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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적’ 개념으로서의 ‘시니피앙 연쇄’ (1)
일탈의 시도 *
: 연명하는 최후의 ‘소쉬르 현상으로부터의
’
「ラカン的」概念としての「シニフィアン連鎖｣｣(1)
──延命する最後の「ソシュール現象」からの離脱の試み──

하라 가즈유키 지음

한 단어의 의미의 다양성이 갖는 역사적인 성격은 제쳐두더라도, 언어
가, 사람들도 말하듯이 의미의 담지자이며 따라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
는 여러 가지 말의 결합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이미,
언어의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성격 중 하나이다. 그것이 그러한 것, 여
러 가지 단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존재자가 우리에게는 객관물
Objekt로서, 대상 Gegenstand으로서 나타난다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자
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표상하는 방식은, 원래 어떤 방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하이데거, 근거율

하나의 시니피앙을 다른 시니피앙으로 치환한다는 사고방식은, 그 장
소가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각자는 위치적인 치환이
며, 위치 그 자체는 시니피앙 연쇄를, 즉 조합적인 연속을 요청합니다.
위치는 그 모든 특징을 요청한다는 게 아니죠. 이 조합적 연속은 예를
들어 추이, 교체, 반복 같은 요소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 라캉, 『무의식의 형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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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쉬르의 사상을 일반 언어학 강의 만을 통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책이 소쉬르 본인과는 다른 방법이 되는 하나의 ‘가상’ 내지 ‘현
상이며
’
, 소쉬르 자신의 언어학적 사색은 또 다른 곳에서 찾아낼 필요
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왔다. 그 결과, 이 ‘소쉬
르 현상의
’ 해체는 오늘날 거의 완료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해체가 아직도 일종의 기묘한 저항에 부딪히는 장면이
존재한다. 그것이 구조주의의 총괄이라는 장면이다. 중립적인 입장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명확하게 비판적인 것이든, 구조주의를 되
돌아보는 눈빛은 종종 그 배후에서 ‘소쉬르’의 모습을 너무 쉽게 찾아
냈다. ‘소쉬르 현상은
’ 과거에 저질러진 잘못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
무래도 쉽다. 그러나 겨우 악폐를 벗어난 것의 자기만족이 우리를 협
소하게 만들어버릴 위험에 눈이 멀게 해서는 안 된다. ‘소쉬르 현상은
’
원래, 어느 정도까지 이른바 구조주의자들의 것이었을까? 그것은 우
선 ‘구조주의라는
호칭처럼 사색의 행위를 일으킨 사건으로만 볼 수
’
있는, 그 에피고넨들의 잘못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소쉬르는
’ 그곳에
서 만들어진 클리셰에만 조준을 맞추고, 이를 희희낙락거리며 맞이
한다는, 전술적으로는 유효하겠지만 사상적으로는 수상쩍은 ‘구조주
의’ 비판과 그 재생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더욱 무익하게 연명하고 있
는 것은 아닌가. 결국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입장도 암호처럼
유통되는 ‘소쉬르의
’ 이름 아래 하나의 닫힌 독해의 영역 안을 움직여
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폐색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욱 괴로워해
온 것이 라캉이다. 구조주의자로 불리는 논자들 가운데 가장 노골적
으로 일반언어학 강의 를 원용하는 그의 논의에는,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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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쉬르만을
염두에 두고는 결코 읽을 수 없는 대목이 엄연히 존
’
재한다. 이것은, 라캉의 개념 장치가 언어학 이외의 요소도 많이 포함
하고 있다는, 주지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부분은,
더 이상 ‘소쉬르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니피앙의
’
’ 개념 규
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 개념이 라캉에서는, ‘연쇄라는
성격을 집요
’
하게 강조되어 제시되는 것, 이것이 ‘소쉬르로
’ 방향 잡힌 독해에서는
쏙 빠져 버린다. 그리고 라캉의 개념 장치가, ‘공존재나
’ ‘공동체’와는
다른 앵글로부터 척출된 유대의 존재방식, 원하는 것에 있어서 성립
하는 ‘연쇄를
’ ― 처음에는 오이디푸스적 동일화라는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나중에는 보다 일반적인 ‘담론’이라는 형태로 ― 문제로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온 것인 이상, 이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한다면, 라캉에게서 미리 ‘소쉬르 현
상의
’ 체질로 여겨지는 대개념밖에 보려고 하지 않고, ‘시니피앙 연쇄’
대신에 ‘시니피앙을
’ 채택하고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논의
는, 옹호·응용이나 비판이라고 하는 스탠스의 차이를 불문하고, 이미
그 역할을 끝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이미 오래되어 온 게임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우
리는 여기서 ‘소쉬르의
’ 직접적인 영향권 밖으로 일단 나가보자고 제
안한다. 이것은 즉, 그 고유명이 각인된, ‘유・명인
’ 대개념의 범위를
넘고, 라캉을 읽는 시도를 조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연 라캉의 개념
장치를 검토할 때 ‘시니피앙의
’ 개념은 비켜갈 수 없다. 그러나 이 개
념은, ‘소쉬르가
’ 시사하는 것과는 다른 배치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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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니피앙이라는
소위 외래종의 개념은 정신분석과 언어학의
’
인위적인 계면界面에 생기는 저항과 굴절에 의해, 지금까지 철저한 심
화가 방해를 받아 왔다. 언어학 측에서는 ‘시니피앙’의 정신분석적 개
념을 향해,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 에 제시된 언어학적 개념장치
의 확대 적용과 그에 따른 해석의 무리나 부정확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정신분석 측에서는 이것과 라캉 연구에 관한 한, 라캉
자신의 정식, 혹은 그것이 명확하게 시사하는 한정된 수의 텍스트가
유일한 주요 참조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텍스트 안에 명시
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장치 없이 그 규정은 어디까지나 소재로서
고찰되고, 그것을 넘는 주장은 모두 라캉의 독창으로 귀착된다. 첫 번
째 입장이 일반언어학강의 가 명시한 입장을 넘는 논의를 모두 언
어학 밖으로 배제하는 점에서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입장은
반대로 같은 논의를 모두 정신분석 속으로 회수해 버린다는 점에서
역시 극단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신흥 학문 분야와 기존 학문 분야 사이에서 볼 수 있
는, 경계 확정의 노력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모두 충분히 동기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소쉬르 개념의 심화가 필연적으로 라캉의, 혹은 라캉적
문제계에 봉착한다면, 언어학 쪽에서 너무 노골적인 배제는, 그 비판
이 스스로에게 되돌아올 우려가 있는 한에서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언어학에서 이미 라
캉과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그 자율적 존립의 근거가
될 터인 라캉의 독창은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에서
든 결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경계 확정
의 복잡화이며, 따라서 그 근본적인 동요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면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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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학으로부터 멀어진 곳에서 라캉의 소론을 검토하면, 거기에서
는 한 명의 언어학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
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서 위에서 기술한 역학에서 차
지해야 할 장소를 갖지 못한 이 언어학자, 방브니스트를 무시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나 단지 그가 언어학뿐만 아니라 금세기
중엽의 프랑스 사상의 전개 속에서 걸출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라캉의 소론을 ‘소쉬르’와 직접 대치시
키는 시대착오의 탈락을 가져오는 포스트소쉬르 논의의 핵심 중 하
나를 그가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언어 기호의 자의성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이 그 자체 어느 정도이든, 우리가 이를 여기서 거
론하는 것은 그것이 라캉의 ‘시니피앙 연쇄’ 개념의 생성에 직접 관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여의 중요성은, 우선 라캉 자신의 문제계로부터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언어에 대한 라캉의 관심이 ‘시니피앙’ 개념의 도입 이
전으로 명확하게 방향지어진 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라캉적 개념
장치의 구축 속에서 일반언어학 강의 의 ‘시니피앙’ 개념이 가진 어
느 정도의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본 바와 같이,1) 1932년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한 이론적 계기 중 하나
1) 이에대해서는나의 ｢환상의이론 : 라캉적문제계의태동(幻想の理論──ラカン的
問題系の胎動)｣(『イマーゴ』 臨時増刊号 「ラカン以後」, vol. 5-3, 青土科, 1994年,
pp.36-62)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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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미’의 ‘자명성에
’ 다른 층 ─ 우리는 이 시원적인 층에, ‘동일화’
라는 이름을 주었다 ─ 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을 문제화한다는 점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의미에
’ 대한 관심은, 그 후 언어 그 자체가 고찰
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의미의
’ 현상이 운명지어져 있는 근원적인
‘애매함’을 둘러싸고 한층 더 첨예화되기만 할 뿐,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서 라캉이 소쉬르의 개념 장치를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위치를 역전시킨 후에 도입한 것, 이것은 자칫 의미의 문
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의 표현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것은 같은 시기까지 언어학 내부에서 의미론이 놓여 있던 지위와
부합한다). 만약 그렇다면 라캉의 언어관에는 그 시점에서 큰 단절이
생겼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 적어도 논쟁적인 의도를 담아
단언해 버리자 ─ 라캉의 언어에 관한 고찰은 결코 ‘의미의
’ 지평을 벗
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 지평을, 확고한 기반, 최종적인 심급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여성에 대해 문제화・재규정이라는 ‘비
판적’ 작업이 필수적인 영역으로서 문제계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다.2) 이것은 소쉬르의 이름이 인용되는, 아마는 처음의 대목으로부터
2) 분석가라캉은왜이런언어학적・철학적(현상학적) 논의에들어서게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프랑스어 표현 ‘vouloir dire(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약되는 ‘의미와
’ ‘원하
는것의
’ 통저 내지공범 관계가 있다. 정신분석의문제의어려움은 그 물음이 향하
는 ‘바라는 것 vouloir’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한
경험 속에서 미리 극복해 버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상적으로 체험되는 ‘말
하고자하는것 vouloir dire’의출현에익숙해진우리의눈에는, ‘바라는것 vouloir’은
우선 고정적인 상 아래에서만 나타날 뿐이며, 원래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
는지모른다. 바라는것의출현을자명한것으로서전제한바로부터논의를시작하
려고 하는 유혹은 매우 크다. 그런데 정신분석에서는,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이론적인 수립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개입적인 계기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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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요구의
’ 한없는 과정을 기동하는 ‘어머니이며
’
, 그리고 금
지적・위협적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이 두 가지 술어는 그 판명함과는 달리, 분석
이론을읽으려는자에게있어서의기적같은돌이며, 동시에여행으로의 ─ 그것도
20세기의 사상이라는매우긴여행으로의 ─ 권유이기도하다. 만약우리가여기에
서, 어린 주체의 삶일 ‘좌절’(따옴표를 붙여 사용한 것은 이것을 라캉이 ‘요구에
’ 상
관하는결여의형태를엄밀한술어로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이나금지가가진위
)
협적인효과를 ‘이해해버린다면
’
, 즉마찬가지의표현으로명명되는자신의체험이,
그어린주체에있어서도경험될것이라고생각할뿐이라고한다면, 열린물음의문
은곧바로닫히고만다. 왜냐하면그것은최초정신분석적사고가저항하고문제화
하는 것인, ‘바라는 것의
’ 출현의 자명성 ─ 이것이 상관하는 간주관적인 관계의 대
칭성・상호성에 대해, 그 비대칭성・파행성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라캉의 사상의
근본 음을 이루고 있다 ─ 에 굴복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 이론이
그 첨예화를 관철시켰을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은, 원래 주체가, 누군가 바라는 자가
있고, 그것은 ‘무엇인가를
’ 바라고(‘어머니’),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과는다른것일수있다(‘아버지’)고처음부터생각하게된다는수수께끼, 거기서이
루어지는 ‘도약’(라캉인것이다
)
. 이것은또하나, 전이의문제속에서부상하게되는
‘이마고의
’ 수수께끼와 겹치며, 정신분석 고유의 문제그러나
(
결국 ‘분석을
’ 말하는
어떤사상에있어서불가피한것이라는게분명해지는문제), 즉 ‘타자를바라는것’,
혹은 단적으로 ‘타자가
’ 어떻게 출현하는가하게
(
되는가라는
)
, 이중의 문제를 제기
하게 된다. 분석이론이 봉착하게 되는 이 사고의 임계는 하나의 ‘상정하자라는
’
호
소를, 은폐된 바라는 것에 대한 유혹을 본질로 하는, 모든 이론적 노력의 임계이기
도하다. 그리고모든사고가함의하는바라는것에의해뒷받침되는이론화불가능
한 ‘타자가 있다는
’ 것이야말로, 모든 가능적인 것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단적으
로 ‘불가능한 것을
’ 앞에 두고, 그것을 열어 두는 것, 이를 위해 엄밀한 표현을 부여
하면서거기에머무는것, 거기에야말로정신분석의출발점은위치한다.
언어의 ‘의미에
’ 있어서 특징적인, 자명성 속에 ‘타자가 바라는 것이
’ 봉인되는 것,
이것은분석에있어서극복해야할곤란일뿐만아니라, 씨름해야할문제이기도하
다. 도대체 어떻게그것이 자명해지며, 문제이기를 그만두고잊을 수있는가? 이각
주의서두에서그부정적인측면을강조해온언어의현상은그망각의사례연구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신분석의 개념장치의 내부에서
생각한다면, 타자가원하는것, 즉내가원하는것의바깥에서=내가더이상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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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론적인 시각을 규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브니스트의 소론이다.

현재 프로이트의 기법론 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1953년부터 1954
년 세미나의 후반부, 정신분석 속에서 언어가 해야 할 역할을 규정한
다는 맥락에서 라캉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에 대하여｣ 중 한
장인 ｢말의 의미에 대하여｣를 주석한다. 이 세미나는 우선 라캉의 언
어에 관한 논의가 기능・형식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의미론적인 관심
아래 출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의의소는 의미론적 시스템 전체로, 그 용법의 다가성多價性
으로 회부된다. 그 때문에 진정으로 언어에 속하는 것, 인간적
인, 즉 파롤 속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 한에서의 언어에 속하는

않는 곳에서이
( 시공을 걸친 연계야말로 ‘연쇄의
’ 문제계를 규정한다) 또한 누군가
가원하고, 바라는것, 그것이문제가되고, 이어서잊히는것, 이것은오이디푸스의
문제이며, 그러므로 라캉에 있어서 오이디푸스의 논의는 즉시 아버지의 유령을 특
권화한 ‘판타즘’ 개념의 이론적 정교화로 전개될 필요가 있었다. 단 이것은 타자가
바라는것이 ‘아버지라는항을섞은좁은의미의오이디푸스콤플렉스에서처음으
’
로 출현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이미 언어적인 교류 속에서 규정된 ‘어머니가
’
‘대타자라고불리고있는이유를설명할수없을것이다
’
.) 거기서발생하는것은이
미말을 매개로 한 ‘요구’ 속에서 나타나는타자가바라는것이 신체의 상상적 갈가
리찢김을오히려호기로하여(왜냐하면그것은현전과부재의끝없는교체를상대
화하고, 거기에서 이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독특한 방식으로 신체에 ‘투묘’
하는방법이다. 거기에서는신체가하나의봉인으로서기능하고있는것이며, ‘오이
디푸스콤플렉스의소멸을이끌고있는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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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어서는, 상징의 일의성 같은 것은 결코 없다. 모든 의의
소는 항상,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절대적으로 명백하며,
언어학자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봉착한다. 모든 시니피
카시옹〔의미작용〕은 다른 시니피카시옹에 회부되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3)

이 부분의 바로 뒤에 소쉬르의 이름이 인용되는데, 이는 그를 본떠 음
성학의 대상인 음으로부터 언어학에 고유한, 대립에 의해서만 규정
되는 음소의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실제로 소쉬르와 라
캉의 거리는 그 직후의 부분에서 명확해진다. 왜냐하면 라캉은 주저
없이 시니피에의 개념과 시니피카시옹의 개념을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4)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에서 분명해지듯이, 라캉은 자신의 언어에 관
한 고찰의 발상을 방브니스트의 소론所論에서 얻고 있다.

어떤 사항辭項의 시니피카시옹은 그 가능한 용법의 집합에 의

3) S. I 540623, VM, p.272. 일본어 번역본은 『フロイトの技法論』(全2巻), 岩波書店, 1991
年이있지만, 용어의통일을위해서여기에서는독자적인번역을제시한다.
4) “시니피에를 거론할 때, 우리는 사물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문제는 시니피카
시옹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말할때마다, 우리는시니피에를통해사물을
의미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미끼, 함정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물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덫은 인간의 언어에 구조적인 것이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모든 진리의 검증은,
이덫위에기초되어있다.”(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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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에서 출발하자. 이 관념은
사항의 그룹에 대해서도 부연될 수 있다. 실제로 그룹의 용법
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언어의 이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그룹으로서는, 어법, 그리고 또한 통사론적 형
태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한계
가 있다. 글에는 용법이 없다. 따라서 시니피카시옹에는 두 개
의 영역이 있는 셈이다.
이 견해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니피카시옹
의 이 두 영역,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
이며, 그것들은 파롤과 랑가주의 차이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
이다.
방브니스트만큼 걸출한 인물이, 최근에야 이 발견을 한 것이
다. 이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그는 자신의 현재의 사고
방식으로서, 내게 털어놓았다. 우리에게 매우 많은 고찰의 실
마리를 주는 사고방식이다.5)

방브니스트가 이 구상을 면밀히 전개하는 논문은 결국 이 세미나 이
후 10년 가까이 지난 1962년의 날짜로, 언어 분석의 수준들 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다.6) 이 시간적 간극은 아마도 방브니스트가 그 와중

5) ibid., p.272f.
6) Benveniste, E., “Les niveaux de l’analyse linguistique”,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el/Gallimard, Paris, 1966 pp.l 19-131. 텍스트의 초출은 Proceedings of the 9th Congress of
Linguists, Cambridge, Mass.. 1962, Mouton & Co.. 1964. 일역본, 言語分析のレベル｣,
一般言語学の諸問題 , みすず書房, 1966年, pp.129-142가 있지만, 용어를 통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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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며 1950년대에 여전히 진행 중인 의미론에 관한 논의로 귀속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라캉은 이 방브니스트로부
터 유래한 착상에 독자적인 전개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시니피앙 연
쇄의
’ 개념장치를 끌어낸다. 그리고 이 생성의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
한 것은, 이 장치가, 라캉적 문제계의 내부에서 생긴 ‘동일화에
’ 관련
되는 물음에, 하나의 분절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등장해 왔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이하의 작업에서 우리는 우선, 방브니스트의 의미론에 관한 논의를
그 출발점에서부터 1963년의 논문까지 개괄하고, 이어서 라캉에 의한
언어의 분석이 명백히 방브니스트의 발상의 선상에서 전개되고 있음
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그 전개가 방브니스트의 소론과의 사이에
서 나타나는 간극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1. ‘시니피카시옹(의미작용)’의 문제제기
: 시리우스의 초연한 눈빛
방브니스트가 어떠한 길을 거쳐 의미론에 도달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요 논문 중 하나인 ｢언어기호의 성질｣
(1939년)7)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방브니스

위해여기에서는독자적인번역어를제시한다.
7) Benveniste, ibid., pp.49-55. 초출은 Acta linguistica, I(1939), Copenhague. 여기에서 전개되
는소쉬르비판의옳고그름에대해서는원자료를구사하고, 그후우리도참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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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소쉬르의 유명한 정식 “언어 기호의 성질은 자의적이다”를 거론
하며 이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해석을 하려 한다.
그의 논점은 시니피에라고 불리는 것의 분석을 정밀하게 진행하다
보면, 소쉬르의 입론에서는 자의성밖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필연성
의 존재를 지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방브니스트에 따르
면, 소쉬르의 증명 과정에서 시니피에 개념의 내부에서 비밀스런 치
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각 이미지인 한에서의 시니피앙과 의미된
것 사이의 결합은 확실히 자의적일 수도 있지만 ─ 프랑스어의 boeuf
와 독일어의 Ochs가 똑같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예가, 그 범례적인 경
우였다 ─, 그 자의성은 시니피앙과 개념 사이의 결합에 대해 주장될
수 없다. 이 결합은 반대로 ‘필연적이다
’
.

개념(‘시니피에’)인 ‘소’는 내 의식 속에서는 반드시 음성적 전
체(‘시니피앙’) böf와 동일해야 한다.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양자는 함께 내 정신에 박힌 것이며, 모든 경우에 함
께 환기되는 것이다. 그것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공생관계
symnoise가 있기에, ‘소’ 개념은 청각 이미지 böf의 영혼 같은 것

에게의반-비판도시야에넣은마루야마의논의가있다(丸山圭三郎, ソシュールの
思想 , 岩波書店, 1981年, p.296ff). 마루야마는 여기에서 방브니스트가 말하는 ‘필연
성을물리치는것이아니라
’
, ‘기성의구조로서의개별언어안이라는관점’, ‘사회제
도로서의랑그와, 그것을사용하는개인의규제된의식이라는관점에서’ 본언어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한 후에(ibid., p.302), 이런 필연성은 “…언어가 지닌 자
의성의 안티테제일 뿐 아니라바로 그 논리적 귀결이다”고 한다(p.306). 이 논의는
“기호학적 자의성”에 대한 “외적 필연성”으로서, 필연성의 문제에 확고한 지위를
부여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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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8)

그러나 이렇게 다시 강조된 언어기호의 두 요소간의 관계는 더 정확
하게 도대체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이
용되는 형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공생’, ‘영혼’ 혹은 조금
더 앞에 나오는 ‘같은 개념의 두 가지 면’, ‘합체하는 것과 합체되는 것’,
‘쌍’, ‘공-실체성 consubstantialité’, ‘같은 종이의 겉과 뒤’ 등, 이 표현들
은 모두 비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소쉬르의
’ 정식은 관념
과 사물의 일치・불일치라는 형태로 낯익은 언어론의 형이상학적인
형태를 언어학의 고유한 영역에서 중립화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은 결국 다른 문제의 영역을 열었다는
점이다. 자의성은 관계의 한 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
과 무관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단락이야말로 시니피앙과 시니
피에를 완전히 분리하고, 한쪽을 사상하고 유의의한 논의를 전개하
는 것이 가능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같은 논문의 끝에 방브니스트는 소쉬르의 개념장치 중 하나인 ‘가
치 valeur’와 ‘시니피카시온 signification’의 해석에 약간의 변경을 가했
고, 그로 인해 이 문제의 심화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도 또한
강의 에서의 관념과 현실적인 대상의 대표상 사이의 혼동을 지적하
면서, 방브니스트는 ‘가치에
’ 대한 필연성을 주장한다.
언어 기호의 ‘가치’에 대해 필연성 운운하는 것, 이것은 처음에 역설
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치에 관해 강조되었던 것은 오

8) Benveniste, ibid.,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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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그, 다른 사항과의 관계에서만 규정된다는 ‘상대적 relatif’인 성격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에 모순이 아무것도 없다. 언
어 기호의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다.

가치가 ‘상대적 relatives’이라는 것은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
다relatives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야말로, 가치
의 필연성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문제는 고립된
기호가 아니고, 기호의 체계로서의 언어이며, 소쉬르만큼 힘차
게 이 언어의 체계적인 구조를 생각하고 기술한 사람은 달리
아무도 없다. 체계를 말하는 자는 부분들의, 그것들을 초월하
여 설명하는 하나의 구조로의 조립과 적합을 말하는 것이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적이므로 총체의 변경과 세부변경
은 서로 조건부이다. 가치의 상대성은 그것들이 언제나 위협받
고 항상 복구되고 있는 체계의 공시성 속에서 서로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좋은 증거이다.9)

또 한 편의 술어인 ‘시니피카시옹에
’ 관해서는, 거기에 지적된 현실적
대상의 지시 사이의 혼동이 방브니스트에 의한 비판의 근간을 이루
고 있으며, 그 자신이 그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비켜서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이 빠뜨린 말은 원래 강의 자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는 아마도 시니피카시
옹의 요소이며, 시니피카시옹이 어떻게 가치에 대해 의존관계에 있

9) Benveniste, ibid.,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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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구별되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10)는, 소
쉬르 언어학이 대응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그 해결에 언어학의 대상, 즉 언어명명론으로 환원
되지 않는 ‘랑그의
’ 규정, 바꾸어 말하면 언어학 그 자체의 자기규정
이, 그 해결에 달려 있는 만큼 많은 논자를 끌어당겨 왔는데, 거기서
도출되는 귀결은, 소쉬르에 있어서의 의미론의 배제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소쉬르야말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론의 시조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 ‘가치와
’ ‘시니피카시옹’
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론에 관한 하나의 분기점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이며, 바로 이로부터 방브니스트는 언어학의 자기규정을 포함시켜
의미론으로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다.

10)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préparée par Tullio de Mauro,
Payot, Paris, 1972, p.l58[231]. 앞에서 언급한 마루야마의 저서는 이 대목의 해석에 관
해서, 원자료를구사한매우면밀한분석을행하고있다(丸山, ibid., p.314ff.). 이분석
의열쇠가 되고있는것은연사連辞 관계에파롤, 현재성顯在性을, 연합관계에 랑그,
잠재성潛在性을 할당하는 단순한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다(p.331. 참고로 똑같은 사
고방식이, 소쉬르에서의 의미론의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제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마루야마는 소쉬르가 랑그에 속하는 연사 관계를 생각했다는
것을확인한후에, 이연사관계는 “언어사회속에서용인되고있는가능한연사의
형태”라고 하며, 파롤로부터 구별한다(p.331). 마루야마는 여기에서 논의를 어법의
수준에 한정하지만(“s’asseoir au soleil(해를 향해 앉아있다라든가
)
manger du mouton
(양고기를 먹다라든가
)
tondre un mouton(양털을 깎다이라는
)
조합을 가능케 하는
결합규칙 그 자체가 ‘형상으로서의 랑그에
’ 속하는 연사관계이며 …”(p.338), ‘소쉬
르에게서
’
형태론과 통사론의 구별이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Saussure, ibid., p.l86f.), 똑같은 연사관계가, 단어의 수준에도 가능하고 있을 것이
라고생각하는것은허용될것이다. 이랑그의두가지수준에서기능하는연사관계
를고찰할경우, 마루야마가여기서제출하는 ‘형상으로서의랑그와
’ ‘규범으로서의
랑그라는구별은
’
, 반드시충분한것이라고는말할수없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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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당면한 과제는 그 돌파구가 되어야 할 ‘필연성’의 개념에 충
분히 분절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논문들이, 그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코펜하겐의 언어학 동
아리 내부에 비판적인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매우 긴급하게 되었
다. 1950년대의 방브베니스트의 의미론적인 고찰의 방향을 규정한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에 대한 비판 중 N. 에게의
그것을 참조하고자 한다.11)
에게의 비판은 방브니스트에 의한 ‘자의성의
’ 해석에 맞춰진다. 그
에 따르면, 개념과 외적 대상이 혼동될 때에만 언어 기호의 자의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방브니스트는 잘못한 것이며, 설령
방브니스트에 의한 언어 기호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의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에게의 비판은, 그 자체
로 소쉬르의 엄밀한 독해에 근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의성이냐 필
연성이냐의 단순한 이항 대립에 빠지지 않고, 각각의 주장에 고유한
장을 주려고 하고 있는 만큼 한층 더 결실이 많은 것이 되고 있다. 다
음에 인용할 부분은 두 입장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소쉬르에게서 ‘필연성의 상호적 관계’(나에르트)는, 기호학적
인 기능이, 소여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나누기 어렵게 연결시

11) Ege, Niels : “Le signe linguistique est arbitraire”, in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Copenhague,
Vol. V, Recherches Structurales, Nordisk Sprog-og Kultur-Vorlag. Copenhague,1949, pp.11-29.
이 논문은 우선라캉이 방브니스트의 구상을 알게 된 시기의 직전에 공개되었다는
점, 또그때까지이문제를둘러싸고전개된논의를개괄하고있다는점에서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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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다른 가능한 요소를 모두 배제하는 내적 인과적인 관계라
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더 한층 대조
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쉬르에게 있어서 ‘시니피앙과
’ ‘시니피에’의 관계는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다
’
(즉 어떠한 내적 자연적
인 유대도 갖지 않는다). 기호는 외적인 필연성에 따르고 있지
만, 의음어擬音語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적 필연성은
’ 문제가 되
지 않는다(즉 기호는, 동기 부여되지 않는다).12)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에게에게서는 단지 ‘필연성’의 개념을 기각하
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논의 속에서, 이 개념과 결부시켜
생각되기 십상인 속성을 주의 깊게 제거함으로써, 더 엄밀한 규정에
공헌하고 있기도 하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
는 필연성이란 ‘인과적’도 ‘자연적도
’ , ‘내적도
’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에게와 방브니스트 사이에는 단지 어구의 선택에 머무르지 않
고, 더 깊은 수준에서의 불일치가 보이는 듯하다. 에게가 위에서 서술
한 부정적 규정을 적극적 규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밝혀지는 것은
옐름슬레우에 대한 참조인데, 이 옐름슬레우가 채택하는 형식적・기
능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다음에서 보는 방브니스트의 구상이 일견
접근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 불일치를 밝혀 두는 것은 방브니

12) Ege, ibid., p.18f.. 강조는에게의것. 게다가더뒷부분에서, 마찬가지의주장을하는
대목이 보인다. “소여의 기호의 구성, 혹은 그것이 공시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의 존
재 이유는, 기호에 내재적인 원인에서 ─ 공시적으로 ─ 찾아져서는 안 된다”(ibid.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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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게 고유한 구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논문에서, 방브니스트는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boeuf와 Ochs의 비교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자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의적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시리우스
의 초연한 눈빛 아래서만, 혹은 외부로부터du dehors, 객관적 현
실과 인간의 행동 사이에 설정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것밖에
하지 않고, 거기에 우연성밖에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만 그렇다.13)

필연성의 주장 바로 직전에 위치한 이 부분은 방브니스트가 어떤 경
위에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언어 기호는 우
리가 그것을 ‘바깥에서’ 보는 한에서 자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방
브니스트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고, 말하자면 그것을 ‘안
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브니스트의 입각점의
규정은 아래에서 인용하는 에게의 글과 비교해 보면 더 이상 자명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외부에서du dehors 보면, 기호는 그 자신이 전제하고 있는 다른
모든 기호에 의해 전제되어 있다. 언어기호가 비-자의적이라

13) Benveniste, ibid.,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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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의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바꾸면서 말하는 것이 허
용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보면, 소
여donné의 표현과 소여donné의 내용의 관계는 동기부여가 되
지 않으며, 다시 말하면 ‘자의적이다
’
. 종종 빠뜨려 왔던 것이지
만, 소여의 언어학적 상태의 기호가 완료된 사실처럼comme un
fait accompli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의 기호의 자의성을 방해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14)

같은 ‘외부’로부터의 관점이 양자에 있어서 정반대의 주장을 결과한
다면, 그것은 ‘외부가
’ 더 이상 같은 의미로는 이해되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에게에게서 ‘외부에서 본다란
’ , 어떤 기호를 다른 기호와의 관
련에서 고찰하고, 해당 기호의 존재 이유가 원래 요구되어야 할 그 외
부도 포함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내부에서 본다란
’ , 그러한
외부를 사상捨象하고, 기호 내부의 표현과 내용의 관계를 그 자체로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된 ‘외부’
와 방브니스트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외부’는 분명히 합치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시리우스의 초연한 눈빛”이 파악하는 것은 서로 긴밀
히 관계한 기호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바벨 이후의 세계와 그곳
을 두루 다스리는 차이이며, 거기서 도출되는 것은 오로지 보편적인
우연성일 뿐이기 때문이다.15)
‘외부’라는 말이 여기서 얻은 다의성은, 언어라는 대상의 영역 획정

14) Ege, ibid., p.26.
15) Benveniste, ibid.,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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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곤란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곤란은 언어를 분석하는 자
가 분석을 개시하는 지점을 자기 규정할 때의 곤란과 상관하고 있다.
이것은 우선, 어떤 총체를 이루는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국어로서
의 언어를 나누는 그 미묘한 차이에서 유래하는 곤란이다. 체계로서
의 언어, 그 안에서 언어기호의 필연성이 나타나야 할 언어는, 그것이
총체로 볼 수 있는 한 어떤 통일성unit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와 똑같은 통일성이 이 언어를 ‘하나의’ 언어라 부르는 것을 가능케 하
는 단위성unité으로 볼 때 자의성으로의 길은 열린다. 왜냐하면 ‘국어’
의 복수성이야말로 자의성의 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것은 방브니스트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에게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게가 말하
는 자의성은 어떤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여기
서 생긴다. 원래 언어기호 자신의 존재이유인 다른 것과의 관계를 사
상함으로써 이 ‘내부로부터의’ 관점은 대상을, 언어기호가 아닌 그 무
엇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자의성을
말하는 것은 언어기호의 자의성에 관한 논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16)
이 점을 마루야마는, 한편으로 ‘시니피앙의 자의성’, 즉 “한 기호 내
에 있어서의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자의적인 관계”, 다른 한편으로
“시뉴signe의 자의성”, 즉 “한 언어 체계 내의 시뉴가 가지는 가치의
자의성”이라는 두 개의 자의성을 구별함으로써 정리하려고 한다.17)

16) 이 의심은 에게에 의한 ‘내적 필연성이
’ 의음어擬音語에 의해 이해되기 때문에 한
층깊어진다.
17) 丸山、ibid.,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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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별은 원래 소쉬르에게서 유래한다.

원자료를 살펴보면 소쉬르는 1911년 5월 12일 강의에서 두 가
지 자의성을 분명히 구별하고, 하나는 개념과 청각 영상 사이
의 관계, 다른 하나는 사항辭項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관계임을지
적한 후, 전자의 자의성은 후자의 자의성 없이도 존재할 수 있
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호가 체계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
미는 털끝만큼도 없으며, 이미 구성된 하나의 기호 내의 종적
관계는 체계와 무관하게 검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신호등에 발견되는 빨간색과 정지의 개념 사이의 자의적 관계
는 모든 신호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검증되기 때문이다.18)

이 마지막에 인용되는 예가, 언어로부터 빗나가 있기 때문에 알기 어
렵게 되어 있으므로, 청각 영상과 개념으로 되돌아가 생각해야 할 것
이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부정不定의 청각 영상이 아니다. 설령 이 부
정의 청각영상이 어떤 개념과 결부될지 모른다고 해도, 그것은 자의
성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청각영상과 개념의 결합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특정(선취해서 ‘식별identification’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때, 거기에는 체계가 관여하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체계의 개입 없이는, 원래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이 점에서 “체계와 무관하게 검증 가
능”하다는 표현은 그대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18) 丸山、ibid.,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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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마루야마는, 이 자의성을 이차적인 위치로 몰아 버린다.

체계와 무관하게 검증 가능한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차적
인 의의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구조로서의 랑그
의 관점에 서든(이 경우는 필연성), 기본 원리로서의 기호학적
관점에 서든(이 경우는 자의성), 더 중요한 문제는 횡적 관계이
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시니피에 ‘boeuf’가 이것에 대응하는
시니피앙 /b-ö-f/를 갖는 것은 상징과 달리 자연적 필연성을 찾
아볼 수 없다는 자의성 이상으로, 시뉴 boeuf가 갖는 가치는 그
체계 내에서만 결정되며, 시뉴 Ochs와 똑같은 현실의 단편을
지향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자의성
이다.19)

이처럼 ‘내적’ 관계의 자의성을 제쳐두고 다른 수준에서의 자의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20) 마루야마는 소쉬르가 말하는 자의성을 내적
관계의 그것에 정위하는 에게의 소론을 결과적으로 물리치게 된다.
이 또 다른 자의성이 국어라는 단위에 의해 지시되는 체계의 자의성
이라는 점, 이것은 방브니스트의 예가 다시 채택되고 있는 점에서도

19) 丸山, loc. cit.
20) 덧붙여서 마지막의 boeuf와 Ochs의 예는 마루야마 자신이 자의성을 문제로 삼기
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을 예이다. Cf. “…시니피에(개념) ‘boeuf’가 그것에 대한
시니피에청각
(
영상) /b-ö-f/을 가지려면 평화를 비둘기로 상징하는 필연성도 유비
성도 없다는의미에서의 ‘자의성’ 또는 ‘무관성을증명하려고하며
’
, 무엇 때문에각
언어사이의명칭의차이를인용했는가는이해하기어려운것이다”(ibid.,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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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게의 측으로부터의 반론의 실마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자의성을 더 면밀하게 규정하는 것

인데, 여기서 마루야마의 논의가, 이 관계에 대해서 붙이고 있던 한정
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미 구성된 하나의 기호 내의 종적 관계”라
는 한정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표현 ‘소여의 donné’(위의 인용
및 각주 12를 참조)가 에게의 논의를 점철하고 있었음을 상기할 때, 외
적・내적이라는 논의의 축을 이루고 있던 대립의 배후에 또 다른 대
립, 생성・완료라는 대립이 기능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
다. 실제로 기호의 ‘내부를
’ 생각한다는 것은 ‘소여의’ 기호를, 그 주어
지는 것이 완료된 기호를, 기호의 유한성(시간성)을 전제로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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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자의성의 주장과 상관적인 것은 공간적으로 분절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적으로는 시간적 분절에 익숙한, 대상에 대한
관계다. 기호는 주어진donné 혹은 완성・완료된par-fait 것으로서 볼
수 있을 때(혹은 대립이 생산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때) 자의적이다.
기호의 생성과 다른 관계인 이상, 생성의 완료와는 다른 관계의 ‘종료’
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종료가
’ 그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 아닌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거가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과도 같다. 아마도 이것에 의해서, 원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기호
의 자체 존재가, 그것에 의해서 자의성이 생각되어 버릴 것이다. 어쨌
거나, 이 자의성은 완료한 행위에 대해서만 말해질 수 있는, ‘다른 식
일 수도 있다’ ─ 이것은 가능 세계에의 암호다 ─ 에 그 근거를 가진
다. 그러나 이 다른 식으로 상정된 기호의 생성은, 다른 언어를 상정하
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기호의 내적 관계에 대해 말해진 자의성도, 결국 체계의 자의성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방브니스트와 에게, 이 두 언어학자의 입장을 나누는 점은 결국 언
어가 그 아래에서 파악되게 되는 ‘완료의
’ 상相을 놓고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의성을 주창하는 에게에게 언어
는 이중으로 완료되어 ‘있을’ 수 있다. 마루야마의 표현을 여기서 한
번 더 빌린다면, 우선은 기호가 필연성의 상 아래에서 나타나는, ‘기존
의 구조로서의 랑그’의 형태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전제로 한 “이미
구성된 하나의 기호”라는 형태로.(이것은 마루야마가 “두 개의 실현”
이라는 형태로 제출한 문제이다.)21) 여기서 드러나는 ‘내적’(애게) 혹
은 “체계와는 무관하게 검증 가능한”(마루야마) 자의성이란 결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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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어떤 물리적 이벤트가 하나의 시니피앙이
라는 것,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기호의 총체가 동원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해서 시니피앙을 구성하면 일단 인증된 이벤트와 물리적
으로 동일한 이벤트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 이벤트가 항
상 똑같은 경로를 따라 똑같은 시니피앙을 구성해야 할 필연성은 없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화 과정의 논리적 순서의 맨 처음에
체계의 선택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에게가 말하는 자의성은, 완료된
기호화가 다른 식일 수도 있었다는 의미에서의 자의성이며, 우선 무
엇보다도 체계의 자의성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을, 에게에게 있어
서 기호의 ‘내부’란 기호화의 밖이었다고 요약한다면, 방브니스트의
입장은, 기호화의 바깥에 시니피앙은 ─ 따라서 그 ‘내부’도 ─ 없다고

21) 丸山、ibid.,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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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시니피앙은 성립하는 순간에 짧은 생
을 마감하는 것이며, 그것을 떠나서 다시 시니피앙을 문제 삼는 것은
일종의 도착(시체애적)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니피앙이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삶의 내
실이다. 왜냐하면 방브니스트가 기호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필연
성은 하나의 시니피앙이 구성되었다면, 그 시니피앙은 반드시 특정
한 시니피에=개념과 결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필연성이며, 이것
은 기호 자체의 삶이 이중이라는 것, 일종의 ‘공생관계 symbiose’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단 수평적인 가치의 관계 속에서 그 자체로서 구
성된 시니피앙이, 이어서 개념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시니피
앙은 원래 개념=시니피에와 같지 않으면 애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양자 논의의 지평을 규정해 온 사례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야 한다. 문제가 곧바로 ‘단어’의 예에 입각해 생각되고 있는 것, 여기
에는 무엇인가 인위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러한 것은 일단 성
립된 기호 속의 청각 영상을, 다시 ‘기호의 총체를
’ 동원하면서 기호화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실제로 공시성의 좁은 해
석에 기초한, 수평적 대립 속에서 성립하는 가치라는 사고야말로 시
니피앙의 자율성과, 그것과 표리를 이루는 자의성의 주장에 그 기반
을 주었다. 그러나 이 원리는 현실의 기호화에 있어서는 그대로의 형
태로 기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수평적 대립이 성립해야 할 ‘수준’
(당장의 예로서는, 그것이 ‘단어인가
’
‘문장인가
’
)이, 애초에 일종의 결
정에 맡겨진 것이며, 단어의 수준에서 주장된 시니피앙의 자율성은
항상 그것이 문장일지도(혹은 어법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의해

28

서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시니피앙은 어떤 특정한
수준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수의 수준에 대한 참조 속에
서 처음으로 하나의 시니피앙으로서 구성된다. 청각영상으로서의
‘mesi’가 일단 ‘messie’라고 기호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음으로 들
었을 때 ‘Mais si’로 해석되지 않는 보증은 그 발화 자체 안에는 존재하
지 않는다.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체계의 자의성과 나란히 또 하나의
자의성이며, 그것은 발화 그 자체가, 어느 코드를 이용해 기호화되어
야 하는지를 일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 대해 기호화 되어야 하는지를 일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기호화되어야 하는가를 일의적으로 지정
할 수 없다는 것에서 결과하는 자의성이다.
그러나 이 ‘수준의 자의성은
’ 오히려 방브니스트에 의한 필연성의
주장에 반대하는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니피앙의 모습을 기호화가 어느 정도 진행
된 곳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수준에서 연결된 형태로부터, 복수의 수
준을 향해 열린 더 일반적인 ─ 그리고 청각 영상이라는 규정에서 보
면, 아마도 더 본래적인 ─ 모습으로 되돌아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
리적인 이벤트에 대해 이미 청취의, 기호화의 과정에 휘말린 청각 영
상, 위에서 규정한 의미에서의 시니피앙 ‘mesi’는 그것이 위치하는 수
준에 따라 ‘messie’ 혹은 ‘Mais si’로 기호화되고, 그것에 대응하는 단어
내지 문장의 의미를 갖는다(RSI와 hérésie가 그것으로부터 나뉘는, les
noms du père와 les non-dupes errent가 이로부터 나뉘는 ‘라랑그적
’ 단위
를 생각하라). 이 경우, 이 일반화된 ‘시니피앙’에 대응하는 ‘시니피에’
(즉 ‘mesi’라고 말함으로써, 우선 ‘말하고자 하는’ 것)는, ‘messie’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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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 si’의 의미이기 이전에, ‘messie’나 ‘Mais si’ 그 자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규정이 허용된다면, 이들 시니피앙
과 시니피에의 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필연성일까, 자의성일까?
하나의 국어가 선정되고 체계의 자의성을 극복하더라도 이번에는
수준의 자의성과 만나게 된다. 시니피앙 ‘mesi’가 반드시 ‘Mais si’가 아
니고 ‘messie’로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은 없다. 그러나 방브
니스트가 ‘필연성을
’ 문제 삼을 때 생각한 것은 과연 이러한 일대일 대
응이었을까? ｢언어 기호의 성질｣에서는, 시니피에에 대응하는 ‘개념’
이라는 표현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단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일반적 시니피앙에 대응하는
시니피에에는 그 동음이의적 표현이 모두 해당된다. 바꿔 말하면, 우
리는 그것을 ‘하나의’ 충분히 규정된 집합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리
고 이 집합을 시니피에로 간주한다면, 거기에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
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방브니스트의 구상에 따라 시니피앙을 그것이 오
로지 생각되어 온 ‘단어’의 수준으로부터 해방하고 기호화의 과정에
다시 놓고, 말하자면 일반화된 시니피앙을 생각하려고 해 왔지만, 이
작업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시니피앙의 일반화
된 형태를, 수준의 자의성이 극복되기 전의 단계에서 구했는데, 이 수
준이란 구두법ponctuation에 대응하고 있다. 어떤 청각영상, ‘messie’라
고도 ‘Mais si’라고도 해석되는 청각영상은 확실히 생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것들이 위치하는 수준의 차이란 결국 구분〔구두법〕의 차
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준의 자의성은 어디에서 구분〔구두법〕했다
고 해도 거기에서 구분〔구두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청각영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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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일의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다시 발화 자체의 구두법에 대해서
도 원리적으로는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구절〔구두법〕의 자의성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해지
면, 우리는 아직 기호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일반화된 단계의 시니피앙에서 구절〔구두법〕에 의해 그 수준이 규
정된 시니피앙으로 이행한다는 과정을 생각할 경우, 앞의 사례가 된
시니피앙은 그 짧음 때문에 큰 문제를 간과하게 되었다. 수준=구절
〔구두법〕의 자의성을 진지하게 채택하고 구절〔구두법〕의 수와 장소
의 모든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면, 하나의 일반화된 시니피앙에 대
해 수많은 구절〔구두법〕의 가능성이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방
브니스트가 주장한 기호의 필연성은 이 일반화된 시니피앙이 그 모
든 구절〔구두법〕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으며, 전자가 정해지면 후
자도 정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단어의 예를 다루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무엇보다, 그 수준이 특정된 시니피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가 ‘개념’이라고 부른 시니피에도,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절의 가능성보다는, 더 좁은 것을 가리키
고 있었다. 여기에서 기능하고 있는 한정적인 기준, 그것은 유의미성
이라는 기준이다. 어떤 구절〔구두법〕에 의해, ‘무의미라고
여겨지는
’
부분이 잘라지는 경우, 그것은 일반적인 시니피앙의 특수화의 가능
성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방브니스트가 말하는
필연성 ─ 시니피앙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항상 시니피에가 있다
─ 은, 이제 새로운 빛 아래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유의미한 구절〔구
두법〕밖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시니피에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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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만 시니피앙이 나올 뿐이며, 따라서 시니피에가 있는 곳에서
만 시니피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기 때문이다. 용어가 상상하게 하
는 것과는 반대로, 문제는 인과관계의 필연성이기보다 함의의 필연
성, 순행적 필연성이기보다 역행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시니피앙이 ‘있다는
’ 것을 기호화, 즉 거기에서 이뤄지는 기
호의 총체를 동원하는 것과 불가분하게 생각한다는 방브니스트의 입
장을 철저히 한다면, ‘단어’의 특권화가 기호의 필연성과 자의성을 둘
러싼 논의의 지평을 미리 좁혔음이 드러난다. 논의를 ‘단어에서
시작
’
한다는 것, 이것은 글자書字의 전통이 아무리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해도 인위적인 출발점의 설정이며, 단어의 수준의 시니
피앙이 원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단락〔구두법〕이라는 계기를 간과
하게 된다. 그 단락〔구두법〕은, ‘의미라는
원리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
’
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른바 ‘가치를
’ 발생시키는 대립이라
는 원리는 물리적 이벤트가 구분〔구두법〕 이전의 일반화된 시니피앙
으로 전기될 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기에 대
해서는 과연 자의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준=구절
’ 자의성과 동렬에서 논해
〔구두법〕 이전의 것인 한에서, 결코 ‘단어의
져서는 안 된다.
하나의 언어를 시니피앙의 체계라고 하면서도 그 ‘시니피앙’이라고
함으로써 오로지 단어의 단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갱신된 개념장
치 안에서 전통적인 언어관을 온존해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러나 이렇게 해서 ‘단어를
’ 원자적인 단위로 보는 것을 그만두고, 그
한층 더 배후에 ‘구절〔구두법〕’이라는 계기를 생각하는 것, 시니피앙
을, 단순한 ‘단어의
’ 대체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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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언어가 주어지는 방법을, 근저
로부터 재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라캉이 방브니스트
와 공유한 착상이란, 이 계기에서 원리로 지적되는 ‘의미의
’ 재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2. ｢언어분석의 수준들｣
앞 장에서 우리는 방브니스트가 의미론 쪽으로 인도된 경로로서 언
어기호의 자의성에 관한 논의를 다루며, 그것이 언어를 생각할 때에
항상 암암리에 전제되어 온 언어의 소여성 자체를 표면적으로 문제
화하는 지점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보았다. 방브니스트가 라캉과 공
유한 착상을 전개하는 논문 ｢언어분석의 수준들｣은 바로 이 질문에
서 출발한다. 이 논문의 논의를 도입하는 것은, 과학인 한에서의 언어
학의 ‘대상을
’ 물음에 부치는, 틀림없는 타블라 라사의 몸짓이다. 이
‘대상’의 자격은 언어학적이라 불리는 사실의 사실성facticité에 의해
보증될 수 없다.

곧바로 밝혀지는데, 모든 질문은 동시에 각각의 언어학적 사실
에 대해서 묻는 것이며, 우선 ‘사실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에
’
관해, 즉 사실을 사실로 규정하는 기준들에 관해 묻는다. 언어
학 분야에서 생긴 일대변화는 바로 이하의 점에 있다. 언어는
형상적인 구조로서 기술되어야 하는데, 이 기술은 미리 적절한
절차와 기준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결국 대상의 현실은
그것을 규정하는 데 고유한 방법과 불가분하다는 것,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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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다는 점에 있다.22)

이 새로운 출발점의 모색에 의해서 물음에 부쳐지고 있는 것은, ‘문법’
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단위의 자명성이다. ‘문장’, ‘단어’, ‘동사’, ‘명
사’ 등 , 이러한 단위의 전제가, 에게가 ‘소여의 기호’라고 말하고 거기
에 아무런 문제도 찾아내지 않았다는 것의 배경에는 있다. (이런 의미
에서 ‘문법은
’ 완료라는 관계의 양태의 한 변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런 일종의 원자론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제를
문제화하기 위해, 방브니스트가 새로운 언어학적 개념으로 제출하는
것이 앞 장의 말미에 이미 선취하여 이용해온 ‘수준 niveau’의 개념이
다. 이것은 서로 규정하는 두 개의 합리적인 조작, ‘세그먼트화 segmentation’와 ‘치환 substitution’에 의해서 규정된다.

고찰되는 텍스트의 연장이 어떠한 것이든, 우선 그것을 점차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할 불가능한 요소에 이르기까지 세그먼트
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평행하여 이러한 요소를 그것들
이 허용하는 치환에 의해 동정identifie한다.23)

여기서 방브니스트가 거론하는 것은 프랑스어의 ‘이성raison’이라는
단어의 예이다. 이 단어는 [r]-[ɛ]-[z]-[õ]처럼 세그먼트화할 수 있는데,
이 속에서 치환은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r 대신에 s(saison), ɛ 대신

22) Benveniste, ibid., p.119.
23) Benveniste, ibid.,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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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rasons), z 대신에 j(rayon), ô 대신에 ɛ(raisin)
등.
̃

이런 치환은 조사할 수 있다. [rɛzõ] 속의 [r]로 치환할 수 있는 클
라스는 [lo], [s], [m], t], [v]를 포함한다. 그리고 남은 세 개의 요소
각각에 같은 순서를 적용하면, 받아들여지는 모든 치환의 일람
이 완성되며, 이것들의 치환 각각이, 이번에는 다른 기호 속에
서 동정同定할 수 있는 세그먼트를 부상시키게 된다. 어떤 기호
에서 다른 기호로, 그리고 그런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는, 가능
한 치환의 전체이다. 이것이 요컨대 분배법méhode de distribution이다. 그것은 각각의 요소를 그것이 그 안에서 나타나
는 환경의 전체에 의해, 그리고 이중의 관계에 의해 규정하는
데 있다. 이 이중의 관계란 어떤 요소와, 언표의 똑같은 부분 속
에 동시적으로simultanément 현전하는 다른 요소들 사이의 관
계(연사적 관계)와, 그 요소와, 상호 치환 가능한 다른 요소들
사이의 관계(범례적 관계)이다.24)

언어의 소여성의 재문제화를 목표로 구상되었을 이 ‘분배법의
’ 첫설
명 속에는 그러나,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은 요소가 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을까? 먼저 ‘이성raison’이라는 예는, ‘단어로서
’
, 즉 전통적
문법적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정당
화도 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원래 ‘분배법’을 도입
하게 된 동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인용

24)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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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에 나타난 ‘동시적으로 simultanément’라는 표현이 우리의 주의
를 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시성이 주장되고 있는 관계는 다름 아
닌 ‘연사적 관계이며
’
, 요소의 순서가 유의有意하는 관계이기 때문이
다.
이 이른바 ‘상정된supposé’ 동시성 ─ 방브니스트는 이것을 강한 의
미로 이해하고, 각 요소의 망라적인 병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나중에 밝혀진다 ─ 에 대립하여, 또 하나의 동시성이 ‘분배
법’ 속에서는 기능하고 있다. 최하위 수준, 변별 특징 traits distinctifs의
수준에서 인정되는 동시성이다. 각각의 음소는 정의상 세그먼트화
가능하고, 동정同定 가능하고, 치환 가능하지만, 그 자신 복수의 세그
먼트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변별 특징의 수준
이다. 이 수준에서 특징적인 것은 요소는 동정同定 가능하며 치환 가능
하지만 분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d‘]에 있어서는 폐쇄, 치음, 유성음, 기음 등 네 가지 변별 특징
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그것이 나타나는 음소적 분
절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또 이것들에 통사
적 순서를 할당할 수도 없다. 폐쇄는 치음과, 기음은 유성음과
불가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이 치환을 받아들일 수
있다. 폐쇄는 마찰에 의해, 치음은 순음唇音에 의해, 기음은 성문
음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25)

25)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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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브니스트가 여기서 언급하는 관계는 분명히 ‘동시성이라고
부를
’
수 있지만, 앞에서와는 달리, 통사론적 순서부여와는 무관하다.26) 이
리하여 그의 ‘분배법’에는 두 가지 ‘동시성이
’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진
다. 여기서 음소의 수준에서 생각된 것을 ‘동시성simultanété’, 변별 특
징의 수준에서 생각된 것을 ‘공시성synchronie’으로 나눠서 부른다면,
동시성과 공시성의 차이는 세그먼트화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야말로 방브니스트에 따르면, ‘음소’의 수준과 ‘변별 특
징’(그의 용어법에 따르면 ‘멜리스마melisma’)의 수준을 구분하는 것
이었다.
‘세그먼트화 가능성segmentabilité’이라는 이 조작적 기준이, 정말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세그먼트화’의 개념 자
체를 더 엄밀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의 ‘분할’ 혹은 ‘분절이라고
생각한 경우, 두 가지 수준의 차
’
이는 예상된 것만큼 명확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변별 특징도 역시 음
소와 똑같은 자격으로, ‘분절되었다’ 혹은 ‘구별되었다고
’ 일컬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그먼트화에는
’
, 단순한 분절과는 다른 함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분리 가능성 isolabilité이다. ‘세그먼트화의
’ 결과

26) 방브니스트는여기에서통사론적관계의부재를단언하는데그치고있으나, 이것
은동시성의규정을포함시켜다소파고들어갈필요가있을것이다. 예를들어현실
의발음행위에서각각의변별특징의실현은엄밀하게물리학적으로 ‘동시가아닐
’
것이며, 혹은 더 말하면, 일정한 순서가 아니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있다. 이런순서에도 불구하고방브니스트가 “통사론적순서의 부재”를주
장할수있다는것, 이것은여기서생각할수있는동시성에, 또한다른형태로 ‘상정
된’ 성격을부여할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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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생기는 ‘세그먼트는
’ , 일정한 존재 양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즉 사고 속에서 구별되는 것만이 아니라 고립되어 현실에 나타
날 수 있어야 한다.27) 이처럼 ‘세그먼트화에는
’
, 그 결과인 세그먼트의
존재 양태에 관한 함의 ─ 떨어져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 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여기서, 분할이 아닌 결합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멜리슴(‘미세음
소’ : 방브니스트는 변별 특징을 이렇게 부를 것을 제창한다)끼리의
결합이 신체와 그 운동의 물리적 조건에 따르는 것이라면, 음소끼리
의 결합은 전혀 별개의, 언어에 고유한 차원에 의거하고 있다. 즉 ‘의
미의
’ 차원이다.
이 차원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방브니스트 논의의
단서를 둘러싼 문제에 일정한 빛을 던질 수 있다. 세그먼트화의 조작
은 실제로 상승・하강의 두 가지 사고의 운동이 교차하는 점에서 처
음으로 가능해진다. 이 조작은 아래의 수준으로 향하는 한에서 하강
적인 것이지만, 그 결과 발생한 단편이, 그대로 즉시 한 층 아래의 수
준에서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단위를 단위로 성립시키기 위
해서는, 그 단편을, 다른, 상승적인 퍼스펙티브 안에 자리매김하고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즉, 그 단편이 다른 요소와 함께 한 층 위의 수준에
서 단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에서 이용
되는 것이 ‘의미라는
기준이다. 방브니스트가 인용하는 또 다른 예가
’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7) メリスム은 표현의 발화의일부로서, 음소 속에, 단어속에음표가 있었던 것과 똑
같이 해두었을 것이다. 그런 한에서, メリスム을 현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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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연쇄 [lí:viŋθíŋz] “leaving things (as they are)” 내부에서, 다
른 장소에서 [í], [θ], [ŋ]라는 세 개의 음소적 단위가 동정同定되었
다고 하자. 우리는 이 단위들이 이것들을 포함하는 상위의 단
위를 획정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살펴본다. 논리적으로 열거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 세 개의 단위의 여섯 개의 가능한 조합 [í
θŋ], [íŋθ], [θíŋ], [θŋí], [ŋíθ], [ŋθí]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면 이 조
합 중 두 개가 실제로 연쇄 속에 있는데, 그것들이 두 음소를 공
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택해 다른 쪽을 배제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í:viŋθɪŋz] 안에 있는 것은 [ŋθí]이거나 [θ
íŋ] 중 하나이다. 답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ŋθí]는 배제되고,
[θíŋ]이 선정되어 새로운 단위 /θíŋ/로 헤아려질 것이다. 이 결
정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상위의 새 단위의 획정
이 충족되어야 하는, 의미라는 언어학적인 조건에서 유래한다.
[θíŋ]에는 의미가 있지만, [ŋθí]에는 없는 것이다.28)

단어보다 긴 시퀀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부터, 여기에서는 각각의
세그먼트를 잘라내는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의
미심장한 것은 주어진 시퀀스에서 출발한 하강적 운동이 형태소의
수준을 통과하여 음소의 수준에 이르러서야 정지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는 거의 기계적으로, 의미 개념을 도입할 필요 없이
진행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29) 이에 반해, 이야기하고,

28) Ibid., p.l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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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주체가 본질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상승적・재구성적인
운동 안에서이다. 다만 그 역할은 세그먼트 후보로서 제시된 각각의
시퀀스에 대해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내려지는 판정 ─ 원리적으로는
Oui인지 Non인지, 양자택일적인것 ─ 으로 환원된다. 이와 같은 승인
이라는 분석하는 주체의 주요한 계기는 ｢언어분석의 수준들｣로부터
수년 후의 강연 ｢언어에서의 형태와 의미｣에서 더 구체적인 형태로
강조될 것이다.

기호학에서는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정의될 필요가 없다. 그것
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기호에 연결되
는 것이, 기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다.
고찰되는 본체 entité는 의미할까? 답은 Oui이거나 Non 중 하나
이다. 만약 Oui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본체는 [기호로서]
등록된다. Non이라면 그것은 기각되며, 여기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Chapeau’는 존재하는가? ─ Oui ─ ‘Chapeau’는? ─
Oui ─ ‘Chapeau’는? ─ Non.
따라서 기호학적인 영역에 속하는 한에서의 의미를 정의하
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니피에의 평면에서 기
준은 그것이 의미하느냐 아니냐이며, 의미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다만 그것뿐이다. 그리고 이 oui 혹은 non은 그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 이 언어가 국어la langue tout court인 것 같
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언어

29) 후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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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용 혹은 이해를 차별화의 원리, 기준의 고조로 끌어올리
는 것이다.30)

그런데 ｢언어분석의 수준들｣에서는 의미의 심급이 개입하는 그 양태
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방브니스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이런 간단한 분석으로부터 밝혀지는 것 그대로, 세그먼트화와
치환은 얘기된 연쇄의 임의의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어떤 음소의 분배를, 연사連辭적 혹은 범열範
列적인 결합 허용범위를,

즉 그 음소의 현실을, 해당 음소를 포

함한 상위의 특수단위unité particulière를 항상 참조하지 않고 규
정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거기야말로
본질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며, 그 사정거리는 앞으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판명되는 것은, 이 수준이, 분석에 대해서 외
부적인 것이 아니고, 분석의 안에 있는 것이다. 수준이란 조작
자인 것이다. 음소가 규정되는 것은, 더 상위의 단위, 형태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이다. 음소의 차별적인 기능은 그 근거로 개
별단위에의 포함inclusion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수단위는 그

30) Benveniste, E., “La forme et le sens dans le langage”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2
Gallimard/Tel, Paris, 1974, p.222. 초출은 Le langage II (Société de Philosophie de langue
françise, Actes du XIIIe Congés, Genève. 1966), Neuchâtel. La Baconnière, 1967, pp.29-40.
이 논문 속에서 방브니스트는 기호학sémiotique적 수준과 의미론sémantique적 수준
을구별하지만, 이것은그가구별한의미의두가지수준에대체로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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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음소를 포함함으로써 더 상위의 수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점을 강조하자. 언어적인 단위는 더 상위 단위
안에 동정同定되었을 때에만 단위로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분
배적 분석의 기법은 상이한 수준 사이의 이런 종류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다.31)

우리는 ‘특수단위unité particulière’의 ‘특수에
’ 담긴 의미 부여에 주목하
고자 한다. 여기서 ‘단위는
’ ,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서는 안 되고, ‘분석의 안’, 이른바 상승적・하강적 두 개의 퍼스펙티
브의 교차에 있어서만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편의상 세 개
의 계기繼起하는 수준을 각각 ‘음소’, ‘단어’, ‘문장으로
명명한다면, ‘특
’
수단위가
’ 성립하는 것은 우선 중간적인 ‘단어의
’ 수준에 있어서이다.
“단어는, 한편으로는 하위의 수준에 속하는 음소적인 단위로 분해되
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적인 단위의 자격으로, 또한 다른 의미적인
단위와 함께, 상위 수준의 단위 안에 들어간다.”32) 달리 말하면, 어떤
음소가 변별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적인 특수단
위 안에 편입되는 것이 더 필요한데, 이 단어의 의미적인 단위라고 해
도, 그것이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상위의 문장의 수준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은 다름 아닌 추론을, 말하자면 삼단
논법을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달리, 상승적 혹은 하강적 계열의 미시적
인 모습인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각 계열의 도달점이 아니라 그 교

31) Ibid., p.123.
32)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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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는 점이다.
방브니스트는 어떤 수준의 구성요소가 거기에서 성립하는, 상이한
수준 간의 관계를 ‘통합적 intégrative’이라고 형용한다. 그가 이 관계를
예로 들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단락을 다소 길어지지만, 여기서
인용하자.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의 재구성적인 조작의 가장 명확
한 예뿐 아니라, 그 조작의 본질적인 귀결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를 분해했을 때에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위의 수준의
단위가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단위의 형식적인 세그먼트이
다. 만약 프랑스어의 / om / homme를 [o]-[m]로 나누었다고 하
면, 거기서 얻을 수 있던 것은 두 개의 세그먼트밖에 없다. [o]와
[m]이 음소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 ot / hotte나 / os / os, 다른 한편으로 / om
/ heaume나 / ym / hume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 각각 반
대방향으로 향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조작이다. 하나의 기
호는 질료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그 구성요소의 함수이지만, 이
런 요소를 구성적인 것으로서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은 그것들
이 그 안에서 통합적 기능을 맡는, 일정한 단위의 내부에서, 그
것들을 동정同定하는 것이다. 단위가 어떤 수준에서 변별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상위 수준의 단위의 통합적
부분 partie intégrante로서 동정同定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
이 해서, /s/는, 그것이 salle 안의 /-al/, seau 안의 /-o/, civi! 안의
/-ivil/ 등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음소로
서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더 상위 수준으로 옮긴 동일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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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 /sal/은 그것이 - à manger : - de bain 등의 통합적 부분
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기호이며, 또한 /so/은 그것이 - à charbon : - d’eau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으로써 기호이
며, 또한 /sivil/은 - ou militaire : éat - : guerre - 의 통합적 부분으
로서 기능하고 있음으로써 기호이다. ‘통합적 관계 relation intégrante’의 관계의 모델은 러셀의 ‘명제함수이다
’
.33)

음소적 단위의 확인 절차는 그 단위의 기저에 있는 소여성에 관하여
복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형식적 세그먼트를 다른 장소에
다시 찾아내는, 혹은 동정同定한다는 이 절차에 있어서는 해당 세그먼
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그먼트가 그 안에서 단위로서 나타나
게 되는, 한 층 상위의 단위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
문이다. 이 상위의 단위가 단위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위의 수준에서
참조를 구하여야 하는 한, 이 이중의 소여성은 상승적・통합적 운동
의 원동력 그 자체이다. 음소는, 단어의 수준에 있어 동정됨으로써 처
음으로 단위가 되는데, 그 동정의 장이 되는 단어는, 그 자체 그것보다
상위의 수준, 예를 들면 어법의 수준에서 동정同定되며 단위가 되는 것
을 함의한다는 식으로, 원리적으로는 무한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동정을 둘러싼 이중의 소여성이야말로, 언어학적 단위를, 자체적
으로 어떤 단위가 아니고 ─ 왜냐하면 그 소여는 하나의 수준의 내부
에서는 결코 완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 그 자신도 말하는 대로 ‘분석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특질로 하는 단위, 즉 이 분석적인 운동을 수행

33) Ibid., p.124f.

44

하는 주체, 복수의 수준에 위치할 수 있는 주체에게 있어서만 있는 단
위로서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방브니스트의 구상이 우선 파악된 후에, 그가 이 분배법
을 구상했던 원래의 의도로 돌아가 보자.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면
서 언어학적인 사실fait linguistique의 타블라 라싸라는 목적에 관해 말
한다면, 그가 제출한 한 쌍의 조작은 이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은 그가 언어에 관해 소여와
그 함의하는 유한성을 완전히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소여의 소여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 문제
에 일종의 ‘복시複視’라는 일정한 분절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방브니스
트의 기여는 존재한다.
그의 이 짧은 논문은 그러한 ‘복시의
’ 장치를, 투철한 분석 속에서 결
정화시키는 것으로 시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 간결함 때문에, 오
히려 어떤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거기서 성
립한 결정結晶이, 프리즘을 띠면서 그 너머로, 그때까지 언어를 둘러싼
장소를 친근하게 채우고 있던 빛을 완전히 이질적인, 스펙트럼의 형
태로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예고되는 것은 언어의 ‘문제계’34)에 초래될 수 있는 전

34) 우리는 ‘문제계라는
’
단어를 problématique의 번역어로서, 칸트가 본질체를 현상체
로부터구별할때이단어에포함시킨의미부여로사용해보자. 즉, 소여성이감성으
로서명확하게규정되는현상체에대해, 본질체는 ‘problématique’한개념이며 “우리
는 이러한 대상이 주어져야 할, 어떤 방식도 생각해낼 수 없지만”, ‘problématique한
사고는
’ “이러한 대상을 위해 여지를 열어준다”(B315, A259). 그것은 소여성의 아직
정해지지않은것을향한물음을말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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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顚倒의 한 형태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술정적 구조述定的構造 S-P를 특
권적인 장으로서 구상되는 ‘논리학적’ 언어관, 즉 단어를 최소의, 원자
적 단위로 삼음으로써, 의미의 문제를 그 외부에 위치하는 주체와, 그
리고 현실의 ‘사물’의 존재로 해소해버리는 언어관의 해체의 비전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해체는 술정적 구조를 부정・기각하
거나, 다른 구조를 제출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술정
述定

구조와 상동적인 구조가, 그 품에서, 즉 그것과의 관계에서 규정

되고, 그런 한에서 그것에 의해 절대적으로 다른 곳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장소에 있어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다.
상기 인용부의 끝에서, 방브니스트는 통합적 관계의 모델을 러셀의
명제함수에서 찾고 있다. 분명히 ‘음소와
’ ‘단어’, 혹은 기껏해야 ‘단어’
와 ‘어법의
’ 관계밖에 다루지 않는 문맥에서 인용되는 이 ‘명제’ 함수
의 예는 대략적인 비교에서 유래하기는커녕 방브니스트의 분배법의
도달처를 이제 강조하게 된다. ‘명제적
’ 관계가 기존 언어의 접근방식
속에서 특권화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유일한 것으로
여겨
’
졌다는 것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중多重의
것이라고 한다면, 즉 단어와 문장의 관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음소
와 단어의 관계에 있어서도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위
술정 관계述定関係가 누리고 있던 특권성은 형해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방브니스트가 인용하고 있는 러셀의 수리철학 입문 의 구절35)은,

35) Benveniste. ibid., p.125. la note. 러셀의 인용은 Introduction à la philosophie mathématique,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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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철학이 방브니스트의 사고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는 데 흥미롭다.
거기서 들고 있는, 명제 함수의 예 “x는 인간이다 x est humain”은 그 과
도적인 형태 ─ 문자화되어 있는 부분은 주어의 부분일 뿐이며, 나머
지는 명제의 형태를 그대로 남기고 있다 ─ 에 의해서, 이른바 술정적
관계 즉 단어의 관계의, 문자의 조합〔편성〕에 의한 표현(예를 들면,
f(x))로의, 즉 문자의 연쇄라는 점에서는 단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표
현으로의 환원 가능성을, 그리고 그것에 의해 연쇄의 수준들의 본원
적인 불안정을 시시하기 때문이다. 문자의 단위와 단어의 단위가 본
질적으로 교환 가능한 것이라는 점, 여기에 분석철학의 사고의 성과
중 하나를 보는 것이 허락된다면, 방브니스트는 바로 이 연장선상에
서 언어의 소여성에 관한 분절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
다.
술정 관계의 자명성이 이렇게 상대화된 것과 상관하여, 그 자명성
과 공범관계에 있었던, 혹은 그 자명성 자신이었던 부분의 ‘의미’의 개
념에도 변경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방브니스트는 이를 구성하는 것
constituant 즉, 동정同定에 의한 검증 이전의, 분해의 단순한 산물과, 검
증이 성공한 통합하는 것intérant의 대립에 형태forme와 의미sens의 대
립을 중첩함으로써 설명하려 한다.
분리에 의해 우리는 형식적인 구성을 손에 넣지만, 통합은 우리에
게 의미적인 단위unité signifiantes를 준다. 판별적 요소인 음소는 다른
음소와 함께 그것을 포함하는 의미적 단위를 통합하는 것intérant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기호들이 시니피카시옹에 의해 형태를 부여받은

fr. p.18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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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ée, 더 상위의 단위 안에 통합하는 것intérant으로서 포함되게 된
다. 분석은 그 진행방향에 따라 같은 언어학적 기체基體 안에서 형태
를, 혹은 의미를 만나게 된다.
이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언어학적 단위의 형태는 하위의 수준의 구성하는 것constituant
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언어학적인 단위의 의미는 상위의 수준의 단위를 통합할 수 있
다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36)

이 정의에 따르면, 단어뿐만 아니라 음소도 통합능력을 가지므로, 우
리는 음소의 ‘의미’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의미’ 개념의 확대적용
에 있어서 방브니스트적 구상이 가리키는 ‘논리학적’ 언어관의 전도
는 하나의 행정行程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단, 방브니스트가 직접 제출한 이 장치로부터 자신의 사상의 전개
속에서 과연 똑같은 귀결을 이끌어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미
한 번 인용한 1966년의 논문에서는 장치의 기본적인 골격은 모두 보
존되어 있으면서도 분석철학이 제출하는 셰마가 언어학적인 접근방

36) Benveniste, ibid., p.126. 강조는저자. 이 ‘형태의정의는의미의그것에비해알기쉽
’
다. 어떤분해의결과얻어지는구성하는것, 이구성하는것이다시분해될수있다
는것에, 그형태성은존재한다는게되는것일까? 이렇게하면, 예를들어멜리스마
의수준에는의미는존재하지만형태는존재하지않는다는게된다. 오히려분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때 어떤 단위는 형태로서 나타난다고 해
야할까? 이경우 ‘형태forme’는앞서나온 ‘형태적요소éléments formels’와는다른함
의를갖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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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는 제외됨과 동시에 종종 단어로서 예시되는 ‘기호signe’보
다 아래의 수준에서는 시니피카시옹이 손상된다고 말하는 점에서,
방브니스트는 일단은 엿볼 수 있었던 극점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
는 것처럼 보이지만,37)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자.
어쨌든 언어학적 소여의 문제화에서 출발하여 얻어진 장치가 지시
하는 이러한 귀결이, 그 문제화를 애당초 이끌어낸, 언어기호에 대해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계승하면서 다른 형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는, 여
기에서는 형태와 의미의 그것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이전
에 ‘필연성이라
불렸던 양자의 긴밀한 관계에 더 명확한 형태를 부여
’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은 분명하다.38) 그렇다고 해도 그의 논
의는 논쟁을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것은 아니다. 방브니스트가 여기
서 제출한 구상을 끝까지 밝혀내면, “같은 언어학적 기체 la même entité linguistique”라는 표현이 더 명확한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
일 뿐만 아니라, 그가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담당하게 될, ‘분석의 주

37) Cf. “La forme et le sens dans le langage”, op.cit., p.218, p.220. 방브니스트가 참조하고
있는 분석철학자는 여기에서는 러셀이 아니라 콰인이며 카르납이지만, 이 후자에
귀속되는수용가능성 acceptabilité(“말하는주체 x에게있어서술어 Q의시니피카시
옹, 혹은그가즐겨사용한표현을한다면 (외연과대립하게된) 내포란말하는주체
x가 술어 Q를 대상 y에 귀속시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대상 y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된는 일반적인 조건이다”)에 의해 의미를 규정하는 사고방식은, 승인하는 주체
를개입시키는방브니스트의사고방식과관련시켜논할여지가있는것같다.
38) “형태와의미는이렇게결부되며, 필연적으로, 동시에주어진données simultanément
et nécessairement 언어의 기능에 있어서는 분리 불가능한 특질로서 나타나고 있
다”(Loc, cit). 또이부분에붙여진각주는여기서의논의가분명히소쉬르의언어기
호의구성을둘러싼논의를염두에두고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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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태와
의미가 똑같은 언어학적 기체의 두 측면이며, 그 측면이 분석하는 주
체가 수행하는, 반대방향으로 향하는 조작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상,
양 측면의 관계의 문제는 상이한 방향으로 분석하는 주체가 그 각각
의 방향 사이에서 실현하거나 혹은 체현하는 통일성의 문제로 귀착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브니스트가 생각하는 언어분석은 일련
의 조작에 의해 규정되며 그것에 의해 불가피하게 어떤 특정한 시간
성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한에서, 거기에서는 ‘운동’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주
체의 역할은 과연 ‘움직인다는
’ 것에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소여의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Oui 혹은 Non을 선언하는 주체는 이 수준 사
이의 이동의 ‘자유가
’ 보장된 분석의 주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거기에서는 오히려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언표와 불가분한 모
종의 공간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직관의 특수한 모습이야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꿔 말하면, ‘통합적 관계’ 즉, 빼어나
게 ‘의미의
’ 현상에 속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복수의 수준의 순수한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수의 수준에 동시에 있다는 것이, 혹은 동시
에 관계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또 다른 한편으로, 원래
‘의미’가 거기에 대해 추궁 당하게 되는 ‘구성하는 것’의 시작을, 분석
의 주체의 계기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
가 생기는 것이다.
‘운동’이라는 단어가 그 물리학적 함의와 함께 사용되는 한, 여기에
서 반드시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은, 나중에 라캉의 소론을 검토할 때
밝혀질 것이다. 여기서는 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방브니스트의 논

50

문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술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주목하기로 한
다. “동정・동일화하다 identifier”라는 이 단어는, 라캉이 마찬가지의
구상에서 출발해 가다듬은 문제계 속에서, 역시 중심적인 위치를 차
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방브니스트의 논의 속에서, 이 단어에 술어적인 가치를 부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있던 것에, 더 명확한 규정이 주어질 때까
’
지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방브니스트에서의 ‘동일화’
의 개념은 이 명확화와 함께 특별한 무게감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
실제 텍스트를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세그먼트’에 ‘분해의 생산물’
과 ‘단위의
술
’ 두 가지 측면이 구별되는 것에 대응하여, ‘동일화라는
’
어는, 세그먼트가 단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언어 분석의 두 가지 운동
사이, 혹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의 운동의 전회점에서만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에 있어서, 라이트모티프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언어학적 단위는, 그것을 더 높은 단위의 안에 동일화
identifier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받아들여진다”39)는 정식이, 그 전형적
인 예라고 한다면, 이 점을 더 자세하게 전개한 부분이, 조금 더 뒤에
서 발견된다.

기호들로 조직화된 언어에 있어서, 하나의 단위의 의미란, 그
것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
은, 그 단위를, 하나의 ‘명제 함수’를 채우는 능력에 의해서 동일

39) Ibid., p.123. 강조는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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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는 것과 같은 값이다. 이것이 이 단위를 의미 있는 것으
로 인정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더 진전된 분석에서는 이
단위가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
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열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록은 ‘중간자méson’이나 ‘녹옥수綠玉髓, chrysoprase’라는 단어
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정된 것이 될 것이고, ‘하나의 un’나 ‘사물
chose’에 대해서는 방대한 것이 되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통합
능력에 의한 동일화의 원리 le même principe d’identification par la
capacité d’intégration를 따를 것이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언어의
어떤 세그먼트가 ‘의미를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할 수 있
는 것이다.40)

여기서 인용한 단락의 첫머리는 의미와 단위의 관계에 관해, 그 앞에
서 인용한 정식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지는 않는다. 정식이, 동일화를,
말하자면 의미를 단위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던 것에 반해, 여기에
서는 의미와는 독립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단위가 있는 것처럼 표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논의의 요동으로서, 더 엄밀한 분절화 쪽
을 따른다고 한다면, ‘동일화identification’는 이미 본 특이한 소여성,
즉 어떤 대상이 일종의 복시複視, 복수의 수준에 대한 열림 속에서 어
떤 단위・일자성unité으로서 주어지고, 스스로를 확정한다는 이중의
소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도입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동일화는 그러니까, 항상 ‘의 안에서의
’ 동정同定인 것이다.)

40) Ibid.,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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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이 단순한 ─ 특수과학의 틀을 크게 뛰어넘는 사정거리를
갖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단지 언어학이 인간과학 속에서 중
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중요
성은 그것이 소묘하고 예고하고 있는 다른 ‘직관intuition’에, 즉 ‘지적’
인 그것과도 ‘범주적인
’ 그것과도 혼동될 수 없으나, 그러나 확실하게
칸트 이후의 사상의 계보와 관련되어 금세기의 철학적 문제구성의
재조합을 깊은 곳에서 동기부여하고 있는, 어떤 특이한 ‘주는 것’의 방
식에 존재한다.
일단 여기에서는 방브니스트에게서 동일화란 대상이 그 안에서 확
정되고 대상인 통일성을 갖고서 나타나는, 이중의 부여하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방에서 본 그의 논의가 60년대에 공표된
것인 이상, 이것이 직접적으로 50년대에 라캉이 행한 시니피앙 연쇄
개념의 정교화 속에서 이용되었다는가능성은, 50년대 중반까지의 시
기에서, 양자 사이에서의, 위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구상의 공유를 나
타내는 재료를 얻을 수 없는 한, 우선 그대로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방브니스트의 구상의 전개를 자세하게 따라
갈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같은 착상의 전개의, 그 일관성에 있어
서 하나의 극점을 나태내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착종하
는 라캉의 세미나의 논의를 추적할 때에도, 자칫하면 묻히기 쉬운 그
전개의 기복을 파악하고 강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독해 격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용법’에 의해 규정되는 의미와 이로부
터 도출되는 ‘수준이라는
사고방식은 아래에서 볼 수 있으며, 그런 독
’
해 격자의,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소여
성의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물음이라는 그 기원은 라캉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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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스트의 또 다른, 더 초원적初源的인 만남의 지점을 구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동일화라는
술어・개념의 사정거리에 대해서는,
’
현재 라캉의 논의에 대한, 멀리로부터의 눈짓이라는 것에 머문다. 그
것이 더 깊은 차원에서 라캉의 ‘동일화’ 개념과 결부될지 여부는 다음
장의 논의에 달려 있다.
이상의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다음으로 마찬가지의 발상에서
출발한 라캉의 1950년대의 논의를 정신병 세미나(1955-56)를 중심
으로 검토하고 싶다.
(200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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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적’ 개념으로서의 ‘시니피앙 연쇄’ (2)
일탈의 시도 *1)
: 연명하는 최후의 ‘소쉬로 현상으로부터의
’
「ラカン的」概念としての「シニフィアン連鎖」(2)
── 延命する最後の「ソシュール現象」からの離脱の試み──
電気通信大学紀要13巻2号pp 263-272(2001)

3. 라캉에 의한 시니피앙, 시니피에 및 시니피카시옹
우선 여기서 필요해지는 것은 방브니스트적 발상이 ‘정신병’ 세미나
에서만이 아니라, 프로이트 독해의 시기(1953-58)를 통해 보존되었다
는 점, 또한 그 발상이 기존의 라캉적 문제계 속에서 방브니스트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방향지어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의
확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방브니스트는 언어 기호의 자의성에 대한 논
의 속에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를 재정의하려고 하였다. 이
작업은 당연히, 두 항의 자체 존재를 미리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성립하는 지점, 즉 시니피카시옹에로 문제를 집약한다. 이와
1) 이 글은 ｢‘라캉적’ 개념으로서의 ‘시니피앙 연쇄’(1) : 연명하는 최후의 ‘소쉬르 현상’
으로부터의 일탈의 시도｣(「ラカン的」概念としての「シニフイアン連鎖」(1)── 延
命する最後の「ソシュール現象」からの離脱の試教―」( 電気通信大学紀要 , 第13巻
第1号, 2000年7月, pp 63‐80)에이어진논고이다. 약호는기본적으로앞의논문을답
습한다. ‘S“와 그것에이은로마숫자는 Jacques Lacan, Le Seminaire와그권호수를, 그
리고 계속되는 여섯자리의 아라비아숫자가, 참조되고 있는 세미나의 연월일을 지
시하는 것으로 한다. VM은 Edititions du Seuil로부터 출판되는 교정판을, VP은 익명
판을가리킨다.

하라 가즈유키, ｢‘라캉적’ 개념으로서의 ‘시니피앙 연쇄’｣ 55

상관해서 ‘언어적 사실’의 소여성은 문제화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 속에서는, 시니피카시옹 없는 시니피에가 원래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두 개의 술어가 자주 거의 등가의 것으로서 이용되어 버
리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여기서 방브니스트가 최종
적으로 다른 용어(‘형태’와 ‘의미’)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피
하게 되는 것에 반해, 라캉의 논의에는 그것이 거의 시스테마틱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장 명백한 치환의 예는 이미 본, 라캉이 처음으로 방브니스트적
인 착상을 언급하는 세미나 안에 나타난다. “시니피에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물을 생각하지만, 문제는 시니피카시옹이다.”2) 이 발언
을 되돌아보면서, 라캉은 1년반 후의 세미나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이다.3) 실제로, 이 세미나 속에서, 시니피앙・시니피에의 개념쌍
중 시니피에가 시니피에카시옹으로 치환되고 있는 예는 드물지 않
다.4) 이러한 용어상의 흔들림은, 다시 2년 후의 무의식의 형성물 에

2) S. I, 540623, VM, p.272.
3) S Ⅲ ,551130, VM, p.42.
4) 예를들어라신의희곡 아타리 에서, 라캉이푸앵드캬피통의개념을도입하고있
는 대목을 참조하자. “시니피앙은 시니피카시옹을 포함하고 넣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시니피카시옹을 극화極化하고 구조화하고 존재 속에 두는 것이다”(S Ⅲ,
560606, VM, p.295). 여기서는 ‘시니피에가단적으로사라져버린반면
’
, 조금더뒤에
서는 그것이 ‘시니피카시옹으로
’
치환되는 것을 분명히 간파할 수 있다. 같은 희곡
의 어떤 장면에서 ‘두려움crainte’이라는 말의 특권적인 가치를 지적하면서, 그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두 명의 인물 사이에서 현실에서 순환하고
있는시니피카시옹의유동하는덩어리와, 텍스트사이에서시니피에와시니피앙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이다”(ibid., p.3030. VP의 텍스트와 비교하면, ‘시니피앙과 시니
피에가
’ 포착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지만, 다른대목에서 역시푸앵 드캬피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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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관찰되게 된다.5) 그러나 가장 확실한 예는 “정신병”의 세
미나와 같은 시기에 공개된 ｢프로이트적인 것｣6)에서 찾을 수 있다.

정신분석가라는 것,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근본적인 구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것들이 상이한 차원에서 조
직하는 두 가지 그물망 조직을 이용해 그 구별을 실제로 행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의, 시니피앙의 그물망 조직은 각 요소가 그것 이외의 요
소와는 상이하다는 것에 의해 그 용법을 정할 수 있는, 언어적
인 재료의 공시적 구조이다. 언어의 요소들의 기능을, 그 다양
한 수준에서à ces différents niveaux, 즉 그 안정된 형태를 추출하
는 것이 가장 근대적인 연구의 과제인 음소적 대립의 쌍으로부
터 복합적인 어법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에서, 제어하고 있는
유일한 원리, 배분의 원리란 그런 것이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 상정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의 논의에 영향을
주는차이는없다고생각할수있다).
5) “두개의연쇄, SSS, S'S'S;, S''S''(서판), 이것들은시니피앙과그것에대한순환하는유
주성遊走性 시니피에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항상 미끄러져가고 있기 때
문이다. 내가 말하는 누빔점, 즉 point de capiton이라는 것은, 신화적인 사항일 뿐이
다, 왜냐하면하나의시니피카시옹을, 하나의시니피앙에결부시킬수있었던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우리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
의 시니피앙을 하나의 시니피앙에 고정〔누빔〕시키고, 그리하여 거기서 무엇이 일
어나는가를 보는 것이다”(S, V, 580122, VP, VAF, p.307에서도 같은 텍스트). 누빔점
의신화화는같은세미나에서진행되고있던은유개념의개편과궤를같이한다.
6) 이논문의바탕이된것은 1955년에행해진강연이며, 텍스트의형태로공개된것은
195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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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의, 시니피에의 그물망 조직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담론
의 통시적인 총체이며, 이 총체는 역사적으로, 첫째의 그물망
조직에 반작용을 미치는데, 이것은 첫째의 그물망 조직의 구조
가 둘째의 그것을 뒤따라가는 길을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여기서 지배적인 것은 시니피카시옹의 단위unité de signification인데, 그것은 현실적인 것의 순수한 지시로 해소되는 것
은 결코 없으며, 오히려 항상 또 다른 시니피카시옹에 회부된
다는 것이 밝혀진다. 즉, 여러 시니피카시옹이 여러 사물을 포
착한다면, 그것은 그런 여러 사물의 총체를 구성하며, 그것을
시니피앙 속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또 만일 그런 시
니피카시옹의 조직이 그 [여러 사물의] 총체를, 항상 초과하는
정도로 덮고 있다면, 그것은 총체로서의 시니피앙은, 어떤 것
의 시니피카시옹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어가 결코 신호
가 아니라, 변증법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확증한다.7)

당시의 라캉적 언어장치를 요약하고 있는 이 부분은 ‘시니피에’의 ‘시
니피카시옹에
’ 의한 치환의 절호의 예일 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방
브니스트적인 구상의 영향을 엿보게 한다.8) 시니피카시옹의 영역이,

7) ｢프로이트적인것, 혹은정신분석에있어서의 프로이트로의회귀의 의미｢フロイト
的なもの、或いは精神分析におけるフロイトヘの回帰の意味｣,

精神医学の進化

L’évolution psychiatrique , 1956, I, p.235. 에크리 수록의판본(1966)에는세번째단락중
간쯤부터대폭고쳤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E414)
8) 1955년의 이 논문에 이어서, 1957년의 논문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심급｣에서도, ‘문
자’ 및 ‘시니피앙연쇄과그
’
‘집속執續, insistance’을도입하는중요한대목에서, 시니
피앙의 구조에 단위를 도입하는 분해적・구성적인 이중적 조작(“차이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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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로부터 어법에까지 한정되어 있는 점은, 세미나의 초출 대목에
서 기술된 구상을 충실하게 반복하고 있으며, 근대적인 언어에 관한
연구가, 그 ‘안정된 형태를
’ 추출하려고 하는 ‘음소에서 어법에 이르
는’ ‘수준’ 등의 표현은 1962년의 방브니스트의 논문에서의 용어법을
선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9)
그런데 이렇게 구상된 언어적 장치가 라캉의 분석 이론 안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면, 그것은 이것을 전제로 하여 ‘동일화’의 개념이 정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름없다.

그의 맥박은 탐욕스럽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 빅토르 위
고. 이것이 은유다. 이는 잠재적인 비교가 아니다. 즉 맥박이 가
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뜻 흩어진 ‘~인 것처럼’, 그 ボアズ‘도
또한’ 탐욕스럽지도 원망스럽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

최종적인 요소로 환원하는 것과 그것들을 닫는 질서의 법칙들에 의해 구성하는
것”, E501), 이와 나란히 구성적인 조작에 적용되는 법칙의 회귀성(E502) 등의 점에
서방브니스트의소론에이어지는논의가보인다는점을부기해둔다.
9) 인용문속에나타나는 ‘배분의원리 principe de répartition’는프랑스에서의의미론의
시조 미셸 브레알Michel Bréal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Cf. “동의어일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한 몇 가지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의미를 갖도록
하고, 한쪽이 다른 쪽의 대신으로서 사용될 수 없게 하는, 의도 위에서의 질서ordre
intentionnel를, 우리는배분répartition이라고부른다”(Michel Bréal, Essai de sémantique,
6e édition, Hachette, Paris, 1924(초판은 1897), p.26.). 오히려 통시적 언어학의 맥락에
서 등장하는 술어를 이렇게 공시계共時系의 규정에 갖고 들어가는 곳에, 라캉적 해
석에 대해말하는난폭함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보는바와 같이, 개별언
어운용에서의의미의성립과, 더긴스팬span에서관찰되는단어의내포의변화사
이에, 점과 선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상동적인 관계를 볼 가능성이, 라캉의 구상에
내포되어있는것은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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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동일화다. 은유의 차원이란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보통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서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보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
는 그것을, 동일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의 여기에서의 symbolic이라는 술어의 용법은 우리를, 이 술어
의 의미를 환원하고 상징의 유일한 은유적인 차원을 나타내도
록 인도하는 것이다.10)

라캉의 담론 중에서 ‘은유’ 개념에 부여된 중요성은 그것이 ‘모방’, 행
동주의적인 ‘습득’, 혹은 클라인적인 ‘내투사取り込み’ 개념으로 환원
되지 않는 ‘동일화의
’ 개념규정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이 개념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원하는 것에
’ 관련
되는 ‘동일하다・동일한 것을
’ 기존의 동일성이 고려되어 온 평면 ─
한편으로는 ‘논리학적인
’
, 원리로서의 동일률이나 술정述定 속에서 성
립하는 관계로서의 동일성, 다른 한편으로는 역학에서의 운동과 그
안에서 보증되는 동일성에 의해 설정되는 평면 ─ 을 떠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면에서 재정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라캉이 이 작업을 이 시기에 완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라캉이 같은 세미나에서 은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
펴보면 드러난다.

10) S, III, 560502, VM, p.247. 마지막 문장은 VP에서 더명확한 표현을 취했다. “우리는
symbolique라는술어의, 문자그대로모든용법에있어서, 바로이 symbolique라는술
어의 의미를 환원하여 결국 상징의 사용의 은유적인 차원을 가리키도록 이끌어지
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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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는 어떤 시니피카시옹이 지배적이게 되어 그것이 시니피
앙의 용법을 굴절시키고 강제하며, 그 결과 모든 기존의 어휘
적이라고 말해야 할 결합이 풀려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전辭典에 있는 용법 중에 있는 어떤 것도 한때라도 우리에게
맥박이 탐욕스럽거나 원한이 깊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의 맥박은 탐욕스럽지도, 원한이 깊지도 않았다”
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 시니피카시옹이 시니피앙을 그
사전적인 결합에서 빼낼 때 비로소 언어의 사용l’usage de la langue은 시에피카시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시니피앙과 시니피카시옹의 애매함이다. 시니피앙적
구조가 없으면, 즉 술정적인 분절화가 주어sujet와 속사attributs
사이에 유지된 거리가 없으면 맥박을 탐욕스럽다거나 원한이
깊다고 형용할 수 없다. 통사법이 시니피앙의 원초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주체sujet는 그 여러 성질qualités과는 다른 것으로
서,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 ]
이러한, 은유에 있어서 표현되는 상징의 국면은, 유사성similarité을, 단지 위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유사성을 전제로 한
다. 맥박은 ‘탐욕스럽다와
’ ‘원한이 깊다의
’ 주어라는 것에 의해
서, 욕심의 결여, 선심성에 있어서의 ボアズ에 동일화될 수 있
는 것이다. 위치의 유사성에 의해 맥박은 문자 그대로littéralement 주어인 보아즈와 동일한 것이다. 보아즈의 유사성의 차원
은 의심할 여지없이 언어의 시니피카시옹적인 용법 중 가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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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것이며, 상징의 놀이를 이해할 때에 매우 지배적인 것
이 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또 다른 차원, 통사론의 차원도 존재
하고 있음은, 우리 눈에 가려지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
장은 만일 우리가 단어의 순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그 모
든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11)

이 중에서 우선 확인되는 것은, ‘시니피카시옹’이라는 술어의 새로운
측면이다. 여기서 ‘지배적이
’ 되는 시니피카시옹이란, 어디까지나 방
브니스트의 소론에서 볼 수 있었던 ‘사전의 용법’ 중의 ‘어휘적인 결
합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내는 것으로서의 ‘통합적 기능의
’
’ 범위
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시니피앙을 포인
트로 조직된 시니피카시옹의 장에 다른, 반드시 그 장에 적합하지는
않은 시니피앙이 투입된 경우, 그 시니피앙이 애초에 갖고 있던 시니
피카시옹에서 분리되어 시니피카시옹의 장이 그 시니피앙에 의미하
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욕심이 많다’, ‘원한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 시니피앙이 그 시니피카시옹에서, 즉

11) S, III, 같은 날, VM, p.248. 문법적・통사론적 차원과 의미의 차원의 밀접한 관계는
1964-65년의 세미나(S, XII,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촘스키가 제출한
유명한 “색깔없는녹색의관념은영맹하게잠을잔다”는글의예를둘러싸고다시
주장된다. 라캉은이촘스키가문법적이지만무의미하다고밝힌문장에, 일정한의
미를 인정한다. “시니피카시옹은 … 문법이, 즉 주체에 의해 느껴지고, 받아들여진
문법적구성이어떤 곳에있다”는 것이며, 다시말한다면 “시니피앙연쇄는문법적
이기만 하면, 항상 시니피카시옹을 산출한다”(S, III, 641202)이다. 같은 예는 2년 후
의세미나(｢판타즘의논리｣)에서다시거론되고, 마찬가지의주장이이뤄진다는것
을부기해둔다. (S, XIV, 670118, 6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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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의 맥박이
’ 고유한
시니피카시옹을 떨어진 곳에서 의미해 버리기 위한 조건이 되고 있
는 것이다.
거기에서 성립되는 의미에 ‘통합적’인 성격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창조적인 측면이다. 이 측면에서 문제
가 되고 있는 것은, 용법이라는 사고방식이 그 조작적인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는, 시니피카시옹의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방브니스트가 제출한 장치에서 이 영역은
글보다 위의 수준에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그것이 이 장면에서도 기
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글의 수준에서
의 의미와 단어의 수준에서의 의미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영역이
라기보다는, 어떤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의 의미의 존재가, 하나의 수준에서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
내는 일반화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방브니스트의 1962년의 논의에서는 이 일반화
가 단어 혹은 어법의 수준에서의 통합적 기능을 명제함수와 중첩시
키는 형태로 시사된다. 다만 이 중첩이 두 가지 해석을 향해 열려 있다
는 점, 이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첫 번째, ‘약한’ 해석에 따른
다면, 이 경우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아래에서부터 구축되어 있
는, 음소의 단어에 대한, 혹은 단어의 어법에 대한 관계이며, 그것이
단어의 글에 대한 관계와 유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두 관계 사이에 결국은 본상의 차이
가 있다는 인식, 그 중에서도 음소의 단어로의 통합은, 단어의 글로의
통합만큼 발화의 ‘주체의
’ ‘자유를
’ 누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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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스트가 1966년의 논문에서 보여주는 사고방식은 오히려 이쪽으
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12) 이에 반해 또 하나의, ‘강한’ 해석
은, 이러한 관계의 이질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판연하게
나누어진 두 수준으로 점잖게 할당되는 것을 의문시한다. 오히려 각
수준의 통합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은 두 개의 상相으로서 잠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캉이 은유적인 차원을 여는 ‘시니피앙적 구조를
’
규정하는 방식은 바로 이 ‘강한’ 해석이 시사하는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참조하는 한, 라캉은 이 표
현에 의해 무엇보다 먼저 ‘술정적인’ 분절화를, 주어와 그 속사로 이루
어지며, 그런 한에서 전통적인 논리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분절
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통해 라캉의 사상이 결국 전통적인 논리학적 구상으로
회수되고 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니피앙의 예alignement
du signinant’는 우선 ‘술정述定 구조로
’ 제시되기는 했지만, 이어진 논
의에서는 라캉이 그것을 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의 구조는 단지, 거기에 ‘위치의 유사성이
’ 성립하는 한, 또한
자리바꿈並べ換え을 유의미한 차이화의 원리로 삼고 있는 한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 것이지, 결코 동일화가 성립하는 유일한 장으로서 특권
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그 성질상, 음소에 대
한 단어와 같은 취급을 허락해야 할 것으로서만 생각되고 있는 것이

12) “기호론이 언어의 특성으로서 특징지어지는 반면, 기호론은 언어를 활동시키는
발화자의 활동에서 결과한다. 기호론적 기호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며, 언어의 현실
을기초짓지만, 그것은특수적응용을포함하지않는다. 글은의미론의표현으로서,
특수할수밖에없다. …”(Benveniste, op. cit.,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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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선 방브니스트에게서의 상승적 합리성의 구
축에 대해 라캉에게서의 하강적 합리성의 추구라고도 해야 할, 술정
구조로부터 그 아래에 위치하는 구조에 대한 가교의 시도를 라캉의
논의 속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꺼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캉은 우선 이
기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더 일반적・중립적인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두 종류의 관계가 모두 기능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표현을 따른다면 시니피앙에 내적
이며 서로에 대한 두 개의 결합lien이 존재한다. 우선 첫째, ‘위치적 결
합 lien positionnel’이다. 이것은 ‘명제적 propositionnel’이라 불리는 결
합의 기저에 있는 것으로, “소여의 언어에 있어서 단어의 순서의 차원
이라는 이 본질적인 차원을 창설하는 것이다.”13) 이렇게 위치적인 결
합은 확실히 명제적 구조에 의해 가장 자주 예시되고 있다. (라캉이
인용하는 전형적인 예로는 ‘폴이 피에르를 때린다와
’ ‘피에르가 폴을
때린다는
’ 자리바꿈並べ換え과 그로 인해 생기는 차이를 들 수 있을 것
이다.)14)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왜냐하면 라캉은, “언
13) S, III, 560509, VM, p.256.
14) Loc, cit. 또 ｢무의식에서의문자의심급또는프로이트이후의이성無意識における
文字の審級あるいはフロイト以後の理生｣, E503에서도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예를 들어 라캉이 자리바꿈並べ換え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평서문에대한의문문이라는차이점까지고려했는가하는점에대해서는, 이
것에 대해 명확한 시사를 담은 텍스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이
고려되고있었던 경우의 귀결에대해생각해보는 것은 아마도헛되지않을것이다.
거기에서 생기는 차이란 언표행위와 관련된 주체의 위치에 대한 차이이다. 이로부
터글의수준에서생기는의미의층중하나로서간주관적인배치를생각하는것은
아마 허락될 것이다. 그런데 방브니스트의 구상에 따른다면, 이 의미의 층은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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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위치적인 기능의 유지와 사항辭項의 충분한 스톡 사이에 존재하
는, 엄밀한 일관성”이라는, 모종의 실어증적 장애에 확인되는 임상적
소견에 근거하여, “위치적인 결합의 특징으로서 문법적인 수준에 나
타나는 것은, 모든 수준에서 발견되고, [그 각각의 수준에서] 사항辭項
의 공시적인 공재共在를 창설하고 있다”15)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위

고유한것이며, 단어의의미와는전혀성질이다른것이다. 바꾸어말하면방브니스
트는 다른 수준에다른의미의 위상을할당하고있는것이된다. 그러나이두가지
수준의모두 ‘위치적인결부라는측면에서
’
, 말하자면빼어나게그동질성에있어서
고찰하는 라캉에게 있어서, 의미의 모습의 구별은 차치하고, 그것들을 ‘단어와
’ ‘글’
이라는고정된두개의수준으로나누어자리매김할내재적인이유는아무것도없
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수준에서의 연쇄가, 원리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의 모습
의모든것을표현할수있는것이다.
15) S. III, 560509, loc. cit. [ ] 안에덧붙인부분은 VP에의한다. “위치적인결부”가 “사항
辭項의 공시적인 공재共在”를 창설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주목된다.

문제는 공시적

구조에 의해 단위가 보증된 원자적 요소가 이어서 배열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라캉이어떻게이 ‘공시성이라는용어를이해하는지는반드시분명한것은아니다
’
.
그렇다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안이하게 소쉬르를 참조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라캉의 용어법을 해명한다는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우리로
서는 여기에서, 아래와 같은 ‘동시성과
’ ‘공시성의
’ 구분된 사용이라는 가설을 제출
하고싶다.
같은세미나의다른세앙스(560321, VM, p.204)에서라캉은프로이트가프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제시한셰마를 해석하면서, 거기에서는 “동시성의시원적인창립의
근원적인요청”이 “지각Wahrnehmung”의모멘트로표현되고있다고한후, 이 ‘요청’
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이것은 지난해, 상징에 관한 예제에서 이미 말한 것이다. 얘기가 재미있어지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3개씩의 그룹의 구조를 만들었을 때부터이다. 3개씩의
그룹을함께하는것, 그것은그것들을동시성속에서창설하는것이다. 시니피앙의
탄생은 동시성이며, 또한 그 존재는 공시적인 공재共在이다La naissance du signifiant,
c’est la simultanéité, et aussi bien son existence est une coexistence synchronique.”(VM,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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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VP의텍스트는여기서참조되고있는것이 ｢도둑맞은편지｣에대한세미나(cf. S. II,
550426, VM, p.227)라는것을명시하고있다. 라캉이거시에서시도한것은 +와 ―의
완전히 우연적으로 구성되는 연쇄를 특정한 법칙을 따라서 그룹화함으로써 어떤
일정한구조를부상시키는것이었다. 그최초의모멘트로서 “3개씩의그룹”화는등
장한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 라캉의 논의의 자세한 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다음의 점만을 지적하고 싶다. 즉, 연쇄로서 나타나고, 그런 한에서 시간성을 전제
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계기繼起를 3개씩의 ‘단위・일자성
unité’(라캉은 이것을 ‘시니피키사옹적 단위・일자성unité significative’이라고 부르지
만(S, II, loc,cit.), 왜 여기서 ‘시니피카시옹이라는
’
용어가 등장하는가는, 방브니스트
적인 ‘수준들의구조에대한참조라는맥락에서만
’
, 비로소이해된다으로정리하는
)
가는 그 시간성을 이른바 ‘점화點化’한다, 즉 본래 환원 불가능한 시간성과 함께 주
어질 것을, 주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봄으로써, 이 시간성을 마치 제로로 환원할
수있는것처럼본다는계기契機를내포하고있다는것이다. 이계기契機는바로분
리 가능한 최소 단위인 음소에 대한 단어의 관계에 대응한다. ‘동시성이라는
’
술어
가나타내는것은, 시니피앙이일자성을이른바두름으로써탄생하게되는, 바로그
국면이다. 라캉이시니피앙을문제로삼는대부분의경우에 ‘단어의예를인용하는
’
것은, 이원억압에도비할만큼 ‘점화의계기
’
契機가그의시니피앙개념에구성적이
기 떄문이라고생각할수있을것이다.
이것에 대해 ‘공시성은
’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동시성을
’ 전제로 한다. 하나의 그
룹화는 그 한 단계 위에서의, 그룹화의 가능성을 회귀적으로 보증한다는 한에서,
‘공시성의가능성은
’
‘동시성’ 안에서이미 소묘되고 있지만, 거꾸로 말한다면, 동시
성의 계기契機는 그런 한에서 공시성과는 구별되지 않으면안 된다. 동시성의 성립
이 그대로 필연적으로, 그것이 창설하는 시니피앙의 수준에서의 공시성의 성립을
함의하는것은아니다.
‘공시성은
’ 또한 포괄적인 하나의 시간을 상정하지 않는다, 복수의 시간 사이의 관
계의, 가장 일반적인 장을 여는 개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계기에 대해
‘하나라고
’
말하는 것, 이것은 그것이 구획区切り을 함의하는 한에서, 세계의 시작
과 끝을 생각하는 이른바 종말론적인 구상을 생성시키는 조작과 기본적으로는 같
은 것이기 때문이다. (세미나의 7권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라캉이 시니피앙 연쇄
와역사를똑같은구조속에서말하고자하는것은, 이발상의연장선상에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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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인 결합’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글의, 문법적 수준에서 얻을 수
있던 것을, 하방下方에 부연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에 있어서의 단위로 통상 보이고 있는, 단어의
수준을 넘어 추진되는 ‘위치적인 결합’ 외에, 또 하나의 결합의 형태,
즉 ‘대립이라는 결합이
’ 발견된다. 이를 라캉은 음소의 수준에 자리매
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기묘하게도 라캉의 논의
속에서는, 이 ‘대립이라는 결합이
’ , 한발 물러선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라캉은 언어의 기능에 있어서 그러한 결합의 본
질적인 성격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치적인 관계라는 기초
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치환의 기능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결합된’,
‘유사성이라는 결합 lien de similarité’16)을 그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
해서일 뿐이다.
라캉의 언어학적 장치에서는 이처럼 ‘통시적인
’ 차원이 어떤 돌출

것이라고말하자.) ‘세계의개념과
’
‘하나의’ 시간이, 그것이상정하는일자성에있어
서 상관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라고
’
말해진 시간, 즉 그룹화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의 계기이며, ‘단어라는
’
것은, 그것이 각각 독자적인 자격으로 점화點化된 시간을
갖는 한, 그대로 ‘세계라고
’
할 수 있다. 라캉의 시니피앙적 장치가 ‘가능세계의
’ 구
상에열려있는것은바로이런한에서이다.
16) S. III, 560509, VM, p.257. VP로부터는라캉이이 ‘유사성similarité’이라는용어를, ‘상
사성相似生, similitude’에 대립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후자의
(
용어는
연합심리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서 1936년의 어떤 논문에서 노골적으로 비판되
고있다. Cf. E75). 여기에서 ‘유사성이라는이
’
용어는 앞에서 말한 “위치적 유사성”
의 생략적 표현이라고생각하는 것은 전후의 문맥을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일
것이다. 참고로 VP에는더명확하게위치적인결부의일차성을강조하는부분이있
다. (“이위치적인 결부는절대적으로근본적이며, 일차적인것이며, 본질적인 것이
다”, S, III, 같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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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등장한다. 라캉의 언어학적 장치는 시니피앙
의 공시적 대립의 장치이기 전에, 빼어나게 ‘연쇄’의, ‘시니피앙의 연
쇄의
’ 장치이다. 우리가 일반언어학 강의 의 소쉬르가 아니라 오히
려 방브니스트의 소론에 라캉의 언어적 장치의 근원을 찾는 것은, 우
선 무엇보다도 발상의 공통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 위에서 본 것
에서, 방브니스트에 대한 참조가 삽화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개념 장
치의 근본적인 성격상에서의 무시하기 힘든 상동성을 각인하고 있다
고 결론짓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17)

17) 그렇다고해도라캉에게서공시성의차원은독자적인지위를부여받지못하고, 완
전히 논의의 바깥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잘못이다. 각주15에서 제시한
우리의가설이옳다면, 공시성의차원의상대화는이차원이논의의출발점을구성
하는게아니라, 그것이그자신속에, 다른통시적인차원과그 ‘점화點化’를포함하
고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부터 공시성의 차원의 독자성은, ‘점화라는
’
계기
에존재한다는것이분명해질것이다. 그런데환원불가능한것을, 그럼에도불구하
고환원해버리는, 혹은환원된것으로간주해버리는점에, 논리적시간 (1945)에서
시작되는라캉적 ‘주체의특질을인정한다고한다면
’
, 이 ‘점화의계기에서볼수있
’
는것은바로이 ‘주체의관여이외의아무것도아니다
’
. 그리고공시성이복수의시
간의 복수의 점화를 전제하는 한에서, 그것은 뛰어나게 복수의 주체의 관계로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시성의 문제는, 그대로 간주관성의 문제이다. 그
리고 이 간주관성의 차원은 라캉에 있어서는 일단 성립한 언어의 ‘주위에’, 언어를
‘둘러싸고’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속에’ 구성되는 것이다. 애당초 ‘연쇄의
’ 개
념이, 그런주체의위치를정하면서도입된것은세미나의매우이른시기부터명시
되었다(Cf. “상징의 놀이는 그 자체로, 인간적인 기체基體의 특수성과는 독립적으
로, 이 주체라고 불리는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조직한다. 인간적 주체가 이 놀이를
양성하는것은아니다. 주체는거기에서장소를차지하며, 작은플러스와작은마이
너스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주체는 이 연쇄, 전개되기 시작하자마자, 법칙들
을따라서조직되는 이 연쇄의, 그자신의하나의요소인것이다. 이렇게주체는항
상 몇 가지 평면에 위치하고 교차하는 그물망 조직들 속에 포착되어 있다”(S. II,
550426, VM, p.227. 같은날짜의텍스트는, VP에서는탈락되어확인할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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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상동성은 술정 구조와 그것 이하의 수준에서 관찰되는
구조 사이의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미묘한 간극을 덮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간극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두 개의 간극과 상관하면서 장치에 의해 인도되는 양자의 사고를 각
각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우선, 의미론적인 논의의 토대를 이루는, 의미의 차원의 정의에
서 볼 수 있는 괴리를 들 수 있다.
방브니스트는 어떤 언어학적 단위의 ‘의미를
’ ‘더 상위 수준의 단위
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통합하는 능력 capacité d’intégrer’으로 정의
하였다. 반면 라캉은 ‘시니피카시옹을
’ ‘용법의 총체・집합 ensemble
d’emplois’로 생각한다. 이 ‘용법’도 ‘집합도
’ , 방브니스트의 논문에서
거의 기능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는 점에 주의하자. 특히 ‘용법의
’ 개념
에 대해서는, 그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단어의 용법의
일람inventaire은, 끝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글의 용법의 일람에
이르러서는 처음 알려지기조차 어려울 것이다.”18) 이처럼 용법은 두
개의 의미의 영역을 구별하는 지표에 익숙해져, 그 자체가 의미 차원
의 성립에 구성적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양자의 사고는 여기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같은
뿌리에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우선 용법을 열거하는 작업이 끝

라캉의논의에서시니피앙의문제와주체의문제의관계 ─ 이것에대해서는자주
단순한 병립이며, 서로 잘 맞물리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라캉의 생존 당시
부터이뤄졌다(Cf. S. Ⅸ, 611115, SX, 621128) ─ 는이관점에서재구성되어야한다.
18) Benveniste, « Les niveaux de l’analyse linguistique », in Problème de linguistique générale,
Tel/Gallimard, Paris, 1966,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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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도 소여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어떤 과학 ─ 여
기에서는 의미론 ─ 에 있어서 대상을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
이 없다고 대답하면 충분하다. 이 점에서 라캉이 ‘전체성 totalité’과는
명확하게 구별된,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총체・집합ensemble’이라는
용어19)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
연수는 열거에 있어서 무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합으로서
어떤
’
학문적인 대상을 구성할 수 있다. 라캉은 의미론적인 차원을 이것과
마찬가지의 틀 안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 방
브니스트의 정의도 통합적 관계의 모델이 ‘명제함수에
’ 요구되었던
한에서 이러한 집합론적인 사고의 권역 안에 들어온다. 함수는 집합
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법과 다름없다. 그런 한에서, ‘의미를
’ , 문제의
사항辭項이 결부되는 것에 있어서 가지는 ‘능력이라는
사고방식과, 그
’
것의 용법 즉 거기에 결부될 수 있는 것의 ‘집합이라는
사고방식이란,
’
어떤 공통의 구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방브니스트의 구상에 따르면, 어떤 사항辭項이 의미・통합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즉 그것보다 상위로 설정된 단위 후
보가 실제로 단위라는 것을 함의한다. 즉 62년 논문에 잠재해 있던 본

19) ｢정신병｣ 세미나에서 ‘구조를
’ “공변共變적인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의 그룹”으로
정의한후, 라캉은거기서문제가되는것이바로 ‘집합ensemble’이며, ‘전체성totalité’
이결코아님을강조하며다음과같이말한다. “구조는항상, 어떤다른것과일관되
며, 그에 대해 보완적인complèmentaire 어떤 것의 참조에 의해 성립한다. 그러나 전
체성은그구조가연대적인solidaire 대응물과의사이의열린관계가문제가될때비
로소 개입해온다. 반대로우리가 대체보충성supplémentarité이라고부르는, 열린관
계도있을수있다”(S. III, 560411, VM, p.20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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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요소를 66년 논의에 따라 명확히 한다면 그 단위후보의 유의
미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oui가 선고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
런 한에서 거기서는 통상적인 명제함수에 있어서  에 대입이 이루어
진 후에 진리치가 생각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항辭項은 특정한 여러 사항辭項과 함께 나타
나 왔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oui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정화된 가능성이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어떤 애매함이 있지 않은가? 방브니스
트의 논의에서 이 가능성은 ‘능력으로서
’
, 각 언어학적 단위의 그것이
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능력은 과연 그 단위로 귀속되어야 하는가?
확실히 어떤 단위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단위라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단위
는, 그것이 통합해야 할 상위의 단위로, 틀림없는 주체의 Oui를 얻음
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방브니스트의 표현은 ‘상위의
단위라는
단어 속에 자율적인 존재라는 함의를 울리게 하면서, 거기
’
서 불가결한 주체의 oui, 검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이 승인을 묻혀버릴 수도 있다.20) 이것은 그 주체가 새로운 용법
에 대해 oui를 반환할 수 있었을 주체인 한에서, 그의 논의가 보여주는
방향을 위에서 서술한 ‘약한’ 해석 쪽으로 향하게 하는 편견이 되고 있

20) 어떤 일자성이일자성으로서성립할때기능하는계기들의 문제가, 라캉에게서의
집합론과 언어론의 가교의 시도를 동기부여하고 있지만, 그 일자성의 성립에 이어
서, 그계기가 성립한것속에잠재한다는기제는 1966-67년의세미나 ｢판타즘의논
리｣ 속에서 ‘언표행위의 주체의
’ , 집합 속에서의 ‘동결 gel’로서 기술되어 있다. 라캉
은이주체가공집합에의해대리표상된다고생각한다. (S, XIV,6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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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능성을
언어학적 단위에 못 박아버리는 것, 이것
’ ‘능력으로서
’
은 그 단위가 위치하는 수준으로부터 oui를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
체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일체의 문제를 미리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주체는, 전혀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배
제는 이 경우, 언표의 주체를 대신해 항상 이미 승인을 해버린 주체의
상정과 상관하고 있다. 라캉의 개념장치에서는 나중에 ‘용법의 다발’
인 ‘코드’가 대타자와 결부시켜 생각하게 되는데,21) 그것은 바로 이 소
외된 승인이라는 계기에 고유한 차원을 확보하고, 그것에 의해 시니
피앙 연쇄의 ‘약한’ 해석이 ‘강한’ 해석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통
의 요소 ─ Oui를 말하는 주체 ─ 를 명백히 도출하는 것을 가능케 하
고 있다. 여기에 하나의 분기점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라캉의 용어법에 의해 시사되고 있는 것은, 의미론적인 차원
의 정의에 있어서 그가 직면하고 있던 과제가, 결코 닫힐 수 없는 것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어떤 소여성의 유래를 묻는 것이었
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는 명명, 그 중에서도 고유명
의 문제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집합은
’ 이 경우, 언어에 있어
서, 특히 ‘의미’의 현상에 지적되는, 결코 닫히지 않는 것의 일자성과
소여성의 소재를 지적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적으로 도입된 용어이
다.

21) Cf. S. V. 571106. 마찬가지의 결부는 1960년의 논문에서 더 강한 형태로 주장된다.
“코드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약 이미 대타자의 코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할 수도
없다”(E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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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인 집합론을 성급하게 들여오는 것은 따라서, 그대로 라캉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자신이 어떻게 이 시니피카시옹의 ‘닫혀 있지 않은 것을
’ 규정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니피카시옹이 문제로 될 때마다 거의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용어
가 ‘집합’ 이외에 또 하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주목된다. ‘회부renvoi’
라는 말이 그것이다. “하나의 시니피카시옹은 다른 시니피카시옹이
회부하는renvoyer 것밖에 없다”는 정식이 정신병을 다룬 해를 중심으
로, 전후 몇 년간의 세미나에서 반복하여 제시되는 것은 위에서 본 바
와 같으나, 그로 인해 그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사물의 지시에 소진
되고 완료되는 일은 없는, 시니피카시옹의 성격과 항상적 일탈이라
는 성격이었다. 이것은 시니피카시옹의 비-전체성을 규정하는 한 가
지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캉에 있어서 ‘회부의
’ 개념은 처음으로, 상징의 의미론적 애매함
과의 관련에서 사고되었다. (“모든 의의소는 의미론적 시스템의 총
체・집합 ensemble에, 그 다양한 용법의 다가성에 회부한다. 그 때문
에 고유한 의미에서 언어에 속하는 것, 즉 인간의 그것이며 파롤에 있
어서 사용 가능한 한에서의 언어에 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징의 일
의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의의소는 항상 몇 가지 의미를 가
지고 있다.”)22) 이 기술을 따르는 한, ‘회부는
’ 어떤 소여의 사항辭項을
둘러싸고 두 가지 수준 사이에 성립하게 된다. 어떤 사항辭項이 그것보
22) S. I 540623, VM, p.272. Cf. 原和之, 「「ラカン的」概念としての「シニフイアン連鎖」(1)
―延命する最後の「ソシュール現象Jから離脱の試み―」, 『電気通信大学紀要』, 第13
巻第1号, 2000年7月,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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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수준에서 이러저러한 단위를 통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다른 단위도 통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회부’는 있다. 이 경우,
‘회부’되는 뒤의 시니피카시옹도, 역시 같은 두 개의 수준 사이에 자리
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화의 양태도 생각할 수 있다. 라
캉의 1957년 논문을 참조하자.

한 언어의 사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두 가지 기획[언어
의 단위를 규정하는 조작 중 분할적인 계기와 결합적인 계기에
각각 대응하는 어휘론lexique과 문법grammaire]이 머무는 한계
속에서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단위
의 바로 상위 컨텍스트로 회부하는renvoie, 담론구축소taxième
나 의의소sémantème의 용법emploi이라는 개념이 그것을 보여
주고 있듯이, 시니피앙의 시니피앙에 대한 관계가 거기에서는
모든 시니피카시옹의 탐구의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23)

23)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심급 혹은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無意識における文字の審
級或いはフロイト以降の理性」, 정신분석 La psychanalyse , vol,3, PUF, Paris, 1957,
p55f. 강조는라캉. 같은문장을 변경없이 E502에서볼수있다. “담론구축소taxième
나의의소sémantème의용법”이라는표현은우리의주목을끌지못하고있다. “의의
소의 용법” 쪽은 ‘의의소라는
’
용어가 ‘어휘집lexème’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
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담론구축소라고
’
여기서 임시로 번역한 표현(덧붙여
서이것은라캉에게서의 단독용례가 아니라 위논문의발표로부터약 1년 후의세
미나에도 등장한다. Cf. S Ⅵ, 581210)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Damourette et Pichon이 그 저서 단어에서 사고로 에서 도입한, “담론의 구축에 본
질적”이며, “그래서 다른 모든 관념과는 매우 상이한, 매우 일반적인 가치를 가진
관념idées”을, 즉 이른바 ‘문법에
’ 속하는 개념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Dartlou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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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더 국소적으로 ─ 라캉이 “시니
‘회부’를, ‘총체・집합으로가
’
피앙의 본질적으로 국소화된 구조”로서 ‘문자를
’ 생각하고 있던 것을
상기하라 ─ “곧바로 상위의 juste supérieur 콘텍스트”로 방향이 지어
지고 있는 이 부분으로부터, 시니피카시옹으로부터 시니피카시옹으
로의 ‘회부가
’ 또 하나의 해석을 허락한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을 것
이다. 어떤 단위를 동일화하기 위해 필요한, 그것이 그 안에서 동일화
되는 한 단계 위의 단위가, 그 자신 단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한 단계 위에서 성립된 단위가 더 필요하게 된다는, 이미 우리가, 방브
니스트가 말하는 ‘통합적 관계의
’ 귀결을 철저히 전개하려고 했을 때
에 지적되었던 회부의 가능성이며, 회부된 끝의 시니피카시옹이, 같
은 수준이 아니라, 또 하나 위의 수준의 시니피카시옹인 가능성이다.
즉 두 개의 수준 사이를 오가는 회부가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무한히

Jacques et Pichon, Edouard, Des mots à la pensée. Essai de la langue française, 1911-1927 tome I,
Ed. d’Artrey, Paris, p79). 라캉은 이 ‘관념을
’ 표현해야 할 단어를 마치 그 ‘표
현’(Damourette et Pichon은이것에특히 taxième이라는술어를할당한다을나타내는
)
것처럼사용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이쌍을이루고일반적인어휘에해당하는것
의 관념과 표현을 가리킬 터인 sémièe-sémiome라는 단어에 sémantème라는 단 하나
의단어를치환하고있는점에서, 용어법상의혼란을초래하고있다. 그렇다고는해
도여기서라캉이일반적인어휘뿐아니라문법적요소들에도 ‘용법과그것에의해
’
규정되는시니피카시옹이라는사고방식을적용하고있다는점의중요성은변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메타언어의 수준에서도 시니피카시옹은 회부의
규칙掟을, 말하자면 ‘애매함을
’ 피할수 없다는것이며, 따라서 메타라는 성격을, 이
규정掟을벗어나일의적이라는점에서찾는메타언어의구상을부정한다는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점에, 술정 구조를 넘어서 상승적 회부가 구상되고 있음을 시
사하는재료의하나를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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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열린 회부의 가능성이다. 이와 같이 이해됨으로써, 라캉의 ‘회부’
개념은, 상위의 단위의 성립 그 자체를 향한 참조를, 말하자면 거기에
서 특정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대타자에 대
한 참조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회부가 과연 이론적인 가능성 이상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처음에 말한 이른바 ‘닫힌’ 회부는 어떤 표현의
다의성이라는 형태로 경험적으로 뒷받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무한히 ‘열린’ 상승적 회부가 언어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회부는 일종의 회귀적 구조를, 즉 회부의 상동성
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방브니스트의 장치는 승인하는 주체
의 소외감이라는 관점에서 글의 수준에 두 가지 상이한 시니피카시
옹의, 말하자면 회부의 방식의 경계를 이끌고 있으며, 라캉도 일단 이
것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닫힌 회부가 그 회부의 핵을 구성하는 사항辭項의
일정한 소여성을 전제하고 있는 데 반해, 열린 회부가, 원래 이 핵이
되는 사항辭項의 소여성이 의심스러운 곳에 성립할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항辭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
한 것으로서 출발할 경우에는, 회부는 이 사항辭項과 그것이 주어져 있
는 수준에, 이른바 계류되어 버리는데, 그것이 불확실한 경우야말로,
고정점을 모색하는, 선취와 그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정당화를 모멘
트로 한, 제한 없는 회부는 기동한다. 주어진 것이 단어라는 게 분명한
경우에는, 회부는 우선, 그것이 통합할 수 있는 복수의 글 사이에서,
나아가 그 글이 자리매김될 수 있는 담론을 향해 열릴 것이다.24) 그러
나, 원래 사항辭項이 자리매김되어야 할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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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도, 그리고 방향조차도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회부의 운동이
실현된다.25) 이러한 계기는 언어 경험 속에서도 특이한 순간에 출현
한다. 그것은 뛰어나게 ‘불안의
’ 경험이며, 프로이트의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에서 시뇨렐리라는 고유명을 까먹은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우리에게는 특수한 ‘형성물’이라는 소여성 아래서만 주어지는 것
이다.
라캉이 나중에 1957-58년의 세미나에서 시뇨렐리의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해명은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
에서는 라캉이 시니피카시옹의 두 영역의 구분에 대해 부여한 동의
의 내실을 검토하는 것이 마지막 작업이 된다.
그런데 위의 ‘닫힌’ 회부와 ‘열린’ 회부의 구별과 그것이 배경으로 하
고 있는 출발점을 구성하는 사항辭項의 소여성과 관련하여 방브니스

24) 라캉의 이른바 ｢그래프｣에서는 이것은 담론의 화살표가 A룰 통과하고 M까지 도
달한 단계에 대응한다. 우리가 ｢그래프｣를 입체화하면서 제시한 해석에서는 단어
뜻의 다가성이란 각각 “다르게 바라는 것vouloir autrement”과 “더 바라는 것vouloir
plusM”에 해당한다. (Cf. 原和之, 「どこにもない場所の地図を発明する : 「連鎖」の思
想とその帰結──」・ラカンの「グラフ」とその再構成―」, 『電気通信大学紀要』, 第
12巻第1号, p39.)
25) ｢그래프｣에서는 담론의 화살표가 A에 도달한 단계에서 생기는 사건에 대응한다.
이것은 메시지의 옆에 위치된, ‘시니피앙의
’ 수준이 아니라, ‘목소리의
’ 수준(｢주체
의 괴란과 욕망의 변증법主体の壊乱と欲望の弁証法」(1960)의 그래프(E817)에 의
한), 즉위에서기술한 ‘일반화된시니피앙의수준에서생각되어야한다
’
. ‘농뒤페르’
는 글로서(« Les non-dupes errent ») 해석되는 것도, 단어로서(« les noms du pere ») 해
석되는 것도 가능하며, 각각에 통합의 가능성을 갖는 것이며, 그 가능성은 곧바로
한쪽이 다른 쪽의 가능성 속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이 ‘열린’ 회부는 완
전한무규정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이질적인복수의회부의공존을의미하는것
임을강조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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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분해의 계기에 거의 자동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 그
리고 그것과 상관하여 그의 논의가 아래에서 위로 구축된다는 성격
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여기서 상기된다.26) 물론 그는 언어학적인
단위는 세그먼트화와 통합이라는 하강・상승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진
‘분석 속에서만
’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다만 위에서 본 방
브니스트의 논문에서는 하강적인 측면이 상승적인 측면에 비해 후경
으로 물러났고, 그것이 그의 논의가 해명하는 영역을 특정한 방식으
로 한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시니피앙적인 단위의 이른바 도상에 있는, 두 개의 분석적 운동의
전회점에 위치한 ‘본체 entité’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질문되는 일이 적
은27) 것도,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방브니스트의 논
의에서 일종의 맹점을 구성하는 이 순간 ─ ‘분석하는 주체’의 일자성
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 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있음을 부정할 수 없
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와 관련되어 방브니스트의 발상이 진정으로
라캉적 토양에 착상하는 지점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브니스트의 ‘분석하는 주체의
’ 하강적・상승적 운동의 내실은

26) Cf. 原和之、「「ラカン的」概念としての「シニフイアン連鎖」(1)──延命する最後
の「ソシユール現象」からの離脱の試み──」, 『電気通信大学紀要』, 第13巻第1号
(2000年7月, p74. 야콥슨은 해당 논문의 원형이 된 보고가 이뤄진 학회를 총괄하는
데있어서, 방브니스트의논의를촘스키와는반대로위로향해구축하려고하는것
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Cf. ヤコブソン, 「第9回国際言語学者会議の成果」, 『ロマン
ヤーコブィン選集』, 第二巻, 大修館書店, p128ff.)
27) “분석은그나아가는방향에따라똑같은언어학적본체속에서형태와, 혹은의미
와만나게된다”(Benveniste, op. cit, p.126. Cf. 原, ibid.,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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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행하는 분해・통합의 조작 그 자체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완
성된 복수의 수준 사이에서의 이동이 아니고, 수준을 창출하면서 행
해지는 국면의 전개로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출발점은 언어의 추상적인 구조도, 혹은 인간의 언어능력 같은 것
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발화된 언어이다. 이것이 언어에 관한 소여성
을 문제 삼는 방브니스트가 허용하는 최소한의 소여이다.
하강적 운동, 즉 분해라는 계기의 후퇴는 무엇보다 그의 첫 번째 입
장 결정에서 유래한다. 그는 어떤 언어를 문제 삼는 데 있어서,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분
해의 결과 얻을 수 있는 형식적 요소는, 동일화할 수 있거나 동일화할
수 없겠지만, 특정한 것이 그 자체로 아프리오리하게 특권화될 수는
없다. 어떤 형식적 요소도 평등하게 단위 후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분해는 망라적으로 가능한 형식적 요소를 제시한다는 점에 그치지
않으면 안 되며, 기계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하강적인 측
면aspect에서는 주체의 진정한 ‘주체적’ 관여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어서 이루어져야 할, 의미 즉 단위성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는 사
정이 다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가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언어
이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최초의 입장이 가장된 것에 지나지 않는
’
경우에는 분석의 주체 자신이 그 형식적 요소를 포함한 상위의 단위
를 통합할 수 있는지 시도하면 된다. 또한 분해한 자가 실제로 그 언어
를 모를 경우에는 인포먼트informent가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 어쨌
거나 방브니스트의 분석은 성격이 다른 두 주체 ─ 언어를 모른다는
입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어떤 단편을 제시하는 자와 언어를 안다는
입장에서 통합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자 ─ 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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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승인의 계기는 ‘타자에게
전이된
’
다. oui 혹은 non을 선언하는 것은, 분해의 결과 형식적 요소를 주는
‘주체’ ─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주관적・단독적인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주체이므로 ─ 와는 다른 ─ 이쪽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 주
체이다. 이 주체는 우선, 제시된 세그먼트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동정
同定된 언어학적 단위 안에서 확인되는 한,

그 단위성을 긍정하는 oui

를 반환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동정同定된 단위에 대해서, 그
‘의미’=승인되는 결합의 집합을 확정할 때에, 결합의 후보가 더욱 상
위의 단위 안에 동정同定되는 경우, 그것이 유의미하다는 취지의 oui를
반환한다. 이 주체의 타자성은 다른 수준, 다른 연쇄에 대한 참조에 존
재한다. 몇몇 용어법이 그것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하고 있지만, 방브
니스트의 분석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분해를 이야기하는 사람〔화
자〕, 통합을 듣는 사람〔청자〕에 빗댈 수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뛰어나게 간주관적인 구조이다.
다만 이 구조는, 통상의 발화의 그것과 비교해 크게 한정되고 있다
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듣는 이에 견주어진 통합과 승인
을 시도하는 주체(=informant)는 제출된 분해 생성물에, 순수하게 관
조적・국외局外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하
게 실험적으로 잘라낸 것이며,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아
무것도 없다. 따라서 무의미한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서 주저하지 않
고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또 이 경우, 승인하는 타자가 듣는
사람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것을 제출한 주체가 그
것에 의해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
면 분해하고 제시하는 주체는 정의상 그 언어를 모르는 주체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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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또한 통합・승인하는 주체가, 그 소여성이 애매한 분해 생성
물을 그대로 통합・승인의 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경우도 거기에
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일반적인 시니피앙으로의 전기轉記에서
의 흔들림은 고려 밖에 있다. 분해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분해하는 주체의 역할이며, 원래 동정同定 가능성에
있어서 어떤 폭을 가지고 있는 분해 생성물이 동정・승인하는 주체
와 만날 가능성은 방브니스트의 1962년의 논의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언어의 분석을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출발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애당초 그 시야에 일정한 제한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강적 과정에서 상정된 무지는 상승적・
통합적 과정에서의 분석 주체가 언표 행위 즉, 어떤 독자적인 결합을
승인한다는 행위를 스스로에 떠맡을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하는 한, 분해된 것에
대해 인정되는 의미는 항상 언표의 의미이며, 주체에 의한 승인이라
는 계기를 소외당한 의미인 것이 된다. 의미의 영역을 판연하게 둘로
나누는 구상은 여기에 그 논리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라캉의 장치와 방브니스트가 1962년 논문에서 제출한 장치의, 또 하
나의 분기점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점이다. 라캉에게서 분
해는 분석하는 주체의 인공적인 조작의 결과로서만 발생하는 단순히
실험적・가정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며, 그 분해생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의 시도로부터 떠오르는 간주관적 관계도, 언어학적인 조
작 속에서, 언어에 외부로부터 강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무엇보다 우선 언어의 현실이다. 방브니스트의 방법이 실험실
적 상황 하에서in vitro 겉으로 나타나게 만든 이런 두 측면을 라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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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에, 언어가 ‘있기’ 위한 불가결한 계기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에 의한 언어의 문제화가 임상적인 경험 속에서in vivo 얻
은, 정신을 ‘앓는’ 사람들의 담론, 즉 단편화가 주체적인 통제 밖에서,
또 일반적으로 인정된 절단선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그리고 그 단
편화가 특이한 의미작용과 맞물려 생기는 담론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방브니스트가 설정하는 그것과는
성질을 달리 하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특이한 언어의 형태가 관찰
되는 장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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