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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성 또는 말하71 장료찍 ;생 체 념냐줍71
김주관*

1.물어가는말
일차적인 대상을 다루는 방법띄 촉변에서 언어씬휴학의 역사흉 요

약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타냐는 따양한 언어 혐상을 특정의
범주플로 나누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초 71 외 연구자들은 사펴어
(Sapir) 가 훈화와 언어간의 관계륜 쩔 I생하면서 제시한 펼수척인 범주
들에 관심을 두었고， 언어와 인지 체계간의 판계룹 연구해 온 민족파
학자들은 특정의 의미 영역이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달려 조작되는가를

중요한 작업으로 삼았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자둡은 사회마다 상이
하게 나타나는 말하기 장르와 각각의 장르가 운용되는 방식 에 관심을
두고있다1)
하지만 초기 문화와 언어 연구에서는 주로 문볍척인 범주룹， 민족
과학에서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범주활 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일
상적인 말하71 행위와는 별 판련이 없는 뱀주틀옳 다E츄어 왔다. 실제

로 말하기의 장르가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은 것은 의사소통의 민족
지학에 이르러서였다.

하임즈가 말하기 행위활 분석하기 뀌해 제안한 SPEAKTI얘G 모텔에
*목포대학교 호남학연구소 연구교수

1) 언어인류학의 조류와 전반적 개관에 대해서는 왕한석(1 987) 옳 창조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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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장르는 전흉적인 장르와 법쭈뽑만 아니라 상이한 짧하기 상
황에서 일어나는 명확하게 퓨정훤 행식외 말하기 사례 또는 말하기
행동으로 이해됨다 (Hymes

1974: 54-60).

외사소흉의 민쪽지학의 접

근법이 언어인류학의 주요 패러다임으뚱 자리훌 잡온 이후 최근에 이

르기까지 언어인휴학자뚫은 한 언어팡흉체에서 발견되는 개별적인

말하기 장르의 민쪽지적인 기술에 주력하여 왔다 2) ::J.러나 기존의 연
구들에서는 특청의 말하기 사례나 행동파 주어진 말하기 상황간의 관
계 셜정， 측 말하기 장르률 쩔정하는데 있어 대체로 두 가지 경향올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나는 각각의 땅하기 장륜뚫 01 상호 배타적
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떻게 규정된 딸하기 장르는 특정의
말하기 사혜나 행동은 톡쩡의 딸하기 상황에서딴 나타나는 말하기 행
위로 한정된다. 또 다륜 하나윤 얄상적인 말하기 장르가 다륜 보다
한정왼 말하기 장르의 양식옳옳 차용하는 청우이다. 보흉 。l 러한 차
용은 화자가 특별한 의도훌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

대， 아프리카 남동쭉 해안에 위치한 마다자스카르에서 사용되는 말라
가시어 (Mala쟁sy) 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륜 맙하지 양식이 존재한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하기 양식윤 레사카 (r，짧ka) 라 훌리윤 장르이고，
의례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장르윤 카바리 (kabary) 라 불려는 양식이
다. 보통 카바리는 혼례나 장례와 같윤 의례의 상황에서딴 쓰이는 말

하기 사례로 일상의 때화에서는 사용되지 않논 것으호 아주 배타적인

2)

의사소룡의 민족지학온 말하기률 민휴지화쩍요로 7] 옳활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다양한 발하기 행위옳이 띤쪽지척 기술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의례 퉁과 같온 흉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말하기 행휘뺑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말하기 행위도 주요한 대상이 되어왔다. 이 각각의 상황에서
얼어나는 말하기 행위훌이 하냐씌 장르로 깐주휩 수 있다， 힐상적띤 말하기
의 민쪽지쩍 기숨로는 Basso (l 979) 훌 률 수 있고， 뽑정 상황률과 연관훤 말하
기 장르에 대한 기숨은

Keenan

때d

Keenan (1 978). Sherzer (1 974. 1983).

Dur없10 (1 994) 풍이 좋운 예가 펼 젓이다.

다생성 또는 말하기 장료의 경제 념나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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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딸하기 행위라 황 수 있따. 반면 례사짜듭 웰상 생활에서 사

용하는 말하기 행위이지만， 화자의 흉별한 외또-대인 환계에서 갈풍
올 회피하려는 전략-에 의해 카바라 양식 01 훤용되기도 한다(Keenan

and Keenan 1978) ,

말하기 장뭘어1 대한 이 러 한

71 슐홉

보다 배타적 인

톡청의 말하기 장르가 갖는 자기 완쩔성이란 정파 상대썩으로 포웹적
인 일상적 말하기 장르의 개방성이란 점에서 이해될 수 있옳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찍문이 제기왼다; 혹정띄 말하기 장르는 함상 배타척
으로 사용되는가? 일상척인 말하기 장료가 다혼 짱E료로 뺀용되는 경
우는 없는가? 흘정의 말하기 장료가 일상의 딸하71 장..Ë..'5t 원용훨 때

는 항쌍 화자의 의도가 개입되는가?
하지만 일상의 언어 행위에서 어떤 맙하기 장르툴홉 장르의 확성윷

유지하면서도 서로 배타쩍으로 존재하지도 않훌 뽑 아니라， 화자의
특정한 의도가 없이도 장르의 경계흉 넘나촬며 사흉되기도 한다. 즉
륙정 장르의 말하기 양식이 다흔 말하기 장료에서 쓰일 때， 구조적으

로 그 쓰임새가 위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01 한 장르에 속한 말
하기 양식들이 단지 병치되어 존재하는 경우뚫어 있다는 것이다. 예

컨대 멕시코 중부에 거주하는 나후아뚫 (Nahuad) 화자뜰윤 스페인어
와 메히카노어 (Me찌cano) 를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사용한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 두 언어는 서로 다륜 장르의 언어똥 이해 훨 수 있다. 하

지만 일상 생활에서 나후아똘 화자윤 륙벌한 의도가 없이 때히카노어

와 스페인어훌 병치하여 사용한다(돼ll1995) ,3)
지금까지 씬어인류학자율이나 사회언어학자옳홉 앤어변이행의 존

재나 상야한 딸하기 장르의 존재를 ::J. 각각이 갖논 기놓쩍 측면에 설
명의 초점올 맞춤으로써， 병치되어 쓰이는 딸하기의 관행에 대해서논

그리 주목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실제로 자띤 밥화에서는 기놓적으

3) Hill and HiIl (1986) 용

이러한 언어 사용율 언어혼합 (li때뼈tic syncretism) 으로

설명하지만 .H피(1 995) 에서는 다성성 (m띠tiVi없lity) 으로 쩔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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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또는 화자의 의도로 셜 I생 활 수 없는 딸하71 회 사쩍}률이 자주 발견

된다. 이런 종류의 말하기 사례는 말하기자 잦는 효과보다는 딸하기
의 현상쩍 휴딴에 보다 주목할 것용 요구한다，
최근 툴어 언애인류학이나 사회연어학에서 환심윷 끌기 시작한 바
흐씬

학따의

개념툴，

예컨대

(polyphony) , 이 의 어 (heteroglossia)

다성성 (multivocality) , 다옴성
4

)

흉윤 말하기 현상에 대 한 유용한

분석 도구륨 제꽁하는 것으로 보인다 (Bahkrin

1968 , 1981 , 1986;

1984 , Voloshinov 1986) . 한 언어공홍체 내의 다양한 언어 맨이형돌뿔
만 아니라 다양한 말하기 장르활의 존재논 어떤 합목척쩍인 이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젓， 그리고 변 01 형률의 교체
나 장르간의 원용융 특정의 말하7] 상황에서 화자에 외한 의도적 선

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 언어꽁홍체 내에 폰재하논 다양한 목소리뜰의
발현이라는 혹변에셔 다루어 질 수 있윤 것이라 7] 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지금까지 언어연휴학에서 다루어 온 장르의 개념과 관
련하여 장르간의 경계활 넘나드는 딸하기 판행을 기술하는 률로 사용
될 수 있융 것이다. 전통적인 장료의 개념， 축 “무시깐적이고 고정되
어 있으며 단열한 구조 .. (BrigJ맑 and

4)

Bauman 1992: 143) 가 아니라， 특

본고에서는 기존의 번역어률 사용하지 않고 펼자의 번역어흘 사용하기로 하
였다. 이는 개념들윷 보다 명확히 사용할 펼요어l 훼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
간 한국에 소개된 바효젠이나 활로해노프의 져작뜰에서 번떡 상의 문제들이
보이기 때푼이다. 많온 번역서나 논문에서 다성성 (m띠tivocality) 과 다옴성
(polyphony) 융 구환없이

‘다성성 이라고 번쩍하고 있는데， 이 둘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다성성용 한 사회내에， 또는 한 개인에

게 목소리가 다중으로 존재한다는 현상에 대한 용어라면. 다음생은 그 다중
의 목소리틀 간의 판계， 또는 목소리들의 존재 양태흉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호씬이 음악 용어훌 차용하띤서 왜 단읍성

(homophony) è}는

용어훌 사용하지 않고 다옴성 (polyphony) 라는 용어률 선

택했는가률 생각해 본다면 보다 봉명해 질 것이다.

다성생 또는 말하기 장르의 경계 넘나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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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르의 사용옳 “발화의 조작과 그 밸화가 일어나환 사례의 조직
간의 상호 작용 내에서 (Brig짤 and Bauman 1992: 142) 찾아야하는 딱

동적인 말하기 상황율 기술 할 수 있윷 것이라는 점 01 다 5) 쩔국 언어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장르간의 교차 사용이라는 말하기 판행이 바흐
첸의 다성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띠라 기대훤다.
본고눈 ‘군대말’ 와 ‘사제말’ 이라는 뚜 장료외 말하기 판행아 군대

라는 언어공통체 내에서 사용되는 양상옳 71 슛하고자 한다 ó) 지끔까
지 군대말에 대한 연구는 김주판(1 989) . 박용한(1 997) . 이정확(1 998.

200 1) 둥이 있지만， 이 연구들은 존대말이 군대쌀파 사제말에서 어떻
게 전략적으로 쓰이는가에 초정올 두고 있올 뽑이다. 따라셔 군대딸

과 사제말 각각이 하나의 똑립원 말하기 장르로서 존재하며， 이 두
장르 간에 교차 사용되는 말하기 관행이 :::J. 자체뭉셔 하나의 텍스트
를 형성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뚱 보여친다. 본고는 장료 간

의 말하기 교차 사용이 어떻게 다양한 목소려풀이 엮어가는 하나의
텍스트릎 형성하는가륭 기술하려는 젓이다.

2.

말하기의 장료의 변별성

장르는 훈화파 수사학의 환야에서 오랫흉안 사용되어 온 개녕이지

만， 최근 쓸어 그 사용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문화적 현상의 분석
에서도 전형적인 행위의 외미로 사용되고 았다 (Bazerman 1988.

1994; Berkenkotter and Huckin 1995; Miller 1984; Orlikowski and
5)

언어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장르의 개념은 바흐챔이 사용한 장르의 개념 , 즘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맥락 종속적인 택스드라는 것과 상흉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B짜htin

6)

1986: 60-102).

본고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필자의 석사확워논문(김주관 1989) 옳 위해 수집
했던 것물이다. 조사는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실시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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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es 1994).

봉11에셔 사용하는 말하기 장료외 개댐도 전통2썩인 문화

이나 수사학회 개념보다는 보다 확장됨 의미회 것으로， 한 언어꽁통
체의 성원률에 의해 상이하다고 인식떼는 판습책인 웰하기 행위들올
말한다. 따라서 짤하기 장료는 언어짱흉체에 따라 활려 나타1날 수 있
다는 점에 휴냄혜야 활 것이다

단기사병으로 어루어진 언어꽁홈체 내회 말하기 판행윤 두 개의 장
르로 구분훤다， 공동체 성원뚫이 사용하눈 용어률 벌면

‘군대말’ 파

‘사제말’ 로 구분되는 이 장르옳운 푼종절쩌미에서 .::z. 특정이 훈명하

게 나타난다. 이러한 혹징용 입대 후 가장 먼저 틀는 .ìïI판이나 조교
들의 말에서 함축척으로 표현된다. 즉 ”이제부턴

마라. 군대에서 모든 딸윤 ‘-다.’

‘-까，’

‘-요，’

‘-요’

하지

‘-,2.’ 로 끝난다. 너회들윤

이제 사제인이 아니다. 밖에서 쓰던 말용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논
말에서 군대말파 사제말씌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계급에 의해서 지위와 역활옳 부여방고， 그에 따라 상급자와 하급

자 깐의 판계가 규정되며， 행위의 집단쩍인 표품성과 획일성이 중요
한 가지로 인식되는 군대 문화(김종호 1985:2-3) 가 군대말에서도 그

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말하기 규범운 하굽자가 모든 상급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논 젓이다. 만약 이 말하기 규범을 어

겼올 때는 시민사회의 잔재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자식 , 아직도 사채 (私制)야? 여 기자 니네 안방인줄 알아? 똑바로

말해” 풍으로 채재훌 받게 된다. 한혐 업대 흉기나 하급자에게는
‘해’ 나 ‘해라. 체홉 사용한다. 이 경우도 상급자의 말하기 규범과 마
찬가지로 강제척으로 사용되￡록 강요된다. 즉， 상급자는 어떠한 경
우에도 하굽자에게 존대활 활 수 없다， 이러한 군대말의 용례는 다음
과같다.

(1)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따3 평서푼

다성성 또는 말하기 장르외 정계 넘나훌기

애물 데리고 나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먹지는 짧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대장념여 챔링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하쨌습냐다.
예! 오늘용협외가없습니다.

@의문문
저쪽온 사제 지역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상황이 언제 끝나는 겁니짜?
저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혈 수 있습냐 7，T}?
@명령문
상병님. 져활 보내주십시오，

염려 놓으씹시오. 제가 알아셔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 사항융 명심해서 룹어 주십시오.
저 대신 이것 줍 해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별 문제 되쨌옵니까?

(2) 홍급자 간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 명서문
일병. 그런 눈으효 활 것 없다.
야! 내 씬 없어 졌어.

없다. 미안하지만 있어두 없다
지금부터 너회룹에게 시범몰 보여 주겠다.
자，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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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
야， 일병! 무섭냐?
너 휴가 중에 무슨 일 있웠지?

왜? 너 낀 어쨌윤데?
자식， 그런거 하냐 재때흘 챙기지 훗해?

야! 없어진 걸 어떻게 하냐?

@ 명령문
일병， 솔직히 딸혜.

야， 야! 수입포 좁 벌 i펴 주라.
야! 청소좀 잘해라.
야， 신병! 이리 와.
이병. 그것 좀 가져 와라.

이상의 용례윷로부터 군대 사회에셔 01 상2책으중 채택되는 말단계
의 대표형들은 〈표 1)파 같 01 .B.약휩 수 있다，
군대말의 장르책 톡성용 일반적씬 존대발 사용왜 용례와 비교해 볼
때， 말단계의 수가 적고 보다 캠씩쩍떤 획미흘 전짧하는 어미를 이상

적인 언어 표현 형태훌 채택하고 있다논 점이다. 이는 대상 언어꽁통
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죽 군대 사회에서 깨별 성

원올 구분하는 이상적 속성운 계굽이라는 &인밖에 없기 때푼에 말단

계가 존대와 비존대의 두 동분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존대말
〈표

'è느

대

비존대

1>군대앓21

룹흉젊어띠

평서문

의문문

며。려。묘\!..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한다

하냐

해라

해

해

해

다성성 !E는 말하기 장프의 경계 넘나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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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격식척인 어미옳 사용하윤 것용 협석 2씌어고 쩔，s:.홈 요구하는 군

대 사회의 속성에서 기언하는 것으로 이해훤다，
군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또 다륜 장르인 사제딸윤 촌때할에서

‘해

요’ 체룹 사용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물론 ‘-닙니다’ 흉 사용하기도 하
지만， 이의 사용은 계급 차이가 많이 나거나 친밀도가 형성되지 않온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대화 참여자의
상호 작용에서 행위익 기준윤 계굽어1] 71 쪼활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의 존대말 사용윤 군대말로 보아야 할 잣。l 다. 사제말에서 사

용되는 존대의 용례논 다용과 같다‘

CD

평서문
애인 같윤거 없어요.

얄아요. 여 71 서 냐고 자랐쩌요.
예. 01 젠 좀 함 만 해요，
그럽요， 우리한테 잘 해 췄는데요.
제가일단해 보죠，

@의문문
그럽 분대장님윤 가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대체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격 가려나보죠?

쐐 또 무슨 일이 생졌어요?

@명령문
이쪽으로오지 마요.

일병님， 이것 좁 도와춰요.
약속은꼭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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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

존

대

비존대

2> 사저|밟외 f용짧짧쩌미

명서훈

의문훈

명령문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한다

용}냐

해라

해

해

해

사제말의 비존대어윤 군대말파 마찬가지풍 ‘해(라)’ 체가 사용된다.
이러한 사제발의 딸단계윤 〈표 2>풍 요약휩 수 았다.
사제말의 특정윤 현행 존대말의 변화 츄 01 훌훌 그때로 반영하는 것으

로 보인다. 죽 현대 한국 존대말 체체에서 ‘해요‘ 체의 쓰임이 젊윤 충
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서정수 1984: 215-226) 말단계의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존대어로 두루 사용훤다눈 지적(성기철 1984; 한길

1991. 2002) 옳 볼 때， 조사 대상 언쩨꽁홍체 성원옳이 사용하는 사제
말의 형태는 그쓸의 연랭윷 고려하떤 자연스러운 현상요포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두개의 서로 따른 말하기 장르블운 적

어도 존대의 표현에 있어서 형태혼적으로 확셀하게 구분된다. 다읍
절에서는 이뜰이 실제로 말하기 상황에서 사용찍는 사례뜰옳 살펴 볼
것이다.

3.

자연 발화 상태에서씌 밥하기

일상적인 말하기 장르훌 제와한 톱쩡회 맙하기 장철뚫。l 표현되는

것윤 실제로 륙정의 말하기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사
모아 (Samoa) 에서나 쿠나 (Kuna) 에서의 정치적 연썰온 정치적 성격윷
갖는 집회에서 행해지며 (D따anti

1994; Sh앉zer 1983). 마다가스카르

의 카바리는 혼례률 위한 집회와 같용 아주 황식화왼 의혜에서 사용
된다(Keenan and Keenan 1978). 본고에셔 다후논 균대맙파 사제말이

다성성 또는 앓하기 장르외 경계 념나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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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장르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딸하기 상황i과 조흉하여 사용된다.

군대말은 군대 사회의 성격이 장한 상황에서， 또 사제맙윤 시민 사회
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대쌍 언어꽁훔체에서
군대 사회의 성척이 가장 장하게 드러나뜰 상황윤 영외 훈련융 활 때

이고， 시민 사회띄 생격이 장하제 E 떠나는 것용 퇴근 후 염외에서의

상황이다，7) 0] 각각의 상황에서는 군대딸과 사째딸이 어떻게 사용되
는가률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외 훈렴시.9.1 짧행위

단기 사병촬에 있어서 영외에서 설시퇴는 훈련 기감홉 군띤으로서
의 역활이 가장 강조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모륜 행휘의 규볍 0] 군대

사회의 그것윷 따르도록 강요된다. 맙행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계급에 기초한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사회외 규칙이 그대뚱 척용된다.
〈말사례-1)

훌리척 환경: 이동로도뭉상

사회적 장면: 부대로부터 훈련시 주둔지로외 이동옳 위한 행
군 중 휴식 시칸으로 0] 쩍한 상황에서논 육체

척으로 펴로하기 때문에 많윤 대화가 없읍.
참여자간의 판계 :A-4기， B와윤 갈흠 환대이.:il 친밀한 관
계 8)

B-9기， A보다 4쌀 많용.
7) 시민 사회나 군대 시회와 비교하여 월리 나타나윤 단지 사병뚫외 지워나 일
상 생활에 대한 자세한 기술온 김주판(1989) 융 참쪼황 것.

8) 여기서 ‘기수’ 는 훈련소의 기수훌 말한다. 대체로 한달 단위로 한 기수가 나
뉘는데， 실제로 계급의 차이훌 정하는 것용 실제 계급 보다는 기수가 훨씬
더 중요한 역활용 한다. 축 장온 일 t챙이라 하더라도 71 수가 한황 빠효면 상

급자로깐주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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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에게) 야， 자서 훌 줍 떠 와라

B:

예.

위의 〈말사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의 행위논 전적으로 군

대 사회의 규볍올 규정하는 계급에 기쪼하고 있다‘ 즉 A가 B보다 4살
이나 적옴에도 불구하고 가수라는 계급생 차이훌 멸행위의 기춘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A가 시민 사회씌 규범인 연령의 상대

적인 차이보다는 계급의 상대적 차이릅 채용하고 있으며， B도 그의
용답에서 이 기준올 수용하고 있융올 보여준따는 것이다. 이러한 종

류의 말하기 사례률은 영외 훈련의 상황에서는 랩게 찾아 봅 수 있
다. 다옴의 말사례도 이러한 말하기 행휘의 한 예이다.
〈말사례 -2)

물리적 환경: 훈련 주둔지
사회적 장면: 식사 집합하여 배식이 끝나고 분대별로 식사

중이며. 농답도 주고 받는 홍 비 2책잠적이지만
성원들간에는 훈련쩍 연장으로 인식됩
참여자깐의 관계: A-4기， 분대장 .C보다 3 살 아래임.
B-7기， C보다 4살 아래입 i
C-9기， A ， B보다 연령 지워 놓E읍.

A:

(분대왼들에게) 어때? 힘들지 않냐?

B: 나야 벌써 몇 번 해 봤으니까 재미있는데， 신병애들이야
힘률겁니다，

A:

(C에게) 야， 너도 처융여지? 힘뚫지 않냐?

C:

예， 괜찮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말사례률은 시민 사회의 규범언 연랭차와 군대
사회의 규범인 계급차가 갈풍옳 일 g키는 사례뜰로， 이러한 사례물이

다성성 또는 딸하기 장르의 경계 넘나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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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딸의 사용율 보다 더 잘 보여준다 합 수 있다. 축 시민 사회의 규
법파 군대 사회의 규범이 갈뚱옮 일으키논 경우에도 군대 사휘의 성
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형태룡척으로 ‘합니다’ 체 륙정지

워지는 군대말의 장료가 지배적으로 사용되며， ‘해요’ 체로 특정지워
지는 사제말의 장르는 사용되지 않는다.

2) 퇴근 후 영외에서의 밟행휘
단기 사병뜰 01 퇴근 후에 갖는 영외에서찍 모힘윤 그 성척에 따라
꽁식적인 것도 있고 비꽁식적인 것닮 있지만 대체로 시띤 사회의 성

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훌리적인 환경이 영외의 시띤 사회라는
점도 있지만， 반민반군(半民半單)이라는 생각옳 가지고 있윤 단기 사
병들이 사확옳 입고 있는 통안만은 군대와 환협된 얼틀옳 으l s.적으로
회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외에 나와서 부대 내의 얘
기가 시작되면 “밖에 나와서까지 딸치 아표게 군대 얘기냐 7" 며 제지
률 받게 됨다. 이률에께 있어 사복(私服)운 군복(盧服)이 갖는 상징

성과 대비되어 시민 사회로의 복귀훌 의미한다. 따라서 사복옳 입게
되는 영외의 상황은 단기 사병들로 하여금 시민 사회의 규법에 따라
행위활 수 었는 여지률 제공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

의 신분적 지위릎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늄 제약옳 흉사에l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지휘찍 갈풍여 이물로 하여당 완전하게 시
민 사회의 규범윷 따르도룩 하지는 않는다눈 점에서 이률의 말행위가
전적으로 시민 사회의 유형파 일치하지는 않윷 것여지만， 적어도 ‘사

제말’ 의 장르가 우세하재 나타난다는 접에 주목해야 활 것이다.

〈말사례 -3)

물리적 환경: 퇴근 후 간이 주점

사회적 장면: 귀가 방향이 갈윤 사랍흘끼려 윷 마시윤 자리
로 화제의 제한 없 01 자휴홉제 대화훌훌 나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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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가수가혼채함.

참여자간찍 판계: A-8기 B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움윷 알고
았으며 아직 ::r리 친댐한 판계눈 아님.
B- lO기， A보다 4삼 많홉.

A:

말 놓으세요. 부대 밖인데 뭐 핵때요. 부대 안에셔야 따륜

고창들도 있고 하니까 볍 수 없지만 우리끼리 있올 때는

말 놓으세요. 오히려 제가 활편해셔 안되겠어요.

B: 그래도 고참인데. 하낀 꾼대 생활 평생 합 껏모 아년데 편
하게 지내는것이 좋지.

위의 말하기 사례는 행위의 규볍 자체醫 시번 사회의 것， 측 연령차

률 채택하고 있으며， 말행위도 그에 줍빼서

해.a’ 체흉 사용하고 있

다. 이 말하기 사례는 아주 국단책인 경우로 보여지는 것으로 대화

참여자률이 명시적으로 자신뜰의 환계醫 시민 사회의 규범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윤 껑우가 아니라도 영외띄 상황에서는 ‘사제말’

의 장르훌 채택하는 말사례틀올 쉽게 찾아 황 수 있다.
〈말사례-4)
활려쩍 환정: 흉끈 버스 안

사회적 장면: 퇴근시 홍끈 버스 안에서 사책인 때화훌훌 나눔.
참여자간의 관계 :A-9기， B 와 대학교 홈푼이지딴 2 년 후배.

군입대 후 짤깨 되었으며 같은 중대이지만
다륜 소대에 강:숙되어 있기 때푼에 접촉윤
별로없는판제임.

B -10기， A에 대해서는 전핵 모르는 상태
이며 아래의 대화 장변에서에 대한 정보룰
처융알게 휩.

A:

이 차 타세요? 댁이 짧쩔인 7} 보표?

다성성 또는 웰하거 장르와 정계 1녕나훌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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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집이 냐하고 랍용 밥뺨인자 봐요? 지하짧 타고 다나

는데 오놓 한번 타봤어요，

A: 저-， xx대화 옳업하셨다면서요? 쩌는 xx파 훌업했는데，
xx학번이예요.

B:

.::l.래? 1냥 xx함번이야.

A:

예， 한테 형 얘기 률었어요.

〈말사례-4>에서는 비룩 서로의 관계옳 I생시척당꿇 규정하지는 않았
지만. 자연스럽게 시민 사회외 규범어l 의한 관계흉 앓제 휩으로써 사
제말윷 서로 사용하게 됨다.

위의 사제많 사용의 예옳윤 명시적으로륜 암북책으로륜 딸하71 상
황윷 시민 사회의 성격으꿇 규정하고， 멜하기 행위도 .::l.에 맞추어서

한다눈 것올 보여 준다. 이런 경우. 시민 사회의 성쩍 01 지배하윤 상
황에서는

‘해요. 체로 휴정지워지는 사제딸이 화자깐에 채택되어지

고， 군대말윤 완전히 배제된다.
지끔까지 말사례를로부터 혹정 장륜외 발하71 가 휴정의 상황과 어

떻게 밀접히 면판올 가지윤가훌 알아보았다. 어떤 딸하기의 전행적인
상황에서는 그에 합당하는 말하기의 장흘까 선택된다는 점， 다시 말
해서 말하기 장르가 맥락 종속적이라윤 접옳 염두에 두어야 활 젓이
다. 대상 언어팡통체에서는 군대 사휩와 성격 01 강한 상황에서는 군

대딸이， 시민 사회의 성격이 강한 상황째서논 사제딸이 사용됨을 흉
해서 이 뚜 딸하기 판행이 각각의 폭립된 장르흉서 규정훨 수 있으

며，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촬 불 수 있다.

4. 다성성 또는 장료씌 경계 념나훌훌71
앞서 지객한 바와 갈이 장르외 정채훌훌 념나E긍는 말하기 관행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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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언어인휴함의 작업률에서 보고화었으냐， 주로 흘정의 말하기 장르

의 표현룹이 일상적 말하기 장르에서 사용회윤 껏툴딴윷 다루어 왔

다. 이는 얄상적인 말하기 장르 7t 포팔하는 말하기 쌍황이 포괄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접에 71 인하기도 하지딴， 씬어인류학자들

은 이러한 말하기 관행올 운유적인 합때로 해성하거나 전략적인 사용
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왔다. 우리훼 일상 생활에서도 어휘적으로

군대말의 용어둡올 차용하는 예틀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라한
용어들의 사용은 위의 셜명툴로도 쉽게 설명훨 수 있다， 예훌 뜰면

‘사업운 전선(戰線)없는 전쟁이다’ 라던가 ‘우려의 태극 전사(戰士)
가 승리하였다’ 동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용유척씬 확대로 해석활 수
있을 것이며， 또 쪽정의 상황에서는 사업의 치열함촬 강조하거나 선

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를 강조하려는 전략적인 말행위로 설
명활수도 있을젓이다.
그러나 이러한 셜명윤 아주 제한적인 법위에서 월어나는 장르깐의

경계 이탈을 셜명할 수 있윷 뿐이며， 실제로논 보다 땅범위하고 쌍방

향으로 일어나는 장르간의 경계흘 넘나드는 땅하기 판행올 셜 I청활 수
는 없는 것으로 보띤다. 본 절에서쓴 먼저 말하기 장르간의 경계를
념나드는 말하기 사례률윷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례물윷 통해서
말하기 장르간의 경계률 넘나드는 말하기 관행이 제한척으로 일어나
거나 한쪽 장르의 말하기 관행이 다흔 한쪽의 장르에서만 일어나는

일방의 것이 아나라， 광범위하게 그리고 쌍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줄것이다.

〈말사례‘5)

물리적 환경: 토요젤 오후 대중참식점
사회적 장면: 각자 자기 소개가 활나고 앓요로의 군대 생활

에 대해 션배 거수가조언올해 주고후배 기수
는 여러 가지 궁금한 챔에 대해 쩔어보는 뚱 군

다성성 또는 말하기 장료의 경계 넙나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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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반째l 판한 사항여 자유홉게 얘기 됩 .

참여자간의 관계:

A-B , C보다 한 71 수 위， B보다 5 살 아래.
B- 신병， 늦게 업대하여 나이가 많윤.

C- 신병， B와논 훈련소에서 안면이 있고
B 에 대한 정보훌 얄3! 었용 .B보다 4살 아
래.

A: (B에제} 꾼대 찾게 왔네요. 우떠 통기 중에도 나이 많은
사랍이 하나 있는데， 아마 똥갑웰 텐데 ...... 우리가 말 놓
더라도 이해해요. 군대니까~ .....

B:
C:

예. 그래요.

A:

한딸에 두세번 정도 있어. 처옴땐 줍 힘둡지만 몇 번 해보

저 。1 병님， 훈련같은 건 자주 었습니까?

면 차라리 훈련 받윤게 더 좋아철거야. 훼 또 불어봐. 밖
인데 뭐 어때? 어려워하지 말고 개인척인거나 뭐 아무거
나물어봐.

C:

우린 알만한 건 다 알았으니까 저회에게 물어 보십시오.
(B에게) 얘기 좀 해 봐요.

A: 니네는 똥긴데도 말 안놓냐?
〈말사례 -5) 에서 보여지돗이 참여자플은 군대말파 사제말율 동시에

사용한다. 존대 표현만 놓고 본다면 A와 B윤 사제말올 사용하고 C는
군대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말사례뚫용 조사 71 간 동안에 상당

히 많이 관찰되었다
〈말사례-6)

몰려척 환경 : 대중읍식점 앞
사회척 장면: 소집해제자 환총 회식옳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식 장소훌 나오논 시간. 회식옳 흉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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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겸식책인 분￥~ 71 가 쪼성되었고 이활 통하여

성훤뚫의 쌍 Æ 판계도 보다 시민 사회의 규범
에서 규정되었지만， 회식 0] 끝나면서 다시 다
소 격식책인 환위기꿇 바챔.
함여자간의 판계 :A-9기， B보다 4찰 많읍.

B- 전 1건 5 기 (A와윤 16개월 차이) , 분대장
으로 보직하였었기 때문에 성원물과 친밀
합!챙소 A어1 게 바쩔때맙윷 사용.

A:
B:

상병님， 그 동안 고생했어요. 축하합니다，
아， 예."… 여병윤 아작 고생이 남았죠?

그래도 금땅이예요. 그 통안 고마웠어요.
〈말사례-6)에서 A는 사제딸과 꾼대딸율 혼용하고 있고， B는 사제
말올 사용하고 았다. 홉히 B는 군대 사회찍 규볍인 채굽이 놓읍에도

불구하고사제외 존대딸을사용하고 있다.
위의 우 말하기 사례는 염외의 시민 사회회 황칸에서 웰어난 멜하

기 사례월이다. 앞 절에서의 예뜰파는 황려 짤하기 상황떼 대한 명확
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화자똘푼 꿈대딸파 사제딸의 뚜 장르콜 념
나E는 말하기 행위활 하고 있쯤을 볼 수 었다.

〈말사려1]-7)

훌리적 환청: 중대 짝사 앞
사회적 장면; 교육훈련장으로 훌합하기 전E.로 단쪽군장E.로
집합하여 소때， 분때별로 정혈하여 있으며， 농

담을 주고 받거나 가벼운 장난윷 하며 출발율

기다리고 있움. 이 때눈 혹쩡한 대화 참여자가
쌍대적 판계훨 op휴01 때화활 나누윤 것이 아
니라 다중의 화자흘이 대화에 참여함. 화자돌

다성성 또는 맙하기 장륜외 겸계 념나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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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자대 생활옳 5 개월 아쌍하여서로간에

친밀도가높쯤.
참여자간외 환채:

A - 4기， 문대장옳 제외하고는 분대 최고
고참.
B-7기.

c- 971. A와 R보다 4살 많옵 i
A: (B에게) 야， 뺀질이. 니가 교싼 종 몰고 가랴.

B:

아니， 뺀철이라니? 내가 왜 뺀질이예요?

(주휘에서 “말이야 맞윤 훨 01 지" 풍 농담)

A:

앤 안되겠다. (c에게) 웰병. 좀 줍어 줄래?

c:

예. 알겠습니다.

B: (A에게) 일병님， 그러지 마요. 대가 뺀질이면 일명님윤
나보다더하지뭐

.....

위의 말하기 사례는 영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서도 사제딸파
군대말이 화자툴 사이에서 교체되면서 사용찍윤 험상올 활 수 았다.
B의

‘해요. 체의 사용이나 딸끝올 흐리눈 맙행왜 동윤 사제말의 예이

며， c의 ‘합니다. 체는 군대말의 여}이다.

〈말사혜 -8)

몰리썩 환경: 막사내
사회적 장면: 청선교육시간으로 막사내에서 소대， 분대별로

앉고 공간적으로 밀작되어 었기 때문에 옆사랍
이나 앞， 뒤 사랍과 제한적으로 쌍대적 판계에
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모든 사람플이 대화
의 내용율 률울 수 있는 꺼려에 있어 시민 사회

의 규범이 홍용펴기 어렵다.

참여자간의 환계: A-7 기， B보다 5 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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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지. 일병요로 진굽한지 알주일이 채

안됐으며 2 개월 빵è1 조기 진굽하여 A와는
l 개월 차로 일병으로 전급 하였읍.

A:

야! 오늘 정신교육 주제가 뭐지? 준비해 왔어?

B: 어? 야， 야 하지마요. 같윤 일병인데 이저l 말 놓고 지내
지， 어때?

A:

야~ 이젠 거수도 없구나.

〈말사례 -8)운 비존대에서의 군대많파 사제맙왜 사용려l 릎 볼 수 있

다 .A와 B의 관계와 말하기 상황옳 고려해 보면， A의 첫 번째 발화는
군대말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용하는 비존대

의 군대딸이라 활 수 있올 것이다. 반변 R윤 사제말의 존대뚫 사용하
고있다
위에서 기술한 네 개와 말하기 사례는 공간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사
제말과 군대말이 서로 교차되면서 사용됨율 보여푼다. 시민 사회의

규범이 강한 영외 시민 사회의 꽁간에서 균대딸이 사용펴며， 군대 사

회의 규범이 강한 영내의 공간에서도 사제말이 사용휩을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앞 절의 예들과 비교해 보떤 01 듭 땀하기 사례뜰은 실제로

장르간의 경계률 넘나들며 말하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윷 알 수 있다
이러한 말하기 현상올 우리는 어떻게 이해활 수 있올까? 기존의 연
구(김주판

1989: 이정복 1998 , 200 1)에서 셜 r영한 것처럼 특정 말하기

장르워 선택은 화자률이 딸하기 행위의 파정에서 의식쩍으로 선택하
는 전략적인 것으로 이해훨 수도 있옳 것야다. 하지만 이러한 셜명은
몇 가지 난점올 가지고 었는 것으힐 보여친다. 우선온 화자둡이 행위

훌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합리척이며 합목척적띤 계산윷 한다는 전제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합리성 Eε논 합목적성이 모든 화
자들에게 동벌한 기준옵 가져야 할 것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
은 행위들이 합리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젓이 활가놓할 뿐만

다성성 또는 말하기 장르의 정계 넘나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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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얼한 합리성의 기준옳 생정하듭 것도 어협다윤 것용 많윤

인류학의 작엽뜰에서 이미 개진된 바 있다- 둘째로윤 이러한 전확적
인 선택올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땀황체훼 성원-룰아 그 공똥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휴외 말의 변이행률파 그 사용법윷 완택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젓이다. 그러나 이도 역시 가능한 전제는 아니
다 언어인휴학이나 사회언어학에서 언어량동체나 협어 쪽록의 개념

을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올 고려한다면 한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이 실제로는 부분적인 지식에 의존하고 있음융 유추할 수 었율

것이다‘
장료의 경계활 넘나드윤 말하기 판행윤 보다 륜 구조률 .J1.려함으로
써 해결 될 수 있올 것이다. 측 한 언어공흉체의 생훤뜰혼 여러 가지

언어변이형룹과 그 사용볍융 부분척으로나마 압고 있으며， 이툴의 교
차 사용은 화자뜰이 갖는 다인격척 속성에셔 찾아야 한다는 젓이다.
본고의 대상 언어공동체에서논 성원률이 군대 사회와 시민 사회에 동

시어l 속해 있융으로 해서 갖는 주변적인 지위가 이러한 말하기 관행

윷 초래했을 것이다. 군대 사회의 성원이변서 통시에 시면 사회의 성
원이기도 한 다변척인 인격성이 군대말과 사저l 딸이랴는 서로 다룬 말
하기 장르의 경계흘 념나드는 딸하기 행위흘 가놓하게 했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말하기 관행은 다인격성얘 기인하는 다성성으로 해석
활 수 있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우리논 전략이라던가 합리

적인 선택이라는 다훈히 합목적적인 젤병에서 벗어나 말하기 그 자체

롤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5. 맺는말
본고에서는 전통적으로 언어씬류학에서 다휴어 온 말하기 장르가
상호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제로 딸하기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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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프로간의 경계훌 념나드는 현쌍용 살혜 보았다. 이러한 발하기 판행

윤 톡정 언어꽁흉체의 성훤률이 설제로 까지고 있윤 다띤격척인 속성

에서 기인하며. 그러한 다인격생이 다생성찍 형태로 실현휩옳 보여주
는 것이라 합 수 있다. 이러한 장르의 정계활 넘나E는 말하기 관행

온 다양한 경험옳 쌓아 온 화자률씌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생활에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었윤 그대로외 말하기 행위활 01 해활
수 있게 한다. 즉 언쩌인휴학에셔 다루어 온 장륜와 장르의 경계률
넘나드는 말행위둡이 다성성이라논 개냄으로 보다 쉽제 이해 훨 수

있는젓으로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제한된 언어공똥체씌 썽환활옳 때상으로 하여， 딸하기

장르의 존재도 제한적아었지만， 보다 일반적씬 언어꽁통체흘 대상으

로 한다면 보다 다양한 장르간의 경계률 념나드는 말하기 판행， 또는
다생성을 찾올 수 있올 것이다. 이려한 딸하기 관행윷 이해하고 그것

률이 어떻게 화자룹의 다양한 묶소리뚫활 설현해 내는가활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언어항똥체의 연구가 펼요할 것

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문온 이러한 말하기 판행이 실제로 존
재해 왔지만， 파학적 설명이라는 흘에 우리 스스로흘 가줍으로써 우

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생생한 딸하기 행위뚫이 아닐까하는 것이
다. 측 의사소홍의 띤쪽지학윷 뚱섭으홀 한 언어인류화이 총스키 언
어화의 이상적인 언어공똥체와 이상썩인 화자라는 전제에 대한 비판

으로 출발하였지만.Ef 다른 전형썽을 찾고자 함으로써 유사한 오류
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훌아 활 훨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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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speech genre, genre-crossing speech, multivocality, military speech,
civilian speech, multipersonality

Multivocality or Genre-Crossing Speech Behaviors
Joo-Kwan Kim

This paper aims to describe speech behaviors which show a genrecrossing phenomenon. The speech community of National Guards has two
kinds of speech genres, i.e., military and civilian speech genres. They are
clearly recognized and used in different speech situations by the members of
the speech community.
Linguistic anthropologists, so far, have described a speech genre as a selfcontained speech event and/or as unidirectionally genre-crossing speech
event, i.e., speech styles in a more specific speech genre are borrowed in the
daily speech genre, but not vice versa. Furthermore, the use of speech styles
from a specific genre in the daily speech genre is interpreted in terms of
speakers' intension.
However, the military and civilian speech genres are interwoven in
naturally-occurring utterances in the speech community, The genrecrossing flows are bidirectional, and speakers do not have any intension
when they use genre-crossing speech. The genre-crossing speech behaviors
can be understood as Bahk:tinian notion of multivocality which shows the
multipersonality of speakers. The genre-crossing speech in the speech

community seems to be caused by the marginal status of the speakers
oscillating between members of military and civilian societies.
Studies of genre-crossing speech behaviors are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speech behaviors in their natural settings. We may miss
important aspects of speech phenomena when we focus only on typified
speech behaviors. Studies on those typified speech behaviors seem to be
based on another ideal speech community and speaker that anthropologists
have criticized. We need to describe utterances as what they are actually
occurred in natural sett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