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보코프 단편 연구* 

박 혜 경** 

블라디미르 나보코프(BJla.llHMHp HaÕOKOB)에게는 항상 망명작가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녔다. 그의 작품의 반이 영어와 프랑스어 등으로 쓰여졌고， 자신을 어 

느 나라의 작가라기보다는 작품의 예술적 색채로 이해해 달라는 작가의 주문 

에도 불구하고 그와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행해져 

왔다. 이러한 과정은 그의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영향을 제거한다 

면 충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인정받아 왔다. 무엇보 

다도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 대부분이 러시아 출신의 예술가， 혹은 예술가적 지 

향성을 가진 인물들로서 과거의 러시아에 대한 기억들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러시아는 직접적인 의미로서의 조국이라기보다는 

인간존재의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향이다. 따라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을 경험할 때， 그것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지 

단순히 러시아를 상실했다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나보코프는 망명으로 인한 

자신의 실제적인 존재 기반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예 

술가로서 재탄생하는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나보코프의 주요 장편 

소설의 주된 테마이기도 하지만，1) 그의 단편소설들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던 

문제였다. 

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 말까지 쓰여진 나보코프의 러시아어 단편소설들은 

창작시기에 있어서 장편소설들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작가의 예술적 발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편을 이해하는 데 

에도 도움을 준다. 물론 그의 단편소설이 구조적， 문체론적， 주제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장편에 비해 단순하고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림대학교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1) 이러한 테마는 나보코프의 장편 소설을 이해하는 데 주요 개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나보코프의 러시아어 소설에 나타 

난 기억과 예술의 문처IL ， 서울대학교， 1996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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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2) 그의 장편에 대해 하나의 ‘소개의 역할’3)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 

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단편소설들에는 이미 나보코프의 주된 테 

마가 되는 망명자의 고통， 과거의 상실로 인한 현실감각의 무너짐， 정체감의 

상실，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단절로 발생하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기억의 창 

조적 재생을 통한 분열감의 극복과 예술가로의 재탄생 등 모든 것이 그 초기 

적 모습으로， 혹은 함축적인 상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망명 초기의 단편들의 음조는 나보코프의 상태를 반영하듯 주로 음울하고 

절망적이다. 그것은 물론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그 

는 이것을 단순히 망명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보다 확 

장， 심화시켜 인간적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두려운 상실감으 

로 받아들인다. 특히 초기의 단펀들 중 「초르브의 귀환(B03BpameHHe 4opõa)J 과 

「공포 (Y:!<a C) J 에서 그러한 경향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초르브의 

귀환」에서 아내의 죽음이 야기한 완벽한 슬픔은 초르브로 하여금 외부세계로 

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게 만든다공포」에서는 그러한 분리가 더욱 심해져서 

주인공 화자는 외부세계，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에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에 

까지도 공포를 느낀다. 이들은 현실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 

리를 찾지 못해 자기 내부로 깊이 몰입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되지는 못한다 나보코프의 주인공들이 이러한 공포와 고통을 극복하고 현실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기억을 이겨내야 하며， 그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 

과 직접 맞닥뜨림으로써 가능해진다박물관 방문(rrOcemeHHe MY3e5l) J 에서 화 

자는 과거에 몰두함으로써 오히려 현실에서 더 절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과감히 던져 버린다. 그러나 나보코프의 작품에서는 어 

떤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과거에 몰두하거나， 역으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2) M. UeTJlIIH, “B. CIIPIlH. B03Bpa ll\eHlle lIop l5a‘ PaCCKa3 b1 11 CTIIXII" , B KH.: B. B. Ha l5oKoB, pro 
et contra, pell. n. K. 5ypJlaKa (CaHKT-neTep l5ypr: PyccKlllí XpllcTllaHcKII꺼 ryMaHIITapHbllí 

IIHCTIITyT , 1997) , c. 218. // ]. w‘ Connolly, Nabokov's Early Fiction: Pattems 01 
Self and 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 Pr. , 1992), p. 10. // L. L. Lee, 
Vladimir Nabokov (Boston: Twayne Publishers, 1976), p. 30. // N. Tolstaia와 M. 

Meilakh는 심지어 나보코프 단편의 대부분이 시간과 행위의 통일성 (unity) ， 장편소설 

과는 반대로 open-ending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M. Tolstaia & M. 

Meilakh, “ Russian Short Stories" , in Vladimir Nabokov , ed. by V. E. Alexandrov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1995), p. 없6.) 

3) Lee,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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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과거를 현재와 연관시 

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해 

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나보코프가 추구하는 예술성의 핵심이다. 이 

와 같은 과거와 현실의 화해， 과거와 상상의 결합은 예술의 영역에서 가능하 

며， 이것을 깨달은 나보코프의 주인공들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 러 한 과정은 장편 『재능(nap)~ 과 단편 「피 알타의 봄(BeCHa B 빼aJlbTe)J 에 

서 가장 진지하고 교묘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보코프의 예술 

적 추구에 관해 위에서 언급된 4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 예술가 나보코프의 발전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r초르브의 귀환J 기억의 비극 

나보코프는 첫 장편소설 『마센카(MalHeHbKa)~ 를 끝낸 직후 단편 「초르브의 귀 

환(Bo3BpameHHe 4op6a)J(1925)에 착수했다 w마센카』와의 이 러 한 시 기 적 인 근접 

성은 여러 가지 점에서 두 작품을 연관시키고 있지만， 특히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여인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초르브는 『마센카』의 가닌 (ra 

HHH)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이 단편은 나보코프의 초기 단편 중에서 상당히 인 

상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코프 자신의 지적에 의하면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그의 초기 작품 중 좋은 예가 된다.4)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억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초르브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이야기 구조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해결되고 있는 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르브의 귀환， 즉 신혼 여행지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공간적인 이동은 

시간적으로는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며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을 부활시키는 

과정이 되고 있다. 그의 기억의 출발점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그녀가 

전깃줄에 감전되어 죽는 순간 이 세상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 

지 못하게 되며， 영혼이 떠나버린 그녀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낯설고 필요 없 

는’5) 것으로서 그에게 두려움만을 안겨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4) Vladimir Nabokov, “The Retum of Chorb" in De띠ils 01 a Sunset and Other 
Stories (1ρndon: Penguin Books, 1994), p. 58 

5) BJlanllMllp HaõoKoB, “ B03BpameHlle l./opõa" , Co6paHHe CO 'lHHeHHi1 B 'leTUpeX TOMax, T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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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이란 ‘낯선 여인’의 매장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사랑했던 

과거의 아내를 현실화시켜 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장 

소를 거쳐’0-284) 기억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내와 관련된 기 

억은 단지 구체적인 사물의 세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며， 그는 심지어 그녀 

가 목소리로 언급한 것들까지도 찾아내려 애쓴다.( TO'lHO Ta l< )j(e OH OTbIC I<I’BaJI 

rro rryTH Bce TO, 'ITO OTMeTHJIa OHa B03r JIOCOM ... , 1-284) 즉 아내 가 이 지 상에 서 
사라지기 전에 아내와 함께 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었으 

며， 그렇게 할 경우 아내는 영원히 그의 곁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EMY l< a 3a-

JIOCb, 'ITO eCJIH OH co6epeT Bce MeJIO'lH, I<OTOpble OHH BMeCTe 3aMeTHJIH, eCJIH OH 

BOCC03 LlaCT 3TO 6JIH3 1<Oe rrpomJIoe , - ee 06pa3 CTaHeT 6eccMepTHbIM H eMY 3a

MeHHT ee BcerLla. 1-284-285) 이 처 럼 초르브가 그녀 와의 과거 를 집 요하게 재 생 
하려는 이유는 그녀의 이미지를 자신의 의식 속에 영원히 각인 시키려는 것이 

며， ‘현실에서의 그녀의 상실을 내면세계에서 보상하려는 것’6)이다. 작가 나보 

코프에게서 기억의 문제는 그가 추구하는 예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는데， 망명작가로서 그에게는 항상 과거와의 단절이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따라서 그의 작품 

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기억을 통해 과거를 복구 재생하려는 인물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이점에서는 초르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초르브가 나보코프의 다 

른 주요 등장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문학가임을 상기한다면 그들의 끊임없는 

관심사인 기억과 과거의 문제가 그에게서도 역시 예술성의 완성을 위해 반드 

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가닌이 마센카에 대한 기억을 

단편적으로 떠올리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초르브 

는 아내의 기억을 재생하는 것이 자신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 

는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회상의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 그 

것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끝이며 그녀 형상의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다 Tal< 4op6 

B03BpamaJIC$I 1< caM빠M HCTOl<aM CBOHX BocrrOMHHaHHß. 3TO 6bIJJ My'lHTeJIbHbllf H 

CJIaLlI< H꺼 HCl<yC , I<OTOpbIß Terrepb rrOLlXOLlHJI 1< I<OHUY. OCTaBaJIOCb rrpOBeCTH Bcero 

OLlHy HO'lb B TOß rrepBoß I<OMHaTe HX 6pal<a , a y )j( 3aBTpa HC l<yC 6YLleT rrpoßLleH, 

H o6pa3 ee CTaHeT COBepmeHHh매.0 -287) 
나보코프는 가닌을 통해 기억을 복구하는 작업 과정이 기억 주체에게 어떠 

(Moc l< sa: npasLIa, 1990), c. 284. (이하 인용문의 경우 권수와 쪽수만을 기록하겠음) 
6) Connolly,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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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암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 작 

품에서 초르브는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기억에 집착한다. 가닌이 마센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은 외부적인 힘의 간섭의 결과이지만， 초르브에게 

있어서 아내에 대한 기억은 삶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힘으로서 그에 의해 의 

도적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기억을 

재생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 지 잘 알고 있는 초르브가 가닌보다 

기억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거나， 그가 추구하던 것을 과연 획득했는가 

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생긴다. 가닌의 경우 단순한 과거 반복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이해했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과거를 과거 그 자체 

로서 남겨둔 채 베를린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초르브는 끝까지 그러한 의미 

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보코프의 주요 장편에서 보여지는 정교함이나 정신적 

회복의 과정 등은 초기 작품에서도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항상 제한적 수 

준에서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초르브가 그녀와 함께 했던 과거의 

모든 장소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가 보는 것이 과거의 완벽한 재현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과 

거와 현재의 두 시제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당시’와 ‘현재’는 

계절적으로 가을과 봄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 배경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물론 

기억의 시작에서 초르브는 아내를 재생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현재에서 과거와의 동일함 

만을 찾으려 한다. 따라서 가을과 봄의 날씨의 유사함이 그의 회상을 전혀 방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1 -284) 그러나 회상이 진행될수록 초르브는 과거와 현 
재의 시간적 차이， 그에 따른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가 베를린의 

거리를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도 바로 이러한 계절의 변화였다 Te

nepb l.\BeJIH KaWTaHbl, a TOrJla CTOJ(JIa oceHb. (1 -286) 그가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 
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데， 이 

후 그에게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 

는 아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소한 모든 일， ‘보도를 덮고 있는 시든 

나뭇잎에서 나는 흙 냄새， 촉촉한 바이올렛의 냄새’(1 -286)를 맡으면서 조차도 

행복을 느꼈다. 그가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행복을 

재생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 대한 기억에 몰두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욱 비참하고 절 

망적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바라보는 사물과 거리가 더 이상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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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와 사물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심지어 그는 이전의 거리를 알 

아 보지 조차 못한다 Tenepb OH enBa y3HaBan 3Ty ynHUy 3arpOMO*neHHYID HOqHO~ 

nhllllHOCTb~ KamTaHoB. (1 -287) 그의 변화는 과거의 아내의 참모습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초르브는 아내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 

던 모습을 기억 속에서 찾아내고 있지만， 그렇게 아내를 기억해 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그에게 당시에는 행복함 때문에 놓쳐버렸었던， 그러나 지금 새롭게 

그의 의식 속에 떠오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드러내게 된다. 

3a pemeTKOH MenbKanH CTBOnhl 6epe3 , -- HHOH B nnOTHOM 4eXne nn~ma ， -- H 

。H paCC l< a3 b1Ban, 4TO B POCCHH He 6b1BaeT n~ma Ha Õepe3aX, a OHa rOBOpHna, 
4TO pbl%eBaTblH OTTeHO I< HX MenKOH nHCTBbI HanOMHHaeT n~THa He%HOH p%aB4HHμ 

Ha B비rna%eHHOM õenbe.O -286) 

위 인용문은 자작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덩굴에 대한 초르브와 그의 

아내의 인상이다. 그런데 이 경우 흥미로운 것은 초르브는 과거와 같은 사물을 

바라보며 그것을 함께 보았던 아내를 기억하려 한 것이지만， 독자들은 이 문장 

을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자작나무가 초르브의 관심을 끌 

게된 것은 그것이 담쟁이덩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에는 그 

런 것이 없다’는 사실， 즉 자작나무가 러시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망명자인 그에게 있어 잃어버린 조국 러시아는 기억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현실에서 조국을 연상시키는 자작나무를 보았 

을 때， 그것이 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똑같은 장변을 바라보며 잘 다 

림질 된 세탁물 위의 붉은 녹을 연상함으로써 자작나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의 비중을 떨어뜨렸고 이 사실을 기억해 내는 순간 그것은 초르브에게는 또 

한 번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내와 자작나무， 러시아에 대 

한 이와 같은 기억을 떠올린 후 아내를 기억해 내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더욱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길을 거의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아내에 대한 기억은 초기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변질되고 있으 

며， 그러한 과정은 창녀를 데려오는 부분에서 극에 달한다. 아내가 죽은 곳에 

서 이곳 베를린에 올 때까지 아내는 그의 기억 속에서 계속 그와 동행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초므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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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그녀는 창녀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초르브가 아내 

를 대선해 창녀를 택했을 때 결국 그가 의도했던 아내에 대한 기억의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해칠 수밖에 없다. 그는 아내와 하룻밤을 지낸 호텔 방에서 아내 

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갓이 벗겨진 램프7)를 보며 도저히 혼자 밤을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창녀를 택했으며， 그녀를 아내의 자리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창녀로 인해 그는 아내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갚이 잠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창녀는 기본적으로 초르브가 기대했던 아내의 의미와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내는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초르브의 기 억 속에 남아 있다.(B Ty H04b OH TOJlbKO nOueJlOBaJl ee B .llylllKy, -

60Jlbllle HH4ero. 1-286) 또한 그의 기 억 속에 서 아내 의 죽음은 가장 순수하고 

선명한 빛에 비유되고 있다.(OT Y.llapa 3J1eKTpH4eCKO낀 CTpyH, KOTopa~ rrepe JlHTa~ 

B CTeKJla, .llaeT caM뻐 4HCTblH H ~PK써 CBeT. 1-284) 그러나 아내의 순결함， 순 

수함과는 달리 창녀는 이미 여러 번 많은 남자들과 이 호텔을 찾아 왔었으며， 

심지어 초르브와 함께 있는 그 방에도 여러 번 묵었었다 결국 창녀는 초르브 

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내의 의미를 격하시킬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기 

억을 완성시키려는 그의 시도를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작품 속에서 그녀의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먼저 지 

적할 수 있는 것이 그녀의 눈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오르페우스 석상이 

다. 초르브가 그녀를 선택했을 때 이미 그의 실패는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그 

녀가 바라보는 오르페우스 석상은 그러한 결말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한다. 그 

리스 신화에서의 오르페우스가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죽음의 세계에서 데려 

오는 것에 실패했듯이 초르브 역시 기억 속에서 그녀를 부활시키는 것에 실패 

할 것이다. 더욱이 오르페우스 석상이 초르브의 관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3자 

의 관점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으므로 초르브는 결코 자신이 실패하리라는 사 

실을 모를 것이며， 바로 여기에 그의 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끄는 장면 역시 이 작품에서는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초르브의 아내와 분명한 대립을 이루는 요소이 

다. 아내의 죽음 이후 초르브가 바라보는 가로등이나 램프 등의 전깃불은 감전 

7) 초르브의 아내는 전기 감천으로 죽음을 맞았고， 그래서 그는 램프에 부딪쳐 타 죽는 
나방을 보변서 아내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Connolly에 따르면 나보코프에게서 나 

비나 나방은 죽은 자의 영혼을 실어 나르는 매개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다. (ConnolIy ,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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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아내를 연상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호텔 방의 램프는 그의 기억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 

러한 램프를 끈다는 것은 그녀가 아내에 대한 기억을 차단시키고 손상시킬 것 

이라는 사실에 대한 암시이다. 또한 초르브가 아내를 대신해 그녀와는 전혀 상 

반된 창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그러나 창녀는 단순히 아내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혹은 초르브의 실패 

를 암시하기 위해서만 선택된 것은 아니다. 그녀를 선택한 것은 초르브가 아내 

에 대한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아내와 창녀는 『마센카」 

에서의 마센카와 류드밀라의 관계처럼 과거의 순수함과 현재의 절망을 암시하 

는 인물로 기능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로서 존재할 때에만 원래의 순수함을 간 

직하는 것이지， 그것이 현재에서 복구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본래 모습 

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기억을 완성한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정확한 재현이 될 때， 그것은 결코 초르브에게 구원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그 

는 아내의 전도된 이미지로서의 창녀를 통해 아내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보코프를 기억의 예술가라고 부를 때， 그가 추구하는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 

의 반복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의미부여 된 

기억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억되어진 사건과 인물은 과거라는 시 

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무시간성， 초시간성을 획득하게 된다. 나보코프는 

초르브에 게 창녀 를 만나게 함으로써 이 러 한 시 간의 본질 에 다가가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초르브가 과연 이것을 이해했는가의 문제는 모호하게 남겨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이 작품은 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원이란 나보코프의 관점에 

서 보자면 시작과 끝이 정확히 이어지는 완벽한 도형이지만， 그곳에는 출구도 

없고 발전도 허용되지 않는 폐쇄된 공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죽음을 의미한 

다. 그런데 초르브는 바로 그러한 원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원은 부차적인 

인물들에 의해 그려지며 그를 그 안에 사로잡는데， 먼저 안쪽에는 하녀의 원이 

그려지고 있다. 하녀가 주인인 켈러 (KeJJJlep)부부에게 그의 귀환을 알리는 대목 

에서 화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다가(HcnyraHHhlM menOTOM coo6-

뻐Jla HM 0 nOCeDleHHH 4op6a. 1-283), 그의 기억이 완결되는 지점에서 도입부분 

의 하녀와 주인부부의 대화 장면과 그 상세한 내용을 반복해서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닫힌 구조를 이루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은 하녀의 원 바깥쪽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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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 그녀는 호텔 방의 창문을 통해 오페라 하우스에서 

나오는 꿈틀거리는 ‘작고 검은 실루엣’(1-289)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은 소설 

의 시작에서의 화자의 관점을 제 3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검은 실루엣들 중의 하나가 극장에서 돌아오던 

켈러 부부였으며， 그녀의 관찰을 통한 같은 상황의 반복은 소설을， 특히 초르 

브의 기억을 하나의 완벽한 원구조로 만든다. 그리고 나보코프에게서 원이 어 

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이해한다면 그녀의 부정적 역할은 곧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초르브의 기억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켈러 부부의 돌아옴과 그것을 

바라보는 창녀의 존재는 그의 시도를 구조적으로도 의미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하녀와 창녀는 또한 초르브에 대한 묘사를 내적인 관점에서 외적인 관점으 

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자는 전반적으로 초르브의 내면의 세계를 직접 

추적하지만， 이들 부차적인 인물들의 관점을 통해 그의 행동과 외모를 바깥에 

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그의 절실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존재로 만든다. 특히 창녀를 통 

해 보여지는 초르브의 기이한 행동은 이 작품의 결말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초르브 자신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시련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H 40p6 06-

JlerqeHHO B3JlOXHyJl H nOH.lIJl, qTO HCKyC KOHqeH. OH nepe6paJl Ha KyweTKy H, 

C:I<HMa.ll pyKaMH BOJlOCaTyto rOJleHb , C paBHoJlYwHo ì1: yJlbI6KOì1: CMOTpeJl Ha *eHlllHHY. 

(1 -289) 초르브는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아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차서 소 

리를 절렀지만， 곧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지금까지의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경우 아내의 부활을 그토록 기대하던 그가 왜 아내를 보 

고 소리를 질렀을까라는 의문이 제기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먼저 

아내의 부활이 그의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점차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기억을 

통해서만 상실의 고통과 화해’8)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그녀를 보았 

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초르브가 예술가임을 상기할 때 

여기에는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아내에 대한 기억을 그토록 애타게 복구하 

려 했고， 그녀의 이미지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초르브로서는 아내가 

옆에 누워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아내의 완벽한 재현으로 받아들여야 했겠지 

8) B. Boyd, Vladimir Nabokov: The Russian Years (Princeton: 깐inceton Univ. Pr., 
1990),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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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억의 복구 과정에서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문제 해결이 아님을， 그것이 

결코 아내의 영원 불멸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무의식중에 깨달았을 것이 

다. 그러나 그가 과연 기억의 예술적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지의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무엇보다도 초르브가 잠이 든 후 작품의 관점은 주로 

창녀에게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9) 초르브는 그녀의 시선을 통해 독자들에 

게 보여지며， 따라서 그녀가 그의 이상한 행동과 웃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독 

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녀가 이 작품에 부여하는 극단적인 효과 

는 초르프와 아내의 부모들이 만나는 장변에서의 긴장의 전달이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방문과 극적 긴장， 그리 고 그 후의 방안에 서 의 ‘비 극적 침 묵’10)은 그녀 

와 호텔 종업원의 시점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따라서 과연 그의 시련은 끝났는 

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말의 모호함은 다음절에서 살펴보 

게 될 「공포(YlI<ac )J 에서도 약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한다 11) 

「초르브의 귀환」이 나보코프가 망명한 지 얼마 후에 쓰여진 작품이라는 사 

실을 고려할 때 그것은 또 다른 텍스트로도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초르브의 죽은 아내는 그가 상실한 조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그녀의 집안은 러시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버지 켈러는 전형적인 독일인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어를 할 

줄 알며 (H rrpOrOBOpHJI CBOHM TOtfH뻐， HeCKOJlbKO rOpTaHHbIM pyCCKHM .l'I 3bIKOM, 
1-283), 어머니 바르바라 클리모브나(BapBapa KJIHMoBHa)는 그녀의 이름으로 판 

단해 보건대 러시아 출신일 것이다 12) 그리고 그들의 집 앞에는 러시아의 대표 

적 상징물인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처럼 초르브의 아내는 여러 가지 러시 

아적인 분위기로 에워싸여져 있다. 이것과는 방향이 다르지만 그녀와 관련하여 

9) Connolly는 나보코프가 이렇게 관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초르브의 고통이 내면적인 것 

일 뿐 실제 외적으로는 오히려 기이하고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 

명 한다 (Connolly, p. 13.) 
10) UeT.III!H, C. 219. 
11) 나보코프 초기 단편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호함이 장편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 

고 평가받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나보코프의 초기 주인공들은 기억에 몰두하고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지만， 

기억의 예술적 의미를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12) 영어본 서문에서 나보코프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바르바라 클리모브나라는 이름이 아 
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Frau Keller라고 부르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Vladimir Nabokov, “The Return of Chorb" , p. 58,), 이 부분에 서 그녀 와 러 시 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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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이 

다 ljop6 nOMHHJl, 1.jTO Ta , KOTOpylO OH H테iH싸따’”샌Korlla He Ha섭3bI뼈I퍼Ba때Jl no 1'1씨Me해HHκ’ Jl찌11뼈} 

g따HTπb Ha 1'1 3’섭3B03 1.jH싸따!IκKa없x.( 1이1-2잃85되) 초르브가 그토록 애타게 그녀에 관한 기억을 되살 

리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단 한 번 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 

녀를 구체적인 어떤 인물로서보다는 초르브가 추구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 

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아내의 갑작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죽음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과거의 그녀를 재생시키려는 노력은 곧 망명자 초르브가 조국 러 

시아를 상설하고 겪는 고통에 비유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녀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가년에게서 마센카가 단순히 과거의 여인이 아니라 조국 

러시아를 상징하고 있었듯이 초르브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시 가년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여인， 과거의 조 

국에만 집착한다면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겠지만， 과거의 단순한 

반복의 사슬에서 벗어나 과거를 극복할 때， 현실의 시간， 공간과 화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보코프의 초기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아직 그러한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며， 이것이 그의 초기 작품의 한계가 되고 있다. 

2. r공포 J 정체성의 상실 

나보코프의 단편집 “B03BpameHHe ljop6a"의 마지 막 단편인 「공포 (y)j(acL (1927) 
는 첫 번째 단편인 「초르브의 귀환」과 유사하게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과 그 

죽음이 주인공에게 불러일으킨 의식의 변화를 주된 테마로 하고 있다. 두 작품 

의 주인공들은 ‘주변의 것들로부터 소외’13)되고， 특히 그것이 가속화될수록 더 

욱더 자신의 내면세계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 결과 외부세계는 절망과 공포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은 전혀 다르 

다초르브의 귀환」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공포」는 애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으며， 초르브의 경우 아내의 죽음 

이 그를 극단적인 절망의 상태로 이끌지만공포」의 화자 ‘나 (51)’는 애인의 죽 

음을 통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초르브는 아내의 죽음을 존재 의 

미의 상실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아내에 대한 기억 

을 회복했어야 했지만， ‘나’에게 있어 ‘그녀’는 영원히 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13) Connolly,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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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였고， 나와 세상의 단절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는 존재였다. 

「공포」는 나보코프의 초기 단편 중 매우 ‘철학적’14)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 

는데，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큼 이 이야기에는 나보코프의 후기 장편에서 발전 

되어 나타나는 주된 테마가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초기 작품으로서 

후기 작품에 비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구조적 

으로 화자의 철학적인 사색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고 

통의 원인을 설명하는 후반부로 나누고 있는 방식은 지나치게 도식적이다. 그 

러나 작가 나보코프의 이후 주된 테마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먼저 전반부에서 화자가 설명하고 있는 공포에 대한 경험 중의 하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느끼는 두려움이다. 

껴 BCTaJJ CO cTyJJa, 03 !1 Õmlllí, onycTomeHH뼈， 3a)j(lIraJJ B CnaJJbHe CBeT - 11 

Bllpyr BlIlleJJ ceõ!I B 3epKaJJe. 11 ÕblJJO TaK: 3a BpeM!I rJJyõoKlllí paÕOTμ !I OTB빠〈 

OT CeÕ!I, - 11, KaK nOCJJe pa3JJYKII, npll BCTpe'!e C O'leHb 3HaKOMblMII '1eJJOBe

KOM, B Te'leHlle HeCKOJJbKIIX nycT꾀X ， !lCHbIX, õeC 'IYÕCTBeHHbIX MIIHyT BlIllllmb ero 

COBceM nO-HoBoMy,"(1-397) 

밤늦게까지 책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간 그는 거울 속 

에서 마치 오래 전에 헤어져 있던 친구를 만난 듯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와 부딪치게 되고 결국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 

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 그가 자신의 얼굴을 더 뚫어지게 쳐다보고， 더 집 

요하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수록 거울에 비친 사람이 왜 자신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되며 자신과 거울의 반영물을 동일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경험은 나보코프에게서는 정신이상의 징후이거나 예술가로의 발전이라는 상반 

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Connolly도 지적하고 있듯이 나보 

코프에게서 거울은 인물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사이의 단절을 암시하는 매 

개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15) ， 이러한 거울의 기능은 “The Art of Literature and 

Commonsense"라는 강의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A madrnan is reluctant to look at himself in a mirror because the face 

14) Boyd, p. 262 
15) ConnoIly ,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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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ees is not his own: his personality is beheaded; that of the aπist is 

increased."16) 

55 

나보코프의 정의에 의하면 정신이상자는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자신이 아 

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울을 들여다보기를 꺼린다고 하는데공포」의 화자 

역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자신이 미치지 않기를 간 

절히 바라게 된다. 외부 세계를 익숙하지 않은 낯선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에 

서 정신이상자는 예술가와 유사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이상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세상에 대한 

익숙함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화자의 공포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상자의 세계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부에서 또 하나 이야기되고 있는 공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는 

어두운 밤에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그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스스로에게 죽음은 

멀리 있다고 설득시키려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공포， 즉 거울 앞에서의 의혹 

과 죽음에 대한 예감에는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공포가 들어있 

다.(nOJIaralO ， 4TO BCe :3 TO - H He.llOYMeHHe nepe.ll H04HbIM 3epKaJIOM, H BHe3an 

Hoe naHH4eCKOe npe.llBKyweHHe CMepTH, - (...), 4TO B :3깨X Oll\Yll\eHμ51X eCTb 4aC

THua TOrO BbICWerO y*aca, KOTOPbIß MHe O.llHa*뻐 .llOBeJIOCb HCnblTaTb. 1-398) 

이처럼 거울과 죽음에 대한 예감이 화자에게 극단적인 공포를 가져다주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내적인 정체감과 외부세계에 비쳐지는 이미지 사이의 

분열’17)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지상에 존재하는 ‘나’의 상실을 의미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울 속의 ‘나’， 사후 세계의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현 

실의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며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이곳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상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세계’의 추구는 나보코프 후기 장편 소설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테마로서， 그의 작품에서 거울이나， 유리， 수면 등 물 

체를 반영하는 반사물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이중성을 보여주 

기 위한 것이다. 

16) Vladimir Nabokov, Lectures on Literature (San Diego: Harcourt Brace, 1980), p. 

377. 
17) Connolly,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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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더욱 깊이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 들 

어가는 화자에게 있어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 - 이 문제는 그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인데 , 그것은 그가 바라보는 대상과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분리되고 

해체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공포를 설명하고 싶지 

만 그것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해 계속해서 더듬거리고 고통스러워한다 BblC-

mHH y*ac ... OCo6eHHbIÌÍ y l!<ac ... .51 HIIlY T04HOrO OnpelleJleHH.5I, HO Ha CKJlalle rOTOBblX 

CJlOB HeT HH4erO nOLlXo ll.5lw.ero. HanpaCHO, npHMep.5l1O CJlOBa, HH OIlHO H3 HHX MHe 

He Bnopy. (l -398) 최고의 공포， 자신만의 독특한 공포를 설명하고 싶지만， 그의 

언어 창고 속에는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없으며， 따라서 그는 갑자기 더듬거리 

기 시작한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에게 접근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그것은 화자가 작가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야기 처음부터 이미 확인되고 있다. 그는 ‘책상에 앉아’(1 -397) 밤을 새우며 

일에 몰두하고， 이때 그가 하는 일이란 무언가를 ‘쓰는 것(.51 n때y)’(1 -398) 이다. 

따라서 그가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이 공포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공포를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두 가지의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 택한 표현방식， 즉 각각의 절을 같은 설명조 

의 문장 ‘Co MHOα 6blBaJlO CJlellYIQw.ee ’(1 -397)와 ‘OblBaJlO CO MHOH H IlPyroe’(1-

398)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에서 이미 그의 의도가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지나치게 도식적이며， 따라 

서 이 방식으로는 화자는 자신의 공포를 제대로 써내려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방향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공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전반부에서의 공포가 화자 자신과 스스로 익숙해질 수 없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사이의 분열로 야기된 것이라면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포는 

자신과 타자， 즉 자신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 사이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 

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역시 화자는 자신의 글쓰기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 에 고통스러 워 한다 TOJlbKO OIlHal!<삐 •.• lla, BOT TyT .51 On.5l Tb qyBCTBYIQ, KaKOe 

HeyKJlIOl!<e OPYllHe - CJlOBO. A XOqeTC .5I MHe 06b.5l CHHTb ... O -398) 화자에 게 있어 서 

그녀와의 삶은 대개는 가볍고 평화스러운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지금까지 경 

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지， 단어라는 것이 얼마나 둔한 것인 지를 그는 또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겪는 어려움은 말없음표의 반복 사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가 그녀에게서 두려웅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녀에게서 순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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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자 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MHe CTpaWHO , qTO CO MHOH B KOMHaTe 

.1lpyroH 뱃J10BeK ， MHe CTpaWHO CaMOe nOHJlTHe: .1lpyroH qeJlOBeK ,(1 -399) 이 것은 
그녀와의 삶의 친숙함， 익숙함이 무너지는 순간이며 동시에 나와 세계와의 단 

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JI와 .1lpyroH JI 사이의 분열이 야기시킨 고통은 g와 .1lpy

rOH qeJlOBeK의 분열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는 이것을 정신이상의 현상으로 받 

아들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보코프는 정신병자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때 낯선 타인을 보게 된다고 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외부세계와의 단 

절， 자기만의 세계， 자기 내면의 세계로의 깊은 침잠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 

서 ‘내’가 공포를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화자도 이 두 가지 경 

험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 

지는 않지만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녀를 떠나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다. 그는 그녀와 3년 동안 함께 살았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는 그의 혼란스러움， 불명확함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관조하는 듯한 단순 

함， 즉 삶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심지어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한 그녀의 단순한 명쾌함이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 날 함께 간 오페라에서 그녀의 두려움을 처 

음 접했을 때， 이것은 그에게 또 다른 공포를 가져다준다. 갑자기 정전이 되고 

그 안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극장의 예기치 않은 상황은 그가 이전에 이미 자 

신의 죽음의 순간으로 경험했고 두려움을 느낀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접하자， 그는 오히려 그녀의 존재로 인해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조차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녀에게서는 

극도의 공포가 나타나고， 오히려 그가 그녀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 그는 

그녀를 떠나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여행을 떠난 직후 그에게 나타난 상태는 지금까지의 그녀와의 관계를 반복 

하는 것이며， 또한 그로 하여금 그녀의 본질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된다. 그는 3일 밤을 계속해서 자고 4일째 밤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 

스로는 혼자 잠을 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설명하고 있 

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3이라는 숫자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에 

게 있어 3일은 그녀와 함께 보낸 3년을 반영하고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년 동안 그는 그녀와의 행복한 삶이라는 포장된 방어막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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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과 타자에 대한 공포를 잊고 지낼 수 있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두 

려움이 드러난 순간 더 이상 그에게 안전한 보호막이란 있을 수 없게 되었으 

며， 이것은 그로 하여금 그녀와의 3년 째 되는 마지막에 떠나도록 하였듯이 나 

흘째 되는 날에 두려움 앞에 무방비로 내모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 첫날 밤 꿈 

에 나타난 그녀가 꿈속에서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지만(TO nOqYBCTBOBan, KaK 

Bce TO, qTO ÕbIJJO BO CHe BeCenO - ee KPYlI<eBa, 3aKliHYTOe n IiUO , CMex, 1-400), 

이제는 오히려 두렵게 만드는 것이다(Tenepb ， Ha.l'l BY, CTpaIllHO, - Ii HIiKaK He 

Mor ceõe OÕb.l'lCHIiTb, noqeMY MHe TaK Henpli.l'lTeH, TaK OTBpaTIiTeneH 3TOT KPYll<eB

HOìí , XOXOqymli꺼 COH. 1-400). 

이 후반부에서도 전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단순히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보다는 그것을 표현할 말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 

만 앞에서보다 더욱 진지하고 집요하게 관심올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모든 대상의 해체를 야기시킨다. 화자는 외부세계와의 단절， 자기 자신 

과의 분열， 그리고 정체성의 상실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작가 

로서 자신의 말과의 단절， 언어 의미의 상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5일째 되 

는 날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탤릭체로， 더 나아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 

는 새로운 활자로 인쇄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다. 그녀를 떠났다는 사실이 그 

에게는 외부세계 혹은 타자와의 분열을 극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 

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세상과의 화해를 시도하며 그러한 경험을 새로운 

활자로 인쇄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도는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이 보인다 lla ， BOT Tenepb .l'I HaIllen cnOBa. 꺼 cneIlly IiX 3anlicaTb, nOKa OHIi He 

nOTYCKHenli.(l -4oo) 그는 새로운 단어를 찾았고，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이자 억지 눈가림에 

불과하다. 세상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만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이것은 우 

리가 알 수 없는 세계로서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공포를 극복하게 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위로 (YTeIll a

Tb)’ 이상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영혼은 곧 주변의 세계 

를 ‘익숙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되고， 그와 세계는 또 

다시 분리 된다.(Mo .l'l CB.l'I 3b C MlipOM nopBanaCb, .l'I Õbln caM no ceõe, Ii Mlip Õbln 

caM no ceõe, - Ii B 3TOM Mlipe CMbICna He ÕbInO. 1-401) 이러한 의식 과정을 거 

쳐 나와 세상은 서로 분열， 해체되며， 그가 찾은 새로운 단어는 대상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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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과 언어 사이의 관계를 더욱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화자의 눈앞에서 집은 건축술이니， 방 

의 모양이니， 아름다운 집， 편안한 집이니 하는 평상시의 의미를 잃고 ‘무의미 

한 외형’(1-401)만으로 남게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다보 

면 의미는 사라지고 무의미한 소리만이 남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는 

주위의 모든 것을 ‘뒤집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1 -401)으로 보게되며， 그럼으 

로써 세상의 무의미함은 더욱 커져간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세상， 그가 말하 

고 바라보는 대상과 그 대상의 본질이 분리되어 감에 따라 그로 인해 자신이 

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나보코프는 자신이 바라보 

는 대상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단순히 하나의 무의미한 소리， 무의미한 형상으 

로 전락해 버릴 때， 그것을 정신이상자의 세계 인식이라고 보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이 작품에서 특히 타당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정신이상을 두려워하는 만큼 

예술가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이상자와 예술가의 경계는 

나보코프에게서는 아주 모호하다. 

Lunatics are lunatics just because they have throughly and recklessly 
dismembered a familiar world but have not the power - or have lost the 
power - to create a new one as harmonious as the old. The artist on the 
other hand disconnects what he chooses and while doing so he is aware 
that something in him is aware of the final result. 18) 

나보코프에 의하면 정신이상자와 예술가의 가장 큰 차이는 정신이상자가 익 

숙한 세계를 해체시킨 후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해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예 

술가는 결과까지 예측한 후 자신이 선택한 대상을 해체시킨다는 것이다. 즉 정 

신이상자와 예술가는 세상을 익숙하고 관습화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 

라， 그 대상을 완전히 해체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인식에 새로 

운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신이상자에게 있어 

이러한 경험은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고， 반면 예술 

가는 스스로 그러한 과정을 택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았을 때 화자는 분명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세상이 해체되고 분열 

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공포로 인식하고 스스로 정신이상자가 되지 않 

18) Vladimir Nabokov, Lectures on Literature,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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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내려 가고 있다 

는 점에서 예술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화자의 위치는 항상 불안정하며 극단적인 공포의 순간에는 

자기 자신조차 대상성을 상실한 채 하나의 시선 (rOJIoe 3peHHe , ÕeCueJIbH뼈 

B3r JI5IlI, 1-402)으로 전 락해 버 리 고 만다. 

그런데 이러한 화자의 긴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의해 갑작스럽게 종결된 

다. 그것은 그의 애인의 죽음이다 애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전보를 받는 순간 

그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조차 잊게되며， 그 

는 사라져 가고 있던 인간적 감정， 즉 그녀의 죽음에 대한 순전한 인간적 고통 

을 느끼게 된다. 실제의 죽음을 눈앞에 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의 의식 속에 

서 그를 괴롭혔던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무게를 상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죽음이 그에게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은 그것이 ‘타자’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OHa MeHJI He y3HaJla , HO JI l/yBcTBOBaJl no yJlbl6l< e , pa3a IlBa Jler l< O npHnOIl

HJl Bme꺼 yrOJlOl< ee ry6 , l/TO OHa B CBoeM THXOM 6pellY, B npellCMepTHOM Bo06pa

*eHHH BHIlHT MeHJI , Ta l< l/TO nepell HeID CTOJlJlH IlBOe , -- JI caM, l<OTOpOro OHa He 

BHlleJla , H IlBOHHH l< MOH, l<OTOpblH 6μJI HeBHIlHM MHe. 11 nOTOM JI OCTaJICJI OIlHH, -

MOH IlBOHHH l< yMep BMeCTe C HeID.(1-402) 

그녀가 타자로 느껴진 것은 화자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은 결국 이러한 단절이 중지되었음 

을 의미한다. 더욱이 그녀가 미소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분신， 거울 속 

에 비추어진 그의 반영물이 그녀의 죽음과 함께 사라짐으로써 지금까지 그를 

괴롭혔던 lIPyroH 51와 lIpyro꺼 l.JeJIOBeK은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수 없게 되었 

다. 이것은 결국 외부 세상과의 화해， 세상에 의한 그의 수용을 암시한다. 그녀 

의 죽음이 또한 그를 정신이상으로부터 구해주었다는 것은 예술가로의 가능성 

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역전은 아니 

다. 화자는 분명 애인과 분신의 죽음을 통해 정신이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기는 했지만， 아직 완벽한 의미의 예술가로는 성장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가 이것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공포를 경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이러한 공포， 존재의 고립무원의 두려움이 그를 

다시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어떠한 구원도 없을 것이라는 마지막 말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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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화자의 공포의 원인과 극복 그리고 예술가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 작품 역시 r초르브의 귀환」과 마찬가지로 단편으로서의 제한 

성을 가지고 있다공포」는 화자의 극단적인 공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왜 그러한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정신이상자와 예술가의 경계에서 그녀의 죽음이 과연 

그를 예술가로 성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모호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 

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 

한 공포， 예술가와 정신이상자의 대립， 거울의 모티프 등은 나보코프의 장편 

소설 『루진 방어( 3 anU!T a JIyl!<l1H a) ~ , w절망(OT'-!a~HHe) ~， w사형장으로의 초대 (rrpH 

r JlameHHe Ha Ka3Hb)~ 등에서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욱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공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3. r 박물관 방문J 시간과 곰간의 감옥 

러 시 아어 작품 창작 시 기 말에 쓰여 진 「박물관 방문(rrOcemeHHe MY3e~)J 

(938)은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폐해와 그것의 

부정적 결과가 시간의 영역에서 공간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가지는 작품이다초르브의 귀환」에서 초르브는 이미 과거가 된 아내를 

부활시키기 위해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박묻관 방문」의 화자는 원형 

그대로의 과거는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박물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박물관의 속성 자체가 과거의 

사실， 의미에 대해 어떠한 손상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 

로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박물관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한다 OT BC~qeCKHX llOCTOnpHMeqaTeJlbHOCTeH, 6Yllb T。 찌3eH HJlH CTapHHHoe 

311aHHe , MeH~ TomHHT.(4-352) 화자는 박물관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들에 대한 구역질 나는 혐오감， 

그것은 과거에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의 표시 

이다. 이러한 태도는 또한 나보코프 자신의 견해이기도 할텐데， 기억의 예술가 

로서의 나보코프에게 있어서 과거는 예술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지만， 박물관과 같이 기억을 원형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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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러한 과정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과거를 단순히 재 

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한 상상력의 발현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재생， 반복일 때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아 상상의 과정이 될 때 예술이 

탄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억과 상상력은 창조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은 그 자체로서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보존이자 

재현의 장으로서 상상의 침투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박물관에 진열되 

어 있는 물건들은 ‘잠이든 세계의 것 (COH BelI(eCTBa)’이며 ‘무 대상화된 대상(0 

õecnpe때eTHBllia~c~ npenMeTHOCTb) ’ (4-352)으로서 이 곳에 서 는 모든 것 이 생 동감 

을 잃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한다. 박물관은 죽음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 

은 박물관의 속성이 기억을 상상력과 결합시키려는 나보코프에게서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박물관 방문」의 화자는 바로 그러한 작가적 

견해의 대변자로 볼 수 있다. 

그가 박물관 방문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인의 초상화를 찾아야 한 

다는 사실인데， 초상화의 속성도 본질적으로는 박물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 

이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초상화 역시 사람들에 

게 상상을 허용치 않으며， 더욱이 초상화 장르 자체가 대상을 사물화시켜 영원 

히 같은 상태로 지속 되도록 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상 

의 것을 허용치 않는 것이기에 그것은 나보코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죽 

은 예술， 허위의 예술이다. 

그러나 화자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박물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다 19) 박물관의 첫 인상은 그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박물관 

의 수위조차 그러한 평범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 õaHaJlbH뼈 HHBaJlHn C nycT뻐 

pYKaBOM.(4-352) 수위는 한 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는 박물관의 불구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화자는 그에게 ‘진부 

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물관에서 화자는 한 가지 

흥미를 끄는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다양한 크기의 이상한 검은 구슬 

뭉치로서 그는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리고 그것이 무엇 

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물건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즉시 

그의 상상력을 작용시킨다 OHH 4pe3BbI4aHHO HanO뻐HaJlH nOnMOpO~eHHhlH HaB03 , 

19)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가 위해 화자가 들어간 곳이 박물관 계단이었다. 이러한 우연 
의 일치는 화자가 박물관을 방문하는데 필연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나보코프 단편 연구 63 

H .51 HaLl HHMH HeBOJIbHO 3 aLlyMaJIC .5I , H60 H싸<aK He Mor pa3raLlaTb HX npHpOLlY, 

COCTaB H Ha3HaQeHHe.(4-35T353) 본성이나 구성물， 이름을 전혀 알아낼 수 없 

는 이 구슬은 박물관의 다른 물건들처럼 과거 자신의 본래 모습과 의미를 받 

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그것에 나름대로 자유로운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 

한다. 화자에게는 수위가 설명하듯이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발견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물건이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상상력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이다. 이처럼 박물 

관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화자와 과거의 의미 그대로 기억하고 반복할 

것을 주장하는 수위는 창조자와 모방자 사이의 차이를 단적으로 암시한다 할 

수 있다. 박물과 수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 과거에 

어떤 손상도 주지 않은 채 그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이지 그 

곳에 무엇이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아닌 것이다. 이점에 

서 는 박물관 후원자인 고다르(rOLlap)도 마찬가지 이 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 선 

의 행위는 숫자 그것이 제작 연도이건， 발견 연도이건， 아니면 소장 목록의 

숫자이건 간에 - 를 기도문 외우듯이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화자는 바로 이러한 박물관에서 친구가 부탁한 초상화를 발견하게 된다. 조 

잡한 풍경화 사이에 걸려 있는 초상화의 주인공은 친구의 모습과 닮아 있었으 

며， 그는 그림을 보는 순간 온 옴에 전율을 느낀다. 그림 자체는 재능이 없는 

화가의 솜씨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림의 예술적 가치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허구(B뻐YMKa)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H 6bJJI HeCKOJIbKO nOTp .5l CeH , HaßLl.5I TO CaMOe , cymecTBoBaHHe qero LlOTOJIe Ka3a

JIOCb MHe nonyTHoH BbJLlYMKOH 6JIY*Lla뻐ero paCCYLlKa.(4-353) 화자는 친구가 말 

한 초상화가 단순한 날조나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초 

상화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꿈의 실현’(4-353)으로 받아들여진다. 나보코프 

에게 있어서 허구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질 수가 없다. 그가 추구하는 예술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상상을 교묘하게 

결합하는 것이지， 전혀 없었던 사실이나 사물을 날조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친구가 그 그림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실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구에 불과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순간 그 그림은 더 이상 허구가 아니 

라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그의 내변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킨다. 이것은 외부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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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며，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의 변화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먼저 외부세계의 변화는 비의 그침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를 박물관 

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비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그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화자의 주의를 끌게 된 것은 그것이 화자의 내면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가 

바라보는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성당의 

천 편 일 률 적 인 첨 탑을 저 주 했 었 지 만(Kn~H~ mnHnb OaHOrO H TOrO *e anHHHOmeerO 

co6opa, 4-352) , 꿈의 실현을 경험한 후에는 똑같은 성당을 바라보며 유희를 즐 

기고 그것의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Co6op CHOBa 3aHrpan CO MHO~ B 

np~TKH ， HO ~ nepeXHTpHn ero , 4-354) , 마찬가지 로 박물관이 있는 도시 MOHTH3ep 

는 이전에는 죽음의 도시였지만， 이제 화자에 의해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노력， 변화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은 곧 방해에 부딪히 

게 된다. 그 첫 번째가 박물관 후원자인 고다르(roaap) 이다. 고다르의 첫 반응 

은 상상의 실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목록 속에 들어있는 

화가 JIepya의 그림은 러시아 귀족의 초상화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양떼들의 귀 

환’에 관한 그림이었던 것이며， 따라서 박물관의 목록과 그것의 소유자인 고다 

르는 화자를 변화시켰던 그림 자체의 존재를 부정한다. 화자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은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그에게 더 큰 정신적 혼돈을 가져다준 

다. 박물관을 찾은 젊은이들은 박물관의 일반적인 의미， 중요성을 무시하고 조 

롱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식에 대해 집단적인 공격을 가한다. 박물관 안에 

서의 그들의 소란과 소동， 성물 모독， 유물에 대한 조롱은 화자의 박물관에 대 

한 태도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화자의 경우 그것은 박물관의 구태의연한 의미 

에 대한 공격인데 반해 젊은이들의 소동은 조롱을 위한 조롱에 불과하다. 그 

것은 초상화에 대한 반응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KTO 3Ta CTapa~ 06e3b~Ha? 

-- cnpOCHn OTHOCHTenbHO nopTpeTa HeKTO B nonocaTOM HaTenbHHKe, a TaK KaK 

aea Moero npH~Tem 6bJn H306pa*eH C cHrapoA B pyKe, apyroA 6anaryp BblHyn 

nanHpocy H co6panc~ y nOpTpeTa npHKYPHTb ,(4-356) 나보코프 작품에 서 원숭이 
는 펀협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는 인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로 

서 20)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노인의 초상화가 지닌 예술적 재능이 화 

자를 전율시킨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이러한 놀림은 결국 그가 발견한 초 

20) r초르브의 귀환」에서 켈러에 대해 이러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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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의 의미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그들은 초상화를 구입하기 위한 협상과정 

을 방해함으로써 화자가 초상화를 통해 획득한 꿈의 실현， 상상의 구체화를 계 

속해서 중단시킨다. 이들의 방해는 고다르의 것보다 더욱 집요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는 마침내 이들로부터 달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끝없이 이어지는 홀을 따라 그들을 피해 가는 도중에 주위의 

모든 것은 실체성을 잃고 혼미해지기 시작한다공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나보코프에게 있어 나와 외부세계， 나와 대중 사이의 분열은 항상 정체성의 상 

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이 작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주 

위의 모든 것은 갑자기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두려 

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과 집단 사이의 분열을 의식했다는 의미가 되며， 이것 

은 그에게서 현실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신호가 된다. 결국 

그가 아래쪽에 모여 있는 집단을 바라보는 순간， 즉 자신은 그들과 다른 공간 

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더 이상 현재에 머물 수 없게 된 

다.(a Korlla MbI B36el!<aJlH 110 JleCTHHue, TO cBepxy, H3 raJlepeH, yBHlleJlH BHH3y 

TOJllly CellbIX JllOllefi H 30HTHKOB, OCMa TpHBalO뻐X rpOMallHYIO MOlleJlb W’p03IlaHHJ'I. 

4-357)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박물관의 전형적인 색깔인 ‘회색빛’ 
(4-352)과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됨으로써 나를 제외한 채 하나의 거대한 회색 

덩어리가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자리， 나의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하 

나의 홀에 이어 또 다른 홀이 끝없이 이어지듯이 주변 세계는 화자의 의지와 

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그는 되돌아갈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고 ‘좋습니다. 이만 가볼 테니 내일 이야 

기합시다 ... ’ (4-357)라는 그의 말은 상대도 없는 빈 공간에서 홀로 메아리치게 

되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점차 현실과 혼돈의 세계 사이에서 자 

신의 자리를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이곳 도시의 박물관은 그 자신만의 박물관 

으로 변해간다. 즉 그 안에서 그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뒤얽히기 시작하고 그 

는 박물관이 간직하고 있는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속으로 점차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곳의 모든 것은 갑자기 변해버려， 그의 앞에 계속해서 이어지 

던 박물관의 홀(a llaJlee OTKpblBaJlHCb eDle H e Dle 3aJlbI, 4-357)은 끝없이 긴 통 

로(6eCKOHeQH。 따HHH뼈 llpOXOIl, 4-358)가 되고 그는 갑자기 악기들 속에 있음 

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오르페우스 동상이 세워져 있다. 오르 

페우스가 악기의 명인임을 생각할 때 그의 동상이 악기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것은 그다지 신기할 것도 없지만초르브의 귀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초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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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과거에 집착하고 아내에 대한 기억을 복구함 

으로써 과거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이 나보코 

프의 오르페우스가 갖는 더 본질적인 의미일 것이다. 적어도 나보코프와 그의 

주인공들이 추구해야할 것은 오르페우스 식의 과거에 대한 집착은 아니며， 따 

라서 이야기 속에 오르페우스가 등장한다는 것은 나보코프의 주인공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과거가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갈수록 미끄러운 길과 짙은 어둠， 안개와 

부딪치게 되며， 새로운 장소에 있게 되고， 이것이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든다. 그 

러나 그는 마침내 현실 세계로 빠져 나온다. 

R ~BHHync~ Ty~a ， H cpa3y OTpa~HOe H HeCOMHeHHOe o~y~eHHe ~e~CTBHTenb

HOCTH CMeHHnO HaKOHeu BC~ Ty HepeanbHy~ ~p~Hb cpe따 KOTOPW~ ~ TOnbKO 4T。

MeTanc~. KaMeHb no~ MO‘1MH HOraMH I5wn HaCTO~~a~ naHenb, OCWnaHHa~ 4y~HO na 

XHy띠깨d， TOnbKO 4TO BWnaBWHM CHerOM, Ha KOTOpOM pe~KHe newexo~꾀 y:i<e ycnenH 

OCTaBHTb 4epHWe CBe*He cne때 (4-358) 

화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헤매던 비현실적인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 나와 의 

심할 바 없는 현실로 되돌아 왔다고 생각하며 특히 방금 내린 눈을 손으로 만 

져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현실감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그는 lleHCTBH

TenbHOCTb, HaCTO~ma~ 둥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현실이 의심할 바 없 

는 실제임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은 오히려 그 

것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놀라울 정도로 익숙하고 기분 좋게’ 여겨지는 

눈은 그 익숙함과 기분 좋음 때문에 오히려 과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기억 속의 세계를 구체적인 현실로 인정함으로써 화자는 실제의 현 

실과 더욱 멀어지게 되고 그의 구원은 이에 따라 더 어려워진다. 그는 박물관 

의 미로， 즉 과거에서 빠져 나왔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기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현실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자유를 얻었고 현실적인 삶에 도달했다고 안도할 때， 그 

것은 오히려 공허하게 들린다. 그에게 나타난 새로운 현실은 기억 속에서의 과 

거보다 더욱 두렵고 놀라운 세계이다. 이곳은 바로 그가 그토록 거부하던 소비 

에트의 현실인 것이다 R pa30Õpan KOH'UIK BbIBeCKH: < ... HHKa canor>, - HO He 

CHerOM, He CHerOM ÕbIn 3aTepT TBepll뼈 3HaK.(4-359) 간판에 씌 어 져 있는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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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어 마지막에 경음부호가 떨어져 나가고 없다는 것은 이곳이 소비에트 

의 도시라는 의미가 된다.21) 박물관 안에서 과거의 유물， 즉 시간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된 화자는 공간적으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끔찍한 현실 

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은 서로 뒤얽히며 그의 출구를 봉쇄 

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화자의 절망은 극대화되고 그는 그 안에서 절규한 

다 YBbI! 3TO ÔblJia He POCC깨 Moe꺼 naMSl TH, a BCaMlleJiHWHaSl, CerOIlHSl WHSlSl, 3aKa-

3aHHaSl MHe, Ôe3Halle)[(HO paÔCKaSl H Ôe3Halle)[(HO pOIlHaSl .(4-359) 화자는 이 제 이 

곳이 그의 기억 속의 러시아가 아니라 그에게는 금지된 현재의 러시아， 희망을 

상실한 노예 국가가 된 소비에트 러시아임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이 꿈속에서나 보았던 소비에트 러시아에 있게 된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기억 속의 러시아를 따라가던 그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가 박물관을 방문하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그곳이 단순 

히 과거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과거의 의미만을 받아들이 

도록 강요하고 인식의 전환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었지만， 박물관 안 

에 들어선 그는 어느덧 자신이 거부하던 그러한 박물관의 속성에 사로잡혔던 

것이며， 따라서 그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하나 하나의 과거는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은 소비에 

트 러시아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실제 현실로도 되돌아 올 

수 없고， 기억 속의 러시아가 이끌어준 그에게 금지된 희망 없논 현실을 택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나보코프와같은 망명자가 겪 

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꺼내 버리고 옷 

마저 벗어 던진다.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종이， 편지， 돈， 손수건， 담배를 꺼내 

찢어서 눈 위에 버리고 신발과 속옷마저도 완전히 벗어 알옴으로 남게된다. 이 

것은 그에게 있어 과거의 모든 흔적을 없앤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HO IlJiSl TOrO , qTOÔbI COBepWeHHO OTlleJiaTbC Sl OT BCeX 3MHrpaHTCKHX qewyα ， HeOÔ

XOIlHMO ÔblJiO Ôμ COllpaTb H YHHqTO)[(HTb Olle)[(!lY, ÔeJibe, OÔyBb, BCe , - OCTaTbCSl 

HlleaJibHO HarHM, H XOTSl MeHSl H TaK TpSl CJiO OT TOCK“ H XOJiOlla, sl ClleJiaJi, qTO 

21) 나보코프는 영어본 서문에서 비러시아권 독자들을 위해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고 
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언어 개혁을 통해 단어 마지막에 장식으로 있던 고대 

러시아어의 흔적인 경음부호를 제거하였다. 화자는 상점 간판에서 이것을 보는 순간 

자신이 과거의 러시아가 아니라 현재의 소비에트 러시아에 있음을 알게 된다. 

Vladimir Nabokov, “The Visit of the Museum", in A Russian Beauty and Other 
Stories (London: Penguin Books, 1975),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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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4-360) 
망명의 비늘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옷과 속옷， 신발 모두를 벗어서 없애고 이 

상적인 벌거벗음의 상태로 남아야 한다는 화자의 주장은 같은 해에 쓰여진 

『재능』의 주인공 표도르(φellOp)의 벌거벗음의 의식을 연상시킨다. 표도르에게 

있어서 그러한 의식은 예술가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으 

며， 이 경우 그가 벗어버린 것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 

라 러시아 문학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박물관 방문」의 화자는 실제적인 예술 

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을 통해 새로 

운 현실， 즉 과거에 대한 기억 속에만 머물지 않는， 그래서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 

라서 그는 그 이상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Ho llOBOJlbHO. 4-360) 
이 작품은 화자가 스스로 옷을 벗어 과거의 모든 잔재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새 

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된다. 

4. r피알타의 봄J 기억의 창조성 

1936년 봄 『재능』을 집펼하던 중 시작된 「피알타의 봄(BeCHa B φHaJlbTe)J 

(936)22)은 나보코프 자신 이 특히 평 가하는 단편 소설 중의 하나이 다.잃) Foster 

는 「피얄타의 봄」과 『재능』이 나보코프 창작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 

이하게 되는 기억과 모더니즘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단편과 장 

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4) 두 작품은 나보코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주된 

테마가 되는 기억과 예술의 문제를 훌륭하게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더욱 중요한 것은 두 작품이 모두 러시아 문학 전통에 대한 기억과 그것의 

22) 이 작품은 앞 절에서 다룬 r박물관 방문」보다 먼저 쓰여졌지만， 예술적 완성도 때문 

에 마지 막에 다루고자 한다. 

23) 나보코프는 Parker와의 서변 인터뷰에서 “06J1al<o, 03epo, 6amHjI", “BeCHa B φHaJlbTe " , 

“The Vane Sisters"를 자신이 높게 평가하는 세 편의 단편소설로 밝히고 있다.(S. T. 
Parker, “Vladimir Nabokov and the Short Story" , Russian Literature Triquartely, 
eds. by C. R. Proffer etc. (Ann Arbor: Ardis, 1991), p. 68.) 

24) John Burt Foster Jr., Nabokov's Art of Memory and European Moder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 , 1993),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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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조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이다. 특 

히 「피알타의 봄」은 체흡(4eXOB)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llaMa C co6aq

Kofi) J 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억의 창조성이라는 

테마가 화자 바센카(BaceHbKa)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며， 체홉과는 어떠 

한 맥락에서 서로 연결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이야기는 바센카와 니나(HHHa)사이의 10년 넘게 계속된 우연한 만남 

과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주된 서술의 구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현재가 아니라， 바센카의 회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바센카의 회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기억의 기록이지만， 

그 기억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행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 

알타에서의 만남과 그 이전의 만남이 계속해서 서로를 침투해 들어가며 이야 

기의 시간구조를 뒤얽히게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의 만남과 사건 

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데 비해， 바센카의 반복되는 회상 

과 기억의 흐름을 통한 이야기의 시간은 10년이 넘는 간격을 넘나드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기억의 기록물， 즉 니나가 죽은 이후에 쓰여진 것임을 화자는 반 

복적으로 암시， 혹은 알려주고 있다 Tenepb MbI CBH.1leJIHCb B TyMaHH。때 H TenJIofi 

φHaJIbTe ， H 51 He MOr 6bI C 60JIbIIII써 H351meCTBOM npa3 .1lHOBaTb 3TO CBH.1laHHe, 3HaID 

51 .1la*e, QTO OHO nOCJIe .1lHee; nOCJIe.1lHee, rOBopID.(4-307) 그녀 와의 만남이 이 것 이 

마지막이 되는 이유는 이야기 마지막에 가서 밝혀지지만 바센키는 이야기 시 

작에서 그녀의 죽음을 암시함으로써 이것이 기억을 기록한 것임을 미리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회상의 회상 즉 그틀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 피알타에서의 재회가 마지막이라면 그녀와의 과거를 복 

구하기 위해서는 그녀와 관련된 기억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물론 회상은 그녀와 관련된 내용일 때에만 그에게 분명히 나타나 

며 의 미 를 가지 게 된 다 He nOMHID, nOQeMY MbI BCe nOBblCblnaJIH (. .. ) HO BOCnO 

MHHaHHe TOJIbKO TOr.1la npHXO.1lHT B .1lefiCTBHe.(4-308) 그 후 바센카의 회상은 계 

속해서 니나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와의 우연한 만남을 재생해 내는 데 집중되 

고 있다. 그녀와의 만남은 항상 우연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과정이 진행될수록 

그에게 가지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였지만， 만남이 지속될수록 그는 그녀로부터 헤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은 

연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기차 

역에서의 만남이다. 그는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남자들의 무리를 보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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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모르게 초조함을 느끼고， 그로 인한 질투의 감정을 노래를 통해 표현한 

다. 

On dit Que tu te maries, 
Tu sais Que j ’en vais mourir,- (4-311) 

(fOBopn , '1TO T닝 - :l<eHHmbCJl, 

TbI 3Haemb, '1TO 3TO MeHJl y6blOT.) (원서 주) 

바센카가 설명하고 있듯이 결혼과 죽음을 결합시키려는 이 노래가 오랫동안 

그를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불러 일으켜진 감 

정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단순히 화자의 심정을 반영 

하는 것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에 대한 인식의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a B rOAOBe Ha30AAOBO 3BeHeA, 50r BeCTb nOqeMY BhlßAhlBillHA H3 

MY3hlKaAbHoro 51뻐Ka naM5I TH, llPyroro BeKa pOMaHc.(4-311) 이 노래는 그 자체로 

서 예술의 한 형태이지만，정) 동시에 바센카로 하여금 기억 예술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의 음악상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과거 

의 노래가 단순히 친척의 목소리에 대한 기억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니나와 관련되면서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느낌 

으로 다가오게 되고， 현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니나를 향 

해 이중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적인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그녀와의 관계가 자신의 부부관계를 

건드리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만남이 지속될수록 더욱 두 

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TaK qTO )\(e MHe 6101AO lleAaTb, HHHa C T06oA, KYlla 

6bmo C6hlTb 3anac rpycTH, KOTOplolA HcnOllBOllb y*e HaKOnHAC5I OT nOBTOpeHH5I 

HaillHX KaK 6YllTO 6eCneqHbIX, a Ha caMOM lleAe 6e3Halle)\(HbIX BCTpeq! (4-318) 그 

리고 그의 감정은 그녀가 죽기 직전 그녀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고백에서 절정 

을 이 루고 있다.( <A qTO, eCAH 51 Bac Æo6ÆO?>, 4-321) 

그러나 그의 사랑 고백에 대해 그녀는 불쾌한 표정 (6bICTpoe ， CTpaHHoe, nOqTH 

HeKpaCHBoe Bhlpa)\(eHHe, 4-321)과 무례한 욕설로 그를 비난한다. 바센카의 고백 

에 대한 니나의 반응에 대해서 Foster는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하고 있지 

만，%) 여기에서 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고백이 자기 감정에만 지나치게 

25) Ibid., p. 136 

26) Foster는 니나가 절충주의자인 남편과의 결혼생활로 인해 결혼에 대한 환상을 잃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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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한 결과라는 점이다. 결국 니나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처음부 

터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센카 역시 니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의 그의 내면적 

인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그에게 있어서 상황은 여전히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외부세계가 갑자기 밝고 따뜻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다. 반짝이는 바다와 흰색의 하늘 태양의 반짝임 등(4-321)은 그의 상태가 결 

코 절망적인 것이 아님을， 즉 니나의 거부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현실과 화해 

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바센카가 니나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그 

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나보코프가 이 이야기를 자신의 가장 뛰 

어난 단편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 것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니나는 나보코 

프의 작품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진정한 예술성의 획득， 예술가 탄생이라 

는 테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녀는 작가인 페르디난드(φepilHHaHil)의 

아내이자 바센카에게 그녀에 대한 회상을 쓰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 

에서 뮤즈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 페르디난드와 화자는 니나를 중심으로 삼각 

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예술성의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 상 

반되는 곳을 지향한다. 프랑스어로 작품을 쓰는 헝가리인 페르디난드는 자신을 

항상 nHCaTeJlb(쓰는 사람이 라는 의 미 로서 의 작가)보다는 CO'-l“HHTeJlb(허 구를 만 

들어 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의 작가)로 불러 주기를 바란다.(B COBep피eH-

CTBe H3Y '-IHB npHpOilY BbIMbIC Jla, OH OC06eHHO KHt쩌JlC~ 3BaHHeM CO '-lHHI’TeJl~， KOTO

poe CTaBHJl BblIIle 3BaHH~ nHCaTeJl~;， 4-312) CO'-lHHHTeJlb이 란 영 어 본에 따트자면 

보다 구체 적 으로 ‘the art of verbal invention to perf~tion(완벽 할 정 도로 말을 

고안해내는 기술)’， ‘a weaver of words(단어 조립자)’7:7)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센카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페르디난드의 태도를 경멸하고 있다. 실제로 ‘단 

어 조립자’라는 호칭은 많은 평론가틀이 나보코프에게 부여했던 특성이고， 따라 

서 페르디난드는 작가의 또 다른 예술적 자아를 반영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 

다.잃) 그러나 망명자이면서 작가라는 외적인 유사성이 나보코프로 하여금 더욱 

수도 있고， 그녀의 문란한 생활이 진지한 사랑고백을 거북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 

고， 니나가 기억력이 나빠 그녀와의 만남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lbid. ， 

p. 137.) 

27) Vladimir Nabokov, “Spring in Fialta", in Nabokov's Dozen (London: Penguin 
Books, 1960), p. 16. 

28) Lee는 페르디난드를 ‘작가 자신을 반영하는 그립자， 분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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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그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즉 나보코프는 

페르디난드와 대립되는 인물 바센카를 동장시켜 그에게 공격을 가하게 함으로 

써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이 단순히 언어유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교묘한 작용에 의해 의미가 한 층 강화됨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점에서 

페르디난드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MHe He XOTeJlOCb 6bl paCnpOCTpaHj!TbC j! 0 HeM, 

HO OH BblITlipaeT 1i3-nOll MOerO nepa.(4-312)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 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나의 펜 아래에서 밀고 나온다라는 것은 그에 관한 이야기 

를 쓸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그로 인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성이 더 분명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페르디난드가 나보코프와 구분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페르디난드 

가 예술과 정치를 같은 연관선상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예 

술의 극단성은 정치의 극단성과 형이상학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4-319) 예술의 정치성을 극도로 혐오했던 나보코프의 대변자로서 바센카는 그 

의 예술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nOIllJlOCTb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은 그의 주위에 몰려 있는 추종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자신의 대머리를 캔버스에 그려 넣는 화가， 아담의 타락을 개그로 노래하는 시 

인， 예의바르지만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가진 호모， 손가락으로 무시무시한 표 

현을 하는 피아니스트， 산발머리에 파이프를 물고 있는 젊은 소비에트29) 작가 

등 모두 기이한 방법으로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예술이란 한바 

탕의 소동에 불과하며 모독적인 기능 이외에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한다. 그들 

이 모두 함께 모여하는 식사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모독， 악몽과 같은 희화 

화’(4-313)로서， 그들은 삐를 통해 기존의 모든 가치， 심지어는 종교적 믿음조 

차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술 역시 혐오스럽고 죽은 예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페르디난드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사들이는 먼지가 가득 싸인 

산모양의 잉크병에 대해 바센카논 ‘추한 물건( ypOllJlIiBblη npellMeT)’, ‘전혀 자각 

능력 이 없는 사물(COBepllleHHO HeBMeHj!eMaj! Belllb)'(4-315) 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페르디난드 자신의 예술의 속성이기도 하다. 

바센카는 페르디난드처럼 단순히 허구를 날조하는 것 (Bbl마MI< a) 이 아니라 기 

억에 바탕을 둔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작품을 써야 함을 강조한다. 

p. 32.) 
29) 영어본에서 소비에트 작가는 경쾌하기는 하지만 언어적으로는 무능한 작가로 표현되 

고 있다.(Vladimir Nabokov, “ SplÌng in Fia1ta",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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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l<e HHKOr.lla He nOHHMaJl, KaK 3TO MO :l<HO KHHrH Bbll1)'MblBaTb, 4TO npoKy B 

BbI，ll써Ke; H He y60~Cb ero H3 .lleBaTeJlbCKH JlID6e3HOrO B3rJl~.ll， ~ eMY npH3HaJlC~ 

O.llHa:l<.llhl, 4TO 6Y.llb ~ J1HTepaTOpOM, J1Hmb Cep.llUY cBoeMy n03BOJl~J1 6μ HMeTb BO-

06pa:l<eHHe, .lla eme , nO :l<anyll, - .llOnycKaJl 61.1 naM~Tb ， 3Ty .llJlHHHylO Be4epHIOIO 

TeHb HCTHHbI, HO paCCY.llKa HH 3a 4TO He B03HJI 61.1 no MacKapa.llaM.(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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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문학가라면 상상력과 기억을 스스로에게 가지도록 하겠다는 것 

은 문학 창작에 있어서 기억과 상상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결국 기억이야말로 

진실의 그림자이며，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예술관을 입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점에서 니나는 바센카의 뮤즈가 될 수 있다. 

그녀는 페르디난드의 아내이지만 그의 뮤즈는 아니다 H HHHa (...) y*e BOIIlJJa B 

pOJJb, 71 He CKa:l<y My3bl, HO 6JJH3KOrO TOBapH띠a My*a-TBopua.(4-313) 그녀 는 남 

편의 친구이자 충고자로서 그의 예술적 취향을 함께 할뿐이지， 그의 예술에서 

어떤 영감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반면 니나와 바센카의 관계는 한마디 

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바센카조차도 그들 관계가 단순한 우정인지 로맨스인지 

판단하지 못한다.(npH51TeJJbCTBa? pOMaHa? , 4-306) 그녀의 불안정함， 불확실한 

성격， 가벼운 공허함 등은 항상 바센카를 향한 태도에서 행복과 무관심 사이를 

오고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와의 관계는 실제 있 

었던 사건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 동한다 noueJJy51 OHa He nOMHHJJa BOBce, HO 3aTO y Hee OCTaJJOCb o61Ilee Bne-

qaTJleHHe qerO-TO 3a.ayweBHoro , BocnOMHHaHHe KaK。때-TO IlPy:i<5b1, B lleilcTBH

TeJJbHOCTH HHKOr.lla Me:l<.ay HaMH He CYlIleCTBOBaBlIleη.(4-310) 이 처 럼 과거 를 본 래 

의 모습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억하는 니나의 태도 

가 바센카를 당황하게 만들기논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경향은 그의 예술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결국 니나는 페르디난드가 아니라 바센 

카의 뮤즈가 되는 것이다. 그는 ‘푸쉬킨의 다리 (nylllKI’HCKHe HO:l<KH) ’ (4-315)를 가 

진 이 여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그리고 운명은 왜 그들을 만나 

게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그의 작품 

「피알타의 봄」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로 하여금 진정한 예술을 추구하고 그 

것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니나의 존재가 펼연적인 것이다. 

니나가 그의 뮤즈가 될 수 있음은 Z모양으로 앉은 그녀의 자세에서도 확인 

된다.30) 영어의 마지막 철자인 Z는 방향을 돌려놓으면 N이 되고， 니나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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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의 시작이 N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Z는 Nina의 N의 변형이 된다. 따라 

서 니t.} (Nina)는 지나(Zina)가 되기도 하고， 지나는 「피알타의 봄」과 같은 해에 

쓰여지고 있던 『재능』의 여주인공 지나를 연상시키며， 이것은 결국 지나가 표 

도르의 뮤즈가 되었던 것처럼31) 니나도 예술의 본질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바센카의 뮤즈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32) 그러나 니나는 죽음을 통해서만 

바센카의 완벽한 뮤즈가 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페르디난드의 아내 

로서， 그의 예술적 취향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바센카만의 뮤즈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페르디난드의 예술을 혐오하는 바센카로서는 그녀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죽음을 통해서만 페르디난드의 

nOmJIOCTb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함께 당한 페르디난드와 

그의 친구 세규르(Cenop)는 살아 남았지만， 그 직전까지 그들을 모방했던 니나 

는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은(npH'leM φep띠HaHll H ero npHjjTeJIb, Heyjj3B싸ble 

npoìlllOXH, CaJIaMaHllpbI CYllb6b1, BaCHJIHCKH C'laCTbjj , OTlleJIaJIHCb MeCTHbIM H Bpe

MeHHbIM nOBpell<lleHHeM 'lemyH, TOrlla KaK HHHa, HeCMOTpjj Ha CBOe llaBHee, npe

llaHHoe nOllpall<aHHe HM, OKa3aJIaCb BCe-TaKH CMepTHoìl. 4-322) 그들의 예 술세 계 

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제 니나는 온전히 바센카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니나에 대한 기억을 써내려 가고 있는 바센카는 그 기억을 시간 순 

서대로 하나씩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회상을 그 이전의 또 다른 회상 

으로 대체하며 서로 복잡하게 뒤얽히게 함으로써 그녀와의 과거를 새로운 텍 

스트로 읽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와의 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되어 지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소한 에피소드들조차 그러한 

의미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무의미하거나 거의 관심을 

30) Foster는 Z라는 철자가 과거와 현재의 두 시간 차원이 대각선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 
음을 상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Foster, p. 134.) 

31) 표도르의 지나는 그의 기억의 여신이자 시의 뮤즈로서， 그녀의 기능은 이름에 의해서 

도 암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155쪽을 참조 바람. 
32) 표도르가 작가 나보코프 자신의 자전적인 모습을 띠고 있듯이피얄타의 봄」의 화자 

인 바센카도 나보코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가 주장하는 기억과 상상력의 결 

합인 예술， 이것은 곧 나보코프 자신의 예술관인 것이다. Lee는 이 단편의 영어본에서 

바센카라는 이름이 Victor로 변경된 것에 주목하고 있는 데， 빅토르는 나보코프의 세 

례명이기 때문이다.(Lee， p. 32.) 결국 나보코프는 영어본에서 주인공과 작가 자신을 
더욱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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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지 못하던 것들이 바센카의 텍스트에서는 새로이 의미를 부여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니나의 죽음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다. 

우선 그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서커스단이다. 그 

녀의 차가 서커스단 차량에 부딪쳐 그녀가 죽음을 맞이했고， 따라서 서커스단 

은 그녀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바센카는 서커스단 포스터라 

는 하나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상관성을 지속적으로 암 

시하고 있다. 물론 바센카가 처음 그 포스터를 보았을 때， 그것은 피얄타를 장 

식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했겠지만， 그녀가 죽은 지금 그것은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연관성을 암 

시한다. 반복의 강도는 더욱 심해져서 처음에는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로 주변 

의 다른 것틀과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하다가 페르디난드의 조롱 섞인 반응 

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마지막 그녀가 죽기 직전에는 선전차량의 행렬이 실 

제로 등장함으로써 의미의 비중을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이것은 나보코프가 

추구하는 기억 예술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는 바센카의 주의를 

끌지 못했던 서커스단에 관련된 행위의 반복이 현재시점에서는 니나의 죽음이 

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면서 중요성을 얻게 되고， 이야기 전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 니나의 죽음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센카 

가 니나를 만나기 직전 그의 관심을 끌었다가 그녀가 죽기 직전 또 한 번 그 

의 시야에 나타나는 영국인의 존재이다. 우연히 영국인을 본 그는 갑자기 ‘혈 

관을 따라 흐르는 달콤함’(4-306)을 느끼 게 되 고， 그 달콤함은 니 나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었음이 드러난다~ MaWH~anbHO nOCMOTpen Tyna *e H yBHnen HH

Hy.(4-306) 이처럼 영국인은 니나의 등장을 위한 하나의 전조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니나와 마지막으 

로 만난 식당에서 바센카는 또 다시 영국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 영국인 

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는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의자 위에 올라가서는 창문에 매달려 있는 밤나방을 조심스럽게 상자 속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화자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독자들은 당연히 그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지， 그리고 왜 화 

자는 그의 행동에 주목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나보묘프 

가 나비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운반하는 매개체로 생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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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33) 이에 대한 대답은 충분하다고 본다. 즉 니나의 등장의 전조가 되었던 그 

가 나방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의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것， 즉 니나의 영혼을 

다시 바센카에게서 떼어내려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에피소 

드는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한 것틀이지만， 니나의 죽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바센카의 의식 속에서 점차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바센카의 기억은 상상의 영역이 되고 그 결과 그의 기록물은 

예술작품이 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알타의 봄」에서는 또 다른 기억의 

재생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체홉 특히 그의 작품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 

인」에 대한 기억이다. 나보코프는 인터뷰에서 가장 우수한 단편 소설 중의 하 

나로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을 지적하고 있지만，%) 「피알타의 봄」 

은 많은 점에서 체홉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우선 그것은 피알타(φHaJJbTa)라는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알타는 ‘아드리아 해의 한 도시와 흑해 연안의 도 

시 얄타(51JJTa)를 합성해서 만든 도시’로서 35) 러시아의 휴양지 얄타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야기 속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다. 

51 3TOT rOpO,llOI< JII06J11O; nOTOM)' 1IH, 4TO BO Bna,llHHe ero Ha3BaHHJI MHe C1I꾀

mHTCJI caxapHcTo-Cblpoll 3anaX Me1lI<OrO, TeMHOrO, CaMOrO MJl TOrO H3 UBeTOB, H 

He B TOH, XOTJI BH꺼 THoe ， 3By4aHHe .llJIT퍼;(4-305) 

피알타라는 지명이 바센까에게 의미가 있고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그 단어 

가 얄타라는 소리를 떠올리기 때문이 아니라， 니나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즉 

빼aJJbTa는 그녀가 죽기 직전 손에 들고 있던 빼aJJKa(바이올렛)를 연상시키며， 

따라서 그가 이 도시를 사랑한다는 말에는 니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 

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죽고 난 뒤 피알타는 그에게 더욱 가깝고 기분 

좋은 도시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화자가 피알타에서 얄타라는 소리가 분명하게 

울리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얄타는 러시아의 유명한 

휴양지로서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의 무대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 

한 공간의 동일성만으로 두 작품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33) 이에 대해서는 「초르브의 귀환」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다. 

34) Foster, p. 72. 
35) Boyd, p.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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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은 공간적인 배경에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남녀 주인공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에 의해서도 비교될 수 있다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의 구로프(ry 

pOB)와 안나(AHHa) ， r 피알타의 봄」의 바센카와 니나는 이미 각각 결혼한 사람들 

로서 그들의 사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불륜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주변 세계와 주변 인물들의 허위성도 유사하다. 구로 

프가 복잡한 여자관계를 맺고 있듯이， 니나 역시 여러 명의 남자들과 관계를 

가진다. 구로프의 아내와 그의 주변 세계가 허위와 지루함， 편협함으로 가득 

차 있듯이 니나의 남편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 역시 지루함과 천박함， 난잡한 

소동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구로프의 아내가 많은 책을 읽고 단어 마지막에 

b을 쓰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시대를 앞서가는 인텔리인양 생각하듯이 니나의 

남편도 항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을 씀으로써 스스로를 미지의 

세 계 를 탐구하는 탐구자로서 과시 하고 싶 어 한다 (K MOHM KHHraM npHTparHBa~T

C~ C OnaCKOH , KaK K HeH3BeTHoMy 3AeKTpHQeCKoMy annapaTy. 4-319)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모티프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는 데， 

두 연인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들이 각각 기차역 

에서 헤어지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안나와 니나의 남편이 독일인과 헝가리 

인으로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작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체홉과 나보코프가 과거와 기억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상 

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나보코프로 하여금 체홉의 작품에 주목 

하게끔 했을 것이다. 

Ho npOWJlO 60JlbWe Mec~ua， HacTynHJla r Jly60Ka51 3HMa, a B naM5I Tb Bce 6b1J1。

51CH。’ TOqHO paCCTaJlC5I OH C AHHOß CepreeBHoß TOJlbKO Bqepa. H BocnOMHHaHH5I 

pa3rOpaJlHCb Bce CHJlbHee. (. .. ) OH 1l0JlrO XOllHJl no KOMHaTe , H BcnOMHHaJl, H 

yJlμ6aJlc 5I， H nOTOM Boc-nOMHHaHI쩌 nepeXOllHJl B MeqT피， H npowenmee B Bo06pa

:l< eHI깨 MeWaJlOCb C TeM, qTO 6YlleT.36l 

구로프의 의식 속에서 기억은 더욱 선명하고 강력해지며， 그의 회상은 마침 

내 과거와 미래가 뒤섞이는 현상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바센카 

가 추구하는 예술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의 예술세계에서는 현실과 환상， 과거 

36) A. n. 4exoB, “ llaMa C C06aQKoß", Coφ8HHe CO~HHeHHn B pBeH~a8TH TOM8X, TOM 8(MocKBa: 

XYllO:l<eCTBeHHa51 JlHTepaTypa, 1962), C.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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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조차 없 

게 된다. 기억과 상상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체홉의 관점은 나보코프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되고，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예술성의 본질을 이루게 된다. 즉 

체홉에게서 사랑에 대한 즐거운 기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나보코프에게서는 예술 자체의 문제와 연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운명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이다. 안나와 구로프의 사랑이 제한적이나마 성공한 것과는(11 Ka-

3anocb, qTO e~e HeMHOrO -- H pemeHHe 6yneT HaßneHO, H TOrna HaqHeTC~ HOBa~ ， 

npeKpaCHa~ lKH3Hb; H 060HM 6bInO ~CHO ， qTO nO KOHua e~e naneKO-naneKO H qTO 

caMoe CnOlKHOe H TpynHoe TOnbKO e~e HaqHHaeTC~ .)37) 달리 바센카는 니 나의 사 

랑을 얻지 못하는 데，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구로프와 안나의 관계와 유사 

한 상황에 처한 바센카는 자신과 니나를 그들의 유사한 변종으로 보았을 것이 

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랑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센카 

만의 판단이자 상상일 뿐이지 니나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나가 그의 사랑을 이상한 태도로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반응 

이었다. 결국 나보코프가 보여주려 했던 것은 두 작품의 단순한 비교는 아니 

다. 오히려 나보코프는 다른 방향에서 두 작품을 연관시키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니나의 죽음이 바센카에게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녀의 죽음이 그로 하여금 r피알타의 봄」을 쓰게 했으므로 그녀는 그 

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안나가 사랑을 통해 구 

로프에게 새로운 희망， 진실한 삶의 가능성을 제시했듯이， 니나는 죽음을 통해 

바센카에게 진정한 예술의 길을 열어주는 뮤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체홉의 텍스트는 나보코프이 텍스트에서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다. 

지금까지 나보코프의 4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그의 예술세계를 살펴보았 

으며， 그것들은 분명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장편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예술성을 나름대로 구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작품들은 과거의 완벽한 재 

37) 4exoB, c. 405. 이 마지막 부분으로 인해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은 체홉의 이전의 
대다수의 작품들과는 달리 제한적이나마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 

가받고 있다.(Carolina De Maegd-Soep, Chekhou and Women: Women in the Life 

and Work of Chekfwu (Columbus: Slavica, 1987), p. 319. // Emest j. Simmons, 
Chekhou: A Biography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2), p.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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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실패，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분열이 야기시키는 공포， 과거의 극복， 기억 

과 상상의 결합 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나보코프가 끊임없이 추구하 

던 진정한 예술의 문제가 놓여있으며， 주인공들은 이러한 나보코프의 물음과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구현하고 있는 예술가적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삶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예술세계를 향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공격과 그에 대한 극 

복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후기 단편으로 갈수록 문제의 해결은 더욱 예술적 성 

격을 띠게 된다. 나보코프와 그의 주인공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 

것을 야기시키는 외적인 힘에 대해 소비에트의 전체주의， 독일의 나치즘 등으 

로 정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피알타의 봄」에서도 확인했듯이 

나보코프는 자신의 작품이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 

다. 그렇다면 나보코프의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의 힘은 결국 자신들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인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물체를 반사하는 

거울이나 수면 등이 자주 동장하고 주인공들이 대부분 정신이상이나 환각， 환 

상， 혼수상태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설명을 더욱 타당하게 해준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실제의 현실 세계 

가 아니라， 거울에 비추어진 타자화된 자신이거나 환각상태에서 경험하는 뒤툴 

리고 왜곡된 외부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상태 

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것은 예술을 통한 과거와 현실의 발전적인 결합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보코프의 주인공들은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술성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예술적 시간과 예술적 공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서로 결합한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술가 주인공들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초르브의 

귀 환」 에 서 확인 했듯이 단순한 공간의 반복이 시 간의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 

도 아니며박물관 방문」에서처럼 또 다른 차원의 공간과 시간의 결합이 반드 

시 화자를 구원의 세계로 이끄는 것도 아니다. 결국 공간과 시간의 결합， 그리 

고 이를 통한 현실의 비실체성 극복은 예술창조의 과정이 될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피알타의 봄」에서 구조적으로도 의미론적으로도 훌 

륭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나보코프에게서 기억은 과거와 현재， 심지어 

는 미래까지도 결합시키며 상상의 영역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보 

코프의 예술은 완성되는 것이다. 



"1 

Ре31Оме 

Изучение рассказов В Набокова 

Пак Хе Ген 

Герои Набокова - ХУДОЖНИКИ или ЛЮДИ, которые имеют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свой

ство Они обычно русские эмигранты, итак они страдают от потери родины. 11 

это символизирует потерюидентичности. Это тема не ТОЛЬКО романов, но и 

рассказов Набокова. 

данная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тому, чтобы БЫ5lсинrь [e~1Y, структуру и особен 

НОСТЬ его рассказов, н отношение между его рассказами и романами. Как в 

романах, и в рассказах Набоков исследова.~ страдание змигрантов, лроблему 

ИI1СНТИЧНОСТИ, отдел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мира от внешнего мира и проuесс рож

дения ХУДОЖИНКil. 

Б "Возвращении ЧоРба", ЧорВ страдает от внезапной смерти жены. Его печаль 

отделяет его внутреннего мира от внешнего мира, Он думает, что если он 

воссоздаст все близкое плош,тое, когда он был со своей женой, ее образ ста

нет бесс~tеРТНЫJ.t, Но зто невозможно и бессмысленно. Набоков думал, что не

возможно совершенное воссоздание прошлого и памяти, Набоков Bcel'iIa ста

рался !-;айти новое значение в прош,том, И его герои тоже старался так, 3тот 

процесс станет искусством, и ВСllOминшащий станет художником, Но Чорб не 

знает значения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поэтому у него нет спасения, 

В "Ужасе"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двух мира углубляется, И рассказчик боится 

себя отраженного в зеркале. Он страдает от другого мира,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и другого я, В этом мире у него нет места жизни. Это причина его )')каса. 

ТОЛhКО когда он слышает, что его любимица замирает, он избавляется от ужас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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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 3HaqHT CMepTb npyroro MHpa. Ho 3TO HeycTo다qHBO. 

B “nOceDleHHH MY3e.H" npOTHBOnOCTaBJJ.HeTC꺼 He TOJJbKO BpeM.H, HO H npOCTpaH

CTBO. My3eη -- 3TO MeCTO COXpaH.H~Dlee naM.HTb npOlliJJOrO , H B HeM He n03BOJJ.H

eTC .H CBOÕOnHOrO MbICJJeHH.H H BOOÕpa:l<eHH.H. My3e까 -- T~pbMa BpeMeHH , H B HeM 

paCCKa3qHK 3aKphlBaeTC.H B npo띠JJOM H B naM.HTH. Y HerO HeT BbIXOna. Korna OH 

BbIXOnHT Ha YJJHUY, OH OqyTHTC.H ÕhlTb B COBeTCKOM CO~3e. 3TO He POCCH.H ero 

naM.H TH, a Õe3Hane:l<HO paÕCKa.H H Õe3Hane:l<HO pOnHa.H. OH CTaHeT 3aKpbITbC.H B 

T~pbMe npOCTpaHCTBa. llJJ.H TOrO , qTOÕbl OH OTneJJ.H eTC .H OT 3TOrO COCTO.HHH.H, eMY 

HanO COnpaTb H YHHqTO:l<HTb 3MHrpaHTCKHe qelliyH. TaK OH ycneBaeT OTneJJHTb OT 

T~pbMhl BpeMeHH H npOCTpaHCTBa. 

“BeCHa B φHaJJbTe" -- 3TO npeKpaCHeHlliHH paCCKa3 HaÕOKOBa. B 3TOM paCCKa3e 

OH XOpOlliO Bblpa:l<aeT HCKyccTBeHHOCTb naM.H TH. BaCeHbKa BHnHT npOlliJJOe HOBblM 

3peHHeM, H naëT eMy HOBOe 3HaqeHHe. HHHa naëT eMy TBOpqecKy~ CHJJy. OHa -

ero My3a. 3TOT paCCKa3 TO:l<e BCnOMI’HaeT 0 npOlliJJOH H TpanHUHOHHOH JJHTepa 

Type POCCHH. “BeCHa B φHaJJbTe" napOnHpyeT “llaMy C COÕaqKOH" l[exOBa. Y 

HaÕOKOBa H l[exoBa CXOnHOe MHeHHe 0 nan.H TH H BOCnOMHHaHHH. l[exoB nyMaJJH, 
qTO npOllienmee B BOOÕpa:l<eHHH MelliaeTC.H C TeM, qTO õyneT. 3TO -- TO:l<e MHeHHe 

HaÕOKOBa 0 naM.H TH. Ho OH pa3BHBaeT TaKOe MHeHHe, H B ero paCCKa3aK (H B 

pOMaHax) npouecc BOCC03naHH.H npOlliJJOrO CTaHOBHTC.H npOueCCOM TBOpqeCTBa HC

KyccTBa. B 3TOM eCTb CYDlHOCTb HCKyccTBa HaÕOKO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