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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세기 후반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우리

를 둘러싼 세계는 인간 오감의 인식 너머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이는 정치, 경제 같은 실용학문 뿐 아니라 철학, 문학 등 인간의 

정신 역을 다루는 학문에도 큰 향을 끼쳤다. 이 시기 유럽에서 태동한 모

더니즘 예술의 기본 배경은 사실주의적 방법으로는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보

여 줄 수 없고 단지 그 일면만 비춰줄 수 있다는 세계 인식의 한계 다. 러

시아 문학에서는 은세기를 지나면서 여러 상징주의 문인들에 의해 제시된 문

학이론들이 세계 인식의 방법과 창작론을 일치시키는 한편,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이 표방했던 세계의 재현을 거부하면서 문학 작품 자체가 세계와 진리를 

인식하는 수단이 되고 진리에 다가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1). 세계 묘사의 다양한 수단들을 모색하 던 러시아 상징주의 문예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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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에서 문학의 내재적 구성 원리와 시학적 원칙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시작은 형식주의로 볼 수 있다. 보통 형식주의는 상징주의와는 사뭇 다른 문
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상징주의 문학은 형식주의 이론 
형성에 큰 향을 끼쳤다(특히 미래주의와 ОПОЯЗ). 뿐만 아니라 현대 러시아 문예 
이론의 주춧돌이 되는 베셀롭스끼(Веселовский)나 뽀쩨브냐(Потебня)와 상징주의 
시학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젠-료
베 참조(Ханзен-Лёве 2001: 36-37). 단지 언어와 시학에 대한 형식주의와 상징주의
의 차이는 형식주의가 언어를 질료로서 대했다면, 상징주의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드
러내는(또는 세계의 진리에 다가서는) 수단으로서 대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크메이즘, 미래주의, 사상주의(寫像主義) 같은 시문학뿐만 아니라 형식주의 

문예 이론까지 깊은 향을 주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세기 초 상징주의 이후 러시아 산문 이론은 주로 형식주의와 바흐찐의 

문예 이론으로 대표된다. 1917년 발표된 쉬끌롭스끼의 ｢기법으로서의 예술｣
(Шкловский 1929)이 문학을 내용이 아닌 언어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사실주

의 이후의 새로운 산문 이해를 시도하 다면, 바흐찐은 언어를 내용적, 심리

적, 사회적 관계에서 바라보면서 문학의 질적 구성 원칙을 밝히려 하 다. 
바흐찐 문예이론의 중요한 저작물들이 2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다소 긴 

시간 동안 발표되었지만, 첫 저작물인 ｢행위 철학｣의 저술 착수 시점이 1919
년인 것을 감안하면 바흐찐 역시 20세기 초반의 다양한 문학, 예술 이론의 

직접적인 향권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들의 문예 이론들이 그 

진화과정에서 문학, 예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20
세기 러시아 문예사에서 형식주의와 바흐찐의 위치는 독점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산문 문예이론에서 이 두 흐름을 제외하고는 연구자

들의 주목을 두드러지게 끄는 이론들이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먀찐의 창작론 ｢예술 산문 기술 강의(Лекции по техник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는 분명 20세기 문예 이론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

는 의미 있는 문학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Замятин 2011). 자먀찐은 작가

로서 뿐만 아니라 비평가, 문예 이론가로서도 적지 않은 저작물들을 남겼는

데, 유감스럽게도 오랜 기간 그의 문예 이론관련 저작물들은 여러 이유로 널

리 알려지지 않았었다. 자먀찐의 창작 세계에 대한 연구는 1970년 서독 뮌헨

에서 그의 전집의 첫 권이 발간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그의 문예이론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 네 번째 전집이 나온 1988년 이후에야 작가가 아닌 

문예이론가로서의 자먀찐이 소개되었다. ｢예술 산문 기술 강의｣가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은 1984년 러시아 기독교 운동 통보(Вестник русского христиан- 
ского движения)란 저널인데 누락된 내용이 많았다. 그것이 1988년에 뮌헨

판 네 번째 전집에 수록되었다. 이와 동시에 1988년 소련에서 그의 문학 창

작론의 요체가 담긴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전문이 소련의 문예이론지 문학

학습(Литературная учеба) 5호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예술 산문 기

술 강의｣는 출판을 목적으로 쓴 저서가 아니라 자먀찐이 1920년에 페트로그

라드의 ‘예술의 집(Дом искусства, 약어로 ДИСК)’에서 진행한 강의록을 바

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2)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외에 이론가로서의 자먀찐의 면모를 보여주는 저작

들도 있는데 ｢종합주의에 관하여(О синтетизме)｣, ｢새로운 러시아 문학(Новая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문학과 혁명, 엔트로피 등에 대하여(О литературе, 
революции, энтропии и о прочем)｣, ｢체홉과 우리들(Чехов и мы)｣ 등이 이 

뮌헨판 네 번째 전집에서 정리, 수록된 바 있다(Замятин 1988). 2001년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발표 메모들로 구성된 메모노트. 예브게니 자먀찐

(Записнные книжки. Евгений Замятин)이 출간되었는데, 여기서는 자먀찐의 

창작과정과 문학적 사유를 엿볼 수 있다. 최근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모

스크바에서 5권짜리 자먀찐 전집이 출간되었는데, 여기서는 그의 작품 뿐 아

니라 비평, 이론 관련 저작물도 가장 완성도 높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2011
년 출간된 모스크바 판본의 마지막 다섯 번째 권은 자먀찐의 문예이론, 습작 

강의, 메모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자먀찐의 ‘창작 실험실’의 전모를 담고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완전한 형태로 출간되지 

않았던 자먀찐에 관한 자료가 지금이나마 정리된 것은 분명 환 할 만한 일

이나 1910-30년대 러시아 산문에 끼친 그의 향력을 감안하면 이 시기 산문 

연구의 공백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문예 이론 분야도 그렇지만, 20세기 러시아 산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1910-20년대의 러시아 예술 산문에서 자먀찐은 매우 지대한 향력을 

발휘했다. ‘세라피온 형제들’ 그룹에 끼친 자먀찐의 문학적 향력은 이후 동

반작가, 뻬레발에 이어지게 된다(Давыдова 2009). 문예 이론에 관한 자먀찐

의 저작은 여러 매체에 공식적으로 출판된 논문들과 강의록, 메모로 구분된

다. 형식주의 이론가들이나 바흐찐처럼 하나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발전시키

2) ｢예술 산문 기술 강의｣는 자먀찐이 출판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 
강의록 메모를 모아서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뮌헨판과 러시아 기독교 운동 통보, 
그리고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 판본 간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2011
년 판에는 그 동안 누락되어 있었던, ‘산문에서의 운(Рифма в прозе)’, ‘산문에서의 
운율(Размер в прозе)’, ‘예술 산문에 대하여(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е)’, ‘미래주의
(Футуризм)’ 등의 장이 추가되었고 뮌헨 판에 있던 현대 희곡에 대한 장을 빼서 
별도로 모아 놓았다. 모두 출판을 목적으로 작성된 원고가 아니어서 편집자의 의도
에 따라 구성이 상이하다. 더구나 2011년 판에서는 제목 없이 수첩(блокноты)이란 
제목으로 다양한 자먀찐의 창작 메모들을 수록해 놓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1년 판
을 기준으로 삼았고,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인용은 2011년 판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에서 가져온 것이다.



고 있지 않기에 그의 문예이론의 체계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자

먀찐이 다루고 있는 창작 기술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은 상징주의, 형식주의, 
바흐찐 뿐만 아니라 유럽 모더니즘 이론까지 포함하는 20세기의 여러 문예 

이론들을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자먀찐의 ｢예술산문 기술 강의｣는 다양한 산문 창작의 기술들과 몇몇 동시

대 작가 및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언급하는 창작 기술

들은 그 자체로 형식주의, 서사학, 스까즈, 대화주의, 심리주의 등 다른 문예 

이론들과 비교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자먀찐의 창작 기술론으로 동시

대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먀찐 

문예이론을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창작 유파의 하나로 접근하고자 하는 입장

을 가진 본 연구에서는 ‘연상 구성의 원칙’3)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 산문 기

술 강의｣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가 자신의 문예 이론에

서 밝히고 있는 새로운 산문인 ‘네오리얼리즘’의 핵심적인 원칙을 정의함과 

동시에 각 창작 기법들의 배경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창작 기술(技術) 요소의 수렴으로서의 연상 구성 원칙

 

2.1 인상주의와 사실주의의 결합

페뜨(А. А. Фет) 같은 19세기 러시아 시인들의 작품에서 인상주의적 특징

이 지적된 바 있지만, 사조로서 인상주의적 특징은 상징주의 시학에서 언급

되기 시작했다. 골룹꼬프에 따르면, 러시아 문학에서의 인상주의는 삘냑(Б. А. 
Пильняк), 까베린(В. А. Каверин), 조쉔꼬(М. М. Зощенко), 에렌부르그(И. Г. 
Эренбург), 슬로님스끼(М. Л. Слонимский)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주로 언급

되고, 벨르이(А. Белый), 안드레예프(Л. Н. Андреев), 레미조프(А. М. Ремизов) 
같은 작가들이 이들에게 결정적인 향을 주었다. 1927년 이오페(И. И. Иоффе)
는 러시아 산문에서의 인상주의적 경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그 특징을 정의한 

바 있는데4), 실제로는 1920년 이미 자먀찐에 의해 인상주의적 기법을 사용

3) 자먀찐이 표현한 용어는 ‘연상 방법(путь ассоциации)’이다.
4) 이오페는 산문에서의 인상주의 기술( )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는 문예사조가 제안되었다.
자먀찐은 창작에서의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인상주의와 네오

리얼리즘적 글쓰기 방식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Образ становится смелей, дерзче, выпуклей. Эта манера писания назы- 
вается импрессионизмом, от французского impression, впечатление. Прием 
этот для новореалистов очень характерен.(Замятин 2011: 307)

형상은 대담하고, 모험적이고 선명해진다. 이 글쓰기 방법은 프랑스어 
impression에서 빌려온 인상주의라 불린다. 네오리얼리스트들에게 이 기법은 
매우 특징적이다. 

하지만 그는 인상주의란 용어를 쓰지 않고, 이를 새로운 문학, 종합주의, 
그리고 네오리얼리즘으로 지칭한다. 이는 문학에서 인상의 기능과 표현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칫 상징주의나, 미래주의 같은 추상적 주관주의로 경

도되기 쉬운 인상주의적 요소를 지금과는 다른 세계 인식을 위한 도구로 바

라보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합으로 생성되는 인상과 그것에 대한 신뢰를 ‘새
로운 사실성’으로 간주한다. 사실주의자들이 ‘словно’, ‘как будто’, ‘как’ 같

은 비교, 비유의 표현들로서 세계를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 다면, 
네오리얼리스트들은 세계의 주관적 수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독자들에

게 자신의 인상을 확산시킨다. 주관적 인상의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먀

찐은 현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들의 ‘비사실성’을 예로 든다. 만일 

우리가 현미경으로 우리의 피부를 관찰한다면 우리는 비현실적인 장면과 마

주치게 된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피부의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피부의 모습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눈에는 비현실

적인 것으로 대상의 진실한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여기서 자먀찐이 강조하

는 것은 순수한 자연주의적 시각(즉, 현미경을 사용한)의 우월성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의 실제성(사실성)이다. 여기서 실제에 대한 자먀찐의 입장은 

객관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형성에 있어 주체와 객

1) 떠오르는, 우연한 세부 요소를 통한 인상의 고정, 2)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
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 3) 언어적 채색,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지
만 상호간에 물들이는 일련의 언어군들을 결합, 4) 논리적인 구분을 요구하지 않
는 짧은 단어들의 사용, 5) 사물의 논리적이고 익숙한 특징들에서 벗어난 복잡하
고 섬세한 뉘앙스의 표현을 사용. Голубков(2002: 196)에서 재인용.



체, 즉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다.
세계 인식으로서의 창작 과정에서 자먀찐은 논리적 사고법과 연상적 사고

법, 두 가지 예술 접근법이 있다고 주장한다(Замятин 2011: 318). 삼단논법으

로 대표되는 논리적 사고법은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의 인간의 사고법이지만, 
창작 과정에서 사고는 ‘꿈’ 속에서의 연상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작품 속

에서 단어와 사물, 색채, 추상적 개념과 연관되어 작가에게서는 다수의 연상

들이 생성된다. 작가의 조합-연상 능력이 뛰어날수록 형상들은 더 풍부해지

고, 더 독창적이게 된다. 의식의 역은 이 형상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창작과정에는 무의식과 의식이 모두 관여

하게 되는데, 의식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연상적 사

고’는 자먀찐 시학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1929-30년 ‘레닌그라드 출판의 집’에서는 당대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가들을 

대상으로 창작 방식을 조사하여 우리는 어떻게 글을 쓰는가?라는 문집을 출

판한 바 있다. 20여명의 당시 작가들의 창작법을 살펴보면 자먀찐과 그의 

향 하에 있었던 똘스또이(А. Н. Толстой), 페진(К. А. Федин), 조쉔꼬, 슬로님

스끼 등의 창작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비실제적인 꿈, 감, 연상 

등을 통한 ‘인상(впечатление)’의 생성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띄냐노프(Ю. Н. 
Тынянов)나 쉬끌롭스끼 같은 형식주의 작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기술(記述)’, 
‘묘사’, ‘사실’(факт) 같은 단어 다는 것이다(Белый и др. 1989). 

｢예술 산문 기술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창작 기법들은 궁극적으로 

인상의 창조 방법들이다. 형식주의자들이 문학의 체계를 구분하고, 언어 현상

들을 분석하 다면, 자먀찐은 상징주의 문예 이론과 유사하게 분석을 위해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상의 창조를 위해 언어에 관심을 두고 있다. 
  
2.2 새로운 산문 언어: 시적 산문과 음운편성

예술 작품의 재료로서 언어에 대한 자먀찐의 기본적인 입장 역시 연상적 방

법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실, 연상 형상의 기본 질료로서의 언어에 대한 주제

는 현대 철학과 언어학, 기호학에서 심화 발전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언어를 

질료로 삼고 있는 문학은 19세기 말까지 산문언어와 운문언어로 비교적 엄격

하게 언어 사용의 양식을 구분하여 왔다. 특히 작시법 양식을 따르는 시문학

에서는 언어 사용의 규칙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되었다. 예술 장르 중에서 가



장 엄격한 법칙과 그 준수를 요구하는 음악 보다는 덜 하지만 시문학의 규칙

성은 음악성과 리듬감, 그리고 언어의 내용이 파생시키는 형상성을 더욱 증폭

시키는 역할을 수행했고, 19세기 초반 낭만주의 장시(романтическая поэм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산문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문학 수단 모색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 다5). 
자먀찐은 산문과 운문의 구분에 있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산문과 운문의 경계를 지우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운문 리

듬과 구별되는 산문리듬을 제안한다6). 먼저 자먀찐은 새로운 산문으로 19세

기적 산문 서술인 기술적(記述的) 서술 방식을 탈피하는 시적 산문을 제안한

다. 앞서 언급한 자먀찐의 예술 작품에서의 이원론적 사고법에 따르면 기술

(記述)적이고 설명적인 산문은 로고스에 기반을 둔 논리성을 주된 사고의 방

법으로 삼는다. 하지만 자먀찐은 새로운 산문과 시문학은 구체적인 운율조직

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리듬, 음악성 등의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

하면서, 새로운 산문이 논리적 사고법이 아닌 시적인 연상적 사고법으로 창

작된다고 강조한다. 모든 비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다

른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원래 대상을 형상화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

서 자먀찐에 따르면, 운문이 서정시라면 산문은 서사시이고, 산문과 운문의 

차이는 운문이 주로 작가의 내면세계를 묘사하고 드러낸다면, 산문은 작가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데 주력한다(Замятин 2011: 334). 

5) 또마쉡스끼는 ‘분절성(фрагментарность)’, ‘생략’, ‘말줄임(недоговорённость)’을 고전
주의적 장시를 극복하는 19세기 초반에 등장한 낭만주의적 장시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Томашевский 1996: 259). 바이런, 뿌쉬낀에 의해 시작된 낭만주의적 장시를 
또마쉡스끼는 다양한 시적 표현을 낳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지만, 낭만주의
적 장시는 오히려 전통적 장시의 주요 요소인 파불라구조를 해체하면서 기술( )
적 방법이 아닌 시적 방법(반복, 대비, 형상)을 통해 서사구조를 구축하는 계기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뿌쉬낀 산문이 가지는 리듬적, 시적 요소를 들 수 있
다. 뿌쉬낀 산문의 시적 특징에 대해서는 쉬미드 참조(Шмид 1998: 11-170).

6) 러시아 문예 연구에서 자먀찐의 시적 산문에 대한 지적은 쉬미드의 운문으로서의 
산문과 오를리츠끼의 러시아 서사 문학에서의 운문과 산문의 역동성에서 언급
된 바 있다. 쉬미드가 러시아 산문의 ‘운문적 전통’과 구조주의적 틀 속에서 언어 
현상들을 규명하면서 자먀찐의 시적 산문을 ‘장식성(орнаментальность)’을 통한 ‘신
화화(мифологизация)’로 정의한 반면, 오를리츠끼는 벨르이의 산문 리듬과 비교하
면서 운율학적 관점에서 자먀찐을 산문리듬을 분석하고 있다(Шмид 1998: 328-344; 
Орлицкий 2008: 492-502). 



그의 이런 주장은 다소 거친 이분법적 구분이기는 하지만, 산문과 운문을 

모두 시 장르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는 산

문작가, 즉 그의 정의를 따르자면 서사시인을 실제 삶의 ‘환 ’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배우’, ‘연기자’로 규정하는데, 이 때 서사시인은 묘사되는 인물(대
상)에 동화되고 익숙해져야만 한다. 자먀찐은 서사학에서 말하는 작가와 화

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가를 배우로 설정하는 것

은 스까즈 기법과 연계되는 언어 사용의 문제로 확장된다.7)

스까즈 현상은 형식주의자, 바흐찐, 구조주의, 사회주의 비평에서 다양한 

관점들로 해석되었는데, 러시아 문예이론에서 가장 먼저 스까즈 이론을 전개

한 이는 에이헨바움이다. 1918년 ｢스까즈의 환상｣과 1919년 ｢고골의 ‘외투’
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서 에이헨바움은 스까즈를 문자에서 문학을 해방

시키는 수단이자, 목소리와 음색, 어조로 생성되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 활동

으로서의 언어를 문학에 도입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에이헨바움 스까즈론의 

특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표정’과 ‘몸짓’의 언어적 구현이다. 자먀찐의 산

문론은 바로 에이헨바움의 스까즈론과 일치한다. 에이헨바움의 스까즈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시기와 자먀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의 시간적 차이가 2
년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자먀찐의 산문론에 에이헨바움의 향이 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정도 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에이헨바움의 

스까즈와 자먀찐의 산문론이 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하지만, 에이헨바움이 

문학 언어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자먀찐은 인상의 생성과 연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논리에서 해방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를 보인다. 
자먀찐은 산문과 운문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적극 주장하지만, 운문의 법

칙성과 산문 리듬의 형성 기제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운문과는 다른 산

문 리듬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음운편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바로 이

것이 ｢예술 산문 기술 강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음운

편성(инструментовка)이란 용어는 원래 음악작곡법의 ‘기악편성’, ‘관현악편

성’이란 용어를 나타내지만, 19세기 말 ‘과학적 운문(научная поэзия)’을 주

7) 사실, 스까즈 이론에서 작가와 화자의 문제는 에이헨바움에게서도 명확하게 제시되
지 않는다. 서사학적 차원에서 스까즈 화자의 문제에 처음 관심을 기울인 문예 이
론가는 В. 비노그라도프이다(Мущенко и др. 1978: 18-19). 창작에서의 화자 문제
에 관한 자먀찐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언급됨. 



창한 르네 길(Рене Гиль)에 의해 제시된 시작법(詩作法)에서의 다양한 음운

현상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Doubrovkine 2004: 470). 이 용어는 

시작법 이론에서 감정적 색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별한 음색을 만들어 내

는 것을 지칭하는 데 쓰 는데, 연관된 음운현상으로는 두운법, 자음운, 모음

운, 음운반복, 의성어 등이 있다. 
산문에서의 음향 효과에 대한 러시아 문예이론은 에이헨바움의 ｢고골의 

‘외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서 처음 등장한다. 에이헨바움은 여기서 ‘음
성의미론(звуковая семантика)’, ‘음향 몸짓(звуковой жест)’의 개념을 내세워 

고골의 외투에 나타나는 여러 언어적 효과와 인상들을 스까즈 기법과 관련시

켜 언급한다(Эйхенбаум 1969:309). 하지만 에이헨바움은 이 저작에서 음운편

성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을 전개하기 보다는 산문에서 어떻게 언어적 인상이 

발생되는가라는 기본적인 기제를 지적하는데 그친다. 이후 산문 언어에 관한 

시학에서 같은 형식주의 이론가인 또마쉡스끼는 산문언어의 음보구분과 운율

학적 토대 분석을 시도하 다(Замятин 2011: 257). 
운문 리듬 법칙으로 산문리듬 법칙을 분석한 또마쉡스끼의 방식은 후일 

산문의 음악성과 음운 이론을 다룬 고골의 기법에서 벨르이에 의해 발전

되게 된다. 하지만 1920년대 산문 리듬과 관련된 논의들 중 가장 첨예한 문

제는 운문의 시작법을 산문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 다. 또마

쉡스끼나 벨르이 등이 운문 시작법의 규칙으로 산문 리듬의 규칙성을 발견하

고자 했다면, 에이헨바움은 시작법이란 용어나 음운편성이란 용어를 사용하

지 않으면서 산문 리듬에서 운문적 규칙성을 적용하지 않고 스까즈나 음향몸

짓 같은 용어를 도입함으로 산문 리듬만의 특징과 법칙을 규명하려 했다. 
음운편성은 자먀찐이 또마쉡스끼나 벨르이처럼 시적 규칙성에서 산문을 바

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이헨바움이 산문 리듬 속성 자체를 지적했던 것처럼 

시와는 다른 산문의 고유한 리듬의 속성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비슷한 음가들을 지니는 자음들에 특정한 형상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반

복 사용(시와 같은 엄격한 규칙성을 따르지 않지만)함으로써 생기는 음향적 

형상들과 인상들에 자먀찐은 주목하 다. 산문 언어의 형상성과 산문이 운문

보다 더 섬세하고 복잡한 음운 체계를 가졌다는 벨르이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도 자먀찐은 벨르이가 산문 뻬쩨르부르그에서 운문법칙을 직접적으로 적

용하면서 운문적 율동성을 모색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하 다(За-
мятин 2011: 364). 즉, 자먀찐은 산문에는 운문 같은 엄격한 규칙성이 아닌 



산문만의 리듬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음운편성’
과 ‘산문 리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먀찐의 음운편성의 예를 살펴보자. 

“Вот туманной фатою фантазии облачается доку<чный мир> ― и за 
туманною фатою неясными встанет очертаниями жизнь творимая и несбы- 
точная”

“Зачерненные сажей, жутко шмыгают... сопят медведи”(Замятин 2011: 357)
“여기 진저리나는 세계는 환상의 안개 빛 면사포를 입는다. 안개 빛 면

사포 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삶이 불분명한 외형으로 떠오를 것이다.”
“검댕으로 검게 칠해진 곰들이 지긋지긋하게 비벼대며 코를 골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자먀찐은 Т-Д(туман) 음운편성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음소 

Т와 Д는 ‘안개’라는 형상과 연결되면서 문장의 문법적 의미와 결합되면서 의

미를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음소 Ч-Ж-Ш가 정적 속에서

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연상시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문에서의 음운편

성은 의성어의 강화, 상이한 모티브들의 결합적 연상작용, 음향적 특성의 부

여, 음성적 조화 등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이로서 산문 속에서는 음의 조화와 

부조화, 멜로디, 멜로디 간의 일치, 멜로디의 리듬적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먀찐은 음운편성에 관한 강의 초반에 실제 음운의 배열과 그 작용 기제를 

간략히 예시하고, 강의의 대부분을 예술의 속성에 대해 설명한다. 음운편성과 

예술 속성에 관한 논의는 다소 비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예술을 수학의 

정역학(статика)과 동역학(динамика)으로 비유하면서 건축, 조각, 회화 등의 조

형 예술을 정역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그는 이전의 문

학, 즉 르네상스 이후 등장한 신고전주의, 바로코, 데카당 문학의 몇몇 유형 

등을 ‘건축적’ 양식이라고 지칭하면서 문학에서의 슈젯은 건축적, 정역학적 속

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자먀찐이 주장하는 새로운 문학은 3차원인 

공간적 속성 외에 필수적으로 4차원인 시간적 속성을 통해 완성되어야만 한

다. 바로 문학에서 이 시간성을 구현하게 하는 것이 리듬인 것이다. 음악, 무

용 예술이 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일련의 변화

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처럼 언어예술인 문학에서도 순간들의 변화, 감정의 

변화, 움직임의 방정식을 통해 리듬을 구현하게 된다. 음운편성에 관한 이론은 

바로 산문 언어 속에서의 변화 단위, 즉 리듬의 요소로서 제시된 것이다. 



리듬문제가 1910-1920년대 러시아 문예이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는 만큼, 브릭, 쉬끌롭스끼, 에이헨바움, 또마쉡스끼 등의 형식주의 이론가들

이 리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했는데, 자먀찐이 말하는 음운편성, 즉 

자음이 중심이 된 음운 이론은 이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자먀찐의 음

운 편성과 유사한 방식의 언어 접근은 1922년 출판된 벨리의 글로솔라리야

(Глоссолалия)8)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벨르이는 자먀찐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

로 각 음소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부여하는데,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Глоссолалия» ― Импровизация на несколько звуковых тем; так, как 
темы эти во мне развивают фантазии звукообразов, так я их вылагаю; 
но знаю я: за образной субъективностью импровизаций моих скрыт 
вне-образный, несубъективный их корень.”(Белый 1922: 1)

글로솔라리야는 몇 가지 음성테마에 대한 즉흥시이다. 이 음성테마들
이 내게서 음성적 형상들의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열해 
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주관적 즉흥시들의 형상 이면에는 형상 
외적인, 주관적이지 않은 근거들이 숨겨져 있다. 

여기서 벨르이는 산문 리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언어의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주관성 뒤에 놓여 있는 주관적이지 않은 근

거’들은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연

상 작용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자먀찐의 음운편성 역시 시적인 엄격한 규칙

성을 발견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해당 언어를 이해하는 대

다수에게 연상을 통한 동일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리듬에 관한 자먀찐의 입장은 벨르이나 형식주의자들과 같은 출발점을 가

진다.9) 산문이든, 운문이든 리듬은 규칙적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 모

두는 규칙성 외에도 그것의 파괴와 이로 인해 생겨나는 효과에도 관심을 보

8) “글로솔라리야”는 의학용어로 ‘언어장애’란 뜻을 가지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음소들의 반복, 리듬을 간직하는 소리들의 연속, 말의 템포 등을 드러내는 무질서
한 말의 상태를 의미한다. 

9) 비록 형식주의자들이 벨르이의 이론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기는 했지만, 문학에서
의 리듬에 관한 벨르이의 노력은 1910년 상징주의(Символизм)의 ｢서정시와 실
험(Лирика и эксперимент)｣에서 먼저 제기되고, 1929년 ｢변증법으로서의 리듬과 
«청동의 기사»(Ритм как диалектика и «Медный всадник»)｣와 1934년 ｢고골의 
기교(Мастерство Гоголя)｣에서 나타난다. Ханзен-лёве는 이러한 벨르이의 시도가 
형식주의의 리듬 이론에 기여를 했다고 지적한다(Ханзен-лёве 2001: 294).



이고 있다. 리듬의 파괴 현상을 운율 구조의 표준을 지향하는 체계와 그 반

작용으로 이해하는 벨르이의 인식에는 리듬의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

가 동시에 인정되고 있지만, 형식주의자들은 리듬 파괴에서의 마이너스 효과

를 형식주의 시학의 중요한 지점인 ‘낯설게 하기’의 순간으로 이해하면서 플

러스 효과의 의미를 축소하고 마이너스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자먀찐은 

리듬 파괴는 운문이 아니라 산문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서 산문 리듬 

고유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운문에서의 각운은 긍정적 

요소이지만 산문에서 각운은 반대로 부정적 요소이다. 그 근거로서 자먀찐은 

벨르이의 소설 뻬쩨르부르그에서 각운은 부분적으로만 등장하지 작품 전

체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운율적 리듬 즉, 리듬

의 양적 분석은 산문에서는 불가능하며 그 대신 질적 분석이 산문 리듬에서 

강조된다(Замятин 2011: 357-367).
질적 리듬 분석 설정에서 자먀찐은 벨르이나 형식주의자들의 리듬 문제 

접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벨르이가 특별한 ‘표현성’의 차원에서 리듬의 

생성에 관심을 두었다면, 형식주의자들에게 리듬은 예술언어를 일상 언어와 

변별할 수 있는 요소이자 분석 가능한(심지어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를 향할

지라도) 시학의 단위 다. 하지만 자먀찐에게서 리듬의 의미는 무엇보다 역

동성으로 대표되는 살아 움직이는 변화 다. 규칙적, 비규칙적 강세의 사용으

로 발생하는 속도감, 음소들의 질감으로 이루어지는 기표와 기의의 동기화가 

자먀찐 리듬의 작용 원리이다. 그래서 단어의 배열과 간격, 논리적인 의미 

단위들의 배열, 심지어는 구두점 등이 산문 리듬의 형태론에 포함된다. 또 

형식주의와는 달리 자먀찐에게 산문 리듬은 분절, 분석할 수 없는 연속체로

서의 형상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되는 산문 리듬의 형상성은 음악

성과 미적 완성을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와의 심리적 상호관계를 통해 

형상성의 대화적 동화작용이라는 최종 목적에 기여하게 된다. 

2.3. 민중언어와 대화적 언어 

언어에 대한 자먀찐의 또 다른 기본 입장은 언어는 묘사되는 시대와 환경

의 언어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먀찐은 의식적으로 창작에서의 서사

학의 문제를 제기한다. 



<...> язык должен быть языком изображаемой среды и эпохи. Автора 
совершенно не должно быть видно. По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 язык диалогов 
должен быть языком изображаемой среды ― уже стало бесспорным. 
(Замятин 2011:337)
[...] 언어는 필히 묘사되는 시대와 환경의 언어야만 한다. 작가는 전혀 모습
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대화 언어가 묘사되는 환경의 언어야만 한다는 입
장은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작가가 완전히 화자의 뒤에 서게 되면서 작품에서의 언어는 작가 개성과는 

별개의 독자적 존재가 된다. 시대와 환경의 언어는 직접적인 의미가 아닌 언

어와 환경의 예술적 결합과 환경을 양식화한 언어들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사투리나 은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 환경, 시대, 민족에 존재하

는 내재적 언어결과 문장, 사고의 특징, 사유 과정 등을 언어 속에서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산문의 특징인 것이다. 자먀찐은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

로 ‘민중언어(народный язык)’, ‘대화적 언어(диалогический язык)’, ‘수법(фак- 
тура)’, ‘그림(рисунок)’ 등을 거론하면서, 체홉, 부닌, 레미조프, 고리끼, 쉬멜료

프, 뜨레네프 등의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그 예를 발췌해 제시하고 있다.
민중언어와 대화적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이들 언어들이 결코 

논리적, 단계적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생략과 여백의 지향은 대화 언어에 

있어 주요한 특징이다. 각 등장인물들이 자신만의 개성화된 언어로 이야기 할 

경우 작가는 독자에게 등장인물들 고유의 특징들에 대해 부연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로써 예술적 절약(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я)이 이

루어진다(Замятин 2011: 347-348). 따라서 민중언어와 대화적 언어는 그 자체

로 연상 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Мышление идет двумя основными путями: либо путем ступенчатым ― 
путем силлогизмов, либо путем ― цепным ― путем ассоциаций. И тот, 
и другой путь в полной форме, без пропусков ― только в литературной 
речи. Тенденция к сокращению, особенно пропуски ассоциаций ― заметны 
уже в разговорном языке.(Замятин 2011: 349)

사유는 두 개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단계적 방식, 즉 삼단논
법과 연쇄적 방법, 즉 연상방법. 두 방법 모두 여백이 없이는 완전한 형태
이고 문어이다. 생략과 연상의 여백으로의 지향이 대화적 언어에서 두드러
진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환경적 언어의 사용에 대한 자먀찐의 견해가 스까

즈 이론의 대화성, 민중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문예 

비평에서 스까즈 이론이 주목을 끌었던 것은 스까즈가 가지는 언어의 ‘민중

성’ 때문이었다. 게이는 민중언어의 사용은 작품 주제와 문제의식에서의 민

중성의 발현이며, 역사 과정 속에서의 민중 참여의 차원이라고 보았다(Гей 
1964: 32). 민속테마와 살아있는 민중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던 레미조프의 아

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 고, ‘시골성(уездность)’이 작품의 주요 주제가 되

었던 자먀찐은 주제와 문제의식의 차원 외에도 표현과 인상, 그리고 실제성 

구현의 차원에서 민중언어와 대화적 언어에 접근하 다. 
민중언어와 대화적 언어는 문어적 언어와는 달리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

서 독특한 시간적 성질을 획득하게 된다. 대화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빠른 

속도로 대화들을 좆아 가게 되지만, 서술적, 논리적 언어 속에서 인간의 사고

는 느리게 논리를 가늠하고 판단하며 따라간다. 결국 대화적 언어는 보다 풍

부한 표현력과 보다 강한 역동성을 지님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약점인 생략과 

여백이라는 ‘묘사의 부족함’을 상쇄하는 예술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 작가는 

자신의 사고를 모두 완전히 말하지 않고, 몇몇 사고의 단초들만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전개시키는 서술행위를 했을 때 보다 더욱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작가는 사고의 단초들만 제시하면

서 독자들의 사유에 동기를 부여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 사유의 개별적 이정

표들을 연상이나 논리적으로 생략된 요소들의 중간 고리로 연결시키게 한다. 
언어를 논리적 대상이 아닌 형상을 창조하는 질료로서 대하는 자먀찐의 입

장은 그가 예술언어를 이야기 할 때 모더니즘 회화 기법을 자주 언급하는 데

서도 확인된다. 그는 러시아 학술원파와 이동전람파의 그림이 가지는 디테일

의 자세함, 매끄러움을 고갱의 거칠고 생략이 심한 그림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예술 산문은 고갱, 마티스, 그리고리예프 등의 회화 양식에서 나타나는 거칠

고 생략적인 질감과 단순화된 외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Замятин 2011: 
351).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 사용으로서 그는 생략된 문장, 작가에 의한 

거짓 부정과 확신, 누락된 연상과 암시, 어렴풋한 회상 기법을 제시한다. 이

러한 문학 기법을 ‘인상주의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는 독자와의 공동 창작을 

전제로 하면서 주관적 세계인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기법들을 객관화하는 과

정을 강조하고 있다. 



3. 연상 구성 원칙의 철학적 기원과 세계관

자먀찐의 ｢예술산문 기술 강의｣의 기본 목적은 네오리얼리즘 산문 창작법

을 젊은 작가들에게 강의하는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창작법의 배경, 즉 세계

관과 미학적 원칙들이 체계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리듬, 슈젯, 
언어, 멜로디와 조화, 음조 등 여기서 거론되는 여러 창작원칙들은 근현대 

철학적 세계인식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창작 기법들이 

수렴되는 ‘연상 구성의 원칙’은 르네상스 이후 규범적 세계인식과는 다른 방

식의 세계인식들에 기반하고 있다. 
규범적 세계인식이 세계를 이성적, 객관적, 과학적인 관점에서 ‘고정적’으로 

바라보았다면, 네오리얼리즘의 연상 구성의 원칙은 세계의 실제적 요소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역동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이는 객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19세기 말 서유럽 철

학에서는 세계의 진실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진행되었고, 이는 물자체에 

대한 부정과 전면적 재검토를 배경으로 한다. 자먀찐의 네오리얼리즘 역시 이

러한 배경을 가지는데, 그는 사실주의자들은 법제화한, 이미 규정된 조건들만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물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내 표상으로서의 세

계(мир как м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가 예술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선언한다. 

Они считались только с этими понятиями, а не со своими впеча- 
тлениями от вещей. Для них ― избы были всегда розовые, тело ― 
телесное; никогда не могло быть у них “огненно-красный на солнце лик” 
и “синяя улыбка.” Символисты расстались с realia стали искать realiora ― 
обратились к Ding an und für sich, и оттого у них краски стали 
отвлеченными, метафизичными, обесцветились. <...> Неоралисты ― от 
realiora нашли realissima... Они уверовали, что впечатление от вещи ― и 
есть вещь. Вот эта вера в свое впечатление ― основной признак для этой 
группы писателей, которых я называю неореалистами.(Замятин 2011: 355)

그들은(사실주의자들은: 저자) 대상으로부터 생겨나는 인상들이 아니라 
개념으로서 규정된 조건들을 이해할 뿐이다. 그들에게 오두막은 항상 붉은 
빛을 띨 뿐이고, 몸은 항상 육체적인 것이다. 태양빛 속의 불타오르는 붉은 
얼굴이나 푸른 미소 따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상징주의자들은 ‘실
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재’를 추구하며 물자체를 인식하려하 으나 이로 
인해 이들의 실재 인식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무채색적인 것이 되
어 버렸다. [...] 하지만 네오리얼리스트들은 ‘진정한 실재’에서 ‘가장 사실적



인 것’을 찾았다. 이들은 대상으로부터의 인식이 대상 자체라고 확신한다. 
대상에 대한 인상의 믿음이 새로운 작가들의 인식 토대이며, 나는 이들을 
네오리얼리스트라고 부른다. 

개념과 물자체에 대한 부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 인상주의의 강

령이다. 자먀찐의 네오리얼리즘의 기저에는 프랑스 인상주의의 향이 짙게 

배여 있다.10)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상이 대상의 속성을 정의한다는 인상주

의의 명제는 19세기말부터 시작된 모더니즘 예술의 기본 전제가 된다. 모더

니즘적 세계 인식은 근대적 이원론적 인식 체계에 대한 비판, 즉 주체와 객

체(세계)의 통일에서 시작하는데, 칸트가 사회적 보편성에 기반을 두면서 주

체와 객체의 통일을 추구하 다면, 니체나 짐멜 같은 이들은 질적인 개인주의

(혹은 주관주의)를 주장하면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상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11). 자먀찐의 인상주의는 바로 후자의 세계 인식의 방법에 기초하고 있

다. 사실주의적 세계관이 칸트적 보편적, 객관적 세계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자먀찐의 네오리얼리즘은 니체나 짐멜의 주관주의적 세계인식에서 출발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먀찐은 러시아 산문 문학에서는 최초로 주관적 세

계인식과 그것의 진실성을 이론화해서 창작에 반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자먀찐의 관점에서 상징주의는 주관성을 우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와는 별개로 대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주의는 

대상에 대한 인식 방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개인이 절대적 대상인 물자

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인데, 세계 인식에 있어서의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12). 그래서 네오리얼리즘과 상징주의는 주관적 방법

으로 대상을 인식하지만, 상징주의와 달리 네오리얼리즘은 그 주관적 인식의 

다양성과 다수의 인식(인상)을 모두 참으로 인정하면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역동적 인식을 중요시 한다. 여기서 인상은 한 순간의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인상들의 합, 작품의 부분과 전체에서 움직이는 인상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하면 인상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 속에서 대상들과 끊

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때 대상과 그 인상은 하나의 세계로 결합되는 것이고 

10) 문학적 인상주의와 그 세계관에 대해서는 임혜 (2007), 399-400을 참고하시오.
11) 여기서 근대란 데카르트 이후부터 칸트 이전을 의미한다. 짐멜은 칸트를 이원론적 

세계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시한 이로 바라보고 있다. 근대적 세계관
과 이의 극복에 대한 것은 짐멜(2007), 16-19 참조.

12) 상징주의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차지원(2011), 260-263 참조 .



주관적 인식은 헛된 망상이나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지

각하는 합법성을 획득하게 된다. 
네오리얼리즘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발생했던 다양한 철학적 인

식들을 반 하고 있지만, 자먀찐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철학자나 철학사조

는 쇼펜하우어(Schopenhauer) 와 로스끼(Н. О. Лосский)13), 그리고 미 신사

실주의 철학이다. 

“Неореализм. Философская основа. Шопенгауэрианство: мир как мое 
представлеин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зображается не мир, а я. Изображение 
всегда ‘в себе’. <...> ― бесплотность, бескрасочность, символизм. Возврат 
философии к реализму. Лосский ― философия неореалистов в англо- 
саксонских странах.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е течение неореализма в литературе. 
Выражают уже не себя, а мир внешний так, как он кажется (Лосский), 
не стараясь изображать его таким, каким мы его знаем (‘вещь в себе’ 
― или, вернее, каким хотели бы знать, ибо Sache an für sich мы не 
знаем). Отсюда два свойства, основных: возврат (но не по кругу, а по 
спирали) к реализму эпический, а не лир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творчества, 
импрессионизм.”(Замятин 2011: 451, 강조는 저자) 

네오리얼리즘. 철학적 기반. 쇼펜하우어주의: 내 표상으로서의 세계. 따라
서 세계가 아닌 내가 묘사된다. 항상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 
[...] ― 혼성, 무미건조, 상징주의. 사실주의로 귀환하는 철학. 로스끼 ―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의 네오리얼리스트들의 철학. 문학에서도 이에 상응
하는 네오리얼리즘의 흐름. 이미 자신이 아니라 여겨지는 대로의 외적 세계
가 표현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묘사하지 않는 것. (물자체는 정확히
는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것임, 왜냐하면 우리가 물자체를 모르기 때문.) 
여기서 두 가지 근본적 특징이 도출 된다: 창작의 서사적 사실주의로의 복
귀(원이 아닌 나선형으로)와 서정적 특질이 아닌 인상주의. 

하지만 짧은 메모 노트에 기록된 이 내용으로는 자먀찐이 생각하는 네오

리얼리즘 문학의 배경에 대한 단초만 알 수 있을 뿐, 체계적인 철학적 배경

들을 알 수는 없기에 제시된 개념들과 창작 기술론의 내용 간의 관계는 유

추할 수밖에 없다. 

13) 로스끼의 철학적 경향을 보았을 때, 인용문에서 제시된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의 네오리얼리스트들의 철학은 유럽 직관주의 철학과, F. 브렌타노, G. 무어와 관
련된 신사실주의 철학을 의미하는 듯하다. 



쇼펜하우어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 것으로 짐작컨대, 자먀찐이 네오리얼리즘

의 주요 배경으로 말하는 ‘내 표상으로서의 세계(мир как м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мир как воля 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쇼펜하우어의 표상의 문제는 근대 철학에서 

첨예하게 논의되는 주체와 객체의 문제, 즉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접한 연관이 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표상은 객체의 주관적 경험의 양상이

다. 여기서의 표상은 소박한 의미에서의 실재론(Realismus)에서 취하는, 세계와 

동일시되는 표상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 속에서 형성되는 표상을 의미한다. 유

물론, 사실주의적 세계인식과 유사한 소박한 실재론에서는 감각지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대로 대상은 존재한다. 즉,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된 ‘하늘은 푸르

다’라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진실로 여겨지지만, 자연과학적으로는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동시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세계인식에 있어

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난 것만을 대상의 인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먀찐은 소유 대명사 ‘мое’를 추가하여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보다 구체화

하면서 사물의 존재는 주체의 의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

다. 즉, 쇼펜하우어처럼, 자먀찐에게 세계와 객체는 항상 주체와의 관계 속에

서 존재하는 것이다.14) 자먀찐이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네오리얼리즘이라고 

지칭한 것은 단순한 ‘사실로의 복귀’나 ‘사실주의 문학의 부활’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 인식의 전환을 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과학주의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의 시대 지만, 19세기 

말부터 철저한 경험 위주의 세계관인 실증주의적 세계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

는 철학자들이 등장했다. 이들 중 가장 향력 있게 새로운 세계 인식 가능

성을 제시한 이가 바로 베르그송이었다. 그는 세계의 진실, 즉 실제를 인식

하기 위해서는 직관이 과학적 인식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하 다. 그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인식할 수 없는 ‘지속성’을 인식하기 위해 직관 개념을 제안한다.15) 

14) 쇼펜하우어의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서규(2003)를 참고하시오. 
15) ‘직관’의 문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인식의 두 측면인 직관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에서 그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다. 하지만 중세이후 철학에서 데카르트에 의해 
논리의 중요성이 강조된 후 칸트 이전까지 유럽 인식론에서는 논리가 주된 인식 
방법이 된다. 칸트에 의해 주체에 의한 객체의 논리적 인식 방법이 의심받기 시작



베르그송에게 있어 직관은 이성주의(경험주의, 과학주의) 인식 방법과는 대립

되는 인식방법이다. 직관적 인식은 창조적 행위 속에서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직관은 인간에게 사물과 현상들의 ‘전일적(全一的) 전체(целостное целостность)’
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직관은 지속성을 인식할 수 있는 비신비주

의적 방법이다. 의식 활동의 두 형태인 지성과 직관은 완전하고 충만한 집합

으로서의 인간 속에서만이 발전할 수 있다. 오직 직관의 작용으로만 인간은 

실제의 본질이 되는 자연적 흐름의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속

에 자신을 위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지성에 직관을 더한 정신만

이 지속과 모든 사물들을 관통하는 창조적인 힘을 포착하고 삶의 조화로운 

전체 속에서의 인간 존재를 재통합할 수 있다. 사유와 운동에서 베르그송

은 “표현될 수 없는 것은 비유와 은유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이 길을 우회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목적지로 향하는 직선대로와 같다. 만

일 어떤 이가 과학적 언어, 즉 추상적 언어로만 말한다면, 그는 정신에게 물

질에 의한 정신의 모사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베르그송 2001: 51)라고 

말하면서 문학적 언어인 비유와 은유를 인식의 방법이라고 언급한다. 연상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적 논리적으로 기술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유사한 형상들

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먀찐의 연상적 언어는 베르그

송이 말한 문학적 언어, 비유와 은유를 통한 세계 인식과 같은 세계 인식의 

방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재에 대한 지적 인식의 상대성에 대응하여 베르그송의 직관적 관조는 

창조적 과정들과 변화성을 적절히 볼 수 있게 하면서 절대적 앎을 제시한다. 
직관적 관조는 바로 초지성적 특성을 지니는데, 이것을 베르그송은 예술적 

묘사의 출발점과 기원으로 보고 있다. 지성이 예측 밖의 사실들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창조적인 것을 배제하므로 탈지성-비이성적이고, 직관적인 것이 

창작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예술가의 직관은 대상이나 외적인 물질세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객관적인 

하면서 직관성은 서유럽의 근대 인식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칸트의 선험성을 
비판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직관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19세기 말 ~ 20세기 초 서유
럽에서는 직관주의가 인식의 주된 방법론이 된다. 쇼펜하우어, 베르그송, 후설, 쉴러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직관주의는 철학자 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소 차이나
지만, 큰 틀에서 논리적 사고와 보편적 객관성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에서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세계가 아닌 인간의 의식과 그 내적 혼의 삶에 투 된 세계를 예술의 대

상으로 보았다(Мартынюк 2010: 149). 
자먀찐이 베르그송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가 언급한 러시아 

철학자 로스끼는 네오리얼리즘의 또 다른 배경을 제공한다. 러시아 인식 철

학에 있어 로스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로스끼는 자신의 인식 철

학에서 베르그송의 직관주의와 유럽의 경험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러

시아의 우주론과 조화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는 ‘유기적 총체로서의 세계’ 개

념을 통해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모두 ‘나의 세계’ 즉, 내적 세계로 수렴된

다고 보았다.

Спираль ― страшная, кривая, играющая какую-то особенную роль в 
жизни. Это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органическая кривая. Внутри вся линия ― 
это спираль.(Замятин 2011: 451)

나선은 삶 속에서 괴기스럽고, 구부러졌으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유기적 구부러짐이다. 내부에서 모든 선은 나선이다. 

Все отношения человеческие, все результаты опыта коллективного ― 
выражаются простыми числами, отношения простых чисел. Раньше, до 
сведения всех элементов к единому, отношения неорганического мира 
выражались мнимыми числами; теперь все коллективизировано, его 
выражают отношением простых чисел.(Замятин 2011: 119)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집단적 경험의 결과들은 소수(素數)로 표현되는 
소수의 관계이다. 모든 단위들이 하나로 총괄되기 이전에는 비유기적 세계
의 관계들은 허수(虛數)로 표현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집단화되었고, 그것
을 소수로 표현하고 있다. 

나선(螺線)은 원호나 포물선처럼 합리적인 선(線)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의 

비합리적인 선이며 변증법적인 무한한 선의 전개를 의미한다. 나선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먀찐이 소수라고 표현하는 인간관계와 집단적 경험이다. 소

수는 그 자체로 자연수이면서 가장 독창적이고 근원적인 수들이다. 따라서 개

별 경험의 ― 자먀찐의 용어로는 연상을 위한 단위들 ― 연속이 바로 나선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소수는 실제성을 지칭한다. 이와는 달리 개별 단위들이 

‘총괄’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즉 비유기적 관계에 있을 때 이 단위들은 

상상의 수인 ‘허수’로 표현되면서 비실제적인 것이 된다. 자먀찐에게 참된 세계



의 모습은 개별 단위들이(그것이 인상이든, 어떤 실제적 형상이든 간에) 유기

적으로 결합되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순간에 드러난다. 물론, 이 참

된 세계의 모습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고 불규칙한 나선형을 이루게 된다. 
수학적 개념을 사용한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먀찐은 개별 (인상)요소들과 

그 조합으로 형상을 만들어 내는 ‘연상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형상요소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내용적, 시학적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이것들이 작품 전체

와 연결될 때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총체적 관계를 맺게 된다. 
아비쉐바는 자먀찐 동시대나 직전시기의 철학 흐름으로 베르그송과 로스끼 

외에도 쇼펜하우어, 니체, 리케르트, 슈펭글러, 짐멜 등을 들면서 생철학이 네

오리얼리즘 이해에서 중요한 철학사조라고 언급한다(Абишева 2006: 24). 하지

만 생철학만이 자먀찐의 세계인식의 배경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실용주

의 철학자이자 심리학 이론가인 윌리엄 제임스 역시 주체와 객체의 유기적 관

계를 강조하 다.16) 그는 대상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체, 객체, 세

계의 세 요소를 결합하는 매개 요소는 객체로서 인식된 대상이나 대상과 관련

을 맺고 있는 다른 대상들의 세계 속에 있지 않고 바로 주체의 인식̊ ̊  속에 있

다고 보았다. 주체의 인식 속에 있지 않은 객체와 대상의 세계는 사실의 차원

에서만 존재할 뿐이지, 주체의 인식 속에 경험된 존재로 태어나 가장 사실적

인 실재인 진리를 태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Кораблева 2003: 172). 자먀찐 

역시 사실적 객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가 주체의 인식 속

에 어떤 형상으로 수용되는지를 강조하 다. 이 수용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연상 작용이며, 이를 통해 자먀찐의 창작 기술의 모든 요소

들은 끊임없는 인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먀찐 

창작론은 문학적 효과들과 창작 실기에 대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심원한 세계 인식에 대한 동시대 철학의 고민들이 반 되어 있다. 

16)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 철학자이며, 서유럽 모더니즘 문학
에 큰 향을 끼친 인물이다. 비록 실용주의의 기본적 방향이 자먀찐의 네오리얼
리즘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체와 객체의 관계, 즉 사물에 대한 관념의 
참과 거짓의 판단은 주체와 객체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 상대적이라는 제임스의 
주장은 자먀찐의 주체에 반 된 세계의 진실성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공교롭게도 제임스의 철학과 심리학은 실용주의 범주 외에도 ‘ 미 신사실
주의’ 라는 철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4. 나가며

베르그송이나 로스끼, 제임스가 말하는 주체 속에서 형성되는 상대적인 세

계의 진리의 문제는 자먀찐의 네오리얼리즘적 세계 인식과 같은 맥락을 가지

면서 자먀찐의 창작 기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양상들의 배경이 되고 

있다. 20년대 러시아 모더니즘 산문을 논할 때 우리는 개별적인 작가의 내면

세계와 개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제론적 접근을 하거나 형식주의적 분석 방

법을 써서 작품에 사용된 세부 기술들을 유형화하고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 
자먀찐의 경우 안티유토피아적 특성이 작가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

고, 삘냑의 경우 역사철학적 관점이나 실험적인 기법들에 관심을 두었다. 다

른 20년대 네오리얼리즘적 경향의 작가에 대해서도 역시 이념성, 혁명 주제, 
민족성 등 주제론적 판단으로 작품들을 평가하 고, 이들이 사용하는 현란한 

기법적 현상의 이면에 있는 세계관의 반 을 놓치곤 했다. 
자먀찐의 예술 창작 기술 강의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기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왜 이런 기법과 창작법들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먀찐을 통해 우리는 1910~1920년대 러시아 산문 

문학의 흐름이 유럽의 모더니즘 산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윌리엄 제임스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의식의 흐름’ 기법은 자먀찐의 

연상 구성의 원칙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심리학과 심리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는 사유와 감정, 무의식적 감정의 분출과 함께 인간의 

심리가 상세하게 묘사된다. 이 때 특징적인 것이 각 의식 상태들이 논리적으

로 연결되지 않고, ‘흐름’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제시된다

는 것이다. 의식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연속성은 자먀찐의 연상 구성

의 원칙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형상들의 제시와 이 형상들의 관계들(시적 

구성 혹은 리듬) 속에서 파생되는 인상의 생성 기제와 닮아 있다. 특히 자먀

찐이 말하는 ‘여백’을 통한 연상의 효과는 윌리엄 제임스의 ‘이행 요소’와 비

교해 볼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예술 산문에서 ‘의식의 흐름’은 ‘실질요소

(substantive parts)’와 ‘이행요소(transitive parts)’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고 보았다(윌리엄 제임스 2006: 441). 실질요소가 경험항에 해당하면서 개별

적인 인상, 또는 형상을 구성하는 소단위라면(예를 들면, 색에 대한 느낌, 어

떤 순간의 인상 등), 일반 언어에서는 개별적인 실질요소들을 서로 논리적으



로 연결시키는 관계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의식에 흐름’ 기법에서는 

이 관계요소가 사라지고 제시된 등장인물들의 개별적인 내적 세계의 단위들

이(즉, 실질요소들이) 이행요소에 의해, 익숙한 논리적인 순차성이 아니라 혼

란스러운 시간적 도약으로 대체된다. 이를 통해 예술 산문은 역동성과 단절

성을 획득하게 되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물론 이 단절성은 흐름 속

에서의 단절들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순차성과 논리성을 대체하는 이행요소

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연상이다. 예도쉬나는 예술 텍스트의 ‘의식의 흐름’ 
구성에서 연상은 사물들의 숨겨진 연관성들을 밝히거나 세계의 현상들 사이

에서의 내재적 존재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의식의 흐

름에서의 연상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Едошина 2002: 250). 
네오리얼리즘의 연상 구성과 서유럽의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연상이라는 기

제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 ‘주체의 인식’에 반 된 

세계의 형상들을 독자의 연상을 통해 통합하고 있다면, 후자는 ‘주체의 인식’
에서 자유롭게 생성되는 형상들의 흐름, 즉 연상 자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의식의 흐름’이 세계에 대한 주관적 수용의 비논

리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체의 내적 세계를 강조하는 반면(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보통 ‘내적 독백’이라고도 정의된다), 자먀찐의 ‘연상구성’은 텍

스트 주체에 의해 생성된 형상들의 조합이 독자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

한다. 그래서 독자들과 공동 창작과정을 통해 대화성과 집단성이 생겨나고 객

관성이 확보된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작품에서 우리는 인식 

주체의 의식을 끊임없이 좇아야 하는 반면, ‘연상 구성’의 네오리얼리즘 작품

에서 독자는 인식 주체와 함께 세계의 형상들을 창조하고 공유하게 된다. 
자먀찐의 ｢예술 창작 기술 강의｣는 러시아 네오리얼리즘이 서유럽 모더니

즘 산문과 거의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인식을 반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

만 러시아 네오리얼리즘 산문은 서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독창적인 창작법으로 구현하려 했다. 
본고에서 다룬 네오리얼리즘 산문의 시적 특징, 언어의 사용, 음운편성, 그 

철학적 배경들 외에도 자먀찐의 ｢예술 창작 기술 강의｣는 예술 창작에서의 시

간의 문제, 러시아 철학자 플로렌스끼의 시공간의 연속체 개념, 형식주의 개념

과는 다른 슈젯과 파불라의 기능, 바흐찐의 대화주의 등과 비교하여 그 특성

을 정의해 볼 수 있다.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이것들을 다루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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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Техни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 Е. Замятина: 
поэтика ассоциации и миропознание 

Ким Хон Чжун

Критическая и теорет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известного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модерниста Е. Замятина до сих пор мало исследована как в России,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В центре данной статьи – его лекция «Техни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 и выдвинутый писателем принцип ассоциации, который явился не 
только новаторским творческим приёмом, но и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нового 
философского понимания мира. В «Техник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 
Замятин подробно разъясняет свой манифест «Неореализм» и пытается 
применить его положения к литератур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В статье анализи- 
руются главные приемы замятинского неореализма: сказ, инструментовка, 
ритм прозы. Связывая эти неореалистические приемы с принципом 
ассоциации, автор статьи определяет данный принцип как основное 
понятие неореализма. Далее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философский фон 
принципа ассоциации. С ним прежде всего соотносится философск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Шопенгауэра, Бергсона, Лосского, и Джеймса. Поэтическое 
и философское значение «Техник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ы» позволяет 
рассмотреть под новым углом зрения не только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мятина, 
но 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исателей начала ХХ века, оказавших суще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творчество Замятина 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спытавших не менее 
сильное влияние со стороны писателя-модернист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