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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포스트모던 소설 작가인 돈 드릴로의 세 작품인 

『리브라』, 『백색소음』, 그리고 『코스모폴리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관찰

하고 이들을 “매체 자아”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매체 자아는 매체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귀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주체로서, 정보의 

수용과 정보의 재해석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활동을 통해서 유동적인 정

체성을 만들어 내고 작중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드릴

로의 작품에 대한 그간의 비평들은 주로 작품에 나타나는 매체 정보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에 집중하면서 매체가 사회와 개인 사이의 거리를 없애고 사회

와의 비판적인 거리를 둔 주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논

문은 이와는 반대로 드릴로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매체를 통해 습

득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를 생산하며 매체에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주인공들의 거리 두기와 

독립된 자아의 형성 과정에서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논문에서 다루는 첫 번째 작품인 『리브라』는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비전형적인 인물이 매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속에서 처음으로 적극적인 재

해석과 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스왈드는 헐리우드의 서부 

영화와 갱스터 영화를 시청하면서 이들 장르에 나타나는 도상들을 받아들여 

갱스터 장르를 중심으로 매체 자아의 초기 형태인 영화 자아를 만들어 내려 

한다. 하지만 오스왈드의 정체성은 갱스터 영화들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으며, 

다른 장르의 도상과 개인적인 해석이 섞이면서 그는 누구도 그에게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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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안하지 않은 암살자의 자아를 만들어 낸다. 오스왈드는 매체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자아가 나름대로의 주체성과 새로움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한편 드릴로의 대표작인 『백색소음』은 오스왈드가 만들어 낸 매체 자

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매체 자아의 표현을 위

해 암살을 저지른 오스왈드와는 달리, 『백색소음』의 주인공인 잭 글래드니는 

텔레비전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텔레비전 자아를 다

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려 한다. 텔레비전의 정보를 그대로 반복하는 데에 그

치는 “인간-텔레비전” 모델로 주체성을 담보하려는 시도와 거리를 둔 채, 그

는 이미지 소비 활동을 통해 히틀러 학과의 교수인 J. A. K. 글래드니와 평범

한 가장인 잭 글래드니라는 두 가지의 자아를 만들어 내고 이를 유지하기 위

해 애쓴다. 두 가지의 자아는 작품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위기에 빠지지만, 매

체가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를 적용해 부족함을 보충하고 소비를 통해 광고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재현하면서 잭은 위기에 빠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반

복하며 텔레비전 자아를 지켜 나간다. 

『코스모폴리스』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앞의 두 작품에서는 정보를 받

아들이고 유지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던 매체 자아를 본격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에 대해 고민하는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에릭 패커는 자본 시장과의 

폐쇄 회로 속에서 사이버 자본을 주고받는 기계적인 의사소통만을 반복하던 

인물이지만, 경직된 의사소통 회로가 필연적인 파괴를 겪는 과정에서 에릭은 

사이버 자본을 거치지 않는 정보의 대순환을 발견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의 끊임 없는 중개 과정을 목격하면서 에릭은 기존의 불안한 질서를 깨

고 나와 세계 전체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으며, 매체 자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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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상을 벗어나 거대한 정보 순환의 일부가 되어 매체와 쌍방향적인 

관계를 맺는다. 

본 논문은 돈 드릴로의 소설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매체가 

일방적인 정보 주입의 도구가 아닌 적극적인 자아를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답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대 사회에서 매체를 받아들

이고 이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주요어: 자아, 정체성, 돈 드릴로, 포스트모더니즘, 매체, 디지털, 『리브라』, 

『백색소음』, 『코스모폴리스』 

학번: 2013-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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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돈 드릴로와 매체 자아 

미국의 포스트모던 소설 작가인 돈 드릴로(Don DeLillo)의 작품 세계

에 가장 큰 영항을 미친 사건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암

살이다. 2005년의 한 인터뷰에서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일어났던 “그 

거리가 나에게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that street … 

made me think I had to write a novel,” Begley)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자신을 

작가로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1983에 기

고했던 글인 “미국의 피”(“American Blood”)에서도 케네디 암살을 “현실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일탈”(“aberration in the heartland of the real,” DeLillo 

1983)로 칭하며 중시해 온 이유는 이 사건이 가진 “파괴적인 무작위

성”(“shattering randomness,” Begley) 때문이다. 아무런 전조도, 동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암살은 텔레비전을 타고 전국으로, 나아가 전세계로 퍼져 

나가지만,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거실로 밀고 들어온 충격적인 정보 앞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할 뿐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신문의 텍스

트를 통해서만 전달되었던 이러한 소식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송

출되고 재생됨에 따라, 케네디 암살은 논리와 인과가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 무작위성의 충격을 가하며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빈 공간만을 남기고, 남은 사람들을 “사건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the uncertainty … about the basic facts that surround the case,” 

Begley) 속에 남겨두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깊은 혼란을 남긴 케네디 암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은 최신의 과학 기술과 많은 자원을 들여서 남아 있는 

단서들을 재생산 및 재해석하여 사실을 찾아내려 하는 것이다. 드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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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케네디 암살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룬 그린 자신의 1988년작 『리브

라』(Libra)의 서문을 쓰면서 이 암살 사건의 핵심이 “현대 기술”(“modern 

technology,” DeLillo 2005)이라고 말한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케네디 대

통령을 리 하비 오스왈드(Lee Harvey Oswald)가 혼자 죽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암살이 일어나고 50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도 밝혀지

지 않은 문제다.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최신의 과학기술과 막

대한 인력 및 자원을 동원하여 아직까지도 과거를 들춰 보고 있고, 언젠가는 

암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드릴로는 진실을 파헤

치려는 과학기술의 방법론 대신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빈 공간

을 채워 넣는다. 역사적인 진실, 실제의 암살범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과학적

인 조사 과정을 건너 뛴 채, 드릴로는 『리브라』에 오스왈드 이외의 두 번째 

암살범을 추가한다. “픽션의 자유로운 무늬”(“the free weave of fiction,” 

DeLillo 2005)를 통해 “수사원들, 과학자들, 역사가들, 정부 요인 및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년 째 물어보던 질문에 대한 대답”(“the answer to the question 

that investigators, scientists, historians, government officials and countless 

others have been asking through the decades,” DeLillo 2005)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드릴로는 진실을 찾아낼 능력이 없는 기술을 비판하고 

소설을 그 대체제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오히려 소설과 기술을 

공통적으로 매체가 만들어낸 빈 자리를 채우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본

다. 암살 사건은 매체를 타고 들어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남겼고, 그들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 혼란 속에서 기술은 

“올해의 발전을 뛰어넘으려는”(“surpass the advances of the year,” DeL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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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야심을 가지고 과거의 기술이 내놓은 대답을 추월하여 새로운 대답을 

내놓고, 이내 다음 해의 신기술이 내놓는 반문에 의해 추월 당하면서 계속해

서 새로운 답을 내놓는다. 소설이 하는 작업 역시 마찬가지다. 소설이 암살 

사건에 대해서 내놓는 결과물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찾는 사람들을 만족시

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로는 과학 기술을 사용

해 사실을 파헤치려고 했던 조사 위원회와 같은 위치에 서서 빈 자리를 채우

고 있다. 드릴로에게 소설은 텔레비전이 가한 충격 앞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집요한 시도인 것이다. 

텔레비전을 필두로 하여 20세기에 들어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

기 시작한 대중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편으로 

20세기 후반 이후의 포스트모던 비평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현대의 대중 매

체를 개인의 주체성을 파괴하는 도구로 바라본다. 행동 가능성

(performativity)을 가지고 주체성을 담보하는 주체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도 “집단적 정체성의 확립된 구조에 대해 비판적 반

성을 행할 수 있는”(“able to exercise a critical reflection upon its established 

structures of collective identity,” Abbinnett 1)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중 매체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을 완전하게 동

질적인 것으로 “대중화”(“massify,” Abbinnett 1) 하면서 사회와의 비판적인 

거리를 둔 주체적인 개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1  대표적으로 장 보드리야르

                                           
1 찰스 레멋(Charles Lemert)은 사회와의 거리가 사라진 인간의 이와 같은 주체성 부제를 “A 

= B면 A = B = 0”(“If A = B, then 0,” Lemert 3)이라는 수식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정체성의 

역사를 되짚어 가면서 레멋은 19세기 이래로 등장한 자아에 대한 이론들이 언제나 자아를 

“외부 세계로부터의 자극의 대상”(“a stimuli from the outer world,” Lemert 12)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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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Baudrillard)는 “새로운 시대의 궁극적이고 완벽한 대상인 텔레비

전”(“the television being the ultimate and perfect object for this new era,” 

Baudrillard 127)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계까지 

한번에 “제어 화면”(“a control screen,” Baudrillard 127)이 되었다고 진단한

다. 그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것이 텔레비전

을 통해서 이미지로 치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기존의 언어를 사

용하여 우리 자신을 설명하거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비유를 거치지 않고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세계

로 즉시 투사되며,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무의미

한 시뮬라크라(simulacra)를 송출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개인은 “자신이 유래한 세계로부터 무한한 거리로 떨어진 채”(“at an 

infinite distance from his universe of origin,” Baudrillard 128) 무의미한 이

미지를 주고 받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보드리야르는 텔레비전이 존재

하는 세계에서 자아란 존재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너

무나 광범위한 나머지 지배를 벗어나서 스스로를 찾는 시도도 불가능하다

고 말하면서, 텔레비전의 시대에 개인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의미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도구인 텔레비전이 무의미한 

이미지를 통해 언어의 의미를 지우고, 따라서 텔레비전은 의미 있는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남이 바라보는 나와는 다른 나만의 자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체적인 자아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중 매체에 의해 “대

중화”되어 사회와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개인은 A = B = 0의 수식에 정확하게 맞아 들

어가는, 무의미한 사회 속의 무의미한 인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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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역시 텔레비전을 통한 의미의 

상실이 언어에 미치는 악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는 이 악영향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패스티시(pastiche)를 든다. 패스티시는 외형상으로

는 패러디와 비슷하게 원문을 인용하는 형식이지만, 패러디가 나름대로의 

“언어적인 규범”(“a linguistic norm,” Jameson 114)을 가지고 모방하는 대상의 

형식을 뒤집고 우습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패스티시

는 어떠한 의도도 가지지 않는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하다. 제임슨은 이러한 

형식이 유행하는 이유를 매체가 이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대 

문학의 끝없는 파편화와 개인화”(“the immense fragmentation and 

privatization of modern literature,” Jameson 114)에서 찾는다. 매체를 통해 개

인에게 전달되는 정보들이 “형식적인 다양성과 이질성”(“stylistic diversity 

and heterogeneity,” Jameson 114) 속에서 형식 변화에만 집중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 버리고, 결국 형식만이 남아 무의미한 언어를 반복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 텔레비전의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무의미의 홍수 속

에서 주체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 포스트모던 세계에서는 주

체의 의도가 사라진 채 텍스트를 무작위로 끌어와 만들어 내는 패스티시만이 

난무하게 된다. 보드리야르와 제임슨의 관점에서 대중 매체는 의미 형성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언어를 파괴하고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의 언어

로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위험한 도구다. 

드릴로에 대한 다수의 비평은 매체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따르면서 작품에서 매체가 자아 형성을 방해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존 듀발(John N. Duvall)은 드릴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여”(“so thoroughly diagnosing what constrains us,” Duvall 



 

 - 6 -   

2008 3) 자본주의와 대중 매체에서 개인의 주체성과 독립적인 사고를 억압하

는 힘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그의 작품들이 시간의 흐름을 없애고 사회에 대

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병폐를 드러낸다고 말한다. 

듀발에 비해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의 정도는 덜하지만, 마크 오스틴(Mark 

Osteen) 역시 드릴로가 매체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오스틴은 대중 매체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면서 대중매체의 

틀 안에서 그들을 탐구하는 그의 시도가 매체가 가지는 “비인간화의 가능

성”(“dehumanizing potential,” Osteen 3)을 탐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

다. 소설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는 드릴

로의 글이 “그들의 힘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위험한 결과들을 비판한

다”(“respects their power but criticizes their dangerous consequences,” Osteen 

3)는 것이다. 매체에 대한 이러한 경계심은 드릴로의 인물들이 대중 매체 속에

서 초월과 황홀감을 느끼고 있다는 낭만주의적 해석을 내놓는 비평가들에게서

도 드러난다. 폴 멀트비(Paul Maltby)는 “포스트모던적 사고방식의 해체적 취

지”(“the deconstructive thrust of postmodern thinking,” Maltby 214)로부터 거

리를 두고 드릴로의 대표작인 『백색소음』(White Noise)을 해석하면서, 작품의 

주인공인 잭 글래드니(Jack Gladney)가 자동차 브랜드의 이름에서 초월적인 힘

을 느끼고 안도를 찾는 모습에서 패러디와 우스꽝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잭이 텔레비전 광고나 기계 장비를 통한 현실 형성의 바깥으로 

탈출하면서 실제로 낭만주의적인 “예지적 순간”(“visionary moment,” Maltby 

213)을 느끼면서 자아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해롤드 블룸

(Harold Bloom) 역시 『백색소음』(White Noise)의 마지막 장면이 선사하는 초

월적인 아름다움의 예를 들어 드릴로가 “포스트모더니스트 종말론자”(“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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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st End-Gamer,” Bloom 3)가 아닌 “후기 에머슨적인 미국 낭만주의

자”(“a late Emersonian American Romantic,” Bloom 3)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드릴로의 인물들이 텔레비전을 비롯한 현대의 매체들과 그들이 전하는 신호들

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결국 이들의 논지는 작중의 인물들이 

매체로 가득 찬 세계 안에서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서 매체의 권력 그 이상으

로 뻗어 간다는 것이다. 드릴로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비평과 낭만주의적 비평

은 공통적으로 매체와 개인을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중 매체가 

굳게 자리 잡고 있는 현장에서 자아가 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드릴로 본인이 텔레비전이 선사한 충격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

로서  『리브라』를 썼듯이, 대중 매체는 충분히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유도할 수 있다. 대중 매체가 개인을 마비시키고 무력화하며 

그것을 벗어날 때에만 자아를 가진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 비평가들의 

해석과는 달리, 드릴로는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 매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

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매체가 개인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의 『매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가 있다. 맥루언은 전기로 작동하는 현대의 대중 

매체가 우리의 인식 체계에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다보았다. 그는 정보

를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도구와 기술들에 매체라는 이름을 붙

이고, “매체가 곧 메시지다”(“the media is the message,” McLuhan)라는 유명한 

선언을 통해 이 매체가 정보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정보 전달을 위

해 사용되는 기술인 매체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의 감각

을 ‘고밀도’로 확장하여”(“one that extends one single sense in ‘high definition,’” 

McLuhan) 우리가 특정한 감각에 집중하고 그 감각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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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 주는 “뜨거운 매체”가 있는 반면, 전달되는 정보의 밀도를 크게 내

림으로써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감각을 낮은 밀도로 전달해 수용자가 “많은 부

분들 채워 넣어야 하는”(“so much has to be filled in,” McLuhan) “차가운 매

체”(“a cool medium,” McLuhan)가 있다. 그는 뜨거운 매체의 대표적인 예시로 

알파벳을 드는데, 알파벳은 개별적인 글자의 단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무의미한 문자에 불과하지만, 그 문자를 합성함으로써 수많은 종류의 의

미를 만들어 내고, 현실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보는 모든 종

류의 대상을 눈으로 보이는 의미 없는 그림들의 조합으로 치환해 버린다. 이를 

통해 알파벳은 모든 정보를 고밀도의 시각으로 바꾸어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지만,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시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나머지 감각들을 소외시킨다. 맥루언은 전기에 기반한 현대의 새로운 매체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관심을 가지는 매체

는 텔레비전, 그 중에서도 20세기 중반에 주로 사용하던 선명도가 낮고 작은 

텔레비전이다. 이 시대의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알아보기 힘든 저밀도의 감각 

자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청자는 텔레비전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 

저밀도의 정보가 보여주지 못하는 구체적인 질감과 양감을 직접 상상하고 채

워 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신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매체인 텔레비전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문자와 달리 불분명한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주

체적으로 채워 넣고 상상하면서 이해해야 하는 매체인 것이다. 텔레비전의 이

러한 참여적인 특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맥루언은 텔레비전이 뜨거운 매체에 

익숙해진 서구 세계의 인식 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으

며, 기존의 문자 매체가 가지고 있던 교육과 같은 일부 기능들을 텔레비전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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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로가 매체를 맥루언처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포스트모던적 비평과 낭만주의적 비평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매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능력은 그의 작품들에서도 분명하

게 드러나고 있으며, 인물들이 매체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 역시 일어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

에서도 드릴로의 주인공들은 매체 속에서 스스로의 서사를 만들어 내고 매체

의 메시지에 스스로의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들은 한편

으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매체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며 매체의 정보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체와의 관계 속에

서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의 편린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재해석하여 스스로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해 내가려 한다. 매체로부터의 정보 수용, 그

리고 수용한 정보의 재조합을 통한 차별화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활동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러한 순환적인 자아를 본 논문에서는 “매체 자아”

로 정의하고, 이를 세 가지의 매체인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파악하려 한다. 

매체 자아는 매체를 대중화를 통해 주체를 지우는 권력자들의 위험

한 도구가 아니라 “재귀적 정체성”(reflextive identity)을 만들어 내는 도구

로 사용한다.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는 개인의 정체성을 

외부와의 의사 소통 속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자아인 “Me”와 의사 소통과 

상관 없이 존재하는 개인만의 고유한 비사회적 자아인 “I”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사회적 자아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적 자아와 비사회적 자아 역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재귀적인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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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대중 매체를 통해 사회적 자아와 

비사회적 자아의 거리가 더 좁아지는, 또는 사라지는 상황이 “Me”와 “I”의 

상호 작용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오히려 정체성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발

판이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아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 

오지만,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지적하는 대로 끊임없이 변하

고 움직이는 재귀적인 개인은 이 과정에서 서사에 기반한 자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2  재귀적 정체성에 기반한 현대의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서, 또

는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

동과 반응의 연속 속에서 “특정한 서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keep a particular narrative going,” Giddens 54)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매체 자아는 이 능력을 기반으로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자아다. 

매체가 끊임 없이 개인에게 수많은 정보를 쏟아 놓는 세계에서 드릴로의 

인물들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서사로 바라보며, 이 서사가 위협을 받을 

때마다 다시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안정성을 되찾고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재개한다. 본 논문은 드릴로의 작품들에서 이처럼 서사화된 자신을 

내세워 매체에 반응하고 자아를 만들어 가는 인물들을 발견하고 관찰함으

로써, 드릴로가 현대 사회에서 주체적인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2 기든스는 자아의 두 측면이 상호작용을 벌이면서 기존의 사회적인 규범을 “적출” 

(“disembedding”)한 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뿐만이 아

니라 사회 체제까지도 개편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대화가 개인 뿐만 아

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까지

도 불안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체성 자체의 불안을 예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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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드릴로 본인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가깝게 

접한 매체로서, 젊은 시절의 드릴로가 영화를 보러 다녔던 것처럼 『리브라』

의 주인공인 리 하비 오스왈드 역시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통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 영화 

관객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이는 주체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

구가 진행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데이빗 보드웰(David Bordwell)은 관객이 

결코 영화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일방적으로 속지 않으며, 오히려 “관객이 환

상을 만들어내는 데에 참여한다”(“The spectator participates in creating the 

illusion,” Bordwell 7)고 말한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 틈을 

잘 채워 넣고 영화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식체계(schemata)를 

가지고 와서 영화를 만들어 배급하면, 관객은 이 도구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일련의 정신 세트(mental set)를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도식체계를 해

석하는 것이다. 정신 세트를 가지고 도식체계를 해석하려는 관객의 적극적인 

시도 없이 영화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드웰의 입

장이다.3  오스왈드는 보드웰과 샤츠가 말한 바와 같이 일련의 정신적 도구를 

통해서 영화의 장면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영화의 내

용에 반응하는 주체적인 영화 관객이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그는 드릴로의 

작품들 중에서 시간 순으로는 처음으로 매체 자아의 초기형인 영화 자아를 

                                           
3 이는 영화의 규격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토마스 샤츠(Thomas Schatz)는 이

들 헐리우드 영화의 내용을 지탱하는 장르(genre) 개념 역시 관객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고 말한다. 관객이 특정한 종류의 영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영화 표를 사고 영화를 즐기

는 방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에 반응함에 따라 제작사들은 관객들이 원하는 특정한 종

류의 영화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며, 이렇게 형성된 장르는 다시 관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

정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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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해 낸다. 1장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영화 자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오스왈드를 매체 자아의 원형으로 정의하려 

한다. 

텔레비전은 드릴로가 케네디 암살을 접하도록 한 매체로서, 첫 작품

인 『아메리카나』(Americana) 이래로 드릴로의 작품 세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대한 드릴로의 감정은 매우 양

가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그는 멍하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 무의미한 

정보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모습을 경계하면서도,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이미

지들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텔

레비전의 고도로 상업화된 이미지가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텔레

비전의 이미지가 무의미하다는 보드리야르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도 나름대로

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글러스 켈너(Douglas Kellner)는 텔레비

전의 정보를 1차원적이고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존 포스트모던 비평

가들의 경향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텔레비전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텔레비전과 다른 

형태의 매체 문화들은 현대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만들

어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television and other forms of 

media culture play key roles in the structuring of contemporary identity and 

shaping thought and behavior,” Kellner 237)고 강조하는데,4 드릴로의 1985년

                                           
4 텔레비전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보만을 송출하고 있다면, 특정한 쇼를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시리즈나 스타의 팬을 자처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보유한 사

람도, 텔레비전에 등장한 이미지를 따라 스스로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텔레비전

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결정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켈너

는 말한다(Kellner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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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인 『백색소음』(White Noise)의 주인공인 잭 글래드니(Jack Gladney)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받아들인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성해 냈고, 그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끊임 없이 새로

운 이미지를 찾아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험을 해보고 있는 인물이

다. 자신이 받아들인 정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지나지 않

는 인간 텔레비전의 함정을 넘어서,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정보를 소비를 통

해 재현하는 텔레비전 자아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과정이 끊임 없이 실패하

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잭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

들이고 소비를 통해 재현 및 표현함으로써 주체적인 자아를 유지할 방법을 

고민한다. 2장에서는 이처럼 텔레비전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텔레비전 자아를 

유지하려는 『백색소음』의 주인공 잭 글래드니를 통해 텔레비전 자아의 특성

과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려 한다. 

한편, 『지하세계』(Underworld)의 후반부에서 드릴로는 처음으로 디

지털 매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여기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이미 90년대 후반

에는 50대의 나이를 넘어간 드릴로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매체인 컴퓨

터와 인터넷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드릴로는 기존의 영화 자아 및 텔레비전 자아

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매체 자아인 디지털 자아를 상상한다. 영화 자아가 

영화에서 본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존재이고, 텔레비전 자아가 텔레비

전에서 본 이미지를 조합한 후 소비를 통해 다시 표현하는 존재라면, 드릴로

는 디지털 자아를 개인이 표현한 자아가 매체에 다시 영향을 미치면서 매체

를 중심으로 거대한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대순환 속에서 흘러 다니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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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상상한다. N. 캐서린 헤일즈(N. Katherine Hayles)는 『나의 어머니는 컴

퓨터였다』(My Mother Was A Computer)에서 컴퓨터가 단순한 작업 속에서 

복잡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이 순환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

한다. 인간과 컴퓨터는 공통적으로 단순한 위상의 반복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기계다. 하지만 이 위상은 인간과 컴퓨터의 물리적 실재를 구성하는 

재료들의 물성(materiality)과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언어와 의미를 

만들어 내며, 양 측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고등한 주체로 발전해 간다. 

5  헤일즈는 이러한 점에서 기계와 인간이 근원적으로는 유사하며, 이들의 기

초 구성요소인 간단한 암호체계가 물리적 존재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순환 

과정에서 차이가 생겨나고 서로 다른 주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와의 대화 속에서 형성되는 재귀적 정체성이 매체 자아의 핵심이라는 단

서를 제공해 준다. 이는 디지털 매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드릴로의 2003년

작 『코스모폴리스』에서도 핵심이 되는 주제로, 드릴로는 이 작품에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사이버 자본만을 주고받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상호작용만을 

반복하던 주인공 에릭 패커(Eric Packer)의 실패를 통해 디지털 자아가 만들

                                           
5 “컴퓨터 작업은 유와 무(1과 0) 사이의 기초적인 구분과 약간의 논리적 작업 세트만 필요로 

하는”(“computation requires only an elementary distinction between something and nothing 

(one and zero) and a small set of logical operations,” Hayles 2005; 23) 지극히 간단한 작업이

며, 1과 0을 읽을 수만 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명령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

실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 역시 A, T, G, C로 이루어진 DNA 네 가지의 위상을 반복적으로 구

성하는 “세포 자동장치”(cellular automata)라는 점에 있어서는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

나 금속과 전기 신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컴퓨터는 간단한 전기 신호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코드(code)를 만들어 내고, 단백질 구조와 화학 신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

간은 좀 더 복잡한 정보인 음향 패턴을 화학 신호로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언어(language)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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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광범위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디지털 자아를 구상한다. 

3장에서는 이처럼 『코스모폴리스』를 통해서 개인이 표현한 매체 자아가 다

시 매체로부터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무한한 피드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자

아에서 매체 자아의 완성형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돈 드릴로의 작품들에서 매체와 개인 사이의 관

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매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가능성

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드릴로의 작품들을 개별적으로 

해석할 때 작품의 인물들은 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실패를 겪게 되며, 

여기에 집중해서 작품을 해석했을 때는 매체의 부정적인 특성만 드러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리브라』, 『백색소음』, 『코스모폴리스』로 이어지는 

세 작품에서 인물들이 만들어 내는 매체 자아는 발생, 표현, 그리고 상호작용

이라는 세 가지의 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통해 매체 자아는 

수용과 표현이라는 재귀적인 활동의 반복을 기반으로 한 자아로서 서서히 자

리를 잡아 나간다. 이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이 글은 드릴로를 매체를 거부하

고 초월할 것을 주문하는 작가가 아닌, 매체가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상상하고 이를 글로 담아내는 작가로 바라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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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체 자아의 발명: 『리브라』와 영화 자아 

1. 매체 자아의 원형을 찾아서 

드릴로의 1988년작인 『리브라』는 작중의 인물 중 하나인 데이빗 페리

(David Ferrie)가 말하는 대로 리 하비 오스왈드의 삶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하려는 계획이라는 “두 개의 평행선”(“two parallel lines,” 339)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모이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다. 드릴로

는 이 작품을 통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으로 알려진 오스왈드에 대한 수많

은 기록 및 수사 결과들을 기반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주변 사람들

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아온 리 하비 오스왈드의 행적을 그의 어린 시절부터 

추적해 나간다. 사회주의에 심취하여 미국의 억압적인 사회 환경을 비판하면서

도 동시에 군대가 제공하는 무력에 대한 환상을 품은 채 해병대에 입대하고, 

공산주의 낙원을 꿈꾸면서 소련으로 망명을 해 놓고 정작 미국으로 다시 돌아

와 소련의 억압적인 현실을 폭로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오스왈드의 모순은 그

를 조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리브라』의 독자들에게도 혼란스럽게 다가온

다. 그러나 숱한 모순을 거치면서 오스왈드는 CIA의 좌천당한 요원인 윈 에버

렛(Win Everett)이 구상해 놓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미수 계획을 시행할 인

물로 탈바꿈한다. 에버렛과 그의 옛 동료들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

려 했던 피그 만 공격이 실패한 이후 다시 과거의 임무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 암살 미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쿠바의 소행으로 몰아 미

국이 쿠바를 공격할 동기를 만들어내려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다른 요원들에

게 넘어가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한 암살 계획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계획

에 리 하비 오스왈드가 참여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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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의 제재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논의는 본래 

크게 두 가지의 경향으로 나뉜다. 먼저, 암살 이후 사건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해 조직된 첫 번째 수사 위원회의 보고서인 워런 위원회 보고서(Warren 

Commission Report)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암살이 아무런 배후 없이 암살자 

리 하비 오스왈드가 일탈을 해서 벌인 행위라는 결론을 냈다. 이 보고서는 

암살을 둘러싼 수많은 자료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다는 암살 우연론을 주장하며. 이러한 혼란과 우연 속에서 오스왈드라는 

특이한 개인의 일탈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이끌어낸 유일한 요인이었다

는 결론을 낸다. 그러나 이 결론을 믿지 못하고 어딘가에 배후가 있을 것이

라고 믿은 이들은 이후 수많은 음모론을 만들어냈는데, 이를 집대성한 대표

적인 텍스트로 올리버 스톤(Oliver Stone)의 영화 『JFK』가 있다. 『JFK』는 케

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우연한 결과로 해석하는 워런 위원회 보고서를 “하나

의 거대한 신화”(“a great myth,” Riordan 355)로 보고, 이와는 반대되는 “또 

다른 종류의 신화, 반(反)신화”(“another one, a counter-myth," Riordan 355)

로서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짐 개리슨 검사는 워런 위원회 보고

서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스왈드가 케네디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진다. 이 확신에 따라 개리슨 검사는 스스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암살의 배후에 CIA, 마피아, 군산복합체, FBI, 

그리고 나아가 당시 부통령인 린든 존슨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행정부 전체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인다. 그

러나 암살에 가담한 고위층 인사들은 암살의 배후를 찾아내기 위한 짐 개리

슨의 정의로운 투쟁을 좌절시키고, 영화 속의 미국은 코 앞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만다. 워런 위원회 보고서가 케네디 대통령을 죽이려는 악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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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었으며 우연으로 보기 힘든 사건들마저도 단지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다

고 말하는 당혹스러운 텍스트라면, 『JFK』는 부패한 미국 사회가 케네디를 

죽였다고 말하는 극단적이고 대중적인 형태의 음모론 텍스트다.  

『리브라』는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케네디 암살 관련 텍스트

들 중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소설이다. 겉으로 보기에 작품은 『JFK』가 

정리한 케네디 암살 음모론의 다양한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드릴로

가 묘사하는 CIA 요원들은 피그 만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케네디 대통령에

게 총을 겨누려는 계획을 세우고, 오스왈드를 죽인 잭 루비(Jack Ruby) 역시 

CIA 및 정부 요인들과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원한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드릴로는 이와 같이 케네디 암살 음모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막상 그것이 실제로 암살 사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

한다. 작품은 케네디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세력의 음모를 그리지만, 그들은 

결코 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암살을 기획한 인물들은 쿠바에서 

작전을 하다가 좌천당한 일부의 CIA 요원들일 뿐이며, 이들 마저도 애초에 

케네디 대통령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암살 미수 사건을 만들어내 미국의 

쿠바 침공을 재개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하고,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특이한 개인이 우연

하게 개입되면서 암살 미수 계획은 비로소 암살 계획으로서 시행된다. 『리브

라』는 이렇듯 『JFK』로 대표되는 케네디 암살 음모론의 주요 요소들을 끌어 

오면서도, 암살을 누군가의 주도로 인한 음모로 정의하기를 꺼려 한다. 그렇

다고 이 작품이 워런 위원회 보고서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우연론적 텍스

트라는 것은 아니다. 비록 수많은 우연이 개입하기는 하지만, 작품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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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요원들이 세운 계획에서부터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시작되었다는 기

조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놓은 계획에 리 하비 오스왈

드가 정확하게 들어 맞으면서 암살이 성사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조지 윌(George Will)과 같은 평자들이 『리브라』에 대해 보여준 강력

한 반감은 작품이 워런 위원회 보고서의 우연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CIA 요원들이 세운 계획 그 자체가 대통령 암살로 이어지

지는 않더라도, 이 계획에서 파생한 일련의 인과 관계가 파괴적인 결과를 내

고 있다고 보여주는 작품을 윌은 “정신 나간 음모론”(“lunatic conspiracy 

theory,” Will)으로 간주했고, 이러한 책을 쓴 드릴로는 “반달리즘과 나쁜 시

민의식”(“vandalism and bad citizenship,” Will)을 조장하는 작가라고 폄하했

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스왈드가 미국 사회의 문제를 대변한다는 윌의 주장

을 통해 오히려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비평가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

킵 윌먼(Skip Willman)은 케네디 암살을 둘러싼 음모론과 우연론을 동시에 

폐기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리브라』의 음모를 오스왈드의 경제적인 

배경에서 찾아내려 했다. 윌먼은 음모론을 “보이지 않는 배후”(“invisible 

Master,” Willman 414)를 만들어 냄으로써 불안정한 사회적 현실의 원인으로 

지목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한다. 표면적으로 작품은 암살 미수 계획을 처음 

만들어내는 윈 에버렛을 배후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는 특징적으로 ‘역사

의 작동 원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he is distinctly not immune to the 

‘mechanisms of history,’” Willman 410). 그는 피그 만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 없이 좌천된 인물이며, 암살 미수를 통해서 케네디의 과오를 드러내고 

CIA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그의 목표 역시 의미 없는 우연한 사

건들의 개입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다. 이처럼 기존의 음모론을 폐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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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먼은 “미국 사회의 ‘증상’으로서 그의 출현”(“his emergence as a ‘symptom’ 

of American society,” Willman 419)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워런 위원회 보고

서는 반복해서 오스왈드의 소외(“alienation”)를 강조하면서 그가 특이한 인

물이었기 때문에 암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윌먼은 이 소외가 “미국 사

회 체제의 ‘필수불가결한 결과물’”(“the ‘necessary product’ of the American 

social system,” Willman 420)이었음을 지적한다. 후기 자본주의는 제품을 사

서 얻는 만족이라는 일종의 뇌물을 이용해서 사회의 파편화와 세분화로 인한 

폐해를 숨기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곤궁한 오스왈드는 이러한 소비자 만족

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오스왈드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마르크스주의를 발견하고, 이를 통

해 “자신의 가난과 곤궁을 계급투쟁과의 조우로 이해하고, 자신의 ‘사회적 현

실’을 의미로 가득 찬 투쟁의 현장으로 변형시킨다”(”make sense of his 

poverty and deprivation as an encounter with class struggle, thereby 

transforming his "social reality" into a site of struggle charged with meaning,” 

Willman 1998 423). 다시 말해, 윌먼에게 오스왈드는 후기 자본주의 미국 사

회에서 필연적으로 주체성과 자아를 잃고 사회의 강압 속에 수동적으로 움직

이는 인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프랭크 렌트리키아(Frank Lentricchia)가 “포스트모던 비평으

로서의 『리브라』”(“Libra as Postmodern Critique”)에서 말하는 오스왈드는 그

리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다. 렌트리키아는 오스왈드를 경제적 배경의 산물로 

바라보는 윌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드릴로가 묘사하는 오스왈

드의 현실에는 이전 세대의 작가들이 말하는 현실과는 달리 “계급이 없다. 

왜냐하면 욕망의 대상이 [F. 스캇] 피츠제럴드가 말하는 ‘당신이나 나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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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자들’만의 특별한 사회적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classless … 

because the object of desire … is never located in the privileged social space of 

those Fitzgerald called ‘the very rich’ who he thought ‘different from you and 

me.’” “Critique”)고 말한다. 대신 렌트리키아는 작중에 나타나는 오스왈드의 

“영화적 자의식”(“filmic self-consciousness,” “Critique”)에 주목한다. 영화적 

자의식은 1인칭 시점의 관객 자아와 3인칭 시점에 투영된 이미지라는 두 가

지의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렌트리키아는 드릴로의 첫 번째 장

편인 『아메리카나』의 한 장면을 인용하며 신대륙으로 처음 이주하던 미국인

들이 메이플라워 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꿈꾸었던 것처럼 현대의 미국인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광고를 보면서 새로운 자신을 꿈꾼다고 말한다. 6  그

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

아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리 하비 오스왈드를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이는 작중의 오스왈드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분석이지만 동시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오스왈드가 매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

해서 스스로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메시지가 그대로 오스

왈드에게서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매체를 통해서 받아

들인 정보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자아상을 새로 만들어 내며, 여기서 매체 자

                                           
6 자신의 첫 번째 장편인 이 작품에서 드릴로는 이후까지 이어지는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자

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텔레비전 광고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입할 수 있는 배경

과 행동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동시에 그런 광고를 쉼 없이 시청자들에게 쏟아 붓는다. 따라서 시청자가 하나의 목적을 실현

되면 또 다른 광고를 통해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텔레비전은 마치 지속적으로 대서양 횡단만 

하면서 신대륙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만 꾸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실현될 수 

없는 꿈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 22 -   

아의 양면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그는 한편으로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서사를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조합하여 영화 속 주인

공과 같은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 장에서는 오스왈드가 영화를 통해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리브라』를 읽음으로써 작품이 케네

디 암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려 하며, 나아

가 드릴로가 바라보는 케네디 암살 사건의 본질에서 매체 자아의 시작점인 

영화 자아의 탄생을 살펴보려 한다. 

 

2. 오스왈드-영웅: 영화의 이미지들로 만들어낸 자기상 

『리브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CIA 요원들을 보여 주면서도 이들을 악의를 가진 거대한 하나의 집단으로 

그리지 않는다. 암살의 원안자였던 윈 에버렛과 래리 파멘터(Larry 

Parmenter)는 애초에 케네디 대통령을 죽일 생각도 없다. 그들은 암살이 아

니라 암살 미수 계획을 세우며, 그 범인을 카스트로의 쿠바 정권으로 지목함

으로써 미국인의 공분을 이끌어내 미국이 다시 쿠바에 침공하도록 하고, 나

아가 자신들의 원래 일자리인 쿠바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단지 미국인의 분노와 쿠바 침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의도적

으로 암살 시도가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케네디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까지 함께 

폭로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는 “강력한 논

리”(“a powerful logic,” Libra 28)로 묶여 있어서 “중대한 배경과 도덕적 교

훈”(“the major subtext and moral lesson,” Libra 53)을 남기며 “일생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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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과 비밀”(“life-insight, the life-secret, Libra 28)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한편 그들의 계획을 이어받는 현장 요원들은 에버렛 및 파멘터와는 다른 사

적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인다. T. J. 맥키(T. J. Mackey)는 에버렛의 계획이 너

무 복잡하다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리고, 계획에 “뜨거운 감정”(“the full 

heat of feeling,” Libra 219)을 더하기 위해 암살미수 계획을 암살 계획으로 바

꾸어 버린다. 이 상태에서 계획은 다시 웨인 엘코(Wayne Elko), 레이모

(Raymo), 그리고 프랭크 바스케즈(Frank Vasquez)와 같이 피그 만 사건 이

후 좌천 당한 요원들에게 넘어간다.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영화적으로 이

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특히 엘코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 『7인의 사

무라이』의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주인 없

는 전사들이 학살자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모이

지만, 끝내는 배신을 당하고 마는”(“warriors without masters, willing to band 

together to save a village from marauders, to win back a country, only to see 

themselves betrayed in the end,” Libra 145) 영화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그

대로 투영한다. 이처럼 작중의 CIA 요원들은 거대한 권력을 배후 삼아 질서 

있게 움직이는 악한 세력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군의 실패자들일 뿐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하위 요원들은 특정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감정 이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서 이들과 합류하는 오스왈드는 감정 이입 이

상으로 영화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오스왈드가 영화를 보는 시기는 영화사에

서는 고전기 헐리우드라고 불리는 시기로, 정형화된 내용을 가진 비슷한 영화

들의 모임을 일컫는 장르(genre)라는 개념이 이 당시 처음 만들어졌다. 토마스 

샤츠(Thomas Schatz)는 『헐리우드 장르』(Hollywood Genres)에서 고전기 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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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의 장르 영화를 의미와 상징의 체계로 해석하면서 관객이 영화를 보는 행

위를 “능동적이지만 간접적인 관객의 참여”(“active but indirect audience 

participation,” Schatz 12)로 파악한다. 제작사가 관객이 원할 만한 영화를 만들

어서 스크린 위에 옮기면, 관객은 그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에 따라 제작사는 관객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선별하고 그렇지 않

은 것을 제거하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후속 영화를 만든다. 이처럼 영화에 

대한 관객에 반응과 이에 대한 제작사의 반응이 축적되면서 헐리우드는 서부

극, 뮤지컬, 갱스터, 사설탐정물 등의 몇 가지의 정형화된 서사 형식을 만들어

내 장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장르에 대한 샤츠의 설명은 장르를 일종의 시뮬라

시옹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장르의 세계는 현실을 모방해 만들어낸 세계

이기 이전에, 관객과 제작자 사이의 간접적인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관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요소들을 제외시킨 후 고도로 정형화된 내용의 틀과 가치관

만을 남긴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장르의 세계는 현실에서 나왔지만 현실과는 

독립되어 있는 세계이며, 이 세계를 지탱하는 요소들을 샤츠는 “내러티브 및 

시각적 약호화 과정”(“Narrative and visual coding,” Schatz 22)을 거쳐 만들어

진 장르의 “도상”(“iconography,” Schatz 22)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영화 내부

에서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 관객의 이해를 

돕는 친숙한 요소들이다. 사막의 넓은 지평선을 보면 직관적으로 서부극이 떠

오르고, 등장 인물들의 옷의 색을 보면 인물의 선악 구도를 이해할 수 있듯이, 

장르 영화에 익숙한 관객은 도상만으로 영화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장르는 도상을 끝없이 복제하고 변주하면서 현실과는 독립되어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 내고, 관객은 도상을 통해 장르 영화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면서 

영화의 내용을 조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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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브라』에서 도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장르 영화 속의 세

계는 바깥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

한다. 오스왈드가 아츠기에서 해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유명한 영화 배우인 

존 웨인(John Wayne)이 위문 방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존 

웨인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서부극의 도상인 존 웨인 때문이다. 서부극을 상

징하는 수많은 배우들 중에서도 존 웨인은 『역마차』(Stagecoach)를 통해 폭

력을 불사하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서부의 카우보이의 원형을 제시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부극이 변함에 따라 함께 조금씩 변화된 형태의 원형을 

보여준 서부극의 현신이다. 서부극이 변화함에 따라 존 웨인이 맡는 인물들

도 조금씩 변화를 겪지만, 이는 존 웨인이라는 배우가 서부극 장르에서 차지

하는 도상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서부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를 한번에 함축하는 강력한 도상으로 만들어 준다. 존 웨인을 만나러 간 해

병대 병사들은 실제의 존 웨인이 아니라 서부극의 도상으로서의 존 웨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는 오스왈드 또한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그가 생각하

는 존 웨인의 도상이 무엇인가에 있다. 그는 존 웨인을 『역마차』가 아니라 

『붉은 강』(Red River)으로 기억하고 있다. 『역마차』의 존 웨인은 폭력을 불

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인물이었지만,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만들어진 『붉

은 강』에서 그는 병적이고 위험한 측면이 드러나는 인물로 변한다. 이 영화

에서 존 웨인이 연기하는 인물인 토마스 던슨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부하

들을 폭력적으로 처벌하고 총으로 쏘아 죽이려고 하면서 자신이 이끌던 수많

은 사람들을 비롯해 양아들까지도 적으로 돌리고, 결국에는 이들에게 쫓겨난 

후 복수를 위해 용병들을 끌어 모으기까지 한다. 토마스 던슨은 서부극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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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주인공 상에서 많이 동떨어진 인물로, 오스왈드가 다른 서부극보다도 

굳이 이 영화를 떠올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쿠바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

으면서 화려한 삶을 살던 시절을 회상하는 동료 갱스터들처럼, 오스왈드는 

부하들에게 “맷, 미주리로 몰고 가자”(“Take ’em to Missouri, Matt,” Libra 94)

라고 한번 소리치면 천지가 소들의 울음소리와 발소리, 그리고 그들을 이끄

는 카우보이들의 휘파람 소리로 뒤흔들리는 토마스 던슨의 강력한 힘을 꿈꾸

고 있는 것이다. 오스왈드가 영화 속의 존 웨인을 떠올리며 유독 이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은 그가 존 웨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질서의 수호자라는 지배적인 도상이 아닌, 그것을 뒤틀어 만들어낸 강

력한 권력자로서 존 웨인을 바라보고 있다. 

영화 속의 존 웨인이 휘하의 부하들과 거대한 소떼들을 움직이는 영

상과 현실의 존 웨인이 수많은 해병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모습을 병치해 바

라보면서 오스왈드는 자신의 이름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환상을 

품는다. 이 환상을 따라서 오스왈드는 존 웨인이 서부극을 통해 사람들을 움

직이는 강력한 자아를 만들어 냈듯이 자신의 글을 통해 자아를 만들어 내려 

한다. 이를 위한 시도가 그가 소련에서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려 할 때 쓰기 

시작하는 『역사적 일기』(Historic Diary)다. 난독증이 있는 데다가 지적 능력

도 모자라는 오스왈드는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는 내용들을 틀린 철자로 써 

내려가며 고생을 하지만, 그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는 미국에서 소련으로 망

명한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며,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

이 “그의 형편 없는 철자법과 유치하게 늘어진 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의 

외로움과 실망감에 슬퍼하도록”(“people moved by his loneliness and 

disappointment, even by his wretched spelling, the childish m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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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Libra 211) 만들고 싶어 한다. 존 웨인이 해병대 병사들 앞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듯이, 그는 『역사적 일기』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고, 자신의 고통에 함께 슬퍼할 것이며, 글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사람들이 언젠가 『역사적 일기』를 연구하면서 

글을 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찾으려 할 것”(“his life 

would turn in such a way that people would one day study the Historic Diary 

for clues to the heart and mind of the man who wrote it, Libra 212)이라는 기

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일기』를 통해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오스왈드의 모습

은 서부 영화의 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일례로, 오스왈드가 작중에서 

상상한 “오스왈드-영웅의 강력한 세계”(“the powerful world of Oswald-

hero,” Libra 46)는 서부영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상들로 가득 차 있다. 

 

누구도 그가 무엇을 아는지 알지 못했다. 시간의 소용돌이와 

그의 안에 있는 진정한 삶을 말이다. 이것이 그의 영향력이었

고, 그의 유일한 지배권이었다.... 그는 거의 잠든 채 누워서, 

공상에 빠져들면서, 오스왈드-영웅의 강력한 세계를, 어둠 속

에서 번쩍이는 총을 떠올렸다. 지배권의 환상, 분노의 완벽함, 

욕망의 완전성, 밤의 환상, 비로 미끄러운 거리, 영화 포스터

에 나올 법한 어두운 외투를 입은 남자들의 높디높은 그림자

들을 말이다. 어둠에는 힘이 있었다. 텅 빈 거리에는 비가 내

렸다. 그 곳에 언제나 나타나는 남자들을, 뒤쪽으로 드리우는 

긴 그림자를, 손에 든 소총을, 탄창이 가득 찬 말린 소총을, 

복부에 쏜다는 생각을, 죽음을 오래 끌어내기 위함을 그는 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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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 knew what he knew. The whirl of time, the true life 

inside him. This was his leverage, his only control. … He lay 

near sleep, falling into reverie, the powerful world of Oswald-

hero, guns flashing in the dark. The reverie of control, 

perfection of rage, perfection of desire, the fantasy of the night, 

rain-slick streets, the heightened shadows of men in dark coats, 

like men on movie posters. The dark had a power. The rain fell 

on empty streets. Always the men appeared, their long shadows 

bent behind them, then the rifle in his hands, the clip-fed 

Marlin, the idea of shooting for the gut, to draw out the dying. 

(Libra 46) 

 

오스왈드가 이러한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은 서부 영화가 아닌 

갱스터 영화들이다. 갱스터 장르는 알 카포네(Al Capone) 같은 인물들이 미

국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20년대의 조직 폭력배들에게 영감을 받아 만

들어진 장르로, 총을 들고 폭력과 범죄를 일삼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을 얻으려 하는 갱단의 일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비록 국가적인 규제

와 함께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침을 겪으면서 잦은 단절을 겪기는 했

지만, 갱스터 장르는 이후 “필름 누아르”(film noir)의 주류를 이루는 사설탐

정물 영화들과는 다른 장르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 장르의 대표적인 배우인 

에드워드 로빈슨(Edward G. Robinson)과 제임스 캐그니(James Cagney)가 등

장한 1931년작 『리틀 시저』(Little Caesar)와 『공공의 적』(The Public Enemy)

은 가난한 배경에서 자라나 범법과 폭력행위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입신양명

이라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인물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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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여과되지 않은 출세욕이다. 이들은 

사회의 최하층에서 시작해 끊임없이 성공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하며, 

“얼마나 높이 올라가든지에 상관 없이, 언제나 너무 높이 올라가서 떨어질 

수 밖에 없을 때까지 올라가려 한다”(“No matter how high up he gets, the 

gangster always wants to get higher until he has gone so high that he is sure 

to fall,” Kaminsky 54). 갱스터들은 상대 갱단이나 주류 밀매업자 등에게서 

이권을 빼앗아 인세를 걷고 술을 밀매하는 등의 폭력과 불법을 일삼으며 성

공을 꿈꾼다. 

오스왈드-영웅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포스터들은 고전기 헐리우드의 

갱스터 영화들의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로버트 시오도막

(Robert Siodomak)의 대표적인 필름 누아르인 『살인자들』(The Killers)의 포

스터는 오스왈드 영웅의 “지배권의 환상”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긴 그림자

를 드리우고 있는 두 명의 암살범들은 총을 들고 오른쪽 구석에서 긴 그림자

를 드리우면서 주연 배우인 버트 랭커스터와 에바 가드너를 향해서 총을 겨

누고 있다. 이 영화는 필름-누아르(Film-noir)라고 불리는 저조도 조명이 중

심이 되는 시각 형식의 시초가 된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영화의 

도입부는 오스왈드가 묘사한 포스터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 영화는 두 

명의 갱스터가 주인공을 죽이러 늦은 밤에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오면서 시

작되는데, 이들은 첫 장면에서부터 검은 외투를 입고 뒤에서 비쳐오는 조명

을 통해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들어오며 관객에게 불길한 느낌을 

전달한다. 이들은 외투 속에 총기를 숨긴 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며 주인공

을 찾아다니며, 주점의 주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말을 걸 때는 짧고 퉁

명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은 이들을 더욱 수상해 보이게 만든다. 이는 오스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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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존 웨인뿐만이 아니라 갱스터 영화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도상들까지 함

께 끌어들이면서 “오스왈드-영웅”을 떠올리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오스왈드와 갱스터 영화의 연결 관계는 포스터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

스왈드-영웅의 세계는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제각기 음모를 꾸미

고 있는 곳으로, 그는 이 세계의 속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세계 속에 세계가 

있다”(“There is a world inside the world,” 13, 47, 153, 277)는 표현을 반복하는

데, 이는 존 휴스턴(John Huston) 감독의 1950년작 『아스팔트 정글』(The 

Asphalt Jungle)의 포스터에 적힌 “도시 밑의 도시”(“The City Under The City”)

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는 갱스터 영화의 세부 장르 중 하나인 강

도 영화 장르의 시초가 되는 영화 중 하나다. 영화에서 경찰은 표면적으로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주한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경험 많은 형사를 배정하고 범

죄자의 체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에 배정된 형

사가 강도 일을 주선하는 변호사와 결탁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경찰의 시선을 

피한 채 어두운 방 안에서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역할을 나누고, 

돈을 훔쳐 오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배신자들에 의해 총을 맞고 죽고 경찰에 

잡히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만다. “도시 밑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

건들은 오스왈드-영웅의 상상 속 모험과 많이 닮아 있다. 오스왈드-영웅은 가

명을 사용하면서 몰래 다른 사람들과 항구에 모이고, 범죄자들이 가장 안전한 

계획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듯이 밤새 사회주의 이론과 활동 계획에 대해 토론

을 벌이며, 토론한 내용에 따라 “비 오는 도시를 검은 옷을 입고 누비며”(“He 

would move through the city in the rain, wearing dark clothes,” Libra 41) “영리

함과 은밀함을 필요로 하는 야간 임무”(“night missions that required 

intelligence and stealth,” Libra 37)에 참여한다. 행동의 동기만이 다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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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왈드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은 은행을 털어서 돈을 벌려 하는 도둑

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사상가들이 모이든, 테러리스트들이 모이든, 도둑들

이 모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검은 옷을 입고 지붕 위를 

뛰어 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배에 총을 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시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속의 이미지들은 이미 어린 시

절부터 “몇 시간씩 영화관으로 사라졌던”(“He disappeared for hours at the 

movies, Libra 42) 오스왈드의 현실을 지배한다. 하지만 오스왈드는 존 웨인과 

여러 갱스터 인물들을 조합해 만든 저명하고 강력한 인물이 되어 모두의 경외

를 받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이로 인해 오스왈드가 작

품 전체에 걸쳐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 소외감이 등장한다. 워런 위원회 보고서

에서부터 시작해 오스왈드를 다루는 수많은 글들이 그가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이라는 지적을 해 왔지만, 사실 작품 속의 오스왈드는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소외 당하는 인물이 아니다. 비록 드릴로는 작품의 곳곳

에서 그가 자라난 가정 환경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암시하지만, 막상 그가 돈이 

없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은 한 번도 없

다. 그는 책을 보려고 하면 도서관에 갈 수 있고, 신문을 사 와서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스크랩을 하고, 어머니 또는 아내와 텔레비전을 볼 수 있으며, 암살

을 위해 총을 준비하려 할 때 문제 없이 총을 구입한다. 문제는 오히려 주변과

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오스왈드 자신이다. 그는 일자리를 얻

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서 아내와 갈등을 빚고,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경찰의 손길을 먼저 외면하면서 의도적으로 외부 

세계와 담을 쌓는다. 그의 아내인 마리나(Marina) 또한 “그는 언제나 다른 곳

에 가 있었다”(“He was never fully there,” Libra 202)고 말하는데, 이는 오스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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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이나 어머니의 생사 여부 등과 같은 세세한 정보들

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자신과 마리나를 도와주려는 동료 이민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해 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이민자들과 어울리는 아내를 구타하기까지 한다. 오스왈드가 주

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것은 사회가 그를 따돌리기 때

문이 아니라 그가 적극적으로 사회 속으로 다가가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사회를 향해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먼저 경외감

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

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의 소외감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로부터의 소외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오스왈드가 책에서 접하는 유명한 사

회주의 인사들은 “그가 오래도록 들어온 속삭임과 같은 이름들, 역사와 혁명

의 인물들”(“Names that were like whispers he’d been hearing for years, men 

of history and revolution,” Libra 34)이다. 그들은 책을 통해서 역사책에 자신

의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그들의 저서 

또한 “모서리가 닳고 … 책등에서 제목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 희미해지도

록”(“wearing away at the edges  … titles had disappeared from the spines, 

faded into time,” Libra 34)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다. 그러나 이들이 언

제나 이와 같이 역사의 일부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망명 생활과 

암흑기를 보내면서 이름 없는 삶을 견뎌내 왔고, 오스왈드는 이러한 점에 특

히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오스왈드는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에게 유

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유독 망명생활을 오스왈드 자신이 살던 

브롱크스의 빈민촌에서 보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빈민촌에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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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트로츠키 역시 “오랜 시

간 동안 소외된 채”(“lived in isolation for long periods,” Libra 34) 살고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왈드는 “방 안에서 역사를 느끼며, 역사가 벽을 

뚫고 들어와 소외된 이들을 휩쓸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feeling history 

in the room, waiting for the moment when it would surge through the walls, 

taking them with it,” Libra 34), 그 결과 오스왈드는 책을 통해 레온 트로츠

키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오스왈드는 트로츠키를 통해서 자신

도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

는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자신도 트로츠키처럼 역사

를 만들어내고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아

직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역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휩쓸리는 오스왈드

는 영화 속 갱스터들처럼 저명성의 부족을 극복하는 데에 치중한다. 

오스왈드가 트로츠키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내

용 역시 그의 사상과 이론이 아니다. 오스왈드는 트로츠키가 망명 생활을 벗어

나 소련에 돌아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떨치고 망명 생활 도중에 갈고 

닦았던 이론을 현실로 옮기는 모습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며, 자본가와 대중

을 구분한 후 스스로를 자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종당하는 존재로 이해하

는 것 이외에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의 상상 속에서 

트로츠키는 어두운 옷을 입고 비 오는 도시를 돌아다니는 갱스터다. 갱스터 트

로츠키는 브롱크스의 항구의 작은 컨테이너로 숨어 들어가 다른 공산주의자들

과 비밀 모임을 가지며, “밤새 이론을 토론하고 시행할 임무를 받아온

다”(“They would talk theory into the night. They would give him tasks to 

perform, Libra 37). 오스왈드의 트로츠키는 미국의 영토에 숨어서 비밀을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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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도시의 어둠을 누비며 흥미진진한 모험을 벌이고 있는 공산주의자의 요

원으로서, 공산주의 이론가보다는 오락 영화의 주인공처럼 변질되어 있다. 이

처럼 오스왈드는 트로츠키에게서 갱스터를 발견하고, 갱스터 트로츠키처럼 “검

은 옷을 입고 비를 맞으며 지붕을 넘어다니면서”(“He would wear dark clothes, 

cross rooftops in the rain,” Libra 37)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

상한다. 드릴로는 오스왈드가 신봉하는 사회주의가 구체적인 이론과 사상이 아

닌, 영화에 의해 변색된 이미지의 모음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서부 영화를 

보든, 레온 트로츠키의 저서를 읽든, 오스왈드가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오

스왈드를 매료시킨 헐리우드 영화의 도상들이다. 오스왈드는 책을 읽으면서 트

로츠키의 사회주의 사상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활약하고 폭력을 

행사한 결과 책을 낼 정도로 유명해진 인물의 인생에 매료된 것이다. 

『리브라』는 오스왈드의 특이한 행동의 원인을 경제적인 곤궁이나 사

회적인 소외가 아닌 영화에서 찾는다. 존 웨인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리브라』가 그리는 사회는 이미 존 웨인과 같은 영화 속 가상 세계의 밀도 

높은 도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다. 이 사회에서 오스왈드는 영화를 중심으로 밀도 높은 도상들을 

조합해 내면서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성공

을 거두며, 그 결과 저명성을 갖추게 되는 갱스터 오스왈드를 떠올리고, 그것

에 오스왈드-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처럼 오스왈드-영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개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오스왈드가 본 영화들이 그대로 대통령의 암살범 오스왈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정보들을 기반으로 취사 선택과 

재조합을 통해 자아를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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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자아: 하이델이 오스왈드를 만들다 

오스왈드가 영화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들이 그대로 암살로 이어지

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본 영화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가 보는 서부극 영화들은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인

을 처벌하면서 끝나고, 갱스터 영화 역시 주인공 갱스터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영화의 이러한 교훈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

스왈드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는데, 이는 오스왈드가 본 영화들이 그의 정신세계 속에서 복잡

하게 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일례로 빌 밀러드(Bill Millard)는 작중

의 사회를 시뮬라시옹 현상이 활발한 초과현실(hyperreality)로 바라보면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본래와는 다른 의미를 만

들어낼 가능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

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오스왈드 뿐만이 아니라 『리브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작품이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그리지만 그 음모에는 “주 계획자의 의식적인 지도가 없

다”(“without the conscious guidance of its master plotters,” Millard)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살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밀러드

는 개미들의 예시를 든다. 각각의 개미 개체들에게는 거대한 행렬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지만, 앞뒤에 붙어 가는 개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첩될 때 

개미 군락은 하나의 길고 매끈한 행렬을 만들어낸다. 밀러드는 이 결과를 

『리브라』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체제 속

의 무형”(“zero in the system,” Libra 40, 106, 151, 357)사이의 작은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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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첩되었을 때 대통령 암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

장한다. 윈 에버렛은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다는 낭만적인 전망”(“romantic 

vision of the truth seeing the light of day!” Millard)에 따라 CIA를 쿠바로 되

돌려 보낼 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의 오판을 만천하에 드러낼 암살 미수 

계획을 세우지만, 다른 CIA 요원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암살 미수 계획은 

현장 요원들이 원한을 풀기 위한 복수극으로 변모하고, 에버렛과 파멘터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한다. 개미들의 행렬이 맨 앞에

서 움직이는 “개척자 개미”(Pioneer ant)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만들듯이, 암살 

미수 계획은 다른 서사들과 근시안적인 상호작용을 벌이면서 간략화되어 “서

사의 죽음을 향한 논리”(“deathward logic of his plot,” Millard)를 현실화한다. 

나아가 존 존스턴(John Johnston)은 질 들뢰즈(Giles Deleuze)가 말하

는 “강렬도 체제”(“intensive system,” Johnston 336)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호

작용으로 인한 의미의 변질이 특히 오스왈드의 정신세계 속에서 매우 활발하

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들뢰즈의 강렬도 체제는 서로 독립되어 있

고 그 유래가 다른 사건들이 “갑작스러운 집합과 ‘연결’”(“sudden 

convergence and ‘coupling’,” Johnston 336)을 겪으면서 “내적 공진”(“internal 

resonance,” Johnston 336)을 일으켜 하나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일으키는 

체제를 가리킨다. 작품에서 이와 같은 강렬도 체제가 작동하는 무대가 바로 

오스왈드의 내면이다. 존스턴은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과 구분되는 오

스왈드만의 특징으로 그가 만들어낸 일종의 분리된 자아이자 암호명

(cryptonym)인 하이델(Hidell)에 주목한다. 하이델이라는 이름 아래에 오스

왈드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비밀들, 그가 읽는 책과 그가 보는 영화들로부터 

얻는 환상들, 그리고 CIA 요원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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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암살 계획이라는 서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하이델의 안으로 끌어들

인다. 그 결과 하이델은 오스왈드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을 하나로 모아 둔 “타자성의 집합체”(“matrix of otherness.” 334)가 되고, 이 

안에서 강렬도 체제가 형성되면서 여러 이미지들 사이의 동시다발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대통령의 암살범 오스왈드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개인의 정신 

세계 안에서 여러 요소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로 

암살자 오스왈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오스왈

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고집스럽게 오스왈드를 “역

사의 비밀스러운 조작 활동의 일부”(“part of some exercise in the secret 

manipulation of history," Libra 377)로 바라보려는 CIA의 요원인 니콜라스 

브랜치(Nicholas Branch)의 수사가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존스턴은 시

뮬라크라 사이의 상호작용의 범위를 오스왈드의 정신 세계라는 극도로 작은 

공간 안으로 압축시켰으며, 오스왈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작품의 세계 전

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오스왈드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의 시발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영화 관람에서 시작된다. 극장에 앉아서 영화 

속 주인공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특징을 받아들이던 오스왈드는 급기야는 자

기 자신까지도 스크린 속 인물들을 바라보듯이 3인칭 시점에 투영해 바라보

기 시작한다. 아츠기 미군부대 근처의 유흥가에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질 

때, 오스왈드는 첫 관계에 대해서 큰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이내 “자신이 그

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았다”(“He saw himself having sex with her,” 84)

고 서술한다. 그는 감각에 묻혀서 자신의 존재를 잊기 쉬운 상황에서도 마치 

남이 자신을 바라보듯 3인칭의 시점을 취한다. 그는 성관계의 즐거움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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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보다는 “즐거움이 그를 낚아채 가기를 기다리면서”(“waiting for the 

pleasure to grip him,” Libra 84-5)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보다는 생각

하고 있었다”(“He thought about what was happening rather than saw it,” 

Libra 85). 이 장면은 오스왈드의 자아가 렌트리키아가 말하는 영화적 자기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영화적 자기상 개념에

서 1인칭의 관객이 가지는 욕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영화, 

광고, 뉴스와 같은 영상물들이 바뀔 때마다 관객에게 전달되는 욕망 또한 함

께 변하며, 관객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면서 새로운 자신

을 꿈꾸는 상태에 영원히 빠져 있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오스왈드-영웅이라

는 목표물을 정해두고 실제의 자신을 3인칭에 투영하여 그 목표물에 비교하

면서 둘 사이의 간극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좁힌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

지고 있다. 

존스턴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이델이라는 “암

호명”이다. 존스턴은 오스왈드가 하이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받아

들이고 그것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설명을 하면서 하이델을 일종의 정보 

이동의 통로이자 저장 공간으로만 설명했다. 즉, 존스턴에게 있어 하이델은 

오스왈드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화적 자아의 틀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하이델은 오스왈드가 사용하는 도구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 영화의 각종 도상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3인칭 자아

가 오스왈드-영웅이라면, 오스왈드-영웅을 바라보면서 구성하는 1인칭 자아

가 곧 하이델이기 때문이다. 하이델은 그가 해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그의 상

관이었던 존 하인델(John Heindell)에게서 가져온 이름이다. 오스왈드는 유흥

가를 떠돌다가 의도하지 않게 동성애자들을 위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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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

는 바깥에서 우연히 하인델을 발견한다. 그가 바깥에서 본 사람이 하인델이 

확실한지도 분명하지 않고, 정황상 하인델이 앞을 지나갔다고 해도 오스왈드

를 봤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들킬까봐 당황한 오스왈드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한다. 이 시점부터 오스왈드의 머릿속에서는 “뛰어오르는 

호랑이가 등에 그려져 있는 검은 외투를 입은 하이델”(“Hidell in a dark 

jacket with a pouncing tiger on the back,” 89)의 그림이 뇌리에 박혀 사라지

지 않는다. 하인델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며, 오스왈드

는 이러한 하인델에게서 영감을 받아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고 감시하고 있는 

1인칭 자아 “하이델”을 만들어 내며, 하이델을 통해 스스로에게 “말하지 말

라”(“Don’t tell,” Libra 90)고 경고한다. 하이델에게 오스왈드-영웅이 게이 바

에서 걸어 나온다거나, 책을 매일같이 들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난독증 때문

에 글을 읽지 못하는 등의 비밀들은 오스왈드-영웅의 세계에 속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1인칭의 자아인 하이델만의 비밀

이 되고, 오스왈드-영웅은 이러한 비밀들을 걸러낸 온전하고 극적인 형태로

만 남는다.  

렌트리키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구들은 오스왈드의 영화적 자아를 

논하면서 3인칭에 투영된 자아만을 강조한다. 일례로 리자(Michael James 

Rizza)는 오스왈드의 3인칭 자아인 오스왈드-영웅을 관객에게 보여지는 “연

기 자아”(“performing self,” Rizza 181)라고 부른다. 그는 오스왈드가 워커 장

군을 저격할 때 보여주는 행동이 “워커 장군을 저격한다기보다는 저격을 연

기하는 것”(“not so much shooting Walker as performing a shooting,” R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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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이델이 만들어 내는 3인칭 자아인 오스왈드-영웅

이 남들의 시선을 언제나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오스왈

드가 잭 루비의 총에 맞고 죽어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송출되고 있을 때 오스왈드-영웅은 온전하게 달성된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시청자들은 거실에 앉아서 그의 연기를 보며, “자기 정의를 위한 그의 행위의 

일종의 공모자가 된다”(“has somehow become complicit, if not necessary, in 

all his acts of self-definition, Rizza 182). 하지만 오스왈드-영웅을 지켜보는 

관객들이 전부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오스왈드의 자기 형성 과정의 일부는 

아니다. 그들 중에서는 오스왈드-영웅을 직접 만들어낸 1인칭의 자아인 하이

델도 있기 때문이다. 하이델은 다른 관객들과는 달리 오스왈드-영웅을 수동

적으로 지켜보고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스왈드-영웅을 직접 구성하

고 있는 주체적인 자아다. 아츠기에서 처음으로 소련 측의 요원들과 만날 때, 

오스왈드는 소련 측의 요원인 브라운펠즈 박사 앞에서 자신이 소련으로 망명

을 하려는 사상적인 이유들을 장황하고 극적으로 늘어 놓으면서 “나는 고통

과 고난을 감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나라를 영원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

다”(“I’m ready to go through pain and hardship to leave my country forever,” 

Libra 110)고 엄중히 선언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델

이 낡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Hidell climbs the ancient creaking stairs,” 

109) 오스왈드를 어두운 방 안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 오스왈드-영웅은 요원

들과 접선하는 방 안에서만 존재하며, 그 오스왈드-영웅을 방 안까지 옮겨다 

놓은 것은 하이델이다. 소련으로 귀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허름한 

배에 몸을 실을 때 역시 드릴로는 오스왈드가 아니라 “하이델이 동녁으로 더 

가까이 기어가고 있다”(“Hidell creeps closer to the east,” 134)고 서술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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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델은 이처럼 오스왈드-영웅을 외부에서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새롭게 만들

어 가려는 1인칭의 자아인 것이다. 

하이델의 적극성은 장르 영화들의 도상을 조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

고 도상을 거스르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오스왈드가 TV에서 영화 『갑자기』

(Suddenly)와 『우리는 낯선 이들이었다』(We Were Strangers)를 보면서 케네

디 대통령을 저격해야겠다는 영감을 얻는 장면에서, 하이델은 영화가 제시하

는 결말을 거부하고 영화의 내적 논리와 스스로의 논리를 뒤섞기 시작한다. 

『갑자기』의 주인공이자 악당인 존 바론은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갱단 출신의 

무자비한 암살자로 등장한다. 영화는 그가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이유를 말해

주지 않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가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이유가 따로 없기 때

문이다. 보안관이 암살의 무의미함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바론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하나씩 물러서려 하지만, 영화

의 주인공인 바론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그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일에 미

쳐 있는 사람이다. 바론은 폭력을 통해 무의미한 성공을 추구하는 갱스터의 

일종으로서,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결국 제지당하고 실패하며 갱스터다운 파

멸을 맞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갱스터의 파멸은 갱스터 장르의 논리

에 따르면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이지만, 오스왈드의 1인칭 자아인 하이델은 

이 결말을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한다. 하이델이 보기에 “그가 실패하고 죽도

록 하기 위해 그들은 결말을 고쳐야만 했다”(“They had to fix it so he failed 

and died, Libra 370). 존 바론이 죽는 결말보다 그가 대통령을 암살하는 데에 

성공하는 결말이 더 말이 된다고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가 원하는 결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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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방영되는 『우리는 낯선 이들이었다』에 등장한다. 하이델은 존 가필드

(John Garfield)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공동묘지 밑에 땅굴을 파면서 독재 정

권을 몰아낼 테러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면서 트로츠키의 책에서 발견한 “분

노의 완전성, 통제권의 완전성, 밤의 환상”(“Perfection of rage, perfection of 

control, the fantasy of night,” Libra 370)을 발견한다. 『갑자기』와는 달리 『우

리는 낯선 이들이었다』의 결말이 하이델에게 와 닿는 것은 주인공이 죽으면

서 저명성을 얻기 때문이다. “존 가필드는 영웅으로서 죽는다. 그는 죽어야 

한다. 이것이 혁명의 재료가 된다”(“John Garfield dies a hero. He has to die. 

This is what feeds a revolution” Libra 370). 하지만 사실 이마저도 『우리는 낯

선 이들이었다』의 정확한 결말은 아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죽지만, 

주인공의 죽음과 상관 없이 우연히 쿠바 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교체되며, 동

료들과 연인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해 준다. 하지만 하이델은 주인공의 죽음

이 혁명의 기폭제가 되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혁명의 정신을 불어넣으며 

세상을 바꾼다는 왜곡된 결말을 생각하고 있다. 1인칭 자아인 영화가 제시하

는 결론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오스왈드-영웅이 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결론을 이끌어내는 하이델은 일종의 감독 자아의 역할을 한다. 

하이델의 적극적인 개입은 오스왈드-영웅의 극적인 세계와는 상이한 

오스왈드의 현실에서 갱스터를 구현하는 데에 중요하다. 하이델이 갱스터 주

인공으로서의 오스왈드-영웅을 구상한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

스왈드의 실제 주변 환경이 갱스터 내지 갱스터 영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는 것이다. 영화 속 갱스터들을 만들어낸 대공황기의 불안감과 무력감은 전

후의 미국과는 크게 다른 환경이다. 어린 시절 오스왈드가 주변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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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당하다가도 경찰이 나타나서 구해 준다든지, 소련에서 다시 망명해

서 돌아온 오스왈드가 FBI의 추적을 받는 등, 오스왈드가 사는 미국은 이미 

갱스터가 양지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공권력의 힘이 강대해진 시기다. 

갱스터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총을 사려고 해도 하이델은 끊임없이 난관을 

겪는다. 그는 데이빗 페리에게서 고장난 총을 사기는 했지만 고칠 방법이 없

어서 결국 다시 팔아야만 하고, 매일같이 해병대의 교전 규칙 설명서를 읽어

보면서 총검을 휘두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 하

이델이 찾아낸 오스왈드-영웅의 자리는 냉전 체제 속에 있다. 갱스터의 주된 

도구인 총기류와 폭력의 사용을 배우기 위해서 오스왈드는 해병대에 입대하

고, 그 곳에서 그가 꿈꾸던 갱스터 영화의 세계를 하지만 이 곳에서도 하이

델의 갱스터 자아 형성은 끊임없이 실패한다. 아츠기에서는 무력 충돌도 없

고, 총격전도 없으며, 오스왈드는 이 곳에서 레이더를 관리하면서 시간을 보

낼 뿐이다. 총을 쏘는 방법은 배웠지만 그 총을 어디에다 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하이델은 결국 오스왈드가 스스로에게 총을 쏘도록 만든다. 이러

한 시도들은 오스왈드가 처한 세계는 오스왈드-영웅이 존재할 만한 무대, 그

리고 오스왈드-영웅과 맞설 만한 적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실패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델은 이 세계에서 어떻게든 적절한 배경과 목

표물을 찾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현실에서 오스왈드-영웅을 실현할 방법이 없어 헤메던 하이델은 레

이더 관리병으로 있는 동안 종종 접했던 정찰기인 U-2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는다. 그는 이 정찰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

본에서 복무하는 동안 만난 사회주의자 곤노(Konno)에게 처음으로 U-2에 

대한 정보를 흘릴 때 오스왈드는 U-2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도록 했다”(“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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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e known,” Libra 89, 90). 그런 비행기를 본 적이 있으며 고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더라는 불분명한 정보만을 흘리면서 그는 계산적으로 곤노의 관심을 

사 소련 정보부의 관심을 끌고, 정보부 요원인 알렉 키릴렌코(Alek Kirilenko)

를 만난 이후에도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조심해서 정보를 발설

한다. 하이델이 이와 같이 U-2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찰기가 오스

왈드-영웅에게 그렇게도 필요하던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찰기는 소련

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며 쿠바 사태에서 미국에게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해 주는 엄연한 군사 행위이며, 심지어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불

안감을 유발한다. 심지어 적이 아닌 아군까지도 정찰기에서 위협을 느낀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정찰기는 적국을 상대로 우위를 쥐기 위

한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인 사태나 

분열의 조짐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에버렛과 같이 U-2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장비가 우리를 소모시켜 멍청하고 순종적

인 인간으로 만들 것”(“Devices will drain us, make us vague and pliant,” Libra 

76)이라고 경계심을 표출하기까지 하며, “체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사람에 대

한 확신이 줄어듦에 따라”(“The more complex the systems, the less conviction 

in people,” Libra 76) U-2와 같은 장비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감시하

는 새로운 종류의 폭력을 준비한다. 정찰기는 사회 전체, 국가 전체, 나아가 

지구 전체를 일종의 파놉티콘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개인을 위협하고 굴복시

켜 오스왈드나 에버렛과 같은 개인 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U-2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꺾고 

그 위치를 차지하려는 오스왈드-영웅과 같은 갱스터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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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이델은 최신 무기에 대한 정보를 적국인 소련에

게 넘겨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보 기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오스왈드-영웅을 

만들어내려 한다. 갱스터가 자기 조직의 두목을 치고 상대 조직으로 넘어가서 

공을 인정받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오스왈드는 U-2에 대한 비밀

을 가지고 소련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정보를 넘겨 U-2가 추락하도록 만들려 

한다. 자신의 정보가 소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모습을 상상하며 오스왈드는 

“그가 돌아선 이상 미군은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한없이 많은 돈을 써야 할 

것“(“U.S. military might have to spend jillions to change the system anyhow, 

now that he’d crossed to the other side,” Libra 162-63)이란 사실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휘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 미국 

정부의 힘의 상징인 U-2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순간, 그는 미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모두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이델의 이와 같은 

방법론에 더욱 분명한 확신을 부여하는 것은 프랜시스 개리 파워즈(Francis 

Gary Powers)의 추락 사고다. 정찰기를 몰다가 소련 상공에서 추락한 파워즈

를 통해 미국의 거짓말이 폭로되고 “정의로운 소비에트의 목소리”(“righteous 

Soviet voices,” Libra 195)가 세계 사회에 울려 퍼지는 상황에 너나할 것 없이 

즐거운 분위기에 젖어 있고, 미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며 난처한 상황

에 빠진 것을 확인한다. 실제로 소련의 정보부는 파워즈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얼마간 물어보다가 이내 모스크바를 구경 시켜주며 그를 편하게 대하고, 그의 

장비들을 광장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기까지 한다. 파워즈는 마치 

U-2를 자기 손으로 격추시키고 미제를 굴복시킨 인민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파워즈 본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부정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오스왈드는 자신이 봤던 영화들과 



 

 - 46 -   

파워즈 사건을 조합해서 새로운 모습의 자신인 “리 하비 오스왈드”를 떠올린

다. 언제나 성을 뗀 이름인 “리”(Lee)나, 만화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붙은 별명

인 “오지”(Ozzy) 같은 이름으로 불리던 오스왈드와는 달리, 파워즈는 성으로도,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고 언제나 “프랜시스 개리 파워즈”라는 세 단어의 무겁

고 “강력한”(“Power”) 이름으로 불리며, 오스왈드는 이 이름에서 “울림이 생기

며, 운명적인 사건의 느낌이 오는”(“taken on a resonance, a sense of fateful 

event,” Libra 198) 것을 느낀다. 이 시점부터 연기자와 감독의 두 부분으로 나

뉘어진 오스왈드의 영화적 자아를 이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스왈

드는 총을 사거나, 쿠바로 망명을 하거나, 실제 조직원은 자신밖에 없는 단체

의 유령 회원의 이름을 만들어야 할 때처럼,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 활

동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할 때는 알렉 제임스 하이델(Alek James Hidell)7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특히 오스왈드는 케네디 암살을 준비하기 위한 행적

을 밟을 때 하이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경찰의 조사관들이 암살을 준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추정되는 인물인 알렉 제임스 하이델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 오스왈드는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준 하이델이라는 비밀 이름을 숨

기고 리 하비 오스왈드만을 남긴다. 반면 하이델의 이와 같은 지도에 따라서 

준비된 내용을 수행하는 자아의 이름은 “리 하비 오스왈드”다. 하이델의 지도

에 따라 미국에서 소련으로, 그리고 다시 소련에서 미국으로 옮겨 다니면서, 

오스왈드는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갱스터를 구현할 무대를 끊임없이 찾아 

                                           
7 알렉 제임스 하이델은 앞에서 그가 가져온 하이델이라는 이름에 알렉 키릴렌코의 “알렉”, 

그리고 그가 케네디를 따라서 읽고 있는 이안 플레밍(Ian Fleming)의 소설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James Bond)의 “제임스”를 따 와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으로, 그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준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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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며, 끝내 감옥에 갇히는 순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알렉 제임스 하이델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오스왈드-영웅”의 완성을 선언한다. 

알렉 제임스 하이델의 주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리 하비 오스왈드는 

하이델의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IA의 요원들을 만나면서 암살

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 페리는 이들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칭하지

만, 숱한 우연 속에서도 결국 그것을 암살로 끌고 가는 것은 냉전의 질서 아래

에서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갱스터 영웅을 만들어내려 한 하이델의 끝없는 시

도다. 비록 그 시도는 불과 한 주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벌어진 암살과 피살

로 끝나고 말지만, 오스왈드는 하이델을 통해 만들어낸 리 하비 오스왈드를 통

해 매체로부터 정보를 수용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종류의 서사로 묶어 낸다. 

이처럼 『리브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리 하비 오

스왈드라는 특이한 인물의 영화 자아 때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암살 필연론

을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

며, 미국의 사회적인 현실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빚어낸 결과는 더욱이 아니다. 

모든 것의 시발점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안주하지 않고 영화가 전달하는 여러 정보를 받아

들이고 다시 조합해내어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 낸 알렉 제임스 하이델이다. 

웨스턴 영화와 갱스터 영화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을 조합한 하이델은 갱스터

적인 인물인 리 하비 오스왈드를 스스로의 힘으로 창작해 내고, 그 인물을 현

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편을 찾아 다니다가 결국에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까지 나아간 것이다. 『리브라』를 통해 드릴로는 오스왈드가 매체의 일방

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매체와의 대화를 통해 개인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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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체 자아의 유지: 『백색소음』과 텔레비전 자아 

1. 매체 자아의 불안정성과 『백색소음』 

『리브라』를 통해 드릴로는 매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재조합하면서 수동성과 능동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영화 자아를 떠올린다. 

하지만 드릴로가 『리브라』에서 제시한 매체 자아는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스왈드는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달아 저지르며 그 결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

는 비정상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비정상성의 핵심에는 오스왈드 본인을 제외

한 그 누구도 오스왈드-영웅의 비전을 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오스왈드는 영화에서 본 강력하고 멋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의 인상을 짜맞추

면서 영화 자아를 만들어 나가지만, 그가 처한 현실과 그가 꿈꾸는 오스왈드

-영웅 사이의 간극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얼마든지 아내와 가족의 품 안에

서 “외로움을 멈추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standard ways to stop being 

lonely,” Libra 37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왈드는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에 

집착한다. 게다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CIA의 요원들은 그를 이상한 인물

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복잡한 계획의 일개 부속품으로 취급할 뿐이고, 

아내마저도 극우파 장군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쥔 남편의 사진 뒷면에 “파시

스트 사냥꾼 – 하 하 하!”(“Hunter of fascists – Ha Ha Ha!” Libra 290)라

는 냉소적인 평가만을 남긴다. 결국 마지막에 암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을 하기 전까지 매체 자아는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다. 이런 식

이라면 매체 자아는 살인과 같은 충격적인 행위 없이는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개인의 공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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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암살이 일어난 후 30년 가량이 지난 미국을 배경으로 한 『백

색소음』의 주인공인 잭 글래드니(Jack Gladney)는 이제 양적으로 크게 불어

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스왈드가 봉착했던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한편으로 

그는 블랙스미스(Blacksmith)라는 미 중부에 자리잡은 가상의 대학 도시에 

자리잡은 “언덕 위의 학교”(“College-on-a-hill”)에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학을 창시하고 학교의 히틀러 학과의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

다. 학교에서 학과장 행세를 할 때는 J. A. K. 글래드니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는 검은 옷과 선글라스를 낀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돌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다. 반면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와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가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인 잭 글래드니일 뿐이다. 그를 잭으로 

부르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대하는 잭의 모습에서는 J. A. K.가 내세우려

는 위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스왈드가 매체를 통해서 리 하비 오스

왈드라는 하나의 갱스터적인 영화 자아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삶의 모든 측

면에 적용하려 한 것과는 달리, 잭 글래드니는 J. A. K.와 잭이라는 서로 다른 

속성의 자아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잭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마주했을 때, 독자 및 연구자들은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정체성에만 집중하기 쉽다. 브루스 바워(Bruce Bawer)

나 폴 캔터(Paul A. Cantor)는 J. A. K.와 그의 히틀러 연구에 집중하여 잭 글

래드니를 해석하려 한 대표적인 경우다. 바워는 『백색소음』에서 드릴로가 아

돌프 히틀러라는 추악한 전범이 가지는 위험한 의미를 지워버린 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한다. 반면 캔터는 히틀러의 의미 탈색

이 드릴로가 의도한 바라고 주장한다. 그는 추악한 전범인 히틀러마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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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작중의 부도덕한 가치중립성이 “역사를 일

종의 박물관, 또는 인간의 가능성의 슈퍼마켓으로 바라보는 포스트모던적 태

도”(“postmodern attitude toward history as a kind of museum, or, better yet, 

a supermarket of human possibilities,” Cantor 41)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것

이 나치가 들어서기 이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고 지적한다. 미국 현대사회에서 의미 없는 히틀러와 의미 없는 공산품의 소

비가 조장되는 것처럼, 히틀러 역시 “언어가 세상 너머의 광대한 어딘가로부

터 나오고 있으며 자신은 계시의 매체에 불과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면

서”(“spoke to people … as if the language came from some vastness beyond 

the world and he was simply the medium of revelation,” WN 72) “최면적이고 

매혹적인 힘”(“hypnotic, erotic power,” Cantor 51)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무의미를 통한 유혹이라는 나치의 행동 전략은 현대 소비주의가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무의미의 상태를 지향하며, 이런 점에서 캔터는 현대 미국 사회가 

미국이 언제든지 파시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백색소음』에서 

읽어낸다. 

반면 존 듀발(John N. Duvall)은 죽음 앞에서 정보 매체의 스포트라이

트를 원하는 잭 글래드니와 주변의 소시민들의 태도에서 문제를 발견한다. 

그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기계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에서 경고했던 정치의 

미학화로 인한 우중 정치의 위험을 『백색소음』에서 발견한다. 독극물질 때문

에 블랙스미스에서 도망쳐 나온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텔레비전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보도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피난을 온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기자들이 몰려와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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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들을 귀찮고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

고 있다며 분노를 표현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동조하며 박수를 

치기도 한다. 듀발이 말하는 대로 “누구도 이 상황을 이 TV 인간처럼 설명

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언어는 포스트모던적 무의식의 일부에 목소리를 부여

한다”(“no one actually would articulate the situation as the TV man does. His 

language, however, gives voice to a portion of the postmodern unconscious,” 

Duvall 131). 피난민들은 오로지 자극적인 뉴스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엔터테인먼트의 형태로만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지 소비를 통해 만들어진 군중은 겉으로 보기에

는 TV의 수많은 채널 및 프로그램과 슈퍼마켓에 즐비하게 늘어선 제품들 사

이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소비자 사회』(Consumer Society)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들

은 이미지 소비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종속될 뿐이다. 

소비가 “생산의 한 기능”(“a function of production,” Consumer 46)에 지나지 

않으며, 소비를 하면 할수록 소비 사회의 구성원들은 생산자에게 종속되고 

마는 사회에서 이들은 텔레비전의 메시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조작될 뿐이다. 그 결과 잭을 비롯한 『백색소음』의 인물들은 텔레비전을 지

배하는 자본과 소비주의의 파시즘 속에서 감각이 마비된 채 소비에 탐닉하고 

파시스트의 환상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로라 배럿(Laura Barrett)은 자아상을 완성하려는 잭의 이러한 시도를 

과거회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잭은 꾸준하게 죽음의 위협에서 오는 두

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존 윈스롭(John Winthrop)

이 이끄는 초기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문에서, 서부 영화에서, 독일어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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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와 나치 독일의 영상 등에서 잭은 수많은 정보들을 끌어와 그것을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고 “구 세계의 진보의 질서”(“The old world order of progress,” 

Barrett 110)를 만들어내려 한다. “희망 없이 순환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기원과 

종착지를 구분할 수 없는 인생”(“a life hopelessly circular and illogical … in 

which origin is indistinguishable from terminus,” Barrett 98)에 좌절한 그는 과

거의 텍스트들을 사용해 삶의 질서를 다시 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과거의 텍스트들이 현재 시대에 재구성되는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초기 미국의 개척

자처럼 만들려 하는 그의 시도는 개척이 이미 전부 끝나 버린 현대의 미국에

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밖에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잭의 시도 끝

에 남는 것은 “포스트모던 경험의 불확실성과 혼란”(“the uncertainty and 

confusion of postmodern experience,” Barrett 110)뿐이며, 이미지로 자아를 형

성하려는 잭의 시도는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배럿은 잭의 자기 정의가 실패하는 작품의 결말이 포스트모던적인 세계

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회의적이기 보다는 수용적”(“the stance is less skeptical 

than accepting,” Barrett 110)이라고 말한다. 잭은 반복되는 혼란과 실패 속에서 

스스로의 죽음이나 포스트모던 세계와 같이 정리된 언어와 이미 존재하는 텍

스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우리가 죽음을 포

함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는 환상”(“our illusion that we can control 

everything, including death,” Barrett 112)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죽음을 받아

들인다고 말한다. 여러 텍스트에서 정보를 끌어와 자아를 만들어 내는 잭의 시

도는 혼란을 빚고 실패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텍스트 간의 상호 작용이 

오히려 잭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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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매체,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받는 수많은 정

보들의 조합을 통해서 자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는 잭 글래드니를 통

해 텔레비전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의 텔레비전 자아를 알

아보려 한다. 정보를 조합하여 자아상을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점

에서 잭 글래드니는 오스왈드와 유사한 인물이다. 오스왈드가 그랬던 것처럼, 

잭 역시 매체의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낸 자아를 실현할 무대를 찾지 못해서 

끊임 없이 헤매는 모습을 작품에서 내내 보여준다. 그러나 텔레비전 자아는 

길을 잃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가도 새로운 정보의 수용과 새로운 방식의 

표출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며, 잭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

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면서도 위기에 휩쓸려 가지는 않는 위험한 

균형을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2. 인간 텔레비전: 텔레비전과의 일방적인 종속관계 

『백색소음』의 텔레비전 자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에 등장

하는 텔레비전의 속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잭 글래드니의 생활 환

경 곳곳에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 수많은 시각 및 청각 정보들을 송출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를 둘러싼 정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송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슈퍼마켓의 안내 방송과 같이 청각 정보

를 전달하는 매체를 통해서도, 또는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태블로이드와 

같은 인쇄 매체를 통해서도 잭은 정보에 밀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공통적으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E. 앤 카플란(E. 

Ann Kaplan)이 지적한 80년대 MTV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카플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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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당시로서는 새로운 채널이었던 MTV가 다른 정보 매체나 기성 텔레비

전 채널과는 달리 대단히 짧은 뮤직비디오 및 광고를 끝없이 연속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MTV에서는 가장 긴 “프로그램,” 즉 뮤직비디

오조차 최대 5분의 방영 시간을 넘어가지 않으며, 뮤직비디오와 뮤직비디오 

사이에는 거의 분 단위로 광고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쉴 새 없이 몰아치

는 지극히 단편적인 영상들을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다음에 나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예고함으로써 MTV는 “멀리 떨어져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약속”(“it promises complete knowledge in 

some far distant and never-to-be-experienced future,” Kaplan 4)하며 시청자

들을 잡아 놓는다. 짧고 단편적인 정보들이 무한하게 병치되는 상황이 24시

간 내내 지속됨에 따라 MTV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하는 정보에서 시간과 

역사를 없애 버린다. 서로 다른 시기의 음악,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광

고들, 이 모든 것들이 24시간 내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MTV라는 맥락 안

에서 뒤섞이면서 MTV는 “로큰롤의 역사를 통째로 점령해 버리고, 서로 다

른 모든 종류들을 하나의 지속적인 현재로 만드는 것”(“MTV simply takes 

over the history of rock and roll, flattening out all the distinct types into one 

continuous present,” Kaplan 29)이다. 카플란은 MTV로 대표되는 80년대의 

텔레비전이 무한한 병치의 연속 속에서 의미의 체계를 붕괴하는 궁극적인 의

미 상실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텔레비전을 포스트모던의 

첨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카플란이 분석한 MTV의 특징과 비슷하게 『백색소음』에 등장하는 매

체들은 하나의 내용을 긴 호흡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을 연속적

으로 전달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잭의 아내인 바벳(Babette)이 독극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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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건을 피해 온 블랙스미스의 피난민들에게 읽어주는 태블로이드가 있

다. 태블로이드는 아무도 믿지 않을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은 ‘뉴스’와 수많은 

광고들이 병존하는 매체다. 바벳은 텔레비전이 전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

지 않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얻을 수 없어 불안

감이 깔린 피난 현장에서 이 태블로이드 잡지를 꺼내 들고 사람들에게 읽어

주기 시작한다. 그녀는 뉴스의 중간에 등장하는 인용 부분에서는 그 말을 실

제로 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하기도 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광고의 내용

까지 함께 읽으면서, 마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미스터리 TV쇼처럼 사람들

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잭을 비롯한 사람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

과 같은 “이상한 방식으로 익숙하면서도 편안한”(“familiar and comforting in 

its own strange way,” WN 139) 경험을 한다. 바벳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피

난민들의 태도 또한 텔레비전의 시청 방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카플란이 

분석했던 MTV 시청자들의 특성과 같이, 피난민들은 바벳의 이야기를 집중

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약해지고 수용적인 상태”(“weakened and 

receptive state,” WN 140)로 적극적인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우두커니 

앉아 있다. 텔레비전이 없는 피난처에서 바벳은 이처럼 텔레비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바벳은 일종의 인간 텔레비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벳이 태블로이드를 통해서 인간 텔레비전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잭의 첫째 아들인 하인리히(Heinrich)는 텔레비전 및 영상물을 통해 이

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인리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는 매우 어설프기 때문에, 그는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나머지 가족들이 아

침을 먹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시 혼자만의 방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이 다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는 조용히 간식만 먹고 있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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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체를 통한 정보 수용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가하려 한다. 

편지를 통한 사형수와의 대화, 학교에서 본 영상을 통한 정보 습득과 같이, 

하인리히는 매체를 통해 한번 가공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적극적인 태

도를 보인다. 심지어 하인리히는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는 정보보다도 매체

를 거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더욱 믿는다. 하인리히가 작품에서 처음 등장

할 때, 잭은 하인리히와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한

다. 밖에는 분명하게 비가 오고 있고, 잭 역시 같은 증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리히는 라디오에서 분명히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했다는 이유

로 잭의 의견을 부인한다. 바깥을 직접 확인해보라는 잭의 말에도, 하인리히

는 오로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만을 믿고 있다. 하인리히는 인간의 육

체를 지닌 생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로

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인리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체를 통해 기계

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송출하면서 텔레비전의 역할

을 대신한다. 독극물 대기 유출 사건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정보가 계속 자

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정보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잭

과는 달리, 하인리히는 학교에서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배웠던 나이오딘 부산

물(Nyodene Derivative)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 그동안 정

보를 모으고 있던 라디오를 통해 전해 듣는 속보의 규모가 커질수록 서서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피령이 떨어지는 순간 남들보다 먼저 서둘러서 

대피를 하려 하고, 이재민 피난지에 와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어 놓을 생각에 흥분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관심에서 벗어

난 사람들 앞에서 하인리히는 피난민들 앞에 나타나 나이오딘 부산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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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정보를 전달하는 하인리히의 언어는 마치 텔레비

전 뉴스에서 어려운 정보를 설명해주는 전문가 출연자를 따라하는 것만 같다. 

 

지금쯤 다들 궁금해 하실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나이

오딘 D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문제일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한 부분인데, 쥐가 경련 등의 증

세를 보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

단합니다. 나이오딘 D란 살충제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들을 한 군데 던져 넣은 것을 말합니다. 본 제품은 바

퀴벌레를 죽이는 데에 사용되지만, 부산물은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지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하셨던 농담입니다. 

 

What you’re probably all wondering is what exactly is this 

Nyodene D. we keep hearing about? A good question. We 

studied it in school, we saw movies of rats having convulsions 

and so on. So, okay, it’s basically simple. Nyodene D. is a whole 

bunch of things thrown together that are byproducts of the 

manufacture of insecticide. The original stuff kills roaches, the 

byproducts kill everything left over. A little joke our teacher 

made. (WN 127) 

 

하인리히의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웃음을 되찾고 안도

감을 느낀다. 하인리히 자신도 나이오딘 부산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가 

텔레비전 뉴스처럼 늘어놓는 이야기를 보고 듣는 시청자들 역시 당장 자신

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은 일견 모

순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뉴스의 보도는 오

히려 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메리 앤 도언(Mary Ann Doane)은 재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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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불안감을 야기하

는 것 같지만, 반대로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누군가가 살아남아 현장을 목

격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재난 

방송은 혼돈으로 가득 찬 현장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처와 반응을 집중

적으로 보여주고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사건에 질서와 인과를 부여하고 “사

건의 더 불편하고 가둘 수 없는 측면들”(“its more disturbing and 

uncontainable aspects,” Doane 234)을 가리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8 하

인리히 역시 이러한 뉴스 보도와 같이 마치 여러 채널들을 보여주는 텔레

비전처럼 서로 다른 형식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공통적으

로 시청자들에게 현실에 대한 안정감을 선사하고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벳이 MTV와 같이 단편적인 정보들을 병치하는 채

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면, 하인리히는 생방송 뉴스의 특

성을 가진 채널로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백색소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인간 텔레비전들이 종종 

등장하며, 이들은 시청자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8  도언은 80년대 초의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의 공중폭발 사건의 예시를 통해 텔레비전 뉴스와 

시청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챌린저 호의 폭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렇지만 미리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수 있는 인재였다. 첨단 기술의 상

징이었던 챌린저 호는 자연의 개입과 인간의 실수로 인해 허무하게 허점을 드러내면서 “기술

과 그것이 가진 예지력의 부적절함 내지 실패”(“the inadequacy or failure of technology and its 

predictive powers as well,” Doane 231)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은 챌린저 호 

사건을 회피하기는커녕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 주면서 “텔레비전은 거기 있었

다”(“television was there,” Doane 232)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분명하게 상기시킨다. 순간적으

로 일어났던 재앙을 현재 진행형의 “살아 있음”(“liveness,” Doane 232)으로 만들어내 오히려 

재앙이 야기한 죽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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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 이들 인간 텔레비전들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나아가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주

체적인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드릴로는 이 인간 텔레비전들이 대

단히 불안정하고 무너지기 쉬운 인간상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인간 텔

레비전으로서 하인리히가 가지는 문제는 그가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선

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학교 선배인 오레스

트 머케이터(Orest Mercator)의 허세에 가까운 기록 갱신 도전에 동참하게 

된다. 오레스트는 사기성이 다분해 보이는 트레이너의 충고에 따라 식사시의 

“공기역학적 원칙, 압력차, 섭취 속력”(“aerodynamic principles. Pressure 

differences, intake velocities,” WN 253)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하나

씩 숙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수십 마리의 독사가 우글대는 우리에 

들어가 67일을 버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미 트레이너가 제시하는 정보들을 굳게 믿는 오레스트에게 잭의 경고는 들리

지 않는다. 하인리히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오레스트의 편을 들면서 그

의 방법론을 전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오레스트는 

제대로 도전을 해 보지도 못한 채 독이 없는 뱀에게 물린 후 잠적을 하며, 

하인리히는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인다. 오레스트의 사례는 가벼운 웃음을 

안겨주는 작품 내의 작은 이야기로, 선별 없는 정보의 송수신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우스꽝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뱀 소굴에서 살아남는 말도 안 되

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려던 오레스트도, 그리고 오레스트를 굳게 믿

고 따르던 하인리히도, 자신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판단하지 않

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보낸 결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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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바벳의 두려움 또한 인간 텔레비전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그녀는 죽음의 두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남편인 잭보

다 자신이 먼저 죽기를 바라며,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인증되지 않은 

약인 다일러(Dylar)를 몰래 복용한다. 바벳이 작품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

이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잊게 해 주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

우 역설적이다. 바벳은 자세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수업이 성공하면서 식사 수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더 많은 사

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피하는 방법들을 알리는 일을 한다. 또한 

앞서 살펴 보았던 태블로이드 읽기에서도 그녀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했다는 픽션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 무엇

보다도 바벳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잭에게 안정감을 불어넣는다. 죽음의 두려

움 때문에 불안해 할 때도 잭은 바벳이 “우울함이나 자기연민에 굴복하지 않

고”(“doesn’t succumb to gloom or self-pity.” WN 182)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는 인물로 생각한다. 잭은 바벳이 “강하고, 건강하고, 외향적이고, 긍

정적이며, 모든 일에 긍정하는 사람”(“She is strong, healthy, outgoing, 

affirmative. She says yes to things,” WN 210)이기를 기대하며, “이것이 바벳의 

가장 중요한 특징”(“This is the point of Babette,” WN 184, 210)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죽음을 피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벳 자신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고 있다. 즉 

인간 텔레비전으로서의 자아는 늘 죽음의 극복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인리히에게서 드러나는 무비판적인 정보 송수신의 문제, 그리고 바

벳에게서 드러나는 텔레비전 정보의 무용성은 작품에서 윌리 밍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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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약인 

다일러를 개발하여 바벳에게 판매한 연구자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잭은 

총을 들고 윌리 밍크를 죽이러 인근 도시로 향한다. 하지만 아내에게 약을 

주는 대신 성 상납을 요구하는 위압적인 인물을 기대했던 잭이 만난 윌리 밍

크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심지어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한때

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앰으로써 죽음을 “제품으로서 더 효과적으

로”(“More effective, productwise,” WN 294) 만들고 싶어 했던 윌리 밍크는 

텔레비전만 24시간 내내 보고 있는 폐인의 모습으로 잭 앞에 나타난다.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윌리 밍크는 그야말로 인간 텔레비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송출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는 이제 텔레비전을 아무 의미 없이 틀어놓고 “사방의 백색 소

음”(“White noise everywhere,” WN 310)받아들여 기계적으로 그 정보를 소리

의 형태로 변형해 송출하고 있다. 그는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인간 텔레비전

이 아닌, 전파를 번역하여 단편적인 정보를 연속적으로 송출하는 텔레비전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윌리 밍크는 앞서 살펴본 인간 텔레비전들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이 인간 텔레비전 모델이 자아와 텔레비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일러를 복용했다가 실

제 물체와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바벳의 말을 

기억한 잭은 실제로 추락하는 비행기 대신 “추락하는 비행기”(“Plunging 

aircraft,” WN 295)라는 말로, 그리고 총알 대신 “쏟아지는 총알”(“Hail of 

bullets,” WN 297)이라는 말로 대신 밍크를 공격한다. 다일러의 부작용에 시

달리고 있는 밍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비행기가 실제로 추락하는 것처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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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자체를 취하고, 실제로 총알이 날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화장실로 기어간다. 잭이 말하는 대로 다일러의 부작용은 

단순히 복용자가 단어와 실물을 헷갈리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양식화

된 것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act in a somewhat stylized way,” 

WN 295). 밍크는 텔레비전을 통해 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대

상의 위협에 정해진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모든 단어와 모든 상황에 대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대처를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죽음을 잊게 해 준다는 다일러의 본래 목적에는 

합치할 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복용자인 윌리 밍크를 우스꽝스럽고 괴상하게 

보이게 만든다. 텔레비전의 모든 정보를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밍크는 인간 

텔레비전 모델이 가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

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공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정

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스스로를 텔레비전화 하려는 시도는 밍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자아가 사라진 공허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밖

에 없다. 결국 하인리히, 바벳, 그리고 밍크의 사례는 인간 텔레비전이 자신

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모든 종류

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재생산하면서 텔레비전에 종속되는 자아에 불과하다

는 점을 암시한다. 

텔레비전의 시청자가 텔레비전에 종속된 인간 텔레비전이 아니라 주

체적으로 텔레비전의 정보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는 텔레비전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과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 

및 유사 텔레비전의 정보가 끊임 없이 개인에게 다가오는 세계에서, 윌리 밍

크는 단순히 정보를 다시 송출하는 행동이 결코 주체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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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벳이 죽음의 두려움을 막고 건강해지기 위한 정

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 밖

에 없다는 점 역시 이를 반증한다. 텔레비전의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자아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인 정보를 선별하고 변형하여 이전과는 다른 형

태로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텔레비전 자아: 재구성, 재현, 그리고 소비 

『백색소음』의 주인공인 잭 글래드니는 크게 두 가지의 정체성을 표방

하고 있다.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미국 중부에 있는 블랙스미스(Blacksmith)

라는 도시에 자리잡은 언덕 위의 대학교(“College-on-the-Hill,” WN 4)에서 

히틀러 연구 학과의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 교수 J. A. K. 글래드니다. 

잭은 “히틀러의 삶과 작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학부를 만들자”(“build a whole 

department around Hitler’s life and work,” WN 4)고 학장에게 제안을 하여 

학부를 만드는 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틀러 연구를 시

작한 선구자가 되었다. 잭이 다른 수많은 주제들을 두고 유독 히틀러를 선택

해 하나의 학과와 학문을 만든 것은 히틀러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과 힘

이 죽음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잊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인 머레이 제이 시스킨드(Murray Jay Siskind)가 지적하듯이, “히틀러는 

죽음보다 거대하다”(“Hitler is larger than death,” WN 274).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막대한 힘을 휘두른 인물이며, 잭은 히틀러 연구를 통해 

그의 권위를 빌려 옴으로써 “한편으로는 히틀러와 그의 업적들 속에 스스로

를 숨기고 싶어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사용하여 중요성과 힘을 기르고

자 한다”(“On one level you wanted to conceal yourself in Hitler and hi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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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nother level you wanted to use him to grow in significance and strength,” 

WN 27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잭이 원하는 것은 죽음의 모든 가능성을 잊는 

것이다. 그는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자신과 아내 중에서 누가 먼저 죽을지 질

문하며, 죽음이 무서워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깨어나기도 한다. 이런 잭에

게 히틀러는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제공해 주고, 그 권

위 안에서 죽음을 잊도록 해 준다. 히틀러 연구자인 J. A. K. 글래드니는 죽음

을 잊기 위한 잭의 도구이자, 죽음을 넘어선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함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인물이 되려 한다. 

하지만 잭은 히틀러 학과를 만들어낸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자랑스러

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J. A. K.를 마치 자신의 몸 크기보다 훨씬 큰 옷

처럼 불편해 하면서 J. A. K.가 가짜라는 사실을 들킬까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1968년에 처음으로 학과를 만들면서 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학장은 

그에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히틀러로 ‘자라날 것을’”(“’grow out’ into Hitler,” 

WN 16) 주문한다. 그는 잭이라는 평범하고 친근해 보이는 이름에 이니셜을 

추가하여 이름을 J. A. K.로 바꾸고, 마른 체형에도 근육과 살을 붙이고 수염까

지 길러서 “건강하지 못한 과잉, 군더더기와 과잉, 크고 거대한 느낌”(“an air 

of unhealthy excess, of padding and exaggeration, hulking massiveness, WN 17)

을 최대한 추가하면서 히틀러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자신을 바꿀 것을 잭에게 

주문한다. 잭의 히틀러 학과는 대성공을 거두고 학장이 제안한 J. A. K.의 모습

은 잭의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지만, 잭은 히틀러 학과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용

한 정체성인 J. A. K.를 “빌린 양복처럼 달고 다니는 꼬리표”(“a tag I wore like 

a borrowed suit,” WN 16)로 생각할 뿐이다. J. A. K.의 시각적인 상징인 검은 

가운과 검은 선글라스가 없으면 “크고, 무해하며, 나이 들어가고, 눈에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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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남자”(“A big, harmless, aging, indistinct sort of guy,” WN 83)일 뿐이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히틀러 연구자이면서도 독일어를 전혀 하지 못한

다는 사실 또한 J. A. K.의 존재를 불안하게 만든다. 히틀러 학과의 학부생도 

최소 1년동안 독일어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의 동료들이 전부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상황에서, J. A. K.는 “막대한 수치의 풍경의 가장자리에 서서”(“on the 

edge of a landscape of vast shame,” WN 31)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불안해 한다.  그래서 J. A. K.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벳이 J. A. K.가 

“위엄, 중요성, 명예를 암시한다”(“it intimated dignity, significance and prestige,” 

WN 17)고 칭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잭은 자신이 J. A. K.라는 “이름을 

따라 다니는 가짜 인물”(“the false character that follows the name around,” 

WN 17)이라고 자조한다. 

이러한 J. A. K.의 불안정성 때문에 학교 밖에서 잭은 J. A. K.의 선글

라스와 가운을 벗어 던지고 잭 글래드니로 돌아간다. 검은 옷과 검은 선글라

스를 걸치고 히틀러에 대해 말하는 위압적인 J. A. K. 글래드니와는 달리, 잭 

글래드니가 죽음을 잊도록 해 주는 도구는 가족이다. 결혼 생활의 계속되는 

실패와 연이은 이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치지도 않고 다시 결혼을 하면서 

바벳에게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 잭이 이처럼 바벳에게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가 죽음을 잊도록 하는 데에 바벳이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땀을 잔뜩 흘리고 일어나 “서서히 모여드는 스스로의 

두려움으로부터 무방비 상태”(“Defenseless against my own racking fears,” 

WN 47)에 빠진 잭을 달래는 것은 그의 아내인 바벳이다. “몸의 음모를 꾸밀 

만한 교묘함”("They lack the guile for conspiracies of the body," WN 5)을 찾

을 수 없는 아내의 “크고 상당히 풍만한”(“tall and fairly ample,” WN 5)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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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그녀의 온기를 느끼면서 잭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잠에 든다. 잭은 또한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정보들을 소비함으로써 죽

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 한다. 바벳이 인간 텔레비전의 역할을 자처하

면서 읽어 주는 태블로이드 잡지를 통해서, 그리고 24시간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얻는 사고에 대한 소식들을 통해서 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 

버리려 한다. 하지만 바벳이 언제나 죽음의 가능성을 막아주는 방패막 역할

을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는 죽음의 불안을 

배가하는 역할을 한다. 잭이 바벳에게 실망하는 순간은 그녀가 다일러를 구

매하기 위해 윌리 밍크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아니다. 오

히려 잭은 그러한 사실까지도 “드러내고 털어놓는”(“reveals and confides,” 

WN 183) 바벳을 보면서 자신이 그녀와 재혼한 이유를 찾고 안심하며, 오히

려 윌리 밍크에 대해서 궁금해 하며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가 다일러를 섭취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죽을까봐 두렵다”(“I’m afraid 

to die,” WN 186)고 말하자마자 잭은 놀라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바로 

가로막는다.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옆에 둔 바벳이 정작 죽음을 두려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잭은 이렇게 두 가지의 불완전한 자아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하나의 

자아가 위협에 빠질 때마다 다른 자아로 피신하여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

어나려 한다. 여기에서 잭의 자아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소

비다. 히틀러 연구자로서의 자아인 J. A. K.가 머레이에 의해 간파 당한 후 

“크고, 무해하며, 나이 들어가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남자”(“A big, harmless, 

aging, indistinct sort of guy,” WN 8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잭이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쇼핑을 하는 것이다. 두 개의 티셔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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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살지 고민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사 들이면서, 배가 고플 때마다 원

하는 제품들을 마음대로 집어 오면서, 그리고 직접 사지 않는 제품들도 보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잭은 슈퍼마켓에서의 쇼핑을 이끄는 자신의 아이들이 

“무한한 행복을 향한 나의 안내자”(“my guides to endless well-being,” WN 83)

라고 느끼며 황홀해 한다. “쇼핑 그 자체를 위해 쇼핑을 하고, 보고 만지면서, 

살 의도가 전혀 없는 제품을 관찰하고, 그리고 사면서”(“I shopped for its 

own sake, looking and touching, inspecting merchandise I had no intention of 

buying, then buying it,” WN 83), 잭은 마치 머레이 앞에서 무너진 J. A. K.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것처럼 쇼핑에 의존한다. 

하지만 정보 소비자로서의 잭의 정체성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잭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사들이는 과정을 통해서도 심

리적인 안정을 얻는다. 제품의 실질적인 효능이 아닌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

이 주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소비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

비가 약속하는 무한한 행복과 황홀경에도 불구하고, 독극물 대기 유출 사건

으로 인해 잭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에게 “죽음이 들어온

다”(“Death has entered,” WN 137). 결국 사고 전에 신나게 사들이던 모든 제

품들과 그가 가족으로부터 제공받던 서비스는 그를 죽음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잭은 “학사 가운과 검은 안경을 원한다”(“I wanted my 

academic gown and dark glasses,” WN 137). 그는 가족 생활 대신 다시 히틀

러에게 의존하여 죽음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처럼 두 가지의 불안정한 자아를 넘나들면서 죽음을 

피해 다니는 잭 글래드니는 제대로 된 자아를 구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

물처럼 보이지만, 더글러스 켈너가 말하는 포스트모던 정체성의 본질은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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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잭이야말로 가장 텔레비전 시대에 어울리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인물일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텔레비전의 대두가 정체성의 존재 자체를 위

협하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에 맞서 켈너는 텔레비전이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와는 다른 포스트모던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주

장한다. 그는 예술의 다른 양식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대

의 일환으로 제기되지만, 다른 예술이 모더니즘을 향유하는 동안 텔레비전은 

대중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모더니즘보다 한 세대 전의 사실주의

(realism)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

니즘이 아니라 사실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켈너

는 구체적인 예시로 80년대의 TV 시리즈인 『마이애미 바이스』(Miami Vice)

를 언급한다. 포스트모던 텔레비전의 전형으로 자주 연구된 이 시리즈는 “이

미지가 서사로부터 분리되어 자체적인 생명력을 얻는 듯한”(“images are 

detached from the narrative and seem to take on a life of their own,” Kellner 

238) 상황을 자주 만들어 낸다. 마이애미의 범죄자들을 잡는다는 서사와는 

상관 없이 MTV의 뮤직비디오들처럼 최신의 노래들을 배경으로 플로리다의 

화려한 장관과 사치스러운 생활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시리즈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 주는 사회적인 텍스트”(“a social text which tells 

us some things about contemporary society,” Kellner 239”)가 된다고 켈너는 

말한다. 9  중년의 가부장인 잭 글래드니는 『마이애미 바이스』에 등장하는 멋

                                           
9  켈너는 『마이애미 바이스』에서 두 주인공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과 그들이 향유하는 생활 양식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에게는 전통적인 형식의 가족이 없으며, 

경찰이라는 직업 정체성 역시 잠복 근무에 들어가면서 혼란스러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패션이다. 이들은 간결하면서도 멋진 패션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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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차려 입은 형사들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이지만, 그의 정체성이 겪는 

문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문제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형사들이 옷

차림을 바꿀 때마다 잠복근무와 평소 생활을 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잭 글래

드니 역시 검은 가운과 선글라스를 걸치면 히틀러 연구가 J. A. K. 글래드니

로 변하며, 학교에서 나오면 다시 평범한 옷을 집고 잭 글래드니로 돌아간다.  

잭의 자아가 드라마에 나타나는 자아처럼 옷의 선택과 생활 방식의 

선택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면, 그 자아의 유효성은 결국 그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설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J. A. K.의 경우 이 과정

은 상당히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히틀러 연구자로서의 스스로를 유지하

기 위해 잭은 레너드 던롭(Leonard Dunlop)에게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 히

틀러 연구자로서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잭

은 국제학술대회에서 J. A. K.라는 자아를 지켜내는 데에 성공한다. 반면 가장

이자 소비자로서의 잭 글래드니를 유지하는 방법은 텔레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이오딘 부산물의 유출로 인해 아이언 시티로 피난을 왔을 때, 잭은 

“나이오딘 구름의 죽음의 자국을 품은 채, 신호와 단서를, 이상한 안도감에 

                                           

사로잡고, 여가를 위한 소비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청자들에게 모범을 제시하며 “좀 

더 평상복 같은 패션 스타일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멋

진 일이 되었다”(“it was now cool to engage in more casual fashion styles and to constantly 

change one’s look and image,” Kellner 240)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상기시킨다. 때문에 범죄자

들 및 악당들과 주인공들을 구분하는 방식에서도 누가 더 패션의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옷을 통해서, 여가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

는 정체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정체성

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재적인 도덕이나 심리적인 특징이 아닌 선택, 

양식, 그리고 행동의 문제”(“the artificiality of identity, that identity is constructed not given, 

that it is a matter of choice, style, and behavior rather than intrinsic moral or psychological 

qualities,” Kellner 242)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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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암시를 찾아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bearing the death 

impression of the Nyodene cloud, I was ready to search anywhere for signs 

and hints, intimations of odd comfort,” WN 154). 그는 결국 그 안도를 자신

의 딸인 스테피에게서 찾는데, 스테피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

울이던 잭은 그 소리가 “도요타 셀리카”(“Toyota Celica,” WN 148)라는 브랜

드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스테피는 “TV의 목소리를 따라할 뿐이

며”(“only repeating some TV voice,” WN 149), 잭에게 텔레비전 광고 영상을 

상기시키지만, 이를 통해 잭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초월감”(“splendid 

transcendence,” WN 149)을 느낀다. 한편으로 이 장면은 잭이 가족과 함께 

하는 순간에도 결코 텔레비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

시한다. 텔레비전의 전파가 완전히 끊긴 대피소 안에서도 스테피가 텔레비전

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광고의 이미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잭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시금 잊고 안정을 되찾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잭의 정체성은 스테피가 상기시켜 주는 광고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기능을 되찾고 있다. 

앞서 프랭크 렌트리키아가 말했던 것과 같이, 텔레비전의 광고는 시청

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꿈꾸도록 해 준다. 너무 과장되지 않은 꿈을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평범한 인물들을 내세우는 광고들은 시청자들이 화면 

속 3인칭 시점에 있는 광고 속 인물들에게 이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 순

간마다 새로운 욕망을 시청자들에게 불어넣는다. 잭이 안정을 찾고 죽음에 대

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해 주는 도요타의 상표명 및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도요타 광고들은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사항들

을 소비자들에게 약속하는데, 스테피가 언급하는 셀리카의 경우 스포츠 해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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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로서 고성능과 디자인을 강조하며 여가 생활에 대한 청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82년의 셀리카 광고는 혼자서 셀리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가 주행 내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멋진 차네

요!”(“Nice car!”)라는 칭찬을 듣는 내용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광고는 내레이션으로 셀리카의 구체적인 사양을 설명하면서 태양에서 

날아온 자동차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전자적인 도로를 빠르게 주행하

는 모습을 보여주며 차의 성능을 강조한다. 하지만 마치 이러한 이미지만으로

는 시청자의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듯이 두 광고는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펄쩍 뛰는 모습을 슬로우모션으로 보여주며 

80년대 도요타의 징글(jingle)인 “What a feeling – Toyota!”를 부자연스럽게 삽

입하면서 시청자의 이입을 매우 명시적으로 유도한다. 죽음의 위협이 온 몸을 

엄습하는 가운데에서도, 잭은 이와 같은 광고의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10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는 텔레비전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도구로서 새

로운 의미를 얻는다. 셀리카 이외에도 작품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의 이름이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WN 99)와 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맥락도, 분명한 화자도 없이 갑작

스럽게 등장하면서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영상과 음향 정보들이 얼마나 

작중 인물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광고들은 본질적으로 앞서 살펴본 도요타의 광고들과 크

                                           
10 “1982 Toyota Celica commercial.” Online video clip. 19 Feb. 2008. YouTube. Web. 22 Dec.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UC3bSRjxX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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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카드 회사의 광고들은 브랜드 이름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호화로운 소비 생활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스테피가 언급하는 또 다른 브랜드 이름인 클리넥스의 광고 역시 

클리넥스가 필요한 수많은 상황들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제품의 필요

성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소비의 욕구를 충전한 잭은 그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 음식을 사는 것과 같은 굉장히 

기초적인 욕구부터 시작하여, 옷을 사고, 잡지를 사고, 나아가 생활의 양식까

지 구매하면서, 잭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죽음의 두려

움이 끼어들 공간이 없는 황홀경에 빠진 가장의 자아를 만들어 낸다.  

소비가 광고의 재현이라는 사실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

에서 글래드니 일가가 다 함께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닭고기와 브라우

니를 먹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은 마치 약속이라

도 한 것처럼 역할을 나누어서 식사를 진행하고, 한 마디의 대화도 없이 식

사를 끝낸 뒤 자신들이 겪고 있는 “행복의 차원에 반쯤 실신한”(“half 

stunned by the dimensions of our pleasure,” WN 221)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음식을 구매하고 차 안에서 먹는 이들의 모

습에서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등장했을 법한 드라이브쓰루 음식점의 

광고가 떠오른다. 예를 들어 1979년의 버거킹 광고는 무성 영화의 편집 기법

을 따라하면서 차 안에서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클로즈

업으로 보여주고, 특히 아이들이 음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 행

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먹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마치 어딘가

에 가려는 것처럼 옷을 완전히 챙겨 입은 채 모자와 외투까지 걸치고 먹는 

일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글래드니 일가의 식사 나들이는 이러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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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으며, 식사가 끝난 뒤에는 광고 속의 항시 웃고 

있는 사람들처럼 한동안 행복감에 빠져 있다. 이 장면에서 소비는 단순히 제

품을 사고 만족을 얻는 행동에서 그치지 않고, 광고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

는 생활 양식 자체를 재현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자신이 원하는 자아

를 찾아가는 행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행복감은 그리 오래 가

지 못하며, 스테피가 갑작스럽게 광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만족에 찬 침묵은 금세 “걱정된 침묵”(“worried 

silence,” WN 221)으로 변해 버린다. 단 한 번의 질문에 광고의 재현은 실패

하고, 광고 속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금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 버리며, 잭은 집으로 빨리 돌아가려 안간힘을 쓴다. 

역설적이게도 텔레비전 자아는 이렇게 광고가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받아들이고 재현하는 과정이 끊임 없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다. 소비의 반복

적인 실패 속에서 잭은 인간 텔레비전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진정한 

텔레비전 자아를 찾아내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텔레비전은 

무비판적인 송수신과 주체적인 조직 능력의 부재 속에서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소비를 통한 재현 역시 실패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결

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실패와 좌절이 있은 이후, 잭은 지속적으로 그 

실패를 만회하고 자아상을 보완하기 위해 움직인다. 텔레비전의 광고를 통해

서 죽음을 잊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발견하고, 그 이미지들

을 소비를 통해 재현하는 과정을 끊임 없이 반복하면서, 잭 글래드니는 결국 

작품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들을 실현하지 않은 채 온전하

게 살아 있다. 텔레비전 자아상이란 실패 속에서도 소비를 통한 재현으로 일

관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려는 지속적인 시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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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매체 자아의 대화: 『코스모폴리스』와 디지털 자아 

1. 『코스모폴리스』와 디지털 자아 

『백색소음』의 잭 글래드니가 소비를 통해서 자아를 유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 자아는 여전

히 불안정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소비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해석함으로써 불안정한 매체 자아를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는 역할을 맡기

는 하지만, 매체와 매체 자아의 관계는 여전히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일방

적으로 의존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잭이 아슬아슬하게 교수 J. A. 

K.의 자아와 가장 잭의 자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체가 그에게 한 

사람이 다 소화해 내기에 곤란할 정도로 수많은 정보를 쏟아 붓는 것과는 달

리 그가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를 통하지 않고 

그가 사회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은 도덕적으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아돌프 

히틀러 연구다. 잭의 매체 자아가 보여주는 매체와 개인의 관계는 압도적으

로 매체 쪽으로 기울어 있으며, 그가 사회에 다시 대화를 건네는 방식 역시 

도덕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스왈드는 스크린 앞에 앉아 수많은 영화들을 보며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영웅을 상상하지만, 암살을 감행하기 전까지 카메라가 그

의 모습을 찍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오스왈드에게 영화 자아를 만들어내

기 위한 영감을 주었던 존 웨인 같은 영화 배우는 언제나 영화와 개인 사이

의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 서부극이 필요로 하는 카우보이의 도상을 이어 받

아 배우가 연기를 하면, 그 내용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고 영화관에서 상영

되어 서부 영화 장르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변화한 장르에 따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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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만들어 지며 일종의 순환 관계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오스왈드에게 

이러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결국 그는 저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

해서야 재귀적인 형태의 자아를 갖추는 데에 성공한다. 그러나 『백색소음』에

서 하인리히와 편지를 나누는 살인범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을 겨눈다고 해도 텔레비전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작은 도시라는 이유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반복된 모

방 범죄 속에서 살인마저도 뻔한 광경이 되는 순간, 오스왈드와 같은 인물들

은 사회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아를 확립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시내를 순방하고 있는 대통령이 암살 위협을 받았다는 소식에 “요즘

도 사람들이 대통령을 저격하나? 더 자극적인 목표물이 있을 줄 알았는

데”(“Do people still shoot at presidents? I thought there were more stimulating 

targets,” CO 20)라고 대답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릴로의 2003년작 『코스

모폴리스』(Cosmopolis) 역시 상호 작용의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한 죽음의 무

의미함이라는 문제를 전작들과 공유한다. 그러나 『코스모폴리스』는 『백색소

음』이나 『리브라』와는 달리 평단의 악평을 들은 작품이기도 하다. 『백색소음』

이 주목을 받은 이래로 20년 가까이 매 작품마다 호평을 받았던 돈 드릴로

의 첫 실패작으로 꼽히는 『코스모폴리스』는 톰 르클레어(Tom LeClair)와 같

은 열렬한 지지자마저도 “드릴로의 가장 뛰어난 소설은 아닐지라도, 가장 의

도가 좋으며 널리 읽혀야 한다”(“If Cosmopolis is not one of DeLillo's very 

best novels, it is one of his best-intentioned and should be widely read,” 

LeClair)며 드릴로의 의도를 어림짐작하는 방식으로 칭찬을 해야 할 정도였

다. 첫번째 문제는 작품의 주인공인 에릭 패커(Eric Packer)다. 오스왈드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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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접하고 잭이 텔레비전을 접하듯이, 에릭은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연결

된 컴퓨터 장치를 통해 정보를 수신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에릭을 논하

면서 평자들은 그가 대단히 비현실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제임스 

우드(James Wood)는 에릭 패커가 “드릴로가 세계 자본, 디지털 정보의 흐름, 

금융의 힘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기 위해 존재하는 인물”(“He exists 

in order for DeLillo to explore various ideas about global capital,” Wood 30)

로서 “실재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there is a sense in 

which Eric is not supposed to be real,” Wood 30)고 비판한다. 에릭 패커는 값

이 1억 400만 달러나 나가는 뉴욕 한복판의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이루지 못

하다가 머리를 자르기 위해 나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고 리무진에 올라타더

니 자신의 모든 자산을 탕진해 버리고 경비원을 죽이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이어 저지르는 인물이다. 드릴로의 동료 작가인 존 

업다이크(John Updike)는 『백색소음』이 초현실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럽게 익숙한”(“hilariously familiar,” Updike) 잭 글래드니

의 모습을 그리면서 현실과의 연결을 공고히 하는 반면, 『코스모폴리스』는 

비현실적인 공간 속에 놓인 “공감할 수 없고 괴상한”(“unsympathetic and 

bizarre,” Updike) 인물을 그리고 있으며, 패커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에

서 독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작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코스모폴리스』가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에릭과 그를 둘러싼 수많

은 기술 장비들과 맺는 관계의 부정확성과 진부함이다. 『옵저버』(Observer) 

지는 『코스모폴리스』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전자 세계 속에서 살고 싶어하

는 “디지털 인간에 대한 해부로서 의도된 것 같아 보인다”(“The novel se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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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ed to be a dissection of digital man,” Miller)는 점을 포착하면서도, 드

릴로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기에, 기술을 가까이 접하면

서 살아가는 이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아메리칸 프로

스펙트』(The American Prospect)지의 서평 역시 작품이 “첨단 기술에 휘말렸

다가 실패한다”(“gets caught in high technology and stumbles,” Grief)는 비판

을 제기하는데, 그 예시로 기사는 작품의 마지막에 에릭이 “전자 카메

라”(“electron camera,” CO 204)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를 통해서 자신

의 죽음을 바라보는 장면을 든다. 평자는 전자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이 시체

가 되어 누워 있는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에릭은 영상 속의 세계를 기계적

으로 설명하면서 그 경험이 그에게 안겨주는 의미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으며, 전자 매체에 대한 이러한 표면적인 묘사가 작품을 얄팍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이 최신 기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코스모폴리스』의 이해도는 오래 된 잡

지를 대충 훑어보며 알게 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아냥까지도 듣게 된 것이

다. 

 이러한 평가들을 감안한다면 『코스모폴리스』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자아를 만들어 가는 개인을 논하기에는 부적합한 작품으로 

보인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작품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에릭의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특성을 중심으로 작중의 세계를 분석하고 비판

하려 했다. 말티나 스키올리노(Martina Sciolino)는 에릭 패커를 막스 베버

(Max Weber)가 제시한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의 확장선상에 있

는 인물로 해석하여 그의 의미 없는 수익 추구 및 소비를 설명함으로써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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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서 작품의 비판적 메시지를 찾아 내려 했고, 앨리

슨 숀퀼러(Alison Shonkwiler)는 기술의 매개를 통해서 그려지는 세계가 자

본이 전자화된 형태인 사이버자본(cybercapital)을 필두로 하여 이해는 할 수 

없고 오로지 경외하기만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기술적 숭고

(technological sublime)로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작품의 추상적이고 난

해한 서술을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에릭 패커라는 인물에 대

한 독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왜 그가 독자들의 혼란 

내지 반감을 불러 일으키는 인물인지를 분석하면서 『코스모폴리스』를 자본

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읽어내고 있다. 

반면 제리 바사바(Jerry A. Varsava)의 비평은 『코스모폴리스』를 탈선

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읽으면서도 기존의 틀을 넘어선 비평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바사바는 공적 영역(public sphere)과 사적 영역

(private sphere)으로 사회 활동을 나누면서, 에릭 패커가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자기 영역(self sphere) 안에서 “사적인 이익만을 충족시키는 규

칙과 계책을 떠올리며”(“fashions rules and ploys that serve only his personal 

interests,” Varsava 85) 자유주의적인 신조에 따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폭주하는 인물이라고 정의한다. 이 자기 영역 안에서 에릭은 사익을 충족

하기 위해 “낡은 기술들 그리고 그들과 병존하는 낡은 언어적 기호들을 폄하

하면서”(“denigrates antiquated technologies and their collaterally dated lexical 

markers,” Varsava 86) 최신의 기술들을 사용해 주식 시장을 해석하며, 이 해

석을 통해 가능한 한 먼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문명보다 한 문명을 

앞서가고 싶어 한다”(“wants to be one civilization ahead of this one,” CO 152). 

기술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깨고 미래를 바라보는 에릭은 “자기 영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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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무도덕한 주체로서, 시간을 뛰어넘고 법적인 금지나 전통적인 도덕

적 제약에 반응하지 않는다 – 간단하게 말해서, 악당 자본주의자인 것이

다”(“a moral free agent operating in the self sphere, beyond time and 

unresponsive to either legal proscriptions or traditional moral constraints—a 

rogue capitalist, in short,” Varsava 89). 바사바는 이처럼 공적 영역이 요구하

는 모든 의무를 저버린 채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기 영역 안에서 마음대로 행

동하는 에릭이 “일상 생활 안에서의 고도의 기술과의 통합이라는 측면에 있

어 사이보그에 가깝다”(“he is nearly a cyborg in his integration of high 

technology within his daily life,” Varsava 88)고 역설한다. 에릭이 자기 영역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간과한 채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위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곳곳에 컴퓨터가 깊이 

통합되어 그의 영향력이 바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바사바

는 이러한 에릭의 특성에서 사회 구조의 문제를 찾아 내지만, 에릭이 컴퓨터

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관찰은 다른 방향에서 그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N. 캐서린 헤일즈(N. Katherine Hayles)는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서 둘 사이의 피드백 고리(feedback loop)를 형성하는 “중개”(“Intermediacy”)

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중개는 매체 사이에서 정보가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1단계의 새롭게 나타난 패턴이 다른 매체에 의해 포착되어 새 매체

의 원시적 특성에 의해 재해석되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다른 매체에 

의해 포착되고, 이것이 지속되는”(“a first-level emergent pattern is captured in 

another medium and re-represented with the primitives of the new medium, 

which leads to an emergent result captured in turn by yet another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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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 forth,” Hayles 2007; 100) 과정이 지속되면서 여러 종류의 매체가 엉

킨 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컴퓨터와 인간, 디

지털과 아날로그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통합 작용을 이루어 내고, “아

날로그적 과정과 디지털적 과정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이루며 수행할 것이라 

예상된다”(“analogue and digital processes can be expected to perform 

synergistically with one another,” Hayles 2007; 101).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

의 몸 안에서도 DNA 해독을 통해서 끊임 없이 일어나고, 복잡한 컴퓨터 프

로그램 안에서 디지털 계산 과정과 고급 언어들이 만날 때도 일어나고, 인간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일어난다. 에릭 패커 역시 자신을 둘러싼 기계들과

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중개를 하고 있다. 작품의 초반부에

서 에릭은 자기 영역이라는 극도로 좁은 공간 안에 머무르면서 제한적인 형

태의 중개를 하고 있다. 그는 외부의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킨 

채 컴퓨터를 통해서 주식 시장의 동향을 비롯한 지극히 사적인 주제들에 대

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이 진행될수록 에릭의 이와 같은 상태는 

실패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는 자기 영역 밖으로 나와 새로운 방식으로 사

회와 상호작용을 맺으며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야만 한다. 

이번 장은 『코스모폴리스』의 주인공인 에릭 패커가 폐쇄 회로 안의 

기계적이고 고정된 상호작용에 묶여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폐쇄 

회로의 한계 및 에릭이 그 바깥으로 나와 기술을 사용하여 공적 영역과 상호

작용을 벌이면서 디지털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정을 탐색하려 한다. 

『백색소음』의 윌리 밍크가 인간 텔레비전이었던 것처럼, 에릭 패커는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채 기계처럼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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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간 컴퓨터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은 이 인간 컴퓨터가 금융 시

장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실패하면

서 인간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작품 전

반에 걸쳐 보여준다. 이미 작품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에릭은 엔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 폭등에 당황하면서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몰락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기계들을 스스로 박차고 나오는 모

습을 보여 준다. 드릴로는 이 과정을 통해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에 집

중되어 있던 인간 컴퓨터인 에릭 패커가 어떻게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상호

작용을 벌이면서 디지털 자아로 변모하는지를 탐구한다. 

 

2. 자기 영역에서의 폐쇄적 상호작용 

에릭 패커는 28세의 성공적인 투자자다. 그는 수많은 방이 있는 펜트

하우스에 살면서, 움직일 때는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주식

과 통화를 거래하며 큰 돈을 버는 사람이다. 하지만 “행성 전체를 식민화하고

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잃은”(“having hade and lost sums that could 

colonize a planet,” CO 129) 자본가 에릭은 정작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아무런 

현물 화폐도 소지하지 않는다. 그의 주머니 안에는 지폐도, 동전도 없으며, 지

나가던 여자에게 발을 보고 점을 쳐 달라고 하면서도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이 아무 것도 없다. 이는 에릭이 현물 화폐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형태가 바뀐 사이버 자본(cyber-capital)을 움직이는 데에 전문화된 

인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이버 자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다니는 숫

자의 흐름들”(“streams of numbers running in opposite directions,” CO 24)과 

“화면 위에서 구르고 뒤집어지는 데이터”(“the roll and flip of data on a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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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4)의 형태를 가지고 디지털 매체 속을 돌아 다니고 있으며, 에릭은 이를 

“유기적인 패턴을 불러오는 도형의 다이어그램”(“figural diagrams that brought 

organic patterns into play,” CO 24)으로 변형하여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아내 자신이 운용하는 자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거둬 들인다. 이러한 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직업을 뜻하는 “투자자”라는 단어만으로는 에릭 패커를 완전

하게 설명할 수 없다. 에릭이 운용하는 자산은 사이버 자본이라는 데이터이며, 

에릭의 본질은 이 데이터를 읽어내는 데에 있다. 

데이터를 읽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각종 최신의 전자 장비들은 필수적

이다. 디지털 매체를 배회하는 추상적인 데이터를 포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에릭 자신의 동선의 모든 곳에 전자 장비들을 설치해 둔다. 집의 별관에는 

통화 가치를 추적하고 경제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시설들이 있

으며, 건물에서 나와 리무진으로 이동할 때면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 수첩

(hand organizer)을 꺼내들 수 있고, 리무진 안에 들어가면 집의 시설들 못지 

않은 각종 전자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곳곳에 전자 장비가 들어찬 이 동

선 안에서 에릭은 끝없이 정보를 받아들인다. 리무진에 설치된 기기들의 “모

든 화면에는 데이터들의 메들리가 있었으며, 모든 날아다니는 기호들과 우뚝 

솟은 차트들이 흘러 다니고, 여러 색채의 숫자가 박동하며”(“There were 

medleys of data on every screen, all the flowing symbols and alpine charts, the 

polychrome numbers pulsing,” CO 13), 에릭은 이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 안

에서 패턴을 발견하여 전자 수첩으로 자산 매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을 훨씬 더 큰 규모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에릭은 패커 캐피탈

(Packer Capital)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부하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컴퓨터 장비들을 점검하는 샤이너(Shiner), 장비가 가득 찬 리무진 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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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읽기가 방해 받지 않도록 에릭을 보호하는 경호원들, 데이터를 기반으

로 그래프를 만들고 해석을 도와주는 마이클 친(Michael Chin)과 제인 멜먼

(Jane Melman) 등등, 이들은 하나같이 에릭이 데이터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에릭은 각종 전자 장비들과 부하 직원들을 도구로 사용해 데이터를 

해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마이클 친을 비롯한 에릭의 부하 직원들

이 알아보기 힘든 데이터를 해석하여 시각적인 그래프나 표의 형태로 번역해 

주면, 에릭은 그 시각 자료가 “유기적인 패턴을 선보이면서, 새의 날개와 격

실을 이루는 조개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brought organic patterns into 

play, birdwing and chambered shell,” CO 24)을 관찰하면서 자료에서 “자연에

서 가져온 패턴”(“patterns from nature,” CO 200)을 찾아내어 판단을 내린다. 

자본은 더 이상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주머니나 금고 안에 머무르는 고

정된 대상이 아니며,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추

상적인 형태로 움직이며 끊임 없이 변하고 있다. 에릭은 디지털 매체로부터 

사이버 자본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버 

자본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다시 디지털 매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 영역 

안에서 디지털 매체와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에릭의 세계에 속한 수많은 것들이 서서히 데이

터에 의해 잠식된다. “돈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What does it mean 

to spend money?” CO 28)라고 디디 팬처(Didi Fancher)가 질문을 할 때, 에

릭은 큰 돈을 들여서 펜트하우스가 있는 건물에 기분이 불안정할 때 타기 위

한 일반 속도의 4분의 1 속도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일을 자랑한

다. 이 일로 인해 “대중의 적”(“enemy of the people,” CO 29)이 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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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에릭은 큰 돈을 들여서 “나를 안정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Calms me, makes me whole,” CO 29)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에릭이나 디디와 같은 

사람들에게 미술 작품은 심리적 안정을 안겨다 주는 소비 활동의 일부일 뿐

이다. 돈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디디는 미술 작품 역시 “분석하거나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something you can’t analyze or speak about clearly,” CO 

30) 이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 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디는 거액을 들여서 그림을 사들이며, 그들을 보면서 “빛이 자신을 씻고 

지나가는”(“a radiance wash through [me],” CO 30) 것을 경험한다. 거액을 들

여 로스코 교회(Rothko Chapel)를 사들이려는 에릭의 욕구 역시 마찬가지다. 

큰 돈을 들여 로스코 교회와 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사 들이

는 경험은 “그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 줄 것”(“It will 

remind [him] that [he is] alive,” CO 30)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이버 자본을 

비롯한 데이터의 추상성은 에릭뿐만이 아니라 디디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 손을 뻗어 사회 전반의 가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예술 작품, 정신적인 안정과 같이 기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가치들도 하나 둘씩 데이터에 종속되어가고 있다. 

에릭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함축해 나가는 디지털 매체의 방대함과 데

이터의 추상성에 감탄한다. 마이클 친이 처리하고 있던 자본에 대한 데이터

를 바라보며 에릭은 “데이터 그 자체가 영혼이 넘치고 빛이 나며, 생명 과정

의 동적인 측면”(“data itself was soulful and glowing, a dynamic aspect of the 

life process,” CO 24)이며, “우리의 몸과 대양이 알 수 있고 온전한 상태로 이 

안에 있다”(“Our bodies and oceans were here, knowable and whole,” CO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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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낀다. 그는 디지털 매체를 상대로 사이버 자본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 

모든 정보가 함축되어 있고, 굳이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도 디지털 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충족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결국 작품에서 에릭은 데이터의 확장 일로에 적응하는 데에 

실패하고 비대칭성(asymmetry)의 개입 앞에 무너지고 만다. 데이터가 그에게 

주는 희열과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엔화 가치의 폭등 앞에서 사이버 

자본의 흐름을 잘못 읽어내고, 운용하는 자산을 통째로 날려버린 채 빈털터

리가 되고 결국에는 암살자에게 목숨까지 잃는다. 에릭이 이처럼 데이터의 

확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쳐지며 실패한 이유는 그가 디지털 매체와 맺는 

상호 작용이 “중개”가 아닌 경직된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헤일즈가 『나

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My Mother Was A Computer)에서 컴퓨터와 인간,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의 중개 개념을 꺼내 들었을 때, 중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기계와 인간 양자 사이의 유동성이었다. 헤일

즈는 “컴퓨터를 다른 모든 종류의 매체를 자기 안으로 용해해 들이는 궁극의 

용제로 바라보는 최근의 경향”(“the current tendency to regard the computer 

as the ultimate solvent that is dissolving all other media into itself,” Hayles 

2005; 31)을 비판하면서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재정립하

는 데에 집중하는데, 이 작업에서 중개는 컴퓨터와 생물체 사이의 유사성을 

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상한다. 헤일즈는 컴퓨터와 생물체 사이

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컴퓨터와 인간의 근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컴퓨터 작업은 유와 무(1과 0) 사이의 기초적인 구분

과 약간의 논리적 작업 세트만 필요로 하는”(“computation requires only an 

elementary distinction between something and nothing (one and zero)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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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set of logical operations,” Hayles 2005; 23) 지극히 간단한 작업이며, 1

과 0을 읽을 수만 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명령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실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 역시 A, T, G, C로 이루어진 DNA 네 가

지의 위상을 반복적으로 구성하는 “세포 자동장치”(cellular automata)라는 

점에 있어서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과 1에 기반한 

컴퓨터 자동장치와 ATGC에 기반한 세포 자동장치는 각 장치의 재료와 그 

재료가 가지는 특성, 즉 물성(materiality)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언어

를 개발해 낸다. 금속과 전기 신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컴퓨터는 간단한 전

기 신호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코드(code)를 통해 정보를 전

달하는 반면, 단백질 구조와 화학 신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은 좀 더 복

잡한 정보인 음향 패턴을 화학 신호로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언어(language)

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유사성은 단순한 위상의 반

복에 기반한 기계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위상이 물성을 만나면서 복잡

한 정보 전달 체계를 발전시켰다는 사실로도 나아간다. 코드와 언어는 공통

적으로 중개의 결과물인 것이다.11 

                                           
11 헤일즈는 중개의 도구가 되는 언어와 코드 역시 서로 중개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컴퓨터의 

정보 전달은 가장 간단한 2진수 정보의 전달에 기반하고 있지만, 코드가 복잡해지면서 코드 

작성 과정이 제기하는 문제도 따라서 난해해 짐에 따라 인간은 “문제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하

는 것과 같은 언어로 해법을 개념화해야 하는”(“conceptualize the solution in the same terms 

used to describe the problem, Hayles 2005; 57)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기계

의 작동 방식을 거의 그대로 인간의 언어로 옮겨 놓은 코드인 어셈블리어나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 인간의 언어를 닮은 언어인 C++나 자바(Java)같은 언어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다. 이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인간이 기계 코드의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

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코드의 복잡성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

로운 종류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반복가능성(iterability)과 인용성(citation)을 

통해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서로 다른 물성에 기반한 두 정보 전달 체계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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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는 이처럼 단순히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

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가 유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어 내거나 서로의 속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중개의 시각에

서 본다면 에릭의 실패는 디지털 매체와 중개 관계가 아닌 경직된 종속 관계

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초래한다. 그는 외부 세계와 스스로를 단절한 채 자

기 영역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매체를 상대로만 독점적인 상호작

용을 벌인다. 이처럼 경직되어 있는 에릭과 디지털 매체의 관계가 보여주는 

경직성은 결국 비대칭성(asymmetry) 문제에 부딪힌다. 에릭이 사이버 자본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름다움과 정확성”(“beauty and precision,” 

CO 76)을 느끼는 것은 “등락 속에 숨어 있는 리듬”(“hidden rhythms in the 

fluctuations,” CO 76) 때문이다. 전자 장비를 통해 넘겨받은 시각화 자료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에릭은 그 안에서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패턴을 발

견하고 사이버 자본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엔화의 급등은 어떠한 

등락의 질서도 보이지 않은 채 무한히 상승하고 있으며, 아무런 등락도 없는 

이질적인 패턴을 보며 에릭은 당황한다. 에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패커 캐피탈의 부하 직원들을 불러서 현재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차트의 

형태로 만들어줄 것을 주문한다. 하지만 그들은 현 상황이 “차트로 만들어지

지 않는다”(“doesn’t chart,” CO 21, 46)는 대답으로 에릭이 원하는 패턴은 돌

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실만을 재확인해줄 뿐이다. 패턴을 기본 단위 삼아 디

지털 매체와 폐쇄 회로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에릭에게 있어 패턴을 

                                           

나 이처럼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것은 컴퓨터의 2진법 체계가 인간의 언어를 만나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중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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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호작용의 전면적인 중단을 의미하며, 상호작용이 

끝나는 순간 에릭이 맞닥트릴 후폭풍은 단순히 돈을 잃는 선에서 끝나지 않

는다. 자기 영역 안에서 디지털 매체와의 상호작용만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에릭에게 디지털 매체와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세계 전체로부터 소외되

는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에릭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고는 “차트는 만들어질 것”(“It charts,” CO 21, 37, 46)이라고 장담하면서 자

신의 유일한 정보 해석 알고리즘인 패턴 분석이 다시 가능해지기를 기대하는 

일뿐이다. 단 한 번의 비대칭성에 에릭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코스모폴리

스』의 상황은 안정되어 보이는 에릭의 지위가 사실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를 보여준다. 디지털 매체와 에릭은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를 주면서 상호작

용의 속성이 끊임 없이 바뀌는 중개가 아니라 서로에게 제한된 수준의 영향

력만을 미치는 소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은 경직되면서 작은 변화에도 쉽게 깨질 수 있게 된다. 

패커의 폐쇄 회로에서 디지털 매체의 정보와 에릭을 이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패커 캐피탈의 직원들과 에릭이 맺는 관계 역시 이러한 경직성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에릭은 자신의 부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대표적

으로 차 밖으로 나온 패커 캐피탈의 이론 담당자(Chief of Theory)인 비야 킨

스키(Vija Kinski)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방의 화면들에 시선을 고정

하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에릭은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다”(“He knew what she was thinking,” CO 80)고 생각하면서 비야 대신 그녀

가 하고 있는 생각을 대신 설명해 주며, 에릭의 설명이 끝나자 킨스키는 에

릭의 설명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 이들은 언어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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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부딪히면서 오해가 생기고 정보 전달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한 채 물성과 육체를 넘어서 있는 그대로 의미를 주고 받고 있다. 에릭이 제

인 멜먼과 ‘성관계’를 할 때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을 뿐 몸을 움직이지도, 서로의 몸을 맞대

고 있지도 않다. 두 육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성관계를 하면서도 이들

은 육체라는 매개물을 완전히 지나친 채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례에서 모두 에릭은 육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중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에릭과 부하 직원들의 정보 교환은 대단히 안정적이고 정확하지만, 

디지털 자아와 에릭의 데이터 교환 역시 안정적이기는 마찬가지였고, 이 안

정성이 경직성으로 발전하면서 변화에 취약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패커 캐피탈의 직원들이 수많은 전자 장비들과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에

도 불구하고 에릭의 고집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떠올려 봐도, 에릭과 부하 

직원들 사이의 ‘정확한’ 정보 전달 역시 중개의 부재가 불러오는 후폭풍을 

강조할 뿐이다. 

결국 경직성으로 인한 실패가 이어지면서 디지털 매체와 에릭 사이의 

데이터 교환은 끝나고, 에릭은 자신이 알던 유일한 세계로부터 소외된 채 스

스로를 다시 생각해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에릭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 매체에 풀어놓

는 방식으로 매체와의 피드백 고리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지만, 이 피드백 고리에서는 상호작용의 당사자들 사이의 폭 넓은 변화

와 유동적인 관계 설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에릭은 데이터 세계에서 

낯선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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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와의 경직된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버린 에릭은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디지털 세계와의 

본격적인 중개를 시작하려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코스모폴리스』는 디지털 

자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3. 피드백 고리: 상호작용에 기반한 매체 자아를 향하여 

시간이 갈수록 현실 세계의 의미를 더욱 공격적으로 잠식하면서 규

모를 키워 나가는 디지털 매체와 데이터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한 에릭은 

결국 엔화를 상대로 잘못된 도박을 걸었다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이버 자본

을 전부 잃어버린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만으로 그는 디지털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인 사이버 자본을 완전히 잃어 버리고, 어떠한 데이터

도 전송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에릭이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패커 캐피탈에서 일하다가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에

릭을 죽이려 하는 베노 레빈(Benno Levin)의 미래와 같다. 패커 캐피탈에서 

일할 때만 해도 리처드 시트(Richard Sheet)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베노 레

빈은 태국의 바트(Baht) 화를 거래하는 일을 했으며, 그는 바트화 같은 중

요한 화폐를 거래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바트화를 

거래하기 위해 에릭이 만들어낸 체제는 “너무 시간대가 세분화되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the system is so microtimed that I couldn’t keep up with 

it,” CO 191). 자신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해낼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회사

에서 해고되며, 그가 사이버 자본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TM 기계에서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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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레빈이 자신이 디지털 매체와의 관계에서 소외된 채 몰락한 이

유를 에릭 패커에게서 찾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뉴욕을 점거한 

반 자본주의 시위대 역시 사이버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밀려낸 상

황에서 일종의 복수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시위에서 핵심적인 도구는 쥐

(rat)다. “쥐가 화폐의 단위가 되었다”(“THE RAT BECAME THE UNIT OF 

CURRENCY,” CO 96)는 시의 구절을 가져와서 그들은 플래시몹 연기를 하

듯이 쥐를 들고 다니며 그것을 돈 대신 사용하려 하고, 하늘을 향해 쥐를 던

지면서 “유령이 세계를 괴롭히고 있다 – 자본주의의 유령”(“A SPECTER IS 

HAUNTING THE WORLD — THE SPECTER OF CAPITALISM,” CO 96)

이라고 외치고 있다. 쥐를 사용하는 이들의 시위는 그들이 디지털 매체를 기

반으로 삼은 자본주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

다. 『코스모폴리스』의 세계에서 돈은 이미 원래의 형태를 잃은 채 디지털 매

체 속의 데이터로 치환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에릭의 집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과 그들의 의미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킨스키

가 말한 대로 “모든 재화는 그 자신만을 위한 재화가 되었으며,”(“All wealth 

has become wealth for its own sake,” CO 77) 본래의 의미를 잃고 “스스로에

게 말을 하고 있다”(“Money is talking to itself,” CO 77). 시위자들이 쥐를 화

폐의 단위로 쓰는 것은 결국 모든 돈이 데이터로 환원되어 따라갈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에 바탕한 행동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그들은 디지털 매체와 데이터화를 거부하면서 “미래를 막아내고, 미래가 현

재를 압도하는 일을 막기를 원한다”(“They want to hold off the future … keep 

it from overwhelming the present,” CO 91). 

디지털 매체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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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설적으로 이들은 디지털 매체의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바깥

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비록 사이버 자본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으로부터는 소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도는 

디지털 매체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시도의 일부다. 시위의 근간이 되는 문

구인 “쥐가 화폐의 단위가 되었다”부터 작품은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이미 작품의 전반부에서 에릭과 마이클 친이 논의를 하고 지나간 

시의 일부이다. 시위란 문제가 있는 상황을 알림으로써 그 상황을 막거나 뒤

집기 위한 행동으로, 그들은 “기술과 부가 제시하는 미래”로부터 배제된 채 

“사람들을 구덩이로 몰아가 토하고 죽게 만드는 사이버 자본”(“The force of 

cyber-capital that will send people into the gutter to retch and die,” CO 90)

에 맞서고 있다. 시위대는 돈 대신에 쥐를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사이버 

자본의 진실을 알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위

대는 필연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거쳐갈 수 밖에 없다. 리무진이 시위대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 때, 에릭은 처음에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대였으며 그

들이 자본주의에 맞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볼 

때보다 “텔레비전 위에서 더 말이 되었다”(“It made more sense on TV,” CO 

89). 결국 시위대는 에릭 패커와는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매체와 교류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형태는 에릭의 경우보다 역동적이다. 

에릭이 이들로부터 디지털 매체의 상호 작용이 반드시 사이버 자본

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단서를 얻는다. 시위대가 스케이트보드

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에 낙서를 하고, 높은 건물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

내리는 것과 같은 모습은 에릭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비야 킨스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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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시장이 만들어낸 환상”(“a fantasy generated 

by the market,” CO 90)으로 폄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자신이 

웃고 지나쳐간 시의 구절로부터 새로운 장관을 만들어 내는 시위대의 힘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에릭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결정적이고 함축적인 이미지는 가부좌를 틀고 분신자살을 하는 시위자의 

모습이다. 남자가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고 타오르는 모습은 매우 끔찍하

다. 그가 입고 있는 안경과 옷은 타는 정도를 넘어 녹아 내리며 살에 달라

붙고, 살과 석유가 함께 타면서 나는 고약한 냄새, 그리고 불에 타는 남자

와 주변 사람들이 내는 신음 소리와 울음 소리가 주변의 공간을 가득 채운

다. 자신의 몸을 잿더미로 만들어 가면서 그는 사방으로 “연기 같은 물질의 

조각들”(“shreds of smoky matter,” CO 98)과 “가솔린과 섞인 타는 

살”(“burnt flesh mixed with gasoline,” CO 98)의 냄새를 흩뿌리고 있다. 그

리고 그 광경은 마치 몸에서 잿더미와 냄새가 피어 나와 흩어지듯이 디지

털 매체의 단편적인 데이터의 조각이 되어 퍼져 나가고 있다. 이 광경을 통

해서 에릭은 디지털 매체와 개인의 상호 작용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분신자살을 하는 남자는 자기 손으로 직접 전자 기기를 조작 하

지도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지털 매체에 스스로를 주입하고 있다. 그 결과 에릭의 리

무진을 포함한 사방의 화면에서 그의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시위대와 진

압 경찰은 너나할 것 없이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에릭은 시

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신자살을 통해서 사이버 자본과 폐쇄 

회로 없이도 디지털 매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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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매체를 만나는 남자를 바라보는 에릭

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자기 이외에 디지털 매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스스로를 파괴하여 

디지털 매체에 손을 뻗는 남자의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에릭은 “남자의 고

통, 그의 선택, 그가 끌어내야만 했을 끔찍한 의지를 상상하고 싶어 했

다”(“Eric wanted to imagine the man’s pain, his choice, the abysmal will he’d 

had to summon,” CO 98). 하지만 남자는 에릭에게 의문만 남긴 채 죽었고, 

에릭은 자신이 알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며 충격과 혼란에 

빠진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에릭의 관심은 이내 주변의 사람들로 뻗어 

간다. 에릭이 가장 먼저 의문을 품는 대상은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비야 킨스

키다. 에릭은 분신 자살 사건 이후 한참 전부터 자기 앞에 앉아서 정보를 제

공해 주던 비야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킨스키는 말을 했다. 이것이 그녀의 직업이다. 그녀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 일로 돈을 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믿

었는가? 그녀의 눈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적어도 그에게 

그녀의 눈은 그랬다. 희미하고, 회색 빛에, 그와 동떨어져 보

이고, 그에게는 살아 있지 않은 것만 같아 보였고, 때로 밝게 

빛났지만 통찰이나 추측의 솟구침 속에서만 그랬다. 그녀의 

삶은 어디 있었는가? 그녀는 집에 가면 무엇을 하는가? 집에

는 고양이 이외에 누가 있었는가? 그는 집에 분명히 고양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었다. 

 

She talked. This was her job. She was born to it and got paid 

for it. But what did she believe? Her eyes were unreveal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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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to him they were, faint, gray, remote to him, unalive to 

him, bright at times but only in the flush of an insight or 

conjecture. Where was her life? What did she do when she went 

home? Who was there besides the cat? He thought there had 

to be a cat. How could they talk about such things, these two? 

They were not qualified. (CO 104-5) 

 

에릭이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질문은 그 동안 읽어내려 했던 사이버 자본의 

흐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에릭은 디지털 매체

와의 폐쇄회로 속에서 사이버 자본만을 주고 받고 있었으며, 이런 회로 속에

서 킨스키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은 에릭에게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정보

를 던져 주고 보상을 받아가는 정해진 규약을 따르면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계적인 관계 이외의 새로운 종류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에릭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하

지만 그들에게 차마 질문을 하기를 꺼린다. 그에게 있어 킨스키는 “몸은 나

중에야 따로 붙인 목소리”(“a voice with a body as afterthought,” CO 105)로

서의 관계만 맺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들이 디지털 매체와 

형성한 폐쇄 회로의 규약을 깨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돌아서

고, 화를 내고 모욕감을 느낄까봐”(“She would turn away, angry and 

humiliated,” CO 105) 차마 질문을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분신 자살을 통해

서 에릭은 기계적인 사이버 자본 거래를 벗어날 수 있는 영감을 얻지만, 그 

시도로 인해 투자자 에릭 패커의 정체성을 지탱하고 있는 사이버 자본의 회

로가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안감은 결국 엔화를 상대로 한 에릭의 도박이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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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패커 캐피탈이 운용하는 자산이 공중분해되어 버리면서 사라지기 시작한

다. 사이버 자본을 읽어내는 투자자 에릭 패커가 한순간에 디지털 세계에서 

설 자리를 잃어 버리면서 에릭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위

기 상황을 직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릭은 래퍼 브루타 페즈(Brutha 

Fez)의 장례 행렬을 마주친다. 브루타 페즈는 어떤 음악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희한한 특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이슬람교의 수피 음악에서 가사를 

가져와서 펀자브어와 우르두어로 번역을 해서 이를 영어 가사처럼 소화하는

(CO 133), 동떨어져 있는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끌어와 하나의 음악으로 

통합하는 인물이다. 음악 자체의 이종교배적인 특징에 어울리게 장례식 행렬 

역시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 공존하고 있다. 그의 장례식 행렬의 맨 앞

에는 인도의 전통에서처럼 화환 차량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작 그 화환을 

장식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Hades) 신을 상징하는 꽃이다. 반면 장

례 행렬을 따라가는 일군의 여성들은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에 따른 옷을 입

고 있으며, 페즈의 시체를 지키는 네 명의 경호원들은 서구식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뒤로 브레이크댄서들이 춤을 출 때 입는 평상복을 입고 

페즈의 춤을 따라하고 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수많은 문화 요소들의 모

순 속에서 에릭은 브루타 페즈의 음악이 상징하는 폭 넓은 교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브루타 페즈가 이처럼 세계 곳곳에 따로 떨어져 있는 문화 요소들

을 가져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디지털 매체의 힘을 빌린 것이

다. 디지털 매체가 이들을 데이터화하여 상호간의 거리를 없애고 세계 어디

에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페즈는 디지털 매체와의 상호작용 속

에서 이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페즈의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와의 교류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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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례식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레코드 회사의 결정

이기는 하지만, 장례식은 그가 디지털 매체와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낸 음악

을 뉴욕을 넘어 세계 전체에 송출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다. 아날로그적 존재인 인간과 디지털 매체가 상호 작

용을 일으켜 서로에게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중개가 일

어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매체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다시 디지털 매체에

게 영향을 미치는 중개의 순환 작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방법을 찾으려 한 에릭에게 페즈의 장례식이 만들어 내는 중개의 현

장은 분신 자살만큼이나 새롭고 경이로운 장면이다. 주변 사람들이라고는 

“그가 짓밟은 사람들”(“Men he’d crushed,” CO 136)과 “그가 벽지라고만 여

겼던 이들”(“Those he’d presumed to be wallpaper,” CO 136)뿐이며, 장례식

을 연다고 해도 누구도 슬퍼해 주러 오지 않을 에릭 패커와는 달리, 페즈는 

죽는 순간에도 장례식 행렬을 디지털 매체에 투사하고 애도를 받으면서 지속

적인 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시위 현장에 이어 또 하나의 “명

백하게도 그가 거느릴 수 없는 장관”(“a spectacle he could clearly not 

command,” CO 136)이며, 에릭은 페즈가 제공하는 중개의 장관 앞에서 끝없

는 순환 관계의 일부로 편입되려 한다. 먼저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페즈

를 애도하면서 중개에 참여하지만, 도중에 “군중이 페즈와 같이 언어, 템포, 

주제를 섞는 특이한 래퍼를 애도하는 방법을 아직 배워 나가고 있었다”(“the 

crowd was still learning how to mourn a singular rapper such as Fez, who 

mixed languages, tempos, and themes,” CO 134)는 사실을 알아챈다. 군중은 

장례식이 안겨주는 슬픔에 “떨면서 지쳐 있지만”(“They were sha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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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ed,” CO 136), 아직 페즈라는 인물과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의 모순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

데에서 가장 먼저 답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페즈의 팬을 자처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에릭 패커다. 에릭은 그의 

죽음 앞에서 “슬픔은 강력해야만 한다”(“Grief should be powerful,” CO 134)

고 생각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곡들을 다시 한번 곱씹은 후, 

가슴을 치며 “격렬하게 울었다”(“He wept violently,” CO 139). 에릭이 먼저 

해법을 제시하자 페즈의 죽음을 소극적으로 슬퍼하던 군중은 그를 따라서 울

기 시작했고, “가슴 치기와 몸 흔들기의 파도가 일어났다”(“There was a wave 

of breast-beating and flailing,” CO 139). 페즈의 매니저인 코즈모(Kozmo)는 

울고 있는 에릭을 껴안으면서 그를 진정시키고, 그는 코즈모의 품 안에서 

“사려 깊은 수용의 시작점들”(“the beginnings of thoughtful acceptance,” CO 

139)을 느낀다. 이 장면에서 에릭은 비록 디지털 매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브루타 페즈가 디지털 매체와 함께 만들어 내는 거대한 

중개의 흐름의 끝에서 에릭은 독자적인 정보 해석과 자기 표현을 하고 있으

며, 그에 대한 응답까지도 받고 있다. 사이버 자본 거래에서 밀려나가 디지털 

자아로부터 고립될 위기에 처했던 에릭 패커는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매체

와 다시 연결된 것이다. 

드릴로가 말하는 디지털 자아란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주고 받는 컴퓨터 같은 전지전능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에릭 패커의 실패를 통해 드릴로는 폐쇄 회로 속에서 사이버 자본을 

주고 받는 기계적인 상호 작용이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디지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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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중심으로 재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대화의 틀

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지털 매체와 아날로그 세계 사이의 

유동적인 상호 작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 흐름에 가담하여 상하 구조

를 분리해낼 수 없는 복잡한 다자간 상호작용의 일원이 되어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이 디지털 자아의 본질인 것이다. 시위대가 디지털 매체에 흡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의 형태로 전달 되듯이, 그리고 수많은 문화적 요소

가 섞인 음악이 재조합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고 그것에 대한 반응

이 돌아 오듯이, 디지털 매체와 개인들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는 디지털 자아

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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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매체 자아의 이중성과 의의 

앞서 살펴본 드릴로의 인물들은 이처럼 매체와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

을 통해 매체 자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영화, 텔

레비전, 그리고 디지털 매체의 이미지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재구성

한다. 이렇게 만들어낸 매체 자아를 통해서 혼란에 빠져 있던 드릴로의 인물

들은 잠시나마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작은 안정을 얻는다. 감옥에 갇힌 오스왈드가 수많은 기자들의 

관심 속에서 감옥으로 이송될 때, 잭이 의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자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텔레비전과 태블로이드에서 답을 찾을 때, 그리고 

에릭이 데이터 회로를 벗어나 이발사와 운전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야기를 하다가 작중에서 처음으로 잠이 들 때, 그들은 자아가 안정을 되찾는 

짧은 순간을 누리면서 만족을 느낀다. 

매체 자아를 만들고 지켜 나가는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돈 드릴로

의 작품을 살펴보는 작업은 드릴로가 묘사하는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세계 속

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자 매체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종류의 정보로 뒤덮여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제임슨이나 보드리야르와 같은 이론가들은 이러

한 세계에서 자아가 사라졌다고, 또는 이러한 세계를 통해 애초에 자아는 존

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글들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함을 남긴다.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켜고, 인

터넷을 돌아다니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과 구분되는 내가 분명하게 존재

한다고 생각하며, 현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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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아를 만들어 나간다고 믿는다. 드릴로의 작품

들이 정말로 기술 문명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품들이라면, 기술 문명 바깥으로 탈출하는 것

이 불가능한 오늘날 드릴로의 작품을 읽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할 것

이다. 하지만 작품이 그리는 시대가 60년대에서 80년대로, 80년대에서 다시 

2000년대로 이동하면서, 매체 자아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함께 꾸준하게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를 재조합하여 개인이 

자아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하며, 그 표현에 대해 응답하는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자아 형성

에 위한 수많은 가능성들을 제공하는 것은 매체만이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

이기 때문이다. 드릴로는 이처럼 매체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서 소설을 씀

으로써 매체라는 이름의 “현실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일탈”을 스스로의 방식

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가 무엇인지 상상하여 우리에게 전달하

는 소설을 남겼으며, 그의 소설을 통해 독자들은 매체와 자신의 관계를 어떻

게 설정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영화 자아가 텔레비전 자아로, 텔레비전 자아가 디지털 자아

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는 죽음이

다. 매체 자아를 만들어낸 드릴로의 세 인물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

정에서 공통적으로 사람을 죽인다. 오스왈드는 영화 속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자신의 영화 자아를 만들어 내지만, 그 영화 자아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서 오스왈드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고 만다. 심지어 그는 누구도 그에게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리 일당의 대화

를 들으면서, 그리고 영화를 들으면서 암살을 자연스러운 논리를 따라서 만

들어지는 결과로 해석한다. 광고를 통한 소비라는 새로운 종류의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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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은 잭 글래드니의 텔레비전 자아 역시 오스왈드와 비슷하게 마지막에는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가려 한다. 범죄 드라마에 등장할 법한 

살인 장면을 상상하면서 잭은 총을 들고 윌리 밍크의 방에 들어가 그를 죽이

려 하고, 밍크를 죽이지 못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고 나서야 목표를 변경한다. 

심지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작용이 강조되면서 매체와의 직접적인 대화 

속에서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자아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에릭 패

커는 사람을 죽인다. 그는 사이버 자본 거래의 실패, 그리고 분신 자살자와 

브루타 페즈가 준 영감을 가지고 자신의 폐쇄 회로를 깨고 나오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릭은 토발을 "그의 적이자, 그의 자존심에 대한 위협"("his 

enemy a threat to his self regard," CO 147)으로 파악하고 그를 죽인다. 

매체 자아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살인이라는 결과를 맺는 것은 매체를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가 현실의 논리를 상당 부분 벗어나고 있으며, 죽음 또

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발은 에릭과 똑같

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이다. 에릭과 외부 세계 사이의 장애

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규정을 어긴 채 에릭을 

직접 바라보면서 관찰하기도 하고, 농구를 해 보자는 에릭의 제안 역시 흔쾌

히 받아 들이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한다. 그러나 에릭에게 

토발을 죽이는 것은 마치 컴퓨터의 보안 암호를 입력하는 과정과 같다. 언제

나 에릭의 옆에 붙어서 그와 외부 세계를 분리하던 보안 장치인 토발을 상대

로 에릭은 “낸시 배비치”(“Nancy Babich,” CO 146)라는 암호를 입력해 총을 

작동시키고, 에릭에게 총을 빼앗긴 토발의 눈에 “불신의 짧고 하얀 공포”(“A 

small white terror of disbelief,” CO 146)가 잠시 지나가자 그는 움직임이 없

는 물체로 전락한다. 토발이라는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 순간 에릭의 디지털 

자아를 막던 ‘장애물’이 힘을 잃으면서 “더 깊은 대면을 위해 밤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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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cleared the night for deeper confrontation,” CO 148)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도구적 인식과 죽음에 대한 경시는 영화 자아와 텔레비전 자아

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오랜 전통이다. 오스왈드가 케네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네디를 향해 총을 겨눈 것도 그가 케

네디의 죽음을 자아 형성을 위한 도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왈드

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자신이 영화 속에서 본 상황에 우연히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나 『우리는 낯선 이들이었다』 같은 영화들이 보여줬

어야 하는 결말을 자신의 손으로 실현해내 보이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텔레비전 곳곳에 보급한다는 목적을 이룬다. 잭 

글래드니 역시 드라마 장면을 묘사하듯이 윌리 밍크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끊임 없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이용하면서 위기에 빠진 자아를 회복하

려 한다. 『리브라』, 『백색소음』, 그리고 『코스모폴리스』는 이처럼 공통적으

로 머릿속에서 구성해낸 매체 자아를 현실화한다는 목표 아래서 살인마저도 

자아 형성의 도구로 인식하는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것을 도구화할 수 

있는 매체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도구화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리브라』와 『백색소음』의 총격 

장면이 남기는 인물들의 고통은 죽음 그 자체의 물리적인 의미가 사라진 것

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여기서 매체 자아가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죽음에 대한 도구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작 스스로가 죽

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매체를 통해 이미지화된 

세계에서 인물들은 이미지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편집하듯이 쉽게 사람

을 죽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스왈드나 잭이 총을 맞았을 때 느끼는 

강렬한 고통, 케네디 대통령이 머리에 총을 맞을 때 사방으로 튀어 나간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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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살의 조각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스왈드와 에릭은 매체 

자아를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하

며, 나이오딘 부산물에 노출된 잭 글래드니 역시 J. A. K.나 텔레비전 시청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야만 한다. 한 개인의 완전한 최

후라는 죽음의 의미는 작품에서 여전히 건재하며, 매체 자아는 죽음에 대한 

도구적 인식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막아

주지 못한다. 매체 자아가 드릴로의 인물들에게 선사하는 만족감이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이것 때문이다. 지속적인 외부의 개입과 

불안정 속에서 다시 안정성을 찾기 위해 이미지를 읽고 해석해야 하는 개인

이 죽음을 맞게 되면, 더 이상의 유지 관리가 불가능한 매체 자아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금세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리브라』, 『백색소음』, 그리고 『코스모폴리스』 세 작

품에 나타나는 매체 자아의 이중성을 관찰하는 작업은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매체 자아를 통해서 드릴로의 인물들은 

사방을 둘러싼 매체의 정보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취사 선택과 재해석을 통

해 주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으며, 매체가 선도하는 세계가 결코 

무의미함만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매체 속에

서 주체를 찾아가며 이들은 인간의 죽음을 가볍게 받아 들이는 과오를 저지

르고, 심지어는 스스로의 죽음마저도 간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리 하

비 오스왈드, 잭 글래드니, 그리고 에릭 패커가 만들고 발전시킨 매체 자아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드릴로

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드릴로의 답이 무엇인지

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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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ttempts to establish “media self” by examining postmodern 

novelist Don DeLillo’s three works: Libra, White Noise, and Cosmopolis. 

Media self is a subject that actively forms a reflexive identity through 

interactions with media. Critics of DeLillo have mainly focused on the media’s 

one-sided influence on the self and the way media removes any distance 

between society and the self. However, this thesis argues that media plays a 

key role in helping DeLillo’s protagonists to distance themselves from society 

and form an independent identity of their own because they engage in creating 

a reflexive cycle of information with the media. 

Libra, discussed in the first chapter, shows an unconventional 

character interpreting media’s stream of information and remaking himself 

with it. By watching the Western and the Gangster genre movies, Lee Harvey 

Oswald acquires various icons of these genres and forms a character of his 

own,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earliest form of media self, the “cinematic 

self.” The cinematic self, however, does not exactly imitate the movie 

characters and contains many of Oswald’s original ideas and interpretations. 

The cinematic self of Oswald shows that the media self is not a mere cop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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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information. 

White Noise deals with the problem of maintaining this media self. 

Unlike Oswald who had difficulties in maintaining his cinematic self, Jack 

Gladney, the protagonist of White Noise, employs various ways to keep his 

identity unharmed. Distancing himself from the “human-television” model 

that gives the illusion of maintaining a singular subjectivity through the 

constant flow of media information, Jack sticks to protecting his two separate 

selves – J. A. K. Gladney the Hitler professor, and Jack Gladney the ordinary 

patriarch. Both selves are under attack from the first few chapters of the novel, 

but Jack manages to find opportunities to keep these identities by gathering 

new information that helps him counter the attack to his self with television, 

and by showing them advertisements that Jack and others can reenact through 

consumption. Through these means, Jack manages to maintain his “television 

self” in its peculiar equilibrium. 

Cosmopolis ponders on how to enter the media self back into the media 

and society and make it a truly reflexive identity. The novel’s protagonist Eric 

Packer trades cyber-capital in the closed circuit of capital market, which is 

doomed to fall apart due to its innate stiffness. And in this predestined fall, 

Packer discovers a massive flow of information mediated by digital media and 

unrelated to the abstract cyber-capital. Discovering the endless process of 

mediation between the digital and analog, Packer breaks away from his stiff 

and unreliable close circuit and starts a communication with the rest of the 

world made possible by the digital media, thus creating the reflexiv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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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media self and the whole world. 

Through these analyses on DeLillo’s novels, this paper argues that his 

novels imagin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edia not as a tool of indoctrination 

but as a catalyst of an active subject, and consider the proper ways of 

interacting with mass media in contemporary society. 

 

Keywords: self, identity, Don DeLillo, postmodernism, media, digital, Libra, 

White Noise, Cosm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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