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보코프 소설의 시각성 
– 카메라 옵스쿠라(어둠 속의 웃음소리)를 중심으로

박 혜 경*

1. 서론

나보코프 연구자들이 항상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나보코프의 작품 세계

를 어떤 문학 범주에 위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의 자유분방한 실험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나보코프를 패러디 작가, 메타 소설가, 포스트모더니스트 

등으로 규정하지만, 나보코프 소설의 한 축을 이루는 진정한 예술성을 추구하

는 예술가의 탄생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전개하고 풀어내는 방식의 

진지함과 깊이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문학경향에 매여 있기를 거부하는 독창

적인 예술가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두 가지 경

향성이 상호배제를 전제로 하지 않음은 물론이려니와, 나보코프 예술세계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의 총합적인 전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나보코프 산문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로 풍부한 시각 모델의 사용

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나보코프에서 시각 장치들은 주제와 연관되어 

더욱 풍부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모더니즘의 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그의 문

학 경력에서 모더니즘 예술에서 강조되고 있는 독특한 시각 이미지가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작품에서 시각 이

미지의 사용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주요 실마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눈, 거울, 
유리, 물의 표면, 화, 카메라, 사진, 빛, 어둠, 색채 등 시각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나 직접적인 시각 장치 등은 나보코프 소설 대부분에 등장하며 주제의식

을 두드러지게 하는 보조역할을 한다. 객관적 시각과 주관적 시각의 대립, 그 

경계 선상에서의 주인공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 혹은 오해는 나보코프 소설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예술가 탄생의 주제와 연결되어 그 의미의 폭이 더욱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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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나보코프 소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각 이

미지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설 카메라 옵스쿠라
의 주제 의식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제목에서부터 시각장치를 뜻하는 카메라 

옵스쿠라를 선택했던 나보코프는 후에 어 번역본에서는 어둠 속의 웃음소

리(Laughter in the Dark)로 변경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래의 러시아어 소설 

제목에 보다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보코프가 시선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천착하는 이유가 함께 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나보코프와 시각 이미지 

2.1. 모더니즘과 주관적 관찰자의 등장

문학 기법으로서의 시각적 확대 혹은 축소가 20세기 초 작가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각 예술의 정점인 화의 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화나 화 기법의 인기와 활성화는 다른 예술 장르들에도 직간접적으로 향

을 미쳤지만, 특히 글자의 예술인 문학에서의 지각장을 확장시키는 데 주목할 

만한 작용을 했다. 우리의 눈이 본 것을 화의 눈은 다르게 지각하고 그려내

는 것을 보며 작가들은 동일한 세상을 화적 시선으로 다르게 바라볼 가능성

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해 사물에 가까이 다가간 시선은 대상의 

세부를 더욱 선명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시각 주체의 지각장에

는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벤야민의 지적대로 “스냅샷의 확대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더욱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구조적으로 완

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육안과 카메라는 서로 다른 본성을 열어 

보인다”1)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문학 속의 시각 이미지, 다시 말

해 물리적 시각과는 다른 문학적으로 변형된 시각 이미지는 모더니즘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전지적이고 고정된 하나의 시점을 합법화

하는 19세기 사실주의 관례로부터의 이탈이기도 하다.2) 모더니티는 “고전적 

1) Walter Benjamin(1992) Illuminations, London: Fontana Press, p. 230. 
2) 사실주의 문학에서의 시선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지적 시점을 통해 관찰자가 세

계의 대표자라는 환상을 가지는 것을 합법화시켰다면, 모더니즘 작가들은 독자들이 



   

시각 모델과 그것의 안정된 공간의 붕괴”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대상의 모양

을 만들고 구성하는 엄격한 규칙의 실추”3)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 장에서 설명하는 방

식은 모더니즘 작가인 나보코프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창조적인 작

가(The Creative Writer)(1941)라는 강의에서 작가의 작품을 “주변 세계의 환

상적인 변형, 사물들의 완전한 전위 혹은 분열, 새로운 조화의 관점에서의 조

합(the writer’s work as a fantastic transfiguration of the surrounding world, a 
complete dislocation or dissociation of things, and their association in terms of 
a new harmony)”4) 등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글쓰기 기술은 무엇보다도 세상

을 잠재적인 허구로 보는 기술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매우 하찮은 작업이 될 

것이다.(The art of writing is a very futile business if it does not imply first of 
all the art of seeing the world as the potentiality of fiction.)”5)라고 말하고 있

다. 결국 나보코프에게서 일상적 리얼리티가 환상적으로 변형되어 묘사되고 있

는 것은 그의 독특한 시선의 결과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평범한 일상은 관찰

자-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일상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변형되거나 뒤틀린 모습

으로 그려지는데, 작가 나보코프는 시선의 믿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독특한 

예술적 의미를 찾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술가 탄생, 예술의 의미 탐색 등을 

그려내고 있다.

텍스트 내에 작가가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려고 했다. 사실주의 예술은 독자
와 보는 사람(viewer)이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만들어진 환상의 공간을 보는데 
비해 모더니즘 예술은 예술가와 청중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Pamela Chester(2000) 
“Painted mirrors: landscape and self-representation in Russian women’s verbal and 
visual art,” in Catriona Kelly and Stephen Lovell(eds.) Russian Literature, Modernism 
and the Visual Ar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2-283.

3) Jonathan Crary(1992) Techniques of the Observer: On Vision and Modern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IT Press, p. 24

4) 이러한 나보코프 문학의 특징은 게임의 시학, 공간과 시간의 실험, 다차원 세계, 이
중성(doubling), 사실주의적 요소와 초현실주의적 요소의 혼합 등 다양한 실험 기법
들을 소개했던 자먀틴과의 유사성도 확인하게 해 준다. 자먀틴과 세라피온 형제들
이 사용했던 문학기법과 나보코프 문학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Marina Grishakova 
(2006) The Models of Space, Time and Vision in V. Nabokov’s Fiction: Narrative 
Strategies and Cultural Frames, Tartu: Tartu University Press, p. 62 참조.

5) Vladimir Nabokov(1942) “The Creative Writer,” Bulletin of New England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942, 4(1), p. 26; Marina Grishakova(2006), 63에서 재인용.



한편 시각성이 문학이나 문화 논의의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적 

관찰자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기도 하다. 19세기 중엽 이후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시각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주관적 시각이나 관찰자의 생산성”6)이라

는 개념이 예술과 문학의 담론을 이끌기 시작했다. 근대화와 더불어 시선은 더 

이상 진실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진실하게 바라보도록 위치 지

워진 관찰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보는 자와 보

여 지는 것은 결코 유리될 수 없으며, 보는 자의 심리적 시선으로부터 대상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관찰자와 대상의 관계는 유동적인 것으로 인식

되었고 관찰자의 육체적 주관성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으며 인간은 시각적 

경험의 능동적 생산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시선의 개념에서 시작된 

관찰자의 의미와 역할은 문학 작품을 통해 더 넓은 함의를 띠게 되었으며, 소설

은 관찰자와 대상의 관계를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7) 지위가 모호해진 관찰

자,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개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적인 지각장으로 변한 

관찰자의 지위를 소설 속에서 자유롭게 구현하고 있는 작가가 나보코프이다. 그

의 소설에서 자율적이고 물리적인 실재는 부재하며, 관찰자의 시선과 같은 지각 

활동이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 결과 모든 관찰자는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

니라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창조자가 되며 이는 결국 나보코프식 예술가로 

성장하게 된다. 

6) Jonathan Crary(2000) Suspensions of Perception: Attention, Spectacle,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MIT Press, p. 24.

7) 나보코프 시각모델 연구자인 그리샤코바는 나보코프 소설에서의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가 유럽 모더니즘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화사의 전통에도 향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관찰자와 관찰대상과의 관계 규명을 바흐친의 
자아-타자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타자를 작가나 화자로 주제화하는 
것, 등장인물의 무의식이 타자의 의식이 되는 것(시선의 과잉)은 바흐친 산문 이론의 
초석이었기 때문이다. “대상들(object)의 가시 세계와 그것의 내적 경험의 세계 사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자아는 자기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내 육체의 총체는 내 
시선의 장 밖에 있다. 내 자신의 육체를 내적 경험의 언어로부터 외적 표현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라는 투명한 스크린이 필요하다.” – Михаил 
Бахтин(1979), Эстетика словес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 Искусство, С. 26-29, Marina 
Grishakova(2006), 136에서 재인용 – 는 바흐친의 언급 속에서 나보코프 관찰자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 나보코프의 관찰자와 시각 모델

나보코프의 시각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은 “지각의 창조적, 
감각-생산적 측면의 사용이 나보코프 예술 신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8)을 강

조한다. 나보코프 스스로도 자신의 예술론에서 피력하고 있듯이 관찰자의 주의

력 깊은 시선은 합리적인 이해나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을 창조적인 작품의 생

산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그가 자서전 말하라, 기억이여(Speak Memory)의 

마지막 구절을 시선에 할애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항구

도시의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경들을 묘사하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한 

번 본 것은 안본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뒤범벅이 된 지붕들과 벽

들의 모퉁이들 가운데 있는 빨랫줄 너머로 나타난 눈부신 배의 굴뚝을 알아보

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은 없었다. 그것은 ‘선원이 숨긴 것을 찾아라’와 

같이 뒤섞인 그림 속의 무엇으로, 한 번 그것을 본 발견자는 눈을 뗄 수 없었

다.9)(...it was most satisfying to make out among the jumbled angles of roofs 
and walls, a splendid ship’s funnel, showing from behind the clothesline as 
something in a scrambled picture – Find What the Sailor Has Hidden – that 
the finder cannot unsee once it has been seen.”10) 빨랫줄 뒤로 보이는 배의 화

려한 굴뚝은 숨은 그림 찾기 속의 그림처럼, 한 번 발견되고 나면 찾은 사람

은 그것을 결코 안본 것으로 할 수 없다. 즉 말하라, 기억이여에서 작가가 

기억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지나간 사건이 무엇이든지 시선을 

통해 남겨진 기억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한 번 본 것은 결코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으며, 그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부활하여 예술적 창조로 

이어진다. 시선과 기억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의 예술은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

다. 나보코프에게 있어 글쓰기는 단순한 비인간적 서사에 머물지 않으며, 그는 

글쓰기가 시선에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작품 안에서 관찰자

가 존재한다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관찰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경

우에는 카메라, 사진, 화, 거울 등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관찰자의 기능

을 대신하게 한다.

8) Marina Grishakova(2006), 140.
9) 블라디미르 나보코프(2007) 말하라, 기억이여, 오정미 역, 서울: 플래닛, 381.
10) Vladimir Nabokov(1989) Speak, Memory: An Autobiography Revisited,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p. 310. (밑줄은 필자 강조.) 



보는 사람으로서의 관찰자의 가장 주된 무기는 시선, 즉 눈이다. 모더니즘 

시대에 눈은 문학, 화, 회화 등에서 기본적인 코드로 사용되었으며, 이 점

에서 나보코프도 예외는 아니었다.11) 어본 제목으로는 ｢눈(The Eye)｣으로 

번역되고 있는 그의 중편 소설 ｢스파이(Соглядатай)｣를 살펴보자. 이 소설에

서 일인칭 화자는 자살을 하지만, 그의 정신적 자아는 시선으로 계속 살아남

아서 주변 세계를 새롭게 창조한다. 주인공 화자는 스무로프라는 이름을 가진 

실질적 육체의 소유자 이지만, 그의 눈은 방관적인 목격자의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자아를 이룬다. 어 제목을 ‘눈’으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파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 되어 있는 남의 비 을 염탐하는 자

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타인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관찰하고 지

켜보는 시선의 주체로서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선과 관련하여 나보코프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는 거울이

다. 거울을 통해 거울을 보는 주체와 거울 속의 모방자는 혼합되기도 하고 역

할을 교체하기도 한다. 또한 주체를 반사하거나 왜곡된 이미지로 되받아치기도 

한다. 거울은 보는 사람을 완벽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반 하고 있는 듯 보이

지만, 실제로는 차이를 속이는 것으로 밝혀진다. 특히 흐릿한 거울, 깨지거나 

굽은 거울 속에서 상식은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은 상식이 되며, 이 안에서는 

전혀 닮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짓 유사성의 세계가 펼쳐

진다. 주제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소설 사형장으로의 초대와 절망에

서조차 나보코프는 같은 종류의 거울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대상을 왜곡시

켜 보여주는 뒤틀린 거울에 대한 묘사이다.

Одним словом, у вас было такое вот дикое зеркало и целая коллек- 
ция разных неток, то есть абсолютно нелепых предметов: всякие такие 
бесформенные пестрые, в дырках, в пятнах, рябые, шишковатые штуки, 
вроде каких-то ископаемых, – но зеркало, которое обыкновенные предметы 
абсолютно искажало, теперь, значит, получало настоящую пищу, то есть, 
когда вы такой непонятный и уродливый предмет ставили так, что он 
отражался в непонятном и уродливом зеркале, получалось замечательно; 
нет на нет давало да, все восснанавливалось,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 и вот 
из бесформенной пестряди получался в зеркале чудный стройный образ: 

11) Grishakova(2006:22)는 눈은 모더니스트들이 좋아하던 메타퍼로서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지각을 위한 필터로 봉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цветы, корабль, фигура, какой-нибудь пейзаж. Можно было – на заказ – 
даже собственный портрет, то есть вам давали какую-то кошмарную кашу, 
а это и были вы, но ключ от вас был у зеркала.12) 

한마디로 당신은 그런 기이한 거울과 여러 가지 네트카, 즉 전적으로 부
조리한 물건들(무슨 화석처럼 형태를 알 수 없고 얼룩덜룩하고 구멍과 얼룩 
투성이에 반점과 혹이 있는 물건들)의 수집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만 일반적인 물건들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울은 이제 소위 진정한 양식을 
얻었다고 봐요. 즉 이해불가능하고 기형적인 대상물을 이해불가능하고 기형
적인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훌륭한 결과가 나타난 거지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을 낳았고, 모든 것은 복구되었고, 모든 것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거울
을 통해 무정형의 얼룩 천으로부터 탁월하고 조화로운 이미지, 즉 꽃이나 
매, 사람, 풍경 같은 것이 얻어진 거지요. 당신 자신의 맞춤 초상화까지도 얻
을 수 있었지요. 다시 말해 당신은 악몽과 같이 뒤범벅이 된 무언가를 받았
겠지만 이것 역시 당신이었고 물론 열쇠는 거울에 있었어요.13)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что следует: история зеркал.) А есть и кривые 
зеркала, зеркала-чудовища: малейшая обнаженность шеи вдруг удлиняется, 
а снизу, навстречу ей, вытягивается другая, неизвестно откуда взявшаяся 
марципановая нагота, и обе сливаются; кривое зеркало раздевает человека 
или начинает уплотнять его, и получается человек-бык, человек-жаба, под 
давлением неисчислимых зеркальных атмосфер, – а не то тянешься, как 
тесто, и рвешься пополам.14)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할 지 떠올려 보시라. 그건 거울의 역사다) 
굽은 거울도 있다. 괴물 거울이다. 목이 살짝만 비쳐도 목은 갑자기 아래로 
길어진다. 아래쪽에서는 목을 맞이하여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불그레한 
마르치판 빛 나체가 뒤로 쭉 늘어난다. 둘이 합쳐진다. 굴절된 거울은 인간
을 발가벗기거나 찌부러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무수한 거울의 압력에 의
해 황소 인간이, 두꺼비 인간이 만들어진다. 아니면 가루 반죽처럼 늘어나
다가 둘로 찢어진다.15)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원형 그대로라는 믿

12) Владимир Набоков(1990)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казнь, Собрание сочнений в четырех 
томах, Т. 4, М.: Правда, С. 77-78. (밑줄은 필자 강조.)

13) 블라디미르 나보코프(2009) 사형장으로의 초대, 박혜경 역, 서울: 을유문화사, 148.
14) Владимир Набоков(2000) Отчаяни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русского периода в  

пяти томах, Т. 3,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импозиум, С. 409. (밑줄은 필자 강조.)
15) 블라디미르 나보코프(2011) 절망, 최종술 역, 서울: 문학동네, 29.



음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눈에 비친 그대로의 모습을 자신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이한 거울(дикое зеркало)이나 굽은 거울(кривое зеркало) 
속에서 뒤틀리고 늘어난 자신을 볼 때면 이것은 당연히 거울의 문제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기형적인 것을 조화로운 것으로, 혹은 사람의 얼굴을 황소나 두

꺼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울을 바라보며 나보코프의 인물들은 마치 악몽에서

처럼 어느 것이 실재이고 어느 것이 환상인지 구별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실 기이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거울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평범한 얼

굴이 그 안에서 늘어나고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본질은 하나이며, 거울 밖에서도 

거울 안에서도 그는 결국 그이다. 다만 문제는 어느 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가 하는 것인데, 나보코프는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말하

고 싶어 한다. 그는 눈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거울에 비치는 상 

또한 대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거울 속에서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혹은 그 반대로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찰자는 거울의 

불량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 되어 있으면서 그것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시각매체는 카메라와 사진이다. 나보코프의 인물들 중에는 

화 내지 사진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다. 마셴카의 가닌이나 카메라 옵스쿠라
의 마그다는 단역배우이며 사형장으로의 초대에서 므슈 피예르는 사진 운세

도라는 것을 통해 엠모치카의 미래를 점친다. 이들에게서 공통되는 것은 사진이 

결코 대상의 완벽한 재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닌은 스크린 위에 비

친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그다는 화 속 자신의 모습에서 오히

려 어머니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분노한다. 므슈 피예르의 사진 운세도는 사진이 

얼마나 조작 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감옥 소

장의 딸 엠모치카의 사진 운세도를 앨범으로 만든다. 그것은 한 인물에게서 예

상되는 전체 삶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담은 것으로, 현재의 엠모치카의 얼굴

이 있는 사진에 몸치장이나 가구, 풍경을 꾸미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사진 조

각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사진 운세도에 들어 있는 사진의 저

속함 혹은 조잡함을 지적한다.

При помощи ретушировки и других фотофокусов как будто достига- 
лос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изменение лица Эммочки (искусник, между прочим, 



   

пользовался фотографиями ее матери), но стоило взглянуть ближе, и ста- 
новилась безобразно ясной аляповатость этой пародии на работу времени.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казнь, С. 98)

“수정 작업과 다른 종류의 사진 속임수(여기서 사기꾼은 그녀 어머니의 
사진을 이용했다)를 이용하여 엠모치카의 얼굴이 순차적으로 변화하도록 한 
것 같았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간 작업에 대한 이러한 패러디의 조잡
함이 꼴사나울 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나 보 다.(사형장으로의 초대, 190)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10대의 엠모치카의 얼굴에 20대에서 40대까지의 

외형상의 변화와 죽음의 순간까지 보여주고 있는 피예르의 앨범은 사진에 대

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엠모치카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사진은 대상을 정

확하게 모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은 

조잡함의 극치일 뿐이다. 카메라의 발명과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게 된 

대상에 대한 완벽한 모사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진은 렌즈를 통해 사물

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에 의해 선택된 결과물이며, 사진이 완벽한 리얼리티

의 재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카메라를 통한 확대나 축소와 같은 

광학적 효과들은 화자의 주관성, 세상에 대한 그의 개인적 조망, 개인적 기억에 

대한 기호학적 표시자로 기능한다. 사진이나 스크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

게 전달되는 대상은 결코 그 대상 자체가 아니며, 이러한 차이를 의식적이건 무

의식적이건 인지하고 있을 때 그는 보다 더 나보코프적인 인물이 된다. 
이처럼 나보코프 소설에서 시선이나 시선과 관련된 매개체들은 주인공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중재하고 있는데, 시각 매체를 통해 변형되거나 굴절되어 인지되

는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인물들은 예술가로의 성장 가능성을 얻게 되지만, 오

해하는 인물들은 자기 파멸의 길로 이끌린다. 그중 시선의 오해로 인해 파멸의 길

로 이끌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카메라 옵스쿠라(Камера Обскура) ( 어본 제목은 

어둠 속의 웃음소리(Laughter in the Dark))의 주인공 크레치마르(Кречмар)/알비

누스(Albinus)일 것이다. 시선의 오해, 시각의 상실, 화 제작, 극장, 스크린, 회화, 
배우, 화가 등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카메라 옵스쿠라는 나보코프 

예술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시각이라는 주제를 상당히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다음 장에서는 시선의 진정성이 소설의 주된 테마가 되고 있는 카메라 

옵스쿠라를 통해 관찰자의 시선의 문제를 살펴보고, 고정된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주체가 허구의 리얼리티를 깨닫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 카메라 옵스쿠라 혹은 어둠 속의 웃음소리 
  – 관찰자와 피관찰자 사이의 긴장

3.1. 알비누스의 시선 – 병적인 관찰자

나보코프는 여섯 번째 소설 카메라 옵스쿠라를 자신의 “가장 빈약한 작

품”16)이라고 평가했다. 나보코프의 전기를 쓰고 있는 보이드(Boyd) 역시 이 

작품을 “빈약한 조직과 경솔한 구조(too thin in texture and too hasty in 
structure)”17) 때문에 불만족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나보코프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불만을 어본 번역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하려 한 듯하다. 이 소설의 

어 번역본에서는 그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 더 많은 수정이 가해지고 있기 때

문이다. 카메라 옵스쿠라가 단행본으로 첫 출간 된 것은 1933년 인데, 나보

코프는 직접 이 작품을 어로 번역하여 1938년 어둠 속의 웃음소리라는 제

목으로 발표했다.18)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바뀌었으며19), 내

용도 상당부분 수정되었다.20) 본 논문에서는 작가의 개작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 된 어둠 속의 웃음소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지만, ‘카메라 옵

16) Alfred Appell, Jr.(1974) Nabokov’s Dark Cinem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262.

17) Brian Boyd(1990) Vladimir Nabokov: The Russian Ye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68. 그 밖에도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이 소설과 관련해 “역겹
고 하찮은 이야기”, “나보코프는 잔인한 작가”라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Julian W. Connolly(1995) “Laughter in the Dark,” in Vladimir E. 
Alexandrov (ed.) The Garland Companion to Vladimir Nabokov,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p. 215.

18) 1936년 로이(Winifred Roy)의 어번역본 카메라 옵스쿠라(Camera Obscura)가 
런던에서 출간되었지만, 나보코프는 이 번역에 만족하지 않았고, 2년 뒤 스스로 
어로 번역한 어둠 속의 웃음소리(Laughter in the Dark)를 뉴욕에서 출간하 다.

19) 주인공들의 이름은 크레치마르(Кречмар), 고른(Горн), 마그다(Магда)에서 알비누스
(Albinus), 렉스(Rex), 마르고(Margot)로 바뀌었다.

20) 특히 러시아어본 1장에서는 고른이 기니피그를 형상화한 만화 캐릭터 치피(Cheepy)
를 만들고 인기를 얻게 되는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본에서는 이 부
분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둠 속의 웃음소리는 카메라 옵스
쿠라보다 단순해졌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쿠라’라는 제목 역시 필요에 따라 병행 사용할 것이다. 시각매체로서의 카메

라 옵스쿠라는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21)

카메라 옵스쿠라는 암실상자라는 뜻의 광학장치로 오늘날의 카메라의 원형

이다. 작은 상자에 바늘구멍을 뚫어 빛을 통과시키면 상자 안쪽 맞은편에 사

물이 뒤집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선명하게 비치는 원리를 이용하여 옛 화가들

은 그림을 그릴 때 이 장치를 사용하곤 했다. 나보코프의 소설 카메라 옵스

쿠라는 제목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시선의 문제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특히 시선의 주관성, 그로 인한 오해, 그리고 살아 있는 리얼리티를 파악

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요 인

물 알비누스(Albinus), 마르고(Margot), 렉스(Rex)는 서로 다른 방식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바로 이런 시선의 차이로 인한 긴장이 소설 

전체를 이끄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 내용 자체는 중년 남자가 16살의 어린 여

자아이에게 치명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껴 아내와 딸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사

는 길을 택하지만, 결국은 그녀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지극히 속물적이고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이다. 소설의 서론에서 작품 전체의 개

요는 이미 소개 되었으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만큼 평이한 내용이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in Berlin, Germany, a man called Albinus. He 
was rich, respectable, happy; one day he abandoned his wife for the sake of a 
youthful mistress; he loved; was not loved; and his life ended in disaster.

This is the whole of the story and we might have left it at that had 
there not been profit and pleasure in the telling; and although there is plenty 
of space on a gravestone to contain, bound in moss, the abridged version of 
a man’s life, detail is always welcome.22)

오래 전에 알비누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독일의 베를린에 살고 있었다. 그
는 부자 고 존경할만한 사람이었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어느 날 그는 젊은 
연인을 위해 아내를 버렸다. 그는 사랑했지만, 사랑을 받지는 못했으며, 그의 
삶은 재앙으로 끝나버렸다. 

21) 어 제목인 어둠 속의 웃음소리 역시 시각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어둠은 극
장의 내부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리(Lee)의 지적대로 러시아본이건 어본이건 이 
소설의 제목은 어떤 식으로든 시각 예술인 화나 사진과 연관되어 있다. L. L. Lee 
(1976) Vladimir Nabokov, London: George Prior Publishers, p. 60.

22) Vladimir Nabokov(1990) Laughter in the Dark, New York: Penguin Books, p. 5. 
이후 인용문 마지막에 페이지 수만 표시하겠음.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다. 만약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유익함이
나 즐거움이 없었다면 여기서 끝맺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또한 이끼 덮인 묘
비 위에 한 남자의 인생을 요약해 쓸 공간은 충분히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
이 항상 환 받는 법이다.

러시아어본 서두의 장황한 기니피그 이야기를 삭제하고 짧게 한 단락으로 

소설 전체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화자의 두 가지 의도

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뭔가 새롭고 기발한 내용 전개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남자의 불행한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화자의 의도는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의 유익함과 즐거움”이 이 글을 쓰게 만든 것이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환 받는 

법이라고 했지만, 이야기가 전개되어 감에 따라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등장인

물들 사이에 교차하는 시선의 문제이다. 그들은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피관찰자

로서 상대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들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

는데, 그것은 결코 객관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시선의 왜곡에 의해 발생하

는 오해와 비극은 나보코프가 즐겨 사용하는 테마이기도 하다.
주인공 알비누스는 지극히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중년의 남

자이다.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매력을 끌지도 않는 얼굴 덕분에 여자들

의 큰 주목을 받은 적도 없고 조용하고 평범한 여자를 만나 “어쩌다보니 결혼

을 하게 되었고”, 딸을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

과 다른 점이 있다면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는 사물을 기억할 때 소

리나 냄새가 아니라 색채와 모양 등의 시각적 이미지로 기억한다. 발성 화보

다 무성 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소리는 화를 망치기 때문”이다. 소리가 들

리는 순간 더 이상 그의 감각은 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없고 필시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분산될 것인데, 관찰자의 재능을 가진 그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

는 고통이 된다. 그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대부분의 장면들도 시각 이미

지로 제시되는데, 이는 아내의 출산 장면에 대한 기억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아내가 딸을 낳는 순간의 그의 초조한 기다림과 불안함은 그가 병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본 사물이나 다양한 색채 등으로 기억 속에 남겨져 있다: “알비

누스는 부분적으로는 색이 바래있고 부분적으로는 흰색 에나멜 칠을 한 긴 



   

계단을 따라 위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했다. 계단 꼭대기에는 미칠 것 같은 

야자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 나무와 병원의 절망적인 흰색, 분주하게 

오가면서 그를 계속 쫓아내려는 간호사들의 흰색 캡을 증오했다.(Albinus 
walked up and down the long, whitewashed, white-enamelled passage with that 
nightmare palm in a pot at the top of the stairs; he hated it, hated the 
hopeless whiteness of the place and the ruddy-cheeked rustling hospital nurses 
with white-winged heads who kept trying to drive him away.)”(12) 그리고 마

침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의사 조수의 말을 듣는 순간의 그의 눈앞에는 화 스

크린의 한 장면 같은 현상이 스쳐 지나간다: “알비누스의 눈앞에는 마치 아주 

오래된 화 테입이 깜박거리는 것처럼 가느다란 검은 색 빗줄기가 나타났

다.”(Before Albinus’s eyes there appeared a fine dark rain like the flickering of 
some very old film.)(12) 알비누스의 급격한 감정의 변화는 가장 먼저 시각에 

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에도 그는 당시 경험했던 시각 이미

지를 통해 회상한다. 
관찰에 재능을 가진 알비누스의 유일한 즐거움은 예술평론, 즉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는 그림의 전문가로서 눈으로 관찰하는 일에서 다른 무엇보다 즐거

움과 행복을 느낀다. 그는 또한 화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 화에 관한 짧은 

글들을 쓰기도 한다. 서로 다른 장르이지만 시각 예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림과 화는 알비누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로 하여금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시도하게 만든다. 아직 컬러 브라운관이 실용화되

기 이전에 쓰여진 이 소설에서 알비누스의 시도는 컬러 화를 연상시킨다. 

And the colours... they would be sure to be far more sophisticated than 
those of animated cartoons. What a tale might be told, the tale of an artist’s 
vision, the happy journey of eye and brush, and a world in that artist’s 
manner suffused with the tints he himself had found!(6)

색깔은⋯⋯ 보통의 만화 화에서보다 훨씬 더 복잡해야 한다. 예술가의 
독특한 시선에 관한 이야기와 눈과 붓의 즐거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고, 거장의 스타일이 그가 찾아낸 색깔과 혼연일체가 되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이야기가 될 것이다.

화가의 풍경화 위로 그 그림에 그려져 있던 사람이나 말, 어린 아이들이 움직

이게 만드는 이 시도는 제작자들에게는 현실감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지만, 



시각 이미지에 집착하는 알비누스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찰자 알비누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것은 우연히 

마주친 여인 마르고의 외형적 아름다움이다. 정지된 그림이나 평면 스크린을 통

한 화를 보는 것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드는 것으로 관심이 확장되었던 알비

누스의 시선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움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다. 
우연히 찾아간 극장에서 만난 좌석 안내원 마르고를 본 순간 그는 첫눈에 그

녀에게 사로잡히고 만다. 극장의 짙은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다가오는 안내

원의 손전등 불빛과 그 불빛에 비친 그녀의 녹아내리는 듯한 눈빛이나 뺨의 

곡선은 일순간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녀의 얼굴선을 보며 그는 화가가 

그녀를 검은 배경에 그려놓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Hardly had he entered the velvety darkness when the oval beam of an 
electric torch glided towards him (as usually happens) and no less swiftly 
and smoothly led him down the dark and gently sloping gangway. Just as 
the light fell on the ticket in his hand, Albinus saw the girl’s inclined face 
and then, as he walked behind her, he dimly distinguished her very slight 
figure and the even swiftness of her dispassionate movements. Whilst 
shuffling into his seat he looked up at her and saw again the limpid gleam 
of her eye as it chanced to catch the light and the melting outline of a 
cheek which looked as though it were painted by a great artist against a rich 
dark background.(13)

그가 벨벳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서자마자 (늘 그렇듯이) 타원형의 손전등 
불빛이 그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와서 빠르고 부드럽게 그를 완만한 경사를 
이룬 어두운 좌석들 사이로 이끌고 갔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손에 든 입장권
을 향하는 순간 알비누스는 아가씨의 고개 숙인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뒤를 
따라 가면서 그녀의 몸매와 침착하면서도 빠른 움직임을 어렴풋이 알아보았
다. 그는 자기 자리로 걸어가면서 다시 한 번 그녀를 쳐다보았고, 마치 위대
한 화가가 검은 배경 위에 그려놓은 것 같은 그녀의 반짝거리는 시선의 투명
한 광채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뺨의 윤곽을 또다시 보았다.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비누스의 마르고에 대한 첫인상은 철저하게 

시각이미지로만 구성 되어 있다. 음향이나 촉각 같은 다른 감각은 완전히 배제

된 채 완벽한 어둠, 손전등의 불빛,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마르고의 

몸매,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얼굴과 눈의 광채 등 처음의 막연한 실루엣에서 



   

점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마르고에 대한 묘사는 독자들이 알비누스의 시선이 

되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 그런데 이 묘사가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이 러시아본의 제목인 ‘카메라 옵스쿠라’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다.23) 캄캄한 상자와 같은 극장 내부,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한 줄기 가느다란 

빛, 그 빛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상대의 모습, 이것은 바로 카메라 

옵스쿠라의 원리이다. 검은 상자에 바늘구멍을 뚫어 빛을 들어오게 하는 카메

라 옵스쿠라 장치는 극장의 캄캄한 내부와 손전등 불빛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녀의 모습은 이 장치를 통해 포착된 대상이다.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그림이나 화를 보는 것으로 해소해 오던 알비누스에게 있어 이 장면은 그림

의 한 장면이 현실의 공간으로 뛰쳐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

나 옛 화가들이 먼 거리에 있는 사물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기 위해 카메

라 옵스쿠라를 사용했듯이 알비누스는 안내원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극장의 검

은 공간 안에서 빛에 의해 더 선명해지고 현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그녀의 모습

을 볼 뿐이다. 그녀의 매력은 그의 눈앞에 있을 때에만 가치를 인정받는다. 대

상이 관찰자의 시선 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그녀는 더 이상 알비누스의 아름다운 우상이 아니라 평

범한 처녀 마르고에 불과하다. 물론 알비누스의 시선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포

착하는 예술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황은 다르겠지만, 알비누스는 소설 

속에서 한 번도 진짜 예술가가 되지 못한다.24) 마치 뒤틀린 거울 속에서 완벽

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대상을 보듯이 마르고의 아름다움에 집착한 그의 시선은 

한 번도 거울 자체의 왜곡을 의심해 보지 않는다. 
16세의 마르고는 모델과 화배우를 꿈꾸며 극장에서 일을 하는 소녀이다. 

알비누스가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의 삶은 보여주는 것에 집중

되어 있다. 관찰을 즐겨하는 주인공의 시선에 피관찰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

녀가 포착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마르고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3) 하이드(Hyde)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소설에서 카메라 옵스쿠라는 뒤집어지고 부
정적인 이미지들을 이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G. M. 
Hyde(1977) Vladimir Nabokov: America’s Russian Novelist, London: Marion Boyars, 
p. 62.) 즉 이 상자의 렌즈를 통해서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 불멸의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다.

24) 나보코프 스스로 자신의 주인공들을 “희망이 없는 진부한 존재”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상상력의 빈곤과 혼의 불모성을 보여준다. Julian W. Connolly(1995), 216
에서 재인용.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녀는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생물, 뱀 혹

은 도마뱀과 같은 여자이며, 저속하면서도 유혹적이고 농염한 여인의 모습과 

매력적인 소녀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녀는 “어둠으로부터의 피조물” 
혹은 퇴폐적인 시에서의 요부와 같다. 이처럼 소녀와 여인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마르고에게 알비누스는 치명적으로 빠져든다.

Albinus sat down beside her and looked and looked at that face in which 
everything was so charming – the burning cheeks, the lips glistening from 
the cherry brandy, the childish solemnity of the long hazel eyes, and the 
small downy mole on the soft curve just beneath the left one.

‘If I knew I should hang for it,’ he thought, ‘I would still look at her.’(32)
알비누스는 옆에 앉아서 아무리 보아도 매혹적이기만 한 그녀의 얼굴, 타

는 듯한 뺨, 셰리주로 빛나는 입술, 담갈색의 긴 눈에 비친 유치한 엄숙함, 
그리고 왼쪽 광대뼈의 부드러운 곡선위에 있는 솜털이 난 작은 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여자 때문에 내일 교수형에 처해진다 해도 나는 계속 쳐다볼 거야.” 
하고 그가 생각했다.”

마르고가 불러일으키는 매혹은 다른 무엇보다 그의 시각을 자극한다. 청각

이나 촉각, 혹은 무형의 감정이 아닌 시각만이 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이며, 알비누스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마르고의 매력도 시

각적 이미지의 연속이다. 그림이나 화를 관찰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던 알비

누스는 마침내 자신의 시선을 만족시킬 완벽한 대상을 발견했으며, 보는 행위

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객관화 되는 순간 독자들은 그가 믿을 수 없는 관찰자

음을 확인하게 된다: “거울 속에서 그는 파티 드레스를 입은 여학생과 함께 

걸어가는 창백하고 진지한 모습의 신사를 보았다. 그가 그녀의 맨 팔을 조심

스럽게 쓰다듬자 거울은 희미해졌다.(In a passing mirror he saw a pale grave 
gentleman walking beside a schoolgirl in her Sunday dress. Cautiously, he 
stroked her smooth arm and the glass grew dim.)”(39) 알비누스의 주관적인 

시선을 벗어나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함께 길을 걷

는 여학생과 신사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계로 보여 지고 있으며, 이것이 타

인의 눈에 비친 그들의 관계이자 마르고의 진짜 모습일 것이다. 알비누스의 시

선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진



   

실로 믿고 싶어 하지만, 나보코프는 그것이 과연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의 과거가 자신의 기억 속에 단

편적으로 남겨진 이미지들의 결합이듯이 현재 눈앞에 드러난 현상 역시 시각

장을 통해 변형되거나 왜곡되어 인지되었을 뿐일 수도 있다. 물론 거울이라는 

또 다른 반사물을 통해 드러난 현실이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지만, 관찰자의 

직접적인 시선을 신뢰할 수 없는 마당에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거울의 왜곡

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는 

또 다른 시선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를 더 분명하게 확인 시켜 주는 것이 제 3자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이다. 마르고와 함께 해변을 찾은 알비누스는 해변가 포스터와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는 그녀 옆에서 그녀의 입술과 눈썹의 반짝거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다. 알비누스는 마르고의 모습에 한 번 매료된 이후에는 마치 검은 공간 안에서 

유일하게 비쳐드는 빛을 따라 가는 카메라 옵스쿠라에 갇힌 듯 그녀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 비친 이들의 모습은 거울 속에

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비쳐진다.25) 
그의 눈에 담긴 마르고는 죽음도 불사할 만큼 매혹적인 여인이지만, 제 3의 관

찰자의 시선에 비친 피관찰자 알비누스와 마르고는 부녀지간의 지극히 평범한 

관계로 보일뿐이다. 그들처럼 자기 남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다오라는 국 

부인의 말은 알비누스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화자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여기에

는 또한 알비누스와 그의 딸 사이의 불행한 관계에 대한 윤리적 비난의 음조도 

엿보인다. 소설 전체에 걸쳐 알비누스가 마르고 이외에 유일하게 시선을 준 대

상이 그의 딸 이르마이다.26) 그러나 이르마와 마르고는 알비누스의 인생에서 함

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것은 알비누스가 처음 마르고가 일하는 극장에 들

25) 해변가에서 잡지를 읽고 있던 한 국 부인은 그들 두 사람을 보며 독일인 아버
지가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그와 같이 
다정한 아버지가 되라고 주문한다.(73-74)

26) 코널리(Connolly)는 알비누스가 죽어가는 딸을 보는 장면에서 “괴로울 정도로 분
명하게 그는 이르마의 얼굴을 보았다.(with agonizing distinctness he saw Irma’s 
face.)”(Laughter in the Dark, 112)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 다. “괴로울 정
도로(agonizing)”라는 형용사는 서사 전체에서 알비누스가 처음으로 진짜 인간의 고
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Julian W. Connolly(1992) 
Nabokov’s Early Fiction: Patterns of Self and 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27.)



어가기 전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장의 포스터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다. 잠옷을 

입고 창가에 서 있는 아이를 올려다보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터

는 이르마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던 장면과 오버랩 되며 이르마의 

죽음으로 이어진다.27) 딸의 죽음을 암시하는 포스터를 보며 극장으로 들어갔던 

알비누스는 극장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이르마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르고의 남

자가 되어 있었다. 딸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정한 

부녀지간으로만 보인다는 아이러니는 딸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조롱이며 

알비누스의 “도덕적 실명(moral blindness)”28)에 대한 비난이다.

3.2. 렉스의 시선 – 조롱꾼과 예술가의 경계

마르고를 바라보는 알비누스의 시선은 그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녀

의 전 애인이었던 렉스의 시선과 충돌한다. 마르고만큼이나 경박하고 천박한 

인물이지만,29) 렉스는 예술에 있어서만은 알비누스가 넘볼 수 없는 타고난 재

능을 가진 뛰어난 예술가이다. “냉정하고 눈을 크게 뜬 호기심(just cold, 
wide-eyed curiosity)”(91)의 소유자 렉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잔인한 놀이를 즐

기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빠르게 상대의 진짜 이미지를 포착해 예술로 표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He loved to fool people; and the less trouble the process entailed, the 
more the joke pleased him. And at the same time this dangerous man was, 
with pencil in hand, a very fine artist indeed.(92)

그는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만족감을 느꼈다. 자기가 하는 장난이 힘
이 덜 들수록 더욱 매력적이라고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사람
은 손에 연필만 들면 정말로 뛰어난 화가가 되었다.

27) 이르마는 마르고와 함께 하기 위해 집을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한 겨울에 창문
을 열었다가 밖에서 위를 올려다 보는 남자를 한참 바라본다. 그는 아버지는 아니
었지만, 결국 여기서 병을 얻은 이르마는 죽음에 이른다.(13)

28) G. M. Hyde(1977), 68.
29) 풍자화가로서 렉스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삶을 예술로 바꾸려는 인물이다. 그러

나 파이퍼는 그가 작가인 나보코프와는 달리 예술의 법칙과 삶의 법칙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예술가로 부른다. (Ellen Pifer(1980) Nabokov and the Nov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160.)



   

렉스는 알비누스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0) 관찰하

는 일에 대단히 깊게 몰두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들은 자신의 시선에 비

친 아름다움에 쉽게 매혹당하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두 사

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렉스는 훌륭한 예술가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본 것의 아름다움을 그 본질을 깨우치기도 전에 손으로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지만 알비누스는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표현

할 재능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관찰자로서도 신빙성이 떨어지지

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서툴다. 반면 렉스는 자신이 관찰한 것

을 순식간에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31) 
이러한 능력은 알비누스를 매료시킨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마르고는 알비누스에게도 렉스에게도 뮤즈의 역할

을 하게 된다. 예술 애호가 알비누스의 시선에 마르고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

는 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지만, 렉스에게서도 마르고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녀는 회화와 같은 순수 예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알비누스의 

화예술에 대한 열정에도 돈벌이 정도로만 관심을 가질 정도로 속물적이지만, 
그런 그녀를 통해 렉스는 자기 내부에서 ‘유모어 작가에 대한 화가의 승리’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마르고가 그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에는 해당되

지 않았다. 그녀의 경우에는 예술적 의미에서조차 렉스의 안에서 예술가가 냉

소가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But all this did not apply to the feeling which 
Margot had aroused in him. In her case, even in the artistic sense, the painter 
in Rex triumphed over the humorist.)”(92-93) 이것은 그의 예술관 때문이다. 

In my opinion, an artist must let himself be guided solely by his sense 
of beauty: that will never deceive him.(117)

내 생각에 예술가는 미에 대한 감각만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속이
지 않으니까요.

 
그 역시도 알비누스처럼 마르고에게서 미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30) 알비누스가 조용하고 점잖으며 평범한 삶을 산다면, 렉스는 경박하고 냉소적이며 
평범한 삶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31) 마그다와 헤어진 날 그는 침대 위에서 얼굴은 벽을 향한 채 돌아 누운 그녀의 벗
은 모습을 빠르게 스케치 했으며, 이 그림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중
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지적대로 둘 사이에 오고가는 정열은 한 쪽의 일방적인 관심이 아니라 상호간

의 “ 혼의 깊은 유사성”(118)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알비누

스와 렉스 모두 마르고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만, 마르고가 관심을 되돌려 주

는 쪽은 렉스이다.32) 그들 두 사람은 경박하기는 하지만 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알비누스와 렉스는 각자 그녀의 하찮은 성향이나 속물성

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시각 장에 들어온 마르고만을 바라보고 평가

한다. 물론 두 사람이 바라보는 마르고의 미는 다르겠지만, 각자 나름의 방식대

로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눈에 보여 지는 마르고가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관찰자 사이의 시선의 긴장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 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평형을 유지하고 있던 

시각장의 축이 한 쪽으로 이동해 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동차 사고33) 이

후 알비누스가 시력을 상실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은 완전히 깨어지게 된

다. 적어도 마르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그와 렉스는 관찰자로서의 대등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사고 이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알비누스는 피관찰자

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마르고가 관찰자가 된다. 렉스 역

32) 양쪽에서 자기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그녀는 렉스를 천국으
로 알비누스를 지옥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또 울었는데,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렉스는 그녀의 오른쪽 무릎을, 알비누스는 왼쪽 무릎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
다. 그건 마치 한쪽은 천국에, 다른 쪽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았다.(And then she 
cried, too, because at supper Rex had touched her right knee and Albinus her left 
– as though Paradise had been in one side of her and Hell on the other.)”(88)

33) 자동차 사고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매우 독특한 시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토
커는 이것을 “카메라의 눈” – Leona Toker(1989) Nabokov: The Mystery of Literary 
Structur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 117. – 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여
기서 사고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위로 올라가 하늘을 통과해 베를린에 있
는 알비누스의 아내 엘리자벳에게 까지 갔다가 그 과정을 거꾸로 되돌아 오는 것
으로 마무리 된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내의 감정의 변화이다. 남
편의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지만 아내는 내적 시선으로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불안함을 느낀다. 코널리는 이것을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알비누스의 맹
목적 시선과 대비시켜 새로운 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2의 시
선”(Connolly 1992: 128)으로 부르고 있으며, 보이드는 알비누스의 맹목성, 렉스의 
신랄한 시선보다 우월한 “투시력”(Boyd 1990: 367)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덕적 눈
이 다른 어떤 시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시 관찰자이지만 알비누스를 바라보는 렉스의 시선은 화가의 시선이 아니라 유

머리스트의 시선이다. 반면 시력을 상실한 관찰자 알비누스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일을 상상의 눈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모습은 볼 수 없

지만, 과거는 그의 기억 속에서 생생한 시각성을 띠우며 되살아날 수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알비누스에게서 의미를 띠는 것은 그가 본 것에 대한 기억이다.

He was separated by darkness from that former life which had been 
suddenly extinguished at its sharpest bend. Remembered scenes peopled the 
picture gallery of his mind: Margot in a figured apron drawing aside a 
purple curtain (how he yearned for its dingy colour now!); Margot under 
the shining umbrella tripping through crimson puddles; Margot naked in 
front of the wardrobe mirror gnawing at a yellow roll; Margot in her 
glistening bathing suit throwing a ball; Margot in a silvery evening gown, 
with her sunburned shoulders.(164)

어둠에 의해서 그는 급격한 커브를 돌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최근의 삶에
서 분리되어 버렸다. 하나 둘씩 떠오르는 장면들이 마음속의 미술관을 가득 채
웠다: 무늬 있는 앞치마를 입고 자주빛 커튼을 들어 올리고 있는 마르고 (그는 
지금 그 흐릿한 색깔이 정말 그리웠다), 반짝이는 우산을 쓰고 붉은 색 웅덩이
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마르고, 노란 빵을 뜯어 먹으며 벌거벗은 채 거울 앞
에 서 있는 마르고, 반짝이는 수 복을 입고 공을 던지는 마르고, 햇볕에 탄 
어깨에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변하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르고..

다양한 모습의 마르고를 떠올리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

어 주는 것은 자주색, 붉은색, 노란색의 다양한 색깔과 반짝이는 빛 등 화려한 

시각적 잔 들이다. 아내와의 과거는 “창백한 빛이나 뿌연 안개, 조용한 움직

임”(164)처럼 흐릿한 장면으로 시각의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지만 마르고와의 과

거는 마치 현재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그려진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억해 내는 순간 알비누스는 지금까지 자신의 시선이 얼마나 제한

적으로 사용되었는 지를 깨닫게 된다. 진짜 마르고가 눈 앞에서 사라진 순간 그

의 시선 앞에는 그의 기억이 부활시킨 새로운 마르고가 생명력을 얻고 나타난다. 

Everything, even what was saddest and most shameful in his past life, 
was overlaid with the deceptive charm of colours. He was horrified to 
realize how little he had used his eyes – for these colours moved across 
too vague a background and their outlines were singularly blurred.(165)



과거의 삶에서 가장 슬프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은 색채의 기만적인 매력
에 덮여 버렸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의 시선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떨었다. 색채들은 배경을 따라 너무 희미하게 움직 으며 그들 
사이의 경계는 놀라울 정도로 불분명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알비누스는 여전히 시선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상을 바라보

는 관찰자 시선의 자유로움을 인정할 때 그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

신만의 예술가적 세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감

각을 시선이나 시선의 기억에만 집중함으로써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그의 기억 속에서 과거는 점차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몽롱한 빛으로만 남게 된다. 마치 카메라 옵스쿠

라의 초점을 잘못 맞추어 사물의 윤곽이 흐려지고 빛의 흔적만이 보이는 것처

럼 시력을 잃은 알비누스는 과거도 함께 잃었다. “소리는 기만적(How deceptive 
sounds could be.)”(156)34)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알비누스는 그녀의 목소리

만을 듣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를 보지 못한다면 죽음이라도 각오

하겠다던 알비누스에게 남은 것은 그 혹은 그녀의 죽음뿐이다. 그가 그녀를 관

찰할 수 없다면 그녀는 더 이상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 보는 행위에 대한 

알비누스의 집착은 그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시각장에서의 그녀의 사라짐, 즉 그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이며, 따라서 그는 실제로 그녀를 죽이는 일을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 그가 그

녀를 보지 못한다면 그 혹은 그녀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여기서 그는 또 한 번 경쟁적 관찰자 렉스에게 패배당하고 만다. 렉스와 마

르고의 조롱기 어린 장난 속에서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알비누스가 된

다. 잘못된 시선에 대한 집착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알비누스의 불완

전한 시선은 마르고의 거짓된 아름다움에 매혹당했으며, 그는 자신의 첫 인상이 

틀렸음을 알게 되자 그녀 육체의 어린아이다움이나 흐릿한 눈빛과 같은 외적은 

요인들에 집착함으로써 자기기만을 합리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만과 현실 외

면으로는 리얼리티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으며, 일생을 허위의 시선에만 의지하

던 알비누스의 삶은 비극으로 끝이 난다. 

34) 그가 소리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 으며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렉스를 느꼈겠지만 
시선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시각도 청각도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4. 결론

나보코프 소설에서 시선의 메타포는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요 개념 

중의 하나로서 나보코프는 자신의 작품이나 문학론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의 대부분의 소설들에서 시각 이미지는 다양한 양

상으로 제시되며 실제의 리얼리티와 우리가 ‘보는’ 리얼리티의 경계를 무너뜨

리고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며 나보코프가 추

구하는 예술성의 완성 혹은 예술가 탄생의 주제를 강화시킨다.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술가적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 그

려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카메라 옵스쿠라는 이미 제

목에서부터 시각장치를 제시하며 시각 이미지의 기능과 의미가 소설의 중심 

주제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주인공들은 예술가나 예술 애호가, 배우 지

망생으로서 특히 보는 것과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나보코프가 

이 소설을 자신의 가장 빈약한 작품이라고 혹평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예술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적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작가의 예술론을 확인하게 해 

주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그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

에서 어 번역본 제목인 어둠 속의 웃음소리보다는 러시아어본 제목 카메

라 옵스쿠라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작가가 왜 

어 소설의 제목을 어둠 속의 웃음소리로 바꾸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둠 

속의 웃음소리’라는 표현에서는 시선의 무기력함 속에서 느끼는 소리의 공포

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카메라 옵스쿠라 역시 내부에 들어서면 아

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실상자이기 때문에 시선의 차단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

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대상은 시각장에서 사라지고 오직 한 줄기 빛

과 함께 들어오는 대상으로 시선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나보코프가 자신의 소

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당부분 수정을 하고 어둠 속의 웃음소리라는 제목

으로 어 번역본을 출간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

선의 진실성, 관찰자와 피관찰자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 등은 카메라 옵스쿠

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가 훨씬 크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카메

라 옵스쿠라 장치의 광학적 원리를 훌륭하게 문학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작가

의 지속적 관심사 중의 하나인 주관적 시선, 혹은 시선의 오해와 예술가 탄생

의 테마는 카메라 옵스쿠라일 때 더 잘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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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isuality in V. Nabokov’s Novels
– on the Material of Kamera Obscura (or Laughter in the Dark)

Park, Hye-Kyung

This paper examines a visuality in Vladimir Nabokov’s novel, Kamera 
Obskura (Laughter in the Dark). One of the specific features of V. Navokov’s 
novels is his proliferate use of vision or visual images. In the period of 
modernism many european writers including Russian modernists took a 
profound interest in the visuality. With an expansion of optical devices like a 
camera, photograph and film, the meaning of an observer was emphasized in 
explaining the world. V. Nabokov was not an exception in this situation. In his 
works mirrors, the surface of water, eyes, windows, pictures and movi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main theme. Especially in 
Kamera Obskura the main theme is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world by a 
subjectivity of vision. As camera obscura projects an inverted image of its 
surroundings on a screen, Albinus thinks a fake beauty of Margot as a mortal 
beauty. He sees in her face an idealized artistic images that he desired to gain 
in his life for so long, but she turns out to be a mere ordinary and vulgar girl 
in some ways. His moral blindness leads him to his physical blindness, and he 
finishes his life in a tragic way. On the whole, in this paper I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title 'Kamera Obskura' is more appropriate than 'Laughter 
in the Dark' because the function of eyes, vision and observer is more 
emphasized in this novel. In V. Nabokov’s novels, characters who see the 
world with their subject vision can grow up to real artists, but if they don’t 
have an ability to differentiate the real and the fake, they become failed arti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