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당m쩔용 맑뿔뼈용뾰on 왜 용쪼빽 ζ울쩔 앤루
조。

검

。

깅r

60 1건대와 70 년대에 왕성한 작품활동을 한 一群의 미국작가들이 「不條

理派」라는 호칭으로 묶여서 벼평의 매상야된 까닭은 그들의
또는 주채가

작품 세계

20세가 초엽애 文뿔上의 두도혀진 산맥을 이루었던 소확

요더다스트들의 그것과 마찬자깨로， 輔과 神話 7} ~컬E하는 우라의 세계

를 황무째로 앤식하는 1:11 관책연 셰계관을 토해로 하였기 때문이다。 야런
의미에서 不條理派는 모더다출트의 청통척영 푸예들언 것이다.

황무쩌

속에 옛 神의 도움도 없이 내팽채쳐천 인간의 운명은 미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연간은 그가 통제활 수 없는 생불쩍 사회적 힘의 희생야 되

는 목적 없는 존채가 되어 다만 「輝쩍J ， r不安J ， r總뿔」의 늪으로 침참
하는 수 밖에 없는 무력한 종채가 된다。

따라서 不條理4、說의 frame￦。rk가 되는 현질인식 그 자체는 하등 새
로울 것이 없오나 허구의 이야기를써서 현질융 채현해야하는 小說家의
처지에서 보면 20세기 후반을

사는 우리는 세기 초엽의

모더냐스트들

보다도 월등히 다른 문제블 안재 된다。 우리의 시대는 전 시대에 비하얘
윌등허 더 혼돈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전개팩는 현질은 사질상

사질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청도로 깨상천외한 혼돈의 와중에 휩쓸려

들어 가고 있가 때 문이 다。 저 간의 사정 을 Philip Roth 는 그의 글에 서 다
음과 갚이 적고 있다。

A뼈냥

what is 않le moral of the story? Simply this: that the Amer-

ican ￦riter in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his han얘8
fuH in trying to understand , desc뼈be and 뼈len make credible much
of American realityo It stupefies , it sickens , it infuriates , and finally
it is a

kin뼈 。f

embarrassment to one's meager

actuality is continually

outdoi묘 g

our talents ,

an뼈

imagination 。 τhe

the culture tosses

up figures almost da뼈y 뻐 at are the envγ 。f any noveHsL 뼈Tho ， f。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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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 could have invented Charles Van Doren? Roy Cohn and
David Schine? Sherman Adams and Bernard Goldfine? Dwight David
Eisenhower?l)
이와 동시에 당대의 작가듭을 포함하여 20세기 후반읍

사는

우리의

안전에 전개되는 경험에서 사질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가속적으로 모호

해잔다는 사실은 인간의 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과

허구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자신감의 상질은 사실 자체의 신1:11 성의 증대라는 겸
괴플 낳는 동시에 우리의 운명과 유관한 사질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능동적 A로 어떤 변화를 초래케할 수도 없고 통제할
다는 무력 감에 지 배 당하게 만든다. Benjamin DeMott는

능력도 없

이런

상황을

“ that events and iηdividuals are unreα1， αη d thα t power to alter the

course of the age , of my life and yoμ r life , is actually ν ested η0where"2) 라고 ‘표현 하였 다.
이러한 우력강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는 그 흔돈적
궤뚫어 밝혀

보면 그 이면에는 어떤 거대한 벼인간적인

사실의

홍수를

힘이 개재하고

있융지도 모른다는 의구섬， 즉 paran01a 증세를 넣게 된다. 어derman의

다음 묘사는 이 과정을 알기 쉰게 설명하여주고 있다.

The bewilderment expresses itself in a fear that if we

penetrate

the mystery of fact we would find behind it some massive unhuman
force which has rendered us powerless. Either because of us or
despite us , power seems to reside in just such an unknown monstrous
force , and it manifests itself daily through the mystery of
fact.

fabulous

3)

인간이 그의 公的 및 私的 생환에 침입 멤란하는 룹합리와

부조리쉴

저l 어할 수 없을 때 그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초월적 설명이나 의미블 발
1) Philip Roth , “ Writing American Fiction ," in Rcadiηg Myself and Others ,
New York , 1975, p. 120. This arti c1 e originally appeared in Commcηtary ，

March 196 1.
2) Benjamin DeMott ,

“ Looking for Intelligence in Washington ," HeUs and
Bencfits, New York , 1962 , p. 96.
3) Raymond M. Olderman , Beyoηd thc Wastc Laηd， New Haven , 197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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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우연적언 사태 속에 어떤 규착적

으려 할 것이고，

패턴을 찾

나아가서는 그 패턴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떤 악의적

인 陰諸의 존재가 있지 않나룹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생낀다는 말
이다.

(물론 정치

@

사회적 맥락에서도 소위

脫塵業社會的

管理體制가

체계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현실적 및 상상적인 각종 陰讓가

부단히 고발되고 있지만 부조리파의 작가들이 염두에 두는 陰諸란 이보
다도 더 원칙적이고 광뱀하고 펀재적인， 바꿔 말하자면

형이상적 차원

에서의 陰講를 말하는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일단 이런 陰諸

에 관한 疑心暗鬼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장오면 사질상

그런 음모의 존

재 여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게 되고 그런 의심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암과 같이 번성하는 펀칩증으로

변하는 것이다。 “ plot" (소설의

구성이란 뜻)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전문가인

IJ、說家의

(동시에 「陰諸」라는 뜻도 됨)에 대한 의구섬은 각별한

줄거리

경우 “ plot"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부조리 소설과 모더니스트들의 그것과를 비교하여 볼 때
또 하나 두드러진 차이는 부조리파에 속하는 작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科學理論의 원용이다。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이료러 가속화되
거 시 작한 科學技術의 발달에 자극을 받은 영 향이 라고 추측되 지 만 그들
의 부조리적 세계관은 Newto엎的엎 古典科뽕 이후에

전개된

新科學의

諸理論---예 컨대 相對性 原理， 不確寶性의 原理， 권탐 理論， 熱力學에
서의

entropy 理論 등등에 의 하여 학문적 이 고도 과학적 인 보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비관적 현실 인식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과학사상? 특히

그 중에서도 熱에너지의 평형으로 인한 우주의 긍극적 死滅이 예언되는
entropy 的 비견이 그 부조리적 벼전의 메타포어가 된다.

위에 요약된 두개의 특성 9 즉 科學에서 논의되는 힘의 분산소별 원리
를 인간 사회와 역사에 적용하려는 시도와 그런 상황을

배후에서 지배

하는 陰諸의 유무를 의심해 보는 현대 특유의 편칩증적 정세를

단순히

주제로 삼을 뿐 아니라 소재로 삼아 활륭한 작품을 쓴 작가중에서 아마
도 Thomas Pynchon은 가장 대 표적 인 작가 일 것 이 다
活의 노출을 병적으로 꺼리기로 이름난

Pynchon은 私生

작가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傳

記的 사질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가 처녀

장편인

V. (1 963) 콜

발표하기 이전에 다소 알려졌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937년 5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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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New York州의 Glen Cove에서 출생한

그는

Cornell 大學條에서

工學을 전공하는 한편 文學을 부전공오로 이수하였고， (그가 수강한 文
學 과목 중에는 20세가 부조리 소설의 선구자의

하나로

아르헨티나의

Borges 와 쌍벽 을 이 루는 존재 로 알 녁 졌 던 Vladimir Nabokov의

있었음은 흥미있는 사실이디-). 줍엽 후에는 Boeing 항공기

강의 가

제작회사에

서 한 때 社內雜誌、를 편집했었다는 것이어서 이런 경력융 종합하여 보면

우}에서 요약한 두 가지 特質이 그의 작품세계룹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本챔의

목적은

규정하는 릎이 되었음

이런

블을 중심으로 하여

Pynchon의 대 표적 작품들을 분석 하고 그 주째 가 어 떻 게 작품 속에 전재
되 는가릎 예 시 하면서 이 에 대 한 작가로서 의 Pynchon의

반응을 밝혀 보

려는 데에 있다.

Charles B. Harris는 Pynchon의

일 관된

주제 룹

다 4)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조리한 세계관을

“죽음” 아 라고 말한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구

설을 한다는 것은 自明하지만 Pynchon의 경우를 득야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 단지 개체의 사별에 국한되지 않고 社會， 人類， 그리고
서는

宇固的인

영역오로

확산된다는 데에 있다. 물론

Pynchon의 독창은 아니다. 예컨대 宇固的인 死淑의

아것이

나아가
모두

예언은 熱力學 第

2 法則에 의 한 entropy의 증대 로 말미 암은 熱死 (heat-death ， 또는 thermal

death) 이 론이

이미

科學

분야에 서 확립 되 었고，

이

entropic vision을

사회 또는 인류의 歷史에 원용한 비관적인 견해의 기술은 美國의
學者언

歷史

Henry Adams의 The Education of Heη ry Ad，α ms와 기 다의 논

문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Entropy 란 우주내에서 熱이 서서히 평준화되어가는 펀상과 관련아 있
다。 폐쇄된체계(인간，내연기관， 지구， 우주， 특정문화등은모두일단

은 폐쇄된 체계이다) 내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entropy가 증가한다
는 것이 熱力學제 2 法則이 규정하는 것이다. entropy의 증대는 그 체계

를 가장 개연성 있는 상태， 즉 혼돈적 상태에 이르도록 만든다. 다시 말
해서 entropy 는 그 체제내에서의 혼돈과 무질서의 측정 단위이다. Cybernetics의 칭-시 자인 Nobert \tViener의 딴을 뱉 자면 entropy 가 증가함에 따

4) Charles B. Harris , Contemporary Amεrzcaη Novclists
Haven , 197 1,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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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주내 의 페 쇄 체 계 는 “ tend natura l1y to deteriorate and lose their

distinctiveness , to move from the least to the most probable state ,
from a state of organization and
ar뼈

differentia tÎ on in which

distinctions

forms exist , to a state of chaos and sameness"5) 하는 경 향을 띤다

는 것이다. 熱의 평준화 과정은 언제나 高熱體에서 低熱體로의 熱의 얘
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 이동은 不可행性을 지니고 있다.
不可핸性은 곧 時間의 不可週性요로 직켈된다。

그리고 이

제 g 法則얘서의 時聞의

不可챙姓을 Hans Meyerhoff는 다음과 같아 설 맹 한다。
끼fime

may be said to move in the 뼈irection described by the

Second Law of Thermo빼rnamics ， or in the 짧rection of an increase
in entropy. If a없뼈 when 뼈e unïverse shou뼈 ever die of 댐εat-death ，" ".
time would stand still... Whatever the scientifìc or logical sta뼈S of
the Second La댐T of τhermodynamics ， there is a relation of irreversibility given as an immediate datum of experience and uniquely a었뼈
unequivocally defìning the direction of time in huma뾰 표fe. T없 18 is
the irreversïbility of the movement of time

towar뼈 뼈eat없。 6)

時間과 entropy 사이 의 아 런 관계 를 아 해 하면

묘enry Adams의

1:1

1관

적 史觀의 근거가 쉽게 야해된다.
Pynchon의 문학세 계 는 부조리 소설의 일 반적 특성 인 fantasy 와 mul∞

tiplicity

때 문에 째 로는 작품의 줄거 리 를 도저 히 요약활 수 없을 정 도의

복잡성과 다가성을 가지면서도 그 근간을 이루는
품을 일관하고 있는 이

주제는 그의 모든 작

entropic visionúl 라고 말할 수 있다。 entropy 야

론과 유관한 과학자들의 이 름3

예 컨대

Willard Gibbs , Clerk Maxwell ,

Rudolf εlausius ， Ludwig Boltzmann을 위 시 하여 련람 이 론이 나 不確寶
性原理와 유관한

Max 맘lanck 나 ￦ erner Heisenberg의

이 륨이

그의 작

품 도처에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entopy 이폰을 언어를 통한 의사 전
달 과정 에 원 용하 는 communication theory

또는

information theory 가

5) Nobert Wiener , The Human Use 0/ Humαn Beings , Avon Books , 1967,
p. 20.
6) Hans Meyerhoff , Time iη Literαtμre， Berkeley and Los Angeles , 1955 ,
p. 65.

96

美 國 學

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cy bernet Îc s 이론

가인 Wiener에 대 한 Pynchon의 부채 는 뚜렷 하다. 폐 쇄 된 체 계

속에 서

의 ecology의 entropy와 communica tion의 entropy가 Pynchon의

착품을

일관하는 주제이지만 흥미있게도 Pynchon은 이 두가지 형태의

entropy

룹 그의 초기 단편의 하나에서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단편의

제목을 간명하게 “Entropy"7) 라고 이름 붙였다。

단편 “Entropy" 는 워싱턴 D.C. 에 있는

어느

二층 아파트룹

무대로

딴다. 이 아 파트 二층에 살고 있는 54세 의 熱力學徒언 Callisto는 entropy
의 증대 로 말미 암은 “ heat-death" 라는 강박관념 에 사로잡혀

있다. 지 난

3 얼 동안 옥외의 기온이 37 F로 고정된 것을 보고 드디어

熱死現象 01

0

도래한 것오로 판단한 Callisto는 자기 아파트를 밀폐한 溫室로 만들어
서 외부로부터 침엽하려는 entropy 를
그의 아파트를 “ a

저지하려고

노력한다@

말하자면

tiny enclave of regularity in the city ’ s chaos , alien

to the vagaries of the weather , of national politics , of any civil disorder" (279) 로 만들려 는 것 이 다. 그에 게 는 entropy 가 “ an adequate metaphor to apply to certain phenomena in his own world" (283) 로 보이 기
째문이다. entropy 가 氣象現象 같은 자연계의 현상에만

정치 및 사회적 현상에까지 적용된다는 생각은

물론

국한되지

않고

Henry Adams의

사관과 관련되는 것이다. 사질상 Callisto 는 Adams 가 그의 Edμcation에
서 자서전을 쓰면서도 자기 자신을 三A稱으로 호칭한 방식을 차용하여

日誌블 口述시킬 뿐 아니라〔이 수볍은 둬에 그의 장편소설에도
고 있다) Adams의 이픔을 직정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다. 밀폐된

온실 속에서 죽어기-는 새 한 마리블 그의 체온(그의 愛情)으로

반복되
그의

녹여서

소생 시 키 려 하지 만(즉 en tropic dea th 릎 사량의 힘 으로 저 지 하려 하지 만)

끝내 실패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숨펴한다.

Henry Adams , three generations before his own , had stared aghast
at Power; Callisto found himself now in much the same state over
Thermcdynamics , the inner life of that power , realizing like his
predecessor that the Virgin and the dynamo stand as much for love
7) Pynchon , “ Entropy ," Kcnyoη Reνicw ， XXII (Winter , 1960) , pp. 277--92.
Subsequent references to this story appear parenthetically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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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poweri that the two are indeed identica l... (280)
Mont-Saint- Michel과 Chartre로 대 표되 는 13 세 기 의 unity 가 시 간의 흐
름과 더 불어 죄 퇴 하여 20세 기 의 과학과 rnultiplicity 로 전 락하는

과정의 에다포어를 熱力學

역 사적

제二볍칙의 entropy 속에 본 Adarns는 휩然

의 볍칙은 混패이요， 款序란 인간의 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As far as one ventured to interpret actual science , the rnind had
thus far adjusted itself by an infinite series of infinitely deHcate
adjustrnents forced on it by the infinite motion of an infin Ït e chaos
。f

rnotion , dragged at one mornent into the unknowable and unthink-

able , then trying to scrarnble

back within its senses and to bar

the chaos out , but always assirnilating bits of it , until at last , in
1900, a new avalanche of unknown forces had fallen on it , which
required new rnental powers to contro l. If this view was correct , the
rnind could gain nothing by fl. ight or by fight , it rnust rnerge in its
supersensual multiverse , or succumb to it.

8)

Callisto 에 게 있 어 서 entropy 는， Adarns의 경 우와 마찬가지 로， 不可혈
안 동시 에 不可抗力이 며

“ a tendency ... for differentiation to sarneness ,

from ordered individuality to a kind of chaos" (284) 안 것 이 다。 왕년
에는 뼈achiavelli 에 심취했었던 Callist。는 「君主論」에 전거하여

인간사

의 운영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재능이나 우수성 (virtμ) 과 우연적
수 (fortμηα) 의 二大요소로 구분펀다고 믿었었지만
메다포어 속에서 이제 그는 전면적이고 우주적인

熱力學

운

第二볍칙의

파괴적 쇠퇴와 퇴폐

그리고 궁극적언 죽음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 나 Callisto에 관한 얘 기 는 이 단펀의 ~半에 불과하다. 그의 아파
트 아랫 층에 서 는 Meatball Mulligan 이 라는 청 년 이 아파트 전 세 계 약 파기
를 목적으로 연 소란스러운 파아더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파아티는 과

음과 고성방가로 소란스러워 현장에 있는 사란들의 의사소동 (cornrnuni8) Henry Adams , The Education of Henry Adams , ed. by Ernest Samuels 1
Boston , 1973, pp. 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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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이 어려워질 정도이지만 이 파아티 장소블유곽으로 오인한 일군

의 水兵들이 침입하여 언쟁과 격푸가 벨어짐오로써 흔란이 극도에 다다
른다. entropy의 증대는 이 파다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다.

entropy

는 의미 있는(질서 있는) informaton의 교환을 방해하여 흔란으로 전락
하게 만든다，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정보 소통에
사엽에 종사하는
entropy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할을 ;살 아해라고 있다e

보의 entropy 가

직접

kind of leakage.
。f

that , it ’ s a

letter

wor얘

언 급되 고 있 다.

τell

close얘

information theory 에
최근에

을 고백 하는 Saul 야 란 친구와 주인 안

관한 연구
있어서의

아내와 不和관계에 빠졌음

Meatballol 나누는 대 화에 이 정
Saul은 “If it Ís anything , 늄 's a

a girl: ‘ 1 love you.' No trouble with two-thirds
circui t. Just you and she. But that nasty four

in the middle ,

thα t' s

‘

for 。

the one you have to look out

Leakage ‘ All that is noise. Noise screws up your signal , makes for
disorganization in the circui t. (285) 라고
있어서의 entropy의 펀채성을 설명한다。
나

Claude

She.nη0뾰등이 cybernetics와

는 기본적뱉 원리의

하나인

말하여

informa뼈on theory 에

사질상 이것은

information

것이다. 의미았는

Nobert Wiener

theory 에 서 절 명 하려

signal 01

message 라면

leakage 와 noise의 방해 로 초래 되 는 결과는 chaos 나 disorganization 이 다.
熱力學 볍 칙 은 그대 로 communication에 도 적 용되 는 것 이 다。

이 단편은 두개의 결말로 끝난다.

하려다가 체념하고 그 혼돈에

不可抗力의 종말에 “密室”로

“投l쭉”하는

Callist。블 본 그의

대처

애인인

Aubade 는 맨주먹으로 유리강을 깨뜨려 密室을 파괴하여 外部의 혼돈의
침입에 몸을 내맡기는 동안 아랫층에서는 난장판이 된 파아다블 어떻게

든 수습해보려는 Meatball 이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한가지썩 주변의
정돈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다。 entropy 에 대한 상이한 두개
의 反應을 이 단편 속에 서 말견활 수 있 다고

생 각하는 τony Tanner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In that composite image of the pragmatic man actively doing what
he can with the specific scence [i. e. , MeatballJ , and the theorizing
man passively attempting to formulate

the

cosmic process

단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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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stoJ , Pynchon offers us a shorthand picture of the human alternatives of working inside the noisy chaos to mitigate it or standing
outside , constructing patterns to account for i1. Man is just such a
two-storied house of consciousness

o

9)

密室 속에 은거하면서 언간사와 우주의 운행을 일관하는 패턴(정형화된
양식-→plot→음모)을 찾아내려는 형과 혼돈 속에서
정리 극복하려는

실천얀으로서의

얀간형은

다소라도 그 흔돈을

e뾰tropic vision과

더불애

맘y뾰cho뾰의 모든 작품을 관류하는 기 본적 원형 이 된 다는 의 미 에 재 “E뾰·

tropy" 라는 단편은 중요성 을 지 난다。
500퍼1 야 지 에 가까운 뀔rnchon 의 처 녀 장편 얀 V。는 맥 락이

통하는 줄

거리 요약을 불허할 청도로 복잡하지만 한마다로 요약하라면

가속화되

는 쇠되， 붕괴， 파괴， 혼돈? 무질서 g 다시 말해서

entropic 뼈eath 라는

주제블 20세기의 세계사에 적용하려는 야심적맨 시도라고 말할수 있다。

황무지 갚은 「현재」를 무의미하게 방황하는 除隊 水兵인 Benny Profane
이란 미국 청년과， 20세가에 있었던 모든 주요한 국채

분쟁과

대량학살 사건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출몰한 것오로 밝혀지는
여성확 정체를 추적하기에 일생을 보내는

영국인언

음모와

신바로운

Herbert StencH 야

표면척오로는 이 소설의 주인공오로 되어 있오나 진정한 주인공은 그갯
이 무엇이건 간에 V 。와 V 。가 대표하는 일체의 것이다。 소설 V. 를 이해

하는 것은 곧 20세기플 이해하는 것과 칼다。
사랑 대신에 도착되고 남용된 陸애， 의미있고 질서있는 도의

가치관을 상설하고 문란된 가강이， 그리고 이해가 가능하고

악할 수 있는 현실 대신에 기괴하고 기상천외의 허구같은
같이 밀어닥치는 현실 ---이것이 20셰기에서의 개인의

대신에

맥락을 파

사실이 홍수
私生活을 지배

하는 외형이라면， 사회， 정치? 국제관계등 안간의 公生活면에 있어서도

20세가를 점철하는 것은 착취와 도착3 대형 사고 9 핵무기 경쟁 9 대량학
살을 일삼는 세계대전등 모두 인류의 멸종을 향해 치닫고

있는듯이 보

인 다。 Pynchon은 20세 기 세 계 사를 무대 로 아 公과 私의 entropy的언 좌

퇴를 교묘하게 작품 속에 연결시키면서 여것을 第 3 의 영역， 즉 보편적

인 형야상학적 차원오로 유도 말전시킨다.

9) Tony Tanner , City of Words , New York , 1971 ,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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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의 제목인 V. 가 윗인지는 확질치 않다 10)

단서가 귀해서가 아

니라 오히려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遠近法 때문에
이는 도로변의 가로등일 수 있고? 가을 하늘을 니-르는

그리는 형태일 수 있고， 호색가가 탐내는 여체의

A 形으로

후조의

브

무리가

벌어진 두 다리일 수

도 있는가 하면， V 라는 頭文字로 시작되는 A 名， 地名， 國名은 물론이
고

V-1 , V-2 로케트 같은 무기일 수도 있고， 섬지어는 작중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자주 찾는 술칩의 이름 V-Note 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모호성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V. 가 무엇이든 그 편재

성---따라서 예외척 특수가 아닌 철칙성---을 강조함에 기여한다.
V. 가 다루는 직접적인 현재 시간은 1955 년에서 1956 년에

이르는 1 년

의 기간이지만 11) 질지로 이 작품이 커버하는 기간은 Herbert Stencil에

의한 V. 라는 여인의 정체추적으로 말미암아 19세가 말까지 거슬머 올라
간다.

1901 년 출생어기

때문에

가위 20세기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Stencil은 1945년 어느 우연한 기회에 英國 外務省의 情報員으로 있다가
1919 년에 신비스럽게 죽어 간 亡父인 Sidney Stencil 야 남긴 서류철 속에

서 V. 라는 신버스러운 존재에 관한 기록을 발견한 이래로 칩념적인 상

상과 망상과 추리와 현지조사와 면접에 의한 광적인

추적을 시작한다.

(1 945년은 필설을 절하는 잔학상의 극을 노정한 Hitler의 나치즘의 종말
을 고한 해인 동시에 인류 멸종의 가능성을 입증한 原爆이 지상에 투하
되 었 던 해 이 다‘ ) Herbert Stencil은 亡父의 개 인 日 誌 속에 서 “τhere is

more behind and inside V. than any of us had suspected. Not who ,
but what: what is she. God grant that I may never be called upon to
write the answer , either here or in any official repor t." 12) 라는
귀질을 발견했고， 이 글이 그로 하여금

10)

V.

추적의 탐구 걸에 오르게 만

Harris는 이 불확실 성 을 Pynchon의 特技인
리 고 있 다. 적 확하게 는 권 탐理論과

Werner

uncertainty" 를 형 상화하는 수법 으로 V. 의

짧막한

科學理論의 錢用 手法으로 폴
Heisenherg의

모호성 을

“ the principle of

설 명 하려 는

것 이 다.

See , Cha r1 es B. Harris , op. cit. , pp. 79-80.
11)

1956 년은 韓國動亂의 종식을 뒤이어

일어

냥던

Macarthy

선풍(非美活動

색출이라는 펀칩증적 「음모」 색출활동)이 종료되는 해이고， 1956년은 英國
에 의한 수에즈 운하지역 점령。1 있던 헤이다.

12) Thomas Pynchon , V. , A Bantam Book. 1963, p. 43. Subsequent references to the work appear parenthetically in the tex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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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었다. V. 란 무엇인가? 20세기의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는모든 사건들
은 혼돈과 무칠서와 궁극적인 별종을 지향하듯이 보이면서 각기 유리된
우발적 사건 이 아니 라

“ events seem to be ordered in an ominous logic"

(423) 라고 보이며， 사랑과 神話가 소멸한 20세기가
는 파멸의 내 리 막길은 “ the

지향하여 줄다름치

street of the 20th century , at

whose far

end or turning-we hope- is some sense of home or safety. But no
guarantees. A street we are put at the wrong end of , for reasons best
known to the agents who put as there.

If there are agents. But a

street we must walk." (303) 임 것 이 다e 그 종착역 은 前英國陸庫 탐험 대
장이 었던

Hugh Godolphinol 地圖에도 없는 고장인 Vheissu의 탐험에서

확인하였다는 “ a 뼈ream

of annihilation" (1 90) 인 것이 다。

온갖 측면의 entropy 를→ 암시 하듯이 보이 는 V. 의

펀재 성 과

다양성 은

V 。의 정체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불확실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작가가 의도하는 요점인지도 모른다. 즉 20세기의 정체는

확질성이 그 근저에

있다는

Stencil의 득이한 탐색방볍에

뜻인지도
의하여

Stencil은 그가 “ impersonations

모른다는
적지

않게

and dreams" 라고

오히려

다양성과 불

말이다. 이

성향은

조장되고 있다. 즉?
부르는 상장에

의하

여 사질을 보충할 뿐 아냐 라(“around each seed of a dossier [heJ had

developed a nacreous mass of inference , poetic license , forcible dislocation of personality into a past he didn't remember and had no right
￦hich

in , save the right of imaginative anxiety or historical care ,
recognized by no one (5 1)),

그의 추적 태도 역시 단기간에

ls

추적을 끝

내야겠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결정적 해견을 고의로 유예하고 연기하는

(“approach and avoid" (44))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더 복잡하고
모호해지는 것이다a 진질의 본성은 다양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쭈하고 Stencil의 탐색에 의해서 적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

거나 암시된다。 그의 탑색의 춧점은 부친의 일지에 언급됐던 V. 라는 여
인의 정체에 관한 것이 었지만 그 이외의 V. 에 관한 모든 언급은 음으로
양오로 붕괴와 파괴 그리고 사멸과

관련이 있다e 실로 V 。는 entropy 척

언 과정 자체의 상정오로 화하는 것이다。

V. 라는 여인의 일생은 여러가지 가명으로 점철되며 유렴과

아효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모든 국제 분쟁에 끼어들어 중요한 구질을 하는

듯이

1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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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다. 수녀 원을 빠져 나온 18세 의 처 녀 인 V ictoria W ren 이 라는 이 름오
로 1898년에 이집트에 나다난 그녀는 때마침

아프리카

대륙의 식만지

쟁탈로 각축을 벌이던 열깅- 시-이의 긴장이 고조된 Fashoda 사건에 개입
한다。 수명의 英國 첨자들과 사권 그녀는 그중 Goodfellow와 정을 몽하
고， 다른 또 한명 의 캡 자언

Porpen tine을 암살 제 거 하는 음모에 가담한

다. Por압entine의 좌 상은 챔 자로서 는 금물인 인 간적 동정 짐 을 발휘 하였
다는 사질이다. 腦波調整 장치를 體內에 移植하고 다냐는 (그러나까 半
電氣人形과도 같은) 철저 한 첨 자안

Bongo-Shafts bury 는 Por압entine 에 게

“ But someday , 딴。rpentine ， I , or anot없 er ， ￦많 catch

you off

guard.

Loving , hating , even showing some absent-minded sympathy. 1' 11 watch
you. The moment you forget yourself enough to admit another's 짧1manity , see him as a person and not a symbol-then-perhaps-"(69)
라고 위협했던 것이다。 첨자들의 음모의 세계에서는 언간성이란 죄악인
것이다.

이어서 1899냄에 그녀는 Florence에 나타나 고급 매춘부 노릇을 하면

서 간첨활동을 한다。 간캡행위는 그녀에게 있어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적 동기에 기인하는

애국샘이나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펄요로 하는 가술이나 기교 자체의 매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결여될수록 더 매력이

개인적

크다고 그녀는 느낀다.

도덕적

“ ... because she felt

that sk i1l or any virtú was a desirable and 1。γely thing purely for its
own sake; and it became more effective the further divorced it was
from moral intention." (1 82-3)
그녀의 훤lorence 에서의 활약은 아 소설의 plot 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

하다‘ 왜 냐하면 Godolphin의 Vheissu의 ul 밀을 알아낼 뿐 아니 라 그 당
시 Florence에 주재하던 英國의 캡보원인

Sidney Stencil을 유휴하여 그

녀가 임신하는데 이렇게 해서 뒤에 출산한 아이가 V 。의 추적에 뜻을 두
게 되는 묘erbert Stencil 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Vh백ssu 에 관한 제보플 받은 정보원플은

초긴장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태에서

Vheissu7}

Vesuvius 火山과 유관한 것언지 Venezuela와 유관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
하고 우왕좌왕하지만 질상 Venezuela 영사관 부근에서의 폭동시위등 소
란은 그 인근의 미술관에 소장펀 Botticelli의

명화언 “ Birth of Venus"

를 훔치려는 음모륜 위한 양동작전에 불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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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V. 는 1913 년에 Paris 에 나다난다.

연극과 무용을 애호하는 유

한부인으로 등장하는 그녀는 멜레리나를 팔라 동성연애를 한다， 동성연
애는 性의 도착안 동시에 인간의 무생물화의 1갈단으로 해석되어야 할자
도 모른다@

“ As for V. , she recognized-perhaps

aware of

her own

progression toward inanimateness-the fetish of M얹anie and the fetish
of herself to be one." (385) 결국 V 。의 동성연얘의 상대자인
Mélanie l'Heuremaudit는 공연 도중 강에 쩡 려 비 명 에

발러1 라나

횡 사한다@ 그뒤

V 。는 Paris 에 서 종적 을 캄춘다。
여 유고 1919 년에 는 39세 의

Malta 島어1 출현함다。

Veronica

이제는 그녀의

Manganese로

변신한

M 무생물화”도 장당히

그녀 가

진척되었다 e

왜냐하면 義眼을 꼈을 뿐 아니라 빼꼼에 사파야어 보석을 막고 있가 때
문이 다@ 뿐만 아나 략 뺑中海의 輔點얀 짧 alta 틀 무대 로하는 각종의 국제

음모에 깊숙히 관련한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22년에 서남 아프리카외 식만지에서 소요사건야
일어니- 윈。ppl이라는 부호의 져택애서 白人들이 농성하는 사건이 생기는
데，

여기에

Vera Meroving으로 변신한 그녀가 합세한다。

끝으로， 二차대전중 Mal짧가 독일공군의 무제한 폭격에 신음하면서도
항전책던 당시 그녀는 이 섬의 수도언 Valletta어1 男裝을 핸 Bad Priest
로 출현하여

허무주의를 절교한다。 공습오로 도괴된 건물에 치여

압사

한 그녀의 나이는 63세。 장난꾸려가 아야들야 덤벼들어 그녀의 시체를해

체한다。 가말， 의안， 의족， 의치? 보석， 배꼼， 이렇게 많은 무생물체를
자신의 생체내에 축적한 그녀는 마침내 무생물적인 우주와 결함한 것아
다. 야러한 무생물화9 즉 죽음을 향핸 행진을 Pynchon은 decadence 라고
규정 한-다‘Decadence ， 뼈ecadence 。 때That

is it? Only a clear movement

toward death or , preferably , non-humanity.

As [theyJ became more

inanimate , they moved closer to 뼈 e time when like any dead leaf or
fragment of metal they' 뼈 be finally subject to the laws of

physics."

(30 1)
힘.가

상칭하려는

것을

일련의 얘。로

표현할 수 있음은

흥미롭다。

decadence , destruction , 얘isorganization ， de-humanization , de-differentiation , deterioration , death 。 요컨대 이 들은 우주적 규모의 entropy 블 말
하는 것이고， 그 적용범위는 개언의 사생활 영역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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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공생활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oseph "\젠. Slade 는 그의 Pynchon 연구서 에 서

이러한

V. 의

본성 을

다음과 같이 요익:하고 있다.

Whether V. be the eternal feminine of Goethe or the great goddess
of Graves , symptom or cause of the chaos of the twentieth century ,
blighter or ghastly redeemer of the waste land , Western civ i1 ization ,
as pynchon sees it , is caught in a dying falL Randomly dispersed
natural energies , creeping inanimateness , rampant colonia1ism and
racism , expiring ramanticism , perverted sexuality , degenerate politics ,
and holocaustic wars have turned the Western world into a waste
land. Somehow , Herbert Stencil feels , V. explains what has been happening , how “ the avalanche of unknown forces" started , and he traces
her spoor across three continents , a small fÌ gure on an enormous global
landscape chasing what may be a will-o' -the-wisp.13l
1955"'56 년의 미 국의 묘사는 Benny Profane 이 라는 제 대 水兵의

신변

플 중짐으로 진행된다. 정직도 목적도 없이 浮草 모양으로 각처를 유땅
하는 Profane의 주변에는 많은 여언이 모여 그의 사량을 구하지만 그는
사량을 줄 줄 모른다. 그가 함께 어 울리 게 된 \Vhole Sick εrew 라는

61

픔오로 알려진 한 칩단의 생활은 무목적적이고도 퇴폐적이다. 과음? 마
약， 흔음， 싸움등으로 영일이 없는 그들의 생활은
다.

여성이 적극성을 따는 性行寫인

decadence 그 자체이

Heroic love 플 질천에 옮기려고 하

는 엉터리 여류소설가， 남의 性交 장면을 사진찍는

취미를 가진 사관，

쐐까"振의 코괄 成形 수술로 뜯어고칠 뿐 아니라 되도록 많은 무생물질(파
마관， 금속 등)을 생체내에 삼임하여 美플 조작해내려는 성형외과의사，
기 괴 한 착상의 그림 만을 그리 면서 자신을

catatonic expressionist( 짧張在

(:t낀 表現主義춰)라고 호칭하는 화가， 감이 들면 이완되는 피부의 긴장도
매문에 TV 가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관뚝 속에다 스위치룹 장치딴 인간，

이 런 사땀들이 Whole Sick Crew .9l

면 면들이 다.

New York市의 지하 下水游에서 악어괄 사살-하는 직업에
13) Joscph W. Slade , Thomas

Pyη chon ，

종사했던

Warner Paperback , 1974 ,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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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ane은 그 악어들도 죽음을 휘구한다는 사설을 배운다. 그 악어들은

애완용으로 어 린이들이 갖고 높다가 수세석 변소를- 거쳐 하수구에서 먼식
했던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그가 야경직을 얻은 직장은 Anthroresearch
라는 연 구소이 다e

여기서

그는

SHROUD(synthetic human , radiation

output determined) 라는 로보트와 대 화릎 나눈다. 이 런 automata는 완
전한 우생물로 구성된 컴퓨터 인간인데， 이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

플 휘화화하는 물건인동시에 인간의 장래를예언하는것으로제시되었다
고 볼 수 있다. SHROUD를 보고 고물자동차처럼 폐기처분되어야 마 c당
하다고 신랄하게 Profane 이 면박하자 SHROUD는
600萬의 網太A 얘기를 하기에 묘 itler 는 狂人에
Profane에 게

나치스가

생매장한

불과하였다 변명하려는

“ Has it occurred to you there may be no more standards

for crazy or sane , now that it’ s started?" (275) 라고

반문한다。

그 6‘ it"

가 무엇인지플 맡rofane은 이해하지 뭇해 곤혹해하지만 구마의 대도시든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든 도처에서 얼어나는 죽음을 겨냥한 大小의

음모

가 모두 600萬의 학살과 갚온 파괴로 통할 수 있고 그 사이의 연계성이
추적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암시가 함축된다。

Herbert Stencil의 권유로 그와 한께 Malta 島의

Valletta로

여 행 하는

Profane은 때마침 발생한 Suez 위기 때문에 긴장과 혼잡의 와중에

빠진

軍港都市에서 72벨의 버뮤다 반바지릎 사모았다는 것이 자랑언 美國 女
大生과 만난다. Brenda Wigglesworth 라는 이 름의 이 女大生은 Profane
의 경험담을 듣고서 그 파란 많은 반생의 경험에 감단하면서 그 경험으

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겠다고 추측하지만 Profane은 “ No ,… offhand 맙 d

say 1 haven't learned a goddamn thi뾰g" (428) 이 략고 대밥한다- 열마후
두 남녀는 정전 때문에 암흑화된 Valletta의 거리릎 질주하여 지중해 바
다 속으로 투신한다。 14) 타인과의 사이에 어떤 情的인 인간관계플 거부하
면서 r20 세기의 거리」블

yoyo 처럼 무의미하게 방황하고， 세계와 자신의

경험 속에 허무 이외의 아무런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의 m井人의 종말은 이 렇 게 끝난 것 이 다.
“W깨lat

Josephine

전형적인 20세기

Hendin은 Profane을

virgin bore , what holy spirit sired Profane? It took the

14) Brenda Wigglesworth 라는

이 름은 미 국의
Wigglesworth 와관련시 켜 그의 詩作인 “ Day
려는 作家의 의도였을 것이다。

male

淸敎隱代의 詩A 인 Michael
Doom"의 “doom" 을 암시 하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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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emale forces of modern history three generations to produce him.
Profane' s inanimateness is the twice-transformed
beHef in order" 15) 라 고

균정 한 다음，

γersion

of a Victorian

그의 빨代갚

“ This is the generation whose veneration of the qualities of wholeness , durability and progress , whose emphasis on thought as logic ,
as concrete models of experience , surfaced in the works which hover
through Pynchon' s imagination of the period:
tαs，

Ideαs

Husserl's

and Heidegger' s Being

매Tittgensteins Trα ctα

α nd Time.

τhis

is the

generation whose effort to control experience only produced the profanes who will not try to shape anything , who do not look for
meaning in the illusion of meaning but in embracing their historylessness , their replaceable clock-hearts , as values. 16 )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自然의 볍칙인 흔돈속에서 점차 物化하고
로는 사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entropy的

경향은 個體의

된 것이 아니라 질로 우주적인 적용성을 가집을

궁극적으

차원에 국한

Pynchon은

作中에 나

오는 각종 인물과 사건들을 공간적 및 시간적 t으로 연계시킴오로써 함축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형체 있는 것이 파팩되고 생명 있는 것이 별망

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야기 때문에 새로운 착상도 아냐고 Pynchon의
공로가 될 것도 아니 지 만 Pynchon은 그러 한
ness 와 extensiveness 블

제 시 해 주고 있 다.

entropic vision의 intensive-

그의 풍부한 상상력과 문학적 기교륜 동원하여

Sidney Stencil 이 1919년 에 의 문의 죽음을

전에 어느 범션의 션장연 Mehemet 와 나누는 대화는
있 다。

당하기 직

이를 찰 설명하고

“ Both the world and we... began to die from the moment of birth"

(432) 라고 말하는 Mehement 는 우리 기- 살고 있 는 부조려 한 세 계 에 서 는
잔쟁과 참변 따위의 혼란온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Is old

age a disease? ... The body slows do wn , machines wear
‘

15) Josephine Hendin , Vi떠nerable
1.945 , New York , p. 194.
16) Ibid , pp. 195-6.

Pcopl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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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ter and loop , sun and stars gutter and smoke. Why say a disease?"
(433) 라고 반문하는 것 이 다。
그러니까 부초리적 비전의 20세기적인 득장은 아러한
쇠퇴와 파멸의 이면에는 어떤 우주적언

편재하고 있는

규모의 음모가 존채하는

아닌 가 하는 망상의 출현 애 있 다고 Pynchon은 말하고 있 다@

것아

“ Entropy"

의 Callisto도 그러하였지만 가장 대표적인 음모 추적자는 V. 의 Herbert
Stencil 이다。

그 음모의 agent 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얀지는 모르지만 그

막연한 것을 일단 Vo 라고 생각하고 그 V 。의

정제를

밝허가를

펼생의

엽무로 삼고 있는 Sten넓은 불안과 절망과 분노와 우울과 향수의

둬볍

벡 속에새 이 현질이 어떤 음표에 의하여 야뤄지는 것이 아난가-하고 의삼
하는 현대안획 전형엎 것이다。 그래서 New York의 칫과의사얀

짧ge뾰

value 는 Stencil에 관하여 慶醫學的인 견지에서 다음과 갚아 생각한다。
εavities

in the teeth occur for good reason , Eigenγalue reflected.

But even if there are several per tooth , there’ s no conscious organization there against the life of the pulp , no conspiracy. Yet ￦e have
men 1ike Stencil , who m맹 st go about grou생ng the

wor뻐's ran뼈om

caries into ca빼 18. (1 39)
즉 Stencil은 Callisto와 동류의 사람이 며 그 원형 은 물론 Henry Adams
인 것 여 다e 그러 기 에 Stencil은 Callisto 와 마찬자지 로 Adams의

Ed;μcα

tion을 본 따 作中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三人稱으로 호칭하는

것야

다.

인간의 私生活과 公生活을 첨범하여 질서를 깨고 흔돈으로
非理는 언제나 있어 왔먼 것이고 9

몰아넣는

이 非理의 근원이나 출처에 대한 인간

의 빈-응은 크게 보아 두가지일 것이다@

그 하나는 Machiavelli 的인 반

응으로서 ? 그런 非理블 댐發的 事故 또는 運數 소관으로 돌리 는 태 도아
고? 다른 하나는 그 배후에 意識的언 惡뾰의 음모가 개재한다고 의심하

는 태도이다。 前者는 혼돈상의 유래를 단순환 縣序의 결여로 보는 태도
임에 반하여 後者는 惡意있는 agent의

음모의

소치로

보는

것이다。

Norbert Wiener는 이 것 을 각각 Augu8tinian view와 Manichaean view
라고 명명하였다。 17) V。 속에서는 이 두가지

17) See Wiener , opo cito , p. 50.

견해가 각각 Ma1ta의 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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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sto와 Stencil 에 의 하여 대 표되 어 있 다. 그러 나

Wiener도

지 적 하고

있듯이， A ugustinian view는 일관성을 견지하기 힘든 견해로서

언제라

도 Manichaean view로 기 윷어 칠 소지 를 가지 고 있 다. 20세 기 가 경 험 하
는 非理와 참변의 훨的 벚 量的 방대정

앞에서는

Augustinîan view는

그 섣득력을 치속하기 어련다. 그렇기 때문에 Fausto는 accident를 인생
의 주요한 부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방대정으로 딴미암아 언간은 正常
괜피l~쓸 유지하기가 어려울 청도임을 但書로 첨부하는 것이다. “ All the

while only in the process of learning 1i fe ’ s single lesson: that there is
more accident to it than a man can ever

admit to in a lifetime and

stay sane." (300)
Pynchon은 이 A ugustinian view와

Manichaean view와의 또 하 나의

래 조블 Mondaugen의 아프리 카 경 험 을 통해 보여 주고
디오블 들을 때 들리는

참음 뚱에는

있 다. 우리 가 라

sferic(空電雜좁)에 의한 것이 있

는데， 이 공전장음 속에 흑시 어떤 의미있는 메세지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전제 하에 (이 것 은

Manichaean approach의

일 종이 다)

아프리 카의

오지에다 受信所를 젤치하고 그질험조에 종사하였던 독일언 Kurt Mondaugen은

현지 士人들의 봉기로 Foppl의

Siege Party의
\Al eissmann은

일원이

되지만

여기

저택으로

동숙하였던 또 한명의

수신펀 잡음으로부터 모르스기호에 의한

얽어낸다. 이 文字들을 교묘하게 복잡한 암호해독
걷 고1다.

난는

피신하여

것은

Foppl's
독일인인

일련의

방볍으로

文字플

재배열한

“DIEWELτIST ALLESW ASDERF ALLIST" (258) 이

이 것은 물론 “ The

world is all that is the

case" 를

말하는

독일어

이 며 , 이 것 은 Wittgenstein의 Tractαtus Logico-P hilosophicμs의 서 두 문
장이 고，

이 는 다음 문장인 “ The

world is the totality of facts , not of

things." 로 연결됨을 우리는 찰 알고

았다.

Manichaean approach 로 꽁

플여 천착해낸 견과가 「세계에는 아무 비멜도

conclusion 이 라는 것은 매 우

이-이 러 니 칼하지 만

없다」라는

Pynchon은

Augustinian
이어서 이

l\ugustinian view의 취 약성 을 作中에 서 Weissmann 과 Mondaugen의 경
험윤- 통해 설명하고 있다.
忍性的 음-모가 펄시 존재할 깃이 라는 疑心핍파 l的언

proach는 곧 펀칩 증과 직 걷 띈 다.

Manichaean ap-

W i1l iam M. Plater는 편 칩 증을 “ it now
generally refers to a form of psychosis based on a logical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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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that interprets reality in terms of evidence of persecution.
The paranoid believes that someone or some group is out to get him
and sustains this beHef with evidence that to his mind is irrefutable." 18)
라고 설영한 다음

Paranoia serves Pynchon well as a model , or extended metaphor
for a number of reasons , not the least of

which is its decontami-

nated , socially acceptable use as description

of real , imagined , and

unconÍÌrmed conspiracies. 1ts logical structure-the process of re라la없ting
eVl뼈
dence-imp
여lies

a structure f( 호 his own fiction , not unlike a great

scientific theory.

Although the clinical paranoid would organize un-

certainities out of existence , Pynchon bases his use of the
metaphor precisely on uncertainities , ... τhe question of

paranoia
whether a

conspiracy is real or not remains an open one , a matter of interpretation.

Paranoia also offers the advantage of allowing him to work

with a dialectic of good and evil , the 멍ersecuted victim

and

the

enemy conspiracy , withoutobligation to substantiate , defend , or even
explain... It 1S for this reason that paranoia may be the closest
can come to naming any theory that

explains

￦e

Pynchon's fictional

world. 19l
라고 Pynchon의 문학세 계 에 서

Manichaean -parania a pproach 가

정 하는

framework도서 의 중요성 을 지 적 하고 있다，
그러 나

근븐적 인

애 미} 성 은

paranoia는 어 디 까지 나 하나의

여 전히

남는다。

Manichaeanism

또는

a pproach Lf view , 또는 metaphor로 제 시

되고 있지 그 자체가 reality 냐 아니냐는 여전히 「해석」 여하에
제로 남는 것이다. 쟁점은 오히려 이러한 parano1a가

달련 문

20세기인의

정신

conspiracy , Communist conspiracy , Military-1ndustrial complex conspiracy 를 위 시 하여 20
을 압도적 으로 지 배 하고 있 다는 데 에 있 다

Jewish

18) William M. Plater , The Grim Phocnix: Reconstructiηg Thoηzas Pynchon ,
Bl oomington , 1978, p. 188.
19) Ibid. ,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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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인을 괴롭히는 각종의 conspiracy說은 그 자체의
우리의 사고를 좀먹고 있는 것아

현실이다

품을 주로 美國 國務휩

對共i

官更들의

웰碼에

Schulz 敎授가

恐 f꺼j 뾰에

상관없이
V. 라는 작

기 인한

paranoia의

parody로 이해하라는 것도 20) 이런 근거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Pynchon의 작품을 정목하여 보면 그의 부조리 세계는 Bl 관과
절맹-의 암흑 일색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었다，

시-랑과

종교

기- 도착되고， 생을 유의미하게 체계화할 수 있는 가치체제가 상설되고3
다만 되폐와 혼돈과 사멸이 군렴하는 우주적 entropy의 지배하에서나마

그 펄연에 저항하여 표종의 계속성과 긍정과- 질서를 회복하핵 보려는 가
날픈 노력이 있다‘ Wiener 는 음식불야나 지삭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人

間은 이 려한 input 로 말미 암아 염멜헌 의미에새 완전한 closed system 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熱力學 第二볍척이 말하는 entropy 는 부분
적이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인간에 의하여 도전될 수 있다고
다.

“τhere

말하고 있

are local and temporary islands of decreasing entropy in a

world in which the entropy as a whole tends to decrease , and the
existence of these islands enables some of us to assert the existence of
progress." 21) 얘렇게하여 국부적으로 또는 일시적오로 회복되는

질서의

상태 를 Wiener는 “ homeostasis" 22) 라고 부르고 있 다 a
이 러 한 homeostasis 를 향한 노력 은 일찌 기

“Entropy" 에

나오는

Meat-

ball Mulligan 에 서 그 원 형 을 찾을 수 있 다。 Meatball은 자가

아파트에

서의 파아다가 폭음과 싸움오로 인하여 광란의 극에

파이다에

이르자

모종의 질서블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기물을 정돈하고 사-람들을

진정시

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V。에서도 몇몇 인물듭을

예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한층 근본적인 抗 entropy 的 경향을 우리는 바

로 Manichaean paranoia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봄 이것은 進說的이다. 그러나 우주적 entropy의 배후에 어떤 음모

나 패딘이나 플로트룹 찾아내려고 疑心f휩鬼하는 성향은 그 자체가 일종
20) Max F. Schulz , Black Humor Fiction of the Sixties , Athens , Ohio , 1973 ,
pp. 78-9 , Passim.
21) Norbert Wiener , op. cit. , p. 52.
22) See Ibid. , pp. 130-1. Homeostasis 파는 단어 는 V. 에 도 지 준 언급되 는 단
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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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抗 entropy 的인 노력이다.

자족적이고

목가적이고

평화적인 샤회를

지탱하는 神話나 原理가 상설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randomness의
를 강수하가 보다는 惡意的인 음모라도 좋으냐 어떤 패딘이

있음을 확

인하는 쪽이 차라리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가

원리

τan뾰er교수

“As the book shows , human instlnct pulls in the other direction:

toward cabaHsm , or demonism , or

椰ojected

fantasies , and away from

the rarified objective clarities attainable through linguistic analysis ,
People

￦ould

omens at

rather detect an

a표 "23) 라고 말했을 때 ,

‘ omino뼈s

logic'

앉

things than no

그는 바로 애 illu혀없의

필요성 과

그

역할을 지적한 것이다9
V。속의 구체적인 등장안물을 통해서도 함뺑C빼g은 아랴한
정 또는

homeostatic

ten뼈ency 를 예 시 함다e τhe 뼈Thole

에 있는 휘생자들을 사랑과 돈의 힘 ò 로 구출하려고

限定환 긍

Sick Crew

노력하는

딸 Rachel Owlglass , 기구한 숙명오로 멀리 美國에까지

뿜효의

와서 진정한 사

랑을 바칠 상대를 찾아 헤매는 Malta 출신의 여안 Paloa 뼈 aijstral，

ll , 1!L lV의

4단계의 변신을p 거처 緣化 직전에서

기적적요로

1,

연간성을

회 복하는 그녀 의 부친 인 Mal없의 詩太 Faust。 陣 aijstral ， 그리 고

와의 사랑 속에 위태하나마 평화￡러운 상태륜 찾는 黑人 재즈
언

주변

밤aola

음악인

McC1intic Sphere 등은 모두 우주적 entropy 속에 서 의 限定된 긍정 을

보여주는 인물로 부각된다.
地中海上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Malta 블 우대로 전개펀 열강의

국제

음모의 와중에서 일어난 민족주의와 사대주의의 갈등， 그라고 二차대전

기간 동안 나치스의 맹공을 초엄적으로 이겨냈던 Malta의 고동을 봄소
겪오면서 Faust。는

L

많 , 뼈 단계의 변신을 거쳐 점차로 entropic ten뼈·

ency 에 굴꼭하지만 마침내 기적적요로 뀐aust。 뼈로

변신하여

인간성을

회복한다。 그 전기가 무엇인지를 합y때chon은 영백히 밝허지 않지만 Mehe-

met 船長으로 하여금 Malta에 얽힌 神話들， 특히 사량의 敎師였던
Mara의 전설 을 Sidney 용tencil에 게 얘 가 하는 대 목을 소개 한 것 으로 마
루어

‘ the womb of rock" 엎 Malta의 精神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6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훤aus뼈도 그렇지만 Rachel과 McCHntic도 시-랑
23)

Tony Tanner , op. cii. ,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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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달하려는

시도에서 (Rachel은

Profane 을

사랑하고

McClintic는

Fausto의 딸인 Paola콜 사랑한다) 설패하며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데

있어서 사랑의 힘이 발휘할 수 있는 한겨1 룹 1m] 저리게 인식하지만

그들

은 계속 사링-을 주고 동정하고 자제하기달 멈추지 않는다. 애인인 Paola
가 그의 곁을 떼 나 고향인 Malta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할 때
는 “ Love

McClintic

with your mouth shut , help without breaking your ass or

publicizing it: keep cool , but care." (342-3) 라고
but care" 는 부조리적

세계

속에서

인간이

생 각한다。

보일 수 있는

“ Keep cool ,
최선의 抗

entropy 的 태 도인 것 이 다.

Mehement 船長은 언 젠 가 침 몰해 가고 있는 Peri號라는 배 에 서 목격 한
바를 얘기해 준다. 저물어가는 바다에서

한

선원이 침몰해가는 Peri號

의 船얹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옆에다 배를 대고 구출해

주겠노라고 제안했지만 그 선원은 묵묵부담으로 페인트칠을 계속하였다
는 것 이 다.

“ 1 watched

the

fellah

until

it was too dar k: becoming

smaller , inching closer to the sea with every swell but never slackening
his pace. A peasant with all his uptorn roots showing , alone on the
sea at nightfall , painting the side of a sinking ship." (433)
PynchonOl Mehement 를 통하여 제 시 한 “ sinking ship" 장면의 image
의 출처 는 Wiener의

The Human Use 01 Human

Beings 였~'2-] 라는 것

은 추측하기 어 렵 지 않다。 Wiener 는 세 계 가 궁극적 인 entropy 에 의 하여

사별하리라는 예언에 동의하면서도 인간은 최후 순간까지 위염을
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 In a very

real

sense

지켜

we are shipwrecked

passengers on a doomed plane t. Yet even in a shipwreck , human decencies and human values do not necessarily vanish , and we must make
the most of them. We shall go down , but let it be in a manner to
which we may look forward as worthy of our dignity."24) 라고 Wiener
가 말했을 째， 이 대목은 Pynchon의 Peri號의 이미지블 예기케 한다.

Jerry H. Bryant 는 심 지 어 Herbert Stencil의 끝없는 시 지 프스的 탐구
속에 역설적오로 抗 entropy的인 인간적 노력의 한존재양태블 발견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限定된 -긍정을 위한 인간의 노력의 일면이라고 말할

24) Wiener , op.

<<Ï t. ,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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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 도 모른다. 그가 “ But because history cannot reproduce exist-

ence does not mean it is basic to rnan's life... Yet , when history and
explanation are unmixed with existence , it constitutes the death of
rejecting its opposite. At least Stencil , in the end of the novel , is still
open , still pursuing leads."25) 라고 말할 때 , Bl 록 우주의 비 말이 entropy
일

것이라는

멸망을

확인하려는

탐구일망정 그 탐구를

계속하려는

Stencil의 의 지 속에 Bryant는 어 떤 의 미 를 발건하는 것 이 다 a
Pynchon의 단편

“ Entropy" 에 는 두 종류의 entropy , 즉 熱力學에 서 말

하는 entropy 와 information theory에 서 말하는 entropy 가

언급되 어 있

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前者에 力點을 두어 이를 文化 또는

歷史的으

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V。였다면 後者에 力點을 두어 현재의 美國社會를
조명 하려 는 시 도는
女主人公

The Crying of Lo t 49 26 ) 이 다.

Oedipa Maas는 V. 의 Rachel Owlglass 와

마찬가지 로

비록

환각일망정 사랑이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된

다는 것을 믿으려 애쓰지만 그녀는 이점에 관하여 그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우굴거리는 세계에 살고 있다.

전혀

그러나 그녀는 묘er

bert Stencil의 그것과 마찬가지 의 탐구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 는 처 지
에 놓얀다. 사건의 발단은 그녀의 옛 애인이 자 εalifornia 지 방에
한 재 산을 가진 재 벨 기 엽 언 인 Pierce Inverarity가 죽으면 서

거대

그녀 를 자

신의 유산정리인의 한 사람으로 지명한데서부터 비롯된다.
평법한 가정주부였던

Oedipa Maas 가 이 유산정리에

착수하면서부터

기상천외의 사건의 연속의 와중에 휘말리게 되어 그녀 자신이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동칸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美國社會 전

체의 장래 운명에 관한 심각한 비션을 엿본다는 것이 이 작품의 줄거리
이다.

Pierce Inverarity의 거 대 한 재 산을 관리 하던 총본부가 위 치 했던 San
Narcis。에 자동차를 몰고 처 음 당도한 Oedipa는 그 도시 가 풍기 는 기 묘
한 인상에 놀란다. 그 도시 는 “ it was less an identifiable

city

than a

25) Jerry H. Bryant , The Opeη Decision , New York , 1970 , pp. 256-7.
26) Thomas Pynchon The εryiηg of Lot 49 , A Bantam Book , 1966. Subse-

quent references to the work Bppear parenthetically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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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ing of concepts-census tracts , special purpose bond-issue districts ,
shopping nuclei" (1 2) 이며 마치 농장에 자라고 있는 농작물 같이 끝없이
족생하는 가옥들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보고

그녀는 그 모양

이 마치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배선회로 같다고 느끼면서 그 속에

어떤

숨은 뜻이 있을지도

V. 의

모른다고

생각한다。(이런 의마에서 그녀는

Herbert StenciI가 같은 성 향을 가진 사람이 다. ) “τhough she knew even
less about radios than about Southern
outward

압atterns

εalifornia ，

there were to both

a hieroglyphic sense of concealed meaning , of an intent

to communicate. τheεe' 뼈 seeme뼈 뼈8 짚 mit t。 ￦hat the printed circuit
could ha ve tol얘 her (if she had tried to fìnd ou t); so in her first mi없
ute of Sa뾰 Narciso , a revelation also trembled just past the
。f her understanding. (1 3)
여 기 서 관건 이 되 는 귀 철 은 “ intent

thresho뼈

to communicate" 야 다. 무 엇 인 가를

communicate 하려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녀는 그 이후 그
녀의 신변을 중심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하는 사건들과 안물들의

행동으

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미궁 속을 헤매게 되지만 우선 그
말단은 돼verarity의 유산 중에 들어 있는 재산목록 49號안 우표수칩 앨
탬 속에 나다난다。
이 앨뱀에 수캡된 우표는 매우 값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감정을 받아보니까 그것들은 모두 위조품이라는 것이다.
사한 결과 그 우표에는

전문가의

확대경으로 검

muted post horn의 무늬가 투명인쇄 되어 있었

다。 hom post 이란 예전에 우편배달부가 가지고 다니먼 나판옆데 나팔의

입에다 마개를- 박아 소리기 나지 않게 만든 것으로
며?

그 모양은 一σ-<J; ú 1

이것은 16 세가 이래 유럽의 공식 우편제도에 대항하여 사설 우편제

도를 유지해오는 동안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공식

우편제도와의 알

력 때문에 때로는 펴l:ll 린내나는 한투를 벨여야 했、던

지하조직체얻 the

Tristero[團의 섬볼이 었다는 것이 다.

군웅할거 시대 였던 16 세가의 유럽에

서

communication 방도를 장악하는 자가 유렴을 지배할 수 있었기에 공
식 독점권을 가졌먼 τhurn and Taxis Postal System 과 대항한 the
τristero System은 그 뒤 지배세럭의 펌박을 받아 참적하였다가 남북전
쟁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으로 옮아와 미국의 공식 우편제도언
이냐

U.S. Mail

Pony Express 또는 ￦ ells Fargo 會社등괴- 치 열한 암투블

뱉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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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 때 부터 。edipa의 탐구가 시 작되 며 그것은 V。의

Ste뼈cil의

탐구와

다를 바 없다. 그녀가 구경한 연극인 The COU 'i’ ier' s Tragedy에도 τns

tero에 관한 암시 가 나오고 (courier는 물론 message 나

information을 전

달하는 傳令을 말한다。) 우연히 들어간 공중변소의 벽뿐 아닥라 도처에

서 그녀는 이 기호를 발견한다。 동시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야 u.S。 뼈a뼈
아외의 수단으로 통신을

주고받고 있다는 증거를 목격한다. Tristero는

W.A.S 。 τ. E. (댐T e Await Silent τrister。’ g 묘 mpire) 라는 별 칭 을 가지 고

있지만 아 지하우편 제도를 야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체통은 노변
에 세워져 있는

￦ASTE(휴지통)

(Don't Ever Antagonize

r많 e

통이고， 그들픽

Horn)(90) 언

구호는

DEAτ묘

것 이 다。

한펀 Oedipa는 이 지하우펀을 이용하는 사람들야 하나같야 이 사회얘
서 소외되고 핍박받은 불행한 계층임을 알아낸다。 뻐verarity가
는 미국9 산엽자본주의의 철통같은 압제와 비정한 이운추구

지배하

행위의 속

박 밑에서 신음하는 수 많은 군상---표면적인 풍요의 그늘에서 인간쩍
인 사랑이

결핍된

상황속에

획일성이

강요된

남부 California는 곧

en tropic VlS lOn을 실감케 한다。 왕년에 中古車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남
편을 통해 Oe얘 lpa는 이 불우-한 군상을 찰 알고 있었다。

Negro , Mexican , cracker , a parade seven days a week , bringing
the most godawful of trade-ins: motorized , metal extensions of 뻐em~
selves , of their familes and what their whole lives must be like .. 。
뼈side smell백g

hopelessly of children , supermarket booze , two , some-

times three generations of cigarette smokers , or only of dust -and
when the cars were swept out you had to look at the actual

resi뼈뼈g

。f

these lives... a11 the bits an뼈 pieces coated uniformly , like a sala뼈

of

뻐espair ，

멍vastes-→ (4

in a gray dressing of ash , condensed exhaust , dust ,
•

b。뼈$

5)

이 이미지는 둬에 Oedipa가 WAS밤E 동에서 우펀불융 수거해 간 사람을
마행핵여 그의 자취륜 추적? 도디어 어떤 누추한 거처에 기거하는 벙돌

고 숨에 취한 어느 늙은 뱃사람에게 배달되는 장소에서 목격하는
ò 로 。1 어 진 다.

그 늙은 선 원 이 누워 있 는 매 트례 스를

장면

“ stuffe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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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술에 취한 사람에 떨어뜨리는 담배불에 이
매트페스가 불탈 것을 예견하면서 “ So

when

around the sailor , in his Viking funeral: the

this

mattress

flared up

stored , coded

years of

uselessness , early death , self-harrowing , the sure decay of

hope , the

set of all men who had slept on it , whatever their lives had been , would
cease to be , forever , when the mattress burned." (95) 라고 Oedipa의 상
념은 줄달음친다.

이것이야말로 entropy의

푸로세스블

안전에

역럭히

보는 것 이 다. 그래 서 Oedipa는 “ stared

at it in wonder. 1t was as if
she had just discovered the irreversible prccess" (95) 라고 생 각하는

것이 다.

irreversible

process 란 熱力學

第二法則 즉

entropic process

이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數週에 결친 미친듯한 탐구 끝에 。edipa는 1nve-

rarity의 유산은 다름 아난 美國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1 34) ， 한
때는 그렇게도 장래가 희망적이었고 낙관되던 美國이 애찌하여 이 꼴로
전 락하였 나를 반추한다.

“ ... an빼 ho￦ had it ever happened

here , with

the chances once so good for diversity?" (1 36)
Entropic America. 이 경 우에 entropy 는 물리 적 및
뿐 아니 라 communication의 entropy 이 기 도

한 것 이 다.

사회 적 entropy 일
Inverarity 기· 소

유했던 군수공장인 Yoyodine 공장의 기사인 Stanley Koteks의 추천으로
Nefastis 라는 과학자를 만난 。edipa는 Nefastis 가 연구 체 작한

Dernon을 구경 한다. 원 래

Maxwell' s Demon은 Clerk MaxweIl이 제 안했

던 이론상의 기계로 熱力學 第二法則을

영구운동에 의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information

theory 를 가미 한 것 이 다.

전 제 한 Nefastis 는

Maxwell ’ s

거역하여 에너지의

소모 없이

기계였는데， Nefastis 는

여기에

“ Comrnunication Ís the Key" 라고

“ Entropy is... a metaphor. It connects the world of

thermodynamics to the world of information flow. The Machine uses
both." (77) 라고 말한다. Norbert Wiener도 information 과 entropy의 관
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essages are themselves a form of pattern and organization. ln.
deed , it is possible to treat sets of messages as

having an

entropy

like sets of states of the external world. Just as entropy is a meas.
ure of disorganization , the information carried by a set of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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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measure of organization. In fact , it is possible to
information carried by a message as essentially

the

interpret the
negative of its

entropy , and the negative , logarithm of its probability.27l
바꿔 말하자면

information flow의

증대는

밀폐된

system 속에서의

entropy 룹 국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τristero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기- ? 공식적인 통신제도플 전복시키려
는 음모가 획책되고 섣천에 옮겨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음모는 entropy 的 힘으로 작용하여 질서의 파괴와 낭비나 죽음의 증

가로 작용할 것 이 다. 그러 나 이 음모가 Inverarity的인 유산， 즉 산업 자
본주의적인 美國이 처한 “ cul-de-sac" (1 34) 的인 유산과 천별하여 새로운

질서의 대체플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抗

entropy 的인 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것
이 다@ 위 에 서

원 활한

인 용한 때Tiener의

말대 로 良質의

communication을

informa ìÎon flow 는 negative entropy로 작용하여

통한

국지 적 으로는

entropy 가 감소되는 homeostasis 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Bl 록 。edipa의 눈에 띄도록 p 누균가가 고의로 매설한 것들인지는 몰라도
어떻든 수 많은 증거와 탑구적 추적에 의하여 그녀가

알아낸

τristero

의 비밀의 궁극적 의미플 생각하면서 。edipa는 이렇게 궁리한다。

Either you have stumbled indeed... on to a secret richness

and

concealed density of dream; onto a network by which X number of
Americans are truly communicating whilst reserving their lies , recitations of routine , arid betrayals of spiritual poverty , for the official
government delivery system; maybe even onto a real alternative
exitlessness , to the absence of surprise to

life , that harrows

head of every American you know , and you too , sweetie.
are hallucinating it. Or a plot has been

mounted

Or

t。

the
you

against you , so

expensive and elaborate , involving items like the forging 뼈 stamps
and ancient books , constant surveillance of your movements , 빼anting
of post hom images a11 over San Francisco , bribing of librarians。 ‘ ’
27) Wiener ,

0양

cit. ，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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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financed out of the

estate in a way...

so

labyrinthine

that it

must have meaning beyond just a practical joke. (1 28)
。edipa의 고민은 그녀의

경험이

현실인지， 망상인지， paran01a 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practical joke 인지가 최종적으로 「불확질」한 상태

라는 애매성으로 남지만， 어느 경우이건 Tristero의 음모가 하나의 代案
的 가치블 가지리라는 사질에는 변함이

없다@ 왕년의

유럽에서 τh뼈r뾰

ar뼈 τaX1S 가 우편제도플 독겸하여 information flow릎 임의로 착우하였
듯야 美國에서도

U.S.

Ma묘에 의한 「思想」의 독점적

규제가

자행되는

부조려 가 존재 한다띤 τristero의 불온한 음모적 활동은 entropy 에

하는 대안야 될 수 있다。 이것은 Pynchon의

부조리

묘사이1 만 시 종하자 않고 대 안을 모색 하다는 의 미 에 서

소설이

저항

부조리의

유럽 의 absurdist

들과는 달리 「限定된 긍정」을 언제나 염두어l 두는 美國의

부조리 계열

작가의 전통을 이어 받는다. AHred Kazin도 유렵계와 미국계의 부조리
작가들의 자이 블 “ But our American absurdists do explain , for

unlike

the Europeans who invented the term because they have a quarrel with
existence , ours have merely realized the limitations of our own power"28)
라고 규정 하고， 휩rnchonol 시 사하는 대 안

속에

prophecy of our increasing disorientation" 29) 을

“ the enormous social

발견한다.

Pynchon의 부조리 세계에서 한정적일망정 긍청과 계속을 초래케 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바꿔말해서 모더나즘 이래의 부정과 단절을 국
부적으로나마 극복하여 entropy的인 붕괴에 저항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Pynchon은 V.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도 명시적인 제시룹 삼가하
고 있지만 사랑과 종교의 도착을 20 세기적 경험의 주된 흔란의

요소로

예거하고 있는 챔으로 미뤄 사란과 종쿄에 대한 재생적언 믿음과
의 회복 또는 강조기- 그 대안이 될 것으로 암시적오로

신화

제시하고 있다。

τristero의 음모가 곧 그 희망적언 대안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따

라서， 재산목록 49號의 경매 현장에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블
Trister。團의 총수를 긴장펀 섬청으로 기다리고 있는 Oed뼈a의
지배하는 것은 역시 불안과 룡포임에는 틀렴 없다.

28) Alfred KazÌn. Bright Book of Life , Bm.ton , 197 1, p. 280.
29) lbid. , p. 279.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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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iting above all; if not for another set of possibilities to

6

replace those that had conditioned the land to accept any San Narciso among it8 most ten얘er flesh without a reflex , or a cry , then at
least , at the very least , waiting for a symmetry of ch뼈ces to break
down , to go skewoo. For it is now like ￦alking among the matrices
of a great digital computer , the
Behir뼈

z앉oes

an뼈

ones

twine얘 above 。

the hieroglyphic streets there wou뼈 either be a transcendent

meaning , or only the eartho (1 36)
Py뾰￠없。R의 제

3 작언 Grαvity’ sRα inbow 30 ) 역 지 그 기 본적

계사 속에 존재하는 듯야 보이는
성되어 있다.

plot는 세

malign plot(conspiracy) 의 추적으로 구

이런 의미에서는 Xζ 나

The Cryïηg의 주제의

연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언류멸종이라는 음모의 도구이자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철하게도 20세가 과학가술의 파괴력의 상정인 로케
트라는 점 이 다블 뿐이 다。 v 。 나 τristero System과 마찬가지 로

Gravity’ s

Rainbow ò ll 서 는 로케 트가 entropic 뼈eath블 지 향하는 부조리 적

연간 숙

명의 에다포어로 사용되고 혔다는 말이며， Henry Adams가 “ the avalanche of unknown forces" 의 상칭 을 dynam。에 서 말견했던 것과 마친-가
지로 熱核彈頭를 운반하는 대륙간 유도단이 20세기의 새로운 “unknow뾰
forces" 플 상칭 하는 것 야 다。 重力 (gravity) 의 작용 A 로 무지 개 (rainbo￦)
갇은 포물선을 그라는 로케트의 彈道가 이 소설에서는 곧

entropic death

플 상칭딴다。
아마도 Pynchon 은 V。플 집 필할 무렵 에 이 미
상하고 있었던 모양이 다 o

펙→자

Mon얘 augen o 1

Vo 에

나오는

수신한 空電雜즙의

Gravity ’ s Rαtη bow를- 구

F opp l's seige party 대목에서 과
암호블

해독했먼

Weissmann은 Mondaugen 이 정 치 의 식 아 펙 박한 과학지 임 을

“ l' m an engineeζ

목일군

中없

Bl 난하였고 9

you seeo Politics isn't my line:' 이 라고 응탑하는

Mondaugen 어1 게 “ Someday we'll need YOU ,

oo.

for something or other,

P m sureo SpecÏalize뼈 an얘 limite뼈 as yo뼈 are , you fellows will be
valuable:' (V. po 224) 이 라고 말한 적 이 있 었는데 , 둬 에 Gravity' s Raiη30) Thomas Pynchon , Grαvity’ s Raínbow , No Yo 1973. Subsequent references

to the tht appear parenthetically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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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에서 과학자 Mondaugen은 Hit1er의 SS 친위대 大댐로

V-2 로케트

개 발 책 임 자가 된 Weissmann의 휘 하에 서 로케 트 개 발에 종사한다.

어

넨든 前 fF 에 니 왔딘 상-년 수91 잠-칭-인감-갚이 Cravity ’ s Rα inbO'lo에 도

뜸

장한다는 사질은 작가의 주제의 계속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주제란 우주내의 모든 사물이 악의적인 음모에 의하여

연계되어 있

음지도 모른다는 paranoid적인 버천의 제시에 있다. 그 Hl 천은 “ nothing

less than the onset , the leading edge , of the discovery that everything
is cO l1 nected, everything in the Creation , a seondary illumination not
yet blindingly One , but at least connected ... " (703) 라고 묘사펀다。
이 음모꾀 “연계정”을 수렴하는 표상은 2차대전종에 개발펀 V-2에 비

풋하여 전후에도 계속 발전된 초음속로케트이지만， 음모의 주체가펴는
조직 은 “ Them" 또는 “ The Firm" 이 라는 이 름으로 호칭 되 는
대 기 엽 과 정 치체제 의

야함체 이 다.

다국적 거

예 컨래 General Electric , Siemens ,

Shell Standard 石油 또는 Standard 石油와 같은

거 래 기 엽 은 국경 이 나

이데올로기의 구애틀- 받지 않논 초국가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그 휘하에
각국의 군부나 정치가들을 거느림으로써 사질상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

여 우주적인 “통제”를 임의대로 자행하는 조직체들이다‘ 애국심이니 이
데올로기니하는 기치하에 무수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민

그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제하여 이득을 보는 조직은

바로 이들

초국가적 카르텔인 “τhe Firm" 이다. 상엽적 이득 앞에서 그들에겐
방과 적의 구별도 무의미하다.

우

남의 죽음을 바탕으로 이득을 보는 그플

에 겐 전쟁 이 야맏로 가장 바람직 한 상황이 다.

“ The real business of the

war is buying and selling. The murdering and the violence are
self-policing , and can be entrusted to non-professionals... The true
war is a celebration of markets. θrganic markets , carefu l1 y styled
“ black" by the professionals , spring up everywhere (1 05).

이런 의미에

서 는 Gravity ’ s R αfη bow 에 있 어 서 의 음모의 주체 는 V. 나 The Cryiηg의

그것보다도 한층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통시에， 그령기 때문에 Pynchon

òl

이 착품에서 원용하는 지적엔 framework도 Henry Adams의 역사학

적 언 접 근보다는 한층 사회 과핵 적 인 framework플 동원한다.

Max Weber

가 웬용한 용어 인 Gemeiη schaft 와 GeseUschαft 가 그것이 다.
갇 알려 진 바파 잔이 Weber 는 전풍사펴 펀 인 간사회 인

Gemei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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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고 이에

대비되는

근대사회를

기엽과

이익을

위한

연합체인

Gesellschaft 라고 보았다， Weber에 따르면 인간은 “객 관성”과 “합리성”

을 가지고 소외에 대처한다a 객관성은 인생의 의미에 관한 환상윤 제거
하며， 합리성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룹 칭-조한다. 객관성에 의하여 환상
이 제거된 진공상태에서 합리성은 자유로이 세계를 기펙할 수 있다. 그

러나 합리성의 근거가 되는 사고의 규율과 극기적 태도는
에서 인간을 “통제”하는 체제륜

새로운 의미

낳게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만 Weber는 근대 정 신의 규융괴 극기 적 태 도가 근본적 으로
적인 태도였다고 보았음은 그의 유명한 저술인

the Spirit of

Cαpitalism 어1 찰 나타나 있다.

있지

Calvin주의

Protestaη t

Ethics and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전형

적오로 구현된 곳은 美國을 위시한 선진 자본주의국이 라고 그는 보았다@

εalvin주의자들은 자연을 공백 내지는 혼돈으로 보았고?

이 혼돈을 합

리성을 근거로 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기획에 따라 변형하여 체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생겨난 자본주의 체제는 언간을 “통제”하는 새로운
억압채제로 등장한다@ 이 체제는 그 구성원을 物化하고 不可혈， 不可避
的언 과정으로 동질화한다。

이 과정은 사회학적이고

경제학적인

가설

이론이지만， 그 근본적 구조에 있어서， 폐쇄된 체제는 죄퇴하여 entropy
的인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熱力學

第 2 法則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Pynchon이 부조리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개념이 된다.
우주적

entropy 과정 에 도 불구하고 국부적 으로는 entropy7} 감소되 는

anti-entropy~

“ island" 또는 “enclave" 가 존재 할 수 있어

한청 된

進步

가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Weber의 가설에서도 자멸적인

쇠퇴

과정에 저항하여 이를 지연시킬 수 있는 불합리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데 ￦eber는 이것을 charisma 라고 명명하였다。 charisma 는 불합리에

거한 것으로 그 자체가 善할 수도 있고 惡할 수 있는

근

것이지만(예컨대

John F , Kennedy 1--j- Adolf 묘itler는 모두 charisma 적 요소를 지 난 인물이
라고 본 수 있다) 이것은 합리성이 창조한 암제적 체제를 일시적이나마
변형， 보완 또는 회생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Gravity’ s Rαtη bow

에 서 는 V-2 폭탄으로 111 릇된 초음속 포케 트가 바로 이 런 charisma 적 언

후보자로 지목된듯이 보인다。
“。 "it really

작중의 한 인물이 로케트에

언급하면서

did possess a Max Weber charisma" , some joyful-and

deeply irrational-force the State bureaucracy could never routin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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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which it could not prevai l..." (464) 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극단한 二元論인 Manichaean주의에 근거한 Calvin주의는 잔 알려져 있
듯이 인 간을 선택 된 Elite 캡 단과 벼 럼 받은 Preterite 칩 단으로 양분하고
있다. 물론 Caivin주의는 동시에 운명예정설을 주장하여 누가 Elite집단
에 속하고 누가 Preterite칩단에 속히느냐는 비록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
만 최후의 섬판일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펴어 있으나 개신교

와 자본주의 정신의 상호연관하에서 보면 착취계층이

운리

Elit앙;섭단이고 피

착취계층이 Preterite 캡단임은 거의 자명하다고 말할 수

았다

에서는 바로 이 없ite 집단이 “τhem" 또는 “τhe Firm" 으로

Grαν ity

알려진

칩

만이다。

나치스의

ss

천위대에서 로케트 개발의

;~업자가

되어

Blïcero 라는

R쉰號名을 가지게된 Weissmann은 과학자들올 동원하여 2차대전 중 V-2

꼭만을 개발했었으나 가장 도착적인 합리성 체계얀 나치스 철학에 심취
한 그는 천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하여

生과 死의

융합을

가하는

최 훈적 로케 트인 00000 號를 완성 한다。
한편 왕년에 아프리 카에 서 Blicero jW eissmann의 동성 애 상대 역 이 었고

그의 노예였던 Herero族과 러시아인의

흔펠아안 Oburst

Enzian은 the

Sch warzkommar뼈o 라는 이 름으로 알려 진 -團의 아프리 차人으로 구성 된
로케트軍團을 지휘한다 .

의 植民통치의

V. 에서도 이미 아프리카의

제물이 된 歷史는

소개된 바

Herer。族이

있지만

白人들

이런 맥락에서는

묘nZlan 과 그가 언 솔하는 黑人軍團은 Weissmann의

Elite;섭 단에

는 counterforce 인 Preterite칩 단의 저 항을 의 미 한다

Enzian은

대 항하

Preterite

칩단이 가질 수 있는 최후적 로케트인 00001 號블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

하며， 그 가장 중요하고 기밀에 속하는 부품을

구하기 위하여

V-2 폭

단의 불발탄을 찾아내어 드디어 자신의 로케트를완성한다. “ The Firm"

은 Enzian의 토케 트 딴사릎 저 지 하가 위 하여 사력 을 다하며

그 수단으

로 몽원되는 언물 o
이1 Grazν)새까
i

많10
8
야thrπro
맹
p 는 강꿇:軍 창교로 λ
잭:1 2차대전중 London벼폐。에11 서 근무하었라@ 그에게
는 유별난 득낀이 있었다. 그것은 London市中에 떨어지는

V-2 만의 만

착지점을 그가 예측할 수 있는 재능이었다. 기이하게도 그 폭격이 있을
곳에서는 그의 따器가 발기하는 것이다 e

본인도 그 까닭-괄 모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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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차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많othrop는 어렀을 해

하바드大學에서 강

의하던 독일인 과학자인 Laszlo Jamf 교수의 생체질험의 대상여 된 일야
있었는데 그 실험이란 다름 아난 Imipolex G 라는 합성물에 대해 性的안

흥분만응을 보이는 藥物을 처l 내에 주입하는 것이었다e 뒤에
는 독일로

돌아가 그 합성물 연구를

블 위시한 로케트의 주요부품인

Jamf 교수
계속하였고 g 끝내는 그것이 V-2

플라스틱

부품이

되었고，

Slot짧앵7}

V-2 꼭만에 대해 性的언 흥분반응융 보야게 된 원언이 되었다。
용lothrop 자신도 전혀 모료는 사이에 그는

다년간

“ The Firm" 의 총

본산인 선fhe White Visitati。뼈〔그 본부는 청 신 병 원 속에 위 치 하고 있 다)
의 캄시 블 받아오다가 드디 어

the Sch댐rarzkommand。의 00001 로캐 트를

색출하여 그 1괄사블 저지하려는 음모와 대응음모 사야의 갈등의 와중에

휩쓸려게 된다a 그 현장은 the Z。없e 얘라는 야름으로 얄려진 전후의

톡

일 이 며 , the Zone은 西方세 계 를 상칭 하는 은유로 사용된 다。
400 여명에 달하는 동장인물이 800 여면에 달하는 이 소설속에 나와 펼

치는 로케트 탐구의 드라마를 요약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요점 은 Preterite집 단의 기 수인
말 속에 찰 나다나 있다。

Enzian ò 1 Weissmann을 두고

독백 하는

‘'He[WeissmannJ' s gone beyond his pain , his

sin-driven deep into τheir province ，뾰to control , synthesis a뼈
contro l. .‘" (66 1)라고 그가 말할 때， 그는 문제의 핵성을 찌르고 있다. 20
세 기 적 entropy의 핵 심 온 co뾰trol과 synthesis 에 있 다는 말이 다。

“τhem"

에 의한 “통제”와 “합성”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이

Pynchon

은 벤젠의 環狀分子結合形인

그것이다.

Benzene ring을 꿈속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에서 한트를 얻어 밝혀낸

큰 뱀이 자신의

Auguste 표ekule 에 관

한 얘기를 작중에서 언용하고 있지만s 이로부터 비훗된 芳香族化合物에
관한 지식이
져

급기야는 “합성”에 의한

각종 polymer의 생산으로

自然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분자와 물질의 생산，

에 의존하지 않는 인조나 합성야 소왜 “플라스틱

이어

즉 자연의 cy랴e

時代궁극적으로

는 자기파괴적 환상에 근거하여 죠만간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時代--
를 낳는 것이며，

“Them" 은 이것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 체제의

에 세계를 그들의 철통칼은 s‘통제”와 압제하에 묶어두는 것이라6

미명하
이런

의 미 에 서 Pynchon의 착상은 또다시 맴enry Adams의 그것 과 대 통소이 한
것이 된다

Speer Morgan은 “ Pynch。뼈 s

characters search for maH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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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s in the same way that Henry Adams searched hopefully for
structure... It might be said that the Virgin , which Adams saw as the
dynamism of medieval Europe ,... is closely r e1 ated to V. , an elusive
and increasingly inanimate object which performs miraculous feats by
technological control" 이 라고 말하면 서
This is very close to Henry Adam's view: humanity gives itself
up to a source of energy that is no longer alive-the Virgin becomes
the dynamo-and thereby the devotion of humanity becomes an
expenditure towards chaos , the fear of entropy triggered by fetishism
into outright destructiveness. Grαvisy’ s Rα inbow extends and perfects
this idea as the symbol of devotion becomes the most

drqmatic and

characteristic product of twentieth-century technology , the supersonic
rocke t. 31)
라고 지적하고 있다.

“ Them" 이 통제 하는 세 계 이 건 , Preterite counterforce의
이 건， 또

Manichaean

항거 의 세 계

paranoia 가 그리 는 “연계 성 ”의 세 계 아 건， S1othr。p

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anti -paranoia의 무작위성의 세계이건 ， Gravity

가 그리는 세계는 황량의 극에 도달한 세계이다. 과학기술과 멸망의 상
갖] 언 로케 트에 대 한 Slothrop의 性愛는 그 자체 가 인 간의

death wish의
마1 다-포‘어 이 다(“ [SlothropJ is in love , in sexual love , with his , and his
race's , death" (738)). Slothrop 역시 자신의 이러한 튜칠이 함축하는 의
미 를 궁극적 으로 이 해 하지 못하지 만， the White Visita1Ïon의 밀 명 을 받
고 Slothrop의 性的반응을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몇몇

과학자들의

시도

도 궁극적으로는 실패한다. Pavlov流의 자극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블
펀는 Pointsman은 결국

그의 시도에 질패하고

드디어는

광인이 되어

the Zone을- 방황하게 되며， 성기의 말기와 로케트의

단착 사이에 존재

하듯이 보이는 관계를 확륜의

이해하려는 Roger

견지에서 통계적으로

Mexico의 시도 역시 설패하고 그는 중도에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우숲

31) Speer Margon ," Gravity’ s Rainbow: What’ s the Big Idea?," Modern
Fiction Studies , Summer 1977, p. 202.

125
하고 황량한 세계를 그리는 Graν ity는 Pynchon의

v. 나

비 관적 이 고 허 무적 인 작품이 다 .

작품

The Cryiηg 에 서

중에서도

가장

l 중을

상당한

l:l

가지고 제시되 었던 抗entropy 的 힘으로서의 “사랑”도 Gravity 에서는 그

리 두드러진 요소가

아니다。

작중에

나오는 독일

소년인

Ludwig가

“ love can stop it from happening" (556) 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Ursula 라는 이름의 lemming(북근산의 쥐의 일종. 떼지어 야주

하며 충동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성향이 있음)

한 마리를

찾아 다니는

정도가 고작 사랑의 승리를 그리는 예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Pynchon의 Grarity와

블 위시한

기타의

저술과의

Norman
사이의

당. Brown의

공통점을

Life

Agα inst Deαth

연구한

Lawrence C。

찌Tolfley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여기에 그것을 언용소개함으로써

本續블 끌맺으려한다。

그는 Pynchon소설의

내용이 死륜 확인하면서도

Pynchon의 소설 자체 또는 그 style은 生을 구가한다는，

으면서도 충분히 성렴될 수 있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말장난 같으면서도 가설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일견

모순 같

이러한 해석은

왜냐하면 우

주적 멸망을 운위하는 허무산상이 청당한 것이라면 소설은 무엇 때문에
쓰는 것일까 하는 수사학적 절문은 부조리

문학을

강력한 反論이기 때문이다. Wo뼈ey의 이런 해석은
부분적언 응수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소

겨냥하여
이에

제기되는

대한

장황한대료

적어도

Wolfley의

견해블 인용한다。

The tension generated by the final section-between the reader's
expectations for literary endings and the author' s determination to
defeat those expectations-is itself a paradigm of the dialectîcal
imagina tion. τhe choice is between , on the one hand , an artifice
completed , fixed , and therefore dead and , on the other , the pulse of
life; and the synthesis of elements 1S an art form , the novel genre
itself , brought back to life. A similar dialectical tenslon exists in an
absolute sense between style and c。뼈tent in this novel. The content
affirms death ... τhe style affirms life , since the intuitive basis of that
marvelously poetic and spontaneous prose

is the author's own

enactment of what Brown calls “ an erotic sense of reality" (Loνe 냥

美 國 學

126

Body , p. 8 1). τhe nihilism of GR is only apparent; it is actua l1 y
anarchy that Pynchon a퍼rms ， and the medium is the message. The
orgasmic rush

the continual nowness-of Pynchon's present-tense

•

style is a direct transcription of the life instinc t. By joyfully embrac~
ing and celebrating all the death instincts of Western wan in a style
of unmεdiated euphoria , GR dramatizes the perpetual struggle of life
against

dea냥10

The solut뼈n

And thus we
1S

요 ilke's ，

예 saffirm

the supposed pessimism of GR.

as quoted by Brown:

“때Thoever

rightly

understands an얘 celebrates death , at the same time magnifies life"
(Li fe

ι4gαtμ st

Death , p. 108).32)

llf끓c: 이 글은 1979-80 년도 뚫業協同財돼 빠究평支給에 의 하야

완성 된

論값

이다，

32) Lawrence C. Wolfley , “ Reprcssion ’ s Rainbow: The Presence of Norman
O. Brown in Pynchon ’ s Big Novel ," PMLA , Vo l. 92 , No. 5, October

1977, p.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