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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용론 분야에서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흐름 중 하나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문법론 기술에도 최대한 반영해 보다 통합적인 문법론모델을 고안하

고, 또 이 모델을 다시 담화-화용론적 분석에 환류시킴(feedback)으로써, 궁극

적으로는 이른바 ‘구조’와 ‘현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언어분석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담화-화용론적 분석과 문법론적 기술의 방법론적 간극을 

가능한 한 좁혀보자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화·청자와 같은 커뮤니케

이션 주체들의 기능적 분화 및 제 위격(ипостась)에 대한 연구, 직시(deixis) 
이론, 서사론적(narratological) 연구들에서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를테

면, 커뮤니케이션 문법(Золотова, Онипенко и Сидорова 1998)의 프레임 하에

서 진행되고 있는 ‘발화에 대한 주체적 조망(субъектная перспектива выска- 
зывания)’(Онипенко 1985, 1994) 프로그램이나, 발화주체, 인식주체, 직시주체 

등에 대한 Падучева의 일련의 연구들(Падучева 1991, 1993, 1996), 그리고 비

교적 최근의 서사론적 연구들(Шмид 2008)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직시론적 관점에서 화자와 관찰자의 형상의 문제를 다룬 필자의 2009년 

논문(홍택규 2009) 역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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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은사이신 이인영교수님의 명예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쓰인 글이다. 학
부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또 제자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감
히 범접할 수 없는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던 선생님의 이른 퇴임이 아쉽지만, 부
족한 졸고로나마 그 아쉬움을 대신하고자 한다. 앞으로 선생님 삶에 평안과 기쁨
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빈다. 



 ‒ 이를테면, (관례적으로 이해되는) 화자 개념의 배면에 이른바 ‘관찰자의 

형상’ 같은 것이 잠재적 기능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어서, 일견 직시적 중심이 

화자일 것 같은 사례들이 정작 관찰자에게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꽤 많으며, 
따라서 동사시제와 같은 직시범주를 문법론적으로 온전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관찰자를 별도 층위의 커뮤니케이션 주체로 적극 인정해야 함을 밝힌 바 있

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청자의 형상’의 

입론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논의들이 얼핏 기존의 화용론적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언급된 바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논증과정의 분석적 엄 성과 문법론적, 서사론적 함

의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자의 형상’을 보다 적극적인, 별도의 안정적인 범주로 설정

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몇 가지 배

경이 될 만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의 인지심리학적, 언어심리학적 

연구들(예컨대, Schober and Clark 1989)은 대화중인 화자와 청자가 어떤 과

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 대화참여자들이 자신들

의 공통배경지식(common ground)을 바탕으로 ‒ 혹은, 보다 정확히는 ‘자신들

이 공통배경지식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바탕으로’ ‒ 발화된 단어들을 듣고, 
해독·해석한다는 (보다 전통적인) ‘자율론적 견해(autonomous view)’에서 벗

어나, 화자와 청자가 이러한 자율적 행위를 넘어, 말해진 바가 이해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순간순간 상대방과 협력한다는 이른바 ‘협업론적 

견해(collaborative view)’로 기울고 있다.1) 사실 이러한 자율론에서 협업론으

로의 전환은 ‘청자의 형상’ 개념의 이해와 관련해서 매우 본질적인 대목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간의 자율론적 접근의 관성이 꽤 남아 있는 데

다, 또 이어서 자세히 논의될 화·청자 관계의 여러 가지 비대칭성으로 인해, 
협업론적 전환이 갖는 문법론적, 서사론적 함의가 온당하게 인지되고, 평가받

1)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밝혀둘 점은 대화참여자의 추론작용을 강조하는 Grice 
(1975), Sperber and Wilson(1986) 유의 커뮤니케이션모델 역시 본질적으로는 ‘자
율론적 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의 입장들에서 화자와 청자는 활발한 
상호협력적 추론작용을 통해 해당 발화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건 어디
까지나 각각의 자율적, 독립적 영역‧기능을 확보한 채 공통의 배경지식에 호소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협업론적 견해’ 역시 이러한 자율적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율적 과정을 넘어서는, 
부가적 과정이 매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입장에 해당한다. 



았던 것은 아니다. 
청자의 형상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또 한 가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이른바 화·청자 관계의 비대칭성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개념의 생래적 기원상 파생될 수밖에 없는, 어떤 양자관계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화자에게는 자신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발화

를 구성하고 조직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청자에게는 그러한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흔히 화자와 청자는 발생론적으로도, 권력적

으로도, 그리고 ‘존재론적 위상’의 측면에서도 그 관계가 비대칭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물론 여기에는 그간에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모

델들이 ‘정보는 왼쪽(≈화자)에서 오른쪽(≈청자)으로 흐른다’는 2차원적 평면도

식의 ‘도상성의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도 관련되어 있을 

터이다. 이를테면, 야콥슨 유의 도식은 우리가 자각을 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화·청자 사이의 역할교체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정보는 화자에게서 청

자의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일방향적으로 흐른다는 전제를 지속적으로 심어주

고 있기 때문이다.2)  
이런 까닭에, 청자는 통상 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존재로, 그리

고 그 기능이 다층적으로 중첩되어 있기보다는 축소되어 있는 존재로 이해되

어 왔다. 예컨대, 청자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 물리적인 지각의 표현이

라는 어감이 우세한 hearer, слушающий보다는, 정보수신이라는 다소 추상적

인 속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addressee, адресат가 사용되는 게 보통인데, 반면 

화자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는 addressor, адресант보다는 speaker, говорящи
й가 선호되는 흥미로운 역전관계를 보인다.3)  

뿐만 아니라, 화자와 관련해서는 커뮤니케이션상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 

2) 참고로 덧붙이자면, 차차 설명되듯이, ‘자율론적 견해’는 화자와 청자 각각의 자율
적, 독립적 영역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생래적 비대칭
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암묵적으로) ‘협업론적 견해’보다
는 청자의 비중을 덜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3) 서사론 분야의 관례적 용어법에서는 hearer(слушающий)와 addressee(адресат) 두 
용어를 따로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통상 hearer는 화자에 의한 발화생
성의 모멘트를 함께 공유하는, 따라서 해당 정보를 화자와 동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보다 물리적인 기반의) addressee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서정장르에서는 내
러티브와는 달리, addressee보다는 hearer가 상정된다는 식이다. 서정장르인 시에서
는 낭송이 감상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해당 텍스트/담화의 장르별 구분에 따라, 이른바 ‘온전한 화자’의 역할

을 대신하게 되는 ‘기능적 대체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던 것과

는 달리, ‒ 이를테면, 내러티브 텍스트의 경우 얼핏 보더라도 추상적 작가, 
‘작가의 형상(образ автора)’, 서술화자(повествователь), (1인칭) 이야기꾼화

자(рассказчик) 등의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청자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이러한 ‘기능적 분화’를 최소로 상정하고자 하였다.4) 이를테면, Падучева
(1996: 215‐7)는 내러티브 텍스트에서 화자의 기능적 대체물로 작가 자신이 

아닌, ‘작가의 형상’을 상정하는 것과는 달리, 서술화자의 addressee로서는 ‒ 
즉, 청자 층위에서 살펴본 서술화자의 상대역(counterpart)으로는 ‒ 독자를 기

능적으로 대신하는 어떤 형상을 별도로 상정할 필요 없이 독자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청자와 관련해서는 그 위격(ипостась)상의 

형상을 불필요하게 증폭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5) 
하지만, 위와 같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생래적, 구조적 비대칭성에도 불

구하고, 실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대화 과정에서의 청자의 비중은 훨

씬 더 크게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른바 ‘독자의 형상’이라는 층위를 굳

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Падучева(1996:215‐7)의 지적과는 달리, 보다 정교

해진 최근의 서사론적 접근들(예컨대, Шмид 2008 등)에서는 (추상적 작가의 

상대역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추상적 독자 층위 이외에도, (허구적) 서술화자

(нарратор)의 상대역으로 ‘허구적 청자·독자(наррататор)’의 층위를 상정하고 

있으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권력적 관계 역시 항상 청자가 화자에 비해 위

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6) 
사실 협업론 테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실제 커뮤니케이션 과정

에서 끊임없이 청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살피면서 대화를 진행해나가

4) 참고로, 러시아적 전통에서는 ‘서술화자(повествователь)’와 ‘(1인칭) 이야기꾼화자
(рассказчик)’를 구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자는 보다 3인칭 
기반의, 텍스트 내에 구체적으로 명명된 채로 등장하지는 않는 (따라서 텍스트 내
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 보다 추상적인) 발화주체를 지칭한다면, 후자는 1인칭 
기반의, 자신의 ‘인성’을 충분히 드러낸 채 전 텍스트를 조직화하는 발화주체를 
지칭한다(Шмид 2008:67). 

5) 게다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다수는 사실상 일상담화모드라기보다는 내러티브
모드라는 점 역시 ‘자율론적 견해’의 관성을 강화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6) 참고로 언급하자면, ‘наррататор’라는 용어는 1996년 И. П. Ильин에 의해 처음 사용
되었으며, 불어 narrataire, 영어 narratee의 역어로 도입된 것이다(Шмид 2008:96).



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미 발화를 시작한 후에도 화행전략을 바꿔 표현하

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화자와 청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세팅의 유형상 

사람에 따라서는 대화가 진행되는 매시기시기마다 청자의 반응을 너무 많이 

고려하는 ‒ 달리 표현하면, 청자와의 협업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 
유형의 화자도 존재하며, 심지어는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마치 정서불안

을 겪고 있는 사람과도 같이, 청자의 권력, 권위에 압도돼 ‘자신의 말’을 제

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화자도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그 본질상 ‘화·청자는 각각 서

로 침해받지 않는 자율적 영역을 가진 채 공통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상호간

의 활발한 추론작용을 벌이며 대화를 이어간다’는 자율론적 추론모델의 테제

를 넘어서서 이해되어야 하며,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화자와 청자는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순간 끊임없

이 서로 ‘협업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청자와의 협업은 매순간 어떤 식으로

든 화자의 발화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화자에 비해 제한된 권력, 위상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청

자의 입장은 끊임없이 화자에게로 ‒ 보다 전문화된 Онипенко(1985, 1994)의 

용어를 빌자면, ‘화자의 주체영역(субъектная сфера)’ 내로 ‒ ‘틈입하고’ 있으

며, 이를 인지심리학적으로, 언어심리학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화자의 발화에

는 이른바 ‘청자의 형상’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청자 사이의 협업, 그리고 그로 인한 (주어진 발화 내) 청자형상

의 활성화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활발한 과정이어서,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이와 관련해, Шмелёва(1995:152)의 다음과 같은 언

급은 실제 대화에서 일어나는 인지심리적 과정을 잘 보여준다: “화자는 자신

의 발화에 ‘작가, 주인’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충분함의 정도(‘명제부’)나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적 이미지(‘모두스의 나‐영역’)
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청자와 실제의 혹은 가상의, 은폐된 대화(‘모두스의 

너‐영역’)를 이끌면서, 청자의 커뮤니케이션적 느낌도 조절한다.” 



물론 위의 Шмелёва의 지적에 협업론적 입장을 좀 더 강화해 표현해본

다면, ‘화자는 대화과정에서 청자의 커뮤니케이션적 느낌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미 화자의 발화 자체 내에 청자의 커뮤니케이션적 느낌이 투영

돼 표현되기도 한다’ 정도가 되겠지만, 어쨌든 위의 지적은 화·청자 사이

에 벌어지는 활발한 협업과정을 잘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협업의 과정은 너무나 일상적이서 많은 언어적 단위의 선택

에서 그 흔적을 추적해볼 수 있지만, ‒ 이를테면, 일견 사소해 보이는 개별 

어휘의 선택 하나에도 청자의 반응과 기대, 커뮤니케이션적 이미지 등이 투

영돼 있을 수 있다, ‒ 일반 어휘들에 비해 문법화가 더 진행돼, 어휘소

(lexeme)의 기능과 문법소(grammeme)의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소사, 양상삽

입어의 용례들에서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소사, 양상삽입어의 이러한 용례들과 관련해 한 가지 특기할 만한 

현상은 이른바 ‘화자판단·호소(authorization)’를 표현하는 기제들이 담화-화용

적 맥락에 따라서는 역설적으로 ‘청자판단·호소(addressation)’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사례가 꽤 빈번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명제부에 표현된 내용이 

‘해당 발화에 대한 주인·작가로서의 화자’의 판단에 속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단위들이 실제로는 해당 내용이 청자의 판단

에 속한 것일 때 사용되거나, 혹은 청자의 판단을 수용함으로써 화·청자 사

이의 협업적 접촉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용례들은 화·청자 사이의 협업과정과 그리고 이로 인한 청자형상의 

활성화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래 конечно는 일견 너무도 평범해 보이

지만, 이러한 용례를 잘 보여준다. 

(1) Конечно, может быть, и есть дети, которые ни разу в жизни не  
убегали с уроков в кино. 

‘물론, 살면서 한 번도 수업시간에 영화관으로 땡땡이쳐보지 않은 아이들
도 있을 수 있겠지요.’(Шмелёва 1995) 

위의 예문에서 конечно는 화자가 ‘어렸을 때의 땡땡이’를 이야기해가는 

과정에서, 청자의 그때그때의 (유언의, 무언의) 반응을 ‘협업적으로’ 체크

하면서, 어쩌면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청자의 판단까지

도 감안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 혹은 화자에게 ‘딴지걸지



도’ 모르는 청자를 미리 제압해 자신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конечно가 통상은 화자의 확신성을 

표현하지만, может быть와 함께 사용된 것에서도 조금은 드러나듯이, 위의 

예문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청자에 속하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표현하

고 있다. 즉, 나름의 방식으로 ‘청자판단·호소(addressation)’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거칠게 말해 만약 конечно가 청자의 판단에 속한다면, может быть
는 화자의 실제의, 내면의 판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자는 конечно의 사용을 통해, 굳이 명시적으로 청자가 이러저러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이

끌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의 실제 판단부분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

이 но를 사용해 덧붙일 수 있다: 

(2) Меня пугает вероятность скачка из XXI века в далёкое прошлое 
и неизбежность усложнения и без того непростых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Конечно, изучение этого предмета возможно. Но вне школы.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21세기로부터 아주 먼 과거로 건너뛸 수 있
다는 개연성과 그렇지 않더라도 간단치 않은 민족들 간의 관계들이 복
잡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 과목을 배우거나 연구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학교 밖에서의 일이다.’

(Любая церковь сегодня ‒ это бизнес, Известия 2002.08.30 // НКРЯ)7)

위의 예문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종교과목을 정규교과로 삼을지에 대한 

논란을 담고 있는 기사에서 따온 것으로, 필자는 конечно 이하 부분을 통

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연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표현하면서

도 ‒ 즉, 종교교과의 일반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 동시에 но 이하의 부분을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은 (종교 

간, 민족 간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실제로 자신이 주장

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конечно 이하의 부분을 통

해서는 필자와의 논쟁의 상대가 될 만한 청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

음을 표현하면서도, ‒ 또 그럼으로써 자기주장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7) 여기에서 НКРЯ는 2003년부터 작업된 러시아어 전자코퍼스인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
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를 지칭하는 약어이다. 이하 모두 НКРЯ로 약칭한다.



도, ‒ 동시에 но 이하의 부분을 통해서는 필자 자신의 최종적 입장을 표현하

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와 같은 용례가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청자

의 형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화 속에 침투해있기 때문에 별달리 

구분되어야 할 용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리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8) 
이처럼 화자판단·호소(authorization)를 표현하는 기제가 실제로는 청자판단·호
소(addressation)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은 언어적으로 충분히 수

용가능한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협업론 테제의 작용

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ведь는 일반적으로 화·청자 공통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청자

판단·호소(addressation)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소사지만, 그 기원은 

동사 вѣдѣти의 인구조어 1인칭단수 완료형 вѣдѣ(‘I know’)가 형태-음운적

으로 축약됨으로써 생겨난 형태이다. 다시 말해, 용례상으로는 영어의 you 
know가 문법화 된 기능에 해당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지만, 어원적으로는 I 
know에 해당하는 어휘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9)

이와 같은 화자판단·호소(authorization)에서 청자판단·호소(addressation)으로

의 전환과 관련된 ведь 용법의 특이성은 이 소사가 전체적으로는 서술화자의 

내러티브의 틀 내에서 사용되더라도 자주 강한 ‘자유간접담화(Free Indirect 
Discourse)로의 정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주지하다시피, 내적 

독백 등과 같은 자유간접담화는 3인칭 전통적 내러티브의 화자서술의 부분에 

비해, 여러 층위의 내적인 대화성이 더욱 활성화된 서술형식으로, 물론 ведь
가 사용된 발화가 자유간접담화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시 맥락에서도) 
현재시제형태의 사용과 같은 부가적인 형태-통사적 장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

만, 그럼에도 ведь 특유의 담화-화용적 효과를 이끌어낸다.

8) 혹은 다음 예에서처럼 화자가 청자의 판단이나 추정에 동의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또는 이를 표현함으로써 청자와의 접촉감을 높이기 위해 
конечно를 사용할 수도 있다: “Пришла жена, и, конечно, тут же поссорились 
‘아내가 왔고, 물론 그 즉시 다퉜지.’”

9) 이런 까닭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 소사는 ‘해당 정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을 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Cf. Бонно и Кодзасов 1998:428).



(3) Отправляясь в гости, мать позвала его с собой, и он охотно     
побежал на зов: ведь в гости ходят не каждый день.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가면서, 엄마는 함께 데리고 가려고 그를 불렀고, 
그는 기꺼이 부르는 쪽으로 달려갔다: 정말이지 손님으로 어디 가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니잖는가.’(Бонно и Кодзасов 1998:430에서 재인용)

(4) Беликов нервно засуетился. Ведь это в первый раз в жизни он   
слышит такие грубости. 

‘벨리코프는 신경증적으로 마음이 분주해졌다. 정말이지 그런 험한 말은 
살면서 처음 듣는 것 아닌가.(А. П. Чехов, «Человек в футляре»)

위의 예들에서 ведь로 시작되는 부분은 등장인물의 시각과 어조에서 서술

되는 자유간접담화로서, 각각 어린아이인 ‘그’와 Беликов의 내적 독백에 해당

한다. 대략 각각 ‘정말이지 손님으로 어디 가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니잖

은가’, ‘정말이지 그런 험한 말은 살면서 처음 듣는 것 아닌가’ 정도로 이해

될 수 있을 터인데, 이 발화들이 자유간접담화에 해당하는 것은 인칭직시의 

중심은 여전히 서술화자에게 놓여 있어 등장인물들은 3인칭 기준으로 지칭되

고 있지만, ведь의 사용과 함께 (과거시 맥락임에도) 현재시제형태가 사용됨

으로써 최대한 인물의 내적인 어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ведь가 사용된 자유간접담화는 일차적으로는 서술화자의 시각, 어조

를 중심으로만 서술되기 쉬운 3인칭 내러티브의 약점을 극복하기위해 ‘인물

의 말이나 어조’를 드러내는 장치이지만, 사실 부가적으로 마치 서술화자와 

독자 사이에 활성화된 별도의 채널이 있어, 서술화자가 자신의 화행을 직접적

으로 노출시켜 가상의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청자형상의 문제와 관

련하여) 보다 흥미로운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렇듯 ‘말의 주인’을 드러내는 

것은 자주 청자호소(addressation)의 기제를 활성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로 귀

착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내러티브모드에서는 실제 대

화에서처럼 화자와 동일한 시공간을 점유하는 청자(즉, hearer)는 존재하지 않

지만, 청자형상의 틈입가능성을 표현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되

어 있으며, 그 결과 여러 층위의 ‒ 이를테면, 서술화자와 (허구적) 독자 사이

의, 혹은 등장인물의 어조를 반영한 서술화자와 (허구적) 독자 사이의 ‒ 내적 

대화성이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다.



неужели

지금까지는 화자판단·호소(authorization)와 관련된 어휘소가 청자판단·호
소(addressation)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그럼 이제 

неужели와 같이 이미 그 자체로 청자판단·호소의 요소를 강하게 담고 있

는 소사들의 용례를 살펴보자. 아래의 고대러시아어 예문에서도 볼 수 있

듯이, 이 소사는 고대러시아어 ‘не уж(е) ли’의 구성이 형태-통사적으로 축약

된 ‒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문법화 된 ‒ 형태이다. 

(5) Не уже ли и свою м[а]т[е]рь укори съ мною? 
‘나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의 어머니도 비난하지 않았던가?’

                                       (Vlasto 1986:192)

사실 현대러시아어에도 여전히 ‘не уж(е) ли?’의 구성이 ‘정말로 그렇단 

말이냐?’의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를 표현하는 

소사 уж와 의문소사 ли의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구성은 기본적

으로 화자가 의구심을 가진 채 청자로부터 과연 그러한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Апресян(1980)은 소사 неужели
의 의미를 다음 (6)과 같이 기술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화·청자 사이의 다양

하고도, 활발한 협업의 과정이 해당 어휘소의 의미에 반영되고 정착되는 문

법화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의미기술만으로는 커버

할 수 없는 미묘한 용례들이 생겨난다는 데 있다.  

(6) Неужели P? = ‘До момента речи говорящий считал, что не P; в 
момент речи существуют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или высказывания, имплицирую-
щие P; прося адресата подтвердить или опровергнуть P, говорящий сооб-
щает адресату, что ему очень трудно поверить, что P’
Неужели P? = ‘① 발화시점 전까지는 화자는 P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② 발화시점에 P를 내포하는 (외적인) 상황이나 발화가 존재한다; 
③ 청자에게 P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길 요청하며, 화자는 청자에

게 자신이 (여전히) P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게 매우 힘들다고 알린다’ 

이를테면, Апресян이 제안한 의미기술 (6)은 예문 (7), (8), (9)와 같이 비교



적 표준적인 용례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10), (11)과 같은 반어

적, 수사적 질문에 대해서는 별달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7) А можно попробовать войти в контакт с ребёноком ‒ неужели   
вам не интересно, что его так привлекает в играх? 

‘그럼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해보셔도 됩니다. ‒ 정말로 놀이의 어떤 점이 
저렇게 아이의 관심을 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Юлия Ковалева, Комментарий психолога. “Даша” 2004 // НКРЯ)

(8) Ваша концепция мне близка, но неужели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способ? ‘당신의 생각은 나하고 비슷해,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일까?’ 

                           (Наши дети: Подростки(2004) // НКРЯ)

(9) Неужели вам этого в школе не объяснили? 
‘정말로 너네한테 학교에서 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어?’

(10) Неужели я тебя не пожалею?
‘내가 너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 ‘안타깝게 생각해.’

(11) Неужели я уезжаю потому, что поссорилась с вашим мужем?
‘내가 당신 남편과 싸운 것 때문에 떠난다고?’ ≈‘남편과 싸웠다고 떠나는 

게 아냐.’

예컨대, 예문 (7)은 의례히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노는 데 관심이 있을 거라

고 생각했던 화자가(위의 의미기술 ①번 항목) 아이에게 다가가길 주저하는 

청자의 모습을 보고(의미기술 ②번 항목), 정말로 관심이 없는지를 청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할 때(의미기술 ③번 항목) 사용되는 반면,10) 예문 

(10), (11)의 화자는 아예 청자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사가 없이, 
상대방과의 논쟁적 상황에서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반어적 질문형식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위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예문 (10), (11)에는 화자가 여러 

10) 예문 (9) 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에서 사용된다. 화자는 ‘당연히 학교에서 이 
정도는 설명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의미기술 ①번 항목), 마치 전혀 
배운 바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어린아이의 당돌함에 놀라(의미기술 ②번 항목), 
이러한 놀라움 속에서 혹시라도 설명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다시 한 번 청자
에게 확인하기를 원할 때(의미기술 ③), 사용된다.  



언어적, 비언어적(non-verbal) 소통수단을 통해 지각하고, 파악한 청자 내면

의 판단을 역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반향질문(echo-question)’, ‘내포적 대화

(implicate dialog)’ 등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청자 

사이에 실제 벌어지는 대화에서는 반향질문, 내포적 대화 등과 같은 요소들

이 흔히 생각되는 것 이상으로 많은데, 이는 협업론적 접근에서 지적하듯이 

화자는 대화중 매순간마다 끊임없이 청자가 자신의 생각을 잘 따라오고 있는

지 체크하며, 혹은 필요할 경우에는 있을지도 모를, 가상의 청자의 반응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가며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10), (11)과 같은 예문은 그동안 연구자들을 꽤 곤혹스럽게 했던 

예들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Булыгина и Шмелёв(1982:322)는 위와 같이 

반어적 질문으로 사용되는 용례들에 대해서는 의미기술모델로 ‘ты думаешь / 
вы думаете’를 삽입한, 다음과 같은 풀어쓰기(paraphrase)를 제안한다.

(10') Неужели ты думаешь, что я тебя не пожалею?
‘정말 내가 너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11') Неужел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я уезжаю потому, что поссорилась с  
вашим мужем? 

‘정말 내가 당신 남편과 싸운 것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된 (언어적으로 외화되지는 않는) 내포적 대화의 국

면을 마치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간주해 제시하는 풀어쓰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의 매순간순간 화자와 청자 사이에 벌어

지는 협업과정의 역동성을 생각해보면, 썩 적절한 것은 아니다. 얼굴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수단까지 언어적 단위로 재현해 제시하는 것은 

순환논리의 함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주 그러하듯이, 위와 같은 풀어쓰기의 방식은 애초에 의

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파생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Апресян(1980)이 제

안한 의미기술 (6)을 (10'), (11')에도 적용시켜보면, (10-11)과 (10'-11') 사이

에는 문장초점의 차이가 꽤 크게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안타까워 

한다’는 점과 ‘그런 이유로 떠나는 게 아니다’는 점에 강조점이 주어져있

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네(/당신)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강조점

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두 유형의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도 구별돼, 후자유형의 발화는 

화자가 여전히 청자로부터 답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를테면, Булыгина 
и Шмелёв(1982) 자신에 의해서도 인용된 바 있었던 다음 예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데, 담화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неужели의 화자는 (잘 믿

기지는 않지만) 청자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 즉, ‘그녀’가 자살하지 

않고 결혼식을 뒤로 미룰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 묻고 있으며, 청자 역시 그

렇게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11)

(12) ‒ Завтра, как только её не станет, я тоже умру.
‒ Как это не станет? Что за глупость!
‒ Неужел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она перенесёт эту свадьбу?
‒ Конечно, это будет славный, великий праздник.
‒ 내일 그녀가 죽으면 나도 그 즉시 죽어버릴 거야.
‒ 아니 어떻게 죽는다는 거야? 어리석은 소릴 하긴!
‒ 정말로 그녀가 이 결혼식을 미룰 거라고 생각하세요?
‒ 물론이지, 아주 멋있는 훌륭한 축제가 될 거야. 

반면 (10), (11)의 화자는 청자로부터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

라, 오히려 청자를 제압하기 위해 неужели가 있는 발화를 수사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이처럼 화·청자 사이의 비언어적 협업의 과정을 언어적으로 외화시켜 

표현하는 풀어쓰기의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의 역동성을 외면한, 매우 나이브한 

처방에 가깝다.12)

11) 물론, Булыгина и Шмелёв(1982)는 이 예를 ‘неужели ты думаешь / вы 
думаете’를 통한 풀어쓰기라는, 자신의 기존의 입장을 확인해주는 논거로 간주하고 
있다. 

12)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неужели가 불완료상 과거형과 사용될 때이다. Хонг 
(2003:188-189)에서도 다룬 바 있듯이, объясняли과 함께 사용된 다음과 발화는 
유사한 반어적 질문임에도 위의 (10'), (11')와 같은 неужели ты думаешь를 이용한 
풀어쓰기가 아예 적용될 수 없다: “Подумаешь, как интересно (...) Васенька, 
поговорим серьезно. Пойми ты, пожалуйста, у нас с тобой ничего не может 
быть. Кроме скандала, конечно. Подумай, глупенький, я тебя старше на 
десять лет! Ведь у нас разные идеалы и все такое ‒ неужели вам этого в 
школе не объясняли? Ты должен дружить с девочками. Теперь в школе, 
кажется, и любовь разрешается ‒ вот и чудесно. Вот и люби кого 
полагается.”(А. Вампилов, «Старший сын») неужели가 사용된 위의 예문은 



그럼 이제 2장에서 다뤘던, 허구적 독자·청자(наррататор; fictive addressee)
의 문제를 이른바 ‘역사적 현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허구적 독자란 작품 내에 어떤 구체적인 인격적 개체로 등장

하지는 않지만, 소설 속 (허구적) 서술화자의 가상의, 상상의 커뮤니케이션 상

대역(counterpart)으로, 소설 속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서술화자가 어떤 의미

에서는 ‘가상적으로 말을 거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순전히 논리적인 측면에서

만 보자면 모든 소설에서 허구적 독자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 소설 구성

의 측면에서는 서술화자와 허구적 독자·청자 사이의 ‘(순전히 허구적 세팅 내

의 가정이지만) 물리적 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다.  
그럼에도 소설 속 서술화자가 자신의 허구적 독자로 불특정의 막연한 대상

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설의 장르에 따라, 혹은 서술화자의 유형

에 따라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허구적 독자의 범위는 훨씬 좁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성장소설에서는 통상 젊고 미성숙한 서술화자에 비해 더 나이가 있

고 성숙해서 어렸을 적의 일들을 잘 돌이켜볼 수 있는 존재가 허구적 독자로 

상정된다. 예컨대, Шмид(2008: 102-104)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도스토옙스키

의 “미성년”의 도입부분은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린 중고생이 구애하며 쫓아다니자, 이를 훈계조로 ‘진압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 정도도 설명해주지 않지는 않았겠지”하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다. 특히, 이 경우 화자는 청자로부터 답변을 전혀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있어, 완료상 과거형 объяснили가 사용된 예문 (9)와도 구별되며, 또 질문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불완료상의 사용으로 인해 예문 (10), (11) 유형의 
반어적 질문과도 구별된다. 이처럼 неужели가 불완료상 과거형과 결합할 때는 또 
다른 효과를 내는데, 이러한 용례들은 부분적으로 동사 상의 용법과도 관련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반어적 발화가 구현되는 방식은 다양한 협업론적 요인들(이를테면, 화자와 
청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테마에 관한 것인가, 청자의 화행의도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화자의 대응은 무엇인가 등등)이 작용하는 양상에 따라, 
그리고 사용된 다양한 어휘적, 문법적 범주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단일한 분절적 기준으로 포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모한 시도에 가깝다. 
결국, 이렇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언어단위의 의미변이, 기능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3) Не утерпев, я сел записывать эту историю моих первых шагов 
на жизненной поприще, тогда как мог бы обойтись и без того. Одно 
знаю наверно: никогда уже более не сяду писать мою автобиографию, 
даже если проживу до ста лет. Надо быть слишком подло влюбленным 
в себя, чтобы писать без стыда о самом себе. Тем только себя 
извиняю, что не для того пишу, для чего все пишут, то есть не для 
похвал читателя. (...) Я ‒ не литератор, литератором быть не хочу и 
тащить внутренность души моей и красивое описание чувств на их 
литературный рынок почёл бы неприличием и подлостью. 

피해갈 수도 있었겠지만, 참지 못하고 삶의 무대에 내가 첫발을 내디딘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앉았다. 아마 이거 한 가지는 아는 것 같다: 내가 
만약 백 살까지 살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은 내 자서전을 쓸 것 같지는 않
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창피함 없이 쓰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뻔뻔
할 정도로 자기애를 가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고, 즉, 독자의 칭찬을 받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내 자
신을 변호할 뿐이다. [...] 나는 문학가도 아니고, 또 문학가가 되고 싶지도 
않다. 내 영혼의 내면을 끄집어내서 문학시장에 내놓기 위해 감정들을 아름
답게만 묘사하는 것은 무례하고도 뻔뻔한 일일 터이다.(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Подросток»)

위에서 서술화자는 자신의 작업을 표면적으로는 자서전이라 칭하고 있어, 
본문에 언급된 독자 역시 형식적으로 자서전의 독자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소설의 형식적 외피에 따른 것일 뿐, 소설의 서두 부분이 (보다 성숙

한) 허구적 독자·청자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혹은 자기 글의 문학적 수준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는 내용들로 가

득 채워져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성장소설에 표준적인 허

구적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 
아래에 인용된, 고골의 죽은 혼의 예는 소설 구성의 측면에서 보다 흥미

로운 사례를 보여준다. 

(14) Хотя время, в продолжение которого он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ени, 
переднюю и столовую, несколько коротковато, но попробуем, не успеем 
ли как-нибудь и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 сказать кое-что о хозяине дома. 
(...) да притом мне пора возвратиться к нашим героям, которые стояли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перед дверями гостиной, взаимно упрашивая друг 
другра пройти вперёд. 



그들이, 현관, 문간방, 식당을 지나는 데 드는 시간이 다소 짧기는 하지
만, 어떻게든 이 집의 주인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는 시간으로 쓸 수는 없
는지 검토해보자. [...] 게다가 이제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간청하며 이미 수 
분 동안 객실 문 앞에서 서있는 우리의 등장인물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
었다.(Н. В. Гоголь, «Мёртвые души»)

위에서 서술화자는 여러 면에서 통상적인 소설적 관례를 벗어던질 뿐 아니

라, 오히려 그 관례를 거침없이 드러내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서술화자는 소

설 속 인물들을 직접 ‘등장인물(герой)’이라 칭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으

며,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들을 마치 인형극 내의 꼭두각시처럼 취급하고 

있다(이를테면, 서술화자가 잠시 내러티브의 본류에서 벗어나 ‘집주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등장인물들은 마치 화자서술에 의한 내러티브의 진전이 없

었던 관계로 수 분 간 객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소 코

믹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위의 서술화자는 소설적 관례에 비춰볼 때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위의 사건이 허구의 공간에서 벌어지

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화자서술행위를 하나하나 지칭하

고 있다, ‒ 그럼으로써 마치 자신이 허구적 청자·독자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의 공간이므로 물리적으로 

동시적 청자, 즉 hearer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마치 이러한 hearer를 상정하

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2장에서 지적했듯이, ‘화자판단·호소

(authorization)’의 요소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역설적으로 ‘청자판단·호소

(addressation)’의 측면 역시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예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물론 고골이 문학적 기법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구성을 택한 것

은, 어쩌면 이상적인 허구적 독자·청자로 마치 꼭두각시와도 같은 죽은 혼들

로 구성된 ‘인형극’의 유희와 그 허무함을 잘 알 만한 사람들을 상정했기 때

문일지도 모르겠다.13)

사실 역사적 현재의 구성의 측면에서 위의 사례들처럼 복잡하거나, 기교를 

부린 예는 아니지만, 허구적 독자·청자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13) 위와 같은 화자서술의 부분을 흔히 ‘서정적 일탈(лирические отступления)’이라 
일컫기도 한다. 여기에서 ‘서정적’이라 함은 (서술)화자가 자신의 정서, 캐릭터 등
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런 까닭에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술
화자가 동시적 청자로서의 허구적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낸다.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역사적 현재를 ‘과거시의 맥

락에서 화자가 직접 목격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시제가 사용된 경우’
로 간주하는 통념적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 현재는 

소설 속 내러티브의 공간 내에 이른바 ‘동시적 청자(hearer)로서의 허구적 독

자·청자(нарратато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14) 
이를 그냥 아주 단순한, 통념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마치 청자를 전

달되는 사건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한 시도’ 정도가 

될 터인데, ‒ 이처럼 역사적 현재는 내러티브 텍스트의 커뮤니케이션 조건상

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15) ‒ 사실 이와 같은 허구

적 독자·청자의 활성화는 2장에서도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제 층위

에서 내적 대화성을 유도한다. 
이를테면, 아래의 예들은 모두 한국 전래동화를 러시아어로 번안한 «Феи с 

Алмазных гор»라는 작품에서 따온 것인데, 역사적 현재가 사용된 부분들이 

일차적으로는 등장인물인 호랑이나 아이들의 지각, 관점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또 마치 동화가 구연되는 허구의 공간에 독자가 동시적 청자(hearer)로 참여하

는 듯한 효과를 이끌어낸다. 

(15) Бросила тут мать из-под одеяла бобы, дети обрадовались, 
схватили... Смотрят: не бобы это, а пальцы меньшого братца ‒ одни 
косточки остались. Поняла тут девочка, что не мама это, а тигр 
лютный, столетний. Задрожала от страха и думает, как бы из дома 
выйти. Думала, думала и придумала.

그때 엄마가 이불 밑에서 콩을 내던졌고, 아이들은 기뻐서 붙잡았다⋯⋯. 

14) 사실 역사적 현재에 관해서는 이인영(1993) 교수님에 의해 충분히 논의된 바 있
다. 이인영 교수님은 역사적 현재를 이른바 ‘현실계와 비현실계 간의 양상적 이중
초점 유희’로 규정한 바 있었는데, 이글에서 필자는 인식적 양상관계를 중시하는 
이인영 교수님의 접근과는 다소 달리, 서술형식(форма повествования)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애초에 이 논문은 역사적 현재의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하려 했으
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일단은 허구적 독자‧청자와 역사적 현재의 상호관
련에 주목하였다. 이른 시일 내에 역사적 현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주지하다시피, 내러티브 텍스트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발화가 화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역으로 작가의 입장에서는 ‘동시적 청자’, 즉 hearer가 부재한, ‘온전
하지 못한’ 소통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보니: 이건 콩이 아니라, 남동생의 손가락들인 거다 ‒ 뼈만 앙상하
게 남아있었다. 그때 여자애는 이건 엄마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백년 묶은 
호랑이인 걸 알아차렸다. 공포에 몸을 떨었고, 과연 어떻게 이 집에서 나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마침내 방안을 생각해냈다.
(В. Пак, «Феи с Алмазных гор»)

(16) А тигр съел меньшого братца и ждёт, когда девочка придёт, 
второго братца приведёт. Ждёт тигр, ждёт, а девочка не идёт. Понял 
тут тигр, что обманула его девочка, да как зарычит! Выскочил во двор, 
сбросил материнское платье, длинным хвостом машет, девочку с 
братцем ищет. 

호랑이는 남동생을 다 잡아먹고, 여자애가 돌아오기를, 또 다른 남동생을 
데리고 오기를 기다렸다. 호랑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여자애는 오지 않
는 거다. 그때 호랑이는 여자애가 자기를 속인 것을 깨닫고는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마당으로 뛰어나가 엄마 치마를 벗어버리고는 긴 꼬리를 흔들며, 
여자애와 남동생 애를 찾는 거다.(В. Пак, «Феи с Алмазных гор») 

(17) Ещё громче зарычал тигр, к колодцу подбежал. Заглянул, а там 
девочка с братцем сидят ‒ ива у колодца росла.

호랑이가 더 크게 으르렁대고는 우물 쪽으로 달려갔다. 안을 들여다봤는
데, 거기에 여자애와 남동생이 앉아있는 게 아닌가 ‒ 우물가에는 버드나무
가 자라 있었다.(В. Пак, «Феи с Алмазных гор»)

(18) ‒ Дурак ты, дурак!
Услыхал это тигр, голову поднял, смотрит: на дереве дети сидят. 

Только не забраться тигру на дерево, и решил он на хитрость пойти.
“에이, 너는 바보야, 바보!”
호랑이가 이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쳐들고 봤더니, 나무 위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다만 나무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서, 꾀를 내기로 생
각했다.(В. Пак, «Феи с Алмазных гор»)

다시 말해, 예문 (15)에서 볼드체로 표현된 역사적 현재의 부분은 일차적으

로 ‘콩인 줄 알았는데 동생의 뼈이더라는’ 놀라움과 공포라는 아이들의 지각

을, (16)에서는 호랑이의 기다림의 지각적 시간과 ‘속았다는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조급함을, (17)과 (18)에서는 각각 호랑이의 예기치 못한 놀라움과 반가

움을 표현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동화에 정신없이, 생동감있게 빠져들 어린 

독자들을 허구적 청자로 초대하고 있다. 이처럼 위와 같은 동화에서의 역사



적 현재는 독자로 하여금 내러티브적 제약을 벗어나 구연과 관련된 의사-극
(pseudo-dramatic) 체험을 유도하는, 달리 표현하면 내러티브적 독서체험과 구

연적 극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하는 유력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치 동시적 청자(hearer)로서의 허구적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즉, ‘온전하지 못한’ 내러티브적 소통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기 위해 역사적 현재를 사용한다는 입장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접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간의 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청자형상의 측면을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던 까닭은 아무래도 역사적 현재와 

관련해 주로 화자와 관찰성(наблюдаемость)의 변수에만 치중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찰성의 기준만으로는 역사적 현재에 대해 접근할 시에는, 내러티

브모드 내에서 그냥 과거시제로 표현했을 경우와의 차이를 온전히 설명하기 

힘든데, 이는 내러티브에서는 과거시제 역시 관찰자의 준거시점에 대한 동시

성을 표현하는 까닭에(이와 관련해서는 Падучева 1996, 홍택규 2009를 참조

하시오), ‘관찰성의 활성화’라는 변수만으로는 내러티브에서 과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 달리 표현하면, 내러티브에서 과

거시제와 현재시제가 이른바 ‘중화’될 수 있었던 조건을 ‒ 설명해줄 수는 있

을지언정, 그 차이를, 다시 말해, 왜 굳이 역사적 현재를 사용하는가 하는 이

유를 설명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16) 

16) 아울러 덧붙이자면, 러시아어에서 통상적으로 현재시제는 불완료상만으로 표현되
는데, 관찰성(наблюдаемость)이라는 변수는 시제보다는 상에 우선적으로 관련된 
자질인 관계로 역시 반쪽만을 설명해줄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예문 
(16)의 “да как зарычит ‘갑자기 으르렁대기 시작하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갑
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표현하고자 할 시에는 역사적 현재로 완료
상 현재형 역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처럼 역사적 현재 기법에는 상의 변수만 작
용하는 게 아니라, 시제의 변수 역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제와 
상 범주가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역사적 현재 기법을 온당하게 설명하기 위
해서는 관찰성의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역사적 현재를 지
칭하기 위해 Падучева(1996)가 제안한 ‘내러티브적 현재’라는 용어 역시 썩 잘 
정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용어는 역사적 현재가 내러티브라는 조건에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만, 사실 내러티브적 소통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사용된다는 용법상의 동인과는 정반대의 역설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시적 청자(hearer)의 형상이 묘사되는 사건 속으로 끌어들여지는 
이러한 정황을 잘 표현한 용어는 사실 Chvany(1984)가 제안한 ‘극적(dramatic) 현



지금까지 이른바 협업론 모델의 관점에서 ‘청자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문법론적으로, 서사론적으로는 이 ‘청자의 형상’
을 어떻게 입론할 수 있을지 간단히 살펴보았다. 청자라는 영역 자체가 생래

적으로 화자에 비해 덜 안정적이고, 더 분산적인(diffuse) 범주여서, 사실 발화 

내에 이 형상이 어떻게 반영되고, 구현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은 애초부

터 어느 정도는 한계가 지워져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소 관성적인 자율

론적 견해에서 벗어나, 화·청자 사이의 역동적인 협업과정에 주목하면, 그간

의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여러 측면들을 재조명할 수 있다. 
이를테면, конечно나 ведь 등에서 발견되는 ‘청자판단·호소(addressation)’의 

의미자질을 비로소 온전히 파악할 수 있으며, неужели와 같은 소사에서 개발

되고 있는 여러 담화-화용적 용법들을 어휘론적 의미기술(толкование) 내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미기술

로는 포착되지 않는 여러 용례들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청자의 형상’에 대한 관심은 이른바 ‘역사적 현재’의 문제를 ‘동시적 청자

(hearer)로서의 허구적 독자(наррататор)’의 틀 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로 관찰성의 측면에만 주목했던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돕

는다. ‘청자의 형상’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 검토가 향후 개별 언어현상들에 

대한 분석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용어는 문법론, 의미-화용론 기술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도 이점이 있어서, 전통적인 문학장르 구분의 삼분법을 ‒ 이를테면, 서사(epic) 장
르, 극(dramatic) 장르, 서정(lyric) 장르를 ‒ 커뮤니케이션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소
통상황 유형에 ‒ 즉, 각각 내러티브, 일상구어담화, 양자의 중간에 ‒ 그대로 적용
한 채, 위의 정황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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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К вопросу о так называемом ‘образе читателя’

Хонг, Тэк-Гю

Данная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к вопросу об так называемом ‘образе 
читателя’ в рамках кооперативного подхода, а не автономного. Под словом 
‘образ читателя’ понимается,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тот реальный или вообра- 
жаемый субъект, который в процессе диалога или фиктивного нарративного 
повествования адресовано высказывание говорящего и повестовател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речь идёт о таких нарративных жанрах, как повесть, рассказ, 
роман, а также сказка, т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браз читателя рав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фиктивному адресату или наррататору. 
Хотя адресат онтологически и генетическ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менее 

устойчивую, и более диффузную категорию по сравнению с говорящим, 
всё же тщательный анализ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снова 
осветить те или иные дискурсивно-прагматические употребления таких 
лексем, как конечно, ведь, неужели и т.д. В частн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й 
анализ может внести вклад в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имеющихся толкований 
частицы неужели.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подходить к так называемому историческому настоя- 

щему посредство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нятийного аппарата ‘фиктивного адре- 
сата или наррататора,’ то можно анализировать данное языковое явление 
гораздо эффективнее и адекватне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