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꼬프 창작 원리로서 뿌쉬낀과 체르니셰프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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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망명작가인 블라지미르 나보꼬프 (BJIallliMHp HaÕOKOB) 에게 있어서 19 세기

시아 문학은 자신의

창작과 삶의 길을 이끌어주는 기본적인 요소였다. 그는

문학 비평과 자신의 소설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의

러

러시아문학 전통과 러시아 작가，

작품을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

형성에

주요한 계기로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를 “한때 러시아 작가였던 미국 작가 (an

American writer who has once been a Russian

one)" l)라고 규정 한 적 도 있

지만， 적어도 그의 작가적 성장 과정 초기에 러시아 문학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그의 러시아어로 된 마

지막 소설 「재능 (llap) ~은 러시아 문학에 바치는 헌사와 같은 작품이다. 영역
본

서문에서

그는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

지나가

아니라

heroine is not Zina, but Russian Literature) "2) 이라고
기와 20세기

초 러시아 작가들의

러시아 문학(Its

고백하고 있으며， 19 세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작가들의

이름과 그들의 예술 세계가 망라되고 있다. 이처럼 나보꼬프는 러시아를 떠나
있으면서도 러시아 문학의

전통과는 결코 단절될 수 없었다. 그들은 소설의

등장인물로서， 혹은 주제적 차원에서 나보꼬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
보꼬프는 때로는 그들의

계승자로서

때로는 적대자로서 그들의

예술 세계를

자기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나보꼬프의 창작 세계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예술 원

칙으로서의 뿌쉬낀 (nyw때H) 과 체르니셰프스끼(lIepHblweBCKHß) 에 주목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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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소설에서 전체 러시아 문학사는 끊임없이 부활하는 이 두 개의 발생
원리의 투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뿌쉬낀으로 대변되는 순수 예술 지향
적

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체르니셰프스끼가 중심이

되는 “사회， 도덕， 종교，

철학， 이념， 교훈 그밖에 예술 외적인 것에 봉사하는 공리주의적 거짓예술 "3)
사이의 투쟁이다. 비평가 돌리닌 (llOJlllHllH) 은 이것을 “뿌쉬낀의 자유롭고 영감
에 찬 뮤즈의 봉사”와 “체르니셰프스끼-도브롤류보프 (llo6pOJlI0 6oB) 의 공공이념에
대 한 봉사 띠
(r마
rr1ηyl매빠
n

llo6poα
OJlI뻐’
뼈
m
060BC다Koe CJIηy:KeHbe 061
이이
me얘
H llllee아)"’”’4여)의 대 립으로 부트고 있다.

그러나 나보꼬프가 소설 속에서 그려내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가 아니라， 나보꼬프에 의해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즉 나보꼬프의 관점을 통
해 변형되고 새로이

의미 부여된 문학적 등장인물로서의 뿌쉬낀과 체르니셰

프스끼이다. 분명 뿌쉬낀은 순수 예술의
의

예술의 대변자로 19 세기

대변자로

체르니셰프스끼는 공리주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세력을 대

표하고 있지만， 나보꼬프는 그들의 대립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뿌쉬낀 미학의
해석함으로써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체르니셰프스끼를 뿌쉬낀적으로

뿌쉬낀과 체르니셰프스끼를 동시에

극복하고 자신만의

예술세

계를 완성해 나가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두 개의 발생원리가 어떻게
나보꼬프에게서 받아들여지고 문학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2.

나보꼬프와 뿌쉬낀 -

2. 1.

순수예술의 계승과

.::::J.호a

-, -,

작가와 독자: 뿌쉬낀의 수용과 계승

20세기 초 러시아에서건 망명사회에서건 나보꼬프보다 더 충실하게 뿌쉬낀
의 유산을 주장하고 계승했던 작가도 없을 것이다 .5) 아주 일찍부터 뿌쉬낀은
3)

c. naBblnoB(1993) "4TO neJJaTb C "napoM" B. HaõOI<O Ba" , 06m.eCTBeHHa Jl
ιrOBaHHJI H ny6J1HKaUHH. Bblll.

4)

IV,

MblCJ1b.

MOC I< Ba: Hay I< a, c. 62.

A. A. nOJJHHlm(2000) "nym I< HHC I< He llOnTe I< CT bI B pOMaHe Haõo I< osa <npHrJJameHHe Ha
Ka3Hb>" , nYDlKHH H KyJ1bTypa pyccKoro 3apy6e:Kb Jl, MOCKBa: PyCC I< Hl! llyTb , c.

5)

HccJ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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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가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나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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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꼬프 예술 속의
암시로부터

직접적인

형 성 된 미 학적
의

영원한 거주자가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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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존재는 스쳐 지나가는

임시적인 모티프로부터

전체 주제와 완전히

확장되 고 있다. 다비 도프 (llaB뻐OB) 는 “나보꼬프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개념이나 사회적인 요구로부터의 시인의 최상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뿌쉬낀으로부터 직접 자라 나온 것 "6) 이라고 말하고 있으

며， 끄라사브첸꼬 (KpaCaBQeHKO) 는 “나보꼬프가 뿌쉬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뿌
쉬낀을 고수하고 그를 추구하려 하고 자신의 모든 창작과 행동으로 뿌쉬낀

신화를 경작하고 있으며

아방가르드 안에서도 20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뿌쉬

낀의 주요한 합법적인 계승자라는 타이틀을 요구할 수 있었다 "7) 고 주장한다.
이처럼 뿌쉬낀의 흔적은 인간 나보꼬프와 예술가 나보꼬프 모두에게서

할 만큼 완벽하고 조화롭게 들려온다. 나보꼬프는 장르의

경탄

한계를 시험하고，

시와 산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성에 대한 애호를 뿌쉬낀으로부터 배웠다.
예술과 삶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엄격성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예술가가 변
형시키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 작가는 비
교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나보꼬프가 뿌쉬낀을 일방적으로 모방한 것은 아
니다. 그는 19세기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의미부여를 하
면서 자신의 공간 속에 자리잡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문학적 인물로서 뿌쉬낀

을 새롭게 부활시킨다. 예를 들어 나보꼬프의 「예브게니 오네긴 (EBreHHα OHerHH)~
에 대한 주해서는 “뿌쉬낀에 관한 감상적 신화 또는 『예브게니 오네긴』에 대
프는 대부분의

작품들 속에서

뿌쉬낀과의

시집 r 산길 (rOpH뼈 nYTb)~ 에서 뿌쉬낀의

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리온 (ApHOH)J 을 에피그라프로 사용

하고 있으며， 첫 소설 「마센까 (MameHbKa)~ 에서는 r 예브게니 오네긴 (EsreH때 OHerHH)~

을 에피그라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뿌쉬낀과 관련된 숫자를 기념함으로써 그와

의 연관성을 증명하려 하였다 뿌쉬낀 사후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37년에 프랑스
어로 r 뿌쉬낀， 혹은 진실과 진실해 보이는 것 (nym재H ， HJIH npaSlla H npaSllOnOllOSHe)J

라는 논문을 발표 했으며예브게니 오네긴에 대한 주해서』는 1964년， 뿌쉬낀 탄
생 165주년 기념일 전야에 출간되었다 (T. H. KpaCaSQeHKO(2000) "Ha6oKOS , ra311aHOS

H nymKHH ," ny8JKHH H KyJTbTypa pyccKoro 3apy6e:t<bJl, MocKSa:

PyCCKH꺼

nyTb , CC.

87-88). 즉 나보꼬프는 뿌쉬낀 기념일을 준수함으로써 뿌쉬낀에 대한 자신의 관심
을 증명하려 했다.

6) Sergej Davydov(1995) "Nabokov and Pushkin," V. E. Alexandrov(ed) , The
Ga rland Companion to Vladimir Nabokov , New York: Garland Publish념n， Inc. ,
p.483.
7)

KpaCaS 'I eH I< o(2000) , c.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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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통적이고 소중한 설명의 가면 벗기기 "8) 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있다. 또한 나보꼬프는 뿌쉬낀의 많은 시들을 변주하면서 뿌쉬낀과 논쟁을 벌
인다기보다는 그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것은 나보꼬프가 뿌쉬낀으로부터

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예술가의

예술

엘리트적인 무관심，

초당파성， 사회로부터의 독립 의지 등을 이어받았다는 점이다러시아 작가
와 겁열관， 그리고 독자(Russian Writers. Censors. and Readers)J 라는 논문에
서 그는 예술의 유용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술가의 영혼을 소

유하고 예술가의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개의 힘， 두 개의 비평이 동시에
투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이고， 두 번째는 반정부 (anti -govemmentaD
이다 .9) 아버지이자 유모 교도소장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문학을 감시

하는 정부는 물론이려니와 문학을 사람들의 복지
수단으로만 고려하는 반정부적

사회 경제 상황의 개선의

비평가들， 즉 공리주의

비평， 급진적인 시민

비평가틀도 예술에서는 속물에 불과할 뿐이다. 공리주의 비평가들이 작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메시지일 뿐이며

그들의 관점에서 책은 사람들의 복지

에 실용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좋은 것이다. 황제의 관점에서 작가는 국가의

종복이고， 급진적 비평가들의 관점에서 작가는 대중의 종복이라는 것이다. 황
제가 작가들에게 국가를 위해 글쓰기를 하도록 강요하듯이， 공리주의 비평가
들은 작가들에게 황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면서 황제 대신 대중

의 지배를 받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종복이건 대중의 종복이건 작가
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쓸 자유를 박탈당하고 만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예술가와 비평가 사이의 갈등의 한 예로 “러시아 최

초의 위대한 시인” 뿌쉬낀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뿌쉬낀은 극단적인 오만
함과 독립성， 자유를 노래하는 시들 때문에 항상 황제 니꼴라이 1 세를 비롯하
여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하였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추방과 검열과

혹은 아버지와 같은 훈계를 통해 뿌쉬낀의 천재성을 질식시키려 하였다. 권력

자들이 특히 뿌쉬낀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시를 통해 끊임없이
자유를 노래하고 있으며

시인의 자유로운 영혼과 순수 예술에

대한 추구를

8) Nicholas O. Wamer (1 986) "The Footnote as Literary Genre: Nabokov ’ s
Commentaries to Lermontov and Pushkin," SEE], Vol. 30, No. 2, p. 173.
9) Vladimir Nabokov(198 1) "Russian Writers , Censors , and Readers ," Lectures on
Russian Literature, New York: A Harves tIHB J Book,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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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중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나보꼬프는 19 세기에 뿌쉬낀의 순수 예술 지향을 억압하던 국가 권력이
현재에도 존재하며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

함으로써 자신과 뿌쉬낀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가 권력에 의해

박해 받는 예술가라는 점에서 뿌쉬낀과 나보꼬프는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니꼴라이 1 세는 20세기의

레닌으로 바뀌었으며， 19 세

기의 제정 러시아는 20세기의 소비에트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다. 소
비에트 정부는 황제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학은 국가의 도구가 되어야만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여년 전에 뿌쉬낀은 이미 자신의 시들을 통해 군중의 우매함과 그로 인
해 이해 받지 못하는 시인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작가와 독자 사이의 갈등
과 이해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뿌쉬낀의 「시인과 군중 (n0 3T H TOJIna) J 10) 속
에서 우리는 나보꼬프가 「러시아 작가와 겁열과 그리고 독자」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결국 뿌쉬낀의 관점의 반복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영감의 리라를
연주하는 시인 (n03T no JIHpe BlloxHoBeHHblil)" 이 노래를 할 때 “냉담하고 오만
한 민중 (XJIallHbI인 H HallMeHHblil Hapoll)" 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민

중들에게 “시인의 노래는 바람처럼 자유롭기는 하되 또한 바람처럼 헛될 뿐
이 다 (KaK BeTep , neCHb ero CBoõollHa ,

3aTo KaK BeTep H ÕeCnJIOllHa; / KaKa꺼

/

nOJIb3a HaM OT Heil?)." 시인의 시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무의미한 것들뿐이다. 민중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얼마나 유용하

며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시인이 “어리석은 민중 (õec CMbICJIeHHblil
HapOll)" 을 비난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이익 (nOJIb 3a)이라고 하는 점
에서만 평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Teõe ÕbI nOJIb3 b1 Bcë"). 시가 이익의 관

점에서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예술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시인들
이 시를 쓰는 진정한 이유는 “삶의 번잡함을 위해서도， 탐욕을 위해서도 다툼
을 위 해 서 도 아니 q(He llJI.lI
ÕHTB)." 시인의

:!<H TeilcKoro

혐오감은 자신의

BOJIHeHH.lI, / He llJI.lI KOpbICTH , He llJI.lI

리라가 그들의 내변에서

아무런 것도 바꿀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커지게 되고，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그들에게 더욱 냉담해 진다 ("nOllHTe npO 'l b KaKoe lleJIO / n03Ty MHpHoMy 110 Bac !"). 하지만 민중은 단지 어리석기만 한 것

10) A. c.

ny띠I< HH(1974) Co6paHRe CO 'lRHeHRII B tleCJf TR TOMax, TOM

BeHHa Jl JJHTepaTypa , CC. 166-167

2, MOC I< Ba: XYllOll< eCT

러시아연구 제 14권 제 2 호

124

이 아니라 두렵기까지 하다. 우매한 민중은 자신들의 시에 대한 무지함을 “채

찍 과 감옥과 도끼 (E H'Ui,

TeMHHUbI ,

TOTIOPbI)" 로 지 켜 내 려 하고 있다는 점 에 서 더

욱 사악하고 더욱 공포스렵다. 시인들은 “영감과 달콤한 소리와 기도 (MbI P OlI<-

.1l eHbI

llJI.lI

B.1l 0XHOBeHb.ll,

/

llJI.lI 3ByKOB CJIa .1l KHX H

인 데 , 어 리 석 은 군중 (qepHb) 은 “광기 어 린

MOJIHTB)" 를 위 해 서 태 어 난 것

노예 (paÕOB Õe3YMHbIX)" 처 럼

그들을

위협하고 그틀을 조롱하고 그들의 예술을 비난한다.
나보꼬프는 100년 전 뿌쉬낀을 에워싸고 있던 예술적 현실과 현재 자신과
소비에트를 지배하고 있는 예술적 현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
고 공포를 느낀다. 그러한 점에서 나보꼬프는 뿌쉬낀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으며， 시를 통한 그의

현실

비판을 자신의

목소리로 담아낸다. 그는

예술이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술의
목적은 “물질의 세계보다 덜 실제적(.1lefiCTBHTeJIbHOCTb) 이지
실 (peaJIbHOC Tb)을

창조 "11) 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않은 두 번째 현

예술작품은

작가의

의지에

따라 발생한 우주이며， 창조하는 행위는 예술가의 상상 속에서 새로운 살아있
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보꼬프가 생각하는 예술에

관한 삶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엄격한 모델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술가가 자신만의 매개 수단으로 변형시키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 "12) 였던
것이다

뿌쉬낀을 계승하고 있는 나보꼬프의

미학적 개념의 본질은 뿌쉬낀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술은 실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조의

개념과 사회에서의

있다. 이처럼 나보꼬프는 뿌쉬낀으로부터 창

작가의 위치， 예술에서의

도덕에

대한 독특한 이해

동 많은 것을 계승했고 자기화하고 있다. 뿌쉬낀은 그에게 “러시아의 최초의
위대한 작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보꼬프가 뿌쉬낀을 일방적으로 존경하고 모방만 한 것은 아니다.
뿌쉬낀은 나보꼬프에게 스승이자 문학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는 뿌

쉬낀의 재능과 관점을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문학적 주인공으로 발
전시켜 나간다. “러시아 작가와 검열관 그리고 독자”에서 나보꼬프는 뿌쉬낀
의 시

「핀데몬테의 시에서 (113

기 1 년 전에

TIHH .1l eMOHTH) J

쓰여진 이 시에서

로 결론을 대신한다. 뿌쉬낀이 죽

뿌쉬낀은 어떠한 억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11) B. 3Jl OqeBC I< a.ll (2002) XYllo:t<ecTBeHHJJ.η MHp BJlallHMHpa Ha6oKOBa H pyccKax

XIX BeKa ,

12)

Nicholas

MOC I< Ba: H3 1l. MOC I< OBCKOro YHH-Ta , C.

O.

Wamer( 1986l , p.

174.

63.

HTepaTypa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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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으로서의 자유와 양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
HIIKOMy
OT4eTa He

~aBaTb ，

CnY*IITb 11

yrO*~aTb: ~n~

ceõe nllmb caMoMy
BnaCTII ,

~n~

nllBpefi

He rHyTb HII COBeCTII , HII nO Mbl CnOB , HII mefi;
ITo npllXOTII cBoefi
마iB~Cb

H

CKIITaTbC 커 3~eCb

ÕO*eCTBeHHhlM

npe~ C03~aHb~MII
pa~OCTHO

Tpenema

npllpO~hl

IICKyCCTB 11
B BOCTOpraX

11 TaM ,

KpaCOTaM ,
B~OXHOBeHb~
yMllneHb~

BOT C4aCTbe! BOT npaBa ... 13l

<... >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주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고 기쁘게 하며: 권력자나 그들의 제복에

양심과 사상， 고개 숙이지 않는다
마음가는 대로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며，
신이 만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예술과 영감의 창조물 앞에서
감동의 환희 속에 기쁨에 몸을 떤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권리이다 ...

시인은 시끄러운 권리를 존경하지

않고 검열관의

억합에도 상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말， 말， 말 (C JlOBa ， CJl OBa , CJlOBa)"
뿐이기

때문이다. 시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권리， 자신만의 자유

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머리

숙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유일한 행복과 권리는 자연의 아름다웅， 예술과 영감의 창조물 앞에서 감격과
환희를 경험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시에서도 뿌쉬낀은 「시인과 군중」에서와

마찬가지로 권력에 의한 억압과 어리석은 군중들에게 머리 숙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나보꼬프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러시아 작가

와 검열관 그리고 독자」에서 진정한 작가와 현명한 독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

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논조는 물론 뿌쉬낀 관점의 재생과 반복이

13) Bna~IIMllp HaõoKoB(1999) ’'ITymKIIH , IInll npaB~a 11 paB~ono~oõlle ，" 지8KURR no pyccKoh
.RRTepaType

,

MOCKBa: He3aB Il CIIMa~ ra3eTa , 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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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뿌쉬낀의 시를 인용하면서 나보꼬프는 이 시가 단지 시인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

고 있다. “독자들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남아 있어야 한다. 내가 인

용할 뿌쉬낀이 쓴 다음의 짧은 시는 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인을 사랑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14) 뿌쉬낀이

이

시를 썼을 때 그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시인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권력과 민중 모두에
게서

등을 돌린 것이지만， 나보꼬프는 뿌쉬낀을 사랑하는 한 명의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독자로서

예술가가 독재와 속물성과 정치적 도덕성에 의

해 억압받고 고통 받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역시
현명하고 뛰어난 독자임을 알고 있다. 이 점에서 나보꼬프는 뿌쉬낀과 차별화
된다. 그는 뿌쉬낀이라는 위대한 시인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감탄스러운 독자

이지만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어 두지는 않는다. 뿌쉬낀에 대한 이해의 부재，
뿌쉬낀을 억압하던 권력의 탄압과 독자의 무지를 공격하며 그는 그러한 부정
적인 세력들조차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소설적

인물로 부활시킴으로써 새로

운 예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뿌쉬낀의 예술 세계가 진지하고 고통스
럽다면， 나보꼬프의 예술세계는 진지함과 조롱의 희화화가 뒤섞인 한 편의 유
희와 같다고 할 것이다.

2.2.

r 쩨능(l{ap) .!I : 뿌쉬낀의 문학적 기호화

두 작가 사이의 이러한 연속성과 극복은 나보꼬프의 마지막 러시아어 소설

『재능」에서 가장 극대화되어

있고 완성에 이르고 있다. 나보꼬프와 뿌쉬낀의

밀접한 연관성은 『재능』을 이루는 주제론적， 구조론적 화두이다 15) 이 소설은

14) Vladimir Nabokov(1981) "RussÎan Writers , Censors , and Readers ," p. 12.
15) 나보꼬프와 체르니셰프스끼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
설 f 사형장으로의 초대 (npHrJlaWeHHe Ha Ka3Hb)~ 와 관련해서는 홍미로운 관점의 대
립이 있다. 다닐랩스끼는 이 작품에서 러시아 혁명가 민주주의자， 사상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체르니셰스프끼의 활동이 테마로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인공 젠
씬나뜨와 체르니셰프스끼 사이의 유사성을 밝히려 하고 있다 (A. naHH Jl eBcKHß(1996)

"H. r. 4epHblweBcKHß B
H

<npHr Jl aWeH때

CJ1aBJlHCKOη tþHJ10J10rH，κ

Ha Ka3Hb> B. B. Ha6oKoBa ,"

llHTep aTypoBeoeHHe

TPYßbl

IlO

PycCKoff

, I Il. 반면 돌리넌은 근시안적인 체르

니셰프스끼가 전투적인 공론가이며， 저속하고 평범한 상식의 옹호자， 시를 전혀 이
해하지 못하며

재능이 전혀 없이 끄적거리기만 하는 작가인 반면， 젠씬나뜨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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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의

예술관，

미학관， 작가와 독자의 관계， 예술이란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

루어지고 있는 나보꼬프의

러시아 문학에 관한 한 편의 거대한 비평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능』에서는 나보꼬프 창작의 지속적인 테마들， 즉 창
작과 창조하는 개인의 본성， 러시아의 역사적 운명， 사랑과 고통의 병리학 등
이 거의 완전히 제시되고 있다. 19세기 문학에 대한 특별한 존경이 이 소설의
주요한 장점이다 "16) “ F 재능』은 나보꼬프의 창작전기에서 뿐만 아니라， 20세기

러시아 문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표지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까를린스끼

(CHMOH KapnHHcKHH) 는 나보꼬프의 『재능」이 위대한 소설일 뿐만 아니라， 진지
하고 지속적인 문학비평임을 지적하였다 "17) 등등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나보꼬프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 나보꼬프 창작의 정점임을 인정하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지적에 걸맞게 『재능』에서는 러시아의 많은 작가틀이 화자 표도르
를 통해 소설 속 등장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소설의 관념적-예술적 구조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뿌쉬낀 뿐만 아니라， 그와 이념적인 대립관계에 있
던 체르니셰프스끼， 19 세기와 20세기의

많은 러시아 작가들이 복잡하고 긴밀

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있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이 소설은 표도르 고두노프-체르드인쩨프 (φëaop roaYHOB-4ep따IH1.\ eB) 라

는 젊은 러시아 망명작가가 예술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가
의 요약에 따르자면， 1 장은 표도르의 시에 집중되어

있고， 2장은 표도르의 문

학 발전에서 “뿌쉬낀을 향한 파도 (surge toward Pushkin)" 를 보여주고 있으며，

3장에서는 고골에게로 이동하고 있지만 진정한 중심은 여주인공 지나 (3HHa) 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이다 .4장은 체르니셰프스끼의 전기이다 .5장은 앞장의 모든
주제를 종합하고 있으며， 표도르가 언젠가 쓰기를 꿈꾸는 『재능』의 윤곽을 그
리고 있다 18)

밀의 지식， 진정한 영적 직관을 부여받고 있으며，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의 파
멸적인 결함을 볼 줄 안다는 점에서 그가 뿌쉬낀 계열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A. A. nO JlIIHllH (2000) "nymKIIHcKlle nO llT eKCT bI B pOMaHe HaÕOKOBa <npllr Jl ameHlle Ha

Ka3Hb> ," flyDlKHH H KY.π'b Typa pyccKoro 3apy6eJl<bJI, MOCKBa: PyCCKIIA nYTb).
16) }]. H. Ue JlKoBa (1 999) "nymKIIH
n. CTa pK , A.
17) Nicholas

11

lJ epHblmeBcKIIA B KOHTeKCTe pOMaHa

ζ flyDlKHH H B. B. Ha6oKoB ,

O. Wamer (1 986) , p. 167.
10

18) Vladimir Nabokov (1 963) , p.

<.aap> ," pea. B.

CaHKT-neTepõypr: nOpH , C.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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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소설의 진정한 시작은 뿌쉬낀이
다

w 재능』의 표준음 (KaMepTOH) 은 뿌쉬낀의 삶과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나보꼬프는 자신이 뿌쉬낀의

창작에 의지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

한다 19) 물론 뿌쉬낀은 모든 러시아 작가들의

정신적 아버지였으며， 나보꼬프

도 인정하고

않은

있듯이

“뿌쉬낀의

영향을 받지

말해야 할 정도이다. 나보꼬프는

러시아 작가는 없다 "20) 고

인터뷰와 강의록， 소설들 속에서

뿌쉬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그가 러시아 문학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을 지적
하고 있고， 이 소설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뿌쉬낀을 인
용하고 뿌쉬낀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을 증명해 보이려 하고 있다

w 재능」에

서 표도르가 뿌쉬낀을 자신의 문학적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음은 작가 나보꼬
프의

견해의

반향인 것이다. 표도르가 아버지의

전기를 쓰고자 하는 욕구는

문학의 아버지인 뿌쉬낀에 의해 유도되는데， 그는 아버지의 전기를 쓰기로 결
정했을 때， 뿌쉬낀의 영향력 안에서， “뿌쉬낀의 음조 (nyllIKHHcK때 KaMepTOH)"2 1l

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OT

np03 퍼

nymKHHa OH nepemen K ero *H3HH , TaK qTO BHaqane pHTM nymKHH-

CKoro BeKa MemanC 껴 C pHTMOM *H3HH OTua
뿌쉬낀의 산문으로부터

(III, 88).

그는 그(아버지)의

삶으로 넘어갔고， 그리하여 처

음에는 뿌쉬낀 시대의 리듬이 아버지 삶의 리듬과 합쳐졌다.

문학적

아버지인 뿌쉬낀의

언어로 아버지의

전기를 서술함으로써 그는 러

시아 문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는 아버지 전기를 쓰는 작업을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지만， 전기를 쓰

는 과정에서 그의 자유로운 사고는 뿌쉬낀에 대한 기억으로 확장되며， 표도르
의 의식 속에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에 대

19) 표도르 아버지의 죽음에 상황에 관한 논의에서는 r 대위의 딸』과의 유비와 인용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표도르 몬스딴찌노비치의 아버지에 관한 설
명에서 뿌쉬낀의

r 아르즈룸으로의

여행 (nyTemecTBHe B Ap3PYM)J 이

기본적인 지주

로 사용되 고 있음을 언급한다 (UenKOBa(1999) ， c. 19이.
20) Vladimir Nabokov(199이， p. 15 1.
21) B. HaôoKoB (1 990) lIap, Co6paHHe CO <iH HeHHit B

87.

4

TOMax

,

TOM

3,

MOCKBa: npaBtla , C.

나보꼬프의 러시아텍스트 인용은 위의 판본을 따르며 논문에서는 권수와 페이

지 번호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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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억은 하나로 융합되며 그를 예술가로 성장시키게 된다. 그리고 뿌쉬낀의

문학적 생도로 시작된 표도르의 예술가의 길은 4장 “체르니셰프스끼의 전기”

에서 진정한 완성의 길에 이르게 된다. 즉 뿌쉬낀으로부터 전수 받은 예술가
의 순수한 영혼， 자유로운 정신， 실험적 문학 기법등의 예술적 방법론은

그

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체르니셰프스끼를 문학적

대

상물로 만옮으로써 그에

대한 신화를 해체하는 것과 동시에 뿌쉬낀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술가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3.

나보꼬프와 채르니셰프스끼 -

3. 1.

순수예술

vs.

공리주의 예술의 비판과 극복

공리주의 예술

표도르는 19 세기 러시아 문학사에서 사상적， 미학적으로 뿌쉬낀의 대립점에
놓여

있던 체르니셰프스끼를 역사적 인물에서 문학적 인물로 변이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
가 하는 문제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왜 표도르는 그의 ‘전기’를 써야

만 하는 것인가?22) 물론 그가 뿌쉬낀의 미학적 반대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체

르니셰프스끼의 공리주의적
는 충분히

미학관이

나보꼬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 지

짐작할 수 있다.잃) 체르니셰프스끼는 푸쉬낀으로 대표되던

19 세기

22) r 재능』에서 주인공 표도르의 관점은 상당부분 작가 나보꼬프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미리 지적해야 겠다. 나보꼬프는 「재능』의 영역본 서문에서 이

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설이

결

그 이유로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는

중앙아시의 탐험가가 아니었으며， 결코 지나에게 구애를 한 적도 없고， 시인 본체
예나 다른 작가들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다 (The

Gift, p.

9)" 고 말하고 있다. 그

러나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가 제시한 이유들은 작품 구성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작가적 태도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상당히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들인데，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연구자들은 나보꼬프와 표도르 사이의 멸접
한 연관성을 더 많이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1996) r 나
보꼬프의

러시아어 소설에 나타난 기억과 예술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130쪽을 참조 바람)

23)

나보꼬프의 뿌쉬낀에 관한 언급 (YlI。뻐HaHHe) 이 열광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만큼， 체
르니셰프스끼에 관한 장은 러시아의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UeJI I< oea0999) , c.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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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순수문학 전통의 반대편에 서 있던 60년대의 대표적 비평가이다. 그러
나 이것이 체르니셰프스끼에 관한 전기를 쓰도록 그를 강요했던 유일한 이유
는 아니었을 것이다. 소셜 속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여 체르니
셰프스끼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표

도르의 의식 주변을 맴돌도록 하고 있다 .24) 소설에는 체르니셰프스끼라는 망

명가 집안이 등장하고 있는데
에게 계속해서

그들 부부와 그들의 아들 야샤(5Ima) 는 표도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그의 글쓰기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표도르의 뮤즈인 지나조차도 비평가 체르니셰프스끼의 전기를 쓰도

록 충고하고 있다. 또한 표도르는 “체르니셰프스끼와 체스”라는 글을 읽던 중
갑자기 모욕감을 느끼 게 된다.

eMy CaTnO

B~py ，

nnOXOHbKHM ,
< ... > Ko

,

~a

KOp~BhlM，

06H~HO

,

- OT4e O 3TO B

,

CephlM, KaK OHa MO na TaK

Ha4anaCTb 3Ta

CTpaHHa~

Bce

c~enanOCb

060nBaHHTbC~

3aBHCHMOCTb

H 3aMyTHeHHeM HCT04HHKa? B COpOKOBhlX
~en aT b> Tenepb?

POCCI깨

， o~ax?

Me*~

B

H

TaKHM

npHTynHTbc~ ，

060CTpeHHeM

meCTH~eC~ThlX?

H

*a*~꾀
<4T。

(III, 157)

갑자기 그는 무엇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나빠지고 비풀

어지고 회색이 되어 버렸는 지， 러시아가 어쩌다가 그렇게 멍청해지고 무디
어졌는지 하는 생각 때문에 불쾌해 졌다. (…) 첨예화된 열망과 흐려진 근원
사이의 이 이상한 의존관계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40년대에? 60년대에? 그

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트쥬첸꼬 (CeplUOqeHKO) 는 19세기 중반 러시아에서

체르니셰프스끼의

Wp
T

엇을 할 것인가 ?(4TO JleJlaTb?) dJ는 “초문학적인 현상"25) 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체르니셰프스끼는 소설이 아니라， 19 세기 중반까지 전문적인 예술 문화의 영
역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갖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봉사할 사명을 가진
새로운 문학적 메타언어를 창조해 주었으며， 음절의 아름다움， 형상의 예술성，
우아함 등 진정한 예술의 직접적인 징표로 간주되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소

24)

체르니셰프스끼는 나보꼬프 집안과 실제적으로도 연관되어

있다. 알렉산드르 3세

시절 궁정 고관이자 사법부 장관이었던 나보꼬프의 할아버지는 체르니셰프스끼가
아스뜨라한으로 추방된 뒤 개인적으로 그를 경찰의 감시를 받도록 지시했던 인물
이 다. B. Cepαo4eHKo(1998) ’껴epHhlmeBCKHJ:t B pOMaHe B. Ha6oKOBa <llap>" , BonpOCbl

3-4, c. 333.
책 , CC. 339-340.

Rμ TepaTypbl，

25)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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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속에서 논쟁적으로 던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던져 버린

그 자리에 그는 공리주의적 목적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문학에 부여하였다. 가
치 있는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계몽하고 조직해야 하며， 주요한 가치
들과 사회-정치적 과업을 지향 "26)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그의 뒤를 이은
도브롤류보프，

삐사레프 (nHcapeB) 등의

1840년대 벨린스끼 (BeJlHHCKHH) 에

비평가들을

배출한 1860년대

세대는

의해 시작된 문학과 예술의 사회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으며，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와 하지 않을 정도
로 순교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19 세기 공리적 유물론자들의 대표자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19 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뿌쉬낀의 대척점에 서 있던 체르니셰프스끼
의 ‘망령’은 20세기 혁명 소비에트 사회에서 더 크게 부활하며 소비에트 문학

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소비에트에서 체르니셰프스끼는 “국가의 공식
미학으로 선언된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그는 레닌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였으며

아버지”잉)로서

열렬하게

환영받았다.

레닌의 고백에 따르면 그를 혁명가로

변화시켜 준 것도 체르니셰프스끼의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레닌은
체르니셰프스끼야말로

185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순수한

철학적

유물론에

남아 있던 유일하게 참으로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했다. 꾸릅스까야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블라지미르 일리치는 거의 누구
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았다. 내 생각에 그와 체르니셰프스끼 사이에는
매우 많은 콩통점 이
JII0 5HJI...

51 마lMalO，

있었던 것 같다 (Bpj\ll

t.I TO

JIH

KOrO- H1i5Yllb BJlallHMHp H.뻐If'i TaK

Me)j(마I HHM H 4epH bßIl eBCKHM 5blJlO Ot.I eHb MHOrO o5mer이

(III , 220-22 1) 이러한 점 때문에 표도르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을 것이다. 현
재의 러시아가 멍청해지고 무디어지고 회색이 된 이유는 이전 세기 40년대와
60 년대

세대의

어리석음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갑자게 화가 나게

만들었고，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리하
여 그의 체르니셰프스끼의 전기가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보꼬프는 체르니셰프스끼의 정치적 급진주의와 보수적 미학과 레닌의 정

26) 11. B. f1onoB (1 987) "K Bonpocy 05 OTHO Ill eHlIH 니 epHblIIl eBCKoro K f1 YIll KHHY ," H.
HhlDleBCKRil.

CTa rbκ

RC C.πeOOB8HRX R M8repR8π야 B비 n.

r.

!.fep-

10, CapaTos: H3 t\ -BO capa-

TOBC I< OrO HHC I! TyU , c. 27.
27) Brian Boyd(1990) Vladimir Nabokov. The Russian Years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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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활동，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미학적 교리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이끌어내고
자 했으며， 이를 통해 체르니셰프스끼가 러시아 문화의 황폐화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했다. 1860년대 이후 체르니세프스끼와 다
른 “60년대 인물들”의 영향은 러시아 문학에서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예술은
사회 개혁이라는 동기 앞에서는 다른 어떤 선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첫 계율

이 짜르 정부의 검열만큼 억압적으로 좌익의 검열로서 확립되었고， 그러한 검
열제도는 혁명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나보꼬프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의 가

족으로부터 많은 부와 명성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미학적으로

자멸 "28) 해버렸기 때문에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인공 표도르는 체르니

셰프스끼를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하고 있는 유물론적

그는 뿌쉬낀의

적이며， 소련 문학계를

현실주의적 미학관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보꼬프는 체르니셰프스끼를 결코 직접 비난하거나 그의 미학관의

부정적인 측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하지 않는다. 소설의 관념적 중심으
로서 체르니셰프스끼에 관한 장에서 작가는 러시아 혁명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중심에 체르니셰스프끼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도 아니다. 그의

주요한 관심사는 “역사적 시간과 사건들이라기 보다는 문학작품의 창작 과정
과 이러한 과정의 결과”잃)였다. 여기에

예술가 나보꼬프의 장점이

있는 것인

데， 그는 체르니셰프스끼를 자신의 소설의 등장인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

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고자 했으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선비한 분위

기를 벗겨내고 그의 가장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내고자 했다 .30)

대부분의
비평가의

나보꼬프 비평가들은 체르니셰프끼의

대표적인

현하는 대신 그의

전기가 1860년대 공리주의

인물이었던 그를 “대중적인 진부함 (public cliche) 으로 표

진정한 언간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3 1)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필드 (Field) 는 “전기 예술의 기본적 전제에 대한 혁명적 전복을 통해 혁

28) CeplIIOQeH I< o(1998), c. 343.
29) Ue JlI< oBa (1 999), cc. 192-193.
30) 첼꼬바는 나보꼬프가 60년대

인물들을 벌하기 위해 그들의

본능적， 가족적 삶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둔하고 난해한 비평을 폭로하고 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체르니셰프스끼의 삶의 역사가 비극적 전환을 맞이하는 순간 표
도르의 주인공에 대한 정서적 관계는 이중적이 되며 경멸적인 아이러니는 연민과

심지어는 존경심과 뒤섞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같은 책， cc.

195-196).
31) D. Rampton(1984) Vladimir Nabokov: A Critiml Study of the Novels, Cambridge:
Cambridge Univ. Pr.,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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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속에서

구해졌다 "32) 고 말하고 있으며， 리 (Lee) 는 “표도르의 놀라운 독창적 작품이 체
르니셰프스끼를 어리석기는 하지만 실로 동정이 가는 인물로 만들고 있으며，
그를 상징이

아닌 인간이 되게 함으로써 정치로부터 구해내고 있다”잃)고 주

장하고 있다. 세류쥬첸꼬는 그의 전기가 “유물론자들의

인식론적인 부족함을

드러내는 나무랄 데 없는 철학-미학적 논문이 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사악하
고 더 재능이

있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문서화된 러시아 인민주의 지도

자에 대한 탈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34) 라고 감탄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나보꼬프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체르니셰
프스끼의

전기를 창작하기 훨씬 이전에 체르니셰프스끼

역시 뿌쉬낀의

전기

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뿌쉬낀의 저작 (CO 'lHHeHIUI nYIll KHHa) J (1 855)35) 과 「알렉

산드르 세르게예비치 뿌쉬낀. 그의 삶과 저작 (AJIeKCaH.lIp CepreeB H'i nYIll KHH.
Ero :!<H3Hb H CO 'l HHeHH.H) J (1 856)36) 이라는 두 편의

논문에서

체르니셰프스끼는

뿌쉬낀이 왜 위대한 작가인가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다.37 ) 그
는 “뿌쉬낀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면 현재 러시아 문학에서 무엇에 관해 말해
야 할 것인가 7" 라고 반문하면서

동시대인의

입장에서 뿌쉬낀을 러시아 사실

주의 문학과 러시아 교양 (oõpa30BaHHOCTb) 의 아버지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
나 그는 뿌쉬낀 창작의 예술적 의미는 한쪽에 놓아둔 채 그의 사회적 입장의
의미만을 강조했다. 체르니셰프스끼는 혁명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 투쟁하면서
문학과 저널리즘의 사회 지향적인 기능의 강화를 강조했고， 문학비평과 저널

Life in Art, pp. 25-26(D. Rampton(1984) , p. 65 에 서
Vladimir Nabokov , Boston: Twayne Publishers , p. 93.
CepnlOt{ eHKo(1998) , C. 34 1.

32) Andrew Field (1 984)

재 인용).

33) L. L. Lee(1976)

34)

35) 뿌쉬낀에 관한 체르니셰프스끼의 논문은 안넨꼬프 (AHHeHKOB) 의 뿌쉬낀 판본에 대
한 반향이었다.

36) H. r. 니epHblmeBC I< H꺼 (1974)

Co6paHHe CO~HHeHH.θ B llJl TH TOMax.

TOM

3 , MOC I< Ba: npaBna ,

CC. 5-160. 앞으로 체르니셰프스끼의 위 저작으로부터의 인용은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을 표기한다.
37) 체르니셰프스끼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19세기 20-30년대에 러

시아 땅에서 태어난 중간계급 전체의 인상과 이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 하고 있다 (A. A. lleM'l eH l< o(1999) "H. r. 4epHblmeBC I< HA H A. C. nym l< HH: npOÕ Jl eMa

pOnOC JlOBH 5I," H3y~eHHe 지HTepaTyphl
t{

B By3e ,

CapaToB: Ibn. capaTOBC I< OrO nenarorH-

ec l< oro YHH-Ta , C. 44 에서 재인용). 그는 가장 개인적이어야 할 자서전조차 집단

의 기억을 전달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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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이 문학 그룹의 의견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사회의 의견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문학 비평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일도， 순수한 예술

에의 봉사도 아니며， 독자 대중이 존경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조건에서만 생산
적이고 유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무대인 것이다. 이처럼 체르니셰프스끼는
문학 현상에 새로운 혁명-민주주의적인 시각을 부여하면서 뿌쉬낀의

창작을

사회 정치적 투쟁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다.
뿌쉬낀의 예술 세계를 분석하고 있는 「뿌쉬낀의 저작」에서 체르니셰프스끼는

먼저 뿌쉬낀이. 왜 예술가로서 위대한지

그리고 그가 러시아 문학사에서

업적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문학사에서， 혹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뿌쉬낀

어떤 경우에도 사회 발전이나

뿌쉬낀의

창작의

이룬

의미에

예술적

대해

말하지는 않을

가치와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뿌쉬낀이
위대한

시인으로서

러시아

민중과

함께

영원히

살아남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TBopeHHJI

nywμlH a ，

C03 .l1 aBWHe HOB )'IO pycc l<)'IO JIHTepaTypy, 06pa30BaBWHe

HOByffi pyCC l< yffi ny6JIH l< y , 6Y.l1Y T *HTb Be 'l HO , BMeCTe C HHMH He3a6BeHHOffi HaBe l< H OCTaHeTCJI

H HOCTb nywKHHa( lO).

J1 'I

새로운 러시아 문학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러시아 독자를 교육시킨 뿌쉬낀

의 창작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와 함께 뿌쉬낀의 개성도 잊혀지지 않
고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뿌쉬낀은 “형식의 시인 (rr0 3T iþOPMbl)" (67) , 아름답고 예술적인 작품을 써낸

예 술가 시 인 이 지 사상가 시 인 은 아니 라는 점 (nYWKHH rro rrpeHMymeCTBy rr03T
XY.llO:l< HH I<, He rr03T-Mb/CJlHTeJlb)(68) 을 체르니셰프스끼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

나 체트니셰프스끼는 뿌쉬낀을 평가하는 이러한 기존의 관점들에 머물지 않는

다. 그는 뿌쉬낀의 위대성을 그와 민중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Ero npOH3Be .l1 eHHJI MorymecTBeHHO
1<

.l1eßCTBOBaJIH

Ha npo6y*.l1 eHHe CO 'lyBCTBHJI

n033HH B Macce pycc l< oro 06meCTBa.
OH nepBMß B03BeJI y Hac JIHTepaTypy B .l10CTOHHCTBO HaUHOHaJIbHOrO

.l1 eJIa

<... >
BCJI B03MO*HOCTb

.l1 aJIbHeßwero

pa3BHTHJI pycc l< oß JIHTepaTypM 6MJIa npHro-

TOBJIeHa H OT 'I aCTH eme npHrOTOB JlJl eTCJI

nyW I< HH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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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은 러시아 사회의 민중들 속에서 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

는 데 강하게 작용했다.

그는 처음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문학을 민족적 가치를 가진 일로 끌어올
렸다.

<... >
이후 러시아 문학의 모든 가능성은 뿌쉬낀에 의해 준비되었고， 또한 준비
될 것이다.

OH

OTeu HameR n033HH , OH BOCnHTaTenb 3CTeTHqeCKOíO qyBcTBa

HCTHHH히R

H Æo6BH K 6naíOpo lIHblM 3CTeTHQeCKHM HaCnall<lI eHH Jl M B pyccKoR ny6nHKe , MaCCa
KOTOp。 α

Qpe3BblQaRHO 3HaQHTenbHO YBenHQHnaCb , 6naíO lI ap Jl eMy -- BOT

eí。

npaBa Ha BeQHy~ cnaBy B pyccKoR nHTepaType(122).

그는 우리 시의

진정한 아버지이며， 러시아 민중들 속에 미학적 감정과

고상한 미학적 즐거움에 대한 사랑을 불러 일으켰다. 바로 여기에 그가 러시
아 문학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뿌쉬낀 이전까지 러시아에는 진정한 시인이 없었다. 뿌쉬낀은 러시아인들에게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된

예술

작품을

선사하였으며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시를 알게 해 주었다. 체르니셰프스끼는 뿌쉬낀의

미학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가

민중들에게

불러일으킨

때문에 그를 찬미하고 있다. 문학이 아무리 아름답고
체르니셰스프끼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민중과 유리될

러시아인들이
형식적 실험성，

문학에

대한 사랑

훌륭하더라도 공리주의자
때

아무런 존재

의미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체르니셰프스끼의

문학의

공리성은 이듬해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발표된 뿌쉬낀의

전기를 통해

있다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뿌쉬낀. 그의

삶과 저작」은 “위대한 시인 (BeJUlI< HH n03T)" 의

그렇게 불려

질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모든 글쓰기를 철저하게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체르니셰프스끼가
상상력과 예술적

글쓰기의 중심에

있던 뿌쉬낀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다.

뿌쉬낀은 당대 최대의 인기 작가였으며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체르니셰프스끼의

최대의

관심사는 문학의

반대의

입장에

유용성과 교육적

있던 뿌쉬낀의

부여할 때 그가 얻게
관점을

이미 그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어느

효과였다. 그렇다면 자신과는 정

예술 세계를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의미

될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즉 뿌쉬낀의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새롭게

의식을

순수 미학적

형성해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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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이끌어

가르침으로써

나갈

수

있게

그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민중의

스스로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제시 되어 있는 “어린이를 위한 (.WUI

러시아 민중의
계몽자로서

공리주의

사상을

체르니셰프스끼는

입장에 위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문에

lle T e ìi)" 38) 이라는

단서는 새롭게 공리주의적

세계관을 배워가는 러시아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글이 어린이를 위해서도 어른들을 위해서도 삶의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He

1l0Ka3bIBaTb ,

Hy,I< HO

1.! TO

oGpa30BaHHe

1.! eJIOBeKa. ne3 oGpa30BaHH~ JI lOllH H rpyGbl

<... >

Bce

3TH

GJIarOpOllCTBO

TPH

l< a 1.! eCTBa

1.!yBCTB

-

,

-

oGmHpHbIe
llJI~

HeoGxollHMbl

CaMOe

BeJIHKOe

GJIarO

JllUI

H GellH비， H HeC 1.! aCTHbl.
3HaHH~ ，

TOrO

,

llpHBbl1.! Ka
1.! TOGbI

MblCJIHTb

1.! eJIOBeK

H

G비n

oGpa30BaHHblM B 1l0JIHOM CMμCJIe CJIOBa. Y KOrO MaJIO rr03Ha싸i ， TOT HeBe :l<lla; y
Koro

yM

He

rrpHBbl l<

GJIarOpOllHblX 1.!yBCTB

<... > B3pOCJI뼈

,

MblCJIHTb

,

TOT

rpyG

HJIH

TyrrO Yl'’ eH;

y

l< OrO

HeT

TOT 1.! eJIOBeK llypHOA.

앤 JIOBeK HMeeT OllHy HaCTaBHHUY -

JIHTepaTypy(124-125).

교양이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위대한 행복이라는 사실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교양이 없으면 사람들은 거칠고 불짱하고 불행하다.

<... >

광범위한 지식， 생각하는 습관， 감정의 고결함， 이 세 가지 자질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지식이 거의
무식한 사람이며，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없는 사람은

않은 사람은 어리석거나

멍청한

사람이며， 고상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추한 사람이다.

<... > 어른들에게는
뾰뜨르

자신의
위해서

대제와

임무라고

하나의 스숭이 있는데 그것이 문학이다.

함께

도래한

생각한

교양

있는

체트니셰프스끼는

특히나 필요한 것이

러시아

그들의

민중을

교양

교육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양산하는

수준을
당시

것이

높이기

러시아에서

학교 교육이 끝난 어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은 문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그가 왜 뿌쉬낀의 전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는
보다

명확해

진다.

그의

논리를

따르자면

책에는

역사나

자연과학

등의

내용에 관한 ‘학술적인 문학 (yqeHa~ nHTepaTypa) ’과 독자들의 상상력과 가슴에

영향을 미치며

38)

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체르니셰프스끼는 자신이 쓰는 뿌쉬낀 전기에서 어른들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할 것이며， 자기 책의 목적은 위대한 러시아 시인을 알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1 23-124).

나보꼬프 창작 원리로서 뿌쉬낀과 체르니셰프스끼

‘미 문학 (H3 뻐Ha.ll

쩌TepaTypa) ’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137

그들의

좋은

작품은

사람들을 삶에 대한 고상한 이해， 고상한 감정으로 이끌게 된다. 그들의 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더 선해지고 더

고상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뿌쉬낀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뿌쉬낀은 여전히 러시아 독자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작가임을

체르니셰프스끼는 강조하고 있다. 뿌쉬낀은 “독자들을 환희로 이끌고 그들에게
황홀할 정도의

아름다운 시를 보여준 천재’'(1 27) 였으며， 어느 누구도 러시아

시에 그 만큼의 “정확성， 표현성

아름다움’'(127) 을 부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시인 뿌쉬낀의 위대함이었다.

그러나

체르니셰프스끼는

입장에서의

미문학의

위대함을 부여하려

위대한

작가 뿌쉬낀에게

하고 있다. 그가 뿌쉬낀을 찬양하는 진정한

이유는 “처음으로 다양한 러시아 민중 계층의
진실성 과 날카로움으로 묘사 (flYIll KHH nepB뼈
lKH3Hb

pa3JJH 'IHbIX

COCJJOBH il:

공리주의적

pyccKoro

습성과 삶을 놀라울 정도의

CTaJJ OnHCblBaTb pyccKHe HpaBbI H

HapO ,ll a

C

BepHOCTb lO

y ,llHBHTeJJbHOIO

H

npOH Hl.\a TeJJbHOCTb lO)" (130) 했기

때문이며， “문학자들에게 러시아 독자들이 흥미

있어

것들에

하고

그들에 게

JJHTepaTopa

유용한

nHcaTb

0

'1 HTaTeJJe il:)" (1 31)이라는

TOM

,

'1 TO

관해서

쓰도록

3aHHMaTeJJbHO

H

가르쳤기

때문 (HaY'lHJJ
.lln.lI

nOJJe3HO

pyCCKHX

것이다. 이처럼 체르니셰프스끼는 뿌쉬낀의 시인으로서의

위대함이라는 기존의 가치판단을 거스르지 않은 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의
려시아 삶에

이해를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묘사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러시아인틀에게

지적함으로써

위대성을

문학에

대한 사랑과

강조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뿌쉬낀의 전기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뿌쉬낀 전기의 가장

큰 문제는 뿌쉬낀 예숨의
결과

그것은

전기도

본질이

아니고

가지는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며， 그

창작도

아닌

어설픈

신화

만들기로

전락하고

만다. 예술가 나보꼬프는 전기조차도 자유로운 상상력의 작업을 통해 한 편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체르니셰프스끼의
재구성하는

있음을

보여주고자

전기”이다.

예술화의

철저하게

자신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즉

과정임에도

구미에

전기란

그것의

문학화된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대상물을

해체하고

체르니셰프스끼는

뿌쉬낀을

불구하고，

맞는 작가로

‘전기

했고，

변형시키고

예술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러나 나보꼬프는 자신의

주인공 표도르를 통해

쓰게

이해하지도

함으로써

그가

결코

왜곡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해할

체르니셰프스끼의

수도

없었던

전기의

전기를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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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체르니셰프스끼에

의해

왜곡되었던 뿌쉬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므니셰프스끼를
유물론적

공리주의자라는 멍에에서

구출해

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

인물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창조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체르니셰프스끼 전기’

나보꼬프는 자기
전기를 쓰게 하면서

소설의

-

역사적 인물의 문학적 쩨창조

주인공 표도르로 하여금 체르니셰프스끼에

체르니셰프스끼의 뿌쉬낀 전기와는 반대의

대한

방향에서

이

야기를 풀어 나간다. 그는 표도르의 허구적 창작 과정을 통해 체르니셰프스끼
신화를 해체하고 그를 부족한 점이

많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재구성하고 있

다 .39) 이것은 소비에트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던 체르니셰

프스끼에 대한 모욕이며 나아가 소비에트 권력과 소비에트 독자들에 대한 조
롱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ECTb TpanüUHH

pyCCKO꺼

。 ÕlI\eCTBeHHOCTH ，

HaJl

KOTOpμMH

He CMeeT r J1)')깨 TbCJI. MHe pemHTe Jl bHO BCe paBHO ,
TO Jl bKO

3Ha~ ，

'I TO

nHCaTb naCKBHJl b Ha

'I enOBeKa

,

'I eCTHμ11

TaJlaHTJ띠 B bI

CTpaJl aHH Jl MH H TpY Jl aMH KO-

‘

Toporo nHTaJl HCb Mi JlJlHOHbI pyCCKHX HHTennHreHTOB , He JlocTollHO
J1 aHTa(III

nHCaTe Jl b

BbI HJlH HeT , JI

H싸<aKoro

Ta-

, 187).

정직한 작가라변 감히 조롱해서는 안 되는 러시아 사회의 전통이 있습니

다. 당신에게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결단코 나에게 상관없습니다. 나
는 단지

수백만의

러시아 인첼리겐찌야를 자신의

고통과 노력으로 양육해

주었던 사람에 대한 비난의 글을 쓰는 것은 어떠한 재능에도 적합하지 않다
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강인한 신념의 소유자인 체르니셰프스끼 조차도 자신의 미학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던 뿌쉬낀 전기를 쓰면서 그의 위대성과 명예에 흠집이 될 만한
서술방식은 피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위에서 편집장 바실리예프도 언급하고

39) 이러한 관점 때문에 체르니셰프스끼 전기는 출판 되기까지 여러 우여콕절을 겪게
된다. 출판사 편집장 바실리예프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

“나는 이것이 진지한

저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이고 장난스러운 애
드 립 (õecnap JlOHHa Jl, aHTHOÕlI\ eCTBeHHa Jl, 03apHa Jl OTCeCJl THHa) 으로 보이 는군요. 나는
당신에게 놀랐습니다 (III，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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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정직한 작가라면 감히 조롱해서는 안 되는 러시아 사회의 전통”이었
던 것이다. 그러나 나보꼬프는 이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글쓰기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표도르가 쓴 전기를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한
부쉬 (5YIll)는 이

작품을 읽 고 나서

MapKCH3MY)" (III , 190) 라는

“마르크시 즘에

반응을 보이고

대 한 뺨 때 리 기 (nome''IHHa

있다. 물론 이것은 미 래주의자들의

선언문 “대중의 취향에 뺨때리기 (nome''IHHa K oÕmeCTBeHHOMY BKYCY)" 를 연상시
키는 대목이다. 미 래주의자들이 기존의 문학적 가치를 전복하고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문학을 건설하려 하였듯이 표도르도 ‘위대한 작가’의

전기가 단

순히 그 주인공의 우상 만들기나 사회적 태도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리얼리티가 뛰어날 것을 요구하는 전기 장르에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함으로
써 한 편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표도르가 체르니셰프스끼의

전기를 쓰면서

어떻게

그의

허상을

걷어내고 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작가들의 전기의 시작에서 언제
나 지 적 되 고 있듯이 (KaK HeH3MeHHO OrMeqaeCrR B Haqane Bcex pe IllHrenbHO nH-

carenbCKHx õHorpa빼H)"(III ，

191)

소년 시절 체르니셰프스끼는 닥치는 대로 책

을 읽고 공부도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이었다. 사라또프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
는 그는 겸손한 학생이었으며， 단 한 번도 채찍으로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러
나 뒤를 이어 테마별로 정리되고 있는 그의 전기 (reMa nponHce낀， reMa õnH30pyKocrH , reMa aHrenbCKO때 RCHocrH , reMa nyre Ill ecrBHR)(III , 194-195) 는 결코 우

상화도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우스광스럽기

까지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소위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쓰는 작가
로서 표도르는 결코 그의 특징적 단호함이나 위대함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던 체르니셰프스끼의

허약한 부분을 드러내

는데 더 많은 지변을 할애하고 있다. 표도르에 따르자면 체르니셰프스끼의 운
명은 모두가 그에게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가 어떠한 대상

을 다루먼지 간에 서서히 그의 개념에 완전히 반대되는 뭔가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결국 그를 기다리고 있던 답은 붕괴’ 고독， 소외 (φpac다띠na때Il， 0α
띠
마따띠H짜!I떠HO-켜
a
맨
q{ec따rBO ’
아
o
rqy
앤*띠
야
a
하태
e
뻐
Hu
쩌
H샌
야
e
)'γ"까，

격의 소유자였지만， 평생을 멍청이， 반 미치광이， 정신이상자들에 에워싸여 있
어야 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그를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친
구의 아내인 나제쥐다 예고로브나 (Halle*lla EropoBHa) 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
실이다. 그녀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서 오는 고통은 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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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셰프스끼를 보다 인간적인 인물로 만들어준다. 한 시대의 사상적 흐름을 주
도했던 관념적 지도자로서의 체르니셰프스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자

리에는 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때로는 우스광스러워 보이는 광대 같은 인물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표도르가 체르니셰프스끼의

어리석으면서도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주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아이

러니하게도 체르니셰프스끼의 현실과 예술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이하면서도
저급한 신념을 만들어 내는 데 주된 계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친
구의 부인이었던 나제쥐다 예고로브나를 사랑했고， 모든 여성의 미를 그녀와
비교해서 판단을 내리곤 하였다. “그에게 사랑에 빠졌음을 암시하는 모든 것
들은 어떤 실용적이고 부차적이며

경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나제쥐다 예고로브나의 탁월한 아름다웅으로 (TO eCTb
ex Jl pyrHx

로 여기에

)j(

)j(

H3HH , Ha Jl I<paCOT。인 BC

eHC I< HX rO Jl OBO I<, TO eCTb HC I<YCCTBa(HC I< YCCTBa!))"(20이 그리 고 바

그의

미학관의

한계가 있다. 어려서부터

아주 지독한 근시였던 40)

체르니셰프스끼는 실제 현실의 사물을 거의 분간하지 못했다. 눈앞까지 다가
온 사불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다른 아름다운
여인틀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끊임없
이 나제쥐다 예고로브나의 모습을 다른 여자들의 모습과 대조했지만， 그의 시

선의 불완정성은 비교를 하는데

펼요한 살아있는 여인을 얻는 것을 방해했

다. 결국 싫든 좋든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포착되고 표현된 아름다웅， 아름다움
의 표본， 즉 여성들의 초상화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Ha HeBC I< OM npOCne l< Te B BHTpHHaX WH l< epa H naUHapO 6W)]H
n03THQeC I< He

l< apTHH I< H.

XOpOmeHb l< O

~’ 3YQHB ，

BWCTaB)]eH야

OH B03Bpa Ill a Jl CJI LIOMOll H 3anH

CWBa)] CBOH Ha6)]~LIeHH꺼. 0 QYLIO! cpaBHHTe)]bHWll MeTOLI BCerLIa LIaBa)] Hy)j( HWll
pe3Y)]bT aT (III, 200)
댐스끼

대로의

윤께르와 다찌로 상점

진열장에는 시적인 그림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잘 공부하고 나서 그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걸려

관찰을 적고

있다. “오 기적이다! 비교 방법은 항상 필요한 결과를 주었다.

40)

체르니셰프스끼는 아주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거의 분간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키스한 사람의 얼굴만을 알아 볼 수 있었으며， 북두칠성의 7 개
의 별들 중에서는 4 개만을 볼 수 있었다 (III，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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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상화의 아름다운 여인들도

기도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나제

쥐다 예고로브나의 희미한 얼굴보다 훌륭하지는 않았다. 체르니셰프스끼는 나
제쥐다의 가늘고 긴 목이 막달라 마리아의 목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

닫게 된다. 이러한 관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그의 중요한 명제가 탄생하게 되
는 것이다.

OTc~na Ba%HWR BWBOn: %H3Hb MHnee (a 3Ha'쩌 T ny~ille) %HBOnHCH ,
POCKOillb %eHCKHX ~OPM Ha KapTHHe y%e HaMeKaeT Ha pOCKOillb B 3KOHOMH-

~eCKOM CMμcne (III,200).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가 나온다: 삶은 회화보다 더 사랑스럽다 (더 좋다
는 말이다).
그림 속에

있는 여성의

형상의 화려함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화려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가 진열창에 붙어

있던 그 순간에 그의 “교활하지 않은 학위 논

문 (HeXIlT pa.ll MarHCTepCKa.ll JlHCCepTaUH.lI)"

(3CTen씨eCKa.ll

여인에

OTHOmeHH .lI

HCKyccTBa

대한 사랑이 불러온 이성적

K

r 현실에

대한

예술의

Jl efiCTBHTeJIbHOCTH) J 는

미 학적

관계

완성 되 었 다. 한

근시와 실제의 신체적 근시가 합쳐져서

19 세기 후반의， 그리고 소비에트 시대까지 확장되어 러시아인들의 사상을 지
배했던 공리주의적

유물론을 탄생시켰다는 설명은 참으로 우스광스러우면서

도， 체르니셰프스끼의 이론의 근시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다.
이처럼 그림과 실물을 비교하며 도달한 결론은 1855년 그의 학위 논문 「현
실에 대한 예술의 관계 (OTHomeHH.lI

HCKyccTBa K

JlefiCTBHTeJIbHOCTH)J 를 통해 보

다 구체화되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되고 있다

OpeKpaCHoe eCTb %H3Hb. MHnoe HaM eCTb npeKpaCHoe; %H3Hb HaM MHna B
no6pμX CBOHX npO Jl BneHH Jl X... rOBOpHTe %e 0 %H3HH
~enoBeKH

He %HByT no-~enOBe~eCKH -

‘no %,

,

y~HTe

H TonbKO 0 %H3HH , a ecnH
HX %HTb , %HBOnHcyRTe HM

nopTpeTW 째 3HH npHMepHhlX ~neR H 6naroyCTpoeHHhIX 06 I1l eCTB(III,

삶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사랑스럽다

213).

삶은 스스로를 좋게

드러내 보임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스럽다 ... 삶에 관해서， 단지 삶에 관해서만
말하라， 만약 인간이

인간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훌륭한 사람들과 정돈된 사회의 삶의 초상화를 그들에게 생생하게
그려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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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니셰프스끼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은 대용물 (3aMeHa) 이나 판결 (npHro

BOp) 은 되겠지만， 결코 삶과 동등하지는 않다. 예술은 단지 현실과 물질세계，
명백한 상식에 대한 하위 모방에 불과할 뿐이다. 예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예술은 삶과 동둥해

질 수 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삶， 혹은 현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고 사랑스
러운 것이다. 뒤를 이어 제시되는 또 하나의 예는 체르니셰프스끼의 유물론적
관점이 근시성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이없는 학문적 무지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나무를 보고 있다. 다른 사람도 같은 대상
물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눈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바로 그 나무가 비쳐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대상물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보게되는 것이다 (M삐 BH매M llepeBO; Ilpyro때 4enOBeK CMOTpHT Ha 3TOT *e npe때eT.
B r na3aX y HerO Mbl BH IlHM , 4TO llepeBO H30Õpa*aeTC .lI T04b-B-T04b TaKOe *e.
I1 TaK Mbl BCe BH IlHM npe llM e TbI, KaK OHH IleαCTBHTenbHO cymeCTBylOT )"(III ,

218).

그러나 표도트는 그가 보습과 쟁기도 구별하지 못했고， 맥주와 마데라산 포도

주를 혼동했으며 야생 장미 외에는 숲에 핀 단 한 송이의 꽃 이름도 몰랐다
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는 대상물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바
라본다”는 체르니셰프스끼의 전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체르니셰스프끼의 이러한 무지가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자신만의 어리석음
으로 끝나는 것이
나아가 자신들의

아니라 60년대인들로 하여금 순수 예술과 싸우게 하면서
잘못된 이해를 20세기까지

프스끼는 예술의 진정한 본질에
예술이란 조건적이고

단정한

이끌어

갔기

때문이다. 체르니셰

대한 아주 작은 이해도 없었으며， 영예로운

예술 (ycnoBHoe ， npHnH3aHHoe HCKyCCTBO) 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표도르는 이러한 사실에 지독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
rpyCTHO , rpycTHo Bce 3TO. HaM Booõllle Ka*eTCJI , '1 TO MaTepHaJUl CT hI ero THna
BnaAanH B
MeH JlnH

pOKOB~

CB。α

cyryõo

OWHÕKy: npeHeÕperaJl cBoAcTBaMH caMoA Be Ill H, OHH Bce npHBellleCTBeHHhI꺼

a He K npeAMeTy caMoMy ... Oll ,

MeTOA

nH Wb

K OTHOWeHHJlM Me*AY npeAMeTaMH ,

218)

슬프도다， 이 모든 것이 슬프도다. 그와 같은 유형 의 유물론자들은 숙명 적
인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사물 자체의 자질을 경멸하면서 그들은 모
두 대상물 자체가 아니라 대상물들 사이의 관계에

이하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

대해서만 물질론적인(형

143

나보꼬프 창작 원리로서 뿌쉬낀과 채르나셰프스끼

유물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사물들의

관계에

대해서만 주목

하기 때문에 사물들 자체의 본질을 간과하고 마는 것은 술 배고 만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르니셰프스끼는 순수문학에 사형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

은 유물론자들만의 숙명적 설수가 아니라， 소비에트 전체주의 사회를 예술적
불구로 만들어버린 치명적 실수가 되고 만다. 그러나 표도르의 “체르니셰프스

끼 전기”는 전기 작가의 슬픔과 한탄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재능」의 구조
는 예술가의 이상적인 전기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가를 잘 보여준다. 나

보꼬프의 친구이자 비평가였던 와이들 (Vladimir Weidle) 은 1931 년 이렇게 쓰
고 있다. “진정한 전기는 작가가 전기

안에 삶의

리열리티뿐만 아니라， 삶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를 포함할 때， 존재의 리열리티뿐만 아니라 상상의 리열리
티도 포함할 때 쓰여진다 "41) “체르니셰프스끼

전기”를 통해

작가 표도르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체르니셰프스끼를 재구성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구
적， 상상적

인물로서

변형시킴으로써

그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나보꼬프 창작 원리로서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을 뿌쉬낀과 체르
니셰스프끼를 통해 살펴보았다. 진정한 려시아 문학의 시작으로， 모든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는 뿌쉬낀은 순수 예술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보꼬프에게 전해 주었다. 그는 “뿌쉬낀은 필연적으로 내 지적인 삶 (HHTeJl
JleKTyaJlbHa~ *H3Hb) 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42) 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면서 자
신과 뿌쉬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보꼬프는 그를 존경하고 그

의 예술론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는

다. 뿌쉬낀이 권력의 탄압， 검열의 고통， 대중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 받으며
그것을 자신의 시를 통해 토로했다면， 나보꼬프는 그러한 외적인 문제점들조

차도 자기화하면서 문학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그리고 그것의 훌륭한 예가 체
르니셰프스끼의 전기이다. 뿌쉬낀에게 적대적이면서 또한 그와 더불어 19 세기

41) llOJJH뻐H(2000) ， c. 154. 에서 재인용.
42) Vladimir Nabokov (l 999) , c.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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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이끌었던

끼는 나보꼬프에게도 사상의
방에

불과하다는 그의

주장에

비평가이자 작가로서

체르니셰프스

적이었다. 예술이 현실과 물질， 상식에
대해

나보꼬프는 오히려

삶이

대한 모

예술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삶에 대한 예술의 우위를 주장하려 하였다. “체르니셰프
스끼는 측정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확실한 사실만을 좋아했지만， 나
보꼬프는 인생을 만질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과잉되어 있고 더욱 복잡하다고 보았다 "43) “정치적 문학이
위대한 문학이다

“문학은 경향적인 이념에 대한 봉사자가 되지 않을 수 없

다"(III， 227) 라는 체르니셰프스끼의 공리주의적 문학관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로 삶의 생생하게 표현된 진실 (*HBonHCHa~ npaBna
*H3HH) 이 다 "44) 라는 나보꼬프의 순수미 학적 관점 과 정 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

다. 그러나 나보꼬프는 자신의 이념적 적대자인 체르니셰프스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는다. 전기라는 문학적

형식을 벌어 그의 인간적인 허약함， 어

리석음 등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를 사상에

매몰되어 가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 부활시킨다. 이를 통해 나보꼬프는 1 차적으로는 공리주의，
유물론적 예술론의 어리석음을 공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자명한 진리로서
의

역사적 사실조차도 허구적

문학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예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뿌쉬낀을 계승하고 극복함으로써， 체르
니셰프스끼를 거부하고 극복함으로써 도달하게 된 나보꼬프의

43) Boyd(990) , p. 엠8.
44) Vladimir Nabokov(1999) , c. 423.

예술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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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 1lWe

ßY.KHH H
KaK

qepHH.eBCKHA

TBOpqeCKHe ßpHHQHßH HaÔOKOBa

naK

,

Xe-r칭 H

B TBOp4eCTBe BRa~HMHpa HaÕOKOBa Mμ Bcer~a MO~eM HafiTH Tpa~HUHro pyCCKO 꺼
RHTepaTypbl. KaK pyCCKHfi 3MHrpaHT-nHCaTeRb OH nroÕHR pyCCKyro RHTepaTypy H

3aCBH~eTeRbCTBOBaR n04TeHHe pyCCKHM nHCaTemlM

XIX

pyccKa~ RHTepaTypa
Mor eMy Onpe~eRHTb
CRe~OBaR

Tpa~HUHH

~H3Hb

HOByro

XIX

BeKa.

llJHI

HaÔOKOBa

BeKa ~BHRaCb TeM rRaBH뻐 때YH~aMeHTOM ， KOTOp뼈 no-

CBofi TBOp4eCKHfi H ~H3HeHHhlfi nyTb. Ho OH He
pyCCKO회

RHTepaTyphl.

H HOByro 3CTeTH4ecKyro CHRY

OH

,

TORbKO

OÕeCne4HR pyccKofi RHTepaType

H B pe3yRbTa Te OH MOr

TBOpHTb

cBoficTBeHHhl때 RHTepa TypblH꺼 MHp.
llaHHa~

CTaTb~

nocB~llleHa

HCCRe~oBaHHro

TBOp4eCKHX

npHHUHnOB

HaÕOKOBa

,

ocoõeHHO B ero pyCCKHX pOMaHaX. llBe Bpa~~eÕHble RHHHH , KOTOpble pa3~eR~RH
pyCCKyro KyRbTypy B

XIX

BeKe

,

BRH~RH Ha ero npOH3Be~eHH~. 3TO 4HCTOe HC-

KyCCTBO nylllKHHa H yTHRHTapHOe HCKyCCTBO l! epHblllleBCKOrO

,

TO eCTb "nYlllHKHH-

CKoe CBOÕO~HOe H B~OXHOBeHHOe cRy~eHbe My3 H 4epHblllleBCKO-~OÕpOnroôoBcKoe

cRy~eHbe oÕllle 인 H~ee." KaK MelllaHCKHfi CKa3aR , CB~3b TBOp4eCTBa HaÕOKOBa C
nylllKHHblM ~OCTaT04HO 04eBH~Ha. nylllKHH ÕOpORC~ 3a

HCKyCCTBO M~ HCKyccTBa

H COBepllleHHyro He3aBHCHMOCTb n03Ta. OH He nHCaR ~R~
He ~R~ KOpbICTH

,

He ~R~ ÕHTB"

,

"~HTeficKOrO BORHeHH~ ，

a OH "pO~~eH ~R~ B~OXHOBeHb~ H ~Jl~ 3ByKOB

C Jla~KHX H MOπHTB." l! epHhlllleBCI에까 OTÕpOCH Jl xy~o~ecTBeHHOCTb OÕpa3a H KpacoTy
CJlora

,

MHeH싸0 ，

H npe~OCTaBHR RHTepaType
~OCTOHHa~

JlHTepaTypa

COUHa Jl bHO-nO JlliTH4ecKyro

~O Jl~Ha

3a~a4y.

nO

ero

npOCBeTHTb H OpraHH30BaTb OÕllleCTBO.

OH ~a~e XOTe Jl ~OKa3aTb ， 4TO nylllKHH - - nHCaTe Jl b yTH JlHTapH3Ma.
HaÕOKOB C4HTaR nylllKHHa CBOHM JlHTepaTypHMM OTUOM

,

a l! epHhlllleBCKOrO BparOM

pyCCKOMy t쩌 CTOMy ~’ CKyCCTBy. l! epHhlllleBCKHfi -- TBOpHTeRb MaTepHaJlHCTH4eCKO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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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TeTHKH

,

KOTOpa~ Bnanena HCKyCCTBOM COBeTCKOrO COW3a. Ha60KOB He OTpa*an

nefiCTBHTenbHOCTb

,

a XOTen TBOpHTb BTOpyW *H3Hb. OH He KpHTHKOBan 4epHW-

weBcKyw yTHnHTapHyw 3cTeTHKy HenOCpenCTBeHHO. BMeCTO

TOrO OH nepeTBOpμn

4epHbIweBCKoro KaK nHTepaTypHblfi nepCOHa* H 06ecne'mn eMY xynO*eCTBeHHHYW
*H3HeHHOCTb. B C Ta Tb~X (CO'씨 HeHI깨 nyWKHHa> H (AneKCaHnp CepreeBH 'I nyWKHH.
Ero *H3Hb H CO 'l HHeHH~> 4epHbIWeBCKHfi nHCan

,

'1 TO nyWKHH -

BenHKHfi n03T

,

OH OTeu peanHCTH'I eCKO 찌 nHTepaTypbI H pyccKofi 06pa30BaHHOCTb.

nOToMy '1 TO

OH HrHOpHpOBan xynO*eCTBeHHOe

3Ha 'l eHHe nywKHHcKOrO

'1 epKHyn ero peBOnwUHoHHyW H neMOKpaTH 'I ecKyw

*eCTBeHHOCTb nyWKHHa. Ha60KOB

TBOpeHH~ ，

a

BOnW. TaK OH HCKa3Hn

HCKa3Hn 4epHWWeBCKOrO. B

pOMaHe

nOn-

xyno-

(llap>

,

φenop(repofi Ha60KOBa) nHCan 6Horpaqmw 4eHbIWeBCKOrO , H B Hefi npeBpaTßn
4epHbIweBCKoro H3

npenCTaBHTen~

peBOnWUßOHHO-neMOKpaTH 'I eCKOrO nBH*eHH~ B

cna6wfi H OWH60 'l Hblfi '1 enOBeK. OH He
KaK TaKOBOe

,

HHTepeCOBanC~

BCnOMHHTb 4epHbIWeBCKOrO

a XOTen TBOpHTb ero KaK '1 enOBeK C cBoficTBeHHO다 nH 'I HOCTbW. TaK

nyWKHH H 4epHbWeBCKHfi CTanH TBOp'l eCKHMH npHHUHnaMH B xynO*eCTBeHHOM MHpe
Ha60KOBa. Ha6oKOB HaCnenOBan TpanHUH애 pyccKofi nHTepaTypbI
npeononen eë H COBepWHn CBoë HCKyCCT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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