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지 미 르 나보꼬프의 소설 창작기 법 에 

나타난 러 시 아문학의 전통1) 

최 건 영* 

1.서론 

본고에서는 나보꼬프의 대표적 소설에 나타난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그 창 

작기법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보꼬프의 작품에는 초기 러시아어 소설과 

r롤리타』를 거쳐 후기 영어 소설에 이르기까지 사실장 거의 모든 작품에 러 

시아 문학 고유의 창작기법이 스며있다. 우리는 구체적인 작품 읽기를 통해 

서， 독특한 서술 기법으로 미국은 물론 서구의 현대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 

을 끼친 그의 창작기법이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들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뿌쉬낀， 고골， 도스또엠스끼， 똘스또이 등 러시아 소설의 거장들은 서로 분 

명한 개성틀올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나보꼬프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은 작가의 의식 속에 

서 한번 더 걸러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굴절된 정도틀이 다를 것이 

다. 그러므로， 이들의 영향을 도식적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각 작가를 왜곡할 

위험이 있겠지만， 나보꼬프 창작의 기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는 피해갈 수 없 

* 연세대학교 유럽어문학부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는 표기 대신 ‘블라지미르 나보꼬프’ 

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다만 이는 그가 결국은 ‘러시아 작가’라는 논지를 지향하겠 

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창작에 나타난 러시아 문학의 영향올 논하려는 의도에 

서 생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블라지미르 나보꼬프 탄 

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웅 『나보코프는 미국 작가인가， 러시아 작가인가J0999년 

10월 22일/중앙대)에서 구두로 발표된 논문을 보완 수정한 것으로， 발표 당시의 제 

목은 ‘블라지미르 나보꼬프의 러시아어 소설과 『롤리타』에 대한 고찰 - 러시아문 

학 전통의 시점에서’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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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라 하겠다. 여기서 나보꼬프의 문학 속에 반영된 과거 러시아 작가 

들의 모습을 짚어보는 것은 러시아 작가로서의 나보꼬프라는 결론올 지향하 

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는， 러시아나 미국 작가라는 구분을 넘어서 세계문학 

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나보꼬프의 기원을 따져보기 위함이다.2) 

특히， 나보꼬프가 남긴 러시아문학에 관한 강의록과 뿌쉬낀 번역， 고골 연 

구는 우리에게 러시아 문학을 재고찰하도록 돕는데， 이는 그의 소설 속에 반 

영된 러시아 문학과도 무관하지 않다. 흔히 리얼리즘 전통이라고 불리는 뚜르 

게네프-도스또엠스끼-똘스또이-체홉-고리끼 등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며 

나보꼬프는 이들의 작품 세계가 리얼리즘으로 통일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말하자면 이 흐름과는 다른 또하나의 것으로 뿌쉬낀-고골-레르몬또 

프-레스꼬프-벨르이-나보꼬프라는 흐름의 소설전통이 보다 자유분방한 언 

어예술로 러시아문학의 주류일 수 있음올 생각해보게 한다. 나보꼬프가 러시 

아 문학의 흐름에서 이탈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그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러시아 문학에 대한 편견의 증거임에 다름아닌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반기 러시아어 소설 중 처녀작 『마웬까』와 r 킹， 뀐， 잭a 

분석에 이어서 영어로 발표된 대표장편 r롤리타』를 중심으로， 후반기의 영어 

소설 『창백한 불꽃』과 r아다』까지 살펴보면서， 포스트모던 작가로 불리는 작 

가의 창작 기법이 19세기 20세기 초의 러시아 문학과 어떤 영향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2) 최근 서구와 러시아에서 나온 일련의 저작들에서는 미국 작가가 아닌 ‘러시아 작 

가’로서의 나보꼬프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틀 저작은 냉전시 

대를 포함 지금까지의 연구와 시각에 대한 보완적 의미보다는 하나의 안티테제로 

서 전혀다른 나보꼬프 상을 지향하는 경향이 었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고찰하고 

자 하는 점은， 이러한 양극단의 문제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 러시아문 

학 전통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러시아 작가로서의 나보꼬프 

재조명을 시도한 대표적 저작으로는 다음의 저작들을 툴 수 있다. 

Boyd, Brian, Vladimir Nabokov: The Russian Years, Princeton, 1 앉lO. 

Alexandrov, Vladimir, Nabokov's OtheT11Jorld, Princeton, New ]ersey, 1991 
Nosik, Boris, Mir i dar Nabokova. Moskv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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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r롤리타』이전의 러시아어 소설 

기억의 시작， 기억의 끝 

1920년대 나보꼬프는 씨린이라는 펼명으로 시와 단편소설을 발표하고 공개 

작품 낭독회를 가지면서 베를린의 망명문학계에서 나름대로의 지명도를 얻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일찍부터 그의 재능올 인정했던 아이헨발리드가 주재하 

는 문학통우회와 시인 서클에도 들어가 활약하였지만 그의 명성은 한정된 범 

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기서 일보 도약하게 된 계기는 역시 첫 장편 r마 

웬까』의 발표0926년 3월)라고 보아야 하겠다. 

소설 r마웬까』는 동장인물 가닌의 첫사랑올 다룬 나보꼬프의 처 녀 작이 다.3> 

이 소설은 1924년 베를련의 하숙집을 배경으로 러시아 망명자들의 부명초같 

은 생활올 담고 있다. 이는 나보꼬프의 자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 

라 하겠다. “(가닌의) 마웬까는 나의 따마라와 짱퉁이 자매다" (Nabokov, 1990: 
78)라고 나보꼬프가 직접 언급한 적이 있을 만큼， 가닌이 기억올 통해 재창조 

하는 마웬까의 아름다움이나 마웬까의 이미지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조국 러 

시아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들은 나보꼬프 자신의 기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마웬까는 다른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묘사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다른 작품들에서 여성들에 대한 묘사는 남자 주인공의 

시점과 함께， 다른 인물들의 평가나 작가의 암시로 독자가 짐작할 수 있는 모 

습들이 서로 상충되면서 다층적인 묘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자 주인공이 

아무리 상대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를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작가의 시선이 거리를 두고 

개입하고 있음올 보게 된다. 

그러나， 이후 작품과 비교해볼 때 r마웬까』에는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기 

억 이 순수하게 단일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r암실』이나 r세바스 

천 나잇의 참인생』， 『투명한 물체들』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과 비교 

해 볼 때， 이 차이는 대단히 신선하다. 다른 작품들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사 

3) 한국어판 번역은 『첫사랑J(현광식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W열두번째 아 

내. 모옴 & 나보코브 영미 두 거장의 걸작 중 · 단편집 J(대학출판사 1994)에 수록 

되어 있음] 원서는 1926는 베를련의 Slovo사에서， 영어판은 1970년 Mary라는 제목 

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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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상대 여성의 모습은 타인에 의해 비추어지는 객관적인 그 여성의 모 

습과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여성의 천박하고 어리 

석은， 혹은 변덕스럽고 악한 모습을 알면서도 끌릴 수밖에 없는 남자 주인공 

의 맹목적인 감정을 보여주면서， 사랑의 어리석음과 비극성을 강조하기도 한 

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조롱이나 풍자 

적인 시선들을 뒤섞어서 쉽사리 감동하지 못하게끔 사랑 이야기를 비틀어놓 

는 것이다. 물론 r롤리타』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랑의 

아름다움올 역설적으로 강조한 작품이라 말할 수 있겠다. 

『마웬까』에는 25살의 가닌이 잃어버린 조국 러시아에서 있었던 17살의 첫 

사랑을 회상하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비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리 

고， 세상의 더께가 앉지 않은 시선으로 아름답게 재창조되는 첫사랑의 기억들 

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단절되었던 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상은 가닌의 기억일 뿐 더 이상의 현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후 작품의 여성상들은 이러한 기억이 끝난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웬까』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후기에 나타나는 나보꼬프 소설들에 비해서， 

자신이 쓴 소설올 작가가 스스로 허무는 메타 픽션 형식의 모습이 없다는 점 

이다. 즉， ‘지금까지 이야기한 소설은 모두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현실과 혼동하여 감정이입올 하거나 몰입하지 마시고 작품을 예술적 대상으 

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나보꼬프 특유의 방법들이 나타나 

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인공의 발화를 풍자나 조롱올 통해서 작가의 

입장과 혼합하거나 진지한 장면에 우스광스러운 상황 설정올 보태어 다층적 

인 어조로 만드는 태도들도 약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r마웬까』는 나보꼬프의 

작품들 중에서 어쩌면 독자로 하여금 가장 감정이입하기 쉽도록 쓰여진 작품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화들도 이후 

작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자주 나타난다. 후에 나보꼬프가 이 작품의 ‘인간적 

인 감상성’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한 것은 이러한 특정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 

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감정이입을 통해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 

는 전통적 글읽기에 익숙하고 이를 통해서만 감동을 받는 독자들의 경우라면， 

나보꼬프가 말하는 『마웬까』의 단점이 장점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보 

꼬프의 후기 작품들에 익숙한 독자들， 갖가지 고안된 인식 장치들로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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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나가면서 나보꼬프의 정신을 어렴풋이 그려보던 독자들 역시， 모든 현대 

적 문학 기교들이 탈각된 상태에서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듯한 나보꼬프의 

순수한 정신과 감정을 이 처녀작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직설적으로 드러 

내면서 설명하는 작가의 말들이 이후 작품올 이해하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 

다. 

대표적인 예로， 나보꼬프 소설에 자주 동장하는 거울과 기차， 영화 동의 이 

미지를 들 수 있다 r마웬까』에서 주된 현실의 배경은 베를린과 하숙집이다. 

베를린은 밤하늘에 명멸하는 네온싸인의 이미지로 환락과 허구를 동시에 보 

여주는 도시이자 이방인의 도시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닌이 자신이 엑스트라 

로 나온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영화 이 

미지가 그림자 이미지와 함께 허상올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됩올 알 수 있다. 

또한， 하숙집은 ‘잃어버린 그림자와 같은 여섯 명의 러시아인들이 사는’ 곳이 

라 묘사된다. 그 곳은 안정되고 견고한 현실의 공간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그림자는 과거와 기억을 잃고 사는 인물들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에서 부유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은 몸올 잃어버린 그림자처럼 

허상일 뿐이다. 그러나 가닌이 마웬까에 대한 기억올 회복할 때 그 발치 곁 

에 나타나 기억올 도왔던 ‘청춘의 그림자’를 생각해보면 몸 역시 이 그림자와 

결합할 때에만 실체성을 가질 수 있음올 알 수 있다. 

또한， 하숙집은 클라라에 의해서 “혼틀리고 떠있는 유리집"(나보꼬프， 1없4: 

375)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실체성올 잃은 허상을 묘사하는 유리 이미지는 거 

울， 창문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 가닌이 창가에 앉아서 바라보는 베를련 

의 밤거리는 비현실적인 이미지로 일그러진다. 반면에， 기억 속에서 가닌이 

침대 위에 누워 병원창 밖으로 바라보던 자연은 생동감이 념친다. 이는 베를 

련과 러시아의 대조이면서 동시에 현실과 기억의 대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리 이미지는 가닌이 마웬까를 만나던 시골 정자의 색유리창 밖으 

로 세상을 내다보는 장변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한 

다. 

작은 다이아몬드형 창틀에는 여러 색깔의 유리가 다채롭게 끼워져 있었 

다. 청색 유리를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푸르스름한 혼수상태에서 

얼어붙은 듯했고， 노란 유리로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명랑해 보 

였다 붉은 유리로 들여다보면 하늘은 핑크색이고 나뭇잎은 붉은 포도주색이 

었다 (나보꼬프， 1994: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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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의 현실이 기억 속에서 재창조되기 때문에 현실과 기억이 불일치하 

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도 인식 과정에서 색유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통과하면서 실재와 불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과정에 대한 시각의 역할은 거울 이미지에도 잘 나타난다. “문 

을 활짝 열어 놓은 알표로프의 방이 현관 거울에 환히 비치고 있었다. 밝은 

방-그 날은 날씨가 좋았다-안엔， 책상 구석까지 비스듬히 비치는 원뿔형 햇 

빛에， 먼지가 번쩍였다." (나보꼬프， 1994: 389) 이 대목에서 가닌이 알표로프의 

방을 보는 것은 직접 그 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거울 속의 그 방올 보면서 마웬까의 사진이 그 방에 있었던 것을 떠 

올린다. 마웬까의 사진이 있는 방은 현실의 알표로프 방이 아니라 거울 속 환 

상의 방인 것이다. 여기서 거울 속의 영상이 가닌의 기억올 돕는다. 이제 기 

억은 실재하지 않는 환상과 연결되면서 가시적인 현실과 대조된다. 그리고， 

환상과 현실의 관계는 전도되어 현실은 모호한 반면에 환상-기억은 구체적인 

질감을 갖는다. 

또한， 하숙집은 집 옆을 지나다니는 기차로 인해 더욱 불안정하고 떠있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가닌의 창 밖으로 보이는 기차와 기적 소리들은 모두 베 

를린의 이 하숙집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암시를 던지고 있다. 끊임없는 출 

발과 도착올 알리는 기차는， 소셜의 마지막 부분인 마웬까의 도착과 가닌의 

출발이 엇갈리는 장면에서 출발과 새로운 삶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담고 있 

다. 

이러한 그림자와 영상， 유리， 거울， 창문， 기차 이미지들이 모여서 허상과 

실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면， 소설 도입부에 나오는 숭강기 사건은 처음부 

터 이러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알표로프 

와 가닌은 고장난 하숙집 숭강기 속에서 서로 통성명을 나눈다. 상대방을 제 

대로 분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알표로프는 이 렇게 말한다. “레프 글레보비 

치，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무언가 상징적 의미를 주는 것 같지 않소? 

-우리는 굳은 대지 위에선 결코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우연히 귀가하여 승강기 안에 들어갔다. 그 바닥은 무섭게 앓고 그 밑에는 깜 

깜한 공간만이 있을 뿐." (나보꼬프， 1994: 337) 어 두운 허 공 속에 붕 떠 있는 

상태를 알표로프는 망명 생활과 연결지어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 

한다. 이는 베를린에서 과거를 앓고 미 래를 예견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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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망명인들의 삶올 상정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소설을 관 

통하고 있는 허상에 대한 이미지들을 둘러보고 다시 앞부분올 생각해본다면， 

컴컴한 공중에 떠있는 승강기 사건은 베를린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삶을 

넘어서서 가시적인 현실 세계 일반올 가리키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보이는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또다른 세계를 의식하는 나보꼬프 

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후기 작품들에서 이러한 주제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의 대결， 또는 작가의 세계와 실제 세계와의 대결， 

허구의 리얼리티와 현실의 허구성간의 대결로 나타난다면 r마웬까』에는 그 

원초적인 모습으로 망명 러시아인들의 현실 베를린과 기억 속 러시아와의 긴 

장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억의 테마와 거울 이미지는 은시대 

문학의 흐름 속에 나보꼬프를 자리매길 수 있도록 돕는다. 그가 이 소설을 쓴 

20년대 중반 러시아 망명문학계는 혁명 이후 러시아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없었던 은시대 시인들과 작가들의 경향올 잇고 있었다. 나보꼬프가 말 

기 소설 r아다』에 이르기까지 천착하던 시간과 기억의 문제는 r마웬까a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보꼬프에게 있어 과거의 기억은 현실 속에서 반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억의 행위는 창조의 행위처럼 반복될 때마다 변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첫사랑과 러시아에 대한 그의 기억은 늘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다 r마 

웬까』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한 면올 잘 보여준다. 기차역에서 마웬까의 도착 

을 기다리던 가닌은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새벽녘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거울 속에 비치듯， 모든 사물이 기올고 가늘어지고 그 모습이 변한 느낌 

이다. 해가 높아지고 그림자가 여느 때처럼 흩어짐에 따라 가닌의 추억의 세 

계도 밝은 햇빛 때문에 현실의 세계로 돌아간다-사실 그대로의 먼 과거로. 

(나보꼬프， 1994: 455) 

여기서 가닌은 기억에서 현실로 옮겨온다. 햇빛이 비치면서 새벽녘의 환영 

이 사라지고 활기찬 현실의 거리가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 

실은 다시 그가 마웬까를 기억하기 전인 ‘사실 그대로의 먼 과거’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 현실은 마웬까를 기억하기 전의 현실과는 다르다. 그는 이제 과거 

와 단절된 채 무기력하게 낯선 도시를 떠도는 망명 러시아인이 아니라， 그 기 

억을 회복하고 깨트린 후 새롭게 출발하려는 시점에 놓여있다. 

가닌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회복하면서 동시에 더 이상 마웬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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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기억할 게 없어지자， 소진된 기억에 따라 사랑도 사라지게 된다. 

영묘한 하늘에 나타난 지붕의 뼈대를 보자 그는 갑자기 마웬까와 자기의 

사랑이 영원히 끝났음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 사랑은 나훌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그러나 그 나흘은 그의 생얘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듯 싶었다. 하 

지만 그는 자기의 기억을 모두 소모했고 그때의 회상에 완전히 불리고 말았 

다. 그리고 마웬까의 이미지도 죽어가는 늙은 시인의 이미지처럼 그 망령의 

집에 머무르고， 그 집도 이제 옛 추억에 불과한 것이다. 마웬까는 그 이미지 

이외엔 존재하지 않았고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보꼬프， 1994: 여6-7) 

그리고， 과거의 사랑하던 마웬까는 현실에서 반복될 수 없음올 깨달은 가닌 

은 새로운 현실 속으로 길올 떠난다. 

이 작품에는 또한 나보꼬프 창작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것올 암시하고 있 

기도 하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기억을 r마웬까』 속에 마음껏 풀어놓고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 옮져간다. 러시아에 대한 향수나 첫사랑 여인의 아름다웅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다. 마웬까의 이미지나 죽어가는 

늙은 시인의 이미지는 모두 과거의 러시아에 묻어두고 그 기억올 끌어안은 

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가닌의 삶에서 마웬까의 기억이 하나의 마침표이 

자 또다른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나보꼬프의 창작 여정 속에서도 r마웬까』는 

기억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다. 그리고， 이 끝은 다시 나보꼬프 창작의 새 

로운 출발점으로 연결되고 있다. 

두 번 째 장편 r킹 , 뀐 , 잭 』

첫 장편 『마웬까』가 거의 자전적인 작품이고 베를린 망명자들올 직접적으 

로 다룬 작품이 라면， 1928년 10월에 발표된 두 번째 장편 『킹， 뀐， 잭』은 반대 

로 작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배경을 소재로 하고 있다.3인의 주인공은 

모두 독일인이고， 불륜의 관계로 결합한 여주인공과 젊은 남자가 그녀의 남편 

을 죽이려다가 역으로 여주인공이 죽게 되는 플롯 자체도 대단히 허구적이다. 

『마웬까』가 밝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반면 『킹， 뀐， 잭』은 냉랭하고 

인공적인 분위기로 일관한다. 당시 이 작품에 대하여， 러시아문학 전통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독일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비러시아적 작품으로 논한 

보수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필자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작품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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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꼬프가 19세기 러시아문학의 전통을 가장 큰 재산으로 품고 있음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나보꼬프적인 소설기법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실상의 첫 본격 장편소설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미 이 단계에 나보꼬프는 

완성된 소설가였고 이후의 여러 작품과 영어판 번역은 적어도 그 기법면에서 

보자면 이 작품의 화려한 변주곡들이라고까지 과장하여 말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영어판 서문에서 나보꼬프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풀 하우스나， 스트레이트를 쥐고 있는 친애하는 나의 노름상대들이 내가 

약한 패를 쥐고 허세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주기만올 지금온 바랄 

뿐이다.4) 

도무지 안되는 패로 억지를 써서 노름상대가 되어온 독자로서는 나보꼬프 

의 로열 스트레이트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이지만， 뒤늦게 작가의 

손에 들어온 보이지 않는 차드의 두 장올 무조건 보여달라고 할 순 없다. 킹， 

뀐， 잭， 그리고 “글자패 두 장을 막 던져버련” 후에 뽑은 “개구리의 심장(하트 

의 에이스)과 징글벨(하트의 10)!"(나보꼬프， 1984: 14) 나보꼬프가 이 소설의 

제목으로 삼아 직접 보여준 킹， 뀐， 책에 이어서 마지막에 뽑은 두 패， 하트 

에이스와 하트 10은 바로 독자가 소설에서 찾아야할 몫이기 때문이다. 

킹， 권， 책은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다. 베를린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부유 

한 사업가 드라이어가 킹이라면 그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의 재산에 기대어 

유복한 생활올 하고 있는 부인 마르타는 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종은 드 

라이어의 조카 프란츠가 된다. 시골에서 올라온 프란츠는 어머니의 사촌동생 

드라이어 삼촌의 도움으로 그의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소설의 도입부 

에서 이들은 2등 기차의 같은 칸에서 만난다. 그러나， 기차 안에서는 서로 알 

지 못한 채 별다른 상견례 없이 베를린에 도착하게 된다. 베를린에 도착한 다 

음날 프란츠는 삼촌의 집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마르타와 드라이어를 만난다. 

이렇듯 기차 안에서의 만남이 기차에서 내련 후의 애정사건으로 발전되는 것 

은 똘스또이의 작품들， 특히 r안나 까레니나』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드라이어의 도움으로 베를린 생활을 시작하게 된 프란츠는 마르타와 사랑에 

4) “1 can only hope that my go여 old paπners ， replete with full houses and strai

ghts, will think 1 am bluffing‘.. (Nabokov, V., King, Queen, Knaue, Penguin, 1968,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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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다. 마르타는 프란츠의 낡은 하숙방을 오가면서 그와 매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의 젊은 몽과 남편의 부를 모두 소유하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는 미망 

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프란츠와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드라이어가 수영을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물에 빠트려 죽이려고 계획을 세 

우나 피서지에서 보트타기의 후유증으로 마르타가 중병에 걸려 죽는다. 결국， 

드라이어를 죽이려했던 마르타가 죽으면서 이 소설은 끝나는 것이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독일인이다. 그리고 배경 역시 독일의 베를 

린과 시골， 발트해의 휴양지다. 그러나， 나보꼬프는 서문에서 자신은 “독일어 

를 말하지 못하고 독일인 친구가 한 사람도 없으며， 독일 소설올 원문이건 번 

역이건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다"(나보꼬프， 1984: 12)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현실 세계 속에 독일에 대해 별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소설을 쓴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술의 경우， 자연과 마찬가지로 지독히 

불리한 점이 오히려 교묘한 방어 장치로 바뀐다"(12)고 말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즉， 그의 소설이 현실 세계의 재현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현실의 독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다. 사실， 이 소설에서 당시의 독일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시공간적 묘사는 그 

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목을 보면， 이렇듯 현실적 시공간이 두드러지지 않는 모호한 배경 속에서 

등장 인물들은 평면의 카드 그림으로 대변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는 

등장인물들이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창조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 

물임을 알려주려는 암시일 뿐， 작품 속에 동장하는 인물들이 내면 세계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드라이어 마르타 프란츠는 모두 각자의 의식 

세계를 갖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의 외모나 행위로 사건이 진행된다기보 

다 이들의 의식으로 소설이 진행된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을 정도이다. 

일례로，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내적 독백〉기법을 들 수 있다. 등장 인물 

들은 자신의 내면을 직접 발화하면서 그 의식의 흐름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작가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기법인데， 나보꼬프 

가 서문에서 직접 밝히듯이 이는 그가 집필 당시 알지도 못했던 『율리시즈』 

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친숙했던 『안나 까레니나JJ"(14)의 영향으로 보여진 

다. 러시아문학의 경우 이러한 <내적 독백>의 기원을 똘스또이에서 찾는 것 

은 체르니웹스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구체적인 형식의 예를 틀자면， 

작은 따옴표 속에 등장 인물의 내면을 옮겨 적는 것 외에， 작가의 서술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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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인물의 의식의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나 동장 인물이 꾸는 꿈 

의 내용이 현실과 혼합되면서 나타나는 것 둥을 들 수 있다. 이는 비단 r안 

나 까레니나』 만이 아니라 r전쟁과 평화』를 비롯한 폴스또이의 많은 작품 속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체에 의지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은 외부의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인물 자신의 내연 의식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독일이나 베를련， 1920년대의 유럽 상황이 소설의 중요한 배경이 아니 

듯이， 각 동장인물틀의 외모나 사회적 모습들도 인물의 내면올 보여주기 위한 

소도구일 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주체는 결국， 작가의 인물들 

이 보여주는 각자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둥장 인물들의 허구와 보이는 현실 세상의 허구를 드러내고 의식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방법들은 이 밖에도 많이 나타난다. 우선 프란츠의 안경올 들 수 

있다. 그가 베를린에 도착하여 찾아간 호텔에서 안경을 깨트린 후， 모든 사물 

들은 경계가 흐릿해지고 색채만으로 분별된다. “일단 거리로 나서니 흐르는 

듯한 빛 속에 삼켜지고 말았다. 윤곽은 전혀 없으며 색깔만 있고 실체가 없 

다" 이렇듯 뿌연 시야률 가지고 본 베를린은 “환상과 같은 색조로 맑고 차가 

운 대기를 띠고 떠도는 색채로 부풀어올랐다 삼촌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그 

는 버스를 탄다. 그는 잠시 “속도，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 가올의 냄새， 이 

세계 전체가 현기증을 일으키는 거울과 같은 효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혼 

합되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처럼” 느낀다.(31-3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안경올 끼지 않은 채 바라본 대상은 “환상과 같은 색 

조" “현기증올 일으키는 거울과 같은 효과" “빛나는 안개" “망령” 퉁으로 묘 

사된다. 이는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것이 소도구 하나의 장난으로도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안경은 거울의 역할로 확대된다. 거울은 프란츠가 백화점의 거울들을 통해 

서 드라이어의 옆모습올 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의 역할， 즉 대상올 

투영하여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올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프란츠 자신 

을 반사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인식의 대상만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 

라 인식의 주체까지도 투영하는 것이다. 또한， 보이는 대상올 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의식까지 투영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드라이어가 프란츠의 하숙집에 간 마르타를 기다리는 장면을 예로 들어보 

자. “거울에 회색 플란넬 양복으로 감싸인 떡벌어진 어깨와 점잖게 빗어넘긴 

갈색 머리카락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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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에 갑자기 팩 돌아다본 뒤 걸어나갔다. 거울 속에는 테이블의 흰빛 모퉁 

이만이 남겨지고， 사이드보드 안의 글라스가 퉁겨내는 수정알 같은 광채가 흩 

어진 검은 빛 바탕 위에 뚜렷하게 부각되었다."(6이 여기서 드라이어를 감시 

하고 있는 것은 거울이다. 또한， 거울은 감시받는다는 드라이어의 느낌을 그 

의 움직임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드라이어가 문소리를 확인하러 나간 사이에 

거울 안에 남아있는 것은， 보통의 식탁이 아니라 흑백으로 대조되어 있는 빛 

과 색채의 식탁 정경이다. 즉， 거울은 대상의 전체가 아닌 한 귀퉁이를， 연속 

적이 아닌 순간의 모습을， 순간의 감정올 포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울 속의 

세상과 거울 밖의 세상을 뒤섞는다. 

이러한 거울은 프란츠와 마르타의 정사 장면에도 등장한다. “갑자기 거울이 

신호를 보낸다. 경계의 신호였다. 그것은 푸른빛이 감도는 팔에 패인 자리와 

아름다운 벗은 팔을 비쳐준다. 그 팔이 뻗쳐서 힘없이 축 늘어진다. 천천히 

침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베를린으로 돌아온다."(92) 거울은 경계의 신호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정사를 마무리짓고， 현실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거울과 인식의 관계는 사실， 나보꼬프 이전부터 내려오는 문학의 고전적인 

모티브다. 거울은 인간의식의 불완전성올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뒤섞는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거울 속의 세상으로 빠 

져드는 루이스 캐롤의 r거울 속의 앨리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흔 

한 괴기소설들에서 거울올 비춰보니 자신의 모습이 아닌 귀신이나 타인의 모 

습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장면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거울은 

과거가 누적된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까지 비춰주는 마술의 도 

구가 되기도 한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 러시아 은시대 작가들 중에서 특 

히， 상징주의자들에게 거울은 중요한 모티브로 나타났다. 상징주의 전통에서 

멀지않은 나보꼬프의 작품에서도 비단 이 소설뿐만 아니라 r절망』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거울의 모티브가 나온다. 

이렇듯， 킹， 뀐， 잭이 영화 제목， 트럼프의 그림， 그리고 체스 게임의 말로 

등장하면서 우리는 소설이 현실이 아니라 허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독자는 결쿄， 이들을 현실의 인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섣불리 감정을 이입 

하거나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서 동화되면 안되는 것이다. 소설은 소설로서 읽 

혀야 하는 것. 이것이 나보꼬프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소설 속에 인물들 

의 허상과 삶의 허상을 드리우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사람과 비슷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실체와 허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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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작가의 영혼을 나누 

어가졌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람이기도 하다. 

가령， 프란츠가 드라이어를 죽이러 휴양지로 가면서 하숙집을 떠나기 전날 

밤 작가는 엔리히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모든 것올 알고 있었다. 문 저쪽에는 프란츠가 없다는 것올. 프란츠 

야말로 자신이 아주 적은 양의 극히 안이한 공상으로 재주를 부려서 만들어 

냈다는 것을. 그러나 유회에는 무엇이건 간에 자연스러운 결말을 맺지 않으 
면 안 되었다.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비싼 전기를 쓰고 또 면도칼로 

경동맥올 절개하려는 따위는 당치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엔리히트 영감은 

자신이 만들어 낸 이 인물에 싫중이 났다. 이 정도에서 그률 내보내고 새 사 

랍을 들일 때라고 생각한다 ... 내일 아청에는 그를 나가게 하자. 
(나보꼬프. 1984: 201) 

이어서 엔리히트는 “전 세계가 자신의 트릭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프 

란츠나 마르타， 드라이어， 자신의 부인，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상력 

과 암시의 힘， 손끝 재주로 만들어진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나보꼬프는 “이 

런 마술사야말로 마땅히 황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엔리히트 마 

술사는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가였고， 예술가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황제인 것이다. 그리하여 마술사의 이미지는 작가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나보 

꼬프는 엔리히트라는 가상의 인물을 작가의 그림자로 소설 속에 드리우고 있 

다. 이 엔리히트는 다름 아닌 킹， 뀐， 잭에 이은 숨겨진 나머지 한 장의 가드 

패인 것이다. 

프란츠는 하숙집， 즉 베를련을 떠나는 마지막 날 엔리히트 영감과 혜어지면 

서 체스를 두는 두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이들은 휴양지에서 역시 체스를 

두는 두 젊은이들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두 젊은이는 다시， 동장인물들이 휴 

양지에서 문득문득 만나게 되는 젊은 외국인 한 쌍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이 

들은 나보꼬프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작품 속에 ‘시찰여행’을 나온 작가와 작 

가의 부인이다. 마르타는 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국적을 궁금해한다. 

이들이 쓰는 말이 폴란드어일까 에스토니아어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젊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익숙한 서유럽어가 아님은 분명하다(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러시아인임을 상기할 펼요가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자리 가까운 

벽에 어망이 기대어져 "(205) 있는 것을 보고 드라이어는 이것이 ‘나비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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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을 한다. 이어서， 프란츠는 무도회에서 이 두 사람을 보며 궁금해한다. 

“곤색 드레스를 입은 외국인 소녀는 고풍스러운 디너 자켓을 입은 굉장히 잘 

생긴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프란츠는 훨씬 전부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궁금했다. 그들은 살짝살짝 되풀이되는 꿈속의 영상처럼， 혹은 악극의 모티브 

가 되고 있는 미묘한 주요 모티브처 럼 그의 눈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 때론 

남자 쪽이 나비채를 가지고 있었다."(224) 나보꼬프가 부인과 함께 나비 채집 

여행을 즐겨 다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나비채를 들고 있는 잘생긴 남자 

(젊었을 때 나보꼬프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나보다)는 바로 나보꼬프 

자신임을 눈치첼 수 있을 것이다. 

마르타가 병이 들고난 후 프란츠는 이들이 자신을 만들어낸 작가였음을 눈 

치채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수수께끼 같은 외국인 두 사람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둘 다 비치 가운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수수께끼 같은 알 수 없 

는 말로 조잘대고 있었다. 이쪽을 흘긋 보고 갑자기 말을 뚝 그쳤다. 프란츠 

는 그렇게 느꼈다. 그를 지나쳐가자 다시 얘기가 시작된다. 나를 화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내 이름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227) 프란츠는 이들 

이 자신을 속속들이 알면서 경멸하고 가여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하고 있어도 커다란 흰 두꺼비 같은 연상의 여인에게 유혹되어 

젊은 제비가 되어버린"(227) 자신의 얘기를 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마술사 엔리히트 영감에 뒤이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남녀 

한 쌍은 작가 숨겨놓은 또다른 카드패로 볼 수 있다. 이제 작가는 자신의 손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나머지 두 장의 카드를 마저 펼쳐보이면서， 지금까지 이 

야기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였음을， 독자가 깜빡 속으면서 쫓아오고 

있었음을， ‘로열 스트레이트’를 외치는 것이다. 

작가의 손에 들린 마지막 두 장의 카드로 독자쪽에서 읽으면서 구성하던 

소설은 해체되고 만다. 결국 이 카드게임에서 나보꼬프가 이긴 것이다. 그러 

니， 이는 줄거리를 쉽게 예측하면서 관성에 기대어 소설을 쉽게 읽으려던 독 

자들의 유쾌한 패배이다. 그가 서문에서 미리 주의를 주었던 “프로이드의 신 

봉자”들만이 아니 라 평 범 한 독자들까지 도 그가 파놓은 “짓 꽃은 함정 ”에 빠져 

버렸다. 작품 속 시공간 인물 구성 이들의 심리 드러내기 등을 살피면서 소 

설을 마치 현실의 일처럼 착각하려던 독자들에게 그는 이 소설이 현실 세계 

의 반영이 야니라 작가가 만틀어놓은 허구의 세계임을 다시 한번 얄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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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다섯 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보꼬프의 책은 단 한 줄도 쉽게 읽히지가 않는다. 독자가 줄거리를 따라 

가다 보면， 텀으로 얻게 되는 몇 페이지의 휴식이 없는 것이다. 끊임없는 암 

시와 복선， 그리고 이를 뒤집는 기만의 연속. 이 과정은 바로， 작가가 자신이 

소설을 쓰는 과정을 노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독자는 의식을 바짝 긴장하고 

집중하며 글을 읽어나가야 하는 인식의 과정이다. 

나보꼬프는 소설이 허구임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 삶이 허구임을 

비추고 있다. 이제 가시적 현실이 허상인 것과는 반대로， 소설 속의 현실은 

진실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겪게 되는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의 의 

지대로 변화하지 않았지만， 소설은， 나아가 예술은 작가가 자신의 의지대로 

창조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이다. 사람의 의지와 사상， 의식올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소설 속의 세계이다. 나보꼬프는 자신의 소 

설 속에서 현실과 예술 중 무엇이 더 진실한가 라는 질문올 통해 던지면서 

동시에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3. r롤리타J5} 

r롤리타』는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후일 작가 자신에 의한 

러시아어판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올 배경으로 하여 영어로 집 

필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야말로 러시아 문학적 배경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던 소설이었는지도 모른다. 크게 이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겠 

다. 우선 작품 전체의 구성은 뿌쉬낀의 r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벌어 왔다. 주 

인공 예브게니와 그 친구로 동장하는 화자 그리고 작가 뿌쉬낀이 각각 고유 

의 슈셋을 진행하면서 구축하는 입체적 구성은 『롤리타』에서 더욱 고도의 창 

작 기법으로 승화되어 작품 속에 스며 있다. 다른 하나는 30년대 말 최초의 

5) 여기서 제목을 『롤리따』가 아닌 f롤리타』로 표기함은 우리의 논의가 1967년 노어 

판이 아니라 영어판 작품에 관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1967년의 

작가 자신에 의한 노어판이 단순한 번역이 아닌 새로운 또하나의 창작이며， 따라 

서 노어판의 경우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나보꼬프 작품에서의 창작과 번역의 의미를 논한 졸고 ‘作家와 듬語 -

블라지미르 나보꼬프의 창작 언어에 대한 소고’(~노어노문학~， 제 11권 2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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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에서 1955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주인공올 통해 암시되어온 ‘루쌀 

까’의 이미지를 들 수 있겠다 결국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가장 러시아적인 

소설을 영어라는 텍스트 속에 담는다는 또하나의 겹을 통해 세계문학사에 전 

례가 없는 독특한 예술적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롤리타， 내 삶의 빛이요， 내 생명의 불꽃. 나의 죄， 나의 영혼. 롤-리-타. 

세 번 입천장에서 이빨을 톡톡 치며 세 단계의 여행을 하는 혀끝. 롤. 리. 타. 

그녀는 로， 아침에는 한쪽 양말을 신고 서 있는 사 피트 십 인치의 평범 

한 로. 그녀는 바지를 입으연 롤라였다. 학교에서는 돌리. 서류상으로는 돌로 

레스. 그러나 내 품안에서는 언제나 롤리타였다. 

(나보꼬프， 1999: 15) 

나보꼬프의 소설 r롤리타』는 이렇게 시작한다. 살인자이자 문학 연구가인 

험버트가 배심원들을 향해 남긴 고백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도입부의 이 

짧은 구절은 소설 전체의 주제와 언어 기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소설의 

포문을 열고 있다. 험버트와 롤리타 간의 사랑이 험버트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설의 주된 줄거리로 곁에 쉽게 드러난다면， 그 창조자 나보꼬프의 문학에 

대한 사랑의 테마는 그 속에 감추어진 작가 나보꼬프의 목소리로 소설의 문체 

와 전체 형식 속에서 슬쩍 암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산발적인 듯 하지만 

전자와 비등한 비중으로 소설 전체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두 슈셋은 서 

로 배척하는 관계는 아니다. 소설가 나보꼬프의 과거 문학 유산에 대한 패러 

디와 문학적 형식의 탐색은 험버트의 사랑 이야기에 형체를 입히고 서술올 

끌고 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관계가 단순한 내 

용과 형식의 상호관계에 그치지 않고， 후자， 즉 문학에 대한 언급들 그 자체가 

작가 나보꼬프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또다른 소설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통등한 두 가지의 슈셋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제 삼의 인물인 극작가 클레어 렬티는 그저 단역에 불과할 것 같지만， 

정작 소설을 읽어보면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작 

가 나보꼬프와 고백록의 주인공 험버트 외에 또다른 서술 주체이다. 클레어 

컬티는 소설이 전개되는 시작 부분부터 등장한다. 험버트가 판결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무대 조명 속의 인물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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뀔티， 클레어. 미국의 극작가. < ... > 작품으로 『귀여운 요정』， r번개를 사 

랑한 여인~(비비안 다크블룸과 합작)， r암흑 시대』， r이상한 버섯』， r아버지 

같은 사랑』 등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뛰어난 극을 많이 썼다. < ... > 
(나보꼬프， 1999: 46) 

험버트의 본격적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슬쩍 끼여든 클 

레어는 이제 사건 곳곳에서 자신의 흔적올 드리운다. 먼저， 험버트가 “우울한 

기분을 해명하기 위해” “치통을 들먹이자” 살로트가 치과 의사 뀔티에 대해서 

말한다. “아， 마침 이웃에 훌륭한 치과의사가 한 분 계세요. 컬티 박산데 극작 

가의 조카던가， 삼촌이 던가."(89). 

그리고， 롤리타의 방에서 험버트는 클레어 컬티의 사진을 보게 된다. 

로는 수척한 연인의 얼굴에 익살스런 화살표를 그려넣고 딱딱한 글씨체로 

H.H 라고 적어넣었다. 그리고 정말이지 나이 차가 나는데도 그는 나와 상당 

히 닮아 있다. 이 그림 밑에는 또 다른 칼라 광고가 있었다. 유명한 극작가 

한 사람이 엄숙하게 드롬을 피우고 있다. 그는 항상 드롬올 피웠다. 나와 그 

리 많이 닮지는 않았다. 

(나보꼬프， 1999: 97-98) 

세 번째로 뀔티가 등장하는 장면은 〈도취된 사냥꾼들〉이라는 호텔에서 험 

버트와 롤리타가 저녁올 먹으러 식당에 내려갔올 때 나온다. “식당은 묶은 음 

식 냄새와 갖가지 창백한 동물들， 숲의 요정과 나무들 사이에 사로잡힌 여러 

가지 자세의 도취된 사냥꾼들이 그려진 감상적인 벽화가 있었다.<…> r 저 

사람 꼭 뀔티 같지 않아요?.!J < ... > 저쪽 구석에서 야단스런 체크 무늬 옷을 
입고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 ... > r드롬 광고에 나온 작가 

말이 에 요.!J "(167). 

저녁을 먹은 후， 혼자 호텔 밖으로 나온 험버트에게 누군가 말을 건다. 

갑자기 나는 어둠 속， 내 옆， 기둥이 있는 현관 의자 위에 사람이 앉아 있 

는 걸 느꼈다. < ... >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애를 얻었어?" 
“뭐라구요?" 

“내 말은 날씨가 좋아졌다는 거지 ”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애는 누구야?" 

“내 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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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 그렇지 않아 

“뭐라구요?" 

(나보꼬프， 1999: 174)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했던 사내는 바로 롤리타가 식당에서 알아 

차렸던 뀔티이다. 그리고， 호텔 〈도취된 사냥꾼들>에서 일어난 이들의 우연 

한 만남은 두 번째의 만남을 준비한 계기가 된다. 롤리타가 비어즐리 여학교 

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희곡은 바로 클레어 렬티가 쓴 r도취된 사냥 

꾼들』이었던 것이다. 이따금 험버트의 고백 속에는 누군가의 서술이 섞여 나 

오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험버트와 롤리타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던 소설 

속 작가 궐티의 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레어 렬티가 비비안 다크블룸과 

공동 작업을 했다는 도입부의 작가 소개를 벌어 생각해 볼 때， 서술에 관여하 

고 있는 뀔티의 말은 작가 나보꼬프의 말로 볼 수도 있다. 컬티와 험버트가 

섞여 나오는 발화 속에는 뀔티와 나보꼬프의 공조 관계가 섞여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뀔티는 험버트의 고백록 전체를 자신의 소설로 만드는 메타 

작가로 등장한다. 동시에 마약에 취하고 포르노 산업에 손대는 비틀어진 예 

술가의 초상이기도 하다. 그가 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듯， 험버 

트는 롤리타를 사랑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종되고 있음을 느끼곤 했다. 

특히， 롤리타와 두 번째 여행을 떠났을 때에는 누군가 자신들의 뒤를 추적하 

고 있음을 알고 벗어나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부로 가 

는 여정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속는 줄 알면 

서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마치 작가가 쓰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처럼 말이다. 험버트는 여행 중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둘 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 

었다 그리고 나는 곧 새로운 박해의 순환 속으로 다시 말려든다. 

(나보꼬프， 1999: 308) 

그러므로， 험버트가 궐티를 죽이는 것은 롤리타를 빼앗아갔던 남자를 죽이 

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자신과 롤리타의 사랑을 우스광스럽게 

만들었던 서술자， 나아가 자신과 롤리타를 허구의 인물로 만든 작가를 죽이는 

장면이다 그리고， 렬티의 죽음은 이제 험버트가 더이상 그의 조종을 받고 있 

지 않음을 의미한다. 험버트는 렬티를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나보꼬프의 소설 창작기법때 나타난 러시아문학의 전통 189 

궐티가 나를 위해 연출한 정교한 연극의 끝이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물론， 이상의 이유로 롤리타는 등장 인물 험버트의 슈셋과 작가의 슈셋 외 

에 메타 작가 뀔티의 슈셋도 생각해보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렬티는 독립적 

인 주인공으로 사건을 이끌어간다거나 작가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만의 의식 

세계를 구축하는 등， 또다른 슈셋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동장인 

물로서의 뀔티는 소설 속의 소설가로 기법상 필요했던 자신의 역할만올 할 

뿐이다. 뀔티가 롤리타의 사랑을 받는 험버트의 적수로， 천재적인 재능으로 

작품을 쓰는 극작가로 둥장하는 점은 분명 험버트와 롤리타의 사랑 이야기， 

즉 험버트의 슈셋에 속한다. 그리고 뀔티가 소설 속의 메타 작가로 둥장하여 

험버트의 고백 속에 끼여들고 자신의 문학올 통해서 험버트를 패러디하거나 

주제를 암시하려 드는 부분들은 작가 나보꼬프의 슈셋에 포함되는 것이다. 결 

국， 렬티의 역할은 나보꼬프의 공동 창작자로 소설 속 둥장인물이 되어 작가 

와 등장인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험버트가 자신을 시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결국 

엔 파멸하고 말 거라는 점을 알면서도 현실에서 용납되지 않는 사랑올 한다 

는 것은， 남들과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과 통한다. 

이 점에서 사랑은 예술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시인 

이 되는 것이다. 현실 생활과 매개되지 않고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사랑 

은， 역시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예술과 상통하게 된다. 현실이 사랑이나 예 

술을 비추어주고 이들 속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나 사랑이 현실을 

비추어주고 그 속에 반영되는 것이다. 모텔과 모방의 주체가 뒤바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r롤리타』에는 사랑과 예술의 특별한 위치가 험버트의 슈셋과 

작가의 슈셋 속에서 각각 선명하게 구현되고 있다. 

소설이 끝난 후 작가 나보꼬프는 직접 결문을 붙인다. 자신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혐오하며， “교훈적인 픽션을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 

서문을 쓴 존 레이야말로 자신과 다른 인물임을 밝힌다. 나보꼬프는 자신의 

말대로 ‘미학적 지복’을 위해 픽션을 썼다. 그리고 언어예술인 소설에서 이러 

한 미학적 지복은 언어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l'롤리 

타』에 나타났던 언어 유희 여러 가지 소설 장치들(각기 다른 화자의 서문과 

결문이 더해진 소설 구성이나 메타 작가 뀔티의 등장 등)， 과거 문학에 대한 

패러디나 소설 자체를 해체하는 메타 픽션적 요소들이 만드는 아이러니 등은 

소설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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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처음 『롤리타』의 슈셋을 험버트의 슈셋과 작가의 슈셋이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계속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험버트의 롤리타에 대한 사랑은 또한， 이를 표현하는 모든 문학적 형식들을 

통해서 나보꼬프의 『롤리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나보꼬프의 

문학에 대한 관점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자가 험버트의 슈켓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작가 나보꼬프의 슈셋이 될 것이다 r롤리타』에는 나보꼬 

프의 다른 작품들처럼， 과거 문학에 대한 관심의 흔적이 소설 전반에 흩어져 

있다. 고전문학에 대한 패러디나 메타 픽션의 기볍들로 문학세계의 독자성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작가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 진행된 두 가지 슈셋은 소설의 대단원에 이르러 하나로 합쳐진다. 

그리고 클레어 큐를 동정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와 험버트 험버트 사이에 

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만 했고， 또 험버트가 몇 달이라도 더 살기를 원했다. 

그렇게 해야 험버트가 너를 후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어놓을 게 아니냐. 

나는 들소와 천사들， 오래가는 그림 물감의 비밀， 예언적인 소네트， 그리고 

예술이라는 피난처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내가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불멸성이란다， 나의 롤리타. 

(나보꼬프， 1999: 422) 

“틀소와 천사틀， 오래가는 그림 물감의 비밀， 예언적인 소네트”들은 호텔 < 
도취된 사냥꾼들〉의 벽화와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던 뀔티의 희곡， 그리고 험 

버트가 쓰고 있는 고백록 작가가 쓴 r롤리타』를 모두 〈예술〉이라는 끈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작품 속에 둥장했던 궐티의 희곡이 “현실과 환상은 사랑 속 

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주제를 담은 낭만주의적 작품이었다면， 나보꼬프 

의 『롤리타』는 결국 “현실과 환상은 예술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 

을 남긴 것이라 하겠다. 험버트는 지상에서 허락받지 못했던 사랑이 예술 속 

에서 불멸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작가 나보꼬프는， 험버트 

가 소설 속의 작가 렬티를 죽이고 자신의 글 속에 롤리타와의 사랑을 불멸의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문학 텍스트 속에 자신의 의식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 

었다. 험버트의 사랑과 작가의 문학관이 『롤리타』속에서 모두 볼멸의 것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내가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불멸성이란다， 

나의 롤리타”라는 표현은 그리하여 험버트만의 목소리가 아닌 다층적인 울림 

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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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작품， 그리고 작가와 자신의 언어. 이들은 모두 험버트와 롤리타， 즉 

나와 너의 관계로 환치될 수 있다. 작가 나보꼬프가 자신의 작품， 즉 예술을 

통해서 불멸의 것으로 남긴 것은 그의 의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이기도 

하다. 나보꼬프의 언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어이기도 하고 러시아어이기 

도 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민족어의 구분을 뛰어넘은 나보꼬프만의 언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보꼬프가 결문 〈롤리타라고 제목이 붙은 

글에 관하여>를 마무리하며 쓴 말은 그에게 있어서 민족어가 어떤 의미였는 

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나의 개인적인 비극은 타인의 관심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겠지 

만， 그토록 자연스러운 내 말， 자유롭고 끝없이 온순한 러시아어를 버리고 

이류의 영어를 해야하는 내 설움에 있다. 그런 장치들이 결핍된 채 나는 흐 

린 거울올， 배경올 가린 검은 벨뱃 휘장， 어렵풋한 연상과 전통들 앞에 서 

있다 본국의 소설가라면 의기양양하게 자기 방식으로 유산을 뛰어넘기 위 

해， 요술을 부리듯 그것들을 주물렀올 텐데. 

(나보꼬프， 1앉꺼: 431) 

여기서 다시 한번， 험버트가 그토록 사랑하였으나 현실에서 갖지 못한 사랑 

을 나보꼬프와 두고온 모국어의 관계， 그리고 그가 이제 마무리지어야 하는 

작품과의 관계로 환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보꼬프는 “본국의 소설가”처럼 

“의기양양하게” 유산올 뛰어넘지 못하였올 지는 모르지만， 대신 영문학이라는 

강으로， 현대세계문학이라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러시아 문학 텍스트의 유산들 

을 담아두었던 것이다. 마치 험버트의 마음 속에 늘 님멧이 존재했던 것처럼， 

롤리타의 머리핀이 3년 통안 잡물통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이 

제 과거의 유산， 두고온 모국어， 모국어로 쓰여진 러시아 문학은 나보꼬프의 

작품들 속에 불멸의 유산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내가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불멸성이란다， 나의 롤 

리타”라는 고백은 그러므로 험버트와 작가의 다층적인 울림으로 퍼진다. 이 

는 험버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는 예술에서 가능하다. 아니， 

예술이야말로 불멸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작가 나보꼬프의 의식이 담겨 

있다. 그리고， 모국어와 그 문학에 대한 작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다. 

험버트와 롤리타의 사랑이 현실에서 불가능했듯이 나보꼬프와 그 자신의 유 

년 시절 모국어의 관계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말， 그리고， 험 



192 러시아연구 재9권 채2호 

버트와 롤리타가 소설 속에서 불멸을 획득하는 것처럼， 작가와 자신의 모국어 

와， 모국어 문학에 대한 의식이 영어소설 속에서 불멸을 획득하게 되기를 바 

라는 마음. 이렇듯， 소설은 시종일관 거리를 두거나 평행을 이루던 험벼트의 

제 1슈셋과 작가 나보꼬프의 제 2슈셋이 “불멸성”에 대한 소방으로 합쳐지면 

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4. 러시아 문학 전통과 나보꼬프의 소설 

실제 대상과 허구 대상의 관계는 나아가 문학파 문학의 관계， 문학과 현실 

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실제 대상이 안경이나 거울올 통해서 굴절되어 인 

식되는 것처럼， 과거의 문학은 현재의 문학 속에 거울 속의 대상처럼 굴절되 

어 나타나기도 하고， 문학과 현실이 서로를 비추어주고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 

다. 이는 환상과 현실，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이야기에서 종종 나타나는 주제 

이다.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의 대표적 시인인 안나 아흐마또바의 f주인공 없 

는 서사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안나 아흐마또바의 이러한 주제는 기억의 

테마와 연결되어 종종 언급되는데， 이 점은 나보꼬프와도 통한다고 하겠다. 

나보꼬프에게 반영되고 있는， 혹은 기억되고 있는 과거의 문학은 비단 러시 

아 문학만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섭취한 러시아 문학의 커다란 혼적을 지 

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가령 사실상의 본격적인 첫 장편이라 할 수 있는 

『킹， 뀐， 잭』의 예만 들더라도 제목에서 쉽게 뿌쉬낀을 떠올릴 수 있다. 러시 

아 문학에서 도박의 테마라면 r스페이드 여왕』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게르만은 백작 부인의 혼령이 가르쳐 준대로 거액을 걸 

고 도박을 한다. 한탕 하려던 계획은 순서대로 착착 진행이 되지만， 그에게 

들어온 마지막 패는 에이스가 아니라 스페이드의 ‘뀐’이다. 게다가， 트럼프 위 

의 뀐은 백작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파멸하고 미쳐버린다. 

『킹， 권， 잭』은 살인이라는 게임에서 뀐과 잭， 즉 마르타와 프란츠의 내밀한 

동반관계를 보여주는 점이 『스페이드 여왕』에서 백작부인의 혼령과 게르만의 

관계의 흔적을 담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 킹을 덧붙여 등장시키고， 뀐이 죽음 

으로써 게임이 끝나버린다는 점은 나보꼬프가 새롭게 각색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스페이드 여왕』의 영향은 카드놀이와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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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그림 비유를 통해서 주인공의 현실과 환상을 뒤섞고， 허상과 실재(實在) 

를 뒤집어 보여주는 점이다. 트럼프 위의 권이 백작 부인의 얼굴이 되어 웃는 

모습은， 나보꼬프가 소설을 다 마치고 다섯 장의 카드를 보여주면서 독자들을 

향해 웃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사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지켜보았던 

일들이 모두 지어낸 허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허구는 다시 소설 속으로 

돌아가 진실이 된다. 

뿌쉬낀의 직접적인 영향올 보여주는 또다른 작은 예로 r롤리타』와 『창백한 

불빛』의 서문을 들 수 있다. 작가는 서문에서 존 레이와 차알스 킨보트라는 

가상의 인물들을 내세워， 이 소설의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 럼， 타인의 

진술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비단 뿌쉬낀만이 아니라 뚜르게네 

프 둥 19세기 초 · 중반 러시아 산문작가들에게 자주 나타나던 방법이었다. 이 

들은 작가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진술올 대신 써주거나 이들의 글을 대신 출 

판해주는 것처럼 서문올 썼고 이러한 기법은 단순한 모방이나 위작의 차원을 

넘어서서 책 속의 내용 중 과연 무엇이 허구이고 무엇이 현실인가， 소설은 현 

실의 모방인가 현실의 재창조인가， 과연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설의 근본 

적인 문제에 가 닿았던 것이다. 나보꼬프는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의 이러한 

기법을 계숭하여， 자신의 소설에서 다시 한번 소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밖에도， 우리는 작품 속에 동장하는 작가의 흔적 

틀을 들 수 있다. 나보꼬프는 지나가는 행인으로， 혹은 중요한 작가로， 혹은 

주목받지 못하는 작가로 자신의 혼적들을 작품 속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관올 전면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자기 이름의 아나그램 

올 작품 속에 남기기도 한다. 작품 속에 작가의 흔적올 남기는 이러한 특징들 

대부분도 19세기 러시아 산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밖에도， 동시대의 사회배경 묘사가 객관적이기보다는 인물이나 작가의 

의식을 통해 굴절된 것올 묘사하는 것도 나보꼬프의 중요한 특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문학에서 이러한 묘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골을 들 수 

있다. 그의 눈에 비쳐졌던 빼쩨르부르그와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비틀어진 거 

울에 비춘 양 부정확했고 모호했으며， 그의 작품에서 대상은 보는 이의 감정 

이 뒤섞이기 일쑤였다. 일일이 예를 틀 수는 없겠지만， 나보꼬프의 묘사 방법 

에도 이러한 특징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킹， 뀐， 

잭』에서 프란츠가 베를린에 도착하여 대도시의 모습을 보는 것이나， 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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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방에서 거주하며， 백화점 점원으로 베를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일정 정 

도 빼쩨르부르그에 살고 있는 고골의 소시민 주인공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 

이다. 

『마웬까』의 가닌과 『킹， 뀐， 잭』의 프란츠 등의 눈에 비치는 베를린의 묘사 

는 고골이나 도스또엠스끼의 주인공들이 빼쩨르부르그를 묘사하는 분위기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낯설고 거대한 도시 속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인물의 소외감을 담고 있으며， 그들의 눈에 비치는 도시는 사람들의 도시라기 

보다는 거울 속의 도시， 혹은 새벽녘 안개 속의 도시 이미지로 비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현실과 환상의 공간들을 뒤섞는 효과를 내곤 한다. 

게다가， 나보꼬프는 이렇듯 뒤틀리게 반영된 묘사들올 작가의 목소리로 보 

여주기보다는 등장 인물의 직접 발화로 노출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신이 f킹， 권， 잭』의 서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똘스또이의 영향으로 발전시 

킨 〈내적 독백〉의 서술 기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똘스또이의 영향은 소설 속 

에서 사건을 전개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의식의 흐름 및 변화를 중요하 

게 다루는 변과 서로 상통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끝으로， 이러한 인물들의 의식 묘사와 주인공틀의 직접적인 발화가 작가의 

서술과 혼합되는 면에서 도스또엠스끼의 영향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r절망』 

과 『킹， 뀐， 잭』， 『투명한 물체들』， 『롤리타』 동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범죄 

자의 심리를 보면서 우리는 r죄와 별』의 주인공， 라스꼴리니꼬프의 혼적을 느 

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보꼬프의 경우는 범죄의 요인을 사회적인 것보다 

개인의 섬리， 본성에 두는 경우가 더 두드러진다. 또한， 라스꼴리니꼬프가 초 

인으로서 살인을 저지르려 한다면， 나보꼬프의 인물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인 

물이거나 정신적으로 열둥한 인물 또는 남들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인물틀 

이다.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상황이나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 그 결과에 주 

목하기보다는 범죄의 플롯을 미리 노출시킨 후 범죄자들의 의식 속에 펼쳐지 

는 전이 과정들에 집중적으로 서술한다. 여러 가지 상이점들이 드러나긴 하지 

만， 살인， 간통， 유괴， 정신이상 둥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면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전변에 부각시킨다는 점에서는 분명 도스또옐스 

끼와 맞닿아 있다 

초기 소설에서 강하게 드러났던 러시아 문학의 그늘은 『롤리타』를 기점으 

로 하여 이후로 갈수록 차츰 잃어지는 듯 하다. 이는 아마도， 세계 문학，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르네쌍스 시대 문학 등의 그림자가 진하게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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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나보꼬프는 회화나 음악에 있어 인류가 갖고 있 

는 불멸의 예술틀과 20세기의 대중 예술을 혼합하여 자신의 소설 속에 담으 

면서， 고전 문학과 자신의 현대 소설 사이에 놓인 유사성과 등가성을 재확인 

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롤리타』와 『창백한 불빛』에 뒤이어 

『아다』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세 장편 소설의 서술 

뼈대는 19세기 러시아 소설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본문에서 우리는 작가가 등장인물과 대등하게 드러나는 f롤리타』의 슈셋 

구조가 뿌쉬낀의 『예브게니 오네긴』의 슈셋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언급 

한 바 있다. 그리고， 루쌀까와 롤리타의 상관성 및 러시아어판 『롤리타』의 특 

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립된 논문으로 다시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창백한 불꽃』은 나보꼬프가 뿌쉬낀의 시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주석집을 낸 후에 쓴 소설이다. 그러니 소설의 형식이 시인의 

장시에 주석올 다는 독특한 모양새를 띠게 된 것은 나보꼬프가 『예브게니 오 

네긴』의 주석집을 쓰면서 착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시에 대한 주석을 묶 

어 낸 이 소설은 나보꼬프가 그간 해왔던 소설 형식의 다양한 실험들 중에서 

도 유난히 특이한 것이라 생각한다 r롤리타』처럼 죄수의 고백록의 형식을 벌 

거나 『세바스천 나잇의 참인생』처럼 전기 형식을 벌어 이들을 해체하며 소설 

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또는 『투명한 물체들』처럼 화자의 묵시록 속에 

특정 인물의 전기 형식을 복원하는 것 동 자유분방한 소설 형식의 실험들 중 

에서도 『창백한 불꽃』의 형식은 단연 새로운 소설 형식인 것이다. 

r창백한 불꽃』은 존 셰이드라는 가상 시인올 내세워서 그가 남긴 유작시에 

챔블라의 망명 왕자 차알스 킨보트가 각주를 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시의 조류를 담고 있는 정통적인 셰이드의 서정시 속에서 킨보트는 자신 

이 두고 온 챔블라 왕국과 개인사의 흔적을 찾는다. 그리하여 r창백한 불꽃』 

은 존 셰이드의 시집이 아니라 킨보트의 주석집과 함께 묶여서 소설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 문학 연구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나보꼬프의 r예브 

게니 오네긴』 주석집을 읽으면서 느꼈던 당혹감올 떠올렬 것이다. 나보꼬프의 

『예브게니 오네긴』 주석집은 로뜨만의 주석집과 매우 대조적이다，7) 역사적， 

언어적， 문학적 상황들의 사실에 기초하여 뿌쉬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6) Aleksandr Pushkin, Eugene Onegin, a NO lJel in Verse, trans. with a commentarγ， 

by Vladimir Nabokov , New York, 1964‘ 

7) Lotman, Yu. Pushkin, S.-Peterburg: Iskusstvo-SPB.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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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집이 로뜨만의 주석집이라연， 나보꼬프의 주석집은 뿌쉬낀이 아니라 나보 

꼬프가 작가로 부상하는 주석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적인 요소 

들에 덧붙혀지거나 나란히 배치된 나보꼬프의 재기발랄한 상상， 약간의 과장 

들은 그 주석들의 사실성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r창백한 불꽃』을 

읽으면서， 어쩌면 나보꼬프의 『예브게니 오네긴』 주석집을 학술적인 글로 받 

아들이는 것은 연구가들의 오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창백한 불꽃』에서 킨보트의 주석들은 존 셰이드의 시를 해설하기 위한 것 

만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존 셰이드의 시를 무시하고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주석 부분은 킨보트의 또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실제로， 킨보트는 서문 

에서 자신이 붙힌 주석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다 보면， 폰 셰이드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킨보트의 

주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킨보트의 이야기가 납득할만한 구실을 갖고 소설 

형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표현될 수 있기 위해서 존 셰이드의 시가 덧붙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시에 대한 주석이라면， 일단 소설처럼 하나의 

글덩어리가 될 필요가 없다. 각 시행에 따라 하나씩 번호를 붙이고 그 시행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시간이나 사건 배열들을 무시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나보꼬프의 r예브게니 오네긴』 주석집도 그 사실성 여부를 

판단받기 보다는 또다른 상상력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소설이라 

는 울타리 속에서 다른 장르들을 꿀어들여 소설의 형식을 실험한 것이 아니 

라， 소설의 울타리로 보호받올 수 없는 시해설이란 장르 속에서 소설을， 자신 

의 상상력을 분출한 것으로 말이다. 

r아다』는 롤리타를 비현실적 시공간 속에 배치한 소설이다. 서술 구성면에 

서 이 소설은 지극히 19세기적이면서 동시에 초현대적이다. 현대소설에서 메 

타 작가가 인물과 함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주의 소설이 강세를 보 

이기 이전에 이미 자유롭게 쓰이던 소설 기법을 재발견한 것이라 여겨진다. 

인물들이 쓰는 편지， 일기， 논문， 뜻밖의 사진들， 작가가 이전에 썼던 소설들 

이 중간 중간에 자유롭게 뒤섞이면서 장편소설의 서술을 이어가는 방법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도 소설이 채택하고 있는 귀족 가문의 가족사를 장황 

하게 전개하는 장편소설 형식이나 결투의 장면틀은 모두 뿌쉬낀， 뚜르게네프， 

똘스또이의 소설들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소설의 서두에 인용되는 『안나 까레니나』의 에피그람은 “모든 행복한 

가정들은 상이한 점이 많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들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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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되어 있다. 이 부분은， 가계도가 그려져 있을 만큼 복잡한 한 귀족가문의 

연대기인 이 소설 전체를 『안나 까레니나』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도록 한다. 똘 

스또이가 가정의 윤리를 어기면서 파멸하는 여성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나 

보꼬프는 근친상간의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안정되고 행복해진 아다 

와 반의 가정을 결말로 보여준 것이다.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한 현대 소설 『아다』는 지극히 18세 

기， 19세기적인 상황 설정 속에서 진행된다. 현대사와 과거 계급사회의 특성 

을 이리저리 섞고 러시아와 미국이 이어져 있는 가상의 대륙올 설정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모호하게 만든 이 소설의 내용은， 19세기 소설기법의 

영향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20세기 현대소설의 지평올 넓혔다 하겠 

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향관계를 드러내면서， 과거의 명작들과 자 

신의 소설올 등가물로 놓으려는 나보꼬프의 의도가 숨어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나보꼬프의 처녀작 f마웬까』와 『킹， 뀐， 잭』올 펼두로， 대 

표작 r롤리타』를 거쳐， 후반기의 영어 소설 『창백한 불꽃』과 r아다』를 두루 

논하면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들이 그의 문학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나보꼬프의 작품에 러시아 문학의 영향이 많 

다， 많지 않다 라는 논의를 떠나서 19세기 러시아 소설들이 갖는 현대적 언어 

기법틀을 새삼 숙고해보도록 한다. 메타 작가나 소설의 해체， 주요 사건에 대 

한 균형을 잃은 듯한 산만한 구성 의식의 흐름과 연결되는 내적 독백들은 생 

각해 보면， 19세기 러시아 거장들이 이미 보여줬던 것들이다. 그리고， 나보꼬 

프는 자신의 소설에서 종종 의식적으로 이것이 러시아 소설에서 나온 기법이 

고 장면들임을 밝힌다. 마치， 사실주의적 경향이나 무거운 정치， 철학적 주제 

로 편향되어 알려진 19세기 금시대 문학을 자신의 강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은 뚜렷한 개성의 작가들이 다양한 사조와 시대 정신， 

시대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19세기와 변 

별되는 특정을 갖는다. 19세기 러시아는 뾰뜨르대제 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된 서구 문화와 긴 세월 유지되어온 중세적 러시아 문화의 충돌， 이 충돌 

속에서 다시 제 3의 새로운 것이 탄생되는 용광로였던 것이다. 그리고， 러시 

아 소설은 바로 이러한 사조의 용광로 문화의 용광로 시대의 용광로 속에서 

꽃피어난 장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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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작가 나보꼬프， 영어로 소설을 썼던 나보꼬프는 이러한 러시아 소설사 

의 20세기적 현상， 나아가 소설장르의 20세기적 현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의 문학세계가 가지고 있던 언어와 망명의 문제는 문학의 국경을 허물고， 언 

어 예술의 도구와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는 영문학， 노문학， 국문학 등 각국문 

학의 테두리를 넘어서려는 오늘날 문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문 

학이 과연 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우리가 온전히 향유하지 못한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재조명하여 

보여주면서， 지금 그의 문학과 현상들 역시 다 이해된 것이 아님을， 언젠가 

21세기의 작가들에게 새롭게 해석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진정한 마법 

의 거울은 과거가 누적된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비춰주는 

법 이 라는 걸 염 두에 둔다면， 나보꼬프의 거울은 과거 19세기 문학의 흔적 들을 

담아서 20세기 자신의 문학올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문학 현 

상까지 비춰주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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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ussian Literary Tradition 

in the Novelistic Techniques of Vladimir 

Nabokov 

Gunn-Young Choi 

The aim of this paper is not to argue about metaphysical aspects in the 

novels of Nabokov. Nor does it aim to dismantle the uprising view that 

Vladimir Nabokov is first and foremost a Russian writer. What we are 

trying to show here instead is the 19th Russian literature or literary tradi

tion as appears in the prose works and novelistic techniques of Vladimir 

Nabokov. 

Any study on the great tradition of the 19th century Russian literature 

replete with diverse literary techniques shall never be complete. The prose 

works of Nabokov, whether written in English or in Russian, recreates not 

a few aspects of the Golden Age of Russian literature, the process of 

which well signifies the nature of literature in the coming age. Besides 

Nabokov, by creating the original novelistic techniques, enriches the poten

tiality of the great tradition as the one which people never knew before. 1n 

this sense Nabokov is to be the continuation of the non-realism line from 

Pushkin-Lermontov-Gogol up to the Russian Symbolists, from which tra

dition he had learned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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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Jook through from his first noveJ Mashenka to the last noveJs in 

EngJish Pale Fire and Ada, focusing on the novelistic techniques. We 

examine what Nabokov shares in common with his contemporary writers 

in the Soviet Union at the beginning of his career, motifs he borrowed 

from Pushkin or Tolstoy, and what Nabokov has created by use of the 

suzhet line of Evgenii Onegin in his best known noveJ Lolita. 

Different from the widespread view that Nabokov is from the literary 

tradition of the west and the criticisms of his novel as post-modern to the 

core, what we are trying to argue is the fact that he is one of the best 

stylists who has mastered the novelistic grammar of the 19th century 

Russian literature.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origina1ity and poten

tia1ity of Nabokovian grammar. What he reproduces by means of his own 

style is a world of untrodden part of the great tradition. And a1l through 

these novelistic methods, Nabokov shows what literature is to be like in 

the forthcoming century. He shows the meaning of language or multi

languageness in a novel, the meaning of border or borderlessness of lite

rature, and finally the possibility of the art of language beyond place and 

tl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