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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의 다성 구조 

- 바흐찜의 다성 이론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이 기 웅. 

단일한 발화가 다성적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최초로 본격적인 주 

목을 한 것은 문학에서는 바흐젠[볼로쉬노프] (Bakhtin[Volosnov ] 1929)이라면 

언어학에서는 발리(B외ly 1932)이다. 흥미롭게도 양자 모두 인간의 언어활동은 

사회적 체계로서의 언어(=랑그， langue, jazyk)에 기반하는 개인들의 말(=빠 

롤， parole, rec')로 구성된다는 소쉬르(Saussure 1916)의 개념 구분에 대한 고 

찰틀을 하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쉬묘의 

제자로서 그의 일반 언어학 강의 내용들을 세쉐 (Sechehaye)와 공동으로 정리 

해서 출판한j) 발리는 랑그/빠롤의 구분에 입각해서 언어의 표현적 사실들을 

“랑그의 문체론"Oa stylistique de la langue)이라 할 수 있는 시각에서 기술하 

고자 한다.2) 마찬가지로 발화의 다성 구조에 대한 그의 일반 언어학적 이론 

도， 본 논문의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잠재적인 것으로 랑그 

속에 주어진 요소들이 어떻게 빠롤로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의 고찰과 연관되 

어 있다. 반면 바흐젠은 당시 서구의 제반 언어 이론들을 크게 두 가지 상반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잘 알다시피 이들이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 중에서 1906/7, 1908/9, 1910/11 세 
학기 강의를 정리해서 그의 사망 다음 해에 출판한 것이 “소쉬르의 「얄반 언어학 

강의.J이다. 

2)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기웅(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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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으로 정리하면서 그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양자간의 종합화를 시 

도한다. 즉， 언어의 토대가 개인의 창조적인 발화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 

접들을 “주관적 관념주의”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사회적 체계인 랑그에 언어 

의 본질적인 면이 있다는 소쉬르 식의 생각은 “추상적 객관주의”라고 비판하 

면서， 전자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종합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흐씬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의 언어 현실의 본질은 랑그나 빠롤 어느 한 쪽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 행위로서의 “발화”에 있다. 그리고 “나”의 

단일한 발화 속에 “타자”의 억양， “타자”의 말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개별적인 발화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발화 맥락과 

상호 간의 의사소통 - 넓은 의미에서의 대화 -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흐젠[볼로쉬노프]은 『언어 철학과 맑스주의』 

마지막 장에서 “비고유 직접 화법 "3)(nesobstvenno-prjamaja reε)에 대한 분 

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러한 언어 현상에 대한 로르크(Lorck) 

나 레르히 (Lerch)의 연구를 “주관적 개인주의적” 분석이라고 비판하면서 동시 

에 발리의 연구는 “추상적 객관주의적”인 것으로서 마치 죽은 언어에 대한 

분석과도 같다고 혹평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화법 현상의 본질은 타자의 

말을 옮기면서 화자가 발화에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억양을 도입하는 데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물론， 이처럼 상이한 억양， 상이한 목소리가 동일한 

발화 내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간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는 바로 발화 자체가 우리의 사회적인 대화 행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철학과 맑스주의』 이후 바흐찜에게 있어서 발화의 다성 구 

조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언어학적으로 보다 정교화 되지 못한 채 단지 문학 

의 영역에서 자신의 소설 이론의 일반화를 위한 핵심 개념 중의 하나로만 활 

용되고 만다. 바흐씬에게 있어서 일어난 이 같은 진지한 언어학적 산책의 중 

단은 그 원인이 외부적 상황에 의한 것인지 4) 아니면 바흐젠 자신의 연구 기 

3) 이것을 프랑스어에서는 “자유 간접 화법 "(!e style indirect libre)이라고 부르는 데 대 
한 이유를 제시하면서도 저자는 레르히 (Lerch)가 제시한 독일어 용어 uneigentlich 
direkte Rede를 채 택 한다 

4) 1920년대 말 소련에서는 서구의 언어 이론들을 “개인주의적인 부르조아 관념론”으 

로 치부하면서 언어의 발전 단계는 사회의 발전 단계에 대응된다고 주장하는 마르 

(Maπ)의 “신언어학셜"(novoe ucenie 0 jazyke)이 이미 공식적인 입장으로 득세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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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그것은， 펼자의 생각으로 

는， 소설의 언어에 대한 바흐씬의 이론화 작업에 어떤 커다란 공백을 가져오 

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설의 언어에 있어서 다성성이나 다언어성 (raznorecevost' )에 대한 

그의 개념화는 “나”와 “타자”라는 상호대립적인 구조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러한 구조는 언뜻 보기에 경험적으로 자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반드 

시 제 1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식론적으로 “나”의 의식 외부에 

설재하는 또 다른 의식으로서 “타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 

운 일이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화 행위가 이러한 대립 구조에 근거하고 있 

다는 사실 또한 자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 1의 원칙으 

로 삼은 것은 그의 사고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윤리 미학적인 것이기 때문 

이다. 이 점은 가령 “현실 세계의 최고 구성 원칙은 “나”와 “타자”의 구체적 

인， 즉 구성적으로 유의미한 대립이다"5)라는 1920년대의 그의 말에서 잘 확인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非인식론적인 태도 때문에 바흐씬의 다성 이 

론 속에서 우리는 예술 텍스트를 구성하는 발화 자체가 갖는 다성 적 복잡성 

에 관한 효과적인 분석적 틀을 발견할 수 없다.6) 텍스트의 차원에서는 “나”와 

“타자”의 상이한 목소리들의 대화적 공존이 경험적으로 쉽게 구분되고 분석 

될 수 있지만， 단일한 발화가 다성적일 경우에는 “타자”의 목소리들이 모두 

적어도 경험적으로는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 

우， 바흐젠 식으로 “타자”의 말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바로 그 발화가 다성적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 

하면 싸르뜨르(Sartre 1943, p. 422)가 말한대로， 언어는 “대타적 존재"(1’ être

pour-autrui) 위에 덧붙여진 현상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원래 “대타적 존 

재”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타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 

이상， 나의 발화 자체는 그것이 독백이든 대화이든 간에 이미 타자에 대한 지 

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발화가 갖는 다성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서는 바흐젠의 다성 개념을 설명적으로 좀 더 정교화 시킬 필요가 있다. 

5) “ K filosofii postupka", in Bakhtin(994), p. 66. 
6) 그렇다고 리드(Reed 1999)처럼 바흐씬의 다성 개념을 철학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도스도엠스끼에 대한 바흐씬의 “독백주의페nonologism)의 

산물로 귀결된다고 몰아붙이는 것 또한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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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바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스또엠스끼의 소설에 대한 바흐씬의 

언어적 분석은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비종결적”이다. 비록 그 

의 분석이 도스또웹스끼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다성적 특정에 충분히 주목함 

으로써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할지라 

도， 거기에서 우리는 작가의 말과 인물의 말， 화자의 말과 타자의 말에 관한 

끊임없는 지적들과 그러한 말들의 대화적 성격이나 소설 구성상의 기능에 대 

한 설명들만 마주칠 뿐이다. 그렇지만 그의 지적과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근본적인 질문， 즉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라는 문 

제는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가령<지하 생활의 수기> (Zapiski iz 

podpol'ja)를 시작하는 문장들， “저， 나는 병든 사람인데 ... 아니， 나는 악한 사 

람이다. 나는 혐오스런 인간인 것이다.(Ja celovek bol'noj ... Ja zloj celovek. 

Neprivlekatel'nyj ja celovek')"에서 나타나는 어조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바흐 

젠(Bakhtin 1929, pp. 265-6)은 이것이야말로 극도로 긴장된 내적 논쟁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화자가 자신의 첫 문장에 대한 타자의 

반응이나 말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그것을 뒤집어버리기 위해 다음 두 문장에 

서는 어조를 높이고 있는 논쟁적 발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 

령 바흐젠(Bakhtin 1975, pp. 137 이하)에 따르면 “두 개의 목소리가 내적으로 

대화화된 딸”의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바흐씬 0929， 

pp. 58 이하)에서 위와 같은 말화들의 분석은 특정한 유형의 “대화적 독백 

즉 라신느(Racine) 식의 대화적 독백이 아니라 도스또웹스끼 식의 대화적 독 

백에 관한 문학적 설명일 뿐이다. 결국 바흐젠의 이러한 분석에서는 그리고 

“나”의 말과 “타자”의 말의 단순한 경험적 구분에 근거하는 이론의 틀 내에서 

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발화가 왜 다성적인지， 어떻게 상이한 목 

소리들이 동일한 발화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따라서 바흐젠의 다성 이론이 안고 있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나”의 말 대 “타자”의 말과 같은 단순한 경험 

적 구별 방법이 아닌 다른 분석적 틀을 생각해 볼 펼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 

은 이 글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발리의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발화 

의 다성 구조에 관한 문제를 일차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규명한 다음， 그것이 

일반적으로 소설의 언어 속에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도스또엠스끼의 “지하 생활자”의 발화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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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왜 다성적인지 분석해 보고， 최종적으로 바흐씬의 소설 이론의 언어 

적 측면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생각해 보자 . 

. ” ” 

발화의 다성 구조에 대한 발리의 이론은 [문장의 의미 = 사태에 대한 표상 

으로서의 “명제적 내용"(dictum) +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양상틀"(modus)] 

이라는 중세 철학의 개념 구분에 대한 언어학적인 성찰로부터 비롯된다. 이러 

한 개념적 구분을 언어학적으로 재정의하면서， 발리(Bally 1932, pp. 35-7)는 

문장의 의미를 언제나 “이러저러한 표상에 대해서 X는 이러저러한 반응을 취 

한다”라는 표현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X는 이러저러 

한 반응을 취한다”라는 부분은 양상틀(modus)에 해당된다면， 반응의 대상이 

되는 “이러저러한 표상”은 명제적 내용(dictum)에 해당한다. 그러면 문장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정의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아래의 예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Ja uveren, cto Boris postupil v MGU. 
“나는 보리스가 엠게우에 입학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7) 

2) Ja xocu, ctoby Boris postupil v MGD. 

“나는 보리스가 엠게우에 입학했으면 한다‘” 

3) Prestupnik uze arestovan 
“범인은 이미 체포됐다 

3’) Ja vam soobscaju, cto prestupnik uze arestovan 
“나는 당신에게 범인은 이미 체포됐다고 알려주고 있다” 

4) Boris uveren, cto prestupnik uze arestovan. 
“보리스는 범인은 이미 체포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7) 여기서의 한국어 번역은 자연스러움보다는 되도록 해당 러시아어 문장과의 구조적 
대응을 염두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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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 a naxozu, cto Boris uveren, cto prestupnik uze arestovan. 
“내가 보기에， 보리스는 범인은 이미 체포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4’') Ja vam govorju; Boris uveren, cto prestupnik uze arestovan.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보리스는 범인은 이미 체포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5) Ne dumajut, cto prestupnik uze arestovan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생각들 한다 

예문 (1), (2)에서는 [양상틀 = 양상 주어 + 양상 술어J， 그리고 [명제적 내 

용 = 보문절의 내용]이 되며， 이 경우 양상 주어 “ja"는 실제 발화자와 동일하 

다. 한편 (3) 의 경우에는 문장 내에 양상틀에 관한 요소가 명시적으로 표현되 

지 않고 있으나， 이것을 우리는 (3’)와 같은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해 봄으로 

써 함축된 양상틀을 기술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4)의 경우에도 (4')로 바 

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양상틀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 여부와는 상관없 

이 우리는 언제나 [양상 주어 = 실제 발화자]라는 동일성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동일성을 고수하는 것이 전통적인 논리학과 뽀르 로와얄 

(Port-Roya])의 논리 문법 이론이라면， 반면 발리는 양상 주어가 반드시 실제 

발화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4)의 경우는 (4" )처 럼， 즉 양상 

주어와 실제 발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5)의 경우 

에서처럼 이러한 양상 주어는 불명확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전통적 

인 이론보다는 발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 다음의 (7)이나 

(8)과 같은 경우들에서일 것이다. 

6) On xocet spat' 

“그는 잠자고 싶어 한다 ” 

6’ ) Sudja po vnesnim priznakam, ja predpolagaju, cto on xocet spat ’ 

“그의 외적인 모습들로 판단하건대， 나는 그가 잠자고 싶어 한다고 추측한다” 

7) On xocet poexat ’ k morju. 

“그는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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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a vam govorju; on mne soob양il ， cto on xocet poexat ’ k morju.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그는 나에게 바다에 가고 싶다고 알려줬다 

8) “TraktirsCik skazal, cto ne dam vam est' , poka ne zaplatite za preinee."8) 

“주막 주인은 당신이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음식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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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6)의 경우 전통적인 이론에 따라서 (6 ’)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7)의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비고유 직접 화법의 경우로 보거나 아니면 

타자의 말의 재 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Zolotova， et als. 1998, p. 318). 이 경 

우 발리(Bally 1932, pp. 37, 50-52)의 입장대로 양상 주어와 실제 발화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불일치를 - 가령， 비고유 직접 

화법으로 볼 때 (7’)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와 더불어 (7' )의 구조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실제 발화자와는 다른 

표현적 주체， 즉 (7)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말을 실제로 발화함으로써 현 

재의 화자와 의사소통을 한 주체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주 

체 "(sujet communiquant)는 발리의 이론적 틀 내에서는 양상 주어와 동일하 

게 설정된다. 따라서 (7)과 (8)의 다성적 구조를 우리는 각각 [발화 주체 “ja" 

# 의사소통 주체 “on” = 양상 주체 “on"], [발화주체 “ja" (= Osip) "" 의사 

소통 주체 “traktir합ik" = 양상 주체 “ja" ’ (= traktir양ik)]으로 파악할 수 있 

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발리의 다성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뒤끄로(Ducrot 

1984, 1989)는 발화의 다성적 가능성에 관한 틀을 보다 일반화시킨다. 그의 견 

해에 따르면， 의사소통 주체와 양상 주체 사이의 동일성도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다 더구나 모든 발화가 반드시 발화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 

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아래의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7") Ja vam govorju; mne soobscali, cto on xocet poexat ’ k morju. 

“나는 당선에게 말한다; 그가 바다에 가고 싶어한다는 것을 나에게 알 

8) 이 문장은 고골(Gogol’)의 r검찰관J (Revizor) 속의 인물 오시쁘(Osip)의 발화인데， 

바흐씬[볼로쉬노프](1929) ， p. 136, 각주 (2)에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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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들 줬다” 

9) NiCto ne novo pod lunoj. 

“하늘 아래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 

9’) Ja vam soobscaju, cto ja uveren, cto nicto ne novo pod lunoj. 

“나는 당신에게 하늘 아래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고 내가 확신하 

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앞에서 제시한 예 (7)이 만일 비고유 직접 화법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의 재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경 우 (7)은 (7")과 같이 분석 될 수밖에 없을 것 이 다. 즉， 발화 주 

체， 의사소통 주체， 그리고 양상 주체 모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성립하는 것 

이다. 그리고 예 (9)는 잘 알다시피 격언의 경우인데， 이것을 비록 지금 여기 

서 “내”가 발화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직접적인 발화 주체로 보는 것은 별 

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격언이나 속담， 경구， 표어 등은 바흐씬의 말 

을 빌리자면 “공통 언어 "(obsôj jazyk)에 속하는 표현들로서， 요컨대 “타자”의 

언어이다. 따라서 (9)의 의미를 (9’)로 볼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표현들의 

발화자를 발화 주체보다는 의사소통 주체와 양상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결국 발화의 다성 구조에 대한 이상의 언어학적 고찰들을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i) 주어진 발화에 실질적인 발화 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ii) 아니면 

발화 주체， 의사소통 주체， 그리고 양상 주체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성적 발화 현상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정의는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봐 왔듯이， 그러한 현상을 단순히 동일한 발화 내에서 

“나”의 말과 “타자”의 말 - 또는 시점 - 의 공존으로 규정하는 방법보다 훨 

씬 더 효과적이며 설명적이다. 

그런데 소설의 발화 구조는 언어의 발화 구조에 대한 일정한 예술적 변형 

이라고 볼 때，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것은 소설이 언어 

의 발화 구조를 수용하면서 거기에 인위적인 변형과 더붙어 중복화 메커니즘 

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시켜서 나타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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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발화 구조} (소설의 발화 구조〉 

발화 주체----+ 작가\ 

의사소통 주체-+ 서술자-→(언어의 발화 구조’) - (언어의 발화 구조") ... 

양상 주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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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서의 발화 주체는 소설의 발화 구조 속에서 일차적으로는 작가의 위 

치로 전환된다. 이때 작가는 물론 소설의 딸을 구성하는 모든 발화의 실제 발 

화자， 즉 경험적 원천이 된다. 의사소통 주체는 발화를 통해서 그것이 표상하 

는 사건이나 사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에 있어서 소설 속에서는 서술 

자의 위치로 전환된다. 그리고 양상 주체는 소설 속에서 사건이나 상황을 제 

시하기 위해 반응적 틀로 선택되는 시점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9) 

그런데 소설의 발화 구조 속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전환된 위치들은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여전히 언어적 발화 구조를 통해서 낼 수밖에 없다. 즉， 언 

어적 발화 구조의 소설적 전이로부터 성립하는 각각의 위치에서 다시금 언어 

적 발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설 속에서 언어적 발 

화의 이러한 중복화 과정은 무한정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순 

수 구조적으로는 한계가 없는 중복화 과정 또한 소설 자신이 포함되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경험적 조건들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설의 

이러한 중복화 메커니즘이 갖는 다양한 이론적 가능성과 그것의 실현에 대한 

경험적 제약 사이의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일은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는 - 아 

주 광범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지 언어의 발화 구조에 대해서 

소설의 발화 구조가 갖는 이상과 같은 형식적 특성만을 강조한 채로， 본 논문 

의 앞장에서 제기한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9) 이러한 일차적인 대응 관계들은 뒤끄로(Ducrot 1988, p. 181)가 쥬네뜨(Genette 

1972)의 견해를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뒤끄로는 작가의 위치를 단지 자 

유 간접 화법에서의 발화 주체에 비견되는 것으로 축소해서 보고 있다. 즉， 자유 

간접 화볍에서 발화 주체가 발화의 표상적， 양상적 내용들을 알려주는 데 직접 참 

여하지 않는 것처럼 소설 속에서 작가 또한 더 이상 이야기 자체에 직접적으로 참 

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평면적인 대응 관계만을 설정하는 것 

은 소설에 내재한 발화의 중복화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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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다시피， 도스또엠스끼의 <지하 생활의 수기〉는 주인공이 화자인 “1 인 

칭 서술"(Ich-erzählung)의 형식을 띠고 있다. 직접적으로 작가의 말로 여겨질 

수 있는 발화는 소설의 최상층 외양부에， 즉 첫머리의 각주와 종결부에서만 

발견된다. 이러한 작가의 말이 도스또엠스끼의 다성적 소설에서 어떠한 기능 

과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바흐씬(1929 ， pp.54-88)의 상세한 설명과 주장들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서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 

인공과 함께 말하는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흐젠의 이러 

한 견해가 해당 발화가 소설 속에서 갖는 구성적 기능과， 또 그로부터 나오는 

의미 효과를 빠짐없이 다 고려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단지 

이 점을 지적해두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주인공의 발화에 대한 분 

석 다음으로 미뤄놓자. 이유는 물론 작가의 말이 <지하 생활의 수기〉의 소설 

적 실현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이 소설을 시작하는 주인공의 처 

음 발화들이 왜 다성적인지 생각해보자. 이 발화들은 소설의 발화 주체인 작 

가를 고려할 펼요 없이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10) Ja celovek bol'noj… 
“나는 병든 사람인데 

10’) Ja vam rasskazyvaju; ja sCitaju sebja celovekom bol'nym…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11) Ja zloj celovek 
“나는 악한 사람이다” 

11') Ja vam rasskazyvaju; ja xocu, ctoby vy sCitali menja zlym celovekom.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당신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여기기 

를 원한다” 

12) Neprivlekatel ’nyj ja celovek. 

“혐오스러운 사람인 것이다， 나는 

12') Ja vam rasskazyvaju; ja xocu, cto vy sCitaete menja “ ves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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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rivlekatel ’nym celovekom.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당신이 나를 “전적으로”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여기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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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0)의 분석인 00')에서 보듯， 이 발화는 [ {서술자 = 의사소통 주체} 

= 양상 주체]인 단성 적 인 발화이 다. 반면 그 다음 발화인 (11)과 (2)은 그에 

대한 분석인 01’)와 02’)에서 보듯 [ {서술자 = 의사소통 주체 = 양상 주제 1} 

# 양상 주체2] 인 다성적 발화이다. 이처럼 〈지하 생활의 수기〉에서 주인공 

의 말 중 다성적인 발화들은 내부 구조에 있어서 두 개의 시점의 불일치， 즉 

[{“나 양상 주체I} 7'" {“타자 양상 주체2}]를 특징 으로 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불일치 속에서 주인공은 소설 전체에 걸쳐서 의식의 끊임없는 자 

기 운동， 즉 [“나 “나"]를 지 향하는 의 식 의 부단한 운동을 말로써 우리 에 게 

보여준다. 그런데 “인간이 결코 자기 자신과 합치되지 못하는 이상"(Bakhtin 

1929, p. 69) , 이러한 운동은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왜냐 

하면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긍정적으로 알지 못한 채로 끊임없이 “타자”가 

아닌 바로서의 “나 “타자”의 부정으로서의 “나”를 설정하는 운동이 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주인공의 이러한 부정적인 운동은 종종 역설적인 발화를 낳게 만들 

며， 이 때문에 소설의 마지막에서 작가는 주인공을 “역설가" (paradoksalist)로 

규정짓는다. 상호 모순 되는 표현들의 대조적 병치로 이루어지는 패러독스 

(paradox)는 물론 긍정적인 경우에는 역리(進理)로서 우리에게 설득력을 지니 

게 된다 가령， 말로(Marlaux)의 소셜 『정복자J (Les conquérants) 속에서 

가린 (Garine) 이 하는 유명한 말 “삶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 

는 것 또한 아무 것도 없다"(Une vie ne vaut rien, rien ne vaut une vie) -

과 같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공의 역설적인 발화는 아 

래의 예에서 보다시피 언뜻 보기에는 횡설수설 같다. 

13) Ja ne tol ’ko zlym , no daze i nicem ne sumel sdelat ’sja; ni zlym, ni 
dobrym, ni podlecom, ni cestnym, ni geroem, ni nasekomym. Teper’ k 
dozivaju v svoem uglu, draznja sebja zlobnym ni k cemu ne sluzasCim 
uteseniem, cto umnyj celovek ne mozet ser’ëzno cem-nibud’ sdelat ’sja, 

a delaetsja cem-nibud ’ tol'ko durak. (...) Mne teper' sorok let, a ved ’ 

sorok let - éto vsja zizn ’ ved ’ éto samaja glubokaja starost'. Dal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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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oka let zit' neprilicno, poslo, beznravstvenno! Kto zivët dol ’se soroka 
let, - otvecajte iskrenno, cestno? Ja vam skazu, kto zivët: duraki 
negodjai zivut. C..l Ja imeju pravo tak govorit’, potomu cto sam do 
sestidesjati let dozivu. Do semidesjati let prozivu! Do vos ’midesjati let 
prozivu!.. (1-1) 

나는 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무 것도 될 수 없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비열한 자도， 정직한 자도， 영웅도， 곤충도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은 자신만의 구석에 틀어박혀 생존해나가고 있다 영리한 사람은 진지하게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으며， 단지 바보만이 뭔가가 된다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이 심술꽃은 위안에 스스로 홍분해가면서 말이다. C..l 나는 지금 마흔 
살인데， 이 마흔 해야말로 전 생애이며， 가장 늙은 나이일 것이다. 40년 넘게 

산다는 것은 무례하고， 저속하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누가 마흔 살 넘게 살 

고 있는지 당신은 진정으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당신에게 내가 말하겠다. 바보들과 쓸모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 

다 C..l 나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예순 살까지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일흔 살까지도 살 것이다! 여든 살까지도 살리라! .. 

이처럼 횡성수설과도 같은 역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흐씬 (929)은 

그것이 “타자”의 말에 의해 자신이 규정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빠져나가기 위 

한 주인공의 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바흐젠이 제시하는 이러한 

끝없는 대화적 탈주만으로는 위의 예와 같은 주인공의 다성적 역설들을 섬세 

하게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설적 발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호모순적 

인 두 개의 표현이나 관점이 발화 내부에 존재해야 하는데， 바흐젠의 분석은 

“타자”의 시점을 단지 숨겨져 있는 것으로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위의 예에서 주인공이 자기규정에 있어서 보여주는 역설은， 즉 ‘당신들이 보 

기에는 악하지만， 나 자신의 관점에서는 악한 자는커녕 아무 것도 되지 않을 

만큼 영리하며， 또한 마흔 살 념게들 사는 당신들처럼 바보로서의 권리도 충 

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역설은 자신의 내면의 외변화로서 표현적 욕구의 

실현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다성적 발화 현상을 이어서 억지로 자 

신의 관점에만 입각해서 단성적 발화로 덮어씌우려는 무용한 시도를 보여주 

고 있다. 바로 이 같은 발화적 특징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내적인 그리고 긴장된 대화적 논쟁들의 외면적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면， 그것 

의 의도는 특히 소설 마지막의 다음과 같은 논쟁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14) Nu, poprobujte, nu , dajte nam, naprimer, pobol ’se samostoja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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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ti, razvjazite ljubomu iz nas ruki, rassir’ te krug dejatel'nosti , oslab ’ te 
opeku, my... da uverjaju ze vas: my totcas ze poprosimsja opjat’ 

obratno v opeku. Znaju, ctovy, mozet byt’, na menja za éto rasserdites ’, 
zakriCite, nogami zatopaete: << Govorite, deskat’, pro sebja odnogo pro 
vasi mizery v podpol'e, a ne smejte govorit시 <<vse my>>. Pozvol ’te, 
gospoda, ved' ne opravdyvajus ’ ze ja étim vsemstvom. Cto ze sobstvenno 
do menja kasaetsja, to ved’ ja tol ’ko dovodil v moej zisni do krajnosti to, 
cto vy ne osmelivalis' dovodit’ do poloviny, da es찮 trusost ’ svoju 
prinimali za blagorazumie, tem utesalis' ’ obmanyvaja sami sebja. Tak 
cto ja, pozaluj , escë <<zivee>> vas vyxozu. (II-Xl 

자， 시험해봐라， 자， 우리에게 가령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우리들 각 

자의 손을 풀어주고， 행동반경을 넓혀주고， 보호감독을 완화시켜봐라 그러면 

우리는 .. 그래， 당신들에게 장담하건대， 우리는 그 즉시로 다시금 보호감독으 
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당 

신들은 나에 대해서， 발을 구르면서， 소리치고，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 말대로， 오직 자신에 관해서만 그리고 지하 생활 속에서의 당신 

의 불행들에 관해서 말해라. 그러나 감히 “우리 모두들”이라고 말하지 마 

라 당신들， 제발， 내가 이렇게 모두들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엄연히 나로 말하자변， 당신들이 감히 반도 못나간 채로， 

여전히 자신의 소심함을 신중함으로 여기며， 스스로 자신을 속이 면서 위안 

받곤 하던 것을 정말로 오직 나만이 나의 인생에서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 

이다. 그렇기에 나는 펼경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살아있는 모습으로” 빠져 

나올 것이다 

333 

이제 주인공은 자신의 시점에 서서 단성적인 발화를 교묘한 방식으로 일반 

화하고 있다. “나”의 시점을 “우리”의 시점으로 대치시키기도 하고， 이에 대한 

“당신들”의 반웅 또한 명시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의 자기 기만적 소심함보 

다는 자신의 극단성이 훨씬 “더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w지하 생활의 수기』에서 주인공의 발화 전략은 아주 전형적으로 헤겔 

(HegeI) 식의 변증법적 운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의식을 외변화시 

킬 때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타자”로부터 오는 규정을 다성적인 역설 

의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시점과 대조적으로 병치시킨 다음， 이러한 긴장된 

구조를 여전히 자기의식의 보존이라는 토대 위에 서서 “타자”에 의한 부정을 

매개로 새로워진 자신의 시점에 통합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 

의 이러한 발화 전략의 의도는 위의 예 마지막 문장에서 보듯 명확하다. 그것 

은 니체 (Nietzsche) 식으로 말해서 도덕적 “가치의 전복"(Umwertung)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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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자”의 세계가 자연과학적 이성과 상식， 그리고 허위로 구성된 억압적이 

고 밀폐된 세계로서 따라서 하나의 커다란 지하 세계라면， 이를 거부하고 웅 

크린 나의 세계 또한 밀폐된 또 하나의 지하 세계이다. 이처럼 이중으로 밀폐 

된 상태를 부수고 밖으로 나오는 일은 “타자”의 세계가 부과하는 도덕적 질 

서를 자신의 관점에서 전복시키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금욕적인 

도덕의 경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성화된 부분에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 

지만， 이때부터 그는 나머지 다른 부분을 악마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라는 니체의 유명한 지적처럼 10) 주인공이 보여주는 가치 전복의 시도는 우리 

에게 여전히 그 부정적인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남게 된다11) 주 

인공의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아마도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의 발화가 

보여주는 역설적 성격이 역리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이행되어 나가 

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역리적 차원에 도달할 때 발화는 상호 모순적으 

로 표현되는 시점틀을 통합해서는 개별적 발화 주체가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방식으로 그러한 종합화를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표현적 힘을 가지게 된 

다. 요컨대， 발화를 통해서， 개별화되는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없는 진정한 주 

체화 과정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실제 발화 주체는 개별-경험적인 주체로서 

의 의미를 떠나 그러한 발화-사건이 가능해지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인공의 발화가 이러한 차원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정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 

서 우리의 현실에서 소설적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앞에 

서 미뤄놓았던 문제， 즉 이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하는 작가의 말의 구 

성적 기능과 의미 효과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볼 시점에 도달했다. 만일 작 

가의 말이 없었다면 w지하 생활의 수기』는 형체도 없는 주인공의 공허한 자 

기 이야기 - 그것도 끝도 없는 - 이상의 것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 

나 작가는 주인공의 이 같은 이야기에 “당신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타자”로 

서 현실적 한정을 부과한다.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의 현실적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끝없는 발화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러한 

10) Nietzsche(1878), I-137 
11) 주인공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실존주의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작가나 

비평가들이 주인공의 형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표명하는 것은 아 

마도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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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물론 주인공의 시점보다 한 차원 높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주인공의 

이야기에 대한 소설적 테두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작가의 말이 갖는 이러한 

구성적 기능을 우리는 언어의 발화에서 연동사들(shifters) 이 하는 기능과 비 

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12) 즉， 언어의 발화에서 가령 1, 2인칭 대명사나， 시 

제， 직시적인 장소부사나 시간부사 등이 발화 내용을 발화의 현실적 준거틀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w지하 생활의 수기』에서는 작가의 말 

이 주인공의 발화를 현실적 준거틀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로써 주인공의 이야기는 이제 외부와 단절된 자기만의 울림성을 벗어나 소 

설 자신이 새로운 구성 요소로 포함되는 바로서의 현실에 하나의 새로운 시 

점， 하나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IV. 

언어의 발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필연적으로 소설의 언어는 그 자체로 다성 

적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설 양식에서는 경험적인 발화 주체인 작가와 

의사소통 주체인 서술자 사이에 동일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 

주 드문 경우로서， 가령 미웰 뷔또르(Michel Butor)의 『궤도 수정 ~(La 

modification) 7.1 럼， 작가가 주인공과 동반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서술자 

의 시점을 취하면서 주인공을 2인칭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에도 [ {발화 주체 = 작가} = {의사소통 주체 = 서술자} ]의 동일성은 확립될 
수 있지만， 2인칭으로 제시되는 주인공이 양상 주체로 제시되기 때문에 다성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설의 언어에 관한 바흐젠의 다성 이론은， 잘 알다시피， 텍스트의 

구성에 있어서 상이한 목소리들이 어느 한쪽에 흡수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대화적 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성적 소설 양식과 대조되 

는 다른 유형의 소설， 즉 작가의 시점이나 서술자의 시점에 종속되는 방식으 

로 다른 목소리들이 제시되는 단성적 소설 양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적 개념을 바흐젠 (1929)은 먼저 도스또옐스끼의 소설 미학의 특징 

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소설의 언어 및 장 

12) 연동사에 관해서는 야롭슨(Jakobson 1957, pp. 131-13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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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적 특성에 관한 역사적 일반화를 위해서 활용한다. 즉， 언어의 발전이 사회 

의 발전과 더불어 단일 언어 단계에서 다언어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13) 소 

설 역시도 서사시나 서정시와 같은 단성적인 장르들의 역사적 종결 위에 민 

중 예술의 다양한 경로들을 거쳐 다언어적이고 다성적인 장르로 대두하게 된 

다는 것이다(B라chtin 1975) , 그런데 소설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화된 

관점으로부터 다시금 다성적 소설 대 단성적 소설이라는 대조적인 개념 구분 

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이러한 구분이 애당초 명백한 범주적 구분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특정한 현상 - 도스또엠스끼 현상I - 의 강조를 위한 것이 

었으며， 그것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게 된다 왜냐하면 소설이란 장르의 형성 자체가 다언어성을 전제로 하며 따 

라서 개별적인 경우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소설은 다소간 다성 

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단성적 소설 대 다성적 소 

섣이라는 개념적 대조를 통해서 바흐젠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도스또엠 

스끼가 소설의 다성적 구조화를 전적으로 충분히 발현시켰다는 점이지 그 이 

전의 소설들에 다성적 요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단성적” 소설이란 애당초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으 

며， 문제의 핵심은 언어의 발화 구조가 소설의 발화 속에 전이되면서 발화 주 

체， 의사소통 주체， 양상 주체 사이의 동일성과 차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 

조화되는가를 밝혀내는 데 있을 것이다. 소설의 경우 이 문제에 관한 해명이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작가가 자신의 소설적 발화에 대해서 참이 

나 거짓으로서의 정보 전달이라는 문제를 벗어나 예술적으로 다양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작가는 [ {발화 주체 = 작가} = {발화 주체’ = 
의사소통 주제 = 서술자} ]의 태도나 [ {발화 주체 = 작가} "'" {발화 주체’ = 
의사소통 주체 = 서술자} ]의 태도， 아니면 [ {발화 주체 = 작가} o;é {발화 주체 

13) 언어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바흐젠이 소설의 언어의 형성 과 
정을 일반화시켜서 역으로 그것보다 큰 범주인 언어 일반에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령 고전 그리스어 시대에도 다양한 언어적 “지형들"(topoi)이 존재했으 

며， 이러한 것들 사이의 구분과 차별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에 반영되고 있 

음을 꼬끌랭 (Cauquelin 1990)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언어의 구조와 사회의 

구조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언어가 사회의 상부구조로서 토대를 이루는 하부 

구조의 발달과 조용한다는 마르의 학설이나 모든 발화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바 

흐젠의 일반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가령 벤베니스뜨(Benveniste 1974) 입장을 참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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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주체 = 서술자} ]의 태도 ...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단일 

한 소설 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태도들을 조합적인 방식으로 취할 수도 있 

다. 당연히 이러한 상이한 차원의 주체들 사이의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설정 

문제는 {양상 주체 = 시점}과의 관계도 고려한다면， 그리고 앞에서 이미 언급 
했던 것처럼 각 주체들의 중복화 과정까지도 고려한다면， 작가가 갖는 소설적 

발화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 

인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언어적 자유로부터 어떠한 발화 구조를 선택하느 

냐는 문제는 작가가 자신의 욕망을 -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예술의 

“장"(Champs)과의 관계 속에서 14) - 어떠한 미학적 기획 속에 투사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물론， 작가의 언어적 자유는 이중의 제약 

을 안게 된다. 자신의 미학적 기획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시키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서 소설의 언어에 대한 분석 작 

업은， 궁극적으로， 언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 같은 이중의 제약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현실적 가능성으로 실현시켜나가는 실천적 과정에 대한 반성 

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14) 사회적으로 예술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니는 실천의 
영역으로서， 거기서 개별 주체로서의 예술가들은 “상징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서 경 쟁 관계 를 구성 한다는 이 러 한 “장”의 개 념 은 부르디 외 (Bourdieu 1992)를 참 

조할 것 그러나 이러한 사회학적 개념의 문제점은 예술가가 자신의 욕망을 미학 

적 기획에 투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환상적 집착， 혹은 

초월적 “파토스"(na8oç)를 제대로 고려할 수 없다는 데 있다 



338 러시아연구 제 11권 제2호 

참고 문헌 

이기웅(1995) “러시아 기능문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r러시아 문학.J , 제 

6집， 한국러시아문학회 펀， 제3문학사， 서울 

B따‘htin ， M. M. (929) ff'Problemy poétiki Dostoevskogo,g, 4-oe izd. , Moskva, 

Sovetskaja Ross니a(979) 

--- [Volosnov, V. N.](1929) ff'Marksizm filosofia jazyka,g, Moskva, 

Labirint(993) 

--- (1975) 망oprosy literatury éstetik띠， Moskva, Xudozestvennaja 

literatura 

--- (994) I'paboty 20-x godovJj, Kiev, Next 

Benveniste, E. (974) “Structure de la langue et structure de la société", 

ff'Probl강mes delinguistique générale Ih Paris, Gallimard 

Bourdieu, P.(992) ff'Les règles de l'art,g, Paris, Seuil 

Cauquelin, A. (990) ff'Aristote Le langagα ， Paris, PUF 

Ducrot, 0.(1984) ff'Le dire et le dit,g, Paris, Minuit 

--- (989) 마ogique， structure, énonciation,g, Paris, Minuit 

Genette, G.(1972) , ff'Pigures IIId}, Paris , Seuil 

J따wbson， R. (957)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 , 

ff'SelectedWritings Ih The Hague, Mouton(1971) 

Nietzsche, F.(878) “Menscliches " , ff'Allzumenscliches,g, 6. Aufl. , Stuttgart, 

A. Kröner(976) 

Reed, N.(999) “The philosophical roots of polyphony: A Dostoevskian 

reading" , ff'Critical essays on Mikhail B따htin，g， C. Emerson (edJ , New 

York, G. K. Hall & Co. 

Sartre, ].-P.(943) 모/하re et le n∞nt，g， Paris, Gallimard 

Saussure, F. de(1916) ff'Cours de linguistique g깅n깅rale，g， éd. critique par T. 

de Mauro, Paris, Payot(983) 

Zolotova, G. A. et als. (1998) ff'Kommunikativnaja grammatika russkogo 

jazyka,g, Moskva, Filologiceskij fakul ’ tet MGU. 



발화의 다성 구조 339 

Abstract 

Polyphonic Structure of Utterance 
- A Linguistic Approach to the Bakhtin ’s Theory of Polyphony 

LEE, Kee-Woong 

Utterances can be polyphonic, and this fact was first put forward by 

B와‘htin [Voloshnov](929) who criticized both Humboldtian and Saussurian 

orientations in linguistics for their inability to explain the socio-dialogical 

character of utterance, which, according to his view, constitutes the essential 

property of language. But Bakhtin himself did not continue to develope his 

penetrating idea into an elaborated linguistic concept. Rather, he simplifies 

the notion of polyphony by referring it to those cases where, in one and 

the same literary text, different voices coexist without one ’ s prevailing to 

the others. However, such a conception of polyphony, rooted in the entirely 

empirical distinction between words of “Myself" and of “the Other" , does 

not provide methodologically effective tools to analyze exactly the 

complicated polyphonic structures of utterance. 

Thus, this work presents a linguistic version of polyphony, departing 

from the theory of utterance elaborated by Bally(932) and its revision 

made by Ducrot0984, 1989). It argues that polyphony arises from 

discordance among three different subjects underlying the utterance: 

utterance subject, communication subject, modal subject(s). First, one can 

say that, according to Ducrot(989) , the three subjects of the linguistic 

utterance are, respectively, transferred to the positions of author, narrator, 

and point(s) of view in the utterance of noveL then, each position, being 

obliged to express itself by the linguistic utterance, possesses a 

theoretically unlimited possibility to double and redouble the roles of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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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Such a linguistic conception can reveal more effectively, for 

example, the real polyphonic character of the speech uttered by the hero of 

Dostoevsky ’s <Notes from underground> than the explanations given by 

Bakhtin(l929): it arises from the violent discordance between two different 

modal subjects (=hero and “the Other") within the same utterance, but not 

from a tensed internal polemic of the hero with invisible replications from 

“the Other". Finally, according to our linguistic conception of polyphony, 

the utterance of novel from its ongm is necessarily polyphonic in that the 

linguistic structure of novel itself presupposes the non-identity among the 

positions of author, narrator, and point(s) of 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