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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활 작옴』을 근깨로 

고지문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돈 디렬로우(Don DeLillo, 1936~ )는 “미국 포우스트모던 소설가들 중 

에서 가장 흥미 있고， 가장 재능있는 작가"1)라는 격찬을 받기도 했다. 그 

렇지만， 그는 1971년에 처녀작~미국에 관한 문헌~ (Americana)을 선보이 

고， 계속 열정적으로 소설들을 창작， 출판했으나， 1985년에 여밟번째 소설， 

『요란한 잡음~ (White Noise)2)을 내놓을 때까지 큰 주목과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요란한 잡음』으로 그 해의 최우수 미국소설상 

(American Book Award)3)을 수상했으며， 이런 찬사와 극찬을 받았다: 

1) Frede디c ]ameson, “review of πJe Names," Minneso띠 Review 22 (Sp디ng 1(84), p. 119 
2) 이미 발표된 논문들의 펼자는 이 소설을 r백색 소읍」 혹은 『하얀 소음」으로 번역하고 있 

는데， 이 번역어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의미를 창조， 전달한다고 믿고 있을 

까? 이 번역은 미국 사전에 있는 “white noise"의 정의를 전혀 참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직역하지 않았을까? 그 정의를 보면， 1 단조로운 소리: a steady, unvarying, unobtrusive 
sound, as an electronically pr'때uc어 drone or the sound of r려n， used to mark or ob
li terate un wanted sounds. 2 불규칙한 소리 random noise with a uniform frequency 
spectrum over a wide r뻐ge of f뼈uency이다 부언하여， 의사소통에 아주 큰 문제와 혼 
란올 야기하고 있는 두개의 번역어의 실례를 들어보면， 페tersubjective"가 “간주판적(間 

王觀的)"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미국 사전의 정의는 “comprehensible to, relating to, or 
used by a number of persons, as a concept or language"이므로 “상호공감하는”으로 번 
역하면 어떠할까? 또 “postcoloni외”이 “탈식민주의의”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 정의는 “of 
or peπ벼띠ng to the period followir땅 a state of coloni외ism71

이므로 “식민지 시대 이후 
로”가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3) 전미도서상(全美圖書賞)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번역도 미국 사전의 정의를 제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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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디릴로우는 요즈읍 토머스 핀천(Thomas Pynchonl과 윌리엄 개더스 

(Wi1liam Gadclisl와 함께 미국소설의 기상천외한 영역을 탐구하여 의심 

할 여지없이 가장 대담하고 독창적인 소설을 창작하는 정예 작가군의 일 

원이다， 사실상 다릴로우는 이 소설로 핀천과 개더스와 동등한 대열에 합 

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상상력의 발랄함， 변화무쌍， 그리고 활달함에서 

는 그틀을 능가했다는 평 가를 받게 되 었다 "4) 이 찬사와 극찬은 디 릴로우 

가 곧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예고짜는 단서가 되었다. 그 

는 1997년에 열한번째 소설~어두운 세계~ (Undenvorldl를 출판하고， 2년 

후에 소설 주제로 억압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를 줄기차고 과감하게 

표현， 선장하려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지루설럼상(Jerusalem Prizel5l을 수 

상했다. 디릴로우를 수상자로 선정한 심사위원들은 “그의 작품을 ‘지난 

반세기 동안 개인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교묘한 조직과 수볍들 

을 파헤치겠다는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정의， 평가했다.’ ... 디렬로우 작 

품이 주제로 개인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그 

처럼 철저히 개인의 주체성이 오늘날의 보도매체， 전자영상， 그리고 소비 

욕구에 의해 억압， 왜곡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자진해서 독자적으로 파 

헤치려 하기 때문이다 .... 께 디렬로우는 『요란한 잡음』에서 개인과 국민 

의 자유를 가장 교묘하게 유련하는 주범언 오늘날의 보도매체， 전자영상， 

그리고 구매충동과 욕구를 “요란한 잡음”으로 은유화하고 있다. 이 소설 

의 화자이며 주인공인 잭 글래드니(Jack Gladney l 는 “요란한 잡음”의 피 

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정의는 “ any of severa! awards given annua!ly since 1980 to an 
author whose book is judged the best in its category"이디 이 상은 미국출판사연합회 
가 수여하는데， 1949-79에는 그 명칭이 “Nationa! Book Award"였다 그러므로 최우수 
미국소설상이 더 타당하고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 

4) John W. Aldridge, “White Noise ’ Dark soundings of modem life," rev. of White Noise, 
by Don DeLillo, Chimgo Tribune , 13 January 1985, p. 31. 

5) 1963년에 제정된 문학상으로 원명은 “The Jerusa!em Prize for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in Society페며， 2년마다 지루설럼 국제도서전에서 수상자에게 수여된다， 첫 
수상자는 영국철학자 Bertrand Russell이었다 

6) John N. Duvall, “Introduction-From Valparaiso to Jerusa!em: DeLil10 and the Move 
ment of Canonization," Modem Fiction Studies 45.3 (Fa!l 1999), p 딩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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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되어 진실한 자아를 탐구，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지나친 아집， 자아도취， 편견， 위선， 불안， 그리고 공포에 빠져 자유- “자 

유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 

고 있는 사회와 전세계를 위해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 

는 원동력이다"7) -를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독선적， 부정적이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생활을 영 

위하면서도， 그가 이 비극적 실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첩경， 다시 말 

하면 어떻게 자유 실현과 구가의 원동력인 깨달음과 의식개혁의 계기를 

마련하는가를 규명 해본다. 

이 규명의 전제는 글래드니의 허위의식을 조장하면서 자유를 교묘하게 

유린하는 “도처에 편재해 있는 요란한 잡음"8)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다. 

그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시각과 청각을 결합시키고 있는 두 단어 

- white noise 가 분석 되 어 야 한다， 나쁜 의 미로는 죽음을 상징 하는 

흰색은 단색으로 시각을 단조롭게 하면서 획일화시킨다. 소음은 귀를 매 

우 불쾌하고 혼란스럽게 하면서， 정신을 흐리고 어지럽게 한다.9) 이렇게 

우리 의식을 획일화시키면서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요란한 잡음 

은 우리를 특정 인물과 체제의 하수인， 주구， 혹은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안달한다. 예를 들변， 독재자의 통치철학과 그 실천방법으로는 전제주의 

와 그 목적달성을 위한 무자비한 탄압과 그럴듯한 선동이 최적이다. 오늘 

날 미국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인 후기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최대이 

윤 추구와 그 달성 방법으로 다국적 기업과 소비심리를 극도로 자극， 충 

동시키면서 필요 이상의 소비욕구를 극대화하는 영상매체를 가장 교묘하 

게 활용한다 10) 이처럼 미국사회와 다른 사회의 요란한 잡음은 우리가 최 

7) Nicolas Berdjaev, ηle Reα1m of Spirit and the Realm of Caesar, trans. Donald A 
Lowrie (New York: Harper & Row, 1952), p. 105‘ 

8) Don DeLillo, liVhite Noise (New York: Penguin. 1986), p. 310 앞으로 이 작품에서의 인 
용문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함 

9) Timothy Aubry, “White Noise Generation," Critical Matrix 12.1 -2 (F머I 2000-Spring 
2(01), p. 149 

10) Comel Bonca, “Don DeLillo’s White Noise ‘ The Natural Language of th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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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심을 자아탐구와 실현， 삶의 가치와 향상，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절 

대로 두지 못하게 하면서， 오로지 소비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 

는 재력， 그 재력 소유와 축적의 수단과 방법， 그E고 사회적 출세와 지위 

에 쏟도록 한다. 요컨대 요란한 잡음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주체적， 다 

차원적 의식의 확장자가 아니라 맹목적， 일차원적， 폐쇄적 의식의 복종자 

와 추종자로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의도와 목적에 반기를 든 디렬로우는 

『요란한 잡음』에서 우리의 개체성과 주체성을 박탈하고 있는 미국 소비 

문화의 교묘한 수법을 폭로， 고발하면서， 이 수법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정체성과 인간성 회복을 촉구한다. 

우리의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의식을 획일화시켜， 우 

리를 자의 적으로 조종하고 농락하는 교묘한 수법 의 주범은 후기 자본주 

의사회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빌휘하고 있는 대중매체의 영상과 가상 

(假像 sim띠acrum) 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매우 교묘하고 기말한 기법과 

기술로 형상화된 영상과 가상을 탁월하게 표현， 전달하는 티비 (TV)는 우 

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역할을 하기또 한다: “티비가 우리를 

감시하면서，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조종한다"11) 우리가 일단 이런 

영상과 가상의 포로가 되 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 라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기호만을 읽는다. 또 원판， 진품， 그리고 현장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복사품， 모조품， 그리고 영상물을 소유하려고만 한다. 

그 대표적 실례가 『요란한 잡음』에 있는 “미국에서 사진이 가장 많이 찍 

히는 헛간으로 알려진 관광명소"(12)이다， 관광객들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번 관광안내판을 보고 읽는다. 따라서 그들이 현장에 오면 그 

유명한 헛간을 자세히 관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사진 찍기， 그리고 엽서 

와 슬라이드 사기에 열중할 뿐이다. 그들은 광고와 그 최변에 빠져 제정 

신이 아니다. 글래드니는 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한 대중문화학과(공식 명 

College Literature 23.2 (June 1996), p. 31. 
11) Jean Baudrillard, Simulacra and Simulation, trans. Sheila Faria Glase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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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은 미국환경학과) 객원강사 머리 제이 시스킨드(Murray Jay Sis에nd) 

의 매우 소상한 이론과 주장을 듣는다. 

아무도 헛간을 보지 않는다. … 일단 당선이 헛간에 대한 광고안내판을 읽 

고 나면， 헛간 구경은 불가능해진다 ...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영상을 포착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보존하려고 왔다. 모든 사진은 마음을 매료시킨 분 

위기를 더욱 강하게 각인시킨다 잭， 당신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의 축적. … 여기에 와 있음은 일종의 정신적 항복이다. 

우리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본 사물들만을 보려고 한다. 과거에 여기 왔었 

고， 앞으로 올 수천명의 사람들 … 이 헛간이 사진 찍히기 전에는 어떤 모습 

을 하고 있었는가? … 이 헛간은 어떤 모습이었고， 다른 헛간들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디가 비슷했는가? 우리는 이미 관광안내판을 읽었고， 다른 사람들 

의 촬영과 그 장변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 우 

리는 매료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그 분위기의 일부이다. 우리 

는 지금 여기에 있다02~13) 

No one sees the bam. ... Once you’ve seen the signs about the bam, it 

becomes impossible to see the bam .... We’re not here to capture an image, 

we’re here to maintain one. Every photograph reinforces the aura. Can you 

feel it, Jack? An accumulation of nameless energies. ... Being here is a 

kind of spiritual surrender. We see only what the others see. The thou

sands who were here in the past, those who will come in the future. 

What did the bam look like before it was photographed? ... What wa the 

bam like, how was it different from other bams, how was it sirnilar to 

other bams? We can’t answer these questions because we’ve read the 

signs, seen the people snapping the pictures. We can’t get outside the 

aura. We’re p와t of the aura. We’re here, we’re now. 

이처럼 우리는 후기 지본주의사회가 매우 교묘하게 조장하는 상품구매 

충동과 필요 이상으로 극대화하는 소비욕구 충족의 영상과 가상에 일단 

매료되면， 그 충동과 욕구 충족의 포로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전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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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극도로 왜곡된 의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존할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과도한 소비욕구 충동 그리고 그런 충동과 왜곡된 

의식을 조장하는 전자영상의 노예로 전락하여 개체성， 독자성， 존엄성， 그 

리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상실해버린 글래드니는 군중 속의 우리，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우리를 상징한다. 그는 아집， 자아도취， 불안， 그리고 공 

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런 고통， 고뇌， 그리고 고난의 생활 

을 영위하면서， 우리를 상정하고 있는 그에게 따뜻한 위안과 격려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디릴로우는 절망적이고 비극적 실존에 그 극복의 꿈， 

희망， 위로， 용기， 그리고 의지를 용솟음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 

로지 소설에 있을 뿐이라고 갈파하면서， 소설을 d 렇게 정의한다: “내 생 

각에 소설가는 이런 절망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야기는 적어도 이론적으 

로는 위안이 될 수 있다. 소설가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독자는 저쪽에 하나의 구원의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심하 

게 되었다는 의식이 있다고 [믿는] 한 자진해서 二[와 함께 그 도약을 감 

행한다 .... 또 내 생각에 소설은 역사를 그 혼란으로부더 초월시킨다. 소 

설은 이 초월을 빈 공간들을 메우는 약간 피상적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은 또한 우려가 우리의 일상생활， 즉 현실생활에서 체 

험하지 못하는 균형과 주기적 반복을 실감하도록 해주는 더욱 심오한 방 

법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12) 그는 자신의 이런 소설철학을 바탕 

으로 『요란한 잡음』의 주인공， 글래드니의 꽉 막혀 답답했다가 서서히 열 

려 환해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창작했다. 

디릴로우는 『요란한 잡음』에서 우리를 상징하는 글래드니의 비극적 실 

존을 극복하는 이야기- “요란한 잡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그 잡 

음에 주의하면 주의할수록， 그 잡음은 [점점] 없아진다"13) -를 하고 있 

12) Anthony DeCuπis， “ ‘An Outsider in This Society’: An Interview with Don DeLillo," in 
Conversations with Don DeLillo, ed. Thomas DePietro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α05) ， p. 64. 

13) Aubry, “White Noise Generation",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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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의식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 매우 자주 망각하는 개체성， 독립성， 존엄성，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을 삶의 최고가치로 인식， 수용해야 하며， 더욱이 

“소설은 우리의 가능성과 자유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14)라는 철학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디릴로우의 이런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가장 닥월한 독자는 인간 가능성， 다시 말하면 인 

간 행위에서 [상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대한 영역에 가장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삶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기상천외여서 성공적으 

로 소설화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가장 성공적인 작품은 [독자에 

게] 더 욱더 많은 요구와 주문을 한다 "15) 우리 가 이 주장을 수용하려 고 

최선을 다할 때만 『요란한 잡음』을 더욱더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이해의 깊이와 폭에 따라， 우리는 독선적， 폐쇄적， 아니면 개방적， 창조적 

인간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본론에서 수행할 『요란한 잡음』의 분석과 고찰의 

바탕이 된다. 이 소설의 화자이며 주인공인 잭 글래드니는 “요란한 잡음” 

의 부산물， 즉 왜곡된 의식 때문에 아집， 자아도취， 그리고 공포에 극도로 

시탈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런 의식에 압도당한 패배자는 아니 

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삶을 허위의식， 수동성， 그리고 공포로부터 각성， 

대담성， 그리고 동정과 사랑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획기적 변화의 가능성 

을 상징하는 두 개의 전조가 있다. 하나의 전조는 소설이 죽음을 상징하 

는 가을에 시작되어， 부활의 계절인 봄에 끝난다. 또 하나의 전조는 어린 

아들 와일더 (Wilder)가 소설 시작에서는 세발자전거에 까딱도 않고 앉아 

있다가， 끝에서는 자전거로 집 근처의 차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에 진입 

하여 무모하게 돌진하는 돌출행동을 하다가 이 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귀가한다. 요컨대 이 소설의 요체는 주인공의 이런 변신과 성숙 

이다. 

14) John Updike, 0，뼈 J obs: Essays α1d Cri‘n‘cism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p. 'i51 ‘ 

15) Robert Harris, “A Talk with Don DeLiIlo," in Conversations with Don DeLillo,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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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란한 잡음』의 시작은 화자 겸 주인공이며 미국 중서부의 전형적인 

대학 도시에 소재한 등록금이 상당히 비싼 사립대학의 히틀러학과(De→ 

partment of Hitler Studies) 학과장인 글래드니가 가을학기 개강에 맞춰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려고 차에 소지품들을 가득 싣고 교정에 도착 

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그에게 개성과 차이를 불용하 

는 획일주의를 상정한다. 그기- 보기에， 학생들의 소지품들이 다 비슷하고， 

고가품들도 상당히 많다. 그는 그들의 소지품들에서 개개인의 개성이나 

특정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오로지 동질성과 획일성만을 느찔 뿐이다. 

더욱이 그는 자녀들이 이런 사립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재력을 가졌음 

을 쁨내는 부모들의 표정에서 그들만의 이런 자아도취， 자만심， 의기투합， 

그리고 단결심을 재빨리 간파한다: “부모들은 햇빛에 눈이 부신데도 [그 

늘을 찾지 않고] 사방에 [비치는]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자태를 보면서 

자동차 옆에 서 있다 .... 그들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 [특히 차를 운전할] 아버지들은 시간을 계 

산해보면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서둘지 않으면서 어버이로서 이루어낸 큰 

성과， 즉 [삶과 생명의] 보험 액수와 기간을 크게 늘렸음을 암시해주는 업 

적에 아주 만족해 한다. 여기 길게 늘어서 있는 스테이션 왜건(station 

wagon)들은 ... 부모들에게 그들은 정선적으로 굳게 결합한 동지들의 집 

합체，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국민， 하니의 국가임을 가르치고 있다"(3~4). 

글래드니가 자신의 이런 느낌과 간파를 피력하는 의도는 자기도 그들과 

한패임을 공언하려는 데 있다. 

그의 이런 공언은 그가 경제적으로 풍요한 중산층의 일원이며， 히틀러 

의 독재철학에 깊은 관심을 쏟는 일차원적 학자임닫 암시한다. 그가 경제 

적으로 풍족하여 자신의 소비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면서， 과학과 기 

술의 눈부신 발전이 안겨준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회적 신분과 명성 

에 따른 존경과 안락으로 충만한 삶을 즐기변 즐길수록 더욱 오래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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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욕망은 더욱더 커지고 강해진다. 그래서 그는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 

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죽 

음에 대한 예리한 지각이 삶에 솔직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 유한성 

거부로 인해 보통은 매몰되어버리는 ‘만물에 대한 무한한 경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준비단계를 만들어준다"16)는 진리를 터득하 

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시달린다: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식은 땀에 흠빽 젖어 깨어났다. 나 자신의 엄청난 공포에 

속수무책이었다. 내 영혼이 멈췄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과 계단 난 

간들을 붙잡고， 집안을 돌아다니려는 의지도 힘도 없었다. [게다가] 내 정 

신을 가다듬고， 몸을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사회생활을 과거처럼 다 

시 할 의지도 힘도 없었다. 땀이 옆구리로 줄줄 흘러내렸다"(47).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한다. 

그 해방의 한 방법이 그가 스스로 친근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계층의 사 

람들과 한패가 되어 개체성과 주체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실존하려 하지 

않고， 군중 속으로 함몰하려는 집단의식이다. 그는 이런 철학을 믿는다: 

“[내가] 군중 속에 있음은 [나로 하여금] 죽음을 의식하지 않게 한다. 군 

중으로부터 떨어짐은 홀로 죽음에 직면하여 혼자 죽는다. 이런 이유 때 

문에 군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군중을 이루기 위해 여기 모인 

다"(73). 그는 맹목적으로 이 철학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가 히틀러를 맹신， 숭배하는 데 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의 이런 맹신과 숭배는 히툴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증유의 만행과 그 참 

혹함에서 연유한다: “히틀러가 저질렀던 만행은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글 

래드니는 스스로 그 만행 속으로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작은 공포는 

그 극악무도와 히틀러의 기행에 의해 압도당해버릴 것이라고 자위한다. 

그는 우리가 유명인사들을 평하는 것처럼 히틀러는 생존보다도 더 중요 

할 뿐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욱 강하다고 생각한다."17) 따라서 그는 자신 

16) Michael Valdez Moses, “Lust Removed from Nature," in New Essays on White Noise, 
ed. Fra따 Lentricch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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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히툴러， 그리고 그의 독재정치와 선동의 소용롤이 속으로 침잠시키면 

시킬수록 죽음의 공포로부터 더욱더 멀어진다고 확신한다. 또 그는 히툴 

러에 의존해서 삶의 의지를 굳게 하고， 존재 의의델 확장하며， 사회적 명 

성과 학문적 업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의 보호를 받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가 위해， 

그가 “절대악의 화신"18)임에도 불구하고， 1968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에 히틀러학과를 신설한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달성과 

이익추구를 위해， 학문의 보편적， 합리적 가치와 목적을 묵살해버린다. 그 

는 21년 동안 혼자 학과장이고 교수이면서도 북미애 유일한 이 학과를 미 

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명성있는 히틀러 연구의 중심지 

로 육성했다. 그러므로 그는 대중문화학과의 객원강사이고 유대인인 시스 

킨드로부터 이런 찬사를 듣는다: “당선은 히틀러에 관한 연구목표와 과제 

를 확립했다 당신은 그 목표와 과제를 창시하고 개발해서， 당신 분신으 

로 삼았다. 미국 중서부에 소재한 어떤 대학의 어느 교수도 축어적으로나 

은유적으로 당신의 연구 방향에 동조하지 않고서는 히틀러를 언급조차 

할 수 없다. 이 학과가 [연구의] 중심지， 즉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근원이다. 

그는 이제 당신의 히틀러， 다시 말하면 글래드니의 히틀러이다 .... 나는 

당신의 연구성과에 감탄한다. 그 성과는 닥월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기절 

할 만큼 너무나 선진적이었다. 그런 성과는 내가 얻비스 [프레슬리] (Elvís 

Presley) [연구에서] 거두고 싶은 욕망이다"(11 ~ 12). 그가 이런 격찬과 칭 

찬에 자기 딴에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를 

자유인문주의의 이상을 모멸하는19) 사이비 교수라끄 혹평한다. 

그가 이런 혹평을 받는 이유는 그의 연구와 관심이 허플러의 독재와 만 

행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원인규명， 그 후유증 치유와 극복， 그리고 재 

17) DeCurtis, “Interview with Don DeLillo", p. 7L 
18) Paul A. Cantor, “Adolf, We Hardly Knew You," in New Ess，밍IS on White Noise, p. 39. 
19) Mark Conroy, “From Tombstone to Tabloid: Authority Figured in White Noise ," 

Critique 35.2 (Winter 1994),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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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방지책에 있지 않고， 전체주의의 정치적 선동， 그리고 그 매력과 효과 

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연구와 관심은 히틀러의 성장배경， 악 

마적 성격， 미증유의 잔학행위가 가능했던 풍토， 그리고 동조자와 방관자 

들의 의식구조에 있지 않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대중 그리고 그들의 

소비심리와 욕구를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독재적 수단과 방법을 은근히 

강구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히틀러 강의의 초점을 “패쉬 

스트(fascist) 전제정치의 끊이지 않는 대중적 매력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이론적 탐구， 그리고 원숙한 통찰력의 연마에’'(25) 맞추고 있다. 그는 이 

강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여줄 영화의 필림을 직 

접 편집한다. 이 필림은 이런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치당 전당대회， 

운동선수들과 산악인들의 대규모 시가행진， 무수한 대중집회， 괴벌스 

(Goebbels)의 선동연설을 듣고 운동장 밖으로 나온 수만명의 열광적인 군 

중이 떼를 지어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리의 인파， 강당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걸려 있는 국기들， 영안실 앞에 놓인 많은 화환들과 전사자들의 

훈장들， 대공포들， 그리고 군중이 부르는 노래에다 외치는 고함， 환호， 규 

탄， 그리고 비명들. 이처럼 그는 개개인의 개체성과 주체성을 매몰시키는 

군중에 깊은 관심을 쏟는다. 또 군중이 맹목적으로 날뛰다가 소수의 독재 

세력에 너무나 쉽체 부화뇌동하는 역사적 현실에 더욱더 큰 흥미를 느낀 

다. 요컨대 그의 이런 관심과 흥미는 그가 스스로 자기는 의존적이면서도 

권위적， 외향적이면서도 내성적， 활동적이면서도 소극적， 활발하면서도 소 

섬한 언간임을 암시한다. 

다른 교수들의 눈에는 그가 히틀러학의 대단한 대가로 보이지만， 자신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매우 소심하고 의기소침하여， 자기대학에서 

주최한 히틀러학 국제학술회의애 9개 국가와 17개 주로부터 참석한 교수 

들과의 대변을 피하려 한다. 이 교수들은 출신 국가와 지역이 아주 다양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통 특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쾌활하고 열성 

적이며， 웃을 때는 줄곧 침을 벨고， 유행에 뒤진 의복과 검소 그리고 시간 

엄수가 몸에 배어 있었다‘ 또 그들은 사탕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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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개회사는 이번 학술회의의 의의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언이 아니라 히틀러의 어머니， 동생， 그리고 개에 관한 한 

담이다. 그의 개 이름은 울프(Wolf)인데， 이 단어는 영어와 독일어에 드물 

게 있는 동일의미의 낱말이라고 그는 언급한다. 회의 참석 교수들도 밤에 

는 히틀러에 대한 농담들을 하면서 카드놀이에만 열중하지만， 그는 자기 

가 너무나 무지하고 초라하다고 스스로 단정하고 이 렇게 행동한다: “그는 

자신의 거구， 명성， 교수 정복， 그리고 검은색 안정에도 불구하고 절망적 

인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 그래서 그는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학술회의 

개최기간 통안] 연구실에 칩거한다 "2이 그의 이런 행동은 자아탐구 의지 

와 주체성은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려는 타성과 위선에서 

비롯된다. 

그는 히틀러학과를 선설할 때， 학장이 그의 이름 잭 글래드니는 강한 

힘이 없으니 제이. 에이. 케이‘(J. A. K) 글래드니로 개명하라는 조언을 

받고， 즉각 거기에 따른다. 또 학장이 히툴러학을 강의할 때는 언제나 교 

수 정복을 입고 검은색 안경을 쓰라는 충고를 듣고， 아무런 이의없이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중에 안경을 벗으라는 부인의 말을 듣고， “나는 검 

은색 안경을 쓰지 않고는 히틀러를 강의할 수 없다”고 그는 푸념한다. 왜 

할 수 없느냐는 부인의 질문을 받고， “나는 안경 띠 필요하다. 그 필요가 

전부이다"(221)고 그는 대답한다. 또 그는 대학 컴퓨터 센터의 과거 교수 

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잭， 나는 당신을 대학 밖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안경도 쓰지 않고 교수 정복도 입지 않으니까 당신이 달리 보인 

다 ....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 당신은 아주 순진하게 보인다"(82~ 

83). 게다가 그는 독일어를 전혀 모른다. 히틀러학 국제학술회의의 개회사 

를 독일어로 하기 위해， 그는 극비리에 독일어 개인 교습을 받는다. 이러 

면서도， 그는 히툴러에 관한 논문을 써서 권위있는 학술지에 발표할 뿐 

아니라 최소한 1년간 독일어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히틀러학 전 

때) Ted BilJy, “The Extemalization of the Self in Ame끼can Life ‘ Don DeLillo’s White 
Noise ," Joumai 01 Evoiutionary P.잉Ichoiogy 19.3-4 (August 1998),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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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불허한다. 요컨대 그는 의존과 위선의 명수이다. 

이렇게 의존적， 위선적 인간인 글래드니의 복잡한 가족관계와 주택이 

부유층 거주지역에 있음은 이 문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 “배베트와 나 그 

리고 과거 부부관계에서 가졌던 우리 아이들은 이전에 깊은 계곡이 있는 

숲속이었던 조용한 거리의 끄트머리에서 살고 있다"(4). 그는 세번 이혼 

하고 네번째 부인 배베트(Babette) 어머니가 다른 자기 아들 열네살 된 

하인리크(Heinrich) ， 아홉살의 딸 스테피 (Steffie) ， 지금 부인이 데리고 온 

열한살의 여아 더니스(Denise) ， 그리고 세살의 남아 와일더 (Wilder)와 함 

께 큰 문제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복잡한 가족관계는 그의 권 

위적， 자아도취적 성격에서도 비롯된다. 멀리 떨어진 역에셔 탈선한 화물 

열차에 적재한 탱크(tank)에서 분출된 유독개스가 그의 도시 지역으로 이 

동하변서 확산되고 있으므로 피난해야 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는 이 

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내 신분이 대학교수만은 아니다. 나는 학과 

장이다. 나는 공중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독개스를 대피해야 한다는 경고 

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피난은 도시의 물고기 부화장들이 밀집해 있 

는 빈민지역의 이동식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해야 할 자구책이 

다"(117). 그는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처럼 재난의 피해자가 된다는 가정 

도 상상도 할 수 없다. 또 이 복잡한 가족관계는 그의 이 런 충동적， 망상 

적 기질에서도 연유한다: “나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샀다 .... 나는 사는 

재미로 상품을 구입했다. 처음에는 살 의사가 조금도 없었던 물건을 보고 

만져보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샀다 ... [그러면] 나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존심이 강해지기 시작함을 [느꼈다1 나는 스스로 흡족하여，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잊었던 사람이 생존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빛이 

내 주위를 환하게 했다. ,., 내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의 [가치와] 중 

요성은 작아지는 것처 럼 보였다. 내가 지금 지출한 총액은 아무것도 아니 

었다. 이 총액이 장대비처럼 내 피부로 흘러내렸다. 사실 이 총액이 실존 

적 활력의 형태로 돌아왔다"(84). 이처럼 그의 삶의 가치와 의의는 오직 

신분， 재력， 그리고 과도한 소비에만 있다. 그의 이렇게 잘못된 인생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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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타성이 되어버린 의존적， 위선적， 권위적， 자아도취적， 충동 

적， 망상적 성격의 총체에서 비롯된다， 

그는 이런 일차원적， 폐쇄적， 부정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 부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세번의 이혼 

사유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다고 단정한다. 그뜰은 야위고 신경질적이 

며 “현실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느끼는 성향을 가졌으며， 첩보기관 

과 관련이 있는 자기 임무에 열중하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하는 여인들이 

었다"(6). 반면에 배베트는 키가 크고 육체는 풍만하며 매우 가정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이복 형제자매를 잘 돌보면서 가사를 매우 능률적으로 처 

리한다. 또 그녀는 강인하고 건강하며 솔직하고 사교적이어서 노인들과 

맹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러 

므로 그녀는 글래드니가 편안히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이렇게 찬양한다: “당신은 나의 정신력이고 창 

조적 생명력이다’'(199). 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전부 고백하면 

서， 이런 고백이 그녀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열렬하게 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고 있다고 확신한다: “배베트와 나는 서로 전부를 말한 

다. 나는 [나의] 전부를 말했다 ... 숨김없이 럴어놓는 고백은 지기 일신의 

형식이고 보호자 책임의 익사 표시이다. 사랑은 우리가 상대방의 배려와 

보호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주체성의 제발을 가속화한다"(29). 

따라서 그와 배베트는 서로를 깊이 배려하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의 최상의 삶은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다”고 나는 말했다. 

“잭，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나는 당신을 즐겁 게 해주고 있을 때 행복하다 

“나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이든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당신을 즐겁 게 하도록 허용해야만 나를 즐겁 게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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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그녀 가 말했다，(28) 

“What’s best for me is to please you," 1 said. 

“1 want to make you happy, Jack." 

“I’m happy when I’m pleasing you." 

“1 just want to do what you want to do." 

“I want to do whatever’s best for you." 

“But you please me by letting me please yoU," she said.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사랑의 이런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간을 격려 

시키는 벽을 파괴하고， 인간을 결합시키는 힘이다. 사량은 고독과 소외의 

감정을 극복하도록 해줌과 동시에 자신의 본질적 자아에 충실한 인간이 

되게 함으로써 본래의 자기를 보지함을 가능하게 해준다 "20 배베트는 사 

랑의 올바른 정의를 알고 그런 정의에 입각한 사랑을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글래드니를 배신한다. 이 배신의 근 

원은 그녀가 지대한 관심을 자아 탐구와 사물의 본질 이해에 두지 않고 

외부현상， 에를 들변 부유층 학부모들의 외모와 의복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쏟는 데 있다. 또 그 근원은 그녀가 확고한 주체성과 독자성을 바 

탕으로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좋 

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있다: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기억히-지 못한다. 나 

의 삶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이다. 나는 보통 검이나 무가당 검을 씹는다. 

나는 검을 씹거나 담배를 피운다. 나는 담배를 피우거나 체중을 늘린다. 

냐는 체중을 늘리거나 운동장 계단을 뛰어오른다"(53). 요컨대 그녀는 언 

제든지 타의에 의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돌변하는 여인이다. 

그녀는 이 렇게 사랑의 올바른 철학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율 

배반적인 사고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이런 삶을 영위하는 와중 

21) Erich Fromm, 까le Art o[ Loving (New York: Bantam, 196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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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시달린다: “나는 죽음이 무섭다. 나에게 언제 

나 죽음이 염습한다 .... 잭， 죽음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죽음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다"(196). 그녀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속수무책일 때， 우연 

히 태블로이드(tabloid) 판 신문에 있는 광고， “죽음의 공포”를 본다. 이 

광고에 매료되어， 그녀는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고 자진해서 다국적 거대 

기업에서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해 극비로 개발하고 있는 향정신 

성 의약품， 다일러(Dylar)의 임상실험 대상자가 된다.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약을 복용하면서， 그 임상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남자와 불륜관계를 

갖는다. 글래드니는 지-기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때문에 너 

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비애와 통분의 처절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 

다: “나는 육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의 판념이나 [실재가 없는] 

자아에 불과하다. 나는 광대한 공간에 홀로 있다"(198). 이 충격 때문에 

자신의 존재 기반이 무너졌으므로 그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신체를 뚜렷 

하게 의식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 공줌에서 실제없이 떠돌아다니는 유 

령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글래드니와 배베트는 자아탐구와 실현 그리고 주체성과 독자성 

에 관심을 쏟지 않으므로 서로를 굳게 결협시키는 사랑을 할 수 없다. 그 

러므로 그들은 함께 설존에서 지향해야 할 공동목표를 설정， 달성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실천철학을 정 립， 제시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티비를 보 

면서 삶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텔러비전이 

인간 의식을 혼란， 마비서키는 [주범]이다"(51)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 

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데 있 

다. 어린이가 일단 방송매체에 세뇌당하면， 무조건 방송매체의 발표만 믿 

으려 하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어 

린이는 현실감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아버지 차로 등교하는 

하인리크는 레이디오우의 예보- 오늘밤부터 비가 온다 -를 맹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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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을 부리면서 현실을 이렇게 부정한다. 

“오늘밤부터 비 가 온다 

“지금 비가 내라고 있다”고 내가 말했다. 

“레이디오우는 오늘밤부터라고 예보했다 

“앞 유리를 보아라. 빗방울이 있느냐 없느냐?"고 내가 물었다 

“저는 다만 아버지에게 레이디오우가 했던 예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디오우의 예보 때문에， 그 때문이 우리 감각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유보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감각이요? 우리의 감각은 정확할 때보다는 틀렬 때가 훨씬 더 많습 

니다 ... 바로 아버지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문이 소리가 저쪽에 

없다는 확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2-23) 

“It’s going to rain tonight." 

“It’s raining now," I said. 

“The radio said tonight." 

“Look at the windshield," 1 saíd, “1s that raín or isn't ít?" 

“I’m on1y telling you what they said." 

“Just because it’s on the radio doesn’t mean we have to suspend belief 

in the evidence of our senses." 

“our senses? Our senses are vvrong a lot more often than they’re 꺼ght. . 

Just because you don't hear a sound doesn’t mean It’s not out there .... 

이처럼 현실과 감각을 긍정하는 아버지와 왜곡된 의식으로 현실 부정론 

자가 되어버린 아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배베트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일주일에 한번만 티비를 보 

는 가정 규칙을 정한다. 또 그녀는 온 가족이 연속 가정극을 시청하도록 

해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가족의 강한 반발로 말미암 

아 헛수고로 끝난다. 가족은 연속 가정극보다는 재난 장면을 이렇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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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한다: “그녀는 우리의 반대 기세에 깜짝 놀랐다. 우리는 그녀의 의도 

에 반하여 조용히 가옥들이 바다 속으로 무너지는 또 마을 전체가 뿜어 

나오는 용암 덩어리 안에서 딱딱 소리를 내면서 뀔에 타는 장변을 보고 

있었다. 모든 재난은 우리가 더 많은 더 크고 웅대하며 파죽지세로 퍼지 

는 재난을 보고 싶어하도록 자극한다’'(64) ， 우리는 재난이 티비에서 일어 

나고 있으면， 더욱 황홀하고 매혹적인 장면을 좋아한다 일단 우리가 티 

비에 중독되면， 우리의 눈， 귀， 뇌， 그리고 신경계통이 무디게 됨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비극과 관련이 있는 더욱더 자극적 인 장면들을 선호한다. 

이런 재난 장면들을 선호하는 글래드니의 “가정판 세계에 대한 오보(誤 

報)의 요람이다. 가정생활에서 사실의 오류와 오해를 일으키는 어떤 것이 

틀림없이 있다"(81)， 따라서 그의 가족은 잘못 인지한 사실， 정보， 그리고 

지식에서 비롯된 선입관， 편견， 아집， 그리고 독선 때문얘 서로를 이해， 존 

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족은 서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없고， 

더욱이 하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동문서답만 한다 설례를 들면， 가족이 

대형 백화점들과 많은 상가들이 입주한 건물(m삶1)로 가고 있을 때， 더니 

스는 약국의 약품 대장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약， 다일러를 가족 모르게 

복용하고 있는 어머니가 매우 못마땅하므로， 그녀띄 속마음과 반응을 알 

아보기 위해 심술굿게 이런 질문을 한다. 

“엄마는 다일러에 대해 무엇을 일고 계신가요?" 

“다일러는 스토우버즈 집에 기식하고 있는 흑인 소니냐?" 

“그 소녀 이름은 다카이다”고 스테피가 대답했다. 

“다카는 그녀의 이름이 아니고 출신국가로 애프리커의 서부에 있는 나라 

디”고 더니스가 말했다. 

배베트가 대꾸하기를， “수도는 라고우스다 일찍이 보았던 파도타기하는 시-

람의 영화 때문에 전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들르는 도시임을 나는 안다 

“『이상적인 파도J , 나는 티비에서 이 영화를 봤다”고 하인리크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소녀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스테피가 물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영화 제목은 『이상적인 파도』가 아니었다.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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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는 그들이 찾고 있었던 요동치는 물결이다”고 배베트가 말했다. 

“사람들은 허와이이로 가서 일본으로부터 밀려오는 매우 높은 파도를 기다 

린다. 이 높은 파도는 종이접기로 형상화되는 그림으로 보인다”고 더니스가 

스테피에게 말했다 

“그 영화 제목은 『긴 무더운 여름』이었다”고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긴 무더운 여름』이 실은 테너시 어니 윌리엄즈의 연극이다”고 하인리크 

가 반박했다. 

“어 쨌든 네가 제목들의 판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배 베트가 강조했다.(80~81) 

“What do you know about Dylar?" 

“Is that the black gìrl who’s staying with the Stovers?" 

“That’s Dakar," Steffie said. 

“Dakar isn't her name, it’s where she’s from ," Denise said. “It’s a coun

tη on the ivory coast of Africa." 

“The capital is Lagos," Babette said. “1 know that because of a surfer 

movie 1 saw once where they travel all over the world." 

“The Perfect Wave ," Heinrich said. “1 saw it on TV." 

“But what’s the girl’s name?" Steffie said. 

“I don’t know," Babette said, “but the movie wasn't called ηJe Perfect 

Wave. The perfect wave is what they were looking for." 

“They go to Hawaii," Denise told Steffie, “and wait for these tidal 

waves to come from japan. They’re called origamis." 

“And the movie was called 까JeLoηg Hot Summer," her mother said 

“The Long Hot Summer," Heinrich saìd, “happens to be a play by 

Tennessee Ernje Williams." 

“It doesn’t matter," Babette said, “because you can’t copyright tities 

anyway. 

이처럼 그들에게 긴 대화는 있지만， 서로의 심금을 울리는 의사소통은 있 

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자기주장을 하는 데만 열중하고， 상 

대방의 의견과 주장을 경청， 수용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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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그들 각자는 자신을 허위의식의 감옥 속에 유폐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창조적 삶과 미래를 상상， 설계하는 가족공동체 의 

식을 확장할 수 없다. 

이렇게 왜곡된 자아의식에 유폐된 글래드니의 자족은 상호간에 끈끈한 

유대감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일체감을 느낄 수 없으므로 엄청난 고독감 

과 소외감에 휩싸인다. 이런 고독감과 소외감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 생존 

할 수 없으므로， 글래드니가 “내 가족은 [한마음으로 고가의] 상품구매에 

열중했다"(83)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의 가족은 파도한 소비욕구를 충족 

시키면서， 더욱이 필요 이상의 상품구매를 통해 치우 실존의 위기와 파멸 

요인으로부터 순간적으로 해방， 구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부 

정적 해방수단은 이 가족을 이렇게 더욱더 쓰라린 고독과 자아유폐로 몰 

아넣는다: “우리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혼자 있고 싶었다"(84). 이 가족의 이런 부 

정 적 실존의 근원은 글래드니 와 배 베트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다 자아탐구와 실현 의지가 없는 데 있다. 또 그 근원은 이 두 사 

람이 삶에서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목표가 없기 때문해 자녀들을 한마음 

으로 뭉치게 할 수 없는 데 있다. 따라서 글래드니의 가족이 고독감과 소 

외감으로부터 해방， 구원될 수 있는 첩경은 부모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 

고 창조적 자아를 탐구， 실현 하는데 펼수적인 깨달음과 의식개혁에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글래드니와 배베트가 그 해방과 구원의 첩경을 

깨달음과 의식개학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날로 겸이로운 발전이 거듭되 

는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려는 데 있다. 죽음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지 

나치게 두려워하는 이 부부에게 새로운 괄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에 대 

한 과신이] 그들이 죽음과 자기들을 나약하게 하는 공포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껑) 그러므로 배베트는 이런 철학을 역설한다: “나 

는 매우 독창적인 사람은 아니지만，‘사물들을 분석하고 구별하여 분류하 

22) Leonard 0π， Doη DeLillo’'s Whíte Noise: A Reader’s Guide (New York: Continuum, 
2(03),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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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자세， 식음， 그리고 호흡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당신은 세계를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분석이] 세계 

를 탐구하는 나의 방법이다"(192). 게다가 글래드니는 시스킨드기- 자신의 

기술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피력하는 요지를 경청한다: “기술은 한편으로 

는 불사의 욕망을 키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종말의 [징후를] 예고 

한다. 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절연된 욕망이다 .... 기술은 생명을 연장하며， 

병든 장기를 새 기구와 장치로 대체한다. 매일 새로운 장치와 새로운 기 

술. 분자의 고유 진동을 이 용하여 전자파를 방출하는 장치 (lasers) , 분자증 

폭기 (masers) ， 초음파진단뻐trasound). 잭， 기술에 당신 자신을 맡기시오. 

기술을 믿으시오"(285). 따라서 글래드니와 배베트는 죽음의 공포 완화 

욕구， 더 나아가서 죽음을 겸허 히 수용하지 않으려 는 욕망을 스스로 과학 

과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의 성과라고 과신하는 다일러로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배베트는 다일러가 무용지물임을 직접 체험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글래드니는 히툴러의 권위와 군중에 의존하여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가， 유독개스에 잠간 노출되 었기 때문에 

다시 죽음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자 그 구원책으로 다일러에 매달리려고 

안탈한다. 글래드니와 배베트의 인위적 수병 연장과 불사약 갈망은 오늘 

날 모든 사회의 이런 공통적 특정이다: “우리의 현대사회 전체가 삶과 죽 

음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시키려는 그리고 죽음을 부정하고 제지하려 

는 시도에서 과거 시대보다도 훨씬 더 극성스럽다껍) 

그러나 글래드니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의 경이적인 발전에 의존하여 

죽음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안달하여도 그의 인명재천 철학을 부정하는 

허황된 욕망과 의지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 마치 그가 유독개스가 자기 

거주지역으로 이동해오고 있는 데도 자신과 같은 신분층과 중산층 주민 

들은 대피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다가， 결국 대피 행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더욱이 그가 그처럼 기적적이라고 확신하여 의존했던 기술 

23) Douglas Kellner, Jean Baudrillard: From Marxism to Postmodemism and Beyo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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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에게 불안감， 반감， 불신감， 그리고 허탈감만 만겨준다. 그는 “치명적 

인 화공약품의 구름"(119)이 몰려오기 때문에 별수없이 피난가는 도중에 

2분 30초 동안 차 밖으로 나왔다가 “심계항진(心陸元進)과 기시감(많視 

感)" (116)을 유발한다는 “신세대 유독 산업폐기물’'(138)인 나이어딘 디. 

(Nyadene DJ에 노출된다. 이 개스의 10억분의 1으) 미량도 쥐를 바로 치 

사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하며 인체에서 지속할 수 있는 연한 

은 30년이다. 그러므로 글래드니는 이 개스가 자신익 생명과 수멍에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어떤 효과적인 치료콸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다. 

그가 이렇게 안달함에도 불구하고， 대피소 주재 의료 기술자는 컴퓨터 

에 그의 신체사항과 이력 병력 유전적 특질 그리고 심리상태를 입력하 

더니， 모니터에 별로 반갑지 않은 큰 숫자가 나타난다고 그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도 그 기술자는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면 

서， 그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그의 두번째 

검사에서는 놀랄 만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파서 그의 주치의는 이 

렇게 부정확한 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큰도시에 있는 최신식 

시설과 장비를 갖춘 더 큰 검사실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한다. 

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주치의는 그를 환자， 즉 인간으로 진료하려고 하 

지 않으면서， 컴퓨터에서 출력된 자료에만 관심을 쏟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실험대상， 혹시 흥미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 같은 주치의에게 대 

단한 혐오감을 품고， 이렇게 반항하면서 불안감에 떤다: “[내 주치의]는 

나애게 말을 걸고 싶어하지만， 나는 멀리 하려고 벼르고 있다. 그는 나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고 열심이다. 아마 흥미있는 사례 

다. 그는 나를 한번 더 화상진료 블록에 끼우고 싶어한다. 그 블록에서 충 

전된 입자들이 충돌하고 강한 움직임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화상진 

료 블록이 두렵다. 그 자기장들과 컴퓨터로 처리되는 핵 맥박(고동)이 무 

섭다. 그 블록이 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두려워한다"(325) ， 그 

의 혐오감， 반항심， 그리고 불안감은 이 런 사실 때문에 유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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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의 질병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작업 즉 그의 죽음을 조정하는 기술적 

인 구조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실의 표현， 다시 말하 

면 삶의 [의미를] 전파하려고 하기보다는 죽음의 [공포를1 확산시키면서， 

우리의 불행으로부터 이득을 도모하려는 상엽적인 [요란한] 잡음의 또 다 

른 형식으로 판명된다 "24) 

이처럼 글래드니는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삶 

을 안락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해버린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지금 죽음에 직변해 있다고 이렇게 토로한다: “나이어딘을 조금 들이마신 

결과가 내 신체에 죽음을 안주시켰다 .... 나는 몽 안에 죽음을 잉태시켰 

다. 내가 유독개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그 개스도 

자체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30년. 그 개스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할 

지라도， 아마 내 육체에서 나보다 더 장수할 것이다. 나는 비행기 추락사 

고로 즉사할 수 있다. 그런 뒤에도 나이어딘 디.는 매장된 내 시신에서 무 

성할 것이다"(15이， 이제 그는 죽음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러거 위 

해서는 그가 죽음에 대한 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지금까지 

고수했던 죽음이 공포와 회피의 대상이라는 사상을 버리고 앞으로는 자 

아탐구와 실현의 근원이라는 철학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깨달음이 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그의 의식을 허황된 욕망과 욕심， 위선과 아 

집， 신분과 금전 제일주의， 불안감， 그리고 공포심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그가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는 깨달음과 의식개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그를 적극 

적으로 도와준다. 이 두 사람은 그의 고정관념과 확신을 서서히 와해시켜， 

그를 깨달음과 의식개혁으로 이끈다. 한 사람은 그가 다일러의 성분 분석 

을 의뢰했던 화학과의 젊은 여자 연구원， 위니 리쳐즈(Winnie Richards) 

다. 그녀는 신경화학(neurochemistry )을 전공하기 때문에 다일러의 성분 

24) Douglas Keesey, Don DeLil!o (New York: Twayne, 1993),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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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다. 그는 학내에서 재기 발랄하다는 평판야 

자자한 그녀가 그 성분을 밝혀줄 거라고 확신했따가， 크게 실망한다. 그 

러나 그녀는 다일러가 “흥미있는 기술적 제품 또 “작은 경이적인 체 

계’'(187， 188)라고 감탄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에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버중을 차지하는 죽음의 중요성을 이 렇채 강조한다: “나는 죽음에 대 

한 의식，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심까지도 놓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 

고 생각한다. 죽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 계션이 이-닌가요? 죽음은 삶 

의 소중한 본질， 즉 유한성을 일깨우지 않는가요? 당신은 스스로 최후의 

운명， 경계， 혹은 한계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당선아 지금 하고 있는 

어 떤 일이라도 아름다움과 의 미를 함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그녀는 죽음에 대한 경외집을 느낄 때 새로운 자 

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역설한다: “이 투틸거리는 사람의 모 

습이 그처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이상하다면， 그 묘습이 당신에게 당 

신 자신에 대한 참신한 의식 즉 특이하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아 

에 대한 생기있는 의식을 고취시킨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새롭고 진지한 

방식으로 인식한다. 당신은 당신 자선을 채발견한따"(228~29). 요컨대 그 

녀는 그가 공포와 부정의 대상으로 죽음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경이와 

외경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자기반성 자기앓 그리고 자아탐구와 설현의 

원동력이 되는 죽음을 이해 수용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또 한 사람은 대도시 뉴욕(New York)을 버리고 이 작은 대학도시로 

와서 매일 죽음， 내세， 그리고 우주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색 

하고 각오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재생한 시스킨드다. 그는 일상적， 규범적， 

폐쇄적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방새계에도 깊윤 관심을 갖는다. 그래 

서 그는 글래드니에게 티베트 사람들의 사생관을 이렇게 소개한다. 

티베트 사람들은 죽음과 재생 사이에 과도적 상태가 있다고 믿는다 죽음은 

기본적으로 대기 기간이다. 곧 새 자궁은 영혼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동안에 

영혼은 출생하면서 잃어버린 신성의 일부를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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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죽음은 사물 

들에 대한 애착의 끝남이다. 이 간단한 진리는 [우리가] 통찰하기가 매우 어 

렵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죽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변， 평온하게 죽음을 수용 

할 수 있다. … 우리는 인위적으로 삶에도 죽음에도 집착해서는 안된다， … 내 

가 티베트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이유. 죽음이 티베트에서는 하나의 예술이 

다. 승려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앉더니 울고 있는 친족들에게 밖으로 나가 방 

을 밀폐하라고 이른다. 문과 창문들은 밀폐된다 그가 챙겨야 할 일이 있다 

노래， 수비학(數秘學)， 점성， 음송.(37~38) 

Tibetans believe there is a transitional state between death and rebirth. 

Death is a waiting period, basically. Soon a fresh womb will receive the 

soul. 1n the meantime the soul restores to itself some of the divinity lost 

at biπh. 

Tibetans try to see death for what it is. It is the end of attachment to 

things. This simple truth is hard to fathom. But once we stop denying 

death, we can proceed calm1y to die. ". We don't have to cling to life 

artificially. … Another reason why 1 think of Tibet. Dying is an art in 

Tibet. A priest walks in, sits down, tells the weeping relatives to get out 

and has the room sealed. Doors, windows se머ed. He has serious business 

to see to. Chants, numerology, horoscopes, recitations 

또 그는 글래드니에게 노자의 이런 철학을 설파한다: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들은 모두 생명력의 동일한 

도관이다"(150). 게다가 그는 환생을 굳게 믿는다. 그는 인간의 환생에 대 

한 확신이 예술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철학을 글래드니에게 역설한다: 

“우리의 죽음을 초월하는 삶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발원하여 창작된 위대 

한 시， 그리고 음악과 무용， 그리고 의식을 상상하시오. 나는 숨을 거두고 

있는 사람과 이 철학을 논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예술작품들은 우리의 

희망과 꿈의 당연한 발로이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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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리쳐즈와 시스킨드는 글래드니가 죽음의 공포와 부정， 다시 말 

하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의존적인 

인간으로 실존했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최선닫 다하려고 한다. 그들 

은 그가 권위와 군중에 의존함으로써 주체성， 개체성， 독자성， 그리고 독 

립성을 상실했으며， 더욱이 과학과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개인적 

으로는 고독감， 소외감， 불안감， 허탈감， 지나친 소비욕구와 구매충동， 출 

세와 금전 제일주의， 타인 무시와 부정 심리， 그리고 소극적 인생관에 압 

도당하며， 사회와 자연에는 전혀 예기하지 않는 비극적 돌발 사건들과 미 

증유의 재앙들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펴고 심혈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깨달음과 의식개혁만이 그를 주체적， 사회적， 예지 

적， 창조적 인간으로 변신， 성숙시킬 수 있다고 확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스킨드는 글래드니의 깨달음에 큰 장애요소인 왜곡된 의식을 

개혁하는 과업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의식개혁을 강행하 

면 강행할수록 깨달음은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다. 글래드니는 인간의 모든 구상과 시도는 나쁜 깥과， 어떤 경우에는 비 

극적 결과로 귀결된다는 부정적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심지어 그는 

모든 예술 작품의 플롤(plot)도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스킨드는 그의 이런 의식과 확신을 정면으로 반딱하띤서， 그를 일차원 

작， 독선적， 폐쇄적 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최션을 다한다. 시스킨드 

는 이런 대화를 통해 그의 왜곡된 의식에 일격을 가하려고 한다. 

“구상과 시도는 살인이라고 당신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구상과 시 

도는 사실상 살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구상히고 시도함은 죽 

음이다 

“구상하고 시도함은 실존함이다”고 그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무질서 속에서， 지껄이면서 시작한다， 우리가 세계 속으 

로 뛰어들면， 하나의 모형을 형상화하려고， 또 하나의 계 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려는 의지에 존엄이 있다 당신의 전생애는 하나의 계획， 하나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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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하나의 도표다， 당신 생애는 실패로 끝난 계획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 

다. 구상하고 시도함은 삶을 긍정함이고， 모형과 통제를 탐구함이다， 사후에도 

이 탐구는 계속된다. 장례식도 의식에서 그 계획을 실천하려는 시도이다 .. 

“당선은 확신하느냐?"고 나는 물었다. 

“구상하고 시도함， 어떤 일을 목표로 삼음 시간과 공간을 구체화함. 이런 

의도와 작엽이 우리가 인간의식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이다다’/기’”깨’ 

‘“‘Ploαt a murder, you’re saying. But every plot is a murder in effect. To 

plot is to die, whether we know it or not." 

“To plot is to Iive," he said. 

“We start our lives in chaos, in babble. As we surge up into the world, 

we try to devise a shape, a plan. There is dignity in this. Your whole Iife 

is a plot, a scheme, a diagram. It is a failed scheme but that’s not the 

point. To plot is to affirm Iife, to seek shape and control. Even after death. 

most particularly after death, the search continues. Burial rites are an at 

tempt to complete the scheme, in ritual. ... " 

“Are you sure?" 1 said. 

“To plot, to take aim at something, to shape time and space. This is 

how we advance the art of human consciousness." 

이처럼 시스킨드는 지금까지 의존적， 소극적， 수동적 삶을 살았던 글래드 

니를 독자적， 적극적， 능동적 인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그의 왜곡된 의 

식을 개혁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요컨대 그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 죽는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 금까지 죽는 사람이 었던 글 

래드니를 살인하는 사람으로 변선시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그는 

글래드니에게 “변화를 위해 살인하는 사람이 되라"(291)고 호소한다. 

글래드니는 시스킨드의 이런 주장- “이론적으로 폭력은 재생의 한 형 

식이다"(290) -을 듣고 살인자가 되려고 한다， 그의 결심은 그가 깨달음 

과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의존적 의식과 수동적 실존에 종지 

부를 찍고， 주체적 자아를 탐구하면서 능동적 삶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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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이다. 또 이 결섬은 그의 재생을 상정한다. 그는 리쳐즈로부터 들어 

서 다일러 임상실험 관여자， 윌리 멍크(Willie l\1ink)의 거처를 알았다. 그 

는 자기 부인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농락한 밍크를 완전범죄로 살해하고， 

자신이 지금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으므로，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데 

펼요로 하는 다일러를 훔칠 계획 을 세운다. 이 계획에 따르변， 그는 안개 

가 자욱한 비오는 밤에 이웃집 차고에서 몰래 끌어낸 차로 고속도로를 달 

려 밍크가 머물고 있는 모우텔(motel)이 소재한 도시로 간다. 모우텔과 

그 주변을 잘 살핀 다음에 차를 먼 곳에 주차시깐다. 모우텔로 걸어가서 

밍크의 방으로 용의주도하게 들어간다. 통증을 기-장 섬하게 느끼도록 밍 

크의 복부에 권총을 세변 발사한다. 손수건으로 권총을 닦아 지문을 지우 

고， 고독한 남자의 자살로 위장시키기 위해 잉크꾀 손이 권총을 쥐고 있 

도록 한다. 거울에다 크레이온(crayon)으로 유서활 써 놓는다. 잉크가 소 

지하고 있던 다일러플 모두 챙긴다. 자기 거주지로 돌아와서 차를 차고에 

넣고 집으로 걸어간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가 심경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그의 의식을 타인 무시와 부정 심리로부터 인정과 존량 정신으로 전환시 

키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는다. 

글래드니는 자기 계획대로 밍크를 살해하려는 찰나에， 그가 다일러를 

과잉 복용하여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무분별한 인간으로 전락했음을 

간파한다. 그가 밍크에게 “빗발치듯 쏟아지는 총말"(311)이라고 고함지르 

자， 잉크는 어떤 판단력도 대책도 없이 무작정 마루를 치면서 화장실 쪽 

으로 기어가는 비루한 행동을 목격한다. 그는 잉크가 이런 와중에서도 호 

주머니에 있는 다일러를 몽땅 꺼내 한꺼번에 입딴으로 넣으면서 느닷없 

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을 듣는다: “나는 곧 해담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 

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의존하려고 했던 다일러가 인간 의식을 이처 럼 

마비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을 실감하면서 밍크의 꽉부에 권총을 발사하자， 

거기서 쏟아지는 붉은 피가 마루에 번진다. 그는 “밍크의 통증이 견디가 

어려울 만큼 아주 심했다"(312)고 쾌재를 부른다. 그는 손수건으로 권총 

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밍크의 손에 쥐어주자， 밍크가 바로 방아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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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이 탄환이 그의 왼쪽 손목에 맞는다. 이 상처가 “반어적으로 그에게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잃) 그는 자기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피와 잉크 무릎의 피범벅을 거의 동시에 보는 순간에， 자기와 

밍크는 하나의 공동운명체임을 깨닫는다. 그는 밍크가 아직도 생존해 있 

음을 알고 그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무시， 부정했던 다른 사람을 한 인 

간으로 이렇게 인정， 존중한다: “나는 처음으로 그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고 생각했다"(313). 따라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솟 

아나온 동정십과 자비심 때문에， 한 손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밍 

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온 힘을 다해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글래드니가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간 방 벽에 잭 케냐디(Jack Kennedy) 

대통령이 천국에서 교황 존(John) 23세와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 그는 자기를 치료해주는 수녀에게 묻기를 “오늘날 교회는 천국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은 여잔히 하늘에 있는 저 그림과 같은 옛날 

의 천국입나까?" 그는 당연히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의외로 수녀에게서 “당신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합니까?"(317)라는 핀잔 

을 듣는다. 더욱이 그는 수녀의 이런 말을 듣고 더 놀란다: “당선이 천국 

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그는 수녀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그러면 왜 벽에 저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까?" 하고 힐문 

한다. 그러자 수녀는 저 그림은 우려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 놓았다고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다른 사람들. 우리는 여전 

히 독실한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희망과 신념을 갖고 살고 있는 다른 사 

람들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 우리 

임무다. 그런 믿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 임 

무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다. 몇명 안된다. 옛날의 의식들과 옛날의 신앙 

심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악마， 천사 천국 지옥. 우리가 이런 종교적 사 

실들과 신념을 믿는 체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파멸할 것이다"(318). 수녀 

25) Ibid..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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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런 주장이 『요란한 잡음』의 절정을 이룬다 26)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성직자들의 언행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지만， 

수녀의 주장을 듣고 그 고정관념이 와해되고 있음을 의식하고 경악한다. 

요컨대 그는 자신의 독선적 일차원적 폐쇄적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계기를 가졌으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글래드니는 이런 깨달음과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독선적， 일차원적， 의 

존적， 폐쇄적 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주체성， 탐구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을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으로 변신 재생한다. 그는 사물의 본질을 이 렇 

게 탐구하여 터득한다: “나는 비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알았 

다"(310). 그는 스테피가 자면서 무심코 말한 그 판한 차종 이름， 도요다 

젤러커(Toyota Celicα)를 듣고， 거기서 초월적 의띠외 힘을 발견한다. 왜 

냐하면 그에게 “그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불가사의하며 아련히 떠오르 

는 경이감으로 황금빛이 되었기"(155) 때문이다. 석양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 또 삶에서 경이와 외경의 마음을 실감한다. 무엇보 

다도 그는 자신의 의식을 나로부터 우리로 확장한다. 그는 부인과 와일더 

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면서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이런 외경과 불가사 

외에 빠진다: “이 따뜻한 저녁의 정기를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 우리는 

그 밖에 무엇을 느끼는가? 확실히 외경이 있다. 외경 그 자체다. 이 외경 

은 지금까지의 외경 부류들을 초월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이감으로， 아니 

면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야-니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득하지 못한다"(324). 이처럼 그는 

두 사람과 함께 무아의 경지에 있다. 이 경지가 그띄 변신과 재생이다. 그 

는 이렇게 재생하여 자신의 자아탐구와 실현의지， 잠재랙과 가능성， 공동 

체 의식， 주체성， 독립성， 융통성， 그리고 개방성을 말살하려는 후기 자본 

주의사회의 보도매체， 과도한 소비심리와 욕구 조장전략， 그리고 거짓 진 

리와 사실에 끈질기고 과감하게 도전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26) Jesse Kavadlo, Don Deμ1/0: Balance at the Edge qf Beli앙 (New York: Peter Lang, 
2004),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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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는 『요란한 잡음』의 주인공， 잭 글래드니가 최근미국사 

회의 피해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독선적， 

자아도취적， 폐쇄적， 소극적 인간으로 전락했다가， 깨달음과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개방적， 적극적， 긍정 

적 인간으로 재생하는 과정의 고찰이다. 그가 이렇게 부정적 인간으로 전 

락했던 까닭은 최근미국사회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자아탐구와 실현의지， 

잠재력과 가능성의 계발욕구， 개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빼 

앗는 가장 큰 주범이기27) 때문이다. 후가 자본주의사회로 변천한 최근미 

국사회는 우리 삶을 “레이디오우， 티비， 그리고 태블로이드판 신문의 부 

정(不팽)한 삼위일체”잃)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조종한다. 우리는 이런 부 

정한 삼위일체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대 

한 관심을 신분과 금전 제일주의， 상업방송이 자극하는 소비심리와 구매 

욕구， 그리고 자연에 거역하는 장수 욕망에 쏟으면서， 우리 의식을 마벼， 

왜곡시키고 있다. 이 왜곡된 의식에 압도당한 대표적 인간이 우리를 상징 

하는 잭 글래드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선분과 재력에 도취되어 가정에서 

는 매우 독선적이다. 또 그는 자아도취에 빠져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는 허황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과학과 기술에 의존해보지 

만 결국은 배신감과 실망으로 끝난다. 더욱이 그는 학문의 보편성과 합리 

성을 부정하는 히툴러학에 몰두하여 그의 독재정치와 미증유의 만행， 그 

리고 대중에도 의지해보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개체성과 주체성의 상설 

이다. 그는 왜곡된 의식에 압도당해 가정에서는 제대로 가장 역할도， 대 

학에서는 진리탐구도 하지 못한다. 요컨대 그는 래우 무능하고 소모적이 

고 비극적 삶을 살고 있다. 

'2:7) Bruce Bawer, Diminishing Fiction: Essays on the Modem Ameri，αm Novel and Its 
Critics (Saint Paul: Gray Wolf, 1988), p. 253 

28) Keesey, Don DeLillo,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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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비극적 실존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 구원의 칩경은 깨달 

음과 의식개혁에 있다. 그는 신경화학을 전공하는 젊은 여자 연구원， 리 

쳐즈로부터 죽음은 공포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유한성을 일깨 

워주는 삶의 소중한 본질이라는 철학을 듣는다. 또 그는 대중문화학과의 

객원강사， 시스킨드로부터 이런 진리를 경청한다: “삶과 죽음은 둘로 나 

닐 수 없는 하나이며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시작씨다. 죽음은 삶의 옹전 

한 의미가 반영된 거울이다 "29) 글래드니는 이 철학과 진리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이 개념이 그의 깨달음의 경 

지를 깊고 넓게 하여， 그를 왜곡된 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게다가 시 

스킨드는 “구상하고 시도함은 삶을 긍정함이고， 모형과 통제를 탐구함이 

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죽음이다”는 고정관념을 와해시킨다. 더욱이 시 

스킨드는 그를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상징하는 소극적， 수동적， 부정적 

의식에 압도당한 “죽는 사람”으로부터 적극적， 능똥적， 긍정적 의식을 고 

취하는 “살인하는 사람”으로 변신시킨뎌 그는 스스로를 제약， 한정하는 

의식으로부터 해빙되었기 때문에， 자가 부인을 농락했던 다일러 임상실험 

관여자， 윌리 밍크를 살해하려고 권총을 발사했지딴， 결국은 죽이지 않고 

총상을 입은 그를 살리려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더욱 다행스럽게도， 

그는 병원에서 수녀의 이런 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통작인 신앙생활과 종교의식에 전념하고 있는 체 한다 을 듣 

고， 종교와 성직자에 대한 자기 펀견과 고정관념에 경악하고，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친다. 그의 이런 깨달음과 의식개혁이 그를 비극적 실존의 근원 

인 왜곡된 의식， 다시 말하면 최근미국사회의 악폐화부터 해방시켰기 때문 

에， 그는 새로운 인간으로 재생한다 이렇게 재생한 글래드니는 자기실존 

의 본질인 자아탐구와 실현의지를 실천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계발하며， 

개체성과 주체성을 고수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장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우리를 상징하는 글래드니가 비극적 설존에서 해방되려면 삶의 목적을 

29) 소갈 린포체 지음， 오진탁 옮김티베트의 지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J (서울: 민음사， 

2003),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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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탐구와 실현， 잠재력과 가능성의 계발， 개체성과 주체성의 고수， 그리 

고 공동체 의식의 확장에 두어야 한다. 그가 일단 이렇게 실존 목적을 세 

우고 달성하려면， 자신의 강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은 필수적이고， 또 왜 

곡된 의식에 압도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 

다. 이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나 가능한 한 많이 있어야 하는 작가들이다. 

디릴로우는 작가를 이렇게 정의한다: “작가는 사회 밖에 존재해서 패거리 

와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다. 작가는 습관적으로 자기 정부에 반대 

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다. 미국작가들은 우리가 지금 더욱더 저헝해 

야 하는 제도와 조직의 일부가 되려는 그렇게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다. 

미국작가들은 변두리에서 살고， 가장자리에 서 있으므로 더욱 위태로워야 

한다 "30) 요컨대 작가는 언제나 “레이디오우， 티비， 그리고 태블로이드판 

신문의 부정한 삼위일체”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영 

혼을 정화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작가들만이 실존의 본질을 탐 

구하려는 독자들에게 깨달음과 의식개혁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다. 

디릴로우는 우리를 상징하는 『요란한 잡음』의 주인공， 잭 글래드니를 

창조했다. 그의 글래드니 창조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하면서， 매우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탐구， 고수하려고 최선을 다하 

고 있지 않는 순간에 “레이디오우 티비 그리고 태블로이드판 신문의 부 

정한 삼위일체”의 포로로 전락하여 비극적 삶을 살기 시작하며， 계속 왜 

곡된 의식에 압도당한다. 우리가 왜곡된 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첩경은 

오직 깨달음과 의식개혁에 있다. 이런 깨달음과 의식개혁이 비극적 실존 

을 극복하는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해준다. 이 계기를 통해 점차 왜곡된 

의식으로부터 해방된다. 우리가 일단 해방에 성공하면， 다시는 포로로 전 

락하지 않기 위해 굳은 의지와 각고의 노력으로 자아탐구와 실현， 잠재력 

과 가능성의 계발， 개체성과 주체성의 고수，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확장 

에 전념해야 한다. 디렬로우와 그가 정의한 작가들이 우리의 전념에 가장 

30) Ann Arensberg, “Seven Seconds," in Conversations with Don DeLillo, pp.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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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결론이 펼자의 『요란한 잡음』과 다렬로우의 소설론 

에 대한 고찰이다. 필자는 이 고찰을 하면서， 미국 교수들의 이 소설과 그 

의 소설론에 관한 견해와 평가가 매우 상반적임을 알았다. 이 상반은 그 

들도 작품과 소설론 이해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이 작품을 이 

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소설의 기능과 효용에 입각 

해서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파악， 기술해보려고 했다. 다만 이 파악과 기 

술이 필자의 기대와 의도대로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대와 능력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필자는 국내에서 이미 발표된 『요 

란한 잡음』에 대한 논문들을 읽고 집필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았다. 우리는 논문집필 시각의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소설을 어떻게 이해， 수용해야 하는가의 공동-꾀 장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디. 

이 공동의 장은 이런 소설철학에 그 기반이 있어야 힌다: “소설의 탐구 

대상과 목표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실존이다. 실존은 이미 있었던 사 

건틀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인간 가능성띄 영역이다. 다시 말하 

면， 인간이 될 수 있는 전부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소설가들 

은 이런 혹은 저런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실존의 설계도를 구상한다. 그 

러나 또 말하지만， 실존은 ‘사회 속에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주인공 

과 그의 세계는 가능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 " 소설가는 역사가 

도 예언가도 아니고 실존의 탐구자이다 "31) 우리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미국소설을 이해， 수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면， 미국소설을 더욱 긍정적，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를 더욱더 낙관적 실리적，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앞으 

로 미국소설의 이해와 수용은 소설의 본질은 삶의 긍정과 예찬에 있다는 

철학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필자는 각별히 강조한다. 

31) Mìlan Kundera, The Art rf the Nove!, trans. Linda Asher (New York‘ Harper & Row, 
1988), pp. 42-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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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τhe Power of Ex얻anding Consciousness and 
Awakening: Based on Wh ite Noise 

Ji-moon Koh 

(Chonnam National Universìty) 

Thisp聯r examines Don DeLilIo’s philosophy and waming embodied in Wh ite 

Noise. We should devise the best way to transcend “white noise," which has 

become a terribly destructive force to human existence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White noise -- an unholy trinity ofradio, TV, and tabloids -- is 

a cultural logic and means εmployed by our capitalistic society to raise and 

control a false consciousness. White noise has confused, adulterated, and 

overwhelmed the mind of Jack Gladney, hero of the novel, who represents us. 

G!adney, professor and chaírman of Hitler Studies department, despises and 

denies the ration빼 and universal in his life and study. He admires Hitler and 

follows Hitler’s dictatorial philosophy. Gladney has no interest in self

knowledge and sεIf-reaiization， but pays utmost attention to social status, 
authority, wealth, and conspicuous coηsumption. White noise has deprived him 

of individuality, independence, confidence, creativity, and community spirit. He 

has become a dogmatic, negative, dependent, egoistic, and inflexible man. 

However, he is much satisfied with his aft1uent living and achievement in Hitler 

studies, and in his satisfaction, he acutely fears his own mortality. He tries to 

prolong his Iife on Hitler and technolo없" but in vain. Finally, he awakes from 

the ilIusion that he can overcome death, leams that life and death are one, and 

accepts his mortality. By expanding consciousness and searching for identity, 
Gladney can actualize and maximize his leaming and acceptance. The best way 

to transcend white noise is liberation 한om a false self and awakening. 

주채어 (KeyWo벼s) 

돈 디렬로우(Don DeLillo), W요란한 잡음~(White Noise), 죽음의 공포(fear of 

death), "61 툴러학(Hitler studies),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깨달음 
(awakening), 의 식 개 혁(consciousness expa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