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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和諧’(조화) 정책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

- 후진타오와 시진핑 정부의 어휘 출현빈도를 중심으로 - 

나민구*·김미헌** (한국외대)1)

I. 들어가는 말

 광활한 중국 대륙을 시속 최고 400km의 속도로 횡단하는 열차가 

있다. 이 고속철도의 명칭은 ‘허씨에하오(和諧号)’로 중국 정부가 추구

하는 ‘和諧(조화로움)’라는 이념이 빠른 속도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

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사회와 민중의 화해(和諧, 조화

로움)를 통해 균형적이며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자는 뜻을 지닌 ‘和

諧社会’는 후진타오 정부의 정치구호였다. 2004년 9월 후진타오를 총

서기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04년 9월 성장과 분배의 과정

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사회

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했다. 그 이후, 공산당 정치 

문건, 관방 언론 매체에서 ‘和諧’혹은 ‘和諧社会’라는 어휘를 쉽게 찾

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후진타오 정부 말기부터 시진핑 정부 초기까

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각종 정치 문건이나 관방 언론 매체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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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和諧’ 혹은 ‘和諧社会’의 언급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발

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和諧’가 본래의 의

미를 벗어나 폄훼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어휘사용 

빈도가 왜 줄어들었는지, 또한 이런 현상의 이면에 어떤 사회적 배경

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국어 ‘和諧’와 관련된 연구는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정태

(2007 )｢후진타오정부의 "조화사회"｣,유신일(2014) ｢시진핑 노선과 그 

의미｣, 정재일(2007) ｢후진타오“사회주의조화사회 건설”연구｣, 신주식

(2012) ｢후진타오 조화사회론 속의 중국사회의 부조화 현상에 대한 

연구｣, 赵立新(2011) ｢中国“和谐社会”理念的文化解读｣ 등, 대부분 후진

타오 정부 혹은 시진핑 정부의 주요 정책 내용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정치적인 시각에서 ‘和諧’ 그리고 ‘和諧社會’를 분석하였다. 박광득

(2013) ｢후진타오와 시진핑 체제의 비교와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후
진타오 정부와 시진핑 정부를 연구했지만, 마찬가지로 兩정부의 정책

적 특징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시진핑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 관방언론의 실제 텍스트 

및 그 기저의미를 분석하고 어휘 ‘和諧’의 노출 빈도를 수치화하여 양 

정부 간 빈도 차이를 파악해보려 한다. 또한 그 사회적인 배경과 구체

적인 원인 등 일련의 현상 진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수사학적 관점에

서 ‘和諧’와 ‘被和諧’의 어휘적 의미와 그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후진타오 정부의‘和諧’정책과‘被和諧’

  후진타오는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 2003년 0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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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으로 선출되었다. 후진타오는 2004년 9월 제16기 4중전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2005년 3월 10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됨으로써 당정군 3권을 모두 차지한 명실상

부 최고 1인자가 되었다.1) 하지만 후진타오는 덩샤오핑과 장쩌민이 

개혁과 대외개방으로 고속성장을 이끄는 과정에서 초래한 각종 사회 

불만을 해소해야하는 숙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첫째, 도시 주택 부족, 

도시 농민공 자녀 학교시설 부족, 도시 농민공 의료시설 이용 실태 빈

약, 도시 농민공 위생, 보건, 청결 문제 등 균형상실 문제, 둘째, 도농 

간, 지역 간, 직업 간, 계층 간, 산업 간 소득 격차 확대 문제, 셋째, 공

무원, 기업인, 부정부패 및 비리 문제 등이다. 이에 후진타오 정권은 

광범위한 사회주의 불균형 문제, 부조화 문제, 무질서 문제 등을 종합

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조화사회이론(社會主義和諧社

會理論)’이라는 통합적인 이론 체계를 제창하고 실시하게 되었다.2)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은 빈부격차, 도농격차를 해소해 민심을 

모으고 강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2006년 10월 8일~11일

까지 진행된 중국공산당 16기 6중 전회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건설

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하 ‘결정’)3)’

을 결의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조화사회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

질적 속성으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은 중대한 전략적 임무이다’이

다. ‘결정’에서는 ‘민주와 법치, 공평정의, 성실우애, 충만활력, 안정질

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의 6

개 지도사상을 제시했다. 또한 조화로운 사회 건설과 관련된 2020년

까지의 목표와 주요임무를 각각 9가지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1) 후진타오의 권력장악 과정에 대하여 정재일(2007:348) 참조 
 2) 신주식(2012:23)
 3) 中共中央关于构建社会主义和諧社会若干重大问题的决定》（以下简称《决定》）

    http://www.china.com.cn/guoqing/gbbg/2011-11/10/content_238770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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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사회주의 법제건설과 법치를 통한 인민의 권익 보장. 둘

째, 신농촌건설을 통한 도농 지역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수익분배 

구조 개선으로 가정소득증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셋째, 취업확대와 

사회보장체계의 확립. 넷째, 공공 서비스형 정부관리 건설, 다섯째 국

민의 사상도덕과 문화소질제고로 조화로운 인간관계 건설. 여섯째, 전

사회의 활력창조로 혁신형 국가 건설. 일곱째, 사회관리체제 개선과 

사회질서 향상, 여덟째 효율적 자원활용으로 생태환경 개선. 아홉째 

전체인구의 소질 제고이다.4) 그렇다면, 후진타오 정부가 제기한 ‘조화

사회(和諧社会)’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조화(和諧)에

서 ‘화(和)’는 다양한 개체들의 중심, 다양한 개체들의 화합으로서 다

양성의 포용을 내포하고 있다. 조화(和諧)의 ‘해(諧)’는 ‘고르게 하다’

라는 의미로 질서 개념을 포함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조화는 부자와 

가난한 자,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 농촌과 도시, 내륙과 연안, 노인

과 아이, 대륙인과 대만인, 강대국과 약소국 등 다양한 대립요소들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조화를 의미한다.5) 또한, 조화사회 건설이란 여러 

관계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현실 속에서 상호발전과 공존공생을 통하

여 화목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조화는 타

인과의 관계의 조화를 나타내며, 사회 계층 간, 이익단체 간, 여러 민

족 간, 개인과 단체 간 등 여러 가지 관계 간의 조화를 말한다. 

 4) 

。 。

    http://cpc.people.com.cn/GB/134999/135000/8105132.html
 5) 이정태(20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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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시 단어수
출연

횟수

。

1.‘和諧’출현 빈도 분석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후진타오 정부

의 각종 정책에서 ‘和諧’는 핵심어휘로 관방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길

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후진타오 주석의 담화문 중 406)

개를 선정∙분석하여 ‘和諧’의 출현 빈도를 알아보았다. 

 텍스트는 전문(全文)이 수록된 것과 관방언론의 기사 형태로 이루

어진 것이 있으며, 텍스트 내 사용 단어수와 ‘和諧’의 출현 빈도가 반

드시 비례하지 않다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단어수를 함께 제

시하였다. 또한 기사 형태의 텍스트의 경우에는 후진타오 직접 언급 

부분7)만을 발췌해서 분석을 진행했으며, 동일 문장 내 중복 사용한 

경우에는 1회로만 간주했다. 

<표1> 후진타오 주석 담화문 텍스트 내‘和諧’출현 빈도

 6) 후진타오 정부 텍스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췌하였으며, 현재 前정부의 자

료는 중국공산당신문 사이트에 일부만 남아있어,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검

색을 통해 추출했으며 출처는 참고자료에 제시했다.
 7) ‘후진타오는 ~라고 강조했다(胡锦涛强调)’，‘후진타오는 ~라고 말했다(胡锦涛

说道)’，‘후진타오는 ~라고 밝혔다(胡锦涛指出)’로 시작되는 문장이 직접언급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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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 40개의 텍스트 가운데 34개에서 어휘 ‘和諧’가 출현했으며 나머

지 4개의 텍스트에서 출현하지 않았다. ‘和諧’가 출현한 텍스트 34개

를 살펴보면 텍스트 당 최소 1회에서 최대 73회까지 출현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매년 다양한 담화문에서 골고루 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和諧’출현 텍스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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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和諧’를 포함한 텍스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추진하려고 했던 ‘조화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주로 

‘促进社会和谐(조화사회 촉진)’, ‘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사회주의 조화사

회 구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텍스트가 여기에 속한다. 둘

째, 자연 혹은 주변 국가 및 각종 관계에서의 조화로움을 말하고 있으

며,  <표1>의 6, 9, 11, 13, 15, 21, 23, 24, 25, 27, 28, 35, 40번 텍스트

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있는 조화로운 사회

주의 현대화 국가’라는 중국 국가의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1>의 

15, 21, 24, 29, 35, 36, 37, 39, 40번 텍스트가 여기에 속한다. 넷째, 사

회 각 영역 및 각종 시스템의 조화로움을 나타낸 것으로, 정치환경의 

조화로움, 문예분위기의 조화로움, 교육시스템과 사회안정 시스템의 조

화로움을 말하고 있다. <표1>의  6,20,29,40번 텍스트가 여기에 속한다. 

 <표1>과 <표2>의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텍스트가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의 조화로움’이나 당시 중

국정부가 지향하던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구축에 관련된 내용은 텍스

트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조화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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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그 열망을 알 수 있다. 

2.‘被和諧’와 사회적 배경

 2012년 9월 2일 중국공산당 당교학교에서 발행한 ‘學習時報8)’를 

살펴보면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즉,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 비해 경제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

지 못하면서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소득분배, 농민공

에 대한 호적제도 개혁이 미흡했고 인구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이외에 교육정책, 환경문제, 안정적인 외교 정책의 결여, 안정

적인 에너지 공급망의 결여 등의 부정적 평가가 있다. 또한 정치개혁

과 민주화에 대한 추진력이 부족하여 인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

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민들의 의식 

구조는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에 대해 서구식 민주화를 기

대하고 있지만 후진타오 집권 10년 동안 민주, 자유, 법치 및 정치체

제의 개혁 등을 강조하였지만 실질적인 진행은 부족했다.9) 그리고 중

국 인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인민들의 입을 막

고 귀를 막는 행보를 이어갔다. 

 언론탄압, 인터넷 검열 및 통제 등 정부의 표리부동한 일련의 행

보로 인민들의 불만은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和諧’는 ‘조화롭다, 융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被는 ‘~에게 ~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다. ‘被和

諧’를 해석해보면, ‘조화되다, 융합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我被和

 8) 1999년 9월 창간한 잡지이다. 해당 내용은 부편집장인 덩위원(鄧聿文)작성한 

글로 제목은 胡温的政治遗이며,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log.sina.com.cn/s/blog_69414b40010138ba.html)
 9) 박광득(2013: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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諧社会了’라는 문장은 ‘나는 사회에 조화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에 융합되고 조화되는 것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중국 인터넷 유행어로 등극한 이 어

휘는 기존의 뜻 이외에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被和諧’는 다

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차단당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보통 좋

지 않은 결과에 사용된 것이다. 동사로 사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소

멸, 해결되어 이로서 삭제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다. 예를 들

어, ‘这个网站被我们和諧掉了(이 사이트는 우리에게 조화됐다)’라는 문

장은 ‘해커가 웹사이트를 공격해 정상운영을 막는 것’을 의미했다. 정

부가 제시한 금기어를 사용하거나 반정부적인 내용의 글을 온라인 공

간에 게재하면 검열에 걸려 삭제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황을 조소

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10) 중국 네티즌들은 서로에게 “조화당하는 

것을 조심하라(小心被和諧)”라고 경고한다. 그 의미는‘봉쇄당해 죽거

나 체포당하지 않도록’조심하라는 뜻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和諧’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면 검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 들은 동음이의어인 ‘河蟹

(허씨에, 털게)’를 사용하여 이 어휘를 대신 하는 등 중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和諧’가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그 본질까지 폄훼되어 사용

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1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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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탄압

 2003년 4월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숨겼

다. 그러자 광저우에 있는 진보성향의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이를 

폭로했고 곧 인터넷을 통해 사스 발생사실이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당시 새롭게 출범했던 후진타오 주석과 제4세대 지도부는 이를 바로 

인정했고 진상을 숨겼던 책임자를 문책했다. 이후 관료들의 부패와 

탄광사고 등 고질적인 병폐를 고발하는 기사는 물론 공산당을 비판하

는 기사도 언론에 등장했다. 2003년 언론자유의 분위기는 2004년 1월 

정부가 남방도시보를 수사를 시작으로 언론 통제가 시작됐고 이때부

터 중국 최악의 언론 검열 및 탄압이 시작됐다. 

 중국 당국은 체제 안정을 이유로 고발 기사나 문제 기고문을 싣는 

언론 매체에 정간 조치를 하는가하면, 해당 언론사 간부들을 잇달아 

해임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베이징(北京) 제2의 일간지인 신경보(新

京報)도 2005년 12월28일 양빈(楊斌) 총편집(편집국장)을 비롯, 쑨쉐둥

(孫雪東) 부총편집(편집부국장)과 리둬위(李多鈺) 부총편집 등 3명을 

전격 경질했다. 허베이(河北)성 딩저우(定州)시가 청부 폭력배를 동원

해 시위 농민들을 유혈 진압한 사태를 보도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광둥성 중산대학의 위안웨이스(袁僞時)교수가 중국 역사 교과서가 

1900년 의화단 사건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민족주의를 앞세워 왜곡

했다는 글을 실은 것이 정간의 빌미가 되어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기

관지 중국 청년보(中國靑年報)의 주말판인 ‘빙점(氷點)’이 2006년 1월 

무기한 정간당했다 전직 고위 간부들과 지식인들의 탄원으로 2월에 

바로 복간됐다. 2006년 2월에는 중국 국무원 민정부 기관지 공익시보

(公益時報)의 천제런(陳杰仁) 편집장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웹

사이트 영어판에 오역이 있다는 고발 기사를 잡지에 게재한 직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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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됐으며 ‘정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게 해임이유였다. 

 이에 베이징대 허웨이팡(賀爲方) 법대교수, 추이웨이핑(崔偉平) 베

이징 영화학원 교수, 장샤오양(江曉陽) 변호사, 친후이(秦暉) 칭화대 

사회학과 교수, 작가 장이허(章誼和), 역사학자인 주쉐친(朱學勤) 상하

이대 교수 등 중국에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지성인들은 2006년 2월 일

부 외국 언론사에 e메일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앞으로 되어 있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었

다.11) 이 학자들뿐 아니다. 전직 당간부들도 중국의 언론탄압을 비판

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신문과 잡지는 대부분 당과 정부 기관지로 직

접통제를 받는다. 이런 언론 탄압은 후진타오 정부이후 점차 더 강도

를 높였다. 12)

2) 인터넷 검열 및 통제

 2000년 10월 공포한《인터넷전자공고서비스관리규정》에 따르면, 

비준이나 관련 수속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은 온라인에 게시물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13). 또한 2005년 제정되어 공포된《인터넷뉴스정

보서비스관리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도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4). 구체적

11) 공개서한은 “为了“依法治国”与“和谐社会(‘의법치국’과 ‘조화사회’를 위하여)”

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2월 19일 발송되었다. 서한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

에서 볼 수 있다. http://wenku.baidu.com/link?url=g1Pj38HAyibu9gQkLUgdZVs 

YpqAOKWrI0wePcftJEzF7YMU5YCigqqSiXUaJgKCDqsD0z_sO71wSEXaiqmpbWr

4XkYwnZtqKuLIOac0Xqjm
12) 2.2.1. 중국‘빙점’사태와 관련 중국 정부의 언론통제 내용은 경향신문 2006년 

2월 20일자 참조하여 재구성함.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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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든 포털은 관영 언론에서 제공받은 뉴스나 콘텐츠만을 게재해

야 하며 외신의 인용은 하나하나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게시판이나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이용자들이 국가

에서 승인된 내용만을 다루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를 위반 시 정부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중국은 정부 의도와 맞지 

않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리장성의 영단어를 빗대 ‘만리장성 방화벽(the Great Firewall)15)’으

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1998년 공안부가 ‘황금방패(金盾) 프로젝트’로 

구축한 것이다.

 2005년 4월,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항저우, 텐진 등지에서 대학

생들이 주축으로 반일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총

리의 신사참배로 촉발된 이 반일운동은 한 네티즌이 5월을 ‘일본 상

품 불매운동의 날’로 정하자는 ‘전 국민에게 보내는 제안서16)’가 인터

넷에 뜬 이후 젊은 층의 대대적은 호응을 얻었다. 상하이시에서만 10

만 명이 동참할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하면서 인터넷이 가져올 체제 위

협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후주석은 2011년 2월 19

일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성(省)과 부처, 군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14) 2005년 9월 중국당국은 온라인뉴스 관리감독과 관련하여《互联网新闻信息服

务管理规定》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온라인뉴스’가 시정(市政)류

의 신문과 정보임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범위를 정했다. 이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웹사이트에서 정부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뉴스의 게재를 금

지하고 있다. (胡泳(2010)) 
15) ‘중국 방화벽’ 혹은 ‘중국국가 방화벽’으로 불린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

부가 정부 관할 인터넷 내부의 모든 인터넷심사시스템의 총칭이다. (白度百

科참조)
16)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强烈建议5月不选日货(5월동안 일본 상품 

불매를 강력하게 건의한다),내용은 http://bbs.co188.com/thread-127480-1-1.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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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리 및 혁신토론회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사회관리체계를 

확립해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안정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8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정보인

터넷망 관리를 한 단계 강화하고 가상사회의 관리수준을 높이면서 인

터넷 여론 지도기구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인터넷에 대한 강경

한 입장을 드러냈다. 같은 날, 중국의 12개 도시에서는 ‘자스민 혁

명17)을 일으키자’라는 글이 확산됐다.  중국 ‘웨이보’에서 ‘우리는 정

의를 원한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한다’, ‘일당 독재를 끝내

기 위해 정치 개혁, 민주주의, 자유를 요구하자 등의 시위구호가 담겨

져 있었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제시해 베이징 시내 집회를 주도

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웹사이트인 

보쉰(Boxun.com)에 처음 게시됐으며, 해외로 추방된 중국의 반체제 인

사들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중국당국의 강력한 대응

탓에 20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AFP는 시위장소로 지목

된 도시의 중심가에 수많은 공안이 깔려 어느 누구도 시위를 벌이기

는 힘들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톈융(江天勇), 리

톈톈(李天天) 등 인권변호사, 민주화 운동가 등 100여명을 체포하거나 

가택 연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검열도 대폭 강화됐다. 웨이보와 바이두(百度) 등 검색사이

트에서는 영어 ‘자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과 이 단어의 중국어인 

17) 자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 23년간 독재를 해오던 튀니지의 벤 알리

(Zine El-Abidine Ben Ali) 정권에 반대해 2010년 12월 시작된 튀니지의 민주

화 혁명이다. 튀니지의 혁명이 성공은 독재와 경제난 등 비슷한 고통을 겪

고 있는 주변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2010년 인터넷을 통해 

‘자스민 혁명’을 선동하는 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후진타오주석이 ‘인

터넷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던 2월 19일부터 중국의 12개 도시에

서 ‘자스민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글이 확산되었고 2월 20일 중국 정부는 

인터넷 내 ‘자스민 혁명’에 관한 검색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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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화 혁명(茉莉花革命)’이나 ‘자스민’, ‘모리화’, ‘혁명’ 등을 검색할 

경우 오류 창이 뜨거나 ‘해당 검색어는 관련법과 규칙, 정책에 따라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톈안먼 사태·달라이 

라마·파룬궁·타이완 독립 등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단어를 검

색하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민감한 단어 외에도, 온라인

에서 중국 최고지도부의 명칭을 검색하는 경우 모두 검열의 대상이 

된다. 중국 2유형은 검열을 피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을 금호타

이어(錦湖輪胎)18),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를 텔레토비(天線寶寶)19)

로 부른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SNS프로그램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

톡의 사용도 금지돼 있다. 중국 인터넷 환경에서 접속할 수 없게 중

국 정부가 차단시킨 웹사이트는 총 5개 그룹이며, 그 중 4개는 체제 

유지 명목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CNN·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

널·타임·이코노미스트 등 미국과 영국의 주요 방송 및 신문사가 개설

한 사이트와 차이나타임스뉴스·저널리스트 등 대만 언론사의 사이트, 

세번째는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90년대·개방 등 홍콩에서 발행되

는 반 중국 매체 사이트이며 나머지는 달라이 라마 등 티벳과 신장 

위그르 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사이트다. 그 외 나머지 하나는 

18) 2012년 4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충칭에서 시작된 중국 공

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 관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때 중국 네티즌들은 

당국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금호타이어’라는 은어를 사용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의 이름 앞의 두 글자‘후진(胡錦)’을 거꾸로 쓰면 진후(錦胡)로, 이는 금

호타이어의 중국식 표기인 ‘진후룬타이(錦湖輪胎)’의 앞 두 글자 ‘진후(錦湖)’

와 발음이 같다. (주간조선: 2012년04월23일자)  
19) 원자바오(溫家寶)전 총리의 마지막 글자 ‘바오(寶)’는 텔레토비의 중국명 ‘텐

센바오바오(天線寶寶)’의 마지막 두 글자인 ‘바오바오(寶寶)’가 발음이 같다. 

중국 네티즌은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원자바오를 ‘텔레토비(天線寶寶)’

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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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이며 플레이보이·펜트하우스 등 포르

노 잡지 사이트가 이에 해당된다. 

 중국 정부의 이런 행보의 목적은 ‘사회 안정’이지만 가공할 만한 

온라인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메일, 

게임, 휴대폰 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1년 2월 20일 ‘재스민’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막혀 전송

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에 따르면 해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망은 모두 중국 국영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네트워크가 모두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이다.20)

중국 당국은 중국인들을 위해‘和諧’를 제창했지만, 당국의 행보는 

오히려 중국인들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중국 네

티즌들은 언어의 수사를 통해 정부의 이런 행보를 풍자하고 조소했다. 

그 산물이 바로 ‘被和諧’이다. 당국이 제창하고 있는 핵심 어휘가 포

함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쉬이 삭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자유를 항한 마지막 수단이자 중국의 현실을 대

변하는 단어이다.  

Ⅲ. 시진핑 정부의‘和諧’정책 

 2015년 11월 15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

회)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 날은 시진핑을 포함한 새 지도부

의 출범을 공식화 하는 날이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취임 후 첫 연설

에서 관료적이고 진부한 표현이 아닌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20) 언론 검열에 관한 내용은 아주경제 2014년 8월 4일자, 전자신문 2007년 6월 

19일자, 세계일보 2011년 2월 20일자 신문기사를 참고했으며 구체적인 사이

트 주소는 참고자료에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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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시 단어
수

출연
횟수

1

‘민생안정’과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의 책임이자 목표”라고 역설했다. 이는 본질적 의미의‘和

諧’구현을 지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1.‘和諧’출현 빈도 분석

 시진핑 정부의 텍스트는 모두 중국공산당신문(中国共产党新闻) 사

이트 내 시진핑 주석의 주요담화(主要講話)21)에서 선정하였으며 후정

부에 비해 실제 임기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양적 비교가 아닌 질적 

비교를 위해 시진핑 주석의 텍스트는 75개로 선정했다. 텍스트는 전

문(全文)이 수록된 것과 관방언론의 기사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

며, 단어수와 ‘和諧’의 빈도가 비례하지 않다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총 단어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기사 형태의 텍스트의 경우에

는 시진핑이 직접 언급한 부분22)만을 발췌해서 분석을 진행했으며, 

한 문장 내 중복해서 사용된 경우에는 1회로 간주했다. 

                 

<표3> 시진핑 주석 담화문 텍스트 내‘和諧’의빈도

21) 중국공산당신문(中国共产党新闻) 사이트 내 시진핑 주석의 주요담화(专题报
道>学习贯彻习近平总书记系列讲话精神> 习近平重要讲话)는 중국 인민들을 

대상으로 시진핑총서기의 담화문을 공개하여 담화문 안에 담겨있는 주요 사

상들을 학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치문건보다

도 중국공산당이나 시진핑주석의 추구하는 바가 잘 담겨져 있다. 
22) ‘시진핑은 ~라고 강조했다(习近平强调)’，‘시진핑은 ~라고 말했다(习近平说

道)’，‘시진핑은 ~라고 밝혔다(习近平指出)’로 시작되는 문장이 직접언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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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총 75개의 텍스트 가운데 34개의 텍스트에서 어휘 ‘和諧’가 출현했

으며 나머지 41개의 텍스트에서는 ‘和諧’가 출현하지 않았다. ‘和諧’가 

출현한 텍스트 34개를 살펴보면 텍스트 당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까

지 출현하고 있다. ‘和諧’가 출현한 텍스트에서 ‘和諧’가 포함된 문장

의 주요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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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표4>‘和諧’출현 텍스트의 주요 내용

  

첫째, 중국 국가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2>의 5, 7, 9, 11, 13, 

25, 49, 52, 57번 텍스트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자연, 민족 혹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조화로움을 말하고 있으며 <표2>의 17, 22, 27, 

38, 46, 47, 48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정치적으로 민생 문제에 관한 

사회와 인민의 조화로움을 말하고 있으며 <표2>의 4, 6, 18, 22, 30, 

32, 33, 37, 50, 51번 텍스트가 여기에 속한다. <표2>과 <표3>의 내용

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에서도 국가의 지향점을 설명하고,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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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나타내면서 ‘사회와 인민간의 조화로움’을 언급했다. 또한, 문

화 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민족 간, 국가 간의 

포용을 나타내는 등 여전히 ‘조화사회 건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에서는 50%이상의 텍스트에서 아예 출현하지 않았거나 출현한다고 

해도 실제 빈도는 낮았다. 

      

2. 실질적‘和諧’구현 방안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3년 3월 12일 10년의 국가주석

의 임기를 시작했다. 집권 후 그는 위대한 중국의 부활을 기치로 내

걸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인심을 모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

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원칙으로 제

시하고 있다. 시진핑 개혁의 핵심은 타성에 젖은 개혁을 혁파하기 위

해 ‘개혁을 개혁하는’ 방향을 밝혔으며, ‘파리든 호랑이든 때려잡는다’

는 결의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솔선수범(以身作則)을 강조하고 

있다.23) 

 시진핑 정부의 ‘和諧社會’ 구현에 관한 행보는 ‘취임식 연설’을 통

해서 살펴볼 수 있다. 시진핑은 취임식에서 전임 지도자와 같은 상투

적 발언 없이, 과장되고 뜬구름 잡는 빈말 대신 실속 있는 말로서 친

서민적인 연설을 했다.24) 시진핑은 취임식 연설에서 “중국의 꿈의 근

본은 인민의 꿈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인민에 의해, 인민의 행복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중국 정부)는 항상 

23) 중공중앙문헌연구실著, 성균중국연구소譯(2014:3)
24) 광둥성 산터우대학의 鑒恒교수는 자신의 웨이보어에 “시진핑 연설에서 법

률, 헌법, 민주, 자유 등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홍

콩중문대학의 錢鋼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날 시진핑 연설이 과거 지도자들과 

달랐다며 호평을 했다. (시사중국, 2012년 11월 16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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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며 “인민의 

평등참여와 평등발전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수호

하겠다.”고 말했다.25) 시진핑은 직접적으로 ‘和諧’어휘를 사용하여 위

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은 후진타오 정부가 견지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和諧社會’의 이념과 동일하다. 시진핑은 인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어휘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實事求是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爲人民服務’의 자세를 취

한 시진핑이 ‘被和諧’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和諧’라는 어휘사용

을 자제하여 ‘긁어 부스럼’만들지 않으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이다.  

 시진핑 정부의 ‘和諧社會’구현을 위한 행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부정부패 척결’과 ‘親서민행보’이다. ‘부정부패 척결’은 

시진핑이 강조했던 ‘솔선수범’을 공직자들에게 엄격하게 이행시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을 철폐하는‘8항 규정(八項規定)’과 ‘6항 금지령

(六項禁令)26)’를 발표했다. 이는 부정부패의 기풍을 시정하고 당원 및 

간부의 행위 규범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8항 규정’은 2012년 12월 

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군중과 밀접히 연계된 업무풍토 개

선에 관한 8가지 규정(關于改進作風密切連繫群衆八項規定)’의 약칭으

로 “차량 및 수행원 수를 최소화할 것,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할 것, 

정치국 회의나 활동사항의 보도를 최소화 할 것, 중앙의 통일적 발표 

외에 개인 견해를 밝히지 말 것, 불필요한 공문의 작성과 배포를 줄

25) 。

、 、

26) 중앙의 ‘8항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저장성 위원회에서 정한 구체적 실행방

안이다. 中央八项规定, 六项禁令全文 (http://tr.gzcom.gov.cn/dp-00000000000 

000010480.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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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 출장 시 근검절약해 규정 외 숙박 및 차량을 사용하지 말 것, 

경호로 교통관제나 도로를 막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27) 

 이 외에도, 중공중앙정치국은 2013년 12월 30일 회의를 개최해 ‘중

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013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4년 

청렴한 당 건설 및 반부패 업무 관련 방안 마련을 비롯해 ‘당정 지도

간부 선발임용업무조례(개정안)28)’를 심의 통과하였다.29) 그 후, 시진

핑 정부의 반부패운동은 충칭시 당서기였던 보시라이사건30)을 시작으

로 후진타오 시기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분야를 총괄하는 

당중앙 정법위원회 서기였던 저우용캉사건31)을 조사하면서 최고조에 

27) 시나망 http://news.sina.com.cn/o/2012-12-05/011925730496.shtml 참조 
28)《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工作条例（修订稿）》

29) 중국공산당신문 http://cpc.people.com.cn/n/2013/1231/c64094-23983698.html 참조
30) 2012년 2월 6일, 왕리쥔 충칭시 공안국장이 정부 기밀문서, 최고 지도층의 

권력 투쟁을 담은 서류 등을 가지고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미국으

로의 망명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국무원 부총리를 역임한 보이보(薄一波, 

1908~2007)의 둘째 아들이며 유명 정치인인 보시라이와 관련됐다는 점 때문

에 초기부터 화제가 되었고, 망명을 시도한 왕리쥔 직속 상관으로서의 책임

을 물어 2012년 3월 15일 보시라이는 충칭시 당서기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왕 전 공안국장이 미국 영사관에 간 것이 2011년 11월 사망한 영국인 사업

가 닐 헤이우드의 죽음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보 전 서기의 부인인 

구카이라이가 연관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왕리쥔의 망명 신청, 보시라이의 부인인 구카이라이와 사망한 영국

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의 내연관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면에 중국 

권력투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최악의 정치스캔들로 남게 되었다. 

(최신시사상식 핵심 용어사전(2014)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著)
31) 후진타오 정부 시절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인 저우용캉은 중

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부총경리(1988~1996), 쓰촨성 당서기(1999~2002년), 공

안부부장(2002~2003년), 정치국 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2007~2012년)등 재

직 당시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텐진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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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 이런 시진핑 시기의 반부패운동은 강력한 정치개혁의 신호가 

되면서 중국 인민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이 반

부패운동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신흥부유층과 개혁의 

수혜계층의 저항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역대 강력한 지도자들이 ‘사

적’이익 보다는 ‘국가’이익을 추구해왔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부패는 

중국 사회에 만연해있던 문제 중에 교육문제와 함께 중국 인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주목해 온 주제이기도 하다.32)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

쟁’을 선포한 이후 약 3년 동안 12만 명에 달하는 관료가 처벌을 받

는 등33)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면서 시진핑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

여준다.  

 시진핑 주석의 親서민 행보도 과거 지도자들과는 달랐다. 2012년 

12월 선전 등 광동 지역으로 첫 지방출장을 진행했다. 출장길에서 시

진핑은 길도 봉쇄하지 않았고 붉은 카펫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민중에

게 다가갔다. 그 이후 2013년 12월 28일 시진핑은 베이징의 오래된 

만두집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인민폐 21위안을 지불하고 직접 만두접

시를 들고 있는 사진이 중국 전역에 퍼지기도 했다. 2014년초 우한 

방문 시, 많은 비가 내리자 시주석이 직접 우산을 쓰고 바지를 걷어 

올리는 모습이 언론에 퍼진 바 있다.34) 이런 모습들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식 연설’에서 했던 “민중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발언

의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좀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

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중급 인민법원에 기소되었다. (中共中央决定对周永康严重违纪问题立案审查, 

http://news.china.com/focus/zhouyongkang/)
32) 이희옥(2015:39~40)
33) 中華網 http://hlj.china.com/focus/imp/11155804/20150810/20163202.html 참조
34) 유신일(20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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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후진타오는 중국이 연평균 10%대 고속성장을 이루면서 경제 강국

으로 떠오른 시기에 제5세대 지도자로서 등장했다. 하지만, 급격한 사

회경제 발전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사회구조의 단절과 양

극화 현상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

었다. 그래서 ‘和諧社会’라는 구호를 내세워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

고 실현하고자 했다.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후 후진타오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和諧’는 핵심어휘로 관방 언론매

체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후진타

오 정부 말기부터 시진핑 정부 초기까지 약 2년이 지난 지금‘和諧’어

휘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발견했다. 

 실제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진타오 주석의 

담화문 중 40개, 시진핑 주석의 담화문 중 75개의 텍스트를 선정･분
석한 결과, 실제로 ‘和諧’의 출현 빈도가 줄어든 것을 포착했다. 후진

타오 정부 시기 담화문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텍스트에서 ‘和諧’가 출

현하고 있으며, 텍스트 내 출현 빈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和諧’를 포함한 텍스트의 주요 내용은 ‘促進社會和諧’와 ‘構建社

會主義和諧社會’이다. 이에 반해, 시진핑 정부 시기 담화문에서는 50%

이상의 텍스트에서 ‘和諧’가 출현하지 않았고 출현한다고 해도 실제 

빈도는 낮았다. ‘和諧’를 포함한 텍스트의 주요 내용은 ‘부강하고 민

주적이며 문명적인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중국 국가의 

지향점을 나타내거나 ‘자연, 민족 혹은 주변국가와의 조화로움’을 강

조하고 정치적 측면에서‘사회와 인민의 조화로움’를 말하고 있다. 이

를 통해 ‘和諧’에 대한 兩정부의 태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兩정부 모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構建社會主義和諧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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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빈도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후진타오 정부에서 자

행된 사회문화적 검열과 통제 및 처벌체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혹

자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정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

에서 정치구호로 내세웠던 어휘의 사용빈도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

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和諧社會’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향해

야 이상점으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和’와 ‘諧’연원은 고대 유가사

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和諧社會’의 이념은 후진타오정부 시기 홀

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어휘는 그 의미가 달

라진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갖고 있던 본래 의미가 퇴색될 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따르며, 그 이유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和諧社會’는 이민위본(以民爲本: 인민을 근본으로 한다)를 기본으

로 각종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인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후정부의 이런 정치 구

호를 통해 자신들의 좀 더 나은 환경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

대와는 달리 언론을 탄압하고 인터넷 검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일련

의 행보들로 인민들의 반정부 감정은 증폭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和諧’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조화롭지 못한 사회를 초래한 중국의 현상을 조

롱하는 부정적인 은어 ‘被和諧’로 전락시켜 사용했다. 그래서 제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은 각종 정치 문건과 관방 언론에서 직접 ‘和諧’ 혹은 

‘和諧社会’라는 구호의 사용 횟수를 과감하게 줄였다. 그렇다고 시진

핑 정부에서 ‘和諧社会’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민에게 

이 단어가 더 많이 노출될수록 반발감만 커질 것이라 예측했다고 판

단한다. 그리고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로 했으며, 그것은 현재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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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좋은 성적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더욱 강해진 인터넷 통제는 오히려 

과거로의 역행을 가속화시킬 뿐이다35). 현재 집권 4년 차인 시진핑 

정부는 향후 6년을 더 지도자로서 중국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앞

으로 시진핑 정부가 퇴색되어 버린 ‘和諧’의 본래 의미를 어떤 방법으

로 되찾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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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torical analysis of the Harmony Policy

by the Chinese Government
- based on vocabulary appearance frequency in the media

by the Hu Jintao and Xi Jinping Government -

Na, Mingu·Kim, Miheon (HUFS)

 The harmony society supports the improvement of all the people’s condition in 

China by radically solving many kinds of imbalance based on the idea of 以民爲本

(Yi min wei ben)people are the basis of a nation). Not surprisingly, the Chinese 

people may have hoped for a better environment through the political slogan by the 

Hu Jintao Government. But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s, the government suppressed 

press and tightened the Internet censorship, which raised an anti-government 

sentiment. In return, the people used the negative slang ‘被和諧’(bei hexie, passive 

harmony or disharmony) as an expression of their protest at the policy, which 

represents the ridicule on the Chinese phenomenon deviant from the original intention 

of a harmonious society. So Xi Jinping, the fifth-generation leader drastically reduced  

usage count of the slogan(harmony or harmony society) in all sorts of political 

official papers and the press. The Xi Jinping Government didn’t give up the 

harmony society, but the government judged more appearance of the slogan would 

increase the anti-government sentiment.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mor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ngry people and conducted anti-corruption movement 

in their government, which has showed a successful result until now. It is required 

that the people should watch the effort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who tries to 

restore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harmony policy which has been deviated from 

th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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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공자)의 발언을 통한 禮樂(예악)의 함의 분석

 안성재 (인천대)

Ⅰ. 들어가는 글

공자는 禮(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가 文(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 규제하면, 
역시 (도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論語(논어)》 <雍也(옹야)>

따라서 위의 기록을 통해서는 禮(예)의 구체적인 함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禮(예)라는 것의 성격이 규제하고 제약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시로 다스리고, 예로 확고히 하며, 음악으로 

이룬다.” 《論語(논어)》 <泰伯(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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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3백 편을 외워도, 일헌(간단한 제사)을 행하기에 부족하

다. 《禮記(예기)》 <禮器(예기)> 

詩(시)는 《詩經(시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

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文(문)의 하나가 내용

이 된다. 따라서 이는 禮(예)를 모르면 아무리 《시경》 삼백 편을 외

워도 간소한 작은 제사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바로 文(문)과 

禮(예)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몇몇 단서를 근거로 하여, 禮(예)

의 구체적인 함의와 본질을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공자가 추구하고

자 한 궁극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禮(예)의 정의

이제 禮(예)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 “ 。 。

。”
유자가 말하기를: “예의 시행은 조화로움을 귀함으로 삼는다. 선왕

의 도는, 이(조화)를 좋은 일로 여기니, 작고 큰 것이 그(조화)로 말

미암는다. (하지만) 행하지 않아야 할 바가 있으니, 조화로움만 알

아서 조화롭고, 예로 그것(조화로움)을 절제하지 않으면, 역시 행해

서는 안 된다.” 《論語(논어)》 <學而(학이)>

이는 禮(예)라는 것이 和(화: 조화로움)를 중시하지만, 節(절: 절제)이 

내포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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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지, 먼저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 。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을 중이라고 일컫고, 드러나지

만 모두 절도에 맞은 것, 그것을 화라고 한다. 중이라는 것은, 세
상의 큰 근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도에 닿은 것이다. 
중과 화에 이르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란다. 《禮記(예
기)》 <中庸(중용)>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으로 

처신하는 태도는 바탕이 되고, 이러한 감정을 조화롭게 드러내는 것이 

궁극의 道(도)에 도달하는 것이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喜怒哀樂(희로애

락)은 본능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들을 아무 때나 쉬이 드러내지 

않고 신중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中(중)”이고, 또 이러한 감정들을 자

연스럽게 표출시키는 것이 “和(화)”인데, 이 和(화)란 감정을 있는 그대

로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니, 禮(예)의 

중요한 목표가 바로 감정을 인위적으로 절제하고 통제하는데 있다는 

뜻이 된다. 즉 禮(예)라는 것은 “道(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和(화: 조화

로움)를 통제하는 요소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조화로움을 위한 절

제와 통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의 절제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부모상을 당했을 때 슬픔을 극진히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심지어 본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면 이는 禮(예)

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아래에 소개하는 “過猶不及(과

유불급)”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禮(예)의 참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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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자공이 묻기를: “사(자장)와 상(자하)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사는, 지나치고; 상은, 모자란다.” (자공이) 말
하기를: “그렇다면 사가 더 낫습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지나

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論語(논어)》 <先進(선진)>

여기서는 不及(불급: 모자람)과 過(과: 지나침)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

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中

(중)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이고, 和

(화)는 中(중)을 바탕으로 나아가 양쪽의 모순을 없애고 어우러지게 하

는 것이다. 즉 먼저 中(중)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나아가 和(화)를 이

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여기서 中(중)과 和(화)라는 것이 禮

(예)로 절제 및 통제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제 상술한 개념을 바

탕으로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 : “
。 。” 。 ,

。 : “ 。”
자하가 이미 상을 치루고 (공자를) 뵈었다. (공자가) 그와 함께 거

문고를 탔는데, 화답하기는 했지만 합치지 못했으니, 연주를 하기

는 했지만 소리를 이루지는 못했다. (자하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슬픔을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왕께서 예를 제정하신 

것이라서 감히 지나치지 못합니다.” 자장이 이미 상을 치루고 (공
자를) 뵈었다. (공자가) 그와 함께 거문고를 탔는데, 화답하여 합쳐

졌으니, 연주를 하여 소리를 이뤘다. (자장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선왕께서 예를 제정하신 것이라서 감히 지나치지 못합니다.” 《禮

記(예기)》 <檀弓上(단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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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슬픔을 누르지 못해서 선왕의 禮(예)를 다하지 못했으니 부족

한 것이고, 반면에 자장은 슬픔이 모자라서 선왕의 禮(예)를 다했으니 

지나친 것이다. 즉 공자에게 있어서 不及(불급: 모자람)과 過(과: 지나

침)의 기준은 다름 아닌 禮(예)라서, 禮(예)가 지나치거나 禮(예)가 모자

라면 둘 다 中(중)과 和(화)에 이르지 못하니, 결국에는 같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공자는 禮(예)를 통해서 이성과 감성을 조율하는 中(중: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과 공정함)과 和(화: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조화로움)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자공이 자장과 자하의 우열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賢(현: 현명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드

러나니, 다름 아닌 “禮(예)로 이성과 감성을 조율하여 中(중)과 和(화)로 

이르게 함”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고 있는 禮(예)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 。

? 。

。

앵무새는 말할 수 있지만, 조류를 떠나지 못하고; 성성이(오랑우탄)
는 말할 수 있지만, 동물을 떠나지 못한다. 이제 사람에게 예가 없

으면, 비록 말할 수 있어도, 역시 동물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무릇 

동물은 예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아비와 아들이 암컷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이 일어나, 예를 만듦으로써 사람

을 가르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가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가 동

물에 다름을 알게 한 것이다. 《禮記(예기)》 <曲禮上(곡례상)>

즉 위에서 공자가 말하는 공경함은 다름 아닌 禮(예)를 지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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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공경함의 禮(예)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1. 禮(예)와 정치의 관계

그런데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예와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것(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예
를 어찌하겠는가?(어디에다 쓰겠는가?)” 《論語(논어)》 <里仁(이인)>  

공자에게 있어서, 禮(예)와 겸손은 道(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

라서 위 《논어》의 기록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道(도)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지할 터인데, 정치에 어떤 어려움이 있

을 것인가? 또한 禮(예)의 궁극목표가 道(도)의 실천에 있는데, 道(도)로

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한 禮(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공자가 말하는 禮(예)는 사람간의 예의나 예절을 가리키는 것뿐

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과 직결된 “국가 禮樂制度(예악제도)에 있어서의 

禮(예)” 즉 오늘날의 儀典(의전)이나 儀式(의식) 혹은 典禮(전례)를 지칭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공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 ?” : “
。”

정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은, 어찌해야 합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임금이 신하 부리기를 

예로 하고, 신하가 임금 섬기기를 정성스러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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禮(예)는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를 뜻하므로, 정공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임금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인 신하에게 지나

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조화로움으로 절제하여 대해야 합니다. 

또한 신하는 아랫사람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윗사람인 임금을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가 말하는 禮(예)를 종합해보면 다름 아닌 冠婚喪祭(관혼

상제)의 禮(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즉 詩(시) 書(서) 禮(예) 

樂(악) 易(역) 春秋(춘추) 六經(육경)의 하나인 禮經(예경)인 것이다.

禮(예)는 구체적으로 고대의 예법에 관한 3권의 책인 三禮(삼례)를 

일컫는데, 먼저 《周禮(주례)》는 《周官(주관)》이라고도 하며, 周代(주

대)의 官制(관제)나 정치제도를 기록한 책이다.1) 이 책은 총 6篇(편)으

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天地四季(천지사계)를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으로 직제를 나눈 것이다. 이를 하나씩 개략적으로나마 살펴

보면, 먼저 天官(천관)은 일반적인 통치를 담당하고, 地官(지관)은 교육

을 담당하며, 春官(춘관)은 사회적·종교적 제도를 담당한다. 또 夏官(하

관)은 군사를 맡고, 秋官(추관)은 법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冬官(동관)

은 인구·영토·농업을 관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역대의 

관제는 이를 규범으로 삼은 것이 많으므로, 사실상 《주례》는 통치사

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儀禮(의례)》인데, 前漢(전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

정되는 禮(예)에 관한 최초의 經書(경서)이다. 주된 내용은 중국 고대의 

지배자 계급의 婚喪祭(혼상제) 즉 혼례·장례·제례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禮記(예기)》인데, 이는 周代(주대)의 禮(예)

에 대한 학술, 예절 및 공자와 그 제자들의 중요한 언행들을 체계 없이 

잡다하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필경 공자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

 1) 이에 대해서 皮錫瑞은《三禮通論》에서 다른 주장을 하니, 원문을 참고하기

로 한다. (周官與周時制度多不符, 其非周公之書可知. 孔子所謂吾學周禮, 亦非

周官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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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2) 따라서 공자가 언급한 禮(예)는 이 《예기》를 제외해야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공자는 禮(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빗대어 묘사하고 있다. 

。 。

따라서 예의 사람에 의지함은, 술의 누룩이 있음과도 같다. 군자는 

그럼으로써 (예에) 후하고, 소인은 그럼으로써 (예에) 박하다. 《禮

記(예기)》 <禮運(예운)> 

술에 누룩이 없으면 술이 될 수 없으니, 결국  禮(예)의 유무는 사람

과 동물의 근본적인 구별기준이 된다는 위의 말과도 상통하게 되는 것

이다. 

2. 禮(예)와 儉(검), 禮(예)와 忠(충)의 관계

그런데 공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 “ !。 。

。”
임방3)이 예의 근본을 물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크구나, 물음이여! 
예는, 사치하느니, 차라리 검소한 것이다. 상을 치름은 마음을 편안

히 하느니,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본문의 喪(상)은 부모의 상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공자가 禮(예)의 

 2)《중국고전입문》의 2편 十三經(십삼경)부분을 인용하였다.

 3) 임방은 노나라의 大夫(대부)이자 공자의 제자였다는 설이 있으나, 필자가 섭

렵한 자료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좀 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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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인 喪禮(상례)로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禮(예)는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인데, 

여기서 공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禮(예)는 화려하기보다는 검소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선조들이 예악에 힘씀은, 야인이다.(꾸미지 않

고 질박하다.) 후 가 예악에 힘씀은, 군자이다.(화려하게 치장한

다.) 만약 그것(예악)을 시행한다면, 곧 나는 선조들의 힘씀을 따르

겠다.” 《論語(논어)》 <先進(선진)>

본문의 野人(야인)은 벼슬을 하지 않는 平民(평민)을 가리키고, 君子

(군자)는 道(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군자는 《논어》의 다른 구절과 달리 小人(소인)

이 아닌 야인의 반대말로 쓰였으므로, “벼슬이 높은 사람”으로 해석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야인은 꾸미지 않고 질박함을 나타내는 표현임에 

반해, 군자는 화려하게 치장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다. 즉 공자는 

여기서 만약 자신이 禮樂(예악)을 시행한다면, 화려하게 치장하는 형식

보다 정성을 다하는 내용에 더 힘쓸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임방의 질문에 공자는 또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하지 않으

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공자의 이렇듯 禮(예)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공자는 상복을 입은 이, 면류관을 쓰고 의상(관복)을 입은 이, 장님

 4) 趨(추): 빨리 걷다, 종종걸음을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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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는(부축하는) 이를 만나면, 그들을 만남에 비록 (그들이) 젊더

라도 반드시 일어났고, 그들을 지나침에 반드시 추창하셨다. 《論

語(논어)》 <子罕(자한)>

禮(예)는 道(도)에 있어서 형식이 되지만, 이 역시 정성을 다하는 마

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자는 상복을 입은 이를 만나면 진심으로 애도

하고, 관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가 왕의 명령으로 정사를 맡으므로 

진심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장님을 부축하는 이를 만나면 진

심으로 동정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일어나 禮(예)를 표하고 또 예법에 

맞게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 : “ 。”
제사를 지냄에 계신 듯이 하셨으니, 신령께 제사를 지냄에 신령이 

계시는 듯이 하셨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

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이는 禮(예)의 하나인 祭禮(제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인데, 공자는 

이를 통해서 禮(예)라는 것이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대단히 강조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禮(예)는 비록 형식이지만 이러한 형식도 정성

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공자의 가치관은 바로 

다음의 기록에서도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

。 。

공자는 상제 노릇을 함이 있는 이(상주)의 곁에서 먹으면, 일찍이 

배불리 먹은 적이 없으셨다. 공자는 이 날(상갓집에 다녀온 날)에 

곡을 하면(슬퍼하여 울면), 곧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論語(논
어)》 <述而(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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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자는 易地思之(역지사지)의 忠(충) 즉 정성을 다하는 태도

를 몸소 실천한 것이니, 또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

종묘의 제사는, 어질음의 지극함이다. 상례는, 충후함의 지극함이

다. 《禮記(예기)》 <禮器(예기)>

선조를 잊지 않고 제사지냄으로써 그의 뜻에 순응하는 것은 仁(인) 

즉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어질음이 지극해지는 것이고, 또한 부모상

을 치름으로써 그의 뜻에 순응하는 것은 忠(충) 즉 정성스러움이 지극

해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喪禮(상례)와 祭

禮(제례)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仁(인)을 실천

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忠(충) 즉 정

성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오해를 받기는 했

지만, 역시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 : “ ? 。” 
: “ 。”

공자께서는 종묘에 들어가, 매사에 해서 물으셨다. 어떤 이가 말

하기를: “누가 추 지역 사람의 아들(공자)이 예를 안다고 하였는가? 
종묘에 들어가서는, 매사에 해서 묻는다.” 공자가 들으시고 이르

시기를: “이것이 예이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공자는 아는 것도 다시 한 번 물음으로써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이 禮(예)라고 말하고 있다. 禮(예)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마

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말은 “祭禮(제례)는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仁(인)을 드러내는 형식이

지만 반드시 정성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아는 것이라도 다시 한 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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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써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서 아는 것이라도 다시 한 번 물어서 확인하는 태도는 다름 

아닌 好問(호문: 묻기를 좋아함)의 자세를 일컫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만하지 않는 愼(신: 신중함)을 갖춰야 함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3. 형식으로서의 禮(예)의 가치

이제 다음의 자하와 공자의 대화를 살펴보면, 道(도)에 있어서 禮(예)

의 구체적인 위치와 그 순서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 : “ 。 。” 

자하가 묻기를: “‘어여쁜 미소가 환하고, 아름다운 눈은 흰색과 검

은색이 분명하네.’라고 하였는데, (이는) 흰색으로 밝게 비추는 것

이니, 어찌 된 것입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림을 그리는 일

은 (아직 물들이지 않은) 흰 명주 뒤로 미루는 것이네.” (자하가) 
말하기를: “예는 뒤로 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나를 

계발하는 이는, 상이로다. 비로소 함께 《시경》을 말할 수 있겠구

나.” 《論語(논어)》 <八佾(팔일)>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의 기록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

도와 덕 그리고 어질음과 의로움은, 예가 아니면 완성시킬 수 없

다. 《禮記(예기)》 <曲禮上(곡례상)>

仁(인)과 義(의)는 禮(예)로서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仁(인)과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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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道(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반면, 禮(예)는 이들을 수식하는 

형식이 된다. 따라서 본문의 대화가 강조하는 바는, 道(도)라는 것은 먼

저 내용이 되는 仁(인)과 義(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형식인 禮(예)로

서 그것을 수식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을 1.에

서 제시한 바 있는《논어》 <泰伯(태백)>의 “詩(시)로 다스리고, 예로 확

고히 하며, 음악으로 이룬다.”라는 표현에 대입시켜보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으니, 바로 내용이 먼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

용과 형식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으니, “詩(시)로 다스리고, 

예로 확고히 하며, 음악으로 이룬다.”라는 말의 詩(시)는 다름 아닌 

《詩經(시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시경》이 바로 文(문)의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논어》 <先進(선진)>에서 공자는 자하가 자유와 

함께 文學(문학)에 뛰어났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했으니5), 여기서 말하

는 文學(문학) 역시 오늘날의 문학이 아닌 “文(문)을 배움”을 뜻하는 표

현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나아가 강

조하고 있으므로, 또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바탕이 무늬보다 지나치면, 곧 거칠고; 무늬가 

바탕보다 지나치면, 곧 (지나치게) 화려하다. 바탕과 무늬가 (조화

를 이뤄서) 겸비되어야 하니, 그러한 후에야 군자인 것이다.” 《論

 5)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진과 채 지역에서 나를 따르던 이들은, (이제) 모두 문

하생이 아니다.(모두 내 곁을 떠났다.) 덕행(덕을 몸소 실천함)으로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었고; 언어(말재간)로는: 재아, 자공이었으며; 정치로

는: 염유, 계로이고; 문학(文을 배움)으로는: 자유, 자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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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논어)》 <雍也(옹야)>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바탕은 仁(인)과 義(의)이고 무늬는 禮(예)가 

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공자는 仁(인)과 義

(의)만 강조하면 투박하고 禮(예)만 강조하면 허례허식에 불과하므로, 

仁義(인의)와 禮(예)를 조화롭게 했을 때 비로소 道(도)를 배우고 부단

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道(도)의 형식이 되는 禮(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모가 난 술잔인) 고에, 모가 나지 않으면, (모
가 난 술잔인) 고이겠는가? (모가 난 술잔인) 고이겠는가?”  《論語

(논어)》 <雍也(옹야)>

공자는 道(도)라는 것이 내용뿐 아니라 형식 역시 갖춰야 하는 것이라

고 줄곧 주장했다. 따라서 본문은 형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 : “ 。”
자공이 고삭(초하루마다 드리는 제사)의 양을 희생시키는 것(제도)
을 없애고자 하였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사야, 너는 그 양을 가엾

게 여기지만, 나는 그 (전통의) 예가 소중하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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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예라는 것은, 전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禮記

(예기)》 <檀弓上(단궁상)>

공자에게 있어서 禮(예: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는 시대와 상

관없이 지속 가능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左傳(좌전)》 <昭公(소공) 

20년>의 한 기록을 살펴보자. 齊(제)나라 임금이 사냥터에 갔다가 활로 

사냥꾼을 불렀는데도 사냥꾼이 다가가지 않자, 임금은 무례하다며 그를 

잡아들였다. 그러자 사냥꾼은 선대의 임금들께서는 깃발로 大夫(대부)

를 부르고, 활로 士(사)를 부르며, 가죽으로 된 모자로 사냥꾼을 불렀으

니, 저는 임금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임금

은 결국 그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에 공자는 道(도)를 지키느니 차라

리 자신의 官(관: 직무)을 지키는 것이 낫다며 사냥꾼의 판단이 옳다고 

평가했으니6), 즉 공자는 임금이 부르면 달려가는 당장 지켜야 할 도리

보다 전통의 예악제도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자의 가치관을 알고 본문을 살펴본다면, 그 뜻을 쉬이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禮(예)라는 것이 道(도)의 형식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성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공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다.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니, 사람들은 아첨한

다고 여긴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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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나는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며, 그 입

장에서 지켜야 할 바를 목숨을 걸고 지켰을 따름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임금에게 아첨한다고 여긴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禮(예)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형식주의

로 치우쳤는지 추측할 수 있으니, 공자는 그러한 세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탄한 바 있다.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禮(예)로다 예로다라고 하는데, 옥과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음악이로다 음악이로다라고 하는데,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論語(논어)》 <陽貨(양화)>

즉 공자는 당시 이미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는 예악제도를 비판함으

로써, 형식주의에 빠진 세태를 경계한 것이다. 

Ⅲ. 樂(악)의 정의 및 禮(예)와 樂(악)의 관계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시경》의) <관저>편은 즐거워하지만 어지

럽히지 않고, 슬퍼하지만 근심하지 않는다.” 《論語(논어)》 <八佾

(팔일)> 

위에서 인용한 문장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저>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毛詩傳(모시전)》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를 

“后妃之德也。(천자의 배필이 후덕하구나.)”로 보았다. 하지만 그 설명

이 너무나 간단하여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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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때문에 <관저>는, 기꺼이 아리따운 여인을 찾아 군자에게 짝지

어줌으로써, 현명한 인재를 천거함을 걱정하지, 여색을 탐하지는 

않는 것이다. 얌전하고도 정숙함을 사랑하고, 현명한 인재를 그리

워하지만, 선량한 마음을 해치지 않음, 이것이 <관저>편의 뜻이다. 
《詩大序(시 서)》 

주지하다시피, <관저>는《시경》305수의 첫 편이다. 일반적으로 한 

작품의 첫 구절이나 작품총집에서의 첫 작품은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름 아닌 저자의 집필의도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부

분이라는 점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바로 禮

(예) 즉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군자(참된 지도자)가 요조숙녀(현명한 인재)에게 

반하여 즐거워하는 한편 잊지 못해서 뒤척이기도 하지만, 禮(예)를 가

지고 절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지나치게 애

태우지는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이 작품 전체를 감상해보면, 

공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구 (지저귀는) 물수리가, 황하의 모래톱에 

있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군자가 

짝으로 하기를 좋아하네.
。들쭉날쭉한 노랑어리연꽃을, 이리저리 헤치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자나 

깨나 (군자가) 구한다네. 
。(군자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자나 깨나 

마음속에 간직하네.
。아, 아! (잊지 못하여)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



56 • 수사학 제 25집 

척인다네.
。들쭉날쭉한 노랑어리연꽃을, 이리저리 뜯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거문고

와 비파(부부사이의 정)로 가까이하네(사랑하네).
。들쭉날쭉한 노랑어리연꽃을, 이리저리 뽑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예)은, 쇠

북과 북(음악)으로 즐거워하네.

1장은 군자(참된 지도자)가 요조숙녀(현명한 인재)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장면이다. 따라서 2장에서 군자(참된 지도자)는 요조숙녀(현명한 

인재)를 원하게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3장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자, 

군자(참된 지도자)는 전전반측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4장에서 군자(참

된 지도자)와 요조숙녀(현명한 인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5장에

서 결국 조화로움을 이루게 된다. 

특히 4장과 5장의 琴瑟(금슬)과 鍾鼓(종고)는《論語(논어)》<陽貨(양

화)>편의 “음악이로다 음악이로다라고 하는데,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

겠느냐?”7)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위

에서 언급한 禮(예)와 樂(악)의 조화로움 즉 禮樂制度(예악제도)를 상징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仁(인)은 樂(악)에 가깝고, 義(의)는 禮(예)에 가깝다. 《禮記(예기)》 

<樂記(악기)>

。

예의 나아감과, 악의 물러남은 그 뜻이 하나이다. 《禮記(예기)》 

<樂記(악기)>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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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仁(인)과 義(의)가 떨어질 수 없듯이, 禮(예)와 樂(악) 역

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 진정한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오늘날에는 중국 학술계를 위시로 하여 <관저>편의 주

제를 “젊은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작품에 나오는 “君子(군자)”가 “道(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

하는 올바른 지도자”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더

구나《시경》의 창작연대가 주나라 초기부터 춘추시대 中期(중기) 즉 공

자가 태어나기 이전임을 고려한다면, 이런 후대의 순수문학관점으로 

“군자”를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분석 및 접근법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상술한 내용들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樂(악)과 禮(예)의 관계

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樂(악)은 禮(예)의 근본이 되지만 홀로 존재하면 

폐단이 생긴다. 또 樂(악)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므로 仁(인)과 마찬가지

로 弱(약: 부드러움)이 되고, 반면에 禮(예)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義(의)와 마찬가지로 强(강: 강함)이 되는 것이다. 즉 樂(악)과 禮(예)는 

모두 형식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 형식은 다시 부드러움의 樂(악)과 엄

격함의 禮(예)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樂(악: 음악)은 바로 엄격

한 禮(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의 형식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부

드러운 형식 즉 “조화로움을 위한 온유함”이 되는 것이다.

Ⅳ. 樂(악)과 文(문)의 관계

이제 樂(악)과 관련하여, 또 다음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

。”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해서 말씀하시기를: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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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시작함에는 합하고(8음이 모두 연주

되고), 나아가면서는 도타운 듯(온화한 듯), 또렷한 듯, 연달아놓은 

듯하다가, 그럼으로써 완성되는(끝나는) 것입니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음악은 순수한 음률 자체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사가 포함된 종합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지금

은 그 음률과 가사를 감상해볼 수조차 없으니, 선뜻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것이 때로는 각각의 요소가 독

립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임은 

알 수 있다. 이미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공자에게 있어서 음악

은 음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악제도를 뜻한다. 따라서 

본문은 이처럼 道(도)를 이루는 仁(인)과 義(의) 禮(예) 등 각각의 요소

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활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뤄야 道(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공자가 소(순임금 때의 음악)를 평하시기를: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

극히 선하도다.” 무(주나라 무왕 때의 음악)를 평하시기를: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선하지는 않도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위에서 공자가 말하는 음악이 순수한 음률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

니면 가사가 포함된 종합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제 여기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

기로 하는데, 먼저 다음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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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그래서 기가 악기를 연주하자, 돌아가신 선조(귀신)께서 이르고, 여
러 왕후들이 서로 양보하였으며, 조수가 날면서 춤추었는데, 소 아

홉 곡 연주가 끝나자, 봉황이 와서 예절을 갖추고, 모든 짐승들이 

모두 춤추었으며, 모든 관리들이 믿고 화합했다. (순)임금은 이에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하늘의 명을 공경하여 받들어, 때에 맞추기

를 살피리니.” 이에 노래하여 불렀다: “팔 다리(중신)가 행복하니! 
원수(임금)가 입신하고! 온갖 장인이 흥성하리니!” 고요가 손을 들

어 맞잡고 절하며 머리를 조아려 소리 높여 말했다: “삼가소서! 
략 국가의 사를 일으킴에, 삼가면 이에 흥성합니다. 공경하소서!” 
이에 다시 노래를 불렀다: “원수(임금)가 명철하면, 팔 다리(중신)가 

어질어져, 모든 일이 편안하네!” 또 노래를 불렀다: “원수(임금)가 

통일성이 없으면, 팔 다리(중신)들이 불경해져, 만사가 무너지네!” 
임금이 절하며 말했다: “그렇소, 가서 삼가시오!” 《史記(사기)》 

<夏本紀(하본기)>

。 “ 。

。

。 。 。”
“ ” 。

。

삼십 일 동안, 묘족이 명을 거역했다. 익이 우를 도와 말했다: “오
직 덕만이 하늘을 움직이니, 먼 곳이라도 굴복합니다. 자만은 손해

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으니, 늘 이와 같은 하늘의 도리입니

다. (순)임금께서는 처음 역산에서, 밭에 나가셨을 때, 매일 하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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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울부짖으시며,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사특함을 이끌었습

니다(모든 죄를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고수를 공경하여 받들고, 
조심하고 재계하여 삼가시니, 고수 역시 진실로 따르게 되었습니

다. 지극한 정성은 귀신을 감동시키니, 하물며 이 묘족이야.” 우는 

훌륭한 말에 절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군사를 돌려 제사를 바

로잡았다. (순)임금은 이에 위엄과 덕망을 넓게 펴고, 두 섬돌에서 

방패춤(武舞)과 깃털춤(文舞)을 추시니, 칠십 일이 지나, 묘족들이 

감복했다. 《尙書(상서)》 <大禹謨( 우모)>

韶(소) 연주가 끝나자 사람과 동물들이 모두 和(화: 조화)를 이뤘으니, 

이는 다름 아닌 大同(대동)을 뜻한다. 또한 신하가 임금이 바른 길을 

걷도록 충언하고, 임금은 신하들에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신중을 기하

라고 근엄하게 명령하고 있으며, 나아가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진심

어린 덕을 펼쳐서 오랑캐들마저 감복시켰다. 바로 이것이 순임금의 통

치이념인 和(화: 조화로움)와 무력이 아닌 慈愛(자애: 자애로움)의 德治

(덕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논어》<述而(술이)>편에서도 

“제나라에 있으면서 소(순임금 때의 음악)를 듣고는, 오랜 시간동안 고

기 맛을 알지 못하셨으니, 이르시기를: ‘음악의 지극함이 이 경지에 이

를 줄 생각하지 못했다.’”8)라고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武王(무왕)은 무력으로 은나라 紂王(주왕)을 멸하고 주나라를 

세웠으니, 이른바 폭력으로 易姓革命(역성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은나라의 제후국인 孤竹國(고죽국)의 왕자 伯夷(백이)와 叔齊(숙

제)는 무왕이 仁義(인의)를 저버렸다고 말하며 首陽山(수양산)으로 들어

가 고사리를 캐어먹고 지내다 굶어죽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백

이와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논어》 <公冶長(공야

장)>편의 “백이와 숙제는, 지나간 악행을 생각하지 않아서, 백이와 숙제

를 써서 나무람이 드물었다.”9)와 <述而(술이)>편의 “(백이와 숙제는) 어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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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음을 추구하여 어질음을 얻었으니, 또 어찌 원망했겠는가?”10) 그리고 

<季氏(계씨)>편의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지만, 백

성들이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있다.”11)와 <微子(미자)>편의 “그 뜻을 낮

추지 않고, 그 몸을 욕되이 하지 않은 이는, 백이와 숙제일 것이니?”12)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자는 백이와 숙제의 행위에 대해 칭

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술한 내용들을 통해서 공자의 음악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바로 단순한 음률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歌

辭(가사) 즉 인물의 업적을 기록한 文(문)을 고려한 종합적인 형태로 인

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Ⅴ. 禮(예)와 樂(악)의 조화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 ?” 。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유의 거문고를, 어찌 공구(나)의 집안에서 (연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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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가?” (그 이후로) 문하생들이 자로를 정중하게 하지 않았

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유는, 청에 올랐으나(일정 수준에 올랐

으나), 아직 방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성인의 도를 깨우치지 못

한 것이다.)” 《論語(논어)》 <先進(선진)>

여기서 거문고는 음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음악은 엄격한 

禮(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의 형식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부드러

운 형식으로, 조화로움을 위한 온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논어》<先

進(선진)>에서 공자는 자로의 지나치게 굳건하여 타협을 모르는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13) 따라서 본문의 뜻은 자로가 道(도)의 구성요소인 義

(의)와 勇(용)의 강함만을 깨닫고, 그 강함을 보완하는 부드러움의 요소

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다른 제자들이 자로의 수준

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무시하자, 공자는 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로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

다. 道(도)는 强(강: 강함)과 柔(유: 부드러움)의 조화인데, 자로는 이미 

義(의)와 勇(용)의 강함을 갖췄다. 나는 이제 자로에게 그 다음 단계인 

부드러움을 갖춰야 참된 道(도)를 깨닫게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본문의 뜻을 보다 명확

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자로가 강함을 물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남방의 강함인가, 북
방의 강함인가, 아니면 너의 강함인가?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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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고, 무도함에 보복하지 않는 것은, 남방의 강함이니, 군자가 

머문다. 병기와 갑옷을 깔고(늘 전쟁을 하고), 죽어도 싫증내지 않

는 것은, 북방의 강함이니, 따라서 흉포한 자가 머문다. 따라서 군

자는 중에 서지 한쪽에 기 지 않으니, 강하도다 꿋꿋함이여! 중에 

서서 기울어지지 않으니, 강하도다 꿋꿋함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

면, 성실함이 변하지 않으니, 강하도다 꿋꿋함이여! 나라에 도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으니, 강하도다 꿋꿋함이여! 
《禮記(예기)》 <中庸(중용)>

즉 진정한 강함이란, 바로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道(도)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다음의 기록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

다.

, 
仁(인)은 樂(악)에 가깝고, 義(의)는 禮(예)에 가깝다. 《禮記(예기)》 

<樂記(악기)> 

이와 더불어 또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禮(예)로다 예로다라고 하는데, 옥과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음악이로다 음악이로다라고 하는데,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論語(논어)》 <陽貨(양화)>

즉 공자는 仁(인) : 義(의) ≒ 樂(악) : 禮(예)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를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道(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강함과 부드

러움의 和(화: 조화)를 뜻한다. 특히 道(도)의 내용이 되는 仁(인)과 義

(의)와 마찬가지로 道(도)의 형식이 되는 禮(예: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

와 통제)와 樂(악: 조화로움을 위한 온유함) 역시 각기 강함과 부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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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므로, 진정한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것이다. 

그런데 공자는 본문에서 왜 禮(예)는 단순히 옥과 비단을 말하는 것

이 아니고, 樂(악)은 단순히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 。 ; 
。 。 。

。 。

。 。 。

음악이라는 것은, 같이하여 다스리는 것이고; 예라는 것은, 달리하

여 다스리는 것이다. 같이한다는 것은, 곧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이

고; 달리한다는 것은, 곧 서로 정중한 것이다. 음악이 지나치면, 곧 

번져서 퍼지게 되고; 예가 지나치면, 곧 흩어진다. 이치에 맞게 하

고 표면(형식)을 수식하는 것이, 예악의 기능이다. 예악이 확고히 

서면, 곧 귀함과 천함이 구별된다. 음악(형식)과 文(문: 내용)이 같

이하면, 위와 아래가 조화롭게 된다. 좋아함과 미워함이 드러나면, 
곧 현명함과 못나고 어리석음이 나눠진다. 제어하여 난폭함을 누

르고, 벼슬을 주어 현명한 이를 추천하면, 곧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 고르게 된다. 어질음으로써 역성들고(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

조건 따르고), 의로움으로써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곧 백

성들을 다스림이 행해지게 된다. 《禮記(예기)》 <樂記(악기)>

이 말은 道(도)의 형식이 되는 禮(예)와 樂(악)은 세부적으로 또 다시 

형식과 내용으로 나뉜다는 것이니 다음과 같다.

내용 형식

 禮(예) 조화를 위한 절제와 통제 옥, 비단

 樂(악) 조화를 위한 온유함 종,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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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춘추시대는 형식만이 난무하고 본질이 되는 내용은 소

홀히 여겨진 일대 혼란기였다. 따라서 공자는 본문을 통해서 본질이 빠

진 허례허식에 치우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탄한 것이다.

이처럼 道(도)의 형식이 되는 禮樂(예악)은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논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 ; ; 
; ; 。 

(노나라 악관의 수장인) 태사 지는, 제나라로 갔고; (식사 때 연주

하는 벼슬인) 아반 간은, 초나라로 갔으며; (식사 때 연주하는 벼슬

인) 삼반 료는, 채나라로 갔고; (역시 식사 때 연주하는 벼슬인) 사
반 결은, 진나라로 갔으며; 북을 치는 방숙은, 하내 지역으로 들어

갔고; 작은 북을 흔드는 무는, 한중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악관을 

보좌하는) 소사 양, (돌로 만든 악기인) 경쇠를 치는 양은, 해도 지

역으로 들어갔다. 《論語(논어)》 <微子(미자)>

이는 노나라의 道(도)가 땅에 떨어지자, 모두 나라를 떠나 세상을 등

짐으로써 당시의 불문율을 따랐다는 의미이다. 또한 본문에서 굳이 樂

師(악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

로써 예악제도라는 것이 禮(예)가 없어지면 樂(악) 역시 떠나는 불가분

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증명하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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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오는 글

공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 “ 14) 。”
공자가 이르시기를: “오랑캐 지역의 군주가 있음은, 중국 본토 지

역의 (군주가) 없음만 못하다.” 《論語(논어)》 <八佾(팔일)>

이는 예악제도가 임금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

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오랑캐 지역에서 임금을 세워 따르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악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없지만, 중국 

中夏 지역은 예악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령 임금이 없더라도 나라가 바

로 잡힐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예악

제도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예악제도는 즉 정치를 

위한 중요한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상향을 추구하였기에, 이처럼 예악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左傳(좌전)》<昭公(소공) 7년>과《史記(사기)》<孔子世家(공자세가)>에 

따르면, 孟僖子(맹희자)가 병이 들었을 때 공자를 達人(달인)이라고 칭

찬하며, 그의 아들 孟懿子(맹의자) 즉 仲孫何忌(중손하기)와 南宮敬叔

(남궁경숙)으로 하여금 공자의 제자가 되라고 유언했다. 이에 이 둘은 

공자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때가 공자 나이 17세였다. 따라서 공자는 

그 이전에 이미 道(도)에 뜻을 두고 배웠던 것이다.

《史記(사기)》<孔子世家(공자세가)>에 따르면, 공자는 南宮敬叔(남궁

경숙)과 함께 周(주)나라에 가서 老子(노자)를 만나 큰 깨달음을 얻었고, 

주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니 제자들이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맹희자가 죽고 나서 3년의 부친상을 지낸 후에

야 남궁경숙이 공자와 같이 갈 수 있었으므로, 최소한 공자 나이 20세 

14) 諸夏(제하): 변방의 오랑캐 입장에서 중국을 일컫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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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일일 것이다. 하지만 공자가 과연 노자를 만나서 禮(예)를 배웠

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다분히 있는데,《禮記(예

기)》<曾子問(증자문)>에서 공자는 8차례에 걸쳐서 老聃(노담)이라는 이

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 다음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공자가 말하

는 노담이 바로 노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노자라는 사람은, 초나라 고현의 여향 곡인리 사람으로, 성은 이씨

이고, 이름은 이, 자는 담이었으며, 주나라의 書庫(서고)를 지키는 

사관이었다.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장차 노자에게 예에 하여 묻

고자 하였다. 노자가 말했다: “그 가 말하는 바는, 그 육신과 뼈가 

모두 이미 썩었고, 오직 그 말만이 있을 따름이오. 게다가 군자는 

때를 만나면 마차를 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떠도는 것이오. 
내가 들으니, 훌륭한 장사꾼은 깊숙이 숨겨 마치 비어있는 듯 하

고, 군자가 덕이 가득차면 용모가 우매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오. 
그 의 교기(교만함)와 다욕(탐욕), 태색(드러나는 표정)과 음지(도
리를 어지럽힘)를 버리시오. 이는 모두 그 의 몸에 무익하오. 내
가 그 에게 말해줄 것은 이와 같을 따름이오.” 공자가 떠나, 제자

들에게 말했다: “새는, 내가 날 수 있음을 알고, 물고기는, 내가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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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칠 수 있음을 알며; 짐승은, 내가 달릴 수 있음을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활을 쏘아 잡을 수 있다. 용에 해서는 내가 알 수 없

으니,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 내가 오늘 노자를 보았

는데, 마치 용과도 같구나!”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았는데, 배움에 있

어 스스로 숨기고 드러내지 않음에 힘썼다. 오랫동안 주나라에 있

었지만, 주나라가 쇠해지는 것을 보고는, 이에 마침내 떠났다. 관
(함곡관)에 이르러, 관지기 윤희가 말했다: “선생께서 장차 은둔하

려 하시니, 어렵지만 저를 위해 저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자

는 이에 상, 하편을 저술했고, 도덕의 뜻 오천여 자를 말해주고는 

떠났으니, 그 끝(노자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을 알 수 없었다. 
《史記(사기)》 <老子韓非列傳(노자한비열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증자가 공자에게 禮(예)에 대해서 묻자 공

자는 老聃(노담)에게 들은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자는 실제로 노자를 만나 禮(예)를 배웠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노

자가 공자를 丘(구)라고 호칭한데서 공자가 당시에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손아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들을 다스림에 구실로 하고, 그들을 다스림

에 형벌로 하면, 백성들이 피하려고만 들지 부끄럼은 없어진다. 그
들을 다스림에 덕으로 하고, 그들을 다스림에 예로 하면, (백성들

은) 부끄럼이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게 된다.” 
《論語(논어)》 <爲政(위정)>

이에 대해서는, 먼저《左傳(좌전)》<昭公(소공) 29년>의 기록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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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晉(진)나라 趙鞅(조앙)과 荀寅(순인)이 范宣子(범선자)

가 지은 刑法(형법)을 큰 솥에 새겼다. 그러자 공자는 “진나라가 법도를 

잃었으니, 곧 망할 것이다. 천자에게서 받은 법도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제 그 법도를 버리고 형벌로 다스리려하면, 백

성들이 오로지 그 형벌에만 마음을 둘 것이니, 어찌 윗사람을 공경하고 

자신의 본업을 지키겠는가? 범선자의 형법은 당시 나라의 혼란스러움

을 제압하는 임시방편이었을 따름이다.”15)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공자는 백성들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

을 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晉(진)나라는 공자의 예언대로 결국 망해

서 戰國時代(전국시대)에 韓(한)나라와 魏(위)나라 그리고 趙(조)나라로 

분할되게 된다.16) 이와 관련하여, 또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 。

이 때문에 군자의 예를 행함은,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예는) 여러 

사람의 규율이니, 규율이 흩어지면 여러 사람이 무도해진다. 《禮

記(예기)》 <禮器(예기)>

즉 禮(예: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라는 것이 德(덕)과 함께 백

15)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6) 전국시대는 七雄(칠웅) 즉 7개의 나라가 割據(할거)한 국면을 일컫는데, 秦

(진) 楚(초) 齊(제) 燕(연) 韓(한) 魏(위) 趙(조)나라가 그것이다. 이 중 韓(한)

과 魏(위) 그리고 趙(조)나라는 晉(진)나라에서 분할된 나라이기 때문에, 三

晉(삼진)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群雄割據(군웅할거)의 국면을 끝

내고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나라는, 다름 아닌 始皇帝(시황제)의 秦(진)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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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을 이끄는 뼈대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자는 이러한 예와 덕

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도리로 여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는 통치

에 있어서 왜 그토록 禮(예: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전에 공자가 납빈(신들의 가호에 보답하기 위해 올리던 제사)에 

참여했다. 일이 끝나고, 누각에 올라 둘러보고는, 길게 탄식을 하

였다. 공자가 탄식한 것은, 아마도 노나라를 한탄한 것이리라. 언
언이 곁에 있다가, 말했다: “군자(스승)께서는 어찌하여 탄식하십니

까?” 공자가 말했다: “큰 도가 실행될 때와, 삼 (夏, 商, 周)의 훌

륭한 인물들이 정치를 하던 때는, 내가 이를 수 없었으나, 기록이 

남아있다. 큰 도가 실행되던 때는, 세상이 公天下( 공천하)였다. 어
질고 재능 있는 이들을 선발하고, 신용을 중시하며 화목함을 갖췄

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이 어버이가 아니었고, 자
신의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었다. 노인들로 하여금 귀속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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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였고, 장년은 쓰임이 있었으며, 어린이들은 키워짐이 있었

고, 늙어 부인이 없는 이, 늙어 남편이 없는 아낙, 부모 없는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장애인들이 모두 부양받는 바가 있었다. 사내에

게는 직분이 있었고, 아낙은 媤家(시가)가 있었다. 재물은, 땅에 버

려지는 것을 싫어하였지만(지니고 싶어 하였지만), 반드시 자기가 

소유하지는 않았고; 힘은, 자기 몸에서 나오지 않음을 싫어하였지

만(자신이 직접 쓰려 하였지만),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쓰지는 않

았다. 이 때문에 계략이 막혀 일어나지 못하고, 도적이나 반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밖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 이를 동

이라고 일컫는다. 오늘날에는 큰 도가 사라졌으니, 세상이 家天下

(가천하)가 되었다. 각각 자신의 어버이만이 어버이가 되고, 자신의 

자식만이 자식이 되었다. 재물과 힘은 자신을 위해 썼다. 인(천
자와 제후)은 세습을 예의로 삼았고, 성곽을 쌓고 그 주변에 못을 

파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공고히 하였으며, 예의로 기강을 

삼았으니; 그럼으로써 군신관계를 바로 하고, 그럼으로써 부자관계

를 돈독히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고, 그럼으

로써 부부 사이를 조화롭게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제도를 설치하

고, 그럼으로써 밭을 구획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를 존중하고, 공적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권모술수

가 이때부터 흥기하고, 전쟁이 이때부터 발생하였다. 우, 탕, 문왕, 
무왕, 성왕, 주공은 이것(예의)로 그것(시비)을 선별했다. 이 여섯 

군자들은, 예의에 삼가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럼으로써 그 의로움

을 분명히 하고, 그럼으로써 그 신의를 깊이 헤아렸으며, 허물을 

드러내고, 형벌과 어질음을 꾀하고 꾸짖어, 백성들에게 항상 그러

함을 보여주었다. 만약 이에 말미암지 못하는(이에 따르지 않는) 
이가 있다면, 집정자(권세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물리쳐, 중들이 

재앙으로 삼았다. 이를 일컬어 소강이라고 한다. 《禮記(예기)》 

<禮運(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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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皇五帝(삼황오제)가 다스리던 大同(대동)사회와 이후의 小康(소강)

사회를 불문하고, 上古(상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한 성현들은 모두 德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지만 세상이 家天下(가천하)의 小康(소강)

사회가 되면서부터 세습을 예의로 삼고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과 힘을 

쓰자, 권모술수가 흥기하고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 탕, 문왕, 무

왕, 성왕, 주공 여섯 군자들은 기존의 대동사회를 이끈 통치자들의 이

념에 禮(예: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를 더 강화하여 시비를 선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항상 그러함을 보여주었으니, 나라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공자가 추구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으니, 그

는 大同(대동)사회가 아닌 禮(예)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小康(소강)사회

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

로써, 禹(우)임금을 찬양하기도 한다.

: “ 。

。 。”
공자가 이르시기를 “우임금은, 내가 흠을 잡을 수 없다. 음식을 간

소하게 하였지만 귀신(선조의 혼령)에게 효성을 다했고(지극히 제

사를 지내고), 의복을 누추하게 했지만 제례의 의관은 지극히 아름

답게 하였으며, 궁실은 검소하게 하였지만 수로(치수사업)에 힘을 

다하셨다. 우임금은, 내가 흠을 잡을 수 없다!” 《論語(논어)》 <泰

伯(태백)>

따라서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공자의 정치적 이상

향이자 현실적 목표가 대동에 있다는 기존의 보편적 가치관은 다시 한 

번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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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meaning of rites and music through comments of Confucius

Ahn, Sung-Jae (Incheon National Univ.)

 Since the duke of dynasty Zhou complete to system, Confucius has been revered 

and claims should carry out a system of rites and music. 

As is known to all, The analects of Confucius is a record of words and deeds of 

Confucius's works. It mainly discusses about what kind of mentality and action 

should have as a leader. And it also emphasizes the role of ritual and music 

everywhere. In other words, ritual and music contains the strong political meaning in 

the minds of Confucius.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definition of ritual and music at first, the next 

review there is what kind of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ritual and music, In the 

final analysis out there are what kin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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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사학의 의미와 연구 동향에 관한 고찰

이윤경 (상해외대)

Ⅰ. 머리말

수사(修辭)에서 수(修)의 뜻을 살펴보면, 먼저《설문해자(說文解字)》

에서 "修，飾也(수, 수식하다)." "辭，說也(사, 말하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王力《고한자자전(古漢字字典)》에서는 "修, 修理, 修飾, 引申為修

養身心, 又為培養品德(수, ‘수리하다, 수식하다’ 의 의미에서 ‘몸과 마

음을 수양하다’ 와 ‘품성을 기르다’ 의 의미로 파생된다)."라고 풀이하

고 있으며, 《한어대자전(漢語大字典)》에서는 "修(수), 修理(수리), 整修

(정수), 修治(수치)"로 해석하고 있다.

수사(修辭)에서 사(辭)1) 의 의미는 점점 발전하여 변화되어 왔는데, 

원래 사(辭)는 문사(文辭)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면어에 국한되어 《십
삼경(十三經)》、《주역(周易)》등과 같은 경전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

던 것이 陳望道(1932)에 이르러 서면어 언어현상만을 연구하는 것에

 1) 사(辭)는 《역경(易經)》에서 복사(卜辭)를 가리키고，《文心雕龍･祝盟》에서는 

축맹문사(祝盟文辭)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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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구어의 언어현상도 연구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陳望

道《수사학대강(修辭學發凡)》에서 사(辭)가 종래 좁은 의미의 문사(文

辭)만을 가리키던 것에서 넓은 의미의 어사(語辭)까지 포함하는 것으

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陳望道 2001,21-39참조)

이렇게 수사의 뜻과 범위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수사 연구의 

의미 또한 종래의 문장을 아름답게 수식한다는 수사적 기교 연구의 

의미에서 벗어나 스스로 본체(本体) 지위를 가지고 언어 표현을 연구

하는 의미로 변화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수사학 연구의 대

상과 방향 및 방법 등에서도 발전이 거듭되어, 여러 각도에서 수사학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일치된 체

계적이고 객관적인 수사학 연구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현재 중국 학

계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각각의 수사학 연구 방향이 공존하

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법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수사학 연구에 

적용시키는 연구 추세가 돋보인다.

현재 중국 수사학 연구는 크게 수사학 학문 역 안에서 수사 그 

자체만을 연구하는 것과 다른 학문 역의 연구 방법 등을 도입하여 

수사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전까지의 중국 수사학 연구 발전 

방향을 살펴보며, 현재의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수사학 발전 전망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내용의 기술은 먼저 2장에서는 수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3

장에서는 수사학의 패러다임 진화 과정과 수사학 발전 과정을 분석, 

설명하고, 4장에서는 현재 수사학의 연구 방향 흐름을 논의한 후, 5장

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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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修辭(수사)의 의미

'수사(修辭)'2)라는 말을 고대 문헌에서 살펴보면, 그 쓰임과 뜻이  

현재 사용하는 수사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修)와 사

(辭) 라는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수사(修辭)라는 말로 사용된 예는 《역
경(易經)》에서 처음 발견된다.

“ 。” 。

。 。

。 。 。

。《 · · 》3)

“군자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공자왈: 
군자는 품성을 부단히 증진시켜야 하고,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 
‘충’과 ‘신’으로 품성을 가다듬고, 성실하게 말을 다듬어 학업에 매

진한다. 가장 높은 도의가 무엇인지 알고 실행하면 도리를 논할 

수 있고, 일의 멈출 때를 알고 멈추게 되면 그 속에서 도의가 드

러난다. 따라서 군자가 존귀한 위치에 있어도 교만해서는 안되고,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군자가 강건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함을 유지하면 위기에 처했을 지라도,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饒宗

頤(1996:116)의 해석을 살펴보자. 

 2) 修辭의 본뜻은 修理(治)卜辞로서, 그 당시에 점을 본 시간·원인·결과 등을 獸

骨(수골)이나 龜甲(귀갑)에 새겨서 기록하 는데 이 때 매우 정성을 들여 새

기는 것을 바로 修理(수리)라 하 다. 당시에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

문에 후에 모든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역시 修辭(수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3) 高亨《周易大傳今注》齊魯書社, 1998:45에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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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사(辭)는 외부적인 것에 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의 

사령(辭令)4)이지만 이는 반드시 성(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성(誠)
은 내재적인 것이어서 반드시 내면이 충실하여야 충실한 내용이 

된다. 아름다운 사령(辭令)은 성(誠)위에 세워져야 하고, 수사(修辭)
는 미(美)에 속하며 성(誠)은 진(真)과 선(善)을 포함하고, 진(真)과 

선(善)이 있어야 미(美)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진(真)과 선(善)이 

있고 난 다음에야 성(誠)을 세울 수 있다.

다음으로 肖書文 (2012)에서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 에 대한 해석

을 보면, 수사(修辭)와 입기성(立其誠),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떤 사람

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做老實人，說老實話 (진실한 사람이 되

고 진실하게 말한다)'5)로 해석한 의견에 찬성하며 그 뜻을 자세히 규

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霍四通(2012) 은 수사(修辭)와 입기성(立其誠) 은 서로 병

렬 관계를 이루어 이 둘 사이는 크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그 본

뜻은 '做會說話的好人(말을 적절히 잘하는 좋은 사람이 되다)' 이라고 

해석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수사(修辭)는 그 뜻이 외부를 

향하여 ‘말할 수 있음’ 을 가리키며, 입성(立誠)은 그 뜻이 내부를 향

하여 ‘수양을 갖추어 좋은 사람이 됨’을 가리킨다고 하 다. 이 둘의 

 4) 사령(辭令)은 언사(言辞)를 뜻한다.

 5) 처음 '做老實人，說老實話' 로 해석한 것은 王希傑(1996)에서 확인할 수 있

다. 《 》(1996:1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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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합친 것이 바로 '做會說話的好人(말을 적절히 잘하는 훌륭한 사

람이 되다)' 이다. 위 《역경》의 인용문에서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은 

그 위의 문장인 '忠信，所以進德也' 과 평행 관계를 이루는데 따라서 '

수사(修辭)' 와 '입기성(立其誠)' 을 각각 '충(忠)' 과 '신(信)' 의 관계와 

같은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修辭)' 와 '입기성(立其誠)' 

을 각각의 뜻을 가진 것으로 분리해서 해석하고 있다.

。

          。

          。

평행 구조의 시각에서 본다면 '忠信，所以進德也' 와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이 두 문장은 평행 관계를 갖는데 따라서 충(忠)과 신(信) 

처럼 수사(修辭)와 입기성(立其誠)도 병렬 관계를 이루게 된다. 충(忠)

은 충성(忠誠)을 뜻하고 신(信)은 신의(信义)를 뜻하는데 충(忠)과 신

(信)，이 두 가지가 바로 진덕(進德)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는 뜻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사(修辞)와 입기성(立其誠)은 거가유업(据家有業) 

의 방법이 된다.

그러나 만약 충(忠), 신(信)과 수사(修辞), 입기성(立其誠)을 평행 구

조로 해석할 수 있다면 왜 수사(修辭)와 입기성(立其誠) 대신 문(文)과 

성(誠)을 넣어서 상위 문장과 평행 구조를 이루지 않았을까?

。

。

만약 평행 구조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수사(修辭), 입기성(立其誠) 

대신 이렇게 문(文)과 성(誠)을 넣어 나타내는 것이 더 적합하 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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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하게 평행 관계로 해석하기 

보다는 왜 굳이 수사(修辭), 입기성(立其誠)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사(修辭)'의 본뜻을 '수리복사(修理(治)卜辞)'라고 볼 수 있으며, 따

라서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전체적

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성(誠)의 뜻을 성경(誠敬)으로 풀이하면, 

입기성(立其誠)의 뜻은 성경(誠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세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修辭'는 입기성(立其誠)에 대한 조건이자 방

법의 성격을 띠게 되어, 전체 문장이 '새겨서 기록할 때 정성을 들이

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誠敬之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에서 수사(修辭)는 조건이자 방

법, (입기성)立其誠 은 그 결과이자 목적이 된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修辭立其誠' 의 뜻을 '修理卜辭以樹立誠敬之

心(새겨서 기록하는 그 정성으로 진실한 마음가짐을 세우다)'라고 해

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수사학

언어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교류 도구이다. 어떠한 교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 언어 형식을 다르게 활용하여 그 결과로 크게 다른 교

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교류의 주체가 자신의 역할 위치, 교류 

의도, 교류 환경 및 대상에 맞춰서 적합한 언어 형식을 활용하여 효

과적으로 자신의 교류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를 수사(修辭)라고 한다.6)

 6) Ⅱ장에서 "수사" 의 의미는 역경 안의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 에 근거하

여 추론한 것이며, 여기서의 ‘수사’는 현재 수사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

사’ 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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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7)의 개념은 고대에도 있었으나 체계적인 하나의 학과(學科)

로 수립되지는 못했다. 소학(小學)이나 경학(經學)과 같은 책을 연구하

면서 그 안의 글자를 해석하고 글자의 사용과 뜻을 연구하는 것을 수

사라고 여겼다. 그러던 것이 陳望道(1932)에 이르러 현대 수사학이라

는 독립된 학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90년대 초에 이르는 반

세기 가량의 오랜 기간 동안  陳望道의 수사학 연구는 중국 수사학에

서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현재 陳望道의 《수사학대강(修辭學發

凡)》의 학풍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수사학을 발전시키려

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수사법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 그리고 전

체적 패러다임에서 볼 때, 그의 수사학 연구 패러다임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陳望道의 《修辭學發凡》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수사학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1. 수사학의 패러다임의 변천사

수사학이 무엇이며 그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

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사학 관념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이를 수사학 패러다임의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관념의 변화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변화를 함께 수반한다.

 7) 중국 학계에서 수사(修辭)는 수사학(修辭學)을 가리키기도 한다. 두 가지 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수사와 수사학을 동일시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

사와 수사학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수사가 바로 수사학

이라는 관점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수사학은 하나의 학과(學科) 혹은 학

문이고 수사는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 어떤 수사적 현상(修辭現象)이나 수

사적 활동(修辭活動)을 가리킨다는 관점이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수사학

은 수사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과(學科)의 개념으로써 일종의 수사적 언어 

현상을 지칭하는 수사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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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修飾美化(수식미화)

修飾美化(수식미화)는 미사학(美辭學)의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미

사학이란 문사(文辭)，어사(語辭)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뜻한다. 미사

학의 관점에서는 수사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 《 》 1993) 
수사란 효과적으로 뜻을 표현하고 사상을 교류하기 위하여 현실 

적인 언어 환경에 적응하고 민족 언어의 각종 요소를 이용하여 언

어를 미화하는 것이다.

。

( 《 》 1992)
수사란 심미적 가치를 가진 언어 예술로서, 언어와 미학이 서로 

스며들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 《 》 1957)
수사란 효과적으로 언어를 활용하여 언어에 설복력을 갖게끔 하는 

일종의 예술 혹은 규범의 과학이다.

。( 《 》 1960)
수사란 가장 효과적으로 언어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

하게 하는 일종의 기교를 가리킨다.

이렇게 수사가 언어에 대한 미화(美化)라는 관념은 중국 수천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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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문화 전통 및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채, 여전히 수사

학자들의 잠재의식 중에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 調整選擇(조정과 선택)

① 조정(調整)

수사학을 조정(調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수사학대강(修辭學發凡)》의 내용을 살펴

보겠다.

。

。

。 (1)
(2)

。 。 

(《 )》 2001)
수사란 원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주로 생각과 감정

을 위해 수사는 어사(語辭)를 조정하여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전

달하게 하는 일종의 노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수식이라

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뜻과 감정을 벗어난 수식은 더더욱 아니

다. 수식을 수사로 보는 원인은 (1)문사(文辭)에만 주안점을 두어 

문사에 수식의 여지가 비교적 많다고 보기 때문이며, (2)화려하고  

기교 있는 문사(文辭)에 주안점을 두어 화려한 문사에는 반드시 수

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란) 어사

(語辭)의 수식이라기보다는 어사(語辭)의 조정 또는 적용이라고 하

는 것이 낫다.

 《陳望道어문논집(陳望道语文论集)》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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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 。

。

。

。(《 》 1980)
수사학은 어문(語文)을 활용하는 것을 중시하고 내용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사학은 어떻게 어문(語文)의 각종 소재들을 활

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각종 표현 방법들을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

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게 하는 학문이다. 수
사학이 연구하는 대상을 수사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어

문(語文)의 각종 소재와 각종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드러내

려고 하는 내용을 잘 표현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수사학은 어문(語文)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또한 내용의 

구체적 표현이다. 하나의 내용은 몇 가지 구체적 표현 방법을 가

지는데 수사가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 표현 방법이다. 
수사학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아주 많은데 바로 수사학이 이러

한 항목의 구체적 상황과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수사를 문장 수식의 의미로 볼 때 어떻게 언어 표현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면, 언어 조정의 관점에서 볼 때

는 언어 표현을 아름다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합한 표현을 하

게 하는 것에 있다. 이는 바로 수사가 수식하는 의미에서 벗어난 것

을 뜻하며, 이를 통해 앞선 미사학의 수식 패러다임에서 조정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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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② 선택

선택의 관점에서 수사학을 본다면, 이는 뜻이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 많은 언어 수단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 《 》 《
》 1991)

수사란 바로 언어를 활용할 때, 일정한 목적에 근거하여 심혈을 

기울여 언어 소재를 선택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이다.

( )
( “

”、“ ”)
。( 《 》 1984)

수사는 각종 선택 가능성이 있는 언어 수단 간의 즉, 각각의 단어 

간의, 각종 문형 간의, 각종 텍스트 구조 간의, 각종 风格(style)(혹
은 ‘문체’, ‘어체(yuti)8)’)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뜻하며 가장 적합하

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당면한 특정한 목적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다.

 8) '語體(어체)'를 수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고, 구어체/서면어

체, 격식체/비격식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어체학(語體學)'의 '어체(語體)'는 

'style'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현재 중국 학계에서 어체학(語體學) 연구는 외

국 학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체(語體) 연구자 冯胜
利는 어체(語體)를 어체의 중국어 병음인 'yuti'라고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style'보다는 'yuti'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yuti'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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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사학을 일종의 '선택관' 으로 보는 관점인데, 鄭頤壽《비교

수사(比較修辭)》(1982)에서도 수사를 비교를 통해서 더 적합하고 좋

은 표현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사

란 언어재료의 선택이라는 뜻이며 이러한 관념은 단지 아름다움을 추

구하는 수사 행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辭格(수사법)：수사법의 발견, 묘사를 중심으로.

먼저 수사법을 연구한 문헌들을 살펴보자면, 唐鉞《修辭格》(1923), 

陳望道《修辭學發凡》(1932), 袁暉《比喻》(1982), 鄭遠漢《辭格辨異》(1982), 

濮侃《辭格比較》(1983), 黃民裕《辭格彙編》(1984), 譚永祥：《修辭新格》

(1983/1996), 《修辭精品六十格》(1993), 朱承平《對偶辭格》(2003), 李國南《英
漢修辭格對比研究》(1999)등이 있다. 이들 문헌의 내용은 수사학 연구 

중에서 주로 수사법 연구를 다룬 것으로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이러

한 수사법 묘사 패러다임을 주요 패러다임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 이

런 전문 저서뿐 아니라 수사법 전문 도구서인 唐松波《漢語修辭格大辭

典》(1989), 譚學純、濮侃、沈孟瓔《漢語修辭格大辭典》(2010)등의 전문 

사전과 劉大為《比喻、近喻與自喻：辭格的認知性研究》(2001) 저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劉大為(2001)에서 수사법 패

러다임 안에서 묘사가 아닌 인지의 각도에서 수사법의 본질과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묘사의 수사법과 인지의 수사

법 모두 수사학의 수사법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4) 言语行为(언어행위)

앞서 살펴본 위 3가지 패러다임은 사실상 같은 성질(종류)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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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바로 수사학이 언어의 수사적 기교를 연구한다는 데 기

반을 두고 있다. 즉, 이전의 수사학 연구는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本

體(본체, 실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수사는 

단지 그 존재하는 어떤 本體(본체, 실체)에 대해 언어 수식이나 언어 

조정과 같은 기교로 가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을 보여 왔

다. 언어행위 연구에 이르러서야 수사학 연구의 중점이 그 기교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언어행위와 같은 표현의 실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劉大為(2003)은 언어의 활용 과정에서 볼 때, 전통적 관념에서의 

수사는 단지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대 시각

에서의 수사는 이미 그 본체의 지위를 얻어, 언어 활용의 본체로서 

수사 연구는 바로 언어 교제 중에 성공적인 언어행위를 획득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수사학 연구에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었는데,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사학 자체가 스스로의 本體(본체, 실체)지위를 가지고 

일종의 언어행위로서 언어 표현 그 자체를 연구하게 된 점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

。( 《 》2004)
수사란 언어를 주요 매개로 하는 부호 교제 행위로서, 구체적 언

어 환경에 근거하여 담화 및 기타 텍스트를 의식적, 유목적적으로 

구성하고 이해함으로써 이상적인 교제 효과를 얻게 하는 일종의 

사회 행위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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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언어의 활용 행위 모두 수사적 행위이고, 언어 행위 또한 수사적 

행위이며, 언어 행위는 수사학의 핵심 문제가 되어야 한다.

수사학의 언어행위 패러다임 이전까지의 수사학 연구는 그 본체가 

아닌 수사학적 기교에 맞춰져 있었다. 수사학을 언어 교제의 본체 밖

의 범주에 넣고 그 연구 대상을 언어 표현 그 자체가 아닌 단지 그 

표현 효과를 높이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행위 연구에 이

르러서야 수사학 그 본질을 연구하게 됨으로써 관념상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즉, 패러다임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현재 연구 방향

현재 수사학의 연구 방향을 陳望道의 정신과 수사법 연구 체계를 

계승하여 수사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방향과 

수사학에 다른 학문 역의 이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

색하는 방향,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존의 수사학 연구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 방

향이 현재 수사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4가지 

연구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 4가지 연구 패러다임은 劉大為의 

'수사 구조식(修辭構式)'，胡范鑄의 '신언어행위(新言語行為)', 劉亞猛의 

'수사상징(修辞象征)', 譚學純의 '광의수사학(廣義修辭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9)그 외, 텍스트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에서 수사학을 연구

한 것10), 다른 학문 역 즉, 어법이나 방언 등과 같은 학과에서 도입

 9) 4가지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설명은 제 4장에서 살펴보겠다.

10) 인지의 관점에서 수사학을 연구한 저서로 陳汝東(2001)《認知修辭學》과 張煉

強(2012)《修辭認知理論與實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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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방법들로 수사학을 연구하는 것 등의 다양한 연구 방향들을 

들 수 있다.  

2. 수사학 발전사11)

1) 전통적 연구

수사학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19세기 이전 수사학은 

체계적인 학문이 아니었으며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보기 어려웠다. 

전통적 어문학(語文學) 즉, ‘소학(小學)’에서는 수사학의 학문적 위치

를 인정받지 못했고, 문론(文論), 시품(詩品), 사론(詞論), 작문법(作文

法) 등의 문학비평 쪽에서 수사학의 역을 찾아볼 수 있었다.

2) 현대 수사학의 수립

① 시도, 초기 단계

 20세기 초, 현대 수사학의 시각에서 수사학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

작하여 ‘수사학’이란 이름의 전문 저서 湯振常《修詞學教科書》(1905), 

龍伯純《文字發凡·修辭學》(1905) 등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또한 이 당시 

중국 수사학은 일본 수사학 연구에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일본 島

村瀧太郞의 《新美辭學》(1902)의 관점을 참고하여 써낸 王易의 《修辭學

通詮》(1930)이 그 예이다. 이 저서를 통해 당시 수사학 발전 수준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이는 중국 현대 수사학에서 최초로 수사학적 체

11) “수사학 발전사” 안의 내용 기술에 있어서 中國修辭史(宗廷虎∙陳光磊，

2007), 修辭史與修辭學史闡釋(宗廷虎，2008), 中國現代修辭學的建立：以陳望

道《修辭學發凡》考釋為中心(霍四通，2012)등의 저서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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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갖춘 연구라고 간주되고 있다. 이전에도 현대 수사학의 시각에

서 수사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 다. 따라서 이 시기는 현대 수사학의 상징을 나

타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② 발전, 확립

1919년 五四 운동 전후에 문언문(文言文)과 백화문(白話文) 의 논쟁

이 일어났는데, 이때 학계에서는 계속해서 문언문(文言文)을 쓸 것인

지, 백화문(白話文)을 위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

시하며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30년대 어문(語文)혁신 때

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현대 수사학의 확립과 

발전 과정에서 예전의 문언문(文言文) 중심이 백화문(白話文) 중심으

로 옮겨져 주로 백화문(白話文)에서 수사적 현상을 연구하는 방향으

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저서들을 보면 唐鉞《修辭格》(1923), 

王易《修辭學》(1926)과 《修辭學通詮》(1930), 張弓《中國修辭學》(1926), 陳

介白《修辭學》(1931)과 《新著修辭學》(1936), 汪震《國語修辭學》(1935), 宋文

翰《國語文修辭法》(1935)등 모두 20년대에서 30년대 출판된 저서들로서 

현대수사학의 확립을 나타내는 표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수사학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陳望道《修辭學發凡》(1932)인데, 연구 대상

과 사용 방법 등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사학

을 정리하여 현대 수사학을 확립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③ 재도약, 부흥기

1932년 陳望道《修辭學發凡》이 출판된 이후 1950년까지는 다른 대표

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은 침체기 다. 50년대 이르러 周振甫《通俗修

辭講話》, 張照侯《現代漢語修辭》, 呂景先《修辭學習》, 張劍聲《漢語積極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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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 등의 저서들이 나왔고, 60년대 張弓《現代漢語修辭學》(1962)의 저

서가 보인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향으로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또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 80년대 이후로 다시 많은 저서들이 나

오기 시작했다. 80년대 출판된 저서들로 鄭遠漢《辭格辨析》(1982), 吳士

文《修辭新探》(1987), 《修辭格論析》(1986), 濮侃《辭格比較》(1983), 譚永祥

《修辭新格》(1983，1996)등이 있는데 모두 陈望道《修辭學發凡》에 근거

한 수사법을 연구한 저서들이다. 90년대에 이르러 수사학 연구에서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는데 바로 인문학, 심리학, 미학 등을 수사학에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譚永祥《漢語修辭美學》(1992), 

《修辭精品60格》(1993), 譚學純《接受修辭學》(1992) 등의 저서를 들 수 있

다. 이 시기의 수사학 연구 발전을 정리해 보면, 처음 단계는 50년대

에서 60년대까지, 두 번째 단계는 80년대,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90

년대로 나누어지고, 주로 수사법을 연구한 8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수

사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 다음 90년대에 이르러 수사학 연구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현재 발전 상황

수식조정 —— 수사법 연구  —— 言语行为(언어행위)

(修饰调整)     (辞格研究)       语篇话语(텍스트)

                               语体解释(yuti 해석)

‘수식과 조정’은 바로 陳望道(1932)의 연구 방향이며, 그 후 ‘수사법 

연구’ 는 80년대 수사학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언어행

위, 텍스트 연구, 语体(yuti) 해석과 같은 여러 각도에서 수사학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 연구의 대상이 구절(语句)에 국한되었던 것이 이후에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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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그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다. 语体(yuti)의 각도에서 보면 语体
(yuti)를 통해 언어행위를 설명할 수 있고, 언어행위의 결과물이 바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가 나타내는 것이 언어행

위이며, 언어행위가 나타내는 것에 따라 텍스트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이다. 

Ⅳ. 현대 수사학 연구 동향

1. 수사학의 연구 방법

수사학에 대한 핵심적 개념 수립과 객관적이고 통일된 연구 방법의 

부재는 현재 중국 수사학 연구에 당면한 큰 문제라는 인식이 보편적

으로 깔려있다. 특히 지금까지 수사학 연구 방법은 여러 관점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나 학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수사학 연구 방법에 있어서 언어학적 방면에서 어법(문

법)과 수사학을 동일 선상에 놓고 어법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수사적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 경향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1950년대 이후로 어법 연구가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수사학

계에서 어떻게 그 경험과 교훈을 참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사학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선구자로 

劉大為를 들 수 있는데, 어법구조식(語法構式)의 연구방법에서 착안한 

수사구조식(修辭構式)이라는 개념을 처음 내보 으며, 이는 어법 연구 

학자인 陸儉明, 屈承熹, 沈家煊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陸儉明(2016)

에서 劉大為의 수사구조식(修辭構式) 분석의 연구 성과에 대해 수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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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과 어법구조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 다. 

屈承熹는 어법규칙을 언어 연구의 골격으로 보고, 수사 연구를 골격

에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체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자 

결합이 서로의 역을 보충해 줌으로써 각자의 장점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양자의 결합은 수사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수사동인(修辭動因)과 수사구

조식에 대한 해석을 더욱 치밀하고 견고하게 하여 수사 효과에 대한 

분석을 더 객관적이게 함과 동시에 어법 연구의 발상과 방법을 확장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 다. 沈家煊 는 현재 수사 연구가 어법 

연구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법 연구 역시 수사 연구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중국어가 화용학 혹은 수사학

을 떠나서는 어법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魏友俊 2008, 

27참조). 또한 수사적 현상과 어법적 현상의 관계에 관한 분석이나 수사

적 시각에서 담화표지어와 텍스트 구조를 분석한 연구 성과들이 있다. 

최근 들어 유행어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보이는데 수사적 관점에서 

그 특수성과 가치를 논한 연구들이 많이 주목 받고 있으며, 수사적 

관점을 이용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수법이야말로 전형적인 수사적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이 수사학자와 교사들 간의 공통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수법 연구가 문장 층위

에 국한되어 있는데, 교수법 연구 과정 중 어법적 문제의 제기가 어

법 연구를 촉진시킨 계기가 된 것처럼 앞으로 교수법 연구 중에서 수

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점점 고조됨에 따라 수사학 연구 

또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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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중국 수사학의 연구 방향 

현재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수사학 연구 방법 중에서 

향력 있는 연구 방향 4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외에 다른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1) 劉大為의 수사 연구과 어법 연구 

수사 연구의 여러 방법 중에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되며 가

장 큰 향력을 보이는 것은 언어학 시각에서 수사학을 연구하는 관

점이다. 수사 연구와 어법 연구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부각되

고 있는 것은 劉大為 의 수사학 연구 방법으로서, 수사구조(修辭結構)

와 수사구조식(修辭構式, rhetoric construction)의 개념을 제시하여 많은 

어법 연구 학자들과 수사학 연구 학자들의 반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劉大為(2008, 2009)는 세 편의 논문12)을 통해 수사구조(修辭結構)의 

개념을 논증하 고, 수사구조가 어떻게 텍스트 어법의 기초에서 형성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사 연구와 어법 연구를 하나의 동

일 선상에 있다고 보고 각각 그 양단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론적 

구상을 제기하기도 하 다. 이러한 이론적 구상을 뒷받침하는 연구들

을 보면, 沈家煊(2010)에서 명사가 동사로 쓰이는 일종의 특수한 수사

적 현상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수사와 어법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한

편으로는 양자가 동일 선상에 있는 관계임을 지적하 다. 屈承熹

(2010)에서는 텍스트 어법 안의 구와 단락 간의 연결 관계를 수사학

12) 여기서 세 편의 논문이란 劉大為(2008)<自然語言中的鏈接結構及其修辭動因>, 

劉大為(2008)<製造信息差與無疑而問——修辭性疑問的分析框架之一>, 劉大為
(2009)<修辭性疑問：動因與類型——修辭性疑問的分析框架之二>의 논문을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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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와 결합시켜 설명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또한 張誼生(2008)은 어법적 논제 ‘非常+X’를 어떻게 일종의 수사

구조의 시각에서 연구하 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연구 방법으로 

수사동인(修辭動因)을 제기하며 이러한 연구가 수사 연구에 새로운 

실마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법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左思民(2008)은 일반적인 구법구조(句法結構)의 시각

에서 수사적 기능을 고찰하면서 어법과 수사 연구는 서로 보완 관계

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李軍(2005)은 수사구조라는 개념의 출현이 수

사학 연구를 구체화시켰다고 보면서도 수사구조는 서로 다른 층위에

서 논의되어야 하며 언어 본체 층위에서만이 아니라 담화 활동 층위

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劉大為(2010)에서는 수사구조에서 더 나아가 수사구조식(修辭構式, 

rhetoric construction)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어

법구조식과 수사구조식은 동일 선상에 위치하며, 그 한쪽 끝에는 추

론이 가능한 구조식(어법구조식)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추론되지 

않는 구조식(수사구조식) 있다. 추론되지 않는 의미가 구조식에 고정

되면, 그 구조식은 점차 어법적 성질을 갖추게 되어 결국 수사구조식

이 어법구조식으로 변화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법의 변화

는 수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수사의 귀착점 또한 어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劉大為의 수사구조식 이론 발표 이후, 陳文博(2012), 吳春相(2015), 

黃友(2015), 陸儉明(2016)등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수사구조식의 개

념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陸儉明(2016)은 劉大為의 수사구

조식 이론을 토대로 새로운 어법구조식13)을 제기하기도 하 다.  

13) 劉大為(2010)에서는 어법구조식에서 수사구조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논의

하 고, 陸儉明(2016)에서는 기존의 劉大為의 수사구조식 이론에 착안하여 

다시 새로운 어법구조식의 생성을 다루고 있다. 즉, 劉大為의 ‘어법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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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사구조와 수사구조식의 개념이 어법 학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수사학 연구에서 수사학자들의 수사구조식 관련 논문이 

잇달아 발표되는 추세로 볼 때, 劉大為의 수사학 연구 방법은 생명력

을 가진 향력 있는 수사학 연구의 주류라고 볼 수 있겠다.

2) 胡范鑄의 언어행위(言語行為, speech acts)

수사학을 언어행위의 시각에서 연구한 학자 중에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속해서 새로운 수사학의 언어행위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로 胡范鑄를 들 수 있다. 그는 수사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며 수사학의 근본 임무는 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런데 어법구조의 

구체화로 이루어진 수사구조 연구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학과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적 부분이라고 주장하 다. 

胡范鑄(2004)은 수사는 일종의 행위이며, 수사적 행위는 어떠한 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규칙은 구조성(構成性，constructibility)과 책략성을 가지고 있는데 통

상적으로 말하는 수사법(辭格)은 모두 책략성 규칙에 포함되며 따라

서 일련의 수사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패러다임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언어행위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사학을 화용학과 이론상으로 통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데, 이는 수사학과 화용학 모두 언어 활용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며, 따라서 화용학과 수사학의 결합은 필수적인 

→ 수사구조식’, 陸儉明의 ‘어법구조식 → 수사구조식→ 신어법구조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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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지적한다. 화용학의 핵심개념을 ‘言語行為(언어행위)’라고 제

시하며 ‘언어주체(言語主體)’를 화용학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하여 심

도 깊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언어행위이론이 ‘명령’, ‘청구’ 등과 같은 행위

동사 즉 ‘동사성 유형’에서만 분석되어 온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

고, ‘정치언어행위’, ‘법률언어행위’, ‘교수언어행위’ 등과 같은 ‘명사성 

유형’과 ‘익살언어행위’(유머), ‘허위언어행위’(거짓말) 등의 ‘형용사성 

유형’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신언어행위(新言

語行為) 이론을 제기하 다. (胡范鑄, 2015,8 참조)

3) 譚學純의 광의수사학(廣義修辭學)

譚學純(2014)은 수사학 연구가 언어를 중심으로 한 전제하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각종 학술적 지혜를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사학

이 발언권을 되찾아 와서 스스로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의 수립과 발전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지적하며, 다른 학문 분야의 이론과 연구 방법을 수

사학 연구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문 분야의 성공적인 연구 성과들을 참고한 것이 수

사학이라는 학문 역 수립과 발전에 이바지하 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모방이나 답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譚學純 2008, 46 참조). 이는 학문 분야마다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연구 모델이 여러 학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모방과 중복을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국내외의 

관련 학문 분야의 학술적 지혜를 흡수하여 수사학 발전을 시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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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관련 학문 중에서 특히 철학과 문학 및 언어 층위의 관점에서 

수사학을 연구하는 넓은 의미의 시각에서 수사학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학문 분야와의 협력 뿐 아니라 서양 수사학의 경험을 빌

려와 중국 수사학 연구에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중국 수사학의 부

흥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도 볼 수 있다.

4) 劉亞猛의 서양 수사학 연구14)

중국 수사학과 서양 수사학은 그 배경부터가 다르다. 중국 수사학

의 근원은 어문학(語文學)15)인데 서양 수사학의 근원은 변론술, 웅변

술로부터 나온다. 20세기의 수사학 발전 과정에서도 중국과 서양은 

각기 다른 학술적 전통을 가진다. 서양 수사학 이론은 철학, 정치, 문

화, 사회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 반해, 중국 수사학 이론은 언

어학에 근접하다.

曲衛國(2008)은 외국에서의 수사학 상황을 소개하면서 어법 연구와 

비교했을 때 수사학이 외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1950년대 출판된 ‘어법수사강화(語法修辭

講話)’의 향으로 중국 수사학의 위치가 언어학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에 반해 외국에서 수사학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주로 작문, 연

설, 변론 및 미디어 쪽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수사

14) 劉亞猛(2004)에서 서양의 수사적 사상에 대해 여러 학문 분야, 여러 각도, 

여러 층위, 공시적 및 통시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철학, 언어, 정치, 문화 등

의 역과 수사적 표현 형식 간의 내재적 연계를 분석하 다. 수사가 상징

역량(象征力量)으로써 나타날 때 자신의 ‘신분’ 과 사용 목적이 드러나지 않

아야 그 효력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주장하 다.

15) 어문학(語文學)은 현대 언어학 이전의 전통적인 언어 연구를 가리키는데, 사

실상 언어 연구라기보다는 노자, 논어 등과 같은 경전(經典)을 해석하는 경

학(經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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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외국에서도 비주류화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劉亞猛(2010)은 수사학 연구 시야를 외국으로 돌려서 보면, 서양에

서 수사 연구는 언어학 연구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서양 수사학 연구 학자들이 언어학이 추구하는 것은 과학

적 부분이며 따라서 수사학과 언어학 이 두 학문 간에는 뚜렷한 연결 

고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들고 있다. 수사학과 언어학 모두 언어

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서양에서의 학술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두 학문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서로 학술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관점들은 현재 중국 수사학 연구에서 수사학이 

그 위치를 찾고 올바른 연구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한 의미가 크

다고 주장한다. 즉, 서양 수사학의 연구는 서양 수사학의 연구에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 수사학 비교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서양 수사학과 중국 수사학의 차이점에 착안한 수사학 비

교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사학 학문 분야의 발

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5) 기타 연구 방법

左思民(2008)은 수사학이 두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며, 

언어학의 수사학과 사회 수사학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徐默凡(2008)은 최근 들어 수사학이 두 맥락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그 중 하나는 ‘內部視野的大修辭觀(내부시야로 본 대수사관)’, 

즉 특정한 수사의도가 지배하는 수사구조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수사학이 언어학 안에서 금자탑의 가장 최정상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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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법, 어휘, 음성학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外部視野的大修辭觀(외부시야로 본 대수사관), 즉 언어 

연구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문학, 법률학, 신문 방송학, 역사학 

등의 분야와 상호 협력하여 실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

다고 강조한다. 당면한 연구 환경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그는 먼저 

‘內部視野的大修辭觀(내부시야로 본 대수사관)’이라는 이 길로 나아가

야 하며 이는 각 방면의 연구 역량을 흡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비

교적 용이하게 현대 언어학 특히 어법학과 서로 상호작용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인지의 관점에서 본 인지수사학(認知修辭學), 국가와 기

관 형상 수사학(國家和機構形象修辭學)과 같은 역수사학(領域修辭

學), 방언(方言)의 시각에서 본 교차수사(交叉修辭) 등의 연구 방법들

이 있다.

Ⅴ. 맺음말

이 연구를 통해 첫째, 수사의 의미를 문헌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

펴보았다. 둘째, 수사학의 연구 패러다임의 진화 과정을 통해 과거 수

사학의 보조적인 위치가 주체적 위치로 변화하 음을 밝히며, 수사학

의 발전 과정을 통해 수사학 연구의 변화 흐름을 확인하 다. 셋째,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학 연구 방향을 크게 4가지로 분

류하여 수사학 연구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대 수사학에서 陳望道가 그 기초를 마련한 후로 현재에 이르기까

지 그의 연구 방법이 계속 계승되어 오고 있으나 더 이상의 큰 발전

을 이루지 못했다.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혁신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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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연구 방법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으며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론, 전문 용어, 개념 및 방법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으

로 미루어 볼 때 陳望道의 수사학은 현대 수사학의 기틀을 확립했다

는 점에서 중국 수사학 연구에서 큰 획을 그은 것이 분명하나, 현재

에 이르러 중국의 새로운 수사학 연구 발전에 있어서는 이미 그 향

력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수사학의 통일된 연구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가

운데 여러 관점에서 수사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언

어학 범주 안에서 수사학을 연구하는 것이 중국 내 수사학 연구에서 

큰 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 방법은 다른 여러 학자들에

게 감을 주어 여러 역에서 그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언어

학의 어법 학계에서 어법 연구의 관점으로 수사적 언어 현상을 분석

하고, 수사학에서 어법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수사학 연구에 방향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수사학 

연구 방향과 수사학의 본질, 당면 과제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주제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언어학계에서 

수사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발

표되는 수사학 논문 또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어법 연구 방법을 참

고하여 나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방향이 현재 중국 수사학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중

국 수사학 연구 발전 방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도 수사

학 연구 주류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조

식어법이론(構式語法理論)이 수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사학과 언어학의 교류는 수사학을 더욱 자연스

럽게 현대 언어학으로 융합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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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사학이 현대 언어학에 융합되는 길이 수사학 발전에 가장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학이 현대 언어학과 잘 융합될 수 있을지 그 방

법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수사학 연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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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xiuci" and 

the Trends of Chinese Rhetoric Studies

Lee, Yun-kyong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

This paper aims to discover how the meanings of "xiuci" influence Chinese 

rhetoric studies by checking the usage of "xiuci" in classical works, and to show the 

developing course of Chinese rhetoric from decorating speech to linguistic corp. We 

focus on the new approaches after Mr. Chen Wangdao, who established the modern 

rhetoric, and in which, there are four main paradigms at the present time, relatively 

represented by Liu Dawei, Hu Fanzhu, Tan Xuechun, and Liu Yameng. We try to 

show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keys of contemporary Chinese rhetoric studies In 

addition, we argue that the approach of studying rhetorical phenomena together with 

grammatical methods is the main stream of present rhetoric studies.   

 In this paper, we try to show the change of Chinese thought through prob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rhetoric, while predicting the possible directions and 

future of Chinese rhetoric, to help readers understanding Chinese rhet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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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쉰(魯迅)의 연설“今春的两种感想”의 수사학적 분석

임소라 (한국외대)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루쉰(鲁迅, 1881∼

1936)의 연설 “今春的两种感想”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하여 그가 청중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정신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중을 설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루쉰은 중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이며, 위대한 교육자이자 혁명가, 

사상가이다. 그는 연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펼쳤고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연설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루쉰이 청중과 만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언로(言路)가 되었다. 그는 

중국인이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하고 삶의 주체적 지위를 획득하도

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사상의 근간은 

“사람”에 있으며 “사람 세우기(입인: 立人)”1)라는 휴머니즘이다. 그가 

 1) 루쉰은 1908년 ｢文化偏至论｣을 통해 처음으로 ‘입인 사상’을 제기했다. “생

존하면서 열강과 각축을 벌이려면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立人)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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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사람 세우기”란 중국인 개개인이 자아의 주체가 되어 존엄성

을 획득하는 것으로, 중국인에게 부족한 “성실함”2)을 갖추는 것이며, 

현실을 “정시”3)하는 것이다. 그는 중국인 개개인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국가도 자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예의 나라’4)가 아닌 ‘사람의 

나라’를 건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연설의 목적도 휴머니즘, 곧 “사

람 세우기” 실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今春的两种感想”은 1932년 11월 베이징 辅仁大学에서 연설한, 루

쉰의 유명한 ‘北平五讲’5)의 두 번째 연설이다. 다섯 번의 연설 중에서 

이 연설의 청중은 1200명에 달했고 루쉰이 직접 교정을 마친 연설 원

고로서6)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연설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하다. 사람이 선 이후에야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이 바로 서기위해

서는 반드시 개성을 존중하고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鲁迅全集 1: 58). 본

고에서는 ‘立人’을 “사람 세우기”라고 하며, 이는 유세종(2008: 95)에서 가져

온 것이다. 

 2) 일본 유학시절 루쉰은 그의 벗 쉬서우창(许寿裳)과 자주 세 가지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첫째, 이상적인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둘째, 중국 민족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병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문제는 그들이 자주 논의한 것으로, 두 번째의 중국 민족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성실”과 사랑이라고 생각하였다…”(许寿裳, 1957: 53).

 3) 루쉰은 1925년 ｢论睁了眼看｣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눈을 감지 말고 정시

(正视)해야”(鲁迅全集 1: 251 이하)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4) 루쉰은 1925년 ｢灯下漫笔｣에서 “중국인이 쉽게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것이 

‘노예성’이라 하는 정신에서 비롯된다”(鲁迅全集 1: 225)고 비판한 바 있다.

 5) ‘北平五讲’은 1932년 베이징에서의 다섯 번의 연설로 그의 대표적인 연설이

다. ‘北京大学에서의 연설’(1932년 11월 22일, “방망문학과 방한문학”, 루쉰 

전체 연설 중 59번째 연설), ‘北平辅仁大学에서의 연설’(1932년 11월 22일,  

“올 봄의 두 가지 감상”, 60번째 연설), ‘北平女子文理学院에서의 연설’(1932

년 11월 24일, “혁명문학과 준명문학”, 61번째 연설), ‘北京师范大学에서의 

연설’(1932년 11월 27일, “제3종인을 말하다”, 62번째 연설), ‘北平中国大学에

서의 연설’(1932년 11월 28일, “문예와 무력”, 63번째 연설)이다. 

 6) 루쉰이 직접 교정(수정)한 연설은 20여 편에 못 미친다. 이러한 연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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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거해야 하는 위중한 시기의 중국 청년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연

설로 이를 통해 중국 청년들이 바로 서기를 희망했다. 나아가 그는 

청년들에게 매사에 진지할 것을 강조하며 그들의 사고를 바로 잡고, 

혁명을 위해 끈기 있고 묵묵히 투쟁하도록 격려하였다. 루쉰은 연설 

“今春的两种感想”을 통해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대충 대

충 유희하듯이 하지 말고 매사에 진지하게 임하라”는 것이다. 또 하

나는 “시야를 넓히되, 지나치게 넓히지는 말며 이 양자 간의 사이에 

시선을 두라”는 것이다. 

루쉰에 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문학, 철학, 역사학 등 다방면에서 이

루어졌다. 수사학의 루쉰 연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루

쉰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정 수사법의 사용 연구나, 이론적 

배경이 다소 부족한 언어 풍격과 색채 등을 다루는 경우에 편중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지금까지 루쉰 연설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연설의 배

경이나 연설의 고증을 다루거나 혹은 루쉰의 사상 연구, 언어 예술로 

대표되는 수사법 연구 등에 제한되어 있다.7) 

이에 반해 본고는 서양 수사학에서 체계화된 연설문의 구성 원리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루쉰의 연설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특

히 고전 수사학8)이 고대 웅변술로부터 출발하여 연설 구조의 이론적 

틀을 완성한 학문으로 연설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학 이론적 방법론을 기준으로 루쉰 연설문을 분석하고자 한

연설 원고는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이 원고는 吴昌

曾과 邢新镛이 기록하여 1932년 11월 30일 베이징 世界日报에 처음 발표

되었다. 이후 台静农이 루쉰에게 교정을 받았으며(马疾蹄 1981 : 468), 集外

集拾遗에 연설 원고가 수록되어 있다.

 7) 杨益斌, 2016 : 4 이하 참고.

 8) 본고에서 제시하는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 키케

로(Cicero B.C. 106∼43),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 35∼95) 등을 통해 완성된 

대략 B.C. 400년부터 A.D. 100년 사이의 “고전 수사학(classical rhetoric)”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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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에 비해 진일보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루쉰 연구, 특히 루쉰 연설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수사학적 분석

본고는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연설 체계 중에서 ‘착상(Inventio)’, ‘배열

(Dispositio)’, ‘표현(Elocutio)’을 중심으로 연설문을 분석하고자 한다.9) 

여기서 ‘착상’이란 연설가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상하며 

말터10)에서 논거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배열’은 연설의 구조로서 논거

의 순서를 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이다. ‘표현’은 논거를 청중의 감정을 

자극할 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세 과정에서 중심이 되

는 것은 ‘논거’11)이므로, 논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거의 관점에서 착상 영역에서는 루쉰이 어떠한 상황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지 연설의 수사적 상황을 파악하고 연설에서 논거를 

찾고자 한다. 배열 영역에서는 논거의 배열에 따른 연설문의 구조를 파

악하고, ‘들머리’, ‘얼거리’, ‘밝히기’, ‘마무리’12)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

 9) 수사학 연설 체계는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

(Memoria)’, ‘발표(Actio)’의 과정이지만 해당 연설이 연설 원고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억’과 ‘발표’를 제외한 ‘착상’, ‘배열’, ‘표현’의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암기’와 ‘발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당시 

루쉰 연설의 청중의 증언이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10) ‘말터’는 연설가가 말하기 위해 가야 할 곳으로서 ‘논거’가 숨어있는 곳이다. 

고대의 수사학자(연설가)들은 자신의 논거를 분류하여 저장한 일종의 말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논거를 가져왔다고 한다. 말터에서 해야 할 말의 생각

을 떠올리고, 그 생각이 논거로 나타나는 것이다(Cicero, 2007: 20). 

11) “논거란 신빙성 있는 생각을 담은 말이며 논증에 필요한 타당한 근거”(김종

영, 2015: 108)가 되는 말로써 연설 전 분야의 핵심이자 기초가 될 수 있다.

12) ‘들머리’, ‘얼거리’, ‘밝히기’, ‘마무리’, ‘말터’ 등의 수사학 명칭의 번역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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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구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사학의 구성 요소를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표현 영역에서 이 연설에서는 가장 특징적으로 쓰인 

수사법13)이 ‘풍자’와 ‘은유’이다.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논거를 표현하

고 호소하는 논거로서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착상

청중에게 신뢰를 얻는 단계이고 신뢰는 논거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데 이 영역은 착상 영역이다.14)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 연설

이 이루어졌는지 ‘수사적 상황’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말터’를 통한  

논거와 ‘연설 유형’에 따른 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수사적 상황

수사적 상황(rhetorical situation)은 연설의 출발점이자 연설가가 연설

을 하게 만드는 위기 상황이며, 연설 동기가 되는 모든 상황적 배경이

다.15) 이러한 수사적 상황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연설이 이루어졌는

지 파악할 수 있다. 

루쉰의 “今春的两种感想”은 1932년 상하이 ‘1·28사변’이 배경이 되며, 

그해 11월에 베이징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다. 당시 일본 제국

태종(2007: 20 이하)이 사용한 것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13)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

가 수사법”(송미령, 2009: 23)이며 “수사법은 우리 일상 언어생활과 깊이 연

관되어”(김욱동, 2002: 8)있으며, 또한 “수사는 언어를 조정하여 의미와 감정

의 전달을 적절하게 하는 일종의 노력”(陈望道, 1932(2011): 2)이라고 할 수 

있다(임소라, 2014: 196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수사법을 “표현”의 방법으로

써 설득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였다.

14) Cicero, 2007: 20 참조.

15) 박성철, 200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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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1931년 동베이(만주) ‘9·18사변’을 일으킨 후 다시 1932년 상하

이 ‘1·28사변’을 일으켰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중국과 일본은 15년에 

걸친 긴 전쟁을 하게 되며, 이 연설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위중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연설의 수사적 상황은 루쉰이 

상하이16)에서 경험한 ‘상하이 사변’과 동베이 지역의 베이징 청년들이 

그해 9월에 경험한 ‘동베이 사변’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하이’와 ‘베이

징’을 ‘대구’17)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시작하고 있다.

단락2) [2]요사이 제가 상하이에 있었는데, 상하이는 베이핑18)과 다

르더군요. 상하이에서 느꼈던 걸 베이핑에서 꼭 느낄 것 까지는 

없지만요. …중략… 단락3) [4]작년에 동베이사변에 대한 상황은 제

가 전혀 모르고, 추측건대 상하이사변은 여러분이 분명 잘 모를 

겁니다.…

대구의 표현 방식은 연설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변화도 함께 줄 수 

있다. 루쉰의 연설에서도 ‘상하이’와 ‘베이징’, ‘상하이 사변’과 ‘동베이 

사변’을 대구 강조하여 청중에게 당시의 상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함으

로써 연설의 수사적 상황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어 루쉰은 자신이 겪은 상하이 사변의 상황을 토로하기 시작한다. 

단락4) [6]전쟁 때, 저는 소위 전선에서 중국 청년들이 잡혀가는 것

을 직접 봤습니다. [7]잡혀가서는 돌아오는 걸 못 봤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6) 루쉰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상하이에 거주한다. 

17) ‘대구’는 문장의 구조나 어조, 길이가 같거나 비슷한 문구를 좌우대칭이 되도

록 배치하는 것이다(김희영 ․ 고광식 ․ 김계영 외, 2014: 121).

18) 1949년 9월 27일 중국 수도 결정 후에 수도 이름이 ‘베이핑(北平)’에서 ‘베

이징(北京)’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직접 인용문에서는 수도 결정 이전이므

로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 ‘베이핑(北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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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쉰은 당시 전쟁에서 중국 청년들이 잡혀가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

하게 된 상황,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당시 중국 위기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 그는 청중의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터치함으로써 청중의 감정이입을 돕고 더 적극적으로 연

설에 개입하도록 이끌고 있다.

2) 논거 찾기

논거 찾기는 ‘퀸틸리아누스의 분류법’19)에 따라 먼저 ‘말터’를 통한 논

거를 찾아보기로 한다. 이 분류법에 따라 살펴보면20) ‘민족의 말터’21)와 

‘나이의 말터’22)가 대표적인 말터로서 구성되어 있다.

19) 퀸틸리아누스는 말터를 ‘사람의 말터’와 ‘일의 말터’로 분류하였다. ‘사람의 

말터’는 혈통, 종족, 조국, 성별, 나이, 교육, 신체, 운명, 신분, 본성, 직업, 선

호, 과거 언행, 이름의 말터로 분류된다. ‘일의 말터’는 동기, 장소, 시간, 가

능성, 정의, 유사, 모순, 정합성, 원인, 비교, 허구, 상황의 말터로 분류된다

(양태종, 1996: 86∼93 재인용). 

20) ‘퀸틸리아누스의 분류법’에 따른 연설 “今春的两种感想”의 말터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말터로서 (1)민족(종족, 조국)의 말터, (2)나이의 말터, (3)과거

언행의 말터가 대표적이다. 일의 말터로서 (1)비교의 말터, (2)유사성의 말터

가 대표적이다. 본고에서는 ‘민족의 말터’와 ‘나이의 말터’를 분석하고자 한

다. 그 외 ‘과거언행의 말터’는 국민당 치하의 어용문인으로 변질된 민족주

의 문학가, 정치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과거 언행(행적)으로부터 미

래의 언행도 예측할 수 있다. ‘비교의 말터’는 일본인의 진지함과 중국인의 

진지하지 못한 성향(기질) 비교가 대표적이다. 또 ‘유사성의 말터’는 일(사

안)이 유사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논거로서, 수사 표현의 

‘은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1) ‘민족의 말터’는 그 공동체의 생활 윤리와 관련된다. 본고는 종족의 말터와 

조국의 말터를 한데 묶어 민족의 말터로 구성하였다. 민족(종족, 조국)에 따

라 생활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민족(종족, 조국)에 따라 그 논

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송병우, 2008: 11∼15 참조). 

22) ‘나이의 말터’는 나이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하는 하나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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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민족의 말터’를 살펴보도록 하자.

단락4) [15]사실 이건 전적으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본인

들은 너무 열심인(진지한) 거고, 중국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중국의 일은 종종 간판만 걸면 성공했다는 식이지만 

[17]일본은 그렇지 않죠. [18]그 사람들은 중국처럼 가장하듯 하지 

않아요. [19]일본인들은 (중국인의) 배지나 훈련복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항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는 적수라고 생각합니다. 단락5) 
[21]중국은 정말이지 너무 대충입니다. 뭐든 다 똑같아요. 

그는 ‘민족의 말터’를 이용하여 당시 중국인과 일본인의 기질적인 차

이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인이 진지하며 열심인 것과 중국이 그렇지 못

한 것을 ‘대조’23)하고 있다. 루쉰은 중국인에게 필요한 것이 진지하고 

성실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루쉰이 평생 고민한 것이 바로 중국 민족의 국민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노예와 같은 중국 민중의 낙후된 민족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중국인이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아의 주

체가 되어 존엄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바로 “사람 세우기”가 필요한 것

이다. 당시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위중한 시국에 처해 

있었다. 루쉰은 중국인 개개인이 먼저 자립할 수 있어야 국가도 자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설에서 ‘민족의 말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일본인

은 진지하며 무엇이든 열심이다.” “중국인은 진지하지 못하며 간판만 

걸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인은 일을 할 때 가장하듯 거짓으로 

건으로 보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행동 방식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앞

의 논문, 11쪽 참조).

23) ‘대조’는 상반되는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해 둘 사이의 대비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김희영 ․ 고광식 ․ 김계영 외, 201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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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일을 할 때 대강 한다.” 등이다.

다음으로, ‘나이의 말터’의 구성이다.

이는 나이에 따라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달리 할 수 있는24) 것에 

근거한 말터이다. 본 연설의 청중은 대부분 청년학생으로 나이의 말터 

중에서 ‘청년’의 말터를 구성하고 있다. 

먼저 루쉰은 중국 청년들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 

단락4) [6]…중국 청년들이… [7]잡혀가서는 돌아오는 걸 못 봤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
중국에서 잡혀 간 청년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보통입니다.

단락4) [10]중국 청년들 기억력이 좋지 않은지, 항일십인단(抗日十

人团)같은 경우에 한 단체에 열 명이 있는데, 각 사람들마다 배지

가 있어요. 꼭 항일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

는 거죠. [11]그런데 잡혀가서는 그게 죽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12]또 어떤 학생군인들이 전에는 매일 훈련하다가 오래 못가서 훈

련을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군장을 한 사진 정도 남기고, 훈련복을 

집에 두고는 본인도 잊어버려요.

루쉰은 연설에서 청중인 청년들의 의식이 협소함을 염려하고 있다. 

이 연설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정시할 수 있

는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또 그는 연설에서 여러 차례 ‘기억

력’25)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연설에서도 ‘기억’하지 않으면 

24)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중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 청년, 중년, 노년으로 나누어 

이들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논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Aristoteles, 2005: 184이하 참조).

25) 이 연설을 포함하여 북경여자고등사범학교에서의 연설(1923년 12월 26일), 

홍콩청년회에서의 연설(1927년 2월 19일) 등에서 루쉰은 “기억하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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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찍이 루쉰은 청년이야말로 절망적인 전통의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

방시키고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치 인육을 

먹으면서 중국 민중을 사람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상대를 소탕

하며, 인육을 올리는 상과 주방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에

게 맡겨진 사명이라26)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정신을 고무

시켜 그들의 사고를 바로 잡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격려하고  

있다.  

이 연설에서 ‘나이의 말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전쟁이 일어나

면 청년들은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잡혀간 청년들은 돌아오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이 결국 죽음

에까지 이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연설 유형’에 따른 논거 찾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설은 정치연설에 속한다. 루쉰이 청중인 청년들에게 유익한 것

을 제시하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설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

고 있다. 하나는 대충 대충 하지 말고 매사에 진지하게 임하라는 것이

다. 또 하나는 시야를 넓히되, 지나치게 넓히지는 말며 이 양자 간의 

둘레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결국 사회 속의 현실 문제에 주의를 기울

어야 한다.

그는 베이징 辅仁大学에 모인 청중에게 진지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

과 시야를 “현실”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청중이 미래 

일을 위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권유하는 것이다. 이 연설의 논

거도 권고하는 논거로서 ‘부추김 논거’와 만류하는 논거로서 ‘말림 논

하고 있다.

26) 鲁迅全集 1: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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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김 논거 말림 논거

성실성 일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기 일을 유희하듯이 대충 하기

현실성

시야를 현실에 두기

(너무 넓히는 것과 너무 좁히는 것

의 둘레에 두기)

시야를 너무 좁게 하거나 너무 넓

히기

- 현실적인 상하이(중국) 구하기 - 현실에서 멀리 있는 달 구하기

-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 두

기

- (현실과 상관없이) 신변이나 우

주철학, 영혼불멸에 관심을 두기

거’27)로 분류된다. 매사에 진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실성”과 시야

를 현실에 두는 “현실성”을 중심으로 각각 부추김 논거와 말림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표1〉과 같다.

〈표1〉부추김 논거와 말림 논거

연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루쉰의 부추김 논거와 말림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성실성”의 부추김 논거로서 ‘일을 진지하고 성

실하게 하기’, 말림 논거로서 ‘일을 유희하듯이 대충 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성”의 부추김 논거로서 ‘시야를 현실에 두기’, 말림 논거로

서 ‘시야를 너무 좁게 하거나 너무 넓히기’이다. “현실성”의 실행 가능

성 논거로서 ‘현실적인 상하이(중국) 구하기’,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 두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말림 논거로서 ‘현실에서 멀리 있는 달 

구하기’, ‘(현실과 상관없이)신변이나 우주철학, 영혼불멸에 관심을 두

기’를 제시하고 있다.

27) ‘부추김 논거’와 ‘말림 논거’의 명칭은 이범수 ․ 김민영(2006: 196∼195)이 사

용한 것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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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열

배열은 구상한 논거를 구조에 맞게 배열하는 것으로, ‘들머리’, ‘얼거

리’, ‘밝히기’, ‘마무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들머리’와 ‘마무리’는 감정

을 자극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얼거리’와 ‘밝히기’는 신

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 획득은 논증의 논리성을 통해 증명 

된다.28) 이 연설은 1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설의 구조는 다

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구조 내용

들머리

단락1 인사말

단락2 상하이와 베이징의 느낌 

단락3 상하이 사변 후 느낀 점 제시

얼거리 단락4 중국인의 민족성 제시

밝히기

단락5
일을 진지(성실)하게 해야 한다.(주장①), 
주장①의 논거

단락6 시야를 현실에 두어야 한다.(주장②)

단락7 주장②의 논거

단락8 주장②의 논거

단락9 주장②의 논거

단락10 주장②의 논거

마무리
단락11 주장②의 논거

단락12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한다.(주장③)

〈표2〉연설의 구조

28) Cicero, 200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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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머리

이 연설에서 들머리는 단락1)부터 단락3)까지이다. 연설의 들머리는 

일반적으로 청중에게 ‘호감 사기’, ‘이해 돕기’, ‘관심 끌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호감 사기’는 ‘연설가 자신으로부터’, ‘청중으로부터’, ‘사안으로

부터’ 호감을 살 수 있다. 또 ‘이해 돕기’는 ‘사안을 개괄할 때’이다. 

‘관심 끌기’는 청중에게 ‘중요한 일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일을 제안할 

때’이다.29)

단락1) [1]저는 지난주에 베이핑에 왔습니다. 도리상 청년 여러분에

게 줄 선물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분주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또 뭘 딱히 가져올 것도 없었습니다. 단락2) [2]요사이 제가 상하이

에 있었는데, 상하이는 베이핑과 다르더군요. 상하이에서 느꼈던 

걸 베이핑에서 꼭 느낄 것까지는 없지만요. [3]오늘은 또 뭘 준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단락3) [4]작년에 동베

이 사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추측건대 상하

이 사변은 여러분이 분명 잘 모를 겁니다. [5]아마 상하이에 같이 

있었어도 서로 알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더

라도 거기서는 마작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작을 하고, 춤추는 

사람들은 계속 춤추고 있었겠지요.

단락1) [1]에서 “저는 지난주에 베이핑에 왔습니다.”라고 자신의 상황

을 알리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고 있다. 청중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

는 것은 연설가가 자신으로부터 청중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어야 했는데…”라고 하는 

것도 연설가가 자신으로부터 청중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시도로 보인

다. 여기에서 ‘선물’의 의미는 연설의 ‘이야깃거리’, ‘화제’를 나타내는 

29) 앞의 책: 44∼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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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볼 수 있고 ‘연설의 특별한 이야깃거리를 준비하지 못하였다’

거나 ‘연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라는 겸양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상하이 느낌’과 ‘베이징 느낌’, ‘상하이 사변’과 ‘동베이 사변’의 

연설의 사안에 해당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연설가가 사안으로부터 

호감 사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락1) [4]에서 “작년에 동베이 사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제

가 전혀 모르고, 추측건대 상하이 사변은 여러분이 분명 잘 모를 겁니

다.”라고 사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 돕기’는 사안의 본

질을 요약하거나 사안을 개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상황의 제시어를 

제시하는 것 외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 논거가 없으므로 충분하지 않다. 

‘관심 끌기’도 청중에게 중요한 일이나 필요한 일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설에서 연설가의 ‘호감 사기’는 ‘연설가 자신으로부터 

호감사기’와 ‘사안으로부터 호감 사기’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해 

돕기’나 ‘관심 끌기’보다는 청중에게 ‘호감 사기’를 중심으로 얼거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논거를 ‘매력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 들머리에서도 ‘감정 

첨언’이 수행될 수 있다. ‘나’와 ‘청년’, ‘상하이’와 ‘베이징’과 “마작 하

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작을 하고, 춤추는 사람들은 여전히 춤을 춘다.”

(단락1) [5])처럼 ‘대구’의 방식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

은 들머리에서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으며 연설의 다음 부분 

얼거리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2) 얼거리

얼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12개 단락 중 단락4) 이다.

얼거리는 사안의 사실이 미리 보고 되며 신뢰를 얻는 자리이다. 얼거

리의 원칙은 ‘명확성’, ‘간결성’, ‘신빙성’을 들 수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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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4) [6]전쟁 때, 저는 소위 전선에서 중국 청년들이 잡혀가는 것

을 직접 봤습니다. …중략…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되었죠. 중국에

서 잡혀 간 청년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보통입니다. [8]동
베이사변이 발생했을 때 상하이에 항일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단
체마다 배지가 있었어요. [9]그런데 만약에 이 배지가 일본군 눈에 

띄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10]그런데 중국 청년들 기억력이 

좋지 않은지, 항일십인단 같은 경우에 한 단체에 열 명이 있는데, 
각 사람들마다 배지가 있어요. 꼭 항일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11]그런데 잡혀가서는 그것이 죽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중략… [13]그런데 일본군이 조사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라도 하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중략… [15]사
실 이건 전적으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은 너무 진

지한 거고, 중국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중국의 일

은 종종 간판만 걸면 성공했다는 식이지만 [17]일본은 그렇지 않죠. 
[18]그 사람들은 중국처럼 가장하듯 하지 않아요.…

얼거리에 해당되는 단락4)에서 ‘상하이 사변’이나 ‘동베이 사변’, ‘항

일십인단’31) 등의 구체적 사건이나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실이 보

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빙성’의 원칙이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전

쟁 때, 저는 소위 전선에서 중국 청년들이 잡혀가는 것을 직접 봤습니

다.”(단락4) [6])라고 루쉰이 직접 목도한 경험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설

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 연설의 얼거리에서는 ‘명확성’과 ‘간결

성’보다는, ‘신빙성’의 원칙을 부각하여 청중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30) 앞의 책: 47∼49 참조.

31) ‘항일십인단’은 9·18사변 이후 항일구국활동을 위해 각 지역 학생들로 조직

된 학생 의용군이다(马疾蹄, 1981: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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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밝히기

밝히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12개의 단락 중에서 단락5)에서 단락10)까

지이다. 밝히기는 연설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이 들어간 부분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여 청중에게 신뢰를 얻는 부분이다32). 밝히기에

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연설의 논증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설의 밝히기 부분은 “예증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증법은 귀

납의 대표적인 형태로 설득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실례들을 찾아내

는 기술이다.33) 예증법을 사용하면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복잡한 설명보다 적절한 예를 제시할 때 더 강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연설은 예증법이 효과적이다.34) 이 연설의 청

중은 미래의 사안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청중이기 때문에 유사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례를 통한 예증의 방법을 제시하면 미래의 사안

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32) Cicero역, 2007: 49∼67 참조.

33) 논증은 ‘귀납’과 ‘연역’이 있다. ‘귀납’은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추론

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려는 것과 비슷한 그럴 듯한 예를 찾아내는 것으로 예

증법이 포함된다. 수사학에서는 이를 수사적 귀납법이라고 한다. ‘연역’은 일

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개연성에 입각해 추론하여 

논증하는 삼단논법이 포함된다. 수사학에서는 삼단논법의 하위유형인 생략삼

단논법을 수사적 삼단논법이라고 한다(Cicero, 2013: 183, 박성창, 2009: 59∼

65 참조). 예증법의 방법으로는 앞서 일어난 사실들을 사례로 인용하는 것, 

우의나 우화처럼 예증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Aristoteles, 2015: 207∼

211 참조). 

34) 정치연설은 닥칠 일의 성사 여부를 따지므로 유사한 일이 과거에도 있다면 

이에 빗대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예증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법정

연설은 지난 일의 사실 여부를 따지므로 확실한 것을 전제로 삼아 불확실한 

것을 추론해 내는 논증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식장연설의 청중은 지금 

일을 즐기는 청중이므로 즐거움이 부풀려질 때 효과가 더욱 커지므로 과장

법을 쓰면 효과적이다(양태종, 199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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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증법1

주 장: 중국인은 너무 대충 대충이다(진지하지 못하다).(단락5) [21])

논거1: 민족주의 문학(가)도 소란을 떨다가 금세 사라져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었다.(단락5) [22])

논거2: 중국 정치가들의 토론 주제도 지속적이지 않고 오늘, 내일, 모

레가 다르다.(단락5) [24])

나. 예증법2

주장1: 시야를 너무 가까운 것과 너무 먼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양자 간의 둘레(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단락8) [38])

논거1: 샤오마이와 만두를 먹으러 간 사람은 지저분한 접시나 반대로 

그 외의 것(예를 들어, 더러운 식당)에 집중하지 말고 샤오마

이와 만두에만 집중해야 한다.(단락8) [39])

주장2: 중국인은 시야를 너무 가깝게 하거나 반대로 너무 멀리 한다.

(단락6) [33])

논거1: 가깝게는 신변을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우주철학, 영혼불멸에

까지 이야기한다.(그러나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다).(단락9) [41])

논거2: (소설을 쓸 때에도) 신변소설을 쓰거나 반대로 멀리 파리나 

런던, 달나라, 하늘 끝에 대해서만 쓴다.(그러나 중국 사회문

제나 압박, 피압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단락10))

첫 번째 논증(예증법1)은 주장과 유사한 사례 논거1과 2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 번째 논증(예증법2)은 주장1에 유사한 사례 

논거1을 제시한 후 이어서 주장2에 유사한 사례 논거1, 2를 제시하여 

주장2를 뒷받침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은 밝히기의 핵심 논거가 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대충 대충 유희하듯이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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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에 진지(성실)하게 임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야를 넓히되, 지

나치게 넓히지는 말며 이 양자 간의 사이에 두라는 것이다. 

밝히기에서 루쉰은 예증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으

며 이 연설의 밝히기 부분은 매우 논리(논증)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마무리

마무리는 연설 구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감정 첨언’과 ‘요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35) 이 연설에서 마무리는 단락11), 단락12)가 해당된다.

단락11) [49]…중략… 마작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작하고 춤추는 사

람은 여전히 춤을 춥니다. …중략… [52]그렇지만 대강만을 기억해

도 될 것입니다. [53]예를 들어, “더 진지 하라”, “안목을 넓히지 않

으면 안 되지만, 너무 넓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략… 

[56]예를 들면 먹는 것도요, 독성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

을 우리 다 알고 있고 이미 일반적이지만, [57]그것은 분명 이전에 

적잖은 사람들이 먹고 죽었기에 알게 된 것이죠. [58]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게를 먹었던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용

기 있는 자가 아니면 누가 감히 게를 먹었겠습니까? [59]게를 누군

가가 먹었다면, 거미도 분명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맛이 없으니

까 후대 사람들은 먹지 않게 된 것이겠죠. [60]이런 사람들한테 우

리는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단락12) [61]저는 사람들이 주변 문

제나 지구 밖의 문제에만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의 실제

적인 문제에 좀 더 신경 써야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단락11) [53]과 단락12) [61]의 핵심 논거를 통해 연

설을 요약하고 있다.

35) Cicero, 200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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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11) [53]예를 들어, “더 진지 하라”, “안목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무 넓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락12) [61]저는 사람들이 주변 문제나 지구 밖의 문제에만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좀 더 신경 써야 바

람직합니다.

“더 진지하라”, “안목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무 넓히는 것도 

안 되며 이들 양자 간의 사이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실제

적인 문제에 더 신경 써라”는 이 연설에서 루쉰이 청년들에게 강력하

게 주장하고 호소하는 핵심 논거이다.  

그리고 ‘감정 첨언’은 매력적인 표현을 통해 단락11) [53]이하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의 표현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표현

선택한 논거를 청중의 감정에 자극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은 

표현 영역이다.

‘은유’와 ‘풍자’가 이 연설의 표현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1) 은유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의 징표라고 했던 “은유”는 서로 다른 사물들

의 유사성을 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루쉰도 연설에서 은유 표

현을 활용하고 있다.

단락11) [55]많은 역사적 교훈들은 모두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얻

게 된 것입니다. [56]예를 들면 먹는 것도요, 독성이 있는 것은 먹

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고 이미 일반적이지만, [57]그



126 • 수사학 제 25집 

것은 분명 이전에 적잖은 사람들이 먹고 죽었기에 알게 된 것이죠. 
[58]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게를 먹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해요. 보통 용기 있는 자가 아니면 누가 감히 게를 먹었겠습니까? 
[59]게를 누군가가 먹었다면, 거미도 분명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맛이 없으니까 후대 사람들은 먹지 않게 된 것이겠죠. [60]이런 사

람들한테 우리는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루쉰은 ‘용기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게를 먹은 사람(第一次吃螃蟹

的人)”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독성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없지만, 시도조

차 하지 않고서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도리가 없다. 루쉰은 독성

이 있는지 모르지만 먹는 시도를 하는 행위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

고 있는데 이러한 용기 있는 시도가 후대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

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게를 먹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혁명인’으로

도 볼 수 있다. “처음으로 게를 먹어 보는” 시도는 ‘혁명을 하는’ 것과  

“유사성”이 있다. 여기에서 “유사성”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타성에 

젖어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단락8) [38]우리는 항상 시야를 너무 가까이 자신에게 두거나 너무 

멀리 북극 혹은 하늘 밖에 까지 두는데, 이 양자 간의 둘레(사이)
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음식물을 예를 들어 보죠. 요즘은 식

당이 비교적 깨끗해졌지요. 이건 외국의 영향을 받은 까닭인데, 이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39]예를 들어, 어느 집 샤오마이와 만두

가 일품이라고 합시다, 그 집 샤오마이와 만두는 확실히 일품이고 

매우 맛있겠지요. 그러나 접시가 매우 지저분해서, 먹으러 간 사람

은 접시를 봐서는 안 되고, 단지 먹고 있는 샤오마이와 만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음식 이외의 것들에 집중에게 되

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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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담긴 ‘샤오마이와 만두’는 청년들이 직시해야 하는 ‘본질’을 

나타낸다. 만일 우리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음식을 담은 접

시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식당이 더러우면 음식을 먹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으러 간 사람이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면 손해일 것이

다. 샤오마이와 만두를 먹으러 간 사람은 지저분한 접시나 반대로 멀리  

더러운 식당보다 샤오마이와 만두, 곧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2) 풍자

“풍자”도 이 연설 표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단락7) [34]제가 그때 일본 병사들이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갔는데,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35]나중에 (전쟁이 

시작된 이유를 몰랐는데) 물어보고서야 알게 된 것은 중국이 폭죽

을 터뜨려서 라고 하더군요. [36]그날이 월식이라서 다들 달을 구

하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렸던 것이죠. [37]그런데 일본인들 생각에

는 이런 시기에 중국인들은 분명히 중국을 구하고, 상하이를 구하

기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지, 중국인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달을 

구하러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루쉰은 “중국인은 상하이와 중국을 구해야 하는데 멀리 있

는 달을 구한다.”라고 풍자하고 있다. 현실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중국인들은 오히려 현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 반대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진지하게 보는 일본인이 이를 전쟁의 신호탄으로 여겼을 것이

라는 부분에서 루쉰의 씁쓸한 유머가 느껴지기도 한 대목이다.

루쉰은 이러한 중국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풍자’의 수사법을 써서 

모순적이며 불합리함이 만연한 당시 중국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이러

한 풍자의 표현은 청중에게 각성과 교화의 효과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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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루쉰 연설 “今春的

两种感想”을 분석하는 것이다. 루쉰은 이 연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대충 대충 

유희하듯이 하지 말고 매사에 진지하게 임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시

야를 넓히되, 지나치게 넓히지는 말며 이 양자 간의 사이에 시선을 

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회 속의 현실 문제에 주의를 기울어

야”한다고 루쉰은 주장하고 있다.

수사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 

사변과 동베이 사변을 기점으로 중국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연설이 시작된다. 수사학의 연설 체제 중에서 착상 영역에서는 ‘말터’

를 통한 논거와 ‘연설 유형’에 따른 논거를 찾아보았다. ‘말터’를 통한 

논거에서 루쉰은 ‘민족의 말터’를 통해 중국인의 국민성에 대해 제기

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의 기질(성향) 비교를 통해서 “진

지하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또 ‘나이의 말터’는 청중의 ‘청년의 말터’

로서 구성하고 있었다. ‘연설 유형’에 따른 논거로서 권유하는 논거와 

만류하는 논거를 구성하여 정치 연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배열 영역에서 들머리 부분의 특징으로 루쉰은 청중에게 ‘이해 

돕기’와 ‘관심 끌기’보다는 청중에게 ‘호감사기’를 부각하고 있었다. 얼

거리 부분의 특징은 ‘명확성’과 ‘간결성’보다 ‘신빙성’의 원칙이 부각되

어 연설에 신뢰감을 더하고 있었다. 밝히기 부분의 특징은 청중에게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증법”을 사용하여 연설을 논리적

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마무리 부분의 특징은 핵심 논거가 요약되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그리고 표현 영역에서는 수사법을 중심으로 

루쉰의 연설 언어를 살펴보았는데 “은유”와 “풍자”가 대표적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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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설은 청중인 중국 청년들에게 자아의 주체가 되고 존엄성을 획

득하는 “사람 세우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루쉰의 설득력

이 돋보인다. 그리고 청년들을 주체적 인격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인 

“호의”가 돋보이는 연설이다. 루쉰이 당시 위중한 사회 속에서 청중들

이 느꼈을 불안, 두려움, 분노, 수치심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사람을 세

우려고 하는 동기 부여가 뛰어난 연설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청년들

에게 “성실성”과 “현실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부추김 논거와 말림 논

거를 통해서 제시하고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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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torical Analysis of the speech "My Two Thoughts This Spring" 

spoken by Lu Xun (魯迅)

Lim, So Ra (HUFS)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eech of Lu Xun (魯迅, 1881∼

1936) based on the methodology of rhetoric.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method 

of persuasion he employes in conveying his spirit to his audience. 

By his speech, Lu Xun expressed his mind to the youth of his era, bringing a 

great impact to those who heard him. According to him, the recovery of the 

independence and vivacity of Chinese society was most urgent. The root of his 

thought was about humanity and planting seeds of humanity in the spirit of the 

mass population. More precisely, it was about the Chinese population being released 

from their spiritual slavery, regaining independence, egoism, dignity, and moreover, 

the honesty and the bravery to embrace reality which the Chinese population of that 

era generally lacks. Consequently, his speech was an extension and exhibition of his 

thought --- humanity and cultivating humanity in the mind of people.

This article studies the speech of Lu Xun given at Fu Ren university in 

November 1932. The title of this speech was "My Two Thoughts This Spring". Lu 

Xun pointed out two main ideas in his speech. First, do not live lives with a 

playful attitude, but rather do everything seriously. Second, expand one's vision, but 

don't take it too far. We ought to focus on reality and the immediate problems of 

the society. 

This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peech of Lu Xun based on 

rhetoric. We will look at the process of ideation, juxtaposition, representation, under 

the framework of rhetoric. In ideation, we study the topos of Lu Xun by his 

argument. In juxtaposition, we study the principle of secrecy in the preparation 

which led to his main speech. His main speech is logical as plenty of examples are 

used by the speaker. At the end of the speech, the speaker summarizes the core 

arguments of his speech. In the process of representation, the most representative 

rhetoric used by the speaker are metaphor and sa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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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연설 전문)

올 봄의 두 가지 감상

단락1 [1]저는 지난주에 베이핑에 왔습니다. 도리상 청년 여러분에게 줄 선물

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분주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또 뭘 딱히 가져올 것도 

없었습니다.

단락2 [2]요사이 제가 상하이에 있었는데, 상하이는 베이핑과 다르더군요. 상

하이에서 느꼈던 걸 베이핑에서 꼭 느낄 것 까지는 없지만요. [3]오늘은 또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합시다.

단락3 [4]작년에 동베이사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추측건

대 상하이사변은 여러분이 분명 잘 모를 겁니다. [5]아마 상하이에 같이 있었어

도 서로 알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더라도 거기서는 마작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작을 하고, 춤추는 사람들은 계속 춤추고 있었겠지요.

단락4 [6]전쟁 때, 저는 소위 전선에서 중국 청년들이 잡혀가는 것을 직접 봤

습니다. [7]잡혀가서는 돌아오는 걸 못 봤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되었죠. 중국에서 잡혀 간 

청년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보통입니다. [8]동베이 사변이 발생했을 때 

상하이에 항일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단체마다 배지가 있었어요. [9]그런데 만약

에 이 배지가 일본군 눈에 띄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10]그런데 중국 청년

들 기억력이 좋지 않은지, 항일십인단(抗日十人团)같은 경우에 한 단체에 열 명

이 있는데, 각 사람들마다 배지가 있어요. 꼭 항일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주

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11]그런데 잡혀가서는 그게 죽음의 이유가 되는 겁니

다. [12]또 어떤 학생군인들이 전에는 매일 훈련하다가 오래 못가서 훈련을 그만

두게 되었더라도 군장을 한 사진 정도만 남기고, 훈련복을 집에 두고는 본인도 

잊어버려요. [13]그런데 일본군이 조사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라도 하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14]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죽는 것에 대해 다들 매우 분개

하며 일본인들이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15]사실 이건 전적으로 기질

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은 너무 열심인(진지한) 거고, 중국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중국의 일은 종종 간판만 걸면 성공했다는 식이지만 

[17]일본은 그렇지 않죠. [18]그 사람들은 중국처럼 가장하듯 하지 않아요. [19]일

본인들은 (중국인의)배지나 훈련복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항일을 대단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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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적수라고 생각합니다. [20]이렇게 너무 진지하지 않은 것과 진지한 것이 만

나면 재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단락5 [21]중국은 정말이지 너무 대충입니다. 뭐든 다 똑같아요. [22]문학적으

로 보면 늘 새로운 주의가 있죠. 예전에 민족주의라는 문학도 소란을 그렇게 떨

더니, 일본군이 오자마자 곧 사라졌습니다. [23]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된 것이겠죠. [24]중국 정치가들도 오늘은 재정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내

일은 사진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모레는 또 교통을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에는 갑자기 염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25]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요. 

[26]옛날에 유럽에 미래파 예술이란 것이 있었어요. [27]미래파 예술은 난해한 

것들이었지만 [28]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는 사람이 지식이 얕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게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29]글도 원래 두 가지가 있는

데, 한 가지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30]만약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식의 부족함을 탓하게 되는데, 그러

면 당하는 거예요. [31]당신이 이해하고 못하고는 미래파 문학 같은 겁니다. 비

록 이해하지 못해도 작가는 도리어 필사적으로 열심히 거기에서 이야기 하는 거

죠. [32]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락6 [33]또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의 안목은 넓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

무 넓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락7 [34]제가 그때 일본 병사들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

갔는데,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35]나중에 (전쟁이 시작된 이유를 몰랐

는데) 물어보고서야 알게 된 것은 중국이 폭죽을 터뜨려서 라고 하더군요. [36]

그날이 월식이라서 다들 달을 구하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렸던 것이죠. [37]그런

데 일본인들 생각에는 이런 시기에 중국인들은 분명히 중국을 구하고, 상하이를 

구하기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지, 중국인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달을 구하러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단락8 [38]우리는 항상 시야를 너무 가까이 자신에게 두거나 너무 멀리 북극 

혹은 하늘 밖에 까지 두는데, 이 양자 간의 둘레(사이)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

다. 음식물을 예를 들어 보죠. 요즘은 식당이 비교적 깨끗해졌지요. 이건 외국의 

영향을 받은 까닭인데,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39]예를 들어, 어느 집 샤오

마이와 만두가 일품이라고 합시다, 그 집 샤오마이와 만두는 확실히 일품이고 

매우 맛있겠지요. 그러나 접시가 매우 지저분해서, 먹으러 간 사람은 접시를 봐

서는 안 되고, 단지 먹고 있는 샤오마이와 만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만약에 당

신이 음식 이외의 것들에 집중에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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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9 [40]중국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이러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가 없어요. 

[41]예를 들어 만일에 당신이 가깝게는 개인주의(신변)나 멀리는 우주철학, 영혼

불멸에 까지 이야기 한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42]다만 사회문제에 대해 이

야기하고자 하면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43]베이핑은 어쩌면 괜찮겠지만, 상하

이에서 사회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생길게 뻔합니다. 이게 신통한 약이라 

종종 많은 청년들이 잡혀가서 아무 소식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단락10 [44]문학 분야도 이와 같습니다. [45]만약 신변소설을 쓴다고 하면, 고

통, 가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은 정상적이라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46]만약에 중국 사회문제를 희화화하거나 압박이나 

피압박을 언급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47]그렇지만 좀 멀리 파리나 런던, 더 

멀리는 달나라, 하늘 끝을 이야기 한다면 또 위험이 없게 되죠. [48]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러시아는 언급하지 않는 선에서요.

단락11 [49]상하이 사변이 또 일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잊은 것 

같습니다. 마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작하고 춤추는 사람은 여전히 춤을 춥니다. 

[50]잊어야 하는 것은 잊은 게 좋겠지만, 전부 다 기억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떠

나지 않겠지요. [51]만약에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 다른 일을 기억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52]그렇지만 대강만을 기억해도 될 것입니다. [53]예를 들어, “더 진지

하라”, “안목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무 넓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

다. [54]이 두 가지는 늘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된 후입니다. [55]많은 역사적 교훈들은 모두 엄청난 희생을 통

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56]예를 들면 먹는 것도요, 독성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고 이미 일반적이지만, [57]그것은  분명 이전에 적

잖은 사람들이 먹고 죽었기에 알게 된 것이죠. [58]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게를 

먹었던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용기 있는 자가 아니면 누가 감

히 게를 먹었겠습니까? [59]게를 누군가가 먹었다면, 거미도 분명 누군가가 먹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맛이 없으니까 후대 사람들은 먹지 않게 된 것이겠죠. [60]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단락12) [61]저는 사람들이 주변 문제나 지구 밖의 문제에만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좀 더 신경 써야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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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春的两种感想

단락1 [1]我是上星期到北平的,论理应当带点礼物送给青年诸位,不过因为奔忙匆匆
未顾得及,同时也没有什么可带的｡ 

단락2 [2]我近来是在上海,上海与北平不同,在上海所感到的,在北平未必感到｡ [3]

今天又没豫备什么,就随便谈谈吧｡ 
단락3 [4]昨年东北事变详情我一点不知道,想来上海事变诸位一定也不甚了然｡ [5]

想来就是同在上海也是彼此不知,这里死命的逃死,那里则打牌的仍旧打牌,跳舞的仍旧
跳舞｡ 

단락4 [6]打起来的时候,我是正在所谓火线里面,亲遇见捉去许多中国青年｡ [7]捉

去了就不见回来,是生是死也没人知道,也没人打听,这种情形是由来已久了,在中国被捉

去的青年素来是不知下落的｡ [8]东北事起,上海有许多抗日团体,有一种团体就有一种
徽章｡ [9]这种徽章,如被日军发现死是很难免的｡ [10]然而中国青年的记性确是不好,

如抗日十人团,一团十人,每人有一个徽章,可是并不一定抗日,不过把它放在袋里｡ [11]

但被捉去后这就是死的证据｡ [12]还有学生军们,以前是天天练操,不久就无形中不练
了,只有军装的照片存在,并且把操衣放在家中,自己也忘却了｡ [13]然而一被日军查出

时是又必定要送命的｡ [14]像这一般青年被杀,大家大为不平,以为日人太残酷｡ [15]其

实这完全是因为脾气不同的缘故,日人太认真,而中国人却太不认真｡ [16]中国的事情

往往是招牌一挂就算成功了｡ [17]日本则不然｡ [18]他们不像中国这样只是作戏似的｡  
[19]日本人一看见有徽章,有操衣的,便以为他们一定是真在抗日的人,当然要认为是劲
敌｡ [20]这样不认真的同认真的碰在一起,倒霉是必然的｡ 

단락5 [21]中国实在是太不认真,什么全是一样｡ [22]文学上所见的常有新主义,以

前有所谓民族主义的文学也者,闹得很热闹, 可是自从日本兵一来,马上就不见了｡ [23]

我想大概是变成为艺术而艺术了吧｡ [24]中国的政客,也是今天谈财政,明日谈照像,后

天又谈交通,最后又忽然念起佛来了｡ [25]外国不然｡ [26]以前欧洲有所谓未来派艺术｡ 
[27]未来派的艺术是看不懂的东西｡ [28]但看:不懂也并非一定是看者知识太浅,实在是

它根本上就看不懂｡ [29]文章本来有两种:一种是看得懂的,一种是看不懂的｡ [30]假若

你看不懂就自恨浅薄,那就是上当了｡ [31]不过人家是不管看懂与不懂的-看不懂如未

来派的文学,虽然看不懂,作者却是拼命的,很认真的在那里讲｡ [32]但是中国就找不出

这样例子｡  
단락6 [33]还有感到的一点是我们的眼光不可不放大,但不可放的太大｡ 
단락7 [34]我那时看见日本兵不打了,就搬了回去,但忽然又紧张起来了｡ [35]后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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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听才知道是因为中国放鞭炮引起的｡ [36]那天因为是月蚀,故大家放鞭炮来救她｡ 
[37]在日本人意中以为在这样的时光,中国人一定全忙于救中国抑救上海,万想不到中

国人却救的那样远,去救月亮去了｡ 
단락8 [38]我们常将眼光收得极近,只在自身,或者放得极远,到北极,或到天外,而这

两者之间的一圈可是绝不注意的,譬如食物吧,近来馆子里是比较干净了,这是受了外国
影响之故,以前不是这样｡ [39]例如某家烧卖好,包子好,好的确是好,非常好吃,但盘子是

极污秽的,去吃的人看不得盘子,只要专注在吃的包子烧卖就是,倘使你要注意到食物之

外的一圈,那就非常为难了｡
단락9 [40]在中国做人,真非这样不成,不然就活不下去｡ [41]例如倘使你讲个人主

义,或者远而至于宇宙哲学,灵魂灭否,那是不要紧的｡ [42]但一讲社会问题,可就要出毛

病了｡ [43]北平或者还好,如在上海则一讲社余问题,那就非出毛病不可,这是有验的灵
药,常常有无数青年被捉去而无下落了｡

단락10 [44]在文学上也是如此｡ [45]倘写所谓身边小说,说苦痛呵,穷呵,我爱女人而

女人不爱我呵,那是很妥当的,不会出什么乱子｡ [46]如耍一谈及中国社会,谈及压迫与
被压迫,那就不成｡ [47]不过你如果再远一点,说什么巴黎伦敦,再远些,月界,天边,可又

没有危险了｡ [48]但有一层要注意,俄国谈不得｡ 
단락11 [49]上海的事又要一年了,大家好似早已忘掉了｡ [50]打牌的仍旧打牌,跳舞

的仍旧跳舞｡ [51]不过忘只好忘,全记起来恐怕脑中也放不下｡ [52]倘使只记着这些,其

他事也没工夫记起了｡ [53]不过也可以记一个总纲｡ 如"认真点","眼光不可不放大但

不可放的太大",就是｡ [54]这本是两句平常话,但我的确知道了这两句话,是在死了许多

性命之后｡ [55]许多历史的教训,都是用极大的牺牲换来的｡ [56]譬如吃东西罢,某种是

毒物不能吃,我们好像全惯了,很平常了｡ [57]不过,这一定是以前有多少人吃死了,才知

道的｡ [58]所以我想, 第一次吃螃蟹的人是很可佩服的,不是勇士谁敢去吃它呢? [59]

螃蟹有人吃, 蜘蛛一定也有人吃过,不过不好吃,所以后人不吃了｡ [60]像这种人我们当
极端感谢的｡ 

단락12 [61]我希望一般人不要只注意在近身的问题,或地球以外的问题,社会上实际
问题是也要注意些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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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 가능한가?*1)

최훈 (강원대)

Ⅰ. 머리말

 2015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진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둘러싸고 남경

필 경기도 지사는 2016년 1월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은 한쪽(교육부)은 충분히 줬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교육청)은 덜 받

았다고 항변하는 형국이다. 정부 측도 1년 치를 다 준 것은 아니더라

도 잘 운영하면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 것 같다. 

(...) 셈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도 양쪽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1) 남 지

사는 적어도 누리과정 논쟁에서 토론의 양쪽 진영은 ‘근본적인 차이’

는 없으므로 논리적인 ‘해결’이 가능한데, 다만 ‘감정적인’ 문제 때문

에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는 바로 이어서 

 *  2015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2015

    10098). 이 논문은 2016년 2월 18일 ‘갈등과 설득’을 주제로 광주사회통합센

터에서 주최한 제1회 공공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1) 서울신문, 2016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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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양당 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양쪽을 중재해야 한다.”는 주

문을 하는데 논쟁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렇지 않다면 만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남 지사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논쟁이든 양쪽 진영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접고 고집과 편견을 버린

다면 의견 차이를 좁혀 논쟁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이다. 감정이 개입

되든 사실적인 정보가 부족하든 한쪽이 옹고집이든 여러 가지 사정 때

문에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것뿐이지,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인 토

론에 의해 의견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철학자 포겔린(R. Fogelin)은 1985년에 발표된 “깊은 의견 차이

의 논리”라는 논문에서 깊은 의견의 차이(deep disagreement)인 경우에는 

의견 차이의 해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

해 보자. 부부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 토론하고 있다.2) 부인은 A라는 경로를 통해 가

야 한다고 말하고 남편은 B라는 경로를 통해 가야 한다고 말한다. 부

인은 교통방송에서 A 경로의 한 구간이 공사 중이라고 들은 정보를 이

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남편은 B는 이 시간에 막힌다고 말하고 

부인은 오늘은 토요일이므로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부는 

합리적인 대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권위나 강압으로 또

는 간청에 의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합리적인 근거

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친다. 그 근거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동

의할 만한 사실 또는 가치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철학적 탐구가 

그렇듯이 우리는 이런 합리적 토론이 어떻게 가능하지 근본적인 질문

을 던져 보아야 한다. 그것은 대화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믿음들과 

 2) 이 예는 Fogelin(1985), p. 3의 예를 약간 각색한 것이다. Fogelin의 논문은 이 

논문을 주제로 특집호를 마련한 Informal Logic의 25권 1호(2005)에 다시 실렸

다. Fogelin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문으로는 Campolo(2005), Turner&Wright(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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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 지역의 길에 대해 공통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둘 다 막히는 길이나 공사 중인 길로 가면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에 갈 수 없다거나 교통방송은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

하고 있으며, 막히는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집에 일찍 가는 것

이 좋다는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포겔린은 믿음과 선호를 폭넓게 공유하면서 논증을 교환할 때 그 

논증을 ‘정상적’(normal)이라고 부른다.3) 논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논

증을 교환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느

냐에 달려 있다. 만약에 위 예에서 남편이 교통방송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부인이 집에 시부모가 와 있어 집에 일찍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둘 사이에는 원활한 토론이 진행

되지 않을 것이다.4) 포겔린은 논증의 맥락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논

증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한다.5) 이것은 그 맥락에서 논증 해결이 불가

능하다는 약한 주장이 아니라, 논증의 조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는 훨씬 강한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논증에서 의견 차이가 지금은 

해소되지 않지만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지거나 논증 당사자들이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논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는 것이 아

니라, 믿음과 선호를 공유하는 배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논증이 진행되고 있어도 그 논증은 실은 무의미하다(pointless)는 것이

다. 포겔린은 이렇게 깊은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논증을 사용해도 

그 차이는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6) 의견의 차이는 논증에 꼭 필

 3) Fogelin(1985), p. 3.

 4) 이 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미리 말해 보면 교통방송의 

신뢰성 문제는 해소가 가능한 사실 판단의 문제이지만, 시부모가 와 있는 

집에 일찍 가는 것이 좋은가는 해소가 가능하지 않은 취향의 문제이다.

 5) Fogelin(1985), p. 4-5.

 6) Fogelin(198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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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건들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논증 당사자들이 배경이 되는 믿음과 선호를 공유한다고 할 때 그

것은 단순히 한두 명제들을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는 

명제들의 전체 체계’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포겔린은 이것을 패러다

임, 모델, 행위 또는 사고의 스타일, 판단 틀(framework)이라고도 부르

고, 비트겐슈타인의 용어인 ‘삶의 형식’(form of life)라고도 부른다. 판

단 틀 또는 삶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있는 명제들이 

몇 가지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다. 위 부부의 예에서처럼 몇 가지 핵심적인 명제들에 대한 믿음이 

다를 때도 의견 차이의 해소가 되지 않는데,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

를 때에는 의견 차이의 해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배경이 되는 믿음과 선호를 공유해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포겔린의 주장에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다. 물론 콰인이 말한 가바가

이(gavagai)의 상황처럼 원초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겠지

만7), 그런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공유 믿음은 있으며 그리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3절의 케이스 1에서 살펴볼 고집불통이 아니라면, 공유되

는 믿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8) 나는 이 논문에서 포겔린의 주장을 

계기로 깊은 의견의 차이 상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아, 포겔린

의 주장대로 의견 차이의 해소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 검토하려고 

한다. 포겔린은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논쟁을 하는 방식은 배경 명

제들(background propositions)을 전면에 드러내고 직접 토론하는 것이

다.”라고 말한다. 나는 논증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판단과 가

치 판단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런 방식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논증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명제들 중 그

 7) Quine(1960).

 8) 이 점에 대해서는 Lugg(1986), p. 48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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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떤 점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지 알기 쉽게 드러낸 

명제들이다. 이것은 물론 판단 틀이나 삶의 형식으로 부를 수도 있지

만, 판단 틀이나 삶의 형식은 매우 복잡한 명제들의 망이므로 판단 

틀이나 삶의 형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므로 의견 

차이의 해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세계관이 서로 다르므로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판단 

틀이나 삶의 형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처럼 명

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의견의 불일치가 어디에서 있고 

그것의 해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살펴보기가 쉽다. 더구나 판단 

틀이나 삶의 형식이 같을 때에도 그 안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벌어지

는 일은 비일비재하므로9),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명제를 드러내는 방

식은 더욱 효과적이다.

 실제 토론에서 깊은 의견의 차이가 해소 가능한지 여부를 그 자리

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필립스(D. Phillips)가 지적하는 것처럼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10) 나는 이 논문에

서 원칙적인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여, 특히 가치 판단이 일치하지 않

을 때는 포겔린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깊은 의견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체로 특정 가치 판단

에 대한 선호 또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겔린의 주장과 달리 그

리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포겔린은 임신중절과 적극적 수혜 조치

(affirmative action)를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나

는 그 예들이 포겔린의 주장과 달리 진정한 깊은 의견의 차이 사례는 

아님을 보일 것이다.

 9) 이 점에 대해서는 Campolo(2005), p. 49를 보라.

10) Phillips(2008),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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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판적 토의와 의견 차이의 해소

 들머리에서 일반인들은 의견 차이의 해소는 원칙적으로 해결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생각도 일반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논쟁과 토론 따위의 정의를 보면 의견 차이의 해소를 

목표로 둔다.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논쟁’은 자신의 주장을 말이

나 글로 논하여 다투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주장은 논증 형식으로 

되어 있다. ‘논증’(argument)을 순전히 형식적으로 정의해 보면 하나 

이상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논쟁과 

토론 상황에서는 논증을 결과물로 보는 이런 정의보다는 의사소통 과

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생기는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화용-대화론적 논증 이론에서의 정의가 유용한데, 거기서는 논증을 

“규칙적인 언어 행위의 교환을 통해 의견 차이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상호작용 절차”11)로 정의한다. 논증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분석의 대

상이므로 전제와 결론 사이에 성립하는 논리적 관계에도 주목해야 하

지만, 네덜란드의 언어학자인 에메렌과 그루텐도르스트에 의해 발전된 

화용-대화론에서는 논쟁 및 토론 상황에서의 논증 활동(argumentation)

에 관심을 보이므로 거기서 논증은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언어활동인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해 의견 차이의 해소는 이루어질 수 있

으며, 또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다. 가령 협박이나 세뇌 또는 

동정심에 의해 한쪽의 의견을 따르게 될 때 의견 차이의 해소가 이루

어졌지만, 우리가 토론에서 기대하는 의견 차이의 해소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화용-대화론적 논증 이론에서도 논증적인 

11) Eemeren and Grootendorst(1992), p. xiii.(강조는 필자가 함) 논증에 대한 화용-

대화론적 접근은 최훈(2012), 59면 이하를 보라.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 가능한가? • 145

담화나 텍스트는 “합리성의 비판적 규범에 따라 의견 차이를 해소하

는”12) 데에 목표를 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 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담화를 비판적 토의(critical 

discussion)라고 부르는데, 의견의 차이는 이 비판적 토의에 참여한 당

사자들이 동의에 이를 때만 해소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판적 토의가 합리성의 비판적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해서 꼭 협박이나 동정심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 배

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투표에 의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제3자의 중재에 의해 의견 차이가 없어진 경우는 감정에 호소한 경우

는 아니지만 합리성의 비판적 규범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해소되었다

고 볼 수는 없다. 합리적인 대화 당사자들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접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그 주장을 참이라거나 적어도 설득력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박이나 동정심에 의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투표나 중재에 의한 경우에도 토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

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주장을 참이라거나 적어도 설득력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직의 규칙을 따르

거나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논증 이론가인 월턴(D. Walton)이 대화의 유형

을 몇 가지로 구분한 것은 의의가 있다. 그는 대화를 다음과 같은 유

형으로 분류한다.13)

대화: 대화 상대방을 합당한 방법이든 아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론: 어느 쪽이 더 좋은 논증을 펼치는지 결정한 규칙의 지배를 

12) Eemeren and Grootendorst(2004), p. 53. 실제로 Eemeren and Grootendorst(1992), 

p. 208-9에서는 비판적 토의의 10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13) Walton(2008), p. 3-8. 최훈(2012), 73면 이하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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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인신공격 따위가 허용된다.

설득적 대화 또는 비판적 토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

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증 규칙에 따라 상

대방이 동의하거나 수용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탐구: 참이라고 알려진 신뢰성 있는 진술들을 전제로 삼아 어떤 

결론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득적 대화는 논증

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만 보여 주면 되지 결정적인 증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탐구와 다르다.

협상: 자기 이익과 좋은 거래를 목표로 하므로 토론이 추구하는 

진리나 설득적 대화가 추구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자기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대화-화용론적 논증 이론에서 말하는 ‘비판적 토의’와 월턴의 ‘비판

적 토의(설득적 대화)’의 내용과 목적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곧 그들이 말하는 비판적 토의에 따르면, 논증 규칙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수용하는 것들부터 상대방의 주장이 제시된다면, 합리적

인 대화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곧 의견의 차이가 해소됨을 뜻한다. 월턴도 여러 가지 대화의 

유형 중 비판적 토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논증의 기본적인 목

적은 “의심스러운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제시하여 그 의

심을 제거하는 것”14)인데, 비판적 토의에서 그런 논증의 목적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토의의 양 

당사자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 의심이 제거된

다는 것은 곧 의견 차이가 해소되었다는 뜻이다. 결국 월턴에서도 논

14) Walton(200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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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그의 용어에 따라 한정해서 말해 보면 비판적 토의―의 기본적인 

목표는 의견 차이의 해소인 것이다.

 대화-화용론적 논증 이론과 월턴의 공통된 용어에 따르면 이 논문

에서는 비판적 토의를 써야 하지만, 앞으로 논쟁 또는 토론이라고 말

하면서 비판적 토의의 의미로 사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 논

문에서 논쟁 또는 토론은, 합리적인 논증 규칙에 따라 상대방이 전제

하는 것으로부터 결론(주장)이 도출됨이 증명된다면 합리적인 대화 

당사자는 그 주장을 참이라거나 적어도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대화 형식을 말한다. 

  

Ⅲ. 깊은 의견의 차이가 해소되는 경우

 지금부터 깊은 의견의 차이를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의견의 차이가 겉보기에 해소 불가능해 보이지

만 해소될 수 있는 경우부터 원칙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경우로 좁혀 

가려고 한다.

케이스 1: 닫힌 당사자의 깊은 의견의 차이

 깊은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토론 당사자들이 또는 당사자 중 한쪽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깊은 의견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논의는 지금 비판적 토의,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논

증 규칙에 따라 상대방이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결론(주장)이 도출됨

이 증명될 때 합리적인 대화 당사자는 그 주장을 참이라거나 적어도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대화 형식에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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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닫힌 마음의 토론자들, 곧 고집불통이거나 옹고집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논증 규칙에 따라 상대방이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결론(주장)

이 도출됨이 증명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이 드러나더라도 그 주장을 고집한다.15) 더 나아가 토론이 방

금 말한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사실은 토론 

당사자들 중에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비판적 토의의 규칙을 어기고 있으므로 깊은 의견의 차이의 

유형을 분류할 때 검토할 필요가 없기는 하나, 다른 유형과의 비교를 

위해 가장 먼저 거론하였다. 닫힌 마음의 토론자들을 비판적 토의의 

규칙에 합의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

데, 그 문제는 이 논문의 주제 밖이다.16)

15)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최훈(2015a), 2장을 보라.

16) Fogelin(1985, p. 6)은 비트겐슈타인이 확실성에 관하여에서 과학에 의존하

는 사람과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 사이의 토론을 깊은 의견의 불일치의 예로 

든다. 비트겐슈타인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두 원리가 만났을 때 [각 원리

를 주장하는] 양 당사자는 상대방을 바보 그리고 이단자라고 선언한다.”(611)

라고 말한다. 물론 그들 사이에도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그런 논증 끝에는 “선교사가 원주민을 개종시킬 때 사용하는 설득”만

이 있을 뿐이다(612). 하지만 이 예는 합리적인 토론에서의 의견의 불일치 

사례는 아니다.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을 합리적 토론 당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Fogelin이 비트겐슈타인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미신에 의존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우

리의 언어-게임[개념 틀]을 사용해서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609, 원문 강조)라고 말하는데, 이성 또는 과학에 의존하는 것

과 미신에 의존하는 것을 단순히 개념 틀 또는 삶의 형식의 차이로만 보고 

있다. 적어도 합리적 토론에서는 그것은 개념 틀의 차이가 아니라, 한쪽이 

‘잘못된’ 개념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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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선호의 차이

 이제 합리적인 당사자들끼리 논쟁이나 토론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은 단순한 선호의 차이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

컨대 짜장면과 짬뽕 중 어느 것이 더 맛있느냐는 고전적인 논쟁이 그

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호의 차이는 합리적인 방법

에 의해 해소가 불가능하다. 짜장면이 맛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상대

방이 수긍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방법에 의해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나는 변호사 논증법에서 주장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사실에 대

한 주장의 차이, 의견에 대한 주장의 차이, 언어에 대한 주장의 차이

로 구분하고, 다시 의견에 대한 주장의 차이는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개인의 선호 또는 취

향이 문제될 때가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17) 

이때는 위에서 말한 이유로 어떤 취향이 옳은지 토론하는 것은 불가

능하고 또 불필요하다.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의 차이점을 좁혀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각자의 

의견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지배적인 의견을 상

대방에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비판적 토의에 한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선

호의 차이는 닫힌 당사자의 깊은 의견의 차이(케이스 1)처럼 애초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입맛이나 취향 따위의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리적인 논증 규칙에 따라 상대방이 그것을 참

이라거나 적어도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선호의 차이를 거론하는 것은 깊은 의견의 차이가 

17) 최훈(2010), 89-90면. 나는 변호사 논증법에서 홍세화 씨의 ‘똘레랑스’ 개

념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 구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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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얼핏 보기에는 선호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는 크게 보아 선호의 차이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깊은 의견의 차

이도 결국에는 단순한 선호의 차이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뒤에서 

이 점이 밝혀질 것이다.

케이스 3: 가치 판단에서는 일치하고 사실 판단에서 깊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지만 해소 가능한 경우

 이제부터는 비판적 토의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깊

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며 단순히 선호의 차이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생긴 경우가 아닌 케이스를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동물 실험의 윤리

적 정당성에 관한 토론을 예를 들겠다. 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관한 

토론은 주로 육식에 집중된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동물을 가두어 

길러야 하고 죽여야 하는데,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공장식 축산과 도살

에서 생기는 고통은 상당하다. 이에 비해 거기서 얻는 인간의 이익은 

고기를 먹을 때의 입맛과 영양 공급인데, 이것은 사소하거나 채식에 

의해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육식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

론은 쉽게 도출이 되므로 육식을 둘러싼 토론은 큰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 실제로 육식의 비판적 토의에 참여하는 많은 합리적 당사자

들은 육식의 비윤리성에 수긍하면서도 오래 길들여진 입맛이라는 비

합리적 요소 때문에 여전히 육식을 하는 식으로 비판적 토의와 실천

의 괴리를 보이거나, 일부는 축산과 도살에서 생기는 고통이 없다면 

육식을 해도 된다는 새로운 형태의 비판적 토의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은 육식의 윤리적 정당성과 다른 

양상을 띤다. 동물 실험에 의해 생기는 인간의 이익은 생명의 연장과 

건강의 개선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상당한 이익이고 다른 것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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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지 않고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18)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 논쟁은 크게 세 가지 논점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유사성 논변, 이익 논변, 대안 부재 논변이 그것이다. 이 

중 이익 논변과 대안 부재 논변은 사실 판단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논점이다. 먼저 이익 논변은 동물 실험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동물 실험 찬성 쪽의 주장을 가리킨다. 찬성 쪽은 동

물 실험 덕분에 인류는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삶의 질을 개

선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동물 실험 덕분에 소아마비, 

천연두, 홍역 등의 질병을 박멸하거나 억제할 수 있었고 수혈, 화상 

치료, 심장 절개 및 뇌 수술 등의 치료 기술도 개발할 수 있었음을 

든다. 동물 실험 반대쪽은 이런 주장에 대해 20세기 이후의 인간의 

생명 연장과 건강의 개선 발전은 그런 신약의 개발보다 주변 환경과 

개인위생의 개선에 힘입은 바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유명한 

탈리도마이드 베이비처럼 동물 실험을 통과했는데도 인간에게는 부작

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소아마비 백신 개발 사례는 동물 실험

에 집중하느라 치료법 발견이 오히려 늦어진 사례라고 맞선다. 찬성 

쪽은 다시, 반대쪽이 제시한 사례는 동물 실험이 충분하지 못해서 생

긴 것들이므로 그럴수록 동물 실험을 더 철저하게 시행해야 함을 보

여 준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익 논변과 관련된 논점에서 찬성 쪽과 

반대쪽이 어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서 의견의 차이가 나는지 어

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찬성 쪽 사실 판단: 동물 실험 덕분에 의학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찬성 쪽 가치 판단: 인간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는 기술은 받

18) 육식과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은 최훈(2015b)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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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야 한다.

반대쪽 사실 판단: 동물 실험을 통과한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하지 않다.

반대쪽 가치 판단: 안전하지 않은 기술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소한 이익을 위해 커다란 희생을 할 수 없다.

 찬성 쪽과 반대쪽의 가치 판단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양 당사자

들은 다른 쪽의 가치 판단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쪽은 찬

성 쪽의 가치 판단인 “인간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는 기술은 받아

들여야 한다.”를 인정하지 않을 리가 없다. 다만 찬성 쪽이 거론하는 

사례들은 인간에게 상당한 이익이 아니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뿐이

다. 마찬가지로 찬성 쪽도 반대쪽의 가치 판단인 “안전하지 않은 기

술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소한 이익을 위해 커다란 희생

을 할 수 없다.”를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다만 동물 실험 기술은 거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이다. 찬성 쪽과 반대쪽은 적어도 가

치 판단에 대해서 깊은 의견의 차이가 해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깊

은 의견의 차이는 사실 판단에 있다. 동물 실험은 과연 의학의 진보

를 가져 왔는지, 동물 실험을 통과한 약품은 과연 안전한지 등에 대

해 양 당사자들은 깊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 판단의 

영역이다. 동물 실험 찬성 쪽과 반대쪽은 이익 논변과 관련된 논점에

서 가치 판단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사실 판단에서는 깊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판단에서 의견이 갈릴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

더라도 언젠가는 의견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기

술 중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을 때 의학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 가능한가? • 153

있는지 등을 판정할 기준을 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고, 그 가치 판단에서 양 당사자가 깊은 의견의 차이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해소된다고 할 때 의료사의 자료 수집과 통계학적

인 방법에 의해 의학의 진보와 안전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 같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 논쟁에서 적어도 

이익 논변과 관련된 논점에서는 사실 판단에서든 가치 판단에서든 깊

은 의견 차이는 해소될 수 있다.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 논쟁의 세 번째 논점인 대안 부재 논

변도 케이스 3에 해당한다. 동물 실험 반대쪽은 동물 실험의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아 있는 동물 개체에 직접 실험하는 대신 컴

퓨터를 이용한 모의실험이나 조직 배양을 이용한 실험으로 신뢰성 있

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 쪽은 그런 대

체 실험들은 확실하거나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인간이나 동물의 몸은 부분들을 단순히 모아 놓기만 한 것이 아

니라 각 부분 간에 유기적으로 조직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컴퓨터 실

험이나 조직 배양만으로는 유기체에 대한 확실하거나 신뢰할 만한 지

식을 얻을 수 없고 심장이 실제로 뛰거나 관절이 있는 동물에서 실험

을 해야 하는 실험은 대체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논점에서

도 양 당사자 사이의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정리해 보자.

 

찬성 쪽 사실 판단: 동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실험은 신뢰성이 

없다.

찬성 쪽 가치 판단: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반대쪽 사실 판단: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으면서 신뢰성 있

는 연구가 있다.

반대쪽 가치 판단: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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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쪽과 반대쪽의 가치 판단은 쉽게 일치한다. 양 당사자 모두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다. 문제는 동물 개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체 실험의 

경우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판단이다. 그러나 두 번째 논점

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 판단에서 깊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해소 불가능하지 않다. 생명 과학의 연구가 쌓일수록 대

체 실험이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날 것이고, 현재에는 신뢰성

이 있는 대체 연구가 없지만 앞으로는 신뢰성 있는 대체 연구가 등장

할 것이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사

실 판단에서 의견은 일치된다.

 위 두 논점에서 보았듯이 사실 판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깊은 의견

의 불일치가 영구적으로 있을 수 없다. 가령 한강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가 몇 개이냐는 물음과 같은 것은 현재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

계로 알 수 없을 뿐이지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고, 그게 불가능하더

라도 이른바 신적인 관점(the God’s view)에서는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문제는 가치 판단에서 깊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다. 이를 위해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의 첫 번째 논점인 유사

성 논변을 보자. 

케이스 4: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모두에서 깊은 의견의 차이를 보

이지만 해소 가능한 경우

 동물 실험 찬성 쪽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기에 동물 실험으로부

터 인간에게 유익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동물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생쥐나 토끼는 인간처럼 심장이 뛰어 피를 순

환시키고 새끼를 낳아 기른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동물에게서 얻은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 가능한가? • 155

실험 결과는 상당히 높은 개연성으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한 반대쪽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는 바로 그 이유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 권리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에 주로 사용되는 

포유류가 인간과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고통을 느낄 

때 인간처럼 아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느끼면 고통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고 죽음에 닥치면 공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고

통을 느낀다는 물리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인간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실험동물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고 반대쪽은 주장한다.

 찬성 쪽은 이에 대해 다시 어떤 존재가 도덕적 권리를 가지기 위

해서는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상당히 복잡

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대꾸한다. 다른 존재의 생각

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존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

며 스스로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할 수 있어야 

다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스스로도 도덕적 고려의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침팬지, 고릴라와 같은 유인원과 

코끼리나 돌고래를 제외하면 동물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

므로 그런 동물에게는 도덕적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찬

성 쪽의 주장이다.

 유사성 논변을 둘러싼 찬성 쪽과 반대쪽의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찬성 쪽 사실 판단: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등한 인지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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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찬성 쪽 가치 판단: 복잡한 인지적 능력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대쪽 사실 판단: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 

반대쪽 가치 판단: 고통을 똑같이 느낄 때 누구의 고통인지 고려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얼핏 보기에 찬성 쪽과 반대쪽은 사실 판단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

어 보이지만 주목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다르지 않다. 반대쪽도 동

물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성 쪽도 동물이 인

간처럼 고등한 인지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실 판단에 주목하는 까닭은 서로 다른 가치 판단에 주목

하기에 각자 관심이 있는 가치 판단과 연관되는 사실 판단에만 관심

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치 판단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까? 찬성 쪽과 반대쪽은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서로 다른 곳에 두고 

있다. 찬성 쪽은 그 기준을 복잡한 인지적 능력에 두고 있고 반대쪽

은 고통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에 두고 있다. 도덕적 고려의 기

준을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깊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이 차이는 해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복잡한 인지적 능력이나 고통과 공포

를 느낄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주장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더 이상

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할 수 없을 것

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 판단 틀 또는 삶의 형식에 해당하고,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므로 반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포겔

린이 깊은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믿음과 선호를 공유하는 배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논증이 진행되고 있어도 그 논증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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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음을 보았다. 레비(D. Levi)19)는 이런 상태에서

의 논증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를 저지른다고 

본다. 가령 동물 실험 찬성 쪽은 도덕적 기준을 복잡한 인지적 능력

에 두고 있고 반대쪽은 고통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에 두고 있

는데, 이것은 지금 양쪽에서 치열하게 논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럴 때는 그것에 대한 더 이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논증인데, 그

렇지 않고 논점이 되는 것을 단순히 전제하기만 하는 것은 논증을 펼

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한 논증인 것이다. 깊은 의견

의 차이일 때의 논증은 이러한 논증의 교착 상태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서 상대방과 의견 차

이를 줄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논증은 계속 진행되고 의견 차이는 

해소될 수 있다. 유사성 논변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다. 반대쪽은 다

음과 같이 논증을 이어 나간다. 반대쪽이 찬성 쪽에게 성차별이나 인

종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합리적인 찬성 쪽이

라면 당연히 부당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반대쪽은 다시 부당

함의 근거가 성별에 따라 또는 인종에 따라 인지적 능력이 똑같기 때

문이냐고 물을 것이다. 만약 찬성 쪽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찬성 쪽

은 인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은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

는 셈이 된다. 결국 성별이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사람들을 똑같

이 대우하는 것은 인지적 능력이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이나 공포를 똑같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반대쪽은 합리적인 논증 규칙에 따라 찬성 쪽이 전제하는 것(사람이

라면 누구나 고통이나 공포를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으로부터 결론(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구나 고통이나 공포를 똑같

이 느끼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이 도출됨을 이끌어 냈고, 찬성 

19) Levi(2000), p. 9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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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은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찬성 쪽이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결

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결론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대화 당사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므로 비판적 토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동물 실험의 윤리적 정당성 논쟁의 세 번째 논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도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될 수 있다. 

물론 찬성 쪽도 반대쪽의 방법과 유사하게 반대쪽을 비판하여 깊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Ⅳ. 깊은 의견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어떤 가치 판단이든 이런 식의 비판적 토의 과정을 거치

면 원리적으로 해소가 가능할까? 해소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깊은 의견의 차이도 존재할까? 양 당자자 사이에 깊은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에 대해 더 이상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근거

를 제시했지만 그 근거들이 여전히 깊은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가 있

다면 존재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논증의 교착 상태이다. 그럴 것 같

은 사례들을 살펴보자.

케이스 5: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모두에서 깊은 의견의 차이를 보

이는 경우

우리 사회의 많은 논쟁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분

배의 문제에 대해 보수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진보는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보수 진영은 각자의 소득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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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므로 자발적인 기부가 아닌 이상 강제적인 방법으로 분배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진보 진영은 개인의 노

력으로 번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의 도움을 받았고 각자의 기본 자산이나 재능이나 심지어 노력에도 

우연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재분배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내용도 복잡하므로 여기서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사실 

판단은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쉽기도 하다. 문제는 가치 판단인데, 보

수든 진보든 모두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엇을 공정하다고 보느냐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일 

뿐이지만, 실은 거기서 깊은 의견의 차이를 드러낸다.

보수 쪽 가치 판단: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배하는 것은 공정

하지 못하다.

진보 쪽 가치 판단: 우연의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보수와 진보는 상대방의 가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할까? 전혀 그렇

지 않다. 진보 쪽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보수 쪽도 우연의 요소에 의

해 소득이나 입학·입사 등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세상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자신도 우연에 의해 손해를 보

더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해 보자. 가령 백인 우월주의자

인 그는 백인이 가장 우등한 인종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은 자연

스럽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백인보다 더 우월한 인종이 있다고 드

러나더라도 그 인종에 비해 백인이 차별을 받는 것을 받아들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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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있고, 또 자신이 사실은 순수 백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고 하더라도 차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해 보자. 진보는 이런 극

단적인 보수와 어떤 방법으로도 의견의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 그런 

극단적인 보수의 가치관은 일종의 선호이며, 앞서 케이스 1의 짜장면-

짬뽕 논쟁처럼 선호의 차이의 경우에는 깊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포겔린의 예를 각색한 예에서 부인과 남편은 

남편이 교통방송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부인이 

집에 시부모가 와 있어 집에 일찍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둘 사이에는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방

송의 정보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판단에서의 의견의 차이

인데, 이것은 교통방송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부인이 집에 시부모가 와 있어 집에 일찍 가

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가치 판단에서의 깊은 

의견의 차이는 일종의 선호이므로 해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관적인 선호를 견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보수는 그리 많

지 않다. 대부분의 보수 진영은 우연의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진보 쪽 가치 판단을 수용하되, 자신이 성취한 소

득이나 입학·입사는 우연적인 요소의 결과가 아니므로 재분배의 대상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쟁은 소득이나 입학·입사 

따위에서 우연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느냐에 집중되고 이것은 사실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의견이 차이를 해소하기가 원칙적으로 불가

능하지 않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깊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논쟁에서 개발론자와 민주화론자 사이의 논쟁

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가치 판단이 다른데, 개발론자는 약간의 비민주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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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라도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고, 민주화론자는 경제적인 성장이 더디더라도 민주적인 절

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20) 서로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다르므로 

이들 사이의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 불가능할까? 개발론자가 삶의 

모든 면에서 일관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그 의견 차이는 해소 불가능

할 것 같다. 개발론자가 자신이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단체―직장, 가족 등―에서도 같은 

가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개발론은 그들의 하나의 삶의 자세이므로 

비판적인 토의에 의해 그 자세를 바꾸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라

면 깊은 의견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세운다면 

민주화론자는 그것에 대해 비판할 것이며, 비판적 토의에 참여한 합

리적인 개발론자라면 그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깊은 의견의 

차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포겔린은 적극적 수혜 조치 예를 통해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적극적 수혜 조치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자들에게 적극적인 수혜를 베푸는 제도이다. 미국 사회에

서는 주로 흑인이나 여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과거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이 문제라면, 지금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것 역시 문제이다.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연

적인 요소인데 그것에 의해 차별을 하는 것도 혜택을 주는 것도 모두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수혜 조치에 대한 반대는 주로 보

수 진영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수 쪽은 위에서 말한 진보 쪽 가치 판단

20) 개발론자와 민주화론자를 보수와 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보수 진영은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집단이므로 개발론자

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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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의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을 받아들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포겔린은 적극적 수혜 조치에 반대하

는 쪽은 “오직 개인만이 도덕적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사회적 그룹은 다른 사회적 그룹에 상대

적으로 도덕적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충돌을 조정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21) 그래서 적극적 수혜 

조치 찬성과 반대 진영은 깊은 의견 차이의 해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 진영 사이의 깊은 의견 차이는 포겔린의 주

장과 달리 사실 판단의 해소에 의해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포겔

린이 전하는22) 적극적 수혜 조치 찬성 쪽 주장에 대해 반대쪽은 흑인

이라는 사회적 그룹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또는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의 잔재가 남아 있다면 그 그룹을 공정한 위치로 

상승시키고 사회적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 흑인이라는 사회적 그룹

도 도덕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찬성 쪽도 여기에 동

의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찬성 쪽은 그런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

어진다면 적극적 수혜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 수혜 조치가 한시적 조치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그렇다

면 문제는 사회적 그룹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또는 과거

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느냐는 사실 판단이

다. 경제학적 통계에 의해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판단에서

의 의견의 차이는 원리적으로 해소 가능하고, 그렇다면 적극적 수혜 

21) Fogelin(1985), p. 7. Fogelin은 ‘가치 판단’ 대신에 ‘전제’ 또는 ‘판단 틀’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22) 그는 적극적 수혜 조치의 수혜자들은 과거에 차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조치의 피해자들은 과거에 소수자들을 차별했던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데(Fogelin, 1985, p. 7), 이를 보면 그는 적극적 수혜 조치 찬성 입장을 

단순히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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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서의 깊은 의견의 차이도 원리적으로 해소 가능한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깊은 의견의 차이가 해소 불가능한 경우

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 주장자가 삶의 모든 면에

서 상당히 일관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

다. 물론 그런 경우라도 가치 판단이 어디에서 다른가를 확인한 것만

으로도 비판적 토의에서 큰 소득이다. 가치 판단이 다름을 인정하고, 

헛된 시간을 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 틀은 삶에 뿌리 깊게 

박힌 것이므로 바꾸기 싶지 않다. 그러나 합리적 토의에서는 근거 제

시에 의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개념 틀의 핵심적인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드러남으로써 어떤 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다. 

 그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깊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원리적으로라도 의견의 차이는 해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의 양 당사자가 어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서 차이를 보이는지가 드러나야 하고, 그 이전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자

비롭게 해석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뜻이다.23) 자신과 반대되는 진영의 

주장을 자비롭게 해석하여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미 대부분의 경우 깊은 의견의 차이의 해소는 열려 

있는 것이다.

23) 자비로운 해석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최훈(201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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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글의 메시지 배열에 관한 수사학적 접근

-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

황성근 (세종대)

Ⅰ. 들어가며

 담론의 메시지 배열은 담론이 수용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용

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 수용자는 메시지의 배열이 어떠한가에 따

라 메시지를 제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을 포기할 것인지 그

리고 전체를 수용할 것인지 또는 부분만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판

단하게 된다.  

 메시지의 배열은 흔히 논리적인 순으로 이뤄지는 것으로만 인식되

지만 모든 메시지가 논리적인 부분에만 한정돼 배열되는 것은 아니며, 

담론의 상황이나 구성요건 그리고 전달자에 따라 다르게 이뤄진다. 그

리고 메시지의 배열은 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가 될 뿐만 아니

라 담론의 수용자에게도 미치는 향이 적지 않다. 수사학에서도 메시

지의 배열은 논거배열로 명명되며, 논거발견과 논거배열, 표현, 암기, 

연기란 수사학 체계의 한 단계로서 고려한다. 그러나 근래 수사학에서

는 논거배열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1)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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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논거배열에 대한 연구도 수사학 체계의 다른 단계에 비해 많이 

행해지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는 논거배열보다 발화의 실전적인 부분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수사학의 체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논거발견술과 표현

술 그리고 연기술이다. 논거발견술은 어떤 논거를 발견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청중의 설득 정도가 차이가 나고, 표현술은 청중의 설득과 직접적

인 관련을 갖고 있다. 연기술은 실제 담론의 내용을 행위적으로 펼치는 

종결적인 과정이 된다. 이들 부분은 청중의 설득에 초점을 두는 발화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 측면이 적지 않다. 

연설의 완벽한 실행을 위해서는 수사학적 체계의 모든 과정이 필요하

고 중요하지만 논거배열은 발화의 실행을 위한 더 근원적인 역할을 한

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담론의 발화에서 논거배열이 설득력 있게 이뤄지지 않으면 청중의 

담론 수용여부는 물론 청중의 반응과 호응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수사

학의 이론가들 역시 메시지 배열의 중요성을 피력한다.2) 키케로는 담론

을 말과 사상들로 잘 지어진 건축물에 비유한다. 그는 훌륭한 건물을 지

으려면 필요한 재료를 아무렇게나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 

질서나 배열을 부여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견고함, 

 1) 수사학 체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논거 발견술과 표현술이다. 수사

학 체계에서 논거 발견술과 표현술이 많이 연구되고 논의된 것은 시대적 상

황 즉 미디어의 발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히 플레트는 논거를 정렬

하는 관점은 착상에서 미리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이론에서는 배열

을 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H. F. Plett,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동인, 2002, 44쪽.

 2) 16세기 라무스는 논거발견과 논거배열 간에는 단절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논거 발견과 논거 배열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처음에는 그 논지를 보

고 그 다음에는 그 논지를 방법에 따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17세기 데카르트에 의해 논거발견과 논거배열이 동시에 

행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거 배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조르주 비

뇨, 논증 – 담화에서 사고까지, 동문선, 2001,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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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3) 결국 그는 담론의 견고함과 유용성

을 확보하려면 논거 배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글쓰기에서도 메시지의 배열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글쓰기

도 메시지의 배열 방식에 따라 전체 내용의 수용여부가 좌우된다고 해

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글쓰기는 말하기와는 메시지의 수용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고, 수용자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내용의 수용여부가 결

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글쓰기에서의 메시지 배열은 논리적인 측

면만 고려된 부분이 많으며, 수용자의 메시지 수용여부를 고려한 측면

은 말하기에 비해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디어글은 수용자

를 고려하고 메시지의 배열 또한 수사학에서 중요시 하는 논거 배열과 

연관된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미디어글은 수사학적 설득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으며, 글쓰기에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 되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글4) 특히 신문기사의 배열구조가 어떻게 이뤄

지고 있으며, 여기에 수사학적 설득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효

과를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수사학에서의 메시지 배열

 수사학에서 논거배열은 발화를 위한 담론의 뼈대를 구축하는 일이

다. 고대 수사학에서는 “논거 배열술이란 논거발견술의 재료들에 순

서를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요소들이 특정한 지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5)고 언급한다. 그러나 수사학에서의 논거배열은 천편일률적

 3) B. Gilbert, La Rhetorique ou les Regles de L’Eloquence, Paris, 1730, pp. 333-334.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2004, 75쪽에서 재인용. 

 4) 미디어글은 신문과 잡지, 단행본으로 분류된다. 이들 미디어의 글이 바로 미

디어글이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글로 접근하면 어려움

이 있는 만큼 신문기사로 한정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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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통일성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 수사학에서의 논거배열은 아리스

토텔레스가 제시한 이론에서 출발하지만 수사학이 시대의 흐름에 따

라 전개되면서 논거배열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특히 수

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논거 배열방법을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논거배열이 단순하게 접근되기보다 당시의 수

사적 상황이나 환경 또는 담론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

다는 입장을 취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담론의 논거배열이 머리말 – 진술부 – 논증부 –

맺음말로 이뤄진다고 언급한다. 그는 머리말에는 청자의 관심을 끌고 

호감을 사는데 초점을 두고, 진술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실적 내용을 

담아내야 하며, 논증부는 주장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고 맺음말은 청자

의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피력한다.6) 

 그러나 논거배열은 로마시대에 이르러 수사적 상황과 환경이 변화

되면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제시된다.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거 배열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좀 더 확대 적용해 머리말 – 진술부 – 

논증부 – 반증부 – 맺음말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머리말에

서 시작해 사실을 진술하고 견고한 논거들에 의해서 보증하고 상대방

의 논거들의 반박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맺으면 

된다고 피력한다.7) 수사학의 대중화를 도모했던 퀸틸리아누스 또한 아

리스토텔레스의 논거 배열술을 포괄적으로 체계화시키긴 했지만 기존

의 발화자 중심에서 수용자의 중심으로 접근하 다.8) 특히 로마시대의 

대표적인 수사학자이자 교사 던 그는 제대로 된 대중적인 연설이나 

 5)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2004, 72쪽 참조..

 6) H. F. Plett,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동인, 2002, 44-45쪽.

 7)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2004, 76쪽 참조.

 8) 그는 당시 수사학이 왜 몰락하고 있는지에 진단을 하면서 수사학의 재건을 

위해 광범위한 구상을 발전시킨 인물이었으며, 학생들을 웅변가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 다. 게르트 위딩, 고전 수사학, 동문선, 2003,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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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변을 하기 위해서 실천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을 제시한 페렐만이나 툴민 또한 기존의 논거 

배열과는 달리 복합성을 띠고 논법의 요소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9) 

페렐만은 수사학에서 그동안 중요시 해온 표현술은 사소한 역할만 하

는 반면 논거의 배열은 연설의 목표에 적절해야 하며, 세심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 으며10) 툴민은 논법 모델의 기본 요소로는 자

료와 주장,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완성된 논법 모델에서는 자료

와 근거, 뒷받침, 한정사, 반증, 주장으로 확대해 제시한다. 이는 결국 

수사학에서 논거배열은 고착되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수사적 조건이

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고, 논리적인 부분보다 담론의 상황이나 조

건, 자연스런 정감적인 부분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학의 논거 배열술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사적 상황에 기인하지만 논거배열이 담론의 내용이나 수사적 환경과 

주변 요소에 의해 다양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만프레드 푸어만은 

수사학에서 배열 역에 대한 이론이 빈약했던 것은 실제 연설이 상황

에 따라 수없이 많은 형태를 만들어냈고, 그 형태는 일회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간주한다.11) 결국 수사학의 논거배열은 

초기의 이층배열에서 시작되었으나 수사적 환경과 여건이 변함에 따라 

다층적 배열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학의 논거배열은 수사적 

환경에 따라 수사학 역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역으로까지 향을 

주게 되었다.12) 특히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는 미디어는 수사학의 발전

에 적지 않은 향을 주었으며,13) 미디어가 생산하는 미디어 글의 메

 9) 티모시 보셔스,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42-143쪽.

10) 게르트 위딩, 수사학의 재탄생-계몽주의에서 현대까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116쪽.

11) 만프레드 푸어만, 고대 수사학, 시와 진실, 2012. 93쪽. 

12) 게르트 위딩은 수사학의 배열이 수사학의 역에만 머물지 않고 고전드라마

에게까지 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게르트 위딩, 고전 수사학, 동문선, 

2003,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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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배열 또한 수사학의 논거 배열 방식이나 요소들로부터 적지 않게 

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미디어글의 메시지 배열과 구조

 담론은 내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론과 본

론, 결론으로 조직된다. 하나의 담론이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조직되

는 것은 자연스런 시작에서부터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

무리하는, 담론의 전체 내용을 완결되게 조직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

다.14) 그러나 담론의 조직은 서론과 결론과는 달리 본론이 어떻게 조

직되느냐에 따라 전체 내용이 단층적 또는 다층적으로 전개된다. 

 수사학에서도 연설의 담론이 기본적으로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조

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본론의 내용이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따

라 담론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설의 

논거배열이 머리말과 진술부, 논증부, 맺음말로 이뤄진다고 한 것도 본

론의 조직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며,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핵심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논거배

열에서 진술부와 논증부는 일반 담론 조직의 본론에 해당되며, 이 부분

의 조직은 담론의 가치를 좌우한다. 

 글 또한 기본적으로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조직되지만 미디어글은 

일반 글과 달리 서론과 본론으로만 조직된다. 미디어 글의 이러한 조직

13) 황성근, ｢미디어글의 수사학적 설득구조｣, 수사학 제16집, 한국수사학회, 

2012, 199쪽 참조.

14) 담론의 조직에서는 서론은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도입부가 되며, 본론

은 핵심부가 되고 결론은 전체 내용을 종결하는 마무리부가 된다. 황성근, 

｢쇼설네트워크가 글쓰기에 끼친 향성 연구｣, 사고와 표현 제7집 1호, 한

국사고와표현학회, 2014, 1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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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디어글의 특성에 연유된다. 미디어글은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사실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한다. 미디어글은 결론에서 전체 내용

을 마무리 하지 않고 사실이란 정보만 나열하는데 그친다. 수사학에서

의 연설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데 있지만 미디어 글은 수용자로 하여금 메시지의 수용을 강

제하지 않고, 메시지의 수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수용자의 선택에 맡기

게 된다.  

 일반적으로 담론의 목적은 정보제공과 설득, 유흥으로 구분된다. 정

보 제공은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며, 설득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유흥은 말 그대로 즐거

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담론은 천편일률적으로 조직되지 

않고 담론의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조직된다. 미디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에 있으며, 수용자로 하여금 메시지 자체에 

설득되도록 하기보다 사실의 정확하고 명료한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미디어 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

다. 미디어글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보도형식의 글을 의

미한다. 여기서 ‘있는 사실의 객관적인 전달’은 존재하는 사실적 내용

만의 전달을 의미하고 주장이나 의견이 포함되고 있지 않음을 전제한

다.15) 미디어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담화의 배열에 적용하면 

머리말과 진술부와 논증부의 본론만 제시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거

배열에서 담화의 핵심 부분이 되는 논증부를 제외한 서론과 진술부만

으로 조직되며, 일부 미디어글은 진술부만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미디어글의 조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거배열에 접목한다면 완결된 

조직이 아니라 미완의 조직에 가깝다.

 물론 담론의 조직에서 서론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

15) 미디어글에서 예외적인 것은 사설이다. 사설은 미디어의 논조를 담아내는 

의견 글이다. 그러나 사설을 제외한 모든 미디어글은 사실이란 정보를 전달

한다. 황성근, 미디어글쓰기, 박이정, 2007, 48~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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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지만 서론 없이 연설을 해야 하는 일도 적

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의 구성부분에서 진술부와 논증부만 필

요하다고 했으며16), 키케로 또한 연설에서 서론이 짧거나 서론 없이 

행해야 하는지를 잘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17) 결국 미디어글은 어

느 담론보다 메시지가 온전히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 메시지의 배열을 

중요시 하고, 수사학에서 요구하는 설득적인 요소가 메시지 자체보다 

메시지의 배열에 더 많이 반 되고 있다. 

Ⅳ. 미디어 글에서의 수사학적 메시지 배열

1. 담론 중심의 배열

 수사학에서는 담론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논거배열을 다르게 해

야 만이 청중의 설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키케로는 연설가가 

무엇을 우선으로 놓아야 하는 질문을 받고서 연설에 부합하는 배열방

식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 다. 그는 특히 “즐거움의 목적인 경우 시

기의 경증을 따지거나 화제의 배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작은 것

에서 큰 것으로 올라가거나 큰 것에서 작으로 것으로 흘러 내려오기도 

하고 혹은 이것들을 다양함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18)고 피력하

다. 키케로의 이러한 주장은 연설에서도 목적에 부합하게 메시지 배

열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미디어글에서도 내용과 목적에 따라 메시지의 배열이 다르게 나타

난다. 미디어글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기사와 해설기사, 의견기사로 

16) 만프레드 푸어만, 고대 수사학, 시와 진실, 2012, 99쪽 참조. 

17) 키케로,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길, 2010, 96쪽.

18) 키케로,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길, 2010,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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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 스트레이트기사는 신문의 사회면에 게재되는 사건사고기사가 

해당되며, 해설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보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이다. 그리고 의견기사는 언론사의 논조를 담는 사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기사의 분류와는 달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단신기사와 생활기사, 가이드기사, 인터뷰기사, 르포, 탐사기사, 기획기

사로도 나눌 수 있다. 단신기사는 콘서트나 전시회 등의  짧은 내용을 

담는 기사이며, 생활기사는 의식주와 건강과 관련된 생활의 정보를 담

아내는 기사이다. 가이드 기사는 음식점이나 여행지를 안내하는 기사이

고 인터뷰기사는 인물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는다. 탐사기사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기사이고 르포는 현장의 생생한 내용을 담아내는 기

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기사의 구조는 물론 메시지 배열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르다.   

 흔히 기사의 기본구조로는 역피라미드형과 피라미드형, 혼합형이 주

로 언급한다.19) 이들 유형은 기사에서 핵심 메시지를 어디에 위치시키

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역피라미드형은 기사의 첫 부분에 핵심 메시지

를 두고, 피라미드형은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두게 된다. 혼합형은 역

피라미드형과 피라미드형의 절충적인 배열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역피

라미드형은 사건사고에 대한 짧은 분량의 사실을 담아내고, 피라미드형

은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을 담아내며, 혼합형은 장황하고 긴 내용의 사

실을 담아낸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담론의 성격

이나 내용에 따라 메시지의 배열이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

이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수사학의 연설에서 수사적 상황과 조건에 따

라 논거배열을 달리 하는 것처럼 미디어글의 메시지 배열도 천편일률

적이지 않고 기사의 내용에 따라 달리 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두 기사를 보면 메시지의 배열이 다르다는 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19) 황성근, 미디어글쓰기, 박이정, 2007, 51~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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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테러 현장에서 피아노 연주 하는 남성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파리 테러 현장인 바타클랑 극장 앞에서 희

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피아노 연주를 하 다. 그는 희생자 추모를 위해 자신

의 그랜드 피아노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13일 밤에서 14일 새벽에 걸쳐 파리 6

곳에서 총기 난사 및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128명이 사망 수십 명이 부

상당했다.20) 

            열쇠수리공 ‘퀴즈 웅’ 문 열다

 “상금 청소년가장 도울 것” 열쇠수리공이 ‘퀴즈 웅’에 올라 화제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쇠 수리점을 운 하고 있는 이용석(52・사진)씨는 지난 

21일 방송된 <한국방송> ‘퀴즈 대한민국’ 프로에 출연해 대학생과 기업체 간부 

등5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했다.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신설 뒤‘퀴즈 웅’

이란 우승자의 칭호를 얻은 것은 이씨가 11번째다.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텔레비전의 퀴즈프로그램을 거의 빼놓지 않고 듣고 

봤다는 이씨는 “사람들은 열쇠 만드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

는 것 같다”며 “나처럼 못 배운 사람도 퀴즈 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

었다.”고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 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광부, 우체국 임

시직원, 양장점 종업원 등 35년 동안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로 일했고, 고졸 

검정고시에합격한 뒤 올해 초 늦깎이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

업했다.

 이 씨는 우승 상금의 절반을 이공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송사 쪽의 방

침에 따라 자신이 확보한 상금(3725만원)의 절반을 받게 된다. 그는 “내가 노력

해서 번 돈이 아니다.”라며 “1천 만 원을 소년 소년가장의 학비로 내 놓겠다.”고 

말했다.21) 

20) http://news.nate.com/view/20151115n01429

21) “열쇠수리공 ‘퀴즈 웅’ 문 열다”, <한겨레  신문> (입력 2003.12.23. 09:3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31223093613971 



미디어 글의 메시지 배열에 관한 수사학적 접근 • 177

첫 번째 기사는 최근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사건과 관련된 사건기사

이고, 두 번째 기사는 열쇠수리공이 퀴즈 웅이 되었다는 인터뷰기사이

다. 두 기사는 메시지 배열이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 기사는 역피라미

드형이고, 두 번째 기사는 혼합형이다. 첫 번째 기사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제시하고 메시지의 중요도가 후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두 번

째 기사는 핵심적 내용이 먼저 배열되지만 그 이후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펼쳐진다. 특히 두 번째 기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 졸업했다”

의 부분을 삭제하면 나머지 내용의 조직은 역피라미드형이 된다. 또한 

첫 번째 기사는 짧은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기사는 좀 더 장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메시지 조직과 배열이 기사의 내용과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22) 이는 결국 수용자로 하여

금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용이하기 수용하도록 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장황하고 긴 내용의 기사인 경우 전체 내용을 지속적

으로 읽도록 메시지 배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체 내용이 수용될 확

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실패하게 된다.   

2. 사실 중심의 배열

신문기사는 기본적으로 사설을 제외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신문기사는 글쓴이의 주장

이나 의견이 개진되지 않을뿐더러,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요

구하는 부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디어글의 전체 메시지

는 사실에 기초하고 그 사실의 객관적인 수용을 제공하는데 중심을 

둔다. 그러나 미디어글에서 사실의 배열은 단순히 논리적인 부분을 

22) 신문기사는 초기에 현재의 배열구조가 아니었다. 신문이 등장한 초기에는 

일상적인 메시지 배열을 추구했으나 취재기자가 등장한지 40년 만에 현재의 

메시지 배열구조가 생겨났으며,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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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할인폭 최대 15% 제한… 소비자 ‘울상’

 서적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

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적들의 할인율이 15% 이내(현금할인 10%+간접할

인 5%)로 제한되는 도서정가제를 전면 실시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

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

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정가제 예외 도서 던 실용서와 초등

학교 학습참고서, 발간 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고려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사실의 수용을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디어글의 메시지 배열이 사실

의 단순한 나열에만 그친다면 수용자로 하여금 주목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수용자가 전체의 메시지를 읽기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

는다. 사실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설득적

인 메시지보다 메시지 배열 방식이 더 설득적이고 효과적인 수용을 

전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디에 어떻게 메시지를 배열하느냐에 따라 

전체 메시지의 수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디어글에서 사실 중심의 메시지 배열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

선 사실의 중요성 여부이다.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그 메시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미디어글에서 사실의 배열은 중요한 메시지에서 덜 중요한 메

시지의 순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메시지 배열은 미디어글 전반에서 드

러나고 있으며, 특히 신문의 사회면에 게재되는 사건사고기사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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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

지는 건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구간도 거의 제값 주고 사야한다니”, “도서

정가제 전면 시행, 또 호갱된 기분” 등의 반응을 보 다.23) 

             아웃도어는 기능이다 스타일이다

 아웃도어 제품의 진화가 눈부시다. 신소재와 기술이 결합, 겨울옷 같지 않은 

가벼운 겨울 재킷이 아웃도어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가벼운 소재로 보온

성을 해결하면서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의 경량 패딩이나 다운재킷

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경량 패딩재킷과 다운재킷은 가벼우면서도 활용도가 높아 시티 아웃도어룩

을 즐기는 고객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 스타일링

 위의 기사는 전체 7개의 문장으로 이뤄진다. 문장에 담긴 메시지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첫 문장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순차

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네티즌의 반응

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디어의 지면이 부족하다면 중요도가 낮기 때문

에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메시지 배열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수용

하도록 하는데 있다. 신문기사에서 이러한 메시지 배열은 생활기사는 

물론 가이드기사, 인터뷰 기사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특히 생활기

사나 가이드기사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

들 기사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적 사실과 세부적인 사실이 담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전체적인 윤곽적 내용의 메시지를 먼저 배열하고 세

부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배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3)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할인폭 최대 15% 제한… 소비자 ‘울상’”, <헤럴드경

제> (기사입력 2014-11-21 19:3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 

1121000997&md =20141121193115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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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 젊은 여성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다양한 활용도를 갖춘 멀티 초경량 패딩 ‘키퍼’를 출시했다. 겉

감과 안감 전체에 초경량 소재를 사용해 가벼움을 극대화한 패딩재킷으로, 일반 

판(Roll) 패딩과 달리 재단별로 충전재를 주입해 볼륨감과 보온성까지 겸비했다. 

LS네트웍스의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는 안감과 겉감을 맞붙여 바느질하

는 샌드위치 퀼팅 기법을 사용해 무게는 줄이고 보온성은 배가한 경량 재킷 ‘프

리런 다운’과 ‘칼라리스 다운’을 출시했다. ‘칼라리스 다운’은 겨울철 외투 안에 

내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초경량 재킷이다.

 레드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쉘텍스 엑스 라이트 소재를 사용한 ‘피크 웜 구

스재킷’을 출시했다. ‘피크 웜 구스재킷’은 방풍기능이 우수하고 얇으면서도 따

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네파는 자사의 보디매핑 기술을 적용, 보온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신개념의 

경량 다운재킷인 ‘스파이더 라이트 다운재킷’을 올가을과 겨울 아우터로 추천한

다. 이 제품은 팔과 옆면에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늘어나는 ‘폴리스판 니트’ 소

재를 적용,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 활동성을 강화한 점이 큰 특징이다.

 블랙야크는 주머니 안쪽에 있는 에어 펌프와 공기튜브를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의 방풍재킷인 ‘E에어벤트 재킷’을 내

놓았다. ‘E에어벤트 재킷’은 ‘2레이어 라미네이션’ 소재를 사용, 생활방수 기능

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트렉스타는 눈비가 잦은 한국 겨울 환경에 최적화된 신개념의 ‘드라이다운 

시리즈’를 선보인다. 기술의 원천은 전문 산악인들을 위한 제품이나 침낭 등에 

주로 활용되는 기술인 ‘나노 필 파워 코팅’을 적용했다. ‘드라이다운 시리즈’에

는 고어텍스 원단의 프리미엄 구스다운 및 덕다운, 경량 다운재킷 등 다양한 라

인이 포함되어 있다.24)

 위의 기사에서도 “아웃도어 제품의 ~ 관심을 끌고 있다”의 첫 부분

에는 전체적인 윤곽을 배열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배

24) “아웃도어는 기능이다 스타일이다”, <경향신문>(입력 : 2015-10-29 22:19:32),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292204415&code= 
920401&med_id= 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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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메시지의 배열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것에서부

터 낮은 것의 순 즉 코오롱스포츠, LS네트윅스, 레드페이스, 네파, 블랙

야크, 트렉스타 순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부분은 수용자로 하여금 전체 

메시지를 한꺼번에 수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코오롱스포츠, LS네트윅스, 레드페이스, 네파, 블랙야크, 트렉

스타에 관한 내용의 배열에서도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 덜 중요한 메시지를 배열한다. 이는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전제된다. 이 부분은 미디어글

의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디어글은 수용자로 하여금 메시지의 수

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태도에서 메시지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크며, 그것이 이 부분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실의 메시지 배열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여부가 달

라진다. 수사학에서도 사실의 메시지 배열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사학에서는 진술부의 메시지 배열이 육하원칙에 준해야 

함을 주장한다. 신문기사 가운데 스트레이트기사 즉 사건사고 기사가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른 전개는 메시지를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속한다.

 신문기사의 스트레이트기사의 첫 문장을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개최한다.>라고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은 독자의 중요한 관심사를 먼저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실제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일반

글의 서술방식과 다름을 보여준다. 일반글에서는 내용의 전개에서 어느 

내용을 먼저 또는 나중에 전개하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

디어글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덜 중요한 사실을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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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네마테크, 칼 드레이어 회고전

 

 서울시네마테크(www.cinemathequeseoul.org)는15-2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서

울아트시네마에서 `칼 드레이어 회고전"을 개최한다.

 칼 드레이어(1889~1968)는 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네아티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대표 감독. 여성 주인공이 겪는 고통과 갈등, 억압

과 사회의불관용성,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죽음, 지상에서 악이 가진 힘 등이 그

가 자신의 작품에 쏟아 넣은 주제다.

 이번 회고전에는 "재판장", "사탄의 책", "서로 사랑하라", "옛날 옛적에", "

미카엘", 집안의 주인", "잔다르크의 열정", "뱀파이어", "분노의 날", "오데트", "

게르트루드" 등 11편의 장편이 상 되며 이밖에 단편 모음과 다큐멘터리 "칼 드

레이어:나의 작업"이 관객을 만난다. 입장료는 6천원.25) 

3. 수용자 중심의 배열

수용자 중심의 메시지 배열은 우선 잘 알려진 메시지와 잘 알려지지 

않은 메시지의 배열에서 잘 드러난다. 기사에서는 메시지가 장황하게 

펼쳐지기보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배열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잘 알려진 메시지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메시지

가 수용자의 입장에서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위의 기사를 보면 칼 드레이어란 인물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갈 드레이어는 일반 독자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매우 생소한 인물이다. 결국 기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대한 

설명에 대한 배열이 먼저 이뤄진다.26) 이러한 부분은 유사한 내용의 

25) “서울시네마테크, 칼 드레이어 회고전”, <연합뉴스> (입력 2003.11.07. 10:26),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031107102651094

26) 황성근, ｢미디어글의 수사학적 설득구조｣, 수사학 제16집, 한국수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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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라노 조수미, 가을밤 파크콘서트

 가을밤 야외 공원에서 소프라노 조수미가 화려한 기교를 뽐낸다.

 올해 국제무대 데뷔 25주년을 맞은 조수미의 파크 콘서트가 다음달 24일 오

후 7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조수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오페라 갈라 쇼를 선보인다. '집시와 보헤

미안의 노래'라는 주제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레하르트의 '집시의 사랑', 푸치

니의 '라보엠' 등 다채롭고 화려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채운다. 

 정통 클래식과 화음악, 팝을 넘나들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지휘자 스티븐 

머큐리오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이끌고 함께 무대에 선다. 테

너 조셉 칼레야,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게스트로 출연한다.

 조수미는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이후 카라얀, 주

빈 메타 등 전설적 지휘자들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무대를 누벼왔다.27)

또 다른 메시지 배열을 보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위의 기사에서는 조수미란 인물에 대한 설명이 맨 마지막 부분에 

배열된다. 조수미는 일반 독자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고, 조수미에 대한 

설명이 앞의 기사처럼 앞부분에 배치된다면 식상함과 함께 독자로 하

여금 전체 메시지를 수용하도록 하는데 방해될 수 있다. 결국 기사에서

는 잘 알려진 메시지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배열이 다르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기사의 메시지 배열에서 수용자의 궁금함 여부를 고려하

고 있다. 기사에서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그 즉시 

해소하는 방식으로 배열된다. 여기에는 메시지의 순차적인 이해를 고려

2012, 294쪽 참조.

27) “소프라노 조수미, 가을밤 파크콘서트”,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1.08.10 

16:28 수정 : 2014.11.05 15:37), http://www.fnnews.com/news/201108101628146762?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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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이 있다.

 메시지의 효과적인 배열은 독자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일이다. 연설의 설득에서 중요한 것은 청자를 중심에 두는 것이고, 청

자가 메시지를 제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플라톤은 연

설에서 진정한 설득을 하려면 청중의 혼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정연설과 정책연설, 식장연설로 분류한 것도 

청중을 중심으로 한다.28)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열과 논증이라는 

개념은 청중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생겨났으며, 설득을 제대로 

하려면 청중의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29) 이는 결국 배열

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증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신문기사는 주장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실의 배열

에서 독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정서를 읽고 그것에 

순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동일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 신문기사는 

독자가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고 어떤 메시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먼저 배열됨으로써 전체 메시지를 효

과적으로 수용하는 지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플레트

는 수사학의 논거 배열과 관련해 자연적 순서와 인위적 순서를 설명하

고 있다. 그는 자연적 순서는 연대기와 역사서술에서 보듯이 소재를 자

연적으로 나열하는 것이고 인위적 순서는 호머의 오딧세이나 소포클

레스의 외디푸스에서 보듯이 기교를 부려 소재를 나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0) 미디어글의 메시지 배열은 인위적인 순서이기보다 메시지 

수용자의 입장과 정서를 고려해 자연적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키케로,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길, 2010, 93쪽.

29) 티모시 보셔스,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47쪽.

30) H. F. Plett,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동인, 2002, 50쪽.



미디어 글의 메시지 배열에 관한 수사학적 접근 • 185

Ⅴ. 미디어 글의 메시지 배열 효과

1. 독자의 접근성

 미디어 글은 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존재하는 글

이다. 미디어 글의 구성은 정보원과 미디어, 수용자이다. 그러나 미디어 

글의 생산은 기자가 직접 정보원에게서 소스를 찾아 취재하고 글을 쓰

지만 미디어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돼 수용자인 독자에게 전달된다.31) 

 미디어 글은 기획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독자를 중심에 두고 

진행된다. 미디어글의 생산은 기사 기획에서부터 취재와 글 구성, 글쓰

기와 글 수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메시지의 수용자인 

독자가 놓여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디어 글의 전형적인 생산방식

은 수용자가 알고자 하는 글감을 찾고 수용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취

재하고 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학에서 말하기

가 논거의 발견에서부터 배열, 표현이 모든 과정이 수용자인 청자를 중

심에 두고 행해지는 부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신문기사는 

독자 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독자를 떠나서 존재하기란 사실 어렵다. 미

디어 자체도 수용자의 호응이나 반응을 이끌지 못하면 존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신문기사는 수용자인 독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미

디어글의 생산도 수용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는 점이다. 결국 신문

기사는 독자를 위한 글이자 독자의 선택을 받는 글이 되는 형국이다. 

이는 설득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학에서의 청자와 동일선상에서 접근된

다고 할 수 있다.

 수사학의 연설도 연설자와 메시지, 수용자로 구성된다. 연설에서도 

메시지는 수용자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수용자의 반응이나 호응을 일

31) 맥루한은 미디어의 차이가 수용자에게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재구조화 한다고 주장한다. 티모시 보

셔스,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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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된다. 페렐만은 “수용자란 화자가 화

법을 통해 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집단”32)으로 정의하면서 

특정 수용자와 보편적 수용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그는 특정 수용자는 

연설자의 연설에 참여한 사람들로 이뤄지고 보편적 수용자는 모든 정

상적인 성인들로 이뤄진다고 주장하 다.33) 페렐만은 특히 주장자에게 

“무엇이 화자가 생각하는 진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상

으로 하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다.”34)라고 강조하 다. 

 그는 또한 연설자가 어떤 수용자를 생각해야 하는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득과 확신을 구분하 다. 그는 특히 설득이란 특정한 수용자를 

위해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법의 형태인 반면, 확신은 “이성적 존재”인 

수용자에게 진실을 전하는 본법의 형태라고 하면서 설득의 논법은 특

정 수용자가 대상이며, 확신의 논법은 광범위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고 주장하 다.35) 신문기사는 페렐만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한 수용자가 아닌, 광범위한 수용자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독자는 연설에서의 청자와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제공한 메시지를 해독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미디어글의 생산

과 활용에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  

 미디어글의 메시지 배열 또한 독자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있다. 신문기사는 한번 접근하면 끝까지 읽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갖

고 있다. 신문기사는 수사학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논증을 위한 글

이 아니다. 미디어 글은 사실의 전달에 기초하고 독자를 무조건적으로 

32) C. Perelman, The Realm of rhetoric, Notre Dame, IN: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2. P. 19. 티모시 보셔스,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50쪽에서 재인용.

33) 티모시 보셔스,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51쪽.

34) C. Perelman, The Realm of rhetoric, Notre Dame, IN: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2. P. 23-24. 티모시 보셔스,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50쪽에서 재인용.

35) 티모시 보셔스,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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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입장이 아니다. 독자가 메시지를 수용하는지의 여

부는 전적으로 독자에게 맡기고 메시지의 수용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일례로 미디어 글의 대표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면 전체 기

사가 제목과 리드, 본문으로 구성된다. 신문기사가 이러한 구성은 독자

로 하여금 읽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미디어글의 수용자는 대개 

본문을 바로 읽지 않고 제목에서부터 전문, 본문의 순으로 읽는다. 그

것은 무엇보다 수용자로 하여금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 전문과 본문을 읽도록 유도하도록 하는데 있다.36) 이

는 결국 독자가 메시지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독자의 미디어 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부분은 미디어글의 전반에서 적용되고 있다. 

2. 메시지의 수용성

 국의 수사학자 웨이틀리 Richard Whately는 “논리학은 논리에 의

해 진실을 구축하는 과정인 반면 수사학은 논리에 의해 타인에게 진

실을 전달하는 과정”37)으로 본다. 웨이틀리는 수사학에서도 기본적으

로 논리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타인에게 향을 주는 논리 이

외의 요소도 작용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신문기사는 메시지 

배열에서 논리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메시지

의 전달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다. 

 메시지의 논리적 전개와 설득적인 전달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메시지의 논리적 전개는 메시지의 배열에서의 논리적인 부분이 강요되

36) 전문은 제목과 본문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본문을 읽도록 유도

하는 미끼와 같다.

37) Whately, R., Elements of rhetoric, (D. Ehninger, E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3, 티모시 보셔스,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

스, 2009, 13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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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메시지의 전달측면에서는 다소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특히 메시지는 논리가 확보되어야 설득이 가능하지만 논리적 전개가 

반드시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논리와 설득

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논리는 설득과 공집합의 관계가 아니라 부

분 집합의 관계이다. 달리 말하면 논리적 전개가 전달의 효과성과는 필

요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웨이틀리가 논리학과 수사학에 대

한 정의를 내린 것도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득의 기본은 수용자가 전체 메시지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전제된

다. 수사학에서도 논거 배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진 것도 이 부분

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용자가 메시지를 모두 수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는 설득이란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설령 수용자가 설

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봐

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나 태도가 선행

되어야 만이 설득이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수사학자들이 논거배

열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글쓰기는 말하기와는 또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메시지의 

전체를 우선적으로 읽어야 함에 있다. 메시지의 수용적 측면에서 글쓰

기와 말하기의 차이점도 여기에 있지만 글쓰기가 메시지의 배열에서 

말하기보다 더 중요시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융통성과 실효성을 지

닐 필요가 있다.   

 수사학에서 설득은 궁극적으로 논증을 통해 이루어지며38) 그 바탕

에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지한다. 특히 수사학에서는 

논증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변증법과는 달리  논증 외의 주변적인 요인

도 설득에 중요한 요소 내지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수사학에

38) 수사학에서 논증이 포함된 최초의 예는 기원전 450년경 시칠리아에 살았던 

코락스Corax가 그의 제자 티시아스Tisias에게 교훈하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

다.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른바 실천적 삼단논법이라고 정리한 논증기

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김용규, 설득의 논리학, 웅진씽크빅, 2007,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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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메시지 배열은 설득적인 연설을 하기 위한 것이며 수용자가 메시지

를 수용한 다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글 또한 메시지의 수용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신문기

사는 메시지의 수용성을 고려해 글의 편집도 이뤄진다. 미디어 글은 기

본적으로 제목과 전문, 본문으로 편집되며, 글의 분량이 많으면 칼럼명

과 발문, 중간 제목 등으로 더 세부적으로 편집된다. 미디어 글의 편집

은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용자가 전체 

메시지를 관심을 갖고 용이하게 수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미디어글의 본문 메시지 배열 또한 전체를 읽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갖는다. 신문기사는 수용자로 하여금 사실이란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수

용하게 하고 다시 읽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부분은 표현에서도 드러나

지만 메시지 배열에서도 적용한다. 미디어글의 기본구조가 역피라미드

형과 피라미드형, 혼합형으로 나누는 것도 메시지의 수용성을 고려한데

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일반 글과 달리 메시지의 수용적인 

측면을 적지 않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미디어글의 메시지 

수용여부는 수용자의 판단에 맡기는 형국이 되는 꼴이다. 미디어글의 

메시지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끝까지 읽도록 유도하는데 있

다. 미디어글의 조직은 수용자가 메시지를 접하면 전체 메시지를 완결

되게 읽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메시지 배열

에서 수용의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Ⅵ. 나가며

현재 말과 글은 인터넷과 상의 발달로 인해 메시지 중심에서 이

미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고전 수사학이 발달한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미디어의 환경은 물론 수사적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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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사학의 변화 과정 또한 부침의 연속이었다. 수사학에서의 설득

은 초기에 단순히 면전의 청중만을 대상으로 하 다면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의 청중 또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대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논증이론 부분에 중심을 

두고 전개되었으나 수사학이 시대를 거치면서 논증부분의 외연이 확대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수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설득

이 그 중심에 놓인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19세기 프랑

스를 중심으로 수사학이 문체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설득적인 표현의 

방법이나 기술을 익히는데 중심을 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20

년대 들어 신수사학이 전개되면서 과거의 수사학이란 전통적인 역에

서 벗어나 사회전반적인 부분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특히 신수사학은 

정통적인 수사학 분야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

션학, 광고학 분야로 수사학적 설득이 접목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

한 향은 미디어 글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39) 

그로 인해 미디어글의 표현이나 메시지 배열에서 수사학적 접근이 많

이 이뤄졌으며, 그것이 결국 현재의 미디어글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수

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대중을 지향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수사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메시지 전달의 대상자가 

제한적이었다. 고대 연설은 집회장소나 광장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

된 청중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메시지의 전달 효과도 크지 않았다. 그

러나 미디어는 현재의 무제한적 공간에 무제한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고대 연설

을 대체하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수

단이 되고 있다. 

 미디어 글은 전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메시지의 배열구조를 다르

39) 수사학은 심리학 분야는 물론 커뮤니케이션학, 기호학 분야로 확대 적용되

는 경향을 지녔다. 수사학의 재탄생,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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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미디어글의 배열구조가 글의 첫 부분에 접하면 마지막 부분까

지 끝까지 읽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에는 논리적인 부분은 물

론 설득적인 부분도 동시에 고려된다. 미디어는 그 자체가 태생적으로 

설득을 위한 매개체이다. 미디어는 사실이란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목적

이 있지만 그 근저에는 수용자로 하여금 전체 메시지를 수용하도록 유

도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미디어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설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수용하

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설득

적인 요소를 메시지의 배열에서 더 많이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결국 메시지의 배열이란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미디어글은 메시지 배열에서 수사학의 설득적 요

소를 많이 반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디어글은 일반 글과는 달리 

수용자가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

시지 배열이나 표현에서 대중적인 글의 표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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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torical Approach to the Message Arrangement of Media Writing 
- In the Centering of Newspaper Article -

Hwang, Seong Keun (Sejong Univ.)

The message arrangement in an argu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 

that a consumer accepts or accepts not a message. If the message in an argument 

arranges not logically and persuasively, the audience will not accept the argument. 

Rhetoric theorists admitted the fact that message arrangement was very important in 

an argument.

The message arrangement in the media writing is closely related with arrangement 

of grounds for an argument. Aristoteles referred that an argument was made up 

introduction, predicado,  preuve and closing remarks. But the arrangement of grounds 

for an argument relies on rhetorical environment and its situation. 

 A writing is consisted of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But media writing 

is composed of only introduction and body. This comes from a characteristic of 

media writing. 

 First, the message arrangement in media writing centers around argument. In the 

basic structure of newspaper article are there inverted pyramid-type, pyramid-type 

and mixed type combined in inverted pyramid and pyramid. These are structures that 

are centered around argument.

And the message arrangement in media writing centers around fact. The message 

arrangement of newspaper article puts earlier unknown fact than well-known fact.    

 

 Lastly, the message arrangement in media writing centers around consumer for 

the message. This exposes in the media writing process and the editing of media 

writing. These facts increase reader accessibility to the media writing and lead to 

read a media writing from beginning to end. Eventually the media writing has 

rhetorical persuasive elements and makes to accept a message to its consumer easily. 

Therefore, it isn't by chance that the media writing is considered as a mode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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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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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설 제목의 대화주의적 분석

장장인봉 (이화여대)

I. 서론

 신문에 실리는 글들 중에서 사설은 “의견글”1)로서, “국제적·국내적 

시사문제에 대하여 신문사 또는 출판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표명하는 

의견이나 주장”2)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과는 달리 주관성이 드러나는 글에 속한다. 

 하지만 주관성이 드러나는 사설은 해설, 분석, 시평 등 다른 오피

니언 텍스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설에 

제시된 주장은 집필하는 논설위원 개인의 주장이 아닌 신문사의 의견

이라는 점이다3). 이는 발화작용(énonciation)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1) 황성근(2005)은 미디어글의 유형으로, 의견글 외에 스트레이트글, 해설글, 단

신글, 생활정보글, 가이드글, 인터뷰글, 탐방글, 등으로 분류한다.

 2) naver.com/한국민족문화대백과

 3) 신문의 다른 기사나 칼럼에는 집필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사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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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또한 사설의 제목은 독자의 시

선을 사로잡아 해당 기사의 본문을 읽게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

목들과 다른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사설 제목에 사용된 통사구조들

을 통해 화자가 의도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화

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통사적 특성4)

 신문 기사의 제목은 특성상 텍스트의 핵심만을 추려서 간결하게 

집약적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5), 신문 사설의 

제목은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만 제시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절(proposition)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6). 

 사설의 제목은 통사적으로 볼 때, 명사절(38.4%)이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평서문(35.9%), 의문문(18.4%), 명령문(6%), 그 밖에 조건문, 

감탄문이 소수 사용되었다7). 각 구조의 예들을 살펴보자.

는 명시되지 않는다. 

 4) 본 논문에서는 통사구조의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간된 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밖에 다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이외의 

사설들도 참고하였다. 

 5) 황성근(2005, 250)에 따르면, 신문글의 제목은 보통 8자가 기본이며, 최근 들

어 10자 내외가 되었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한 짧을수록 좋다.

 6) 이는 우리나라 일간지의 특성이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신문 기사 제목과 달

리, 사설 제목의 대부분은 핵심어에 해당하는 명사구나 동사구가 사용된다 : 

Malaise, Somme de doutes, Revenir aux faits, 등 (F. Sullet-Nylander 2012, 171).

 7) 일간지에 따라 현저한 통사구조의 차이를 보이는 점은 명사절과 의문문이

다. 명사절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약 21%를 차지하는 반면 한겨레

신문에서는 63%를 차지하여 전체 빈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의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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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절8)

 명사절은 주로 ‘관계절-명사’의 구조를 띤다 : 

 (1)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최경환 게이트’ (한 2015.12.15.)9)

 (2) 政治 포퓰리즘이 쌓은 나랏빚 1000조원 (조 2015.12.26.) 

 이 밖에 평서문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생략된 경우도 많이 

사용된다 :

 (3) 평화 집회도 이젠 지겹다는 게 국민들 심정 (조 2015.12.05.)
 (4) 수수료 장사만 하는 금융사는 반퇴세대 외면받을 것 (중     

    2015.12.12.)

2. 평서문

 평서문은 그 내용상 “당위형”과 “평가형”(김용진 2003, 47)이 대부

분인데, 문장의 집약적인 응집력을 위해 조사(주격, 목적격 등)를 생

략하고, 쉼표나 말줄임표 등 구두점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25%인 반면, 한겨레신문에서는 5%의 분포를 보

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사구조와 일간지의 성향과의 연관성은 다루지 않는

다. 또한 김용진(2003, 45)에 따르면, 대통령과 관련된 제목의 경우 단순한 

명사구에서부터 문장형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지만,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주제와 별개로 모든 사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의 어휘적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혜영, 강범모(2011) 참고. 

 8) 김용진(2003, 44)은 “확대 명사구”라고 구분하며, 시대적으로는 1989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9) 본문에 사용한 예들의 출처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은 각각 ‘조’, 

‘중’, ‘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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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동사의 생략이 많은 분포

(40%)를 차지한다10) :

 (5) 日이 ‘위안부 책임·사과’ 부정하는 순간 합의 破棄 선언해야

    (조 2015.12.31)
 (6) 야당, 당명 개정보다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기를 (한 2015.12.28.)

3. 의문문

 사설 제목으로 쓰인 의문문에서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

능한 다양한 종결어미 형태 대신, 대부분 ‘-는가’, ‘-나’가 사용된다 :

 (7) 초유의 선거구 無效 사태 부르는 국회, 지금 제정신인가

    (조 2015.12.31.)
 (8) 金利 오르면 가장 타격받을 低소득층 부채 대책 왜 빠졌나

    (조 2015.12.15.) 

4. 명령문

 명령문은 다른 통사구조에 비해 낮은 비율(6%)을 보이지만, 내용

상 당위성과 평가를 내리는 평서문과 동일한 내용을 강한 어조로 주

장할 때 쓰이며, ‘-하라’체가 쓰인다11) :

10) 이는 황성근(2005, 251-253)이 제시한 ‘제목뽑기 원칙’ 중 ‘문법에 맞아야 한

다’는 기준에 어긋나지만, 제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미디어 글에서 많이 

사용된다.

11) ‘-하라’체는 “상대편이 특정 개인이 아닐 때 낮춤과 높임이 중화된 느낌을 

주는 종결형”이며, 주로 광고문이나 연설문에 쓰인다.(naver.com/국어사전)

    이러한 명령문은 흔히 정치 현수막에서 발견되는 명령문과 비슷하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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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文·安 이젠 정말 봉합하든지 갈라서든지 하라 (조 2015.12.07.)
 (10) 또 결렬된 선거구 조정, 국회의장이 결단하라 (중 2015.12.21.) 

 이제까지 살펴본 다양한 통사구조들은 발화작용 방식을 변화시킴

으로써 그 전달 효과를 달리 하려는 것인데, 통사구조에 따라 드러나

는 발화작용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I. 발화적 특성과 대화주의

 뒤크로(O. Ducrot 1984, 1989)의 다성성(polyphonie)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발화체(énoncé)에 반드시 하나의 발화 주체가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 이상의 발화자가 공존할 수 있다. 뒤크로(1984, 189-199)

는 발화체 안에 가능한 주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말하는 주체(sujet parlant) : 발화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신-생리적 행동을 하는 존재

화자(locuteur) : 발화체를 책임지는 존재

발화자(énonciateur) : 발화체에 드러난 관점의 출처

 

 뒤크로의 이론을 사설에 적용해 보면, 사설을 집필하는 논설위원

은 경험적 존재인 ‘말하는 주체’이고, 발화체의 ‘화자’는 신문사에 해

들어 “은혜를 모르는 xxx, 즉각 사퇴하라 !”,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예

산 안 줬다고 전해라 ~”, 등이 있다.(naver.com)

    김용진(2003, 48)에 따르면, ‘-하라’체는 1989년(5%)의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6% 정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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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또한 사설이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만큼, 관점의 출처인 발

화자는 신문사이지만, 실제로 사설 제목을 살펴보면 하나의 관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관점들, 즉 여러 발화자들이 공존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성성 이론에서는 하나의 발화체 안에 

여러 발화자들이 등장하여 “일종의 대화”(뒤크로 1989, 9)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발화체 안에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가정한다는 점에서는 

다성성 이론과 “대화주의 dialogisme”의 기본 입장이 같지만, 두 이론

에서 말하는 “대화”의 형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2). 

 본 논문은 ‘타인의 담화 개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대

화주의”의 개념에 근거하고자 한다. 즉 하나의 담화 안에 “목소리의 

중복 interférence des voix”(오티에-르뷔 J. Authier-Revuz  1992, T2, 5)

을 드러내는 언어 표지들을 통해 신문 사설 제목에 나타난 다양한 유

형의 대화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상호대화적 대화주의와 이중 발화작용

 사설은 신문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연설문처럼 실제로는 독백 텍스

트로서, 명사절이나 평서문에서는 발화참여자들의 관계가 중화된 종

결어미가 쓰였으며, 이는 발화작용을 드러내지 않고 “발화작용의 출

처가 삭제 effacement  de la source énonciative”(F. Sullet- Nylander 2012, 

170)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의문문이나 명령문은 바흐친이 설명하듯이 “아직 말해지지 

12) 예를 들어 전달화법(discours rapporté)에 대해서, 다성성 이론에 따르면 목소

리의 공존은 직접화법, 간접화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간접화법(discours 

indirect libre)처럼 다른 담화의 개입이 표시되지 않은 발화체에서만 가능하

다. 반면 대화주의에서는 ‘담화 속에 다른 담화의 개입’을 나타내는 전달화

법의 모든 형태가 대화주의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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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요청되고 이미 예상된 응답”(B. Verine 2005, 188 재인용)이

라는 점에서, 발화상대방을 가정하는 “상호대화적 대화주의 dialogisme 

interlocutif”의 특성을 지닌다. 

1) 상호대화적 대화주의

 사설이 신문사의 의견이나 주장인 만큼,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

는 의문문은 사설의 제목으로는 적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의

문문은 18% 이상 사용되었다13). 사설 제목에 사용된 의문문은 실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question rhétorique)으로, 그 내용은 

해당하는 부정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예 (11), (12)

는 각각 ‘... 잘 되지 않는다’와 ‘... 방치해선 안 된다’와 같은 논증 방

향을 지니는14) “감춰진 단언 affirmation déguisée”(J.-J. Robrieux 1993, 

162)인 것이다 :

(11) 이런 개각으로 국정 정상화 잘되겠나 (중 2015.12.22.)
(12) 박 대통령 임기 내내 ‘보육대란’ 방치할 건가 (한 2015.12.23.)

 일반적으로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은 친교적(phatique) 표현을 통해 

독자를 청자의 위치에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신문 사설 제목에 명

시된 청자는 독자가 아닌 다른 상대이다. 예 (13)에서처럼 명사가 문두

에 분리되어 쓰인 의문문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

13) 정치 현수막에서도 명령문 외에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 ?”와 같은 의문문의 사용을 볼 수 있다. (naver.com)

14) J.-Cl. Anscombre & O. Ducrot(1988, 115-116)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의문문은 

부정문과 같은 논증방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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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 ‘위안부 협상’ 시끄럽게 나오는 日 의도 알고는 있나 

    (조 2015.12.28.)

 조사를 생략하고 쉼표로 대치한 (13)과 같은 분리구조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부’가 호격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이 경우 의

문문의 청자는 ‘정부’에 해당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주격조사(-는)가 생략

되어 ‘정부는 ... 알고는 있나’와 같은 자문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다15). 

 위의 두 해석에 따른 발화작용 양상은 다르다. 즉 호격으로 해석

할 경우 명시된 청자는 호격으로 지칭된 사람(‘정부’)이지만, 실제 청

자는 평서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자이다. 반면, 주제어로 해석하는 경

우에는 화자의 자문으로 해석되어 명시된 청자는 없으며, 이 경우에

도 실제 청자는 여전히 독자이다. 이처럼 의문문의 주제어가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주제어는 호격이나 서술의 주어로 해석이 가

능하며, 해석에 따라 발화체에 등장하는 발화작용과 발화참여자들의 

관계가 달라진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두 경우 모두 대답을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화자의 자리에 독자

인 청자를 끌어들이는 기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명령문의 예를 

살펴보자 :   

(14) 대통령이 개성공단 사태 직접 설명하라 (중 2016/02/12)

 예 (14)는 간접 명령형에 해당하며, 이 때 겉으로 드러난 청자는 

15) 본문을 읽어봄으로써 두 번째 해석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런 일본의 속셈까지 다 파악하고서 회담에 임하

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시끄러운 협상을 선택한 일본에 과연 한국 정부

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제목과 본문 사이에 있는 “내부텍스트적” 관계에 대해서는 § III. 3.에서 다

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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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다16). 하지만 사설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청자에게 명령한

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서술하는

데, 이는 화자가 실제 청자인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시

된 청자인 ‘대통령’에게 같이 요구하도록 끌어들이는 이중의 발화작

용을 보인다. 이는 사설 본문에 여러 번에 걸쳐 ‘국민에게’ 말해야 한

다는, 즉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화자의 위치에 ‘국민’을 포함한다는 것

을 통해 알 수 있다17). 

 청자를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게 하고 같이 행동하게끔 초대하는 

청유문도 명령문과 같은 발화작용을 보인다18) :

(15) 이제는 우리가 ‘북핵’ 국제 공조를 주도하자 (중 2016.01.28.)

 예 (15)에서는 청유문에 적합한 대명사 ‘우리’가 사용되었지만, 다

음의 예 (16)은 발화참여자의 관점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주어는 

‘우리’가 아닌 ‘한․일 양국’인데, 평서문이나 명령문이 아닌 청유문이 

사용되었다19) :

(16) 한·일 양국은 이제 앞을 보고 가자 (중 2015.12.29.)

16) “간접 명령문”은 발화상황에 없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결

어미가 가능한 직접 명령문과 달리, ‘-(으)라’만이 가능하다. (naver.com 참조)

17) [본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합의를 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박 대통령이 직접 설

명했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다 [...] 박 대통령

은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나와 현재의 사태

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응책을 밝힐 필요가 있다.

18) 청유문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세 일간지 가운데, 중앙일보에서만 사용되었다.

19) 예 (16)은 아래 § III. 3. 내부텍스트적 대화주의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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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사설 제목에서 사용된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은 상호대화

적 대화주의를 나타내지만, 화자와 청자 사이의 직접적인 발화작용이 

아니라20) 화자가 연출한 발화상황 안에서 다른 행위자들 사이에 대화

주의가 드러나는 이중 구조를 지닌다. 

2) 이중 발화작용

 사설의 제목에 사용된 의문문과 명령문은 상호대화적 대화주의 효

과에 기대어 실제적인 청자인 독자들을 발화상황에 초대하는 것이다. 

마치 발화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대화적으로 보이는 존재

(paraître dialogique)”를 가정한 “위장된 대화주의(dialogisme feint)”(J.-M. 

Adam & M. Bonhomme 1997, 37)21)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사설 제목은 잠재적인 구매자를 발화상대방으로 삼고 말을 

건네는 광고의 경우와는 다른 발화상황을 보인다. 사설 제목에 쓰인 

의문문과 명령문의 경우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간

접명령문에 명시된 겉으로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발화상황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 화자-청자 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발화상황을 가정하는 “위장된 대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명시

20)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있는 상호대화적 대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되풀이(reprise) 

구조에서 나타나는데, 신문의 다른 기사 제목에서는 쉽게 발견된다 : 

      a. 소비 꿈틀 ? 한국 경제 봄날은 아직 멀었다 (중, 2015.09.30.)

      b. 커피가 골다공증 유발한다고 ? … 하루 커피 1~2잔은 골밀도 높인다 

      (조 2016.02.23.)

    김용진(2003, 48)이 ‘질문형’으로 분류한 이 유형은 1999년의 사설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최근 신문 사설 제목에서는 발

견되지 않는다.

21) J.-M. Adam & M. Bonhomme(1997)는 광고 텍스트에 대해 “위장된 대화주

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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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청자에게 제기하는 의문과 명령은 일반적인 발화상황에서처럼 대

답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되진 않았지만 실제 청자인 

독자를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게 하려는 연출인 것이다. 

 연극에서처럼 꾸며진 발화상황 안에 화자와 청자를 등장시켜 배우

들끼리 언어교류가 이루어지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생기는 상호대화

적 대화주의를 실제 청자인 독자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연극과는 달

리 화자의 위치에 독자를 동참시켜, 화자와 함께 명시된 청자에게 질

문하고 명령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발화적 전략이다. 이 때 

발화참여자들의 관계가 중화된 종결어미가 사용되는데, 이는 “발화 

출처를 삭제”하여, 청자인 독자가 화자의 자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치의 기능을 한다. 

2. 상호담화적 대화주의와 발화적 이질성

 현재 진행 중인 담화 안에 “다른 곳 ailleurs”(오티에-르뷔 1984, 

104)에서 온 담화 조각이 끼어드는 것은 상호담화(interdiscours)이며, 

발화적으로 보면 “발화적 이질성 hétérogénéité énonciative”(오티에-르뷔 

1984)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질성은 언어로 표시될 수도 있고, 표

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표지가 없는 경우 발화적 이질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언어나 말투, 다른 분야의 담화, 발화상

대방의 담화 등이다.(오티에-르뷔 1984, 104-105) 이처럼 현재 진행 중

인 담화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화의 개입은 “상호담화적 대화주의 

dialogisme interdiscursif”를 나타내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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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화법

 바흐친에 따르면, “타인의 말 discours d’autrui”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 언어형태는 전달화법이며, 이는 “담화 속의 담화, 발화작용 속의 

발화작용”인 동시에 “담화에 대한 담화, 발화작용에 대한 발화작용”이

다22). 예 (17)-(18)에서는 간접화법이 사용되었다 :

(17) 불법시위 이어 불법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중 2015.12.11.)
(18) 교사 촌지 460만원 문제없다는 어이없는 판결 (중 2015.12.25.)

 신문 사설의 제목에 사용된 전달화법은 문법에 맞는 완전한 형태

의 전달화법이 아니라 대부분 변형된 형태를 취한다. (19), (20)에서는 

간접화법과 인용부호가 같이 사용된 혼용의 형태이다 :

(19) 最惡의 전세난에 “뾰족한 수 없다”는 장관의 무책임 

    (조 2016.2.19.)
(20) ‘대통령 마약한 것 아니냐’고 떠든 세월호대책委 위원장 

    (조2015.06.23.)

 예 (21)-(22)에서는 전달동사 없이 인용부호와 출처(각각 ‘시장’, 

‘서울시’)만 사용된 직접화법 구조의 변형을 보인다 :  

(21) “이렇게 안 팔리는 건 처음” 정치권엔 市場 신음 안 들리나

    (조 2015.12.05.)

22) “Le discours rapporté, c’est le discours dans le discours, l’énonciation dans 

l’énonciation, mais c’est, en même temps, un discours sur le discours, une 

énonciation sur l’énonciation”(M. Bakhtine 197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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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태극기 게양대 정부 땅에나 하라” 서울시는 독립공화국인가

    (조 2015.12.16.)

 제목 전체가 직접인용된 발화체의 예도 발견된다23) :

 (23) “위기가 오는데도 위기감 없는 한국” (중 2015.11.30.)

 주관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의견글인 사설에서 그 핵심을 요약하는 

제목에 전달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흥미롭다. 자신의 담화 안에 끼워 

넣은 다른 담화는 단순히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

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전달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8)의 ‘어이없는’, (19)의 ‘무책

임’, (20)의 ‘떠든’, (21)의 ‘신음’ 등은 피전달문에 대한 화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 텍스트섬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표시하는 구두점으로 우리말에서는 큰

따옴표(“  ”)와 작은따옴표(‘  ’)가 사용된다. 발화체 안에 단어나 구가 

인용부호로 표시되는 것은 발화적 차원에서 보면, 화자가 자신의 발

화체 안에 다른 발화체를 개입시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는 

“텍스트섬 îlot textuel”(오티에 1978, 73 ; 오티에-르뷔 1992, 136-145)에 

해당한다24). 아래 예 (24)-(26)은 인용의 출처가 밝혀져 있으면서도 핵

심 단어에만 인용부호가 표시되어 텍스트섬의 기능을 보인다 :

23) 예 (23)은 아래 § III. 3. 내부텍스트적 대화주의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24) 프랑스어 미디어글에서도 텍스트섬은 꾸준히 사용된다(오티에-르뷔 1996, 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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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철수, 이젠 ‘새정치·정권교체’ 말할 자격 없다 (한 2015.12.13.)
(25) 딸에게 유산 대신 ‘더 나은 세상’ 물려주겠다는 저커버그 

    (조 2015.12.03.)
(26) 한상균 ‘시위 뒤 출두’ 약속, 믿은 게 잘못이었나 

    (조 2015.12.07.)

 텍스트섬은 당시 유행하는 신조어(예 27, 28)뿐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예. 29, 30)에도 사용이 빈번하다 :

(27) 비서관 월급 상납받은 ‘갑질’ 국회의원 (중 2015.12.07.)
(28) 정부 통계로 확인된 ‘헬조선’의 노동 현실 (한 2015.12.22.)
(29) 부동산 부양책에 빨간불 켠 ‘주택 미분양 급증’ (한 2015.12.29.)
(30) 의료 민영화 물꼬 트는 ‘제주도 영리병원’ (한 2015.12.18.)

 이와 같은 인용부호의 기능에 대해, “거리, 아이러니, 경멸”(J. 

Drillon 1991, 296)을 표시하거나 “비판적인 거리 distance critique”(오티

에 1979, 86)를 표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화자의 판단이 실

린 이런 인용부호의 용법 외에, 예 (25), (29), (30)에서처럼 다른 담화

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단순히 거리를 표시하기 위한 용법들도 

있다(G. Komur 2009, 76 참조).

3) 인유

 무아랑(S. Moirand 2007, 95-96)은 사설을 포함한 해설, 분석, 시평 

등 “주관화된 발화작용 텍스트 textes à énonciation subjectivisée”가 “인

유 allusion”의 체계 안에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인유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서,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B. Dupriez 1984, 34) 수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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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미디어글은 독자들에게 “집단 기억 mémoires collectifs”(무아랑 

2007, 149)을 전파하고 독자의 개인 기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때 상기시키는 집단 기억은 “상호담화적”인 특성을 지닌다.  

 관용 표현은 “이미 말해진 것 déjà-dit”(오티에-르뷔 1995, 19)을 가리

키며, 위에서 살펴본 전달화법에서와 달리, 관점의 주체인 발화자는 특

정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주어, 즉 일반 사람들에 해당한다. 대표적

으로 속담이 이에 속하는데, 속담은 “특정한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타인, 집단 발화자인 on의 말을 되받는 전달화법25)” 

(Grésillon & Maingueneau 1984, 112 ; S. Leroy 2005, 209 재인용)이다 :

(31) 또 뚫린 인천공항,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중 2016.02.01.)
(32) 소로스의 위안화 공격 ‘강 건너 불’ 아니다 (중 2016.01.29.)

 예 (31), (32)에서 각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강 건너 불구경’

을 암시하는 인유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형태를 “변형 détournement” 

(S. Leroy 2005)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변형은 기존의 담화의 책임자

인 발화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인데, 속담이나 관용 표현 외에 

다음과 같은 인유들도 발견된다 :

(33) ‘겨울공화국’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한 2015.12.01.)
(34)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한 2015.12.31.)

 예 (33), (34)는 각각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제목과 특정 정당 이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는 다른 담화를 알아듣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변

형한다. 모든 말은 이미 사용된 말을 재활용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용

하는 표현들의 출처를 모르더라도 그 표현의 “공동 행위자 co-acteur”(R. 

25) 프랑스어 on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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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n 2005)인 것이다.  

 인유는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별도의 표시 없이 기존의 표현

을 암시하는 것이다 :

 

(35) 安 의원, 뜬구름 잡는 말보다는 현실성 있는 정책 내놔야 

    (조 2015.12.28.)
(36)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폭력시위 막을 수 없어 

    (중 2015.11.28.)

 하지만 인유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신자의 해석에 의존하는 만큼, 

이해되지 못할 “위험한(risquée)”(오티에-르뷔 1984, 108) 특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화자는 인용부호를 덧붙이기도 하는데, 이는 “화자가 

사용하는 관용표현의 선행 사용을 암시하려는 의도를 표명”(L. Perrin 

2003, 288)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표현을 처음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만, 사용이 거듭되어 어휘화되기에 이르면 더 이

상 인용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의 예 (37), (38)은 이

런 설명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

 

(37) 경제 정책, 저성장 벗어날 ‘큰 그림’이 안 보인다 

    (중 2015.12.17.)
(38) 맹탕에 퍼주기 총선 공약으로 국가 위기 극복하겠나 

    (중 2016.02.06.)

 (37)의 ‘큰 그림’은 사용이 많은 비유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인용

부호와 함께 쓰인 반면26), (38)의 ‘맹탕에 퍼주기’는 개인적인 표현임

26) 실제로 이 표현은 인용부호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야구, 큰 그림 그려야 일본 이긴다(조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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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인용부호 없이 사용되어 마치 관용표현인 것처럼 사

용되었다. 이는 앞의 예 (31), (32)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의 담화 속에 

개입되는 다른 담화에 대한 화자의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설이 당시 가장 중요한 시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만큼, 독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뒷받침해줄 다른 담화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대화주의

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화자는 자신의 담화에 개입하는 다른 담

화에 대한 발화적 태도를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3. 내부텍스트적 대화주의

 내용적 측면에서 신문의 다른 기사 제목들은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독자가 본문을 읽도록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7). 이처럼 

제목과 본문 사이에는 “내부텍스트적 관계 relation intratextuelle”(F. 

Sullet-Nylander 2012, 171-172)가 존재하며, 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대화

주의를 본 논문에서는 “내부텍스트적 대화주의 dialogisme intratextuel”라

고 부르고자 한다. 

 사설 제목의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한 문장이나 절

(proposition)로 논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며, 따라서 굳이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제목만을 통해 사설 전체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사들에 비해 제목과 본문 사이의 상호관계는 덜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제목에 나타난 발화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선 문법적으

27) 오피니언에 속하는 사설이 아닌 다른 텍스트들의 제목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 : 

     a. 힐러리,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에 (조 2016.02.20.) 
     b. 은행은 왜 위험한 상품을 마구 팔까 (조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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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정확한 제목의 예를 보자 :

(16) 한·일 양국은 이제 앞을 보고 가자 (중 2015.12.29.)

 제목에서 쓰인 청유문은 문법적으로 볼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가 부정확한데, 이는 본문 안에서 올바른 문법적인 사용(‘우리’)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제목과 같은 내용을 당위

성을 나타내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다 :

[본문]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시비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

왔지만 일본은 결코 절연하고 살 수는 없는 이웃나라다. 핵으로 

무장된 북한을 함께 마주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우방이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웃은 고를 수 없는 법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미래

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주제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문을 통해 제목의 정확

한 이해가 가능하다 :

(39) ‘부동산 투기왕’을 교육 수장에 앉힐 셈인가 (한 2015.12.13.)

  (39)는 특별히 명시된 청자 없이, 화자의 자문으로 해석이 가능한 

데, ‘앉히다’라는 동사의 주체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과의 관계가 필수

적이며, 이를 통해 제목의 잠재적인 청자가 ‘정부’임을 알 수 있다. § 

III. 2.에서 살펴본 예 (23)에서는 제목 전체가 직접인용되는 발화체이다 :

(23) “위기가 오는데도 위기감 없는 한국” (중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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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는 ...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직접인용으로 시작하는 예 

(23)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출처는 지식인들이다. 이후 단락들은 한

국경제의 위기를 드러내는 현황들을 제시한다. 위기 상황에 대한 위

기감이 없다는 판단은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에 섰다. 위기가 오는데

도 위기감이 없다... ”는 마지막 단락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마치 타인

의 담화를 전달하는 것처럼 인용부호와 함께 쓰인 제목에 사용된 직

접인용의 출처는 본문을 통해 화자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출처

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어야만 하는 “내부텍스트적 대화주의” 특

성을 보여준다.

IV. 결론

 신문 사설은 주관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의견글이다. 하지만 다

른 오피니언 글들과 달리, 개인의 주장이 아닌 신문사의 주장을 피력

하는 글이다. 발화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말하는 주체’와 ‘화자’

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특성은 신문의 다른 기사나 의견글에서도 볼 

수 없는 사설에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설의 제목은 

다른 기사 제목과 통사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설의 제목은 본

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신문사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명사절과 평서

문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주관화된 발화작용’ 텍스트이지만 

명사절과 중화된 종결어미가 쓰인 평서문은 발화작용의 출처를 삭제

하는 특성을 보인다.

 신문 사설 제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문문과 명령문을 통한 

발화작용과 대화주의 형태이다. “상호대화적 대화주의”를 드러내긴 하

지만, 화자-청자 사이에 직접적인 의문이나 명령이 아니라, 화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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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출된 발화상황 안에서 행위자들의 발화작용을 전달하는 것 같은 

이중 발화작용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때 담화 안에 다른 담화가 개

입하는 방식은 마치 액자 속에 다른 발화작용을 끼워 넣는 것과 같은 

식이다.

 신문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독백 텍스트인 사설은 제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본문을 요약하여 독자들에게 전달

한다. 이 때 화자는 발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방법들을 동원한다. 한편

으로는 잠재적인 독자를 적극적인 발화참여자로 초대하기 위해 역동

적인 발화상황을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주의를 

연출하여 독백 텍스트에 여러 목소리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

를 창출한다.

 사설 제목에 나타난 대화주의의 형태로 “상호담화적 대화주의”는 

하나의 담화 속에 다른 담화가 개입하여 ‘발화적 이질성’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 대화주의는 발화체 안에 드러난 여러 목소리들, 관점들

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알아듣게 하는 기법들을 사용한다.

또한 대화주의가 드러난 제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내부텍스트적 대화주의”는 제목을 통해 드

러난 발화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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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e dialogique des titres d’éditoriaux

Chang, In-Bong (Ewha Univ.)

Les titres d’éditoriaux dans la presse quotidienne coréenne représente les 

caractéristiques intéressantes du point de vue énonciative. Selon la théorie de la 

polyphonie, le sujet parlant(le journaliste) ne s’identifierait pas au locuteur, le 

responsable de l’éditorial(la presse), contrairement aux autres textes journalistiques, y 

compris d’autres textes de l’opinion. 

Partant de l’analyse des structures syntaxiques des titres d’éditoriaux, nous 

arrivons à dégager différents types du dialogisme. Nous remarquons que les 

représentations énonciatives sont étroitement reliées aux différents types du 

dialogisme. D’abord, les énoncés interrogatif et impératif relèvent du “dialogisme 

interlocutif”, mais d’une façon indirecte, c’est-à-dire que cela ne fonctionne pas au 

même niveau que l’énonciation en cours. Ce dialogisme mis en scène par le locuteur 

est une caractéristique propre aux titres d’éditoriaux, que l’on ne trouve pas dans 

d’autres titres dans la presse. Le lecteur, le vrai destinataire, assistant à une scène 

où le locuteur demande ou ordonne à son allocutaire explicite, est invité à partager 

l’avis du locuteur pour demander ou ordonner avec celui-ci.

Ensuite, le “dialogisme interdiscursif” se manifeste par différentes formes : 

discours rapporté, îlot textuel ou allusion. En faisant entendre une autre voix, voire 

vox publica, ces procédés servent d’apport pour le locuteur pour donner à son 

discours le plus grand soutien.

Enfin, le “dislogisme intratextuel” réside dans la relation entre le titre et le texte. 

Ce type de dialogisme fonctionne conjointement en collaboration avec le dialogisme 

interlocutif, pour nous faire mieux comprendre le mécanisme énonciatif présenté dans 

les titres d’éditor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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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Identity and the Performativity of Language

- The Rhetoric of Trauma in Diagnostic Medicine -

Jon, Bumsoo (Korea Univ.)

I. Introduction

 Belief in scientific objectivity involves a set of presumptions about 

the scientific method and procedure. They include a widespread 

supposition that scientists must be (or always are) unbiased and 

dispassionate, obtaining “scientific” knowledge only through sound deduction 

and rigorous demonstration. We often believe that the scientific method for 

understanding reality consists of a type of fact that differs strikingly from 

“rhetorical” facts or truths whose means of proof consists in the informal 

procedures and techniques of non-demonstrative argument. As Chaïm 

Perelman and Lucie Olbrechts-Tyteca explicate, a fact in argumentation 

constitutes the object of “universal agreement” in the strictest sense of 

the term because the fact only functions as a point of departure for 

further argument unless the agreement is questioned (Perelm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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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brechts-Tyteca 1951, 252). By contrast, scientific truths are universal in 

the sense that they are not presumed to vary with the epoch or with the 

person. Or so we thought. Nature, one might even argue, allows researchers 

and science-lovers alike a locus that enables an evasion of annoying 

social questions altogether.

 Think of a relaxed, casual exchange or even a formal debate or 

public meeting in which one might opt to turn other people’s attention to 

the physiology, anatomy and behavior of humans and their bodily parts, 

for instance, as the underlying cause of gender differences. In that case, 

the references to human biology as a source of gender attributes involve 

an inference that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studies the physical world 

and recognizes the human body as the ultimate, genuine source of 

personhood and one’s gender identity. We employ findings in the 

microscopic world of human cells, tissues and organs all too often to 

support other cases for the origin of human behavior and stimulus, 

whether one is addressing a panel of experts in an academic conference 

or a few quasi-logical debaters in his or her neighborhood. One may 

even be tempted, for instance, to go all the way back to the distin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sex cells in order to support his judgments 

about gender roles deemed “appropriate” to each sex or to argue that 

there is something “unnatural” about the whole idea of men marrying 

men or women marrying women.

 But this essay argues that medical accounts of gender atypicality and 

homosexuality in children may belong to the realm of rhetoric, rather 

than a purely scientific exercise as the language of biological essentialism 

still involves certain interpretations of reality and sexual differen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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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olidarity between accepted judgments and 

others which one wishes to promote” is essentially a subject of rhetoric as 

Perelman and Olbrechts-Tyteca expound in The New Rhetoric (Perelman 

and Olbrechts-Tyteca 1969, 261). With an emphasis on the idea of a 

scientific discourse as an argument, an enduring object of interest in 

rhetoric,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ways in which gender identity 

and the language of science are 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Perelman 

and Olbrechts-Tyteca’s ideas of a stable personhood and the act-person 

relation. Although the proponents of the new rhetoric distinguish the 

techniques and procedures of non-demonstrative arguments from those of 

formal logic and science, scientific and medical discourses occasionally 

turn out to be argumentative rather than purely demonstrative in 

presenting a concept of a stable, unified, and even “normal” personhood.

II. The Performative Aspect of Language and Its Repeatability: 

Theoretical Background

 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1975), John L. Austin established 

the major premise of what has become known as speech-act theory by 

drawing attention to the extent to which language performs actions rather 

than merely reporting on them as a means of conveying information. His 

theory opposes to the tendencies of prior philosophers who (1) focused on 

the meaning of isolated sentences witho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sentence is uttered; and (2) offered a limited definition of the 

standard sentences or utterances by which they usually meant a statement 

that describes or reports some pre-existing facts or state of affairs and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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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judged to be either true or false, such as “James refused to go back to 

England.” Austin calls these types of locutions constatives and goes on to 

distinguish them from performatives, the other major category of utterances 

in his view. In contrast to the constative, performative utterances do not 

describe or report anything at all but actually perform the action they 

designate, such as promising, ordering, declaring, and so on. For example, 

the utterance itself is the very act of promising when we pronounce the 

words that “I promise you the job.” This performative utterance is neither 

true nor false; instead it may be either appropriate or inappropriate, or in 

Austin’s terms, “felicitous” or “infelicitou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speaker’s intention to do so, his or her capability to fulfill the 

promise, and whether or not the listener wants the speaker to do so. Thus, 

depending on the responses the utterance arouses on the part of the 

listener's mind, the same speech act might produce completely different 

performative effects, such as a warning or even a threat. This is why 

Austin stresses the need to consider the external context of a discursive 

situation in analyzing the meaning of utterances and opposes his theory to 

structuralism by privileging parole, the speech acts, over langue, the 

abstracted internal relationships among terms within the given sign system.

 Here also come a few problems, however. As Austin elaborates on his 

analysis of the performative, the initial distinction between constative and 

performative utterances turns out to be not so clear-cut and as a result the 

performative-constative relations become more complex, in that many 

performatives also presuppose reference to a state of affairs, while any 

constative utterance can be an “implicit performative” as Jonathan Culler 

point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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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tence “The cat is on the mat,” your basic constative 

utterance, can be seen as the elliptical version of “I hereby affirm 

that the cat is on the mat,” a performative utterance that 

accomplishes the act of affirming to which it refers. Constative 

utterances also perform actions―actions of stating, affirming, 

describing, and so on. They are, it turns out, a type of 

performative. (Culler 1997, 95-96)

Another problem with Austin’s theory is that he distinguishes serious 

performatives from “non-serious” utterances and goes on to assume that his 

analysis applies only to words spoken seriously: “I must not be joking, for 

example, or writing a poem. Our performative utterances, felicitous or not, 

are to be understood as issued in ordinary circumstances” (qtd. in Culler 

1997, 98). And this is the very point where Jacques Derrida might disagree 

with Austin over the performative aspect of language. As Culler puts it, in 

Derrida’s perspective one of the problems in Austin’s theory derives from 

its lack of attention to the “numerous ways in which bits of language can 

be repeated―‘non-seriously’ but also seriously, as an example or a 

quotation, for instance.” In Derrida’s linguistic theory, Culler continues, the 

“possibility of being repeated in new circumstances,” i.e., what Derrida 

calls “general iterability,” is central to the nature of language, in the sense 

that language “performs acts by its repetition of established discursive 

practices or ways of doing things” (Culler 1997, 98). And Derrida’s 

argument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workings of hate speeches and 

established norms of sex, for instance, that actually materialize sexual 

differences in a performative manner.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tive aspect of language and its repeatability plays a key rol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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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and perhaps most intriguing phase of the history of the performative, 

the moment when the concept is radically employed in an ongoing 

conversation over the problem of medical and hygienic intervention in 

homosexu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II.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the Rhetoric of Biological 

Essentialism

 The utterances we make to describe the categories of gender and     

 sexuality may demonstrate the performative use of language as the 

reiterated practice of such speech-acts frequently brings about the 

identities and patterns of behavior that they purport to report. Gender, by 

this view, is not a pre-existing identity but “a socially pre-established 

pattern of action that produces the effect of  originating in a particular 

identity” and that one enacts and assimilates (Abrams 1999, 256). One 

might even challenge the essentialist idea that gender identity inevitably 

refers to a stable essence, an authentic inner “core” self that is believed 

to exist prior to our expressions of it. The concern here is not just to 

define gender as a social construct; more than that, these types of 

arguments call attention to a rhetorical aspect of our situation in which 

we construct ourselves and our social milieu through a series of 

performative speech-acts.

 From the standpoint of rhetoric, the facts, truths, presumptions, or 

values of the binary distinction of biological sex offer a basis upon 

which the whole idea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rests. Th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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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s the assumption that women and men are innately oriented 

toward each other sexually and emotionally and thus a description of 

heterosexual relation as being natural and normal. When Adrienne Rich 

introduced the concept in her groundbreaking essay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he was concerned particularly 

with lesbian experience, since she defines her subject as a “feminist 

critique of compulsory heterosexual orientation for women”; she asserts 

that the “bias”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perceives lesbian experience 

“on a scale ranging from deviant to abhorrent, or simply rendered 

invisible” (Rich 1980, 632). As Rich builds on the idea that the 

institution of heterosexuality is a “beachhead of male dominance” (Rich 

1980, 633), the concept eventually shifts towards an argument that 

involves not only a resistance to the practices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itself but a challenge to all sorts of masculinism, even 

including a specific type of gay arguments enforcing masculinism in male 

homosexuality. In this point of view, heterosexuality is no longer an 

arrangement of acts based upon a biological, emotional, or psychological 

“preference” but instead an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institution 

designed to perpetuate male social and economic privileges, affecting 

almost all aspects of women’s social lives such as “mothering, sex roles, 

relationships, and societal prescriptions for women” (Rich 1980, 633).

 While natural and social sciences address the physiological limitations 

of bodies based on a discourse claimed to be neutral in its perspective 

and supposedly true to facts, Judith Butler revisits the concept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in order to debunk a myth of scientific 

objectivity. The author of Bodies That Matter (1993) argues tha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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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partly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ed norms of “sex” in the sense that 

it actually “materializes” sexual differences in a performative manner, 

consolidating the “heterosexual imperative” in the long run (Butler 1993, 

2). Among such biological constraints on women, in reality reproduction 

is perhaps the most recounted and yet persistently misrepresented aspect 

of female bodies. Butler challenges the discourse of “compulsory 

reproduction,” alluding to Rich’s famous phrase in coining her own. An 

apparently neutral description of biological constraints on female bodies, 

the idea of “compulsory reproduction” relies on a narrowly dualistic 

sexual categorization, which is unable to describe the “anomalous state of 

bodies in the world”:1) “Why is it pregnancy by which that body gets 

defined,” Butler asks, disapproving of how the discourse of biological 

dualism in effect makes reproduction central to the sexing of the body 

and the capacity for impregnation “the salient feature” of the bodies of 

women or even of their being women (Butler 1996, 113).

 More often than not the language science employs to describe the 

“facts” about biological sexes is surprisingly normative in practice and 

rhetorical in its mode of persuasion. One may note how culture shapes 

the ways in which biological scientists describe their discovery about the 

human body and reproductive cells, for example. Scientific accounts of 

egg and sperm rely heavily on gender stereotypes “central to our cultural 

 1) Butler 1996, 113. On the issue of intersexuality or the concept of sexual 

“continuum,” see Fausto-Sterling, who claims that “[w]hile male and female 

stand on the extreme ends of a biological continuum, there are many other 

bodies ... that evidently mix together anatomical components conventionally 

attributed to both males and females” (Fausto-Sterling 2000, 31). Taking the 

same line of argument further, Fausto-Sterling examines dualistic sexual 

categories found at the core of the European legal and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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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of male and female,” as Emily Martin discovers (Martin 1991, 

485). Medical documents and hygienic discourses do occasionally appeal to 

a culture’s beliefs in biological essentialism as a means of argumentation. 

When such arguments succeed to “support judgments [about reality] and 

thereby win or reinforce the assessment of other minds,” and when the 

language finally wins the assent of an audience (un-)knowingly transmitting 

dominant heterosexual value sets in this case, the entire process is 

rhetorical in essence (Perelman and Olbrechts-Tyteca 1951, 251). The 

rhetoric of biological determinism keeps promoting other related views of 

reality, such as compulsory heterosexuality, or even a vision of a world 

that does not allow any homosexuals in it without being pathologized. 

Now let us take a closer look at how the discourse of diagnostic 

medicine engages in such a therapeutic intervention, which essentially 

turns out to be an argumentative project aiming to convince dominant 

homophobic audience of the importance of being heterosexual even at the 

early stages of one’s life.

IV. Diagnostic Medicine for Children and the Rhetoric of 

Trauma

 On December 15, 1973,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voted to remove the category of “homosexuality” from its list of mental 

illnesses. In 1980, an entirely new diagnosis appeared with a revision in 

the APA’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SM-III): “Gender Identity 

Disorder (GID) of Childhood,” also known as “the Sissy Bo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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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decision to remove an entry for homosexuality in DSM-III has 

been publicized as a political triumph of the gay rights movement, the 

new diagnosis of GID in children turns out to be an even subtler version 

of the hetero-normative arguments in many ways. In spite of the nominal 

depathologization of adult homosexuality in DSM-III, mainstream clinical 

psychology insists on its refusal to imagine cross-gender children apart 

from the discourse of pathology. Ken Corbett points out, for instance, what 

he calls the “trauma equation of male homosexuality (male homosexuality 

= femininity = trauma)” (Corbett 1999, 117), a presumption adopted in the 

sissy-boy discourse of Richard Friedman, who makes use of such 

diagnostic phrases as “femalelike symptoms” and “effeminacy syndrome” 

within a strict binary context (Friedman 1988, 199). Corbett calls 

attention to the overarching effect of Friedman’s binarism: “for those 

boys who escape this feminine illness but do not traverse the gender 

spectrum all the way to the safety of masculinity, there awaits,” Corbett 

argues, “the ‘syndrome’ of ‘juvenile unmasculinity,’ and/or a ‘subclinical 

manifestation’ of Gender Identity Disorder” (Corbett 1999, 117).

 Friedman’s concept of the “effeminacy syndrome” is open to dispute. 

By using such a phrase as “subclinical manifestation” of a person’s 

“disordered” gender identity, he characterizes one’s enduring effort to act 

in disagreement with his or her biological sex―the presumed source of 

one’s gender attributes―as a potential object of the pathologizing 

discourse. Discursive intervention of medicine restrains gender as an 

either/or binary in effect. Moreover, Friedman does not even attempt to 

define “appropriate” gender roles in a comprehensive manner. Instead, his 

theory of “effeminacy syndrome” relies upon a certain view of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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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 accepted by the audience―i.e., the binary distinction of biological 

sex, which is supposed to correspond to specific sets of gender behavior. 

Therefore, Friedman’s account of effeminate boys and their resistance to 

their assigned sex is essentially a rhetorical project in its mode of 

persuasion as it presupposes that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agree on 

what constitutes the masculine or feminine acts per se.

 Even though GID of childhood seems to impose a distinction between 

gender and sexuality, many revisionist psychiatrists tend to explicate the 

new diagnostic principle in ways in which they stres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typicality in children and homosexuality in adults, while 

causality between those things remains a subject of debate. For example, 

Bernard Zuger declares that early effeminate behavior in boys is not 

simply a “forerunner” but in fact the earliest “stage” of homosexuality 

itself (Zuger 1988, 509). Richard Green concurs with this view as he 

claims that the greater number of boys who exhibit a “feminine” type of 

behavior in earlier stages of life will essentially “grow up” to be 

homosexual (Green 1987, 262). Green describes childhood gender identity 

“disturbances” and homosexuality in adulthood as a matter of 

“association” and avoids referring to the events in terms of a causal 

relationship; but “[a]bsence of such disturbance,” he contends yet, 

“diminishes the likelihood” of a boy becoming a man of homosexuality 

(Green 1987, 47). Apparently, the objective of Green’s study is to reduce 

“extensive sexual identity conflict in children” and to “permit them a 

wider range of social options in the future” (Green 1987, 262); in effect, 

however, Green’s project conforms to the existing social norms as he 

asserts the priority of parental authority in choosing to seek treat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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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effeminate boys. Moreover, what he refers to as a therapeutic 

guidance to “a wider range of social options” is almost synonymous with 

parental and institutional interventions to reinscribe on the subject the 

importance of being heterosexual:

Suppose that boys who play with dolls rather than trucks, who 

role-play as mother rather than as father, and who play only with 

girls tend disproportionately to evolve as homosexual men. Suppose 

that parents know this, or suspect this. The rights of parents to 

oversee the development of children is [sic] a long-established 

principle. Who is to dictate that parents may not try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manner that maximizes the possibility of a heterosexual 

outcome? (Green 1987, 260)

Ironically, parental involvement in GID in children seems unpromising 

because Green himself argues elsewhere in a manner surprisingly 

self-contradictory: “[t]here is no convincing data that anything the 

therapist does can modify the direction of sexual orientation” (qtd. in 

Minter 1999, 22).

 The introduction of GID of childhood in 1980 attests to a longer 

history of hetero-normative discourses forcing children into their “proper” 

assignment of gender and sexuality. Clinical interest in gender-deviant 

children has existed since the post-World War II era when a large 

number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echoed a conservative outlook on 

culture, sex differences and gender roles. Women were openly urged to 

“give up their wartime jobs and return to the roles of wife and mother,” 

Shannon Minter records (Minter 1999, 12). Many exemplary stud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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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50s reveal their preoccupation with the idea of parenting that 

would promote “appropriate” sex roles in children and keep children, 

“especially boys, from growing up to be homosexual” (Minter 1999, 12). 

Homosexuality in adulthood is still pathologized in DSM-III, if implicitly 

and indirectly. A political achievement of the gay rights movement of the 

1970s, the concept of GID of childhood continues to treat gender deviant 

behavior as a disease or abnormal condition in one’s life and prevents 

effeminate boys from growing up to be homosexual. As a psychiatric 

disorder, homosexuality was simply replaced with GID in children, which 

provides a face-lifted conceptual framework for continuously treating 

gender variant behavior in children as psychologically unhealthy. The 

new psychiatry, as Eve Sedgwick deplores, is incapable of suggesting 

“even the slightest resistance to the wish” that “gay people not exist” 

(Sedgwick 1993, 161).

 Therapists, parents, and society as a whole arrange a specifically 

non-gay outcome for gender deviant children. “[T]he scope of institutions 

whose programmatic undertaking is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gay 

people is,” Sedgwick asserts, “unimaginably large” indeed (Sedgwick 

1993, 161). Given the collective, institutional involvement in the rhetoric 

of trauma and developmental injuries, one may reasonably perceive the 

issue in terms of a type of social stigma, rather than a matter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e may call for a radical overhaul of the 

“asymmetry” itself, as Sedgwick argues, “of value assignment between 

hetero and homo” (Sedgwick 1993, 161). One may even identify another 

asymmetry presiding between the theories supporting gay development 

and the dominant discourse of trauma: imagine, for instance, 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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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hich the effeminate boy has become a suspect kept aside by both 

adult gay-affirmative discourse and the larger homophobic culture. This 

type of asymmetry indeed represents one of the most difficult 

conundrums facing those who study the rhetoric of unity and stability in 

gender identity dispute. Combined with the theoretical move to 

conceptualize gender and sexuality as distinct, gay adults’ discomfort with 

the sissy boy represents “more than a damaging theoretical gap,” 

Sedgwick agrees, because one might find in the sentiments “a mode of 

annihilating homophobic, gynophobic, and pedophobic hatred internalized 

and made central to gay-affirmative analysis” (Sedgwick 1993, 158).

V. Conclusion

 In describing the importance of the act and person involved in 

argumentation, Perelman asserts:

Everything that is connected to the structure of the person will be 

considered as essential and endowed with a stability that is denied 

to what is only accidental and transitory. “Any argument about the 

person has to do with his stability: it is assumed when an act is 

interpreted as a function of the person, and it is failure to respect 

this stability which is deplored when someone is reproached for 

incoherence or unjustified change.” (Perelman 1982, 90-91)

“The formation of the person,” Perelman admits, “affords him a certain 

continuity,” but attentive readers may note the complexity of 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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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person relation in the new rhetoric because Perelman maintains, 

“[s]ocial techniques, language, morality, law and religion help accentuate 

this impression of unity and stability” (Perelman 1982, 91).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rhetoric, sexual differences and gender 

attributes in children represent not simply a function of a particular 

person; they also involve manifestations of a certain conception of unity 

and stability about the person that the scientific, medical, legal and 

religious institutions promulgate. The established official discourses may 

in effect dismiss particular sets of acts as distinctly unnatural, anomalous, 

or even morbid, thus systematically preventing a person from being “the 

author” of individual acts of his own. Perelman’s theory is useful for 

analyzing the argument natural science and diagnostic medicine employ to 

bring into effect an essentialist notion of a biologically determined 

personhood, for example. A central debate in current queer theories and 

criticism, the discourse on child mental health every so often employs 

the available means of non-demonstrative argument in order to “support 

judgments and thereby win or reinforce the assessment of other minds” 

(Perelman and Olbrechts-Tyteca 1951, 251). The construction of 

childhood sexuality has been affected by the rhetoric of biological 

determinism, whose means of proof consists not entirely in formal 

demonstration but in practice hinges on a discursive enforcement of a 

norm―i.e., a performative use of normative language. This line of 

thoughts eventually necessitates a reassessment of the relation of the 

clinical and hygienic discourses to what Perelman and Olbrechts-Tyteca 

call the unity and stability of a person, as much as it calls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of scientific discourse in the arg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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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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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성정체성과 수행적 언어

- 진단 의학과 트라우마의 수사학 -

전범수 (고려대)

성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담화가 순수하게 과학적인 행위라기보

다 수사학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 연

구는 과학에서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주장하는 언어에 내포된 현실과 성차이

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주목한다. 성정체성에 대한 과학의 수사는 반드시 

해당 전문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 한 개인에게서 발견되는 다양

하고 때에 따라 서로 충돌하는 특성들이 결국에는 서로 통일되고 일정한 방

향으로 지속될 거라는 사회일반의 기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카임 

페를만(Chaïm Perelman)과 루시 올브레히트-타이테카(Lucie Olbrechts-Tyteca)

의 수사 이론에서 말하는 행위-행위자 분석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신수사학은 엄밀한 형식 논리학

이나 과학에 사용되는 언어를 수사학의 연구대상인 비논증적 “주장”과는 구

분하고 이들에 각각 사용되는 기법들이나 절차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였

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연과학이나 의학에서 개인의 특질을 설명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단일하며 심지어 “정상적”인 행위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와 일련의 정의 과정은 순수하게 논

증적(demonstrative)이라기보다는 종종 논쟁적(argumentative), 혹은 수사적이

다. 가령 성적 특질에 대한 한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이나 기대는 생물학이

나 진단 의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언어로부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다. 본 연구는 그 언어에서 발견되는 트라우마(trauma)의 수사를 분석하고, 

생물학적 이원론에 입각해서 동성애를 외상(外傷)으로 취급하는 진단 의학

의 입증방식이 때로는 정식 논증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의 강요, 혹은 규범

적 언어의 수행적(performative) 작용에 기대는 경우가 있음을 증명한다. 이 

경우 평범하지 않은 성역할이나 성적 차이는 직접적으로는 개인 행위의 결

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상병리학이나 진단의학에서 관찰되는 트라우마

의 수사의 발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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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드 코헨의“할렐루야”에 나타난 성경적 

인유와 대중적 수용과정

- 에로티즘과 금기를 중심으로 -

최하영 (건국 )

I. 들어가며

 한국의 중들에게 레오나드 코헨(Leonard Cohen 1934- )은 연인을 

위해 무엇이라도 되겠다는 낭만적인 사랑 고백을 저음의 어조로 읊조

리는 “나는 당신의 남자(I'm your man)1)”를 부른 가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캐나다 출신의 이 유태인 싱어송라이터가 국경을 넘어 미국 

 1) 가사를 읽어보면, 낭만적 사랑의 외피를 쓰고 있는 이 중적 곡 역시 코헨 

특유의 아이러니와 외설적, 폭력적 요소가 명백하다.  가사 속의 그는 “당신

이 다른 사랑을 원한다면(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역할 놀이를 위

해 “마스크”를 쓰고, “화가 나 나를 쓰러뜨리기 원한다면/ 여기 서 있을 테

고(if you want to strike me down in anger/ Here I stand),” “꼭 끼는 체인에 

묶여(The chain's too tight),” “잠들지 못한 욕정을 지닌 야수(The beast won't 

go to sleep)”와 “발정난 개처럼(Like a dog in heat),” “그 의 심장을 할퀴고

(I'd claw at your heart),” “침 보를 찢을 것(I'd tear at your sheet)”이라고 노

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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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음악계 나아가 문화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다. 1956년 첫 시집 신화를 비교해 봅시다 (Let us compare 

mythologies)의 출판으로 시작된 그의 경력은 시, 소설, 음악, 회화 등 

예술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경계를 넘나들며, 여든이 넘은 현재까지 

60년을 넘어 지속되고 있다. 그는 흔히 같은 유태계로서 동시 의 

표적인 싱어송라이터인 밥 딜런(Bob Dylan 1941-)과 비교되는데, 알렌 

긴스버그(Allen Ginsberg 1926-1997)는 딜런의 표곡 “바람에 날리며 

(Blowing in the Wind)”를 빌려, “딜런은 모두의 마음을 날려 버렸다, 

레오나드만 빼고 (Dylan blew everybody's mind, except Leonard's)”(Light 

1 재인용)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는 딜런이 그 세 에 끼친 막 한 

영향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 세계를 구축한 

코헨에 한 빼어난 상찬의 표현이다. 너바나(Nirvana)의 리더 커트 코

베인(Kurt Cobain 1967-1994)은 “페니로열 티 (Pennyroyal tea)”에서 “사

후에 나에게 레오나드 코헨의 노래를 주오 / 그래서 영원히 탄식할 수 

있도록 (Give me a Leonard Cohen afterworld / So I can sigh eternally)”이

라고 노래하기도 하였다(Light xvi. 재인용). 종교적 주제와 성적 주제

를 아이러니한 어조로 다루는 그의 작품 세계는 때로 외설성에 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나, 글렌 굴드 상(Glenn Gould Prize)이

나 주노 어워드(Juno Award)의 수상이 보여주듯 캐나다 내에서의 인

정은 물론, 2012년도에 척 베리(Chuck Berry 1926~)2)와 함께 받은 문

학적으로 탁월한 노래가사 분야의 초  펜 상(PEN Award)이나 스페인

에서 시상하는 아스투리아 공녀상(The Princess of Asturias Awards)의 수

상이 보여주듯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Leonard Cohen,” Wikipedia).

 2) 락앤롤 (Rock and Roll) 음악의 초기 개척자로서 리듬 앤 블루스 (Rhythm 

and Blues) 음악을 세련화하고 정제시켜 락앤롤의 기초를 닦았으며 시 를 

반영하는 가사, 특징적인 기타 솔로, 화려한 쇼맨십을 통해 이후의 락음악에 

지 한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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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레오나드 코헨의 노래들 (Songs of Leonard Cohen)을 시

작으로 2014년  중적 문제들 (Popular Problems)까지 13장의 정규

앨범이 있으나,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노래, 그래서 후 의 중들

에게 그와 거의 동일시되어 생각되는 곡은 1984년 앨범 다양한 입장

들 (Various Positions)에 실린 “할렐루야(Hallelujah)”일 것이다. 전속 

레코드사인 콜롬비아(Columbia)가 낮은 상업성 때문에 앨범의 발매를 

거절하여 독립 레이블에서 소량 찍어낼 만큼 거의 홀 에 가까운 

접을 받았고, “할렐루야”는 그 앨범의 아홉 곡 중 다섯 번째 트랙이라

는 어중간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 발매 당시에도, 그 후 몇 년간도 거

의 주목을 받는 곡이 아니었다. 묻혀 있던 이 곡은 벨벳 언더그라운

드(The Velvet Underground)의 멤버였던 존 케일(John Cale 1942-)이 코

헨을 위한 헌정앨범 나는 당신의 팬 (I'm Your Fan)(1992)에서 다시 

부름으로써, 열성팬들의 주목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를 듣고 영

감을 받은 젊은 뮤지션 제프 버클리(Jeff Buckley 1966-1997)가 훗날 

이 곡의 가장 표적이고 중적인 커버곡이 될 녹음을 자신의 첫 앨

범이자 생전의 유일한 앨범인 그레이스 (Grace)(1994)에 싣는 것으

로 드라마틱하게 이어졌다. 버클리 버전이 매니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 후에도 이 곡은 수년 동안 아는 사람들만 아는 컬트적인 곡

으로 남아 있다가 2001년 5월 드림웍스 (DreamWorks)의 애니메이션 

슈렉 (Shrek)에 삽입되면서 중문화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몇 개

월 뒤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Amazing 

Grace)”와 더불어 미국민을 위로하는 아이콘적 노래가 되었다.3) 현재

까지 이 곡은 300여개 이상의 커버 버전으로 불리면서, 그 중 인상적

인 몇 곡은 차트의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버클리 버전은 노르웨

 3) 케이블 TV 채널 VH1에서 9.12일부터 매시간 마다 되풀이해서 방영한 테러 

현장을 찍은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제프 버클리 버전이 쓰이면서 “할렐루야”

는 그 사건에 한 미국인의 감정을 표하는 음악이 되었다(Light, 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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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웨덴 등의 외국 차트에서 상위를 차지하다가, 2008년도 뒤늦게 

빌보드의 디지털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Hallelujah,” 

Wikipedia). 여러 음악 설문조사에서 평론가들과 아티스트, 음악팬들에 

의해 명곡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화와 TV 시리즈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공적, 사적인 행사에서도 빈번히 연주되

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암묵적인 금지곡으로 여겨질 만큼 지원자

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앨런 라이트(Alan Light)는 이 곡이 

극히 소수의 중가요, 예를 들어, 존 레논(John Lennon 1940-1980)의 

“이매진(imagine)”이나 샘 쿡(Sam Cooke 1931-1964)의 “변화는 오고야 

말 것(A Change is Gonna Come)”과 같은 곡들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

가한다(xxii). 이 “지고한 지위(rarefied status)”(xxi)에 오른 곡들은, 개별 

곡의 범위를 벗어나 “어떤 더 위 한 사상이나 감정의 응축(shorthand 

for some greater idea or emotion)”으로 기능하게 된다(xxii). 레논의 “이

매진”은 국가, 자본주의, 종교에 한 분명하고도 급진적인 비판을 담

고서 연 에 한 희망을 청중에게 상징한다. 쿡의 “변화는 오고야 

말 것”은 그 자신의 인종분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어, 민권운동, 

나아가 평등에 한 요구의 상징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코헨의 “할렐

루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바꾸어 묻는

다면 중은 이 곡에서 무엇을 듣는가?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 곡이 2000년 , 특별히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중적 수요를 보인 것에 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왔다. 가장 쉽게는 8분의 12박자 가스펠 풍의 차분하면서도 숙연한 

느낌의 멜로디와 더불어 후렴부에 계속 되는 “할렐루야 (신을 찬양하

라)”라는 가사가 신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했던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적절히 닿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사를 천천히 읽

어 보면, 이 곡이 흔히 쓰이는 로 추모나 종교적 예식에서 불려 지기

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강렬한 성적 묘사와 감정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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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헨은 가사의 모티프로 성경 속 가장 유명한 

불륜의 주인공인 다윗(David)과 밧세바(Batheba)가 만나는 장면을 언급

하고, 아름다운 들릴라(Delilah)에게 유혹되어 머리카락을 잘리는 삼손

(Samson)을 묘사한다. 다른 절에서는 “내가 당신 안에서 움직였을 때 

(When I moved in you)"와 같은 더욱 더 분명한 성적 묘사나 “내가 사

랑을 통해 배운 것이라곤 / 나보다 먼저 총을 빼 든 사람에게 어떻게 총

을 쏠지 뿐 (All I've ever learned from love was how to shoot somebody 

who outdrew ya)”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한다. 예배나 장례식에서 이 곡이 

연주될 때, 실제로 몇 몇 공연자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고

치거나, 아예 해당 절을 빼 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이 그러한 변경 없이 영화, 드라마, 방송의 배경 음악, 혹은 국가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예식, 추모식에서 그 로 사용될 때에도 부분의 청

중들은 목적에 부합하다고 여기며, 그들이 받는 감동에 방해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4) 규모의 참사나 자연재해 후에 “할렐루야”를 듣고 위로

받는 중의 반응을 설명하며, ‘사실 그들은 전체 가사를 듣기 보다는 

“할렐루야”라는 후렴구에 의미를 둔다’(k.d. lang, qtd. in Light xx) 든지, 

혹은 ‘멜로디의 진행이 어떤 영감을 제시한다’(Jake Shimbukuro, qtd in 

Light 27)는 등 가사의 의미를 제외시키는 분석이 존재한다. 본고는 그

러한 엘리트, 혹은 전문가적 분석을 유보하고 중은 그들의 삶이 놓인 

자리에서 가사를 포함, 이 곡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논지 

아래, 그 과정의 한 단면을 포착해 보고자 한다.        

 거의 무명의 곡이었다가 20년의 세월을 거쳐 천천히 보편적 유명세

를 획득하는 이례적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공연자에 따라 (성적) 관계

 4) 표적인 예를 들자면, 2010년 케이 디 랭(k.d.lang)이 밴쿠버 동계 올림픽 개

막식에서 불렀으며, 같은 해 일어난 아이티 지진 후 자선기금 방송의 주제가

로 쓰이기도 했고(Light, xviii). 2013년 보스톤 마라톤 테러사건 후 보스톤 레

드 삭스의 첫 홈경기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때에 연주되었다(“Hallelujah,”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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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정이 강조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의 파국에 뒤따르는 허무함이 강

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 자를 향한 구도의 성격, 나아가 종교적 구

원의 기쁨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본고에서는 코헨의 곡들에 나타나

는 두드러진 주제인 성(聖)스러움과 성(性)스러움이 별개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수렴하는 어떤 것임을 통찰한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1897-1962)의 시선을 빌려, “할렐루야”의 가사와 그에 한 사람

들의 응답의 일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기독교와 자본주의에서 신성시하

는 노동과 축적을 비판하고 낭비와 탕진의 에로티즘을 찬양함으로써 

저주받은 철학자가 된 바타이유의 관점은 “이교도의 찬송가, 현 의, 의

심하는 이를 위한 기도문 (a hymn of the heretic, a piyut[liturgical poem] 

of a modern, doubtful person)5)”(qtd. in Light xxiv)으로 불리는 “할렐루야”

의 중적 수용에 적절한 이해를 제공한다. 더불어 아티스트들마다 다르

게 나타난 이 곡의 해석을 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 곡

이 지닌 다양한 면모가 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II. 버클리 버전

 재닛 매슬린(Janet Maslin)은 라이트의 성스러운 혹은 깨어진 것 

(The Holy or the Broken)을 다룬 서평에서 거의 “할렐루야”의 탄생신

화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해 제시한다. 몇 년 동안 “할렐루야”의 

가사를 두고 씨름하던 코헨이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좌절하는 장면이다(Maslin). 이 곡의 첫 녹음에 

 5) 유 교의 랍비로서 자신이 주재하는 속죄일(Yom Kippur)예배에 “할렐루야”

를 포함시킨 루스 간 케이건(Ruth Gan Kagan)의 표현이다. “할렐루야”는 인

접하나 거의 적 적인 세 종교인 유 교, 카톨릭, 개신교의 예배의식에서 두

루 사용되는데 이는 매우 희소한 형태의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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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4개의 절을 위해 사, 오년동안 그는 거의 80절을 쓰고, 버리는 

과정을 반복했다. 나머지 절들의 일부는 그 혹은 다른 공연자들이 변형

된 버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표적으로 4절로 이

루어진 코헨 버전과 5절로 된 버클리 버전6)을 들 수 있는데, 1,2절은 

거의 같고, 그 뒤의 절은 상이하다. 이 글에서는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버클리 버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코헨 버전을 추가하기로 한다.    

(1절)

내가 듣기로 다윗에게는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  화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실 음악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 화음은 이렇게 진행돼요

4도, 5도, 

단조로 떨어졌다, 장조로 올라갔다

할렐루야를 작곡하며 좌절하는 왕이 있어요

(후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Now I've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ou?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the major lift

 6) 사실 이 버전은 1992년 존 케일이 최초로 이 곡을 커버하면서 오리지널의 

네 절과는 다르게 재편성한 버전이므로 케일 버전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

나, 1994년 제프 버클리가 그의 데뷔 앨범 그레이스에 실음으로써 좀 더 

중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버클리 버전으로 부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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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Refrain)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 . .

 서두에서 명시적으로 이름이 거명되며 제시되는, 신을 위하여 비파

와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왕은 서구의 청중에게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

도 문화적으로 친숙한 인물이다. 여기에 “할렐루야를 작곡하며 좌절하

는 왕”의 모습은 코헨의 모습과 겹쳐진다. 이 부분의 멜로디는 가사에 

나오는 다윗이 신을 위하여 지었다는 곡의 진행 로 “4도, 5도 / 단조

로 떨어졌다, 장조로 올라”간다. 불분명한 것은 “당신 (you)"이 누구냐

이다. 이는 화자가 말을 건네고 있는 청중이 될 수도 있고, 신 혹은 연

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코헨은 마치 “입체파의 그림”(Light 46)처럼 

시의 화자와 청자를 절마다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데, 성경 속의 인물과 

일상 속 청중을 절충 지  없이 가로지르는 그의 화법은 일단 청중을 

어리둥절하게 하면서, 성(聖)과 속(俗), 성(聖)스러움과 성(性)스러움이 

뒤섞인 그의 세계로 인도한다.  

 2절에서는 중심사건이라 할 수 있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그와 모

호하게 겹쳐진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가 펼쳐진다. 코헨은 이들의 만남

을 충일한 성적 에너지와 그 특유의 BDSM(속박, 지배와 복종 플레이 

및 피학-가학 성행위 Bondage, dominance and submission, sadomasochism)

적 어조로 묘사한다.

(2절)

당신의 믿음은 강했지만, 그래도 증거가 필요했지. 

당신은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지 

그녀의 아름다움과 달빛이 그대를 휘감았네. 

그녀는 주방 의자에 당신을 묶고

당신의 왕좌를 부수고 머리칼을 자르고 



레오나드 코헨의“할렐루야”에 나타난 성경적 인유와 대중적 수용과정 • 249

당신의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흘러나오게 만들었네 

(이후 후렴생략)

Well your faith was strong but you needed proof

You saw her bathing on the roof

Her beauty and the moonlight overthrew ya

She tied you to her kitchen chair

She broke your throne and she cut your hair

And from your lips she drew the Hallelujah

 바타이유에 의하면 이 모든 에로티즘과 관련된 소동들은 “인간의 

불연속성” 때문이다. 고립된 채로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혼자 버텨야하

는 실존적 조건에 처해있는 인간 존재는 최초에 생겨나는 순간, 아주 

찰나적으로만 존재했던 “존재가 연속성에 머무는 어떤 중요한 순

간”(14)에 한 향수를 지니고 있다. 구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인류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 살아가는 원죄(original sin) 이후의 기나 긴 시

간 속에서, 신과의 소통과 합일이 가능했던 낙원에서의 짧았던 삶을 영

원히 그리워하며,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한 번 불러내 보고 싶어 한다. 

바타이유는 그렇게 환영(幻影)처럼이나마, “서로 뒤엉켜 부서지는 파

도”(19)처럼 “개체이면서 동시에 전체일 수 있는 존재”(16)에 한 희구가 

인간의 에로티즘―육체, 심정, 그리고 신성에의― 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2절은 사랑의 감정과 강력한 성적 욕망이 어떻게 견고한 ‘인간의 

불연속성’을 찢고 들어가는지 보여준다. 코헨은 노래 전체를 통해 의식

(consciousness), 노동, 금기로 둘려 싸여진 인간의 불연속성이 침습, 침

입, 파괴, 무장해제당하는 이미지를 “overthrow”, “shoot”, “break”, “cut”, 

“draw”, “outdraw” 등의 시어를 통해 보여준다. 비천했던 목동 시절에 

이미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신의 기름부음을 받은 후, 오랜 세월동안 

초 왕인 사울로부터의 괴롭힘과 살해 위협을 극복하고, 왕위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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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이 밧세바를 만난 때는, 전쟁 중이기는 했으나 그의 치세가 안정기

에 이른 때였다. 관례 로라면 다윗은 군 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있

어야 했으나, 성경은 그가 부하들만을 보낸 채, 예루살렘의 궁궐에 “지

체”(tarry)(사무엘하 11장 1절 ASV) 하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

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KRV, 저자의 강조) 

 이 부분을 묘사하는 성경의 어조는 왕의 마음가짐이 무언가 바람직

한 궤도에서 벗어나있음을 암시하는, 도덕적, 종교적 비난의 뉘앙스를 

지닌다. 그러나, 바타이유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다윗에게 이성

과 노동의 유한한 세계에서 벗어나 금기의 위반으로 열리는 “축제의 

세계,” “군주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로 가는 출입구가 열렸음을 의미

한다(76).

 저녁 무렵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 편 집의 

지붕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이후의 다윗을, 코헨은 왕의 위엄과 막

강한 권한과는 어울리지 않는, 항불가능의 힘에 휘둘리는 매우 수동

적인 모습으로 묘사한다. 사실 이 후 다윗의 행각은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 전장에 나간 남편 우리아(Uriah)를 불러 동침케 하려 하거

나, 지나친 충성심으로 전쟁 중 아내와의 동침을 거절하는 그를 위험한 

전선에 배치해 죽게 하는 등 갖가지 계략과 속임수의 사용으로 수동성과

는 거리가 있지만, 그것은 다윗이 그를 “휘감았”던 욕망의 파도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삼손과도 겹쳐지

는) 그는 익숙했던 자신의 자리 “왕좌”에서 옮겨져 전혀 다른 영역인 “부

엌 의자(kitchen chair)”에 “묶”여 “머리칼을 [잘린]다.”7) 그러한 그의 입술

 7) 코헨 가사의 의미를 논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한 이용자는 이 부분에서 연상

되는 짙은 BDSM적 뉘앙스를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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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당황스럽게도 “할렐루야(신을 찬양하라)”가 흘러나온다. 이것은 의

식적이거나 능동적인 신의 찬미라기보다는 코헨이 표현하는 로 ‘끌어

내어진 (drawn)’ ‘할렐루야’이다. 이것은 레이 찰스(Ray Charles 1930-2004)

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있어주는 다정한 연인에 한 환희와 그러

한 그녀를 주신 신께 한―성적 뉘앙스가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감사

를 담아 부르는 “할렐루야 나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 (Hallelujah I Love 

Her So)"(1956)속의 “할렐루야”나 헨델(Handel 1685-1759)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Messiah)(1741)에서 예수의 수난과 죽음 끝에 울려 퍼지는 엄

숙하고도 장엄한 “할렐루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바타이유가 언급했다시피 그 강력한 파워에 맞지 

않게, 아니 바로 그 강력함 때문에 언제나 ‘찰나’적으로만 경험된다8). 

바타이유는에로티즘에서 성행위를 잃어버린 연속성에 한 (동물과는 

구분되는) 인간특유의 추구로 보는 동시에, 매우 동물적인 어떤 것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덧없이 바스라짐을 지적한다 . 

교접에 이르면 서로 접근하던 한 쌍의 암수는 이제 불연속적 개체

를 벗어나 비록 순간적이나마 하나로 결합되면서 연속성의 흐름을 

맛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합은 없다. 다만 폭력의 지배를 받

는, 성적 결합의 일정한 작용과 반작용으로 연결된 두 개체들이 

쌍방 간에 자기를 벗어난 위기의 상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두 

존재들은 연속성을 향해 함께 열린다. 그러나 막연한 의식뿐 남는 

의 없이 주류에서 통용되는 것에 의문점을 표현하였다. 

    (http://www.leonardcohenforum.com/viewtopic.php?t=20864) (2010년 2월 12일) 

(2015년 11월 1일) 

 8) 비슷한 맥락에서 폴 M. 코헨은 자유의 순간에서 루소에서 푸코에 이르는 

일련의 ‘성별된 이단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프랑스적 자유의 개념을 성적 절

정에 비유하며, “정의롭고 의미 깊은 일탈 행위 속에서 섬광처럼 나타

[나]”(191)지만, 언제나 비극적으로 퇴락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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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무것도 없다. 발작(paroxysm)이 지나면 각자의 불연속성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성행위는 가장 진하면서도 의미 없는 발작인 

셈이다. (117) 

   

“할렐루야”의 4절은 그 고점과 저점의 낙차를 정확히 보여준다. 

(4절)       

한때 당신은 알게 해 주었지.

당신 마음속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아.

하지만 내가 당신 안에서 움직였을 때를 생각해봐

그 때 성령의 비둘기도 함께 날아올랐지

그리고 우리가 쉬었던 모든 호흡은 할렐루야였어.  

There was a time when you let me know 

What's really going on below

But now you never show that to me, do ya?

But remember when I moved in you

And the holy dove was moving too

And every breath we drew was Hallelujah

     

 연인과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황홀경의 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의 불

연속성은 육체적으로는 “내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는 융합으로 변화하

고, 심리적으로는 “당신 마음속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 보듯 알 수 있음으로써 깨어진다. 지극히 성스러운 순간

에만 날아오르는 ‘성령의 비둘기’9)가 이 순간을 인증한다. 그 때 그들

 9)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고 묘사된다(마태복음 3장 16절 K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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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쉬는 모든 호흡은 성(性)스럽고, 성(聖)스러운 ‘할렐루야’이다. 이 

황홀경의 감정과 가장 근접하는 것은 카라바지오(Caravaggio 1571-1610)

의 회화나 베르니니(Bernini 1598-1680)의 조각 등에서 재현되어온 종교

적 엑스터시(religious ecstasy)의 순간일 것이다.   

 이토록 강렬하게 “연속성을 향해 함께 열”렸던 둘이었으나 “발작

(paroxysm)이 지나면 각자의 불연속성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채로 변

한 것은 없다. 이제 그(녀)의 얼굴을 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녀)도 알려 주지 

않는다. 이 고점과 저점 사이의 낙차는 너무나 커서 현기증과 허무함,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5절)

아마 저 위에 신이 존재할지도.

그러나 내가 사랑에서 배운 거라곤

나보다 먼저 총을 빼 든 사람에게 어떻게 총을 쏠지 뿐

그건 당신이 밤에 듣는 기쁨의 외침도 아니고

빛을 본 사람도 아니지

그것은 차갑고, 그것은 상처 입은 할렐루야.

Maybe there's a God above

But all I've ever learned from love 

Was how to shoot somebody who outdrew ya

And it's not a cry that you hear at night 

It's not somebody who's seen the light

It's a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사랑이 끝난 후, 화자는 자신이 사랑에서 배운 것이라곤 “나보다 먼

저 총을 빼 든 사람에게 어떻게 총을 쏠지 뿐(how to shoot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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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utdrew ya)10)”이라고 회한에 젖어 읊조린다. 이것은 흔히 나에게 

실연을 안긴, 변심한 연인에 한 ‘사랑의 복수’로 연결될 수 있으나, 

“나보다 먼저 총을 빼 든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 쓸데없다는 점에서, 그 제스처의 무효용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

닐 뿐이다. 사랑이 끝난 후, 여전히 그의 입에는 “할렐루야”가 남아 있

으나, 그것은 사랑의 절정에서 터져 나왔던 “밤에 듣는 기쁨의 외침(a 

cry that you hear at night)”11)도 아니고 진리를 발견한 순례자―“빛을 본 

사람(somebody who's seen the light)” 의 것도 아닌 “차갑고(cold),” “상처 

입은(broken)” 할렐루야이다.

 차갑고 상처입은 할렐루야는 성스러운, 기쁨에 찬 할렐루야와 어떻

게 다른가? 둘 사이의 차이점에 앞서, 그의 입에서 여전히 “할렐루야”

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에로티즘에 모순적으로 동시에 존재

하는 금기와 금기의 위반이라는 요소가 그를 여전히 “할렐루야”의 자

장 내에 머물도록 강제한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1923–2015)는 금

기의 존재를 인간 사회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타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폭력

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처에 세워 놓은 성벽,” 더 큰 폭력을 막기 위

한 작은 폭력이라는 실용적이면서도 훨씬 냉소를 담은 관점에서 금기

를 바라본다(지라르 327). 그에 비해 바타이유는 금기는 위반되기 위해 

존재하며, 위반될 때에만 완성된다는, 지라르에 비하면 낭만적인 관점

10) “ya”를 연인으로 해석하고 “somebody”를 연인의 마음을 뺏어간 연적으로 해

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 경우, 번역은 “내가 사랑에서 배운 거라곤 / 당신의 

마음을 뺏어간 사람을 이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분의 “ya”를 

일반적 청중으로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somebody”가 연인이 되는 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이, (성적) 결합이 주는 환희와 그 후의 허무를 나타내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11) 성경적 인유를 통한 의미를 덧붙이자면, 이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의 소

리를 직접 들었던 사무엘을 연상시킴으로써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 교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사무엘상 3장 1-19 K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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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면서, 금기의 위반에서 오는 지양(aufheben)의 의미를 강조한

다(39). 금기를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 위반에서 오는 두려움과 쾌락은 

종교적 감정과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42).

 다윗의 예를 들자면, 달빛과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던 순간

이 지나자, 유부녀를 임신케 한 파렴치한과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이 드러난다. 그전까지 그는 “비  화음(secret chord)”을 알고 있어 비

파와 수금의 연주로 “신을 기쁘게(please the Lord)”(1절)하는 자였고, 신

의 마음에 합하여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

로 들어”(역 상 15:29 KRV) 오는 것을 보고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

를 정도로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여 아내 미갈(Michal)의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사무엘상 16:13 KRV) 된 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신이 보기에 악한 “소위(所爲)”(사무엘하 11:27 KRV)

를 저질러 신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나단(Nathan)에게 책망과 훈계를 

듣는 처지가 되었다.12) 그러나 바타이유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성’에 근접해있다. 신성은 선이나 순결함만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악과 불결함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

독교에서 신성이 “창조신이라는 하나의 불연속적 인격체로 변형”(136)

된 것을 지적하며, 나아가 “금기의 위반이 없이는 신성에 이를 수 없는

데도, 죄를 전제하지 않고는 신성을 생각할 수 없는데도, 기독교는 죄

를 배척”했음을 비판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라르는 성스러움을 뜻하는 

라틴어 “sacer”나 그리스어 “hieros"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축복과 

저주를 모두 뜻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폭력성과 양면성을 제거한 

번역을 주장한 비교언어학자 에  벵베니스트(Emile Benveniste 

12)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한]” 것으로 인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신 밧세바가 그에게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

라 예언하고, 예언 로 아이는 생후 7일만에 죽는다(사무엘하 12:14 KRV). 

이는 지라르적 관점에서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를 복수할 위험이 없는 희생

양을 통해 해결, 봉합하는 전형적인 희생제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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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976)를 비판한다(지라르 399).

 코헨이 2절에서 다윗과 미묘하게 겹치도록 장치해 둔 삼손은 신성

에 존재하는 폭력성과 양면성을 다윗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는 

인물이다. 신에게 특별한 헌신을 하도록 구별되어진 나실인(Nazirite)13)

으로서 그는 금주와 “머리에 삭도를 지 말라”(사사기 13:5 KRV)는 

금기를 지니고 태어났다. “성별된(consecrated)”, “구별된(separated)”의 의

미를 지닌 히브리어 nazir에서 유래하는 나실인은 그 의미 자체에 긍정

성과 부정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고, 그들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거룩한 자로 숭상하는 동시에 죄인으로 금기시하는 양가적인 면을 보

였다(“Nazirite,” Wikipedia).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기 전, 사사(judge)

로서 백성을 통치한 그의 삶은 술과 머리털에 한 금기만을 지켰을 

뿐, 온갖 방탕과 폭력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그의 첫 결혼은 아내와 장

인의 화형, 그에 한 복수로 이어진 여우 삼백 마리의 꼬리에 횃불달

기, 나귀의 턱뼈로 도륙한 일천 명의 시체더미로 끝이 난다(사사기 14

장 1절-15장 17절 KRV). 그 이후 기생들을 찾아 “들어[가는](사사기 16

장 1절)” 삶을 살던 삼손은 이민족 여성인 들릴라를 만나 사랑에 빠진

다: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

매”(사사기 16장 4절 KRV). 자신의 힘의 비 을 캐내고자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그는 매일 밤 “재촉하여 조르”는 그녀 때문에, “번뇌

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 평생 그 누구에게도 털어 놓지 않은 자신의 

금기에 해 “진정을 토하[여]” 낸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

고 자(16장 19절)”는 동안 그의 머리칼을 잘라낸다. 삼손은 행복의 절정

에서, 연인의 배신, 여호와의 떠남, 힘의 소실을 경험하고, 블레셋인들

13)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나실인으로는 구약시 의 선지자 사무엘과 신약의 세

레 요한을 들 수 있다(바이블 키워드). 1930년  발흥한 자메이카의 종교

이자 민족운동인 라스타파리주의(Rastafarianism)의 중요한 상징인 꼬아서 내

린 긴 머리인 드레드록(dreadlock)의 근원을 나실인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Nazirite,”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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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붙잡혀 눈이 뽑힌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급전직하한다.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의 기자가 삼손의 파국을 기술한 

바로 뒤에 “그의 머리털이 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16장 22절)

했음을 끼워 넣은 점이다.                  

 흔히 기독교에서 다윗과 밧세바와의 간통사건은 그가 사건 후 지었

다는 시편 32편이나 51편과 함께 언급되면서, 신 앞에서 모든 것을 털

어놓는 ‘참회와 회개’가 이루어질 때 임하는 신의 용서와 완벽한 “정

화”에 한 메시지14)로 해석된다. 삼손의 경우도 앞서의 방탕과 위반은 

그가 머리털이 자란 후, “여호와께 부르짖어”(16장 28절) 블레셋 사람들

에게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힘을 회복시켜 줄 것을 빈 후, 

집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

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16장 30절)는 단원을 두드러지게 하는 장치

로서 이용된다. 성 어거스틴(Saint Augustine 354-430)이 구원에 다다르는 

매개체로 역설적 축복을 내린 “복된 죄 (Felix Culpa)”는 그러한 기독교

적 해석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그러나 “할렐루야”에서 그려지고 있는 

다윗과 삼손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차갑고 상처 

입은 할렐루야”는 그러한 정화를 목표로 하는 “할렐루야”가 아니다. 코

헨이 70 에 임박해 발표한 “그렇다고 고철이 되는 것은 아니야 (That 

don't make junk)"(2001)에서 표현했듯이 신, 혹은 연인은 “나를 은혜로 

높이 들어 올리지만 / 그 후 내가 떨어져야만 하는 자리로 / 되돌려 보

낸다(You raise me up in grace,/ Then you put me in a place, / Where I 

must fall).” 그러한 사랑과 신의 원리에 하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혹은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는 무엇인가? 뒤이은 가사에서 코헨은 “나

는 술과 싸웠지 / 그러나 취한 채로 싸워야만 했었네. (I fought against 

14) 예를 들어 시편 32편 5절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

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와 51편 7절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가 그러하다(K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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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ttle, / but I had to do it drunk)”라고 답한다. 술이 허락하는 취

함의 순간, 술과 싸우되 취한 채로 싸우는 인간의 부조리, 그러나 싸우

기를 멈추지 않는 인간의 의지, 그러나 술이 깨기 전에 다시 술을 마시

는 주정뱅이가 인간의 실존이다.  

 “할렐루야”에 응답한 중들이 정념 가득한 가사에서 듣는 것은 바

로 이것이 아닐까? 고점과 저점을 오가는 생의 롤러코스터에서 “차갑

고 상처 입은 할렐루야”는 ‘성스런 할렐루야’에 못 미치는 이류의 찬양

이거나, 반 로 그것이 승화된 더 고귀한 어떤 것이 아니다. “차갑고 

상처 입은 할렐루야”가 바로 ‘성스런 할렐루야’이다. 그렇다면 수수께끼

같은 2절의 첫 번째 구절 “당신의 믿음은 강했지만, 그래도 증거가 필

요했지”가 이해된다. 코헨이 “증거(proof)”로 제시하는 것은 다윗과 삼

손의 타락과 그 이후의 회개와 참회, 정화가 아니라, 강렬한 욕망에 휩

싸였다가 깨어난 후의 폐허까지이다. 그것 자체가 “할렐루야”를 부를 

믿음의 증거로 족하다.     

        

III. 코헨 버전

 아이러니하게도 중들에게 소구력을 지니는 “할렐루야”의 메시지

는 버클리 버전보다도 그전까지 중들이 거의 접하지 못했던 코헨 버

전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가사의 배치나 구성뿐만 아니라 퍼포먼

스 측면에서도 둘 사이의 차이는 뚜렷한데, 녹음 당시 20  중후반이었

던 버클리는 다윗왕의 현현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자신이 “오르가즘

의 할렐루야”(Light 66 재인용)라고 명명한 로,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해석을 내어 놓는다. 존 본 조비(Jon Bon Jovi 1962- )는 같은 맥락에서 

“후렴부는 절정이고, 나머지는 전희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Light xxiv 재인용). 반면 이 곡을 부를 당시 50세였던 코헨은 환상이라

고는 전혀 없는, 특유의 읊조리는 저음으로, 다소 건들거리며 부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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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처해있는 궁지와 그 안에서의 필사적이고

도 불가능한 분투, 체념, 절망을 담고 있는 목소리이다. 

    

(코헨 버전 3절)

당신은 내가 그 이름을 헛되이 일컬었다 말하지만

나는 그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설령 그랬다면, 진정 그 이름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요?

모든 낱말에는

한 줄기 빛이 존재해요

그러니 당신이 들은 것이

거룩한 할렐루야인지 아니면 상처 입은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You say I took the name in vain

I don't even know the name

But if I did, well really, what's it to ya?

There's a blaze of light 

in every word

It doesn't matter which you heard

The holy or the broken Hallelujah

 3절에서 코헨은 ‘할렐루야’에 한 자신의 해석이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중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어겼다는 비난, 즉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의식한다. 실제로 

“할렐루야”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신을 찬양하는 

가스펠인지, 아니면 회의와 저항, 조롱을 담은 불신의 노래인지에 해 

혼란감을 경험한다. 그러한 비난에 해 그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상기시키며,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는 레파티

(repartee)로 응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설령 그랬다[모욕했다]”

면, 자신이 모욕한 그 이름의 의미가 청자에게는 무엇인지 묻는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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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 이름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요? (well really, what's it to ya?)”15) 

불신과 회의의 시 에 율법적, 종교적, 교리적 신의 개념이 아니라, 개

인적인 신의 의미를 묻는다. (아마도) 당황하고 있을 청자에게, 위로인 

듯, 일침인 듯, “모든 낱말에는 빛이 존재”하니, “거룩한 할렐루야인지 

아니면 상처 입은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구름에는 은빛 자락이 있다(Every cloud has a sliver lining)”는 류

의 낙관적 긍정의 제언이라기보다는 그가 빛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blaze”라는 단어― 확 타오르는 불길이나 감정의 격발―에서 볼 수 있듯

이, “삶이란 죽음의 불꽃놀이”(임옥희 34)라고 보았던 바타이유의 입장

에 가깝다. 

 “할렐루야”보다 훨씬 먼저, 오랫동안 재난이나 국가, 혹은 사회적 

비극의 현장에서 추모곡으로 사용된 “어메이징 그레이스”16)는 노예선

의 선장에서 회심하여 목사가 된 작사가 존 뉴턴(John Newton 

1725-1807)의 경험처럼 “비참한 삶”의 지경에서, “잃었다 다시 찾아진,”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게 된” 구원에의 감격과 신에게의 감사를 담고 

있다. 반면 21세기에 들어와 부상한 “할렐루야”는 회의와 의심, 상처와 

환멸을 품고 있는 현 인에게 그 상태 그 로 부를 수 있는 “세속의 

할렐루야”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버금

가는 “영적인 국가(spiritual national anthem)”가 된 것으로 보인다. 

(코헨 버전 4절)

[ . . .  . . . ]

15)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는 "Hallelujah"와 “what's it to ya?"에서 감지되는 

각운을 주목하면서, 성스러운 단어와 일상어의 “유희적” 어우러짐을 코헨 

가사의 특징으로 지적한다(Light xvi 재인용).    

16) 가장 가깝게는 2015년 6월 17일에 일어난 찰스톤(Charleston) 교회 총격사건

의 희생자를 기리는 예배에서 오바마(Obama) 통령이 추모연설 후 “어메이

징 그레이스”를 불렀고, 회중은 “아멘(Amen)”과 함께 일어나, 합창으로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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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렸을지라도,

나는 찬양의 주 앞에 설 테요.

내 입술17)에 할렐루야만을 지닌 채로 

And even though it all went wrong

I'll stand before the Lord of Song

With nothing on my tongue but Hallelujah

(후렴 생략) 

 마지막 절은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는데, 시적 화자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상태 그 로, 신 앞에서 “할렐루야”―성스러운, 그

리고 깨어진―를 부른다. “할렐루야”가 중들의 귀에 들어온 표적인 

계기가 9.11 테러로 붕괴되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다룬 영상의 배경음

악이었다는 점은 그래서 끔찍하고도 의미심장하다. 임옥희가 바타이유

를 인용하며 지적하듯, 잉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류는 증여-선물교

환의 고 적 관습을 버리고 매매-교환을 선택하여 쌓아올린 모든 것들

을 1,2차 세계 전을 통해 파괴하고 탕진하고 낭비했다. 세계 자본주의

의 중심 뉴욕에서, 세계 무역을 상징하는 마천루가 자국 국민이 탑승한 

국적기에 의해 붕괴되는 장면은 1945년 2차 세계 전의 종전 이후 인

류의 축적이 또 한 번 파괴되고 탕진되는 순간이다. “모든 것이 잘못되

어 버”린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18)에서 들리는 “환멸적 각성”(김

17) 출판된 가사는 “lips”이지만 코헨은 이 부분을 “거의 언제나” “tongue”으로 

바꾸어 불렀다고 라이트는 지적한다(25). “lips”라는 단어와 비교할 때, 

“tongue”은 모국어를 뜻하는 단어 “mother tongue”에서도 연상되듯, 좀 더 본

능적이고 육체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18) 핵폭탄이나 형폭탄의 폭발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표면을 이르는 말

로 surface zero라고 불리기도 한다. 원래는 보통 명사로서 진주만 폭격의 주 

상이 된 미 해군기지나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피해지

역을 이르는데 쓰였으나, 9.11 테러 이후에는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된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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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 76에서 재인용)을 담은 “할렐루야”에 중이 응답한 것이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본고는 레오나드 코헨의 “할렐루야”의 의미와 흔하지 않

은 중적 수용과정을 가사에 나타난 성경적 인유, 그에 나타난 성(性)

스러움과 성(聖)스러움의 수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선불교에 깊

은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상당히 긴 시간 선승으로서 수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 교 신앙을 지니고 있는 코헨은 구

약 성경의 다윗과 삼손을 고 적 영웅이 아닌, 강렬한 성적 욕망에 추

동되어 금기를 위반하는 일탈을 저지르고, 해방적 순간을 경험하며, 곧

이어 뒤따르는 허무함 속에서 “상처 입은 할렐루야”를 부르는 일상적, 

현 적 인간으로 그림으로써, 탈종교, 탈신앙의 시 를 살아가는 현

인들이 공감하여 함께 부를 수 있는 “세속의 할렐루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현 적인 해석은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금기에 한 통찰

을 빌리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 성적 욕망을 에덴에서 인류가 소실한 

신과의 합일성, 연속성에 한 추구로 보는 그의 관점에서 다윗의 일탈

은 나태함과 교만이 불러 온 재앙이 아니라, 이성의 유한한 세계에서 

신성의 무한한 세계로의 지양이다. 삼손은 성적 욕망과 신성에 존재하

는 폭력성과 양면성을 나실인이라는 그의 정체성과 삶을 통해 드라마

틱하게 드러낸다. 그리스의 파르마콘(pharmakon)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의 의미와 ‘질병’ 혹은 ‘독’의 립된 두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

듯이, 호모 사케르(homo sacher)로서 나실인은 거룩하게 ‘성별된’ 자인 

동시에 주어진 금기를 위반할 경우 저주를 받는 운명에 처해 있다. 삼

손의 인생은 연인 들릴라의 무릎이라는 행복의 절정에서 눈먼 채로 돌

리는 맷돌이라는 밑바닥으로 순식간에 추락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르는 단어로 거의 고유 명사화되었다(“ground zero,"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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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에도 리운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다. 코헨의 “할렐루

야”는 죄를 저지른 후의 회개, 신의 용서, 정화된 후에 부르는 전통적

인 “성스런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자리에서, 특히 규모 

재난에 직면하여 신을 믿을 수는 없으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중들이 

부를 수 있는 “현 의, 의심하는 이를 위한 기도문”(Light xxiv 재인용)

이 됨으로써 21세기의 영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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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blical References in Leonard Cohen's "Hallelujah" and 

its popular reception

- focusing on erotism and taboo -

Choi, Hayoung (Konkuk Univ.) 

Leonard Cohen has consistently written and sung songs about the sacred, the 

sensual, and their convergence in uniquely ironical tone for his over 60 year musical 

and literary career. Among his many works, "Hallelujah," which has remained 

obscure for some time since its initial release, is now considered one of his most 

popular and commercially successful songs, becoming universal and rarefied to the 

extent that it parallels John Lennon's "Imagine" or Sam Cooke's "A Change is 

Gonna Come." While this song is often played in national ceremonies, which require 

a solemn and memorial spirit, and used for a sad and purifying moment in films or 

tv dramas, the lyrics bewilder some listeners when they are carefully interpreted with 

seemingly inappropriate sensuality and violence. While indistinguishably overlapping 

the narrator's own story, he uses biblical references to highlight the sexual desire, 

surrender, frustration, and disillusionment of biblical figures, David and Samson. 

Mainly drawing on George Bataille's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similarity between 

the sacred and the sensual, especially violence which inhabits both, this article 

explores, first of all, how and for what this song could come to popularity within 

the mainstream culture through a rare journey of ascent spanning almost 20 years; 

what the audience hears and appreciates in this song and what moves them to this 

appreciation; and how the process of reception can be interpreted within the larger 

frame of Americ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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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적 설득이란 무엇인가?*

한석환 (숭실대)

Ⅰ. 설득: 수사학의‘외적 목표’

1. 수사학의 학적 과제

 널리 알려진 수사학의 정의 중 하나는 “설득을 산출하는 자”, “설

득의 장인”(peithous dēmiourgos)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편
에 나오는 것으로서 소크라테스가 이것이 당신의 주장이지 않느냐고 

묻자 고르기아스가 그렇다고 확인하는 정의이다.1) 이렇게 보면 수사

 *  이 글은 2015년 11월 28일(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회의실

에서 개최되었던 ｢2015년 한국수사학회 및 (경기일보) 갈등관리센터 공동학

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확장·보완한 것이다.

 1)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에게 수사학이 “설득의 장인”이라는 게 당신의 주

장이냐고 묻는다(453a2). 그런 다음 내심 부정하기를 바라며 추가로 묻는다. 

즉 수사학이 “청자의 영혼에 설득(peithō)을 일구어내는 일 외에 더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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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설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과학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수사학이 하는 일은 “설득하는 

것(to peisai)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수사학의 과제는 

“어떤 사안에서든 그 사안에 묻혀있는 ‘설득력 있는’(pithanon) 요소를 

살피는 것”이다.2) 그렇다면 수사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설득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성공 여부와 같은 결과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는 말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기술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라면서 의학을 예로 들어 사태를 설명한다.3) 그에 따르면 “의학이 하

는 일은 건강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건강을 촉진하

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학은 건강을 되찾을 수 없는 이들까지도 고

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학적 ‘기술’에 정통해 있는가를 측정하고 평

가할 때 척도가 되는 기준은 건강을 다시 회복시켰는가가 아니라 주

어진 여건에서 취해야 할 가능한 조처들을 제대로 취했는가 하는 것

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가능한 조처들이 적절히 취해졌는가를 검토함

으로써 문제의 인물이 의학적 기술에 정통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

는 것이다.

 수사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수사학적 ‘기술’에 정통

해 있다는 것은 청자가 효과적으로 설득되었다는 결과를 기준으로 재

단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바꾸어 말해서 수사학적 기술에 

는 게 있느냐”(453a4-5)는 것이다. 그러자 고르기아스는 예상했던 대로 그렇

지 않다고 대답한다. 위의 규정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득의 장인

이라는 수사학의 정의를 고르기아스의 것이라고 하나, 이따금 시라쿠사의 

코락스와 테이시아스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기도 한다(J. Martin [1974], 2).

 2) Rhet. I 1, 1355b10-11. 유사한 규정이 같은 책 1권 2장 첫머리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가리켜 “어떤 사안에서든 그 안에서 어

떻게든 설득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통찰하는 능력”(1355b26-27)이라고 규

정한다.

 3) Rhet. I 1, 1355b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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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해 있다는 것이 임의의 청자가 실로 설득되었는가에 달려있는 문

제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수사학이 의학이나 변증법 같은 다른 ‘기술

적’ 학문들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다른 기술적 학문들에서도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각 전문가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요인

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4) 청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결과는 기

술로서의 수사학이 어찌해볼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인 것이다.5) 설득

하는 일이 수사학의 과제가 아니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명은 요컨

대 수사학이 다른 개별과학들과 공유하는 학적 내지 기술적 한계의 

표현이다.6)

 4) 아리스토텔레스가 토피카 1권 3장(101b5-10)에서 피력하는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수사학이나 의학 같은 기술의 능력을 갖추고 있듯이 변증법의 ‘능력’

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변증법의 ‘기술’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는 일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연설가도 온갖 방법으로 

설득하지 않고, 의사도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는다. 연설가든 의사든 

“가능성이란 가능성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죄다 꿰고) 있다면 그는 자신

의 과학을 충분한 정도로 구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각 전문가의 힘 안에 있지 않은 요인”이란 예컨대 의학의 경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작용하는 의사의 의학적 처치나 처방 이외의, 의사가 

어찌해볼 수 없는 환자 자신에게 기인하는 요인을 말한다. 환자의 기초체력, 

면역력, 삶의 의지, 병증의 정도 등이 그런 것일 터이다.

 5) 제작적 기술에서 문제의 기술의 전문성은 그 기술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의 

질)에 달려 있다. 그러나 수사학적 기술의 결과물이라 할, 청중에게서 일어

나는 설득의 성공 여부는 연설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청자 자신에

게 기인하는 요인―정치적, 종교적 성향, 교육과 재산의 정도,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에 의존한다.

 6) 일례로 체육학과 경제학의 경우를 보자. 체육학을 전공한 야구선수라고 해

서 반드시 타율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돈을 잘 버는 귀재는 아닌 것이다. 특정 야구선수의 타율이 좋고 나쁨은 

체육학의 학문적 본질과 직결되지 않은, 선수 자신의 체력과 연습량 등에 

달린 문제이고,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것 역시 해당 인물의 근면성,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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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학의 기술적 전문성

 의학이나 수사학 같은 ‘기술(학)’(technē)의 전문능력은 해당 기술의 

목표가 되는 결과 한 가지만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

니다. 기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문제의 기술에 어울리는 특정의 규칙

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되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기술에 적합한 

규칙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 역시 기술의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이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이 기술(학)이기 때문이다. 아

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기술(학)이라는 개념에는 이론적 측면만이 아니

라 현장 적용과 관련된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수사학의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란 요컨대 수사학의 기술적 규칙을 구사함으로써 그의 능력이 

미치는 한에서 주어진 목표를 추진하는 사람인 것이다.

 수사학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전문성을 평가하려면 그가 특정 

부류의 앎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설득력 있는 요소를 통찰

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수사학의 기술적 전문성이다. 위에

서 살폈듯이 설득하는 일이 수사학의 목표로 부정되는데, 그것은 (아

리스토텔레스가 구상하는 식의) 수사학의 전문가가 갖추고 있어야 할 

수사학의 기술적 전문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 것이다. 기술인 

한에서 수사학이 하는 일은 설득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7) 수사학은 

기술(학)인 한에서 기술적 전문성, 즉 설득력 있는 요소를 고찰하고 

완, 경기(景氣) 등 경제학 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지, 

경제학의 학문적 전문성의 직접적 결과가 아닌 것이다.

 7) EN III 5, 1112b11-15: “우리의 숙고 대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것인지 숙고하지 않고, 연설가는 청중을 설득할 것인지 숙고하

지 않으며, 정치가는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것인지 숙고하지 않는다.” 목표 

자체는 기술적 고찰의 대상이 아니다. 목표는 각 기술의 필수적 규정성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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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학이 갖는 

이러한 학적 특수성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술이라는 데에 근거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제작적 학문이 아니라는 데에 근거한다.8) 

수사학이 제작적 학문이라면 성공적인, 효과적인 설득이 바로 그것의 

과제이자 그것의 목표였을 것이다.

3. 몰·기술적 설득과 기술적 설득

 ‘설득하는’ 일이 수사학의 목표로 부정된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

스가 피설득자가 ‘설득되었다’고 하는 것을 수사학의 목표나 수사학

의 유용성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특별한 

전문능력을 전제하는 일 없이 성공적인 설득작업에 대한 관심만 가지

고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실용적 지침들이 그의 수사학 도처에 

등장하거니와,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작용과 영향력에 

관심이 없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9) 그러나 아

 8) 수사학은 기술(학)이기에 일차적으로 이론적 통찰을 통한 앎의 체계여야 한

다(수사학의 기술성/과학성). 그러나 수사학의 경우 그것은 본질에 대한 앎, 

다시 말해서 결과물의 ‘형상’에 대한 앎이 아니다. 그리고 여타의 기술과 달

리 제작적이지 않기에 수사학적 기술을 통한 결과물이 학적 과제에 ‘분석적

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수사학의 비제작성). 일례로 제화술 같은 경우 제작

에서 목표가 되는 것이 제작되는 결과물 곧 구두 속에 내재한다. 그러나 시

학이 (비극)시 제작법, 즉 시작(詩作)기술인 것과 달리 수사학은 연설 작성법

이 아니다. 완성된 연설이 수사학의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그런 사

정 때문이다. 수사학은 그 성립 근거가 연설의 본질 규명에 있지 않다. 수사

학의 성립 근거는 설득과 설득 유발 가능성의 원리와 원인의 구명에 있다.

9)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기술과 그 목표들을 수단과 목표의 관점에서 계통적으

로 분류한다. 그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1장에서 제시하는 모범적인 분류

에 따르면, 마구(馬具)의 일종인 안장 제작술의 목표는 좋은 안장을 만드는 

일이다. 말 타기에 좋은 안장을 제공함으로써 안장 제작술은 (승)마술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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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그렇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청중의 ‘설득’은 한정될 

필요가 있다. 즉 그가 말하는 설득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그러니

까 수사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설득인 것이다. 설득 유발 가능성

의 원인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설득이라는 말이다. 아리스토

텔레스가 말하는 설득은 다른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몰(沒)기술적으로

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결과물과 덮어놓고 동일시될 수 있는 설득

이 아닌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얄팍

한 (꼼)수에만 의존하던 그 이전의 수사학과 확연히 구별된다.10) 이 

되고 (승)마술은 다시금 병법(兵法)에 이용된다. (말 타기에 좋은) 안장은 결국 

성공적인 군사작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좋

은 안장의 제작이 안장 제작술의 ‘내적 목표’라면, 그렇게 제작된 안장이 군

사작전의 목표 달성에 보조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은 안장 제작술

의 ‘외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외적 목표는 곧 유용성인 셈이다: 내적 목표

와 외적 목표의 구별에 대해서는 Rapp (2002), II 81-82 (1355a 20-b7에 대한 

주 [2.]) 참조. 이러한 구별을 수사학에 적용한다면 수사학의 학적 과제와 설

득의 문제 역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사학의 본질

적 규정이 내적 목표라면, 외적 목표는 그것을 위해 수사학 또는 수사학의 내

적 목표가 수단으로서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학에 의해 마련된 수단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이 문제의 내적 목표의 특

징이거나 고유성은 아니다. 이 글의 Ⅰ절의 제목에 나오는 ‘외적 목표’는 이

런 의미를 갖는 Rapp (2002)의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10) 이 글의 제목에서 “설득” 앞에 굳이 “수사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것은 

한편으로는 종래의 몰·기술적인 설득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아래에 나

올―배움과 지식에 기초한 설득, 즉 가르침을 주는 설득과 구별하기 위함이

다. 전자의 경우 수사학적이란 기술적임을 말하고 후자의 경우 그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몰·기술적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1권 

1장에서 비판하는 이전 수사학 교사들의 대처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수사

학적 기술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非)기술적이라고 하더라도 무방

할 테지만 굳이 몰·기술적이라고 한 것은 ‘비·기술적’(atechnos)이 수사학적 기

술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서 그것과 구별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기술적’은 증언, 계약서, 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 등과 같은 설득수단을 

위한 표현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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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수행하려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술적 설득

의 개념을 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② 의견의 형성 과정과 차례로 

대비시켜 분석하고, ③ 설득의 과정을 거쳐 청자가 내리는 (수사학적) 

판단을 숙고에 따른 선택적 결단과 교량(較量)함으로써 수사학적 설

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수사학에서 

말하는 설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리스토텔레스에 한정하

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Ⅱ. 설득의 구조: 교수학습 과정과 다르지 않다

1. 믿음을 심어주는 설득과 가르침을 주는 설득

 설득이라고 하면 대개 수사학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가

르치는 일”(didaskein) 역시 일종의 설득이다. 이를테면 산술도 “설득

을 일으키는” 기술에 속한다.11)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설득

(peithō)을 믿음(pistis)과 배움/앎(mathēsis 또는 epistēmē)으로 구분한

다.12) 믿음에 기초한 설득과 배움/앎에 기초한 설득이 있다는 것이다. 

‘앎이 없는 믿음’이라는 설득과 ‘배움을 통한 앎’이라는 설득이 있는 

셈이다. 양자의 차이는, 믿음에는 참과 거짓의 가능성이 공존하지만, 배

움/앎에는 거짓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사학에서 말하

는 설득은 “믿음을 심어주는”(pisteutikē) 설득이지 “가르침을 주는”(di- 

daskalikē) 설득이 아니다.13)

11) Grg. 453d7-454a5 참조.

12) Grg. 454e 이하.

13) Grg. 454d1-455a2 참조. 아울러 Tht. 201a7-c3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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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 관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토피카 8

권 5장에 따르면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의견을 항

상 인정해야 한다. 거짓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14) 배울 

요량이면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과 그 이유를 

알기 이전에 먼저 그 명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다.15) 가르치는 사람이 참말을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

는 근거는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 있다는 것,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거짓된 명제를 인정하도록 꾀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것뿐

이다.16)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면 공적 연설의 장에서 가르침이 배제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청중이 공개석상의 연설가에게 그의 명제가 참되다는 데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가 가르침의 선결조건인

데 그것이 빠져 있으니 가르치는 일이 성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러면 다시, 공적 연설에서는 왜 연설가에게 신뢰를 보낼 수 없는가? 

법정연설이나 평의연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사정을 어렵지 않게 이

해할 수 있다.17) 한마디로 말해서 갑론을박 논쟁의 한가운데 놓여있

14) Top. VIII 5, 159a28-30.

15) 신뢰 구축은 기술적 설득수단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술적 설득수

단의 신뢰 구축은 ‘교육적 대화’의 그것과 다르다. 가르침에서는 신뢰 구축

이 전제이지만 기술적 설득수단에서 신뢰 구축은 목표이다. 한석환 (2015), 

141 참조.

16) Rapp (2002), II 94.

17)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설의 분류와 관련하여, 김영옥 (2014, 11)은 양태종과 

김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3종의 연설을 각각 의회연설, 법정연설, 예식연

설로 명명한다. 연설이 행해지는 장소와 계기를 기준으로 삼은 번역으로서 

선명하게 구별된다는 특장이 있다. 그러나 번역인 한, 원래의 명칭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원의를 감안한다면 각각 ‘평의(評議: symbouleutikon)’, ‘사

법(司法: dikanikon)’, ‘과시(誇示: epideiktikon)’라 함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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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적어도 청중 가운데 일부는 연설가와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설사 연설가가 학적 논증을 하듯이 참되고 제일가는 원

리에서 출발하여 논변을 편다고 할지라도 그는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연설의 청중이 연설가가 제시하는 근거

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근거만 수용할 터이

기 때문이다.18)

 다시 말하지만 수사학에서 말하는 설득은 “가르침을 주는” 설득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설득이다. 민회나 법정처럼 다중을 상대로 

연설하는 자리에서는 믿음만 심어줄 수 있을 뿐, 가르침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엄 한 의미에서의 논증, 즉 과학적 논증을 배제하

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간추려 개관할 다른 방도가 있다면 모를까 

자명한 원리에서 출발하여 길게 전개되는 연역적 추론을 교육수준, 

지적능력 등이 균일하지 않은 일반 청중이 따라잡기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19) 또 수사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있

을 수 있는 것”, 바꿔 말해서 존재방식이 한결같지 않은 것에 관계하

기 때문이다.20)

 그러면 설득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에 따르면 “어떤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잘 설득된 

것”이다.21) 수사학적 설득은 증명의 형식을 띤다는 말이다. 그러나 수

사학적 논증은 ‘널리 인정받는’ 성격의 명제들(endoxa)에서 출발한다. 

러나 원의를 크게 해지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관용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생경함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사법’은 ‘법정’으로 옮긴다. 보다 더 자세한 논

의를 위해서는 한석환 (2015), 95-98 참조.

18) Rapp (2002), II 95.

19) Rhet. I 2, 1357a10-12.

20) Rhet. I 2, 1357a4-7, 13-15. 아울러 EN VI 2, 1139a13-14 등도 참조.

21) Rhet. I 1, 1355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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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적 논증의 전제들은 참된 것도 아니고 근거를 설명해주는 성격

의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학적 증명(apodeixis)의 요구사항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것들이다.22) 그래서 수사학적 증명은 증명이라고 하더라

도 과학의 엄 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증명이다.23)

2. 수사학적 증명과 수사학 외적 증명의 구조적 유사성

 그러나 수사학적 증명도 어디까지나 증명이고 수사학적 논증 역시 

전제의 성격이 어떠하든 전제에서 출발하는 논증의 형식을 취한다. 

설득이 진행되는 과정이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

은 것이다. 이미 설득이 이루어져 확신하고 있는 명제들에서 출발하

여 연역적으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설득의 형성’ 

과정이 구조상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학적 증명을 논하는 다음과 같은 분석론후서 상권 1

장의 언급에 의해 뒷받침된다.

22) 학적 증명의 전제들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An. post. I 2, 71b20- 

33 참조.

23) EN 1094b25-27. 한국수사학회 발표회석상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 즉 수사

학에서 행해지는 이른바 증명/논증이 개연성만 가질 뿐, 확실성을 결하고 있

는데, 그럼에도 증명이니 논증이니 하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냐는 것이었다. 

증명이니 논증(apodeixis)이니 하는 말은 원래 (과)학과 앎(epistēmē)의 영역에

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연역’과 ‘귀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각각에 대응하는 수사학의 표현은 ‘수사추론’(enthymēma)과 ‘예시(법)’(para- 

deigma)이다. 엔튀메마는 수사학적 연역이고 파라데이그마는 수사학적 귀납

을 가리킨다. 이처럼 용어가 별도로 확연하게 마련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증명/논증의 경우가 그렇다. 그런 경우는 수식어를 붙여 

‘수사학적 증명’, ‘수사학적 논증’이라고 제한함으로써 ‘학적 증명’, ‘학적 논

증’과 구별한다. 수사학적인, 즉 개연적인 것일 뿐 그렇다고 증명이나 논증

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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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르침(didaskalia)과 모든 배움(mathēsis)은 기존의 앎(gnōsis)에
서 생겨난다. 이것은 모든 개별적인 경우를 고찰하게 되면 확실해

진다. 왜냐하면 과학들 가운데서 수학적인 것들이 그런 식으로 성

립하거니와, 여타의 모든 기술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논변과 관

련해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역을 통해 생겨나는 논변이나 귀납

을 통해 생겨나는 논변 역시 모두 그런 식이다. 왜냐하면 양자 모

두 기지(旣知)의 것을 통해서 가르침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즉 한

쪽(=연역)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취하듯 어떤 것

을 상정함으로써 그리하고, 다른 한쪽(=귀납)은 개별적인 것이 명

백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편적인 것을 내보이기 때문이다. 수사

학적 논변들 역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득을 한다. 즉 실례를 

통해서 그리하거나(이것은 귀납이다) 엔튀메마를 통해서 그리하기

(이것은 연역이다) 때문이다.24)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연설을 통해 유발된 설득(좀 더 정확히 말하

면: 설득의 논증적 부분)의 형성 과정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간의 

공통점은 대체로 세 가지이다. ⑴ 두 과정 모두 기지의 앎에서 출발

한다. ⑵ 이러한 기지의 앎을 전제로 삼아 추론의 두 가지 형식, 귀납

과 연역이 행해진다. ⑶ 전제와 결론 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다. 수사학 외적 논변에서는 앎 내지 배움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수사

학적 논변에서는 설득의 형성이라는 진전이 이루어진다.25) ‘가르치고 

배우고 증명한다’는 수사학 외적 형식과 좁은 의미에서 ‘설득한다’는 

수사학적 형식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학적 

논증을 전개하는 데 동원되는 논리적 기본 장비가 변증법과 학적 증

명의 이론으로부터 차용되고 있다는 것을 무언중에 내보이는 것이다.

24) An. post. I 1, 71a1-11.

25) Rapp (2002), II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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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득의 구조화: 의견형성 과정과 다르지 않다

1. 설득되지 않은 채 의견을 갖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설득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물

음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텍스트는 영혼론 3권 3장이다. 거

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표상(phantasia)이 의견(doxa)의 일종일 수 있는

가 하는 물음을 논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인 설득의 문

제가 곁들여 논의된다.

그것(=표상)이 의견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일이 남았다. 의견은 

참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에는 설득(확신; pistis)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참인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 모종의 의견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득되어 (확신하고) 있지 않다’(mē pisteu- 
ein)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득(확신; 
pistis)은 그 어떤 동물에게든 어울리지 않으나, 표상은 다수의 동물

에게 어울린다. 게다가 모든 의견에는 설득이 따르고, 설득에는 

‘설득되고 있다’(pepeisthai)는 것이 따른다. 그리고 설득(peithō)에는 

이성(logos)이 따른다. 그렇지만 동물들 가운데 일부에게는 표상이 

어울리지만, 그 어떤 동물에게든 이성은 어울리지 않는다.26)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사는 표상이 의견인가 하는 것

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동물에게는 ‘표상하는 일’은 어울리지만 

‘의견을 갖는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상은 의견의 

일종일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인용문의 논증 구조부터 살펴보자. 첫

째, ‘의견을 갖는 일이 동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정립하

26) De an. III 3, 428a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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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문제를 언급한다. 의견에는 설득이 

따르고, 설득에는 ‘설득되고 있다’는 것이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따른다”(akolouthein)는 것은 시간적으로 뒤이어 일어나는 결과를 가

리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함축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27) 바꾸어 

말하면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설득되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고, ‘설득되어 있다’는 것은 ‘설득되고 있다’는 것을 함

축한다는 말이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설득’(pistis)과 ‘설

득되어 있다’(pisteuein)를 동일시하는 한편, 그 둘을 ‘설득되고 있

다’(pepeisthai)와 구별하고 있거니와,28) ‘설득되어 있다’는 것은 설득이 

되어 (확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설득되고 있다’는 것은 

설득이 이루어지는 과정,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일이 행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면 위의 인용문에 들어있는 논변은 하나인가 둘인가? 둘이라

면, 그 둘은 서로 별개인가, 아니면 설득의 문제를 언급하는 두 번째 

부분이 첫 번째 논변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은 이른바 두 

번째 부분을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가필된 것으로 간주하여 삭제하지

만29) 소랍지(R. Sorabji)는 그 둘을 독립적인 논변으로 간주한다.30) 그

에 따르면, 첫 번째 논변이 형식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지만, 그것이 

제시하는 근거, 즉 “설득은 그 어떤 동물에게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독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을 보완할 요량으로 두 

번째 논변을 덧붙인 것이다. 두 번째 논변은 첫 번째 논변의 근거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설득은 그 어떤 동물에게든 어울리지 않는다”

를 설명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설득되어 있다’

27) Rapp (2002), II 219.

28) Sorabji (1993), 36; Rapp (2002), II 219 참조.

29) Biehl (1884), Torstrik (1862), Ross (1956) 등이 그 부류에 속한다.

30) Sorabji (199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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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설득되고 있다’가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

히 ‘설득되어 있다’보다 ‘설득되고 있다’에 인간 고유의 능력인 이성

의 작동이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2. 설득형성 과정의 추론적 구조

 그러면 설득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물음으로 다시 돌

아가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설득되어 (확신하고) 있지 않은 채 

의견을 갖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설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p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가 ‘어쩌면 p

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부언하는 것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만

약 그렇게 부언하여 확실성을 상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가 p라는 

의견을 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31) 이것이 ‘(…

에 대해) 설득되어 있다’고 하는 데 대한 단순하고도 일반적인 의미

이다. 요컨대 특정 시점 특정 사태의 경우, 문제의 사태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영혼론 3권 3장에 따르면, 동물의 경우, 

위와 같은 의미로 설득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례로 사자가 다가오자 그를 본 황소가 풀을 뜯어먹다 말고 도망친

다고 해보자. 어떤가? 이것은 황소 역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지각

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동작이 아닐까?32) 자신이 

31) Rapp (2002), II 219.

32) 다가오는 사자를 지각하는 황소의 예는 Rapp (2002), II 220에 따른 것이다. 

황소가 지각의 진위 문제를 반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각한 것이 거짓일 수

도 있다는 것을 배제한다’고 말하는 것이 거부감을 준다면, ‘지각한 것에 대

해 다른 대안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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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것의 거짓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황소가 도망칠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황소의 경우도 설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물의 경우는 아예 설득하고 말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인데, 이 주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설득

되어 있다’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설득(확신) 내지 설득되어 (확신하고) 있

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설득 과정의 결과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

람에 의해 설득된 끝에 모종의 확신(설득)에 도달하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영혼론 3권 3장에 따르면, 설득은 이성(logos)에 의해 진행되

는 작업이다. 한쪽에서는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근거

를 받아들일지 말지 저울질하고, 그러는 가운데 설득을 위해 제시된 

근거를 토대로 문제의 의견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동의를 표하면 

마침내 설득이 성사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는 설득을 위해 제시된 

근거 전부나 그 일부로부터 추론이 전개되는 것과도 흡사하다.

 설득이 이처럼 추론이 전개되는 것과 흡사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영혼론 3권 1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이 본래적인 의미의 의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

한다. 동물이 의견을 갖지 않는 것은 의견이 “추론(syllogismos)에 기

인하기” 때문이다.33) 이를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함께 묶어 생각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듯싶다. 즉 본래적인 의미에서 의견을 가

질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응하는 설득(확신)을 갖고 있는 자뿐인데, 

설득은 원칙적으로 대안적인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고 이들 옵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

33) De an. III 11, 434a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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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그리고 이리저리 재고 따져본 근거와 전제들에서 출발하여 이

런저런 의견을 수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일종의 추론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이해는 수사학의 모델에 따른 설득의 과정을 본래적인 의

미에서 의견을 갖는 데 대한 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이다.35) 그러나 이

렇게 이해하면 제2의 인물을 통해 일구어진 설득을 의견을 갖는 데 

대한 필수조건으로 만드는 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시 제2의 인물 

같은 것을 통해 만들어진 설득 없이 (단독으로) 생겨난 의견들은 배

제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언

명에서 의견의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기준을 읽어낼 심산이라면 문제

의 수사학적 기준을 플라톤처럼 영혼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아 보인다.36) 플라톤이 (1인 대화를 포함

한) 대화를 각종 사고와 의견형성의 모델로 간주한다면, 영혼론 3권

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과정을 각종 의견형성과 설득형성의 모

델로 간주한다고 할 것이다.37)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다. 설득하는 연설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한 인물이 실로 존립하

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방

식으로 구조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혼자서 

34) 그러나 대안적인 옵션들을 고려하고 이들 옵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동의하고 하는 일 등은 동물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35) 그래서 Labarrière (1984, 31 이하) 같은 이는 의견의 ‘수사학적’ 기준을 말한다.

36)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189e-190a)에서 ‘생각한다’(dianoesthai)를 ‘영혼이 

무엇을 고찰하든 그것과 관련해서 영혼 자신이 자신을 상대로 이루는 말’이

라고 규정한다. 그의 경우, 영혼이 ‘생각한다’는 것은 곧 영혼이 자기 자신

에게 묻고 대답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위와 같

이 이해하는 대표적인 예는 Sorabji (1993, 37)이다. 아울러 Rapp (2002), II 

220도 참조.

37) Rapp (2002), II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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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형성된 의견일지라도 위와 같은 식으로 구조화만 이루어졌

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의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3. 설득의 합리적 기초

 어떤 한 인물이 다른 한 인물을 통해 특정의 사태에 대해 ‘구조적

으로’ 설득(됨으로써 확신하게) 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합

리적인 ‘의견형성’ 일반이 거치는 과정의 전형이다. 설득하는 일은 요

컨대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로서, 바로 그런 

일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기울이는 노

력이 수사학이 하는 작업인 바, 설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의견을 인

용하거나 배척하는 능력, 근거들을 저울질하고 파악하는 능력, 추론을 

전개하는 등속의 인간 고유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합리적 과정

이다. 그러면 이것의 수사학적 함의는 무엇인가? 우선 수사학은 이상

에서 논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입각해 있다. 그래서 수사학은 과학적 증명을 본령으로 하는 학문이 

그러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배우는 과정’의 근간을 이루

는 관계들도 사용한다. 그 결과, 청자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과 

(그럼으로써 청중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몰·기술

적 방법은 위에서 상론한 바와 같은 구조의 설득을 원칙적으로 일구

어내지 못한다. 극단적인 경우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이

루어진 투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

지 않다’거나 ‘설득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 이전 수사학 교사들을 상대로 아리스토

텔레스가 가했던, “실질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를 구부러

트리는 것과 흡사하다”, “교묘하게 유도한다”, “(청중의) 관심을 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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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린다” 등과 같은 질책은 바로 그런 계교를 염두에 두고서 한 말

이다.38)

Ⅳ. 수사학적 판단은‘프로하이레시스’와 같지 않다

1. 이론적 판단의 성격을 갖는 수사학적 판단

 수사학적 기술을 구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표는 청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평의연설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

거니와, 거기서 청자가 내리는 판단은, 특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고려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서 더 나아 보이는 어느 하나를 ‘결

단’ 또는 ‘선택’(prohairesis)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저울질하는 과정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어디에서도 연설가가 청자의 ‘(숙고에 따른) 선택적 결단’(prohaire- 

sis)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윤리학에

서) 말하는 ‘선택적 결단’이란 외부의 방해가 없을 경우 선호되는 행

동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실천적 숙고’(bouleusis)이다.39) 그러나 재판

관이나 민회의원들은 그처럼 행동으로 직결되는 결단을 요구받지 않

는다. 재판관이란 판단에 대응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태를 판단하거나 기껏해야 행동을 위한 하나의 옵션을 옳다

고 여기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이를테면 군사 작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되어야 할 대상 인

물로서 그 자신이 직접 그러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움직여야 하는 사

38) Rhet. I 1, 1354a24-26; 1355a1 등 참조.

39) EN II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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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아니다. 그는 문제의 군사 작전을 ‘이론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

기고 자신의 투표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사람일 따름이다.40)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숙고에 따른) 선택적 결단

을 소개하는 일을 회피한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것을 소개하려면 특

정의 성격적 자세 또는 태도(hexis)를 언급해야 하지만, 성격적 자세/

태도는 연설가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자가 내리는 판단은 실천적 대

상들과 관련을 맺고 있고, 그런 한에서 설득의 과정을 거쳐 내려진 

판단은 실천적 판단과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적 행

동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택적 결단이 가능

한 것은 아니다. 공적 연설의 영역에서도 종종 이미 벌어진 행동이 

다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사학적 판단은 오히려 이론적 판

단과 더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학적 판단은, 행동을 직접적으로 일으

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실천적 판단, 즉 ‘숙고에 따른 선

택적 결단’과 구별된다. 연설가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판단은 대상

에서는 실천적 성격을 띠지만 유형적으로는 오히려 이론적 판단에 속

한다.41)

40) 투표하는 행위를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류의 행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판단과 투표 사이의 행보를 결

코 문제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에 대응하는 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부여되는 동기유발의 정도가 무시해도 될 만한 하다. 둘째로, 투표하는 행위

를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류의 행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재판관이나 민회의원의 상황을 정확히 맞히지 못하기는 매일반이다. 왜냐하

면 논점이 투표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논점은 투표로부터 귀결되는 행동 방식이 선택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해서는 Rapp (2002), II 222 참조.

41) 여기서 말하는 ‘이론적인’이 보편적인, 영원한 등속의 대상만이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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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학적 판단의 논증적 요소와 비·논증적 요소

 수사학적 판단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제적으로 언급하는 

바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렇긴 하지만 수사학 2권 1장의 소략한 

언급은 당면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

기서 “수사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단”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부

연한다.

왜냐하면 민회에서 협의하는 것에 관해서도 판단이 내려지고 법정

에서 심판하는 것도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에 논변을 주의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것이 논증적이고 믿음을 심

어주는 것이 되도록 주의하는 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설가) 
자신이 특정 부류의 사람으로 보이도록 주의하는 일과, 판단을 내

리는 사람을 대비하도록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42)

 수사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청중이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

에, 무엇보다도 ① 논변을 논증적이 되도록 하고 믿을 만하게 만드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② 연설가 자신을 특정 부류의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고, 또 ③ 판단을 내리는 청자의 감정이 특정 상태에 놓

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

증적인 설득과 두 가지 비·논증적 설득수단―성격표출과 감정자극43)

―간의 간극을 메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인용한 문단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우리가 위에서 원칙적으로 이론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했던 바,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판단의 요소들 가운

의미의 이론적인 것은 아니다.

42) Rhet. II 1, 1377b21-24.

43) 여기서는 감정자극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대비”하는 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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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옳고 논리정연하고 증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와, 최종적으로 

귀결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의 요인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논증적 요인 이외에 두 가지 비·논증적 요인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된다. 감정자극과 성격표출이 문제의 두 가지 비·논증

적 설득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무엇인가를 놓고 누구를 설득하는 것은 곧 

그것을 그에게 증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작업이다. “어떤 것이 

증명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잘 설득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44) 

수사학적 설득은 증명의 형식을 띤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긴 하

지만 이것은 수사학적 설득이,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증명 위주의 것

이어야만 하고 순전히 사안 관련성만 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판단이 위에서 상론한 바와 같은 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판단의 대상과 관련된 설득수단이 아니라, 이

를테면 관여한 인물과 관련된 설득수단에 바탕을 두고서 형성된 설득

에 근거를 두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설득의 과정이 갖

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성격은, 감정 유발 요인이 의견형성에 함께 

받아들여진다거나, 또는 현재의 감정적 입장과 그로부터 귀결하는 행

동의 근거들이 의견형성에서 참작된다는 것과 아주 잘 부합할 수 있

다. 설득에 이르는 과정이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 요인은 그 안에서 다른 비·감정적인 요인과 더불어 저울질되

는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45)

 방법을 좇아 일을 해나가는 수사학에서 감정이 중요한 까닭은 그

44) Rhet. I 1, 1355a5-6 참조.

45) 군사적 침략의 결말에 대한 공포를 예로 든다면, 문제의 공포는 그러한 군

사적 침략의 유·불리를 놓고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가 문제일 때 참작

할 수 있는 여러 측면 중 한 측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감정적 요

인은 이처럼 합리적인 설득 과정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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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판단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2권 1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같은 사물이라도 우호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의 경우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 성난 사람과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도 마찬가지다. 전혀 달리 보이거나 중요성에서 다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을 내리려는 상대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

에게는 문제의 인물이 부정(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거나 저질

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정도의 부정(한 일)만 저지른 것으로 보이

지만,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보인다.4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감정에 이끌리어 판단하는 사람은 사태

를 판단하되 감정에 이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과 다른 식

으로 판단한다. 관계자로 하여금 어떤 것을 F로 보게 만드는 감정의 

작용은 이를테면 문제의 인물이 감정에 이끌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

일한 대상을 대개는 F로 판단하는 경우라도 연설가에게는 탐나는 것

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소기의 판단이 보다 더 신속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47)

 성격표출은 어떤가? 수사학 1권 2장과 2권 1장에 전개된 성격표

출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확실히 B급 판단에 속한다. 즉 그것은 연

설가가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이자,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이 사안 관

련의 증명 능력과 무관하게 동의를 받을 만하다는 판단이다.48)

 연설가가 도달하려는 판단은 청자가 끌어내는 추론을 통해서만 결

46) Rhet. II 1, 1377b31-1378a3.

47) 한석환 (2015), 345-352 참조.

48) Rapp (2002), II 141-144 (1356a1-20에 대한 주); 533-538 (1378a7-8에 대한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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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 판단형성에 함께 받아들여지는 (증명 외적인) 

추가적 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한 추론을 방해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것은 증명에 수반되는 보완재 성격의 요인이다. 아리

스토텔레스의 경우 설득의 과정은 위의 Ⅱ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원칙

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의 과정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이다.

Ⅴ. 맺음말: 수사학적으로 설득된다는 것의 요체

1. 수사학적 설득은 기술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수

사학이 하는 일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사학

은 기술(학)로서의 수사학이다. 기술(학)인 한에서 수사학은 기술적 전

문성, 즉 설득력 있는 요소를 고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기술인 한에서 수사학은 이론적 앎의 

체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만약 이론적, 기술적 분석에만 머무는 것이

라면 수사학을 굳이 ‘기술’(rhētorikē technē)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

것을 ‘학적 인식’(epistēmē)으로 분류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

다. 수사학은 근본적으로 기술이고, 그것이 기술인 한, 수사학적 통찰

은 구체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학은 보편적인 관계들

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태를 개별적인 경우들에서 확인하고 그것

들을 객관적인 체계로 환원시킴으로써 설명하고 정초할 수 있어야 하

는 것이다. 수사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능력’(dynamis)이라고 규

정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은 수사

학의 기술적 전문성에만 놓여 있지 않다. 그 전문성을 동원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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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의 결과와 파급효과에도 그는 관심이 많다. 청중을 설득하

는 것이 곧 그것이다. 수사학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설득력 있는 요

소의 이론적 통찰’이 수사학의 ‘내적 목표’라면, 그것을 위해 수사학

의 내적 목표가 수단으로서 투입되는 어떤 것, 즉 청중의 설득은 수

사학의 ‘외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학의 외적 목표로서의 

설득은 수사학의 목표인 한에서 수사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설득, 

즉 ‘기술적’ 설득이어야 한다. 설득 유발 가능성의 원인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설득이라는 말이다.

2. 수사학적 설득은 구조적으로 교수학습 과정과 다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수사학적 가르침에서 말하는 설득이란 기

술적 설득이다. 문제의 기술적, 즉 수사학적 설득은 ‘믿음을 심어주는’ 

설득이지 ‘가르침을 주는’ 설득이 아니다. 가르침의 선결조건은 신뢰

인데, 공적 연설의 장에는 신뢰가 빠져 있다. 공적 연설은 기본적으로 

논쟁 성격의 것이어서 적어도 청중 가운데 일부는 연설가와 입장을 

달리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중의 지적 능력 역시 가르침을 따라올 

만큼 충분하지 않다. 수사추론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는 까닭도 다

른 데 있지 않다. 너무 많은 전제에서 출발하거나 중간단계가 너무 

많으면 “단순한” 청중이 추론을 좇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시

간이 넉넉지 않음도 한 몫을 한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학적 

설득에서는 가르침이 배제되고, 가르침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의 논증, 즉 과학적 논증도 배제된다. 하지만 설득형성

의 과정은 구조상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 과정과 원칙적으로 같

다. 수사학적 설득 역시 증명의 형식을 띤다는 말이다. 이미 설득이 

이루어져 확신하고 있는 명제들에서 출발하여 연역적으로 결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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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수사학적 증명은 한정될 필

요가 있다. 즉 수사학적 논증은 ‘널리 인정받는’ 성격의 명제들

(endoxa)에서 출발한다. 수사학적 논증의 전제들은 참된 것도 아니고 

근거를 설명해주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학적 증명’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수사학적 증명은 증명이

라고 하더라도 과학의 엄 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증명이다.

3. 수사학적 설득은 의견형성처럼 추론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설득되어 (확

신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설득되어 있다는 것은 설득되고 있다

는 것을 함축한다. 설득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의견을 갖는 일

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설득은 근본적으로 이성(logos)에 의해 

진행되는 작업이고, 원칙적으로 대안적인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고 

이들 옵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설득이다. 그리고 이리저리 재고 따져본 근거와 전

제들에서 출발하여 이런저런 의견을 수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추

론(syllogismos)이 전개되는 것과 흡사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득

하는 연설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한 인물이 실로 존립하느냐 여

부가 아니다. 문제는 추론이 이루어지듯 구조화가 되느냐 하는 것이

다. 그러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형성된 의견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구

조화가 되면 의견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요컨

대 설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의견을 인용하거나 배척하는 능력, 근

거들을 저울질하고 파악하는 능력, 추론을 전개하는 등속의 인간 고

유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합리적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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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학적 판단은 실천적이기보다는 외려 이론적이다

설득의 과정을 거쳐 청자가 내리는 판단(krisis)은 이리저리 재고 따

지고 저울질하는 과정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특정 목표와 관련하여 고

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가운데서 더 나아 보이는 어느 하나를 

결단 또는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선택적 결단’이란 외부의 방해가 없을 경우 선호되는 행동으로 곧바

로 연결되는 ‘실천적 숙고’이다. 그에 비하여 재판관이나 민회의원들

은 그처럼 행동으로 직결되는 결단을 요구받지 않는다. 한편, 선택적 

결단을 말하려면 특정의 성격적 자세 내지 태도(hexis)를 언급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러나 성격적 자세/태도는 연설가가 아주 짧은 시간 안

에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득의 과정을 거쳐 청자

가 내리는 판단은 실천적 대상들과 관련을 맺고 있고, 그런 한에서 

수사학적 판단은 실천적 판단과 뿌리가 같다. 하지만 인간적 행동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택적 결단이 가능한 것

은 아니다. 수사학적 판단은 좁은 의미의 실천적 판단, 즉 선택적 결

단과 구별된다. 그것은 오히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론적 판단

과 더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판단에 도달하기까지 동원되는 

기술적 설득수단으로는 논증적인 것 이외에 감정자극과 성격표출이라

는 비‧논증적인 것이 있다.49)

49) 세 분 심사위원의 코멘트가 필자에게는 격려성 자극이자 동시에 논문의 완

성도를 높이는 데 유익한 팁이었다. 가능한 선에서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그

리 절박하지 않아(?) 보이는 한두 가지 제안은 여유 있는 논의를 위해 차후

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세 분 심사위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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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istotle’s Concept of Rhetorical Persuasion

Hahn, Seokwhan (Soongsil Univ.)

It is the aim of this paper to examine Aristotle’s concept of rhetorical persuasion. 

To achieve this goal must analyze the concept in comparison to ① other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② belief formation, and ③ practical judgment, the prohaire- 

sis. It follows: ⑴ Basically, the process of belief formation follows the same struc- 

ture as any type of teaching and learning. ⑵ In a passage of De an. III 3 Aristotle 

says: The persuasion follows the logos, an exclusively human ability. The process of 

persuasion should make itself out to be a basic rational process. ⑶ The rhetorical 

effort is aimed at the judgment of the listener, which differs from the practical judg- 

ment in narrower sense, that is prohairesis, in that it is not immediately effective 

for action. The judgment, which the speaker tries to create, therefore, belongs, de- 

spite the practical object, to the family of theoretical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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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의 맥월드 기조연설에 나타난 

설득 메시지 구성 전략*

황순희 (부산대)

I. 서론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는 미국 기업인으로 애플(Apple)

의 공동 창립자 겸 전 CEO이다. 잡스는 기업 CEO로는 유례없이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을 거느렸고 스피치(speech)1) 분야 전문가는 아니었

지만 스피치의 개념과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다. 엄 한 의미에서 

잡스가 주로 했던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은 자사의 신제품을 소개하거

 *  이 논문을 심사하고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지적사항

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심화연구가 요구되는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미진한 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저자의 몫이다.

 1) ‘스피치’는 공적 말하기(public speaking)를 뜻하며 ‘공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 

자기표현’을 의미한다. 예전의 스피치는 유명인사가 공식석상에서 하는 ‘연설’

을 의미했으나 현대로 올수록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최근의 ‘스피치’는 

3W(whoever, whenever, wherever) 원칙으로 종종 설명되어 ‘누구나, 언제나, 어

디서나’ 하게 되는 공적 말하기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기조)연설,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포함하여 ‘스피치’라고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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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기술의 개발을 알리는 일종의 마케팅 쇼였다. 일반적인 CEO나 

제품 개발자라면 이러한 자리에서 상식적인 스피치를 했겠지만 잡스

는 평범한 발표회를 거부했다. 잡스의 스피치에는 많은 청중이 간과

했을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전략이 숨어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

중이 열광했던 스티브 잡스의 스피치를 설득 메시지 구성 전략을 통

해 분석하는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적인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

으로 착상(invention), 표현(style), 배열(arrangement), 전달(delivery), 기억

(memory)의 5가지를 제시하였고(아리스토텔레스, 2015), 이중 착상, 표

현, 배열의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강태완, 2010:187). 

이에 본 연구도 착상, 표현, 배열의 3가지 요소를 기초로 잡스의 명연

설 중 하나로 꼽히는 2007 맥월드 엑스포 기조연설(McWorld Expo 

Keynote Speech)(이하 ‘맥월드 기조연설’)2)을 분석해보고 설득적 효과

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착상은 연사가 생각을 통해 

주제를 발견하고 뒷받침할 만한 논거를 찾는 단계이며, 표현은 착상

에서 생각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열은 말할 내용들을 순

서있게 정돈하는 것 – 주로 서론부(exordium), 진술부(statement), 증명

부(proof), 결론부(epilogue)의 네 단계로 – 을 의미한다. 

 스티브 잡스에 관한 국내외 저술과 연구논문은 상당히 많다. 먼저 

‘스티브 잡스’를 검색어로 검색3)해 본 결과, 국내 학위논문 33편, 국

 2) 2007 맥월드 기조연설 원문은 Complete Transcript of Steve Jobs, Macworld 

Conference and Expo, January 9, 2007, http://genius.com/Steve-jobs-complete-tran 

script-of-steve-jobs-macworld-conference-and-expo-january-9-2007-annotated (최종

검색일: 2015.12.23.)을, 번역문은 짱·베스트트랜스(2011)를 참조하였다. 번역

문 중 몇몇 문단은 중략되었는데 누락된 번역문은 본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

였다. 또한, 본 연설의 녹화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_R6ewrmM (최종검색일: 2015.12.23.). 
3) 자료 검색은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http://www.riss.kr/index.do (최종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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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학술지논문 40편, 단행본 972편이 검색되었고 ‘Steve Jobs’를 검색

어로 검색해본 결과 국내 학위논문 37편, 국내 학술지논문 22편, 해외 

학술지논문 282편, 단행본 289편이 검색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대부분의 저술과 논문이 스티브 잡스의 ‘삶’, ‘창의성’, ‘영재성’을 중

심으로 경영전략, 창조신화, 리더십, 경영혁신, 기술혁신, 디자인 경영, 

브랜드이미지 형성, 프레젠테이션 방법4), PT 디자인 방법 등을 다루

고 있으며 정작 그의 연설, 스피치 내용을 수사학적 관점과 전략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며 이 연구에서는 잡스의 맥월드 기조연설이 어떠한 수사적 전략

에 근거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석 대상 스피치인 맥

월드 기조연설의 구성과 특징을 형식적, 구조적 측면에서 알아본다. 3

장에서는 맥월드 기조연설을 착상, 표현, 배열의 전략에 근거하여 분

석한다. 세부적으로 착상과 표현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유(trope) 전략과 문체(style)가 동원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배열과 관련하여서는 서론부, 진술부, 증명부, 결론부가 어떻게 구조

화되었는지 검토한다. 4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의의, 향후 연구를 간략히 논의한다.

2016.01.12.). 
 4) 특별히 스티브 잡스의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을 다룬 연구논문과 저술은 대부

분 그의 프레젠테이션 방법이나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 등

의 화법요령(tips)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검색된 해외 논문인 Maher(1998), 

Daly(2011)는 북리뷰에 해당하며 Wailgum(2010)도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논의

하였다. 따라서 잡스의 스피치를 수사적 관점 또는 설득적 메시지 구성전략 

차원에서 다룬 연구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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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맥월드 기조연설의 구성과 특징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맥월드 기조연설의 구조와 특

징을 간단히 살펴본다. 맥월드 기조연설의 주목적은 신제품인 아이폰

(iPhone)의 출시를 알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 

연설은 사실 일종의 쇼케이스(showcase)에 해당한다. 쇼케이스란 신제

품의 소개와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출판 기념회, 영화나 드라마의 

시사회와 비슷한 개념이다5). 따라서 맥월드 기조연설의 전체 내용이 

신제품인 아이폰 소개로 수렴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이 

연설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슬라이드웨어(slideware)

로는 애플의 키노트(keynote)가 사용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아이폰의 

출시가 처음 발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애플은 약 5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특히 아

이폰은 향후 통신업계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고 현재까지도 문화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

1. 형식적 측면

형식적 측면을 보면 이 연설은 총 12,950여 개의 단어6)로 구성되었

으며, 전체 연설에 약 1시간 46분 5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스

피치가 모두 끝난 이후에도 청중과의 가벼운 대화가 오고갔다. 스피치

는 크게 ① 도입(00:00:00~00:26:00), ② 아이폰 소개(00:26:22~00:41:08), 

③ 아이폰 데모(demo)(00:41:10~01:26:56), ④ 요약(01:27:00~01:45:20)과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0919&cid=50349&categoryId=50349 (최

종검색일: 2016.01.12.). 
 6) 연설에 사용된 단어 수 계산에는 연설에 삽입된 애플사 광고, 인터뷰 등의 

전사(transcripts) 텍스트는 제외하였다.



스티브 잡스의 맥월드 기조연설에 나타난 설득 메시지 구성 전략 • 299

일종의 ⑤ 페이드 아웃(fade-out)(01:45:21~01:46:50)의 다섯 가지 요소

로 구성되었다. 스피치에 소요된 시간만 보면 도입 26분, 아이폰 소개 

15분, 아이폰 데모 46분, 요약 18분, 페이드 아웃에 2분 내외의 시간

이 할애되어 페이드 아웃을 제외하면, 아이폰 데모에 가장 많은 시간

이 할애되었는데 이는 실제 제품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실증적 설명 

방식에 염두를 둔 구성이기 때문이다. 

 연설의 형식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지표로는 동원된 문체7)와 감

탄사 ‘uh’8)를 들 수 있다. 문체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언어

형식을 의미하고, ‘uh’는 연사의 확신이 부족할 때, 또는 청자의 동의

를 구할 때 동원하는 감탄사의 일종이다. 흥미로운 점은 맥월드 기조

연설은 내용 구성에 따라 각각 상이한 문체가 사용되었고 uh의 사용

빈도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표 1>은 연설의 내용 구성과 소요시간, 

동원된 ‘문체’와 ‘uh’의 사용 비율을 요약한 것이다. 

내용 소요 시간 비율 문체 동원 정도
"uh" 

빈도(회)
"uh" 
비율

① 도 입
00:00:00~00:26:21, 
약 26분

23.23% 없음 57 30.16%

② 아이폰 소개
00:26:22~00:41:08, 
약 15분

15.95%
높음. 다양한 문체(과
장, 은유, 완곡법...)

4 2.13%

③ 아이폰 데모
   (demo)

00:41:10~01:26:56, 
약 46분

43.78%
보통(‘질문 제기’관
련 전략 다수)

109 57.67%

④ 요약
01:27:00~01:45:20, 
약 18분

14.47% 보통(자문법...) 10 5.29%

⑤ 페이드  아웃
   (fade-out)

01:45:21~01:46:59, 
약 1분

2.56% 없음 9 4.76%

　합계 　 100% 189 100%

<표 1> 맥월드 기조연설의 내용 구성과 형식적 요소

 7) 동원된 ‘문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8) [감탄사] 응, 음, 저(확신이 없을 때・남의 말이 잘 안 들리거나 이해가 안 

될 때・자기 말에 동의를 구할 때 내는 소리)http://endic.naver.com/search.nhn?s 

Ln=kr&searchOption=all&query=uh (최종검색일: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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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적 측면

한편 연설의 구조를 놓고 보면 이 연설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

다. 한축은 애플의 기업 가치 전달에 초점이, 또 다른 한축은 새로 출

시하는 아이폰의 주요 제품기능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

져있다. 또한, 내용을 보면 애플의 기업 가치가 스피치의 도입부와 결

론에 각각 배치되고, 중간에 아이폰 소개가 들어있어 크게 세 부분으

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신제품인 아이폰의 차별화된 기능을 

소개하기 이전에, 즉 핵심내용 전후에 애플의 기업 가치와 그 신장 

추이를 소개하여 결과적으로 아이폰의 구매욕구 촉진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자 했던 연사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은 맥월드 기

조연설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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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설득적 메시지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인 맥

월드 기조연설을 분석해 본다. 

1. 착상

 착상은 말이나 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보다 설득력을 높

일 수 있을지, 어떻게 제시하면 청중들이 자신의 주장에 더 잘 설득될 

수 있을 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수사학, 1403b: 강태완(2010:188)에서 

재인용). 즉 자신의 아이디어,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착상은 현대적 용어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접한 

관련이 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상의 기준 목록으로 다음 10가지의 토포스(topos)를 제시

하였으며,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놓임새, 소유, 능동, 수동 등

이 이에 속한다.

 맥월드 기조연설에서 잡스가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춘 대상은 ‘아

이폰’이다. 따라서 잡스 역시 아이폰의 출시를 선언하고 그 파급효과

를 설명하기 위해 10가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토포스는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목록으로 기본적으로 의문

문과 답변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 목록 가운데 가

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이디어에 대한 착상이 가능해진다. <표 2>는 10가지 토포스를 근거

로 맥월드 기조연설의 내용을 도식화 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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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체: 아이폰은 무엇인가?

② 양: 얼마나 출시되는가?

③ 질: 아이폰의 성질(기능)은 어떤가?

④ 관계: 아이폰은 무엇(청중, 다른 기기, 산업...)과 관계를 맺는가?

⑤ 장소: 어디서 출시되는가?

⑥ 시간: 언제 출시되는가?

⑦ 놓임새: 어떻게 출시되는가?

⑧ 소유: 아이폰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⑨ 능동: 아이폰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⑩ 수동: 아이폰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표 2>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10가지 토포스 

 

둘째, 스피치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구상이 끝나면 다음은 아이디어

를 어떻게 ‘구체화’하는 가의 단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프레임(frame) 

(Goffman, 1974; 강태완, 2010)과 ‘비유’를 통해 잡스의 아이디어의 틀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프레임’이란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범주’를 의

미한다. 따라서 특정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그 대상을 어떻게 바

라보는가 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맥월드 기조연설 전반에는 무엇보다 잡스가 애플의 기업 가치, 자사

제품과 새로 출시하는 아이폰, 그리고 동종업계 타사제품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일관되게 잘 드러나 있다. 더 나아가 청중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인식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잡스는 애플의 기업 가치

와 자사제품을 ‘최고’라는 틀에서 인식하며, 이러한 입장은 신제품인 

아이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맥월드 기조연설에는 자사제품

의 수준과 질이 ‘최상’임을 강조하는 긍정적 의미의 어휘가 대거 등장

한다. 반면 ‘애플은 최고이다’를 강조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이폰을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동종업계의 경쟁자들이자 

기출시 된 네 가지 스마트폰들 - Motorola Q, the BlackBerry, Palm Treo, 

Nokia E62(모토로라 Q, 블랙베리, 팜 트레오, 노키아 E62) - 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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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다고 여과없이 지적한다. 

(1) We did it in seven months, and it was 

the — it’s been the smoothest and most 
successful transition that we’ve ever seen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00:01:57])

하지만 저희는 7개월 만에 그 작업을 

마쳤으며 이것은 컴퓨터 산업 역사상 

유례없이 부드럽고 성공적인 전환이었습

니다. 
(2) The minute you saw these lightning-fast 

machines, you bought ‘em. ([00:02:32])

여러분은 빛 만큼 빠른 이 제품을 보자

마자 구입해 주셨습니다.
(3) we’ve got the iPod, best music player in 

the world....(ellipsis) has become the 
world’s most popular video 
player...(ellipsis) is the world’s most 
popular MP3 player, by a wide margin. 

([00:05:18]) 

저희에게는 아이팟이라는 최고의 음악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중략) 가장 유

명한 비디오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

(중략)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MP3 플레

이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4) what we see is iTunes sales were really 
up this year. ([00:06:26])

보시다시피 올해 아이튠즈의 판매 실적

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5) Here’s four smart phones, right? Motorola 

Q, the BlackBerry, Palm Treo, Nokia E62 

– the usual suspects. [0:31:33] And, 

what’s wrong with their user interfaces? 

Well, the problem with them is really 

sort of in the bottom 40 there. It’s, it’s 

this stuff right here. ([00:31:34])

여기 네 개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렇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제품들인 모토로라 Q, 블랙베리, 팜 트

레오, 노키아 E62가 있습니다. 이 제품

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무엇이 잘못

됐을까요? 이런 경쟁제품들의 문제점은 

바로 제품 하단 40퍼센트 정도에 있습

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6) Now, to conclude with the Internet device 

section here, I wanna show you 

something truly remarkable, which is, 

Google Maps on iPhone. ([1:12:18])

인터넷 장치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분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이폰 속의 구

글 맵입니다. 

‘애플이 최고이다’라는 인식은 (1)에서 인텔 프로세서로의 전환을 

‘컴퓨터 산업 역사상 유례없이 부드럽고 성공적인 전환’으로, (2)에서 

자사제품을 ‘빛만큼 빠른 이 제품’으로, (3)에서는 iPod을 비롯한 자사

제품을 각각 ‘최고의 음악 플레이어’, ‘가장 유명한 비디오 플레이어’, 

‘가장 유명한 MP3 플레이어’로 잘 묘사된다. 그리고 (4)에서는 아이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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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iTunes)의 판매 실적이 ‘정말 대단했음’을, (6)에서는 인터넷 장치를 

‘깜짝 놀라실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5)에서는 동종업계 타

사의 스마트폰들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잡스가 애플 및 자사제품과 타사제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다양한 ‘비유’ 전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동원된 비유 

전략9)은 과장, 은유, 완곡법, 빗댐, 반어법 등이다.  

1) 과장(Hyperbole)

과장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의 특성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전략이다. 

맥월드 기조연설에서 과장은 앞서 설명한 ‘애플은 최고이다’라는 인식

의 ‘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예문 (7)~(10)에서처럼 잡스는 자사

제품이 ‘최고임’을 과장을 통해 표현한다.  

(7) We also have the coolest photo 
management app uh ever, certainly on a 

mobile device, but I think maybe ever. 

([00:58:42])

　또한,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역대 

최고로 멋진 사진관리 앱이 내장되

어 있습니다. 

(8) It’s the coolest one that we’ve ever seen. 

([01:29:12])
이제껏 본 건 중 가장 멋집니다.　

(9) Best version of Google Maps on the planet, 
widgets, and all with Edge and wi-fi  

networking. ([01:15:56])

지구를 촬영한 가장 멋진 구글맵, 

위젯, 그리고 에지와 와이파이 네트

웤에 관한 것입니다.
(10) It’s the ultimate digital device. ([01:30:53]) 최고의 디지털 기기입니다.

 9) 이 절에서 논의하는 ‘비유’전략은 사실상 5가지 설득 메시지 구성 전략 중 하

나인 ‘표현(style)’에 속하는 전략들이다. 그럼에도 ‘착상’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애플이 최고이다’라는 잡스의 인식이 본 연설 전반, 곳곳에 반영되어 있으며 

연설을 구체화하는 ‘착상’ 단계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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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유(Metaphor)

은유는 특정어휘의 1차적 의미단위를 모사관계 또는 유사관계에 있

는 2차 의미단위로 갈음하는 것이다(플렛, 2002:180). 특별히 인지언어

학(cognitive linguistics)에서는 ‘은유’를 특정 어휘가 또 다른 어휘와의 

‘유사성(similarity)’에 기초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기본적인 기제로 간주

한다. 즉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또 다른 개념영역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환유(metonymy)’와 더불어 어휘의미를 

확장하는 대표적인 인지능력에 속한다10). 맥월드 기조연설에서 ‘은유’

는 2번 등장한다.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이식을 ‘심장이식’으로 비

유했는데(11),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인간의 심장과 같이 컴퓨터 CPU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12)에서는 우리는 미미한 수준

으로 발전하는 제품이 아닌 ‘대도약하는 제품’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11) A huge, heart transplant to Intel 

microprocessors. ([00:01:03])

마치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바꾸는 

아주 큰 심장이식 수술인 셈이죠.
(12) What we wanna do is make a leapfrog 

product that is way smarter than any 

mobile  device has ever been, and 

super-easy to use. ([00:30:53])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제품 보다 더 스마트하고 사용하기 아

주아주 쉬운 대도약하는 제품입니다.

10) 언어의 표현행위에 사용되는 대표적 ‘비유’ 전략인 ‘은유’와 ‘환유’는 전통적

으로 수사학의 전유물이며 문체론, 시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반면 언어학 분야에서 은유, 환유, 비유 등은 오랫동안 연구 대상에서 제외

되어오다가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인지언어학 분야에서 의미의 본질 규

명을 위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황순희, 200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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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유(Simile)11)

직유는 두 가지 대상 간의 명시적인 비교에 해당하는 전략이다. 영

어에는 주로 ‘as’, ‘like’ 등이 이를 표현하게 된다. 본 연설에 직유는 4

번 사용되었다.

(13) It [multitouch] works like magic. 

([00:33:33])
이건 마치 마술 같습니다.

(14) Now, software on mobile phones is like 

is like baby software. ([00:34:55])

모바일폰용 소프트어웨어는 정말 초

보단계에 있습니다. 
(15) Just like you’d set up an iPod or an 

Apple TV. And you set up what you 

want synced to your iPhone. And it’s 

just like an iPod. Charge and sync. So 

sync with iTunes. ([00:37:55])

이렇게 아이팟이나 애플TV를 설치

합니다. 아이폰에 연동하고 싶은 것

을 설치하세요. 그것은 아이팟과 같

습니다. 

(16) Same as a BlackBerry. ([01:03:51]) 블랙베리와 꼭 같습니다.

예문 (13)~(16)에는 직유가 사용되었다. 잡스는 아이폰의 멀티터치 

스크린을 ‘마술’과 같다고, 기존의 모바일폰용 소프트웨어는 ‘초보단

계 아기’와 같다고 말한다. 또한, (16)에서는 기출시 블랙베리폰과 동

일함을 강조한다.   

4) 완곡법(Euphemism)

완곡법은 연사가 특정 어휘의 1차적, 지시적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

11) 문체 범주라는 엄 한 의미에서 보면 ‘직유’는 비유가 아니라 ‘분량’에 속하

는 유형이다. 문체 범주는 ‘자리’, ‘거듭’, ‘분량’, ‘호소’, ‘갈음(비유)’의 5가

지 범주로 나뉠 수 있는데, ‘직유’는 통사 또는 텍스트 층위에서 발생한다. 

또한, 직유는 기본 생각을 늘리고 분명하게 하며 꾸미는 것이다(플렛, 

20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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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어딘가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판단하여 다소 듣기 좋은 표현으

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완곡법은 일종의 숨김 전략으로 화자가 자신

의 태도를 숨김으로써 상대방이 화자의 진정한 의도를 잘못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플렛, 2002:210). 

예문 (14)에는 직유와, 완곡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잡스는 기존의 

출시된 모바일용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성능이 ‘미흡함’을 ‘아기 소프

트웨어(초보단계의)’라고 에둘러 말한다. 또한, (17)에서는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의 기능과 성능이 ‘미흡함’을 역시 ‘아기 웹브라우저(초보단

계의)’라고 에둘러 표현한다.  

(14) Now, software on mobile phones is like 

    is like baby software. ([00:34:55])

모바일폰용 소프트어웨어는 정말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17) We wanted the best web browser in the 

world  on our phone, not a baby web 
browser or a WAP browser, a real Web 

browser, and we picked the best one in the 

world, Safari, and we have Safari running 

on iPhone. ([01:02:00])

우리는 세계 최고의 모바일폰 용 웹브

라우저를 원했었습니다. 초보단계의 웹

브라우저나 그저 WAP 브라우저가 아니

라.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웹브라

우저,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사파리를 갖

게 되었습니다. 

5) 빗댐(Allusio)

빗댐은 특정 대상 또는 사람을 함축적으로 지시하는 전략이다. 또

한, 빗댐은 일차적 의미를 유추된 이차적 의미로 갈음하는 풍유법

(Allegorie)의 일종이다.  

(18) He told me this, he said, you had me at 
scrolling. ([00:48:45]; is a reference to the 

movie Jerry Maguire, with the quote “you 

had me at hello”.)

그는 당신은 ‘스크롤하면서 나를 가

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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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는 아이폰에서 음악파일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얼마나 쉽고 간

단한지를 데모를 통해 보여준다. 그러면서 똑같은 데모를 얼마 전 다

른 사람에게 보여줬더니 ‘스크롤하면서 나(내마음)를 가졌어요’라고 말

했다는 것이다(18). ‘스크롤하면서 나를 가졌어요’는 영화(Jerry Maguire, 

1996/미국)에서 제리 맥과이어가 한 말(‘You had me at hello, and 

killed me at good bye’)12)을 본 따서, 이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 즉 아

이폰을 스크롤 하는 순간 이미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

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6) 반어법(Irony)

반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본래 표현을 반대되는 표현으로 갈음하는 

전략이다. 예문 (19)는 키보드를 없앤 아이폰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하

는 대목이다. 잡스는 아이폰의 커다란 스크린이 대단히 유용함을 강

조하면서 ‘그럼 이것(스크린)을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마우

스를 갖고 다닐까요’ 아니면 ‘스타일러스 펜이 필요할까요’라고 청중

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진다. 물론 정답은 마우스도 스타일러스 펜도 

아닌 ‘손가락’을 이용하는 멀티터치(multi-touch)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

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잡스는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이전까지

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었던 이러한 멀티터치 방식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법을 동원하여 ‘스타일러스 펜’이 좋겠다고 말한

다(19). 그런 다음 곧바로 ‘우리는 그 누구도 스타일러스 펜을 원치 

않는다’고 자신의 앞선 진술을 부정한다(20).

12) ‘안녕(처음 만나서)하면서 나를 가졌고(내 마음을 가져갔고), 그리고 잘있어 

하면서(헤어지면서) 나를 죽였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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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h, a stylus, right? We’re gonna use a 

stylus. ([00:33:00])

아, 스타일러스 펜이 있군요?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20) No. No. Who wants a stylus?...(ellipsis) 

Nobody wants a stylus. So let’s not use 

a stylus. ([00:34:00])

아뇨. 아닙니다. 누가 스타일러스 펜을 갖

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중략)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스타일러스 펜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잡스가 애플과 자사제품을 ‘최고’, ‘최상’으로 인식하고 있었

음은 다양한 비유 전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2. 배열

배열은 말 그대로 내용을 순서있게 정돈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

스가 제시한 설득 메시지 구성 원칙에 의하면 ‘배열’은 ‘착상’, ‘표현’

의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 고려될 부분인데, 이러한 절차는 메시지 

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반면 관찰적 분석자 입장에서 본다면 

메시지를 ‘착상’과 ‘배열’, 그리고 ‘표현’의 순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

다 타당하고 현실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착상, 배열 그리고 표현

의 순으로 연구 대상을 분석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배열의 기본 구조로 

[진술부 + 증명부] 또는 [문제부 + 입증부]의 2분할 구조를 제시하였다

(수사학, 1414 a: 강태완(2010:246)에서 재인용). 즉 먼저 말할 주제를 

언급한 다음 이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전자는 주제에 대한 ‘진술’이

며 후자는 ‘증명(proof)’을, 또는 ‘문제제기’와 ‘입증(demonstration)’의 배

열이 된다. 이 구조를 보다 세분화한 것은 서론부, 진술부, 증명부, 결

론부 구성의 4분할 구조이다. 증명부는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이

를 확장시키거나 상대 진술에 대해 반박하기도 하며, 서론부와 결론부

는 청중의 기억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전체 내용 대

비 보조적 역할을 한다. 또한, 서론, 진술, 증명, 결론의 각 부분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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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맥월드 기조연설은 

정확하게 이러한 4분할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서론부

서론은 연설의 ‘시작’으로, 그 주된 기능은 모든 연설 장르에 있어 

공통적으로 연설의 목적과 의도를 명시하는 것이다. 맥월드 기조연설

의 서론부에는 무엇보다 청중으로 하여금 ‘애플’에 대한 호감13)을 강

화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더 나아가 본론에서 제시할 ‘아이폰’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잡스는 연설의 주목적인 본격적인 아이폰 소개에 앞서 먼저 애플사

의 기업 가치를 소개하는 것(‘① 도입’)으로 연설을 시작한다. 연설의 

처음 26분 정도가 할애되었다. 특별히 도입부에는 이렇다 할 문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반면 확신이 없을 때 

사용하는 ‘uh’의 빈도가 약 57회로 전체 연설에 사용된 ‘uh’ 중 약 

30%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입’은 말 그대로 주제를 도

입하는 것으로, 잡스는 청중에게 애플의 기업 가치와 제품에 대한 관

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애플에 대한 긍정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

였다.    

13) 잡스 스피치에 열광했던 대부분의 청중은 이미 애플과 애플사 제품의 상당

한 매니아(mania)들이었다. 참고로 잡스의 연설은 대부분 세계 웹개발자 회

의(WWDC conference)에서 이루어졌는데, 입장료가 약 1,700달러에 달했으나 

입장권이 수분 이내에 매진될 정도로 늘 성황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매번 연설에서 청중의 ‘호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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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부

진술부는 주장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관련 배경을 밝히는 

부분이다. 맥월드 기조연설에서는 ‘② 아이폰 소개’가 이에 해당된다. 

즉 아이폰을 청중에게 실제로 보여주기에 앞서 아이폰의 탄생 배경과 

아이폰의 세부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연설 시작 후 처음 26분 이후

부터 약 15분 정도(00:26:22~00:41:08) 할애되었다. 특별히 이 부분에는 

다양한 문체(예. 과장, 은유, 완곡법...)가 동원되었으며 그 사용 빈도 

또한 연설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높다. 반면 연사의 확신 부족을 

표현하는 ‘uh’는 가장 적게(4회) 사용되었다.

3) 증명부

증명부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맥월드 기조연설에서는 아이폰의 기능

을 실제로 청중에게 보여주는 아이폰 데모가 증명부에 해당한다. 그

리고 증명부에 연설의 가장 긴 시간인 약 46분(00:41:10~01:26:56)(전

체 연설의 약 43%)이 할애되어 ‘증명부’가 연설의 핵심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증명부에서 잡스는 다양한 데모를 통해 아이폰의 장점과 

기능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것은 제품을 실제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실증적 기법에 주안점을 둔 연설의 내용구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체 사용 빈도는 ‘② 아이폰 소개’ 부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증명부에 사용된 대부분의 문체가 ‘질문’을 이용한 전

략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사적 질문에 해당하는 설의법(interrogatio), 

연사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과 답변을 제기하는(self-answer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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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 대화형태(독백)인 문답법(subiecto) 등이 다수 사용되었고, 과장

된 표현에 해당하는 과장법, 단순한 효과를 주기 위한 의성어 사용

(onomatopoeia)(예. ‘boom’) 등도 동원되었다. 한편  ‘uh’의 사용빈도 또

한 높았다(약 57%). 그 이유는 이 부분은 아이폰 기능의 ‘증명부’에 

해당하는 기술적 데모가 주가 되는 파트로, 청중을 고려한 ‘청중 지향

적’, ‘청중 중심적’(황순희, 2015)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

서 청중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질문제기 전략과 ‘uh’의 사

용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질문법은 잡스의 다른 스

피치에도 자주 동원되는 전략 중 하나이다. 

4) 결론부

결론부의 역할은 증명부에 제시되었던 논거를 요약하는 것이다. 본 

연설에서는 요약과 페이드 아웃이 결론에 해당한다. 먼저 잡스는 아

이폰 데모에 뒤이어 아이폰 전반에 대해 다시금 요약하고 가격, 시장

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며 연설을 요약한다. 약 18분(01:27:00~01:45:20)

이 소요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문체가 동원되었으며 – 
문체의 사용빈도는 두 번째로 높음 - ‘uh’의 사용빈도는 낮은 편

(5.29%) 이다. 특징적으로 이 부분에는 철자의 반복 또는 리듬(rhythm)

과 관련된 문체가 다수 동원되었다. ‘거듭’14)에 속하는 머리말 거듭법

(anaphora), 분량에 속하는 접속사 생략(asyndeton)이 다수 동원되었으

며, “아이폰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면 좋겠는가?”라는 자문법(aporia)

을 통해 청중에게 다수의 질문을 던진다. 뒤이어 페이드 아웃은 연설

의 핵심부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01:45:21~ )부터 끝까지에 해당한다. 

14) ‘거듭’의 문체는 서로 다른 것들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똑같은 것이나 비

슷한 것이 되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플렛, 2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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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잡스는 가족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조력자 중 한 사람으로 

존 메이어(John Mayer)를 소개한다. ‘uh’의 사용은 전체 사용빈도의 

4.76%를 차지한다. 

3. 표현

아이디어의 개념화(착상)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의 단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다 설득적인 표현이 되기 위한 원칙

으로 정확성(purity), 명료성(perspicuity), 적절성(propriety)을 제시한 바 

있다(수사학, 1407a: 강태완(2010:224)에서 재인용). 정확성은 불확실한 

표현을 문법에 맞춰 정확히 표현하는 것, 명료성은 애매성(ambiguity)이

나 중의성없이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적절성

은 연사와 청중(화자와 청자)의 마음이 서로 상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

는데, 적절성이 높을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강태완, 2010:224). 본고는 

적절성에 국한하여 표현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설득적 메시지를 만들 때 연사는 청중과의 관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표현전략을 세워야 한다. 즉 청중이 누구인지, 무엇을 설득시키고자 

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가 제시한 표현 원칙은 수사학의 ‘문체’로 발전하였다. 특별히 문체는 

‘바뀐 언어형식’을 뜻하는 문체 범주(플렛, 2002:71)로 구분될 수 있으

며, 텍스트의 단위들은 ① 서로 자리를 바꾸거나(자리), ② 거듭되거나

(거듭), ③ 늘려지거나 줄여지거나(분량), ④ 방향을 잡거나(호소), ⑤ 

갈음(갈음)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표현 전략 중 적절성 양상을 세 

가지 설득 근거 -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 를 통

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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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토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지식, 전문성 등을 설득의 근거

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연사의 품성이나 전문성이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때,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내용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강태완, 2010:18).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가 가장 강력한 설득의 근

거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한번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실제로 똑같은 말이라도 청중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

혀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된다. 에토스는 결과적으로 청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연사는 자신의 에토스를 동원하여 청중을 설득하고자 

할 때 자신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과시하기, 그리고 낮추어 표현

하기 등의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맥월드 기조연설에서 잡스는 전형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이른바 

‘겸양전략’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설 도입부에서 잡스는 연사의 

겸손과 진정성을 강조하며 일인칭 ‘I’(나, 자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

고 ‘We’, ‘Our’(우리)를 다수 사용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최대

한 낮춘다(예문(21)~(24)). 아울러 애플의 기업 발전과 가치 성장에 

CEO인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청중의 호감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나와 너는 적이 아닌 ‘동료’라는 의식을 갖게 만

들며 신뢰감을 형성한다. 또한, 연사와 청중 간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

대를 형성하며, 이를 극대화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전략은 청중의 정

서와 감정을 고려한 파토스와 연결될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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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e’re going to make some history 

together today. ([00:00:49])

오늘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어볼 것

입니다.
(22) And our team created Rosetta 

software which lets you run PowerPC 

apps on top of OSX on Intel 

processors. ([01:00:38])

이러한 성공은 저희가 인텔 프로세서

를 위한 아름답고 흠 없는 소프트웨어 

OS X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3) But we didn’t do this alone. 

([01:54:00])

저희 혼자 이 엄청난 일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24) Number one, we have crossed a 

major milestone. ([05:00:38])

우리는 하나의 큰 이정표를 그었습니

다.

특별히 이러한 겸양전략은 연사와 청중의 - 품성, 전문성, 지위 등의 

– 차이가 현저할 때 보다 효과적이다. 청중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상

당한 권력자와 같이 대단한 인물의 말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잡스와 같은 전문가, 리더(leader)라면 굳이 자신의 

전문성, 권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낮게 표현할 

경우 설득적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파토스

파토스는 청중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즉 청중,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동원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말하

는 사람이 설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듣는 사람에게 일정한 정서적 

마음의 틀을 부여하여, 말하는 사람의 말에 동화시키는 기술이기도 

하다(강태완, 2010:41-42). 이때 중요한 것은 파토스를 통해 화자와 청

자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못하느냐이다. 따라서 머리가 아닌 

마음이 납득할 때 진정한 설득이 일어난다. 파토스는 청중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주된 전략이므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 

표현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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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월드 기조 연설에 나타난 파토스는 특별히 ‘질문제기법’과 ‘대조법’

의 사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이 연설에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법

의 사용이 많은데, 이는 청중을 고려한 대표적인 파토스 언어이다. 일

반적으로 청중의 가슴에 호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청중과의 상호작용

에 기반한 대화적 방식의 연설이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청중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법은 문체의 ‘호소’와 

접한 관련이 있다. ‘호소’는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맥월드 기조

연설에서 이러한 ‘청중 지향성’(플렛, 2002:149)은 주로 설의법, 자문법, 

문답법, 영탄법, 돈호법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① 설의법(Interrogatio)

설의법은 이른바 ‘수사적 의문문(rhetorical question)15)’으로 질문에 

이미 답변이 내포되어(self-evident answer) 있으므로 청중에게는 아무

런 답변도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파토스 언어이다. 

(25) and I’d love to show it [a new ad] to 

you now, if you’d like to see it? 

([00:03:39])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네요.

(26) Now, we are selling over 5 million songs 

a day now. Isn’t that unbelievable? 
([00:06:26])

저희는 현재 하루 500만 곡 이상의 노래

를 팔고 있습니다. 수치가 믿기십니까?

15) ‘수사적 의문문’이란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나 내용상으로는 직접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의문문이다. 이 의

문문은 강한 긍정의 수사적 효과를 거두거나 상황에 따라 강한 부정의 효과

를 거두기도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0913&cid=46674& 

categoryId=46674 (최종검색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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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nd I’m very pleased to report that we 

have sold now 50 million TV shows on 

iTunes. Isn’t that incredible? ([00:07:34])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현재까지 5,000만 

건의 TV 프로그램이 판매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8) And we’ll find out how they did. But 2 

percent in their launch month. So, no 

matter how you try to spin this, what 
can you say? ([00:10:01])

제품 출시 월에 겨우 2퍼센트의 시장 점

유율이라면 어떤 변명이 통할 수 있을까

요?

(29) Want to see that again? ([00:41:47]) 그걸(아이폰) 다시 보고 싶으시죠?　
(30) Pretty cool, huh? ([00:47:30]) 정말 멋지죠?

예문 (26)은 ‘아이튠즈의 음원 매출이 놀라움’, (27)은 ‘아이튠즈의 

TV 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놀라움’을 수사적 의문문을 동원하여 표현

한다. 즉 ‘이러한 매출 신장이 놀랍지 않은가’라고 질문하면서 청중 

스스로 긍정적인 답변과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29)~(30)은 아이폰의 ‘멋진 기능’을 강조하고자 설의법을 동원한다. 

반면 (28)은 마이크로소프트의 Zune - 새로운 경쟁자 - 의 출시월 매

출실적이 2%대로 대단히 미미했음을 강조한다. 

② 자문법(Aporia)

자문법은 연사 스스로 자신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격

자인지를 일부러 의심하며 하는 진술이다. 즉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

야 옳은지를 질문 형태로 제기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청중에게 자문

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Now, why do we need a revolutionary 

user interface? ([00:31:33])

왜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걸까요?
(32) Now, how are we gonna communicate 

this? We don’t wanna carry around a 

mouse, right? So what are we gonna do? 
([00:32:54])

그럼 이것으로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은 

마우스 장치를 들고 다니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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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ell, how do I scroll through my lists of 

artists? How do I do this? ([00:42:29])

화면에 안 보이는 가수 리스트를 보려면 

어떻게 스크롤을 해야 할까요?
(34) So what should we price it at? Well, 

what do these things normally cost?  

([01:30:53])

그럼 아이폰 가격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

까요? 이런 제품은 대개 얼마 정도합니

까?
(35) What should we charge for iPhone? 

([01:31:46])

그럼 아이폰 가격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

까요?
(36) So how much more than $499 should we 

price iPhone? ([01:32:15])

그럼 아이폰 가격을 499달러 이상, 얼마

로 책정해야 할까요?
(37) What should we price this thing at? 

([01:32:30])

이것(아이폰) 가격에 얼마를 책정해야 할

까요?

(31)~(33)에서 잡스는 중요한 이슈를 청중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유도하며, 특별히 (34)~(37)에서는 아이폰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면 

적절한 것인지를 청중에게 여러 번 묻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폰의 

가격은 이미 정해졌지만 ‘청중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을 귀담아 듣겠다’

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③ 문답법(Subiectio)

문답법은 스피치에서 연사 자신이 제기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허구적 대화를 말한다. 따라서 ‘독백’ 형태를 지닌다. (38)~(42)에서처

럼 잡스는 질문을 제기하고 곧바로 답변을 제시하는 독백 형태를 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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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you can take 

one of the computers in your house, and right 

from iTunes, just like you would set up an 

iPod, you could set up your Apple TV. 

([0:15:00], with exemplum)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아이튠즈 프로그램을 실

행시켜 아이팟을 세팅하는 것처럼 애플 

TV도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9) So Apple TV is going to be priced at $299. 

Right? $299 for all this built in. ([00:25:48])

애플 TV의 가격은 299달러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내장한 

장치가 299달러인 것입니다.
(40) Well, how do you solve this? Hmm. It turns 

out, we have solved it! ([00:32:27] with 

exclamatio)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흠.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

습니다!
(41) And, what’s wrong with their user interfaces? 

Well, the problem with them is really sort of 

in the bottom 40 there. It’s, it’s this stuff 

right here. ([00:31:33],  with the message 

visually underlined on the slides)

이 제품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무엇

이 잘못됐을까요? 이런 경쟁제품들의 

문제점은 바로 제품 하단 40퍼센트 정

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

다.

(42) How many of you do that? I bet more than 

a few. ([00:49:19])

여러분 중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시나요? 
단언컨대 적잖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④ 영탄법(Exclamatio)

영탄법은 연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에 해당하는데, 주로 {oh, 

look, ah, wah...(오, 아, 아휴...)} 등의 감탄사, 강한 발음, 격정적 어휘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이 연설에서 영탄법은 아이폰에 내장된 

다양한 기능이 ‘최고’임을 데모를 통해 보여주면서 사용되었다

(43)~(45). 또한, 잡스는 아이폰의 여러 기능을 시연하던 중 우연히 주

가(stock price) 확인 위젯(widget)을 작동시켰는데 애플사 주가가 상승

한 것을 보자 ‘반가움’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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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nd I turn it landscape mode, oh, look 
what happens! I’m in cover flow. 

([00:43:43])

배경화면 모드를 켜면... 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커버플로우로 바뀝니다. 

(44) The killer app is making calls! 
[00:49:04])

킬러앱16)으로 전화를 걸죠!

(45) Wah, whoa, what is this? ([00:52:30]) 와, 이건 뭐지요?
(46) Oh, look, Apple’s up! That’s great! 

([01:11:13])
오, 애플(주가)이 올랐네요! 멋집니다!

⑤ 돈호법(Apostrophe)

돈호법은 연사가 일차적인 청중에게 갑자기 등을 돌림과 동시에 2

차 청중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이 연설에는 애플사 광고(Apple ad)를 

비롯하여 영화 커버플로우(cover flow), 영화 클립(clip), 음악 등이 다

수 포함되어있다. 또한, 잡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지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명인사(예. 필 실러(Philip W. Schiller), 앨 고어

(Albert Arnold "Al" Gore, Jr.)17)...), 지인 등을 직접 무대로 부르거나 

그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47)에서는 청중 말고 무대로 

등장한 필 실러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47) Phil, what do you got on your 

MacBook. You got some content we 

could watch? ([00:23:31])

필, 당신 맥북에 뭐가 생겼지요? 좀 전에 

봤던 콘텐츠가 들어갔죠?

16) killer app(킬러 애플리케이션)은 ‘특정한 운영 체제를 보급시키는 계기가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킴’ http://endic.naver.com/ 

enkrEntry.nhn?sLn=kr&entryId=d4a185798d7248228ce041ae64dc6482&query=killer

+app (최종검색일: 2015.12.23.).
17) ‘필 실러(Philip Schiller)’는 애플사 세계마케팅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 of 

worldwide marketing at Apple Inc.), ‘앨고어(Al Gore)’는 전 미국 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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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re’s four smart phone, right? Motorola 

Q, the BlackBerry, Palm Treo, Nokia E62 

여기 네 개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제품들인 

⑥ 대조법(Antitheton)

다음은 대조법의 사용인데 대조법은 대조되는 두 가지 사실 간의 

대조, 대립을 의미한다. 대조법은 대개 드러나지 않는 상위개념을 대

립되는 성분들로 나누는 것이다(플렛, 2002:115). 따라서 대조법은 이

분법의 구조를 가지며 대조되는 조각들(낱말, 문장, 텍스트 등)의 크

기, 대조되는 조각들의 어휘적 실현(반의어 등), 조각들의 통사적 배열 

등에 따라 세분화되기도 한다. (48)~(49)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전

형적과 비전형적’이라는 반의어 실현을 통해 대조법이 사용되었다. 

(48) “They all have these keyboards that 

are there whether you need them or 
not to be there.” ([00:31:43], also a 

geminatio “there”)

이 제품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

든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키보드

를 가지고 있습니다.  

(49) “The kind of things you would find 

on a typical phone, but in a very 
untypical way now.” ([00:50:00])

여러분은 이런 류의 것들을 기존의(전형

적인) 전화에서,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찾

고자 했습니다. 

대조법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파토스 언어이다. 청중의 

예상을 깨고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들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사는 청중의 마음상태와 기

대, 필요를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예들에서 ‘대조’

가 어휘 차원에서 실현된 것이라면 내용상의 이분법적 대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대조 효과가 제시된 부분도 있는데 아이폰을 소개하는 

도입부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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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ual suspects. And, what’s wrong 

with their user interfaces? Well, the 

problem with them is really sort of in the 

bottom 40 there. It’s this stuff right there. 

They all have these keyboards that are 

there whether or not you need them to be 

there. 

Motorola Q, the Blackberry, Palm Treo, Nokia 

E62가 있습니다. 이 이 제품들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런 경

쟁제품들의 문제점은 바로 제품 하단 40퍼

센트 정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

니다. 이 제품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키보드

를 가지고 있습니다. 
(50) Well, how do you solve this? Hmm. It 

turns out, we have solved it! We solved 

in computers 20 years ago....(ellipsis) 

We’re going to use the best pointing 

device in the world...(ellipsis) We’re 

going to use our fingers. We’re going to 

touch this with our fingers.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흠. 사
실은 저희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의 컴퓨터에서요....(중략) 우

리는 세계 최고의 포인팅 장치를 사용할 겁

니다...(중략) 우리는 이 기기를 손가락으로 

터치할 것입니다.

잡스는 먼저 아이폰이 가진 대표적인 기능을 3가지(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기기)로 요약한 다음, 기존의 유명한 4종류의 

휴대전화 - Motorola Q, the BlackBerry, Palm Treo, Nokia E62(모토로

라 Q, 블랙베리, 팜 트레오, 노키아 E62) - 를 등장시킨다. 그런 다음 

이들 휴대전화의 단점, 이른바 문제점인 고정된 위치에 장착된 ‘키보

드(keyboard)’를 지적한다. 그리고 반전으로 기존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혁신적 제품’이 출현했다고 선언하는데 그 해법, 즉 혁신적 

제품이 바로 ‘아이폰’이라고 부각시켰다. 잡스는 ‘문제점’과 ‘해결책’

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대조법을 자주 애용했다. 스피치를 듣는 청중

은 ‘문제점’을 듣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해결책’을 기대하는데 잡스는 

이러한 설득의 기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3) 로고스

로고스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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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표현이 동원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사학의 ‘증명’은 

삼단논법에서와 같은 형식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설득될 

개연성이 높은 말, 진실일 것 같은 개연성이 높은 말을 의미한다. 근

거와 주장, 논거와 결론 간의 연관성이 적절한가는 청중이 판단할 몫

이다. 로고스를 활용한 증명 전략으로 예증법, 인과적 방법, 징후적 

방법(강태완, 2010:237) 등이 있다. 이중 예증법은 가장 적합한 수사적 

기법으로 잘 알려진 구체적인 예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

우는 논증을 말한다. 즉 구체적인 예를 동원하여 과거를 점검함으로

써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 것이다. 

맥월드 기조연설은 무엇보다 애플사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논거로 

청중이 오늘 출시될 아이폰에 대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또한, 징후적 방법의 사용도 눈에 띤다. 이 전략은 새로이 관찰된 현

상을 근거로 또 다른 사실을 추론하는 주장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 

(51)에서 잡스는 아이튠즈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가까운 미래, 즉 음

악 업계까지 석권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유도한다. 

 

(51) Because of the growth of iTunes, I am 

pleased to report that we have now 

passed Amazon. We sell more music 

than Amazon, and we are now number 

four. And you can guess who our next 
Target might be. 

이것은 물론 아이튠즈의 성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

으로 저희가 아마존도 제쳤다는 소식을 알

려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아마존보다 더 

많은 음악을 팝니다. 이제 저희가 업계 4위

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다음 목표는 누가 

될지 바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IV. 논의와 결론

이 글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맥월드 기조연설에 나타난 설득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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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전략을 착상, 배열, 표현을 통해 분석해보고 그 설득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설은 신제품인 아이폰의 출시를 알리는 전형적인 

쇼케이스 였음에도 잡스는 다양한 설득 전략을 동원하여 청중의 마음

을 움직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착상’과 관련하여 잡스는 자

사 제품과 기업 애플을 ‘최고’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인식

의 틀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스피치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이를 위

해 과장법, 은유, 직유, 완곡법, 빗댐, 반어법 등이 동원되었다. 둘째, 

‘배열’과 관련하여 특히 ‘증명부’에서 아이폰 데모가 전략적으로 잘 

제시되었으며 특히 ‘질문’에 기초한 문체들이 다수 동원되었음에 주목

할 수 있다. 셋째, ‘표현’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

스의 설득 근거를 통해 사용된 표현전략과 문체를 살펴보았다. ‘에토

스’ 전략으로는 ‘겸양전략’이, ‘파토스’ 언어로는 청중에 ‘호소’하는 다

양한 문체가 사용되었고, ‘로고스’ 전략으로는 예증법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에 스티브 잡스와 관련된 저술 중 그의 스피치를 직접 분석

한 연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연구는 잡스의 맥월드 기조연설을 

설득 메시지 구성전략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로 첫째, 잡스의 여러 다른 스피치를 대상으로 설득 메시지 구성 

전략을 분석해보고, 이를 본 연구 결과와 상호비교하면 잡스 스피치

의 설득 전략을 통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잡스의 설

득 구성 전략은 언어적 요소를 넘어서 비언적 요소에 까지도 반영되

어 있다. 따라서 언어적, 비언적 요소를 함께 분석해보면 보다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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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ve Jobs’ McWorld Expo Keynote Speech Based on the 

Strategies for Persuasive Message’s Composition

Hwang, Soonhee (Pusan National Univ.)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cWorld Expo Keynote Speech given by Steve 

Jobs (hereafter, ‘McWorld Speech’) on the basis of strategies for persuasive 

message’s composition, and to explore persuasive effects through various techniques 

used in this speech. Three strategies utilized are concerned with ‘invention’, ‘style’ 

and ‘arrangement’, which have been proposed by Aristotle. Most previous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regarding S. Jobs, have focused on some limited topics such as 

‘innovation’, ‘management philosophy’, ‘legend of creation’, ‘leadership’, etc. based 

on his life, creativity and "giftedness". However few studies have dealt with his 

speech and its persuasive strategies. Although this speech was a typical showcase 

informing about the launch of a new product, the iphone, Jobs planned to move 

audience’s heart using various persuasive strategies. 

Our findings in this study showed that firstly, Jobs started from a cognitive 

framework (‘invention’) of ‘Apple Inc. is best’ and ‘Apple’s products are best’, 

which has been reflected well in the McWorld speech through various ‘figures’ like 

hyperbole, metaphor, simile, etc. Secondly, regarding ‘arrangement’, it is notable that 

the iphone demo was organized effectively and rhetorical strategies using ‘question’ 

were used frequently. Thirdly, ‘style’ was studied based on three key concepts 

‘ethos’, ‘pathos’, and ‘logos’ and several strategic ways were mobilized.

주제어 : 설득 메시지 구성전략, 스티브 잡스, 맥월드 엑스포 기조연설, 

착상, 표현, 배열

Key word : Strategies for Persuasive Message’s Composition, Steve Jobs, 

McWorld Expo Keynote Speech, Invention, Styl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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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사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 본회는 한국수사학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

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목적

제 1조 : 본회는 수사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지 발간

          2. 연구발표회, 초청 강연, 공동 연구, 강독회, 공개강좌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4. 국제 수사학회와의 교류

          5. 연구 문헌 수집 및 서지 정보 정리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 3장  회원

제 1조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

성한다.

          1. 정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

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수사학 관련 실무분야(교육, 언론,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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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2. 정회원 가운데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들은 이

사회의 결의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평생 회비에 관해

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학생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

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

비를 납부해야한다.

          4. 명예회원은 수사학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회

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2조 :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

지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일정

액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학생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제외한 여타 정회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

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5.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과 권리가 일시 정지되며, 3년 연속 회비 미납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제명 요구는 이사회

의 제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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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회

제 1조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

다.

          1. 회장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 2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3조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장  임원

제 1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1명

3. 윤리위원장 1명

         4. 부회장 2명

         5. 이사 및 간사 10명 내외

         6. 감사 1명

제 2조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조 : 윤리위원장은 전임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 4조 :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로 한다.

제 5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각종 행사 및 사업 전반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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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6조 : 이사 중에서 총무, 편집, 기획, 학술, 정보, 교육, 재무, 국제

협력 이사를 둔다.

제 7조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일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이사회

제 1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

이 된다.

제 2조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 3조 :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장  편집위원회

제 1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위원

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2조 : 편집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 규정에 따르고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연임이 가능하다. 

제 3조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회 이사회에 보고 후 

이를 시행한다.



한국수사학회 회칙 • 335

          1.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

한 사항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4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의 발의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조 : 편집이사가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간사로 임명하여 편집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 8장  자산 및 회계

제 1조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 입회비 - 1만원, 정회원 - 3만원, 

                           학생회원 - 1만원, 평생회비 - 30만원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4. 학회 사업 수익금.

제 2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 후 감사의 감사를 거

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 1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조 :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발효한다.

제 3조 : 창립총회 및 1기 이사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 12월 31

일까지 임기 및 예산 집행을 보장한다.

제 4조 : 본 회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제 5조 :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 6조: 본 회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1.17. 제정

2014.03.31.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

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 연구의 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조

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2.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

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표절 행위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

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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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 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

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2인은 총무이사와 편집이

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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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

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

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

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야 한다. 

제 8조 조사활동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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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9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

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

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

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4. 관련 증거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

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③ 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

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

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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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10조 ③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자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

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 12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2004.02.25. 제정 

2004.09.1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

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회

장이 지명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한다. 필요한 경우 상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편집위원 중 1

인을 편집간사로 임명하여 실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크게 수사학 전공자들과 어문학, 철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역사학, 신학, 법학 등 인접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은 학회 회장이 상임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아 

제1조 2항의 세부 전공분야의 국내 ․ 외 각 대학의 권위있는 전공

자 중에서 위촉하며, 그 명단은 별도로 학회지에 게재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논문심사 규정 

(1) 투고규정 및 스타일 양식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

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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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이사는 투고논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확인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3) 제1차 편집회의는 투고마감 후 2주 이내에 소집된다. 제1차 편집

회의에서는 투고논문의 분야에 따라 심사위원 3명을 학회 회원들 

가운데서 선정해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영역

의 특성과 투고논문의 수를 고려해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차 편집회의는 사이버 편집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개별항목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수정 지시사항들

과 함께 ｢심사결과보고서｣를 <게재 가〉-〈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라는 4등급 평가항목들 중 

하나로 종합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개별항목 평가에서는 논문의 주제, 내용, 전개, 방법, 형식, 자료, 

표현을 대상으로 수사학 논문으로서의 가치, 연구논문의 창의

성, 논리성, 충실성, 명료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5) 종합판정은 다음 4등급으로 분류된다. 

  ① 〈게재 가〉: 논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학회지에 게

재할 수 있다고 판정하는 논문. 그러나 심사자의 지적사항은 원

칙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맞춤법이나 표현상의 수정 요구가 있

을 수 있음. 

  ② 〈수정 후 게재〉: 논문심사항목들을 기준으로 볼 때 약간의 문

제가 있어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사

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③ 〈대폭 수정 후 재심〉: 논문심사항목들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

한 문제가 있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적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심을 거치게 됨. 

  ④ 〈게재 불가〉: 논문심사항목들을 기준으로 볼 때 게재 불가능

한 논문. 



수사학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 345

(6)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제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제2차 

편집회의에서는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지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심의하여 추후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7) 3인의 심사결과를 통한 종합판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 가>로 종합판정한다.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이거나 1인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대폭 수정 후 재심>이면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한다.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1인 <게재 

불가>이면서 2인 <대폭 수정 후 재심> 또는 1인 <수정 후 게재>

와 1인 <대폭 수정 후 재심>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2차 편집회의에서 <수정 후 게재>, <대폭 수

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8) <대폭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

회가 ｢논문심사보고서｣를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요구한다. 편집위

원회는 수정을 마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제4, 제5

의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요청하며, 재심에서〈수정 후 게재〉이상

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되, 출판 일정상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제4와 제5의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요청하

며, 재심에서 <수정 후 게재> 이상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게

재>로 판정하되, 출판 일정상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9)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보고서｣를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요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수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논문게

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0)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의 원고파

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최종본들을 수합



346 • 수사학 제 25집 

하여 출판한다. 

(11) 논문심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

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

을 얻어 결정한다. 

(1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최종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일정(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일)을 공개한다. 

3. 논문 심사비 규정

(1)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학회 재무이사 계좌로 일정 액수의 

심사비를 납부한다.

(2)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3) 논문 투고자로부터 받은 심사비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한  

      다.

(4) 재심사를 받는 논문의 투고자는 재심사비를 납부한다.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논문 투고 규정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5.10.09.개정

1. 투고자격 

(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나)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게재조건 

(가) 타학회지와의 중복투고는 제한한다.

(나)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다) 동일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라) 윤리위원회의 판단 결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주제로 연속 투고

되는 논문은 접수를 제한한다.

3. 원고내용 

학술논문으로서 수사학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역사적, 

실용적 연구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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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고기한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한다. 원고접수 마감은 매년 2월 28일(4월 30일 

발행), 6월 30일(8월 31일 발행), 10월 31일(12월 31일 발행)이다.

5. 게재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 심사비 및 게재료 산정 기준

1) 심사비 : 2만원(심사위원), 6만원(투고자)

        ※ 외국어 논문인 경우, 3만원(심사위원), 9만원(투고자)

2) 게재료 : 30쪽 기준 10만원

3) 연구비 수혜 논문 : 교내 지원논문 5만원 추가

 교외 지원논문 10만원 추가

4) 연회비 : 3만원

5) 입회비 : 1만원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원고 작성 지침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6.10.09.개정

1. 원고형식 

(1) 원고는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글로 작성한다. 원고작성지침

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www.rhetorica.org)

(2) 원고분량은 학회에서 정한 편집용지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

적으로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논문작성을 시작하기 전 를 누르고 → 바탕글을 제외한 모든 

기존의 스타일 항목을 삭제한 후 → 창의 오른쪽 두 번째 메뉴인 

‘스타일 끼워넣기’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rhetorica.sty을 추가

하고 나서 논문작성을 시작한다. 

2. 제목

제목과 부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을 바꾸고 줄표(—)로 

구분하며, 부제목은 작은 활자로 표기한다. 

3. 필자명 (소속)

(1) 필자명과 괄호 친 소속 사이에 한 칸을 뗀다.

(2)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필자명은 ‘제1저자명 (소속) / 제2저자명 

(소속) / 제3저자명 (소속) / ...’의 순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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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1) 한글-외국어 병기

   - 고유명사나 개념에 해당되는 외국어 원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병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적는다. 외국어를 병기할 때

에는 한글에 붙여 괄호 속에 넣는다. 예: 크나페(Knape)

   -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명, 지명, 문헌명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없는 자명한 낱말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2) 인용

   - 짧은 인용은 본문 속에, 3행 이상의 긴 인용은 본문에서 따로 

떼어 별행으로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 별행의 인용문에서는 따옴표를 생략하고 인용문의 위아래를 한 

줄 뗀다.

   -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을 먼저, 원문을 나중에 

쓴다. 

   - 번역문과 원문 사이에는 줄을 떼지 않는다.

(3) 인용의 출처는 아래 예들을 참조하여 본문삽입형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한다. 

 이 ‘발명’의 능력은 갈릴레이와 뉴턴 이래 근대과학의 핵

심적 인식능력으로 간주되었다.(B　hme 2005, 109 참조)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 혁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 성격을 내

포할 수밖에 없다.(안수환 2007, 78 참조)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미디어매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연구되었다.(박성은 2003; 김정

배 2011)

 호프만스탈의 동화는 “유미주의자의 사회적 딜레마 Das 

gesellschaftliche Dilemma des Ästheten”(Mayer/Tismar 

2003, 130)

 크나페(2015, 29 이하)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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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주에서 다루는 인용의 출처도 각주의 본문에 삽입형으로 제시   

      한다.

5. 참고문헌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문헌배열 순서: 국문문헌-외국문헌의 순서로 배열하되, 국문 문헌

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 문헌은 저자명(성)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3) 저널이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이나 논문의 경우, 반드시 게

재된 쪽수를 밝힌다. (아래 4항 첫 번째 예 참조)

(4) 저자명에 붙여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기하고 콤마로 구분한다. 

 박성철(2004), ｢외교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연설유형론과 

착상 영역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89, 343-361. 

 푸어만, 만프레트(2012), 고대수사학(김영옥 옮김), 시와 

진실. 

 Knape, Joachim(2002), Allgemeine Rhetorik, Stuttgart. 

6.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주의사항

(1)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2) 서양 문헌의 경우 저자 명 뒤에 한 칸을 떼고 연도를 쓴다. (위   

       5조 4항 셋째 예 참조) 

7. 요약 

(1) 원고 말미에 국문 원고는 외국어 요약을, 외국어 원고는 국문 요

약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1쪽 내외로 한다. 

(2) 외국어 요약에서 한국인 집필자의 로마자 성명은‘성, 이름’순서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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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대학은 약식표기‘Univ.’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4) 외국어 요약에서 작품명이나 책제목은 겹낫표( )가 아닌 이탤

릭체로 표기한다.

(4) 인용부호는 한글식 인용부호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어 요약은 논문 제출 이전에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6) 연구재단 등록을 위해 원문 요약과 영문 요약을 제출해야 한다. 

    원문 요약과 영문 요약의 내용과 분량은 서로 상응해야 한다. 

   

8. 주제어

요약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논문의 언어와 논문초록의 언어로 구분하

여 각각 5개 내외로 기입한다.

주제어:

Key word:

9. 투고자 인적사항 

주제어 뒤, 원고 말미에 투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아

래와 같이 기입한다. 

03412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57

수사대학교 레토릭대학 레토릭학과

이메일: susahak@rhetoric.ac.kr 

10. 그 밖의 사항은 아래의 원고작성 양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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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용지(F7) 

용지종류

용지방향

용지여백

(2) 기본값(본문의 스타일) 

   ※ 예) “들여쓰기 -15.5”은  “내어쓰기 15.5”을 의미함.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글자
속성

일반값(default)

논문제목

논문부제

필자: 이름/소속

본
문

내용

대제목:  I II

중제목: 1 2

소제목: 1) 2)

인용문/예문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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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글자
속성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표시

참고문헌 내용

논
문
초
록

Abstract

논문제목

논문부제

필자: 이름/소속

내 용

주제어(논문의 언어, 
영어)/ 필자의 이메일

(3) 특기 사항 

  - 각주 1)-9)까지는 맨 앞을 한 칸 뗀 다음에 각주 번호를 시작한다. 

  - 외국어 논문에서는 괄호의 앞뒤로 반드시 한 칸을 뗀다. 

  - 낫표와 겹낫표를 입력할 때는 글 상단 바에서 “도구 ->글자

판 -> 글자판 바꾸기 -> 기타 -> 겹낫표 입력”을 차례대로 선

택, 설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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