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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작말 

바흐천의 초(超)언어 학 

인 

우리는 언어학도가 언어자체에의 형식척 관심을 넘어셔도록 

고무되지 옷할 에 현학척으로 되어 버리려는 전통뒤에 숨을 것 

이 아니라 일반 학운분야에서의 이 분야의 중요성올 좀더 깊 

이 인식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E. 사피어 

1975년 바흐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이미 서구에서 “소련의 가장 중 

요한 철학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바흐센에 대한 본격적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소련 내에서나 서구에서나 그가 이미 말년에 접어든 

1960년대 이후에나 가서였다. 그 원인은 아마도 그가 오랜 기간 학계의 중 

심과 떨어져 살았으며 적절한 번역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옷했음에 기인할 

것이 다. 서구에서 바흐씬 철학의 “데 유”는미국과 불란서에서 각각로만야흉 

슨과 줄리아 크리스테 바의 노력으로 이루어섰으며 그것은 곧바로 일광적 찬 

미로 이어졌다. 그 영향3로 우리 냐라에서도 최근들어(특히 영문학계나 불 

문학계에서) 바흐첸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듯 싶다. 그에 대한 

관심이 주로 운학계로 한정된 이유는 말할 펄요도 없이 그의 라블레 연구에 

서의 “카니발적 웃음”이 냐 도스로예프스키 연구에서의 “다성악(polyphony) ， " 

그리고 그의 메타비평이 갖는 강력한 효과 덕분이다. 그러나 바흐첸의 라블 

레， 도스로예프스키， 괴테 연구에서 문학사적 가치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 

의 근본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옷한 꼴이 되고 만다. 그가 위 작가들을 연 

구한 이유는 그들이 모두 사회， 문화의 역사와 텍스트의 관계， 즉 언어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흐깐에 있어서 모 

든 문제는 말과 인간의식으로 귀착된다. 이런 연에서 그는 언어학자이며 문 

학비평가이고 인류학자이여 사회 철학자이다. 

이마 50여년 전에 화용흔의 기초가 되는 사상을 마련했으면서도 국내 언 

어학계에서는 거의 도외시되어온 바흐션을 언어학도들에게 소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바흐젠의 저작 중 가장 언어학도들 

의 관심을 끌 만한 세 편으로 그 대 상을 한정하였으며 기숭의 방식도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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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 따라 소개하기 보다는 바흐젠의 이해 를 돕기 위해 펄자가 나름대로 

깨펀성하는 ，.，1\ 선낀 1앙식윤 취하겠다. 

~.~식적인 .，’':9 1 이1 늪 0 ] 시기 신이] í n]' i!.크스주의외 안어철학」의 지자에 관 

한 운세 쓸 간단히 인규하고 시직 1싣깐 마치겠다. 소린의 저명한 안어학자이 

며 기호학자인 이바노프(V.V. Ivanov) 가 1973년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 

학」의 저자가 볼로쉬노표가 아니라 바흐젠이라고 밝히띤서부터 시작된 논란 

은 그후 바흐젠 자신이 그 책 이 자신의 저서임을 인정했다가 다시 침묵한 

채 세상을 떠나 버렁으로써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그후 연구가， 번역 

가들은 냐름대로의 시각에서 위 책의 저자를 바흐첸으로， 혹은 볼로쉬노프 

로， 혹은 둘의 합작으로 보고 있다. 이 골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바흐젠/볼 

로쉬노프라는 절충적 양식을 따르되 이 글의 목적이 바흐센 언어철학의 규 

명에 있는 만큼 실제로는 바흐깐의 저작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그렇게 다 

루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 20여년 후에 쓰여전 바흐씬의 

‘말장르의 문제’가 실상 「미-르크스주의와 언어 철학」의 요약본에 해당할 정 

도로 유사하며， 둘째， í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의 핵심문귀들이 바흐첸의 

대부분의 지작에 흩어져 있고， 셋째， 설령 볼로쉬노프가 부분， 혹은 전체를 

썼다 할지라도 그가 “바흐젠 그룹”의 한 l꾀버로서 바흐젠과의 “대화적 응답” 

을 주고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Baxtin jVo!osinov (1 930)과 Baxtin 

(1952rv53) 및 Baxtin(1959rv 6 1)이 다. 이 를 다음과 같이 보이 고 논의 를 시 

작하겠다. 펀의 상 Baxtin j Vo!osinov (1 930)은 Baxtin(a)로， Baxtin (1952~53) 

과 Baxtin (1 959~61)은 각각 Baxtin(b) , Baxtiri (c)로 나타내기로 한다. 

(a) M.M. Baxtinj、T.N. Volosinov (1930) Marksizm βlosofija jazyka: 

Osnovn)’e problemy sociologiéeskogo metoda v nauke 0 jazyke, 2nd ed. , 
Leningrad , reprinted as Janua Linguarum, Series Aηastatica 5 (1972) , 

Mouton, The Haguc. 

(b) M.M. Baxtin (1932"-'53) ‘Problema recevyx zanrov ,’ in Estetika 

slovesnogo tvorceslva (1 986) , Iskusstvo, Moskva. 

(C) M.M. Baxtin (1 959rv61) ‘Problema teksta v lingvistike, filologii 

drugix gumanitarnyx naukax: Opyt filosofskogo analiza, in Èstetika 

slovesnogo tvorcestva (1986) . 2 

l 이바노프에 의히띤 1 928년 에드비l 데 프 (P.N. Medvedev)의 이 름으로 나온 「문학 

미 평 에서 의 형식적 망업」 또한 u].흑젠의 지작이다. ‘Translator’ s Preface' to Mar 
xism and lhe Philosophy 01 Grarmnm'윤 보파-

2 Marksizm ... 의 영 역 관으로는 Marxism aηd lh e Philosophy of La1lg’‘age, trans. 
by Lac! islav Matejka and 1. R. Titunik (Cambridgc, Mass.: Ha rγ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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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超)언어 학3의 개념 

Hl 흐낀은 ‘넥 스갚으l 운"!l’에시 다유괴- 김 이 쓰고 있다. 

언이략은 언 이 치l 계내의 요소플간의 관계， 즉， 순전히 장재적 인 것만을 연구하며 

발화4들간의 관계 ， 딴화와 현실 ， 발화와 화자(작가)간의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Baxtin(c) , 314) . 

또한， 

언어， 말--이것은 인간사의 거의 모든 것 이다. 그러나 이 포괄적 이고 다연적인 

현실이 언어학만의 대상이고 언어학척 방법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언어학의 대상은 진료， 즉 말에 의한 커뮤니케 이 션의 수단만을 다푼다. 그 

깃은 말에 의한 커유니케이션 자체， 발화， 말화의 대화척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행 

대， 말의 장르는 다루지 않는다 (Baxtin(c) ， 313-314) . 

위의 인용에서 바흐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언어학”이 란 최근의 화용콘이 

나 사회언어학 등까지 플 포함한다기보디는 앞으로 재 2 장에서 자세히 다루 

어질 객관적 추상주의 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소쉬르에 있 

어서 언어체계란 죄단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실채로서 “확고하게 응 

집된 멤주집합들의 염격한 적용이 라는 의미에서의 닫혀진 체계" (Holquist 

1986: x) , 즉 칸트적 체계라연， 바흐낀에 있어서 언어의 체계적 규댐은 한 

특수한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미학규뱀 체계 등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주관 

척 의식과 관련해서만 존재할 뿐이 q(Clark and Holquist 1984: 224). 그 

에게서 체계를 발견한다연 그것은 “열 려진 체계”로서일 뿐이다. 그의 이러 

한 “초(超)체계성” 혹은 “반(反)체계성”은 종래의 언어학과 비교할 때 그 

대상， 개념， 이 데올로기에 있어 가히 반(反)안어 학적이라 할 만 하다. 이러 

한 점에서 모슨(Gary Saul Morson) 은 바흐젠을 “이교도” 휴은 “이교도의 교 

주" (Morson 1978 : 408)에 비 유하고 있으며 , 스튜어 트(Susan Stewart)는 그 

1986) 이 있￡며 국역본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언 어 첼학」 송기한 역(서 울 : 훈거 헤， 

1988) 이 있다. ‘Problema reèevyx zanroγ，’ ‘Problema teksta ... ， ’의 영 역 본으로는 

‘The Problem of Specch Genrcs,’ ‘Thc Problcm of T ext in Lingu istics, Philology, 
and the Human Sciences: An E xperiment in Philosophical Analysis,’ in Speech 
Geηres & Othel' Late Essays , trans. by Vcrn W. McGee (Austin : University of 
T exas Press, 1986) 이 있 다. 

3 평자는 비 Ji.엔의 mcta-l inguistics, t ra n s ling ui st ics관 “초(젠) 언 어 학”이 놔 띤 역 히 

였다 

4 vyskazyvanie, utlerance'낀- 여 기 서 는 “딴화”로 l산 역 하였 다. 창고로， 로도로프 

의 「마흐젠」과 「마르크스주의와 언 어 천학」의 국역판에는 그것이 “언숭”프 번역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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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정부주의적 "(Stewart 1981: 42) 이 라고 부른다. 바흐젠의 이 러한 반갱전 

(反正典)적， 반(反)공식적 성격은 “문화라는 운법규범에의 카니발적 정신” 

(Morson 1978:422)이 며 ， “언아이 콘을 득수한 사회적， 역사적 시대라는 소박 

내에 위치 시키고자 하는 논쟁끽 주장이요， 전투자세"(Stcwart 1981: 42)이 다. 

바흐씬의 “반언어 학”은 종래의 언어학 개념에의 대립개념으로서만이 아니 

라 그것을 넙어서 “언어의 이데올로기성”이라는 측면에 서의 개념까지를 포 

콸하는 “초언어 학”의 영역으로 들어 깐다. 바흐첸은 “말로써 발화된 사고만 

이 타인을 위한 진정한 사고이고 마찬가지로 해서 자신을 위한 사고이다” 

(Baxtin(c) , 323-324)라는 마르크스의 말올 인용하연서 모든 체험은 표현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체험은 잠재적 표현임을 강조한다(Baxtin(a) ， 31). 따 

라서 모든 이데올로기적언 것은 (말이라는) 기호적 가치를 가지며 또한 모 

든 기호는 이데올로기적 평가를 받게 된다(Baxtin(a) ， 14). 

바흐첸의 저 작들은 상당히 많은 오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 가 있고 실제 

로 일으키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냐는 그의 용어 사용에 있다. 어 

떤 경우에 는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관성을 며고 있지 않기도 하고-

예 를 들어， 그의 “언어 (jazyk)와 말(ree’ )"--， 또 어떤 경우에는 그가 사 

용하는 용어가 우리의 일반적 개념과 다르기도 하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바로 후자의 뱀주에 속하는 전형적 예이다. 그의 “이데올로 

기”는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정치이녕”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포괄해서 

훨씬 더 광활하다. 바흐첸은 자신의 “이데 올로기”를 “행동 이데 올로기”라 부 

르연서 ‘생활체험 및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외적표현의 총집합" (Baxtin 

(a) , 9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결 D. Segal의 말처럼 바흐첸의 

“이데올로기”에 가장 가까운 상응체는 바로 “기호체계”이며 (Titunik 1976.: 

33, 재인용)， 말은 개인의 심리 속에서나 외부세계에서나 “가장 뛰어난 이 

데올로기적 현상" (Baxtin(a) ， 18)으로 송격된다. 

바흐젠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는 순진한 마르 

크스 주의자들의 주장처 렴 기계적으로 인과관계에 의 해 맺어지는 것이 이니 

라 안어 적 상호행 위， 즉 발화를 통해 서 연결되며 발화는 그 다양한 사회 적 

표현성 을 가지고 개인적 유기체와 외 부세계 가 만나는 장(場)을 형 성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언어 철학은 분명히 마르크스주의적 기호언어 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그의 마르크스주의는 당시 지배적으로 부상되던 기계 

론자들이 나 반사이 론자들， 그리 고 마록주의자들의 그것 ， 즉 “공식 적” 마르 

5 바흐젠과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다. 비마프크 
시 스트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 천학」의 책제목이나 제 l 부의 경 향성 등을 당시 
출판올 용이 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보는 만연 ， 마프크시스트들은 저지풍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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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스주의와는 구벨되는 것이었다. r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에서 그가 껴 

관적 추상주의의 문헨학적 전동을 바판하면서 마르(N. Ja. Marr)의 “고생물 

학적 분식 (paleontological analysis)" 이 나 “야렛 이 론(Japhetic theory)" 등에 동 

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마르와는 달 

리 언어의 계급적 말생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가 주장하는 기호의 개념이나 

언어생성과정 동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터부시되는 운영을 

겪어야 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은 오히려 「이데 

올로기와 언어철학」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요해의 소지를 출일 수 있 

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이 “이데올로기적 언어철학”은 다양성의 개념을 일깨 

우는 언어로써 다가올 스탈린 시대의 단음적 독백주의를 경고하고 수십년 

후에 동장할 후기 구초주의와 타르투(Tartu) 기호학파， 그리고 화용론과 사 

회언어 학을 예고하고 있었다. 

2. 객관적 추상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 와 언어철학」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에해 가며 비판하고 있 

는 언어이문은 소쉬르의 객관적 추성주의이다. 1917년 카르체표스키 (Sergej 

Karcevskij)가 제네바로부터 귀국하면서 러시아로 도임된 소쉬르 이 폰은 형 

식주의와 함께 1920년대 소련학계의 총아로 등장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힌 

배경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은 동시 공격목표인 개인적 주관주의보 

다도 객관적 추상주의플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흐젠은 소쉬르가 말하는 랑그와 빠롤 개념의 허위성에서부터 공격 

을 시작한다. 소쉬르의 데카르트적 이중주의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랑 그 | 완천히 사회척 | 일반척 체계 | 동 질 성 l 학문의 영역 
빡 폴 | 완전히 개인척 | 특수한 수행 | 이 질 성 l 학문외척 영역 
위 도식의 모호성은 바흐젠과는 독립적으로 서구의 소쉬르 연구가들에 의 

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즉， 빠롤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현상인 이상 그것 

도 사회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또한 빠롤에도 형식적인 요소가 내포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체계개념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장벙기 1985: 59) . 바흐첸의 비판은 이러 한 지적과 유사 

하긴 하나 질적A로 다르고 양적으로 더 과격하다. 그에 의하연 우선 “사회 ” 

정한 마르크스주의자로 찬양하고 있다. 또한연으로 어떤 학자들은 폴로쉬노프는 마르 
크시 스트로， 마흐첸은 비 마르크시 스트로 보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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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인”의 개념 자체가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의미가 자연과학 

적 인간을 의미한다연 모료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기호학적 상 

부구조를 갖는 인간을 의미한다연 “개인’은 “사회’와 대립될 수 없다는 것 

이다(Baxtin(a) ， 38). 그 경우 사회는 개인과의 대립개념이 아니라 개인을 

구성하는 본질이 되기 때문이다. 바흐첸의 개인은 이미 사회성으로 충만해 

있고， 따라서 랑그와 빠롤의 순진한 이분을 용납하지 않는다. 데차르트적 

합리주의와 19세기 문헨학적 전통이 나픔대로 접목되떤서 소쉬르에서는 창 

조척 다양성보다 보펀 ~I 체계화가 강조되었고 그 속에 서 언어의 가장 중요 

한 기능인 커뮤니 케이션은 약화되고 왜 곡펀 형태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는 것이 바흐씬의 주장이 다. 바흐씬은 화자로부터 청 자로 화살표가 되 어 있 

는 소쉬르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도식 (Saussure 1959:11 ， 12)을 인용하변서 

타자(他者)의 역 할이 극소화된 이 퍼 한 도식 은 추상적 차원에 서 만 있을 수 

있는 픽션이 라고 꼬집는다(Baxtin(b) ， 259). 바흐젠에 의하면 실~I] 화행에 

는 추상적인 한 화자와 수동적인 한 챙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동시 

척으로 존재하며 이해와 의마는 이 둘이 만나는 장(場)에서만 탄생할 수 

있다. 청자는 화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만응하고--예달들어， 동의， 반딱， 

보충， 적용， 실행 등--， 화자는 이러한 껴극적 딴응을 기대하고 이것을 

이미 자신의 “말계획 (reèevoj zamysel, speechplanY속에 집어 넣는다(Baxtin 

(b) , 260-261). 이 렇게 되면 순수한 의미의 독립된 화자란 존재할 수가 없 

게 펀다. 이 세상에 첫 화자란 없고 그의 말화는 그 이전의 발화속에 대한 

반응이 기 때 문이 다. “모든 말화는 매 우 복잡하게 조직 된 다른 발화들과의 

사슬의 한 고리 ~(Baxtin(b) ， 261)이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말에 대해 말하 

는 것이 되어 버련다. 엄격히 말해서 딸의 커뮤니케이션에는 화자와 청자 

(제 1 의 타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화자 속에 담긴 “상부타자(nadadresat， 

superaddressee)" (Baxtia(c) , 323)라는 제 2 의 타자가 존재 하고 있다. 즉， 

바흐씬 철 학에 서는 “누가’ 말하는가라는 화자/작가의 소유권 자체 가 의 문시 

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의 재 3 부가 전부 “인용된 타자 

의 말.’에 대 한 새로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통사흔적 연구에 할애되고 있 

음은 당연하다. 그에 의하연 인문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결국 사고에 대한 

사고， 체험에 대한 체험， 말에 대한 말，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일 수 밖에 

없기 예문이다(Baxtin (c) , 297) . r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중 가장 구체 

6 r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이나 「문학비명에서의 행식걱 망엽」의 저자운제의 애 
매성도 결국 바흐헨그룹의 이머한 주장에 기인하는지도 모은다. 결국 한 사람의 독 
창성이란 순수한 의마에서 불가능하기 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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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기술적으로 쓰여 진 제 3 부의 핵심은 인용되는 타자의 말과 인용하는 

화자/작가의 맥락 간의 역통적 관계， 즉 발화와 발화 간의 대화적 관계이 

다. 그런 이유로 바흐씬은 특히 인용되는 말에 화자/작가의 논명과 반웅을 

교요하게 스며들게 함으로써 화자/작가의 맥 람과 인용되 는 말 간의 명확한 

경 계 를 부수고자 하는 “회 화적 문체 ( zivopisnyj stil' , pictorial' style)" (Baxtin 

(a) , 119) , 그라고 각기 다른 지향성을 갖는 두 말， 두 목소리가 통시 적 

으로 참여 하는 “말의 간성 현 상’ recevaja interferencija, speech interference 

(Baxtin (a) , 1 34)이 극명하게 일어냐는 의사(擬似) 직 접 화법 (nesobstvennaja 

prjamaja rec’, quasi-direct discourse)의 경 우 둥에 좀더 큰 관심 을 기 울이 고 

있다 

이렇 듯 타자의 역 쌀이 최매한으로 확대펴어 있는 u}흐씬의 소위 “에 타 7'-] 

퓨니 케 이 션 ’에 서는 “득수한 수행‘’과 떨 어 져 독법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식 

치l 계‘’란 있을 수 없게 펀다. r마르크스주의와 인이철학」에서 휴독한 비 판을 

맏은 땅그는 추에 ‘텍스트의 문제’에서는 실제 텍스트에 대립뇌는 “감;<1] 적 

기호체계 ’로서 그 촌재 이 유가 정당화되키는 한다. 그러 나 어느 경우에 도 바 

흐첸에게는 말화만이 실제 화행의 기본단위 가 될 수 있고 말은 말화의 형태 

로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 “언어는 구체 적 발화를 통해 생활로 들어오고 생 

딸 또는 구체적 발화를 동해 언어 로 들어간다"(Baxtin (b) ， 253)_ 

바흐씬의 언어철학에 서 “주어진’ 것과 “창조펀 ’ 것이 라는 두 개념 간의 대 

립과 상호성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객관적 추싱주의는 “주어 진" 것윤， 

그리고 앞으로 지] 3 정에서 다-룹 개인적 주관주의는 “강조펀” 것을 자신의 

연구영역3로 보는데 비해 마흐젠 철학에서는 이 물이 서로 분리펀이 없이 

딴화 속에서 만나 끊임없이 투쟁한다. 

바츠센이 자신의 “ t살화(vyskazyva ni e ， u llerance)"관 “ UiI}판”파 동직 으로 사 

짐 하는 경우기 있긴 하지만(예룹 뜰이， Baxtìn(a) , 61• 62) , 소”고의 싸잔 

과 바휴낀의 L살화는 전코 동일히지 않다 川}관이 원;신히 자유펀→고 -'f-연적이 

고 기l 인적인 반면 ， 바흐낀의 l암화는 사꾀걱 이 Lrl 전코 싼선히 지-유쉰지 뭇하 

다감에는 언어형태 플만 있는 것 이 이니과 “딴의 장프"다는 u] 교끽 안정된 

말회유형을~-:.. 존재하기 띠l 운이 다(이 깎이l 니l ι1I서늠 ;:l] 5 장에시 씀디 자세 히 

다루어길 킷이냐). 

만화의 사후1 성 은 소쉬 르의 공시 티1 /강시 태 구운윈- 깐낀 히 배 격 딴다. 소'Í' I 

르이판에시 체계는 공시 태에만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은 자연히 소장문법학 

7 동일한 이유에서 그는 「운학비명에시의 형식적 망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시 차 
(Problemy po슨tiki Dostoevskogo) J 등에 서 “이 중지 향적 당파”인 펴1 러 디 나 스카스 

(skaz) 등에 큰 관신 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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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척 발전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통시태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이러 

한 소쉬르이론의 반(反)역사성은 결국 살아있는 언어를 죽은 언어 ， 즉 물체 

로 취급하는 “독백적 1 합리주의의 산물이다. 이에 비해， 바흐첸의 언어생성 

이흔은 (1) 사회적 접촉→(2)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3) 화행의 

형태→(4) 언어형태의 변화에의 반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Baxtin(a) ， 98) 

언제나 화자의 가치평가가 역사적으로 창조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소쉬르의 만역사성에 대한 바흐젠의 비판은 그의 형식주의 비판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냐 「문학비명에서의 형식적 방법」에서 그가 비판하는 형식 

주의는 실상 초기 형식주의에 한한다. 형식주의자들 자신이 「마르크스주의 

와 언어철학」과 거의 비슷한 연대에 공시태/통시태의 정태적 구분을 거부한 

사실801 나 형식주의자에 속하는 야쿠만스키 (L. P . Jakubinskij)나 비노그라도 

프(V.V. Vinogradov)가 일찌기 “대화”와 ‘억양”에 관심을 가졌던 갱 동을 

볼 때 바흐젠과 형 식 주의 자들은 --바흐첸의 형 식 주의 비 판에 도 불구하고 

일연 동질적 바탕 위에 서 있다. 

바흐헨같은 학자들의 소쉬르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쉬르 이론은 이 후 불란서 

구조주의에서부터 소련 기호학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현대언어학의 대부라 불렬 총스키도 소쉬 르적 이분법의 전수자 중의 

하나이다. 그의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의 이 분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언어능력 1과 공시성에 주는 우선권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언어이론은 우선적으로 완천히 동진적인 말공동채 안에서 그 언어를 완벽하게 아 

는 이상적인 화자-청 자흔 다루며 그는 자신의 언어지식을 실제수행 에 척용하는 데 있 

어 기억펙 부족， 주의 신-만， 주의와 관심의 전환， 그리고 (작위적인 혹은 특징적인) 

싣 수 등 문법 적 A로 무관한 조건들에 의 해 영 향받지 않는다 CChomsky 1965: 3, 필 
자 망정 ).9 

소쉬르에서나 츰스키에서 나 근본적 인 지향은 언어의 “객체화1이다. 이에 

비해 바흐씬은 말의 “주체회 즉 사람의 관짐에서 언어형식을 보아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불변하는 신호(signal) 기 아니라 항상 

8 여기서 말하는 형식주의지들의 풍시태/통시태 부인이란 1928년 야콩슨 CRoman 

Jakobson)과 트냐노프 (Jurij Tynjanov)의 “체계는 발전하며 발전은 체계척이다”라 

는 선언을 의마한다. 이것은 후에 프파그학아로 이어지 큰 영향응 끼쳤다-

9 최근 들어서도 칩스키의 진해는 크게 단과지지 않은 듯 하다. 맥 콸피(James D. 
McCawley)의 Chomsky (l986) Knowledge 0/ La1zguage 서명 윤 보띤， 그의 언어개 
념은 “단어들의 열의 집힘이 아니파 언어켜 구초의 진함"CMcCawley 1988:353, 재인 
용)이며 그의 “내부화된 언어 Cinternalized language)"는 “일상척으로 한 ‘언 어’ 의 화 

자가 갖는 언어지식체계 " CMcCawley 1988:356, 재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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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기호(sign) 라는 것이다. 물론 외국어 습득의 경우에는 신호를 터득하 

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 

화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기호에 의해 흡수되어야 한다(Baxtin(a) ， 70). 결 

국 문제는 전체와 부분， 변화와 안정， 구체화와 추상성， 역사성과 체계성， 

명 가와 논리 , 됨 (becoming)과 있음(being) 중 어느 것이 우선해 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바흐젠은 문화적 구심력의 한 기제로서 다양성을 배제하는 사회 

구조에 봉사하는 소쉬르적 체계개념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언어를 격리로부 

터 해방시켜 인간적 맥락 속으로 접어 넣고자 노력한다. 

3. 개인적 주관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은 객관적 추상주의에 대한 신란함에 비하면 

이에 대립되는 개인적 주관주의에 대해서는 비판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상당 

한 공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핏저 (Leo Spitzer)나 디트리 히 (Otto Dietrich) 

둥이 당화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점은 저자에 의헤 높이 명가되고 있다 

(Baxtin(a) , 96). 저자는 합리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적 반동， 실증주의에 대 

한 반작용으로서의 개인적 주관주의의 효시를 훔볼트에서 찾고 있다. 이 점 

에 대해서는 독자들간에 혼란이 있을 듯 싶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 

겠다. 츰스키가 훔볼트를 자신의 언어이론의 바탕이라고 발표한 이래 적어 

도 츰스키 연구가들에게는 훔볼트가 데카르트적 언어학의 대표자로 분류되고 

있다. (참고로， 이정먼， 배영담저 ， r언어학 사천」도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 ) 

여기서 훔볼트의 사상을 논하기에는 필자의 능력과 지연 모두가 부족한 상 

태이므로 여기서는 단지 훔볼트가 이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음만을 밝 

히겠다. (바흐첸을 포함해서) 소련에서는 훔볼트에 있어 그의 에네르게이 

아(energeia)적 성격， 즉 인류의 자연적， 창조적 행위로서의 언어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고， 이점은 개인적 주관주의에서 주장하는 “표현성”이나 “언어적 

기호 (1팎好y플 섣맹히-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다.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에서 주로 취급되고 있는 개인적 주관주의는 

보슬러 (Vossler)학파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언어의 창조성 중시， 언어형태와 

이데올로기 분리의 거부 등은 저자에 의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개인적 성성 안에 존재하는 이상주의적 창조성은 

다시 저자의 공격대상이 된다. 보슬러 학파에서의 언어의 미학적 기 능 강조 

는 결국 문체론의 문법에 대한 우위 흔 가져왔쓸 뿐이고 그플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독벡적’이고 사회와 분리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흐씬에 의하연 

그들의 공식 인 “개 인으로부터 사회로”는 그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 

다. 바흐첸은 이 점에서 객관적 추상주의와 이에 대치되는 개인적 주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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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I]판하고 자신의 “기호철학’， “발화철학’을 그 변중법적 합으로써 

제시한다. 

4. 발화와 의미의 문제 

‘말의 장르 문제’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위체로서의 발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문장과 구별될 수 있는가 둥 발화의 성격 문제에 

좀더 천착하고 있다. 발화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피상적 추상주 

의로 이 끌어져 언어와 생 활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 

이다. 

바흐첸에 의하면 모든 발화는 그것이 일상생 활 속의 쌀막한 응답이건 한 

권의 소설이건 간에 의미내용과 문체와 구성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Baxtin 

(b) , 250). 이 을 요소들은 서 로깐에 분리 불가능한 “전체 성 (cel'nost’, whole

ness)’을 확보하며 이 전체성으로해서 말화는 분명한 자신의 경계플 갖게 된 

다t 발회-의 외적 경계는 “회자의 바렘 i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나며 내적 경계 

는 “종료(zaversennost’， fìnalization)’로써 나타난다. 여기서 “종료‘라 함은 

발화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 나고 구성적으로(즉， 장르적으로) 종료의 형태를 

멈 을 말한다(Baxtin(b) ， 286). 쉬 운 예 로， “그래 서 그들은 오래 오래 행 복하 

게 살았답니다’는 옛날이야기라는 장르의 전형적인 종료형태이다. 결론적으 

로， “종료i 란 이제 다픈 1살화가 이 발화에 반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표지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화와 운장 간의 분명한 하이를 인식히-게 된다. 운장에 

대 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한 문장이 바뀐다고 해서 항성 화자가 바뀌거나 

그 운장에 타자가 항상 어떠한 종류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닝은 분명 

하다. 따라서 바흐젠의 천학에서는 말의 흐름이 문장이나 음절 등의 언어단 

위체들로 분철펀다는 식의 사고는 환상이 다. 언어단위체들은 말회-흘 통해서 

만이 현실의 맥락과， 그리고 티-인 의 1괄화와 만날 수 있디 . 문장은 “문법적 

으로 충분~(이 정 민， 매 영 낚 1982:692)하지 만 그 “누구의 • 것 도 아니 다(Baxtin 

(b) , 277) . 그것이 “누구의’ 것이 펄 때 그것은 이 미 문장이 아니 라 말화가 

되어 버린다. 

앞서 언급한 말화의 “전체성 ’을 파악하기 위해사는 말화가 가지 는 ‘·의미 

의 가치 충만성 (smyslovaja polnocennost’ , semantic fulln ess of valuc)" (Baxtin 

(b) , 266) , 나아가서 바흐첸에 있어서의 “의미"의 의미에 대한 이 1;11 가 선행 

되어야 한다.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휘 를 선태하는기-7 바흐첸 

에 의하연 우리는 우리의 말계획에 의해 그 진체적 표현이 지난 뜻을 수용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어휘플 다른 발화들로부터 선택하녁 아주 특별한 



바흐깐의 초(超)얀어학 493 

경우가 아닌 한 그 어휘의 선돼을 위해 사전에 의존하지 않는다(Baxtin(b) ， 

281). 다시 말해서， 발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적 의미 (znacenie)"가 아니라 

“총체적(혹은 맥락적) 의미 (smysl)’이다 10 사전척 의미는 반복， 분절이 가능 

한 고갱된 형태인 반면， 총체적 의미는 독자적이고 반복 불가능하다. “몇시 

입 니 까?" 동의 거의 완전히 고정된 표현조차도 상황요인에 따라 제각기 다 

른 총체적 의미를 갖게 띈다(Baxtin(a) ， 101). 그러나 이 두 의미는 각기 

의미화 과정의 하부경계와 상부경계플 이루연서 불가분의 관계플 맺게 된다. 

총체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의 고정성에 기초하고， 사전척 의미는 총체척 의 

미의 기솔직 도구로서 총체적 의미흘 통해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Baxtin 

(a) , 102) . 이 두 의마는 얼핏 “외연적 의미 (denotative meaning)’와 “암시 

적 의 미 (connota tive meaning)"로 대 치 될 수 있을듯 보이 나 바흐젠의 두 의 

미간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은 그러한 대치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바흐씬에 있어서 의미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관계 안에 서 기호가 이해되어 

짐으로써만 생성된다. 그의 “의미‘는 주관적 의마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심 

리주의와 결별하는 동시에 의미플 배제하고 심리와 이데올로기흔 분러시 칸 

기능적 심리학(흑은 반(反)심리주의)과도 결별한다. 바흐젠에게는 의식 자 

체가 텍스트에서의 실현을 동해서만 존재하는 기호화 작용이므로 내적 체 

햄과 그 표현 사이에는 질적인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Baxtin(a) ， 32) . 그는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내적인 말(내적 인 

기호)로 대치시킨다. 이 내적인 말을 통해 모든 의식은 세계와 대화적으로 

연결왼다. 즉， 의식은 기호를 매개체로 하면서 개인적 유기체와 외부 세계 

간의 경계선상에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바흐씬의 모든 말은 경계선상에서 

산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철학은 “경계선상의 철학’이라 불림직하다. 

그런데 기호는 현실의 일부인 동시에 현실을 반영하고 또한(그리고 그보 

다 더 중요한 정으로) 현실을 “굴절‘시킨다(Baxtin (a) ， 14) . 발화는 언제나 

“평가’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으묘로 이 세상에 완전히 중립적인 발화 • 기 

호란 존재 하지 않는다(Baxtin(b) ， 278). 이 렇 게 해 서 발화의 “표현적 억 양’ 

이 문장이 갖는 “문법적 억양’과 구별되띤서 “의마의 가치충만1을 이루는 

말화구성 표지 로 등장하게 펀다. “표현적 억 양·은 발화에 타자의 말에 대 한 

화자의 재평가쓸 가능케 한다. 예 컨데， 타자의 발화내용을 그대로 옮기되 

표현적 억양을 조롱조로 재조음시키면 패러디가 생겨난다. 또한 의사 직접화 

10 참고로， znaèen ie와 smysl의 영 역 에 있어 Holquist (1981)은 각각 significance와 
rcal meaning으로， Clark and Holquist (1984) 와 Matejka and Titunik (986)은 
meaning과 theme으로， 그리고 McG ee (1986) 은 meaning과 sense로 각기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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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우 01 것이 화자 • 작기의 발화가 아니라 타인의 말화임을 우리가 알이 

체는 것은 그 선달내용에 의해서기- 아니다 그 말화가 갖는 평 가적 액센트와 

억양에 의 õJl서이다. 표현적 억양의 파악은 곧 타자의 말과 대화적 관계 를 
맺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끝으로 언급하고 지나갈 점은 바흐엔의 “대화’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운제이다. 바흐첸은 (아마도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를 제 

외하고는) 결코 논리 정 연하게 글을 쓰는 학자들 중의 하냐가 아니다. 그의 

글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남의 발화와의 “니l 적인 대화’이고 그가 

말하는 “내적 인 말1의 일반적 특징--즉 생 략과 전제가 많고 불영료하고 

반복되기도 하는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듯 싶다. 그러다 보니 “대화’ 

의 개념도 때로는 모호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좁은 의미에 서 

바흐첸의 “대화’는 “득백 1에 대치되는 “개연성’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 

넓 은 의미에서 그의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언어 자체에 대한 재 

정 의라고 볼 수 있다(Morson 1981 참조) . 핑-의의 “대 화1는 “독백 1이라는 

대 랩 개념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은 “상호말화성 흑-은 토도로프가 말하는 

“상호텍스트성~(로도로프 1987 :93)으로 이 해되어져 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논쟁 이나 패러 다 는 “독백”애 대치되는 협의의 대화개념인 반떤 ， “모든 발화 

는 그 이 전 발화에 대 한 만응이 다”라고 할 때 그의 “대화”는 광의 의 개념을 

갖는다. 이 러한 모호성 에 도 불구하고 바흐씬과의 대화는 우리에 게 엄청 난 

세계 관의 변화를 가져 다 줄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의미에 서 그의 대회- 이콘 

은 강력한 인문학 이콘으로 대두되고 있디. 

5. 말의 장르의 문제 

문체론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무엇 ”이 “어떻게 ” 화자에 의해 표현되 는 

가， 즉 어 휘 냐 문법 둥이 어떻게 화자에 의 해 선돼되는가만을 고려한다. 바 

흐헨은 이려한 종래의 문체론이 발화의 구성요소 중 의미내용과 문체만을 

연구대 상으로 함으로씨 빌화기- 갖는 구성구조라는 제약성의 측면을 간과했 

다고 비 판한다. 진체구성의 유형 이나， 화자와 다른 화행 참여 자 간의 관계유 

형 ， 그리고 화행의 종료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발화의 구성구조(Baxtin ( b) , 

255)는 바흐씬의 발화연구에서 때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여 러 

유형들의 틀에 의해서 바흐센은 발화들을 비 교척 안정된 유헝 들로 분류하고 

이것들을 “말의 장르1라고 부른다. 발화가 갖는 표현적 악양이 개인의 자유 

와 창조성을 말휘한다띤， 말의 장르는 반대로 그러한 자유에 제동을 건다. 

물론 말의 장르는 언어형식들보다는 훨씬 융통성있고 매우 다양하며 역사 

적 ， 사회적으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소쉬르척 관점에서는 학문적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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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펄 수 없을 듯 보인다. 그러냐 어린이는 말을 배우는 맨 처음부터 말 

의 장르플 비l 우고 만의 장료릎 풍하여 딸을 배우며 11 키 뮤니 케이진에서 청 

자는 화자가 딸을 시착하는 거의 첫 마다부터 그 l닐의 징-프괄 예 측한다 

(Baxtín(b) , 271). 바흐씬이 말하는 “말의 장르”는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Baxtin(b) ， 274) , 개인은 장르유형 

에 따라 좀더 많은 휴은 좀더 적은 자신의 표현적 명가가치를 덧붙인다. 

바흐첸에 의하연 장르는 결코 문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말의 장르” 

는 일상대화의 웅답에서부터 일상적 이야기， 군대명령， 사무서류， 사회청치 

척 논평， 과학척 저솔， 문학장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Baxtin 

(b) , 251) . 그는 장르를 좀더 단순한 제 1 차장르와 좀더 복잡한 제 2 차장르 

로 냐누고 있는데 일상생활어가 전자에 속한다면， 문학， 법률， 과학， 정치 

논평 등 주로 글로 쓰여지며 소위 조직화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커뮤니케 

이 션에 속하는 장르들은 후자에 속한다(Baxtin (b) ， 252). 이 두 유형 은 독 

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끊엄없이 소화， 흡수함으로 

씨 펠 수 없는 상호관계를 유지한다(Baxtin(b) ， 252).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바흐젠이 문학의 언어를 일상어와 대렵시키지 않고 

질적이 아난 양적인 구분만을 함으로써 형식주의자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있 

다는 사실이 다. (이 점 은 그후 로트만(Juríj Lotman)의 제 l 차모댈체 계 와 재 

2 차모댈체계의 개념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바로 이러한 점이 

바흐첸으로 하여금 문학벼명과 언어비평을 각기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하지 않 

도록 하고 있으며， r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중 가장 “언어학적”인 제 3 부 

에서 대부분의 예를 러시아소설로부터 인용하는 것애 정당성을 부여헤 준다. 

또 한펀으로 바흐젠의 “말의 장르n는 장르를 일상구어체로만 국한시켜 연 

구해온 일련의 언어학적 조류와도 구별되고 있다. 바흐첸에 의하연 “다양 

한” 말의 장르들 중 어느 한 극만을 다루는 것은 말의 장르의 비속화를 초 

래하게 된다(Baxtin(b) ， 252). 바흐첸이 생각하는 진정한 언어학자의 역할 

이 란 제 1 차장르와 제 2 차장르 두 유형 간의 상호작용이 보이 는 역 사적 형 성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말화의 성격을 규영하는 것이다. 

6. 화용론 및 사회언어학과의 비교 

바흐첸의 언어철학을 현대의 “사회적”인 언어이론들과 비교해 보는 일은 

11 바흐첸의 딸화를 통한 언어습득에 관한 생각은 “어 련 이의 첫 말은 사회적이다” 
아고 한 브이곳스키 (L. S. Vygotskij)의 언 어 슴득모델과 상흉한다. u}흐젠;;ù. 브이곳스 

키 흘 1011 교한 논문으로는 Emerson, Caryl (1981) ‘The Outer Word and Inner Speech: 
Bakhtin, Vygotsky, and the Internalization of Language,’ in Morson , ed. (1981)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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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홍비로운 일앨 것이므로 현대 화용론 및 사회언어학에 대한 필자의 

미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마지악 장은 이 문제에 할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눈에 따는 현상은 현대이촌들과 바흐씬학파기 서로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고 받은 적은 없으내 서로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이다. 그 “공동의 적”의 역할은(바흐첸의 

경우) 소쉬르， (화용론과 사회언어학의 경우) 츰스키로 대표되는 객관적 추 

상주의가 맡고 있다. 후자에서의 총스키비판은 바흐씬의 소쉬르비판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그들은 츰스키가 언어구조의 원천을 생래척 사고 

냐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는데 반대하고 문법과 지시기능의 헤게모니에 반발 

해 구조보다는 기능을， 언어능력보다는 상황-맥락에서의 언어수행을 강조 

한다(Sgall 1980:244, Hyrnes 1974:198 참조) . 자연히 그들은 프라그학파에 

서 강조된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을 다시 부각시켰으며 인간의 말을 

격리로부터 인간의 맥락으로， 추상으로부터 구체로 환원시키고자 한다. “주 

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만드는 것으로서의 언어에 주력 "(Hyrnes 1974: 

206)하는 사회언어학은 “주어진” 것만을 연구하는 소쉬르 이 론에 가하는 바 

흐씬의 띠 관과 일 맥 상통하며 , 화행 이 콘에 서 의 1괄화수반행 위 (illocutionary 

acts)와 말화효과행 위 (perlocutionary acts)에 대 한 가치 인 정 은 바흐씬에 서 의 

“표현척 억 양 “평 가적 가치 “타자의 적 극적 역 할” 강조와 같은 노정 에 

있다. 양측 모두에서 “상황”과 “행동장르” 그리고 “대화”라는 “복수성(複數 

性)"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화용론적 의미 n와 “의미론적 의미”를 구별한 

다음 분더리히 (D. Wunderlich)의 주칭은 비-흐센의 “총체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의 구별에 홍미흡게 수렴 된다. 

의마흔은 축어적(쫓語的) 의미， 즉 중립척 액락에서의 문장 혹은 문장조각의 해 

석을 다푼다. 이것은 문장의미의 묘사에서 발생하는 맥락척 변수들의 가치만을 제 

공한다만연， 회용론은 좀더 풍부한 액락에서의 운장등 (혹은 발화들)의 해석을 

다푼다. 이 것은 신행하는 딘화， 화지와 칭지의 신념과 기대， 그들의 사회척 관계， 

의 무상태 , 지 식 상디1 등등에 대 한 이 해 를 포함한다. 따마서 화용폰은 모든 종류의 

비 축어적(非쫓語的) 의미 괄 다루마 또한 발화효과(perlocutionary effec ts). 즉 화자가 

그러한 결론이나 경괴 을 유도하고자 의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자가 발화로부 

터 축출하는 결흔， 청자의 결과적 반응을 다추게 된다(W underlich 1980: 304). 

또한 “문장의 축어적 의미가 진리조건을 결정한다”는 공식을 거부하고 이 

해는 좀더 확대된 지식체계， 경험체계를 배경으로해서만 이 루어질 수 있 

다는 썰 (John Searle)의 “배 경 (background) " 개 념 (Searle 1980)도 “총체적 

의미”로의 지 향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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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깊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화행론이나 사회언어학， 

상황문볍 둥은 바흐젠의 언어철학과 질적인 차이 를 보인다. 소쉬르가 소장 

문법학파에 반발하면서도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듯이 이 현대이 

론들은 총스키에 반대하면서도 그의 영향권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소쉬 

르적 전통을 벗어나지 옷했다. 바흐씬의 말처럼 아무것도 완전히 죽지는 않 

는다. 현대의 반(反)츰스키이론들은 상황과 언어수행 ， 언어의 사회성과 커 

뮤니케이션 기능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냐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형이라는 역동성을 제시하지 옷했다 12 그 이유는 그들이 규칙지배적 행 위 

를 강조한 나머지 (소쉬르냐 총스키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사 

회적 창조성을 희생한 반(反)역사적이고 청적인 “형태”와 “체계” 발견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척인 예로， 하임즈는 자신의 사회언어 학 

의 목표를 총스키 의 설 명 적 타당성 (explanatoryadequacy)에 보충해 서 또 하 

나의 비교적이고 발전적인 설명척 타당성으로서의 사회언어학적 불변체 추구 

에 두고 있다(Hymes 1974 :203, 78). “언어의 의미론은 일련의 구성규칙체계 

로 볼 수 있으며 발화수반행위는 이려한 구성규칙접 합에 따라 수행되는 행 

위 "(Searle 1971: 42) 라고 본 썰의 화행이론도 규칙지향성을 잘 드러내 보인 

다. 오스틴(J.L. Austìn)이 “말로 행위를 어떻게 하는가’13에 관심을 가졌 었 

다연， 바흐젠은 “세계를 말로써， 딸은 세계로써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끊 

임없는 대화와 투갱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 바흐첸에게서 “액 락의 인 간화’ 

가 주체로서의 인간과 이데올로기의 모든 운제를 담고 있다만 위에 언급된 

현대 이 론들의 목표는 “개인적인 맥락’의 객체화에 있다. 

7. 맺는 말 

인문과학의 대상은 자연과학과 달리 사물이 아니라 또 다른 주체임을 역성 

하는 바흐젠의 반(反)실증주의 경향은 그로 하여금 일치성보다는 차이점에 

눈을 돌리게 했고 이 려한 점에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로의 노정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언어학에서의 철학적 사고의 의무를 강조하연서 언어형식의 

보연적 묘사， 언어의 기계적 체계화가 가져올 피상적 경험주의와 이데올로 

기적 절충주의를 경고한다. 그의 언어는 우리에게 자유의 개념을 일깨운다. 

12 현대이흔에서의 이데올로기 배제와 정척인 정향은 하엄즈의 장르 나열에 나타나 
있듯이 공시태적 구어로의 연향성과 어우려져 있다. 하잉즈는 장료를 시， 신화， 이야 
기， 격언， 수수께끼， 저주， 기도， 웅변， 강의， 광고， 사섣， 서식을 갖춘 펀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Hymes 1974 :61), 이을의 대부분이 바흐쟁의 제 l 차 장르에 속하는 
것들이다. 바흐씬이 가장 역풍척이고 대화척이파고 찬미하는 소섣이 여기 애 들어있지 
않음은 시사적이다. 

13 이것이 그의 저서 제목(Hoψ to Do Things with Words)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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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은 철두철미 사회성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그 “사회 ’란 개인과 대 

링되는 규멤체계가 아니다 각 개인의 여 tò] 옥소리 --츄 표현적 악양과- 평 

가가치--가 딴냥으로써 。l 푸이지는 시-회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더이상 감 

옥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감옥으로부터의 해망은 발화들의 대화플 통해서만 

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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