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랴샤아어에서 발화의 재현과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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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발화의 재현 메커니즘에 관한 일반 언어학적 고찰을 바 

탕으로 러시아어에서 화법 현상의 구조적 특성과 언어적 표현 수단들을 체계 

적으로 기술하고， 이어서 각각의 화법에 내재한 상이한 기능적 가능성들이 무 

엇인가를 소통의 관점에 입각한 담화-텍스트 문법의 틀 안에서 규명하는 데 

있다. 

먼저， 여기서 발화의 재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기존의 발화를 다시 옮기 

는 것이 단순한 인용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발화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내적 표상이나 정서적 반응， 혹은 미적 감수성을 

언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면， 발화를 또 다른 발화 속에 옮겨 놓는 것은 이 

미 이루어져 있는 언어적 재현을 또 다른 언어적 재현 속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재현의 재현， 즉 메타-재현 (metarepresentation)에 속 

하는 것이다.1) 따라서 처음의 재현， 즉 일차적 재현과 그것이 또 다른 재현 

속에 들어가는 것， 즉 이차적 재현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엄연한 

차원적 간극이 존재하며 그리고 이러한 간극은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용 

적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발화의 재현은 단순한 인용을 넘어서 거기 

에 미세한 차이를 덧씌울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경 

우를 하나 보자. 

* 이 논문은 때4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없F-때4-041-A!αfl35).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일반적으로 인지 동사나 화행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에 대한 

생각이나 말은 모두 메타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타-재현에 관한 포괄적인 논리 

-의미론적 연구로는 레까나띠 (Recanati 2000)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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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1: (철수가 영희에게， 진지하게) 언어학은 아주 쉽다. 
상황 2: (영희가 순희에게， 냉소적으로) “언어학은 아주 쉽다”라고 철수 

가 말한다. 

상황 1에서 철수는 자신띄 발화를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상항 2에서 

영희는 철수의 발화를 있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즉， 철 

수의 생각이 영희에 의한 이차적 재현에서는 수용되면서 동시에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인용은 발화의 재현 

을 구성하늪 핵심부이지만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 수는 없을 것이다. 

발화의 재현 속에서는 인용과 더불어 인용하는 사람의 태도나 목적까지도 고 

려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2장에서 다루게 될 발화의 재현 메커 

니즘에 관한 일반 언어학적 고찰은 일차 발화자의 사점 (=un과 이것을 다시 

옮기는 인판자의 시점 (=U2) 사이에서 펼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간격과 발화 

의 재현 문맥 사이에 어떤 의미론적인 내적 분절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화법이란 발화의 재현 방식야 언어적으로 정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통상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란 아래의 

예들에서 보듯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각각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정형화된 

방식인 것이다. 

2) “내일， 나는 떠날 것입니다”라고， 사샤는 말했다. 
2’) ~)asha said "Tomorrow, 1 will leave." 
2") Cama Cl<a3aJl: "3asTpa, 꺼 yeíJ.Y", 

3) 디음날 떠날 것이라고 사샤는 말했다. 
3’) Sasha said that the next day he would leave , 

3") Cama Cl<a3aJl, '1TO OH yelleT HéI CJleIlYIOH\HH lleHb. 

그리고 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이외에도 양자가 결합된 혼합 인용이 있는 

것처럼，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자유간접화법 Oe style 

indirecte libre)도 었다，2) 

2) 발리 (Bally 1912)가 제시한 이 술어 이외에도 다양한 술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 관해서는 가령 밴필드(Banfield; 277-278), 빠두혜바(nany'lesa 1996) 동을 참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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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일 떠날 것이라고 사샤는 약속했었다. 
4') Sasha had promised: Tomorrow, he would leave. 
4") Cama oõelIlaJl: 3aBTpa, OH ye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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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과는 달리 언어적으로 전형화된 것이라기보 

다는 근본적으로 U1과 U2 (그리고/혹은 서술자 (=U3)) 사이의 중첩을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려는 발화의 재현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2)-2") , 3)-3"), 4)-4")의 대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록 발화 

의 인용 메커니즘은 동일할지라도 화법은 개별 언어마다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3장에서는 화법과 관련해서 러시아어가 보여주는 언 

어적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러시아어에서 각각의 화법들이 보여 

주는 구조적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법에서 통상 제시하는 직접화 

법과 간접화법 사이의 전환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통상 학교 문법에서는 2)와 3)과 같은 예틀을 활용해서 직접화법 

과 간접화법 사이의 전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만， 서사적 (narrative) 관점이나 

담화-텍스트 문법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설명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서 

사체에 대한 밴필드(Banfield 1982; chap. 1)의 변형 생성 문법적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문장 구조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 

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별개의 독립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 

지 양자 모두 발화에 대한 정형화된 재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호전환의 가 

능성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규칙화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규칙화가 허용되는 조건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는 개별 언어마다 여기서는 러시아어에서 -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것. 때때로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자유간접화법과 ‘비고유 직접화볍(HeCOÕCTBeHH~ rrpRM~ 

pe1.[b)’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빠두훼바는 전자를 소설과 같은 데서 사용되 

는 서사 기법의 일종으로， 그리고 후자를 화법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이와 유사하게 

인판또배빼aHTOBa 뼈1)는 자유간접화법이란 술어대신에 ‘예술적 간접화법(xy，없eCTBe뻐.~ 

KOCBeHH~ pe1.[b)’이라는 술어를 쓰면서 인용의 직접성의 정도가 비고유 직접화법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예술적 기법 대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이러한 구 

분은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계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자유간접화법이라는 술어 하나만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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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즉， 우리는 왜 동일한 발화 

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이한 화법으로 재현하는 것일까? 여기서 굳이 ‘존재는 

다양하게 말하여질 수 있으니， 맘에 드는 것을 택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법적인， 혹은 문체론적띤 입장을 떠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발화에 대한 상이한 재현 방식은 단순히 ‘맘애 드는 것’ 이상으로 어 

떤 기능적 차별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부인 

4장에서는 상이한 화볍들 시-이의 전환 가능성과 제약 그리고 불가능성에 대 

한 3장의 고찰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텍스트 구성익 차원에서 규명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씨러한 문채틀의 설정과 더불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발화의 재현과 화법에 대한 고찰이 텍스트 문법의 구성 

에 왜 필수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띄 언어 행위의 본질이 바흐씬[볼로쉬노프](BaXTHH 

[BOJIOillHOB] 1929)3)의 주장처 럼 대 화적 이 라는 데 있다면， 궁극적 으로 타자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담화 텍스트의 구성 속에는 자신과 쩨계에 대한 직접적인 

발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접적인 발화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재현적 발화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문법의 입장 

에서는 이리한 발화에 대한 발화 즉 메타 발화가 단순히 보고나 인용의 기능 

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떤 다른 필수적인 구성적 기 

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방화의 쩨현 

언어 철학자 데이비슨(Davidson 1979)은 인용을 발화의 토큰(token)을 가리 

키는 것으로 규정한다.4) 다시 말해서， 주어진 발화에 대해서 그것을 인용하는 

3) 애당초 볼로쉬노프의 이름으로 출판된 『맑스주의와 언어철학』의 원저자는 바흐첸으 
로 통상 간주되 어 왔으나， 최 근 일 빠또프(AJllIaTOB 2005)는 당시 바흐씬 주도 하에 

있던 한 언어학 서클의 작업을 볼로쉬노프가 정리해서 출판했을 것이라는 새로운 

그러나 신빙성 있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4) 퍼 스(Peirce 1998; 48이에 의 하면 기 호는 타입/토큰(Type/Token)으로 구분될 수 있 

다. 가령 한국어의 어휘 체계나 사전 속에서 ‘구름’이라는 단어는 타입이라면， 이것 



러시아어에서 발화의 째현과 화법 297 

것은 그 발화를 개별적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그 반복된 것을 즉， 발화의 토 

큰을 -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5) B 1924 rOIlY EceHIIH neJl 0 ceõe "KaK llepeBO pOHJleT TIIXO J1I1CTbJl, 

/TaK JI pOH짜o rpYCTHble CJlOBa". 

5’) B 1924 rOIlY EceHIIH neJl 0 ceõe D. KaK llepeBO pOH꺼 eT TIIXO J띠CTbJl， 

/TaK JI pOH짜o rpYCTHb18 CJIOBa. (D 지 시 사) 

데이비슨의 주장에 따르면， 예 5)의 논리적인 의미 구조는 5’)이다. 즉， 따 

옴표로 표시한 5)의 인용부는 지시사와 같은 요소로 대체되며， 그것은 인용되 

는 원래 발화의 토큰을 가리키게 된다 (따라서 예 5’)에서는 인용을 표시해주 

는 따옴표가 따로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간접 인용의 경우에도 데이비슨 

(Davidson 1968)은 본질적으로는 위와 동일한 방식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6) raJlIIJleo CKa3aJl, QTO 3eMJlJI Bpa~aeTC꺼. 

6’) r aJIlIJleo CKa3aJl D. 3eMJIJl Bpa~aeTCJI. 

발화의 재현으로서 인용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논리 의미론적 기술은 문장 

의 지시적 내용의 참과 거짓에 대한 프레게 (Frege 1892[1974])의 입장을 고수 

하면서 보완하려는 이론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잘 알다시피， 프레게는 지시 

의 차원에서 문장의 진리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내세운다. 

i) 외연성 원칙· 문장의 진리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이 동일한 

지시적 내용을 갖는 다른 표현으로 대치되어도 변하지 않는다，5) 

ii) 조합성 원칙: 문장의 진리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지시적 내용 

이 갖는 진리치의 조합이다， 

그렇지만 인용의 경우에는 화자가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닌 이상 아래의 예 

에서 보듯 위의 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프레게는 지시 자체를 

의 개별적인 사용들은 토큰이 된다. 

5) 프레게의 이 원칙은 라이프니츠(Leibniz)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참고한 것이다. 

Eadem sunt, quae sibi mutuo substitui possunt, salva veritate(“ 진 리 의 손상 이 없 
이 서로 교체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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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custom따y) ’ 지시와 ‘간접적(indirect) ’ 지시 로 구분하면서 인용은 후자 

의 경우로 처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7) Cama CI< a3 aJJ: "51 60JJeH". 

7’) Cama CI< a3aJJ: "51 He 60JJeH". 

8) Cama CI<a3aJJ, tHO OH 60JJeH. 

8’) Cama CI< a 3aJJ, l!TO 011 He 60JJeH. 

그러나 우리의 언얘적 진술에는 인용의 경우를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다양 

한 메타-재현이 있기 때문에 프레게 식으로 지시를 ‘관습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은 불명확하고 또한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러한 구분 없이 메타-재현 자체의 논리 의 1J1 적 특성을 해명하면서 위의 원칙 

D, ii)를 그대로 고수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위에서 소개한 인용 

에 대한 데이비슨의 분석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첫째， 직접 인 

용과 간컵 인용 사이의 본질적인 형식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레까나띠 

(Recanati 2000; 19이에 따트L면， 직접 인용의 경우는 인용된 표현이 비문법적 

이어도 상판없으나 간접 인용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즉， 원래의 발화 

가 비문법석인 경우 직접 인용은 가능하지만 간점 인용은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인용 대상인 원래 표현만을 단순히 재현하는 발화의 경우， 지시사 D는 

어떻게 설점될 수 있을까? 가령， 아래의 예를 보자. 

9) "CB.s!Tblil: 50*e, CB.s! TBblil: KpenI<Hil:, CB.s! Tbl j,j 6eccMepTHblil:, nOMHJJyil: HIILC." 4TO 

3T0? rl~e Oll? BbIHOC. BbIHOClIT. Hallo npocHyTbClI. 011 B meCTOM l!acy nOl!l aJJHJJClI 

OlleTblil: Ha 3TOT IlHBaH. (5. nacTepHaK, <<lloKTop )!(HBaro>)) 

예에서 따옴표로 표시된 인용문은 명백히 원래 발화의 토큰이지만， 이 경우 

에는 예 2)나 5) 그리고 7)과는 달리 그것을 가리키는 지시사 D를 문장 자체 

때에 도입 할 수가 없다. 또직 인용문 자체로만 이루어진 ‘열린 인용(open 

quotation)’이기 때문이다，6) 물론 예 9)에서는 열린 인용문을 그 다음 문장의 

6) 레까나띠 (2000; 181-182)는 ‘계 5)와 같은 경우와 예 9)와 같은 경우를 각각 ‘닫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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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가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비슨이 제안한 해법의 문제점이 해 

소되는 것은 아니다. 열린 인용은 원래 발화의 재현만을 의미할 뿐 그것 자체 

가 다시금 지시사를 통해서 지시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셋째， 혼합 

인용， 즉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결합된 인용의 문제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0) Cepe ll< a BllemlJlCjI B Be JlOCHnell pyKaMH H CKa3aJl, l.I TO 3TO e.o 

11 B eJlHC an ell" ,7) 

여기서 보듯이 혼합 인용의 경우 간접 인용과는 달리 인용된 부분 중 일부 

가 - 직접 인용된 부분이 - 비문법적이어도 허용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 

시사를 도입하는 데는 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화자에게서 간접 인용의 문 

맥과 원래 발화자 세료자의 언어를 채택하는 또 다른 문맥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용에 대한 데이비슨 식의 분석 방식이 직면하게 되는 이상과 같은 난점 

들을 지적하면서， 레까나띠는 인용을 포함한 메타 재현 전체를 근본적으로 

‘존중(deference) ’에 기초한 문맥 전이의 메커니즘으로 간주함으로써 프레게의 

원칙을 훼손함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요컨대， 인용이나 메타-재현 

이란 화자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존중’에 의거해서 자신이 재현하는 말의 

해석을 지금의 문맥이 아니라 원래의 문맥으로 넘겨버림으로써 거기에 특정 

한 내용적 성격이 부여될 수도 있는 언어 사용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8) 

이에 따라， 가령 위의 예 9)와 10)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9’) RX[CBjlTbI잉 BOll<e, CBjlTBblll KpenKH찌 CBjlTblll ðeccMepTHbl꺼， nOMHJlyll Hac .J 
나TO 3TO? rlle OH? Bh머OC. BblHocn. HallO npoCHYTbC꺼. OH B meCTOM l.Iacy nOBaJIHJICjI 

。lleTh때 Ha 3TOT IlHBaH 

(R = 존중 작용소(deferentia1 operator), x = 원래 발화자 = ‘정교회 사제들’) 

10') Cepell<a BllenHJlCjI B BeJlOCHnell pyKaMH H CKa3aJI, l.ITO 3TO ero Rx 

[BeJIHCanell]. (x Cepell<a) 

용(c1osed quotation)’과 ‘열린 인용(open quotation)’으로 구별짓고 있다. 

7) 이 예문은 인판또바(2001; 659)의 예를 단순화한 것이다. 

8) 이에 대한 상세한 형식화는 레까나띠 (2000; 272-273)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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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레까나띠의 접근방샘은 확실히 인용을 단순히 원래 발화를 가리키 

는 것으로 보는 입장보다는 풍부한 설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의 문제의식은 분석철학적 맥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그리고 혼합 인용 사이의 언어적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이것들 모두를 

하나의 단일한 차원에서， 즉 의미 해석에 있어서 작용할 수 있는 ‘존중’의 문 

맥 전환 메커니즘의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접끈방식은 물론 발화의 재현에 관한 의미론적 해명의 일반적 분석틀 

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어학적으로 볼 때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다. 왜 발회의 재현에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상이한 방식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들 사이에는 단지 외형상의 차이만 있 

을 뿐， 내용적 차원의 내재적 차별화는 과연 없는 것일까? 

이러한 젤문과 연관해서， 여기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발화의 재현 

과 발화 행위 사이의 관계일 것이다. 통상 기존의 문법적 연구들은 발화의 직 

접 재현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을 간접 재현으로 변환시키는 규칙과 방법들 

의 기술에 치중함으로써 마치 후자는 전자의 단순한 언어적 변형에 불과할 

뿐이라는 띤상을 심어줘 왔다.9)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밴펼드의 분석이나 

뒤크로(Ducrot 1984; 120-127)의 고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화의 직접 재현 

과 간접 재현은 외형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적 차이도 있다. 가 

령 다음의 예를 보자‘ 

11) Cama CKa3aJl: "TaHJI O'leHb KpaCHBaJl". 

12) Cama CKa3aJl, 'ITO TIlHJI O'leHb KpaCHBa꺼. 

사샤의 딸화에 대해서 예 11)은 단순히 메타 언어적 재현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은 무엇보다도 발화 행위 자체의 재현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반면 12)의 경우는 훨씬 복잡하다. 보문절 속의 표현은 사샤의 발화 

의 토큰이 아니라 그 발화의 내용이 명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2)가 11)괴 내용적으로 동일하기 위해서는 사샤의 발화에서 "OqeHb KpaCHBa5l" 

라는 표현에 담긴 가치평가의 개념을 일단 인용자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 

9) 가령， 예 스페트슨(jesperson， 1924), 바르트부르그와 춤토르(Wartburg et Zumthor 

1947), 호랄례크 편(Horálek(ed.) 1979), 쉬 베도바 외 편(IIlBeaOBa H ap.(pea.) 1980)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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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한다(비록 그 다음 순간에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 

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인용자는 사샤의 발화를 벌어서 자신의 가치평가 

개념을 전달하는 셈이 된다. 이렇듯 발화의 간접 재현은 원래 발화의 내용을 

손쉽게 보고자의 언어 세계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13) Callla CI<a3aJl: "51 npH3HalO Cb BaM B CBOHX OIllHÕI<ax". 

14) ?Callla CI<a3aJl, qTO OH npH3HaeTC~ MHe B CBOHX OIllHÕI<ax. 

15) - 3,'10pOBO, - BbI,'10XHyJl ffieCTHnaJlbIH. 

(B. neJleBHH, <<3 a TBOpHHI< H ffieCTHnaJlblH>>) 

16) BbI따，Ixa~ ， ffieCTHnaJlbIH CI<a3aJl, qTO 3,'10pOBO. 

직접 재현 13)에 대해서 간접 재현 14)는 대단히 어색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보문절 속에서 원래 발화의 화행 동사 "rrpH3HaBaTb"가 명 

제의 구성 성분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발화 행위 자체 

의 직접적 재현에 초점을 맞춘 예 15)는 간접 재현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굳이 16)과 같이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15)의 간 

접 재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떤 의미론적 근거도 없다. 왜냐하면 예 16)은 

발화 행위 자체의 재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볼 수 

있듯이， 발화의 직접 재현과 간접 재현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언어 메커니즘이 

다. 그리고 둘 사이의 내용적으로 동일한 전환에는 단순히 인칭 대명사나 직 

시사， 시제 등과 같은 요소들의 바꿔쓰기를 규정하는 문법 규칙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미론적 화용론적 전제들도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 

다10) 

이렇게 놓고 볼 때， 발화의 혼합적인 재현 또한 단순히 직접 재현과 간접 

재현을 외형적으로 혼합한 것으로만 간주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 

일 것이다. 가령， 이중으로 혼합적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의 예를 살펴 

보자. 

10) 이에 관해서는 논문의 3. 1 간접화법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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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TOT repMaHH, - npoAon*an TOMCKHH, - nHUO HCTHHHO pOMaHH~eCKOe: 

y HerO npO!þHnb HanOneOHa, a Ayma MeφHCTOφeníil ， 51 IWMalO, ~TO 켄호로E으 

E으쁘CT!;> no KPaHHeH Mepe TPH 3nOAeHCTBa. KaK BbI no6nemlenH!) 

18) lIH3aBeTa I1BaHOBHa B3rmmyna Ha Hero, H cnOBa TOMCKoro pa3AanHCb B 

ee Aym<e: y 3Toro 'leJ10BeKa IIO KpatlHeit Mep<9 Tpn 3JlO.aetlcTBa Ha .ayme! 

(A. TIymKHH, <<마IKOBa.s! AaMa>>; 이탤릭체 강조 원문， 밑줄 필자.) 

예 17)은 똥스끼의 발화를- 직접 재현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은 예 18)과 샅이 다시금 리자베따의 생각 속에서 혼합적인 형 

태로 재현펴고 있다. 여기서 혼합 재현은 똥스끼의 발화의 층위， 리자베따의 

생각의 층위， 그리고 서술자의 층위를 중첩시키고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 

면， 게르만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리는 똥스끼의 평이한 어조가 그의 말을 직· 

간접적으로 재현하는 리자베따의 생각 속에서 아주 강한 단언적， 감정적 어조 

로 바뀌게 되며， 다시금 이껏을 재현하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리자베따의 어조 

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혼합 재현 

의 메커니츰의 본질적 특징이 원래 발화의 어조와 그것을 재현하는 어조사이 

의 단순한 외형적 혼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에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혼합 재현은 원래 발화와 그것을 옮기는 발화의 개별적인 어조들이 - 혹은 

관점들이 -- 중첩을 통해서 차별화되거나 띨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재현 방 

식인 것이다. 위의 예에서， 폼스끼의 발화를 재현해는 리자베따의 생각 속에 

서 각자의 목소리가 차별회되고 있다면 (친구에 매한 냉담한 평가로서의 똥 

스끼의 어조 대 그것을 직접 실감하는 가련한 연인으로서의 리자베따의 어 

조)， 서술자는 리자베따의 생각을 혼합적인 형태로 재현함으로써 그녀의 어조 

에 공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러시아어에서의 훼법 

앞에서 발화의 직접적， 간접적， 그리고 혼합적 재현의 일반 메커니즘들을 

살펴보았디면， 여기서는 그것들아 언애적으로 정형화되는 방식， 즉 화법에 관 

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이미 본 논문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발화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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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은 언어 일반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형화되는 방식 

은 개별 언어마다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여기서 화법에 대한 고찰 범위는 러시 

아어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3.1. 직정화법 

다른 많은 언어들에서처럼 러시아어에서도 직접화법은 화자의 발화의 전체 

나 일부가 다른 발화의 직접 재현임을 일정하게 표시해줌으로써 성립한다. 그 

러한 표시를 구어에서는 문맥이나 억양이 담당한다면， 문어에서는 당연히 직 

접 인용 부호가 담당한다.11) 이때 ‘열린 인용’ 자체로 직접화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통상 인용되는 발화가 누구로부터 나온 발화인지를 

알려주는， 즉 발화의 직접 재현을 도입해주는 요소들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 중에서 전형적인 것으로는 화행이나 

사고 행위를 나타내거나 지각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러시아어에서는 독특하게 

도 내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드러내주는 감정 동사들과 동작 동사들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12) 

19) - KaKa~ pa3HHua! - pa3~pa%anc~ PeõpOB , 

(10, Tp때OHOB ， <<Ilonroe rrpOlI(aHHe>>) 

20) ?“무슨 차이냐!"라고 레브로프는 짜증냈다. 
20') “무슨 차이냐1"라며， 레브로프는 짜증냈다， 

21) - nOHHMalO, rrOHHMalO, Ha'laJ1bHHK, - KHBan MaHcyP, COBepmeHHO crroKol1HbIl1, 
(10 , Tp빼OHOB ， <<npe~BapHTenbHbI8 HTOrH>>) 

22) *“이해한다， 이해해， 감독관”이라고 만수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 
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22’) “이해한다， 이해해， 감독관”이라며， 만수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 
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위에서 러시아어 예 19)와 21)을 각각 그 아래의 한국어 예들과 비교해 보 

11) 제임스 조이스(James ]oyce)와 같은 몇몇 현대 작가들에게서는 아무 표시도 없이 

직접 인용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었다. 

12) 이러한 동사들에 대한 연구로는 레빈(J1eBHH 1960), 이오르단스까야와 벨츄끄(Iordansk며a 
& Mel’6따cl98l)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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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구조적 쓰로는 20), 22)와 유사하지 만 의 미 적 으로는 20'), 22')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즉， 러시아어에서 

내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드러내주는 동시에 의한 직접화법의 표현은 해당 동 

사가 원래 발화에 수반된 내적 감정의 표현을 가리키면서 직접 인용과 의미 

적으로 유기적인 방식으로 띤결된 병렬 구조(parataxis)인 것이다.13) 가령， 다 

음의 예는 씨러한 점을 생생하게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23) - 니epT ero 3HaeT, - yCMexHync~ 에pμη ， - 1l0 1< a, BHllHmb, C MellH'IKaMH 

nepeCTpenHBalOCb. 11 TO He ~， a TbI. Hy 'HO, BKOneM. 

(B. neneBHH, <<XpycTanbHbIß MHP>>) 

3.2. 간칩화법 

잘 알다시피， 러시아어의 간접화법의 가장 현저한 문법적 특수성은 영어나 

프랑스어 등과는 달리 인용되는 주절을 이끄는 전달 동사의 시제와 간접 인용 

문이 위치하는 보문절의 시제 사이에 일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 

칭 대명사나 장소 및 시간 부사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직접 인용된 발 

화와 간접 띤용된 발화는 외형상 차이가 없게 된다 (가령， 위의 예 11), 12) 참 

조). 이러한 현상들을 강조하면서 빼쉬꼬프스끼 (nellIKOBCK쩌 1914[2001]; 484-쇄6) 

는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즉 러시아에서는 간접화볍에 의한 발화 

의 재현이 적합하지 않으며，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사이의 분리 또한 아주 초 

기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논거에서는 간접화법의 예들과 자유 

간접화법의 예들을 혼동하고 있다. 또한 간접화법에서 시제의 일치가 일어나 

지 않는 현상은 비단 러시아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령 아래의 예들에 

서 보듯 한국어나 고대 그리스어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 것이다. 

24) OH OTBemn, '1ITO OH HH'IerO He CKalKeT 06 3TOM. 

25) 그는 이에 대해서 이무 말도 안 하겠다고 웅답했다. 
26) à.:~EκpiVQl;O ön 0ψùèv iiv 10tπúlV ElnOt. (Xenophon, <<Anabasis>>)14) 

13) 이 러 한 독특한 통사-의 미 구조에 대 한 기 술 방법 으로는 이 오르단스까야와 벨츄끄 
(1981)를 참조할 것. 

14) 스미스(Smyth 1920[1983]; 587)에서 재인용. 고대 그리스아의 간접화법은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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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처럼 시제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간접 인용문의 시제 

의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 시제 해석의 원칙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빠두훼바 

(1996; 340)에 따르면， 간접 인용문의 시제는 주절에 나오는 원래 발화자의 발 

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통사적 해석을 받는다. 따라서 간접화법은 고유한 

표현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7) OH oõell\aJl, I:{TO õy):{eT IU!caTb 

27 ’) t'[OH oõe띠aJl] > t"[By):{eT IU!caTb] > t = 발화시; 통사적 해석 

27") t'[OH oõell\aJl] > t = 발화시 > t"[By):{eT nHcaTb] 직시적 해석 15) 

위의 예 27)은 그 자체로는 간접화법의 표현인지 자유간접화법의 표현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적절한 해석적 지침이 주어지면 그것은 

27’)의 의미를 갖논 직접화법이나 27")의 의미를 갖는 자유간접화법중의 어 

느 하나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요컨대 양자 사이의 구별이 원칙적으로는 가 

능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어의 간접화법에 대해서， 그것이 직접화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발화의 재현의 상이한 방식으로서 

직접화법과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 

사이의 차이는 발화의 재현 방식이 전달자의 관점에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 

로 ‘순응성 (rrpMcrroco6neHHOCTb)’을 갖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있는 것 이 다.16) 그 

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앞장에서 발화의 간접 재현에서 이미 설명한 바 

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전제로 하면서 러시아어에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내용적으로 동일하게 전환될 수 있는 조건들은 과연 무엇일까? 

문장의 구조적 변환이나 직시적 요소의 전환 등과 같은 외형적인 조건들은 

이매 여러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동일하게 양자 사이의 전환이 이루 

복잡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제의 일치는 없다. 

15) 이것은 빠두훼바(1996; 292-293)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16) 이 ‘순웅성 (npHcnOCOÕJleHHocTb)’이라는 용어는 쉬랴예프(뻐pJleB 1997)로부터 빌려온 

것임. 쉬랴예프가 단지 ‘문법적 순응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것의 

개념적 폭을 넓혀서 ‘보고자의 관점에 대한 순응성’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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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의미 화용론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첫째， 이미 앞장에서도 예 11)과 12)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원래 발화자가 지칭하는 세계의 개념적 동일성이 보존되어야 한 

다. 가령 앞장의 예 12)와 같은 간접 인용에 서 는 "OqeHb KpaCIIBa.ll"라는 가치 

평가가 원래 발화자확 것인지 인용자의 것인지 아니면 양자가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한 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사이의 전 

환이 가능딴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호한 구조 

를 활용해서 자신의 입장의 근거나 권위를 타자외 말을 벌어서 확보하는 경 

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용자에게 유리한 구조적 모호성조차도 아래 

의 예에서처럼 de re와 de dicto의 구분이 문제가 될 때는 원래 발화자의 개 

념적 세계돼 동일성에， 즉 de dicto에 충실해야 한다. 

28) :~.1llm rOBOpHJI: "HOKaCTa KpaCaB!lua". 

28') 3.1lHrr rOBOpHJI, '1TO ero MaTb KpacaBHua. 

28' ’ ) 3.1lHrr rOBOpHJI, '1TO ero )teHa KpacaBHua. l7) 

비록 지시적으로는 ‘이오카스테 =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 그의 아내’일지라 
도 오이디푸스의 개념적 세셰 속에서는 ‘이오카스태 =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직접화법 28)에 대한 간접화법으로의 전환은 28’)가 아니라 28")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원래 발화가 비서술문인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사이의 전환은 

발화 행위익 재현이 양자 모두 가능한 경우에만 이루어젤 수 있다. 잘 알다시 

피 언표적 행위가 질문이나 명령 요청 설득과 같은 경우 여기에 다른 언표 

내적 행위까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포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모두가 가 

능하다. 이것은 그러한 발화 행위를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 모두 동일하게 재 

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탄이나 감정적 표현을 나타내는 다른 언표 

적 행위의 경우， 이것을 재현하는 것은 러시아어에서 원칙적으로 직접 인용의 

수단밖에 는 없으므로 다음괴 같이 직 접 화법 만이 가능하다.18) 

17) 이 예는 빠두훼바(1996; 341)에서 따온 것이다. 

18) 위에서 제시된 19)나 21)의 예도 마찬가지로 참조할 수 있다. 또한 빠두훼바(1996; 

341-343)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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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OHa npHXO ):1HT H :!<aJ1yeTc5I: "Ax HeT Ka l!eCTBa, ax ):10KyMeIiTbI nJ1oxHe".l9) 

29 ’) *OHa npHXO ):1HT H :!<a J1yeTC 5I, l! TO ax HeT Ka l!eCTBa , ax ):10KyMeHThl 

nJ10X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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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표내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을 간접화법으 

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20) 만일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직접 인용에서는 그것을 따로 명확히 재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접 인용에서 

는 명확히 재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30) - φe):10p! 니TO 51 CJ1blmy!- npHKpHKHyJ1a JIYH3a ,21l 

30 ’) - φe):10p! lITO 51 CJ1blmy!- 3anpemJ1a JIyμ3a ‘ 

31) l{PY3b51 rOBOp5l T: "Teõe KaK MO:!<HO CKopee KynHTb 3Ty KBapTHpy" , 

31') l{PY3b51 cOBeTylOT: "Teõe KaK MO:!<HO CI<opee I<ynHTb 3Ty I< BapTHpy", 

31' ’) l{PY3b꺼 cOBeTyIOT, l!TOõbI 51 I< aK MO:!<HO CI<opee I<ynHJ1 3Ty I< BapTHpy , 

만일 원래 발화가 30)과 같이 재현된다면 거기에 함축된 ‘금지’라는 비언표 

적 행위를 명시하는 30’)과 같은 또 다른 직접 재현의 방식도 가능하다. 그렇 

지만 이에 대한 간접 재현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원래 발화 

가 만일 31)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 함축된 ‘충고’라는 비언 

표적 행위는 31')에서처럼 직접적으로 명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이 경우 

31")와 같은 명시적인 간접 재현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원래 발화의 언표내 

적 행위의 재현이 직접화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 간접화법에서는 그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어쨌든 이러한 제한적 가능성에 대해서 위의 예들을 통 

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일 것이다. 첫 

째， 원래 발화의 언표적 행위가 간접 인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것이 

함축하는 비언표적 행위를 지칭할 수 있는 동사가 존재해야 하며， 이 동사는 

간접 인용을 이끌 수 있는 통사적 속성을 즉 절이나 구를 보어로 취할 수 있 

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 끼 따이 고로뜨스까야(KHTafiropo):1c I< a51 1993; 77)로부터 재 인용. 

20) 이에 대한 논증으로는 뒤크로(1984; 144-148)를 참조할 것 

21) 글로빈스까야(rJ10BHHC I<a51 1993; 188)로부터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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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떤표적 행위와 비언표적 행위가 동일한 발화 수행 

행위를 재현하는 간접화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단， 발화 수행 동사가 인용애서 묘사로 전환되면서 원래 발화의 재현 자체가 

부분적 재헌으로 전환된다면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의 예에서 보듯 간접 

화뱀은 부자연스럽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32) OH CKa3aJI: "H OõelI\a애， 'ITO BbI ÕYlleTe OCBOÕO:l<lleHbI". 

32’) ?OH CKa3aJI, 'ITO OÕelI\aeT, qTO 꺼 ÕYIlY OCBOÕQ)KlleH. 

32") OH oõelI\aJI, qTO 51 I5YIlY OCBo I50:l<lleH. 

물론 32)파 32")의 동일성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뒤크로(1984; 127-143)의 주장에 따르면， 직접화법의 "51 oõemaIO"가 간접화법의 

"OH oõema)]"과 의미적으로 품일해지기 위해서는 일상 언어의 층위에 속하는 

전자와 메타-언어의 층위에 속하는 후자 사이의 언어적 동일성이 먼저 전제 

되배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근거는 언어학자의 통념 이외 

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뒤크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원래 발화에 대해서 32)의 "51 oõemaIO"도 본 연구의 앞장에서 설명 

한 것처럼， 이미 토큰이라는 사설이다. 즉， 이미 메타-언어적 재현인 것이다. 

따라서 원래 발화 속에 나타나는 수행 동사의 의미가 인용과 묘사-에서 동일 

하게 보존도)는 한， 일반적으로 발화 수행 행위의 재현은 직접화법이나 간접화 

법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발화 수행 행위의 재현에 관한 우리의 고찰을 압축적으로 잘 

입증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아래의 예들일 것이다. 

33) OH MHe CKa3aJI: "Crracllõo". 

34) 7ξ OH MHe CKa3aJI cnacllõo. 

34') OH CKa3aJI: "H BaM :rOBOplO crracllõo". 

예 33)의 경우， 직접 인용 속에 발화 수행 동사자 없기 때문에 간접화법으 

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만일 33)의 "CnaCHõo"를 "51 rOBOpIO "Crroc lI õo'lII로 간 

주한다면22) ， 33)의 직집화법은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34)와 같 

22) 이 러 한 암 장으로는 레 까나띠 (Récanati; 1981)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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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접화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cnaCHõO"와 "rOBopHTb 

cnaCHõO"는 비록 동의적일지는 몰라도， 엄밀히 말하면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강한 발화 수행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3) 

의 직접 인용과 같은 발화 수행 행위의 경우 간접 인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리고 34)는 34')에 대한 간접화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다. 

3.3. 자뮤깐접화법 

만일 자유간접화법을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경계가 허물어진 발화의 재현 

방식으로 본다면， 이 속에는 다양한 재현 현상들이 위치하게 마련이다. 따라 

서 이미 본 연구 첫 부분의 각주 2)에서도 짧게 언급되고 있듯이， “자유간접 

화법”이란 술어 대신에 연구자들에 따라 여러 용어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렇 

지만 개별 언어마다 화법 형식이 언어적으로 정형화되는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들 중 어느 것이 더 현상의 설명에 적합한지 비판적으로 따져보 

는 것은 그다지 유용한 작업은 못될 것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직접화 

법이나 간접화법에 속하지 않는 발화의 재현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서 “자유간접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이 용어를 채택한 데 어떤 

특정한 이론적 배경이나 개별 언어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 

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관한 전제와 더불어， 러시아어에서의 자유간접화법 현 

상을 살펴본다변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발견된다. 

35) OCIUI. TpaKTHpD\HK Cl< a3aJJ, '1TO He llaM BaM eCTb, llOKa He 3allJJaTHTe 3a 

llpe>l<Hee. (H. rOrOJJb, <<PeBH3op>)) 

36) TyT OHH llollYMaHlT: 3arymlJl, lleCKaTb ... 3aÔblJJ CBOHX. 

(M. rOpbKHìi)23) 

37) Ho, BCllOMHHJJ ffiyXOB, Tenepb H B ÔOJJbHH'IKe OTJJe%y HeT. 

(A. COJ])\(eHHl1hIH, <<OIlHH lleHb HBaHa neHHCOBH'Ia>> )24) 

23) 아루쭈노바(ApyTIOHoBa 1992; 42)에서 재인용. 

24) 빠두훼 바(1996; 344)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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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IIJVIlI yBH,'leJla HeCKOJlbKO CTpaH뻐， HcnHcaHHblX 'lepHHJlaMH, H C y*aCOM 
y3HaJla 3HaKOMbIH nO'lepK - nHCaJla MaTb! 

(삐 Tp빼OHOB ， <<110Jlroe npOII\aHHe>>) 

예 35)은 빼쉬꼬프스끼 (1914[2001]; 485)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게 자주 인용 

되는 유명한 예이다. 이것을 빼쉬꼬프스끼는 러시아어에 고유한 그리고 안정 

적인 간접화법의 방식이 없는 근거로 보았다면， 이러한 빼쉬꼬프스끼의 견해 

를 바흐씬[볼로쉬노프](1929[1993]; 136)은 화법 현상에서 문법의 영역과 문체 

론의 영역갈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위한 근거 중의 하나로 활용하 

고 있다. 반면， 우스뺀스끼 (YcrreHcKμfi 1970[1995]; 50-52)는 자유간접 화법 의 형 

태를 활용한 직접 인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빠두훼바0996; 355)는 자유간접 

화법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직접 인용의 경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 

상은 러시아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고대 그리스어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39) ol 야 EtltOV ön lKQVoi tÜjlEV. (Herodotus, 2. 115)25) 

, A OHH CKa3aJlH, 'lTO MbI (=OHH) rOToBbI.' 

여기서 푸리가 우선 주목할 사실은 고대 그리스애든 러시아어든 이러한 예 

들은 통상 비공식적인 친근한 문체를 나타내는데 활용펀다는 점이다. 즉， 직 

접화법이나 간접화법과는 대비되는 문체적 효과를 지니끄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바흐젠[볼로쉬노프]의 주장처럼 화법과 문체가 밀접하게 상호연관된 현상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35)나 39)는 자유간접화법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 36)은 주인공의 내적 독백들을 재현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기서 

원래 발화까로서 주인공의 시점 (Ul)과 서숲자의 시점 (U2)이 중첩되고 있다. 

가령 " 3 arY.JuIJI", " 3 a 6bIJI"의 시제 형태는 U1을 반영한다면， 타자의 말임을 표 

시 하는 소사 "JleCKaTb"는 U2를， 혹은 U1과 U2 사이 의 모호성 을 반영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러시아어에서는 ‘타자 표시소(KceHonOKa3aTeJIb) ’ 소사들인 

"Jle", "JleCKaTb", "MOJI"은 자유간접화법의 전형적인 수단들이 될 수 있다.26) 가 

25) 스미스(1920[1983]; 584)에서 재인용. 스미스는 이것을 직접화법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26) 이 명 청 은 아루쭈노바(1992; 42)가 제 안한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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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다음의 예를 보자. 

40) Bbl, OKa3bIBaeTC꺼， 3HaKOMbI. A TbI Bce rOBoplUI: "l!, MOJl, ero He 3HalO".27) 

41) OH OTBeTl!Jl, '1TO eMY, MOJl, y :I<e 40 JleT 11 HII'IerO 11M KOMaHAOBaTb, MOJl, 
caM 3HalO, KaK MHe rrocTyrrllTb. 

42) A Tbl CKa:l<lI: )1, MOJl, rrpllKa3aJl 11 Bce TyT.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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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또바(2001)는 예 40)을 직접화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화자는 상대 

방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거기에 소사 "MOJI"을 삽입함으로써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 나는 너의 말을 있는 그대로 옮기지만 이것은 너의 

말일 뿐’이 라는 식 이 다. 반면 위 와 같은 예들을 김 정 일 (2006)은 아루쭈노바 

(2000)를 인용하면서 간접화법의 분석적 힘을 잘 보여주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즉， ‘타자 표시소’ 소사들은 Ul의 말에 대한 U2의 거리두기를 분석적으 

로 명확히 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일의 입장의 근거가 되는 

아루쭈노바(2000)는 이러한 소사들이 있는 발화 형태를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이라는 두 개의 극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동적일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고유한 각테일”로 규정하고 

있다，29) 따라서 40)은 Ul과 U2가 중첩되고 있는 자유간접화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 41)은 "MOJI"이 간접 인용 속에도 삽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MOJI"의 기능을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42)의 경우이다. 야직 타자의 말이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42)의 

"51 , MOJI, npllKa3aJI II Bce TyT"은 중의 적 이 다. 소사 "MOJI"이 가리 켜 야 하는 타자 

의 말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꺼 npllKa3aJI II 

Bce TyT"이 (화자가 지금 대신해서 알려주고 있는) 상대방의 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전해야 할) 화자의 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 자유간접화법은 Ul과 U2의 중첩 구조로 인해서 누구의 말이 재현되 

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앞의 예 36)과는 달리， 37)의 경우에는 언뜻 볼 때， U2를 반영하는 요소를 

27) 인파또바(2001; 675)에서 인용. 

28) 아루쭈노바(1992; 46)에서 인용. 

29) 아루쭈노바(2000; 442)를 참조할 것. 이 논문은 아루쭈노바(1992)를 일부 수정한 것 

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다. 따라서 아루쭈노바(1992; 46)를 참조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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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가 어렵다. 주인공의 내적 독백 자체는 전적으로 주인공의 것으로만 보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37)은 02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단지 U1의 뒤 

에 위치만 하는 경우로 보따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주인공의 내적 독백은 

직접화법과 아주 가까워진디고 볼 수 있다. 서술자는 주인공의 말이나 생각을 

빌려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 38)은 자유간접화법의 이러한 기능을 U2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거기서 마지막 문장 - TIHCana MaTb! - 은 주인공 랄랴의 생각을 

말해주지만， 그것은 서술자의 입을 통해서인 것이다. 이것은 서술자의 발화가 

마치 주인꽁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효과를 줌으로써 독자를 주인공 속으로 

이끌어 들이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전형적인 서사 기법인 것이다. 

여상과 딸이 살펴본 러시아어의 자유간접화법은 그 떤어적 형식에 있어서 

는 확실히 명확하지 않은 뚝면이 많다. 그것은 직접화법과 유사하거나， 아니 

면 예 38)처럼 서술자의 발화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아니면 심지어 앞장의 

예 27)처럼 간접화법과 외형적으로 동일해지는 경우도 았다. 그렇지만 전체적 

으로 이러한 형식적인 불명확성은 그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칙 

적으로 러시아어에서 자유간접화법은 형식적으로 ‘마어너스 기법(MHHYC npfleM)’때) 

을 특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령 예 35)처럼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양자 모두 

에 대한 형식적 불일치나， 아니면 36) 및 40)-42)처럼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 

용 속에 ‘타자 표시소’를 집어넣거나， 아니띤 27)이나 37), 38)처럼 그 같은 최 

소한의 소극적인 형식적 지표조차 없어도， 이러한 마이너스 기법들은 모두 발 

화의 재현 속에서 U1과 U2의 중첩이라는 자유간접화법의 내용적 특정을 충 

분히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一 화법들의 기능적 자벌짝 

지금까지 우리는 발화의 재현의 일반적 메커니즘과 씨를 토대로 러시아어 

의 화법 현상들을 차례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부분인 여끼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윤 것이다. 즉， 발화의 

재현과 관계해서 한 언어 내에새 왜 상이한 화법들이 공존하는 것일까? 이 

30) 이 개념 은 로뜨만(J1oTMaH 199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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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문제를 발화의 층위와 담화 텍스트 문법의 층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발화의 층위에서 살펴본다면， 타자의 말이나 자신의 말의 재현은 본질 

적으로 대화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언어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발화의 재현 

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미 발생한， 혹은 발생했다고 상상하는， 언어 

적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발화를 재현적으로 전달하는 메타 언어적 과정인 것 

이다. 그런데 사건이란 특이하고 유일한 것이어서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사건 

의 반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재현적 반복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러한 반복은 당연히 원래의 사건과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말을 옮 

기는 사람은 원래의 발화와 그것의 재현으로서의 발화 사이에 필연적으로 개 

입되는 이러한 잠재적 차이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려고 이러한 재현적 차이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 화법틀 사이의 구분이라 

는 것은 결국 주어진 발화에 대해서 원래 발화자의 시점과 그것을 옮기는 재 

현자의 시점 사이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형화시켜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접화법은 양자 사이의 명확한 분리를， 간접 

화법은 후자에 의한 전자의 포섭을 그리고 자유간접화법은 양자의 중첩을 각 

각 안정적으로 표시해주는 문법적으로 그리고 문체론적으로 정형화된 수단들 

인 것이다. 

화법들의 이러한 일차적인 기능적 차별화가 텍스트 문법의 층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우선 텍스트를 발화 유형적으로 구분해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화법의 문체적 기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텍스트를 형성하는 발화의 언어적 기능 분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현상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는 답론(cliscourse) 

대 서사(narration)의 구분을 들 수 있는데31) 여기서도 이 구분을 채택하기로 

하자. 답론은 발화 상황 속에 화자와 수선자 그리고 발화의 직시적 틀이 명 

시적으로 주어지는 발화라면， 서사는 발화 상황 속에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 발화이다 (서사적 발화의 주체인 서술자는 화자일 수도 아닐 수 

도 있다).32) 이러한 구분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화법들의 기능적 차별화를 

31) 이 러 한 구분의 출발점 은 ‘사건 서 술(histoirel’의 발화와 ‘답론(discours)’의 발화의 

구분을 시도하는 벤베니스뜨(Benveniste 1959[1966])로 볼 수 있다. 

32) 이 구분은 담론과 서 사에 대 한 밴필드(1982; 144, 171)의 정 의 를 참조·수정 한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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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서 고찰해볼 수 있다. 

먼저 담뜯의 차원에서 살펴보변， 중섬적인 것은 직접짝법과 간접화법의 대 

립이다. 담론 속에서 발화의 재현으로서 화법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 

건으로서 의 발화(énonciation)가 아니 라 그 결과로서 의 발화(énoncé) ， 즉 발화 

체이다. 이 때문에 발화의 재현이 직접화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간접화법에 

의한 것이냐의 구분은 내용석으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꽤냐하면 담론 속에서 

는 모든 것이 화자를 중심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채를 중심으로， 그리고 

화자-수신자 사이의 피드백 (feedback)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기 때문이다. 요컨 

대， 담론 속에서는 원래 발화자의 시점 Ul플 그것을 옮기는 화자의 시점 U2 

가 포섭하려는 경향이 지배석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화법들의 기능적 차이 

란 단지 발화의 재현에 있어서 인용의 생생함에 대한 차이일 뿐， 재현 메커니 

즘을 본질적으로 특징짓는 Ul과 U2 시-이의 관계에 대한 차이를 보다 내용적 

으로 증폭시켜서 반영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일 앞장의 예 38)-40)처 

럼 담론 속에 자유간접화볍씨 나타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친 

근함’이라는 문체적 효과를 이용해서 원래의 발화를 재뻔하는 화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사익 경우는 화법의 기능적 차벨화를 구성적으로 심 

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서사 속에서 발화의 재현 

은 사건으보서의 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사 속에서 직접화법 

은 언어적 사건을 재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픽션의 경우， 직접화법은 

발화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주인공들이 참여하는 대화， 혹은 언어적 사건들을 

서술자의 개입 없이 마치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듯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변， 간접화법은 서술자의 시점에서 주인공의 발화를 재현하거나 재현 

하는 듯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주인공의 발화를 재현하면서 서술자가 자신의 

존재와 시점을 주인공과 명백히 분리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혹은 그의 

뒤에 숨어서 단지 문맥적 편적만을 남기고자 할 때， 자유간접화법이 활용된 

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작가가 서술자로서 자신의 목소리와 권위를 되도록 

부정하면서 주인공의 내면의 삶을 이야기하려는 현대 소설에서 자유간접화법 

의 활용 방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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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ation of Utterance and Narration in Russian 

Lee, Kee-Woong 

τhis study has three main goals. The first is to reconsider theoretically the 

representation of utterance as a phenomenon of linguistic 칸netarepresentation". 

The second is to describe the essential features of direct, indirect, and 

"free indirect" narrations in Russian from the semantic and pragmatic 

points of view. And the third is to reexamine their functional 

differentiations on the level of text grammar, especially in the frame of 

distinction: discourse/narrative. In approaching these goals, this study 

define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types of narration as 

following: the direct narration represents utterance, separating the point of 

view of its author and that of reporter, whereas the indirect narration 

draws the former into the latter; and both points of view are overlapped in 

the "free indirect" narration.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se essential 

features of the three types of narration tends to be reduced in the 

discourse where the organizational principles are centralized around the 

speaker-reporter; on the other hand, their differences are fully utilized in 

the narrative in which the existence of narrator does not necessarily 

presuppose speaker or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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