계곡의 헤이만 씨도 기억해야 한다.다만 그가 삶에서 남긴 오류는 을 읽

고 쓰는 일과 아이들의 무가치함을 믿은 것이다.사실 그의 이 잘못된 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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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그의 사후 헤이만 계곡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새로운 생명을 이식하려

고 해도 살 수 없는 완 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청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미국의 꿈이란 유산은 산업문명의 발달과 함

께 새로운 형태의 물질 성공의 꿈으로 변형되었다.그리고 물질 부의 추구는

인간의 건강한 정신 인 꿈을 잃게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건강한 미국의 꿈

을 회복시키기 해 할 수 있는 일에 해 로티건은 정확히 언 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서사구조방식이 그러하듯 『미국의 송어낚시』 한 문제

에 한 해결책 신 열린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그 해결방안 하나를 'I'가

캠 여행 에 만난 외과의사에게서 얻을 수 있다.외과의사는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꿈인 사냥과 낚시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가족

들과 함께 길을 나선 에 'I'와 우연히 조우한다.그 외과의사는 재와 타 할

수 없는 삶에 구차하게 얽매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미국”(for

America,oftenonlyaplaceinthemind)를 향해 떠난다.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미국이란 허상일 수도 있다.그 지만 이 외과의사로부터 요하게 달되는 메

시지는 미국의 꿈의 탐색이 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외과의사의 꿈의 탐

색 노력은 로 실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자기 자신을 더욱 자기답게

하고 자기다운 삶을 추구하는 근본 인 노력이다.그리고 그의 꿈의 탐색은 오염

되지 않은 이상향을 찾아 끊임없이 미지의 서부를 개척하는 론티어십의 상징

이다.

『미국의 송어낚시』는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실에서 도피해서 이상향을

찾아 모험을 하는 것에 한 이야기가 아니다.우리는 독일로부터 이민을 와

탈장으로 고생하던 어린 시 의 불우한 친구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

무나 가난한 이 친구는 5센트짜리 쿨에이드 한 지를 'I'의 돈으로 구입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쿨에이드 제조라는 낭만 의식이 엄숙하게 치러진다.본래

만들 수 있는 정량의 두 배의 물에 섞어 만드는데 설탕을 첨가한다는 것은 사치

이다.이 아 소년의 쿨에이드 제조 의식을 로티건은 “그는 자신만의 쿨에이

드 실을 창조해냈다”(HecreatedhisownKool-Aidreality)(10)라고 기술한다.

로티건은 이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인간의 창조정신에 해 강조하

고 있다.미국의 꿈의 원형은 다름 아닌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국’이자, 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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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새로운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내어 실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소년의 “쿨

에이드 실의 창조”정신이며,이는 곧 ‘미국의 송어낚시’가 추구하며 회복시키

고 싶어 하는 미국의 꿈이다.

‘미국의 송어낚시’의 탈바꿈은 실에서 부딪히는 방해를 해소시키면서

동시에 정신 삶의 추구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바로 그것은 로티

건의 페르소나 ‘I’의 “최후의 만찬”(TheLastSupper)미끼의 발명과정과 그 결

과물이며,‘I’의 친구인 높은 설원에서 나무를 베어다 는 ‘He’가 사서 써보라고

내어 사랑스러운 “미국의 송어낚시 펜 ”(TroutfishinginAmericaNib)이다.

꿈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샌 란시스코의 워싱턴스퀘어에 있는

랭클린 동상 앞에 모여 든다.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이 없는 바티칸에서

도 주문할 정도의 “최후의 만찬”미끼이며,생생한 강과 강가의 야생 식물들의

모습을 그릴 “미국의 송어낚시 펜 ”이다.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미국

의 송어낚시’를 잃어버리는 일 없이 는 잊지 않고 얼마나 내면을 밝히며

(illuminate)살고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 숙고해 볼만하다.

비록 물질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어둡고 그늘진 곳이 많지만 그래도 인간의

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청교도 조상들이 꾸었던 순수한 이상주의의 꿈,본래

의 아름다움과 울창함을 부분 상실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자

연,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찾아 발걸음을 계속 옮기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한 로티건이 찾고 싶은 순수 이상주의와 자연 회복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이 아니면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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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43)

Dream ofRestorationofNaiveIdealism andNature

inTroutFishinginAmerica

InheeKang

MajorinEnglishEducation,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Jeju,Korea

SupervisedbyProfessorJongminByeon

TroutFishinginAmerica(1967)isnotjustalyricalpastoralnovelasthetitle

revealsitself.Itconsistsofanumberof1960s’countercultureelements.Thewriter,

Richard Brautigan (1935-1984),covered the matters ofhis time.The novelis

composedofforty-sevenshortstoriesnotcloselyconnectedtooneanother,but“Trout

fishinginAmerica”asboththematerialandthethemepenetratesthework.This

motiftransformsitsappearanceasaperson,place,orthingrepeatedly.Consequently

thepersonameetsatroutstream ithassought.

TheWashington SquareofSan Francisco is a main spatialbackground.The

BenjaminFranklinstatueseeminglybeholdshisdescendantsasifsaying,“Youcan

havematerialsuccess,fame,andpowerifyouarethriftyandsincere.”Inthisworld

ofcapitalism,moreandmorepeopletrytoenjoymaterialabundanceandconvenience.

Yet,ontheotherside,agreatnumberofpeoplestruggleinrelativepovertyand

poverty-strickenconditions.Many,therefore,areledtomentalpoverty.Manyturnto

naturetosoothetheirhurt,butnatureitselfissufferingfrom selfishexploitation.In

“TheClevelandWreckingYard”,the43
rd
storyinthisnovel,Brautigandepictsthe

vivid images ofexploited natureunderthecapitalistsystem through hisaffluen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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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tion.Itappearsthatanythinginnaturecanbesoldasvarioustypesofunits.

Theintentionofthewriteristoaccusetheabsurdityofhumandesiretousenature

accordingtoaperson’smaterialisticneeds.

Inthenovel,“I”keepstravelinginpursuitofrecoveringAmericannaiveidealism

and nature.Through TroutFishing in America,Brautigan wants to restore the

following ideal images of American dreams: First,religious idealism harbored

through/by aspiring toachievespiritualliberation.Second,dreamsofsuccessthat

anyonecan achievewealth and fameatthecostofeffort.Third,dreamsofthe

frontierwhich inspire people to keep moving towards new idealplaces.Finally,

pastorallandscapesofMotherNaturethataretakenforgranted.However,inreality

seeingthoseimagesisimpossible,whichisthereason“TroutfishinginAmerica”is

wandering in agony.Consequently,Brautigan wishes to restore those archetypal

imagesin realitiesoflifethrough creativeimaginings.In short,TroutFishing in

America’sultimatemessagecanbesaidas“MakeyourAmericandreamscometrue

throughyourcreativeimag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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