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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이 글은 구술서사가 갖는 일반적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서사학의 관점
들을 소개하여, 미래의 구술서사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사학의 출발이
구조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를 토대로, 가장 고전적인 구조주의 서사학에서의 구
술서사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러한 구조주의 서사학이 갖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생겨
난 여러 탈구조주의 서사학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검토하려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구술서사에 적합한 탈구조주의 서사학으로 인지서사학, 연행서사학, 매체서사학을 제
시한다. 인지서사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서사의 발생, 구성, 수용에 개입하는
논리를 다룬다. 연행서사학은 연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개입하는 여러 우발적 요소
들이 서사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매체서사학은 매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매체들 간의 전이나 결합을 통해 생성되는 서사에 대해 다룬다. 이들 이론들은 각각
야콥슨의 소통모델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콘텍스트, 접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모
두가 소환되어 기술되어야만, 구술서사는 그것의 특성에 적합한 논리로 기술될 수 있
다. 이 글은 이러한 통합의 논리를 기호학에서 찾고자 한다.
핵심어: 구술서사학, 구조주의 서사학, 탈구조주의 서사학, 인지서사학, 연행서사학,
매체서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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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술서사학을 위한 전제

서사학이라는 일반 학문적 관점을 통해 구술 서사를 바라보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간 한국문학 연구에서 끈질기게 이어져온 장르론의
전통이다. 장르론이 이미 대상의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19세기의 유산임에
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이른 지금 문학연구는 물론 예술 일반의 연구에서도
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장르론
은 한 마디로 영역 만들기 그리고 그 영역을 고수하기와 같은 배타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땅에 집착하는 농경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장르의 구분
을 통해 만들어진 영역은 다른 영역과 넘나들 수 없는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아카데미즘의 폐습을 낳았
다. 이것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날 더 이상 장르로만 구분될 수 없는
수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들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것을 환원론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비문학’혹은 ‘구술문학’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
어 왔던 한국문학 연구의 한 분야에 대해 다시금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비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구
비’라는 말이 지나치게 전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오늘날 펼쳐지는
구술로 된 문학의 현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1)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그간 ‘구술문학’이라는 말을 주로 썼으나 이 개념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옹이 적절하게 지적했듯, ‘구술’과 ‘문학’은
전혀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다.2) 구술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문학
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쓰여지는 ‘글’의 개념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
1) 송효섭, ‘구술/기술’의 패러다임과 그 담화적 실현 , 구비문학연구 제38집, 한국구비문
학회, 2014, 4-5쪽.
2) Walter J. Ong, Orality and Li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Methuen, 1982,
pp.1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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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구술된 것을 문학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말을 글로 화석화시키는 결과
를 낳게 된다. 구술은 하나의 매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간 이러한 매체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그것을 글로 쓴 문학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구술문학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전승되어 온지도 모르는 채, 그저 그것이 갖는 단순성이나 전형성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집단무의식의 원형이나 민중
의식을 추론하기 위한 심리주의적 해석의 대상으로 귀결시켜 왔던 것이다.
서사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서사학이 문학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어
도 서사학의 논의에서 문학이라는 장르의 개념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실
제로 오늘날 ‘아름다운 글’belle lettre로서의 문학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통
용되기 어려울 만큼 문학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그렇다면, 문학이라는 범주
를 한정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을 다룬다면, 오늘날 생산되는 다양한
담론들과 그것이 갖는 문학적 함의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사학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서사학에서의 ‘서사’는 장르 개념이 아
니다. 서사학에서 다루는 것은 언어를 비롯한 모든 문화 현상에서 일어나는
서사의 논리를 해명하는 것이기에, 서사를 어느 한 영역에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서사학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범서사적 현상을
다루는 것이다.3) 따라서 구술에 국한시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에도 ‘구
3) 서사학의 발생을 1966년 프랑스의 저널 코뮤니카시옹 8호의 출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
다. 여기에 투고한 브레몽, 주네트, 그레마스, 토도로프, 바르트는 대표적인 구조주의자들
인데, 이는 서사학이 구조주의에 토대에서 출발했음을 말해준다. 이 저널에 실린 글 이야
기의 구조 분석 에서 바르트는 “세상의 서사는 수도 없이 많다. 구술이건 기술이건 분절
된 언어,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이미지들, 동작들, 이 모든 실체들의 질서화된 혼합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의 구분과는 무관하게, 서사는 국제적이고 트랜스
문화적이다; 그것은 단지 거기에 있다. 삶 그 자체처럼”이라고 언명함으로써 서사가 갖는
범서사성을 부각시킨다.
Marie-Laure Ryan, Avatars of Sto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p.3 참조 및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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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서사’라는 말이 더 적절하며, 이 글 역시 ‘구비문학’이나 ‘구술문학’보다
이 개념을 근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구술서사를 다루는 서사학의 영역을 ‘구술서사학’이라 하자. 이러한 서사
학도 당연히 구조주의 서사학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술서사학
은 그것이 갖는 ‘구술성’의 함의로 인해 좀더 다른 서사학적 전략이 필요하
다. 구조주의 서사학에서 기술하는 구조와 ‘구술성’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연행들 간에는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소쉬르의 용어
로 말한다면, 전자는 랑그, 후자는 파롤이라 할 수 있겠는데, 구술서사학은
기본적으로 랑그를 지향하면서, 파롤을 해명해야 할 모순적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서사학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구조주의 서사학을 살펴보고, 구술서사학
에서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을 이 글에서는 탈구조주의 서사학이라는 범주로 제시할 것이
다.4)

4) 뉘닝은 구조주의 서사학을 고전적 서사학이라 보고, 그것의 변이들로, 의미론적 서사학,
스토리 지향적 서사학, 담화지향적 서사학, 수사학적/화용론적 서사학을 제시한 바 있다.
허만과 버벡은 이러한 고전적 서사학 이후의 서사학을 탈고전적 서사학이라 하여 포스트모
던 서사학, 젠더와 윤리를 다루는 이데올로기 서사학, 가능세계의 서사학, 독자 중심의 서
사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 고전적 서사학이라는 말보다는 구조주의 서사학이라는 개념을 씀으로써,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서사학 간의 구조주의적 연계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Ansgar Nünning, “Narratology or Narratologies?: Taking Stock of Recent Developments,
Critique and Modest Proposals for Usages of the Term”, (eds.) Tom Kindt &
Hans-Harald Müller, What is Narratology?: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the
Status of a Theory, De Gruyter, 2004, p.246.
Luc Herman & Bart Vervaeck, Handbook of Narrative Analysi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1, pp.103-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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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주의 서사학

먼저 구조주의 서사학의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전적’ 서사학이라는
말이 함의하듯, 구조주의는 이미 오늘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고전적인
것이 되었다. 구조주의 서사학과 탈구조주의 서사학을 구술서사학과 관련
하여 다루기 위해, 이 글에서는 또한 매우 고전적인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의 도식5)을 출발점으로 삼기로 한다.
구조주의 서사학의 고전적 이론이 완성되기 이전, 그 싹은 러시아 형식
주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형식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텍스
트 그 자체이다. 왜냐면 형식은 텍스트 바깥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내재한 형식에 의해 여러 미학적 효과가 발현될 수 있
는데, 형식주의자들은 그것이 바로 주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러시아 형식
주의에서 구분한 파불라와 수제에서 수제는 곧 플롯을 말하는데, 그것이
갖는 형식성을 통해 파불라로서의 줄거리는 시학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6) 야콥슨의 도식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메시지이다. 야콥슨은 시
5)

콘텍스트
메시지
발신자 --------------------------------------------- 수신자
접촉
코드

Roman Jakobson, Language in Literature,(eds.) Krystyna Pomorska & Stephen Rud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66.
야콥슨의 이러한 도식은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여러 상황적 요소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목
적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이 글의 뒷부분에서 다
루게 될, 인지, 연행, 매체를 바로 이러한 도식의 각 항들에 대응시켜,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구술서사학의 전체적 구도를 설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Boris Tomashevsky, “Thematics”, (trans.) Lee T. Lemon & Marion J. Reis,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pp. 66-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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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이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7) 수행된다고 보았는데, 이
는 구조주의자로서의 야콥슨이 문학연구에서 시학을 강조한 형식주의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형식주의가 구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은 위의 도식에서 코드라
는 개념이 제시되면서이다. 메시지의 형식적 요소가 아닌, 메시지를 구성하
거나 해독하는 규칙이나 원리로서의 코드의 개념은 단지 메시지 자체만으
로는 설명될 수 없다. 메시지만의 구조가 아닌, 그것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
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구조를 기술하게 됨으로써, 구조주의는 텍
스트뿐만 아니라, 그것 넘어서까지 구조적 틀을 확대시킨다. 구조주의의
공리는 따라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야콥슨의 도식에서 제시된 다른 요소들,
즉 발신자, 수신자, 콘텍스트, 접촉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코드는
구조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적어도 구조주의에서 본다
면, 앞서의 여러 요소들도, 코드화된 발신자, 코드화된 수신자, 코드화된
콘텍스트, 코드화된 접촉일 뿐이며, 이들은 모두 메시지로부터 추론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구술서사학과 관련하여, 구조주의적 관점이 적용된 사례로, 프로프, 레비
스트로스, 그레마스를 들 수 있다.
프로프는 러시아의 마법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31개의 기능을 추출해냈
으며, 그에 해당하는 7개의 행동반경들을 찾아냈다.8) 다수의 민담에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추출해낸 것은 그 이전에 단지 설화에서 모티프
나 주제를 추출하여 이들을 텍스트로부터 분리시켜 연구한 사례와는 결정
적으로 다른 것이다. 프로프에서 중요한 것은 기능들을 추출했다는 점이
아니라, 이들이 일정한 순서로 동일하게 드러남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기능들 간에 일정한 통사론적 관계가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일정한 범위
7) Jakobson, op.cit.,p.69.
8)Vladimir Propp, Morphology of the Folktale(2nd edition),(trans.)Ariadna Y. Martin &
Richard P. Mar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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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민담이 갖는 형태론을 구성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로프가 주목
을 받게 된 것은 구조주의의 흐름 속에서 그의 이론이 한정적이지만 구조
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라 말해, 프로프는
구조주의자가 아니다. 프로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레비스트로스
와의 논쟁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9) 그는 형태론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주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는 실제로 그러한 연
구를 실행한 바 있다.
보다 본격적으로 구조주의가 구술서사에 적용된 것은 레비스트로스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가 신화를 분석하고 밝혀낸 것은 신화 자
체의 의미가 아니다. 유명한 오이디푸스 신화의 분석10)에서 그는 파격적으
로 신화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스토리를 분절하여 완전히 새롭게 배치하고,
거기에서 신화소들 간의 양항적인 구조적 관계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이들
양항 관계가 또한 일정한 구조적 정합성을 보여줌으로써, 양항 관계항들
간의 모순이 중재된다고 보았다. 그가 내린 결론은 신화의 구조가 아니라,
문화 속에서 신화가 하는 이러한 중재적 역할이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
은 신화라기보다는 문화의 구조이며, 그는 그것이 일정한 체계 안에서 반복
과 교체를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가 인류학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분석은 서사를 밝히기보다는 서사를 해체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서사
학 혹은 구술서사학으로부터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레마스 역시 설화나 신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프로프와 레비
스트로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론적 체계를 구성하였
는데, 그레마스가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은 의미생성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
9)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순진한 경험주의자”로 자처한다.
Vladimir Propp, "The Structural and Historical Study of the Wondertale", Theory and
History of Folklore, (trans.) Adriadna Y. Martin and Richard P. Martin and several
others, (ed.)Anatoly Liberma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pp.79-80.
10) Claude Lé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Claire Jacobson & Brooke
Grundfest Schoepf, Penguin Books, 1963, pp.206-231.

12 구비문학연구 제45집 (2017. 06. 30.)

이었다.11) 그는 레비스트로스처럼 양항대립을 의미의 본질적 구조로 보아,
이른바 기호사각형이라는 모델을 그가 말한 의미생성 프로그램의 가장 심
층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표층에는 행위소들 간의 통사론적 관계를 제시하
였는데, 그가 말한 행위소는 프로프가 말한 행동반경을 양항대립으로 체계
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행위소들은 의사인간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행위소들이 모든 담화의 표층구조 속에 드러난다고 봄으로써, 그의 이론
이 갖는 범서사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모든 담화는 그것이 서사 형태를
띠든 아니든, 의미생성 행로에 따라 의미가 생성되는데, 거기에 언제나 행
위소가 존재한다는 점은 ‘모든 담화는 서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그가 말한 담화적 구조는 담화가 갖는 특수성을 드러
내는 층위로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형상들, 즉 행위, 시간, 공간 등이 드러나
는데, 이것 역시 양항대립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구조주의 서사학은 이들 외에도, 바르트, 주네트, 토도로프, 브레몽 등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들 서사학은 구술서사학과 관련되는 부분이 비교적
적은 서사의 플롯이나 수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서사학, 즉 고전적인 구조주의 서사학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 앞
서 야콥슨의 도식에서 메시지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발
신자에 해당하는 작가는 실제작가가 아닌 내포작가이거나 서술자이며, 독
자 역시 마찬가지이다.12) 콘텍스트가 고려된다면, 이는 텍스트의 구조 안
에서만 의미론적으로만 드러날 뿐이며, 접촉에 대한 관심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술서사학의 대상이 될 만한 신화나 설화는 주로 그것
의 스토리에 국한시켜 다루었을 뿐, 그 스토리가 구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11) A.J.Greimas, Du sens, Seuil, 1970, pp.135-136.
12) 실제작가, 내포작가, 서술자, 실제독자, 내포독자, 피서술자에 대해서는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sity Press, 1978, pp.147-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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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될 때 생겨나는 여러 상황적이고 연행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필자는 구조주의 시학이 문자시학이며, 구술 연행을 다룰 때는 구
조주의 시학을 해체한 구술시학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는데,13) 이는 구
술서사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메시지와 코드에 집중한 구조주의 서사학
으로 인해 구술서사가 연행되는 현장에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이들에 의해
외면되었던 파롤적인 요소들을 어찌할 것인가? 더욱이 이들이 구술서사
연행의 핵심적 특질들을 드러내는 요소들이라면?
그러나 서사학이 구조주의의 토대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야콥슨의 도식의 나머지 요소들, 발신자, 수신자, 콘텍스트, 접촉의 실체적
위상을 복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두된 인
문학의 새로운 연구 경향들은 이들을 구술서사학의 이름으로 호출하고 복
권시키는 데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 나름대로, 구조주
의를 넘어서 구술서사학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3. 탈구조주의 서사학

고전적인 구조주의 서사학을 벗어나는 길은 앞서 제시한 메시지와 코드
로 이루어진 텍스트 자체를 넘어서 그 주변의 것들을 함께 살피는 일이다.
이에 따른 서사학의 설계는 구조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지만 한편
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구술서사에서 실제로 연행하는 발화자이거나 수화자, 즉 이야기
꾼이거나 청중이며, 콘텍스트도 야콥슨이 말한 “언어적이거나 언어화될 수
있는”14) 것이 아닌, 실제로 구술서사가 연행되는 상황이거나 현장이다. 접
13)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94-102쪽.
14) Jakobson, op.cit.,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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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역시 마찬가지인데, 구술서사에서 실제로 포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
식과 관련된 여러 양태적인 현상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과 관련된 서사
학을 이 글에서는 각각 인지서사학, 연행서사학, 매체서사학으로 범주화한
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들은 구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파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조화될 수 없는 우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파롤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의 논리를 찾는 것이 이 글이
조준하는 목표이다.
3.1. 인지서사학

인지서사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서사의 발생, 구성, 수용에 개입
하는 논리는 다루는 연구를 말한다. 구조주의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앞서
말했듯, 코드화된 발신자이거나 수신자이며, 그것은 텍스트 안에 존재하거
나 텍스트를 구동시키는 코드에 종속되어 있다. 열린 해석을 주장한 에코도
‘모델독자’라는 개념을 통해, 독자가 갖는 실제성에 제동을 건 바 있다.15)
이러한 점은 구조주의 기호학이 갖는 언어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만, 이러한 언어가 인간의 인지적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면, 전혀 다른 논리가 만들어진다. 인지서사학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착안
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발신자의 마음과 이야기를 수용하는 수신자의 마음
에서 어떤 인지활동이 일어나는가를 탐구한다.
허만은 인지서사학의 주요 논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16)
*이야기에 의해 야기된 세계의 정신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독자와 청자의 인지적
과정이 어떻게 관여하는가?
15) Umberto Eco,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of Texts,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p.7-11.
16) David Herman, “Cognitive Narratology”, http://wikis.sub.uni-hamburg.de/lhn/index.ph
p/Cognitive_Narratolog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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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혹은 줄거리(수제 혹은 파불라)의 토대 위에서 매체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
되는가?
*이야기들이 사고를 위한 도구로서 정확히 어떻게 기능하는가?
*서사가 생생한 경험이 갖는 가변성을 조절하는 표현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서사가 의식 자체를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점들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서사의 생성, 전달, 수용 전
반에 걸쳐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구술서사학으로 논점을 좁혀 기억과 거기
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세계의 인지적 측면을 살피고자 한다.
구술서사가 연행되는 가장 중요한 매개는 인간의 기억이다. 전통적인 구
비문학의 개념에서 중요시하는 전승은 특히 기억이 중요한데, 따라서 로드
등의 구술상투어구이론가들은 이러한 기억이 어떻게 유지되고 연행까지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했다.17) 그러나 인지서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
억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이다. 기억되는 그 무엇은 발화
자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발화자가 실제로 경험
한 것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들은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발화자의
마음 안에는 발화를 통해 이야기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가령 발화자가 자신이 겪은 전쟁과 같은 특수한 경험
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러한 경험은 그의 생애라는 이야기 안의 일부를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특수한 경험의 이야기는 발화자
의 스토리세계storyworld18)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이 발화 시점의 특수
17)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2n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참
조.
18) 최근 인지서사학과 관련하여, 스토리세계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라이언에 따르면, 스
토리세계는 단지 이야기의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기의 전체적 변화를 수행하는 복합적인 시공간적 총괄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야기의
사건에 따라 생겨나는 상상적 총괄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스토리세계는 텍스트에서 직접
드러나는 ‘지금’ ‘여기’보다 더 큰 세계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Marie-Laure Ryan, “Texts, Worlds, Stories: Narrative World as Cognitive and Ontological

16 구비문학연구 제45집 (2017. 06. 30.)

한 상황에 의해 발화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인
지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발화자의 실제 삶이 있다. 이러한 삶은 그 자체
로 존재하는 존재론적 스토리세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삶은 발화자의 인지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삶으로 인지된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
으로 인식하거나 미래의 전망을 낙관적 혹은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매우 다양한 인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발화자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의 생애는 하나의 스토리세계를 구성한다. 이것을 인지적 스토리
세계라 할 수 있는데, 그 세계에서 여러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어떤 발화 상황에서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야기는 발
화 상황에 맞는 가공을 거쳐 또 다른 스토리세계로 만들어진다. 가령 전쟁
을 겪은 이야기 중에서도 피난 상황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이야기로 엮었
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스토리세계이며, 여기에는 발화자의 현재 감정이나
정서, 지식, 인생관이나 세계관 등이 반영된다. 이는 서사적 기억19)의 가장
Concept”, (eds.) Mari Hatavara, Matti Hyvärinen, Maria Mäkelä, Frans Mäyrä,
Narrative Theory, Literature, and New Media: Narrative Minds and Virtual Worlds,
Routledge, 2016, pp.13-14.
19) 최근 레온은 서사적 기억의 전체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인지체계는 서사적 기억과 거기에 작용하는 목표들 그리고 그것의 예비적 처리(마음
안에서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사적 기억은 단편적 기억, 방법적-의미적 기억 그리고 서
사적 생성의 상관관계를 포함한다. 이는 이야기 발화자가 현실의 원재료를 자신의 인지
속에 입력하여 그것을 이야기로 가공,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지서사학이 다
루게 될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Carlos León, “An architecture of narrative memory”, Biologically Inspired Cognitive
Architectures 16, 2016,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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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세계들은 구조주의
서사학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스토리세계를 토대로 발화가 이루어
지고, 그 발화의 결과인 담화, 즉 언어적 구성물이 나왔을 때, 비로소 그것
은 구조주의 서사학의 분석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지서사학은 단지 발화자의 인지체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수화자
역시 인지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토리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수
화자가 구축하는 스토리세계는 발화자의 스토리세계와 같을 수는 없다. 언
어라는 매개를 사용하는 이상,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화자는 발화자가 말한 이야기에서 사용된 여러 언어적 지표들
을 통해 새롭게 자기 나름의 스토리세계를 구축한다. 라이언이 말한 “상상
적 총괄성”20)이 생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수화자의 상황, 경험,
정서, 세계관 등에 따라 단편화되고, 또한 그 단편화된 것을 다시금 방법적
이고 의미적인 기억으로 만드는 서사적 생성 과정을 거쳐 인지체계 속에
저장한다. 가령 발화자가 전쟁에서의 피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묘사했
던 인물들, 시공간적 형상들, 그리고 그로 인해 총괄적인 모습으로 발화되
었던 이야기는 수화자에게는 다른 인물들, 다른 시공간적 형상들로 단편화
되고, 그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의 인지체계 안에 다른 스토리세계
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이야기가 인지체계 안에서 생성되고 수용됨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인지서사학은 그 과정을 기술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차
강조했듯, 구조주의에 토대를 둔 서사학은 이러한 영역을 다루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만들어질 스토리세계는 그저
파롤일 뿐이며, 기술해낸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례 하나를 보여주는 데 그
친다면, 과연 인지서사학에서 보편적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구조
주의를 넘어서고자 하지만, 결국 소통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0) Ryan, op.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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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앞에서 다시금 구조주의를 소환해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국 탈구조주의가 구조주의의 연장임을 확인한다면,
이에 대한 보다 정치한 방법론적 탐구는 숙제로 남는 것이다.
3.2. 연행서사학

야콥슨의 도식에서 콘텍스트는 메시지에 의해 지시되는 것으로 수화자
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언어적이거나 언어화될 수 있는 것이다.21) 이러한
정의는 매우 구조적이다. 텍스트 주변의 모든 것이 콘텍스트가 아니라, 텍
스트 안에서 일정한 코드를 통해 전달 가능한 것만을 콘텍스트로 보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콘텍스트도 텍스트로부터 추론되는
것이고, 그것의 성격은 구조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콘텍스트의 개념이 구술서사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까? 먼저 구술서사는 입으로 말해진 이야기를 말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그
러한 발화가 벌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실제상황은 야콥슨
이 말한 콘텍스트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구술서사학에서 서사를 다룬다
면, 이와 같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지표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
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 연행론에서 이러한 현장에서 생겨나
는 여러 즉발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시학의 가능성이 탐구된 바 있지만,22)
연행서사학은 좀더 서사의 연행적 성격을 고려한 서사의 논리를 탐색한다.
연행은 한 마디로 실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실제적 행위
는 그것이 일종의 기획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우발적 상황에 적응해서 생겨나는 여러 요소들이 개입한
다. 연행서사학은 이러한 요소들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서사에 대해 탐
색한다. 이는 단지 추상적인 줄거리를 탐구하는 기존의 구조주의 서사학과
21) Jakobson, op.cit., p.66.
22) Richard Bauman, Verbal Art as Performance, Waveland Press, 1977,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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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다. 바우만은 틀짓기framing라는 고프만의 용어를 끌어들여, 소통
의 모든 행위에는 전달된 메시지들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도구들을 전달
하는 외재적이거나 내재적인 틀 짓는 메시지들이 포함됨을 지적한 바 있
다.23) 이는 곧 베이트슨이 말한 메타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데,24) 구
술서사의 구술성과 관련된 보다 핵심적인 소통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구조주의에서 말
하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개념은 보다 역동적 개념으로 전환된다. 텍스트
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정된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 연행서사학
에서 텍스트는 텍스트화entextualization가 되어야 하며,25) 서사 역시 ‘서사
화’narrativization라는 개념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 서사화는 커뮤니케이
션과 메타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메타커뮤니케이션
의 관여로 이루어진 서사는 상황에 따른 즉발성을 구현하면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코드를 조정해낸다. 가령 무당이 서사무가를 부를 때, 그때그
때의 청중들의 반응이나 당시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무가의 줄거리에 덧붙여진 또 다른 서사를 생성해내는 것이 그러한 예이
다.26) 이러한 텍스트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호작용은 곧 콘텍스트
화를 불러일으킨다. 콘텍스트 역시 야콥슨이 말한 언어적이거나 언어화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콘텍스
23) Richard Bauman, “Performance”, (ed.)Richard Bauman, Folklore, Cultural
Performances, and Popular Entertainments: A Communication-centered Handboo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45.
24) Gregory Bateso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Jason Aronson Inc., 1987, pp.183-198 참조.
25) 이 글에서 쓰인 텍스트화와 콘텍스트화의 개념은 Richard Bauman & Charles Brigg,
“Poetics and Performance as Critical Perspective on Language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s Anthropology, vol.19, 1990, pp.66-78 참조.
26) 최근 민속학자와 연행자가 함께 단군신화의 구연을 조율하는 과정을 기술한 연구 역시
이와 같은 사례에 주목한 것이다.
Kyoim Yun, “Negotiating a Korean National Myth: Dialogic Interplay and Entextualization
in an Ethnographic Encounter”,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24(494),2011, pp.
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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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화는 텍스트가 지시하는 콘텍스트로부터 나온 개념이지만, 그 지시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무당이 사회적 문제를 무가에
담았을 때, 그 사회적 문제는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지
는 것이다. 이때의 무당의 연행 자체는 새로운 사회적 텍스트의 생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구술서사가 구연되는 현장에서 직시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지표들 역시 콘텍스트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 발화자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 혹은 판을 짜나가는 과정과 같은 콘텍스트
화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연행서사학과 관련하여, 또한 문제되는 개념이 의례이다. 격식화된 행위
로서 의례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서사를 함의한 것이기도 하다. 반겐
넵이 말한 통과의례는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서사27)이며, 터너
가 말한 리미널리티는 사회적 드라마라는 상징적 서사 안에서 의례의 역할
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28) 구술서사도 서사임을 감안하면, 그것은 분명
히 시작과 끝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삶이 연속적인 것이라면, 서사는 그
중의 한 단면을 불연속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의례이다. 의례 안에서 구연되는 구술서사는 그런 점에서, 더욱 집약
적으로 그것의 서사성을 구현한다. 바리데기 무가가 위령굿에서 구연되었
을 때, 무가의 줄거리와 위령굿에 함의된 서사는 앞서 말한 커뮤니케이션과
메타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동질성을 통해 서사
와 의례 간의 은유적 유대관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점은 연행서사학이
단순히 줄거리를 다루는 서사학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요소들과의 여러
메타적 상징적 은유적 관계를 드러내는 서사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행에서 그것의 연행성은 발화자와 수화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잘 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안된 ‘거시스토리’Big Story와 ‘미시스
27) A. 반겐넵 지음, 통과의례, 전경수 옮김, 을유문화사, 1985 참조.
28) Victor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PAJ, 1982,
pp.24-30 참조.

송효섭

구술서사학의 현재와 미래 –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까지 21

토리’small story의 구분이 주목된다.29) 특히 전기적 서사에서 발화자가 자
신의 삶을 구술할 때, 그는 거시스토리로 구술하거나 미시스토리로 구술한
다. 이는 그가 처한 연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쉬쩨에 따르면, 서술자는
이야기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기억을 생략하고 서술되는 것에
관련된 경험만을 선택해야 하며, 정서적인 배치, 모티브들 관련 사건들에
관한 자세한 배경 정보를 주어 전면을 돌출시켜야 하며, 이야기의 부분을
이야기 전체의 형식에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데,30) 이것은 일반적인 거시스
토리에서의 서술자의 역할을 말한 것이다. 거시스토리는 이와 같이 서술자
의 역할에 따라 일관되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말한다. 그러나 미시스토리는
다르다. 미시스토리는 우선 짧으며, 무엇보다도 발화자와 수화자의 상호작
용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화자를 주제화하는 전체적 삶을 말할 필요
도 없으며 심지어는 화자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다.31) 마치 일상
적인 대화를 하듯이 나누는 발화 속에 우연히 개입하게 된 단편적인 이야
기 같은 것인데, 문제는 그것 역시 거시스토리만큼 중요하다는 데 있다.
최근 역사학에서 미시사에 관심이 커지는 까닭은 거대서사로서의 역사학
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담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 미시스토리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서사를 구체적인 연행 상황에서 그때그때 만들
어낸다는 데 그것이 갖는 구술서사로서의 의의가 있다. 미시스토리에 대한
관찰을 통해 거시스토리를 추론하거나 구성하는 작업이 연행서사학에서
이루어진다면, 줄거리 중심의 구조주의 서사학을 넘어선 새로운 탈구조주
29) Michael Bamberg, “Biographic-Narrative Research, Quo Vadis? A Critical Review of
‘Big St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mall Stories’”, (eds.)K. Milnes, C. Horrocks, N.
Kelly, B. Roberts, & D. Robinson, Narrative, memory and knowledge:
Representations, aesthetics and contexts, University of Huddersfield Press, 2006,
pp.1-17 참조.
30) F. Schütze,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zählens”, (eds.)M.
Kohli and Robert Günter,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 Bamberg, op.cit., p7에서 재인용.
31) Bamberg, op.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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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사학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3.3. 매체서사학

야콥슨의 도식에서 접촉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물리적 채널과 심리적
연계를 말한다.32) 여기서 심리적 연계는 발신자와 수신자와 관련하여 앞서
인지서사학에서 다룬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물리
적 채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소통을 지속시키는
접촉은 반드시 어떤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견 이러한 매체는 소통의
도구 역할에 그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간의 소통 이론은 메시지 전
달을 위한 매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야콥슨의 도식에서
보았듯, 오로지 메시지만이 소통의 중심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오늘날
다양한 매체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은 매체가 서사학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구술서사학의 경우, 이는 보다 두드러진다. 구술서사에서 ‘구술’이 바로
매체적 함의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이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기
술’과 양항대립을 이루면서, 이들 양항대립이 갖는 의미가 단지 소통의 도
구를 넘어 인간의 근본적인 사유 양식에 관련된다는 논의가 일반화되었다.
이른바 ‘대분할 이론’은 구술 사회와 기술 사회는 사고의 양식 자체가 근본
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다.33) 구술과 기술을 진화론적 단계로 본다면,
구술 서사는 기술 서사에 비해 더 원시적이고 단순하다는 가설에 이르게
된다. 왜냐면 구술은 기억에 의존하는 데 반해 기술은 기록에 의존하기 때
문이다. 인간이 갖는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것이 문자의 발명이며,
이러한 문자로 인해 인간은 보다 발전된 복합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
32) Jakobson, op.cit., p.66.
33) Danial Chandler, “Biases of the Ear and Eye” visual-memory.co.uk/daniel/Documents/l
itoral/litoral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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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이러한 가설이 오늘날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은, 매체와 관련하여 달라진 소통 상황 때문이다.
기술은 결코 구술의 발전된 형태가 아니며, 오히려 이들은 발화자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전략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구술서사학에서 다루
어야 할 것은 구술을 통해 구연되는 서사가 갖는 독특한 서사성뿐만 아니
라, 그와 관련된 다른 매체들과의 관계일 터이다.
구술서사가 기술서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구술서사는 실제 구연 현
장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직접 대면한다는 점이다. 구술서사가 구연될 때,
수화자는 단지 발화자의 목소리만으로 서사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발화
자는 이야기를 소리로 구연하지만, 또한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수화자에게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관점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에서
매체는 단지 언어적인 데 그치지 않고 비언어적인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양태들이 하나의 소통에서 활용될 때, 이를 복수양태성
multimodality이라 한다.34) 구술서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복수양태성을
가지며, 구술서사학은 바로 이러한 복수양태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구술적 소통은 이른바 옹이 말한 ‘제 2의 구술성’35)을 띠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전자 혹은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생겨나
는 것인데, 이때의 구술 서사는 다양한 매체들과 결합하여 보다 복합적인
복수양태성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라이언은 서사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
체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시간적/공간적/시공간적, 단일채널/이중채널/다
중채널, 언어적/청각적/시각적, 정태적/운동적과 같은 기준의 결합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매체의 실현 양상을 보여주었는데,36) 이 경우 이들 대부
분은 복수양태성을 구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들은 바로 양태들의 특성
34) Gunther Kress, Multimodality: A social semiotic approach to contemporary
communication, Routledge, 2010 참조.
35) Ong, op.cit., p.136.
36) (Ed.)Marie-Laure Ryan, Narrative across Media: The Languages of Storytelling,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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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구술상황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재현될
때, 그 구술상황 자체에서 드러나는 복수양태성 외에도 거기에 다양한 편집
이나 연출을 통해 매체들이 삽입됨으로써 생겨나는 복수양태성도 존재하
게 된다. 이 경우, 구술서사학은 이러한 매체들 자체의 성격과 그것이 결합
하여 생겨나는 다양한 매체적 효과에 따른 서사의 발현을 해명해야 되기에,
언어 이외의 다양한 양태들에 대한 메타기호학적 논의는 물론, 이들의 복합
성에서 생겨나는 함의를 해석하는 내포기호학적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37)
구술성이 다른 여러 매체들과 함께 실현되는 것을 복수양태성이라 한다
면, 하나의 서사가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실현되는 양상을 트랜스매체성
transmediality38)라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구술로 전승되는 설화가
기록되었다면, 이는 같은 설화가 구술매체와 기술매체를 넘나들며 실현된
일종의 트랜스매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설화를 같은 설화로
볼 것인가, 다른 설화로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줄거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사학에서 보면, 이들은 같은 구조를 갖는 설화라 할 수 있지
만, 매체서사학의 관점에서 이들 설화들은 각기 다른 매체성을 실현하고
있어, 엄연히 다른 설화로 보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러한 트랜스매체성이
37) 내포기호학과 메타기호학은 옐름슬레우의 용어이다. 내포기호학은 표현과 내용의 관계
를 다루는 외연기호학을 표현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 설정된 내용과의 관계를 다루는 기호
학을 말한다. 구술서사학의 담화에서 맥락과 관련하여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이러한 내포기호학으로 다룰 수 있다. 메타기호학은 그것의 내용 국면이
외연기호학으로 이루어진 기호학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실체에 가까운 최소한의 표현이
다루어진다. 구술서사학에서 발화자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그 목소리에서 정서적인 함의
를 찾아내는 것은 내포기호학이지만, 표현이 최소화된 목소리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을 드
러내는 것은 메타기호학이다. 옐름슬레우는 이 두 개의 기호학이 결합된 메타-내포기호학
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구술서사학에서 본다면, 매체가 갖는 내포적 함의가 그 매체의 물
리적 성질과 연결되는 논리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Louis Hjelmslev,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trans.)Francis J. Whitfield,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9, pp.114-125.
38) (Eds.)Marie-Laure Ryan & Jan-Noël Thon, Storyworlds across Media: Toward a
Media-Conscious Narratolo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4, pp.25-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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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매체 상황에서는 더욱 복잡하게 실현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매체수용자는 그간 단순한 수신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매
체가 다양해지고 수용자가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는 친숙
한 매체를 통해 콘텐츠를 받아들이려는 수용자의 적극성 또한 문제시된다.
젠킨스가 말한 컨버전스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걸친 콘텐츠의 흐름,
여러 미디어 산업 간의 협력,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
기 위해서 어디라도 기꺼이 찾아가고자 하는 미디어 수용자들의 이주성
행동”39)인데, 이로 인해, 매체를 통한 서사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다양한 피드백과 또한 능동적인 서사의 생산을 통한 상호작용을 이어
가게 되는 것이다. 구술서사학에서 구술이 단지 고립된 매체로 연구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 현실의 매체 상황과 무관한 구술성의 형이상학적 본질론에
귀결될 뿐이어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위해서는 이러한 트랜스매체
성의 실현과정에서의 구술성이 갖는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수양태성이나 트랜스매체성은 오늘날의 매체들이 더 이상
각기 고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광고는
누군가 말하고, 표정과 행동을 보여주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며,
또 거기에 음악과 함께 문자로 된 자막이 삽입된다. 그 광고의 메시지는
다른 매체를 통해 다르게 만들어지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상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이러한 복수양태성이나 트랜스매체성은 텔레비전뿐
아니라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있어, 매체성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이나 효과 등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만큼, 구술서사를 매체서사학으로 다루는 일은 앞으로 더욱
많은 논점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39) 헨리 젠킨스 지음, 컨버전스 컬처: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 김정희원, 김동신
옮김, 비즈앤비즈, 2008,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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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 구술서사학을 위하여

구술서사학과 관련하여,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에 이르는 서사학의
경향들을 살폈다. 구조주의가 서사의 메시지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갖는
일반적 구조를 추출하는 것이라면, 구술서사는 그것이 실제로 구연되는 것
이기에 메시지 외적인 여러 요소들을 소환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은
언어 혹은 담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여러 지표기호40)들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
면 이들은 파롤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구술서사의 커뮤니케
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그 자체로 서사적 성격을 띠거나
전체 커뮤니이션에서의 서사적 성격을 강화시키거나 특징짓는 역할을 한
다.
이들은 야콥슨의 도식에서 보듯, 서로 긴밀한 지표적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핀 인지서사학, 연행서사학, 매체서사학 역시 분명한
경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영역을 넘나들며, 상호관련성을 구현
한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미래의 구술서사학을 더욱 진전시키고 풍부하게
할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서 다루는 대상과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영역들을 전체적인 구술서사 커뮤니케
이션의 구조 안으로 편입시켜 이들 간의 상관성을 밝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도 구술서사학을 포함한 서사학은 다양한 인접학문과 연대하여
40) 퍼스가 말한 지표기호란 기호가 나타내는 대상으로부터 실제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야기꾼이 슬픈 전설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
렸다면, 그 눈물은 그 슬픈 이야기의 실제적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기호라 할 수 있다.
(Eds.)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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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계시켜 기술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합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능성을 필자는 기호학에서 찾고자 한다.41) 인지, 연행, 매체가
서로 연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통적 메타언어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들
을 모두 기호작용으로 보았을 때 가능하다. 이들을 고립된 본질적 요소들
간의 관계가 아닌 보편적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코드들로 본다면, 그것이
인지서사학이든, 연행서사학이든, 매체서사학이든 경계를 넘어 구술서사
의 서사적 성격에 부합하는 서사학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서사학을 구조주의 서사학과 탈구조주의 서사학으로 구분하면서도, 거기
에서 구조주의라는 연계점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이다.

41) 기호학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무엇을 나타내는 과정의 논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모든 것은 기호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각, 인지, 행위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작용들이 필연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기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일정한 논리를 통해 다른 기호들과 상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기호학의 기본 전제이다. 따라서 기호학은 인지, 연행, 매체이라는 기존의 분리된 영
역을 기호작용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포괄하여 설명할 논리를 서사학에 제공할 수 있
다. 기호학을 통해 통합적 구술서사학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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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Survey of Oral Narratology
:From Structuralism to Poststructuralism
Song, Hyosup(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several narratological perspectives on
oral narrative in order to create the productive theory of oral narratology
in future. Assuming that narratology had begun from structuralist trend,
first of all, I’ll introduce some theories of oral narrative from classical
structuralist narratology, and then, on the basis of some problems drawn
from this description, I’ll suggest new theoretical possibilities of
poststructuralist narratologies. In this article, I’ll suggest three
narratologies most proper to oral narrative, that is, cognitive narratology,
performative narratology, and media narratology. Cognitive narratology
deals with generation, composition and reception of narrative in human
mind. Performative narratology deals with the effect of various incidental
performative elements on narrative meaning-making. Media narratology
deals with various operations of media, including transition and
combination among them. These are respectively connected to
sender/receiver, context, contact in Jakobson’s communication model. In
order to design the complete theory of oral narratology, all of these
elements have to be considered integrally, so, I’ll cautiously suggest the
semiotic theory as a matrix of methodological possibilities for such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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