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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수사학 비유의 수사적 인식기능을 중심으로:
박 우수 한국외대( )

는 수사학을 정의하여 의사소통에 있어서 오해를 치료Ivor Armstrong Richards(1893-1979)
하는 학문으로 규정한다1) 그의 수사학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의사소통이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사학 혹은 일반적인. ,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병들어 있어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 병이 고질병인지 불치병인지 아니면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등 병리적 현상, , ,
의 진단과 처방은 단순히 치료의 수사학 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해결된 성질의 것이 아닐 것“ ”
같다 리처즈는 언어가 사고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기본법칙을 통달하면 많은.
오해와 불통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언어를 사고를 매개하고 반영하는 비교적,
투명한 도구로 보는 그의 낙관적인 언어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언어가 사고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도구일까 일반적으로 거울은 사물을 평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도 있지만 거울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물의 상이 오히려 뒤틀리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
의 존재조건이 본래적으로 고립과 불통에 있고 의사소통 자체가 오히려 기적이라고 본다면,
리처즈의 전제와 처방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통과 오해는 오히려 의사소통의 단절이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져다준다 기독교 신화는 인간의 최초의 전락이 의식의.
탄생으로의 떨어져 내림이며 이 의식의 탄생과 언어의 발생을 동일시한다 아담과 이브가 전.
락이후 처음 찾은 무화과 잎은 수치심 즉 인간의 분별력이라는 의식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 ,
면 타자의식의 발생을 의미하며 이것은 동시에 무화과 잎이라는 문화적 기호체계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자연현상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언어기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 .
간의 의식과 욕망을 매개하는 동시에 이를 촉발시키는 것도 역시 호명의 언어이다 전락의 인.
간조건은 언어 속으로 떨어짐이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의 도구는 바로 그의.
혀 즉 언어이며 유혹의 결과도 언어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욕망의 원인이자 결과인 셈이, .
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매우 개별적인 고유한 성질의 일종의 사유언어이다 따라서 전락이. .
후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이 언어라면 이 언어는 고약하게도 불통의 징후이다 엄밀하게 말해, .
서 공통의 감각은 인간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견해일 것이다 감각적.
경험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서있는 자리가 다르고 시력과 신장에 있어서 차이가 나듯이 서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도 카메라 앵글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이 시각의 차이가 특수한 개별자.
들의 차이이다 출발점이 다르면 목표지점은 같을지라도 대체로 여정이 제각각이기 십상이다. .

한비자의 설난 은 욕망의 차이와 위계관계 속에 내재된 인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지난한< >
작업인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위한 노력인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춘추전국시대에 군주의, .
마음과 혀를 대신하던 변사와 위사들이 과연 협상의 현장에서 다윗의 폭정을 고발하던 선지자
나단과 같이 자신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을까 소위 말하는 갑질이 힘의 심급의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차이를 전제하는 언어의 속성이라면 의사소통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에 접근하려는 수,
레가 언어인 셈이다 힘의 역학관계에서 공담과 아첨이 일상 언어라면 과연 외교의 수사학은.
가능할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 수사학이 아직까지 학문적인 미개척과 답보상태를.
계속하는 현실이 욕망이 개입되는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인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계를 여,
실하게 드러낸다 웨인 부스가 움베르토 에코를 인용하여 주장하듯이 정치적 담론은 정체와.

1) 리처즈 수사학의 철학 박우수 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I. A. , , . : , 20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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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그 구성원들을 건너뛰기 때문에 반민주적이며 권력자들만 이해가능한 권위적인 언어
이다2) 현실정치의 언어는 모호한 것이 특징이며 전달과 소통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해를 배제.
하려는 목적이 크다 암호화 된 정치담론에서 청중은 그 중요성과 달리 타자로 남아있다. .

페렐만의 신수사학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는 청중의 역할은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
시에 증명한다 청중을 무시하는 말과 글이 독백이라면 청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담론 역시.
건강한 의사소통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을 시험하는 리어 왕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듣고자하는 말만을 되풀이하는 앵무새의 혀는 진정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진정성이 전제되.
지 않는 담론의 경우 페렐만이 말하는 마음의 결착 은 먼 이야기이다“ ”(adherence) 3) 케네스.
버크가 수사학의 목표점을 동의를 넘어서 확신과 동일시 를 지향하는 것으로(identification)
설정할 때 그는 물론 주체와 객체가 각각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제 삼,
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시즘 체제하의 정치적 담론형태가 보여주듯이 동일
시 역시 지배담론 속으로 함몰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중과 발화자의 힘의 불균형이 현실적으.
로 존재하는 한 의사소통의 문법은 지배담론의 문법으로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노신의 소잡. <
감 중 다음 인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아래층에서는 한 사내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 옆집에서는 오디오를 틀고 있다 건너. .
편 집에서는 아이를 달래고 있다 윗층에서는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웃고 있다 마작하는. .
소리가 들린다 강 위에 떠있는 배에서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딸이 통곡하고 있다 인류. .
의 슬픔과 기쁨은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 법이다 내게는 단지 그들이 법석을 떨고 있다.
고 느껴질 뿐이다4).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이나 희열은 공유나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 그러나 물론 이들이 언어의 문법 속으로 들어와 양식화 될 때 사정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한 감정과 체험은 침묵하니까 또 한 가지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
사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화자가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통곡하는 딸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갓 소음만을 듣고 있는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타인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여기에 언어의 한계와 미덕이 동시에 존재한다. .

카프카의 단편 법 앞에서 는 데리다가 예증하듯이 의사소통의 차단을 우의적으로 그리고“ ”
있다 한 사람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다가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
하지만 문지기는 나중에 오라고 그를 물리친다 물론 다른 문들도 있지만 그 문 앞에는 더욱.
힘세고 험상궂은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다 따라서 청원자는 마냥 기다리는 도리밖에 다른 선.
택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 청원자는 왜 자신만이 그 문에서 기다리는 사.
람이냐고 묻자 문지기는 이 문은 당신만을 위한 문이라고 대답하며 죽어가는 그 청원자가 보
은 앞에서 문을 닫는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그의 후기 사회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영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을 상기시키는 이 단편에서 카프카는 안 돼 라고 말하지는 않지“ ”

2)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Rhetoric. Oxford: Blackwell, 2004. 122.
3) Chaim Perelman & L. Olbrechts-Tyteca, The New Rhetoric. Trans. John Wilkinson &

Purcell Weaver.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1969. 4-5, 104-105.
4) 노신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이욱연 편역 서울 창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임, . : , 1991.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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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끊임없이 기다리시오 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는 이 법의 담론을 의미의 무한한 지연과 차이“ ”
를 그리고 있다고 데리다는 해석한다 데리다의 해석에 앞서서 카프카가 말하는 법이 과연 무.
엇인지가 이미 안개에 쌓인 성의 정체만큼이나 오리무중이다.

의미가 불확실하다면 풍부하다는 점에서는 축복이겠지만 다다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재앙,
이다 은 기포인가 수포인가 기포라고 말하는 순간 수포의 속성은 숨어버리고 수포. “Bubble” ? ,
라고 말하는 순간 기포의 속성은 함몰되어 버린다 베틀처럼 이 양축을 오고가는 어딘가에서.
의미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오고가는 왕복운동 자체가 그 의미인지도 모르겠.
다 이러한 해석과 번역의 난관은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한다 성의 구분을 넘어서는 맥. .
베스의 마녀들처럼 카프카보다 앞서서 헨리 제임스의 중편 나사의 조임 은 의미의. << >>(1898)
불확정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유령이란 햄릿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의 존재. “ ”(a thing of

즉 현존하는 부재 부재하는 현존이며 존재의 환영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유령nothing),” , .
이란 수신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불태워진 편지 혹은 문자들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기호, ,
혹은 의미이다 어린 마일즈 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기표와 기의의 거리는 다다를 수 없. (Miles)
을 정도로 멀며 마일즈가 유령의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그는 가정교사의 포옹 안에서 질식하,
고 만다 의미의 확정은 언어의 죽음이다 마찬가지로 나사 역시 남근의 상징을 넘어 하나. . “ ”
의 기호체계이며 이 기호체계는 본질적으로 비틀어짐 에 의해서만 그 기능을 발휘한다(turn) .
그런데 비틀어짐이란 이곳에서 바로 수사비유 와 동의어이다 언어는 끊임없이 비틀어(trope) .
짐 미끄러짐에 의해서 작용하며 의미의 순간에 다다르려고 하면 또다시 미끄러져 내린다 떨, .
어져 내림이 바로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계급과 인종 성차와 욕망의 차이의 흔적에서,
자유로운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는 애초부터 불순한 것이며 타락한 산물이다 그런데. .
행복한 전락처럼 바로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공유된 여인처럼 공통의 터전.
을 전락의 언어는 마련해준다.

앞서 공통의 감각 이란 감각경험의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는데“ ”
공통의 감각 은 동시에 상식 즉 공적인 의미 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경험“ ” “ ” “ ” .

은 사유에서 벗어나 공공의 장으로 초월한다 상식 이란 인식의 공유이다 이 인식의 공유가. “ ” .
가능한 것은 공유된 문법체계를 갖춘 언어에 의해서이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공통된 언어.
가 필요하며 공통된 언어란 공유된 인식을 반영하고 매개하는 언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 서구 수사학의 역사는 말과 사고의 정합성을 옹호하고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플라톤의 파에드러스 에서 그가 테우스 에 의한 문자의 발. << >> (Theuth)
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문자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기억이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억과 진리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플라톤은 진리의 기억.
속에서의 발견이 문자로 인해서 감퇴되는 상황 즉 기억이 아니라 문자에 의해서 매개된 환기,
란 직접적인 기억에 의한 발견 즉 사고의 되새김질을 통한 발견의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
다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이 사고와 발견 기억과 진리를 동일시함을 알 수 있고 말로서의 로. ,
고스를 인식에 근거지우고 있음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거나 쓰는 특정한 사물들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하고 모든 것을 각각 정
의할 수 있어야한다 특정한 사물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나면 더 이상의 분류가 불가능할.
때까지 이들을 종별로 분류할 수 있어야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사람의 영혼의 속성을 이해.
해야만 하고 각각의 성품에 부합된 부류의 말을 찾아야하며 거기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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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열하고 장식해야만 한다 복잡한 영혼의 소유자에게는 정교하고 조화로운 담론을 구사.
하고 단순한 영혼에게는 간명한 말을 해야 한다 그가 이 모든 지식을 습득하기 전까지는. ,
그 목적이 가르치는 것이든 설득하는 것이든 간에 말이 방법의 통제를 받는 한에서는 그는
화술의 방법을 구사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77 b-c)

이곳에서 플라톤은 수사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화자가 자신이 표현하고자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는 이 지식,
을 표현할 적확한 표현을 찾는 것이다 적확한 언어를 구하는 방법은 물론 청중 독자 의 성격. ( )
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과 불과분의 관련을 갖는다 위 인용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표현할 대.
상에 대한 정의와 분류 역시 인 지 식을 필요로 하지만 이 지식이란 다시 언어를 매개로 해서( )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정의를 내린다는 점은 사물의 속성에 대한 선행하는 지식을 필.
요로 하지만 동시에 언어에 의해서 구축되는 과정이기도하다 분류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
또한 표현할 대상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언어가 청중의 성격에 의존한다면 사물에 대한 인식의
과정에 이미 그 언어가 틈입하고 있다 소피스트 못지않게 플라톤은 여기서 청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셈이며 언어와 인식의 상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지식의 절대,
성에 대한 의문을 끌어들인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떤 형태로든 언어는 인 지 식. ( )
에 근거하고 있으며 청중과 화자의 교통이 가능한 것은 이 인식의 공통터전 안에서 임을 플,
라톤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 인용문에서 화자 청자의 인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플라톤이 여,
기서 방법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길버트가 주장하듯이 이 용어는 어원적으로“ ” .
뒤따르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플“ ” ,

라톤이 처음으로 전문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단어이다5) 플라톤의 방법은 콜리지의 그것과 흡.
사하다6) 콜리지는 오성을 단순한 사건이나 이미지에 종속시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물 자체.
뿐만 아니라 사물들 상호간의 관계 사물과 관찰자 사물과 청자의 상태와 이해력과 관련지어, ,
사물을 이해하는 사유방식을 방법 이라 정의한다“ ” .7) 보편과 특수의 결합과 상호침투는 사고의
진전을 위한 원리이며 방법 이란 단어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단한 전이의 길을 의미한, “ ”
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이가 없이는 방법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전이가 가능하려면 선행하는.
개념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방법이란 일종의 발견의 길이며 비유 와 마찬(416-17). (metaphor)
가지로 종과 속 보편과 특수와 같은 개념적인 전이 넘나들기를 통한 사고의 진전을 위한 도, ,
로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방법 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의 비유이며 사고의 영역의. “ ”
전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유 와 동근어임을 알 수 있다 방법으로서의 비유 역시 선행하“ ” .
는 인식의 전이 전달을 의미하는 점에서 이미 사물과 화자 청자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작용, ,
하는 의미작용이다 사고의 진전 원리로서 즉 방법으로서의 비유는 인식과 그 전이를 포함한. ,
다는 점에서 제유나 환유와 같은 어떤 형태로든 인식의 변화 확장 또는 등가를 동반하는 모,
든 언어사용을 포함한다 서구 수사학이나 문체론에서 은유가 지금껏 누려온 우위적인 지위.
때문에 제유를 비유의 근본으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모든 수사비유가 언어표현과 사고

5) Neal W. Gilbert, Renaissance Concepts of Method. New York: Columbia UP, 1960. 24,
39-40.

6) 방법 이란 병인의 진단과 처방 따라서 이성적인 추론과정과 경험이 중시되는 의학적인 실행에서 주‘ ’ ,
로 시작된 것이다 플라톤의 방법은 대체로 분리 정의 예증 분석의 사단계로 나뉜다. , , , .

7) S. T. Coleridge, The Friend, in The Complete Works of Samuel Taylor Coleridge. New
York: Harper & Brothers, 1854. II,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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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은유는 여전히 비유의 포괄개념이다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이.
사고의 전이를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과연 사고의 문채와 표현의 문채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지 의문이다 이것은 발견과 판단의 선후 관계를 논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하다고 여.
겨진다.

고대 영시에서 바다를 고래의 길 태양의 집 등으로 표현하는 언어기법을 이라“ ,” “ ” “kenning”
고 부르는데 이 역시 알다 라는 고대영어 에서 비롯한 것으로 비유적인 언어의 특성이‘ ’ (can)
뒤틀림 혹은 전이이지만 전이란 본질적으로 인식 이해를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 만약 이러, , .
한 언어표현이 사물과 화자의 관계만을 고려하고 청자의 이해를 간과한 것이라면 이는 죽은
비유가 될 것이다 년 대 로만 야콥슨 쉬클로프스키 등을 비롯한 러시아 시어연구회. 1920, 30 ,

사람들은 문학의 특성을 그 언어에서 찾았는데 이들은 문학의 언어를 일상 언어에(OPOJAZ)
가해진 일종의 폭력 즉 비틀기에서 찾았다 그들은 이를 낯설게 하기 효과라고 불렀는데, . “ ”
이것은 문학 언어가 장막에 가려진 사물들의 관계의 진면목을 낱낱이 들춰내 보여주는 새로운
발견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인식의 새로움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낯설게하기 효과가.
청자나 독자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친 낯설음은 인식의 새로움.
을 가져다주기는커녕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유가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으로서의 비유를 아리스토텔레스만큼 강조한 인물도 없을 것이다 그는 삶의 목표가 행.
복 즉 개인의 수호신과의 부합 에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가 말하는 행복은 쾌락의, (eudaimon) ,
추구와 다름 아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최고의 쾌락은 감각적인 것이라기보다 지적인 발견의.
기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정점도 인식에 있다고 주장하며 형이. ,
상학에 있어서도 앎을 원하는데서 인간의 본성을 찾는다 지식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아리스토.
텔레스는 우리에게 배움을 가져다주는 단어들이 가장 즐거운 것들이다 라고 주장한다“ ” (244).8)

지식을 가져다주는 비유로 그는 호머의 등걸 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다 노년과 등걸은 모두“ ” .
개화기를 지난 것들을 총칭하는 속 개념의 하위 종개념이다 따라서 호머는 종들을 넘어서는.
공통의 속을 통해서 이해와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 인식의 새로움이 발견의 기쁨으로 이어지.
고 표현의 세련됨을 담보한다 이처럼 앎의 기쁨을 강조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의 사.
용을 배움이 아니라 천재의 소산이라 규정함으로써 시인과 그의 언어를 특별한 자리에 남겨놓
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유의 인식기능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눈앞에 가져다놓기 란 현시화“ ”
이다 그가 말하는 현시화란 잠재태가 구체적인 완숙미를 지니고 드러난다는 유기체의 비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노년의 등걸 이란 표현에서 단순히 노년이란 개념만으로는 구체화되지 않. “ ”
는 꽃과 잎이 다 진 앙상한 나무 등걸이 눈앞에 이미지로 다가온다 생생한 표현이라고도 번.
역되는 이 현시화란 대체로 무생물들을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바꿔놓는 즉 사고의 전이를 수,
반한 언어의 역전으로 언어의 힘은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시.
화 기법을 힘 이라고 규정한다 폴 리꾀르는 사람을 행동하는 자로 사물을 행위“ ”(energeia) . “ ,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일은 모든 잠재적인 존재를 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내어 보이는
비유적 담론의 존재론적 기능 이라고 설명한다” .9) 셰익스피어가 여인의 고운 이마에 고랑을 파

8) Aristotle, On Rhetoric. Trans. George Kennedy. New York: Oxford UP, 1991.
9) Paul Ricoeur, The Rule of Metaphor. Trans. Robert Czerny et al. London: Routledge, 197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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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자의 발톱을 무디게 하는 시간이라고 묘사할 때 시간은 더 이상 정태적인 것도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잔인하고 역동적인 것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언어의 힘이라고 아리.
스토텔레스는 주장하고 있다 수사적인 언어가 설득의 힘을 발휘하려면 이 역동적인 언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의 흔들림이란 이 에너지 이동법칙의 일부이기 때.
문이다 시저 살해 후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에 비해서 로마의 군중들을 동요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바로 이 활성 에너지 혹은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브루투스가 추, .
상적인 애국심에 호소한 것과 달리 안토니우스는 피 묻은 시저의 망토와 로마 시민들에게 자
신의 재산을 분배하라는 유서를 보여줌으로써 눈앞에 제시된 이미지들을 통해서 죽은 언어에
에너지란 혈관을 이식시켰고 이 혈관을 통해서 언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현시화 혹은, . ,
가시화란 생생한 표현이며 이것은 언어의 힘을 담보한다 로마의 호라티우스가 시를 말하는. “
그림 이라고 기술할 때 그 역시 비유 언어의 힘을 시어의 특성으로 꼽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
에 생생한 표현 과 언어의 힘 이란 개념들이 구분 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enargeia) (energia)
되는 것도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유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비.
유란 곧 행동하는 언어이며 이 행동을 통해서 언어는 살아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힘이, .
먼저 화자의 영혼에 작용하고 거기서 청자의 영혼으로 이동할 때 감동과 설득이 생겨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비유를 속에서 종으로 종에서 속으로 종에서 종으로 유비의 네 종, , ,
류로 나누고 그 중에서 배율에 기초한 유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선호한다 엄밀하게 말(246).
해서 유비에 의한 비유 역시 발견의 기쁨을 가져오는 비유의 일종으로 수학적인 배분율을 바,
탕으로 하는 삼단논법의 변형된 형태이다10) 그는 수사적인 삼단논법을 일종의 생략 삼단논법.

으로 보며 추론의 전 과정이 드러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그 과정의 일부를(enthymeme) ,
생략하거나 숨김으로써 청중에게 더한 지적 발견의 기쁨을 주는 논증을 중시했다 따라서 아.
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수사학은 변증론과 짝을 이룬다 유비 역시 어구의 차원에서 이뤄진. ,
수사적 삼단논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페리클레스가 전사한 젊은이가 폴리스에서 사라진 것.
을 마치 누군가가 일 년의 절기 중 봄철을 앗아간 것에 비유한 것은 유비에 의한 비유의 경우
다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년을 나무 등걸에 비유한 경우를 확장해서 보여준다 유비. .
의 경우는 사고의 전이와 가치의 등가가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우.
선 폴리스의 젊은이는 절기로 치면 봄철에 해당하고 비유의 가시화와 활성화를 중시하여 움,
직임 생성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봄철이 만개의 개절이라면 젊음은 인생의 절기 중,
봄에 해당한다는 가치의 등가가 숨어있다 따라서 전쟁터는 곧 세월이 펼쳐지는 절기이고 이.
곳에서의 죽음은 만개하기도 전에 절기가 사라져버린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젊은이와 봄철의.
비유와 그것의 빼앗김은 다층에서 사고의 전개와 전이과정을 전제하고 있어 그 만큼 더욱 복
잡한 발견의 과정을 내포한다 따라서 발견의 기쁨이 클수록 좋은 표현이고 힘찬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테레스로서는 당연히 유비에 의한 비유를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가.
즐겨 예시하는 디오니소스의 방패와 마르스의 술잔도 일련의 유비적 추론과정을 전제한 비유
이다 디오니소스의 술잔과 군신 마르스의 방패가 그 위치를 바꿈으로써 이들 비유는 새로움.
이란 힘을 더욱 얻게 되고 그런 만큼 더 많은 힘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의 과.
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사람들의 이해력이 이를 따라잡기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를 우리들.

10) 페렐만과 티테카는 유비를 취지 와 매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다루는 사유방식으(theme) (phoros)
로 규정하고 이를 논증의 일종으로 다룬다 유비가 수학적 배율과 다른 점은 후자와 달리 전자는 취, .
지의 용어들 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그 용어들의 상호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부각시킴으
로써 이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Perelman and

쪽 참조Tyteca,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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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유 라고 부르는데 남유란 낯설게하기가 지나치게 나아간 경우이다 그러나(catachresis) .
본질적으로 비유란 사고의 층위를 달리하는 전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해 모든,
비유는 남유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를 굳이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케네스 버크 역시 비유를 장식적인 용법이 아니라 진리 의 발“ ”
견과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다룬다 그가 특히 제유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탐구의 전.
영역을 열어 보이는 환원적인 단일화 가설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제유는 재현.
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버크가 여기서 말하는 재현이란 미메시스 라기 보다는 국. ‘ ’ ‘
회의원 을 뜻하는 경우처럼 대의 대표의 의미에 가깝다 예를 들어 인간의 행동동기를 알아보’ , .
기 위해서 일종의 대표사례로 실험실에서 동물의 반응을 연구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동물실험.
은 인간의 경우를 위한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체의 경우를 대표하는 일
화이다 따라서 버크에게 제유란 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돛이라 이름하고 왕권을 뜻하기 위해.
서 왕관이라 지칭하는 사고의 절약을 넘어서 탐구의 수사학을 위한 환원화과정이다 제유를.
통해서 발견된 진리가 보편적인 경우로 적용될 때 예컨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를 위한 동물,
실험의 결과를 확대하여 인간의 행동양식에 적용하는 경우는 의미의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것
이 비유이다 이 비유는 관점 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버크는 주장한다. (perspective) .11) 관점의
변화란 사고의 심급과 조망점이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감을 즉 인식의 자리가 변,
화됨을 의미한다 물론 일상어와 비유 언어의 구분이 쉽지 않은 만큼이나 제유와 비유의 구분.
은 어려운 것이며 이들은 서로 맞물려 작용하고 있어 사고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존 크로우.
랜섬은 버크가 수사비유의 과학적 적용과 시적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고 있다고 비판하
지만 버크에게 있어서 수사비유 나아가 수사학이란 모든 진리의 발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식론적 실천에 다름 아니다.

인식으로서의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레이코프와 존슨에게 비유란 경험을 조직하고 질서
를 부여하는 삶의 장치이다 그들에 따르면 비유란 대체로 인간의 신체와 본질적인 관련을 맺.
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치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들을 비유를 통해서 정의하고 비
유에 근거해서 다음 행동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수단으로 해서 의식적이든 무의.
식적이든 우리가 경험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추론을 이끌어내고 목표를 세우고 참여
하고 계획을 집행한다는 것이다12) 그들의 저서 제목이 말해주듯 우리들은 비유에 의해서 살.
아간다 따라서 비유를 떠나서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쯤 되면. .
비유란 곧 언어 자체이며 이 언어란 물고기가 숨 쉬고 살아가는 공기나 물 같은 존재로 인간
삶의 존재기반이다 이 언어란 우리들이 매 순간 호흡하는 공기처럼 우리들의 사유를 규정하.
고 동시에 구성한다 앞서 콜리지가 말했던 사고의 발전원리로서의 방법처럼 비유는 추론을.
포함한 대론적 사유가 가능한 터전이며 비유적 인식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다음 단계의 사유,
나 행동으로 나아간다.13) 따라서 비유적인 언어는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물들의 관계를“

11) Kenneth Burke, A Grammar of Motiv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45. 510.
12) George Lakoff &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 of Chicago P, 1980.

156-58.
13) 레이코프와 존슨의 논의는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진리가 우리의 이.

해에 근거하고 우리의 이해가 비유에 근거하고 있다면 인간의 진리란 결국 비유적인 것이다 진리란, .
저기에 미리 던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방식에 의해서 이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들의 비유론 뒤에는 진리의 상대주의에 대한 암시가 짙게 깔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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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고 그 관계를 영속화 한다 는 셸리의 주장처럼” 14) 논거발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유,
혹은 비유적 언어와 사고는 깊숙하게 개입한다 그렇다면 비유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
발견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격정 정서 역시 논리의 세계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비유가 어( ) .
떤 식으로든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다른 것을 발
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연결과 결합의 능력을 의미한다면 이 인식과 발견,
의 능력은 이미 상상력과 이성의 구분할 수 없는 융합을 포함한다 따라서 비유의 사용은 사.
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조합형성력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능력(ensenplastic power) ,
이란 앞서 콜리지가 말했던 방법 의 다른 이름이다 결국 우리는 비유에 의해서 그 안에서‘ ’ . ,
사고하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윌리엄 워즈워스가 말하는 최고 단계의 이성으로서의 상상력은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
되는 비유의 세계를 규정하고 형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유란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천재.
의 산물이라고 말할 때 그 역시 비유와 상상력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
스의 주장과 달리 비유에 작용하는 상상력이 단지 이성의 영역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성
을 포함하는 차원임을 감안한다면 비유는 결코 배움의 영역에서 멀어질 수 없을 것이다 비유.
가 유비를 포함한 인식론을 축으로 해서 형성되고 이해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공통된 인간의
인식은 학습 가능한 것이며 이 공유된 지식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화된다 물론 이 때의.
결정화는 계속 새롭게 재결정화 되는 과정의 일부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
리 천재적인 시인의 비유라도 공통 언어로 대표되는 전통 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안에서 이
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비유 언어는 개인적인 신화의 세계로 빠지는 것이며 이.
경우 본질적으로 바벨 탑 안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유로서의 인식이 전통을 구성할 때 페렐만이 말하는 보편청중이 가능하고 인간의 이성적
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보편청중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수학적인 것이듯 공유된 지식에 참.
여함으로써 인간은 공통의 언어 안에 들어서는 셈이다 물론 이 때의 보편청중에는 화자 자신.
도 당연히 포함된다 공통의 언어란 비유의 인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공유된 지식이 가능한. ,
한도 안에서 비유의 생성과 전이가 가능하다 비유란 유사한 것들을 불러 모으는 사유방식의.
선물이며 유사성을 발견하는 인식능력은 대상과 화자 대상과 청중 화자와 청중의 관계를 종, , ,
합적으로 융합하는 방법론적 공감을 의미한다 비유는 인식능력이지만 이 인식능력은 앞서 말.
했듯이 상상력과 그것에 기초한 공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공언어 인지 언어. ,
학의 연구가 뇌과학과 연계하여 논리적 구조연구에 집중한 탓에 언어의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
가 비교적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유 언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의 힘이.
인식과 더불어 상상력에 있다면 상상과 정서를 논리적 분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작,
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현 단계에서 우려되는 점은 상상이 분석의 틀 안으로 들어.
오게 될 때 그 자체가 가능하다면 과연 살아 숨 쉴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그 틀 밖에 머물러( ) .
자유롭게 활보하기를 원하는 것이 상상의 세계가 아닐까?

카시러가 주장하듯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을 언어
화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한다 그렇지만 언어 표현이 비유적 표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은 언어의 영역에서 객관적인 재현능력이 결코 지배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비유란 유기적.
인 총체성을 간직한 언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비유가 없이는 언어는 그 생명력을 잃고

14) Owen Barfield, Poetic Diction 에서 재인용.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P, 1973.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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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관습적인 기호체계로 경직된다.15) 비유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간다고 생각. ,
하지만 사실은 그 언어의 길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우리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그 길 안.
에서 우리는 타자와 만나고 의미를 형성한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 길이다 그 길을. .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의미가 아니라 존재부정으로 일탈한다 비록 그 길이 곧고 평평하게.
포장된 길이 아니라 가끔 물웅덩이가 있고 돌부리를 숨기고 있을지라도 그것도 길의 일부이며
생명이다 비유적 언어를 통한 재현이 온전한 객관화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제왕의 꿈은 따.
라서 정밀과학이란 이름으로 수사 언어에 가해진 폭력이다 과학의 언어 역시 비유적 언어이.
기를 그치지 않는 한 모든 정의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부정하고 벗어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 비유 언어의 미끄러짐을 통한 의미의 관계설정이 사실은 언어 안에서 개체가 자신
의 독자성을 보류하고 타자와 만나는 공통의 지점이다 종교적 체험의 경우에 과연 언어가 이.
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지속되고 있듯이 언어는 자아의 독자성을 제한하는 것도 사
실이지만 바로 이 제한하는 언어적 정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는 보편 경험을 재현하고 공유
한다 이 위대한 전이의 도상에 우리를 인도하는 때로는 오도하는 비유가 있다. , .

15) Ernst Cassirer, The Logic of Humanities. Trans. Clarence S. Howe. New Haven: Yale UP,
196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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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위기와 페리클레스의 연설 

- 두 개의 의회 연설을 중심으로 
 

장시은(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과) 

 

 
1. 들어가며 

 

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은 페르시아의 또 다른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 방어동맹인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다. 페르시아 군을 몰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아테네는 그리스 자유의 수호자라는 명목하에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맹국들은 함선을 대거나 함선을 댈 능력이 없는 경우 기금을 내야 했다. 아테네는 이를 이용해 

점차 자신의 패권을 확장해 간다. 커져가는 아테네의 패권을 경계하던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몇 개의 사건을 빌미로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한다. 1 

얼마 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힌 메가라 칙령(항구 및 시장 이용 

금지령)을 철회하고 교전 중이거나 이미 차지한 도시들에서 철군하고 자치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최후통첩을 아테네에 보내왔다. 

아테네는 여러 논의 끝에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렇게 27 년이나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27)이 시작되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당대 최고의 

정치군인이자 탁월한 연설가였던 페리클레스(b.c. 499-429)였다.2 그가 과연 어떤 연설들로 

민중을 설득하고 이끌었는지는 그리스의 역사가 투퀴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루고 

있는『역사』에서 소개하는 페리클레스의 세 개의 연설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  그는 

페리클레스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크산팁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는 당시 아테네의 제일인자로서 말과 행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1.139.4)  

 

“페리클레스는 명망과 식견에서 모두 가장 뛰어난 자였고, 재물에 있어서는 철저히 

청렴했고, 대중을 자유롭게 장악했으며, 대중이 그를 이끈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가 부적절한 수단으로 힘을 얻지 않았기에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명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분노하게 하며 반박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이 오만함으로 과도하게 확신에 차 있다고 여길 때면, 충격을 주는 말을 하여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고, 반면 그들이 근거없이 무서워하고 있으면 다시 용기를                                                         
1 cf. 케르퀴라 사건, 포테이다이아 사건을 비롯한 전쟁 직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Th.1.118, 1.125.  
2 당시 페리클레스의 영향력으로 보아, 전쟁의 직접적인 책임이 페리클레스에게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cf. H.F.Harding(1973), The Speeches of Thucydides, 47; P.J. Rhodes(1987), “Thucydides on the 

Causes of the Peloponnesian War”, in Hermes; R. Sealey(1975), “The Causes of the Peloponnesian 

War”, CPh; D.Kagan(1969), The outbreak of the Peloponnesian War.  
3 기원전 4 세기의 연설가들과는 달리 기원전 5 세기, 특히 민회에서 행해진 심의 연설들은 연설문 자체로 

남은 것이 거의 없다. 당대 최고의 연설가로 알려진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역시, 그가 작성한 연설문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의 연설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사실상 투퀴디데스의 『역사』안에 수록되어 있는 

투퀴디데스에 의해 재구성된 연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투퀴디데스가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직접 

듣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뿐만 아니라, 투퀴디데스가 페리클레스의 연설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있던 시기에를 서술했기 때문에, 그의 연설이 완전한 창작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하, 모든 인용은 

투퀴디데스의 『역사』이며, 본고에서 사용한 편집본은 G.B. Arberti(1972), Thucydidis Historiae Liber 
I-II, Roma, 번역과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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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다시 일으켜세웠다. 그리하여 아테네는 이름은 민주주의이지만 실제권력은 

제일인자의 손에 있었다.” (2.65.8-10) 

 

이 글에서는 투퀴디데스에 의해 재구성된 연설문들이기는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실제 행했던 

연설문의 전반적인 논지와 개요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4  펠로폰네소스 인들의 

최후통첩을 받은 아테네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시기부터 전쟁 발발 이듬해 아테네에 서 

발생한 역병으로 페리클레스가 사망할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설의 세 구분에 따르면, 의회 

연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연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5  이 두 연설은 모두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설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행해졌기에 다른 수사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 

연설은 주저하는 아테네인들을 결단해서 행동하도록 만들고, 두 번째 연설은 낙담하고 분노한 

아테네인들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 페리클레스가 각 연설들에서 진단해낸 

아테네의 상황과 그가 위기를 돌파해나가기 위해 설득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적 전략이 

무엇인지, 그의 이 설득이 과연 성공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정치인 연설가로서의 

페리클레스에 대한 평가들을 재검토해볼 것이다.  

 

 
2. 첫 번째 의회연설 (기원전 432 년) “주저함에서 행동으로” 
 

펠로폰네소스인들의 요구에 응해 메가라 칙령을 철회하고, 이전에 취한 영토들을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인가? 이 결정을 놓고 열린 432 년의 아테네 민회에서 페리클레스는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 “우리가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 한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1.140.1)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가 

최후통첩으로 요구한 메가라 칙령의 철회와 포테이다이아 철군, 그리고 아이기나의 자치권 

반환은 그저 그들의 명분에 불과하고, 설령 지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사이에 맺은 평화협정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페리클레스는 

과거에도 지금도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대해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보면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그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을 해야한다고 여기는 시민들 못지 않게 많은 이들은 전쟁을 

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들은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고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지금 그들 앞에 닥친 전쟁의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주저하고 전쟁을 피하고자 하면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4  투퀴디데스는『역사』1 권 22 장에서 연설문 재구성과 관련한 자신의 원칙들을 서술하면서, 실제 

행해진 연설들의 전체적인 의미(sympasa gnome)에 가능한한 가깝게 유지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일과 

관련해서 특히나 요구되는 바(ta deonta)를 말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투퀴디데스의 연설문 재구성 

방법론 및 연설문 일반에 관하여는, S. Hornblower(1987), Thucydidides, Ch.5; A.W.Gomme(1945-

1956), Historical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1-2 ; S.Hornblower(1991), Commentary on 
Thucydides; M. Cogan(1981), The Human Thing; D.Rokeah(1982), “Ta deonta peri ton aiei paronton: 

Speeches in Thucydides, Factual Reporting or Creative Writing?”, Athenaeum 60.  
5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문을 의회연설(symbouleutikos logos), 예식연설(epideiktikos logos), 그리고 

법정 연설(dikanikos logos)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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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자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소한 무언가[펠로폰네소스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가 여러분의 입장(gnome)에 대한 확고함(bebaiosis)과 

시금석(peira)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저들에게 양보한다면, 

그들은 즉시 다른 더 큰 무언가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들에게 단호하게 맞선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대등한 상대로 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140.4-5) 

 

페리클레스는 한 번 양보하면, 더 큰 것들을 양보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선조들이 애써 

지켜온 그들의 자유를 잃고 예속상태가 될 것이라 경고한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전혀 양보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펠로폰네소스인들은 아테네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이 현재 상황에서 취해야할 입장을 분명히 

알고 제시하면서도 이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중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에 쉽게 낙담하기도, 때로는 우쭐해 하기도 

한다. 또한 전쟁을 하면 지지나 않을까 손해를 입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리라는 것도, 전쟁이 

시작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들이 분노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6 이런 

상황에서 민중을 설득해야하는 페리클레스는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과 적들의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조함으로써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는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와의 경제적 상황과 전력을 다각도로 비교한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여유 자본이 없어서 전쟁을 단발적으로밖에 벌일 수 없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1.141) 펠로폰네소스 동맹 체제도 여러 구조적인 약점들을 지니고 

있다. 반면, 아테네 인들은 펠로폰네소스 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유리한 점들 또한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1.143.3) 페리클레스는 그들의 단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불리함을 상쇄할 전략을 제시한다. 그는 육군의 힘과 수에 있어서 아테네는 

분명 열세에 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아테네는 다른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어떤 폴리스보다도 더 강력한 그들의 함대이다.  

 

“실로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섬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보다 더 난공불락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의 

섬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땅과 집을 버리고 바다와 도시를 방어해야합니다. 

… 우리는 집과 땅이 아닌 사람 몸을 잃는 것에 대해서만 통탄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1.143)  

 

페리클레스는 바로 자신들의 함대를 통해 바다를 지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던 구상은, 페르시아 전쟁 직후 테미스토클레스가 제안한, 아테네 

도시를 둘러싸고 피라이우스 항구까지 장성을 쌓아 육상에서의 공격을 방어하고 바다로의 길만 

터 놓는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분명한 그림을 그려준다. 아테네 도성과 바다. 우리들은 섬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는 이 

그림 속에서, 즉 섬과도 같은 아테네 도시 안에 모두 모여 육상에서의 전면전을 피하면,                                                         
6  “비록 사람들이 그들을 전쟁하도록 설득한 것과 동일한 충동으로 실제 행동하지도 않고, 

상황(symphora)에 따라 의견(gnome)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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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7, 자신들의 약점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8 아테네 

인들이 농촌의 토지와 집을 포기하고, 아테네의 도성 안으로 이주해서 도성을 방어한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앗티케의 농촌이 파괴되더라도, 아테네는 자신들의 해상의 

지배력에 힘입어 승리를 이뤄내고, 아테네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인들의 약점으로 그들의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지적했었다.9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이들과 

다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이 당장의 재산인 집과 땅을 잃는다고 해도, 그들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들은 공동체의 이익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까지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들에 그들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아테네인 자신이, 그리고 바로 아테네 도시가 

그것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바로 이 논리로 아테네인들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꺼이 전쟁을 받아들일수록, 적들의 

공격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도시도, 개인도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가장 큰 

명예(timai)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페르시아에 맞설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버리시고서 행운보다는 더 큰 결단으로, 

힘(dynamis) 보다는 더 큰 용기(tolma)을 가지고서 보다 확실하게 페르시아 

인들을 몰아내셨고 그것을 지금 이 상태로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보다 못해서는 안 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들을 막아내어 

후손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더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넘겨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44.3-4)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인들과 아테네의 전력을 비교하면서,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힘(dynamis), 곧 군사력과 전략의 우월함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테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선조들이 이루어낸 아테네의 유산을 지켜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행운과 힘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싸우도록 아테네인들의 자긍심에 호소한다. 적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양보하는 것이 자신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7 cf. 1.81.6.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의 연설에서도 이런 장기전에 대한 경계가 드러나 있다.“우리는 

그들의 나라를 약탈하면 전쟁이 금새 끝날 것이라는 그릇된 희망에 고무되어서는 안 되오. 오히려 나는 

우리가 이 전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지 않을까 두렵소. 아테나이인들은 자신만만한 만큼 자신들의 

나라에 집착하거나, 신병들처럼 전쟁에 겁먹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오.” 
8 페리클레스를 제국주의자로 보며, 전쟁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연설에서 

보면, 그가 선공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cf. 1.144.1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여기서 아테네 지배력의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지배권을 더 확장하거나, 굳이 자초해서 위험을 더하려 

하지만 않으신다면, 우리가 승리하리라는 희망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적들의 계획보다는 우리 자신의 잘못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와의 균형이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것이며, 시기의 문제이지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cf. 

전쟁의 원인 및 페리클레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D. Kagan(1974), The Archidamian War; G. de Ste. 

Croix(1972), The Origins of the Peloponnesian War. 
9 cf. 1.141.7 ”그들은 자주 모이지도 않고, 모이더라도 공동의 일들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은 시간만을 

논의하며, 대부분의 시간은 개인의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자신의 무관심으로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도시의 앞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 대신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신경 써야 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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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는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시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당장 포기하면, 결국은 그들이 승리할 것이고, 이익을 얻을 것을 

것이라는 페리클레스의 설득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테네 인들은 그의 조언을 가장 

훌륭한 조언으로 여기고 그가 요청한 대로 결의했다.”10 그리고 그의 제안대로 아테네인들은 

라케다이몬인들의 최후통첩에 답을 한다. 그리고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 두번째 의회 연설 (기원전 430 년) “동요에서 확신으로” 

 

페리클레스는 데모스에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테네가 위기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해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은 그의 말을 따라 페리클레스가 

제시한 전략을 따랐다. 그들이 페리클레스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정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국가 아테네는 아테네 도심 

외에도 앗티케에 농촌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조상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페리클레스의 말을 좇아 도심 안으로 이주를 감행해야 했다. 

역사가 투퀴디데스는『역사』안에서 이들이 페리클레스에게 설득되어 결의는 했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차례 보여준다. 

그럼에도 아테네 인들은 페리클레스가 연설에서 보여준대로,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잠시 

포기해도, 그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페리클레스가 예상한대로,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그들이 두고온 그들의 삶의 근원인 앗티케가 펠로폰네소스 인들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다.11 설상가상으로 유래없는 역병이 아테네에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게 되었다. 페리클레스의 정책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를 감행한 탓에 열악한 

환경에서 임시로 살고 있던 이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12. 펠로폰네소스인들이 또다시 앗티케를 

공격하는데도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저 도성 안에서 자신의 재산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테네인들은 차라리 전쟁을 포기하고 싶어하며 전쟁을 하도록, 

그리고 이 아테네 도심 안에로 이주하도록 자신들을 설득했던 페리클레스에게 분개한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지 일년이 지났지만, 페리클레스가 약속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으며, 전쟁으로 이득을 얻기는 커녕 있던 재산마저도 잃는 상황에서 보이는 이들의 분노과 

좌절은 당연해 보인다.  

 

그들은 전쟁을 하도록 자기들을 설득했다고 페리클레스를 비난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당한 불행을 모두 그의 탓으로 돌렸다. … 아테나이인들이 현재 상황에 불만이 많고 

모든 점에서 자기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자 여전히 장군직에 있었던 

페리클레스는 회의를 소집했는데, 용기를 북돋워주고 노여운 마음을 달래 그들이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2.59.2-3) 

 

이런 상황에서 민회를 소집한 페리클레스는 또 한 번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 13  그는 

앗티케의 약탈과 역병으로 낙담하고 동요하는 대중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러 일으켜 전쟁을                                                         
10 1.145.1 
11 2.21.3.사람들은 페리클레스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가 이전에 준 조언도 모두 잊은 채, 그가 명색이 

장군이면서 자기들을 싸움터로 인솔해 나가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이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12 2.47.3-54 
13 cf. 2.60-64. 이 연설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J. de Romillly(1947/1963), Thucydides 

and Athenian Imperialism, 120-30; L. Edmunds(1975), Chance and Intelligence in Thucydides, 7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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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도록 강권해야했으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불과 일년여 전에 자신들이 모두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듣고 이를 ‘최고의 

조언’으로 여기고 전쟁을 하기로 직접 결정을 내렸지만, 전쟁과 페리클레스의 전략에 따르는 

실제적인 손해와 고통들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분명 페리클레스의 조언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의식과, 이런 상황마저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제시했던 페리클레스가 

보고 있는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 그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펠로폰네소스와 평화조약을 

맺어 전쟁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아테네를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은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을 약속할 수 없는 지금, 그는 어떻게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이는 페리클레스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먼저 자신에 대한 불신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페리클레스는, 지금 벌어진 일들이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아님을, 자신의 주장들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나온 믿을만한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14 그는 자신이 이젠에도 지금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이며, 지금 비록 난관에 부딪쳤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과연 

시민들이 자신을 이번에도 지지해줄것인가?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아테네시민들 안심시키고, 자신의 연설을 믿을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자신의 자질에 

대해  밝힌다.  

 

여러분은 지금 제게 화를 내고 계시는데, 저는 제 자신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필요한 바(ta deonta)을 분별해 낼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15, 이 도시를 

사랑하며 재물에 약해지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60.5)   

 

물론 이런 자질들은 정치인-연설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질들이야말로 페리클레스를 다른 연설가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바로 페리클레스가 이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세기 후 아리스토텔레스는『수사학』에서 사람이 설득되는 요소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그리고 로고스(logos)를 들면서, 특히 의회 연설에서는 에토스, 즉 연설자가 

어떤 사람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설가가 말을 못하더라도 대중은 그가 믿을만한 

사람이면 무조건 따라주고, 믿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6 페리클레스는 첫번째 연설 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인내하고 버텨야 할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 이 연설을 하고 있으며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확신시킨다.17                                                                                                                                                            
H.Yunis (1996), Taming Democracy, 83-85; Cogan, ibid.; J.Ober(1998), Political Dissent in 
Democratic Athens, 89-94.  

14 cf. 2.60.1.“여러분이 지금 제게 분노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게 분노하시리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cf. 1.140.1 “저는 언제나 똑같은 의견, 즉 우리가 

펠로폰네소스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견지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할 때와 

동일한 감정으로 실제 행동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의견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 

우리가 혹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공동 결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일의 정황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만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cf. J.Ober, 89; A.M.Parry(1981), Logos and Ergon in 

Thucydides, 87. 
15 페리클레스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didaskein ‘가르치다’이다. 아는 바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설득해서 옳은 것을 무엇인지 가르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16 Arist. Rh. 1377b25-29; cf. Yunis, 69-70. 
17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그가 어떤 아첨이나, 대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고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투퀴디데스는 여러 구절들에서 실제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페리클레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장군직에 있던 페리클레스는 지난번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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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킨 페리클레스는 이제 아테네 시민들을 한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회 연설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자신의 연설을 지지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결의하면 이 도시에, 그리고 개인에게 이익을 될 것이라는, 그리고 손해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18 페리클레스는 이미 첫번째 연설에서 그 점을 공략해서 성공했다. 불가피한 

전쟁을 받아들이고 도시를 지켜내야 도시에도 개인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말하며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는 더이상 이익에 대한 약속만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물론, 그것들을 아예 제쳐놓을 수는 없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 없고 계속해서 손해만 

입어야 한다면, 전쟁을 지속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페리클레스는 여기서, 통상 예식 

연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수치스러움의 가치를 제시하는 수사적 전략으로 

선택한다.  

  이미 아테네가 처한 상황은 전쟁과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있다. 이미 앞선 

연설에서도 강조한 바대로, 아테네 앞에 놓인 위기는 단지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손실이 

아니다. 그는 여러차례 강조해온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다시 강조한다. 19  아테네의 시민 

개개인으로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20 은 도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개인들의 불행은 도시가 바로 선다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슬픔은 접어두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1 그는 다시금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그리고 

전쟁을 통해 도시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얻을 이익을 언급한다. 이미 이전 연설에서 그는 

전쟁에서 이길 근거들을 제시했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지금  

페리클레스는 무엇으로 그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개인적 

슬픔을 잠시 잊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 애써야 하는가? 페리클레스는 그것이 바로 아테네의 

지배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금 당장 아테네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너머에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페리클레스는 그들이 당장 괴롭다고 전쟁을 

포기하거나 여기서 주저 앉는다면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바로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arche) 22 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위기감을 

고취시킨다. 아테네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배력은 선조들이 애써서 만들고 지켜서 물려준 

것이며,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다시 말해, 아테네인들이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테네의 지배력은 그들이 장악한 바다를 통해서 이뤄져왔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해군력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이득을 언급하지 않는다. 아테네가 전쟁을 계속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간다면 유형적 재산 뿐만 아니라 무형적 재산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는 

물질적인 것들을 너머 이상적인, 정신적인 가치로, 유형적 재산을 무형적 재산으로 아테네인들이                                                                                                                                                            
때와 같은 의견을 고수했으니”(2.55.2), “실제로 페리클레스를 향한 아테나이인들의 노여움은 그들이 

그에게 벌금을 부과할 떄까지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곧 그들은 군중이 흔히 그러하듯, 그를 

다시 장군으로 선출하고 자신들의 모든 업무를 그에게 맡겼다. 그떄쯤 그들은 개인적인 고통에 다소 

둔감해지기도 했지만, 국가 전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에는 그가 가장 적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18  Pl. Phaedr. 259d-261; Ar. Rh. 1.3. 
19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긴장관계, 시민으로서의 아테네의 자기 정체성과, 개별적인 인간 혹은 사회의 

하위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페리클레스의 또 

다른 연설문인 ‘장례식 추도연설’에서도 강조되었고, 이 두번째 의회연설 곳곳에서도 등장한다. 2.60.2-4. 

cf. Ober, 89.    
20 아테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들에 대해서는 2 권 35-46 의 장례연설에서 강조되고 있다.  
21 2.61.4 
22  arche 를 제국으로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당시 아테네에 분명 제국주의의 측면들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로마나, 페르시아, 혹은 근대적 의미의 어떤 체제를 갖춘 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arche 를 ‘지배(력)’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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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돌리게 만든다. 23 그것만이 아테네 인들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단지 동맹들만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용함과 관련해서 명백한 두 개의 부분, 곧 육지와 바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인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함대의 준비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항해를, 그가 

페르시아 왕이든, 혹은 현재 이 땅 위의 종족 중 어느 누구든 간에 막을 수 있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과 토지를 잃는 것에 

대해 엄청난 것들을 잃었다고 여기시겠지만, 여러분의 힘(dynamis)은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비할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집과 토지를 잃는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참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되찾기를 바라며 

위험에서도 자유를 지켜낸다면 그것들을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복종한다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선조들 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은 이 땅을 다른 이들로부터 물려받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애써서 얻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새로이 더하지는 못할망정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고 여러분은 자부심(phronema)로만이 아니라,  적들을 내려다보면서 

(kataphronema) 그들 가까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2.62.2-3) 

 

그러면서 그는 아테네를 단지 더 힘이 센, 전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나라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이토록 많은 경제적, 인명의 손실을 입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는 그것이 바로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이라고 보았다. 

아테네의 지배력은 단지 땅의 지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힘의 논리로 적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물려받아 이뤄낸 아테네의 위대함은 아테네 시민들이 날마다 눈으로 지켜보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아테네인들의 정신이다. 

그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부심은, 페리클레스의 다른 연설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해 전, 그는 아테네 국장에서 행했던 추도 연설에서 아테네와, 아테네인들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예식 연설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다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페리클레스는 예식 연설이 

아닌 의회연설에서도 더 이상 이득/손해만으로는 설득되지 않을 아테네인들을 아름다움/수치의 

측면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로 설득해보고자 한다.24 그들의 힘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으로부터 온 것이다.25  

페리클레스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은 아테네 인들에게 여기서 버티면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무언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설득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포기하면 손해가 크다고 

말하지 않고 이 상황에, 적들에 굴복하는 것이 위대한 정신을 가진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분 모두는 이 나라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송을 받고 명예를                                                         
23 Cogan, 41. 
24  아리스토텔레스는 의회연설, 법정연설, 그리고 심의연설을 도식화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페리클레스는 각각의 연설에 사용되는 주요 수사적 전략들을 상황에 따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25  cf. 2.43.1”용기를 내는 자들과 해야하는 바(ta deonta)를 아는 자들, 그리고 행위 안에서 수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힘(dynamis)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이 두 의회 연설이 행해진 그 중간, 

전쟁 첫해 말(기원전 431 년) 전사자들을 위한 국장 추도연설에서 아테네의 위대함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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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기 속에서 돕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짐을 

피하거나, 그 명예만 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자유냐 

예속이냐를 놓고 겨루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배력(arche)의 상실과 위험, 우리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위험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63.1-2) 

 

페리클레스는 그들이 자유와 예속을 놓고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배력을 놓고 겨루고 

있다고 말한다. 만일 그들의 지배력이 단순한 유형적인 것, 곧 땅과 이득의 문제라면 그것은 

자유와 예속의 문제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들의 정신적 위대함이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위대함이 미래에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아테네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 그리고 지배해야만 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지배력은 곧 물리적 지배뿐만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페리클레스는 앞서 언급한 추도 연설에서 “아테네가 헬라스의 학교” 곧 “헬라스 전체에 귀감이 

된다”고 주장했었다. 26  그렇기에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서 우리의 지배력을, 우리의 정신적 

유산을 우리의 도시와 함께 유지하는 것은 단지 아테네를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헬라스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알아두십시오. 이 도시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진 것은, 이 

많은 불행 가운에서도 굴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인명과 노역을 전쟁에서 

희생했지만, 이 정도에 이를 정도로 최고의 힘(dynamis)을, 우리의 후세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의 

세대가 언젠가 굴복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도 (모든 것들을 본성상 쇠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만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헬라스인들을 

지배했고, 가장 큰 전쟁들에서 전체 그리고 각각의 도시들에 맞서 싸웠으며, 모든 

점에서 가장 훌륭하게 완비된 최대의 도시에서 우리가 거주했다고. (2.63.3) 

 

가장 많은 이들을 지배했고 가장 용맹했고 모든 면에서 완비된 최대의 도시로 기억될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아테네인들은 그러한 시민에 걸맞게 행동 해야만 한다. 그들의 선조들의 위대함을 

그들에 못지 않은 자신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보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더 우세했지만, 우리가 도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가진 고상하고 높은 가치를 위해 

싸웠을 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때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모든 점에서 가장 훌륭하게 

완비되어 있는 아테네는 결국 펠로폰네소스인들로부터  승리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다시금 이 힘이 군사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명성이 담보되는 정신적인 힘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페리클레스는 보이는 정보를 축소시키거나 없는 것처럼 다루지 않는다. 그는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 손실을 넘어설 것을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개인적 욕망을 더 큰 차원의 욕망으로 

확장시키고 아테네 시민들의 가슴을 자부심과 더 큰 꿈으로 부풀게 만든다. 

 

현재의 영광과 앞으로의 명성은 영원히 기억되어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미래의 아름다움을 미리 생각하는 것과, 당장의 일들에 대한 치욕을 피하는데 

열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2. 64.5-6)                                                         
26  cf. 2.41.1. “우리 도시 전체는 헬라스의 모범이고, 시민 각각은 다양한 삶의 형태로, 우아함을 

지니면서도 유연성있게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의 

말의 자랑이 아닌 행동의 진실함이라는 것을, 바로 이 도시의 힘이, 그러한 방법으로 회득한 그 도시의 힘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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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클레스는 두번째 의회연설은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에서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 보도록 만들어고 이를 위해 그들에게 보다 큰 이상을 제시해 주었다.27 

그리고 이 전략 역시 성공한다. 아테네 인들은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는 페리클레스의 말에 따른다.  

 
4. 나가며  
 

지금까지는 페리클레스의  두 개의 의회 연설문을 그 자체로 놓고 연설문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아테네의 위기 상황에 대한 페리클레스의 진단과 그가 어떻게 민회에 참석한 민중을 

설득시키는지 살펴보았다. 페리클레스의 첫번째 연설의 목적은 전쟁을 주저하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지금 그들이 놓인 상황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하며, 대담함을 갖고 

전쟁을 결정하도록 독려하는데 있었다. 그는 이를 위해 아테네가 전쟁을 해야만 하는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이며,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아테네 양편의 상황과 전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아테네 인들이 용감하게 싸우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였다. 

그리고 이 년 후 행해진 두 번째 민회 연설에서는, 전쟁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아테네의 힘과 

지배력, 무엇보다 그들의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아테네인들에게 그 지배력의 당위성을 정신적인 측면으로 끌고 간다. 28 그렇게 해야만 했언 

이유는 앞서 살펴봤듯이, 더이상 이들에게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설득할 다른 

근거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이 연설들로 아테네인들을 설득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연설가-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곧 민주정에서 훌륭한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을 

가지고서 연설을 통해 자신의 시민들을 설득하고 교육시켰다. 페리클레스는 전쟁을 그저 

강요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 전쟁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페리클레스 혼자가 아니라, 

민회에 앉아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그의 후대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민중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그를 부추기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아테네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내고 데모스의 성향과 필요를 분명히 파악한 상태에서 그들이 설득되고 

따라갈 수 있는 보다 큰 비전을 제시해 주고 아테네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역사가 투퀴디데스는 페리클레스가 아테네가 그의 시대에 가장 위대해졌으며, 그의 선견지명이 

그의 사후에 더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며 페리클레스를 이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아테네의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러보인다. 그러나 이런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실제 

역사적 맥락 안에서 보면,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연설은 설득에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아테네는 전쟁에서 패배했고, 아테네 시민들은 그의 공언과는 달리 어떤 

이득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역병으로 인해, 많은 소중한 목숨만 잃었을 뿐이다. 페리클레스의 

방어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도심으로의 이주가 아니었더라면, 피해는 훨씬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전쟁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국주의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의 

소극적인 방어 전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 비판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 최소한 그의 연설에서는 제국의 확장이나 선공(先攻)을 주장되지 않으며, 그가 

제국주의 정책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방어 정책도 이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케이건의 주장대로, 페리클레스의 목표는 라케다이몬인들을 분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정도의 공격에는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싸우려는 의지를 꺾으려는, 

                                                        
27 “그런 말로 페리클레스는 자신에 대한 아테나이인들의 노여움을 풀고 그들의 생각을 현재의 

고통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다. 아테네인들은 공적으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 (2.65.1-2) 
28  아테네인들이 받는 압력이 강해질 수록 페리클레스의 권고도 더 강해진다. 이런 증강법은 

투퀴디데스의 발명 내지는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R. C. Jebb, “The Speeches of Thucydides”, 249 in 

Harding(1973), The Speeches of Thucyd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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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지적이고 심리적인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29  그는 말(logos)을 통해, 사람들을 

행동(ergon)을 만들어낸다. 그는 말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테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아테네인들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사건들과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 

일들은 결국 그를, 그리고 아테네를 비극적인 결말로 끝고간다. 그의 말 안에 들어 있는 말의 

위험성을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힘, 그리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판단 밖의 일(tyche)을 과소평가했다. 그가 아테네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더 큰 공동체의 차원으로 키워 놓은 아테네 민중의 욕망은 그의 사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의 연설은 이런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록 

아테네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가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이상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었고, 이후 이소크라테스와 같은 연설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9 도널드 케이건,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쓰다』, 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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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세기 말 아테네의 위기와 뤼시아스의 과거사 청산5 ‘ ’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을 중심으로- -「 」

김기훈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과( )

들어가는 말1.

기원전 세기 중반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동부 지중해 세계의 패권자로 군림하5 ,

던 아테네는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측의 견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

해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년 은 페리클레스의 예측과는 달리 년 가까이( 431-404 ) , 30

이어지며 결국 아테네의 패배로 끝났다 외항 페이라이에우스 와 아테네 시내를. ( ) (Peiraieus)外港
연결하던 방벽을 허물게 된 것은 이 세기 말 아테네가 맞게 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한때 야만스런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 자유 와 문명 세계를 지켜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 ‘ ’ ‘ ’

해냈고 전후 상당한 번영을 누리며 패권을 차지했던 아테네의 아성은 무너지고 이제 당분간, , ‘ ’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자 역할을 맡게 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그리스 세계의 내전.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배제한다면 이 전쟁은 패권국가 아테네가 장기간 외부의,

맞수와의 갈등과 대결로 인해 대내외적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었고 아테네의 대외 정책,

의 무모함과 실착을 여실히 보여주며 패전으로 귀결된 셈이었다 기원전 년 패전과 더불어. 404 ,

아테네에는 소위 인 에 의한 친 스파르타 성향의 과두정 정부가 들어선다 반“30 ”(triakonta) ( ) .親
세기 전 자유 를 위해 싸웠던 아테네인들은 이제 그 자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더‘ ’ ,

욱이 또 다른 문명 국가에 패함으로써 파국이 안겨다 주는 타격은 더 치명적인 것이었다 요‘ ’ .

컨대 펠레폰네소스 전쟁 초 페리클레스가 자신했던 아테네의 민주정 은 실패했다, ‘ ’ .

반면 통상 기원전 년을 종전 시점으로 간주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엄밀히 말해 그 이, 404

듬해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셈이었다 다시 말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테네가 맞게 된. ,

파국과 위기는 패전 자체에 있지 않았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아테네는.

내홍 을 겪어왔다 이른바 과두정파와 민주정파의 대립과 반목은 외적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일‘ ’ . ,

치단결된 국력을 쏟을 수 없게 해 왔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기원전 년 과두정파의 한 차례. 411

쿠데타를 통해 민주정은 무너진 바 있었고 이 세력은 패전 당시 스파르타 측과의 종전 협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의 정권은 소위 인 참주정이라 일컬어지며 종전. 30 ,

후 피폐해진 아테네 사회를 강력한 공포정치로 지배했다 인 통치는 채 년이 되지 않는 기. 30 1

간 수많은 폭력과 살육을 자행했고 상당수의 아테네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아테네 민주정, .

혹은 민주주의는 처참히 무너졌다.

페리클레스와 아테네가 자랑하던 민주정은 기원전 년 트라쉬불로스 를 비롯403 (Thrasybulos)

한 민주정 지지 세력이 페이라이에우스에 상륙해 무뉘키아 전투에서 과두정파에 승(Munychia)

리함으로써 비로소 회복의 계기를 맞게 된다 패배한 과두정파 사람들은 아테네 시내로 돌아갔.

고 그들이 세웠던 정부는 무너졌다 하지만 인은 재차 스파르타의 군부 세력을 이용해 재기, . 30

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귀환한 민주정파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아. .

테네 민주주의에 다시 서광이 비춰들 수 있었던 것은 스파르타 측의 내분 덕분이었으니 과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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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지원하려던 뤼산드로스 장군을 견제하고자 스파르타의 왕 파우사니아스(Lysandros)

가 생환한 아테네 민주정파를 적극 지원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쟁 이후 두 해에 걸(Pausanias) , . ,

쳐 일종의 괴뢰 정부의 공포정치 민주정 수복을 위해 대가로 치른 내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

아테네는 민주정을 되찾고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1) 그리하여 고향과 활동 터전을 잃었

던 이들이 다시 아테네로 돌아왔다 그들 가운데 케팔로스 의 아들 뤼시아스. (Kephalos) 2)라는 인

물도 있었다.

뤼시아스 는 고대 이래 빼어난 아티카 연설가들 을 대표하는 인물로(Lysias) ‘ ’(oratores Attici)

주목 받아 왔다 하지만 뤼시아스가 남긴 문헌은 대체로 다른 이를 위해 그가 대신해 작성한 연.

설문들이며 그런 까닭에 그는 아테네의 대표적인 법정연설문 작성가 로 알려져 있, (logographos)

다 통상 뤼시아스 문헌 저작 으로 전승되어 온 그의 연설문 중 문헌학 편집. ‘ ’(corpus Lysiacum)

관례에 따라 제 번으로 분류되는 연설문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은 뤼시아스 본인이 직12 , 「 」

접 법정에서 실연 에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설문은 기원전 년 인 참주(actio) . , 404-403 30

정 하에서 자신의 형을 무고하게 죽게 한 에라토스테네스 개인을 고소한 법정연(Eratosthenes)

설 인 동시에 피고를 비롯한 인 참주정의 주동자들을 고발한 공적 연설의 성(genus iudiciale) , 30

격을 지니고 있다.3) 본고에서는 기원전 세기 말 아테네의 내부 갈등과 참상 이후 요컨대 과, 5 ‘

거사 청산 과 관련한 시대상이 이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에서 어떤 수사학적 논변을 통’ 「 」

해 그려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당대 민주정파의 일원이었던 뤼시아스가 내린 위기 진,

단과 처방을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분석2. 「 」

연설문의 개요와 분석 목적1)

통상적인 뤼시아스 연설문 편집본에 따르면 제 번 연설은 인 참주의 일원이었던 에라토, 12 “30

스테네스를 뤼시아스 본인이 직접 고발 하며 남긴 것이다” .4) 연설의 일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형,

폴레마르코스 를 에라토스테네스가 불법적으로 처형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뤼시아(Polemarchos)

1) Cf. A. Andrews, “The Spartan Resurgence”, in David M. Lewis, John Boardman, J. K.
Davies, M. Ostwald, eds.,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5: The Fifth Century
BC, Cambridge, 19922, pp. 464-498; P. J. Rhodes, A History of the Classical Greek World:
478-323 BC, London, 20102 이 시기를 통사적으로 다룬 국문으로 된 자, pp. 149-160, 293-310.
료는 김진경 고대 그리스의 영광과 몰락 안티쿠스 서양고대사 강의 김진, , , , 2009, pp. 249-270, (『 』 『 』
경 외 한울아카데미 개정판 중 김봉철 아테네의 역사 참조, , 2011( )) , , pp. 16-49 .「 」

2) 뤼시아스의 생몰연대는 고대 이래의 전승에 따라 기원전 년 내지는 년경에 출생 년경, 459/8 445 , 380
사망으로 추정한다 시켈리아 투리이 체류 기간 동안 최초의 수사학자인 테이시아스. (Thurii) (Teisias)
에게 사사했다고 위 플루타르코스 가 전하는데 그 체류 기간을 언제, ( )- (Pseudo-Plutarchos) (835d),僞
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출생연대를 추정하는 데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서는. , M. J. Edwards, ed.,
Lysias: Five Speeches 참조, London, 1999, pp. 1-3 .

뤼시아스의 아버지 케팔로스는 시켈리아 출신으로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 의 초반부에 잠시 모습, 『 』
을 드러내기도 하며 대화 전반이 이루어지는 곳이 다름 아닌 그의 집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

3) 재판 결과는 전해져 오고 있지 않지만 연설문의 문체와 수사학적 기법과는 별개로 대체로 뤼시아스,
의 논거와 주장이 승소를 이끌어냈으리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 Edwards, ibid., p. 86.

4) 이하 본고에서 사용한 편집본은 의 것, C. Carey (Lysiae Orationes cum fragmentis, Oxford,
이다 필사본 전승에 따르면 제 번 연설의 제목은2007) . , 12 “ΚΑΤΑ ΕΡΑΤΟΣΘΕΝΟΥΣ ΤΟΥ ΓΕΝΟΜΕ

인 중 한 사람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를 고, ”(30ΝΟΥ ΤΩΝ ΤΡΙΑΚΟΝΤΑ ΟΝ ΑΥΤΟΣ ΕΙΠΕ ΛΥΣΙΑΣ
발하며 뤼시아스가 직접 행한 연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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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고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설의 후반부 이하 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적극적으. (§41 )

로 가담했다고 뤼시아스가 주장하는 소위 인 참주를 염두에 둔 공적 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 30

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하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의 구조를 분석하면. , 「 」

서 뤼시아스가 입증하고자 하는 바를 사원 과 공분 두 측면에서 주목해 연설 전체, ( ) ( )私怨 公憤
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설문 전체 구조 분석2)

전통적인 고전 수사학 특히 법정연설과 관련된 연설 분석과 관련해 뤼시아스의 에라토스테, 「

네스 고발 연설 은 통상적인 형식구조를 지닌다.」 5)

서론§§ 1-3: (exordium)

진술§§ 4-23: (narratio)

입증§§ 24-91: (probatio)

결어§§ 92-100: (peroratio)

서론(exordium, §§ 1-3) 

우선 서론에 해당하는 연설의 도입부는 뤼시아스의 여타 연설문과는 달리 고르기아스식 문채,

인 대조 가 선명하게 사용된 대목이라 평가되며(figura) (antithesis) ,6) 첫 대목부터 그 한 사람 에(

라토스테네스 이 아닌 그들 을 이 고발 연설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또한 그들이 뤼시아스 가문) “ ” ,

뿐만 아니라 도시 국가 전체에 대해 공사 양면으로 불의를 저질렀음을 강조함으로써“ [ ]” ( )公私
이 소송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고발 연설 전체의 방향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의 항변 주제. ,

를 미리 선점하고자 하는 뤼시아스의 의도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1] …… 그들 인 필자 주 에 의해(30 - ) 저질러진 일들은 그 규모로 보나 그 수로 보나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설령 제가 거짓을 고하려 한다 해도 실제로 있었던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고.

발할 수는 없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

라 고발을 하다 지치게 되거나 혹은 그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 [2]

보기에 우리는 이전과는 상반된 상황에 처하게 될 듯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고발자들이 자신들의 원, . ,

한을 즉 피고들에 대해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피고들에, .

게서 도시에 대해 그들의 원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도시에 맞서 감히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게 사적인. ,

원한이나 입게 된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적인 일들로 인해서건 공적인 일들로 인해서건 모든 이

들이 화를 낼만 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하 인용문에서의 강조는 필자의 것(§§ 1-2, ).

이어지는 서론 말미에서 저의 형과 제 자신을 위한 고발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연설“ ”(§ 3)

이 지니는 사적인 성격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지만 놀랍게도 피고의 이름이 처음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에 이르러서라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이 소송 사건이 다루어지고 또한 뤼§ 16 .

5) 연설문의 수사학적 구조 분석은 의 주석, Edwards (Lysias: Five Speeches 을 참고한, London, 1999)
것이다. Edwards, ibid., pp. 87-88.

6) Ibid.,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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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스가 법정 연단에 오르기까지의 정황이 당시 배심원이나 방청객 등에게는 생소하지는 않았

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몇몇 학자들이 추정하듯이 이 재판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정무감사. (政
절차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euthynai) ,務監査 7) 뤼시아스가 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인지 당

시 아테네인들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뤼시아스의 전략은 상당 부분.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 이 재판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사적인 원한을 넘어 공적. ,

의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음을 연설 초반부터 효과적으로 강조 하는 동시에(amplificatio)

송사의 성격을 전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론의 논변에 따르면 뤼시아스는 지금 자신(translatio) . ,

과 가족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국가 아테네와 아테네인들 모두가 겪었던 불의한 일 때문에

법정에 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은 한 개인의 그리고 그가 속한. 「 」

국가공동체의 과거사와 관련된 법정 고발 연설인 셈이다.

진술 입증 전반부(narratio, §§ 4-23) ~ (probatio prima, §§ 24-40) 

연설의 목적을 좁은 범위로 한정하자면 이 연설의 진술부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뤼시아스,

집안에 가한 불의와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가 기술된다 요컨대 인 정권 하에서 뤼시아스 형. , 30

제는 불법 체포되었고 뤼시아스는 도주했지만 그 중 폴레마르코스는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

다.8) 에라토스테네스는 폴레마르코스를 직접 체포했고 뤼시아스 집안의 재산은 인 참주들의, 30

불법적인 정책 과 무자비한 강탈로 인해 부당하게 몰수된 것으로 보인다 뤼시아스의(§§ 5-7) .

개인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연설의 진술부는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내에서도 자, 「 」

전적 성격이 짙은 동시에 그 설명 방식이나 묘사에 있어서 생동감이 넘치는 대목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뤼시아스가 체포되어 연행되다 탈출을 감행해 가까스로 메가라로 피신하게 되는 대. ,

목 과 그의 형수가 몸에 지니고 있던 귀고리까지 강탈당하는 장면(§§ 8-17) (§ 19)9)은 연민과

분노를 자아낼 만하다고 평가 받는다 또한 이 진술부의 도입부와 말미에서는 뤼시아스 집안이.

민주정에 협조적이었고 모범적인 거류외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metoikoi) (§§ 4, 20)10) 반면,

에 인 참주는 거류외인에 대해서는 물론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의와 부당한 짓을 저질30

렀다는 점(§§ 21-22)11)이 대조적으로 비춰지며 강조된다 이와 같은 대조 속에서 인 정권. 30

7) 뤼시아스의 자전적 연설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논문에서 은 이와 같은 견해를 견지하는 이들Loening ,
의 논지를 검토하며 다른 해석을 제기한다. Thomas C. Loening, “The Autobiographical
Speeches of Lysias and the Biographical Tradition”, Hermes, 109. Bd., H. 3, 1981, pp.

참조 정무감사 로 번역한 는 선출직 정무관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지난284-288 . “ ” euthynai ,
임기에 대해 거치게 되는 공개 감사 과정을 일컫는다 는 반대로 임기에 들어서기 전에. dokimasia ,
가지게 되는 일종의 인사청문회 구실을 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 .

8) 그런데 폴레마르코스에게 인은 그들의 통치 시기에는 관례였던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그가§17: “ 30 . ,
무엇 때문에 죽게 될 처지인지 그 이유를 말해주기도 전에 독약을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받고
변론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런 식으로 거의 무관한 일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9) Cf. J. A. E. Bons, “Lysias 12, 19: The Earrings Again”, Hermes, 121. Bd., H. 3, 1993, pp.
365-367; E. K. Borthwick, “Two Emotional Climaxes in Lysias’ “Against Eratosthenes””,
The Classical World, Vol. 84, No. 1, 1990, pp. 44-46; G bor Bolonyai, “The Earrings of
Polemarchus’ Wife Revisited”, Hermes, 135. Jahrg., H. 1, 2007, pp. 34-42.

10) 저의 아버지 케팔로스는 이 땅에 와 달라는 페리클레스의 말에 설득되었고 그리하여 년을§4: “ , 30
이곳에서 지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아버지 역시도 결코 누군가를 고발하지도 않았고 또한.
누군가에서 고발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민주정의 일원으로서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타인에 의해 불의를 당하지도 않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

11) 왜냐하면 이들은§21: “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을 적들에게로 내쫓았고 많은 이들을 불의하게 죽여 매,
장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적법한 시민들임에도 많은 이들을 법익 박탈자들로 처분했고 많은 이들,
의 딸들을 혼기가 찼음에도 그 앞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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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법성은 더욱더 첨예하게 부각되고 피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점화된,

다 다시 한 번 뤼시아스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살인 혐의를 확인하면서 그를 연단으로. (§ 23),

불러 세운다 우선 대질심문 을 통해 뤼시아스는 에라토스테네스 당사자의 대답을 통해. (erotesis) ,

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고자 한다(§§ 25-26).

당신은 폴레마르코스를 끌고 갔습니다 아닙니까 아르콘들에 의해 명령된 것들이 두려워서 그[25] , ? “

렇게 했습니다 헌데 우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일 때 당신은 그 평의회장에 있었습니까 있었습.” , , ? “

니다 죽이라고 지시하던 이들에게 당신은 찬성했습니까 아니면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우.” , ? “ .”

리가 죽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당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 “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였습니까 정당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 ,

하고 있어서였습니까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몹쓸 사람 같은 이 그렇다면 당신은 살리기 위? “ .” [26] ! ,

해 반대해놓고 다른 한편으로 죽이려고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또한, . 당신들 대다수 인 필자 주(30 - )

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을 때 당신은 말하기를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대했, ,

던 것이고 반면 폴레마르코스를 살리고 죽이는 일이 오직 당신에게 달린 일이 되었을 때 그를 당신, ,

은 감옥으로 끌고 갔던 겁니까 그렇다면 일면 당신 말대로 당신은 반대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 , ,

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이로 여겨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붙잡아서 죽였기 때,

문에, 나에게 그리고 여기 나와 같은 분들을 위해 당신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두 사람의 질의 응답을 통해 에라토스테네스가 평의회에서 뤼시아스 형제의 체포와 처형에, ,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통치자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명

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고발 연설 이.

후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자신의 처지에는 정삼참,

작의 사유가 있었다는 식의 논변이 충분히 가능했을 듯하다 가령 제 차 세계대전 후 전범 재. , 2

판에서 권력 구도나 명령지휘체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와 유사한 논거

가 제기될 법도 하다 반면 뤼시아스는 에라토스테네스의 대답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 ,

연성에 근거해12) 파상공세를 펼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인 참주정에서 에라토. 30

스테네스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이다 에라토스테네스와 인 참주를 동일시함으로써. 30 ,

뤼시아스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책임전가 논변을 원천봉쇄하려 든다.13) 그런데 입증의 논변을 펼

치던 중 은연중에 뤼시아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물적 증거나 증언 다시 말해 기술 외적 혹, , [

은 비기술적 증거] (atechnos) 14)가 없음을 시인하게 된다 인 참주가 자행한 공포정치로 인해. 30

당시 아테네인들이 통치자들에 대해 속속들이 내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심원들의 직간접적인 체험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

뤼시아스는 주장한다.15) 하지만 반대로 이 진술은 뤼시아스의 입증 부담이 극명하게 가중되는,

12) 특히 에서는 개연성 에 관련한 논거가 주를 이룬다 거듭되는 수사의문문을 통해 에, §§ 27-29 (eikos) .
라토스테네스의 주장이 그럴듯하지 않다는 점을 뤼시아스는 강조한다. Edwards, op. cit., p. 88.

13) 더욱이 그 나머지 다른 아테네인들에게는 일어난 일들에 관한 책임을 저 인에게 떠넘기§ 28: “ , , 30
려는 것이 제게는 충분한 핑계로 보입니다 반면 저 인들이 만일 그들 자신에게로 책임을 떠넘긴. , 30 ,
다면 여러분께서 그 핑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그럴듯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 ] ?”

14) 고전 수사학에서 논증 혹은 증거를 둘로 구분할 때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수사학, (『 』
(Rhetorike 이하 기술적인 것들 과 비기술적인 것들 로 나눈다 이 가운) 1355b ) (entechnoi) (atechnoi) .
데 비기술적인 것들은 연설가가 증명을 위해 어떤 기법이나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 는 것들로서, “ ” ,
법률 판례 증서 증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만프레트 푸어만 고대수사학 김영옥, , , . , , (『 』
역 시와 진실 참조, , 2012), pp. 106-107 .

15)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의 말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소행에§ 33: “ [ ]
따라 표를 던지셔야 합니다 일어났다고 알고 계신 일들을 당시에 말해진 것들에 대한 증거로 삼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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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인 동시에 이 고발 연설 전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대목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부분이,

다 이 난국을 그는 기술적으로 타개해 나간다 우선 앞서 지적했듯이 뤼시아스는 에라토스테. ‘ ’ . ,

네스의 주장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모순된 논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보다 결정적.

인 수단을 통해 뤼시아스는 이 재판의 국면을 재차 넓히거나 혹은 전환하고자 한다 에라토스. ‘

테네스 고발 이 단순히 개인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뤼시아스는 호’

소한다.

더군다나 도시민들과 외국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들 인 필자 주 에 관해 여러분께서 어떤 판단(30 - )

을 내릴 것인지 알고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들 중 한편으로 여러분 쪽 사람들은 시민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나서 떠날 것입니다 즉. , 저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 처벌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저,

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들을 해내고서는 이 도시의 참주들이 될 것인지 혹은 실패하게 되어서 여러분,

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즉. . ,

자신들이 부당하게 저 인을 자신들의 도시들로부터 추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그러한지30 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를 입은 이들이 몸소 그들을 붙잡고서도 풀어준다면 틀림없이 저 외국인들은. , ,

자신들이 여러분을 위해 쓸데없이 경계를 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35).

뤼시아스는 배심원단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의 이목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재판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정이 수복되면서 살아남은 인 참주의 대부분이 아테네는 물. , 30

론 엘레우시스 를 제외한 그리스 전역의 도시에서 추방된 처지에 놓여 있는데(Eleusis) ,16) 이 재

판에서 인 참주의 일원인 에라토스테네스를 사면하게 되면 추방령까지도 무의미하게 된다는30

것이다 따라서 이 재판의 성격은 과거사뿐만 아니라 당대 현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

런 점에서 또한 정치적인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 추방된 처지에 놓인 참주들이 가까운 과거에.

도시 아테네 전체에 맞서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합당한 극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점

을 역설한다 요컨대 인 참주는 민주정 아테네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해 무차별(§§ 37-40). , 30

적인 살육과 강탈을 일삼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날 무렵 자발적으로 방벽을 무너뜨리고 적,

에게 투항한 자들이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뤼시아스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아테. ,

네 민주정의 적들이다.

입증 후반부 결어(probatio secunda, §§ 41-91) ~ (peroratio, §§ 92-100)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의 부터는 이 재판의 정치적 공적 성격이 보다 선명해진§ 41 ,「 」

다.17) 우선 에라토스테네스의 살인죄와는 별개로 그의 이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

기술되는 대목이 이어진다 기원전 년부터의 행적을 근거로 에라토스테네스와 인 정권의. 411 30

불의와 불법성은 보다 오래되고 뿌리 깊은 것임이 강조된다 더욱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

면서 말입니다 그 말들에 관해서는 증인들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로 우리에게는. . ,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집에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 ] , [ ]

었기에 그래서 이 도시에 온갖 나쁜 짓을 자행했음에도 자신들에 관한 온갖 좋은 것을 주장하는 게,
이 사람들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16) Edwards, op. cit., p. 100.
17) 이 대목은 이소크라테스의 전시 연설 의 서두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 ) (genus demonstrativum)展示

받으며(ibid 따라서 이 법정연설 전체가 소단위의 두 개의 연설로 나뉠 수 있는 형식적 분, p. 101),
기점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M. J. Edwards, S. J. Usher, eds. & trs., Greek Orators 1:
Antiphon, Lysias, Oxford, 1985, pp.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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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무렵 인 참주의 쿠데타를 논의하면서 뤼시아스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이름과 나란히 견주었, 30

던 인물이 크리티아스 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는 플라톤의 삼촌으로 고대 이래(Kritias) (§ 41). ,

강경한 과두정파이자 인 정권의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이다 뤼시아스의 논의에30 .

따르면 에라토스테네스는 크리티아스만큼 과격한 과두정파로서 두 차례의 과두정 쿠데타가 민,

주정을 무너뜨리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 셈이다 그리고 우리가 페이라이에우스로. “

왔을 때 라고 뤼시아스가 표현한 민주정파의 무뉘키아 전투 승리 후 인은 축출되고”(§ 53) , 30

과두정파와 민주정파의 협상을 위한 책임자들이 아테네 시내에서 선출된다 그런데 그들 중 에.

라토스테네스의 이름이 페이돈 과 나란히 언급된다 역시나 인 참주의 한 사람이었던(Pheidon) . 30

페이돈은 협상 약속을 어기고 스파르타의 장군 뤼산드로스의 군사 개입을 요청한 인물이다. 30

인은 아테네 시민들을 배반한 이들이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였다. .

또한 그들은 이 도시의 파멸을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다른 도시들을 결국에는 라케다, [ ] ,

이몬인들을 또한 동맹인들 중 그들이 설득할 수 있었던 모든 이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도시 사람들을

화해시킬 생각은 없이 도시를 파괴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훌륭한 사람들 덕분이 아니었.

다면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적들에게 처벌을 내림으로써 바로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갚을 것임을 보여주십시오. (§60).

이처럼 민주정 수복 당시조차도 에라토스테네스는 과두정파의 일원으로서 활동했으며 결코,

온건하지도 민주정에 협조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 뤼시아스의 요지이다 그런 까닭에 이 소송의.

판결은 정치적으로 응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과거사 청산인 셈이다 다시 말해 과거 여러 차례. ,

정권 찬탈과 정치적 음모에 가담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에게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논

변인데 이제 에라토스테네스 재판은 정치적 과거사 청산의 성격을 극명하게 띠게 된다 나머지, .

이 고발 연설의 입증부 후반부는 또 다른 인물 테라메네스에게 집중된다, .18) 뤼시아스는 통상,

과두정 온건파로 알려진 테라메네스를 강경파로 재기술함으로써 그와의 연대를 변론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입장을 미리 무색하게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

과거 과두정파 내에서 여러 차례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 또한 인 정권, 30

내에서는 과격파 크리티아스에 반대하다 목숨까지 잃은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던 테라메네스마

저도 다만 인 참주의 한 사람이었고 결코 온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에라토스테30 ,

네스가 기댈 법한 논거를 불식시키고자 한 것이다 뤼시아스가 볼 때 테라메네스는 아테네 민. ,

주정의 적이었고 그를 추종하거나 그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이들 모두 마찬가지인 셈이다.

사실 그는 두 번 여러분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있었던 것들을 무시하면서 반면 있지 않은 것들을 열, . ,

망하면서 또한 가장 훌륭한 이름 즉 최선 자들 필자 주 을 이용해 가장 끔찍한 일들의 선생, ( , ‘ ( ) ’ - )最善
노릇을 하면서 말입니다(§78).

뤼시아스는 거듭해서 에라토스테네스뿐만 아니라 인 참주 전반에 대한 심판을 역설한다30 .

이들은 전혀 뉘우침이 없는 그래서 무모하고도 위험한 존재들로서 당대 아테네가 청산해야할,

이들로 그려진다 또한 이들이 방면되면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음을 뤼시아스는 경고하고 있.

다.19) 과거사 청산이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잠재되어 있는 위험 때문이다 근절하고 척결하지‘ ’ .

18) 그러면 자 테라메네스에 관해서도 제가 가능한 한 짧게 설명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62: “ , .
께서는 제 편에 서서 또한 이 도시 편에 서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감행할 수 있는 듯합니다 즉 바로 지금 다른§ 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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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즉 만일 이들이 사면되고 나면 재차 도시를 망쳐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 ”(§88) .

이 고발 연설을 통해 짐작하건대 뤼시아스에게 아테네 민주정은 아직은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 .

그러한 맥락에서 고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뤼시아스가 배심원을 두 부류로 나누어 이 재판의,

정치적 응징의 성격에 대해서 호소하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제, 시내에서 오신 분들과 페이라이에우스에서 오신 분들 양쪽 분들 모두에게 얼마간 상기시켜 드

리고 연단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92).

민주정 수복 후 아테네 시내에 남아 있던 과두정 하의 시민들과 페이라이에우스에 귀환한 민,

주정파 측 사람들이 아직은 온전한 화합에 이르지 못했다는 인상을 이 대목에서 감지할 수 있

다.20) 그리하여 이 양측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순간을 위기로 느껴야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

해 에라토스테네스를 비롯한 끔찍한 과거사를 청산해야 하는지를 뤼시아스는 역설한다 연설 말.

미에 그는 자신이 도시 아테네를 위해 호소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에,

라토스테네스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요약하거나 되짚어보지 않고 있는 점이 이색적인

동시에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있었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들에 의해 실제 행해진,

것들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발자 한두 사람 몫의 일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일부를 팔아버렸고 또 일부는 안으. ,

로 들어가 더럽혔던 신전들을 위해 그들이 작게 만들어 버린, 이 도시를 위해 그들이 무너뜨린 조선,

소들을 위해 또한 그들 살아 있을 적엔 여러분께서 원수를 갚을 수 없었지만 그들 죽었을 때에야 원,

수를 갚으셨던 죽은 이들을 위해 드러내지 않고 남겨둔 저의 열정은 전혀 없습니다 헌데 저 생각건, .

대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 또한 여러분께서 표를 던지시는 동안 그들은 여러분에 대해 알게, ,

될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 인 필자 주 에 대한 사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자신들의. , (30 - )

죽음을 표결하는 것이며 이 사람들을 처벌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자신들을 위해 그러한 응징을 한,

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것입니다.

고발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셨고 보아주셨고 납득하셨고 판단해 알고 계십니다 판결해주십시. , , , .

오(§§99-100).

뤼시아스의 위기 진단과 처방 수사학적 전략 평가3. :

폴레마르코스 살해에 대한 논거1)

이 재판은 일차적으로 친형 폴레마르코스의 부당한 죽음에 대해 고소권자인 뤼시아스가 제기,

한 소송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연설문의 구조와 논거를 분석하면서 짚어봤듯이 피고. ,

에라토스테네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비기술적 증거는 확보되지 못했다.21) 이 고발 연설을 통

사람들도 아니고 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이 배심원들로 자리해 있는 터에 그의 악덕을 증언할 증인들
바로 앞에서 변론한 요량으로 와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이다. Edwards, op. cit., p. 97.
20) 혹은 뤼시아스 자신이 전략적으로 상황을 재기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1) Cf. Thomas M. Murphy, “The Vilification of Eratosthenes and Theramenes in Lysias 12”,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는 이러한, Vol. 110, No. 1, 1989, pp. 41-42, 44. Murphy
증거 부족이 뤼시아스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논거 제시 에라토스테네스와 테라메네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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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측할 수 있는 본건과 관련된 유일한 증거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포 혐의 인정에 관한, ‘ ’

진술이 전부인 셈이다 그리고 논의 정황상 폴레마르코스를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처형하거나.

독살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요컨대 에라토스테네스의 혐의는 모살 보다는 사법살인. , ( )謀殺
방조 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뤼시아스가 이 사건의 국면을 정치적인(judicial murder)[ ] .

성격의 것으로 옮겨가고자 한 점은 적절한 동시에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22) 재판 결과 여

부와는 별개로 이 소송사건의 공적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설 후반부에 과거사 청산과 더불,

어 위기론을 제기한 뤼시아스의 시도 역시 전략적으로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과거사 청산 논의와 위기론의 의의2)

반면에 이 고발 연설의 목적이 일관되게 정치적 과거사 청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

기원전 세기 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내전 끝에 아테네에 민주정이 회복되었던 당시 정국5

에 대해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외전으로 인해 아테네는 내부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차례 내적인 갈등과 유혈 사태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 .

나 패전 이후 기원전 년 아테네에는 민주정이 다시 들어섰고 전반적인 화해의 분위기 속에403 ,

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다 이 과정에서 생존한. , 30

인 참주 가운데 대부분은 엘레우시스로 추방되었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에라토스테네스처럼 법적 절차 즉 정무감사를 통해 사면이 허락된 이는. ,

인 중 일원이라 하더라도 아테네 체류가 허락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화해 분위기를 감안30 .

한다면 뤼시아스의 위기론은 당대 시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 고발 연설이 조금 전에 언급한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한 정무감사 절차 중에 행해진,

것이라면,23) 기원전 년 민주정 수복 직후 아테네의 혼란스런 정국에 대한 뤼시아스의 정치403

적 판단은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인 참주정의 공포정치에 대한 기. , 30

억이 생생히 남아 있었고 또한 내전과 무력 충돌을 불사하고 아테네로 귀환했던 민주정파의 입,

장에서는 청산해야 할 척결해야 할 그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과두정파의, .

정권 찬탈은 이미 두 차례나 있었고 내전 이후 협상 당시에도 스파르타를 통한 무력 응전을 재,

차 추진하다 좌절된 터였다 이와 같은 정황을 뤼시아스는 직접 겪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뿐더. ,

러 자신의 가족이 과두정파에 입은 부당한 피해로 인해 강경 과두정파의 습성과 성향에 대해서

는 결코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민주정 수복 후 당시 민주정파를 지원했던 뤼시아스에. ,

게는 시민권 내지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동등권 이 일시적이나마 부여되었(isoteleia)

다.24)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결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뤼시아스가 판단하건.

대 당시 아테네는 내부적인 갈등 특히 민주정을 거부하는 과격 과두정파 세력을 근절하지 않, ,

으면 결코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없었다 대화해의 분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기론을 제기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겪은 과거의 참사와 만행 때문이었다 따라서 뤼시, .

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본다 는 이 연설의 의도로 사법살인에 대한 응징 외에 뤼시아스의. Murphy , ,
충실한 민주정파로서의 명성 확보 재산 원상복구 를 지목한다( ) .

22)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이 소송 사건이 살인사건을 다루는 별도의 법정이 아닌 정무감사와, , ,
연계된 절차에 포함되어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cf. Edwards, op. cit., p. 85.

23) 은 이러한 해석을 견지하는 전통적 입장을 소개하면서 그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비친Loening ,
다(op. cit., pp. 285-287),

24) 곧이어 살펴보겠지만 뤼시아스에게 동등권 이 부여된 연대가 이 소송사건의 역사적 연대를 해석하, “ ”
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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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는 아테네 민주정 하의 시민들을 적으로 삼고 적국 스파르타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국을 노,

예로 삼고자 했던 과거 참주정 측 인사들이 여전히 불안요소이자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했

고 또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아테네인들이 행동해 주기를 촉구했다 비유컨대 열혈 민주정파인, . ,

뤼시아스에게25) 테라메네스나 크리티아스는 공히 아테네의 적일 뿐이었다.26) 그리고 폴레마르

코스를 체포하고 살해되도록 방기한 에라토스테네스 역시도 그들과 한통속에 다름 아니었다 뤼.

시아스가 이 법정연설을 통해 제기한 위기론은 이런 점에서 당시 민주정에 대한 정치적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의를 지닌다.27) 그에 따르면 참주정 과두정의 흔적을 지우지 않는 한 아테네 민, /

주정은 바로 설 수 없었다.

또 다른 해석과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의 역사적 의의3) 「 」

뤼시아스의 저작 중 그 저술연대를 대강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에라「

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이다 통상 기원전 년 민주정 수복 직후로 추정되곤 했던 이 연설문. , 403」

은 비문, IG II² 1028) 연구와 더불어 연대 추정의 폭이 다소 넓어진 터이다.29) 앞서 언급했던,

뤼시아스의 동등권 부여 시기는 이 비문의 기록과 견주어 보면 기원전 년경으로 추산된다401 .

이 연대에 따르게 되면 뤼시아스가 에라토스테네스를 고발하게 된 것은 아테네에 민주정이 수,

복되고 나서 두 해 뒤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 고발 연설에서 뤼시아스가 제기한 위기론은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공산이 커진다 이 시기는 엘레우시스로 추방되어 있던 인 참주의 잔당도. , 30

이미 척결된 후였고 더욱이 기원전 년의 사면령 이후 아테네 내부의 민주정은 한층 더 안정403

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한 정세를 감안한다면 뤼시아스의 소송 제기의 목적을 다소. ,

다른 각도에서 추측하게 된다 물론 폴레마르코스 사법살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뤼시아스에게. ,

고소권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유효한 소송 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고발 연설 전반에. ,

걸쳐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위기론에 대해서는 당시 배심원이나 청중의 체감도가 달랐으리라

평가하는 것이 일리 있어 보인다 년의 세월 동안 아테네는 비교적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 2

었고 민주정은 별다른 동요 없이 작동하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뤼시아스의, . ,

과거사 청산 논의나 위기론은 뒤늦은 감을 준다.

25) 각주 에서 소개한 아테네의 역사 에서는 기원전 세기 페리클레스 이후의 민주정을1) (pp. 32-33) 5「 」
급진적 민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에서 뤼“ ”(radical) . , 「 」

시아스가 배심원을 일컬을 때 배심원들 이라고 호격으로 일컫는 여섯 차례 외에 여러분, “ ”(dikastai) , “
대중 이라고 민주정파와 동일시하며 부르는 대목 또한 여섯 차례 발견된다”(hymeteron to plethos)
는 점이다.

26) 반면에 크세노폰이 헬레니카, (『 』 Hellenika 제 권에서 이 두 인물을 다룬 모습은 대조적이다 전통적) 2 .
인 초상과 마찬가지로 크리티아스는 과격파로 테라메네스는 온건파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모습은 크, ,
세노폰 역시 온건 과두정파였기에 테라메네스의 모습을 보다 더 온건하게 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에 대해서는, S. Usher, “Xenophon, Critias and Theramenes”,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참조, Vol. 88, 1968, pp. 128-135 .

27) 그런 까닭에 이 연설이 당시 아테네인들이 겪었던 공통의 고통과 관련되어 쓰여진 것으로 참주정을,
비난하고 민주정을 예찬하는 전시 연설적 성격의 것이기도 하다는 해석 또한 있다, (Edwards, op.
cit. 이 경우 예찬은 또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처방적인 것일 수 있다, p. 85). , .

28) Cf. <PHI Greek Inscriptions> - Inscriptiones Graecae II² 10,
http://epigraphy.packhum.org/inscriptions/main?url=oi%3Fikey%3D2228%26bookid%3D5%26reg

ion%3D1 접속(2015.05.04. )
29) 기원전 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시 가 새겨진 이 비문과 관련된 논의는401/0 (decree) , Loening, op.

cit. 은 이 비문에 새겨진 고시 이후에 뤼시아스에게 동등권이 주어져 비로소 에, pp. 290ff. Loening ‘
라토스테네스 고발 이 가능했으리라고 간주한다 그럼에도 시점을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 .
는 이 비문에 병행하는 비교 사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은 단서를 붙인다, Loe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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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이 기만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그런 점에서 일리「 」

가 있다.30) 이 고발의 주된 목적이 폴레마르코스 사법살인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

으로는 몰수당한 뤼시아스 집안의 재산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고 간주한다면 이 연설의,

후반부에 제기된 정치적 논거들은 설득을 위해 기술적으로 고안되어 배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해석을 극단적으로 고수하면서 뤼시아스의 정치적 견해가 불순하. ,

다는 식으로 폄훼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이 연설이 기원전 년이 아닌 년에 행해진 것일. , 403 401

경우 연설문 내에 담긴 정치적 견해와 현실 인식 사이의 밀접성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

음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년에 제기한 뤼시아스의 정치적 위기론의 경우. 401

그 근거가 과연 어느 정도나 희박한지는 이와 유사한 역사적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뤼시아스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아티카 연설가들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안도키데스

년경 년 이후 는 친 과두정파 인사로 기원전 년 헤르메스 신상 훼손 혐(Andokides, 440 -391 ) 415

의로 투옥되었다가 추방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기원전 년 민주정 수복 후 대사면령을 통해. 403

아테네로 돌아왔지만 기원전 년 불경죄로 고발되었다가 아뉘토스 를 비롯한 민주정, 400 (Anytos)

파 내의 지지 세력에 힘입어 방면되었다고 전해진다 추정컨대 이 인물이 고발된 배경에는 당. ,

시 아테네 정치 세력들 간의 알력 다툼이 개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원전. ‘

년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을 통해 뤼시아스가 경고했던 사태 급격한 정치적 위기401 ’ 「 」 ―

로 번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가 안도키데스 고발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묵은 정쟁과 갈등이 민주정 내의 잠재된 위기라는 뤼시아스.

의 진단과 전망은 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셈이었다401 .

다시 한 해가 더 지나 서양 문명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앞서 안도키데스를 지원했던 아뉘토스가 그를 고발한 핵심적인 인물로 전해져 오는데. ,31)

기원전 년 소크라테스 또한 마찬가지로 불경죄 혐의로 재판정에 피고로 서게 된다 그리고399 .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그 어떤 재판 내외적 타협도 허락하지 않,

은 채 결국 독배를 마시는 것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 마지막 발자취는 플라톤.

이 저술한 초기 대화편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고발되고 처형되는 과정은 정,

치공학적인 맥락에서 설명되기도 한다.32) 안도키데스의 사례와 비교해 흥미로운 것은 소크라테,

스 역시 불경죄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점 또한 안도키데스를 위기에서 구해준 아뉘토스라는 동,

일한 인물이 소크라테스는 고발했다는 점 등이다 이 두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본고에서는 이 두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정치적인 맥락에서 일어난 듯하다는 점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소크라테스 고발 역시도 심. ,

증적으로 그가 친 과두정파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아테네 내부에 잠재해 있던 정쟁의 산물,

이었을 공산이 클 것이다 그리고 이는 뤼시아스의 위기 진단 속에 강박적으로 따라다니던 과두.

정에 대한 반감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뤼시아스의 위기론과 진단은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 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는 그것을 에라토스테네스 고발에 적절히 잘 활용한‘ ’ ,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가 끊임없이 강조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처방에 공감하던 이들.

30) Loening, op. cit., p. 287.
31) Cf. Rhodes, op. cit 흥미로운 것은 안도키데스를 고발하면서 아뉘토스와 맞섰던., pp. 304-305. ,

멜레토스 가 이번에는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면서 아뉘토스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Meletos) .
당파와 정쟁이 단순한 구도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32)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대중민주주의가 낳은 비극 으로 간주해 설명한 김진경 고대 그리스의 영광“ ” , , 『
과 몰락 참조,, pp. 260-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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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역시도 앞서 살펴본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기억, .

의 단죄 로 표상되는 과거사 청산 문제가 전후 아테네에서는 정쟁과 더불(damnatio memoriae)

어 쉽사리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33)

맺음말4.

장기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기원전 세기 말 아테네는 대내외적 위기와 난국5

에 봉착했다 아테네의 자신만만했던 패권적 제국주의는 종식되었고 대외적 팽창 정책이 가져. ,

온 국력의 쇠퇴는 내부의 위기와 함께 찾아왔다 지난날의 영광과 위용이 사라진 아테네에는 패.

전과 함께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었고 결국에는 내전을 통해 그 한 시대를 일단락 지었,

다 기원전 년 도시국가 아테네의 지배권은 다시 민주정파에게로 돌아왔다 사반세기 전 위. 403 .

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자랑하던 아테네 민주정은 실패를 딛고 이제 회복과 재기를 준비해

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아테네는 기원전 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회복의 기미를. 4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아테네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주정이. .

다시 들어선 기원전 세기 말 아테네 사회를 뤼시아스는 여전히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5 .

는 지난날 그의 가족이 거류외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바로 그곳에 무사히 살아 돌아와 있

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또 그 많은 것을 잃게 했던 지난날의 위험요소들이. ,

수복된 아테네 민주정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주정과 함께 돌아온 뤼시아스에게 당시 아테네는 쇄신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 공식석상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지자 자신의 입장을 설파했다 과거사를 청산하고 잠재된, .

위험인자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테네 민주정에 걸맞는 것이며 지난날 무고하게 죽어간 아테네,

민주정의 시민들을 위한 내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호소했다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설 의. 「 」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뤼시아스의 이 법. ,

정연설이 일종의 민주정파의 의제 가 되어 정치 현실에 영향력을 끼쳤거나 혹은 당(agenda) ,  

대 정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었을 비유컨대 급진적 민주정파의 선전 활동(propaganda) 

의 일환으로서 가능성은 다분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뤼시아스의 에라토스테네스 고발 연. 「

설 은 일종의 정치연설의 성격을 지니며 전후 위기의 시대에 제기될 수 있는 소위 과거사, , ‘」

청산 을 호소하는 수사학과 연설의 오래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3) 흥미로운 것은 이 초기 연설문 외에 뤼시아스의 정치적인 행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에 따르면 오히려 뤼시아스의 연설문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 이라Lateiner , “ ”(ho apragmon)

는 논거 가 자주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해 기원전 세기에 접어들면서 송사에 휘말리는 이들이(topos) 4
대개는 복잡다단한 정치와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 한 흐름을 읽어낸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이미 정쟁.
이 극단화된 기원전 세기 후반부터 이어져왔을 것으로 추정한다5 . Donald Lateiner, ““The Man
Who Does Not Meddle in Politics”: A Topos in Lysias”, The Classical World, Vol. 76, No.

세기가 바뀌면서 뤼시아스 역시 어쩌면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현실 정치에는 환1, 1982, pp. 1-12. , ,
멸을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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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위기 극복을 위한 이소크라테스의 구상
시민대축전에 부쳐 를 중심으로- (Panegurikos) -『 』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HK )

1. 들어가는 말

기원전 년경 이소크라테스는 시민대축전에 부쳐 라는 연설문을 발표했다380 (Panegurikos) .『 』

이 연설문이 작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공개되기까지1) 이 시기에 그리스2)가 직면한 위기는 도시

들 사이의 불화와 분열이었다 그것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졌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년 의 여파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431-404 ) . 3) 그리스의 패권국가로 부상했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다 이에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

조성된 범헬라스 감정“ ”(pan-Hellenic sentiment)4)은 깨지고 말았다 국력을 회복하던 아테네는.

테베와 코린토스 아르고스 등과 함께 반 스파르타 연합을 형성했다 그 사이 페르시아의 총독, .

이었던 퀴로스가 그리스의 용병을 고용하여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기원.(

전 년 이때 스파르타는 퀴로스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페르시아 왕은 발끈했다 기원전401 ) . . 395

년에 테베와 아테네가 주축이 된 포이오티아 동맹군이 스파르타를 상대로 코린토스 전쟁을 일

으켰을 때 페르시아는 포이오티아 동맹군을 지원하였다 스파르타는 굴복해야 했다 전쟁은 페, . .

르시아와 스파르타가 왕의 평화조약 안탈키다스 조약 기원전 년 을 맺음으로써 끝났다“ ”(= . 387 ) .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게 아나톨리아의 그리스 식민도시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했고,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그리스의 연합군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그 대가로 스파르타.

는 그리스 본토에 대한 페르시아의 간섭을 일정 선에서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테네를 비롯.

한 일부 도시에게는 자율권이 허용되었다 그리스 내부에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로 크게.

싸울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그리스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묘수.

처럼 보였지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외세의 중재와 조정에 의존하는 굴욕적인 조치였다 게다가, .

그 외세란 지난 세기에 치열하게 싸웠던 기원전 년 페르시아였으니 치욕 이상으로 위( 492-448 ) ,

1) 연설문의 첫 부분에는 년에 체결된 안탈키다스 평화조약 왕의 평화조약 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387/6 (= ) ,
후반부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설문의 작성에 년이 걸렸다는 주장이 있다10 .
Sandys, J. E., ed., 1872, Iocrates: Ad Demonicum et Panegyricus, London, reprinted 1979 by
Arno, xlii-xliii.

2) 이 글에서는 그리스 라는 영어 표기는 주로 필자의 설명에서 사용될 것이며 이소크라테스의 글(Greece) ,
에서는 그가 사용했던 헬라스 라는 표기가 사용될 것이다 이를 희랍 이라고도 표기하지만(Hellas) . ( ) ,希臘
이 글에서 이 말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3) 기원전 년에 벌어진 아이고스포타미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거둔 승리가 전체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405
인 것이었다.

4) Norlin, G., 1928, Isocrates, Vol. I, Harvard,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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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선택이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도시들의 분열과 경쟁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립할.

수 있었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자치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그리스 전체를 제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키울 수 있었다 한편 페르시아의 간섭을 배제한 스파르타는 그리스 내부에서.

패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을 재개하였고 아테네도 힘을 다시 축적하며 스파르타와의 경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다른 도시들도 갈등과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 도시들의 분열과 소모적인 경쟁 그리고 페르시,

아가 영향력을 그리스 본토로 확대하려는 조짐을 그리스의 위기로 진단하였다 특히 페르시아와.

의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직시하였다 그는 그리스가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의 영광과 번영을 회.

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아테네 시민들과 그리스 도시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의 노력의 결실 가운데 하나가 시민대축전에 부쳐 라는 연설문이다 이. .『 』

연설문은 예식연설 또는 시범연설 로 분류되며 아테네 시민들의 대축전에 부치는 축사로서 아( ) ,

테네의 지난날의 영광과 지속적인 탁월성과 지도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과장되고 화려한 문체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인의 단결과 이방 페르시아에 대한 군사적 원정.

이었고 이것은 의회연설의 틀에서도 분석될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연설은 아테네와 그리스의, .

미래를 위한 정치적인 연설이었다.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구상과 수사학적인 노력은 실효를 거두었을까 이 물음은 우리의 관?

심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끈다 첫 번째는 수사학적인 방향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정치적. .

인 신념을 피력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연설문 을 쓰고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방법과 유력(logos)

한 정치인에게 호소문과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정치적 행위.

는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5) 그만큼 그는 말과 글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고 공론의 장,

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설득에 의한 의사 결정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실천에서 도시국가 체제

의 탁월성을 찾았다 이 점에서 그는 당대의 철학자 플라톤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둘의. .

싸움은 흔히 철학과 수사학 의 싸움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 ’ .

또한 그의 정치적 구상은 우리의 관심을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한다 이소크라테스가 위기로.

진단하였던 그리스 세계의 혼란은 당시 새롭게 부상한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 세와 알렉산드2

로스 세 부자에 의해 마무리되었고 페르시아의 위협도 알렉산드로스 세의 동방원정으로 끝났3 , 3

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소크라테스의 구상을 실천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소크라테스는 필. .

립포스에게 장문의 연설문도 보내고 두 통의 편지도 써서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실현해줄 것을

요청했다.6) 그리스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페르시아로 원정을 이끌 적임자가 바로 필립포스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어린 나이의 알렉산드로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 .

필립포스에게 전달된 연설문과 편지을 읽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소크라테.

스의 정치적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할 만큼 일치하는 점이 많다.7)

이 발표문의 목적은 시민대축전에 부쳐 에 나타난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메시지를 그리『 』

5) Poulakos, T., 1997, Speaking for the Poli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Janik, J., 2012,
Political Concepts and Language of Isocrates, Krak w. Ober, J., 1998, Political Dissent in
Democratic Athens, Intellectual Critics of Popular Ru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Timmerman, D.
M., 2002, “The Aristotelian Fix: Fourth Century B.C. Perspectives on Political Deliberation”,
Rhetoric Society Quarterly, Vol. 32, No. 3, 77-89.

6) 이소크라테스가 필립포스에게 장문의 연설문을 보낸 것은 기원전 년이었다346 .
7) Merlan, P., 1954, “Isocrates, Aristotle and Alexander the Great”, Historia: Zeitschrift f r Alte 

Geschichte, Bd. 3, H. 1, 60-81. Laistner, M. L. W., 1930, “The Influence of Isocrates’s Political
Doctrines on Some Fourth Century Men of Affairs”, The Classical Weekly, Vol. 23, No. 17,
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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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위기와 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과 수사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수사적 전략은 그와 당대 최대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플라톤의 비판

적인 입장과 비교되면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인 구상이 실제 정.

치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를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와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에 비추

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끝에 소개될 것이다. .

그리스의 단결과 이방인과의 전쟁2.

그리스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는 기원전 세기 초에 이소크라테스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4

지를 던졌을까 그것은 연설의 첫 부분에서 곧바로 제시된다 그리스 인들끼리는 그만 싸우고? .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 아타르크세르크세를 향해 군사적 원정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방인들을“ 8) 상대로는 전쟁을 하되 우리 자신들은9)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을 제안하려

고 합니다.”(3)10)

이와 같은 의견은 그만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자신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완. “

전히 풀어 버리고 그것을 그 이방인11)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훈계를 하면서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부터 생겨난 불행들과 그를 치는 원정에서 생겨날 이점들을 자세하게 열거하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군인 페리클레스 이소크라테스의 스승으로 꼽히는 소피스트 고.”(15) ,

르기아스와 연설문작성가로 활동하던 뤼시아스 등이 이런 입장을 취한 사람에 꼽힐 수 있으

며,12) 또한 알려지지는 않지만 당대에 이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는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다 유익한 일이 생기도록 우리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심을. “

8) 이방인 은 바르바로스 를 옮긴 말인데 원래 뜻은 그리스말을 하지 않고 바르바르 라고“ ” “ (barbaros)” , “ ‘ ’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을 가리킨다 이어민 또는 이어족 이라는 번역도” . “ ( )” “ ( )”異語民 異語族
있었다 투키디데스 박광순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범우사 흔히 투키디데스 로 표기되.( , , 1993, , ) ‘ ’『 』
는 그리스 역사가의 이름을 나는 천병희 숲 의 번역처럼 투퀴디데스 라고 쓸 것이다 천병희는(2011, ) ‘ ’ .
바르바로스 를 비 헬라스인 이라고 옮겼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바‘ ’ ‘ ( ) ’ .非
르바로스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참고로 나는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에서는 그리스 사람 이라는 말을. ( ‘ ’
쓰지 않고 헬라스 사람 이라고 쓰는 대신 각주에서는 그리스 사람 이라는 표현도 함께 쓸 것이다 바‘ ’ , ‘ ’ .)
르바로스는 처음에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누적,
되면서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야만인 이라는 어감을 집어넣어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에는‘ ’ .
그런 부정적인 어감이 주를 이룬 단어들 이 쓰인다 이소크라테스는 주로 페(barbarian, barbarism, etc.) .
르시아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

9) 아테네 시민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를 포함하여 그리스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
10)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번호는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의 현대적 편집본에 적용되는 구분번호이다.
11) 페르시아의 왕 아르탁세르크세스 기원전 를 가리킨다( 404-359) .
12) 고르기아스는 기원전 년에 뤼시아스는 기원전 년에 각각 올륌피아제전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392 , 388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그 이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주장했던 페리클레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
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에 관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 Perlman, S., 1976,
“Panhellenism, the Polis and Imperialism”, Historia: Zeitschrift f r Alte Geschichte , Bd. 25, H. 1,
1-30. Flower, M. A., 2000, “From Simonides to Isocrates: The Fifth-Century Origins of
Fourth-Century Panhellenism”, Classical Antiquity, Vol. 19, No. 1, 65-101. Wilson, C. H., 1966,
“Thucydides, Isocrates, and the Athenian Empire”, Greece & Rome, Vol. 13, No. 1, 54-63.
Hudson-Williams, H. Ll., 1948, “Thucydides, Isocrates, and the Rhetorical Method of
Composition”, Classical Quarterly 김봉철, Vol. 42, No. 3/4, 76-81. , 전환기 그리스 지식인2004, 『
이소크라테스』 신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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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19)

문제는 그리스의 단결과 이방인에 대한 군사적 원정을 누가 이끌 것인가 하는 주도권

에 있었다 그는 일단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스파르타와 아테네 두 도(h gemonia) . , 
시가 함께 전체 동맹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헬라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 아테네 아래 있고 일부는 라케다이몬 스파르타 사“ (= ) , (= )

람들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체를 구성하여 도시를 꾸려나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대부.

분이 그런 식으로 나뉩니다 중략 이 두 도시를 설득하여 서로 간에 몫을 똑같이 나누며. [ ]

주도권도 나눠 갖고 지금은 그들이 헬라스 사람들에게서 취하기를 갈망하는 풍요로움을 앞,

으로는 이방인들로부터 취하라고 설득할 말을 찾아야만 합니다.”(16-17)

그러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화합과 공동주도권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게 주도권을 줘야 한다면 누가 가져야 하는가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주도권은 가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아테네는 육상에서 스파르타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군사. ,

적 능력을 해전에서 보여주었으며 그리스 전체에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아테(21) .(22)

네의 고색창연함과 태생의 고귀함과 독립성 아테네 도시국가 체제의 우월성(23-25), (26-27),

데메테르 여신과 페르세포네 여신을 위한 엘레우시우스 비교 의식과 아테네인들의 경건함

등은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의 지도국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아시아로(28-33) .

식민지 건설을 떠나 그리스의 공간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다른 도시들에게 법과(34-37)

관리체계를 제공하였고 스스로 본보기 가 되는 한편 이방인들을 따뜻하게(paradeigma) (38-40),

맞이하며 교역을 촉진시켰다 우리 도시는 신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41-42) “

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았으며 획득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가졌습

니다.”(29)

이에 덧붙여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에 제공하는 문화적 혜택을 열거한다 아.

테네가 개최하는 축전은 다른 모든 그리스인들에게도 풍부하게 제공되며 철학을 고안하(43-46)

여 그리스 세계의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화.(47-50)

적인 발언도 끌어들인다 에우뤼스테우스의 위협에 고통을 당하던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을 보호.

하였으며 불행에 빠진 아드라스토스를 도와준 이야기 를 통해 아테네가 다른 그리스 사(54-65)

람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보호자 역할을 했음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군사적 원정.

에서도 탁월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을 역사적 사례를 들어 강조한다 스퀴티아와 아마조네스 인.

들에 대한 원정 도 꼽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66-70) ,

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전몰 용사들에 대한 전형적인 예식연설의 추모사를 덧붙이고. (75-78),

다레이오스왕의 침략에 맞서 거둔 마라톤 전투에서의 승리 와 크세르크세스의 침략에 맞(86-87)

서 보여준 아테네인들의 용기와 힘과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상기시킨 후 이소크라테(88-98)

스는 이렇게 묻는다.

이방인들에 대한 원정이 곧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이“ ?

전의 전쟁에서 가장 큰 명성을 떨쳤고 시시때때로 단독으로 먼저 앞장서서 나가 위험한 전,

쟁을 치렀으며 공동의 전쟁에서도 무훈의 상급을 받아 마땅했던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시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도시를 버렸으며 그 옛날에는 수많은 도시들을 건설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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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가장 위중한 불행에서 그 도시들을 구원해주었던 이들이 아니겠습니까?”(99)

그의 논지 전개는 탁월한 연상의 예증법 의 효과를 낸다 그는 그리스의 연합에(paradeigma) .

대한 주도권을 쥐어야 할 일반적인 조건을 제시한 후에 그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임을 역사적 신화적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현재, .

아테네와 그리스 전체가 직면한 정치적 상황과 빗대어 볼 때 연상 작용에 의해 과거와 현재 사,

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지금의 비슷한 위기가 예전에도 있었다 그 위기를 극복하. ‘ .

고 그리스 전체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은 다름 아닌 아테네였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적임자는 아테네다 라는 식의 전개다.’ .

반면 스파르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술과 평가를 내린다 크세르크세스의 침략에 맞서 테.

르모퓔라이 전투에서 스파르타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힘을 보여줄 때에도 그것이 결국은 패배로

끝났음을 구지 밝힌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인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찬양하면서.(92)

페르시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플라타이아 전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93-98),

는다 그 승리를 이끈 것이 스파르타의 보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소크라테스는 기원전. .

년에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맺은 왕의 협약을 비판한다 그로 인해 아테네가 건설하고 구387 .

해주었던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고 스파르,

타는 패권을 쥐기 위해 페르시아인들과 손을 잡고 그리스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로 우리는 라케다이몬 스파르타 사람들 이외에“ (= )

다른 누구라고 생각해야만 합니까 그들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 자신들의?

동맹군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하는 데도 그리고 그 이방인 아, (

타르크세르크세스 이 헬라스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패권을 확립하는 데도 그냥 보)

고만 있었습니다.”(125)

그런데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은 주도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스파르타인들 이 헬라스 사람들을 향해 매일 군사적 원정을 시도하며 이방인들에 대해서(= )

는 언제나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129)

이와 같은 대조법을 통해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세계의 주도권이 스파르타가 아니라 아테네에

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 일 이라고 강조한다(dikaion) .

명예와 도덕적 가치를 드높이면서 과거의 영광과 과실을 돌아보며 예식연설의 결을 유지해

가던 이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부분 에서 아테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에 관한 비(133-189)

전을 제시하면서 의회연설의 어조로 바꾼다 그리스의 도시들이 지금처럼 서로 싸우고 분열한다.

면 손해가 막심하지만 아시아를 향해 원정을 떠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요지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

그리스가 단결하여 힘을 모아 원정을 떠나기만 하면 페르시아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아

테네 시민들에게 불어넣어주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며 상황을 살.(133-149) (dikaion)

펴보아도 시의적절한 일인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아테네와 그리스 세계에는 불행한 일(kairos) ,

이며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소크라.(157-172)

테스는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맺은 왕의 평화협정에 비판적이었다 그 협정의 허위적인 측면을.

꿰뚫고 그 위험성을 간파했던 그는 그것이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적에게 중재를 맡기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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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그것은 그리스인들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리스의 영역을 이방인들에게,

건네주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시들 가운데 그 조약 때문에 자유를 찾은 도시들은 페르시아의 왕 덕택에 자신들의 자“ ( )

치를 얻게 된 것이라고 믿음에서 왕에게 은혜를 느끼는 반면 이방인들에게 양도된 도시들은,

특히 라케다이아 스파르타 사람들을 이어서 평화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도 비난하는데(= ) , ,

그들 때문에 강제로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략 모든 것들 가운. [ ]

데 가장 비웃음을 살 일은 합의사항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 최악의 사항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우로파 에 있는 섬들과 도시들의 자치를. (Europa)

허용하는 사항들은 오래 전에 폐기되었고 아무런 효력도 없이 기둥에만 있습니다.13) 반면

우리들에게 치욕을 가져다주고 동맹군들의 많은 수를 양도하는 사항들 그것들은 온 지역에,

남아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것을 권위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명.

령이며 협약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제거해야만 하고 단 하루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

쪽에게 동등하고 공동의 것이어야 협약인 반면 한쪽을 부당하게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

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누가 모르겠습니까?”(175-176)

그는 페르시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며 그들을 끌어들여 그리스의 평화를 유,

지하려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리스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방.

인과의 전쟁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그리스.(173)

의 단결과 동맹을 이루어내는 것 그 힘으로 페르시아를 향해 군사적 원정을 떠나는 것 그것이, ,

유일한 돌파구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합과 군사적 원정을 촉구한 뒤 군사적인 실천. ,

과 노력과 함께 자신의 연설을 능가하는 연설을 기다린다면서 연설을 끝마친다.(173-189)

이소크라테스의 수사적 전략과 원칙3.

이상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글의 낭독될 수사학적인 맥락이 시민대축전

임을 의식하면서 예식연설 에서 허용될 수 있는 칭찬과 비난 과(pan guris) (epideiktikos logos) , 
장과 축소의 미학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예 작정한 듯 연설의 첫 부분에서 말의 속성과 연설가. ,

의 능력과 자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말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들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일을“ .

평범한 것으로 만들고 사소한 것들을 중대한 것처럼 옷 입힐 수 있으며, ,14) 옛날의 일들을

최신의 것처럼 기술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고풍스럽게 말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제로 삼아 먼저 말했어도 그 주제에 관해 말하는 것

을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며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려고 시도해야만 합니다.”(7-8)

13) 협약이 맺어지면 그 내용을 돌기둥에 새겨서 신전 안이나 그 곁 그리고 도시 중심에 있는 시장의 광,
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 세워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14) 이 표현은 기원전 세기 후반에 활동하던 소피스트들에게서 나온 공식과 같은 말이다 이소크라테스는5 .
이 표현을 가져다 썼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진실을 말로써 왜곡하는 수사학의 폐해에 대한 비판을 연.
관시켰다 특히 파이드로스 에서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의 표현을 텍스트 거의 그대로 가져. 267a-b『 』
다가 쓰면서 이런 방법이 테이시아스와 고르기아스의 것으로 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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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되자 그는 이와 같은 언어의 본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플라톤 같은 사람들.

의 눈에 언어를 이런 식으로 규정하며 사용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언어를 악용하는 거짓말

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소크라테스가 제시한 방안이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

들어낼 수 있는 좋은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 잘못된 인식과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

면 궁극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

그러나 이소크라테스의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현재를. ,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창조하기 위해 주관적인 해석이 허용되는 영역인가 사실을 냉정하?

게 밝히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언어의 기술적인 인 미덕이 엄밀하게 요구되는 순간, (descriptive)

과 상황이 있다 과학과 학문의 영역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

판결을 내려야 할 때에도 철저한 사실의 규명은 법정연설에서 특히 필요하다 미래의 정책을 세.

우고 전망하는 데에도 엄격하고 정확한 현실인식과 실천주체의 냉정한 주제파악이 필요하다 그.

러나 그것만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주관적인 의,

미부여와 해석이며 공동체를 위한 역사의 재구성이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과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사회와 세계 역사를 창조해나갈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에 새로운 해,

석의 옷을 입히는 언어의 구성적인 힘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안중근을, (constructive) .

의사 로 볼 것인가 테러리스트 로 볼 것인가 그의 실천을 의거 라고 부를 것인가‘ ’( ) ‘ ’ , ‘ ’( )義士 義擧
암살 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따라 역사는 다르게 재구성될 수 있고 역사를 다르게 받아들‘ ’( )暗殺
임으로써 행동과 비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대체로 특정한 주.

관적 입장의 위장이지 않은가.

이소크라테스는 연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실에 과장을 덧붙이기도 하고15) 아테네

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찬양하며 미화한다 예를 들어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

구성하고 맹주의 역할을 했을 때 아테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의 구성도시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탄압도 서슴지 않았지만 이소크라테스는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숨기고 오히려 미화,

한다 우리는 더 강한 자들과 함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설령. “

이익에 반하더라도 더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도시 사람들과 관련해.”(53) “

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했으며 헬라스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헬라스 인들의 지휘관이 되어야지 폭군이 되어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

주인이 되기보다는 지도자라고 불리기를 파괴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명칭을 얻기를 열망했고, ,

잘 해줌으로써 도시를 이끌어나가며 힘으로 돌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거나.”(80)

미화하기에 어려운 일들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델로스 동맹의 패권을 확고하게 하고자 멜로스,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스키오네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정당화시켰

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서 그토록 많은 수의 도시들을 지배할 수. “

가 없는 것이라면 최소의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루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이제는 정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102)

이러한 사례들이 그의 주장의 타당성과 의도의 가치를 해치는가 이 질문에 관해서는 논쟁?

15) 예를 들어 페르시아 전쟁에서 우리 도시는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함께 해전에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삼단노 전함들을 헬라스를 위한 위험한 전쟁에 투입하였던 것이며 또한 이 해전,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우세할 수 있었으며 그 일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98) ,
르면 역사 아테네는 척을 제공한 반면 다른 도시들은 척을 제공했다고 한다( VIII.44-48) 180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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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인들의 단결을 독려하고. ,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의 마당에서 예식연설의 형태로 언어와 수사학의 구성적인

힘을 한껏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

답고 훌륭한 사람들로 만든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듯이 전몰장병들을 위한 추모식에서 그,

들을 최고의 전사요 영웅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그 말의 사실성을 일일이 문제 삼아 거짓말이라

고 비판하면서 애도의 슬픔을 철회할 필요는 없듯이 시민대축전의 한마당에서 그리스의 안전을,

걱정하며 아테네를 위해 울리는 수사의 팡파르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은 또 다

른 맥락에서 주관적인 진실을 구성한다‘ ’ .

이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예식연설의 속성이 허용되는 조건을 연설의 첫 문장에서 제시하

는데 의회연설이 지향하는 가치를 원용한다 공동체를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 . ‘

이것은 연설가가 명심해야 할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원칙이었으며 명예로운 일이( phelein)’(1) , 
라는 것이다.16)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이익과 손해의 실용적인 가치는 도시와 시,

민 공동체를 위한 의회연설이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는 심의연설의 가치를 예식연설에 끌어들였.

다 예식연설도 단지 화려한 말의 예찬에 끝나지 말아야 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 ,

는 원칙이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런 연설에 능한 사람을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 “ ”(an r eu 
이라고 했는데 현명한 사람 은 이소크라테스가 말의 교육phron sans) (2) (phronimos) (paideia t n  

을 통해 키우고자 했던 이상적 인간형을 가리키는 말로서 수사적 인간log n) , (rh torikos an r),   
지혜롭고 철학적인 인간의 다른 이름이었다(sophos) (philosophos) .

그러나 그의 원칙은 곧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개념적인 질문에 부딪힐 것이다- .17)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며 현명한 사람의 징표라면 도대체 이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이로운 행위들을 이롭다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로움 자체는 무엇인가 이?’ ‘ ?’

와 같은 개념적 질문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대답은 그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울 테지만 다음과,

같다 이롭다는 것은 특정한 판단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롭다는. ‘ .’(2)

것은 플라톤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절대적인 이데아 같은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의존적이며,

상대적이다 먼저 이롭다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여 규정된다 상황에 맞는 시의적. .

절성을 가져야만 유익한 것이다 한편 이롭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제시된 의견을 함께 해주. ,

어야 할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판단에 의존하여 규정된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다른 사람이 따.

라주지 않으면 공허한 울림이 되기 때문이다 유익한 결과는 결국 그 의견에 설득되어 실천할.

16) 그는 시민대축전을 시민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로 보았다 그것은 곧 공동체의 이.
익을 추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대축전을 창립한 사. “
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헌주를 바치며 함께 평화협정을 맺고 내재되어 있던. ,
적대감을 풀고 한 곳에 모이며 그런 다음에 공동으로 기도와 제물을 드려 우리가 서로 같은 동족임을,
상기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오래된 우정,
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동료의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통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43)

17) 이소크라테스 기원전 년 와 플라톤 년 은 기원전 세기에 함께 활동하며 교육과 철학( 436-338 ) (428-348 ) 4
분야에서 경쟁하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다 이들의 지적 경쟁에 관해서는. Howland, R. L., 1937,
“The Attack on Isocrates in the Phaedrus”, The Classical Quarterly, Vol. 31, No. 3/4, p.
151-159. McAdon, B., 2004, “Plato’s Denunciation of Rhetoric in the Phaedrus”, Rhetoric Review,
Vol. 23, No. 1, p. 21-39. Poster, C., 1996, “Being and Becoming: Rhetorical Ontology in Early
Greek Thought”, Philosophy and Rhetoric, Vol. 29, No. 1. Vries, G. J. de, 1953, “Isocrates’s
Reaction to the Phaedrus”, Mnemosyne, Fourth Series, Vol. 6, Fasc. 1, p. 39-45. Voliotis, N.,
1977, “Isocrates and Plato An effort to interpret Phaedrus 278e-279b”, Platon, 29, p. 145-151.
KIM, H., 2012, “Isocrates' Philosophy in Relation to Education”,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김헌 이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파이데이아에서의 의견 플, vol. 47, pp. 5-33. , 2013, ‘ (doxa)’「 －
라톤의 의견 개념과 비교 연구 서양고전학연구 제 호 등 참조 바람‘ ’ , , 49 , pp. 73~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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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며 그들의 실천을 통해 유익이 생겨야 입증되기 때문이다 시의, .

적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해줄 때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나올 것이며 그렇게 생긴 공적인 혜택이 이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로움, ‘ ’

이다 따라서 이로움은 상황에 따라 그것을 지지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 ,

다.

그래서 플라톤처럼 절대적이며 보편적이고 그 자체로 이로운 것 이로움 그 자체를 찾는 사,

람에게 이소크라테스의 정의와 기준은 상황 의존적이며 청중 의존적이고 가변적이며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평가절하 되거나 무시당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 .

나 이와 같은 플라톤 식 비판이 가해진다 해도 이소크라테스는 그 비판에 맞설 수 있는 고르기,

아스적인 반론과 반문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가변적인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보. ‘

편적이고 불변하는 이로움의 참모습 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idea) ?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해도 말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불변한? ?

다는 그것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이소크라테스?’

가 아테네의 조상들의 미덕을 찬양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공동,

체에 이익이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따져 묻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

해서 그들은 이미 상식의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익이 무엇인지를 개.

념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시민 전체를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해 어,

떤 태도를 취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비록 세부적인 실천적 각론에서 비일관성을 보였다 하더라도 두 가, ,

지 점에서는 꾸준한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언제나 공동체와 청중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 ,

며 상황에 잘 맞는 의견을 추구하는 데에서 평생 동안 꾸준한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그 점에서.

그는 흐트러짐이 없이 가지런했다 그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태도를 달리하.

는 경우에도 그래서 때로는 민주주의적인 공론의 광장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문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참주와 왕과 같은 군주정의 맥락에서 독재적인 정치지도자에게 편지를 쓰,

거나 연설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내용과 맥락 수신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의 기저, ,

에 버티고 있는 일관된 원칙은 엄연히 건재했던 것이다 정치적 상황에 맞게 시의적절하고 시. ,

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공동체에게 이익이 될 것 둘째 그는 그리스인이 하나가 되어 페. , ‘

르시아를 향한 군사적 원정을 실행해야 한다 는 주장을 일생동안 일관되게 지켜나갔다’ .

말과 철학의 힘4.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글을 쓸

것인가 그에 따르면 좋은 글은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대한 사안? , “

들 을 다루어야 한다 특히 말이 공공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연설인 한 가장 중대한” .(4) ,

사안이 무엇인가는 공동체가 직면한 도시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에서 결정될 것(politikos),

이다 좋은 글을 쓰고 아름답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발견 하는 일이 가장. (heuresis, inventio)

중요하다 가장 중대한 사안들 이 선정되면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말 에. ‘ ’ , ‘ ’(kallistous t n log n)  
담아내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며 듣는 사람들을 가장 이. “ (epideiknuousi)

롭게 해주는 말( phelousin) ” 18)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다운 말.(4)

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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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도 파이드로스 에서 말을 잘하고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고심한“ (eu te kai kal s)”『 』  
다 그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은 먼저 주제에 대한 진리 또는 진실 를 알고 생각. , “ ”(to al thes. ) 

이 그 참된 앎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것이 연설 안에 깃들어 있어야 한다 진리(dianoia) , .(259e)

와 진실에 대한 앎 이 연설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 또는 진리란(epist m ) ‘ ’ .  
무엇인가 플라톤에게 그것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불변한 채로 존재하는 것이다? .

언제나 그것 인 것 그것으로 있는 것 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 ’, ‘ ’(to on) .

며 우리의 유동적인 감각에 찰나적으로 비추는 것도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의 참모습이, .

아니라 우리에게 그때그때 그렇게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변적인 현상 너머에 불변.

하는 원형으로서의 진실 즉 이데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설령 그것이 진짜 있고 누군가 그것, ?

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플라톤의 비유처럼 동굴 벽의 그림자 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 ’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진실이라는 것으로 현상에 시선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진리가 현상의 세계에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더 나아가 만약 진짜로 존재하? ? ,

는 것은 플라톤이 그림자라고 비유한 그 현상뿐이며 태양과도 같은 이데아와 영원불변의 보편,

적 절대적 객관적인 참모습이야말로 인간들의 지성이 상상해낸 허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실,

이 아니라 거짓일 테니 인간이 추구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과 달리 진리 에 대한 앎 이 아니라 현상에(al theia) (epist m )   
대한 의견 을 강조한다 인간은 진실을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doxa) . , .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살펴보고 따져보고 궁리해보니‘ (dokei moi), ,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내 의견은 이, ,

래 이런 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설득이 성립하는 지점도 진리에 따라 참과.’ .

거짓이 확정되는 지적이고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상식에 바탕을 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의견들의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마치 이소크라테스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파이드로스 는 이렇게 반박한다 장차 연설가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성소멸하지 않고‘ ’ . “ ”

변함없이 언제나 그것 그대로 있는 식의 정의로운 것들 이 아니라 판결을“ (ta t i onti dikaia) 
내릴 대중에게 정의로운 것들이라고 여겨지며 그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옳고 유익”

해 보이는 것들 을 즉 실제로 좋거나 아름다운 것들“ (ta doxanta an pl thei) ”, “ (ta ont s agatha  
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눈에 그렇게 보일 것들은 무엇이든 배우는kala) ” , “ (hosa doxei)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득하는 일은 은 진리 로부터가 아니. (to peithein) (al theia) 
라 바로 이것들 의견들 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진실과 진리가 따(= ) .”(259e-260a)

로 있고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 모든 판단이 결정되는 것임을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 즉 사람들의 의견 에 맞추어 설득의 전략을 세우겠다는 말이다 이런, (doxa) .

생각은 플라톤 식의 철학적으로 보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소크라테스에게 그것은 오‘ ’ ,

히려 현실적이며 바람직하기까지 하다.19)

18) 이소크라테스는 말과 그것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의 수사학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사실 말은 세 가지 즉 말하는 사람과 그가 말하는 주제와 그리,
고 그가 말을 하는 대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말의 목적은 바로 말의 대상과 관련되는데 나는 이것을. ,
청중이라고 말한다 수사학.”( I.3.1358a37-b2)『 』

19) 헬레네 찬가 유익한 것들에 관해 유연공정한 의견을 갖는 것 이 쓸데없는 것5. “ (epieik s doxazein)『 』  
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중대한 일에서 조금이라도 뛰어난 것이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사소한 일들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현상에.”
대한 의견과 진리 진실에 대한 지식을 놓고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대립각을 세웠다 무엇을 중심으- .
로 하느냐에 따라 지혜 와 철학 의 개념도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에 관해서는 김헌(sophia) (philosoph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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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의 대립 구도에서는 말 의 기능도 달라진다 정확한 개념과 표(logos) .

현으로 조금의 꾸밈과 왜곡도 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플라톤이 추구하는 말의 기능이라면,

이소크라테스는 오히려 말이 일으킬 수 있는 왜곡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

다 왜곡이란 좋게 바꿔 말하면 말의 대상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이다. , , .

문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구성적 특징을 잘 살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것이다 같은 주제라도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논의는 착상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 과 배치. (lexis, elocutio) (taxis,

의 차원으로 넘어간다 그런 말의 힘을 잘 이용하고 적절하게 배열하고 표현한다면dispositio) .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20)

그러나 그것이 공허한 말의 허영에 그치지 않으려면 직면한 정치적인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야 한다 이소크라테스는 말과 현실의 실효적 연결성을 적기 또는 시의적절성. ( ) (kairos)適期
이라는 개념으로 부각시킨다 아름다운 말은 단순히 착상과 표현과 배열의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청중 앞에서 실연 하고 발표하는 순간에 적기를 놓치지 않고 시의적, ( )實演
절해야 한다 이소크라테스는 이 원칙에 충실하게 년의 기간을 다듬고 고치면서 가장.(5, 9) 10

좋은 시기를 기다려 시민대축전에 부쳐 를 발표하였는데 그때 거기에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 』

서로 치고받는 전쟁과 현존하는 혼란과 극심한 병폐로부터 해방시켜 줄 말 로서 당시의 정치” (6)

적 위기 상황에 가장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의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현명함 의 요체이기도 하다(phron sis) . 
그는 이런 말을 철학하기“ ”21)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에.(philosophein touton ton logon)(6)

게 말을 철학한다는 것 은 말의 기능을 시의적절한 의견과 맞추는 방법을 찾아 말의 정치적 기‘ ’

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 처.

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 ,

말로 표현하여 소통하고 설득과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

게 키울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으며 구체적으로 그것은 곧 말의 교육? ,

이었고 말을 통한 교육이었다 그에게 철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것이며 철저하.

이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파이데이아에서의 의견 플라톤의 의견 개념과 비교 연구2013, (doxa) - ,「 」
서양고전학연구 제 집 참조바람50 , 73-99 .『 』

20) 이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연설문에서는 제시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소피스테스 반『
박연설 에서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주어진 사안들에 관해 말 연설16-18 . (1) ( ,』

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모양새 의 말을 선택하는 일이 필요한데 수사학 용어를 빌어 표현logos) (idea) ,
하자면 발견 또는 착상 에 능해야 한다 또한 발견된 요소들을 말의 효율성을 생각하며‘ ( , inventio)’ . (2)
적절하게 섞어서 배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 전체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출 수(mixai) (taxai) . (3)
있도록 추론의 형식으로 장식하고 듣기 좋은 리듬과 음악적 표현으로 말을 꾸며낼(enthum masi) (4)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을 이소크라테스는 용감하며 의견에 능한 영혼의 일. “ (psukh s andrik s  

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기르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예를 가지고 시범kai doxastik s ergon)” . 
을 보여주어야 하며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21) 이소크라테스는 철학하다 를 타동사로 사용하고 있어 그대로 옮겼다 명사적인 표현은‘ ’(philosophein) , . (
에 말에 관한 철학 이라는 표현으로 나온다(10) “ ”(t n peri tous logous philosophian) .) “philosophein” 

은 그 자체로 목적어를 가진 말로서 지혜 를 사랑한다 는 뜻이다 하지만 목적어를 취‘ (sophia) (philein)’ .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깊은 숙고와 반성 명상과 관조 탐구를 뜻한다 그것은 플라톤과, , , .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이전의 소크라테스 의 정의에 따르면 대상의 근본적인 원인 과 원리( ) (aitia)

를 알고자 하는 탐구와 열정을 뜻하지만 이소크라테스에게 철학하기 란 시의적(arkh ) , ‘ ’(philosophein) 
절 한 의견 를 구성하기 그리고 그 의견을 말 로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kairos) (doxa) , (logos)
추구하기 그런 능력을 교육하기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기술만이 철학 과 철학하기 라는 이, . ‘ ’ ‘ ’
름에 걸맞는 유일한 것이라고 자부한다 예컨대 행 교환소송 변론 등.( 186 . (Antidosis) 266, 274 .『 』

부시리스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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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

말은 직면한 사안과 연설가 자신의 평판과 말을 위해 보낸 시간뿐만 아니라 살아온 시간 전체

에 값하는 말이어야 했다 즉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과 도덕성 그리고 삶의 전체 무.(13) ,

게가 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말과 철학의 기능에 관한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의 동맹 내지 연합에

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뚜렷하게 제시된다.

우리 도시 아테네 는 철학 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은 이 모든 것들“ (= ) (philosophia) .

을 발견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우리를 가르쳐 실천하게 하였고 서로를 대할,

때 정중한 태도를 갖게 해주었으며 불행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무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인지를 구분하게 하여 앞의 불행은 막을 수 있도록 뒤의 불행은 아름, ,

답게 견뎌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며.

그것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말 을 존중하였습니다 말은 모든 동물(logos) .

들 중에서 우리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이용해서 더 뛰어나고 다른 모든 점들에서 그들보다 탁월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도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47-48)

이런 점에서 아테네는 그리스 전체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헬라스 사람들 이, “‘ ’

라는 이름이 더 이상 종족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만들었고 공통되는,

태생의 조건을 같이 갖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헬라스인들

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고 나아가.”(50) . ,

개개인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 말과 철학에 있으며,

그 힘을 갖고 있느냐가 인간 사회의 리더십에 결정적 요소라는 내용이다.22)

그의 정치적 구상은 성공했는가5. ?

현대의 학자들은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범헬라스주의 라고 규정하였다“ ”(Panhellenism) .23) 이

개념이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스.

도시들이 하나의 정치연합체를 만드는 수준까지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단순히 전쟁을,

위한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동맹이나 연합 구성만을 위한 것이라면 범헬라스주의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적 체제와 조직과 운영방침에 대한 구상이 없다면 한마음 한. “

뜻 이라는 것은 한갓 낭만적인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다양한 도시들 사이에 경”(homonoia) .

쟁과 주도권 다툼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그의 주장이.

다소 관념적이고 이념적이며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주장한 것처럼.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누렸던 패권을 회복하고 그리스 세계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

22) 이런 점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을 정체성의 수사학 이라고 부를 수 있다“ ” . Too, Y. L., 1995,
The Rhetoric of Identity in Isocrates, Text, Power, Pedag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 Perlman, S., 1976, “Panhellenism, the Polis and Imperialism”, Historia: Zeitschrift f r Alte 
Geschichte, Bd. 25, H. 1, 1-30. Romilly, J. de, 1992, “Isocrates and Europe”, Greece & Rome,
Second Series, Vol. 39, No. 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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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의 연설문은 아테네 시민.

들을 굳게 일으켜 세우지 못했고 아테네 속에서 이렇다 할 실천의 주체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 .

면 누가 그의 주장에 따라 그리스의 통합을 주도하여 페르시아를 향한 원정을 떠날 것인가?

시민대축전에 부쳐 를 발표한지 약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소크라테스는 시켈리아 섬의12 ,『 』

시라쿠사의 참주였던 디오뉘시오스 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상황만 허락한다면 직접 가서1 .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이기에 편지를 써서 제가 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 “

선을 다해 지금 상황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다고 편지를 시작한다 그는 아주” .(1)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스의“ ”(peri megal n pragmat n) , “  
구원 또는 안전 이었다 페르시아를 향한 공세적인 원정에( )”(huper t s t n Hell n n s t rias) .(5)      
온 그리스가 힘을 합해야 분열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

로 디오뉘시오스라는 것이었다 디오뉘시오스가 카르타고인들과 전쟁을 벌여 큰 성공을 거두자. ,

이소크라테스는 그의 능력을 높이 샀고 그리스 통합과 제국주의적 원정을 이끌 적임자로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단결을 이끌 역량을 찾지 못하자 이소크라테스는 과감.

하게 아테네 외부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다 그런 적임자가 나타난다면 아테네는 언제든 도울 준.

비가 되어 있노라고 외칠 작정이었다 우리의 도시는 당신이 헬라스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 “

기 위하여 행동한다면 기꺼이 당신과 함께 싸울 자세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지금 주어,

진 이것보다 다 더 멋진 적기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디오뉘시오스에(kalli n kairos) ?”(8) 
게 아테네와 손을 잡고 그리스의 동맹과 연합을 이루고 페르시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비

전을 보여주었다.24) 그러나 디오뉘시오스는 답이 없었다.

년에는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세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르키다모스 세는 아게실라356 3 . 3

오스의 뒤를 이어 스파르타의 왕이 되었는데 이소크라테스가 그를 주목한 것이다, .25) 일찍이

년에도 그는 아르키다모스의 이름을 붙인 의회연설을 쓴 적이 있었다 그는 생생한 문체로366 .

그리스 전체와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거주하던 그리스인들이 직면한 역경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다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데 이 일을 아르키다모스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다른 헬라스인들이 만약, . “ .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말로써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헬라스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방인들을 겨

냥한 군사적 원정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가장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24) 디오뉘시오스 세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던 아테네의 지식인은 이소크라테스만은 아니었다 특히 철학1 .
과 교육에서 그와 최대의 라이벌 관계에 있던 플라톤 역시 그의 정치적 조언자였다 그는 이소크라테스.
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직접 그를 찾아갔다 문학의 애호가이기도 했던 디오뉘시오스는 역사가 필리스토.
스와 시인 필로크세노스를 곁에 두고 교양을 쌓는 한편 플라톤을 궁전으로 초청하여 철학이 정치에 어,
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이는 디오뉘시오스의 이복형제인 디온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플라톤의 조언에 흥미를 잃고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급기야 플라. ,
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간신히 목숨만은 건진 플라톤은 노예로 팔려갔다 안니케리스가 므. . 20
나 약 또는 드라크마 을 지불하고 플라톤을 사서 아테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디(= 1400 2000 ) .
오뉘시오스 세가 죽고 그의 아들 디오뉘시오스 세가 권좌에 오르자 디온은 다시 플라톤을 시라쿠사1 2 ,
로 불렀다 디오뉘시오스 세는 플라톤의 가르침에는 호의적이었지만 문제는 삼촌 디온에 대한 불신이. 2
었다 디오뉘시오스 세가 디온을 추방하자 플라톤은 디오뉘시오스 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라쿠사. 2 2
를 떠났다 디온은 디오뉘시오스 세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칼리포스에게 쫓. 2
겨났다 흥미롭게도 칼리포스는 플라톤의 제자였다고 한다. .

25) 이소크라테스가 전반적으로 스파르타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았는데도 스파르타의 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부의 학자들은 이 편지가 이소크라테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Cf. L. F. Smith, The Genuineness of the Ninth and Third Letters of
Isocrates, Lancaster, PA,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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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르키다모스는 그의.”(17)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인물은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 왕이었다 기원전 년. 342

에 만 세였던 그는 필립포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최근에 필립포스가 이방인들을 대상으94 . ‘ ’

로 군사적 원정을 떠나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26) 불필요하게 무모한 행위를 하다가 위험에 빠져

부상을 입었던 사실을 알고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요점은 간단하다 필립포스가. .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의 원정을 완수할 인물이니 제발 사소한 전쟁터에 뛰어들어 경거망,

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사리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덧붙여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의 가.

장 유용한 연합군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편지를 마무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

아테네에 관하여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헬라스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사안들.

을 위해서도 아테네보다 더 유익한 도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17)

의 뜻과는 달리 이로부터 년 후인 년에 아테네와 마케도니아가 전쟁을 벌였다 데모스테네, 2 340 .

스 휘페레이데스 데이나르코스 등 반 마케도니아 성향의 정치연설가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기, ,

때문이었다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아테네 안에서 여론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

필립포스 세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이소크라테스는 필립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도2

편지를 보냈다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살 소년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 14 ,

다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염두에 둔 듯 쓸데없는 논쟁술에 너. ,

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가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과. “

는 달리 양식을 갖춘 사람이 그러하듯이 인간미가 넘치며 아테네를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한다

고(philosophos)27)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실제로 그대가 우리 시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보.

는 데 무관심하고28) 사악한 일을 하려는 욕망이나 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함,

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대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도,

그 어떤 일에서도 그대가 해를 입거나 부정한 일을 당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현명한 판단을 잘 내리는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야만 할 사람.

들이지요 이소크라테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짐짓 칭찬하며 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숨기지.”(2)

않았다 그대가 만약 더 장성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 “

아간다면 그대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을 제압했던 것처럼 그대는 지혜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내내 주장하던 철학 즉 말의 교육 에.” , ‘ ’(paideia t n log n)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한다.

현존하는 마지막 편지는 년 가을에 필립포스 세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 편지는 이소크338 2 .

라테스 년 가 만 세가 되던 해 카이로네이아 전투(436-338 ) 98 , 29)에서 아테네가 마케도니아에게

26) 이 편지를 쓴 시기에 필립포스는 트라키아인들과 원정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년.(342-339 )
27) 알렉산드로스는 철학자 다 그가 지혜 를 추구하는 일을 좋아하고 기쁨‘ ’(philosophos) . ‘ (sophia) (philein)

을 느끼며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기 때문이다 이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철학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 .
스가 엄밀하게 사용하는 철학 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며 그에게서 사랑함의 대상인 지혜란 불변‘ ’ ,
하는 진리나 보편적인 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시의적절한 의견을 구성하고 다,
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과 아리.
스토텔레스와는 확연하게 다른 철학 적 노선을 걷는 사람이었다‘ ’ .

28)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특히 영혼을 돌보는 일 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철‘ ’ ‘ ’(epim leia t s psukh s)   
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이소크라테스도 이런 점에서는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다 영혼을 돌, .
보는 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에 답하면서 두 사람 사, ‘ ?’
이에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생긴다.

29) 카이로네이아 전투는 남하하던 마케도니아와 이를 저지하던 테베 아테네 연합군 사이에 벌어졌다- .
년 델포이에서 인보동맹회의 가 열렸을 때 그 동맹이 이웃 나라 안피사에 대해서 제339 ( ) ,隣保同盟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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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한 직후 이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으로 그가 남긴 최후의 글이다 그는, .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의 적대적인 싸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는 필립포.

스에게 그리스를 통합하고 아시아로 원정을 떠나 페르시아를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냈다 먼저 그는 이전에 필립포스를 위해 썼던 연설문의 일부를 상기시켰다 그 당시 저는. . “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도시 아테네 와 라케다이몬의 도시 스파르타 와 테베. (= ) (= )

인들의 도시와 아르고스인들의 도시를 중재한 다음에 헬라스인들을 한마음 이 되게(homonoian)

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2)

그러나 평화로운 연대의 꿈은 전쟁으로 깨졌다 이소크라테스의 구상 가운데 반쪽은 타격을.

입은 것이었다 그 대신 분명해진 것은 있었다 그리스가 하나가 되어 에게해 건너 페르시아의. .

원정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원정의 선봉에 서서 모든 것을 주도할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가시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꿈꾸던 정치적 비전의 반쪽은 그래서 여전히 희망적이었다 깨어진 반쪽. . ,

즉 전쟁과 불화의 상처를 최대한 빨리 치유하고 이제 필립포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필립포스도 그런 생각이었다 그리스를 통합했으니 아시아를 향.(2) .

해 나가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었고 이소크라테스는 그것에 상응하는.

말을 따로 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소크라테스의 조언에 따라 필립포스가 행동한 것일까 이소크, ?

라테스는 확실한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3)

어쨌든 그가 꿈꾸어 오던 오랜 정치적 구상은 이루어질 시기에 이르렀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필립포스에게 정치적인 야망과 힘을 실어주려고 했다 그의 수사는 마치 치솟은 필립포스.

의 자신감과 야망을 반영하듯이 극단적인 과장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가 만약 페르시아로.

건너가 아시아를 정복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성을 줄 것이며 인간이 할, ,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 신성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에 당신에게 남은 것은 신. “

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소크라테스는 평생을 꿈꾸며 갈고 닦아온 정치적 구상이 필립포스를.”(4)

통해 실현된다면 자신의 삶은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

저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제 고령의 나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

순간까지 제 생명을 연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젊은 시절 마음속에 그렸던 것들과 시민대, 『

축전에 부쳐 라는 연설문과 당신에게 예전에 보냈던 연설문에서 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 당신의 실천들에 의해서 그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이,

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6)

그러나 그 희망은 필립포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필.

립포스는 동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암살을 당했고 그의 뒤를 이은 젊은 알렉산드로스가 순식간,

에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통합하고 동방원정을 떠나 인도 서부까지 정복했던 것이다 알렉산드로.

스는 이소크라테스의 구상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 동방원정을 감행한 것일까 둘의 관계에, ?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차 신성전쟁 을 선언하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필리포스는 이3 ( ) 2 .神聖戰爭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즉각 포키스에 침입하였고 안피사를 돌파한 후 지체없이 남하하였다 테베와. , , .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연합군은 카이로네이아에 후퇴하였다 알렉산드로스의 탁월한 전략과 활약으로 그.
리스 연합군은 전멸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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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의 조화로움 에 대하여( )和

안성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들어가면서1.

오늘날 우리는 일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타인의 희생을 강

요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와 오로지 금전적인 능력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의.

팽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마치 점차적으로 각박해지는 인간성과 희박해지는,

인정미 를 마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용인해주고 있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 )人情美

다.

이에 언제부터인가 너나할 것 없이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간성의 회복이라

는 대전제 아래의 소통이 강조되어왔고 이를 기반으로 나아가 진정성 회복을 통한 공감과,

공유 모색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의 폭주기관차는 여전히 배려 와 소통 그리고 공감 과 공유 라는 소중한 경치들을 무시한‘ ’ ‘ ’ ‘ ’ ‘ ’

채 오로지 그 끝 모를 앞을 향해서만 달리고 있고 우리는 이제 또 어떠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이 폭주기관차의 질주를 이제 끝낼 수 혹은 늦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새( )

로운 기로에 서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고민을 해야할 것인가 어쩌면 공자 는? ( )孔子

논어 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온고이지신 이라는 말을 전하고자[ ( )] ‘ ( )’論語 溫故而知新

했는지도 모른다.1) 또한 노자 는 그의 유일한 저작으로 잘 알려진 도덕경 을( ) [ ( )老子 道德經

통해서 역시 지금의 우리들에게 폐즉신‘ ( )’ 則新 2)의 도리를 전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부터 노자의 도덕경 에 서술된 도 즉 태평성대를 이끈 지도자의 통[ ] ( )道

치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화 조화로움 에 관해서 소( : )和

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진정한 배려 와 소통, ‘ ’ ‘ ’

그리고 공감 과 공유 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 ‘ ’ .

본문2.

도덕경 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자왈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공자가 이르. 2-11: : “ ”( : “ ,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

시기를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 , .”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곡즉전 왕즉직 와즉영. 22-1: “ ”(“ , ,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則新 少則得 多則惑， ， ， ， ， 。

폐즉신 소즉득 다즉혹 굽히면 도리어 온전할 수 있고 휘면 도리어 곧을 수 있으며 움푹 파이면 도리어, , .”): , ,

가득 찰 수 있고 낡고 해지면 도리어 참신할 수 있으며 적으면 도리어 얻을 수 있고 많으면 도리어 홀린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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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天下皆知美之 美 斯惡已 皆知善之 善 斯不善已， ； ， 。  
세상이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을 아는 것 이는 바로 추함일 따름이고 모두 선함이 선함이 되는, ;

것을 아는 것 이는 선하지 못함일 따름이다, .

노자는 말한다 세상이 모두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를 아는 것은 바로 추함이 존재하기 때. ,

문에 상대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모두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아는 것은 바. ,

로 선하지 못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이는 부정적인 것 과 긍정적인 것 나아가 음 과 양 의 조화를 표현한 구절로서 아름“ ” “ ” “ ” “ ” ,

다움과 선함이 양 이면 추함과 선하지 못함은 음 이니 음 이 있어야 양 도 존재할 수“ ” “ ” , “ ” “ ”

있다는 공생과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상고시대 부터 음 과. ( ) “ ”上古時代

양 그리고 오행 의 조화를 중시하는 개념이 이미 확립되었는데 다음의 문장들을“ ” “ ( )” ,五行

살펴보면 당시 음양과 오행의 조화를 얼마나 중시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략( )炎帝欲侵陵諸侯 諸侯鹹歸軒轅 軒轅乃修德振兵 治五氣 五種 撫萬民 度四方， 。 ， ， ， ， ， 。 
염제가 제후들을 침해하여 욕보이려 하자 제후들은 다 헌원에게 귀의했다 헌원은 이에 덕을 닦고 군대를 정돈, .

했으며 오행의 기를 바로 잡고 오곡을 심었으며 만백성을 위로하고 사방을 헤아려서 생략 사기, , , , , ( ). [ ( )]史記

오제본기< ( )>五帝本紀

順天地之紀 幽明之占 死生之說 存亡之難 時播百穀草木 淳化鳥獸蟲蛾 旁羅日月星辰水波土石金玉 勞勤心力， ， ， 。 ， ， ，

耳目 節用水火材物 有土德之瑞 故號黃帝， 。 ， 。

천지의 규율 음양의 점 죽음과 삶의 말씀 국가 존망의 어려움을 따랐다 때마다 온갖 곡식과 초목을 뿌리고, , , . ,

금수와 곤충을 순화시켰으며 일월성신 물결 토석 금옥을 두루 망라하고 마음과 힘 귀와 눈에 힘쓰며 물불 목, , , , , ,

재와 재물을 아껴 썼다 토덕의 상서로움이 있어서 따라서 황제라고 불렸다 사기 오제본기. , . [ ( )] < ( )>史記 五帝本紀

생략“ ( )幽王二年 西周三川皆震 伯陽甫曰 周將亡矣 夫天地之氣 不失其序 若過其序 民亂之也 陽失而在， 。 ： 。 ， ； ， 。

陰 原必塞 原塞 國必亡， ； ， 。

유왕 년 서주의 세 하천이 모두 흔들렸다 백양보가 말했다 주나라는 장차 망할 것입니다 무릇 천지의 기운2 , . : “ .

은 질서를 잃지 않으니 만약 질서가 지나치면 백성들이 그것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생략 양기가 자리를 잃, ; , . ( ) ( )

고 음에 있으면 근원이 반드시 막히게 되니 근원이 막히면 나라가 반드시 망합니다 사기, ; , . [ ( )] <史記 周本紀

주본기( )>

2-2: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 ， ， ， 。3)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함께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이 함께 형성되며 길고 짧음이 함께 견주고 높고 낮음이, , ,

함께 기울며 소리와 음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가 함께 따른다, , .

따라서 대동 사회의 이치는 있음과 없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어려움과 쉬움( ) ,大同

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길고 짧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높고 낮음이 함께, ,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소리와 음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앞과 뒤가 함께 조화를, ,

이루는 것이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두 문장을 보면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자는 이 구절에서 내용이나 형식상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떤 분류대로 늘어놓아 뜻을 깊고 힘차게 하여 강조

하는 기법인 열거법을 사용함으로써 글의 표현을 보다 생생하고 진실하게 표현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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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帝曰 夔 命汝典樂 敎 子 直而溫 寬而栗 剛而無虐 簡而無傲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律和聲 八音克諧。 。 
, ”無相奪倫 神人以和。

순 임금이 말했다 기 그대를 전악으로 명하니 귀족들의 맏아들을 가르침에 곧으면서도 온화하고 관대하면( ) : “ ! , ( ) , ,

서도 엄숙하며 강건하면서도 포악해서는 안 되고 간략하되 오만해서는 안 되오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 , . ,

는 말씀을 길게 늘인 것이며 소리는 읊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음률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오 팔음이 어, , .

울릴 수 있게 하여 서로의 차례를 빼앗지 말아야 귀신과 사람이 그럼으로써 화합할 것이오 상서, , .” [ ( )] <尙書 舜

순전( )>典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기록에도 보인다.

“舜曰 然 以夔爲典樂 稚子 直而溫 寬而栗 剛而毋虐 簡而毋傲 詩言意 歌長言 聲依永 律和聲 八音能： 。 ， ， ， ， ， ； ， ， ， ， 
”諧 毋相奪倫 神人以和， ， 。

순임금이 말했다 그렇소 기를 전악으로 삼을 것이니 자제들을 가르침에 곧으면서도 온화하고 관대하면서도: “ . , , ,

엄숙하며 강건하면서도 포악해서는 안 되고 간략하되 오만해서는 안 되니 시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 ; ,

말씀을 길게 늘인 것이며 소리는 읊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음률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팔음이 어울릴, , ,

수 있게 하여 서로의 차례를 빼앗지 말아야 귀신과 사람이 그럼으로써 화합할 것이오 사기, , .” [ ( )] <史記 五帝本紀

오제본기( )>

즉 노자가 말하는 치세의 도리 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조화롭게“ ”

어울리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3: 是以聖人處無 之事 行不言之， 。  
이 때문에 성인은 무위의 일로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동사회를 이끈 지도자 즉 성인 들은 억지로 작위하여 법률과, ( )聖人

제도로 통제하지 않고 천성에 따라서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렸으며 함부로 말하거나 명령, ,

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대동의 통치이념을 실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 맨 마지막을 보면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 ,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帝曰 來 禹 降水儆予 成允成功 惟汝賢 克勤于邦 克儉于家 不自滿假 惟汝賢 汝惟不矜 天下莫與汝爭： ， ！ ， ， 。 ， ， ， 。 ，

能 汝惟不伐 天下莫與汝爭功 予懋乃德 嘉乃丕績 天之歷數在汝躬 汝終陟元后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 ， 。 ， ， ， 。 ， ，

一 允執厥中 無稽之言勿聽 弗詢之謀勿庸 可愛非君 可畏非民 衆非元后 何戴 后非衆 罔與守邦 欽哉， 。 ， 。 ？ ？ ， ？ ， 。 ！ 
”乃有位 敬修其可願 四海困窮 天祿永終 惟口出好興戎 朕言不再， ， ， 。 ， 。 　

순 임금이 말했다 오시오 우여 물이 내려 홍수가 발생하여 나를 주의시켰는데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루었으( ) : “ , ! ( ) ,

니 그대의 어질음 때문이오 나라에 능히 부지런하고 집안에 능히 검소하며 스스로 만족하여 위대한 체하지 않, . , ,

으니 그대의 어질음 때문이오 그대는 자랑하지 않기에 세상은 그대와 기량을 다툴 수 없고 그대가 드러내지, . , ,

않기에 세상은 그대와 공을 겨룰 수가 없소 나는 그대의 덕을 독려하고 그대의 큰 공을 기리니 하늘의 헤아림, . , ,

이 그대 몸에 있어서 그대가 결국에는 임금에 오를 것이오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희미하니 정, . , ,

성스럽고도 한결같이 그 중을 진실로 잡아야 하오 상의하지 않은 말은 듣지 말고 상의하지 않은 계책은 쓰지, . ,

마시오 사랑할 만한 것이 임금이 아니겠소 두려워할 만한 것이 백성이 아니겠소 백성들은 임금이 아니면 누구. ? ?

를 받들겠소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더불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소 공경하시오 삼가면 이에 자리가 있게 되? , . !

고 공경하여 베풀면 바랄 수 있으니 온 나라가 곤궁해지면 하늘이 준 복록도 영영 끝나게 되오 입에서 나는, , , .

것 말 은 곧잘 전쟁을 일으키니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소 상서 대우모( ) , .” [ ( )] < ( )>尙書 大禹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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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노자가 태평성대 특히 대동사회의 통치를 통해 불언의 가르침 즉 정, “ ( )”靜

을 이해하고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바로 신중하고 삼가여 함부로 말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는 자세를 일컫는 것이다.

2-4: ,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而不恃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不去， 。 ， 。 4)

만물을 만들지만 간섭하지 않고 낳아 기르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지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을 이루지만 머무, , ,

르지 않는다 무릇 머무르지 않기에 이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 .

대동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만물을 만들지만 백성들의 천성을 따르지 않거나 간섭하지

않았고 그들을 낳아 기르지만 자신의 것으로 여겨 소유하려 들지 않았으며 통치하지만 통, ,

치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았고 공로를 세우지만 그 공로가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

지 않았다 결국 무릇 그 공로가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는.

영원히 잊히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니 이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취,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帝曰 格 汝禹 朕宅帝位三十有三載  期倦于勤 汝惟不怠 總朕師 禹曰 朕德罔克 民不依  陶邁種： ， ！ ， 。 ， 。 　 ： ， 。

”德 德乃降 黎民懷之 帝念哉 念 在 釋 在 名言 在 允出 在 惟帝念功， ， 。 ！ ， ， ， ， 。 　

순 임금이 말했다 오시오 그대 우여 짐이 재위에 있은 지 년이니 늙어서 힘써 일함에 더듬거리고 게을러( ) : “ , ! 33 ,

지오 그대는 게으르지 말고 짐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오 우가 말했다 저의 덕으로는 견디어낼 수 없으니. , .” : “ ,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가 힘써 덕을 폈고 덕이 이에 내려져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릅니다 임. , , .

금께서는 유념하십시오 그 를 생각함은 그것 그 공적 이 있고 그를 버려도 그것 그 공적 이 있으며 그 이름을! ( ) , ( ) ,

말하는 것은 그것 그 공적 에 있어 진실로 그가 나옴은 그것 그 공적 에 있으니 임금께서는 오로지 공적을 생각( ) , ( ) ,

하십시오 상서 대우모.” [ ( )] < ( )>尙書 大禹謨

우는 치수에 성공하여 큰 업적을 세웠으나 오히려 자신의 덕이 부족하다면서 고요를 추천,

했다 이처럼 노자는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인들이 자신의 공적에 연연해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공로가 더욱 빛남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노자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11 .

11-1: 三十輻共一 當其無 有車之用， ， 。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였는데 바퀴통 속이 비어있어야 수레의 작용이 있다, .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바퀴통이 비어서 바퀴살에 힘이,

고르게 전달되어야 만이 수레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 .

11-2:  埴以 器 當其無 有器之用， ， 。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그릇의 쓰임이 있다, .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의 중간부분을 움푹 패어 비어둬야 비로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4) 노자는 여기서도 열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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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鑿互 以 室 當其無 有室之用， ， 。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집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집의 쓰임이 있다, .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벽과 지붕을 두른 집의 안 부분을 비어둬야 사람이 살 수 있고,

물건을 둘 수 있는 것이다.

11-4: 故有之以 利 無之以 用， 。  
그러므로 있음으로써 이롭게 되고 없음으로써 쓰이게 되는 것이다, .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있음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고 없음 이 존“ ” , “ ”

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니 어느 한 쪽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좋음, “ ”

과 나쁨 긍정 과 부정 이 모두 공존해야 한다“ ” “ ” “ ” .

노자의 이러한 취지는 다음의 구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42-2: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 和， 。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으로 향하며 기운이 합해져 그럼으로써 조화롭게 된다, .

즉 세상 만물은 부드러움과 부정적인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강함과 긍정적인 것들을 향해

나아가니 이 두 기운이 합쳐져 결국 어느 누구하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노자가 강조하는 참된 상생 과 공생 의, “ ( )” “ ( )”相生 共生

가치인 것이다.

노자는 또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49 .

49-1: 聖人常無心 以百姓心 心， 。 
성인은 늘 의지가 없어서 백성의 마음을 의지로 삼는다, .

대동사회를 이끈 지도자인 성인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백성,

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실천하였다 이처럼 백성이 바라는 바를 본인이 바라는 바로 삼아.

서 그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주어진 천성에 따르는 것이니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曰 后克艱厥后 臣克艱厥臣 政乃乂 黎民敏德 帝曰 允若 嘉言罔攸伏 野無遺賢 萬邦咸寧 稽于： ， ， ， 。 　 ： ！ ， ， ， 。 
”衆 舍己從人 不虐無告 不廢困窮 惟帝時克， ， ， ， 。 　

우가 말했다 임금이 능히 그 임금 자리를 어려워하고 신하가 능히 그 신하 자리를 어려워하면 정치가 이에( ) : “ , ,

다스려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덕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순 임금이 말했다 그렇소 진실로 이와 같다면 좋은, .” ( ) : “ ! ,

말이 숨겨지는 바가 없고 현명한 이들이 모두 등용되어 민간에 인물이 없게 되어 만방이 모두 평안할 것이오, , .

여러 사람에게 상의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깔보지 않고 곤궁한 이들을 버리, , ,

지 않는 것은 오직 요 임금만이 늘 해내셨소 상서 대우모, ( ) .” [ ( )] < ( )>尙書 大禹謨

이처럼 노자는 요임금이나 순임금과 같은 성군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바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다는 사실 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니 또 다음의 기록을 살( ) ,史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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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자.

: “ ”出見罪人 下車問而泣曰 堯舜之人 以堯舜之心爲心 寡人爲君 百姓各自以其心爲心 寡人痛之， ， ， ， ， 。

우 임금이 밖으로 나가다가 죄인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묻고는 울며 말했다 요순시절의 사람들은 요순임금( ) , : “ ,

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았는데 과인이 임금이 되고는 백성들 각자 그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으니 과인이 그것, , ,

을 애석히 여긴다 십팔사략 하왕조편.” [ ( )] < ( )>十八史略 夏王朝篇

상고시대의 성인들은 늘 이전 지도자의 치적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었는데 이를 통해서 당,

시의 성인들이 나라를 다스림에 얼마나 겸손하고 삼가였는지 알 수 있다.

49-2: 善者吾善之 不善者吾亦善之 德善， ， 。

선량한 자는 내가 그를 선량하게 대하고 선량하지 못한 자도 내가 그를 선량하게 대하면 덕이 선해진다, , .

이는 지도자가 선량한 이를 선하게 대우하고 선량하지 못한 이조차도 선하게 대우하면 그, ,

지도자의 덕이 순박해진다는 도리에 대해서 천명한 것인데 노자의 의도와 관련하여서는 다,

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舜父  頑 母 弟象傲 皆欲殺舜 舜順適不失子道 兄弟孝慈 欲殺 不可得  求 嘗在側， ， ， 。 ， 。 ， ； ， 。

순의 아버지 고수는 고집 세고 어머니는 간사하고 동생 상은 교만하여 모두 순을 죽이고자 하였다 순은 거스, , , .

르지 않고 좇아 자식 된 도리를 잃지 않았고 동생에게 형 노릇하여 효성스럽고도 자애로웠다 죽이고 싶어도 얻, . ,

을 죽일 수 없었지만 부르면 항상 곁에 있었다 사기 오제본기( ) : , . [ ( )] < ( )>史記 五帝本紀

帝舜有虞氏 姚姓 或曰名重華   之子  頊六世孫也 父惑於後妾 愛小子象 常欲殺舜 舜盡孝悌之道 烝烝， ， ， ， 。 ， ， ， ，

乂 不格姦， 。

제순 유우씨는 요가 성인데 혹자가 말하기를 이름은 중화라고 하니 고수의 아들이자 전욱의 세손이다 아버, , , , 6 .

지가 후첩에게 미혹되어 작은 아들 상을 사랑하고 항상 순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순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 ,

에 대한 우애의 도를 다하니 이에 어질음으로 나아가 환난에 이르지 않았다 십팔사략 오, , . [ ( )] < (十八史略 五帝篇

제편)>

결국 순의 아버지 고수와 동생 상은 순의 효성과 자애로움에 감화되어 그들의 죄를 뉘우치

게 되었으니 노자는 이처럼 성인의 행적들을 통해서 위와 같은 논리를 도출해낸 것이다, .

49-3: 信者吾信之 不信者吾亦信之 德信也， ， 。

믿을 수 있는 자는 내가 그를 신임하고 믿을 수 없는 자도 내가 그를 신임하면 덕에 신의가 있어진다, , .

또한 노자는 지도자가 믿을 수 있는 이를 믿고 믿을 수 없는 이조차도 믿으면 그 지도자의,

덕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此二十二人鹹成厥功 陶爲大理 平 民各伏得其實 伯夷主禮 上下鹹讓 垂主工師 百工致功 益主虞 山澤： ， ， ； ， ； ， ； ， 
생략( ) 棄主稷 百穀時茂 契主司徒 百姓親和 龍主賓客 遠人至 十二牧行而九州莫敢 違； ， ； ， ； ， ； ； 。

이 스물두 사람은 모두 그 공적을 세웠는데 고요는 대리가 되어 가지런하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실제에 맞아: , ,

복종했고 백이가 예를 주관하니 위아래가 모두 양보했으며 수가 공사를 책임지니 모든 공인들이 공적을 이루, , ; ,

었고 익이 우를 맡으니 산과 물이 다스려졌으며 기가 직을 맡으니 온갖 곡식이 때맞춰 무성하였고 설이 사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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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맡으니 귀족들이 화목해졌고 용이 빈객을 책임지니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왔으며 목이 실행하자 주 나라, ; , ; 12 9 (

안 가 감히 회피하거나 어기지 않게 되었으니 생략 사기 오제본기) ; ( ). [ ( )] < ( )>史記 五帝本紀

사악 이 순임금에게 백우 수 익 백이 를 추천하였고 순임금은 이( ) ( ), ( ), ( ), ( ) ,四嶽 伯禹 垂 益 伯夷

들을 임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른 이들이 더 뛰어나다면서 사양하자 결국. ,

순임금은 그들 모두에게 알맞은 자리를 주어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들은 그 믿음에 보답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로 결국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

49-4: 聖人在天下  天下渾其心 聖人皆孩之， 。 。 
성인은 세상에서 거두어 세상이 그 뜻을 뒤섞이도록 한다 성인은 그들 모두를 어르고 달랜다, . .

대동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선하고 믿을 수 있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들을 다 포용함으로

써 세상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따라서 노자는 이처럼 대동사회의 지도, .

자들은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어서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하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뜻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予違 汝弼 汝無面從 退有後言 欽四 庶頑讒說 若不在時 侯以明之 撻以記之 書用識哉 欲 生哉 工以， ， ， 。 ！ ， ， ， ， ， ！

”納言 時而 之 格則承之庸之 否則威之， ， ， 。 　

나의 어긋남을 그대가 바로잡아야 하니 그대는 면전에서는 따르고 물러나서 뒷말을 남기지 마시오 사방을 공, , , .

경하시오 모든 요사스럽고 간특한 말은 만약 좋지 않으면 과녁으로 밝히고 회초리로 기억하며 글로 기록하여! , , , , ,

함께 살고자 하오 악관이 바친 말로서 때에 맞춰 드높이니 바로 잡으면 곧 받아들여 그를 등용하고 그렇지 않! , , ,

으면 그를 떨치겠소 상서 익직.” [ ( )] < ( )>尙書 益稷

여기서 노자가 강조하는 바는 바로 상생이니 이처럼 대동의 시대에는 선한 자와 그렇지 못,

한 자를 모두 함께 화합시키고자 한 것이다.

노자는 이어서 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55 .

55-1: 含德之厚 比於赤子， 。5)

덕의 넉넉함을 품는 것은 갓난아이에 비견된다, .

순일한 덕이란 아무리 베풀어도 끊임없이 넘쳐 나오므로 이러한 덕을 품는다는 것은 마치,

사심 없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갓난아이를 품는 것과도 같이 무한한 자애로움으로 백성

들을 돌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이제 갓난아이로 그 순일한 덕을 비유하고자 하는 것이.

니 그의 이러한 의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

: " "康誥曰 如保赤子 心誠求之 雖不中 不遠矣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 ， ， 。 。

강고 에 이르기를 갓난아이를 보살피듯 하라 고 하였다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구하면 비록 맞추지 못해도< > " ." . , ,

멀지 않을 것이다 자식 기르기를 배운 후에 시집가는 이는 있지 아니하다 예기 대학 전. . [ ( )] < , ( , )>禮記 大學 傳

5) 노자는 여기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끌어다가 그 성격 형태 의미 등을 쉽고 분명하고 재미있게 나타내는, ,

비유법 중 하나인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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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자는 갓난아이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이는 바로 화 조화로움 와“ ” , “ ( : )”和

박 순수함 그리고 성 사심 없이 정성을 다하는 것 을 뜻하기 때문이다“ ( : )” “ ( : )” .樸 誠

55-2: 蜂  蛇不 猛獸不據 攫鳥不搏， ， 。  6)

벌과 전갈 독사가 쏘지 않고 맹수가 달려들지 않으며 맹금이 덮치지 않는다, , .

이처럼 순일한 덕을 품은 성인은 비록 갓난아이일지라도 그 어떤 불행함도 비켜갈 수 있,

다.

노자는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덕 을 쌓는 삶 즉 적선 을 강조하여 이에 순응하면“ ” “ ( )”積善

불행함을 비켜갈 수 있으나 만약 이를 억지로 위배하여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면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자초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노. ,

자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周后稷 名棄 其母有邰氏女 曰姜原 姜原爲帝 元妃 姜原出野 見巨人迹 心 然說 欲踐之 踐之而身動如孕， 。 ， 。 。 ， ， ， ，

者 居期而生子 以爲不祥 棄之隘巷 馬牛過者皆 不踐 徙置之林中 適會山林多人 遷之而棄渠中 上 飛鳥以。 ， ， ， ； ， ； ，

其翼覆薦之。

주나라 후직은 이름이 기다 그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이라 불렸다 강원은 제곡의 정실부인이다 강원이, . , . .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취를 보고 마음이 흔연히 기뻐하여 그것을 밟고 싶었는데 그것을 밟으니 몸의 감응, , , ,

이 마치 임신한 사람과도 같았다 년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으니 상서롭지 않다고 여겨 좁은 골목에 버렸는데. 1 , , ,

말과 소가 지나면서도 모두 피하여 밟지 않고 숲으로 옮겨 놓으니 마침 산속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으며 아; , ;

이를 옮겨 도랑의 얼음 위에 버렸으나 날아다니는 새들이 날개로 아이를 덮어주고 깔아주었다 사기, . [ ( )] <史記 周

주본기( )>本紀

55-3: 骨弱筋柔而握固 未知牝牡之合而全作 精之至也， ， 。7)

뼈대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우나 굳건히 움켜쥐고 강함과 부드러움의 어울림은 알지 못하나 완전하게 작용하,

니 정교함의 절정이다, .

갓난아이의 뼈대는 아직 약하고 또 근육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꽉 움켜쥔 손만큼은 너무나도

굳건해서 비록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양극단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니 그 핵심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

55-4: 終日號而不 和之至也， 。 8)

온종일 소리 질러도 목이 잠기지 않으니 조화로움의 절정이다, .

또한 갓난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대도 목이 잠기지 않는데 이는 억지로 작위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천성을 따르기 때문인 것이니 조화로움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

사람이 온종일 소리를 지르는데 어찌 목이 잠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갓난아이는 온?

6) 노자는 이 문장에서 열거법과 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유법은 사물의 한 모퉁이나 어느 한 특징을 보.

임으로써 전체를 대신하는 기법으로 사물의 일부를 보임으로써 전체를 나타내거나 소속물로 주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의 한 기법이다.

7) 노자는 여기서 열거법과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조법이란 상반 또는 상대되는 어구나 사물.

또는 현상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는 강조법의 한 기법이다.

8) 노자는 여기서도 대조법을 사용했다.

- 60 -



종일 소리를 질러도 목이 잠기지 않으니 이는 갓난아이의 천성이자 억지로 가하지 않는 자,

연스러움이기 때문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다음의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喜怒哀樂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 ， 。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을 중이라고 일컫고 드러나지만 모두 절도에 맞은 것 그것을 화라고 한다, , , .

예기 중용[ ( )] < ( )>禮記 中庸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 ， 。

중이라는 것은 세상의 큰 근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도에 닿은 것이다 예기 중용, , , . [ ( )] < ( )>禮記 中庸

노자는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중 과 화 를 기반으로 하는 덕치 를“ ( )” “ ( )” “ ”中 和

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노자가 화 를 덕 을 이루는 양대 요소 중 하나로, “ ( )” “ ”和

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계속해서 장을 살펴보기로 하자62 .

62-1: 道者萬物之奧 善人之寶 不善人之所保， ， 。9)

도는 만물의 오묘함으로서 선량한 이의 보물이고 선량하지 못한 이가 지켜야 하는 바이다, , .

대동의 통치이념인 도 는 만물에 퍼져서 오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덕을 쌓는 지도자가( ) ,道

보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62-2: 美言可以市 尊行可以加人， 。10)

아름다운 말은 예복에 청색과 검정색을 반반씩 수놓은 꽃무늬일 수 있고 고귀한 행동은 남에게 보탬이 될 수 있,

다.

아름다운 말이란 대동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의 도리와 일월성신을 관찰하여 얻은 정화이니,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수식하여 이롭게 할 수 있다 대동사회를 이끈 성인들의 삼가여 순.

일한 덕을 베풀었던 자세는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불 의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데 즉 이는 슬갑 불 과 통용되는 글자로서“ ( )” , “ ( )”市  

예복 에 청색과 검정색을 반반씩 수놓은 꽃무늬 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노자“ ( ) ” .禮服

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이처럼 표현한 것일까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 ” “曰 后克艱厥后 臣克艱厥臣 政乃乂 黎民敏德 帝曰 允若 嘉言罔攸伏 野無遺賢 萬邦咸寧 稽于： ， ， ， 。 　 ： ！ ， ， ， 。 
”衆 舍己從人 不虐無告 不廢困窮 惟帝時克， ， ， ， 。 　

우가 말했다 임금이 능히 그 임금 자리를 어려워하고 신하가 능히 그 신하 자리를 어려워하면 정치가 이에( ) : “ , ,

다스려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덕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순 임금이 말했다 그렇소 진실로 이와 같다면 좋은, .” ( ) : “ ! ,

말이 숨겨지는 바가 없고 현명한 이들이 모두 등용되어 민간에 인물이 없게 되어 만방이 모두 평안할 것이오, , .

여러 사람에게 상의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깔보지 않고 곤궁한 이들을 버리, , ,

지 않는 것은 오직 요 임금만이 늘 해내셨소 상서 대우모, ( ) .” [ ( )] < ( )>尙書 大禹謨

9) 이 문장은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10) 이 문장은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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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좋은 말이 숨겨지는 바가 없다 는 말이니 또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 .” ,

자.

“ , ! ” “ , , !禹曰 於 帝 愼乃在位 安爾止 輔德 天下大應 淸意以昭待上帝命 天其重命用休 帝曰  臣哉 臣哉： ， ， ， 。 ， 。 ：

臣作朕股肱耳目 予欲左右有民 女輔之 余欲觀古人之象 日月星辰 作文繡服色 女明之 予欲聞六律五聲八音。 ， ； ， ， ， ； ，

”七始 以出入五言 女聽 予卽 女匡拂予 女無面諛 退而謗予 敬四輔臣 諸衆讒嬖臣 君德誠施皆淸矣， ， 。 ， 。 ， 。 。 ， 。

“ ”禹曰 然 帝卽不時 布同善惡則毋功： ， ， 。

우가 말했다 아 임금이시여 신중하여 이에 재위하시면 임금님의 거동이 편안하실 것이고 덕을 도우면 세상: “ , ! , , ,

이 크게 응할 것입니다 맑은 뜻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명을 기다리시면 하늘이 명을 삼가여 관대함을 베풀 것입. ,

니다 순임금이 말했다 아 신하로다 신하로다 신하는 짐의 다리 팔 귀 눈 중신 이다 나는 좌우에 백성이 있.” : ! , ! ( ) .

기를 원하니 그대가 도와주시오 나는 옛사람의 도리와 일월성신을 관찰하여 의복의 양식을 수놓고자 하니 그, ; , ,

대는 명확히 하시오 나는 여섯 가지의 소리와 음률의 다섯 가지 여덟 가지의 악기의 가락 일곱 가지의 시가로; , ,

써 오언 을 전달하고자 하니 그대는 경청하시오 내가 만약 벗어나면 그대는 나를 바로 잡으, ( , , , , ) , . ,仁 義 禮 智 信

시오 그대는 앞에서는 아첨하다가 물러나서 나를 비방해서는 안 되오 사방의 보좌하는 신하들을 공경하시오. , . .

아첨으로 총애를 받는 수많은 신하들에 대해서는 임금의 덕이 성실하게 베풀어지면 모두 깨끗해질 것이오 우, .”

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임금께서 만약 때를 맞추지 않으시면 선과 악이 함께 베풀어져 공적을 이룰 수 없습니: “ , , ,

다 사기 하본기.” [ ( )] < ( )>史記 夏本紀　

이는 백성을 다스림에 신중하게 덕 을 펴고 사방의 신하들을 공경하면 자연스레 하늘도“ ” ,

역시 그에 응 한다는 도리를 설명한 것인데 여기서 바로 옛사람의 도리와 일월성신을( ) , “應

관찰하여 의복의 양식을 수놓고자 한다 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자는 이러한 표, .” .

현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훌륭한 말은 예복에 청색과 검정색을 반반씩 수 놓은 꽃무늬일“ ( ) ( )繡

수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다 고 한 것이니 이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말이란 옛사람의( ) .” , “

도리와 일월성신을 관찰하여 얻은 정화 이니 세상을 또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수식할( ) ( )精華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고대 신하들의 조복 에 수놓아진 흉배 를 가.”, ( ) ( )朝服 胸背

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때. ,

이 흉배를 수놓으려고 했었으나 황희정승이 이는 도 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 )道 儉

검 검소함 에 위배된다며 반대하여 채택되지 못했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세종대왕 이후의( : ) .

조복에만 이 흉배가 보인다.

62-3: 人之不美 何棄之有， 。11)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어찌 그를 버릴 수 있겠는가, .

지도자가 이러한 대동의 통치이념인 도 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를 포기하여( ) ,道

배척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구절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堯子丹朱 舜子商均 皆有疆土 以奉先祀 服其服 禮樂如之 以客見天子 天子弗臣 示不敢專也， ， ， 。 ， 。 ， ， 。

요의 아들 단주 순의 아들 상균 모두 봉토를 얻어 그럼으로써 선조께 제사를 올렸다 그 옷 천자의 아들이 입, , , . (

는 옷 을 입었고 예악 역시 마찬가지였다 빈객으로써 천자를 만났고 천자는 신하로 대하지 않았으니 감히 전) , . , ,

횡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기 오제본기. [ ( )] < ( )>史記 五帝本紀

11) 노자는 여기서 영탄법을 사용했는데 영탄법이란 희로애락애오욕 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 )喜怒哀樂愛惡欲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강조법의 한 표현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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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임금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요임금의 아들 단주와 순임금의 아들 상균을 내치지 않고 포

용하여 예우했다 단주와 상균은 어리석고 방탕하여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지만 우임금은. ,

이처럼 이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또 다음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

, ! , ! ! , ! ,天敍有典 勅我五典五惇哉 天秩有禮 自我五禮有庸哉 同寅協恭和衷哉 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天討有罪 五刑五

! , ! !用哉 政事 懋哉 懋哉

하늘의 질서에는 법이 있으니 나를 타일러 오전과 오돈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을 경계하게 합니다, ( ) !

하늘의 질서에는 예가 있으니 내가 오례 나라의 다섯 가지 의례 에 쓰임이 있음을 따르게 합니다 함께 나아가, ( ) !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하늘이 덕 있는 이에게 명할 때는 오복과 오장 다섯 등급의 의복 모! , (

양 으로 합니다 하늘이 죄 있는 이를 벌할 때는 오형과 오용 다섯 가지 형벌 으로 합니다 정치상의 업무는 힘) ! , ( ) ! ,

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상서 고요모! ! [ ( )] < ( )>尙書 皐陶謨

“ ” “ ” “ 陶曰 都 亦行有九德 亦言 其人有德 乃言曰 載采采 禹曰 何  陶曰 寬而栗 柔而立 愿而恭 亂： ！ 。 ， ， ， 。 ： ？ ： ， ， ，

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塞 彊而義 彰厥有常 吉哉 日宣三德 夙夜浚明 有家 日嚴祗敬六德 亮， ， ， ， ， 。 ， ！ ， ， 。 ，

”采 有邦 翕受敷施 九德咸事 俊乂在官 百僚師師 百工惟時 撫于五辰 庶績其凝， 。 ， ， ， 。 ， ， 。

고요가 말했다 아 행함에는 또한 구덕 아홉 가지 덕 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덕이 있으면 이에 가리고 가려: “ ! ( ) . ,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가 말했다 어떤 것입니까 고도가 말했다 관대하면서도 엄격하고 온유하면서도 확고.” : “ ?” : “ ,

히 서며 정중하면서도 함께 하고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며 길들이면서도 강인하고 정직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질, , , , ,

박하면서도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정성스러우며 굳세면서도 의로운 것이니 항상 그러함을 밝히면 길합니다, , , , .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널리 펴고 아침저녁으로 삼가 밝히면 가문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섯 가지 덕을, .

엄격하게 떨치고 공경하며 명확하게 분간하면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합해 거두어 널리 베풀어서 아홉 가, , . ,

지 덕을 모두 섬기면 뛰어난 인재가 관직에 있게 되어 모든 관료들이 기준으로 삼고 따를 것입니다 모든 관료, , .

들이 때에 맞춰 오진 오행 을 따르면 모든 공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서 고요모, ( ) , .” [ ( )] < ( )>尙書 皐陶謨

予違 汝弼 汝無面從 退有後言 欽四 庶頑讒說 若不在時 侯以明之 撻以記之 書用識哉 欲 生哉 工以， ， ， 。 ！ ， ， ， ， ， ！

”納言 時而 之 格則承之庸之 否則威之， ， ， 。 　

나의 어긋남을 그대가 바로잡아야 하니 그대는 면전에서는 따르고 물러나서 뒷말을 남기지 마시오 사방을 공, , , .

경하시오 모든 요사스럽고 간특한 말은 만약 좋지 않으면 과녁으로 밝히고 회초리로 기억하며 글로 기록하여! , , , , ,

함께 살고자 하오 악관이 바친 말로서 때에 맞춰 드높이니 바로 잡으면 곧 받아들여 그를 등용하고 그렇지 않! , , ,

으면 그를 떨치겠소 상서 익직.” [ ( )] < ( )>尙書 益稷

: “ !伊尹乃明言烈祖之成德 以訓于王 曰 嗚呼 古有夏先后 方懋厥德 罔有天災 山川鬼神 亦莫不寧  鳥獸魚鼈， 。 ， ， 。 ， ，

”咸若。

이윤이 이에 열조 탕왕 가 이룬 덕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임금을 훈계하였다 아 옛날 하나라의 선왕들은 바야( ) , . ! ,

흐로 그 덕을 힘쓰셨기에 천재 가 없었습니다 산천의 귀신들은 역시 편안하지 않음이 없었고 조수나 어, ( ) . , ,天災

별 물에 사는 동물 들이 더불어 좇았습니다 상서 이훈 상서 이훈( ) . [ ( )] < ( )> [ ( )] < ( )>尙書 伊訓 尙書 伊訓

!今王嗣厥德 罔不在初 立愛惟親 立敬惟長 始于家邦 終于四海 嗚呼 先王肇修人紀 從諫弗 先民時若 居， ， ， ， ， 。 ， ， 。 
上克明 爲下克忠 與人不求備 檢身若不及 以至于有萬邦 玆惟艱哉， ， ， 。 ， 。

이제 임금 태강 께서 그 덕을 이으시려면 처음부터 살피지 않으면 안 되니 사랑을 세우는 것은 부모를 생각하시( ) , ,

고 공경함을 세우는 것은 연장자를 생각하시며 집안과 나라에서 시작하여 온 천하에서 마쳐야 합니다 아 선왕, , . !

께서는 백성의 기강을 바로잡아 다스리셨고 간언을 따라 어기지 않으셨으니 이전의 백성들은 늘 따랐습니다 윗, , .

자리에 있으면 능히 밝히고 아랫자리에 있으면 능히 충성하며 사람들과 함께 함에 모든 것을 갖추기를 바라지, ,

않았고 자신의 몸을 단속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만방을 소유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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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상서 이훈. [ ( )] < ( )>尙書 伊訓

: ! :周公曰 嗚呼 我聞曰 昔在殷王中宗 嚴恭寅畏 天命自度 治民祗懼 不敢荒寧 肆中宗之享國七十有五年 其在高， ， ， ， 。 。

宗 時舊勞于外 爰 小人 作其卽位 乃或亮陰 三年不言 其惟不言 言乃雍 不敢荒寧 嘉靖殷邦 至于小大， ， 。 ， ， 。 ， ， ， 。 ，

無時或怨 肆高宗之享國五十有九年 其在祖甲 不義惟王 舊爲小人 作其卽位 爰知小人之依 能保蕙于庶民 不。 。 ， ， 。 ， ， ，

敢侮鰥寡 肆祖甲之享國三十有三年。 。

주공이 말했다 아 제가 듣건대 옛날 은나라 임금 중종은 엄숙히 삼가며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천명을 스스로: ‘ ! : , ,

헤아렸고 백성을 다스림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편안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중종은 나라를 칠십, , .

오년 누리셨습니다 고종이 재위했을 때 오랫동안 밖에서 수고로우셨고 이에 소인 신분이 낮은 백성 들과 함께. , , ( )

하였습니다 그 즉위를 해서는 이에 상을 입으시고 삼년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나 말하면 온화, , , . ,

했지만 감히 편안함에 빠지지 않았으니 은나라가 아름답고도 평안해졌습니다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원, , . ,

망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종은 나라를 오십 구년 누리셨습니다 조갑이 재위해서는 의로운 왕이. . ,

아니라 하고 오래 소인 신분이 낮은 백성 이 되었습니다 즉위하여서는 이에 소인 신분이 낮은 백성 의 의지함을, ( ) . , ( )

알고 수많은 백성들을 능히 보호하고 사랑하였으며 감히 홀아비나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조갑, , .

은 나라를 삼십 삼년 누리셨습니다 상서 무일. [ ( )] < ( )>尙書 無逸

즉 노자는 이 문장을 통해서 상고시대 태평성대의 통치이념 중 하나인 화 를 다시 한“ ( )”和

번 부각시킴으로써 어느 누구 하나 뒤쳐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

다.

62-4: 故立天子 置三公 雖有拱璧以先駟馬 不如坐進此道， ， ， 。

따라서 천자를 세우고 삼공 의 을 설치함에 비록 공벽이 앞에 가고 사마가 뒤따르는 것이, ( , , ) , ,周代 太師 太傅 太保

앉아서 이러한 도를 진상함보다 못하다.

따라서 노자는 천자를 옹립하고 또 그를 보좌하는 최고의 벼슬인 삼공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진귀한 옥을 앞에 내세우고 그 뒤로 성대한 규모의 진상을 하는 등의 형식적인 예절을 중시

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여 훌륭한 인물을 관리로 등용하고 그들이 곁에서 이러한 대동의, ,

통치이념을 충언으로 아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 ” : “ 陶作士以理民 帝舜朝 禹伯夷 陶相與語帝前  陶述其謀曰 信其道德 謀明輔和 禹曰 然 如。 ， 。 ， 。 ，  
” : “ ” “ ” “何  陶曰 於 其身修 思長 敦序九族 衆明高翼 近可遠在已 禹拜美言 曰 然  陶曰 於？ ！ ， ， ， ， 。 ， ： 。 ： ！ 

” “在知人 在安民 禹曰  皆若是 惟帝其難之 知人則智 能官人 能安民則惠 黎民懷之 能知能惠 何憂乎， 。 ： ！ ， 。 ， ； ， 。 ，

? ” “ ” “驩兜 何遷乎有苗 何畏乎巧言善色 人  陶曰 然 於 亦行有九德 亦言其有德 乃言曰 始事事 寬而， ？ ： ， ！ ， 。 ： ，

栗 柔而立 願而共 治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實 而義 章其有常 吉哉 日宣三德 蚤夜翊明， ， ， ， ， ， ， ， ， ， 。 ， ， 
有家 日嚴振敬六德 亮采 有國 翕受普施 九德鹹事 俊乂在官 百吏肅謹 毋 邪淫奇謀 非其人居其官 是謂。 ， ， 。 ， ， ， 。 。 ， 

생략( )”亂天事。

고요는 사 선비 로서 백성을 다스렸다 순임금이 조회하면 우 백이 고요는 순임금 앞에서 서로 더불어 임금( : ) . , ,士

앞에서 의논하였다 고요가 계책을 펴서 말했다 정말로 덕을 따르면 계책은 명확해지고 재상들은 화합할 것입. : “ ,

니다 우가 말했다 그렇소 어떻게 해야 하오 고요가 말했다 아 몸 수양을 삼가고 오랫동안 생각하며 구.” . “ , ?” : “ ! , ,

족을 돈독하게 하고 차례를 매기면 많은 현명한 이들이 보좌할 것이니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에 이를 수 있을, ,

따름입니다 우는 훌륭한 말에 절하여 말했다 그렇습니다 고요가 말했다 아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고 백.” , : “ .” : “ ! ,

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우가 말했다 아 모두가 이와 같으니 요임금도 그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사.” : “ ! , .

람을 이해하면 곧 지혜로우니 관리가 될 수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은혜로우니 일반백성들이 그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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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은혜로울 수 있으면 어찌 환두를 근심할 것이고 어찌 유묘를 내쫓을 것이. , ,

며 어찌 교묘하게 말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간사하고도 아첨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고요가 말했다 그, ? : “

렇습니다 아 또한 아홉 가지 덕을 갖춰 행해야 하니 그 덕을 갖춤에 대해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이에 말했다, ! , .” :

국가의 대사에 종사하기 시작하면 관대하면서도 엄격하고 온유하면서도 확고히 서며 정중하면서도 함께 하고“ , , , ,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며 길들이면서도 강인하고 정직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질박하면서도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 , ,

정성스러우며 굳세면서도 의로운 것이니 항상 그러함을 밝히면 길합니다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널리 펴고 아, , , . ,

침저녁으로 삼가 밝히면 가문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섯 가지 덕을 엄격하게 떨치고 공경하며 명확하. ,

게 분간하면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합해 거두어 널리 베풀어서 아홉 가지 덕을 모두 섬기면 뛰어난 인재, . , ,

가 관직에 있게 되어 모든 관료들이 엄숙하고 삼갈 것입니다 간사함과 음란함 기묘한 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 . .

사람이 아닌데 그 관직에 있으면 이를 하늘의 대사를 어지럽히는 것이라 일컫습니다 생략 사기, . ( ) [ ( )] <史記 夏本

하본기( )>紀

“ , ! ” “ , , !禹曰 於 帝 愼乃在位 安爾止 輔德 天下大應 淸意以昭待上帝命 天其重命用休 帝曰  臣哉 臣哉： ， ， ， 。 ， 。 ：

臣作朕股肱耳目 予欲左右有民 女輔之 余欲觀古人之象 日月星辰 作文繡服色 女明之 予欲聞六律五聲八音。 ， ； ， ， ， ； ，

”七始 以出入五言 女聽 予卽 女匡拂予 女無面諛 退而謗予 敬四輔臣 諸衆讒嬖臣 君德誠施皆淸矣， ， 。 ， 。 ， 。 。 ， 。

“ ”禹曰 然 帝卽不時 布同善惡則毋功： ， ， 。

우가 말했다 아 임금이시여 신중하여 이에 재위하시면 임금님의 거동이 편안하실 것이고 덕을 도우면 세상: “ , ! , , ,

이 크게 응할 것입니다 맑은 뜻으로써 인도하여 하늘의 명을 기다리시면 하늘이 명을 삼가여 관대함을 베풀 것. ,

입니다 순임금이 말했다 아 신하로다 신하로다 신하는 짐의 다리 팔 귀 눈 중신 이다 나는 좌우에 백성이.” : ! , ! ( ) .

있기를 원하니 그대가 도와주시오 나는 옛사람의 도리와 일월성신을 관찰하여 의복의 양식을 수놓고자 하니, ; , ,

그대는 명확히 하시오 나는 여섯 가지의 소리와 음률의 다섯 가지 여덟 가지의 악기의 가락 일곱 가지의 시가; , ,

로써 오언 을 전달하고자 하니 그대는 경청하시오 내가 만약 벗어나면 그대는 나를 바로 잡, ( , , , , ) , . ,仁 義 禮 智 信

으시오 그대는 앞에서는 아첨하다가 물러나서 나를 비방해서는 안 되오 사방의 보좌하는 신하들을 공경하시오. , . .

아첨으로 총애를 받는 수많은 신하들에 대해서는 임금의 덕이 성실하게 베풀어지면 모두 깨끗해질 것이오 우, .”

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임금께서 만약 때를 맞추지 않으시면 선과 악이 함께 베풀어져 공적을 이룰 수 없습니: “ , , ,

다 사기 하본기.” [ ( )] < ( )>史記 夏本紀

이처럼 대동사회에서는 임금이나 신하 할 것 없이 모두 충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항상 삼

가는 모습을 보였으니 노자는 천자를 옹립하고 삼공을 설치함에 화려하고도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곁에서 충언을 아끼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여기에서도 노.

자는 번거롭고 형식적인 당시의 예악제도 를 대단히 반대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禮樂制度

있다.

62-5: 古之所以貴此道者何？

예부터 이러한 도를 귀히 여김은 어찌된 것인가?

그렇다면 왜 예로부터 대동의 통치이념인 도 를 그토록 중시했던 것일까( ) ?道

62-6: 不曰以求得 有罪以免邪， ！

아름다운 말을 말하지 않아도 얻음을 구할 수 있고 고귀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 , !

대동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의 도리와 일월성신을 관찰하여 얻은 정화 같은 훌륭한 말을 하지

못해도 버려지지 않고 이러한 성인들의 삼가여 순일한 덕을 베풀었던 태도를 실천하지는,

못해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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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故 天下貴。 
그러므로 세상이 귀히 여긴다.

노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대동의 통치이념을 중시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설

명한다.

나오면서3.

노자는 도덕경 장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 ] 2

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좋지 못한 것은 버,

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한다는 상생의 도리 즉 화 이“ ( )”和

다.

노자는 아울러서 장에서도 양 과 음 유 와 무 긍정적인 것 과 부정적인 것 이11 “ ” “ ”, “ ” “ ”, “ ” “ ”

공생해야한다는 도리 즉 화“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하는 조화로움( : )和 를 강조하고 있”

다.

이어서 장에서는 대동사회를 이끈 지도자인 성인들은 천성에 따르고 어느 누구하나 버리49

지 않고 함께 하는 화 를 몸소 실천했다고 소개하고“ ( )” ,和 장에서는 순일한 덕 을 갓난55 “ ”

아이에 비유하여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장에서는 대동의 통치이념인 도 는 선량하지 않거나 고귀한 행동을 하지 않는62 ( )道

다고 내칠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역시 다시 한 번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다 같이 함,

께 하는 화“ ( )”和 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노자가 도덕경 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지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통치이념 의 중[ ] [ ]道

요한 구성요소 중 한 가지이니 다름 아닌 조화로움의 화 이다 화 란 어느 누구, “ ( )” . “ ( )” ‘和 和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는 것 이니 이를 현대어로 표현해보자면 진정한 의미로서’ ,

의 상생 또는 공생 이라는 단어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것이다‘ ( )’ ‘ ( )’ .相生 共生

사실 조화로움의 화 의 가치에 대해서는 비단 노자만이 강조한 것이 아니니 이는“ ( )” , [和 管

관자 형세 편에도 나타나고 있다( )] < ( )> .子 形勢

,海不辭水 故能成其大。

바다는 들어오는 물을 사양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다( ) , .

,山不辭土石 故能成其高。

산은 흙과 돌을 사양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 높음을 이룰 수 있다, .

,名主不厭人 故能成其衆。

뛰어난 지도자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 무리를 이룰 수 있다, .

우리가 그간 속세를 떠나 유유자적하라는 무위자연 의 철학서로 간주해왔던 노자( )無爲自然

의 도덕경 은 기실 대동사회의 지도자인 성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이념 을 소개[ ] , [ ]道

함과 더불어 지도자가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에 대해서 피력한 정치이념서적이다 따라서 본.

문장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배려 와 소통 그리고 공감 과 공유 라는 가치가 다시 세상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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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나아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

아랫물이 맑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이 만고 의 진리이다 물론, ( ) .萬古

현대사회와 같은 구조에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

겠지만 그 시작이 지도자에서 먼저 이뤄질 수 있다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금 이 땅에,

서 배려 와 소통 그리고 공감 과 공유 의 가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노자가 지금 우‘ ’ ‘ ’ ‘ ’ ‘ ’ ,

리에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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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운영 방안 의사소통교육과 민주시민:

법교육을 위한 대학교양과정1)

이상철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

서론1.

고대 그리스 배심원 재판에서 벌어진 법정토론은 수사학의 모태라 할 수 있다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벌인 법정 토론은 초기 수사학이 태동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근대 초기 민주주의의 부활과 함께 유럽 각국에(Aristotle, 1932; Conley, 1994).

서는 시민들의 사법 참여가 산발적으로 전개되며 법정 수사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근대.

후기 유럽의 각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사법제도에 전문 법관제 참심제 배심제등 다, ,

양한 형태의 법정재판을 시행하며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근대(Vidmar, 2000).

유럽 각국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행태의 사법제도를 채택하였으나 건국 초기 미국은,

영국의 억압적 통치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영국 사법부로 부터 독립을 주창하며 배심원제

재판을 도입하였다 이후 미국식 대중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배심원제도가(Abramson, 1994).

갖고 있는 일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현재까지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후 미국의 배심원제(Kalven & Zeisel, 1966).

도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나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의 안전성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은 민주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법에 대한 신뢰와 준수 없이 민주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은 어렵다 민주공동체 구성원이. .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는 더 완숙해 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

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한민국은 지난 여 년 동안 사법과정과 제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60

배제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만 갔다 조서중심의 재판이 진행됨으로 인해 법이론.

과 사회현실간의 괴리 전관예우 법관들의 연고주의 법조비리 등의 부작용은 시민들의 사법, , ,

부 불신을 증폭시켰다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사법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2)

이러한 열망에 힘입어 사법부는 년 대통령 직속부서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공2005

판중심재판을 지향하고 사법과정에 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

다 년 국회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을 통과시키며 년부터 배심원제도. 2007 ‘ ’ 2008

를 국민참여재판제도 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여 년간 살인 강도등과 같은 특정 형사재판에 한‘ ’ 5  
하여 과도기형으로 실시하였으며,3) 년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년부터5 2013

다양한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실시하고 있다.4)

초기 사법개혁위원회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하며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연구와 논의과정에서 사법개혁은.

1) 위 글은 한국수사학회지 집 년 월 에 게재한 논문입니다22 (2015 3 ) .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백서. , (2006)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2007. 06. 01. )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2013.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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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공학자들과 전문 법조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타 학문 특히 수사학 언론학 커뮤니, ,

케이션학 심리학자들의 참여와 협동연구는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시행 초기 배심제에 대,

한 대국민 홍보도 부족하였다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배심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 7

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물론 대국민 홍보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지만 타 학문과의 협동

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배심원제 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있어 국민 권리 와 참여 와 같. ‘ ’, ‘ ’ ‘ ’

은 제도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논의와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배심원제도를 통한 참여민주주.

의 숙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의 기초는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 .

시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공동체는 완숙한 민주사회로 이르기 힘들다 재.

판과정과 절차 그리고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근본적으로 민주공동체 구성원들인 시민

들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을 위한 법교육은 중등학교부터 시작되어야하며 현재.

사회교과목 과정에서 다루고 있으나 미미한 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도입한 배심원 제도에 대한 법교육은 중등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물론 비교과과정

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대학 교육에서도 소홀히 다루고 있다 배심원 제도를 통해 보다 완숙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배심원 제도에 대한 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의사소통.

교육과 동시에 민주시민 법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지난 년간 성균관대학교5

에서 일반교양과정으로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과목에 대한 운영방안을 소개하며 교과과정의

목표와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한다 첫째 지식기반 학습의 일환으로 법정 수사학의 원. ,

리와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둘째 근대 민주주의의 전개, ,

와 시민들의 사법 참여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소개한다 셋째 배심원제도와 모의재판토론과. ,

배심원모의재판토론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지난 수십 년간 국내에서 법학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의재판토론과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대본을 분석하고 모두발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의 토론내용을, , ,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중심학습법 모형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

양하는 학습 방안을 탐구하였다 다섯째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형식과 진행순서를 소개하며. ,

교수자와 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수업 운영방안을 소개한다 여섯째 역할놀이 학습법으. ,

로 진행한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실습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제시하며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

는 방안을 탐구한다 여섯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

강조하며 배심원모의재판토론수업의 모형을 제시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을 통해 말 실. ,

체 인식에 대한 법정 수사학 법정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과 연구와 방향에 대해 논의한, ,

다.

문헌연구2.

배심원재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이후2004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법학자 혹은 현직 법조인들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비교를 통해 한국 현실에 맞는 배심제도의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안경(

환 한인섭 년 시행을 전후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 , 2005). 2008

어져 배심원재판 대상사건 한인섭 한상훈 김봉수 배심원의 선정절차 김용찬( · , 2010; , 2011), ( ,

박재현 배심원의 정족수와 평의과정 김청택 최인철 장중식 평결2010; , 2010), ( · , 2010;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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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족수 효력과 기속력 문일환 박형관 등에 대해 논의가 깊이 있게 다루어져, ( , 2013; , 2012)

왔다 년 배심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년 개정을 전후하여 그동안 시행한 배심원제의. 2008 , 2013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배심원제도에 있어 평의.

와 평결과정에 대한 논의에 있어 법학계 외에도 심리학 언론학 연구자들에 의한 참여가 시작,

되고 있다 박광배 김상준 이은로 서혜선 박광배 이은로 박광배( · · · , 2005; , 2009; · , 2009).

모의재판 수업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법교육적인 관점에서 모의재판.

수업에 대한 목표 이승식 홍대식 모의재판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조진( , 2013; , 2008), (

우 모의재판 수업을 활용한 경제교육과 사회교육 손정식 모의재판교육이 법의, 2008), ( , 2000),

식에 미치는 영향 백운태 이희승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발히 시작되었( , 2009; , 2005)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배심원제도에 있어 모의재판토론 법정 수사학 법정커뮤. , ,

니케이션 배심제에 있어 법정 소통과 설득과 관련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김성룡, ( ,

이승식 조진우2009; , 2013; , 2008).

홍대식 은 미국 모의재판토론 수업의 역사를 소개하며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한(2008)

국 모의재판 수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학자 곽한영 은 모의재판토, (2014)

론을 연극 활용교육의 일환으로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며 중등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 교육을 강조하였다 한편 장수진 의 연구는 실제 배심원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변론. (2013)

기술의 준비과정과 절차를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변론내용인 설득과 소통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승식 의 연구는 실제 사건을 가공하여 외국어대학교 로스쿨학생을 대. (2013)

상으로 진행한 모의재판토론수업을 소개하였으나 회에 걸쳐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이었1

다 조진우 의 연구는 배심원모의재판 수업의 구성 방안을 논의하며 배심원으로 배정된. (2008)

학생들이 평의과정과 평결과정에 대한 학습 방안의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모.

의재판 수업의 목표는 토론을 통한 소통과 설득보다 법학 전공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의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사학적 관점에서 배심원재판 토론의 설득과 소통을 논의한 김성룡 의 연구는(2009)

관심을 끌었다 김성룡은 법관과 배심원에 대한 변호인의 설득 대화의 효과 증대를 위한 수사. “

학 이론의 적용 이란 주제로 안재원 의 연구를 인용하며 법정 수사학의 특성을 정리하고” (2006)

툴민의 개념을 활용하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설득에 대한 개념과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재협 의 연구는 실제 개의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후 검사와 변호인의 증인신문을(2011) 4 ,

중심으로 한 법정언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화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법정 수사학 법정 커뮤니케이션 배심원과의. , ,

소통과 설득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법학외의 학문에

서 많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위와 같이 기존 문헌 연구에 의하면 모의재판토론수업에 대한 연구는 배심원모의재판토

론 수업보다 활발히 이루어 졌다 그러나 모의재판토론과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의법정토론은 배심원이 없는 모의재판토론 과 배심원모의재판. ‘ [moot court]’ ‘ [mock

으로 나눌 수 있다 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목표가 법학 전문지식이라면trial]’ (Korzen, 2010).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목표는 법정토론에서 법정 수사학 법정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설, ,

득에 대한 교육이 주요 목적이며 동시에 민주시민 법교육이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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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법과대학은 모의재판을 정규 과정이나 특별교육활동으.

로 편성하여 법학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법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재판은 배.

심원이 없으며 인으로 이루어진 전문법관을 재판부로 상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설득3

에 대한 학습 보다 법리지향적 교육에 중점을 두며 모의재판을 활용하였다 반면 배심원모의재.

판토론 교육의 목표는 배심원제에 대한 이해와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사건에 대해 법정

토론과 설득에 중점을 둔 의사소통 교육이다 미국 교육의 경우 모의재판토론은 대체적으로. ,

법학전문 학도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반면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은 사법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의 일환으로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 교양교육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미국의(See, 2005).

경우 모의재판토론에서는 상소법원에서 다루는 항소심의 쟁점을 논제로 주로 채택한다 우리, .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다루는 쟁점을 논제로 정하고 토론자들은 피

고나 원고의 변호인 입장에서 법리에 대한 공방을 주로 펼치는 교육이며 법학 교육이 주목적

이다 모의재판토론에서 심사자들은 배심원들이 아니고 인의 전문 재판관들이며 재판관들은. 3 ,

토론자들의 변론을 할 때 법리에 대해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반면 배심원모의재판토론에서 학.

생들은 치밀하게 짜인 형사나 민사 사건의 가상 대본 일명 시나리오 혹은 케이스 을 바탕으로( ) ,

명이 한조가 되어 검사와 변호인의 역할을 하며 주토론을 맡고 양측은 각각 증인 명을 보2 , 3

조토론자로 참여하게 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에서는 배심원들이 심사자이며 토론자들은 변론.

스피치와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토론을 체험하고 법정토론에서의 소통과 설득의 원리와 기술을

학습하는 교육수단이다.

한국에서 모의재판의 역사는 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대학의 법학과 대법원이나 법. ,

무부는 정기적으로 배심원이 없는 모의재판대회를 주관하여 법학도들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여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은 정규과.

정은 물론 교과외 과정으로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변호인 협.

회는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이 상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Jacobs, 2003; Adamson & Caldwell, 2012),5) 대학에서는 배심원모의재판토론 동아리들을

두어 이웃한 학교들과 상시로 토론을 겨루고 있고 배심원(Trumbull-Harris & Lubet, 2001),

모의재판토론 교육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Ball, 2003; Folwler-Hermes, 2000;

이를 잘 활용하여 한국 대학교육에 적합한 수업방안을 강American Bar Association, 2014).

구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이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수학습, ,

방안 교수자의 역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한국 대학교육 과정으로 모, .

의배심원재판 교육과정 개설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처음으로. 2010

개설 당시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의 교과명으로 국민참여모의재판토론 배심원모의재판토‘ ’ ‘

론 모의배심원법정토론 시민참여재판토론 등이 논의되었으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명’ ‘ ’ ‘ ’

분으로 시민법정토론 이라고 하였다‘ ’ .6) 시민법정토론이란 용어는 법시민교육과 의사소통교육의

상호동조효과를 갖고 있는 수업의 특성을 간결하고 수사적으로 표현하기에 교과목명으로 적합

하다고 간주하였다 다음 단원에서는 시민법정토론 교과목의 수업 운영 방안과 교수학습 방안.

5) American Bar Association. http://www.americanbar.org/aba.html 검색일( , 2014, 11. 05)

6) 차후 교과과정 개편시 교과목명을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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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해 논의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 수업 운영방안3.

수업 목표3-1.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은 배심원재판제도의 절차와 양식을 수업화한다는 점에서 법시민

교육과 의사소통교육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

은 학생들에게 법적 관점에서 사회적 쟁점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민주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성찰하게 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은 법의 역할과 기능.

을 이해하게 하며 법적 의견과 문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이 검사나 변호인 역할을 직접 맡음으로서 법정토론의 설득과 원리의 기제

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재판관 배심원 증인의. , ,

역할을 직접 번갈아 수행함으로서 배심원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

힐 수 있다 특히 배심원의 역할은 권리 실현의식과 능동적 사회참여 태도를 기르는 데 유용할.

것이다 검사와 변호인의 역할 교육은 행위적 차원의 능력을 함양하는 한편 배심원과 증인. , ,

재판관의 역할은 인지적 차원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과 같은 참여 학.

습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참여 학습에서는 자기성찰 혹은 모.

둠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에서 교수자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고 조언해야 하지만 너무 자유방임적이

거나 지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수는 사전에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과정을 잘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

론 수업의 목표를 정리하자면 첫째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부과정에, ,

서 갖추어야 할 법적교양과 민주시민성을 배양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배심원제도를 통한 국. ,

민주권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전개를 학습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책임, ,

과 권리의식 그리고 능동적 참여 태도를 함양한다 셋째 배심원모의재판토론실습을 통해 법정. ,

수사학의 개념과 원리 배심원법정토론의 절차 등을 체득한다 넷째 배심원을 대상으로 토론, . ,

을 함으로서 소통과 설득의 원리와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 다섯째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시. ,

나리오를 통해 논리적 추리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 .

교육내용 수업 진행방안 토론 형식 평가방법을 아래에서 논의한다, , , .

민주공동체와 배심원제도 그리고 법정수사학에 대한 이해3-2.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은 년부터 의사소통 심화과정의 교과목으로 매년 학기 강좌2010 1 1

가 개설되고 있으며 수강인원은 실습을 감안하여 최대 명으로 제한하였다 강좌내용은 주30 . 16

로 편성된 한 학기 동안 첫 주는 법정 수사학 배심원제도의 전개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3~4 ,

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다음 주는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각 부분별 특성과 기법에 대한 강, 3~4

의와 실습을 병행한 후 나머지 주를 배심원재판토론실습으로 진행하였다, 8~9 .

강좌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법정토론의 태동을 바탕으로 수사학의 기원을 강의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전개되고 공동체의 법과 정의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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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말 설득 실체 인식 즉 의미 생성에 대한 개념과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에, , ,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범죄행.

위의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법정토론에서 이루어지는 변론 즉 말들이 우리

의 인식과 의미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통해 체험할 것이라

는 점을 예고하였다 고대 그리스 배심제를 논의하며 당시 변호인들의 논리전개 감성적 호소. , ,

연사의 신뢰도와 같은 설득의 대 요소를 어떻게 개념화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수사학의 관점3 ,

에서 배심제의 장단점을 탐구하며 민주정 소수정 전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도록 하였다, , . 
이어서 근대 유럽 각 국가들의 배심원제도의 전개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학습하며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배심제와 참심제를 비교대조하였다 또한 일본의 참심, , . 
제 도입 배경과 현황에 대한 수업도 수강생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각 국가들의.

배심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통해 국민주권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나라들마다, ,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하였는가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미국 배심제의 전개와 현황은 우리나라 배심원제의 도입 배경과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년 상정된 미국 수정헌법 조 조 조에 기인한 미국 배심원제도에 대한. 1788 5 , 6 , 7

전개와 현황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배심원제도의 이해로 연결된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수정.

헌법 조에 나타나는 기소를 담당하는 대배심애 대한 소개는 한국 검찰의 검찰시민위원회 일5 ‘ ’

명 검찰기소위원회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 7) 심리배심이 우리가 통칭

으로 사용하는 배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이유부기피와 무.

이유부기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김상준 박재현( , 2003; , 2010; Kalven & Zeisel, 1966),

유죄인부절차와 유죄협상제를 소개하며 배심제의 특성을 살피게 하였다 이은로( , 2008;

Abramson, 1994).8) 인을 지향하는 미국의 배심원 구성의 정족수가 사건과 경우에 따라12 6

인 이상까지 합헌으로 결정한 다양한 역사적 판례는 인을 기본으로 하여 경우에 따라 최소, 9

인의 배심재판을 허용하는 한국 배심원의 적정 인원을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전5 .

원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하는 배심원 평결에 정족수가 대 혹은 대 평결도 합헌으로 인10 2 9 3

정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배심원의 평결 효력과 기속력에 대한 것을 탐구하도록 하,

였다 이때 평결불능과 미결정심리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이후 평결과 판결의 차이를 설명. ,

하였다 특히 헨리 폰다 주연의 년 영화 인의 성난 사람들 을(Devine, et. al., 2001). 1957 ‘12 ’

통해 평의와 평결과정에서 집단 토론의 특성과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배심원 각 개인의 인

식과 특성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미국 배심원제도를 비교하며 배심원제도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한 후 한국의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 배경 전개와 현황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과’ ,

정에서 배심원제도의 장 단점을 논의하게 하였다 국가의 부서 중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이. 3 
직접 참여할 수 있었지만 배심원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국민들은 사법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

다는 것을 학습하며 배심원제도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연관성을 배심원들이 평의와 평결하,

는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 가를 탐구하도록 하였다 조서중심에서 공판중심.

7)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시민들의 개혁 열망에 따라 대검찰청은 년 월 검찰시민원회를 발족하였다2010 8 .

8)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원어도 함께 살펴보았다 대배심 심리배심 배심원 선정 절차. [grand jury], [petite jury],

이유부기피 무이유부기피 유죄인부절차 유죄협[voir dire], [challenge for cause], [peremptory challenge], [arraignment],

상제 평결불능 미결정심리 평의 평결 판결 등[plea bargaining], [hung jury], [mistrial], [deliberation], [verdict],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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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전문법관중심재판과 배심원재판의 장 단점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절차와 과정을 배심원 선정과 공판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

고 배심원과 관련하여서는 대상 형사사건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 질문기법 기피신청, , , ,

배심원 정족수를 학습하고 공판과정은 공판의 절차와 개관 배심원 선서와 재판장의 설명 진, ,

술거부권과 인정 신문 모두진술 쟁점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후변론 배심원 평결의, , , , , ,

효력과 기속력등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한인섭 한상훈 이처럼 강좌의 도입부( , , 2010).

에서 법정수사학의 특성과 민주공동체와 배심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강의 중심으로 한 후 배심,

원모의재판토론의 실습을 위한 학습으로 전환하였다 구체적 주별 강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배심원모의재판토론 대본3-3.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교수자가 준비해야할 사항 중 중요한 것은 검찰

과 변호인측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변론을 할 수 있는 치밀하게 짜인 대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본은 법률 전문인의 도움 없이 구성하기란 쉽지 않다 본 강좌에서는 미국 각 주의 변호인.

협회에서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위해 구성한 가공

의 사건을 변역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려고 하였지만 두 가지 문제점을 안.

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배심원들의 예단 을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이, ( )豫斷

있다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권리를 위해.

전문법관들은 예단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찰은 공소장에 사건. ‘

에 관한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예단’

재제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9) 또한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우리나라 실제사건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갖게 된다 실제사건을 사용하면 수강, .

9) 형사소송법 규칙 제 조 항, 118 2

수 업 내 용

1

배심원제도와 모의배심원재판토론< >

제 주 배심원제도의 역사 배심원제도와 민주주의1 : ,

제 주 미국의 배심원 제도2 :

제 주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제도3 : ‘ ’

2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각 부분별 원리와 실습< >

제 주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시나리오 소개와 조 편성4 :

제 주 모두발언의 특성과 실습5 :

제 주 주신문 반대신문의 특성과 실습6 : /

제 주 최종변론의 특성과 실습7 :

제 주 중간고사8 :

3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

제 주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조 조9 : (1 /2 )

제 주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조 조10 : (3 /4 )

제 주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조 조11 : (5 /6 )

제 주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조 조12 : (1 /2 )

제 주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조 조13 : (3 /4 )

제 주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조 조14 : (5 /6 )

제 주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조15 : (7 )

제 주 기말고사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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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그 사건에 대한 법정 다툼의 내용과 재판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 배심원으로써 선입

관 혹은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지키기에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나는 꼼수다 와 같은 실제사건을 사용할 경우 실제 판결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수강생들에‘ ’ ,

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변호인측 토론을 담당한 학생들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며,

토론수업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실제 사건은 배심원모의재판토론에서.

연설과 질문을 통한 법정 설득과 의사소통이란 수업 목적이 약화되고 피고인의 유 무죄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으며 법교육으로 치중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치밀하게 짜인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위한 한국어 형,

사사건의 대본을 구할 수 없었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개최하려면 먼저 대본작. ,

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명의 전문변호인들과 관련 학자들이 수개월에 걸쳐 검토에10

검토를 거쳐 대본을 완성한다 대본의 원본을 작성한 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위원들은 대본.

을 회람하며 검찰측과 변호인측 토론자들이 자기측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들을 첨삭하고 상대측 증인의 증언과 증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 증거들을 마치 숨은그림찾기 혹은 탐정소설 시나리오 처럼 첨삭을 거듭한다 완성된 배심‘ ’ ‘ ’ .

원모의재판토론 형사사건 대본 내용은 형사사건의 개요 경찰 보고서 혹은 조서 피고인의 진, , ,

술서 검찰측 증인 인의 진술서 변호인측 증인 인의 진술서와 당해 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 3 , 3

거물로 가공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서에는 경찰의 보고서 작성 중 사건 일시 장소 상. , , ,

황 배경에 대한 타이프 실수를 간혹 숨겨 놓기도 하고 각 증인들의 진술서에는 취미 기억력, , , ,

평판 정치 성향 등을 숨겨 놓거나 심리나 공학 전문가 증인들의 증언에는 그들의 신뢰성을, ,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공한다 미국 변호인 협회가 작성한 대본의 한 사례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용지 쪽 쪽 가량의 분량이다 그 중 하나의 대본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A4 30 ~80 .

같다.

형사사건 대본 사례 테네시 대학 캠퍼스 총기 살인 사건: 10)

사건 개요 갱단 두 명이 대학 캠퍼스에서 픽업트럭을 타고 드라이브하다 상대 갱단의 유니:

폼과 유사한 셔츠를 입고 오른쪽 인도를 걸어가던 대학생 두 명을 상대 갱으로 오인

한 후 그중 한 명을 총기로 살인하고 도망간 사건임 당시 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

피의자로 체포됨 피의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고 함께 타고 있던 갱멤버가 범인이라.

고 주장함.

피해자: 손수민

피고인: 김케빈

증거물: 살인 사건에 사용된 권총

증거물: 경찰 조서

증거물: 당시 범행 현장의 지도와 학교 캠퍼스 주차장

증인 진술서 요약

검찰측 증인 1: 홍해리 피해자의 친구 현장목격자 피해자와 같이 캠퍼스를 걷고 있었음, , , .

10) 검색일Tennessee Bar Association. http://www.tba.org/sites/default/files/2003mocktrialcase ( 2007,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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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즉 증인 2: 박피터 피고인 김케빈과 총기 사건 당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갱멤버임, .

친구 케빈이 범인이라고 진술함.

검찰측 증인 3: 주재미 피고인 케빈의 친구 사건이 있기 한달 전 케빈과 함께 길을 걷다, , ,

상대 갱으로부터 둘 다 총격을 당해 죽음의 직전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음.

변호인측 증인 1: 피고인 김케빈 드라이브한 차는 피터의 차라고 주장함 자신의 집에서, .

발견된 총은 피터의 것이고 피터가 목격된 차와 함께 총기가 자신의 집‘

에서 발견되면 안된다 며 총을 자신의 집에 잠시 맡겨 놓자 라고 하였다’ ‘ ’

고 주장함.

변호인측 증인 2: 류린다 테네시 대학 학생 축구공을 찾으려 가다 픽업 트럭이 굉음을 내, ,

며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목격함 마른 체격에 긴 머리인 김 케빈이 운.

전하였다고 진술함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박 피터가 범인일 것이.

라고 진술함.

변호인측 증인 3: 이요한 피고인 김케빈과 박피터 둘 다 친한 갱멤버임 박피터가 파티에, .

서 술에 취해 자신이 상대 갱 중 한명을 쏘아 죽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

다고 주장함 그러나 박피터와 마약으로 인한 금전 관계가 복잡함. .

이처럼 배심원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각색되고 가공된 사건의

대본을 강좌 개설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대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실습.

하는 학생들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고 쉽게 지칭할 수 있도록 영어 이름을 가능

한 한 우리말에 친숙하도록 수정하였다 위에서 요약한 사건은 하나의 사례이며 매 주마다 새.

로운 대본으로 토론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의 번역된 대본이 필요하였다 사건을 달리하7~8 .

기 위해 노숙자 살인사건 음악가 살인사건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방화사건 가정학대 사건, , , , , ,

도박자 살인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번역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 동기를 높였다 그러나 학교.

폭력과 같은 특정 형사사건인 경우 미국 대본을 활용함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미미하게 있었지만 토론실습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수강생들은 대본을 보고 범.

죄 사실관계 쟁점 찾아내기 쟁점정리 관련법 적용을 탐구하는 준비과정에서 논리적 추론과, , ,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두발언 증인신문 최종변론의 내용을 작성하. , ,

는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연설내용과 질문을 듣고 주어진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며 재구성하고,

의미를 형성하는가를 고민하며 표현기법을 기르도록 하였다 특히 표현기법은 다음 단원에서.

논의하는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부분별 학습에서 강조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배심원모의재.

판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다양한 한국어 대본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

작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발언 주신문 반대 신문 최종변론 기법3-4. , , ,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을 하기 위해서 토론의 각 부분별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

하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은 모두발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으로 나눌 수 있다 모두 발. , , , .

언은 분에서 분 정도의 스피치를 작성해야 한다 모두발언에서 검찰측은 공소사실과 입증계5 8 .

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변호인측은 다소 자유로운 구성을 할 수 있다 모두발언의 내용 구성은.

도입부 피고인 지목과 신원확인 방법 피해자 소개기법 사건상황과 범행 장면 설명기법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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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구성기법 약점 보완기법 증인 소개기법 증인의 증언 요약기법 범행 후 상황 설명기, , , ,

법 증거 소개기법 관련 법조항 설명기법 평의와 평결의 중요성 부각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 ,

학습한다.11)

주신문은 자기측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으로 검찰측은 검찰측 증인 변호인측은 변호,

인측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다 주신문은 자기측 증인과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설명. -

하고 배심원들이 사건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배심원들이.

사건과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주어진 대본에 따라 자기측 증.

인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인지한 사실들을 배심원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답변을 전개할 수, , ,

있도록 질문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주신문의 질문 사항은 단순하고 짧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신문 내용구성의 기본기법으로는 시간적 구성 질문 주장과 방어 순서기법 서술. , ,

형 기법 내러티브 기법 등이 있으며 증인 소환순서의 전략을 학습한다 사건개요를 잘 설명할, .

수 기초증인을 먼저 소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건에 따라 증거 관련 주요증인 우호적 증, ,

인 약점이 있는 증인 비협조적 증인 전문가 증인 마지막 증인 등을 고려하여 증인소환 순서, , , ,

를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후 증인을 편안하게 하는 질문 증인의 배경과 인품을 강조하. ,

는 질문 증인의 정직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질문 증인과 배심원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질, ,

문 증인의 증언을 도와주는 질문 등 다양한 질문기법을 학습한다, .

반대신문은 반대측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으로 검찰측은 변호인측 증인 변호인측은 검,

찰 측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다 반대신문의 목적은 증인에 대한 배심원들의 신뢰성을 잃게 하.

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신문을 반드시 감성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 .

적으로 상대 증인의 신뢰성을 공략하는 것이다 상대 증인을 논리적으로 공략하는 반대신문은.

증인의 편견이나 선입견 소송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부정확한 관찰 증인의 인지의 불확실성, , , ,

기억력의 부정성 비일관적 진술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기법을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 .

측 증인일지라도 특별히 감성적으로 고려해야 할 증인들에게는 도입 부분에 감정이입형 질문,

칭찬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반대신문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법도 학습한다 반면 답변회피형 증. ,

인이나 중구난방형 증인의 경우 증언을 통제할 수 있는 기법도 연습한다, .

최종변론은 논리와 감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스피치를 통해 배심원들을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발언이다 최종변론은 쟁점별 구성 증인별 구성 시간적 구성 스토리텔링 기법 사. , , , ,

건에 대한 법적근거와 해석에 대한 구성 등을 기본적으로 학습한다 최종변론 내용에는 주요.

쟁점 자기측 증인의 증언 강조 자기측 증인 증언의 약점 보완 상대측 증인의 증언 신뢰성과, , ,

약점요약 재강조 등의 기법을 학습하고 배심원들의 상식 경험 규범이나 도덕에 호소하는 기, , ,

법을 터득해야 한다 논리적으로는 합리적 의심과 입증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범죄 행위.

에 대한 법 적용을 통해 구형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진행형식4.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진행형식4-1.

배심원모의재판토론 형식은 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 명 검찰측 증인. 2 , 3

11)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의사소통영역 교양과정에서 스피치와토론 과목을 선수강한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심화과정으로 편, ‘ ’

성되어 있어 기존 스피치 구성기법이나 표현 기법의 기초를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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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변호인 명 변호인측 증인 명으로 총 명으로 이루어진다 토론 내용은 대본, 2 , 3 , 10 . 에 따른 사

실로 제한하며 변론기술과 증인의 신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검사의 기소로 시작해서 검.

사의 변론으로 끝난다 먼저 판사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 검사가 먼저 모두발언을 하.

고 이어서 변호인이 모두발언을 한다 그 다음은 증인신문으로 이어지며 증인신문은 검찰측 증.

인 명을 먼저 소환하여 각각의 증인들에게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한 후 변호인이 반대신문을3

한다 검찰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측 증인 명을 소환하여 각각의 증인들에게. 3

변호인이 먼저 주신문하고 검사가 반대신문을 한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면. 변호인측이 먼저

최종변론을 하고 검찰측이 최종변론을 한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평의와 평결절차,

그리고 판결 투표를 설명하고 토론이 끝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형식

발언순서 토론 절차 발언 시간

1 판사 개정 및 재판절차 설명 사건개요 소개( ) 분

판사 검사와 변호인측 토론자 소개

2 검사 모두진술 분(5-8)

3 변호인 모두진술 분(5-8)

4 검사 검찰측 증인 주신문1 분

5 변호인 검찰측 증인 반대신문1 분

검사 재주신문 필요시( ) 분

6 검사 검찰측 증인 주신문2 분

7 변호인 검찰측 증인 반대신문2 분

검사 재주신문 필요시( ) 분

8 검사 검찰측 증인 주신문3 분

9 변호인 검찰측 증인 반대신문3 분

검사 재주신문 필요시( ) 분

10 변호인 변호인측 증인 주신문1 분

11 검사 변호인측 증인 반대신문1 분

변호인 재주신문 필요시( ) 분

12 변호인 변호인측 증인 주신문2 분

13 검사 변호인측 증인 반대신문2 분

변호인 재주신문 필요시( ) 분

14 변호인 변호인측 증인 주신문3 분

15 검사 변호인측 증인 반대신문3 분

변호인 재주신문 필요시( )

16 변호인 최종변론 분(10-15)

17 검사 최종변론 분

18 판사 배심원들에게 판결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 분

19 배심원 평의 및 투표 분

총 분

검찰측과 변호인측 각 팀 공히 모두 발언은 분 최종 변론은 분 내외로 배5~8 , 10~15

정하였다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자기측 증인 명의 주신문 재주신문을 합쳐 최대 분씩 배정. 3 - 25

하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상대측 증인 명에 대한 반대신문을 합계 최대 분으로 배정하였, 3 25

다 이때 인의 주신문과 반대 신문에서는 주요증인과 보조증인을 구분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3

중요하며 주어진 총 분 중 각 증언의 경중에 따라 시간을 전략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중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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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시간알림 도우미는 검사측과 변호사측 신문이 끝날 때 마다 시간의 총합을 용지나. A4

소리로 알린다 또한 양측 증인들도 시간을 재며 자기측에 시간을 알려줄 수 있다 각 팀은 숙. .

의 시간을 공히 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에 배정된 증인들은 교수자가 준비한 배5 .

심원모의재판토론 내용정리표 작성을 통해 공판 토론내용을 메모하고 숙의시간 동안 이 내용,

을 바탕으로 토론 전략을 주토론자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증인들은 숙의시간.

외에는 검사나 변호인 토론자에게 대화하거나 메모를 건넬 수 없도록 하였다.

토론 시작 전 각 토론자와 증인들은 모두 발언 이전에 자신들을 소개한다 이때 존, . , “

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검사측 증인 을 맡은 누구 누구입니다 그리고 양측은 각각, .......... , ”. 3

명의 증인이 동시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였다 각 증인들은 대본에 나오는 진술서를 기초로.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만일 주신문에서 진술서와 배치되거나 지나친 가공의 진술이 나온다면.

이는 감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인이 진술서와 다른 사실을 증언한다면 상대측은 재판장. “

님 증인이 진술서와 다르게 사실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재판장의 이의제기나 중재를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지나친 진술에 대해 상대측이 재판장에 즉시 중재 요청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신문에서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감점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증인, .

들은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대본의 진술서나 진술 내용의 메모를 가지고

증인석에 앉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 명이 주토론자이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하는 토론.

자와 최종변론을 하는 토론자는 반드시 다르게 하였다 또한 명의 토론자중 명이 명 증인. 2 1 3

의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을 혼자 다할 수 없게 하고 반드시 나누어 하도록 하였다 반드시 명. 2

의 토론자에 의해 주신문이 이루어져야하며 명의 토론자에 의해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한2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측은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배. .

정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공히 주신문 재주신. -

문 각 팀당 분 반대신문 각 팀당 분등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반대25 25

신문을 각 팀당 분씩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배정은 학점 주당 시간 분 연속20 . 2 , 3 (75 2

단위 강의수업에서 적합하였다) .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조 편성과 진행 방법4-2.

실습을 감안하여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의 수강인원을 최대 명으로 하였으며 수강생30

명을 인 조로 개조로 편성하였다 각 조는 의 인이 있고 이 중 와 는30 5 1 6 . A, B, C, D, E 5 A B

첫 번째 배심원모의재판토론에서 검사 혹은 변호인을 맡는다 그리고 나머지 인은 검찰측이. 3

면 검찰측 변호인측은 변호인측으로 할당된 증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조와 조가 하나의 시, . 1 2

나리오를 갖고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하고 조가 검찰측을 맡는다면 조는 변호인측이 되는, 1 2

것이다 그리고 조의 명은 검사 역할을 하고 명은 검찰측 증인이 되는 것이고 조는 자연. 1 2 3 , 2

적으로 변호인측이 되며 조의 명은 변호사 역할을 나머지 명은 변호인측 증인의 역할을, 2 2 , 3

맡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조와 조 그리고 조와 조가 맞붙는다 한 차순이 돌면 한 학급. 3 4 5 6 .

의 명의 학생이 검사 혹은 변호사 역할을 맡아 토론을 실습하게 되며 한 차순의 배심원모의12

재판토론은 회로 주가 소요된다 그러면 다음 차순에는 각조의 와 가 검사 혹은 변호사3 3 . C D

역할을 맡고 는 증인 역할을 맡는다A, B, E .

두 번째 차순이 돌면 주가 소요되며 각조의 가 남게 된다 각조의 들은 상황에 따라6 E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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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성하고 들은 조가 되며 앞에서 활용한 대본으로 검사나 변호사 역할을 실습하도록 한E 7

다 재편성되면 조의 와 조의 가 한 팀이 되며 조와 조의 가 한 팀이 되도록 하였다. 1 E 3 E , 2 4 E .

왜냐하면 조와 조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상대팀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같은 팀으로 편성1 2

되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이들이 토론을 할 때 증인들은 원래 소속 조원들 중에서 지원자를. ,

받았다 마지막으로 조와 조의 는 조가 되며 시간이 있으면 이미 토론을 한 학생들 중 자. 5 6 E 8

원자를 받아 파트너로 편성하여 실습을 진행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일대일 토론을 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줄여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추첨에 의해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업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앞서 다룬 대본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여 준비과정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미 그 대본으로 토론을 해본 수강생들 중 지원자를 받고 그들이 토론 내용준비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실습에서도 조언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증인의 역할은 기존의 대본으로 토론실.

습을 이미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받았다 조 토론에서 도우미들은. 8

검찰 변호인 혹은 증인 역할을 최소한 한번은 했기 때문에 도와주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 , .

런 방식을 채택하면 갑작스런 수강 결원이 생겨도 수업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실습평가를 위해 조와 조가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을 하면 조와 조는 배심원들1 2 , 3 4

의 역할을 맡아 유 무죄에 대한 평결을 담당하고 조와 조는 토론의 표현능력에 대한 평가를· , 5 6

담당하고 토론의 승패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와 조가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3 4

할 때는 조와 조가 배심원 역할을 하고 조와 조가 토론 평가를 맡는다 조와 조가 배5 6 , 1 2 . 5 6

심원모의재판토론을 할 때는 조와 조가 배심원 역할을 조와 조가 토론 평가를 맡도록 하1 2 , 3 4

였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모든 학생들이 검사 혹은 변호사 역할을 한 번씩 맡은 것은 물론 배.

심원과 토론 평가자의 역할도 한 번씩 하게 된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 평가5.

매시간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이 끝나면 모든 대본이 형사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심원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은 양측의 주장과 다툼을 듣고 사건의 유 무죄에 대해 평결하도·

록 하였다 유죄가 되면 검찰측이 무죄가 되면 변호인측이 유리한 입장이 된다 그러나 유 무. , . ·

죄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은 토론을 수행한 학생들 토론실습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 왜냐하.

면 이 수업의 주목적은 법리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 무죄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

논리적 추론 비판적 사고 능력 표현 능력에 중점을 둔 토론 평가를 하였다 토론 평가는 실, , .

습 점수에 반영하였으며 토론 평가는 첫째 모두발언에서 사실관계 쟁점 판단 그리고 증인의, , , ,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질문 기법 최종변론의 내용에서 논리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

도록 하였다 둘째 토론에서 벌어진 언어와 비언어 표현능력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도록 하. ,

였다 이때 교수자는 수업 초반에 배심원 역할을 담당한 동료 수강생들 중 토론실습을 수행하. ,

는 학생들의 동료평가를 담당하는 학생을 각각 지정하고 이들에게 피드백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교수자는 동료 학생들이 각각의 토론자들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며 평가자.

학생들이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언으로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토론 평가를 위해.

토론자의 논리적 추론 비판적 사고력 모두발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에서 수행한 토론, , , , ,

의 표현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토론평가표를 준비하였다 이 평가표에는 각각의.

토론자들의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하였고 증인 역할을 맡은 명의 토론자도 평가할 수 있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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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이를 모두 합산하여 팀의 각각의 배심원들은 팀의 승패를 결정하고 전체 배심원들.

의 투표 결정을 수업 마지막에 알려주었다.

상대평가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이어서 토론실습 점수외에도 각 수강생들의

과제물 시험 출석 수업 참여도 등으로 평가에 반영하였다 과제물은 레포트와 토론실습보고, , , .

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레포트는 법정 수사학 법정커뮤니케이션 배심제와 민주주의 한국, , ,

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배심원재판 실제참관기 등에 같은 배심원제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배심제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토.

론실습보고서는 모두발언 개요서 혹은 대본 주신문 반대신문의 전략과 질문사항 최종변론, , ,

개요서 혹은 대본 토론 전체내용의 개요와 전략표 토론준비과정 보고서와 소감문 등을 제출, ,

하게 하였으며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과제물은 전체 평가의 로 배분하였으며 토론 실. 40%

습에 대한 평가는 동료 학생인 배심원들의 평가점수와 교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로 배정40%

하였다 또한 회의 시험을 치르고 를 출석 점수는 로 반영하고 수업참여 점수는 교. 1 10% , 10% ,

수자의 재량평가로 로 추가하였다± .α

논의와 결론6.

배심원제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

다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의 근원은 공동체 구성원들인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공정한 법의 형. .

성과 유지는 법에 대한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법적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다 법적 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등 교.

육 과정에서 정치과목 혹은 사회과목의 한 단원이었던 법 교육을 차 교육 과정에서는 법과7 ‘

사회 로 독립 편성하여 법교육을 강화하였다 법에 대한 교육은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

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법교육은 법에 대한 이론과 원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정커뮤니케이션과 법정 수사학 교육은 법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

경우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교

양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법정커뮤니케이션과 법정 수사학을 편성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을 일반교양과정으로 편성한 리버럴칼리지들이 많이 있으며 대

학 일반교양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배심원 교육은 물론 법교육마저 공교육에서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시민들이 지난 년 동안 매년 수백 건의 배심원 재판에 수천 명이 참여하여 왔다 배심원 교7 .

육이 부족하였어도 다행히 시민들은 이러한 참여를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고

있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은 미래의 배심원으로서 민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정 커뮤니. ,

케이션과 법정 수사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다는 점과 동시에 민주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교

육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법정 커뮤니케이션과 법정 수사학에 대한.

이해를 학부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크게 배심원 선정과 배심원 평의와 평결과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와 배심원모의재판토론실습 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배심원 선정과 배심원 평의와 평.

결 과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주로 심리학 사회심리학 대인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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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가 활발한 미국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배심원 선정 평의 평결과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 부문은 법학 심리학 법심리학의. , , , ,

전문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면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은 일반교양교육에서 다루어지

는 것이 적합하다.

이 글에서 민주시민 법교육과 법정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일환으로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모형을 탐구하였다 일반교양교과과정으로 편성한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였으며 증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12)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법정수사학의 원리 민주주의와 배심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배심원제도에, .

있어 설득과 소통의 원리에 대한 학습은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배심.

원모의재판토론은 이런 관점에서 대학의 일반교양과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완숙한 국민참.

여재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구교육과 같이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은 민주시민 법교육의 일부분으로써 대학의 일반교.

양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의사소통교육과 민주시민 법교육에 상호동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학교양교육에서 민주시민 법교육과 의사소통교육을 상호동조효과로 얻을 수 있는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모형을 도표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교육은 역할놀이 교육의 일환이며 동시에 문제해결중심학습법을 활용

하고 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검찰 변호인 증인 배심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 , , ,

정 소통과 설득의 원리를 체득하며 역할놀이 교육 방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대본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쟁점을 분석하며 증언과 증거에 숨겨진 문제를 찾아냄으로써

문제해결중심교육학습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실습을 통해 스피치와 토론에서 표현능력을 배.

12) 현재 매년 학기 강좌만 개설중이나 증설 요구가 많다 수강생들의 전공은 년은 법학과생들이 가량이었으나 이1 1 . 2010 25%

외에는 다양한 전공학생들이 수강하였다 학부에서 법학과를 폐지한 이후 매년 법학 전공학생들의 수는 자연적으로 감소하였.

다 로스쿨 지망을 원하는 학생들일 것이라고 추정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다양한 동기로 학생들이 수. ,

강을 하고 있다 현재 수강생들은 타 교양과정의 전공분포와 유사하다. .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해

법정 수사학의 원리:

말 실체 인식 의미, , ( )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

지식기반 학습

이해
배심제 전개와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참여 숙의민주주의, /
지식기반 학습

사고
대본분석과 내용구성:

논리적 추론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중심학습법

표현
의사소통 능력:

모두발언 증인신문 최종변론, ,
역할놀이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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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할 수 있다 강좌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론적 탐구는 법정 수사학이 말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배심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화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배심제에 대한 이해는 민.

주주의 시민성 함양과 국민주권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

하고 실습을 통해 법정설득의 원리를 체험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홍보나 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 배심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

배심원 선정과 배심원 평의와 평결과정의 교육내용과 방안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법학과 심리

학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교육내용과 방안에 대.

한 구체적이며 상세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배심원제도에 대한 교육의 완숙도 더 높아

질 것이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은 사법제도에 대한 수동적 인식에서 사법절차의 능동적 민.

주시민 주권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적극적으로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

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실습 교육은 배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앞으로 있을 배심제에 대. ,

한 운영과 제도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특정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를 제시하였.

으나 각 대학마다 교육행정 방침에 때라 주어진 교육 환경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배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배.

심원모의재판토론 교육과정의 상세한 부분인 모두발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에 대한 연, , ,

구와 논의가 수사학자와 커뮤니케이션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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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이 대학교육에서 일반교양과정으로서의 필

요성을 탐구하고 수업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배심원제도가 정착되어 가.

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제도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시민. .

성과 의사소통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년간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에서 시행한 배심원모의재판5

토론 수업운영 방안을 소개하며 대학교양과정으로 편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모의재판토론과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을 비교 대조하며 지난 수십 년간 법학도를 위한 모의재판·

토론 수업의 목표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과 민주시민성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방향과 지향점을 탐구하였다 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의 목.

표와 교수학습 방안을 소개하고 지식기반 학습과 토론 실습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식 기반 학습.

으로 첫째 법정 수사학과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였으며 둘째 근대 민주, , ,

주의의 전개와 발전으로 인해 배심원제도를 통한 시민들의 사법참여와 국민주권주의 참여민주,

주의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대본을, . ,

분석하고 모두발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의 토론내용을 구상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 , ,

제해결중심학습법 모형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학습 방안을

탐구하였다 넷째 배심원모의재판토론의 형식과 진행순서를 소개하고 교수자와 학생들의 역할. ,

에 대한 구체적 수업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섯째 역할놀이학습법으로 진행한 배심원모의재. ,

판토론을 실습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제시하며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교수학습방안을 논의

하였다 여섯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교양과정으로서 배심원모의재판토론수업의 정체성. ,

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심원모의재판토론교육을 통해 말 실체 인식에 관한 법정 수사학 법, , , ,

정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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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nd how to teach mock trial class in Korean colleges: A general education

course for improving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promoting civic education about

jury trial system.

Lee, Sang-chul (SungKyunKwa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mock trial' has to be taught as a

general education course in Korean colleges. As Korean democracy has been

progressed, the jury trial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seven years ago. However, education about jury trial system for citizen as well as

students is in its infant stage. With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roduces contents and

instruction methods of mock trial class at college level, based on 'mock trial' class

opened at SungKyunKwan University for last five years as a general course. First, it

compares and contrasts mock trial and moot court debate. Moot court has been

practiced for several decades among the students majoring in law while mock trials

has barely been introduced in Korean education until recen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s for implementing mock trial education in the Korean colleges not only to

promote civic participation to jury system but also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y. This paper discusses details of teaching methods in mock trial class.

First, it shows how to teach the origin of Greek forensic rhetoric in its relation to

modern jury trial system, and how to teach the relationship among words, reality, and

thoughts. Second, in order to help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jury trial system, it presents how to teach the development of jury

trial system of the U.S. and various modern European countries. Third, it investigates

how to improve student's logical reasoning and critical thinking in reading and

analyzing mock trial scenarios and in preparing opening statement, examination,

cross-examination, final statement. Fourth, it introduces a mock trial debate format,

details of students activities in the class, and student evaluation. Finally, it argues

mock trial class should be a basic course at college level in oder to understand the

jury system better.

주제어 배심원모의재판토론 모의재판토론 법정 수사학 법정 커뮤니케이션 배심원제도 법교: , , , , ,

육 일반교양교육,

Key Words: mock trial, forensic rhetoric, legal communication, legal education, jury

system, debate, gene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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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후 최초의 여성총리이고 구동독 출신 비록 출생은 구서독이었지만 의 총리이(1990) , ( )
며 아웃사이더적 성향을 가졌던 청년시절에 여행자로서 노숙하면서 사회주의 몰락을 경험했,
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메르켈 독일총리는 자연과학자 라이프치히대학교 물리학 박사 로( )
서 토론과 타협을 즐기고 논쟁과 투쟁으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는 년부터 년까지 독일 여성청소년부 장관 년부터 년까지. 1991 1994 , 1994 1998
환경 장관 자연보호 장관 원자력부 장관을 지냈고 년 월 일부터 원내 제 당인 사, , , 2005 11 22 2
민당 과 좌우대연정을 구성하여 연속 세 번의 총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SPD) . 2006
년부터 년까지 년 연속으로 포브스 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2009 4 (forbes)
성 위에 뽑히기도 했으며 같은 여성 출신의 장기 집권 지도자이며 원칙을 고수하는 성향이1 ,
강한 영국의 대처 전수상과는 대조적으로 타 정파의 정책까지도 포용하는 화합적 리더십을 펼
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 대상으로 손꼽힌다 도대체 그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편적 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정책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 중의 하나로?
우리들은 그가 행한 많은 연설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대통령의 연설문 독일에는. (
연방대통령이 존재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수행하는 많은 역할은 연방수상이 하게
된다 이 이류급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의 수사학 이라는 장르는 언제나 설득 이) , ‘ ’ ‘ ’
나 공감 개념 추출의 분석 대상이 되고 국가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도‘ ’ ,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메르켈 연설의 공감적 부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년 월 일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로서 저는 거짓말쟁이 입니다 라는 도발적2013 12 18 “ ”
인 서두를 가진 국정연설을 주된 분석 예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모든 다양한 고전수사학의.
갈래를 포용하는 키케로의 생각의 수사학 을 분석의 틀로 삼았(Partitiones oratoriae) (2007)『 』
다 이유는 그의 많은 저작물 부루투스 오라토어 화술과 논증. ( (Brutus) , (Orator) , (Topic『 』 『 』 『

등 중에서도 그의 이론이 거의 원숙 단계에 들어선 말기의 작품이며 또한 유학을 떠나a) ) ,』
는 자신의 아들에게 압축된 수사학의 핵심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맥락 때문이다 절로 이루. 140
어진 생각의 수사학 은 키케로와 아들과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Partitiones oratoriae)『 』
데 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말하는 방법 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절, 1-2 ‘ ’ , 3-4
에서는 화술이론의 전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이러한 거시적인 토대위에 각 세분 항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절 이 후에 중 아카(5-138 ). ‘
데미 가 행한 일에 대한 요약이 제시되고 절 다음과 같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로 마’ (139 ),
무리 짓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기에 네겐 나의 설명이 저 근원으로 가는 이정표와 같아: “ ,
야 한다 너도 내가 만난 스승처럼 훌륭한 스승이나 다른 스승을 만나 저 근원들에 이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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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내 설명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중요한 문제들도 깊이 이, . ,
해하게 될 것이다 키케로.”( 2007: 158).

아들 아버님 대중 또는 정치가를 상대로 말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떤 특정: , ‘ ’ ...
한 예를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버지 얘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뭘 더 바라겠느냐 네 관심이 말하는 방법 에 있: , ? ‘ ’
다면 내 기꺼이 만사를 제쳐놓고 그렇게 하마, .

아들 연설이론 전체는 몇 부분으로 나누어야 합니까: ?
아버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지 첫 번째 부분은 연설가가 갖추어야 할 수사학적 능력 이고: . ‘ ’ ,

두 번째 부분은 연설의 구조 세 번째 부분은 연설의 주제 다 수사학적 능력이란 연‘ ’, ‘ ’ . ,
설가가 일단 생각과 말을 찾아낸 다음 올바르게 배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일이, .
생각에서 이루어지면 착상이라고 하고 말에서 이루어지면 표현 이라고 하지 배열 은, , ‘ ’ . ‘ ’
이 두 영역에 공통적이지만 보통은 착상 영역에 포함시킨다 목소리 몸짓 표정 등을, . , ,
다루는 발표는 원래 표현영역에 속하며 기억 은 이상의 모든 것을 저장하는데 마치, ‘ ’ ,
창고와 같다 그리고 연설의 구조는 서론 예비본론 핵심본론 결론 의 네 부분으. ‘ ’, ‘ ’, ‘ ’, ‘ ’
로 나누는데 서론과 결론은 감정으로 일으키는데 중요하고 예비본론과 핵심본론은 진,
상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 연설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인물과 시간이 정해지는 유형과.
정해지지 않는 유형이 있는데 전자를 일반주제 후자를 특수주제 라고 한다, ‘ ’, ‘ ’ .

아들 그렇다면 연설가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능력이 착상 능력일 터인데 메르켈의 연: ......
설문에는 어떤 착상 능력이 감지됩니까?

아버지 메르켈의 연설문에서는 설득하길 바라는 사람에게 아마도 국민이나 동료 정치가이겠: ,
지만 신뢰 획득과 감정 자극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이 들어 있을 거야 일단 신...... .
뢰 획득은 논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논거는 대상 자체나 대상 바깥에 있는 말...... ‘
터 에서 끌어오게 되지’ .1) 전자를 신탁 조점 예언 권위 문서 약속 등으로 이루어진, , , , ,
외부 말터라고 하고 후자를 정의 반대 유사성 등으로 이루어진 내부 말터라고 하는데, , ,

메르켈의 연설문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이유는 아마도...... .
내부 말터에 집착했음에 기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자에 해당되는 것을 굳,
이 찾으라고 한다면 권위에 말터가 등장하는 것을 찾아 볼 수는 있단다 예를 들어, . ,
연설의 중간 부분에 선거 유권자가 가진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메......
르켈은 이를 위해서 미국의 초대 정치인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벤자민 프랭클
린 의 구절을 빌려 왔단다 벤야민 프랭클린은 년도 더 이전에 다음과(B. Franklin) : “ 200
같이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이 둘을 다 얻을 수 없습니: ‘
다’(Benjamin Franklin sagte vor  ber 200 Jahren: ‘Wer Freiheit f r Sicherheit
aufgibt, verdient keins von beiden’).”(Antrittsrede der Bundeskanzlerin 2013.

1) 키케로는 화술과 논증 에서 다음과 같이 말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첫 번째(2006: 19) : “『 』
영역 즉 논거를 찾는 방법 시작할 것이다 숨겨진 곳이 지적되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 곳에 있는[ , ] . ,
것을 찾아내는 일은 쉽듯이 논거를 찾아내려면 일단 곳 즉 말터를 알아내야 한다 그것을 소재지, [ , ] . ‘ ’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터 라 하고 있다 이것에서 논거가 나온다, ‘ ’ .”

- 90 -



라고 하면서 연설의 상대인 국민이 가진 자유의 중요성을 설득시키기 위해 옛12. 18.) ,
정치가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지.

아들 아버님 혹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약속이나 서약 같은 외부 말터에 속하는 인간의 증언: ,
으로 메르켈이 대중을 설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버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말하나 보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정부가 일으킨 경제디플레에서: : “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으킨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
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으킨 범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부. .
가 일으킨 테러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끔직한 일들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r Wirtschaftsdepression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n Kriegen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r
Kriminalit t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m Terrorismus zu retten, den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dass ich euch vor allen schrecken
Dingen rette, die ihr euch vorstellen k nnt.”(Antrittsrede der Bundeskanzlerin

이것은 마치 약속의 말터를 이용해서 청중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2013. 12. 18.)
만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성립,
될 수 있단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는 모든 사안 좀 더 학구적으로 말하면 명제 들이. , ( ‘ ’)
이미 지난 일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단다 단순히 과거에 했었던 자.
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들 그렇군요 그렇다면 메르켈의 연설문에 등장하는 중요 내부 말터는 무엇인가요: . ?
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내부 말터의 첫 번째 등장하는 대상의 정의 인 것 같구나: ‘ (definitio)’ .

나는 이전에 저술했던 화술과 논증 에서 감춰놓은 조사 대상의 가면을(Topica) (2006) ,『 』
벗기는 정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룰 내용 전체에 응용되는 정의 다뤄지는, ,
부분들의 열거에 응용되는 정의 그리고 낱말에 의미에서 논거가 나오는 어원도 정의에
응용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예로서 설명한 적이 있단다 시민법은 시민사회의 동등: “
한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형평성의 체계이다 이 형평성을 아는 것.
은 유익하다 따라서 시민법을 아는 것은 유익하다 어떤 사람이 호구조사에 의해서. .”; “
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유언 장 에 의해서도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자, , [ ] ,
유인이 아니다 그는 위의 어느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자유인이 아니. .
다 법률이 납세의무자 의 소송담보인이 납세자일 것을 요구한다면 지주를 위한 보.”; “ ‘ ’ ,
증인으로는 지주를 요구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아일리우스가 말하듯이 납세자라는 명. ,
칭은 지불능력에 따라 붙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키케로 메르켈이 이 중에.”( 2006: 20).
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는 연설의 구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아들 그렇다면 아버님 메르켈의 연설에서는 다양한 말터들 중에 단지 정의의 말터만이 등장: , ,
했다는 것인가요?

아버지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대상의 반대 서로 모순되는 것 대상의 원인 등의 말: . , ‘ ’, ‘ ’, ‘ ’
터들도 보인다 그러나 메르켈 연설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말터가 정의의 말터.
라는 것이다 메르켈이 연설의 서두를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 ” ,
모든 정치가들은 다 거짓말쟁이 입니다 를 지나 모든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함에도 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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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들 모든 정치가들 과 저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구절로 구성한 것을 보면, [ ] ” ,
그는 유사성의 말터인 대상 자체나 대상의 반대와 비슷하거나 비슷하지 않은 것 과“ ”
대상들의 속성이나 사용가능성의 대등관계 및 대소 관계의 비교 라는 비교의 말터도“ ”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의의 말터에 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연설의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말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이지.

아들 아버님 그렇다면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터에서 논거를 끌어 올수 있게 됩니: ,
까?

아버지 그럼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말터를 언제든 제외시키기 위해 상투적인 논거의 출처: . “ ,
가 되는 말터를 때로 포기하기 위해 불필요한 말터도 때로 포기하기 위해, ”(2007: 24)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들 그렇다면 아버님 이번에는 배열능력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 .
아버지 배열 능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선은 일반주제인가 또는 특수주제인가에 따라 논거: ,

의 배열순서가 다르단다 예를 들어 일반 주제의 경우 이미 언급했던 말터의 순서와. ,
같지만 특수 주제를 다루는 연설에서는 감정 자극에 관여하는 수단들도 함께 쓰여야,
한다 여기서 일반 주제라 함은 인물과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이고 특수주제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분석하고 있는 메르켈의 연설은 특수 주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중의 유형인데 우선 두 가지 청중의 유형. ,
에 대해 설명하마 이를 테면 그저 듣기만 하는 청중 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청중 이. , ‘ ’ ‘ ’
다 이를 토대로 연설을 구분하게 되는데 따라서 후자처럼 지난 일을 판단해야 하는. , ‘[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연설 이 있고 원로원의 의원처럼 닥칠 일을 판단해야 하] ’ , ‘[
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권유연설 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처럼 즐기려는 청중을] ’ . ‘[
대상으로 하는 칭찬연설 이 있다 키케로 이하 참조] ’ .( 2007: 26 ).

아들 그렇다면 메르켈의 연설은 어쨌든 그는 정치가이므로 권유연설에 속하겠네요: - - ?
아버지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단다 그러나 정치가가 행했던 모든 연설을 권유연: .

설이라고 볼 수 없단다 예를 들어 수상이 되기 전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선거후.
에 행할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서 역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권유연설에 속하겠지만 많,
은 정치가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에 반해서 이들과 차별되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의 연설은 권유연설이라기 보다는 칭찬연설에 더 가깝게 느껴진
다 그럴 경우 청중을 위한 설득적인 배열방식은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방식 영역별. , ‘ ’, ‘
분류를 따르는 방식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올라가는 방식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 ’, ‘
미끄러져 내려오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키케로 이하 참조 그렇지만 메’ .( 2006: 27 ).
르켈의 위의 연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많은 부분에서 법정연설의 형태도 띠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설의 대다수 청중이 모든 정치가는 거짓말쟁이 라는 명. , ‘ ’
제를 알아차리지 못함의 잘못에 대해 다양한 논거들을 이용해서 조목조목 따지며 주장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연설가인 메르켈은 법정연설에서의 기소인의 역할을 담당한.
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연설의 배열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비본론 사건의 발, : “[ ]
생 순서를 따른다 핵심본론 각 논거를 무기로 사용한다 핵심본론 감정에 북받친 진. [ ] . [ ]
술을 앞세운다 핵심본론 예리하게 논증 상의 결론을 내린다 핵심본론 장부 의결. [ ] [ ] . [ ] ,
사항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한다 핵심본론 각 증거를 상세히 다룬다 서론 본론, . [ ] . [ , ,
결론 감정 자극에 효과적인 연설규칙을 활용한다 키케로] .”( 20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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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버님 기소인의 배열 방식이 있다면 법정에서 피고의 배열방식도 있겠군요: , , .
아버지 당연히 그것도 있단다 그러나 그것은 메르켈의 연설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넘어: .

가기로 하자 그리고 메르켈 연설의 논증구조에 대해서는 연설의 구조에서 좀 더 자세.
히 설명하기로 하마.

아들 그 다음은 연설가의 표현능력 차례네요: .
아버지 그렇단다 표현규칙에는 낱말 선택 에 관계되는 경우와 낱말의 연결에 관계되는 경우: . [ ]

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와 관련된 규칙들이 잘 지켜지면 그 결과 자연스러. ,
운 표현이 될 터이다 낱말에 관계되는 경우는 특정한 낱말을 찾는 경우이고 낱말 연. ,
결의 영역에서는 찾아낸 낱말들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일이 관건이다 낱말은 그 본성이.
나 사용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본성에 따르면 어떤 낱말은 다른 낱말보다 특정 성질을,
더 갖고 있다 이를 테면 어떤 낱말은 다른 낱말보다도 더 낭랑하고 웅장하고 부드럽. , , ,
고 찬란하다 메르켈의 연설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부드러운 낱말 사용이다 이것은, . .
메르켈의 별명이 무티 엄마 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별명의 연유는 그‘ (Mutti, )’ .
가 독일 수상으로서 정치적 용어에 해당되지 않은 감성적인 일상어들을 사용하면서 에
토스 에 호소함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독일 드레스덴 대학의 응용언어학과 교수(Ethos) .
인 샤를로트 는 메르켈의 연설에 자주 등장하는 흥미진진한(J. Scharloth) ‘spannend( )’,

공동의 사랑스러운 충심으로 그때그때‘gemeinsam( )’, ‘lieb( )’, ‘herzlich( )’, ‘gelegentlich(
의 라는 낱말들이 그의 경쟁자였던 슈타인브뤽 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전)’ (P. Steinbr ck)
형적으로 출현하고 이러한 낱말들은 정치적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 ,
낱말들은 비공식적이고 감정적인 문체 로 간(der informelle, emotionale Sprachstil)
주된다고 주장한다 샤를로트 아래의 예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은 충분히 일.( 2013).
리 있음을 알 수 있다 존경하는 파버씨 존경하는 프란치오니씨 신사 숙녀 여러: “ , ......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날들은 올해도 긴장되고 흥미로울 것이, .
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Sehr geehrter Herr Faber, sehr geehrter Herr
Francioni ...... meine Damen und Herren, gestatten Sie mir, dass ich zu
Beginn Ihnen allen ein frohes und vor allen Dingen gesundes neues Jahr
w nsche. Die ersten Tage haben schon darauf hingedeutet, dass auch dieses
Jahr spannend und interessant wird.)” [Rede von Bundeskanzlerin Merkel zur

지구에 있는 많은 사Jahreser ffnung 2015 der Deutschen B rse. 2015. 01. 19]; “
람들 스스로는 존엄한 존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먹고. ,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안전하게 하는 것 그 속에 우. ,
리들 공동의 과제가 있습니다.(Jeder [Milliarden Menschen auf der Erde] f r sich
hat das Recht auf ein w rdiges Dasein. Das heißt zuallererst, die Chance auf
genug zu essen und zu trinken zu haben. Die Grundlagen f r die Ern hrung
sicherzustellen darin liegt unser gemeinsamer Auftrag.”(Rede von
Bundeskanzlerin Merkel bei der Festveranstaltung zum 150-j hrigen Bestehen

제가 범죄자들의 비디오를 때때로 사적으로 보는 것이von BASF. 2015. 04. 23); “ -
예를 들어 인질사건의 경우 연방 수상으로서의 제 업무에 해당됩니다- .(Zu meiner
Arbeit als Bundeskanzlerin geh rt es, dass ich mir Videos von T tern, zum
Beispiel bei Geiselnahmen, gelegentlich pers nlich anschaue. Ich habe 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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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h das Video angeschaut, das jetzt im Zuge der Ermittlungen gegen die
Th ringer Terrorzelle entdeckt wurde.”(Rede von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bei der Gedenkveranstaltung f r die Opfer rechtsextremistischer

저는 인디아 장관님들과 전시자분들과 공동으로 나렌드라 모Gewalt. 2012. 02. 23); “
디 인디아 국무총리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충심으로 환영.
합니다.(Ich begr ße ganz herzlich den indischen Premierminister Narendra
Modi gemeinsam mit seinen Ministern und den indischen Ausstellern. Seien
Sie uns herzlich willkommen.”(Rede von Bundeskanzlerin Merkel bei der

사실 충심으로Er ffnungsveranstaltung der Hannover Messe. 2015. 04. 12). , ‘
는 연설 초반부에 등장하는 감사의 인사말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연설의(herzlich)’

마지막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도 자주 사용되는데 사랑스러(“ !(Herzlichen Dank!)”) , ‘
운 의 경우도 그러하다 사랑하는 폴커 카우더씨 사랑하는 게르다 하젤펠트씨(lieb)’ : “ , ,
사랑하는 독일 연방의회의 동료여러분 특히 우리들의 손님인 산업연합회의 회장님들이,
신 사랑하는 그릴로씨 산업계에서 오신 사랑하는 손님들 저는 모두에 두 번의 감사의, ,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Lieber Volker Kauder, liebe Gerda Hasselfeldt,
liebe Kolleginnen und Kollegen aus dem Deutschen Bundestag, aber vor allem
unsere G ste, pars pro toto f r alle Pr sidenten der Wirtschaftsverb nde:
lieber Herr Grillo, liebe G ste aus der Wirtschaft insgesamt, ich m chte mit
zwei Dankesch n beginnen ......)”(Rede von Bundeskanzlerin Merkel beim
Empfang der CDU/CSU-Bundestagsfraktion f r die deutsche Wirtschaft. 2015.

그러나 샤를로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샤를로트 충심으로 와 사랑스러04. 22.). ( 2013), ‘ ’ ‘
운 은 독립적으로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비록 인사말에서이지만 슈타인브뤽과’ . ,
메르켈의 연설문에 등장하는 두 낱말의 빈도의 비교는 가능하다 어쨌든 이러한 낱말의.
잦은 사용이 메르켈을 경쟁을 즐기는 슈타인브뤽보다 더 정감 있게‘ (angriffslustiger)’ ‘
느끼는 이유가 된다 비록 작은 단위지만 남의 감정을 긁지 않으려(sympathischer)’ . , ‘
하는 그의 태도는 당연히 공감의 연설문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nicht provozieren)’
가 될 수 있다 은유법이나 환유법 반어법과 과장법의 사용도 본성에 따라서 다른 낱. ,
과 구별된다 메르켈의 연설문에는 정치가를 빗댄 컨트롤머신 같. ‘ (Kontrollmaschiene)’
은 은유적 낱말이나 나는 거짓말쟁이 라는 반어적 표현이 그러하다 이것은 그 유명, “ ” .
한 고대 그리스의 거짓말쟁이 역설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낱말 선택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낱말의 연결에서도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일정한 리듬 과 문법적 일치 이다‘ ’ ‘ ’ .
메르켈의 연설문에서 문법적인 문제는 언제나 지켜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낱말.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낱말의 연결에서도 이른바 다섯 가지 찬란한 불빛들로 불려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성 간결성 신빙성 구체성 장식성이다. , , , , .

아들 다섯 가지 찬란한 불빛들 이라는 표현도 은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설에 있어서 유: ‘ ’ .
의해야 할 다섯 가지 문체 원칙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아버지 그렇단다 우선 명확성의 경우 문장의 시작과 마무리를 같은 리듬으로 해서 짝을 이: . ,
루게 하거나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곳에 낱말들이 나타날 때에,
해당된다.2) 메르켈은 마치 이러한 표현규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2) 이에 대해서 안재원의 키케로 번역본에는 명확성에 대한 기둥의 은유가 다음처럼 설명되고 있다 키: “[
케로의 연설가 편에서 문장의 전체 리듬과 관련해서 세 종류를 제시한다 참조 문장 시작] (Or.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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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부가 일으킨 경제 디플레에서 구출한다고 약속: “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으킨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 .
부가 일으킨 범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으킨 테러.
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끔직.
한 일들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r Wirtschaftsdepression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n Kriegen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r Kriminalit t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m
Terrorismus zu retten, den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dass ich euch vor allen schrecken Dingen rette, die ihr euch

이러한 명확vorstellen k nnt.”(Antrittsrede der Bundeskanzlerin 2013. 12. 18).
성에 반대되는 것이 애매함일 터인데 이를 테면 지나치게 연설의 길이를 늘일 때나 지,
나치게 줄일 때 그리고 다의적 표현을 사용할 때 연설이 정확성을 일어버리고 간결성,
도 읽게 된다 메르켈의 연설문은 길이나 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간결한 편이다 나는. . “
거짓말쟁이 입니다 라는 첫 문장 자체가 그러하고 그의 정치적 상대였던 슈타인브뤽과” ,
비교해도 메르켈 연설문의 문장들은 평균길이가 짧은 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연. ,
설문 분석을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기계분석 방식이 존‘ (die maschinelle Analyse)’
재한다 그것에 기대면 메르켈의 연설이 공감적인가에 대해서 메르켈이 년부터. , 2010

년부터 행했던 개의 연설문에 등장하는 의 토큰을 가지고 메르켈의 가2013 280 735389 ,
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슈타인브뤽 의 그것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샤를로(P Steinbr ck) .
트 는 년 독일연방의회선거 분석 이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은(J. Scharloth 2013) “2013 ”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한다.

연설에 있어서 문장의 길이가 짧다는 사실은 공감 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
위치를 차지한다 슈타인브뤽이 총리후보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연설문 길이에서는 메르.

을 같은 리듬으로 반복하거나 문장 마무리를 같은 운율로 반복하거나 문장의 시작과 끝을 같은 리, ,
듬으로 짝을 지어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리스어 콜론 은 원래 지체 를 뜻한다 신체...... (Kolon) ( ) .肢體
는 사지 사지 로 구성되는데 사지 중 한 지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개별 문장에서는 콜론이다 콜론( ) , .
논의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으로 콜론은 개별 문장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즉 개별. ,
문장의 구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구조의 한 기둥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콜론 문제는 개별 문, .
장의 구축 논의에서 핵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이 있다 일.
반적으로 개별 문장을 두 개 세 개 혹은 여러 개의 콜론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가, ,
두 개의 콜론 이다(dikolo) .(Alex. De fig. ed. Ahn 참조 안재원, pp.42-45 ).” ( 200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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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의 한 문장에 포함된 평균 낱말의 수가 슈타인브뤽보다 약간 짧다 한 문장 당 평균.
단어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연설에서는 개의 문장20 . “ ” 133

에 개의 낱말이 들어 있는 셈이니 한 문장이 평균 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는1995 , 15
셈이지.

아들 그렇다면 아버지 연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아버지 연설에서 신빙성을 획득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다 메르켈 연설의: .

경우는 슈타인브뤽의 연설문처럼 전문어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숫자의 출현빈도도,
적고 특히 표현 규칙의 신빙성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이 지나치게 다듬어지지도, “ ,
세련되지도 않았을 때 나 일반인의 견해나 가치관에 일치할 경우 를 들 수 있는데 이” “ ” ,
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앞서 보았던 메르켈 연설문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언어사용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미 그 부분을 부드러운 낱말의 사용부분에서 언급한.
것을 기억할 테지?

아들 예 표현규칙에서 낱말 사용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미 언급하신 것 같아요: , .
아버지 다음으로는 구체성을 설명할 차례구나 여기서도 이미 언급했던 은유나 낱말의 반복: . , ,

과장 등과 관련 있단다 이러한 부분들이 연설의 구체성과 관련 있는 이유는 문제의. “
내용을 거의 그림처럼 눈앞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연설은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해. ,
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말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 표현 규칙의”( 2007: 36).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은 매력성 즉 장식성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마침법이 해당되고, . ,
평행법 각종 반복법 접속사 첨가법이 관련된다 메르켈의 연설에서 반복법은 아주 중, , .
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자주 등장한다 또한 평행법도 거시적인 관점, .
에서 보면 반복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연설문에서의 반복은 아주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테면 공감의 연설문 으로 널리 알려진 킹 목. , ‘ ’
사의 연설문에서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에“ (I have dream)”
자주 등장하는 그렇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는 반복 이 가진 공감“yes, we can( . )” ‘ ’
을 위한 강력한 기능을 말해 주고 있단다 이러한 반복의 기제들은 메르켈의 연설문에.
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연설문에 반복의 기제들을 끼워 넣.
고 있다 다음과 같이 특정한 구가 반복되고 인칭 또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되고 수. , 1 2 ,
사의문문이 반복되는데 또한 이러한 반복은 생략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단다 여러분, : “
은 세금 내지 않고서는 장애에 굴하지 않고서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서는 라이센스, , ,
와 허가서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모든 시험들을 치루지 않고서는 뒤에서 관료에게 아, ,
부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생산할 수 없고 팔 수 없고 건설할 수 없습니다, , .(Ihr
k nnt nichts produzieren, verkaufen oder bauen ohne eine Geb hr nach der
anderen bezahlen zu m ssen, ohne  ber ein St ckchen nach dem anderen
springen zu m ssen, ohne dieses und jenes Formular ausf llen zu m ssen,
ohne diese Lizenz und jene Erlaubnis beantragen zu m ssen, ohne sich den
ganzen Pr fungen unterziehen zu m ssen, ohne den B rokraten hinten

일인reinkriechen zu m ssen.”(Antrittsrede der Bundeskanzlerin 2013. 12. 18).
칭 대명사가 이행동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원래 약속 이라는 언어행, ‘ ’
위는 일인칭 주어와 현재시제 등으로 이루어져야 성립되지만 아래의 경우 현재완료형, ,
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약속행위가 아니다 메르켈은 특정한 연설에서 일인칭 저는. ‘ /
나는 본인은 이 사람은 을 주어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 (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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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을 여러분들 당신들 을 대화의 상대로 놓으면서 면대면 소통‘ / (Ihr)’ (Face to
상황을 유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도 관찰된다 따라서 메르켈Face-Kommunikation) .

의 연설에서는 여러분들 당신들 이 주어로 반복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저는‘ / (Ihr)’ : “
여러분들을 정부가 일으킨 경제디플레에서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으.
킨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으킨 범죄에서 여러.
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으킨 테러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끔직한 일들에서 여러분들을 구출.
한다고 약속했습니다.(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r Wirtschaftsdepression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n Kriegen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r Kriminalit t zu retten, die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euch vor dem Terrorismus zu retten,
den die Regierung verursacht hat. Ich habe versprochen, dass ich euch vor
allen schrecken Dingen rette, die ihr euch vorstellen k nnt.)”(Antrittsrede der

여러분들은 모든 정치성을 띈 사회프로그램들이 가Bundeskanzlerin 2013. 12. 18); “
난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러한 프로그램들?
은 삶의 내용과 희망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텅 빈 베일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
다 여러분들은 국가의 학교들이 수많은 아동들을 어떻게 모른 체해서 무관심한 사람으.
로 만들어서 이들의 유일한 능력이 복종하는 것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십니
까 여러분들은 경제를 위한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이 사회적 재분배 기제에서 은행기?
만 체계와 위조 지폐로 예전에 부유했던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Habt ihr nicht mitbekommen, was die ganzen politischen
Sozialprogramme den Armen angetan haben? Sie haben Millionen von
Menschen in leere H llen verwandelt, ohne Lebensinhalte und ohne
Hoffnung. Habt ihr nicht mitbekommen, wie die staatlichen Schulen Millionen
von Kindern zu ignoranten und apathischen Menschen gemacht haben, deren
einzige F higkeit darin besteht, gehorsam zu sein? Habt ihr nicht
mitbekommen, dass die politische L sung f r die Wirtschaft von der
sozialistischen Umverteilungsmaschine bis zum Bankenbetrugssystem und
seinem Falschgeld dieses einst reiche Land in die Armut gef hrt hat? Habt
ihr nicht mitbekommen, dass sich alles, was die Politiker anfassen, sofort zu

이러한 면Dreck verwandelt?)”(Antrittsrede der Bundeskanzlerin 2013. 12. 18.).
대면 소통 상황은 상대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소통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
을 하기도 한다 특히 어떤 경우는 수사의문문의 반복과 함께 훨씬 강조된 반복의 기. ,
능이 발휘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반복은 생략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 나라에는: “
축제해야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역겨? ?
운 세금징수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정치?
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을 무한대의 책임을 지우고? ,
그들을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정치가와 은행가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을 규칙적으로 털깍이를 하고 있는 양처럼 취급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탈까 무엇을 지을까 어떤 일을 할까 무엇,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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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할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할까를 결정하는 가장 거대한 미식가가 있는 나라
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습니까 정치가가 절반이 넘는 여러분들?
은 수입을 도둑질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베를린에서 벽에 거짓?
말쟁이를 그리는 모든 공포에 여러분들을 빠져들게 하는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이 자부심
이 있습니까?(Was gibt es an diesem Staat zu feiern? Ihr seid stolz auf diesen
Staat? Stolz auf die widerlichen Steuereintreiber? Stolz auf eure Politiker, die
eure Kinder in den Krieg schicken? Stolz auf die B nker und Politiker, die
eure Kinder und Kindeskinder grenzenlos verschulden und sie zu ewiger
Knechtschaft verdammen? Indem sie sie wie Schafe halten, die sie regelm ßig
scheren? Stolz darauf, in einem Land zu leben, in dem die gr ßten
Stiefel-lecker entscheiden, was ihr essen, trinken, fahren, bauen, arbeiten,
produzieren und denken d rft? Stolz auf ein Land, in dem euch die Politiker
mehr als die H lfte eurer Einkommen stehlen? In dem ihr auf jedes
Schreckenpenster hereinfallen, die die L gner in Berlin an die Wand

직시적 원천malen?)”(Antrittsrede der Bundeskanzlerin 2013. 12. 18). (deiktische
인 여기 지금 나 의 반복도 공감의 연설문에서는 자주 나타Origo) ‘ (hier)’, ‘ (jetzt)’, ‘ (ich)’

나는 현상이다 이는 이러한 낱말이 가진 현장성 이로 인해 야기되는 청자와의 공감과. ,
관련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아주 적은 수의 소수자들로부터 분리: “
시키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Ich bin hier, um euch von einer winzig kleinen
Minderheit von Menschen fernzuhalten.)”(Antrittsrede der Bundeskanzlerin

또한 메르켈은 자신의 정적인 슈타인브뤽 보다도 복수 인칭 우리2013. 12. 18). 1 ‘
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샤를로트 이 또한 공감의 연설에 다(Wir)’ ( 2013),

가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 (Wir)’
살펴볼 때 그러하다.3) 이 외에도 연설의 매력성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연설가가“

3) 우리 가 가진 다양한 지시영역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해서 탐구한 이재원‘ ’ (2013:
이하 을 참조하라167 ) : “그런데 이 부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오바마 취임사에 등장하는 모든 와‘we’
가 모두 다 청중 통합을 위한 기제인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지시영역을 가진 와‘our’ . ‘we’
를 오바마의 연설문에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집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사‘our’ . , “ , ,

업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의 의료비용은 너무 비싸고 에서 우리 들 의 이나 우리는 젊은 국가라는. ......” ‘ ( ) ’ “
것을 상기하고 있지만 성경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면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에서 우리 는, , ” ‘ ’ ①
연설가와 청중 그리고 연설가와 청중이 속한 국가인 아메리카 를 지시하는 반면에 우리들이 어디를 보아도‘ ’ , “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태는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와 다리를 놓고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전기선과 인터넷 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과, .
학을 재정립해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줄일 것입니다, ......
에서의 우리 는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을 제외한 연설가와 이 연설가가 속해있는 행정부를 지시하고 있음“ ‘ ’ ②

은 자명해 보인다 이러한 청중이 제외된 우리 를 배타적 우리 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배타적 우리 의 사용에. ‘ ’ ‘ ’ , ‘ ’
는 특별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단 배타적 우리 가 사용되면 이것의 지시대상과 청중은 분리. ‘ ’
또는 대립 되고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다른 배타적 우리 가 우월집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즉 청중들( ) ‘ ’ .

은 배타적 우리 가 가진 우리 라는 명칭 대문에 배타적 우리 를 우월집단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써 청중들‘ ’ ‘ ’ ‘ ’ ,
은 무력감 또는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이때 배타적 우리 집단은 이러한 무력감에 빠진 청중을 위해서 도로, ‘ ’ ‘
와 다리를 놓고 전기선과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태양과 바람’, ‘ ’, ‘ ’, ‘
그리고 토양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하고 공장을 가동 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은 배타적 우리 가’ . ‘ ’
할 수 있으며 해야 할 일들 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청중은 배타적 우리 에 대한 감사의 감정을 갖게 된다‘ , ’ . ‘ ’ .

결국 청중들은 이러한 배타적 우리 에 추종하게 되는 설득의 전략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위의 예문에, ' ‘ .
서 우리 산업 과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에서의 우리 는 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우리 가‘ ’ ‘ ’ ‘ ’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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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격을 호감이 가게 나타낸 연설 이를 위해 연설가가 자신의 아량은 어떠한”, “
가 를 분명히 나타낼 수 만 있다면 청중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
상대방은 더 나은 사람으로 자신은 더 겸손한 사람을 묘사하는 수법을 써야 할 때“ , ”
키케로 도 있을 터인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거짓말쟁이로 겸손해하는 메르( 2006: 38) ,

켈의 전략일 터이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실제 생각은 연설가로서 하는 말과 전혀 다, “
르다 키케로 라는 반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력성의 한 가지인데 메르켈은”( 2007: 39) ,
벌써 나는 거짓말쟁이 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말“ ” .
이다 이러한 연설의 이러한 매력성은 명확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 .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내용이 요구하는 바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키케로.”(
2007: 39).

아들 아버님 다음으로는 발표능력과 기억능력인데 이것은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곧바로 연: , , ,
설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시지요.

아버지 연설은 서론 예비본론 핵심본론 결론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론과 결론: , , , ,
이 감정 자극을 위해 중요하고 예비본론과 핵심본론의 중점은 신뢰획득에 맞춰져야 한,
다 일단 메르켈 연설의 서론이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는 서론이 가져야. , ,
할 세 덕목인 청중의 호감을 사는 일 청중의 이해를 돕는 일 청중의 관심을 끄는‘ ’, ‘ ’, ‘
일 중에서 첫 번째를 가장 염두에 둔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항목이 서론’ .
에 어느 정도 다 들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르켈의 연방의회 연설은. ,
특이한 서론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사실 특이하다기 보다 차라리 서론과 예비본론이 생. ,

혼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우리 외에도 세 번째의 우리 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 다음. ‘ ’ ‘ ’ ,
구절에서처럼 우리 의 피지시체가 연설가 자신 즉 인칭 단수일 경우에 그러하다 빈곤한 국가의 국민에‘ ’ , 1 : “(③
게 미국은 굶주림과 소외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식량 지원과 농장 개발 및 상수도 정화의 지원을 약속합니다.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영토 밖의 일이라고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
을 것이며 세계의 자원을 효율성 없이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 는 하나의 거대한 운, .” ‘ ’
명 공동체를 만들기로 작정하는 의 우리 도 아니고 청중을 제외한 연설가와 그의 행정부를 의미하는 일인‘ ’ ,①
칭 복수도 아닌 연설가 자신을 지칭하는 일인칭 단수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책무행위.

에 속하는 위와 같은 발화수반행위 약속 은 화자는 미래의 행위에 대(Kommissive) (Illokution) (Versprechen) ‘
해 책임을 지며 특정한 행동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브링커 이러한 인칭 단수의 우, .’( K. Brinker 1985: 95). 1 ‘
리 는 이른바 헬비히 부샤 참조 가 말하는 겸손의 복수 와 관련지을 수 있다’ / (1989: 252 ) ‘ (pluralis modestiae)’ .
이들은 이를 다음의 예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 ‘
다 헬비히 부샤에 기대면 이(Wir haben diese Frage in einer fr heren Arbeit ausf hrlich behandelt).’ /
문장에서 는 지시적 의미의 측면에서는 와 등가를 이룬다 이러한 겸손의 복수가 대통령의 취임사에‘wir’ ‘ich’ .
사용될 가능성은 크다 어쨌든 연설가는 자신을 낮추면서 청중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
로 구분되는 우리 의 용법 중의 하나는 이인칭 복수 즉 연설가를 제외한 청중만을 지칭하는 우리 를 상정‘ ’ , ‘ ’④
할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은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대처 방식도 새로운 것이 될 것 같습니: ‘ .
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일군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들은 옛 방식이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
바로 근면 정직 용기 페어플레이 정신 관용 호기심 충성과 애국심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우리 공동의 우, , , , , , . [
리 역사를 발전시켜온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가치로 복귀하] , .
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물론 미국과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새로운 시대의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마지못해 이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위 지도적 우리 로 불리는 청중 지칭의 우리 는 청중이 일정한 방.’ ‘ ’ ‘ ’
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테면 말할이가 자신의 의도대로 들을이가 움직이기를 바랄, ‘
때 들을이의 인칭을 쓰지 않고 말할이와 들을이를 같이 포함하는 인칭 즉 인칭 복수에 호소하는 경우에 해, , 1
당된다 김종영 이러한 지도적 우리는 청중 통합의 기능보다도 들을이 청중 를 설득해서 말하는.’( 2010: 225). ( )
이 연사 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우선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칭 복수 대명사 는 다의적( ) . , 1 ‘w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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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된 거의 대부분 핵심 본론으로 이루러진 연설로 보아도 무방하다 아마도 그는 청중.
의 호감을 사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음에 틀림없다 나는 거짓말 장이입니다 라는. “ ”
도발적인 서두를 가진 그 연설의 몇 구절을 살펴보자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 .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거짓말을 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
다 정치적 권력의 위치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했습니다 모든 정치가는 거짓말. .
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것을 한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적 권력의 입장을 소. .
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을 합니다 모든 정치가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정치가들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
분들을 엄숙하게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가능, ,
한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들로부터 권력을 얻기 위해.
순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들과 저. ,
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터놓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들 모. .
두는 명예로운 의도들로 이루어진 장광설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정치가들.
은 단지 하나의 유일한 목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
저는 여러분들이 반겨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Ich bin ein L gner. Ich habe gelogen, damit ich gew hlt
werde. Nat rlich bin ich nicht der einzige, der das getan hat. Alle, die eine
politische Machtposition haben, haben es auch getan. Alle Politiker l gen. Ihr
wisst das. Alle Politiker l gen euch an und versprechen euch hoch und
heilig, euch zu respektieren und f r euch zu k mpfen und euch alle
m glichen Annehmlichkeiten zu geben. Aber sie tun es nur, um euch
reinzulegen, damit sie die Macht von euch bekommen. Obwohl wir Politiker
alle l gen, gibt es einen Unterschied zwischen ihnen und mir. Ich rede offen
 ber diese L gen. Sie kleiden alles in einen Wort-schwall aus ehrenvollen
Absichten. Dabei haben alle Politiker nur ein einziges Ziel: An den Hebeln
der staatlichen Kontrollmaschine zu sitzen. Ich habe euch einige Dinge zu
sagen, die euch  berhaupt nicht gefallen werden. Also h rt gut

위와 같은 연설의 초반부에zu.)”(Antrittsrede der Bundeskanzlerin 2013. 12. 18).
이어서 메르켈은 이 연설의 대부분을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 ?’, ‘
들이 어떻게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등에?’, ‘ ?’
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논증 방식을 이용한다, .
내가 메르켈 연설문의 이 서두를 청중의 호감을 사는 일 로 정한 이유는 예를 들어‘ ’ ,
호감의 기본은 칭찬이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자신을 칭찬해서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해,
서는 자신이 잘한 일을 칭찬해서 들을이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연설은 이러한 칭찬과 관련된 호감이 아니라 연설가 자신과 관련된 부정이 역할을
하는 호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사는 자신이 덮어 쓰고 있는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 것 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정당성을 내세워 청중의 동정심“ ”

을 유발하는 기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청중의 관심을 끄는 서론은 이야기의. , ‘
내용 과 들을이 두 곳에 등장하는 데 이는 들을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야’ ‘ ’ ,
기의 내용에 흥미가 없어서 또는 들을이가 말하는 사람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미 짜증이 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거짓말쟁이 입니다 라는 메르켈 연설문의 선언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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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는 이 연설이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첫 문장에 등장시키면서 연설 내용이
흥미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들을이의 예상을 뒤엎고 들을이의 공감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놀라운 말거리 사전에 있음 보충 에 속하며 이러한 말(admirabile: , ) ,
거리에 쓰이는 특수한 들머리인 비껴들기 와 견줄 수 있단다 왜냐‘ (ephos, insinuatio)’ .
하면 비껴들기란 시치미를 떼고 간접적인 수단을 써서 겸손하게 들을이의 마음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야기 키케로 양태종 에서 재인용 인데 이는 연설”( 1976: 43, 1993: 11 ) ,
가 자신이 거짓말쟁이 라고 주장하면서 반감의 원인이 이야기할 사람일 때 비껴들기의‘ ’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서론은.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쓸 수 있는 공통적인 서론 이나 필요 이상을 말(commune)
을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펼쳐 놓으며 질질 끄는 지루한 서론 에 해당(longum)
되는 잘못된 서론 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연설문(vitia exordiorum) .
이 무형의 서론을 가진 것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 ,
문의 구조에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증명 피스티스 와 그 전체 프로테시스 를 필수적( ) ( ) ‘
인 부분들 이라 하는데 서론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자 서론만의 특성은 이야기 하는’ , “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서론이 생략 될 수. ”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서론의 생략에 대한 퀸틸리아누스
의 주장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단다 그에 의하면 재판관이 충분히 준비해 있을 때. “
나 대상이 어떤 준비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들머리가 잉여적 이며 또 재판관이‘ ’ ,
바쁠 때 시간이 촉박할 때 그리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길 누군가가 강요하고 있을, ,
때에는 들머리 서론 를 쓰고 싶어도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간이 촉박할 때 들머리를[ ] .
쓰는 것은 그 만큰 자기 입장을 밝힐 시간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본래 목,
적을 수행하는 데 바른 일이 아니며 나머지 두 경우에 들머리를 쓰는 것은 들을이의,
짜증이나 싫증을 유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짜증이나 싫증은 들머리가 노리는 바.
와는 반대 경과라서 나머지 두 경우에 쓰이는 들머리는 규칙위배 말거리 가 되기 때문‘ ’
이다 양태종 이하 메르켈 연설문의 서론에 청중의 이해를 돕는 일 이 등장.”( 1993: 15 ). ‘ ’
하는 증거로는 서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 때문이다 이에 대해: “
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ch habe euch einige Dinge zu sagen, die
euch  berhaupt nicht gefallen werden. Also h rt gut zu.)”(Antrittsrede der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메타언어행위 라는 표현으로Bundeskanzlerin 2013. 12. 18). ‘ ’
도 잘 알려져 왔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표현술은 다른 여타의 표현과는 다른 차원에.
속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설명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몇 가지 사안 들과는. ‘ ’
다른 위치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설문의 서론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청. ‘
중의 이해를 돕는 일 은 언제나 메타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

아들 그렇다면 서론에서 상대를 이용해서 호감을 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
아버지 그렇단다 우리와 관련해서 호감을 사는 일도 있지만 상대를 이용해서 즉 여기서는: . , ,

메르켈 자신도 거짓말쟁이이지만 상대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정치가는 더 큰 거짓말쟁
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청중의 호감을 사는 일 중에서 우. , “
리의 장점 우리의 명성 우리의 덕목 특히 아량 의무감 정의감 신뢰성 등 키케로, , , , , , ”(

을 보여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성질을 부여하는 것도2006: 45) ,
청중을 호감을 사는 일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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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예 서론에서 연설가가 중요시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 .
예비본론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유념해야 하는지요?

아버지 예비본론에서는 우리들이 연설가의 표현능력에서 보았던 표현규칙 중에서 다섯 가지: ‘
불빛들 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명확성 신빙성 간결성 구체성 매력성이 관건이다 사’ . , , , , .
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예비본론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연설 전체에서 보았지만 이미, , ,
다룬 적이 있으니 넘어가기로 하자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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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시 힌 바람벽이 있어 에 나타난 영화적 수사 :「 」

이미지의 생성과 감화의 다차원

함 종 호―

목 차< >

영화적 수사의 내적 원리1.

장면화의 양상 이미지 생성의 토대2. :

역설에 내재된 감화의 다차원3.

맺음말4.

이미지의 존재성과 영화적 수사의 내적 원리1.

세계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시각은 여타의 감각 기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

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시각에의 중시는 인간이 대지에서 몸을 일으켜 직립 보행한 결. “

과”1)로 이해되고 있을 정도로 그 역사와 뿌리가 매우 깊고 더욱이 그것은 항구적 효과 를, ‘ ’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정도로 강도와 지속성 또한 매우 크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시각.

을 통한 지각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으로 세계를 그려내는 방법이라는 오랜 믿음이 바탕에 놓

여 있다 따라서 시각을 중심으로 지각한 결과를 그 나름의 독특한 표현 원리 속에 구현하.

고 있는 예술 장르의 출현 이를테면 회화 사진 영화 등 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 ―

여타의 예술 장르는 이미지를 구현한다 주체가 행한 감각적 지각의 경험은 각 예술 장르.

의 고유한 형식 체계 내에서 이미지의 형태로 구체적인 실체를 얻게 된다 즉 이미지는 세.

계 대상 와 그것을 지각하는 의식 사이에 위치한다 예술에 부여된 표현 원리는 세계와 그( ) .

것을 지각하는 의식 사이에 이미지를 어떻게 위치시키는가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된다 가.

령 사실주의 회화의 경우 그 안에 내포된 이미지는 실제 세계의 모습에 가장 가깝게 객관적

으로 묘사된다 반면 인상주의 회화의 경우 그것은 지각 주체의 의식에 의해 변형 및 왜곡.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시각을 위시한 감각적 지각의 결과는 반드시 객관적인 이미.

지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주체의 지각 경험에 따라 그것은 주관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에게 물질은 이미지들 의 총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로 의미하는 것은 관념론자가 표‘ ’ . ‘ ’

상이라고 부른 것 이상의 그리고 실재론자가 사물이라 부른 것보다는 덜한 어떤 존재 즉 사물 과, ‘ ’―

표상 사이의 중간 길에 위치한 존재 이다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 대상‘ ’ . ,― ……

은 그 자체로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그림같이 펼쳐져 있다 즉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이지만 그 자. ,

체로 존재하는 이미지이다.2)

1)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역 열린책들S. , , , , 1997, p.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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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이 담고 있는 베르그손의 전언은 이미지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

설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표상 체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한 그 나.

름의 고유한 존재론적 가치 부여와 관련이 깊다 기존의 표상 체계 즉 이를 대표하는 칸트. ,

의 경우 그것은 세계에 대해 지각이 행해지는 과정에 적용되는 일종의 도식 작용에 의해,

작동된다 그러나 도식 작용이 인간의 의식 안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세계에 대한 표상은.

인간 의식의 내부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세계는 인간 의식에 의해 비로소 그 실재성이 인.

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객관을 가장한 주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베르그손.

이 이미지에 관해 논하면서 이것이 세계 사물 와 표상 사이에 위치한다고 한 것은 칸트 식( ) ,

의 표상 체계가 인간 의식의 내부에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봄으로써 이미지의 고유한 존재성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은 대상에 대해 제한적인 지각만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각에 의해 인식된.

객관적인 실재란 사실 그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는 상태의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의 결과로 생겨난 이미지는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의 고유한 영역이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처럼 베르그손이 세계와 의식 사이에 이미지를 위치시키고 거기에.

그 나름의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은 세계의 실재성을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분

리시켜 세계 그 자체의 영역으로 되돌려주려 하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세계의 실재성을,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르그손이 대상 세계 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미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이미지( ) ‘ ’ ,

들에는 자연의 법칙에서 발견되는 작용 반작용의 운동 체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

다 물질의 세계는 운동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미지 그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계 내. .

에서 대상 물질 들은 각기 다른 대상과의 작용 반작용의 운동을 통해 관계하고 그러한 관계( ) · ,

들은 이미지들의 관계로 표출된다 이것이 그가 물질은 이미지들의 총체이고 그 자체로 존. ‘ ,

재하는 이미지이다 라고 한 말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이다 즉 전체 세계는 이미지의 관계들’ .

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가령 꽃 이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 과 관계할 때와 그것이 생일을. ‘ ’ ‘ ’ ‘

축하하는 사람 과 관계할 때 동일한 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의 양상’ ,

은 서로 다른 것이 되고 만다 즉 특정 이미지는 고정불변의 표상 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것.

이 결코 아니며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도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는 그, .

것이 맺고 있는 관계 양상에 따라 비결정적인 형태로 주어지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생성하,

는 특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내 부분적 대상들이 서로 작용 반작용하고 있는 관계 양상에 대해 지각이 행·

해질 때 이것은 이미지들의 작용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이것이 시각에 의해 포착· .

된 이미지의 단면 형태로 구현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공간적 범주이기를 멈추고 시간적, “

생성이 된”3)다 세계 내 부분적 대상들이 행하는 작용 반작용의 운동은 특정한 공간 내에서. ·

시간을 가로지르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미지의 구현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가 세계 및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그 나름의 고유한 존.

재성을 갖는 한 이미지로 구현된 세계 또한 변화와 생성으로서의 시 공간 영역을 독립적으·

로 창출해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지는 주체의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환영의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고유한

2)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박종원 역 아카넷H. , , , , 2005, pp.22~23.『 』

3) 들뢰즈 시네마 운동 이미지 유진상 역 시각과언어G. , : , , , 2002, p.13.『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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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때의 이미지는 특정 표상 체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때의 이미지는 무엇 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무엇 이란 특정 표상 체계에 의해‘ ’ , ‘ ’

부여된 고정되고 결정화된 의미로 귀착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로부터 벗어나 이미지의 고.

유한 존재성을 인정한다면 이미지 각각이 벌이는 작용 반작용의 운동이 구현하는 세계 내·

변화와 생성으로서의 시 공간 영역을 독립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들뢰즈에 의해 촉발· .

된 영화에 대한 사유 더 정확하게는 영화 이미지에 대한 사유는 이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참조점을 제공해준다 그는 뇌는 스크린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에 의하면 영화는 운동을. ‘ ’ . “

이미지화시킬 뿐 아니라 운동을 정신화시키, ”4)기 때문이다 영화는 이미지에 자기 운동을. “

부여”5)한다 이는 영화의 구성 형식 즉 결합과 배열의 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영화 내 쇼. , .

트들 그리고 그 쇼트들의 관계에 의해 각기 달리 구현되는 이미지들은 시간의 축을 따라,

계열화되며 공간의 축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이미지의 작용 반작용의 운동이 쇼트들 각각의, . ·

계열 결합 과 배치 배치 의 관계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 ) .

수사학을 특정 형식을 갖춘 규범과 규칙들의 체계로 이해할 때 영화의 수사 체체에서 나,

타나는 특징은 고전적인 영화 이론가 중 한 사람인 발라즈의 논의6)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에 의하면 영화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주요 특징으로 갖는다 첫째 관객과 장면 간의 거.

리 변화에 의해 다양한 장면의 차원이 열린다 둘째 한 장면을 여러 개의 부분적인 장면. ,

즉 쇼트로 나누어 찍는다 셋째 단일한 장면 내에서도 쇼트는 앵글 시점 초점 등이 얼마. · ·

든지 바뀔 수 있다 넷째 편집 기법 몽타주와 같은 에 의해 전체 장면은 시간적인 순서에. ( )

맞춰 배열되고 조합된다 이와 같은 발라즈의 논의는 기존의 예술 장르 즉 회화 사진 연. , , ,

극 등에 비추어봤을 때 영화가 얼마나 새로운 예술 장르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사,

의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예술과 영화의 차.

이는 얼마나 변화의 다양한 차원을 잘 보여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영화.

는 곧 비결정적으로 주어진 세계를 가장 사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수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의 생성과 변화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에 해당한다.

시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변화와 생성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를 영화의 수,

사 체계에 견주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놓인다 사실 현대의 문학 장르 가운데는. “

시가 특히 이미지의 사용과 연상 논리의 사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영화에 가장 가, ”7)깝다

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여러 논자들로부터 널리 동의를 얻고 있다 영화와 시의 유비관계에.

주목하여 시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는 논의들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영.

화와 시의 유비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논의들은 대개 기법 및 스타일의 유사성에 의존하여

행해지고 있다.8) 기법 및 스타일 등을 중심으로 영화와 시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접근 방식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처럼 지나치게 외형적인 관계성만을 주목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영화와 시에서의 이미지 구조화 방식을 가져오는 내적 원리를 자칫 소홀

하게 다룰 수 있다 시 이미지를 영화의 수사 체계와 견주어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시 이.

미지의 구성 원리에 해당하는 생성과 변화의 다양한 차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4) 들뢰즈 뇌는 스크린이다 플랙스먼 편 뇌는 스크린이다 들뢰즈와 영화 철학 박성수 역 이소G. , , G. , : , ,「 」 『 』

출판사, 2003, p.532.

5) 위의 책, p.533.

6) 발라즈 영화의 이론 이형식 역 동문선 참조B. , , , , 2003, p.33 .『 』

7) 리처드슨 영화와 문학 이형식 역 동문선R. , , , , 2000, pp.36~37.『 』

8) 백석 시에 관한 논의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조용훈의 논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영화적 양상 연(「

구 백석 시를 중심으로 시학과언어학 제 호 가 여기에 해당한다: , 15 , 2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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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수사 체계에 담긴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시 이미지의 구

현 방식에 대한 조망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백석의 시 힌 바람벽이 있어 를 중심으로. 「 」

어떻게 이미지가 구조화되고 있고 이를 만들어내는 이미지 내적 원리 및 지향성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시 또는 영화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미지의 창출 방식을 이해하는 통일된 시각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백석,

시 세계 전반에 관한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놓인다.

장면화의 양상 이미지 생성의 토대2. :

백석의 시 힌 바람벽이 있어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의 시 세계에 대한 이해「 」

와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백석이 주로 활.

동했던 년대에 내려진 평가 가운데 각기 상반된 평가를 행하고 있는 논의를 제시하30~40

고자 한다 당대에 내려진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힌 바람벽이 있어 를 보다 구체적으. 「 」

로 이해하는 데에 좋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을 가지고 꾸준이 을 하건만 한번도 그 을 으로 삼아 주는相當 力量 詩作 發表 作品 正面 問題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이 히 있다 가 그러한 이다 그것은 그 를 어떤 카. .詩人 往往 白石氏 詩人 結局 詩

테코리에 넣고 하여 좋을런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 하여도 무엇이 들어 있기는 하. ( )評 木具 文章「 」

는 것 같은데 그것이 히 무엇인지 또 그것이 로서 있는 것인지 한 것인지,確實 詩材 價値 全然 無價値

얼른 하기가 어렵다 이런 에서 를 으로 할 사람은 없는가. ?判斷 角度 白石氏 全面的 取扱 9)

그는 아무리 선의 로 해석하려고 해도 앞에 지은 그의 작품만으로는 스타일만을 찾( )善意② ……

는 모더니스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는 시에서 소년기를 회상한다 아무런 쎈치도 나타내이지는 않고 동화 의 세계로 배회한. ( )童話

다 그러면 그는 만족이다 그의 작품은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는 앞날을 이야. . .

기한 적이 없다 자기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

백석씨의 회상시는 갖은 사투리와 옛 이야기 연중행사의 묵은 기억 등을 그것도 질서도 없,……

이 그저 곳간에 볏섬 쌓듯이 그저 구겨넣은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10)

위의 두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각기 상반된 평가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

각은 백석 시 세계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의 차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어떤 카. ‘

테고리에 넣고 평하여야 할지 모를 정도 로 특정한 질서도 없이 시 세계가 구현되’( ) , ‘ ’( )① ②

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 최재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에 비해 오장환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들의 평가가 달리 내려진 이유를.

그의 작품은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한 오장환의 진술로부터 유추할‘ ’

수 있다 즉 백석의 시 세계는 앞선 베르그손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의식. , ,

안에 사로잡혀 있는 표상의 체계를 구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 각기 상반된 평가가 행

해진 것이다 의식 안에 사로잡힌 표상의 체계가 이미지의 고유한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백석의 시 세계는 그러한 표상의 체계로부터 벗어나 이미지가 그,

9) 최재서 인문평론, , 1940. 3. pp.62~63.二月詩壇評「 」 『 』

10) 오장환 백석론 전집 김학동 편 국학자료원 이 글의 원출처는 풍림 호, , , , , 2003, pp.548~550( 5 ,「 」 『 』 『 』

임을 밝혀둔다193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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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존재하는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백석의 시 세계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자연 내 물질세계처럼 운동하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생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저녁 이 좁다란방의 힌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것만이 오고 간다

이 힌 바람벽에

히미한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十五燭

때글은 다낡은 무명샷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힌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씿고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늬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끊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서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늬사이엔가

이 힌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골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세상을 살어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것으로 호젓한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듯이 나를 울력하는듯이

눈질을하며 주먹질을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눌이 이 세상을 내일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살도록 만드신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 과 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 가 그러하듯이· · ·陶淵明「 」 「 」

백석 힌 바람벽이 있어 문장 권 호, ( 3 4 , 1941. 4.)― 「 」 『 』

백석의 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운동하며 다양하게 변화 생성되고 있음을 위에서,  
소개한 힌 바람벽이 있어 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힌 바.「 」 「

람벽이 있어 는 네 개의 각기 이질적인 부분 장면이 조합되어 한 편의 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부분 장면들은 각기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시각적으로 구조. ,

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를 네 개의 부분 장면들을 중심으로 나누어보면 이는.

아래와 같다.

<1>

오늘저녁 이 좁다란방의 힌 바람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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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쓸쓸한것만이 오고 간다

이 힌 바람벽에

히미한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十五燭

때글은 다낡은 무명샷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2>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힌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씿고있다

<3>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늬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끊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서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4>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늬사이엔가

이 힌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골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세상을 살어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것으로 호젓한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듯이 나를 울력하는듯이

눈질을하며 주먹질을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눌이 이 세상을 내일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살도록 만드신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 과 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 가 그러하듯이· · ·陶淵明「 」 「 」

첫 번째 장면은 서술 주체의 현재적 공간이 주요한 배경으로 놓인다 이는 좁다란 방의. ‘

흰 바람벽 으로 대표된다 십오촉 전등 에 비친 흰 바람벽 에는 쓸쓸하고 외로운 상이 맺히’ . ‘ ’ ‘ ’

고 있다 여기서 화자가 놓여 있는 방 은 마치 극장과 같다 흰 바람벽 은 스크린이 되고. ‘ ’ . ‘ ’ ,

십오촉 전등 은 영사기의 불빛이 되어 화자의 정서 상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 ’ ,

이다 이 시가 발표된 시점이 년임을 고려할 때 그 당시 백석은 만주 신경으로 이주하. 1941 ,

여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바로 그 당시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데 다 낡은 무명셔츠 는 궁핍한 삶의 전형을 그가 먹고 싶어 하는 감주 는 고향에 대한, ‘ ’ , ‘ ’

향수를 각각 상징한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면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추운날 차디찬 물에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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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그고 무와 배추 등을 씻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장면’

으로 시각화시켜 묘사해냄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배가시키고 있다 만주 신경으로 떠나온.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두 번째 장면에서 발견되는 어머니에 대한 시각적인 형상화는 기,

억에 의존하여 서술된 과거의 한 장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과의 행복한 일상이 묘사되고 있다 이는 사랑‘ ’ .

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이뤄 온가족이 함께 저녁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당시 백석이 놓여 있던 상황 즉 만주 신경에서의 외롭고 가난한 유랑의. ,

삶과 견주어보면 이는 현실의 삶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펼쳐지기 바라는 삶의 모습,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장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펼쳐지지 않은 삶의 모습이.

라는 점에서 환상적 삶의 형식11)으로 그리고 미래에 도래하는 삶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

라 볼 수 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다시 자신의 현재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여기서 흰 바람벽 은 마치. ‘ ’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며 거울 이미지의 그것처럼 화자 자신의 쓸쓸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

다 또한 이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론적 사유가 펼쳐진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 . ‘

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는 것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도록’ , ‘

만들어졌다 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글자들은 자기 모습의 투영과 함께 마치 영화’ .

속 자막처럼 흰 바람벽 을 지나가며 펼쳐진다 이처럼 화자의 내적 고백이 자막과 같은 영‘ ’ .

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이는 단순히 화자 자신의 내적 고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어

진 특정 상황인 양 강조하여 전달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힌 바람벽이 있어 의 구조적 특징 다시 말해 네 가지의 부분 장면들 각각이,「 」

지닌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지니고 펼쳐진 상황들이 특정한 연관관계 설정 없이 병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간적인 배경을 축으로 다시 이를 살펴보면 방 으로 대표되는 현실 공간. , ‘ ’ (1) →

과거의 고향에 대한 기억의 단편 미래에 도래하길 바라는 환상적 세계 다시 현(2) (3)→ →

실 공간으로서의 방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

한 편의 시 속에서 이렇게 이질적인 시공간의 전개가 가능한 것은 시에서 각 부분 장면들

은 서로 분리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부분 장면들이.

폐쇄적으로 닫혀 있지 않고 폭넓은 관계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각 부분 장면에서 표출된 배경적 사물이나 인물들은 각각의 부분 장면 안에 한정

된 채 자신이 지닌 고유한 이미지만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 장면의 틀을

벗어나 서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영화의 편집 방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화는 각기 분리된 화면 쇼. (

트 들을 조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 장르가 지니고 있는 독특) .

한 구조화 형식인 편집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화에서 일어나는 분리된 화면의 조합.

과정은 편집 방식에 의해 매우 다채롭게 나타난다 이는 시공간에 대한 구조화 방식에 있어.

11) 이에 대해서는 김자야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꿈에서도 그리던 단( ) . “

란한 가정을 당신은 작품 속에서나마 하나의 영상으로 비치어 본 것 이고 애달프고 얼룩진 환상 내 사랑” , “ ”(『

백석 문학동네 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힌 바람벽이 있어 의 세 번째 장면을 환상, , 1997, p.189) . ‘ ’』 「 」

이라 생각한 데에는 백석이 만주 신경으로 떠날 때 그녀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백, ,

석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기를 그토록 염원했으나 끝내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처럼.

만주 신경에서의 백석의 삶은 외롭고 쓸쓸한 유랑객의 삶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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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공간에 대한 사고를 깨뜨리곤 한다 직선적인 시간관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 전개 과정을 영화는 얼마든지 다르,

게 재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달리 재편된 시간 전개 과정을 관객은 아무런 의문 없이 마치,

사실적인 것인 양 받아들이곤 한다 공간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영화는 이질적인 두. .

공간을 편집하여 하나의 전체 공간 속에 마치 연속적인 공간이거나 동일한 공간인 양 변주

시킬 수 있다 이처럼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편집 방식을 활용하면 이질적인 두 공간.

사이에서는 도저히 주어질 수 없는 공간의 연속성과 동일성이 얼마든지 묘사 가능한 세계인

양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편집 방식에 의해 시공간에 대한 변주가 얼마든지 가능

하다는 사실은 힌 바람벽이 있어 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에 대한 구조화 방식을 이해하는「 」

대해 많은 참조점을 제공해준다 이는 힌 바람벽이 있어 에서의 각 세부 장면들이 일반. 「 」

적으로 행해지는 직선적 시간관을 위반하고 있고 공간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각 세,

부 장면들에서 연속성과 동일성이 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전체 시의 시

공간을 구조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왜 아무런 문제점도 생겨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해준다.

또한 영화에서 화면들은 그 안에 또 다른 화면틀을 넣을 수 있다 영화에서 이와 같은 화.

면틀의 기하학적이거나 물리적인 배치는 영화 전체가 부분 장면들로 얼마든지 분할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속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12) 이는 이 시의 의<1>

장면에서 방 은 일종의 화면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화면틀‘ ’ ,

에 해당하는 흰 바람벽 이 놓인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 과 그 안의 흰 바람벽‘ ’ . ‘ ’ ‘ ’

은 각기 그 나름의 이미지가 펼쳐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관계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가 창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화자 자신의 외롭고 남루한 삶을 표출하는 방 의 이미. ‘ ’

지로부터 그리운 과거와 미래의 꿈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흰 바람벽 의 이‘ ’

미지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큰 화면틀과 작은 화면틀의 관계에서 속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완전

히 분할되는 것도 분할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13) 이는 동일한 공통분모를 갖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공통의 척도를 제공”14)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

은 사실은 에서의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 가는 장면을 비로소<4> ‘ / ’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얼굴로 대표되는 물리적인 신체의 세계와 글자로 대표되는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가 동시에 흰 바람벽 에 공존하면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이들 두 이질적인 이‘ ’

미지의 세계가 절대적으로 분리된 것도 분리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한 화, .

면틀에 서로 이질적인 두 배경 즉 근경 글자 과 원경 얼굴 이 동시에 분할개체 적으로 주어, ( ) ( ) ‘ ’

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화에서의 편집 방식을 활용하여 힌 바람벽이 있어 에 나타난 장면 조합이「 」

전체 시 구조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는 첫째 각 부분 장면들은.

폐쇄적으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관계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 둘째 부분 장면,

12) 들뢰즈 시네마 운동 이미지 앞의 책 참조G. , : , , p.32~33 .『 Ⅰ ― 』

13) 이를 들뢰즈는 분할개체 라는 용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참조 여기서 분할개체‘ (dividuel)’ ( , p.33 ). ‘

란 사전적으로 주어진 용어가 아니다 이는 개별성 분리된 개체 을 뜻하는 프랑스어 을(dividuel)’ . ‘ ( )’ ‘indivuel’

들뢰즈가 변용하여 사용한 말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리되지도 분리되지 않기도 하는 혼합된, ‘

개체 또는 전체 정도로 이해된다( )’ .

14) 위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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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큰 화면틀과 작은 화면틀의 배치 관계를 통해 속성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셋째 그리고 이러한 속성 변화는 이질적으로 주어진 이미지의 세계가 전체적인 구조 큰, (

화면틀 내에서 분리될 수도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의 것이라는 점 등으로 모아진) ,

다 장면 조합 방식에 있어서 이들 세 가지 주요 양상들은 모두 이 시에서 표출되는 이미지.

들은 각기 독립된 영역 내에서 고정적이거나 결정적인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관

계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들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화,

하고 생성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이 시에서 표출된 이미지들은.

특정 표상 체계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이미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고유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고정적이고 비결정적인 형태로 주어진 이미지 그래서 다양하게 변화할. ,

수 있고 그 자체로 고유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미지의 세계가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의 이미지들은 서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관계 즉 운동 이미지 의 특성을 그 근원에 두, ‘ - ’

고 있기 때문이다.

힌 바람벽이 있어 에 나타나는 변화하고 생성하는 운동 이미지의 측면을 고려할 때- ,「 」

기존의 논의 즉 이 시를 고향에 대한 향수 환상적 세계 외로움과 상실감에 대한 토로, ‘ ’, ‘ ’, ‘ ’

등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는 제고가 필요하다 이들 의미 해석은 각각 과. ‘1 2’, ‘3’, ‘1

과 등의 부분 장면들에 의해 단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내려진 것에 해당4’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해와 해석은 이 시의 이미지들을 고정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표상 체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와 해석은 특정.

장면을 중심에 두고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시에

나타난 이미지의 관계 양상을 고려한 해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문을 제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의 장면에 나타난 이중적 진술 즉 내 가슴은 너무<4> , ‘

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와 하늘이 이 세상을’ ‘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에 나타난 역설 뜨거운 것과 호젓한 것 사랑과 슬픔 등과 같이 정반대의 성향을’ (‘ ’, ‘ ’

띠고 있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을 원활히 분석해내기 어렵다 기존의 표상 체계에 근간을) .

둔 이해와 해석의 방식은 이 시의 이미지들을 고정적이면서도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해명하

고자 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의미 생성과 이미지의 변주 등에 대해 원활한 설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표출된 이미지들이 운동 이미지의 성격을. -

띠고 있으며 그 자체로 변화하고 생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들 역설적인 의미 생성,

과 다양한 이미지의 변주들은 이 시에서 표출된 이미지 내에 잠재적인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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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과학 간의 소통과 갈등:
세기 말 세기 초 영국의 음악 음향학 교재 분석19 20

구자현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flamingsword@hanmail.net

서 론1,

예술과 과학은 각각 감성과 이성이라는 인간의 다른 정신활동의 영역에 있어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조합이다 그런 점에서 음악과 음향학도 소리를 공통 요소로.
갖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매우 이질적인 두 분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두 분야.
는 사뭇 가깝고도 다각적인 상호작용을 해왔다 구자현 이 논문에서는 세기 말과( , 2013). 19 20
세기 초에 영국에서 음악과 음향학의 교류의 한 장면에 주목한다 당시 널리 이루어진 음악.
분야에서의 음향학 교육이 소통의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갔는가를 음향학 교재에 대한 수사
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재는 해당하는 과목과 연관하여 학생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내용을 잘 가르
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고 보다 실제적인 목표로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잘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교재의 저자는 독자를 상대로 책을 쓰므로 독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는 권의 음악 음향학 교재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교재들의 성패를4 .
교재가 구사한 수사학과 연관시키고 과학과 음악이라는 이질적인 인간 활동의 접점에서 지
식의 전달이라는 난관을 극복하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권의 교재가 당면한 수사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처4 (Lloyd Bitzer)
의 이론을 원용할 것이다 비처에 따르면 수사적 상황은 사태 청중. (exigence), (audience),
난관 의 조합이다 사태는 말이나 글을 쓰게 만드는 상황 배경 문제를 지칭한(constraint) . , ,
다 청중은 특수한 입장과 가치를 가진 설득의 대상이자 행동의 주체이다 난관은 청중에게. .
설득이 필요한 이유를 야기하는 난점을 지칭한다 자의 조합으로 상황은 독특성을 갖게 된. 3
다는 것이 비처의 생각이다 그리므로 수사적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화자는 어떻게 말할지.
알게 된다 그렇지만 비처의 모델은 청중이(Keith and Lundberg, pp. 28-29, Bitzer, p. 3).
갖는 문화적 차이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고 연설에 적용되는 이론
이라서 영상 영화 비디오 뉴스 등 다른 수사적 메시지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 .
또한 수사적 담론이 수사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
다 때로는 청중이 모르는 문제를 화자가 청중에게 알려주는 상황도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비처의 이론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기. 19
말과 세기 초의 영국에서 음악을 위한 음향학 교재의 분석에서 비처의 개념이 유익한 가20
이드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교재의 성패.
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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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2.

이 논문에서 다룰 세기 말에서 세기 초에 영국에서 음악 음향학이 처한 상황을 간략19 20
하게 살펴보자 과학으로서 음향학은 빠르게 발전하여 실험 과학이자 수리 과학으로서 위상.
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세기 초부터 음향학은 음악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했다 구자. 19 (
현 악음 의 본성을 규명하기 위해 음향학 연구를 하는, 2006, pp. 73-74). (musical sound)
이들이 많아지면서 악기가 주된 실험도구로 채용되었고 악기 제작자들이 음향학 실험 연구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런 노력의 성과로 악음의 이해에 급속한 진전.
이 세기 중반에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 헬름홀츠 가 있었다 헬19 (Hermann von Helmholtz) .
름홀츠는 부분음의 실체와 특성 부분음에 기초한 청음 이론 조합음의 실체와 역할 협화음, , ,
과 불협화음 이론 등에서 큰 성과를 내었다 구자현 이에 따라 음악 음향학은 음악( , 1995).
계에서 음악 교육을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지면서 음악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과 음악원의
음악 교육에 필수 과목으로 채용되었다 구자현 대다수의 영국의 대( , 2014a, pp. 267-293).
학과 음악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음악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 교과과정에 음향학을 넣었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었다(Rink, 2002, p. 82).

이러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음악 음향학 교재들이 번역 또는 집필되었다 독.
일의 생리학자인 헬름홀츠가 년에 출판한 음악이론을 위한 생리학적 기초로서 음의 감1863 『
각 (』 Die Lehr von Tonempfindungen als physiologische Grundlage f r die Theorie
der Music 은 과학자가 음악 전공 학생들을 위하여 집필한 음향학 책이었다) (Helmholtz,

영국의 음향학자인 엘리스 가 년에 나온 이 책의 독일1954, pp. xii-xiii). (A. J. Ellis) 1870
어 판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년에 독일어 판 마지막 판 이 나오자 년에 영역본3 1877 4 ( ) 1885
의 개정판을 내놓았다 이 개정판에는 음악 전공자들에게 적합하도록 새로운 각주와 부록을.
추가하였다(Ellis, 1954). 런던과 케임브리지의 대학들은 음악학위를 받으려는 학생들에게
음향학을 포함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을 정했고 년대 다른 대학들도 교과 과1880
정에 음향학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였다 브로드(Broadhouse, 1881, p. viii).
하우스 는 년에 음악 음향학 음악과 관련된 소리 현상들(John Broadhouse) 1881 ,『 』
(Musical Acoustics, or the Phenomena of Sound as Connected with Music 을 처음 출판)
하였는데 그것은 년에 판까지 나왔다 저자는 이 책을 음악 전공자들에게 음향학을1905 4 .
가르치기 위해 집필하였다 또 하나의 유명한 교재는 년에(Broadhouse, 1881, p. v). 1887
초판이 발행되고 년에 제 판이 출간된 해리스 의 음악 학생을 위한 음1910 8 (T. F. Harris) 『
향학 핸드북 (』 Handbook of Acoustics for the Use of Musical Students 이다 해리스는) .
이 책을 음향학을 배우는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비하여 음향학을 가르쳐주기 위하
여 집필하였다 판에서 판까지의 책의 내용은 거의 바뀐 것이 없고 시험의 경향도 계속. 1 8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이 책들보다는 상당히 늦게 년에 벅 의 음악가를. 1918 (Percy Buck) 『
위한 음향학 (』 Acoustics for Musicians 이 음악 학생에게 음향학을 가르치기 위해 출판되)
었다 이 책들은 세기 초까지 음악인을 위한 음향학 교재로서 널리 읽혔다 이 교재들은. 20 .
음악과 과학을 매개하는 통로로서 과학과 예술이라는 일견 상이해 보이는 두 분야 간의 교
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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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소개3.

논의의 편의를 위해 헬름홀츠 브로드하우스 해리스 벅이 쓴 교재를 각각 간단하게 음, , , 『
의 감각 음악 음향학 음향학 핸드북 음악가를 위한 음향학 으로 지칭하겠, , ,』 『 』 『 』 『 』
다 헬름홀츠의 음의 감각 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하였고 음악 학생에. 『 』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학적 논의는 모두 부록으로 돌려 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Ku,

이 책을 번역하여 영어권에 소개한 엘리스는 자신이 음향학의 전문 연구2006, pp. 399).
자이기도 했으므로 책을 충실하게 번역할 뿐 아니라 필요한 주석과 보조 자료를 추가했다
구자현 그렇지만 추가된 내용이 학생들의 이해의 편익을 도모한( , 2014b, pp. 451-479).

것이 아니라 원저에 대한 전문가적 주석이라 논의를 한층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 결.
과적으로 이 책은 지금까지도 음향학 연구자들에게 읽히는 고전으로 팔리고 있지만 당시 음
악 전공자를 위한 음향학 교재로서 시장의 수요의 충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음향학에 대한.
초보적 지식 없이는 읽기 어려운 전문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교재 시장의 필요를 더 충실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집필된 교재가 브로드하우스의
음악 음향학 과 해리스의 음향학 핸드북 이었다 음악 음향학 과 음향학 핸드.『 』 『 』 『 』 『

북 은 모두 기출문제를 책의 말미에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 시험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독자의 필요에 적합화된 교재임을 확실히 했다 저자들은 전문 과학자가 아니라 대학에서.
음향학을 음악 전공자들에게 가르쳐 온 음악 전공 교수들이었다.

브로드하우스는 음악 학생들이 여러 권의 책을 사서 공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케
임브리지와 런던의 대학에서 음악 학위를 받으려는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음악 음『
향학 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장부터 장까지는 음향학 일반을 다루고 장에 가서야 악. 1 4 5』
음의 요소를 다루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음고가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이 소개.
된다 장은 공명 장은 악음을 구성하는 부분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음악 음향학의. 6 , 7
정수를 보여준다 장에서 여러 가지 현악기와 관악기의 연주 방식과 발생하는 악음에 관하. 8
여 논의하였다 장은 현의 진동 장은 기주의 진동(Broondhouse, 1881, pp. 160-180). 9 , 10
을 기술하는 음향학적 내용이다 장은 사람의 목소리 장은 맥놀이 장은 헬름홀츠의. 11 , 12 , 13
협화 불협화 이론 장은 조합음 장은 화음 장은 음계와 정률 장은 음고 표현법/ , 14 , 15 , 16 , 17
에 관한 장이다 모두 음악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으. (Bachelor of Music)
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시험 문제를 장별로 정리해 놓음으로써 학습자가 더.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Broadhouse, 1881, pp. 427-435).

브로드하우스는 이 책의 저술에 참고한 음향학 서적들을 서문에 제시했는데(Broadhouse,
그 책들은 저자 자신이 책의 집필 전에 음향학 교육에서 활용해 왔던 책들이1881, p. viii)

분명하다 음악 음향학 에는 여기저기에 이 참고도서들로부터 발췌한 긴 인용문들이 산. 『 』
재한다 때로는 헬름홀츠의 책에서 인용한 글로 쪽 이(Broadhouse, 1881, pp. 2-3, 4-5) 2
상을 채우기도 했다 여러 참고도서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자(Broadhouse, 1881, pp. 8-11).
의 강의노트가 교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 교재가 판까지 거듭하며 널리 인기를 끌 수 있었. 4
던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목을 잘 짜깁기한 저자의 능력 덕택이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음향학 핸드북 의 저자 해리스는 더 세련되게 독자의 필요에 대응했다 해리.『 』
스는 당시까지 음악 학생을 위한 음향학 책은 음향학에 대한 부분적 관점만을 제공했다고 평
가하고 통상적인 음악 전공 학생이 제한된 시간에 음악 과학을 제대로 배울 책이 없고 다른
문체로 쓴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 책을 썼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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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미 몇 년에 걸쳐 음악 음향학을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이 책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 책은 원래 시험 공부를 위해 쓴 책은 아니지만 토(Harris, 1887, p. ).ⅲ
닉솔파 칼리지 런던의 트리니티 칼리지 의 음악시험(Tonic Solfa College), (Trinity College) ,
그리고 케임브리지 와 런던 대학에서 음악학사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Cambridge) (London)
을 것이라고 저자는 자부한다 년부터 년까지의 시험 문제도(Harris, 1887, p. ). 1884 1886ⅳ
책 말미에 첨부했다 년 전에 나온 브로드하우스의 책이 유명(Harris, 1887, pp. 264-283). 6
한 음향학자의 저술에서 많은 부분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한 반면에 해리스는 정제된 언
어로 개념들을 일관되게 정리했다 브로드하우스의 음악 음향학 이 그렇게 성공적일 수. 『 』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권위 있는 음향학자들의 설명을 채용한 것이었는데 음향학 핸드『
북 은 그러한 권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과학적 내용을 전달할 수 있』
었던 점에서 저자 해리스의 노력은 높이 치하할 만하다.

음악가를 위한 음향학 의 저자 벅은 음악 박사이고 유명한 사립학교인 해로우 학교『 』
의 음악 감독이었고 더블린 대학의 음악 교수였기에 그는 음악 전문가였지(Harrow School)

과학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음향학을 가르쳤다 년에 이르러. . 1918
음향학에 음악 전공 학생들이 쓴 시간은 낭비된 것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Buck, 1918, p.

그렇지만 음향학 시험은 계속 시행되고 있었다 대학에서 음악 전공 학생에게 음향학3). .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 중에는 음향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학생들은 소수라고 생각하는 이
들이 많아졌다 학생들은 용어는 외우지만 저변의 과학적 원리는 좀처럼 파악하지 못했다. .
대다수의 음악 전공 학생의 오개념은 교과서에 나오는 파형이 공기 중에 나타나는 무언가의
실제 그림 표현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음악 전공 학생들이 평균율과 관련.
하여 의 열두 제곱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학 개념은 아무리 기초적이더2 .
라도 음악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기에 이 책에서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기초 수학
개념을 제시하였다 가령 다른 음악 전공 학생을 위한 음향학 책에서(Buck, 1918, p. 4). ,
다루지 않은 산술수열 기하수열과 같은 수학을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정률 같은 음악,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학 개념이라고 저자가 믿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부분.
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학생은 동료에게 물어서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것을 권고했다

저자는 당초에 서문에서 음향학을 음악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담(Buck, 1918, p. 64).
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조했지만 음악 이론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라면 부담을 감수하
더라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수학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 점에서 벅의 교육관은 투철했다 그렇지만 벅의 책은 음악 음향학 과 음향학 핸. 『 』 『
드북 이 깊이 있게 다룬 음악 음향학의 제반 주제를 충실하게 다루지 않았다 음악 음향.』 『
학 의 초판이 본문만 쪽이고 부록과 시험 문제를 합치면 쪽에 달하며 음향학 핸373 431 ,』 『
드북 이 본문만 쪽이고 시험 문제를 포함하면 쪽인 것과 대조적으로 음악가를 위263 325』 『
한 음향학 의 전체 쪽수는 쪽에 불과하여 음악 음향학의 주요 주제를 모두 다루더라도150』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 교재는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요긴한 시험 정.
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교재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4.

이 네 권의 음악 음향학 교재들이 처하였던 수사학적 상황을 비처의 관점에서 살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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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재가 독자에게 가장 강한 어필을 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겠다 기본적으로 이.
교재들은 저자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쓴 텍스트가 아니다 그렇지만 책을 출판한 사람들.
은 책이라는 상품을 내어놓음으로써 독자라는 소비자들에게 책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서 책
이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졌음은 분명하다 비처의 사태 는 담론을 통해서 변화. ‘ ’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변화의 주체는 청중 이 상황에서는 독자 이다 독자는 주로‘ ’, ‘ ’ .
음악 전공 학생이나 그들을 가르치는 음악 교수들이다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과학과 수학의.
기초 지식이 부족하지만 음악을 더 잘 실행하기 위하여 악음의 본성 악기의 작동 원리 음, ,
계와 화음 등을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학생들을 돕고자 한다 학생들은 교수의 바람을.
실현하여 시험을 통과하도록 음악 음향학의 실력을 쌓기를 열망한다 그렇지만 음악 전공자.
들에게 음향학은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다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사태 는 학생 입장에서. ‘ ’
어려운 음악 음향학을 정복하기 위해 무슨 교재로 공부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미결정의 상
태이고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운 음악 음향학을 통달하도록 돕기 위해 무슨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칠지 모르겠다는 미결정의 상태이다 저자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 음악 음.
향학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미결정의 상태를 바꾸어 자신의 책을 구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
러한 결정을 가로막는 독자의 마음에 있는 주된 난관 은 학생에게는 어느 교재로 공부해도‘ ’
음향학을 잘 이해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이고 교수에
게는 어느 교재로 가르쳐도 학생들이 어려운 음향학을 잘 이해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돕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이다.

이러한 특수한 수사학적 상황에 직면한 교재 저자들이 어떤 수사학적 접근을 써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였는지 평가해보자 음의 감각 의 경우에는 음악 음향학을 가르치거나 배. 『 』
울 적절한 교재를 찾기 어려운 사태 를 잘 파악했으나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의 결여 때문에‘ ’
좀 더 쉬운 수준의 교재를 갖는 것이 독자 의 필요임을 간과하고 음향학에 관한 정확한 정‘ ’
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난관 을 해소할 수 없었다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 .
않고 연구자의 수준에 따라 고급 연구 정보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니
난해한 교재가 되고 말았다 이와 경쟁 관계에서 출판된 브로드하우스와 해리스의 책은 사. ‘
태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독자 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난관 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 ’ ‘ ’
러한 노력은 판을 거듭하면서 책을 찍어내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브로드하우스의 음악 음. 『
향학 은 음향학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내용의 정확성과 권위를 확보하면』
서도 수학을 쓰지 않고 개념을 쉽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말미에는 기출 문.
제를 직접 제시하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이 책이면 시험 준비가 완벽하다는
인상을 갖게 하여 독자 의 난관 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 ’ ‘ ’ .

해리스의 음향학 핸드북 의 경우에는 저자가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기존의 연구서들을『 』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일관된 문체로 정리하여 독자 들이 체계적으로 음악 음‘ ’
향학을 이해함으로써 이 과목의 통달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독자 의 마음속‘ ’
의 난관 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악음을 구성하는 부분음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 .
다양한 악기들의 발성 원리에 대한 친절한 설명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차이와 그 원인에 대,
한 설명이 잘 제시하여 음악 전공자들이 음향학을 공부함으로써 연주 작곡 악기 제작 이, , ,
론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말미에 실은 기출문제들은 학교별. ,
학위별로 해를 거듭하면서 갱신되어 최신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하여 시험 통과에 대한 독자
의 심리적 난관 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수사학‘ ’ (Harris, 1900, pp. 2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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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 계속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이 책은 세기 초까지 수십 년간 음악 학생을 위20
한 음향학 교재로 사랑 받았다.

벅의 음악가를 위한 음향학 의 경우는 년에 음악 음향학 교재와 관련한 수사학적1918『 』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사태 에 대응하여 이 책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난‘ ’ ‘
관 을 극복하도록 독자 를 설득하지 못하였다 세기 초에 영국에서 음악 전공 학생들이’ ‘ ’ . 20
브로드하우스나 해리스의 책과 같은 방대한 음향학 교재를 가지고 음향학을 공부하는 데 너
무 많이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음향학의 중요한 개념 특히 수학적 개념,
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태 가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벅은 독자의 필요가 부‘ ’ .
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적은 분량이면서 수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음향학 교재
의 출현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므로 당시 독자 의 마음속에 해결되어야 할 난관 은 음악 전. ‘ ’ ‘ ’
공 학생들이 음향학 공부를 큰 부담 없이 핵심적인 내용을 배우면서도 수학적 개념을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음향학 교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사학적.
상황에 등장한 벅의 음악가를 위한 음향학 은 브로드하우스의 음악 음향학 이나 해리『 』 『 』
스의 음향학 핸드북 에 비하여 음향학에 관련된 수학 개념을 더 잘 제시한 것도 아니었『 』
고 얇아진 책에서 핵심적인 음향학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함으로써 독자 들에게 새, ‘ ’
로운 사태 를 해결할 교재가 없다는 생각 즉 난관 을 극복하도록 돕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 , ‘ ’ .
이 책은 브로드하우스나 해리스의 책을 능가할 장점을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독자 를 제대‘ ’
로 설득하지 못하여 교재는 많은 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 론5.

교재를 쓸 때는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개념을 이해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를 더 잘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더구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학인데 독자는 과학 전공자가 아니라 음.
악 전공자라면 이질적인 분야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다룬 상황은 일반적인 과학 대중화의 상황과는 차별화된다 과학자들이 다룬 내용이 한편으로.
는 음악 전공자들에게 매우 친숙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음악가들의 실행을 해명해주는 연.
구를 했기 때문에 세기 말 세기 초 영국에서 음향학을 음악 전공자에게 가르쳐야 하는19 20
상황에서는 이질적 문화가 만나면서 교역지대 에서 발생하는 언어 소통의 문‘ ’(trading zone)
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통의 언어를 구사하(Galison, 1997, p. 183).
는 부분이 커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덜했다 다만 음악적 개념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
학이 얼마나 필요한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 산수의 범위를 넘어 대수학의 지식이 필요.
한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그렇지만 교과과정에서 수학 내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음악 음향학의 취급 범위가 정해졌다 이로써 언어소통의 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
다.

이 상황의 또 다른 독특성은 매개자의 역할이다 매개자는 과학계와 음악계를 연결하는 역.
할로서 음악인을 위한 과학책을 쓰는 사람이다 때로는 과학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 전문가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매개자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중.
계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잘 해야 한다 매개자가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수신.
자의 수준 관심 필요 등에 적합화된 담론의 구성이 있어야 수사학적 목적 달성이 이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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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된 권의 음향학 교재는 각각 독자를 고려한 집. 4
필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각각 달랐다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독자 수준을. ,
고려한 난도 조정 꼭 필요한 내용의 정확한 전달 시험 대비를 위한 친절한 자료 제공 수, , ,
학적 개념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에서 매개자의 태도에 따라 교재에서 요구하는 강조점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 권의 교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볼 때 비처의 구도에서 본 수사학적 상황은 음악4 『
음향학 과 음향학 핸드북 에서 적확하게 파악되었다 헬름홀츠의 음의 감각 은 정보.』 『 』 『 』
의 정확성이나 세밀함에서 탁월했지만 그것은 사태 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은 아니‘ ’
었다 오히려 독자는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난관 은 해소되지 않고 커졌다 난관 은 학생. ‘ ' . ‘ ’
들의 음향학 공부와 시험 통과에 대한 좌절감이었고 청중 인 학생들에게 해당 교재가 어려‘ ’
운 과학을 쉽게 풀어주어 필수 음향학 시험을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돕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했다 브로드하우스와 해리스의 교재는 그런 점에서 수사학적 장치를 다양하게.
동원하여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저명한 교재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에.
벅은 이들 교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음악 전공 학생들이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음향학의
중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필요한 부분에서
는 수학 개념을 친절하게 풀어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벅의 교.
재는 변화된 사태 에 대응하여 앞선 교재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벅‘ ’ .
의 교재는 브로드우드의 음악 음향학 과 해리스의 음향학 핸드북 이 지닌 주된 장점인『 』 『 』
시험 범위에 강조점을 둔 책의 구성과 체제에서 진보가 아닌 퇴보가 이루어짐으로써 독자가
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난관 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

이렇게 비처의 수사학적 상황에 대한 개념들은 교재가 독자들을 설득하여 교재를 구입하
게 만드는 상황에서 수사적인 접근을 써서 성공적으로 독자를 설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은 어떤 지식을 다른 집단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소통을 원활하고 갈등을 최소화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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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과 동정(empathy) (sympathy)1) 두 개념에 대한 고찰:

박지희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 )

들어가는 말

제레미 리프킨 은 공감의 시대(Jeremy Rifkin) (『 The Empathic Civilization 에서 현 시대)』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감이 필요하며 공감을 시대적 필연성으로까지 제시한다 그의 책, .
제목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공감이 무엇이기에 인, .
류가 처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공감이, ?
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한 물음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왜 그리고 누구에게 공감하는가하는,
실천적인 물음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 차원에서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실천에 적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결과 예를 들어 위기, ( ,
극복이나 대립과 갈등의 해결 등 를 얻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공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공감은 여전히 모호하고 난,
해한 개념으로 남아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논의하는 학자들만큼이나 공감은 상이한 의미,
를 갖는다 이로 인해 공감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난해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공. .
감 개념은 유사 개념인 동정과 혼동되면서 그 난해함이 한층 더 가중된다 일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감과 동정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두 개념을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공감과 동정 두 개념은 서로 중첩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각각에 대한 이해의 차원과 나아가 실천적인 적용의 차원에서 볼
때 두 개념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감과 동정이 어떻게 논의, .
되어 왔는지 그 개념사를 간략히 개괄한 다음 두 개념을 비교하여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과,
연 공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동정 개념의 역사적 배경2.

동정 은 그리스어의 라틴어의 에서 유래한 것으로 문자(sympathy) sympatheia, sympathia ,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고통하는 의 의미이다 동정의 개념을 행동과학에 소개“ (syn) (pathos)” .
한 것은 흄 과 아담 스미스 로 이 둘은 모두 도덕적 동기와 도덕적 발달(D. Hume) (A. Smith) ,

1) 와 를 논의하는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이 둘의 해석과 구분에 대해 의견empathy sympathy
이 분분하다 보통 를 우리말로 공감 또는 감정이입 으로 번역하며 는 공감. empathy ‘ ’ ‘ ’ , sympathy ‘ ’,
동정 또는 동감 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문제는 우리말의 공감 이 의 번역어이기도 하면‘ ’ ‘ ’ . ‘ ’ empathy

서 의 번역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개념에 대한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 이렇게 볼 때sympathy . ,
공감 이 과연 의 적합한 번역어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 empathy .

불구하고 공감 이 의 번역어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 empathy
를 공감 를 동정 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empathy ‘ ’, sympath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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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흄의 도덕 심리학에서 동정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어떻게 알고 또 느끼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이다 인. 『
간본성에 관한 논고 에서 흄은 동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 본성의 성질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기질이나 감정이“ ,
아무리 우리와 다르고 또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상호 교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질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2)

흄에 의하면 동정은 다른 사람의 기질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성향으로 인간의 본성 가,
운데 자리한다 그에게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경험은 외적인 결과들이나 표정과 대화에.
나타난 외적인 표시들에 의해서만 알려지며 이러한 생생한 관념은 인상으로 전환된다 동정은.
일차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념이 나에게 감정 즉 인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 .
정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매개로 한다 다시 말하면 동정이란 내가. ,
특정한 상황 속에서 타인이 그러할 것이라고 상상한 것이고 그러한 상상이 나에게 타인과 동,
일한 감정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타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상상할 수 있는가 흄은 그 이유를 인간들?
사이의 유사성 에서 찾는다‘ (resemblance)’ .

자연은 모든 인간이라는 창조물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유지해 왔으며 우리는 우리 자“ ,
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정념이나 원리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다르겠지만 다른, ,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신체의 유기적 구조뿐만 아니라 정신의 유기적 구조.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부분들이 형태나 크기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그것들의 구. ,
조나 구성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각 부분들의 모든 다양성과 함께 유지되는 매우 주.
목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이 유사성은 타인의 감정들을 함께 하고 그 감정들을.
즐겁고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데 기여함에 틀림없다.”3)

흄은 모든 인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사
하며 따라서 유사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특정한 상황에. ,
처했을 때 느낀 특정한 감정을 타인도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동일하게 느끼는 존재이다 이러.
한 유사성 때문에 인간은 타인의 표정이나 행위를 관찰하거나 혹은 그가 처한 상황을 상상하
는 것으로 그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동정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흄은 선과 악을 가르는 궁극적 기준을 쾌락과 고통에서 찾는다 그리고 쾌락.
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흥분에 머무.
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같은 덕스러운 행위 즉 공동체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들을 포괄,
하며 악은 이에 반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흄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 . ,
람에게서 즐거움을 느끼며 인류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성, .

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같은 종으로서 동류의식(humanity) ,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추구해야 할 쾌락과 거부해야 할 고(fellow-feeling) .

2)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ed. Oxford: Clarendon
이하Press, 1978, p.316. Treatise로 약칭함 번역본으로는 이준호의 것을 참고함. .

3) D. Hume, Treatise 참조, p.318, p.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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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즉 선과 악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동정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서로, .
에게 쾌락을 주는 유용한 삶 즉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흄은 동정이 논의되는 자리마다 다소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가 말하는 동
정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후기에는 동정이라는 용어 대.
신 호의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benevolence) .
고 그에게서 동정은 인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연결하는 요소이며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
시키는 인간 본성의 강력한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흄의 영향을 받은 아담 스미스 또한 그의 도덕이론에서 동정에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하였
다 그는 도덕 감정론 에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 『 』
와 상반되는 원리들이 있고 동정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4)이라고 말한다 아담 스미스에게 있.
어서 동정이라는 말은 그것의 가장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류의식을 나타낸다.”5) 이 말은 동정이 일차적으로는 타
인의 슬픔과 고통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임을 의미한다.

아담 스미스는 흄과 마찬가지로 동정의 원인을 인간 본성에 본래적인 감정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상상력에 의해서 공감을 설명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 .
하지만 상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정이란 상상에 의한 입장의 전환 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둠으로. ‘ ’
써 그에 대한 느낌을 갖는 방식인 것이다.

동정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과 상상적으로 처지를 바꾸어 봄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데 상상적으로 바꾸어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인격과 성,
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정하는 사람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이다 상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이 처한 상황에 놓고 우리 자신이 타인. …
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상상한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방식은 마치 우리.
가 타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와 동일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타인의 감각에,
대한 어떤 관념을 형성하며 비록 그 정도는 약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타인의 것과 유,
사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6)

또한 아담 스미스에게서 동정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본능으로서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발동하는 순수하게 이타적인 것이기도 하다.

아담 스미스의 동정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받은 다윈 은 도덕성의 진화를 논의(C. Darwin)
하는 데에서 동정 개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후 다윈의 본능이론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7)

다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맥도걸은 은 본능이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두 종(W. Macdougall)

4)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박세일 민경국 역 비봉출판사, , , , 1996, p.27.『 』  
5)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 p.77.『 』
6)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 p.30.『 』
7) 는Wispe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에서 심리학에서의 동정에 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맥도Word is Nedded” .
걸과 볼드윈의 동정에 대한 논의는 의 글을 참고로 정리한 것이다Wispe . L. Wispe,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d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참조, Vol.50, No.2, 1986, pp.31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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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동정 즉 원시적인 수동적 동정 과 능동적 동정 을 언급한다 수동적 동정 은 모종의, ‘( ) ’ ‘ ’ . ‘ ’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고 여타의 피조물이나 사람들의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끼는 동정을
말한다 정서적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동정은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능동적 동정 은 정서적 조화를 이루려는 자의식. ‘ ’
적 욕구를 포함한 보다 높은 수준의 동정이다 능동적 동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서를 공유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상호성이 실현되면 즐거움이 향상되고 고통은 감소된다 그러나 맥도걸은 수동적 동.
정이나 능동적 동정 모두 이타적인 행동 또는 고차원의 도덕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
은 아니라고 본다.

볼드윈 은 동정 속에서 상대방과 나 사이의 외적 내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상대(J. Baldwin) ,
방의 불행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발달 수준에 따라 두 종류의 동정 즉,
유기체적 동정 과 반성적 동정 을 구분한다 더불어 그는 동정과 이타적 행동을 관계 짓는데‘ ’ ‘ ’ . ,

일반적으로 동정이 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보엑 과 워시번 과 같은 학자들은 동정을(W. Boeck) (J. Washbum)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후 동정적 행동을 측정하는 평정척도 투사적인 측정,
방법 교사 또는 학부형들과의 면접 종단적 추적 등을 동원한 연구들이 맥을 잇게 된다, , .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특히 초기의 현상학자들은 동정을 인간 정신 활동과
의도에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이들 중 셸러 는 동정을 근거로 하여 보편적인 윤리. (M. Scheler)
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셸러는 흄과 마찬가지로 동정을 타자를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인간.
의 선천적인 능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는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흄이 고려하고 있는 동정.
은 감정전염‘ ’8)과 같은 것으로 이는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셸러는 동정으로 통칭되는 정서에 동정과 유사한 다른 심리적 현상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
고 진정한 동정과 그와 유사한 다른 정서를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동정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
킨다 그에 따르면 정서적 척도 또는 가치위계에 따라 동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수준으로. ,
인지될 수 있다.9)

가장 낮은 수준은 타자와 동일한 정서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서 공정‘ (compathy)’
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정서적 감수성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을 잃은 부와 모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 ( , )

다음 단계가 진정한 동정 이다 동정에는 공정에서와 같은 정서의 결속이 결여‘ (sympathy)’ .
되어 있다 즉 동일한 객관적 근거를 갖는 정서적 반응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정을 하는 사. . ,
람 는 동정을 받는 사람 와 똑같은 사건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정을 받는A B
사람 가 표현한 슬픔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다 와 의 고통은 분리되고 다른 것이며 상호B . A B ,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8) 셸러에 따르면 감정전염이란 슬픈 기분의 사람이 술집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상황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감정전염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체험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비자의적이며 무의식적 일 뿐이다 다른 예로 고통에 대한 동정에서도 사정은 마, ‘ ’ .
찬가지이다 셸러는 고통이 전염되는 경우에도 진정한 동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 .
한 고통의 전염은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이 아닌 나의 고통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는 그, .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회피함으로써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든 공감의 대상 즉 타인이 사라지고 만다 동감의 본질과 형태 조정옥 역 아카넷, . M. Scheler, , , ,『 』

참조2006, pp.25-29 .
9) S. Olinick, “A Critique of empathy and sympathy”, in J. Lichtenberg, M. Bornstein, & D.

Silver (Eds.), Empathy(Vol. 1) 참조, 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 1984, pp.14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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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계는 정서적 감염으로서 전정 이라는 것이다 전정은 어떤 집단의 구성‘ (transpathy)’ .
원이 표현한 애통함 또는 여타 정서로 인하여 그 집단 속에서 유발되는 정서 상태를 말한다.
이는 자동적이며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에 대해 아무.
런 정서적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는 진정한 정서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합정 이다 합정은 전정 이‘ (unipathy)’ . ‘ ’
강화된 상태로서 비자발적이며 의식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동일시를 말한다 합정은 완성되.
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때로는 다른 존재를 자신 속에 완전히 흡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신이 내 안에 있다 라는 표현 때로는 다른 존재 속으로 흡수될 수도( , ‘ ’ )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그가 되었다 이 상태에서는 성행위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처럼 상호.( , ‘ .’)
유합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10)

셸러에게서 진정한 동정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가 구분한 동정의 수준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동정은 일반적으로 돕거나 구하고자 하는 등의 행동에 적극적으로든 소극,
적으로든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정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갖.
는다 동정하는 사람은 일정 정도 상대와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때문에 동정하는. .
사람은 돕거나 구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동정은 함께 느낀다 의. ‘ ’
의미로 밀접한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동정은 오랜 역사를 두고 탐구되어 왔다 동정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에는 내용상 공감을 의미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감에 대한 논의가 세기. 19
말에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동정과 공감을 혼동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동정과 공감 모두를 염두에 두고 연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공감 개념의 역사적 배경3.

공감 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지만 그 개념은 이미 세기 말 독일(empathy) , 19
미학에서 등장한 독일어 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라는 용어는 년 독Einf hlung . Einf hlung 1873

10) 동정이라고 통칭되는 정서의 다양한 형태를 섬세하게 구분한 셸러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 올포트(F.
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느낌을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낮은 수준에Allport) .

속하는 느낌들로는 첫째 초보적인 동작적 모방 예를 들어 권투 경기를 보면서 주, (motor mimicry: ,
먹을 쥐거나 어금니를 꽉 깨무는 현상 둘째 동시적 느낌 예를 들어 연극을), , (simultaneous feeling: ,
보는 관객들이 동일한 장면에서 반응하는 것 셋째 사회적으로 유도되거나 촉진됨으로써 널리 퍼지), ,
는 느낌 예를 들어 군중심리나 집단공항반응 이러한 세 종류의 느낌은 개인의 정서적 경험에 초점( , ).
을 맞춘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정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집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느낌들은 넷째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지만 당신처럼 행동하지는 않겠, ‘
다 고 표현할 수 있는 따라 느낌 다섯째 느낌의 동일시.’ (Nachf hlung), , (identification of feeling:  
예를 들어 인형 놀이를 하면서 자신을 엄마와 동일시하는 소녀 여섯째 결속 의식을 가지고 두 사, ), ,
람 이상이 동일한 외적 사실에 대해여 동일한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는 현상인 함께 느낌(Mitgef hl:
예를 들어 죽은 아이를 보고 함께 비통해 하는 부모 일곱째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감지하여 이), ,
를 소중히 하고 존경하는 인류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과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Menschenliebe),
절정에 달하는 신비적인 동정감 또는 속세를 초월한 동정 이다(unworldly sympathy) . S. Olinick,

참조“A Critique of empathy and sympathy”, pp.142-143 .
올포트의 분류에 따르면 영어에서 통칭되는 에는 다양한 유형의 감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sympathy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분류한 다섯 번째의 느낌의 동일시 는 셸러의 분류 중 합정 과 유사하고 함. ‘ ’ ‘ ’ , ‘
께 느낌 은 셸러의 동정 과 유사하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정 개념은 함께 느낌 과 부합’ ‘ ’ . ‘ ’
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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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미학자 로베르트 비쉐 가 미학심리학과 형태지각에 관한 논의에서 처음(Robert Vischer)
사용하였다 독일어의 은 안에 과 느끼다 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 ‘einf hlen’ ‘ein( )’ ‘f hlen( )’
로 들어가서 느낀다 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비쉐는 을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 ’ . Einf hlung
상할 때 경험하게 되는 쾌락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즉 우리가 예술 작품이 보여 주는.
아름다움의 내면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을 그림이나 조각 음악 심지어, ,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의 내부로 투사하여 감정을 이입시킴으로써 예술 작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었다 세기 후반까지 은 미학의 영역. 19 Einf hlung
에서 미적 대상에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경향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

심리학에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립스 와 프랜들 에Einf hlung (T. Lipps) (A. Prandtl)
서 시작된다 특히 립스는 그 당시 독일 실험심리학계를 지배하였던 분트 의 영향. (W. Wundt)
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미학 심리학을 탐구하면서 공감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자신.
의 전공 논문 공감 내적 모방 그리고 감각기관 에서 미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의 외양이, “「 」
미적 만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미적 만족 그 자체는 아니다.”11)라고 지적하였다 미학적.
으로 만족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이를 추구하는 자아이다 다양한 내면적 활동을 느끼는 주.
체는 자아이므로 미적 만족은 대상에서 찾아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
고 자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아와 대상 간의 이러한 구분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이라는 개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감각적 대상을 감지한다는, Einf hlung .
것은 감지하는 자의 내면에서 특정한 종류의 활동을 하려는 즉각적인 경향성이 담겨 있음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라는 것이다 즉 은 지각자가 자신을 지각의 대상Einf hlung . Einf hlung
속으로 투사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자아와 대상 간의 구별을 불분명하.
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체험한 대상을 크다고 느낀다든지 새롭다고 느끼는 등의 의식은,
사회적 물리적 지각대상과 연결된 여러 가지 내면적 느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이러한 주관적인 특성은 대상에 관해서 가 아니라 대상 안에 서 경험되는 것이다‘ ’ ‘ ’ .

초기의 공감 개념은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지각과 감정적 배분에 초점을 두
지만 세기 초 티치너 에 의해 공감의 개념이 그리스어의 에서 지, 20 (E. Titchener) empatheia
금의 로 변화되었을 때 공감의 개념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는 안 을empathy . empatheia ‘ ’
뜻하는 과 고통 또는 열정 을 뜻하는 의 합성어로서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en’ ‘ ’ ‘ ’ ‘pathos’ , ‘
열정 을 의미한다 이 용어에는 립스가 의도했던 대로 지각되는 대상에 자신을 투사하다는 의’ .
미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나 티치너는 립스와 다르게 공감에 대한 강조점을 내적 행위 로부터 내용 으로 전환시‘ ’ ‘ ’
킨다 티치너는 자신의 정신 과정으로부터 이성적인 유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신 과정이나.
의식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의 근육 안에서. ‘ (in

라고 부른 일종의 감각운동적인 내적 모방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감각운the mind’s muscle)’ .
동적이란 말은 그것을 통해 일종의 체험이 가능한 시각 근육 운동 등 각종 감각기관을 통한, ,
영상적 지각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마음의 근육이 무엇인지 확.
실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 그가 공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잘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가 주.
장하는 공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후 년에 티치너가 초기 심리학 을. 1915 『 』
출간했을 때 공감 개념은 중요성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

11) L. Wispe, “History of the concept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Y.: Cambrige Univ. Press, 198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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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개념은 심리학적으로 흥미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각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 .
그것들의 핵심은 상상적 이고 그것들이 발생하는 맥락은 공감적 의미를 실어 나르는‘ ’ ,
감각들로 구성되어 있다.”12)

티치너는 공감에서 상상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공감 과정에서 상상력은 어떤 시각적인.
환상이나 감정에 대해 같은 단계에 도달하도록 사람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서 공감은 어떤 주체가 상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공감적 경향은 모든 사람들 간에 일종의 우애를 제공하여 우리의 주변을.
인간화하고 인격화하는 일반적 경향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감에 관한 그의 개념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 즉 타인의 정서를 알아가는 방식과 사회적 인지적 결합을 촉진하는 두 개, -
념이 압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공감에 정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다.

티치너 이후 공감 개념은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된다 공감을 연구하는 대.
표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내린 공감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타자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 볼 수 있는 능력“ ” (Mead, 1934)①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②
관련된 의미를 마치 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자신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지(as if)
각하는 상태이다.” (Rogers, 1959)

공감은 궁극적으로 대리적인 내성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 속에서 내사“ .③ …
하여 그를 내면속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Katz, 1963)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적인 관찰에 열려있지“④ …
않을 때라도 그들의 내적인 체험을 상상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Kohut, 1966)

자신의 처지보다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더 알맞은 정서적 반응이다“ .” (Hoffman,⑤
1982)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한 결과로서 경험하는 염려 자비 온정 등 타인 지향적“ , ,⑥
인 느낌들이다.” (Batson, Fultz, & Schoenrode, 1987)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나 조건의 이해로 촉발되어 그것과 부합하는 정서적 상“⑦
태이다.” (Eisenberg & Miller, 1987)

위의 정의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감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감 개념에 대한 상,
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외견상 이들은 공감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지.
만 연구하는 분야와 학자들에 따라서 그 의미는 상이하다 이에 따라 공감이란 과연 무엇인, .
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상이한 답변이 제시될 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이라는 개념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구성 요소를 추출해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우회적으로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리블과 올리버 는 분석철학적인 입장에서 공감의 일상언어 분석(J. Gribble & G. Oliver)

12) L. Wispe,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dded”,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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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상황 에서 사람 가 사람 와 공감한다고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X A B
필요한 두 가지 조건과 이 둘이 연합된 충분조건이 함의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상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볼 때 공감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의 인지 상태를 지칭하는 인지적 조건 사람 는 사람 가 느끼는 바에 대해 알(1) A : A B
고 사람 는 사람 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알거나 이해한다, A B ‘ ’, ‘ .’

의 감정 상태를 지칭하는 정서적 조건 가 에 반응하는 상황에서 는 와 동(2) A : B X A B
일한 방식으로 느낀다‘ .’13)

그리블과 올리버의 분석에 따르면 공감에는 적어도 두 가지 구별되는 요소가 통합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인지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 차원이다 사실상 이 두 요소. .
는 일상 언어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사용하는 공감의 개념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물론.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대체적으로 공감에 이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인지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 것에 관계된 정신활동을 정서는 주,
관적으로 경험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공감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감과 정서( )
적 관점에서의 공감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 .

인지적 관점에서 공감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미드 와 코헛 을(G. H. Mead) (H. Kohut)
들 수 있다 앞서 이들이 내린 공감에 대한 정의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지적 관점에. ( , ) ,① ④
서 공감은 공감하는 사람이 잠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입‘ ’ ‘
장에 처해 보는 것 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역할 취하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역’ .
할을 해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각적 경험이나 활동을 추론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서서 역할을 해 본다는 보다 타인 지향적인 차원에서의 역할 취하기를 말한다.

한편 호프만 과 카츠 는 정서적 관점에서 공감을 연구한 대표적(M. L. Hoffman) (R. L. Katz)
인 학자이다 정서주도적 관점에서는 대개 공감을 공유적 대리적 입장 에서 개념정의하. ( )- ( )⑤ ③
고 있다 즉 공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반응이며 그 정서반응은 공감 대상자. ,
의 감정이나 느낌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도 그것에 부합하는 것 또는 대리적인 것이라는 의미,
이다 여기서 대리적이라는 의미에는 공감관계에서 느끼는 공감자의 느낌이나 감정이 공감 대.
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감하는 사람이 공감 대상자의 감정적인 상태에 의
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대리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공감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부각시킨 사람은 로저스 이다 물론 로저스는 공감의 지각(C. R. Rogers) .
적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지적 관점에 서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는 하지만 그의 정의, ( )②
에서 나타나는 마치 라는 사실의 강조는 공감의 대리적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 (as if)’
다 한편 공감에서 마치 의 조건은 이후에 논의하게 될 공감과 동정을 구분하는 핵심적. ‘ (as if)’
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정과 공감의 비교4.

13) 박성희 공감 공감적 이해 원미사 참조, , , , 1994, p.6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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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동정은 모두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두 개념 모두 타인에 대한 정서가 수반,
된 반응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상에서 공감과 동정은 거의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가 많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두 개념에 대한 명백한 구분 없이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
되고 있다 그러나 공감과 동정을 혼용하는 것은 도리어 두 개념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위스페 는 공감과 동. (L.Wispe)
정 두 개념을 별도로 정의한다 그의 정의는 오늘날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정의이다, . .

동정은 타자가 겪는 고통을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분명하게 감지함을 뜻한다“ .
이 정의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됨.
을 뜻한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곤경에 대한 표상과 내적인 반응을 강화시킨다 두 번. .
째는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면 무엇이든 시도해 보려는 강한 충
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설사 타인을 도울 수 없을 때라도 어쨌든 도우려는 충동은 일어.
날 수 있다 한편 공감은 다른 자아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
자기 인식적 시도를 의미한다 공감은 상상과 모방에 의존해 있으며 대개는 노력을 요- . ,
하는 과정이다.”14)

위스페는 공감과 동정에 대한 정의와 함께 두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그에 따르면 공. ,
감 속에서 자아는 이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이와는, .
대조적으로 동정은 함께 함에 관심을 두며 자의식이 증대되기보다는 감소된다 공감에서 공, .
감하는 사람은 타자를 향해 뻗어 나간다 동정에서 동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 .’ ‘
직여진다 공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로 대체한다 동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른 사람.’ .
과 대체한다 공감에서 나는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동정에서 나는 그. ‘ (as if)’ .
사람이다 공감의 목적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 이라면 동정의 목적은 타인의 정서를 느끼는. ‘ ’ , ‘
것 이다 요약하자면 공감은 앎 의 방식이며 동정은 관계 의 방식이다’ . , ‘ ’ ‘ ’ .

위스페의 정의를 따를 경우 공감과 동정 두 개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공감은 비교적 타인,
과 관계가 덜 밀접하지만 동정은 공감보다 타인의 정서에 조금 더 깊게 사로잡혀 헤어날 수,
없는 상태로서 자신과는 서서히 분리된 감정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정은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혀 현실을 바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객관성을 유,
지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임상의들은 공감과 동정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올리닉 은 심리치료의 입장에서 분석가가 자신의 분석기능에 대해(S. Olinick)
인식하기 위하여 공감과 동정의 구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동정은 분석기능에 무의식적.
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서가 축재된 태도인 반면 공감은 갈등이(affect-laden) ,
나 정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공감은 청담자가 느끼는 감정에 일치시키.
지 않으면서 청담자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분리됨 을 포함한다 동정은 청담자가 느‘ ’ .
끼는 것을 공유하는 감정으로서 밀접함 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감은 객관적 태도를 유지시키‘ ’ .
고 청담자와 분리를 가능케 하여 상담관계에 도움을 주지만 동정은 청담자의 정서에 말려들,
게 하고 상담자의 태도를 비객관적이도록 함으로써 상담관계에 손상을 준다.15) 그러므로 공감

14) L. Wispe,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dded”, p.318.

15) S. Olinick, “A Critique of empathy and sympathy”, in J. Lichtenberg, M. Bornstein,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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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정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활동의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공감과 동정 두 개념이 차이를 지적해 볼 수 있다, .16) 공

감을 할 때 우리는 타인의 느낌과 처지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러나 동정을 할 때 우리는 자, .
신의 느낌과 다른 사람의 느낌 사이의 평행성 또는 이원성에 사로잡힌다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실재나 처지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와 자신 사이의 유사성에 쏠리게 된
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므로 동정은 상담관계. .
에서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상담과 심리치료관련 문헌에서 동정이라.
는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동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감과 구별하고자 한다 그러.
나 동정에는 긍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공감과 비교해 볼 때 동정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
더욱 관심을 가지거나 타인의 복지를 더 증진시키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사회 도덕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는 동정의 긍정적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입장을 취한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특히 남을 돕는 이타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과 관련하여. ( )
공감의 역할을 규명하면서 공감과 동정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
과 정서를 이해하는 것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모종의 도움행동을 하는 것이 직선적으로 연결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내면적인 정서반응과 외적인 도움행동은 다르다 그러므로 이해의 양식. .
으로서의 공감적인 반응과 행동 양식으로서의 동정적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젠버그 는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과 직면하여 보이는 반응 중 흔히 공감(N. Eisenberg)
이라고 명명되는 현상이 사실은 세 가지 유형의 상이한 정서반응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첫.
째 어떤 상황에서 타인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감전되,
듯 타인과 동일한 정서를 느끼는 현상으로 이를 공감 또는 정서적 감염 이라고 한다 둘째‘ ’ . ,
어떤 상황에서는 타인이 느끼는 정서와 반드시 동일한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타인의,
정서적인 상태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반응을 하는데 이를 동정 또는 동정적 고통 이라고 한‘ ’
다 셋째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보고 자기 지향적인 염려나 근심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개인. , ‘
적 고통 이라고 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차적으로 보아 고통을 당하는 타인을 볼 때’ . ,
공감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모종의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관심의 초점이 그 대상에게 향하,
면 동정을 자신에게 향하면 개인적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결국 공감은 원초적인 정서적, .
공명을 일컫고 동정과 개인적 고통은 공감에 뿌리를 둔 대상 지향적인 정서반응을 일컫는,
다.17) 그렇다면 공감과 동정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지닌 정서반응유형이다 즉 타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 공감이라면 그 타인을 위하여 무엇인가 도우려는 느낌이 동정이,
다 동정은 공감에 바탕을 둘 수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공감과 동정 그리고 이타성5.

Silver (Eds.), Empathy(Vol. 1) 참조, 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 1984, pp.143-144 .
16) 대표적으로 카츠 가 이러한 입장이며 골드스타인과 미첼 또(R. Katz) , (A. Goldstein & G. Michaels)

한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모두 임상의들이다. .
17) N. Eisenberg, & J. Strayer,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Y.: Cambrige Univ. Press, 1987,
참조pp.10-11 , N. Eisenberg & P. Miller, “Empathy, sympathy, and altruism: empirical and

conceptual links”,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참조N.Y.: Cambrige Univ. Press, 1987, pp.29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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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감이 이타적 행동과 관계된다
는 가정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게서도 많은 부분 공유되는 바이.
다 실제로 동정을 논의하는 초기 저작들에서는 동정과 이타성 을 명확하게 구분하. (altruism)
지 않고 있다 공감 또는 동정과 이타적 행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두 개념 혹은 각각의. (
개념 이 이타적 행동과 긍정적으로 관계한다고 보고 있다) .

그러나 공감이 항상 이타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공감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
타인을 도우려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
여 일어난 공감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개인적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동정과 결합하여 공감은 종종 이타적인 행동 반응 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 .
것 또한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타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정은 타인의 고통을 경감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의식하는 과정으로서 부정적인 감정에 속
한다 동정은 행복이나 기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배제하는데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갖. ,
지 않고서야 타인이 느끼는 행복을 경감시켜야 할 어떤 것으로 여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이 느끼는 정서에 공감할 때 우리는 고통뿐만 아니라 행복 기쁨 두려움 분노 등 다양, , , ,
한 정서에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감으로부터 이타적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요약하. .
자면 공감과 이타적 행동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도 아니며 또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공감과 동정 중 어떤 것이 더 이타적 행동과 연결되는가 외견상 동정은 이타적, ?
행동과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서 이타성 을 무엇으로. ‘ ’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타성을 타인의 복지나 이익에 대한 욕.
구로 본다면 공감보다 동정이 훨씬 더 이타적 행동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동정에서 상호, .
간의 감정 공유는 유대감이나 동류의식 등을 갖는데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의(fellow feeling) ,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이타성 또는 이타주의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반면 공감은 동류의식이나 공유하는 관심을 갖지 않고서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감이 좀 더 이타적인 행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공감과 동정 중 어떤 것이 더 이타적이냐는 것은 이타성에서 돕고자 하는 욕구 또는 비
이기적인 동기 중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욕구에 이타성의 초점을 맞추는 일부의 학자들은 공감과 동정을 구분하
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배트슨 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학자들은 공감이 일어나면. (C. Batson)
자연히 동정이 뒤따른다고 보아 공감과 동정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감과 동정을 구분.
하는 입장에서는 베트슨과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공감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동정의 의미라고
지적하며 공감과 동정을 동일시하는 것을 비판한다, .18)

나가는 말6.

공감에 대한 연구는 크게 타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과 무엇“ ?” “
이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여 그들을 돕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18) 박성희 공감학 학지사, , , 2010, pp.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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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에 관계된 연구에서 공감은 본질적으로 타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는
양식이다 따라서 공감이 반드시 타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감정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감정으로.
결과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감과 동정의 분리가 강조된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이. .
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타인을 돕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
에 공감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분리된다.

한편 두 번째 질문에 관계된 연구에서 공감은 동정과 혼용된다 즉 공감을 통해 타인을 이.
해하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감정이 들고 결국 그 사람을 돕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 .
한 공감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며 공감을 결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으로 보게 된다.

두 질문 각각에 천착하여 답을 찾는 과정에서 공감에 대한 정의와 그 이론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두 질문이 서로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타인에 공감하게 되면 그에 대. ,
해 걱정하게 되고 돕고자 하며 또 그러기를 바란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공
감이라는 개념은 동정의 의미를 갖고 또 이타적 행동과 관계된다 이것은 공감에 대한 연구가.
특정의 어떤 학문 예를 들어 철학이나 심리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 예를 들어 의료, ,
윤리 미학 사회학 등과 연계되어 그 논의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공감에 대한 연구가 다학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유사 개념들 특히 동정 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학( ) .
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내리고 이로 인하여 공감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과연 공감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게 된다 공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 학문적 의사소통은 연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더구, .
나 공감과 동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인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에는 그와 관련된.
정서가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 정서의 내용을 구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공감과 동정.
은 유사한 특징이 많으므로 두 정서를 확연히 구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학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두 개념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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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수사학과 보편청중

진리의 목소리는 의심 섞인 낮은 톤이다“ .”
로버트 무질( )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

수사학의 트릴레마와 보편청중1.

논자는 설득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수사학의 트릴레마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수사학적. ,

설득에서는 효과만 중요할 뿐 정당성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 플라톤의 비판을 벗어날 수,

없는 난점이다 둘째 진리와 객관성을 설득의 기준으로 삼으면 출발에서 부정했던 것을 긍. , ,

정하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난점이다 셋째 수사학적 설득 방법이라고 알려진 것들. ,

을 설득의 정당성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설득 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라는 점에서 동어반복에 빠지는 난점이다.1)

설득과 논증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페렐만이 제시한 대표적인 해결책이 보편청중 이‘ ’

다 그런데 이 용어는 사실 페렐만의 신수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보편청중 은 형용모순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페렐만이 신수사학을. ‘ ’ .

정립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것은 연역적 진리 명증성 확실성 명석판명한 개념 진리, , , ,

등과의 결별이었다.2) 하지만 이러한 것들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보편성이다 데카르트 등.

페렐만의 비판 대상으로 거명되는 철학자들이 그러한 개념들을 요청했던 이유는 바로 보편

타당한 법칙들을 통해 우리들의 판단 행위 제도 등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

위해서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철학자들의 전략과는 달리 페렐만은 논증활동에 대한 판정의. ,

기준으로 그러한 이념적인 것들이 아니라 청중 을 내세웠다 이때 청중은 구체성을 본질로‘ ’ .

하고 있다 요컨대 현실성 구체성 개별성과 무관한 청중 개념은 수사학과 거리가 멀다 그. , , .

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시 페렐만이 비판하고자 했던 형이상학적 전제로 회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보편법칙과 관련된 것들을 그가 비판한 이유도 비개인적. ‘

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청중 은 마치 절대적 상대성 객관적 주관(unpers nlich)’ . ‘ ’ ‘ ’,

성 보편적 개별성 추상적 구체성 등과 같이 한갓 작위적인 낱말결합 또는 어떤 특수한’, ‘ ’, ‘ ’ ,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유의미성에 있어서는 본,

질적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보편청중 은 그가 결별하고자 했던 것들과 직결. ‘ ’

된 보편 과 그의 신수사학이 궁극적으로 정향하고 있는 청중 이 이율배반적으로 결합되어‘ ’ ‘ ’

1) 졸고 홍보문에 대한 수사학적 탐구 미셀 메이에르의 제문론을 중심으로 수사학 집 한국수, - , 19 ,「 」 『 』
사학회 쪽, 2013, 273~274 .

2) 페렐만이 신수사학을 건립하면서 긍정했던 것과 부정했던 것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Ch. .
같다 참조 졸고 증명과 논리 다이아그램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철학탐구 제 집 중앙철학연. ( : , , , 32 ,「 」 『 』
구소 쪽, 2012, 231~232 )
긍정 수사학과 변증론의 결합 설드과 논증행위 개연성 청중 일상언어: , , , , ....
부정 논리학 문채론 증명과 연역논증 명증성 진리 명석판명한 개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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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청중 은 페렐만의 신수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 ’ .

래서 우리는 그가 말하는 보편청중 이 어떤 존재방식과 의미를 갖는지 나아가 어떤 의미에‘ ’ ,

서 보편적이며 과연 그것이 보편적이라면 그가 벗어나려고 했던 이념들을 진정 벗어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편청중 을 어떻게 이해할 때 수사학이 한 걸음. ‘ ’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보편 청중 보편청중 의. ‘ ’, ‘ ’, ‘ ’

순으로 나아갈 것이다 먼저 보편과 관련되어 과거에 있었던 여러 논쟁들에서 등장하는 이.

해방식들 중 어떤 것이 그가 말하는 보편 과 가까운지 또는 그것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 ’ ,

해방식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보편의 의미2.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보편 을 전체 중에서 다수에 해당됨 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 ‘ ’ .

또는 국어사전에서는 보편 을 두루 널리 미침 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 ’ ‘ ’ .

편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보편 은 라틴어로 하나 를 뜻하는. ‘ ’, 'Universalien' ‘ ’ ‘unus’

를 어원으로 한다 따라서 보편에는 어떤 전체를 포괄하는 원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의. .

반대어는 개별 특수 이다 즉 보편은 여러 개별자들 잡다한 것들을 하나의 원, (Partikul ren) . ,

리에 따라 총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편은 어떤 것들에 있어서 대다수가 어떠하다는 한.

갓 다수성을 넘어서 있다 즉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용인할 만한 이유 없이 예외가. ,

있는 경우에는 보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현재 주어진 것들‘ ’ .

모두에게 해당될지라도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원리가 없는 한 보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편은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주제는 다방면에 걸쳐 다의적으로 논의되,

어 왔다 그것은 인식론에서는 보편개념 으로서 존재론에서는 보편자 로서 논리학에서는. ‘ ’ , ‘ ’ ,

보편법칙 전칭판단 등으로 학문이론에서는 보편학문 으로서 윤리학에서는 보편화 가능‘ ’, ‘ ’ , ‘ ’ , ‘

성 으로서 의사소통이론에서는 보편형식 으로서 주제화되어 왔으며 그 의미에서도 어느 정’ , ‘ ’ ,

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올바른 판단 지식과 관련된 인식론에서의 보편의 의미에서 시작해 보자 인식이란 세계, ‘ . ,

현상 사물 등을 파악하는 정신의 활동이고 참된 인식을 통해 얻는 것이 지식이여 지식의, , ,

특징은 진리연관이다 인식에 있어 보편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진리가 가진 보편성.

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진리가 한갓 개별적이라면 그래서 이 축구공은 무겁다 라는 판단이. , ‘ ’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 우리가 얻을 것은 없다 다른 공은 어떨지 알 수 없으며 심지. ,

어 다른 사람은 그 공이 안 무겁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판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

식 더 나아가 법칙적인 지식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학문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

개별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들에 공유되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앞의 예와 달리. ,

모든 공은 무게를 갖는다 나아가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갖는다 는 지식은 한갓 어떤 자연현‘ ’, ‘ ’

상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연법칙에 대한 보편적 진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개별적 진리도 결.

국 이러한 보편적 진리로 환원함으로써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축구공 보다 공 공 보다. ‘ ’ ‘ ’, ‘ ’

물체 가 더 보편적인 이유는 앞의 것이 더 적은 외연을 가진 하위개념 종 의 개념에 뒤의‘ ’ , ‘ ’ ,

것이 더 큰 외연을 가진 상위개념 류 의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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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개념들 중 최고의 보편개념들 즉 만물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최고류에 대해 플라톤은,

운동 정지 있음 동일함 다름이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 , , .3) 하지만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해 있음 동일함 다름이라는 논리적 관점에서의 분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

서는 인정할지라고 과연 운동과 정지가 그만큼 최고류인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사물은 생. ‘

명 무생명 또는 연장 무거움 등을 최고류로 왜 삼을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거하기’, ‘ ’, ‘ ’, ‘ ’

힘들다 이러한 의문은 정당하다 우리가 사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최고류를 인식하기 힘들기. .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보편이라는 관점에서 확실한 원리 설명이 쉽지 않음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최고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물음.

을 던지고 보다 나은 답변을 제시하고자 했다 예컨대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범주 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본유관점으로 설명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범주는‘ ’ , .

모든 사물들의 존재방식과 특성을 나타내는 진술에 있어 하위개념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들

에 대한 최상위개념을 말한다.

한편 보편은 형식이라는 개념과도 맞물려 있다 고대철학에 있어서 본질 즉 에이도스. ,

는 비물질적이고 영원불변의 존재로서의 형상 형식을 뜻한다 그래서 내용적 인식과(eidos) , .

추론보다 형식적 인식과 추론이 더 보편타당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논리학에서는 형식을

강조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형식적 추론은 필연적인 진리와 관계된다, .

중세에 들어와 보편자는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보편논쟁이,

다 이 논쟁은 세 가지 물음에서 출발한다 첫째 유와 종은 실재한가 아니면 사고 속. . , (real),

에만 있는 것인가 둘째 실재한다면 물질인가 비물질인가 셋째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독? , ? ,

립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가 여기에서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처럼 보편자는 시공간을 넘어서 비물질적이며 감각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이해하는 보편실재론 존재하지만 시공간 속에서 사물 개별자들, ,

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념 안에 존재한다는 개념실재론 그리고 개념은 실,

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는 유명론이 대립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아

리스토텔레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그는 만일 원리들이 보편자라면 그것들은 실체가. “ [ ] ,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이것 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 을. ( ‘ ’ ‘ ’

가리키는데 실체는 이것 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권, ‘ ’ .)”( III 6, 1003a 5)

이 논의가 이 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페렐만의 보편청중 이 무엇을 의미하‘ ’

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보편청중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또는 실제로 존재.

하는 것은 아닌 개념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칭하는 것이 없는 도깨비 둥근 사각형 과 같, ‘ ’, ‘ ’

은 한갓 용어에만 불과한가 하는 물음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만일 첫 번째 것이라면 플라톤.

주의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수사학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드는,

비판이 될 것이다 만일 두 번째 것이라면 과연 청중 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의문을. ‘ ’

제기할 수 있다.4) 그리고 만일 세 번째 것이라면 현실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학술적 가치를,

갖기 힘든 용어에 불과하여 수사학을 혼란스럽게만 하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보편은 윤리학 행위이론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할, .

3) 플라톤 소피스트 이창우 옮김 이제이북스, , , , 2012, 249b~256e.『 』
4) 현대에 들어와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사례는 프레게의 수학적 대상 논리적 대상이다 예컨대G. , .

논리적 대상인 명제 등은 시공간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편성을 띠고 우리의 이념 안에 존
재하는 개념이라는 주장인데 그 핵심은 비시간성으로 인해 불변적이라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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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무엇을 규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정언명법을

내세웠다 언제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 “

라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자신만에게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준칙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어야 함이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이론 도덕이론을 의사소통이론으로 발전시킨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

에서도 보편성은 간과되지 않았다 그는 인간사회 안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우면서도 합리적.

인 사회 활동의 조건으로서의 이상적 대화상황을 추적했다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합리성.

과 보편성이 논증행위의 타당성을 보증할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형이

상학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통과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 담론의 절차와 효력요청의 보.

편성이 빠질 수는 없었다.

표현의 이해가능성 그 표현의 제안적 구성부분들의 진리성“ (Verst dlichkeit),

그 표현의 수행적 구성부분들의 정당성 또는 적절성(Wahrheit), (Richtigkeit)

대화하는 주체의 성실성 이 요구된다(Angemessenheit), (Wahrhaftigkeit) .” (Theorie

und Praxis, 24)

이처럼 보편은 인식에 있어서도 실천영역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결코 없어서, ,

는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철학을 지배해 왔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법칙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며 사실과 허구가 구별되기 힘들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 취미판단에 불과하게 되고 누구의 논증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할 준,

거틀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객관성 사실성 진리성을 부정하고 개연성을 토대로. , ,

하는 수사학에서 보편이 요청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이 보? ?

편청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중3.

수사학에는 다양한 이해방식이 있다 논자에게 이를 구분해 보라고 하면 가장 큰 대분류. ,

의 기준으로 청자를 삼을 것 같다 즉 청자를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따라 수사학에 대한 이.

해가 갈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논리적 화용론이 수사학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청자를 대단히 주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특정한 유형의 수사학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채론과 문체론이 나름대로 수사학적 가치가 있고 어떤 논. ,

증 문장에 대해 청자 독자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그 기능적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 /

자체를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역시 앞서 말한 유형의 수사학으로 분류할 것이다 본고는 청.

중 청자 독자를 중심으로 수사학을 논하고자 한다/ / .

논리학 문법 등과는 달리 수사학에서 청중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논리, .

학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때 누구에 대한 누구의 판단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

한 판단을 하였는가 하는 판단의 타당성을 핵심으로 한다 그 기준은 논리 법칙이다 문법. .

적 관점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문법적 규칙을 따르면 된다. .

하지만 수사학에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도 문장이라면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규칙도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청중의 납득과 이해가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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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설득의 학문으로 이해하든 신수사학 관점에서 논증행위로,

이해하든 현대적 관점에서 소통의 학문으로 이해하든 수사학에서 청중이 핵심요소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설득도 논증행위도 소통도 궁극적으로 청중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 , ,

다 그래서 전통 수사학적 관점에서 말의 구성요소에도 화자 주제와 함께 청중이 속한다. , .

아리스토텔레스는 웅변술 설득의 영역을 의회적 장르 재판적 장르, (genus deliberativum),

제시적 장르 으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genus judiciale), (genus demonstrativum) ,

가지 유형의 청중이 있기 때문이다.5) 청중의 유형은 청중의 역할에 따라 나뉜다 그에 따르.

면 청중의 역할은 말을 즐기거나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의회의 구성원은 미래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과거에 대해 판.

단해야 하는 사람은 판사이다 논쟁이 가능한 상대방이 있는 이 둘과는 달리 제시적 장르에.

서는 칭찬과 비난이 다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권 장.( , Rhetorik, 1 , 3 , 1~3, 1358a~b).

수사학과 청중의 설득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사학의 임무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태에서 현존하는 설득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다른 이론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권 장. .”(1 , 1 14. 1355b)

수사학은 모든 주어진 것에서 설득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 이다 권 장“ [...] ” .(1 , 2 1, 1355b)

이 말은 수사학은 어떤 특별한 개인과 관련된 설득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주제적 영역과 관련하여 보편성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 .

데 설득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의학이 어떤 질병을 지닌 특정한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그러한 기질을 가.

진 여러 사람에게 해당되는 학문이듯 수사학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성격

의 사람들에게 발효될 수 있는 설득의 기술을 다룬다는 것이다 권 장 즉 그.(1 , 2 1, 1355b)

에 따르면 수사학은 어떤 개별자에게만 해당하는 설득기술도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설득,

기술도 아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설득기술을 다룬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과 청중의 관계를 다루면서 로고스가 아니라 파토스에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그가 청중을 다룰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

로고스적인 논거를 제시할 때 더 설득적이라는 방향이 아니다 이와 같은 로고스적 측면은.

그에게서는 청중과 별개로 주제적 측면과 수사적 삼단논법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그는 청중.

을 파토스 측면에서 분류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것도 사랑하느냐 또는 미워하느냐 화가 나. ,

있느냐 또는 평온하냐 하는 심적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이거나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권 장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분노와 욕망과 같은 감.(2 , 1 , 1377b)

정 미덕과 악덕과 관련된 심성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와 같은 세대, (Gem tslage, abitus), / / ,

태생적 신분 부 권력 등과 관련된 운 불운이다 권 장 즉 이러한 특성/ / / .(2 , 12 , 1388b-1389a)

5) 안재원은 키케로의 수사학 을 편역하면서 연설가 연설문 청중이라는 연설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 』
청중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청중 의 관점에서 수사학 규칙체계. “ ‘ ’
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기 관점에서 말하기, . ‘ ’ ‘ ’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쪽 그와 유사한 관점에서 논자도 수사학을 위시하여 화자 중심.” (101 )
의 말하기 관련 연구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졸고 언해력 과 말의 지평 탐구공동체. , (Orality)「  
와 윤리공동체 수사학 집 한국수사학회 쪽 쪽- , 17 , , 2012, 179~182 , 188~1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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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인해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을 더 선호하고 어떤 행동으로 기울기 쉽다는 점을

주목했던 것이다.

청중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는 키케로에게도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

지로 그도 청중의 역할과 연설의 종류를 결합적으로 보았다 키케로 수사학 쪽.( , , 90~92 )『 』

하지만 그는 연설의 종류에 따라 배열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즐거움.

이 목적인 연설의 경우에는 배열 순서가 다양할 수 있는 반면 정책 연설에서는 서론이 간,

략함과 전체 연설이 신뢰와 감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배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

연설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구별하여 전자는 신속한 논거 제시와 날카로운 결론을 제시하고,

후자는 호의적인 서두와 논거의 축소 등과 동정을 유도하는 결론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것이

다 키케로에게 있어 돋보이는 것은 청중과 관련하여 파토스만이 아니라 로고스 측면에서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서문에서 사건의 종류와 본질을 요약한다면 만약 정의를 내린다면 만약 분류를, ,

제공한다면 만약 연설 내용을 뒤섞어놓지 않음으로써 청중의 판단을 명쾌하게 해주고, ,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음으로써 기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키케로 쪽.( , 138 )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키케로도 청중을 그들의 기질을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예컨대 교양이 없는 사람은 이익을 교양이 있는 사람은 명예를 중시하며 따라서 연. , , “

설은 진리뿐만 아니라 청중의 생각과도 호흡을 같이해야 키케로 쪽 한다는 것이다”( , 286 ) .

청중과 관련하여 고전 수사학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득과 논증은 어떤 특정한 개.

인 또는 부류의 청중만을 대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설득의 효력에 관심을 둘.

뿐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재판장르에 있어서 심판관들의 의무가 판.

단 판정이라 할지라도 논증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더 나은 판단에 대한 논의가 아니, ,

라 심판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보편청중4.

기술적 측면4.1

페렐만이 신수사학을 건립하면서 청중을 핵심요소로 삼았던 것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신수사학 이 증명과 논증행위를 구별하고. (Perelman, Olbrechts-Tyteca,『 』

Die neue Rhetorik 절 논증행위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언어와 소통을 언급한 뒤 절, 1 ), (2 ),

곧바로 절 청중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모든 논증행위는 청중에게 관(3 ) .

심을 일깨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청자는 논증행위의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학이 설득을 목표로 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설득대상인 청중을 규명하는 일,

의 중요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논증행위는 청중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데 있다 쪽 청중은 논증행위의.(18 )

한갓 전제조건을 넘어 그 모든 진행과정에서 본질적이다 왜냐하면 논증행위의 출발점인 전.

제에 대해서만 아니라 논증을 구성하는 각각의 것들의 결합 전제로부터 결론으로의 진행, ,

까지 즉 논증행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청중의 수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8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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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이란 누구인가 청중은 눈앞의 어떤 개인일 수도 있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6) 어떤 사람들 중 화자가 상정하는 일부만일 수도 있고 눈앞에 존,

재하지는 않을지라도 화자가 지향하는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 화자는 지향하지 않았을지라,

도 화자의 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후손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청중을 한 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이, .

쉬운 일은 아니다 페렐만은 우선 청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청중이란 화자가 자신의 논증행위를 통해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총체이“

다 쪽.”(25 )

물론 이 정의 하나가 청중에 대한 페렐만의 모든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

중에 살펴볼 것이다 청중은 화자에게 화자의 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청중에게 영. , ? ,

향을 주려면 화자는 먼저 청중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그에 맞추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청중은 화자가 영향을 주려는 자라는 점에서 화자의 태도와 말의 내용을 결정짓는다고도 표

현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화자가 청중의 구미에 맞게 거짓말을 하라거나 화자가 하고 싶.

은 말 해야 할 말을 완전히 포기하고 청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중이, .

어떤 논증을 적합한 논증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는 화자는 결코 청중을 설득할 수 없

다 심지어 청중을 지향하지 않은 논증행위는 논증행위 자체로서도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뜻이다.7) 요컨대 청중에 대한 인식을 통해 비로소 청중에게 미칠 수 있는 설득 방법

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쪽 즉 청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청중이 수용할 수 있.(30 )

는 논거를 제시하되 그것도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서 페렐만은 청중은 화자의 말을 구성한다고 표현한다 쪽 그래서 그는 시간의 사용이.(25 )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쪽 가치평가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라 요구되는 화,(216 )

자의 태도 쪽 등을 다룬다 청중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고전 수사학에서도 일반적(431 ) .

으로 강조된 것 즉 설득의 전략적 측면에서 본 청중에 대한 관점이다 요컨대 이러한 전략, .

적 관점은 논증행위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와 동의과정에 대한 사실적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규범적 측면4.2

페렐만에 있어서 청중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논증행위 논증의 질에,

관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실제로 청중은 화자의 태도에 대한 질적 요청과 마찬가지로 논증행위에 대한 질적 요“

청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쪽.”(32 )

논증들의 가치 질 는 그것을 인정하는 청중의 가치 질 에 상응하여 결정된다 쪽“ ( ) ( ) .”(455 )

6) 예컨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대화록 에서 소크라테스 논변의 청중은 대화상대자일 수도 있지만,『 』

두 사람의 대화를 보는 구경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날의 독자일 수도 있다 참조, . : 크로스화J.
이트는 주장자마저 다른 사람 심지어 오늘날 해석자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성의 수사학 오형, . ( ,『 』
엽 옮김, 2001, 쪽171 .)

7) 크로스화이트 쪽J.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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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앞서 말한 청중에게 미칠 수 있는 논증행위의 기술적 심리적 측면이 아니라 더, ,

좋은 논증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규범적 측면을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설득 과 확신 에 대한 칸트에 따른 전통적인 구별을 언급한( berreden) ( berzeugung)

다.8) 설득은 시공간적인 가치와 연결된 수사학적 영역이고 주관적이며 확신은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고 철학자들의 관심사이자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이 둘의 논쟁에 있어서 양 쪽.

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설득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확신은 첫 번째 단계에 불.

과할 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설.

득할 수 없는 확신은 인간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이요 자기만족에 불과하게 된다 한편 엄격, .

한 이성적 추론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확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확신을.

남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의를 얻는 것이 바로 설득과정이기 때문이다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의 논쟁이 가능하다 즉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아. ,

니면 어떤 것이 사실이니까 사실로 인정하느냐 하는 대립이다 더 나아가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과 지식들이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체계로서의 진리에 대해서는 논쟁이 더욱 심

해질 수 있다 예컨대 지동설에 대한 천동설의 저항이 심했던 중세의 상황 한국에서 천안. ,

함 발생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논쟁이었다 쿤의 패러다임도. T.

한 시대가 지배하는 거대한 과학지식의 집합체와 시대 변화에 따른 과학혁명의 가능성을 뜻

하는 것과 함께 객관성 지식 사실 등이 역사적 산물임을 말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 ,

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렐만은 기존에 모두에게 수용되었던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다고 인. ,

정되었던 사실들도 새로운 청중들에 의해 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언급한다.(63

쪽 즉 사실도 더욱 그러한 것은 진리도 사람들의 수용에 의해 비로소 사실과 진리로 인정) , ,

될 뿐 결코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요 요컨대 사람들의 수용이 없이는 진리, ,

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은 섬이다 와 분석명제마저 그. “ ”, “1+1=2”, “(A & B) A”→

뿌리부터 의심스럽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학에서는 이러한 사실입증의 문제보다 가.

치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점 이것들도 사람들의 수용에 의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두 입장의 대립을 무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논쟁을 풀기 위해 페렐만은 세 유형의 청중 즉 보편청중 특정청중 모범청중을 제시, , ,

한다 그는 단지 특정청중에게만 타당한 논증행위는 설득이라는 용어를 모든 이성적인 존. ,

재에게 타당성을 지닌 논증행위는 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우선 제안한다 쪽 하.(37 )

지만 문제는 설득의 영역과 확신의 영역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점이다 쪽.(39 )

페렐만의 보편청중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연적으로 보면 보편청중은 모든 인간. , “ ,

또는 적어도 성인이자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청중 이다 쪽 그리고 보편청중에” .(40 )

대한 그의 고민 중 논자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8) 의견 은 우리의 오성에 있는 사건이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B 848: “ (F rwahrhalten)
다 이런 사건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하지만 판단자의 심성에 주관적인 원인을 요구한다 의견이 이. .
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경우 그 근거는 객관적으로 충분하며 이런 의견을 확신이라 부른, ,
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주관의 특수 성질에 근거를 가진 경우 설득이라고 한다 설득은 가상에 불과. , .
하다 왜냐하면 단지 주관에 있는 판단의 근거를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
판단은 단지 사적 타당성만 갖고 있고 의견은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는 객관과 일, .
치함에 기인하고 따라서 객관과 견주어 각각의 오성의 판단은 한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제 자와, . ( 3
일치하는 자는 서로 일치한다 요컨대 의견이 확신이냐 또는 단지 설득이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은 외.)
적으로 보면 동일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의견을 모든 인간의 이성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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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들은 청중에게 의존하여 성공적으로 고찰될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의 본성은 논증“ ,

행위들의 관점에서나 그 형태의 특징들과 그 미래의 영역에서나 중대한 범위에서 결정

적이다 그렇다면 논증행위의 확신적인 본질적 특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규범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청중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가 쪽?”(40 )

이 물음은 한갓 특정한 다수의 동의만을 목적으로 논증행위만을 주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행위의 질이 갖추어야 할 규범성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수청중을.

지향하는 논증행위의 단점은 단지 그 청자들에게만 수용될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거

나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이한 입장을 지닌 정당들 간의 의회 논쟁이나 종교 또는 이.

데올리기의 대립이 그 사례이다 페렐만은 일단 보편청중을 지향하는 철학자들이 무엇을 상.

정하는지 풀어낸다 즉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논증의 근거들을 이해하는 사람.

들은 추론의 필연성으로 인해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를.

페렐만은 보편청중의 동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의 문제 라고 쪽 정리한다“ ” (42 ) .

문제는 보편적이지만 공허하거나 구체적이지만 특정적인 청중이라는 딜레마이다, .9) 하지만

철학자들이 상정한 근거들의 강제적인 본성 명증성 탈시간적이고 절대적인 타당성 객관, , ,

성 필연적인 추론의 진리성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모든 문화와 개인들은 보편청중에, , “

대한 자기 고유의 이해를 가지고 있음 을 쪽 역설한다” (44 ) .

페렐만은 또 하나의 청중 개념을 제시한다 보편청중을 지향한 논증행위가 모두 수긍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수긍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거나 비정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실격

시켰던 역사적 사례를 들먹이며 그것은 보편청중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청중이었다는 것이

다 쪽 이러한 모범청중을 보편청중을 형상화하지만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정청.(45 ) ,

중에 불과할 뿐 결코 보편청중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지도 동일한 전문성도 동일한 추론으로의 지식수준도 갖지 않았

기 때문이다 쪽 결론적으로 보편청중은 결코 구체청중 특정청중으로부터 독립적인.(45~46 ) ,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보편청중 개념의 구성에 대해 그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

며 나아가 구체청중 특정청중에 적합한 보편청중이 문제될 때는 불특정한 보편청중이 상, ,

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상보적으로 판단되어진다는 것이다 쪽.(47 )

보편청중에 대한 이해의 전개4.3

우리가 처음 던졌던 물음으로 되돌아오자 보편청중은 어떤 존재이며 수사학에서 그 의. ,

미는 무엇인가 보편청중은 실재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 관념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인? ,

가 아니면 한갓 용어에 불과한가 이에 대해 크로스화이트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한다, ? .

청중은 실제이건 상상이건 사람들의 집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 이라고 보는“ (event)

것이 타당성이 있다 사건이라는 말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청중은 우리 삶. (....) .

에 있어서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청중은 존재의 양식 즉 인간 존재가 현존하는. ,

하나의 방식이다 청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가능한 방식을 열어주는 하나의 방.

법이며 우리가 배우고 변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청중인 그 상황으로, .

옮겨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쪽.”(173 )

9) 크로스화이트 쪽,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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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크로스화이트는 청중을 사실적으로도 형이상학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 ,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토대로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 존재방식 타자. , ,

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더 많은 사람과 연대함으로써 희망을 꿈꾸는 방식을 제시한다, .

그는 보편청중의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해 롤스의 무지의 베일 하J. (vail of ignorance),

버마스의 이상적 담화상황 등을 논하면서 개별적 특성을 배제하는 방식 특정청중들을 합치,

는 방식 청중과 청중이 상호 비판하는 방식 등 철학에서 이루어졌던 보편화 방식을 제시한,

다 그는 페렐만이 사실과 보편청중 가치와 특정청중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데 이. ,

의를 제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핵심 개념은 비확정적 보편청중이다 쪽. .(186~187 )

우리가 상정한 보편청중이 예기치 못한 청중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그 비.

판을 수용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한다는 것은 나의 보편청중을 그대로 두고 상.

대를 비정상적인 청중으로 삼는 경우인데 이때 나의 보편청중은 한갓 특정청중이거나 모범,

청중에 불과하게 된다 수용한다는 것은 나의 기존 보편청중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하지만 버리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보편청중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타자 비. .

판이 수용가능한 이유가 비확정적 보편청중 때문이다 즉 보편청중이 새로운 청중을 만나.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남으로써 그 어떤 청중도 포기하기 않을 수 있는 인간의 희망의 가능성

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보편청중에 대한 페렐만의 이해이다 이러한 의미의 보편청중을.

통해 그는 수사학이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쪽 그는 다음과.(191 )

같이 말한다.

보편청중을 향한 열망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명령과 모든 사람“ ‘ ’ , ‘ ’

의 청중을 인식하겠다는 희망에 대한 인식이다 쪽.”(196 )

논자에게 보편청중은 다음과 같은 계기 이다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진리인식의(moment) .

한계를 지닌 인간존재가 자신의 지적 한계에 대한 겸허한 고백이자 나의 삶에 대한 타존재,

의 삶의 개입에 대한 윤리적 용인이요 그 누구와도 소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실천적 약속,

이며 타자에 대한 탈존으로서의 존재론적 해방이라는 계기이다, .

마무리를 해 보자 롤스는 우리가 공적 이성을 따르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J. ,

주장이 대법원이 내놓은 견해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한다 마.

찬가지로 논자에게 누군가 자신이 보편청중을 지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

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당신의 현재 논증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민족전쟁 민족.” ,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적 문제에 대해 입법자의 의도 법조, ,

문 판례 등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을 통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헌법소원 관련 당사,

자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이분화된 국민들 모두 나아가 미래의 국민들 모두까지 납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논증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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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화의 수사적 분석

뉘른베르크의 재판 을 중심으로- -《 》

조미옥

들머리1.

고대 수사학의 출발은 법정연설1)에서부터이며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의 법정이다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빼앗긴 소유물 특히 토지를 찾기 위해 그럴듯하게 설득할 말솜씨가 필,

요했던 것2)이다 그 말솜씨를 위해 수사적 기술이 필요했다 수사학에서 기본연설을 생산할. .

때 설득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착상 논거발견술 찾아낸 요소들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배열( ), ,

언어의 옷을 입히는 행위인 표현 배열된 내용을 머리에 저장하는 기억 그 내용을 목소리, , ,

표정 발음에 맞게 청중들 앞에서 표현하는 발표의 다섯 분야가 있다 이것을 연설가의 수, .

사학적 능력이라고 한다 청중을 대상으로 신뢰를 획득하고 감정을 자극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논리적 으로 접근하고 연설가의 인품 을. (Logos) (Ethos)

드러내어야 하며 감정을 자극 하여 청중을 설득한다 그 청중은 연설의 주제에 따라(Pathos) .

달라진다 즉 칭찬이나 비난일 경우 권유나 제지일 경우 고발과 변호일 경우에 따라 다르. , ,

다 본고에서는 고발과 변호인 법정연설을 주제로 선택한다 고발과 변호인 경우 청중은 재. .

판관이나 배심원이다.

뉘른베르크의 재판 은 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이며 뉘른베르크1961《 》 《 》3)와는 성격

이 다른 재판이다 본 연구자는 여기서 다룰 영화인 뉘른베르크의 재판 의 역사적 사건. 《 》

이나 영화외의 사건은 접어두고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법정공방에만 초점을 맞춘다 다른.

영화에 비해 법정공방이 길게 이루어지고 전체 영화 상영시간도 길다 영화 뉘른베르크의. 《

재판 은 한 편의 완결된 텍스트이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로 법정스토리가》

있다 한 편의 짜임새 있는 법정스토리는 고전수사학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다 퀸틸리아. .

누스에 의하면 수사학이 훌륭한 말재주 인 만큼 텍스트의 분석도구“ (ars bene dicendi)” 4)가

된다.

양태종5)은 문학텍스트를 착상중심으로 수사적 분석을 했다 거기서 양태종은 플렛. 6)이 문

학텍스트 뿐 아니라 비문학텍스트도 분석 가능한 도구로 정착시켰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

서 영화텍스트를 분석하는 일도 수사학적으로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 김영옥. 7)은 영화텍스

트를 수사적으로 분석 하지만 분석의 범주가 다르며 영화텍스트 전체를 분석했다 수사학의.

표현영역이 발달한 문체론 의 하위범주를 가지고 나민구(style) 8)는 중국영화의 제목과 자막

을 설득력 있게 번역하기 위해 수사학의 방법을 제안했다.

연설을 생산할 때 수사학에서는 다섯 분야를 거쳐 형성되듯이 법정스토리를 분석할 때도

1) 수사학의 출발무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코락스와 티시아스가 집필한 교본서

의 사용처가 법정이라는 것 양태종 참고. (2012)

2)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2003 :22)

3) 영화 뉘른베르크 는 전범의 재판을 소재로 다룬 영화로 제 차 뉘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된 중죄인 중심의 재1《 》

판이다.

4) 이재원 광고로 읽는 언어학, (2007:171)

5) 양태종 문학텍스트의 수사적 분석, (2002b: 311)

6) 플렛 하인리히 수사학과 텍스트분석 참고, (2002),

7) 김영옥 밀양 의 서사구조와 수사학 참고, < >

8) 나민구 중국영화번역의 수사학 참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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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실제 이루어지는 법정연설이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 속의 일부를.

차지하는 법정공방을 중심으로 수사적 분석을 한다 이재원. 9)은 수사학은 엄청나게 많은 모

습들을 가지고 있어 텍스트 분석 도구가 된다고 한다 수사학의 많은 내용들을 영화 뉘른. 《

베르크의 재판 의 법정스토리 부분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그 속에서 수사적 요소를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어 법정스토리 부분만 텍스트로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수사학의 많은.

요소들이 법정스토리에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 탄탄한 구조를 형성하고 설득의 세 요소인 파

토스 에토스 로고스가 청중 여기서는 세 명의 재판관과 법정에 참석한 모든 사람 나아가,

영화를 보는 시 청중까지 설득한다. 

수사적 분석2.

플렛은 수사학은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재주“ ”10)라고 한다 이러한 재주들이 법정스토리.

영역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수사학의 기본구조와 연설자 검사와 변호사 등 의 능력을( )

중심으로 분석한다.

착상2.1. (Inventio)

연설가가 청중을 설득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쓰는 단계가 착상이다 이 단계에.

서는 연설가의 능력이 돋보인다 착상 착상력 의 핵심은 논거 찾기이다 수사학에. ( , inventio ) .

서의 착상은 웅변가 스스로가 논거들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퍼져 있는“ ,

기존의 논거들을 끌어 모아서 찾아냄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 이다( ) ” 11) 착상을 논거발견술. 12)

이라고도 한다 착상에는 설득을 위한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해야 한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로고스는 이성적 판단에 관여한다 연설자 본인의 인품이 드.

러나는 에토스와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의 말에 공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파토스를

이용한다 본 논문은 이 영화의 법정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유리하게 또.

는 불리하게 전개될 수사적 상황을 밝히고 설득의 요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들이 이 상3 ( , , )

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법정공방으로 가게 된 이유가 분명하지만.

검사와 변호사가 논증을 찾고 논쟁 분석의 핵심적 보조수단 으로“ ” 13) 처지론을 이용하여 법

정쟁점으로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살펴본다.

수사적 상황2.1.1.

법정연설의 상황을 모범으로 삼아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려‘ ’ ,

는지의 구별이 필요하다 주어진 상황과 그 상황의 이용에 대한 법정공방을 진행하기 전에.

그 공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배경은 수사적 상황 으로 볼 수 있다‘ ’ 14) 연설자 여기. (

9) 이재원 광고언어연구, (2002:41)

10) 플렛 하인리히 앞책, , (2002:20)

11) 이재원 텍스트 언어학과 수사학, (2004: 190)

12) 박성창 수사학 배열을 논거배열술 이라고도 한다, (2000:44). ‘ ’ .

13) 참고G. Ueding(Hrg.2007:1327) . (Die Statuslehre ist eines der zentralen Hilfsmittel bei der

Streitanalyse und Argumentfindung des Red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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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검사와 변호사 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자기) ,

에게 유리한 상황변화를 노리게 된다 이 노림의 상황이 바로 수사적 상황 이다 즉 이해당. ‘ ’ . ,

사자인 검사와 변호사가 상황제어자인 판사들에게 편파적인 주장을 펴서 재판관의 마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사소통 상황인 것이다.15) 이 법정에서 이해당사자는 검

사와 변호사이며 상황제어자는 세 명의 판사들이다 검사인 대령은 수사적 상황이 유리한.

입장에서 기소를 한다 이미 공식적으로 이들이 어떤 일에 연루되었는지 분명히 드러난 상.

황이고 법정에서 유리하게 그 상황을 노린다 증인들을 통해 법정에 서기 전에 어떤 상황들.

의 존재했는지를 진술하도록 심문이 진행된다.

먼저 검사는 증인 닥터 빅 을 통해 그 당시 국가적으로 형법상의 변화가 있었고 국가사, 1( )

회주의 법안이 도입되었다고 진술한다 무엇보다도 폴란드인 유태인 정치적 불온인사들에.   
대한 사형선고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주의 법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반사회적 인사.

들에게 거세시술이 이루어졌고 총통포고령으로 판사들의 법복에 만 자를 새기는 일들이( )卍

일어났다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지만 법복에 만 자를 두르고 법정에 섰다는 사실은 이. , ( )卍

미 피고인이 나찌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리한 상황이다.

형법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사형 선고가 유래 없이 증? -

가한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단지 그들이 폴란드인 유태인 정치적으로. ... ,

불온하다는 이유였죠. 국가 사회주의 법안이 새로 도입됐어요 그 중에는. ... 반사회적이라 분류

된 사람들을 거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 년엔 판사들의 법복1935 에 특별한 표식을 해야했습

니까 총통 포고령이라는 것인데? - ...법복 위에 만자의 휘장을 둘러야만 했습니다 나찌 표장( ) -

본인도 휘장을 둘렀습니까 아뇨 그랬다면? - -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년에 사임했습. - 1935

니까 그렇습니다 언스트 야닝은 법복 위에 만자 휘장을 둘렀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 ? - -

감사합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당시의 국가적 상황의 암울함을 드

러낸다 그 힘든 시기를 국가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

인시켜준다.

변호사 이런 표현을 쓰셨죠-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했다 국가 사회주의 정권 당시의 상황을”

법정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무슨 상황 말입니까? - ? - 전국적으로 기아가 심했지요 네 내부 분? - -

열이 심했나요 네 공산당이 있었지요 네 공산당이 독일 제 당이었지요 네 혹시 국가? - - ? - - 3 ? - - ...

사회주의가 그런 상황의 일부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네 중략? - , ( )

그 상황에 남아 국익 을 위해 일한 야닝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 ’

다 그가 권력에 남아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정의와 정의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 인내한“

결과였습니다 라고 주장하여 불리한 상황을 벗어난다.” .

중략( )

권력에 남아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던 사람들에게 누가 더

용감한 사람입니까 위험이 다가오자 도망치거나 사임한 사람들입니까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

서도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까 중략 이번 사건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

있고 언스트 야닝의 모든 행위는 한 가지 목적 단 한 가지 이유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의와, “

정의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 인내한 결과였다 중략” ( )

14) 양태종 문화상호수사학을 위한 격서분석, (2005:274)

15) 양태종 키케로의 연설문 분석,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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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황을 놓고 검사는 증인 을 통해 진술한 바와 같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는데1

동조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더해주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반대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

리한 상황으로 심문을 진행한다 즉 그 당시에 기아와 불안한 사회상황 에서 그 부분을 일. ‘ ’

부 해결하는데 국가 사회주의가 기여한 바가 있음으로 국가 사회주의체제에서 법정 일을 충

실히 수행한 것은 국익 이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검사는 책임 을 묻고 있으며 변호사는‘ ’ . ‘ ’

국익 을 내세우고 있다‘ ’ .

또한 검사인 대령은 증인의 위치에서 그 당시 겪은 내용을 상영하여 모든 청중과 피고인

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을 전개시킨다 법정에서 보여준 영상물과 검사의 진술은 이 재.

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수사적 상황의 가장 결정체이다.

증인 루돌프 피터슨 는 일반인이 강제로 불임을 당한 사건을 진술하여 제 제국 시대의2( ) 3

참상을 드러낸다 변호사는 국가의 질서와 전 세계의 이익 나아가 세들을 위해 의학적인. ‘ 2

방법이 동원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전개’ .

시켜 나갈 지는 검사와 변호사의 증인 심문에서 드러날 것이다.

증인 닥터 거터 은 그 당시 유행한 인종 공해 를 정의하고 진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3( ) ‘ ’

검사에 유리한 수사적 상황을 진술한다 수사적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변호사가 던진 승부.

수로 피고인 야닝은 분노하고 결국 양심선언으로 진척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다.

그의 무릎에 앉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의 무릎에 앉았군요 또 어떤 행동을 했---- ? - , - .

습니까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일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또? - . - 어떤 행동을

했죠 월너 부인? 뭘 하려는 거에요 당신이 하려는 것이- ? .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 -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월너 부인 진실 그를 계속 만났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가 찾. ! .

아왔었다는 것도 인정했고 그에게 키스를 했고 무릎에 앉았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또 뭘 인정.

하실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당신이 암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또 뭐? ? - . . -

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 ! 그만 그만 또 인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 - 헤어롤프 이

런 짓을 또 하겠다는 것인가 재판장님 그간 받아온 심한 스트레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 -

지 못하고 잘 알고있소 검 재판장님 피고가 진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권리( ) - : , . -

를 요청합니다 질서를 지키시오 피고 진술하기를 원합니까. ( . , ? ) - 진술하기를 원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의 요소2.1.2. 3

연설자들 여기서는 검사와 변호사 은 설득수단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로고스와 연설자( )

가 자신이나 피고인들의 인격을 드러내는 에토스와 청중 여기서는 세 명의 재판관 그 자리( ,

에 참석한 사람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 을 감동시키는 파토스를 적절히 사용한다 이 청, ) .

중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검사와 변호사는 논증과 감동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증거자료와 증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력한다 그는 로.

고스를 가장 적절히 활용하는 인물로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영상물을 사용한다.

영상물은 확실한 증거자료며 본인의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설득력을 주는 로고스요

소이다 그 내용은 결국 청중 여기서는 판사와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

보는 관객들까지 그들의 마음에 감동 파토스 을 강하게 남긴다 또한 이 영상물 증언으로( ) .

변호사가 독점적으로 변호하는 인물인 야닝의 심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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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부분을 가장 잘 이용하여 결국은 야닝이 양심선언을 하는데 일조한다 야닝의 마음이.

첫 번째로 움직인 계기가 된다.

집단수용소의 번호와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제 제국 시절에 부첸발트 수용소가 세워- ... 3

진 것은 년이었습니다 수용인원은 대략 만명 부첸발트 수용소이 모토는 몸을 황폐하...1933 . 8 . ...“

게 하고 정신을 황폐하게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하라 부첸발트 소각로입니다 중략 아, , !” ( ) -

이들에겐 문신을 했는데 최종적인 멸종이 목적이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겐 자비를 보였습니.

다 몰핀을 주사해줬죠 목을 매달 때 의식이 없게 하려고 의사 한명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밧. .

줄을 맸는지 증언했는데 그 의사말로 그림에서처럼 벽에 있는 고리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 .” -

화물차에서 나온 시체들입니다 음식도 공기도 없어서 다카우로 올 때까지 살아남지 못한 사람.

들입니다 수 백 명의 수용자들은 인간 실험쥐로 쓰였습니다 잔학한 생체실험을 위해서 다. - . .

카우에서 처형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옷을 선반에 벗어 놔야했.“

습니다 그들은 목욕을 한다고 들었죠 그 후 문이 잠기고 사이클론 가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 B

통해 주입됩니다 안에서 신음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다가 분 후면 조용해지죠 그렇. 2-3 ”

게 죽으러 온 사람들이 슬로바키아에서 만명 그리스에서 명 프랑스에서 명9 ... 65,000 ... 11,000 ...

네덜란드에서 만명 헝가리에서 만명 폴란드와 북실레시아에서 만명 독일에서 만 명9 ... 40 ... 25 ... 10

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영국군이 벨센 수용소를 해방시킬 당시 촬영한 것입니다 질병예방을. - .

위해 영국 불도저로 최대한 빨리 사체를 매장해야했습니다 저 사체들이 누구였습니까 현재. ?

점령된 유럽국의 국민이었습니다 유럽 내의 유태인 가 몰살당했습니다 만 명이 넘는. 2/3 . 600

데 나찌 내부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 .

변호사가 취하는 로고스적 설득은 예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연설자가 알고 있는 그 상. “

황은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연관이 되며 어떠한 결과를 내었는지를 예증을 통해서 보여주,

는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같은 결과를 예상하도록 만든다.”16) 변호사는 예증을 끌어들여 제

제국시절 야닝의 행위들은 국가애 로써 그 외의 다른 길이 없었음을 지적한다3 ‘ ’ .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22]“ .

판사는 자국의 법을 집행할 뿐이다[23] ”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조국이 옳든 그르든 스케판 듀케터 미군인 초[24] “ , ”( , ,19c )

미국의 위대한 애국자의 말입니다[25] .

독일의 애국자도 똑같습니다[26] .

또한 변호사는 피고인 야닝을 부각시키기 위해 에토스를 잘 활용한다 그의 사회적 위치. ,

법적 지식과 업적을 통하여 그에 의해 구제된 여러 증인들의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그 인물이 이 법정에서 재판받는 자체의 부당함을 피력하고 야닝은 독일인의 존경을 한 몸

에 받고 있는 인물로 그의 행위는 국가애 라고 재차 주장한다‘ ’ .

처지론2.1.3. (Stasis)

유리한 수사적 상황에서 검사는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소를 한다.

이것을 추정[ ]17)의 처지라 한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위법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소가 불.

16) 김윤희 고대 연설에 나타난 설득의 방법적 요소 에 관한 연구, (pist) (2012: 278)

17) 양태종은 추정을 짐작이라고 한다 짐작의 단계에서 행위의 사실여부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더 이상의 말타툼.

은 없을 것이지만 동일한 행위를 놓고 서로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태종 문학텍스트의 수사적 분석 참고 처지 에 관한 내용은 양태종 수사학이야기 참고 헤르( , ). (Stasis) , (133):

마고스가 처지론 을 발전시킴 티모시 보셔스 역 이희복외 의 수사학이론에서는 를 균형상태 로 번역“ ” . ( . 3) Stasis ‘ ’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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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에 맞서 변호사는 그러나 로 그 다음을 이어간다 정의 의 처지가 활용된다. ‘ ’ . [ ] .

그 일은 있었지만 그 일은 애국심 의 발로이며 자신의 일에 충실한 행위일 뿐 그 이상도‘ ’

이하도 아니라고 맞선다 법정에서 어느 소송에서나 그 진행과정에는 단계가 있다 기소에. 3 .

맞서려는 사람은 세 가지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는 자신의 처.

지에서 추정 정의 속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 ], [ ] .18) 검사는 첫 단계로 제 제국시3

절에 나찌에 의해 저지러진 만행을 논거로 내세워 세 번째 단계인 속성 의 관점에서 기소[ ]

를 한다 네 명의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죄를 묻는 게. ‘[26]본 법정에 제시되는 증거에 따

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형평에 맞는 일이며 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하며 변호사는

드러난 진실에서 책임 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네 명의 피고인들‘ ’ .

은 고소를 당했지만 보복의 의도가 다분히 내재한다고 변호사는 맞선다.

법정소송의 핵심은 정의의 구현이다 검사는 첫 진술에서 정의 의 논거를 들어 법정 원. [ ] ( )

의 정의 를 내리고 있다 법원 정 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다 법원은 재판정일 뿐 아[ ] . ( ) ‘ . ‘[7]

니라 더 큰 의미라는 것은 판사만이 알 것입니다 법원은 과정이자 정신입니다, . [8] . 그런데’

피고인들은 독일의 법과 정의를 왜곡하고 파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24]

저들은 정의의 가치를 지켰어야했습니다 정의의 가치를 지켜야할 법관들이 왜곡된 이데올.’

로기를 받아서 법을 집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육하원.

칙의 말터를 활용한다.

이에 맞서 변호사의 첫 진술에서 추정에 적합한 논거들을 원인 결과 유추 의 말터 에서( )

얻을 수 있듯이19) 야닝이란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여 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15]-[20]

한다 야닝의 행위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물의 말터에 들어가 미.

국의 위대한 애국자의 말을 인용한다 책임 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을 인용하여 인물의. ‘ ’ [10]

말터를 활용한다.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신 올리버 웬델 홀름의 말을 빌자면[10] “책임이란 아무 논쟁이나 부

인 못할 문서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중략( )

년 출생[15]1885 .

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16]1907 .

년 이스트 프러시아 판사에 취임[17]1940 .

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 지도자가 되었고 민주 헌법 입안자의 일원이었습니다[18]1 .

그 이후로 얻은 국제적인 명성은 훌륭한 법학자로서 뿐 아니라 법학 교과서 저자로서 그[19]

책은 전 세계의 대학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년엔 독일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20]1935 .

배열 연설의 구조2.2. (Dispositio, )

수사학에서 착상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배열은 주장과 논거를 어떤 순으로 놓

느냐 하는 물음을 던진다 일반적으로 연설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하는. - -

데 수사학에서는 여기에 예비본론이 추가되어 사분구조가 된다.20) 이 구조가 된 것은 수사

학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법정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하는데 법정에서는 지난 일에 대한,

18) 위딩 생각의 수사학, (1996 : 114)

19) 키케로 화술과 논증, (2006: 67)

20) 이재원 박근혜대통령 취임사의 수사학적 분석, (2013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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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중요한 한 꼭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분구조에서 들머리와 마무리.

는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얼거리와 벼리에서는 신뢰획득이 중요하다, .21) 들머리

는 청중의 호기심을 잡는 네 명의 피고인들이 각자의 무죄를 선언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

는 야닝을 조망하게 한다 얼거리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사의 진술에 주장과 논거가 들어.

있어 향후 펼쳐질 증인에 대한 심문에 관심을 갖게 한다 증인을 내세워 확인질문과 각자.

유리한 질문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의 각 쟁점에 대한 논증적 구조를 분석한다 마무리는 시.

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유죄를 주장하던 검사의 모호한 진술이 있고 유죄를 인

정한 야닝의 양심선언에도 불구하고 야닝이 유죄라면 그건 전 세계의 유죄 라고 설득하는‘ ’

변호사의 최후진술과 그 진술에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하며 훌륭한 변론 이지만 유죄를 선‘ ’

언하는 재판장의 판결 전 진술이 돋보이는 마무리 단계가 짜임새 있게 전개된다.

들머리2.2.1.

어떤 연설문이든 연설가는 말을 시작할 때 청중의 호기심을 이끌어 끝까지 듣게 하는 책

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법정연설은 연설가 한명이 청중을 상대로 말을 하진 않는다 특히. .

영화 속 법정연설이기 때문에 법정연설의 구조를 이루는 들머리 부분이 애매하게 전개되기

도 한다 여기서는 처음 세 명의 판사가 법정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판사가 한명이 아닌.

네 명의 피고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변호하게 하는 부분이 들머리로 볼 수 있다 세 명은 무.

죄를 말하고 한 명은 묵묵부답이다 바로 이 사람이 야닝이며 자신이 이 법정에서 재판 받.

을 이유가 없으며 이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변호사가 대신 말을, .

한다 이러한 야닝의 모습이나 태도의 변화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결국은 벼리 밝히기 에 가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 ) .

그 전에 보여주는 네 명의 피고인의 뻔뻔한 모습과 특히 야닝의 무표정하고 무엇에도 굴하

지 않을 모습에서 우리 청중 로 하여금 이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

한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고 그 당당함이 끝까지 지속될지 의구심을 갖게 하.

기 때문이다.

언스크 야닝 본 법정에서 본인을 변호인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

일어서지 않고 판사만 쳐다봄 한 번 더 질문함( )

제가 변호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죄목과 공소 사실을 어떻게 변호하겠소 유죕니까 무죕니. - ?

까 재판장님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피고는 본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 - ? - -

며 변호 대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출하길 원합니다 무죄 청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 - “ ” .

그리고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의 첫 진술은 얼거리로 분류하지만 그 진술만 놓고 보

면 처음 문장 몇 개는 들머리에 해당되기도 한다.22)

2.2.2. 얼거리

어떤 일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사람에게 그 일의 대강을 알리는 것이 다음 번 할 일이다.

바로 이 알리는 일을 맡는 이야기의 부분을 얼거리 라 한다< > .23) 얼거리는 예비본론으로 검,

21) 이재원 앞논문, (2013 :242)

22) 이 부분은 얼거리에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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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로우슨 대령과 변호사인 롤프의 진술부분이다 얼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일이 중심.

이 된다.24) 얼거리에서 원고인 검사는 이 기소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

고 그 일이 정당하지 못했기에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피고인 변호사.

는 그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검사역할의 로우슨 대령은 피고.

인들의 죄목을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청한다 반면에 변호사는 네 명의 피고인들.

이 있지만 특히 야닝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그가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

는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 책임 을 걸고 나온다‘ ’ .25)

검사의 진술2.2.2.1.

검사인 로우슨 대령은 판사를 판사가 재판하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 을 진술하며 피고인‘ ’

판사들이 제 삼제국 사법부의 실체로 법의 이름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설명한다 육하.

원칙이 들어있는 요소들은 말터의 일부이다 육하원칙을 이용하거나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상황을 그리는 것은 청자나 독자로 하여금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한다 수사적 용어를.

빌면 얼거리의 명확성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26)

그의 진술을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제삼제국의 판사들이 특히 이 법정에 고소된 네 명의 피고인들: ,

언제 제삼제국의 통치기간 중에:

어디서 이 법정에서:

무엇을 제삼제국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악랄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어떻게 법복을 입고 독일의 법과 정의를 파괴하고 왜곡함:

왜 제삼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따르기 위해 히틀러 권력에 편입하기 위해: ( )

이러한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이 심판을 바라는 마음을 청중이 받아들이도록 육하원칙 중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재판. ,

정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재판이 부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 법정에 제시되는 증거를 통.

해 그들의 몫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을 밝혀 심판받아야 할 당위성을 주장한다.

변호사의 진술2.2.2.2.

피고측 변호사인 롤프는 육하원칙을 크게 따르진 않는다 특히 그는 야닝을 변론함에 있.

어 미국인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의 말터 를 활용한다 말터는 수색자이자 전체로 봐서는‘ ’ . “

생각을 담은 하나의 보물창고 또는 생각의 형식”(Lausberg1990:201) “ ”(Veit

이라고도 하는데 매우 복잡하면서도 긴밀한 갈이를 이루고1963[Baeumer 1973 :183]) ,

있다.27) 이 법정의 청중인 재판관은 미국인이며 자국의 법률가이며 군인인 애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피고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야닝의 인물됨을 상세히 설명하여.

23) 양태종 얼거리에 대하여, (1995 :54)

24) 이재원 앞논문, (2013 :242)

25) 이 둘의 맞섬은 처지론에서 살펴보았음.

26) 양태종 문학텍스트의 수사적 분석, (2002b:323)

27)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재인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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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품위 기품 를 드러낸다 청중들이 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야닝의 인품에 매료( ) .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야닝을 위한 변론은 야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는 결국 독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임을 드러낸다 즉 야닝의 유죄는 그 일에 무관할 수 없는 독일 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책임 이란 단어를 번이나 사용하여 제 제국의 판사들이. ‘ ’ 5 3

저지른 과오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백히 밝혀 자국의 판사로서 법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옳

은 일인지 법집행을 성실히 수행한 일이 책임을 물을 일인지를 질문한다 판사는 법을 만. “

들지 않는다 판사는 자국의 법을 집행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조국이 옳든 그. ” ... “ ,

르든 스케판 듀케터 미군인 초 이 말은 판사의 법정 판결 행위의 정당성을 대변한.”( , ,19c )

다.

본 공판에 임함에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1] ... .

변호인으로서 본 법정의 임무 수행을 돕는 것 말입니다[2] .

문명세계 전체가 우리의 본을 따를 것입니다[3] .

이는 평범한 재판이 아니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편협한 논리의 재판입니다[4] .

본 법정은 공공연하게 몇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5] .

사법의 신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바쳐졌습니다[6] ... .

전 세계가[7] 책임져야 할 정의의 법전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법전은 어떻게 확립될까요[8] ?

그 법전은 명확하고 정직한 평가에 의해 검찰이 제기한 죄목에 대한[9] 책임을 밝힘으로서 확

립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신 올리버 웬델 홀름의 말을 빌자면[10] “책임이란 아무 논쟁이나 부

인 못할 문서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찾아질 것이다[11] .

책임이란 그 무엇 보다 그 인간의 특성에 있을 것이다[12] , ... ”

언스트 야닝의 특성이 뭘까요[13] ?

잠시 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14] .

년 출생[15]1885 .

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16]1907 .

년 이스트 프러시아 판사에 취임[17]1940 .

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 지도자가 되었고 민주 헌법 입안자의 일원이었습니다[18]1 .

그 이후로 얻은 국제적인 명성은 훌륭한 법학자로서 뿐 아니라 법학 교과서 저자로서 였[19]

으며 그 책은 전 세계의 대학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년엔 독일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20]1935 .

언스트 야닝이 유죄로 판명된다면 다음 의미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21] .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22]“ .

판사는 자국의 법을 집행할 뿐이다[23] ”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조국이 옳든 그르든 스케판 듀케터 미군인 초[24] ... “ , ...”( , ,19c )

미국의 위대한 애국자의 말입니다[25] .

독일의 애국자도 똑같습니다[26] .

언스트 야닝은 자국 법을 집행해야 했을까요[27] ?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반역자가 되어야 했을까요[28] ?

바로 이것이 이 재판의 근본적인 요점입니다[29] .

변론은 책임을 밝히는데 바쳐질 것이며 검찰측도 그럴 것입니다[30] .

그건 재판을 받는 언스트 야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독일인을 위한 것입니다[31] .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는 호감을 사기 위한 들머리에 해당된다고: [1]-[2]

할 수 있다 변호인으로 본 법정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맡게 되어 영광이면서 한편으로 도전.

일 수밖에 없음을 정중히 말한다 그런 후 이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은 편협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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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재판이며 몇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피력하며 부당한 재판임을

강조한다 이 처럼 는 관심 끌기 들머리 로 볼 수 있다. [3]-[5] ‘ ’ .

이 법전이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검찰의 평가에 의해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 정

의의 법전이 확립될 것이라고 한다. [6]-[9]

는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웬델 홀름의 말을 인용하여 책임 과 정치적 특성 과[10]-[12] ‘ ’ ' ‘

의 관계를 설명한다 인물의 말터를 적절히 활용한다. .

은 야닝의 삶을 통해 그의 인물됨을 설명한다 독일인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며 최[13]-[20] .

고의 법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의 말을 인용하여 독일애국자인 야닝의 행위의 정당함을 주장한다[22]-[25] .

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 야닝이 자국의 법 집행을 거부해야 옳았는지를 던지면서[27]-[29]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야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30]-[31]

서 독일 국민 전체를 위한 일임을 진술한다 마지막 부분의 진술 에서는 국가를. [27]-[31]

위해 법을 집행했고 그 행위는 본인의 법관직에 충실한 책임 있는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다.

른 독일인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변

호사의 의지의 표출이다.

2.2.3. 벼리 밝히기 에서의 논증구조( )

벼리에서는 신뢰획득이 목적이며 다양한 말터를 이용해서 핵심본론의 핵심이 되는 논증

구조를 형성한다.28) 자신의 입장을 증명해 보이거나 상대의 주장을 반박29)하여 자기 주장

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 법정에서도 벼리는 기교적이고 비기교적 방법들을 총 동원한.

다 비기교적 방법. 30)으로는 증인이 대표적이다 먼저 원고인 검사의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

입증의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검사의 증인진술에서는 검사 본인도 증인석에 출석하여 진술.

을 펼친다 그다음 피고인 변호사의 동일한 증인들의 심문을 통해 반박의 입증을 살펴본다. .

마지막으로 피고인 야닝의 진술이 있다.

증인 닥터 빅 은 야닝 과 사제지간이었고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닥터 빅 을 내세워1( ) ‘ ’ ‘ ’

당시 수사적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힌다 증인 피터슨 는. 2( )

불임을 당한 한 남자가 나와 증언을 한다 펠덴스타인 사건으로 기소된 남자를 변호한 증인.

닥터 커트 이 증언하고 증인 아이린 호프만 과 증인 엘자 린드나우 도 동일한 사건을3( ) 4( ) 5( )

증언한다 증인 아이린 는 그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증인을 통한 심문으로 검사는 기소하는. 4( ) .

내용을 부각시켜 그 정당성을 드러낼 것이고 같은 증인을 통해서 변호사는 반박논리로 접근

하는 심문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종합하면 검사와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

용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고 그 심문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전제와 결론이 도출된다.

기교적 방법31)을 이용한다.

검사의 증인 심문2.2.3.1.

28) 이재원 박, ( :245)

29) 양태종 수사학 이야기 여기서는 벼리를 밝히기라는 술어로 사용한다, (2002:218). .

30) 고대수사학에서 비기교적 밝히기 벼리 에 속하는 것으로 판례 소문 고문 서류 증언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 )

다.

31) 기교적 방법의 논증법에 대해서는 양태종 수사학이야기 참고(2002) (219-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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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1 닥터 빅

야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검사의 첫 전략은 야닝의 훌륭한 면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야닝은 훌륭한 지성과 훌륭한 법적 사고를 가진 수제자 로 증인 닥터 빅. “ ” 1( )

과 함께 근무했다 그러나 국가 사회주의 도래 후 상황은 정반대로 변하여 상당수의 판사들.

은 반발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떠나도록 강요받았지만 야닝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 야.

닝과 함께 법무부에서 일했지만 증인 은 그만 두었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최우선적으로1 . “

판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반국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되었어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고.

려는 뒷전 이었지요.” 이 진술처럼 독일 판사의 독립적 법적 지위가 바뀌었고 객관적인 판

단보다는 국익 에 따라 판결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법부를 독재자의 손에 넘겨주는 일‘ ’ .

이 벌어졌다 반대를 한 판사들도 있었고 많은 판사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났지만 남은.

판사들은 상황에 적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과 귀 가 있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 ’ .

이 시기에는 사형선고가 증가했다 국가 사회주의 법안이 새로 도입되었다 그 법 중에 반. .

사회주의자로 분류된 사람을 거세하는 법이 있었다 수치스럽게도 판사가 법복에 만 자. ( )卍

를 표시한 휘장을 둘렀고 야닝은 그 일을 했다 이로써 야닝의 권력에 편입하고자 하는 인.

간적 욕망을 드러내는 대조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심문을 통해 야닝의 법적 행위의 인품 에(

토스 을 격하시킨다 이를 통해 얼거리에서 변호사가 부각시킨 야닝의 세계적 명성에 흠집) .

을 낸다.

증인 닥터 빅 에 의해 드러난 사실은 야닝의 인물 흠집 내기 판사의 독립성이 사라졌고1( ) ,

국가사회주의 법안이 도입되었고 반국가적 인물에게 거세가 이루어졌고 불온분자들에 대한

사형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일의 중심에 야닝이 있었고 합당하지 못한 법. ,

판결과 집행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증인2 루돌프 피터슨 (55)

불임수술을 받은 증인 루돌프 피터슨 의 진술은 총선시기에 당원이 집에 와서 폭력적2( ) SA

인 일을 했으며 그 당시 아버지는 공산당이었다는 것이다 증인 는 총선 후 국가 사회주의. 2

가 정권을 잡은 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서 신청하러 시청에 갔다 신.

청서를 보고 시청직원이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니 슈튜트가르트 지방법원에 데리고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는 자신에게 불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부친의 당적. ,

이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며 국익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득력 없는 이유로 불임‘ ’

명령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이 불임사건은 개인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

이다.

스튜트가르트 지방 법원 제빵사 루돌프 피터슨 일생 철도공 한스 피터슨의 아들“ . , 1914,5,20 .

은 불임수술 대상자임 마지막 문단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위의 사실에 따라서 주 이내” - ? -“ 2

에 아래의 병원에 자진 출두하여야만 한다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로 연행될 것이다. .” -

마지막 서명도 읽어주세요 재판장 홉스테터 판사 서명 아래의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 “ , ” - ?

아래요 아래 언스트 야닝의 권한에 의해 법무장관- ? - - “ ... ”

본인은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에 잡혀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불임수술을 받았다 증인. 2

피터슨 는 그곳의 간호사와 의사가 강제 불임수술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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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자료 논거 루돌프 피터슨은 붙임수술을 받았다 주장 결론 끔찍한 일이다( ) - ( ) .

두 가지 질문을 통한 검사로 대답하지 못함( )

이 주장 결론 에 함축된 말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라는 것이다 수술을 승인한 두 판사( ) ‘ ’ .

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그 법정에서 거세판결을 내린 사람이

라는 것이다 그 인물이 홉스테터 판사와 법무장관인 언스트 야닝이었다. .

증인3 닥터 거터

증인 닥터 거터 을 통해 검사는 최악의 법정사건이며 최악의 판결이었다는 펠덴스타인 사3( )

건의 진술을 듣는다 그 당시의 법정 상황은 판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뻔했지만 판사가.

독일 전역에 알려진 정의의 사도인 언스트 야닝이었기 때문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은 무참히 무너진다 인종공해 로 기소된 펠덴스타인은 사형을 당했. . ‘ ’

다 그 당시 증인 닥터 거터 은 펠덴스타인 사건의 변호사였으며 그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 3( )

려지길 바랬다 정의를 고수한 판사가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닝은 재판을 정. .

당하게 끌고 가지 않았다고 증인 은 진술한다3 .

증인4 아이린 호프만 월너

증인 아이린 호프만 는 인종공해 의 위반으로 기소된 펠덴스타인과의 관계를 진술한다4( ) ‘ ’ .

펠덴스타인은 그녀의 부모님이 생전에 친하게 지낸 사람이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도 그녀.

는 그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펠덴스타인은 그녀가 살던 건물의 주인으로 사업상 그 곳에.

올 때가 있어 만났고 오랫동안 좋은 친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펠덴스타인은 기소되었고.

그 당시 검사는 한스였다 이 사건은 인종모독 이니 어떤 변명도 소용없고 그를 변호하는. ‘ ’

행위는 위증이 된다고 검사는 말하였다 증인 는 재차 그런 모독은 없었다고 하지만 아무런. 4

소용이 없었다 증인 는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거짓 증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4 .

틀 만에 사형판결이 내려졌다 증인 아이린 도 위증죄로 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당. 4( ) 2 .

시 재판 중에 검사인 한스는 끊임없이 펠덴스타인의 변호를 조롱했고 판사는 야닝이었다.

결론 판사인 야닝은 펠덴스타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논거 아이린과 부적절한 관계를: . :

맺었다 이는 그 당시 법에 명시된 인종공해의 위반이다. .

그러나 이 판결은 부당한 결론이다 아이린과 펠덴스타인은 우정의 관계였다 그녀는 당시. .

세이고 펠덴스타인은 약 세이고 증인 와 펠덴스타인은 본인들의 결백을 주장하였지만16 65 4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 증언 로우슨 대령

검사는 증인석에서 전후 수용소를 해체하는 과정에 입수한 자료와 직접 찍은 영상물을 보

여주며 담담하게 그때의 상황을 진술한다 그 영상물은 전쟁 중 제 제국이 자행한 행위들을. 3

철저하게 담고 있다 이 죄 없는 사람들의 주검을 놓고 감히 어떤 사람이 책임 에 자유롭다. ‘ ’

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일 만큼 참담한 상황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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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엘자5 린드나우 부인

증인 엘자 린드나우 는 증인 아이린 가 사는 건물의 청소부로 변호사에 의해 소환되어5( ) 4( )

심문을 받는 인물이다 이 증인은 변호사에 의해 먼저 심문을 받았기에 검사는 그 내용에.

대한 반박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녀는 증인 아이린 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 4( )

이다 반박을 할 수 없어 검사는 이 증인의 당적을 묻는다 국가 사회주의 당원이며 나찌. .

당원이 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과연 년에 입당을 강요받았는지 되묻는다1933 .

왜냐하면 이 시기는 나치가 정권을 잡은 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한마디의 질문으로 증인.

의 신뢰성에 흠이 가게 된다. “질문에 대답해주시겠습니까 국가 사회주의당 당원이셨습니까? ? -

네 맞아요 입당을 강요받았어요 입당을 강요받았다 나찌 당원이 된게 언제죠 년 모, . . - “ ” ? - 1933 -

든 독일 국민들이 년에 나치 당원이 되라 강요받았습니까 질문에 답해주세요 린드나우 부인1933 ? . .

나치 당원이 되라고 강요받았습니까 이상입니다? “ . 증인 가 나치입당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은 신5

뢰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년이면 아직은 그 당에 대해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한 상. 1933

태이고 그 시기에 당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강요를 받기보다는 자발성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증인 심문2.2.3.2.

증인1 닥터 빅

변호사는 검사의 심문에서 드러난 하나 국익을 위해 객관적인 판단이 무시되고 반국가‘ ,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우선시된 점 둘 국가사회주의 법안을 도입했고 그 중에 반사회적이라, ,

분류된 사람들을 거세하는 법도 있다 셋 수치스럽게도 독립된 판사가 판사법복에 나찌의. ,

상징인 만자 휘장을 두름 에 대한 진술을 반박하여 피고인 야닝에 유리한 점을 끌어내야 하’

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질문에 부가적인 설명을 못하게 하고 죄송하지만 질. ‘

문에만 대답해주세요 라고 피고에 유리한 점만 부각시킬 대답만 이끌어내는 질문을 중심으’

로 심문한다 먼저 수사적 상황을 유도한다 국가 사회주의 정권 당시의 전국 상황을 법정. , .

에 드러낸다 전국적으로 기아와 내부 분열이 심했지만 국사 사회주의가 이런 상황을 해결.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질문에 부가되는 설명을 막음으로 하지만 끔찍한 댓가. ‘ ---

를 잠깐 질문에만 답해 달라 고 더 이상의 답변을 막는다 이런 정국의 상황을 드러내는..’ ‘ ’ .

것은 그들에게 유리한 수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년에는 내각에 있지도 않았는. 35-43

데 내각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를 질문한다.

단계는 수사적 상황을 드러내 피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개시키고 예증을 들어 반박을1 ,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국가 사회주의 법안이 도입됐고 그 중 거세도 포함된다“ .” 거세는

국가 사회주의 정권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정신 박약자나 범죄자를 다룰 수단으로 수 년 전부...

터 사용해왔다는 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시민 지도층에서 그걸 옹? - , .-

호한다는 걸 아십니까 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 . - 그럼 한 가지 읽어드리죠 그 법.

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의 고등 법원의 의견입니다 인용하자면 공공의 안녕에는 최고의 시민. “

이 필요함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요구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작은 희생자. .

들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적격자로 인해 전체가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익이 됩니다 병든 세들이 죄를 짓길 기다려 처형하거나 정신박약으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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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리게 두기보다 그들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대가 저능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닥터 빅 아뇨 모르겠소. 3 . ” , ? - , . -

꼭 아셔야 할 필요는 없죠 이 거세 법안을 지지하는 의견은 미합중국의 버지니아 주의 일이고.

이것을 쓰신 분은 저명한 미국 법률가이신 대법원 판사 올리버 웬델 홈즈 시니까요’ ‘ .

거세가 국가 사회주의 새로운 법은 아니다 그 근거로 정신박약자나 범죄자를 다룰 수단.

으로 수 년 전부터 사용해왔다 다른 나라 시민지도층도 이 법을 옹호한다 그 법을 실행하. .

는 나라의 고등 법원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도 그 법이 국가 사회주의의 새로운 법이라고.

반문하지만 증인 은 단호하게 대답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거세를 정치적 반1 . “ , .

대자들에게 무기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법에 의해 거세당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지 질문한다 이 부분에서 증인의 진술에 객관성이 떨어짐을 암시한.

다 이는 거세 사실을 풍문으로만 들었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단계는 증인의 에토스를 무너뜨려서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격하시킨다 얼거리에2 .

서 야닝의 인물에 관한 존경과 국가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

내용을 강조한 만큼 증인 닥터 빅 에 의해 무너진 야닝의 신뢰감을 회복해야하므로 그 반1( )

대의 전략으로 증인 닥터 빅 의 신뢰감에 상처를 주는 심문이 진행됐다 주장한 대로 증인1( ) .

본인은 야닝이 기소한 내용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운지 언스트 야닝을 기소한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게 저들의 책임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할? - , . - ? - ,

수 있소 본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변. - ? - , . ”

호사는 이 증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다음 질문으로 드러낸다 증인 은 년에 공직자. : 1 1934

충성 서약을 하였다 제국 법률신문 월호에서 그 서약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독일. “ , 1933,3 ? “

제국과 국민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법을.

준수할 것이며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증인. ” 1

닥터 빅 은 모두가 다했음을 주장하지만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했는지는 상관없이 통찰력( ) ‘

있는 분 인 당신이 충성서약을 한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을 강조한다’ . .

중략 모든 사람이 그 맹세를 했소 그게 필수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 . . - . 통찰력을 가진 분이

셨잖아요 닥터 빅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었어요 국가 사회주의가 독일을 비극으로 몰고 갈 줄, . .

알 수 있었어요.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것 ”이었으니까요 모르셨습니까 증인이. ?

나 증인 같은 분들이 서약을 거부하는 게 뭘 뜻하는지 그랬으면? 히틀러가 절대 권력을 가지

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랬습니까 왜 안 그랬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 ? ? ? 연금

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연금이 나라보다 더 중요했습니까 중략? ? ( )

변호사는 증인 닥터 빅1( )이 통찰력을 가진 분으로 검사‘ ’ 심문에서 증인 이 강조한 말1 눈“

과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것 이었으니까요 모르셨습니까 을 재차 사용한다 그런” . ? " .

분이 다가올 일과 서약의 거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몰랐겠냐고 반문한다 이런 진술을 통.

해 히틀러가 권력을 가지는데 동조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가 증인의 개인적 이.

익 때문으로 나라보다도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했는지 수사적 질문으로 추궁한다.

증인2 피터슨

변호사는 이 증인의 불임이 정당한 행위였음을 밝혀야 한다 그의 질문의 과정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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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가족의 직업 본인의 학교생활 등 평범한 사실들을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루,

어진다 변호사는 증인이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슈튜트가르트 법원. .

에서 질문한 두 가지 중 하나는 히틀러와 괴벨스의 생년월일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학교성,

적을 묻지 않았냐고 질문하지만 검사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어 다음 질문을 한다 학교에 왜.

오랫동안 다니지 못한 건지 학교공부에 잘 따라갔는지를 물음으로써 변호사는 그 당시 슈,

튜트가르트 건강법정이 왜 이 증인에게 불임수술을 받게 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첫째 어. ,

머니의 병환이 무엇인지를 물어 어머니로부터 정신박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낸다 둘.

째 그 당시 법정에서 정신 결함이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테스트, .

를 지금 시도하려다 제동이 걸리고 재판장에 의해 승인된다 토끼 사냥꾼 들판 천. ‘ “ ” “ ” “ ”

천히 하세요 그러나 증인은 이상하게도 이 질문을 이해 못하는지 답변을 못한다 변호사는.’ .

재차 삼차 이 세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나 증인은 말을 못하고 몸.

만 비틀다가 큰소리로 엉뚱한 진술을 한다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이. “ .

미 결정돼 있었어요 날 병원에 집어넣었어요 범죄자처럼요 아무 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 . .

었어요 수술대에 누워야만 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했죠 어머닌 여자로서 가정부. . ?

로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건 불공평해요 팔을 위로 뻗는다. .( )

자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판사님도 좀 봐주세요 어. . . . .

디 말해보세요 정신박약이 맞아요 내 어머니에요 정신박약 맞아요 네 제 임무는. ? ! ? ? - 증

인이 자신의 정신작용을 통제하지 못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요 바로 그날 이후. - .

로 이래요 그 이전의 반절밖에 안돼요. . ”

변호사는 검사에 의해 확인된 반사회적 인사에 대한 거세가 이 심문으로 반증된다 변호.

사는 불임시술을 받은 증인이 스스로 정신작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신박약 증세가 있음을

보여준다.

증인 과 증인 의 심문에서 변호사는 정신박약자나 사회부적격자로 인해 국가 전체가 무1 2

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

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증언

변호사는 전날 검사에 의해 상영된 영상물에 대해 반박하며 불공평한 처사 라고 질타한‘ ’

다 그 일은 참혹하고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걸 이 자리에.

서 상영하여 피고인들의 기소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

다 그 영상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일은 극소수에 의해 비밀리에 이.

루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이 후 변호사는 검사에게 반박하기 위한 논리로 앞으로의 심리는.

어떨지를 알려준다 그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펠덴스타인 사건의 증인 재소환이 있.

을 것을 암시한다.

피고측에서는 증인들과 편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종교 및 정치적 망명자들이, ...

언스트 야닝이 자신을 어떻게 구해줬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또한 언스트 야닝이 수차례에 걸.

쳐 형량을 감해줬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훨씬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것임을 증명.

하겠습니다 또한 언스트 야닝의 주치의는 아리아인이 아닌 유태인이었으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닝을 치료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법률 권위자와 저명한 법률가의 진. ,

술도 제출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스트 야닝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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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한 가지 목적 단 한 가지 이유였는데 정의와 정의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 인내한 결, “

과였습니다 그럼 검찰은 이러한 사실에 반해서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사실 검찰은 언스트 야.” ?

닝 사건에 대해 명백한 증거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펠덴스타인 사건 악명 높았죠 피고측도. , .

그렇게 부릅니다 절대 다시 들춰서는 안 될 사건인데 이제 피고측에서도 불가피하게 다시 살.

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증언으로 상영된 참혹한 영상은 많은 청중 특히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특히, ,

피고인들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변호사는 피고 야닝에 대해 우.

호적이고 도움을 받았으며 특별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서류 편지“ ” “ ”

증언록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반박을 한다 피고인들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 .

그 자리에 남아있었는데 그에 대해 검사는 무엇으로 반박할 거리를 제시하겠는지 묻고 있

다 반박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증인 과 문서 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 기술적. “ ” “ ” “ - ”

말터들이다.32)

증인5 엘자 린드나우 부인

펠덴스타인 사건에서만 야닝에게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을 인지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증인 엘자 린드나우 를 소환한다 증인 엘자 린5( ) . 5(

드나우 는 펠덴스타인과 증인 아이린 를 다 알고 있다 증인 엘자 린드나우 는 이 사건이) 4( ) . 5( )

발생했던 그 당시 호프만이 살고 있던 건물의 청소부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

특히 문 앞에서 키스 와 집안에서 펠덴스타인의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린 에 대한 증언을‘ ’ ‘ ’

한다 그녀가 청소 중에 본 사실을 담담히 진술하지만 변호사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증인. 4

아이린 호프만 를 재소환하여 처음 검사가 논증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한다( ) .

증인4 아이린 호프만 월너(47;06)

중략( )

뉘른베르크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디 있었죠 뉘른베르크 이 법을- 1935.9.15 . ? - -

알고 있었습니까 유태인과의 육체적 관계가 위법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네 뉘른베르크에? ? - -

서는 특별히 뉘른베르크에서는 유태인과의 육체적 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접촉도 떳떳치 못

하게 치부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네 그게 본인에게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 - -

까 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때까지 이어온 우정을 약간의 위험 때문에 중략 그의? - , . ( )

무릎에 앉았군요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일도 없었어요 그. ? - .

런 일은 없었어요 또 어떤 행동을 했죠 월너 부인 뭘 하려는 거에요 당신이 하려는 것. - ? - ?

이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월너 부인 진실 그를? - . !

계속 만났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가 찾아왔었다는 것도 인정했고 그에게 키스를 했고 무릎에.

앉았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또 뭘 인정 하실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당신이 암시하. ? ? - .

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또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만 그만 또 인. - ? - ! -

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헤어롤프 이런 짓을 또 하겠다는 것인가 재판장님 그간 받아온? - ? -

심한 스트레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고 있소 검 재판장님 피고가 진술.( ) - : ,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권리를 요청합니다 질서를 지키시오 피고 진술하기를 원. - . ( . ,

합니까 진술하기를 원합니다 네 피고의 권리로 휴정을 요청합니다 피고에겐 진술할? ) - . - . -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

변호사의 요청으로 재 소환된 증인 아이린의 심문에서 진실 의 문제가 거론된다 뉘른4 ‘ ’ . ‘

32) 양태종 수사학이야기, (20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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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법 과 유태인과의 육체적 접촉이 위법 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펠덴스타인과의 불’ ‘ ’

미한 관계를 파고든다 증인을 다그치는 장면을 본 야닝은 결국 심문을 중단시키며 또 다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을 할 것이냐고 호통친다 헤어롤프 이런 짓을 또 하겠다는 것인가. “ ?”

피고인 야닝의 증언2.2.3.3.

이 증언으로 지금까지 증인들과 증거자료로 반박을 준비했던 변호사의 진술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야닝의 증언은 전체적인 진술의 법정연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죄를 인정.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증언은 청중인 재판관들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파토스 감, (

정 를 자극하여 그에 대한 연민을 불러 오게 한다 재판장도 판결 전 진술에서) . “야닝은 확실

하게 비극적인 경우입니다... .” 라고 말하고 야닝이 참회하고 있음을 그 엄청난 사건으로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야닝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재판관으로서의 법.

적 문제는 인종공해 사건이며 야닝은 이 사건으로 펠덴스타인을 사형대에 보낸 피할 수 없‘ ’

는 책임이 있다.

야닝은 기소된 죄목에 대한 증인심문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검사 로우슨 대령의 영상

물을 보고난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게다가 변호사가 펠덴스타인 사건의 증인을.

재 소환하여 심문을 하던 중 그의 심경변화는 정점에 달하고 심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 심문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다루었던 펠덴스타인 사건의 심문에서 그 당시의 망령을 보

게 된다 즉 진실의 규명이 아니라 이미 죄를 물리기 위한 행위를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 ,

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이 법정에 또 다시 히틀러의 망령이 자리했음을 인지.

하고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 것을 요청한다 변호사에게 그를 위해 그의 명예를 위해 그. .

의 조국을 위해 야닝의 죄를 물을 수 없음을 법정 내내 주장해 온 변호사에게 간곡히 더 이

상은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른다.

펠렌스타인 사건에 대해 야닝 증언의 핵심은 당시의 민주주의 상황은 불명예 수치 배고픔

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민주주의는 내부요소로 찢겨지고 두려움이 가슴 깊이 내재해 있던.

상황에서 히틀러는 구세주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었다는 것이다 히틀러는 거짓되고 불.

의한 역사를 이끌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도 침묵한 이유는 그게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 (

애 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그) .

것에 동조했다 야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한다. .

마무리2.2.4.

변호사의 최후변론과 검사 대령 의 진술과 재판장의 판결로 마무리 된다 마무리는 법정( ) .

공방에서 다루었던 죄목과 그 반박 주장을 위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 그 모든 내용을 요

약하고 감정 부추기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삽입되는 파토스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 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최후변론과 원고인 검사 로우슨 대령의 진술이 마무리에 해당된다.

동시에 재판장의 판결 전 진술도 마무리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훌륭한 논증으로 변.

호사는 야닝의 죄를 물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반면에 검사는 군 지휘관으로 국가의.

안위나 세계의 흐름에 순응하기 위하여 하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33)그

33) 전쟁은 끝났지만 당시 소련의 세력 확장으로 미국정부가 독일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있었기에

독일 인사들의 처벌에 반감을 표출하는 불리한 일을 막기 위해 검사인 로우슨 대령과 재판장에게 무죄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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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 딜레마로 인해 죄가 죄가 아닐 수 없음을 재판장의 판결 전 진술에서 드러난다.

변호사의 최후 진술2.2.4.1.

변호사는 야닝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야닝의 양심이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왜냐하면 그는 나치 운동을 함께 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조국애 국가의. ,

이득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유죄라면 그 일에 동조한 사람도 유죄이다 야. .

닝의 말을 빌리면 기대 이상으로 성공 에서도 드러나듯이 전 세계의 동조 내지“ ” [8]-[24]

묵인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독일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독일의 히틀‘[26] . [27]

러에 대해 책임이 있다 라는 논리를 펴나간다 다시 한 번 그는 독일의 기본적인 국민성의.’ .

결함을 들먹이며 히틀러가 권력을 잡도록 한 독일인들을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히틀러와

조약을 맺은 러시아 히틀러를 찬양한 영국의 처칠 그 가운데 이득을 취한 미 자본가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결국 그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수.

사적 질문으로 언명하고 있는 것이다 언스트 야닝은 분명 자신이 유죄라고 말하지만 그가. ,

유죄라면 야닝의 죄는 그 일에 동조하고 묵인한 전 세계의 죄임을 명백히 주장하며 최후변

론을 마친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사는 야닝의 유죄인정 때문에 야닝이 유죄라면 전 세계가 유죄 라는‘ ’

논리를 전개시킨다 그러면 그의 변론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마무리는 기본이 요약과 감정. .

첨언이지만 이 경우 변호사는 굳이 요약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야닝의 유죄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증인의 진술을 뒤집어도 무죄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변.

호사는 키케로의 감정첨언에 기대어 야닝에게 도덕적 양심적 죄를 물을 수 있어도 법적 죄

는 물을 수 없음을 피력한다.

재판장님 제 임무는 언스트 야닝을 변호하는 것입니다[1] , .

하지만[2] , 언스트 야닝은 자신이 유죄 라고 했습니다.

분명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3] .

그는 나치 운동을 함께한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4] .

그게 나라의 이득이 되길 바랬죠[5] .

하지만[6] 그가 유죄라면 나치 운동에 동조한 다른 사람들도 유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

언스트 야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성공 했습니다[7] , “ ”

성공이 비결이 뭐였죠 재판장님[8] , ?

나머지 세계는 어땠습니까[9] ?

제 제국의 의도를 몰랐습니까[10] 3 ?

전 세계에 중계된 히틀러의 말을 못 들었습니까[11] ?

전 세계에 출판된 나의 투쟁 에서 히틀러의 야망을 읽지 못했습니까[12] “ ” ?

소련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13] ?

년 히틀러가 전생을 할 수 있게 조약을 맺은 그들의 책임은요[14]1939 ?

그럼 러시아도 유죄란 말입니까[15] ?

바티칸의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16] ?

년 히틀러와 협정을 맺어 처음으로 그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준 책임은요[17]1933 ?

그럼 이제 바티칸도 유죄입니까[18] ?

세계적인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19] ?

줌 영화상 실제로도 그 당시 재판받아 유죄확증 받았던 사람들은 이 영화가 제작되던 당시에 감옥에 남아.( ).

있는 사람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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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런던 타임지에 보낸 공개서한으로 이렇게 말했죠 영국이 국가적 재난을 닥치면[20]1938 , “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강한 마음과 굳은 의지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럼 윈스턴 처칠도[21] ”

유죄입니까?

미국 산업자본자들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22] ?

히틀러의 군사적 재무장을 도우며 이득을 얻은 사람들의 책임은[23] ?

미국 산업자본가들도 유죄입니까[24] ?

천만에요 재판장님[25] , .

독일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26] .

전 세계가 독일의 히틀러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27] .

독일인을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국민성의 기본적 결함 운운하며[28] . ...

그래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했다고 말하긴 쉽지만 다음과 같은 결함도 마찬가집니다[29] .

러시아가 히틀러와 조약을 맺고 윈스턴 처칠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미 자본가들이 이득을[30]

취한 것말입니다.

언스트 야닝은 자신이 유죄라고 했습니다[31] .

그가 유죄라면 야닝의 죄는 전 세계의 죄입니다[32]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33] .

검사의 진술2.2.4.2.

검사의 최후진술은 유죄를 확신하듯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격감되어 재판장의 판단

에 맡겨 놓는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에 빠진 딜레마 란 말만 남겨놓고 상황을 종료시킨. ‘ ’

다 이 진술은 그동안 주장하며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피고인.

들에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죄를 물을 수 없을 것 라는 의구심을 준다 그러나 재판장의.

공판 전 진술이 이 딜레마를 해결한다.

검사의 진술을 조금 더 들여 다 보면 는 지금 처한 국제정세를 간단히 언급하면[1]- [4]

서 냉전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을 암시한다 실전에서 일어났던 잔혹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것 결국 전쟁이 끝나고 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요단강 을 언급하며 아직 이 땅에 평화, 3 ‘ ’

가 오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여전히 그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는 진술의 핵. [5]

심이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에서는 이 법. . [6]-[10]

정에서 내려질 판결을 예견이라도 한 듯 무죄가 되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 은 있을 것이라‘ ’

고 언급한다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 이 이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을. ‘ ’

바라는 마음도 간접적으로 전하며 재판장에 직면한 딜레마로 시대의 딜레마로 진술을 마친,

다 영화 밖의 청중은 이 사실을 안다 판결을 내리기 전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알지. .

만 영화 밖 청중은 검사가 설득할 대상은 아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과 검찰측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판사들의 몫이다 합당한 논리와. .

증거에 의해 진행된 법정 쟁론이 그 동안의 논박을 철저히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판결을 내

릴 수는 없다 그것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판사들의 또 다른 정의의 부재에 동조하는 데.

일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또한 피고석에 앉아있는 제 제국의 판사들과 다르지 않음3

을 인식해야 한다 법정의 정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그 사건이. .

영화 속 법정스토리 라도 마찬가지다.

유럽에 전쟁이 끝난 후 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가[1] 3 요단강을 건너진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전쟁의 공포가 되살아났고 우리의 방위태세를 다시 돌아봐야만 합니다[2] .

냉전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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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도 또한 박해의 메아리도 잔혹행위도 멈추지 않을 것[4] ...

입니다.

[ 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5] .

하지만 이런 와중 어딘가에[6]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이 재판을 통해 진정한 미래의 비전위에 놓여 져야 할 것입니다[7] .

바로 재판장님이 직면하고 있는 그 결정에 달렸습니다[8] .

한 시대의 딜레마입니다[9] .

그 딜레마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10] .

재판장의 공판 전 진술2.2.4.3.

재판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책임의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

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정의 진실 인간의 가치 를 떼어 놓고. ‘ ’ ‘ ’ ‘ ’

생존도 국가도 존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고 그 진실.

을 토대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오늘 이.

들이 내린 재판은 정의와 진실을 놓고 인간의 가치를 표방하다고 판결문을 끝맺는다 재판.

장은 변호사의 설득력을 인정하며 야닝은 확실하게 비극적인 경우입니다 라고 하지만“[19] .”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유죄를 무죄로 몰고 갈 수는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재판장의 연설도 모든 청중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피고인들 그 자리에 참석한 청. ,

중 시 청중을 향해 유죄의 성립을 증명한다, . 
기소내용은 로 특히 부분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논거는 증거자료들이 그 죄를[3]-[5] [5]

분명하게 보여준다 반대로 헤어 롤프의 주장 다른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라는 주장은. “ ”

설득력이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문명이다 그렇다고 그 책임의 한 가운데에 있는 피고인.

들도 역시 유죄이다 그리고 야닝는 비극적인 경우라고 말한다. .

본 재판은 지금으로부터 개월 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1] 8 .

증거 자료가 만 페이지가 넘고 변호사의 최종 변론도 완결된 상태입니다[2] 1 .

본 소송의 주된 기소 내용은 단순 살인과 잔혹행위가 아닙니다[3] .

그보다는 의식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4] .

전국적으로 정부가 조직한 무자비하고 정의에 반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문명국에 잘 알려진[5]

윤리적 법적인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

본 법정이 신중하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6] .

아주 많은 증거들이 의심할 여지없이 피고들의 죄를 보여줬습니다[7] .

헤어 롤프의 주장은 그의 훌륭한 변론에서 다른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8] ..

이곳 독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말입니다[9] .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10] .

이 법정의 진정한 피고인은 바로 문명입니다[11] .

하지만 본 재판부는 피고석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12] 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

다.

법복을 입고 앉아 다른 이를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의 일원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고[13]

판결하였는데 그 법은 다른 사람을 몰살시킬 목적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적극적으로 강요하며 실행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며 그건 독일의 법 아래라[14]

해도 불법입니다.

형법의 대 원칙은[15] 모든 문명화된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그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하도록 조종한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진[16]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한 사람은 또 그 범죄의 종범인 사람은... 유죄입니다.

헤어 롤프의 주장은 피고인 야닝이 훌륭한 법률가였으며 조국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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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18] .

야닝은 확실하게 비극적인 경우입니다[19] .

자신이 한 일을 참회할 것입니다[20] .

하지만 현재 그의 영혼이 받는 고통에 대한 동정심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21] .

그가 참여했던 정부가 수 백 만 명을 고문하고 살해한 사실을 말입니다[22] .

야닝의 기록과 그의 운명이 본 재판을 통해 만신창이 된 진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23]

다.

그와 다른 피고인들이 타락한 변질자가 되었다면 제 제국의 모든 수뇌부가 가학적인 괴물[24] 3

이자 미치광이가 됐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더 이상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며 지진이나

여타의 천재지변과 똑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보여줬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서 일반인이나 유능한 특출한 사[25] .

람이나 착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엄청나고 악랄해서 저들이 상상도 못할 범죄를 본 법정에 앉아있었던 사람은 누구[26]

도 그걸 못 잊을 것입니다.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거세를 하고 우정과 신뢰를 조롱하고 어린이를 살해했습니다[27] .

어떻게 그리 쉽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28] ?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29] .

국가를 지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30] .

결정은 모든 국가의 명운에 따라 적의 손아귀가 목전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에 내려져야[31] ...

합니다.

그래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적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나머지 생존이 그 수[32]

단에 달려있고 다른 길도 찾았다 생각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인가[33] ... ?

국가는 바위가 아닙니다[34] .

한 개인의 연장이 아닙니다[35] .

국가란 그것이 표방하는 그 무엇입니다[36] .

가장 어려운 사안에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냐가 바로 그 국가입니다[37] , .

전 세계인들 앞에 우리가 내린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38] ... .

이는 우리가 표방하는 바로서[39] 정의와 진실과 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정스토리의 배열구조를 정리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1>

배열구조 진술의 주체 진술

들머리 피고인들 무죄를 주장 그중 한명인 야닝의 무언,

얼거리

검사의 진술 피고인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죄행위를 저지름

변호사의 진술 야닝은 법을 집행했다 무죄다. .

벼 리
증인1

닥터 빅

검 형법상의 변화 폴란드 유태인 정치적 불온: (   
세력들에 사형선고가 빈번하게 내려짐)

국가사회주의 법 도입 반사회적인물 거세시술( )

총통포고령 판사들 법복에 만자 휘장을 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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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2.3. (Elocutio)

배열에 이어 등장하는 연설가의 능력은 표현력이다 표현력은 낱말선택과 낱말연결에 적.

용된다 낱말선택이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채. 34)는 문법적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생겨

34) 문채는 말과 문장들의 외적 형태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외적 표지들이다 박성창, .

변 기아상황 내부분열을 국가 사회주의가: ,

일부 해결

거세는 국가 사회주의의 새로운 법이 아니다

증인 도 공직자 충성 서약을 했다1 .

증인2

피터슨

검 증인 가 불임수술을 받음: 2 .

변 증인 는 정신작용을 통제하지 못함: 2 .

증인3

닥터 거터

검 인종공해로 기소된 펠덴스타인의 변호사:

그 사건의 검사 에밀 한스 판사는 언스트 야닝,

증인4

아이린 호프만

검 친구인 펠덴스타인은 인종모독으로 기소당해:

서 사형을 받고 아이린은 위증죄로 년 징역2 .

검사증언

영상물 시청

집단수용소를 해방시키는 부대 지휘관으로 그 당

시 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함600 .

변호사반박

영상물시청은 검찰측의 부당한 처사이다.

독일의 극소수자의 짓이며 권력에 남아있던 이들

은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증인5

엘자 린드나우

변 펠덴스타인과 아이린이 부적절한 행동을 함: .

검 증인 는 국가 사회주의 당원이었다: 5 .

증인4 변 증인 가 밝힌 부적절한 행동을 추궁함: 5 .

야닝의

양심진술

펠덴스타인은 희생자이다.

구체적 실상은 몰랐지만 본인과 그 외 피고인들

은 그 중심에 있었다.

마무리

변호사의 진술 야닝이 유죄라면 전 세계가 유죄이다.

검사의 진술 시대의 딜레마지만 죄의 책임은 져야한다.

재판장의 진술
문명의 책임이지만 피고인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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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첨가 생략 도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낱말선택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 낱말들.

을 사용하게 되면 설득의 힘이 더 높아진다 이를테면 다른 낱말보다 더 낭랑하고 웅장하. ,

고 부드럽고 더 찬란한 낱말을 쓰는 경우나 신조어나 고어 은유 환유 남유 아이러니, , , , , , , ,

과장 강조를 위해 낱말들이 사용될 경우가 그러하다, .35)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낱말의 선택

부분을 접어두고 질문법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 법정공방에서는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낱말 연결이나 문장 연결이 아닌 사유 전개와 관“

련 있는 사유 문채 또는 의미문채에 속하는”36) 질문법을 많이 사용한다 질문법은 요청이. ‘

나 진술을 질문으로 표현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대되지 않는다, .’37) 들머리에 나:

오는 진술

언스트 야닝의 특성이 뭘까요[13] ?

언스트 야닝은 자국 법을 집행해야 했을까요[27] ?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반역자가 되어야 했을까요[28] ?

그리고 마무리부분에 나오는 변호사의 진술

성공의 비결이 뭐였죠 재판장님[8] , ?

나머지 세계는 어땠습니까[9] ?

제 제국의 의도를 몰랐습니까[10] 3 ?

전 세계에 중계된 히틀러의 말을 못 들었습니까[11] ?

전 세계에 출판된 나의 투쟁 에서 히틀러의 야망을 읽지 못했습니까[12] “ ” ?

소련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13] ?

년 히틀러가 전쟁을 할 수 있게 조약을 맺은 그들의 책임은요[14]1939 ?

그럼 러시아도 유죄란 말입니까[15] ?

바티칸의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16] ?

년 히틀러와 협정을 맺어 처음으로 그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준 책임은요[17]1933 ?

그럼 이제 바티칸도 유죄입니까[18] ?

세계적인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19] ?

년 런던 타임지에 보낸 공개서한으로 이렇게 말했죠 영국이 국가적 재난을 닥[20]1938 ...“

치면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강한 마음과 굳은 의지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럼 윈스턴 처[21] ”

칠도 유죄입니까?

미국 산업자본자들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22] ?

히틀러의 군사적 재무장을 도우며 이득을 얻은 사람들의 책임은[23] ?

미국 산업자본가들도 유죄입니까[24] ?

천만에요 재판장님[25] , .

변호사의 최후변론은 질문법 수사적 의문문, 38) 을 통해 그 당시 히틀러의 성공을 부추기

고 군사적 재무장을 도와주고 이득을 챙긴 세계 각국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을 묻고 있다‘ ’ .

그들이 유죄입니까 라는 질문은 실제로 재판장이나 검사 그 외 청중들에게 답을 원하는‘ ?’

질의라기보다 그 당시 취한 세계 각국의 행동을 유죄라고 할 수 없듯이 야닝의 죄도 유죄가

참고(2000:101-116)

35) 이재원 (2013 : 239)

36) 위딩 (2003 : 85)

37) 위딩 ( 2003 : 85)

38) 히틀러는 반대세력과 극적인 대립을 부르는 또 다른 문체수단으로 간청하는 투의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의 질문은 의문문의 구조를 지니지만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화자는 수사적 질문.

을 사용함으로써 청자를 대화에 참여시키고자 하거나 자신의 대답에 대해 강한 확신을 나타냄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반박이나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논리적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 히틀러의 수사학. ,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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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진술이다 이미 야닝이 유죄를 인정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선택은 국.

제적 상황에서 묵인해온 전 세계의 지도자나 그 배후의 미국산업자본가의 책임 을 끄집어‘ ’

내어야 한다 야닝이 유죄 인정을 했지만 그건 양심의 죄책 때문임을 보여주는 수사적 질문.

을 통해 훌륭하게 반박한 논증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질문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와 재판장의 진술은 상당히 간결하고,

분명하다 문체 원칙 중 명확성이나 간결성이 정확히 나온다 그리고. . 연설의 신빙성은 표“

현이 지나치게 다듬어지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을 때 발생한다, ” .

국가는 바위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연장이 아닙니다 국가란 그것이 표방하‘[34] . [35] . [36]

는 그 무엇입니다 이런 표현은 은유법의 한 형태로 국가는 한 개인이 도구로 사용하여 권.’

력을 휘두를 수 있는 무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가를 바위에 비유하고 국가가.

개인의 연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바위 연장 이라는 은유표현으로 국가의 가치‘ ’ ‘ ’ ‘ ’

를 강조한다.

구체성의 경우는 특정한 낱말들의 반복의 빈도수가 높은 경우에 충족될 수 있다 특히.

책임 이란 낱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변호사는 그 단어로 제삼제국에 의해 자행된 엄청‘ ’

난 일들이 피고인들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 제국의 수뇌부와 전 세계로 그 책임을. 3

돌리고 있다 책임 의 강조는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법을 제정하거. ‘ ’

나 공표한 사람이 져야 할 일로 구체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음을 피력한다.

그리고 야닝은 양심의 가책으로 진술을 한다 그는 당시 상황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청중.

들이 그 상황을 이해할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그 때의 분위기를 담담히 풀어낸다 그 당시.

전 독일 국민들에게 내재한 두려움 을 강조하며 연속하여 번을 언급한다 그 단어의 반복‘ ’ 4 .

으로 야닝은 독일 국민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걸 해소시켜 줄 인물이 출

현한 사실을 천행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히틀러가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국민에 엄습한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점강법을 활용한다 처음에 전체 속에 그. .

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한 느낌 그리곤 함께 할 이웃 때문에 가장 크게는 자신, ,

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점철된 그 상황을 표현한다 두려움의 대상이 대에서 소로.

점차 축소되지만 두려움의 강도는 강해진다.

무엇보다도[9]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대한[10] 두려움 이웃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걸 이해해야만 히틀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11] ,

수사적 질문의 한 형태인 자문자답법도 나온다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

해 이 수사법을 사용한다” .39)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도 침묵하고 왜 일부를 떠맡았는지를

묻고 그 이유는 국가에 대한 사랑 이라는 답을 한다 국가애 는 변호인이 야닝을 변호하는‘ ’ . ‘ ’

핵심내용이었다 변호사의 주장과 한 선상에 있다 변호사든 피고인이든 이들이 주장하는. .

핵심내용은 그 모든 일들은 국가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상황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15] ?

그게 거짓말이고 거짓말 보다 더 나쁜 줄 아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16] , ?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 일부를 떠맡았습니까[17] ? ?

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18] .

39)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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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4. (Acito)

영화텍스트인 만큼 각 인물 연설자 들의 질의응답과 진술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분명하게( )

확인할 수 있다 연극텍스트만큼이나 연기술에 기대는 효과는 없지만 실제의 법정모습과는.

다를 수 있음은 카메라의 기법이 발표 즉 연설하는 각 인물을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게 아니,

라 표정을 잡는 효과를 노리고 촬영하기도 한다 발표에서 언어적 요소는 검사와 변호사 그.

리고 야닝의 발음과 언어선택이나 속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비언어적 요소로는 각 인물들.

의 태도 등과 더불어 카메라의 처리 방식도 함께 다룬다 그 방식이 어느 정도 청중의 설득.

에 관여한다.

언어적 요소2.4.1

검사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경직된 상태로 기소와 반박을 한다 얼거리부분에서 기소를 진.

술할 때는 처음에는 차분하고 천천히 진행되던 목소리가 피고인들의 죄목을 나열할 때는 힘

차게 강력하며 시선은 피고인들을 향해 있다 그러나 마무리 최후 진술에서는 언술의 힘이.

격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언변과는 사뭇 다르다. .

변호사는 얼거리와 마무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사적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 마무리에.

서는 거의 모든 진술이 수사학 질문으로 이를 통하여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정짓는다.

피고인 야닝은 처음으로 변호사에게 호통 치는 말투로 시작하여 진술을 한다 진술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하다.

비언어적 요소2.4.2.

이 재판이 일종의 보복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기소라는 말을 할 때 변호사를 잡는 카메라

의 시선은 클로즈업40)하여 이 변호사의 말에 청중이 집중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인물의 경. ‘

우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을 잘 나타낼 수 있어 미묘한 심정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이 클로.

즈업 촬영의 목적은 관객의 감정이입이다’41) 영화에서 크로즈업은 영화 속 청중을 향하기보

다 영화 밖 청중을 향하여 감정이입을 시키는 효과를 준다 변호사가 언스트 야닝의 특성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야닝을 쳐다보고 카메라는 변호사 뒤에서 앞으로 피고석에 앉아있는 야

닝을 화면에 잡아 두 사람을 한 화면에 담는다 이로써 변호사는 야닝을 위한 변론에 굳은.

의지가 있음과 야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낸다 변호사의 야닝 인물에 대한 에토스가.

드러나는 화면 처리이며 법정공방 내내 고수한 변호사의 야닝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의 발로

라는 그의 주장을 청중보다 시청청중에 더 집중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그의 설득에.

강한 힘을 준다.

검사의 표정은 늘 굳어있으며 표정변화가 없다 그는 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종전의 집.

단 수용소를 해체시키는 지휘관이었다 그는 수용소의 실상을 촬영한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근엄하고 굳은 표정으로 진술을 하여 그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그 표정은 청중들에게 그 사.

40) 최현주 영상문법 피사체의 아주 작은 부분을 매우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숏으로 사람의 가슴 위, (2011:57) ,

를 촬영하면 클로즈업으로 간주.

41) 최현주(2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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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심각성과 비참함을 전달하는데 충분하다.

변호사는 시종 편한 얼굴로 증인을 대하거나 심지어 증인 루돌프 피터슨 를 심문할 때는2( )

시종일관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는 강한 어투와 얼굴표정으로 증인.

을 대하여 결국 증인 피터슨 가 저돌적으로 변하게끔 상황을 몰아가 증인 의 정상적이지2( ) 2

못한 행동을 드러내게 만든다 그리고 증인 닥터 빅 을 심문할 때도 처음에는 차분한 목소. 1( )

리와 편한 표정으로 시작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의 경우 예를 들면 내가 묻는 것은 직접적, “

으로 아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와 같은 경우엔 흥분한 목소리와 얼굴표정에 손짓까지

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변호사는 표정변화를 가장 잘 사용하여 증인들에게서 적절한 답을.

얻어낸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야닝의 태도 변화가 가장 부각된다 그는 들머리에서 진술을 요청하.

는 판사의 말을 거의 무시하고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곤 가만히 있어 변,

호사가 대신 죄의 유무에 대해 진술한다 시종일관 표정 없던 야닝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

기 시작한 것은 검사의 증언부터이다 종전 후 포로수용소를 해산시키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그는 그 참혹한 현상에 눈을 떼지 못하며 놀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증인들의 증.

언에 반박을 가하던 변호사가 펠덴스타인 사건만 피해갈 수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사건의,

당사자를 재 소환하여 강압적인 심문이 시작되자 그 과정에서 야닝의 태도에 변화가 확실,

히 일어난다 이 심문을 계기로 오랜 시간 재판을 무심하게 지켜만 보던 야닝은 심경의 변.

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는 제 제국에 종사하며 집행했던 일들에 대해 참회를 하고 양심진. 3

술을 하게 된다.

마무리3.

본 논문은 실제 법정사건을 영화화한 뉘른베르크의 재판 에 나오는 법정쟁점만 수사적《 》

으로 분석하였다 수사적 분석의 범주는 연설가 즉 검사와 변호사가 설득할 전략을 수립하. ,

는 착상 법정스토리의 순서에 따른 배열 법정공방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 , ,

야닝의 표현 그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착상에서 그 당시 불우한 국가적 상황을, .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시켜 나가는 수사적 상황을 검사와 변호사는 상반되게 이끌어 갔

다 변호사는 피고인 야닝의 인품에 기대는 에토스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로고스를 활용하.

며 검사는 영상을 통한 파토스와 증인들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착상에서 원고인 검사의 첫.

진술과 피고인 변호사의 첫 진술에서 상반되는 주장은 처지론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검사는.

정의의 사도인 판사들이 제 제국의 법정에서 부정한 일을 했다는 추정 의 처지로 첫 진술3 [ ]

을 시작한다 속성 의 처지에 기대어 결론짓는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비인간적인 범법. [ ] .

에 대한 대가를 치루야 하는 일이 공평한 일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주장한다 그.

러나 변호사는 그 일은 있었지만 국익 을 위해 조국애로 판사의 본분을 다했다는 정의 의‘ ’ , [ ]

처지로 맞대응한다.

배열의 구조에서 들머리 얼거리 벼리를 거치면서 강력하게 책임 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 ’

을 전개시켜 나가는 검사의 논고를 마무리에서 변호사가 피고 야닝이 책임이 있다면 그건

그 일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책임 이라고 강변한다 변호사의 일관된‘ ’ .

주장은 제 제국 시절에 일어난 일들은 국익 을 위한 본인 직분에 충실한 임무를 수행한 일3 ‘ ’

이다 그런데 마무리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 피고의 유죄진술 때문에 변호사는 조국애 를. , ‘ ’

뛰어 넘어 검사가 일관되게 주장한 책임 을 가져와 본인 주장의 논리로 삼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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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서 변호사가 수사적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여 야닝의 무죄를 강변한다 발표에서 검.

사의 차분하고 경직된 표정은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며 사건의 심각성과 비참함을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변호사의 부드럽고 표정과 말투 그리고 때때로 나오는 강한 어조는 증인들에.

게 원하는 진술을 얻어낸다 무엇보다도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야닝의 태도이다 경직되고 무표정한 얼굴이 놀란 얼굴로 그리곤 화난 얼굴로 변하면서 양.

심고백을 하게 된다 그 고백은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재판관은 공판 전 진술에서, “[19]

야닝은 확실하게 비극적인 경우입니다 라는 말을 잊지는 않는다 청중을 설득하는데 로고.” .

스와 에토스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파토스를 무시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법정연설이 일반적으로 수사학의 출발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보니 본 연구자는 영화.

에 나오는 법정쟁점에서 수사학의 기본 틀을 보게 되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특히, .

뉘른베르크의 재판 은 법정스토리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적 분석《 》

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고 각각의 장면들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어 열린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영화라는 매체는 시청각 자료로 발표와 토론 글쓰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다 영화 속 법정쟁점만을 분석하는 데는 극 전개에서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충분.

히 있겠지만 수사적 기법이 적절히 사용되어 있기에 어디든지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증.

인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질문방법이나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영화라

는 흥미 있는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검사와 변호사의 진술을 보고 들으면서 로고스의.

관점에서 풀면 상대를 설득하는 논증법‘ 42)을 생동감 있게 배울 수도 있다 논리적으로 사람.

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논리에 감정을 넣어 설득하면 그 효과는 훨씬 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 영역을 확대시켜 학교에서 수사학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되고 나아가 영.

화라는 시청각매체를 활용하여 수사적 기법들을 적용하여 배우는 터가 앞으로 열려야 한다.

본 연구는 아직은 미진하고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

여 그 속에서 다루는 법정스토리만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시도를 했다는 데 의

의를 둔다 그리고 본 연구는 차후에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정사건 판결문 분석이나.

그 진행과정을 영화 속 법정스토리와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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