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논문】 

조직 안팎 개인의 상대적 자율생과 양극체제: 
돈 데렬로의 r리브라」와 “시스댐 속의 무，，* 

1. 셔 론 

이동환 
(서울대) 

돈 데릴로(Don DeLillo)의 r리브라J(Libra， 1988)는 미국의 ‘자본주의/ 

개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집단주의’라는 양극체제 사이의 갈등을 배 

경으로 케네디 대통령 암살 범인으로 지목받은 오스왈드(Lee Oswald)의 

내면세계를 다룬다. 서술자는 미소 정보기관의 은밀함 사이에서 간첩 신세 

로 고립된 오스왈드를 통해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홀로 실행에 옮기면서 세상과 자기 사이의 베일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검열 

한다. “해병대 교범"(the Marine Corps Manual)은 이렇게 모인 개인들이 

주어진 틀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을 상정한다. 오스왈드는 해병대에 입대 

하기도 전에 교범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해병대 교범 속에서 발견한 

다"(Mott 135). 그의 소련 생활은 해병대 교범의 두 가지 속성， 즉 집단주 

의와 자폐증에 가까운 폐쇄적 개인주의를 보여준다. 1) 그는 소련 정보기관 

*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제안 및 조언을 해주신 허장욱 선생과 익영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드혈로는 생(c리1)이라는 말을 자주 이 책에서 쓴다 . . . 그 작은 밀폐된 공간은 니콜라스 
브랜치 조그만 자기의 방， 그의 서재에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비밀역사를 집필하는 곳이 
기도 하고， 개리 하크니스가 훌로 자신의 존재와 풋블의 상황을 영상하는 기숙사의 조그만 

빵이기도 하다 그리고 윈 에버헤트가 계기의 목켜올 위하여 케네디 암살의 시도안을 계획 

하였던 자기만의 방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외률 상정하는 주인공들의 자기안의 방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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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에 민스크α1insk)의 라디오 조립 공장에 배치되어 

부속품 취급을 당하면서 사회와 고립된 채 망상 속으로 빠져든다. 

서술자는 집단주의 하에서 자폐적으로 변하는 오스왈드를 통해서 두 가 

지를 의도한 것처 럼 보인다. 하나는 이 작품에서 미국과 소련 모두로부터 

대상화된 존재로 취급받는 오스왈드를 통해서 양극화된 질서 속 개인의 비 

천한 위상을 고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스왈드가 양극체제 하에서 

국외자 신분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케네디 암살에 관한 음모 

주동자의 요구를 전유하면서 이런 체제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양극체제 모두로부터 국외자 취급을 받는 오스왈드는 특정 조직의 중간 

단계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후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개인들과 처지 

가 다르다. 그는 국외자이기 때문에 특정 조직의 요청이 있을 때라야 자신 

의 의도를 펼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 안과 밖 어디에 위치 

해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 자율성의 성격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상대적 자율성’은 개인마다 발휘하는 자율성의 많고 적음을 뜻하기보다는， 

조직의 안닦 중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발휘하는 자율성의 성격 

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오스왈드의 힘은 그를 수족으로 활용하려는 음모주동자들의 생 각과 그의 

속내가 서로 다른 점으로부터 나온다. 양극체제라는 환경은 오스왈드를 이 

중첩자로 만들었으며，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주변인들은 자의적으로 

그를 재단한다. 서술자는 오스왈드의 내면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실 

의 재현여부보다는 양극체제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비록 케네디 암살을 두고 갖가지 음모론(Conspiracy Theory)2)이 

의 거대한 체제에 속한 구성요소이며 또 하나의 작은 체제일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체제 

가 산출하는 이데올로기에 갖혀있는 주쳐1 위상이 표류되는 곳이기도 하다"(박은정 76-77). 
2) 음모론은， 거대한 힘이 진실올 은폐하기 위해 소규모 집단이나 개인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에 악의적인 목척으로 개입하였음을 설명하는 가성을 통칭한다 

별 연관이 없는 개별 사건들이 하나로 엄혀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음모론자들은 ‘모든 것 
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집증척 일연을 보여준다 “통합된 셜명은 음모론들의 필수불가 조 

건"(Keeley 119)이라는 킬리의 주장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음모론에 현혹되는 이유는 설명 
되지 않는 현상들을 큰 그립으로 묶어서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의 큰 그림이란 선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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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지만， 서술자가 이 작품에서 어떤 거대한 힘이 암살에 개재되었는 

지 암시적으로 처리할 뿐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도 음모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작품을 다루는 비평들은 대체적으로 형식과 주제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다룬다.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는， 

비연대기적 시간배열과 다양한 시점이 교차하는 작품의 특정에 주목하면서 

사실과 별개의 서사구성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작품 

을 해석한다. 그리고 주제 측면에서는， 케네디 암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욕 

망에 사로잡혀 음모론을 만들어 내는 등의 우를 범하지 않고， 혼란스럽더 라 

도 각종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심미적 조화”와 같은 역사 

외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 

평가들은 의도와 결과의 괴리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형식과 주제에 

대한 위와 같은 관심은 텍스트에서 역사를 재현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상 

의 이분법 투쟁이라는 매니키안 비전(Manichean Vision)으로 수렴되며， 그 결과 음모론 하 
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구체척 관심이 약화되고 이념안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케네디 
암살을 음모론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사혜로 꼽히는 올리버 스톤의 영화 rJFK.MFK, 
1991)는 이런 구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스톤의 인물 구성에서 드러난 한계점들은 그의 도 
덕주의적 정치 비전의 한계들을 지적한다， 스톤에게는， 케네디 암살이 종국에는 선과 악의 
서사시적 투쟁， 매파와 비둘기파의 충돌인 것이다"(Sharrett 217) 
그리고 응모론 일반에 대한 논의는 와이프스의 저서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음모론의 대상 
과 역사와 관련하여， 그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영국인， 미국인들의 네 집단이 음모론의 대 
상임올 주장하연서 십자군전쟁 시기인 \096년의 유대인과 1307년의 비밀조직들 증오라는 
두 뿌리를 역사적 기원으로 상정한다(Pipes 129, 131). 

3) 데렬로는 이 작풍에서 음모론의 존재와 그것의 구성 양상을 보여준다 맥클루어는 토마스 
핀천과 합께 데렬로의 작품을 반(反)음모론( counterconspiracy)으로 해석하면서， “사회적 
으로 구성왼 자아의 체계적인 무장해제"(McClure 264)와 이렇게 권력에서 떨어져 나온 개 
인이 생존과 저항을 위해 “권력 장악이 아닌 생존장소 발견， 사회적 혁명보다 자아의 변 
신 "(McClure 272)에 몸부림치는 것으로 작품을 읽는다 “데릴로가 선호하는 다시쓰기에 
서， 그 “시스댐” 자체는 음모의 효과이며， 특정한 음모 형성에 침투하고 이를 노출시키는 
사랍들은 그 대신 자신들의 음모틀에 휘말리고， 마비되며， 무장해제를 당한다"(McCl따e 
259)‘ 음모론과 자아 보존올 대비시키는 액클루어의 해석은 오스왈드의 내연 통기 중 중요 
한 부분을 설영해준다， 그렇지만， 이런 자아 보존 노력 또한 결국 “잣잔 속의 태풍”처혐 시 
스템의 힘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액클루어의 반응모론적 해석은 역설 
적으로 음모론의 파괴력을 인정하면서 자아의 불안정성과 우연성에 기대는 포스트모더니 
증으로 기울 수 있다. 필자는 맥클루어가 재기한 반음모론의 의미를 살리려연 서술자가 개 
인의 인간다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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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슨 옹기로 케네디를 죽였느냐”는 질문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텍스 

트를 읽으면서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여타 이론들을 끌어들여 기존에 밝혀 

진 사실들을 “심미적으로 조화시킬” 여러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것으로 정리 

된다. 여기에서 오스왈드를 통해 “심미적 조화”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일 

반적 진술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심미적 조화”를 서술자가 의도하 

고 형상화하는지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외로운 총잡이"(lonely gunman)로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 

는 오스왈드， 그리고 그가 활동하는 양극체제 하 정보기관들의 운영양상에 

주목하여 작품을 들어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본론을 여 

섯 부분(2-7장)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2-4장까지는 조직 내 중 

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의 상대적 자율성을 검토할 것이다. 상대적 

자율성은 음모의 기획과 실행까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 

와 결과의 통일성을 와해시킨다. 2-4장에서는 작중 인물들이 지시를 수령 

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정보기관 조직의 의사소통 부재， 플롯의 본질적 

결함， 조직 내 개인의 상대적 자율성， 그리고 우연의 힘이 개재되어 의도와 

결과가 어떻게 어긋나는가 살펴볼 것이다. 5-7장에서는 양극체제 바깥， 더 

구체적으로는 조직 밖 개인 오스왈드의 상대적 자율성에 주목할 것이다. 사 

람들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한 오스왈드를 자의적으로 이해하며， 그 결과 

오스왈드는 더 갚은 고독 속에 빠져든다. 그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내러티브의 세계 속에서-심지어 TV 이미지 속에서-자기 정체성을 발 

견하려 한다. 서술자는 대통령 암살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시각들 혹 

은 세력들 사이에서 오스왈드가 자폐적으로 경도되어 비극으로 치닫는 상 

황에 주목하면서， 양극체제 하에서 인간다움이 사라지는 현실을 비판한다. 

즉， “데 릴로는 사회 환경을 고발하면서 오스왈드의 불행을 이 런 사회 시스 

템들의 모순이 만들어낸 산물로 바라본다"(Willm없1， “ Dealey Plaza" 

629). 결론에서는 서술자가 양극체제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비판을 동시에 

가하는 것의 의미를 약술할 것이다. 서술자는 오스왈드의 단독범행이나 거 

대한 음모론 중 무엇이 사실(史實)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것에 중점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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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는 또한 단지 포스트모더니즘의 절대진리 부정과 혼란스러운 내 

러티브를 언급하는 차원에 그치지도 않는다. 서술자는 양극체제 하 개인의 

비극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면서 독자들 또한 거대 조직들의 틈바구니 속 

에서 한 개인이 처한 비극에 심미적으로 반응할 것을 주문한다. 

11. 정보기관 속 개인의 상대적 자융생과 의사소통의 부재 

이 작품의 플롯은 피라미드식 관료제 하에서 의사 결정이 내려지고 전달 

되며 집행되는 과정을 골간으로 한다. 정보기관 내부 조직은 “쿠바대응 고 

위관료 연구모임"(the Senior Study Effort)으로부터 “지도자 4"(Leader 4) 

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내려갈수록 몇 명씩 가감되면서 지시를 받고 전달하 

고 실행하면서 움직인다. 조직의 상층에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면서 세부사항 

을 하부조직의 과업으로 이관한다. 특히 이런 조직이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 

는 경우라면， 중간에서 상급자와 하급자를 연결하는 사랍들은 조직의 운영 

방향 및 구체적 실천 과업에 두루 관여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하부조직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즉， 피라미드식 조직 속에서는 아무래도 최상층과 

최하층을 제외한 중간관리자들이 가장 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밖에 없 

다. 에버렛(Win Everett)이 음모를 주도할 수 있는 이유도 그가 3단계와 4 

단계에 모두 참가하면서 폭넓게 활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음모를 주도한다고 해서 음모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가까운 관계로 보이는 사랍은 매키(T. 1. Mackey), 파민터 

Q찌1)' Pannenter) 정도일 뿐， 드모렌쉴트(0∞rge de Mohrenschildt)와 같은 

정보통과도 안면이 없다. 에버렛이， 파민터의 생각과는 달리， 쿠바의 지도 

자 카스트로 대신 케네디를 (살해는 하지 않고) 위협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연， 이를 실행할 모델을 찾는 것은 매키의 몫이 된다. 매키는 실제로 음모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이 배니스터(Ouy B뻐ster)에게 오스왈드를 찾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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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며， 그는 이후 레이모(Raymo)에게 오스왈드를 훈련을 시키라는 임 

무를 부여한다. 피라미드 조직에서 상하 기관의 역할이 분담된 논리가 에버 

렛을 정점으로 구성된 음모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4) 

조직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성찰적 의식， 타인과 자아의 대 

인관계 양상들， 그리고 실행 기능"(Glavas， et al. 308)이라는 세 가지 패턴 

을 두루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음모조직 가담자들은 타인이 무엇을 

하는지 큰 그립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스스로에게 지니는 

의미를 갚이 묻지도 않은 채 그저 실행 기능만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의적으로 지시를 이해한 후 공명심에 들떠서 이기적인 생각만 덧 

붙여 하부조직에 세부과업을 지시한다. 전체 사건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 

향으로 나갈 경우에 이들은 성찰하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장막에 가려 

진 거대한 실체가 자신의 뒤에서 아른거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살해로 이 

끄는 음모 플롯은 비밀의 산물이며， 또 다시， 더 한 비밀들을 생성한 

다"(Liste Noya 251)는 주장처럽， 비밀에 싸인 조직의 특정은 “거대한 실 

체”를 심리적으로 구성하여 음모론을 만들어 낸다. 

음모가담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추가시켜 다른 요원에게 임무를 전달한 

다 그런데 본인이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하여 지식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힘도 함께 지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 “지식은 권력의 분명한 표명 "(Styhre 91)이기에 서로 불가분 업혀 있 

다는 푸코(Michelle Foucault)의 견해처럼， 일단 실행 기능이 하부 조직으 

로 넘어가면 자신이 만들어낸 지식도 그렇게 된다. 그러나 음모가담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낸 지식에 아무도 손대지 않을 것을 원한다. 현실과 

4) “잘 관리되는 안보 프로그램”처럼 국가기밀올 다루는 정보기관에서는 “정보를 보호하고 그 

것올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전따하는 일"(And하'SOn 9)을 수행한다. 문채는， 특 
정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임무흘 수행하연 관련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다， 비록 “분류와 구획( classification 뻐d compartmentalization)은 정보의 확산을 채한하 

는 형식척 시스햄들이지만， 보호자가 분류된 정보를 공개하기 이천에 수령자가 알아야 할 

필요를 결정해야 되는 필수요건은 시스댐의 기본 요건으로 남아있다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칙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정보 수령자들올 재한조치와 상관없이 분석가로 만드 

는"(Anderson ll) 뱃가를 치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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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의 이런 갈등 사이에서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행 기능 이전으로 인한 지식의 전달과 굴절을 염두에 둔다면， 문제는 

조직 내의 정보소통 부재로 모아진다.5) 특히 이런 정보기관처럼， 비록 겉으 

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내부서열이 분영하거나 중앙집권화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Tsai 186-87). 이런 주제는 비 

극적 결과에 도달한 원인에 대한 한 가지 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음모를 

꾸미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보통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의도와 결과의 괴 

리라는 상황을 잘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에버렛을 정점으로 벌어지는 음모 

는， 하부조직에서 세부 과업을 수행할 때 부메랑처럼 조직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키거나 심할 경우에 원조직 자체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힘으로 제시 

된다. 

m. 플롯의본철척결함 

의도와 결과의 괴리는 서사형식으로서의 플롯 와해와 음모이야기로서의 

플롯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과 연결된다. 비록 작중 인물들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 라도 “음모주동자들은 하나의 플롯을 주도하며 결국 플롯꾸미기 논 

리와 죽음을 향한 충동 안에 자신들이 포개어진 것을 발견한다"(Thomas 

110). 이 때 플롯이 죽음을 향한다는 말은， 작은 플롯들이 연결되 어 하나의 

단일한 플롯을 만들지 못하는 내러티브 형식의 문제， 그리고 케네디와 오스 

왈드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이야기로서의 플롯을 모두 포괄한다. 이런 플롯 

은 그 자체의 논리가 있어서 의도와 결과의 괴리를 만들어내고(221)6) 결국 

5) 올스터 (Stacey 이ster) 또한 “대통령 살해라는 음모 속 요소들은 그것들을 둘러싼 플롯이 
과정(process)으로 와해되연서 의미를 흘려 보낸다’‘면서 “에버렛의 원래 많은 계획이 그 

의 꽉닫힌 지하 폐쇄공간을 벗어난 다음 진정 이런 식으로 흘러가며 (그리고) 에버렛에서 
파민터， T. 1. 매키， 그리고 총잡이 레이모와 바스케즈로 [주도권이] 넘어간다"(Olster 47) 

고 논명한다 
6) 이하 팔호 안 숫자는 “ Don DeLillo, Libra (NY: Pen밍Jin， 1989)"의 해당 페이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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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짜여진 이야기일수록 죽음에 이르고 만다. 음모의 정점에 선 에버렛은 

매키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파민터를 활용하면서 직접 본인 손으로 일처리 

를 하지 않아서 쿠바대응 고위관료 연구 모임이 범했던 동일한 실수를 되 

풀이한다. 의도와 결과의 괴리와 파국으로 치닫는 플롯의 문제는 여러 비평 

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리스티 노야는 비밀이 계속 생산되면서 감당하기 어 

려워지게 되어 “끝없는 해석의 생성이 죽는 것"(Liste Noya 254)이라고， 

해밀턴은 “행위와 실제(perfonnance and reality) 사이의 복합적이고， 신비 

로우며， 종종 사악한 관계"(Hamilton 655)라고， 그리고 패리쉬는 “그[에버 

렛]가 의도하지 않던 플롯들의 저자가 된다’앤arrish 8)고 말하지만， 두 경 

우 모두 의도와 결과의 괴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에버렛]는 매키와 대화하기 위해 파민터를 이용했다. 그들[에버 

렛과 파민터] 둘은 캠프가 544번지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 

기 위해 매키를 이용했다. 그[에버렛]는 오스왈드를 경계했다， 그는 오 

로지 선별적인 것들을 알기 원했다. 그는 별세계적인 수단들을 통해 

서 자신의 주제들이 이 바닥에서 전개되도록 놔두었던 것인가? 그는 

쿠바대응 고위관료 연구모임이 쿠바 침공 전에 겪은 같은 실수들을 

범하고 있었다. 

플롯들은 자신들 나름의 논리를 전달한다. 플롯들은 죽음을 향하여 

웅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모든 플롯의 본질과 

엮여 있다고 믿었다. 

He [Everett] used Pannenter to talk to Mackey. They [Everett and 

Parmenter] both used Mackey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at 544 

Camp Sπeet. He [Everett] was wary of Oswald. He only wanted to know 

selective things. He was putting his themes to develop in the fi eJd 

through otherworldly means? He was making the same mistakes the 

Senior Study Effort had made before the Cuban invasion. 

Plots carry their own logic. There is a tendency of plots to move to

ward death. He believed that the idea of death is woven into the nature 

of ev히y plo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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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음모를 실행할 때가 다가오자 에버렛은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고 싶어 하였으나” 그 “대가를 감당할 정도로 강하지 못했다"(361). 여 기 에 

서 ， 거 짓 말 탐지기라도 믿으면서 그가 일말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점은， 자 

기도 죽음에 이르는 음모의 종착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암시한다. 원 

활하지 못한 정보유통으로 의도와 결과의 괴리가 생겼을 때， 일단 이런 괴 

리가 생기고 나면 아무리 새로운 정보를 얻을지라도 개인의 힘으로는 더이 

상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 

음모꾸미기로서의 플롯이 죽음을 향하는 점은 루비(Jack Ruby)를 자극 

하는 칼린스키(Jack Kalinsky)의 언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루비 애국 

주의적 태도(253)를 지닌 50대 초반의 뉴올리언즈 유흥업소 운영자이고， 

칼린스키는 루비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마피아와 연결된 재정일을 담당하 

는 듯 보인다. 칼린스키는 우익 단체인 존 버치 모임(The 10hn Birch 

Society)과 공산당이 음모를 꾸며서 대통령이 살해되었다는 잭 루비의 이 

야기 (421)를 듣자， “오스왈드가 유대 인이 아닌 것을 신께 감사드린 

다’'(43이는 말과 더불어， 이런 루머들이 나라 전체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며 사람들이 오스왈드가 사라지기 원한다고 말한다(430) . 칼린스키는 오스 

왈드가 사라지기 원하여 재판없이 그를 처리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 산업계 

거물 래터(Carrnine Latta)의 언급도 전달한다(431). 칼린스키는 심지어 

“공산당 새끼를 죽인 사랍이 수치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달라스를 구해낸 

다’'(432)며 ， 루비에게 “군중에게 그를 돌려보내라’'(432)는 말까지 하면서 

그를 충동질한다. 그가 자기가 운영하는 클럽을 걱정하자， 칼린스키는 사랍 

들이 “오스왈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낸， 루비의 클럽”을 방문하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안심시킨다(433) . 

그러나 그는 오스왈드를 죽인 후 그를 잘 죽였다는 격려 전보문을 받고 죄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달라스에서 자기도 없어지기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확장되어 오스왈드와 동류의식(complicity)을 느끼 

게 되며(444)， 결국 그 자신이 대통령을 죽인 것처럼 생각하연서 오스왈드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하기에 이른다(445). ‘잘 짜여진 플롯은 죽음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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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라는 점이 루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IV. 조직 속 개인의 상대적 자율성과 우연의 힘 

r리브라』는 이처럼 ‘죽음을 향하는 플롯’을 통해서， 소설의 결말에서 내 

러티브 형식으로서의 플롯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음모(플 

롯)에 업힌 인물들이 죽고 마는 (역사적으로) 정해진 결론을 치닫는 내용이 

라는 두 가지를 결합시켰다. 음모주동자 에버렛의 오스왈드 신분 위조 대목 

을 보면， 위와 같은 플롯의 결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텍사스여대 

(Texas Woman’s University)의 연구실에서 오스왈드와 지부장의 서신을 

보면서 쿠바 공명처리 위원회(The Fair Play for Cuba Committee)의 뉴올 

리언즈 지부장(the chapter president of New Orleans)인 하이텔(A. 1. 

Hidell)과 오스왈드를 바꿔치기한다(179). 그러나 이렇게 바꿔치기의 모본 

으로 삼은 서류가 사실 오스왈드가 마리나에게 위조서명을 하도록 꾸민 것 

이라는 점에서， 위조하려던 원 서류 자체가 위조되어 있었다(312). 또한 에 

버렛은 쿠바대응 고위관료 연구 모임이 1961 년 5월에 “사변적 시각에서나 

마 외국 지도자들을 암살”하려 시도했다는 거짓 정보를 조작하지만， 아이 

러니하게도 파민터는 실제로 이런 내용의 메모를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관 

타나모에서 해군정보국이 1961 년에 세웠던 카스트로 살해 계획을 두고 무 

언가 실행에 옮겨져서 그럴법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덧붙인다. 마지막으 

로， 그는 기 술지 원부(Technical Services Division)의 전화번호 노트와 이 

름을 도용하여 음모 관련자들의 신분을 조작한다(138) . 에버렛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상대 적 자율성 ’을 발휘 하여 작가의 창작에 가까운 고요한 사투 

를 벌인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짓눌려 과거를 현재 의미로 되살리지 못한 

채 그저 즐기면서 “조용한 절망"( quiet desperation)만 되풀이 한대181). 

알파 66(Alpha 66)이라는 군사조직을 담당하는 배니스터와 긴밀히 연결 

된 매키 또한 음모기획자 에버렛처럼 대통령 암살이라는 ‘음모 안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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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획한다. 그는 자기의 계획이 에버렛과 다르다는 점을 구분짓기 위한 세 

부 수행 과제로 ‘침묵하기’를 선택한다. 즉， 그는 레이모-매키가 신뢰하는 

거의 유일한 사랍(121)이기에 대통령 암살 현장에 배치시킨다고 보아야 한 

E뉴와 쿠바에서 학교 선생님을 지낸 바스케즈(Fr때k Vásquez, 122)에게 

대통령을 향한 위협사격만 하라는 세부사항은 굳이 말하지 않으며， 에버렛 

과 파민터의 존재조차도 언급하지 않는다(123) . 그는 파민터， 바스케즈， 페 

~(David Ferrie) 모두를 믿지 못한다(218). 그는 심지어 배니스터가 힘을 

발휘 하여 매 키 자신 이 원 하는 “자기 충족적 체 제 "(the self-contained 

system)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베니스터조차도 믿지 못한다. 지근 

거리 킬러(intimate killer) 스타일인 옐코(Wayne Elko)도 이런 의심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하다(225). 그는 배니스터에게 전직 낙하산부대원인 엘코를 

알파 66에 소개하여(143 ， 45) 음모 수행원으로 훈련시키려 한다. 또한 매키 

는 오스왈드가 워커 저격에 실수한 것을 상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 

여 제2의 총잡이를 주요 위치에 배치할 계획을 세운대386). 그가 오스왈드 

를 사건에 끼워넣은 주된 목적은， 살해 자체보다도 오스왈드가 범인이라는 

여러 단서를 남겨두기 위함이다(386). 매키 또한 에버렛처럼 자신의 상대 

적 자율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의도에 맞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매키는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하여 다른 사랍들에게 상부를 베일에 감추 

지만， 여러 주변 인물들이 케네디에 반감을 지닌 배니스터에게 훈련을 받게 

되면서 음모의 성격은 “떠벌리며 실수"(spectacular miss)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암살로 바뀌게 된다. 전체 조직은 개인에게 조직에서 원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시할 수 없는 조직의 생리상 

상대적 자율성을 하부 조직원이 발휘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 매키 자신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후 나름의 자율성(license)을 발휘하듯이 그 또한 세부 

과업 수행자들에게 침묵하면서 동일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매키는 알파 66 

뿐만 아니라 에버렛과 파민터로부터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니스터와 페 

리와 다른 사랍들이 돈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자기는 한 발확 물러나 스스 

로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듯하다(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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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느 누구라도 조직의 상하 역할 분담 논리 속에서라면 상하 어느 

편에라도 속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보다 

는， 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역할들을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 

게 소화하고 있는지 ， 그리고 이런 각자의 방식들이 모였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살펴 보는 일이 다. 

조직의 허리에 위치하여 위에서 규정한 조직 운영의 일반원칙을 실천에 

옮기는 개인은 전체 사건을 완전히 뒤바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그 

저 사건의 흐름에 약간씩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들이 모 

이게 되면 가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 작품에서도 쿠바대응 고위관료 연 

구 모임의 고위 관료들이 케네디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에버렛과 같은 개인의 정치 성향 및 기 

질이 구체적인 음모에 개재되어 실행에 옮겨지면， 각 단계의 개인들이 음모 

구현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애초와 다른 플롯으로 

향하게 된다. 대통령 암살을 못할 것도 없다고 보는 매키와 카르민의 의지 

는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힘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스왈드라 

는 변수까지 더해진다. 케네디를 죽이려는 것과 오스왈드의 분명한 인과관 

계를 찾기 힘들지만， 조지 드모렌쉴트와 페리 등의 영향으로 (케네디를 죽 

이는 건 아니고) “정교한 실수"( surgical miss, 219)라는 에버렛의 의도를 

그가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여 러 곡절을 거쳐 케네디 암살까지 이어졌을지라도， 음모 관련 조직의 구 

성과 계 획， 그리고 실행은 오스왈드가 사건에 우연히 휘말리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일사분란한 논리 에 따른 진행 과 괴 리 되 어 있다. 음모주동자들이 

오스왈드를 선태하는 과정은 우연의 힘이 개재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기 오스왈드는 음모와 우연이 겹쳐지면서 케네디 살해에 가담한다. 윌 

만의 말처럼 “음모와 우연이 변증법적 긴장을 유지하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r리브라』에서 데릴로가 달성하려는 어 

7) 이 때의 우연은 오스왈드라는 개인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점에서， 

정보통제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작중 인물들의 눈으로 본 우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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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숙제이다”아fillman， “The Fantasies" 407). 윌만의 주장을 견지할 때， 

서술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한 듯 보인다 즉， 

오스왈드가 대통령 암살에 우연히 연루되는 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인지， 의도적 암살 미수가 진짜 암살로 바해었을 때 암살에 동조하는 인 

물들은 누구였으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암살에 가담하였느냐 

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일단 배니스터의 반(反)-케네디 정서와 무관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뉴올리언즈에서 탐정회사를 운영하면서 알파 66 

조직을 실질적으로 꾸려나가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케네디 

움직임의 핵심인 배니스터가 오스왈드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는 미국의 대외적 영향력과 내부적으로 

퍼져나가는 인종차별 분위기가 못마땅하다고 느끼며， 이런 ‘사소한’ 불만은 

소련과 적당히 대화하여 카스트로를 축출할 생각이 없는 케네디에 대한 

‘적지않은’ 불만으로 이어진다(141 ). 그는 케네디가 이목을 분산하기 위해 

서( diversionary) 자기와 비슷한 15명을 항상 대동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케네디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연서 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이유 

를 잘 알고 있다며 독설을 퍼붓는다(141). 

에버렛과 매키가 자기 손으로 계획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처럼， 배니스터에게도 유사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 배니스터의 반케네디 

정서는 결코 상부-직접적으로는 에버렛-의 영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 

다. 배니스터는 에버렛과는 또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버 

렛이 매키를 시켜 오스왈드를 음모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과는 별도로， 배 

니스터는 오스왈드가 페리의 추천으로 자신의 조직 속으로 들어왔다고 인 

식한다( 142) .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배니스터는 매키를 신뢰하면서 매 

키가 대통령 암살을 위하여 열 명 가까운 암살대를 조직한 후 현장에 배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354). 그는 매키에 대한 이런 믿음을 품고 있었기 때 

문에 알파 66 조직과 그를 연결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매키는 배 

니스터를 믿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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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니스터 이외에 영향력 있는 반케네디 정서의 막후 실력자로는 래터 

(Carmine Latta)를 들 수 있다. 그는 금융회사， 주유소， 운수업， 서비스업， 

부동산업(175)에 손을 뻗은 거부이며 1960년 선거에서 닉슨을 지지했었다. 

이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그는 1961 년에 FBI에게 추적까지 당한 전력이 있 

다(171 ). 이처럽 부유한데다 정치 성향도 케네디와 다르고 배니스터가 이 

끄는 조직의 쿠바 망명 지도자들에게 금전과 무기와 탄약도 지원해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175) ， 그가 케네디를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때 페리는 래터의 친구로서 배니스터의 조직과 래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르민이 카스트로 제거를 CIA의 망상으로 본다는 

사실이다(17 1). 이 말은， 카르민이 굳이 카스트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배니스터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사업적 필요와 케네 

디를 반대하는 정치성향 때문에 물질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그 

는 “네가 우두머리를 잘라내면， 꼬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1 74)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조직의 장(head)을 갈아 치워 정책을 싹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조직의 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케네디에 대한 반감과 연결되면 구 

체적인 암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엘코는 바스케즈의 집에서 레이 

모와 바스케즈에게 그가 피그만 작전에 참가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1 77). 

이들은 이 작전에 참전했다 잡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카스트로와 케네디의 

지리한 협상 끝에 6개월 전에 미국이 쿠바에 포로들을 넘겨주는 대가로 5 

천3백만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풀려났었다(187) . 이런 사건 경험이 케네디 

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원인 중 하나였으며， 그 결과 레이모와 바스케즈의 

경우에 케네디 암살에 직접 간여하게 된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레이모는 미국이 패배할 수 없다는 국가주의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런 정서로 인해 케네디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불만을 느꼈을 법하다. 그는 

특히 CIA에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정서는 남부에서 대통령에게 내비 

치는 증오와 무관하지 않다(298). 그리고 알파66의 쿠바 침공 계획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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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에서의 케네디 암살로 바뀌는 대목(296， 298)은 조직의 리더를 제거하 

여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는 앞에서 제시한 래터의 주장과 공명한다. 바스 

케즈는 알파 66이 대통령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고 판단하면서 매키가 이것 

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302). 

드모렌쉴트는 자본주의와 공산진영 모두 손을 뻗은 석유사업가이기 때문 

에 감정적으로 케네디를 싫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쿠바의 석유일 뿐 이데올로기나 미국의 안보가 아니다. 그는 정보기관에 적 

당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싶어할 뿐이다. 그가 케네디 

에 대한 오스왈드의 적개심을 부추기고 기록한 것들(Historic Diary, the 

KolJective)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도 잇속 챙기기와 무관하지 않다(235) . 

즉， 그는 오스왈드와 두 번째로 만났을 때 기록들을 출판해 준다면서 콜링 

즈(Marion ColJings)와 만나게 해준다. 콜링즈는 이 때 네가 그 곳에서 누 

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더 포함시켜 줄 것 

을 요구하면서 직장을 미끼로 유혹한다(247-8). 콜링즈는 드모렌쉴트를 통 

해 오스왈드와 구체적 내용을 갖고 연락하고 싶어하지만 드모렌쉴트는 상 

대편과 오스왈드를 이어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그를 피한다 

(271 ). 드모렌쉴트는 아이티(Haiti)에서 석유사업을 하고 싶어하는데다가 

마침 그 곳에서 반카스트로 작전이 수행중이어서 반카스트로 조직과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288) . 따라서 드모렌쉴트가 “의도적 암살 실패” 

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것(288)은， (래터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과는 달 

리 경제적 이유와 갚이 관련된다. 

이 소설은 위처럼 일단 최초 음모기획자의 손을 떠난 계획이 여러 인물 

들의 복합적 얽힘 속에서 예측하지 못할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업힘은 케네디 암살 장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표연으로 드러 

난다. 사건은 비단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사건 

이 어디로 진행되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사건의 겉면만 보면 오스왈 

드의 저격으로 케네디가 죽은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세 번째로 

총을 췄을 때 케네디를 맞추지 못한 점을 알았다는 진술(400)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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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왈드의 계획은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한’ 실패라고 보아야 한다. 진짜 

암살하려든 오스왈드의 개인적인 의도가 누군가의 사격으로 인해 저지당한 

셈이다. 오스왈드가 세 번째 총을 왔을 때 온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점(399) ， 그리고 레이모가 지근거리에서 저격하였고 그가 총을 쏟 순간 케 

네디의 머리카락이 출렁거혔다는 점을 보면， 케네디는 레이모의 사격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매키가 여러 명을 배치하여 일을 도모할 것 

이라는 점(386) ， 그리고 세 번째 총성이 온 방향에 올려 정확한 위치가 포 

착되지 않는 것(399) ， 두 번의 올림이 있었으나 두 발인지 확실한 한 발인 

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401)을 보면， 레이모가 쏟 것이 아주 확실하다고 단 

언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을 겨낭한 음모가 대체로 우연에 의해 단기간 동 

안에 성공한 난마처럼 얽힌 사건"(441)이라는 브랜치(Nicholas Branch)의 

진단은 우연의 작용으로 복잡하게 업힌 음모주동자들과 대통령 살해의 관 

계를 잘 설명한다.8 ) 

그렇다면 이처럽 작품에서 오스왈드 개인의 심리， 에버렛의 의도， 매키의 

암살 계획 등이 뒤섞여 제시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서론에서 언급한대 

로， 일단 조직의 속성상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구성원들에게 상 

대적 자율성이 주어지게 되며， 이런 힘들이 전체 사건을 조금씩 비틀어 놓 

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우연의 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인 

들이 조금씩 부가하는 힘이 축적되면서 사건은 최초 기획대로 흘러가지 못 

한다. 게다가 개인들이 어쩔 수 없는 외부의 힘까지 보태지연 사건은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개인들의 상대적 자율성을 박탈하여 조 

직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팀 등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개인 

의 언행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보기로 몇 명에게 경고를 주는 심 

리적 효과 이상은 기대하기 곤란하다.9) 

8) 브핸치는 1963년 4월에 자신의 서재에서 케네디 암살 사건의 이연을 기록하연서 사실과 
상상올 직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작가 드렬로의 절재된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다"(박 

은정 69) 
9) 대통령 암살에 우연의 힘이 작용하여 사건들의 필연성을 끊어버리고 맥락에 따른 다양한 

해석올 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허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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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양극체제에 낀 고독한 개언의 자야구현 

5장에서는 조직 속 의사결정 집행과정에서 벌어지는 의도와 결과의 괴리 

를 암살사건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지어 이해하려 한다. 이 작품은 양극체제 

하에서 조직 안과 밖의 개인들이 어떻게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하고 이들 힘 

이 조우하는지 보여주면서 그 초점을 두 거대 조직 사이에서 붕 떠버린 개인 

의 내면에 맞춘다. 즉， 작품은 ‘고독한’ 개인의 잠재된 갈등을 수면 위로 끌 

어올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오스왈드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작품을 이 

해하는 핵심이 된다. 

케네디 암살을 직접적으로 다룬 수십 권 정도의 단행본들을 통해서， 음모 

론과 우연론(conspiracy vs. contingency)은 케네디 사건을 해석하는 논쟁의 

큰 틀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지극히 한 편으로 

기운 해석이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은 매 한가지이다. 만일 음모에 의 

한 것이라면 사회가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기에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고， 개 

인의 단독범행에 의한 우연으로 설명한다면 사회가 파시즘적으로 개인을 희 

생시키면서 억누른다고 볼 수 있다.10) 이 작품은 두 논리 모두를 결합시켜 

다루므로 사실 자체의 적확성을 따지는 일이 서술자의 의도라고 보기 힘들 

다. 서술자의 관심사는 오스왈드라는 개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스왈드가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식은 음모주동자들과 다르다. 

요컨대 그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하지 않은 조직으로부터 위험한 임무를 떠맡는 대가로 자율성을 얻게 되 

는 것이다. 즉，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자율성인 것이다. 오스왈드가 

포스트모더니즘올 역사-정치적 맥락과 연결된 모순들을 해소하여 소위 총체화를 시도하려 

는 “지배 서사"(master narrative)를 구축하지 않고 자기 성찰적 기술올 통하여 그간 언급 

되지 못하던 사건때상들올 “문채화하는"(problematize) “과정”으로 규정한다(Hutch∞n 
x-xiii).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일시성"(provisionality)올 강조하연서 중심과 주변의 영구 

고착을 거부하고 불확정/이탈/절 연/ 전복 등을 보여주거나 설명하려 시도한다 

10) 윌만은 음모론의 입장으로 보면 조화로용올 달성하지 못한 “타락한 사회”로， 우연론으로 
본다연 개인을 억누르는 것이라연서， 두 시각이 “사회의 건강항올 바라보는 매우 다른 관 
념의 차이"(WiI1man. “ Dealey Plaza’‘ 624)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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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특정 조직에 속했을 때 

중간 관리자가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스왈드는 군대에서 조직의 상하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상 

대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구성원들의 폭력적 일면을 고발하는 정도에 머문 

다. 그는 일본에서 해병대 레이다 요원이라는 ‘비밀스러운’ 직위와 걸맞지 

않게 코노(Konn이라는 공산주의자와 어올리며， 소련에서는 민스크의 공장 

에서 현지인 사이에서 표류하는 ‘이물질’로 살아간다. 그가 이럴 수밖에 없 

는 까닭은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조직 속에다 자신의 의도를 투사시키고 

싶지만 마땅한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가 자기목소리를 

내려면 이중간첩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 

오스왈드의 효용가치는 특정 조직이 반대펀 조직 내부로 파고들어 정보를 

캐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라야 비로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형상 

화된 양분체제는 오스왈드가 파고들 틈새를 마련해 준다. 

친까스트로와 반카스트로 조직들을 매개하면서 오스왈드가 수행하는 역 

할 자체는 두 진영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기능적 인간 이해는 오 

스왈드의 인간적 고귀함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들에게 오스왈드는 특정 역 

할을 수행하는 부속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직에 소속된 채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라야 조직이 원하는 방향과 자신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지만 오스왈드는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다른 인물들 역시 자신의 

의도를 음모 속에 투사시키려는 욕구에 눈이 멀어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의도 사이의 이상적 접점을 찾지 못하지만， 이들은 최소한 그럴 기회라도 

얻었기에 오스왈드과 구분된다. 

오스왈드는 대립하는 조직들 사이를 오가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므로

그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약점만을 잡아내어 이용하려 하므로 

-그에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부 정보가 새나가면 매우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에버렛이 오스왈드를 끌어들인 일은 결과적으로 조직 자체에 치 

명적 위협을 가할 시한폭탄을 떠맡은 셈이기도 한 것이다. 오스왈드의 임무 

가 위험천만한 만큼， 그의 손에 음모의 성패가 결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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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적으로 한 조직의 운영은 음모의 기획자가 조직 밖에서 끌어들인 

총잡이 의 손으로 넘 어 간다. 오스왈드는 “시 스템 속의 무"( a zero in the 

system, 106) 11)이기에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적 당한 프로필을 찾다보니 오히 려 조직 의 주요 구성원들보다 오스왈드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주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오 

스왈드 자신이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채지 못 

하도록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음모주동자들의 바랍과는 달리， 오스왈드는 이미 자신이 내밀한 

역할(W1deκover)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353). 오스왈드는 프리 

랜서처럼 활동할 때라야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도 

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배니스터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 

신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이런 역을 담당하기에 적절하다는 점을 비서에게 

광고했을 때부터 이미 자신의 값어치에 대해 계산한다(130). 오스왈드는 

개인의 상대적 자율성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거대 조직의 도구로 만드는 해 

병대 교범 따위가 자본주의의 핸드북같다고 느낀다(1 06) . 그가 소련에서 

뉴욕으로 돌아올 때 (미국의) 권위 조직들에 대해 도전적이며 멸시하는 태 

도만 느끼는 점도 스스로가 도구화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214) . 그는 

이런 점 때문에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그가 일부러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싸 

는 장면(105)은 억압적 조직에 대한 그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는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 공산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를-일종 

의 적대감을-‘연출’한다. 그는 오히려 특정 조직 밖에서 프리랜서처럼 웅 

직일 때 더 큰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느낀다. 그가 내밀한 작업을 자청 

하는 이유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1 ) 이 표현은 작품 곳곳에 나온다. 68쪽에서는 “모든 것이 사랍들이 사도록 강제하는 기초가 
된다. 네가 사랍들이 따는 것을 살 수 없다면， 너는 시스템 속의 무가 왼다’'(68)는 언급은 

자본주의 속에서 소외된 개인올 다룬다 소련에서 일하연서 개인의 차별성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기획에 따라 몰개성적으로 살연서 “이재 어느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 
는데 채 10분도 쓰지 않을 것이다 시스댐 속의 무"(151)는 공상주의 하에서 개인성이 무 

시되는 것을 지척한다. 어느 쪽이든 오스왈드가 두 세계 모두로부터 소외받은 상황을 보여 

준다는 공통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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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왈드가 볼 때， “우리는 자아와 이드의 바깥， 역사 안에서 영원히 산 

다"(1 이). 그는 역사의 목적이 “고립된 자아의 어두운 밤으로부터 벗어 

나"( 1이) “자아와 이드， 자기와 세상을 합치는 것"(꺼l0mas 112)이라고 생 

각한다. 오스왈드는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물질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려는 의지를 보여줌과 아울러 자신의 생각을 내러티브로 남겨 ‘영생’을 도 

모한다. 그가 러시아 아내가 소비주의에 빠지려는 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 

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소련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이상적(추상적)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소련에 남아 있기 위해서 대담하게 소련 정보기관을 상대로 

자신을 스파이로 연출한다. 그는 맑시즘을 통해 스스로를 거대한 역사의 일 

부로 만드는 것에 관심을 쏟는다.12) “역사 일기" (historic diary)를 작성하 

면서 내적인 치열함을 보여주는 대목을 보면 오스왈드의 주된 관심사가 무 

엇인지 잘 드러난다. 

12) 물론 그가 애초부터 목적하던 이상이 소련이라는 공산국가 자체는 아니었다. 오스왈드는 
소련에 가기 전 포트워스에 머물 때 이미 러시아어뿐 아니라 카스트로를 의식하면서 스페 

인어를 공부하였다. 심지어 카스트로에 대한 오스왈드의 관심도 러시아 체험 이후에 생겨 
난 것은 아니다(134) 윌안은 오스왈드가 “골치아푼 사회척 모순툴 혹은 이항대립들(개인 

과 집단， 공과 사의 대립)이 극복되는 공간올 계속 찾으려는 충동"(Willman， “The 
Fantisies" 420)을 해소하는 채 3의 공간으로 쿠바를 통경한다고 본다. 즉， “더육 순수한 
사회주의와 인간 사이의 진실한 기쁨’'(322)으로 “시스댐 속의 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오스 

왈드가 친차스트로척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월만은 오스왈드가 미디어 속에서 포스트모 

더니스트라는 “재세헤 (rebaptize)를 받았다고"(나ntricchia 197) 언급한 렌트리치아에 대 
해서， “사회주의의 필연성이라는 맑시스트의 목척론적 가치관 속에 있는 대문자 역사 

(History)와 [언어 혹은 영상이라는] 상징이 동일시되었을 때 [그것이] 오스왈드의 행위와 
정체성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깨닫는 것에 실때한다"(Wilman， “The Fantiasies" 427)고 

비판한다. 그는 오스왈드가 존 웨인의 고독한 영웅과 스스로를 상상척으로 동일시하는 부 
분올 보연 그가 미디어 속에 편입되었을 때 애초에 지니던 이상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가 

드러난다고 본다. 월만은 여기에서 두 가지 오류률 범하고 있다. 하나는 본문에도 나와 있 
듯이 쿠바에 대한 오스왈드의 동경심이 소련으로 가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 

나는 렌트리치아가 포스트모더니즘과 미디어를 오스왈드의 존재론척 위상 변화와 연결시 
킨 대목이 반드시 그런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윌 
만은 오스왈드가 맑시스트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능동적으로 자기변신(se1f-fashioning) 
올 시도한 듯 렌트리치아의 글을 읽고 있으나， 오스왈드의 변신은 내러티브가 만들어 낸 

것일 뿐 오스왈드 자신의 의도와는 별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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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웅직이는 단어들로 엄힌 패이지는， 교열과 부가가 이루어지면 

서， 기이하고 조용한 파편들로， 숨가쁜 느낌을 주는， 각본상태가 된다. 

까1e page crowded with words, words that run together, attempted cor

rections and additions, lapses into script, a sense of breathlessness, with 

odd calm fragrnents. (149) 

그는 거칠게 발음대로 철자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언어는 자신의 

불일치들로 그를 희롱했다. 그는 문장들이 악화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 

것들을 바로잡는 것에 무기력했다. 사물들의 본성은 제대로 잡히지 않 

았다 사물들은 그의 지각을 통과하여 빠져나갔다. 그는 도망치는 세계 

를 불잡을 수 없었다. 

He made wild 띠es at phonetic spelling. But the language 떠cked him 

with its inconsistencies. He watched sentences deteriorate, powerless to 

make them right. The nature of things was to be elusive. 까1ings slipped 

through his perceptions. He could not get a grip on the runaway world. 

(211) 

오스왈드 본인은 “나는 내 이상에 대해서는 진지하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 11이라고 천명하지만， 그는 그저 난독증 환자일 따름이다. 내러티브 속 

에서 영생을 얻으려 노력할 때조차 그것은 그의 내연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그는 자신의 “내적인 투쟁’'(212)을 알리기 위해 사 

람들에게 자기 글을 읽히려는 충동도 품고 있다 오스왈드는 “후세에 이르 

는 길이란 활자 속에서 발견된다고 간주하면서， 예술적 생산자처럼 행동한 

다"(Olster 48). 그러나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에서도 느껴지듯이，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말은 폭력과 연결되며， 이런 그의 태도는 타인의 눈으 

로 볼 때 “도덕적 난독증(moral dyslexia)"(Hamilton 661)일 뿐이다. “자신 

이 기록한 내러티브들에서 상상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하자， 오스 

왈드는 내러티브의 영역 밖에서 행동을 감행하연서 역사 속으로 들어간 

다"(Parrish 15). 

개인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누르는 양극체제가 문제의 근원이지만， 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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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현실을 전유하여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삐딱하게’ 자기 생각을 표 

현하려는 시도 또한 비판한다. 오스왈드는 자기만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의 다연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상에 

사로잡혀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부정적 리브란"(negative libran, 315) 

이 되어 버린다.13) 내적 투쟁에 대한 묘사만으로 긍정적 리브란의 균형상 

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할 수 없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결과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런 오스왈드의 극단적 태도는 도덕성에 관한 공리주의적 시각을 

보여준다.14) 

오스왈드는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꿰뚫어보지 못한다. 그는 해병대 시절 일본인 맑시스트 코노와 가깝게 지내 

지만， 기실 코노가 그에게 접근한 이유는 U-2 정찰기와 같은 해병대 내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함이다(9이. 브런펠즈 박사(Dr. Braunfels)도 오스왈드 

의 망명 문제보다는 정보 획득에 관심을 갖고 러시아어를 가르쳐주면서 접 

근한다( 111 ). 코노가 일-소 친선협회에 간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87) 그 

가 미국 반대편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며， 에버렛이 오스 

왈드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려는 태도는 코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노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 적대적인 음모가 항상 위협하고 있다고 

보면서， 일단 자본주의를 세운 다음 철저히 부수어야만 제대로 된 사회주의 

가 건설될 수 있다고 느낀다(87) . 코노가 오스왈드에게 총을 주는 장면도 

자본주의의 교범과도 같은 해병대 조직을 철저히 부수라는 의도를 상징적 

으로 보여준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자기 상해를 입힌 오스왈드의 

태도를 보면， 서술자가 이런 코노의 비장한 심사를 아이러니하게 바라보고 

13) 리브라{libra)는 별자리 중에서 천칭자리로서 균형과 조화를 의미한다 

14) 개인이 지녀야 할 올바른 도덕성에 대한 관념의 부재가 오스왈드의 파국에 영향올 주었다 
는 견해를 따른다연， 자유주의에 입각한 공리주의적 도덕관을 비판하면서 뒤르캠이 주장한 
도덕적 개인주의(moral individualism)의 결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뒤르챔은 분영 개인 

의 권리， 자유， 존엄성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 목척들올 옹호한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와 

대조척으로， 도덕적 개인주의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올 위해서 살고 그들의 복리를 위 

해 일정한 책임을 지니며， 개인들이 가치있으며 귀하다는 존재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올 뒷받침하연서 이런 깨달음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Hearn 84) 



조직 안팎개인의 상대적 자율성과양극체제 돈데렬로의 r리브라」와“시스템 속의 무" 251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을 분명한 논리로 설명하고 싶 

어하므로 때때로 극단적으로 경도되기 쉬우며， 오스왈드 역시 여기에서 자 

유롭지 않다. 오스왈드는 카스트로가 감옥에서 모종의 신념을 다지게 된 점 

을 언급하면서 자기도 군대시절에 뉴올리언즈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갔었다고 둘러댄다(293). 그는 감옥생활이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카스트 

로의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는 극단적 자아중심성을 보여준다. 그리 

고 페리는 오스왈드가 어느 순간에 자제력을 잃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 

서(353) 에고가 안정되지 못한 관계로 과거를 현재의 시각으로 정당화시켜 

버림을 지적한다. 그는 오스왈드에게， “역사의 햇바퀴 바깥으로 너를 자극 

하는 무언가’'(384)가 있기에 음모들 사이에서 속절없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역사 속에 합류하려는 이상이 “잘못된 접근"(384)이라 

고 말한다. 페리는 오스왈드라는 개인의 삶과 대통령 암살 음모자라는 두 가 

지 사이에서 제 3의 가능성으로서 “자아의 가장 깊은 단계들로부터 나오는， 

꿈， 비전， 직관， 간절함"(339)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이것들은 “시간을 가로 

지르고， 인과율을 가로지르는 선’'(339)이 된다는 것이다.15) 

오스왈드는 자기를 음모에 끌어들인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페리의 태도 

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페리가 언급한 오스왈드의 극단적 태도는， 그가 모 

15) 올트비는 “이처렁 통찰 혹은 직관에의 호소가 낭만주의 문학에서 흔한 것이며 주체성의 
김이에 대한 낭만주의적 모델을 따른다"(Ma1tby 273)연서 작품올 포스트모더니즘에 반 
(反)하는 입장으로 읽어낸다. 그러나 이는 때리의 생각일 뿐 작가의 견해를 보여주는 실례 
는 아니다 차라리 데렬로가 “행복이란 개인의 세계와 세상 일반 사이의 경계선이 없는 곳 
에서 일어나는 투쟁에 참가한다"(1)는 소설의 서문을 언급한 것， 그리고 이 대목을 “저는 
우리가 오스왈드의 삶을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 
나 그는 그렬 수 없었습니다"(DeCurtis 52)라고 명가하는 부분이 작가가 오스왈드를 이상 
을 갈구하는 낭만적 주체로 바라본다는 근거로 척절해 보인다. 게다가 몰트비는 “개인의 
심리 단계”에서 벌어지는 “비전의 순간”에 “구원의 진실"(r혀emptive truth, 274)이 들어 
있다며 데렬로의 다음과 같은 언급올 낭만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것처럽 해석한다 “소설가 
는 사실의 장벽을 뛰어념을 수 있으며， 독자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도달한 센스라는， 다른 
편에서 대기하는 모종의 구원의 진실이 있다연 그와 더불어 뛰어넙는 것에 기꺼이 참여한 
다"(DeCurtis 56) 그러나 이 말은 소설가들이 “구원의 진실”이 있다연 사실의 장벽을 뛰 
어념을 수 있다는 의마이지 오스왈드와 같은 작중 인물 개인의 비전 속에 “구원의 진실”이 
담겨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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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바에서 비자 만료가 2시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쫓겨날 

것 같은 일종의 정신적 공황을 느끼자 본인의 말마따나 “받아주지 않을까 

봐 실망"(157)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대목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1 51 ). 이 때 연도칼로 팔목에 상처를 낸 다음 욕조에 담그면서 이런 행동 

이 우습냐고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것， 외국으로 건너와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의식이 흐려져 “세 

상 안의 세상”으로 빠져드는 점은(1 52-53) 세상을 자기 식으로 바라보려는 

유아론적 태도의 극단을 보여준다. 이런 그의 태도는 “그가 진짜 망명객인 

듯 가장하는 가짜 망명객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 진짜 망명객이다. 

하하.’'(162)라는 부분에서 잘 엿보인다. 이 문장은， 실제로 가짜 망명객이 

면서도， 중요한 임무 완수를 위해 진짜 망명객인 듯 가장하는 태도를 오스 

왈드가 어설프게 연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오스왈드는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는 매키의 음모 속에서 자기가 그저 끄나풀에 불과하 

다는 점을 케네디 암살 현장에서 세 번째 총알을 놓치고 난 다음에라야 깨 

달으면서(400) 세상은 결코 단일한 시각으로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느낀 

다. 16) 

VI.조직 밖개언의 상대적 자율생과옴모론생성 

오스왈드라는 개인의 맹목적 이상추구에 대해 소련의 정보기관도 그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소련에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U-2와 

관련된 오스왈드의 발언은 신뢰를 잃었으며，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여도 

16) 이런 오스왈드를 두고 단지 사회척 척대감이나 계급 갈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 
비 자본주의에 내재한 사회적 모순들， 주로 데렬로가 “소비자 만족”이라는 유토피아적 약 
속과 “시스댐 속의 무”가 되는 소외 사이에서 그려내는 반명채"(WiIlman， “까le 

Fantasies" 408) 또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미국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환상과 실체의 간극을 보여주는 징후이며(Willn때1， “The Fantasies" 408, 419), “소비체채 
의 가속을 부추기는 미디어의 회생자이기도 하다"(박은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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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정보는 나오지 않는다(166-67) . 국가정보 기관이 갖은 노력을 기울 

여도 오스왈드에 대해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다. 심지어 FBI에서 케네디를 

암살한 이후 오스왈드를 붙잡아 심문할 때도 체모 몇 개를 샘플로 수집하 

는 등 짐짓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암시하는 것 같지 만， 기실 그가 자 

신의 행적을 무조건 부정할 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다(416). 사정 이 이렇 

다보니 오스왈드는 러시 아에서 조종사 파워즈(Francis Gary Powers)를 소 

련 정보기관에서 풀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자기 또한 석방될 것이 

라고까지 예상한다(4 16) . 

그렇다고 정보기관의 힘이 전적으로 상실된 상태 인 것은 아니다. 

프랜시스 게 리 파워즈는 반복적으로 그가 충격을 느끼고 섬광을 목 

도했을 때가 최대 고도였다고 우겼다. 6만 8천 피트 GRU(러시아 정 

보국)에서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U-2기들 

이 훨씬 높이 날아갔으며 소련의 미사일들은 그 정도 고도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그들은 파일렷이 주장하는 것보다 비행 기가 더 높이 날았다고 믿 

는 것일까? 오스왈드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일까? 그들은 확실히 다 

른 정보출처로부터 공조를 받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이 사건은 저 

애송이가 내세우는 근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흘렀다 그는 분명 비행 

기가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치 고도에 관해서 제대로 들어맞았다 

Francis Gary Powers repeatedly claim잉 he was at maximum altitude 

when he felt the impact and saw the tlash. Sixty-eight thousand feet. It 

seemed the GRU thought he was lying. They believed U-2s went much 

higher and they knew Soviet missiles could not reach these altitudes. 

Why would they believe the plane tlew higher than the pilot con

tended? 

Because Oswald told them? Surely they would have strong corrobo

ration from other sources. In any case this affair tended '(0 strengthen the 

boy’s claim to authority. He’s evidently been right about the extreme al

titude the plane could reach.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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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스왈드의 말을 근거로 하여 파워즈가 주장하는 비행기 격추 당시 

의 최고 고도 6만 8천 피트보다 U-2기가 높은 고도여야 한다고 본다(1 94). 

8-9만 피트라는 자신의 주장이 툴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오스왈드의 말 

조차 이들은 믿지 않는다(197) . 왜냐하연， 소련 정보 기관이 다른 정보원을 

통해서 이미 파워즈의 주장이 아닌 오스왈드의 주장이 진짜 사실임을 알았 

기 때문이다(1 94). 오스왈드 자신은 그저 자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보이 

기 위한 의도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떠벌렸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제 

대로 된 정보를 실토한 셈이다. 이런 사실은 오스왈드가 소련에 정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인다. 

소련에 남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랍들은 오스왈드의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미국인으로 간주한다(203). 시간이 흐르연서， 그는 

소련이 자기가 생각하던 이상적 말시즘이 구현된 공간이 아님을 알게 된다. 

게다가 금전적으로도 궁핍한 상태까지 이르자，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고 싶어한다(205). 초콜렛 가격이 미국보다 4배나 비싸고 개인의 (상품)선 

택 자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떠나기 전에 사진이라도 몇 장 남기려는 점 

(206)을 보면， 그가 자본주의로부터 절연되어 살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기가 비판하는 자본주의/소비주의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이다. 스탈린 동상을 사람들이 부수는 것(208)을 두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 

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213) ， 그는 소비에트가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 공 

간이 아님을 천명한다. 

물론 그는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국외자의 처지로부터 벗어나지 못 

한다. 그 이유는 FBI 또한 소련 정보기관처럼 그를 끄나풀로 이용하면서 

대 상화시 키 기 때 문이 다(232) . FBI 요원 베 이 트먼(Bateman)은 알파 66에 

간여한 오스왈드에게 접근한다. 그는 워싱턴에서 알파 66의 소련 함정에 

대한 치고 빠지기 공격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반카스트로 운동의 중심에 해당하는 배니스터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카스트로를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듯 행동하여 반대편 정보를 얻어다주겠다 

고 말해서 베니스터의 신임을 얻으라고 조언한다(309-10). 이렇게 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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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페리의 관계망에 발을 담그면서， 오스왈드는 케네디 암살에 휘말리게 

된다. 베니스터는 쿠바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으며 이런 감정은 케네디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페리는 케네디와 카스트로가 서로 은밀히 

대화를 나누면서 무언가 꾸미고 있다고 의심한다는 말을 한다(321 ). 

이처럼 극단적인 두 세계에 속한 사람들 간의 충돌 에너지는 오스왈드를 

매개로 만난다 그렇지만 마치 대통령 개인이 지닌 재산이나 지식 등과 같 

은 영향력과 그약지위가 발휘하는 힘이 다른 것처럼， 오스왈드를 매개로 

두 힘이 만나는 지점에 그가 서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그가 힘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왈드는 양극체제 어느 쪽에서도 정주하지 못한 

다. 윌만의 말처럼 “데릴로에게， 맑시즘과 자본주의 어느 것도 유토피아적 

비전을 전할 수 없다"(Willman， “ Dealey Plaza" 626). 양극체제 하에서 상 

대편의 고급정보를 알아내려는 욕망이 발동하여 오스왈드를 매개로 얻어낸 

얄딱한 정보만으로 호기심， 두려움， 증오 등이 상대방에게 투사된다. 양극 

체제 하에서 이런 추측들이 서로 얽히면서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매커니즘 

을 보여준다. 

오스왈드는 음모론에 휘말린 동시에 다른 사랍들이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소재가 되기도 하며， 서술자는 이런 점을 통해 음모론에 엄힌 사랍들의 편 

집증을 고발한다. 오스왈드라는 ‘독특한’ 개인이 가지게 되는 힘은 양극화 

된 세계의 부산물일 뿐이다. 오히려 그는 “맑시스트-해병대 혹은 소비자-공 

산주의자 오스왈드"(Willman， “ Dealey Plaza" 630)라는 표현의 어색함에 

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이런 현실에 희 

생당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사랍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음모를 만들어 내는지 그 

매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음모론에 휘둘리지 말 것 

을 주문한다. 서술자는 양극체제 하에서 당사자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작품 밖) 관찰자의 입장에서 개인들이 상대적 자율성올 발휘하여 기획하 

는 음모를 들여다 보게끔 작품을 구성했다. 사랍들은 분명한 적을 볼 수 없 

기에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이 작품을 읽으면 음모의 내막을 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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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음모론과 연결된 사건의 전체상을 파악하게 된다. 이런 시야 

를 확보한다연， 음모론이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심리적 필요성 또한 사 

라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극단적 세계관의 수정 또한 요구하게 될 것이다. 

vn. 양극체제 하 파펀화된 개 언의 비극 

서술자는 이 작품에서 양극체제 하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가령， 오스왈드의 어머니 마구어리트(Marguerite Oswald) 

는 아들이 음모론에 휘 말려 소련으로 가게 되 었다고 생 각한다(200) 그녀 

는 판사 앞에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그저 예 아니오로 진술할 수 없습 

니다. 저는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440)라며 아들 오스왈드에 대해 새로 

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다.17) “마구어리트 오스왈드는 물적 상 

황 속에서 인물들과 사건들의 토대가 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소 

설에서 중심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Michael 146). 마이클은 마구어리트 

가 언어적 구축물 이외의 힘이 텍스트 밖에 존재함을 환기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18) 마구어리트 이외에도， 브랜치는 비록 수월하지는 못해도 오스왈 

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조차 의심스러워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건 

17) 시저(T없'Y Caesar)가 이 대목을 두고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문채 의식은 여성이 약자로 

규정될 때 발휘하게 되는 전복척인 힘을 셜영하고 있다. “내가 재안하려는 점은， 거부당하 
는 것은 아니라도， 기표 질서 밖에서 내 러티브를 상상하는 여성 담론의 산물일 뿐 아니라， 

이런 질서와 김이 공모하는 남성 서사들의 산물이기도 한， 어머니라는 인물(때terna1 fig
ure)에 의해 어떻게 기표가 혼란스러워지느냐이다"(Caesar 130). 시저는 언어질서(기표) 
밖은 곧 물질의 세계， 즉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연서， 언어질서로 상 
징되는 응모론 생성 환경과는 다른 또 다른 질서툴 마구어려트의 위와 같은 대사툴 통해 

엿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8) 마이클은 마리나와 오스왈드의 결혼 이후 삶에서 엿보이는 세세한 내용들이 그를 인간화 
시키고 “물질 세계에서 그가 닿내리게 한다"(Michae1 148)고 명가하연서， 비단 마구어려 

트 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인물들도 물질 세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올 담당한다고 
본다. 가령 마이클은 오스왈드의 해병대 교도소(brig) 시절의 동료 듀파드(Bobby Dupard) 
가 “리 오스왈드의 물질척 맥락의 윤곽선올 그리며， 리는 이런 맥락의 안팎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제시된다"(Michae1 150)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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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려 시도한다(300-1 ). 래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제시된， CIA와 

마피아가 힘을 모아 카스트로의 암살을 시도했다는 점은， 양극단의 세계 질 

서가 범죄조직에까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1 83). 그리고 에 

버렛의 딸 수잔(Suzanne)은 그에게 “음모들의 확산이라는 세계 밖으로 나 

와 물질적인 생존조건과 마주하도록 그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다"(Michael 149). 이처럼 작품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되어 있는 점 

은 아무리 양극화된 세상일지라도 사회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다는 점을 보 

여준다. 19) 

음모론에 경도되어 현실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점은 파면화된 개인의 

비극으로 이어진다. 국가정보 기관의 4단계 조직망(SE조직)의 서열 속에서 

음모에 얽힌 여러 인물들을 제시하는 것은， 이들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파편화된 존재일 뿐 유기적 인간관계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오 

스왈드의 처지는， 제임슨(Fre따ic Jameson)의 표현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의 지도"( cognitive mapping)라는 큰 그림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다.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망에 비추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앓의 궁극적 의미가 존재 자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타자의 출 

현 속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밀어내고 자기 자신보다 앞서는 무언가 

에 기대는 것이라고 ).~각한다"(Levinas 88)는 깨달음으로부터도 동떨어져 

있다. “데릴로 소설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분명한 비전을 제공하지 못 

한 채， 최근 서구 형이상학의 불안정화와 그 혈통을 중층결정(흙아매는 구 

조들) 혹은 결정결핍(우연과 동시발생)으로 내면화시킨다"(Michael 154). 

미국의 풍요로움에 빠져드는 오스왈드의 러시아인 아내 마리나(M때na)의 

모습(226)과 미국인의 물신숭배 양상(233)은 인간을 대상화시키는 자본주 

의의 위력 하에서 인식의 지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사회가 

19) 사회현실은 보기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여 채대로 보이지 않기도 한다. 비교척 분명해 보이 

는 우익 집단인 “현실 통채 기구"(Real Control Apparatus) 조차도 실체는 있지만 분명한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옷한다. 셜령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해도 “이것이 음모자들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늘에서 일하는 자， 비밀스런 신호에 따라 
서로를 알고 있는 자， 각료들， 박애주의자틀， 우리 정부의 선발된 관료들이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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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게 되면， 소규모 조직의 유기적인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각 구성원은 주 

어진 역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개인의 인격은 특정 

기능으로 격하된다. 

파편화된 이미지가 개인의 인격을 대변하는 문제는 이 작품에서 미디어 

를 통해 개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점과도 조응한다. 케네디는 카퍼레이드 

(motorcade)로 이미지 선전을 하여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했다는 점(223)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가 TV토론에서 늬슨을 제압하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오스왈드를 취재하기 위해 경찰서 건물 3층으로 몰려 

든 인파(413)， 그리고 그가 카메라에 둘러싸여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는 점 

(439)을 생각한다면， 미디어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토마스의 말처럼 

“오스왈드의 텔레비전 상의 죽음은 그러므로 자아의 마지막 경계선 와해를 

나타낸다"(Thomas 116). 오스왈드는 미디어 속에서 특정 이미지로부터 자 

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기에 TV가 꺼지면 자아도 같이 사라진다.20) “데 

랄로의 r리브라』에서， 오스왈드는 스스로가 발화하려던 것으로부터 오로지 

코드라는 효과로 나타나며， 이런 코드들은 상호텍스트적 흔적들이 끊임없 

이 흩어지는 네트워크에서 기호로서 자의식적으로 소설에 작용한다” 

(Cannichael 206). 천칭자리(Libra)라는 제목은 그저 윌만의 언급처럼 종 

체적 세상 인식이 불가능한 가운데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 화해를 위한 유 

토피 아적 열 망을 의 미 하는 순수하게 미 학적 인 조화"(Willman， “ Dealey 

20) “이중발화， 셰일즈발화， 그리고 샌세이션발화(Doubles야삶， Salespeak, and Sensations
peak)는 대중당론을 지배하고 우리의 문화를 형성한다， 이중발화는 우리틀을 조작하고 진 

실을 감춘다. 세일즈발화는 물질 상풍들로 내척이고 영척 가치를 대체하여 우리들에게 읍 

소하고， 달래며， 눈속임한다. 센세이션발화는 분단위로 언어적， 시각척， 그리고 청각척 요 
동침으로 우리들을 감질나게 하여， 그것이 건드리는 모든 것틀올 사소하게 안든다， 혹은， 
이런 목소리 중 한 가지가 종종 다른 것들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다. 아니연 어떤 목소리 
가 다른 것들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목소리들과 같이， 이런 목소리들은 생 
산력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가 다른 것올 환기시킨다 .. . .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이 아무리 
풍성하고 다양해도，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올 지니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인간존재로부터 우리들을 분리시킨다. 미디어의 환상들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는 종종 스크린의 대변인과 배우들을 메시지 자체의 창조자들로 받아들인다"(Fox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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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632)일 뿐인지도， 심하게는 ““거짓된” 심미적 화해”일지도 모른다 

(Wi11man, “ Dealey Plaza" 637).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미디어의 이미지와 실존하는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괴리되는 점은 균형을 뜻하는 “천칭자리”라는 제목과 어올리지 않는다. 작 

품이 나온 1988년에는 이미 데땅뜨로 양극체제가 붕괴된 상황이었음을 염 

두에 둔다면， 작품 자체만 놓고 볼 때， 팽팽한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무언가 

가 양극체제에도 잠재되어 있었기에 데땅뜨라는 정치상황 변화로 이어졌다 

고 말할 수 있다.21) 서술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개인의 상대적 자율성이 정 

보기관 내에서 작용하는 양상을 해명하면서， 개인의 상대적 자율성 발휘에 

따른 의도와 결과의 괴리가 양극체제를 흔드는 힘으로 작용하는 점에 주목 

한다. 이 작품은 양극체제의 붕괴 원인을 정보기관 안과 밖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는 점에서， 데땅뜨를 정치 

와 경제적인 힘으로 풀어내는 접근법과 차별화된다. 서술자는 단지 케네디 

암살의 진상이라는 정답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 딛고 선 현실 

의 의미를 암살 사건에 투영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음모론이 특 

정한 이데올로기적 만족감이나 [심리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데릴로 

가 이런 “체계적 환상”의 역동성을 탐색하기 위해 대문자 진리(Truth)의 추 

적 을 포기 한다"(Willman， “The Fantasies" 409)거 나 그가 그저 “거 짓 된” 

심미적 화해나 시도했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서술자는 엄밀한 사실 추구 

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통해 사랍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양극체제의 붕괴를 독창 

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인간 오스왈드를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에게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21) 서술자가 전달하려는 교훈은 음모론을 바라보는 독자들의 바랍직한 태도의 문재로 모아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복잡한 현상들을 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려는 노력이야말로 텍스트 

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흉(David Hwne)의 회의론으로 응모론이 

시사하는 의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갱리하는 킬리의 경우도 같은 논지의 연장선 상에 

있다. 요컨대 .1 사회 현상을 설영하는 이론이 불만스럽더라도 지나치게 신경쓰지 말 것， 
2. 인간사와 세상을 지나치게 합리화시키지 말 것.3. 극단척 허무주의로 세상 질서를 부정 

하는 이론들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대Keeley 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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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결 론 

다양한 관점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연， 이 작품의 의미는 포스 

트모더니즘과 연결되어 진리의 상대성이나 내러티브의 구축물로 한정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허천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문학， 역사， 그리고 

이론조차 자기만의 고유한 위치를 부여받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것들이 

“역사기술적 메타소설"(historiographic metafiction)이라는 자기 성찰적인 

서사 구축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Hutcheon 5). 포스트모더니즘에 

서 역사와 자아의 관념은 언어 영역과 실제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통하여 구축된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는 해석자가 취태한 사실들로 구 

축된 내러티브를 통해서 부분적/잠정적인 상태에서나 가능하다. 이 작품에 

서 “오스왈드와 음모주동자들이 줄기차게 갈라지는 것은， 성격과 목적의 

통합이 환상이고 초월적 통합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대신 항상 주체의 파편 

화되고 산만한 위치가 고수된다는 점을 암시한다"(Thomas 113).22) 

그러나 케네디 암살장연을 오스왈드， 기자， 레이모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사건의 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파편화된 장연들을 보여주 

는 차원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려는 작가의 

모더니스트적 노력을 보여준다.23) 내러티브가 파편화된 진실을 전달하다 

고 해서 작품 전체의 구성 의도마저도 그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서술 

자는 음모가 기획/실행되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진실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22) 항구척 주체성을 거부한다연 우리는 활자화된 내러티브안 놓고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언가를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주체의 경험이 내러티브라는 혼적을 남겼을 때인 
것이다 “이처럼 경험을 내러티브로 번역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은 왜 내러티브들 
이 그렇듯 강력한 설영의 힘-더 강한 것이 없올 정도로-올 지닐 뿐 아니라 왜 우리가 이데 

올로기를 한 연의 허구라 부를 수 있어도 꼭 거짓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Kronick J J J) 내러티브안 남은 상황에서 그것이 진실올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 그것에만 유일하게 기댈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23) 실채로 넬(Philip NeJ) 또한 이 작풍을 명가하연서 “자유간접화법， 그리고 주혜를 삽입하거 
나 비소셜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시점의 지속척 전환으로 인해， 내러티브 형식이 
도스 패소스의 r유，에스 에이 .J( U.S.A.)에서 엿보이는 모더니즘과 더욱 밀접히 닮아있 

다"(NeJ 737-38)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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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도록 하지만， 그가 진리 추구 노력 자체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술자는 오스왈드를 이야기의 전면에 

내세워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목소리 속에 감추어진 한 개인의 내변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을 북돋우려는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작품을 집필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양극체제가 오스왈드를 분열적 인격체로 주조하였음을 주장하 

며， 이런 개인의 파국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파면화된 내러티브와 

거대 진리의 붕괴로 직결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오스왈드의 비극 

을 연결시키려면， 양극체제의 특수성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체제에 낀 오스왈드 개인 

이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함에도 “시스템 속의 무”라는 존재조건은 그를 계 

속 옮아매어 미디어의 파면화된 이미지에나 기대도록 몰아간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결말이 비극적인 이유는 텍스트에서 서술자가 사건의 진상을 명 

백히 해명하지 못해서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오스왈드가 물리적으로 

죽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서술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비극의 의미는 양극체 

제 모두로부터 도구적으로 취급당하여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한 인간을 섬 

세하게 묘사하면서 부각된다. 서술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비극의 의미를 형 

상화하면서 인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독자틀이 되새겨보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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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ve Autonomy of Individuals in the Bi-polar 
System and the Power of Contingency in Conspiracy: 

“ A Zero in the System" in Don DeLillo ’s Libra 

Dong-hwa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lligence agency based on numberless cell organizations, due to its 

primary concem for secret activity, renders individual agents to take their 

relative autonomy. As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ifautonomous individuals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the original goal ofthe agency will 야 shaken by 

the power of contingency. Al l sorts of rumors can be invented, and various 

means of detecting the clear-cut enemy will be contrived like some activities of 

risky espionage. Such a bi-p이ar system paves the way for burgeoning the 

conspiracy theory. Adopting the life of Lee Oswald as a template of storyline 

exposition, Don DeLillo’s Libra weaves the different perspectives together to get 

access to the truth ofthe JFK assassination. Oswald is drawn to the conspiracy by 

the people who are ready to show their relative autonomy. However, deserted by 

both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the lonely Oswald is treated as a πivial 

component of the huge organization, a meaningless thing. Successfully killing 

JFK, he comes to prove the most in f1 uential power of relative autonomy with his 

int리ligence. Through his power of relative autonomy, Oswald negates blindly 

pursuing the requests of bi-p이ar superpowers. His affirmative self-fashioning, 
too, reveals its limitation, for he is trapped by the unreal wor1d created in mass 

media. Thus, the narrator not only criticizes the bi-p이ar system but describes 

Oswald as a by-product of dichotomous episte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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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y), 음모론(Conspiracy Theory), 이분법(Dichotomy)， 양극체제(the Bi-polar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