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창작과정， 예술가， 예술적 파토스 

- 벨련스꺼의 파토스 이론을 중심으로 

이 병 훈. 

예술작품의 창작과정은 미학이나 문예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지만 아 

직도 그 본질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시대에 걸쳐 당대의 미학자와 문예학자들이 창작과정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그것의 한 측면만을 규명하였을 뿐 아직도 창작과정의 총체적 

인 모습은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1)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창작 

과정이 인간의 이성적인 인식활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의 창작과정은 이론적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 

다.2) 그것은 이성적인 인식활동까지를 포함한 인간의 또 다른 정신적 활동의 

영역이다. 여기서 ‘또 다른 정신적 활동의 영역’이란 인간의 상상력을 두고 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활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하게 비 

이성적인 활동도 아닌 ‘이성’과 ‘비이성’이 일정하게 ‘지양된 영역’이다. 상상력 

*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예컨대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예술창작의 특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뉴튼은 기하학에서부터 위대하고 심오한 발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발 

자취를 자신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 

나 호머나 벌란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풍부한 상상력과 사상으로 가득찬 이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결합되는지를 보여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이것을 

모르고， 따라서 타인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의 영역에서 위대한 

발명가는 오직 수준에 따라 가련한 모방자나 생도로부터 구별되지만 예술에 대해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과는 특수하게 구별된다"(KaHT. H. Co f5p. CO 'l.: B 6 
T. M., 1965. T. 5. c. 324-325) 

2) 우리는 이점을 과학으로서의 미학과 문예학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것은 미학과 문예학이 부여받은 과학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미학 

과 문예학은 다른 과학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 행위의 과정을 학적인 연 

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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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에서는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 객관과 주관이 서로 충돌하고 교 

차하며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창작과정은 한편으로는 모순적 

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술작품의 창작과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 

더라도 그것은 결국 예술가(주체)의 정신적 육체적(물질적) 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창작과정의 본질이 지니고 있는 한 측면은 예술작품 속에 반영된 

주체와 객체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예술가는 작품을 창조하 

면서 자신의 예술정신(예술가의 사상)을 예술적 대상으로서의 삶의 모든 측면 

과 결합시킨다. 예술작품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간에 예술가의 정신과 인간의 

삶이 만나 빚어진 결과물일 뿐이다. 이 런 점에서 예술가의 정신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진정한 예술작품이 아니며 또한 진정한 예술작품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가가 삶을 진실하게 재현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특수한 

관계， 즉 ‘살아있는 관계’(lI<HBOe OTHOWeHHe)를 맺고 있어야만 한다. 예술가는 

자신이 묘사하는 삶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특별한 

정서적， 미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삶에 대한 

평범한 감정을 가지고는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작과정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하고 강렬한 감정과 특수한 미학적 주 · 객 관 

계가 존재한다. 예술가가 대상을 접하면서 느끼는 창조의 욕구는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예컨대 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창작의 욕구를 느끼거나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작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능과 연마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꽃에 대한 특별한 감정과 특수한 

미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즉， 쓰지 않거나 그리지 않거나 노래하 

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럽고 자연스러운 자발적 힘’이 없이 

예술창조는 있을 수 없다. 마당에 고고하게 피어있는 치자꽃의 우아함과 기품 

을 알아보는 시인의 시심(詩心)에는 이미 시인과 꽃 사이의 ‘살아있는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듯 창작과정은 창작 주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의 비평가 벨린스끼 0811-1848)는 현실에 대한 창작 주체의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빠포스’(nalþ。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3) 파토스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미학적인 의미를 획득한 것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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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명확한 미학적 규정을 얻게 된다. 그러나 파 

토스를 창작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한 최초의 이론가는 벨린스끼였다. 그는 파 

토스를 예술가의 능동적인 주관성과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창작과정의 중요한 

본질을 밝히고 있다. 

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파토스라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 

였다. 첫째는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감동적인 연설이 청중들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파토스의 필요성이 역설된 경우이다. 이것은 

감동적인 연설이나 말의 표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파토스가 미학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우리는 이러한 

예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예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방 

(Mimesis, nOllpa*aHHe)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술의 본질을 모방이라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 

는 것 같다. 첫째， 모방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고유한 것으로，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도 모방올 가장 잘 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모방에 의하여 최초의 지식을 획득한다. 둘째， 모방의 산물은 모든 사람들에 

게 만족을 제공한다. 이것은 실제의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예컨대 혐오스러 

운 짐숭이나 시체를 실제로 보면 불쾌하지만 그것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4)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 있는 모방은 현실을 그 

대로 모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달리 예술의 

모방적 성격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플라톤은 실재하는 

세계의 본질이 그것의 외부 즉 신에 의해 창조된 이념들의 세계에 존재한다 

고 보았다. 예술은 이러한 이념의 그림자일 뿐인 실재하는 세계를 모방하며 

예술가는 결국 ‘그림자의 그림자’(TeHb TeHH)를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 

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술은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 

3) 러시아어인 naφc는 강한 열정， 열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athos(파토스) 
에서 유래한 것이다. 

4) ApHCTOTeJlb, C01.lHHeHHJI B 1.IeTblpeX TOMax, T. 4. M. 1983. c. 6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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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예술의 모방을 통해서 인간이 삶올 인식할 수 있고 거기서 만족과 쾌락， 

거짓된 열정의 순화(카타르시스)를 얻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특히 예 

술이 삶의 개별적인 현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필연성 (He-

06XOllHMOCTb)과 개연성 (BepOJITHOCTb)의 법칙에 따라 모방하는 것이므로 예술 

가는 가능성으로서의 삶을 창조한다고 보았다. 즉 예술은 삶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변형과 창조로서의 모방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예술은 과학(역사， 기하학)이나 삶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보다 우월한 어떤 것 

이다. 예컨대 역사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서’의 사실이 지니고 있는 개별 

성에 의해 제한되지만 예술은 그것을 창조적으로 일반화하고 변형한다. “그러 

므로 시는 역사보다 철학적이고 진지하다. 왜냐하면 시는 대개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5)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를 비극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6) 그에 의하면 

비극은 “완결된 행동의 모방일 뿐만 아니라 동정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 

동의 모방이기도 하다"，7) 여기서 ‘완결된 행동’의 모방이란 비극이 질서있게 

배열되고 시작과 끝이 분명한 예술이라는 의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비극은 행동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펼연성’과 ‘개연성’ 

의 법칙에 따라 모방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극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8)은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는 플롯이 된다. 성격은 이차적인 요 

소일 뿐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이론은 플롯 중심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비극을 구성하고 있는 플롯(lþa6YJla 혹은 CKa3aHHe)9)에는 급전(nepeJlOM)과 

5) ApHCTOTeJlb, TaM lI<e. C. 655. 
6)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파토스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장은 11장， 13장， 14장 

이다. 

7) ApHCTOTeJlb, TaM lI<e. C. 656. 고닥 으로 된 강조는 필자의 것 이 고 원문의 강조는 명 조 

체 강조로 표시 했음을 밝혀둔다. 
8) A띠CTOTeJlb ， C. 653. 

9) r 시학』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두 종류인데， 아밸리로뜨(B. r. AnneJlbpoT)의 번역본(nO 

3THKa, M. 1957)에는 플롯이 cþa CíYJla(문학작품의 주요 골간을 이루는 화제， 즉 사건 

이나 그것의 재료를 의미함)로， 가스빠로프(M. J1. racnapos)의 번역본(모스끄바， 

1983)에는 CKa3aHHe(이야기， 전셜， 셜화)로 번역되어 있다. 필자는 이 개념에 한해 

서 천병희 선생의 우리말 번역본(r시학J ， 문예출판사， 1995)을 따랐다. 그리고 본문 

에 나오는 『시학』의 인용문은 가스빠로프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필자가 새로 번역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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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Y3HaBaHHe) 그리 고 파토스(n빼OC)10)가 있는데 특히 파토스는 “무대 위 

에서의 죽음， 고난， 부상 둥과 같이 파멸 혹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다" .11)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라는 개념을 주로 비극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 

해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비극은 관객에게 어떤 특정한 감정을 환기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목적이며 훌륭한 비극이란 이러한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비극은 파토스， 즉 ‘공포와 동정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의 모방이 되어야 하며 관객들에게 그러한 감정을 환기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의 중요성올 잊지 않는다. 파토 

스는 어디까지나 플롯의 하나이며 따라서 관객들의 특수한 감정의 환기도 비 

극적인 플롯 자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공포와 동청은 무대장 

치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의 구성 자체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여 

기서 후자가 더 중요하며 이것은 훌륭한 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실제로 플 

롯은 눈으로 보지 않은 채 사건들을 한 번만 들어도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듣는 이가 느끼는 것처럼 목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전율과 연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만 한다" 12)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를 비극을 구 

성하는 한 요소로서 관객들에게 공포와 동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나 

동기로 파악하고 있다. 즉， 파토스는 예술작품에 의해 야기되는 고양된 감정 

의 원천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파토스라는 개념은 비극에서 공포나 동정을 불러일으 

키는 원천이 아니라 이러한 예술적 체험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러한 상태를 가 

능하게 만드는 예술적 묘사의 대상 또는 삶에 대한 예술가의 특수한 정서적， 

미학적 관계로 이해되었다. 예컨대 우리는 이러한 예를 헤겔과 벨린스끼의 경 

우에서 발견하게 된다. 

헤겔0770-1831)은 『미학강의~ 0835-1838)에서 파토스를 두 가지 의미로 사 

용하고 있다. 첫째는 파토스를 인간의 행위를 추동하는 보편적인 힘이라고 이 

해하는 것이다. 파토스는 “독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 

의 가슴 속에 살아 있으며 가장 내밀한 곳에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보편 

적인 힘 "13)이다. 헤겔은 여기서 파토스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성격을 강조 

10) 파토스(lIaiþoc)는 가스빠로프의 번역이다. 아뺑리로뜨는 lIalþoc 를 열정 (CTpaCTb)으로 

번역하였다. 
11) ApHCTOTeJlb, C. 많8. 

12) ApHCTOTeJlb. C. 6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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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파토스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것이다. 

신은 항상 고요하고 냉정하다. “따라서 우리는 파토스를 인간의 행위에만 적 

용하고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이성적인 내용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인 

간의 모든 영혼을 충족시키고 관통하면서 인간적인 ‘나’ 안에 존재하는 것이 

다".14) 파토스에 대한 헤겔의 이러한 규정은 이 개념의 도덕적 성격을 잘 드 

러내고 있다. 인간은 고상한 파토스를 지님으로써 도덕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파토스는 인간의 행위를 고상하게 만드는 도덕적인 힘인 것이 

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실제적으로 규정하는 도 

덕적인 힘인 파토스의 모든 형태와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5) 

둘째로， 헤겔은 파토스를 예술작품의 중요한 내용으로 파악한다. “파토스는 

예술의 진정한 중심점이며 참된 왕국이다. 파토스를 표현하는 것은 예술작품 

에서나 그것을 지각하는 관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파토스는 

모든 인간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진정한 파토스의 내용 속 

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있는 이성적 단초를 인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6) 헤겔은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를 예술 

작품 속에 표현된 진정한 파토스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파토스가 예술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원천이라고 보았다. “외적인 상황， 주변의 자연과 

풍경은 단지 파토스의 작용을 보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속적이고 이차 

적인 어떤 것으로서만 등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본질적으로 상징적 

인 어떤 것으로 이용되어야만 하며 그것으로부터 예술적 묘사의 진정한 대 

상을 이루는 파토스가 울려퍼져야만 한다" 17) 

아리스토텔레스는 파토스를 비극의 플롯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 보았지만 

헤겔은 파토스를 ‘성격’(xapaKTep)으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헤겔은 ‘예술적 묘 

사의 진정한 대상’인 파토스가 인간의 개별성으로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의 보편적이고 실체적인 힘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그러한 

힘들이 능동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성이 펼요하다. 이 개별성 

안에서 그 힘들은 움직이는 파토스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힘들의 

13) rereJlb r. B. φ. 3CTeTHKa. T. 1-4. M. 1968-1973. T. 1. c. 241. 
14) rereJlb. 3CTeTHKa. T. 1. c. 241. 
15) rereJlb. 3CTeTHKa. T. 1. c. 243. 
16) rereJlb. 3CTeTHKa. T. 1. c. 241. 
17) rereJlb. 3CTeTHKa. T. 1. c. 241. 



창작과정， 빼술가， 예술적 파토스 111 

보편적인 내용은 개별적인 개인들 안에서 스스로 총채생(l.leJlOCTHOCTb)과 유 

일생 (ellHHHGHOCTb)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 총체성이란 구체적인 정신력과 

주관성을 지닌 인간이며 완전한 인간의 개성으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신들 

은 인간적인 파토스가 되고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파토스는 곧 인간의 성격 

이다. 성격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총체성의 계기틀을 자신 속에 결합시키 

기 때문에 이상적인 얘술적 묘사의 진정한 핵심을 이룬다끼8) 예술작품의 파 

토스는 개별적인 성격(형상)으로 표현되지만 그 성격은 총체적이면서 동시에 

특수한 것이다. 예컨대 헤겔도 지적하고 있듯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 

엣』에서 로미오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파토스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성격은 

총체적이고 다면적이다. 왜냐하면 로미오는 단일한 파토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파토스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헤겔 

은 파토스가 외적인 동기에 의해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예 

술작품에서 파토스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드러나야 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 

서 실러의 시를 비평하고 있다. “그(실러 - 역주)의 시심을 잡고 있는 것은 

이성적이고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송가에서와 같이 종교적이고 실체적 

인 대상올 노래하지 않으며 타인이나 외적인 동기에 의해 자극받아 노래하는 

시인으로 등장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심오한 영혼으로부터 출발한다".19) 

헤겔은 파토스를 ‘예술적 묘사의 진정한 대상’으로 이해했다. 즉， 파토스는 

예술작품의 내용을 이루는 객관적인 원천을 의미한다. 이것은 파토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해석을 한층 더 미학적으로 심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파토스를 비극에 한정해서 이해했지만 헤겔은 파토스를 예술 일반의 영역 

으로 확대해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헤겔은 파토스를 창작과정의 관점에서 파 

악하지 못했다. 파토스가 창작과정의 특수한 주 · 객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다 

는 것은 오직 벨린스끼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3. 
벨린스끼는 파토스라는 개념을 헤겔로부터 벌어 왔다. 이에 대해 벨린스끼 

는 레르몬또프의 「시인 J (838)을 분석하면서 스스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 

18) rereJlb. 3CTeTHKa. T. 1. c. 244. 
19) rereJlb. 3CTeTHKa. T. 3. 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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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바로 열정적인 고무이며， 혜겔이 실러의 작품을 보고 파토스라고 

불렀던 전율적이고 자기 충만으로 인해 기진맥진해진 열정이다"，20) 그러나 벨 

린스끼는 파토스라는 개념을 헤겔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벨린스 

끼에 의하면 파토스는 삶에 대한 예술가의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이념적-정서 

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파토스는 삶에 대한 창작주체의 특수한 관계를 의 

미하는 것으로， 창작과정에서 창작의 대상과 예술가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벨린스끼는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살아있는 관계를 파토스라고 규정하기 

전에 이것을 ‘주관성’(cy6be I< THBHOCTb) 혹은 ‘정신의 내적인 요소’(BHYTpeHH때 

3J1eMeHT ayxa)라고 칭한 바 있다. 레르몬또프의 시편들에 관한 논문(1841)에서 

벨린스끼는 현대의 시인들에게 ‘주관성’의 결핍은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부족 

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평범한 시인들에게 내적인(주관적인) 

요소가 우세한 것은 그들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일걷는 것이다. 그들에게 

주관성은 만약 그것이 보편적인 것과 분리되어 나타난다면 항상 제한된 개성 

의 표현을 의미한다"21) 그러나 “위대한 재능을 지니고 있는 시인에게 내적， 

주관적 요소의 과잉은 인도성 (rYMaHHOCTb)을 나타내는 것이다".22) 벨린스끼는 

이러한 관점에서 레르몬또프의 ‘주관적인’ 시편들을 분석하면서 레르몬또프가 

고상한 의미에서 러시아의 민중 시인이며 러시아 사회의 역사적 계기를 표현 

한 시인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벨린스끼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현실(혹 

은 ‘현대성’)에 대한 예술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이다. 예술가의 이러 

한 관심은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이념적 정서적 관계， 즉 파토스로 표현되 

며 예술작품은 파토스를 통해서 인도성과 도덕성， 진보적인 이념적 지향성 등 

을 획득한다. 요컨대， 벨린스끼의 견해에 의하면 파토스는 예술가의 세계관(MH

pOC03epl.\ aHHe)과 고상한 사회적 이상， 당대의 첨예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예술가의 지향에서 나오는 것이다. 

벨린스끼의 표현을 빌면 파토스는 ‘시적인 이념’(n03THlIeC I< ajj 때ejj)이고 ‘이 

념에 대한 사량’(JIJ060Bb I< 때ee) 이다.정) 즉 파토스는 추상적이고 오성적인 활 

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적’ 이념이며 동시에 정신적이고 도덕적 

20) BeJJHHCKI깨 B. r. nOJJH. co6. CO'l. M. 1953-1959. T. 4. c. 523. 
21) BeJJHHCKI깨 B. r. T. 4. c. 520. 
22) BeJJHHCKHA B. r. T. 4. c. 521. 
23) 실러는 파토스를 고무된 ‘이성적 열정’(pa3YMHa~ cTpacTb)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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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열정’이다. 벨린스끼는 뿌쉬낀에 관한 연작 논문들 중 다섯 번째 논문 

(1844)에서 모든 시작품은 시인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사상(파토스)의 결과물 

이며 만약 이 사상을 오성적인 활동의 결과물로 생각한다면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의 가능성 자체도 말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파 

토스를 예술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술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며 더욱이 오성적인 이념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예술은 오직 시적인 이념들만을 허용할 뿐이다. 시적인 이념이란 삼단논 

법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며 규칙도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열정， 즉 파토스 

이다 ... 파토스란 무엇인가? 창작은 오락이 아니며 예술작품은 여가나 변덕스 

러운 마음의 열매가 아니다.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노동의 산물이다 ... 만일 시 

인이 창작을 통해서 어떤 공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어떤 강력한 힘， 

어떤 이겨낼 수 없는 열정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시도하고 지향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힘 이 열정이 곧 파토스이다. 파토스 안에서 시인 

은 아름답고 살아있는 본질로서의 이념에 매혹되고 그 이념으로 충만한 사람 

이 된다. 그리고 시인은 이성이나 오성， 감정 또는 영혼의 어떤 한가지 능력 

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존재가 지니고 있는 모든 풍부성과 완전 

성을 통하여 이념을 직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은 그의 작품에서 추상적인 

사상이나 죽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창조물이다 ... 이념은 이성으로부터 나 

온다.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고 낳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여기서 우 

리는 추상적인 이념과 시적 이념간의 차이를 명백히 볼 수 있다. 즉， 전자는 

이성의 열매이고 후자는 사랑 즉 열정의 열매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열정 

이라고 하지 않고 화토스라고 하는가? 그것은 ‘열정’이라는 단어는 보다 감정 

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파토스’라는 단어에는 보다 도덕적인 개념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파토스는 항상 이념에 의하여 인간의 영혼 속 

에서 불질러지며， 항상 이념을 지향하는 열정， 따라서 순수하게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천상의 열정이다. 파토스는 이념에 대한 단순한 지적 이해를 이념 

에 대한 사량， 즉 에네르기와 열광적 지향으로 충만된 사랑으로 전환시킨다. 

철학에서 이념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념은 파토스를 통하여 

사건， 현실적 사실， 살아있는 창조물로 변한다장) 벨린스끼는 파토스를 예술 

적 이념(‘시적인 이념’)과 예술적 감정(‘살아있는 열정’)의 ‘모순적인 통일’로 

24) BeJlHHC I< Hl! B. r. T. 7. c.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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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은 한편에서 보면 삶의 본질적인 측 

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현실에 대한 이념적(세계관적) 태도 

를 요구한다. 물론 예술가들의 세계에 대한 이념적 태도는 벨린스끼가 지적하 

고 있듯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시적인 것’이다. 그 

러나 다른 한편에서 예술작품은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정서적 관계의 산물이 

기도 하다. 예술적 창조과정에서 ‘이념’은 본질적인 계기로서 작용하지만， 그 

것이 곧 예술창작의 전부는 아니다. 예술의 창조과정은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살아있는 열정’， 즉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현실에 대한 살아있 

는 열정이 없이 예술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어떤 작품이 진실한 

열정에 근거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뛰어난 예술작품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지만 그것없이 ‘진실한’ 예술작품은 존재할 수 없다. 진실한 감정은 최소한 

예술작품을 ‘감동적인 것’으로 만든다. 즉， 파토스는 예술적 창조의 정서적 ‘단 

초’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이념적인 ‘계기’이다.정) 이것은 벨린스끼가 파토스를 

창작활동의 원천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 모든 시작 

품은 파토스의 열매가 되어야 하며 파토스로써 관철되어야만 한다. 파토스가 

없이는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펜을 잡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무엇이 시 

인에게 때로 매우 거대한 작품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주었 

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잃) 이렇게 파토스는 예술가로 하여금 창작을 하지 않 

을 수 없게 만드는 원천이며 창작과정에서 예술가의 창작혼이 작품의 완성으 

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힘이다. 

벨린스끼는 헤겔과는 달리 파토스를 실제 비평에 적용함으로써 파토스의 

비평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로써 파토스 개념은 미학의 영역에서 비 

평의 영역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제 벨린스끼에게 파토스는 예술작품을 가치평 

가하는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파토스는 예술작품의 본질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예술가가 왜 창작을 하는지가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평가로서의 벨린스끼에게 가장 중요한 비평의 기준은 예술가의 개성의 비 

밀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비평가의 과제는 결코 괴테는 왜 실러처럼 그렇게 

살고 쓰지 않았는가를 해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괴테는 왜 다른 누구로 

서가 아니라 괴태로서 살고 썼는가를 해명하는데 있다앙) 벨린스끼는 예 

25) PYIlHeBa. E. r. nalþoc XYIlOJl(eCTBeHHOrO 때OH3BelleHHJI ， M. c. 120. 
26) BeJlHHCKH꺼 B. r. T. 7. c. 314. 
27) BeJlHHCKHII B. r. T. 7. c.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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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의 개성의 비밀이 예술작품의 파토스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비평 

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예술작품의 파토스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 

다. “모든 개성은 유일하며 그에게는 많은 관심과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그것은 항상 하나의 주도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개성은 창 

작활동의 살아있는 직접적 원천인 만큼 시인의 모든 작품들도 역시 유일한 

정신으로 표현되고 유일한 파토스로 관통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시인의 모 

든 창작활동에 넘쳐흐르고 있는 파토스가 시인의 개성과 그의 시에 대한 열 

쇠이다. 비평가의 첫 번째 임무와 파채는 자신이 해셜자와 명가자로 자처 

한 시인의 작품의 파토스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이어야 한다잃) 예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거나 비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작품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평은 무엇보다도 작품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감하고 체험하는 일이다. 작가가 문장 하나를 만들어낼 때 겪는 고통과 창 

조의 환희를 통감하지 못하거나 주인공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들의 정신적 

고뇌를 체험하지 못하면 비평가는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예술가가 창조하는 세계는 그의 개성이 펼쳐진 세계이고， 이 개성은 벨린스끼 

에 의하면 예술가의 파토스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파토스를 규명 

하는 것이 비평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파토스가 창작과정의 본질을 해명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 

을 가치평가하는 기준이라면 개별적인 작가와 작품에 실현된 파토스는 어떻 

게 규정할 수 있는가? 벨린스끼는 실제로 파토스라는 비평적 기준을 가지고 

뿌쉬낀과 레르몬또프， 고골， 셰익스피어 등의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뿌쉬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벨린스끼는 뿌쉬낀의 rlO월 19일 J(825)을 분석하면서 “이 얼마나 심오하면 

서 도 해 맑은 비 애 인 가!"(KaKaj! r JlyóoKaj! H BMeCTe C TeM CBeTJlaj! CKOpÓb!)29) 

하고 경탄해마지 않았다.떼) 일반적으로 비애란 심오할 수는 있어도 해맑을 수 

28) BeJlHHCKI깨 B. r. T. 7. c. 314. 
29) BeJlHHCKHß B. r. T. 7. c. 329. 
30) 벨란스끼가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뿌쉬낀의 시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 
리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술판을 벌이자꾸나! / 아， 우리의 모임은 점점 

줄어만 간다 / 누구는 무덤에 잠들고， 누구는 먼 곳에 훌로 떨어져 있구나 / 운명 
은 우리가 시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세월은 흘러간다 / 눈깜짝할 사이에 허리는 
구부러지고 옴은 식어 / 우리는 죽음에로 가까워진다 ... / 누가 훌로 늙어서 / 리 
쩨이 시절을 경축해야 한단 말인가? / 새로운 세대 사이에서 따분하고 쓸데없고 / 



116 러시아연구 제 10권 제 1호 

는 없는 것이다. 비애란 슬픔이라는 감정의 하나로 그것을 색감의 이미지로 

표현하면 어둡거나 칙칙한 것이 보통이다. 어쩨 보통사람들에게 슬픔이 투명 

하고 맑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뿌쉬낀은 자신의 서정시에서 슬픔의 감정을 

한편으로는 심오하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 

것이 바로 뿌쉬낀의 서정시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시적 정조(n03TH'.leCK때 TOH) 

이며 시인으로서의 독특한 개성이다. 그렇다면 뿌쉬낀의 서정시는 왜 심오하 

면서 동시에 투명한가하는 문제， 즉 시인의 개성의 ‘비밀’을 해명해야 할 것이 

다.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런 종류의 시를 쓰게 만들었는가? 뿌쉬낀은 왜 

괴테나 실러와 같은 시를 쓰지 않고 다른 누구로서가 아니라 뿌쉬낀으로서 

시를 썼는가? 

벨린스끼는 뿌쉬낀 시에 고유한 시적 정서가 현실에 대한 시인의 ‘독특한’ 

이념적-정서적 관계， 즉 뿌쉬낀만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파토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벨린스끼는 뿌쉬낀의 서정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파토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뿌쉬낀의 시 - 역주) 

대체 어떤 시란 말인가! 거기에는 고대의 조형술과 엄격한 간결성이 낭만적 

운율의 황홀한 유희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 거기에는 러시아어의 온갖 음향학 

적 풍부성과 힘이 놀랄 만큼 완벽하게 발휘되어 있다. 그의 시는 물결의 속삭 

임인양 부드럽고 유쾌하고 온화하며， 나무진 마냥 늘어났다 줄어들고， 번개처 

럼 선명하며，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며， 봄처럼 향기롭고， 힘센 용사가 던지는 

공처럼 단단하고 힘이 있다. 거기에는 유혹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매력과 우 

아미가 있으며， 거기에는 눈부신 광채와 부드러운 습기가 있으며， 거기에는 

말과 운의 풍부한 선율과 조화가 있으며 거기에는 창조적인 공상과 시적 표 

현의 온갖 황홀한 애무와 환희가 있다. 뿌쉬낀의 시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시적이며 예술적이며 예술가적언 시이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뿌쉬낀의 전체 시의 파토스의 비밀을 해명하게 될 것이다" 31) 

여기서 벨린스끼는 뿌쉬낀의 서정시를 관통하고 있는 파토스를 ‘예술성’의 

파토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벨린스끼가 뿌쉬낀의 파토스라고 규정하고 있는 

예술성은 물론 예술작품에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예술성’과는 구분된다. 즉， 

파토스로서의 예술성은 현실에 대한 뿌쉬낀의 이념적-정서적 태도의 특성을 

낯선 손님인 그대， 불행한 벗이여! I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감추며 / 우리들 

과 만남의 날을 상기 하리 라 
31) BeJlHHC I<!깨 B. r. T. 7. c.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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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걷는다. 벨린스끼에 의하면 이것은 현실에 대한 ‘예술가적인’ 입장， 즉 ‘관조 

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벨린스끼는 이점에 관해 뿌쉬낀의 「비구름J (1835)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2) 뿌쉬낀은 “놀랄 만큼 충실하고 생 

생하게 자연을 관조하기는 했지만 그것의 비밀스러운 말 속에 깊이 잠겨들지 

는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자연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것에 관하여 사색하지 

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뿌쉬낀 시의 파토스가 순수하게 예술가적이고 예술 

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잃) 벨린스끼에 의하면 뿌쉬낀은 절대로 자 

신의 시적 대상에 대해 사색하는 법이 없으며 또 그 시적 대상의 내부로 들 

어가지도 않는다. 뿌쉬낀은 항상 시적 대상의 외부에서 그것을 관조한다. 이 

것이 바로 뿌쉬낀의 고유한 시 창작방법이다. 그는 슬픔을 노래해도 그 슬픔 

‘안에서’ 그것을 노래하지 않는다. 그는 슬픔을 노래하면서 언제나 그 슬픔 

‘밖에’ 있다. 벨린스끼는 뿌쉬낀의 시적 대상에 대한 이러한 관계를 ‘예술적이 

며 예술가적’이라고 부른다. 즉 뿌쉬낀 시의 독특한 개성은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특수한 이념적-정서적 관계(‘예술성’이라는 파토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벨린스끼의 파토스 이론은 창작과정의 주관적 

인 측면， 즉 삶에 대한 예술가의 이념적-정서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벨린스끼는 파토스를 실제 비평의 구체적인 잣대로까지 적용함으로써 

그것의 비평적 의미를 정초하였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헤겔에 이르 

기까지 계승되었던 파토스 이론을 질적으로 한 단계 비약시킨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벨린스끼가 헤겔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 

다는 평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벨.린스끼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처럼 세 

상을 보고 미적인 것의 본질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로서가 아니라’ 

벨린스끼로서 세상을 보고 미적인 것을 탐구한 것이다. 비평가로서의 벨린스 

끼가 지니고 있는 개성의 비밀은 바로 이런 그의 독특한 파토스에서 유래한다. 

32) 벨린스끼가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구절은 다음과 같다， “지나간 폭풍 
우의 마지막 비구름아! / 너는 홀로 맑게 개인 감청색 하늘을 줄달음치며 / 훌로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 너 홀로 환회에 찬 대낮을 슬프게 하고 있다. ν 
너는 조금 전까지 저 하늘을 온통 뒤덮고 / 번개는 사납게 너를 감싸 안았다 / 너 
는 비밀스러운 천둥소리를 내지르며 / 메마른 대지를 소나기로 적셨노라. // 이제 
만족하고 사라지거라! 때는 지났노라 / 대지엔 생기가 감돌고 폭풍은 걷히었나니 / 
바람은 나무 암새를 쓰다듬으며 / 고요해진 하늘에서 너를 내몰고 있다 

33) 5eJJIIHCn깨 B. r. T. 7. 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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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벨린스끼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들은 파토스 이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체르늬셰프스끼와 도브롤류보프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혁명 

적 민주주의 비평가들은 파토스보다는 창작과정의 객관적인 측면올 강조하였 

다. 그들은 현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재현하였는가에 따라 예술을 평가하였 

다. 작가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작품 안에 반영되어 있는 

삶의 객관적 모습이 비평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중반 

이후의 러시아 문학비평은 창작과정의 주 · 객관적 측면을 조화롭게 탐구하지 

못하고 주로 그것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물론 이 

러한 경향성은 벨린스끼의 비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벨린스끼는 예 

술이 현실을 재현한다는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비평가는 아니었다. 그 

는 예술의 본질을 창작 주체의 측면에서 해명하려고 노력한 이론가이기도 하 

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벨린스끼의 비평이론은 그의 사후에 등장한 당대의 비평 

가들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의 문학이론가들과 현대의 문예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다. 특히， 그의 파토스 이론이 1950년대 말과 1960년 

대 초반에 러시아의 미학자들과 문예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미적 가치론 

논쟁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의 비평 

이론이 아직도 현대적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현대 문학이론의 중요 

한 이론적 근거들이 벨린스끼의 비평에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창작과정 , 예술가， 예술적 파토스 

참고문헌 

5eJlHHCKHß B. r. Coõp. CO'i. B 3 TOMax. M. 1948. 

5eJlHHCKHß B. r. nOJlH. coõp. CO'i. B 13 TOMax. M. 1955-1959. 

5eJlHHCK~쩨 B. r. Coõp. CO'i. B 9 TOMax. M. 1976-1983. 

11. 

ApHCTOTeJlb. Coõp. CO'i. B 4 TOMax. T. 4. M. üJ~::t 

ApHCTOTeJlb. Oõ HCKyccTBe n033HH. M. 1957. 

rereJlb r. B. φ. 3CTeTHKa B 4 TOMax. M. 1968-1973. 

HCTOp~깨 3CTeTH'ieCKoß MbICJlH B 6 TOMax. M. 1986. 

KaHT. 11. Coõp. CO'i.: B 6 T. M., 1965. T. 5. c. 324-325 

J10CCKHß H. O. I1CTOpHjj pyCCKOß iþHJlOCOiþHH. M. 1991. 

PYZlHeBa E. r. naiþoc XYJlO)((eCTBeHHoro npOH3BeJleHHJJ. M. 1977. 

119 

TIOHbKHH K. 11. 5eJlHHCKHß 0 ‘peφleKTHpOBaHHoß ’ R ‘xYJlO)((eCTBeHHoß’ n033HH // 

npOõJle뻐 TeopHH H HCTOpHH J1HTepaTypbl. M. 1971. 

3CTeTHKa rereJlJJ H COBpeMeHHOCTb. M. 1984. 

아리스토텔레스Ii'시학J1，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1995. 

헤겔Ii'헤겔미학 1-3 J1 , 두행숙 역， 나남출판사， 1996. 



120 

Резюме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художник,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афос 

Ли Вен Хун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исследованию учения В. Г. Белинского 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пафосе. Учение Белинского 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пафосеважная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его эстетики. Это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не только в литературной крити

ке самого Белинского, но и в истории эстетической мысли. 

В античной эстетике пафос обозначает страсть или состояние, связанное 

с сильным волнением. Для Аристотеля в rПоэтике.J пафос - источник возвы

шен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чувства. В немец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эс

тетике был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о и понимание пафоса как свойст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определенное душевное переживание. Напри

мер, в Ii'Эстетике.J Гегель понял под пафосом 'настоящий предмет художествен

н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Белинский рассматривал пафос как 'поэтическую идею', которую поэт "созе

рцает ... не разумом, не рассудком, не чувством ... , но всею полнотою и цело

стью своего нравственного бытия". Здесь Белинский подчеркивал, с одной сто

роны, активное страстное начало в пафосе,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его содер

жательный, идейный момент.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это тесно 

связано с идейной активностью художника. Белинский разъясняет далее, что 

пафос является оценичным критери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менно 

в этом виде он раскрывает содержа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афоса на конкрет

ных примерах из творчества А. С. Пушкина. Так, в лир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Пушкина Белинский видит пафос как 'художественно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афос в эстетике Белинского - идейно-эмоциональный и 

эстетический элемент, Объединяющий объективное(жизнь) и субъективное(худо

жник)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