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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버스 또는 1213번, 7211번 지선버스로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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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번 (국민대 ⇔ 돈암동 ⇔ 성대앞 ⇔ 상암동)

• 성산대교 방면에서 왕십리 방향 이용시 정릉 Ramp로 나와 U턴
• 왕십리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 이용시 국민대입구 Ramp로 나와 직진 후 바로 우회전(북악터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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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법정연설

전해정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법정 연설은 국민참여재판과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법
학교육에서 관심을 받은 분야이다. 법정 연설은 수사학의 하나로서 법수사학에서 주
로 다루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실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실증주의 법학이 주를 이루다보니 고전적인 형식 논리학에 따른 법학방법론이 
아직까지도 법학교육의 토대가 되고 있다. 때문에 사안을 해결하고 논증을 통해 상대
를 설득하는 수사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발표자가 법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법수사학 강의에서 얼마 전 방영
된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드라마를 
선정한 이유는 다른 법정 드라마의 경우 사랑이나 연애 혹은 복수 등을 주제로 삼다 
보니 법정 연설은 짤막하게 재미를 위해 삽입되고 변호사는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마치 스피스트를 비난했던 고대 철학자들을 연상케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의 법정 연설장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가 윤리와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수사학을 체계화한 것을 연상케 하며, 드라마에 등
장한 법조인들이 의뢰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배심원처럼 변론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
함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말하는 논증기술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II. 법수사학 수업

1. 수업 개요

  발표자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법학논술 수업과 법
률문장론 수업에서, 커리큘럼 개편 후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법률문서작성 수업
에서 법수사학을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과목들은 1년에 한 학기 실시되고 2학
점으로 배당된 과목이며 학기 당 평균 60~70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주교재는 프
리트요프 하프트의 『법수사학』1)이며 강태완의 『설득의 원리』와 이병갑의 『우리말
문장 바로쓰기 노트』를 참조하고 있다.2) 2016학년도 2학기 법률문서작성 수업

1) 프리트요프 하프트. 법수사학(2010).고려대학교출판부
2) 강태완. 설득의 원리(2010). 페가수스; 이병갑. 우리말문장 바로쓰기 노트(2009).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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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차별 계획은 아래와 같다. 

 

2. 수업 내용 요약

(1) 법정 연설에서의 수사학적 방법

  프리드요프 하프트에 따르면, 법 수사학이란 사례들과 법 원칙들을 언어적으로 극
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이제까지 법 결정권자들은 고전적인 형식논리학에 근
거한 법실증주의에 따라 법규범의 개념분석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법(司法)판단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학방법론은 사회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례

주차 내용

1 ▪ 수업 소개: 법률문서 작성의 의의

2
▪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에 따른 법률문서작성과 법수사학의 수사학적 방

법에 따른 법률문서작성

3 ▪ 법률쟁점에의 접근 방법: 사례중심 사고, 개념중심 사고

4 ▪ 법에서의 구조사고 비교

5 ▪ 법언어의 이해

6 ▪ 법언어의 이해

7 ▪ 개념법학의 개념정의

8 ▪ 법적 개념의 확장

9 ▪ 글쓰기의 논리적 정합성과 내용적 진실성 문제

10 ▪ 사례해결기법

11 ▪ 논증하기 논증대상: 법개념과 법사례, 언어와 사실 비교

12 ▪ 논증계획(논거 투입계획): 선형적 논증과 대화론적 논증

13 ▪ 논증유형: 토픽적, 화용적, 수사학적 기법

14 ▪ 법에서의 사고 오류: 문법적 오류, 추론의 오류

15 ▪ 문제된 사례에서 개념의 오류, 화용론적 오류

16 ▪ 독일연방대법원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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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수사학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
이 증가하게 되었다. 
 
  수사학적 방법이란 모순되는 주장들을 제시하고, 논거들이 제시되는 순서를 확정하
며, 상이한 관점들의 중요도에 따라 상호 형량함으로써 분쟁 또는 충돌을 종국적으로
는 종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수사학적 능력은 법률가가 사회적 분쟁을 해결
하는데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능력인데 이는 이미 법률가들이 판결, 판단, 결정을 하
면서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법학방법론과 법수사학은 법률과 도그마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준다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법학방법론은 법률을 만든 입법자를 존중하여 입
법자의 입법의도 등 주관적·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함에 반하여, 법수사학은 입법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언어적인 판단이 주가 되어 법률을 현재와 장래의 언어로서 취
급하여 문언해석학적인 고려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늘날 법수사
학은 사람들의 이해를 위한 언어적 기법을 발견하고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구성을 하
며 이를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청중을 향한 유형으로서 기호이론이나 화용론, 언어적인
(수사적인) 유형으로서 문장론, 토픽적인 유형으로서 변증법이나 변론술이 현대 수사
학의 논증기술이다.

(2) 논증하기 

  이하에서는 수업내용 중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관련된 논증하기 부분만을 
요약하고자 한다. 

  법률가들의 역할은 언어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혼란
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증하기는 법적 활동의 
정점에 있다.3) 수사학적인 상황은 외견상 독백으로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결국 의사소
통의 하나이다. 논증은 타인 또는 자기 스스로와의 치열한 다툼의 과정을 통해 성립
되기 때문에 다툼이나 의견 충돌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논증하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이하에서는 각각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
기로 한다. 
① 관련된 대상들로부터 논거가 나온다.
② 투입될 절차에 적합한 계획으로부터 논거가 도출된다.

3) 반면, 고전적 방법론에서는 불변의 규범들로부터 결론이 연역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논증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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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논증함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근본유형으로부터 만들어진다.
④ 개별적으로 논증하는 기술·기법이 접목된다. 

가. 논증대상

  논증하기에 앞서 논증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이는 사실(사안)을 
논증할 것인가 개념을 논증할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이다. 고전적 법학방법론은 개념
실재론에 따라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해왔다. 즉 법개념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사안에 포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형식논리학을 따
른다. 이 삼단논법은 연산적, 기계적인 절차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추구
하였다. 반면에, 사안(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사례들의 상응성을 비교하여 법개념을 
확장해 가는 수사학적 방법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한
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문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들은 획일화된 법개념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전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법개념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
므로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사례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으며 그 사례들이 유일하게 논증 가능한 대상이다. 개념은 이러한 논쟁을 이끌
어 가는 수단이다.  

나. 논증계획과 논거들의 투입

  논쟁거리인 문제들은 다수의 가능한 논거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복잡한 사실관계
의 다양한 측면을 모든 관점에서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한 논증계획에는 
자신의 견해에 찬성하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반대논거를 숨겨버리는 선형논증과 주장
의 제시와 반론을 통해 진실의 도달하는 대화론적·변증술적 논증이 있다. 선형논증은 
연역, 귀납, 유추추론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며, 논거를 나열할 때 논거들이 서로 관련
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보다 정교화 될 수 있다. 감정서와 판결문이 그 예이다. 대화
론적·변증술적 논증은 기술하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즉 적극적인 참여자인
지, 중립적인 관찰자인지에 따라서 대화와 비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화
는 이미 입장을 결정하고, 그 입장을 모든 다른 방향으로 증명하는 논거들에 대해 적
극적으로 방어하는 사람의 표현방식이고, 비교는 이에 반해 아직 의심하고 있고, 자신
의 이 의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응하는 기술형태이다. 

다. 논증유형

  논증에는 합리적인 논증, 윤리적인 논증, 설득력 있는 논증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
며 이 유형들은 서호 중첩되고 세 유형 모두 논증을 위해 필수적이다. 합리적인 논증
은 사실에 기초하며 사례들, 사실들, 수치들, 통계들을 수단으로 한다. 윤리적인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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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치에 기초하며 개념들, (근본)원칙들, 규범들을 통해 논증한다. 가령, 설득력 있
는 논증은 선판단들을 기초로 하며, 그 수단으로서 경험법칙, 총합적인 평가, 인용 등
이 있다.  또한 이 세 유형들은 오용될 수 있다. 가령, 설득력 있는 논증의 경우 대표
적으로 통계의 조작이 그 예이다. 통계의 조작으로 인해 진실도 거짓으로 날조될 수 
있으며 전문가도 속일 수 있다. 논증을 할 때, 이러한 위험을 알고 대처하는 법을 생
각해야 한다.

(3) 논증 기술

  논증에는 세 가지의 상이한 논증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사실이나 
사건,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사용되는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논증기법이 있
고 청자와 독자의 관계에서는 화용론적 논증기법이 사용되며, 언어에 대해서는 수사
학적(의미론적·문장론적) 논증기법(혹은 화법)이 존재한다.4) 이 세 기법들은 서로 중첩
될 수 있다. 가령, 변호인이 법정에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정의가 법정 안으로 들어오
게 한다.”고 한 경우, 먼저 변호인은 창문을 여는 행위(사실)를 하며 이를 정의에 비
유하여 토픽을 이끌어 낸다. 둘째, 법정에서 변호인이 자신의 청자들(검사와 법관) 앞
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이끌어 낸 것은 발화상황을 고려한 화용론적인 논
증기법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변호인의 이러한 은유는 수사학적 언어 표현이다.

가.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기법

  법률가들의 ‘사안’은 규범과 법적 사례이다. 법률가들은 사례를 아주 세밀하게 언급
하고 다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논증한다. 법률가들은 다수 의견이나 유명 재판관 혹
은 유명 판결을 인용하는 식으로 권위를 이용하여 논증하기를 즐겨하는데, 이는 심각
하게 오용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법률가들은 자신이 읽고 이해한 것을 인용하는 등 
공정하게 권위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화용론적 기법

  화용론적 기법에서는 사고표현에 있어서 의사소통적인 기본상황의 인식이 중요하
다.  화용론적인 전술은 청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
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결국 화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화자는 다음의 사항을 피해야할 것이다. 우선, 법률가로서 전문가적인 

4)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결국 다른 사람과의 논증에서 효과적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유형들을 나누는 것이 종국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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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버려야 한다. 둘째, 길고 장황하게 말한 뒤에 별 소득 없는 결론을 도출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초보자들
에게 법률언어에 대한 공포심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넷째, 전달하고 싶은 내
용을 순차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내용을 생략하고 뒤로 뛰어넘어 가거나 앞으로 뛰어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 

  화자가 말이나 글을 분류하거나 구별하는 기술이 좋으면 청자가 논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논점을 잘 이해한 청자는 그 논거에 불만감이 없기에 화자의 말이나 글은 
설득력을 가진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화자는 청자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수사학적(의미론적·문장론적) 기법

  수사학적인 기법은 언어에 한정되어 있고 통상적인 언어사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다. 가령, 문장론적인 어법은 통상적인 문장구성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취한다. 대표
적인 방법으로 위치 바꾸기, 생략하기, 문장파괴 등이 있다. 의미론적인 어법은 단어
들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여, 과장법, 환유법, 역설법 등이 그 예이
다. 수사학적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사용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고 예민하게 하는 
데 있다.

  언어는 두 가지 차원, 즉 합리적인·범주적인 차원과 의도적인·은유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형식적인 골격이 관건이고 후자는 삶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사학에서 우리의 수많은 삶이나 현실은 은유를 통해 그 의미가 표현된다. 삶의 현
실을 반영하고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이러한 기법을 법언어 역시 포기할 수 없다. 은
유나 비유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삶·현실(대상)에 대한 표현을 추상화 시켜버릴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 논증을 위해 흔해 빠진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유나 비유의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먼
저, 비유의 오용이다. 비유는 하나의 단축된 비교를 함유하고 있다. 비유에는 비교 대
상이 있고 이 비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 기초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교의 기초가 과장되어 버릴 경우 비유의 오용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반대되는 비유의 사용이다. 비유는 그 반대되는 비유를 촉진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야유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비유의 반대되는 대상으로 묘사될 수 있고 이
러한 경우 상대측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비유 사용에 조심해야 한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법정연설 - 전해정

- 7 -

III.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법정연설

1. 드라마〈너의 목소리가 들려〉4회

(1) 법정 장면

검사: 피고인 조영숙은 2012년 3월 16일 풍작동 소재, 햇살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성금 
600만원을 훔쳤고 햇살원 원장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은 경찰에게 저항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고인이 언어 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참작하
더라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331조의 2항 특수절도, 형법 제136조 1항과 제
143조 1항 특수공모방해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다음, 변호인측 최후변론하세요.
변호인: 네. 
[변호인이 변호인석에서 걸어 나와 법정 컴퓨터 앞에서 자신의 손목시계를 본다. 법정 

컴퓨터에 자신의 USB를 꽂는다. 폴더를 누르는데 엉뚱한 사진이 화면에 뜬다]

직원: 그 폴더가 아니라 USB 폴더에 들어가세요. 
변호인: USB....
[변호인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들어가 폴더를 여러 번 클릭하지만 잘 안 된다는 표정을 

짓는다.] 

변호인: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판사 짜증난 투로 말한다.]

판사: 변호인, 그 아래 폴더랍니다. 그 아래!
변호인: 네, USB.... 어라?
[갑자기 음악소리, 노래가 크게 나온다.]

방청객: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왜, 저래. 진짜!
변호인: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판사: [책상 한 번 크게 탕치면서] 그 아래 폴더요!!!
변호인: [기죽은 목소리로] 네..
[변호인이 파일을 클릭하지만 노래 소리가 다시 크게 나온다.]

판사: [쾅쾅 탁자를 내리치면서 성난 말투로] 변호인! 그 아래라는데 내 말이 안 들립니
까?
[그러자 변호인 노래 소리를 끄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본다.]

변호인: 잘 들립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은 잠시 피고인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피고인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처지가 되신 겁니다. 50초 만에 책상을 치고 화를 내셨습
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좀 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못 알아들으면 더 큰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버럭 화를 냅니
다. 재판장님처럼 말이죠. 50초 만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50초가 아니라 50년 동안 못 알아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화가 나
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피고인은 그 때 마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대신 기부를 해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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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증 유형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논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험칙을 사용하여 청
자의 느낌이나 감각을 움직이려는 논증이 이 법정연설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변호
인은 재판관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분노와 고충을 경험하게 하고 피
고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우리들의 잘못을 주장한다. 이는 재판관의 감정에 호소하
는 논증으로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있음직한 범죄였음을 논증함으로써 재판관이 
법규범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피고인의 죄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다. 

(3) 논증 기술

  이 장면에서 변호인은 토픽적(문제변증론적), 화용론적, 수사학적 형태의 논증기술
을 사용한다. 토픽적 형태는 사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화용론적 형태는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적 효과가 있으며, 수사적 형태는 언어에 대한 선택의 효과가 
있다. 

가.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기법

  변호인은 재판관과 직원의 말을 못 알아듣고 컴퓨터 USB 폴더에서 관련 자료를 찾
는 시늉을 하면서 재판관이 화를 내게 만든다. 방청객을 비롯하여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언어 장애인 피고인의 고충을 실감할 수 있도록 생생
하게 재현한 것이다. 변호인이 쩔쩔매는 모습과 법정에 크게 울려퍼진 노랫소리, 이 
때문에 화가 난 판사의 호통은 피고인이 언어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고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 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한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줌
으로써,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토픽적 형상을 드러낸 것이다. 

나. 화용론적 기법

  변호인은 호통을 치는 재판관에게 컴퓨터 음악소리를 줄이면서 말한다. “재판장님

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위해 써달라고 햇살원에 3000만원 이상을 기부해왔습니다. 그
리고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어 햇살원 원장을 찾아가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문전
박대를 당했구요. 여러 번 참고 사정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욱 해서 돈을 훔쳤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참았어야죠, 50년 참은 거 계속 참았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
줄 수는 없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피고인의 외침을 들어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피고인
을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귀를 막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법정연설 - 전해정

- 9 -

은 잠시 피고인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피고인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처
지가 되신 겁니다.” 이는 화용론적인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청자와 화자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법이다. 변호인은 청자인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많은 돈을 기부한 기관에서조차 피고인이 어려움을 외
면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음을 재판관
을 설득하기 위해 재판관의 말을 못 듣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잘
못을 저지는 데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
각해 보기를 유도한다. 

다. 수사적 기법

  변호인은 의문문을 사용한다거나(가령,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주변에 한 사람이라
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피고인의 외침을 들어 줬
더라면 어땠을까요?) 동일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가령, 그런데 말입니다. 참았어야
죠)함으로써 청자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유를 통해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데 가령, 변호인이 USB 폴더에 있다는 말
을 듣지 않은 것은 피고인과 사람들의 불통(不通)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2.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10회

(1) 법정 장면

판사1: 착석해주십시오.
판사2: 변호인측 검사측 모두 출석해주셨죠?
모두: 네.
판사2: 이제 피고인 입장시켜주세요.
판사2: 검사측 모두변론 해주세요.
검사1: 저는 이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도영 검사입니다. 전 여러분의 판단을 보
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심원분들의 이해를 돕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화면으로 공
소사실을 준비해봤습니다.
변호인1: 뭐가 저렇게 현란해. 우린 그냥 ppt인데... 
변호인2: 걱정마요, 저런 건 괜히 눈만 어지럽히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검사1: 11년 전 피해자 민준국에 의해 피고인 박수하의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민준국
은 출소 후에도 피고인을 끊임없이 위협했고 결국 지난해에는 피고인에게 상해까지 입혔
습니다. 피고인은 민준국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2년 7월 22일 23시경 연주시 
소재 월척 신리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후 강물에 은닉하였던 
사실로 공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로 공소사실을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입증할 예정입니다. [피

가 낭자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은 범인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잔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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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발각을 피하고자 주소지를 떠나 강화도에 숨어 
지내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형법 제250조와 제161조 규정
에 따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판사: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해서 잘 들었죠?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피고인: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 무죄를 주장한다는 뜻인가요?
피고인: 네
판사: 알겠습니다. 변호인 모두진술하시죠.
변호인1: 피고인 장수하의 변호인 장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모두진술에 앞서 사건의 실
체를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공소사실
을 보고 피고인이 의심할 여지없는 범인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검토
해보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유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됐
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인 심문의 압박에 의한 자백입니다. 
증거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들뿐입니다. 피고인이 
강화도에 1년간 머무른 것도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주소
지를 찾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검사님이 여러분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도 그 증거들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피
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직접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1: 보시다시피 피고인이 피해자 민준국에 대한 원한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은 민준국이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더욱 극대화됐고 결국 법을 믿지 못한 피고인은 민준국
을 살해를 해 스스로 직접 심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사체를 손
괴하였고 철저하게 은닉하고 1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왼손이 발견되면서 피고인
의 완전범죄는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변호인2:검찰에서는 이사건의 범행시간을 밤11시에서 새벽3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
찰에서 밝힌 이 사건의 흉기는 칼날의 길이가 15cm가량이고 피해자 민준국은 80kg이 넘
는 적지 않은 체구였습니다. [정육점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얼마 전 정육점에서 
80kg상당의 소갈비를 범행도구와 똑같은 칼로 제가 해체해보았습니다. 손목크기로 조각내
는 데 꼬박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건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민준국에게 왼쪽어깨를 
찔려 부상을 크게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쪽 팔을 못 쓰는 피고인이 단 4시간 만에 
80kg가 넘는 피해자를 살인하고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박수하
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짰거나. 검사님 말씀대로라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토
막사실을 하고 철저하게 숨겨 지낼 만큼 영악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남겨진 수많은 
증거들은 그런 사람이 남겼다 하기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위적입니다. 마치 저 
사람을 범인으로 봐 주세요라고 얘기하듯 말입니다. 어쩌면 우린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 진범의 수에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의심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피고인은 무죄
입니다.
변호인1: 경찰과 검찰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피고인 박수하 의외의 인물은 전혀 용의선상
에 두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 그 현장에 피고인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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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증 유형

  10회에 나온 국민참여재판의 모두변론에는 합리적인 논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검
사측이나 변호사측이나 사실에 기초하여 사례, 수치 등을 사용하여 논증하고 있는 것
이다. 가령, 검사측은 피해자의 몸무게, 범행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의 길이,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 사건발생 경위 등의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유죄임
을 주장한다. 반면에 변호인측은 사건 발생 당시 낚시터를 개방하지 않은 사실, 현장
에 나타난 관련 당사자의 족적 등 검사측의 주장을 깨기 위해 또 다른 사실들을 제시
하면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변호인측은 합리적인 의심이라든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근본원칙을 통해 윤리적인 논증을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건당일 현장에는 세 사람의 족적이 나옵니
다. 하나는 피해자 민준국, 또 다른 하나는 피고인 박수하, 그리고 마지막은 낚시터 주인 
지철수. 사건이 발생한 실내 낚시터는 연중무휴인데 사건당일만 낚시터를 개방 안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날만 쉬었을까요? 마치 이 사건을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변호사2: 김기효씨는 기억을 잃고 연고도 없는 피고인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웃들에게 조카손자라고 속이면서 말이죠. 상식적으로 납득
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숨기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
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언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1: 변호인의 진술대로 수사선상에서 다른 용의자를 배제한 것은 인정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황증거들이 피고인 한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변호인측에서 다
른 용의자의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요. 이분들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기 이전에 변호인측에
서 이미 이분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셨습니다. 낚시터 주인 지철수씨는 현재 61세로 중
증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피고인을 1년간 보호하고 있었던 김기호씨는 현재 나이 74세이
십니다. 변호인측의 말씀대로라면 범인은 4시간 안에 80kg가 넘는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
할만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두 분은 피고인보다 체력이 현저하게 낮은 노인분
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두 분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거 없이 던
지는 의심은 오히려 피고인의 죄를 더욱 더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죠. 다른 용의자가 있었
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용의자들 중 가장 확고한 용의자는 피고인 박수하입
니다.
변호사2: 일단 뭔가 대단한 것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봐요. 웃으면서 자신 있게. 
변호인1: 네?!
변호인2: 배심원들 속이게 아주 놀라는 척 해봐요. 
변호인1: 아!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속여요. 우리가 완전히 깨졌는데.
변호인2: 일단 이 재판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재판장님. 장혜성 변호인과 변론방향을 정
리하고 싶은데, 잠시 휴정을 요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재판장: 음... 그럼, 잠시 휴정하도록 할까요? 검사측, 어떠세요?
검사2: 좋습니다.
재판장:  배심원 여러분, 휴식시간 중에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4시
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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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합리적인 의심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측의 논증은 가치
를 기초로 한 논증으로서 배심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논증 유형이다. 

(3) 논증 기술

가.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기법

  변호인측은 검사가 수사선상에서 다른 용의자를 배제한 것을 문제 삼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용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검사측은 다른 용의자
들의 알리바이를 대면서 변호인측의 주장에 반박한다. 변호인측과 검사측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적 사례를 논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사례들을 세밀
하게 언급하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서 지신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이 
글에서 생략되었으나 원 드라마를 보면 검사측은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측
이 수사선상에서 다른 용의자들이 배제된 것을 주장할 것을 예측하고 변론을 준비하
였다. 합리적 논증 유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제변증론적 논증 기술은 다른 용의자를 
배제한 문제에 있어서 검사측의 논증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화용론적 기법

  검사와 변호사 둘 다 배심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재판에 임한
다. 가령, “배심원분들의 이해를 돕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화면으로 공소사실을 준비해
봤습니다.”(검사1)와 “먼저 모두진술에 앞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
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변호인1)가 그 예이다. 검사측과 변호인측
은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면서 배심원들에게 겸손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어야 하며, 
상대 변호인측이나 검사측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각각의 상
대를 칭찬을 하라고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이는 화용론적 기법 중에서 
전문가적인 태도를 버리고 잘난 척 하지 말하는 우리 대학교 법수사학 수업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드라마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배심들이 이해하기 쉽도
록 순차적으로 간결하게 사건을 소개하면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사는 모두변론에서 배심원들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검사 자신이 
배심원들을 배려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건개요를 ppt 자료로 준비하는 등 배심원
의 입장에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에토스를 얻기 위한 논증 기술이다. 또
한 검사는 잔인한 사진들을 배심원들에게 ppt로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이 얼마나 냉혈
한 인간인지를 배심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배심원들의 파토스 즉 감정
을 사로잡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증을 이끌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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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변호인측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변호인2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정
육점에서 찍은 동영상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준다. “얼마 전 정육점에서 80kg상당의 소
갈비를 범행도구와 똑같은 칼로 제가 해체해보았습니다. 손목크기로 조각내는 데 꼬
박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논증하기 위해 
배심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직접 정육점을 찾아가 그대로 시연하고 그
것을 찍은 동영상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검사의 주장이 잘못임을 논증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입장에서 소통하고자 한 것은 화
용론적 논증기법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2는 배심원들의 마음이 검사측으
로 기운 것을 알아차리고 재판관에게 휴정을 요청한다. 이는 검사에게 유리한 재판의 
흐름을 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자, 즉 배심원의 감정
을 사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화용론적인 전술이라 할 것이다.  

다. 수사학적 기법

3.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11회

(1) 법정 장면

[휴정 후 재판 개정]

재판장: 변호인 다시 진술할 것 있나요? 아니면 심리에 들어갈까요?
변호인1: 재판장님과 배심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장: 네, 말씀하세요.
변호인1: 검사님이 지적하신대로 근거 없이 다른 용의자를 의심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런
데 이 많은 증거들이 딱 한 사람 피고인 박수하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고, 모든 정황이 들어맞으며, 통화기록도 
있고, 무기인 칼을 소지하고 있으며, 손목을 자를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
다.
재판장: 그게 누구죠?
변호인1: 바로 피해자, 민준국입니다.
재판장: 변호인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준국은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어떻
게.. 어떻게 용의자가 됩니까?
변호인1: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변호인은 피해자 민준국이 아직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판사: 변호인 측, 검찰 측, 잠시 법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변호인들과 검사들 판사 앞

으로 나간다] 변호인 왜이러십니까? 이러면 공판준비기일 때 미리 말씀해주셔야죠!
변호인2: 미리 생각났으면 애기했겠죠. 지금 생각난 걸 어떻게 합니까?
검사2: 지금 이건 상당히 무모한 주장입니다! 아시죠?
변호인1: 압니다. 근데 무모해도 해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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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1: 참여재판입니다. 더 이상 추가되는 증거나 증인은 검사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
다.
변호인2: 있는 증거들 안에서 해보겠습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대신이건 정말 이례적인 결정이란 거 아셔야합니다.
변호인1 : 감사합니다.
판사: 그럼, 황달중씨 증인심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2: 증인은 현재 26년 전 아내를 토막 살인한 죄로 복역 중이죠? 
증인1: 네.
변호인2: 당시 아내의 사체는 왼손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세간에선 왼손 살인사건이라고 불
렸었죠?
증인1: 예
변호인2: 그 사실을 함께 복역한 피해자 민중국에게 애기한적 있습니까?
증인1: 예, 있습니다.
변호인2: 증인은 피해자 민중국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증인1: 예
변호인2: 피해자 민중국이 살해당했다는 증거가 사건현장에서 결단된 피해자의 왼손이라는 
점 들으셨습니까?
증인1: 아뇨.
변호인2: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증인1: 예. 그런 거 같네요.
변호인2: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해보죠. 사건장시 피해자 민중국은 살인미수 보복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증인으로부터 왼손사건 살인사건의 애기를 듣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검찰의 수배망을 영원히 벗어나면서 피고인 박수하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 바로 자신의 왼손을 잘라놓고 박수하에게 토막살인 된 것처럼 꾸
미는 거죠.
검사2: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실체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변호인2: 검찰측 주장 역시 추측 아닙니까? 왼손 손목만 발견됐을 뿐입니다. 나머지 사체
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체 없이 정황만으로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인지한 것부터가 추측 아니,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검사2: 2012년 5월 30일 박수하군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협박을 한 적이 있죠?
증인2: 네.
검사2: 어떤 협박이었죠?
증인2: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민중국을 찾아내서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했습니다.
검사2: 민중국이 살해당했다면 증인은 가장먼저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인물로 누굴 지목했
겠습니까?
증인2: 박수하요.
검사2: 이상입니다.
변호인2: 증인은 2012년 5월 31일 총기를 잃어버린적이 있죠?
증인2: 네?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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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2: 그 총기를 훔친 사람으로 박수하군을 지목했었죠.
증인2: 예.
변호인2: 정말 박수하군이 그 총기를 훔쳤던가요?
증인2: 아니요,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변호인2: 혹시 그 착각을 근거로 박수하군을 민중국의 살해 용의자로 의심하신 겁니까?
증인2: 그게 저도 잘..
변호인2: 이상입니다.
[중략]

검사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칼은 평소 피고인이 소지
하고 다닌 칼로서 피고인의 지문이 잔뜩 찍혀있습니다.
변호인2: 그 칼에는 민중국에 지문역시 찍혀있었습니다. 또한, 그 칼은 사건 일주일 전 장
해성과 박수하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민중국이 갖고 도주했던 칼입니다. 즉 칼의 
마지막 소지자는 피해자 민중국이었습니다.
검사2: 피해자 민중국의 휴대폰 통화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 
박수하입니다.
변호인1: 전화를 건 쪽이 피해자 측이고 피고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해의도를 갖고 만
났다면 전화를 건 쪽이 피고인 쪽이었어야죠.
검사1: 현장에는 상당량의 혈흔이 발견됐고 왼손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측의 주장은 
일단 피해자 민중국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나라도 가지고 왔을 때 할 수 있는 주장입니
다.
변호인2: 검사측이야말로 일단 피해자 민중국이 확실하게 사망했는지 충분히 증거를 가지
고 기소를 했어야죠. 혈흔의 양은 치사량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왼손만으론 사망했다는 증
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략]

판사: 이상,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후변론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측부터 시작해 주시죠.
검사1: 작년에 제가 한 살인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의 어머니를 찾
아가 화재를 가장해서 살해한 사건이었죠. 당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충분했습니
다. 원한관계도 있었고 가게 앞 CCTV를 고장 내러 가는 장면이 찍혔고 피해자의 두부에
는 둔기로 가격당한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재판관을 향하

여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론 제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인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사고다. 두부의 골절상은 부정맥으로 인해 쓰
러지다 생긴 것이고, CCTV는 우연히 고장 난 것이며, 방화가 아닌 그저 화재였다. ‘지독
한 우연이 만든 참사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면서 말이
죠. 결국 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원한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을 찾아가 바로 테러를 했죠. 많은 증거의 조각들이 있었지만, 100개중에 80개만 맞췄다
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0개의 조각으로 다른 그림이 맞춰질 수 있다는 의
심, 그 합리적인 의심을 들면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요. 100개짜리 코끼리 퍼즐을 
80개만 맞췄다고 그 퍼즐이 사자처럼 보이거나 고양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80개만 맞춰
도 코끼리라는 걸 유치원생도 보면 압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퍼즐이 어떤 그림인지 여
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칼 원한관계, 통화기록, 피고인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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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왼손 이모든 증거들이 작년 재판처럼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살인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배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판사: 다음, 변호인 최후변론 해주세요.
변호인1: 우선 긴 시간 재판을 지켜봐주신 배심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변
론 전에 한 가지 알려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의 
희생자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당시 전 범인을 무죄로 풀어준 합리적인 의심, 무죄추정
의 원칙은 망할 놈의 원칙이라며 개나 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원칙을 만든 누군가의 멱
을 잡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서야 그 망할 놈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원칙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던 사람이 그 원칙으로 한사람
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피고인은 1년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
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민중국의 왼손이 발견됐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던가, 아니면 피해자 민중국이 이 모든 
상황을 꾸미고 잠적을 했던가. 오늘 재판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가능성
이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결은 무죄이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님은 지금 이 사건이 20개가 부족한 퍼즐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20개가 모자르다
고 코끼리 퍼즐이 사자퍼즐이 되진 않죠. 그러나 그 20개의 퍼즐이 없기 때문에 그 코끼
리가 앞발로 사람을 밟아 죽였는지 아니면 공을 발로 차는 건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
다. 만약 여러분이 그 20개의 퍼즐 없이 코끼리 앞발이 채 맞혀지지 않는 퍼즐을 보며 이 
코끼리는 앞발로 사람을 밟아 죽였으니, 죽이는 게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까요? 그리고 그 코끼리를 죽인 후 나머지 20개가 맞춰졌을 때 그 코끼리의 앞발 아래에 
사람이 아닌 공이 있다면요? 죽은 코끼리는 절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도 마찬
가지입니다. 무고하게 수 십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낸다면 
우리는 절대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망할 놈의 원칙이란 게 필요한 겁
니다. 제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놔준  개떡 같은 원칙이지만 또 그 원칙이 지금 저 앞에 
있는 피고인을 살릴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판사: 2013고합1241 박수하사건 선고를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어나주세요. 피고인 박수
하는 피해자 민중국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궤 및 은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체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인 살인 죄 및 사체손괴 및 은닉죄에 대해 배심원의 평결은 5:4로 유무죄가 갈렸
습니다.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려하여 이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증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죄의 심증 형성은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의
해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박수하가 경찰조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한 점 사건 현
장에 피해자의 왼손이 발견됐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생존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은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체를 훼손한 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
하여 과연 그 같은 증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이 기억상실증이 걸려있어 그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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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증 유형

  최후변론에서 검사측이나 변호인측 모두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즉 최후
변론에서 양측이 사용한 논증유형은 설득적 논증이다. 검사측은 100개의 퍼즐이라든
가 이전의 사건 경험이라든가 경험법칙, 인용 등을 통해 배심원들의 감정을 움직이려
고 하고 있고, 변호인측은 검사가 사용한 사건경험과 100개의 퍼즐을 자신에게 유리
하도록 역으로 인용함으로써 검사측으로 기울었던 배심원들의 감정을 피고인이 무죄
라는 쪽으로 돌이키게 한다. 동시에, 변호인측은 모두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최후변론
에서도 합리적 의심,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형사 대원칙을 
내세워 피고인이 무죄임을 주장(“오늘 재판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결은 무죄이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하
는데 이러한 논증은 윤리적인 논증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무고하게 
수십 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낸다면 우리는 절대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배심원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변호인은 피고
인을 무죄로 선고할 것을 논증하고 있다. 

(3) 논증 기술

가.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기법
나. 화용론적 기법
다. 수사학적 기법

IV. 나오는 말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20cm도 채 되지 않는 칼로 80kg인 피해자를 토막 내는 
것이 가능했을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의 사체나 다른 신체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피해자가 살해되어 은닉되었다는 공소사실 외에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종전사건에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후 보복살인을 계속 시
도하는 등 교활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감방에 수감한 황달중의 사
건내용과 이사건의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여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도주할 가능성 역시 배
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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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적 공간, 구의역 추모 포스트잇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하병학, 강미영1)

“미국은 이제까지 생활 기반으로 삼아온 구텐베르
크의 인쇄 테크놀로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귀는 들리지 않으며, 눈은 
안 보이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
다.”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38쪽)

1. 새로운 소통방식으로서의 포스트잇 

  최근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의사표현과 소통방법이 등장하였다. 바로 포스
트잇을 활용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두 일련의 사건, 즉 2016
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젊은 여성이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과 5월 
28일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던 수리용역업체 직원 김 군(19세)이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통해 등장하였다. 이 두 사건을 보면 다른 사회
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SNS 등에 의한 의견개진도 있었지만,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
로 현장에 직접 가서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문제발생의 원인을 나름대로 규명하
고, 우리사회의 부조리함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쉽게 떼고 붙이는 포스
트잇을 사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전에도, 예컨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일부 방식으로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학의 학
내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 하지만 위의 두 사건은 포스트잇이 주된 의사표현방식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다르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언어 행위적 대응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먼저 여기에
서 핵심적인 언어행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자. 여기에서 의사표현의 핵심은 추
모이고, 추모는 수사학적으로 보면 식장연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모는 
추모식이라는 전형적인 형식과 장례식장이라는 추모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사회의 부조리와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시민의식을 발휘하면서 전통적인 추모식을 넘어서 추모의 감정을 표출
했던 유사한 경우가 있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세

1)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강미영: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 전공 석사과정/경기
도 용인시 기흥고등학교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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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참사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표현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사건 추모 도구 메시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촛불 촛불의 힘, 당당한 내 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주한 미군 OUT!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노란 수건, 풍선,
만장, 종이비행기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노짱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이 꿈꾼 나라.
모두 잊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내 마음속 대통령.

세월호 참사 노란 리본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Remember 20160416!
간절함이 모여 하늘에 닿기를.
기적을 기다립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포스트잇
당신이 죽고 내가 살아남았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화장실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본고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포스트잇 의사소통방식을 수사학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룰 사건은 구의역 사고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개의 사건이 모두 사망사건이라는 점과 포스트잇을 활용한 
추모방식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사하여, 두 사건을 모두 다룰 경우 본고의 목적과는 
달리 내용적 차이에 주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는 ‘여
성혐오’라는 의제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의제 중심으로 흘러 자연발생적으로 새
롭게 등장한 포스트잇을 통한 소통방식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2) 셋
째, 일부 언론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여기에 등장한 메모 글을 정리하여 이미 세
상에 공개하였기에3) 본고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들이 포스트잇을 통한 의사소통방식을 주목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포스트잇을 통한 의견개진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함에 있어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복잡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이크나 커다란 용지도, 인쇄나 출판도, SNS 등을 위한 핸드폰 등 전자기기

2)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이 사건 관련 포스트잇을 전수 분석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등에 활용하
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주된 담론이 여성문제로 국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남역’ 추모 포스트잇 전수 분석... 서울시 여성정책 등에 활용한다.”, <경향신문>, 2016. 
08. 04.)

3)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2016, 나무연필. “2618건 강남역 
추모 메모 모두 공유합니다”, <한경닷컴 뉴스래빗>, 2016. 06. 16.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155097G (접속일자: 2016. 
08. 12.)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15509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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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크놀로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와 연필이라는 
간단한 필기도구만 사용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에 이미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이 다시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결부된 특징으로, 온라인 매체와 달리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의사전달방식은 
무엇보다도 IT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특히 청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손 글씨를 사용
한다는 점이다. 손 글씨에서는 필자마다 개성과 정성이 드러나며, 이에 따른 생동감 
있는 의견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방식과 비교하면, 포스트잇 소통방식은 무엇보다 물리적 
이동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참여라는 특징을 지닌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사건이 발
생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추체험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것이다. 촛불시위 등에서도 
물리적 이동이 요구되지만, 예컨대 세월호 사건에서 팽목항 등의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단원고나 일반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서울
시청 앞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전자 매체와 온라인 공간에 길들여져 
있고 앞선 세대보다는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장 방문과 종이 매체, 손 글씨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잇 소통방식은 상당히 주목
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2) 수평적 소통: SNS 등 온라인에서는 쌍방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쌍방적 의사소통에서 지배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적인 글과 이에 대한 응대로서 댓글이라는 다수의 
개인의견으로 구성된 비등가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오프
라인의 시위, 데모 등에서도 모임을 이끄는 주체와 참여하는 객체가 뚜렷이 구별되고, 
따라서 객체로서의 청중의 목소리는 새로운 명제를 생산하지 못한 채 주어진 명제에 
대해 “옳소!”, “나도 동의합니다!” 등 맞장구로서 수용적 대응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대자보는 화자의 주장과 사건에 대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상
당히 설득적인 논증을 특징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다수의 군중을 향한 1인 화자의 문
자연설과 같다. 
  이와는 달리, 포스트잇은 작은 종이공간만을 활용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포스트잇에서는 상세한 논증적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서 다른 의견들을 지배할 수 있는 계기가 적으며, 따라서 화자와 청자, 주체와 객체
가 구별되지 않고, 모든 참여자들이 평등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건에 대해 상이한 관점들과 입장들이 표출될 수 있으며, 동일한 추모의 내용
이라 할지라도 표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3) 추적 불가능한 익명성: 예전에는 온라인 의사소통방식의 특징으로 익명성이 지

4) 이준웅은 대중, 다중, 일반시민이 말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체제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보고,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이세고리아’(isegoria)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파레시아’(parrhesia)를 핵심으로 하는 ‘의사소통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
를 강조하고 있다. (이준웅, 『말과 권력』, 한길사, 2012, 19~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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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었다. 그런데 최근 IT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익명성을 보다 세분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익명성이 개인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나, 공적 기관으로부터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SNS 등 온라인에서 의견표출은 흔적을 남겨 이에 대해 추적
이 가능하지만 포스트잇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IT의 발전에 의존한 미디어
는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광범위한 전달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forensic)의 발달로 인해 필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5) 반면 포스트잇 소통방식은 그러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
다. 이러한 특징은 곧바로 포스트잇을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특성을 드러낸다. 즉 
추적가능성으로 인한 화자의 자기검열이 요구되지 않으며, 따라서 진정성을 담은 목
소리를 낼 수 있다.   

2. 미디어와 수사학적 공간  

2.1 의사소통방식과 수사학적 공간
  역사적으로 보면, 일반시민이 연설하는 기회, 즉 주어진 사건에 대해 다수의 청자
를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
저 청중이 되어 지배층의 담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일반시민에게 주어진 몫
이었다. 수사학과 민주주의가 한 쌍이 되어 함께 발달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공공연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6) 연설가, 즉 정치인, 즉 지식인, 즉 지배층이라는 
등식이 가능하며, 여기에 일반시민 누구나 속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
히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아고라, 포럼이 사라진 후 공적인 의사소통 공간이 법정, 궁
정, 나아가 신문, 라디오 등으로 한정됨에 따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축
소되었다. 이러한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은 두 가지 계기로 크게 변한다. 
  첫 번째 계기는 현대에 들어와 민주주의가 다시 발달하면서이다. 국내의 경우, 민
주화의 노력과 함께 예컨대 대학이라는 특정 공간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해 공동체 구
성원들의 자각과 동참을 구하기 위해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대자보’가 활성화되기
도 했다. ‘대자보’는 무엇보다도 사회현상에 대한 의제설정을 지배하는 권력담론에 대
한 청년들의 대항담론이라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권력적 연설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현대에 들어와 언론도 의사소통방식에서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신문에서는 
독자들이 의견을 펼치고 수렴할 수 있는 <독자 의견란> 등의 쌍방적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었는가 하면,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의 의견이 프로그램 운영에 개입하고 일반인
들도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이 오히려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5) 최근 이화여대에서 평생교육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모두 얼굴을 가렸던 이유도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6)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을 정의하면서 설득, 특히 “대규모 집회장에서 군중을 상대로 진행하는 그런 종
류의 설득”을 강조한다. (플라톤, 『고르기아스』, <천병희 옮김,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도서출판 
숲>, 2014, 4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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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계기는 IT의 발전과 함께 획기적인 매체가 등장하면서이다. SNS 등 온라
인 공간은 더 이상 담론의 고정된 주체가 없고 일반시민들이 객체로만 머물지 않는
다. 온라인 공간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청중들의 관
심과 상호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변화시키고 소비하는 대표적
인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2 미디어에 대한 맥루한의 이해   
  두 번째 계기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한갓 새로운 소통수단이나 소통공간의 발생
만을 뜻하지 않는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맥루한의 견해를 
살펴보자. 그의 견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7) 말이다. 
이는 미디어가 한갓 의사전달 도구라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고 메시지의 의미, 화자의 
태도, 화자와 청자의 소통관계, 메시지에 대한 청자의 수용 양상 등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설득이라는 전통적인 수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청중과 메
시지가 결정된 후 그에 적합한 매체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맥루한은 
이러한 기존의 관념을 전복한다. 미디어는 설득과 소통의 도구이며, 화자와 청자가 만
나는 방식이자 공간이며, 메시지의 양상과 수사적 맥락과 장치를 결정하며, 화자와 청
자의 인식, 의견, 감정과 대응방식을 지배하며, 화자, 청중, 메시지, 소통 자체에 대해 
결정적이다. 요컨대 미디어는 수사학적 공간이다.  
  미디어에 대한 맥루한의 견해가 다른 학자들과 다른 점은 바로 미디어의 변화를 인
류 역사의 변화, 인간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문명의 변화와 직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 그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구술 시대, 문자 시대, 활자 인쇄 시대, 전기 시대로 나
눈다. 그 중 손 글씨의 문자 시대는 구술의 연속으로 보고 스콜라 철학의 구술토론 
교육을 뒷받침했지만, 활자 인쇄가 등장하면서 스콜라 시대가 끝났다고 말한다.8) 그
래서 IT시대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그의 구분을 오늘날에 맞추어 재분류
해 보면, 구술 시대, 활자 인쇄의 기계 시대, 전기전자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구분과 더불어 맥루한은 미디어의 양상을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하였다. 핫 미디어는 정보량이 많고, 따라서 청자의 참여도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예시로 사진, 라디오, 영화, 표음문자, 인쇄문자 등을 제시한다. 반대로 쿨 미
디어는 정보량이 적어 청자가 정보를 스스로 보완해야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으며, 
전화, 텔레비전, 상형문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9) 이와 같은 구별에 대해 그는, 비록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심지어 “후진국은 쿨이고 선진국은 핫이다”라고 말한다.10)  
  핫미디어의 대표적인 것이 기계화, 표준화, 정밀성, 반복성, 획일성, 동질성, 편의성
이라는 특성을 지닌 활자 인쇄이다. 인쇄문화에 대해 맥루한은 “향당주의와 부족주
의”의 종말이라고 표현하였다.11) 즉 인쇄술의 도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결속력의 

7)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23쪽. 
8) 위의 글, 250쪽.
9) 위의 글, 45~46쪽. 
10) 위의 글,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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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를 의미한다. 목판인쇄만 하더라도 거칠며 인쇄공마다의 특성과 차이가 있고 따
라서 독자의 개입이 요구된다. 맥루한은 활자 인쇄를 언급하면서 알파벳이 “구어의 
모든 감각적인 성격을 이 글자의 형태로 축소”하고,12)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오직 시
각화로 이끌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시각의 권력화를 빗대어 맥루한은 “‘모든 것에는 
제 각각의 장소를, 모든 것은 각각 제 장소에’라고 하는 말처럼 인쇄문화에서 멀리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쇄술은 구술시대의 연장이었던 그 이전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생산하여 인간에게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쳐, 예컨대 고정된 견해의 강화, 산업주
의, 대량생산, 독서 및 교육의 보편화 등을 가져왔다. 그는 인쇄기술의 가장 큰 특징
으로 비밀착성, 비관여성, 사고와 감정의 분리 등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IT기술은 
다시 인쇄술에 의한 근대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생산하고 그 이전과 다른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면서13) 은근히 인쇄술에 의해 상실된 의사소통의 
생명력이 일정 부분에서는 복원되기를 기대한다.14) 
  필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인 쿨 미디어가 바로 포스트잇
을 통한 소통방식이라고 본다. 포스트잇의 특성 중 하나인 손 글씨를 살펴보자. 손 
글씨는 앞서 언급한 맥루한의 4단계 시대 구분 중 2단계, 즉 인쇄술 이전의 문자시대
에 속한다. 손 글씨가 문어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인쇄술과 비교하면 구술적 특성
을 상당히 지니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즉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3단계 구
분법으로 보면 손 글씨는 구술시대에 속한다. 구술성의 특성에 대해 맥루한은 “구어
는 모든 감각을 드라마틱하게 관여시킨다.”라고15) 말한다. 이 말은 구술성과 인쇄술 
사이에 놓여 있는 손 글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손 글씨에 있어서 필체의 
개인적 차이, 글을 쓸 때 필자의 감정 개입과 이로 인해 독자의 높은 참여도가 왜 요
구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잇 의사소통방식은 현장 방문을 통해 필자가 현장을 
목도하고 남겨진 흔적들을 짜 맞추며 사건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감정을 개입하는 
것이 용이하며, 이를 표준화되고 메마른 활자 인쇄 매체가 아니라 개인성을 담지한 
손 글씨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16) 맥루한의 말 중 필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핫한 미디어를 사용하면, 대상에의 감정이입, 혹은 참가라는 것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17)   

11) 위의 글, 246쪽. 
12) 위의 글, 230쪽. 
13) 위의 글, 246~250쪽. 
14) 위의 글, 247쪽, 510쪽. 맥루한, 『구텐베르그의 은하계』, 임상원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5)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120쪽.
16) 비록 현장성과는 상관없을지라도, 활자 인쇄를 사용한 대자보와 손 글씨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대자보를 비교해도 감정소통의 차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다. 
17) 위의 글, 52,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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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객관적인 정보 중심, 논증 중심의 핫 미디어와 달리, 쿨 미디어에 해당하는 포
스트잇 소통방식에서는 다양한 감각기관이 발휘되는 원본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
라는 것이 필자의 짐작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으로 본 포스트잇 메시지 분석

  2장에서 살펴본 포스트잇 소통방식의 특성을 주목하여, 본고는 구의역 사건 포스트
잇 메시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설득방법으로 제시한 로고
스, 파토스, 에토스 중 파토스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파토스를 중심으로 한 까닭
은 첫째, 포스트잇 소통방식이 쿨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감정적 요소가 주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요, 둘째, 짧은 메시지로 인해 포스트잇은 이성적 소통, 논증 분석보다 감
성적 소통, 작성자의 감정 이해가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리스
토텔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비록 그의 파토스에 대한 논의가 그의 논리학처럼 완벽한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파토스에 대해 가장 상세한 논의를 펼칠 
수사학자가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파토스를 논의한 이유는, 로고스, 에토스와 마
찬가지로, 어떻게 말할 때 청중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설득 전략적 관점 때
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포스트잇을 작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마음, 의견,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민주시
민의 도리를 다하고 다른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았
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설득전략적 측면을 벗어나, 구의역 사건을 통해 국민들, 작
성자들이 어떤 감정을 겪고 또 발현하는지를18) 밝혀내는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포스트
잇을 분석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파토스를 상세히 논의한 대목은 『수사학』 2권 2~11장이다. 그는 
여기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그 감정들 모두를 한국어로 잘 번역하
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밝힌다. 그 이유는 첫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는 대단히 간략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고(예: 뻔뻔
함), 둘째, 희랍어와 한국어 사이에, 영어,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셋째, 예컨대 대학교, 학자 등 외적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표현들과는 달리, 감정은 그 외연이 확실하지 않으며, 넷째, 어떤 마음의 상태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된 경우도 많고, 나아가 감정표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뉘앙스,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필요한 경우 하나의 한국어 번역어만 
아니라 몇 개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점인데, 
그 짝에 대한 이해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19) 그리고 어떤 짝은 상대 감

18) pathos가 ‘무언가를 겪다’를 뜻하는 ‘paschein’에 유래한다는 의미에서 ‘감정을 겪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9) 예컨대 위딩(G. Ueding)이 편집한 ‘수사학 역사 사전’에서는 본고와 일부 달리 감정의 쌍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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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는 경우이고(예: 분노와 평온), 어떤 짝은 상대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이라는
(예: 사랑과 미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언급한 파토
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

같이 나누었다: 분노/평온, 사랑/미움, 두려움/신뢰, 수치심/뻔뻔함, 고마움/배은망덕, 동정/격분, 시
기심/명예심. (G. Ueding(Hg.), Historische Wőrterbuch der Rhetorik, Band 6, Tűbingen, 
2003, ‘Pathos’, S. 693.)  

20) 본고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 다음의 두 책을 활용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수
사학』, 이종오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5, 그리고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von 
F. S. Sieveke,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1995.

희랍어 한국어 비고

orgē 분노, 화
• 인격 경멸에 대해 가지게 되는 충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욕망

praotēs 평온
• 분노가 없는 상태
• 분노의 상태에서 정상적이고 평온한 상태로 
되돌아 옴

philia 동지감, 우애, 좋아함
• 적개심의 반대 감정 
• 같은 것을 기대하는 친구에 대해 느끼는 감
정 

misos 적개심, 증오, 미워함
• 동지감의 반대 감정
• 고통을 동반하지 않으며, 상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감정

phobos 두려움
  • 파괴나 고통을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상상
으로부터 비롯되는 감정 

tharsos 안도감, 낙관
• 두려움이 없는 상태
• 재기의 가능성이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느끼
는 감정 

aischynē 수치심
• 윗사람의 시선을 고려하는 감정
• 우리의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는 모든 악덕
에 대해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

anaischyntia 뻔뻔함, 몰염치

• 수치심이 없는 상태. 수치심을 느끼는 상대
와 반대되는 상대에 대한 마음
• 모든 악덕에 대해 느껴야 할 고통을 무시하
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감정 

charis 호의, 선심

• 자신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
이 주고자 하는 감정
• ‘선심’의 사전적 의미: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 또는 착하고 선량한 마음” 

eleos 동정심, 연민, 측은지심
• 무고한 사람이 당하는 불행에 대해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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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이상의 감정들을 기준으로, 구의역 사건에 대한 포스트잇 메시지들 중 무작
위로 표집한 300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각 메시지를 분류한 방식을 언급하겠다. 
첫째, ‘평온’이다. 포스트잇을 작성한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메모지를 남긴 가장 
큰 이유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단순 추모인 경
우, 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채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고인
의 평온한 안식을 기린다는 점에서 ‘평온’으로, 추모 외의 다른 메시지가 담긴 것은 
다른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분노와 의분의 구분이다. 의분은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사람이 자격을 누리는 데에 대한 감정인데,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는 분개는 의분
으로, 그 외 화난 감정을 단순히 표출한 것은 분노로 분류하였다. 셋째, 수치심과 뻔
뻔함에 대한 구분이다. 수치심의 대표적인 감정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지만, 이와 결부된 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출한 것도 수
치심으로 분류하였다. 뻔뻔함, 몰염치는 그런 감정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마
음을 표출한 메시지는 없다. 본고는 사건 책임자 등이 바로 이러한 상태임을 비난하
는 메시지를 이것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호의와 동정심의 구분이다. 동정심은 한 마
디로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이다. 호의는 자신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이라는 대단히 넓은 의미이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 호

21) 의분(義憤)으로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하병학, 「감정(Pathos)의 수사학: 진정성
과 공감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중앙철학연구소, 제37집, 2015.2, 75쪽, 주석 21. 77쪽.   

• ‘동정’의 사전적 의미: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nemesis 의분21)
•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보며 
고통을 느끼는 감정.

phthonos 시기심, 샘, 질투 

• 동료나 비슷한 처지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이 습득한 재산, 명예, 행운에 의한 획득물, 
성공을 보고 느끼는 고통
• 이웃이 재산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비천한 사람들의 정념 

zēlos 경쟁심, 명예심

• 올바른 정념과 정직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
야 하는 재산(부, 용기, 지식, 명령권, 명예, 
친구 등)을 추구하려는 정직한 감정
• 누구에게서나 인정받을 만하고 가질 수 있는 
재산의 존재로부터 유발되는 감정

kataphronēsis 경멸, 경시

• 경쟁심의 반대 감정 
• 경쟁심이 유발하는 이익과 반대되는 손해를 
나타내는 사람이나 대상에 보내는 감정
•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
으로 여기는 대상에 느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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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베푸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주려는 
마음을 호의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경쟁심은 가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질 만한 것에 대한 욕구인데, 이러한 문구적인 해석에 해당되는 메시
지는 없다. 본고는 이를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한 욕구로 넓게 해석하여 
명예심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여기에 포함하였다. 
 각 감정을 표출한 포스트잇 메시지의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감정 메시지의 대표적 사례

분노, 화
• 기업이 죽였다. 서울 메트로가 죽였다.
•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평온
• 고생 많았어요. 편히 쉬세요.
• 천국에서나마 당신의 소원 꼭 이루시길 빌며, 편안히 영면하시길. 

동지감, 우애, 
좋아함

• 그대는 나의 친구입니다. 나 또한 그대의 친구, 그대입니다!
• 나랑 동갑인 친구야 나도 너처럼 청년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적개심, 증오, 
미워함

• 위선의 때가 켜켜이 쌓인 정치인들, 여기 오지 마시오!
•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대한민국. 대부분 비정규직, 용역업체 직
원들. 돈이 먼저인 대한민국. 기업이 살인을 저질렀다! 정치는 기업이 
돈 먼저 벌게 도와준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것은 이 청년과 같은 서
민, 서민의 아들, 딸들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개새끼들아!

두려움

• 이번에는 내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 희생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으며 분신한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곳이 
구의역 9-4 승강장과 같습니다. 

안도감, 낙관 해당 사례 없음

수치심
• 아저씨가 부끄럽게 살다보니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 19살 어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부끄럽고, 비참하고, 죄스
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뻔뻔함, 몰염치에 
대한 비난

• 책임 없다는 서울 메트로!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 변명하지 마세요. 혼자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지요.

호의, 선심
• 컵라면 말고 따뜻한 밥 챙겨 드세요.
• 아가 라면 먹지 말고 고깃국에 밥 한 그릇 말아먹어라

동정심, 연민, 
측은지심

• 19세, 컵라면 두 단어에 울었다.
• 채 피지도 못하고 가버린 젊음이 너무 아까워… 눈물만 흐른다. 
• 한창 친구와 놀아야 할 나이에 밥도 못 챙겨 먹고 얼마나 무서웠을
까.

의분
• 사회와 시스템이 꽃다운 나이의 청년을 앗아갔습니다.
• 비정규직이라 죽었다. 하청이라 죽었다.
•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19살 청년이 죽어야 합니까.

시기심, 샘, 질투 해당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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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포스트잇 300건을 파토스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노출 빈도를 정리한 내용
이다.

                   <그림 1> 파트스 유형 사례 노출 빈도

                                                                     
  위의 표를 분석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의역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은 ‘안도감’과 ‘시기심’이다. ‘안도감’은 
‘두려움’에 대립하는 감정으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멀리 있거나 구원의 희망이 보이는 
경우, 상대가 우리의 친구이거나 힘이 없을 경우22)에 느끼는 감정이다. 구의역 사건
은 사회적 약속과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관계자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에
서 비롯된 사고다. 따라서 이 감정을 추모 현장에서 표출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기심’은 가까운 이웃이나 비슷한 처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획득한 재
산, 명예, 행운 등을 보고 느끼는 고통이며 이웃이 그 재산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는 비천한 사람들의 정념이기도 하다. 주로 재산가, 박학한 자, 야심가, 편협한 자
들이 이러한 감정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23) 메시지 작성자들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

22)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54쪽.
23) 위의 글, 178쪽.

경쟁심, 명예심
• 사람이 먼저인 나라, 노력이 보상받는 나라.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남은 자로서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멸, 경시
• 무능한 정부, 나쁜 권력과 자본에 의한 살인사건입니다.
•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그걸 왜 못 할까

감정 빈도
분노, 화 45

평온 68
동지감, 우애, 좋아함 22
적개심, 증오, 미워함 2

두려움 10
수치심 28

뻔뻔함, 몰염치 13
호의, 선심 6

동정심, 연민, 
측은지심

31

의분 22
경쟁심, 명예심 21

경멸, 경시 13
기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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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 사건의 관련 책임자들과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자본, 권력, 책임을 제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기심’을 표출한 
포스트잇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메시지들 중 대단히 적게 발견된 감정은 ‘적개심’이다. ‘적개심’은 대개 분노로부
터 촉발되는데 그 대상은 개인이거나 계층 전체일 수도 있다. 필자들은 ‘적개심’의 대
상을 계층전체 즉, 인명사고를 낸 서울 메트로, 서울시와 권력시스템으로 보았다. ‘적
개심’은 그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며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자기 파괴적이다. 이성적 인도와 명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적개심’
은 집단으로 표출될 경우, 폭력성을 띌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
다. 이 정념이 가장 적었다는 점은 이 사건을 대하는 시민들의 감정이 정당하게 분출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가 상당히 성숙한 감정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3) 포스트잇 메시지 중 가장 많이 표출된 감정은 ‘평온’정념이다. 화자가 구의역 현
장을 방문한 제1 목적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자가 단
지 추모만을 목적으로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많은 포스
트잇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메시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 특히 분노하고, 분개하는 감정의 메시지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
나라에서 평안하기를.”과 같은 추모 문구가 동시에 노출된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아테네 시민들이 칼리스테네스를 처형24)한 후 평온을 느낀 것처럼 화
자가 가해자를 향해 분노를 표출한 후 잠시나마 평온한 상태로 돌아와 고인을 애도했
을 것으로 짐작된다.  
  4) 많이 나타난 감정을 중심으로 포스트잇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대단히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현장에 와서, 고인
에게 동정심과 동지감을 느끼고, 사건 발생과 사건 책임자 및 우리사회에 대해 분노, 
의분, 수치심을 표출하면서 앞으로의 각오로서 명예심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공유
하였다.  
  5) 파토스 유형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감정도 있다. 가령, “무기력합니다. 누군가가 
또 죽었지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글밖에 적지를 못합니다.”와 같은 메시지는 화
자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무력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14개의 파토스 정념 중 어
느 것으로도 분류하기 힘들다. 이 외에도 “지하철 굉음이 너의 비명소리처럼 들린
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비록 비정규직이지만…”와 같이 그 구체적 감정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4. 끝내면서

  지금까지 본고는 구의역 포스트잇 메시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파토스의 14

24) 위의 글, 140쪽. 칼리스테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이자 마케도니아의 역사가이다. 칼리스테네
스는 알렉산드로 대왕의 연이은 실정을 비판하다 반역죄로 모함 받아 처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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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념으로 분류 · 분석해봄으로써 메시지 속에 드러난 감정의 표출 양태를 의사소
통 측면에서 분석해 보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맥루한의 견해에 따라 아날로그적인 
포스트잇 소통방식이 오늘날 귀하디귀한 원초적인 공적 소통방식, 즉 모든 감각들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화자와 청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 소통방식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파토스의 14개 정념에 대한 현대적 의미로의 재정
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필자들은 구의역 포스트잇에 표출된 감정을 2400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파토스 유형으로 분석하면서 많은 제약과 한계를 느꼈다. 어
떤 정념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어떤 정념은 복합적이고 복수적인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해석해야 하는지 꽤나 혼란스러웠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
하면 파토스는 웅변가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작동시키려는 경향, 욕구, 정서 등의 
반응이며 이 정서적 반응은 고통과 즐거움을 수반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컨대 ‘뻔뻔
함’은 감정이 없는 상태, 즉 고통과 즐거움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
문도 든다. 또한 ‘수치심’에서도 발생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책감’, 자신의 잘못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체면을 차리는 ‘염치’, 무언가 해야 할 때 하지 못하
는 ‘자괴감’, 예컨대 자신의 나체를 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감정인 ‘모멸감’, 사랑을 
고백할 때 ‘수줍음’ 등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학에서도 오늘날 심리
학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시 의사소통과 연관 지어 재해석하고 파
토스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의역 사건의 포스트잇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파토스의 압도적인 지
배이다. 300개의 포스트잇 중 감정을 담지 않은 것은 예컨대 “업무 방식과 규범을 고
쳐야 합니다. 총체적인 부실사고일 거라 생각합니다.” 등 불과 몇 개뿐이다. 처음 연
구를 시작할 때 포스트잇이 가진 용지의 한계로 로고스적인 메시지가 적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인터넷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롱, 야유, 저주, 인식공격, 욕설 등 불건전한 메시지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의 강점으로 해석해야 할지, 또는 사건의 
특수성으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필자들은 전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필자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논문에서 ‘공감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5) 
즉 공동체가 유지 발전하는 데 이성, 지성보다 감성이 더 근원적일 수 있다는 것이
다. 포스트잇 작성자들은 작성 이전에 현장에 이미 자발적으로 전시한 많은 포스트잇
을 보고 함께 느끼고 다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동안 오프라인 
공간의 소통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이 아날로그적 도구, 즉 
작은 메모지와 손 글씨로도 쌍방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미디어 매체로 부상한 포스트잇이 공적 의사소통에서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대
개 생각했던, 개인적 성향과 감정을 수사학적 공간으로 불러내어 연대의 공감공동체
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요컨대, 

25) 하병학, 앞의 글, 8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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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포스트잇은 심각한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해 법, 제도, 언어를 벗어나면 하나
의 공동체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는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감성적 동질성과 재귀적 
투명성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수사학적 공간이었다. 
  마무리 하면, 구의역 포스트잇과 그 현장은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사학적 공간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대단히 건강함을 보며 주며, 그 토대는 현란한 논리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감정의 
소통이라는 것이다. 이를 함께 나누기 위해 필자들이 채록한 메시지들을 모두 부록으
로 첨부한다. 발표를 끝내며 발표를 들어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비정규직 김 
군(19세)에게 

이 발표문을 눈물로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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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파토스로 본 메시지 분류표

- 파토스로 본 메시지 분류표 -
파토스 
유형

메시지 사례

분노,
화

1. 청춘들아! 차가운 분노를 하라.
2. 더러운 세상, 젊음을 사지로 몰았다!!!
3. 사람이 있고 돈이 있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까?
4. 나는 미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당신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벼랑 끝
에 내몰려 그저 지탱하는 삶, 얼마나 많은 피와 곡소리가 있은 뒤에야 우리 사회는 깨닫
게 되는 걸까요. 사람의 목숨을 밟고 지탱하는 사회, 이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5. 재벌 배 채워주려고 백성들 목숨을 빼앗고 있다!
6. 스크린도어가 닫힙니다. 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7. 9-4앞에서 추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안전이라고요? 20살 청년의 안전은요?
8. 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9. 더 이상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격분해야 한다.
10. 포스트잇 떼면 사람도 아니다. 서울 메트로! 온 국민이 지켜본다.
11.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12.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 죽도록 노력해도 청년들이 죽음으로 몰리는 사회!
13.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14. 인건비 아끼려다 사람이 죽었다.
15.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 이제 그만!!
16. 청춘들아! 분노하라... 또 분노하라 이번엔 ‘뜨거운 분노’ 말고 ‘차가운 분노’를 하라... 
차가워야 아주 독하게 차가워야 오래 가는 거고, 곧 다가올 그날 어둠의 세력들에게 진실, 
사랑, 그리고 열매의 힘이 얼마나 ‘살 떨리는 두려움이 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자... 오직 
‘차가운 분노’만.
17. 이 미친 사회가 또 한 청춘을 죽인다. 바로 이 자리에서.
18.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19. 추모공간을 건들지 마세요! 불편해도 됩니다.
20. 그들의 죽음을 잊지 않으리라. 비록 그들을 위한 연탄재는 되지 못했지만 죽음이 결
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리라.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 그들의 죽음을 헛되
게 하지마라!
21. 젊은 청춘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모든 사람 및 언론 및 TV 일시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약자인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22.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23. 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24. 죽도록 노력하면 죽음으로 몰리는 사회
25. 왜 죽어야만 합니까?
26.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문’을 수리하던 청년노동자의 ‘안전’은 어디에 있나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습니다.
27. 당신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죽음입니다.
28. 네 번째 죽음이 발생하도록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8. 왜 똑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두는가?
29.용서하지 마세요.…원망하고 또 원망해 주세요.… 바뀔 때까지… 진짜 반성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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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한민국 자체가 세월호다!!!
31.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32. 포스트잇 때문에 4명이 오시고 수리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33. 금화의 경박한 반짝임이 밝게 빛날 아이의 순수한 별빛을 앗아갔다. 스크린 도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34. 젊음의 피 값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추접한 사회는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
35. 사람이 백 살을 사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
는 무엇인가.
36.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되는가. 이렇게 억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도 되는
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억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회 그것도 매일 매일. 오늘
도 남양주 쪽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37. 돈과 돈에 눈이 먼 자들이 자꾸 사람을 죽인다.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 또한 돈에 눈
이 먼 자라서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른다. 애꿎은 죽음만 늘어가는 미친 세상. 
38.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하는 일이 없게! 
39. 기업이 죽였다. 서울 메트로가 죽였다.
40. 책임자는 이번에도 아무도 업습니까? 당신 자식이 그렇게 죽었어도 개인 과실이라 할 
겁니까!!
41. 정말 그 놈의 돈이 뭐라고. 고졸 노동자는 이렇게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합
니다. 서울 메트로는 제발 개선해주세요!!
42. 부정승차 단속은 눈알 빠지게 하시고 스크린도어 고칠 때 역무원들은 무엇을 하셨습
니까? 20살 작업자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스크린도어 관리는 그 청년만 합니까? 스크린도
어는 서울 메트로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역무원은 왜 존재합니까!
43. 이제 그만 좀! 사람 목숨 좀 생각합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는 살아 숨 
쉰다! 협박하고 합의하는 서울 메트로는 재발방지를 책임져라!!
44. 아, 19살! 님은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의 희생자이십니다!!
45. 19살, 왜 혼자일 수밖에 없었는가!!! 

평온

1. 고생 많았어요. 편히 쉬세요.
2. 부디 편히 잠들 수 있길…
3. 저 세상에서라도 행복하시길
4. 이제 쉬시라 … 이젠 부디 편히 쉬시길.
5.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6. 그곳에선 힘들어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7. 다음 생에는 행복하세요.
8. 주님. 살아 계시다면 이 불쌍한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주소서.
9. 이른 나이에 진 꽃다운 청춘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10. 천국에서나마 당신의 소원 꼭 이루시길 빌며, 편안히 영면하시길. 
11. 젊은 꿈을 컵라면에 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셨길 기원합니다.
12. 그 곳에서는 장남으로서, 비정규직의 노예로서의 부담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어.
13. 열아홉 살, 여리디여린 새순 같은 너, 편히 잠들라….
14. 못 다 핀 청춘, 그대 거기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15.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간 당신, 부디 하늘에선 편히 계시길 바랍니다.
16. 저 세상에서는 꼭 최고의 철도원으로서의 꿈을 이루길 바래요. 하늘에서는 행복하시
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7. 꿈도 다 못 핀 예쁜 아들, 저승에서 꼭 피우시기를.
1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한 젊음과 청춘을 누리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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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19.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그곳에서는 부디 행복하길….
2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21. 짧은 생이었지만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젠 괴로운 일 없이 편히 쉬길 
바랄게요.
22. 천국 가서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다음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을 때까지 살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3. 하늘에서는 슬픔 없이 지내시길 빕니다.
24.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힘든 삶의 무게 모두 내려놓고 그곳에서 부디 영면하시길…

 25. ~ 6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애,
동지감, 
좋아함

1. 같은 스무 살이었는데 나는 편하게 잠자고 있었고 너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구
나.

2.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나이마저 같은 우리. 즐거운 나날을 한껏 즐길 나이에 져버린 
당신. 
4. 넌 혼자가 아니란 걸 명심해!
5. 나와 같은 나이, 어쩌면 우린 친구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너
에게 고마워한다.
6. 쓸쓸해하지 마! 많은 사람이 널 걱정해 주고 같이 슬퍼하고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영
원히 함께야!
7. 그대는 나의 친구입니다. 나 또한 그대의 친구, 그대입니다!
8. 며칠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난 절대 잊지 않는다. 너의 얼굴, 목소리, 추억
9. 웃고 떠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정말로 소중했다.
10. 친구야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꿈을 이루기 바라. 항상 보고 싶을거야.
11. 3년째 지하철 타면서 학교 가는데 나랑 동갑인 정비하는 네가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 
놀랐어.
12. 19살 청년입니다. 당신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13. 나랑 동갑인 친구야 나도 너처럼 청년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14. 19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5. 같은 기술직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16. 나와 같이 설레임으로 출발했을 너의 스무 살, 나와 같이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이 더 
많았을 너였을 텐데. 너에게 한 마디 말을 적으며 오는 길, 네가 마지막 있었던 곳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누구보다 바쁘게, 열심히, 값지게 살아왔을 너란 걸 알
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게. 매일 아침, 저녁 구의역 근처를 오다니면서, 집 창가에 서
서 차갑고 야속한 지하철 레일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를 가슴에 새길게. 지워지지 않도
록 단단히 새겨 놓을게. 그리고 더 나은 어른으로 자라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
도록 노력하는 내가 될게. 분명 빛났을 네 몫까지. 한 자 한 자 눌러쓰는 짧은 편지지만 
네게도 닿았으면 좋겠다. 네가 있는 곳은 분명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겠지. 안녕. 너와 같
은 스무 살 친구가.
17. 마음이 아프다. 나와 같은 나이. 어쩌면 우리 친구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침마다 그
리고 18. 저녁마다 너에게 고마워한다. 앞으로도 고마워할 것이고. 나의 기억 속 구의역을 
지나갈 때마다 너에게 한 번 더 고마워하겠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19. 건우야, 나 보현이~ 다시 못 본다니 아쉽네.… 아제 좀 쉬어. 이런 거 먹지 말고 거기
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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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도 스무 살 청년 노동자입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화가 납니다. 
21. 나는 또한 당신입니다.
22. 친구야 졸업식 때 보고 그 다음으로 다같이 다시 모이기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
해서 아쉽고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보고 싶고 위에서라도 행복하게 하고 싶은거 
하고 잘 내구 있어... 미안해.
23. 제 나이도 열아홉입니다. 매일 학원가는 길에 지나는 구의역에서 같은 나이의 그대가 
좋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저와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대에게 다음 생에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개심
증오

싫어함

1. 위선의 때가 켜켜이 쌓인 정치인들, 여기 오지 마시오!
2.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대한민국. 대부분 비정규직, 용역업체 직원들. 돈이 먼저인 
대한민국. 기업이 살인을 저질렀다! 정치는 기업이 돈 먼저 벌게 도와준다. 이러면서 죽어
가는 것은 이 청년과 같은 서민, 서민의 아들, 딸들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개새끼들
아!

두려움

1. 요즘 사고 발생이 자꾸 일어나네요.
2.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
3. 이번에는 내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4. 희생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으며 분신한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곳이 구의역 9-4 승강장과 같습니다. 
5. 과연 해결될까?
6. 저는 늘 8-1에서 출근을 했죠. 그 간격만큼 조금 더 잘났는지 아슬아슬 아직까지 살아
있네요.
7. 더 이상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8. 언제까지 죽어가야 하나? 우리의 아들, 딸, 아버지…
9. 그 위치에 제가 있었을 수도, 그 누가 있었을 수도.
10. 세월호… 어린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 다음은 우리 자식들입니다.

안도감 해당 사례 없음

수치심

1. 지불하지 않는 나라,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외면해온 시민이어서, 방관했던 어른이어
서 2.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3. 안전을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4. 미안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어른으로서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5. 어른들이 참 미안해요. 힘들게 살게 해서
6. 지금에서야 이런 환경을 알아 미안합니다.
7. 아저씨가 부끄럽게 살다보니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8. 스뎅 숟가락이라서 미안합니다. 금수저랑 급이 달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고인에게 미안
하다는 말조차 못하겠습니다.
9. 그저 죄스럽다는 말과 어딘가 잘못된 세상을 원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어른이여서. 
나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10. 못난 어른들이라 눈물만 흘리다 갑니다. 죄송합니다.
11. 그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안합니다. 
12. 19살 어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부끄럽고, 비참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3. 너는 우리들(욕심 많은 어른들)에 의해… 죽은 것이었구나. 내 딸도 너 나이란다. 고
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 다니고 있지. 목구멍이 뜨겁게 미어지는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14. 사고 나지 말라는 스크린도어가 너의 작은 목숨을… 선배로서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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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16. 어른이어서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17. 잘 살겠다는 믿음으로 무자비한 노동과 강압적인 근무환경으로 몰아간 어른 중 한 명
으로서 너무 미안하네요.
18 살아 있는 게 죄스럽고, 살아 있는 게 신기합니다.
19. 죄송합니다. 저는 메트로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지만 
정규직/비정규직 갈라져서, 지켜주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20. 어른이 미안하구나!
21. 그대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었는데 우리는 그대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
다.
22. 미안합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23. 미안합니다. 침묵하기만 했던 지금까지의 제가 제 친구들, 사람들, 세상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말로도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24. 이보시게 어린친구… 자네를 피기도 전에 세상과 이별을 시킨 건 이 땅에 기성세대란 
가면을 쓰고 탐욕에 묻은 나 같은 어른들이고… 자네를 웃기도 전에 삶과 이별을 시킨 건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개 같은 우리의 사회라네… 자네를 
급하게 시간과 이별을 시킨 건 정의 없고 어른이 없고 주체가 없는 그러나 충성을 해야 
하는 우리의 국가라네… 어린 자네는 그 무서운 괴물들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과 
친구들과 이별을 했구먼 …. 
25. 너의 죽음에 나의, 우리의 죽음이 없지 않다. 미안하다.
26. 위험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그대’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도. ‘위험하
니 그만!’, ‘안전장치 없이 일하면 안 돼!’라는 말을, 참견을, 항의를, 해주지 못해 미안해
요. 
27. 동생아 너를 못 지켜준 기성세대가 미안하다.
28. 어린, 이제 겨우 스무 살인, 그대의 삶을 이렇게 마감하게 만들어 너무 미안합니다. 
꿈도 많고 스무 살에 일할 정도로 힘겨웠을 그대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하여 많이 미안하
고 미안합니다. 

뻔뻔함,
몰염치함
에 대한

비난

1. 책임 없다는 서울 메트로!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2. 규정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당신들의 책임을 면제받
기 위한 것입니까? 몰염치한 세상입니다.
3. 19살의 꽃다운 청춘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4. 청년의 과실이라는 메트로는 똑바로 책임져라.
5. 외주화, 하청… 돈과 맞바꾼 생명에 메트로는 책임져라.
6. 2명이 할 일 혼자 하다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들도 책임 있다며 합의하자는 야만적인 
메트로, 정신 차려라!!
7. 열심히 일한 19살 청년의 죽음 …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8. 변명하지 마세요. 혼자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지요.
9. 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10. 돈과 돈에 눈이 먼 자들이 자꾸 사람을 죽인다.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 또한 돈에 눈
이 먼 자라서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른다. 애꿎은 죽음만 늘어가는 미친 세상. 
11. 서울 메트로와 외주를 받았던 기업은 서로 책임 회피할 생각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인건비 몇 푼 아끼겠다고 그깟 돈이 뭐라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12. 20살 청년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은 그 찰나의 몇 초가 아니었다. 자본과 가진자들의 
나태함과 퇴적물들이 20살 청년을, 노동자를 죽였다.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을
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우리는 목격자임과 동시에 방관자다. 자본이 만들어낸 고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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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지기 시작했다. 20살, 아직 해본 것보다 해봐야 할 것이 더 많은 나이인데 이 사
회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였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13. 이제 막 20살이 딘 지 반년도 안 된 아이에게 잘못을 다 떠넘기다니요. 가방에 컵라
면과 비닐로도 못 감싼 수저를 넣고 다닌 아이에게 네 잘못이라며 꾸짖는 것이 말이 됩니
까! 

호의,
선심

1. 컵라면 말고 따뜻한 밥 챙겨 드세요.
2. 라면 말구 밥 먹자.
3. 생일 축하해.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요. 
4. 하늘에 가서는 맛있는 음식만 드셨음 좋겠어요.
5. 아가, 밥 먹으렴.
6. 아가 라면 먹지 말고 고깃국에 밥 한 그릇 말아먹어라.

동정
연민

측은지심

1. 팍팍한 현실 속에서 힘들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셨을 그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
다.
2. 꿈 한번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가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3.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아팠을까 아프단 말도 한마디 못하고 얼마나 아플까
4. 대기업 횡포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분이 안타깝게 가셨네요.
5. 일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더니, 결국 라면도 먹지 못하고 허망하게 갔네
요
6. 19세, 컵라면 두 단어에 울었다.
7. 라면과 공구가 담긴 가방을 보았습니다. 청춘의 고통과 책임감을 그 안에서 보았습니
다. 
8.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또,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9. 아… 어떡해… 어떻게 해… 너무 가엽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미안하고.
10. 채 피지도 못하고 가버린 젊음이 너무 아까워… 눈물만 흐른다. …
11.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까워요. 즐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12. 세월호 아이가 또 죽었군요. 꽃이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다니.
13. 지하철 진입할 때 나는 굉음이 너의 비명소리처럼 들려서 가슴이 아프다.
14.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아름답고 멋진 경험도 못해보고 떠나게 했네요.
15. 컵라면 말고, 공구 말고, 조금만 더 19세 같은 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천원
도  안 되는 조그마한 사발면 말고 조금 더 든든한 걸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16. 얼마나 아팠니 ... 얼마나 무서웠니 ... 얼마나 울었니 ... 얼마나 외로웠니…
17. 19세가 생일을 맞지도 못하고 쓰러져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18. 한창 친구와 놀아야 할 나이에 밥도 못 챙겨 먹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19. 꽃이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다니…
20.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도 많았을 당신…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을까. 
21. 19살…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에 너무 일찍 갔구나. 동생아. 가방에 컵라면 하나 
들어있었다는 게 나는 너무 슬펐어.
22.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23. 같은 나이로써 꿈을 펼치지 못하고 아쉽게 세상을 떴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4.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부디 좋은 데 가서 다음 생에 힘들지 않은 삶을 살기 바란다.
25. 같은 또래여서 더 마음이 안 좋고 안타깝습니다. 
26. 꽃다운 나이에 져버린 게 참 안타까워요.
27.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린 아이야. 하늘나라애서 편히 잘 쉬렴. 흐느끼는 엄
마의 심정은 어떨까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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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아직 19살밖에 안됐는데… 같은 또래의 일이라 그런지 더욱 안타까워요.
29. 어린 나이에 부당한 건 알지만 말 못해서 답답했지. 
30. 그동안 수고했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고3
31. 형제여! 형제여! 눈물이 납니다. 가슴 속 저 깊은 데서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아프셨
나요! 슬픔 거두시고 편히 쉬소서!

의분

1. 사회와 시스템이 꽃다운 나이의 청년을 앗아갔습니다.
2. 비정규직이라 죽었다. 하청이라 죽었다.
3. 너의 잘못이 아니다. 메트로가 책임져라.
4. 너의 과실이 아니다. 청년의 과실이라는 메트로 똑바로 책임져라.
5.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되는가? 이렇게 억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도 되는
가? 6.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억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회 그것도 매일 매일. 
오늘도 남양주 쪽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7.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분명한 산업재해 피해다.
8.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19살 청년이 죽어야 합니까.
9. 기업이 노동자를 또 죽였다. 최저가 입찰, 도급, 하청, 간접고용. 빌어먹을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또 죽였다. 한없이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몰려온다. 이 마음, 당장 250명 중 
100명의 노동자감과 미안한 마음이 몰려온다.
10.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의 사고가 아닙니다. 무능한 정부, 나쁜 권력과 자본에 의
한 살인사건입니다.
11. 안전에서도 비정규직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냐.
12. 고졸이라, 하청이라 죽임 당했다. 
13. 위선의 때가 켜켜이 쌓인 정치인들, 여기 오지 마시오! 시장님! 어디 계셨어요? 무릎 
꿇고 사죄하시오. - 분노하는 어느 엄마가
14. 또 같은 사고로 세 목숨이 숨졌는데 박원순 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5. 너의 죽음을 너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서울 메트로에 분노한다.
16. 기업이 죽였다. 서울 메트로가 죽였다.
17. 안전, 안전, 안전만 외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전한 대책을 내세워라!! 그리고 서울 메
트로는 근무자 탓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라!!
18. 성실한 청년이라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착
실한 청년들의 희생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이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됩니까?
19. 청춘은 쓰고 버려지는 기계가 아니다.
20. 비용절감? 생명 절감! 더 이상 안전 불감으로 젊은 생명 죽이지 마라!
21. 사람이 죽었는데, 열차는 20여분 후 운행을 재개했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
합니다.”는 사과문이 먼저 떴다. 언론은 주체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던 한 노동자를 ‘컵
라면 청년’으로 박제했고. 우리는 당신을 다르게 기억하고, 사람으로 오래오래 추모하겠습
니다.
22. 지키지 못하는 규정은 왜 있는가!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메트로
는 책임져라!!

시기심 해당 사례 없음

경쟁심
명예심

1.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3.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건우군… 남아 있는 우리가 꼭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도록 할게요.
4. 이전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죽음 후에도 같은 죽음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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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5. 사람이 먼저인 나라, 노력이 보상받는 나라.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남은 자로서 반드
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6.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7.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다른 청년들이 이런 아픈 일로 피해입지 않도록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8. 무슨 일을 하건 생명의 고귀함 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9. 다수의 사람들이 고인과 같이 희생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지 않겠습
니다.
10. 당신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똑바로 살겠습니다.
11.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12. 억울하지 않도록 같이 싸우겠습니다. 
13. 열심히 공부해서 너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될게.
14. 리멤버 0416. 9-4 구의역 참사!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15. 대학생입니다. 사람들이 안전을 담당해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그대에게 박수를 보냅
니다. 이젠 이곳에 남아 있는 우리가 그대를 싸우겠습니다. 
16. 당신의 넋을 기리며 당신 몫까지 열심히, 제대로 살겠습니다.
17. 나머지는 남은 사람들의 몫
18.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당신의 못다 핀 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19.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 더 이상의 희생 막으려면 바꿉시다. 원청・하청・파견 왜곡된 노동시장 바꿉시다! 노
동악법 폐기!
21. 그대 목숨 값을 조금이라도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그
대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없도록 보태겠습니다. 그대 마지막이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겠습
니다.

경멸,
경시

1. 시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애한테만 떠넘기려 하지 말아요.
2. 2인 1조 작업매뉴얼 지키지 않은 직원 탓이라고?
3. 세 명이 죽어도 외주화, 자회사 계속하자고? 
4. 4년 연속 사고, 이미 예고된 죽음, 서울 메트로는 뭘 하고 있었나요?
5. 책임 없다는 서울 메트로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6.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생명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월호와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7.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신성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사회라면 이런 일은 언제고 반
복되겠지요.
8. HELL 조선에서 HELP ME!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뿐!
9. 무능한 정부, 나쁜 권력과 자본에 의한 살인사건입니다.
10.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그걸 왜 못 할까
11. 비정규직은 오늘 혼자 와서 죽었고 정규직은 셋이 와서 포스트잇을 뗀다.
12. 법은, 규정은 만일의 사태를 보완하고자 있는 것이지 죽음 앞에 잘잘못을 따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13. 돈이나 적당한 합의 말고 분명히 책임이나 지십시오.

기타
무
력

1. 처음엔 단순한 안전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300여명
에서 1명으로 줄었을 뿐 작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생



수사학적 공간, 구의역 추모 포스트잇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 하병학, 강미영

- 55 -

감,

허
무

명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월호와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2년이 지난 오늘
도 변한 것은 없나 봅니다.
2. 오늘 또 사람이 죽었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 그 청년과 충돌한 40대 공무원. 매일 매일 사람이 죽어나
온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다 돈이 먼저라서.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서.
3. 무기력합니다. 누군가가 또 죽었지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글밖에 적지를 못
합니다. 
4. 9-3… 저는 늘 8-1에서 출근을 했죠. 그 간격만큼 조금 더 잘났는지 아슬아슬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그래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노력해야 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5. 그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 당신의 꿈에 다가가는 하루하루에 힘을 주지 못할망정 그 하루마저 빼앗아간 
세상이 너무 밉습니다.
7. 저는 이런 사회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8. 사회의 잘못인데 계속 개인의 잘못으로 귀결시키는 이 사회가 싫습니다.
9. 너의 죽음 앞에 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
10. 어느 청년들처럼, 어느 인자한 이의 아들이었으며, 어떤 꿈 많은 청년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어떤 풋풋한 이의 사랑이었다.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것이 
모자랐는지 너는 알겠지. 근데 이제와 보니 너나 나나 참 부질없다. 
11. 그대는 작은 가방 속 라면, 엄마에게 드릴 용돈, 친구들과의 치킨, 동생에게 
줄 간식비. 너무 힘들다. 많이 지친다.
12. 재앙의 시스템에서 우리는 그저 우연히 살아있을 뿐입니다.
13. 행복한 삶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생존까지 포기하라는 것 인
가요… 아! 청년!
14. 사람이 죽었다. 쇳물에 녹아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열차네 치여 죽고, 배고
픔에 굶주리다 꿈이 없이 죽어간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을까?
15.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미친 세상.

분
류 
불
가

1. 지하철 굉음이 너의 비명소리처럼 들린다.
2.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3. 꽃이 지고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감
정 
아
님

1. 업무 방식과 규범을 고쳐야 합니다. 총체적인 부실사고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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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포스트잇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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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의 법정연설 
-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중심으로-

김영옥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I. 플라톤의 수사학과의 대결

  플라톤(427-347)은 고대 수사학이 탄생하던 시기에 수사학 이론과 실천, 그리고 교
육을 담당했던 소피스트들과 동시대인으로서 수사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룬 최초의 
인물이다. 플라톤의 독창성과 천재성은 수사학이 압도적이었고 경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 속에서 시종일관 수사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 심화된 
검토를 기획했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대화편들은 “수사학사 속에서 핵심적
인 한 장을 구성”(페르노 2007, 87)한다. 
그러나 플라톤이 자신의 여러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발언한 소피스트들
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기술, 즉 수사학에 대한 비판은 자신의 학파 이기주의 입장
에서 왜곡한 부분도 있기에 위딩은 플라톤이 그린 소피스트의 모습을 일종의 음화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양화로 현상해야 한다고 본다(위딩 2003, 21).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수사학의 비판자이기 이전에 수혜자였다. 그는 수사학과 생산
적으로 대결하였고 학문적인 수사학이 정립되기를 원했다.1) 그 바람은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실현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수사학은 플라톤의 수
사학에 대한 성찰과 요구에 대한 대답이다.2) 플라톤의 대화편에 들어 있는 수많은 연
설들은 플라톤이 자기 시대의 수사학 이론과 실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수사학의 비판자로서의 플라톤은 부각된 반면 플라톤의 수사적 실
천 측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를 테면 메넥세노스에는 페리클레스
의 장례 연설에 대응하는 소크라테스의 장례 연설이 들어있고, 향연은 에로스에 대
한 여섯 가지 연설로 이루어지며, 파이드로스에도 세 가지 연설이 들어 있거니와 
여기에는 파이드로스가 전해주는 뤼시아스의 연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소크라테스가 
그와 같은 주제로 하는 두 가지 버전의 연설이 들어있다. 따라서 연설가로서의 플라
톤, 혹은 연설가로서의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법정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세 편의 연설로 이루어져 있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플라톤의 대화편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소

1) 이에 대해서는 파이드로스 261a 이하 참조.  
2) 이는 또 다른 연구 테마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옥(2015)를 참조할 만하다.



고대 그리스의 법정연설 -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 을 중심으로 - 김영옥

- 58 -

크라테스의 변론은 다른 대화편들처럼 허구적인 상황이 아니라 399년의 역사적 사건
을 배경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편들과는 달리 작품 전체에서 소크라테스가 거
의 혼자서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하여 해명 내지는 변명을 한다. 철학자들은 소크라
테스의 변론에서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의 도덕적 원칙이 표명되는 부분에,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천명하는 무지의 지 주장에 대해 주목한다.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소크
라테스의 변론을 고대 그리스의 법정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수사적 실천의 한 범례
로서 살펴보려 한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플라톤이 표
층적으로는 수사학을 비판하나 그의 텍스트의 심층에는 수사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규
명해 보려한다.    

II. 소크라테스의 변론  - 수사학적 텍스트 분석

II.1. 수사적 상황 

  우선 플라톤의 수사적 상황을 살펴본 다음 소크라테스의 수사적 상황을 살펴본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소크라테스가 변론함’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변론함’을 의
미하기도(Ferber 2004, 103) 하듯이 작가의 수사적 상황과 작중 화자의 수사적 상황
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II.1.1. 플라톤의 수사적 상황

  플라톤은 대략 18세부터 28세까지(411-399)4) 소크라테스 문하에 있었다. 소크라테
스 사후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메가라로 이주하였다가 388년 시칠리아를 
거쳐 15년 만에 아테네로 돌아와 386년 아카데미아를 창립한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은 바로 이 무렵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아카데미아의 강령”5)이라 할 수 
있는 메논 다음에 또는 그것과 동시에 386년 또는 385년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의 변론을 쓴 것으로 추정한다.6)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수많은 친구와 제자들이7)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억을 문학 

3) 이에 대해서는 강철웅(2006) 참조.
4) 이 연대는 Ferber(2011, 83)를 따랐다. 강철웅(2014, 149)은 불확실한 추정 연대라는 전제 하에 407

년경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문하에 합류했다고 기록한다.
5) Wilamowitz-Moellendorff 1919, 272, Ferber 2011, 94에서 재인용.
6) Ferber(2011, 91)는 메논 다음에 쓴 것으로 본다면 Heitsch(2004, 177이하)는 동시에 썼을 가능성

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연대와 관련하여 Ferber는 
Slings/Strycker(1994)를 따른다면, Heitsch는 Kahn(1996)의 견해와 더 가깝다. 반면 Guthrie는 
1962-1978 사이에 출판된 그리스 철학사(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IV권, 70-72에서 자
신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쓴 플라톤의 첫 작품이라는 데 동의
하는 편이지만 확실성은 없다고 쓴다. 이에 대해서는 Heitsch(2004, 180 이하) 참조.   

7) Ferber(2011, 78)는 안티스테네스, 파이돈, 에우클레이데스, 아리스티포스, 아이스키네스 등을 언급한
다. 이에 대해서는 Döring, Die Philosophie der Antike, Bd. 2/1 Basel 1998, 139-364를 참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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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즉 대화 형식으로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1147b)에서 언급하듯이 
그것은 ‘소크라테스적 대화(Sokratikoi logoi)’라는 문학장르로 정착되었다(칸 2015, 
33 이하 참조). 플라톤의 대화편도 그런 것에 속한다. 심지어 플라톤의 대화편 이온
과 소 히피아스는 소크라테스가 살아 있을 때 이미 쓰인 것이라는 주장도 학계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Heitsch 2004, 181 이하 참조).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거나 변론하기 위한 글들도 쏟아져 나왔
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과 변론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변론 두 편 뿐이다. 플라톤의 변론과 크세노폰의 변론이 그것이다. 이 두 편 외에도 
적어도 두 명의 저자가 더 변론을 썼다고 전해진다. 키케로(De Oratore I 231)와 디
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II.5.40)에 따르면 뤼시아스(445-380)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썼다고 한다.8)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언급되는 “테오덱테스9)의 
소크라테스”(II.23.13)이다. 이것도 소실된 수많은 소크라테스 변론 가운데 하나이다
(Heitsch 2004, 191; Kennedy 2007, 178, 주 164).   
  폴뤼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재판에 대해 점점 비판적으로 바라보
면서 소크라테스를 신성시하는 분위기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 연설을 쓴다. 
394/3년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폴뤼크라테스(Polykrates)의 고발연설은 소크라테스
에 대한 고발을 실제로 주도한 아뉘토스가 연설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10) 뤼시아스
와 플라톤11), 그리고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대해 집고 넘어가자. 플라톤과 연배가 엇
비슷한 크세노폰(426-355)12)은 자신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시작하면서 소크라테스
의 변론을 다룬 글이 여러 편 있다고 전제한다(1).13) 플라톤의 글도 그 중에 하나였다
(Heitsch 2004, 190. 칸 2015, 606).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고발에 맞서 
자신을 변론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의 도덕적 원칙을 천명하는 모습을 그렸다면, 크세
노폰이 볼 때 그 글들은14) 재판을 앞둔 소크라테스가 삶보다 죽음을 더 나은 것으로 

만하다. 
8) 뤼시아스는 아테네의 10대 연설가 가운데 하나이자 최고의 법정연설문 작성자로 꼽힌다. 그에 대해서

는 김헌 2008, 97 이하를 참조할 만하다. 크세노폰은 자신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뤼시아스가 재
판을 앞둔 소크라테스에게 변론연설을 대신 써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준다. 

9) 조각글과 글의 제목만으로 전해지는 테오덱테스(405/400-335)는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당대에 가장 유명한 비극작가이자 연설가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였다(Kennedy 2007, 174, 주 
134). 그는 비극경연에서 여덟 번이나 우승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높이 평가한 수사학 이론가이기
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I권 13-19장이 테오덱테스의 글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연구도 있
다(Heitsch 2004, 191).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특히 II권 23장에서 테오덱테스를 자주 인용한
다.

10) Wilamowitz는 폴리크라테스의 작성 연대를 388년으로 추정한다. 폴리크라테스의 고발연설에 대해서
는 Heitsch 2004, 119 이하 참조. 

11) 플라톤은 메논(90a)에서 폴뤼크라테스를 언급한다.
12) 이 연대는 Ferber(2011, 78)를 따랐다. 강철웅(2014, 148)은 불확실한 추정 연대라는 전제 하에 크

세노폰의 출생 연대를 431년으로 기록한다.   
13)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Bux(1956)의 독일어번역과 Brickhouse(2002)에 실려 있는 

Martinez의 영어번역을 참조하고 이하 본문에 내주로 텍스트의 절을 표기한다. 
14) 크세노폰은 특별히 플라톤을 콕 집어 지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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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큰 소리 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다.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거만한 말
투, 호언장담(megalogoria)을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원했고 사형선고가 내려지도록 도
발했다고 설명하려 한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공식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
문에 알 수가 없다. 소크라테스 재판 당시 아테네를 떠나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크
세노폰은 당시 법정에 있었던 헤르모게네스15)의 증언에 의존하여 자신의 소크라테스
의 변론을 쓴다고 한다(1-2). 그러나 크세노폰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
었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법정 발언을 대체로 충실히 기록했다고 생각한 듯하며
(Ferber 2011, 84), 자신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쓰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Heitsch 2004, 190. 칸 2015, 606).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역사적 진정성
을 확신한 극단적인 예는 19세기 초 독일의 고문헌학자 슐라이어마허이다. 그는 소
크라테스의 변론이 소크라테스의 법정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믿고 심지
어 이것이 플라톤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번역 편찬한 플라톤 
전집의 부록에 싣기도 했다(한석환 2004, 38 이하 참조). 그러나 플라톤이 소크라테
스가 연설한 낱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기억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설사 플라톤이 현장에서 (스스로 혹은 누군가에게 시켜서) 속기
로 메모해 두었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파이드로스(264c)에서 피력하고 
있는 형식적인 완결성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과도 맞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의 형식적인 완결성에서 미루어볼 때, 플라톤은 그런 유기적인 예술작품을 쓰기 위해 
“오랫동안 작업했음에 틀림없다 혹은 적어도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다녔음에 틀림없
다”(Ferber 2011, 86). 
  플라톤이 다른 대화편들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의 변론도 지어낸 것일 수도 있
다. 소크라테스의 변론도 플라톤의 예술작품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그
것이 재판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인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플라
톤의 소크라테스는 “재판관 여러분”이란 표현을 피하다가 셋째 연설 40a에서야 비로
소 처음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무죄 표를 준 사람들에게만 재판관이라
고 부르는 게 옳다고 말한다. 재판정의 소크라테스가 배심원의 과반수가 자신에게 유
죄 표를 주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단 말인가? 그밖에도 플라톤과 크세노폰은 재판과정
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발언 내용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전해 주기도 한다. 이를 
테면 소크라테스가 원고 측의 사형 제안에 맞서 대안 형량을 제안해야 했을 때, 크세
노폰에 따르면, 대안 형량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크
라테스는 대안 형량을 제안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금지했다고 한다(23). 반면 플라
톤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 작은 액수의 벌금형을 제안했고 결
국 플라톤과 친구들의 보증으로 30므나라는 큰 액수를 제안했다고 쓴다(38b). 아마도 

15) 헤르모게네스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마을(아로페케 데모스) 출신의 가까운 친구이자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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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위해 그의 친구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듯하다(Ferber 2004, 87).16) 
  다른 대화편들에서와는 달리 플라톤은 자신을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등장시킨다. 
변론 중의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그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과 제자들 가운
데 한 사람으로서 플라톤을 두 번이나 언급하게 하는 것이다(34a, 38b). 이런 방식으
로 플라톤은 자신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법정 연설을 실제
로 재현하는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발표할 당
시에 소크라테스 재판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이 자기 맘대로 지어낼 수는 없었을 터이고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연설의 알맹이를 가능한 충실히 옮겨놓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
인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허구인가 아니면 글자 그대로의 재
현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단정하기 보다는 페르버가 제안하
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말의 의미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생산한 
것”(Ferber 2004, 89)이라는 데 동의해도 좋을 것이다.  
  학자들은 셋째 연설(38c-42a) 혹은 적어도 그 첫 부분(38a-39d)은 플라톤이 자유
롭게 지어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밖에도 소크라테스가 정치가, 시인, 수공장인에
게 가서 탐문하는(21b-22e) 순서,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킬레우스에 비유하
면서 자신을 영웅시하는 부분(28b-d), 멜레토스와 대화로써 따져묻는, 속기로 기록한 
듯한 법정 프로토콜 등이 플라톤이 지어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Ferber 2011, 89).  
       

II.1.2. 소크라테스의 수사적 상황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 고발되어 아테네 시민법정에서 
변론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플라톤이 전해주는 소크
라테스의 법정연설은 고대 아테네의 법정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듯하다. 고대 아테네
의 시민법정에서는 사안에 따라 201명에서 1501명까지의 배심원들 앞에서 소송의 당
사자들인 원고와 피고의 고발 및 변호연설이 이루어진다(Ueding 1994, 11이하). 그런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법정은 일종의 “연설 겨루기”(Heitsch 2004, 41)가 벌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17). 배심원은 매년 추첨으로 미리 뽑아둔 6000명의 시민들 가운
데서 법정이 열리는 그날 아침에 추첨으로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매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배심원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말하
지 않지만, 소크라테스 재판의 배심원은 500명이었다. 4세기 중반에야 비로소 찬성과 

16) 크세노폰이 의존한 헤르모게네스의 증언이 옳으냐 아니면 플라톤의 증언이 옳으냐를 두고 다툴 필요
는 없어 보인다. 둘 다 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Ferber(2004, 88)는 이 부분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는 자신의 견해를 재차 확인한다.

17) “법정 경합”에 대해서는 플라톤, 테아이테토스 172e-173a 참조. 여기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소송 당사자들이 벌이는 경주에 목숨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소
크라테스의 재판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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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표수가 동일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심원을 홀수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
었기 때문이다(Ferber 2011, 111). 이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유무죄를 묻는 1차 투
표에서 280대 220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는 360대 
140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실제 법정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앞서 고발인 세 사람, 멜레토스, 아뉘토스, 
뤼콘이 먼저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 연설을 했다. 아테네 법정에서 연설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도 내에서 지인을 등장시켜 그로 하여금 자신을 지원하는 
연설을 하게 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 재판에는 멜레토스가 전면에 나섰지만 실제로
는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던 아뉘토스가 배후에서 조정했고, 이는 소크라테스가 
23e-24a와 36a에서 세 고발자를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아뉘토스와 그 추종자
들”(18b)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뤼콘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의 변
론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들의 연설은 전해지지 않기에 우리는 소크라
테스의 변론을 통해서만 그들의 연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세 개의 연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연설(17a-35d)은 그야
말로 법정의 고발연설에 답하는 변론연설이고, 이 연설 이후 실시된 1차 배심원투표
에서 소크라테스의 유죄가 확정된 후 행한 둘째 연설(35e-38c)은 형량을 확정하기 위
한 연설이며, 이어진 2차 배심원투표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후의 셋째 연설(38c-42a)
은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기다리기 위해18) 감옥으로 가기 전 배심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연설이다.19)  

II.2. 첫째 연설의 구성부분  

  기원전 400년경 아테네 법정의 연설은 이미 일종의 매뉴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일
정한 구성부분과 논증 형태가 있었다. 허구적인 변호연설을 작성할 때에도 작가는 그
러한 기존의 형식을 지켜야 했다. 안티폰, 안도키데스, 뤼시아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
의 법정연설이 그것을 보여준다(Heitsch 2004, 37). 플라톤은 파이드로스
(266d-267d)에서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기존의 수사학 교본이 가르치는 연설의 구성
부분에 대해 말하게 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III.13.4)에서 제시하는 
연설의 네 부분20) – 들머리(prooimion), 사안설명(prothesis), 논증하기(pistis), 마무
리(epilogos) - 과 대동소이하다. 파이드로스가 소크라테스의 변론보다 나중에 쓰
였다 해도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쓸 때의 플라톤이 수사학 교본이 가르치는 연설의 
구성부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전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18) 당시에는 항고심 제도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파이돈
(58a-c, 61a)에 자세히 쓰여 있듯이 종교의례 상의 이유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형 집행이 미루어진
다. 

19) 셋째 연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은 Heitsch 2004, 155이하 참조.
20) 이에 대해서는 푸어만 2012, 9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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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인 의미에서 변론21)인 첫째 연설의 구성부분은 다음과 같다. 

들머리 17a-18a
사안설명 18a-19a
논증 I 19a-24b, II 24b-28b
여담 28b-34b 
마무리 34b-35d

II.3. 첫째 연설의 들머리에서의 수사학에 대한 비판 

  아리스토텔레스(수사학 III.14.7)는 법정연설의 들머리의 기능을 청중의 호감을 사
고 주의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청중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아리스토텔레
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청중의 주의력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웃음을 유발하여 주의력
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연설가에 대한 청중의 호감 사기와 상대편
에 대한 청중의 분노를 유발하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첫째 
연설의 들머리는 청중의 호감 사기보다는 상대편에 대한 청중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상대 연설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으로 연설을 시작된다. 소
크라테스 연설의 첫 문장은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22)이다.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기술”(파이드로스 261a)
이라는 플라톤의 수사학 정의에 비춰볼 때, 이 문장은 “나를 고발한 사람들의 연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라고 풀어쓸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그들로 인해 거의 나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라고 이어지는 문
장은 같은 시기에 쓰인 메넥세노스(235b-c)에서의 수사학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메넥세노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연설가들이 온갖 미사여구로 듣는 이의 넋을 빼놓고, 
그들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듣다보면 딴 사람이 되어 버려 나흘이나 닷새가 되어서야 
겨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홀리는 수사학의 마력에 대해 
비판한다. 
 첫째 연설의 들머리에서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상대의 연설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할 연설과 대립시킨다(17a-c).  

1) 참 - 거짓 

21) 여기에서 ‘변론’이란 낱말은 두 가지 의미 -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이란 일상적 의미와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함. 또는 그런 주장이나 진술”이란 법률적 의미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가운데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어 apologia는 ‘변론’으로 번역함이 합당해 보인다. 이에 대한 
반론과 “변명”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는 변명은 강철웅 2014, 116이하 참조.

22)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인용은 대체로 강철웅(2014)의 번역을 따르나 독일어권 고문헌학의 최근 성
과 - Heitsch(2004)와 Ferber(2011) - 를 참조하여 부분적으로 손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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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어로 말하기 - 장식으로 꾸미기 
3) 떠오르는 대로 말하기 - 리듬에 맞춰 말을 배열하기   

  상대가 문제의 사안에 대해 올바르게 말하지 않고 왜곡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
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 연설가 안티폰(480-411 BC) 연설의 들머리에
도 나오는(Heitsch 2004, 42 이하) 일종의 토포스(수사적 관습)이다. 배심원의 의무는 
고변 혹은 항변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이고 연설가의 의무는 ‘참을 드러내기’
라는 들머리의 마지막 문장도 법정 수사학의 토포스이다. 첫째 연설의 들머리에서 소
크라테스는 ‘올바른(alethes)’ 혹은 ‘참을 드러내기/진실(aletheia)’이란 말을 다섯 번
이나 반복하면서 상대편과 자신을 분명하게 대립시킨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법정에서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평소에 자신이 하
던 대로 말하겠다고 한다(17c-d).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정말 평소에 하던 대로 말하
는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법정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말했을지도 모른
다.23) 그러나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 아마도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 대단
히 수사학적인 규범을 따른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35a에서 법정에서의 재판을 이
미 여러 번 관찰했음을 보여준다.   

II.4. 사안설명

  첫째 연설의 사안설명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고발의 내용, 즉 고발자
의 주장을 짧게 요약하고 고발자를 두 집단으로, 즉 처음 고발자와 나중 고발자로 나
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우선 ‘처음 고발’에 대한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 고발’에 대한 변론을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할 연설의 목차를 예
고하는 셈이다.    

II.5. 논증  

II.5.1. ‘처음 고발’에 대한 변론 19a-24b

  소크라테스는 현재의 고발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일종의 전사(前史, Vorgeschichte)
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우선 이미 과거에 자신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그로부터 소문과 비방이 생겨났으며 멜레토스24)의 고발은 그런 소문과 비방에 근거한
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처음 고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소크라테스는 “한 희극작
가”(18d), 즉 “아리스토파네스”(19c)를 언급하면서,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젊었을 적
에 보았을 법한, 24년 전인 423년에 초연된 아리스토파네스(446-385)의 희극 구름

23) 소크라테스의 평소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는 Heitsch 2004, 56 참조.
24) 소크라테스는 19b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멜레토스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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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한 장면을 환기시킨다. 자신에 대한 비방의 출처인 그 처음 고발의 내용은 다
음 세 가지 주장을 포함한다. 

1) 소크라테스는 자연철학을 일삼는다.
2) 소크라테스는 진리와 무관하게 논증한다.
3)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교사로 자처한다. 

  소크라테스는 주장 (1)과 (3)에 대해 자신은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며 그 어떤 것
도 진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19d, 19e). “더 약한 논거를 더 강한 것으로 만든다”는 
주장 (2)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직접적인 언급 없이 자신은 “온전한 진실”(20d)을 말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반박할 뿐이다. 여기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거짓과 진
실의 대비를 통해 처음 고발자들로 인해 생긴 소문 내용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대
립시키려 한다. 
  주장 (2)에 대한 간접적인 반박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 혹은 소피스
트26)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에게 속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지혜”27)로 나눈다(20e). 소
크라테스가 볼 때, 자신과는 달리 교사로 자처하는 사람들, 즉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른바 소피스트들28)은 인간에게 속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지혜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 같다고 비꼰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증인으로 델피의 신을 내
세우며 카이레폰이 델피에서 얻은 신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크라테스는 카이레폰을 
자신의 젊었을 적 친구이자 민주파 여러분의 친구라고 칭하면서 그가 “얼마 전 여러
분과 함께 망명을 갔다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21a) 사람임을 환기
시킨다.29) 바로 그 카이레폰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신탁에 물
었더니 아폴론의 신탁을 전달하는 여사제 퓌티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대답

25) 이 희극에서는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470-399)의 친구이자 숭배자였던 카이레폰(470년 
이후-403-399사이)도 (특히 144-164행에서) 희화화된다.

26) 고대 그리스에서 소피스트라는 말은 5세기 중반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의미에 가까웠다. 사안설
명에서 언급한 고발 내용에 들어 있던 “소크라테스라는 지혜로운 사람”(18b)이 처음 고발 내용에서는 
빠지고 그 대신에 교사를 자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온 것(19b)도 흥미롭거니와 처음 고발 내용에 대한 
반박 논증에서 “더 약한 논거를 더 강한 것으로 만든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
은 채 자신의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를 해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반박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27) 이에 대해 Ferber(2011, 106)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의 지혜로 해제한다. 그러나 이른
바 소피스트들의 지혜 –정치적 처세술과 연설의 기술 - 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같
은 맥락에서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연설을 인간의 기술에 의한 것이라기보
다는 신적인 영감에 의한 것으로 보려 한다.

28) 레온티노이 출신 고르기아스, 케오스 출신 프로디코스, 엘리스 출신 히피아스, 파로스 출신 에우에노
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이들의 출신을 말하면서 이들이 모두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하는 듯하다. 

29) 카이레폰은 404년 아테네에 30인 참주 정권이 들어서자 민주파와 함께 망명을 떠났다가 이듬해 민
주정이 회복되자 다시 돌아왔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패권경쟁에서 비롯된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431-404)에 아테네인이 델피에 갈 수 있었던 기간은 421년 평화조약 이후부터 일시적인 평화가 
깨지는 414/413년까지이다(Heitsch 2004, 7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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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이다(21a).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 정
치가(21b-e), 시인(22a-c), 수공장인(22c-e) - 을 찾아다니며 검토한다. 이 검토과정
에서 소크라테스가 확인한 것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는 점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지혜롭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
이에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고 그의 검토를 따라하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거의 혹은 아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23c) 된다. 
그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악평이 생겨난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한 진실이고 현재의 고발의 토대라는 것이다. 이로써 소크라테스는 처
음 고발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나중 고발에 대한 변론으로 넘어간다.  
  
II.5.2. ‘나중 고발’에 대한 변론 24b-28b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오래된 비방을 처음 고발이라고 보고 나중 고발을 처음 
고발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처음 고발에 대한 변론을 통해 나중 고발도 반
박한 셈이다. 이제 플라톤이 지어낸 것으로 보이는 소크라테스의 나중 고발에 대한 
변론을 살펴본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고발문 -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며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그 대신에 새로운 신적인 존재를 믿음으로써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 을 다시금 거론하면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II,5,40)가 전해주는 공식 고
발문의 죄목과 순서를 다르게 배열한다.30) 그럼으로써 신을 믿지 않는다는 비난은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데 대한 것으로 시
작하여,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말고 새로운 신적 존재를 믿으라고 가르침으로써 젊
은이들을 타락시킨다”(26b)는 데 대한 변론으로 바뀐다(Heitsch 2004, 103). 
  소크라테스는 우선 고발자 멜레토스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시켜 그가 완전 함량미달
임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고발이 거짓임을 드러내려 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의 방향을 돌려 멜레토스에게로 향하게 한다. 젊은이들의 교육에 대해 조
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멜레토스31)가 이 중요한 사안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경솔하게 사람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 특유의 대면논박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 
이 무죄 논증에서는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에서도 읽을 수 있는 소크라테스 특유의 대
화방식이 드러난다.   

30) 멜레토스의 고발문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그 대신에 새로운 
신적인 존재를 끌어들임으로써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을 타락시킴으로써 불의를 저지
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eitsch 2004, 54이하 주37, 강철웅 2014, 67 주42도 참조할 만하다.

31)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여러 번에 걸쳐(24c emelesen, 24d melon, memeleken, 25c ameleia, 
memeleken, 26b emelesen) 말장난을 하고 있다(Heitsch 2004, 103 주177 참조). 멜레토스 
meletos는 ‘관심자’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전혀 ‘무관심하다’(amelein)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관심한 
관심자’라는 역설, 형용모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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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장난: 같은 어원의 낱말들을 변형된 형태로 반복하기 (Polyptoton)32) 
2) 변증법적 논쟁: 질문과 대답을 통해 대답하는 사람이 자기모순에 이르러 논리적으
로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 이르게 하기 
3) 유추 논증: 말의 경우에 비유하기

  소크라테스의 무죄 입증에서 수사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에 처지 이론의 
맹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기원전 2세기의 수사학자 헤르마고라스가 정립하는 처지
이론(Stasislehre)33)은 법정 공간에서 고발과 변론 및 판결을 할 경우에 설정할 수 
있는 문제제기 (방식)들을 분석한다. 헤르마고라스의 처지이론은 우선 사안을 논증 종
류와 법률 또는 계약의 해석 종류로 나누고 논증 종류의 사안을 다시 네 가지 즉 추
정, 정의, 성질 규정, 소송절차의 변경 및 거부의 처지로 나눈다. 법률 또는 계약의 
해석 종류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추정의 처지에서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서는 소크라테스가 시종일관 멜레토스의 거짓과 자신의 진실을 대비시키면서 행위사
실을 부인하는 데서 추정의 처지가 나타난다.   
  추정의 처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 문제라면 정의의 처지에서는 법적 사실 
구성요건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그 대신에 새로운 
신적 존재를 믿는다”는 고변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신적 존재에 대한 정의를 쟁점화하
여 항변한다. 즉 신적 존재는 신의 작용이라 정의할 수 있고 신의 작용을 믿는 것은 
신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시금 그 특유의 유추로 보충설
명을 하거니와, 말과 나귀가 함께 낳은 노새를 믿으면서 말과 나귀를 믿지 않을 수 
없듯이 신적 존재를 믿으면서 신을 믿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27d-e). 이로써 소
크라테스가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믿는” 신
을 믿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없다.   
  성질 규정의 처지는 어떤 행위의 성질에 대해 질문하는 처지로, 피고가 “문제가 되
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만 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용서하게 하는 상황을 주장”
(푸어만 2012, 125)하는 경우이다.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는 비난에 대하여 소크라테스
가 의도성을 부인할 때 소크라테스는 성질 규정의 처지 가운데 ‘용인’(concessio)의 
처지를 이용한다. 백번 양보하여 자신이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
은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진심은 소송절차의 거부에 가까울 듯하다. 젊은이 교육에 조
금도 관심이 없는 멜레토스가 자신을 고발할 권리가 있는가? 신성한 사명의식을 가지
고 아테네 시민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시종일관 무보수로 검토하는 삶을 살았고 이
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자신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 바로 이 질문
에 대한 대답을 소크라테스는 이어지는 에토포에이아로 대신하려는 듯하다.  

32) 이에 대해서는 Lausberg 1973, §640-648 참조. Levett(2005)는 고르기아스에서의 Polyptoton에 
대하여 고찰한다. 

33) 이에 대해서는 푸어만 2012, 121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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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6. 여담 - 논증으로서의 에토포에이아

  소크라테스는 첫째 연설의 논증 II 부분에서 이미 자신이 무죄임을 논리적으로 훌륭
하게 증명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른바 “여담”에서는 ‘에토스 만들기(에토
포에이아)’를 통해 청중에게 다가가려 한다. 이 부분은 첫째 연설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그런 점에서 “여담”이란 용어로 구분하는 것이 무색하다. 
이 부분이야말로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연설에 매우 가까울 거라는 심증이 간다.34) 
실제로 철학도들과 일반 교양인들은 이 부분을 소크라테스 연설의 핵심으로 보는 듯
하다.35) 수사학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법정 연설의 틀을 넘어 부풀리기와 예증으로 
칭찬연설과 조언연설의 성격을 띠게 된다.
“여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올바른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삶의 안정을 취하느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신은 올바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아
킬레우스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부풀리기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앎을 과대평가한다는 증거이다
(29a-b). 조건부 석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검토하는 삶이 자신의 신성한 사명이라
는 것이다. 이후 조언연설의 말투로: “이 점 잘 알아 두세요”(30a), “듣고 있으면 여
러분에게 이득이 될 테니까요”(30c), “이 점 잘 알아두세요”(30c), “나 자신을 위하여 
변론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 변론을 하고 있는 겁
니다”(30d).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고귀하지만 굼뜬 말에 붙어서 그 말이 늘 깨어 있
게 해주는 ‘등에’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신이 아테네 국가에 보내준 선물이라고 주장한
다.    

2) 자신은 개인적인 조언만 하고 공적인 조언은 하지 않는다, 자신의 다이몬이 공적
인 활동을 말렸다는 것이다. 공적인 정치활동을 했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다. 소크라테
스는 민주정 하에서 그리고 참주정 하에서 국가의 정의롭지 않은 결정에 맞서다가 이
미 죽을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예증을 통해 자신의 에토스를 표현한다. 소크라테
스가 자신과 교류한 젊은이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내세우는 증인 17명 가운
데 테오도토스, 테오초티데스는 민주파 인사이다(Heitsch 2004, 140) 소크라테스에게 
불리한 증인들, 30인 참주정의 지도자 크리티아스(플라톤의 외오촌당숙), 마찬가지로 
30인 참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카르미데스(플라톤의 외삼촌), 그리고 아테네의 풍운

34)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변론 참조.(나중에 보충할 것)
35) 강철웅(2014, 29이하)은 이 부분이 전체 연설의 정확한 물리적 중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첫 연설의 물리적 중심은 멜레토스와의 대화라는 점도 지적한다. 그밖에도 그는 또 다른 중심으
로서 내용상의 중심을 - 소크라테스가 대안형량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 둘째 연설의 전반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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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알키비아데스 등은 그 자리에 없기도 했지만 플라톤이 언급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I.9.38-40)에서 칭찬연설, 예식연설에서는 부풀리기 
amplificatio와 과장, 조언연설에서는 예증, 그리고 법정연설에서는 수사적 추론이 주
효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소크라테스는 법정연설에 미숙해서 예증을 많이 썼다고 한
다. 여기에 이소크라테스 대신에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를 넣고 읽어도 무방하다.  

II.7. 첫째 연설의 마무리에서의 수사학 비판 

  아리스토텔레스(수사학 III.19.1)에 따르면 연설의 마무리는 네 가지 기능을 갖는
다. 1) 청자로 하여금 연설가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상대편에게는 비호감을 갖게 하
기 2) 논의된 주요 논점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부풀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하기 3) 청자의 감정을 자극하기 4) 요약하기    
  첫째 연설의 마무리에서는 이 이루어진다소크라테스 연설의 마무리는 3)과 관련된 
비판, 감정자극과 관련하여 기존 법정의 관행에 대한 비판만을 내용으로 한다. 앞에서
도 언급하였듯이 여기에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법정을 이미 여러 번 관찰했음을 
보여주며 법정에서 피고 연설가가 청중 및 배심원에게 감정자극으로 처벌을 회피하려
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소크라테스는 동정에 호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동정
을 사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과 집안사람들, 친구들을 연단에 올라오게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간청하고 탄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셋째 연설의 첫 부분(38d)에서도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말이 궁해서가 아
니라 뻔뻔함과 몰염치가 궁해서라고, 배심원이 기꺼이 듣고 싶은 것, 듣는 데 익숙해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기존 법정의 관행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다시 한 
번 언급한다. 

III. 둘째와 셋째 연설의 구성

둘째 연설: 형량을 정하기 위한 연설 
1) 표결 결과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촌평 35e-36b
2) 대안형량 제안: 시 중앙청사에서 받는 식사대접 36b-37a
3) 자신의 제안의 근거: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 내가 나 자신에게 나쁜 
어떤 것 - 감옥살이, 벌금, 추방 - 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없다 37a-e
4) 아테네를 떠나 조용히 지내라는 데 대한 대답 37e-38b
5) 친구들의 권유로 현실적인 대안형량 제안 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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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의 둘째 연설 이후에 형량을 정하는 2차 표결에서 고발자들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배심원은 500명 가운데 360명이었고 소크라테스의 벌금형 제안에 찬성한 배심
원은 140명이었다. 1차 투표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무죄표를 던진 220명 가운데 무려 
80명이 생각을 바꾸고 소크라테스의 사형에 찬성표를 준 것이다.36) 

  소크라테스의 셋째 연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사형이 확정됨으로써 모
든 재판 절차가 끝난 후에 피고가 다시금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재판 절차가 끝난 후 사람들은 곧바로 일이 엉킨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전날 델로
스의 아폴론 신전으로 가는 사절들을 싣고 갈 배가 떠날 채비를 시작하였고, 그 사절
단이 아테네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종교의례상의 이유로 아테네에
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37) 배가 돌아오려면 날씨에 달려 있지만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다는데, 이번 경우에는 30일이 걸렸다. 그리하여 보통은 재판
절차가 끝난 후 곧 이루어지는 사형집행이 미루어졌다.
  시종일관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소크라테스의 절친 크리톤은 판결이 발표된 후 사
형집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법정에 한 가
지 제안을 했다. 소크라테스가 그 사이에, 즉 델로스로부터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도망을 침으로써 사형을 모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신이 보증하게 
해달라는 제안이었다. 그럼으로써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밤에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제안은 거부되었다.38) 어쨌든 그 제안 때문에 공식
적인 재판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한 차례 더 논의가 있었고 그 때문에 배심원들이 곧바
로 법정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실제로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그 기
회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배심원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Heitsch 2004, 155이하 참조). 그러므로 셋째 연설, 적어도 셋째 연설의 둘째, 셋째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연설: 배심원들에게 하는 연설
1) 사형에 찬성한 배심원에게 38c-39d
- 기존의 법정 관행에 대한 비판
-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악덕과 불의를 피하는 것이 더 어렵다
- 죽음 이후에 대한 예언: 여러분의 삶에 대해 논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36) 이 결과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II.5.42)를 따른 것이다. Heitsch는 360대 140이 아니라 320대 
180일 수도 있다고 본다. 디오게네스가 자신의 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오게
네스는 원고측이 얻은 표가 1차 표결에서의 280표에서 80표가 늘었다고 해석했지만 표차가 80표로 
늘은 것으로, 즉 표차가 60에서 140으로 늘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차 표
결 결과 280대 220이 2차 표결에서 320대 180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Heitsch 2004, 154 주 325 
참조).    

37) 이에 대해서는 파이돈 58a-c 참조. 
38) 감옥에서 소크라테스가 묶여 있던 족쇄에 대한 언급은 파이돈 59e, 60a, 60c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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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형에 찬성한 배심원에게 39e-41c
- 자신을 방면하도록 투표한 사람들이야말로 재판관이라고 부를 만하다.
-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죽음은 좋은 것일 것이다. 이런 결론에 대한 두 가지 근거:
  ① 자신의 다이몬이 이 일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②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죽음이 아무 감각도 없는 잠과 같은 것이라 해
도 좋은 일이고, 죽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 사는 것이라 해도 좋은 일이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검토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이다.
3) 작별의 말 41c-42a
-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 좋은 기대를 가져야 한다.
- 마지막 부탁: 자신이 여러분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탐문하
여 괴롭혀주기를 부탁 
- 마지막 작별의 말: 이제 나는 죽으러, 여러분은 살러 갈 시간이다. 우리 중 어느 쪽
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IV. 마무리 - 플라톤의 반수사학의 수사학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타나는 수사학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상대의 수사학에 대한 비판 외에도 당시 법정의 관행에 대한 비판 그리고 수사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제한된 시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는 데서 나타난다.39) 소
크라테스가 연설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다. 아테네의 법정에는 
연설가의 연설 시간을 제한하는 물시계가 있었다(Müller 2014, 88이하. 19a에 대한 
주석 참조).
테아이테토스 여담 부분(172d-e)에서 연설가와 철학자를 대비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타나는 플라톤의 수사학:
연설의 구성부분, 논증: 처지이론의 맹아, 에토포에이아

39)  제한된 시간에 대한 언급은 첫째 연설, 오래된 비방에 대한 항변 앞뒤(19a, 24a)에서 나타나고, 둘
째 연설 37a와 b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커다란 비방을 해소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이 형량으로 걸려 있는 사건은 단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심리해야 한다
는 스파르타의 법을 언급하는데, 물론 ‘스파르타’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의 적국이었고 아테네가 패배한 후 아테네에 30인 참주정을 배후조정한 사실을 감안
할 때, 소크라테스의 이런 언급도 당시의 배심원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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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辭의 定義 및 『論語』에 있어서 修辭의 空間 考察 
                                              

   안성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1. 修辭의 定義에 대하여 

  修辭學(수사학)에 있어서 ‘修辭(수사)’라는 표현은 『周易(주역)』1)에 기인하는데, 
『周易』 <乾卦(건괘)>편 九三(구삼)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아서, 저녁에도 두려워 하니, 위태로워도 재앙이 없다. 

  여기서 乾(건)은 사전적 의미로 ‘의지하지 않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
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다.”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論語(논어)』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9-23: 子曰: "法語之言，能無從乎? 改之爲貴。巽與之言，能無說乎? 繹之爲貴。說
而不繹，從而不改，吾末如之何也已矣!" 
 공자가 이르시기를: “바르게 깨우쳐 주는 말은,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
만 허물을) 고치는 것이 귀한 것이다. 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온화한 말은, 기
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핵심을) 끌어내는 것이 귀한 것이다. 기뻐하되 
(핵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따르되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결국 어찌해야 하
나!”2)

  상술한 기록을 풀어서 읽으면 다음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허물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그 훌륭한 말을 실천할 수 없게 
된다. 신하는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완곡하게 아뢰지만 지도자가 그 숨겨
진 참된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도자에게 하는 아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
러므로 신하는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완곡하게 아뢰면서도 핵심을 드러내며, 지도
자는 자기의 허물을 찾아내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찌하나, 어찌하
나?’라고 말하여 항상 신중하지 않는 지도자는, 정말이지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
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

1) 『周易(주역)』은 유가사상을 존숭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13經(경)의 하나이기 때문에 『易經(역경)』이라
고도 불린다.

2)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논어(안 될 줄 알고도 하려는 사람인가)』(2013. 어문학사)에서 인용했음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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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잘못된 점이 없는가를 찾아내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도자의 “의지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老子
(노자)의 『道德經(도덕경)』에도 적잖은 관련구절들이 남아있다는 점이다.3)

2-4: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為而不恃，功成而弗居. 夫唯弗居，是以不去.
만물을 만들지만 간섭하지 않고, 낳아 기르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지만 의지하
지 않고, 공적을 이루지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릇 머무르지 않기에, 이 때문에 사
라지지 않는다. 『道德經』 <2章>

10-7: 生之畜之，生而不有，為而不恃，長而不宰，是謂玄德.
그것을 낳고 기르며, 낳지만 소유하지 않고, 행하지만 의지하지 않으며, 자라게 하
지만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현덕이라고 이른다. 『道德經』 <10章>

34-1: 大道氾兮，其可左右. 萬物恃之而生而不辭，功成不名有. 衣養萬物而不為主, 
常無欲，可名於小. 萬物歸焉而不為主，可名為大.
큰 도는 두루 미치기 때문에, 그가 지배할 수 있다. 만물은 그에 의지하여 발생하
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을 이루지만 있다고 일컫지 않는다. 만물을 기르지만 
스스로 주재한다고 여기지 않고, 늘 욕망이 없으니,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만
물이 따르지만 스스로 주재자가 되지 않으니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道德經』 
<34章>

51-5: 生而不有，為而不恃，長而不宰，是謂玄德.
낳지만 소유하지 않고, 행하지만 의지하지 않으며, 자라게 하지만 지배하지 않으
니, 이를 현덕이라고 이른다. 『道德經』 <51章>

72-4: 是以聖人自知不自見，自愛不自貴.
이 때문에 성인은 자신을 주재하려고 하지 자신의 안목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가엾게 여겼지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道德經』 <72章>

77-7: 是以聖人為而不恃，功成而不處，其不欲見賢.
이 때문에 성인은 행하지만 의지하지 않고, 공을 이루지만 머무르지 않으며, 그 현
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道德經』 <77章>

그리고 이러한 經(경)의 내용에 대해서, 傳(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文言(문언)｣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 원문에 대한 해석은 『노자의 재구성』(2012, 어문학사)을 따르기로 한다.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논어』의 章節(장절) 번호도 함께 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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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何謂也? 子曰: “君子進德修業忠信, 所以
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是
故居上位而不驕, 在下位而不憂. 故乾乾, 因其時而惕, 雖危無咎矣.”
九三爻(구삼효)에 이르기를: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고, 저녁에도 두려워 하니, 
위태로워도 재앙이 없다.” 이는 어떤 것을 이르는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덕에 정진하고 공적을 쌓음에 정성스럽고도 성실하기에, 그러므로 덕에 정진하게 
되고;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우기에, 그러므로 공적에 머무르게 된다. 힘쓰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힘쓰니, 가히 쫓아서 살필 수 있고; 이루는 것을 알아서 그것
을 이루니, 가히 쫓아서 의로움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고로 윗자리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고로 의지하지 않고, 그 때를 
맞춤에 말미암아 두려워하니, 비록 위태롭더라도 재앙이 없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 있다. “군자는 
하루 종일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늦은 저녁시간
에 이르러도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여 변치 않고 항상 삼
가여 행하니, 설령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도 결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하였
으니,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을 닦는데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공적을 세움에 있어서 충후하고도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덕을 닦는데 정진하게 되고, 또한 말을 내뱉음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성실함을 보이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군자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든 힘을 다해야 함을 알기에 진력을 다하여 
행하므로, 이에 도를 따름으로써 자세히 살펴보아 작은 징조까지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임무를 완성해야 함을 알기에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므로, 이에 도를 따름으로써 자신이 처한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목
숨을 걸고 지키는 의로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설혹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해하지 않고, 설혹 지위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애
태우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생
각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여 변치 않고 항
상 삼가여 행하니, 설령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재앙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
이다.”  
  이를 통해서 특히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우기에, 그러므로 공적에 머무르
게 된다.”는 뜻을 지닌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수사입기성, 소이거업야).”는 “말
을 내뱉음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성실함을 보이기 때문에 나
라와 백성을 위한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로 풀이되므로, 바로 『論語(논어)』
의 다음 기록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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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子貢問君子。子曰: "先行其言，而後從之。"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먼저 그 말하려는 바를 행하고, 
그러한 후에 (말이) 그것(행한 바)을 따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함께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子曰: "言從而行之，則言不可飾也。行從而言之，則行不可飾也。故君子寡言而行以
成其信，則民不得大其美而小其惡。"
 공자가 이르시기를: “말을 하고 나아가 그것(말한 것)을 행하면, 곧 말한 것은 아
름답게 수식될 수 없다. 행하고 나아가 그것(행한 것)을 말하면, 곧 행한 것은 거
짓으로 꾸며질 수 없다. 따라서 군자가 말을 적게 하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이
루면, 곧 백성들은 부득이하게 그 좋은 일을 중히 여기고 그 악한 일을 가볍게 여
기게 된다. [禮記(예기)] <緇衣(치의)>

  이는 다시 말해서 먼저 말을 하고 그 말한 바를 실천하면 백성들이 그다지 중시
하지 않지만,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그 행한 바를 말하면 백성들이 믿고 따르며 
나아가 진심으로 섬기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 수사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修辭立其誠(수사입기성)”이란 구절
은 君子(군자)가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운다는 것이니, 결국 다름 아닌 지도
자4)가 말을 내뱉음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성실함이 된다. 바
꿔 이야기해서, 修辭(수사)는 바로 군자 즉 지도자의 “誠(성)”과 직결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誠(성)”이란 무엇인가? 許愼(허신)은 자신의 저서인 『說文解字(설문해
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誠, 信也. 從言, 成聲.
성이란, 신이다. 言(말씀 언)을 따르고, 成(이룰 성)은 소리이다.

  이는 誠(정성 성)이란 信(믿을 신)과 같은 뜻이고, 言(말씀 언)에서 뜻을 가져왔
으며, 成(이룰 성)에서 소리를 가져온 形聲(형성)문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어서 許愼의 信(신)에 대한 개념도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信, 誠也. 從人, 從言, 會意.
신이란, 성이다. 人(사람 인)을 따르고, 言(말씀 언)을 따르니, 회의문자이다. 

 信(믿을 신)은 人(사람 인)과 言(말씀 언)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4) 孔子의 君子에 대한 定義 고찰, 중국학 , 제52권(집) , PP.89~107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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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意(회의)문자이니, 믿음이란 다름 아닌 사람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된다. 따
라서 사람이 일단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믿음은 다름 아닌 
사람이 내뱉은 말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信(믿을 신)은 誠(정성 성)과 같은 
뜻이 되는데, 주지하다시피 形聲(형성)문자에 있어서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은 때론 
의미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誠(정성 성)이란 言(말씀 언)을 成(이룰 성)
하는 것이 바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된다. 즉 古代(고대) 중국인 나아가 동양에 있
어서의 修辭(수사)란 정성을 다하여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한 발
언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수사학의 근간이 되는 誠(정성 성) 및 信(믿을 신)과 관련하여, 다음 『論語(논
어)』의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5-9: 宰予晝寢. 子曰: "朽木，不可雕也; 糞土墻，不可杇也. 於予與何誅?" 子曰: "
始吾於人也，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改是."
재여가 낮잠을 잤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
의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여에게 어떠한 벌을 주겠는가?” 공자가 이르시기
를: “당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그 말을 들으면 그 행실을 믿었다. 이제 나
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본다. 여(재아)로부터 쫓아서 이
를 고치게 된 것이다.”

  이는 기본 바탕이 바르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표현한 말이다. 다
시 말해서, 기본이 갖춰지지 못하면 인재가 되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 
되므로, 부단히 노력해야 함과 신뢰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공자는 
“信(믿을 신)”과 “誠(성실할 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니, 信(신)과 誠(성)이란 본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모두 믿을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2-22: 子曰: "人而無信，不知其可也. 大車無輗，小車無軏，其何以行之哉?"
공자가 이르시기를: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옳은 것을 알지 못한다. 큰 수레에 끌
채 끝 쐐기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 끝 쐐기가 없으면, (끌채가 고정되지 못하
니) 어떻게 그것(수레)이 갈 수 있겠는가?”

  공자는 ‘신의’를 ‘수레의 끌채 끝 쐐기’로 표현하고 ‘사람’을 ‘수레’로 비유했으
니, 이는 바로 대유법을 써서 비유한 것이다. 아울러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가 바로 信(신: 신뢰, 믿음)임을 알 수 있으니, 다신 한 번 信의 制字
原理(제자원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修辭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말을 닦는다.”로 풀이된다. 따라서 그간 修辭는 마치 
화려한 언변을 강조하는 대명사인 것처럼 인지되어왔고, 近代(근대)의 동양 특히 
일본에서는 심지어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상술한 내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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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修辭는 형식적인 언변을 중시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善(선)의 원칙을 드러내어 밝히는, 즉 양심 발현의 구심점이 되
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5)  

2. 修辭의 空間에 대하여

  이제 상술한 修辭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孔子(공자)에게 있어서 善(선)의 원칙
을 드러내어 밝히는 修辭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었는지, 『論語(논어)』의 사
례들을 그 예로 들어 설명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이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진 전형적 修辭의 상황으로, 지위가 낮은 
신하가 상관 혹은 임금에게 善(선)의 원칙을 설명하고 나아가 설득하고자 한 경우
이다.

12-19: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以就有道，何如?" 孔子對曰: "子爲政，焉
用殺? 子欲善而民善矣.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必偃."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기를: “만일 무도한 사람을 죽여, 도가 있도록 
이루면 어떻겠소?”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그대는 정치를 함에, 어찌 죽임을 사용
하십니까? 그대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백성이 선을 행할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는 법입니
다.” 

  여기서 왜 백성들을 民草(민초)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다. 계강자가 강력한 
법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함으로써, 백성들이 이에 겁을 
먹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공포정치를 행하면 어떤지 묻자, 공자는 그러한 
엄격한 법치를 반대했으니, 지도자를 바람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풀에 비유함으로
써 먼저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백성들 역시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된다는 이른바 率先垂範(솔선
수범)인 것이다.6) 이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솔선수범의 정치
란 과연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堯舜帥天下以仁，而民從之; 桀紂帥天下以暴，而民從之. 其所令反其所好，而民不
從. 
  요순이 세상을 거느림에 인으로 하니, 백성들이 따르고; 걸주가 세상을 거느림에 
포악함으로 하니, 백성들이 따랐다. 명령하는 바가 좋아하는 바에 반하면, 백성이 

5) 사실상 善(선)과 德(덕)은 혼용되어 쓰여 왔고, 德(덕)을 행하게 되면 곧 道(도)에 이르게 되므로, 사실
상 修辭學이란 道(도)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지닌 학문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다.

6) 『史記(사기)』 <孔子世家(공자세가)>에 따르면, 이 또한 공자가 衛(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68세 
이후에 한 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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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는다. 『禮記(예기)』 <大學(대학)>

子曰: "下之事上也，不從其所令，從其所行. 上好是物，下必有甚者矣. 故上之所好
惡，不可不愼也. 是民之表也."
  공자가 이르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바를 따르는 것이다. 윗사람이 옳은 일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보다) 심한 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윗사람의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바는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백성들의 모범이다.” 『禮記(예기)』 <緇衣(치의)> 

子曰: "上好仁，則下之爲仁爭先人. 故長民者章志貞敎尊仁，以子愛百姓，民致行
己，以說其上矣." 
  공자가 이르시기를: “윗사람이 어질음을 좋아하면, 곧 아랫사람의 어질음을 행함
이 남들보다 앞서려고 다투게 된다. 따라서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자는 뜻을 밝히
고 가르침을 바르게 하며 어질음을 공경하여, 자식으로서(자식처럼) 백성들을 사랑
하면, 백성들은 면밀하게 자기를 살피게 되어, 그럼으로써 그 윗사람을 기쁘게 한
다.” 『禮記(예기)』 <緇衣(치의)>

子曰: "有國者章善癉惡，以示民厚，則民情不貳."
  “국가를 가진 이가 선함을 밝히고 악함을 노여워하여, 그럼으로써 백성들에게 
정성스러움을 보이면, 곧 백성들의 진심이 둘이 되지 않는다.” 『禮記(예기)』 <緇衣
(치의)>

  이러한 솔선수범의 정치를 주장하는 공자의 일관된 모습은 “그 몸이 바르면, 명
령하지 않아도 행하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
다.”7)라는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 함께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善(선)의 원칙을 설명하고 나아가 설득하
는 상황이 아니라, 피차 동등한 상황에서의 완곡한 거절이나 반박을 하고자 한 경
우이다.8)

3-13: 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寧媚於竈.' 何謂也?" 子曰: "不然. 獲罪於天，無
所禱也." 
  왕손가가 묻기를: “‘아랫목 신을 따르느니, 차라리 부뚜막 신을 따른다.’라고 하

7)  『論語』 13-6. 

8) 아래에 제시하는 왕손가와 공자의 대화는 언뜻 보기에는 마치 위나라 대부와 일반인 즉 윗사람과 아
랫사람의 대화이고 나아가 아랫사람인 공자가 윗사람인 왕손가에게 도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상
황 같지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왕손가는 위나라 사람이고 공자는 노나라 사람으로 신분상 고
하관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평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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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어떤 것을 일컫는 것이요?”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
를 지으면, 빌 곳이 없게 됩니다.”9) 

  왕손가는 衛(위)나라 大夫(대부)이다. 『左傳(좌전)』 <定公(정공) 8년>에 따르면, 
위나라 靈公(영공)이 晉(진)나라와 맹약을 맺을 때 치욕을 당하고 이에 앙심을 품
자, 왕손가가 꾀를 써서 영공이 진나라를 배신할 것을 독촉한다. 결국 왕손가는 南
子(남자)10)에 빠져 정치에 관심이 없던 영공의 신임을 받게 되고, 군대를 맡는 權
臣(권신)이 되기에 이르렀다.11)  
  이제 상술한 구절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禮(예)에 따르면, 
여름에 제사를 지낼 때 부뚜막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야 서남쪽 모퉁
이의 아랫목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에 왕손가는 이러한 禮가 비록 아랫목 신이 
높지만 결국 제사의 주인이 아니고, 부뚜막신이 비록 낮지만 결국 제사의 주인이
라는 뜻이 아니겠냐고 본 것이다. 따라서 왕손가는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는 영공
보다 더 큰 전권을 휘두르는 자기를 따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넌지시 공자를 떠
본 것이다. 이에 공자는 하늘이 정해준 상하의 서열체계를 깨면 큰 화를 입게 된
다면서, 왕손가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세 번째,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善(선)의 원칙을 설명하고 나아가 설득하
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윗사람인 스승이 아랫사람인 제자에게 일러주어 깨달음
을 주고자 한 경우이다.

11-14: 子曰: "由之瑟，奚爲於丘之門?" 門人不敬子路. 子曰: "由也，升堂矣. 未入
於室也."
  공자가 이르시기를: “유의 거문고를, 어찌 공구(나)의 집안에서 (연주)하는가?” 
(그 이후로) 문하생들이 자로를 정중하게 대하지 않았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유
는, 대청에 올랐으나(일정 수준에 올랐으나), 아직 방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성
인의 도를 깨우치지 못한 것이다.)” 

  거문고는 음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樂(음악)은 엄격한 禮(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의 형식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부드러운 형식으로, 조화로움을 
위한 온유함을 의미한다.12) 그리고 『論語』 11-12에서 공자는 자로의 지나치게 굳
건하여 타협을 모르는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13) 따라서 이 문장의 뜻은 공자의 

9) 『史記(사기)』 <孔子世家(공자세가)>에 따르면, 본문의 대화는 공자 나이 49세(노나라 정공 8년)에서 
위나라 영공이 죽은 60세 사이에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정공 14년 공자가 56세 때 노나
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게 되므로, 이는 아마도 50대 후반에 있었던 대화일 것이다. 

10) 남자는 『論語』 6-26에 등장하는 靈公(영공)의 부인인데, 수많은 남자와의 사통으로 평판이 아주 좋
지 않았다.

11) 이와 관련하여서는 『論語』 14-19의 “왕손가는 군대를 맡고 있다.”는 말을 참고할 수 있다.  
12) 孔子 道의 내용과 형식 분석, 수사학 , 제24권(집) , PP.163~179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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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목표인 君子(군자)란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14) 자로는 道(도)
의 구성요소인 義(의)와 勇(용)의 강함만을 깨닫고, 그 강함을 보완하는 부드러움의 
요소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다른 제자들이 자로의 수준이 떨
어진다고 생각하여 무시하자, 공자는 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자로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道(도)는 强(강: 강함)과 
柔(유: 부드러움)의 조화인데, 자로는 이미 義(의)와 勇(용)의 강함을 갖췄다. 나는 
이제 자로에게 그 다음 단계인 부드러움을 갖춰야 참된 道(도)를 깨닫게 된다고 가
르친 것이다.” 
  이렇듯 수사학은 말을 아름답게 수식하여 꾸미는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특히 지도자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올바른 가치관인 善을 이해하고 
나아가 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본질의 학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修辭는 
비단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동등한 
신분으로서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심지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데 있어
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修辭의 誤謬에 대하여

  지금까지 상술한 내용을 통해서, 修辭가 말을 아름답게 수식하여 꾸미는 기능적
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으로는 修辭
의 誤謬(오류) 다시 말해서 修辭가 잘못 인식되어 誤導(오도)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수사의 오류’라 함은, 修辭가 그저 말을 유창하게 
하고 나아가 아름답게 수식하여 꾸미는 기능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경우를 뜻한
다.

11-24: 子路使子羔爲費宰. 子曰: "賊夫人之子." 子路曰: "有民人焉，有社稷焉. 何
必讀書，然後爲學?" 子曰: "是故，惡夫佞者."
  자로가 자고로 하여금 비 지역의 원님이 되게 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저 사

13) 11-12: 閔子侍側，誾誾如也; 子路，行行如也; 冉有子貢，侃侃如也. 子樂."若由也，不得其死然." 
민자건이 곁에서 모심에, 온화하였고; 자로는, 의지가 굳세었으며; 염유와 자공은 안온하였으니, 공자가 

즐거워하셨다. (하지만) "자로와 같은 이는,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위나라 영공이 살아있을 때 영공의 부인 남자의 사통을 부끄러워한 세자 괴외(蒯聵)가 그녀를 죽이려다 

실패하자, 송나라로 달아났다가 다시 진(晉)나라로 도망갔다. 공자 나이 59세에 영공이 죽자, 남자는 
괴외의 아들이자 영공의 손자인 첩(輒)을 왕위에 앉히는데, 그가 바로 출공(出公)이다. 하지만 아버지 
괴외는 밖에서 호시탐탐 아들을 몰아내서 왕이 되려했고, 아들은 자기의 왕위를 뺏기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했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다시 돌아온 후 72세가 되었을 때, 자로는 위나라 출공의 
대부인 공회(孔悝)가 다스리는 지역의 고을 원님을 맡고 있었다. 이때 영공의 부인인 남자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달아났던 출공의 아비 괴외는 공회와 결탁하여 출공을 쫓아내고 임금이 되는데, 그가 바로 
위나라 장공(莊公)이다. 이 소식을 들은 자로는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배신한 공회를 죽이려했고, 자
고(子羔)가 이를 말렸지만 결국 듣지 않고 공회를 죽이려하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된다. 공자는 노
나라에서 위나라가 혼란스럽다는 말을 듣고 “자고는 돌아오겠지만, 자로는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
으니, 공자는 이처럼 자로의 굳건한 성격을 간파하고 말한 것이다. 

14) 孔子의 君子에 대한 定義 고찰, 중국학 , 제52권(집) , PP.89~107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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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자식을 해치는구나.” 자로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있고, 사직이 있습니다. 어
찌 반드시 독서를 하고, 그런 후에야 배운다고 하겠습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이런 이유로, 대저 말 잘하는 이를 미워한다.” 

  공자는 자고에게 고지식한 단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5) 따라서 아직은 정
치를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 것인데, 자로는 오히려 나랏일을 하면서
도 배울 수 있다는 그럴싸한 논리로 설득하자, 공자가 이에 자로를 꾸짖은 것이다. 
정치는 오직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바치고 또 실수가 없어야 하니, 더
욱이 연습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공자는 옛 성현들의 통치이념인 道
(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 자로는 오히려 
나랏일을 하면서도 道(도)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노릇이겠는
가? 말만 그럴 듯하게 꾸며대는 자로를 꾸짖고 있는 것이니, 이는 修辭의 정의에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말만 잘하는 이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7-21: 宰我問: "三年之喪，期已久矣. 君子，三年不爲禮，禮必壞; 三年不爲樂，樂
必崩. 舊穀旣沒，新穀旣升，鑽燧改火，期可已矣." 子曰: "食夫稻，衣夫錦，於女安
乎?" 曰: "安!"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食旨不甘，聞樂不樂，居處不安，故
不爲也. 今女安，則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不仁也! 子生三年，然後免於父母之
懷. 夫三年之喪，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재아가 물었다: “삼년상은, 기간이 깁니다. 군자가, 삼 년 동안 예를 시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삼 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
너질 것입니다. 옛 곡식이 벌써 없어지고, 새 곡식이 이미 익으며, 부싯돌을 끌어 
불을 고치니, 일 년이면 될 것입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흰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 편안하더냐?” (재아가) 말했다: “편안합니다!” 공자가 이르
시기를: “네가 편하다면, 곧 그리 해라! 무릇 군자가 초상을 지낼 때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해도 편안하지 않기 때
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네가 편안하다면, 곧 그렇게 해라!” 재아가 
밖으로 나갔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재아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 삼 
년, 그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삼년상은 세상에서 통
하는 상례이다. 재아 역시 그 부모에게서 삼 년의 사랑을 받았을 테지?”

  공자는 재아의 언변능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으니, 그는 뛰어난 달변가였다.16) 

15) 이 내용은 『論語』 11-17에 나오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柴也，愚; 參也，魯; 師也，辟; 由也，
喭.시(자고)는, 고지식하고; 삼은, 둔하며(재빠르지 못하고 둔하며), 사는 편벽되고(한쪽으로 치우쳐 객
관적이지 못하고); 유는 거칠다.(다듬어지지 않았다.)

16) 11-2: 子曰: "從我於陳蔡者，皆不及門也. 德行: 顔淵，閔子蹇，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
事: 冉有，季路; 文學: 子游，子夏." 공자가 이르시기를: “진과 채 지역에서 나를 따르던 이들은, (이
제) 모두 문하생이 아니다.(모두 내 곁을 떠났다.) 덕행(덕을 몸소 실천함)으로는: 안연, 민자건, 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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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재아는 행동이 말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공자는 재아를 알고 나서는 모든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게 되었다고 피
력한 바 있다. 재아의 언변과 관련하여서, 또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3-21: 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殷人以栢，周人以栗." 曰: "使民戰
栗." 子聞之，曰: "成事不說，遂事不諫，旣往不咎."
  애공이 재아에게 토지신(으로 섬기는 나무)에 대해 물었다. 재아가 대답하기를: 
“하나라의 시조 우는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를 심었으며,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는) 백성들로 하
여금 전율케 함입니다.” 공자가 이를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일이 이루어지면 말하
지 않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은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책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재아는 그럴싸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곧잘 현혹시켰지만, 사실 그의 말은 
道(도)에 위배되거니와,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
처럼 주관적인 억측으로 포장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으니, 공자는 다음과 같이 
修辭와 달변은 전혀 다른 별개의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1-20: 子曰: "論篤，是與，君子者乎? 色壯者乎?" 
  공자가 이르시기를: “논지가 독실하다고, 이에 따르면, 군자인가? 얼굴빛만 장엄
한 사람인가?”

  이처럼 공자는 “논리적으로 말만 잘한다고 해서,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인 군자는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단순히 언어의 표면적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공자 역시 자신을 비롯한 소수의 
능력만으로는 이미 땅에 떨어진 道(도)를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고 한탄하기까지 하
고 있으니, 당시에는 이미 본질적 의미로서의 修辭가 아닌 표면적 형식으로서의 
달변이 세상에 만연했고, 또 그것이 살아가는데 있어 하나의 長技(장기)까지 되어
버린 것이다.  

6-14: 子曰: "不有祝鮀之佞而有宋朝之美，難乎免於今之世矣." 
  공자가 이르시기를: “(종묘를 관장한 위나라 대부) 축타의 말재주와 송나라(의 
공자) 조의 미려함(잘생긴 외모의 호색한)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의 세상에서 (화
를) 피하기가 어렵다.”

우, 중궁이었고; 언어(말재간)로는: 재아, 자공이었으며; 정치로는: 염유, 계로이고; 문학(文을 배움 즉 
고대 전적에 기록된 성현의 통치이념인 도를 배움)으로는: 자유, 자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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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鮀(축타)는 衛(위)나라 대부인데, 이름이 鰌(추)이고 字(자)가 子魚(자어)이다. 大
祝(대축: 땅의 신에 제사지내는 벼슬)을 맡았기 때문에 祝鮀라고 불렸고, 史鰌(사
추)라고도 칭한다. 『左傳(좌전)』 <定公(정공) 4년>에 따르면, 周(주)나라 劉文公(유
문공)이 楚(초)나라를 공격할지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서, 召陵(소릉)에서 제후들을 
소집했다. 衛(위)나라 靈公(영공)은 축타를 萇弘(장홍)에게 보내서 蔡(채)나라가 위
나라보다 먼저 歃血(삽혈: 동물의 피를 마시거나 입에 발라서 맹세하는 것)하게 되
는지를 묻자, 장홍은 채나라의 시조 蔡叔(채숙)이 위나라의 시조인 康叔(강숙)의 형
이므로 먼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대답했다.17) 이에 축타는 “채숙이 강숙의 형이기
는 하지만 반란을 주도한 인물인데, 주나라가 문왕과 무왕의 법도를 회복하려면 
나이보다는 덕행을 봐야하지 않겠습니까?”라는 감언이설로 장홍을 기쁘게 했고, 
장홍은 유문공에게 축타의 말을 전함으로써 결국 위나라가 채나라보다 먼저 삽혈
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공자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修辭가 하닌 형식
으로서의 달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나오면서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修辭의 본질은 말을 화려하거나 그럴싸하게 꾸며내어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한 발언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 핵심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修辭는 言辭(언사)를 갈고 닦는 것이니, 말로서 善을 행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修辭도 결국에는 본인의 결심과 직접적인 행위의 표출이 수반되지 
않고는 그 본연의 목표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다는 이론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
다. 따라서 공자도 이 점을 인지하여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言辭는 무의미한 것으
로 보고 있으니,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9-18: 子曰: "譬如爲山，未成一簣，止，吾止也. 譬如平地，雖覆一簣，進，吾往
也." 
  공자가 이르시기를: “예를 들어서 산을 만드는데, 삼태기(흙을 담아 나르는 그
릇) 하나가 갖춰지지 않았는데(한 삼태기가 모자란데), 그만두면(포기하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땅을 고르게 하는데, 비록 한 삼태기(의 흙)를 덮더
라도, 나아하면(포기하지 않고 힘써 노력하면), 내가 (앞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결심과 노력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어질음이 멀

17) 주나라 武王(무왕)이 죽은 후에 무왕의 동생 周公(주공)이 어린 成王(성왕)을 도와 섭정하자, 무왕의 
또 다른 동생인 管叔(관숙)과 蔡叔(채숙) 그리고 霍叔(곽숙)은 주공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은나라의 유민들을 이끌던 武庚(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
으켰는데, 주공은 召公(소공)의 도움으로 이를 진압했다. 결국 관숙과 무경은 사형당하고 채숙은 유배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숙은 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채숙의 동생을 가리킨다. 즉 장홍은 종법제
도의 서열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강숙과 관련하여서는 13-7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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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있는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이에 어질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다.”18)는 
말과 서로 통한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또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嗚呼! 夙夜，罔或不勤，不矜細行，終累大德. 爲山九仞，功虧一簣” 
  “아! 아침저녁으로, 혹시라도 부지런히 힘쓰지 않음이 없어야 하니, 공경하여 세
심하게 행하지 않으면, 결국 큰 덕이 더럽혀지오. 아홉 길의 산을 만드는데, 공로
가 한 삼태기로 무너지오.” 『尙書(상서)』 <旅獒(여오)>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 마지막 단 한 번의 실수 또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순식
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이는 周(주)나라 武王(무왕)의 동생인 召公(소공) 奭(석)이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한 후 혹시 자만하여 정치를 등한시할까 염려하여 이른 말이
다.19) 
  따라서 어찌 보면, 행동의 실천이 없는 修辭는 그저 표면적 이론에 불과한 것처
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修辭는 우리에게 善을 행해야 한다는 의무
론적 윤리성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제 다음의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18: 子曰: "多聞闕疑，愼言其餘，則寡尤." 
  공자가 이르시기를: “많이 들어서 의심을 없애고, 그 밖의 것(아직 듣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것)은 신중하게 말하면, 곧 허물이 적어진다. 

4-22: 子曰: "古者，言之不出，恥躬之不逮也." 
  공자가 이르시기를: “옛 사람이, 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은, 몸이 미치지 못
함(행동이 따르지 못함)을 부끄러워 한 것이다.” 

11-13: 魯人爲長府. 閔子騫曰: "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 子曰: "夫人不言，言
必有中." 
  노나라 사람이 장부라는 창고를 (다시) 만들었다. 민자건이 말하기를: "옛 것을 
그대로 쓰면, 어떠한가? 굳이 고쳐지어야 하는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말을 (자주) 하지 않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정곡을 찌른다." 

  결국 “修辭立其誠(수사입기성)”의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운다.”는 말은, 
修辭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愼(신: 신중함)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의
미할 뿐 아니라, 사실상 愼(신: 신중함)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

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7-29: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斯仁至矣." 공자가 이르시기를: “어질음이 먼
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이에 어질음이 이르는 것이다.” 

19) 아울러 이를 통해서, 공자의 수많은 명언은 그만의 독창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文(문) 즉 
옛 성현들의 뛰어난 업적들을 기록한 典籍(전적)들을 정독하면서 깨달은 사실들을 요약한 것임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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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修辭는 비단 善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언어적이고도 이론적인 기
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적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면 善의 이론 자
체가 무의미해진다는 행동으로의 촉구까지도 강조하는, 이른바 이론과 실천을 아
우르는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綱領(강령)이 된다. 다시 말해서, 修辭는 사실 誠信
(성신)과 직결되는 개념이므로, 그 자체로서 道(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거니와, 정치와 직결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나아가 실천으로 나아가기 바
로 직전 단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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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
-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사상을 중심으로 -

양선진 (충남대학교 교양학부) 

Ⅰ. 들어가는 말

우리가 숲과 초원과 개천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구체적 풍경으로서 체험된 세계
야말로 객관적인 세계이다. 하지만 (지리)학자는 체험된 세계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객관적 세계만을 묘사한다면 지리학자라고 불릴 이유가 없다. 숲과 초
원의 존재 이유와 근거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캐묻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리
학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근거와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훌륭한 지리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지리학자답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존재
하는 것의 근거와 이유를 캐묻는 활동이 학문이다. 

철학의 분류에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등이 있다.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묻는 분
야는 존재론이다. 존재론은 특별한 구체적인 대상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일반 
내지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 존재론이란 존재하는 존재자(存在者) 일반에 관한 학
문, 즉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근거와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론
이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자들을 추상적이며 사변적인 공간 속
에서 재구성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들은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존재자들
의 변화 또는 시간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존재를 인간의 사유라는 추상적 공간 속에 
위치세우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존재를 추상적 공간 속에 놓
는 순간에 이미 추상적 존재가 된다. 존재가 지닌 구체적이며 실질절인 시·공간성은 
추상적 가상의 시·공간이 되며 구체적이며 변화하는 존재는 구체적인 시간성이 사라
지고 공간화된 시간이 될 것이며 그 때 존재는 추상적 공간 속의 존재로 바뀐다. 학
문이란 이처럼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캐묻는 활동이지만 결국 학문적 활동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존재를 추상적 존재로 전환시키며 
구체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를 추상적이며 가상적 공간 속에 위치시키는 순간에 
존재의 시간성은 사라진다. 또한 변화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를 변화가 없는 선
후만 있는 허구적 시간성에 존재를 위치지우는 잘못을 범한 역사가 바로 철학의 존재
론의 역사이며 형이상학의 역사일지 모른다. 

필자는 이와 같은 논리적이며 추상적인 공간에서 구축한 철학이 올바른 학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리적 사고에는 존재의 시간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존재
의 시간성과 구체성을 지닌 철학을 해야 함을 역설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서양의 
베르그손이며 동양의 왕양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학문에 중심에 논리학이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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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문방법론이 된 과정을 소략하게 고찰할 것이며 실제의 시공간을 논리적 사고의 
시공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시간적인 존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한 서
양과 동양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베르그손과 왕양명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적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간적 사고로 전환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Ⅱ. 논리학이 지배적인 학이다.

예를 들면, “불이 뜨겁다”라는 사실만으로 학문이 될 수 있을까? 불이 뜨겁다는 사
실만으로 학문이 될 수 없다. 불이 뜨겁다는 성질과 함께 뜨거운 이유와 근거를 나름
대로 구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논증 및 설명의 구조를 형성할 때 학문(scientia)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체계적 또는 구조적으로 
원인과 근거를 찾고자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고대의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국가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단순한 개별적인 경험을 넘어서 보편을 대상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scientia)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수사학의 권위자인 키케로에 의하면, 학문(scientia)이란 이성
(ratio)의 토대 위에서 성립되며 언어를 매개로하여 자신의 주장과 함께 논거를 제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 

그리스의 자유 시민이 받아야할 교양과 지식의 중심으로 놓았던 삼학과(三學科, 
trivium)에 속하는 그리스의 paideia2)(자유교양학문)에는 문법학(grammar)3), 논리학
(logic 또는 dialectic)4), 수사학(rhetoric)5)이나 사학과(四學科, quadrivium)에 속하
는 음악학, 천문학, 산술학, 기하학 등 이들 7가지 학문들은 “자유로운 기예”(artes 
liberales)6)로 불리는 교과목의 하나가 되었다.7) 

수사학출신의 연설가 또는 변호사인 고르기아스나 프로타고라스 등의 일명 소피스

1) “그 원리는 다시 말해서 이성(理性)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 (키케로, 
아카데미카 제1권 32장 참조.)

2) 그리스어 paideia는 일차적으로 놀이를 의미하며 로마시대의 라틴어로 번역되면 학교라는 의미의 
Ludus로 번역된다. 따라서 고대의 그리스의 놀이라는 의미는 로마시대를 거치면서 교육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3) 문법학은 ‘문법적’이라고 이해되는 바르게 쓰고 말하는 것 이외에도 문학이라 부르는 문학 작품의 분
석과 해석까지도 포함된다.

4) 논리학은 고대에는 변증술이라고 불리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삼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였다.

5) 수사학은 서구 학문이 태동한 B.C 5세기이며 고대 아테네에 본격적으로 수사학이 등장한 것은 소피
스트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통해 체계화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
학』은 추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 증거 제시’와 관련된 학문이었지만 로마 시대를 거
쳐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수사학은 작문과 문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기술로 축소되면서 오늘
날에 이른다. 수사학을 말장난으로 생각한 플라톤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사학이 갖고 
있는 설득과 토론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6) 자유 학예에 대해서는 박승찬,「자유학예」,『한국가톨릭 대사전』, 제10권(2004), 7281-7284쪽과 그곳에 
제시된 참고문헌 참조.

7) 자유 학예에 대해서는 박승찬,「자유학예」, 『한국가톨릭 대사전』, 제10권(2004), 7281-7284쪽과 그곳
에 제시된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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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궤변논자들)은 언변과 화술을 이용해서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플라톤
은 삼학 중에서 수사학은 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학을 비판하였다면 아
리스토텔레스는『수사학』은 논증에 중점을 두는‘증거 제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학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사학은 기원전 5세기의 소피스트들을 수사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수사학』을 통해서 과거의 성과들을 체계화하였고 로마시
대의 키케로, 세네카 등에 의해서 크게 발전한다.8) 

3학과 중에서 수사학은 중세 초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1세기에 들
어서서 삼학인 문법학, 논리학과 수사학 중에서 문법학이 수사학을 누르고 전면에 나
서게 된다. 왜냐하면 문법학과 수사학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문법학이 수
사학을 담당하고 있던 영역의 대부분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문법학도 논리학을 위
한 과도기에 불과하며 12세기에는 타학문들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게 되며 스콜라철
학의 전성기인 13세기에는 기초학문으로서 논리학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문법학과 수
사학은 쇠퇴하고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9) 이처럼 논리학은 모든 학문의 중심
이며 학문적 방법론을 형성하였다.

논리학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이며 
그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타당한 형식과 부당한 형식이 있다고 보고, 그 타당성을 식
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시켰다. 그렇다면 논리란 무엇인가? 논리란 사고의 형
식적 원리를 탐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란 무엇인가? 사고란 엄밀하게 말
한다면, 모든 것을 논리적 공간 속에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키케로에 의하면, 학문(scientia)이란 이성(ratio)의 토대 위에서 언어를 매개로하여 
자신의 주장과 함께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서양철학은 학문의 원형에 해당한다. 학
문이란 이성을 토대로 언어를 매개하여 논리적 공간에서 주장하고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서양 철학은 현대 이전까지 플라톤 이후 추상적 수의 원리
인 수학 위에 철학을 하였으며 근대에는 물리학 위에 철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학과 물리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수학이란 인간의 사유(思惟)에 의한 추
상적인 산물이며 구체적인 사물의 특성을 제거하고 추상화하여 양, 구조, 공간, 변화 
등 개념을 다루는 학문이며 수학의 구조와 발전 과정에서는 자연과학에 속하는 물리
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논리학
과 수학은 바로 자연과학의 언어이자 필수적인 도구이다. 수학과 논리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사물의 구체성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시간을 제거하고 언어라는 개념적
인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사물의 시간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추상적이며 비실제적
인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경우에는 시간성을 제거해
도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8) 강상진, 「12세기의 삼학과(Trivium) 체계 - 아벨라르두스(1079-1142)를 중심으로」,『서양고전학연구』
22 (2004/겨울),

9) Luscombe, David, E. (1997), “Dialectic and Rhetoric in the Ninth and Twelfth Centuries: 
Continuity and Change”, in: Fried, Johannes, (Hg.), Dialektik und Rhetorik im frühen und 
hohen Mittelalter, (München: R. Oldenbourg, 199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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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물리학은 물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과 
물리학이 물질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하나의 틀이다. 논리학과 수학은 자연과학의 언
어이자 필수적인 도구이고 물질과 다른 생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세
기 와서는 생명은 물질과 다르다는 인식이 시작되었다. 물질은 반영구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부분이 거의 미미하지만 생명은 변화 자체이며 생명
은 시작-성장-노화-끝이 있는 변화가 본질적 특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물질의 본
질적 특성이 공간성이라면, 생명의 본질적 특성은 시간성이다.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외하고 수학과 물리학
이 철학적 기반이며 근거였다면 19세기 이후에는 생물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철
학자들은 생물학의 기반 위에 철학하기 시작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생명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생명의 시간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목
적성을 미리 설정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시간성이라는 본질을 왜곡해서 이해했다. 실
존주의 철학도 인간의 유한성,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시간성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 이후의 프랑스의 철학적 사조, 특히 베르그손도 생명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생명의 시간성을 철학의 무대에 끌어 올렸다고 할 수 있다. 

 뉴튼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1687)』가 출간된 이후에는 다시 기하학에 근거한 철학에 시공간을 결
합한 물리학이 지배적인 과학이 되었다. 뉴튼은 물리적 세계는 법칙에 의해서 모두 
설명된다고 생각했다. 근대의 과학은 모든 것을 기계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며 자연 세
계는 기계적으로 이해가능하며 자연의 상태는 법칙으로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
래도 오차 없이 예측할 수 있다는 사고이다. 근대 철학이 근대 과학의 성과에 기초한
다면 근대 과학은 모든 것이 기계와도 같아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결
정론에 지배를 받았다. 근대의 자연관은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은 계량화가 가능한 기
계라는 인식이다.10) 여기에 대해 베르그손과 왕양명은 논리적이며 공간적 사고가 갖
는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사고
의 전형인 칸트를 비판하고 새로운 철학을 구축한 베르그손과 논리적 사고 위에서 형
이상학을 구축한 주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신유학을 형성한 왕양명을 통해서 논리적
이며 공간적 사고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작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10) 양선진,「베르그손의 생명론과 환경문제」,『생명연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40집, 2016, 
49-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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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르그손: 논리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의 전환11)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 하나의 체계 속에 주어진 세계를 해
석하고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인간의 이러한 형이상학적 욕망은 지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기에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주어진 세계를 단순히 그대로 이
해하기 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 또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속
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이러한 능력이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지도 모른
다.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cogito)는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간주되었
다.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는 알려진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인 
형이상학 (ΤΑ ΜΕΤΑ ΤΑ ΦϒΣΙΚΑ)에서 유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1권에
서 감각보다는 경험이 그리고 경험보다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원리와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언급하고 있다.12)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란 단순히 주어진 경험이나 현상을 기술하는 학문이 
아닌 경험과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 및 원인을 추구하는 학이 바로 형이상학이라
고 규정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내지 존재론이란 단순히 존재에 대
한 기술이 아니라 존재를 가능케 하는 원리에 대한 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자인 최초의 원인에 대한 앎을 궁
극적으로 추구해야하는 앎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존재
론은 바로 신학으로 귀결된다. 신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유
사하다고 이해한 것이다. 중세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의 존재 원리 전체
를 신이라고 규정하면서 제 1철학은 신에 대한 앎으로 귀결된다고 하면서 신에 대한 
앎을 추구하였다.13) 데카르트는 최고 원리인 신에서 인간의 정신으로 존재론적 토대
를 구축하는 사고의 전환을 하였다.14) 데카르트가 보기에, 생각하는 정신은 존재하는 
것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며 정신과 구별되는 다른 실체인 
신체는 존재론적 질문의 원천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cogito)를 형이상학의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인간 정신이 존재론적 원리와 원인을 
추구하는 원천이지만 신이 이러한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정신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데카르트 자신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15) 
  플라톤 철학은 기하학에 근거하여 참다운 세계를 설명하려 하였으며 이성이 작용하
는 세계인 논리적이며 추상적 원리가 작동하는 이데아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플라

11) 베르그손: 논리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자의 논문을 요약하고 정리
한 것이다. 양선진, ｢베르그손의 생명문제와 환경문제｣, 생명연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2016 참
조.

12) 형이상학 , 아리스토텔레스, 1권(Α), 981b 30 – 982a 5
13) Aquinas, Thomas, 1955-57, Summa contra Gentiles, translated by Vernon J. Bourke. 

Hanover House, III 25
14)DESCARTES, René. 1992. Méditations métaphysiques, ed. par Michelle et Jean-Marie 

Beyssade. GF Flammarion, 505
15) 같은 책,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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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현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원인으로 설명
하려 하였다. 이처럼 플라톤의 철학은 기하학에 근거하고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에 근거한 철학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은 목적론적 측면을 강조
하면서 생명의 역동성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양 철학의 중심이 된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하학과 생물학 등 과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뉴튼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1687))가 출간된 이후에는 다시 기하학에 근거한 철학에 시공간을 결
합한 물리학이 지배적인 과학이 되었다. 물질세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은 뉴튼 이후에 
측량 가능한 양화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물리학에 의하면, 물질은 시간의 경과 속에
서도 동질성을 유지하며 공간 속에도 단순히 양적 성질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물질
이란 현재의 물질을 과거로 되돌린다고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
이 바로 뉴튼 역학이다. 따라서 열역학 제 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등장하기 
전인 근대 과학인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이란 시간성을 제거하고도 이해 가
능한 성질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조이다. 근대의 과학에 의하면, 모든 것은 기계적
인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결정론이다. 자연 세계는 기계적으로 이해가능하며 자연의 상
태는 법칙으로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에도 적용가능하다
는 예측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연은 기계적인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며 결정론적 세계관을 함축하고 있다.16) 
  기계론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인간 앞에 세워놓고 인간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
하였다. 인간은 주체가 되고 다른 모든 것은 주체 앞의 객체가 된다. 뉴튼 철학에 영
향을 받은 칸트는 인간을 주체로 설정하고 모든 것을 객체로 전화하는 코페르니쿠스
적 전화를 한다. 칸트는 인식주체와 인식 객체를 구분하였으며 인식 주관과 대상이라
는 도식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에서 인식 주관인 주체와 인식 대상을 구분하였다. 서양
의 근대 철학은 인간이 모든 존재의 중심에 서는 대전환을 감행하면서 기존에 존재하
는 모든 주어가 주체였다면 근대에 와서는 인간만이 주체가 되기 시작하였다. 분필이 
하얗다는 예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는 분필이 주어이
면서 동시에 주체이지만 근대에 와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책상은 주어자리에 있을 
뿐이며 책상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17) 근대 이후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었으며 스스
로를 규정하면서 논리적 사고 능력이 바로 인간의 지성이 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철
학이 근대 과학의 성과에 기초한다면 근대 과학은 모든 것을 물질처럼 간주하면서 정
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결정론에 지배를 받았다. 근대의 자연관은 인간 이
외의 모든 것은 계량화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간주한다. 
  데카르트와 칸트 등 근대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뉴튼의 물리학이 지배하던 

16) 양선진, ｢베르그손의 생명문제와 환경문제｣, 생명연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2016.
17) 오늘날 주체라고 번역하는 subiectum은 원래 실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휘포케이메논(ὺποχείμενο

ν)의 라틴어 번역어이다. hypokeimenon은 ‘근저에 놓인 것’을 뜻하며, 원래 인간이 아닌 존재자를 
의미하였다. 근대에 와서 인간을 의미하기 시작하였다..



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 -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사상을 중심으로 - 양선진

- 93 -

시대였다면 베르그손의 시대에는 다윈의 진화론, 세포생물학의 등장, 전자기장 이론, 
유전학과 열역학 법칙 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18) 따라서 물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
용되었던 패러다임인 물리학적 설명은 더 이상 생명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 될 수 없
다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손에 따르면, 물리학에 근거해서 생명현상을 이해한다면 생명의 참모습을 이
해할 수 없을 것이며 지성에 의해서 파악된 추상적이며 사변적인 생명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물리학적 사고는 추상적 공간 속에서 파악한 논리적 사고에 불과하다. 근대 
철학자들이 파악한 물질은 기계적 법칙에 지배를 받는 타성적(inerte) 존재이며 인과
론에 지배를 받는다. 근대적 과학에서 물질의 운동이란 물질의 시간성을 배제하고 단
순한 점의 이동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철학은 공간을 지나치게 지성화한 결과들이
다.19) 근대 과학에서 운동이란 연속적 변화의 시간성을 제거하였고 시간관념 역시 공
간화된 시간(spatial time)이기 때문에 진정한 시간(real time)이 아니다.20) 따라서 
근대 과학의 시간은 물질계에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현상에는 적용될 수 없
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법칙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성이나 질적 변화 내지 창조성
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21) 
  칸트가 뉴튼의 물리학적 사고를 수용하면서 철학을 구축하였다면, 베르그손은 기존 
다윈이즘, 생물학, 등 자연 과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철학을 하였다. 베
르그손이 보기에, 생명의 본질은 바로 창조와 변화 자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창조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다. 생명은 탄생하고 성장
하고 사라진다는 점에서 변화를 야기하는 동인은 바로 시간이다. 
  물질과 달리, 생명의 경우에는 시간을 제거한다면 생명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22) “철학자는 일반적인 것에 자신의 사유를 화석화시키지 말고 개체적인 것에 사
유를 집중시켜야 한다”23)는 베르그손의 명제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개별적인 생명체에 근거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간들이 하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모든 개별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것을 경계한다고 할 수 있다. 뉴튼
의 물리학은 실제적인 자연을 수리물리적 세계로 환원하면서 실제의 시공간은 추상적 
시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24) 
  물질에 대한 해석에서는 실제적 시간을 제거해도 큰 문제가 없다.25) 하지만 생물은 
시간적 경과와 함께 변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법칙으로 이해될 수 
없는 역동성과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26) 따라서 생명 현상은 물리학적 방법처럼 하나

18) 베르그손 당시에 생물학에서 유전자(DNA)의 존재가 밝혀졌던 것은 아니다.
19)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183쪽.
20)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219쪽.
21) 베르그손, 물질과 기억, 183쪽.
22) 박치완, 「앙리 베르그송의 <있는 바 그대로의 것 le donné immédiat>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

도」, 대동철학, 15집, 2001, 209-244쪽.
23) 베르그손, 사유와 운동, 256쪽.
24) 송영진, 베르그송의 생명과 정신의 형이상학, 서광사, 2001, 36-37쪽.
25)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329쪽.
26)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183-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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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인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생명 현상은 생명 그 자체에 집중하여야한다. 
베르그손은 생명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생명
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근대의 공간적 사고에 근거한 지성을 비판
하면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생명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시간
적 사고인 직관(intuition)적 방법을 요청한다.27)  
  생명의 본질은 변화이다. 변화란 단순한 동질적인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이질적인 
이동인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28) 고전 역학에서는 공간을 위치의 이동으로 파악하고 
시간을 순간들의 이동으로 이해한다. 고전 역학의 공간이란 바로 논리적 사고의 전형
이다. 공간이란 추상적 공간 속에서 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점의 이동만을 간주
하는 것이다. 공간 이동이 단순한 점의 이동이듯이, 시간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런 시간 개념에서는 시간이란 공간적 점의 이동이며 
연속적인 시간을 비연속적인 시간으로 만들었으며 측정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시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구분할 수 없으며 연속성이며 질
적 변화 자체이며 측정가능하지 않다. 베르그손의 시간은 질적 변화를 간직한 질적 
시간인 지속((durée)이다. 베르그손의 지속으로서의 시간은 흐름이며 지나감이다.29) 
지속이란 질적 변화이며 순수한 이질성을 특징으로 한다.30) 흐름으로서의 시간이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실재적이며 구체적인 정신 내부의 지
속을 의미한다. 의식적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하는 것이며, 성숙하다는 것은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이다.”31)

  지속하는 시간을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적 기법이다. 영
화의 필름들은 각각 정태적인 것이지만 정태적인 것을 모아서 움직이면 인간의 착시 
현상 때문에 동적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개념은 
변화 자체이며 흐름인 시간을 정태적인 조각들을 결합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하
는 것과 같다.32) 제논의 역설에서 화살의 운동을 화살의 정지 상태들의 합으로 이해
한 것은 화살의 운동을 화살의 위치 이동으로 이해한 것처럼 비슷하다.33)

  베르그손적 지속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이성 또는 지성 개념으로는 파악 불
가능하다.34) 지성화된 시간은 공간적 이해이지 시간 자체인 생명에 대한 이해가 아니
며 공간적 이해 속에서는 베르그손의 시간 개념인 지속 자체는 사라진다.35) 지속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지성이 아닌 직관(l`intuition)을 제안한다. 직관이
란 추상적이며 논리적인 개념(concept)적 사유가 아니다.36) 직관이란 세계를 하나의 

27) “나는 단지 두 셋의 철학자, 즉 플로티누스, 멘느 드 비랑 그리고 약간의 라베쏭에게 심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G. Maire, Bergson, mon maitre, Broché 1935, 222쪽. 참조).

28) 베르그손, 사유와 운동, 174-175쪽.
29) 베르그손, 같은 책, 3쪽.
30) 베르그손, 시론, 77쪽.
31)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7쪽.
32) 차건희, ｢인식론과 베르그손의 형이상학｣,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제6집, 1999, 255-272쪽.
33)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 308-309쪽.
34) 베르그손, 사유와 운동, 26쪽.
35) 베르그손, 같은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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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서 파악하는 추상적이며 공간적 사고에 나온 논리적 사고가 아니며 체계의 철
학을 부정한다.37) 
  논리적이며 공간적 지성은 생명의 운동성을 파악할 수 없다. 직관은 논리적 사고와 
형이상학적 사고가 파악하지 못한 생명의 운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의 
지속은 측정이 불가능하며 직관적 사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베르그손은 
직관을 ‘사유의 형이상학적 기능’이라고 불렀다.38) 근대 과학이 존재와 인식을 구분하
여 인간이 주체가 되어 외부 대상을 인간 자신 앞에 세우는 표상적 작업을 수행했다
면, 지속의 직관이란 인식과 존재의 분리 상태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논리적이며 
추상적 공간 속에서 인간 스스로 파악하는 주객분리가 아니라 주체가 객체와 하나가 
되는 합일(coïncidence)의 상태를 의미한다.39) 따라서 근대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주
체의 철학이라면 베르그손은 생명이 중심이 되는 객체의 철학이면서 주객의 분리가 
아닌 일치라는 점에서 일원론이다.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매개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직관의 방법을 통
해서 생명의 실재를 지성적 매개물 없이 직접적(l`imdedait)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직관
의 방법, 근대적 지성을 수정한 직관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베르그손의 직관은 지속
의 상(sub specie durationis)에서 사유하도록 권한다. 직관을 통해서 파악한 실재는 
공간적 사유를 거치지 않고 시간 속에서 사유함을 통해서 존재와 의식이 접촉
(contact)할 수 있다고 본다. 직관은 직접적 의식이며 대상과 구별되지 않는 봄
(vision)이며 일치(coincidence)이다.40) 

Ⅳ. 왕양명: 사변적 리중심의 사고에서 구체적 리중심의 사고로의 전환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였던 공맹사상은 수당 시대의 불교와 도교의 우주론적 
차원을 가진 형이상학적 원리에 견주어 볼 때 기존의 윤리학적 체계로는 새로운 시대
에 필요한 고등 사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주
희는 도교와 불교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이 필요하였다. 
주희의 리기론(理氣論)과 체용론(體用論)은 모두 기존의 사상에서 수용한 것이지만 형
이상학적으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발전하였다. 주희의 형이상학은 우주
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었지만 동시에 인성론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기도 하였다. 
마치 칸트가 자연 세계의 사물 세계에서 시작된 감각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 안에서 
작용하는 인식 틀인 감성(Sinnlichheit)의 직관 형식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감성계를 
통해서 나온 것을 지성(Verstand)의 틀인 범주를 통해서 외부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도 통할 수 있을 것이다. 

36) 베르그손, 사유와 운동, 26쪽.
37) 같은 책, 1쪽.
38) 사유와 운동, 215-216쪽.
39) 같은 책, 27쪽.
40) 사유와 운동,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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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의 형이상학을 접한 유가는 형이상학을 구축하지 않으면 생활 윤리를 넘어선 
고차원적인 사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국 유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理이다. 리란 중용의 천(天)이라는 인격적이며 초월적 존재성을 논리적인 차원에
서 이해하려는 주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41)

주희는 기본적으로 우주론, 인간론, 수양론 그리고 경세론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근
간을 이루는 것은 이(理)와 기(氣)라는 논리적인 형이상학적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보았다. 주희 철학의 이(理)는 일반적으로 불교를 근간으로 하며 기(氣)는 장재의 사
상적 근간을 토대로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기(氣)는 모든 사물의 질료
이며 이(理)는 사물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며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에 의하면 
이와 기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불상리:不相離) 섞이지도 않는다고 한
다(불상잡(不相雜)). 주희에 따르면 이와 기의 선후를 말한다면 원리인 이가 앞서고 
현상인 기가 뒤에 있다.(理先氣後)고 해석한다.42) 

이(理)란 우주만상의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원리이며 근거이다. 기(氣)는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43) 주희는 원래 周易의 ｢계사전(繫辭
傳)｣의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에서의 형이상자(形而上者)로서의 道를 理로 
해석하고 형이하자(形而下者)로서의 器를 氣로 해석한 것이다. 형이상학적 원리인 리
가 형이하적 존재인 기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형이상적 존재인 理는 작용 주체인 
體가 되고 형이하적 존재인 氣는 用이 되는 체용(體用)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주희는 리란 느낌이나 헤아림 그리고 움직임이 없다고 규정한다.44) 이처럼 초월적 
존재인 리는 절대로 감각할 수 없으며 초월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할 수도 없으며 
변화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리란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 논리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원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형이상학적 원리인 
리가 형이하적 질료인 기와 만나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생명체가 될 수 있냐는 것이
다. 물론 주희는 리와 기는 둘이면서도 하나(二而一, 一而二)라고 하지만 체와 용인 
형이상학적 원리가 어떻게 형이하적 질료인 기와 공존하면서 구체성을 지닌 인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인간의 경우에 인간의 정신적 요소인 리가 물리적 
기초인 기를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작용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서양의 데카르트의 경우에도 인간의 경우에 실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유하는 실체
와 연장하는 실체가 공존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문
제라고 할 수 있다면 주희의 경우에도 형이상인 리가 형이하인 기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주희는 형이상자는 리를 가리켜 말하며 형이하자는 사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다.45) 그리고 형이상자는 리이며 작용이 있으면 형이하자이라고 하였다.46) 더구나 보

41)『中庸』, 제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孟子, ｢진심 상｣: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孟子集注｢告子 上｣ 性者, 人生所稟之天理也. 

42) 사마다 겐지, 『주자학과 양명학』, 까치, 1996, 94-128쪽
43) 주역 ｢계사전(繫辭傳｣,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
44) 『朱子語類』, 卷1券, 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45)『周易傳義』, 22:96, 朱子小註, 形而上者, 指理而言, 形而下者, 指事物而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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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리가 구체적인 인간 속에서 하나의 유적 특성을 갖는 인간의 본성(性)이 될 
경우에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리는 인간 속에서 본성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인간의 본
성(性)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연(天), 즉 하늘이 부여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은 근본
적으로 하늘의 이치(理)인 절대적이며 논리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에서 기원한다는 사고
이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性理學)이다.47)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을 설명하는 논리적 
틀인 리를 논리적인 차원이 아닌 생명에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이다. 자연의 원리를 설
명하는 구조적 틀인 리기론을 생명의 원리가 작용하는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많
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희 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왕
양명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틀인 논리적 차원인 리를 생명적 차원인 인간에게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 차원인 리의 다른 이름인 성(性)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주희의 성즉리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시공간적 성질을 지닌 몸(形氣)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心에서 인간의 도덕적 이치를 
추구하고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한다.48)  

주희의 철학이 물질적 속성을 지닌 우주자연을 설명하기 위한 형이상학이며 논리적
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틀인 리기론을 가지고 생성과 변화 그리고 멸하는 존재
인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인간에게 적용하려는 잘못을 범하면서 인간에게 타당하지 
못한 얼개를 만들었다. 이러한 논리적 해석 틀은 불변하고 한결같은 우주자연에 적용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탄생, 성장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차원에는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틀일지언정 이러
한 얼개를 가지고 생명을 이해하려는 것은 적용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왕양명이 이러한 차원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논리적 차원은 우주자연의 물질계를 
설명하는 언어가 될 수 있어도 생명을 설명하는 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왕양명은 인간의 생생한 생명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희와 달리 인간의 마음은 바로 외부 사물에 자극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 감응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49) 그리고 인간 생명은 늘 외부 사물과 끊
임없는 관계를 갖는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50) 인간이 
역동성을 상실한다면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왕양명이 보기에 인간의 본질은 
바로 역동성이며 움직임 자체라고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51)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생명의 근본적인 움직임은 있다는 것이다. 

46)『周易傳義』, 22:97, 朱子小註, 形而上者是理, 總有作用便是形而下者
47) 朱子語類, 「天命之謂性｣: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性與道相對, 則性是體, 道是用. 又曰: 「道便

是在裏面做出底道.」義剛. 問: 「『天命之爲性, 率性之謂道』. 伊川謂通人物而言. 如此卻與告子所謂人物
之性同.」曰: 「據伊川之意, 人與物之本性同, 及至稟賦則異. 蓋本性理也. 而稟賦之性則氣也.

48) 傳習錄, ｢徐愛錄｣, 3조목: 心卽理也. 天下又有(心外之事, 心外之理)乎
49) 傳習錄, 277조목:心無體, 以天地萬物感應之是非爲體..
50) 傳習錄, 202조목: 無欲故靜, 是‘靜亦定, 動亦定’的‘定’字, 主其本體也. 戒懼之念是活潑發地. 此是

天機不息處, 所謂‘維天之命, 於穆不已’, 一息便是死. 非本體之念, 卽是私念.
51) 傳習錄, 93조목:  仁是造化生生不息之理.  雖瀰漫周遍, 無處不是, 然其流行發生, 亦只有箇漸, 所

以生生不息.



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 -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사상을 중심으로 - 양선진

- 98 -

주희가 형이상학적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형이상자인 리가 논리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면 왕양명에게 리란 변화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변화적 속성 자체가 바
로 천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띠라서 왕양명은 (天)理란 변화(易)라고 주
장한다.52) 주희에게 천리란 형이상학을 도입하기 위한 논리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면 왕양명에게 천리란 생명의 변화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왕
양명은 천리란 논리적 차원이나 형이상학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천리라고 규정하고 
있다.53) 

왕양명에게 (천)리란 단순히 논리적이며 형이상학적 원리적 차원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이치
(條理)이다.54)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55) 
인간이 욕망이 없다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56) 인간의 욕망은 바로 살아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과도하게 남용하면서 욕망의 
중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학에서는 인간의 욕망의 과도함 
또는 남용을 문제 삼지 인간의 욕망이 상황 속에서 적절히 사용되고 나타나는 것을 
절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57) 

주희가 주장하듯이, 리가 형이상학적 원리이며 독립적인 원리이라고 한다면, 리의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하며 그리고 나서 구체적 사물이나 상황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리의 원리를 인식하고 이해해야하는 별개의 과정이 요청
된다. 주희의 형이상학적 원리인 리는 형이상학적 원리와 구체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리가 구별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58) 하지만 왕양명에게 있어서 리
란 리의 이치를 먼저 탐구하고 나서 차후에 마음속의 양심 속에서 작동하는 리란 구
체적인 상황 속에서 작동하는 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왕양명에게 리란 (윤리적) 상황
에서 마음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양심(양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사변적
인 형이상학적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리라고 할 수 
있다.59) 

52) 傳習錄, 52조목: 中, 只是天理, 只是易.  隨時變易, 如何執得?  須是因時制宜, 難預先定一箇規矩
在. 

53) 傳習錄, 76조목: 曰: 何者爲天理? 曰: 去得人欲, 便識天理.
54) 傳習錄, 153조목: 理者氣之條理, 氣者理之運用; 無條理則不能運用, 無運用則亦無以見其所謂條理

者矣.
55) 욕망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현대 철학자는 라캉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욕망이라고 언급

하며 특히, 인간 주제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주장한다. J. Lacan(1973), Séminaire XI: les 
quatres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Paris: Seuil. 38쪽.

56) 라캉은 인간을 욕망하는 주체(sujet désirant)로 인식한다. 라캉의 욕망은 물론 생물학적 욕망은 아
니다. 김석, ｢시니피앙 논리와 주이상스의 주체｣,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
회), 제9권1호, 2007. 

57) 傳習錄, 76조목: 曰: 天理何以謂之中? 曰: 無所偏倚. 
58) 傳習錄, 135조목: 朱子所謂格物云者, 在卽物而窮其理也.  卽物窮理, 是就事事物物上求其所謂定理

者也, 是以吾心而求理於事事物物之中, 析心與理而爲二矣. 朱子, 大學章句, 5장 補傳.
59) 傳習錄, 135조목: 若鄙人所謂致知格物者, 致吾心之良知於事事物物也.  吾心之良知, 卽所謂天理

也.  致吾心良知之天理於事事物物, 則事事物物皆得其理矣.  致吾心之良知者, 致知也.  事事物物皆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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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의 경우에는 형이상학적 원리와 구체적 사물의 원리를 구별하면서 형이상학적 
원리와 구체적 원리의 분리를 초래하는 문제점과 동시에 두 원리의 상관성과 관계성
을 설명해야하는 난점을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다면 왕양명에게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두 원리(二理)를 하나의 원리(一理)로 연결 짓기 위한 논리적 증명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60) 주희가 자연계의 일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리 개념이 자연계에서 생성, 변화하는 기적인 존재에게 적용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
였으며 추상적인 도덕적인 원리와 실제적인 윤리와 도덕적 원리를 구별하면서 이원화
시키는 잘못을 범하였다면, 왕양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한 새로운 유학 사상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희 철학에서 중요한 리기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인 체용론을 살펴본다면, 
체용은 근원에서 하나이며 드러남(=현상)과 미미함(=본질)에는 사이가 없다는 불교의 
리사무애설(理事無碍設)을 사용한 개념이다.61) 본질로서의 리는 현상으로서의 사와 
구별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리 가운데 사가 있고 사 가운데 리가 있다는 리
사무애설은 본질과 현상이라는 서양철학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리는 본
질이고 사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질이란 인간들이 현상 세계를 설명해주는 원
인62)과 근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하나의 추상적 원리이며 형이상학적 구성물이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왕양명에게는 리란 절대적인 원리라든지 모든 존재를 설명
하기 위한 근원적이며 추성적인 이치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구체적인 이치
인 조리(條理)라는 것이다.63) 

주희의 체로서의 리와 용으로서의 기는 일반과 개별, 추상과 구체, 절대와 상대, 중
심(本)과 주변(末), 무형과 유형로 설명할 수 있다. 본체는 리이며 작용하는 것은 형이
하자인 기이며 본체인 체가 있어야 용이 가능하며 리가 있어야 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형이상자인 리가 형이하자인 기를 설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원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64) 하지만 왕양명은 구체적인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으며 인간의 양심 
속에서 체이며 동시에 용이라는 것이다.65) 양심이 주체이면서 객체라는 것이다. 양심
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체로서의 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구체적이
며 실제적인 용로서의 기가 구별되는 이원론적 체와 용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주체와 
객체의 역할을 고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용일원론이다.66) 주희의 형이상학이 

其理者, 格物也.  是合心與理而爲一者也. 
60)傳習錄, 135조목: 是可以知析心與理爲二之非矣.  夫析心與理而爲二, 此告子義外之說, 孟子之所深

闢也. 
61) 二程外書, 권 12, 頁 8 上, “和靜(尹焞,1071-1142)嘗以易傳序請問, 曰, ｢至微者, 理也. 至著者, 

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 莫太洩露天機否? 伊川曰, 如此分明說破, 猶自人不解悟.” 
62) 시간적 원인이 아니라 논리적 원인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리와 기는 별개로 독립적일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성질인 불상리의 원칙 때문이라고 주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
63)傳習錄, 153조목: 理者氣之條理, 氣者理之運用; 無條理則不能運用, 無運用則亦無以見其所謂條理者

矣.
64) 주희 자신은 체용일원론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일원론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많다.
65)傳習錄, 155조목: 體卽良知之體, 用卽良知之用, 寧復有超然於體用之外者乎?
66)傳習錄, 45조목: 蓋體用一源, 有是體, 卽有是用.  有未發之中, 卽有發而皆中節之和. 108조목: 心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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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고 추상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면 왕양명의 존재론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현실적 상황 속에서 탄생한 철학이라는 사실이다. 

Ⅴ. 나오는 말: 논리학에서 생물학적 사고로의 전환

  우리는 지금까지 베르그손과 왕양명이라는 서양과 동양의 두 철학자를 통해서 논리
적 사고와 시간적 사고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였다. 베르그손은 칸트 철
학에 대한 비판에서 기원한다면 왕양명의 철학은 주희 철학에 대한 반동에서 기원한
다. 그리고 칸트가 동양에 도입되었을 때 주자와 너무도 유사하도 생각하였다고 한
다.67) 칸트와 주희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전혀 다른 문화
적이고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았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칸트와 주자는 
형이상학적 체계 안에서 현상 세계 또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철학자들이
라는 점이다. 
  칸트가 현상계를 인간이 지닌 감성과 지성의 선험적(transzendental) 형식을 통해
서 파악하려고 인식론적 체계를 구성하였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감성의 형식은 추
상적 공간 속에서 설명 가능한 논리적인 사유였다면 주희는 불교의 형이상학적 체계
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사상이 되고자 하였으며 형이상학적 체계의 중심에는 
리가 있다. 리도 역시 모든 기적 현상 세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초월론
적 설명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 배후의 본질, 현상계를 가능케 하는 인식적 형식, 
현상계를 설명하는 본체계 등이 모두 추상적 공간 속에서만 가능한 논리적 사고에 해
당한다. 존재세계를 통일적이며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형이상학적 욕망은 존재세계
의 통일적 이해의 기초로서 초경험적이며 추상적인 공간 속에서 설명하려는 하나의 
논리적인 사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 사고는 고대 이래 현대까지도 학문
을 하는 중요한 인간의 학문적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논리적 사고는 추상적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작업이지만 실제의 세계를 위한 학문적 방법이 아니
라 초경험적이면서 동시에 허구적 사고의 지적인 상상물 내지 구성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 
전환해야한다.

可以動靜爲體用.  動靜, 時也.  卽體而言, 用在體.  卽用而言, 體在用, 是謂體用一源.  若說(靜可以
見其體, 動可以見其用), 卻不妨.

67) 이정직(李定稷, 1841-1910)의 『燕石山房稿』의 「未定文稿 別集」안에 들어 있다는 128면에 달하는 
「康氏[칸트]哲學說大略」이 쓰여진 것이, 이정직이 梁啓超(1873-1929)의 『飮氷室文集』(1903) 등을 통
해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를 알게 된 후인 1905년경이라 추정해 볼 때 이런 관점 때문
에 칸트를 독일에 있는 동양의 성리학자라고 『康氏哲學說大略(1905)』에서 언급되어있다고 한다. (백
종현, 현대 한국사회의 철학적 문제: 윤리 개념의 형성, 철학과현실사, 2003. ｢한국철학계의 칸트연
구 100년｣-백종현, 철학과 현실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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