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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kov가 마국으로 오기 직전 1936년부터 2년 동안 불란서에서 쓰여진 Tke Real Life 

of Sebastiaη Kηight와 20여 년 후 그가 미 국을 떠 나 다시 유럽 으료 이 주하는 여 행 도중 

1959년에 쓰여 지 기 시 작한 Pale Fire는， 그의 다른 작품을과는 다른 독특한 작품구조를 공 

통￡로 가지 고 있다。 그것은 이 소설들이 뼈abokov의 작중작가들이 창조해 낸 소설들 속의 

인물들이 저술한 작품들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공간이 삼중 구 

조를 갖고 있는데 ， The Real Life는 Sebastian Knight라는 소설가의 작중인물인 V.가 쓰는 

Knight의 전기로 제시되어 있고， Pale Fire는 Shade라는 작가의 작중인물인 Kinbote가 쓰 

는 Shade 시의 해설서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작품에 관한 비평의 가장 중심적인 

둔제가 각 작품에 병치되어 있는 두 목소리 중에서 누구의 것이 주된 목소리인기-하는 문제 

이 다. 본고에 서 주장하려 는 것 은 각각 Knight와 앙lade플 그 주된 목소리 로 볼 때 두 작품 

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벙치된 두 목소리의 문제에 대하여 나의 주장과 다른 바평가들의 견해를 크게 셋으로 나 

눌 수 있다. 첫째는 double로 브는 것이고2) 물째는， 물다 주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3) 세째는 둘 중의 하냐를 주펀 목소리로 보되 각각 V.와 

1) 이 두 작품에 대 해 Knight니- Shade를 주펀 목소리 로 보았￡나 본고와 약간 방향이 다른 바 평 은 다 
음과 같다. Andrew Field, VN: The Life and Art of Vladimir Nabokov (New York: Crown 
Publishing, 1977) , pp. 214, 335; Dabney Stuart, “ The Real Life of Sebastiaη Knight: Angles 
of Perception," Moderη Laηgμage Quarterly 29 (1968): 312-29; Paul Bruss, Victîms: Textual 
Strategies in Receηt Americaη Fiction (Lewisburg: Bucknell Uniγ. ， 1981), pp.67-82. 

2) Shilomith Rimmon, “ Problems of Voice in Nabokov’ s The Real Life o} Sebastian Knight" 
in εritical Essays on Vladimir N，αbokov， ed. Phyllis A. Roth (Boston: G. K. Hall & Co. , 
1984) , p.127; Julia Bader, Crystal Land: Art핸ce in Nabokov’ s English Novels (Berkelcy, 
California: Uniγ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p. 31. 

3) Linda Hutcheon, Narcissistic Narratiνe: The Meta펴ctional Paradox (New York and London: 
Methuen, 1980) , pp.54-55, 73; Robert Alter, “ Nabokov’ s Game of Worlds," in Partial 
Magic: The Novel ás a Self- conscious Genre (Berkeley: Uniγersity of California Prcss, 1975) ,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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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bote로 보는 견해이다 4) 이러한 세 가지 관점들이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은 그런 방향에 

서 볼 때 두 작품에서 각각 Knight와 Shade의 성격을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두 인물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전기작가로서의 자걱이 없는 V.와， 역시 Shade작품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Kinbote블 통해서만 이 라면 Lucy Maddox의 주장과 같이 The Real 

Life는 실패작이며， Douglas Fowler의 평가와 같이 Pale Fire는 다른 Nabokov의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재마없는 작품이 될 것이다 5) 그러나， 앞으로 자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Nabokov의 작품 안에 각각 Knight와 Shade블 이 두 작품의 대 상물이 아니 라 창조자로 불 

근거가 충분히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목소리， 예술관 내지 가치관이 

그들의 작품에 의하여 뚜렷하게 부각되고， 다른 목소리인 V.와 Kinbote에 대조되어 구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그것은 Knight와 Shade가 V.의 짧은 인용문들이나 Kinbote가 

제시하는 왜곡되었을지도 모르는 마완성 작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완성 된 작품인 The Real Life와 Pale Fire를 통하여 독자에 게 알려 지 게 되 기 때 운이 다。 

더 나아가서 , Knight와 Shade를 주된 목소리 로 이 해 할 때 Nabokov의 예 술관이 이 들의 

것과 더 가깜다는 것이 뚜렷해진다. 각각의 작품에서 V。와 Kinbote의 목소리가 표면적으로 

더 크게 들리기 해문에 그들의 요더니즘적인 심마적 예술관을 Nabokov의 것과 혼동하는 

비 평 가가 많았으나， 이 러 한 예 술관을 비 판하는 Knight와 Shade의 낮지 만 지 배 적 인 목소리 

를 청취해 냄￡로써 Nabokov의 모더니즘비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Pale Fire속의 표현을 빌자면， 수다스러운 인형외 말 때문에 중단된 복화술사 (a slow

speaking ventriloquist who is interrupted by his garrulous doll) 의 메 시 지 를 듣는 것 과 같 

다고 하겠다 6) 

R 

The Real Life의 삼중 이야기 차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떤 세 개의 펜이 겹쳐져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것은 Nabokov의 것이고， 둘째 것은 Nabokov 

소설안의 인물인 Knight의 펜， 셋째 것은 Knight의 소설안에서 그의 이복동생으로 등장하 

는 V.의 펜이다. 이 셋은 각기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 물온 Nabokov는 독자인 우리와 같 

은 세계에 속해 있다. 또 다른 바유를 쓴다면， 이 장중구조는(소설 곳곳에 있는 Lewis 

4) K. A. Bruffe, “Form alld Meaning in Nabokoγ’ s The Real Lile 01 Sebastian Knight: An 
Example of Elegiac Romance," Moderη Langllage Qllarterly 34 (1973): 181; Page Stegner, 
Escape into Aesthetics: The A l't 01 Vlad쩌il' Nabokoν (Ne￦ York: Wil1iam Morroπ， 1966). 

5) Maddox, Nabokoν’ s Novels iη Eη'glish (Athells: Uniγersity of Georgia Press, 1983) , p.47; 
Fowler, Read쩌'g Nabokoν (Ithaca: Cornell Ul1iγersity Press, 1974) , p. 113. 

6) Nabokov, Pale Fire (Middlesex, England: Penguin Eooks, 1973) , p.195. 암으로 페 이 지 수는 
본문 괄호 안에 표기 한다. 



75 

Carroll적 인 요소가 암시 하듯이 ), 하나의 거 울에 비 친 Nabokov가 Knight이 며 , 또 하나의 

거울에 비친 Knight가 V.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 두번째 거울을 사이에 둔 

Knight와 V.의 다른 목소리를 검혹해 보겠다. 거듭 말하자연， 이 거울 밖에서는 Knight가 

The Real Life의 작가이고 V.는 그의 창작물이며， 거울 안 소설 세계에서는 두 인물이 이 

복형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Knight는 V。가 허 구적 인물이 라는 암시 를 곳곳에 심 어 놓고 있는데 , 가장 노골적 인 암시 

는 V.가 Knight의 죽음 이후 그의 서재를 찾아가서， 말하자면， 자신이 소설의 인물로 태어 

났던 산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방을 직접 관찰하는 부분이다. 먼저 V.는 Knight 

가 다음 소설의 소재로 모아놓은 사진들을 열람하는데 그 성격 스케치와 외모가 V.를 흡사 

히 닮아 있다. 이 사진들은 Knight가 다음과 같은 신문광고플 통해 사들인 것들이 다 : 

“Author writing fictitious biography requires photos of gentleman, efficient appearance, 

plain, steady, teetotaller, bachelors preferred. Will pay for photos childhood, youth, man

hood to appear in said work. "7) 회사원이며 독신이고 평범한 V.는 이 광고의 주문에 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사들여 뼈r. H라고 명명해 놓은 이 사진들의 주인공은 Xζ의 원형으로서， 

그 최 근 사진의 모습이 (“a rather repellent bul1dog type of man, getting steadily fatter," 

40) 현재 V.의 외모와 거의 비슷하다。 V.는 자신의 외모를 요사하지 않지만， 좁은 벤치에 

Knight의 옛 날 애 인 인 Nina (가명 Madame Lecerf) 와 붙어 앉게 될 때 자신 이 뚱뚱한 펀 이 

라고 (“1 am rather-well-on the sturdy side," 171) 무심코 업 밖에 내게 된다. 그리고 실 

내에서 그녀를 만나는 장띤에서 V。는 그녀가 데리고 들어온 불독과 거의 동일시펀다， 고 

상한 척하는 V.가 라디오 음악을 틀으려는 Madame Lecerf를 황급히 저지했을 때 좋을대로 

하시라는 그녀의 말에 다시 앉는 것은 바로 그 불독이며， 그녀의 안십시키는 말은 그 짐승 

과 V.에게 동시에 하는 말처 럼 들린다 : “τhe bull-dog shook himself and lay down again. 

“That’s right," she said in a coaxing-and-pouting voice (158)." 이 사진 들을 재 료로 Knight 

가 쓰려했던 소셜은 V.도 점작하는 바와 같이 그가 죽기 일년전 계획했던 소설이고， V.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Knight가 그 작품을 완성했고 자신이 바로 그 Mr. H가 발전된 인물이 

라는 점이다。 

이 서재의 다른 유품들도 V.를 주인공으로 하는 허구적 전기와 관계 있음이 암시되어 있 

다. 먼저 서가 위의 어울리지 않는 두 그렴은 V.도 어렴풋이 짐작하듯 거기에 걸어 놓은 

이 유가 있다 : “The taste of their juxtaposition seemed to me questionable, but probably 

Sebastian had his own reasons for keeping and hanging them 80 (41) ,'’ 한 사진은 참수당 

하는 순간의 상반신이 벗겨진 중국인의 사진이고3 다른 것은 강아지와 놀고 있는 어린아이 

7) Nabokoγ， The Real Life of Sebastian Kηight (New York; Nçw Directions, 1941), p.40. 잎 
오로 이 잭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숫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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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진이다. 이 두 사진율 걸어놓은 이유는 것 사진이 Knight의 혀구적 죽읍을， 둘째 것 

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허구적 전기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진들 밑에 있는 정돈되지 못한 서가중 특히 깨끗하게 차려놓은 한 선만에 꽂혀있는 

책들도 Knight의 허쿠적 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책들의 엽결된 제목을에서 V.는 의 

미심장하게도 귀에 익은듯한 가락을 듣는다 : 

1 glanced too, at the books; they were numerous, untidy and miscellaneous. But one shelf 

was a little neater than the rest and here 1 noted the following sequence ￦hich for a moment 

seemed to form a γague musical phrase, oddly familiar: Hamlet, La Morte d’ Arthμr， The 

Bridge of Saη Luis Rey, Doctor Jekyll and Mr. Hyde, South Wind, The Lady with the Dog, 

Madame Bovary, The 1ηνisible Man , Le TeηlPS Retrouvé, Anglo-Persian Dictionary, The Author 

of Trixie , Alice in Wonderland, Ulysses, About Buyiηg a Horse, Kiη!g Lear .... 

이 멜로다가 “이상하게도 귀에 익은듯”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제목들이 V.가 등장 

하는 소설이 될 허구적 전기의 스케치라고 할 수 있기 때운이다. 먼저 ， Hamlet은 V.가 본 

Knight의 모습과 관련이 되 어 있다. 이 Shakespeare의 비 극은 애 인 Clare Bishop과 동거 하 

던 시 절 에 쓰여 진 초기 소설 Success에 인용되 어 서 , Knight와 Clare의 악화되 어 가는 관계 는 

이 소설 속의 William과 Anne의 관계에 투영되어 있으며， 이 관계가 Hamlet과 Ophelia의 

관계로 비유되어 있다고 V.는 생각한다， 그 다음의 제목들은 이렇게 Hamlet과 비슷한 성 

격 을 가진 작가가 죽음을 가장하고 (La Morte d ’Arthur=The Death of an Author로 읽 을 

것)，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The lnvisible Man) , 사실과 허구를 뒤섞는 속임수를 쓰는 

작가로 (The Author 01 Tri:t'ie=The Author of Tricks로 읽 을 것 ) 다시 나타난다는 것 을 

암시하고 있다. 

The Lady With the Dog과 Madame Bovary는 Knight의 마지 막 애 인인 Nina와 관련이 

있다. Nina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Madame Lercerf로 가장하여 개를 데리고 V. 앞에 

나타나기도 하려니와， 정열은 있지만 천하고 허영삼 많은 Nina는 Chekhov의 단펀소설 

“The Lady With the Dog"의 여 주인공과 바 슷하다 Nina는 Emma Bovary처 럼 어 리 석 을 

정도로 낭만적인 사랑관 때문에 전 남편， Knight, 현재 남편 모두에게 만족하지 뭇하는 것 

이 다. 그외 에 Thornton Wilder의 Tlze Bridge 01 San Luis Rey는 V.의 전기 와 비 슷하게 

죽음의 의 마 를 탐구하는 소설 이 며 , Marcel Proust와 James Joyce의 소설 도 과거 로의 여 행 

이 라는 유사한 주제 를 갖고 있다， 이 렇 게 이 젝 의 제 목들은 V. 가 Robert Louis Stevenson 

의 Mr. Hyde(앞에 나온 Mr. H?) 처럼 Knight의 다른 자이-로서 그의 소섣 세계속으로 뛰아 

들어감을 가리키고 있다. 

이 렇 게 볼 때 이 션 반 위 의 책 듣중 가징- 풍요한 제 꼭은 Alice iπ Wonderlaηd이 다. Lewis 

Carroll은 Nabokov가 애 호하는 작기 중의 하나로 Tlze Real Lile를 이 해 하는 데 펄수적 이 다. 

G.M. Hyde는 특히 이 영 국작기 의 Through the Looking-Glass가， “Knight"라는 이 름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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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이 Nabokov 소설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8)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V.의 활동무대가 Knight의 작품세계 내부임을 Carroll적인 요소들로 뒷받침하 

려 한다. Through the Looking-Glass에 서 Alice는 거 울에 비 친 자신의 요습을 바라보다가 

거울 저펀의 서양장기의 세계로 걸어들어 가게 된다。 그런데 수면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Knight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의 이름은 Roy Carswell로서， Lewis Carroll 

의 철자를 뒤바꾼 이름을 썼다는 것이 소설가 Knight의 의도를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야 

초상화의 수면이 바로 Knight와 V. 사이의 거울이 된다. 

Alice가 거울 뒷펀의 세계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주로 움직이는 장기 피스들인 것처럼 V. 

가 만나는 인물들은 Knight 작품 세계 속의 인물들이다. 이와같은 이해가 없이 V。가 어떻 

게， 한 예를 들어， Knight의 마지막 애인 Nina를 찾아내는 과정 (13장'"'-'17장)에서 그의 마 

지막 소설인 The Doubtful Asphodel에 나요는 여러 인물들 (175)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랩다. 

그리고， Alice의 거울 저편의 세계가 거꾸로의 세계인 것처럼 V.의 세계에서는 작가와 

작중인물의 역 활이 바뀌 어 Knight는 “biographee"가 되 고 V.는 “biographer"가 된다. 이 러 

한 역논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Nina추적에 해결사 노릇을 하는 Mr. Silberman 

이 다. 이 사복경 관 역 시 Knight의 단펀소설 “τhe Dark Side of the Moon"에 나오는 Mr. 

Siller라는 인불로서 이 두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104와 125-27, 132) 여행객을 도와주는 

역 할이 일치 한다. 그는 V.가 이 름도 모르는 Knight의 애 인 추적 을 거 의 포기 하고 낙답해 

앉아 있는 객차에 나타나서는， V。의 표현대로 요술 부린 것처럼 (“so magically," 134) 필요 

한 정보를 얻어다 준다. 그런데 그의 사례비 계산방식이 거꾸로이다. 얼마냐는 질문에 인 

건비 68프랑으로 시작해서 수첩값 (50표랑)과 교통비 (18프랑)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요히려 

삭제하여 한 푼도 받지않고 사라져 버린다(133) 。 

지금까지 서재 장면에 암시되어 있는 Knight와 V. 사이의 거울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제 

V.의 정체를 생각해 보자. 물흔 거울 속의 세계에서 V.는 Knight의 이복동생으로 되어 있 

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작가의 비서로 최근 4년간이나 가까이 지낸 그의 전기블 쓴 

Goodman이 그가 러시아 태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새어머니나 이복동생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에 대해 V.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Knight의 Lost 

Property라는 작품에 의거해 확립하려고 애쓴다. 그에 의하면 이 소설이 가장 자서전적이 

라는데， 이 작품이 쓰여지던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던 Goodman이 (1 16)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상충된다. 그러으로 Goodman의 눈에 V。는， 자신의 표현대로 가짜 친척이요 말 

많은 사기 꾼 (“a bogus relative, a garrulous imposter," 6) 이 된 다. 이 에 대 한 V.의 강력 한 

8) Hyde, Vladimir Nabokov: Aηteγïca’ s Russian Novelist (London: Marion Boyars, 1977) , pp. 
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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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는 반대로 이것이 사실임을 암시한다. V.는 거울 앞쪽 세계의 작줌인물이 앞에 언급된 

“ Mr. Hyde"의 자료플 덧붙여 업고， 거울 뒤쪽 세계에서 Knight의 이복동생으로 살아나와 

이 전기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자신의 정체에 대한 V。의 주장을 뒤집어 볼때에 그는 위에 언급된 Mr. Si1ber. 

man처럼 Knight의 피조물이며， 이 사복경관의 거울 앞쪽 전신， 즉 작중 인물 Mr. Siller에 

대한 V.의 비평은 그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그에 의하면 Knight의 작중인물 중 이 인물이 

가장 생동적이며 “ research theme"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 “ the final representative 

of the ‘research theme, ’ which 1 have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The Prismatic Bezel 

and Success. It is as though a certain idea steadily growing through two books has now 

burst into real physical existence ... " (104). The Real Life의 독자에 게 는 이 논평 의 Mr. 

Siller를 V.로 바궈야 할 것이다. Lost Property에 등장했던 이복동생이 거울 뒤쪽에서 “실 

제 육체”블 갖고 뒤어나와 “ research theme"을 따라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기에 V.에게 

는 Lost Property가 “가장 자서 전적 ” 소설 이 고 (6, 26) , 가장 쉬 운 책 일 것 이 다 ; “ his easiest 

book, 1 think." (115). “내 생각에 그렇다”는 이 말꼬리는 다른 독자들과 다른 차원에 있 

는 V.의 특수한 위 치 를 강조해 주는 표적 이 다. 이 런 복장한 이 야기 구조를 Knight가 The 

Real Life를 쓰기 시작하기 직전에 생각하고 있었음을 Nina가 간접적으로 전해 주고 있다. 

이 우렵의 그는 삼중 이야기 차원 같은 “꿈속의 꿈속의 꿈”에 대해 지겹도록 얘기했다는 

것 이 다 : “she had had quite enough of hearing him talk of his dreams, and the dreams in 

his dreams, and the dreams in the dreams of his dreams (159)." 

물론 Lost Property외 에 V.가 Knight와의 인척 관계 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유력 한 근거 

는 사망 직 전 Knight가 우송한 펀지 일 것 이 다. 이 편지 는 이 작가가 최 근작 The Doubtful 

Asphodel의 출판 후 Nina에게 버럼받고 영국을 떠나 외부와 접촉을 끊은 두달 후 병사하 

기 캠전 파리의 요양소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뒤집어보면， 바로 이 시 

점이 Knight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두 세계의 접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Nina에게 쓰기 

시작했던 펀지를 중간에서 이복동생에게로 돌려 쓰는 바로 그 부분이다 : “ This letter was 

begun almost a week ago, and up to the word 'life’ it had been destined ... to quite a 

different person. Then somehow or other it turned towards you .... (186)" 이 것은， 뒤 에 논 

의 되 겠지 만 Pale Fire에 서 Shade의 시 “ Pale Fire" 마지 막 행 이 소션 로 확장되 는 것 처 렴 , 

애인에게 쓰던 펀지가 소설의 형태로 자라나가기 시작하는 경제션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령다면 Knight는 왜 자신의 죽유을 가장하고 이복통생이 라는 허구적 언물로 하여금 자 

신의 작품과 생애를 재구성하는 소션을 쓰는 것일까? 다픈 한편 (즉， 거울 뒤쪽에서)， v。

는 멀리하던 이복형의 사후에 왜 캅자기 강한 관심을 갖고 생엽도 소흉히하며 그의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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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시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중심S로 이제부터 Knight의 목소리플 V.의 것과 구뱉하 

여 들어보자。 

우선 이 두 목소리 의 차이 는 자서 잔 (aλ따1 

념차이를 드러낸다. V.는 작품도과4 생애블 분려하지 않않-고 경험척 생애 (애biψo아logy찌r새)에서 작풍의 

근원을 찾S며， Proust적인 싣라분석 전거블 쓰려고 노력한다。 반면 Knight는 자서전의 

자동 (auto-) 또는 생 애 (bio-) 라는 개 념 에 의 문을 갖고 이 를 다자 (allo-) 또는 죽음 (thanato-) 

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는 반모더니스등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서전” 

을 쓰고 있다。 냐는 이 Nabokov작품을 읽고난 후 여기에 나타난 만모더니스효적 자서전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이론적 배경을 이 러시아 작가와 내가 아는 한 전혀 직점 

적 관계가 없는 불란서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Jacques Derrida의 1979년 강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9) 그러묘로 Knight와 V.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Derrida의 자서 

진 재검로론을 소개하려 한다. 

1988년 영 어 로 먼 역 된 이 강연에 서 Derrida는 “。tobiographies: τhe Teaching of Nie

tzsche and the Politics of the Proper Name" 이 라는 제 목을 갖고， Nietzsche의 자서 전 Ecce 

Homo와 On the Future 0/ Our Educαtional Institutions라는 글을 중심으로 자서전， 작품 

의 해석 3 대학의 경전해석이 갖는 정치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중 나의 주장과 가장 

관련있는 부분은 자서전이라는 장료에 대한 부분안데， “。tobiography"가 Knight의 “자서전” 

과 유시-하기 때문이다. Derrida의 신조어 야obiography는 “auto-"를 “。to- (구1)"로 바꾼 것인 

데， 그는 Ecce Homo에 반복되는 귀의 모티프에 주목하여， 이 자서전의 서명은 뼈ietzsche 

가 하는 것이 아니 라 이 책을 후세에 읽는， 다시 말하면， 듣는 독자에게 맡겨 졌으묘로 접두 

어를 바꾼 것이다. 이것은 언뜻 독자만응 이흔과 비슷해 보이지만， 여려 하1 석의 차이를 단 

순히 독자의 심리상태나 해석능력의 차이로 설멍하지 않고， 저자의 주체성의 문제와 독서 

행위에 연루판 정치성과 역사정으로 설명한다. 먼저， Nietzsche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저자 

의 주체는 단일한 정체성 (identity)으로 모아질 수 없다. 저자는 서로 틀련 두개 흑은 세개 

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서전을 쓰는 행위 자체에 이미 오독의 가능성이 끼여 들어 

가 있다. 다음으로， 니체의 자서전에 서명하는 독자의 귀도 수동적으로 듣는 것아 아니라 

니체의 목소리 만큼이나 생산적얀 것으로서， 듣는 행위에는 정치성과 역사정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라고 Derrida는 “oto-"로의 변화를 션명한다 : 

To hear and understand it (Nietzsche’s γoiceJ ， one must also produce it, because, like his 

voice, Nietzsche’s signature a￦aits its own form, its 0￦n eγent. This event is entrusted to us. 

Politically and historically (not just politically, unless one understands “po!itically" in the 

broadest sense of the ￦ord) ， it is ￦e who haγe been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the 

9) Derrida, The Ear of the Other (Li llGQ1J1 <tnd LQndoll; Uniyersity of Nebraska Press, 1988))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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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of the other’s text which wc haγe inherited. 10 ) 

이와 관련하여 The Real Life를 볼 때에， Nieìzsche는 타인이 서멍할 (미래시제) 자서전 

을 썼다면， Knight는 이마 타인에게 서명된 (과거시지D 자서전을 전기의 형태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Derrida의 용어로 표현하면， Knight는 자서전을 타인이 쓴 (allo- 휴은 

heterography) 사후전 기 (thanatography) 의 형 태 로 쓰고 있 다. 그것 도 저 자의 작품 (writings) 

과 전기적 사실 (life)의 관계에 대해 자신과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v.의 이름오로 서 

맹히-게 함으로써 v.보다 더 예만한 귀만 자신의 목소리룹 들을 수 있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논의해야 할 것은 V。의 전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v. 
가 전기릅 쓰기 시작하는 동기， 쓰는 망뱀， 그리고 Knight 작품에 대한 왜곡관 해석 등을 

살펴볼 때 v.는 모더니스투적인 특성을 드려낸다. 

먼저 그가 전기 집펼에 칙수하는 이유는 자신의 머1 마르고 무마건조한 월급갱이 독신사엽 

가 생 팝에 의 마 와 아름다움을 부여 하기 위 해 서 이 다， 그보다 앞서 그가 죽어 가는 Knight<>ll 

게 달리간 것도 임종을 앞둔 그의 입에서 어떤 놀라운 계시를 얻을 수 있오리라는 기대 때 

문이었다. 그는 이복형 잎에서 늘 할 말이 없어 어색해했고 하고 싶은 말도 표현하지 옷했 

오며 (32) , 그의 초대 에 도 불구하고 방문하지 않고 멜 라 했 었 다 : “ Why had 1 never visited 

Sebastian in London? He had invited me once or twice. Why had 1 kept away from him 

so stubbornly, when he was the man 1 admired most of all men? (195)." 요 양소에 서 보낸 

펀지플 받고도 그의 처음 반응은 친밀한 관계블 맺는데 대한 두려움과 망젤엄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사업핑계를 대고 만남을 떤기시킨다(187) . 그날밤 뭔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 

해 주기 위 해 자기 를 부르는 깃 같은 Knight의 꿈을 꾸고도 “나날의 진 부함”과 “상식 ”의 지 

배를 받아 (190) 만나라 떠나지 못한다. 걷국 그를 떠나게 하는 것은 Knight가 위독하다는 

의사의 전보였다. 생전의 형에는 가까이하지 않던 그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형에게 달려간 

이유는 인간적안 연만이나 동기간의 정보다는 Knight의 최근 소섣 때문이다. v.는 The 

Doubtf，μ1 Asphodel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죽기 직전 채닫은 철대적 진리플 말로 표현하려 

는 순간에 죽어버린 것을 읽고는 그 책속 어 만 71 에 그 “absolute solution"이 숨어 있다고 

(180) 생각했는데， 이지1 전보로 Knight기 츄읍윈- 앞두고 있다는 것흘 알고는 Knight의 편 

지와 그에 대한 꿈에 새로운 의마관 부-이하여 그기- 죽기 전 하는 딴판 놓치지 않으랴고 초 

조하게 달려가는 것이다(194) . 

이러한 열망이 좌칠되자， Knight의 꾀푸 소섣이 맘고 있는 것 갚아 2L이는 쉽내적 히1 닦 

윤 그으1 생애에 λl 찾기 위해 시염도 소푼히 히고 진기 진띈에 끽수1낀다고 관 수 있다. v. 
는 형에 대한 표현되지 뭇했、던 애정 때문이다고 히자 T간， 二L2，~다는 갚J|1 운혜시 고l꾀하듯이， 

고고한 예술의 세계에 살던 작가의 영흔을 친!이 파고룹r으-르씨 그 영흔윤 자기 갓으로 내띤 

10) Derrida, The Ear of the Other ‘ “ Roundtable on Autobiography," p.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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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204) 자신의 무미건조한 삶을 찬란하게 변용시키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그는 

Knight에 대한 집착이 다른 모든 일들을 퇴색시키고 강하게 불다요른다고 말한다 : “ 1 cannot 

help saying that my life-long affection for him, which somehow or other had always been 

crushed and thwarted, now leapt into new being with such a blaze of emotional strength 

-that all my other affairs were turned into fiickering silhoutìes (33). " 이 러 한 집 착의 동 

기를 깨닫지 못하는 그는 자신의 집펄행위가 전혀 개인적 감정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141). 

V.가 쓰는 전기는 그가 경멸하는 “ biographies romancées" (20)식의 단순한 사실주의적 전 

기의 수준은 넘어섰지만， 모더니스트 소설갚은 심리분석적 전기를 쓰고 있다. 그는 Knight 

의 복잡한 심리 구조를 잘 따라감으로써 작풍에 나타난 그의 의도와 사상을 포착할 수 있 

으리라고 믿는다. 문학적 재능도 없고 Goodman처럼 가까이 지내본 적도 없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특수한 도구는 “심 리 적 친화력 " (36) 이 라고 강조한다. 

그는 Knight의 작품과 생애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작가의 실제 경힘에서 작품이 생겨나 

온 근원을 찾으며， 작가의 의도를 작품 해석의 근거로 삼고3 작품 안에는 작가가 의도한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믿는다。 한 예플 들어 그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Goodman의 

전 기 블 반박하기 위 해 Knight의 소설 Lost Prθperty의 첫 부분을 이 용한다 (65) . 그는 이 

작품 뿐만 아니 라 다른 작품들도 자서 전적 인 요소로 인용하며 Knight의 과거 를 재 구성 하는 

데 사용한다. 역 으로 Lost Property에 대 한 Goodman의 해 석 을 반박하기 위 해 Knight의 부 

친과 생모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증거로 제시한다(18-20) 。 이것은 작품 해석에 있어 텍스 

트 이외의 보충자료는 모두 제외하는 텍스트중심 비평의 정반대로서， Derrida가 위에 언급 

된 강연에서 지적하듯이， 이 두 가지 바평은 모두 작품과 생애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단순 

화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거울 밖에 있는 V.의 창조자로서의 Knight는 V.의 모더니즘을 자신의 직품들에 대한 V. 

의 왜곡된 해석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다. Goodman과 V.의 전기는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 

로 Knight를 Proust같은 모더니스트 작가로 보고 있다. 다만 전자는 사회참여문학을 중요 

시하는 입장에서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 Knight를 비난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런 초연함에서 보이는 엘리트적 성세함과 고고함을 잔마하고 있는 점이 다블 뿐이다. 그 

런데 둘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이 작가가 Goodman이 주장하는 것처럼 Proust플 

경내내는 것도(1 16) 아니요， V. 가 생각하는 것처렴 그보다 위대한 “유리 가운데의 수정， 

원주 가운데의 구 (a crystal among glass, a sphere among circles, 66))"같은 성마주의적 모 

더니스트 작가도 아니라， 그의 작품이 Proust적인 소살을 패러디하고 있다는 점이다。 

V.가 Goodman과 똑 같이 이러한 패러디릎- 놓치는 부분은 Lost Property의 한부분에 관 

한 논의에서 드러난다。 그 바로 앞에서 V.는 Goodmano] Haηtlet이나 J erome K. J e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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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Chekhov의 작품에 대한 Knight의 농담을 옷알아 들었다고 비웃었는데 (64-5) , V。자신 

은 이 소설이 제목이나 내용띤에서 Proust의 꿇emembrance 01 Things Past를 기-리키고 있 

음을 알아보지 옷한다. Knight의 소설에서 인용된 부분은 “곰팡이 냄새 (musty smell) "가 

주인공의 마음에 불러 일으키는 예만한 반응이 묘사된 부분인데 (68) , Proust 소설에서 Mar-

cel이 비 슷한 냄 새 (“fusty smell") 때 문에 느끼 는 특벨 한 감정 이 그려 진 부분과 겉 으로는 매 

우 유사하게 보인다 11) V.는 Knight 소설의 장면을 마치 Proust적 경험인 것처렴 해석하여 

이 부분을 Knight의 영흔이 가진 탁월한 감수성을 나타내는 예로 들고 있다 (66) 。 그러나 

Proust 소설 장면과 비교해 볼 때 Knight가 모더니스트 소설적인 에피퍼니를 풍자하고 있 

음이 맹백하다. Marcel은 이 냄새가 어린 시절 아저써방에서 맡았던 냄새라는것을 기억해 

내는데， 이것은 이 소설의 유명한 마들례느 케이크 에피소드와 같이， 같은 감각에 의해 연 

상되 어 되 살아난 과거 (involuntary memory) 의 하나로서 , 이 소섣의 마지 막 부분에 서 Mar

cel에게 인생에 불변하는 무엇이 있다는 계시를 주게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장 

면에서 든든한 즐거움을 준다. 이와 반대로 Knight소설의 주인공은 꼼팡이 냄새가 불러 일 

으킨 생각에 빠져서 안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른다。 Knight는 이 일화를， V. 

의 해석과는 반대로， 주인공의 과민한 감수성이 고통스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예로 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67) . 

V.가 자기나름대로 왜곡시켜 오해하는 Lost Property의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는 화자가 자신의 모친이 돌아가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집앞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의 환영 

을 보는 부분이다(19-20) . 그런데 Knight는 그 특유한 방식으로 꼬아서， 그집이 화자의 모 

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장소였다는 것을 밝힌다. 이 창면은 Virginia W oolf의 To the Light

house 마지막 부분에서 Lily가 Mrs. Ramsay의 환영을 보는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Woolf 

소설에서는 이 경험이 시간을 멈추케 할 수 있다는 모더니스트적인 신념을 확신하게 하는 

계시를 주는데 반해， Knight 소설은 그런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서는 전혀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 

득히 V.에게 그러한 기대를 강하게 불러 일으컸던 The Doubtjiμ1 Asphodel야 읽혀지는 

부분에서는 원작의 인용 부분과 V.의 논평이 나란히 교대로 제시되는데， 그 물이 전혀 다 

른 방향￡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소섣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생사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깨닫고 수수께끼블 풍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귀철을 인용한다 : 

“And as the meaning of all things shone through their shapes, many ideas and events 

which had seemed of the utmost importance dwindled not to insignificance, for nothing 

could be insignificant now, but to the same size which other ideas and events, once denied 

ll) Proust, Remembrance of Things Past. trans. C. K. Scott Moncrieff, Terence Kilmurtin , and 
Andreas Mayor (New York: R,mdomhouse, 1982) , 1 , p.530. 



åhy importance, now attained (179)." 여기서 이 주인공은 예잔얘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이 축소되어 이제 평범한 것들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강조하지만 v。는 그 

만대로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게 확대되는 것만 강조한다 : “ ... any other such trifle out of 

millions and millìons of trifles grew to a won-derful size (179)." 견국 이 주인공이 진리를 

1괄설하지 않고 죽는 것을 v.는 안타캅게 여기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것처렴， 이 

러 한 기 대 강의 유발과 충족이 거 부됨 은 Knight의 특별 한 의 도 (“special íntention") 이 며 3 구 

체적으로 말해 모더니즘의 패러디라고 생각된다. 

The Real Life의 저자료서의 Knight는 이 작품에서도 같은 의도플 보여 주는페， 그것은 

발화 (narration) 방식과 설화 (narrative) 내용 사이의 간격에 의해 암시되어 있다. v。가 전 

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은 Knight가 죽은 후인데 이 병사장면을 맨 뒤에 놓은 것은3 독자로 

하여금 생사를 가로지르려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진리를 들으려 달려가는 V。의 기대감과 

초조함을 함께 느끼게 하고， 그 후에 틀린 병상이었음을 밝힘으로 v.와 같은 좌절감을 맛 

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v.는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제시를 바라가 에문 

에 전기플 쓰기 시작한 것이며 s 이와같은 경험에서 요히려 무슨 영흔이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 다는 유 아폰 (solipsism) 에 더 깊 이 빠진 다 : “any soul may be yours, if you hnd 

and follow its undulations (204)." v。는 여 기 서 어 떤 계 시 플 얻 었음을 말하는 것 이 아니 라 

Knight에게서 비밀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v.가 드러내는 모더니즘의 위험성은 표면 위에 숨어 있는 진리， 고고한 아름다움을 추구 

하다가 평범한 것에 대한 사랑을 잃어 버리는 것이다. v。가 위대한 작가외 영혼에 새겨진 

굴곡을 따라가는 것온 좋을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에 불펄요한 것은 하찮게 얘 

기고， 펄요하다면 남의 감정을 무시하고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정함을 보인다. 그는 

사람들을 수단오로 대하여 위대한 예술가의 전기적 자료로서만 이용하는 것이다. 어느 러 

시아 부인의 일기플 벌어 Knight가 출생한 날의 날싸를 알아내고는， 그 부인이 익명을 부 

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이픔의 두운이 아깡다는 이유로 이름을 밝힌다 (5) 。 예전의 

가정교사를 찾아 가서도 노쇠한 옛 선생에 대한 연민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료플 얻지 

뭇함에 짜증만 느낌 뿐이며 (23) , Clare의 감정은 무시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쓰라린 옛사랑 

에 대해 얘거해 주기를 강요할 것을 상상하며 (75, 78) , Nina를 만났을 때도 정보를 캐내는 

데만 급급하여 그녀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전혀 눈치채지 옷한다。 그리고 예술지상주의콸 

표방하는 그는 요양소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어떤 군인의 소매가 스치자 예술가 앞에 “순수 

하게” 나다냐고 싶어서 손에 묻은 “천박한 세상”을 씻어버리고 짚어한다(194) . 물론 그는， 

Pale 햄re의 Kinbote와 같이， 악인은 아니며， 진리와 예술을 탐구하려는 엽청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한 추구에 사로장혀 다인에 대한 사랑과 동정섬을 결여하게 펀다. 

지금까지 다언이 쓴 천기 (heterography) 행식을 통하여 v.의 목소리 믿에 있는 Knigh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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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플 들었는데， 이제 사후 전기 (thanatography)의 형식을 통해 전해지는 Knight의 얘 

기를 들어보자. Knight가 죽음을 가장한 이유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잠시 고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초상화를 그련 Roy Carswell이 말한 것처럼， 누구나 나르시 

서스처럼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얻곰을 들여다 볼 수는 있지만 Knight는 “특별히 잘 (120) "했 

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속단에 있는 깃처렴 관윤 덮아야 그 사땀의 인생윤 평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펀 Derrida의 강연에서는 Nietzsche의 “。tobiography"가 자 

신의 과거블 묻어 버려고 션이온 이야기블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한다. 나는 이런 사람 

이 라고 딴하는 것 온 속단이 기 때 문이 다 : “It is a prejudgment, a sentence, a hasty arrest, 

a risky prediction. This life will be veri f1ed only at the moment the bearer of thè name, 

the one whom we, in our prejudice, call living, will have died. It will be veri f1ed only 

at the moment after or during death’ s arrest." 12) 

이와 같은 죽음이란 정지상태에서 Knight는 그 이룹읍 버리고 V.라는 가명 휴은 익명 뒤 

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이 새로운 이름은 거울 안에서는 이복동생의 이름이지만， 

거울 밖에서는 Knight의 이픔 철자블 영어식으로 표기할 때 Sebastian중에서 “b"플 러시아 

철자로 바꾼 것이다， 요양소에서 보낸 전보플 받았을 때 “Sevastian"으로 척혀 있는 것을 

보고 V.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 보는데 (191), 거울 밖에서 

자신의 이릅으로 가장한 Knight흘 쳐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살 V.의 얘기 안에서 

그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는 사람은 Knight뿐이고 (71) ，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개플 하는 장 

면묘사에서는 간접 표현으로 괄호 속에 집어 넣어 배 린다(127， 142, 204). 

이 처'1 Knight외 Nabokov 사이 의 거 윤을 검 토하고， 이 두 목소리 가 얼 마나 가까운지 생 각 

해 불 차례이다. Nabokov는 Knight를 동해 자신의 전기플 쓰고 있다고 할 정도로3 이 소 

섣에는 그의 실제 생활의 많은 부갚아 둡어가 있다. (나도 V.처럼 전기적 요소와 작품을 

연결시키려 하는데， 다른 점은 그 둡읍 일치시키지 않으며 전기적 자료플 다만 보충자료로 

이용할 뿐이다.) Knight의 탄생 년도와 출생 장소， 1919년 영국으로의 이주， Cambridge에 

서의 대학교육， 스위스 기정교사 재방문 등픔이 그것이다. 더구나 Nabokov가 이 소설을 쓰 

기 시작한 때가 그가 36세 되던 1936년인데， 이 숫자는 작품에서 Knight의 사망년도， 그의 

런던 아파트 주소 (36 Oak Park Gardens) , 의사의 전화번호 (Jasmin 61-93) , 1영섣번호 (36) 

에 쓰여 지 고 있다. 한 인 티 뷰에 의 하띤 13) , 그는 1935"-'36년 Proust판 심 각하게 읽 었다는데 , 

이 불란서 작기의 자서진적 소섣과 )J1 슷하게 자산의 삶윤 소재보 한 소성을 구상했으리라 

고 집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Knight라는 기-멍으로 파가관 지1 검토한 깃이라 한 수 있겠다. 

물론 그 다음 이 야기 차원에 서 는 Knight가 V. 과는 (진 곽 Nabokov의 이 픔 Vladimir플- 가리 

12) Derrida, Tke Eye 0/ tke Otheγ， p.9. 
13) ].E. Rivers, “Proust. Nabokoγ. and Ada," in Critical Essays 0η Vladiηûr Nabokoν. cd. 

Phyllis A. Roth (Boston: G. K. Hall & Co. , 1984) , p.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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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익명 뒤에서 서술한다. 

그러나 Nabokov의 목표는 향수에 어린 과거의 재구성이 아니라 모더니즘 마학과 자신과 

의 거리를 재어보고 문학적 재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Proust소설의 주안공은 

않 았다 : “This life that at every mo-책속에 과거플 원형으로 복원시킬 수 있음을 의심치 

that a life, in short, can be ment we distort can be restored to its true pristine shape, 

realised in the confines of a book! How happy would he be ... the man who had the power 

이름으로 자서전적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 

앞에서 주장된 바와 같 

도덕적인 

Knight의 과거 는 전기 의 끔에 가서 

소섣 Nabokov가 Knight처 렴 

재생시킬 수 없다고 

찬미하고 존경했지만， 

다인의 

to write such a book!."14) 그러 나 The Real Life에서 

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닫아 있다. 

을 쓴 이유는 “책”속에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아픔다움을 

이 예숭로써 삶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심마주의의 

묘로 Nabokov는 Proust 소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진부하고 

용어이지만 사랑을 강조한다고 생각된다. 

π
 
m 

Pale Fire는 The Real Life와 같은 잠중 이 야기 차원을 갖고 있는데 , 20여 년 후의 이 소 

뚜렷하고， 매력적으로 발전되 섣은 더 원숙된 작품으로서 병치된 두 목소리가 더 풍부하고， 

The Real Life에서는 Knight와 V。가 이복형제로 설정되어 있지만， 가까이 지낸 

V.의 내면 세계가매혹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있다.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생 눈에 비친 형이 멀리서 그려져 있으며， 

적일 정도로 풍부하지 뭇하고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동경이 

어 

교수로서 옆칩에 살며， 몇달 밖에 안되 

지 만 Kinbote가 마치 Samuel Johnson의 전 기 작가 J ames Boswell같이 접 근하여 감문으로 엿 

볼 정도로 거의 같이 지내기 때문에， Shade의 성격이 더 뚜렷하게 요시되어 있고， Zembla산 

보여지는 Kinbote의 거의 절망적이고 광기에 찬 강렬한 예술에의 

강한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Shade가 지은 “ Pale Fire"라는 시보다 

찬란하고 예슬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비평가는 그의 풍부한 상상력과 

는
 

아
 많 

Pale Fire에 서 는 Shade와 Kinbote가 같은 대 학의 다. 

도피 욕구가 독 

Kinbote의 주석 

탐마주의에 

화에 의해 

자에게 

이더 

이 끌려 그를 주된 목소리 로 보기 도 한다. 그러 니 Shade가 Kinbote의 창조자라는 암시 가 강 

하게 깔려 있고， 이것이 유일하게 옳은 해석 방볍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 

점에서 불 때 Shade의 예숨세계플 단 한편의 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소설 전체로 더 근거 

있는 평가괄 내렬 수 있고， 이를 Kinbote의 예술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a 

The Real Life처 렴 Pale Fire에 서 도 “ Shade," “Shado￦S，” “ Zembla," 뒤 바뀐 。1 픔과 단 

처음 중심 모티 프가 되 어 있다. Shade의 시 “Pale Fire"의 

14) Proust, Remembrance of Thiηgs Past, 1Il, p.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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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Lewis εarroll적 인 거 울 이 미 지 로 시 작되 는데 , 이 것 이 Shade의 가장된 죽음-과 계 속되 는 

삶을 암시한다: 

1 was the shadow of thc waxwing slain 

By the false azurc in thc windowpal1c; 

x πas the smudge of ashen flu[f • and 1 

Liγed on, flew on, ill the reflectcd sky. 

이것은 화자블 71 울 같은 창문에 날아가- 부딪펴 죽고， “그리고” 거울 속의 세계로 들어 

가 계속 날아가는 새에 B1 유하고 있는데 waxwmg이라는 새는 Kinbote가 의미심장하게 

Index<>ll 서 야 지 직 하듯이 (“interesting assocÎation belatedly realized," 247), 시 인과 같은 이 

름인 Bombycilla Shadei라는 학멍을 갖고 있디-。 

바로 그 다음 언에 나오는 램도， Paul R. Jackson이 논했듯이 Sherlock Holmes와 연결 

되어 Shade의 가장된 죽음을 가려카고 있다 15) 시의 회지는 뒤로 향하는 화살표 같이 생긴 

랭 의 발자국을 보고 Holmes의 거 꾸로 난 쿠두자국 이 야기 블 연 상한다 : “￦as he in Sherlock 

Holmes, the fellow whose/ Tracks pointed back when he reversed his shoes? (30). " 이 에 

대해， 믿을수 없는 주석가인 Kinbote는 지금 εonan Doyle의 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떤 이 야기 릅 가리 키 는지 알 수 없 다면서 , Shade가 이 ‘'Case of the Reversed Footprints"를 

꾸며 낸 것 이 라고 추측한다 (65) . 그려 니- Jackson이 지 적 하는 것 처 럼 3 “τhe Final Problem" 

이 라는 이 야기 에 서 Holmes가 죽은 것처 럼 가장하고 숨으며 , 다음 책 인 The Retμrη of 

Sherlock Holmes의 첫 이 야기 (“τhe Adventure of the Empty House") 에 다시 나타나서 

는， 신을 뒤집어 신고 그때의 사건현장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의심을 받을 소지 

가 있어 다른 방법을 취했었다고 동료인 Watson에게 설명하는 창띤이 있다. 그러므로 이 

Holmes인용이 Shade의 계속되는 삶에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Shade는 유년기에 기절했다 잘아나는 “ playful death" (33) 의 경험이 있었고， 최근 

에는 심장마비로 쓰려졌다 회생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시의 마지막 εanto에서 자신의 

“ biographer" (55)를 예견하고 있으며， 끝부분에서 다음 작품의 뼈대블 구성하고 있다 : 

“없an’ s life as comηuntary to abtrμse / Un.finished ψoem. Note for further use (57)." 더 우 

기 Kinbote가 글쓰고 있는 장소가 Cedarn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Shade가 시를 완성한 후 

휴가가려고 예정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Jack Grey 저걱 사건에서 살아남아， 계획 

했던 것처럼 s 한 행이 모자라는 미완성의 시에 주식을 다는 인물을 주엔공으로 하는 소설 

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Kinbote라는 얀물이 Shade의 작품과 인생을 연 

결하는 전기 형식이묘로， 중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The Real Life의 Knight와 비 

슷하게， Shade는 시의 마지막 행에서 죽읍을 가장하고 거울 속의 세계로 들어가 자신의 60 

15) Jackson, “PaZe Fire and Sherlock Holmes," Studies iη Americιn Fiction 12 (1 982):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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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돌아보며 다자의 귀에 들리는 “otohiography"를 쓰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서 전적 얀 시 “ Pale Fire"보다 다서 전적 인 Pale Fire기→ Shade의 예 술세 계 플 대 표한다고 볼 

수있다. 

거 꾸로의 세 계 언 거 울 안에 서 Kinbote라는 인물은 Index에 나오는 앓lacle의 동료교수 v。

Botkin을 반영 하고 있으며 , Mary McCarthy가 지 적 한대 로 Kinhote의 환상세 계 인 Zembla에 

는 대 학내 의 사건들이 투영 되 아 있다。 삐 그런데 V, Botkin이 라는 아 름은 영'he Real Life획 

V，와 èl] 슷한 종류의 이름이다. 이 이릅을 거꾸로 쓰면 Nikto 묘V，가 되는데 nicto는 러시 

아어로 “nobody"블 의마하며ηB는 영어 철자 V에 해당하는 러시 아 철자이묘로， 결국 

Vladimir Nabokov를 가리 킨 다。 Shade는 Knight처 럼 V, 라는 익 명 뒤 에 서 자산와 삶을 조 

명한다고 할 수 있다。 

Shade가 쓴 Kinbole의 Zembla산화는 이 작품 여 러 곳에 언급되 어 있는 Samuel Johnson 

의 작품 중 하나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Pale 월re 서두의 J ames Boswell책 언용 Kin

bote의 Boswell 흉내 (125) , Johnson의 외 모를 닮고 (209) 같은 Alexander 판ope 학자언 Shade 

등등 뻐hnson이 많이 거 흔되 는데 , 특히 Kinbote는 Johnson이 1759년 발표한 Rasselas, 

Prince of Abissinia에 등장하는， 자신의 왕국에 서 탈출한 왕자와 매 우 èl] 슷하다， Rasselas 

는 천국 같은， 그러나 일면 감옥같은 τhe 묘appy Valley의 고렵된 궁전에서 살았는데， 세 

상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 역활을 하는 학자 Imlac과 함께 산밑으로 터널을 뚫고 빠져나와 

여러가지 경험을 하는 등， Kinbote의 Zembla신화 내용， 그리고 그와 Shade의 부자관계같 

은 인물설정이 상당히 비슷하며， 내세의 문제， 절망과 우울증， 상상력의 문제， 고립된 영 

흔의 광기 등등 Shade의 시 와 소설의 주제 와 유사한 관심 사를 다룬다。 Johnson의 우화소설 

은 정신적 자서전으로서 그의 유명한 시 “τhe Vanity of Human Wishes" (1749)의 소설판 

이라 간주될 정도로 같은 주재를 다루기 때문에， 이 고전시인의 인용은 많lade의 시가소설 

로 발전 될 수 있 음을 뒷 받침 해 준다， Kinbote는 “ Pale Fire" 라는 시 가 미 완성 으로서 Shade 

가 계획한 작품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는 다른 교수의 의견을 말도 안된다고 무시하며， 

남은 1， 000번 째 행이 첫행과 동일한 것이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14) ， 이갓은 Shade의 작 

품을 처음과 끝이 맞물려 완전한 균형을 가진 모더니스트 작품처럼 만들려는 그의 희망을 

드러 낼 뿐이 다‘ Shade가 신 Pope식 의 (neo-Popian) 이 행 연귀 라는 엄 격 한 형 식 을 사용하다가 

마지 막 행을 소설로 확장함으로써 Kinbote가 “수정 (crystal) "으로 보는(15) 시의 균형을 깨 

뜨린 것은 바로 이와같은 Kinbote식의 예숭관을 패러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해설가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걷으로 드러나 양각되어 있는 Kinbote의 목소리와 그 

밑에 음각되어 있는 Shade의 목소리블 구별하여 들어보자， Kinhote가 Shade플 우상화하게 

16) McCarthy, “Vladimir Nabokoγ’ s ιPale Fir상 " Eηcoμηter 19 COct. 1962): 72. 
17) Field, p. 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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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기， 시 해설서를 쓰게 된 동기， 그리고 Shade 시에 대한 왜곡된 해석 등이 The Real 

Life의 V.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먼저 KinbotejBotkin이 Shade에게 집착하게 된 이유는 

이 시인이 어떤 절대적 구원을 제공하리략고 믿기 ".;]둔이다. 이 시인 옆짐에 이사온 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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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영혼 잔인한 봄이 자신의 

그는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Shade의 칩 

큰 저택에서 밤마다 공포와 외로움에 떨며 T.S. Eliot적인 

(“old death in my brain," 79) 을 깨 닫게 할 때 , 

을 엿보기 시작한다. 이 때의 그의 고통은 자신을 파멸해서라도 없애고 

다 : “At times 1 thought that only by self-destruction could 1 hope to cheat the relentlessly 

강렬하 싶을만큼 

in my pulse, in my skull, rather 

Gradus라는 

드러 

advancing assassins who were in me, in my eardrums, 

than on that constant highway looping up over me. ... (79-80)" 이 런 언 급은 

자객이 Jack Grey라는 실제인물에게 투영한 Kinbote 자신의 내면적 고통이라는 것을 

“crystal 정지시켜 

그는 Shade를 만나기 전부터 골 

시간을-있으며， 

내준다. 

Kinbote는 창조적 예술이 연약한 인생을 

land"로 변용시킬 수 있다는 모더니스트적 믿음을 갖는다. 

정복할 수 

창작가인 시인을 

여긴다: 마술사로 

중독이 (63-4) 되어 있었고， 

시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만나자 처음부터 그를 세상을 재조립하여 

“John Shade perceiving and transforming the 

문학연구에 피하기 위해 정치문제블 치아픈 

it in and taking it apart, taking world, 

re-combining its elements in the very process of storing them up 80 as to produce at some 

unspecined date an organic miracle, a fusion of image and music, a line of verse. (24)." 

Kinbote는 시 교신하는 영감의 

엿본 어느 젊은 목사의 

얼폴이 다음 순간 황흘깜과 숭배의 표정으로 바뀌던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73) 。 

순간이 된다. 신과 직접 요현우로는， 창작과정이 종교적인 

고뇌에 갔던 엿보며 그 표정이， 어린 시절 블 쓰고 있는 Shade블 

그가， 

입
 

-/ 

기
 

달라 붙어 , Zembla얘 기 릎 “말파리 (botf!y)" (138) 처 럼 부인이 붙인 별명대로 Shade의 

삭막하고 바참하게 

진싣로 통하면 샤샤려우 
。 。 기 E 

시키고 이것이 시인의 손 끝에서 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의 

보이는 현실을 추방당한 왕의 얘기로 미화시킨 거짓말이 칭조적 

바뀌 리 라는 기 대 때 문이 다 : “Once transmuted by you into poetry, the stuff will be true, 

and the people will come alive. (170)" 

u] 평서원- 쓰는 이유가 시 히1 석에 필요 Kinbote는 공평 무사한 비 평 가의 입 장을 가장하며 , 

요소와 배경을 제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25) , 낀찌- 이유는 Shadc의 시가 전 한 전기적 

그가 태하는 해석 망법은 모더니스트 u] 팽 빙법으로시 

예를 들어， 자신의 의도대토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Canto Four의 마지딱 부분도 갚이 들 

이플 

표띤 이-래 선층의 꾀 u1 플 찾는다. 

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기가 윈하는 텍스트쿄 만틀기 위해서이다. 

어가 보면 뚜렷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 “ Actually, it tums out to be bcautifully accurate 

when you open your eyes in the limpid depths undcr its confused surface. It contain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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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gappy 1ine, not one doubtful reading" (14). 심 층에 파고 들어 갈 수 있는 능력 은 자신 

이 가진 예술가로서의 특수한 권능으로서， 그것은 계시를 받아 사물 뒤에 있는 심층구조의 

미세한 조직 (써실과 날설， “ the warp and the weft")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227) , Kinbote는 Shade의 잠재 의 식 에 내 면 화된 자신의 이 야기 (“all the many subliminal 

debts to me," 233) 를 찾아내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현실 (actuality) 과 동떨 

어진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광기이며， 현실의 재첨업을 막을 수 없음이 Kinbote의 

작업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여행객들의 소음과 두통으로 암시되어 있다. 

Kinbote와 Shade의 유사성 /상이 성 (“resemblancesjdifferences") 은 다른 인 물들에 의 해 효 

과적으로 부각된다. Gradus에 대조되어 Shade와의 비슷한 점이， 시인의 딸 Hazel과의 유사 

성에 의해 Shade와의 차이점이 섬세하게 구별되기 째문이다‘ 먼저 Gradus를 살펴보자. 이 

인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로 잘못 알고 Shade를 저격한 전과범 Jack 

Grey가 원형요로서， 자신을 겨누지 않았음이 확실한데도 국왕암살자로 Kinbote가 투사시킨 

인물이다. Gradus란 이름은 Zembla의 천재적 거울 제조가의 이름 “Sudarg"가 거울에 비친 

거꾸로 된 이름언데， 이 천재와는 반대로 Gradus 자신은 거울 제조엽에 성공해 본 적이 없 

는 사람￡로3 그는 결정학자듣 (crystallographers) 이 담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 

로 증오한다. 그는 Kinbote1-} Shade와는 정반대로 물질적인 수준을 초월하지 뭇하는 기계 

적 “ half-man" (219) 으로서， 그에 대한 역겨운 육체적인 묘사는 사물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 

고 내면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는 기계적 사실주의의 어리석음을 반영한다‘ 청치적으로 그 

어리석음(120)은 개인간의 어떠한 차이도 부정하는 유치한 평등주의로 구현되어， 열등한 

사람들은 우수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많이 갖고 자기들을 속인다고 여기기 때문에 

Grdaus가 망명한 왕인 자신을 살해하러 온다고 Kinbote는 생각하는 것이다. Douglas Fowler 

는 Kinbote가 Gradus와 너 무 대 조되 기 때 문에 Shade와의 차이 점 이 상대 적 으로 미 약하게 된 

다고 보았지만18) 나는 Gradus라는 인불이 있음으로써 Kinbote의 모더니즘과 Shade의 모더 

니 즘에 대 한 비 판이 더 정 교하고 효과적 으로 드러 난다고 생 각한다. 왜 냐하면 Kinbote의 세 

계가 Gradus에 비해 훤씬 창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이 가진 강한 매력이 그 부정 

적언 면을 가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Kinbote와 Hazel의 유사성 은 상대 적 으로 그와 Shade와의 차이 블 부각시 키 고， 가려 져 있 

는 모더니즘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낸다. Shade가 Kinbote플 동료 시인(“fellow poet," 

188) 으로 보았듯이， Hazel도 Kinbote처렴 불행한 현섣을 찬란하게 변용시키기블 갈망하는 

예술가이다. 이 소녀는 매력없는 외모 때문에 친구도 애인도 없이 소외된 상태에서 독서와 

언어유희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탐색에 사로집혀， 외룹고 비참하게 지내다가 자살했는데， 

Kinbote는 이 런 삶의 도피 룹 미 화하여 Index에 서 그녀 플 이 렇 게 소개 한다 : “ [She] deserves 

18) Fowler, Reading Nabokoψ， p. 1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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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respect, having preferred the beauty of death to the ugliness of life. (245)" Hazei의 

역 할에 대 해 서 는 David Galef기 자세 히 논하여 , Kinbote와 Hazel의 예 술은 심 미 적 도피 주 

의 예술인 반면， Shade의 예술은 삶을 향하는 건전한 예숲이라고 절득력있는 주장을 한 

바 있다 19) 그러으로 여기서는 Kinbote와 Shade가 시간과 내세에 대해 어떻게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두 사람의 예술관을 비교해 보겠다. 

Kinbote는 The Real Lije의 V.와 마찬가지로 예술에서 초월적 세계플 확신하고 싶어한 

다. 그는 모더니즘의 Bergson적 시간 개념을 수용하여 예술기-연 Shade와의 의미깊은 관계 

는 비록 몇달 밖에 안되지만， 밖에서 들리는 여행객들의 귀아픈 소음과 관계없는3 내면적 

인 영컵의 투명한 시 간(“eons of transparent time," 17-8)을 갖는다고 주장한다e 그가 Shade 

에게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는， 갚이 산책할 때에 이 시인이 문학보다 자연 생 

불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135-39) . 그는 자라고， 변화하고， 죽는 생물에 대해 

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정의 나라 Zembla얘기를 시로 변용시키는 작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점점 Zembla 환상에 빠질수록， John

son의 Rasselas 왕자가 그랬던 것처럼 20) 환상이 현실보다 우세해져서 현실과의 접촉이 끊 

어지고 삶을 소홀히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가 자살을 찬미하는 것은 시간의 지배블 받 

는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초월적 존재인 신과 영원의 나라에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기 때 

문이다. 그러나 자살이 죄가 되묘로-내세를 가정하면 신의 존재가， 그러면 죄의 개념이 

생긴다-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이 한가지 죄를 범함으로써 다흔 모든 죄플 끝낼 수 있으무 

로 용서될 것이라고 합리화한다(176) . 

Shade도 한 해 청년기에는 Kinbote처럼 죽음과 내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 

다고 Canto τwo 첫 15행 에 걸 쳐 보고한다. 그런데 지 금 61세 에 는 자연 그대 로 반아들여 , 

죽음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음을 2행으로 간단히 표현한다 : “ Today 1’m sixty-one. Waxwings 

/ Are berry-pecking. A cicada sings. (34)" 시 간과 공 간에 갇혀 있 는 인 간에 게 죽음 후의 세 

계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므로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한 때 관계를 맺었던 “내세 준비 연구소 (Institute of Preparation For the 

Hereafter) "는 저 세 상을 단순히 이 세 상의 연 장이 라고 상상하는 것 이 얼 마나 우스팡스러 운 

지 보여 주는데， 변화와 성장을의미하는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최근에 죽은 사람들과 옛날 

에 죽은 사람들이 만나서 빚는 혼란과 갈등의 광경은， Sybil의 표현대로， “지옥”과 다를 바 

가 없다. Shade는 죽음을 생존의 반대로 정의하는 대신 “망각" (44) 으로 정의한다. 그러므 

로 LP.H.와 다른 종류의 천국， 즉 “유한한 인생의 우수와 연약함 (The melancholy and the 

tenderness/ Of mortal life, 44)"이 모두 잊혀져 존재하지 않는 천국도 거절하겠다고 딩당히 

19) Galef, “The Self-Annihiluting Artists of Pale Fire ,"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1 (4): 
421-437. 

20) JOhllS0ll, Rasselas의 Ch.44 (The dUllgerous preγulellce of imugillutioll)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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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다. Kinbote는， 이 렇게 내세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환상을 버리고 대신 현재의 여러 

경험 안에서 삶의 연결 짜임새 (“texture") 를 찾아보기로 결심하게 되는 Shade의 심장마비 

사건이 갖는 의미플 잔혀 무시하고， “fountain"과 “mountain"의 착각 사건을 말장난 (205) 

으로 치부하여 시언이 “영어상의 기적 (lexical and linguistic mìracle, 243)"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고 딴전을 부린다e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Shade가 예술을 통하여 삶속에서 연결점을 찾는 것과 반대로， 

Kinboìe의 예술은 인생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환상이 점점 강해져 현실처펌 작용하게 되 

~ 
~ , 초월적 세계만 추구하다 보면 삶을 놓쳐버렬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e 그런데 Pale 

Fire는 Nabokov가 자신의 삶속에 있는 연결정과 패턴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Shade는 Nabokov와 일년 차이의 나이이며， Kinbote가 이 비평서를 쓰고 있는 1959년은 

Nabokov가 이 작품을 쓰기 시 작한 째 이 다‘ 자신의 초거 작풍에 쓰인 망ninol 란 이 륨을 러 시 

아과 교수에게 붙여주고 있고， Kinbote가 이해하지 뭇하는 1958년의 태풍 이름은(191) 미 

국에 서 같은 해 출판된 소설 Lolita의 이 름이 다。 또한 Kinbote가 가정 해 보는 자신의 마 래 

모습 중의 하나 (“1 may turn up yet, on another campus, as an old, happy, healthy, het

erosexual Russian, a writer in exile", 236) 는 바로 이 소설 가의 현재 모습이 다. 그러무로 

Nabokov는 많lade처 럼 Pale Fire에서 자신의 otobiography를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w 

The Real Life어l 나타난 Knight와 v.의 두 가지 예 솔관은 Pale Fire에 서 Shade와 Kin-

더해져 더 성공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 인물들의 유사점과 차이 

점은 두 작품에 공통된 거울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 Gradus는 거울 뒤쪽에 다 

른 세계가 있음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풍경을 현실로 혼동 

하여 날아들어가 거울표면에 부딪혀 죽는 새와 같다。 그외 네 인물들은 Lewis Carroll의 

Alice처럼 거울 뒤쪽의 세계에 들어가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상상력이 있다. 그러나 Knight 

Gradus까지 bote외에 

와 Shade는 다시 거 울 밖의 현실세계로 나올 수 있는 반면， V。와 Kinbote는 환상에 빠져 

현실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Gradus와 반대 방향으로 날아나올 때에 거울 이면에 부딪혀 

죽는 새와도 같다. 

v.와 Kinbote의 환상은 헬섣 세계블 지워버리고 말게 판다. v.는 전기의 말마에서 자신 

Knight의 역 에 서 빠져 나올 의 개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공연하고 있던 

수 없고 그 마스크를 벗어버렬 수가 없다고 말한다. Kinbote도 책의 끝부분에서 그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산속 오두막칩 에 서 다시 세 상에 나오지 못하리 라는 암시를 준다. 그는지 

치고 기진한 어조로 고별인사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가도 제이， 제삼의 Gradus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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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어렵지 

z}7;~ 0) 2..ιL ^ U1 λ^ -p 라요리 라는 두려 움을 갖고 있읍은 그가 자신의 신회- 속에 완전히 

Gradus/ Jack Grey의 뒤 룹 따라 자살하리 라는 것 은 

않다. 

Knight와 Shade가 다시 거 울밖의 현실로 냐올 수 있는 것은， 실제 (actuali ty)와 허 구 (fìc

tion) 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요마， 유한한 실제세계의 사물들에 대한 

생각된다. Knight는 편지에서 옛 애인에게 자신의 변화를 

이제까지 하찮게 여기던 평뱀한 것들에서 시적 위안을 

짐작하기 Hazel과 그가 결국 

연민과 사랑이 

알려주고 싶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것이다. 나
 
던
 

어
 도
 

꽃 Asphodel이 있는지 없는 극락의 암시하듯， 소설 제 목 “The Doubtful ASphodel" 이 그의 

존재하기 때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은 바로 옆에 확실히 지는 의심스려운 반면， 

존재 라는 허 구에 집 착하는 Kinbote에 게 , 죽 

수 있으며 신의 섭리라는 개념 대신 연만 (pity) 에 따라 

있어 예술은 삶을 초월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화하기 때 

다. Shade는， 죽음에 대 한 두려 움 때 둔에 신의 

음도 삶처 럼 놀라운 것 (surprise) 일 

살면 된다고 딸한다(179) . 그에게 

문에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Nabokov는 그가 해체하고자 하는 V.와 Kinbote의 텍스트플 앞으로 내놓고， 그들의 

리 뒤에 Knight와 Shade를 파묻고 있다. 그러나 Knight와 Shade의 복화술사 같은 존재는 

군데군데에서 느껴질 수 있고， 이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사실들을 공유하게 

낮은 목소리가 자신의 것과 더 가까움을 암시하고 있다. 

S!.. h 
， ~ι-

함으로써， 동일 

독자들은 

이런 점이 작가의 

모더니즘 흑은 반모더니 

목소리 를 Nabokov의 것 이 라고 흔동하지 만， 바로 

않게 하며， 독자의 귀에 따라 

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가픔 수다스런 인형의 

도덕적 메시지가 교훈무로 전락되지 

들릴 수 있는 자유 공간을 부여한다고 본다. 즘으로 다르게 

뼈Torks εite뼈 

Alter, Robert. Partial Magic: The Novel as a Self- conscious Genre. Berkeley: University of Ca1i

fornia Press, 1975. 

Bader, Julia. Crystaland: Artifice iη Nαbokov’ s Eηglish Noνels. Berkeley: Uniγ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Bruffe, K. A. “Form and Meaning in Nabokov’ s The Real Life of Sebastiaπ Kηight: An Example 

of Elegiac Romance." Modern Language Quartιrly 34 (1973). 

Bruss, Pau l. Victims: Textual Strιtegies in Recent Amcricaη Fiction. Lewisburg: Bucknell Uni-

γersity， 1981. 

Derrida, ]acqucs. l'he Ear of thc Other.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8. 

Field, Andrew. VN: The Life and Art of Vladimir Nabokov. Ncw York: Crowll Publishing, 1977. 

Fowler, Douglas. Reading Nabokoν. Ithaca: Corndl Uniγersity Press, 1974. 

Ga!ef, Daγid. “The Self-An l1 ihilating Artists of PaZe Fire." Tweηtieth Century Literature 31 (4) : 

421-437. 



93 

Hutcheon, Linda. Narcissistic Narrative: The Metafictional Paradox. New York and London: 

Methuen, 1980. 

Hyde, G.M. Vladimir Nabokov: America’ s Russiaη Noνelist. London: Marion Boyars, 1977. 

Jackson, Paul R. “Pale Fire and Sherlock Holmes." Studies in American Fictioη 12 (1982): 101-

105. 

Johnsol1, Samuel. Rasselas: Priηce of Abissìηia. Ed. J.P. Handy. Oxford: Oxford Uniτersity Press, 

1968. 

Maddox, Lucγ. Nabokov’ s Novels iη Eηglish. Athens: Uniγersity of Georgia Press, 1983. 

McCarthγ， Mary. “Vladimir Nabokov’s 'Pale Fire’ " Eηcoμnter 19 (October 1962): 71-84. 

Nabokov, Vladimir. Pale Fire.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1973. 

The Reι1 Life of Sebastian K서'ght. Ne￦ York: New Directions, 1941。

Proust, Marce l. Reη?embrance of Things Past. Trans. C. K. Scott Moncrieff, Terence Kimartin, 
and Andreas Mayor. New York: Random House, 1982. 

Rimmon , Shlomíth. “Problems of Voice in Nabokov’s The Real Life of Sebastiaη Kηight." Critical 

Essays on Vladimir Nabokov. Ed. Phyllis A. Roth. Boston: G. K. Hall & Co. , 1984. 

Rivers, }.E. “Proust, Nabokoτ， and Ada." εritical Essays on Vladimir Nabokov. Ed. Phyllis A. 

Roth. Boston: G. K. Hall & Co. , 1984. 

Sttògner, Page. Escape into Aesthetics: The Art of Vladimir Nabokov. New York: William Morrow, 

1966. 

Stuart, Dabney. “ The Real Life of Sebastiaη Knight: Angles of Perception." Moderπ Laπguage 

gμarterly 29 (1968): 312-329。

W oolf, Virginia. To The Lighthoμse.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1927. 



94 美 國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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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뾰 짧'he Re뼈l Life ()f S빼때stia뼈 J(，뼈輪ht a뼈뼈 p빼@ 땅Vilfe 

김ui-woo Lee 

The Real Life and Pale Fire share a similar narrative structure of three levels: Nabo

kov, a biographee, and his biographer. The critical focus of these works has been on the 

problem of voice, namely, which one of the two juxtaposed voices is primary and closer 

to 뼈abokov's. 1 propose that there are ample suggestions that the biographee’s is the 

primary voice in each work, and that Nahokov criticizes modernist poetics embodied in 

the biographer’s world-view by contrasting it with the antimodernist voice of the biogra

phee. 

Both Knight and Shade pretend their death, and write their autobiographies, rather 

“otobiographies" in Jacques Derrida’s term, acting as biographees. Persuing the supreme 

beauty and truth expected to be hidden in these authors' literary texts, the biographers, 

V. and Kinbote, not only blatantly misread them, but also neglect to live with and love 

the temporal beings around themselves. 

By letting Knight and Shade share some of his own biographical facts, Nabokov seems 

to take sides with these characters' critique of modernist aestheticism. But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Nabokov’s poetics show that his juxtaposition of two different voices Ís 

very subtly performed with enough elbowroom provided for both vo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