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트만 기호학에 았어서 텍스트 화용론의 문제 

: 언칸과 택스트의 문화적 교제 

김 수 환* 

1. ‘열린’ 텍스트: 의미 작용인가 해석 작용인가? 

로트만 기호학 이론 전반에 있어서， 텍스트와 수신자간의 관계， 즉 ‘화용론 

(npaíMaT따a)’의 문제가 ‘의미론’， ‘통사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1970년에 발 

표된 논문 「기호와 기호 체계의 문제와 11-19세기 러시아 문화의 유형론」을 

들 수 있는데， 문화 유형론을 향한 최초의 친지한 시도라 할 이 글에서 로트 

만은 사실상 ‘화용론’을 일방적으로 제거한 채 기호학의 나머지 두 영역인 ‘의 

마론’과 ‘통사론’에만 의거하며 문화 체계를 4가지 형태로 유형화 한다:(1) 의 

미론적 유형， (2) 통사론적 유형， (3) 의미론， 통사론의 부정적 유형， (4) 의미 
론， 통사론의 종합 유형1) 

실제로 로트만 기호학의 이러한 측면은， 텍스트의 인지과정에 있어서 수신 

자가 담당하는 특정한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주체의 옹호자들’에게 로트만 

기호학의 부정할 수 없는 취약점으로 여겨지곤 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기호 

학으로부터 퍼스(Peirce)적 의미에서의 화용론을 결정적으로 제거하는 것 "(5. 

rp쐐õeK)2)으로， “화용론， 즉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의 주체 개념의 명백한 부 

재 "(10. KpHCTeBa)3l로， 무엿보다도 “단 하나의 주체， 즉 연구자 그 자신 밖에는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1) 매 M floTMaH(19706) “Opo6neMa 3HaKa H 3HaKOB。찌 CHCTeMbI H THnOnOrHJI pyCCKO띤 

KynbTypμ XI - XIX BeKOB" CC. 401-402. 이후로 로트만 텍스트로부터의 인용은 최 

초 발표 년도와 참고 문헌에 표기된 저서 목록의 페이지를 병기하여 본문에 괄호 

처리하기로 한다. 
2) o. C. AcnHcoBa(1998) “BocnpHJlTHe MOCKOBC I<O-TapTyC I<OH ceMHOTH'IeC I<OH WKOflbl B 

repMaHHH," MOCKOBCKO-TlIPTYCKlIJI ceUHOTHtfeCKlIJI 8JKOJllI, M., c. 287. 
3) E. H. BanaxoBc l<aJl (1998) ‘뻐CKOBCKO-TapTYCKaJl ce뻐OTH'IeC l<aJl WI<Olla BO CÞpaHUHH," 

MoCKOBCKO-Tl1pTYCKlIJ! CeMHOTHtfeCKl1JI 8JKOJllI, M., c.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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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구조주의”의 세계 (M. M. 5axnfH)4)로 이해된다. 

만약 우리가 로트만의 기호학을 통시대의 에코 기호학과 비교해 본다면， 이 

러한 사실은 더욱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물론 에코 역시 로트만과 마찬가지 

로 기호 체계의 의미론적 작동 방식을 밝히는 데 주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른바 ‘해석 기호학’으로 일컬어지는 에코의 이론에서 그의 전체 작업을 관통 

하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해석의 논리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탐색’ 

에 다름 아니다. 해석의 이론은 이미 ‘표현된’ 텍스트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 

을 고유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두 

축인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해석은 거의 전적으로 ‘수신자’의 몫으로 돌 

려진다. 1979년 출간된 『이야기 속의 독자』를 비롯하여 『해석의 한계 dl (l990)， 

『해석과 과잉해석 dl (l992) ， Il'허구의 숲으로 난 여섯 발자국dl (994) 등 에코의 

다양한 이론적 성찰은 모두 어느 주어진 텍스트가 수신자에 의해 고유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들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때 해석 

을 대하는 에코의 관점은 분명 ‘작가’의 입장보다는 ‘독자’의 편에 서 있다.5) 

로트만 전기의 문학기호학에서 예술 작품의 ‘해석’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코 

드 변환(llepeKOJlHPOBKa)’의 개념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예술적 커뮤니케이 

션이 원칙적으로 상이한 코드들 (최소한 발신자의 코드와 수신자의 두 가지 

코드)의 복수적 사용을 가정한다고 할 때，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텍스트 그 

자체는 일정한 변형， 즉 ‘코드 변환’에 처해지며， 그것의 결과로 이전에는 알 

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코드가 생겨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 

은 - 적어도 이 시점 (970)까지는 - 로트만의 입장이 원칙적으로 ‘작가’의 우 

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신자는 발신자의 언어와 투쟁에 돌입하게 

되며， 아마도 이 투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작가는 독자에게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며， 독자는 그것을 자기화하여 삶의 모댈화를 위한 수단으로 만든 

다.’'(l970a， 37)6) 

4) M. M. EaxTHH (1986) “H3 3anHce회 1970-1971 ro,!{oB," 3CTeTHKll CßOBeCHoro TBOp 'leCTBll, 

M., c. 358. 
5) 에코의 기호학 이론에서 ‘해석’의 문제에 관해서는 A. P YCMaHoBa(2000) YM6epTo 

3KO: nllpllJ]OKCbI HHTepnpeTllIJHH, MHHCI<를 참조. 
6) 물론 로트만 역시 이러한 ‘투쟁’의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정한 ‘변형’， 즉 발 
신자와 수신자의 언어들간의 혼혈화(l<peOJll! 3 a~HJ!)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에 의한 작가 언어의 ‘자기화 과정 (npo~ecc 

OCBoeHHJ!)’을 통해 발생하며， 이런 점에서 로트만이 작가의 언어 차원에서 단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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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는 로트만 기호학의 이러한 

측면이 상이한 이론적 입지를 지니는 사람들 예컨대 미하일 가스파로프와 

같은 이에게는 상대적인 취약점이 아니라 로트만의 이론을 소위 “새로운 자 

아도취적 문학 연구 경향들”로부터 구분시켜주는 결정적인 ‘가치’로 간주된다 

는 점이다: “<예술 텍스트의 인지는 언제나 작가와 독자간의 투쟁이다〉라고 

로트만은 적었다. 그리고 이 투쟁에서 로트만은 분명히 작가의 편에 서 있다 

- 역사적 진실이 그에 게는 창조적 자기선언 (caMOYTBep뻐eHHe)보다 더 소중했 

다 "7)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 가스파로프에 따르자면 - 로트만의 이론은 

소비에트 맑스주의 문예이론뿐 아니라 현대의 후기구조주의적 경향으로부터 

도 역시 구별된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우리 문화의 역사에 있어서 

유리 로트만의 구조주의는 도그마주의의 시대와 안티도그마주의의 시대 사이 

에서 그 둘 다에 과학성 의 이름으로 맞서고 있다 "8) 

통일한 측면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되는 가치 평가는 결국 ‘화용론’을 둘러 

싼 이론적 입장 차이가 단지 기호학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관계인 화용론의 문제는 텍스트 

‘해석’의 문제와 결부되어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9) 간의 주요한 이론적 변 

별점을 이룬다. 거칠게 말했을 때 텍스트의 고정적 의미를 해체하고 그것을 

다양한 기표의 불확정적 운통으로 바꿔 놓으려는 후기구조주의의 기획이란， 

연적인 요소들’에 불과한 것들이 독자의 의식 속에서는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필수적인 것들’로 변모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발선자 

로부터 수신자로의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의미를 지니는 구조적 요소들의 수량은 

증가할 수 있다.’'(l970a ， 38) 
7) M. J1. racnapos(l996) “J10TMaH Il MapI<CIl3M," BHypTH MblCJIJ/J4HX MHpOB, M., c. 426. 
8) 같은 쪽 잘 얄려진 그의 바흐친 비판 역시 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타 

자의 관점’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트만이 문학 연구가라면， 새로움을 지향하 

는 1920년대 혁명주의 영향 아래서 ‘타자의 것(말)을 극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 

현하는 것(caMoyTsep~eHlle)’을 목표로 삼는 바흐친은 철학자가 된다. 이 에 관해서 

는， M. J1. racnapos(l997) “10. M. J1oTMaH: Hayl<a H 뻐eOJlOrHjj; M. M. nax깨H S pycc l<o회 

l<yJlbType xx sel<a," H3φlfHHue Tpy/1bl, T. 2, M., CC. 485-496 참조. 
9) Post-structuralism은 대개 구조주의로부터의 명백한 단절성을 강조할 경우 ‘탈구조 

주의’로， 일정한 연속성을 강조할 경우 ‘후기구조주의’로 번역되는데， post라는 단어 

가 단절과 연속성의 이중적 성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자변， 두 번 

역은 모두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용례를 따 

라 ‘후기 구조주의’로 번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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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주의의 과학적 ‘분석’ 행위에 자유롭고 유희적인 ‘독서’ 행위를， 텍스트 내 

적 개별 요소들을 통합하는 ‘공간적’ 의미화 전략에 ‘시간축’을 따르는 주관적 

이고 비체계적인 연상 체험을 대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작가’와 ‘독자’간의 

화용론적 권력 관계를 역전시킴을 의미한다 10) 

알려진 바대로， 후기구조주의는 ‘구조’뿐 아니라 ‘작가’에 대해서 역시 전쟁 

을 선포했다. ‘구조’와 ‘작가’는 공히 작품 속에 내재된 참된 의미의 추구라는 

구호 아래 여하한 종류의 열림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로고스의 요원들(areHTbl 

JIoroca)’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구조의 ‘해체’는 반드시 ‘작가의 죽음’을 동반 

해야 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작가는 죽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작가가 뒤켠 

으로 물러서는 순간， 암호 해독적 해석에 관한 모든 전제들은 곧바로 의미 없 

는 것이 될 수 있기 "11)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문학 연구는 과학이 되어야 

만 한다(JIHTepaTypoBe~eHHe ~On*HO CTaTb HayK。꺼)"(10. M. JIoTMaH)는 구조주의 적 

구호는 “과학으로부터 문학으로(OT HayKH K 깨TepaType)"(p. BapT)라는 새 로운 

방볍론적 선언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상술한 논의를 배경으로 로트만 기호학에 접근했을 때，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난다. 무엿보다도 우리는， 1960년대에 자 

신의 학문적 삶을 시작한 로트만 기호학이 (바르트 기호학이 그랬던 것처럼)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쉽 없는 내적 진화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만 한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 속에서 로트만의 ‘텍스트’ 개념이 심대한 변화 

를 겪었으며， ‘원칙적인 복수 언어들의 동시적 실현’을 요체로 하는 후기 로트 

만의 텍스트 개념이 결코 고전적 구조주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그 자체 

로 자족적인 절대적 총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맥락에 따라 그 자신 역시 변모 

10) “우리는 그 어떤 단일한 의미， 심지어 텍스트의 여러 가능한 의미들 중 어느 하나 

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 

되는 ‘텍스트 해설’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서사를 그것의 생성 과정 

속에서 포착하려고 시도했을 뿐이다JJ 우리들의 (텍스트) 구조화는 읽기의 과정 

에서 자동적으로 솟아 나오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이 없다 " P. IiapT 
(1989) “Te l<CTOB뼈 aHaIDI3 O.!\Holí HOBeJlJlhl 3,l\rapa no," #36pllHHble p1l6oTbI, M., c. 429, 

455. 말하자변， 텍스트는 이제 더 이상 ‘의미론적으로 구축된 공간’이 아니라 역동 
적인 답화 -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쾌락을 얻어야만 하는 길， 운동이다. 마찬 
가지로， 텍스트의 분석이란 -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라， 차라리 그 

것을 따라 걷는 산책이 된다. 
11) P. IiapT(1989) “CMepTb aBTOpa," #3φllHHμe p1l6oTbI, M., c.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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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의미 생성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12) 로트만 전/후기 기호화간의 눈에 띠는 개념적 도약은 때로 후기 로트만 

의 이론적 사유를 “폭발적 변화(B3pblBHa~ TpaCtþOpMaUH~)"의 결과， 말하자면 

“모든 최초의 이론적 전제들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간주하게끔 한다.13) 

그러나 후기 로트만의 사유를 과연 ‘후기구조주의적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소위 변모된 로트만의 텍스트 개념， 그의 ‘열린 텍스트’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는 여전히 ‘화용론’의 문제가 제외되어 있다. 텍스트의 의미 작용 메커 

니즘이 지니는 원칙적인 개방성과 역동성， 비예측성에 관한 줄기찬 논의의 반 

대편에는 화용론의 문제에 대한 로트만의 입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이는 후기 로트만 기호학의 입지를 보다 넓은 인식론적-방법론적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과제를 계속해서 평자 그 자신의 주관적 관점， (때로는 

윤리적 색채마저 지니는) 선호도의 문제로 바꿔치기 한다. 즉， 그들은 ‘진정한 

12) 로트만 기호학의 진화 파정 속에서 발생한 텍스트 개념의 변화와 이러한 변모 

에 미친 바흐친 기호학의 영향 관계에 관해서는 n. rp:I<Il6e l< (995) “naXTI!HC 1< aJl 

CeMI!OT l!l<a I! MOC I<OSC l<o-TapTyCl<aJl wl<oJIa," ßOTUllHOBCKHH c6. 1. M., CC. 240-259. 로 

트만 후기의 ‘복수 언어주의’ 개념과 바흐친의 다언어성 개념과의 근본적 인 차별성 

에 관해서는 KHM Cy KsaH(2002), “o pa3SI!TI!I! “nOJll!rJIOTI!3Ma" y 10. M. JIoTMaHa - Ha 

lþ<lHe “reTeporeHHOCTI!" y M. M. BaXTI!Ha," HeBel1bCK.쩌 C60PHHK, 7, CC. 90-99. 

13) B. C. BI!6JIep(1995) "10. M. JIoTMaH I! 6YllYIII.ee tþl!JIoJIorl!l!," ßOT. c6. 1. c. 281. 20세기 
구조주의-기호학의 발전 과정을 ‘소쉬르적 경향’과 ‘데리다적 경향’으로 다소 거칠 

게 양분하며 크나베는 “로트만의 학문적 유산의 의미와 성과는 이 두 경향의 ‘중칸 

지점’ - 이미 전자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지만 분명 후자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

에 위 치 한다”고 진단한다. r. c. KHa6e(1995) “ 3Hal<. HCTI!Ha. Kpyr. (10. M. JIoTMaH I! 

npo6끼eMa nocTMOllepHa)," ßOT. c6. 1. CC. 270-271 참조. 한편， 스미르노프는 로트만 

의 기호 작용 이해의 근본에는 언제나 두개의 상호 번역 불가능한， 화해할 수 없 

는 언어들의 충돌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여기에 무 

슨 구조가 있습니까! 다양한 구조들의 투쟁이 있을 뿐이지요. 이것은 바로 후기구 

조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즉， 그것은 단 하나의， 오직 하나의 구조나 본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의 기술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언제나 두개의 본질， 두개 

의 구조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러시아 기호학에는 순수하고 철저한 구조주의자들 

이 있었습니다. (..J 하지만 그것에 음조를 부여한 것은 만약 서구에서라면 후기구 

조주의자들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 자신들은 스스로를 그 

렇게 부르지 않았지요." H. o. CMI!PHos (1996) “SpeMeHI! S ce6e: meCTl!lleC JlT~e ro뻐 -

OT 빼I!H II。 때XI!Hel!，" flßTHropcK쩌 A. M. H3φllHH.μe TPY.ßN, M. , 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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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만’을 재건한다는 목표 아래 사실상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로트만， 말하 

자변 ‘나만의 로트만’을 재구성한다. 

그러나 과연 로트만은 이론적 사유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용론의 

문제에 관해서만은 시종일관 침묵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로트만 전기 문 

화 기호학에 나타난 그의 입장을 후기의 ‘열린 텍스트’ 개념과 어떻게 화해시 

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정보의 수신자 (독자)의 의식 속에서가 아니라면 텍 

스트는 어떻게 ‘열려질 수’ 있을 것인가? 텍스트의 ‘열린’ 의미 작용은 과연 

어느 지점에서 ‘열린’ 해석 작용과 겹쳐져야만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후기 로트만의 이론적 사유에 관한 정당한 평가의 문제는 

결코 화용론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글에서는 ‘화용론’과 관련된 로트만의 입장을 1970년 이후에 발표된 다양한 

저작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화용론의 문제가 로트만 기 

호학 이론 전반에 있어 ‘주변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작업은 추론을 통한 이론적 ‘재구축’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럼 

에도 결정적인 ‘빈자리’를 채워가는 이러한 재구축의 시도는 하나의 온전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14) 

2. 텍스트를 둘러싼 유희: ‘수신자’로부터 ‘참여자’로 

텍스트와 그것을 대하는 인간간의 관계인 ‘화용론’의 문제는 물론 이에 대 

한 현대적인 이해 안에서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텍스트， 발신자 

(작가)， 수신자(독자)， 의미라는 네 가지 항목이 각각의 모서리를 이루는 그 

어떤 정방형을 가정했을 때 이들 각각의 배치 구도에 따라 화용론적 관계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그 구조 속에 

담긴 의미를 명칭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자의 학문적 탐색 과정(구조주의) 

을 의미할 수도 있고， 변화하는 문맥에 따라 (텍스트 내적 구조와는 관계없 

14) 사실상 우리의 이러한 시도는 한때 로트만이 푸쉬킨의 텍스트와 블록의 전기를 대 
상으로 시도했던 작업을 로트만 그 자신에게 재적용하는 것일 수 있다， 10, M, JloTMaH 

(l979a) “OnNT peKOHCTPYKQHß nymKHHcKorO c~*eTa 06 “HHcyce,""; 10, M" JloTMaH, 3, 

r , MHHQ (1 974) “o r ny6HHHbIX 3.11eMeHTax xY.llo*ec야T재Be맨HH때。아ro 3뻐a뻐뻐lC.1Ia (κK .ll야e태태nω빠뻐U“UH빼f때때pOB와Ke 

o때.llH뻐o아ro H맨{샌e민태nO。야애H없‘쩌JI'’T까깨THO아아rO‘。 ‘MecT뻐a H3 BO야c다대nOM뻐H싸뻐IH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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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내는 독자의 자유로운 연상-해석적? 과정 

(후기구조주의)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 텍스트를 매개로 한 대화를 진행하 

며， 텍스트 속에 ‘내포된’ 이상적 작가의 이미지(내포 작가)에 상응하는 이상 

적 ‘내포 독자’를 찾아가는 실제 독자의 변증법적 여정(독자중심비평)으로 이 

해될 수도， 혹은 그저 수신자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한 텍스트의 기능 

을 추출하여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텍스트 처리의 실용적 과정(리처드 로 

티류의 실용주의)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15)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 간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화용론의 문제에 관한 현대적 이해는 한 가지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는 바， 그것은 독자의 역할에 대한 증대된 관심， 즉 독자의 위 

상을 정보의 수동적 수신자로부터 텍스트의 의미 실현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종의 참여자로 간주하려는 경향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하며， 이런 의미에서 그는 받아들이며 동시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수신자의 적극적 역할， 능동적 참여 

자로서의 수신자의 위상에 대한 로트만의 관심이 문학 텍스트가 아닌 러시아 

의 민중적 회화 양식인 루복(.ny60K)에 관한 그의 글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1976년 발표된 논문 「러시아의 민화들의 예술적 본성 (Xyno*eCTBeHHa~ npHpOna 

pyCCKl’X HapOnHblX KapTHHOK)J 에서 로트만은， 루복 장르의 독특한 기호적 특성， 

즉 언어 텍스트와 회화 이미지간의 병존 현상이 지니는 다양한 효과와 메커 

니즘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루복적 세계의 ‘화용론’에 관한 로트만의 이해가 

우리 의 특별한 관심을 끈다 

민속 문학적 세계에서 보여지는 완전히 독특한 청중의 입지에 관해 지적하 

며 로트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만약 문자 문화의 툴 안에서 청중이 텍 

스트를 <소비한다(noTpe6yeT )>면 민속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청중은 <텍스 

트 안에서 텍스트와 유희한다>" 0976, 482). 그에 따르면， 루복 회화란 - 미학 

적으로 인지되는 텍스트 그 자체라기보다는 “청중의 의식 안에서 텍스트로 

재구축되기 위한 재료"(1976. 49이에 불과하다. 루복의 청중은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단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재구축을 위한 능동적인 행위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유희의 체험 속에서 청중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 

니라 소리치고， 공감하며， 휘파람을 불어대는， 공동의 작업을 위한 참여자 

15) 텍스트 ‘해석’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 간의 차이와 논쟁에 관해서 
는 u. Eco(l992)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Cambridge Univ. Press, 
1992; r해석이란 무엇인가J ， 손유택 옮김， 열린책들，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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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qacTHHK)로 나타난다끼1976 ， 482) 

만약， 이와 같은 청중의 입지를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체험하는 방식과 비교 

해 본다면， 이러한 유형이 지니는 ‘유희적인’ 성격은 곧바로 드러난다: “어린 

아이들은 그저 ‘바라보지 (CMOTP.sl T)’ 않으며， 그려진 재료(그림)를 ‘음미한다 

(paCCMaT따BalOT) ’. 그들은 만져보고 그것을 믿고 만약 텍스트가 인상적이라 

면， 뛰고， 달리고， 소리치고，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1976， 482). 
문제는 루복 장르와 관련된 이러한 독특한 화용론적 측면이 단지 루복 장 

르에만 국한된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표면상 전혀 다 

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로트만의 또 다른 논문 「정보적 역설로서의 정전적 

예술(KaHOHH맨CKoe HCKyCCTBO KaK HH~OpMaUHOHH뼈 napallOKC)J (1973)에서 우리 

는 거의 통일한 맥락을 지향하는 로트만의 언급들을 발견할 수 있다. 논문의 

서두에서， 예술적 창작의 행위가 지니는 본질이 규칙의 ‘위반(HapyweHHe)’이 

아니라 그것의 ‘수행 (BbmO.IIHeHHe)’에 놓여지는 예술 유형 (예를 들어， 민속 문 

학， 중세 예술， 고전주의 등)을 ‘통일성의 미학을 추구하는 예술’로 정의하며， 

로트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결합의 엄격한 규칙들을 지니며 극단 

적인 안정화， 즉 정전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한정된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특 

정한 체계가 어떻게 해서 자동화되지 않고， 소위 자신의 정보성을 보존할 수 

있 게 되 는가?"(I973a ， 438) 

이러한 질문에 담겨진 역설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 로트만은 ‘통일 

성의 시학’ 체계와 ‘자연 언어’ 커뮤니케이션 체계간의 일정한 유비를 가정하 

는 일반적인 전제를 끌어온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자연 언어로 된 텍스 

트는 ‘형식’ 차원의 완전한 자동화 (자연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은 그 언어의 ‘형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와 ‘내용’ 차원의 완전한 자유를 전 

제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경우 한정된 구성 요소(CJJOBapb)와 표준화된 문법 

을 지니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복무하는 체계가 ‘자연 언어’와 유사하며 따 

라서 그것과의 ‘유비’를 통해 연구될 수 있다는 전제는 의심할 바 없는 것으 

로 여겨진다 16) 로트만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전제로부 

16) “여기서 자연 언어들과의 대웅은 완전히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만약 완 
전히 캐논의 실현을 지향하는 특정 한 예술의 유형 - 그것의 텍스트들이 사전에 주 
어진 규칙들의 실현에 다름 아니며 그것들의 의미 있는 요소들이란 본질적으로 이 

미 주어진 정전적 체계의 요소들일 뿐인 - 을 가정한다면， 그것을 자연 언어 체계 
와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유형으로 창조된 텍스트들을 (소쉬르적 랑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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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정전적 유형의 예술 속에서 자연 언어와의 유비를 보려는 지향이 발생했 

으며 (...) 일반 언어 텍스트 분석에서 다듬어진 도구들이 무엇보다도 잘 적용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른바 구조 

적 기술(CTPYKTYPHoe OnWCaHWe)의 방법론은 눈에 띠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I973a, 437)17) 

그러나 여기서 로트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위의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는데， 즉 그에 따르면， ‘통일성의 미학’에 속하는 

예술 텍스트의 경우， 그것은 자연 언어의 경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원칙에 

따라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에 ‘내용’의 영역은 극단적으로 정전화 

되는 반면， 체계의 ‘언어’는 자신의 비자동성을 보존한다.’'(1973a， 437)18) 말하 

자면，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체계란 (그것이 엄격하게 조직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자연 언어를 연상시키는 그런 체계이면서， 동시에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 즉， 자신의 언어를 자통화시키지 않으면서 

내용의 자유를 지니지 않는 그런 체계이다. 이로부터 로트만은 필연적으로 논 

쟁적인 색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즉 자연 언어와 

여타의 예술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대표적으로 민속 문학 장므)간의 대웅에 관 

한 잘 알려진 전제에 기반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예술 텍스트가 지니 

롤 대립쌍에서) 파롤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0973a, 437). 
17) 여기서 로트만이 서술 텍스트의 ‘문법’을 추출하는 것에 강하게 지향되어 있는 프 
랑스 구조주의 서사학의 일반적 경향 뿐 아니라 프롭(B. H. nponn)의 학문적 유산 

을 상당부분 계승하고 있는 동시대의 구조주의적 민속학 연구(대표적으로， 멜레친 

스키 (E. M. Me.neTIIHC I< IIl!)의 민담(Bo.nwe6Ha~ C l<a3 l<a)의 구조적 기술 방법론)를 염두 

에 두고 있음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어떤 변에서 로트만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제’라고 부르고 있는 예술텍스트와 자연 언어간의 유비의 문제는 60년 

대 모스크바-타르투 학파의 보편적 방법론을 아우르는 중심적 테제， 즉 ‘2차 모텔 

링 체계’로서의 예술 개념에 다름 아니다. 

18) “만약 러시아어나 중국어， 혹은 여하한 다른 언어를 통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 
는 반면， 민담의 언어를 통해서는 단지 특정한 어떤 것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0973a, 438). 그러나 여기서 ‘동일성의 미학’에 속하는 예술텍스트들이 ‘내용’ 
의 자유를 지니지 않는다는 말이 곧 ‘형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텍스트들은 언제나 ‘엄격하게 조직화된 형식적 체계’로 나타난다. 결국 문제는 이 

와 같은 고도의 체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텍스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자동화시키지 않고 ‘정보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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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본질적인 구조적 메커니즘을 묘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동일성의 미학’에 기대고 있는 민속 문학 작품， 혹은 중세 문학 작품 

을 단지 그것들의 ‘내적 통사론’에 입각하여 묘사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은 비록 매우 본질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면적인’ 구조적 

평면에 불과하다. 로트만에 따르면， “아마도， 우리들은 여기서 매우 특정한 어 

떤 구조적 메커니즘의 작용을 간과하게 되는데 그것은 ‘청자들’의 의식 속에 

서 텍스트를 탈자동화 시켜주는 메커니즘이다.’'(I973a ， 438) 

로트만에 따르면， 이러한 역설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아야 

만 하는데， 즉 그것은 원칙적으로 상이한 본성을 지니는 ‘독해’를 가정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의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메모 

(3anHCI<H)’의 유형으로서， 여기서 전언은 텍스트 자체 속에 답기며 완전한 형 

태로 그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두 번째의 또 다른 유형은 - ‘기억을 위해 매 

듭 지어 놓은 수건’의 유형으로서， 여기서 텍스트는 단지 기억을 위한 기능만 

을 수행한다.’'(1973a， 438) 첫 번째의 경우에 “정보는 어딘가 (수신자의) 외부 

에서 처리되어 온전한 형태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단지 정보의 특정한 부분일 뿐이며 그것은 일종 

의 ‘자극제 (B036Y.llHTellb)’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신자의 의식 속에서 정보가 증 

대되도록 만들어 준다 이러한 자극제적 정보 유형의 경우， 언제나 그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 

게 조직화된 텍스트”로 나타나며 당연히 여기서 “수신자는 단지 정해진 용량 

의 정보가 전달될 때에 비해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73a, 

439) 

결국， 로트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민속 문학 작품의 예술적 매커니즘이 

명백하게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형식 차원의 고도의 조 

직성은 여기서 형식과 내용간의 일원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매듭’의 원칙에 

따라 구축되기” 시작한다. 즉， 민속 문학적 예술 정보의 수신자는 완결된 정 

보를 받는 대신에 “단지 그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위한 최적의 조건 속에 놓 

여지게” 되며， 이때 “그는 단순한 청자가 아니라 그 자신 역시 창조자(TBopeu) 

가 된 다. "(1973a, 44이 

로트만의 이 논문이 비록 외견상으로는 ‘정전적 예술의 정보적 역설’의 문 

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논의의 중심에 놓인 핵심적인 내용은 위에 제시 

한 두 번째 유형의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화용론적 관계’에 다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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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사실은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는， 여기서 로트 

만이 정식화하고 있는 두 가지 상이한 텍스트 유형 (‘메모’의 유형과 ‘매듭’의 

유형)간의 대립이 또 다른 로트만의 잘 알려진 대립항을 직접적으로 연상시 

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문화 체계 속에서 공존하는 두 가지 커뮤니케이 

션 모델， 즉 <나-그(꺼-OH)> 체계와 <나-나(51-51)> 체계에 관한 로트만의 사 

유가 바로 그것이다. 

같은 해에 발표된 논문 r문화 체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모텔에 

관하여 (0 llBYX MOlleJUIX I<OMMYHHl< aUI써 B CHCTeMe I<YJlbYTpbI )J (1973)에서 로트 

만은，<나-나> 커뮤니케이션 유형， 즉 주체가 정보를 그 자신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나-그>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얼종의 구조적 대립항으로 내세운다: “인간적 커뮤니케 

이션의 체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우리는 한사 

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는 그 어떤 주어진 정보를 다루며， (…) 두 

번째 경우에서는 정보의 증대， 그것의 변형， 다른 범주들 속에서의 그것의 재 

정식화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 .) 이때，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한 사람 안 

에 공존한다.’'(19736 ， 84) 로트만에 따르면， ‘자가커뮤니케이션’이 보여주는 표 

면적인 역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로 드문 경우가 아니며 실제로 문화의 

보편적 체계 속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우 광범위한 문화적 

기능이 이와 관련되는데， 즉 그것은 “특정한 문화적 유형에서 인간에게 펼수 

적인 개별적인 존재성의 자각에서부터 자기인식과 자아심리치료’'(19736 ， 76) 

에까지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사항은 <나-나> 채널을 따르는 

정보의 전달이 발선자이자 동시에 수신자인 주제에게 발생시키는 특정한 ‘결 

과’이다. 자가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발신자는 자기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그 자신의 본질을 재구축한다". “<나-나> 채널을 따르는 

텍스트는 개인적인 의미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의식 속에 집적 

된 무질서한 연상들을 조직화하는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즉， 텍스트는 여기 

서 자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포함된 개인을 재구축한다.’'09736， 83)19) 

19) “여성 독자 N이 안냐 카레니나라는 여인이 불행한 연애 사건의 결과 기차에 옴을 
던졌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 전언을 이미 알고 

있던 것들에 덧붙이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안나 카레니냐는 나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자신， 자신과 타인틀과의 관계， 그리고 아마도 그녀 자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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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개별적인 장르나 시대는 이들 두 가지 보면 체계 중 어느 하나 

에 다소간 정향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나-그〉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정향 

된 문화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그러나 정보의 수신자 

의 측면에서 보자면 보다 ‘수동적인’ 유형으로 정식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나-나〉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정향된 문화는 덜 역통적이긴 하나 수신자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능동적인’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근대 유럽 소 

설을 읽는 독자가， 받아들여친 상투어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자신들의 의식 

의 텍스트로 변형시켜야만 하는 민담의 청중에 비해 훨씬 더 수동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극장을 찾는 관객은 카니발의 참여자보다 수동적이 

다.’， (I 9736, 89)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의 예술 

이 바로 이러한 두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모델들의 ‘통시적 작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예술은 이들 두 유형 간의 구조적 긴장 위에서 작동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예술 텍스트가 생성하는 미학적 효과는 텍스트가 청중의 의 

식 속에서 이들 두 유형 모두와의 관련성을 보존한 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로부터 또 다른 체계로 전이되는 순간 발생한다.20) 한쪽 극으로부터의 상 

대적인 멀어짐이 이러한 구조적 긴장의 장 자체를 이탈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는 것은 자명하다. 문학 작품이 아무리 잡지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 

가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 자질들 예컨대 ‘독서의 반복성’과 같은 특정들을 여 

전히 보존하며 마찬가지로 언어 예술 텍스트가 아무리 전언이기를 멈추려 애 

써본다 할지라도 예술의 전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로트만이 창작의 전 시기 통안 직접적으로 화용론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을 

단 한편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상술한 내용들에 

서 일관되게 이어지는 그 어떤 내적인 흐름을 감지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 

위에 대한 이해마저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 경우 명백하게 여성 독자는 이 소설 

을 전언으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자가커뮤니케이션 과정속에서 일종 

의 코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푸쉬킨의 타치야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소설을 읽는다.’'09736 ， 85) 
20) 후일 로트만은 예술 텍스트의 이러한 특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술 텍스트 

는 원칙적으로 1인칭과 3인칭 간의 관계， 말하자면， 고유 명사들의 공간에 대한 지 

향과 3인칭 시점의 객관적 서술간의 관계를 복잡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출 

발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술 텍스트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꿈의 심리적 경험 

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99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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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로트만이 ‘다른 유형의’ 수신자， ‘다른 

유형의’ 화용론적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서 일반적-지배적 유형으로서의 언어 

적(문자적)， 논리적， 끈대적 의식에 일종의 ‘타자’로서 기능하는， 비언어적(비문 

자적)， 역설적， 고대적 문화 유형 (루복， 민속문학， 중세) 속으로 점점 더 깊게 

침잠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용론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대적 이론들이 독 

자를 정보의 일방적 수신자로부터 자발적이고 능통적인 참여자로 만들어주는 

텍스트적 메커니즘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 의미의 일방적 귀 

속에 저항하는 ‘모더니즘’ 작품들에 상당부분 기대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로트 

만이 보여주는 이러한 ‘정반대의 행보’는 분명 일반적인 것이라 하기 어렵다. 

로트만은 여기서 닫힌 텍스트를 열어젖히기 위해 모던을 ‘넘어가는 것’(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모던의 ‘이전으로’ 계속해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열련’ 화용론적 모델을 향한 로트만의 행보는， ‘타자’의 영역의 새로운 획 

득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자신 속에 담지되어 있던 ‘또 다른 자아’의 이미지 

를 상기함(npHno뻐HaTb)에 보다 가깝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시기 로트만의 이론적 사유를 점령했던 하나의 중요한 테마 - 즉， ‘신화적인 

것’에 대한 그의 천착을 발견한다. 

3. ‘화용론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신화주의 

로트만은 1973년 보리스 우스펜스키와 함께 논문 r신화-이름-문화(뻐φ-HM5I 

-KYJIbTypa) J를 발표했다. 이 논문이 전하는 핵심 적 인 전언은， 신화적 텍스트 

에 고유한 ‘신화적 의식과 구조’란 논리적 기술적 (neCKpHnTHBH뼈) 구조에 침 

윤된 현대적 의식과 함께 문화의 전시기와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유형학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말하자연 여기서 신화적 의식과 

구조는 근대 이후 인류 문화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이른바 ‘언어 문화 

적 단초’에 대한 일종의 ‘구조적 대 립항’으로 부상한다.20 

21) 여기서 로트만이 사용하는 신화 혹은 신화주의 ú.t빼O.JJorH3M)라는 용어를 통상적 의 

미와 구분해야만 한다. 로트만이 의미하는 신화란 특정한 ‘서술 텍스트’로서의 신 

화가 아니다. 글로 씌어진 텍스트로서의 신화란 이미 ‘번역된’ 텍스트， 일종의 혼합 

물이며 따라서 ‘특정한 의식의 현상’으로서의 신화와 원칙적으로 구분된다· “본 논 

문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특정한 서술 텍스트로서의 신화，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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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신화적 세계상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기호학적 원칙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화적 세계 속에서， 언어적 세계상이 기반하는 두 가지 

의 근본 원칙인 ‘조건성’과 ‘시간성’껑)은 병백하게 주변화 되는 반면， 그들의 

짝패인 ‘도상성’과 ‘공간성’은 지배적인 원칙으로 격상한다. 신화적 유형의 텍 

스트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물들과 대상들의 무조건적 동일시의 경향을 

목도하며， 종종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신화 텍스트들은 현대의 기호학 

적 의식에서 볼 때， “도상적， 혹은 유사-도상적 기호에 다름 아니다. "(1973B, 

535)23) 뿐만 아니라 신화적 세계는 오직 그 자신에게만 고유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신화적 의식 속에서 공간은 “그 어떤 질적 연속체가 아니라 

고유명사를 지니는 일련의 대상들의 집합으로 인지되며 상호 간에 “마치 끊 

어져 있는 듯한” 공간 이해는 “하나의 지점(Iocus)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 

에 시간 외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장 

소에 위치한 대상은 이전 상태의 모든 관계들을 상실하고 전혀 새로운 대상 

이 될 수 있게 되며 바로 이로부터 “비공간적인 (의미론적， 가치론적) 관계 

들을 모델화하는 신화적 공간의 전형적인 특질이 도출된다.’'0973B ， 53이24) 

신화적 슈셋의 구조가 아니다 (신화를 특정한 서술텍스트로 보는 관점에서는 신화 

가 하나의 체계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하여 신화적 요소들의 계열체에 관심이 집 

중된다). 신화， 혹은 신화주의를 이야기하며， 언제나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 

닌 ‘의식의 현상’으로서의 신화이다."(1973B ， 526) 
22) 여기서 언어적 세계상의 두 원칙인 ‘조건성’과 ‘시간성’이란， 사실상 ‘언어중심적 기 

호학’의 정초자라 할 소쉬르가 일찍이 정식화해 놓은 언어학V기호학)의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다름 아니다. 그 첫 번째가 기￡기의 관계가 지니는 ‘자의성’이라면 

두 번째는 기표가 지니는 ‘선형성’의 자질이다. “기표는 그 자신의 본질상 음성적으 

로 갑지되는 것으로서 오직 ‘시간’ 속에서만 전개되며 그것으로부터 차용된 자질들 

로 특정지워진다.(1) 그것은 연장의 특질을 지니며， (2) 이러한 연장은 하나의 차 

원， 즉 선형성을 지닌다 φ. lIe. Cocc lOp(1997) Tpy.l1Þl no J13h/K03HßHH1O, M. , c. 103. 
23) 예컨대， 신화 속에서 날， 해， 인간의 생/사와 같은 순환들은 상호간에 통형동상으 
로 간주된다. 따라서 밤， 겨울， 죽음의 세 대상이 동일시되는 것은 현대적 의식 속 

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메타포’가 아니다. 그들은 - ‘모두 같은 것’， 보다 정확 

하게는 ‘동일한 하나’의 변형들이다. 
24) 이와 같은 ‘신화적 공간 이해’가 잘 알려진 로트만의 ‘공칸적 모텔화’ 개념을 병 백 

하게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란 불가능하다. 본질상 비공간적 개념들 (가치 

있는/가치 없는， 내 것/남의 것， 접근 가능한/접근 불가능한， 필멸의/불멸의)을 공간 

적인 관계의 언어(고/저， 좌/우， 원/근， 개/폐， 연속적/불연속적)를 통해 모텔화할 수 

있는 가능성 (1970a， 212)은 다름 아닌 신화적 세계 구조 속에서 명백한 현실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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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신화적 의식과 구조가 유형학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각각의 문화 단계에서 신화주의의 상대적인 쇠퇴 

와 부흥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의 완전한 소멸이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신화적 의식이 그 자체로 자족적인 구조， 즉 자신 이외의 그 어떤 묘사의 층 

위로도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현대적 의식 

을 통한 신화의 묘사 가능성은 그 자체로 인간의 의식 속에 신화적 언어와 

동형을 이루는 일정한 ‘층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된다. 즉， “인간의 

의식과 언어 속에 존재론적으로 조건화된 선화적 층위는 인간 의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혼종적 (reTeporeHHoe)’인 어떤 것으로 만들며， 선화적-비신화적 

인지간의 구조적 긴장을 만들어낸다，"0973s ， 533) 

이렇게 보자면， 결국 ‘타자적인’ 것으로서의 신화란 우리 자신 속에 존재론 

적으로 조건화된 ‘내부의 것’에 다름 아니다. 로트만에 따르변， “바로 우리들 

사유의 혼종성이 신화적 의식을 추론함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의 내적인 경험 

에 의거하도록 만들어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신화주의의 이해란 상기 

(npHno뻐HaHHe)와 다를 바 없다.’'0973s ， 535)25) 

잘 알려진 바대로， 논문 <신화-이름-문화>에서 인간 의식의 혼종성올 보 

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자연 언어 속의 ‘고유명사’의 존재이다. 고유명사 

가 여타의 언어학적 범주들 가운데 지니는 독특한 특정은 로트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단순한 문법적 영역이 아니라 ‘언어의 독특한 선화적 층위’로 간주하 

게끔 한다，20) 고유명사(이름)는 대상익 추상적인 모형이나 대상에 대한 개념 

다 

25) 후기 로트만 기호학의 가장 전형적인 테제인 문화의 원칙적 “복수언어주의” 개념 
은 정확하게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1970년대 내내 그리고 1980년대 초반까지 

지극히 다양한 측면들과 양상들에서 (인간 두뇌의 양반구적 구조에서 출발하여 문 

화의 이원론적 구조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호학적 비단종성 (흔종 

성)’의 개념은 1973년 발표된 논문 <신화-이름-문화>에서 ‘최초로’ 정식화 된다: 

“‘흔종성’이란 인간 의식의 근원적인 자질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상호 번역이 불가능한 체계간의 상호 공존이 필수적이다.’'(1973B ， 533) 
26) “극단적인 추상화를 통한 고유명사의 보편적 자질은 신화로 수렴된다. 일련의 언 

어적 상황 속에서 고유 명사가 보여주는 행태는 여타의 언어적 법주들이 보여주는 

그것과 명백하게 구분되며 (예를 들어 신화적 관념에 고유한 단어와 지시체간의 

비조건적 동일시)， 이는 마치 우리 앞에 자연 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축된 또 

다른 언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고유 명사의 체계는 자연 언어의 한 법주적 

영 역 일 뿐만 아니 라 그것 의 독특한 신화적 층위 이 다.’'(1 973B ， 5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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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지시한다. 일찍이 로만 야몹슨이 지 

적한 대로，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많은 대상들은 그 이름을 지닌다는 것 이 

외에 그 어떤 특별한 자질을 공유하지 않으며 27) 때문에 고유명사는 대상으로 

부터 분리될 수 있는 기호가 아니라 그 대상의 불가분한 속성으로 간주된다. 

이름과 대상간의 비조건적인 결합 관계와 그것이 지니는 원칙적인 개별성은 

‘고유명사’의 존재론이며 동시에 신화의 특정이다. 이 점에서 신화적인 세계의 

대상들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명사를 지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모든 이름이 고유명사인 세계’ 속에서는 사물의 성질이 소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물은 다른 사물의 술어가 될 수 있다. 즉， 그것은 ‘번역’이 아니 

라 ‘명명’이며 ‘동일시’이다. 

그런데 모든 사물들이 오래되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친숙한 관계들의 세계 

속에서， 행위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까닭에，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동사의 발음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재현’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잃) 그리고 여기서， ‘고유명사’를 지향하는 언어적 경향， ‘행위의 재현’ 

을 통한 전달의 양상이 ‘인간 개체의 신화적 단계’로서의 ‘유아어’의 세계를 

놀딸 만큼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로트만에 따르면 “모 

든 단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려는 경향 명명의 과정을 인식과 동일시하는 

것， 시공간의 독특한 체험 등 ‘유아 의식’의 전형적 자질들’'(1973B ， 532)은 신 

화적 세계를 특징짓는 전형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본질상 신화적 유형에 속 

하는 유아의 의식 세계가 성인의 의식 구조 안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 

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본질적인 모델화 메커니즘의 하나로 계속해서 기능하 

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성인의 의식과 행동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모든 것들이 고유명사로 불리는 이 ‘친숙한 관 

계’의 세계가 인간 개체의 유아적 단계로서의 신화적 세계의 특정일 뿐만 아 

니라 수신자와 발신자가 공통의 ‘참여자’가 되어 상호 소통하는 루복의 세계， 

27) “고유명사는 우리의 언어 약호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피도라는 이름을 지 
니는 개들의 집합이 있지만 그들은 ‘피도이즘’， 즉 피도다움이라는 그 어떤 공통의 

속성도 지니지 않는다." R. ]akobson(1972)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Selected Writings, II, Mouton, p. 133 

28) “바로 이런 이유로 신화적 의식에 있어서 연극성을 서사의 과정 속으로 도입하는 
것은 - 예외가 아니라 법칙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텍스트를 비신화적 의식의 언 

어로 번역했을 경우에만 사라진다시1977a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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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문학의 세계，<나-나>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떠올 

려야만 한다. 그림올 보고서 ‘뛰고 달리며 소리 지르는’ 유아의 체험은 ‘감탄 

하고 공감하며 휘파람을 불어대는’ 루복적 청중 반웅과 다르지 않다. 만약， 신 

화적 의식과 구조가 인간 개체와 문화의 근원에 존재론적으로 조건화된 특정 

한 층위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술， 그리고 문학은 이러한 심층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신화적인 것’의 문 

제를 문학 텍스트의 중심 개념인 ‘슈셋’의 발생 문제와 연결지으려는 로트만 

의 시도는 지극히 논리적인 결과가 된다. 

1973년 로트만은 r신화-이름-문화」와 함께 테제 형식의 짤막한 논문 「슈켓 

텍스트의 신화적 코드에 관하여 (0 M빼OJlOrHyeCKOM KOLle CIO)!(eTHbIX TeKCTOB) J 를 

발표한다. 과거에 현대의 슈켓 텍스트가 기반하는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체계 

로 이해되었던 ‘슈셋 없는 구조'29)를 슈셋 텍스트를 위한 일종의 ‘신화적 코 

드’로 정의하며， 로트만은 현대의 슈셋 텍스트의 발생의 문제를， 선화적 텍스 

트들이 분절적-선형적 체계(따CKpeTHO-재HeìffiaSl CHCTeMa)로 광범위하게 번역 

된 결과， 즉 “신화적 유형의 전(前)슈셋적 서사 체계 (CHCTeMa LlOCIO)!(eTHOrO 

nOBeCTBOBaHHSI )"가 심대한 변형을 겪은 결과로 설명한다. (1973r, 67이3이 

슈켓 텍스트의 역사적 전신을 신화적 서사 유형으로 간주하려는 로트만의 

입장은 이후의 논문 「유형학적 전망을 통한 슈켓의 발생 (npOHCXO)!(LleHHe CIO*eTa 

29) 1970년 발표된 『예술텍스트의 구조』에서 로트만은 슈켓의 단위로서의 ‘사건’ 개념 

을 “주인공에 의한 의미론적 경계의 횡단"(1970a ， 224)으로 정의한 바 있다. 사건이 

란 언제나 금지되어 있는 어떤 경계의 돌파， 말하자면 규법으로부터의 이탈이며， 

이런 점에서 사건은 향상 주어진 세계상에 대한 ‘혁명적인 요소’로 드러난다. 이 

단계에서 이미 로트만은 텍스트를 ‘슈셋이 없는 체계’와 ‘슈셋적인 체계’의 두 그룹 

으로 구분했다. “슈셋이 없는 체계(6ecc~~eTHa~ cHcTeMa)는 일차적이며 아마도 독 

립적인 텍스트로서 구현될 수 있다. 반면 슈셋적인 체계는 - 이차적이며 언제나 

근원적인 슈셋 없는 구조위에 첨가된 층으로서 나타난다."(1970a ， 228) 만약 현대적 

인 슈셋 텍스트가 “언제나 이들 두 층간의 투쟁의 결과， 그것들 간의 구조적 긴장 

의 결과”라면， 슈셋 텍스트， 넓게는 모든 서사에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측면이 공존 

하게 된다: “그들 중 한 측면 즉 보편성을 모델화하는 측면을 신화적인 것이라 부 

를 수 있다면， 현실의 특정한 에피소드를 반영하는 두 번째 측면은 파블라적인 것 

이라 부를 수 있다." (1970a, 206) 

30) 로트만에 따르면， 현대적 서사가 보여주는 ‘다인물성(뻐。rorepOHHOCTb)’， ‘분신성 

(.l1BOHHHJ< )’ 둥은 이러한 ‘번역’의 직접적인 결과이면서 동시에 ‘변형’을 통해 현대 

슈켓 텍 스트에 남겨 진 ‘신화적 코드’가 된다.(1973r ， 67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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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ITOnOrH~eCKOM oCBemeHHH)J(1979)에서 보다 병료한 유형학적 전망을 획득 

한다. 로트만의 사유에 따르자면， “현대의 슈셋 텍스트는 유형학적으로 보편 

적인 두 개의 근원적인 텍스트의 유형간의 상호 작용과 교접의 결과" 0979, 

226) 인데， 그 하나가 원칙적으로 ‘순환적(I..\HK찌~eCKoe) 시간성에 종속되는 선 

화발생적 텍스트 구조’라면 다른 하나는 ‘선형적(깨He때Hoe) 시간성과 관련된 텍 

스트 구조’이다. 이때， 전자가 자신의 특정인 이칠 (H30)/동잘통상(rOMeoMop!fJH3M) 

의 원칙에 따라 극단(3KCl.\ecc)과 무질서 (aHOMa.mUI)의 세계 속에 법칙을 확립 

하고 규범을 세운다면， 후자는 세계의 법칙성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의 일탈， 

규범이 아닌 예외의 경우들을 기록한다. 즉， 전자의 구조가 일회적이고 이례 

적인 것들이 아닌 영속적이고 (따라서 비시간적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 

건들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후자의 구조는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건들， 즉 주 

어진 세계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들에 관해 적는다. 세 

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일정한 불변형으로 수렴하는 능력은 첫 번째 유형의 텍 

스트들로 하여금 기능적으로 과학의 자리를 대리하도록 만들며 순수하게 과학 

적 유형에 해당하는 일련의 문화적 성취들(예를 들어 수력-천문학(KaJJeH.llapHO

aCTpOHO-MH~eCKa~) 영 역)을 자극한다. 반면， 두 번째 유형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연대 기 (neTOITHCH)나 실록(XpOHHKH)과 같은 역사적 텍스트들은 슈셋적 서 

사의 역사적인 근원이 된다.30 ‘일어나야만 할 것’， 즉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 

는 신화와는 달리 이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 즉 ‘사건’을 기록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1년 중 어느 절기에 추수가 있어야 하는가에 관해서가 아니라 올해의 

31) 이때， 외견상 이미 죽어버린 전역사적 산물인 신화적 유형의 텍스트 구조가 사실 

상 매우 중대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불변체적 형상으로 수렴시키는 신화의 능력은 세계를 질 

서 잡힌 형태로 분류하고 법칙과 규법을 확립함으로써 ‘일정한 세계상(모델)’을 구 

축한다. 또한 신화는 ‘집단적 기억’이라는 문화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세 

계의 법칙성과 질서， 행위의 규범은 씌어지고 읽혀짐으로써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춤， 노래， 그림， 각종 상정들로 이루어진 ‘행위’의 총체， 즉 ‘제의’의 형식으로 익혀진 

다. 말하자변 여기서 ‘글로 씌어진 것’ ‘기록되어 남겨진 것’만이 전달되고 기억된다 

는 언어적 의식의 통상적 관념은 역전되는데， 특정한 상황에 대한 관념， 감정， 행위 

의 규범은 이른바 비언어적 형식의 수단을 통해 집단의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각인 

되고， 기억되며， 전승된다. 이에 관해서는， 애 M. floTMaH(1970B) “npo6neMa 06yqeHH~ 

l<ynbType I<al< THnOJlOrH'IeC l<a~ Xapal<TepHCTHl<a," CeMHOciþepa, CIT6. , 2000, cc. 

417-425와 BHyTpH MblCJIJfII{HX MHpOB 3장， “AnbTepHaTHBH뻐 BapHaHT: 6ecnHCbMeHHa~ 

l<yJJbTypa HnH l<ynbTypa .110 l<ynbTypμ?，" CeMHociþepa, cc. 363-3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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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가 어떠한가에 관해 적는다. 이로부터 ‘선형적 시간’， 정확하게는， 원인과 

결과의 순차적 관계성에 대한 예민한 관심이 부각되고 그 결과 ‘역사’에 대한 

관념이 형성된다. 신화가 자신의 세계 모텔 속에서 대응물을 찾을 수 없는 실 

제적 사건의 영역들을 비존재로 간주하는 반면 (‘반복’과 ‘질서’로 이루어진 신 

화적 세계상의 관점에서 법칙과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이례적’， ‘일회적’인 것 

들은 곧바로 무(無)로， 즉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계의 영원한 구 

조， 본질은 역사적 시간의 법칙에 복종하지 않으며， 시간과 결합된 것은 역사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연대기적-역사 

적 세계는 실제로 관찰되는 현실의 양상에 위배되는 신화적 법칙성을 폐기하 

고 그 자리에 사건의 순차성과 인과 관계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모델화 방식의 공존과 상호 작용은 또 다시 그 

러한 이원론적 구조 자체의 보편적， 항구적 성격을 확인해 줄 뿐이다. 세계 

구조의 인간적 체험은 이 두 가지 축 간의 끊임없는 내적 번역과 텍스트적 

교배로써 구현되며， 따라서 역사 이후의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의미 

화’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인 ’슈셋 '32) 또한 이와 같은 구조적 긴장의 장 위에 

32) 로트만에 따르면， “슈셋은 인간이 삶을 의미화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오직 예 
술적 슈셋 서사의 발명의 결과 인간은 .tJ 사건들의 비분절적 흐름으로부터 분절 
적 단위들을 구분해 내고 그것들을 일정한 의미틀과 결합시키며 (즉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며) 칠서화 된 사슬 속에서 조직화하는 (즉 통사론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 

우게 되었다(.J 슈셋 텍스트를 만옮으로써， 인간은 삶 속에서 슈켓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이 삶을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1979， 

242) 슈셋， 넓게는 서사를 삶의 의미화를 위한 인간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로트만의 
이러한 관점은 동시대 프랑스의 해석학자 리콰르， 보다 정확하게는 『시간과 이야 

기~ 3부작에 표명된 그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리뢰르에게 있어， “이 

야기(서사)란 - 우리가 세계 안에서 살아냐가는 수단， 흐릿하고， 뚜렷하지 않은， 어 

떤 점에서는 비언어적인 경험들로 구성된 인간의 삶과 사건들을 자기화하기 위한 

수단이다."(n. PHKep(l998) BpeMJl H ptlCCKtl3, T‘ 1. Cfl6. , c. 7.)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틀을 배열하는 것， 사건들을 정돈하는 것이며 결국 이런 의미에서 그것틀 간 

의 일정한 관련성을 구축함으로써 삶을 인식함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대로， 리콰르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시간’의 인간적 체험 

과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전제는， 역사의 서술 행위와 인간적 경험의 시 

간적 자절 간에는 (.J 대웅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그것 
이 서사적으로 분절되었을 때 인간적인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이야기는 그것이 시 

간적 존재의 조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완전한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PHKep, 1998, c. 65) 로트만과 리뢰르의 사유 간에 존재하는 차별성에 관한 세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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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현대 슈셋 텍스트 

를 지탱하는 정당한 한쪽 축으로서의 ‘신화적 층위’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용 

론적’ 자질을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우리는 로트만의 텍스트에서 매 

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언급을 발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처럼 상호 대립되는 두 가지의 근원적인 텍스트 유형이 원칙적으로 

상호 구분되는 ‘화용론적 본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만 한다. 

신화적 텍스트의 세계 속에서 (…) 천체의 배열과 인간 육체의 부분들， 해 

(ro.o)의 구조와 나이의 구조 등등 간에는 상호대응의 관계가 성 립될 수 있다. 

이것은 기초적인-기호학적 상황을 도출한다 (...) 인간의 내적 세계의 소우주 

(뻐KpoKOCM)와 그를 둘러싼 세계의 대우주(MaKpOKOCM)가 통일시됨으로써， 외적 

채계의 사건에 관한 그 어떤 서사도 모든 개별적인 청중에게 친숙하고-개 

인적인 (HHTHNHO - JIHqHOe)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칠 수 있게 된다. 

선화는 언제나 나 자선에 관해 말한다(뻐φ BCerl{a rOBopHT 060 뻐e).” 

0979, 226:강조-인용자) 

만약 신화가 - 지극히 친숙하고， 개인적인 관계들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 

검토 대신에 우리는 단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야기(서사)’와 

‘시간’ 사이의 본질적인 관련성의 문제를 논하며， 리콰르는 로트만의 ‘유형론적’ 관 

점을 통해 구분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 중 단지 하나의 측면만을 문제 삼고 있 

다. 즉 리콰르는 서사와 시간 관계의 ‘선형성’에 주목하며 ‘순환적 시간성’의 문제를 

암묵적으로 제외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슈셋은 - 통사론적 개념이며 따라서 시간 

의 체험과 관련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시간과 대용되는 두 가지의 

유형학적 사건 형식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순환적인 유형이라면 다른 하 

나는 선형적인 유형이다시1979， 224) 이러한 사실은 부분적으로， 어째서 리콰르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언급(“만약 미래와 과거가 존재한다변， 나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만약 이것을 알 수 없다변， 나는 적어도 다음 사 

실만은 알고 있다. 그것이 어느 곳이건 간에 거기에 있는 것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 

고 현재일 뿐이다. 미래는 아직 거기에 없고 과거는 이미 그곳에 없다. 그들이 무엇 

이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그것들은 단지 현재로서만 존재한다.")에서 “시간의 인간적 

인지를 위한 서사의 필수성”만을 보며， 이 언급 자체가 보여주는 명백한 ‘신화적 

(정확하게는， 중세적)’ 성격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해준다. 다름 아닌 ‘중 

세적 흐로노토프의 특수성 즉 시간보다는 “명백하게 공간을 지향하는” 세계 모델 

의 특수성이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하나의 평변에 놓 

여있는 것으로， 어떤 점에서는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이 

에 관해서는 A. 51. rypeBH'I (1984) KaTeropHH CpeJ1HeBeKOBOn Ky.nbTypU, M. , C.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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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형식(커뮤니케이션)은 결코 일방적-수동적인 것 

일 수 없다. 반대로， 그것은 언제나 쌍방적-적극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 1970 

년대 초반 로트만의 사유를 강력하게 지배했던 ‘신화적인 것’의 단초가 ‘도상 

적 의미론’의 세계， ‘공간적(비시간적) 통사론’의 세계일뿐만 아니라33) ‘상호적 

-적극적 화용론’의 세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 이제까지 거의 지적된 바 없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간과될 없는 - 중대한 측면이다. 이러한 측면이 

지니는 특별한 중요성은 이른바 ‘신화적 화용론’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가 루 

복과 민속 문학 등 일종의 ‘타자’적 장르에 관한 로트만의 연구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본 

질적인 중요성은， 우리가 이를 기반으로 화용론과 관련된 로트만의 입장을 보 

다 명료한 이론적 형 태로 재구축했을 때 그것이 기존의 텍스트 화용론 개념 

에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새롭고 생산적인 지점에 놓여있다. 화용론적 

관계를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방식의 커뮤니케이션간의 ‘유형론’의 관 

점으로 바라보는 로트만의 입장은 ‘작가의 규범적 의도’와 ‘독자의 해석적 자 

유’간의 투쟁적 권력 관계 속에 매몰된 기존의 화용론에 어떠한 생산적 시사 

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4. ‘넓은’ 의미의 화용론: ‘인간’으로부터 ‘문화’로 

1977년 발표된 논문 「텍스트와 청중의 구조(TeKCT H CTpyKTypa aynHTop째) J 

서두에서 로트만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코드가 일치하지 않올 경우 텍스트는 

수신자에 의한 해독의 과정에서 변형된다”라는 일반적 전제를 지적하며 다음 

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나 이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과정의 또 다른 측 

면 - 즉， 어떻게 해서 전언이 수신자에게 작용하면서 동시에 수신자의 형상을 

변화시키는가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19776， 161) 말하자면 여기서 로트 

만은 텍스트와 독자 간의 화용론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독자에 의한 텍스 

트의 해석과 그로인한 텍스트의 변형이라는 일반적 구도가 아닌 정 반대의 

방향， 즉 텍스트가 독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문제 삼고자 한다. 로트만 

33) 로트만 기호학에 있어서 ‘도상적-의미론’의 문제와 ‘공간적-통사론’의 문제에 관해 
서는， 김수환(2002) r유리 로트만 기호학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J ， 한국기호학회， 

『기호학 연구~(제 11 집)， 문학과지성사， 213-강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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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모든 텍스트 (특히 예술 텍스트)는 우리가 ‘청중의 형상(o6pa3 

ay，뻐Toplm)’라 부르고자 하는 어떤 것을 자신 안에 포함하며， 이러한 청중의 

형상은 실제의 청중에게 일종의 규범적 코드로서 적극적으로 작용한다，"(1977 

6, 161) 

그러나 로트만의 이러한 입장이 텍스트의 화용론적 관계， 즉 작가와 독자간 

의 투쟁의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작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는 이미 다 

르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그에 따르면， “텍스트와 청중 간에는 수동적인 

인지로 특정지을 수 없는， 차라리 대화의 본성을 지니는 그런 관계”가 성립한 

다. 그런데 이때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들 간의 대화적 관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발선자와 수신자간의 공통의 코드라기보다는 그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기억’이라는 점이다· “대화적 담화를 특정짓는 것픈 두 개의 대립적인 언술들 

간의 코드의 공통성뿐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특정한 공통적 ‘기 

억 (nOMRTb)’의 존재이다 (...) 모든 텍스트는 코드와 전언 뿐 아니라 특정한 유 

형의 기억(기억의 구조와 그 내용의 성격)에 대한 지향으로 특정지어질 수 있 

다，"09776 ， 161) 

이러한 로트만의 언급과 관련하여 우리는 신화적 화용론에 관한 앞선 논의 

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최대치의 공동성 

(코드의 공통성 뿐 아니라 ‘기억’의 공통성)에 기반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다 

름 아닌 신화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계의 극대화된 ‘친밀성’과 적극적 

인 ‘쌍방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신화적 유형의 화용론적 관계는 다른 변에서 

보자면 원칙적인 ‘기억의 보편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변에서 “신화가 

언제나 나에 관해서 말한다”는 로트만의 앞선 언급은 그것이 언제나 ‘내가 이 

미 알고 있었던 것’， 말하자면 ‘공통의 기억 속에 이미 기입된 것’만을 전한다 

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의 반복적인 

전달’이 지니는 역설적인 성격이 로트만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른바 자가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개인의 의 

식 속에 집적된 무질서한 연상들을 조직화하는 것， 말하자변 자가커뮤니케이 

션의 과정에 포함된 개인의 의식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본질상 ‘익명의’ 청중을 정보의 수선자로 삼는 예술 텍스트가 선 

화적 화용론의 근원적 자질을 탈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로트만의 언급에서 분명하 

게 드러난다; “실제의 담론적 행위에서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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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혹은 친밀함의 언어를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언어 

외적 관계 (보다 정확하게는，<공식적엄(때HUHaJlbHOCTb)-친밀함(HHT짜쩌OCTb)> 

의 위계)에 의해 결정된다. 예술 텍스트는 청중을 이러한 위계 속에 자리한 

입장들의 체계와 대변케 하며 청중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작가가 지시하는 구 

역 (KJleTKH)으로 옮겨 앉도록 허용한다. 텍스트는 독서의 순간에 독자를 작가 

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친근한’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해 

서 작가는 독자의 기억 용량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왜냐하면 작품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청중은 인간적 기억의 구성적 힘을 통해 자선에게 알려지지 않았 

던 어떤 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NOllCeT BCnONHHTb TO , qTO eñ 

6ω10 HeH3BecTHo)" (19776, 165: 강조-로트만) .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결코 ‘기억’해낼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것을 기억해낸다”는 로트만의 수수께끼 같은 

언급이 신화적 화용론이 지니는 예외적인 특성을 배경으로 삼지 않고서 결코 

온전히 해독될 수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친다. 여기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의 기억이란 자가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포함된 개인의 의식이 재구축된 결 

과， 즉 공통의 기억 속에 잠재된 있던 어떤 사실들이 다시금 ‘상기’되는 과정 

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로트만의 ‘청중의 형상’ 개념 

을 독일 수용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내포 독자’개념과 일방적으로 동 

일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잘 알려진 바대로 독일의 콘스탄츠 인지 

미학에서 내포 독자란 실제의 독자에게 일종의 강제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 

지는 텍스트적 구조， 보다 정확하게는 텍스트적 지시들Unstructions)이 실제의 

독자에게 부여하는 특정한 역할을 의미한다. 이때， 진정한 문학적 대상이란 

객관적 텍스트도， 그것의 주관적 체험도 아닌 ‘텍스트와 독자간의 상호 관계’ 

그 자체이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의 의미란 텍스트의 신호들이 독자의 이해와 

맺는 상호 작용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엄)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현대적 개념이 그 본질에 있어 ‘모던으로 위장된 

보수적 전통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사실상 ‘독해의 이상적 모 

34) W. Iser(1978) πJe ad cf Reading, Boltìmore, Johns Hopkìns Unìv. Press 내포 독 

자(der ìmplìzìte Leser/Hl.In.1llll1HTH뻐 '1HTIlTeJIb) 개념의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O. B. 

COJIOYXHHIl(1985) “KOHuem.\Hl! ‘'1HTIlTeJll!’ B COBpeMeHHOM 3 Iln~OM .1IIITepIlTypOBe~eHHH ， 

Xy,aO:ICeCTBeHHlV! peLienLiHJf H repMeHeBTHKll, M. , CC. 210-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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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서의 내포 독자 개념은 또 다른 이상적 모델로서의 ‘내포 작가’에 대응되 

는 구조적 짝패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텍스트 해석의 문제는 다소간 

‘잘 된 독해’ (실제 독자가 ‘내포 독자’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수행했을 경우)와 

다소간 ‘잘못된 독해’ (실제 독자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을 경 

우)라는 두 가지 경우의 문제로 손쉽게 환원되어버릴 수 있다.35) 

텍스트와 독자간의 상호 작용의 문제가 로트만에게서 이와는 다른 방식으 

로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적되어야만 한다. 로트만의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가 독자에게 미치는 작용력의 문제를 포함한 화용론은 - ‘유형론’의 

대상이다. 즉， 특정한 유형의 ‘읽기(l.ITeHHe) ，를 지향하는 특정한 ‘유형’의 텍스 

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텍스트들의 유형들은 주어진 텍스트가 속하는 특정 

한 ‘문화의 유형들l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식화가 

암시하는 중대한 통찰을 간과할 수 없는데 즉 그것은 텍스트 화용론의 문제 

가 ‘작가-텍스트-독자’라는 고전적 삼각형의 툴 내에서 결코 완벽하게 해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하한 텍스트적 활동의 의미론적 측면이 그것이 속해 

있는 보편-문화적 맥락 (로트만의 표현대로라변 “그 텍스트가 속해있는 문화 

유형”의 문제)으로부터 단절된 채 파악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활동의 화용론적 관계 또한 개별적인 텍스트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유형’ 

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텍스트 화용론의 문제는 그 

자체로 이미 ‘독자가 주어진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이외에 

또 다른 질문을 포함한다. 주어진 텍스트는 그것을 창조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즉 주어진 문화의 유형 속에서 해당 텍스트는 어떻게 ‘기 

35) 이저 (W. Iser)의 ‘내포 독자’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에 관해서는 H. A. KOI-InaHbOH 
(2001) lJeMoH TeopHH. M. , CC. 173-184 참조. 움베르토 에코가 자신의 최근 저서 『해 

석의 한계』와 f이야기속의 독자」에서， 텍스트의 해석은 퍼스의 무한정한 기호작용 

을 따르는 계속적인 열림의 과정이라는 자신의 기존 견해를 상당부분 수정하며 새 

롭게 도입하는 ‘전형적 독자I라는 개념 역시 근본적인 변에서는 ‘이상적 독자 모텔 

l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에코는 1작품의 의도(intentio operis)，라는 개념을 제 

시하며， 이것이 텍스트 이전의 ‘작가의 의도(jntentio auctoris) ，로 환원될 수는 없지 

만 ‘독자의 의도(intentio lectoris)’에 제약을 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다. 결국 그에 따르자변， 텍스트의 목표는 ‘전형적 독자’ - 어떤 의미에서 텍스트가 

읽혀지도록 계획된 대로 (다원적 해석을 포함해서) 텍스트를 읽는 독자 - 를 만들 

어내는 것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U. Eco(l990) “Intentio Lectoris: The State of 

Art," πJe limít of ínterpretatíon,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 pp. 44-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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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했는가의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상 이러한 입장은 텍스트를 둘러싼 화용론적 관계의 기 

존 개념 자체를 새롭게 재정립하려는 지향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한 

다. 독자， 청중이라는 개념이 주어진 텍스트가 속해있는 문화 유형과 그것을 

창출한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로 대체되는 순간 텍스트-독자 관계를 ‘객체’로 

서의 대상과 ‘주체’로서의 해석자간의 관계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화용론의 개 

념은 충분히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화용론의 개념을 텍스트와 그것이 속한 문화 체계간의 관련성을 통해 새롭 

게 재규정하려는 시도는 이제까지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조명을 거의 받지 못 

한 로트만의 논문 r흘레스타코프에 관하여 (0 XJIecTaKOBe) J (1975)에서 발견된 

다. 논문의 서두에서 로트만은 문학 작품을 대하는 두 가지의 상이한 관점을 

분류하는데， 즉 “하나는 자신만의 독특한 내부 구조를 지니는 독립된 예술 세 

계로서， 다른 하나는 보다 높은 질서의 구조적 통일성을 나타내는 좀 더 보편 

적 인 현상， 즉 특정 한 문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1975， 337)는 것 이 다. 고골 

이 창조한 문학 텍스트상의 인물인 흘레스타코프의 배경이 되는 특정한 역사 

-심리학적 조건을 고골 텍스트의 통시대인들이었던 소위 실존했던 ‘희대의 거 

짓말쟁이들’ (드리트리 자발리신， 그의 동생 이폴리트 자발리신， 로만 메독스 

등)의 행위 유형과 심리적 동기의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로트만의 이 

논문은 물론 명백하게 후자의 관점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놀라 

운 사실은， 로트만이 이러한 연구의 진정한 대상을 다름 아닌 ‘텍스트 화용론’ 

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 

지는 것이 타당하다:<대체， 무엇이 우리의 관찰 대상인가?>(...) 아마도 우리 

의 관찰 대상은 매우 어려운 연구 주제인 텍스트 화용론의 연구로 간주되어 

야 한다. 이 영역이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 퍼스와 모리스에 의해 정식화된 의미에서의 -

화용론적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복잡한 기호 체계에 적용되었을 때 충분히 

병확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호와 사람들간의 관계，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기서 

는 ‘관계’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론과 통사론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매우 다르 

게， 즉 용어상의 정의와는 동떨어진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π0띠)’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즉각적인 물음을 유발한다: 이 경우 인간은 기호 

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혹은 또 다른 그 어떤 기술(omlcaHHe)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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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 는 것 인 가?"(1975， 349) , 

문제는 개념의 불명료함에만 있지 않다. 연구의 대상이 ‘역사적 자료’일 경 

우 연구자는 종종 특정한 시기에 유통되었던 텍스트들에 대한 다양한 집단들 

의 태도에 관한 자료의 결핍에 직면한다. 그러나 로트만에 따르면， 예컨대， 

“중세 시대는 텍스트에 대한 수신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관한 정보는 제 

공하지 않지만 그의 태도가 어떠했어야만 했는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 주 

며 “이러한 한정된 정보조차도 재구축을 위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 

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재구축을 위해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바로 이 대목에서 로트만은 역사적 자료의 

분석에 적용되는 화용론 개념의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다;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특정한 문화의 구조적인 법칙에 따라 조직된 집단(KOJlJleKTHB)의 개념 

과 교체하는 것은 아마도 타당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어진 문 

화와 관련하여 이 집단은 특정한 종류의 ‘텍스트’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화용론적 관계〉란 각기 나름의 구조를 지니며 서로 다른 위계적 

위치를 차지하되 공히 동일한 문화적 총체의 범위 내에서 (8 npelleJlax 

e llHHoro KyJlbTypHOrO ueJloro) 작동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택스트들간 

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 이렇게 정의된 우리의 과제는 한편으로 기호 

학적 연구의 허용된 한계 내에 머물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현실간 

의 관계라는 전통적 미학의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1975， 35이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특정한 문화의 구조적 법칙에 따라 조 

직된 ‘집단’의 개념”으로， 나아가 그 문화를 구성하는 ‘텍스트’로 여겨질 수 있 

는가? 이러한 관점이 전제하는 중요한 통찰은 예술 텍스트의 경계를 넘어선 

영역이 결코 기호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텍스트 

의 ‘이전’과 ‘바깥’에는 ‘날것 그대로의 현실’과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와 함께 해당 문화의 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 구성체들이 존재한다. 텍스트 밖의 현실과 인간은 이미 그 자체로 ‘문화 

적’ 현실이며 ‘문화적’ 인간이다. 로트만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예술(/연극)과 

삶(/행위)간의 긴밀한 관련성에 관한 자신의 잘 알려진 테제 (‘그 시절 (1 9세 

기 러시아 낭만주의 시기) 인간들은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살았다’36))를 다 

36) 로트만은 「흘레브니코프에 관하여 J (1975)를 쓰기 이전에 이미 낭만주의적 행위 시 

학에 관련된 두 편의 논문 (“TeaTp H TeaTpanbHOCTb B CTpoe KynbTypu Haqana J{D( 

BeKa ’'(1973); “CueHa H 빼BonHCb KaK KO~pyro뻐e yCTpo꺼CTBa KynbTypHoro nOBeneH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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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리얼리즘 텍스트에 적용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이미 앞 

에서 낭만주의적 텍스트의 능동성에 관해 언급했다. (…) 그러나 사실주의에 

있어서 능동성의 성격은 확실히 다르다. (...) 어떤 의미에서 사실주의는 낭만 

주의에 비해 더욱 더 조건성에 정향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유형화된 이미지들 

을 묘사하면서 사실주의 작품은 예술 텍스트의 경계 너머에서 이미 일정한 

문화적 가공 (kynbTYPHa~ o6pa6oTka)을 겪은 자료들을 상대한다. 텍스트 밖 

에서 이미 인간은 스스로에게 문화적 배역을 선택하고， 자신의 개인적 행동을 

여하한 사회적 역할에 포함시킨다. 예술 택스트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이중으로 코드화된다. (…) 사실주의 택스트는 원칙상 <재현된 것 안 

에 서 의 재 현 H306paxc:eHHe B H306paxc:eHHH>이 라는 상황에 정 향되 어 있 

다/’(1975， 363: 강조-인용자) 

상술한 사실들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지 

점에서 이미 텍스트 화용론의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의 화용론적 관계， 즉 인 

간에 의한 텍스트 해석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보다 ‘넓은’ 영역과 관련된다. 

여기서 로트만이 의미하는 화용론적 관계란 일정한 전언으로서의 ‘텍스트’가 

그것이 속한 특정한 문화적 유형의 조건들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특정한 텍스트가 생성， 소비， 유통되어지는 장으로서의 ‘문화적 맥락’과 맺는 

관련성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소비 

하는 동시대의 ‘인간들’은 (텍스트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기의 ‘문 

화적 총체의 경계 내에’ 머물면서 통시에 그것의 구성소로 기능하고 있는 문 

화 체계의 구조적 요소들에 다름 아니다. 로트만의 표현대로라면， 텍스트의 

경계 밖에서 이미 현실과 인간은 문화적 처리의 산물로서 나타나며 바로 이 

QeJ10Be J<a HaQaJ1a XIX BeJ<a"(1973))을 발표했다. 로트만의 잘 알려진 ‘행위 시학’ 개 
념에 따르면， 19세기 초반 러시아의 낭만주의적 문화 유형 속에서 예술의 영역은 

동시대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위를 위한 일종의 범례， 모델로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삶은 서둘러서 예술을 모방했다 물론 행위 시학과 관련된 로트만의 글들은 

‘예술 텍스트가 어떻게 독자의 의식과 행동 양식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가’에 관한 

화용론적 관점에서 얽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사례와 구체적 자료 제 

시를 특정으로 하는 이 논문틀은 외견상 그것이 보여주는 실증적 색채로 인해 오 

히려 그것 배변에 자리한 ‘방법론적 원칙’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위 시학 관련 논문들이 로트만 기호학 이론의 방법론적 진화의 문 

제에 있어서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로트만 기호학 전반에서 

화용론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적절한 ‘제유’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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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텍스트와 인간의 관계는 단일한 문화 체계 속에 위치하는 서로 다 

른 ‘텍스트들’간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말하자면， 텍스트는 날것으로서의 

현실의 일차원적 반영이 결코 아니며 차라리 그것은 반영의 반영 (H306pml<eHHe 

B H306pa:i<eH짜i) ， 텍스트속의 텍스트(Te I<CT B Te I<CTe)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즉각적인 물음은 불가피하다. 만약 텍스트가 그 

자체로 이미 텍스트 속의 텍스트라면， 이 말은 결국 텍스트의 외부에는 다만 

또 다른 텍스트들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만약 텍스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또 다른 텍스트일 뿐이라면 결국 이 말은， “텍스트의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데리다적 전언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가? 이 지점 

에서 우리는 후기 로트만 기호학의 가장 생산적인 지점이면서도， 어떤 점에서 

는 여전히 ‘수사적 메타포’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37) ‘의미의 

발생기 (reHepaTOp C뻐CJlOB)’로서의 텍스트 개념을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해보 

아야만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만약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체계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텍스트’라면 예컨대 그것은 이 세계 자체를 ‘텍스트들의 우주’ 

로 이해하는 후기구조주의의 ‘상호텍스트성 (HHTepTe I<CTYaJIbHOCTb) ’ 개념과 어 

떻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 

5. ‘의미의 발생기’로서의 텍스트: ‘매체’로부터 ‘주체’로 

1981년 발표된 로트만의 논문 r텍스트속의 텍스트(TeI<CT B Te I<CTe)J 는 상호 

이질적인 다양한 하부텍스트들(cy6TeI<CTbI)이 하나의 통일한 텍스트적 공간 내 

에서 서로 충돌하며 발생시키는 역동적인 의미 작용의 문제를 특별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로트만의 ‘텍스트속의 텍스트’ 개념은 “텍스트를 구성하 

는 다양한 부분들간의 코드화의 차별성"(l981a ， 431)의 문제， 즉 단일한 텍스 

트적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타자적 의식(말/담론)들간의 접촉의 문제를 다루 

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로트만의 이 개념은 텍스트 내적 공간의 근원적인 혼 

종성을 전제하는 후기구조주의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분명하게 연상시킨다. 

37) 로트만 후기의 텍스트 개념을 수식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보라: 사유하는 조직체 
(Mucn~~ee yCTpO~CTBO)로서의 텍스드， 자가 증식하는 로고스(caMopa3 BHBalO~때 JIoroc) 

로서의 텍스트， 지적 구조(HHTennel<TyanbHoe yCTpO때CTBO)로서의 텍스트， 기호학적 

인성 (ceMHOTHqeC l< a~ nHqHOcTb)으로서 의 텍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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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만의 단언에 따르면 홀로 통떨어진 의식은 결코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킬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의미의 발생기， 사유하는 구조로서의 텍스트는 그 

것이 활동하기 위해서 상대자를 필요로 한다 (...) 능동적으로 활통하기 위해서 

의식은 의식을， 텍스트는 텍스트를， 문화는 문화를 필요로 한다.’'(1981a， 429) 

상호텍스트성 개념의 주창자로 알려진 줄리아 크레스테바의 정의에 따르 

자면，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 즉 다른 텍스트들로부터의 흡수와 변 

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서 상호주관성의 자리에 ‘상호텍스트성’ 개념이 놓 

이게 되며 모든 시적 언어는 동시에 최소한 두 가지 방식의 독해에 처해진 

다 "38) 물론 이 개념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문학 이론의 전통적 개념들인 영향 

이나 패러디 등과 통일시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지니는 원칙적인 성격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사이에 있는’ 텍스 

트(Me*llY-TeKCT) 이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결코 텍스트에는 그 어떤 기원 

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기원’과 ‘영향’을 향한 모든 추구는 문 

학 작품의 지속에 관한 신화에 답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무질서하고， 포착되 

지 않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읽혀진 인용들， 즉 인용부호 없는 인용들로서 

이루어진다 "39) 

로트만의 ‘텍스트속의 텍스트’ 개념과 후기구조주의의 ‘상호텍스트성’ 개념 

양자 모두에서 텍스트 내적 공간의 비단종성(혼종성)이 텍스트의 의미론적 

가능성을 확창시키고 새로운 의미(/해석)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견 명백해 보이는 두 

개념간의 대응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유발한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하부텍스트들의 텍스트내적 공존의 문제는 어째서 로트만에게는 

‘상호텍스트(HHTep-TeKCT)’ 나 ‘간(間)텍스트(Me*llY-TeKCT)’ 가 아닌 ‘텍스트속 

의 텍스트(TeKCT B TecKcTe)’라는 용어로 사유되는가?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만 하는 사실은， 후기구조주의의 ‘상호텍스트성’이라 

는 용어가 텍스트를 수식하는 개념적 정의일 뿐 아니라 후기구조주의의 일정 

한 세계 인식 모델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후기구조주의의 상호텍스트 

성 개념은 구조주의의 협소한 텍스트 개념을 ‘텍스트 밖으로’ 획기적으로 확 

38) 10. KpHcTeBa(1995) "IiaxTHH, CJIOBO, .llHaJlor H pOMaH," BeCTHHK MOCKOBCKoro yHHBepcHTeTa 

Cep. 9, φHJlOπOrHJl， 1, c. 99. 
39) P. IiapT(1989) "OT npOH3Be.l1eHHJl K TeKcTY," H3φaHHble p060TbI. c.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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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키는데， 다만 그것은 텍스트 밖에 놓여진 현실 세계로의 확장이 아니라 

텍스트 외부에 여전히 존재하는 ‘기호들의 세계’， ‘책’으로 된 세계， 보르헤스 

적 의미에서 ‘바벌론의 도서관’으로의 확장이다. 어떤 점에서 상호텍스트적 텍 

스트 모넬로 드러나는 후기구조주의의 세계상 그 자체가 이미 ‘인용부호 없는 

인용’들의 모자이크， 무질서하고 포착되지 않는 ‘이질적 담론들(/텍스트들)의 

집산’에 다름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상호텍스트성’ 개념으로 대변되는 후기구조주의의 텍 

스트 이해와 ‘기호들의 우주’로 표현될 수 있는 후기구조주의의 세계 인식간 

의 명백한 이질통상의 문제가 로트만에게 있어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사 

실에 주목할 수 있다. 로트만에게 있어서， ‘텍스트속의 텍스트’ 개념은 개별 

텍스트의 내적 구조를 지칭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문화’를 그려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모넬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로트만에 따르면， 문화는 ‘텍스트들 

의 집합’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이며 이때 ‘거대-텍스 

트’로서의 문화는 다름 아닌 ‘텍스트속의 텍스트’ 형태로 구조화된다; “문화의 

총제는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해야만 하는데， 이 텍스트는 ‘택스트속의 택스트’라는 계층적 위계로 나 

뉘어져， 택스트들 간의 복잡한 교직 (nepenneTeHHe)을 만들어 내는， 복잡하 

게 구조화된 택스트라는 점이 그것이다. 텍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그 어원상 

짜임을 의미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텍스트의 개념을 그것의 시원적 의미 

로 되돌렬 수 있다."(l981a ， 436: 강조-인용자)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로트만이 의미하는 텍스트로서의 문화가 결코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텍스트들의 ‘무질서한 (모자이크적) 집산’이 아니라 

‘계층적 방식으로 복잡하게 조직화된’ 기능하는 체계 (pa60Ta뻐ajj cHcTeMa)라는 

점이다.때) 개별 텍스트는 무한한 세미오시스의 세계 기호의 무한정한 우주의 

40) 이와 아울러 우리는 ‘텍스트속의 텍스트’ 형 태로 계층화된 복잡하게 조직화된 구조 
로서의 문화 모텔이 사실상 신화적 세계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신화적 유형의 서술은 문학 텍스트에 특징적인 ‘사슬’의 법칙을 

따라 구축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개별적인 잎들이 일정한 변형을 취하며 나머 

지 것들을 반복하는 형태， 즉 ‘양배추의 통’처럼 엮여진다. 동일한 슈셋의 핵이 무 

한정 반복되면서 열려진 전체로 자라난다 10. M. lIoTMaH (coBMecTHo C 3. r MHH띠 

(981) “JIHTepaTypa H MHtþoJIOrHJ!," TPY.4bl no 3HaKOBb/M CRcreMaκ Bbln. 13, TapTy, C. 

38. 실제로 로트만이 이해하는 ‘텍스트속의 텍스트’ 현상은 그 근원에 있어 지극히 
고대적인 것이다; “20세기의 예술과 문화에서 그토록 첨예하게 제기된 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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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조직화된 문화의 동형이다. 물론 텍스트의 외 

부에는 수없이 많은 또 다른 텍스트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는 ‘텍 

스트속의 텍스트’의 형태로 위계 지어진 단일한 문화적 총체의 경계 내에서 

작동한다. 

그렇다면， 의미의 발생기로서의 텍스트가 자신의 내적 구조를 통해 반복하 

는 대상이 다름 아닌 거대-텍스트로서의 ‘문화’라는 사실， 새로운 의미의 창출 

을 위한 ‘낯선’ 의식과의 접촉이 다름 아닌 문화 체계의 ‘경계’ 내에서， 문화 

체계의 기호학적 가능성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논의 대상인 텍 

스트 화용론의 문제에 제기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텍스트가 독자V연구자)의 의식과의 접촉을 통해 일정한 변형을 겪게 된다 

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로트만에 따르면， 텍스트의 “구조적 기반이 재구성 

된다는 사실은， 텍스트가 그 자신과는 이질적인 의식과 접촉했다는 사실， 그 

리고 새로운 의미들의 창출과정에서 텍스트가 자신의 내적 구조를 재조직했 

다는 사실을 증거 한다 그러나 로트만은 이러한 언급 이후에 곧바로 다음과 

같은 지적을 덧붙인다: “이러한 재조직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았으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이러 저러한 텍스트의 삶에 한계를 부여한다. 동시에 그것은 

문화적 맥락의 변모 과정 속에서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새롭게 재해석되 

는 것 (nepeCTpOHKa naW~TKHKa)과 택스트가 표현할 수 없는 의마들을 자의 

적으로 택스트에 부여하는 것 (npOH3BonbHoe HaB~3YBaHHe ewy CNYCnOB)을 

구분지어 준다. (…) 화용론적 관계는 주변적 혹은 자동화된 구조를 활성화시 

킬 수 있지만 택스트에 원칙적으로 부재하는 코드들을 택스트 속으로 끌어 

들일 능력은 없다." 0981a. 428-429 ‘ 강조-인용자) 

로트만의 이러한 언급은 후기구조주의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이 전제하는 가 

장 중요한 측변들 중 하나인 텍스트 해석의 ‘원칙적 자유’， 즉 공시적 평면 뿐 

아니라 통시적 평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자유로운 인용의 과정으로부터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이다. 물론 이 지점에서 로트만이 이해하는 텍스트는 고 

전적 구조주의의 경우에서처럼， 그 자제로 자족적인 격리된 절대적 실체가 아 

니다. 그러나 이와 통시에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작동하는 체계로서의 텍스트 

는 결코 여하한 종류의 주관적 자의적 해석에 일방적으로 열려진 무정형의 

실체가 될 수 없다. 물론 텍스트는 문화적 맥락과 화용론적 관계에 따라 매번 

그 본질에 있어 지극히 고대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다."(1981a，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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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재조직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열린 프로그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것이 매번 완전히 새롭게 씌어질 수 있는 ‘양피지 (p떠Împsest)’라는 뜻은 아니 

다.41)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로트만의 입장은 그가 텍스트의 화용론 

적 관계를 의미론적 가능성 자체와 상호 배제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텍스트가 문화 체계의 압축된 프로그램으 

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곧 문화 체계가 지니는 모든 종류의 기호학적 (의미론 

적， 통사론적， 화용론적) 가능성들을 텍스트 또한 잠재적으로 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텍스트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이차적 유형의 새로 

운 텍스트를 창조하기 위한 재료로 변모시키는 것은 - 파괴된 고대의 건축물 

들의 모형을 따른 중세의 건축물에서부터 세익스피어 극의 l모티브를 따라’ 

현대의 연극들을 창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 그 자신 문화적 과정의 일부분 

이 다.’'(1981a， 429) 

텍스트의 개념을 문화 체계의 축소 모형으로 간주할 때， 즉 텍스트의 의미 

론적 잠재성을 문화 체계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의 압축된 변형으로 바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텍스트의 ‘화용론적’ 관계를 텍스트 그 자체의 ‘활동’의 

측면으로 규정하는 로트만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화 

용론적 관계란 - 텍스트의 활동의 측면(acneI<T pa60ThI TeKcTa)이다. 왜냐하면 

텍스트의 활동 메커니즘 자체가 외부적인 어떤 것이 자신의 내부도 진입해 

들어옴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 - 다른 텍스트， (또 다른 

텍스트로서의) 독자， 혹은 문화적 맥락 - 의 진입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 안에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새로운 의미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 필 

수적이다. 결국 텍스트의 변형이란 - 객관적 구조의 왜곡이 아니라 텍스트의 

활동 과정 속에서 그 메커니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1981a， 

428) 

41) 이와 관련하여， 근래 러시아 문학 연구에서 기존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나름대로 
재규정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목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O. A. 

npocKYPHH(1999) n033H~ 1ηι'XHHlJ.， HJJH nOIIBH*HblH na.nHMJ7cecτ M.,; A. PaH'IHH(20Ol), 
HlJ. n HjJy MHeM03HHμ. HHTepTeXCTM BpOlIcxoro, M.,; H. A. <ÐaTeeBa(2000) KOHTpan쩌'XT 

HHTepTexcTylJ.AbHOCT껴 HJJH HHTepTeXCT B MHpe TeXCTOB, M. 등의 연구들에서， 상호텍 

스트성 개념은 작가적 의도를 담아내는 총체적 텍스트로서의 문학 작품이라는 전 

통척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텍스트적 대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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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화용론적 관계를 ‘텍스트 활동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로트만의 관점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텍스트 자체를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부터 ‘주체’로 바꿔놓는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매체 

를 통한 전언의 전달 기능은 텍스트가 지니는 잠재적 가능성들， 혹은 기능들 

중 ‘단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텍스트의 개념과 기능은 ‘메시지’를 포함한 야 

롭슨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전 구성 요소들과 관계한다; “텍스트는 발신자와 

수선자간의 ‘접촉’을 구축하며 ‘언어’를 변형시키고， 수신자를 변형시키며， 발 

신자 그 자신까지도 변형시킨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스스로 변형되 

며 더 이상 그 자신과 통일하지 않은 어떤 것이 된다 "42) 

‘사유하는 조직체’ 혹은 ‘자가증식하는 로고스’라는 로트만의 메타포 아닌 

메타포는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유효한 것이 된다. 텍스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주체로서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 

참여한다: “고도로 조직화된 텍스트는 자신의 지능적 자질 (HHTeJJJIeKTyaJlbHble 

CBO외CTBa)을 드러내며 커뮤니케이션의 단순한 수단이기를 그친다. 그것은 높은 

정도의 독자성을 지니는 정당한 담화의 상대자가 된다. 작가(발선자)와 독자(수 

선자)에게 있어 텍스트는 대화의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 

인 지적 조직체로서 참여한다. 이 점에서 ‘책과 담소한다(6ece~OBaTb C KHHrOH)’ 

라는 고대적인 비유는 심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이 판명된다.’'(19816 ， 130 

이렇게 해서 수용자와 텍스트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화용론적 관념은 결 

정적으로 변모된다; 로트만에 따묘면 “텍스드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에서，<사 

용자가 텍스트를 해독한다(~e띠때pyeT)>라는 공식 대신에 또 다른， 보다 정확한 

공식이 가능해진다<사용자는 텍스트와 교제한다(o6maeTc$I)>."(19816 ， 132) 

만일 우리가 로트만의 이러한 언급과 일찍이 그가 루복적 청중 세계의 독 

특한 성격을 지적하며 했던 언급 (“만약 문자 문화의 툴 안에서 청중이 텍스 

트를 〈소비한다>면， 민속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청중은 <텍스트 안에서 텍 

스트와 유희한다>")간의 명백한 유사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러한 유사성 

의 배변에 자리한 분병한 의미론적 거리 또한 인식되어져야만 한다. 루복 세 

계에 고유한 독특한 화용론적 자질이 텍스트 그 자체가 지니는 기호학적 잠 

재성으로 간주되기까지 로트만은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다. 어떤 점에서 지금 

까지 우리가 본 논문에서 시도해 본 작업이란 이 ‘두 언급들 사이에서 과연 

42) M. 에 끼oTMaH(1995) ， "3a TeKCTOM: 3aMeTKH 0 빼nOCOCKOM ~He TapTycKo인 ce뻐OTHKH 

(CTaTb$l nepBa$l)," JlOTMlIHOBCKHH C60pHHK 1, M., c.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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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한 이론적 ‘재구축’에 다름 아니다. 

6. 맺으며 

‘루복’에 관한 로트만의 논문과 ‘텍스트’에 관한 논문 사이의 거리， 그 중심 

에 자리한 것이 다름 아닌 ‘문화’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다 

른 유형의’ 수신자， ‘다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다른 유형의’ 화용론적 관계 

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로트만은 점점 더 깊숙하게 ‘문화의 지층’ 속으로 들어 

갔으며，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문화의 표층 아래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고대적인 것’들에게 정당한 생명을 숨결을 되돌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로트만이 생의 후반부에 이를수록 이른바 ‘개인적인 것 (JJW-IHOCTHoe)’에 대 

한 증대된 관심과 함께 ‘문화의 기억 (naM51Tb KYJJbTYPbI)’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상숭한 사실들은 심지어 가장 간명한 형 

태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게 한다. 문화에 있어서 기억이란 결코 수동 

적인 저장고(naCCHBHoe XpaHHJJ뻐e)가 아니라 그것의 텍스트 발생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 다.’'( 1985, 676) 
명백한 구조주의적 지향에서 출발했던 로트만 기호학은 서구의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가 언어적인 것， 분절적인 것의 극단적인 추구 속에서 마침내 의 

미 자체를 텍스트로부터 유희적으로 ‘비워버리기’ 이전에， 자신 속에 의미를 

담는 ‘또 다른 방식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은 철저하게 ‘문화’ 속 

에서， ‘문화’를 통해 탐구 되었다.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스크바 타 

르투 학파의 문화 기호학 (‘2차 모델링 체계’로서의 다양한 문화적 영역들(예 

술， 신화， 제의， 종교 등동)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이란 ‘로트만 문화기호학’의 

관점에서는 단지 긴 여정을 위한 출발점， 그런 의미에서 극복되어져야만 할 

한 단계에 불과하다쩌) 문화의 공시적， 통시적 평면을 깊이 있게 아우르는 로 

43) 이런 점에서 1977년 발표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로트만의 다음과 같은 ‘메타적-자 

기 인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문화의 자료들에 기호학적 방법을 적용하려는 시 

도는 첫 단계에서 ‘사회적 삶의 심장부 안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이라 

는 소쉬르의 유산을 설현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의 다양한 

‘언어들’을 언어적-기호학적 방법론을 통해 기술하려는 데에 역점이 두어졌다 (...) 

주요한 관섬은 다양한 체계들의 단일성을 드러내는 것， 문화의 다양한 언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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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만의 탐색이 야기한 ‘새로움’의 지평은 매우 넓은 것이며， 화용론의 문제는 

단지 그것들 중 하나의 측면일 뿐이다. 

죽기 얼마 전， 학문적 경향으로서의 모스크바-타르투 학파의 역사에 관한 

짤막한 글에서 로트만은 다음과 같은 희망을 피력했다: “모스크바-타르투 학 

파의 학문적 가능성은 아직 다 소진되지 않았다， (.J 그것은 여전히 학파의 
반대자들 뿐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고 

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사고는 그것의 담지자들이 원칙의 순수 

성을 옹호하려는데 온 힘을 쏟게 될 때 마감된다. 예지의 상정인 뱀은 자신의 

껍질을 벗으며 자라난다. 사고들 또한 스스로를 벗어나며 발전한다" (1994, 

501) 오늘날 이 러 한 희 망은 로트만 그 자신을 대상으로 더 욱 각별하다. 

메타 차원에서 하나의 거대한 ‘언어’로 나타내려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 단계에서 

문화 연구는 단지 흥미있는 예중들을 제공하는 영역이었을 뿐 독립적인 학문 분과 
는 되지 못했다， (…) 개별적인 기호학적 체계들이 다름 아닌 그들간의 이종성 때 

문에 구조적 총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순간부터， 고립된 커뮤니 

케이션 체계를 다루는 기존의 기호학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연구 대상의 윤 

곽이 지워졌다，"(1977B， 5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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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ÕJIeNa ‘nparNaTHKH’ TeKCTa 

B CeNHOTHtteCKOÜ TeOpHH M). M. JIoTNaHa 

KYJIbTYPHoe OÕ.eHHe Ne*ßY tteJIOBeKON H TeKC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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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 Cy-KBaH 

XOpOWO H3BeCTHO, ~TO B uenOM BOnpoC ‘nparMaTHKH’ 3aHHMaeT OTHOCHTenbHO 

Mano MeCTa B HCCne~OBaHH~X flOTMaHa, H Hepe~KO HMeHHO 3TO 060cTo~TenbcTB。

n03Bon~eT npoTHBHHKaM ero n03HUHH HaXO~HTb OnpelleneHHble HellOCTaTKH B 

ceMHOTH~eCKOH TeOpHH flOTMaHa KaK TaKOBOH, He~BHhlH XapaKTep nOTMaHOBCKOH 

n03HUHH’ CB~3 aHHO때 C BOnpOCOM ‘nparMaTHKH’ TeKCTa H, B OC06eHHOCTH, Ka%y

띠a~c~ npOTHBOpe~HBOCTb Me*llY TeOpeTH~eCKHMH nOCTaHOBKa뻐 paHHero H no-

3llHero flOTMaHa no 3TOMY nOBolly HeBOnbHO npHBO띠T K onpe~eneHHOH ‘llBY

XCMblcneHHOCTH' B npo6neMe OCMbICneHH~ Hay~Horo HacnellH~ flOTMaHa KaK onpe

lleneHHOη TeopeTH~eCKOH CXeMbI, B llaHH얘 CTaTbe npellnpHH~Ta nOnbITKa TeOpe

TH~ecμi peKoHcTpyKTHpoBaTb HeKyw nHHHIO MbICneη flOTMaHa no nOBolly nparMa

THKH, aHanH3y~ pa3재'-IHble nOH5ITH5I J10TMaHa (n매1ψpan마l‘k‘‘daT까재H'꺼'-I ec다Ka51 cneUHφHKa Jly6o

'-IHOrO TeKCTa, aBTOKOMM앤HKaUH~ ， 빠때OJlOrH~eCKa~ KapTHHa MHpa, TeKCT B Te

KCTe H T , n.) HCKJlIO'-IHTenbHO B CBeTe nparMaTHKH TeKCTa, B nOHCKaX ‘llpyroro 

THna’ allpecaTa, KOM!l깨HHKaUHH H nparMaTH'-IeCKOrO OTHOWeHJ쩌 flOTMaH BCe 60-

nbwe H 60nbWe rny6:1<e npOHHKan B rny6HHY KynbTypbI H HMeHHO TaKHM 06pa30M 

nOllHHMaJI BOnpoC cnoc06a llJI~ reHepHpOBaHH~ HOBblX CMbICJIOB B TeKCTe, TOrlla 

KaK nocTcTpyKTypaJIH 3M B MaKCHManbHO꺼 HanpaBneHHOCTH Ha lleCKpeTHble 3HaKH 

B KOHe~HOM C~eTe HpoHH~eCKH yCTpaH~n π060e 3Ha~eHHe H3 CaMOrO TeK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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