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마스의 행위소 모멜 수용의 문재점
- 발신자/수신자 개념을 중심으로

김 태 흰 (서울대)

I. 머 리밀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modèle actantieνM‘tantenmodell은 한국에
서도 기호학적， 구조주의적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 한국 문학 작품의 분석에도 자주 적용되어 왔다. 한국의 학

자들에 게 그레마스의 서사이론은 상당한 관심올 끌었다고 할 수 있겠
다. 그런데 이러한 수용과 적용이 그레마스 모델에 대한 적절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레마스의 모델에 대한 좀더 진전된 이
해는 어떤 것인지를 탐색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텔
은 지금 우리에게 혼히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이야기 분석
의 틀로 재구성될 수 있올 것이다.
한국의

기호학 연구자들에게 덜리

모텔은 그의 초기

저서 『구조의미론

알려져

있는 그레마스의

Sémantique

행위소

stnκturale~ (1966) 에

제시된 도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조나단 컬러나 로

버트 슐즈 같은 영어권 이론가들이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에 의거해서 행위소 모텔올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
나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에서

제시한 행위소 모텔에 관한 설명과

도식은 다소 애매하고 모순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나게 되었고， 실제 텍스트에의 적용 역시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그레마스는 『구조의미론』 이후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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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JJj,( HJ70. 1983) ü'기호학 사전.lJ(l979) 둥의 저서에서 모텔올 수정하
며 그 의미를 좀더 분명히

했고

그 결과 초기의 도식이 거의 폐기되

기에 이르지만， 이러한 이론적 개선은 한국의 수용 과정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I1. 그러뻐}스 도식의 두 가지 상이한 해석
그러면 먼저 그레마스가 『구조의미론』에서 제시하여 유명해진 도식
올 검토해보기로 하자. 그레마스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야기에 보편
적으로 6개의 배역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시켰
다.

발신자

Destinateur

•

대상

objet

•

수신자

Destinataire

sUJet

•

반대자

opposant

•
조력 자

adjuvant

•

주체

여기서 주체는 어떤 가치 있는 대상 또는 욕망의 대상올 찾아 나서

는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욕망의 관계로
정의된다. 탐색의 과정에는 도움올 주는 자와 방해자가 개입하게 마련
이다. 예컨대 신데렐라가 왕자라는 욕망의 대상올 찾아 무도회에 가려

고 할 때， 대모가 나타나서 마법의 지팡이로 도웅올 준다. 반면에 계모
는 많은 일거리를 주어 신데렐라의 탐색올 방해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발신자와 수신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위의 도식은 대상이 발신자에게서 수신
자에게로

전달됨올 나타낸다. 그레마스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 즉 전달의 축올 이룬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주체가 대상
을 찾아나서서 결국 이를 획득하는 과정과 발신자가 대상을 수신자에
게 전달하는 과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주체

} 대상의 도식은 결국 대상이 주체의 소유가 된다는

것올 나타내고 있다(왕자는 신데렐라의

•

대상 •

차지가 된다). 그런데 발선자

수신자의 도식에 따르면 대상이 수신자의 손에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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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대상을 얻는 두 행위소가 둘이

되눈 셈인데， 이 두 행위소， 즉

주체와 수신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위의 도식은 세대로 말해주

지 못하고 있다‘ 조나단 컬러는 『구조주의 시학
(975) 이라는

저서에서

그레마스의

Structuralist

구조의미폰에

제시된

Poetics~

발선자/수선

자 쌍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올 제기한다.

직관적으로 볼 때

발신자와 수신자의

조력자/반대자) 만감 근본적인

판겨1 는 나머지

두 관계(주체/대상，

것은 아년 듯 하다. 모든 이야기에 무언가

를 추구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인물이 탐색의 과정에서 내적， 외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
러나 발신자와 수선자 역시 이와 동일한 정도로 근본적인 요소라는 주장

은 설명올 필요로 한다

이 부분에서 그레마스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의미론』을 주의

깊게

[)

읽어보연， 그레마스가 침묵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레마스의 설명이 부분적

으로 모순되고 애매한 것이 사실이고， 위의

도식은 그러한 모호성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도식의 기계적인 적용은 결코
텍스트의 서사 구조뜰 포착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

행위소 모델을 분

석에 적용할 때에는， 발신자/수신자 관계의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그레마스는 왜 이러한 판계를 이야기의

근본 요소로 도

입했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우선 충분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문학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개

채， 곧바로 모델의

이 문제플 생략해버린

적용에 들어간다. 그레마스의 모델에 따르면 이 텍

스트는 이러이러하게

분석된다는 식으로. 그러한 분석에서는 발신자/

수신자의 개념의 의띠가 해석자 자신의 암묵적인 이해에 따라서 달라
지고， 구체적인 텍스트에서 어떤 인물을 발선자나 수신자로 보아야 하
는가 하는 문제도 자의적으로 결정되기 멸쑤이다.

몇 가지 사례플 통해서

한국 문학의 분석에서 발신자/수선자 관계

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J

CuIler: StructuraJ ist Poetics , London 1975, S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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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소개하고 한국 문학에 적용한 영향력 있는 학
자로서 이어령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는 「우주론적 언술로서의

처용

가J 라는 논문에서 발선자/수신자(그의 번역에 따르면 발송자/수령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것은 전달의 축으로서 프로프의 설화 분석으로 보면 왕은 발송자가 되

고 그 말올 듣고 오여오는 사람 이를테면 공주률 구하러 온 왕자와 같온
주인공이 수령자가 됩니다. 이 축에서는 알리고 아는 그 기능에 의한 층위
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이어령은 전달올 의사소통의 의마로 이해하고 있다. 즉 욕망

의 대상에 관해 알리는 자가 발신자이고(예컨대 왕은 전국에 방을 붙
인다)， 이를 통해 욕망의

대상올 알게 되는 자가 수신자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단 ‘destinateur’와 •destinataire’라는 본래 용어 자체에 잘 부
합되는 해석이다. 이 두 개념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의사 전탈 과정의
두 당사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어령의 해석에 따르면， 발신자에게
서 수신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관한 정보
이다. 여기서 수신자와 주체의

관계도 어느 정도 해명된다. 주인공은

수신자로서 탐색해야 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에， 주체로서 이
대상을 찾아나선다. 수신자와 주체는 항상 동일 인물， 즉 주인공인 것
이다. 주인공이 욕망(탐색)의 축에서 정의되면 주체가 되고 정보전달의
축에서 정의되면 수선자가 된다. 그리고 정보전달의 축은 욕망의 축의
전제를 이룬다. 어떤 대상을 욕망하기 위해서는 벤저 그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발신자는 욕망의 대상에 대해 알려주는 자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주인공에 게 대상에 대한 욕망올 불러 일으켜서 탐색

을 촉발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관점에 따르변 - 다시 신데렐라
의 예를 들면 -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무도회에

의 초청장을 보낸 발신자이다. 홍부와 놀부에서는 홍부가 발신자가 되

2)

이어령

r 우주론적 언술로서의 처용가 J ， 실련 곳

과 기호학~， 서울， 문학과비평사，

1988,

67쪽

최현무(편): r 한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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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놀부가 수신자가 될 것이다. 홍부가 들려준 이야기가 놀부에게 박
씨에

대한 욕망올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에서 발신자는 100년 동안 가시 녕쿨 속에 잠자고 있논 공주에 관한
소문을 전한 익명의 다수 사랍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발신자의 기능을 이렇게 욕망의 대상에 판해 알려주는 것으
로 규정한다면， 발신자의 존재는 이야기에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기 어
려울 것이다. 주인공은 누군가로부터 뜰어서 대상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중개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갈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길에서

우연히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고 서로 다푼 형세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이

이야기에서는 황금을 갖고 싶어하도록 만든

인물이 따로 없다. 황금욕에 눈이 어두웠던 마다스왕의
황금이라는 대상에

이야기에서도

대한 욕망이 누구로부터 촉발되었는지는 불투명하

다. 디오니소스신은 마다스에게 단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뿐이고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의 뜻올 거슬러서 황금올 무한정 갖고 싶다는 소
원을 말한다. 이 이야기에는 미다스의 황금욕올 조장한 인물이 등장하

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발신자의 자리는 공란으로 남겨져야 하고， 빌
신자/수신자의 축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불펼요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적당한 발신자를 찾기

어려울 때 발신자의 자리를

비워두고 싶지 않은 해석자의 욕망이 행위소 모텔의 무리한 적용으로
귀결되는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rr 전화」의 의마 구조 분석」이과는 논

문에서 박혜주는 염상섭의 작품 r 전화」에서의 행위소적 구조플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lJ

속물적 욕망

돈(전화， 선물)

•

기생바람(채흥)

•

이주사

이주사

•

아내， 김주사

속물적 욕망올- 발신자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이주사가 기생 채홍올
찾아가 바람올 피우도록 만든 것이 속물작 욕망이라는 뜻에서일 것이

3)

박혜주’ rr 전화」의 의미 구조 분석 J ， 실린 꽂: 같은 책， 3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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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이미 욕망의 축으로 정의된다면， 발
신자를 속물적 욕망으로 정의하는 것은 욕망이 욕망을 볼러일으켰다는
식의 동어반복이다. 그것은 이주사를 기생에게 찾아가도록 사주한 인

물을 찾을 수 없는 데서 나온 궁색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발신자/수신자의

관계를 이어령의

관점파는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

로， 팍진석의 논문 「탐색담의 유형」올 들 수 있올 것이다. 이 논문에서
는 수신자와 주체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곽진석은 수신자를 주체
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대상이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인물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발신자의 요구에 의해 주체가 대상올 추구

하고， 대상은 주체의 손을 거쳐서 수신자에게 돌아간다는 젓이다. 주체
가 신데렐라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탐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체와
수신자가 일치하지만， 김유신처럼 나라를 위한 행위에

있어서 수신자

는 김유신 자신이 아니라 나라가 된다(수신자를 팍진석과 같은 의미에

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수신자보다는 수익자라는 번역을 선호하고 있

다). 이에 따라서 곽진석은 김유신전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다

(천의(天意))

평정(쭈定)

갈의노인(챔衣老A.)

김유신

•

신라

•

적군

•
•

이어령의 경우에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전달되는 것은 대상 자체
가 아니라 대상에 관한 정보였던 반면， 팍진석의 해석에서는 대상 자

체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
미에서의 전달은 김유신에게서 신라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김
유신이 신라에

평정을 가져왔다)， 천의가 직접적인

전달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발신자플 천의로 볼 때， 곽진석은 발신자란 주체로 하
여금 욕망하고 탐색하게 하는 자라는 이어령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 듯

이 보인다. 김유신이라는 주체는 천의에 따과서 세상을 평정하는 깊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신자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성의되어

야 하고， 수신자인 신라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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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위의 도식은 천의와 김유신 사이의 관계를 전혀 표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유신과 수신자인 신라 사이의

전달 관계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도식 자체와 도식 속에 나타나는 행위소의
기능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이다.
발신자/수신자의

개념 규정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행위소

모벨의 적용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김만수의 논문 「함
세덕

「동승 J 의

행위소 모델」이 보여준다. 그는 여기서 함세덕의

회곡

동승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고 었다4)

어머니(대상)

모성(발신자)

미망인， 초부(협조자) •

그러면서

동승(주체)

•

•

모성(수신자)

주지스님(방해자)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올 덧붙인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모성이라는 사실은， 이 작품이 모성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모습을
그린 멜로드라마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발해준다

소년이 모성을

그리워 한다면， 모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모
성이 발신자인 동시에 수신자가 된다는 것인지 이 논문의 내용만으로
는 도저히

파악하기 어렵다. 어머니라는 대상이 모성으로부터 모성으

로 전달된다는 뜻인지? 이처럼 난해한 해석에서는 발신자， 수신자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다

IIl. 행위소 모덜의 생성 배경: 터|니에르， 프로프， 수리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텔에서

발신자/수신자

의 관계의 핵심적인 의미는 행위소 개념의 발생 맥락과 이야기의 의미
론적 기반올 이루는 가치

체계의 문제라는 두 가지 요인올 고려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올 낳은 세 가지 중요한 저서가 있는데， 뤼

4) 김만수문화의 존재영역 A. 서울， 세계사. 1994. 징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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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프로프의

『민당

형태론~， 마지막으로 수리오의 ~2십만개의 극적 상황들』이 그것이다.
테니에르는 언어학자이자 문법학자로 문장올 주부와 술부로 이분하

는 전통적 문법을 거부하고， 하나의 동사를 중심으로 여러 항의 행위
소들이 관계를 맺는 통사 모델을 제안했다. 행위소 actant 란 개념은 바
로 테니에르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이로써 통사는 일종의 함수로 이해
된다. 예컨대 가다라는 동사는 나， 너， 기차 둥둥의

행위소룹 항으로

하는 1 항 함수이고， 먹는다는 동사는 한편에 나， 너， 강아지 둥의 행위
소와 다른 편에 사과， 고기， 빵 등의
것. 테니에르는 4 개의

행위소를 요구하는 2 항 함수라는

행위소를 구분한다. 제 1 행위소(주체 또는 주어:

행동을 수행하는 자)， 제 2 행위소(대상 또는 목적어: 행동을 당하는 자)，

제 3 행위소(수혜자

또는

간접목적어)，

반주어 kontrasujet，

수동문장의

주어).
『구조의미론』에서 그레마스는 테니에르의 행위소 개념들이 비체계적

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올 지적한다. 예컨대 주체와 대상은 이항 대
립으로 맞서고

있는

반면， 제 3 행위소인 수혜자에

대웅되는

행위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장에서 동일한 주어라도 대상(직접 목적어)

에 대해서는 주체라고 규정하고， 수혜자에

대해서는 시혜자라는 행위

소로 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해서 수동푼의 주어인 반주어를 제
외한 테니에르의

행위소 셰

개가 그레마스에게서 다음과 같은 두개의

행위소 쌍으로 변형왼다.

주체

대 대상

발신자(시혜자) 대 수신자(수혜자)

이것이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텔의 출발점이다. 이 맥락에서 발신자/

수신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올 준다는 형식의 문장올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레마스가 말한대로 발신자/수신자는 전달의 축에 있다， 그렇다
면 수신자를 수익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그레마스가 문장 단위를 벗어나서

이야기

텍스트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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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소 모델올 구상하면서 발신자의 개념은 그 의미가 다소 변화한다.
여기서

그레마스는

프로프와 수리오의

모텔에

의존하는데， 프로프는

잘 알려진대로 러시아 요정담에 보편적으로 냐타나는 역할들올 7 개로
정리했고， 수리오는 드라마에

보편적인 6개

배역을 점성술적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했다. 그레마스는 전혀 다른 장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구상된 모델이 상당한 유사성올 보이고 있다는 점에 흥미플 느끼고 특

정 장르를 초월하는 이야기 구조의 행위소 모텔올 세우려고 시도하게

된다. 여기서 프로프와 수리오의 인물들을 차례로 열거해 보자.

•

프로프의 모댈

악한

수여자(주인공에게 마법의 수단울 주는 인물)
조력자

찾는 대상이 되는 공주와 그녀의 아버지

파견자(주인공을 탐색에 보내는 사람)
주인공
가짜주인공

•

수리오의 모댈

사자: 지향적인 힘

태앙: 지향되는 가치
땅:

01

가치의 잠정적인 수혜자

화성.반대자

저울: 재판관. 가치의 공정한 분배자
달: 구조자

그레마스는 이 두 모델의
시킨다.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위소 모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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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주인공/사자
대상· 찾는 대상/태앙

발신자· 파견자/저울
수신자. 주인공/땅
조력자. 수여자， 조력자/달
반대자

악한， 가짜 주인공/화성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일치하고(주인공 l ，

우리는 프로프의 모텔에서 주체와 수신자가

수리오의

모텔에서는

양자가 다르다는 사실(사자/

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어느 정도는 그레마스 모텔에

대한

이어령의 해석과 곽진석의 해석 사이의 차이에 대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령은 발신자/수신자의 관계를 어떤 가치 대상의

전달 관계

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전달의 관계， 대상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고 일
깨워지는 관계로 해석했다. 프로프의

모텔의

파견자를 발신자로 보는

것은 이러한 해석과 일치한다 그리고 파견자가 발선자라면 당연히 파
견되는 자인 주인공이 수신자로 정의되어야 힌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체와 수신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저올쓸 가치의 분배자로 하고
땅을 가치의 수혜자로 하는 수리오의 모텔은 그레마스가 테니에르에
입각해서 정의한 발신자/수신자 개념의 본래 의미(시혜자와 수혜자)에
좀더 가깝다.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문장형식의 틀 속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프로프의 모텔에서 발신자/수신자의 관
계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킨다는 사역 문장의 구조와 관련
이 있다. 테니에르의 통샤론에서는 사역문장에 특유한 행위소적 관계
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발신자/수신자 관계의 의미는 프로프의 모델
을 통해서 더 확장된 셈이다.

N. 빌신자/수신자 개념괴 계약
그러면 그레마스는 어떻게 발신자/수신자의 이 두 가지 의미， 사역

동사적 의미(시킨다)와 수여동사적 의미(푼다)될 동일시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레마스는 F 구조의 TJ] 콘』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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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롭의 파견자와 수리오의 저울을， 프로프의 주인공과 수려오의 땅

을 등치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올 어떤 통합적인 틀 속에서 이
해하지 못하는 한， 해석자는 두 관점 사이에 어떤 선택올 하지 않올
수 없게 된다. 이어령은 프로프적인 관접올 태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리오적 관점으로 이 모텔윤 이해하려

했다. 팍진석은 절충올 시도하

여， 발신자는 프로프의 파견자로 보고， 수신자는 수리오의
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이론의
파견되는 자에

땅(수혜자)

일관성을 파괴하는 해석이다. 파견자는

대응되어야 하고 수혜자는 시혜자에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레마스는

T 의미에

대하여.!I (970) 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임올 강조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특정한 가치 체계에 7]
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프로프가 분석한 민담의 줄거리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계약의 확립

계약의 수행

보상에 의한 승인 또는 징벌

여기서 그레마스가 말하는 계약은 근대 민법에 따른 대둥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성서적 의미의 신과 인간의 계약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신은 발신자로서 인간에게 어떤 과업의 수행(탐색)올 요구한
다. 이 때 신은 파견자로서의 발신자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약속을 지
켰올 때 신은 인간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그것은 수혜자이자
심판자， 즉 수리오의 저울로서의 발신자이다. 발신자의 두 가지 의미가
계약의 성립과 완성이라는 과정 속에서 차례차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그레마스는 『기호학 사전dJ (979) 에서 발신자의 두 가지 기능을 명

백히 구분한다. 하나는 조작하는 발신자(탐색올 촉발하는 발선자)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하고 은혜를 베푸는 발선자이다. 그러나 이뜰 기능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 과정에서 차례차례 나타나는 발신
자의 두 가지 양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레마스는 조작하는 발신

자를 최초의 발신자로， 심판하는 발신자률 최후의 발신자로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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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하는 발신자든， 심판하는 발신자든 간에， 우리는 발신자를 이야
기 속에 둥장하는 가치체계의 관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가치 체

계에 입각해서 발신자는 주체를 탐색의 길로 인도하고 그의 행동에 대
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짜 주인공과 가짜 주인공이 구

별되고 그에 따라 상과 벌이

배분된다. 가짜 주인공이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주어진 계약올 위반한 자라고 볼 수 있올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수신자와 주제는 항상 일치하게 된다. 주
인공은 욕망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체로 정의되고， 발신자와의 관계

에서 수신자가 된다. 발신자는 수신자를 평가하고， 이 수신자는 주제로
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 일정한 가치릎 부여한다. 우리는 이러한 행
위소적 구조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발신자 •

수신자-주체 •

대상

발신자를 단순히 욕망하게 하는 자로 보지 않고 가치체계의 관리자

라고 정의하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발신자는 왕자가 아니라 신데렐
라의 대모가 될 것이다. 대모는 신데렐라의 착한 성격올 높이 평가하

여 그녀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의붓 언니들의 못된 성질을 심판하는 존
재이기 때문이다. 대모를 통해서 선과 악의 질서가 다시 확립되고 가
치의

재분배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홍부와 놀부의 경우

에도 홍부가 놀부에게 욕망을 일깨우는 말신자라고 볼 것이

아니라，

홍부와 놀부， 이 두 주인공올 평가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제비를

발신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다스왕의 경우도 황금욕이 발신자가 아
니 라， 간접 적 인 방식으로 그의 황금욕올 심 판하고 그를 은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디오니소스가 발신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할 때， 우
리는 발신자/수신자의 축이 이야기 구조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
를 이해할 수 있다. 조나단 컬러의 말대로 주인공이 어떤 가치 대상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이야기의 구조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
조에는 거의 언제나 대상을 추구하는 주인공의 행위를 평가하는 심급

이 요구되게 마련이다. 발신자/수선자의 축은 이야기의 이러한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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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사의 발신자를 속물적 욕양으로 보는 관

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분명해진다. 발신자는 이주사의 욕망을
속물적이라고 평가하는 주체를 지시하는 것이지， 결코 속물적 욕망 자
체가 될 수는 없다.

V. 글울 맺으며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텔이

이야기의

서사

적 구조를 파악하는 도구인 동시에 이야기의 가치 구조와도 띨접한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만약 전통적
민담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둥장하는 발신자가 현대 소설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의 몰락이라는 현대 사회 특유의 현상，
즉 주체를 평가하고 상별올 내리는 데 바탕이 되는 공동체적 가치 체

계가 혼들리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올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
다. 예컨대 카프카의 『소송

Der

Prozeβ'JI 과 같은 소셜은 아이러니칼하

게도 그 제목이 발신자의 심급(법정)을 지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름 아
닌 발신자가 가장 붉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
에는 세기 전환끼 이래 유럽 사회블 뒤흔들어놓은 가치의 근본적 위기

에 대한 체험이 놓여

있다. 이렇듯 발신자를 가치의 문제와 연결시키

는 해석은， 어펀 이야기

텍스트에서 발신자가 잘 정의되지 않거나 공

란으로 남겨질 경우 왜 그러한 현상이

실마리까지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제공해주며， “발신자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라는

식의 형식적인 이해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통찰로 이끌어준다. 반면
에

이야기

텍스트의

특성올 고려하지

않고 모든 텍스트에서

발신자，

수신자 둥의 행위소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의 의
미률 왜곡하는 결과밖에는 낳지 못할 것이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댈 수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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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Bemerkungen zur koreanischen Rezeption

des Aktantenmodells

Tae Hwan Ki m (Seoul
Bisher

ist

in

Korea

vielfach

versucht

Natiom괴

worden ,

Univ.l

Greimas

Aktantenmodell , ein theoretisches Instrument für die Analyse des

narrativen Diskurses , auf verschiedene koreanische Erzählungen
(mythische, volkstümliche und literarische Erzählungenl anzuwenden.
Es

versteht

sich

von

selbst,

d외3

man

die

von

Greimas

vorgeschlagenen Aktanten genau verstehen und definieren soll , wenn
man rnit Hilfe dieses Modells eine konkrete Analyse durchführen
will. Ob das immer der Fall war, ist aber fraglich. Greimas’ Begriffe
werden oft so willkürlich verwendet , daß von ihren eigentlichen
Bedeutungen nichts mehr übrig bleib t. Diese Beurteilung gilt vor

allem dann, wenn es um die Aktanten De stinateur und Destinataire
geht. Darum gehe ich in diesem Aufsatz klÌ tisch auf einige Arbeiten
von koreanischen Semiotikem und Literaturtheoretikem ein , die von
Gr밍rnas

Akt anten

ausgehen, und gehe der Frage nach , wie

m없1

diese beiden

definieren soll. um das Aktantenmodell für konkrete

Textanalyse fruchtbar zu mach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