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llap>-작가의 탄생*

박혜경

1935년에서 37년에 걸쳐 완성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B.na짜iMHP Ha60KoB) 의 <llaP>ll
는 작가의 러시아어로 쓰여진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국어
로 된 가장 훌륭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나보코프의 작가적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리이(L.L.Lee) 는
<재능>을 나보코프의 모국어로 된 소설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했고， 앤드류 필드

(Andrew Field) 는 “그것은 금세기 러시아 문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2) <재능>은 나보코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중
요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 문학과 문화에 대한 상세하고 자
극적인 토론은 우리에게 나보코프가 문학과 문학 비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나보코프의 많은 논쟁적인 문학， 정

치， 사회적 견해들에 대한 설명적인 열쇠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3) <재능>은 러시
아 문학 전통의 재평가이며 복구인 것이다.이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이 영역본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러시아 문학에 관한 이

야기이다. “우리는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한 수많은 러시아 지식인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1952년 완성된 형태로 출판. 이후 〈재능>으로 표기하겠음.
2) L.L. Lee , Vladimir Nabokov(Massachusettes:Twayne Publishers , 1976) , p.80

3) David Rampton , Vladimir Nabokov: A Critical Study of The Novels
(Cambridge: Cambridge Univ.Pr., 1984) , p.64.
4) G.M.Hyde , Vladimir Nabokov:America's Russian Novelist(London:Marion
Boyars , 1977) , p.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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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미국 지식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마법에 걸려

서 우리를 악랄한 장군， 석유왕， 오페라 글라스를 든 야윈 숙녀들로만 알고 있다.)
그 세계는 지금은·가고 없다. 부년， 알다노프， 레미조프는 떠나갔다. 위대한 러시아

시인 블라디슬라프 호다셰비치도 떠나갔으며， 20세기는 아직 그와같은 시인을 만
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늙은 지식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아직 계승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능>의 세계는 나의 대부분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환영의 세계이다.

나는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러시아어로
썼던， 혹은 쓰게 될 마지막 소설이다. 소설의 여주인공은 지나가 아니라 러시아 문
학이다，， 5)

시몬 카를린스키 (Simon Karlinsky) 는 <재능>에 대해 작가가 러시아 문학 전

통에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 지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이 그것의 한 부분인

지를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작가 서문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듯이， 나보코프에게서 ‘재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해 졌다. 그것은 예술가적 재능， 특히 문학가적 재능을 의미

한다.
<재능>이라는 제목은 소설에서 여러 의미를 갖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표
도르의 예술적 재능이다. 어린 시절의 시， 아버지의 전기，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

기를 거쳐 소설이 끝나갈 무렵
신의 재능이 성숙했음을 느낀다.

즉 모든 주제들이 해결되어 갈 무렵 표도르는 자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히 표도르 개인에게만 집

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표도르의 재능이나 감각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러시아 문학도 주제가 되고 있
다. 표도르는 조국의 문학 전통을 존경한다. 그는 스스로를 러시아 문학 전통의 계
승자로 보고 있다 71

그러나 러시아인이면서도 러시아라는 토양을 잃어버린， 조국으로부터 자신의
문학성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된 나보코프에게 있어서 작가로서의 예술적 창조성의
추구는 결국 러시아 문학의 포기를 의미했을 것이다 즉 러시아 문학을 고집한다

5) Vladimir Nabokov, The Gijt, t r. by Michael Scammell (New York:Paragon
Books, 1979), 서 문.
6) David Packman , Vladimir Nabokov:The Structure 01 Literarγ Desire
(Columbia:Univ.of Missouri P r., 1982) , p .1 4
7) D.Barton ]ohnson , Worlds in Regression:Some Novels 01 Vladimir
l\Tabokov (Ann Arbor:Ardis , 1985) ,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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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문학 일반， 예술 일반의 관점에서 보자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

문이다.

<재능> 이후 나타난 영어 소설들은 결국 이라한 과정을 거친 작가 자신

의 문학 발전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보코프가 마지막 러시아어
소설 <재능>에서 자신의 작가적 능력을 길러준 러시아 문학 전통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결국 <재능>은 나보코프가 러시아 작가
로서의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된 예술 창조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나보코프는 영역본 서문에서 이 소설이 결코 자신의 이야기가 아
님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표도르 고두노프-체르드인쩨프 (φ따。p ro.o:앤。B-4epllblH

l.\eB) 가 아니며， 결코 그가 되어본 적도 없다. 나의 아버지는 중앙아시아 탐험가가
아니다. 나는 지나 메르쪼 (3HHa Mepl.\)에게 구애한 적도 없다. 시인 콘체예프 (KOH"4e
eB) 나 다른 작가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도 없다，，8)

그러나 이와 같은 나보코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표도르는 창조자의 대변자이

다.
“서문에서 나보코프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의 반대
가 진실임을 보여준다/’(S.E.Hyman)

“표도르의 문학적 견해들은 분명 나보코프의 것이다."(차를린스키

Karlinsky)
“표도르의

목소리는 거의

완벽하게

나보코프의 목소리와 동일하

다."(파울 러 Fowler)")
구체적으로 이 소설은 표도르라는 한 젊은 러시아 이민작가의 문학적 발전 과
정을 그리는 성장 소설로서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은 표도르가 어린 시

절 쓴 시에 집중되어 있다.2장은 표도르의 문학 발전에서 푸시킨을 향한 파도를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의 탐험여행을 묘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3장에서는 고

골에게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제 중심은 지나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이다 4장은 체

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이다.5장은 앞 장의 모든 주제를 결합하고 있으며， 표도르
가 언젠가 쓰기를 꿈꾸는 책 <재능>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0) 작가 자신이 영역판
서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주제와 구조를 가지
고 있지만， 동시에 표도르가 러시아 문학 전통의 영향 아래 예술적인 재능을 발전

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8) Vladimir Nabokov , 앞의 글， 서 문.
9) David Rampton , 앞의 글， p.70.
10) Vladimir Nabokov , 앞의 글，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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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장들의 연결성은 이와 같은 한 예

술가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내용과 주제에서 뿐만 아니라111 반복되어 사용되는 디테
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데， 특히 이들은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 나선형 구조와 연관되어 주제의 의미를 한층 강화시켜준다. 이와 같은 고리구
조， 즉 각각의 독립적인 나선형 주제 고리를 가진 고리구조는 작품 전체의 구조를
특징 짓는다. (내접 삼각형을 이룬 야샤의 그룹， 체르느이셰프스키 전기의 앞뒤를

장식하는 소네트， 반복되어 나타나는 열죄의 테마등이 그것의 예이다.)121 표도르의
발전 단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디테일은 고리 구조를 이루게 되는
데， 이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을 뜻함과 동시에 나선형의 다음 고리로의 이
동을 나타낸다. 이전의 고리가 없이 다음 고리로의 이동은 있을 수 없지만， 또한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다. 러시아 문학의 전통이라는 바탕이 없이는 작가 표

도르가 탄생하고 발전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외비우스의 띠 131와 같아서 한 번 지
나고 나면 결코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고리 구조는 작품의 전체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

먼저 이 소설의 주제는 에피그라프에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다.

ny6 - nepeBO. P03a - UBeTOK.
QJl eHb -

POCCH.lI

:l<HBOTHOe.
-

Bopo6efl - ßTHua.

Hame OTeqeCTBO. CMepTb HeH36e:l<Ha.(5)14)

참나무는 나무이다. 장미는 꽃이다.
사슴은 짐승이다. 참새는 새이다.
러시아는 우리의 조국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주제에 대한 힌트뿐만 아니라， 그것의 모양까지 전해주는 소설의 진정한
소개문이다. 예술가로서의 나보코프의 모든 주제들， 즉 러시아， 러시아의 것， 러시

아어， 우리들의 필연적인 운명을 포함하고 있음을 미리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15)

11) 나보코프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주요 테마는 예술 자체이며， 그는 창작의 내적
과정을 주제화하고 었다.(D avid Packman , 앞의 글， p.2U
12) D.B.]ohnson , 앞의 글， p.95
13) ]u1i an W.Connolly , Nabokov's Early Fictioκ Patterns of Seif And Other
(Cambridge:Cambridge Univ. Pr. , 1992) , p.218.
14) BJl a;lIi Ml! p Ha6oKoB , f!효요 Co6paH I! e CO'! I! HeHHfi B '!eTMpξX TOMax , TOM 3. (MocKBa:
npaB l1 a, 1990) , p.5./ 이후 본문 인용 텍스트는 각 인용문 끝에 페이지 숫자만을
기록하겠음.

15) L.L. Lee , 앞의 글，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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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꽃， 동물， 새는 자연세계를 의미한다. 인간도 역시 자연세계의 일부이다. 러
시아는 러시아인들의 조국이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듯，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땅
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창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운
명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인이라는 운명은 죽음의 운명 앞에는 굴복하고
만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죽음에 의해서 인간이 자연과， 조국과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죽음이란 물론 인간으로서의 죽음
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나보코프에게서 그것은 러시아 작가로서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소설이 작가의 러시아어로 된 마지막 작품임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작가의 끝이 아니다. 진정 창조적인
작가로서 성숙해 가고 새로운 창조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적인 것은
극복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재능>은 19 세기 러시아 고전 소설의 전통에 아주 가깝기는 하지만16)’
또한 부분적으로는 러시아 고전 소설에 대한 찬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장르

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하다.

소설은 러시아 문학의 전통적인 특정인 ‘정직성’에

대한 조롱으로 시작되고 있다lÎl

(MHOCTpaHHblH KpMTMK 3aMeTMJI KaK-TO , 'HO XOT j\ MHOrMe pOMaH bI, BCe
HeMe~KMe

HanpMMep , HaqMHamTC j\ C DaT bI, TO Jl bKO pyccKMe

CMJIY OpMrMHa Jl bHOH qeCTHOCTM HameH J1MTepaTyp꾀 -

eDMHM~)

aBTOpbl -

B

He DOrOBapMBamT

(5)

(외국의 비평가들은 비록 많은 소설들， 예를 들어 모든 독일의 소

설들은 날짜로 시작을 하지만， 단지 러시아의 작가들만은 - 우리 문
학의

본래적인

정직함의

결과-그들의

일원이

되기를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보코프 자신도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전통을 따르기는 하나 (소설은 “ 192 ... 년

4

월 1 일”로 시작하고 있다.) 작가의 의식 속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
지 않고 다른 나라의 문학 전통과 다르다는 것이 인식되었을 때， 이미 그러한 러

시아의 전통은 진지한 정직함을 잃고， 풍자적인 경향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16) D. B. Johnson , 앞의 글， p.93.
17) D.B.Johnson , 앞의 글， p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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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과정

1 표도르의 시

표도르는 소설 첫 부분에서 자신의 첫 시집을 발간한다. 나보코프는 1 장의 플롯

은 표도르의 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들은 진짜 시이면서 동시
에 패러디화된 시이다. 작가는 전혀 자신이 아닌 인물에게 그의 시를 넘겨 주고，
따라서 그 시를 이중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만든다.

표도트의 시에 대한 토론 역시 진지한 패러디이다. 신문에 실렸다는 ‘서평’은 부
차적이고 농담이고 속임수이다. 표도르가 알렉산드르 야코블레비치 체르느이셰프
스키(AneKcaHnP ~KOBAeBHq 4epJ뼈eBCKHß) 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평이 아니

라 신문의 4월 1 일이라는 날짜를 가리킨다. 실제 서평은 없고 표도르 자신에 의한

서평만이 있을 뿐이다 18l 존재하지도 않는 표도르의 시에 관한 서평이 만우절에 사
람들이 표도르를 상대로 즐기는 오락이라면， 4월 1 일 시작한 이 소설 자체도 거짓
이고 작가가 독자를 상대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1 장은 표도르가 어린 시절 쓴 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이것은 동시에
그가 앞으로 쓰기를 원하는 작품과 글쓰기의 방향 제시이기도 하다. 그가 바라보
는 주위의 모든 사물은 예술 창조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예술가는 마치 거울을 운

반하는 짐꾼과도 같아서 거울에 비친 사물이 짐꾼의 의지대로 움직이듯이， 자연세

계， 인간세계의 모든 대상은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자유로운 의지이다. 물론 그것이 아직은 완벽하
게 예술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인에게 봉사할 것이다.

B
6bITb

3TOM

rrOp~~Ke

pOeHHe

KOHTparryHKT

이
아직

,

pHTMa

eCTb
TyT

CB。다

e lU ë

KOMrr03HUHOHHhlA
He

HaCTaAO

,

H

3aKOH
B

, ...

6Y~YlUeM ，

HO

MO*eT

nOBHHy~Cb

OHH rrOCTerreHHO HaqHyT CXO~HTbC~.(7)

질서에는 자신만의 구성
때가 되지

원칙이

었다

그러나 리듬의 성장은

않은 것같다. 앞으로 그것들은 대위법을 따라 점차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표도르는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자신의 재능이 언젠가는 러시아를 버린 문학

18) L.L. Lee ,

앞의 글，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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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호가들에게서만이라도 인정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시집 전체의 하나의 주제는 ‘어린 시절’이다. 이것은 결국 회상 (Bocn。뻐HaHMe) 이

나 기억의 문제와 연관된다. 수호슈코프의 말대로 “과거는 항상， 특히 예술에 있어

서 우리와 함께 있다

표도르가 어린 시절을 주제로 택한 것은 그것이 모든 회상

들 중에서 가장 초기의 것이고 가장 진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억은 미래
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의 주체를 교육시킨다.

.51

Tb Mhl

Hanp .5l ra lO naM.5I Tb llo noc Jl ellHefl KpaflHOCTM
M

BOCnO Jl b30BaTbC .5I

e강

ypoKaMM

KO

l .jT

06bI BKyCMTb 3TOfl

BCTyn Jl eHMIO

BO

TbMy

6YllYII\YIQ. "(1 2)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억을 긴장시켜서 이 어둠의 맛을 보고，
미래의 어둠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받겠다.
이 말은 결국 과거를 극복한 예술가의 창조성을 추구하는 작가 나보코프가 그

러한 창조성은 필연적으로 과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주인공 표도르를 통
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도르가 시에서 의도했던 것은 어린
시절의 회상을 일반화하는 것이고 (0606뻐Tb BocnOMMHaHM.5I), 자신에게 확실하고 완

벽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만을 시에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표도르가 추구하
는 시는 사회적， 정치적 이념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예술이었다.
그러 나 표도르의 창작물은 CTpaTer M.51 BlloxHOBeHM.5I, TaKTMKa YMa , n JlOTb n033M.5I,
npM3paK np03paQHOfl npo3hl.(10) 로 정의될 수 있다. 영감을 전략으로 하고， 이성을

전술로 삼아 창작을 했을 때， 그것은 시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투명한 산문의 환영이 된다 그에게 있어서 시장르는 예술적 발전과정의 한 단계

이기는 하겠지만， 결코 이것이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예술의 형태는 아니며， 지금
은 환영처럼 투명하게 보이고 있는 산문이 발전된 단계의 예술에서 구체적으로 나

타나게 될 것이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표도르가 아버지의 전기를 쓰려고 했

다는 것이나，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를 쓰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1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표도르 시의 내용이나 형식

상의 창조성， 독창성 등과 같은 우수함이라기 보다는 작가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시의 부족함과 기억의 문제이다.<재능>의 기본적인 의미는 삶에서의 앞선 경험
들을 보유하고 새로이 하는 예술의 잠재성이다. 그런데 시인은 어린 시절에 관한

자신의 시에 삶이 부족하다고 걱정한다. 그는 그것들이 앨범시의 장르를 과연 넘
어설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삶이 없는 것에 삶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표도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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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사명 중의 하나가 휠 것이다 19) 더우기 작가 스스로 자신의 창작물에서 부
족함을 느꼈다는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분을 잃지 않고， 이 시들의 훌륭함을 확신하기 위해 문까지 잠그고 자신의 시
를 읽지만 잃어버린 공에 관한 내용의 첫번째 시를 읽은 후 표도르가 보이는 반응

은 시 에 쓰인 단어 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이 다 ( nOtleMY 뻐e He OtleHb no HyTp
y 3mneT

<Tpene따YlllYJO>?

(11 )

왜 <흔들리는>이라는 형용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 갑자기 고장이 나서
멈추어버린 오르골 인형에 대한 시를 읽고서는 자신의 시도 그처럼 굳어버리지 않

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시에 쓰인

<BaTHajj

띠am<a> (1 8) 라는 말이 요구되는 것을

거의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표도르가 자신의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린 시절 그에게 깊은 인

상을 주었던 사물이나 사건들에 대한 회복된 기억(공감)이 아니라， 성장한 예술가

의 눈에 비쳐진 어색함이나 부족함이다. 시인은 이것을 자신의 기억이 이미 굳어
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탄한다.
BocnOMHHaHHe Jm60 TaeT , Jm60 npHo6peTaeT MepTBblll
B3aMeH

JlHBHμx

npHBH Jl eHHll

HaM OCTaeTCjj

Beep

J10CK

l.\ BeTH bIX

,

TaK

tlT。

OTKpblTOK.

3TOMY He nOMo~eT HHKaK。때 n033Hjj (17)

회상은

녹아버리거나 죽음의

광택을

얻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환영 대신에 채색된 엽서의 부채만이 남겨졌다. 어떤 시도 이것을 돕
지는 못할 것이다.
jj ~e C TpyJlOM co6Hpa lO tlaCTH npom Jloro , ~e 3a6blBa lO COOTHomeHHe
li CBjj3b ellle B naMjjTli 3 JlpaBcTBylOIIlliX npe llM eTOB KOTopble BC Jl e Jl CTBlie
3Toro li o6peKa lO Ha oTMlipaHlie.(18)

나는 이미 과거의 단편들을 모으는 데 힘을 들여야 하고， 아직 기
억

속에서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대상들의

관계나 연결을 잊어가고

있고， 그 결과 나는 쇠퇴할 운명에 처해있다.
표도르의 의식이 발전해 감에 따라 이전에 그를 흥분시켰던 테마들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간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버지와 관련된 시만은 이 시집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비를 다룬 시를 개인

19)

윗 글，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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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면서도， 그것이 아버지 테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성을 절약( 3KOHOMH~ TBOp~eCTBa) 하기
위해서이다. 아버지의 테마는 표도르에게 있어 이 단계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아니
다.

그것은 보다 발전된 예술 창조 영역으로의 상승을 의미하며， 시장르가 아니라

산문장르로 다루어져야 한다 20l

표도르의 시는 외형상으로는 예술가의 기억의 문제， 창조성의 부족 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작가가 주인공에게 창조적 글쓰기를 가르치는 과정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W.Connolly는 <재능>의 서술 양식 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하고 체계적 인 분

석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소설에서 자신의 창조적 작품을 위한 적절한 도
구를 이해하는 주인공의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즉 주인공의 성장 과정은 이야
기 차원에서만 설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화차원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술 양식에서 놀라운 조작이 관찰된다. 소설 전체를 통해서 서술은 내재적인 1 인

칭 시점과 외재적인 3 인칭 시점 사이를 오간다. 서술 도안의 복잡성은 소설 첫 페
이지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1 인칭의 자전적인 목소리는 인물 표도르와 연결된
듯이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1 인칭 화자의 목소리가 인물의 인상을

단순히 반영하는 기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소설 끝에 가변 1 인
칭 목소리는 인물 표도르로부터 떨어져 나가 진행되는 담화의 허구적인 본성의 의

식을 표현한다. 1 인칭 화자는 인물 표도르와 명백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는 하지만 항상 동일하지는 않으며， 둘 사이의 관계는 소설의 중요한 발전 과정에
종속되어 있다. 소설 자체가 예술적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1 인칭 3 인칭 서술 양
식 사이의 관계 역시 발전을 경험한다소설 끝에 가변 표도르 내부의 작가적 성분

은 인물 성분을 부수고 진정한 작가의 지위를 얻는 정도까지 성숙된다. 즉 표도르
의 작가적 요소가 인물적 요소를 뒤에 남겨두고 작가적인 전능함과 통제를 얻는

단계로 상승한다낀
소설의 시작부터 서술 시점으로서의 ‘g’와 ‘。H’의 위치와 구분은 매우 모호하다.

Connolly 의 지적대로 1 인칭 화자가 항상 표도르이고 3 인칭 화자가 항상 작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둘은 계속해서 상대

방을 의식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반응한다.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21) J.w .Connolly , 앞의 글， pp .1 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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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 J10 lK b. ~ 6 h1J1 BCer .lla

paBH。마meH K TeaTpy.

(13)

이것 보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항상 연극에 무관심했
습니다.
이것은 표도르와 그의 누이가 연극을 좋아했다는 화자의 지적에 대한 표도르의

반발이다. 이렇듯 두 개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목소리
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나의 목소리(‘나’로서 지칭되는 화자)가 자신의 시에서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

면， 다른 목소리(‘그’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고
두노프-체르드인쩨프) 자신의 시적 과업을 제대로 해결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 인정한다. 표도르의 시가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하지만， 예술 창
작을 배워가는 입장에 있는 그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 창조를 배워가는 1 인칭 화자와 그를 이끌어 주는

3

인칭 화자 사이의 대화이다. 인물의 경험적 측면이 그의 삶을 회상하는 반면， 인물

의 작가적 측면은 예술적 경향을 연마한다는 코널리의 지적은” 이러한 점에서 타
당하다.
표도르의 시집이 갖는 주제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성격은 구조에 의해 더욱 강
화된다. 시집은 잃어버린 공에 관한 시로 시작해서， 되찾은 공(<0 뼈qe H없.lle뻐。'M>)
에 관한 시로 끝난다. 시의 외형적 구조는 훌륭하고 완벽하다. (
nplUITeH. (27))

BHemHßß B ß.ll KHßrß

시의 소재가 되고 있는 공의 모양도 둥글고 전체 시집의 구조도 둥

근 원의 형상을 하고 있다. 원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구조이다. 그러나 동시에 원

은 닫힌 구조이기도 해서 더이상의 발전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근심이 없고 깨뜨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하

고 괴롭고 주위와는 완전히 분리된 구조이다.ι” 이와 같은 시의 폐쇄성 구조는 표
도르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는 문학적인 성공을 꿈꾸지만 자신이

위대한 시인이 되는 환상의 세계와 그가 뿌리없는 방관자로 살고 있는 공허한 베

를린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 241 어린 시절의 예술성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표도르에게 더이상의 도움은 줄 수 없다. 그는 새로운 방향
을 모색해야 한다.

22)
23)

윗 글，

p.202.

야샤， 루돌프， 올가의 관계를 규정짓는 내접 삼각형의 구조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접 삼각형이란 원 안에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구조의 특
성이 되기도 한다.

24) G.M.Hyde ,

앞의 글，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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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 까는 고통이기는 하지만， 그래

서 그는 독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동시에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5naronap~ Te6~

OTQH3Ha ,

3a 3 Æy~ nanb 6naronap~!
To6o~

nOnH , To6ofi He npH3HaH ,

H cau c co6om rOBOpm.
H B pa3rOBOpe Ka*nofi HOQH
caMa ayma He pa36epeT ,
Moe nb 6e3yMHe 60pMOQeT ,
TBO~ nH MY3bIKa paCTeT ... (52)

조국이여， 그대에게 감사한다，

지독히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감사한다!
그대로 충만해있지만， 그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해，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한다.
매일 밤 대화에서
나의 영흔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의 무분별함은 중얼거리고，
당신의 음악은 자라난다 2.'5)
조국으로부터 지독히 멀리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시인

의 창조력을 길러 주었던 어린 시절을 지낸 조국이 이제는 대화조차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지금은 독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예술가의 창조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처럼 표도르의 사에 집중되어 있는 1 장은 예술가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즉 창조력을 일깨워주고 길러준 어린 시절 러시아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의 시에서는 예술적 창조성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표도

르의 시집에는 창조자의 개성과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다 2til
이와 달리 아버지의 탐험 여행과 푸쉬킨을 다루고 있는 2 장에서는 표도르의 예

술성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다. 젊은 예술가의 예술적 영감의 바탕이 된

푸쉬킨， 즉 문학의 아버지 푸쉬킨과 중앙아시아 탐험가인 그의 아버지， 이들은 인
간으로서의 표도르와 작가로서의 표도르의 근원， 즉 존재의 근원이다

25) 역자 강조
26) ].W.Connolly , 앞의 글，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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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킨을 향한 파도와 아버지의 전기

왜 표도르는 이 장에서 푸쉬킨과 아버지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표도르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표도르는 아버지의 전기를 쓰려고 했지

만， 그것이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 후 푸쉬킨에서 고골에게로 이동하는가?
1 장에서 표도르가 이민 작가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콘
체예프와 러시아 문학사에 대한 상상의 대화를 나누는 장변에서 그는 푸쉬킨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는 우리 문학의 황금 연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하이드

는 푸시킨 예술의 자연성이 표도르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 한다낀)
표도르는 푸쉬킨과 함께 살면서， 단어의 정확함과 그 결합의 절대적인 순수함을
배우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푸쉬킨의 인물들을 보변서-사람들의 동일함
이 아니라， 푸쉬킨의 통찰력을 보면서

언어 정복과 객관성을 향한 마지막 걸음

을 내딛는다. 이것은 표도르가 소설가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주관적인 시인

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한다 281 표도르는 문학적 과업을 준비하기 위해 푸

쉬킨을 읽었을 때， 그의 산문의 투명함과 관찰의 정확함에 감명을 받는다.갱l
많은 비평가들이 표도르에게 있어 푸쉬킨이 차지하는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만，
소설 안에서 푸쉬킨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은아니다.
표도르는 아버지의

전기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 푸쉬킨의 음차 (nymKHHcKHα

KaMepTOH) 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표도르의 기억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시에 거의 관심이 없었지만， 푸쉬킨만은 예외였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의식을 알
고 있는 만큼 아버지는 푸쉬킨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의 존재의 근원이듯 푸
쉬킨은 그의 문학적 존재의 기반이다. 푸쉬킨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피 속에서 합쳐진다. ( nymKHH BXO.lIlVl B ero KpoBb. (88) 푸쉬킨이 그(표도르)의 핏

속으로 들어갔다.) 그에게 있어 푸쉬킨은 문학의 아버지이며， 러시아 문학사와 예
술가의 창조에 있어서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그가 제공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 있

어서의 ‘예술’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인 예술이기 때문이다:-(())

27)

“표도르는 푸시킨과 자연이 같은 것임을 발견한다 푸시킨 예술의 자연성은 러
시아 고유의 재료와 외국의 재료를 함께 묶는 위대한 종합의 달성이었다

(G.M.Hyde , 앞의 글， p.23')
28) L.L. Lee , 앞의 글， p.88
29) David Rampton , 앞의 글， p.92.
30) L.L. Lee. 앞의 글，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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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np03hl nymKHHa OH nepemen K ero *H3HH , TaK qTO BHaqane pHTM
nymKHHcKoro BeKa MemanC 5I C pHTMOM *H3HH o Tlla.(88)
푸쉬킨의 산문으로부터 그는 그(아버지)의 삶으로 넘어갔고， 그래
서 처음에는 푸쉬킨 시대의 리듬이 아버지 삶의 리듬과 합쳐졌다.
이처럼 문학적 아버지인 푸쉬킨의 언어로 아버지의 전기를 서술하는 것， 이것은

러시아 문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확인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음의 의도는 전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점차 방향을 달리한다.

시작은 분명 전형적인 전기의 형태이다. (Mo R OTeu pommc 5I B 1860 ro .ny. (92) 그
러나 그 다음 행적은 16년이나 뛰어넘어 페테르부르그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케임

브리지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서술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전기 서술과는

구별되는 서술자적 태도는 곳곳에서 눈에 뜨인다 311

TaKOBa

O~a5I

cxeMa

없3 뻐

MOero oTUa,

BhlnHC따뻐a5I

H3 3HUHKJIOneL\ffil. (93)

백과 사전에 묘사되고 있는 나의 아버지의 삶의

일반적인 구조가

그러하다.
또한 화자는 전기 작가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당부한 가

족적인 감상주의를 벗어난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
이 가치 평가를 개입시킨다.

써여HTeJlb뼈.

e.llBa Bhlpa3 HMhlR CnOB aMH, qeM-TO

K。띠써CTBeHH뼈

Bonpoc(93)

괴롭고， 말로는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외람된 질문이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으로 전기를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도르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괴로워한다.

na. " 3HalO, qTO TaK He CJle.nyeT nHcaTb - Ha 3THX B03rJlaCaX Brny6b
He ye .ll e.b - HO Noe nepo eme He npHBhlKno CJle .llOBaTb OqepTaHH 5I M
ero o6pa3a(99)
그래， 나는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 너는 깊이 들어가지 못해

이 목소리

하지만 나의 펜은 그의 윤곽을 따라

가는 데 익숙하지 못해.

31) 4 장 체르느이셰프스키 전기에서도 이러한 서술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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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는 서술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홍미로운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전기를 서술하는 1 인칭 화자 이외에 다른 목소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
이다. 자신의 글쓰기로 고통받고 있는 표도르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 표도르가 쓰고 있는 것이 단순히 전기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창작 훈련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장 표도르의 시에서 살펴보
았던 두 목소리간의 관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도르는 아버지의 전기를 쓰기 위해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은다. 어머니의

기억， 아버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책에서 발견한 기억， 그리고 자기 자신
에게 남아 있는 기억들을 모은다. 어린 시절의 시처럼 과거의 기억을 회복함으로

써 창작은 시작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 있던 마르코 폴로의 그림을 기

억해 내는 순간 더이상 객관적인 전기 작가의 서술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마르
코 폴로가 베네치아를 떠나는 그림에 대한 회상은 연상작용을 일으켜 아버지 탐험
대의 준비에 대한 상상으로 이끈다.

Tenepb Boo6pa*am

CHap~*eHße OT~OBCKOrO

KapaBaHa B np*eBanbcKe (105)

지금 프르제발스키로 향하는 아버지 탐험팀의 준비를 상상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아버지의 전기가 아니다.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잃은 전기는 표도
르의 새로운 창작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러한 작가의 상상은 진행되면서 점차 상
상을 뛰어넘어 마치 작가 스스로 여행에 참가한 듯이 그의 눈 앞에 그려지기 시작

한다.

BHxcy 3aTeM, KaK , npe* Ll e qeM
XO JlMaMß ... (1 05)
51.

BT~HYTbCjj

B ropbI , OH

BbeTC~

Me*LlY

나는 그리고 나서，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언덕들 사이를 돌고
있는 것을 본다.

아버지의 여행 장면은 이처럼 51 BH*y의 반복적 사용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표
도르의 상상력은 아버지의 탐험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은 더욱 흥미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은 상상의
단계를 뛰어 넘어 시점의 이동

즉 아버지의 여행으로부터 나의 여행으로 주체가

변화한다.

npOBe Ll jj Bce

J1 eTO

B ropax , Ha. KapaBaH HanpaBH Jl Cjj Ha BocToK(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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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산 속에서 지내면서 우리 탐험텀은 동쪽으로 향했다

이와 같은 self-doubling 의 기법은 바로 푸쉬킨이 EBreH뻐

B AP3PYM BO BpeMæ rroxona 1829 rona

OHerli!!, !:!VTellIeCTBlie

등에서 보여주었던 기볍이다 32)

아버지의 여행을 재창조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여행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아버
지의 형상 위에 자기 자신의 인상을 투사시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는 작가가 다

른 사람의 내적 삶을 완성시킬 때 필요한 ‘분리’라는 비평적 기준을 상실하고 있다.잉)
즉 문학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적 과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는 모든 분리의
원칙을 잃고 자신의 개성을 피창조자에게 전가시켜

그 결과 피 창조자는 완전히

사라지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341
물론 아버지의 전기는 실패했다. 이것은 또다시 구조적 성격에 의해 보다 더 분
명해 진다. 아버지의 전기는 표도르의 시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고리 구조를 이
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코폴로 그림을 회상하며 떠올렸던 아버지의 탐험에 대한

상상， 그리고 자신의 탐험으로의 시점 이동은 마르코폴로에 대한 기억과 함께 끝
이 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리 구조 자체로서는 완벽한 것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의 발전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 의해 쓰여진 책이 자신의 조화로운 꿈과는 얼마나 먼가를 한탄
하는 표도르의 외침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책을 결국 쓰지 못하겠다는 그의 고백
속에서 밝혀지는 것은 표도르의 창조적 무능력이 아니라， 그가 추구해야 할 창조

성은 다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표도르는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아
놓고， 언젠가는 전대미문의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는 그 책이 정말 자신에 의해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며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은 책이 자신의 의

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결국 표도르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내부에서는 새로운 작가적 모습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전기가 갖는 이러한 성격은 표도르와 푸쉬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장 표도르의 시와 비교해 볼 때， 2 장은 예술가의 발전 과정에서

32) M.Greenleaf, "Fathers , Sons and Imposters: Pushkin' s Trace in The Gifγ ，
Slavic Review 53 , no .l (Spring 1994).
Greenleaf 는 이 논문에서 푸쉬킨의 EOPIi C ÍOtIVHOB 의 등장 인불과 <재능>의 등장
인물들의 유사점에 대해 Speak M emory를 근거로 하여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
다.

33) ].W.Connolly ,
34) 윗 글， p.204.

앞의 달，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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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승된 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창작을 벗어나서 산문창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문학의 아버지인 푸쉬킨의 언어를 모방해서 아버지의 전기
를 쓰려 했지만 이것이 결국 작가의 상상으로 끝이 났다는 것， 이것은 작가의 창
작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기가 결국 실패했다는 사
실은 표도르가 푸쉬킨의 영향을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의미가 한층 강화된다. 반강제적으
로 하숙집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과 그 거리가 러시아의 푸쉬킨 거리와 고골 거리

만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이제 표도르가 푸쉬킨의 영향을 벗어나서 고골적인 것

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 히 하는 것 이 다

”

또한 “ Tenepb 띠πemeCTBHe 1<。

HQHJIOCν' (1 31)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실제 여행의 끝， 즉 더이상 이사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예술 창조를 위한 방황이 끝났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3.

지나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

3 장은 푸시킨에서 고골에게로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중심은 지나에

게 바치는 사랑의 시라고 나보코프는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고골에 대한 구체적

인 언급은 없으며한 지나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Lee는 이것을 예술적으로 더욱 공감이 가는 고골로부터 배울 가능성과 타협하
는 것 이 라고 설 명 하고 있다. (L.L.L않， 앞의 글， p.88J
36) 램프턴은 나보코프와 고골의 일반적 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두 작가는 기본적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나보코프가 훨씬 인간적이기 때문
일 것이다. 고골을 nOIDJlOCTb로 읽는 것은 조야함， 저속함， 초라함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다. 나보코프를 같은 주제로 읽는 것은 모든 것에 관해서， 즉 그에 관해서 그리
고 그가 혐오했던 것들의 긴 항목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다 고골은 인간의 불합리
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무자비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인공들이 취하는 길을
따라 여행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피하고자 할 때 그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로 숨
어버린다. 반면 나보코프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조롱했을 때 우리는 그와 그가
경멸하는 대상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느낀다.

35

<재능>에서 묘사되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은 무지한 방관자의 집합으로 나타난다.
고골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무지를 조롱하기는 하지만， 나보코프만큼 날카롭게 그

들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고골은 그를 위대한 작가로 환호하고 그에게 부족한 점을 비평하는 조국 러시아
안에서 활동했으며， 그의 작품은 검열에도 불구하고 출간되었다 그는 ‘우리 러시
아’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나보코프는 할 수 없었다. (David Rampton , 앞
의 글， pp.95-97J

플라디 111 르 나보코프의< II a p >-작가의 탄생

75

따라서 이 장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표도르의 문학 발전 과정에서 고골과 지

나가 차지하는 의미와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3장은 문학에 대해서， 특히 표도르의 문학발전에 대해서 앞의 두 장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그가 아버지와 푸쉬킨의 영향아래
더이상 머물고 있지 않음은 처음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문학에 있어서만은 표도르는 아버지와는 달랐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 스스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였다. 푸쉬킨만을 진정한 시인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에게는 표도르가 추구하는 새로운 러시아 시가 하찮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표도르는 그러한 시에 자신이 끌리고 있음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비난하는 현대시
가 과거의 문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 푸쉬킨의 길고 생명을
주는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새로운 문학이란 과거에 대한 단순한 거부

가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한 과거의 극복이라는 것을， 역사는 나선형의 고리와
같아서 과거로 되돌아 갈 수는 없지만， 과거가 현재의 뿌리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도르가 추구하는 문학 발전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도르의 문학 창작은 사랑의 고통과 함께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한

여인에 대한 고통이 시 창작의 고통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1 인칭 화자 g가 2 인
칭 Tbl에게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HeT , HeT , ,. BOBCe He xO "l y CKa3aTb ,
HJIH

‘HO

ee

CBH.llaHH 5I

"I TO .51

ee

.7II06Hπ

60JIbme Te6.l1,

6 blJI H C"I aCTJIHBee HamHX Be "l epHHX

BCTpe "l C

To6oA ••• (134)

아니， 아니， 나는 그녀를 당신보다 더 사랑했다거나 그녀와의 만남
이 당신과의 저녁 데이트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
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지나임을 추측할 수 있다. 과거의 그녀
와 표도르의 사랑， 현재의 지나와 표도르의 사랑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며 시인
의 사랑과 창작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이로인해 표도르의 창작 발전에서 지
나의 역할이 보다 분명해 지는 것은 물론이다. 과거의 사랑의 고통에서 표도르가

얻었던 것은 사랑의 소리를 가능한 빨리 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험 부족한 희망이
었고， 거칠고 빈약한 단어틀의 모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고통에서 표도

르의 시인으로서의 재능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형적인 시를 탈피하고(표
도르는 더욱 복잡하고 풍부한 구조의 시를 쓰고자 열망했고， 51M6에 대한 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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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향성과 싸우면서 3운각에 끌려들어갔다.) 영감에 의한 시를 쓰고자 했던 표
도르의 열망은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솟아나왔던 것이며， 사랑이 식어버린 후에도
그러한 태도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발전해 간다.

이후 표도르가 다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CmXH>( 어린 시절의 시)에 전
념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다. 이것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지나였다. 표도르
가 자비로 출간한 500부중 51 부만이 팔렸는데， 그 중의 하나를 지나가 구입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나중에 밝혀졌다.) 지나는 이때부터 이미 그의 시적

재능을 인정하고 있었다. 표도르가 시에서 아직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만， 언제간은 대단한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표도르는 이처럼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주는 지나를 만나기 위해 소설의 반을

이끌어 간다 :m 그녀는 화가 레미조프에 의해 1 장에서 아무런 중요성이 부여되지
않은 채 언급되고， 이후 몇 번 그녀의 이름은 우연히 반복되는 데， 이는 독자들을

계속해서 경계 상태에 두려는 것이다.쟁) 지나는 표도르가 이사해간 러시아 이민자
의 딸로서 마침내 소설에 등장하게 된다. 소설의 두 여주인공 중 러시아 문학은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지나 메르쪼는 이제서야 정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

나는 표도르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의 청중이고 영감이며 예술가로서의 그의 성
장의 일부이다. 그녀는 표도르에게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를 쓰도록 격려하고，
표도르를 자극해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이전의 그의 시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쓰게
하는 것이다 39)

이러한 지나의 역할은 그녀의 이름의 의미에서 보다 분명해친다.

KaK 3BaTb Te651? TbI 110.ny-MHeM03HHa , 110.ny-Mep l.\ aHHe B HMeHH TBoeM (1 40)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당신의

이름 속에서 당선은 반은 므

네모지네이고 반은 깜박거림이다.

므네모지네는 기억의 여신이자

제우스와의 사이에 낳은 뮤즈들의 어머니이다.

지나라는 이름은 므네모지네의 뒷부분이며

본명 지나이다는 그 자체로서 제우스

의 딸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나가 반은 므네모지네이고 동시에 제우스의 딸이라면

그녀는 뮤즈 중의 한 명임에 틀림없다. 결국 그녀는 표도므 시의 뮤즈이다 10l
37)
38)
39)
40)

L.L. Lee , 앞의 글， p.83
윗글， p.87.

윗글， p.90.
j. W.Connolly , 앞의 글， p.204. , D. B. ]ohnson , 앞의 글， p.98. , CarJ R. Proffer , A
Book 01 Things about Vladimir Nabokov (Ann Arbor : Ardis , 1974) , 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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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어둠 속에서 갑자기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그녀는 표도르를 완벽하게 이해
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쉬갈료프(지나의 의붓 아버지)의 집에서 지나를

처음 만난 것이지만，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 낯설지 않다.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
에게도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주는 것이 불가능한 그가 사랑도 도달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부드러움， 열정， 연민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그녀에 의해서이다 표도르
는 그녀에게만은 자신의 책에 대해 말하고 싶어한다.

71

TOJIbKO

CTHXH

,

XOTeJI

BaM HaC "I eT MOeH

TO eCTb He BCe nJIOXO

,

KHH :I< KH:

3TO

He

TO

,

3TO

nJIOXHe

HO B 06 w. eM.(162)

나는 당신에게만은 나의 책에 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좋

지 않은 시들입니다. 아니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좋지 않
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다른 길을 걸어왔고，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그들이
만남의 장소로 올 때 항상 서로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 그리 고 어려서부터

표도르는 주로 선을 그렸지만 지나는 끝이 없는 담을 그리기 싫어했다고 하는 것
이 그 예가 될 것이다J ， 이제 표도르의 창작발전에 있어서 지나는 절대적인 존재
가 된다 표도트가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를 쓰게 되는 것도 지나의 권유에 의

해서 였다. 지나는 표도르가 글을 쓰지 않는 것을 안타까와 한다.

MHe
TbICSI "I a

:l< aJIKO

,

"I TO

TbI

TaK

nJIaHOB llJI SI Te6SI.

71

H

He

HanHCaJI

cBoeA

ICHHrH.

Ax

y

MeHSI

TaK SICHO "I yBCTBylO, "I TO TbI KOr Jl a-HH6YJl b

pa3MaXHeWbC .5I. HanHWH "I TO-HH6Y Jl b

OrpOMHOe

,

"I T06 BCe aXHyJIH.

(1 74)

나는 당신이 결코 당신 자신의 책을 쓰지 않는 것이 유감스러워요.
아， 나에게는 당신을 위한 수많은 계획이

있는데. 당선이

언젠가는

활약을 시작할 거라고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
한 뭔가 대단한 것을 쓰세요.
지나는 지금까지의 표도르의 문학 창작은 모두 그의 것이 아니었음을， 단지 진

정한 예술 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

가 표도르를 위해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의 활약을 믿는다기
보다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존슨의 분석대로 뮤즈의 역할이다. 결

국 표도르의 문학 발전에 있어서 지나는 창조의 샘이다 111 지나는 표도르를 위해

41) 존슨은 이라한 지나의 측면을 표도르가 그녀에게 바치는 시 중에서 열쇠 (KJJ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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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던 수많은 계획 중에서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를 쓰도록 충고한다 42)
이에대해 표도르는 농담조로 대답한다.

71 Harmmy - CKa3aJI B .YTI(Y

φenop

KOHCTaHTHHOBHq -

6HOrpaφ에O

니 epHb뻐 eBCKoro. (l 74)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를 쓰겠습니다

라고 표도르 콘스탄티노

비치가 농담조로 말했다.
알렉산드르 야코블레비치가 자신의 조상인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를 써달라

고 부탁했을 때는 거절했던 것을 지나의 한 마디 말에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사실
로 지나가 그에게 얼마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이상 언급할 필
요가 없다. 오히려 위 인용문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표도르의 대답이 농담조
였다는 사실이다. 이말은 결국 표도르가 쓰는 체르느이셰프스키 전기의 성격을 규

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인해 표도르는 고골과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43)

나보코프가 3장은 푸쉬킨에서 고골에게로의 이동이라고 설명했던 원인

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진지함이 결여된 체르느이셰르스키의 전기는 문학
발전을 추구하는 표도르가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표도르의 뮤즈인 지

나의 권유로 고골식의 어법으로 쓰여진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 이것은 과녁을
맞추기 위 한 사격 연습 ( Ynp없ieHHe B CTpeJIb6e) 즉 그가 진실로 추구하는 문학에

도달하기 위한 연습과정이다. 따라서 진지함과 외적인 진실성이 결여된 이 전기가
완성되었을 때， “ra3eTa" 誌의 편집장은 이를 거부하지만， 지나에게서만은 인정받
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3 장은 표도르에게 있어서 한층 발전된 창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것은 고골과 지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q)

모티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열쇠를 뜻하는 러시아어

I< JIIOq

는 동시에 샘물을 의미한다. 뮤즈들은 전통적으로 산의 샘물과 관련되어 있으
며， 특히 파르나소스 산에 사는 9 명의 뮤즈들은 예술적인 영감의 샘인 카스탈
리안 샘의 보호자이다. 결국 지나는 표도르의 뮤즈이기 때문에 그의 영감의 샘
의 보호자인 셈이다. (D.B.]ohnson , 앞의 글， pp.98-99)
42) Lee 는 지나와 알렉산드르 체르느이셰프스키 집안이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
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한다.예술은 삶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란 것이
다 .(9 1)

43) Hyde는 <재능>에서 나타나는 고골적인 웃음의 요소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
다 .(G.M.Hyde， 암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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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르느이셰프스키 전기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는 표도르의

전환점이다. 이것은 표도르가 창조적인

의식과 문학 이해의 주체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점차 정복해가고 있음을 보여준

다. 여전히 미성숙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완성된 텍스트는 표도르의 내부에서
상당한 정도 예술적 성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44)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를 다룬 4장은 책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민 저널

“ COBpeMeHHhle 3anHCKH'’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했다. 전기에서 작가가 현대의 급진주
의자，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의 영웅인 체르느이셰프스키를찌 다루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며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 표도르가 묘사하고

있는 체르느이셰프스키는 종합， 애착의 힘，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하지만， 붕괴， 고
독， 소외만이 준비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는 모든 것에서 정당함， 명료함을 설교하
지만， 자신은 바보， 미치광이， 무분별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할 운명이다.
또한 그에게는 문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도의 표현성에는 도달하기가 어렵다.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지만 근시안적이기 때문
에 생생하고 독특하며 필요한 비교를 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그의 예술에

대한 관계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에게 있어서는 삶이 회화보다 소중했으며， 따라

서 현재의 삶에 대한 솔직한 묘사，

시민들의 고통，

마음에서 우러난 시를 선호했

다. 이러한 성향을 갖는 체르느이셰프스키는 고골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n。

mJlOCTb로 정의 내릴 수 있는 하찮은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HHKO Jl aH raBpHJlOBHq

J1 eTe Jl npoBOpHb~

aJIJIWpoM 6enHHX rOrO Jl eBCkHX

repoeB.(201)

니콜라이 가브릴로비치는 불쌍한 고골 주인공틀처럼 빠른 걸음으
로 나는듯이 걸어갔다.
그렇다면 왜 표도르는 굳이 이처럼 논쟁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체르느
이셰프스키를 선택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 물론 외면적인 동기는 후

손 체르느이셰프스키의 부탁과 지나의 격려에 의해서 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와 표도르 사이의 문학관， 예술관의 차이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표도르에

44) JW.Connolly , 앞의 글， p.205.
45) L.L. Lee , 앞의 글， p.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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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느이셰프스키는 거의 적이었다. 순수예술을 지

향하는 표도르(작가 나보코프도 마찬가지이지만)와는 달리 공리주의자인 체르느

이셰프스키는 예술의 절대적인 기능은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

그에게

예술은 유용한

것이지

자치적인

것이

아니었다.

예술은 실제

(reality) 에 대한 어느정도의 적절한 모방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상 그것이 표현하
는 실제보다 하위이다라는 것이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생각이었다t161 나보코프는 이
처럼 자신과는 반대되는 예술적 성향을 가진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를 통해 러
시아 비평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의 이론적 부족을 드러내기

를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471 그렇기 때문에 체르느이셰프스키의 개인적인 삶은 전
혀 표도르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리이는 전기가 체르느이셰프스키의 본래의 삶과

빈틈없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48) 램프턴은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실제 삶과

전기가 차이가 나고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증명한다t1!1l 반면 코널리는 이
러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 체르느이셰프스
키의 전기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초상의 정확성이나 그럴듯
함에 대한 논쟁은 거의 핀트가 어긋난 것이며， 표도르가 말한대로 그의 목적은 ‘사

격연습’이다.라는 것이다. 표도르가 체르느이셰프스키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현
저한 특성은 그가 역사적 인물을 문학적 인물로 변형시킨 방법이다. 표도르는 인

간 체르느이셰프스키를 인물 체르느이셰프스키로 변형시키는 데 진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었다. 이러한 변형은 예술 작품이 삶의 하위라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에

대한 아이러닉한 복수이다. 사실은 테마가 되고 다른 역사적 인물들은 새로운 등

장인물이 되고 있다 :ill 또한 체르느이셰프스키는 문학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문학
사적 인물이다. 그의 예술관은 도브롤류보프， 피사레프에게로 이어진다. 따라서 체
르느이셰프스키는 체르느이셰프스키들이 되고， 나보코프가 그를 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 성격， 외모， 교육，

일， 결혼， 아이들， 유형， 죽음 등， 전기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작가의 의도아래 축소되고 생략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되기조차 한다. 표도르는 그의 미학적 디자인에 맞지 않는 디테일들

46)
47)
48)
49)
50)

윗글， p.9 1.
J, W.Connolly , 앞의 글， p.206.
L.L. Lee , 앞의 글， p.9 1.
David Rampton , 앞의 글， pp.64-82.
J, W.Connolly , 앞의 글， p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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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한다 Jll 작가는 당대의 문제에 열정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비평가， 문학이 당
대의 문제에 대한 논평인 한에만 관심을 가지는 비평가들은 진정한 예술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고， 그를 위해 체르느이셰프스키
나 다른 급진적 비평가들의 과도하게 비실체적인 문학 평가에 집중했다. 그가 하

나의 예를 든 것은 모든 급진적 비평가들은 페트와 같은 순수 예술가를 혐오했다
는 사실이다. 그러나 체르느이셰프스키는 실제로 네크라소프에게 보내는 펀지에서
뮤즈의 요구에 복종하는 페트와 같은 시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표
도르는 체르느이셰프스키를 다른 급진적 비평가들과 한 그룹 속에 포함시키고 있

지만， 그러나 푸쉬킨에 대해서 체르느이셰프스키와 피사레프는 분명 달랐다. 체르
느이셰프스키는 결코 그의 시를 쓰레기 같고 화려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푸쉬킨은 러시아 문학의 주춧돌이었다. “푸쉬킨의 천재성은 너무나 위대하

고 뛰어나서 그의 작품의 놀라운 예술적 미에 넋을 잃지 않을 수 없다고 체르느
이셰프스키는 말하고 있다. 반면 피사레프는 푸쉬킨의 시가 순수하게 상상적이며，
그것은 미학적 가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러시아의 실제 삶에 대
한 그것의 관련성은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고 믿었다. 체르느이셰프스키는 푸쉬킨

이 바이런과는 전혀 다르고 바로 이 점에 그의 위대성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주
장한다. 즉 체르느이셰프스키는 표도르가 의미했던 바와 같은 방식으로 푸쉬킨을

버리지는 않았다 실제에 있어서 체르느이셰프스키는 정직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52)
그렇다면 왜 표도르가 비난하고 있는 푸쉬킨에 대한 체르느이셰프스키의 말과

체르느이셰프스키가 실제 푸쉬킨에 대해 쓴 것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
에 대해 Maurice Couturier는 다음과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체르느이셰프스키

의 천기와 초상화는 무엿보다도 글쓰기 연습이다. 표도르는 자신의 글쓰기가 인물
을 침묵시키고 책이라는 무대에서 그를 대신할 만큼 강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

하기를 갈망했다. 나보코프에게 있어서 소설가는 역사가가 아니라 글쓰기라는 직
업을 가진 학식있는 사람이었다，， :j.1)

따라서 4장은 진지하게 쓰여진 전기로서가 아니라 표도트의 예술 창작으로， 새
로운 문학 연습으로 읽혀져야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보다 발전된 화자 서술 양

5 1)

표도르는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어린 시절 12 년 간을 짧은 두 단락으로 처리하

고 있다. 여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체르느이셰프스키는 책을 읽는 것으로 묘사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자기가 본 것에 흥분하
고 있으며 그것을 묘사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 avid

52)

Rampton , 앞의
윗글， pp.71-78

53)

윗 글， p‘ 78‘

글，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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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재능>에는 3 개의 전기가 소개되고 있다. 야샤 체르느이셰프스키 ( 7InI a 4epHbIHIIIeBCKIiH) 의 전기와 표도르 아버지의 전기， 그리고 19 세기 러시아 급진주의 비평
가 니콜라이 가브릴로비치 체르느이셰프스키 (H따。JIaH raBpliJIOB때 니epHbIHIIIeBCKIi

η) 의 전기가 그것이다. 이 3편의 전기는 시기적으로 표도르의 문학 발전 단계와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서술 양식의 변화에서 이것은 분명히 관찰된다.

야샤의 전기는 표도르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어쨌든 그에 의해 이야기되어진다.
야샤는 표도르와 비슷한 나이였고， 그와 마찬가지로 시를 썼다. 그러나 시인으로

서의 그는 매우 교활했고 실제 창작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로 그러저럭 살아갈
뿐이었다. 그는 러시아 문학 작품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처

럼 표도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샤의 창작은 결코 창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진부한 시대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야샤가 죽음으로 그 해결점을 찾는 사랑
의 고통도 표도르에게는 진부한 삼각관계에 불과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

서 레년， 푸치니， 프랑스， 어빙， 벨로리가 죽었는데， 그 사이에서 야샤의 죽음이 갖
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때문에 야샤에 대해 표도르는 풍자적인 태도를 취한다.
야샤 이야기 끝에 덧붙여진 베를린의 일화(행복한 소풍객들이 장난삼아 경찰에게
총을 쏘다가 3 살짜리 소년을 죽이는 내용)는 가족들의 슬픔과는 관계없이 야샤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부분에서 서술은 1 인칭 화자(표도르)에 의해 전개된다. 소설 시작에서 끊임
없이 교체하던 두 개의 목소리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은 하나의 목소리가 된다.

그러나 표도르의 목소리가 독자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
는 다른 목소리에 종속되어 있고， 그의 지배를 받는다
아버지의 전기에서도 목소리는 하나

표도르의 것이다. 야샤의 전기에서처럼

1

인칭 화자는 3 인칭 화자에게 지배받고 있다.씨 여기에서 특정적인 것은 표도르가
서술 주체에 자신을 대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가 체르느이셰프스키 전기에 이르면 한층 더 발전된 양상

을 보여준다 1 인칭 화자와 3 인칭 화자는 대등한 입장으로 우리가 되어 소설을 이
끌고 나간다. 또한 인물 체르느이셰프스키에게 자신을 투사시키지도 않는다. 그는

연대기자로서 항상 분리되어 있다.꾀
n03 .1l0pOBaBIIIliCb C HaWH , HIi KOJI.lI BHOBb Ha .1l eBaeT IIIJI.lI ny.(191)

54) 아버지 전기에서 서술자의 문제는
55) ].W.Connolly , 앞의 글， p.208.

2 장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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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인사를 나누고 나서 니콜랴는 다시 모자를 쓴다.
물론 여기에서도 3 인칭 화자는 표도르의 글쓰기를 주의깊게 살펴보며 그가 주

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경고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한다.
Ho CTOn: TeMa CJIe3

Hen03BO.mlTeJI뻐。 mHpHTCJI ...

BepHeMCJI K OTnpaBHOß

ee TO 'l Ke.(198)

하지만 잠깐: 눈물의 테마가 허락도 없이 너무 멀리 나아갔다. 처
음으로 되돌아가자.
때로는 표도르의 말에 부연설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체르느이셰프스키

는 표도르만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말은 동시에 표
도르의 작가성의 상숭을 의미한다. 두 화자는 때로 의견의 충돌올 보이기도 한다.

Ho KaK HH XO 'l eTCJI nOCKOpee

B~e3TH

H3

'I epHOrO

yrOJIKa , Kyna HaC

3aBeJI pa3rOBOp 0 KOH ßH TepCKHX H nepeßTH Ha COJIHe 'l HYJO CTOpOHy
*H 3HH

HHKOJIaJl raBpHJIOBH 'I a , BCe *e CpeßH HeKOß CKpYTOß CB Jl 3HOCTH ,

,. e.e He lOlOrO TyT nOTOnQych.(204)

제과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고 갔던 어두운 구석으로부터
아무리 빨리 빠져나와 니콜라이 가브릴로비치의 밝은 삶으로 이동하
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조금 더 여기에 머물고 싶다.
앞의 두 전기에서， 특히 아버지의 전기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던 표도르는 체르느이셰프스키 전기에 이르면 글

쓰기를 완전히 자신의 펜 아래 굴복시킨다. 창조성올 얻어가는 작가의 모습올 볼
수 있다.

그러나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에서 화자가 도달하는 문학적 창조성은 단순
히 인물과의 분명한 거리 유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물에 대한 서술 태도는 객관적인 거리 유지와 동시에 상당히 풍자적이다. 예

를 들어 체르느이셰프스키가 자연에 무관심했다는 부분올 살펴보자. 그는 고골이
예찬했던 러시아의 경치에는 무관심하다.
JIaHJIm aiþT , KOpO 'l e rOBOpJl,

BOCneT뼈

rOrOJIeM , npOmeJI

He3aMe'le뻐뻐

MHMO o'l e때 BOCeMHanuaTHJIeTHerO HHKOJIaJl raBpHJIoBH'I a.(192)

간략히

말해서 고골에 의해 예찬되었던 경치가 18 세의 니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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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릴로비치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채 지나가 버렸다.
위 인용문은 자연이나 고골에 관심이 없다는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일반적인 성

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18세라는 나이와 고골의 자연에

관심이 없다는， 실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두가지 사실이 마치 당연한 인과관계
를 갖는 듯이 서술함으로써， 오히려 인물을 우스광스럽게 만들고， 동시에 독자들
을 긴장시킨다 이것은 고골이 .ZIð.lI<e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뒤에 오는 말에 더욱 의미 부여를 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
는 말을 연결시킴으로써 자아내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끊임없이 독자들을 의식하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글을 쓰고 있
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게 한다.

MbI, C03HaTe Jl bHO ,

3aπeTeπH Bnepe .ZI: BepHeMC 5I

1( •••

(1 96)

우리는 너무 앞으로 나아갔음을 인정해야 하겠다로 돌아가자
독자들은 이런 문장에 부딪혔을 때，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에 몰입할 수 없으

며， 그의 전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

독자들은 이처럼 창작의 과정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작가에 의해 조롱받기도

한다.
reHHa Jl bHblß pyCCKHß qHTaTe Jl b nOH 5I JI TO .ZI o6poe , qTO TmeTHO XOTe Jl
Bblpa3HTb 6e3 .ZI apHblß 6e JlJl eTpHCT .(248)

천재적인 러시아 독자들은 재능없는 순수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했
던 좋은 것들을 이해했다.
투르게네프나 톨스토이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강한 영향력을 체르느이셰프스

키가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성이 아니라 러시아 독자들의 천재성에

의해서 가능했다변， 왜 그들의 천재성은 투르게네프와 툴스토이에게서는 발휘되지
못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떠올릴 수 있다.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는 표도르의 한층 발전된 문학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푸쉬킨의 영향을 극복해야 하듯
이 고골의 영향도 역시 극복해야 한다. 작품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개

의 소네트， 이것은 내용상 체르느이세프스키에게 바쳐지는 것이지만， 구조적으로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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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장은 앞의 모든 테마들을 결합하고 표도르가 언젠가 쓰기를 꿈꾸는 책 〈재
능>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표도르의 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그를 유일

하게 인정해주는 콘체예프가 지적하는 그의 책의 부족한 점들이 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전기 앞뒤에 놓여 있는 시를 왜 소네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표도르의 전기가 잘못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정정하기도 하

고， 그의 텍스트가 읽기에 너무 난해하다는 지적도 한다. 그의 책은 간간이 재치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민감한 독자들에게 놀라움과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
도 있다. 표도르가 자유주의 러시아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용감한 아들들 중의 하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그 타당

성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작가의 상상의 산물임에 주목해야 한다. 콘체예프에 의
한 지적이 표도르의 상상이듯 이것은 작가의 상상인 것이다. 당신들이 무슨 이야
기를 할지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독자들의 반응을 미리 예상하는 작가와 표도르，
이들은 분명 독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들을 창작의 과정 속에 포함시킬 뿐만 아
니라， 긴장하게 만든다.

5장은 기본적으로 표도르 자신에 관한 이야기， 즉 새로운 예술가로서의 탄생 과
정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그루네발트 (rpYHeBaJI벼) 숲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표
도르는 자신의 탄생과정에 독자들을 초대한다.
llaR pyKy , .1loporoR 'UiT aTe Jl b , H BoR.1l eM CO MHOR B

J1 ec.(297)

친애하는 독자들， 내게 손을 주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숲으로 들

어갑시다.
표도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3 베르스타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숲은 태고의
천국 (nepBo6blTHbrn paR) 이다. 이 숲 속에서 표도르는 옷을 벗고 태양아래 몽을 드

러내고 수영을 한다. 이것은 표도르가 예술가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의식이다. 표도르의 외면을 덮고 있는 옷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껍데기이며
진실을 가리는 표장이다. 태고의 천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없다. 나체가 되었

을 때 느끼는 겸연쩍음은 오래전에 주위 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한， 때문에 주위 세
계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무방비의 흰색에 대한 우리의 의식에 달려 있는 것이
다.(HeJlOBKOCTb 06bNHO cOnp~*eHHa~ C HarOTOR 3aBHCHT OT C03HaHH~ Hame꺼 6e33a~THOR

6eJIH3Hhl .1laBHO yTpaTHBmeR

CB~3b

C OKpaCKOR OKpy*affimerO MHpa a nOTOMY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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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o~~eHC~ B HCKyccTBeHH。때 따crapMOHHH C HHM. (299) 그러나 태양은 여백을 가

득채워주고， 그에게 자연과 동등한 별거벗을 권리를 주고 그래서 태양에 데워진

육체는 수치를 느끼지 않게 된다. 별거벗은 육체가 자연과 일체가 되듯 인물은 자
연과 일치됨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탄생의 신호가 된다 작가에 의해 창
조되고 문학 수업을 받던 표도르와 분리된 작가의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KaK

nepeBOLIHTC~

co'mHeHHe

nepeBeLIeH

Ha

COJIHue.

TO~H때，

Ha

3K30TH 'I eCKOe

3~6KHH ，

3HMHH꺼

Hape 'l He ,

φeLIOp

~

6 b1JI

rOLIYHOB-니 epLlbl

HueB 6 b1JI Tenepb OT MeH~ TaK *e OTLIaJIeH , KaK eCJIH 6 b1 ~ COCJIaJI er。
B

71KyTCKylO

JIeTHHH , 6 b1JI
*e

Moe

MbICJIH ,

~，

06JIOCTb.
ero
TO ,

POCCHIO ,

TOT

6blJI

6pOH30B bIM,

KOTopoe

nHCaJIa

mOKOJIaLI ,

6JIeLIH bIM

CHHMKOM

npeyBeJIH 'I eHHblH
KHHrH ,

3HHy

JII0 6HJIO

KaK-TO

C

MeH~

nOLIo6HeM.
CJIOBa ,

pa30WJIOCb

a,

3TOT ,

C06CT-BHHoe
UBeTa ,
H

Hrpy

paCTBO-

PHπ。 cb.(299)

글짓기가 이국적인 부사로 변해가는 것처럼 나는 태양으로 변해갔

다. 여위고 추위에

민감한 겨울의

표도르 고두노프-체르드인쩨프는

마치 내가 그를 야쿠츠크 지역으로 추방해 버린 것처럼 지금 나로부

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나의 장백한 모방이었지만， 여름의
이사람은 그의

청동과 같고 과장된 유사물이다. 책을 썼고 단어， 생

각게임， 러시아， 효콜렛， 지나를 사랑했던 나 자신의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분산되고 용해되었다.
표도르가 문학의 스승인 러시아의 전통을 극복한 글쓰기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
은 이제 표도르를 극복한 새로운 작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자연

성을 회복한， 자연과의 일체를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도달되고 있다. 이전의 표도
르는 이제 사라지고 용해되어 버렸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후 표도르는 되돌아가기 위해 옷을 찾는다. 그러나 옷은 그
안에 든 집 열쇠와 함께 사라지고 없다 고리 구조가 처음으로 깨어지고 있다. 고
리 구조는 표도르의 시， 아버지의 전기， 체르느이셰프스키의 전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각 이야기에 주제적인 연관성을 부여하였고， 그 자체 닫힌 구조로서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함을 상정했었다 때문에 새로운 창조적 탄생을 경험한 이후，
그것을 새로운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고리 구조는 닫혀져서

는 안된다. 만약 표도르가 옷을 다시 찾아 입고 되돌아갔다면 그것은 발전의 가능
성이 없는 또 하나의 닫힌 구조에 불과할 것이다. 아직 표도르에게 옷을 찾아 주
어서는 안된다

블라디미르 냐보코프의 <llap>- 작가의 탄생

87

열쇠 테마는 작품에서 여러번 반복되어 사용되며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

다. 이것은 소설의 처음부터 나타난다. 표도르는 새로 이사해 간 하숙집 열쇠를 두
고 나와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화가 레미조프를 배웅하던

로렌조 부인이 문을 열어줌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 표도르는 레미조프를 통해 지
나와 알게 된다. 열쇠의 테마는 지나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에서 또 한번 반복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과 함께 열쇠를 잃어버림으로써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차단된 채 소설은 끝이 난다. 이것은 잃어버린 옷과 함께 또 하나의 열린 구조
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한 작가의 탄생 과정을 그리는 마지막 부분 역시 진지함보다는

작가의 유희로 보여진다. 열쇠를 잃어버린 표도르는 지나에게 열쇠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부모에게서 열쇠를 받지 못한 지나는 표도르에게 열쇠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변서 행복을 꿈꾸며 그들의 집으로 향한다. 상대방에게 열쇠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전혀 떠오르지 않으며， 결국 인물들에게는 알려지지 상태로
소설은 끝이 난다. 그것은 작가와 독자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전까지는 작
가와 인물이 독자를 상대로 게임을 했다변

이제 작가와 독자가 함께서서 인물을

바라보게 되었다. 게임의 주체가 뒤바꼈다. 인물들이 느끼는 행복은 그래서 오히

려 그 의미가 경감되고 우습게 느껴진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집은 러시아인의 집이다. 그 집의 열쇠를 잃어버렸다

는 것은 러시아로 되돌아 갈 가능성을 포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문학
전통을 더이상 고수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인물 표도르와 분리된 그의 작가적 성분은 이 책을 떠나

새로운 창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npO ll\ aH

:l< e

,

KHHra! ....... .

... npO l1Jl eHHbIH

npH3paK

3aBTpanIHHe 06 J1 aKa ,

-

6bITH .5I

CHHeeT

3a

qepTOH

CTpaHHUbl ,

KaK

H He ICOH <i aeTC .5I cTpo lC a.(330)

책 이 여 잘 가거 라! .....
... 연기된 존재의 환영은 페이지의 경계 너머에서 마치 내일의 구름

처럼 푸르게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새로운 창작의 단계도 결국에는 전체 고리 구조의 한 마디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원으로서 완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
이고， 그는 또다시 다음 단계의 고리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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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에피그라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의 주요 테마는 러시아의 것， 러시아의 역
사， 문화， 특히 러시아 문학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표도르 문학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표도르， 나보코프와 비슷한 성향(비참여 문학)을 가

졌던 고골， 순수예술을 지향했던 체홉， 그와 반대로 삶을 순수 예술의 우위에 두었
던 체르느이셰프스키로 대표되는 참여문학가들(도브롤류보프， 피사레프， 곤차로프，
악사코프， 셰드린)에 대한 고찰이며， 시， 희곡(아버지와 삼촌의 대화장변)， 전기， 소
설 등 모든 문학 장르에 대한 실험이다. 또한 표도르 자신의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러시아적인 것에 대한 작가의 집착을 보

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영
어 소설을 준비하기 위해 그에게 문학 창작의 길을 열어 주었던 러시아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적인 문학 전통을 극복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예술 창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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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aAHMHpa HaÕOKOBa-pO~AeHHe rrHCaTen~

naK Xe

POMaH BJla .llHMHpa Ha60KoBa
nO-PYCCKH.

3TO COCTOHT H3

n~TH

<llap>
r JlaB.

-

ero

nocJlemn쩌

rξH

poMaH , HamfllleHHbIH

ABTOp CaM rOBOpHT 0 HX

co~ep*a→ HHH

B

npeDHC JlOBHH aHrJIH까CKoro TeKCTa.
C~*eT
nepBOß r JlaBhl cOCpe~OTOqHTC~ B CTHXH ~eTCTBa φë~opa rO~OBa
→니ep~뻐l\eBa.
r JlaBa BTOpa~ - BOJIHa K ITymKHHy B J1H TepaTypHOM nporpe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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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ënopa

H COnep*aeT ero nO IThlTKy H306pa3HTb 300nOrHqeCKOe HCCnenOBaHHe
rnaBa

TpeTb~ nBHraeTC~

K

roroπ0 ，

HO

er。

B 3TOß nw60Bffihle
CTHXH
nOCB~~eHffihle
3HHe.
rnaBa
qeTBëpTa~
COnep*aeT
6HOrpruþHffi
H.r.니epHhlmeBCKoro.
3Ta rnaBa HaqHHaeTC~ COHeTOM H KOHqaeTC~ TO*e COH eTOM.
rnaBa n~Ta~ 06be따fH~eT npenmecTBym~e Te뻐.1 H HaMeqaeT KHHf‘ Y KO-TOPym φënop
Korna-TO MeqTaeT nHCaTb - <llap>. Ha60KoB rOBop~T 060 BcëM POCCHH - 。
pyCCK。때 HaType , KynbType , HCTOpHH H nH TepaType - B 3TOM po-MaHe
φ。 pMa H cOnep*aHHe CTHXOB φenopa He npeKpaC HbIe, He npeBocxo Dffihle , He
HHTepe 다ible.
HO ero CTHXH - OCHOBa nporpecca ero TBopHoro nHTepaTypH-or。
pa3BHT~.
Conep*aHHe nepB。η n033Hß 0 nponaBmeM ~qe H nocπe머얘 n033Hß 。

。 T~a.

HaCTO~빠fα ~eHTp

•

~qe

HaßneHHoM.

~q

KpyrJIbrn H CTpyKTypa

만띨앵

To*e

Kpyrna~.

3Ta cTpyKTypa

pacTëT cnHpanbHoß CTpyKTyp。잉 B ~enOM pOMaHe. Ko- nb~O HnH cnHpanb
COBepmeHHa~ cTpyKTypa caMa no ce6e , HO pa3BT~ HeT
B 3T。잉. 3TO 3HaqHT , qT。
φënopy HanO HCKaTb npyrym nH TepaTyp Hym nopory.
nOTOM OH HCKaeT HaCTo~~ee
TBOpqeCTBO nHTepaTyphl B nymKHHe.
nymKHH ero nHTepaTypHbrn OTe~.
11 OH
IThlTaeTC~ nHcaTb 6Horpaφ깨。 OT~a no nymKHHCKOMY npHëMY.
Ho Korna OH HaqHHaeT
H306p~aTb OT~OBCKym 3KcneDH~Hffi， 3TO CT-aHOBHTC~ ero 3KcneDH~Heß.
I1 TaK eMY
He ynanocb OT~OBCKym 6Horpa~Hffi.
nOTOM OH nepenBHraeTc~ OT nymKHHa K roronw.
Ponb nymKHHa KaK
nHTe-paTyp뻐따 。Te~ KOHqwnacb , H Tenepb φënope XOqeTC~ nOMO~b roro~.
3HHa ,
Konb~a

MY3a
φ강nOp

φënopa ， 06。매~eT

nwmeT

ero H cOBeTyeT nHcaTb 6Horpa~Hffi H.r.4epHhlmeBCKo-ro. 11
no np쩌MY roro~.
Ero
4epHhlmeBCKH낀
He repoß ,

6Horpa빼10

KOToporo paDHK aJIbl yB~anH， a roroneBCKH꺼 qenOBeK C MHO까fMH Hen-OCTaTKaMH.
OH npeBpaTwn HCTOpHqeCKOrO nepCOH~a B nHTepaTypHoro. I1TaK 6HorpaφH~
니epHb따eBCKoro CTaHOBHTC~ TBOpqeCTBOM φënpa.
Ho 3TO To*e He nHTepaTypa ,
KOTOPY'。 φënop XOqeT nHcaTb
Tenepb eMY HanO C~Tb TpaDH~HIO pyccKOß nHTepaTypbl. OH B necy rpYH-eBanbne
pa3neBaeT nOHara H nnaBaeT B peKe. 3TO pHTyan ~ nepenBH*eH-~ B HOBoe
TBOpqeCTBO. nOTOM OH nOKHDaeT POCC Hffi, pyCCKym HCTOpHIO , PY-CCKym KynbTypy ,
pyCCKym nHTepaTypy H nOnrOTOB~eT poMaH HOB。때 TeHneHI.I -HH.
3TO nOTOM
OKa3 h1BaeTC~ poMaH HanwmeHHbIß nO-aHrnHßcK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