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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한국수사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
  

에토스의 수사학
- 인성과 말의 품격

 

일시: 2016년 5월 28일(토)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주최: 한국수사학회 www.rhetorica.org 
주관: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Rhetoric 
- Martin de Vos, "Allegory of the Seven 
Liberal Arts"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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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에토스의 수사학 - 인성과 말의 품격
(Rhetoric of Ethos - Character and Dignity of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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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한국수사학회 /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주관: 한국수사학회 /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 3 -

2016년도 한국수사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
  
 - 주  제: 에토스의 수사학 - 인성과 말의 품격
           (Rhetoric of Ethos - Character and Dignity of Speaking)
 - 일  자: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 장  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B320호
 - 주  최: 한국수사학회
 - 주  관: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부. 개회식 및 기조발표
- 사회: 손윤락(한국수사학회 총무이사/동국대)

【참가등록】 (09:10-09:30)
【개 회 식】 (09:30-09:45)            
  개회사: 이재원(한국수사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환영사: 원만희(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소장)

【기조발표】 (09:45-10:15, 10:15-10:45)  
  1. 전성기(한국수사학회 명예회장, 고려대 명예교수), “양심철학과 양심선(禪) 수사”
  2. 박만엽(서울시립대 교수), “에토스의 수사학-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

제2부. 분과별 발표 및 토론

【제1분과】 철학, 종교, 교육에서의 에토스
(“Ethos” in Philosophy, Religion, and 
Education) 〓 장소: 국제관 B320호

제①부 (11:00-12:20) *발표30분, 토론10분
- 사회: 김영옥(한국외대 독일어과)   

1. 하병학(가톨릭대 ELP학부대학), “갈등의 
사회와 에토스의 수사학”

- 토론: 손윤락(동국대 다르마칼리지)
2. 조원형(가톨릭대 ELP학부대학), “교황 

프란치스코의 2014년 한국 방문 중 강론
과 연설에 대한 수사학적 논의”

【제2분과】 언어, 문학, 예술에서의 에토스
(“Ethos” in Language, Literature, and 
Arts) 〓 장소: 국제관 B313호

제①부 (11:00-12:20) *발표30분, 토론10분
- 사회: 황성근(세종대 교양학부)

1. 이재원(한국외대 독일어통번역학과), “에
토스, 에토스들”

- 토론: 신형욱(한국외대 독일어교육과)
2. 박상민(가톨릭대 ELP학부대학), “소설 

속 인물의 인성과 언어 품격–박경리 『토
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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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종합토론 및 폐회사 (17:00-18:00)

【종합토론】 - 사회: 김종영(한국수사학회 명예회장/서울대) => 장소: 국제관 B320호
【폐 회 사】 이상철(한국수사학회 부회장/성균관대)
〓 만찬: 18:00~

- 토론: 박성철(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오찬 (12:20-13:20)

제②부 (13:20-15:20)   
- 사회: 조원형(가톨릭대)

3. 김종영(서울대 기초교육원), “키케로의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에 나타난 
에토스”

- 토론: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4. 박현희(서울대 기초교육원), “인성함양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읽기 수
업 모형”

- 토론: 이상철(성균관대 학부대학) 
5. 박홍선(가톨릭대), “소통으로서의 자기 

소개서: 성찰과 평가 사이”
- 토론: 한희정(국민대 교양대학)
  
티타임 (15:20-15:40) 〓 국제관 B316호

제③부 (15:40-17:00)  
- 사회: 최선경(가톨릭대 ELP학부대학)

6. 윤인선(인하대), “< 스지>에 나
타나는 성찰적 글쓰기와 경계의 에토스”

- 토론: 황종원(단국대 철학과)
7. 양현정(한국외대 철학과), “상징과 수사
학”
- 토론: 이영주(이화여대 철학과)

- 토론: 노대원(제주대 국어교육과)

오찬 (12:20-13:20)

제②부 (13:20-15:20)  
- 사회: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3. 김종규(성균관대 학부대학), “커뮤니케이
션 교육 성과 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 토론: 최선경(가톨릭대 ELP학부대학)
4. 최은혁(서울시립대), “박태원과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비교연구-소설
가 주인공 소설 형식을 중심으로”

- 토론: 한금윤(연세대 국문과)  
5. 조미옥(경남대), “법정영화의 법정공방에

서 펼쳐지는 에토스-네 편의 영화를 중
심으로”

- 토론: 박만엽(서울시립대 글쓰기센터) 

티타임 (15:20-15:40) 〓 국제관 B316호

제③부 (15:40-17:00)  
- 사회: 송미령(서일대 비즈니스중국어과)

6. 이상철(성균관대 학부대학), “2016 미국 
대선 경선 토론의 레토릭 전략”

- 토론: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7. 구자현(영산대 자유전공학부), “서사적 

패러다임으로 본 진스(Sir James Jeans) 
의 『과학과 음악』(Science and Music)”

- 토론: 오철우(한겨레신문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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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한국수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계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5월입니다.
5월의 봄날에 2016년도 한국수사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알려드리
게 되어 기쁩니다.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성균관대 국제관 B320호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에토스의 수사학-인성과 말의 품격'입니다.
에토스(ethos)는 사람의 품성 혹은 인성을 의미하는 말로서, 수사학에서 로고스, 파토
스와 함께 설득의 세 가지 요소로 꼽힙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다양한 학문 영역의 연구자들이 인성과 말의 
품격을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 사람들 간의 바
람직한 관계 정립에 유익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논의들이 풍성하게 진행될 것입
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유익한 논의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봄의 끝자락에 성균관대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5월 5일
 

         한국수사학회 회장 이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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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기조발표】

1. 양심철학과 양심선(禪) 수사
- 전성기(한국수사학회 명예회장, 고려대 명예교수)

2. 에토스의 수사학-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
- 박만엽(서울시립대 교수)

【제1분과】 철학, 종교, 교육에서의 에토스

1-1. 갈등의 사회와 에토스의 수사학
- 하병학(가톨릭대 ELP학부대학)

1-2. 교황 프란치스코의 2014년 한국 방문 중 강론과 연설에 대한 수사학적 논의
- 조원형(가톨릭대 ELP학부대학)

1-3. 키케로의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에 나타난 에토스
- 김종영(서울대 기초교육원)

1-4. 인성함양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읽기 수업 모형-상호 협력과 토의를 
통한 사회구성주의 접근

- 박현희(서울대 기초교육원)

1-5. 소통으로서의 자기 소개서: 성찰과 평가 사이
- 박홍선(가톨릭대)

  
1-6. < 스지>에 나타나는 성찰적 글쓰기와 경계의 에토스

- 윤인선(인하대)

1-7. 상징과 수사학
- 양현정(한국외대 철학과)

【제2분과】 언어, 문학, 예술에서의 에토스

2-1. 에토스, 에토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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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한국외대 독일어통번역학과)

2-2. 소설 속 인물의 인성과 언어 품격–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 박상민

2-3. 커뮤니케이션 교육 성과 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 김종규(성균관대 학부대학)

2-4. 박태원과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비교연구-소설가 주인공 소설 형식
을 중심으로

- 최은혁(서울시립대)

2-5. 법정영화의 법정공방에서 펼쳐지는 에토스-네 편의 영화를 중심으로
- 조미옥(경남대)

2-6. 2016 미국 대선 경선 토론의 레토릭 전략
- 이상철(성균관대 학부대학)

 
2-7. 서사적 패러다임으로 본 진스(Sir James Jeans) 의 『과학과 음악』(Science 

and Music)

- 구자현(영산대 자유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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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기조발표

【기조발표】

1. 양심철학과 양심선(禪) 수사
- 전성기(한국수사학회 명예회장, 고려대 명예교수)

2. 에토스의 수사학-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
- 박만엽(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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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철학과 양심선(禪) 수사

 전성기(고려대학교)
1. 머리말
2. 원효철학과 양심철학
3. 양심분석과 인의예지 4단
4. 양심성찰과 6바라밀
5. 맺음말

1. 머리말

‘수사’는 여전히 사전적으로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 정
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은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예전 이름이기도 하고 다른 이름이기
도 하다. 오늘날 ‘소통’은 정치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
의 관심은 포스/포스(2003:4-9)가 말하는 다섯 수사 양식들 중 주로 ‘정복의 수사’(conquest 
rhetoric), ‘바꿈의 수사’(conversion rhetoric)라는 이름의 ‘설득의 수사’에, 그리고 이를 위
한 ‘기술’이나 ‘기법’ 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이들이 말하는 ‘호의의 수사’(benevolent 
rhetoric), ‘조언의 수사(advisory rhetoric)’, 특히 ‘초대의 수사’(invitational rhetoric)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두 저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양식들이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정복의 수사나 바꿈의 수사를 사용하도록 교육받았고, 그러한 사용이 보상받아왔다고 지적하
는데, 이는 비단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1)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거의 
‘디폴트 모드’가 되어 있는 ‘정복의 수사’나 ‘바꿈의 수사’가 ‘이기적 나’에 초점이 맞추어진 
‘입자적 수사’가 선호하는 양식이라면, ‘호의의 수사’, ‘조언의 수사’, 특히 ‘초대의 수사’는 ‘우
리 모두’와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파동적 수사’이다.2) 수사 양식 사용에서의 ‘쏠림 현상’
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교육받아왔기에 거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나, 
이제 그러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학문에서나 일상에서나 ‘파동적 수사’들의 사용에 
훨씬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원효의 ‘화쟁’에서 비롯된 ‘화쟁적 수사’는 ‘입자적 수사’들과 크
게 대비되는 ‘파동적 수사’의 한 원형이다. 원효의 화쟁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화쟁적 수사’
에 대해 여러 탐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긴 하나, ‘화쟁적 수사’는 아직 화쟁 연구자들의 관심
사가 아니다.3) 그런데 윤홍식의 ‘양심철학’은 ‘화쟁적 수사’의 ‘양심선(禪) 수사’로의 법고창신
적 변환을 가능케 한다. 

‘양심’은 맹자에서 비롯된 말이고, 맹자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4단’을 말했으나, 윤홍식
은 ‘인의예지’의 ‘4단’에 ‘인의예지의 실천’에 한결같음을 뜻하는 ‘신’(信)과 유학의 핵심 개념

1) 김종갑(2015:26): “최근의 연구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논증과 소통의 기능이 수사학의 주요 영역으로 
추가되었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설득이든 논증이든 수사학 연구가 정치적이거나 저항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계몽된 화자(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청자(가지지 못한 자)를 논증이나 설득을 
통하여 계몽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수사학은 저항의 담론이 아니라 지배의 
담론이며 권력의 테크닉이다. 지배의 담론으로서 수사학은 우리나라의 수사학계를 지배하는 특징이
다.”

2) 전성기(2007, 2009, 2010) 참고.
3) 구글에서 ‘화쟁적 수사’를 입력하면 전성기(2013)의 “번역인문학과 화쟁적 학문하기”만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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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인 ‘경’(敬) 즉 ‘깨어있음’을 덧붙여, ‘경인의예지신’의 6덕목을 말한다. 이같은 유교의 
6덕목은 대승불교의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반야ㆍ선정’의 6바라밀에 거의 유사하게 대응
된다는 것이 윤홍식(2015a:13-5)의 ‘번역인문학’적 설명이다.4) ‘양심선’ 한 마디면 충분한데, 
‘이를 덕목별로 나누니 유교의 ‘경인의예지신’도 되고, 불교의 ‘6바라밀’도 된다는 것이다.5) 윤
홍식(2016a)은, ‘홑單’과 ‘볼示’가 합해 이루어진 ‘禪’(선)자가 시사하듯이, ‘하나가 보여야 선
(禪)’이고, ‘참나가 등장해야 선’이라고 말한다.6)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행’이지 ‘선’(禪)이 아
니라는 것이다. ‘양심선’에서 ‘참나 각성’을 뜻하는 ‘경’과 ‘선정’의 일차적 중요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에 의하면, 매 순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선’이다. 양심선의 실천에서 ‘나’란 존재감이 강해지면 그대로 ‘선’(禪)이고, 50% 이상 자기 
존재를 느끼면 ‘선’이다. ‘내 양심에 충실하자는 것, 그것이 선(禪)’이라는 것이다.7) 나아가 윤
홍식(2016b)은 ‘6바라밀 전체가 그대로 선(禪)’이 되기를 바란다.8) 그래서 그는 ‘선정’의 ‘선’ 
외에, ‘보시선ㆍ지계선ㆍ인욕선ㆍ정진선ㆍ반야선’, 6바라밀 전체를 아우르는 ‘6바라밀선(禪)’을 
말한다. 윤홍식(2015q)에게 ‘6바라밀선’은 ‘6바라밀로 닦는 선이자 6바라밀이 펼쳐지는 선’이
다.9) 이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선’이다. ‘자리’는 내 6바라밀 실력을 계발하는 것이고, ‘이
타’는 남들도 그 혜택을 보도록 하며, 영성계발을 돕는 것이다. ‘양심선(禪) 수사’는 ‘인의예지 
수사’, ‘6바라밀 수사’와 실은 같은 말이나, 여기서는 ‘유불 회통’ 느낌의 ‘양심선’을 ‘대표어’
로 사용하기로 한다. 깨어서, 즉 ‘몰입’해서 인의예지 4단(혹은 경인의예지 5단) 분석을 하고, 
6바라밀 성찰을 하는 것은 모두 양심선(禪)을 하는 것이다. 양심선을 하는 것은 ‘자리이타행’
의 ‘공공선’(公共善)을 지향하는 것이다.

 
2. 원효철학과 양심철학

김원명(2008:19)에 의하면, ‘원효철학’의 ‘제일의 화두’는 ‘귀일심원(歸一心源) 요익중생(饒益
衆生)’이다. 즉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철
학’은 사전적 의미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철학은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한 탐구라는 메이에르(2005:7)의 관점에서 보면, 
원효의 화두는 철학적 과제이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힘썼던 원효불학(佛學)은 ‘원효철학’이
다.10) 이효걸(2002:26)은 ‘화쟁의 목적에 귀일심원의 다른 측면인 요익중생을 명제화시킨 것
은 원효사상의 특징이자 진수’라고 말하는데, ‘요익중생 그 자체가 바로 화쟁의 참된 정신이기 
때문’이다.11) 그에 의하면, ‘귀일심원 요익중생’은 ‘원효가 설정한 화쟁의 목적’이다. ‘화쟁사상

4) 전성기(2016) 참고.
5) 윤홍식(2015g) 참고.
6) 윤홍식(2016b)은 ‘오직 하나인 그 자리를 볼 수 있어야 선(禪)’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7) 윤홍식(2015g, 2015k) 참고.
8) 윤홍식(2016b)에 의하면, ‘총체적인 선’을 닦는 것은 ‘1지보살’이 되는 과정이다. 이때의 ‘보살’은 ‘깨

달은 중생’을 말한다. ‘6바라밀 전체를 선으로 닦는’ 경지는 대승기신론에서도 ‘1주보살’ 이후에 배
당되어 있다고 한다. 편의적 설명을 하면, ‘1주’는 ‘1급’, ‘1지’는 ‘1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9) 윤홍식(2015p)이 ‘육바라밀선’을 말하는 것은 ‘선정’에 치우친 선, ‘보살행’에 치우친 ‘6바라밀’을 넘어 
참나에서 비롯되는, ‘바라밀과 선’이 하나인 진정한 ‘6바라밀’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양심선’도 그 전
체가 참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면 참된 ‘양심선’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중
요하다. ‘작은 결정’ 하나도 ‘몰라! 괜찮아!’ 하면서 ‘깨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10) 고영섭(2007:159)은 원효의 ‘마음 철학의 지형도는 한국철학사의 결론이자 세계철학사의 정상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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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축’(14)이라는 이 ‘목적’은, 풀이하자면, ‘내적인 자기회복과 외적인 자기 확대로서의 사
회적 실천’이다(29). 저자는 ‘귀일심원하고 요익중생하는 화쟁’의 실천에 대해서는 두 개의 방
향을 말한다. 하나는 ‘귀일심원에 중심’을 둔 ‘지관 수행’(정혜쌍수)이고, 다른 하나는 ‘요익중
생에 중심’을 둔 ‘보살행 수행’이다. 그는 ‘요익중생’에 ‘효과적인 실천 요목’으로는 ‘6바라밀을 
기반으로 한 10바라밀’12)을 언급한다(31-2). 

박태원(2011:191-2)은 화쟁의 대상을 ‘불교 이론에 관한 쟁론들’로, 화쟁을 ‘진리 추구와 구
현을 장애하는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쟁론들, 부적절하거나 해악적인 쟁론들을 진실 소통의 
논쟁으로 수습하려는 노력’으로 기술한다. 고영섭(2004)에 의하면, 원효사상의 ‘핵심 키워드’는 
‘일심’(一心)이고, 원효의 ‘사상적 역정’은 ‘일심-화회(和諍會通)-무애’로 ‘압축’되며, ‘화쟁(회
통)’은 ‘일심과 무애를 이어주는 매개항’이다. 박범철(2009:330)도 원효 사상의 근본을 일심으
로 이해한다. 원효는 ‘일심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였고 궁극적인 목적도 일심의 원천으
로 돌아가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김원명(2008:259) 또한 화쟁이 ‘일심에서 전개된다’고 
말하고, 박태원(2011:18-9)도 ‘원효 사상’에서 ‘그 근본 원리의 자리를 일심(一心)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박태원은 특히 ‘원효 사상이 보여주는 통섭 기능’도 ‘일심을 그 원천으로 하
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이 ‘통섭 기능’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 통로’가 ‘각(覺) 사상’
인데, 이것이 ‘종래의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화쟁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박태원(2011:189-90)은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되어 화쟁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 형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보편성을 지닌 화
쟁의 일반 원리’는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화쟁의 보편 원리’로 제시하는 것들은 1) 인간의 
진리탐구적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포섭하라, 2) 각 주장들의 일리(一理)를 포착/변별하여 포섭
하라, 3) 화쟁의 언어관을 수립하라, 4) 모든 쟁론적 인식 토대에서 해방되는 마음의 경지를 
확보하라(221-7), 이 네 가지이다. 이들은 ‘언어적 다툼을 치유’하는 화쟁 실현의 일반적 조건
들이고, ‘인간사의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원리들’인데, ‘일심’을 말하는 네 번째 원리가 사실은 실질적 제1 원리이다. 그런데 이들이 ‘화
쟁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조건들’은 단지 ‘쟁론 주체들이 확보해
야 할 내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화쟁의 인간학적 조건들’이다. ‘모든 언어 주체들이 자유
롭게 참여하여 제한 없이 견해를 펼치고 상생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위한 
환경적/제도적 조건들의 모색과 구현’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화쟁의 사회적 조건들’임을 그는 
아울러 지적한다(228).

‘원효의 무애’와 ‘무애와 자재’는 ‘일심과 화쟁의 실천적 모습’으로, ‘화회에 의해 일심의 근
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歸一心源)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饒益衆生) 보살행의 핵
심 코드’로, 고영섭(2002a:169)과 고영섭(2002b:508)에 기술된 바 있다. ‘무애행’의 구체적 실
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13) 원효는 스스로 ‘복성거사’라고 칭했
는데, 이는 ‘아랫것 중의 아랫것’이라는 뜻이다. 박상주(2002:245)는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태도’를 ‘원효 일심수행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이해한다. 김
태오ㆍ김병희(2004:261-2)는 ‘원효의 무애행’을 ‘자리이타의 대승적 보살행’으로 규정한다. ‘원

11) 실용한영불교용어사전(인터넷본)에 의하면, ‘귀일심원 요익중생’은 ‘대승불교의 궁극적 이상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과 거의 같은 뜻’이다. 

12) ‘바라밀’은 ‘궁극의 완성’을 뜻한다. 10바라밀은 6바라밀에 ‘방편(方便)ㆍ원(願)ㆍ력(力)ㆍ지(智)’의 바
라밀이 더해진 것이다. 10바라밀은 6바라밀을 도와 완성시킨다. ‘방편’은 ‘보시ㆍ지계ㆍ인욕’을 돕고, 
‘력’은 ‘선정’을 돕고, ‘지’는 ‘반야’를 돕는다.

13) 고영섭(2002a: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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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실천한 보살도’를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동시에 대비(大悲)를 행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남을 이롭게’ 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박범철(2009:336)은 ‘원효의 무애행’이 ‘개인적인 차원에
서 보면 깨친 이의 자유로운 행적으로 볼 수 있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교화라는 점에서 상구
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실현하는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나아가 그는 ‘원효의 무애행’을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여여(如如)한 상태의 일심(一心)을 깨
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화쟁의 원리를 밝히려는 진속무애
행의 방편’(340)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윤홍식은 동서양 고전에 담긴 ‘양심철학’을 저서들과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는 젊은 
철학자이다.14) 그는 ‘양심철학’을 통해 유불선과 기독교 등의 종교들, 동서양의 철학과 다양한 
고전들에서 ‘자명한 것들’을 추려내어 모두 ‘회통’시키는 야심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5) 윤
홍식(2015a:16)은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고전들을 연구해 보면 ① 사랑 ② 정의 ③ 예절 
④ 지혜 ⑤ 성실 ⑥ 몰입의 6가지가 ‘양심의 원칙ㆍ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윤홍식(2013b:98)에 의하면, ‘양심은 맹자가 처음 쓴 말로 선천적인 도덕능력’을 가리킨다. 즉 
‘양심’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공감능력(仁), 정의감(義), 겸손함(禮), 시비판단능력(智)
을 의미’한다(98).16) 윤홍식(2015b:122)은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명령이야말로, 인류
의 모든 문화를 지도하는 이념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최고의 영적 진리’라고 천명한다. 이때
의 ‘양심’은 종교ㆍ문화ㆍ제도를 넘어서 있는 ‘본체’로서의 양심이고, 이는 곧 ‘참나’이다.17) 
이 ‘참나’를 윤홍식(2007:313)은, 지눌의 수심결에서처럼,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러운 앎
의 자리’, 즉 ‘공적영지’(空寂靈知)로 묘사하는데, ‘공적’은 참나의 ‘본체’에 해당하고, ‘영지’는 
참나의 ‘작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참나’는 원효철학의 핵심적 토대인 ‘일심’과 다르지 않다. 
일심이 곧 참나이고, 참나가 곧 양심임을 윤홍식은 그의 원효 관련 강의들을 비롯한 여러 유
튜브 강의들에서 강조한다.18) 윤홍식(2013e)은 양심에서 ‘본체’와 ‘작용’을 구분하면서, 원래 
‘순수한 마음’으로서의 ‘참나의 양심’과 현상계에서 참나의 뜻을 지지해서 참나와 공명하는 마
음으로서의 ‘양심’을 구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양심이라고 배운’, 에고가 
생각하는 ‘에고의 양심’은 또다른 의미의 ‘양심’이다. 윤홍식의 ‘양심철학’은 ‘참나’로서의 ‘양
심’을 기반으로, 유학의 ‘인의예지신’ 5단, 특히 대승불교의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ㆍ
반야의 6바라밀을 모든 생각ㆍ말ㆍ행위의 수행 지침으로 삼는다. 이러한 ‘양심철학’은 불학적
인 ‘원효철학’의 훌륭한 인문학적 ‘법고창신’ 방향의 하나로서, ‘화쟁적 학문하기’와 번역인문
학이 배우고 취할 바가 매우 많다.19)

윤홍식(2015a:13-5)에 의하면, ‘동서양을 통틀어 인문학의 핵심’은 ‘양심이 답이다!’라는 것
이다. 이를 유교식으로 표현하면 ‘인의예지신’ 5단과 ‘경’(敬), 즉 ‘① 사랑 ② 정의 ③ 예절 
④ 지혜 ⑤ 성실 ⑥ 몰입’이고,20)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반야ㆍ선정’

14) 1,400개가 넘는 그의 유튜브 인문학 강의 조회수는 1,20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15) 윤홍식(2014l)은 철학을 ‘백과를 총괄하는 학문’, ‘이데아를 밝히는 학문’, ‘보편적 진리를 영적으로 

실험해서 알아내는 학문’, ‘인간의 원상(原狀)을 탐구하는 학문’ 등으로 규정한다.
16) 윤홍식(2005) 참고.
17) 윤홍식(2013g) 참고.
18) 윤홍식(2013b:49): “‘참나’란 별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ㆍ감정이 침묵할 때 느껴지는, 탐

진치가 없는 밝고 평온한 의식일 뿐입니다. 사실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씩 느끼는 자리입니다. 이 자
리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편의상 ‘참나ㆍ열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19) 전성기(2013, 2016) 참고.
20) 윤홍식(2013b:177): “‘사랑’(仁)이 지혜(智) 없이, 정의(義) 없이, 예의(禮) 없이, 성실함(信) 없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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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바라밀’이다. 그에 의하면, 불교의 ① ‘보시바라밀’은 유교의 ‘사랑’(仁), ② 법이나 규칙 
등 지킬 것을 지키는 ‘지계바라밀’은 ‘정의’(義), ③ 남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인욕바라밀’
은 ‘예절’(禮), ④ 쉼 없이 노력하는 ‘정진바라밀’은 ‘성실’(信), ⑤ 선악ㆍ시비 판단을 잘하는 
지혜인 ‘반야바라밀’은 ‘지혜’(智), ⑥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선정바라밀’은 ‘몰입’(敬)에 각
각 해당된다. 이 여섯 덕목 안에 ‘논어의 핵심’인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라는 ‘서’(恕)의 가르침과 ‘성경의 핵심’인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가르침이 모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윤홍식은 설명한다. 

이러한 유교의 ‘경인의예지신’과 대승불교의 6바라밀의 비교 설명은 매우 번역인문학적이
다.21) 단지 유교의 언어를 대승불교의 언어로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두 언어로 말하고자 한 
것을 자신이 체험으로 깨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재표현한 것이다.22) ‘체험+개념’인 ‘진정한 
앎’을 터득했기에 그러한 번역이 가능한 것이다. 윤홍식(2007:336)은 ‘돈오ㆍ점수가 부처가 되
기 위한 양날개이듯이, 개념ㆍ체험은 지혜를 이루기 위한 양 날개’라고 말한다.23) ‘윤홍식
(2015l)은 복잡한 것을 자명하게 정리해낼 수 있을 때 ‘지혜’가 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지식’
을 체험을 통해 ‘지혜’로 키워나가는 것은 양심철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대승’에 관심이 큰 
윤홍식(2015f)은 대승의 극치, 가장 대승철학적인 것은 유교라고 단언한다.24) ‘승속이 아예 없
고, 카르마 경영을 중시하고, 극락도 내세도 없이 현세에서 양심을 구현해서 선한 업을 짓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가정도 나라도 양심으로 구현하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마거사를 ‘전형적인 군자, 선비’로 꼽는다. 

윤홍식(2014h)은 ‘영성지능’이 ‘양심지능’이고 ‘철학지능’이라고 말한다. 이는 양심지능이 인
의예지와 6바라밀의 자명한 상황적 이해와 닦음의 실천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중용의 5가지 방법인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 즉 ① 
널리 배우고(博學), ② 세밀하게 질문하며(審問), ③ 신중하게 생각하고(愼思), ④ 명확하게 분
별하며(明辯), ⑤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篤行)은 ‘학문연구법’이기도 하고,25) 주제 탐구법이기
도 하지만, 윤홍식(2015b:89-91)에 의하면, 에고의 ‘양심계발법’이기도 하다. 그는 ‘모두에게 
이로운 최선의 답안인 선(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답을 찾고자 하는 대상에 대
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①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모아야’ 한다(박학, 정보의 수집), 그리고 ‘② 습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나 스스로에게 치밀한 질문을 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심문, 정보의 정
확성 검토). 다음에는 ‘③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을 거듭하여 자명한 정보들을 모아서 모두에게 
이로운 <선한 답>을 모색해야 하며(신사, 정보의 체계적 정리), ④ 양심상 너무 자명하여 도저
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선한 답>을 확정’짓는 것이다(명변, 결론의 도출). ‘⑤ 그런 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사랑’(仁) 한 마디엔 나머지 모든 덕목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나누어 말하
면 ‘인의예지신’의 다섯이 되나, 합하여 말한다면 ‘인’(仁) 하나로 충분한 것이다.”

21) 윤홍식(2015o)은 자신이 ‘대승불교’에 대해 자주 공들여 말하는 것은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는 천
부경과 삼일신고의 ‘홍익철학’을 대승불교가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2) 이는 코르지프스키의 ‘일반의미론’적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23) 윤홍식(2013b:330):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체험에 의해 검증된 살아있는 정보는 ‘지

혜’이며, 체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죽어 있는 정보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
라, 지식을 지혜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부’일 것입니다.”

24) 윤홍식은 다른 강의에서는 ‘홍익인간’을 ‘대승’의 정수로 꼽기도 한다.
25) 최성묵(1975:17): “유교, 특히 정주학에서 학문이라 하면 이 같은 博學, 審問, 愼思, 明辯, 篤行의 

다섯 가지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학문이 되지 
못한다’고 정자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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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 일에 나아가서 그 답안을 굳건하게 실천해 보는 것’이다(독행, 실전에 적용). 그는 ‘실
천을 한 뒤에도 반드시 양심의 반응을 관찰해야’ 함을 강조한다. ‘양심이 자명하고 뿌듯해하는
지, 찜짐하고 불편해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실천을 통하여 자신이 내린 답
안에 찜찜한 부분이 드러나면, 곧장 잘못을 저지른 과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선악을 명확히 판별하는 <지혜>가 계발되며, 선을 실천하는 <실천
력>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화쟁적 사유와 수사에서는 이러한 ‘학문사변행’의 ‘양심계발법’ 뿐 아니라, 박태원(2011)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화쟁 실현의 ‘보편 원리’로 볼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윤홍식(2005:75-7)이 말하는, 맹자의 인의예지 4단에 입각한 ‘대아적 역지
사지’, 공자의 ‘서’(恕), 예수의 ‘황금률’이 그러한 것들이다.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서’(恕)를 윤홍식(2015a:222)은 ‘인의예지신’의 ‘5가지 양심을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윤홍식(2015a:222)에 의하면, 이 ‘5가지 양심’은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
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자신과 남이 측은지심을 어겼을 때 부끄러워하고 공분하는 수오지심
(羞惡之心)’, ‘남에게 측은지심을 표현할 때 무례하게 하지 않고 매너를 지키는 사양지심(辭讓
之心)’, ‘이상의 사단지심(四端之心)을 늘 성실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성실지심(成實之心)’을 말
한다. 이러한 ‘5가지 양심을 확충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닦음(修己)’이다(218-9). 윤홍식
(2015b:98)에게는 ‘남에게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예수의 ‘황금률’이 
‘서’(恕)와 다르지 않다. 공자의 ‘서’(恕)는 정의 차원의 것이고 예수의 ‘황금률’은 사랑 차원의 
것이라는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26) 양자를 한 ‘황금률’의 양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
랑과 정의가 어우러진 이 ‘융합 황금률’이야말로 진정한 황금률일 것이다.27) 윤홍식(2014b)은 
맹자의 ‘인의예지 4단’도 실은 ‘황금률’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융합 
황금률’의 실현을 적극 지향하는 ‘사유ㆍ언어ㆍ수사’는 ‘일심’(참나) 차원의 화쟁적 ‘사유ㆍ언
어ㆍ수사’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심이 곧 참나이고, 참나가 곧 양심’이라는, 원효의 ‘일심’에 대한 윤홍식의 양심철
학적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8) 윤홍식(2009:31)에 의하면, 원효가 말하는 ‘삼매’는 ‘바로 
에고가 참나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에고는 참나와 하나가 될 때, 초연해지고 평온해지며 광
명해진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차가운 쇠공과 같은 에고도, 참나와 하나로 공명하게 되면 얼
마든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데, 이것이 ‘삼매’이다. 그는 이 ‘삼매’를 ‘몰입’(일념집중)으로 
설명한다. ‘몰입할 때만 우리는 참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홍식(2014a:66-71)은 
몰입의 4단계, 즉 ‘① 짧은 집중, ② 긴 집중, ③ 끊어짐 없는 집중, ④ 대상과 하나 됨’을 구
분한다.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제 집중도가 1단계에서는 20-30%를 넘지 못하나, 2
단계에서는 70-80%가 되고, 3단계에서는 ‘30분이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온전히 대상만 생
각하고 대상에 집중할 수 있’다. 이 3단계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단계’지만, 4단계는 

26) 윤홍식(2013a:106) 참고.
27) 모지스(2013:13)는 ‘황금률은 각 종교마다 거의 똑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종교

의 창시자와 깨달음을 얻은 선지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종교적 사상으로서 황금률을 직접 언급했다’
는 것이다.

28) 윤홍식(2009): “일체 만물이 결국 자신의 ‘참나’에 뿌리를 둔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투철히 깨달
은 원효는, 자신의 ‘참나’에서 천지만물을 경영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였다. 모든 답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는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었다.”(27); “지금 이 순간, 밖으로 향하는 의식을 안으
로 되돌리기만 하면, 우리는 오감과 감정ㆍ생각을 초월하여 상주불변하는 참나의 본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이것이 ‘견성’(見成)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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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이 나는 단계로, ‘다른 주제에 집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몰입해서 빠져
있는 상태’이다.29) 윤홍식(2009:31-2)은 대상이 하나냐 여럿이냐에 따라 ‘삼매’와 ‘혼침’이 구
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효의 말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대상을 옮겨다니며 몰입하더라도 늘 
신바람이 흐르면 삼매’ 상태임을 강조한다. ‘처음에는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기도 힘들겠지만, 
차차 몰입사고가 익숙해지면 마음이 여러 가지 주제를 넘나들더라도 몰입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윤홍식(2013c)에 의하면, 몰입은 참나(양심)와 ‘주체인 나’와 ‘객체인 대
상’이 하나로 꿰어지는 상태이다. 윤홍식(2013d)은 ‘참나 각성’은 ‘깊은 선정’이 아니라 50% 
남짓한 ‘각성’을 뜻하나, 구체적 실천에서는 깨어만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 일처리를 위해서는 
‘나에 대한 몰입’보다 ‘대상에 대한 몰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과 ‘선정’이 자신의 체
험에 의해 실천가능한 방식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윤홍식(2015e)은 원효의 글들에서 ‘대승불교 4법인(法印)’30)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며, 원효의 ‘무애행’을 ‘보살도’로 설명한다.31) ‘진속일여ㆍ무주열반ㆍ자타일여’
의 걸릴 것 없는 무애 경지에 이른 원효 보살이 자연스레 밖으로 펼쳐보인 것이 ‘보살도’이고, 
‘요익중생’인 것이다.32) 이효걸(2002:32)이 ‘요익중생’에 ‘효과적인 실천 요목’으로 ‘6바라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원효의 ‘일심ㆍ화쟁ㆍ무애’를 6바라밀의 관점에서 실천
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6바라밀의 관점에서는 일심은 선정에, 화쟁은 반야바라밀이 위주
인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바라밀의 ‘합작품’에, 그리고 무애는 6바라밀의 실천을 통한 보살행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3) 보살행이 근본적으로 ‘자리이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34) 
6바라밀의 실천이 원효의 ‘일심ㆍ화쟁ㆍ무애’의 실천과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깊이와 넓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효걸(2002:31)이 ‘귀일심원에 중심’을 둔 것으
로 본 ‘지관(理入) 수행’이 선정ㆍ지혜바라밀 수행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6바라밀의 실
천은 ‘귀일심원’이 심화되는 보살 공부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살의 요익중생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처지와 역량 등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상당히 있겠으나, 6바라밀에 
기반한 사유ㆍ말ㆍ행위는 일심에 기반한 화쟁적 사유ㆍ말ㆍ행위의 실천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6바라밀의 실천이 원숙해짐에 따라 우리 양심의 영성지능도 더욱 강화되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 화쟁적 사유와 수사도 깊이를 더해갈 것이다.

3. 양심분석과 인의예지 4단

29) 윤홍식(2014a:235-6)은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大學에서도 ‘대학’의 ‘전 과정을 공부하는 데 가
장 필수적인 요소’로 ‘몰입사고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몰입의 4단계’와 같다고 말한다. 大學
의 첫 머리에 ‘대상에 머물러야 마음에 안정이 찾아온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고요해질 수 있다. 마음
이 고요해져야 안락해질 수 있다. 마음이 안락해져야 연구할 수 있다. 연구를 해야 답을 얻을 수 있
다’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① 머무름, ② 안정됨, ③ 고요함, ④ 안락함의 4단계를 거쳐 
⑤ 연구를 통해 ⑥ 해답을 얻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기술한다.

30) 대승불교 4법인은 ① 진속일여(열반과 속세가 둘이 아니다), ② 무주열반(고요한 열반에 집착하지 않
는다), ③ 자타일여(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④ 이익중생(중생을 널리 이롭게 한다)을 말한다.

31) 윤홍식(2015e)은 참나에서 비롯되는 바라밀이 아니면, ‘이원성을 넘어가는 안목’이 아니면 보살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걸림이 없는 무애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보시바라밀이고, 그 마음으로 
참을 때 인욕바라밀이 된다고 한다. 깨달음대로 중생의 삶을 경영하니 보살이라는 것이다. 

32) 윤홍식(2015d, 2015f) 참고.
33) 윤홍식(2015e)은 무애가 보살도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무애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걸리지 않고 경영하는 것이다.
34) 윤홍식(2015q)은 ‘자리이타’는 ‘나를 닦아서 남을 닦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공자가 말한 ‘유교의 

목적’이라는 ‘수기치인’(修己治人)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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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2015b)은 우리의 ‘양심’에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선천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해 하며(사랑), ② 
자신을 낮추어 남과 조화를 이루려 하고(예절), ③ 잘못된 것을 보면 공분하고(정의), ④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구분’하는데(지혜), ⑤ ‘이 4가지 양심의 발동’이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이다
(성실)(47). 또한 ‘우리의 양심은 본래 인간의 길을 잘 알고 있고(양지), 그 길을 따를 수 있’으
나(양능), 다만 ‘무지ㆍ아집에 가려진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55). 저자는 우리가 ‘인의예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언제 어디서
도 모두에게 이로운 최선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인의예지를 충족시키는 답안을 
알아내고 싶다면, 다음의 4가지 질문을 모두 만족시키는 답안을 찾으’라고 그는 권한다: ⓵ 자
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잘 배려하였는가?(仁), ⓶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는 않았는가?(義), ⓷ 생각과 언행이 상황에 적절했는가?(禮), ⓸ 나의 선택과 판
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智)(63). 윤홍식은 이 ‘4가지 질문을 모두 충족시키는 생각이나 
행위들은 양심의 지지를 얻어 반드시 뿌듯하고 자명할 것이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
면 반드시 찜찜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4가지 질문은 결국 <사랑>과 
<정의>를 자명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남에게 베풀어라!’(사랑), ‘자신이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을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마라!’(정의)라는 ‘양심의 명령’을 ‘자명하게 이해하고 충실히 따르기만 하
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고 저자는 확언한다(62-3).

윤홍식(2015a:24-5)에 의하면, ‘고전’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불변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책이다. 즉, 수많은 세월을 통해 검증된 ‘인간의 매뉴얼’이 되는 책이 바로 고전이
다.35) 그는 이 ‘고전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① 사랑 ② 정의 
③ 예절 ④ 지혜 ⑤ 성실 ⑥ 몰입’의 6가지를 꼽는다. 이러한 고전들에 대한 작업에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4대 성인’의 말씀들을 ‘양심철학’의 관점에서 회통시키는 것이 특히 돋
보인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고전들에 대한 ‘번역인문학적 회통’이 그의 양심철학의 
주요 작업이다. 믿음이 아니라 ‘진리’라야,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접근’이어야 회통이 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기에, 그는 양심(혹은 영성) 차원의 ‘정확한 체험’을 매우 중시한다. 윤
홍식(2007:336-7)은 ‘정확한 앎의 조건’으로 ‘체험+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개념ㆍ체
험’은 ‘지혜를 이루기 위한 양 날개’이고,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철하고 명확한 체험(직
관)’과 ‘올바른 개념의 정립’이 잘 결합되어야 한다. 그는 ‘개념 정립’과 ‘정확한 체험’을 현상
계/절대계의 구분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우리가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⓵ 현
상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⓶ 절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체험을 해야’ 
한다.36) 인의예지 ‘4단 분석’은 에고가 참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의예지를 따지지 

35) 윤홍식(2015a:22): “인문학이 지향하는 바는 욕심보다는 양심으로, 즉 이성으로 이 문화를 이끌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늘과 땅처럼 멋진 고차원의 ‘양심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으
로 연구했던 분들의 지혜가, 지금까지 전해 온 것이 인문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인문학의 저자들은 모두 인류의 고귀한 문화를 만들고 계승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인 
‘양심문화’는 어느 시대나 인류에게 ‘인생의 매뉴얼’로서 도움이 될 게 확실하니까요.” 

36) 윤홍식(2007:136): “얼음이 본래 물이듯이, ‘나는 본래 부처다!’는 불변의 확신이 서야 돈오입니다. 
체험이 없이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 얼음이 물이 되는 체험을 숱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념의 놀이라면 ‘추리’일 뿐이니, 의심이 없을 수 없죠. 우리가 ‘돈
오’를 확신에 차서 선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계를 초월한 ‘절대계의 체험’, 즉 ‘참나-각성의 체험’
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확한 체험에 기반을 둔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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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참나대로 살지 않고, 욕망 따라 욕심 따라 살게 될 위험성이 크다. 
윤홍식(2013b:184-7)은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서 자명하게 울려퍼지는 참

나의 소리를 선명히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면서 ‘그 소리를 좀 더 선명히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4단 분석’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 결과들을 ‘두루 따
져보아서 조금이라도 더 자명한 결론’을 따르는 것이다. ‘내면에서 울리는 참나의 소리는 자명
함과 찜찜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테니, ‘내면의 울림에 관심을 기울이고 4단을 하나 하나 공정
하게 점검하고 내면의 자명한 울림에 따라’ ‘선택’을 하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4단 분석은 양
심의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한 분석’이니, ‘쉬운 것부터 적용’해보면서 ‘조금씩 삶 전
반에 적용해’보라고 그는 권하는데, 이러한 분석들이 쌓이다보면 ‘어느새 삶의 기로에서 늘 자
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될 것’이다(188-9). 이는 학문적 수사나 일상의 수사
의 구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윤홍식(2013b:190-1)은 ‘깨어있음이 진통제라면 4단확충은 치료
제’이고, ‘깨어있음이 때를 물로 불리는 것이라면 4단확충은 때를 말끔히 벗겨내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깨어있음과 4단확충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에고의 업장(무지와 아집)이 정
화되어 참나의 빛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깨어있음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무지(고정관념)와 아집의 업장이 너무 두텁게 참나의 빛을 가리고 왜곡시키면 4단이 제
대로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일러준다. 그러한 경우, ‘부단한 깨어있음과 4단확충
으로 에고의 업장을 정화해야만 참나의 빛이 에고를 통해 터져나오면서 4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

윤홍식(2013b)은 ‘양심의 속성에 따라, 역지사지(仁)ㆍ공정성(義)ㆍ예절(禮)ㆍ정보의 자명성
(智)의 4가지 기준으로 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개인적인 일은 물론 정치ㆍ경제ㆍ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타당하고 자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232).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영성지능’은 ‘양심의 계발 정도를 헤아리는 지수’이다.37) 영성지능이란 
한마디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능’이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인 양심’에는 ‘나’
와 ‘내 것’에 ‘집착하는 이기적 에고의 작용’이 없기에, ‘⓵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으며(仁), ⓶ 
정의롭지 못한 어떠한 난동도 없고(義), ⓷ 어떠한 부조화나 무질서도 없으며(禮), ⓸ 어떠한 
의심이나 자명하지 않음도 없고(智), ⓹ 어떠한 불성실이나 나태함도 없다(信)’고 그는 설명한
다(201-2).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양심을 그대로 구현하고 실현’하기에, ‘⓵ 남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잘 헤아리며(仁), ⓶ 양심상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義), ⓷ 언행
에서 겸소하여 남과 조화를 이루며(禮), ⓸ 언제나 자명하고 명확한 진실만을 추구하고(智), ⓹ 
이러한 4가지 모습을 성실하게 실천’한다(信)는 것이다(203).38) ‘뛰어난 악사가 훌륭한 연주를 
위해 평소에도 늘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듯이, 뛰어난 군자는 천하에 양심을 펼치기 위해 평소
에도 늘 자신의 마음을 <깨어있음>과 <인의예지>로 조율한다’고 저자는 말한다(243). 마찬가
지로, ‘양심선 수사’의 실천자도 <깨어있음>과 <인의예지>로 자신의 ‘사유ㆍ수사ㆍ행동’을 ‘조
율’해야 할 것이다.

‘몰입’은 ‘참나’를 만나는, ‘마음을 리셋하는’ 현대적 방식이다.39) ‘몰입사고에 바탕을 둔 양
심성찰의 구체적 요령’을 윤홍식(2014a:303-6)은 ‘경인의예지’, 즉 ‘몰입’(敬), ‘사랑’(仁), ‘정
의’(義), ‘예절’(禮), ‘지혜’(智)를 들어 설명한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른

37) 윤홍식(2013b:362)은 아이큐는 ‘재능’이고, ‘영성지능’은 ‘덕’이라고 말한다.
38) 윤홍식(2015a:269-73)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다.
39) 윤홍식(2014a:11): “몰입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신이 해야만 

하는 미션을 늘 마음속으로 암송하십시오. 둘째 ‘모른다!’와 ‘괜찮다!’를 활욯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늘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몰입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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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괜찮다!’를 통해 ‘마음을 리셋하여 수퍼의식(양심)을 각성해야 한다’.40) 이것이 ‘경’이
다. ‘인’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면 수퍼의식(양심)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자신을 포함’
하여 ‘관련된 사람들의 진솔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는 것이다. ‘의’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가한 것은 없는지 두루 느껴’보는 것이다. ‘예’는 ‘자신의 생각과 언행
이 상황에 적절한지를 공정하고 초연한 안목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지’는 ‘이상의 분석을 두
루 거친 다음 자신의 판단이 정말로 자명한지 뭔가 찜찜한 것은 없는지, 찜찜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다. ‘이상의 5가지 질문을 모두 만족하는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윤홍식(2014a:322)은 이 ‘경인의예지’의 5가지 질문을 
<양심잠>(良心箴)으로 정리하고 있다: ⓵ 몰입(敬):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가? ⓶ 사랑(仁): 상
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잘 배려하였는가? ⓷ 정의(義):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는 않았는가? ⓸ 예절(禮): 생각과 언행이 상황에 적절했는가? ⓹ 지혜(智): 나의 선택과 판단
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 이러한 5가지 질문은 원칙적으로 학문에도 일상에도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바로 화쟁적 사유와 수사, ‘양심선’의 사유와 수사를 상황에 알맞게 지혜롭게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4. 양심성찰과 6바라밀

윤홍식(2013b:272-6)은 “보살의 길, 6바라밀의 실천법”이라는 글에서 ‘6바라밀’에 대해 압
축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는 ‘참나의 각성’이 없이는 고요함에 머물 수 없으며 ‘6
바라밀의 실천’이 없이는 공덕을 완수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참나의 각성’은 ‘마음의 중심점’
을 찾는 것이며, ‘6바라밀의 실천’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이 둘을 갖추고 자리이타
하며 널리 중생을 돕는 이가 <보살>’이다. 먼저 ‘선정바라밀’은 에고와 다투지 않고 ‘오직 모
른다!’라고 하여 ‘참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산란함을 모르는 참나의 힘으로 산란함을 다스
리’는 것이다. ‘지혜바라밀’(반야바라밀)은 ‘지혜롭고 광명한 참나의 힘으로 무지를 극복’하는 
것이다. ‘보시바라밀’은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것이다. 
‘지계바라밀’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참나의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인욕바라밀’
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참나의 힘으로 분노를 녹여내’는 것이다. ‘정진바라밀’은 ‘게
으름을 모르는 참나의 힘으로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6바라밀의 실천이 ‘참나의 
작용’이며 ‘참나의 각성’은 6바라밀의 뿌리임을 그는 강조한다. 이러한 본체와 작용을 두루 갖
추고서 온 우주의 중생을 널리 교화하고 돕는 것, 이것이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인 
‘보살의 길’이라고 그는 역설한다. 윤홍식(2013b:137)에게는 ‘반야바라밀로 진리를 자명하게 
하고(진),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바라밀로 올바른 선을 구현하며(선), 6바라밀의 전체적
인 구현을 통해 삶 전체를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시키는 것(미)’,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 보
살의 길’이다. 

윤홍식(2014c)은 유교에서 선비들의 ‘종신사업’이라는 ‘거경’(居敬), ‘궁리’(窮理), ‘역행’(力
行)을 그의 양심철학에 입각하여, 각각 ‘참나를 각성하라’, ‘참나와 함께 결정하라’, ‘참나의 뜻
대로 행동하라’로 재해석한다.41) 양심철학의 관점에서는 유교의 ‘거경ㆍ궁리ㆍ역행’이 불교의 
‘계정혜’(戒定慧)와 다르지 않다. ‘정’은 ‘거경’에, ‘혜’는 ‘궁리’에, ‘계’는 ‘역행’에 각각 해당된

40) 윤홍식(2013b:59): “‘모른다!’야 말로 중심 자리인 참나로 향하게 하는 궁극의 기도이자 궁극의 화두
이자 궁극의 만트라입니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41) 윤홍식(2006:217-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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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바로 ‘번역’의 관점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의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나타내는 것’에 대한 직접적 ‘체험’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윤홍식의 다양한 회통 작업의 
제일 큰 부분은 번역인문학적 작업으로, ‘참나’에 대한 깊은 견성 체험과 폭넓은 문헌적 탐구, 
즉 ‘정혜쌍수’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윤홍식(2015c)에 의하면, 원효
가 말하는 ‘본각’은 참나의 속성이지 에고의 속성이 아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 있어도
(본각),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단지 ‘씨앗’(씨알)이니, 그 열매를 거두려면, ‘참나 각성’을 
기반으로, 나날이 매사에서 에고가 ‘6바라밀선(禪)’ 즉 ‘양심선(禪)’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에
고가 참나를 닮기 위해 닦아가는 과정이 바로 ‘시각’이다. 그리고 참나를 경험했어도 에고의 
‘무지와 아집’은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남아 있으니, 6바라밀선을 부단히 닦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마음)에서,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6바라밀로 경영할 뿐’, ‘이것이 최
고의 수행’이라고 윤홍식은 단언한다. 다시 말해, ‘6바라밀을 즐기는 습관이 최고의 수행’이라
는 것이다.42) 

이 6바라밀은 지금 내 처지에서 내 역량껏 실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최선을 다 하는가, 
이것이 문제일 뿐이다. 최선을 다해 6바라밀을 닦아가다 보면, 참나 각성도 더욱 깊어질 것이
고, 양심선 실천의 역량도 더불어 커질 것이다.43) 윤홍식(2013b:275)에 의하면, ‘참나의 각성’
은 6바라밀의 뿌리이고, 6바라밀의 실천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는 선정 바라밀, 즉 ‘참나의 
각성’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적인 경우, 6바라밀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특히 
선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윤홍식(2014d)이 말하는 ‘6바라밀을 총동원하여 
독서하기’의 예를 보자. 다른 데 정신 안 보내고 집중하여 읽는 것은 ‘선정’이고, 글자를 읽어
가면서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주는 것은 ‘보시’이고, 읽어가면서 저자의 뜻을 곡해하지 
않는 것은 ‘지계’이다. ‘저자의 뜻이 맞거나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
인욕‘이고, ’이 과정에서 내 생각 남의 생각을 충돌시켜서 진리를 더 알아내는 것은 ‘반야’이
고, 이 과정에서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데도 한번 더 몰입해서 읽어내는 것은 ‘정진’이다. 말
하기와 듣기에도 6바라밀이 필요하다. 윤홍식(2015p)의 설명을 들어보자. 말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정진, 아는 것 중에 제일 자명한 것만 말하는 것은 반야, 정신 차리고 몰입해
서 말하는 것은 선정,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하는 것은 보시, 그러면서 지켜야 할 것
들을 지키는 것은 지계바라밀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것은 지계와 
정진, 들으면서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하는 것은 반야, 그중에서 맞는 것을 흔쾌히 수용하는 
것은 인욕, 듣다가 주의가 산만해질 때 정신차리고 몰입하면 선정,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
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보시바라밀이다.44) 이러한 6바라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아
님을 윤홍식은 새삼 강조한다. 우리가 평생 한 순간도 6바라밀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닦아간다면, 삶 자체가 ‘6바라밀선’이 되고, 삶이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다.45)

윤홍식은, 그의 여러 유튜브 강의에서,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반야ㆍ선정’의 ‘6바라밀’, 
즉 ‘나눔ㆍ절제ㆍ수용ㆍ성실ㆍ통찰ㆍ몰입’의 ‘6바라밀’을 통해 ‘생각ㆍ말ㆍ행동’을 점검하라고 
조언한다.46) 윤홍식의 <올바른 판단>의 6가지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음을 리셋했는가
(선정), 남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가(보시), 양심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지계), 남의 입장을 수

42) 윤홍식(2015r) 참고.
43) 윤홍식(2016d) 참고.
44) 윤홍식(2015s)에 의하면, ‘말 하나, 생각 하나 할 때, 섬세한 부분까지 고민해보고 하는 사람이 보살’

이다. 그래서 그는 ‘섬세한 카르마 경영에서 보살도의 핵심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45) 윤홍식(2015p)은 6바라밀을 하는 중에 하는 견성이 진짜 견성이고, 그것이 ‘1지 견성’이라고 말한다.
46) 윤홍식(2015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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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는가(인욕),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정진),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가(반야). 이러한 점검
은 ‘경인의예지’의 유교식 점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 <올바른 판단>
의 ‘6가지 사항들’의 점검을 통해 ‘자명함’, 적어도 ‘자찜’ 즉 ‘자명함>찜찜함’에는 이르러야 
하고, 특히 그 결과가 나에게 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지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자리이
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자리’가 되지 않는 ‘이타’는 ‘진정한 보살행’이 아니다. 
윤홍식이 말하는 ‘선정’의 ‘몰입’은 일단 참나가 적어도 50% 이상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분석이나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꼭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참나가 깨어 있는 채로 신바람과 희열이 감도는 중에 6바라밀 분석에 몰입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면 지혜(반야)바라밀을 쓰는 것이다.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이 6바라밀의 근간
이고, 이들을 쓰는 것이 ‘정혜쌍수’인데, 이 ‘정혜쌍수’는 매사의 처리에서 기본이 되어야 마땅
하지만, 주어진 처지에서 역량적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47) 그렇지만 그 실천에 
부지런하면 그 역량 또한 계속 강화되리라는 것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윤홍식(2014h)은 참나 차원에서는 ‘진선미’가 ‘하나’이나, 에고 차원에서는 감정따라 기질 
따라 나뉘고 달라진다고 말한다. ‘하나’인 ‘진선미’가 ‘인의예지의 사단’과 ‘보시ㆍ인욕ㆍ지계
ㆍ정진ㆍ선정ㆍ지혜’의 ‘6바라밀’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에고의 생각ㆍ감정ㆍ오감을 재료
로 삼아 생각을 지혜로, 감정을 자비로, 오감을 능력으로, 각자 자기 참나가 지닌 진선미를 표
현해’낸다는 것이다. 윤홍식(2013b)은 ‘6바라밀의 실천이 오로지 참나의 각성으로 가능’한 것
임을 특히 강조한다(273). 참나가 각성되지 않으면, 지혜에 의한 6바라밀 분석도 가능하지 않
다는 것이다. 그는 ‘6바라밀의 실천’은 ‘참나의 작용’이며 ‘참나의 각성’은 ‘6바라밀의 뿌리’임
을 역설한다(275). 그에 의하면, ‘6바라밀’은 본각의 ‘씨앗을 열매로 키우는 최고의 비법’이다. 
그는 ‘견성’(깨달음)보다 ‘6바라밀’의 ‘양심선’을 중시한다. 견성은 ‘6바라밀’을 열심히 실천하
다 보면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6바라밀’을 모르는 ‘아라한’식 견성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문에서도 학문적 깨달음 자체를 추구하기보다 ‘학문사변행’, 인의예지와 6바라밀에 기
반한 학문 수행을 우선으로 하라는 권유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바라밀을 ‘오직’으로 풀
면, 선정바라밀은 ‘오직 모를 뿐’, 보시바라밀은 ‘오직 남의 마음을 헤아릴 뿐’, 지계바라밀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오직 하지 않을 뿐’, 인욕바라밀은 ‘오직 받아들일 뿐’, 정진바라
밀은 ‘오직 최선을 다할 뿐’, 반야바라밀은 ‘오직 생각할 뿐’이 된다.48)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오직 ...뿐’은 중용이 말하는 ‘정성스러움’(誠)과 바로 통한다. 윤
홍식(2015b)에 의하면, 정성스럽다는 것은 ‘욕심의 장애’가 없다는 의미이다. 바꿔 말해, ‘욕심
에 가려지게 되면 늘 정성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선을 알아보는 양지가 가
려지며(무지), 욕심 때문에 선을 실천하는 양능이 가려’진다는 것이다(아집). 그는 ‘욕심은 <무
지>(지적 장애)와 <아집>(심리적 장애)으로 인해, 양심의 양지ㆍ양능을 가려서 <지혜>와 <사
랑>이 발현되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욕심의 무지ㆍ아집을 정화하여 지
혜ㆍ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이다(68-9). 앞에서 보았듯
이, ‘우리의 양심에는 우주적 프로그램인 인간의 길이 새겨져 있기에, 천하의 모든 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그는 ‘정성스러움을 통해 양심과 하나로 
접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의예지신의 덕목으로 자신을 닦을 수 있으며 남을 도와줄 수 

47) 윤홍식(2015h) 참고.
48) 윤홍식은 여기에 ‘오직 호흡할 뿐’을 더해 ‘7바라밀’을 이야기한다. 윤홍식(2015p)은 보살이 해야 할 

기본적 관리로 ‘호흡으로 늘 단전을 늘 충만하게 할 것’, ‘마음이 늘 깨어있을 것’, ‘어떤 일이 닥치
건 양심대로 처리할 것’, 이 세가지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에는, 그의 설명처럼, ‘유불선’(儒佛仙)이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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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양심에 맞게 닦는 것이 ’수기‘(修
己)로서 ’자신의 양심을 개인적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나아가 양심을 실천하
는 것‘은 ‘치인’(治人), 즉 ‘남을 다스림’이다(73-4).

박범철(2009:339-40)은 원효가 중시했던 대승기신론을 인용하며, ‘깨달음은 신해행증(信
解行證)의 과정으로서, 믿음ㆍ이해ㆍ닦음ㆍ깨침의 네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윤홍식(2014k)은 
에고가 참나를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여 증득해야 하는 것’(信解行證)은 불교의 길이고, 에고
가 하나님을 믿고(이해하고) 소망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길이나, 두 길이 실제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번역인문학적인 깊은 ‘깨침’(증오)의 결과로 이해된다.49) 윤
홍식(2007:274)은 ‘돈오ㆍ견성’ 이후에도 ‘육바라밀’을 계속 닦아야 함을 크게 강조한다. 이러
한 닦음이 ‘점수’의 과정인데, 6바라밀이 닦여갈수록 ‘지혜’와 ‘자비’가 커진다고 그는 말한다. 
6바라밀 중에서 ‘보시ㆍ지계ㆍ인욕’은 ‘자비’를 배양하는 것이고, ‘반야’는 ‘지혜’를 배양하는 
것이며, ‘정진ㆍ선정’은 ‘지혜ㆍ자비’를 모두 배양하는 것이다. ‘노력’(정진)과 ‘마음의 평정’(선
정)이 없이는 지혜도 자비도 배양되지 않는다. 6바라밀을 잘 닦으면 우리 마음속에 ‘지혜ㆍ자
비’는 나날이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번뇌인 ‘무지(지혜의 발현을 방해함)ㆍ아
집(자비의 발현을 방해함)’은 나날이 세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그는 확언한다. 이는 학문에 대
해서도, 깨달음에 연연하기보다 ‘6바라밀’에 기반하여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가는 게 최선임을 
뜻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윤홍식(2009:373)은 <양심경영의 6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몰입(선정바라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가? ② 나눔(보시바라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였는가? ③ 절제(지계바라밀): 내가 당해서 싫
은 일을 상대방에게 가하지는 않았는가? ④ 수용(인욕바라밀):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인정
하고 수용하였는가? ⑤ 성실(정진바라밀):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
가? ⑥ 통찰(반야바라밀):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했는가? 학문에서는 ‘몰입’에 
기반한 ‘통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으나, ‘나눔ㆍ절제ㆍ수용ㆍ성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담론이 ‘소아적 자아’ 위주의 ‘정복의 수사’나 ‘바꿈의 수사’같은 ‘입자적 수사’로 흐를 위험성
이 크다. 

윤홍식(2009:374-5)은 ‘무지와 아집의 업장을 정화하고, 참나의 지혜와 자비를 증장시키는 
수행’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위의 <양심경영의 6가지 원칙>(6바
라밀)으로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6가지 원칙’은 학문에서도 우리 일상의 생
각ㆍ말ㆍ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자는 ‘매사에 6가지 항목을 스스로에게 묻고 양심의 울
림 그대로 답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① 자명, ② 자찜(자명>찜찜), ③ 찜자(찜찜>자명), ④ 
찜찜을 구분’하라고 조언한다. ‘통증’의 신호가 건강을 지켜주듯이, ‘찜찜함’의 신호가 ‘우리의 
양심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양심에 찜찜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관찰하다보면, 자연히 양심이 보내는 자명함과 찜찜함의 신호에 민감해지게’ 된다는 것이
다. 저자는 ‘각각의 항목에서 느낀 자명함과 찜찜함의 정도’를 ‘자명’, ‘자찜’, ‘찜자’, ‘찜찜’의 
4단계로 나타낸다. 종합적 검토를 할 때, 모든 항목이 ‘자찜’(자명>찜찜)의 범위 안에 존재하
면, 양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택이 되니 늘 양심이 내면을 주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항목들이 있다’면, ‘욕심이 양심을 위태롭게 하는 위

49) ‘신해행증’을 말할 때, 보통 ‘문사수’(聞思修)해서 ‘신해행증’(信解行證)한다고 말하는데, 윤홍식
(2014k)은 ‘문사수’를 ‘지혜’, ‘자명함’을 얻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진리를 ‘듣고’ ‘생각하면서’ ‘6바라
밀 수행’을 하다보면, 자명한 진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념’과 ‘체험’이 만나면서 자명해진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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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대로 나갔다는 신호이니, 이를 잘 분석하여 자명하게 바로잡으’라고 저자는 조언한다.50) 
학문과 일상에서 ‘학문사변’에 의거한 의식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자명ㆍ자찜ㆍ찜자ㆍ찜찜’으
로 구분되는 양심의 소리에도 우리는 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다양한 고전과 철학들 중에서도 설명의 필요상 대개 유교, 특히 대승불교를 빌려 그 내용을 
설명하지만, 윤홍식의 ‘양심철학’은 실은 종교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는 철학적 사유이며 실천 
지침이다. 윤홍식(2014j)은 동양철학의 핵심적 가르침이라는 서경의 ‘16자 요결’[인심(人心, 
욕심)은 위태롭고, 도심(道心, 양심)은 미미하니 오로지 정밀하고(惟精) 오로지 한결같이(惟一) 
하면 중(中, 최선)을 잡을 수 있다]을 ‘양심철학의 심법(心法)’으로 제시한다. 윤홍식(2015l)은 
종교로서의 불교는 하나의 ‘방편’이고, 그것도 하나의 ‘묵은 방편’이라고 지적한다. 종교로 접
근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접근한다는 것인데, 신앙은 타협할 수도 화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
다. 각자가 믿음은 회통되기 어렵고, 진리라야 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교의 틀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의 양심철학은 자명한,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인 접근을 지향한다. 그에게 대승의 핵심은 6바라밀이다. 윤홍식(2015l)은 반야심경이 말하
는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이해도 ‘공’의 도리로서 ‘색’을 경영하는 방법이 6바라밀이라는 것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6바라밀(경인의예지신)이 우리의 ‘본성’이니, 우리의 생각
ㆍ말ㆍ행동이 6바라밀에 맞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51) 이러한 6바라밀의 일상화ㆍ습관화
의 중요성을 윤홍식은 그의 여러 강의에서 강조한다.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반야ㆍ선정’의 
개별 덕목들의 닦음에 정진하다 보면, 에고의 수용능력도 점차 커져 6바라밀의 ‘양심선’ 전체
를 ‘선’으로 닦는 경지에도 어느덧 이르게 될 것이다.52) 

소승철학은 ‘탐진치’(貪瞋癡), 즉 ‘탐욕ㆍ노여움ㆍ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버리라고 가르
치지만, 대승적인 양심철학은 ‘보살도는 탐진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탐진치’
가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53) ‘탐진치는 인간의 조건이고, 특성’이니, 탐진치를 들
어내야 혹은 없애야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 대신 6바라밀로 에
고와 카르마(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것)를 잘 ‘경영’하고 ‘관리’하라고 양심철학은 조언한다. 
참나는 에고를 통해 시공간 안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 양심철학의 관점에서는 양심 못지
않게 내 에고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야 ‘욕심’을 ‘양심’으로 올
바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자의 기질이 서로 다르니 그 ‘처방’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참나의 양심’으로 에고의 ‘욕심을 경영ㆍ관리하는 것’이다.54) 그리고 남

50) 윤홍식(2009:375): “생각과 언행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날
로 업장이 정화되고 지혜아 자비가 배양되어 위대한 불ㆍ보살의 경지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
로 ‘6바라밀선禪’이니, 참나를 각성하고 참나가 지닌 6바라밀의 공덕을 온전히 발현하여,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위대한 ‘보살의 길’입니다.”

51) 윤홍식(2015j) 참고.
52) 윤홍식(2015r): “참나에서 온갖 공덕을 끌어내는 ‘선정’과 만법이 본래 청정함을 꿰뚫어 보는 ‘반야’, 

진리를 기꺼이 수용하는 ‘인욕’과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돕는 ‘보시’,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
는 ‘지계’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정진’, 이 6가지 덕목을 두루 갖춘 선禪이 아니고는 늘 
열반에 머물 수 없으며 카르마를 올바르게 경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닦았던 선禪으로는 진정한 깨
달음을 얻을 수 없다.”

53) 윤홍식(2015n) 참고.
54) 윤홍식(2013h)은 참나는 무의식에 영향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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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그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인의예지 4단분석>, <양심
잠>(良心箴)의 5가지 질문, <올바른 판단>의 6가지 점검 사항, <양심경영의 6가지 원칙>(6바
라밀)의 질문과 그 답들이나 ‘융합 황금률’ 등은 우리가 에고의 ‘경영ㆍ관리’와 ‘보살행’을 잘 
해나도록 이끌어준다. ‘모른다!’에 기반한 이 ‘양심문답과정’은 양심의 분석과 성찰의 과정이
다. 이 과정에서 ‘지혜바라밀’이 원활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양심계발법’의 ‘학문사변행’(學問
思辯行)이나 박태원(2011)이 말하는 ‘화쟁의 일반 원리 4가지’ 등도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
이다. 중요한 것은 참나가 에고를 통해 그 ‘진선미의 법’, ‘6바라밀의 법’이 현상계에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55) 원효철학이 ‘귀일심원 요익중생’을 목표로 했듯이, 양심철학은 양
심선(禪) 실천을 통해 ‘양심문화’의 일상화ㆍ보편화를 적극 지향한다.  

윤홍식(2015a:22)에 의하면, ‘인문’(人文)은 이 우주에 ‘인간이 표현하는 무늬’이다. 이 무늬
의 ‘결’은 인간이 ‘욕심’으로 문화를 만들어 내느냐, ‘양심’으로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천지 차
이가 난다. 양심철학적 인문학이 지향하는 바는 욕심보다 양심으로 인문문화(人文文化)를 이끌
어 보자는 것이다. 양심철학에서는 ‘내 양심에 충실하자는 것이 선(禪)’이라고 하니, 일상의 말
과 생각이 그대로 ‘양심선’이 될 수 있다. 이 ‘양심선’이 통으로 펼쳐지기까지는 시간이 적잖
이 필요할 것이나, 참나의 힘으로 ‘선적’(禪的)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에고를 부지런히 경
영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윤홍식(2015m)은 인문학을 ‘로고스를 연구’하는 나름의 ‘엄밀한 
과학’이라고 말한다.56) 그는 ‘체험+개념’을 ‘진정한 앎’으로 여기기에, ‘지식’을 체험을 통해 
‘지혜’로 키워나가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이 ‘체험+개념’은 지속적인 실천에 의해 더욱 자명
해지는 것이니, 이 자명함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다. ‘양심선(禪) 수사’는 
‘파동적 수사’의 하나로서, ‘불교 이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견해’, ‘쟁’(諍)의 해결이
나 해소가 본래 목적인, ‘화쟁적 수사’의 하나의 법고창신적 해석이며 실천이다. 그리고 전성
기(2008)가 말하는 ‘닦음의 수사’의 매우 고양된 양식이다. ‘양심선 수사’는 구체적 수사 문제
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포스/포스(2003)의 ‘초대의 수사’를 비롯하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
화’(NVC, 즉 Nonviolent Communication)57) 등 여타 방법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
문과 일상에서 나날이 더 자명한 선택을 부단히 지향하는, ‘참나 각성’에 기반한 ‘양심선 수
사’의 일상적 실천이, <양심잠>과 <양심경영의 6가지 원칙>(6바라밀) 등의 지속적 실천을 통
해, ‘양심문화’라는 장엄한 화엄(華嚴)의 ‘인문문화’(人文紋和)로 꽃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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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스의 수사학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을 중심으로-

                                                             박만엽(서울시립대학교)

1. 새로운 천재의 탄생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ph Johann Wittgenstein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신비하면서도 난해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받는 것은 막대한 유산을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고 톨
스토이적인 검소함과 금욕의 삶을 택한 그의 독특한 생애와 어느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명
민한 철학적 사고가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4월 
26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철강부호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오스트리아 빈(Wien)은 
세기말fin-de-siècle의 정점에 있었다. 1895년부터 1914년까지의 시기에 빈은 철학은 물론, 
미술과 건축, 음악, 문학, 심리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인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쇼펜
하우어와 키에르케고르 사상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12음계 음악, 현대적인 건축양식, 법
실증주의와 논리적 실증주의, 비구상적 회화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출현 등과 같은 역사상 괄
목할 만한 현상이 빈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이러한 빈의 다양한 문화적 흐름
을 하나의 문화적 구심점으로 형성하고 있던 가정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아이러니하
게도 1889년은 “신은 죽었다”를 외쳤던 니체가 정신병과 뇌연화증에 시달리며 죽음을 맞이하
는 시기였다. (니체는 1900년 8월 25일 죽었다.) 만약 니체가 건강했다면, 야단법석과도 같았
던 세기말 빈의 풍경은 새롭게 쓰였을 공산이 클 것이다. 세기말을 맞이하면서 삶과 고군분투
했던 한 고독한 천재가 사라졌다면, 세기말 비트겐슈타인의 탄생은 (결과론적으로) 새로운 천
재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의 유년기는 자신의 천재성이 명시적으로 드러
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글은 유년기의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그의 생각이 천재성
과 관련된 싹을 티울 수 있었는지를 탐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세기말의 빈은 지적 문화운동의 산실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사상 등이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가운데 비엔나의 ‘알레가세’Allegasse에 있는 대부호 비트겐슈
타인가의 저택은 당시 저명한 음악가, 미술가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였다. 이른바 그곳은 비
엔나 문화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저녁 음악 모임에는 브람스나 청년 말러와 같은 작곡가
는 물론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Joseph Joachim,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Pablo 
Casals,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부르노 발터Bruno Walter 그리고 맹인 오르간 주자이자 작곡
가인 요제프 라보 등이 정기적으로 초대되어 실내악을 연주했다. 이러한 음악 모임의 배후에
는 비트겐슈타인의 어머니 레오폴디네(가족 간에는 ‘폴디’라고 불림)의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
정이 있었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 칼 비트겐슈타인은 시각예술의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비
트겐슈타인의 큰누나인 헤르미네Hermine는 클림트, 모제르, 로댕의 작품들을 수집하기도 했
다. 이외에도 쉴레, 코코슈카와 같은 미술가들 역시 비트겐슈타인 가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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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 칼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대의 쟁쟁한 예술가들과 
친분을 쌓음으로서 고급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브루주아적 특권을 누렸지만, 그의 자식들(5남 
3녀) 대부분은 문화(음악, 미술 그리고 연극)를 창조적으로 생산하고 기여하는 데 관심을 가졌
다는 데 있다. 그 중 비트겐슈타인의 셋째 형 쿠르트(사업)를 제외하고는 둘째 형 한스는 음악
에. 넷째 형 루돌프는 연기(배우)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지만,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진 아버지
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트겐슈타인의 막내 형이었던 
파울 역시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파울은 1차 대전 중에 오른쪽 팔을 잃었지만, 각고
의 노력으로 왼 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가가 되었다. <볼레로>의 작곡가 라벨Ravel이 
작곡한 <왼손을 위한 협주곡>은 바로 파울을 위한 곡이었다. 이러한 비범한 혈통 집안의 분위
기 속에서 자란 어린 비트겐슈타인은 누나들이나 형들과 달리 음악, 미술 또는 문학에서 남다
른 재능을 가지지 못했으며, 그냥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8살 혹은 9살 무렵 비트
겐슈타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로울 때도 사람은 왜 정직해야 하는가?”라는 최초의 윤리
적 물음을 생각한다. 물론 이 물음은 우리가 보통 윤리학에서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라는 물음과는 맥락상 다르다. 비트겐슈타인의 정직과 관련된 물
음에는 자신의 외면과 내면의 이중성이라는 묘한 심적 기제가 숨어있다. 즉 가족들에게 비난
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충동을 억누르고 외면적으로 즐거운 소년의 인상
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이
기지 못한 채 자살을 한 첫째 형 한스의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비트겐슈타인
은 기술 공학을 중시했던 권위적인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이로울 것이라
는 생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어린 시절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부정직함에 대한 체험은 후에 
칼 크라우스를 통해서 180도 바뀌게 된다. 즉 칸트식 정언명법처럼, 사람은 언제나 진실해야
만 한다. 여기에 ‘왜’라는 질문은 적절하지도 않으며 그것에 답할 수도 없다. 왜 진실은 언제
나 인간에게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
는 것도 도덕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 1938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자기 자신을 기만
하지 않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58)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이 문제를 사고의 차
원이 아닌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도자처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적 사고는 전투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사고를 표현하는 글은 수사학적 힘을 가
진 비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철학은 우리의 언어 수단에 의해 우리의 오성(悟性)에 마법을 걸려는 것에 대한 하나의 투쟁이다. (『철
학적 탐구』, §109) 

살아 있는 따뜻한 씨(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죽은 돌 부스러기들을 새로이 헤처 
나가야만 한다. (『문화와 가치』, 16쪽)

새로운 낱말은 논의의 대지에 뿌려진 신선한 씨앗과 같다. (『문화와 가치』, 17쪽)

삶의 문제들은 표면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심층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표면적 차원에서는 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 (『문화와 가치』, 147쪽)

58) 비트겐슈타인, 『문화와 가치』, 이영철 옮김, 천지, 1990.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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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이 될 때까지 비트겐슈타인은 그저 평범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형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던 반항심이나 고집도 그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마도 형들의 비범한 
재능에 눌린 나머지 자신은 가족들 중에서 조용한 방관자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
렇지만 비트겐슈타인의 후일담에 의하면 의미심장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새벽 3
시에 둘째 형 한스가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곡을 혼신을 다해 광적으로 연주하는 장면을 목
격한 일화이다.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은 그 당시 천재적인 재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무
엇인지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음악을 애호
했던 집안의 부르주아적 문화적 분위기는 이후 비트겐슈타인이 본격적으로 철학에 몰입하면
서도 음악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적 생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
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편집 출간된 『문화와 가치』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다. 

음악은 그 얼마 안 되는 음과 리듬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시적 예술로 보인다. 그러나 단
순한 건 단지 그 표면들뿐이다; 이 표출된 내용의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 몸체는 전적으로 무한한 
복합성을 품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을 우리는 다른 예술들의 외면에서 암시적으로 발견하지만, 음악
은 그것을 숨긴다. 음악은 어떤 의미에서든 모든 예술들 중에서 가장 세련된 것이다. (29~30쪽)

브람스의 음악에 들어 있는 사유의 힘참. (55쪽) 

브루크너의 9번은 말하자면 베토벤의 9번에 대한 항변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견딜 만하게 된
다; 그것이 만일 일종의 모방이라면, 그것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것과 베토벤 9번의 관계는 레
나우의 파우스트와 괴테의 파우스트와의 관계, 곧 가톨릭적 파우스트와 계몽된 파우스트의 관계 등
과 매우 비슷하다. (75쪽)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철학적 사고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은 음악에 대한 나름의 취향이 단순히 아마추어 수준의 호사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비
트겐슈타인의 음악적 취향은 후기 케임브리지 동료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반동적인 것으
로 여겨질 정도로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브람스 이후의 어떤 음악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차르트와 베토벤만이 ‘신의 진정한 자식들’이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천재적 철학자들에게 있
어서 음악은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비트겐슈타인은 1903년부터 1906년까지 3년 동안 린츠Linz에 있는 실업학교를 다닌
다.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연배인 히틀러도 이 실업학교를 다녔으나, 학년은 2년 아래였다.) 
당시 그의 성적은 종교 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의 성적은 신통치가 못했다. 이는 급우
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삶과 죽음, 영혼의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더 집착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비트겐슈타인은 기
독교 신앙에 회의적이었다. 그 당시 비트겐슈타인에게 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의 두 번
째 누나 마가레테(그레틀)이었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에 회의적이었던 비트겐슈타인에게 쇼펜
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소개해주었다. 그레틀은 세기말의 빈에서 지배적이었
던 예술과 과학의 최근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지적 교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프
로이트에게 정신분석을 받기도 했으며 이후 프로이트와는 친구가 될 정도였다. 이 시기에 비
트겐슈타인은 누나 그레틀의 도움을 받아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두 사람의 글
과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칼 크라우스Karl Kraus와 오토 바이닝거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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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inger이다. 

  크라우스는 빈의 세기말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창간한 잡지 <횃불>Die Fackel에서 논쟁
과 풍자를 무기로 꿈의 도시 빈에 감추어진 위선을 폭로했다. 당시 빈의 강력한 언론은 <신 
자유신문>이었다. 그렇지만 크라우스에게는 <신 자유신문>이 정권의 은밀한 대변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언론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빈은 평온을 가
장한 사이비 도덕이 판치는 ‘세계 파괴의 실험장’이었다. 사회민주 당원이었던 그의 공격 대상
은 부패한 언론, 여성해방운동, 탐미주의, 부르주아의 도덕성, 정신분석학, 매춘과 동성애 문
제와 같은 성(性) 자체에 대한 오해와 오용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밑바
탕에는 고결성integrity이야말로 도덕적이고 예술적인 모든 것들의 전형적 특징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이는 여성의 환상fantasy은 남성의 이성reason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성은 그
러한 형태의 방향을 제공한다는 말과 통한다. 따라서 도덕적이고 미적인 진리의 원천(기원)은 
감정과 이성의 통합에 있으며,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 그의 핵심적 생각
이다. 일례로 12음렬 작곡 기법을 도입한 쇤베르크 역시 크라우스의 비판 정신에 공감하면서 
부르주아적 탐미주의의 거짓된 세련성에 대해 음악을 통해 비판적으로 공격했다. 
  다음은 당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공격하는 크라우스의 글이다. 비판적 저널리즘으로 
무장한 그의 글은 이후 비트겐슈타인의 기존의 철학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물론 글쓰기 스타
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천재성을 병적인 것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앞에서 그것을 파괴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천재의 작품집으
로 스스로 머리통을 후려갈겨야 한다. … 재치와 환상이 넘치는 작품들을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정상적인 인간성”을 가진 모든 이성주의의 조수들의 면상은 그저 발뒤꿈치로 짓이겨 버
려야 한다.59) 

크라우스의 이러한 비판적 풍자의 정신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경향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도덕
적인 경향으로 바뀐다. 즉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의 소중함을 위해서라면 구질서나 좌파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강건한 의지를 택했다. 빈 사회에 대한 크라우스의 비판은 
부분적으로는 언어 신비주의에서, 다른 한 편으로는 창조적 고결성이라는 자신의 최고의 원리
를 주장하면서 단호히 견지했던 다음과 같은 불변의 신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만일 내가 두 
가지 악 중에서 덜 악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한 쪽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60)  
크라우스의 이러한 생각은 ‘외적’ 세계의 일(정치)보다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
서 양심의 문제’와 같은 인간의 ‘내적’ 영역에 속하는 실존적인 내면적 탐구를 더 중시하는 것
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는 칸트의 형이상학적 사고를 변형시킨 쇼펜하우어의 윤리적 ‘의지’의 
세계와 연결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글에서 논의될 것이다.) 크라우스 자신은 철학자는 
물론 과학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굳이 크라우스의 견해에서 철학적인 기원을 찾는다면 그것
은 단연코 쇼펜하우어의 철학임이 분명하다. 이후의 글에서도 계속 논의되겠지만, ‘내적’인 것
이 ‘외적’인 것에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내 밖에 어떤 실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유아론(solipsism)이 된다. 유아론에 대한 생각은 비트겐슈타인의 

59) 크라우스, 『전집』 3권, 82쪽. 앨런 재닉· 스티븐 툴민,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 석기
용 옮김, 122쪽, 재인용.

60) F. Field, The Last Days of Mankind: Karl Kraus, p.51, 앨런 재닉· 스티븐 툴민, 『빈, 비트겐슈
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 145쪽, 재인용.



- 31 -

『논리철학논고』(이후 『논고』로 약함)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며, 후기 철학에서는 이러한 
유아론에 대한 유령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사고실험을 시도하게끔 하는 결정적 동인이 된다. 
언어, 사실과 가치에 대한 크라우스의 생각은 비트겐슈타인이 『논고』를 저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903년 10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충격적인 문화적 사건이 터졌다. 그것은 약관 23살
의 나이로 『성과 성격』Sex and Character이라는 책을 쓴 바이닝거가 베토벤이 죽었던 집에
서 권총 자살을 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바이닝거는 당대 낭만주의적 영웅으로 칭송되기도 했
다. 바이닝거 역시 크라우스와 마찬가지로 근대의 몰락하는 원인을 과학과 자본주의 기업의 
융성, 예술과 음악의 쇠퇴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바이닝거는 『성과 성격』 (이 책은 
여성 혐오증과 반유태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근대는) 예술이 서투른 그림에 만족하고 동물들의 경기에서 그 영감을 찾는 시대, 정의와 국가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 피상적인 무정부주의 시대, 공산주의 윤리와 역사관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역
사의 유물론적 해석의 시대,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시대, 역사, 인생, 과학이 단지 정치경제학과 
기술 교육에 불과한 시대, 천재는 광기의 한 형태라고 가정되는 시대, 위대한 예술가와 철학자가 없는 
시대, 독창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독창성을 바보스러울 정도로 갈망하던 시대이다.61) 

크라우스와 바이닝거 역시 근대 세기말의 빈이 천재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크라우스가 여성성을 강조했다면 바이닝거는 남성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당시 20대가 채 되지 못했던 비트겐슈타인은 바이닝거
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먼저 바이닝거의 사상을 잘 요약한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바이닝거에 의하면, 여성과 달리 남성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의지와 충동, 사랑과 성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한다. 이 쌍들 중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남자들의 윤리적 의무이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가장 고귀한 형의 남자, 즉 
천재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이다. 천재의 의식은 (여성들의 사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헤니드
henid(관념이 되기 전의 심적인 자료의 조각)의 단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것은 가장 위
대하며, 가장 뚜렷한 분명함과 명료함을 가지고 있다.’ 천재는 가장 개발이 잘 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판단들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사
이의 구분에 대한 가장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 논리학과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같다. ‘그것들은 
자신에 대한 의무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천재성은 ‘가장 고귀한 도덕성이고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
람의 의무이다.’62)   

이러한 바이닝거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 가치가 있는 삶은 ‘영적인 삶’으로 귀결되며, 
천재는 당연히 이러한 영적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처럼 성적인 것은 천재에게 요구되는 정
직과는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바이닝거의 생각은 당시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물론 전 생애에 걸
쳐 보여준 그의 경건한 삶의 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자신의 내
면에 자라잡고 있던 ‘정직과 천재성, 그리고 종교’에 대해 갈등의 국면에 접할 수밖에 없었던 

61) Weininger, Sex and Character, pp. 329~330. 『천재의 의무』, 44쪽, 재인용.
62) 레이 몽크, 『천재의 의무』, 48쪽.



- 32 -

어린 비트겐슈타인에게 바이닝거의 파격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이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고 속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요약하면, 한 시대의 천재는 어느 한 개인의 비범한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처한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황을 치열하게 의식하고 그에 대한 문제설정을 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오스트리아 빈이 처했던 세기말의 상황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진
정한 천재는 섬광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당대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황에서 나타난 천재라 불리는 다양한 인물들의 영향력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비트
겐슈타인은 없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1931년에 쓴 글에서 자신의 철학적 사고가 당
대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유태적 “천재”는 단지 성자일 뿐이다. 가장 위대한 유태적 사상가는 단지 재능일 뿐이다. (예컨대 나.) 
나의 사고는 실제로는 재생산일 뿐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진실이 들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내가 하나의 사유 노선을 창안해내었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에 의
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다만 그것을 즉시 열정적으로 받아들여 명료화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이
다. 그렇게 해서 볼츠만, 헤르츠, 쇼펜하우어, 프레게, 러셀, 크라우스, 루우스, 바이닝거, 슈펭글러, 스
라파는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 내가 창안하는 것은 새로운 비유들이다.… 내가 믿기로는, 본질적인 
것은 명료화 활동이 용기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없다면 그 활동은 단순히 지적 
유희가 될 뿐이다. (『문화와 가치』, 47쪽.)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후의 글을 통해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다. 
그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보여준 진정한 천재성은 언제나 자신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투철한 신념을 기반으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고실험의 결과에서 비롯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루드비히, 물리학에서 논리의 싹을 키우다.

인류는 표상하는 사람들(representers)이다. 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가 아니라 호모 데픽토
르(homo depictor)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람은 표상을 만든다. 사람들은 닮음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 암탉의 꼬끼오하는 소리를 흉내 내고, 점토로 빗고, 상(모습)을 조각하
며, 황동에 망치질을 한다. 이들은 인간을 특징 짓기 시작하는 표상의 종류들이다. … 내가 표상에 
대해 말할 때 무엇보다도 나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대상을 의미한다. 그 자체가 조사되고, 주목될 
대상인 작은 입상, 조상, 그림, 조각이 그것이다. 우리가 인간과 관련되는 어떤 것을 찾는 한 아주 
옛 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들을 찾아낼 수 있다. 가끔 몇몇 뜻밖의 사건이 다른 경우라면 썩었
을 나무 혹은 짚의 조각조차도 보존시킨다. 표상은 외적이며 공적인데, 벽에 붙어 있는 단순한 스케
치이든 또는 내가 단어 ‘표상’을 잡아 늘일 때의 전자기력, 강력, 약력, 혹은 중력에 관한 가장 정치
(精緻)한 이론이든 그러하다.63) 

역학에 대한 우리의 표상과 기존의 표상 사이에는 한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문법과 그 언어를 배우
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될 것들에 가능한 한 빨리 익숙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안한 
문법이 맺는 관계와 어느 정도 유사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 두 가지 경우에서 각각의 요구 조건은 
매우 상이하며, 만일 그들이 제각기 각자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내부적 배열

63) 이언 해킹, 『표상하기와 개입하기』, 이상원 옮김, 236~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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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히 달라야만 하는 것이다.64) 

린츠의 기술고등학교에 다니던 비트겐슈타인은 아직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정확한 방향을 가지
고 있지 못했다. 한 마디로 이 시기는 천재성과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현실적 
상황의 적용을 중시했던 아버지 칼 비트겐슈타인의 실용적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
감이 공존했던 시기였다. 아마도 어린 비트겐슈타인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갈등의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1904년 셋째 형 루돌프가 베를린의 한 술집에서 청산염을 마시
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어린 비트겐슈타인으로서는 형들의 자살이라는 이러한 극단적 선
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야만 하는 삶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가야할 지에 대해 진정성 있
는 고민의 물음들이 당연하게 와 닿았을 것이다. 당시 그는 쇼펜하우어와 바이닝거 그리고 루
드비히 볼츠만Ludwig Boltzmann(1844~1906)의 『대중적 저작들』Populäre Schriften과 하인
리히 헤르츠Heinlich Hertz(1857~1894)의 『역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Mechanics를 읽
었다. 볼츠만의 대중적인 강의를 모은 이 책의  핵심적 과학관은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실재 
모델(모형)이 반영되는 것이지,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실재 모형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칸
트의 생각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1902년 다시 비엔나 대학으로 돌아온 볼츠만은 물리학과 철
학을 가르쳤으며, 그의 자연철학 강의는 학생들이 서서들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의 철학 
강의를 듣기 위해 황제들이 궁전으로 초대했다는 일화도 있다. 헤르츠의 『역학의 원리』 역시  
물리 이론에 관한 해석에 칸트적 요소가 나타난다. 칸트는 인과성causality이 경험의 경계들
을 넘어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형이상학적 사변에 한계를 그었다. 반면 
헤르츠는 힘force이 어떤 것의 이름이 아니며, 힘은 공허한 관계 혹은 개념적 접착제로서 힘
의 역할을 넘어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물리학을 형이상학으로부터 분리했
다. 비트겐슈타인의 칸트 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차 세계대전 중 포로수용소에 있을 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 때 린츠에서 학업을 마치면, 당시 비
엔나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볼츠만 밑에서 물리학을 공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1906
년 볼츠만이 자살하는 바람에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아마도 볼츠만이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
면, 비트겐슈타인의 『논고』는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에 읽은 헤르츠의 『역학의 원리』는 후일 비트겐슈타인의 『논고』는 물론 후기의 저작에도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헤르츠의 다음과 같은 말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이후 
『탐구』로 약함)에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한다. (헤르츠가 한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던 비트겐슈
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철학의 모든 과제는 걱정들(혹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우리의 
표현에 하나의 형식form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힘”과 “전기”electricity라는 부호들에 그들 간에 완전하게 조정될 수 있는 이상의 많
은 관계들을 축적했다. 즉 우리는 계몽을 요구하고, 힘과 전기의 본성에 관해 당혹스런 물음
을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당혹스런 바람을 표현한다는 모호한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물음은 그것이 기대하는 답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지식과 그 
이상의 관계들과 연관성들을 통해서는 만족될 수 없고, 현존하는 것들 가운데 있는 모순
contradiction들을 제거함으로써, 즉 현존하는 관계들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모순들이 제거될 때, [힘과 전기의] 본성에 관한 물음은 대답되지 않을 것

64) Hertz, The Principles of Mechanics, p.26. 앨런 재닉·스티브 툴민,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
말의 풍경』, 23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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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기에 모순에 대한 불합리한(비논리
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65) 

같은 해 린츠의 실업학교를 마치고 베를린의 샬로텐부르크 기술전문대학으로 진학해서 2년 과
정을 마치고는 1908년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으로 가서 항공공학 연구에 몰두한다. 공학도였던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당시 이론 물리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학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먼저 헤르츠의 물리학적 사고가 당시의 비트겐슈타인에게 향후 『논고』를 저
술하는 데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피도록 하자. 그 이유는 뉴턴 역학이 
없이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헤르츠의 『역학의 원리』가 없이 청
년 비트겐슈타인의 『논고』는 나올 수가 없을 만큼 헤르츠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다. “명제에서는 그것이 묘사하는darstellen 상황에서 구별될 수 있는 바로 그 만큼이 구별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양자는 동일한 논리적(수학적) 다양성Mannigfaltigkeit을 소유해야 한
다. (동력학적 모델들에 관한 헤르츠의 역학 이론을 참조하라.” (『논고』, 4.04)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입증한 물리학자로 잘 알려진 헤르츠 역시 볼츠만과 같은 생
각에서 출발했다. 즉 그는 맥스웰 방정식과 같은 수학적인 공식이 물리학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골격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물리적인 실재에 논리적인 구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헤르츠의 물리 이론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이나 ‘상(象)’이
라는 낱말에 해당되는 독일어 ‘Bild’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청년 비트겐슈타인의 『논고』
를 그림이론picture theory이라고 할 만큼,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그림’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하다. 헤르츠의 동력학 모델을 따른nachbilden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개념은 이후 
헤르츠의 생각을 자연과학 전체, 철학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실증주의적 물리
학을 주장했던 마흐Ernst Mach1838~1916와 헤르츠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다. 여기서 마흐
를 끌어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거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 대한 오해와 오독의 원천은 
바로 인식론적 경험주의 노선에서 물리학(자연과학)을 연구했던 마흐를 추종했던 1920년대의 
비엔나 서클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논고』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이 잘못
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툴민과 야니크의 『빈, 비트겐슈타인, 세기말의 풍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참신한 생각은 이후 비트겐슈타인 연구자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수용되고 있다. 

  마흐에게 있어서 물리 이론은 경험을 단순화하는 감각자료sense data의 기술description들
이며, 물리 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 유용하다거나 덜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과학의 경제성)
이, 그것이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학의 기
능은 그 자체가 지닌 조직화의 힘을 통해 감각기관이 지각한 것을 단순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과학에서 형이상학적 요소들, 이를테면 뉴턴의 절대 공간과 시간 그
리고 운동과 같은 개념은 불필요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마흐는 칸트의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
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흐의 생각은 ‘물(리)적’physical 상태가 ‘심적’mental 상태와 동일
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리 이론에 있어서 마흐와 헤르츠가 
갈라지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독일어 ‘Bild’와 보통 표상(表象)으로 번역되는 ‘Vorstellung’

65) Herz, The Principle of Mechanics, p.8, A. Nordmann, Wittgenstein’s  Tractatus, p.32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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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커다란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마흐는 헤르츠의 그림이라는 단어를 영국 경험론에서 
말하는 관념idea으로, 표상을 감각적 용법으로 이해했다. 그렇지만 헤르츠에게 그림은 곧 수
학적 모델의 이론이었으며, 그는 공적인 용법으로서의 표상, 즉 ‘묘사’에 해당되는 독일어 
‘Darstellungen’을 일관적으로 사용했다. 표상과 묘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상은 외부의 
사물들이 인간 정신의 내부에 ‘그려져서’ 혹은 ‘재현’representation되었을 때를 말한다면, 묘
사는 그것이 다시 외부 사물들에 ‘그려져서’ 재현되었을 때를 말한다. 후자는 언어를 포함하여 
그림, 기호, 필름, 악보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적으로 볼츠
만은 외부세계에 대한 그림의 의미로 ‘모사하다’를 뜻하는 독일어 ‘abbilden’를 사용한다. 비
트겐슈타인의 ‘그림’은 두 가지 모두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헤르츠의 생각은 전기 비트겐
슈타인은 물론 후기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수학적 명제가 어떤 언어 놀이에서는 기술
Beschreibung을 하는 명제와 대조해서 묘사(서술)Darstellung에 대한 규칙Regel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비트겐슈타인,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박정일 옮
김, V §5) 결론적으로 헤르츠와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림’Bild이라는 용어는 ‘모델
(모형)’model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그들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논고』에서 ‘표상한다’는 밖에서 안으로, 즉 실재에서 생각, 혹은 그림이나 명제로의 방향의 
뜻으로, ‘묘사한다’는 안에서 밖으로의 방향이라는 뜻을 갖는다. 실제로 『논고』에는 감각적 용
법에서의 표상하다stellen vor 라는 동사형이 두 번 등장하고, 더불어 공적 용법에서의 표상
하다stellen dar라는 동사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나타나지만, Vorstellung이라는 명사 그 자
체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즉 헤르츠에게 있어서 공적인 용법으로서 표상, 즉 묘사는 표
상이 그냥 발생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학적 지식에 대한 앎을 위해 의식적으
로 구성된 도식이다. 기존의 관습적인 표상 개념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헤르츠는 자신만의 
새로운 표상 개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헤르츠 책의 전체 제목이 『새로운 형식으로 
제시된 역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Mechanics Presented in a new Form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헤르츠는 『역학의 원리』를 통해서 기존의 역학을 비판하고 자신의 역학의 새로운 그림(모
형)Bild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그림들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표상들이며, 동일한 대상들에 대
해 서로 다른 그림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과학적 그림(모형)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논리적 허용 가능성logische Zulässigkeit이다. 
이는 우리의 사고 법칙들과 모순되는 그림(모형)은 거부되어야만 하고 형식 논리의 법칙들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뜻이다. 즉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옳음Richtigkeit이
다. 그림(모형)의 본질적 관계들이 외부 사물들의 관계들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해서 비트겐슈타인의 다음의 글을 비교해보라. “그림의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 
맺고 있다는 점은 사물들Dinge이 서로 그렇게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표상한다. 그림 요소들
의 이러한 연관이 그림의 구조라고 불리며, 그 구조의 가능성은 그림의 모사(模寫) 형식Form 
der Abbildung이라고 불린다.” (『논고』, 2.15) 그것은 비록 과학자들의 결정들이 미래의 경험
에 의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어떤 시간에서도 일치할 수 있는 그림들 혹은 표
상들을 결정할 수 있는 특징이 되어야 한다. 즉 그림(모형)은 우리 외부의 경험과 일치할 때 
그 그림(모형)은 옳다. 셋째, 적합성(Zweckmässigkeit)이다. 그것은 명료성과 단순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한다. 명료성은 가능한 한 많은 대상의 본질적 관계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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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능력이다. 단순성은 가능한 한 불필요한 혹은 공허한 관계들이 거의 없는, 즉 단순한 
것이 더 적합하다. 이는 14세기 영국 논리학자이며 프란체스코회 수사였던 윌리엄 오캄
Willam of Ockham이 제시한 ‘오캄의 면도날’Ockham’s razor로 잘 알려진 ‘사고절약의 원
리’ 혹은 ‘경제성의 원리’로서 “쓸데없는 다수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와 “보다 적은 수의 논리
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말라”는 것을 통한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이러한 오캄의 격률[존재자들은 필요 없이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Entia non sunt 
multiplicanda practer necessitatem)]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다음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모든 정의된 기호는 그것을 정의한 기호들을 거쳐서 가리킨다; 그리고 정의들은 그 길을 가르쳐준
다. 원초 기호Urzeichnen와 원초 기호에 의해 정의된 기호, 이 두 기호는 동일한 방식으로 기호화
bezeichnen할 수 없다. 이름들은 정의들에 의해서 분해될 수 없다. (단독으로, 자립적으로 어떤 하
나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기호도 그리 될 수 없다.) (『논고』, 3.261)

어떤 하나의 기호Zeichnen가 쓰이지 않는다면, 그 기호는 의미를 잃은 것이다. 이것이 오캄의 격률
이 지니는 뜻이다. (만일 모든 사정이 어떤 하나의 기호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되어 있
다면, 그 기호는 의미를 가진다.) (『논고』, 3.328) 

오캄의 격률은 물론 자의적이거나 그 실천적 성과에 의해서 정당화된 규칙이 아니다: 오캄의 격률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기호 단위는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기호들은 논리적으로 동등하며, 아무런 목적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호들은 논리적으로 
의미를 잃은 것이다. (『논고』, 5.47321)    

이런 맥락에서 헤르츠는 기존의 뉴턴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힘과 에너지 같은 개념들은 자립적
인 근본 표상에서 제거되며, 보다 더 단순한 그림을 묘사하고자 한다. 즉 헤르츠에게는 시간, 
공간, 질량이 근본 표상으로서 원초적 용어들primitive terms이 된다. 힘이나 에너지 같은 개
념은 궁극적으로 원초적 개념들에 의해 정의(定義)된다. 과거 200여 년 동안 물리학자들과 철
학자들은 힘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했었다.66) 헤르츠가 비판적 방법을 적용한 것은 
이들의 물음이 의미가 있는지 혹은 ‘힘’이 자의적으로 추가될 수 있거나 제거될 수 있는 그러
한 요소들의 하나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그렇다면, ‘힘’은 “어떤 것을 실
제로 가리키지 않고 단지 우리의 감각들의 한계를 넘어서 숨겨진 것들 중 하나이거나 헛도는 
바퀴들idling wheels 중의 하나로서 실제 사실들을 제시해야 하는 곳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
지 못한다.”67) 앞에서 인용한 힘과 전기에 대한 헤르츠의 글은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읽어
야 한다. 다음 비트겐슈타인의 글들은 우리들에게 헤르츠의 역학과 그의 비유적 글쓰기에 상
당한 영향력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특히 기계공학에서도 사용되는 ‘헛도
는’leergehende, leerläuft이란 용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도 나타난다.  
         

역학은 세계를 기술하는 모든 명제들이 주어진 개수의 명제들 –역학 공리들- 로부터 주어진 방식에 
의해 얻어져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세계 기술의 형식을 확정한다. (『논고』, 6.341)

66) John Preston, “Hertz, Wittgenstein and Philosophical Method”,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31:1 January 2008.  

67) Hertz, The Priciples of Mechanics, pp.25. Nordmann, p.2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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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은 우리가 세계 기술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참된 명제들을 단일한 계획에 따라 구성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논고』, 6.343)

헤르츠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합법칙적gesetzmässige 
연관들만이 생각가능하다. (『논고』, 6.361)       

그러니까 색의 경계선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이러한 정확성이 여기서 아직도 어떤 하
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헛돌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실로 무엇인 이 명확한 경
계선을 넘어섬으로 간주되어야 할지, 어떻게,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을 확정해야 할지 하는 따
위들조차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탐구』, §88)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혼란들(철학적 문제들)은 말하자면 언어가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헛돌고 
있을 때 일어난다. (『탐구』, §132)

“나는 이것을 단지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으로써 뭔가를 뜻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가 말을 (단지 말하기만 하지 않고) 뜻할 때 우리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숙고할 때, 
우리에게는 마치 그 경우 무엇인가가 이 말에 연결되어 있는 듯이 느껴진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말들은 헛돌기나 할 듯이. -마치 그것들은 말하자면 우리의 내부와 맞물려 있기나 한 듯이. (『탐
구』, §507) 

  아무튼 헤르츠는 고전 물리학을 다루었지만 그가 다룬 과학철학은 근대의 경계를 뛰어 넘은 
현대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는 맥스웰을 통해 수학적인 공식이 물리학의 모든 문제를 다
룰 수 있는 골격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인 실재physical reality에 논리적 구조
logical structure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헤르츠의 물리 이론에 관한 해
석에 나타나는 칸트적 요소는 볼츠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볼츠만은 ‘통계역학’을 창시한 
과학자로서, 그의 이론은 20세기 식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이론 물리학 전반을 대하는 현대적 
태도의 기반을 이룬다. 특히 그의 분석 방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론적 가능성의 공
간’space of theoretical possibility이라는 개념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서 아주 영
향력 있게 다가왔으며,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논의하게 될) 비트겐슈타인의 진리표truth 
table 방법과도 연관된다. 

논리적 공간 속의 사실들이 세계이다. Die Tatsachen im logischen Raum sind die Welt. (1.13)

우리는 우리에게 사실들의 그림들을 그린다. (2.1)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의 상황,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을 표상한다. (2.11)

명제는 논리적 공간 속의 한 장소를 결정한다. 이 논리적 장소의 존재는 구성성분들만의 존재에 의
해서, 즉 뜻을 지닌 명제의 존재에 의해서 보증된다. (3.4)

명제 기호와 논리적 좌표logischen Koordinaten, 이것이 논리적 장소logische ort이다. (3.41)

기하학적 장소와 논리적 장소는 둘 다 어떤 한 존재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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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뉴턴 역
학의 기본 개념들(시간, 공간, 질량, 힘 또는 에너지)에서 ‘힘’을 제거한 헤르츠의 작업이 과연 
유의미한가, 그리고 그런 생각과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68)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명이다. 헤르츠가 ‘새로운 형식의 역학 원리’를 제시한 것, 즉 역학의 그림(모
형)을 개발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 세계를 올바로 보겠끔 해주고 그런 다음 버려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사다리의 존재는 ‘힘’이 운동 
이론들의 구성에서 무의미한unsinnig) 용어임을 증명했다. 그렇다고 힘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헤르츠는 ‘힘’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없어도 되는, 어떤 단일체entity를 대신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대신하도록 도와주는 기술 용어임을 보여준 것이다. 헤
르츠는 우리에게 뉴턴적인 무의미를 알면서도, 즉 우리로 하여금 ‘힘’이라는 용어가 역학에서 
제거될 수 있으며 역학에서 본질적은 물론 관련 있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안다고 
말하도록 해준다. 헤르츠는 우리가 무의미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세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며, ‘힘’을 특별히 단순한 자의적 구성요소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유를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나의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서 하나의 주해(註解)Erläuterung 작업이
다. 즉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명제들에 의하여-나의 명제들을 딛고서- 나의 
명제들을 넘어 올라간다면,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다.) (그는 말하
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Leiter를 던져 버려야 한다.) 그는 이 명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세계를 올바로 본다.” (『논고』, 6.54) 물음 하나. 지금 여러분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녀)’에 해당되는가?      
       

3. 청년 비트겐슈타인, 프레게와 러셀로부터 논리의 근육을 키우다.

명제는 사고되지 않으면서도 참일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표현한 사고
Gedanke는 시간과 무관하게 참이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없이 사고는 
독자적으로 참이다. 그것은 어떤 소유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설령 누군가가 어떤 행성을 보기 전
에도 그 행성은 다른 행성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고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발견된 
시간부터 참인 것은 아니다.69) 

모든 지식은 반드시 인식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단순히 착각으로 전락할 것이
기 때문이다. 산수는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것과 똑 같은 의미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
이다. 또한 콜럼버스가 인디언들을 만들어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수number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건 간에 존재를 갖는다. 그러한 존재는 그
것이 사고의 대상이 됨으로써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사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
다.70) 

1908년 맨체스터 대학의 기계학과에 연구학생으로 등록한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순수 수학에 

68) 이후의 논의는(A. Nordmann의 Wittgenstein’s Tractatus를 참조했다.
69) Frege, Collected Papers, p.363.
70) Russell, “Is Position in Space and Time absolute or relative?”, Mind, X. 스티브 바커, 『수리

철학』, 이종권 옮김, 11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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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한 동료 학생으로부터 버트란드 러셀Bertland 
Russell의 『수학 원리』Principia Mathematica(1910)를 소개받았다. 맨체스터에서 처음 두 학
기동안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수학원리』와 프레게의 『산수의 근본법칙』Grundgesetze der 
Arithmetik I(1893)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헤르츠의 물리학으로부터 논리의 싹을 티울 수 있
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두 사람의 책을 통해서였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논고』를 정확하
게 이해하는 데에는 (러셀보다는) 프레게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독자적인 해
석을 제시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만큼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 업적의 진가를 정
확하게 알은 최초의 철학자였다. 이런 점에서 앨런 제닉과 스티븐 툴민의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평가』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프레게와 러셀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로부터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항공공학에 대
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철학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정말로 
자신이 철학적 재능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당시 이 문제에 천착한 
나머지 몇 번의 자살 충동도 가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러셀의 격려로 해소된다. 아무튼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프레게와 러셀이 다룬 논리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트겐
슈타인의 『논고』는 독자들에게 이미 프레게와 러셀의 저작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이미 전제하
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예나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던 프레게(Gottlob Frege, 1848~1925)는 그가 살던 시기에
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글 쓰는 일에만 몰두했던 전형적 학
자였다. 그는 대학에서 공직을 전혀 맡지 않고 대부분의 삶을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보냈다. 
그럼에도 그는 외롭게 ‘논리주의’logicism로 알려져 있는 자신의 연구 계획을 완성하고자 했
다. 논리주의는 산수의 진리와 수이론number theory이 궁극적으로 논리학의 진리임을 보이
고자 한다. 이는 수학적 개념으로 인정받던 ‘수’, ‘더하기’ 등등의 산수의 개념을 ‘순수 논리
학’에 속하는 공리axiom로부터 연역되는 개념으로 대치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목표를 추구
한다. 그렇지만 프레게의 작업은 극소수의 철학자들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 
러셀, 비트겐슈타인, 카르납(Rudolf Carnap, 1891~1970)-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들
을 제외하고는 그의 저작은 사람들로부터 거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프레게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마이클 더밋(Michael Dummett, 1925~ )은 프레게에 대해 다
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 “프레게는 데카르트 이래 인식론이 누려온 주도적 위치를 논리학으로 
대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철학의 중심적 논의를 인식론으로부터 언어 철학 또는 의미이론이 
철학의 제1원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철학자이다.71) 한 마디로 프레게는 철학
의 탐구 지평을 언어로 전환시킨, 이른바 20세기 ‘철학의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 in 
philosophy의 진정한 주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프레게의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글쓰기 스타
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수준급이었으며, 비트겐슈타인 역시 그의 글쓰기 스타일을 흠
모했고 자신의 글쓰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 문장의 문체는 
특히 프레게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고자 했다면, 나는 첫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그의 영향력을 확립할 수 있었다.” (Wittgenstein, Zettle, p.712)

프레게의 탁월한 문장력은 사실 철학자로서 엄청난 재능이었다. 특히 『산수의 기초』The 

71) M. Dummett,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pp. 66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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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of Arithematics(1884) 는 모든 시기에 걸쳐 독창적이고, 명쾌하고, 엄밀하고, 경제
적이고, 위트가 있고, 미묘하고, 심오한 위대한 철학적 걸작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성질들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의 저작에서도 좀처럼 결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철학적 문장가로서 프레게를 능가하
는 사람은 플라톤과 데카르트뿐이다. 그들처럼 그리고 다른 모든 철학자들을 뛰어넘어 프레게는 처
음 접할 때도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매력적이고 생애 동안 반복해서 읽어도 얻을 것이 있는 글을 
쓰는 재주를 지녔다.72) 

  프레게의 관심은 산수가 공리화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7+5=12와 
같은 산수식은 선천적 종합판단(명제)으로 본 칸트 생각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
면, 어떤 진리를 모든 경험과 독립하여 안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선천적으로a priori 안다. 그
것을 경험을 통해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후천적으로a posteriori 안다. 반면에 분석과 종합의 
구분은 칸트가 판단에 의해, 특히 주어-술어 판단에 의해 하는 구분이다. ‘A는 B이다’는 판단
이 분석적인analytic 경우는 술어 B가 개념 A에 포함된 어떤 것으로서 주어 A에 속할 때이
고, 그렇지 않다면 종합적synthetical이다. 예를 들어, ① 모든 총각은 미혼 남자이다. ② 김
훈은 『칼의 노래』 저자이다. 여기서 ①은 분석 판단이고 ②는 종합 판단이다. 칸트는 인간 지
식의 확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선천적 종합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칸트는 
각각의 산수 명제 역시 직관Anschaung에 의해 알려진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7과 5를 더할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가령 우리 손가락 5개의 직관에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수
학자였던 프레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135664+37863과 같은 산수에서 우리는 135664개의 
손가락에 대한 직관을 그리고 37863개의 손가락에 대한 직관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7+5=12와 같은 산수식은 선천적 분석 판단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은 기하
학이나 심리학 혹은 물리학보다 산수가 그 범위가 넓고 깊다고 본 데서 연유한다. 물리학과 
심리학은 실제 인과 세계를 다루고 기하학은 직관 가능한 것의 세계를 다루며 산수는 사고의 
세계의 다룬다. 또한 사고될 수 있는 산수는 셀 수countable 있어야 한다. 유클리드의 정리
theorm가 공리axiom와 관련되어 있듯이, 산수의 진리는 논리학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 산
수는 논리학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주의의 탄생. 이런 맥락에서 프레게에 있어서 
산수의 진리는 선천적이면서 분석적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산수의 기초』 결론에서 프레게는 
산수의 법칙은 선천적일 뿐만 아니라 분석적일 수 있음을 그럴 듯하게probable 보였다고 주
장한다.] 프레게의 이러한 생각은 『산수의 근본법칙』에서 더욱 강화된다. 책의 제목에서 ‘근본
법칙’Grundgesetz이라 함은 [유클리드가 5개의 공준들postulates과 5개의 공리들axioms, 그
리고 정의들definitions을 통해 모든 기하학적 원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증명되지 않은 원초적 
명제 혹은 공리들에 해당된다. [이 이후의 과정은 프레게 특유의 방식으로 매우 복잡한 논의 
과정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프레게는 6개의 공리, 혹은 근본법
칙을 도입한다. 이들 6개의 공리는 차례대로 원초적 기호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조
건언(I), 그 리고 대상과 함수에 대한 양화사(II), 동일성 기호(III), 부정 기호(IV), 치역 기호(V)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연산자(VI). 이들 공리로부터 제한된 특정한 수의 추리 패턴에 의해 
논리학으로부터 산수 전체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했다. 

  그런데 프레게의 체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리는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그것은 바
로 1902년 6월 프레게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러셀이 프레게 체계에서 특히 공리 V가 모

72) 안소니 케니, 『프레게, 현대 분석철학의 창시자에 대한 소개』, 최원배 옮김, 298~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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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있음을 지적하는 글을 보낸 것이다. [프레게의 공리 V는 다음과 같다. 만약 두 함수의 
치역value range이 같다면, 주어진 논항argument에 대한 한 함수의 값은 다른 함수의 값과 
항상 같고 그 역도 성립한다. 이를 좀 더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모든 F가 G이고 모든 
G가 F이면, F의 집합은 G의 집합과 동일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공리 V는 개개의 개념 모두
가 외연을 가지며, 이는 어떤 속성을 가정하든 그 속성을 갖는 모든 사물만 원소로 하는 집합
이 있음을 말한다. 러셀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w가 ‘…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서술될 
수 없는 술어이다’라는 술어라고 가정했을 때, w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서술될 수 있는가?” 이
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러셀의 역설paradox of 
Russell로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먼저 Z를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 집합, 즉 자
기 자신의 원소가 되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이이라고 정의하자. Z = { x｜x ∉ Z }. 여기서 Z
는 자기 자신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Z가 Z에 속하지 않는다면, Z의 정의에 따라 Z는 
자기 자신에 속한다. 또한 Z가 Z에 속한다면, Z의 정의에 따라 Z는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
다. [이 역설의 버전을 쉽게 바꾼 것이 이발사 역설이다. 스스로 머리를 깍지 않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 주는 이발사가 있다. 그러면 이발사 자신은 어떻게 될까? 이발사가 자
신의 머리를 깎는다면, 그는 자신의 머리를 깎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의에 따라 그는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없다. 만일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깎아주어야 할 마을 사
람들의 집합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있다.] 

  러셀의 편지를 받은 프레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수
를 논리학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던 논리주의가 커다란 암초에 부딪친 것이었다. [그 이후 약간
의 수정 작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결국 프레게는 1906년 이후 산수의 기초에 관한 글쓰기
를 전면적으로 포기하기에 이른다. 말년에 프레게는 『산수의 기초』에서 야심차게 논의를 진행
했던 산수는 선천적 분석 명제임을 포기하고 칸트의 생각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비운의(?) 처
지에 이른다. 

내가 그 문제를 점점 더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산수와 기하학이 같은 토대에서-사실 기하학
적 토대에서-발전해 나왔음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수학은 사실상 기하학이다. 이런 식으로 
보아야만 본질상 완전히 동질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일상생활의 요구에서 심리적으로 나온 셈
은 배운 사람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73) 

                        
  수 이론을 논리로부터 정초하고자 했던 프레게의 논리주의는 분명히 실패했다. 그렇지만 그
의 실패는 단순히 한 수학자(논리학자)의 이론적 실패가 아니었다. 아니러니 하게도 그것은 현
대 논리학이라는 토양을 풍성하게 해주는 위대한(?) 실패였다. “위기 속에서 구원이 자란다.”
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프레게가 『개념표기법』을 내놓은 이후 계속된 그의 작업은 현대 논리
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는 데 혁혁한 공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지나
치지가 않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 이후 비트겐슈타인은 1911년 여름 독일의 예나로 
프레게를 찾아간다. 하지만 60의 나이를 넘긴 프레게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비트
겐슈타인은 자신보다는 러셀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프레게의 조언을 받고 
다시 캠브리지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논고』를 완성한 뒤에도 프레게와 몇 번의 서신 교
환을 나누었다. 그렇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 대한 프레게의 평가가 자신의 의도를 온전

73) Frege, Posthumous Writings,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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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프레게와 결별하게 되고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된다. 

그럼에도 프레게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받은 영향력은 무시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프레게의 
“하나의 낱말은 오직 문장의 문맥 속에만 의미를 가진다.”74)는 ‘맥락 원리’principle of 
context)와 ‘합성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 [이는 언어의 작문 기능 혹은 낱말 합성 기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제의 의미는 그 명제가 포함한 낱말들과 그것들이 결합된 방식의 
함수라는 생각을 말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논고』는 물론 후기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문맥 원리를 문법적 규칙에 따라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놀
이의 차원으로 바꾸어 생각한다. 

오직 명제만이 뜻을 가진다; 오직 명제의 맥락 속에서만 이름은 의미를 갖는다. (『논고』, 3.3)

어떤 한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행해지지 않았으며, 언어놀이를 떠나서는 
사물은 이름조차 가지 않는다. (『탐구』, §49)

  그렇게 해서 캠브리지로 돌아온 1911년 가을(10월) 22세의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사전 약속
도 없이 러셀의 연구실에 찾아가 자신을 소개한다. 당시 러셀의 기록에 의하면, 비엔나 출신
의 공학도였던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한 마디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집요하게 질문과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고 전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겐슈타인은 아직 공학과 철학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그래서 그는 러셀에게 자신에
게 철학적 재능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러셀은 방학 중에 글 한편을 써
오라고 주문하고, 비트겐슈타인은 겨울방학이 끝나는 이듬해 1월 러셀에게 한 편의 글을 제출
한다.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의 글을 읽은 러셀은 단번
에 그가 비범한 천재성을 가진 학생임을 알아본다. 1912년 2월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에 등
록함으로써 비트겐슈타인은 항공공학을 접고 철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는
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을 학부 학생으로 받아들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헤르츠의 물리학을 포함해서) 프레게나 러셀을 제외하고는 어떤 철학자
의 업적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러셀과 무어로부터 단순히 철학을 배우는 학부 학생이 아니라 자신 만의 독
창적 철학을 구축하려는 철학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해 6월에는 윌리엄 제임스
Willam James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을 읽는다. [이 
책으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은 후에 ‘놀이’Spiel 개념의 통찰을 얻는다.] 러셀로서는 당시 비트겐
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자신의 수리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즉 자신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이른바 주객전도의 현
상이 벌어진 것이다. (요즘 같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
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려는 기이한 현상이 종종 벌어진 것이다. 자신의 논문이
나 글에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의 눈에는 일종의 철학적 괴물과도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 러셀은 자신의 철학 체계의 완성을 위해 
‘지식의 이론’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지만 결국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유는 비트

74) Frege, FA, 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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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슈타인이 제기하는 강한 비판에 러셀은 전혀 응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캠브리지에서 러셀 이외에도 무어의 강의를 들었으며, 경제학자 케인즈John M. Kaynes와도 
교분을 가졌다. 한편 비트겐슈타인은 1913년 케임브리지를 떠나 노르웨이의 오지에 오두막을 
짓고 1914년 여름까지 그 곳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글을 쓰는데 전력
을 기울인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 교수가 학부 학생에게 논리학을 배우는 진기한 사건이 벌
어진다. 겨울에는 무어를 초대해 자신이 연구한 논리학에 대한 생각들을 무어로 하여금 받아 
적게 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글을 학사 학위의 논문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학교 
당국이 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무어로부터 
전해 듣고는 무어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 무어를 다시 만나는 데는 15년의 세
월이 흐른 후가 된다. 이때부터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이
었던 『논고』의 단초들을 하나 둘씩 메모로 만들기 시작했다.            

  위의 단락에서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다. 그것은 1913년 비트겐슈타인이 ‘케임브리지 리
뷰’라는 케임브리지 학부생들의 잡지에 생애 처음으로 코피P. Coffey의 『논리의 과학: 정확한 
사고와 과학적 방법의 원리에 대한 탐구』The Science of Logic: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thought and scientific method, (1912)에 대한 짤막한 서평을 기고한 것이
다.75) 이 서평을 통해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와 러셀의 편에 서서 자신이 가진 논리
적 사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코피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 · 스콜라 철학의 고전 논리 체계가 우월함을 옹호하는 입장이었
다. 프레게와 러셀의 논리학을 철저하게 공부한 비트겐슈타인으로서는 코피 교수의 관점은 당
연히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트겐슈타인이 비판하는 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
다.76) 

1. (36) 저자는 모든 명제가 주어-술어 형식이라고 믿는다.
2. (31) 그는 실재(reality)가 사고의 대상이 됨으로써 변화된다고 믿는다.
3. (6) 그는 ‘은’(혹은 ‘는’)이라는 계사와 정체를 표현하는 ‘이다’를 혼동한다.
4. (46) 그는 사물과 그것이 속하는 집합(class)을 혼동한다. (인간 한 명은 외견상 인류와 아       
   주 다른 존재이다.)
5. (48) 그는 집합과 복합을 혼동한다. (인류란 인간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하지만 도서관      
   은 책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아니다. 책은 특정한 공간적 관계 속에서 꽂혀져 있는 경우에만  
   도서관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47) 그는 복합과 총합을 혼동한다. (2 더하기 2는 4이지만 4는 2와 그 자체의 복합물이        
   아니다.) 

  프레게는 이미 일상 언어의 표기법과 형식적 표기법의 관계를 육안과 현미경의 관계로 비유
했다. 그만큼 일상 언어에는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들이 있다. 예컨대, 일상 언어의 ‘이다’(is)
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구분의 원조는 역시 프레게이고 러셀과 비트겐슈
타인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① 연사(계사)로서의 용법.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Chulsu 

75) 이 서평에 대한 전문은 레이 몽크, 『How to Read 비트겐슈타인』, 김병화 옮김, 11쪽~13쪽을 참조
할 것.] 

76) 레이 몽크, 『How to Read 비트겐슈타인』, 12~13쪽, 아래의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코피의 책에 있
는 쪽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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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inging)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연사(連辭, copula)로 나타난다. 이를 
프레게 식으로 표현하면, ‘…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와 같이 고정된 부분을 함수(function)라
고 하고 ‘철수’는 논항(독립변수, argument)에 해당된다. ②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호. ‘2 곱하
기 2는 4이다’에서 ‘2 × 2 = 4’로 번역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존재의 표현. ‘악마가 있다’에
서 이것은 존재 양화사를 사용하면 ‘약간의 x에 대해서, x는 악마이다’로 번역된다. 비트겐슈
타인 역시 이를 받아들인다. “(독일어) ‘ist’(이다, 있다)라는 낱말은 계사, 동일성 기호로, 존재
(存在)의 표현으로 보인다.” (『논고』, 3.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와 러
셀의 개념표기법을 받아들이면서도 논리에 대한 자신만의 사고를 전개하고자 했음은 다음의 
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혼동들Verwechslungen이 걸핏하면 생긴다. (철학 전체는 그러한 혼동들로 
가득 차 있다.) (『논고』, 3.324)

이러한 오류들을 피하려면 우리는 같은 기호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리키는 기호들을 외면상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오류들
을 배제하는 어떤 하나의 기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 문법-논리적 구문론-에 따
르는 어떤 하나의 기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프레게와 러셀의 개념표기법은 물론 모든 결함을 다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언어이다.) (『논고』, 3.325)
          

  위의 마지막 인용문을 볼 것 같으면,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히 프레게와 러셀, 특히 프레게의 
공리 V에 대해 러셀이 제기한 역설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러셀의 해결책, 즉 ‘유형 이
론’theory of types[이는 명제 함수가 유의미한 명제가 될 수 있게 하는 독립변수(논항)들의 
어떤 범위가 있으며, 이는 어떤 일정한 위계 구조, 즉 개별자들의 집합(제1유형), 제1유형의 
집합들의 집합(제2유형), 제2유형의 집합들의 집합(제3유형) 등등을 이룬다는 러셀의 이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유형 이론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은, 유형이론은 
말할 수 없는(오직 보여질 수만 있는) 것을 말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올바른 표기법
에서는 러셀의 역설은 아예 생길 수 없으며, 따라서 유형 이론은 불필요하다.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역설을 ‘집합’ 대신 ‘함수’에 대한 논의로 바꾸어 생각한다. (이런 맥락과 유사하게 비
트겐슈타인은 러셀이 도입한 ‘환원가능성 공리’axiom of reducibility, ‘무한 공리’ axiom of 
infinity, ‘곱셈 공리’ mutiplicative axiom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의 
세 개의 공리가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전혀 아무런 답을 제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러셀이 논리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던 
『수학 원리』(1910)의 주장은 당연히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러셀의 “유형 이론”을 살펴보자: 러셀의 오류는 그가 기호 규칙들을 세울 적에 
기호들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3.331)

어떤 명제도 자기 자신에 관해 무엇인가를 진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제 기호는 자기 자신 속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형 이론”의 전부이다.) (3.332)

러셀의 “환원가능성 공리”와 같은 명제들은 논리적 명제들이 아니다. (6. 1232)

환원가능성 공리가 적용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세계가 생각될 수는 있다. 그러나 논리학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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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실제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물음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6.1233)

프레게와 러셀이 부딪치게 된 난제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벗어나고자 했던 탈출구는 무엇인
가? 비트겐슈타인은 의외로 단순할 정도로 자연주의적 처방을 내린다. 논리의 규칙들은 전적
으로 구문론적 규칙들, 즉 기호들을 다루기 위한 규칙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논리
는 ‘속성’, ‘관계’, ‘논리 상항’과 같은 낱말들을 정당화할 철학적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철학은 그것의 적용에 제한을 가할 수도 없다. 말 그대로 “논리(학)는 스스로를 돌보아야만 한
다.Logic must take care of itself…논리에서 가능한 모든 것은 또한 허용되어 있다.” 
(5.473)  

4. 전선에서 논리 + α, 신비의 영역을 깨우치다. 

1914년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에 머무는 동안 『논리(학)에 관한 노트』(Notes on Logic)를 
통해 논리학의 근본적 문제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기본적 골격을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
았지만) 마련했다. 그 당시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암으로 사망한 아버지 칼 비트겐슈타인으로
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그것은 독일 인
스부르크에서 발행되는 잡지인 『연소』Der Brenner의 편집인인 픽커Ludwig von Ficker에게 
생계수단이 없는 오스트리아의 예술인들에게 10만 크라운(이 돈은 1914년 4천 파운드의 가치
에 해당된다)의 돈을 후원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부잣집 도련
님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셈이다. [픽커는 비트겐슈타인에게 영향을 미
친 크라우스를 숭배하는 작가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 『논고』를 완성한 후 비트겐슈타인은 그 
책의 출판을 픽커에게 부탁한다. 그는 1912년 10월부터 1914년 7월까지 『연소』에 매호 천재 
시인인 게오르그 트라클Georg trakl의 작품을 연재했다. 비트겐슈타인이 픽커에게 편지를 쓸 
무렵 『연소』는 독일 아방가르드의 주도적인 문학잡지 중의 하나로 명성을 갖고 있었다.] 비트
겐슈타인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요 인물로는 트라클을 포함해서 작가 릴케Rainer Maria 
Rilke, 작가와 철학자로 알려진 칼 달라고Carl Dallago, 무장식으로 유명한 건축가 아돌프 루
스, 화가 코코슈카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있었다. 비트겐슈타인이 작품도 알고 좋아했던 수혜
자는 루스, 릴케 그리고 트라클이었다. 트라클의 시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픽커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했다. “나는 그 시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들의 어조가 나를 행복하
게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천재성의 어조입니다.” 하지만 트라클은 1차 세계대전 중 크라코프
Kraków 군 병원에서 정신병 환자로 있다가 1914년 11월 3일 코카인 과다복용으로 자살한다. 
비트겐슈타인은 트라클을 만나기 위해 크라코프로 달려가지만 이미 그는 이틀 전에 죽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비참함을 실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로서는 악전고
투의 연속이었다.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비트겐슈타인은 8월 7일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게 
선전 포고를 한 다음 날 입대했고 동부 전선에 있는 크라코프에 주둔한 포병연대에 배치된다. 
(비트겐슈타인은 탈장이 있어 징집을 면제받지만 군에 자원했다.) 유럽이 전쟁의 광풍에 사로
잡히자 논리적 사고를 견고하게 구축하고자 했던 비트겐슈타인도 전쟁으로 인한 열광에 사로
잡힐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그로서는 전쟁으로 죽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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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했다. 당시 비트겐슈타인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꾸준
히 썼다. 이처럼 죽음을 영웅적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가치는 비트겐슈타인이 이전
에 읽었던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의 다음과 같은 구절과 관련이 있다.  

사람이 다른 점에서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만일 그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그리
고 더욱더 만일 그가 자기가 선택한 일 안에서 죽음을 영웅적으로 겪는다면,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영원히 신성하게 된다.77)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철학에 들어서면서 제임스의 이러한 종교적 경
험의 다양성을 ‘언어놀이’의 개념으로 바꾸는 수순을 밟는다. 전쟁에 참여한 지 2년 후에 실제
로 적군을 처음 보았을 때의 실존적 체험을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작가 레이 몽크는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아마도 죽음에 가깝다는 것이 인생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신이 나를 깨닫게 한다.’ 그렇다면 전쟁
으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원했던 것은 그의 전 인격을 탈바꿈하는 것, 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게 
바꿀 ‘여러 가지의 종교적 경험’이었다. 이 점에서 전쟁은 그에게 딱 알맞은 때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려는’ 그의 소망이 논리학의 근본 문제들을 풀려는 소망보다 더 강할 때에 찾아 왔다.78)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당시의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린츠의 학교
생활이 그랬던 것처럼. 철강부호의 막내아들로 곱게(?) 자란 (그러면서도 인텔리전트한 삶을 
추구했던) 비트겐슈타인으로서는 일반 사람들과의 소통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진솔한 친구라고 여겼던 핀센트David Pincent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의 절망감은 자살
을 생각할 정도로 커졌다. 그 해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로부터 안부를 묻는 격려의 편지를 받
기도 했다. 아무튼 당시 비트겐슈타인의 절망감을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글
이었다. 그것은 바로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톨스토이의 『복음서』The Gospel in Brief였다. 
그는 이 책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자주 읽었으며 동료들에게는 ‘복음서를 가진 사람’으로 알
려지기도 했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도 감동을 받아 늘 지니고 
다녔다. 비록 그의 육체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외부 세계에 속했지만 그의 영혼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말 그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부 세계에 충실해야만 했다. 그렇게 하는 것
이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당시 비트겐슈타인의 심적 
상태는 육체적 욕망과 논리에 관한 철학적 연구에 대한 의욕이 중첩되고 있었다. 바로 이 지
점에서 논리와 (신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종교라는 두 영역이 논의될 수 있는 단초가 마
련된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으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전개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후의 글에서 다루어진다. 
  그 해 9월 후반부 (오스트리아가 후퇴하는 동안) 비트겐슈타인은 동부전선에서 복무하는 동
안 우연히 한 잡지에서 파리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 관한 소송 기사를 읽었다. 여기서 그
는 파리의 법정에서 자동차 사고를 묘사한 모형 인형 기사를 읽고 명제는 현실(실재)의 그림
이라는 이른바 그림 이론picture theory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림이론이 말하는 바는 명제, 
즉 언어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언어는 세계의 사실들과 그 관계를 보여준다
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재판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집, 차, 사람들

77)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레이 몽크, 『천재의 의무 1』, 160쪽, 재인용.
78) 레이 몽크, 『천재의 의무 1』,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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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신해서 모형들로 이루어진 소형의 집, 차, 인형들을 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말로 기술하
고 설명했다. 즉 명제proposition의 부분들과 세계world 사이에는 일정한 대응 관계
correspondence relation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선이나 색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명제는 논리적으로 그린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이는 명제와 사태 사이에는 공
통의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언어가 현실을 표상Vorstellung하는 
것은 바로 논리적 구조의 공통성 때문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우리는 곧바로 말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졌다고 말하는 대신, 이 명제는 이러
이러한 상황을 표상한다. 명제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그린다. 오로지 이 방식으로만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그것은 한 상황의 그림이라는 것에 의해서만 현실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Notebooks, p.7)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다: 왜냐하면 내가 명제를 이해한다면, 나는 그 명제에 의해 묘사된 상황을 알
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제의 뜻이 나에게 설명되지 않아도 나는 그 명제를 이해한다. (『논고』, 
4.021) 
     
우리는 우리에게 사실의 그림을 그린다. (2.1)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의 상황, 즉 사태(Sachverhalt)들의 존립과 비존립을 표상한다. (2.11)

그림은 현실의 모형(模型)이다. (2.12)

그림이 실재와 공통으로 갖는 것이 논리적 형식이다. (2.18) 

논리적 그림은 세계를 모사할 수 있다. (2.19)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에 들어 있는 가능한 하나의 상황을 묘사한다. (2.202) 

그림은 현실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은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다. 즉 참이거나 거짓이
다. (2.21)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思考)이다. (3) 

명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상형문자를 생각해보자. 상형문자는 그것이 기술하는 사실들을 모사한
다. 그리고 자모문자는 상형문자로부터 모사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서 생겨났다. (4.016)        

  그 해 11월 비트겐슈타인은 크라코프에서 니체의 『반 그리스도』The Anti-Christ를 읽는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니체는 기독교적 신앙을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로 규정하면서 ‘신은 죽었
다’Gott ist tot를 외친 낭만주의 철학의 최종 철학자이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
적 영혼의 힘을 간직하고자 했던 비트겐슈타인이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은 다소 의문으로 생각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보통 우리가 아는 광신도 차원에서가 아니라, 철학적 
성찰의 결과 기독교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신념은 자신의 생애에서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
었다. 논리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신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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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조차도, 비트겐슈타인은 신이 자신의 흐트러진 정신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종교적 심성의 소유자였다. 그럼에도 비트겐슈타인이 니체에게서 얻은 종교적 영감의 원
천은 바로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종교의 본질은 느낌과 실천이지 신
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픈 영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기서 실천practice과 삶의 방식forms of life은 후기 비
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생각하지 말고, 보라” (『탐구』, 
§66), “낱말은 오직 삶의 흐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Last Writings, §913)) 이와 관련해서 
레이 몽크는 비트겐슈타인이 니체의 다음 구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했을 것이라고 단언한
다.

‘믿음’, 아마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 기독교의 뚜렷한 특징을 찾는 것은 불합리할 
정도로 옳지 못한 일이다. 오로지 기독교적 실천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그가 살았던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기독교적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런 인생은 가능하며,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필수적이기도 하다. 진짜로 원시적인 기독교는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 …믿음이 아니라 행동
이며, 한편으론 무엇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행동, 다른 종류로 존재하는 것이다. …의식의 
상태, 가령 어느 것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의식하는 의식 상태 또는 믿음은 어느 종류의 것이건 완
전히 관심 밖의 문제이며 본능들의 가치와 비교해보면 하류의 문제이다. 모든 심리학자가 이것을 
안다.…기독교인이라는 것, 기독교성을 참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의식의 단순한 현상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79) 

  아마도 니체의 이 구절은 기독교의 진정성을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나머지 오늘날의 천박한 
신앙제일주의에 경도된 기독교에서는 주목할 대목이라 여겨진다. 오늘날 기독교는 오로지 믿
음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정당화하는 기괴한 물신숭배의 허상에서 벗어나
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니체나, 긍정하는 비트겐슈타인은 역설적으로 순
수한 종교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인정한 철학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족 하나. 오늘날 
니체의 정신을 가장 극단적으로 수용하는 과학자의 글로는 리차드 도킨스Richard Dowkins의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2007)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인간
의 능력에 주목하라는 그의 주장은 서구 기독교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신에 대한 부정
이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인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는 그의 주장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니체가 신을 부정하면서 그 대안을 예술에서 
찾고자 했다면, 도킨스는 (밈(meme) 유전자를 통한 예술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과학에
서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1915년 5월과 6월 사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력을 얻는다. 여기에는 
그의 친구 핀센트로부터 편지를 받고 논리에 관한 철학적 상상력이 풍부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Notebooks:1914~1916』의 상당 부분은 이 시기에 쓴 것이다. 이 시기
에 그가 주로 다루었던 문제는 언어(명제)와 세계, 사실과 사물(대상)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원자 사실, 혹은 단순 대상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의 존재가 언어와 세
계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79) F. Nietzsche, The Anti-Christ, p.151, 레이 몽크, 『천재의 의무 1』, 17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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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제를 그것들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아니다. 우리는 세계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생각은 세계는 현재 상태로 존재해야 하고, 한정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와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Notebooks:1914~1916』, 1915년 6월 15일, p.62)

  1916년 3월 비트겐슈타인은 자원을 해서 러시아 전선의 전투부대에 배치된다. 그는 루마니
아 국경 근처에 있는 동부 전선의 최남단 지점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제 7군에 소속된 포병연
대에 배치되었다. 말 그대로 이곳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최전선이었다. 그야말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삶의 고통과 비참함을 실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전선에서의 실존적 체험은 신비의 영역이
라 할 수 있는 종교, 윤리학, 미학 그리고 삶의 의미에 관한 생각들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
기가 된다. 그러면서도 논리학과 관련된 함수와 명제의 본성에 관한 문제와 단순 대상들의 존
재와 같은 문제를 계속 고민했다. 이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당시 생사를 가로지르는 전쟁
의 체험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논고』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6월 11일 비트겐슈타인은 “신에 관해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내가 아는 것은 무엇
인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을 안다. …나의 의지가 세계를 관통하리라는 것을. 나의 의지는 선하거나 악하다는 것을. 그
러므로 선과 악은 어떤 식으로든 세계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인생
의 의미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사건들에 대한 어떤 영향도 포기함으로써 나 자신을 
세계에 대해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을 뿐이며 어떤 의미에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Notebooks, p.72). 전쟁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을 (종교를 포함
해서) 윤리학과 논리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때문에 그에게는 종교
적 신앙은 물론 철학이 더욱 견고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신을 믿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는 나에게 주어진다. …확실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양심
은 신의 소리이다. (같은 책, p.74)
  논리학의 기초로부터 세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탐구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비
트겐슈타인은 윤리학은 논리학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조건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힌다. 즉 논
리적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하나의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학을 
이해하려면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보아야 한다. 단 논리적 사고와 달리 윤리학은 물론 종교, 
미학과 관련된 명제들은 무의미(nonsens)의 영역에 속한다.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다는 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논고』, 
6.44) 

영원의 상(相) 아래에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세계를 전체 –한계 지어진 전체-로서 본다는 것이다.  
한계지어진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느낌은 신비스러운 느낌이다. (『논고』, 6.45) 

정말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스스로를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들은 신비적
인 것이다. (『논고』, 6.522)               

예술작품은 영원의 상 아래에서 보여진 대상이다. 그리고 인생은 영원의 상 아래에서 보여진 세계
이다. 이것이 예술과 윤리학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사물들을 바라보는 통상적 방법이 말하자면 
그것들 한 가운데서부터 보는 것이라면, 영원의 상 아래에서의 견해는 외부로부터 보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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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전 세계를 배경으로 가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이다. (Notebooks, p.83)     

  1916년 비트겐슈타인이 다시 쇼펜하우어를 읽었는지 아니면 젊은 시절에 읽었던 구절을 상
기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쇼펜하우어의 생각과 맞
닿아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원의 상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ub specie 
aeternis는 원래 스피노자가 사용한 말이다. 레이 몽크에 따르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
계』에서 쇼펜하우어는 주목할 정도로 명상(冥想)의 한 가지 형식에 대해 논의한다. 이런 형식
의 명상에서 우리는 “사물들을 살펴보는 일차적 방식을 버리며 더 이상 사물들의 위치, 시간, 
이유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본성에 대해 생각한다. …스피노자가 다음과 
같이 썼을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정신은 사물을 영원의 상으로부터 생각하
는 한 영원한 것이다.” Mens aeterna est quatenus res sub specie aeternitatis.80) 
  같은 해 8월 비트겐슈타인은 8월 전투 중 용감한 행동으로 훈장을 받으면서 사병에서 장교
(소위)로 진급하고, 10월에는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 모라비아Moravia의 올뮤츠Olmütz에서 
지내는 동안 또 한 명의 친구 파울 엥겔만Paul Engelmann을 운명적으로 만난다. 그는 아돌
프 루스와 칼 크라우스의 제자였다. 이들의 우정이 지속된 것은 둘 다 모두 예술적 취향도 비
슷했으며 종교적 깨달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분석했을 것이라는 추
측이 지배적이다. 엥겔만은 논리학과 신비주의를 연결시키고자 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도 
상당한 공감을 가졌다. 비트겐슈타인이 죽은 뒤 엥겔만은 비트겐슈타인과 교환한 서간집과 회
고록을 출판했다. 이 둘의 서신 교환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신비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있다. 특히 1917년 4월에 엥겔만은 비트겐슈타인에게 울란트Uhland가 쓴 “에버하르트 백작
의 산사나무”라는 제목의 시를 써서 보냈다. (이 시는 십자군 원정을 나간 동안 산사나무 덤
불에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집에 돌아온 뒤 자기 집 정원에 그것을 심은 병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아무런 수식 없이 도덕을 묘사하고 그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이 시가 전하는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는 이 시를 
통해 표현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려고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소통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철학적 
이념을 보일 수 있음을 알았다. “철학은 한 편의 시처럼 쓰듯이 해야만 한다.” (『문화와 가
치』, 28쪽)는 비트겐슈타인의 경구가 등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1918년 2월 1일 비트겐슈타인은 중위로 진급했다. 6월에는 다시 포대 관측장교로 전투에 
참여했다. 이 전투는 비트겐슈타인이 참여한 오스트리아군의 마지막 공격이었지만 곧바로 격
퇴 당했다. 퇴각 후 그는 9월 말까지 휴가를 받는다. 이 시기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철학논고』의 원고를 완성한다.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원고를 완성하기 전 비트겐
슈타인은 친구 핀센트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는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려는 충
동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삼촌 파울 비트겐슈타인Paul Wittgenstein은 자신의 조카 비트겐슈
타인을 우연히 만나 절망에 빠진 그를 설득해서 잘즈부르크Salzburg 할레인Hallein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오도록 했으며, 바로 이 집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논리-철학논고』를 
완성한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고실험을 통한 청년 비트겐슈타인의 불후의 저작이 탄생된 것
이다. 그럼에도 『논고』가 출판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다. 그 해 10월 또는 11월
에 비트겐슈타인의 둘 째 형 쿠르트가 총으로 자살한다. 이미 전선의 패배로 인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와 휴전이 체결되었다. 

80) Schopenhauer,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I, p. 179,  레이 몽크, 『천재의 의무 
1』, 20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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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과 더불어 비트겐슈타인은 이탈리아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 코모Como에 있는 포로수
용소에서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기도 했다. 카지노의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레게, 러
셀, 엥겔만에게 『논고』의 원고를 보내고 1919년 8월 21일 비트겐슈타인은 포로수용소에 석방
된다. 이처럼 『논고』는 수많은 모진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될 수밖에 없었다. 니체 식
으로 말하면, 『논고』는 ‘운명애’amor farti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전기 비트겐슈타
인의 삶 자체는 로고스·파토스·에토스가 총체적으로 작동한 수사학적 삶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운명처럼 다가온 그가 겪은 삶의 흔적과 주름은 향후 그의 에토
스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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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사회와 에토스의 수사학

하병학(가톨릭대학교)

1. hic et nunc(여기 현재)

  수사학회 전신인 수사학연구회부터 시작하면, 한국에서 수사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수사학이 한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리고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현재 한국사회를 직시해 보자고 제안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한국전쟁을 치룬 지 60년이 넘었지만 그 여파가 아직도 심각하
여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타협과 공존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상
대를 오직 좌빨, 종북세력, 그리고 보수꼴통으로 색칠해버리는 사람들 사이 어떤 소통이 가능
하겠습니까? 노동, 도시개발, 원자력 폐기장, 먹거리, 교육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를 해도 불법시위라며 물대
포로 진압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종북세력이라며 가스통을 들고 나옵니다. 역사교과서 검증 
방식에 대한 문제마저 역사 담론, 교육 담론이 아니라 정치 담론으로 바꾸어버리고, 심지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일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수와 진보
의 대결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허울뿐이듯 자신들의 
기득권만 추구하는 허구담론, 대리논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 계층격차는 날로 심
화되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지만, 권력집단, 기득권 세
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만 더 부가하려고 하고 친재벌기업 정책을 확대하
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입사 인원으로 대학을 줄 세우고, 탈세・주가조작 등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도 고작 몇 개월의 징역살이만으로 특별감형을 받고,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그들을 감쌀 뿐입니다. 벌금을 대신하는 노역에서 일반 국인들은 일당 5만
원으로 정하는데, 어느 대기업 총수는 일당 5억으로 판정한 재판을 보고, 동일한 노동에 1만 
배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를 보고, 어느 누가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법치주의라고 인정하
겠습니까? 실업,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면 모두가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하는데 권력
층・기득권층, 정치인・고위공무원・기업총수는 아무런 희생 없이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지
우면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권만 잡으려고, 국회의원만 되려고 할 뿐, 무엇
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제시하더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모든 일반국민이 지키고 있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를 아랑곳하지 않고,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표절 등 부도덕성 종합세트를 보는 
듯합니다. 때만 되면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군 관계자는 정작 안보, 국방력에 가장 저해되는 
방위산업 비리, 군대폭력에 대해서는 은폐하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
니까? 그 사이 한국사회에서는 물질만능주의와 강자독식주의가 팽배하여 인간다운 삶,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실종된 채 오직 ‘경제’만 우리 귀와 뇌를 지배하고 있습
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도 친정부・기업화 되어 예전에는 기업에서나 들을 법한 ‘대
학 경영’, ‘경쟁력 강화’, ‘효율성 제고’ 등을 외치며, 취업목적 교육기관, 대학평가 서열우위목
적 기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학 평가와 총장 직선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학교수들
의 진리의 목소리를 요즈음처럼 듣기 힘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 교수들은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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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곧 인간성의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시간강사제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권력의 
지배담론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특수목적교육을 받
은 나머지 푸르디푸른 낭만과 비판적인 대항담론의 청년정신을 잃어버린 채, ‘아픈 청춘’, ‘흔
들리는 영혼’, ‘열정 페이’로 전락하여 스펙 쌓기와 취업목적의 활동, 알바로 내몰리고 있습니
다. 그리고 그들은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문송합니다’라는 말로 한국사회의 계층 갈등,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통과 수모를 말합니다. 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
었습니까? 멀쩡한 어린 자식들이 죽음에 내몰리어 그 사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고 
단식하는 가족들 앞에서 조롱과 저주의 폭식투쟁을 하는 괴물 같은 국민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요? 엄청난 갈등의 ‘여기 현재’ 모습입니다.  

2. 갈등과 설득 및 소통

  갈등은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적, 사회적 갈등
과 한 개인의 관념, 욕구, 의무, 환경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적, 심리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R. 다렌도르프가 주장했듯, 한 사회에 있어서 갈등은 나쁜 것만도 아니고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등은 사회변동의 초석이 되고 여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근거 있는 
갈등, 이성적인 논쟁, 문제해결에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자신의 주장(의견)을 수정하는 열린 토
론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과정을 갖지 못한 사회통합은 오히려 입 
다물고 권력자가 정한 대의와 원칙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라는, 반대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허
락된 방향과 크기를 넘지 말라는 반민주적 지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 발생과 
그 해결 방식이 폭력적이냐 이성적이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한 공동체의 갈등과 관련한 
민주성의 핵심은 대화, 소통, 설득 등의 언어행위입니다.81) 의사소통은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상 갈등을 야기하고 증폭시키는 원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
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근본적일수록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 공동체에서 이제까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제기이며, 
그 공동체의 사회 규범과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이는 이제까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즉 논증하라는 요구이므로 그들에게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대
응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제기에 대한 배제와 억압, 즉 폭력입니다.82)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기존의 공
동체 운영 방식에서 평온한 삶이 보장되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제기, 질문은 병리적이거
나 공동체의 토대를 흔드는 도전이고, 따라서 광기서린 치유 대상이거나 사회적・윤리적으로 
위험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연함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과 설명, 그리고 공고화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당연한 것

81) 일반적으로 갈등의 구성적 요소로 둘 이상의 당사자, 상호의존성, 의사소통의 내재를 꼽고 있습니다. 
최해진, 『갈등의 구조와 전략』, 두남출판사, 2004. 

82) M. 푸코는 담론의 생산과정에서 배제의 체계를 금지, 분할 및 배척, 그리고 진위의 대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미셀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해설, 새길, 1993, 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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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간주되어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는 공론의 과정에서 그 
합당한 근거를 밝히고 의문을 제시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함께 구성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
하는 언어행위입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온 것은 그 사회에서 통념・상식・양
식・규범, 심지어 진리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익숙한 사람은 이것을 근거로 다른 것을 논
증할 수는 있어도 이것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근거를 생각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
연함에 대한 의문은 공론을 통해 그 사회 근간의 건강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단지 반복, 숙지
하는 것을 넘어 그것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시대정신으로 재구성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생기 있게 적용함으로써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동참할 수 있는 신뢰할 만
한 공동체로 성숙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의미합니다.83) 
  셋째, 질문과 대답, 이에 대해 다시 질문, 반박으로서의 주장, 다른 해결책으로서의 주장 등
이 뒤따르는 논증행위들의 갈등입니다. 즉 배제와 확인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역동적인 대화와 
변화로서 갈등이 진화하는, 당연하다고 간주되었던 사회적 규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
는 과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논증행위에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
한 갈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립되는 주장들이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 자
신의 삶의 방식에 경도될 수 있으며, 기존의 삶의 방식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
고 있어 다수/강자와 소수/약자 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다수성과 
일반성이 갈등 해결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멈춰 있을 뿐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갈등의 이성적 해결은 현재 지지자들의 상대적 다수를 넘어 더 좋은 공동체에 대한 
염원과 미래 구성원들까지 판단자로 포괄하는 설득적인 논증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미래지향
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의 정도에 따라 합의가 대단히 힘든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갈
등 당사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힘들 것 같은 염려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만 갈등이 강해질수록, 의문의 힘이 강해질수록 당연시했던 공동체의 규범, 상식이 더 명료화
되며, 갈등 당사자들과 청중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성실성을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강도 높은 갈등은 진정한 보수와 
자기 기득권만 확대하려는 사이비 보수, 그리고 진정한 진보와 배타적이고 유아독존적인 사이
비 진보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담론 공동체에서 사이비 보수와 
사이비 진보는 의문의 힘으로 인해 그 본질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담론과정을 방해하거나 
무가치하게 만들려 하는 구성원들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공동체적 문제제기
와 갈등은 공동체의 토대에 대한 공론적 검토, 확인, 개선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구성원
들의 공동체 의식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의 가능성은 논증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 대답으로서의 주장, 주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질문, 반박으로서의 주장 등 
일련의 언어행위의 상호과정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소통
은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소통
능력이지만, 아이러니하게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도 소통능력입니다. 
이처럼 지성인이라면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현을 위해 노력할 텐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사회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요?    

3. 에토스의 수사학 

83) 수사학에서는 이를 과시적 수사학(epideictic rhetoric)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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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
례로 제시됩니다. 아테네에서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나 구성원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 어떤 절
대 권력자나 맹목적인 신앙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 -비록 그 시대 여성과 노예는 제외되었지만- 그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여 경쟁하는 
주장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주장을 그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해
법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설득의 학문으로서 수사학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구성
원, 즉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수사학을 학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
늘날과 가장 큰 차이는 아테네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토론에 참가하는 직접민주주의
지만 오늘날에는 구성원들이 많아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입니다. 즉 공론의 장과 참여방식이 다
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수사학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갈등 해결에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에토스와 연관지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는 설득의 수단, 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설을 통해 나타나는 설득 수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설득 수단은 화자의 성품
(ethos)에 근거하든가, 청중으로 하여금 어떤 기분(pathos)을 갖도록 만드는 데 근거하든
가, 또는 끝으로 말(logos) 자체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증명이나 유사 증명을 통해 설득
에 도달한다.”84) 

  저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인간의 모든 능력과 관련된 것이자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기저의 총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사회의 갈등의 원인이자 해결책인 설득, 논증
행위, 소통 등의 언어행위에 있어서 어떤 면이 결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득의 세 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언어행위에 대해 이 
세 관점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떤 언어행위가 마녀사냥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의 원인이 아닌 사람을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로고스, 멀쩡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격이라는 점에서 에토스, 그 표현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청중들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파토스 관점에서 모두 부적절합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에토스를 중심
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윤리학, 정치학과 함께 실천학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
사학에서 로고스만이 아니라 에토스를 강조합니다. 

“말이 화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설득은 성품을 통해 성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덕이 있는(올곧은. 정직한, 반듯한 Tugendhaften) 사람을 더 기꺼이 더 신속하게 신뢰하
며, 특히 확실성이 없고 의심이 지배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 말하자면 성품은 이처럼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85)

84)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mit einer Bibliographie, Erläuterungen und einem 
Nachwort von Franz G. Sieveke, München, 1995, I, 2, 1356a. (참조: 아리스토텔레스, 『수사
학』, I, II, 이종오 옮김, 리젬, 2007.)

85) Aristoteles, 위의 글, I, 2, 13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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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저로서는 풀기 힘든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에토스를 저는 성품으로 번역했지만, 예컨대 성격, 인격, 윤리성 등과 비교하여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수사학 이해에 적합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설득함에 있
어서 화자가 청자에게 신뢰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신뢰는 로고스와 에토스에 의해 
생성됩니다-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또는 적어도 갖춘 것으로 보여야 할 성품을 말하는 것으
로 이해됩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자주 등장되는 용어를 사용하면 어쩌면 인성이라는 용어와
도 부합할 것 같습니다. 
  2) 설득에서 에토스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지라도 왜 에토스가 등가적,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확실성을 찾기 어려운 경
우, 의심이 지배하는 경우 그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아리스
토텔레스는 모든 경우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에토스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면 『수사학』에서 수사적 논증이 아니라 성품이 주로 다
루어졌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답변을 찾기
가 어렵습니다. 
  3) 그가 말하는 에토스에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위의 인
용문에서는 덕을 지적하였지만, 『수사학』 II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통찰력(신중함, 분별: 
Einsicht)과 호의를 제시합니다. 

화자 자신이 신뢰를 받는 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 통찰력과 덕과 호의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을 개진하거나 조언하는 일과 관련하여 실수하는 것도 이 세 요소를 드러
내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그 중 어느 한 요소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우둔해
서 바른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바른 의견을 모르지 않으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
기에 바른 것을 말하지 못한다. 아니면 통찰력도 있고 덕도 있지만 호의적이지 않아서 무
엇이 최선인지 모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조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 외 다른 가능성
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사람이 청자에게 믿음을 줄 수
밖에 없다. 통찰력이 있고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은 덕에 대한 탐구에서 취해
야 한다. (....) 그러나 호의와 우정에 대해서는 감정에 관한 장에서 다룰 것이다.86) 

  과연 이것만이 화자의 성품과 연관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더 골치 아픈 것은 통찰력
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성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자의 중요한 성품
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호의, 선의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만, 호의를 감정과 연관시킨다는 점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파토스와 연관지어 논의하는 것에 기대어, 로고스는 논증과 논증을 나타내는 
언어만을, 에토스는 그러한 논증을 하는 사람의 지적인 측면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결국 그의 에토스에 대한 이해는 있어서 덕이 핵심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사학』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 에토스적 관점에서 핵심은 이러한 성품들을 가진 화자가 아니라 가진 것처럼 보이는 화
자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러한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언어행위
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성품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진 것

86) 위의 글, I, 8, 1366a. II, 1, 13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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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여주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 설득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갖추어야 할 성품이 아니라 보여줘야 할 성품을 주목한 
것은 마키아벨리가 군주에 대해 강조한 것처럼 일종의 기만적인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득행위가 화자의 성품 덕택으로 성공한 뒤, 추후에 그것이 거짓 성품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 그 화자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화자와 청중 사이의 소통도 
단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행위의 단기적 성공을 넘어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보여주
고자 하는 성품에 진실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는 수사학이 화자 중심의 설득의 학문을 넘어, 화자와 청자를 동
시에 고려하는 소통의 학문으로, 더 나아가 구성원 간의 신뢰와 갈등의 생성・확산・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공동체 수사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와 포스가 말하듯 
좁은 의미의 설득이 승리를 지향하는 정복의 수사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점 때문입니
다.87) 갈등은 승자와 패자를 가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설득의 수사학은 
갈등의 진원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2 소통과 에토스 

  에토스에 대한 두 번째 논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
하는 학자이지만, 최근 들어와 우리사회에서 선호되는 ‘윤리’와 ‘인성’이라는 용어를 유감스럽
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윤리’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어처구니없
게도 ‘규정’과 ‘징계’ 및 ‘처벌’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징계와 처벌은 법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윤리는 근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는데, 우리사회에서는 법을 벗어난 상태에
서도 처벌을 강행하고자 할 때 ‘윤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편 작년에 중등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 ‘인성도 경쟁력이
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저와 같은 철학자들에게는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인성이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인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영어 등 외국어 어
떤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문제제기 했듯 덕이 교육가능한
지, 인성이 측정가능한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없는 인성이 무엇인
지, 누가 무슨 이유로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지 등 논의도 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인
성교육은 예전에 있었던 ‘국민윤리’와 같은, 말 잘 듣는 국민, 통제 가능한 국민 교육이 될 소
지가 큽니다. 하기야 ‘혼의 비정상’ 등 영혼도 훈육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
국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자, 주제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추구할 만한 가치와 
덕목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논란도 끝이 없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 문화와 환
경을 떠나 인간이, 화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 덕목을 확정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구체적 사
안에 적용하고, 이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요컨대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함께 인정하는 가치들이라고 할지라
고 그것들의 선후, 위계 등을 체계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어진 현실상황에서는 한 가치가 
다른 가치와 부딪칠 수 있고,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사고를 전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화자는 설득, 논증행위를 잘 할 

87) Soja K. Foss/Karen A. Foss, Inviting Transformation, Presentational Speaking for a 
Changing World, Waveland Press, 200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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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떤 덕목을 추구해야 할지 합의할 수 있기 위해 
오히려 설득, 논증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현대사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즉 소통을 통해 타자와의 갈등을 조율하며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에토스 관점에서 
더 토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란 대단히 협력적인 작업입니다. 논증에서는 지적 활동, Logos이 핵심이지만, 논증행
위에서는 에토스가 중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협력적 소통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즉 민주사회, 갈등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공
동체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에 기꺼이 
참여하고, 대화자와 청중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존재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고, 
숙고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제기된 의견들을 비교하
여 더 나은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성을 지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의 밑바탕에는 에토스가 삶과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로고스 및 파토스와
도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대단히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으며, 어떤 사람의 사고, 판단, 가치관, 감정이 그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고, 화자의 에토스는 바로 자신의 삶에서 출발하며, 그에 대한 청자의 판단도 자신의 삶에
서 출발한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를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으로, H.-G. 가다머는 
선이해Vorverständnis, 또는 선입견Vorurteil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에토스가 형이상학적 전
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터전으로 하면,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신이 살아
온 방식만을 정당성의 토대로 삼지 않으려고 타자로 탈주하며 자신이 문제로 삼은 사건에 온
몸으로 느꼈던 체험과 감정을 담아내려는 논증행위를 청자가 이해하려고 할 때 화자의 삶의 
형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청자 자신의 삶의 형식이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러한 
에토스로서의 삶의 형식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가다머는 화자와 청자의 상이한 이해지평의 융
합이라고 표현하였고,88)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형식의 일치라고 말하였으며,89) 저는 소통의 과
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 에토스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화자의 덕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도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들을 상상하는 
능력, 나의 주장이 실행될 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약자들에 대한 
고려, 내가 사용하는 객관적인 표현에도 주관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조심성, 더 
많은 사람, 미래 후손들까지 청중으로 삼으려는 태도, 설득이 실패하더라도 논증행위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의식, 그리고 소통이란 자신의 삶의 형식을 넘어 또다른 삶의 형식을 만나 
윤리적으로 응대하는 계기라는 이해, 나와 적대적인 사람과도 대화를 통해 공존할 수 있다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 등입니다.  

3.3 에토스와 한국사회

  에토스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언어행위, 특히 지도층의 공적 언어행위에서 심
각한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수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청중이라고 생각합
니다. 여기에는 대화상대자, 제3자로서의 청중, 미래의 청중 등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속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

88) H.-G. 가다머, 『진리와 방법』, 2. 임홍배 옮김, 문학동네, 2012, 192~193쪽. 
89) L.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1994,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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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를 왜 설득하려고 하며,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 에토스 관점으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미약한 점은, 첫째 말의 비폭력성, 
설득의 평화지향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자주 듣는 말 중 부정적인 언어행위를 
대표하는 것은 좌와 우의 갈등에서 비롯된 색칠하기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폭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멸의 검을 부정하고 말의 힘을 지향한다면, 말의 실
천방식이 절멸의 언어행위가 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감시만 없다
면 언제든 절멸의 검을 휘두를 자이지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 국회의원은 그를 지지하
는 국민들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정치 경쟁자에 대한 절멸의 언어행위는 그를 지지하는 국민
들에 대한 절멸의 언어행위입니다. 
  둘째 더 많은 사람들을 청중으로 삼으려는 태도, 즉 함께 존재함에 있어 그 누구도 배제하
지 않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90)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위
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가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국민일보>, 2015. 12. 31.)고 말하였습니
다.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중에서 배제한다는, 함께 존재함을 고려
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며, 따라서 에토스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셋째 말, 논증행위, 설득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입니다. 청중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
으로 대하는 언어행위가 우리사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동의한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기만이라고 하고, 책임지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크로스화이트에 따르면 주장이
란 “어떤 것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주장”입니다.91) 논증행위에 대해 화자는 논
리학적으로 보면 입증의 의무를 지니지만, 수사학적으로 보면 청중의 삶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을 지닙니다. 에토스의 관점에서 더 많은 청중의 지지를 얻으려면, 청중의 삶을 책임질 수 있
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한 사람에게 결코 많이 부여되지 않았음에 대한 진지한 
인식일 겁니다.  - 고맙습니다 -

90) J. 크로스화이트,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196쪽: ““보편청중을 향

한 열망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명령과, ‘모든 사람’의 청중을 인식하겠다는 희

망에 대한 인식이다.” 

91) J. 크로스화이트, 위의 글,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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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프란치스코의 2014년 한국 방문 중 강론과 연설에 대한 
수사학적 논의

조원형(가톨릭대학교)

1. 머리말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92) 이 
기간 동안 교황은 미사 강론과 대중 연설 등을 통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발표문에서는 교황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발표한 강론문과 대중 연설문의 한국어 번역
본에 교황의 에토스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 글은 완결된 논문이 아니며, 발표 요지만을 간략히 기술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2. 논의에 앞서

  2.1. 교황 프란치스코의 대한민국 방문 개요

  (1) 일시: 2014년 8월 14일~18일
  (2) 장소: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산시, 당진시), 충청북도(음
성군)93)

  2.2. 분석 대상 강론문 및 연설문 일람

  (1) 대통령과 정부 공직자들과 외교단 대상 연설 (2014. 8. 14. 서울: 청와대 춘추관)
  (2) 한국 주교들 대상 연설 (2014. 8. 14.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강당)
  (3)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 (2014. 8. 15. 대전: 대전월드컵경기장)
  (4) 삼종기도94) 강론 (2014. 8. 15. 대전: 대전월드컵경기장)95)

  (5) 아시아 청년 대회 참가자 대상 강론 (2014. 8. 15. 당진: 솔뫼성지)
  (6)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 강론 (2014. 8. 16. 서울: 광화문 광장)
  (7) 한국 수도 공동체 대상 연설 (2014. 8. 16.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8) 평신도 사도직 지도자 대상 연설 (2014. 8. 16. 음성: 꽃동네 영성원)
  (9)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 폐막 미사 강론 (2014. 8. 17. 서산: 해미읍성)
  (10)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강론 (2014. 8. 18. 서울: 명동성당)

92) 이 방문 행사의 공식 명칭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6차 아시아 청년 대회에 즈음한 대한민국 
사도 방문’이다.

93) 2016년 현재 서울특별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는 천주교 대
전교구, 제천시와 단양군(이상 원주교구 소속)을 제외한 충청북도 지역은 천주교 청주교구에 속한다.

94) 가톨릭에서 매일 오전 6시, 정오, 오후 6시에 예수의 탄생(부활 대축일부터 50일 동안은 예수의 부
활)을 묵상(默想)하며 하는 기도이다. 교황과 신자들이 함께 삼종기도를 할 때는 교황이 신자들에게 
짤막한 강론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교황의 방한 기간 중 삼종기도 강론은 8월 15일 정오에 있었다.

95)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후에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나 미사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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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왜 한국어 번역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 중 영어로 연설하고 강론하였다. 그러나 청중 가운데 절대다
수였던 한국인들은 순차통역이 된 한국어 번역문96)으로 교황의 연설 내용을 받아들였으며, 일
반 대중에게 전달된 언론 보도 내용 역시 한국어 번역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교황의 메시지가 한국인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논하려면 한국어 번역문을 분석하
는 것이 영어 원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합당하다.
  물론 아시아 청년 대회 폐막미사 강론 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 출신자들
을 대상으로 한 글이므로 영어 원문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 역시 한국어 번역문을 기준으로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 원
문을 참고하기로 한다.

3. 교황의 에토스

  3.1. 이 연구의 논의 대상

  이주영(2015)은 에토스를 ‘화자의 정체성 및 화자 신뢰도를 구축하는’ 요소로 설명하였다. 
사실 교황의 말은 적어도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교황’의 말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뢰도 
높은 에토스를 갖춘 말로 간주되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토스를 논하는 것은 한국 사람과 한국 사회, 나아가 아시아와 아시아 
사회에 대하여 던지는 메시지 속에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교황의 태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
다. 즉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교황이 연설 중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메시
지를 전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3.2. 청중 유형별 교황의 에토스 전달 전략

  3.2.1. 대한민국의 일반 신자들에게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과 시복식 미사 강론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는 좁게는 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 전체를,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청중으로 설정
한 강론이다.
  미사 강론은 사제97)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날 봉독한 독서(복음서 이외의 
성경 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제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
느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서 발화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에토스
가 강렬하게 드러날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사제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그 사제만의 에토스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교황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8.15.), 성모승천대축일 삼종기도(8.15.), 한국 순교자 124위 시
복식(8.16.),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8.18.)에서 대한민국의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강론하

96) 이 번역문은 교황청 홈페이지(http:/www.vatican.va)에 게시된 공식 번역문이다.
97) 교황, 주교, 신부 등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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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는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뒤따르는 3.2.2.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앞의 세 가지 미사 강론을 다루기로 한
다.
  먼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한국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1)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시는 미래를 알아보도록 우리
를 초대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 국가의 역사와 민족의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모님의 사랑과 전구를 인식하면서, 전통적으로 이 대축일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2) 하느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변모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또
한 이 나라의 교회가 한국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하느님 나라의 누룩으로 더욱 충만히 부풀어 
오르게 도와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쇄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기를 빕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
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
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
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빕니다.

  (3) 고귀한 전통을 물려받은 한국 천주교인으로서 여러분은 그 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
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파토스 전달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
에 교황이 한국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보
여 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1)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경험’이란 한국의 광복을 일컫는 말인데, 이는 가톨릭의 성모승천
대축일이 광복절과 같은 날이기 때문이다.98) 이 때문에 한국인 사제들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에 광복절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99) 교황 역시 한국인 사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의 광복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신이 주례하는 미사가 한국인들을 위한 미사라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는 곧 교황이 한국인
을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이라는 에토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는 (1)을 바탕으로 하여 이어지는 강론 내용이다. (2)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인 사회교리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며, 프란치스
코 교황이 늘 강조해 온 것들이기도 하다. 교황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도 자신이 평소에 
보여 온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를 한국인에게 촉구하고 있다. 비록 기도문 또는 기원문의 형식
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자신이 교황으로서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을 표현
한 것이다. 이는 이미 대중들에게 각인된 교황의 에토스가 다시금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98) 가톨릭의 믿음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지만 하느님을 
믿고 따랐으며 하느님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상의 인간들을 위해 하느님
에게 기도하며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는 가톨릭의 ‘성인의 통공’ 교리와 관련이 있다.

99) 예컨대 명동성당에서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때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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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서 교황은 한국의 전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교황이 한국 사회를 존중하고 있
다는 에토스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날 미사를 마친 후에 행한 삼종기도 강론 때는 교황이 다음과 같이 에토스를 드러내었다.

  (4) 우리는 특별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인 
대재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
난 이들을 당신의 평화 안에 맞아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형제자매들을 도
우려고 기꺼이 나선 이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슬픔 속에 하나가 되었으니,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들의 헌신적
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끝으로, 대한민국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이 고상한 나라와 그 국민
을 지켜 주시도록 성모 마리아께 간구합니다.

  교황은 한국 방문 4개월 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 삼종
기도 강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또한 에토스와 파토스를 함께 드러내는 요소로서 한국인
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한편 자신이 한국인의 아픔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
다. 그리고 미사 때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광복절’을 삼종기도 강론에서 언급함으로써 
교황이 한국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강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시복식 미사는 그 자체가 한국인을 위한 것으로서, 한국에서 시복식을 하였다는 것부터가 
이미 교황이 한국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에토스를 드러낸 것이다. 이 미사 중의 
강론에서 교황은 여느 강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날 미사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

  (6)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평신도 소명의 중요성, 그 존엄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많은 평신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며, 특별히 날마다 삶
의 모범으로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화해시키시는 사랑을 가르치는 그
리스도인 가정에 저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많은 사제들에게도 특별한 인사를 드
립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행하는 직무 수행을 통해, 지난 세대의 한국 천주교인들이 일구어 
온 풍요로운 신앙의 유산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평신도, 가정, 사제 순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는 교황이 신자들의 직무와 
처지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신자들의 대부분은 평신도이며, 이날 시복된 124위 
순교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평신도 신분이었다. 이후 교황의 인사는 평신도들이 이룬 가정에 
전해지고 마지막으로 사제들에게도 전해진다. 그 대신 사제들에게는 ‘특별한’ 인사를 전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들이 직무 수행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모든 사제는 교황에게 
순명(順命)하기로 서약한 사람들로서 일반적인 사회 조직에 빗댄다면 사제들에게 교황은 ‘직장 
상사’와 같은 존재인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당신은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경우 부
하는 이 말을 ‘일을 더 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교황은 이러한 발언을 통하
여 사제들을 격려하는 한편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가톨릭 신자 모두를, 나아가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래와 같은 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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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7) 오늘은 모든 한국인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
이 남긴 유산, 곧 진리를 찾는 올곧은 마음, 그들이 신봉하고자 선택한 종교의 고귀한 원칙들
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애덕과 모든 이를 향한 연대성, 이 모든 것이 이제 한
국인들에게 그 풍요로운 역사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유산은 선의를 지닌 모든 형
제자매들이 더욱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화해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서로 화합하여 일하도록 영
감(靈感)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그리고 진정
한 인간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은 한국 순교자 124위가 시복된 이날을 ‘모든 한국인에게 큰 기쁨의 날’이라고 선포하
며, 순교자들이 보여 준 태도가 한국인에게 ‘풍요로운 역사의 한 장’이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
로 선의, 정의, 자비, 평화, 인간 가치 등을 추구하고 수호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교황
은 사제들에게 직장 상사에 견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였는데, 평신도들도 교황을 반드시 따라
야 할 스승이요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 교황에게는 이미 그러한 에토스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교황이 ‘~할 수 있다’,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자들에게 ‘~해야 
한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100) 교황 역시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3.2.2.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교황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명동성당에서 봉헌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였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완곡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8) 이 미사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느님의 이러한 약속을 한민족이 체험한 역사적 맥락에서 
알아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분열과 갈등의 체험입니다. 하지
만 회심을 촉구하는 하느님의 긴박한 부르심은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 도전은, 참으로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그리
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질적으로 기여했는가를 점검해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여
러분 각자가, 개인으로서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불운한 이들, 소외된 이들, 일자리를 얻지 못
한 이들, 많은 이가 누리는 번영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복음적 관심을 증
언하는가에 대하여 반성하도록 도전해 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국인으
로서, 이제 의심과 대립과 경쟁의 사고방식을 확고히 거부하고, 그 대신에 복음의 가르침과 
한민족의 고귀한 전통 가치에 입각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청합니다.

  (9) 그러므로 이제 대화하고, 만나고, 차이점들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샘솟듯 생

100) 해당 강론 내용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조동사 can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e 
legacy of the martyrs can inspire all men and women of good will to work in harmony 
for a more just, free and reconciled society, thus contributing to peace and the 
protection of authentically human values in this country and in ou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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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관대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한국인이 같은 언어로 말하는 형제자매이고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8)은 휴전선 이남 대한민국 내의 문제에 대하여, (9)는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에 대하여 발
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
게 비판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교황은 (9)에서 자신이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로 각인된 점을 감안하여 날선 비판은 자제하
되 ‘~하도록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적대적인 박근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8)에서는 의심과 대립과 경쟁의 사고방식을 ‘확고히’ 거부하라는 
등101)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 행동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3.2.3. 대한민국의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교황은 한국 주교들과 수도자들을 각각 따로 만나서 강론을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교황에게 순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황의 말은 적어도 인
간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하는 말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닌 말로 인식될 것이다.
  교황은 주교들에게는 다양한 임무 수행을 직설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 (10)에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도 
어떤 다른 것, 어떤 더 큰 것, 어떤 진정하고 충만한 것을 찾고 있는 세상에 이 희망을 선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사제들은 여러분의 성화 직무를 통하여 이 희망을 제
시하십시오. (중략) 이러한 까닭에,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의 사제들 곁에 머무르도록 
부탁합니다. 날마다 일하고 성덕을 추구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 곁에서 용기를 북
돋아 주십시오.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들의 아낌없는 봉사에 감사를 드린다고, 저의 사랑
에 넘치는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제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당부합니다. 사제들 곁
에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사제들이 주교를 자주 만날 수 있게 하십시오. (중략) 더군다나 사제
들을 멀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저의 고향에서 몇몇 
사제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교님께 전화해서 면담 신청을 
했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주교님, 만일 오늘 한 사
제가 주교님께 면담 신청을 하는 전화를 했다면, 오늘이나 내일 곧장 그 사제에게 전화하십시
오. 만약 만나 줄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만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대답을 즉시 들려주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사제들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
오.

101) 이 강론 내용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firmly’라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And it challenges 
you, as Christians and Koreans, firmly to reject a mindset shaped by suspicion, 
confrontation and competition, and instead to shape a culture formed by the teaching of 
the Gospel and the noblest traditional values of the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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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주교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교황은 이 밖에도 주교들에게 
여러 가지를 직설적으로 당부하였다. 신자들에게는 따뜻한 말과 완곡한 표현으로 강론한 반면 
주교들에게는 강하고 직설적인 어조를 내보인 것이다.
  교황이 이른바 ‘기도가 직업’이라는 수도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 한 
발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였다.

  (11) 안녕하세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혼자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 함께 저녁 기도를 바칠 수 없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 이륙 시간 때문입니
다. 시간 안에 이륙하지 못하면, 산 위에 ‘추락하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교황은 ‘안녕하세요(Good evening)’라는 격식 없는 인사로 이야기를 시작한 다음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유머러스한 말을 섞어 가며 설명하였다. 주교들에
게 보였던 모습과 달리 일반 수도자들에게는 격식 없고 편안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들이 교
황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한편 교황의 메시지도 오히려 더욱 힘있게 전달되게 하려는 
것이다. 교황은 ‘추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동 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
지만,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뉘앙스로 
청중에게 전달된다.

  3.2.4. 아시아 청년들에게

  교황의 대한민국 방문 목적은 본래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 참가’였다. 시복식 등은 그에 
부수된 행사였던 것이다. 교황청 홈페이지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황이 아시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론 가운데 그의 에토스가 가장 잘 드러난 대목은 아
시아 청년 대회 폐막 미사 강론 가운데 다음 구절이었다.

  (11) 마지막으로, 아시아 청년 대회 주제의 세 번째 부분 “일어나라!” 이 말은 주님께서 여
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덕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와 유혹을, 
또 그러한 압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화답송 시편은 끊임없이 “기뻐하고 환호하
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습
니다. 잠만 자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어
나십시오”. 가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글로 옮겨적은 내용만 보아서는 이 말에 교황의 에토스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위 (11) 가운데 밑줄을 친 부분은 교황이 사전에 배포한 강론문에는 없는 내용
이었다. 교황은 폐막 미사 강론 때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 잠깐 뜸을 들인 뒤에 유머러스한 어조로 “I don’t like to see young people 
who are sleeping. No! Wake up! Go! Go Forward!”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강론이 길어진 
탓에 긴장이 풀어져 있었던 미사 참석자들은 이 말을 듣고 화들짝 깨어 환호하였다. 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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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티칸 라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 자신도 당시 바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잠을 자는 것(sleeping)’은 평상시에 깨어 있는 정
신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사 중에 조는 사람을 포함하는 뜻이었고, 교황의 
이 말은 미사 중에 졸지 말라는 ‘어릴 적부터 신부들이나 부모들에게 자주 들었을 말’을 상기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3.3.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드러난 에토스

  교황의 에토스는 단지 강론문 내용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교황은 대한민국 입국 때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하였고 여러 행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자주 언급하
였으며, 한국 방문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노란 리본을 옷에 달고 있었다. 심지어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 
리본을 떼지 않으며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초 계획
에 없었던 예수회 공동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등 일정 수행 면에서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격식을 어느 정도 무너뜨리면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였던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표
현한 것이다.

4. 맺음말

  교황은 한국 방문 기간 중 행한 강론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에토스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
된다.
  (1) 한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
  (2)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이들(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관심
  (3) 청년들, 일반 수도자들, 일반 시민 등에게는 관대하고 친절하지만 정치가와 주교 등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모습
  이러한 에토스는 정해진 격식과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강론과 연설 등에서도 어김없이 드러
났다. 그 어떤 자리에서든 그 사람만의 에토스가 드러난다는 점을 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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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에 나타난 에토스

김종영(서울대학교)

I.

키케로는 인문학의 보고다. 인문학(Humanitas)이라는 말도 그가 만들었다. 인문학이란 무
엇인가? 사람다움, 사람으로서의 도리,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연구하
는 학문 아니던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키케로는 주목했다. 시대의 
격변기를 살며 공화정을 지키려고 온몸을 불살랐고, 귀족 신분이 아니라 신인(homo novus) 
신분에서 최고위 관직을 거머쥐었으며, 급기야 나라를 구해 로마의 국부(國父)가 된 사나이, 
키케로.

르네상스시대 인문주의자들은 키케로에 열광했다. 그를 복원하며 신에 도전하였는지도 모른
다. 키케로주의라는 조어도 만들어졌다. 대관절 그는 누구인가? 키케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역사가 몸젠이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노회한 정치가 정도로 그를 평한다. 그러나 
키케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받을 인물이 아니다. 살아 있을 당시에도 그와 존재감을 겨룰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었다. 정적 카이사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가? 어찌 보면 시대를 잘
못 읽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럴 것을 예감하였기에 저술에 몰두할 수도 있었다. 로마
인들에게 제대로 읽을 만한 책을 저술해야겠다고 야심을 불태웠던 키케로. 그가 우리에게 남
긴 저술만 놓고 보아도 그는 가히 인류의 스승으로 대우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주제 수사학102) 말고도 법, 철학, 역사, 윤리, 우정, 노년, 선 등 각종 주제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그의 저서들은 인문주의를 열게 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다. 이론서를 비롯하여 특정 주제를 정리한 책들은 차치하고라
도, 키케로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보물은 그가 행한 수많은 연설이다. 그는 연설을 통해 사람 
사는 사회의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렸으며,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알려주었다. 인간의 
종적 특성에서부터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무릇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변하였던 연설. 그 연설 속에는 그야말로 어떠한 텍스트에서도 볼 수 없는 인간다
움, 사람냄새, 공동체의 정신, 덕, 용기, 절제 등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들어 있다. 그래서 그

102) 그의 저서 중 수사학에 관한 책 몇 권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브루투스(Brutus)』에서는 로마의 건
국시기부터 공화정 말기까지의 그리스·로마 최고의 작가와 연설가들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말하기와 글쓰기의 주요 원리들을 들려준다. 예를 들어, 누구는 이 분야에선 탁월하지만 저 분야에선 
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키케로는 그 방법을 친구 아티쿠스와 아끼는 후배 브루투스와
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며 우리에게 들려준다. 문헌학자 푸어만이 최고의 수사학 교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연설가에 대하여(De Oratore)』에선 이상적인 연설가의 덕목을 설파한다. 그 이전의 
수사학 교재들이 주로 말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책은 사람이 전면에 등장한다. 기술에서 사
람으로, 그의 인간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정통 수사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칸트의 스승 바
움가르텐으로 하여금 미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 알베르티에
게도 조화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연설가(Orator)』, 열여덟의 나이로 말감을 발견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발견술에 관하여 De Inventione』, 논거를 발견해서 분
류하고 확장해나가는 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토피카 Topica』, 아들과 문답을 나누
며 말하는 사람의 힘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수사학 Partitiones Oratoriae』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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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설은 인문학의 교과서다. 그는 연설로 세상을 구했다. 이 글에서는 그의 많은 연설 가운
데 하나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스물여섯, 약관의 나이에 당대 최고 실력자의 비호를 받고 있
는 실세를 상대해 무고한 청년을 변호하여 승리로 이끈 변론에 주목하고, 그 연설 속에 나타
난 에토스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II.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대 수사학의 주요사상가들의 에토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 
수사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에토스는 크게 둘로 논의된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의 품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 품성을 어떻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 퀸틸리아누스이고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사상가들의 주장을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입장은 더 세분된다. 가령 연사
의 품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소크라테스는 연사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하여 선한 사람이 되
길 게을리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덕(arete)’에 신경을 안 쓸 리가 없으며, 오히려 무엇
보다도 동료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공평무사한 평판을 얻는 것에 자기 마음을 쓸 것입니다. 좋
은 품성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비방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보다 더 진실하게 보일 것임
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삶에서 우러나오는 입증이 말로 제공하는 입증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
고 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따라서 청중을 설득하기를 강력하게 열망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지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103)

  플라톤은 수사학을 ‘법정이나 다른 공적인 자리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말로 혼을 인도하
는 기술’104)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연설의 힘이 혼을 인도하는 데 있기에 “연설가의 모든 
노력이 혼에 집중되어야 한다”105)고 강조한다. 플라톤은 유능한 연설가가 되려면 진실을 알아
야 하고, 혼의 속성과 유형, 연설의 종류를 꿰뚫고 있는 것은 물론, 혼이 영향을 받는 여러 방
법을 분류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 각종 혼을 그 혼에 걸 맞는 연설
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진실에 입각해 말할 것을 강조한다. 

  “누군가 자신의 연설을 듣게 될 청중의 다양한 성격을 헤아리는 한편 사물들을 형상별로 분
류하고 개별 사물들을 하나의 형상에 포함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훌륭한 수사학 전문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오. 하지만 그는 엄청난 노력 
없이는 결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오. 한데 현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말하고 거
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고 무엇을 행하든 신들을 최대한 기쁘

103) 이소크라테스/김헌 주해, 소피스트를 고발하고 철학을 변호하다. 『소피스트 고발연설』과 『교환소송
변론(Antidosis)』 127쪽.

104) 플라톤/천병희 역(2013), 파이드로스, 메논, 서울: 숲, 89쪽 참조.
105) 플라톤/천병희 역(2013), 파이드로스, 메논, 서울: 숲,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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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기 위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법이오.”106)

  아리스토테스는 에토스를 설득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말을 통
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인다.(수사학 1356a) 그러니까 그는 에토스를 품성보다는 말을 통
해 만들어지는 성격 쪽에 방점을 찍는다. 결국 말로써 말하는 사람의 품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청중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되다보니 에토스는 때론 
파토스와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는 에토스를 말로 세우
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키케로는 그리스의 수사학 전통에 기능성을 가미한다. 에토스에도 도덕적 성질 못지않게 실
용적 측면을 강조한다.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올곧은 품성의 소유자로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
이 된다. 법정에서 변호하는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의 품성도 올곧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07)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입증수단 가운데 하나인 에토스를 
데렉타레(delectare 즐겁게 하기, 호의 얻기)로 이해하고, 연설시작부터 연사는 청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호감을 얻기 위한 첫째 항목은 우리 자신과 심판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인물평 안에 자리하
고 있다. 우리 자신의 업적과 지위, 혹은 덕, 특히 넓은 도량, 의무, 정의, 신의는 호감을 사는 
데 유용하다. 상대방에게는 이와 반대되는 것을 부과함으로써 호감을 살 수 있다. 심판관들에
게는 그들과 맺어진 인연의 계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와 연관된 무엇인가를 표현함으로
써 호감이 생겨난다.”108)

  연사가 신경 써야 할 데가 어디 시작 부분만인가? 에토스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어느 부분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 에토스는 표현뿐만 아니라 행동 전반에 걸쳐 관여
한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니 그 말이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
다. 수사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가져가는 학문이다. 설득과 공감과 소통을 목표로 
하는 연사는 에토스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에토스는 연설의 
특정 단계나 수사체계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수사학 전체와 연결된다. 수사학 연구자들은 고
대수사학의 에토스 개념을 시대에 맞게 이데올로기나 문화에 부응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때론 종교적 교의에 활용되고 대중선동에도 이용되며 특정 인물이나 대상의 평판이나 이미지 
창출의 주요 골격으로 작동되기도 한다.10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키케로의 한 법정연설문에서 나타나는 에토스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한
다.

106) 플라톤/천병희 역(2013), 파이드로스, 메논, 서울: 숲, 119쪽.
107) Sloan, Th.O (ed.) (2001), Encyclopedia of Rhetoric, Oxford university press, 268-269 참

조.
108) 키케로/ 안재원 편역 (2006),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길, 136쪽.
109) 에토스에 대한 현대적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Knape, J.(2013), Modern Rhetoric in Culture, 

Arts, and Media. 13 Essays, 51-68을 참조할 만하다. 크나페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에토스개
념을 신뢰의 주체로서의 연사, 개인의 이미지와 권위 그리고 평판을 조직하는 절차적 성질들, 에토스
의 각종 현대적 개념, 연설 중에 나타나는 수사학적 에토스의 특성들, 수사학적 협력의 신호로서 에
토스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철학, 언어학, 심리, 예술, 매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 72 -

III.

기원전 80년 로마, 친부살해(parricidium)죄로 한 청년이 고발당했다. 청년의 이름은 섹스
투스 로스키우스(Sextus Roscius)다. 고발자는 가이우스 에루키우스(Gaius Erucius). 고발자
의 배후에는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크뤼소고누스(L. Cornelius Chrysogonus)가 있다. 그는 
술라(Cornelius Sulla)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다. 술라가 누구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다. 아무도 고발당한 사람을 변호하려 들지 않는다. 괜히 변호했다가 권력 
실세에 미운털이 박히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키케로가 변호하겠다고 나
선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키케로라고? 대체 누구지? 허, 그 친구 이름 처음 들
어보는데… 그건 그렇고 기개 하나는 살 만하네. 대체 어떻게 변호하겠다는 거지?” 드디어 키
케로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무대가 펼쳐진다.

우선 사건의 배경부터 알아보자. 변론 곳곳에서 정권과 결부된 사람들과 그 행위, 사건의 
정황이 밝혀진다. 정권 실세의 소위 갑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른바 정치적 사건이다. 사
건의 실상은 이렇다. 로마에서 80여 km 떨어진 아메리아(Ameria) 지방에 섹스투스 로스키우
스가 살고 있다. 고발당한 청년 이름과 똑같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
했기 때문이다. 로스키우스는 농장을 열세 개나 가지고 있는 부호다. 그는 로마에 내전이 일
어났을 때 술라 편을 들었고, 당대의 여러 명문가와 친분도 쌓고 있었던 지역 유지다. 그런 
그가 로마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살해되었다. 누가, 왜 그를 죽였을까? 고발
자들은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라는 것이다. 키케로는 주도
면밀하게 정황을 분석한 후 범인은 바로 죽은 자의 친척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공모해 그
를 죽이고 농장 열세 개를 재산 몰수 명단에 올리고 헐값에 사들였으며, 아들이 살아 있는 한 
자신들이 획득한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들을 친부살해혐의로 고발하였다는 것이
다.110) 공모가 성공한다면야 고발자들에겐 금상첨화다. 눈엣가시를 제거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차지할 수 있었을테니까. 피고인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
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하필 법정에서 키케로를 만날 줄이야. 이제 그
의 변론을 직접 살펴보자. 

총 15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론문은 그 길이가 꽤 길고 구성 또한 매우 복잡하다. 
키케로는 때론 고발자를 불러내고 때론 피고인을, 때론 산 자를, 죽은 자를, 로마시민을, 배심
원을, 다양한 청중에게 불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 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다른 이들은 물론 자연 전체에 의무를 진 
존재이기에 그들과 함께 해야 함을 설파하는 키케로의 인문정신이 연설 곳곳에서 올곧이 드러
난다. 정의가 무엇이고 공동체는 어떠해야하며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낸다. 말이 곧 그 사람이 아니던가? 키케로의 말이 곧 키케로의 정신이자 
전부였다.

110) 친부살해 죄는 극형에 처해진다. 산 채로 자루에 담겨 매질을 당하고 그 속에 뱀, 원숭이, 개, 닭 
등을 넣어 꽁꽁 묶어 언덕 위에서 티베리 강으로 던져진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의 시신을 물고기도 먹지 못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야말로 자연과의 철저한 격리다. 부모에 대한 
패륜의 처벌은 양(洋)의 동서와 시(時)의 고금을 막론하고 같았던 모양이다. 아니, 당시 로마 사회는 
그 죄를 더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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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변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왜 이 송사를 맡았는지 의아해하는 배심원들에게 이유
를 설명한다. 이유는 딱 세 가지다. 첫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변론을 맡으면 소송
이 실제보다 과도해 보일 수 있다. 둘째,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발언하지 못한다. 셋째,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젊고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호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변론을 맡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바로 자기라고 하면서 의지할 
데 없는 한 무고한 젊은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변호를 맡게 되었노라고 강조한다. 변론을 
맡은 이유를 대고 나서 곧바로 고발자들을 속물 프레임으로 가둔다.

  “수많은 뛰어난 사람으로 하여금, 평소와 달리 타인의 목숨과 재산을 변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마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발자들은 이 재판의 실제 이유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600만 세스테르티우스에 달하는 피고인 부
친의 재산을, 존경하는 용감하고 저명한 루키우스 술라로부터, 현재 이 나라의 막강한 실세, 
젊은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크뤼소고누스가 2000 세스테르티우스에 사들였습니다. 배심원 여
러분, 크뤼소고누스는 타인의 엄청난 재산을 불법으로 강탈하고 나서,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살아있으면 재산착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달
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스키우스가 살아 있으면 크뤼소고누스는 무고한 피고
인의 엄청난 재산을 차지할 수 없지만, 로스키우스가 유죄판결을 받아 축출되면 범죄로 획득
한 것을 사치로 낭비하고 탕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111)

키케로는 경매결과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정단계
에서 상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사치, 낭비, 탕진 등의 어휘를 
상대에게 덧씌워 청중이 상대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린다. 그런 파렴치범을 
단죄해야 하는 것이 청중의 의무가 된다고, 상대를 이용한 호감 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키
케로는 상대의 행위를 파렴치로 규정하고 그 죄를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중에게 흉악
한 자로부터 무고한 자를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의
무를 수행하겠노라고 결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엄청나고 끔찍한 범죄에 관해 제가 적절히 설명할 수도, 가혹하게 힐난할 수도, 
기탄없이 성토할 수도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능은 적절한 설명을, 나
이는 가혹한 힐난을, 시대는 기탄없는 성토를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의 수줍은 
성품, 여러분의 위엄, 적들의 힘,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처한 위험은 저에게 엄청난 두려
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심원 여러분, 귀 기울여 호의적으로 제 말을 들어 달
라 간청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의와 지혜에 힘입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짐을 약간이나마 덜어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는 한 노력과 열의를 다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제 간청과 호소가 여
러분에게 버림받더라도, 저는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맡은 소송을 완수하겠습니

111) 키케로/김남우 외 옮김(2015), 설득의 정치, 서울: 민음사 17-18쪽의 번역을 약간 손질하였음. 이
하 인용하는 연설문도 이 책에서 가져와 약간 손질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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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신의로써 일단 맡은 소송을 배신으로 그르치거나 비겁하게 도
망치느니, 차라리 의무의 짐에 깔려 죽고자 합니다.”112)

자신의 부족함을 고하고 청중에게 도움을 청하고 진인사대천명을 외치는 변호인, 게다가 어
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결기를 외치는 변호인. 우리는 
여기서 키케로의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 인간에, 주변에 덕을 입고 태어났기
에,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라고 키케로는 강조한다. 보통의 
인간이 그러할진대, 무고의 누명을 쓰고 버려진 연약한 피고를 구해야 하는 변호인은 일러 무
엇하랴?

서론에서 파렴치하고 끔직한 사안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끌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상대의 
잔인함을 이용해 청중의 호감을 산 후, 사안 이해를 위한 단계로 넘어간다. 사실관계를 따지
며 기술하는 단계에선 명료하게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안 설명에 앞서 피고인의 부친이 매
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며 살해를 당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혈통
과 신분 그리고 행적의 토포스를 사용하여 명쾌하게 알리고 있다. 문제는 그의 부친과 반목관
계에 있는 친척들로, 그들은 바로 고발자와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부친은 아메리아 출신의 두 명의 로스키우스와 오랜 반목관계에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은 고발자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한 명이 우리 
피고인의 농장 세 개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피고인은 아메리아에 있었던 반면, 마그
누스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농장에 상주하여 선친의 뜻에 따라 가산을 돌보며 
농장생활에 헌신했고, 마그누스는 로마에 머물렀고, 피고의 선친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
아오던 중 팔라키나 목욕탕 근처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이로부터 범죄혐의가 누구에게 있
는지 모두에게 분명해졌기를 바랍니다.”113)

인물과 장소 그리고 시간의 토포스를 활용하여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명료하게 알리고 
있다.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간명하게 설명하고 나서 키케로는 살해소식을 알린 사람과 그와 
연관된 정황들을 개연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114) 왜 소식이 그토록 빨리 고향에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소식이 어째서 술라진영에 있던 크뤼소고노스에게 전해졌는지, 고발자들이 어떻게 
공모하여 순진한 시골청년을 제거하려고 하였는지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 저명하고 인기 높은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허망하게 살해당한 후, 로마
에 알려지지 않은 순진한 시골청년은 손쉬운 제거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그누스와 
카피토는 이를 도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말하건대, 공모가 

112) 상게서 19-20쪽.
113) 상게서 23쪽.
114) 살해소식을 아메리아에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은 말리우스 글라우키아다. 이 사람은 가난한 해방노예

로 마그누스의 피호민이자 친구였다. 그는 로스키우스를 살해하고 그의 아들 집에 알리는 것이 아니
라 로스키우스의 적인 카피토 집에 소식을 먼저 전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키케로는 주장한
다. 상게서 22-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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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산몰수자 명부가 더는 발표되지 않았을 때, 이를 두려워하던 사람
들이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 생각할 때, 귀족의 열렬한 지지자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재산몰수자 명단에 올려졌습니다. 매입자는 크뤼소고누스였습니다. 가장 좋은 농장 세 곳
은 카피토의 소유로 넘어가서, 지금도 그의 소유입니다. 마그누스는 스스로 말하듯이, 나
머지 재산 모두를 크뤼소고누스의 이름으로 차지했습니다.”115)

막강한 크뤼소고누스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마그누스는 피고인의 농장을 강탈했고, 피고인은 
부친의 장례식을 제대로 마치기도 전에 알몸으로 집에서 쫒겨 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자, 동네 
사람들은 이를 부당하게 여겨 즉시 10명의 사절단을 대표로 선출해 죽은 자의 명예와 무고한 
아들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술라에게 간청하러 갔다. 그러나 크뤼소고누스가 중간에 그들을 만
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후 그들을 돌려보냈다. 모든 사실이 술라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크뤼소고누스에겐 상상만 해도 끔찍했을 것이다. 

키케로의 변론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한편의 비극을 감상하는 것 같다. 그 극적인 구성은 
물론 선명한 표현은 마치 등장인물이 무대에서 생생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선과 
악의 극명한 대비, 순진함과 파렴치함의 대비, 고발자의 파렴치와 피고인의 순진무구함이 선
명하게 대비되며 비극의 플롯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정의를 실현하려고 도와주는 원군이 적의 
간계한 술수에 넘어가 허망하게 돌아가고, 그나마 귀인을 만나 목숨을 간신히 부지한 피고인
이자 의뢰인인 시골청년의 앞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요 천 길 낭떠러지에 서있는 몸이다.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구상한 것에 더해 키케로는 고발자들의 용의주도함과 뻔뻔스러움을 밝혀
낸다. 최초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플랜 B를 가동시켜서라도 끝까지 피고인을 제거하겠다고 하
는 그들의 야만성을 보고 청중은 분개할 것이다. 키케로는 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차근차근 응징해나간다.

“섹스투스 로스키우스의 생명이 세심한 보살핌으로 보호되어 살해의 기회가 없음을 깨달
은 크뤼소고누스와 카피토는 무모한 악행으로 가득 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를 존속살해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위해 심지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조차 뭐든 고
발할 수 있는 노련한 고발자를 구했으며, 마지막으로 로스키우스에게 실제로 혐의가 없었
기 때문에 시대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존속살해 재판을 처음으로 다시 받는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크뤼소고누스의 영
향력 때문에 피고인을 도울 변호인은 없을 것이다. 누구도 재산의 매각과 그 공모를 말하
지 못 할 것이다. 존속살해의 죄명과 그 흉악성 때문에 누구도 변호하려 들지 않을 것이
고 그는 쉽게 제거될 것이다. 그들은 이런 계획, 아니 오히려 광기에 이끌려, 자신들이 직
접 죽이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을 여러분이 죽이라고 여러분에게 건넸던 것입니
다.”116)

누군가 법정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변론을 펼치는 변호인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상
대의 플랜 B까지 간파하고 그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준비하는 변호인. 상대진영의 애초의 계

115) 상게서 24쪽. 
116) 상게서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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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아들까지 죽이고 자신들이 죽은 자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 계획이 어려워
지자 플랜 B를 작동시킨다. 우선 아들에게 친부살해 혐의를 씌우고 둘째, 이를 위해 노련한 
고발자를 세운다. 셋째, 피고의 혐의 없음에 대비해 시대상황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
대상황이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친부살해 혐의로 처음 재판받는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는
다는 점 그리고 당시 고발자들 배후의 영향력과 범죄의 흉악성 때문에 누구도 피고인의 변호
를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키케로는 상대의 이런 전략을 간파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
며 고발자 에루키우스가 제시하는 혐의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아가 카피토와 마그누스를 
역 고발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키케로는 반박에 앞서 최근에 벌어진 스카이볼라 상해사건을 언급하고 그 사건을 일으킨 가
이우스 핌브리아를 미친 사람으로 규정한 후, 이를 자신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건과 비교한
다. 스카이볼라는 당시 로마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그런 인물을 살해하려고 한 
핌브리아가 로마인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지사다. 은연중에 키케로는 스카이볼라와 로스키
우스가 훌륭함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핌브리아와 크뤼소고누스를 한 데 엮어 
청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키케로는 사실기술 마지막 부분에 여담을 슬쩍 집어
넣어 청중이 본 사건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셈이다. 그
런 연후에 키케로는 본 사건의 쟁점을 구분하고, 쟁점에서 드러난 사항을 청중과 함께 밝혀나
가자고 호소하면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직면한 장애물은 세 가지로, 적들의 고발, 
적들의 무모함, 적들의 권력입니다. 고발자 에루키우스는 거짓 고발을 담당했고, 마그누스
와 카피토는 무모함을 맡았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크뤼소고누스는 권력이라는 무
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 관해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점을 같은 방식으로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
째 점은 제가 맡아야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점은 로마 인민이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입
니다. 저는 고발을 물리쳐야 하며, 여러분은 무모함에 저항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저들의 권력을 가능한 한 초기에 진압하고 없애야 합니다.”117)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각각의 쟁점에 분리 대응해야 하며 청중과 변호인의 공조로 
적을 퇴치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변하는 키케로의 말에 누가 공감하지 않
겠는가? 쟁점을 확실히 하고나서 키케로는 본격적인 반박을 시도한다. 우선 고발자 에루키우
스가 제시하는 혐의들을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조금 전에 여담에서 과거의 사건들과 해당자들
을 불러냈듯이 반박하는 과정에서도 키케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발자의 목
소리는 물론 역사 속의 존경받는 인물, 희극과 비극 속 등장인물도 불러내고 여러 시인들의 
목소리도 낸다. 로마와 그리스의 법률도 불러내고 심지어 신들을 불러내어 반박의 개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키케로의 반박전략은 상대의 주장에 들어 있는 논거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전체 주장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118) 가령 이런 식이다. “고발자가 말합니다. 섹

117) 상게서 31쪽.
118) 키케로는 연설의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논증을 입증과 반박으로 구분하고 반박에 대하여 이렇

게 기술하고 있다. “상대방이 논증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 그 전체가 부인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이고 거짓 주장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개연성에 입각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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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스 로스키우스가 부친을 살해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발자가 말합니다. 그의 부
친이 그를 싫어했다. 그의 부친이 그를 싫어했습니까? … 고발자가 말합니다. …” 고발자가 
말한 내용을 재구성하고 그 말이 모두 근거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답법
을 구사하면서 상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
면서, 무엇인가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어 확실하게 입증하라고 다그치기까지 한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뭔가를 그럴듯하게 꾸며 보십시오. 당신이 한 일이 피고
인의 삶과 그토록 훌륭한 배심원들의 위엄을 조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친은 아들에게서 상속권 박탈을 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른다. 상
속권을 박탈했습니까? 아니다. 누군가 말린 이가 있습니까? 생각을 품기만 했다. 생각을 
품기만 했습니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입증할 수도 없고 입
증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이득을 보고 욕망을 충족하고자 
법정과 법과 여러분의 위엄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119)

이쯤해도 상대는 거의 사경을 해맬 지경인데 상대의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더 
용의주도하게 준비해 법정에 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변호인이 고발자들보다 한 수 위라고 하
는 사실을 보이면서 자신의 성실성을 배심원들에게 알리고 있는 셈이다. 고발자를 반박하는 
부분은 전체 연설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키케로는 반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해서 상대를 추궁해나간다. 고발자에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에겐 반박의 근거
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가 하면, 배심원들에겐 고발자가 피고인을 의심할 수 있
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라고 한다. 입증하지 못하는 상대를 향하여 그가 왜 입증하지 못하
는지 고발자의 목소리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는 상속권을 박탈당할까 두려웠다. 저는 당신의 주장을 들었지만 두려움의 근거를 제
시했어야 합니다. 부친이 상속권을 박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입증하십시오. 입증된 게 없습
니다. 그가 누구와 상의했는지, 누구에게 알렸는지, 당신들이 의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
증된 게 없습니다. 에루키우스여, 이런 식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는 알아도, 뭘 말할지는 모른다.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
은, 아무도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아무도 감히 재산의 매입과 공
모를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크뤼소고누스의 말뿐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당신
은 고발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이에 응대하리라 생각했다면, 하늘에 맹세코 당신은 말 
한마디 꺼내지 못 했을 것입니다.”120)

방식으로 반박되어야 한다. 우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전제를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였고, 심지어 그 
같은 주장은 명백한 오류 전제에서 출발한다 해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전제
로부터 자신의 주장이 전혀 도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논거들의 경우, 개별적으
로 무너뜨려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전체도 무너질 것이다. 논쟁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유사 선례도 
상기시켜야 한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흉학한 사람의 말재주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 위험 상황임을 통탕해야 한다.” 키케로/ 안재원 편역 (2006),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길, 174쪽.

119) 키케로/김남우 외 옮김(2015), 설득의 정치, 서울: 민음사 38-39쪽
120) 상게서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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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이 법정이 친부살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사소한 범죄를 
다룰 적에도 제일 먼저 범행동기를 따져 묻는 게 상례인데 고발자가 엄청난 친부살해를 다루
는 데도 범행동기를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을 거론하며, 친부살해는 철저하게 입증할 
것은 물론 범행의 명백한 증거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변한다.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발했
어야 함을 다시 상기시키며 키케로는 범죄동기를 제시하지 못하니 이번에는 살해 방식이 무엇
인지 묻는다. 그러니까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부친을 살해한 이유가 아니라 그 방식이 무엇
이냐고 따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말할 순서이지만 고발자에게 대답하거나 이의를 제
기하거나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이런 변호인을 바라보는 배심원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겠는가? 

키케로는 살해 동기와 살해 방식을 물으며 고발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역 고발을 시도
한다. 역 고발은 상대가 찾아내지 못한 범행 동기를 상대진영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내겠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이제 표적이 이동하고 있다. 고발자 에루키우스에서 마그누스로 표적을 
옮기면서 ‘범죄결과가 누구에게 이득인가?’를 따져 물은 다음, ‘누가 살해했느냐?’라는 질문을 
이어가며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더해나간다.

“배심원 여러분, 둘 중 누가 섹스투스 로스키우스를 죽였는지 고민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살해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해진 사람입니까? 살해 전에 가난했던 사람입
니까? 아니면 살해 후에 몹시 가난해진 사람입니까? 탐욕에 불타 친척을 공격한 사람입
니까? 아니면 평생 금전 이득은 모르고 노동의 대가만을 알았던 사람입니까? 몰수 재산
매입자 가운데 가장 무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법정과 재판을 모르고, 재판석은 말할 것
도 없고 바로 도시 로마마저 두려워했던 사람입니까? 배심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생각
에 가장 중요한 질문인 바, 적이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121)

마그누스에게 상당한 정황이 있음을 포착한 키케로는 그의 범행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선 살
해 장소가 어디고, 그 순간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다. 로마에서 살해된 사람이 피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로마에 간 적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그 밖의 여러 가능성을 타진한 후, 키케로는 상대
의 반박을 예상하고 당사자들의 화법으로 변론을 시도한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로마에 있었다 한들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에 없었습니다.” “내가 몰수재산 매입자임을 인정하지만, 
다른 많은 매입자도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비난하듯 시골농부입니다.” “내가 살인자 
무리에 섞여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살인자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자라곤 전혀 알
지 못하며 이런 범죄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
할 단서가 아주 많이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122)

121) 상게서 54-55쪽.
122) 상게서 5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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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누스를 고발한 후 계속해서 키케로는 카피토를 추궁한다. 로스키우스를 죽인 글라우키
아가 밤을 새워 카피토에게 먼저 소식을 알린 점, 카피토가 로스키우스의 열 세 개의 농장 가
운데 제일 좋은 세 곳을 소유했다는 점, 카피토의 행적에서 이와 비슷한 의심을 받은 사례들
을 언급하면서 카피토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촉구한다. 카피토가 에루키
우스를 불러 작성하게 한 문서를 꺼내 놓으라고 한다. 이어서 키케로는 살해 직후의 일을 살
펴보자며 고발자들이 낯선 사람의 농장을 탐내게 된 경위를 시작으로 고발자들과 그 배후 인
물들의 관계를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앞서 마그누스를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적을 
짚어나가며 왜 그들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지 청중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고발
자에 대한 반박과 진짜 범인을 역으로 고발하는 개연성 있는 발언을 정리한다.

“여러분은 변론 초반에 제가 이번 사건을 고발과 무모함으로 나눈 걸 기억할 것입니다. 
고발은 전적으로 에루키우스가 맡았고, 무모함은 두 로스키우스(죽은 사람의 친척이기 때
문에 이름이 같다. 필자)가 맡았습니다. 발견되는 모든 악행, 범죄, 살인은 두 로스키우스
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크뤼소고누스의 엄청난 영향력과 권력을 고발합니
다.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바, 권한을 부여받은 여러분이 이것
을 무력하게 만들고 처벌할 것을 주장합니다. (…) 배심원 여러분, 저는 언급하지 않고서
는 지나칠 수 없었던 것들은 가볍게 다루었지만, 의심스러운 것들, 즉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면 더 많이 논의해야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판단과 추론에 맡기고자 합니다.”123)

키케로는 청중의 집중을 계속 유도하면서 최후의 공격표적을 크뤼소고누스로 옮긴다. 당대 
최고의 실세, 술라 진영에서 호가호위하는 권력자를 상대로 키케로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그
가 범행 전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전반과 그와의 관계를 낱낱이 들추어낸다. 우선 그
는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재산의 매입자가 크뤼소고누스라는 사실을 공표하며 어떤 과정에서 
재산이 팔릴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요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며 
거짓과 날조는 물론 시민들의 고변기회도 중간에서 차단시킨 것을 비롯하여 서슴지 않고 잘못
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저는 섹스투스 로스키우스와 무관하게, 저와 관련해서 크뤼소고누스에게 몇 가지를 질문
합니다. 첫째, 왜 더없이 훌륭한 시민의 재산이 경매 처분되었습니까? 둘째, 왜 재산 몰
수자 명단에 오르지도 않았고 적에 가담했다 죽은 것도 아닌 사람의 재산이 경매 처분되
었습니까? 법은 오직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적에 가담했다 죽은 사람들에게만 적용합니다. 
셋째, 왜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 경매 처분되었습니까? 넷째, 왜 헐값에 경매 처분
되었습니까? 사악하고 흉악한 해방노예가 흔히 그렇게 하듯, 크뤼소고누스가 두호인(斗護
人)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루키우스 술라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가 중요한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노려, 많은 그의 측
근들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124)

123) 상게서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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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변론이라면 당연히 논리의 칼날을 세우고 감정은 가급적 배제해야 할 것 같으나 키케
로의 말을 빌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 청중의 감정을 자극해야 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그
것이 논증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사용해야 한다. 이 변론에서도 키케로는 부드러운 
감정에서 격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있다. 청중으로 하여금 
때론 피고인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때론 고발자에게 분노를 야기하게 한다. 앞서 
살펴본 크뤼소고누스를 향한 공격에서도 청중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요소를 아예 별도로 배
치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몰아붙인 후, 이번엔 그의 사치스런 생활을 들춰낸다. 팔라티움 언덕
의 저택에서 시작하여 별장, 농장, 고급가구, 장식, 의복, 많은 노예, 야간연회 등등 다양한 항
목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이 혼란한 시절 약탈해서 여러 명문가로부터 빼앗아 쌓아둔 것들이
라고 주장한다. 그를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해 청중의 분노를 사고 있는 셈이다. 반면 로스키
우스는 단지 혐의를 벗고 고발에서 벗어나 시골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소원
일 뿐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때론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고, 때론 의뢰인의 목소리로 청중
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의뢰인에 대한 동정심은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그의 소망은 혐의를 벗고 흉악한 고발에서 풀려나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부당한 의심에서 벗어난다면, 모든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부친의 
엄청난 재산을 한 푼도 갖지 않고. 크뤼소고누스여, 당신을 전혀 속이지 않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세고 무게를 달아 더없이 정직하게 넘겨주고, 입은 옷과 반지마저 당신
에게 건네고, 모든 소유물 중에서 유일하게 알몸만을 취하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난
하게라도 살게 해달라고 무고한 그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은 저의 농장을 소유했지
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 받으며 삽니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은 평온하며 평
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은 당신에게 열려 있지만 저에게 닫혀 있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저의 많은 노예를 부리지만, 저에게는 단 한 명의 노예도 
없습니다.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무엇을 원합니까? 왜 저를 못살
게 굽니까? 왜 저를 공격합니까? 어떤 점에서 제가 당신의 희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
니까? 어디에서 제가 당신의 이익을 방해합니까? 왜 제가 당신을 가로막겠습니까? 라고
.”125)

고발자에게 혐의를 두고 그의 측근들을 역 고발하는 전략으로 반박하고 나서 변론은 마무리
로 향한다. 마무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무고한 사람을 구하고 파렴치한 인물을 심판하여 정
의가 살아 숨 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이다. 그는 국가를 지
키기 위해 악을 근절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온정으로 돕고 인간성을 지켜나가자고 
설파하면서 변론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국가를 몹시 괴롭히는 악들을 더없이 열심히 치유하는 일은,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은 여

124) 상게서 73-74쪽.
125) 상게서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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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 같은 현명한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과거 적들에게까지 누구보다 온정적이었던 로마 
인민이, 오늘날 자국민에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을 것입
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런 잔인함을 몰아내십시오. 이 나라에서 이제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런 잔인함은 수많은 시민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
에서, 나아가 더없이 온정적이던 사람들조차 많은 불운에 단련되어 더는 동정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악한 것입니다. 매 순간 잔인한 행위를 보고 듣는다면, 본성상 
아무리 온순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입니
다.”126)

키케로의 변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곱씹어 보아야 할 내용이다. 권력에 편승해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공동체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집단의 이기를 좇아 명분과 세력 확장에만 골몰하는 인사들. 용기란 
지도자의 덕목이자 성숙한 시민이 지녀야 할 교양이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데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냐고 물러서는 사람은 비겁한 인간이라고 키케로는 우리에게 강변한다. 우
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자연에, 인간에 신세를 진 덕분이란다. 우리는 그 신세
를 갚기 위해서도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인문정신, 곧 인
문학을 알아야 한다. 이 인문학의 핵심이 바로 수사학이다. 수사학은 인간교육의 기본원리다. 
스물여섯의 젊은 키케로가 2000여 년 전 로마의 한 법정에서 인간 공동체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고, 온정
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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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함양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읽기 수업 모형
- 상호 협력과 토의를 통한 사회구성주의 접근

                                                                 
박현희(서울대학교)

  1. 서론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후 국회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127) 세월호 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총체적 부실, 즉 사회적 품격의 결함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자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사
회적 품격을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국민 개개인의 인성과 품격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
닐 수 없다. 국민의 인성과 품격은 바로 국가 및 사회의 품격과 불가분의 것이다. 전체 사회의 투명성, 
도덕성 정도가 개개인의 인성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의 투명성, 도덕성은 사회구
조와 관행 및 사회지도층의 수준 등이 결합된 결과이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와 부패순위는 2015년 37위이고, OECD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
이다.128) 이에 더하여 부패인식지수가 2008년 이후로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법조비리, 정경유착, 방산비리 등 수없이 많은 막대한 규모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부패의 주역으로 거론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파악
한대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약자를 면치 못하는 사회현실
이 21세기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이 되묻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특별
히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무엇인지,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좋은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와 사회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직·간접 경험이 쌓일수록, 올바르
게 살만한 유인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모든 사회 성원이 올바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인성 함양교육이 절실하다. 

인성교육은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개념이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인성교육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양교육에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전
읽기나 리더십 교육,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129)  

127) 2015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 13004호)을 제정,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성교육’
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인성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3)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
고 이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4)이에 따라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언론에서는 범국민적 차
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 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전개
하도록 해야 한다.  

128)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집계 결과, 
한국56점으로,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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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성교육의 개념은 다양하다. 인간으로서 성품을 기르는 교육(김명진, 2007; 신차균 2000 등), 
인지, 정서, 행동의 균형적인 발달을 강조한 정의(남궁달화, 1999),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강조한 규정으
로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일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현주 외, 2009)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인성교육을 염두에 둔 정의이다. 

대학의 인성교육은 주로 교양교육에서 다뤄지고 있다. 대학의 인성 교육에 관한 논의는 초중고 교육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대학 인성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한경희, 
2014, 253)이나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 배려와 협력(강미정, 2015) 등의 성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
거나, ‘자기정체성’ 확립과 민주 시민교육(전종윤, 2015)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손승남
(2014)은 klafki의 인격도야론에 근거하여 대학의 인성교육이 실현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서 자율·배려·
연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17-19). 즉 그에 의하면, “대학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자신과 타인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에 당당히 맞서는 ‘정의’ 역량을 길러주
는 데 두어야 한다.”(손승남, 2014, 19)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외 받은 자의 삶에 적극 참여·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민주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게 하는 
상호 문화교육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손승남 2014, 20). 

이상의 논의에서 대학의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
동체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연대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 시민적 역량과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토대로 한 ‘더불어 잘살기’위한 개인의 윤리적인 의지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인성과 더불어 그 개인이 속한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때 온전한 인성 함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참다운 인간은 참다운 
사회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좋은 삶’은 자아성찰과 사회성찰을 모두 염두에 둘 때 실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토대를 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바로 이점에서 인성교육의 훌륭한 지
침서이다. 개인의 인성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성립조차 어려운 말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공동체(국가 혹은 사회)를 이루는 본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인간의 훌륭한 품성 혹은 인
성은 공동체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입법가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훌륭한 품성을 소유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궁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
스의 『정치학』은 훌륭한 인간,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시민의 덕성이 무엇인가를 정체와의 관련성 속에
서 일관되게 논의한 고전이다.

『정치학』은 공동체에서 인간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면서 탁월함(aretē)이 무엇이며 탁월함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를 다루는 책으로 인성교육에 적합한 고전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 ‘고전읽기를 통한 인성 함양 교육’의 사례로서 『정치학』 읽기 

129) 서울대 역시 2015년부터 ‘선한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독서토론대회, 동영상 제작 대회(휴먼 튜브 
대회)를 개최하였고, 계절학기에 고전읽기 교양교과목으로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를 개설·운
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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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교육사례130)를 검토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인성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에 부합하는 고전 읽기 방식 및 교육 방식으

로 사회구성주의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수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를 학생들의 활동 자
료를 검토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 학생의 활동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인성 가치들을 재구성하고, 내면화하게 되는 지를 파악할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
레스의 『정치학』에 나타난 가치들에 대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사회구성주의 수업 모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고전읽기를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       
 
교양교육은 궁극적으로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빌미로  대학기득

권층의 사적 이해관심을 추구하는 파행이 불거지고 있다.131) 이 사건에 비춰볼 때, 인성교육의 교재가 
아주 중요하다.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수업의 교재는 특정인이나 기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동서양과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모범적인 저술로서 가치 있는 ‘고전’132)이 적합하다. 이창우는 고전을 “다루고
자 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 가치가 역사적으로 검증된 텍스트”로 정의한다(이창우, 
2009, 65).    

고전 교육은 기능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인 교육을 벗어나 자율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 연대적 인간, 
지혜로운 인간을 기르는 데에 중요하다(손승남 2013, 462-463). 곧 고전읽기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
르는 교육으로서 곧 인성함양 교육133)인 것이다.

고전읽기는 저자와 독자와의 대화로서,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며, 그 만남은 현재(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성찰하고 미래를 가치 있게 설계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한다. 고전에서 당대
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탐색을 읽어나갈 때, 독자는 이 현재의 나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와 진
지하게 조우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이끈다. 고전읽기는 과거와 현재 혹은 저자와 독자
와의 총체적 융합을 통해 자아와 사회를 성찰하면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다. 인성함양을 위한 읽기는 지성적, 정의적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어야 한다. 
단순히 지적 차원에서의 정보 습득만으로는 고전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및 성

130) 서울대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 공동체와 리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간디 『자서전』 
2016년 겨울 계절학기 교양 수업.

131)상지대 필수교양과목인 인성교육 교재로 <김문기 선생의 철학 ‘상지정신’>을 선정하여 사학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김문기 상지대 전총장을 미화하는 수업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뉴스타파 
2016.05.12.)  

132) 고전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지만 문학이나 예술작품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그 밖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저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33) 인성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문용린(1995,34)은 인성교육이란 “교육받은 사람으로
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품성, 인간적 자질, 시민적 자질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교육과 전통”으로, 손
봉호(1996, 6)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란 “개개인의 자아발견, 우주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 심미적 
소양, 긍정적 생활태도, 정의와 선악의 구별, 도덕적 책임의식, 도덕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
는 판단력과 용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동정, 사회의식과 희생 정신, 인권과 정의의 존중 등의 
소양을 배양하는 것”으로, 남궁달화(1999,11)는 인성교육을 “마음의 발달을 위한 정서교육, 자아실현
을 위한 가치교육, 더불어 살기위한 도덕교육”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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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전 읽기는 독서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토의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속

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성 교육에 이를 수 있다. 혼자서 독서하기보다는 함께 읽고 대화
하며 서로 다른 의견과 접촉함으로써 사고와 정서의 지평이 넓혀지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134) 전종윤(2015)은 인성교육 방법론으로 ‘독서공동체’를 통한 대학생의 자기 정체성 확립
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 함양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독서공동체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 철학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인성을 갖춘 인간-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표
현하면,‘좋은 인간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작은 민주주의 사회‘이다. 이
를 통해 대학생은 민주사회의 가치(민주적인 의사결정, 민주사회의 자주관리 등)을 미리 경험
하게 되어 책임 있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종윤 2015, 17). 

고전읽기를 통한 인성교육은 얼핏 보면 고전의 교리를 주입하는 식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려는 
교육으로 오해하기 쉽다. 앞서 말했듯이 고전 읽기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고 저자와 독자와의 대화로
서 총체적 융합이 생기는 과정이다. 텍스트와의 총체적 차원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성찰적 사고
와 감정과 가치가 독서공동체 안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좋은 
삶’을 추구하는 ’좋은 인간과 훌륭한 시민, 훌륭한 리더’로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성품을 갖추는 문제만은 아니다. ‘좋은 삶’은 ‘좋은 사회(혹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역량을 쌓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고전을 함께 읽고 소
통하면서 클라프키((klafki)가 제안한 ’시대적 핵심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평화, 환경, 불평등, 뉴미디어와 같은 시대의 핵심과제를 교육내용으로 삼아 다가
올 세대에게 적극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lafki 1995, 55-60; 손승남, 2013, 464)

사회구조와 제도 및 그와 결부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성찰도 인성 함양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다. 우리는 주위에서 전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좋은’ 사람을 본다. 그들을 ‘순수한 영혼’으로 
부르기도 한다. ‘성품 좋다’는 말은 이제 보다 지평을 넓혀 전 우주적으로 혜안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 내
려져야할 것이다. 적어도 좋은 사람이란 우주적 혜안으로 ‘나,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추구하며 부단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부응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 읽기는 저작의 가치를 진지하게 내면화하면서도 무조
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당대의 사회, 정치, 문화 및 사상적 맥락 등을 검토하고, 저자가 처한 다양한 
시대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논의의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전에서 터
득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회문제와 인류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지를 궁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의 고전읽기를 통한 인성교육은 성과주의 사회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자아정
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출 뿐만 아니라 좋은 

134) 미국 인성교육협회의 다섯 가지 접근에는 ①전통적 관점(좋은 습관, 덕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가
르침)②아동 발달적 관점(인성교육의 목적을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도덕적 특성들을 발달시키는
데 사회적 영향을 강조)③배려공동체 접근(학교 교실에서 배려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인
성의 습관을 갖도록 함)④구성주의적 접근(인성이 사회적 맥락 내에서 구성된다는 입장. 윤리적 결정
이나 행위가 맥락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좋은 인성에 내재된 가치들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강조, 구체적인 덕목들을 주입하고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의, 역할극, 
협력적인 또래 상호작용, 민주적 교실과 학교 문화를 통해 도덕적 사고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강
조), ⑤절충적 접근이 있다(김수진, 2015, 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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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일구는 데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인간, 좋은 시민, 좋은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 하에 인성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의 내용 
역시 개인으로부터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와 우주적 차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아
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개인의 성품뿐만 아니라, 소외된 약자를 위한 사회적 연대능력을 갖춘 민
주시민, 다문화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전우주적 차원에서 혜안을 갖추고 미래의 좋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이 포함된다.  

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135)의 인성 교육적 함의

인성함양을 위해 왜 정치학을 읽어야 하는가? 정치학은 정치체제와 관련한 내용을 상당히 다루는 게 
사실이지만 이 논의들은 ‘인간학’과 ‘행복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교재로
서 유용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정치학은 최고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최고선은 인간과 국가의 
탁월함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이다. 탁월함(aretē)은 무엇인가? 탁월함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가
장 잘 발휘한 상태를 일컫는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란 바로 이성능력이다. 이성능력은 원어 로고스
(logos)를 지칭한다. 인성을 ‘인간다운 품성’으로 볼 때, ‘인간다움’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고유한 기능
인 이성능력을 인간다움의 출발점으로 보고 그 고유한 기능이 가장 잘 발현된 상태를 탁월함(aretē)이라
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은 바로 국가와 인간의 탁월함(덕성, 미덕)이 가장 잘 구현된 최선의 삶, 
훌륭한 삶을 궁구하는 고전이라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텍스트로서 적절하다.

인성 교육의 목표가 개인화된 윤리적 인간을 기르는 것에만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
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연대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좋은 인간을 기르고
자 함이며, 사익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실천적 지혜’를 갖춘 인간을 함양하는 데 있
다.  

이 목표에 부합하는 책이 바로 『정치학』이다. 『정치학』은 이 목표를 추구하되 개인과 국가(공동체)를 
불가분의 관계로 상정하고 접근하고 있다. 아래는 1권에서 발췌문이다. 인간 본성을 국가공동체를 구성
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국가 안에서 인간 고유의 기능인 언어능력, 즉 선악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이성
을 가장 잘 발휘하여 탁월함(aretē)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zōion politikon)임이 분명

하다.”(1253a1-2)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거나, 자급자족하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부
분이 아니며, 들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1253a27-29)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는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nomos)과 정의(dikē)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다. 무장한 불의는 가장 다루기 어렵다. 인간은 지혜와 탁월함을 위해 쓰도록 무기(언어)를 갖
고 태어났지만, 이런 무기들은 너무나 쉽게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탁월
함(aretē)이 없으면 인간은 가장 불경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색욕과 식욕을 가장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는 국가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다. 정의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정의감은 무엇이 옳은지 판
별해주기 때문이다.”(1253a31-39)

 

135) 천병희(2009) 역 『정치학』(도서출판 숲)을 수업의 주요 교재로 삼았다. 이하 인용 글은 이 번역본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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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탁월함의 논의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
성 함양은 반드시 공동체를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특히 시민의 탁월함은 국가(정체)
의 탁월함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1276b16). “인간은 공동체 구성원으로나 개인으로서나 분명 같은 목표
를 추구한다.”(1334a11) 사적 자아와 공적 자아의 목표가 같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훌륭한 삶, 곧 행복
이다. 

      
   최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연구하려면 먼저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부터 규정해야 한

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정체에서 사는 자들이 가장 행복할테니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어떤 삶이 만인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확인하고, 이어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같
은 삶이 가장 바람직한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 선은 외적인 선, 몸의 선, 혼의 선으로 삼분되며, 행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
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1323a14-25)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철저히 개인과 국가를 함께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에 대해 보다 ‘공동체에서의 자아, 즉 공적 자아’로서의 올바른 삶에 관
해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공적 자아로서 치자와 피치자는 동등한 자로서 최선의 정체
를 형성하는 주체이다(1328a35). 최선의 정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들은 탁월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의 국가는 행복하고 잘나가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잘 나갈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이건 국가건 탁월함과 지혜 없이는 훌륭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국가의 용기, 정의, 
절제는 개인이 용감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절제 있다고 불릴 때 분유하는 탁월함과 같은 효력, 같
은 성격을 갖는다.(1323b21-26) 
“최선의 정체는 분명 누구나 가장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여야 한
다.”(1324a23-24) 
  
아리스토텔레스는 입법가의 역할을 시민들이 훌륭한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을 

고안하고 입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훌륭한 입법자가 할 일은 국가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훌륭한 삶과 그들에게 가능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1325a7-9)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입법가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탁월함, 즉 덕성
이라는 것이다. 경제제도, 정치제도, 군사제도, 공동식사 제도, 교육제도 등이 바로 시민들이 
훌륭한 품성에 이르도록 고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의하면, 이처럼 품성은 그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
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한편으로 동일한 체제라도 사람들, 특히 공직자들이 어떠한 행
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체제가 생성되기도 한다.  

동일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사람, 즉 공직자들의 태도에 따라 선한 정체와 나쁜 정체로 
대조적인 모습을 초래한다는 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를 일인이 통치
하는 정체, 소수가 통치하는 정체, 다수가 통치하는 정체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공직자들이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일인 통치 제체는 왕정과 참주정으
로, 소수통치체제는 귀족정과 과두정으로, 다수가 통치하는 체제는 폴리아키(다두정)와 민주정
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선한 정체이고 후자는 나쁜 정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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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절대 정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올바른 정체고, 치자들의 개인
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정체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정체가 왜곡된 것이다.(1279a16-20)

이렇게 행위자와 제도는 상호 결합에 의해 작동한 결과로서 그 선악이 판명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인성이란 그가 속한 공동체의 품격과 더불어 생각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
간이 추구하는 최선의 목표인 행복은 바로 국가의 목표라고 강조한다. 그는 국가의 목표는 최
고선을 추구하는데, 구성원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일종의 동등한 자들의 공동체이고, 그 목적은 가능한 최선의 삶이다. 그런데 최선의 것은 행
복이고, 행복은 덕(aretē)의 구현과 실천에 있다.(1328a35-37)

국가는 완전한 공동체로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단계에 도달해 있다. 달리말해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eu z ēn)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1252b27-30)
 
이상의 논의에서 국가는 훌륭한 삶을 목표로 하고 그 훌륭한 삶은 탁월함(덕)을 실천하면

서 행복에 이르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훌륭한 품성이란 곧 탁월함(덕)의 실현이고, 그것
은 최고선 즉 인간 행복을 성취하는 활동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사람은 세 가
지를 통해 선하고 훌륭해지는데, 그 세 가지란 본성과 습관과 이성이다”(1332a38) 이세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타고난 탁월함은 습관에 
의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1332a42-43) 하므로 교육을 통한 습관 형성(1332b9-11)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인성 교육이 특히 습관의 형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통
찰을 제공하고 있다.

4.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 읽기 수업 모형
 
고전 읽기가 교조적인 원리를 주입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

뤄져서는 안 된다. 이수곤(2013)은 교조적인 접근이나 일방적인 교훈을 주입하는 이러한 접근
은 잘못된 가치를 주입하거나 학생들이 고전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한다.(357) 고전을 존중
하는 자세도 좋지만 맹목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는 더 이상의 사고의 융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의 융합은 읽기 과정에서 독자와 자자와의 대화가 작동할 때 일어난다. 사고의 융합은 
독자의 사고가 지은이의 사고와 만나고, 독자가 주체적으로 저자의 관점에 대해 수용 (혹은 
동의)과 질문(혹은 문제제기)을 통한 성찰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난다.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 정보를 수용하는 읽기, 즉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
다. 이해에 머무는 읽기는 수동적인 지식축적에는 도움을 주지만, 독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
인 반응을 통한 생생한 지혜에는 이르지 못한다. 반면에, 고전과의 능동적인 대화를 통한 사
고의 융합은 과거와 현재의 융합이며, 좀 더 심화된 의미를 생성하면서 전인적 차원에서의 깨
달음과 자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읽기, 즉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가
능하다. 김명순은 책 읽기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독자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가
치에 대한 필자의 숨결”과 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김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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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81). 이는 곧 타자와의 조우를 강조하는 주장이다. 자아 성장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
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김명순(2002)은 텍스트보다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는 ‘반응 중심 독서’136)지도를 제안한다. 
“반응 중심의 독서 지도는 학습자가 텍스트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와 
텍스트에 대한 사고나 감정의 외부 표현을 중심으로 삼는다. 반응의 생성과 표출이 마음의 움
직임 및 변화와 관계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질적 변화나 사람됨의 바탕을 형성하는 등 인성
의 함양과 긴밀히 관련됨을 시사한다. 독서지도에서 반응의 생성과 표현이 인성의 함양을 도
모하는 적절한 기제가 될 수 있다.”(김명숙 2002, 192). 

고전 읽기를 통한 인성 함양 교육은 사고의 융합으로서 저자와의 대화, 내면화 과정을 돕
는 반응적 독서가 활용 될 필요가 있다. 반응적 독서는 주로 문학작품에 활용하기 쉬운 독서
이다. 작중 인물의 사고와 감정을 공유하면서 독자의 사고와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자아성찰
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비문학 장르의 경우에는 감정보다는 사고의 차원에서 반
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응은 질문과 반박, 동의와 깨달음, 적용과 실천으로 독자에
게 나타날 것이다. 바흐친(2006)의 ‘응답적 이해’는 텍스트에 대한 동의, 반박, 수용, 적용 등
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비문학적 고전읽기에서 
질문과 반박, 동의와 깨달음, 적용과 실천의 반응은 분석적 읽기를 토대로 한 ‘응답적 이해’인 
것이다. ‘응답적 이해’는 독자의 말하기와 쓰기 행위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된다. 독자가 적극적
으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생각들을 토의와 글쓰기로 표현할 때 성찰을 통한 내면화
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적 독서 및 응답적 이해는 ‘독서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상호 대화와 토의 및 토론을 통
해 더 질적으로 풍부해진다. 전종윤은 ‘독서공동체’는 전통적 대학 수업 공간을 대학생 스스로 
독서 행위를 통해 삶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게 돕는 탐구 공동체로서, 텍스트를 매개로 한 철
학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에 이를 수 있는 인성을 갖추도록 돕는 ‘작은 민주주의 사
회’라고 설명한다(전종윤 2015, 17). 독서 공동체는 상호 이해와 인정이 일어나는 민주주의 공
간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 독서공동체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고 주장한다(전종윤 2015, 17-20). 

뿐만 아니라 반응적 독서와 응답적 이해는 독서공동체에서 상호 대화와 토의를 통해 반응
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진다. 독서공동체내에서 이뤄지는 반응 및 응답적 이해(수용, 질
문, 비판, 실천)는 Fish가 언급한 ‘해석공동체’에서 주관적인 반응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McMahon & Raphael 1997, 16). 독서공동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김명순은 해석공동체
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질화되는 해석 집단을 말하는데, 해석 공동체가 한 독
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독자의 해석이 결
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의 동질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응 중심 독서 
지도는 토의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김명순 2002, 194).

이상의 논의는 인성교육에서의 구성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구성주의는 객관주의에 반대
하는 학습이론이다. 즉 객관주의가 지식이 개인의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이며, 학
습역시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학습자에게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 
구성주의는 지식이 세계에 대한 개인 경험의 재해석이라고 가정하고, 객관적 실체는 존재하지 

136) 텍스트보다 독자를 중시하는 문학비평이론이다.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개인적 반응에 의존하는 독
자 반응 이론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독자의 살아있는 생각, 느낌, 감정을 일으켜서 이것을 자신의 삶
과 연관시키고, 개인의 삶에 기초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한다(김명숙, 2002, 192).



- 90 -

않는다고 본다(서혁·서수현 2007, 34). 특히 사회구성주의(social-constructivist model)는 구
성주의의 분파로서 “지식은 세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협력의 결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소집단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해석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서혁·서수현 2007, 42)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표 1> 객관주의,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비교(서혁·서수현, 2007, 35-36)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에서는 객관주의적 관점보다는 사회구성주의 접근으로 상호
작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서공동체 혹은 해석공동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교수전략을 구
상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전략은 수업 전반에 걸쳐 교수자의 배려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Noddings(2002)는 교수자의 배려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은 그러한 교사의 배려를 자신
이 좇아야 할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교수자의 배려는 인성함양교육
에서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시켜야 한다.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교수-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김
민성(2014)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의견들을 연결하여 수업의 주제에 접근해야하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교
사와 학생간의 배려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134-135).

능동적 참여는 곧 일방적인 주입식의 개념 설명과 같은 정보제공을 지양하고, 질의 응답식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해관심을 고려하여 반응을 적극 유도하는 수업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학』의 이해를 돕고 독서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강독 수업은 도움이 된다. 

객관주의
( ～1960년대)

인지적 구성주의
(1960년대～1980년대)

사회구성주의
(1990년대～)

목표 지식의 폭넓은 획득 지식의 개인적 구성 지식의 사회적 구성
실재에 대한 가
정

개관적, 단일적, 단편
편적인 실재 

개인의 해석과 구성으
로서의 실재

사회적이며 몽화공동
체적인 실재

인식론적 전제 객관주의 실용주의 해석주의
학습에 대한 관
점

지식의 양적 확대
개인의 인지적 재구성
의 과정

담화공동체의 참조와 
동화

교수·학습 이론
행동주의,
인 지 정 보 처 리 이 론 , 
Gagné의 수업 이론

교육기호학, Piaget의 
발달이론, von 
Glaserafeldt,
 Bruner, 스키마이론

Vygotsky의 ZPD이
론, Lave & Wenger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교사: 지식의 전달자
학습자: 지식의 습득
자, 지식의 수용자

교사: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학습자
학습자: 자율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학습의 주체자

강조점
개인, 반복 학습
텍스트 정보의 기억

개인, 기능, 전략, 상위
인지,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배경지식의 
활용

담화공동체, 대화·협
의, 토의토론, 사회적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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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교수자는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게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방적 설명보다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학생의 답변을 경청하며, 그 답변을 수업 내용에 연
결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객관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질의응답이 정답
맞추기식의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토의 주제 역시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추상적이고 난해한 토의주제보다는 학생들이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 줄 필요가 있다. 인성 함양을 위한 토의 수업에서는 실제로 사유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주제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
도록 토의 주제를 선정한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화에 학생들이 참여할 때, 자기정체성
을 확립하고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성찰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 혹은 사회 구성주의 학습모형에 토대를 둔 반응적 독서와 응답적 이해는 독서공
동체에서 책읽기-토의-글쓰기 과정을 거친다. 이 연구에서는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 
방법으로서 독서공동체를 전제로 한 반응적 독서, 응답적 이해를 촉진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
하여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응적 독서 방법은 혼자 읽기에서는 인지적 구성주의137)

를 함께 읽기와 상호 토의에서는 사회구성주의를 활용한 수업모형이다. 반응적 독서는 주로 
문학 텍스트에 활용되는 독서이지만 인성교육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학생들의 해석과 토의과정
에서 자신의 문제로 체화하거나 학생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이 방식을 
수업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표 2> 참조)

각 단계별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학생 주도적, 협력적, 능동적 활동을 촉진하도록 수업을 
운영한다. 

1단계 책읽기 과정은 ‘혼자 읽기’- ‘맥락 이해하기’- ‘함께 읽기’(강독)과정으로 이뤄진다.  
‘혼자 읽기’는 수업 전에 해당 부분을 학생들이 미리 읽는 과정이다. 텍스트와의 상호교섭

적 읽기, 즉 대화하며 읽도록 요청한다. 중요 부분 밑줄 그어오기, 자신의 반응을 기호로 표시
하기(? 혹은 !), 질문, 반박, 동의, 깨달음, 적용, 실천에 관한 반응을 책의 해당 부분에 메모하
며 읽어온다.         

‘맥락 이해하기’는 각권의 배경 맥락을 조별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맥락에 대한 공통이해를 
바탕으로 독서 공동체가 형성된다. 맥락 발표 후 질문시간을 갖고, 교수자가 보완한다.(30분)

‘함께 읽기’는 강독으로 교수자가 중요 부분을 선택하여 함께 읽고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수업을 진행한다.(30-40분) 함께 읽기 과정에서 주입식 정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교수자는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헌의 논의들도 함께 소개하며 이해를 돕는다.

         <표 2>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 모형(반응적 독서와 구성주의 모형) 
 

137) 인지적 구성주의는 “지식은 학습자 개인의 개별적 인지작용의 결과이므로 학습자들은 구성과 재구
성을 반복하면서 변화한다.…  지식이 글에서 바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머릿속에
서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한다.…읽기 수업은 독자가 글을 읽는 전 과정에서 자신의 스키마(개인의 경
험과 지식을 총칭)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독자의 배경지식과 가치가 읽기
에 개입된다.… 의미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 상호교섭 과정 동안에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서혁·서수
현 2007, 38-40). 

단계 읽기 방식과 주체 활동 형태 활동 공간
의미 
작용

반응
읽 기 
모형

1단계 1) 혼자 읽기(개인 과제) 밑줄 긋기, 교실 밖 상호 교 1차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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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독서공동체에서 상호 소통’(대화, 토의)은 강독 후에 공통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그룹별로 소집단 토의를 하는 과정이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자아와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여준다. 소그룹 토의를 30-40분 정도 한 이후에 그
룹별 토의 내용을 전체가 공유하는 브리핑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과 전체토의를 한
다.(30-40분) 

책읽기

    
   
 
 

기호(? 혹은 
!), 질문 및 
의견 등을 메
모.

(과제 1)

섭(텍스
트와 독
자의 대
화)

 반  
 응

구성주
의

2) 맥락 조사와 이해(조별 
과제, 수업 중 발표)

ppt 방식으
로 발표

수업(25분)
지식 전
달(배경 
지식)

3) 함께 읽기(교수 강독 및 
질의응답)

중요 부분 함
께 읽고 강독

수업(40분)

능 동 적 
이 해 와 
해석 공
동체 형
성 

2차
 반  
 응

2단계
토의

4) 소그룹 토의(그룹 당 5
인)
5) 토의 후 전체 토론(그룹
별 토의 내용 브리핑과 질
의응답 및 전체 토의)

주제 토의

수업 (75
분)
·그룹 토의 
(40분), 
· 전 체 토 의 
(35분)

상호 소
통, 사
회적 맥
락 에 서 
재 해 석
과 적용

3차
 반  
 응

사회적 
구성주
의

3단계
글쓰기1 
(성찰과 
소통)

6) 생각정리 글쓰기와 상호 
댓글 달기(개인 과제)

토의 주제에 
대해 재성찰  

온라인 게
시판 
(과제 2)

매 수업 
후 생각 
정리 

4차
 반  
 응

4단계
글쓰기2 
(텍스트 
생성과
 상호
 작용)

7) 자서전 쓰기(미래에 자
신이 속한 공동체와 리더
로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자서전 쓰기 과제)와 댓글 
달기 

자기화 과정

온라인 게
시판 
 (기말
 최종
 과제)

자기 정
체성 확
립, 좋
은 사회
를 일구
는 자신
의 모습 

최종
반응

5단계
발표와 
토의

8) 자서전 발표하기
상호 소통을 
통한 공유와 
침투

수업(3시간
씩 2회)

 자아와 
타 자 의 
이해

마 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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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생각정리(글쓰기)와 상호 소통’(댓글 달기)은 수업이 끝나고 매일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 논평자들이 답글을 작성하면서 상호 소통을 한다.  
   4단계 ‘자기 텍스트 생성’(자기 정체성 확립-자서전 쓰기)은 적용과 실천과정이다. 한 
학기 동안 여러 차례 1단계～ 3단계까지 과정을 밟은 학생들은 미래에 자신이 속한 공동
체와 리더로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서전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아정
체성 확립과 좋은 사회, 좋은 삶을 디자인하면서 고전의 적용 및 실천 경험을 하게 된다.

5. 사례 분석: 『정치학』읽기 수업 사례에 나타난 인성 요소의 내면화 

   이 수업 모형을 적용한 S대학교 2016년 겨울 계절학기 수업 (<독서세미나 고전에 길을 
묻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간디 『자서전』: 공동체와 리더)의 일부 활동 자료를 검토
함으로써 인성 함양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읽기의 의미와 효과를 검토하겠다. 
이 수업은 2015년 선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되어 2015년 여름 학기부터 
방학 중에만 운영하는 수업이다138). 3학점 3시수 수업이고, 주로 한두 권의 고전을 정독한
다. “고전의 지혜로 나를 돌아보고, 발표, 토론, 성찰, 실천으로 ‘좋은 삶’을 꿈꾸는 강
좌”139)라고 홍보하고 있다. 수업 정원은 25명,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절대평가
를 도입하였다. 
   수업에서 읽은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1-3권과 7-8권이다140). 인성교육을 위
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부분으로 선정하였다.141) 또 이 수업에서는 간디 『자서전』도 다룬
다. 이렇게 한두 권의 책을 정독하는 이유는 계절 수업이 이틀에 한 번씩 운영되어야 하므
로 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다매체 시대에 다른 볼거리들이 많은 상
황에서 한권의 고전을 정독하는 일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 책에 대한 각종 해설 정보가 넘치는 상황에서 한권을 직접 대면하며 느리게 음미하며 
읽고, 깊게 성찰하기 위해서는 한두 권을 정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38)15년 여름에는 <독서세미나 고전에 길을 묻다> 총8개 강좌(사마천 사기: 삶의 지혜/춘향전: 변치 않
는 가치와 삶의 현장/공자 논어: 공자에게 길을 묻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인간과 운명/안나 카레
리나: 주어진 삶과 찾아가는 삶 /자유론: 나는 자유로운가?/정치학, 간디자서전: 공동체와 리더/월든: 
욕망과 절제) 개설 운영. 16년 겨울에는 5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16년 여름에는 8개 강좌 개설 운영 
예정 (루소 고백록: 진정한 나를 찾아서/ 맹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의 길 포함). 

139)홍보용 엘홀더에 쓰여진 문구이다.
140) 정치학이 끝난 후에 간디 『자서전』을 읽고 조별로 연극을 한 후 토론을 하였다.
141) 4-6권은 정체와 관련한 논의이다. 4권은 실제 정체와 그 변형들, 5권은 혁명과 정체 변혁의 원인들 

6권은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는 어떻게 구성해야 가장 안정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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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아래에서는 1단계 ‘책읽기’와 ‘맥락이해’ 및 2단계 ‘함께 읽기’ 과정 이후, 즉 3단계 ‘그
룹 토의 및 대화’부터 4단계 ‘그룹토의 브리핑과 전체 토의’를 거쳐 5단계 ‘텍스트 생성단
계’에서의 ‘생각정리’ 글과 최종단계의 자서전 쓰기를 포함한 활동자료를 중심으로 교육 효
과를 분석한다. 왜냐하면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사회구성주의읽기 모형이 구체화된 부분
으로, 학생들의 능동적 반응으로서 생각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상호토의과정을 거치고,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생각 정리’ 글과 이에 대한 답글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한다. 특히 인성함양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자기 내면화 과정에 초
점을 맞추어 검토하겠다. 이 소통 과정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활동을 중심으로 사회구성
주의에 의한 내면화 과정을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텍스트 생성’, 즉 ‘자서전’ 사례를 내용 
분석하여 학생의 내면에 형성된 지식과 덕성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 선정
은 한 학생의 생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이러한 일련의 책읽기와 소통과정이 학생의 인
성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연구자가 그룹토의가 잘된 사례
를 추출하여 파편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한 학생의 활동과정을 중심으로 최종 단계의 자서
전에 어떻게 적용되고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하겠다. 인성함양의 사회구
성주의 접근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5.2. 지식구성 과정과 인성요소의 내면화 

   1단계 책읽기 과정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소그룹  토의를 하였다. 토의 주제는 『정치
학』을 강독 한 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너무 난해하거나 추
상적인 질문을 피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맥락과 경험 및 지식을 동원하여 능동적으
로 상호 토의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아를 성찰하고 사회를 성찰하며 좋은 인간과 좋은 

                        <그림 1> 수업 흐름도
                               
                                 
       
                                                              

                                                      

                           

                         

   수업 중   수업 전·후 과제

 1단계:  맥락 발표 (조별 발표)/30분 과제: 혼자 읽기(동조, 질문, 비판)
    (책에 밑줄 긋기, 기호, 메모) 

 2단계: 함께 읽기 /40분
        (강독 및 질의응답)

   
    최종과제: 자서전 쓰기 
    발표 및 논평댓글 달기

 3단계: 그룹 토의 및 대화 /40분
  (5인 1조 혹은 2인 1조)

 5단계: 생각 정리와 상호 답글
             (온라인게시판) 

 4단계: 그룹토의 브리핑과 전체 토
론/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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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일구는 일에 현재의 사회적 맥락에서 꼭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3단계: 수업 중 그룹 토의 및 대화 주제 (정치학 1권～3권, 7권, 8권)*****

√1차시 수업: 정치학 1권 1장～6장 
   1) 국가/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2) 국가의 역할에 동의한 것 같으니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과연 진정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을까?
√2차시 수업: 정치학 1권 7장～13장 
  1)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재산 축적의 원리에 동의하는지, 자족적 이상의 축적이 비

도덕적인지? 이것에 동의한다면, 현대에서 적정 수준의 재산 축적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
각하는지, 재산은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2)직업선택의 기준,  각자 꿈꾸는 삶이 있다면 말해보고 왜 되고 싶은지? 무엇을 기준
으로 할 것인지? 근본적 동기와 목적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3차시 수업: 정치학 2권 1장～7장
  1)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은?
  2)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둘 중 선호하는 국가의 형태는 무엇이고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면 보완해서 어떤 국가를 이상향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토의하기. 
√4차시 수업. 정치학 2권 8장～11장
  1)공직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법의 개정에 관하여
  3)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5차시 수업: 정치학 3권 
  1)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시민 및 치자의 탁월함(Leadership& fellowship) 
  2)다문화 시대에 재정의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 조건, 속성은 무엇인가?
√6차시 수업: 정치학 7,8권
  1)훌륭한 삶을 살기 위한 시민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전체 시민에게 공교육은 필요

한가?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
  2)나에게 가장 미흡한 성향(성격적 탁월성)은 무엇인가?  
*************************************************************************

다음 사례는 정치학 3권을 함께 읽은 후에 해당 주제에 대해 그룹 토의를 한 사례이다. 
이 토의에서 연구 대상자는 학생2이다. 

*******************< 3단계 그룹토의 사례 1/ 5차시 수업 (정치학 3권)>*********

 1)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시민 및 치자의 탁월함(Leadership& fellowship)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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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1: 우리나라 치자들이 통치만 할 것이 아니라 피치자의 입장에 공감해서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 
피치자들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의식은 가지지만 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는 못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래서 피치자들도 좀 더 
치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2: 로스쿨 문제도 치자가 피치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거나 강요받아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치자는 엘리
트적인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제재도 필요하다.
  학생3: 공감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의 문제에서는 그러한 공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봐야한다. 서민체험이라던가 그러한 
것들.
  학생1: 방안도 중요하지만 들으려는 자세와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치자들이 책임감을 갖
고 말을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역할도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안목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치자와 피치자의 역할이 둘 다 필
요하다. 
  학생2: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모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엘리트적 배경을 가진 치자들이 다양한 사
람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험과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을 통합해야 한다. 봉사활
동도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생4: 제도보다 의식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의식이 부족하다면 제도가 있더라도 보여주기식만 될 것
이다. 
  학생3: 그러한 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을 억지로 하였는데 그 중
에서도 얻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의무를 부과해서 의식을 키우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학생4: 치자가 피치자에 공감하는 것과 피치자가 치자에 공감하는 것의 혼합이 필요하다.
**************************************************************************  
      
이 토의에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치자의 덕성으로 공감을 논의하고 있다. 공감능력을 갖

춘 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민체험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경험이 억지로라도 필요하다는 토의
로 이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피치자 역시 안목을 가지고 탁월함을 갖춘 치자를 선택하고, 주
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태도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 토의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맥락과 지식 및 경험을 동원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있
다. 당시에 로스쿨과 사법고시 존치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었다는 점과 학생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에 비추어 치자의 탁월함을 논의하고 있다. 지식 형성에 서회구성주의 관점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은 각자가 생각정리 글을 작성하여 과제로 온라인 게시판에 올
렸다. 디음은 학생 2의 생각정리 글이다.               

*********** <5단계 3차시 수업 후 과제, 생각정리 글 사례 1 >***********************        
                         
                                치자와 피치자의 덕목

  치자는 피치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전투기 조종사가 지상을 폭격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자
신이 땅을 딛고 서 있을 때 폭격을 당한 경험을 겪고 나서 느낄 수 있게 된 일화가 있다.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초래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자각하고 나니, 더 이상 가볍게 폭격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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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의 '계몽된(?) 전투기 조종사'처럼, 치자는 자신의 결정이 피치자에게 가져올 결과의 중대성
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친애(philia)의 증진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바는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는 유한준의 말이 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사랑하면) 상대방의 애환이나 고초, 필요를 알게 되고, 알
게 되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심하고 최선의 정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 '그때 보이는 바는 전과 
같지 아니하'게 되면 치자는 공감 능력을 획득하고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친애는 
어떻게 증진해야 할까. 7장의 공교육 부분을 읽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알 수 있을 거라 짐작하고 
있지만, 우선 내가 생각해두었던 바로는 교육,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수반되더라도) 봉사활
동이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그 과정을 겪다 보면 동료 시
민들, 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까지 이해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편 피치자는 '소극적인 통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치 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
이다. 치자가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치자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책에 반
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종종 치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올
바른 정체가 왜곡된 정체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심한 이기주의는 지양해야겠지만, 우리나라 현
실에서는 '당연히 누릴 권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피치자의 적극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이상의 생각정리 글을 보면, 수업 중 토의과정에서 나온 내용들(공감, 봉사활동, 시민의 적

극적 태도 등)에 자신의 지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을 더 보충하여 훨씬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예로 ‘치자의 공감’을 전투기 비행사 이야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과 
『정치학』에서 이해한 ‘필리아’의 개념을 동원하여 치자의 덕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점에서 
기존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스키마)만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고전읽기에서 터득한 원리를 
적용하여 보다 치자의 덕성에 대하여 보다 풍부한 지식을 형성하고 태도 변화(자기내면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생각정리 글에 대한 동료 학생 3인의 답글이다. 이하 답글을 통해 학생들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글 1,2는 처음에는 생각정리 글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사례자의 글을 읽고 나서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
고 있다. 또 답글 3의 경우에는 사례자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좀 더 장기적이고 신중한 관점이 
요구된다는 나름의 제안을 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 답글에서도 학생의 개인적 경험과 지
식, 토의과정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단계 3차시 생각정리 글 1,2에 대한 답글>********************
 답글 1 ) 사실 토론을 할 때는 이미 치자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강제한다면 정치적 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00 씨의 생각정리를 다시 읽어보니, 모든 시민에게 치자
의 지위가 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장려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 '진정성 없는 봉사활동'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어떻게 시민들이 여타의 인센티브 없이 자발적
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

답글 2) 공군에서 복무했던 저로서는 공군 조종사 이야기가 정말 공감됩니다. 여담일 수 있지만 같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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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던 공군 조종사 분들이 한 번 씩 전투기 모는 무용담을 자랑하며 얼마나 힘들 일인지 얘기하곤 했는
데 사실 저는 공감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공감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도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는 것이 강제로라도 다른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답글3) 저는 알면 사랑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는데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격언도 맞는 말 같네
요! 교육을 통해 치자의 친애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매우 공감합니다. 피치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
적이기는 하지만 교육만큼 평등하고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연히 누릴 권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하 생략)
*************************************************************************

각권별로  이 수업과정이 반복되면서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자기 내면화가 이뤄지고 
있다. 반복적인 학습 효과는 더 지대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거쳐 최종 단계
의 텍스트 생성을 하게 된다. 최종 글 과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특
히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서전 형식으로 쓰는 것이다. 인성 함양을 위한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사회’를 고민하고, ‘좋은 사
회’를 일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리더의 덕성을 터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인
성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앞서 다룬 학생의 최종 과제 
글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분량은 A4 3쪽 정도이다.    

학생 글이 인성 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또 내면화 과정은 사회구성주의 읽기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이 글은 고전 읽기를 통해 학생이 얻은 지식과 원리들을 미래 자서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전들에서 배운 지혜를 반영하여 어떤 리더가 되고, 어떤 공동
체를 구성할 것인지를 자서전으로 그린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일단 기존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 위주의 서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전 읽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단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 글의 취지를 서술하고, 좋은 공동체(“모두가 훌륭한 미덕을 지
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본인이 추구하는 세 가지의 리더상과 이상
적인 공동체)에 관해 자서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공동체의 개
념 정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훌륭한 국가의 목표와 동일하다. 상
당히 고전 텍스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자기 안일과 
개인적인 영락보다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학생이 추구하는 첫 번째 리더의 특성은 “지적, 성품적 탁월성, 특히 공감 능력을 갖춘 리
더로서의 정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탁월성(지적, 성품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
치학에서 얻은 원리이고, 공감능력을 갖춘 리더는 그룹 토의를 거쳐 내면화한 가치이다. 사회
구성적 읽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말한 탁월성을 지적 탁월성과 성품적 탁월성으로 대별한다. 그 
중에서 지적 탁월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성품적 탁월성에 더 방점을 두어 이를 반드시 겸
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사회에서는 특히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딴 세
상에 살듯이 일반 시민의 삶에서 유리되어 있으며, 수오지심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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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적 탁월성에 미달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실망해왔기에 더 성품적 탁월성이 더욱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성품적 탁월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공사의 구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학생 글)

 
성품적 탁월성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노력한 실천들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

스가 강조한 실천과 경험과 습관을 수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직업 세계에 유용한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축적하는 일에 경도된 우리 대학생들에게 성품적 탁월성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데에 이 수업이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
형로펌을 그만 두었다는 내용은, 개인차원의 정신적 수양에 그치는 성품의 탁월성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실천하는 면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는 리더의 모습을 바람
직한 가치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하면서도 현재적 맥락에 맞
추어 타자성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성
주의 읽기의 산물로 평가된다. 

  내가 성품적 탁월성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지적 탁월성은 지식 축적으로 획득할 수 있지만 성품적 탁월성은 올바름을 아는 것에
서 더 나아가 행동을 통해 그것을 내면화하여 습관이 되어야 한다. 우선 성품적 탁월성에서
도 앎이 전제되어야 하고, 단순한 앎에서 나아가 내면화가 필요하다. 즉 앎(신념)과 경험을 
통한 내면화가 성품적 탁월성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  훌륭한 리더들에 
대한 탐구와 각종 공부와 토론을 통한 앎의 충족, 그리고 봉사활동과 인권단체에서의 활동,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었다. 특히 대학교 1학
년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감’이라는 공익인권법재단의 변호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경
험의 폭을 늘려왔다. 그 변호사는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고수익
이 보장된 대형로펌의 금융 변호사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취
약한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해 ‘공감’이라는 인권단체에 동참했다. 이에 깊은 
인상을 받고 나도 수익을 잃더라도 리더로서의 시야를 기르기 위해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인권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이를 통해 성품적 탁월성에 조금이나가 근접할 
수 있었다.(학생 글)

두 번째 리더의 모습으로 “공사의 구분을 철저히 하고 자기수양과 절제의 미덕을 지키는 
리더”를 서술하고 있다. 이 학생의 글에서 리더의 자기 수양과 절제는 곧 원칙을 지키고 
공사를 구분하는 깨끗한 정치인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 수업의 텍스트에 나타난 원리를 
수용하여 사적자아와 공적자아의 괴리가 없는 리더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간디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절제의 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족적인 수준 이상의 재산축적을 비판했고, 간디는 엄격한 채식주의, 그리고 금욕주의를 추구했으
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선물이나 보수를 거부했
다.

나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간디 자서전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
로 떠받들어지는 간디도 정말 흠이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었고 방황도 거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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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명 깊었다. 나도 자신감을 얻고 절차
탁마의 자세로 자기수양과 절제의 미덕, 원칙을 지키고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설수에 오
르지 않고 깨끗한 정치생활을 해올 수 있었다. 대가성이 없고 투명한 정치자금만을 수용하다보니 곤
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진정성을 알아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어서 난관을 헤쳐 나
갈 수 있었다.

세 번째 학생이 제시한 리더의 모습은 “소통하는 리더”이다. 이 부분은 주로 간디자서전에 
나타난 간디의 삶에 대해 수업 중 활동과 토의를 통해 얻은 지혜를 내면화하고 있다. 간디의 
설득력의 원천을 상대를 감복시키는 소통능력에서 찾고 있다.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역
지사지를 실천하면서 상호 존중에 이른 경험 등을 서술하고 있다. 또 시민들과의 소통을 잘하
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통해 리더의 덕목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피력
하고 있다.    

 간디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주창한 사상과 운동이 완전무결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주장은 많이 비판
받을 점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인도 민중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신문 기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관용의 정신으로 반대파까지 감복시켰고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존중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간디가 상대방을 자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논리적 완결성 때문이 아니라고 생
각했다. 물론 상대방을 설득할 때에는 논리가 중요하지만, 감성도 중요하다. 간디는 상대를 감복시키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이 점에 착안해서 반대편의 입장에 대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서 이해하
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합리적 설득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근본적인 믿음’에서 차이가 나서 평행선을 달
리듯 절대 좁혀질 수 없는 입장차를 서로 확인하더라도 상호 존중의 감정이 싹틀 수 있음을 알아냈다.
 한편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여러 방법을 활용했다. 매달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시민들로부터 
여과 없이 직접 피드백을 받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달받았으며, 오해가 있다면 풀기 위해 내 입장을 설
명했다.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연설을 청취하면서 동경하게 된 오바마의 소통 방식을 본받아, 연설, 신문
에 칼럼 게재, 각종 공개토론회 참가,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하의상달식 소통 창구과 같은 다양한 방
법을 통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려 노력했다.

학생의 자서전에 나타난 리더는 탁월성(지적, 성품적)을 갖춘 리더로서 공적 책무의식을 갖
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리더십이다. 좋은 사람의 면모와 좋은 통치자의 
면모가 일치하는 입장에서 리더로서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간디자서전이 주요한 생각의 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토
의를 통한 통찰 역시 가치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
하기보다는 구성주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내면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은 ‘이상적인 공동체“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도입부에 자신이 “『정치
학』의 열렬한 애독자”로서 “국가의 최고선은 행복이며 국가의 목표는 시민들의 훌륭한 삶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대전제”아래 “각 분야별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한다. 특
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도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기에 양
자를 모두 고려하여 개선하려고 힘써 왔다.”고 한다. 즉 제도와 인간,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실천적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상적 공동체의 구현으로 학생은 “복지국가 건설”이 현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시급한 과제이며 자신이 리더로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했다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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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정치학』에서 독해한 ‘여가’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들에게 사색과 관조하는 삶을 
보장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사민주의적 복지정
책을 국민과 합의하여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실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나라,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를 주는 나라”로서 정
치경제 발전과 더불어 “개인들이 훌륭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는 글이다. 리더
로서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고전을 매개로 한 사회구성주의 접근으로 수립한 것이라
고 생각한다.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가가 필수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를 정치참여의 전
제조건으로 보았을 정도로 매우 중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간디의 책을 접했던 2015년 당시, 한국 사
회를 휩쓸고 있었던 언어는 ‘헬조선’과 ‘수저론’이었고, 이는 집안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의 지옥에서의 삶과 다름없다는 과장적이고 자조적인 용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므로 사색과 관조, 정치참여의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자유민보다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방법을 모색했고,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답을 도출했다. 에
스핑-안데르센이 분류한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중에서 사회민주주의 복
지국가를 이상향으로 설정했고, 그 대표적 국가인 북유럽 국가들의 케이스를 분석했다. 노르딕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제도적 차이점을 고려해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갔다. 그 결
과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나라,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를 
주는 나라를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었고 ‘헤븐조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용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각에서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였지만 오히려 복지국가에 가까워지면
서 도전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가가 보장되어 개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적 
토론이 진행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건전하고 성숙하며, 개인들이 훌륭
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노동개혁 달성”을 이상적 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사회적 약자(비정규직, 여성, 장애인)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그 해결
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의 핵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절실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하 내용은 우리사회의 노동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리더로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이한 고용형태를 바로잡으려 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를 개선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의무 전환 규정을 강화했다. 살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삶, 불안
으로 점철된 삶을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로 근무시간을 단축했고, 육아휴직 
등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다. 셋째로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도 시
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어용노조의 횡행, 산별노조
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 위주의 구조,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으며, 귀족노조이고 폭력적이고 과
격하다는 잘못된 부정적 인식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관련 제도적, 의식적 노력도 병행했다.
 물론 재계와 재계의 후원을 받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는 노동유연성 저하, 경제적 효율성 침해 등의 
비판을 가했고, 일부는 감정적으로 종북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기에 험난한 길이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성을 전달하면서 해결했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소득불평등이 극명하게 반비례의 관계를 
띤다는 IMF, OECD, ILO, WEF 등의 통계자료를 분명히 제시했다. 또한 과거 영국에서 노동법이 마련될 
당시의 상황도 인용했다. 산업혁명 속 비인간적인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이 개선되었을 때에
도 자유의 침해, 경제적 효율성 저하 등의 논거를 들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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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고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었
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허상의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고, 분투 끝에 
노동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상적 공동체 구현을 위해 “교육제도 개혁”을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교육의 
근본 가치로서 “미덕을 키우고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라는 목표를 수
립하고 있다. 『정치학』에서 얻은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이 임시위
주의 과열 경쟁 교육으로 시민적 자질로서 토론 능력과 자기 주체성 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해결책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정치학에서 언급한 교육 내용에서 음악, 체육 교육
의 중요성과 여가 선용의 방법을 교육하는 등,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고, 학생들의 개성과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덕을 키우고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과열된 입
시 무한경쟁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획일적이며 주입식인 교육을 주로 받아 왔다. 그렇기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론 능력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학생을 길러
낸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제도적으로 교육 내용에서의 과도한 경쟁
을 지양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확대했으며, 토론 수업을 늘렸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
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었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워주는 교육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시된 음악, 체육 교육을 강화했고, 아리스토
텔레스가 그토록 중시한 여가 선용을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도록 했다. 그리고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반영하고 각자 자신의 개성과 적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
로 시간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정규 교과과정에 도입했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다양화했다. 그리
고 지나친 학벌주의를 끝내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모두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공동체의 구현으로 “친애의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의 성취”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친애의 형성이 공동체 운영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현 
재 한국사회에서 친애의 결핍과 왜곡의 문제를 논하고, 바람직한 친애형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으면서 친애가 공동체를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활력소라고 생
각하게 되었다. 과거에도 친애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공동 식사 제도나 종교의식 등을 통해서 친애를 형
성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도 중시되어 온 친애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적절한 형태의 친애는 많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나마 있는 친애는 왜곡된 형태로 형성
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관찰했다. 부연해보겠다. 친애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사회
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지역 간, 세대 간의 불화와 증오 때문에 친애와 사회적 연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
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곡된 친애가 만연하다는 말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부정
부패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바람직한 친애 형성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지역주의 
타파이다. 우리나라는 영호남 갈등으로 한국 안에 다른 나라가 있는 것 같을 정도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선거구 개정(중·대선거구제)을 통해 영호남에서 각각 소수정당도 당선될 수 있도록 했고, 역사적 갈등
에 대해 화해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한 지역 사이의 공동 행사와 교류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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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각종 노력을 전개한 결과, 지역
적인 갈등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로 소수자 배려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것이다. 다문화
가정,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운동단체를 지원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 그리고 
계속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실패해온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여서 결국 통과시켰고 성소수자, 종교적 소수
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로 자발적 결사체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시민사
회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상부상조의 전통을 되살리고 합리적 토론을 이끌어내 친애
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다. 사적 소유를 하되 공동 사용을 할 수 있는 미덕을 육성하는 것을 주장하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실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친애를 형성하는 방법은 우
리나라를 지키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이 근대국가로서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역할인 안보, 
자유, 정의, 질서, 복지 보장을 충분히 수행하는 국가로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애정과 구성원
들 간의 친애가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는 나라로 발
전시키려는 전체적 목표를 추구해왔다. (기타 생략)

이상의 학생 사례 글(자서전)을 검토한 결과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읽기를 통한 인성함
양 교육의 성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인성 함양은 실천적 차원에서 눈에 보이
는 효과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겠으나, 단기간에 그 효과를 실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 중에 고전읽기와 상호 토의 후, ‘생각정리’ 글을 작성
하면서 어떤 가치를 내면화했는지, 그 가치를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서 자서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가상의 자서전이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전을 수립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영향을 가늠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고전 읽기를 객관주의적 관점에 의거한 교수·학습방식으로 주입하기보다는 구성주의 관점, 
사회구성주의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인성 함양에 유효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고전
을 읽으면서 고전에 나타난 원리 및 가치에 대해 자기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지
식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정립하였다. 자서전에 나타난 내용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의 가치를 현 사회적 맥락에 적용하여,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통합하여 시대 맥락적인 응답으
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자신의 지식과 의견에는 학생들과의 상호 토의를 통한 지식과 의견
도 포함된다. 상호 협력을 통해 의견을 형성해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6. 결론

고전 읽기를 통한 인성함양에 사회구성주의 수업 모형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 사회구성주
의 읽기 모형은 학생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토의의 내용을 소중히 여기는 읽
기이다. 인성함양은 지식 정보를 제공받는 수준에서는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
성 함양은 자신의 것(생각, 경험, 성격, 판단, 의지, 습관, 성향 등)과 텍스트와의 조우, 그리고 
자기와 타자(동료 학생들)와의 조우, 학생과 교수자와의 조우가 독서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출발로 삼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만남(상호교류)을 통해 때로는 같은 
생각에 확신을 얻고, 때로는 다른 생각에 부딪히면서 자아와 사회를 성찰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기 정체성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
아, 즉 공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과 상호교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수업 모든 영역에서 학생을 배려하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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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입식 수업과 정답 맞추기식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학생의 답변이 오답이라 
할지라도 교수자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더 성찰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
게 할 필요가 있다. 

인성함양 수업에서 고전 읽기는 동시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상기시킨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열심히, 더 많이, 더 빨리”의 구호처럼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여가’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더 소
중한 가치라는 것을 학생들이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성과이다. 개인의 여가가 아니
라 전체 공동체 성원의 여가가 훌륭한 삶과 좋은 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정치학』이 우리에게 주는 답변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작동한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오롯
이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능력이 미흡한 탓인 것
이다. 분주히 질주해야하는 경쟁궤도에서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둔다면 나의 삶의 기반이 위
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연한 사회이다. 이 속에서 친애(필리아)를 기대하기란 어렵
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에서의 필리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공동 식사, 사적 소
유 공동 사용 등의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필리아는 공
동체 성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 특히 사회정의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필리아의 미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치자의 덕성으로는 ‘실천적 지혜’(phronēsis)를, 피치자의 덕성으로는 
‘옳은 의견’(doxa alēthes)을 절제와 정의, 용기 등의 덕성에 더하여 각각 강조하고 있다
(1277b25-27). 이처럼 각자의 기능에 맞는 탁월성이 공동체에서 (사색과 관조를) 포함한 활동
으로 실천될 때 훌륭한 삶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지닌 탁월함(덕성, 미덕)은 활동으로 구현
될 때 최선의 공동체를 일궈나갈 수 있고, 최선의 공동체에서 최선의 삶, 즉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읽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내면화할 수 있었
다고 본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학생들은 이처럼 기능에 따라 갖춰야 할 탁월성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었다. 자서전은 공적 자아로서 탁월성을 내면화한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상호 협력활동(협력에 의한 맥락조사와 발표, 상호 대화와 토의, 생각정리 글에 
대한 온라인 소통, 자서전 발표와 전체 토의 및 온라인 소통)을 통해 사회구성주의 읽기 모형
을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자신과 사회를 성찰하면서 좋은 삶, 훌륭한 시민, 좋은 사회, 훌륭한 
인간, 훌륭한 리더에 대하여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었다. 자기 정체성
으로서 공적 자아를 회복하는 인성 함양 수업은 대학사회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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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서의 자기소개서 성찰과 평가 사이 
- 취업목적의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박홍선(가톨릭대학교)

1. 자기소개서와 한국사회 

  시중에는 자기소개서(a letter of self- introduction) 쓰기의 전략적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
이 많이 발간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와 자료들도 현재 포화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다룬 자기소개서 쓰기는 대개 단순히 합격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방법을 알려주는 데에만 치중하여 서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42) 현실
에서 자기소개서 쓰기는 성공 수단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실용적 관점으로 보면, 분명 자기소개서 쓰기는 목적이 있는 글쓰기이다. 정보전달의 
글쓰기이며, 지원하는 회사의 요구항목에 맞추어 서술해야 함으로 철저히 독자(평가자)지향적 
글쓰기 장르로 정의되기도 한다.143)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는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질문요
소들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자인 독자를 설득시켜야 하는 글쓰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기소개서 쓰기는 단순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글쓰기가 아
니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래
서 자신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추억하고 반성하면
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또한 현재 삶과의 끈을 단단히 매고 미래를 기획하고 각오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쓰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
신을 타자에게 드러내 소통하는 양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과정은 현실에서 쉽게 
간과된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자기소개서는 주어진 형식과 틀에 맞춰 쓰는 형식적․표면적․수동적 글쓰
기라는 인식과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한 자신이 주체적․내면적․능동적 글쓰기라는 인식으로 나
뉜다. 평가자를 의식한 실용적 글쓰기와 자신의 삶에 진정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성찰적 글쓰

142) 박찬수는 그의 논문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쓰기 관련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을 
분석한 결과 “저자의 평가 근거가 될 만한 내용적 서술이 없고, 대부분 사례의 열거에 불과하며, 표
현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찬수,「취업 목적 자기소개서 모델의 비판적 검
토」,『인문학연구』제96호, 2014, 128쪽.

143) 김혜경은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한 능력들이 항목별로 적합
하게 드러나는 글쓰기가 필요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역량
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라고 토로한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독자가 존재하는 사
회적 요구에 대한 반영이며 소통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일반적인 교양 글쓰기와
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김혜경,「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연구」,『비평문학』제50호, 
2014, 17, 21쪽.

1. 자기소개서와 한국사회 
2. 자기소개서의 가치
3. 자기소개서 쓰기와 수사학적 설득방식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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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 사이에서 고민한다.144) 또한 청년 구직자들은 채용담당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 주안점
은, 지원자가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직무 수행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년 구직자 자신이 채용 담당자라고 가정했을 때
의 평가 주안점은,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담긴 자기소개서에 마음이 갈 것이라고 답한다.145) 
이는 역량이 조금 부족해보여도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낸 자기소개서에 더 호감을 갖는다는 뜻
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 구직자들은 때때로 겉으로 보이는 스펙 쌓기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더 몰두한다. 분명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데 그 기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구직기관에서 보다 명료하고도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평가 
절차와 평가 주안점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구인업체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읽고 평가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146) 비
슷비슷한 자기소개서를 비교하고 더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일보다 먼저 구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취업이라는 눈앞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공한 것인지, 어디까
지가 사실이고 아닌지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설명형의 
서술과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주관적 서사형의 서술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호해야 할지 선
택하는 것도 고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근원적으로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하는 자기소개서가 
서술자 자기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필자인 청년 구직자와 심사자인 독자와의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자기소개서의 가치 

지원자들 중에는 자기소개서가 스펙을 확인하는 자료, 또는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식 절차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식

144)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어필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본사 취지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
이다. (남 3학년, 인문계열)”, “자기소개서는 진실한 자기소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기반을 둔 
과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남 4학년, 사회계열)”, “자기소개서는 화장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강점
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 이공계열)”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성품을 확인하기 위
한 도구이다. 왜냐하면 글은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남 4학년, 인문계열)”,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이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야할 방
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 4학년, 그 외 계열)”, “자기소개서는 나의 맛을 내는 나만의 소스이다. 
왜냐하면 나의 성품과 경험을 표현하여 나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여 4학년, 그 외 계열)”. 필자
가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과 취업 준비생 51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평가 주안점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설문지 조사 참여자 현황: 3학년 14명, 4학년 27명, 취업준비
생 10명으로, 인문: 10명(23.5%), 사회: 14명(27.5%), 이공: 9명(17.7%), 자연: 4명(7.8%), 그 외: 12
명(23.5%), 실시 기간: 2015년 4월 1일-4월 15일, 실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이하 본고에서 청년 구
직자들의 견해는 필자가 설문 조사한 내용에서 인용함을 밝히며, 이하 생략한다.   

145) 설문 조사 결과, 변별력을 갖는 자기소개서의 특징으로 ‘진정성’을 꼽은 학생이 27명(52.9%)이다. 
146) “자기소개서에서 진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도 보는 거죠. 그건 제가 그 입장이래도 저를 과대

포장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란 말이죠. 나의 약점을 가리고 좋게만 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정도가 너무 과도한 것은 서류전형에서 걸러내려고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꾸 
채용 툴을 개선해 가는 건데, 몇 장 써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늘 채용 인사담당자들의 고민입니다.” (00공기업 현직 채용 인사담당자). 필자가 ‘구인업체에서 인식
하는 자기소개서 비중과 활용방법, 평가절차, 평가주안점, 변별력을 갖는 자기소개서의 특징’을 파악
하고자, 현직 채용 인사담당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다. (인터뷰 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금
융서비스업, 공기업으로 6곳, 인터뷰 진행기간: 2015년 2월 26일-3월 20일). 이하 본고에서 현직 채
용 인사담당자의 견해는 필자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인용함을 밝히며, 이하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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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제대로 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147)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언어로 자기를 대상
화하고 드러내어 남에게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이다. 그래서 첫째 ‘자기’를 알아야 하고, 둘째 
‘독자’를 알아야 쓸 수 있는 장르이다.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면, 서울대 안재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
기기 위해서는 자신(self)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자각과 자의식이 전제되어야”148)한다고 말한
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자
기’에 대한 물음이 철학의 시원인 이유도 다른 무엇보다도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신이요, 
앎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에서의 ‘자기’란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를 말한다. ‘자기’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과 체험이 다르므로 자기의식은 모두 다르다. 자기의식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며 사랑이다. 자
기를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혼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기와 관련된 많
은 사건들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의 사건들을 통
해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그들의 덕분이었음을 인식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등의 취업기관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청년 구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은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에 대한 앎은 ‘성실성’이라고 종종 번역되는 ‘integrity’가 더 어울린
다. 자신에 대한 앎은 지속적이고 과정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
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즉 자기를 알아가면서 자신의 자기다움이 만들어져가고 수렴되어져 
간다는 것이다. 자기가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고 그 행동에 대해 현재 어떻게 느
끼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기획하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현재에서 과거로, 미래에서 현재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
인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투명하게 드러난다. 취업기관에서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이유가 바
로 이것이다.  
독자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모든 글쓰기는 독자를 염두에 둔 대화행위이다. 타
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진
솔성이다. 그래서 P. 그라이스 같은 언어학자나 J. 하버마스 같은 사회철학자는 진솔성을 대화
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던 것이다. 더구나 자기소개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대화상대자로 삼고 
있고, 나아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청년 구직자의 자기소개서가 포장된 것이라 생각하는 평가자에게 자기소개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좋은 글이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다. 회사가 원하는 답만 찾으려고 노력
하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진짜 자기’가 빠진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떠한 매력도 

147)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
개서의 선별을 통해 각 회사마다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들이 있거든
요.” (00 전자 채용 인사담당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엔 직무별로 나누어서 모든 자기소개서를 보려
고 노력합니다. 인재를 한 명 채용하면 35년 이상 가는데 함부로 받는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깐 기업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00자동차 채용 
인사담당자), “자기소개서 꼼꼼히 읽어야죠. 그러니까 서류전형 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냥 할 수는 없죠. 이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00공기업 채용 인사담당자).  

148) 수에토니우스, 『로마의 문법학자들』, 안재원 주해, 한길사, 2013,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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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진솔성에 의해서만 평가자는 필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고 인간성
다움에 감화하고 그와 함께 길고 긴 세월을 함께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심사자는 훌륭한 인재, 취업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필자가 어떤 사
람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한다. 즉 자기소개서를 매개로 청년 구직자와 심사자는, 서로 
공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자기소개서란 필자인 청년 구직자와 독자인 평가
자 사이 첫 만남인 것이다. 진심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할 때 자기소개서는 
비로소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만남의 장이 되고, 둘 사이에서는 비로소 인격적 소통이 가능해
진다. 
진솔성이 남을 속이지 않음을 뜻한다면 진정성은 남과 교감, 공감을 지향하는 자신의 느낌, 
감정 노출을 말한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필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릴 독자
는 없으며, 필자가 겸허한 마음으로 글을 쓰지 않았는데 글에서 겸허함을 느낄 독자는 없다. 
스스로 감동하는 글이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진정성이 묻어난 글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작성하라, 스토리텔링을 하라’ 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특성을 말한다.  
나의 감정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감정을 담은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무엇보다도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한 청년 구직자의 자기소개서는 자신만
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교훈과 가치에 진정성이 더해지면서 독자인 평가자와 감정적 소통, 즉 
공감을 이끌어낸다. 바로 이때 심사자도 공감하며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  
독자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독자가 글을 읽는 목적이 무
엇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글을 읽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우
수한 인재란 취업기관에 맞는 인재이다. 그래서 어디엔가 취업 지원을 하려면 바로 그 취업기
관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한다. 다른 취업기관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탐색
이 우선되어야 한다.149)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자기소개서에는 청년 구직자 자신만의 개
성이 묻어난다. 즉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만의 인품, 매력, 신뢰감 등 변별력을 갖게 된다.  
  

3. 자기소개서 쓰기와 수사학적 설득방식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기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할 조언들도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수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대 하병학은 수사학
을 고전적으로 정의하면 ‘설득’의 학문이요, 현대적으로 정의하면 ‘소통’의 학문이라고 말한
다.150)  

149) “지원하는 회사를 공부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원자들은 10분이면 한 군데 회사의 자기소개
서를 쓴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직군에 있는 회사, 직종 그리고 
그중에서 원하는 회사의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써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을 감안
하지 않고 이 회사, 저 회사 다 쓸 수 있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는 전형 위원들이 보면 진솔한 마음, 
즉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진정성이 덜하다고 보는 거지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희 회사
의 어떤 상품의 특성과 본인의 특성을 잘 결합한 이런 자기소개서를 보면 아, 이 친구는 그래도 회사
의 어떤 주력 상품 특성도 좀 알고 본인은 어떤 특성이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구나, 고민을 했구나!를 
느낍니다. 그러면 호감도가 오르죠.” (00 전자 현직 채용 인사담당자). 

150) 하병학,「‘학제적 의사소통학’으로서의 수사학 재정립을 위한 고전 수사학과 현대 신수사학 조명」,
『수사학』, 제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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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logos)는 객관적이며 타당한 근거로 이루어진 명확한 표현들을 말한다. 에토스(ethos)
는 글 쓰는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치
관과 관습 등을 말한다. 파토스(pathos)는 설득과정에 있어서 화자/필자와 청자/독자 사이에 
일어난 감정적 소통, 교감, 공감을 뜻한다. 설득에 있어서 로고스는 보다 객관적인 논거들이
다. 에토스와 파토스는 보다 가치지향적이고 주관적인 논거들이라 할 수 있다.  
수사학에서 말하는 설득의 근원적 세 가지 요소인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를 활용해 자기소개
서를 쓴다면, 뻔한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객관성과 사실성을 바탕으로 쓰라 

   - 로고스: 인재상, 직무적합성  

로고스logos는 객관성과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서술방식이다. 변별력이 
있는 자기소개서는 화려한 수식과 미사여구를 배제하고 자신의 실제경험을 객관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재임을 드러내는 이 설득의 과정은, 자기소개서 질문문항 가운데 
인재상 및 직무적합성에 대한 서술에 활용될 수 있다. 

① 인재상 

다음 예문에 거론되는 기업의 인재상은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서비
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성실한 조직인, Team Player’이다. 청년 구직자는 ‘최고의 
서비스는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이러한 제언은 본인이 ‘진취적 성향의 소
유자’임을 드러낸 예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서비스가 아닌 ‘믿음’은, 오랜 시간 관
계형성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 구직자가 제시한 최악의 서비스 
사례는 기업의 인재상 가운데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에 부합된다. 아울러 실수
를 저지르고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는 서술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을 먼저 취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이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된다. 한편 “아시아 약 20개국 법제처 대표 2000여명이 참석
한” 포럼에서 “VIP 의전 및 진행요원을 활동한 경험”은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라는 기업의 
인재상과 맞다. 한걸음 더 나아가 행사가 끝난 후에도 “한국 주재원들, 유학생들과 지속적으
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드러낸 서술은, ‘성실한 조직인’이라는 인재상에 부합된 
청년 구직자임을 드러낸 근거라 할 것이다.  
 

“최고의 서비스 ‘딩동’”
비행 중 음료수를 요청했을 때의 일입니다. 호출 벨을 누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무원분

이 그새 와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승무원이 번개 같은 
속도록 달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미소나 친절함보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안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항공기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최악의 서비스 ‘죄송합니다’”
기내에 탑승하여 제 자리로 갔을 때 할머니 한분이 다리를 펴고 3개의 좌석을 모두 차지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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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아무도 앉지 않기로 되어있었다’라며 승무원을 불러 그 사건에 대해 따
지셨고,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던 직원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최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승무원의 서비스는 ‘미소’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소보다는 믿음을 주는 대한항공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밝은 미소와 책임감으로 아시아를 매혹하다”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지속적으로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아시아 약 20개국 

법제처 대표 2000여 명이 참석한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에서 VIP 의전 및 진행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이기에 실수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유창함보
다, 저의 강점인 부드러운 미소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연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외국인 방문객들
에게는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와 밝은 미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수 없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도 한국 주재원들, 유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때로는 여행가이드 역할을 하는 등 한국생활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감과 밝은 미소로 전 세계에 대한항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
미지까지 알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합격자 자기소개서)

② 직무적합성 

다음 예문에서 청년 구직자는 고객을 응대한 경험과 주식투자동아리 활동 그리고 금융투자캠
프 참여 경험을 제시한다. 금융서비스업에 지원한 자신이 준비된 인재임을 근거를 들어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을 앞두고 지원하는 기업의 포럼에도 참가하여 멘토를 만나고 그때의 
조언이 자신의 진로를 더욱더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입사 의지도 강하게 어필
한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례 또한 설득력이 높다.   

대학시절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커피전문점 고객응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에 대한 가
장 큰 보상은 고객님의 칭찬 한 마디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소통하는 지점영업직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2013년 9월 시작한 주식투자동아리 활동과 금융자격증 스터디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금융인
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한 대학
생 하계 금융투자캠프에 참여하며 전국의 대학생들과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증권업에 대한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저에게 삼성증권은 오랫동안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삼성 직업멘토링과 7
월 삼성이노베이션포럼에 참가하며 삼성그룹과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통해 그동안의 동경을 열망
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특히 000 멘토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저의 장점인 고객과의 소통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값진 조언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증권 합격자 자
기소개서)

2)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체험을 쓰라 

 - 에토스: 지원동기, 조직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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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스ethos는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체험에서 나온 정직한 글쓰기로 직업관과 사회관 그리고 
협력성과 책임감, 리더십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기업은 수많은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운영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평가의 기준이 되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조직적합성이다. 조직적합성이란 신입사원이 기존에 있던 조직에 합류하여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독단적인 성격으로 팀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분란을 조장
할 여지가 있는 청년 구직자는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거부한다. 에토스ethos는 자
기소개서 질문문항 가운데 지원동기 및 조직적합성에 관한 서술에 활용될 수 있다.  

① 지원동기  

다음 예문은 지원동기를 청년 구직자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할머니와의 
특별한 사랑과 추억이 담긴 음식인 ‘서대조림’에 대한 기억은, 지원하는 기업의 업종과도 잘 
어울린다. 할머니 기일에 청년 구직자 자신이 직접 서대조림을 해서 올렸다는 서술은, 본인의 
성품까지 드러낸 요소라 할 수 있다.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진실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경쟁력
이다.  

      
현재까지 제가 겪었던 일 중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군대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

다. 할머니는 친손자였던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어릴 적부터 늘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애틋함이 더 깊었습니다. 2013년 4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난 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
더니 나중에 제가 상병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결국은 당신 아들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중략) 그동안 아껴두었던 휴가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께서 
유난히 정신이 또렷하였습니다. (중략)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서대조림’을 해줘야한다고 어서 빨리 
집으로 오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저에겐 그 말이 할머니
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1주기 때 제사상을 제 힘으로 차렸습니다. 또 유언으로 저에게 꼭 해주고 싶다하셨
던 ‘서대조림’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중략) 비록 이 이야기가 제가 지
원한 글로벌 푸드파트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음식
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음식에 대한 애정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식문화를 선도하는 
CJ 푸드빌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CJ 푸드빌 글로벌 영업분야 지원자 자기소개서) 

② 조직적합성 

다음 예문에서 청년 구직자는 자신의 업무가 단순히 컴퓨터를 설치해주는 일이 아니라 “사용
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각종 프로그램 및 
부가장비 설치 등”의 업무라는 확장된 의미를 부여한다. 자신이 맡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힘들
었지만 선후배들과의 유대 관계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이것을 통해 자
신의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우들에게 “봉사하며 나누는 뿌듯함”의 
의미까지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서술은, 청년 구직자 본인이 새로운 조직에 합류하여 
과제를 수행할 때 팀워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역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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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최상의 실습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자”
00대학교 전산원에서 18개월간 학사서비스팀 소속으로 활동한 교내 근로장학생 구호입니다. 컴

퓨터 실습이 많은 전공 특성상 학과 사무실과 실습실에는 400대 이상의 컴퓨터가 설치 및 운영되
었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
워크 구축, 각종 프로그램 및 부가장비 설치 등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든 달려가 서
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 지원한 일이었지만 10명의 선후배들과 함께 했던 활동 속에서 
사회생활의 경험과 유대감,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면서 함께 일을 처리하고 힘들 때면 격려하고 웃어주면서 서로를 이끌어주었습니다. 실습실뿐만 
아니라 학교에 연관된 사무실이나 교실에 있는 기자재들을 옮길 때에도 누구하나 불평 없이 달려 
나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서 봉사하며 나누는 뿌듯
함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엔씨소프트 합격자 자기소개서) 

 
3)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내라

 - 파토스: 자신의 단점, 실패 극복 사례   

파토스Pathos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 독자가 감동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만의 매력을 드러
내는 논증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진정성이란 궁극적으로 청자와 화자, 즉 필자와 독자 사이의 
공감이다. 기업은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지금까
지 살면서 힘들었거나 좌절을 맛본 경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라는 문항을 제시
한다. 이것은 청년 구직자가 자신의 단점과 실패 사례를 통해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극복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을 알기 위함일 것이다.   

① 자신의 단점 

다음 예문은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한 과정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낸다. 자신이 고안해낸 ‘BETA’라는 프로젝트는 청년 구직
자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단점까지 발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많은 청년들에게도 도
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음을 수치를 들어 입증한다. 자신의 단점을 단순하게 나열하
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과정과 그것을 통해 얻게 된 교훈과 가치까지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청년 구직자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고안한 프로젝트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역할로 전파된 사례는, 청년 구직자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인
간미를 잘 드러낸 예문이라 할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 skill 부족, 표현력의 부족 등 많은 단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

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리더십캠프, 프레젠테이션캠프 등 다양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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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박 3일 캠프를 통해 머리로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작 제 단점들을 극
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중략) 

그래서 친구와 함께 “우리가 직접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가
지는 단점들을 먼저 조사했고, 이를 극복할만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응용하기도 하면서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서도 직접 본인의 단점을 마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단점극복 
프로젝트-BEyond The Ability(이하 BETA)'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일주일에 2번씩 스스
로의 단점과 마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서로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BETA는 제가 참여했던 1년 동안 60여 명의 인원들이 참여했으며, 총 
70여 회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목표했던 단점들을 상당히 극복했을 뿐 아니
라, 미처 알지 못했던 단점들도 발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GS칼텍스 합격자 자기소개서)

② 실패 극복 사례

청년 구직자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로인해 대학에 온 목적인 
학문연구가 소홀해진 것을 깨닫고 다시 대학생활에 집중했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 일을 계기
로 일의 ‘우선수위’를 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제시한다. 성찰은 자기 삶의 온
전한 주인이 되는 지렛대이다. 철학자 존 호머 밀스는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다.”라고 말했다.   

 
무리한 아르바이트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호프집, 주말에는 뷔페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대견한 일을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진행됨에 따
라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저에겐 그러한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돈을 번
다는 핑계를 대며 조모임에도 수차례 빠지기를 반복했으며 항상 잠이 부족해 수업에 집중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생활 중 어느 순간 제가 대학생의 본분인 대학수업에 소홀하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수업에 열정을 쏟지 
못한 대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
선순위가 뒤바꾸진 않았는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가짐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것도 좋지만 그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결과 또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대우건설 합격자 자기소개서)

3. 맺음말  

자기소개서 쓰기는 한편으로는 심사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몰두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성
찰의 시간’이 되도록 자기소개서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 작업은 자기 자신을 가
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채용 인사담당자들도 강조하는 사항이
다.151) 따라서 구직자는 취업의 첫 번째 관문인 자기소개서 질문문항들의 답변에 진정성을 담

151) “성장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성스럽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문장 읽다보면 느껴지
거든요. 아! 이 친구는 솔직하게 잘 썼구나! 정말 가식적으로, 인터넷 이런 데서 좋은 문장을 베낀 것
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나타냈구나! 이런 느낌이죠.”(00은행 채용 인사담당
자), “자기소개서에서 평가자는 충분히 진정성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채용하는 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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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기 위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성찰이란 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타인도 나를 알 수 없
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여겨지는 것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담긴, 자기성
찰로서의 자기소개서는 필자와 독자 사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소통이 가능한 매개가 되는 것
이다.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변별력 있는 자기소개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에둘
러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진정성은 환경이 불확실하
고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한다.152)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설득의 세 가지 근원인 로고스, 에토
스, 파토스를 염두에 두고 작성할 때 진정성, 즉 독자인 평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평가자도 자기소개서에서 필자인 구직자와의 만남에 개별성을 부여하고 진정성을 갖고 
평가에 임해야 한다. 진정성은 읽는다고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느끼려고 노력할 
때만이 소통된다.     
자기소개서 서술의 오류 양상들은 ‘소통’으로서의 자기소개서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다. 자기기만 행위에서 나오는 정직하지 않은 글쓰기는 독자와의 소통을 방해한다. 글을 쓰는 
작업은 독자와의 대화행위이다. ‘쓰기’라는 행위는 자기투명성 확보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쓰기는 자신의 삶과 생각에 대한 생각, 즉 자기성찰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수월한 수
단이다. 좋은 글은 자신의 진심을 담는 것이다. 진심을 담는 일련의 과정은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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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지>에 나타나는 성찰적 글쓰기와 경계의 에토스

윤인선(인하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최해두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 스지>에 나타난 성
찰적 글쓰기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경험의 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양태화 기제들에 의해 
나타나는 < 스지>의 성찰적 글쓰기의 양상과 담화의 자질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필
자가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배교자로서의 후회’와 ‘순교자 되기에 관한 희망’의 정서 사
이에서 형성하는 경계의 에토스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조선후기 새롭게 전래된 천주교는 기존 사회와는 다른 문화체계와 사상적 급진성 등의 이유
로 인해 많은 박해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박해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목격을 활용한 다양
한 기록을 신자 공동체에 전승하였다. 박해 경험에 관한 글쓰기들은 외국 선교사들에게 보내
져 이후 성인 시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극에 대한 몰입 효과와 연
민과 공포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며153) 신자들에게 교리서보다 더욱 효과적인 포교 수단이 되
기도 하였다.154) 이때 나타나는 서사들은 모든 종교적 경험이 아닌 시복 작업이나 종교적 포
교의 목적에 맞는 사건들이 선택되어져 기록된다. 따라서 주로 조선 천주교회의 건립을 위해 
헌신한 수도자나 자신의 목숨을 마쳐 종교를 증명한 순교자와 같은 이들에 대한 서사가 전형
적이며 극적으로 형상화되어 전승된다. 배교자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배교 과정에서 더욱 
큰 종교적 가치를 깨닫고, 배교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교에 이르는 인물이 선택되어진다.155) 

153) 김상봉,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한길사, 2004, 254-256쪽 참조.
154) 조선후기 천주교는 서양과는 달리 성인공경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공동체에서는 성인전기나 포교과정에서 경험한 고난 서사를 함께 읽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신자 
공동체의 모습은 아래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모임에서는 공동으로 기도를 드리고 교리문답과 복음성가와 성인전기 등을 몇 대목 읽고, 그런 
다음 대개는 마을에서 가장 능력 있고 학식 있는 교우인 회장이 낭독한 대목을 해석하였다.”

   샤를르 달레,『한국천주교회사 中』, 안진열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335쪽.
155) 이는 대표적으로 최양업 신부의 어머니인 이성례 마리아에 관한 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해일

기>에 서술된 이 마리아 약전을 살펴보면, “철 모르는 자식 5형제를 고독히 버릴 생각을 함에 육정에 
맹동함을 입어” 배교하나, 이후 “마음에 황연히 깨우쳐 크게 회개하고 형관 앞에 설명하니, 크게 위
험을 베풀고 형문 3차 엄형하되, 마음이 평화하고 안색이 여상하여 의연히 불굴하는지라.”라고 표현
된다. 즉 비록 현실적인 이유로 배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열심히 봉교하여 순교에 이르는 인물

1. 들어가는 말
2. < 스지>에 나타나는 성찰적 글쓰기 양상
3. 양태화 기제의 상호작용과 성찰적 글쓰기 주체의 정체성 형성
4. 희망을 위한 자기-서사와 경계의 에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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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경험 서사는 현실을 투명하게 재현한 ‘사실적인 경험’이 아닌 특정한 수사적 전략
에 따라서 ‘구성되어진 경험’으로서의 자질을 지닌다.156) 
  천주교 경험에 대한 글쓰기는 순교를 통해 보여지는 ‘종교적 초월성’을 사실적이고 생생하
게 보여주는 서사가 주로 나타난다.157)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 스지>는 기존의 
글쓰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해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 스지>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사학’을 믿었다는 죄명으로 문초를 받고, 배교함으로써 살아남은 인물이 
유배지에서 남긴 글이다.158) 기존 대부분의 천주교 경험에 대한 글쓰기들이 박해 순간에 대한 
사실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중심으로 했다면, < 스지>은 유배지에서 배교자로서 자신
의 삶을 돌아보며 서술한 ‘성찰적 글쓰기’의 양상을 보인다. 
  미셸 푸코(M. Foucault)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자기에 대한 배려, 곧 자기 성찰의 행위는 
끊임없이 글쓰기와 결합되었다.159)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민감
하게 반응하며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해 나간다. 이는 곧 삶에 대해 성찰하는 글쓰기 과
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에토스를 논증해 나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에토스를 연설가(필자)의 타고난 인품이라기보다는 연설(글쓰기) 자체를 통해 형성되는 것
으로 설명한다.160) 그러므로 성찰적 글쓰기는 삶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
한 서술을 통해 특정한 에토스를 구성·논증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 스지>에 나타난 성찰적 글쓰기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배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를 재규정하며, 새로운 에토스를 구성·
논증해 나가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박해와 순교에 대한 사실적인 서술에 
집중된 기존 천주교 경험 글쓰기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종교적 경험에 관한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에토스가 구축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다.      

2. < 스지>에 나타나는 성찰적 글쓰기 양상

  < 스지>은 최해두의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바탕을 두고 서술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 삶이 서술된다.
   현석문, 『기해일기』,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132-133쪽.
156) 전진성,『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5, 26쪽. 
157) 그동안에는 경험 서사의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주의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

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난 수사학적 차원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것을 들 수 
있다.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죽음의 의미화 방식 연구- 이루갈다의 <옥중서간>을 중심으
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Vol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윤인선, 「<기해일기>에 나타난 순교 경험의 서사화 양상」, 『기호학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 「천주교 고난 경험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 여성 동정 순교자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Vol26, 

한국구비문학회, 2008.
158) < 스지>은 필자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당시 순교자 및 배교자에 대한 당시 

다른 기록들과 < 스지>에 기록된 신유년과 같은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최해두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박형무 풂, 『천주성교 자책』, 군자출판사, 2013, 132쪽.
159) 미셸 푸코 외,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역, 동문선, 1997, 52쪽.
160) 박우수, 「수사학 전통에서 본 에토스와 문화」, 『외국문학연구』제26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

연구소, 2007,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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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천주교를 배교하여 살아남았다.’라는 한 명제로 요약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 스지>에 서술된 경험은 인과적이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병렬적인 구성을 보
인다. 하지만 < 스지>에 서술된 동일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구체적인 수사적 
양상에서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경험 서술의 의미와 자질의 차이로 이어진
다. 이는 경험을 서술하게 하는 동력, 즉 양태화 기제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특정 행위의 수행은 주체의 역량에 바탕을 둔다. 그레마스(A. J. 
Greiams)는 주체의 역량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양태(modal)의 문제를 통해 설명한다. 즉 
주체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 감정과 같은 동기가 
필요한 것이고, 양태란 이러한 능력이나 지식, 감정과 같은 동기를 통해 행위를 가능하게 하
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161) 
  이는 성찰적 글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체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 성찰하는 글쓰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에 관한 요소, 즉 ‘양태화 기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체는 이러한 양태화 기제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특정한 맥락으로 서술
한다. 하지만 이때 나타나는 양태화 기제들은 서술되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경험이 아닌 ‘경험의 서술’을 초규정해주는 담화로 나타난다.
  < 스지>에서 역시 동일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서술하게 하는 동력, 즉 양태
화 기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 스지>에 나타난 배교 경험의 서술을 가능하
게 하는 양태화 기제들에 대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성찰적 글쓰기의 의미와 자질에 대한 논의
로 이어질 수 있다. < 스지>에 나타난 성찰적 글쓰기는 1) 필자의 체화된 ‘인지적 차
원’의 요소인 종교적 지식162), 2) 배교를 통해 필자가 지니게 된 ‘감성적 차원’인 부정적 감
정163), 3) 자신과 같은 동료 신자의 경험에 대한 지식과 같은 ‘행위적 차원’164)의 3가지 양태
화 기제를 통해 경험을 서술한다. 그리고 각각의 양태화 기제에 따라 서로 다른 성찰적 글쓰
기의 자질을 보인다. 
  먼저 < 스지>에서 최해두의 인지적 차원인 종교적 지식에 의해 양태화되어 나타나
는 성찰적 글쓰기에 관해 살펴보겠다. 

진복팔단의  고난쟈ㅣ 이 진복이라 엿시나 범간 고난이 곡졀이 잇니, 오쥬 예수의 삼심삼년 
밧으신 고난과 녯적 져 셩인 셩녀의 지내신 자최르 본받아 고난을 감슈면, 비록 미고라도 다 공이 
되어 육신이 셰샹에 잇시나 임의 텬샹 사이라 진복의 사이어니와 쥬모의 홍은을 닛고 교셩의 표
양을 오지 아니고느 비록 온셰상 고로옴을 나ㅣ 홀노 밧은 들 무 진복의 사이 되리오.

161) 양태(modal)란 언어학적으로 술어를 초규정하는 술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곧 특정한 술어를 가
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학적 관점을 확장하여 생각한다면, 양태란 결국 
특정한 주제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양태에 관한 논의는 아래 책을 참조한
다.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271-272쪽 참조.
162) 체화된 인지적 차원이란, 특정 행위를 성찰하기 이전에 서술자의 문화나 삶에 의해 이미 몸에 베어

있는 인지적 지식을 의미한다. < 스지>에서는 최해두가 배교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천
주교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들 수 있다.

163) 감성적 차원이란, 특정 행위를 통해 서술자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요소들을 의미한다. < 스
지>에서는 최해두가 배교를 함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후회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들 수 있
다.

164) 행위적 차원이란, 서술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되어 알게된 다른 사람들의 행
위에 관한 요소들을 의미한다. < 스지>에서는 최해두가 자신의 배교 경험을 성찰하면서 듣거
나 관찰하게 된 동료 신자들의 경험을 행위적 차원의 요소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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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위를 각건 무 교우의 도리 잇뇨 육신의 복을 취야 이 옥즁의 와 안잔냐.  

  위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 스지>에서는 ‘나의 행위를 생각컨데’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자신의 경험을 ‘무슨 교우의 도리였는뇨?’, ‘육신의 복을 위해 이 옥 중에 와 앉았느
냐’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배교한 삶에 대해 신자의 도리가 아니었고 단지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한 행위였다고 성찰한다. 최해두는 배교 이전에 천주교 신자로서 교리 
체계나 예수나 성인들의 삶과 같은 다양한 종교적 지식을 체화하고 있었다. 이때 최해두는 
‘진복팔단’165)과 같은 성서에 나오는 교리체계나 예수나 성인 성녀의 고난 받는 삶에 대한 지
식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끌고 있다. 즉 앞서 인용된 < 스지>에 나타난 삶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했던 양태화 기제는 인지적 차원의 종교 지식인 것이다. 
  이때 종교적 지식과 같은 인지적 차원의 양태화에 의해 서술된 경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
가적 자질을 보인다.

십게를 의론컨
뎨 일계의  텬쥬르 만유 우휘 흠슝라 엿시니, 텬쥬 난 젼능 젼지 젼션시며 지존지귀시면 지
의지엄 시니 (중략) 못실 거시 업신 고로 오 젼능이시오. 모로시난 거시 업신 고로 젼니
시오. 착지 아니심이 업신 고로 오 젼션이시라. 나난 지악지렬니 이러신 텨쥬를 맛당히 흠
슝 거시오.

  위 인용은 < 스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십계명을 활용한 글쓰기 양상이다. 십
계명과 같은 천주교 지식은 최해두의 삶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양태화 기제로 작용한
다. 그는 예수의 삶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극히 착하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은 ‘더없
이 악하고 졸렬하다’고 서술한다. 예수의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한 지식이 있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때 인지적 차원의 지식을 활용한 경험 서사는 서술
된 지식을 기준점으로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예수의 삶이
나 교리적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배교 경험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적 글쓰기’의 자질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 스지>에서 배교 후 최해두가 얻게 되는 감성적 차원에 의해 양태화되
어 나타나는 성찰적 글쓰기에 관해 살펴보겠다.

만일 이 모양으로 죽게 되면 오쥬의 초ㅣ 되지 못하고 텬당 영원 무궁셰 비 업 진복을 엇지 
못 거시니 엇지 한심 가련치 아니랴

  위 인용에서 최해두는 ‘한심하고 가련하다’는 자신에 대한 감정을 바탕으로, 배교하여 참된 
복을 얻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서술한다. 이 부분을 통해 배교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감
정이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양태화 기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루 심난 답답야 두어줄 글을 긔록니 슬프고 슬프도다.
사이 셰샹에 나셔 본 쥬르 모로이 일 업거이와, 나 임의 문교야 근 이십년 죽리로써 봉
노라 다가 (중략) 날 갓치 무공무덕고 유죄유실 인은 썩고 썩어 신유년 우리 동국 봉교인 

165) 예수가 가파르나움 근처의 산위에서 군중에게 들려주었던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에 실려 있는 행
복선언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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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게 샹신 그리 흔 치명의 대은을 참예치 못고 졀박 원통이 나혼자 져나셔 이 흥 옥중의 
잔명이 붓허 살앗시니 이 무 일인고

  위 인용은 < 스지>의 도입 부분이다. 최해두는 ‘두루 마음 어수선하고 답답하여’ 
글쓰기를 시작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후 나타난 ‘슬프고 슬픈’ 감정을 바탕으로 ‘순교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서술한다. 즉 최해두가 배교 후 삶에서 느낀 부정적인 
감정이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양태화 기제로 작용한다. 
  이 글의 시작을 ‘두루 마음이 어수선하고 답답하여’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최해두
는 글쓰기 이전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다. 최해두에
게 ‘두루 마음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슬픈’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들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굳이 부정적인 감정과 그것
과 관련된 경험을 마주하는 글쓰기를 한다. 그리고 최해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그것의 
원천이 되는 기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직면’한다. 이러한 유형의 글쓰기
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회피하고 싶던 기억에 마주하게 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혹은 수
치스러운 모습에 대해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습은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경험한 생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서술하면서 과거 
사건에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연구한 도미니크 라카프
라(Dominick LaCapra)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살아남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과거의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가 죽는 날이 되어서 그 짐
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에 직면하여 서술하며 그 과정에서 윤리성을 복
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166)

  < 스지>에서 나타나는 감성적 차원의 양태화에 의한 경험 서술 역시 이러한 맥락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최해두는 부정적인 감정에 바탕을 둔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배
교에 관한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쓰기 이전에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거
나 외면해왔던 부정적 감정과 그것을 일으키는 사건을 하나의 ‘인과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하
여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와의 
마주함이 성찰적 글쓰기가 ‘치유의 글쓰기’의 자질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167)이 될 수 있
다. 
  끝으로 < 스지>에서는 글쓰기 과정에서 알게 되는 다른 동료 신자들의 경험에 관
한 지식과 같은 행위적 차원을 통해 양태화되어 나타나는 성찰적 글쓰기가 존재한다.

충쳥도 포 우편 베드루 군난을 맛나 동졀에 옥즁에 갓치엿다가 얼어 상 낫시니, 본당 쥬ㅣ교 드
시고 샤 그 중은 거시 비록 진산 류 권 냥인만 난 못나,  증거 잇시니 임의 쥬 젼에 잇

166) 도미니크 라카프라, 『치유의 역사학으로-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육영수 편역, 푸른역사,  
   2008, 212-213쪽.

    이러한 치유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책과 논문을 참고한다.
    정지민, 「도미니크 라카프라의 역사적 트라우마 연구: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Vol16, 문화사학회, 2008.
    D.LaCapra,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167) 본고에서는 ‘시작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사건을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이어지는 성찰적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서술자는 자신의 새로
운 서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궁극적으로 글쓰기 치유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는 3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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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복을 누리라 여 계시니 이난 다름이 아니라 비록 연장에 죽은 바 아니나 그러나 위쥬치ㅣ라 
샤 신 말이니. 나도 이 옥즁에 잇서 내 능희 위쥬치면  치명 칭호를 잇으리니 엇지 
다치 아니랴

   
  위 인용에서 최해두는 배교 후 자신의 옥중에 있는 경험을 충청도 내포 우편에 살던 원시장 
베드루의 행위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위 인용된 부분에서 최해두의 옥중 상황에 대한 서술은 
다른 동료 신자들의 행위를 매개로 한다. 즉 행위에 관련된 지식이 경험의 서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동료 신자들의 경험에 대한 행위가 최해두의 옥중 삶의 서술을 가능
하게 하는 동기 혹은 양태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 스지>에 나타나는 다른 동료 신자들의 경험이나 행위에 관한 지식은 최해
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한 ‘자아-이미지’로서 기능을 한다. 자기 성찰이란 ‘나란 무엇인
가’에 대한 탐구라고 할 때, 이 물음은 성찰의 주제가 자기를 무엇과 ‘동일시’라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168) 최해두 역시 < 스지>에서 배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
면서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경험을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 최해두
는 자신과 유사한 평범한 천주교 신자들의 삶을 동일시를 위한 ‘자아-이미지’로 설정하고,169)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배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이해받
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자신의 부정적인 삶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 인용에서 역시 최해두는 순교하지 못하고 옥중에 갇혀 있는 원시장 베드루의 모습을 활용
하여,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녯젹 친 벗둘이 잇셔 나흔 덕이 거룩고 나흔 심히 담니, 덕의 벗의 담쟈를 샹 권
면 되, (중략) 두벗이 그 돌을 드  돌이 무거워 혼자 드지 못지라. 담 쟈 힘을 다 
여 들려나 의 벗이 힘을 쓰지 아니니 담 쟈ㅣ 노야 , 네 힘을 쓰지 아니니 나
ㅣ 홀노 드지 못리로다 (중략) 너와 내 병력니 들기 쉽도다. 이것으로 보건대, 일노 볼진 긔 
힘쓰지 아니면 쥬ㅣ엇이 도으시리오.

  위 인용은 최해두가 배교 이후 천주교를 믿음에 있어 더욱 열심히 힘쓰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 성찰하는 부분이다. 이때 최해두는 ‘옛적 친한 친구’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있다. 
즉 최해두는 친한 친구의 경험에 나타난 ‘신앙을 위해 스스로 힘써야 하는 모습’이 양태화 기
제로 작용하여,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을 서술한다. 이때 인용된 친구들의 경험은 자신의 삶
을 성찰하기 위해 설정된 ‘자아-이미지’로서 기능을 한다. 즉 신앙 생활에서 스스로 힘써야 한
다는 교훈의 사건을 주는 냉담자의 행위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여하고, 이를 자신의 처지와 동
일시한다. 이처럼 < 스지>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
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공감을 얻으려는 ‘공감적 글쓰기’가 나타난다.
  < 스지>는 배교자로서 최해두가 삶에 대해 성찰하는 참회록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
만 그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배교의 경험을 서술하게 하는 양태화 기제들로 인해 글쓰기 

168) 한래희, 「자아 이미지와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Vol20, 한국작문학회, 2014, 346쪽.

169) 성찰적 글쓰기 과정에서 최해두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자질을 지닌 대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인전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행위들은 동일시라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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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인식적 차원에서 천주교의 교리에 관한 지식이 양태화 
기제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삶에 대한 평가적 글쓰기가, 감성적 차원이 양태화 기제로 작용하
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그것에 관한 경험을 직면하게 하는 과정에서 치유적 글쓰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의 경험에 관한 지식이 양태화 기제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것
을 성찰을 위해 동일시할 수 있는 ‘자아-이미지’로 활용하는 공감적 글쓰기가 나타난다. 이처
럼 < 스지>에 나타나는 성찰적 글쓰기는 단일한 자질을 보이지 않는다.170) 그것을 가
능하게 하는 양태적 기제들에 따라서 평가-치유-공감적 글쓰기 자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3. 양태화 기제의 상호작용과 성찰적 글쓰기 주체의 정체성 형성

  앞서 살펴본 인지, 감성,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양태화 기제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글쓰기 
자질을 구성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 스지>에서는 이러한 양태 기제의 복
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찰적 글쓰기의 정서와 주제의 서술적 정체성171) 즉 에토스를 구성
한다.172)  
  < 스지>에 나타난 인지, 감성,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양태화 기제들은 경험을 매개
로 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성찰적 글쓰기의 정서 형성을 통해 서술 주체의 자질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특히 < 스지>에서는 양태화 기제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후회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주체와 비록 현실에서는 배교자이지만 다시 순교자와 
같은 자질을 지닐 수 있다는 희망의 정서를 찾아가려는 주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
다.173)

  먼저 < 스지>에서 후회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주체의 서술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양상에 관해 살펴보겠다.

(1) 회죄경 에, 하리 텬하 만복을 다 일코 텬하만고의 다 걸일지라도 조금도 우리 지죤하션 신 
쥬의게 죄를 엇지 아니고 (중략) (2)  그 귀졀에 이러 엇지 그 두렵지 아니랴 (3) 오쥬 예수
 지죤지귀 시고 허물이 업시, 의 남으과 비소과 업수이 넉임과 욕을 감슈야 계시거
 (4) 나 지미지쳔  즁에 죄악이 심고 과실이 중쳡니 (5) 맛당이 의 남으과 비방을 밧
음 지라 무어 기 어려워뇨

  위 인용은 < 스지>에서 배교 행위가 교우의 도리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성찰하

170) 기존 성찰적 글쓰기에 대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
고 이를 통한 치유의 효과에 주목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성찰적 글쓰기가 단일한 
자질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어떠한 동기, 양태적 기제로 경험이 서술되
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자질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71) 서사적 정체성은 자기-서사의 구성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주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3』, 김한식 역, 문학과지성사, 2004, 473쪽.
172) 그레마스에 따르면 양태는 정념을 분석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담화에 나타난 양태들은 주체(행위소)

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이때 양태 구성 요소들은 긴장도와 같은 담화의 분위가나 정서에 영향을 준
다. 이는 양태가 주체의 주관성이 개입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홍정표, 『정념 기호학-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247-256쪽 
참조. 

173) 이러한 현상에 대해 더욱 세분화된 논의와 다양한 사례들에 관한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우선 발표문으로서의 기능하기 위해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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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부분의 일부이다. 이때 그는 회죄경과 예수의 삶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
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각각 ‘어찌 두렵지 아니하겠는가’와 ‘당연히 남
의 나무람과 비방함을 받음직한지라’와 같이 경험 서술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성으로 이어진
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성은 이후 최해두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양태화 기제로 작
용한다. 
  이는 경험을 매개로 2장에서 살펴본 감성과 인지에 관한 양태화 기제가 상호작용하는 양상
이다. 이때 (1)에 나타난 천주교 지식은 배교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양태화 기제로 기능한
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의 결과로 (2)와 같은 두려움의 감정이 서술된다. 이때 (2)에 나타난 
두려움의 감정은 다시 (3)의 지식과 상호작용하여 (4)와 같은 경험의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궁
극적으로 (5)와 같이 타인에게 비방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자신을 서술한다. 즉 < 스
지>에서는 경험을 매개로 인식과 감성의 양태화 기제들이 상호작용하며 최해두가 가지고 있는 
배교에 대한 후회의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배교로 인해 비판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자신의 존
재를 서술한다. 
  이러한 모습은 < 스지>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6) 평일에 열심 봉야 신공을 셰운이 오쥬 예수를 효측야 치명대은으로 다 도라가시고, (7) 날 
갓치 무공무덕고 유죄유실 인은 썩고 썩어 신유념 우리 동국 봉교인의게 샹신 그리 흔
치명의 대은을 참예치 못고 (8) 졀박 원통이 나 혼자 져나셔 이 흥 옥즁의 잔명이 뭇허 살앗시
니 이 무 일인고

  위 인용은 경험을 매개로 2장에서 살펴본 행위와 감성의 양태화 기제가 상호작용하는 양상
이다. 먼저 (6)에서는 ‘순교에 이른 평소 열심히 봉행하여 큰 덕을 세운 이’에 대한 행위를 자
신의 성찰을 위한 자아-이미지로 삼아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
리고 그 결과를 (7)과 같이 ‘순교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서술한다. 이후 이러한 상
황은 (8)에서와 같이 ‘절박하고 원통한’ 정서를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욕된 
목숨’이라고 표현한다. 즉 < 스지>에서는 경험을 매개로 행위와 감성의 양태화 기제
들이 상호작용하며 최해두가 동일시하려는 자아-이미지를 매개로 삶을 성찰하여 배교에 대한 
후회의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배교로 인해 욕된 존재로 자신을 서술한다.
  < 스지>은 배교자의 참회록으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후회의 정서, 부정적인 존
재로서의 자기-인식이 나타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 스지>
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와 자기-인식을 넘어서 비록 현실에서는 배교자이지만 다시 순교자와 
같은 자질을 지닐 수 있다는 희망의 정서를 찾아가려는 주체의 구성 양상 역시 나타난다.

(9) 셩젼셩의 엿시 부월의 죽난이난 잠시 치명 이어이와, 은슈 구슈쟈의 공부난 곳 일의 치명
이라 더욱 어렵다 여 계시니 우리 치명터흘 맛나시니 감슈 여부의 엿니 (중략) (10) 충쳥도 
포 우편 베드루 군난을 맛나 동졀에 옥즁에 갓치엿다가 얼어 상 낫시니, 본당 쥬ㅣ교 드시고 
샤 그 중은 거시 비록 진산 류 권 냥인만 난 못나,  증거 잇시니 임의 쥬 젼에 잇셔 복을 
누리라 여 계시니 이난 다름이 아니라 비록 연장에 죽은 바 아니나 그러나 위쥬치ㅣ라 샤 신 
말이니, (11) 나도 이 옥즁에 잇서 내 능희 위쥬치면  치명 칭호를 잇으리니 엇지 다
치 아니랴

  위 인용은 2장에서 살펴본 인식과 행위의 양태화 기제가 경험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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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먼저 (9)를 통해 최해두는 성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선전성사에 나오는 천주
교 교리에 관한 인식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적 글쓰기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치명터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 스지>은 (10)에서와 같이 최해두의 삶을 치명터에 이르지 못했지만 감옥에
서 죽음으로서 순교의 칭호를 얻은 원시장 베드루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1)을 
통해 자신도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순교의 칭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가능
성을 타진한다. 즉 < 스지>에서는 인식과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서
술하며 최해두가 가지고 있는 배교자의 낙인을 극복하고 순교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희망
의 정서를 보여주며, 배교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자신을 서술한다.  
  이처럼 < 스지>에서는 양태 기제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글쓰기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동시에 서술 주체의 자질을 구성하며 서사적 정체성을 
형상화한다. 이때 < 스지>에서는 참회록으로서 일방적인 반성과 후회의 정서만이 나
타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 < 스지>에서는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후회와 함께 희망
의 정서를, 배교자이지만 순교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즉 
< 스지>의 성찰적 글쓰기는 복합적인 정서와 다양한 서술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다성
적 텍스트로서의 자질을 보인다.

4. 희망을 위한 자기-서사와 경계의 에토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 스지>에서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태 기제들
의 특징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평가-치유-공감적 글쓰기의 자질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태적 기제들은 서술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을지라도 
서로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매개하고, 경험 서사의 분위기와 그 경험을 서술하는 주체의 자질
과 서술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허크 거트만(H. Gutmann)의 <고백록> 분석에 따르면, 루소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그럴 것이라고 느끼는 대로의 자기를 글쓰기에 구성하였다고 한
다.174) < 스지>에 나타난 최해두의 배교에 관한 고백과 성찰적 글쓰기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즉 < 스지>에 나타난 자신의 배교 경험에 대한 고백은 종교적 지식을 
통한 경험의 평가, 배교로 인한 트라우마와 부정적 감성에 대한 직면, 자기-이미지와의 동일
시를 가능하게 하는 양태화 기제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과 ‘희망 가능성의 
발견’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서술 주체는 자신의 과
거 잘못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희망이라고 느끼는 바를 글쓰기에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서술 주체는 일방적으로 잘못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
히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경계의 
에토스를 형성한다. 
  이것이 < 스지>을 통해 나타나는 천주교 성찰적 글쓰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찰적 글쓰기는 단순히 잘못을 단죄하거나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 비록 잘못된 과거가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과 희망을 찾아가는 
자기-서사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4) 미셸 푸코 외, 앞의 책,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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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과 수사학
- 수사학과 뮈토스의 조화를 위하여 -

양현정(한국외국어대학교)

1. 이미지와 언어의 ‘상호 보완적’ 관계: 일원론적 차원에서 바라본 수사학 
상징과 수사학이 서양철학에서 갖는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지 대립적이지 않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상호 길항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학은 언어라는 매개가 있
어야만 학문 체계가 가능하고, 반면에 상징은 이미지를 통해 존재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하
기에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필요하면 수사학, 필요 없으면 상징, 반대로 이미지를 중
심으로 하여, 그것이 필요하면 상징, 필요 없으면 수사학, 이렇게 이원론적 이분법으로 그 관
계가 정립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징과 
수사학은 각각 이미지와 언어를 기점으로 전개하기에 대립적이고 길항적이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서양철학에서 상징과 수사학은 이미지와 언어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일원론적 차원에
서 상호 보완적으로 흘러왔음을 알게 된다. 

상징과 수사학이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수사학은 언어를 품으면서 학문적 체계를 형성하고, 반면에 상징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이분법적 양자택일 상황, 즉 ‘이원론(dualism)’이 아니라는 게 ‘상호 보완적’이 지칭하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수사학은 언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이미지의 요소가 있으면서, 
이 둘이 같이 엉켜져 있다. 마찬가지로 상징도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미지 위
에 언어적 요소가 가미되어 뒤섞여 있다. 상징과 수사학은 일원론적인 차원에서 각각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요소를 고집스럽게 소유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것을 개방적으로 풀고, 
나아가 공통적인 요소를 수용하고 섞는 과정을 겪는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호 보
완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다. 

예를 들어 보자. 여기 어떤 부모의 자식인 남자와 여자, 즉 그들의 아들과 딸이 있다. 그 아
들과 딸은 고유한 성별인 남자와 여자로서 현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남
자와 여자로 분리한다. 다시 말해 양자택일적 상황에서 아들인 남자, 아니면 딸인 여자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 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선 세
대인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해 보자. 그렇다면 ‘아들은 부모 중에서 아버지
의 성향만을 받아서 현상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는 않지만 반드시 아들 속에는 어머니의 성향까지도 품고 있고, 마찬가지로 딸 속에서는 아버
지의 성향도 같이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구조적이면서 형태적으로 완
전한 어떤 사태, 즉 부모가 그 아들과 딸 이전에 ‘이미’ 있다. 그 사태는 그들의 각각의 자식
들 속에 완전하게 존재한다. 

그것을 C. G. 융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Jakob Burckhardt)로부터 차용하여 ‘본원 이미
지’, ‘기억 흔적’, ‘근원 이미지’, ‘본형’ 등으로 부르면서 최종적으로 ‘원형(archetypus)’175)이
라고 명명한다. 또한 그 원형적인 원래의 모습을 전통적인 신화 속에서 찾는 과정, 그리하여 
인간에 대한 낯설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찾는 그 과정을 G. 뒤랑은 ‘인류학적 도정(trajet 
anthropologique)’176)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175) 송태현, 『이미지와 상징』, 라이트 하우스, 2005,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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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무리 딸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속성을 가지
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호 보완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러한 원형적인 사태를 상징과 수사학, 또는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에 대입시켜 보자. 아무
리 언어만으로 성립하는 수사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원형에는 이미지의 요소가 보이지
는 않지만 내재해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미지로서 성립하는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원형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요소가 구조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언어만으로, 또는 이미지만
으로 되어 있는 어떤 현상 이전에 이미지와 언어가 같이 뒤섞여서 엉켜 있는 원형적인 것, 그
리하여 공통적인 어떤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고유한 사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더
욱이 이러한 사태는 역동적이고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기에 지금 현재의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니 오히려 변덕스럽게 변화까지 꾀한다. 필자는 이것을 바로 ‘상상계(想像
界, imaginary)’라고 부르고,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상력(想像力, imagination)’이라고 
말하고자 한다.177) 그리고 이러한 상상계와 상상력을 중심으로 상징과 수사학, 또는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를 바라보자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상징과 수사학, 또는 이미지와 언
어는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는 조화로우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이 바로 본고를 관통하는 커다란 원칙, 즉 일원론(unicism)178)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보이는 곳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양자택일적 상황, 즉 ‘수사학은 언어이
고, 상징은 이미지다’라는 말이 수사학과 언어, 그리고 상징과 이미지를 1:1의 대응적 관점으
로 바라보기 때문에 맞게 된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감안하게 되면, 다시 말해 
이미지와 언어가 혼합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 둘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는 상상계와 상상력
의 사태까지를 상정하게 되면, 이러한 대응적 관점은 편협해 진다. 왜냐하면 수사학의 언어와 
상징의 이미지는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언어는 그 각각이 분리되기 이
전에 상상계에 ‘이미’ 하나로서 조화롭게 존재한다. 게다가 단 하나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원형으로 있게 된다. 그 몇 개의 원형은 변화가 없다. 단지 변화하는 것은 그 
몇 개의 원형이 역동적으로 상호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만이 바뀔 뿐이다. 더욱이 그 역동
성에 의해서 이미지와 언어는 ‘아직’ 규정되면서 등장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태를 
갖게 된다. ‘이미’와 ‘아직’의 그 가능성에 의해서 상징과 수사학, 즉 이미지와 언어는 원형적
이면서 개방적이고, 동시에 고유하면서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179) 상상계와 상상력은 이미지
와 언어의 ‘상호 보완적’ 과정에 있게 된다. 

수사학의 입장에서 봐도 위에서 말한 일원론적 법칙이 싫지만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수

176) G. 뒤랑,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진형준 옮김, 문학동네, 2007, p.48. 
177) Ibid., p.33. 뒤랑은 상상력은 특수한 의미론의 영역에 속하는 능력이며,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

여 전개하는 상징은 기호학의 분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인위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의미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울림의 본질적, 자발적 힘을 보유(Ibid.)”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상
계와 상상력의 힘을 그는 “서푼짜리 이미지”라는 은유의 수사적인 말로 대변한다. 즉 논리의 “수천만 
원짜리”도 “서푼짜리” 이미지들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미지는 직접적이자 
자발적인 대상이 된다. 

178) 진형준, 「이원론과 일원론: 서구의 이원론과 주자학의 이원론 비교」, 『불어불문학연구』 vol. 101, 
n˚ 0, 한국불어불문학회, 2015, pp.433~466 참조. 특히, 일원론(unicism)과 독단론(monism)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각주 8)에 의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것. 

179) L. 보이아, 『상상력의 세계사』,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0, 참조. 보이아는 ‘이미’와 ‘아직’이 각각 
지칭하는 세계를 두 개의 주장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미’의 영역은 전도서의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이고, ‘아직’의 세계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흐르는 물속에 두 번 발을 같은 물에 담
글 수 없다”이다. 그는 이 두 영역이 상상력에 의해서 흘러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입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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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을 학문의 입장에서 재정립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조화로운 차원, 즉 상호 보완적인 관점으
로부터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화로운 차원에서의 수사학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학
자가 바로 E. M. 코프(Edward Meredith Cope)이고, 그 주장의 중심에 ‘곁가지(paraphyes 
ti)’가 있다. 코프가 말한 그 ‘곁가지’의 의미는 한석환의 아래 인용에 잘 설명되어 있다. 

수사학이 다른 분과 과학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
한다. 우선 그의 수사학은 “변증법의 상대 항(antistrophos, 1354 a1)이다”는 말로 시작한다. 
조금 내려가서는 식물학의 용어를 차용하여 변증법의 일종의 ‘곁가지’(paraphyes ti) 같은 것
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성품을 다루는 정치학의 ‘곁가지’ 같은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수사학은 분석적 과학과, 정치학의 일부로서 성품을 다루는 분과(分果)의 산물이며, 변증법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소피스트적 논법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1359 b3~12)”는 말도 나온다.180) 

한석환은 코프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입문(An Introduction to Aristotle's Rhetoric)』
을 참조한다. 그리고 수사학의 특성을 ‘곁가지’라고 하는 그의 주장을 수용한다. 이 ‘곁가지’의 
의미는 노래를 합창할 때 후렴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비유된다. 후렴구란 노래의 본체에 
대한 ‘상대 항(項)’이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대 항’이다. 이 경우 수사학은 
변증법의 ‘상대 항’이면서, 동시에 정치학의 ‘상대 항’이 된다. 즉 변증법의 곁가지이자, 정치
학의 곁가지가 수사학이다. 그러하기에 한석환은 수사학의 학적 위상은 수사학과 변증법의 관
계에 의해서, 동시에 수사학과 정치학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한
석환의 주장을 조금 더 확대하여 수사학과 상징의 관계에 적용해 보자. 그렇다면 ‘곁가지’, 또
는 ‘상대 항’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수사학은 상징과도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
적인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수사학과 상징이 일원적인 차원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맺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로 확장된다. 수사학이 변증법 및 정치학
과의 연대를 통해서 수사학 스스로의 학적 위치를 찾았다면 상징과의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그렇게 결합한다고 해서 혼동을 낳지도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다. 그것은 앞에서 수사학이 변증법 및 정치학과 연계
될 수 있는 것은 “문장으로 언표될 수 있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분석적”181)인 
것, 그리하여 ‘분석적 과학’이라는 전제가 그 연결에 있어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다. 수사학의 위상은 ‘분석적 과학’이라는 조건 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다소 편협한 조건이 아닌가? ‘이미’ 보이는 것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일원론적으로 연계
하는 상징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분석적 과학’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리하여 분
석적 과학이 아닌 것을 배제하고, ‘이미’ 보이는 것만을 토대로 하는 학문적 체계를 이루겠다
는 좁은 의미로 유도된다. ‘분석적 과학’만을 학문적 토대로 하여 성립하는 수사학이라면, 그
것은 정녕 ‘지식(episteme)’의 범주를 너무 협소하게 상정하는, 그리하여 그 폭 넓지 않음을 
스스로 자청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182) 

이러한 차원에서 수사학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특성, 즉 수사학은 “로고스, 에토스, 그리
고 파토스를 포함한다(Rhétorique, Ⅰ, 1356a)”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하나를 더 첨가

180)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철학적 기초」, 『철학』 vol. 74, n˚ 0, 한국철학회, 2003, p.29. 
181) Ibid., p.30. 
182) A. 그로스, 『과학의 수사학』,  오철우 옮김, 궁리, 2007, p.42. 그로스는 수사학과 과학을 접목시키

면서 그 매개를 ‘유비(analogy)’로 선정한다. 그는 웅변술, 학문, 그리고 과학의 영역에서 ‘유비’가 다
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각각의 영역에서 추구하고 획득하려는 상호 주관적 동의, 즉 
진리가 과학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학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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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상계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뮈토스(mythos)’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해진다. 기존 
수사학 위에 뮈토스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은 수사학이 가지고 있는 개방적인 특성, 즉 ‘곁가지’
로서의 비정형성183)을 조금 더 열어젖히면 가능하기에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수사학은 분석적 과학에만 머무르면서 분석적 과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태
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언어적인 영역 내에서만 수
사학이 안주하고 있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일단 언어와 이미지는 ‘다르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먼저 언어와 이
미지가 각각 어떠한 특징으로 다르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그런 연후에 그 
관계가 대립적이지 않고, 동시에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오히려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서양
철학과 성상파괴주의 및 성상옹호주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상징과 수사학은 상상력에 의해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그래야만 언어적인 영역 내에서만 안주하는 수사학으로부터 탈피할 수도 있
을 것이다. 

2. 헤겔의 간접적인 언어와 칸트의 직접적인 이미지에 대한 구분 및 유비적 상징 
수사학이 속해 있는 언어, 그것은 무엇인가?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간접적인 특성을 

언어가 갖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184) 언어를 통해 사물이나 사태를 표현할 때 사람들
은 그것들이 갖고 있는 재료적이고 물질적인, 그리하여 직접적 특징을 포함해서는 말하지 않
는다. 반드시 언어 속에 정해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곱씹어져서 나온 변형된 것, 즉 언표된 
이후의 사물과 사태에 의해서 수용한다. 이 경우 언어적 표현은 사물과 사태를 추상적 기호로 
대체시킨 효과의 산물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은 반드시 추상적 기호에 의해서 지
시되는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 사이에 단절을 야기한다. 언어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물’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물’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특징, 즉 
미끌미끌한 액체적인 특징, 또는 ‘물’을 봤을 때 넘실거리는 그 흔들림, 그리고 ‘물’을 마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청량함, 이러한 것들을 ‘물’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
다. 언어화된 이후의 것만을 수용해야만 하기에 단어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사물의 원형적인 
모습은 단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훼손된다. 아마도 헤겔은 이러한 과정을 목도한 듯 보인다. 
그가 말하는 존재(Sein)란 언어적 매개 이전의 사물과 사태를 지칭하고, 현존(Dasein)은 그 
이후의 사물과 사태를 가리키면서 ‘말(언어)은 사물의 살해자이다. 말(언어)은 사물의 죽음과 
더불어 탄생 한다’라고 주장하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특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헤겔은 역으로 그 간접적인 언어가 사물과 사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한다고까지 말한다.185) 이렇게 되면 간접적인 표현인 언어의 그물, 즉 기호186)에 의해서 사유
가 전개되고, 제2의 의미가 언표된 이후의 기호로부터 사물과 사태를 향해 새롭게 각인되기에 

183) 양현정, 『신수사학과 비형식적 추론: 카임 페를만의 신수사학을 통한 아리스토텔레스적 다양성 제
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5, p.86. 특히, 각주 170)을 참조할 것. 

184) 진형준,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 살림, 2003, pp.29~34. 
185)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후』, 창작과비평사, 2005, p.136.  
186) Ibid., p.249. 헤겔은 기호와 직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호는 위대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성이 어떤 것을 기호화할 때, 지성은 직관의 내용과는 관계를 끊고, 그 감성적 소
재에 낯선 의미를 혼(魂)으로서 부여한다(Hegel, Enzyklopa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전집 10권, Suhrkamp, 1970, 457절).” 헤겔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기호의 자의성을 상정하고 있었고, 그 바탕 하에 기호가 상징보다는 우월한 직관적 형식
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징은 직관을 머금고 있는 관계로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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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헤겔에게 있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사물과 사태는 무의미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다. 

물론 헤겔과는 반대의 입장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특징, 즉 만지면 매끄럽고, 보
면 넘실거리면서, 마시면 청량감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부여잡기 위해서 애썼던 칸트
도 있다. 칸트는 도식과 상징을 분리한다. 그리하여 직접적인 내용, 즉 직관적인 것은 ‘지시
(demonstration)’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도식’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우주, 영혼, 신과 같이 
‘유비(analogy)’할 수 있는 것은 ‘상징’으로 분리해서 표현한다.187)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지시에 의한 도식이든지, 또는 유비에 의한 상징이든지 간에 이 둘은 여전히 직관의 매
개체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점이다. 즉 도식은 오성의 선천적 개념으로서 직관에 의해서 매개
되고, 마찬가지로 상징은 이성의 선천적 개념, 즉 이념적 직관에 의해서 매개된다. 다만 이념
적 직관은 오성의 개념적 직관과는 다르게 인식의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냥 표상의 세계 
전체를 상정하기 위한 사유 원리로서 기능한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보기에 신비주의, 나아가 몽매주의적인 광신으로 인간의 인식이 
나아가는 것은 도식과 상징을 혼동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유비’에 의한 상징적인 것을 객관
적인 사태, 즉 ‘지시’에 의한 도식으로 잘못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식과 상징
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일원론적 사유
가 여기서 적용된다. 그리하여 칸트는 오성의 선천적 개념으로서의 직관이든지, 아니면 이성
의 이념적 직관이든지 간에 사물과 사태, 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직접적이자 직관적 내용이 
사물과 사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G. 뒤랑은 칸트의 이와 같은 노력을 
“칸트의 어법을 빌리자면 직관이 포착하는 이미지의 본체”188)라고 해석한다. 칸트에 의해서 
이제 상상력은 스스로 생산한 어떤 선험적 ‘결합문자(monogram)’, 즉 도식으로부터 벗어나 
상징까지도 유비를 통한 직관의 범주로부터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수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학은 칸트의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언어관에 가깝다기보다는 헤
겔의 언어관, 즉 간접적인 특징에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수사학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으
로 언어의 간접성을 바탕으로 하는 말에 관한 학문의 범주 안에서 성립해 왔다. 언어의 그물 
내에서 말은 연속적이면서 휘발성이 강하다. 말은 말이 말을 낳고, 또 그 말이 말을 낳으면서 
생긴 추진력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생겼다가 이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인지 ‘물’이라는 말은 
‘물’을 마셨을 때의 청량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물’을 봤을 때의 그 흔들거림을 보듬을 필요
도 없으며, 그리하여 결국 ‘물’의 재료적인 특징을 소유할 이유가 없게 된다. 사물과 사태의 
원형적인 특징을 죽이고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재탄생한다는 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중력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된 언어이자 말은 가볍기에 운동적이 되며, 급
기야 운동적이기에 원래의 모습으로부터 쉽게 이탈할 수 있다. 언어가 자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재료가 가지는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국 언어이자 말
은 기호로서의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언어이기에 언어는 배움에 있어 많
은 시간을 요구한다. 우리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지금까지도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상징에 속해 있는 이미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언어가 가지는 간접성과는 반대로 
직접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미지는 언어와는 다르게 대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료적 특성에 대한 필연적 의무감으로부터 연원한다. 물의 촉각적 특징인 매끄

187) Ibid., pp.238. 
188) G. 뒤랑, op. cit.,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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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움, 물을 봤을 때의 흔들림, 그리고 물을 마셨을 때의 청량감 등, 이러한 직접적이자 직관적 
요소를 이미지는 차마 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의무감을 버릴 수 없기에 이미지는 언어
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특성으로 무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가 생각했던 직관적 내용에 대
한 애정이란 다름 아니라 이러한 의무감189)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미지는 재료가 가지는 직관적인 특성, 즉 앞에서 말한 물의 액체성, 흔들림, 그리
고 청량감에 대한 의무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태극기’라는 언어 이전의 사물, 즉 ‘ ’는 ‘태극기’라는 
언어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원형인 이미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직
접적인 것인 ‘ ’을 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국가’를 접한다.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형상’인 
‘ ’가 이미지이고, 국가는 그 이미지로부터 발현되는 또 다른 의미가 되며, 나아가 구조적이
고 형태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 언어인 ‘태극기’와 함께 ‘ ’는 곧바로 ‘국가’와 접목된
다. 그리하여 언어와 이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아직’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미
가 구조적, 형태적으로 일치된다. 이 과정이 바로 상징이다. 강조해서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태극기’, ‘ ’, 그리고 ‘국가’가 커다란 일원적인 차원에서 필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각각
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상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이렇게 결합한다고 해서 혼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칸트가 수사학을 멀리했던 것은 수사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러한 상징적 특성이 직관을 통해서 표상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190) 반면에 칸트는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으로 분리되는 상상력이 수사학과는 다
르게 직관에 앞서면서, 동시에 직관 속에 나타날 유사 표현을 만든다고 주장함으로써 상징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단순히 감각을 지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선험적 형태로
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성의 선천적 이념을 조화롭게 결합시켜주기 때문이다.191) 

이처럼 상징은 사물이나 사태가 갖고 있는 직접적인 특징을 이미지화해서 그 사물과 사태 
뒤에, 또는 앞에 ‘아직’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시하면서 바라보게끔 해 준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언어는 원래의 사물과 사태가 갖고 있는 직접적인 특성을 유지한 채 ‘아
직’ 보이지 않는 상징적 대상을 지칭하는 매개체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보이지 않는 의
미와 언어로서의 표현, 그리고 이 둘을 아우르는 이미지가 상징에 있어서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관계는 저울과 백합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저울’이라는 언어 이
전의 사물, 즉 ‘ ’은 원형적인 이미지를 갖추면서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특징인 균형됨을 보
듬는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인 ‘정의’에 도달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백합’이라는 언어 이전의 사물, ‘ ’은 재료적인 특성인 하얀색을 통해서 보이

지 않는 것인 ‘순결’에 이르도록 유도해 준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들, 즉 ‘ ’, ‘ ’, ‘ ’
은 각각 ‘국가’, ‘정의’, ‘순결’의 ‘유비(analogy)’로서 작용한다. 상징 속에는 이미 언어를 매
개로 하는 유비가 작동하도록 내재화 되어 있다. 우리가 ‘수사학과 상징, 또는 언어와 이미지
가 상호보완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징의 과정 속에 내재해 있는 유
비, 그리하여 유비적 상징이다. 

여기서 상징이라는 말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문예사조 하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9) B. Heiner, Symbolic Representation in Kant's Practical Philosophy, Cambridge Univ. Pr., 
2003 참조. 

190) Kant, Critique de la raison pure, tr. N. K. Smith, St. Martin's Press, 1961, p.635. 
191) 진형준,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 op. cit.,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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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낭만주의이다. 낭만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다섯 가지의 감각, 즉 ‘오감(五感)’ 이외
에 영혼을 감지할 수 있는 ‘육감(六感)’이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감성적이면서 
근원적인 언어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192) 즉 자연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으로 번역
할 수 없는 탈개념적 언어에 의한 상징적 사태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낭만주의자들은 신화와 
시(詩)를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
징이 되고, 상징 속에 유비적으로 내재화된 것을 육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기에 유비적 상징이 기능한다. 그러하기에 유비적 상징은 신(神)에 대한 사유까지 바꾼다.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은 예술적인 것을 신적인 것과 동일시하기에 이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술을 통해서 신적인 것을 대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예술에 의해
서 표현되는 것에 의해서 신적인 의미가 구현된다. 이러한 관계는 괴테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괴테는 예술과 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둘에 의해서 파생되는 현상을 개념적 현시와 
이념적 현시로 나눈다. 그에게 있어 개념적 현시는 수사학의 알레고리, 즉 합리적 의미이면서 
동시에 개념적 의미이다. 또한 ‘분석적 과학’이기에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는 제한적 의미
로 다가간다. 반면에, 이념적 현시는 이미지의 상징으로서 한정 불가능하고 언표 불가능한, 결
과적으로 언어의 영역을 벗어난 내용으로 다가간다. 괴테는 알레고리의 개념적 의미보다는 상
징의 이념적 의미가 상위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여 예술이 종교와 같은 위상을, 아니 종교보다 
상위의 위치를 점하도록 유도하면서 종전의 신만이 창조했던 예술의 공간을 열어젖힌다. 

그러나 유비적 상징을 상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수사학의 알레고리와 상징을 분리하는 괴
테의 신에 대한 해석을 전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괴테 
이전의 사유태도, 즉 중세적 종교 태도를 오히려 중요시 한다. 중세적 종교는 수사학의 알레
고리를 통해서, 즉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에 접근하는 것이나, 아니면 상징의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에 다가가는 것이나 분리하지 않고 매한가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나 상징 이외에 신적인 것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 하에 유비적 상징으로 이 둘을 같은 범주 안에 넣고 인식한다. 우리가 유비적 상
징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 적용되는 것은 괴테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세적 종교가 가지는 일
반적 개념이라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얼핏 보면 간접적인 언어와 직접적인 이미지는 다르기 때문에 대립적이면서 길항
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다르지만 분리되지는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유비적 상징이 지칭하듯이, 이 둘의 관계는 대립적, 또는 길항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
이다. 앞에서 칸트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앞으로 더욱 천착하면서 
살펴볼 내용이다. 크게 두 가지의 방향에서 이미지와 언어의 상호 보완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하나는 ‘서양철학에 있어 등장하는 유비적 상징’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 종교에 있어 성상파
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에 의한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이 두 개의 방향으로
부터 이미지와 언어의 상호적 관계를 고찰하게 되면, 이원론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 뿌리마져 
달라 보이는 언어와 이미지의 특성들이 오히려 서로 섞이면서 조화적으로 하나로서, 그리하여 
언어와 이미지 이전에 원형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3. 서양철학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등장하는 이미지: 일원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서양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지 않고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서양철학이라는 

192) Ibid.,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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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한 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하여 플라톤 철학의 
‘장(場)’으로 들어간 연후에,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주관적 내면화, 즉 아비투스
(habitus)로 만들어서 각자의 지식적인 감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비투스란 객관적 구조의 내면화이다(internalization of the objective structure).”193) 그
것은 P. 브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 상징폭력, 상징자본, 일루지오(illusio)’194)을 통해 
입증된다. 그러한 주장에 입각해서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만약 아름다움 자체 이외에 다른 
아름다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그 아름다움 자체에 관여하기 때
문이지, 그 밖의 다른 어떤 것 때문도 아닌 것으로 내겐 여겨지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도 그렇다고 보네(100c)”195)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된다. 
즉 ‘아름다운 대상, 또는 형상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성질을 조금은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재구성된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이원론적 차원이 아니라, 일원론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도록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원론적인 플라톤의 모습, 즉 ‘객관적이라
고 불리어졌던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플라톤에게 있어 이미지는 ‘침상의 유비’를 통해 그 의미가 나타난다고 객관적이면서 일반
적으로 분석한다. 그것은 『국가』 제10권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침상’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모방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지가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
다. 

“그러니까 이들 세 가지의 침상이 있게 되었네. 그 하나는 그 본질(physis)에 있어서 침상인 
것으로서, 이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그런 걸일세. 아니면 
다른 누가 만들겠는가?”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목수가 만드는 것일세.”
“네.” 그가 대답했다. 
“또 다른 하나는 화가가 만드는 것이네. 안 그런가?”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화가, 침상 제작자, 신, 이들 셋이 세 종류의 침상을 관할하는 자들 일세.”196)

플라톤은 어떤 형상, 즉 이미지는 특정한 사물이나 구체적인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일종의 비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그가 말하는 추상적인 것, 또는 보편적인 것을 지
칭하는 ‘좋음(goodness)’이란 이러한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의 헤
겔처럼 물질적인 존재인 질료들을 함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사물과의 관계가 문제시 된다. 여
기서 플라톤은 다소 염세적인 태도를 취한다.197) 즉 질료들의 일정한 배치가 사물이 된다고 

193) 김경만,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문학동네, 2015, p.120. 
194) Ibid., pp.119~126. 
195) 플라톤, 『메논 · 파이돈 · 국가』, 박종현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177. 
196) 플라톤, 『국가(政體)』, 박종현 옮김, 서광사, 2007, p.611. 
197) 박치완, 「비가시적 세계의 형상화로서 이미지 개념: 쟝 피에르 베르낭의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

유』를 중심으로」, 『이데아로부터 시뮬라크르까지: 플라톤, 벤야민, 들뢰즈, 보드리야르의 이미지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pp.299~301. 여기서 박치완은 “플라톤에게 
있어 모방은 철저히 실재-인간의 차원에 국한된 논의”라고 주장하여, 플라톤의 이데아는 “보이지도 
지각되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방을 통한 이미지는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앎의 가장 높은 차원이자 동시에 ‘신성한’ 영역”임도 강조한다. 따라서 신성성이 없는 시뮬라크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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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함으로써 물질적인 존재를 비물질적 존재로부터 이탈시킴과 동시에 비물질적 존재를 형상의 
불완전한 복사물로 전락시킨다. 그리하여 물질적인 존재와 비물질적인 존재는 ‘정도(degree)’
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신, 침상 제작자(목수), 그리고 화가가 
그 ‘정도’에 의한 구분에 의해서 위계화 된다. 신이 만든 침상의 이데아를 모방하여 목수는 인
간이 사용할 수 있는 침상을 만든다. 이어서 화가는 목수가 만든 그 침상을 역시 모방하여 그
림의 이미지를 그린다. 그리하여 화가의 이미지 작업은 모방에 대한 모방으로서, 진리의 측면
에서 판단할 때 목수보다 한 단계 더 멀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객관적이고도 일반적인 이원론적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플라톤은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시(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 우리에게 있어 ‘시인 추방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래와 같은 유명한 구절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진리에 비해 변변찮은 것들을 제작함으로써 그(모방적인 시인)도 화가와 같으며, 혼의 최선
의 부분이 아닌 같은 수준의 (변변찮은) 부분과 함께 지냄으로써, 이점에서 닮게 되네. 이래서, 
훌륭하게 다스려질 나라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제 정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이 부
분을 일깨워 키우고 강화함으로써 헤아리는 (이성적인) 부분을 파멸시키기 때문일세.198) 

이렇게 되어 비물질적 존재가 머무는 ‘가지계(可知界)’는 물질적 존재가 있는 ‘가시계(可視
界)’와는 별개로 위계화 된다. 비물질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존재를 ‘재현(representation)’하
고,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는 비물질적인 존재를 ‘지시(reference)’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일반
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철학, 그 중에서 ‘침상의 유비’와 ‘시인 추방론’을 통해서 파
악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해석이다. 이원론적 차원에서 플라톤은 이미지를 오로지 비물질적인 
것으로 파악했기에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 진다.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었
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원론적 입장에 섰고, 나아가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물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그 바탕 위에서 비물질적인 것만을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플라톤이 바라보는 이미지에 대한 객관적인 위상의 내용 전부일까? 이
제 『파이돈』의 “아름다운 대상은 절대적인 아름다운 성질을 조금은 나누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문장을 되새겨 보자. 여기서 『파이돈』의 그 문장을 논의하는 이유는 그 문장이 
앞으로 얘기하는 일원적인 입장에서 비물질적인 형상, 즉 이미지와 물질적인 질료에 대한 관
계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지와 물질적인 질료의 관계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절되어 별개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질료 속에 내재하고 있는 형상의 모습은 원래적인 형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일원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채로, 그러나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만 다른 차이를 보이는 모방적 존재
라는 것이 『파이돈』에서 발췌한 문장의 내용이다. 다시 말해 질료 속에 있는 모방적 형상은 
비물질적인 존재를 지시하고, 비물질적인 존재는 질료를 통해서 ‘육화(incarnation)’되면서 재
현된다는 것이다. ‘재현’과 ‘지시’가 ‘육화’를 통해서 일원적으로 연결된다. 마치 앞에서 유비
적 상징을 논의하면서 언급한 ‘태극기’, ‘ ’, 그리고 ‘국가’가 커다란 일원적인 차원에서 필

환상과 환각으로부터 벗어나 신성성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과 영
혼을 정화시키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플라톤 철학의 정수라 언급한다. 즉 “이미지는 신성성을 대
변”하는 것이다. 

198) 플라톤, 『국가(政體)』, op. cit., pp.6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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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는다. 이때의 이미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
다. 그것은 신성성을 갖는 이미지 그 자체이다.199) 이렇게 되면 질료 속에 있는 이미지는 언
제나 자신의 근원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고, 그 안내된 길을 통해서 우리는 원초적인 존재, 
또는 초월적인 존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보이는 것과 연
결되는 순간이다. 이 때 이미지는 그 이미지 너머에 있는 존재를 보증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상징이고, 유비적 상징이 플라톤 철학에서도 적용되는 장면이다. 플
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원적론적인 해석의 차원
이 아니라, 『파이돈』처럼 일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바탕이 된 또 다른 객관적인 해석을 
갖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있어 이미지도 일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아니면 플
라톤의 일원론적 해석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
미지의 위상에 대해서 플라톤과 같은 일원론적 입장에 선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보다 그 일원론적 입장을 더욱 밀고 나간다. 그의 우주론이 이것을 잘 나타내 준다. 그는 안
정되고 불변하는 사물들이 우주의 완벽성에 호응하기 때문에 그 척도에 있어 더 좋은 곳, 또
는 더 높은 곳에 이미지의 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지와 
같은 위계적인 구조를 찾는데 열심이었고, 그의 우주론적 사유는 이미지의 위계도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불변하는 존재자가 본질적으로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는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사유를 전개한다. 따라서 이는 비물질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
가 이미지라는 시각적 매개로 인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지 단절되어 있지는 않다는 개념까지를 
포함하여 일원론적 사유로 수렴한다.200)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는다. 그렇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입장
은 이미지의 위상에 있어 일원론적으로 같게 되는데, 단지 같기만 하는 걸까? 즉 다른 점이 
없냐는 것이다. 일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같은 일원적인 시각, 즉 비물질적인 존
재와 물질적인 존재가 단절되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갖는다는 것에 둘 다 동의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갖는다. 이러한 방향성의 차이는 플라톤이 
비물질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물질적인 존재를 다소 염세적으로 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
스는 물질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비물질적인 존재를 ‘육화’를 통하여 낙관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플라톤이 주장하듯이 ‘이미’ 
불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에 관한 지식이 이론상 바람직하더라도 물질적인 존재가 행하는 
실천의 측면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직’ 도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천착해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동물부분론』에서 “ (…) 지상의 사
물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확실성에서나 완벽성에서나 알찬 성과들을 가져온다(644b)”201)라
고 주장함으로써 물질적인 존재가 품고 있는 것을 통해서 비물질적인 존재를 ‘육화’를 통해 
조응해 볼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점을 폭 넓게 취하게 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관점으로 인해
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시뿐만 아니라 회화까지도 모방자의 범주에서 다룸으
로써 시와 회화가 갖고 있는 시각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칸트처럼 취미의 주관적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최초로 열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플라
톤보다 훨씬 우호적으로 접근한 것이 차이점이다. 

199) 박치완, op. cit., p.301. 
200) A. 고틀립, 『서양철학의 파노라마 Ⅱ』, 이정우 옮김, 산해, 2002, pp.17~114. 
201) Ibid.,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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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철학자의 역할과 기능을 찾고자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이기에 그 소임을 
사물들의 직접적인 차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리하여 자연 그대로가 행동하는 바로부터 찾았
던 것이다. 그가 생물학, 또는 4원소(물, 불, 흙, 그리고 공기)에 집착한 것은 자연 속에 내재
하고 있는 이러한 자연스러움에 대한 시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직관에 대한 중요성에서 비롯된
다. 예를 들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에서 직관적이고 자연적 성향으로 무거운 것은 아
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향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향에 맞춰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있는 
네 가지의 원소, 즉 물, 불, 흙, 그리고 공기는 자신의 특성에 맞게 움직인다고 말한다. 흙과 
물은 무겁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인 아래로 향하고, 반면에 불과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 저 반대편으로 움직인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던진 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는 위로 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것은 돌의 내재적 성향이 외
재적인 무거운 성향을 지향해서 궁극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4원소, 즉 물, 불, 흙, 그리고 공기는 G. 바슐라르에 이어 뒤랑에 이르기까지 상징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그 토대를 이룬다. 특히 뒤랑의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의 첫 번째 
장202)에 나오는 ‘동물’에 대한 설명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
다.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적인 측면에서 플라톤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신
의 철학을 전개했음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철학에서 어떻게 이미지에 대해서 다루었
는지를 일원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 과정은 결국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어 있
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원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비적 상징이 이미
지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임도 파악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일원론적인 관점이 종교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를 통한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적 관계 
앞에서 말한 상호 보완적인 유비적 상징이 서양 종교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개될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종교적 현상으로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의 역동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겠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논의에 들어가자. 우선 ‘성상(icône)’이란 단어가 눈에 띤다. 
성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원적으로 희랍어 ‘아이콘(Eikon)’을 지칭한다. 아이콘이란 고대 
서양철학에서 주로 ‘시각적인 것(something optical)’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며 실재하
는 것,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그와 유사한 것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
해 초상화나 조각상 등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실재를 물질적으로 재현해 낸 경우가 바로 아
이콘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성상 파괴주의라고 번역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성상 파괴주
의라기보다는 이미지 파괴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203)이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성상은 이미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J.-J. 뷔넨뷔르저(Jean-Jacques 
Wunenburger)의 ‘(성상이란) 지각의 관점에 따라 현존하거나 부재하는 물질적 대상, 또는 관
념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재현해낸 이미지’라는 해석을 덧붙이면, 결과적으로 성상
은 “실재하는 것을 재현해낸 이미지 전체”204)가 된다.   

본고에서 성상과 이미지가 파괴되었느냐, 또는 옹호되었느냐를 종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성상파괴주의, 즉 이미지파괴주의를 통해서 이미지가 왜 파괴되었는지를 알아야

202) G. 뒤랑, op. cit., pp.89~124. 
203) 진형준,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 op. cit., p.5. 
20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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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성상 옹호주의를 통해서는 이미지가 왜 옹호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
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이미지를 잉태해서 분만하는 힘을 상상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상상력
이 서양의 인식에 있어서 억압되었다는 것을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에 대한 논점으로 
설정하여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이란 실재하는 대상을 사람이 재현할 때, 
그 대상을 수정 및 변형시켜 표현하는 능력이 되는데, 이러한 능력이 서구의 인식론에서 상당 
부분 천대 받아 왔기 때문이다.205) 그러나 본고에서는 성상이 억압, 또는 왜곡되었다는 그런 
주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가 번갈아 가면서 역사상 
등장하기도 하고 사그라들기도 하는, 그리하여 그 흥망성쇠가 하나의 역동적이라는 일원론적
인 접근이 정작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서양 종교에 있어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가 성상파괴주
의와 성상옹호주의로 둔갑하여 번갈아 가면서 등장 및 쇠퇴하는 역동적이고 일원론적인 범주
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 관계는 언어와 이미지의 역동적 
관계를 밝히기 위한 선결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역동적이고 일원론적인 힘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청각
적인 특징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것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일원론적 차원이라면,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에서 역동적이고 일원론적인 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그 일원론적 차원의 앞부분, 즉 ‘다르지만’이 지칭하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
이다. 결합에 따른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우상숭배에 관한 종교적 논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흔히 듣는 두 개의 말이 있다. 하나는 ‘태초에 말씀이 있다’
라는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소리다. 이 두 개의 말은 중요한 의미적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바로 근원적 성상파괴를 띤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근원적 성상파괴
가 지칭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일신 사상은 (중략) 독단
론(monism)과 동일한 인식론 상에 서있다”206)에 잘 드러나 있다. 즉 근원적 성상파괴는 유일
신 사상이면서 동시에 독단론이라는 것이다. 결국 근원적 성상파괴의 궁극적 의미는 독단론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독단론이란 또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보자. 그것은 절대적
인 초월자 외에 있는 다른 형상들은 전부다 거짓이라는 뜻이다. 즉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악마라는 소리다. 신을 대리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 즉 거짓이기 때문에 ‘태초에 있었던 하나
님 말씀만을 섬겨야지, 결코 신의 대리자이자 거짓인 우상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
로 다시 구성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출애굽기」 20장, 4~5절을 다시 읽어보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
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
다. 

독단론으로 대변되는 근원적 성상파괴는 위의 인용문처럼 우상, 즉 거짓을 배제하고 절대적 
참인 유일신만을 섬기는 종교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근원적 성상파괴를 청각과 시각의 차원에
서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청각과 시각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는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언어와 이미지에 의해서 만들 

205) G. Durant, L'Introduction a la mythodologie, Albin Michel, 1996, p.24. 
206) 진형준,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의』, op. cit.,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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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그것은 흔히들 말하듯 기후적인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 
서구 기독교의 모태가 된 유대교가 태동한 지역은 다름 아니라 건조한 사막의 기후이다. 쾨펜
의 기후 구분에 의하면 Bw이다. 사막의 기후를 상상해 보자. 그 분위기를 가장 잘 상투적으로 
표현한 영화 한 장면이 있다. 바로 서부영화의 결투 장면이다. 먼저 총을 뽑아서 상대방을 죽
이느냐, 아니면 상대방보다 나중에 뽑아서 총에 맞아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이 그 결투 장면이
다. 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극적인 효과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그것을 위해 몇 개의 
넝쿨 덩어리를 바람을 통해 흩날리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넝쿨 덩어리가 바람에 날리는 
그 순간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볼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사막의 기후에서는 볼 게 아무 것도 없다’이고,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헤브라이즘이 유일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여기서 발생한다.207) 

‘사막기후에서는 볼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 이 말을 청각과 시각의 차원
에서 분석을 하면 ‘사막기후에서는 볼 게 없는 관계로 시각적인 능력은 별로 발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재구성된다. 이와는 반대로 시각적인 능력이 활발하게 기능하는 기후 지역이 
어딘지가 궁금해진다. 그 곳은 다름 아니라 지중해성 기후, 즉 Cs이다. 지중해성 기후를 잠시 
생각해 보자. 이것을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영화 아닌 광고를 통해 
전개된다. 이온음료 광고에서 보여 지는 맑은 태양, 풍요로운 삶, 그리고 그것을 신의 축복으
로 누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행복한 사람들 등, 이것들은 일조량이 많으면서 습하지 않는 쾌
적한 기후 환경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 한 마디로 일조량이 많은 관계로 볼 게 너
무나 많은 지중해성 지역이고, 헬레니즘 문화는 이러한 기후조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관
계로 헬레니즘 문화는 필연적으로 다신교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 

서양 종교에 있어 성상파괴주의에서 성상옹호주의로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헤브라이즘 문화’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 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
에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감지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J.-P. 
베르낭(Jean-Pierre Vernant)의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유』이다.208) 여기서 베르낭은 서양 
철학에서 두 번의 어휘적 폭발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 두 번의 폭발은 규모에 있어 빅뱅처럼 
크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어휘 증가와의 비교를 불허할 만큼 크다. 그 중 하나가 바로 8세기
에서 9세기에 등장하는 성상파괴주의에서 성상옹호주의로의 전환에서 발생한다. 성상파괴주의
에서 성상옹호주의로의 전환은 이미지에서의 규모가 커졌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 동
시에 언어도 이미지만큼 그 규모에 있어서 같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성상파괴주의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성상옹호
주의로의 전환은 이 두 개의 영역이 단순히 대체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각과 시각 이전에 
벌써 내재해서 존재하고 있는 시 ․ 청적 기능 중에서 우세한 청각의 기능이 약해지고, 동시에 
약했던 시각 기능이 강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시각과 청각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될 수 있을 만큼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상파괴주의와 성상옹호주
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적 관계이다.

5. 유비적 상징과 일원론: 수사학과 상징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일원론적 차원에서 유비적 상징에 의한 수사학과 상징의 조화에 대해서 알

207) 송태현, 「서구의 이미지 파괴에 대한 고찰 - 플라톤과 헤브라이즘의 이미지관을 중심으로」, 『영상
예술연구』 제7호, 2005, 참조. 

208) J.-P. 베르낭,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유』, 박희영 옮김, 아카넷,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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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았다. 그것은 일원론적 차원에서의 결합을 의미했고,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원론
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걷어내는 작업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일원론과 독단론의 용어상의 혼
동에 따른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지는 
않는’ 일원론에 의한 수사학과 상징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수사학은 로
고스,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만으로 이루어진 종합적 학문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여기에 
뮈토스를 첨가함으로써 더욱 외연이 넓어진 새로운 수사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즉 
앞으로 수사학은 상징을 통해서 더욱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미래는 이러
한 상상력을 더욱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기계론적
이고 인과론적인 합리주의, 즉 과학으로부터 벗어나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인 세계관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있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필요의 중심
에 유기적 세계관이 있다. 유기적 세계관은 현대 생물학자 및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주창되는 
세계관이다. 가장 대표적인 생물학자로 ‘모든 생명체의 형태를 결정해 주는 기본 틀이 생명체 
외부에 존재 한다’209)라고 주장하는 R. 셸드레이크(Rupert Sheldrake)의 형태발생의 ‘장(場)’ 
개념이 있고, 또한 가장 대표적인 물리학자로 ‘우주 전체가 하나의 홀로그램이다’210)라는 D. 
J. 봄(David Joseph Bohm)의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현대의 
첨단 과학을 대표하는 이 두 명의 학자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유기적 세계관
이다. 그리고 유기적 세계관의 핵심은 ‘상동성(Homology)’이다. 

여기서 상동성 원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원론에 가장 적합한 원리가 바
로 상동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상동성의 원리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기계
론적 인과론과는 상충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보자. 상동성의 원리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눈이 아파서 그 치료약을 처방할 때 약
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좁쌀풀을 의사가 준다고 해 보자. 그리고 그 처방의 근거로 그 꽃의 
생김새가 사람의 눈과 유사해서 그렇게 했다고 의사가 말하면 우리는 당장 그 비과학적임에 
진저리를 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운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더운 기운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상동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이다. 

상동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비합리적이면서 비과학적이라는 특
징을 갖는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지금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는 유기적 
세계관과 상동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요구 받는 시점에 있지만, 아직
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기계론적이고 인과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동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유기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그것을 비합
리적이라든지, 또는 비과학적이라고 낙인찍으면서 멀리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세계관과 상동성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비합리적이
고 비과학적인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다음과 같은 탄식
이 나온다. “그러나 어쩌랴? 실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

209) 진형준, 『싫증주의 시대의 힘 상상력』, 살림, 2009, p.148. 
210) Ibid., p.154. 



- 143 -

이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을 과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제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사항이 있다면 일단 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
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수사학은 상징과의 연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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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분과별 발표

【제2분과】 언어, 문학, 예술에서의 에토스

2-1. 에토스, 에토스들
- 이재원(한국외대 독일어통번역학과)

2-2. 소설 속 인물의 인성과 언어 품격–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 박상민

2-3. 커뮤니케이션 교육 성과 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 김종규(성균관대 학부대학)

2-4. 박태원과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비교연구-소설가 주인
공 소설 형식을 중심으로

- 최은혁(서울시립대)

2-5. 법정영화의 법정공방에서 펼쳐지는 에토스-네 편의 영화를 중심으
로

- 조미옥(경남대)

2-6. 2016 미국 대선 경선 토론의 레토릭 전략
- 이상철(성균관대 학부대학)

 
2-7. 서사적 패러다임으로 본 진스(Sir James Jeans) 의 『과학과 음악』

(Science and Music)
- 구자현(영산대 자유전공학부)



- 145 -

에토스·에토스들

- 고대(Antike)의 에토스 정의를 위한 기고 -

이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0. 들어가기

‘에토스(ēthos, mores, Charakter, character)’ 개념은 “수사학에서 상이한 사고와 전승의 
흐름을 통해 형성된 복잡한 연관관계”(F. H. Robling 2007: 1516)와 관련 있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Th. O. Sloane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개념의 다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가 복잡한 것은 수사학의 역사 속에서 에토스의 의미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며 심
지어 대립적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성격, 즉 ‘개성(selfhood)’과 
인간 심리학의 모형들이 고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연설이 Lysias가 만들어내고 철학자 Aristoteles가 이론으로 정립한) 헬레니즘 시대
의 효과적인 에토스는 로마의 연설자이자 정치가인 Cicero의 에토스와는 분명히 다르며, 이것
은 다시 초기 기독교 시대의 Saint Augustine의 에토스와도 다르고, 르네상스 시대의 
Machiavelli의 에토스, 계몽주의 시대의 Campbell이나 현대의 Burke, 그리고 포스트모더니
즘 시대의 Barthes의 에토스 등과도 다르다.” (Th. O. Sloane 2001: 263). 연설자가 원래부
터 좋은 성격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거나, 연설자가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그러한 성격이나 명성 그리고 자신의 그러함을 연설을 통해서 증명할 필
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능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다. 반대로 연설자가 청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거나 좋지 않은 성격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설에서 성
격이나 명성의 서술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수사학은 이러한 좋은 성격이나 명성의 강화나 
서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W. Fortenbaugh 2007: 1517 참조). 이것이 바로 (고대) 
수사학에서 에토스가 중요했던 이유이다. 또한 수사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설득’이라면, 이러
한 설득을 가능하게 하는 ‘설득의 방식’ 또는 ‘설득의 수단’ 중의 하나인 에토스에 대한 탐구
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말의 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실 이것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가진 ‘설득의 힘’인 것이다.

본고는 고대 그리스어의 ‘성격(Charkter)’과 ‘습관(Gewohnheit)’ 그리고 ‘익숙함
(Gewöhnung)’에서 유래하는 ‘에토스’의 고대적 개념 규정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Homeros, Lysias, Platon, Aristoteles, M. T. Cicero의 에토스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비교할 것이다.

1. Homeros

등장인물의 성격묘사가 시의 특징이라면, Homeros에 의해서 최초의 에토스가 발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h. O. Sloane(2007: 263 참조)은 『일리아스(Ilias)』(1975)에 등장
하는 Nestor의 연설에서 ‘현실적 성격묘사’가 있음을 논평 없이 간단히 언급한다. 이를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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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Nestor는 자신의 청중에 대해서 고결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꺼
이 하는 인물이며, 그가 행한 연설을 찬찬히 살피면 그러한 그의 성격 또는 그의 품성이 드러
난다는 것이다. 영웅 Achilleus의 분노로 시작하여(“노래하라 노여움을, 시의 여신이여. 
Peleus의 아들 Achilleus의 그 저주스러운 노여움이야 말로 Achaier군을 수없이 괴롭혔으며 
많은 용맹스러운 전사를 저승으로 보냈다.” (Homeros 1975: 7)), 그의 분노로 마무리되는 이 
장편 서사시에, Pylos의 영주이자 노장으로서 존경 받는 Nestor는 대략 이십여 곳에 등장한
다. 24장(Gesang)으로 구성된 이 시 첫 장에서, Agamemnon에 대한 Achilleus의 분노가 표
출된 후 뒤이어 등장하는 Nestor는 성량이 풍부한 “능변가(der süßredende)”(Homer 1975: 
13)이자, “Agamemnon이 노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Homer 1975: 23), “혀로부터 꿀보
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Homer 1975: 13)는 인물로 묘사된다. 우리들이 이 부분
을 에토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에토스 논쟁의 가장 정점에 위치하는 Aristoteles의 
에토스 개념속에 공신력을 만드는 ‘연사의 성격’ 또는 ‘연사의 인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ristoteles 1995: 47 참조). 또한 Agamemnon왕에 의해서 “사리에 적합한 말을 
한 것”(Homer 1975: 15)으로 간주되는 Nestor의 다음과 같은 첫 연설은 Agamemnon에 대
한 충고연설(정치연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대[Agamemnon]는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처녀를 빼앗으면 아니 됩니다. 
Achaier인들의 아들들이 맨 처음 이 사람에게 명예로운 선물로 준 그대로 놔두어
야 하오.”(Homer 1975: 14).

이러한 Nestor의 연설이 에토스와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수사학사에서 Aristoteles에 의
해서 가장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에토스의 하부 개념인 ‘덕(Einsicht)’, 그리고 이것
의 하부 개념인 ‘아량(innere Größe)’ 또는 ‘지혜(Weisheit)’와 관계있음에 연유한다. 또한 이
어지는 제2장에서 Agamemnon은 Netor의 모습을 띤 신이 꿈속에서 자신에게 말했던 이야기
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곧이어 Nestor는 Agamemnon의 타고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설로 무장을 독려한다: “친구들, 그리고 Argeier
군의 당신들 지휘관이시며, 상담자인 여러분! 만일 이 꿈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Achaier군 중
의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데 지금 그 남자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Achaier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
겨지는 사람입니다. 자 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 Achier의 아들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Homer 1975: 25). 이것은 연설을 통해서, 연설에 의해서 에토스를 찾아내려 하는 
Aristoteles의 에토스와는 달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관습(mos maiorum)의 전통에 잠겨있고, 
귀족 신분이며, 당시 문화에서 일반적이던 인간의 천성과 인경에 관한 가정에 영향을 받을 로
마인”(J. M. May 1998: 9), 그 중에서도 특히 M. T. Cicero의 에토스관과 닮아있다. 그러나 
이 대목보다도 다음 인용문에 등장하는 ‘신에 대한 맹세’, ‘오른손의 약속’을 중시하는 부분에
서 Nestor의 에토스적 성향을 볼 수 있고, 훗날 Aristoteles의 에토스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인 통찰력(Einsicht)과 덕(Tugend) 그리고 호의(Wohlwollend)와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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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deus의 아들이여, 자! 다시 외발굽 말들이 도망가도록 합시다. 또는 Zeus로부
터 당신에게 어떤 힘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은가? 지금은 Kronide의 
아들 Zeus께서 저기 저 사나이에게 영광을 내리시지만, 오늘, 즉 후에 그는 우리
에게도 내려 주시겠지. 그가 그것을 주기 원한다면.” (Homer 1975: 127).

“과연, 노인이시여,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이치에 맞게 말씀하시네요.” (Homer 
1975: 128).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들은 모여서 말을 할 뿐이니. 도
대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가. 전에 우리들과 한 결정이나, 계약이나 하는 것은 
불 속에 던져 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한 번 무사가 한, 이전의 결정이며 계획이며 
또 신 앞에 굳게 맹세한 일이며 신의 뜻을 표지로 나눈 오른손의 약속을 말이다.” 
(Homer 1975: 31).

“Atreus의 아들이여, 나도 지난 날 그 용감한 Ereuthalion을 죽였을 때처럼 내가 
젊다면 하고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오.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 주시지는 않는 법이오. 그 무렵에 내가 젊었다면 지금 내게 노령이 닥치는 것
은 당연한 일. 그러나 아무튼 기사들 사이에 섞여서 조언이나 말로 격려를 하겠소. 
그게 바로 노장들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창 따위는 나보다 훨씬 나이도 
젊고 팔 힘에도 월등하게 자신 있는 이들이 마구 휘둘러 줄 것이오.” (Homer 
1975: 66).

특히 Achilleus에게 사절을 파견하는 제9장에 Nestor의 연설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이
곳에서 다양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에토스 요소들, 이를 테면 ‘통찰력’, ‘덕’, ‘호의’ 등이 발견된
다.

“Tydeus의 아들이여, 싸울 때에도 그대는 뛰어나게 강하지만 회의 때에도 같은 동
년배 중에서 역시 그대가 가장 뛰어나구려. Achaier 군대 중에서 누구 하나 그대
의 말을 얕잡아 듣는다든다 거역하려는 자는 없을 것이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소. 역시 그대는 나이가 젊소. 그런데도 분별 있는 충고를 Argeier
인들의 왕에게 해 주시는 구려 …… 젊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지시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Atreus의 아들이여, 지위가 가장 위이시니까, 선두에 서시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장로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시오. 그것이 당연한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군주님의 진영에는 술이 가득 있소. Achaier군의 배가 
매일 같이 Thrakiern에서 바다 위로 실어 온 것이오. 많은 자들을 지배하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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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 군주께서 맡아야 할 것이오. 많은 인간들을 모았을 때는 가장 훌륭한 책략을 
권하는 자의 말을 들으셔야 하오. 아카이아 군사들 전체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훌륭하고 건실한 계책이라오. 이제는 적군이 바로 배 옆에서 불을 가득 피우
고 있으니까. 대체 누가 이러한 것을 좋아하겠소. 우리 군이 죽느냐 사느냐는 오늘 
밤에 결정될 것이오.” (Homer 1975: 140 이하).

“하지만 우선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바를 말씀드리기로 하리다. 왜냐하면 그
때 이래 달리 이보다 더 훌륭한 책략을 생각하는 자가 없었으니까. 내 생각 이상의 
것을 이전에도 지금에도 말씀이오.” (Homer 1975: 141).

Nestor가 『Ilias』에서 행했던 많은 연설들에 ‘설득’ 개념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왜
냐하면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다짐을 주면서 인품이 훌륭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설
득시키기 위해 있는 방법을 다 쓰라”(Homer 1975: 143)고 구체적으로 ‘설득’을 명시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를 지칭하는 많은 호격들에서 상대를 추켜세우는 표현들이 자
주 등장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좋은) 성격’과 관련을 가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용맹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말을 잘 길들이는 기사 Atreus의 아들이여!”[이것은 Nestor의 모습을 
가진 신이 Agamemnon을 지칭하면서 사용함] (Homer 1975: 23); “영광스런 Atreus의 아들
이며 무사들의 군주이신 Agamemnon이여!” (Homer 1975: 34); “Zeus의 후예인 Laertes의 
아들, 지략이 풍부한 Odysseus여!” (Homer 1975: 126, 161); “용맹스럽고 과감한 Tydeus의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Homer 1975: 128); “더없이 높은 영예를 받으시는 Atreus의 아
들이여, 무사들의 군주이신 Agamemnon이여!” (Homer 1975: 141, 143, 160).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W. Fortenbaugh의 주장대로 “역사 이전의 에토스”(2007: 1518) 
정도로 규정지음이 합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잘 설명된 에토스의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 영웅의 연설 또는 대화 속에서 훗날 Aristoteles나 M. 
T. Cicero 등에 의해 개념 지워지는 에토스가 단지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2. Lysias

Lysias는 페리클레스의 권고에 따라 시라쿠사에서 아테네로 이주한 케팔로스의 아들이다. 기
원전 404년 Lysias와 두 형제인 폴레마르코스, 에우튀데모스는 30인 참주 치하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는데, Lysias는 체포를 피해 메가라로 망명한다. 그 기간에도 그는 민주정을 
옹호하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고, 기원전 403년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시민권을 공인 받지만 
어떤 형식적 오류 때문에 이 명령은 불법으로 드러나 다시 시민권을 박탈당한다. 아테네 시민
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재판정에 설 수 없었던 그는 대필가(logographos)211)로 활동했고 

211) “대필가는 남을 위해 [돈을 받고] 연설문을 대신 써주던 사람이다. 희랍 시대에 이런 직업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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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의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Platon 2004: 9 참조). 그의 연설문은 서론, 예비본론, 핵심
본론, 결론이라는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 Dionysius가 언급했듯이 - 다른 연설자
들이 동일한 서론을 사용하거나 예전 것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200여개 이상의 연설문을 
작성했음에도 Lysias의 서론과 결론은 짧지만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 (장미성 2015: 97 참
조).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대필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Lysias는 소송 의뢰인의 연령, 지위, 성
격을 대필에 반영하여 명성을 얻었다. 소송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문 환경을 언급하거나 그
의 과거 행적과 목적을 기술해서 그가 믿어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특질이 없는 
경우 고유한 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가 믿음직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이렇
게 연설을 통하여 도덕적 인간상을 그려내는 기법은 습관법(ethopoiea)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상정된 가상의 인물을 통하여 연사가 말하는 것을 뜻한다. (Th. O. Sloane 2001: 264 
참조). 이러한 습관법을 에토스의 시초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습관법에서 우리들은 연설을 통
한 성격 특징들의 묘사를 일반적으로 이해”(G. Naschert 2007: 1512)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토스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도 “연설자나 그 상대자의 성격”을 가장 전형적인 에토스의 정의
로 간주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습관법에서는 “연설자의 성격 자체뿐만 아니라 모방 
연설의 형식으로 등장하는 허구적이거나 역사적인 인물들이 중요하다. …… 부재한 인물의 연
설이나 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습관법은 allocution와 sermocinatio와 비교된다. 습관법
이 더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습관법은 때때로 그러한 용어들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H. 
Lausberg는 sermocinatio와 습관법을 동일시하고 세 가지의 습관법을 구분했다: 1. 대화 없
는 연설로서의 습관법, 2. 대화로서의 습관법, 3. 독화로서의 습관법.” (G. Naschert 2007: 
1512). 이러한 견해는 로마와는 달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법정에서는 자유시민이 직접 자신
을 변호해야하기 때문에 설득 교사를 찾거나, 대필가를 찾거나, 교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함에 
기인한다. (Th. O. Sloane 2001: 263 참조). Halicarnassus 출신의 Dionysius도 Lysias의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Lysias는 자기 고객의 삶과 가문의 상황을 언급하여서, 
때로는 고객의 과거 행적과 의도를 기술하여 고객의 성격이 신뢰받게 만든다. 그리고 그런 자
료를 제공할 사실이 없으면, 그만의 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서는 그들의 연설에서 자신의 
성격이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게 보이도록 한다.” (Lysias 19. 3-4, Th. O. Sloane 2001: 
264에서 재인용). 이러한 리시아스의 설득 기법을 에토스와 관련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 비록 대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고객들의 성격이 신뢰받기 위해서 행했던 그의 방
식과 연설 자체에서 구현하려 했던 ‘신뢰성의 발견’ 등이 훗날 Aristoteles나 M. T. Cicero의 
에토스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3. Platon

오게 된 것은, 당시 사법제도가 이해당사자만의 법정 연설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에 자신
이 없는 당사자는 대필가의 힘을 빌어 연설문을 받은 뒤, 그것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말해야
했다. 대필가는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인가, 그들의 가
치관과 일치하는 것인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를테면 배심원들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사건은 대
필가가 대변하기 쉽고, 그들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은 대변하기가 어렵다.”(양태종 1993: 64).
이러한 대필가는 “직접 연설문을 작성해서 연설을 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레토르’와 대비되는 용어
이다.” (Platon 200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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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가 Lysias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Platon의 『Phaedrus』(2008)를 에토스에 대한 그의 
견해가 들어 있는 장소라는 지적이 있다. (Th. O. Sloane 2001: 264 참조). Platon에게 있어
서 대필의 문제점과 Lysias의 문제점은 연설자의 도덕적 성격과 대필된 텍스트 사이의 연결고
리가 없다는 점이다. Platon 중기의 대화편에 속하는『Phaedrus』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에로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Sokrates와 Phaedrus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출발점
은 Phaedrus가 오전 내내 집안에서 들었던 에로스에 대한 Lysias의 연설이다. 이 연설에서 
가상의 구애자가 젊은 애인에게 건네는 이야기가 관건인데,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
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Platon 2008: 11)는 Lysias의 주장이 쟁점이며 이에 대
해 Lysias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욕망(epithymia)이 사라지면 그들[사랑하는 사람들(erastai)]은 자기들이 덕을 
베푼 일들을 두고 후회를 하지. 하지만 다른 쪽 사람들에겐 마땅히 후회를 해야 
할 때가 없다네. 그들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 자신과 일들과 관
련해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 숙고할 것이고,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덕을 베풀기 
때문이다” (Platon 2008: 20 이하).

2)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것들 가운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하
게 된 것이 어떤 것이고 잘한 것은 어떤 것인지 따져보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노
고를 가산(加算)해서, 사랑 받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갚아야 할 호의를 오래 전에 
되갚았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빚어진 자기 
일에 대한 무관심을 빌미로 삼을 수도 없고 지난날 겪었던 노고를 계산할 수도 
없으며 일가친척들과의 불화를 탓할 수도 없지.” (Platon 2008: 21).

3) “사랑하는 사람들을 높이 쳐야 하는 이유가,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을 세상에서 가장 아낀다고 말하고 말이나 실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미
움을 받아도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 태세가 갖추어졌다는 데 있다
면, 이런 사실을 알기란 쉬운 일이네. 즉 그들의 말이 참이라면, 그들은 나중에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과거의 애인들보다 더 높이 칠 것이라는 사실 말이네. 그
들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옛 애인들을 홀대하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네.” 
(Platon 2008: 22).

4) “어떤 유경험자라고 하더라도 감히 떨쳐낼 엄두를 내기 어려운 크나큰 불행에 
처한 사람[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토록 값진 것을 넘겨준다는 것이 어떻게 있
을 수 있는 일이겠나?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분별이 있다기 보다는 열
병을 앓고 있고, 잘못된 정신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억제할 능력이 없
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올바른 정신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병
든 상태에서 마음을 썼던 일들이 좋았다고 여길 수 있겠나?” (Platon 2008: 22).

5)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고르려고 한다면, 그 경우 자네
의 선택범위는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될 걸세. 하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서 자네에
게 가장 유익한 사람을 찾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대상이 되겠지.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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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네의 친분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네.” (Platon 2008: 23).

6)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듯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부
러워하리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자랑삼아 떠벌리고 공명심에 들떠 모든 사람 앞
에서,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걸세. 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은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평판 대신 가장 좋은 것을 택할 것이
네.” (Platon 2008: 23).

7)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을 경계하네. 그
러니 자네를 설득해 그들에게 미움을 얻게 해서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되게 하고, 
만일 자네가 자네 자신의 일을 심사숙고하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슬기롭게 생각
해 처신한다면, 자네는 그들과 불화에 빠지게 될 걸세. 그에 반해 사랑에 빠져서
가 아니라 탁월함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네와 함
께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네.” (Platon 2008: 24).

8)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네의 행동거지를 알고 자네 나름의 
개성적인 측면들을 경험하기도 전에 먼저 육체를 욕구하기에, 그 욕망이 사라지
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이 친구로 남아 있으려 할지 분명치 않네. 하지만 사랑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서로 친구가 되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들의 경
우에는 그들이 만족을 얻는 일들로 말미암아 친분이 하찮게 되는 일은 없을 것
이고, 오히려 그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일깨우는 추억거리로 남겨질 것이
네.” (Platon 2008: 25).

9)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들을 때, 자네에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릴 
것이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 이외에도 자네의 말이나 행동
을 칭찬하는데, 한편으로는 미움을 살까 두렵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사랑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
들이기 때문이지.” (Platon 2008: 25).

『Phaedrus』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는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연설을 Lysias가 행한 진짜 연설로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당시 
Lysias의 문체적 특징을 고려해서 Platon이 지은 허구의 연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Platon 2008: 20 참조). 어쨌든 Phaedrus로부터 Lysias의 위와 같은 암송된 연설을 접하고 
난 후 Platon은 자신의 대변자 Sokrates를 통해서 대필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서 두 번의 연설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연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며, 사랑의 정의가 우선되
어야 함이 피력 된다: “여보게, 어떤 것에 대해서나 올바로 숙고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출발점은 단 하나뿐일세. 숙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완전
히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각 대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
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네. 그래서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구의 출발점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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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왜냐하면 그들
은 자신들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동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Platon 2008: 36 이하). 
Sokrates는 이러한 첫 번째 연설에서 사랑을 “일종의 욕망(epithymia tis)”(Platon 2008: 37)
으로 정의 내리고, 사랑을 칭찬하는 두 번째 연설을 이어간다.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Sokrates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한 사람은 미쳐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참말
이 아니”(Platon 2008: 54)라면서, 연설의 본론에서 “힘을 다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 
당신[에로스]에게 바치는 속죄의 번복시(palinōidia)”(Platon 2008: 88)라는 에로스에 관련된 
시를 짓게 된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진상(to alēthes)의 중요성을, 이에 대해 파
이드로스는 설득의 개연성이 중요함을 언급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참된 수사술은 영혼의 
분석이 우선임을 다음처럼 천명한다.

“두 경우[수사술과 의술] 모두 본성을 분석해야 하네. 한쪽에서는 몸의 본성을, 다
른 쪽에서는 영혼의 본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말일세. 만약 자네가 단순히 숙련이나 
경험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치료약과 영양분을 주입해서 몸에 건강과 체력이 깃들
게 하려고 하거나, 말들과 규범적 행동을 주입해서 영혼에 자네가 원하는 바의 신
념과 탁월함을 제공할 뜻이라면 말일세.” (Platon 2008: 128). 

“진심으로 수사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첫째로, 모든 측면에서 정밀하
게 영혼을 기술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본성적으로 하나이고 동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몸의 모양새가 그렇듯이 여러 형태인지 알게 해 줄 걸세. 왜냐하면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본성을 제시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지.” (Platon 2008: 131). 

“그[트라쉬마코스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수사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는 연설의 부
류들과 영혼의 부류들은 물론 그것들의 성질들을 질서에 맞춰 분류한 뒤 그 원인
들을 탐색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짝을 맞추어 어떤 성질의 영혼이 무슨 이유 때문
에 어떤 성질의 연설에 의해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떤 성질의 영혼이 설득을 
당하지 않는지 가르칠 걸세.” (Platon 2008: 131). 

위에 등장하는 의술에 대한 예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서도 등장하는데, 개연적이고 주관
적인 기준은 힘센 쪽이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하지 못한 수사학은 건강에 이바지하는 
의술이 아니라 의술을 사칭하는 요리법이라는 것이다. (Platon 2014: 99 이하 참조)212). 이러

212) 『고르기아스』에서 – 플라톤에 기대면 - 혼을 위한 기술이 정치술이고, 몸을 위한 기술이 체
육술과 의술이다. 그리고 정치술에서, 체육술에 대응하는 부분이 입법술이고 의술에 대응하는 부분
은 사법술이다. 이때, 의술은 체육술과 통하고, 사법술은 입법술과 통한다. 그렇지만 차이도 있다.
그런데 아첨술이 이를 감지하고 자신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탈을 쓰고 자신이 바로 그것인
양 행세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요리술은 의술의 탈을 쓰고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을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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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소크라테스의 주장들을 종합하면, 진정한 수사학은 연설의 종류와 영혼의 종류들을 
구분하고 그 특징들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개인의 연설을 그의 실제 
성격과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진실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러
한 유형의 소크라테스적 에토스관은 뒤이어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
다.213)               

4. Aristoteles

지금까지 Homeros나 Lysias 그리고 Platon의 에토스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실제적으로 에토
스의 개념 규정이나 정립에 있어서 가장 알려진 이는 Aristoteles이다.『수사학(Rhetorik)』
(1995) 뿐만 아니라,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2008)에도 이에 관한 그의 다
양한 견해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214) 우선적으로 Aristoteles의 에토스를 논하기 위해 그 
이전에 설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설득수단(pisteis)이다.215) 왜냐하면 이러한 설득수단의 세 가
지 하위 유형에 에토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ristoteles의 설득수단이 구체적으로 등
장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설득수단들 중 일부는 이론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비기교적 설득수단, 
inartifizielle Überzeugungsmittel), 일부는 이론 자체 내에서 근거 지워진 것(기
교적 설득수단, artifizielle Überzeugungsmittel)이다. …… 예를 들어, 증인, 고
문, 계약서 등. 방법론적인 안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스스로 창조될 
수 있는 것은 이론 자체 내에서 근거 지워진 것[기교적 설득수단]이다. 따라서 전
자를 사용하는 것과, 후자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을 통해 제공되는 설득 수

것처럼 행세하지요. 그래서 만일 아이들 앞에서나 아이들처럼 몰지각한 사람들 앞에서 유익한 음
식과 몹쓸 음식에 관해 의사가 전문가인지 요리사가 전문가인지를 놓고 의사와 요리사가 서로 경
쟁해야 한다면 의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Platon 2014: 99 이하).

213) 한석환(2002)은 수사학에 대한 Platon의 이러한 견해가 수사학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참된 수사학 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변을 능숙 능란하게 전개할 줄 아는 논리학자를 찾
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보고 있다: “그[플라톤]가 수사학과 대결했던 것은 따지고 보면 수사학,
참된 의미의 수사학을 위한 것이었다. 극렬한 반대 이면에는 아끼는 마음이 한 구석 있는 법이다.
플라톤은 수사학의 전제를 문제화함으로써 수사학의 자기반성을 촉구하였으며, 변증법(또는 논리
학)과 수사학의 상호 관련성을 새롭고 진일보한 방식으로 재론하였다. 플라톤 자신 하나의 수사학
을 입안하겠다고 하겠는데, 그의 수사학이란 철학에 복무하는 수사학이다. 철학적인 방식으로 파악
된 이성적 또는 합리적인 것과 참된 것을 인간 삶의 현실과 설득력 있게 중재하는 수사학 말이다.
이는 결국 형식적이고 교수법적인 형태의 수사학이 되고 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상적인 수
사가는 완벽한 변증론자(dialektikos),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변을 능숙 능란하게 전개할 줄 아는
‘논리학자’이다.” (한석환 2002: 28).

214) 예를 들어, 김윤희(2012: 264 이하 참조)는 Aristoteles의 에토스 개념의 하위 항들인 ‘실천
지[통찰력]’, ‘덕’, ‘호의’를 위한 예들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끌어오고 있다.

215) 이러한 ‘pisteis’를 ‘증명(proof)’, ‘설득의 수단(mean of persuasion)’ 또는 ‘믿음의 수단
(means of belief)’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따라서 한국어 번역어도 문맥에 따라 ‘설득의 요소’,
‘방법적 요소’ 또는 ‘설득 방법’으로 제시된다. (이상철 2000: 173 참조, 백미숙 2006: 111 참
조, 이윤희 2012: 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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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연설자의 성격(Charkter des Redners)내에서 근
거 지워지거나, 청자를 특정한 분위기(Stimmung)으로 몰아가거나, 마지막으로는 
연설 자체 내에서, 즉 증명에 의해서나 유사증명에 의해서 근거 지워진 것이다.” 
(Aristotels 1995: 12 이하).    

Aristoteles는 ‘연설자의 성격’에 해당되는 에토스 뿐 만이 아니라 로고스와 파토스라는 세 가
지 설득수단을 언급하고 있는데216), ‘기술적’으로 이해되는 ‘연설자의 성격’은 ‘사용하는 것
(das eine davon zu gebrauchen, using)’이 아니라 ‘고안하는 것(das andere aber zu 
finden, providing)’이다. 이 부분은 Lysias의 대필의 문제를 비판했던 수사학에 대한 Platon
의 입장과 구분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를 테면, E. Schütrumpf는 Aristoteles가 ‘고안하는 
것’의 방점을 둔 것은 Platon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인데, 이는 ‘사용하는 것’은 ‘지배한다’는 
의미이고 ‘고안하는 것’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또한 전혀 다른 두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Aristoteles에 의하면 
수사학에서는 사용하고 고안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E. Schütrumpf에 기대면, 따라서 
Aristoteles는 대필가 Lysias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 Schütrumpf 
1994: 100 참조).217) 이러한 ‘설득수단’에 대한 설명과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Aristoteles는 에
토스를 가장 먼저 풀어 설명하고 있다.

“[연설자의] 성격(Charkter)을 통해서 연설이 행해질 때, 그 연설은 연설자를 믿음
직스럽게 만든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확신이 없고 의심만이 난무하는 곳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덕이 있는 사람을(den Tugendhaften) 더 잘 믿고, 더 빨리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연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연설자의 성
격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몇몇의 이론가들이 
자기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설자의] 성격이 소위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설득
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신뢰에 있어서 연설자의 도덕적 품행(der sittliche 
Lebenswandel)이 믿음에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Aristoteles 1995: 13).    

그는 연설자가 ‘가져야 하는’ 또는 ‘보여져야 하는(erscheinen)’ 세 가지 설득의 수단 중에서 
‘연설자의 성격’을 가장 먼저 정의 내리면서, 이것이 설득의 기반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즉, 말로서 연설자는 성격이 좋아 보이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설득에 있어 
큰 역할은 하는 이것이 설득의 토대가 되는 이유는 연설이 시작 될 때 연설자는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이어지는 연설의 나머지 부분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216) Aristoteles의 세 가지 설득 수단인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전범을 Platon의 『Kratylos』
(1973)에 등장하는 오르가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테면, 말하기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야 하는 것이 ‘말하는 이’, ‘말 듣는 이’ 그리고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와 관련 있는 설득 수단
이 에토스이고, ‘말 듣는 이’와 관련 있는 것이 파토스이고 ‘말’과 관련되는 것이 로고스라고 추리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훗날의 과제로 미룬다.

217) 필자는 이 부분을 백미숙(2006)에서 참고했다.



- 155 -

이다. 그래서 연설의 들머리(Proömium)의 기능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호감(wohlwollend)’도 
어느 정도는 에토스와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Aristoteles도 그렇게 주
장한다: “들머리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자 들머리만의 특징은 연설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
이다. …… 청중에의 호소는 청중이 호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며, 때로는 청중이 관
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Aristoteles 1995: 207). 그래서 이러한 호감은 에토스의 
전제조건 일 수도 있다. 덧붙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는 연설자의 성격 뿐 만 아니라 그 
반대자의 성격도 함유하고 있다.218) 예를 들어 “법정연설에서 신뢰받는 원고 측 연설자는 피
고가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닌 ‘올곧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런 경우 재판관이나 배심원은 피고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것이
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역시 피고는 자신이 덕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
다. 그럴 때 그가 ‘부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Aristoteles 1995: 45이하 참조, 219 이하 참조).

여하튼 『수사학 1』(1995)에서 위와 같은 논의가 있은 후, 『수사학 II』(1995)의 서두에서 또 다
시 에토스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Aristoteles는 이곳에서 연설자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특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것은 바로 통찰력(Einsicht)과 덕(Tugend) 그리고 호
의(Wohlwollen)이다.

“이제, 연설이 스스로를 신뢰성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증명
(Beweisen)을 제외하고 우리들이 믿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
다. 그것은 통찰력, 덕, 호의이다. 거기에 대해서, 즉 말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이유들에 의해서 또는 이것들 중 하나에 의해서 
생겨난다. 왜냐하면 통찰력이 없어서 반듯한 견해를 피력하지 못하거나, 반듯한 통
찰력에도 불구하고 악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거나, 통찰
력과 덕은 있어도 호의를 가지지 않은 연설자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나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조언하는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 세 가지
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가진 것처
럼 보여지면 그는 청중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Aristotels 1995: 84). 

여기서 연설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는, 연설자가 말을 통해서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되게 나타내면, 청중은 신뢰할 수 있는 연설자에 의해 언급되는 말이므로 설득 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찰력, 덕, 호의라는 이 세 가지 신뢰 획득 방식이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zu haben scheint)’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연설자의 성격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통찰력’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연설을 설명하는 
『수사학 I』의 4장에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정치 연설의 주제
는 ‘국가재정’, ‘전쟁과 평화’, ‘영토의 수호’, ‘생계(수입과 수출)’, ‘입법’ 등이 있는데, 이를 

218) “고대 수사학에서 에토스는 일차적으로는 연설자의 성격과 관련 있고, 이차적으로는 그의 상대
방의 성격과 관련 있다.” (W. Fortenbaugh 20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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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면 ‘국가재정’에 관련되는 연설을 하는 연설자는 “국가의 수입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있
어야 하고, 또한 결핍된 것을 보충해야 하고, 불충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Aristoteles 
1995: 24 이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연설자도 마찬가지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을 알아야만 한다. 즉 그 국가가 현재 어느 정도 
강한지, 그 국가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 (Aristoteles 1995: 25). 이러한 실천적 지식에 
해당되는 통찰력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여기서 통찰력은 “자기 자신
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에 관하여 잘 살필 수 있는 것”(1140a25)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련하여 진실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1140b4)이고 “인간적인 
선에 관하여 진실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1140b20-23)이다. 

연설자의 성격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덕’은 『수사학 II』의 식장연설 부분에 구체적으로 등장
한다. 식장연설의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Aristoteles는 ‘아름다움’에 대한 구체적 정
의(“아름다운 것이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자, 예찬 받을 만한 것이다. 또는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즐거운 것이다.” (Aristoteles 1995: 47))를 내리고, ‘미덕’ 역
시 ‘좋은 것’이므로 ‘아름다운 것’과 함께 ‘칭찬할 만한 것’으로 유사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미
덕은 “선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자, 보존하기 위한 능력”이고, “많고 중요한 이러한 모든 
종류의 봉사들을 할 수 있는 능력”(Aristoteles 1995: 47)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정의
(Gerechtigkeit), 용기(Tapferkeit), 절제(Mäßigkeit), 너그러움(großartiger Sinn), 관대함
(Hochherzigkeit), 후함(Freigebigkeit), 부드러움(Saftmut), 실제적 통찰력(Einsicht), 그리고 
지혜(Weisheit)”(Aristoteles 1995: 47)를 언급하고 있다.219) 에토스의 하위 개념인 ‘덕’과 동
등한 차원에 있었던 ‘통찰력’이 ‘덕’의 하위 차원에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약간은 꺼림칙하지
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러한 다양한 미덕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정의는 미덕인데, 이러한 정의라는 덕목에 따라 사람들은 합법적인 재화들을 소유
한다. 반면 부정의는 악덕인데, 왜냐하면 타인의 소유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
신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용기는 위험한 상황들에게서 법률이 명하는 바에 따
라 선한 행동을 행하게 하는 미덕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법률에 따르게 하는 것이
기도 하다. 비겁함은 그 반대 항을 이룬다.” (Aristoteles 1995: 48).

Aristotels는 “호의와 우정에 관해서는 정념과 관련지어 이야기”(Aristoteles 1995: 84)한다면
서 수사학 II장 7절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에토스와 파토스 사이의 경계성의 
희미함과 관련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그는 호의의 정의와 필요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19) Aristoteles의 이러한 ‘덕’을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김
윤희(2012: 264이하 참조)는 Aristotels의 ‘덕’을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속하는 ‘지적인
덕’과 용기 및 절제와 같은 것들이 속하는 ‘도덕적 덕’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전자는 ‘지성적인 덕인 사고의 덕’을 말하고, 후자는 ‘기질상의 덕인 성격의 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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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
는 감정이 곧 호의이다. 물론 이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보답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도움 받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할 뿐이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호의의 정도는 매우 커진다. 도움 받는 자의 필요가 매우 
급박한 경우, 혹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주어진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이 유일하거나, 첫 번째로 도움을 주었을 경우, 혹은 최고 수준의 도움이 주어
졌을 경우가 그 예이다.”(Aristoteles 1995: 108).

“우리가 신체적인 학대나 위험 속에 있을 때 느끼는 욕망들, 위험을 무릅쓰거나 고
통 중에 있는 사람이 욕망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가난할 때, 혹은 추방당
했을 때, 곁에서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준 사람은 그 상황과 필요의 중대함에 있어 
매우 호의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Aristoteles 1995: 108).

이러한 호의는 W. M. A. Grimaldi(1988: 10 이하 참조)에 의해서 ‘선의지’와 관련되는 것으
로도 이해된다. 이러한 ‘선의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의지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사람이 연설을 수행하여 자신이 선의지가 있는 사
람으로 보이면 연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니코마코스 윤리
학』(2008: 1166b30, 1167s21)에서 Aristoteles는 이러한 호의를 ‘친근함’과도 관련짓는다. 
(이윤희 2012: 269 참조).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신뢰 획득 방식이 그리스 문학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테면, 
W. Fortenbaugh는 호머의 Ilias에 등장하는 연설자로서의 Nestor를 Aristoteles의 세 가지 
신뢰성의 기원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Nestor는 자신의 청중에게 고결했을 뿐만 아니라, 
남을 기꺼이 도와주고, 설득한 남자들과 싸우고, 자신의 명성에 의해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Nestor는 통찰력, 덕, 호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W. Fortenbaugh 2007: 1518 
참조). 그래서 Aristoteles에 의한 연설자가 지녀야 하는 에토스의 방식들은 Aristoteles자신
의 독창성이 구현된 것이라기보다 이전부터 내려온 어떤 것의 전승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설자의 도덕적 품행(sittliche Lebenswandel des Redners)이 설득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론가들이 있다”(Aristotels 1995: 13)와 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에토스는 Aristoteles 이전부터 있어왔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istoteles에게 에
토스 개념 전개에 있어서 독창성을 부여할 만한 것은, ‘연설자는 에토스에 의한 연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토스를 갖게 하는 연설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5. M. T. Cicero

Aristoteles의 설득 수단(pisteis) 또는 설득 방법은 로마시대의 M. T. Cicero에 이르면 ‘연설
술(Redekunst)’로 탈바꿈 한다. 이를 테면, M. T. Cicero는 『연설가에 대하여(De oratore. 
Über den Redner)』(1978)220)에서 자신 보다 한 세대 앞선 시절에 활동했던 뛰어난 연설가 



- 158 -

M. Antonius의 말을 빌려, 연설술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을 증명하기(Beweis der Wahrheit dessen, was wir vertreten), 
청중의 호의 얻기(Gewinn der Sympathie unseres Publikums), 청중의 감정 자극하기
(Beeinflussung seiner Gefühle)” (M. T. Cicero 1978: 279). 이것은 Aristoteles의 세 가지 
설득 수단인 로고스,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를 떠 올리기에 충분한 기제이다. 그러나 에토스의 
경우 J. M. May(1988: 4 참조)의 견해처럼, M. T. Cicero의 에토스는 Aristoteles의 에토스
와 달리 파토스의 부드러운 형태일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설가에 대하여』에 등장하
는 M. Antonius의 입을 빌리면, M. T. Cicero의 에토스는 Aristoteles의 에토스 보다 좀 더 
‘포괄적’이며, 파토스와 구분이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하는데 설득력이 강한 요소는 인격을 놓고 볼 때 행동지침, 행실과 인
생행로이며, 이는 사건을 변호해야 하는 사람과 그의 의뢰인으로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람 모두에 해당되며, 반대로 그들의 상대에게는 비난 받는 요소가 된다. 감
정을 놓고 볼 때 재판석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호의를 갖도
록 설득되어야 한다.” (M. T. Cicero 1978: 319).

“이제 감정들은 사람의 장점, 업적 또는 존경 받는 삶에 의해 설득되며, 자질들이 
실제로 있기만 하면 그것들을 아름답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실재하지 않는 자질들
을 조작해 내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변호하는데 유용한 특성들은 부드러운 목소
리, 겸양을 나타내는 표정, 온화한 말, 실제로는 증명하기를 열망하는 어떤 것을 
억지로 강요에 의해 다루는 듯이 보이게 하는 수완 등이다.” (M. T. Cicero 1978: 
319 이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Aristoteles적 에토스의 소멸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Aristoteles의 에토스가 M. T. Cicero의 “연설자가 가져야 하는 특별한 능력(die spezielle 
Fähigkeit des Redeners)”(M. T. Cicero 1994: 7)중의 하나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도 있
다. 이를 테면, M. T. Cicero는 말년에 그리스로 유학을 떠나는 아들과의 대화를 책으로 엮
은 『연설 나누기(Partitiones oratoriae)』(1994)에서 연설가의 능력에서 우선시 되는 것이 “사
안들에 있어서 논거 찾기(말터)(bei den Sachverhalten ‘Auffindung des Stoffes’ 
(inventio))”(M. T. Cicero 1994: 7) 인데, 이는 “연설자가 자기가 설득하길 바라는 사람에게
서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M. T. Cicero 1994: 9)을 찾아
내는 것이다. 이는 그 이전에 저술된 『연설자에 대하여』에 등장하는 ‘알리기(가르치기
(belehren), 증명하기(beweisen)), ’기분 좋게 하기(호감사기(gewinnen), 웃기기(erfreuen)), 
자극하기(울리기(bewegen), 부추기기(aufstacheln))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

220) 이 책은 M. T. Cicero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연설가 M. Antonius와 G. J.
Caesar를 포함한 7인의 등장인물이 로마 근교의 상류층 별장에서 연설과 연설자에 대해서 대화하
는 내용을 키케로가 기록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대 로마의 중요한 수사학 저서 중의 하
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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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신뢰획득의 방법(로고스)은 ‘알리기’에서 유래한 것이고, 감정 자극의 방법(에토스와 파토
스)은 ‘기본 좋게 하기’와 ‘자극하기’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이는 Aristoteles의 세 가지 설득 
수단인 로고스와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
의 에토스에 대한 기술의 차이점도 눈에 뜨는데, 이를 테면 Aristoteles에서 신뢰성이 에토스
의 주된 자질 중의 하나였던 반면에 M. T. Cicero에 오면, 이것은 로고스의 특징으로 치우치
고, 에토스에 해당되는 Aristoteles의 에토스에 해당되는 M. T. Cicero의 ‘기분 좋게 하기’는 
감정자극의 한 부분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신뢰성의 구현을 위해서 신빙성 있게 
고안된 생각이자 논거가 숨어있는 말터(topos)의 정의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보인다. 왜냐하면 
Aristoteles의 에토스는 ‘기술적 설득수단’에 속하지만, M. T. Cicero의 기술적 설득수단은 
‘내부 말터’와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T. T. Cicero 1994: 21 이하 참조). 또
한 Aristoteles의 에토스 개념의 하위 요소 중의 하나인 호감은 M. T. Cicero에 있어서도 연
설의 서론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감을 사는 길은 등장인물에 있다. [연설의 모범인 법정연설을 기준으로 삼을 경
우] 그 길은 우리에게도 있고, 재판관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다. 이들을 언급
하는 것이 호감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보여야 한다. 우리의 장점, 우리의 명성, 우리의 덕목, 특히 아량, 의무감, 정의감, 
신뢰성 등. 상대방에게는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성질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다. 또한 재판관도 우리와 견해가 같은 것이라고, 또는 같기를 바란다고, 은근히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우리가 악평이나 불신을 받고 있다면,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없애거나 약화시켜야 한다.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 잘못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 잘못을 상쇄시킬 장점을 내세운다. 
잘못한 데 대해 용서를 빈다.”(45).

사실, ‘호감’ 또는 ‘호의’나 ‘기분 좋게 하기’가 연설의 서론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Aristoteles나 M. T. Cicero에 있어서 동일하나, 전자에 있어서 이러한 면이 정치연설에서 설
명되었다는 사실과 이에 반해 후자에 있어서 ‘호의’는 법정연설을 설명하는 장소에 등장하는 
사실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연설자에 대해여』(1976)에 등장하는 몇몇의 구절, 이를 테
면 M. T. Cicero가 동생인 Catulus에게 타이르는 말에서 또는 M. Antonius의 진술에서도 
설득을 위해 ‘호의’를 중요시하는 M. T. Cicero의 에토스관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Catulus야, 왜냐하면 청중이 연설자에게 호의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나 통찰력에 의해서보다 자기 마음의 충동과 내적 동요에 의해 청중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청중이 영향을 받는 것 말고 연설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라
네.” (M. T. Cicero 197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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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변호사나 소송의뢰인의 성품, 습관, 업적과 처신은 인정하게 하면서 상대
방의 것은 비난하게 하고, 재판관이 가능한 한 변호사나 특히 소송의뢰인에게 호감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연설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품위, 업적, 
그리고 훌륭한 생활을 통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장점들은 실제로 존재
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없어서 고안해 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M. T. Cicero 1976: 321).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Aristoteles는 오직 연설을 통한 에토스가 관건이
지만, M. T. Cicero에 있어서 에토스는 연설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품위, 업적, 명성 등, 재
판관의 호감을 사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와 로
마의 차이와 다름 아니다. (Th. 2001: Th. O. Sloane: 265 참조). 그래서 J. M. May도 에토
스 개념에 대한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을 것이다: “(로마인의 생각
은) 어느 정도 모호하긴 하지만 키케로가 쓴 『웅변가에 대하여』에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감정은 한 사람이 보이는 인격의 존귀함(dignitas), 그의 위업(res gestae), 그리고 그의 명성
(existimatio)에 의해 설득된다’ (2.182). 단지 연설을 매체로 해서만 그려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에토스 개념은 로마의 웅변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적당하지도 않은 개념
이었다.” (J. M. May 1988: 9). 따라서 Aristoteles와 M. T. Cicero가 혹시라도 천국에서 만
났다면, 에토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화했을지도 모르겠다.

M. T. Cicero: “선생님, 연설자의 타고 난 성격이나 성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이 어디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Aristoteles: “그렇다면, ‘수사학’을 왜 가르치고, 왜 배우나?”

M. F. Qunintilianus: “헤헤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학을 ‘훌륭
한 말재주(ars bene dicendi)’라고 정의 했지요.”

6. 나가기

1950년대 미국의 예일학파라 불리는 일군의 심리학자들(C. I. Hovland/I. L. Janis/H. H. 
Kelley)은 믿을 만한 사람을 평가 받기 위해서 연사는 전문성(expertness, 스피치 주제에 대
한 지식), 신뢰성(trustworthiness, 정직한 성품), 수신자에 대한 의도(intention toward the 
receiver, 청중에 대한 좋은 의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Aristoteles의 현대적 
버전과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의도는 Aristoteles
에서 에토스의 자질인 통찰력, 덕, 호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 O. Sloane 2001: 
275 이하 참조, 이상철 2000: 179 참조, 백미숙 2006: 128 이하 참조). 본고는 수사학의 설
득 수단 중에서 에토스와 관련된 고대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방식의 성찰이 필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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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뉴 레토릭, 논증 수사학, 문학적 수사학, 기호학적·언어학적 수사학, 윤리적·교육적 수사
학 등 가히 수사학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다양한 양상으로 수사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
일적인 수사학 이해를 얻기 힘든 시대”(한석환 2003: 28)에 조그만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가능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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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 인물들의 에토스 전략 - 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박상민 (가톨릭대학교)

1. 끊임없는 말의 향연
2. 정보 격차를 이용한 실리 추구의 에토스
3. 신분 차이를 이용한 권위의 에토스
4. 삶의 궤적이 보여주는 인격의 에토스
5. 마치며

 1. 끊임없는 말의 향연
  박경리 닐토지렇는 200자 원고지로 3만 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이다221). 이 작품은 인
물과 사건의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이지만, 수많은 인물들의 대화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끊임
없이 펼쳐진다는 점에서도 매우 독특하다.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뿐 아니
라, 플라톤의 닐대화편렇을 연상시킬 정도로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담론을 펼
치기 때문이다. 이야기 층위에서 볼 때 전혀 주요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은 원고지 
수십 장 분량의 말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책장을 계속 넘겨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듯한 긴 대화는 빠른 스토리 전개에 익숙한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현대 소설 중에서 이처럼 길고 지루한(?) 대화는 도스또옙스끼의 닐까라마
조프 씨네 형제들렇정도에서만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토록 많은 대화가 작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분
석해야 할 텍스트의 분량이 방대하고, 작가의 서술전략222)이 중층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닐
토지렇를 대작(大作)으로 받아들이는 독자라면, 끝없이 이어지는 길고 지루한 인물 간 대화는  
‘고통스러운 서사의 지연’이 아니라 ‘즐거운 말의 향연’이다. 닐토지렇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대화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에토스를 분석하려고 한
다. 즉 끊이지 않는 말의 향연 이면에는 해당 담론을 생산하는 인물들의 에토스가 있을 것이
라 가정하고,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에토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에토스의 
차원에서 닐토지렇속 인물들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작품의 주제와 서사적 특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사학적 관점에서 에토스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하는 사람에게 이미 
체현되어 있던 인품이 담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에토스의 
실체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다. 이에 비해 말하는 사람의 인품과 상관없이 화자가 신뢰할 
만하다는 이미지를 청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각인시키느냐 여부가 에토스의 실체를 이
룬다는 주장도 있다.223) 전자가 에토스의 본질에 좀 더 가까워 보일 수 있겠지만, 웅변술을 

221) 닐토지렇의 분량은 2002년에 출간된 나남 출판사 판본을 기준으로 총 5,132,141자이며, 1,260,346단
어이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작품의 워드 파일을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면 200자 원고지 
29,390장의 분량이다. 2012년에 출간된 마로니에북스 판본은 연재본을 중심으로 기존의 여러 판본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다를 것이나,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았다. 작가는 대부
분의 원고를 1000자 원고지에 육필로 기록하였다. 

222) 막연하게나마, 굴곡의 근대사를 지내온 우리 민족 구성원의 모든 목소리를 들끓는 채로 다 보여주
고 싶었던 것이라 추측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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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에토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음을 생각해 보면 후자 역시 전자 
이상으로 에토스의 중요한 층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닐토지렇속 인물들 역시 위의 두 가지 에토스를 모두 보여준다. 50년에 이르는 긴 시간적 배
경 속에서 작중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인물 및 독자에 대해 일정한 에토스를 형성하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몇몇 인물은 자신의 담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적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럴 때에는 ‘신뢰할 만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에 좀 더 노력한다. 

 
 2. 정보 격차를 이용한 실리 추구의 에토스 
  닐토지렇는 1897년 한가위부터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1897년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후 동학교도들의 색출과 처형이 마무리되어, 삼남지방
의 농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근대화를 위한 자생적 개혁 
운동이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이후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반세기 동안
의 민족적 수난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닐토지렇는 장편역사소설로 분류
되기도 한다. 이처럼 닐토지렇는 격변의 근대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작중 인물들
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국담론을 펼치며, 이들의 논의는 그 자체로 작품의 중요한 주제를 이
룬다.  
  초반부에서 작품의 시국담론을 주도하는 인물은 조준구이다. 서울에서 내려왔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조준구는 양반, 농민, 노비 할 것 없이 평사리의 모든 주민들에게 시대의 변화
를 전파한다. 조준구가 전하는 동아시아 정국과 조선의 현실은 새롭고 낯선 내용들이었다. 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 중국과 러시아보다 일본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 평사리 주민들에
게 전하는 시국담론의 핵심이다. 
  평사리 주민들이 조준구의 시국론에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었었던 것은 현저한 
정보격차 때문이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1905년까지를 다룬 ‘1부’는 평사리를 공간적 배경
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작중인물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서울에서 내
려왔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조준구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압도적인 정보의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들 옹졸해가지고, 한심스럽지요. 세계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가 판단하지는 못

할지언정 사소한 단발령 하나 탓으로 한사코 대항하며, 그러지 않아도 어지러운 나랏일

을 더 어려운 판국으로 몰아넣으려 드는 이 땅에서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아예 바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소?”(1:145)

  “어쨌든 앞으로는 남의 나라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세계 정세에 
민첩하고 선진국의 문물제도에 소상하지 않고는 행세하기가 어려울 게요. 덮어놓고 추종이다 
망국풍조다 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일본이 선수를 쓴 셈인데 하잘 것 없는 섬나
라가 대국 청나라 세력을 꺾고 지금 아라사하고 겨룰 수 있는 것도 그네들이 진작부터 문호를 
개방하고 약삭빠르게 서양 문물제도를 들여오고 최신 무기로 준비를 갖추어 양병에 힘쓴 탓이
오. 그러니 그네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게지요.”(1:200)

223) 박우수, ｢수사학 전통에서 본 에토스와 문화｣, 닐외국문화연구렇26호, 2007. 5. 186-18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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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령(斷髮令) 이후 서울의 민심을 묻는 이동진에게 조준구는 단발령에 대한 반발은 세계
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가 판단하지 못하는 무지함의 소치라고 비판한다. 스스로 조준구보다 
세계 정세에 어둡다고 생각한 이동진은 조준구의 시국론에 ‘우리네 시골 선비는 천하 대세를 
모르니 뭐라 비판할 수 없겠소이다’(1:145)라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 대한 문
호 개방을 주제로 한 김 훈장과 조준구의 대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호 개방의 득실을 논하
기에 앞서 ‘지닌 것이라고는 백 년 전의 상식일 뿐 오늘의 상식, 그도 본바닥 서울서 묻혀온 
실감나는’(1:200) 조준구에게 김 훈장은 ‘쉽사리 뇌동할 수도 없고 반박을 할 수도 없’(1:200)
는 무력함을 보인다. 이처럼 작품 초반부에서 조준구가 평사리 주민들의 정서에 명백하게 반
하는 친일 담론을 펼치면서도 논의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른바 ‘세계 정세’에 대한 
정보 우위 때문이다. 양심적인 선비 정신을 지닌 이동진이나 김 훈장은 일본에게 주권을 내어
주는 작금의 시대 현실이 개탄스러웠지만,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지닌 조준구의 주장을 반박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조준구의 시국론은 평사리 농민들에게는 더욱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는 농부들에게 
‘서울의 신기스런 얘기를 들려주었으며 나라의 형편이라든가 외국의 풍물에 관한 얘기며 농부
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높은 벼슬의 사람들과 사귄 이야기’(1:194)를 들려준다. 그리
고 ‘그것은 모두 농민들에게 존경심을 일게 하는’(1:194) 에토스를 불러일으킨다. 조준구는 농
부들과 함께 농주를 마시며, 농민들을 두둔하고 양반을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농부
들은 ‘개멩(개명)한 양반은 우리 편인가?’(1:194)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나중에 최 참판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챈 이후 아랫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였던 조준구
가 농민들을 두둔했던 것은 결코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 농민들에 대한 그의 발언과 행위는 
최치수와 농민들의 유대를 끊기 위해 계산된 포석이었을 뿐이다. 이는 단지 자기편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는 이미지’로서의 에토스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보 격차를 이용한 조준구의 에토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통했던 것은 아이다. 영민
하고 비판적인 재종 동생 최치수는 시종 조준구의 에토스 전략을 무력화시킨다. 동학농민운동
을 제압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칭찬하는 준구에게 치수는 ‘동학놈들 혼령 앞에 소
대가리 얹어놓고 왜인들은 큰 절 해얄게요. 청국을 친 게 뉘 덕인데? 그네들 역관으로 계시면
서 그것도 모르시오?’(1:147)라고 호통 친다. 일본이 동학군에 맞선 것은 내정 간섭과 청일전
쟁을 위한 명분이었음을 간파했고, 조준구가 이러한 정세를 바로 보지 못한 채 일본인의 역관 
노릇을 하며 그들의 논리에 동화되었음을 비판한 것이다. 조준구의 시국담론은 ‘자기 속셈을 
다 드러내보인 약점과 치수의 강인한 성격’(1:193) 탓에 번번이 조소감이 될 뿐이었다.   
  작품 초반부에서 보여준 조준구의 에토스는 오래 가지 못했다. 처음부터 조준구의 속셈과 
논리적 허점을 간파했던 최치수보다는 한 발 늦었지만, 이동진 역시 평사리를 벗어나 국내외
의 독립 운동가들과 교류하며 조준구의 소인배적인 식견을 넘어섰고, 김 훈장 역시 조준구의 
계속되는 탐욕스러운 궤변에 치를 떨게 된다.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렇다면 내 한 말 하리다. 이댁을 왜놈 헌병놈이 드나

드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는즉, 그로 인하여 남이 조공더러 왜국의 첩자라 한다면 어쩌

시겠소!”

  수염을 부르르 떨고 눈을 부릅뜬다. 이날 김 훈장은 이놈의 집구석엔 다시 발걸음을 

아니하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최 참판댁을 떠났다.(3: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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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훈장뿐 아니라 평사리의 농민들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훈장이나 농민들의 각성은 최치수와 윤씨 부인이 죽고, 최 참판가의 재산권을 조준구가 장
악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즉 조준구의 처지가 약자에서 강자로 바뀌고 나서, 조준구가 자신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후에야 그의 에토스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
보격차를 이용해 김 훈장과 농민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조준구의 에토스 전략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신분 차이를 이용한 권위의 에토스 
  에토스는 화자에 대한 청자의 자발적 신뢰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권위는 권력에서 
나오는 위엄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위와 에토스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
에서 화자의 권위는 수사학의 에토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서로 구분하는 것도 쉽
지 않다. 닐토지렇의 세계는 반상(班常)의 구분이 여전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보다 높
은 신분이라면 쉽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224) 
  이러한 양반 화자의 권위는 상민, 천민 청자의 자발적 복종심에 기반한다. 이는 사농공상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사회적 제도 탓이 가장 컸겠지만, 닐토지렇의 배경인 1897년 이후가 반상(班
常)의 계급 구분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청자의 ‘자발적’ 감정도 크게 작용하
였을 것이다. 최치수와 윤씨 부인이 죽은 후 조준구가 최 참판가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을 따른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인들이 조준구를 인격적으로 신뢰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주인의 자격이 있으며, 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자발적 의사가 있었던 것
만큼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일차적으로 조준구가 죽은 최치수의 재종형이라
는 사실 때문이겠지만, 그와 더불어 조준구가 양반이라는 사실 역시 중요한 이유이다. 
  5년 동안 집에 오지 않고 국내외를 유랑하던 이동준이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술렁였던 
것은 이동준이 최치수의 친구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양반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사람들은 
조준구와 같이 양반 신분인 이동준이 어린 최서희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조준구가 최 참판가에서 실권을 갖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녀 삼월이를 농락할 수 있
었던 것도 그가 양반이었기 때문이며, 참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함께 모의하자는 김
평산의 제안을 칠성이 받아들인 것 역시 그가 양반이었기 때문이다.

“이 넓은 들판은 다 누구 거더라?”

평산이 히죽히죽 웃으며 물었다.

“최 참판네 땅 아니요.”

칠성이도 히죽히죽 웃으며 대꾸했다.

“이 중에서 절반만 가졌음 쓰겠나?”(1:233)

“자네 평생 땅만 파먹고 살 작정인가?”

224) 1897년 한가위 명절에서 시작하는 닐토지렇는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갑오개혁 이
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신분의식을 사라진 것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
년대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철폐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견고한 시스템으로 작용하며 개인을 억압하고 구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닐토지렇의 중요한 
주제의식을 이룬다. 이는 만인평등을 외쳤던 동학농민운동이 작품의 모든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축이
라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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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러믄 우쩌겄소. 농사꾼이 땅 안 파고 달리 살 구멍이 있겄소.”

(중략)

“마음만 크게 먹으면, 시운만 잘 타면 … . 이런다고 자네 그 초가삼간 팔아서 노름 밑

천 하자는 거는 아닐세.”(1:236-237)

  김평산은 계속해서 칠성에게 접근하여 그의 욕망에 불을 지핀다. 알 듯 말 듯한 평산의 이
야기에 칠성이 빠져든 것은 일차적으로 칠성의 저급한 욕망 때문이지만, 평산이 자기보다 높
은 신분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평산은 무엇인가 칠성이 알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고, 결국 칠성은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된다. 

윤씨 부인의 패물을 모조리 꺼내어 홍씨가 끼고 차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수동이는 

그것을 찾아다 서희 자신이 간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중략)

“그것은 마님께서 쓰시던 것이오. 마땅히 애기씨께서 간수하시야지요.”

“뭐라구? 이놈! 종놈 푼수에 함부로 아가리 놀리기냐!”

차마 달겨들어 손가락의 가락지를 잡아뺄 수는 없는 일이었다. (3:71-72)

  윤씨 부인이 죽고 나서 최 참판가의 재산관리를 자임한 조준구와 홍씨의 행위는 누가 보아
도 부당했지만, 하인들은 자신이 모셨던 상전의 먼 친척인 조준구와 홍씨를 막을 수 없었다. 
윤씨 부인이 쓰던 패물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손녀인 서희가 간수해야 한다는 수동의 발언은 
‘종놈 푼수에 함부로 아가리’를 놀리지 마라는 한 마디에 힘없이 무너진다. 홍씨의 답변은 수
동의 지적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전혀 아니었지만, 홍씨에게는 수동이 갖고 있지 못한 권위가 
있었던 것이다. 
  작품 속 양반들이 모두 부당한, 또는 탐욕적 사익(私益)을 위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것은 
아니다. 김 훈장이나 이동진 등은 양반으로서의 엄격한 권위를 지키면서도 사리사욕과는 거리
가 먼 인물들이다. 특히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했던 물락 향반 김 훈장은 봉건적 
보수주의자의 전형이지만 부정적 인물만은 아니었다. 끼니를 위해 농사를 짓고, 사리분별력이 
다소 모자라고 고집스러운 김 훈장은 다소 황당한 방식이었지만 선영봉사와 의병장이라는 두 
가지 큰 꿈을 모두 이룬다.225) 대잇기 대한 김 훈장의 집착과 의병활동을 통해 독자는 조선 
사회 500년을 이어온 유교주의 국가 이념과 선비 정신의 긍정적, 부정적 실체를 모두 느낄 수 
있다.
  윤씨 부인 사후에 최 참판가의 재산이 조씨 살림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 
훈장은 “상것들 소견이란 노상 그렇지, 체통 차릴 신분이 어찌 감히 그따위로 파렴치한 생각
을 하겠나. 그보다 날씨 걱정이나 하게.”(3:64)라며 핀잔을 준다. 조준구가 ‘그럴 사람’(3:64)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김 훈장의 근거는 조준구가 ‘체통 차릴 신분’ 즉 양반이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김 훈장의 논리를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이
다. “그거사 머 우리들이 알 바 아니지마는.”(3:64)이라는 마을 농부의 응대는 김 훈장의 논리
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마을 돌아가는 형편을 생각해 보면 최 참판가
의 재산을 조준구가 편취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무식한 농부의 입장에서 양반인 김 훈장의 논

225) 세 아들을 차례로 잃은 김 훈장의 최대 고민은 대를 이어 선영봉사를 계속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김 훈장은 오랜 기간 친척들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화전민 생활을 하는 먼 친척의 아들을 양자 삼
는다. 그리고 영민하고 행동력이 강했던 윤보 목수가 주동한 ‘의병’에 합류하여 의병장으로 추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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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거부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인물의 발언에 신뢰감을 심어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작
품 속 양반들은 살해를 모의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편취하거나, 울분에 차서 시국 담론을 
펼치면서 여러 직간접적 방식으로 자신이 양반 신분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청자에 대한 화
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 

 4. 삶의 궤적이 보여주는 인격의 에토스
  닐토지렇는 50년이 넘는 긴 역사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봉건적 모순을 일소하려
는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주동자들이 처벌받고, 참가자들이 모두 자취를 감춘 1897
년 한가위에서 시작한 닐토지렇는 일제의 항복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
는 1945년 8월 15일에 끝이 난다. 그 어느 시대보다 역사적 격변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욱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중 인물들은 더욱 더 각자 인격의 
심연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닐토지렇의 작중인물들은 이처럼 긴 삶의 궤적 속에서 각자의 인
격을 건 에토스를 보여준다. 서희와 길상, 용이와 월선, 윤씨 부인, 구천이, 이동진 등 1, 2부
의 주요 인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임명희, 유인실, 오가다 지로, 조찬하, 길여옥, 송관수, 최환
국, 이홍, 몽치, 해도사, 소지감 등 서울의 지식인들과 평사리 주민 2세, 그리고 그들과 관련
된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다양한 인격의 스펙트럼, 서로 다른 신뢰
의 지평들을 보여준다. 
  이들이 보여주는 에토스의 양상을 몇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자 독자
적인 삶의 궤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도달한 에토스의 지평을 굳이 분류하자
면, 지난한 시간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를 지켜낸 인물들에게서 우러나오는 순
수함의 에토스와 세계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
는 지혜의 에토스로 분류할 수 있다.   
  천민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던 이용과 결혼하지 못했으나, 평생 동안 이용에 대한 사랑
을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공월선, 그리고 세 여인과의 운명적 관계 속에
서 갈등하면서도 평생 동안 사람됨의 도리와 애정을 두 다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이용은 순수
함의 에토스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우리 많이 살았다.”

“야.”

내려다보고 올려다본다. 눈만 살아 있다. 월선의 사지는 마치 새털같이 가볍게, 용이의 

옷깃조차 잡을 힘이 없다.

“니 여한이 없제?”

“야. 없십니니다.”

“그라믄 됐다. 나도 여한이 없다.”

머리를 쓸어주고 주먹만큼 작아진 얼굴에서 턱을 쓸어주고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눕힌

다.

용이 돌아와서 이틀 밤을 지탱한 월선은 정월 초이튿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

다.(6:290-291)

  죽음을 앞둔 월선이가 자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끝까지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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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일을 멈추지 않는 이용의 행위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은 더
욱 애틋하다. 여한이 없느냐는 이용의 마지막 질문과 월선의 대답은 수십 년을 이어온 가슴 
아팠던 세월과 그 세월의 무게를 넘어서는 애정의 힘과 만족감의 표현이기에 그 어떤 애정 담
론보다 더 큰 에토스를 보여준다. 
  작품에서 순수함의 에토스를 보여주는 인물은 이들 외에도 많다. 청상의 몸으로 김개주에게 
겁탈당해 김환을 낳은 윤씨 부인의 에토스는 더욱 특별하다. 자신을 겁탈한 김개주를 미워하
지 않고, 사생아 김환과 이부형수(異父兄嫂) 별당 아씨와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적자(嫡子)
인 최치수 몰래 둘의 야반도주를 도와준 윤씨 부인의 행적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
기 어렵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옥죄는 봉건사회의 부당한 억압과 그
에 대한 엄중한 항의가 있었다. 그녀는 무서운 자기 절제 속에서 자신의 과오를 감당하며 희
생양 의식을 지켜나갔다. 윤씨 부인의 입장에서 그녀의 감정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어느덧 윤씨 부인의 행위를 깊이 이해하고, 그녀야말로 평생 동안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고고한 인격의 인물임을 깨닫게 된다. ‘피곤하구나.’(2:314)라는 짧은 독백은 그녀
의 고단했던 삶 전체에 대한 가장 솔직한 총평이었고, 죽음이 곧 ‘해방’(2:315)이라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그녀의 생각은 그녀만의 에토스와 함께 독자에게 강한 여운을 남긴다. 
  닐토지렇에는 세계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인물
들이 많다. 조준구에 대한 복수와 가문의 재건에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최서희는 목표를 달
성한 후에 오히려 삶의 허무감에 시달리면서 삶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간다. 
복수를 위해 길상이를 남편으로 선택했지만, 그로 인해 받게 될 길상의 상처와 고민에 대해서
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다. 서희의 
남편 길상의 정신적 성장은 더욱 심원하다.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생각이 깊던 길상은 아내 서
희의 복수를 도운 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하인 신분이었던 자신의 
처지가 서희와 아들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라 생각한 길상은 만주에 남아 독립운동에 투신한
다. 계명회 사건에 연루되어 2년 간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야 고향에 돌아온 길상은 비로소 신
분의 열등감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염원했던 관음탱화를 그림에 몰두하게 된다. 작품의 후반
부에 이들 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작품 내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지닌 이들이 
말을 아낌으로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언술은 점점 더 강한 에토스를 지니게 된다. 
  작품 후반부에서 해도사, 소지감 등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자각과 성찰의 담론 역시 매력적
이다. 다만 이들은 성찰과 자각의 계기 및 과정의 서사화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삶의 
의미에 대한 이들의 담론은 노년의 작가가 독자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전
달하고 있는 듯하다.    
  닐토지렇에는 이 세계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자각을 이룬 인물들이 많지만,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들이 모두 여전히 각자의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는 나약한 인물이라는 사
실이다. 길상과 서희뿐 아니라 해도사, 혜관, 소지감 등 작품에서 작가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듯한, 그래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담론을 종종 말하는 인물들도 대개의 경우 중간
중간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큼 나약함과 한계를 보인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말하고 싶었
던 작가의 가장 큰 인생 담론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리고 이처럼 작품의 주요인물들이 
모두 불완전함을 보유한 까닭에 닐토지렇는 인물들의 높은 철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긴
장감을 잃지 않게 된다. 
(주요 인물의 에토스 추가 분석 + 인격 지표의 스펙트럼을 표로 정리)
  



- 170 -

  5. 맺음말
  정보격차를 이용한 에토스는 주로 화자의 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며진 에토스이다. 
새로운 문물과 국제 정세를 조금 먼저, 많이 알고 있던 조준구는 이러한 에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최 참판가의 재산을 완전히 편취하는 데에 성공한다. 또한 조준구는 법적으로 반
상(班常)의 차별이 사라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신분의식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 이용한다. 그에게 사람의 참된 인격은 중요
하지 않아다. 그는 자신의 말과 생각을 따르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1부에서 그의 이런 시도는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최 참판가의 재산을 완전히 
편취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로 올라가 서울의 권문세도가들도 교류하기 시
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몰락의 시작이었다. 조준구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
다. 작가가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용이와 월선, 윤씨 부인과 환이, 몽치와 해도사 등은 
조준구와는 전혀 다른 에토스를 만들어나간 인물들이다. 그들도 모두 결함 많은 인간이었지
만, 최소한 그들은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치열한 삶의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인생의 깊
이를 깨달아 나가면서 자연스러운 우러나온 인격의 에토스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처럼 조준구의 득세와 몰락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자면, 닐토지렇는 사
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청자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수사적 기술로서의 에토스보다는 
각 인물이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에토스를 진정한 가치라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닐토지렇는 그렇게 간단한 작품이 아니다. 과시적 에토스에 대한 인격적 에토스의 
우위가 작품의 주제라 할지라도,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
  조준구를 비롯하여 많은 작중 악당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큰 고통 없이 세속적 기쁨을 만끽
하다가 이른바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는다. 이에 반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더
욱 많은 인물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쓸쓸한 노년을 맞이한다. 인물들의 말년에 대한 작
품의 이러한 서술은 닐토지렇의 작가가 어떤 방식의 에토스를 선호했는지 자체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든다. 

* 이 밖에
- 온전히 신뢰할 만한 인물은 없다.
- 모든 인물을 결함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인간적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 결함을 감추기보다는, 결함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인물이 더욱 감동적인 에
토스를 보여준다.

* 한계: 서울 지식인들의 다양한 시국 담론은 다루지 못했다. 이들의 시국담론은 끊임없이 서
로의 에토스를 허물어버리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며, 분량 면에서도 3부와 
4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기(총명함, 용기), 비겁해지지 않기,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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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진단 모형에 기초한 의사소통교육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의사소통교육을 중심으로 -

김종규226) / 한상우227) / 원만희228)(성균관대학교)

Ⅰ. 서론
지식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식의 축적보다 순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식의 순

환은 기술적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렇지만 이 순환이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의 지식 
이송(移送)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식의 순환에 대한 기술의 기여는 의사소통의 가능성
을 크게 확장시킨 데 있다.

지식은 의사소통을 통해 단순히 전달되지 않는다. 물론 때에 따라 단순한 전달이 목적일 
때도 있으나, 이것이 의사소통 행위를 전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한다. 행위로서의 의사소통은 
그 자체 사고의 과정으로서 이해와 해석 작용을 동반한다. 지식의 생산은 이해와 해석을 토대
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은 전달될 뿐만 아니라 변형되고 파생
되면서 확장되는 것이다. 지식사회에서 의사소통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결과일 수 없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역량의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육에서 의사소통이 중
요하다는 것은 단지 사회적 요구에서 기인되는 현상은 아니다. 물론 지식사회의 일원이 되어
야 할 학생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교육
의 응당한 의무이다. 하지만 지식사회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도 대학교육에 있어 의사소통역
량의 필요성은 이미 요청되고 있었다.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지식과 학문을 위해 특화된 공간이며, 이는 중세의 대학 역시 마찬
가지였다. 중세의 대학은 “순수한 학문의 자치기구인 하나의 길드로서 지적 열정을 지닌 교수
와 학생이 모여 학문을 논하고, 연구·교수·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적 공동체로서 출발”하였
다.229) 잘 알려진 것처럼, 삼과(trivium)와 사과(quadrivium)로 편재된 7자유교과(septem 
artes liberales) 체계는 이러한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이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서 마련된 교양교육 과정이었다. 이 중 삼과는 문법학과 수사학 그리고 
논리학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의 의사소통교육은 이 삼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학문공동
체로서의 대학에서 의사소통교육뿐 아니라 의사소통역량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서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함양되는 역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함양되는 의사소통역량은 교육의 성과로서, 더 나은 교육을 통해 의사소
통역량은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 더욱이 의사소통역량이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위
한 기초적인 능력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역량의 강화는 학술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226)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학부대학 겸임교수
227)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연구원
228)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229) 손승남(2013), 「대학설립 초기의 교양교육 전통과 그 창조적 재생」,『교양교육연구』제7권 제23호,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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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교육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아쉬운 것은 현재의 의사소통
교육의 상황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듯, 현재 여러 대학들의 교양교육의 상황은 녹녹치 않다. 
물론 대학마다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교양교육의 약화는 대개 전공교육 중심의 교육 개편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크게 보면, 복수전공이나 다(多) 전공 등을 확대하는 전공교육 개편 과정
에서 교양교육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양필수 과목의 축소는 의사소통교육 
과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의 약화 역시 의
사소통교육을 위축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과목이 통폐합되거나 수강학생 수가 상향 조
정됨으로써 의사소통교육의 성과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 의사소통교육은 전공교육과 대치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의사소
통역량의 강화 없이 전공교육의 강화는 기대할 수 없다. 전공교육의 강화뿐 아니라 사회적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소통교육은 그 성과로서 의사소통역량의 향상을 결과할 수 있
는 방향에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때 특히 방향 설정의 가늠자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본 연구는 자기 진단 모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교육의 성과를 교육의 전
과 후로 나누어 추적 조사함으로써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교육의 환경을 실
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자기 진단 모형 및 자기 효능감과 의사소통역량의 상관성

본 연구는 의사소통교육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일련의 연속 기획된 연구
의 결과물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그간 두 가지의 선행연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연구는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는 자기 진단 모형 개발 연구230)였으며, 두 번째 연
구는 자기 진단 모형의 유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역량 간의 상관관계 연
구231)였다. 

첫 번째 연구의 핵심 과제는 의사소통역량 평가를 위한 자기 진단 모형의 개발과 보완이었
다. 이 연구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자기 진단 모형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기존의 타자평
가방식은 객관적 기준 하에서 역량을 수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의사소통역량을 인지적 요소
로 한정하였으나, 의사소통역량은 비인지적 요소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자평
가방식 외에 비인지적 요소를 측정에 포함하는 자기평가방식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 연구는 통계적 검증을 통해 착수 단계에서 모형의 
설계 및 개선을 거쳐 재설계가 이루어진 자기 진단 모형의 개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역량 자기진단 모형을 구성하였다. 

 

230) 김종규, 한상우, 원만희(2015),「의사소통역량 평가를 위한 자기 진단 모형 개발」,『수사학』제23집.
231) 한상우, 김종규, 원만희(2015),「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역량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

구」,『수사학』제2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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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의 핵심과제는 의사소통역량과 비인지적 요소들 간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입
증하는 것이었다. 그간 비인지적 요소와 의사소통역량의 발휘 간의 상관성은 직관적으로만 이
해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 이해는 직접적 소통행위인 말과 달리 간접적 소통행위인 
글쓰기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그러한 한 자기평가 방식을 글쓰
기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이 상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첫 번째 연
구에서 개발된 자기진단 모형에 비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결합하여 
의사소통역량으로서의 글쓰기가 비인지적 요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실증하였
다. 이 결과 비인지적 요소로서의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역량을 구성하는 수용력과 전달력 그
리고 조정력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평 가 항
목 진단 문항

수용

1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한다.
2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3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요약할 수 있다.
4 나는 남의 글을 집중해서 읽는다.
5 나는 남의 글이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파악한다.
6 나는 남의 글에서 주장과 근거를 구분한다.
7 나는 남의 글을 나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이해한다.
8 나는 남의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9 나는 남의 글의 허점을 파악한다.

전달

1 나는 대화할 때 내 말의 의도와 목표를 정확하게 말한다.
2 나는 대화할 때 일관성 있게 말한다.
3 나는 대화할 때 내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한다.
4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근거를 들어 내 견해를 설득한다.
5 내가 발표할 때 내 목소리를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다.
6 나는 발표할 때 지식이나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7 나는 글을 쓸 때 글의 목적에 맞추어 글의 길이를 정한다.
8 나는 글을 쓸 때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다.
9 나는 글을 쓰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구상한다.

조정

1 나는 토론할 때 듣는 이를 고려하여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
여 말한다.

2 나는 토론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수준을 고려한다.
3 나는 토론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4 나는 토론할 때 발언 시간을 지킨다.
5 나는 중재자로서 갈등 상황에 놓인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

으로 수용한다.
6 나는 중재자로서 갈등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7 나는 갈등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 갈등을 중재한다.

<표 6> 의사소통역량 자기진단 모형

항목
1. 나는 내가 스스로 세운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 대체로,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표 7> 새로운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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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Gully and Eden, 2001)

본 연구의 핵심 과제는 이 두 선행연구를 토대로 의사소통교육의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연구에서 사용한 결합형 진단 모형을 의사소통교육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에 각각 활용하여 현재의 의사소통교육 체계가 의사소통역량을 증진시키는 성과를 산출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추적조사 하였다.232) 

2. 성균관대학교 의사소통교육 현황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의 의사소통교육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233)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균관대학교의 의사소통교육 체계는 학부대학이 설립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둘째, 성균관대학교의 의사소통교육의 콘텐츠 역시 지
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셋째, 성균관대학교의 의사소통교육의 인프라 역시 지속적으로 확충
되어 왔다. 

성균관대학교 의사소통교육은 2005년 교양
기초교육과정 전면 개편이후 지금까지 삼과
(Trivium)라 불리는 <창의적 글쓰기>, <학술
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3 과목을 유지
하고 있다.234) 이 과목들이 삼과로 불리는 것
은 중세의 교양교육인 7자유교과의 삼학
(Trivium)을 본뜬 것이기 때문이다. “이 3과 
교육은 넓은 의미의 ‘학문적인’ 텍스트(Text)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료로 삼아 사유를 더 전개

하여 자신의 견해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 즉 수
준 높은 (문자, 정보)의 문해 능력, (비판, 논리적, 창의적) 사유능력, (글쓰기, 말하기 등의) 표
현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235)  

이러한 삼과를 구성하는 세 교과목은 의사소통교육의 균질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

232) 선행하는 두 연구와 연속된 연구라는 점에서, 두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 역시 본 연구에서 유지되
고 있다.  

233) 여기서의 의사소통교육은 모국어 의사소통교육을 의미한다.
234) 이 세 과목 외에도 자연과학계열 전용 과목인 <과학기술 글쓰기>도 의사소통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학술적 글쓰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이 세 과목 중 두 과목을, 자연
과학계열 학생들은 네 과목 중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각각 2학점 과목이지만, 3시간 수업으로 구
성되어 있다. 

235)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10년사』(2015),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83쪽.

4.
나는 마음속으로 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나는 여러 번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7.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부분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8. 나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 상당히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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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재를 개편해왔으며, 이 결과 의사소통교육의 콘텐츠 역시 강화될 수 있었다.  

<창의적 글쓰기> 교재 개편

<학술적 글쓰기> 교재 개편

      

<스피치와 토론> 교재 개편

이와 더불어 의사소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서 힘써왔다. 출범 초기 삼과의 
과목당 수강생 수는 40명이었지만, 점진적으로 그 수를 줄여 현재 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236) 또한 <창의적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의 경우 학생 면담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글
쓰기 클리닉과 연계하여 상시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임교원 확충과 

236) 현재 강의 당 수강생 수는 <창의적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가 30명, <스피치와 토론>이 36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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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초빙교수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교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교육이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의사소통 관련 수업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하기 전보다 수용력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2. 의사소통 관련 수업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하기 전보다 전달력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3. 의사소통 관련 수업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하기 전보다 조정력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4. 의사소통 관련 수업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하기 전보다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아질 것

이다.

2.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사소통 관련 수업의 이수 전후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
였고, 의사소통역량 및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인 의사소통 관련 수
업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설된 교양과목 중 의사소통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
육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의사소통역
량은 김종규 등(2015)의 연구에서 개발된 의사소통역량 자기진단 모형의 척도를 원용하였고, 
자기효능감 변인은 Chen 등(2001)의 연구에서 이용된 척도를 원용하였다. 이는 각 연구에서 
척도의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이미 수행되었으며, 여타 연구에서 이용된 바 있어 타당성에 문
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한상우, 김종규, 원만희 2015). 아울러, 본 연구는 의사소통
역량 관련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어 동일한 척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각 변인의 구성은 다
음의 <표 3>과 같다.

개념 변인 조작적 정의
의사소통 
관련 수업

이수 전
이수 후

의사소통역
량

수용력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타인 및 주변 환경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역량의 정도

전달력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표현하거나 알리는 역량의 정도

조정력
수용력과 전달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복수
의 상대방과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역량의 
정도

자기효능감 상황과 과업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및 자신감의 정도

<표 8> 연구 모형의 변인 설정 및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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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2015년 2학기에 
개설된 ‘스피치와 토론’,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과학 글쓰기’ 등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사전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후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Google drive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대상자는 각 수업시간 중에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설문조사 URL로 접근하
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문자료 총 3,551건 중 사전・사
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응답을 보인 2,904건을 제외하고 647건의 자
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도구로는 SPSS 21을 사용하였고, 사전・사후 설문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고자 하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설문의 신뢰성 분석은 Cronbach’s 
α로 검증하였고,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a 테스트와 Shapiro-Wilk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Ⅳ. 의사소통교육 영향의 실증적 분석

1. 설문의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인 대학생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대상 기관
인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부 신입생부터 의사소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1학년 학
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목 구분 표본수 비율(%)

성별 남 350 54.1
여 297 45.9

학년

1학년 590 91.2
2학년 20 3.1
3학년 15 2.3
4학년 22 3.4

전공 인문사회계열 407 62.9
자연과학계열 240 37.1

<표 9> 설문대상자의 기초통계

1.1 대학생의 수용력에 대한 변화 분석

수용력은 주변 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서 대학생들의 수용력에 
대한 자기 진단을 실시한 결과 자신이 갖는 외부 정보의 의도와 내용에 대한 이해에 있어 전
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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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사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가(RC2)에 대한 판단이 다른 항
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에 비해 사후 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
며, 타인의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RC8) 역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사소
통교육이 대학생의 수용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전 진단
항목

사후
1 2 3 4 5 1 2 3 4 5

-
(.0)

12
(1.9)

95
(14.7)

374
(57.8)

166
(25.7) RC1 -

(.0)
9

(1.4)
92

(14.2)
362

(56.0)
184

(28.4)
6

(.9)
80

(12.4)
297

(45.9)
224

(34.6)
40

(6.2) RC2 4
(.6)

49
(7.6)

222
(34.3)

288
(44.5)

84
(13.0)

-
(.0)

15
(2.3)

174
(26.9)

353
(54.6)

105
(16.2) RC3 2

(.3)
14

(2.2)
126

(19.5)
349

(53.9)
156

(24.1)
1

(.2)
39

(6.0)
159

(24.6)
304

(47.0)
144

(22.3) RC4 1
(.2)

26
(4.0)

150
(23.2)

301
(46.5)

169
(26.1)

-
(.0)

32
(4.9)

177
(27.4)

345
(53.3)

93
(14.4) RC5 2

(.3)
15

(2.3)
138

(21.3)
367

(56.7)
125

(19.3)
2

(.3)
30

(4.6)
184

(28.4)
335

(51.8)
96

(14.8) RC6 2
(.3)

20
(3.1)

142
(21.9)

328
(50.7)

155
(24.0)

2
(.3)

19
(2.9)

128
(19.8)

319
(49.3)

179
(27.7) RC7 -

(.0)
9

(1.4)
82

(12.7)
326

(50.4)
230

(35.5)
2

(.3)
21

(3.2)
187

(28.9)
364

(56.3)
73

(11.3) RC8 2
(.3)

11
(1.7)

137
(21.2)

362
(56.0)

135
(20.9)

7
(1.1)

100
(15.5)

263
(40.6)

234
(36.2)

43
(6.6) RC9 3

(.5)
53

(8.2)
240

(37.1)
258

(39.9)
93

(14.4)

<표 10> 수용력의 사전・사후 빈도분석 결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RC(Receptive Competence)

1.2 대학생의 전달력에 대한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 전달력은 말과 글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표현하거나 알리는 역량
으로서,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말이나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비교적 정확한 의
도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후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타인과 대화할 때 일관성 있게 말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TC2)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나 의사소통교육이 논리적인 사고와 대화 주제의 유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방증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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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진단
항목

사후
1 2 3 4 5 1 2 3 4 5

3
(.5)

69
(10.7)

218
(33.7)

288
(44.5)

69
(10.7) TC1 2

(.3)
29

(4.5)
177

(27.4)
317

(49.0)
122

(18.9)
6

(.9)
82

(12.7)
257

(39.7)
254

(39.3)
48

(7.4) TC2 2
(.3)

54
(8.3)

209
(32.3)

285
(44.0)

97
(15.0)

12
(1.9)

109
(16.8)

225
(34.8)

213
(32.9)

88
(13.6) TC3 9

(1.4)
71

(11.0)
201

(31.1)
222

(34.3)
144

(22.3)
2

(.3)
42

(6.5)
199

(30.8)
326

(50.4)
78

(12.1) TC4 1
(.2)

17
(2.6)

158
(24.4)

355
(54.9)

116
(17.9)

12
(1.9)

98
(15.1)

209
(32.3)

200
(30.9)

128
(19.8) TC5 7

(1.1)
44

(6.8)
156

(24.1)
239

(36.9)
201

(31.1)
4

(.6)
40

(6.2)
247

(38.2)
275

(42.5)
81

(12.5) TC6 3
(.5)

22
(3.4)

160
(24.7)

326
(50.4)

136
(21.0)

23
(3.6)

117
(18.1)

202
(31.2)

243
(37.6)

62
(9.6) TC7 6

(.9)
65

(10.0)
195

(30.1)
279

(43.1)
102

(15.8)
4

(.6)
25

(3.9)
178

(27.5)
351

(54.3)
89

(13.8) TC8 3
(.5)

18
(2.8)

145
(22.4)

350
(54.1)

131
(20.2)

7
(1.1)

45
(7.0)

147
(22.7)

281
(43.4)

167
(25.8) TC9 4

(.6)
39

(6.0)
127

(19.6)
293

(45.3)
184

(28.4)

<표 11> 전달력의 사전・사후 빈도분석 결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TC(Transmission Competence)

1.3 대학생의 조정력에 대한 변화 분석

조정력은 수용력과 전달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복수의 상대방과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
는 역량을 말한다. 앞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용력과 전달력이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두 역량을 활용하는 조정력 역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
지로 사후 조사 결과에서도 조정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진단
항목

사후
1 2 3 4 5 1 2 3 4 5

1
(.2)

43
(6.6)

201
(31.1)

311
(48.1)

91
(14.1) AC1 3

(.5)
17

(2.6)
143

(22.1)
367

(56.7)
117

(18.1)
1

(.2)
52

(8.0)
189

(29.2)
328

(50.7)
77

(11.9) AC2 1
(.2)

28
(4.3)

163
(25.2)

345
(53.3)

110
(17.0)

1
(.2)

13
(2.0)

111
(17.2)

360
(55.6)

162
(25.0) AC3 1

(.2)
9

(1.4)
108

(16.7)
326

(50.4)
203

(31.4)
1

(.2)
26

(4.0)
155

(24.0)
327

(50.5)
138

(21.3) AC4 -
(.0)

13
(2.0)

129
(19.9)

324
(50.1)

181
(28.0)

3
(.5)

34
(5.3)

219
(33.8)

288
(44.5)

103
(15.9) AC5 -

(.0)
24

(3.7)
170

(26.3)
315

(48.7)
138

(21.3)
1

(.2)
40

(6.2)
207

(32.0)
323

(49.9)
76

(11.7) AC6 2
(.3)

21
(3.2)

182
(28.1)

327
(50.5)

115
(17.8)

3
(.5)

23
(3.6)

197
(30.4)

319
(49.3)

105
(16.2) AC7 1

(.2)
14

(2.2)
161

(24.9)
333

(51.5)
138

(21.3)

<표 12> 조정력의 사전・사후 빈도분석 결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AC(Adjustment Competence)

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화 분석

대학생들은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사전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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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사후조사 결과 역시 유사
한 수준에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교육
을 통해 말하기・글쓰기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사전 진단
항목

사후
1 2 3 4 5 1 2 3 4 5
10

(1.5)
84

(13.0)
216

(33.4)
257

(39.7)
80

(12.4) SE1 11
(1.7)

60
(9.3)

192
(29.7)

270
(41.7)

114
(17.6)

4
(.6)

50
(7.7)

216
(33.4)

271
(41.9)

106
(16.4) SE2 5

(.8)
50

(7.7)
190

(29.4)
255

(39.4)
147

(22.7)
3

(.5)
38

(5.9)
176

(27.2)
330

(51.0)
100

(15.5) SE3 5
(.8)

34
(5.3)

149
(23.0)

321
(49.6)

138
(21.3)

5
(.8)

40
(6.2)

134
(20.7)

268
(41.4)

200
(30.9) SE4 5

(.8)
42

(6.5)
124

(19.2)
279

(43.1)
197

(30.4)
2

(.3)
36

(5.6)
182

(28.1)
284

(43.9)
143

(22.1) SE5 4
(.6)

33
(5.1)

165
(25.5)

279
(43.1)

166
(25.7)

8
(1.2)

51
(7.9)

186
(28.7)

277
(42.8)

125
(19.3) SE6 6

(.9)
53

(8.2)
141

(21.8)
291

(45.0)
156

(24.1)
4

(.6)
62

(9.6)
214

(33.1)
265

(41.0)
102

(15.8) SE7 9
(1.4)

46
(7.1)

182
(28.1)

277
(42.8)

133
(20.6)

3
(.5)

71
(11.0)

257
(39.7)

235
(36.3)

81
(12.5) SE8 9

(1.4)
59

(9.1)
216

(33.4)
237

(36.6)
126

(19.5)

<표 13>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 빈도분석 결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SE(Self-Efficacy)

2.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하였고, 일반적으로 그 값이 .7 이상이면 내적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설문
조사 항목은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Cronbach’s α Cronbach’s α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

사전

RC .841 .844 9
TC .853 .858 9
AC .819 .819 7
SE .906 .907 8

사후

RC .882 .883 9
TC .877 .881 9
AC .858 .858 7
SE .929 .929 8

<표 14> 사전・사후 설문 항목의 신뢰성 검정

3. 정규성 검정

일반적으로 사전・사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 T-test를 사용하나 이 경우 데이터가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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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따른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의 결과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a 테스트와 Shapiro-Wilk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정규성 검정 결과 종속변인인 의사소통역량 및 자기효능감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으
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검증하였다.

구분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사전

RC .078 647 .000 .985 647 .000
TC .064 647 .000 .991 647 .000
AC .086 647 .000 .986 647 .000
SE .081 647 .000 .984 647 .000

사후

RC .089 647 .000 .975 647 .000
TC .092 647 .000 .978 647 .000
AC .108 647 .000 .972 647 .000
SE .075 647 .000 .970 647 .000

<표 15> 사전・사후 설문 결과의 정규성 검정

             a. Lilliefors 유의확률 수정

4. 가설 검증

4.1 의사소통교육이 수용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사소통교육 실시 전후의 수용력 변화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z값은 –
9.205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의 순
위가 음의 순위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소통교육을 받기 이전보다 받은 이후에 수용력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구분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순위 표준화된 
검정통계량(z)

근사유의확
률

가설 
1 170 389 88 -9.205a .000**

<표 16> 의사소통교육이 수용력에 미치는 영향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p<.05, **p<.01

4.2 의사소통교육이 전달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사소통교육 실시 전후의 전달력 변화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다. z값은 –
11.590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의 
순위가 음의 순위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소통교육을 받기 이전보다 받은 이후에 전달력
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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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순위 표준화된 
검정통계량(z)

근사유의확
률

가설 
2 155 420 72 -11.590a .000**

<표 17> 의사소통교육이 전달력에 미치는 영향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p<.05, **p<.01

4.3 의사소통교육이 조정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사소통교육 실시 전후의 조정력 변화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3>과 같다. z값은 –
7.233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의 순
위가 음의 순위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소통교육을 받기 이전보다 받은 이후에 조정력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구분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순위 표준화된 
검정통계량(z)

근사유의확
률

가설 
3 193 357 97 -7.233a .000**

<표 18> 의사소통교육이 조정력에 미치는 영향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p<.05, **p<.01

4.4 의사소통교육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사소통교육 실시 전후의 자기효능감 변화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14>와 같다. z값은 –
4.498이며, 근사 유의확률은 .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의 순
위가 음의 순위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소통교육을 받기 이전보다 받은 이후에 자기효능
감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구분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순위 표준화된 
검정통계량(z)

근사유의확
률

가설 
4 235 323 89 -4.498a .000**

<표 19> 의사소통교육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a.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p<.05, **p<.01

Ⅴ. 결론 및 제언 - 의사소통교육의 방향과 과제

대학이 학문공동체로서의 위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하고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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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은 대학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가 된다. 의사소통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의사
소통역량을 함양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으며, 그것의 실질적인 함양과 증진이 의사소통교육
의 성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소통교육이 그 성과를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이다.   

아쉬운 점은 여전히 교양교육의 강화와 전공교육의 강화가 비례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
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의사소통교육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역량
의 함양과 증진 없이 전공교육의 강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공교육
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의사소통역량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증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환경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소통교육의 적용 성과
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성균관대학교의 의사소통교육 과정은 의사소통역량의 증진에 이중적으
로 기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 하나는 의사소통교육의 성과로 의사소통역량을 구성하
는 세 가지 역량인 수용력과 전달력 그리고 조정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의사소통교육의 또 다른 성과로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나 신념으로서 의사소통역량 구성
에 있어 비인지적 요소에 해당한다. 비인지적 요소인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의사소통역량이 
실제 발휘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237), 교육성과로서의 자기효능감 향상
은 의사소통역량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된다.    

Ⅱ장 2절에서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의사
소통교육의 환경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출된 교육의 성
과는 교육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 성과 산출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역량의 함양과 증진이라는 교육의 성과는 교육환경의 조성 수준과 상응
한다는 점이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말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이 실상 당연
하지 않은 것은 교육환경 조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의사소통교육의 축소와 약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
의 지표를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 기준은 최소한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일종
의 마지노선이며,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쉽게도 본 연구로는 이 기준이 마련될 수 없다. 한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와 같은 
기준은 마련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사례연구를 수행한 것은, 이 연구가 
그와 같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였다. 
만일 본 연구의 의도와 방법이 공유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속히 교육환경 조성 수준을 가
늠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을 위한 대학 간 공동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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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주인공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에토스
- 박태원과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분석을 중심으로 -

최은혁(서울시립대)

1. 머리말

  이 글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이를 패러디한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소설가 주인공 소설’이라는 고유한 메타픽션 형식이 드러내
는 작가(박태원과 최인훈)의 에토스를 추론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에세이를 제외한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장르는 대개 창작자의 인품, 도덕적 자질, 인간 됨됨
이, 삶을 대하는 태도 등을 직접적으로 비추거나 담아내지 않는다. 그 대신 (시적)화자의 목소
리 구현이나 등장인물 묘사에 공을 들인다. 화자나 등장인물 모두 작가에 의해 창조된 허구적 
존재이지만 독자는 그러한 존재의 목소리와 묘사된 형상(이미지)이 전달하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에 감화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보
편적이고도 특수한 윤리적 난제에 대해 모종의 비전을 제공받는다. 독자가 허구적 존재들로부
터 감응될 수 있는 것은 작품이 꾸며놓은 상황과 환경에 그들이 핍진하게 어우러져 현실감을 
자아내기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화자나 등장인물의 축조된 모습 뒤로 어떤 식으로든 창작자
의 후광이 드리워지기 때문이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작품의 전체적 구성 
요소들로부터 엿볼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작가의 에토스가 독자 감응의 중요한 요인 가운
데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구조주의 학문체계의 확립 이후로 작가(주체)의 죽음이 선언된 지 오래지만 특정 구조나 여
러 가지 서사적 장치, 서술 수법 등이 주체의 직접적인 담론을 대신하여 특수하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최근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바다. 이 같은 효과로부
터 추인되는 작가의 존재성에 주목해 웨인 C. 부스는 내포작가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것
은 비록 완성된 작품의 의미를 작가의 명백한 사전 의도와 곧바로 연결시키기를 거부하는 개
념이지만, 작품 바깥에 실재하는 작가의 의식적·무의식적 이데올로기 작용을 전면적으로 부정
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문학작품의 메시지를 수용할 때의 독자의 의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궁극적으로 해당 작품을 쓴 작가에게로 귀착된다는 것이다.238) 이에서 보더라도 문학

238) “우리가 이 내포작자를 “공식적 기록자”라고 부르든, 캐슬린 틸롯슨(Kathleen Tillotson)에
의해 최근에 되살아난 용어―작자의 “제2의 자아”―를 택하든, 독자가 이 존재로부터 얻게 되

 1. 머리말
 2. 희망의 형식 혹은 소설로 가는 길 : 박태원의 경우
 3. 절망의 형식 혹은 소설로부터 빠져나오는 길 : 최인훈의 경우
 4. 맺음말



- 186 -

작품을 읽어내는 데 있어 실재하는 작가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유효하며 작가의 인격적 특성
과 삶의 궤적이 문학작품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박태원과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239)은 모두 ‘구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그의 
일상적 하루를 독자가 비교적 근거리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작품들이다. ‘구보’는 
소설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자연히 내비치지만, 박태원 소설
에서 그것은 로고스 차원에서 깊이 천착되지는 않고 다만 숱한 상념들 가운데 한 대목 정도로 
서술되어 있다. 최인훈의 ‘구보’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대의 국제정치적 격변과 그것이 초
래할 국내정치 상황을 로고스에 의존해 풀어내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원작과 차이를 만들어내
지만, 그와 같은 시도들이 현실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데 대한 절망적 인식과 함께 
로고스의 응집력은 쉽게 해체되고 만다. 한편, 두 작품 모두 순환 구조를 채택해 소설가 ‘구
보’의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을 암시하는 까닭에 독자의 정서를 뒤흔들 만한 파토
스를 생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신에 독자는 주인공 ‘구보’에 밀착하여 그의 행동과 의식의 흐름을 정밀하게 좇을 수 있
으며 그로써 ‘구보’라는 허구적 인물에 호감과 동정,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작중화자나 등장
인물의 뒤편에 작가의 후광이 드리워져 있음을 미리 말해두었거니와, 박태원과 최인훈의 <소
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소설가 주인공 소설’이라는 내적 형식의 도입을 통해 일종의 메타서
사를 구축하고 그 결과로 소설가 주인공인 ‘구보’와 그를 창조한 작가(박태원, 최인훈) 사이의 
거리는 최소화된다. 따라서 독자는 주인공 ‘구보’에게 느끼는 인간적인 호감과 동정, 신뢰감을 
작가를 향한 그것으로 쉬이 전이시킬 수 있다. 작중인물과 작가가 여러 가지 공통점을 분유한
다 할지라도 그 둘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나이브한 관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작중인물
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의 에토스를 추론하거나 상상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
다. 허구의 작중인물이 그 언어와 행동에 의해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진실은 작품 밖 작가의 
실존성에 힘입어 더욱 큰 울림으로 독자를 감응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중 
독자는 일반적으로 작가라는 존재를 삶을 대하는 남다른 진정과 당대를 관통하는 치열함이라
는 미덕을 기본적인 에토스로 지닌 예외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리하여 <소설가 구보씨
의 일일>의 작중인물인 소설가 ‘구보’는 물론이요, 그의 형상을 통해 추론되고 상상되는 실제 
작가가 삶의 중요한 선택 국면에서 어떠한 행보로 나아가는가 하는 점이 같은 현실을 살아간 
독자들에게 시대의 윤리 기조를 점검하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돕는 유의미한 참조점으
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박태원과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모두 ‘소설가 주인공 소설’240)이라는 수사적 

는 것이 작자의 가장 중요한 효과들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작자가 아무리 비개인적이
되려고 해도 그 독자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공식적 기록자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리게
될 것인데, 이 공식적 기록자가 모든 가치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비밀의 것이
든 드러난 것이든 작가의 여러 가지 관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작품에 대한 우리 반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웨인 C. 부스,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pp.
104-105.)

239) 정확히 따지면, 박태원과 최인훈의 작품명은 조금씩 다르다. 즉, 박태원의 작품명은 「소설
가 仇甫씨의 일일」이고, 최인훈의 것은 「소설가 丘甫씨의 일일」로서 이름의 한자가 다른
것이다. 한편, 1990년대에 나온 주인석의 패러디 작품 제목은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이다.

240) 이 즈음에서 ‘소설가 주인공 소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규정해둘 필요를 느낀다. 이는 서
은주의 용어로서 그에 따르면 “작가의 관심이 객관 세계의 반영에 있지 않은 경우, 즉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주관적 내면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가가 자신을 소설 표면에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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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통해 작중인물뿐 아니라 작가 자신의 에토스를 강하게 어필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
으나, 에토스의 내용적 성질 면에서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241) 이제부터 그 대조되는 
측면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희망의 형식 혹은 소설로 향하는 길 : 박태원의 경우

  앞 절의 각주 3)에서 ‘소설가 주인공 소설’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강조한 대목은 작가
의 관심이 객관 세계의 반영에 있지 않고 작가 자신의 주관적 내면에 쏠려있다는 것이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경우, 잘 알려진 대로 ‘의식의 흐름 기법’의 사용, 개인적 
회상의 빈번한 개입 등을 통해 소설가 주인공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
로 미루어 이 작품을 ‘소설가 주인공 소설’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소설가 주인공 소
설’은 소설가가 주인공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소설 속의 소설가 주인공’과 그 텍스트를 생산
한 ‘소설 밖의 소설가’의 거리가 여타 소설과 비교하여 한층 좁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
가 박태원 텍스트의 경우 자유연상과 내적독백을 통한 의식의 흐름이 주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3인칭 화자와 구보의 경계는 더욱 불분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
실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힌트는 ‘소설가 주인공 소설’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 박태원의 의
식 구조와 그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작품 속 주인공인 구보의 소설관을 들여다보
는 일이 유용하리라는 점이다. 우선 구보의 소설관이 작품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대목을 인
용해 보자.

      한길 위에 사람들은 바쁘게 또 일있게 오고갔다. 구보는 포도 위에 서서, 문득, 자기도 창   
   작을 위하여 어디, 예(例)하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할까 생각한다. ‘모데로노로지오’를     
  게을리하기 이미 오래다.242)

  위 인용문은 구보의 창작 방법론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개념은 ‘모데로노로지오’ 즉, 
‘고현학’(考現學)이다. 고현학은 대체로 “현재 살아있는 것, 보이는 것 등 현대 사회의 모든 분
야에 걸쳐, 그 풍속, 세태, 유행의 흐름 등의 변천을 조직적․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현대의 진상
을 규명하려는 학문”243)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고현학적 창작 방법론을 구보는 비교적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단장’과 ‘대학노트’가 그것을 어느 정도 증명해주고 있다. 즉, ‘답사’
를 통한 ‘관찰’이 그의 소설 쓰기에 있어 필수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답사’하고 무엇을 ‘관찰’하는가. 앞서 고현학의 정의에서 그것은 “현대의 진상”이라고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때 작가는 오히려 스스로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움
으로써, 허구적 서사를 배제시킨 소설 형식이 지니는 빈곤함을 주관적 세계의 진실성으로 대
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에서 생겨난 소설의 형식을 ‘소설가 주인공 소설’이라고 이
름 붙일 수 있다.”(서은주, 「고독을 통한 행복에의 열망―소설가 주인공 소설을 중심으로」,
강진호 외, 『박태원 소설 연구』, 깊은 샘, 1995, p. 309.)

241) 패러디가 원텍스트에 대한 “비평적 거리를 둔 반복”을 특징으로 하고 이것은 두 작품 간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보다 강조한 것인 만큼 박태원과 최인훈의 작품이 어떤 측면에서 명백
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린다 허천, 김상구․윤여복 역, 『패러디 이
론』, 문예출판사, 1998, p. 15.)

242)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1994, p. 36. 이하 본문의 내용이 인용될 시에는
본문 끝에 페이지수로만 표시함.

243) 박태원, 위의 책, ‘어휘 해설’ 부분,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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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지고 있거니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법을 따르면 그것은 ‘근대’의 제상(諸像)들일 것이다. 
고현학의 대상인 ‘근대의 제상’에 대한 구보의 태도를 검토하는 일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것은 곧 근대로 표상되는 객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소설가가 소설을 씀
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떤 식으로든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론 박태원의 「소설가 구
보씨의 일일」의 경우 그 객관 현실은 구보의 내면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주관적 
현실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그 주관적 현실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 현실이 소설을 추동하는 힘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
다. 어찌 됐건 근대적 제상에 대한 구보의 태도는 그의 소설관을 들여다보는 데 긴요한 창 역
할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소상히 밝혀진 그의 소설관은 박태원이 이 소설을 씀에 
있어 ‘소설가 주인공 소설’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 정신적 배경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에 대한 구보의 태도는 양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근대적인 물상(物像)들을 그는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다. 다방에 자주 들르고, 전차를 타고 다니며, 백화점과 경성역을 드나
드는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대적인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부정적인 
면모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근대를 ‘황금광 시대’라 규정한다거나 각박해진 인간관계를 한탄하
고, 근대인들을 환자로 치환하는 사유의 편린들에서 그러한 면모들이 엿보인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근대에 대한 태도 설정에 있어서 구보가 다분히 모호하고 흐릿
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판단 중지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근대를 대하는 구보의 태도가 이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
인은 그가 의식의 성장기에 이미 제도로서의 근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내면화
하고 있었다는 데서 찾아질 수 있겠다. 이를테면, 근대는 이미 그에게 하나의 체질로서 자리 
잡았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 그것들이 암시되고 있다.

      (1) 한 덩어리의 ‘귀지’를 갖기보다는 차라리 4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중이염을 앓고 싶다,   
   생각하는 구보는, 그의 선언에 무한한 굴욕을 느끼며, 그래도 매일 신경질하게 귀 안을 소제    
  하였었다.(p. 23)

      (2)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郊外)를 즐기   
   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     
  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p. 26)

      (3)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열일곱 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퍽이나 괴롭고 슬픈 것같    
  이 생각하려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 들었다. 그    
  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서 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p. 31)

  인용문 (1)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은 “한 덩어리의 ‘귀지’를 갖기보다는 차라리 4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중이염을 앓고 싶다”는 부분이다. “중이염을 앓고 싶다” 즉 ‘병을 앓고 싶다’는 
것은 그가 병을 일종의 낭만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병이 낭만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인식의 기저에 서구의 근대 신학적 전제가 깔려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해, 서구의 신학은 늘 ‘선과 악의 투쟁’이라는 전제를 기둥 삼아 유지되어 왔던 것인데,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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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게 되자 ‘악’은 ‘병’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치는 
기존의 신학적 전제를 무너뜨리진 못했다. 이제 ‘선과 악의 투쟁’은 ‘선과 병의 투쟁’이라는 
형태로 유지되었고, ‘병’은 ‘악’이 담당하던 신학적 의미를 떠맡게 되었다. 이제 병에 걸린 사
람은 스스로 거대하고 장중한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던 바, 예술가와 같
이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병에 걸리고 싶어하기에 이르렀다.244) 요컨
대, ‘병=낭만적 대상’이라는 관념적 도식은 어디까지나 근대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이렇다고 
할 때 구보가 스스로 한 덩어리의 귀지 대신 차라리 중이염을 앓고 싶다고 한 대목에서 우리
는 구보의 근대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가 있게 된다.
  (2)에서는 근대를 내면화한 결과로 ‘교외’나 ‘자연’으로 표상되는 전근대적인 것을 두려운 대
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두려움은 고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
는데,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교외’나 ‘자연’으로 표상되는 전근대적인 
공간을 고독을 주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반대로 따지면, 근대적인 공간에
서 삶의 활력과 행복을 찾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작품은 근대적인 공간인 경성시내
를 배회하며 행복을 발견하려는 구보의 여정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기도 한 것이다. 
  (3)은 사춘기 시절 구보의 첫사랑에 대한 회상이 제시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의 의식의 
뿌리에 서구 문학작품에 대한 ‘독서체험’이 얼마나 깊게 박혀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없는 진정성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사랑에 있어서조차 서구 문학작품에 견주어 판단하고 실
행하는 이 같은 모습은 그의 의식이 근대적인 제도(소설 역시 근대의 산물임을 상기하자)에 
이미 많은 부분 점유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해준다.
  요컨대, 구보의 의식적 토대는 그 성장기에서부터 이미 근대적 장치(제도)에 많은 부분 빚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대에 대한 구보의 모호한(판단중지와 같은) 태도는 이처럼 근
대를 ‘낯선 것’이 아닌, 지극히 ‘익숙하고 자명한 것’으로 내면화시키고 있는 자의 태도로 적
합한 것임 또한 알 수 있다.245) 이처럼 근대를 익숙하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가 
그러한 근대적 현실을 기반으로 소설을 쓰고자 할 때 자연스레 취하게 되는 방식은 그러한 현
실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거기 있는 물상
들을 수집하고 관찰하여 소재로 다듬어 취하는 방식일 것이다.246) 그리고 그 주된 표현기법은 
‘묘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앞서 제시한 고현학적 방법론 속에 이미 암시된 것이
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는 구보가 소설 쓰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확고한 방법론과 지
향점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창작 방법론과 소설적 지향점
(이를테면, 묘사적 글쓰기)을 가지고 그는 왕성한 창작욕을 불태웠으리라는 점 또한 작품 행간

244)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병이라는 의미」,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3,
pp. 130-150 참조.

245) 시대적․사회적인 정황으로 따진다면 근대적인 제상들은 그것들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
은 까닭에 아직은 ‘낯선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사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구보에게 있어
지극히 ‘자명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구보는 이미 의식의 성장기에 그것들을 접하고 내면
화했기 때문이다.

246) 이것은 근대적인 것들을 찬양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박태원의 소설에는 근대적 삶
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표피적이고
상투적인데, 이는 그러한 비판이 박태원 스스로 작가로서의 균형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로
써 수행된 것이지 철저한 인식의 여과를 거쳐 행해진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요컨대 문제는
근대에 대한 찬양도 비판도 아닌, 다분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소
재를 취하는 일만이 그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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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247) 그런데 그에게는 소설 쓰기에 대한 욕망 이외에 또 하나의 욕
망이 있다. 바로 ‘생활’에 대한 욕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무명작가 구보는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활’과 ‘소설 쓰기’라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
제는 ‘생활’과 ‘소설 쓰기’가 종종 대척적인 위치에 놓인다는 데 있다. 문학예술의 비판적 레
이더에는 자주 ‘생활’이라는 표적이 걸려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박태원이 창조한 구보의 경우
는 어떠한가. 생활에의 욕망과 소설 쓰기에의 욕망 사이에서 구보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
까. 그 둘은 서로 화해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즉, 구보는 소설
의 말미에 가서 생활에의 욕망과 소설 쓰기에의 욕망을 합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
게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는 구보의 소설관이 다시 검토됨으로써 그 해답이 주어질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구보의 소설관은 고현학이라는 용어에 집약되어 있다. 고현학적 방법론
에는 근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설 자리가 좁다. 그 대신 ‘수집’과 ‘관찰’이 강조된다. 이
러한 방법론은 그 대상이 근대적 현실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접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생활’의 
경우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구보는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구보에게 있어
서 소설 쓰기와 생활을 합치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소설을 쓰는 것은 그
에게 있어 생활을 보장하는 행위요, 결과적으로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일 수 있는 것이다.

      구보는, 벗이,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였어도, 거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제 나는 생활을 가지리라. 생활을 가지리라. 내게는 한 개의 생활을,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잠을―. 평안(平安)히 가 주무시오. 벗이 또 한번 말했다. 구보는 비로소 그를 돌아보고, 말없    
  이 고개를 끄떡 하였다. 내일 밤에 또 만납시다. 그러나, 구보는 잠깐 주저하고, 내일, 내일부    
  터, 내 집에 있겠소, 창작하겠소―.
      “좋은 소설을 쓰시오.”
      벗은 진정으로 말하고,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참말 좋은 소설을 쓰리라. 번(番)드는    
  순사가 모멸을 가져 그를 훑어보았어도, 그는 거의 그것에서 불쾌를 느끼는 일도 없이, 오직     
 그 생각에 조그만 한 개의 행복을 갖는다.(pp. 75-76)

  위 인용문은 구보가 좋은 소설을 쓰는 일과 생활을 합치시키는 데 주력할 것을 결심하는 대
목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은 비단 이날 처음 행해진 것만은 아닐 것이다. 소설의 서두에서 
이 하루가 반복적인 일상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보는 매일같이 결심하고 
또 매일같이 소설 쓰기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밖 박태원의 경우는 
다르다. 소설 속 구보가 반복적인 일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다면, 박태원은 바로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씀으로써 반복적이고 남루한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소설이 써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어디까지나 소
설가 자신에게 있을 때, 그 소설가는 자기 자신의 삶과 소설 쓰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
을 한번 추스릴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새롭게 소설 쓰기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다. 그것은 난관에 부딪힌 소설가에게는 일종의 통과의례와도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되
돌아보기 작업을 박태원은 이 소설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바로 ‘소설가 주인공 소설’이라는 

247) 구보는 경성시내를 배회하면서 마주치는 인상 깊은 장면들이나 떠오르는 상념들을 대학노
트에 적곤 한다. 또, 그는 끊임없이 소설 쓰기에 관한 문제를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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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택함으로써 말이다. 이 지점에서 소설 속의 구보와 소설 밖의 박태원이 결정적으로 갈
라지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갈라짐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그 자기 반영성에도 불
구하고 일기나 에세이가 아닌, 한 편의 픽션이 되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태원에게 있어 ‘소설가 주인공 소설’ 선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삶과 
소설 쓰기 작업을 되돌아봄으로써 새롭게 소설 쓰기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주인공 소설’은 곧 그에게는 희망을 발견케 하는 형식이었던 것이며, 또
한 소설 쓰기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첫 도약의 의미를 지닌 형식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이 발표된 이후 박태원은 『청춘송』이라는 첫 장편소설을 쓰고, 그의 대표작 『천변풍경』을 
쓰는 등 왕성한 창작에로 나아가게 된다.

4. 절망의 형식 혹은 소설로부터 빠져나오는 길 : 최인훈의 경우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박태원의 동명소설을 패러디한 소설로 그 커다란 구조
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비록 이 작품은 장편소설로서 하루가 아닌 2년 
반 동안의 시간적 배경을 담고 있음에도 전체 15장을 이루고 있는 각 장들은 모두 박태원의 
선행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의 일들을 담고 있다. 또 ‘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두 작품은 공통적이다. 말하자면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박
태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설가 주인공 소설’의 형식을 빌어 소설가의 자의식과 관념을 세
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인훈의 ‘소설가 주인공 소설’ 선택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박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작품 속 구보의 소설관을 살펴보는 일이 요구된다. 최인훈
의 소설은 비록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지만, 내적 독백의 사용을 통해 ‘그’가 ‘나’로 손쉽게 
대체되는 대목이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술자가 서사적 진행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려는 주관적 간섭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그’와 
‘나’의 대체가 손쉬운 작품일수록 그렇지 않은 작품보다 그 속에서 작가의 생각이나 관점이 
더 직접적으로 개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248) 따라서 우리는 소설 내 구보의 소설
관을 검토함으로써 소설 밖 최인훈의 소설관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 “(……) 어떤 소설이건 현실을 반영했대서 아름다워지지는 않아. 현실이 끝나는          
 지평선에 어떤 빛, 해돋이나 지는 해가 지평선을 물들이는 것처럼 현실에 어떤 후광(後          
光)을 뿜게 했을 때 비로소 ‘현실’은 운명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럴 것 같은데.”249)

      (2) 인간을 개인주의적인 인간학의 집합으로 분해함으로써 근대 문학은 사회라는 ‘집단’을   
   굽어볼 수 있는 관측 지점을 잃어버린 것이다.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저마다는 세밀화처럼      
 꼼꼼하게 계산되고 밝혀져 있는데도 그것들을 다 모아봐야 사회라는 괴물은 조금도 해명이      
안 되는 것이다. (……) 발자크는 아직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은 시대에 산 사람이다. 그는 대      
인물을 장기 말처럼 움직여서 원근법이 있는 사회를 그렸다. 이런 모든 것이 구보씨는 부러      
웠다.(pp. 198-199)

248) 최영숙, 앞의 논문, p. 74.
249)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2004, p. 184. 이하 본문 인용에서는 인용
문 끝에 페이지수로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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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설 작업이 희한치 않다드니 해서가 아니다. 이 시절 사람이 손에 익힐 직업 치고는    
  너무 어려운 직업인 까닭이다. 소설이라면 일다시피 세상살이 이야기 한 꼭지를 지어내서 세     
 상이치를 밝혀내고 인물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니 인물 몇을 이리저리 몰면서      
신파 연극을 꾸미는 것은 우선 나중 일이고 그놈의 ‘세상이치’와 ‘시비곡직’이란 것만은 환히      
꿰뚫어보아야, 몰고 다니든 타고 다니든 할 것인데, 이게 그게 아니다.(p. 262)

  이 밖에도 구보가 자신의 소설관을 피력한 부분은 더 있지만 지면상 이 정도만 인용하도록 
한다. (1)에서부터 최인훈-구보의 소설관은 박태원-구보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다. 앞서 박태원-구보의 소설관을 ‘고현학’의 개념 속에서 살펴보았거니와, 그때의 소설관은 
지극히 현실 반영적인 것이었다. ‘수집’과 ‘관찰’을 통한 ‘묘사’가 강조된다는 점이 그것을 말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최인훈-구보는 그러한 소설관에 과감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
에 따르면 소설이란 “현실에 어떤 후광을 뿜게” 하는 것이다. 그 ‘후광’은 일종의  ‘전망’이 
아닐 것인가. 그리고 이 ‘전망’이란 현실 혹은 사회를 높은 위치에서 넓게 바라본다는 뜻이 함
축되어 있다. (2)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관측 지점’이라든지 ‘원근법’ 따위가 그것과 관련된다. 
여기서 그는 발자크의 소설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이로써 알 수 있는 바는 그가 발자크 식
의 비판적 리얼리즘을 자기 소설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비판적 리얼리
즘이 ‘합리적 문제제기’와 ‘유토피아적 전망’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250) ‘합
리적 문제제기’와 ‘유토피아적 전망’을 위해서는 작가는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상이치’
와 ‘시비곡직’을 환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설관은 헤겔의 사상과 상통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최인훈을 헤겔주의자로 규정하고 그의 작품을 헤겔 사상
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251) 
  헤겔은 통일시키는 힘으로서의 절대적 이성을 통해 인륜적 총체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
한 인륜적 총체성은 종교, 예술, 국가 등에서 찾아지는데, 비록 오래지 않아 자신의 생각에 회
의를 품게 되기는 하지만 그가 한때 예술적 유토피아에 희망을 걸었었다는 점은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즉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화해의 힘으로서 예술”252)이 제시되었던 것이
다. 이 같은 헤겔의 예술 개념은 최인훈의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관과 닮아 있다. 마찬가지로, 
소설 속에 나타나는 구보의 인식 수준은 다분히 헤겔주의적인 모습이 강하다. “반성력이 뛰어
난 그의 사변적 관념은 더욱 자주 전체적 현실의 역사적 향방에 관한 문제에 쏠린다. 헤겔주
의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사유인 만큼 현실의 배후에서 작동되고 있을 이성의 간지, 그 향
방 문제에 대해 그의 인식 관심의 사유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면모를 보이는 것”253)이라는 한
형구의 지적이 그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헤겔은 시민사회를 “이 사회의 극단성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인륜성”254) 즉, “타락하
도록 되어 있는 것”255)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상실된 인륜성을 회복시키고자 

250) 비판적 리얼리즘이 ‘합리적 문제제기’와 ‘유토피아적 전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
해서는,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0, p. 106.

251) 그 대표적인 논자는 아마도 김현일 것이다. 김현은 「헤겔주의자의 고백」을 통해 최인훈을
가장 먼저 헤겔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김현, 「헤겔주의자의 고백」, 이태동 편, 『최인훈』,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252) 하버마스, 이진우 옮김,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2002, p. 54.
253) 한형구, 앞의 글, p. 144.
254) 하버마스, 위의 책, p. 60.
255)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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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최인훈-구보 역시 마찬가지로 당대의 시민적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비판
을 작품 곳곳에서 수행하고 있다.256) 요컨대, 최인훈-구보의 소설적 지향은 유토피아적 전망
의 제시에 있고, 그 소설 기술 방식은 묘사보다는 비판에 더욱 기울어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비판이 논리적 연결구조에 의해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
고, 파편적이고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가 현실을 혼돈 그 자체로 보
고 있음을 암시한다. 현실이 혼돈 그 자체이므로 그는 비판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고 따
라서 그러한 사실은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은 세상일이 개인의 의지나 
인식범위를 벗어나 어떤 ‘꿍꿍이’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密使’라면 구보씨는 거의 ‘傳奇’적인 낱말로 알고 산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傳奇’가  
    ‘日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의 짜증스러움. 발을 헛짚은 느낌. 그것은 아주 고약한 악몽에   
   서 깨어났을 때의 느낌이다. ‘公式’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거짓이요, 탈바가지고 그 뒤에서 구    
  보씨 수준의 인물은 언감생심 짐작도 못 할 꿍꿍이가 익어간다는 이 현실의 진행 방식, 며칠     
 전 이 뉴스를 처음 대했을 때 구보씨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었다.(pp. 99-100)

  당대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던 미국과 중공 두 나라의 교섭이 
우리나라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인식망을 벗어난 곳에서 꿍꿍이에 의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본질에 우리 스스로가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박태원식의 ‘판단 중지’
가 아니라 ‘판단 불가’의 상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때 사물의 본질, 사태의 배후를 꿰뚫고 
있어야 할 헤겔주의적 소설가로서는 당연히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인훈-구
보는 작품 곳곳에서 소설 쓰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설 쓰기의 어려움, 최인훈-구보
의 경우 보다 정확히는 ‘관념적 모험의 지난함’은 구체적으로는 문장성분의 탈락이라는 형태
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절이란 데를 찾는 사람들. 그림도 그려주고, 불경도 베껴보면서 객채에서 엎치락뒤치락하    
  는 나그네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범절. 노예. 감옥에 있는 노예. 반정(反正). 정난공신       
사이의 권력 투쟁. 비주류파의 몰락. 멸족. 혹은. 권력에서 밀어내는 것으로 그치고 목숨은       
살려주는 경우. 절. 구름의 소식과 물소리만으로 보내는 절. 그러한 삶의 범절. 정치의 범절.      
야만에서 벗어난. 속세와 탈속의 인공적 구분. 허구(虛構)의 시공의 발명. 문명. 운명의 애달      
픔과 삶의 두려움을 슬퍼하는 것만을 업으로 삼는 분업(分業). 의 형식. 노예들. 감옥에 갇힐      
만큼 잘나가지도 못했던 노예들이 마음을 의지한 곳. 장할 만큼 굳세지는 못해도 한스럽고       
착할 수는 있었던 약한 짐승들의 나무 그늘. 장하지도 그리고 착하지도 못한 눈먼 짐승들이      
제 욕심을 빈 칠성터. 온갖 모습의 목숨이 숨쉬는 대로 두고 자기들 팔자만큼 숨쉬게 놓아두      
는 텅 빈 가득함을 마련한 슬기.(p. 73)

  와 같은 대목을 보면, 거기에는 명사화된 형태의 주어만이 나열되고 있을 뿐, 서술어가 탈
락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사유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미로를 더듬어 들어가
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또한 위의 예문은 언어의 환유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라캉에 따르면, 환유는 “‘단어에서 단어로’라고 정의된다. 이것은 또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산

256) 가령, 구보가 영화관에 갔을 때 거기서 개인주의에 물든 시민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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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지 않으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병렬하는, 일종의 ‘지시하는 구조’로 정의된다.”257) 다
시 말해 환유는 의미가 하나의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것을 나타낸다. 반
면에 은유는 의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다’라는 서술어를 취한다. 환유와 은유는 다 
같이 상징계 자체의 작용방식에 해당한다. 이 같은 라캉의 견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위 인
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보가 자신의 사유를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의미화시키지 못하
고 관념상의 혼돈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구보의 관념이 현실의 혼돈에 압도당했다고나 할까. 
결국 절망의 원인은 현실 조건에 있었지만, 그 절망의 대상은 주체 자신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객관 현실에 대한 묘사나 비판보다도 주인공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의식적 고민의 피력에 더 열과 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소설가 주
인공 소설’의 선택은 따라서 소설가가 자신의 주체성에 절망하여 그것을 문제 삼는 한 방식일 
것이다. 한 헤겔주의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문제 삼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
까. 그것은 헤겔주의로부터의 물러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이성이나 인륜적 총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적 주체가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헤겔주의로부터의 물
러남은 한편으로 그 사상을 자기 소설관의 핵심에 품고 있던 소설가의 ‘소설 쓰기로부터의 물
러남’이기도 할 터이다.

      (1) 자기가 쓴 글을 다시 보기가 요즈음 구보씨는 두려웠다. 농군처럼 투박한 데, 생선 가   
   시처럼 걸리는 대문, 겁먹은 똥개처럼 눈치보는 구석, 거지처럼 비럭질하는 심뽀, 이런 것들    
  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이다.(p. 192)

      (2) 구보씨는 요즈음에는 이 일이 한없이 두려웠다. 두렵다고 해서 팽개칠 수도 없는 일이   
   었다. 왜냐하면 손에 익힌 일이 이뿐이니 그걸 팽개치고 이 하늘 밑에서 목구멍에 풀칠하기     
 란 사실 바랄 수 없었다. 그래서 구보씨는 한 번 생각하던 것을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      
하던 것은 세 번 생각하기로 하였다. 소가여물을 씹듯, 생각이란 것을 그렇게 곱씹다 보면,       
처음에 콩대를 먹었는지 지푸라기를 먹었는지 나중에는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먹은 것을 되살려내기 위해서 또 씨애질을 한다.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콩대도 만들고 지푸라기도 뽑아내자니 가히 ‘創造’이기는 하다.(p. 260)

      (3) 결국 바다는 구보씨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구보씨가 다리를 쉬려고 앉았을 때 바다는   
   이미 거기 있었다. 그가 만들지 않은 바다에 대해서 그가 앎이 모자란다는 것도 그럴 만한      
 일이었다. 다 알자꾸나 할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알거나 말거나 바다는 저대로 있는다. 자      
기 목소리가 미치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바다의 노여움은 피하고 바다의 선물은      
받으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p. 276)

  위의 인용문들은 자신의 소설 쓰기 작업에 회의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구보의 의식을 
표출시키고 있는 한편, 현실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눕히고 현실과 타협해 사는 삶에 이끌리는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구보를 분신으로 삼고 있는 최인훈이 소설로부
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거니와, 그와 더불어 ‘소설가 주인공 소설’의 선택이 최인
훈 자신에게 있어서는 소설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음을 또한 짐
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최인훈은 1973년 장편소설 『태풍』 연재를 완료한 이후 미국으로 건

257) 페터 비트머, 홍준기․이승미 옮김, 『욕망의 전복』, 한울아카데미, 2003,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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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갔다 돌아와 더 이상 소설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백기를 
채우고 있는 것은 희곡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험과, 관념 표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형
식을 허용하는 에세이 집필이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박태원과 최인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씀에 있어 ‘소설가 주인공 소설’을 
택하게 됐을 때의 ‘의식의 결’과 그 ‘선택의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즉, 박태원의 경우, 
새로이 소설 쓰기에 나아가기 위해 그 되돌아봄의 과정으로써 ‘소설가 주인공 소설’이 택해졌
다고 판단되는 반면, 최인훈의 경우는 소설 쓰기에 대한 절망이 그로 하여금 소설로부터 물러
나는 과정으로써 ‘소설가 주인공 소설’을 취하게 했으리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앞의 것을 
‘희망의 형식’, 뒤의 것을 ‘절망의 형식’이라고 각각 이름 붙였다. 그러나 박태원-구보에게 있
어 절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개인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가 빚어낸 절망이어서 
어느 때고 그 절망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최인훈-구보의 절망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 말하자면 자신의 소설관과 현실이 합치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은 데서 비롯되는 절망인 
까닭에 그것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동일한 형식 혹은 구조가 서로 다른 작가에 의해 각각 다른 의미를 노정하게 되는 
것은 최인훈의 작품이 박태원의 작품을 패러디한 것임을 떠올릴 때 지극히 당연한 귀결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절의 말미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패러디는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
고 ‘비판적 거리’ 즉 차이점이 더욱 강조되는 까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차이점
은 ‘초맥락화’(trans-contextualization)를 통해 가능해지게 되는데, 최인훈 텍스트의 경우 박
태원의 선행 텍스트에 나타나는 구조를 197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문맥(맥락) 속에서 반복
함으로써 그 차이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소설 쓰기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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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법정공방에서 드러난 에토스
-네 편의 영화를 중심으로 -

   조미옥(경남대학교)

Ⅰ.들어가는 말 
Ⅱ.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Ⅲ.영화의 법정 공방에서 에토스의 역할
1.《뉘른베르크의 재판》
2.《의뢰인》 
3.《필라델피아》
4.《타임 투 킬》
1V.마무리하며 

Ⅰ. 들어가는 말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에게 연설술[수사학]은 무엇에 관계하는 앎인지
를 묻는다. 이에 대해 고르기아스는 말에 관계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말을 통해 효과를 거
둘 수 있는 것이 연설술인 것이다. 연설술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사람들 자신에게는 자유의 
원인이며, 자기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원인이다. 결국 연설술은 말로 설
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법정에서나 군중 앞에서 하는 설득이며, 정의로운 것과 부정의한 
것들에 관한 설득이다.258) 
  연설문을 만들어 청중 앞에서 하는 말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면 그 목적은 청중의 설
득이다. 마찬가지로 영화가 청중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어 때로는 사회상을 고발하고 때로는 사
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설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설득을 염두에 둔 영화텍스트는 
연설문과 공통점이 있다. 설득을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사학의 기법들이다. 수사학의 
핵심은 설득이며 설득을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 수사학의 다섯 분야가 적절하게 사용된다. 
설득에 필요한 논거를 찾아서 알맞게 순서를 놓고 옷을 입혀 기억해 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발
표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의 기술을 토대로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에 맞게 작성된 연설문
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텍스트를 분석하는 일도 수사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김영옥(2011)은 내용적인 면에서 주제를 끌어내어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영화텍스트 전체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사학의 표현영역이 발달한 문체론(style)의 하
위범주를 가지고 나민구(2004)는 중국영화의 제목과 자막을 설득력 있게 번역하기 위해 수사
학의 방법을 제안했다. 
  따라서 수사학의 다섯 분야가 체계적으로 영화를 분석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글에서는 영화에서 벌어지는 법정 공방을 중심에 놓고 수사학의 설득 방법의 근저로 
설득의 힘을 발휘하는 에토스가 드러나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258) Platon (2011: 70˜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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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득의 기초로 작용하는 에토스 

  고대수사학의 설득 기술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설득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설득의 세 가지 방법을 밝혔다. 그
가 제안하는 설득의 방법 세 가지는 에토스(ethos)와 로고스(logos) 그리고 파토스(pathos)이
다. 이 가운데 연설할 때 연설가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에토스이다. 에토스는 “연설의 도입단계에서 연설가가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259) 말을 할 때 연설가는 먼저 말 속에 자신의 에토스를 투
사한다. “편협하고 급하고 공격적이고 독설을 내뱉는 에토스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반면에 열
린 마음으로 사려 깊고 자신감 넘치고 그러면서도 거만하지 않아 보이는 에토스는 사람들이 
신뢰한다.”260) 판단하는 청중 앞에서라도 에토스에 기댄 연설은 선입견을 품게 하는 작용을 
한다. 처음부터 그의 말에 신뢰를 두게 되면 설득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연설가는 연
설의 처음 부분(들머리)261)에서 자신의 에토스를 드러냄으로써 청중의 마음 벽을 허물어뜨려 
“그 연설의 효과”262)를 기대할 수 있다. 연설가의 에토스 드러내기는 청중과의 신뢰 쌓기에 
적합하여 동의를 끌어내는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덕과 실천지와 호의를 예시로 제시한다. 에
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기품으로서, 덕성과 통찰력 및 호감도와 결부된 개념이자 설득수단의 
하나이다.”263) 그의 말에 따르자면 “웅변가가 이 모든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필히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264) 이를 테면 덕성은 선의를 말하
며, 호의란 사심이 없는 마음이다. 실천지는 연설가가 매순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
험이 풍부한 지혜를 갖춘 것을 말한다. 덕을 갖추고 실천지를 행하는 연설가가 사람들의 호감
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좋은 품성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에토스 드러내기
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덕성이 드러나고 호의를 주며 충실한 사람이라면 긍정
의 에토스가 드러나 신뢰를 얻을 것이다. 반면에 부정의 에토스가 드러나면 신뢰는 상실된다.
  연설가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에토스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기품을 내보이
면서 자신을 그와 일치시키거나 유사한 사람임을 알리면서 자신의 에토스를 간접적으로 드러
내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설득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데 보탬이 된다. 또한 자신을 변호하
는 사람이 본인에 대한 긍정의 에토스를 드러내 줄 때도 에토스는 설득에 효과적이다.
   법정연설에서 연설가는 주로 고소인이나 피고인을 대신하는 변호사와 기소하는 검사이다. 
그들은 고소인이나 피고의 에토스와 기소인의 에토스를 드러내어 진술의 신뢰를 높이기도 하
지만, 낮추기도 한다. 검사와 변호사는 자신들의 에토스를 청중에게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다. 
검사와 변호사에게는 이미 긍정적인 에토스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영화의 법정 공방에서 연
설가인 변호사와 검사는 설득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의 에토스를 폄하하기도 한
다. 변호사나 검사가 변호하거나 고발하는 대상인 피고의 에토스를 격상 또는 폄하할 필요는 
있다. 에토스 드러내기는 대상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피고이든 그들에 관한 사건에 대해 

259) 김윤희 (2012: 263). 
260) 윌리엄 (2008: 33). 
261) <들머리>는 예비본론이며 영화의 법정공 방에서 주로 검사와 변호사가 첫 진술하는 부분이다. 
262) 김윤희 (2012: 270).
263) 양태종 (2005: 276). 
264) Aristoteles(2015: 126-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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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이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사와 변호사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뢰를 얻어 사안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무리 짓는 마지막까지 에토스를 드러
내는 작업을 한다. 그 방법은 검사와 변호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검사와 변호사는 피고
와 상대방 증인들의 에토스에 문제를 제기하여 그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설득에 부정적
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한다. 이글에서는 영화 네 편의 법정공방에서 에토스가 설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영화의 법정에서 전개되는 에토스의 역할
 
  법정영화는 범죄사건을 풀어가는 묘미를 주면서 동시에 피고의 유죄를 놓고 치열하게 투쟁
하는 법정공방이 있어 흥미롭다. 본 논문에서는 네 편의 법정영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뉘른베르크의 재판》,《의뢰인》, 《필라델피아》,《타임 투 킬》265)이다. 여기서 죄의 유무와 사건
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벌이는 법정 공방에서 에토스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
다.

1.《뉘른베르크의 재판》

  《뉘른베르크의 재판》은 나치전범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전범들은 제3
제국시절에 나치에 협조하여 불의한 일을 저지른 법관직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이 영화는 제3
제국의 법관들을 연합군의 법관이 중심이 되어 나치의 중심도시인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재판
하는 기이한 법정 공방을 다루고 있다. 검사가 기소한 인물은 네 명이지만, 실제로 법정 공방
은 피고 야닝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피고 야닝을 중심에 놓고 일어나는 변호사와 검사
의 에토스 드러내기를 살펴볼 것이다.
 
 ① 변호사의 피고 에토스 드러내기

  피고 야닝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시종일관 야닝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강조하여 그의 법적 행
위가 국가를 위한 충직한 일이었다고 에토스를 부각시킨다. 변호사는 청중(여기서는 세 명의 
재판관과 그 외 참석한 법정 청중)에게 피고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하여 피고의 행위가 국
가를 위한 최선이었음을 알리면서 피고의 법적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 첫 단계가 피고
의 인품을 자세히 드러내어 청중들이 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야닝의 인품에 매료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변호사 첫 진술의 일부이다.(번호는 본인이 임의로 부여하였다). 

   [1] 언스트 야닝의 특성이 뭘까요? 
[2] 잠시 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3] 1885년 출생. 

265)《뉘른베르크의 재판》의 원 제목은 《Judgment At Nuremburg》이고 1961년 제작, 감독은 스탠리브 
크레머(Stanlev Kramer)이다.《의뢰인》은 2011제작된 한국영화이고 감독은 손영성이다, 《필라델피아》
의 원제목은 《Philadelphia》이고 1993년 제작, 감독은 조나단 드미(Jonathan Demme)이다.《타임 투 
킬》의 원제목은 《A time to Kill》이고 1996년 제작, 감독은 조엘 슈마허(Joel Schmacher)이다. 이 
영화들은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수사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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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07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 
[5] 1914년 이스트 프로이센 판사에 취임. 
[6] 1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 지도자가 되었고 민주 헌법 입안자의 일원이     
  었습니다. 
[7] 그 이후로 얻은 국제적인 명성은 훌륭한 법학자로서뿐 아니라 법학 교과서 저자    
   로서였으며 그 책은 전 세계의 대학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8] 1935년엔 독일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 
[9] 언스트 야닝이 유죄로 판명된다면 다음 의미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10]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11] 판사는 자국의 법을 집행할 뿐이다” 
[12]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조국이 옳든, 그르든......”
[13] 미국의 위대한 애국자의 말입니다. 
[14] 독일의 애국자도 똑같습니다. 
[15] 언스트 야닝은 자국 법을 집행해야 했을까요? 
[16]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반역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17] 바로 이것이 이 재판의 근본적인 요점입니다. 
[18] 변론은 책임을 밝히는데 바쳐질 것이며 검찰측도 그럴 것입니다. 
[19] 그건 재판을 받는 언스트 야닝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독일인을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고 야닝의 삶을 통해 그의 인물됨을 설명한다. 이것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피고 
야닝 인물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어 차후 밝혀낼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주장에 신뢰를 형성하
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진술이다. 그는 피고가 독일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최고의 법적 권
위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진술의 마지막 부분[15]-[19]에서 변호사는 야닝
이 법관직을 맡아 국가를 위해 법을 집행했으며 그 행위는 본인의 법관직에 충실한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야닝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독일인을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다른 독일인의 경우에도 만일 그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변호사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변호사는 이 진술을 바탕
으로 증인 신문을 통해 그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야닝)의 인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에토스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변호사는 
야닝의 사회적 위치와 법적 지식 그리고 업적을 부각시키며 야닝이 구해준 여러 증인의 진술
서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피고측에서는 증인들과 편지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언스트 야닝이 전 세계의     
종교 및 정치적 망명자들을 어떻게 구해줬는지에 대한 그들의 증언입니다. 또한 언스트     
야닝이 수차례에 걸쳐 형량을 감해줬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훨씬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또한 언스트 야닝의 주치의는 아리아인이         
아닌 유태인이었으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닝을 치료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법률 권위자와 저명한 법률가의 진술도 제출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스트 야닝의 모든 행위는 한 가지 목          
적, 단 한 가지 이유였는데 그것은 정의와 정의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 인내한 결과였     
습니다.

변호사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피고 야닝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부각시킨다. 그는 피고가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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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들에게 행한 선의의 행위를 알려준다.

 ② 검사의 피고 에토스 드러내기

  증인 신문266)은 각자 주장의 근거를 찾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신뢰획득이 목적이며 다양한 
말터를 이용해서 핵심 본론의 핵심이 되는 논증 구조를 형성한다.”267)검사와 변호사는 증인이
나 피고의 인품을 드러내어 그들의 진술을 본인 주장의 논거로 활용할 근거로 삼는다. 검사는 
변호사가 첫 진술에서 부각시킨 피고의 인물 특성에 맞서 증인 1을 통해 반박한다. 피고(야닝)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검사의 첫 전략은 피고의 훌륭한 면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야닝은 “훌륭한 지성과 훌륭한 법적 사고를 하는 수제자”로 증인 1(닥터 빅)과 함께 
법무부에 근무했다. 그러나 증인 1이나 당시 다른 길을 선택한 법조인들과 대비되는 길을 선
택한 야닝의 법적 행위는 처음의 훌륭한 인품과는 다르다. 피고의 인품(에토스)이 폄하된다. 
증인 1은 변호사가 첫 진술에서 부각시킨 야닝의 세계적 명성에 흠집을 내는 진술을 취한다. 
검사는 증인 1과의 신문에서 훌륭한 법관이었던 피고가 나치에 편승하여 법관직을 불의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처럼 피고 야닝의 에토스를 폄하시킴으로써 검사는 변호사가 
드러낸 피고 야닝의 인물 특성을 무너뜨린다. 

 ③ 변호사의 증인 에토스 드러내기

  변호사는 검사의 증인 신문에서 증인 1이 폄하한 피고의 품성을 회복하든지 증인 1의 인품
을 추락시켜야 한다. 변호사는 첫 진술에서 야닝의 훌륭한 인품과 ‘국가애’ 때문에 어쩔 수 없
이 그 직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을 강조한 만큼 증인 1에 의해 무너진 야닝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반대의 전략을 펼친다. 그는 증인 1의 신뢰감에 상처를 주는 신문을 한
다. 그는 검사의 증인 신문에서 주장한 대로 증인 1 본인이 야닝의 기소 죄목에 대한 책임에
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질문한다. 

   [1] 변호사: 언스트 야닝을 기소한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2] 증인 1: 네, 압니다. 
   [3] 변호사: 그게 저들의 책임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까? 
   [4] 증인 1: 네, 말할 수 있소. 
   [5] 변호사: 본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6] 증인 1: 네, 그렇습니다.
   [7] 변호사: 제국 법률신문, 1933년 3월호에서 그 서약을 읽어주시겠습니까?” 
   [8] 증인 1: 독일 제국과 국민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그에    
게 충성을 다하고 법을 준수할 것이며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습니                 
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266)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신문은 2.『법률』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
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심문은 2.『법률』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이글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증
인에게 질문하여 조사하는 일이므로 이를 ‘신문’이라고 한다. 

267) 이재원 (2013b: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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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 증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7]질문으로 드러낸다. 결국, 증인 1도 1933년에 공직
자 충성 서약을 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1은 그때는 모두가 충성서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변
호사는 다른 사람이 했는지는 상관없이 “통찰력 있는 분”인 증인 1이 충성서약을 한 것에 집
중한다. 무엇보다도 이 말 “통찰력 있는” 사람을 강조한다. 이 말은 증인 1이 검사와의 신문
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야닝을 겨냥한 비수였지만, 변호사가 이 표현을 증인 1에게 되돌려 준
다. 그러므로 통찰력 있는 증인 1도 충성서약을 했고 그것은 히틀러가 절대 권력을 갖는 데 
동조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검사는 변호사가 격상시킨 피고의 품성을 폄하함으로써 증인 신문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근
거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반면에 변호사는 처음부터 피고의 인물됨을 부각시켜 증인 
신문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검사의 증인 신문에서 증인이 폄하한 피
고의 인품을 격상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변호사는 만회하는 전략을 펼친다. 증인도 피고와 같
은 충성서약을 했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증인의 진술이 진실하지 않음을 부각시키는 것이
다. 
 
2.《의뢰인》

  《의뢰인》은 주검도 없이 다량의 혈흔만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확신하여 살인범을 놓
고 벌이는 법정영화이다. 혈흔 주인공의 남편이 살인범으로 지목된다. 모든 정황 증거가 남편
에게 불리한 가운데 강 변호사에게 사건의뢰가 들어온다. 강 변호사는 변호를 거절하지만, 살
인범으로 지목된 남편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결국, 호기심이 발동한 변호사는 
그 사건을 맡는다. “지금까지 개봉했던 한국 법정영화 중에서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작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화《의뢰인》은 의문의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검사와 변호
인, 피고인 간의 법적 공방을 훌륭히 그려냄으로써, 법정영화의 새로운 방향을 한국 영화계에 
제시했다. 물론《의뢰인》은 법정영화인 만큼, 대부분의 법정 공방 장면들을 현행법에 따라 사
실적으로 구현”268)하여 한국 법정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와 변호사는 그 직책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며 설득에 충분히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
나는 검사의 에토스와 변호사의 에토스는 청중(재판관, 배심원, 법정 관객)에게 부정적으로 작
용한다. 검사와 변호사의 에토스가 부정적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이 내세운 증인들의 신뢰에 문
제가 제기된다.

 ① 검사의 부정적인 에토스

  변호사는 전직 경찰 증인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검사가 일 년 전 서북 부녀자 살인 사건
의 담당 검사였음을 드러낸다. 그 사실은 검사에게 유리했던 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기
가 된다. 이것은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의 연장선에서 그 사건의 용의자였던 한철민을 이 사건
의 범인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또한 검사의 유력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어머니의 인품도 변호사에 의해 무너진다. 그녀는 딸에 대한 집착과 사위 한철민에 대한 증오
심 때문에 피고를 딸의 살인자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268) 남장현 외 (2014: 30˜31 참조). 그 외에 법정에서의 상식에 관한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Ibid., (30˜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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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변호사의 부정적인 에토스

  변호사의 증인으로 나온 도로변 근처 가게 할아버지는 검사의 신문에 놀라 법정을 무단이탈
하는데, 검사는 할아버지의 증인출석이 변호사 측의 금전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탄로시킴
으로써 변호사의 품성에 흠집을 낸다. 

 ③ 피고의 에토스 드러내기

  검사는 일 년 전에 발생한 서북부녀자 살인사건의 담당형사를 증인 신문함으로써  피고 한
철민이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는 진술을 확보한다. 증인은 그 사건으로 경찰직을 그만
두고 일 년 동안 피고를 추적하여 살아있던 피해자가 그 사건의 물증을 갖고 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다. 그러나 법정은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변
호사는 피고의 신문에서 피고가 본인의 에토스를 드러내도록 유도한다.

[1] 변호사: 홍천 출장은 왜 갔습니까? 현상소 직원이 현장에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피고: 홍천 출장은 그쪽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2] 변호사: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가한 이유가 뭐죠? 
    피고: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아내와 부쩍 소원해졌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 변호사: 한철민 씨는 그날 주행시간이 5시간이 넘었습니다. 서울과 홍천을 왕복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고: 저도 최대한 빨리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졸음이 쏟아졌습니     
        다. 고속도로 진입도 놓치고 어딘지 모르는 국도로 들어서는데 길이 너무      
      어둡고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고 장면을 보여줌) 일        
    어나보니까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있더라구요. 문득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는 생각에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날만큼은 아내를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1]-[3]에서 한철민은 자신의 행적을 증명한다. 변호사는 피고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피고의 에토스를 먼저 드러낸다. 피고는 현상소 직원이라 출장 요청이 들어오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지만, 굳이 직접 출장까지 가는 성실한 인물로 부각된다. 피해자가 살해된 날에 
홍천 출장을 가게 된 업무의 정황과 그의 능력이 드러난다. 결혼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그는 
출장을 갔지만, 아내와의 소원해진 관계 회복을 위해 하루 일찍, 즉 결혼기념일에 귀가한다. 
그는 일찍 가기 위해 서둘다보니 졸음으로 길을 잘못 들었고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길을 
잘못 들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지만, 이 이유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증인들의 신문에서 증인들의 부정적인 에토스가 밝혀져서 검사와 변호사의 에토스가 실추되
는 현상이 빚어진다. 결국,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에토스는  설득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에 증인들의 진술이 전혀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고의 에토스는 
설득의 다른 방법, 즉 로고스나 파토스와 연결될 때 그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청중은 
설득당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된다.

3.《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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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데에 이바지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할리
우드 영화 최초로 동성애”269)를 다룬 작품으로, 사회 속에서 성 소수자가 얼마나 차별받고 있
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 영화의 법정 공방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법정 대결이
다. 고소인 앤드류는 로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변호사이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앤드류가 에
이즈에 걸린 사실을 로펌사 간부들이 알아보는 장면이 있지만, 일단 청중(배심원, 판사, 방청
객)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앤드류는 업무 무능력으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 그 회사에서 
이룩한 업적과 일에 대한 투지와 능력으로 판단했을 때 마지막 법률 사건의 모호한 정황은 어
딘지 시원찮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앤드류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해고의 원인이 ‘무능력’이 
아닌 본인이 걸린 ‘에이즈’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이 법정 공방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첫 진술과 증인 신문에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 에토
스를 드러내는 방법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심으로 살펴보자. 

 ① 고소인 변호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에토스 드러내기
 
  고소인의 변호사는 고소인(앤드류)의 진술을 통해 고용주 윌러의 인품을 드러낸다. 고소인
(앤드류)은 윌러의 인품에 대하여 “이상적인 변호사로, 해박한 법 지식과 지도력 그리고 사람
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재능과 모험정신을 가졌으며”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갖춘 
인물로 격상시켜 진술한다. 그런 회사에 앤드류가 지원하였고 입사하여 일한 것은 상대적으로 
앤드류의 인품도 덩달아 격상시킨다. 
  고소인의 변호사는 실추된 앤드류의 인품을 다시 격상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소인 윌러의 증인 신문에서 피고소인의 인품을 드러낸다. 그는 피고소인의 편협한 사고, 즉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동성애자들에게 행한 처벌을 들추어 윌러의 인품이 앤드류가 믿었던 그 
모습이 아님을 보여준다. 

고소인 변호사: 윌러 씨,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증인은 제 이상 이었습니다. 앤드류    
             가 맞습니다.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증인, 게이입니까? 
피고소인 윌러:  하하하 어떻게 감히! ...... 아니요. 난 동성애자가 아니요. - 
고소인 변호사: 미래의 수석파트너로 점 찍어둔 앤드류 베켓이 게이이고,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증인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가면서 나누었던 포옹과 악수, 사우나가 생각나고 가끔      
           친한 남자들끼리 엉덩이를 토닥거리기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젠장!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증인은 질문에 답하시오 - 
피고소인 윌러: 밀러 씨, 당신이 아무리 빈정거린다 해도 당신의 의뢰인은 원할 때만   
              일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소. 우리가 원하는 그의 모습만을 이야기    
             하고 보여주면서 말이오. 하지만 앤디는 규칙을 어겼고. 결국 그는,      
           그에 합당한 가혹한 벌을 받고 있는 것뿐이라고. 

 
고소인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인품과 능력을 고소인 앤드류가 진술대로 먼저 인정한다. 그리고 
난뒤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피고소인을 당황시켜 그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끄집어
낸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성적 취향이 남다른 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269) Ibid.,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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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의 변호사는 증인 3에게 와인트 윌러사에서 받은 차별을 진술하게 한다.

   고소인 변호사: 와인트 윌러사에서 차별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 
   증인 3: 예 
   고소인 변호사: 어떤 식으로? 
   증인 3: 윌러씨의 비서인 리디아가 윌러씨가 제 귀걸이에 대해 안 좋게 본다고 말했습니   
          다. 외관상 윌러씨는 그게 너무 ‘민족적’이라고 느꼈다고요. 그녀는 제게 작고      
       덜 화려한 것을 하면 윌러씨가 좋아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고소인 변호사: 좀 더 ‘미국적’인 것을 말이죠.

증인 3의 진술을 통해 피고소인 윌러의 인물됨이 드러난다. 그 사람의 ‘본성’과 ‘과거 언행’에
서 보면 윌러가 증인 3의 귀걸이가 “너무 민족적”이라고 한 말은 그가 보수적이며 미국적인 
것과 비미국적인 것에 대해 차별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피고소인 변호사의 고소인 에토스 드러내기

  이에 반해 피고소인의 변호사는 격상된 앤드류의 인품을 단숨에 폄하한다. 그녀는 고소인
(앤드류)이 게이 극장에 갔었으며 그곳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청중(배심원)들에게 각인
시킨다. 앤드류의 불성실한 행위가 함께 생활하는 파트너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다는 사실로 인
해 앤드류의 인품은 폄하된다. 이로 인해 앤드류의  긍정적 에토스에 기댄 고소인 변호사의 
설득에 제동이 걸린다. 

  이렇게 증인 3의 진술을 근거로 윌러가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윌
러의 신문에서도 이런 편견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고소인의 인품도 부정적으로 드러남으로
써 이제 이 둘의 인품에 기댄 청중의 설득은 별 의미 없이 끝난다.  
 
4.《타임 투 킬》

  《타임 투 킬》은 인종 차별이 심했던 미국의 어느 주에서 일어난  흑인 아버지의 보복 살인 
사건을 절묘하게 그려낸 영화이다. 백인 콥과 월러드는 인종 차별주의자이다. 그들은 음주 상
태에서 차를 몰고 미시시피 시골길을 가던 중에 10세 소녀 흑인 토냐를 길에서 발견한다. 이
들은 토냐를 강간하고 폭행한 후 나무에 매달지만, 나무가 부러지자, 그녀를 강물에 던진
다.270) 토냐는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범인들은 체포된다. 토냐의 아빠인 칼리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백인 청년들이 무죄 방면된 적이 있다는 판례를 듣고 직접 복수를 감행한다. 
칼리는 법정으로 가는 범인 두 명을 법원 복도에서 직접 사살하고 경찰 한 명에게 심한 상처
를 입힌 뒤 순순히 체포된다. 칼리는 유죄이다. 법정의 복도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두 
명의 강간 치상범들에게 총을 발사한 행동은 누가 봐도 유죄이다. 난자당한 어린 딸의 고통과 
그 고통을 준 범인들이 무죄 방면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칼리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이 지역은 특히 흑인 차별이 심하였다. 어떤 이유를 가져와도 칼리

270) 이 스토리는 장면에서 드러나기보다 영화 곳곳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마무리>(변호사의 최후변
론)에서 확실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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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은 희박했다. 아빠 칼리가 택한 백인 변호사 제이크는 어린 딸을 가
진 아버지로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기꺼이 변호를 맡는다. 변호사는 주변의 핍박에
도 굴하지 않고 담담히 맡은 일을 진행한다. 
  이 법정 공방은 법정복도에서 흑인이 백인 청년 두 명을 죽인 분명한 살인사건이다. 피고에
게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는 피해자의 품성이 어떠했는지를 들추어내야 하고 
피고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반대로 검사는 피고의 에토스만 드러내고 살인할 
당시 피고의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 된다. 

 ① 검사의 피고 에토스 드러내기

  검사는 이미 분명한 사건이라 피고 칼리가 온전한 정신에서 보복 살인한 것으로 주장을 관
철시켜 나가기위해 피고의 에토스를 최대한 폄하하는 내용만 드러낸다. 대표적인 것으로 무기
를 제시하여 살인무기에 칼리의 지문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증인 신문에서 검사는 월스 보안관에게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의 확인을 의뢰하고 칼리의 지
문과 일치함을 알린다. 살인 무기에 칼리의 지문이 있다는 것은 칼리가 이 무기로 살인을 저
질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므로 칼리의 에토스는 추락한다. 그는 증거로 제시된 무기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② 변호사의 피해자 에토스 드러내기

  변호사는 피해자 캅과 윌러드의 체포에 대한 사건을 들추어 두 피해자의 인품(에토스)을 끄
집어낸다. 변호사는 캅과 윌러드가 토냐를 성폭행했다는 자백서에 사인을 했는지 질문하지만 
제지당한다. “10살 된 토냐에 대한 성폭행과 살인 미수죄로 체포했습니다. 빌리와 윌러드가 
토냐 해일리를 성폭행했다는 자백서에 윌러드가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두 피해
자의 성품이나 그들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행위를 드러내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
지를 수밖에 없었던 피고 칼리의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결국 최후변론을 하면서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부정적인 에토스를 드러낸다. 그는 한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여 죽음직전까지 이르도록 한 사건을 진술한다.

[1] 그래요. 눈을 감으세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2] 갑자기 트럭이 서고 두 남자가 소녀를 잡습니다. 
[3] 근처로 끌고 가서 소녀를 묶습니다. 
[4] 소녀의 옷을 찢어 냅니다. 
[5] 그리고 올라탑니다. 
[6] 번갈아 가며 어린 소녀를 범합니다. 
[7] 순수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8] 술과 땀 냄새에 절어선 거칠게 말입니다. 
[9] 그 일이 끝나자 아이의 작은 자궁은 죽습니다. 
[10] 그녀 이후의 생명과 자손들을 잉태할 기회까지 모두 없어졌죠. 
[11] 아이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들은 캔 맥주를 던집니다. 
[12] 얼마나 세게 던지는지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납니다. 
[13] 그녀에게 오줌을 쌉니다. 이제 목을 매달 차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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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밧줄이 있습니다. 
[15] 올가미를 만듭니다. 
[16] 순식간에 소녀의 목이 졸리고 허공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발버둥 치는 걸 상상    
   하십시오. 
[17] 하지만 가지는 튼튼하지 못해서 그녀는 떨어집니다.  
[18] 그래서 그들은 소녀를 트럭에 태우고 다리로 가서 그녀는 내던집니다. 
[19] 그녀는 다리 밑 9m 아래로 떨어집니다. 
[20] 그녀가 보입니까? 
[21] 성폭행당하고 맞아서 부러진 몸이요. 그들의 오줌에 젖고 그들의 정액에 젖고     
   자신의 피에 젖어 죽도록 남겨진 것이 눈에 보입니까? 

 <마무리>에서 변호사는 판단하는 사람들의 에토스를 잠시 언급하면서 파토스에 기댄 이야기
를 이끌어 간다. 조용한 시골길에 한 어린 소녀가 걸어가고 있다. 그때 술을 마시며 차를 몰
고 가던 두 청년이 그 소녀를 납치한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에게 무자비하게 가한 폭행들을 
청중은 감정에 실어 듣는다. 배심원 이하 모든 청중은 눈으로 듣는다. 죽어버린 어린 영혼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커지는 것만큼이나 그 청년들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 변호사는 파
토스에 기댄 진술을 하지만, 이것은 한 어린 소녀의 가해자였던 피해자들의 부정적인 에토스
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③ 검사와 변호사의 증인들 에토스 드러내기

  두 박사 증인 신문의 핵심은 피고 칼리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인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계획적인 보복 살인인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변호사는 어떤 증인의 증언으로도 피고
의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단초를 얻지 못한다. 남은 것은 정신과 의사가 피고에게 
행한 정신감정이다. 검사 측 증인 4는 정신질환 범죄자 수용소의 소장이다. 증인 4는 본인의 
에토스를 높여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본인 저술에서 쓴 ‘맥나튼 법’을 들고 나와 정신이상자
에 대한 정의를 진술하고 칼리에 대한 진단결과를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냉정하게 죽였습니다.”라고 피고 칼리가 정신이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살인의 태도도 냉정했음을 그는 덧붙여 진술한다. 검사는 변호사가 주장하는 피고의 
정신이상 상태에 대한 “주장의 근거들을 파괴하거나 최소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271) 일을 
증인 4를 통해 달성한다. 즉 일시적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고 냉정하게 
살인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증인 4에 대한 반박 진술을 해야 한다. 그가 택한 전략은 증인 4의 신뢰를 논리적
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증인 4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지만 그의 품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변호사 측 증인 5(윌러드 티렐 배스 박사)는 피고가 딸의 폭행사건 때문에 충격으로 현실과 
일시적으로 괴리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칼리는 본인의 행동 결과나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칼리의 살인은 온전한 정신에서 이루어진 고의적 사건이 아니라 딸이 당
한 폭행으로 심한 정신적 손상을 잠시 겪어서 나온 행위이므로 키케로에 기대면 “감정이 격해
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저지른 비고의적 행위”272)라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행해
진 살인은 무죄이다. 

271) 김유석 (2012: 536).
272) 키케로 (200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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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증인 5의 증언에 반박진술을 펼쳐야 한다. 이 증언이 채택되면 피고는 정신이상으로 
판명되어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증인 5의 증언이 신뢰성이 없는 발언임을 증
명해야 한다. 검사가 택한 전략은 증인 5의 에토스를 문제삼는 것이다. 그는 증인 5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고 증인 5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유죄 판결을 사례를 든다. 검사는 이전에 
전과가 있는지 질문했고 증인 5는 “없다”라고 강력히 대답했기 때문에 드러난 증인 5의 전과 
기록은 앞서 한 진술의 신뢰성에 상처를 준다. 결국, 증인 5의 진술이 거짓일 수 있다는 심증
이 청중에게 생긴다.
  이로써 충격으로 빚어진 정신이상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변호사의 노력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난다. 그것을 반박하는 검사 쪽도 마찬가지다. 검사와 변호사에 의해 두 증
인의 과거 행적이 문제시되면서 증인들의 증언에 신뢰성이 사라진 것이다.  

1V. 마무리하며 
 
  영화 네 편의 법정공방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연설가(검사와 변호사)의 설득전략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설득을 효과적으로 하는 요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개념은 덕
성과 통찰력 그리고 호의를 우선적으로 드러내는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에토스는 법정공방에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뉘른베르크의 재판》은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피고 야닝의 인물됨을 먼저 드러
낸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덕성과 통찰력과 호의를 갖춘 인물이다. 변호사는 그
의 행위가 적법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검사와 변호사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증인의 에토스를 무너뜨려 상대 증거로 채택되는 일을 방지한다. 특히, 검사는 변호사가 부각
시킨 피고 야닝의 에토스를 증인 1의 진술로 반박한다. 이에 맞서 변호사는 증인 1의 에토스
를 폄하하여 증인 1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검사와 변호사의 에토스에 기댄 설득
은 별 소득 없이 끝난다.
  《의뢰인》에서는 검사의 증인 신문에서 피고 한철민의 에토스가 부정적으로 드러난다. 이 부
정적인 에토스를 단순히 제거하는 진술이 바로 변호사의 피고 신문이다. 잘 짜인 각본 같은 
신문을 통해 피고는 본인 일에 대한 열정과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능력을 드러낸다. 결
국 피고의 부정적인 에토스는 무고한 사람을 정황증거의 함정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
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변호사가 드러낸 피고의 품성은 피고의 진술에 신뢰성을 두
는 전초 작업의 역할을 한다.《의뢰인》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증인들의 
에토스가 추락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피고가 만들어낸 신문에서 드러난 피고의 긍정적인 에토
스는 기본적인 바탕을 형성하여 그 다음 전개되는 피고의 진술과 연결되면서 설득의 효시 역
할을 한다.《의뢰인》에는 검사에 유리한 증인들과 변호사에 유리한 증인이 나오지만, 검사 편 
증인들은 변호사에 의해 증언의 신뢰성에 상처를 입는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편 증인도 증언 
중에 법정을 나가버려 변호사에게 타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처럼 증인에 의해 논증된 
주장은 에토스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별 성과 없이 끝난다. 마지막에 피고 한철민에게 가
해진 변호사의 신문은 그대로 한 편의 연설문 구조를 띠면서 피고의 파토스에 기댄 호소에 힘
입어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피고 쪽으로 설득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신문으로 
청중은 피고의 유죄에 의심을 둔다. 
  《필라델피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에토스가 실추되는 상황으로 쌍방 변호사가 몰고 
가지만, 피고소인이 이중적인 인물, 즉 능력과 지도력은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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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필라델피아》에서 두 변호사는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
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에토스를 격상시키거나 폄하함으로써 에토스에 기댄 설득 효과는 보
지 못한다. 
  《타임 투 킬》에서는 법정 공방 과정에 에토스가 전혀 작동할 틈이 없지만, 변호사의 최후변
론에서 피해자들의 에토스가 드러난다. 그들의 품성이 한 소녀에게 무자비하게 가했던 폭행으
로 청중은 분노한다. 피해자들의 품성이 바탕이 되어 청중의 심금(파토스)를 나에게로 이끌어 
들인 전초 역할을 한 설득의 방법이다. 
《타임 투 킬》에서 모든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피고의 살인이 불가피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변
호사는 피해자의 에토스에 기대고자 하나, 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후 변론에서 변호
사는 피해자의 부정적인 에토스를 진솔하고 담담하게 그려낸다. 변호사의 최후변론이 가져다 
준 감동으로 청중은 설득당하여 피고의 무죄를 이끌어 낸다. 이것은 파토스의 힘이지만, 그 
이면에 피해자의 에토스가 어떤지를 잘 드러내었기 때문에 설득에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 공방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에토스 드러내기는 청중을 설득하는 
데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에토스는 상대의 주장을 
저지하는 근거로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에토스는 본인 주장의 근거에 영향을 주어 설득의 전
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네 편의 영화에서 드러난 법정 공방에서 연설가(검사와 변호사)는 신뢰를 형성하여 증인진
술을 근거로 삼아서 각자의 주장을 증명해내야 하기에 에토스를 우선 부각시키거나 폄하하여 
그 증거를 받아들이거나 상실하게 하는 설득전략이 사용된다. 그래서 각자에게 유리한 증인의 
증언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일부 채택되기도 한다. 이글에서 분석한 영화들의 법정공방에
서 효과적인 설득을 달성하는데 에토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의 공
격을 방어하고 설득을 일구어내는 바탕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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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토론 분석: 
- 양당 토론회의 운영방안과 후보자 레토릭의 전략 중심으로.273)

이상철(성균관대학교)

1. 서론 
   1960년 케네디와 닉슨 후보자간 처음 시작된 미국 대통령 선거토론은 1976년 이후 매년 
개최되며 민주주의 선거의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며 선거 제도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토론과는 다르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직접 주관하는 후보자간 경선 토론은 2000년 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 당의 전국위원회가 주최
하는 당내 후보자간 경선 토론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3회의 경선 토론을 하였으며, 
2004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2008년 16회, 2012년 20회를 치렀으며 반면 민주당은 2000년 
8회, 2004년 2회, 2008년 19회 개최하였고 2012년 경선토론을 개최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2004년, 민주당은 2008년 경선토론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2004년 당시 공화당의 부시 대
통령과 2008년 당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으로서 대통령 재선을 원하였기에 각 당
은 경선 토론 개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선 토론을 시작하는 시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선이 
치러지기 1년 전인 4월, 6월 혹은 8월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대선 토론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
만 경선 토론에 대한 연구는 대선 토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으며 연구도 부족하
다. 대선 토론에서는 양당의 후보자가 나와 2인 토론을 하게 되지만 경선 토론에서는 전국적
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들이 후보자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
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경선 토론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등단의 기회이다. 경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신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경선 토론을 통해 기성 
정치인의 지지도가 하락하기도 한다(Carlin, 2004). 
  파우(Pfau, 1988)는 경선 토론을 통해 새로운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고, 경
선 토론을 통해 기존 후보자의 이미지가 강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경선 
토론은 중요한 선거 제도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장한다. 경선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은 새로운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정당 후보자들에게 관여도가 높아지면 다
가오는 대선에서 투표할 의지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각 정당의 경선 토론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평판하는 정치적 소통의 장이다. 베토이트, 맥키니와 스테픈(Benoit, 
McKinney, Stephen; 2002)와 베노이트 스테픈(Benoit & 스테픈; 2004)은 유권자의 2/3가 
경선 투표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며 선택한 후보자의 정책을 점검하고 후보
자를 지지하는 강화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경선 토론은 대선 토론과 다르다. 대선 토론에
서는 상대당의 후보와 토론을 하지만 경선 토론은 같은 당 후보자들 끼리 하게 된다. 경선 토
론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간 토론함으로써 이념이나 정책의 차별성을 대립적이지 않을 수
도 있다. 당내 경선 토론에서 각 후보자들간의 이념이나 정책이 뚜렷이 대립적이지 않아 유권
자들의 관심을 덜 받을 수도 있다(Yawn, et al.: 1998). 경선 토론 초반에는 많은 후보자들이 

273) 위 글은 2016년 2월 25일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특별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
고를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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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에 토론을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많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비교 대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많은 후보자가 초청되는 경선 토론 초반에서 유권자들은 심도 있는 
정책의 점검보다 이미지에 의한 선택을 하는 성향이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는 경선 과정
에서 발언하는 담론의 레토릭과 경선 토론에서 채택하는 발언과 수사적 전략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각 후보자들은 경선 토론을 통해 소속 정당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물
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경선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은 대선 토론보다 상대 후
보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한 공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선토론에서는 사회자가 
대체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후보자에게 하게 되고 후보자와 사회자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
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해 토론의 운영과 규칙을 세밀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캔덜(Kendall; 2000)은 이튼의 명언인 “power to nominate is more important than 
power to elect"(Eaton, 1912)라며 경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
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권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후보자들로서도 
미 대선에서는 소속 정당의 후보자로 지명 받는 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 보다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경선에서 토론은 중요한 절차이며 제도이다. 경선 토론은 크게 아이오와 코커스
가 시작되는 2월 1일 전후를 기점으로 초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 초반 토론회에서는 많
은 후보자가 토론에 참여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당해 이전의 토론을 초반 토론이라고 
본다면 대선이 치러지는 당해의 1월부터 개최되는 토론을 후반 토론회라 할 수 있고 후반 토
론회에는 소수의 후보자가 토론을 치르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토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 한국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에 
적용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 공화당 경선토론 
   2015년 1월 25일, 공화당 전국 위원회는 2015~2016년 22회에 걸쳐 당내 대통령 후보자 
경선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정된 토론은 13회에 걸친 토론과 
5회의 포럼으로 후보자간 토론과 발표 일정을 확정지었다. 
2015년 8월 6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개최한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4회에 걸쳐 토론을 치를 예정이다. 주관 방송사로는 Fox 
News와 CNN 각 3회, Fox Business Network가 2회, ABC, CBS, NBC, CNBC가 각 1회씩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 방송사는 아직 미정이다. 신문, 라디오와 소셜미디어로는 
Washington Times, Wall Street Journal, Salem Radio, Westwood One, IJ Revie.Com, 
Facebbook, Google이 참여하였다. 공화당 전국위훤회는 일정, 장소, 방송사만 결정하고 토론
의 후보자 초청과 형식은 방송사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2-1. 공화당 제1차 경선토론 
일시 및 장소: 2015년 8월 06일, Quicken Loans Arena, Clevelnd, Ohio주 
주관 방송사: Fox News와 Facebook 공동 주관.
사회자: Bret Baier, Megyn Kelly와 Chris Wallacee, 3명의 사회자가 진행함. 
후보자 초청 기준: 17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공화당의 경선 토론을 위해 주관방송사인 Fox 
News는 유력 후보자와 군소후보자 토론회를 나누어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초청 기준으로 
Bloomberg, CBS News, Fox News, Monmouth, Qunnipiac등 5개 여론조사에서 상위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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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초청한 10인 토론과 하위 7인을 초청한 군소 후보자 토론으로 분리하였다. 10인 토
론 참가자는 Trump, Bush, Walker, Hukabee, Carson, Cruz, Rubio, Paul, Christie와 
KasichduTdmay 군소후보자 토론 참가자는 Perry, Santorum, Jindal, Fiorina, Graham, 
Pataki와 Gilmore로 7인이었다. 군소 후보자 토론을 별칭으로 'undercard debate' 혹은 
‘kids debate'라고 칭하였다.  

토론 개최시간, 장소와 무대: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군소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
후 9시에 10인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의 장소는 Quicken Loans Arena 운동경기
장으로 만 명이 넘는 객석은 청중으로 가득 찼다. 일반 시민들의 토론회 입장은 미리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신청하면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하였다. 후보자의 토론 무대에는 
10개의 스탠딩 포디엄이 놓여 졌고 후보자의 위치는 여론 조사의 평균의 순위에 따라 Trump
와 Bush가 중앙에 서고, 그들 옆에 Walker와 Hukabee가, 그 다음 옆에는 Carson과 Cruz
가 서고, 그들 옆에는 Rubio와 Paul이 서고, 마지막으로 Christie가 가장 왼쪽에 Kasich가 
가장 오른쪽에 섰다. 3인의 사회자는 후보자와 마주 보고 앉고 중앙에 여성이 Megyn Kelly가 
앉고 양옆에 남성이 앉았다. 

토론의 형식: 모두 발언은 없으며 사회자가 질문하면 각 후보자는 1분간 답변하고 답변에 대
한 반론은 30초로 제한하였다. 1분이 되면 초인종이 약하게 들릴 정도로 시간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30초로 배정하였다. 유력 후보자간 토론인 10인 토론의 총 방송시간은 
120분으로 편성하였으며 10분, 15분, 혹은 25분 간격으로 편성한 중간 광고를 빼면 약 105분
가량 토론하였다. 이중 후보자가 발언한 시간을 합산하면 67분이었다. 사회자 질문 시간이 약 
30분가량 소모되었으며, 3인의 사회자를 감안하면 한 사회자가 대략 10여 분간 발언한 것이
다. 
   이와 같이 시간의 제약과 10인이란 많은 인원이 참여한 토론에서 깊이 있는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는 어렵게 되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토론
이 진행된다. 시청자들은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논리적 주장보다 인물 공방에 관한 재치 있는 
발언이나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언행에 관심을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엄밀한 기준에서 본
다면, 10인 토론을 120분간 편성한다는 것은 정책 토론을 심도 있게 할 수 없는 시간이다. 경
선 토론의 후보자 초청 기준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차 토론에서 주관 방송사인 
Fox News는 청중들이 박수나 야유를 못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청중들은 후보자들에게 박수와 
야유를 보내었다. 만 명 이상의 청중들을 규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토론의 주제와 내용: 건강보험, 일명 오바마케어, 이민정책, 이란 핵문제, ISIS, 낙태, 국방 정
책, 경제 정책 등 다양한 질문을 각 후보자들에게 하였다. 주로 각 후보자에게 한 주제의 질
문만 하였으나 특정 후보자에게는 후속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사회자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2~30여초 소요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자는 신경학자 교수 출신인 Carson에게는 외교 정책에 
관한 질문을 2~3개하기도 하였으며, Wallace에게는 ‘동료 의원들이 Wallace의 의정 활동에 
비평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인물에 대한 돌발 질문도 있었다. Wallace는 그런 
비평은 주관적이라며 무난히 잘 답변하였다. Facebook을 통한 시민 질문을 중간에 5번 정도
하였다. 토론 전 Facebook은 시민 질문을 공모하였고 40,000여개의 질문이 답지하였다. 
   사회자의 첫 질문은 “이번 경선에서 탈락하면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갈 용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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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보는 손들어 달라”라며 돌발적 질문으로 시작하자, 10명의 후보자가 2~3초 정도 머뭇거
리는 사이 Trump는 옆을 쳐다 본 후 혼자 손을 번쩍 들었다. 이번 토론의 관심이 Trump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고편처럼 보였다. Rubio는 상대에 대한 공략과 자신에 대한 질문을 논리
적으로 답변하였고, 목소리는 차분하며 어조는 강력하였다. 1차 토론 후 공화당원들만 조사한 
다소 비과학적인 여론 조사에 따르면 Rubio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Bush가 토론을 2위, 1%차로 Kaisch 3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Bush는 이번 토론에서 플로리
다 주지사로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지 못하였다. 1차 토론에서 Bush는 아버지와 형의 그림
자를 벗어나는 강한 발언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일정하고 어조가 
낮아 열정이 없어 보였다. Cruz, Christie, Huckabee는 자신의 정견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유일한 아프리카계인 Carson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지만 
전달에 있어 낮은 톤으로 일관하여 지쳐보였다. 교수 출신이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전략에 취약하였다. 
   1차 경선 토론에서 유권자들과 언론으로 가장 관심을 받은 후보자는 역시 Trump였다. 
Trump는 이민 정책에 관한 질문에서 멕시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다 담을 세우겠다
고 단언하자, 사회자가 후속 질문을 비난조로 이어가자, “멕시코 정부가 나쁘다. 멕시코는 불
법, 마약, 강도를 보내고 있다. 나쁜 게 멕시코에 있어야지 왜 미국으로 보내냐”며 편견에 치
우친 발언을 강력하게 하며 사회자와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때 청중들의 야유 소리가 이
곳저곳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부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힐러리 클린턴이 내 결혼
식에게 올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주요 언론들은 
Trump의 언행을 대서특필하며 Trump가 1차 토론을 점수를 잃었다고 혹평하고 그의 지지도
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달리 1차 토론 후, Trump의 지지도
는 하락하지 않았다.  1차 토론에서 진행자였던 Kelly가 Trump에게 과거 여성비하 발언 전
력을 비판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Trump가 토론 다음날 한 방송에 출연하여 "(그
녀의) 두 눈에서 피가 나왔다. 또 다른 어디서도 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하며 여성비하 파문
이 확산되었다. 이 논란으로 Roger Eiles 폭스뉴스 회장은 Trump에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
히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Kelly를 ‘Bimbo’, 즉 ‘겉치장에만 신경쓰는 멍청이’라고 막말을 
하며 폭스뉴스 토론 출연 중단을 선언하였다.

1차 토론회의 시청률: 2천4백만 명을 기록하며 스포츠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케이블 방송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인 드라마나 리얼리티 쇼가 기록한 최
고 시청률의 50%가 넘는 기록을 세웠다. 공화당의 1차 토론은 10인의 많은 후보자가 토론을 
하였지만 높은 시청률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역설적이지만 
Trump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시청률은 더 하락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론에서 앞서가는 후보는 공세의 입장을 택하지 않고 수세의 입장을 취하는 
데 Trump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공세적 입장이었으며 심지어 사회자와도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사회자의 부정적인 후속 질문에는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이어나갔다. 특히 사회자와의 
언쟁에서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회자를 압도하려고 하였다. 경선 토론
에서 이루어지는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효과 연구는 다소 있으나 준언어가 후보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그러나 1차 토론에서 Trump의 높낮이, 강조, 휴지, 장
단, 반복, 화순(話順)등이 뛰어났다. Trump의 강점은 앞서가는 후보로서, 다른 후보자들의 공
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공략 상대를 공화당의 타후보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오바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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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를 비난하며, 민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힐러리를 공략하며,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1차 토론을 진행하였다.

2-2. 공화당 제 2차 경선 토론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16일,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Simi Valley, 

Calofornia.  
주관 방송사: CNN, Salem Radio Network 공동 주관
후보자 초청 기준: 1차 토론에서 10명의 후보와 7명의 후보가 나누어서 토론을 하였지만 2차 
토론에서는 3개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 평균 1% 미만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는 제척하기로 함
에 따라, 버지니아 주지사인 Gilmore 후보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Perry가 중도 사퇴함
에 따라 총 15명의 후보자가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CNN은 7월 6일부터 9월 10일 까지 13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 지지도에 따라 1차 토론과 
같이 10인 토론회와 5명의 군소후보자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
의 통계를 보니 1차 토론이 치러진 8월 6일 이후 지지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1차 토론의 군소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선전하여 지지도를 어느 정도 확보한 여
성 후보자인 Fiorina를 주요 토론회에 포함하기로 규칙을 바꾸었다. 그래서 제2차 토론회는 
11인을 초청하여 주방송시간대에 개최되었으며, 4명의 군소후보자 토론회가 나누어 개최되었
다.

사회자: Jake Tapper, Hugh Hewitt, Dana Bash

토론 시간, 장소와 무대: 군소 후보자 토론회는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20분부터 7시 50분 
까지 먼저 치르고 이어서, 오후 8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120분간 11인의 토론이 개최되
었다. 토론의 장소는 캘리포니아 Reagan Library에서 이루어졌다. 1차 토론은 운동 경기장에
서 개최함으로써 일만 명이 넘는 청중이 토론을 지켜보았지만 2차는 실내에서 토론함으로 인
해 천여 명의 청중이 토론을 직접 지켜보았다. 후보자의 위치는 1차 토론과 같이 여론 조사에 
앞서는 2명의 후보자를 중간에 먼저 배치하고, 양옆으로 2명씩 여론조사 순위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였다. 토론장의 무대 뒤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타고 다니던 에어포스 1을 배치하여 공화
당의 전통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각하였다. 공화당은 Reagan Library에서는 2015년 이전 2차
례나 경선 토론을 치른 상징적인 장소이다. 

토론의 형식: 1차 토론과 다르게 각 후보자는 30초의 모두 발언을 하고, 사회자 질의에 답변
은 1분으로 하며, 다른 후보자가 자신을 지명하거나 공략하면 30초의 반박을 할 수 있게 하였
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간 상호 토론이 벌어져 사회자가 개입하여 공정한 시
간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Trump와 Bush와 Fiorina 사이에 상호 공방과 언
쟁이 심하여 사회자가 개입을 자주 하였다. 1차 토론과 달리 연단에 펜과 종이가 놓여 졌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였다. 

토론의 주제와 내용: 리더십의 자질, 선거 승리의 가능성, 이민 정책, 사회 보장제도, 조세정
책, 기후 변화, 외교 정책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시사적인 사회 쟁점도 다루어졌다. 예를 들
어 켄터키 주에서 공무원이 Kim Davis가 동성혼인 신고를 거부하여 감옥에 간 사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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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2차 토론의 27개의 주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두 발언, Trump의 성질, 기존 정치인과 신인, 캠페인 재정과 이익 단체, 러시
와 시리아 정책, 이란 핵문제, 중국과 사이버보안,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시리아 난민, 종교 
자유, 복지 정책과 정부 예산, 여성 건강, 이민 정책 개혁, 속지주의 시민권, 사업 경험, 조세 
정책, 리더십 스타일, 외교 현안에 대한 지식, 국방 리더십, 대법원 판사 임용, 마리화나 합법
화, 사회 보장제도, 민병대 구성 문제, 기후 변화, 강제 백신 정책, $10 지폐에 여성 인물 도
안 정책, 비밀 정보활동 정책, 대통령이 되면 하는 일 등 27개의 질문을 하였다. Trump가 위 
주제 중 17개의 주제에 관여하였고 Fioina가 15개, Bush가 14개, Cristie가 13개, Paul이 12
개, Carson, Crua, Huckabee, Walker가 10개의 주제에 각각 발언하였다.274) 
   토론이 있기 며칠 전, Trump는 Fiorina를 언급하며 “Short, Fat”한 사람이며 “누가 그 
얼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라며 여성 외모 비하 발언이 인구에 회자되자, 첫 사회자 질문은 
Fiorina에게 “Trump가 핵폭탄급 발언을 해도 당신은 오늘 편안할 것이냐”며 Trump의 막말 
발언을 참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Fiorina는 분명하고 강하게 “나와 이 나라 모
든 여성들이 Trump가 한 말을 들었다”고 응수하며 “마치 미식축구 경기에 마지막 역전을 보
는 것처럼 오늘 토론은 흥미로울 것이다”라며 은유적으로 여유있게 답하였다. 2차 토론에서 
가장 집중을 받은 후보는 공화당의 여성후보자인 Fiorina였으며 언론들은 2차 토론 후 
Fiorina가 토론을 가장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Bush는 자신의 아내와 형에 대한 변
론을 하였으며, Rubio는 외교 부문에 유창하게 자신의 정책을 설파하였다. Christie와 
Walker는 원고를 자주 보는 바람에 점수를 잃었다. Paul은 ‘반전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였
으며, Kasich는 중도부수 이념을 강조하였다. Carson은 1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맥이 없어 보
였다. Trump는 Bush가 이란 핵문제를 언급하며 Hillary 처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자 Trump가 끼어들어 “형 부시가 대통령을 잘 
못하여 오바마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바람에 지금 미국은 재난 상황이다”라며 인신 공격적으로 
반박하며 형 부시의 비인기 이미지를 동생 부시의 이미지에 덧씌우려고 하였다. Trump는 특
히 “이란 핵 합의는 끔찍하고 무능력한 것”이라며 “그런데 누구도 미치광이가(김정은) 앉아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
어 “이제는 북한은 물론 두세 곳의 다른 지역도 봐야 한다”며 “북한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
유하고 거의 2주마다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북한
의 핵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USA Today 여론조사에 따르면 Rubio와 Fiorina가 가장 높
은 평가를 받았으며, Trump는 토론 중 청중으로부터 조소를 당하기도 하고 후보자들로부터 
역공을 받으며 토론 사후 평가에 혹평을 받았다. 

시청률: 1차 토론의 2천 4백만 명 기록 보다 1백만 명이 감소한 2천 3백만 명으로 집계되었
으며 이는 CNN 방송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공화당과 주관방송사인 CNN 입
장에서 홍일점 후보인 Fiorina를 초청한 2차 경선토론의 흥행은 성공적이었다. Trump의 지
지율은 27%에서 다음달인 10월엔 20%로 하락하였다. 

2-3. 공화당 제8차 경선 토론 
   경선 토론 후반은 실제 경선에서 대의원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토론이 더 중요한게 된다. 
제8차 토론회가 있기 1주일 전인 1월 28일 개최한 제7차 경선 토론회에 Trump는 1차 토론 

274) LoBianco; 2016; http://www.cnn.com/2015/09/17/politics/republican-debate-talk-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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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Kelly와 벌인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핑계삼아 제7차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Trump는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의 중요성을 알고도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타운 
홀미팅을 따로 열었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6일, St Anselm's College, Manchester, New Hampshire
주관방송사: ABC, IJ Review.com
사회자: David Muir, Martha Raddatz, Josh McElveen, Mary Ham
후보자 초청 기준: 아이오와 코커스를 마친 후 Fiorina, Gilmore, Huckabee, Paul, 
Santorum이 중도 사퇴를 하였으며 Jindal과 Pataki는 2015년 12월에, 2016년 1월 초 
Graham이 사퇴하였다. 제8차 토론회부터 군소후보자 토론회는 없어졌다. 8차 토론회의 초청 
기준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위 이내 득표자와 ABC News가 조사한 여론에 6위 이내의 후
보자를 초청기준으로 하였다. Trump, Rubil, Cruz, Bush, Kasich, Carson, Chrstie등 7인
의 후보자가 토론하였다. 

토론의 형식: 각 후보자는 30초의 모두 발언을 하고, 사회자 질의에 답변은 1분으로 하며, 다
른 후보자가 자신을 지명하거나 공략하면 30초의 반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토론 추
반부터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모두 발언에서 진행자들은 Carson의 모두 발언을 빼먹었으
며 Kasich의 발언 차례에 Kasich을 언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3. 민주당 경선 토론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2015년 5월 5일 6번의 경선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
다. 경선 토론 회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6년 2월 3일 Hillary와 Sanders는 4회의 
토론을 더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민주당은 전 미국무부 장관 Hillary Clinton, 현직 버몬트 
주지사, Bernie Sanders, 전 메릴랜드 주지사 Martin O'Malley,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 Jim 
Webb,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Lincoln Chafee, 하버드 법대 교수, Lawrence Lessig등 6
인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다. 

3-1. 민주당 제1차 경선토론 
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13일, Wynn Hotel, Las Vagas, Nevada
주관방송사: CNN, Facebook, Westwood One Radio
사회자: Anderson Cooper, Dana Bash, Juan Carlos
후보자 초청 기준: 8월 1일과 10월 1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1% 이상 지지율을 얻
은 후보자로 초청 기준을 삼았으며 5명이 충족되어 5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부통령이 Joe 
Biden이 출마여부를 토론 하루 전까지 결정하지 않아 6인 토론을 대안으로 준비하기도 하였
다. 

토론 시간과 무대: 토론은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 까지 2시간 30분 방송되었
다. 후보자의 위치 배치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는 Hillary가 중간에 자리잡고 Hillary 바로 
오른쪽에 Sanders가, 왼쪽에 O'Malley가, 양측 가장자리에 Webb과 Chafee가 섰다. 

토론의 형식: 후보자의 모두 발언은 2분으로 마무리발언은 90초로 편성하였다. 사회자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1분으로 하였고 추가 반박 발언은 30초로 하였다. 공화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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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달리 상호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허용하였다. 사회자는 토론 진행초와 토론 중간에 
합의한 토론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후보자에게 촉구하였다. New York Times( Oct, 14, 
2015)에 따르면, Hillary가 31분, Sanders가 28분, O'Malley가 17분, Webb이 15분, Chafee
가 9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Webb은 토론 동안에도 자신의 발언 시간이 적다고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토론 후에는 “누가 내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는 CNN 토
론 형식에 실망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토론의 주제와 내용: 토론은 24개의 소주제 분야로 나누어졌으며 진행은 모두발언, 선거 승리 
확률, 총기 규제, 러시아와 시리아, 군사 개입, 2012 벵가지 테러, 군 복무, 국가 안보 위협, 
클리턴의 개인 이메일 사용, Black Live Matters Movement (흑인 인권 운동), 금융기관 규
제,  건강 보험, 대학 등록금과 사회보장제도, 이민 정책, 퇴역 군인 건강 보험, 국가안전부 
감독, 에드워드 스노든 문제, 오바마 행정부와 후보자 자신의 비교, 클린턴은 선두 주자, 확신 
여부, 기후 변화, 유급 휴일, 마리화나 합법화, 양당 협의 방안, 가장 적대적인 정치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루어졌다. CNN 토론 녹취록에 따르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박수와 웃음
과 같은 청중들의 호의적 반응을 얻은 회수는 Sanders가 21번, 클린턴이 19번, O"Malley가 
9번, Chafee가 3번, Webb이 2번으로 나타났다. 
 토론 후 CNN과 BBC는 Hillary가 승리하였다고 평가한 반면, Wasington Post, Chicago 
Tribune, Fox News는 Sanders가 이겼다고 평가하였다.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알려지지 않는 
인물인 Sandersssm 1차 토론으로 유력 후보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경선 토론은 
신진 후보자들이 전국적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치적 기능을 한다. 
Sanders는 1차 토론에서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계좌 사용 전력을 ‘망할 그 이메일 (Damn 
your emails),’이라며 강공을 펼칠 때, 현장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가 나왔다. 이를 듣고 있던 
Hillary는 웃음을 짓다 Sanders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재치있게 위기를 피해간다. 
1차 토론 이후, 클린턴 진영은 이제 더 이상 이메일 관련 공방을 토론에서 하지 않게 될 것으
로 예견하며 ‘이메일 골칫거리를 네바다 주에 버리고 왔다’고 홍보하였다. 민주당 1차 토론에
서 Sanders는 자신의 진보적인 정견을 전 국민들 앞에 선언하며 자신의 급진적 정책이 정치 
공론의 장에서 쟁점이 되는 계기가 마련하였다. 미국 언론들은 Sanders를 ‘민주 사회주의자
(Democratic Socialist)’라는 레벨을 부여하였다. 한편 클린턴은 민주당의 존경 인물인 FDR
을 인용하며 자신을 ‘진보적 실용주의자(progressive pragmatist) 규정하였으며, 자신의 정치 
경력, 국가 행정 경력, 외교 정책의 지식을 조리 있게 설득적으로 잘 설파하였다. 

시청률: 공화당보다 2개월 늦게 개최된 민주당 제1차 토론은 2천4백만 명을 기록한 공화당의 
1차 토론 보다 1천만 명이 적은 1천5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차 토론은 더 감
소한 8백5십만 명만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민주당 초반 경선토론은 흥행에 성공적이지 못
하였다.

3-2. 민주당 제6차 경선 토론 
제1차 토론회 이후에 Chafee와 Webb이 중도 사퇴하며 민주당 경선 토론은 3인의 후보자가 
2015년 11월 17일 제2차 토론회, 2015년 12월 19일 제3차 토론회를, 2016년 1월 17일 제4
차 토론회를 치렀다. 2월 1일 아이오와 코커스이후 O'Malley가 중도 사퇴를 하여 제5차 토론
회는 처음으로 Hillary와 Sanders 양자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6차 토론회는 2월 9일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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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역전에 성공한 Sanders와 다가오는 네바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선두를 재탈환하려는 Hillary사이에 이루어졌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1일,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WI
주관방송사: PBS가 주관하고 CNN이 동시 방송함.
사회자: Gwen Ifill, Judy Woodruff, 두 명다 여성임.

토론 시간과 무대: 토론은 동부 시간으로 7시에 시작하여 110분가 편성하였다. 토론 장소인 
위스콘신대학교의 콘서트홀은 수백 명의 청중으로 가득 찼다. 토론 무대 왼쪽에 Sanders가 
섰고 오른쪽에 Hillary가 섰으며, 사회자가 Sanders를 먼저 소개하자 그가 무대에 먼저 입장
하여 연단에 서고, Hillary가 다음에 입장하였다. 이 순서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였다. 

토론의 형식: 모두 발언은 각 1분간 편성하였고, 모두 발언의 최초 발언자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자 질문에 각 후보자는 1분 30초의 답변 시간과 30초의 추가 반박 시간을 
가졌다. 중간에 Facebook을 활용한 질문을 넣었다. 광고가 없는 PBS여서 토론 중간에 두 번
의 하이라이트를 편성하고, 이 시간 동안 토론 평가자들이 나와 앞선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을 
점검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3-5분 정도 가졌다. 이런 시간동안 후보자들은 짧은 휴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의 주제와 내용: 토론은 1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졌다. 토론의 진행 순서는 모두 발언, 
연방정부의 역할과 건강 보험, 연방정부 예산, 여성, 힐러리의 정치 경력과 후보자 자질, 흑인 
감옥 수감율, 인종 문제, 이민 정책, 노인 문제, 캠페인 자금과 월 스트리트, 연방정부 역할 
축소, 국가 안보, 러시아와 시리아, 시리아 난민 정책, 외교 정책, 마무리 발언으로 편성하였
다.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Hillary는 추격하는 입장이 되어 이전 토론 보다 공격적
으로 토론을 하였다. Sanders는 ‘부패한 정치 제도’와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 혁
명(political revolution)’을 천명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반면 Hillary는 뉴햄프셔의 패배를 
모두 발언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Sanders의 주장과 현실에 대한 불만에 동의하며 자신이 그런 
불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소위 ‘더하기’ 전략을 구사하였다. Hillary는 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정치 경력과 지식을 잘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견을 설파하였다. Hillary는 
Sanders를 ‘인기영합주의자’로 규정하려 하였다. 반면 Sanders는 마무리 발언에서 “다수에 
의한 정부가 필요하지 1%를 위한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라며 자신의 정치 혁명을 재차 강조
하였다. 여러 차례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Sanders는 정책 방안에 대한 깊이가 없는 반면, 
Hillary는 구체적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Sanders는 
자신이 제시한 무상 건강보험과 무상교육과 같은 진보적 정책에 대한 예산 마련에 대한 근거
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Sanders는 오바마의 업적을 몇 번 비평하였는데, 이런 전
략은 아프리카계와 멕시코계 미국인이 많은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반면 Sanders는 Hillary가 “내
가 백악관에 있을 때...”라고 자신의 과거 경력을 강조하며 발언하자, Sanders가 끼어들며 
“당신은 아직 백악관에 못 갔잖아(you are not in the White House yet)”이라며 순발력을 
발휘하였다. 이전 토론에서는 Hillary가 주로 먼저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토론에서는 
Sanders가 60%로 Hillary 보다 먼저 발언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Washington Pos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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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Sanders는 37번의 박수를 받았고 Hillary는 32번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비언어 행위
에 있어 양 후보는 손동작을 자주 활용하였다. Sanders는 거의 발언할 때 마다 손을 크게 벌
리거나 흔들었으며 이런 비언어 행위로 인해, 역동적이며 나이보다 젊은 이미지가 구축되었
다. 준언어 행위에 있어서, Sanders는 어조와 강약에 힘이 있었고, 강조와 높낮이를 잘함으로
써 전체적으로 리듬이 좋았다. Hillary도 자주 손을 들거나 흔들며 발언을 하였으며 어조와 
강약 특히 말의 속도가 적절하였다.  

4, 논의와 결론

미국 셩선 토론의 기능과 역할
- 신진 후보자들의 소통 공간, 유권자들과의 만남
- 경선 토론 초반과 후반 특성
  초반: 많은 후보자 토론
  후반: 소수의 토론자
- 토론 운영 규칙
   토론 운영 주최: 주관방송사/정당 중앙위원회
   후보자 초청 기준
   사회자의 권한과 역할
   토론의 형식
   토론 무대 구성: 연단, 뒷 배경
   주제와 질문 선정 과정

한국의 현실
- 공직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선거 캠페인 시간적 제약

- 토론 운영 주최 선정의 문제
  토론 운영 주최: 주관방송사/정당 중앙위원회
  후보자 초청 기준
  사회자의 권한과 역할
  토론의 형식
  토론 무대 구성: 연단, 무대 배경
  주제와 질문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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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장소 중계 방송사
사회

자
참여자

1

2015. 8. 6

p.m. 5(EDT)

Fox News

/ Facebook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Huckab

ee

Kasi

ch
Paul

Rubi

o

Tru

mp

Walk

er

p.m. 9(EDT)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Huckab

ee

Kasi

ch
Paul

Rubi

o

Tru

mp

Walk

er

Quicken Loans 

Arena 

Cleveland, OH

참여 군소 후보자  : Fiorina, Gilmore, Graham, Jindal, Pataki, Perry, Santorum 

2

2015. 9. 16 

p.m. 3(PDT)
CNN 

/ Salem 

Radio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Fiori

na

Huckab

ee

Kasi

ch
Paul

Rubi

o

Tru

mp

Walk

er

p.m. 5(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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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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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ie
Cruz

Fiori

na

Huckab

ee

Kasi

ch
Paul

Rubi

o

Tru

mp

Walk

er
Reagan 

Libarary Simi 

Valley, CA

참여 군소 후보자 : Graham, Jindal, Pataki, Santorum 

3

2015. 10. 28 

p.m. 4(MDT)
CNBC 

/ Westwoo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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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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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Kasi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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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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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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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Coors Events 

Ctr. Boulder, 

CO

참여 군소 후보자 : Graham, Jindal, Pataki, Santorum 

4

2015. 11. 10 

p.m. 6(CST)

Fox Business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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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Cars

on
Cruz

Fiori

na

Kasi

ch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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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ru

mp

p.m. 8(CST)
Bus

h

Cars

on
Cruz

Fiori

na

Kasi

ch
Paul

Rubi

o

Tru

mp

Milwaukee 

Theatre 

Milwaukee, WI

참여 군소 후보자 : Christie, Huckabee, Jindal, Santorum 

5

2015. 12. 15 

p.m. 3(PST)
CNN 

/ Salem 

Radio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Kasi

ch
Paul

Rubi

o

Tru

mp

p.m. 5:30(PST)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Kasi

ch
Paul

Rubi

o

Tru

mp

The Venetian 

Las Vegas, NV
참여 군소 후보자: Graham, Huckabee, Pataki, Santorum 

6

2016. 1. 14 

p.m. 6(EST)

Fox Business 

/ WSJ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Kasi

ch

Rubi

o

Tru

mp

p.m. 9(EST)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Kasi

ch

Rubi

o

Tru

mp

N. Charleston 

Coliseum N. 

Charleston, SC

참여 군소 후보자 : Fiorina, Huckabee, Santorum 

7

2016. 1. 28 

p.m. 6(CST)

Fox News 

/ Google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Kasi

ch
Paul

Rubi

o

p.m. 8(CST)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Kasi

ch
Paul

Rubi

o

Iowa Events 

Center Des 

Moines, IA

참여 군소 후보자 : Fiorina, Gilmore, Huckabee, Santorum  

8

2016. 2. 6 

p.m. 8(EST) ABC News 

/ 

IJReview.com

Bus

h

Cars

on

Christ

ie
Cruz

Kasi

ch

Rubi

o

Tru

mpSt. Anselm 

College 

Goffstown, NH

9

2016. 2. 13 

p.m. 9(EST)
CBS News

Bus

h

Cars

on
Cruz

Kasi

ch

Rubi

o

Tru

mpPeace Center 

Greenville, SC

표 21. 2016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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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장소 중계 방송사 사회자 참여자

1

2015. 10. 13

p.m. 5:30(PDT)
CNN

/ Facebook
Chafee Clinton O’Malley Sanders Webb

Wynn Las Vegas

Las Vegas, NV

2

2015. 11. 14 

p.m. 8(CST)

CBS News

/ KCCI

/ The Des 

Moines Register

Clinton O’Malley Sanders 
Drake University

Des Moines, IA

3

2015. 12. 19 

p.m. 8(EST)
ABC News Clinton O’Malley Sanders 

St. Anselm College

Goffstown, NH

4

2016. 1. 17 

p.m. 9(EST)

NBC News

/ YouTube

/ Congressional

 Black Caucus 

Institute

Clinton O’Malley Sanders 
Gaillard Center

Charleston, SC

5

2016. 2. 4

p.m. 9(EST)

MSNBC Clinton Sanders University of New 

Hampshire

Durham, NH

6

2016. 2. 11 

p.m. 8(CST) PBS / WETA-TV 

/ Facebook 

/ CNN

Clinton Sanders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Milwaukee, WI

표 22. 2016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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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6 2015. 9. 16 2015. 10. 28 2015. 11. 10 2015. 12. 15 2016. 1. 14

후보자
발언 

시간

지지

율

발언 

시간

지지

율

발언 

시간

지지

율

발언 

시간

지지

율

발언 

시간

지지

율

발언 

시간

지지

율

Trump
10분 

32초

23.4

%

18분 

47초

27.8

%

9분 

22초

20.2

%

11분 

36초

24.8

%

13분 

25초

27.7

%

17분 

12초

35.8

%

Bush
8분 

31초

12.0

%

15분 

48초
9.2% 6분 8초 8.1%

9분 

15초
6.0%

10분 

13초
5.0%

12분 

36초
3.8%

Walker
5분 

51초

10.2

%

8분 

29초
5.6%

Huckab

ee

6분 

40초
6.6%

9분 

20초
4.4%

7분 

46초
3.6%

Carson
6분 

23초
5.8%

12분 

56초

14.0

%

7분 

13초

19.8

%

9분 

25초

24.4

%

10분 

27초

17.6

%
8분 26초 9.8%

Cruz
6분 

39초
5.4%

10분 

45초
7.4%

7분 

53초
6.9%

13분 

25초
9.6%

15분 

58초

13.0

%

17분 

52초

18.2

%

Rubio
6분 

22초
5.4%

11분 

21초
5.4%

9분 

49초
9.7%

10분 

28초

11.8

%

13분 

33초

12.6

%

14분 

19초

11.0

%

Paul
5분 

10초
4.8%

10분 

28초
3.2%

7분 

25초
3.0% 9분 3초 3.0% 9분 46초 2.5%

Christie
6분 

10초
3.4%

12분 

36초
2.8%

8분 

23초
3.0%

10분 

45초
2.6%

14분 

25초
3.8%

Kasich
6분 

31초
3.2%

9분 

44초
3.6%

8분 

42초
3.0%

12분 

22초
3.0% 9분 2.6%

12분 

26초
2.0%

Fiorina
13분 

30초
4.4%

10분 

31초
8.1%

10분 

40초
3.0% 9분 32초 2.8%

표 23. 2016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후보자별 발언 시간 및 지지율 

2016. 1. 28 2016. 2. 6 2016. 2. 13

후보자 발언 시간 지지율 발언 시간 지지율 발언 시간 지지율

Trump 15분 32초 33.2% 15분 38초 29.5%

Bush 9분 24초 4.8% 12분 30초 4.5% 11분 15초 4.3%

Walker

Huckabee

Carson 6분 11초 8.2% 8분 46초 7.8% 8분 42초 7.8%

Cruz 13분 11초 19.4% 17분 34초 20.7% 14분 45초 21.0%

Rubio 13분 31초 10.8% 18분 14초 13.3% 10분 38초 17.8%

Paul 7분 56초 2.2%

Christie 8분 22초 3.8% 12분 53초 3.0%

Kasich 8분 52초 2.6% 10분 33초 2.8% 10분 3초 4.0%

Fio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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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2016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시청자 수(단위 : 100만) 

Reference : "G.O.P. Debate Without Trump Draws 12.5 Million Viewers". Retrieved 
January 29, 2016.

"Ratings: CNN beats PBS in Democratic debate ratings". Politico. February 12, 2016.
Battaglio, Stephen (February 12, 2016). "Democratic debate with Hillary Clinton and 
Bernie Sanders draws 8 million viewers on CNN and PBS". Los Angeles Times. 
Retrieved February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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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16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시청자 수(단위 : 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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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Ratings: CNN beats PBS in Democratic debate ratings". Politico. 
February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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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08 – 2016년 투표율 변화(I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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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08 – 2016년 투표율 변화(NEW HAMPS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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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대통령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면 어느 당의 사전 투표에 참가할 것인가?

그림 34. WSJ와 NBC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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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시청 인원 상위 3(단위 : 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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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016년 주요 토론회 시청률(단위 : 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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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 시청 인원 상위 3(단위 : 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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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했던 케이블 방송(단위 : 100만 명)

0

5

10

15

20

25

Fox
News
(GOP
#1,

2015)

CBS(Dem #2, 2015) ABC(2011) CBS(2011)

그림 39. 2012년과 2016년 주요 토론회 시청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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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 대의원 수 형태
2. 1(월) Iowa caucus 52D, 30R Closed

2. 9(화)
New 

Hampshire
32D, 23R Mixed 

2. 20(토)

Nevada 

caucus
43 Closed

South 

Carolina
50 Open

2. 23(화)
Nevada 

caucus
30 Closed

2. 27(토)
South 

Carolina
59 Open

3. 1(화)

Alabama 60D, 50R Open
AK caucus 28 Closed
American 

Samoa 

caucus 

10 Open

Arkansas 37D, 40R  Open
CO Caucus 79D, 37R Closed
Democrats 

Abroad
17 

Georgia 116D, 76R Open
MA  116D, 42R Mixed 
MN caucus 93D, 38R Open 
ND caucus Nonbinding Closed 
Oklahoma 42D, 43R Closed
Tennessee 76D, 58R Open
Texas 252D, 155R Open
Vermont 26D, 16R  Open
Virginia 110D, 49R Open 
Wyoming 

caucus 
29 Closed

3. 5(토)

Kansas 

caucus 
37D, 40R Closed 

Kentucky 

caucus 
45 Closed

Louisiana  58D, 47R Closed
Maine 

caucus 
23 Closed

Nebraska 

caucus 
30 Closed 

3. 6(일)
Maine 

caucus 
30  Closed

Puerto Rico  23 Open

3. 8(화) 

Hawaii 

caucus 
19 Closed

Idaho 32 Closed
Michigan 148D, 59R Open
Mississippi 41D, 40R Open
Democrats 

Abroad 
17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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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토)

Guam 9 Closed 
Northern 

Marianas 

caucus 

11 Closed 

District of 

Columbia 

caucus 

19 Closed

3. 15(화)

Florida 246D, 99R Closed
Illinois 182D, 69R Open 
Missouri 84D, 52R Open
North 

Carolina 
121D, 72R Mixed

Northern 

Mariana 

Islands 

caucus 

9 Closed 

Ohio 159D, 66R Mixed 

3. 19(토)

Virgin 

Islands 

caucus 

9 Open

3. 22(화)

American 

Samoa  
9 Open

Arizona 85D, 58R Closed
ID caucus 27 Closed 
Utah 37D, 40R Closed 

3. 26(토)

Alaska 

caucus 
20 Closed

Hawaii 

caucus  
34 Closed

Washington 

caucus 
118  Closed

4. 5(화) Wisconsin 96D, 42R  Open

4. 9(토)
Wyoming 

caucus 
18  Closed

4. 19(화) New York 291D, 95R Closed 

4. 26(화)

Connecticut 70D, 28R Closed
Delaware 31D, 16R Closed
Maryland 118D, 38R Closed
Pennsylvania 210D, 71R Closed 
Rhode 

Island 
33D, 19R Mixed

5. 3(화) Indiana 92D, 57R Open
5. 7(토) Guam 12 Closed

5. 10(화)
Nebraska 36 Closed
West 

Virginia
 34D, 37R Mixed

5. 17(화)
Kentucky 61 Closed 
Oregon 73D, 28R Closed

5. 24(화) Washington 44 Closed

6. 4(토)
Virgin 

Islands 
12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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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cus 

6. 5(일)
Puerto Rico 

caucus 
67 Open

6. 7(화)

California 546D, 172R Mixed
Montana 27D, 27R Open
New Jersey 142D, 51R  Closed
New Mexico 43D, 24R Closed
North 

Dakota 

caucus 

23 Closed 

South 

Dakota 
25D, 29R Closed

6. 14(화)
District of 

Columbia 
46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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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음악의 융합: 서사적 패러다임으로 본 진스(James Jeans)의 
『과학과 음악』 

구자현(영산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음악 전문가들과 음악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과학 교재인 진스의 『과학과 
음악』을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한다. 정보를 전달하고 논리적인 내용 전개를 특
징으로 하는 과학 저술을 서사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로 인식하는 이야
기꾼으로서 인간의 본성이 모든 담론에 서사적 합리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연구사와 분야사
의 맥락에서 과학 저술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결핍을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주인공이 결핍을 
제거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다는 가설적 서사 모형에 들어맞는다. 『과학과 음악』의 내용은 피
셔의 구도에 따라 서사적 일관성과 서사적 충실성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신의 과학 지식에 정통한 저자가 음향학의 지식으로 독자인 음악가들의 음악적 실행에 실제
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저자는 발전하는 과학 지식으로 인간의 삶은 개선
될 수 있다는 낙관적 과학관에 바탕을 둠으로써 독자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이로써 이 논문은 피셔의 서사적 합리성은 과학 교재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피셔, 서사적 합리성, 진스, 과학과 음악, 서사 모형

I. 머리말

사람은 타고난 이야기꾼(storyteller)라 하여  ‘호모 나란스’(Homo narras)라고 불린다
(Fisher, 62). 버크(Kenneth Burke)는 우리 조상들이 감각에서 말(words)로 옮겨 가게 된 날
에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했다(Fisher, 65). 태고 적부터 노동에서 벗어나 쉬는 동안에 사람
들은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리하여 온갖 서사문학이 출현하여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
다. 인간의 DNA 속에는 이야기로 상대방을 매료시키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정도로 
서사성(narrativity)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서사가 차
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인식은 사회와 문화의 형성에서 서사가 차지하는 역할 또한 지대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한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야기를 살고”(live out narratives) 이야기로 우리 삶을 이해하기 때문이다(Fisher, 66). 인간 
사회의 가치 형성에는 이야기가 얽혀 있고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고 그 이야기 속에 가치와 이성을 녹여 내는 존재인 것이다. 세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야기
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매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는 전반적인 인간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이야기된, 또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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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될 과업에서 주어진다고 말한다(Fisher, 78).
피셔(Walter Fisher)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서사가 차지하는 역할을 연구하다가 그것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서사적 패러다임(narrative paradigm)을 제창했다. 그의 저서의 제목 『인간 
의사소통으로서의 서사: 이성, 가치, 행동의 철학을 향하여』 (Human Communication as 
Narration: Toward a Philosophy of Reason, Value and Action)는 그가 서사를 중심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성, 가치, 행동의 철학을 구축하고자 함을 함축한다. 
그는 수사학의 오랜 전통 속에서 현대적인 수사학 이론이 도출되면서 논증(argument)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의사소통의 제반 형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서사의 역할과 접목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피셔는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과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특수 및 일반 상대성 이론』(Relativity: The Special and General 
Relativity)은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이나 인기 영화처럼 서사적 패러다임으로 요긴하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Fisher, 96). 피셔의 주장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때 철저한 
논증의 모범으로 여겨진 과학　저술조차 서사적 패러다임에서 서사적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
는 활동이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피셔는 밝혀　놓지 않았다.　과학 저
술은 과학 논문, 연구 저서, 과학 교재, 대중 과학 저술 등 다양하다. 이 글들은 근거를 들어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정립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정보 전달의 이면에는 가치와 신념을 독자에게 설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에서도 서사가 중심이 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은 경우도 있지만 우주론, 지질학, 진화론처럼 자연의 변천을 주된 탐구의 관심사로 삼아 보
편적 법칙의 수립보다는 과거의 실태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갖는 실태과학　분야에서는 생산
되는 글에서 서사가 빈번하고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양태
과학 분야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의 수립에 더 많은 관심
을 갖기 때문에 그 서술에서　서사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피셔의 관점을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분야의 글들에서도 서사적 패러다임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20세기 초에 유명한 물리학자 제임스 진스(James 
Jeans, 1877-1946)가 쓴 과학 교재인 『과학과 음악』(Science and Music)을 텍스트로 삼아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을 적용해 볼 것이다. 이 책은 1937년에 출판되었지만 31년이 지난 
후인 1968년에 도버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책의 분석을 통
해 과학 분야의 의사소통에서 서사가 갖는 지위와 의의를 규명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의 개념을 정리하고 과학 저술에서 피셔의 서사적 합리성을 어떻게 찾
을 수 있는지 궁구해보고 구체적으로 『과학과 음악』의 서사적 합리성을 평가해 볼 것이다. 이
를 통해 과학 수사학의 방법상의 다양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II.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

서사(narrative)는 일정한 논리나 관습에 따른 사건들의 배열로 거기에는 시간의 계기성이 포함
된다(강헌국, 44). 서사에 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것을 의사소통과　관
련하여 철학적으로 연구한 선구자는 피셔(Walter Fisher)이다. 피셔가 주창한 서사적 패러다임
(narrative paradigm)은 의사소통 영역을 다룰 뿐 아니라 인간 본성과 언어의 심층적 영역까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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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다. 서사적 패러다임은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표현하고 함축한다는 점에서 패
러다임이다(Fisher, 90). 서사적 패러다임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평을 추구한
다. 여기서 비평이란 주어진 담론이 세상에서 생각과 행동을 위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바람
직한 안내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정상적인 담론은 의미심장하며 서
사적 합리성의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서사적 패러다임에서 의미는 언어 관습뿐 아니라 역사, 문화, 개성(character)의 문제이다
(Fisher, 90).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했듯이 의미는 세상에 있는 사물과 사람을 지시하
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이다(Fisher, 91).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합리성이 적
당한 상황 하에서 사람이 자신의 표현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하버마스는 합리성을 논증적 담론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유
(reason)를 타당성 주장과 관련된 근거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대표적인 합리 세계 패러다임
(rationality-world paradigm)이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일반인이 전문가를 능가할 수 없고 전
문가 사이의 논쟁에서 일반인이 심판이 될 수 없다. 반면에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에서는 이
유를 가치에서 문화적으로 제시되는 근거로 본다. 하버마스가 논증에 한정하여 이유를 요구한 
반면에 피셔는 모든 인간 의사소통에서 이유, 즉 ‘좋은 이유’(good reason)를 요구한다. 하버
마스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이해(understanding)라고 보지만 피셔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실천
적 지혜(practical wisdom)와 인간적인 행동(humane action)으로 본다(Fisher, 92). 요컨대, 
피셔는 인간의 일상적 의사소통이 논증의 범주에서 벗어나더라도 왜곡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
적으로 허락되는 좋은 이유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
면 성공한 의사소통이라고 본다(Fisher,91). 여기에서 좋은 이유들은 사태를 맞이했을 때 그 
순간을 뛰어넘는 가치를 찾아내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태를 해결하게 해준다. 이로써 그 결정
이나 행동은 일반화된 원리 위에서 수행된 것이 되게 해주는 것이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곧 매개하는 존재이다.” 이 말은 인간이 계산하
는 존재, 즉  가능성, 이익, 결과를 재고 달고 세는 존재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인간은 존재하
는 모든 것 안에서 지배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서사적 패러다임은 두 관점
을 모두 포괄하되 후자를 강조한다(Fisher, 94). 

서사적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이 이야기임을 강조한다. 긴 시간에 걸쳐 전개되고 많은 사람
을 포함하는 이야기에서 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사소한 작은 이야기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다. 인간은 본래 이야기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Fisher, 24). 인간
은 인생을 이야기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즉 상징 행동을 이야기, 
즉 순서 속의 사물들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피셔는 서사적 합리성을 의사소통 평가의 기준으로 제
시한다. 서사적 합리성은 개연성(probability)의 원리에서 나오는 일관성(coherence)과 더불어 진
실성(truthfulness)과 신뢰성(reliability)에서 나오는 충실성(fidelity)으로 구성된다(Fisher, 48). 서
사적 합리성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다.

여기에서　일관성은 글 전체에서 나타나고 충실성은 글의 세부 내용에서 나타난다. 일관성은 삶
이나 문학작품에서 이야기가　 개별적 생각이나 행동의 연속으로 간주되는 형식적 특징이다
(Fisher, 88). 일관성은 구조적(논증적) 일관성, 자료적 일관성, 성격적 일관성이라는 3가지 요소
로 구성된다. 구조적 일관성은 이야기가 서로 모순이 없이 짜인 사건의 연속으로 하나의 주제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적 일관성은 이야기가 다루는 소재가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제시되어
서는 안 되며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를 가져와야 할 것을 규정한다. 성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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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은 등장인물은 주제의 전달을 위하여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함을 요구한다. 인간 사회에
서나 담론 속에서나 인물은 성격이 일관되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 서사적 합리성이 요구하는 서사적　충실성은 이야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관계되
는데 그것은 “좋은 이유”(good reasons)를 잘 제시했는지의 여부로 평가된다. 이것이 이야기
가 추구하는 ‘논리’(logic)이다. 수사학에서 형식논리의 부적절함을 툴민(Stephen Toulmin)과 
페렐만(Chaim Perelman)이 보였으므로(Fisher, 106) 피셔는 논리의 의미를 넓게 잡아서 수
사적 상호작용에서 추론의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도움을 줄 절차의 체계적 집합이라고 
본다(Fisher, 106). 모든 사람이 가진 서사적 논리란 일관성과 충실성에 대한 감(sense)인 것
이다(Fisher, 68). 월러스(Karl Wallace)는 ‘좋은 이유’를 당위 명제나 가치 판단을 옹호하여 
제시되는 진술로 본다. 다시 말해서 이유는 가치와 연결될 때 좋고 가치는 이유와 연결된 때 
합리적이다. 피셔는 월러스의 ‘좋은 이유’의 범위가 너무 좁다고 보고 그것을 더 넓게 정의한
다. 즉 좋은 이유란 “수사적이라고 고려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에서든 충고를 받아
들이거나 고수할 근거를 제공하는 요소들”이라고 본다(Fisher, 107). 여기에서 ‘좋음'의 기준
은 추론(reasoning)이 얼마나 건전하게 잘 이루어지느냐,　가치에 대한 인정이 받아들일 만한
가에 관계된다. 이러한 생각은 가다머(Hans-Georg Gadamer)가 이성(이유)은 구체적이고 역
사적인 용어로만 존재하여 그것이 작동하는 주어진 상황에 늘 의존한다고 생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Fisher, 95). 

이야기꾼으로서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의 충실성을 테스트한다(Fisher, 64). 우리가 아는 
세계는 실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엄밀히 실재하는 세계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나 인지된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서사의 형태
로 인식된다는 것이 서사적 패러다임의 기본 전제이다. 서사적　충실성은 서사가 사회적 실재
에 대한 정확한 주장을 하는지(진실성), 그리고 그 주장이 믿음이나 행동을 위한 좋은 이유들
을 제시하는지(신뢰성)와 관련된다. 가장 심오한 도덕과 형이상학적 수준으로 사람들을 고양시
킨다면 충실성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Fisher, 76). 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
을 평가해 보면 진리들에 대한 충실성이 결여되어 있다(Fisher, 76). 그리하여 피셔는 좋은 
이유의 논리를 평가하는 5가지의 기준을 사실 (fact), 관련성(relevance), 결과
(consequence), 일치(consistency), 초월적 이슈(transcendent issue)로 제시한다(Fisher, 
109). 

1. 사실: 메시지에 배태된 가치는 무엇인가?
2. 관련성: 메시지가 요구하는 결정과 그 가치는 상응하는가? 빠지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표현

된 가치는 없는가? 
3. 결과: 가치 고수의 효과는 무엇인가? 개념, 믿음, 행동, 태도,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

는가? 
4. 일치: 그 가치는 바람직한 다수에게 승인된 것인가? 
5. 초월적 이슈: 메시지가 전달하는 가치가 인간 행동을 위한 이상적 기초가 되겠는가? 

III. 과학 저술의 서사성 

과학 저술은 과학적인 내용을 담은 온갖 글을 총칭하는데, 여기에는 과학 논문, 연구 저서, 



- 238 -

과학 교재, 대중 과학 저술 등이 포함된다. 가다머는 “모든 과학 연구는 언어에 속박되어 있
는 한 문학적 형식을 갖는다. 말을 쓰는 한 넓은 의미에서 문학이다."라고 말했다(Fisher, 
95). 폴킹혼(Donald E. Polkinghorne)은 서사가 “인간이 매순간 하는 경험과 개인적인 행위
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식”이며(폴킹혼, 39), “개별 사건들과 
인간의 행동을 전체로 조직하는 의미구조”라고 본다(폴킹혼, 54). 여기에서 우리는 서사가 인
간의 삶의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은 인간과 자
연의 상호작용 속에서 산출된다. 번개와 중력과 같이 인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감지한 현상
들이 탐구 대상이 된다. 인간의 경험과 동떨어진 현상은 탐구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
면, 인간의 일상 경험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끈 이론이나 블랙홀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가? 일
견 인간의 삶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대상이 과학적 탐구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자 동료 간의 논의 속에서 이러한 연구 대상이 갖는 의
의를 찾아냄으로써 분야의 연구사 속에서 역시 하나의 서사 속에 그 대상이 놓이게 되기 때문
이다. 빅뱅이나 트리케라톱스에 대한 연구는 연구사의 맥락 외에도 우주와 지구와 생물 진화
의 역사 속에 보다 쉽게 연구 대상을 위치 지울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이유에서 서사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275) 이렇게 인간은 과학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 서사적인 맥락
을 끊임없이 모색하려고 한다. 호모 나란스가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서사일 수밖
에 없는 것이다. 

과학 저술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인데 그것은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독
자들에게 의사소통하려는 의도로 집필된다. 과학 저술은 누구에게 의사소통을 하려는 것인가
를 기준으로 삼을 때 셋으로 나뉜다. 과학 논문과 연구 저서는 과학자 동료를 독자로 하고, 
과학 교재는 미래의 과학자 동료나 관련 주제를 배우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중 과학 
저술은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누구를 독자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과
학 저술 내용의 수준이나 논조가 바뀐다. 과학 논문이나 연구 저서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전
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견이나 이론을 받아들이도록 동료를 설득하려고 하기에 논증적 성격
을 강하게 띠며, 과학 교재는 관련 주제에 관한 상세하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정보를 학생들
에게 제공하려고 하기에 정보 전달적 성향을 띤다. 대중 과학 저술은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
한 특정 주제에 관련된 보다 일반적인 과학 지식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려고 
하기에 역시 정보 전달적 성향이 강하다. 정보 전달적 성향이 강한 과학 교재와 대중 과학 저
술은 독자를 다르게 상정하기 때문에 독자의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하여 전달할 내용이 달라진
다. 대중 과학 저술은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식을 줄이고 그림을 많이 넣는 식으로 전달
하는 방식도 과학 교재와는 다르게 한다. 

과학 논문, 연구 저서, 과학 교재, 대중 과학 저술은 모두 전달하는 내용의 서술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사적 성격을 띤다. 대부분의 과학 저술은 그 서론에서 그 
과학 저술이 전달하려는 내용의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거나 설명하기
가 기대된다. 본문에서 전달하는 과학 지식은 제시된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받거나 부여받기
가 기대된다.　결론에 이르면 그 저술이 다룬 과학 지식이 과거의 과학 지식과 연계하여　어
떤 의미를　갖는지, 이 저술에서 다룬 지식이 앞으로 어떤 과학상의 또는 세계상의 변화로 이
어질　것인가를 다시 부각하거나 부각하기가 기대된다. 이로써 이 저술의 서사적　지위가 자
리매김된다. 이러한 서사적 구성으로부터 서사적 합리성이 확보된다.　여기서의 서사적 합리

275) 김용석은 과학 이론으로서 다윈의 진화론이 갖는 서사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분석했다(김용석, 
2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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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과학 탐구의 역사에서 해당 저술이 담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갖는 지적 지위로부터 획득
된다. 그것은 과학적 합리성을 부분 집합으로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실험 기구의 정확한 
사용으로부터 얻어진 신뢰할 만한 실험 데이터에 토대를 둔 이론적 명제들을 일관된 체계로 
붙들어 매는　패러다임이 전달되는데 이는 당대 해당 과학 분야의 과학적 합리성의 뼈대를 이
루는 것들이다.276) 이러한 패러다임의 정당성은 과학 발전의 역사 속에서 확보되는 것인데 이
러한 서사적인 맥락이 과학의 합리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과학 논문과 연구 저서의 
저자로서 과학자는 해당 과학의 분야사라는 서사의 등장인물로서 기존의 과학 문화에 대한 충
실성과 더불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의 주장의 설득력은 기존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하여 자신만의 독창
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실험적 및 이론적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로써 그의 업적은 
그 분야의 미래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서사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과학 
교재와 대중과학 저술은 과학 논문과 연구 저서가 가진 독창적인 업적의 제시는 미미하므로 
그 저술 자체가 각각 분야사와 세계사를 새롭게 제시하는 측면에서 가치를 띰으로서 서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논리적인 제시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시간에 따른 인과적 사건 전개는 더러 나타나는 
과학 저술에서 어떻게 서사가 실현될 수 있는가는 야콥슨(Roman Jacobson)이 제시한 대로 
메시지를 조직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코드인 패러다임 유형과 서사적 유형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폴킹혼, 86-87). 패러다임 유형은 어떤 진술을 다른 진술과 형식 논리적 관계로 연결
하여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담론을 말한다. 반면 서사적 유형은 진술의 집합
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전체의 의미를 개요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하는 담론을 말한다. 
그래서 전자는 논리적 설명으로서 기능하고 후자는 총체적 의미의 표현으로서 기능한다(폴킹
혼, 88).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과학 저술은 패러다임적 유형에 속한다. 과학 저술이 과학적 
성과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부분에서 서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저술 전체로 보면 서사적 
유형의 담론이 주종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학 저술이 주로 택하는 서술 방식은 형식 
논리를 활용한 논리적 서술이다. 그런 점에서 과학 저술을 서사적 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하고
자 할 때 표층적으로 드러난 담론으로부터 과학 저술의 서사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패러다임적 담론 유형이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과학 교
재의 담론의 이면에 서사적 담론이 심층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명시적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돌려 말하기로 암시되기 때문에 심층 담론을 읽으려면 행간을 읽는 독
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층 담론은 하나의 과학 교재가 포함하는 표층 담론이 전달해주는 메
시지만으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서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사적 담론 속의 일부로서 패러다임적 담론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학 
교재의 예를 들어보자. 과학 교재는 강의실의 강의 내용을 문자화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어느 
날 물리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강의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전달했다면, 그 이야기 중에는 
교재에 실릴 법한 패러다임적 담론이 포함될 수 있다. 언제나 서사가 담론으로 구현된 형태의 
일부로 패러다임적 담론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재 전체가 과
학 지식을 형식 논리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데 투입된다하더라도 과학 교재는 서사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패러다임적 담론 유형에 잘 들어맞는 내용조차도 연구사와 논쟁사를 제시하

276) 과학 교재가 담당하는 패러다임의 전달 기능은 일찍이 쿤(T. S. Kuhn)이 그의 저서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주목한 바 있다(Kuhn,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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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라면 형식 논리를 따르는 논리적 서술 속에 서사가 들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연
구와 논쟁의 진행 과정에서 철저한 논리에 따라 근거의 발견과 제시를 논증의 필수적 과정으
로 인정한다. 또한 교육을 위하여 실험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 속에 실험 체험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과학 교재에 서사는 여러 차원에서 개입한다
(툴란, 17).

과학 저술을 둘러싸고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서사 구조는 소설의 분석을 통해 제시된, 일반
적인 설명력을 지닌 서사 모형으로서 가설적 서사 유형에 부합한다(강헌국, 109~110). 이 모
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1) 결핍의 상태: 결핍이 일어나거나 결핍의 상태에 있다. 
(2) 환경의 금지: 주인공의 환경이 결핍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킨다. 
(3-1) 환경의 부정: 주인공이 환경을 부정하는 시도를 한다. 
(3-2) 환경의 긍정: 주인공이 환경을 긍정하는 상태에 머문다. 
(3-3) 환경에 미결정: 환경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다.
(4) 대안의 선택: 결핍을 해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한다.
(5-1) 대안의 실현: 대안이 실현되어 결핍이 해소된다.
(5-2) 대안의 실패: 대안이 실현되지 못하여 결핍이 지속된다.

여기에서 타이틀 번호에 ‘-'가 붙은 항목들, 가령 (3-1), (3-2), (3-3)은 서로 대안적인 선택지
를 구성한다. 하나의 서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가 반복되거나 변형되거나 중첩되는 방식으
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이야기꾼인 인간의 머릿속에서 형성되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틀에 맞추어 서사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서사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구조적 결여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항목은 잠재 요소로서 독자의 이해에 무의식적
으로 작용한다(강헌국, 122).

이러한 서사 모형이 과학 저술을 서사적 텍스트로 이해할 때에도 적용된다. 과학 저술의 서
사는 저자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특정한 연구사의 맥락에서 저자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
이 이러한 서사 모형으로부터 부여된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결핍이 있고 그러한 
결핍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이다. 주인공은 이러한 환경을 부정하기 위해 새로
운 연구나 집필을 통해 이러한 결핍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별한 
저자 나름의 전략을 대안으로서 구사하게 된다. 그러한 대안이 결핍을 해소하여 성공을 거둘 
것인가 아닌가는 과학 저술이 나온 후에 독자의 반응을 통하여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독자
의 반응까지 나타나야 이러한 서사가 결핍의 해소로 끝날 것인가, 결핍의 지속으로 끝날 것인
가가 분명해진다. 이로써 저자와 과학 저술은 저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의 서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사적 합리성의 평가는 독자가 하게 되고 그러한 독자의 평
가가 이러한 과학 저술을 둘러싼 서사의 결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과학계에서 이
루어지는 새로운 연구 결과의 수용이나 교재의 수용, 대중 과학 저술의 수용 여부의 결정은 
서사적 합리성에 근거하게 된다.

피셔의 서사적 합리성의 개념에 따라 과학 저술의 서사적 개연성과 충실성을 어떻게 평가하
게 될지 고찰해 보자. 서사의 개연성의 한 요소로서 구조적 일관성은 저술이 등장한 배경이 
되는 부정적 환경과 그 환경에서 야기되고 있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어떻게 배열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서사적 개연성의 두 번째 요소로서 소재의 일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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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내용이 결핍의 해소를 위해 적절하고 꼭 필요한 과학 지식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서사적 개연성의 세 번째 요소로 성격적 일관성은 과학 저술을 
둘러싼 부정적 환경 속에서 독자는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결핍의 상태인가가 설정되고 그러한 
독자의 결핍을 해소하는 해결자로서 저자가 자격과 능력을 갖춘 존재인가가 일관되게 제시되
는지와 관련된다. 과학저술을 통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관되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 동원한다. 서사적 충실성의 한 요소로서 진실성을 충족시키려면 과학 저술의 내용은 
정확한 최신 과학 지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사적 충실성의 또 다른 요소로서 신뢰성은 과학 
저술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독자를 포함하는 사회 일반의 가치와 일치되는지와 관련된다. 기
술적 공동체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판단할 자체의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Fisher, 
73) 과학 저술은 독자가 포함된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하는 가치를 전달해야 합리성을 갖춘 것
으로 평가된다. 

IⅤ. 『과학과 음악』의 서사적 합리성 

진스의 『과학과 음악』은 과학 교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저자는 책의 집필 
목적을 음악 음향학의 최신 정보를 비전문적 용어로 제공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그는 특히 
과학과 수학에 사전 지식이 없는 음악의 아마추어와 진지한 음악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Jeans, ix).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헬름홀츠(Hermann Helmholtz)의 닐음의 감각렇(On 
the Sensations of Tone), 이 책의 영역판에 역자인 엘리스(A. J. Ellis)가 덧붙인 주석들
(Helmholtz, 430-556), 밀러(Dayton C. Miller)의 닐악음의 과학렇(The Science of Musical 
Sounds)에 크게 의존했음을 밝힌다(Jeans, ix).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이 책은 서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책의 집필이라는 사건을 포함하는 이야기는 서사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사적 개연성과 충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을 진스가 의식하고 있지 않더라도 서사는 구
성되며 서사를 들은 사람들은 그가 전달하는 어떤 가치와 믿음을 전달받게 되고 그에 따라 서
사적 합리성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 책의 집필 또는 출판은 저자가 실제 세상 속에
서 구성하려는 서사를 온전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독자는 서사적 
합리성의 평가자이면서 평가하는 스스로가 서사의 일부가 된다. 『음악과 과학』을 포함하는 이
야기가 지닌 서사적 합리성, 즉 서사적 일관성과 충실성을 책 내용과 연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서사적 개연성 
 
(1) 구조적 일관성: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잘 들어맞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가?

음악과 관련된 과학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집필된 이 책은 가다머의 말처럼 언어를 사용한
다는 점에서 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글 전체에서 서사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책 
전체를 서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진스는 ‘머리말’에서 진화의 역사로 논
의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책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음을 드러낸다.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단세포 생물이 복잡해지고 거기에서 인간이 탄생하고 생물들이 복잡해지면서 생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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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를 획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음악가들이 관심을 갖는 감각이 출현하였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압력을 느끼는 감각기는 옆선이다. 그것이 진화하여 내이(labyrinth)가 되었다
(Jeans, 1). 내이의 뼈로 이루어진 작은 부분이 얇아져서 막이 되었고, 이 막은 아주 얇고 부
드러워서 거기에 닿는 공기의 압력을 내부의 유체로 전달해 주었다. 동시에 내이는 커지고 복
잡해졌다. 개구리는 단순히 밖에 노출되어 있는 막이 더 복잡해지면 달팽이관을 형성한다
(Jeans, 3). 동물의 귀에는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성분음으로 분해할 수 있는 피아노 
현과 울림판이 완두콩보다 작은 영역에 압축되어 있다(Jeans, 4). 이야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 음악의 탄생에까지 이른다. 사람의 귀는 처음에는 생존 수단이었지만 사람
은 귀가 또 다른 용도를 갖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활의 줄을 당겼다 놓았을 때 나는 
소리나 바람이 부러진 갈대(reed)를 스칠 때 나는 소리가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날에 
음악은 탄생했고, 이후 여러 문화권에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
었다(Jeans, 4~5). 이러한 서사 속에 이 책이 음악의 과학적 원리를 해명하는 것은 위치를 부
여받는다.
 책을 통해 저자가 논증하고 싶은 것은 과학이 음악을 이해하고 더 잘 실행하게 하는 데 실질
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야기로 화두를 뗀 저자는 책 전체를 하나의 더 큰 이야기의 일
부로 가져왔고 그 책 내용 전체를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진스는 앞머리에서 
책의 내용이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따라 순서대로 펼쳐질 것이라고 밝힌다(Jeans, 16). 소리
가 음원에서 발생하고 진행하다 서로 섞이며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소리는 반사되거나 굴
절된 후에 고막에 다다른다. 고막으로 들어간 소리는 중이를 거쳐 내이에서 전기신호로 바뀌
어 뇌로 전달된다. 이 모든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상세하게 밝힌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그리하여 2~4장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2장은 우선
적으로 소리굽쇠에서 발생하는 단음에 대해 소개하고 음파를 가시화하는 과학적 수단으로 소
리곡선을 제시한다. 3장은 현악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현의 진동 양
상에 따라 배음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악음을 아름답게 하는 데 고차의 배음들이 하는 
역할을 자세히 설명한다. 4장은 공명을 토대로 관악기에서 악음이 발생하는 과학적 원리를 자
세히 설명한다, 2~4장이 소리의 발생을 다루었다면 5~6장은 소리의 진행을 다룬다. 5장은 불
협화와 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2개의 음원에서 나온 소리가 어울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를 설명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해설하고 피타고라스 음계, 가온
정률, 순정률, 평균율과 같은 다양한 음계가 출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음계에 대해 논함으로써 5장은 서사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6장은 유사한 음악 음향
학 책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콘서트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소리의 반사와 흡수와 
연관하여 잔향시간의 제어를 통해 음악 연주의 효과를 극대화할 실제적 과학적 원리를 제시한
다. 마지막인 7장은 청각에 대한 장으로 고막으로 들어간 소리가 뇌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
을 공명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로써 소리가 악기에서 발생하여 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귀로 전달되어 지각되기까지 과정을 순차적으로 완결된 구조로 제시한다. 

이렇게 이 책은 모든 단계에서 과학적 설명을 통해 더 나은 음악의 생산을 위해 음악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잘 전달해 준다. 그러므로 음악적 실행이 과학의 도움으로 개선된다는 주
장에 공감하도록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자료적 일관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잘 들어맞는 소재들만을 빠짐없이 사용하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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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음악』은 음악가들에게 음향학을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서는 내용이 간결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500쪽 이상의 분량을 갖는 관련 과목 교재들에 비하면 동종의 책 중에서는 간결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에서 과학과 음악을 언급한 것에서 음악이라는 주제와 연관한 과학
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지만 기존의 본격적인 교재와 비교해 분량이 적음에도 불
구하고 다른 책에는 없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음으로써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책
에서 두드러진 점은 음악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
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밀착감은 책의 첫머리에서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저자는 권두 그림으로 
기원전 2,700년 경 만들어진 우르의 왕릉에서 발견된 음악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부조(浮彫)
를 찍은 사진 두 장을 제시한다(Jeans, ii). 하나는 부조로 수금 연주와 구부러진 막대기를 치
는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우르의 슈바드 여왕(Queen 
Shubad)의 능에서 나온 것으로 4현을 갖는 활 모양의 하프와 그 밖의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을 권두에 넣고 “약 4,600년 전 수메르 음악”이라고 그림 설
명에 적음으로써 진스는 음악이 아주 오래된 예술임을 독자에게 주목하게 하고 그것의 과학적 
원리를 밝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전달한다.

저자는 과학적 사실의 이해가 음악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언
제나 민감하게 짚어준다. 가령, 2장에서 두 개의 동일한 소리굽쇠가 함께 울리는 경우는 음악
의 실행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기하학적 논의는 
결국 순음 둘이 진폭과 위상이 다르더라도 같은 진동수를 갖는다면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합성 
음파도 순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Jeans, 43). 또한 맥놀이가 악음에 끼치는 영향은 음악적인 
현상으로 두드러진다. 진동수가 차이가 나는 두 순음이 함께 울리면 두 순음의 진동수의 차이
에 해당하는 진동수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이를 맥놀이(beats)라고 한다. 
오르간 파이프는 보통 순음을 발생시키는데 33 Hz를 내는 16피트 길이의 오르간 파이프 CCC
가 35 Hz를 내는 CCC# 파이프와 일으키는 2 Hz의 맥놀이는 불쾌하다. 33 Hz를 내는 CCC 파
이프와 37 Hz를 내는 DDD 파이프가 일으키는 4 Hz의 맥놀이는 더 불쾌하다. 261Hz 소리굽
쇠와 각각 262, 264, 266, 268 Hz 소리굽쇠와 맥놀이 일으키면 진동수 차이가 커질수록 불쾌
도가 커진다. 284 Hz에 달하면 23 Hz의 맥놀이가 매우 불쾌하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진동
수 커지면 불쾌도가 줄어든다(Jeans, 49~50). 순음의 진동수가 커지면 불쾌도가 최대에 이르
는 진동수가 늘어나고 맥놀이가 들리는 한계도 늘어난다. 이것은 깜빡이는 영화필름이 1초에 
10장의 사진을 보여주면 눈이 그림을 따라가느라 불쾌함을 느끼지만 20장을 보여주면 그림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불쾌함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Jeans, 51). 

다른 예로, 배음의 발생에 대해 과학적으로 논의한 것은 음악적 실행을 개선할 실제적 지침
에 연결된다. 현을 진동시킬 때 배음이 발생하는데 배음은 음색을 화려하게 해준다. 악음이 
밋밋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차의 배음이 살아 있는 것이다(Jeans, 85). 현을 뚱길 때와 활로 
켤 때 배음은 그 차수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약해진다(Jeans, 102). 폭이 있는 활을 쓰면 고차
의 배음이 사라지고 현을 뚱기거나 활이 닿은 위치에 마디를 형성하는 배음은 모두 사라진다. 
브리지 근처를 켜면 최고차의 배음만 사라지고 높은 배음이 모두 살아나서 금속성의 음이 나
게 된다(Jeans, 103~104). 진스는 배음이 차수에 따라 갖는 상이한 성격을 자세히 언급한다. 
가령, 제2 배음과 제4 배음은 명쾌함과 날카로움을 더하나 음색에 변화는 없고, 제3 배음은 
코맹맹한 소리를 더해 오보에 소리를 내고, 제5 배음은 날카로움 외에 호른 소리를 내고,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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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음은 코맹맹한 날카로움을 주고, 제7 배음부터 홀수 차 배음들은 기음과 불협화를 이루어 
금속성 소리를 일으킨다(Jeans, 87). 현의 가운데를 뚱기거나 켜면 제2, 제4 배음이 죽어 명쾌
함이 사라지고 클라리넷 소리처럼 홀수 차 배음이 우세해진다(Jeans, 88).

이렇게 이 교재에는 음악적 실행을 개선하는 데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들이 
최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많이 제시되어 있다.

(3) 성격적 일관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잘 들어맞도록 등장인물들이 역할을 하는가? 

과학적 논설의 발표를 둘러싼 서사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저자와 독자이다. 이들
의 성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걸맞아야 성격적 일관성이 확보된다. 저자인 진스로 말하
자면 1900년에 플랑크(Max Planck)가 양자 개념을 처음 적용하는 복사공식을 발표했을 때, 
그것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고전적인 레일리-진스(Rayleigh-Jeans) 복사법칙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과학과 음악』은 당대 1급 물리학자로 권위가 높은 인물이 과학과 음악에 대하여 
쓴 저술로 널리 읽혔다.  1934년에 진스의 첫 아내가 죽자 그는 이듬해 오스트리아 빈 출신
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하프시코드 연주자인 혹(Suzanne Hock)과 결혼하였다. 진스는 집에 
오르간이 있었는데 아내를 위하여 새 오르간을 하나 더 들여 놓으면서 그의 음향학 지식을 활
용하여 두 대의 오르간을 각자 연주해도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였다(O'Connor, 2003). 이 
에피소드는 진스가 1937년에 『과학과 음악』을 쓸 때 과학과 음악 양 분야에 정통해 있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잘 드러냄으로써 에토스를 진
작시킨다. 그의 고양된 에토스는 이 책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력에 영향을 미친다. 진스는 뛰
어난 물리학자의 통찰력을 곳곳에서 보임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잘 드러낸다. 가령, 일현금
의 현을 진동시킬 때 현의 끝에 소리굽쇠의 가지를 연결시키는데 소리굽쇠의 대칭축이 현의 
길이 방향과 일치하게 연결하면 소리굽쇠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을 하여 배가 1개 생기지
만 소리굽쇠의 대칭축이 현의 길이 방향에 수직이 되게 연결하면 소리굽쇠 진동수의 2배의 진
동수로 현이 진동하면서 배가 2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렇게 멜데의 진
동을 이용하여 배의 수를 조절해 주는 아이디어는 실험 설계로서 우수하여 전문적인 물리학자
의 통찰력이 엿보인다(Jeans, 65-67). 또한 현의 정중앙을 당겼을 때 생기는 산 모양의 곡선
을 배음들로 분해할 때 짝수 차 배음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짝수 차 배음들은 좌우대칭 형태가 
아니어서 좌우대칭의 원래 파형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며 반짝이는 수학
적 통찰을 드러낸다(Jeans, 82). 

한편 저자가 상정하고 있는 독자는 프로 및 아마추어 음악가들과 일반 대중이다. 그들의 공
통적 특징은 수학, 물리학, 생리학, 심리학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과학을 가르치기는 하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가르치기로 한다. 그리하여 이 책에는 수식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역학적 현상을 기술하는 
데 수리 물리학이 필요하고 평균율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거듭제곱근에 대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그림들을 많이 활용
하여 실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가령, 1장에서 저자는 기압계가 1주일의 기압 변
동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림으로 소개하고 거기에서 시간에 따른 소리 세기 변동을 나타내는 
소리곡선을 끌어낸다(Jeans, 11). 기압 기록은 영국에서 19세기에 시작되어 기상국의 핵심 업
무가 되었다. 변동하는 기압 측정은 대중에게 실용적 과학으로 가까이 다가가 있었기 때문에 
기압곡선 사례를 들어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 소리곡선을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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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곡선은 이 책에서 여러 번 등장하여 진동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을 서술할 때 저자는 전문적 과학자이어서 신뢰할 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장받고 철저한 과학적 정신을 유지하되 독자의 초보적 수준에 맞추어 과학 내용을 
수학이나 물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한다. 한편, 저자와 독
자는 모두 음악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상당한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므로 여러 악음에서 고차
의 배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익히 알려진 사실로 간주된다(Jeans, 85). 고차의 배음
이 살아 있을수록 화려한 음색의 악음이 유지된다는 것도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통 지
식으로 간주된다. 

2. 서사적 충실성

(1) 진실성: 현재 밝혀진 과학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가? 

진스는 자신의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실험을 많이 제시한다. 이는 과학에서 일반적
으로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실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전달한다면 과학적 사
실을 전달하는 교재가 음악에 흥미가 있는 독자에게 유익을 준다는 서사에서 진실성은 확실하
게 확보된다. 가령, 소리 내는 소리굽쇠가 진동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소리굽쇠 가지가 진동
할 때 흐릿한 외양을 갖는 것과 손을 대보면 떨리는 것에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확실치 않으
면 아주 가벼운 구슬을 실에 매달아 진동하는 소리굽쇠 가지에 대면 구슬이 튀어 오르는 것으
로 확인된다(Jeans, 18). 소리굽쇠가 진동한다는 또 다른 증거로 소리굽쇠의 끝에 축음기 바늘
을 달고 소리굽쇠를 진동시키면서 그을음 묻힌 유리에 대고 유리를 이동시키면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스는 이것이 순음의 소리 곡선이라고 본다(Jeans, 19). 사진
으로 보여주는 울림음의 소리 곡선은 진실성을 가져다주는 장치이다(Jeans, 도판 II). 실험 연
구자 리차즈(J. R. Richards)의 소용돌이 사진이 공기 흐름 이해에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모
서리 음(edge tone)의 발생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Jeans, 123-4). 여기에서 진스는 최신 실험 
연구 성과의 반영으로 진실성을 드높인다. 

(2) 신뢰성: 과학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관점을 피력하고 있는가? 

신뢰성의 견지에서 보면 『과학과 음악』은 과학이 소리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지식을 구축
하였다는 보편적 인식과 음악적 아름다움이 과학적으로 해명된다는 독자들이 널리 받아들이는 
인식에 근접해 있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19세기 말에 형성된 것으로 
음향학이 음악 교육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에서 이해된다(구자현, 2014, 268~274). 19세
기 내내 음향학은 음악과 연관하여 탐구의 동기를 부여받아 악음 자체의 본성을 밝히는 데 상
당한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진보가 이룩되었다. 이러한 발전에 대한 인식
이 19세기 후반에는 음악 교육에 음악 음향학을 포함시키려는 광범위한 제도적 확충이 이루
어졌다(구자현, 2014, 274~84). 가령, 과학의 발전으로 음악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이루어져
서 음악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은 대중적 과학관과 잘 부합한다. 바이올린 몸체는 단순히 현의 
진동을 확장시키는 피아노 울림판의 역할을 뛰어넘어 고차의 배음을 강화시키는 공명기로 바
이올린의 독특한 음색을 일으킨다. 3,000~6,000 Hz의 강한 배음 영역이 포먼트(formant)를 
형성한 것이 좋은 바이올린의 특성임이 밝혀졌다(Jeans, 104). 바이올린이 좋을수록 높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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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광범위하게 균일하게 자유 진동시킨다. 그러므로 진스는 과학 탐구가 발전하면 스트라디
바리우스도 대량 생산 가능해질 수도 있으리라고 전망한다(Jeans, 106).

오케스트라의 최적의 크기의 문제는 과학 탐구가 음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드러내 신뢰성을 높인다. 상식적으로는 홀의 용적이 2배가 되면 오케스트라의 크기도 2
배가 되어야 하겠지만 음악 과학자는 이것은 소리의 흡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크기는 방의 내부 표면적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한다. 잔향이 좋은 방에서는 관객이 흡수의 상
당 부분을 담당하므로 관객의 수가 오케스트라의 크기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Jeans, 210). 이
렇게 저자는 과학에 대한 낙관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하여 서사적 신뢰도를 높인
다. 

3. 『과학과 음악』의 서사 구성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과 음악』의 집필과 출판의 배경이 된 음악 교육의 맥락에서 이 
책의 내용과 이 책을 둘러싼 배경이 담고 있는 서사를 구성해 볼 수 있다. 19세기 내내 음향
학이 음악과 연관된 주제로 심도 있게 연구되었고, 과학자들과 음악 전문가들이 음악적인 주
제를 놓고 같은 학회에서 논문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류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졸업을 위하여 음향학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르게 하는 제도가 널리 시행되었
다. 음악 전공자를 위한 음향학 교육에서 수학은 어렵다는 이유에서 사칙연산의 간단한 계산
만이 내용에 포함되었다(구자현, 2014, 274~84).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 전공자를 위한 전문적
인 음향학 교재들이 출간되었다. 브로드하우스(John Broadhouse)의 『음악 음향학』(Musical 
Acoustics or the Phenomena of Sound as Connected with Music, 1880)이나 해리스(T. 
F. Harris)의 『음향학 핸드북』(Handbook of Acoustics for the Use of Musical Students, 
1887)이 20세기 초까지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음향학을 가르치는 교재로 인기를 끌었다
(Broadhouse, ix, Harris, vii-viii). 음악 전공 학생에게 음향학을 가르치는 실행은 미국으로
도 전파되었다. 미국에서 음악 음향학 교육은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겨냥해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892년에는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음향학을 가르친 잠
(John A. Zahm)이 집필한 『소리와 음악』(Sound and Music)이 출간되었고(Zahm, 1892), 
1911년에는 음악 교수였던 해밀턴(Clarence Hamilton)의 『소리와 그것의 음악과의 관계』
(Sound and Its Relation to Music)이 출간되었다(Hamilton, 1912). 전문적인 음향학 연구
자였던 밀러(D. C. Miller)의 닐악음의 과학렇(1916)이 출간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구자
현, 2014, 284~285). 

그렇지만 음악 전공 학생들이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배우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느냐는  반성이 일어났
다. 그러한 교육의 열기가 음악 교육 기관 내에서 차차 식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스의 『과
학과 음악』은 출간되었다. 물리학에서 1급 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던 진스는 말년에 자신의 음
악에 대한 아마추어적 관심을 물리학에 접목시켜 대중과 음악 전공자와 애호가들에게 소리와 
악음의 물리적 본성뿐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실행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일이 의미 있
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책을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에게 헌정했는데(Jeans, v) 이것은 그가 
아내와 함께 음악 애호가로서 악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물리학으로 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았음을 드러낸다. 그는 음악 전문가를 위한 교육용으로 나온 여러 음향학 교
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교재와는 차별화되는 교재를 쓰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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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학과 음악』에서 최신의 음향학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 음악적 실행에 실제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챙겼다. 현악기의 음색과 고차의 배음의 관계, 연주홀에서 음
악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잔향시간 등에 관한 정보는 다른 음향학 교재에서 찾기 힘든 연주자들
에게 유용한 정보이다. 이러한 그의 세심한 노력은 결실을 거두어 1937년에 출판된 책의 가
치가 음악 전문가와 과학자들에게 호평을 받아 책은 1968년에 재출판이 되었다. 

Ⅴ. 맺음말

피셔의 서사 패러다임에 따르면 인간의 온갖 의사소통에는 서사가 개입하고 이를 통해 가치
의 논증이 서사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서사적 합리성은 관련자들이 의사소통을 평
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은 서사적 개연성과 서사적 충실성으로 구성된다. 서
사적 개연성은 다시 구성적 일관성, 자료적 일관성, 성격적 일관성으로 구분되고, 서사적 충실
성은 진실성과 신뢰성으로 구분된다. 서사적 문학 장르를 분석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인 이런 
도구가 인간 의사소통이 개인과 집단의 인식 세계 속의 이야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유
에서 모든 의사소통 형식에 적용될 수 있다. 

과학 저술이 명시적으로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고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감추어져 있기에 이 또한 서사적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관
심을 가진 과학 저술인 과학 교재의 서술 방식은 형식 논리에 크게 의지하는 논의 전개 방식
을 채택할지라도 교재의 집필과 출판을 둘러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과학 교재는 서
사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분야사나 연구사의 측면에서 서사가 형성된다고 하면 과학 
교재는 관련 분야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집필되었고 그러한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책의 출판으로 관련 분야와 사
회의 요구가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어떤 영향력을 관련 분야와 사회에 끼쳤는지는 서사의 나
머지 부분을 구성한다. 저자는 책을 집필하면서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책 속에 
녹여 내게 마련이다. 이러한 모든 실행 속에는 저자의 가치가 녹아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가
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은유나 유비를 사용하여 넌지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도에서 진스의 『과학과  음악』을 분석해 보면 음악 음향학 교육의 맥락에서 서사 
구성이 가능하다. 19세기 후반에 음향학의 발전에 힘입어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음향학이 
음악 교육의 일부로 채택되었고 특히 영국에서 제도적 정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
라 다양한 종류의 음악 음향학 교재들이 나왔다. 이들 교재들은 과학 전공자가 아니라 음악 
전공자가 음향학을 공부해서 가르치고 가르친 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집필한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어려운 음향학을 음악 전공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대두되면서 음악 교육 현장에서 음향학 교재를 새롭게 집필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므로 진스가 1937년에 『과학과 음악』을 출판했을 때에는 음악 교육 현장에서 
음악 음향학에 대한 요구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진스는 음악 대학이나 음악원에서 
교재로 사용할 음악 음향학 책을 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음악가뿐 아니라 음악 애호가와 일
반 대중이 읽을 수준의 과학 교재를 집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본격적인 음악 음향학 
교재들이 8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담기까지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책은 300쪽에 
미치지 않는 작은 책으로 같은 주제를 정리했다. 그는 음악 전공자를 넘어서 더 폭넓은 독자
층에게 책이 호감을 주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서사적 맥락에서 이 책의 서사적 합리성을 평가
해 보면 이 책이 얻은 좋은 반응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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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적 개연성에서 이 책의 등장은 구조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음악 전공자가 아닌 대중에
게 호감을 주는 음악 음향학 책은 과학이 음악적 실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증거를 
많이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 현악기와 관악기의 연주에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
을 배음과 현의 진동 방식에 대한 이해로부터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콘서트홀에서 
소리 전달을 더 잘 하도록 하는 실제적 지침을 소리의 반사와 흡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근
거로 제시해 준 것은 음향학이 음악적 실행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잘 드러낸 사례다. 자료
적 일관성에서도 이전의 음악 음향학 교재보다 분량이 줄면서 많은 내용을 덜어내면서도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실용적 팁을 음악가와 음악 애호가들에게 던지는 것에는 각별히 신경을 썼
다. 저자는 음향적인 지식은 음악활동에 도움을 줄 여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매 쪽마다 입
증하려 한다. 성격적 일관성은 저자와 독자라는 등장인물이 이 음악 음향학 교육이라는 맥락
이 제시하는 서사 속에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하는지로 평가될 수 있다. 20세기 초에 1급 물리
학자로서 전문가적 권위와 존경을 누렸던 진스가 물리학자의 전문 경력과는 다소 동떨어진 음
악에 관한 교재를 집필했다. 연주자인 아내에게 이 책을 헌정할 정도로 아내와 더불어 음악을 
취미로 가까이했던 그로서 물리학자 경력 말에 음악을 물리학자적 전문성으로 풀어내는 책을 
쓴 것은 예외적이지 않다. 그런 그였기에 누구보다도 물리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음악적 현상
에 대하여 상세히 논할 수 있었다. 책의 곳곳에 물리학 전문가요 음악 애호가로서의 식견이 
잘 표현되었다. 이 책에서 독자는 과학을 잘 모르는 음악가, 음악 애호가, 일반 대중으로 설정
되었다. 그러므로 수학은 설명에서 늘 배제되고 간단한 실험 기구와 실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
고 음악을 사례로 듦으로써 개념적 친숙성으로 설명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로써 이 생의 서
사(life narrative)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일관성은 잘 유지되었다. 서사적 충실성에서 진실
성은 정확한 최신 과학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확보되었고 신뢰성은 과학이 진리를 담보하고 진
보를 거듭하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리라는 낙관론이 음악의 미래와 연관하여 제시됨으
로써 당시의 대중적 공유 가치에 근접하여 확보되었다. 진스는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으나 낙관적 가정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피셔의 
서사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과학 교재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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