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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 교재의 은유 분석
- 그리피스의 『양자역학 개론』에서 은유의 역할 -

구자현 (영산대)

I. 머리말 

은유(metaphor)는 고대로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수사학적 표현의 기

술 중 하나로 문학에서 오래도록 활용되고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20세
기 들어와 언어학, 정신분석, 기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끄

는 주제가 되어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해되었다. ‘은유’에 해당하는 영

어 단어 ‘metaphor’의 어원인 그리스어 ‘metapherein’은 ‘meta’(넘어서)

와 ‘pherein’(옮기다)이 합쳐진 말이므로 은유란 말이 원래의 의미에서 이

탈하여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뜻이다(Foss 2009, 267).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은유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말의 장식으로 생각했다. 한

편 『시학』에서 그는 은유를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전

이시켜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비유적 의미 이동을 담고 있는 

모든 전의(trope)를 은유에 포함시켰다(박성창 2002, 28). 이후 은유에 대

한 연구는 계속 표현상의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장점과 단점이라는 

양방향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 문학적으로는 은유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엄밀한 사고를 요구하는 다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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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은유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배격되는 수모를 겪

었다. 17세기에 홉스(Thomas Hobbes)는 은유를 사람을 속이는 기술로 치

부했고, 은유의 모호함을 명쾌한 사고의 적으로 간주했다. 18세기의 수

사학자인 웨이틀리(Richard Whately)도 은유를 “꾸밈없고 엄정한 문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평가했다(Deignan 2005, 2). 

20세기 말에 은유는 개념적 은유의 개념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서 학문적 대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통칭 인지적 은유 

이론(cognitive metaphor theory)에서 각각의 은유는 동일한 실재에 대한 다

른 기술을 양산하여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한다. 은유는 개념적

으로 암묵적 가정, 관점, 평가를 전제하고 있기에 사물, 사건, 상황을 바

라보는 다른 시각(perspective)을 제시한다. 우리가 현실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다른 태도와 해결책이 도출되기 때문에 은유는 인간의 생각

뿐 아니라 행동도 통제한다(오예옥 2011, 4-5). 
인지적 은유 이론에 따르면 과학도 개념을 토대로 하므로 은유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그렇지만 과학에서 은유가 표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어

떻게 채용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 

특히 양자역학과 같은 개별 학문 분과의 구체적인 과학 전문 텍스트에서 

은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양자역학 교재를 택하여 그에 대한 은유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양자역학 교재에서 은유가 과학 지식의 생성과 전달에 어

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1)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가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28집에 게재되었다(구자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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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학과 은유

1. 수사학과 은유

은유는 표현적 은유와 개념적 은유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사학

에서는 표현적 은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고전적인 수사학의 다

섯 규범인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memoria), 
발표(actio)에서 ‘표현’의 수단으로서 일찍부터 주목 받았다. 여기에서 은

유는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표현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하여 친숙한 대상

을 끌어 오는 것을 말한다. 표현적 은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참신한 

은유를 동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친숙하지 않은 대상 A를 더 

친숙한 대상 B를 써서 더 쉽게 이해시키거나 전달하고자 할 때 A를 ‘취

의’(vector)라 하고 B를 ‘매개’(vehicle)라 한다(Richards 1936, 96-97). 가
령,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가리키며 “눈이 온다!”라고 말한다면, ‘눈’은 

매개이고 ‘벚꽃’은 취의이다. 

개념적 은유는 오히려 진부한 표현들 속에 내재하여 있으며 공통의 언어

를 사용하는 화자들 사이의 공통의 경험에서 비롯된 개념적 틀을 반영하

는 것이다. ‘기쁨은 위’, ‘슬픔은 아래’와 같은 개념적 은유는 “그의 영혼

은 합격 소식에 날아올랐다.”나 “그녀는 남편의 억류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

다.”와 같은 표현에 내재해 있다. 개념적 은유는 감정 표현에 널리 내재해 

있는 관용적 표현에 반영될 뿐 아니라 사고방식 전반을 지배하고 행동 양식

을 형성한다. 일찍이 리차즈(I. A. Richards)는 단어의 의미 창출 과정으로

서 은유에 주목했다. 은유는 기존에 쓰이던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기 시

작하는 것인데 유사성에 근거하여 채용된다. 은유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

보다 훨씬 자주 일상적 화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관용적으로 굳어지면 

은유라는 의식 없이 필요한 대로 널리 사용된다(Richards 1936, 92-94). 우
리가 알기에 노트북 컴퓨터에는 뚜껑이 없지만 우리는 “노트북 뚜껑을 

닫는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뚜껑’이 은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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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용례를 접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자는 이런 은

유를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할 것이다. 

이러한 은유 개념을 확장시켜서 은유가 인간의 인지 과정에 개입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을 제기한 이가 레이코

프(George Lakoff)와 존슨(Mark Johnson)이다. 이들이 1980년에 내놓은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 We Live By)2)는 인지적 은유 이론을 열었다. 

인지적 관점에서 은유는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으로 부분적

으로 사상하여 첫 번째 영역을 통해 두 번째 영역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려

는 인지적 메커니즘이다(Barcelona 2003, 3). 사상이 성립될 때 이해에 도

움을 주는 첫 번째 영역을 근원 영역이라 하고 이해하려는 두 번째 영역

을 목표 영역이라고 한다. 이들은 사람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개념 체

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개념 체계는 은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

는 것을 지적한다. 

커베체쉬(Zoltán Kövecses)는 5가지 측면에서 은유에 대한 전통적 견해

와 새로운 견해를 비교한다. 전통적 견해에서 은유는 다음의 5가지 특성

을 갖는다. (1) 은유는 낱말의 특성이다. 즉, 은유는 언어의 표현상의 기

법이다. (2) 은유는 미적, 수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3) 은
유는 비교되는 두 대상 간의 유사성에 기초한다. 즉, 매개와 취의 사이에

는 유사한 속성이 있어야 적절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4) 은유는 낱말의 

의식적이고 고유적인 사용이므로 시인이나 웅변가의 특별한 능력이 요청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천재의 표지라고 했다. (5) 은유는 사람

이 사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에 반하여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기한 ‘인지적 은유 이론’은 이것들 

모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한다. (1) 은유는 낱말의 속성이기 이전에 개

념의 속성이다. 은유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여겨지지만 사고와 인지 단계

2)  이 책의 한국어 제목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삶이 은유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원

래 저자들이 의도한 바는 인간이 은유에 의지하여, 또는 은유를 사용하여, 삶을 산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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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은유가 개입되고 활용된다. (2) 은유는 미적, 수사적 목적이 아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활용된다. (3) 은유는 유사성이 없는 대상 사이에서

도 채용될 수 있다. 은유는 목포 영역과 근원 영역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

에 근거하지 않고 두 영역간의 경험적 기초에 근거하여 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를 보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에서 밝은 얼굴색과 좋은 

기분은 유사성이 없지만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이 사이의 연관을 납득할 

수 있다. (4) 은유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적 상황에서 누구나 쓸 수 있다. 흔히 ‘죽은 은유’라고 불리는 것이 진부

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유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지배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5) 은유는 불필요한 언어 장식이 아니라 인간 사고와 추론의 불가피

한 과정이다(커베체쉬 2003, x-xi).

2. 정신 공간 이론과 혼성

은유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인지언어학에서 관심을 갖

는 정신 공간 이론(metal space theory)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설명된다. 포

코니에(G. Fauconnier)가 주창한 정신 공간 이론은 은유의 사고 과정이 정

신 공간 사이의 사상(mapping)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에 주목한다(이종열 

2003, 147). 정신 공간이란 부분적인 이해와 행위를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

하고 이야기할 때 구성되는 작은 개념적 꾸러미다(포코니에 2009, 71). 다
시 말해 정신 공간은 말을 하고 들을 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인지적 장

(場)인 것이다. 이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수정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한다. 레이코프와 존슨이 ‘근원 영역’이나 ‘목표 영역’을 지적하고 그 사

이의 사상을 은유로 간주한 것이 여기서도 유효하다. 다만 여기에 포코니

에는 추가적으로 중간 공간으로서 ‘총칭 공간’(generic space)과 ‘혼성 공

간’(blending space)을 설정한다. 총칭 공간은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이 공

통으로 가지는 모든 특성을 총칭하는 공간이다. 우리가 은유에서 매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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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의 사이의 대응 관계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를 인지하는 

정신 공간이 총칭 공간이다. 혼성 공간은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으로부터 

특성을 물려받아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다(이종열 2003, 155). 
이러한 4영역 모형을 사용하면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사상을 통

해 은유를 설명하는 2영역 모형보다 더 역동적으로 은유를 이해할 수 있

다[그림 1 참조].

 

[그림 1] 4영역 모형에서 은유의 형성 (포코니에 & 터너 2009, 78)

4영역 모형에서 은유는 입력 공간인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에서 기원

한 특성들을 총칭 공간의 도움을 받아 혼성 공간에 선택적으로 투사하여 

새로운 사고를 창출하는 것에 해당한다. 입력 공간1과 입력 공간2의 요

소 중에서 총칭 공간에 대응 요소가 형성되면 공간 횡단 사상(cross space 
mapping)이 이루어진다. 이때 두 입력 공간의 모든 요소들 사이에 사상

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 요소 간에 사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하

다. 이렇게 사상이 이루어진 요소들은 입력 공간에서 혼성 공간으로 투사

(projection)가 이루어져 하나의 요소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각각 별개의 

요소를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입력 공간 사이에서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11양자역학 교재의 은유 분석

요소들도 혼성 공간에 투사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입력 공간에 없던 요소가 

혼성 공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성 공간의 요소들이 

하나의 별개의 창발 구조(그림 1의 직사각형 상자)를 형성하게 된다. 

실례로 유명한 은유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자. 입력 공간1을 ‘연극’이라 

하고 입력 공간2를 ‘인생’이라고 설정한다. 총칭 공간에 ‘공간적 배경’

이 형성되면 입력 공간1의 한 요소인 ‘무대’와 입력 공간2의 한 요소인 

‘세상’ 사이에 공간 횡단 사상이 형성되고 이 사상으로부터 ‘연극으로서

의 인생’이라는 혼성 공간에 ‘무대’라는 요소가 창출된다. 유사한 사고 과

정으로 혼성 공간에 형성된 요소들을 써서 “인생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

자에 불과한 것, 제 시간이 되면 무대 위에 등장하여 뽐내며 시끄럽게 떠

들어대지만, 어느덧 사라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련한 배우”3)와 같

은 표현이 창발 구조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3. 과학에서 은유의 역할

과학적 이론이 형성되는 데에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기초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개념적 은유는 과학 개념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

을 끼치게 된다. ‘땅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 은유는 천문학의 기초 개념

을 형성해 “해가 뜬다.”(The sun rises.)와 같은 표현들에 개념적 토대가 된

다. 이러한 상식적인 개념들은 전통적인 과학 개념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탐구 능력이 향상되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자연에 대한 

개념적 은유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렇게 

과학혁명이 일어나면 은유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쿤(Thomas 
S. Kuhn)이 과학 혁명이 패러다임의 대체될 때 일어난다고 한 것은 해당 

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던 개념적 은유의 대체와 방불하다. 패러다임은 다

3)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제5막 제5장에서 맥베스가 아내의 죽음을 두고 한 독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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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과학 분야에서 수행되는 과학

의 모습을 규정해 준다. 정상 과학(normal science) 단계에서 과학자들의 

활동에서 당연시되면서 무비판적으로 답습되는 전제들을 패러다임은 포

함하고 있다(Kuhn 1996, 26-27).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중심설을 제시했을 

때 지구에 세 가지 운동을 부여한 것은 지구중심설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과학 혁명의 사례인 코페르니쿠스 혁명에서 

‘지구(땅)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 은유가 무너지고 ‘지구는 움직이는 물

체’ 은유가 과학자들의 개념 체계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코페르니

쿠스 혁명 이후에 ‘지구는 움직이는 물체’라는 개념적 은유에서 파생되

는 수많은 표현들이 과학 저술들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표현상의 변화

는 그 자체가 은유적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지구는 움직이는 물체’

라는 놀랍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가 과학계를 넘어서 일반인들의 관

념을 바꾸어 놓으면서 수많은 언어적 표현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러나 여전히 ‘지구는 고정된 물체’ 은유는 일상적 용법에서 우리의 경험

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학혁명’이 은유의 전환으로 바

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은유는 과학에서 새로운 경험적 발견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이 만들어질 때 흔히 채용된다. 예를 들어, 세포 내에서 DNA의 전사와 

번역을 통하여 단백질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생화학자

는 생산 공장의 생산 과정의 은유를 채용한다. DNA는 작업 지시 명령서

의 역할을, 전령 RNA는 명령을 받아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

을, 운반 RNA는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운반자의 역할을, 리보

솜 RNA는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조립 라인의 역

할을 할당 받는다(브루커 2015, 205-222). 생산 공장 은유가 세포 내 단백

질 생산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겠다는 생각은 관련 개념의 이론 수립

자가 채용한 것이고 이후의 연구자들은 그러한 사고의 틀을 받아들여 그

것을 완성시켜 나감으로써 그러한 은유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장시켜 나

가게 된다. 이로부터 과학에서 은유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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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채용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양자역학 개론』에서 은유의 역할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그리피스(David J. Griffiths)의 『양자역학 

개론』(Introduction to Quantum Mechanics)은 정평이 나 있는 양자역학 교

재로서 전형적인 구성을 보인다. 이 교재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는 ‘이론’, 2부는 ‘응용’에 할당된다. 이는 양자역학이 정확한 해를 찾기

가 어렵기 때문에 근사를 활용하는 실제적인 응용은 뒤로 미루어놓은 것

이다(Griffiths 2005, vii). 1부의 다섯 장은 각각 파동 함수(1장), 시간 독립 

슈뢰딩거 방정식(2장), 형식론(formalism)(3장), 3차원 양자역학(4장), 동

일한 입자(5장)들을 다룬다. 2부의 일곱 장은 시간 독립 섭동 이론(6장), 

변분 원리(7장), WKB 근사(8장), 시간 의존 섭동 이론(9장), 서행 근사

(adiabatic approximation)(10장), 산란(11장), 후기(Afterword)(12장)로 이루

어져 있다. 이 책은 대학 3, 4학년이 한 학기나 1년 과목으로 배우도록 설

계되어 있다(Griffiths 2005, viii). 
저자는 서문에서 양자역학의 본성을 논의하면서 그것이 한 사람에 의

해 창조된 것이 아니면서 “상쾌하지만 상처 깊은 젊음의 흉터들을 가지

고 있다”고 평한다(Griffiths 2005, vii). 여기에서 저자의 개념적 은유는 

‘양자역학은 젊은이’이다. 그러한 젊음의 속성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

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양자역학은 이전의 이론들, 즉 역학이나 전자기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드는 무언가가 아니고 고전적인 개념들로부터 급작스럽고 혁명적인 이탈

이므로 반직관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한다(Griffiths 2005, viii). 여기에서 은

유가 작동될 필요가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 사람은 어떤 과학적 이론을 

수립할 때 경험을 토대로 한 직관으로부터 현실 세계와 일치 가능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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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춘 이론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고전 물리학은 훨씬 직관

에 부합하는 특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현실 세계의 경험으로부터 적절한 개념적 틀을 개념적 은

유를 통하여 채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이 혁명적인 이유는 이

러한 기존의 개념적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개념적 은유를 요청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반직관적 은유는 수학으로부터 유래한다. 다른 양

자역학 교재처럼 이 교재의 대부분은 수식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수식

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저자는 도구적 입장을 취한다. 수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양자역학적 현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수학적 개념들은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양자역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도구를 저자는 작업을 순조롭게 해주는 도구로 간주한다. 그것들

이 없이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Griffiths 2005, viii). 그것은 마치 “학생들에

게 드라이버를 가지고 건물의 기초를 파라는” 것과 같다고 본다(Griffiths 
2005, viii). 여기에서 저자는 ‘물리학은 건물’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채용

한다. 물리학과 건물의 유사점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워가야 하는 구조

물이라는 점이다. 물리학에서 물리학자들은 건축업자처럼 뭔가를 설계하

고 깎고 맞추어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는데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면 작업

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워진다.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파

야하는데 그것을 드라이버로 한다면 그 일은 더디고 힘들뿐 아니라 목적

을 제대로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학적 도구들은 처음

에는 그 자체가 다루기 힘들어 보일지라도 사용법을 숙달시키면 양자역

학을 쉽게 하는 데 매우 요긴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저자가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다양한 차원의 은유의 활용을 접할 수 있다. 우

선 저자는 물리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은유를 활용한 관습적 용어를 채

용하고 이러한 표현적 은유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한다. 우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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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내용의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적 은유를 채용한 사례

는 불확정성의 원리이다. 저자는 파동의 위치와 파장의 상보적 관계를 설

명하기 위해 밧줄을 흔들어 만들어 내는 파동을 들고 나온다. 여기에서 

‘취의’는 파동 함수이고 ‘매개’는 밧줄의 파동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

인 밧줄의 파동을 가지고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파동 함수를 설명하려

는 것이다. 일정하게 수직으로 밧줄을 흔들어 생기는 파동은 파동의 위치

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파장은 특정하기 쉽다. 반면에 수직으로 한 번

만 밧줄을 흔들어 전달되는 펄스는 파동의 위치는 특정하기 쉽지만 파장

은 특정하기 어렵다. 파동의 위치가 정확할수록 파장은 덜 정확해지고 그 

역도 성립한다(Griffiths 2005, 18). 여기에서 어떤 입자의 확률 파동의 파

장은 드브로이 공식에 의해 그 입자의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값이다. 그러

므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상보적 관계는 파동의 일반적 특성에서 설

명된다. 파동의 일반적 성질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연유한다면 밧줄의 파

동과 파동 함수는 둘 다 파동의 사례일 뿐 서로 은유적 관계일 수 없어 보

인다. 그러나 파동 함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파동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모두 은유라고 말할 수 있다. 파동이 존재하려

면 매질이 있어야 하고 매질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거나 수직으로 

진동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파동 함수는 매질이 없기에 매질의 진동도 없고 에너지의 흐름도 동반되

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동 함수로 입자의 존재와 운동을 설명하는 양자역

학의 개념화는 매우 창의적이다. 고전역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

적 개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통주의에 따르면 저자가 제

시하는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는 반복되는 측정의 결과와 관련된다. 운동

량이 퍼져 있다고 할 때 반복되는 운동량의 측정이 편차가 큰 측정값을 

내놓는다는 것이고 반복되는 위치 측정이 매우 가깝게 나오는 상태를 만

들면 이 상태는 반복되는 운동량 측정에서 편차가 큰 값을 내놓는다.

다음으로 저자가 표현적 은유를 사용하는 사례는 다양한 형태의 퍼

텐셜을 소개하면서 나타난다. 저자는 1차원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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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사각 우물’(infinite square well)을 예제로 다룬다. 무한 정사각 우

물은 0 ≤ x ≤ a의 범위에서는 퍼텐셜이 0이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퍼텐셜

이 무한대인 경우이다(Griffiths 2005, 30). 이러한 형태의 퍼텐셜은 확실

히 우물을 닮았다. 그렇지만 이 우물이 정사각형인 것은 아니다. 이렇

게 1차원에서 사용된 ‘우물’의 은유는 3차원으로 확장된다. 3차원 슈뢰

딩거 방정식을 다룰 때 특별한 문제로 그리피스는 무한 구형 우물(infinite 
spherical well)을 다룬다(Griffiths 2005, 141). 이것은 퍼텐셜이 반지름이 a 
이내인 곳에서는 0이고 반지름이 a보다 큰 곳에서는 무한대인 형태이다. 

반지름이 a 이내인 구역에서 어떤 입자의 운동을 생각하면 그 입자는 우

물의 깊이가 무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 에너지가 커도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물이라기보다는 닫힌 공 내부에 더 

가깝다. 그런데도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1차원에서 이미 유사한 형

태를 우물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3차원 퍼텐셜을 우물이

라고 부름으로써 ‘속박’의 특성을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3차원 퍼텐셜을 현실의 우물과 연결시키려는 무익한 시도를 낳는 문제

도 있다. 은유가 이해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오개념 형성의 폐단

이 있는 것이다.

저자는 양자역학에서 이러한 창조적 개념화를 이끌어내는 데 수학, 특

히 선형 대수로부터 받은 혜택이 매우 큼을 강조한다. 이는 정신 공간 이

론을 적용해 볼 때 은유를 성립시키는 혼성이 위력을 발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양자 이론은 파동 함수와 연산자(operator)라는 두 가지 구성물

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계의 상태는 파동 함수로 나타내고 관측 

가능량(observable)은 연산자로 나타낸다. 수학적으로 파동 함수

는 추상적인 벡터에 대한 제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연산자들은 

선형 변환으로서 벡터들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의 자연 

언어는 선형 대수학이다(Griffiths 20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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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함수와 연산자라는 개념으로 양자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

형 대수학과 양자역학 사이에 개념적 은유가 필요하다. 선형 대수학에

서 벡터는 특정한 위치에 나열된 수의 배열이고 선형 변환을 일으키는 

행렬(matrix)은 벡터를 다른 벡터와 연결시키는 사상(mapping)을 지칭한

다(이장우 2005, 333-342).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계가 취할 수 있는 하나

의 상태를 파동 함수로 표현하고 거기에 관측 가능량에 해당하는 연산자

를 작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계의 상태에서 해당하는 물리량을 측정했

을 때 얻어지는 측정값과, 그때 파동 함수가 붕괴하면서 계가 귀결하는 

특정한 고유 상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선형 대수학은 친숙한 

개념들(벡터, 행렬, 선형 변환 등)이 있는 근원 영역이고 아원자 세계는 

새롭게 정립해야 할 개념들(양자적 상태, 관측 가능량, 측정 등)이 있는 

목표 영역인 것이다. 이 두 정신 공간 사이에 선택적 사상이 이루어지면

서 혼성 공간에 양자역학의 개념들이 도출되는 것이다. 연산자 의 고유

함수(eingenfunction) Ψ에 대한 고윳값(eigenvalue)이 q일 때 다음 식이 성

립한다. 

Ψ = qΨ

선형 대수학에서는 행렬 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벡터 Ψ
와 숫자 q를 찾을 수 있을 때 Ψ와 q를 각각 고유벡터와 고윳값이라고 부

른다. 이것은 물리학과 무관하게 선형 대수학에서 제시되는 개념이다(이

장우 2005, 357-365). 양자역학에서는 가 나타내는 관측 가능량의 반복

된 측정에 의해서 매번 같은 측정값 q를 내어 놓는 결정 상태(determinate 

state) Ψ를 의 고유함수라고 말한다(Griffiths 2005, 99). 여기에서 두 입력 

공간인 선형 대수학과 물리 세계 사이의 부분적 사상과 두 입력 공간에서 

혼성 공간으로의 선택적 투사를 발견할 수 있다. 양자역학이라는 혼성 공

간은 그 개념들이 선형 대수학의 개념들인 행렬, 고유벡터, 고윳값을 실

재하는 물리 세계의 관측 가능량, 결정 상태, 측정값에 각각 대응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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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성립한다.4)

이러한 두 입력 공간 사이의 사상은 교재의 서술이 진척되면서 더 많

은 요소 간에 이루어진다. 다른 고윳값을 갖는 고유함수는 서로 ‘수직’

(orthogonal)이다(Griffiths 2005, 101). 여기에서 두 고유함수 f, g가 수직

이라는 개념 < f | g > = 0은 벡터의 수직이라는 개념 에 대응된

다. 양자역학에서 두 파동 함수가 수직이라는 것은 선형 대수적으로 하

나의 파동 함수가 다른 파동 함수와 공유하는 상태를 갖지 않음을 의미

한다. 또한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가능 연산자의 고유함수들이 완비되어

(complete) 있다고 본다(Griffiths 2005, 102). 여기에서 완비됨의 의미는 

힐베르트 공간5) 안의 어떤 함수든지 그 공간 안의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

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함수들의 관계에 대

한 이해는 벡터의 관계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파동 함수 Ψ는 어떤 관측 

가능 연산자(observable operator)의 고유함수들 fn의 선형 결합이다. 즉, 

이다(Griffiths 2005, 106). 그리고 어떤 측정값 qn이 
얻어질 확률은 그 측정값을 고윳값으로 갖는 고유함수 fn의 계수 cn의 제

곱으로 주어진다(Griffiths 2005, 107). 이때 cn은 수학적으로 < fn | Ψ >, 즉 

“Ψ에 fn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Griffiths 2005, 107). 저자

는 수학적 논의를 전개시켜 나간 결과를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에 바로 

적용한다. 이렇게 양자역학은 자체의 수학적 연역으로 유도된 결과가 경

험적으로 확인된 물리적 세계를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저자가 마지막 장에서 소개하는 EPR 역설의 배격 과정은 수학적 연역

이 물리적 실재를 설명하는 혼성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은유가 물리 이론 

형성에 주된 기여를 한 사례이다. 1935년 아인슈타인(A. Einstein), 포돌스

4)  익히 알려져 있듯이 선형 대수학이 있었기에 양자역학의 토대를 놓은 하이젠베르크

의 행렬역학은 출현할 수 있었다(김유신 2013, 113-126).
5)  파동 함수들이 존재한다는 힐베르트 공간은 완비된 내적(complete inner product) 공

간이다. 모든 유한차원 벡터 공간은 힐베르트 공간이다. 양자역학에서는 일정한 구간

에서 어떤 함수의 제곱을 적분하여 유한한 값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함수들의 공간을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말한다(Griffiths 200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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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B. Podolsky), 로젠(N. Rosen)이 제시한 EPR 역설은 양자역학에서 정

통주의적 해석을 배격하고 실재론적 해석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

안된 것이다. 그리피스는 봄(David Bohm)의 단순화된 버전을 소개한다. 

우선 파이온(pion)이 전자와 양전자로 붕괴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정지해 

있던 파이온의 각운동량이 0이었고 전자와 양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멀어

진다. 정통주의의 입장대로 두 입자 중 한 입자의 스핀을 측정하는 것이 

그 입자의 스핀을 고정시킨다면 각운동량 보존을 위하여 다른 쪽의 스핀

도 동시에 고정되어야 하므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한쪽 입

자의 상태가 다른 쪽 입자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결정짓는다. 아인슈타인

은 어떤 영향도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기에―이것을 국소성의 원

리라고 부른다.―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통주의에 

따르면 양자역학의 수학적 연역이 이끌어내는 예측은 옳으므로 무한히 

멀리 떨어진 두 입자 간의 스핀은 한쪽의 결정으로 다른 쪽이 순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Griffiths 2005, 421-422). 이러한 비국소성이 전통적 물리 

개념과 직관상 모순이 돼 보이므로 ‘역설’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옹호하는 실재론적 입장은 양자역학의 파동 함수가 충분

하게 상태를 묘사해 주지 않으므로 숨은 변수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 상태로서는 그 변수를 계산하지도 측정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Griffiths 2005, 423). 그렇지만 1964년에 벨(John Bell)은 숨은 변수

를 상정하는 이론이 양자역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82년에 발표된 아스페(A. Aspect) 팀의 실험을 통

하여 국소성의 원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양자역

학의 정통주의적 해석이 옳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실

험도 이를 확증하였다(Griffiths 2005, 426). 이러한 결과가 과학계에 충격

을 준 것은 자연이 본질적으로 비국소적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

리피스는 이렇게 말한다.

아스페의 실험 이전에는 양자 비국소성(quantum nonlocali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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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할 수 없는 귀결만을 갖는, 형식론(formalism)에 의한 비물

리적 인공물(artifact)이기를 희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한 희

망은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우리는 순간적인 원격 작용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재고해야 한다(Griffiths 2005, 426).

이러한 저자의 언급은 양자역학의 혁명성을 잘 대변해 준다. 그것은 인

간의 경험을 능가하는 사고가 수학적 형식론으로부터 연역에 의해 도달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연의 비국소성은 인

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은유로만 개념화할 수 있는 혼성의 공간에 존재하

는 것이다.

IV. 맺음말

과학적 저술에서 은유는 수사학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표현

적 은유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전달할 때 용이성을 위하여 채택된

다. 이를 통해 교육상 효율성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오개념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과학적 저술은 인상적으로 저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적 은유를 채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학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개념적 은유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개념적 은유는 

저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고의 

틀을 상정하기 위해 채용된다.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적 은유가 저자의 머리에서 확정되고 그것에 

의거하여 과학적 논의가 전개된다. 

일반적인 과학 교재에서 저자는 이러한 개념적 틀을 개념적 은유를 통

하여 상정하고 그에 따라 과학 개념을 차근차근 학문 후속 세대에게 전달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양자역학 교재에 이르게 되면 예상독자들이 이

미 습득하였던 고전 물리학의 지식과는 판이한 사고의 틀을 요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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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그리피스의 『양자역학개론』의 은유를 분석해 보는 것은 가치

가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고전역학에서 사용되던 개념들이 여전히 사용되지

만 새로운 규칙과 개념이 지배하는 혼성된 공간이다. 이 세계에서는 매

번 어떤 것이 고전적이고 어떤 것이 비고전적인지를 테스트하고 숙지해

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매 단원의 논의 전개는 어떤 점에서 고전적이고 어

떤 점에서 비고전적인가를 새로운 국면에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양

자역학의 세계가 혼성 공간이라는 점은 은유가 그 혼성 공간의 창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이는 컴퓨터의 인

터페이스가 우리의 사무실을 닮았으면서도 닮지 않았고 컴퓨터 학습자는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컴퓨터의 사용법을 터득해 간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탕화면의 폴더는 서류철을 닮았지만 그것을 여는 

방법은 폴더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두 번 클릭하는 점에서 

다르다(포코니에 2009, 46~48). 
파동 함수는 계의 특정한 상태를 나타낸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슈뢰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관측 

가능량에 대응하는 연산자에서 고유함수와 고윳값을 구하는 수학적 과정

을 통해 해당 물리량의 측정값과 측정으로 고정되는 상태를 알게 된다. 이

렇게 수학의 개념을 물리적 계에 접목시켜 물리적 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 물리적 계는 이전의 물리학이 적용되던 세계와는 다른 속성을 갖는 

새로운 세계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전에 쓰던 개념들, 가령, 퍼텐셜, 에너

지, 운동량, 시간 등의 개념이 여전히 쓰이면서 전통적 개념을 새로운 세

계와 연관을 짓게 한다. 

통상적으로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언어 자체는 실재를 거

울처럼 그대로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은유에 대한 많은 연구

가 드러내듯이 특정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집단의 사고방식

이 내면화되어 있다. 그 언어 집단의 삶의 경험이 개념적 은유로 정립되

고 그것이 언어에 실려서 다음 세대의 언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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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수학이 형성한 개념적 틀이 그것을 사용하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돕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형 대수학은 양자

역학의 이해와 전달에서 수행하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 선형 대수학이 형

성하고 있는 개념적 틀이 있는데 그것이 실재를 다루는 양자역학에 적용

될 때 그것은 혼성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은유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전 물리학에서 수학은 물리적 세계를 기술하거나 물리적 세계

의 인과관계를 연역적으로 추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 수학이 은

유를 위한 입력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역학에서 선형 대

수학의 위상은 특별하다. 

EPR 역설에 대한 정통주의 양자역학의 승리는 경험적 직관에 입각한 실

재론적 해석을 지향하는 아인슈타인의 입장은 패퇴하고 수학적 형식론이 

인간의 경험을 능가하는 은유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증해 

준다.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을 정립시키는 과정은 혼성 공간의 

창출을 통하여 은유가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삼는 것을 뛰어넘어 수학적 

이론화처럼 사고적 경험을 토대로 삼는 데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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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aphoric Analysis of A Textbook of Quantum Mechanics: 
Roles of Metaphor in Griffiths' Introduction to Quantum 

Mechanics

 Ku, Ja Hyon (Youngsan Univ.)

Metaphors, which were utilized for expressional effects from antiquity, 
have been regarded as obstacles to smooth communication in the areas such 
as science which require exact thinking since the modern times. However, 
the cognitive metaphor theory shows that metaphors play the essential role in 
shaping concepts in the human thinking process. And the mental space theory 
details the formative process of metaphors by creating the blending space 
through the mapping between the input spaces. Therefore, it is suggestible 
that in science, which actively adopts new concepts, conceptual metaphors 
are widely employed. The paper analyzes Griffiths’ Introduction to Quantum 
Mechanics in order to find the roles of metaphors in the textbooks of science. 
In the textbook for college students, the author frequently employs the 
expressional metaphors for adopting new concepts as well as for clearly 
communicating his intention. The expressional metaphors have merits in having 
novel concepts understandable, but are in danger of creating misconceptions. 
As for the conceptual metaphors, the physicist creates a blending space of 
quantum mechanics through the mapping from an input space of linear algebra 
to another input space of the subatomic world. The novelty of some concepts 
in quantum mechanics is reduced to comprehensibility by the blending by 
means of the projection from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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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의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
- 예식연설 『시민대축전에 부쳐』 23-63을 중심으로 -

김 헌 (서울대)

I. 들어가는 말

기원전 390년경 이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 반박」을 발표했다.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던진 출사표와도 같은 연설이었다.1) 

당대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소피스트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연설이었다. 그가 제시하는 교육적 대안은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으

며, 2017년 한국수사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논평을 맡아 주

신 김유석(숭실대) 선생과 투고한 논문을 검토하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심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교육기관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로 꼽히는데, 기원전 387년
에 세워졌다. 이소크라테스의 학교는 그보다 약 5년 앞선 392년에 설립되었는데, 플

라톤의 아카데미아보다 인기가 더 많았고 영향력도 더 컸다. 플라톤은 자신의 교육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소크라테스를 넘어서야 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꾸준

히 성장하여 그의 생전에 이미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버금가는 명성을 얻었다고 한

다.(Canto-Sperber 1998, 194 참조). 이소크라테스의 학교는 그의 사망 후 문을 닫았

지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서기 529년까지 명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아테네를 

대표하는 학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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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압축된다.

이 철학이 지시하는 것들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레토레

이아’보다는 ‘에피에이케이아’에서 도움을 훨씬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1).

“이 철학(philosophia)”은 이소크라테스가 실천하려는 철학이다. 그러나 

그는 서양 지성사에서 철학자로 평가되기보다는 수사학(rhētorikē) 교사

로 자리매김 된다. 그가 말하는 철학이 보통 개념과는 달리 ‘말의 교육’

(paideia tōn logōn)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강

조되는 것은 말을 잘하는 “레토레이아(rhētoreia)”가 아니다. 수사학을 뜻

하는 레토리케가 연설을 구성하고 실연하는 체계적인 기술(tekhnē)을 가

리킨다면, 레토레이아는 연설을 하는 행위 자체(speechmaking for its own 
sake) 또는 연설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rhetorical attitude of mind)를 가

리킨다.(Mirhady, Too 2000, 66) 그런데 수사학 교사라는 이소크라테스는 

레토레이아가 자신의 철학, 즉 자신의 말의 교육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

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적어도 남아 있는 문헌으로 볼 때, 일반적이

며 보편적인 기술과 지식의 체계로서의 ‘수사학’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

이 없다. 이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이들과는 달리 이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연설은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상황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적이고 일반적인 규칙과 지식이나 기술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레토리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사용된 말

이 레토레이아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소크라테스는 호의적이진 않

아 보인다. 그는 자신의 철학과 교육이 ‘수사적 인간’(rhētorikos)을 지향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긴 하지만(『교환소송(Antidosis)에 관하여』 

256) 이 말 역시 자주 사용되던 표현은 아니다.  

레토레이아 대신 이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은 “에피에이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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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eikeia)”다. 이 개념은 그가 50년 넘게 종사했던 철학과 교육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수많은 연설문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호의적인 

맥락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개념이 명확해질 때만이 이소크라테스의 교육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도 그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이다. 이 문제는 개

념적이며 철학적인 논의를 요구하지만, 결국 에피에이케이아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라는 번역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보다 약 한 세대 정도 뒤에 활동했던 아리

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케도니아 출신이었던 그가 

17세의 나이에 아테네에 왔을 때(기원전 367년),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들어가기 전에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에서 수학했다(Louis 1990, 25-27)는 

이력도 중요하지만,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을 가장 명료하게 정의한 철

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이다.2)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정의(dikaiosunē)와 부정의(adikia)을 다루는 제5권 10장에서 에피에

이케이아를 다뤘는데, 그것이 정의로운 것과 같은 종(genos)에 속하지만 

어떤 정의로운 것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다. 

그런데 문제는 ‘에피에이케스한 것’(to epieikes)이 ‘정의로운 

것’(dikaion)이지만, 법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정의로운 것이 아

니라, 법적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든 법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것들과 관

련해서는 보편적 규정을 올바르게 말할 수 없다는 데 그 까닭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규정을 세워 놔야 하지만, 올바로 할 

2)  이 논문은 에피에이케이아 개념에 관해 이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깊

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소크라테스가 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

은 이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사적, 철학적 추적과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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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 법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은 채, 대

부분의 경우에 맞는 것을 취한다. 그렇다고 법이 덜 올바른 것은 

아니다. 잘못은 법 안에도, 입법자 안에도 있지 않고, 사태의 본

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 행위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재료가 

바로 이러하니까(1137b12-20).

위 인용문의 역자들은 에피에이케이아를 ‘근원적 공정성’으로 옮기

면서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훌륭함을 의미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근원적 공정성’이라고 옮긴다고 밝힌다(강상진, 김재홍, 이창우 2011, 
187).3) 그들은 에피에이케이아가 “모든 것을 다 규정해 놓을 수 없는 성문

법을 보충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로서 주로 이해되기에” 이런 훌륭

함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훌륭함’이나 ‘형평’보다는 ‘근원적 공정성’이

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강상진, 김재홍, 이창우 2011, 196 각주 

55번).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이라면, 법이 명문화되지 않

은 도덕적인 상식이나 정의감, 양심과 어긋날 때, 법보다도 더 근원적인 

도덕적 근거에 의거하여 법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이 에

피에이케이아이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정한 법보다 더 근원

적인 공정성을 구현한다는 뜻이다.  

외국어에선 ‘형평성’, ‘공정성’을 뜻하는 ‘Equity’4), ‘Equité’5)로 번역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용어는 법학이나 윤리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

되며 영미의 법조계에서는 ‘형평법’을 뜻한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

적인 법규 조항을 특정 사례에 글자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 법보다 더 근

3)  위 인용문은 이 번역을 살짝 손질한 것이다. 번역자들은 다른 곳에서는 ‘형평’, ‘훌

륭함’으로 번역했다.

4)  예컨대 Rackham 1934(1926)의 번역을 보라. Chroust(1942, 119-128), 
Nussbaum(1993, 83-125), Shiner(1994, 1245-1264), Beever(2004, 33-50)도 함께 

보라. 최근 Rowe는 “Reasonableness”라는 번역을 제안했다.

5)  예컨대, Gauthier, Jolif(1970). 이와는 달리 ‘정직, 성실’을 의미하는 ‘honnêteté’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Bodéü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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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이며, 법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인간성(humanity)이나 자연법(natural 
law), 도덕적 양심(moral conscience)과 모순될 경우, 법 자체보다는 뒤엣

것들을 지키기 위해 법규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구제책을 마

련하려는 노력과 연결된다(Dekel 2010, 455-456). 특히 영국에서는 왕권의 

강화와 맞물려 보통법이 확장되면서 경직되고 형식화되면서 권리구제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평

법 법원(Equity Law Court)이 신설되기에 이른다. 보통법이 적절하게 해결

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통법의 조항

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였다(김연식 2014, 32-42). 
형평법의 정신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때 주

목을 받는 철학자는 이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다.

그러나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소크라테스의 문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개념의 현대적 이해의 토대가 아리스토텔

레스이며, 그가 플라톤의 제자로서 아카데미아에 몸담고 있었지만, 적어

도 수사학이나 윤리학의 분야에서는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

았을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더더욱 그렇다. 설령 이 개념에 관해 아리스

토텔레스와 이소크라테스가 특정한 연관관계을 갖지 않고 아리스토텔레

스의 개념이 주로 플라톤의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의 교육

을 중심으로 철학을 시도하면서 플라톤과 대립했던 이소크라테스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로는 기원전 4세기 아테네 고전기의 지적 지형도를 새롭게 조

망할 수 있게 해주며, 둘째로는 수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일단 에피에이케이아의 일반적인 의미를 분석한 후, 이소크라

테스의 「소피스트 반박」에서 제시된 철학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연설문으로 꼽히는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 에피에

이케이아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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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kharis) 개념이 에피에이케이아와 어떤 의미론적인 관계가 있는지도 

추가로 밝혀지며 에피에이케이아에 공정성이나 형평성, 합리성의 개념 

이외에 관대함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곁들여진다.

Ⅱ. 에피에이케이아의 의미6)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수사학적 연설과 논증에서 중요한 ‘에이코스’

(eikos)와 연결되는데, 둘 다 ‘비슷하다, 닮다’라는 뜻의 ‘에오이카’

(eoika)와 관련이 깊다. 이 동사는 대상과 그것을 모방하고 재현한 작품이

나 결과 사이의 유사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이 동사의 분사형인 ‘에

이코스’(eikōs)로부터 그림이나 조각을 뜻하는 ‘에이콘’(eikōn)이 파생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에이코스는 실제 대상과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닮았다는 뜻의 외형적 유사성을 뜻하지만, 언어와 담론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어떤 진술이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필연적으로) 그렇

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듯하며, 그럴 법하다는 개연

성(probability)의 의미가 된다. 이런 뜻에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한 바 있

다. “그럴듯함(eikos)은 진리와 닮았기 때문에(di’ homoiotēta tou alēthou) 
많은 사람들에게 생긴다.”(플라톤, 『파이드로스』 237d) 또한 대상과 작

품의 유사성을 보고 예술적 기교에 감탄할 경우, 이 단어에 ‘훌륭하고 좋

아 보인다’는 뜻도 생긴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상황과 사람들

의 이해관계에 ‘잘 맞는다’는 뜻으로 ‘시의적절함’(opportune), ‘적절성’

(fitting, suitable), ‘합리성’(reasonable)의 의미도 갖는다. 수사학에서는 사

실이나 주장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 필연적인 입증이 어려울 때, 그럴듯

한 정황이나 인과관계를 밝히며 설득을 시도할 때를 가리켜 개연성 논증

6)  이후 제시되는 설명 중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Liddle, Socott의 사전(1996)

을 참조하였고, 단어의 의미와 형태 변화와 파생어의 형성과 의미에 관해서는 

Chantraine(2009), Frisk(1973)를 참조하였다.



33이소크라테스의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

이라 하며 ‘에이코스’를 사용한다. 

‘에이코스’에 ‘에피’(epi-)가 붙어 ‘에피에이케스’(epieikēs)라는 형용

사가 되면, 이것은 외형적 유사성(resemblance)을 근거로 특정 상황에 잘 

맞고 어울리는 시의적 적합성(convenance)을 강조하는 말이 된다. 특히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원칙과 규칙, 법과 관련해서 많

이 사용되며, 말이나 글로 명시된 법과 규칙, 원칙과 약속을 존중하며 공

명정대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되, 고지식하게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입법

취지를 잘 살려 특수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합리적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런 뜻을 철학적으로 최대한 

살렸으며, 이에 대한 현대적 이해도 여기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레스보스 섬의 건축술에서 사용되는 납으로 된 표준자를 예

로 든다. 딱딱한 자는 굴곡진 형태의 돌의 크기를 제대로 잴 수 없지만, 

납으로 된 레스보스의 표준자는 돌의 형태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로서의 구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

리학』 1137b28-31). 이와 같은 유연성이 경직된 정의보다 더 뛰어나며 공

정성에도 더 충실한 셈이다. 나아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대함을 보여주

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도 갖는다.

에피에이케이아의 이런 세 가지 측면, 즉 시의적 적합성, 합리적 유연

성, 관대한 배려심의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한 구절을 보자.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용맹함을 기리기 

위해 그리스 연합군의 운동경기가 열렸고, 그 가운데 많은 전사들은 전차

경기에 참가했다. 이때 아드메토스의 아들 에우멜로스도 우승을 노리며 

경기에 참가했다. 그는 “말을 모는 솜씨가 출중했고”(23.289) 실제로 경

기가 시작되자 선두로 나섰다. 그러나 아테나 여신이 그의 말들의 멍에를 

부숴버렸다. 그러자 에우멜로스의 말들은 주로를 이탈했고 전차는 부서

졌으며 에우멜로스는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결과는 꼴찌였다. 그런

데 그의 모습을 보고 경기를 주최한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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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뛰어난 자가 통짜 발굽의 말들을 맨 꼴찌로 몰고 오는구나. 

그러나 그에게 이등상을 줍시다, 그것이 에피에이케스한 것 같

으니(hōs epieikes)(23.536-537).

그의 말에 모두 찬성하였지만, 정작 이등으로 들어온 안틸로코스는 아

킬레우스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약속한 대로 이등상은 자신의 몫

이며, 만약 에우멜로스에게 상을 주고 싶다면 별도로 상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처음에 공표한 게임의 규칙에 충실하라는 요청이었다. 이때 호메

로스는 안틸로코스가 ‘공식적인 항의’(a formal appeal)를 표하는 태도에 

대해 정의로움을 뜻하는 ‘디케’(dikē)라는 말을 사용했다(Leaf 1900-1902, 
510. Richardson 1993, 228). 안틸로코스가 정의로움(dikaion)의 원칙에 충

실했다면, 에우멜로스를 배려하는 아킬레우스의 관대함은 에피에이케스

(epieikes)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공표된 게임의 규칙대로라면 안

틸로코스가 2등상을 받아야 하지만, 게임의 근원적인 취지, 즉 ‘실력이 

있는 자가 실력에 합당한 상을 받는다’는 취지에 비추면 에우멜로스가 

이등상을 받는 것이 적절하고 그럴듯하고 판단한 것이 아킬레우스였다. 

그는 자신이 ‘에피에이케스’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냈

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를 표한 이유는 그것이 처음에 공

표된 규칙과는 어긋나지만 공표된 규칙의 근원적인 취지에 충실한 합리

적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킬레우스와 안틸로코스의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에피에이케스는 

특정한 맥락에서 정의로움을 의미하는 디카이오스(dikaios)와 대립하기도 

한다. 디카이오스한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

문에 공정하고 정의롭지만, 예외나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법을 너무 엄격

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합리적 융통성을 잃게 되며 관대한 배려를 베풀지 

못한다. 반면 에피에이케스한 사람은 법규의 조항에 글자 그대로 얽매이

는 형식성과 경직성에서 벗어나 합리적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칙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과 어긋나더라도 원칙의 근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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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충실하며 원칙의 경직된 적용이 갖는 비효율성을 극복하느냐에 따

라 두 개념은 대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에피에이케스와 반대되는 또 다른 개념은 아에이케스(aeikēs)다. 이런 

사람은 관대함과 합리성,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며, 잔혹하고 끔

찍하며 무시무시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에피에이케스’하지도 

못하고, 법과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무례를 범하기 때문에 ‘디카이오스’

하지도 않다.7)   

아리스토텔레스가 분석했듯이, 에피에이케이아는 특정 정의와는 차이

를 보이며 그것보다는 더 뛰어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의와 같은 종에 속

한다. 정의로움에 충실하겠다는 사람은 보편적인 규정을 내세우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이며 예외적 사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에피에이케스한 사람은 그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법

의 특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법의 단점을 극복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며, 좁은 의미의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공정함에 충실하면서도 엄격하게 법과 정

의에 집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자신의 몫을 

너그럽게 희생적으로 양보하기까지 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37b24-
1138a3). 이런 이타적인 배려와 양보는 엄밀하게 말해서 공정하지 못한 

태도이다. 자기에게 합당한 몫을 포기하고 남에게 더 많은 몫을 준다는 

것은 분배의 정의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위의 책 1136b15-21). 에피

에이케스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불공정한 태도를 취하면서까지 법과 정

의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7)  에피에이케스에 관한 설명의 일부는 김헌(2016b, 12-13)에 제시된 바 있다. 그곳에

서는 에피에이케이아를 ‘공명관대함’으로 번역하였으나, 이곳에서는 ‘공정관대

함’을 제안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호메로스의 사례를 덧붙고 그 내용이 수정 보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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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과 철학의 궁극적 목표

이제 이소크라테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그는 「소피스트 반박」에

서 기존 교육자들의 약속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먼저 쟁론(eris)으로 

소일하는 사람들8)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소크라

테스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phusis)에 속하는 일이 아니며 우리는 그런 

현명함(phronēsis)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반박한다(2). 그들은 또한 “무

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그런 지식(epistēmē)을 통해 행복하

게 될 것”이라며 설득을 시도하는 한편(3), 덕과 절제를 심어줘 “아름답

고 훌륭하며 정의로운 사람들”(kaloi kagathoi kai dikaioi)로 만들어 주겠다

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돈을 떼먹고 달아날까봐 걱정하며 선불지급을 

요구하는 탐욕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6).9) 그는 “지

식(epistēmē)이 있다고 공표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의견(doxa)을 이용

하는 사람들이 합의점을 더 잘 찾아내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

을 상기시키며 ‘영혼을 돌보는 일’(hē tēs phukhēs epimeleia)이 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8). 
정치적 연설(logos politikos)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특정 사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는 연설가(rhētōr)를 만들겠다”고 약속하

지만(9), 이소크라테스는 그들이 글자(grammata)와는 다른 말(logos)의 속

성도 잘 모르며(10), 철학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도 헤아리지 못

8)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안티스테네스와 에우클레이데스는 돈을 받고 학생을 가르

치면서도 마치 그런 일을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소(小) 소크라테스 학파’를 지목한 것 같다. 그들은 남의 주장에 대해 트집을 잡고 

말싸움을 일삼아 비판을 받곤 했다. 소크라테스는 논박술(elenkhos)로 당대 지식인들

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악명’을 높였지만 돈을 받고 학생을 가르친 적은 없었다. 이

전에 개발된 변증술(dialektikē)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

가 이 글을 발표할 당시에는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며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을 비판한 것 같진 않다.

9)   플라톤도 이런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고르기아스』 459c-461b, 519c-d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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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11) 고착된 기술을 본보기로 무식하게 사용한다(12)고 비판한다. 

그들은 “말이 시의적절성(kairos)과 적합성(prepontōs)과 참신성(kainōs)
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13).10)   

그렇다면 그들과는 다른 교육은 무엇인가?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교

육은 “말하고 시민생활을 하는 데에서 뛰어나도록” 도와야 한다.(14) 재
능이 좋고 경험을 통해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탐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서 훌륭한 논쟁가나 연설문 작성가로 성

장하게 하고(14-15),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보다 더 발전하게 

하며 많은 사안들에 대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

다(15).” 이를 위해 이소크라테스가 천명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16).

①  모든 말을 구성하고 직접 할 때, 그 원천으로 끌어다 쓰는 말의 다양

한 형태(idea)들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②  말의 다양한 형태들 중에서 사안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서

로 잘 맞게 섞어 적절하게 배열한다.

③ 시의성(kairos)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④  말 전체를 잘 궁리해서 다듬어진 생각으로11) 알맞게 색을 입히듯 장

식한다.

10)  이소크라테스는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 아름다운 말이 내용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밝혔다.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은 말하는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

며 듣는 사람을 가장 이롭게 해주는 말이다(4).” 연설가가 “공동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다하고 자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1)하
면 명예를 얻을 만한데, “한 사람이 현명한 생각을 잘 한다면, 그의 생각을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2).”
11)   “잘 궁리해서 다듬어진 생각”은 엔튀메마(enthumēma)를 옮긴 것인데, 이 말은 원

래 ‘마음(thumos) 속에서(en-) 다듬어진 것(-ma)’이라는 뜻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

혀 곰곰이 그 해결책을 궁리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그 궁리는 



38 수사학 제29집

⑤ 듣기 좋은 리듬의 단어들을 음악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점에서 교육적인 돌봄(epimeleia)이 필요하다. 잘 

돌봐진 영혼은 용감하고 ‘의견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doxastikēs)’ 
사람들을 설득하며12) 이런 능력을 갖출 때 ‘현명한 판단을 잘 내리는 사

람’(eu phronountōn)이 된다.13) 여기에는 전형적인 수사학적 개념 중에 착

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과 교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

다. 먼저 학생은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하며 말의 다양한 종류(eidē)를 

배우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쳐야할 모든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

래도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교사가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내보여야 한다. 

이 모든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철학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완숙해

추론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특히 상식과 통념에 부합하는 전제와 과정과 결말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와 같은 궁리가 연역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

여 수사학적인 연역추론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삼는다.

12)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의 이 대목을 겨냥한 듯,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

로 하여금 수사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기술

로 하는 활동의 일종이 아니라, 어림잡는 데 능숙하고 용감하며 사람들과 교제하

는 재주를 타고난 영혼의 활동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아첨(kolakeian)이라

고 부르지요.”(463a)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의 “용감하며 의견을 잘 만드는 영혼

(psukhēs andrikēs kai doxastikēs)”이라는 표현을 “어림잡는 데 능숙하고 용감한 영

혼(psukhēs stokhastikēs kai andreias)”이라고 바꿨다.

13)  “왜냐하면 이전에 일어난 행위들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자산으로 남아 있지

만, 그것들을 시의적절하게(en kairōi) 이용하고 각각의 행위에 관해 적합한 것들

(ta prosēkonta)을 궁리하고(enthumēthēnai) 단어들을 이용하여 잘 배치하는 것(eu 
diathesthai)은 현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시민대축

전에 부쳐』(9)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방법이 ‘말에 대한 철학’(hē peri tous logous 
philosophia)와 연결시키며(10) 시의적절하고 공동의 악과 재앙을 제거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말을 철학한다’(philosophein touton ton logon)는 표현도 

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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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뭐라도 하나 빠지면, 학생들은 바로 그 점에서 그만큼 더 나

빠진다14)(17-18).  
그런데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 학생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쪽보다는 에피에이케이아를 갖춘 사람이 되는 쪽으로 더 빨리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다.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가 이소크라테스 교육

과 철학(또는 수사학)의 최종 목표인 셈이다. 이소크라테스가 이것을 개념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정의한 적은 없다. 그것은 우리의 과제로 남겨

져 있다. 그의 작품들에서 이 개념이 사용된 문맥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그의 『시민

대축전에 부쳐』의 한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이 목적에 다가서려고 한다.

IV. 아테네가 보여준 카리스와 에피에이케이아

「소피스트 반박」 연설을 발표하고 약 10년 후인 기원전 380년에 이소크

라테스는 올륌피아 축제에서 『시민대축전에 부쳐(Panēgurikos)』를 발표하

고(Norlin 1928, 119)15) 그 사본들을 널리 유포시켰다. 이 연설문은 이소크

라테스가 평생 동안 지켜온 범헬라스주의(panhellenism)를 최초로 표방한 

것으로 주목받는다.(김헌 2015a, 45-77) 그가 이 연설문을 발표했을 당시 

헬라스(=그리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 이후에도 반목

14)  이와 같은 주장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편에서도 나타난다. “설득력 있는 참된 

연설가의 기술은 어디서 어떻게 터득할 수 있습니까?” “만일 자네에게 연설가로서

의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지식과 연습을 통해 언변이 좋은 연설가가 될 걸세. 하지

만 이 가운데 무언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 점에서 자네는 불완전할 것이네.”(269c-
d)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은 당대 수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거나, 아니면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같은 자료를 보고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 Mathieu, G., 
Brémond, É. (1972, 146, note 2).

15)  그러나 이 연설문은 「소피스트 반박」이 작성된 기원전 39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

였고 약 10년 동안 다듬어졌다고 한다.(Sandys 1872, xlii-xl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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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 전쟁이 계속되는 혼란과 위기의 상태였다. 지난 세기에 헬라스

를 두 차례나 침략했다 물러난 페르시아는 여전히 정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헬라스를 노리는 한편, 헬라스의 갈등 관계를 이용하여 헬

라스 도시국가들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해 이소크라테스는 헬라스의 단합을 촉구하고 나아가 페

르시아에 대한 군사적 원정을 제안했다.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로는 전쟁을 하되, 우리 자신은 한마음 한

뜻(homonoia)이 될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3).16)  

그렇다면 누가, 어떤 도시가 이 일에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소

크라테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지난날의 적대적인 과거를 극복하고 앞

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아테네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왜 아테네인가? 

[1]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 가장 오래 되었으며 가장 위대하며 모

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가장 드높다는 것에 이견이 없기 때문입

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다음 근거 위에서도 여전

히 성립합니다(23).

아테네가 다른 어떤 도시국가보다, 특히 스파르타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며, 따라서 헬라스 연합의 주도권을 아테네가 쥐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이 인용문 다음부터 상세하게 설명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피에이

16)  “우리 자신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완전히 풀어 버리고 그것을 그 

이방인에게로 돌려야 한다(15).” “우리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자(19).” 이에 관련된 수사학적 분석은 김헌 

(2015b, 49-89)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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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라는 말이 등장한다.

[2] (우리가 보여준) ‘카리스’와 ‘에피에이케이아’를 일단 제쳐 

두고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말을 해야 한

다면, 외지인이 토착민을,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를, 

탄원자로 피난을 온 자가 그를 받아들인 자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은 분명 아닙니다(63).

인용문 [2]의 첫 구절을 보면, 그 바로 앞에는, 그러니까 인용문 [1]과 

[2] 사이(전통적인 문단 나눔의 번호로는 (23)에서 (63)까지) 39개의 문단 

안에는 아테네가 헬라스의 도시국가들에게 보여준 카리스와 에피에이케이

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부분을 분석하면 이소크라테

스가 에피에이케이아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일정 부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인용문 [1]과 [2] 사이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소크라테스의 에피

에이케이아가 갖는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와 병렬되어 사용

된 ‘카리스’(kharis)의 의미도 따져 봐야 한다.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별개

의 개념으로 나란히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의미가 통하는 깊은 관

계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에피에이케이아의 일

반적인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으니, 여기에서는 일단 카리스의 의미를 일

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니들과 스코트 사전(1996)에 따르면, 카리스(kharis)의 첫 번째 뜻은 ‘겉

으로 드러나는 우아함’(outward grace)이다. 특히 아름다운 외모나 태도에

서 풍겨나는 우아함인데, 주로 사람이나 신에 대해 사용되었다. 예컨대, 

호메로스는 아테나가 오뒷세우스를 나우시카 공주 앞에서 더 크고 풍만

해 보이게 하고, 그의 머리와 어깨 위로 우아함(kharis)을 쏟아 붓자 오뒷

세우스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빛났다고 한다(『오뒷세이아』 6.237).17)   

17)  이후 이 문단에 나오는 부분은 『오뒷세이아』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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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우시카가 ‘몸매와 외모가 불사의 여신들과도 같은’(6.16) 이유는 

그녀가 신들에게서 ‘아름다움’(kallos; 8.457)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녀뿐

만 아니라 그녀의 두 하녀들도 카리스 여신들에게서 ‘아름다움’(6.18)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호메로스는 카리스를 외적인 아름다움과 우아

함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했다. 더 나아가 카리스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우

아함으로 빛나는 영예나 영광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카리스는 눈으로 확인되는 외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객관적

인 의미로(in objective sense)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정한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동기가 되는 특정한 감정(pathos)이나 마음씨, 마음가짐을 뜻하며,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도 사용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보

기에 좋은 우아한 태도와 행동, 우아한 마음씨를 표현한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이 개념을 수사학적인 맥락 안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태에서 사람들이 카

리스를 갖는지는 카리스를 정의하면 분명해진다. 카리스를 가진 

사람에게 ‘카리스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에서 카리스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봉사인데, 그것은 뭔가에 

대한 대가로서도 아니고, 봉사한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

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상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

라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얻기가 어려운 것들일 때, 또 중요하

고 어려운 시기(kairos)에 때맞춰서, 베푸는 사람이 혼자서 하거

나 또는 처음으로 하거나 또는 가장 많이 하면 그의 카리스는 그

만큼 더 큰 것이다(『수사학』 III.7, 1385a16-21).

여기에서 카리스는 궁핍한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favour)를 뜻

한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대가를 바

라지도 않고 순전히 상대를 위해 그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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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친절한 마음씨, 그런 마음씨에서 나오는 태도와 행위다. 흥미로운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카리스를 감정의 하나로서 정의하면서, 감정에 

그치지 않고 그 감정에서 비롯되어 상대에게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의 봉사(hupourgia)를 카리스의 피규정항에 넣었다는 사실이다. 범주론적

으로 어긋나는 점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카리스는 특

정한 감정(호의)이면서 동시에 그 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선의, 친

절, 은혜, 혜택을 두루 뜻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한 것이

다. 그런데 그런 호의와 혜택, 친절과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수혜자

가 느끼는 고마움과 감사의 감정,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나 사

례의 선물도 카리스로 표현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아테

나 여신은 트로이아의 명궁 판다로스를 찾아가 메넬라오스를 향해 화살

을 쏘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대는 트로이아인들에게서, 그중에서도 특

히 알렉산드로스 왕에게서 카리스와 영광를 받게 될 것이오(『일리아스』 

4.95-96).” 판다로스가 메넬라오스를 화살로 맞추면, 그것을 고맙게 여긴 

알렉산드로스(파리스)가 감사의 선물을 줄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카

리스는 감사하는 마음이며 감사의 인사말이겠지만, 그런 고마움이 표현

된 구체적인 선물도 가리킨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라케다이몬 사람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인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었는데, 그들

로부터 카리스를 받지 못했다고 투덜거릴 때, 카리스는 감사의 인사, 고

마움의 표시를 뜻한다.(헤로도토스, 『역사』 5.90) 헬라스인들(=그리스인

들)이 페르시아인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델포이인들이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신탁을 전하자, “그들에게서 무궁한 카리스를 받게 되었다”

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위의 책 7.178). 
감사함의 표시로서의 사례의 선물이나 인사말,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

음과 감사의 감정,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상대의 고마운 행

동, 이 모든 것이 카리스로 표현된다. 아낌없이 베풀고 이에 대해 진심으

로 감사하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도 우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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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면, 카리스는 에피에이케이아의 세 가지 측면, 즉 즉 시의적 적합

성, 합리적 유연성, 관대한 배려심 가운데 세 번째 부분과는 직접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다.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가자. 구체적으로는 『시민대축전에 

부쳐』의 (23)부터 (63)까지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다른 모든 도

시들 중에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면서 먼저 “우리는 태생적

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들이며”(24) 유구한 시간동안 동일한 지역 안

에 대대로 정착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테네인들 덕택에 많

은 좋은 일들이 그리스의 다른 지역,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으며

(26), 그것 때문에 아테네는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고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아테네는 또한 헬라스 전체가 전쟁의 위험을 

이겨내고 전체적인 체제를 갖춰 시민공동체(politeia)를 이루며 살 수 있도

록 해주었다. 그밖에도 잘한 일들이 많지만(27), 인구에 회자되는 것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테네는 데메테르 여신에게서 땅의 열매와 입교의식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받았을 때, 다른 헬라스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와 

행동을 취했다. 

우리 도시는 신들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사랑하

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았으며 획득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가졌습니다(29).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아테네는 데메테르 여신에게 받은 선물(식량)

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특히 땅의 열매의 쓰임새, 그것을 거두

어드릴 수 있는 작업의 방식, 땅의 열매로부터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신에게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돌려준

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다른 그리스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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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인들은 인색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 

아테네인들은 수혜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아

니다. 역으로 아테네인들이 그 수혜자들에게 이전에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답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그리스인들에게 베푼 것이다. 이런 점에

서 아테네인들의 감정, 마음씨, 태도와 행동은 일단 ‘은혜’, 즉 ‘카리스’

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공정성과 함께 묶인다면 

에피에이케이아와 통한다. 

이어서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헬라스의 다른 도시들을 대상으로 

“잘 해 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것과 처음 생겨난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된 것”(34)을 언급한다. 특히 헬라스인들이 좁은 영토에 갇혀 

군사적인 충돌을 벌이고 전쟁으로 피폐해가는 것을 막았던 행동과 조치

들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아테네로부터 각 도시로 파견된 지도자들은 

파견된 도시 내부의 빈곤을 수습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군사적 원정을 감

행했다. 정복한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하고 그곳에 아테네를 모방한 도시

를 건설하게 했다(34-36). ‘이방인들은 떠나게 만들고 헬라스인들은 그토

록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엄청난 이로움을 가져다준 지도력’을 아

테네가 보여준 것이다(37). 이런 행동은 아테네의 자국 이기주의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웃 도시의 불행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헬라스를 구

한 것이며, 그리스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며 취한 통 큰 것이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 가운데 신들에게서 얻은 것들은 

빼고, 서로를 위해 애쓰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 

도시 없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오직 우리 

도시 덕택에 생겨났던 셈입니다(38).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문명적인 요소들을 베풀

었음이 강조된다.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최초로 법을 세우고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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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했던 아테네는 자신들의 안위와 문명에 만족하지 않고, 법도 없이 

무정부 상태에서 죽어가거나 권력자의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구하고

(39),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삶에 필수적인 것에 유익한 기술과 즐거

움을 주는 기술을 발명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40). 그밖에도 다른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이방인을 우호적으로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을 한 집안사람처럼 대했다(41). 페이라이에우스 항구를 세워 

그리스 전역의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게 하였다(42). 그리스인들이 함께 평화협정을 맺고 적대감을 풀고 

한곳에 모여 서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정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동료의식을 만들 수 있는(43) 함께 모여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

록 하는 일, 즉 제전과 축제, 경기와 경연을 개최하는 일에서 아테네는 다

른 어떤 도시보다도 앞장섰다. 그리고 이 경쟁의 과정에서 아테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판정을 내리기까지 했다(44-46). 
『수사학』에서 제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맞춰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을 해석하자면(III.7 1385a16-21), 아테네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초로, 가장 많이 했으며,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도 훌륭하게 수

행했고, 꼭 필요한 그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했으며, 그 어떤 혜택의 대가

로 하거나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테

네가 다른 도시들에게 베푸는 은혜(kharis)며 그 중요성과 규모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정성과 정의에 입각하여 

실행하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남에게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을 마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또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가 설명했던 에피에이케이아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아테네가 세계

만방에 보여준 철학에 의해서였다. 아테네는 철학을 통해 그리스 전체를 

위한 상기의 좋은 일들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철학 자체를 보여주

었고(김헌 2016a, 145-182 참조), 헬라스 전체의 것이 되게 하였다(47). 그
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피에이케이아였음을 상기한다면, 철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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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줌으로써 아테네는 결국 에피에이케이아를 보여준 셈이다. 또한 모

든 동물들 중에서 인간에게만 유일한 본성인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오

직 현명한 영혼과 지혜로운 사람만이 아름답고 솜씨 좋게(=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육에 힘썼다(48-49). 이것 역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아테네가 다른 그리스인들에게 베푼 가장 중요한 은혜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도시는 현명한 생각에서나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나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앞서 나간 나머지, 이 도시에서 배운 학생

은 다른 사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스 사람들’이라

는 이름은 더 이상 종족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라

는 의견을 만들었고, 공통되는 태생적 조건을 갖는 사람이 아니

라 우리의 교육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헬라스인들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50).

그리고 이소크라테스는 조상들이 “다른 좋은 일을 베풀었던 것에 못지

않게 위험한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51)”
며 그 공적들을 열거한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싸움은 다른 사

람들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생존과 자유로운 삶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중대

한 도움을 줬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아테네가 보여준 것은 은혜로서의 카

리스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덧붙는 말에서는 카리스 이외의 것이 보인다. 아테네인들은 “언

제나 계속해서 이 도시가 모두를 위해 일하도록 하였고, 헬라스 사람 가

운데 부당하게 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구원자가 되어 주었습니

다(52).”고 한다.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전체를 위하는 마

음, 부당한 자를 구원하려는 마음은 단순히 카리스로 설명될 수 있는 부



48 수사학 제29집

분은 아니다. 나를 넘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부정함을 바로 잡으

려는 정의감과 공정성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에피에이케이아

로 설명되어야 더 적절하다. 

물론 이런 태도는 자칫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익숙해진” 상태, 더 큰 도시와 동맹을 맺는 것이 안전을 위

해서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강한 자들과 함께 더 많은 이

익을 얻기 위해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설령 이익에 반하더라도 더 약

한 자들을 돕는 일을 선택하는” 태도 때문에 정책을 잘못 설정한다는 비

난이다(53). 약자를 배려하고 불의를 피하는 것, 약자를 위해 자신의 몫이 

손해를 보는 것조차 감수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것이 아테네가 보여준 카리스와 에피에이케이아에 속하는 것이라면, 앞

엣것보다는 뒤엣것에 속할 것이다. 특히 남을 위한 배려와 전체의 공정성

을 위해 자신에 대해 공정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

도 불의를 범하지 않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아리스토텔레

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강조했던 에피에이케이아에 상응하는 것

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약자를 도와주었던 전력(前歷)을 보여주기 

위해 헤라클레스의 자식들과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의 예를 든다. 

둘 다 불행을 겪은 후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아테네를 찾아왔다는 것이

다(54-56).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은 헤라클레스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해주었고” 그것은 헤라클레스가 베푼 

은혜며, 아테네만이 은혜(kharis)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56). 이 말대

로라면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에게 아테네가 베푼 카리스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개념에 잘 들어맞는 것인 반면, 아테네가 헤라클레스의 자손

에 베푼 카리스는 이전에 헤라클레스가 베푼 은혜를 갚는 행위, 즉 감사

의 표시로서의 카리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테네는 아드라스토스왕

과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58-60). 
흥미로운 것은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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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스와 라케다이몬과 멧세네를 취했으며 스파르타의 거주민이 되었고 

라케다이몬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케다이몬 사람들이 향유

하는 행복과 모든 좋은 것이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61).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를 위험한 전쟁에 빠뜨려서는 안 되

며, 자신의 노예로 삼겠다는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62).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베푼 카리스와 에피에이케이아를 일단 제쳐두고 스파르타를 비

판하면서 말한 내용, 즉 “외지인이 토착민을,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

푼 자를, 탄원자로서 피난을 온 자가 그를 받아들인 자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은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63), 스
파르타는 카리스도 에피에이케이아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셈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이소크라테스의 『시민대축전에 부쳐』의 (23)에서 (63)을 검토

해 보았다. 특히 (63)에서 언급된 에피에이케이아, 그리고 그와 함께 언

급된 카리스의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본 후에, 그것이 이 연설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카리스

는 은혜의 의미로, 에피에이케이아는 배려와 공정성이 결합된 의미로 이

해될 수 있다. 번역의 문제로 풀자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 에피에이케이

아는 ‘공정관대함’ 또는 ‘공명관대함’으로 새길 수 있다. 공명정대하되 

관대하며, 그 관대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통 큰 배려심이 강

조된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건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은혜로서의 ‘카리스’는 ‘에피에이케이아’의 개념 가

운데 관대함, 배려심의 측면을 부각시켜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또는 번역은 에피에이케이아의 세 측면 가운데 

공정성과 배려심이라는 두 가지 측면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연설문에

서는 이 두 측면이 주로 부각되었다.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선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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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이 개념 속에는 들어있지만, 이 

연설문 속에서는 이 측면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연설문에서 이 개념은 ‘공정관대함’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합리

성이 추가되어 ‘합리적 공정관대함’이 된다면, 이 개념이 갖는 의미의 완

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 언급된 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검토는 

물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이고 윤리적인, 종합적으로는 철

학적인 개념을 가져와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이

론적인 연대감 또는 연결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

면,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문과 그 속에서 사용된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

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제한 셈이다. 이

소크라테스의 연설문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전제는 충분히 입증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크라테스는 말의 교육을 철학의 핵심으로 두고, 

그 궁극적인 지향점에 에피에이케이아를 두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을 인간의 행동 세계와 관련된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었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피에이케이아의 개념은 분명 그 개념의 일반적

인 의미와 부합하며, 이소크라테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규정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매우 높고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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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ocrates’ Epieikeia in his “Panegyricus” 23–63

 KIM, Heon (Seoul National Univ.)

Isocrates’ purpose of education is expressed in his Against the Sophists as 
follows: “Those who desire to follow the true percepts of this philosophia 
may, if they will, be helped more speedily towards epieikeia than towards 
rhētoreia” (21). What is herein underlined as the purpose of his philosophy 
and of his education is epieikeia. However, what does epieikeia mean? That 
is the question to which this article aims to answer. 

In Isocrates’ “Panegyricus,” epieikeia is mentioned with kharis, which 
means grace and gratitude as follows: “Now, if we may return to the 
main point, leaving aside issues of kharitas and epieikeias, and make 
the most precise argument...” (63). In the parts of this speech 23–62, 
Isocrates enumerates the examples of kharitas and epieikeias that Athens 
accomplished for the other Greek cities and people. From this, it is clear that 
epieikeia means in particular clemency toward the weak. 

This definition highlights one of the three traditional meanings of epieikeia, 
that is to say, clemency, reasonableness, and equity. In fact, Aristotle defines 
epieikeia in “Nicomachean Ethics” as a sort of justice that corrects and 
completes legal justice when a judgement strictly passed by a written law is 
defective. Yet, Isocrates’ “Panegyricus” mainly focused on the meaning of 
clemency that is comparatively weak in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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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설득을 위한 은유*

- 크리스퍼/카스9에 대한 대중적 표현에서의 부각과 은폐 -

김훈기 (홍익대)

I. 문제제기

“이 음식들은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 아니라 ‘편집’됐다(These Foods 
Aren't Genetically Modified but They Are ‘Edited’).” 지난 1월 9일자 『뉴욕 

타임스』 과학면에서 한 생명공학회사가 마련한 시식회를 소개한 기사의 

제목이다. 시식회에 선보인 요리의 재료는 유전자가 ‘편집’돼 몸에 좋은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콩과 잘랐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는 감자였다. 조

만간 곰팡이에 감염되지 않는 밀, 탄수화물이 적게 함유된 여러 다이어트

음식이 등장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시식회를 개최한 목적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과학기술계에서 찬사가 이

어지고 있는 ‘유전체1) 편집 기술(Genome Editing Technology)’을 대중이 

거부감 없이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유전체 편집 기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생물학에서 유전자(gene)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실체를 의미하고, 유전체

(genome)는 한 생명체가 갖는 유전자뿐 아니라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영역도 포괄

한다. 이들의 개념 차이가 은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III절에서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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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원래 과학계에서 사용되던 전문용어인 크리스퍼/카스9(CRISPR/
CAS9) 기술 등의 개념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낸 은유적 

표현이다. 그런데 말뜻 그대로 보면 무언가를 ‘편집’하는 일은 ‘변형’하

는 행위의 범주에 속해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편집과 변형을 애

써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은유는 인간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사학적 도구이

며,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와 추론에 불가피하게 작용하고 있다.(레이코

프·존슨 2006, 21) 우리가 일상에서 새롭게 정의하려는 개념들(목표영

역), 그리고 정의를 목적으로 이용한 개념들(정보영역 또는 기본영역)은 

모두 인간이 겪어온 자연적 종류의 경험이며, 정보영역은 늘 목표영역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묘사됨으로써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다(레이코프·존슨 2006, 211-214; Kövecses 2003, 7). 두 영역 사

이에 대응하는 관계인 사상(mapping)은 각 영역에 내포된 고유 속성들의 

유사성2)을 통해 이뤄지는데, 은유적 표현에서 일부 유사한 속성이 부각

되는 한편 유사하지 않은 속성은 은폐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은유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구자가 새로운 

개념, 모델, 장치 등을 발굴해 학계와 대중에게 알릴 때 은유적 표현이 종

종 등장한다. 가령 과학자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연의 복잡한 과정이나 

개념을 비전문가나 과학도에게 전달할 때 은유의 도움을 받는다(Hellsten/
Nerlich 2008, 95; 리브스 2010, 51). 예를 들어 1880년대 톰슨이 원자의 구

조를 설명할 때 제안한 ‘건포도 푸딩 모형’이나 1940년대 슈뢰딩거가 제

시한 ‘유전자 암호’ 개념 등이 은유적 표현에 해당한다.3) 여기서 은유의 

2)  은유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유사성의 종류는 인간이 표현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특성들 사이의 선재적 유사성(예: 그녀의 볼은 장미) 외에도 체험적 상관성(예: 화는 

열), 지각된 구조적 유사성(예: 인생은 도박), 목표의 뿌리나 기원(예: 사랑은 결속) 등 

다양하다(Kövecses 2003, 119-133 참조).

3)  톰슨은 원자가 전자들과 균형을 유지하는 양전하의 구름으로 구성된다고 파악하면

서 전자들을 건포도, 양전하의 구름을 푸딩으로 묘사했다(그로스 2007, 59). 슈뢰딩

거는 생명체의 유전자 안에 암호화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표현하면서 암호 하나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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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새로운 개념을 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수사학을 설득의 학문이라 볼 때 은유가 적용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의 텍스트는 마땅히 수사학적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좀더 강경한 입장

에서 그로스(2007, 11-12, 15-16)는 지식의 창조가 “자기 설득으로 시작해 

다른 이의 설득으로 끝나는 일”이고 과학의 텍스트는 “언제나 설득을 위

한 수단이며 과학자한테 어떤 특정 과학이 옳다는 신념을 주는 방식”이

라고 주장했다. 과학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친 지식의 산물

이긴 하지만 웅변술처럼 설득에 중심을 둔 수사학적 기획이며, 수사학의 

범주에서 과학 텍스트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4) 그로스를 

비롯한 초창기 과학수사학 연구자의 관심은 과학계의 엄격한 규율과 형

식을 갖춘 전문적인 텍스트 분석에 치중됐는데, 1990년대부터 대중과학

이나 공상과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으로 그 영역이 확

대됐다(오철우 2015, 4).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응용 가능성을 갖춘 경

우, 관련 전문가들은 학계뿐 아니라 정책결정가를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

로 한 설득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은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동원하게 마

련이다. 여기서 설득의 목표는 개념의 이해 수준을 넘어 관련 연구의 지

속성과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는 일까지 포

함한다. 특히 생명체의 유전자를 변형해 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생명

공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성과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최소

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로 부각시키기 위한 은유가 등장해 왔다.

전정보를 단백질로 전이시킨다고 설명했다(리브스 2010, 52-53). 이들 은유적 표현

은 비전문가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동료 과학자의 후속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4)  그로스(2007, 71-72 참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재해석해 논리와 수사 모

두에 이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논리적 이성’과 ‘수사학적 이성’에 동등한 지위를 부

여하고 수사학의 적용 범위를 정치와 사법에 한정짓지 않는 페렐만의 견해에 동조한

다. 비록 페렐만이 『신수사학』에서 과학의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의 텍스

트 역시 이런 관점에서 분석될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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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이 

국내외 대중매체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해 동원되는 은유적 

표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 기술은 과거에 비해 매우 간단

하고 정확하게 유전자를 변형할 수 있으며 그 적용 범위를 농산물은 물

론 동물, 그리고 인간의 수정란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과 동시

에 학계와 대중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 왔다.5) 전문가들의 은유적 표현은 

주로 칼럼이나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들은 과학기술적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그 응용을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고 사회에 요구하기도 한다(O'Keefe et. al. 
2015, 3). 이 과정에서 은유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 쉽게 

표현되지만은 않는다. 크리스퍼/카스9처럼 복잡한 원리가 상당히 함축

된 개념의 경우 정보영역 역시 어느 정도의 지식 없이는 직관적으로 이해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유적 표현에서 은폐되는 측면은 대중에게 감지되

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은유가 대중의 정서(emotion)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작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 다른 엉뚱한 사안으로 대체될 수 

있다(O'Keefe et. al. 2015, 4-5).
전문가들이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적용된 농산물을 ‘변형’된 것이 아

니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20여년 간 세계인이 섭취해 왔

으며 흔히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불리는 농산물이 아

직까지 안전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6) 크리스퍼/카스9 기
술로 만들어진 농산물은 기존 GMO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유

5)  국내에서는 2015년 하반기 관련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

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최로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작

업이 수개월 간 진행된 바 있다. 여기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주제는 인간의 수정란

에 대한 기술의 적용 범위였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12 참조)

6)  기존 GMO가 안전한지 여부는 흔히 동물에게 투여하거나 섭취하게 하고 그 결과

를 관찰하는 독성실험을 통해 판단돼 왔다. 그런데 국가별로 실험 설계와 기간을 

상이하게 요구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해 일관된 과학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

다.(Demortain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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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변형’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변형’이라는 말을 사용

하는 순간 대중은 기존 GMO를 연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편집’, ‘표

적화(targeting)’, ‘교정(correction)’, ‘유전자 가위(gene scissors)’ 등 다양

한 은유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새로운 범주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크리

스퍼/카스9 기술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전통육종 기술과의 동

류화를 통해 새로운 속성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은유를 활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은유적 표현에 대한 고찰은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자(전문가)가 구사하는 은유적 표현은 독자(대중)에게 

목표영역이 어떤 의미로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등장한 것이며, 이 과

정에서 부각되는 측면과 은폐되는 측면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하

고자 한다. 이 같은 시도는 수사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첨단 생명공학의 

영역을 선택해 적용해본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 한편, 해당 과

학기술의 직접적인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는 현실적 의미도 

지닌다.

II. 유전자 가위로 표적을 편집하다

크리스퍼/카스9이라는 전문용어(목표영역)가 어떤 구체적이면서 익숙

한 대상(정보영역)으로부터 설명되는지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크리스퍼/

카스9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자. 크리스퍼/카스9은 박테리아의 면역체

계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크리스퍼의 영어 이름은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이다. 이 복잡한 용어를 편의상 두 부

분으로 나눠 살펴보자. 먼저 ‘짧은(Short) 회문적(Palindromic) 반복구조

(Repeats)’ 부분이다. 여기서 회문(回文)이란 보통은 앞뒤 또는 위아래를 

바꿔 읽어도 동일한 낱말이나 문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eye’, ‘다들 

잠들다’ 등이 회문이다. 그런데 크리스퍼에서 회문은 박테리아의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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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7) 배열에서 순서를 앞뒤로 뒤집었을 때 본래 염기와 결합하는 염기

가 나타나는 구조를 의미한다. DNA의 염기 A(아데닌)는 T(티민)와, C(시

토신)는 G(구아닌)와 결합하며 이중나선을 형성한다. DNA 회문의8) 예

를 들면 AGGCCT인데, 뒤집으면 각 염기와 결합해 짝을 짓는 TCCGGA 

배열을 이룬다. 1987년 박테리아에서 이런 배열이 짧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학계에 보고됐다. 다음으로 회문 사이에 ‘주기적 간격으로

(Regularly) 공간을 차지하며(Interspaced) 모여 있는(Clustered)’ 부분이다. 

흥미롭게도 이곳의 염기는 박테리아 고유의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의 천

적인 바이러스(또는 박테리오파지)의 20여개 염기였다.

2000년대 들어 크리스퍼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DNA 부위인지가 밝

혀졌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DNA를 박테리아 안으로 넣어 박테리아를 감

염시킨다. 감염된 박테리아 가운데 살아남은 개체는 바이러스의 DNA를 

자신의 회문 배열 중간중간에 저장한다. 만일 바이러스의 DNA가 다시 

들어오면 박테리아에 저장된 DNA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한편 바이러

스 DNA를 생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RNA는 

이 단백질과 결합한 후 들어온 바이러스 DNA에 도달해 이를 분해함으로

써 방어 작용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백질은 크리스퍼와 연관돼 있다는 

의미에서 CAS(Crispr ASsociated)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숫자 9는 단백질

의 한 종류를 가리킨다. 요약하면 크리스퍼/카스9은 박테리아가 바이러

7)  세포 안에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DNA와 RNA)이 존재한다. DNA는  

DeoxyriboNucleic Acid의 약자로, RNA(RiboNucleic Acid)에 비해 앞에 Deoxy가 

붙었다. RNA에서 Nucleic Acid는 핵(nucleus)에서 산성을 띠는 물질이란 뜻에서 이

름이 붙었는데, 그 기본 구성물질은 인산기(-PO4), 당, 염기이다. 이들 중 탄수화물의 

일종인 당은 탄소 5개로 이뤄진 리보오즈(ribose)이기 때문에 Ribo라는 말이 Nucleic 
Acid 앞에 붙었다. 염기는 A(아데닌), G(구아닌), C(시토신), U(우라실) 등 4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들이 용액 안에서 염기성을 높이기 때문에 염기라고 불린다. DNA에

서 Deoxy는 산소(oxygen)가 없다(de)는 뜻으로, RNA에 비해 리보오즈에서 산소가 

하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정해졌다. 염기는 RNA처럼 4가지 종류이지만 U 대신 T(티

민)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8)  사실 DNA 염기 배열을 낱말이나 문장의 영역인 회문이라 칭한 것도 은유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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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면역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먼저 발견한 과학자들이 동료 과학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

고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만든 용어였다.9) 

최근 서구 사회에서 유전체 편집 기술로 흔히 표현되는 크리스퍼/카스9
은 박테리아의 면역체계를 모방해 만든 인공물이다. 박테리아의 크리스퍼/

카스9은 기능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 DNA를 분해하는 부위(카스9), 그리고 

카스9과 결합하고 바이러스 DNA까지 도달하는 부위(RNA)로 구분된다. 

인공 크리스퍼/카스9은 이 두 가지 부위가 박테리아의 그것과 유사한 구조

와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졌다. 즉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그 염기 배열을 분해하는 단백질(카스9)을 만드는 한편, 여기에 이 유전자

의 DNA까지 도달하도록 안내(guide)하는 gRNA를 제작해 연결한 것이다.

이제 인공 크리스퍼/카스9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을 살펴보자. 먼저 ‘크

리스퍼/카스9은 유전자 가위’ 은유이다. 유전자 가위는 대중매체의 텍스

트에서는 물론 시각자료로도 가장 흔하게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자가 DNA의 한 지점을 가위로 자르는 장면, 또는 RNA 끝에 연결된 가

위가 DNA의 한 지점을 자르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가위 은유는 과학계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등장했다. 당시에

도 박테리아에 바이러스 같은 외부 생명체의 DNA가 들어 왔을 때 이를 

인식하고 분해하는 단백질의 존재가 밝혀졌다. 이 단백질을 전문용어로 

핵산분해효소(nuclease)라 부르며, 박테리아의 경우 외부 생명체의 침입

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제한효소(restriction enzyme)라고도 칭한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효소가 DNA의 특정 부위를 생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역할

을 설명할 때 ‘가위로 자른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 그렇다면 최첨단

9)  박테리아 DNA 염기의 독특한 배열에 대한 작명을 둘러싸고 초창기 학계에서 약간

의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SSRs(Short Sequence Repeats)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

었으나 반복되는 염기가 회문 배열의 염기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인지 

혼동할 수 있었다. 이후 많은 박테리아에 회문 배열이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CRISPR라는 용어가 정착됐다(Jansen et. al. 2002 참조).



62 수사학 제29집

의 기술에 굳이 반세기 전의 표현을 다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카스9이 제한효소의 일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1970년
대에 제한효소가 발견돼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가위라는 말이 쓰

였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가위의 속성, 즉 원하는 부위

를 ‘정확하게’ 자르는 기능이 당시에 비해 월등하게 개선됐기에 이를 강

조하기 위해 다시금 동일한 은유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줄곧 사용돼온 제한효소는 염기 4-6개와 결합하고 이 가운데 한 지점을 

분해한다. 그런데 생명체가 갖는 DNA 염기의 수는 상당히 많다. 가령 인

간은 32억 개, 밀은 이보다 다섯 배 많은 수의 염기를 가진다. 이들 염기 

가운데 4-6개의 배열이 일치하는 부위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기존의 제

한효소로는 DNA 전체에서 원하는 유전자뿐 아니라 다른 유전자들도 수

없이 분해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카스9과 연결된 gRNA는 20여개의 염

기와 한꺼번에 결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원하는 유전

자에 도달해 이를 분해할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은유로 편집과 표

적화 은유가 있다. O'Keefe  et. al.(2015)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

지 미국의 주요 신문과 대중과학 발간물을 분석한 결과 크리스퍼/카스9
에 대한 표현에서 이들 은유가 가장 많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10)

먼저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기능은 편집’ 은유를 살펴보자. 일상에

서 편집의 대상은 텍스트이다. 그런데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은 유전체이다. 즉 편집 은유에는 ‘유전체는 텍스트’ 은유가 이미 내

포돼 있다. 과학계에서 유전자와 유전체를 텍스트로 표현하기 시작한 시

기는 1950년대에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이 보고된 때부

터이다(Hellsten/Nerlich 2008, 96-98 참조). 과학자들은 DNA의 4가지 염

기 A, G, C, T를 알파벳(글자), 그리고 염기의 배열을 낱말이나 문장이라

10)  편집 은유는 과학기술계의 논문에서 먼저 등장했다. 2011년 12월 Nature Methods 
온라인판에 게재된 논문 “Primer: genome editing with engineered nucleases”(De 
Souza 2011)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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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줄곧 표현해 왔다. 2000년대 초반 인간의 32억 개 염기의 배열 순서를 

밝히는 인간유전체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생명의 책을 읽는다’는 은유

적 표현이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편집 은유는 텍스트 은유에 비해 유전체는 편집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부각시킨다(O’Keefe et. al. 2015, 7-8). 편집 은유는 

종종 가위 은유와 함께 쓰이면서 유전체를 정확하게 ‘자르고 붙일 수 있

는’ 기능이 발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원고를 다듬고 수정하고 새

롭게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글이 나아지는 것처럼 유전체의 기능이 이전

보다 개선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런데 일상에서 텍스트를 편집하는 

과정에 어떤 위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속성은 없기 때문에 편집 은유를 접

한 독자는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생명체에 적용됐을 때 어떤 윤리적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크리스

퍼/카스9이 유전체에 작용할 때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계에서 공론화돼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관련 전문가들은 크리

스퍼/카스9이 엉뚱한 유전자 부위에서 작동하는 ‘표적이탈(off-target)’ 현
상이 일어난다는 점 때문에 그 개선책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언제 매듭지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11) 더욱이 편집 은유

는 종종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연구사례에 등장함으로써 표적이탈 현

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 독자의 눈길을 돌리게 만

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이용해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를 편집한 사례가 소개되는 경우12) 대중은 ‘맞춤형 아기(designer 

11)  표적이탈 현상을 언급하기 앞서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복잡성

은 유전자나 유전체에 변형을 가하는 행위가 생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유전자는 여러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

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단백질은 언제 어느 곳에서 생산되느냐에 따라 여러 표현형

을 나타낸다(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2016, 7-8 참조).

12)  실제로 2015년 중국 연구자들은 인간의 수정란에서 빈혈 유전자의 기능을 정지시

킨 실험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해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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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로 묘사되는 우생학적 발상에 강한 반감을 보이면서 크리스퍼/카

스9 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대신 그 오용(misuse)의 가능성에만 관심을 쏟

는 경향이 나타난다. 

편집 은유에 비해 표적화 은유는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정확성을 부

각시키는 동시에 부정확성도 드러내고 있다(O’Keefe et. al. 2015, 8). 표적

이탈 현상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표적이란 말은 개념적으로 이탈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중은 한 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하는 첨단 무기의 이미지에 익숙하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표적화가 갖는 부정확성의 속성은 가려질 수 있다. 

III. 유전체 편집과 유전자 교정의 개념 차이

한국 과학기술계는 크리스퍼/카스9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

달해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 기술을 적용한 농산물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국내 연구진은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이용해 상추, 

벼, 담배 등에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정지시키는데 성공해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러지』에 보고했으며, 이후 이들 농산물의 

상업적 재배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 역시 서구 과학계와 마찬가지로 대중매체를 통해 여러 은

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회에 기술의 개념과 효용성을 알리고 있다. 연

구진은 이미 서구 과학계에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 가운데 가장 

적절해 보이는 용어를 선택했을 것이다. 또한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어떻

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했을 것이다. 최근까지의 상황을 살펴

보면 국내 연구진은 특정 표현을 선택해 대중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레이코프·존슨(2006, 35)이 지적한대로 동

일한 은유라 해도 저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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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개발을 주도하는 집단은 한국인 노벨

상 수상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에 소속된 유전체교

정연구단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진은 ‘편집’ 대신 ‘교정’이라

는 낱말을 사용해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기능은 교정’ 은유를 채택했

다. 사업단의 영어 명칭인 ‘Center for Genetic Engineering(유전공학센터)’

에는 어떤 은유적 표현도 담겨 있지 않다. 그렇다면 교정 은유는 어디에

서 비롯됐을까. 기존에 국내에서 편집으로 번역된 ‘에디팅(editing)’을 교

정이라고 부르자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연구단 대표가 「유전자 에

디팅, 교정인가 편집인가?」라는 제목으로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직접 살

펴보자.

유전자 에디팅은 이 기술을 일컫는 학술용어로서 국내 언론은 

‘유전자 교정’,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기술’ 등 다양하게 

번역해 소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중 ‘유전자 편집’

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김진수 2016.11.29).

글의 저자는 사전에 에디팅의 뜻이 편집과 교정 두 가지로 제시돼 있으

며, 이 가운데 교정을 번역어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교정은 의료

계나 법조계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인 교정(矯正, correction)이 아

니라 편집 과정에서 오탈자 등을 고치는 행위인 교정(校正, proofreading)
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편집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교정이 적절하

다는 것일까. 서구 과학계에서 편집 은유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정확성

과 개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저자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교정 

은유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유전체에서 

극히 일부만을 바꾼다는 점을 좀더 강조하려 했다. 편집 은유를 사용하면 

상당히 많은 부위를 바꾸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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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전에서 편집은 일정한 계획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엮어서 책이

나 신문, 잡지 따위를 만드는 일”이며, “유전자 에디팅은 32억 개 염기쌍

으로 구성된 인간 유전자 전체(유전체)에서 불과 100만분의 1 내지는 10
억분의 1에 해당하는 극히 작은 부분을 바꾸는 것”이다. 저자는 ‘유전체는 

텍스트’ 은유를 사용하면서 이 상황을 “100만쪽 이상 되는 방대한 책에서 

한 글자 내지는 기껏해야 한 문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편집이란 교정, 그리고 문맥에 맞춰 문장을 

고치는 교열(校閱, revision)을 동시에 의미하는 개념이다. 저자가 에디팅

을 교정으로 번역하자고 제안한 것은 편집에서 교열 개념을 제외하자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기능은 교열’ 은유

는 부적절한 것일까.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강점은 염기 배열 순서만 알

려져 있다면 어떤 유전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크리스퍼의 물리

적 실체인 gRNA는 DNA의 20여개 염기와 결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

에 연구자가 원하는 어떤 유전자에도 카스9을 안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세포 내의 여러 유전자, 또는 한 유전자 내의 여러 DNA 부위를 동시

에 ‘교정’함으로써 “기껏해야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문맥’에 

맞게 여러 ‘문장’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크리스퍼/카스9 기술로 다양한 

유전자 부위의 ‘교열’은 가능하며, 교정 은유에서는 이 사실이 가려진다.

저자는 또한 편집 은유가 연구자들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크리스퍼/카스9 기술은 돌연변이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방식으로 유

전질환의 치료에 적용되고 있으며, 치료는 극히 일부 DNA 염기를 바꾸

는 것이어서 편집 대신 교정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이란 표현을 쓰면 생체실험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

에 불필요한 오해와 반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의 언급대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유전체의 극히 일부를 바꿔 

생명체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 

태어날 때 염기 하나가 비정상으로 배열돼 있으면 적혈구가 낫 모양으

로 만들어지는 치명적인 빈혈증(겸상 적혈구 빈혈증)이 발생한다.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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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카스9 기술로 이 염기 부위를 분해했을 때 세포의 자연복구 과정을 통

해 정상 염기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면 질환이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교

정 은유는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응용 범위를 유전질환 같은 의학 분야

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Blasimme et. al. 2015, 55) 또한 편집 과정에서

의 교정은 의료계에서 질환을 치료하는 교정으로 맥락적 의미가 바뀌었

음을 알 수 있다.13) 따라서 교정 은유는 유전자를 변형하는 생명공학자의 

이미지에 난치병을 치료하는 정당하고 선량한 의학자의 이미지를 이입하

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교정 은유는 인간 외에 농산물에도 적용되고 있을까. 저자는 “‘유전자 

편집된 가축, 과일’이라는 표현도 소비자의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

문에 농산물의 경우에도 편집 대신 교정이란 말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정 은유는 인간이 농산물에 실제로 부여하고 있는 기능에는 어

울리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올해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시식회에 등장

한 음식의 재료는 몸에 좋은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콩, 잘랐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는 감자 등이었다. 이들의 기능은 인간의 관점에서 유용한 것일 

뿐 농산물 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니다. 

한편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전자와 유전체를 별도의 설명 없이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편집될 대상이 유전자인지 

아니면 유전체인지에 따라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적용 범위는 분명히 

달라진다. 그런데 국내 유전‘체’교정연구단 소속 연구진이 2016년 설립

한 학회의 이름은 유전‘자’교정학회였다.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2016, 6)는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비롯

한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보고서의 도

입 부분에서 기술의 적용 대상을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체라고 표현하는 

13)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중매체에서는 미국과 달리 크리스퍼/카스9에 대한 은유

적 표현에서 교정(correction)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Blasimme et. al. 
2015 참조). 이는 동일한 기술에 대해 문화권별로 제각기의 용어를 선택해 표현한

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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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요약해 살펴보자. 첫째, 

흔히 표현되는 것처럼 유전체는 단지 유전자의 총합이 아니다. 생물학에

서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 부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DNA 

전체에서 이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나머지 98%는 단

백질 생성과정에서 특정 유전자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

로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 기능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주변에 단단히 감겨 있다. 만일 DNA나 히

스톤에 화학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도 

멈출 수도 있다. 타고난 유전자라 해도 염기 배열은 동일한 채 그 기능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후성유전학적 변화라 부른다. 그런데 연구 

현장에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은 2%의 유전자, 98%의 나머지 DNA, 그

리고 후성유전학적 변화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적용 대상은 이들 모든 개념을 포괄

하는 유전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특정 유전

자의 기능에 유전자가 아닌 DNA 부위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정 

유전자에 대한 변형이 유전자가 아닌 부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일 변

형의 대상을 유전자라고 표현한다면 나머지 영역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변형 연구는 물론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도 숨겨질 수 있다.

IV. 전통육종 은유에 기반한 안전성 유추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적용된 농산물은 사람과 가축의 식량으로 사용

된다.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이 시판되려면 각국 

정부의 안전성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섭취하는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등의 기존 GMO는 인체와 환경에 위험하지 않

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돼야 수입 승인이 이뤄진다. 안전성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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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독성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위해성 평가 전문

가가 10여년에 걸쳐 수억 원을 투여하며 실험을 수행한 결과물이다.14) 그

런데 크리스퍼/카스9 기술로 만든 농산물에 대한 이 같은 안전성 평가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 또한 이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들은 바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개발한 당사자들로, 위해성 평가 전문

가들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퍼/카스9 기술로 만든 농산물은 기

존 GMO와 같은 안전성 평가를 거칠 필요가 아예 없다는 주장이 개발자

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은 한마디로 ‘크리

스퍼/카스9 기술은 기존 GMO 기술과 다르며 전통육종 기술과 같다’고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육종 기술과의 비교에 은유적 표현이 등장한

다. 개발자는 안전성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엄연히 과학기술자이므

로 대중은 ‘권위 있는 과학의 이미지’의 영향 아래에서 은유의 숨겨지는 

측면을 인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적용한 농산물이 기존 GMO와 다른 이유

를 살펴보자. 기존 GMO의 대표 사례인 ‘살충성 콩’은 벌레가 먹으면 소

화기관을 마비시켜 죽게 만든다. 원래 콩에 없던 살충 기능이 외래(박테

리아 유래) 유전자의 삽입으로 갖춰졌다. 이 삽입 과정은 평소 콩을 잘 감

염시키는 박테리아를 통해 어렵사리 이뤄진다. 요약하면 살충성 기능을 

가진 박테리아 A에서 해당 유전자를 추출하고 이를 박테리아 B의 유전체

에 삽입한 다음 B를 콩 종자에 감염시키면 콩 유전체에 A의 살충성 유전

자가 삽입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크리스퍼/카스9 기술로 콩을 만든다면 

외래 유전자와 박테리아 감염이 필요하지 않다. 가령 콩에서 살충 기능을 

막는 유전자의 20여개 염기 부위와 결합하는 gRNA를 제작하고 여기에 

카스9을 연결해 콩 종자에 생화학적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면 된다. 

gRNA와 카스9은 역할을 다한 후 체내에서 분해돼 사라진다.

외래 유전자의 존재와 박테리아 감염 과정은 그동안 학계에서 안전성 

14)  가령 90일간 동물에게 섭취시키면서 관찰하는 독성실험의 경우 약 3억2,000만원

의 비용이 소요된다(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2016,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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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돼 왔다. 그래서 살충성 콩

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는 외래 유전자가 만든 단백질이 인체에 유해한지, 

그리고 감염 박테리아가 콩에 유해한지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만일 

크리스퍼/카스9 기술로 콩을 만든다면 이런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없으

며, 오로지 원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정확히 바꾼 상황이므로 동물섭취 같

은 독성실험도 불필요하다는 것이 개발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크리스

퍼/카스9 기술의 표적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중이므로 기존 

GMO와의 차별성이 곧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15)

이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전통육종 기술과 같다는 주장을 살펴보

자. 여기서 전통육종이란 정확히 말하면 여러 농산물을 교배해 새로운 품

종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을 이용

해 돌연변이 품종을 개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크리스퍼/카스9 기술과 

전통육종 기술의 관계를 설명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기존의 육종 방식에서도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해 무작위

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무작위 돌연변이들 가운데에서 품질과 

저항성이 우수한 것을 골라내는 방식을 쓰는데, 사실 이것도 방

사선과 화학물질로 식물의 디엔에이를 무작위로 절단하고서 그

것들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돌연변이를 이용하는 것입니

다. 기존의 육종 방식이 규제 대상이 아니듯이 유전자 가위 방식

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오철우 2015, 10.21).

15)  최근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예상치 못한 표적이탈 현상에 대한 Schaefer(2017)의 

보고가 대표적인 논란 사례이다. 연구진이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두 마리 생쥐에 

적용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유전체의 모든 염기 배열을 조사해보니 

전혀 엉뚱한 부위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부위는 표적이탈 현상을 

예측하는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위였으며, 하나의 염기가 바뀐 것

이 1700여 건, 소규모 염기들이 새로 들어가거나 결실된 것은 각각 164건과 128건
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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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언급처럼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을 처리해 종자를 개발하는 방

식은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전통육종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 가령 방사

선육종(Radiation Breeding)은 종자에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방사선을 쪼

여 돌연변이를 유도한 후 인간에게 유용한 종자를 골라내 활용하는 방식

이다. 그런데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항상 자연적인 방사선에 노출돼 있어 

다양한 돌연변이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육종으로 개발된 

종자는 자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종자의 일종이다. 이에 비해 외래 

유전자가 삽입된 기존 GMO는 자연에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

으로 전통육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16)

화자는 ‘크리스퍼/카스9 기술은 방사선육종 기술’ 은유를 사용하며 크리

스퍼/카스9 기술로 만든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방사

선육종 기술의 속성인 ‘물리적 조사(照射)’ ‘DNA 절단’ ‘돌연변이’ 등은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속성인 ‘생화학적 주입’ ‘DNA의 생화학적 결합과 

분해’ ‘염기의 대체’ 등에 사상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이 같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크리스퍼/카스9이 ‘안전하다’는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는 정보영역에 해당하는 방사선육종 기술이 ‘안전하다’는 속성으로부터 유

추된 것이다.17)

그렇다면 방사선육종 기술로 만든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DNA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을 무작위로 쪼여 돌연변이 농

16)  방사선육종으로 만들어진 농산물이 기존 GMO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은 국

내 방사선육종연구센터 홈페이지(www.rbrc.or.kr)에 명시돼 있다. 방사선육종 기술

은 자연에서 100년 이상 걸려 발생하는 변이를 1-2년에 실현하는 안전한 방법이며, 

기존 GMO는 전혀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삽입한 결과물이어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다는 것이다.

17)  김주현(2013, 14-15)은 목표영역과 정보영역이 공통의 특질들을 가질 때 정보영역

이 이들과 다른 특질을 가진다면 목표영역 역시 그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전이(transfer)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비논증의 일반적인 도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

에서는 유비와 은유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수사학에서 은유는 대체로 유비의 

일종으로 이해되지만 둘 사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오철우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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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만드는 과정을 떠올려보면 오히려 기존 GMO보다 많은 변형이 발

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종 산물에서 방사선을 쪼였다는 흔적이 남

지 않아 자연산 농산물과 구별할 과학적 방법이 없다. 즉 기존 GMO와는 

달리 외래 유전자가 최종 산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돌연변이 농산

물이 방사선 조사의 결과물인지 자연적 돌연변이의 결과물인지 구분할 수 

없다. 실제로 방사선육종 기술이 1940년대 이후 꾸준히 개발돼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3,000여 품종이 만들어졌지만, 이들 농산물의 인체 안전성에 대

한 독성실험은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었다.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이들 농

산물에 대한 승인 조건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국가가 없다.18)

크리스퍼/카스9 기술 역시 이런 특성, 즉 만들어진 농산물 안에 외래 

유전자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의 적용 여부

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Jones 2015, 2-3)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전

성 검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거일 수는 없

다. 그렇다면 사실 크리스퍼/카스9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은 방사선

육종 기술이 과연 전통육종의 범주에 포함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

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연산 농산물과 구별할 방법이 없어 인체 안전성 

검사가 수행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마치 안전성이 확증된 것처럼 여

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방사

선육종 기술과 결과적으로 유사하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크리스퍼/카스9 기술은 방사선육종 기술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은 규모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이 

더욱 묘연해지고 있다. 

한편 최종 산물에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적용된 흔적이 남지 않는 것

은 최근까지의 상황일 뿐이다.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콩이나 색깔이 변

하지 않는 감자는 지방산의 생산을 막거나 색깔을 변하게 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정지시킨 사례들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특정 유전자의 기능

18)  그 이유는 초창기에 방사선육종 기술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지 않았

던 것이 현재까지 관습화된 때문일 수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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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지시키는 기술을 (권투에서 한방에 쓰러뜨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KO(Knock Out) 기술이라 부른다. 크리스퍼/카스9 기술은 현재까지 KO 

생명체를 만들어 왔다. 가령 가축의 경우 최근 수년 간 뿔 없는 소나 지방

질이 거의 없는 근육형 개와 돼지 등이 크리스퍼/카스9 기술로 만들어졌

다는 보고가 학계에 잇따르고 있는데, 이들 사례는 모두 자연에서 실제로 

발견된 돌연변이체를 모방해 뿔을 만들거나 근육의 생성을 막는 유전자

의 기능을 ‘KO시킨’ 결과물이다. 그러나 크리스퍼/카스9 기술은 원리적

으로 얼마든지 특정 유전자를 삽입한 KI(Knock In) 생명체를 만들 수 있

으며 관련 연구 역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여기서 삽입되는 특정 유전

자는 크리스퍼/카스9 개발자들이 기존 GMO와 차별하는 근거로 중요하

게 제시하던 외래 유전자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크리스퍼/카스9 
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V. 결론적 고찰

크리스퍼/카스9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은유적 표현을 종합해보면 

부각되는 측면들과 은폐되는 측면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전자 가위 은유에서 가위라는 표현은 과학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대중에게는 정확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

고 있다. 이에 비해 편집 은유에서는 변형의 결과 이전보다 생물학적 기

능이 개선된다는 점도 부각된다. 여기서 개선은 인간에게 유용해 보이는 

기능이 부과됐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 은유는 농산물에 대

한 기술의 적용 사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편집 은유는 표적화 

은유와 함께 표적이탈 현상과 같은 기술 자체가 갖는 불완전성을 숨긴다. 

한편 교정 은유에서는 유전자에서 극히 소규모의 부위만 변형된다는 점

과 인간의 유전질환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부위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숨겨지고,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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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행위에 적용되기에는 어색해진다. 

이들 모든 은유는 공통으로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농산물에 적용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리고 

있다. 기술 적용의 대상을 유전체 대신 유전자라고 한정지어 표현하는 경

우에도 불완전성이 가려진다. 그리고 아직까지 과학기술계에서 이 기술

을 적용한 농산물의 안전성은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관

련 전문가들은 방사선육종 같은 전통육종에 대한 은유와 유추를 통해 안

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식품이 안전한지 여부는 개념의 비교

를 통해 증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굳이 변형된 농산물에 대한 독성

실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농산물 유전체 자체에서 어떤 표적이탈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학계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적용한 농산물이 기존 GMO와 달리 안전성 규제

가 불필요하며 곧바로 상업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제고

될 필요가 있다. 

은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크리스퍼/카스9 기술과 같은 새로운 생명

공학 기술이 대중에게 소개될 때 특히 중요하다. 은유적 표현이 과학기술

의 개념과 기법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윤리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크기 기여하기 때문이다(O'Keefe et. 
al. 2015, 5). 보통 전문적인 과학기술의 내용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결핍

모형(deficit model)에 입각한 수사적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Gross 
1994, 5-7 참조). 결핍모형에 따르면, 대중은 과학지식이 결핍돼 있으면서 

과학의 가치에 이미 설득돼 있기 때문에 수사의 목표는 과학을 더욱 잘 

이해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틀린 내용이 전달되거나 과학기

술의 윤리적 함의가 제시되지 못하기도 한다. 만일 크리스퍼/카스9 기술

에 대한 은유적 표현에서 부각되는 측면만 대중에게 전달된다면 생명체

의 유전체는 마땅히 편집될 수 있는 대상이고, 유전자 내 염기 한 두 개의 

교체로 인간의 유전질환 치료는 물론 농산물의 기능 개선이 아무런 부작

용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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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퍼/카스9 기술과 관련된 은유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선행

연구자들은 좀더 중립적인 언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가령 O'Keefe et. 
al.(2015, 8)은 현재의 은유적 표현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보

다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변화하다(change)’ ‘변형하다(modify)’ 등을 사

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lasimme et. al.(2015, 55)은 ‘표적화된 유전체 공

학(targeted genome engineering)’이란 표현이 좀더 중립적이라고 주장했

다. 적절한 은유적 표현이 무엇인지는 문화권과 시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

라질 수 있다. 다만 O'Keefe et. al.(2015, 8)이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 생태학

적 은유(ecological metaphor)의 사용은 좀더 폭넓은 과학기술의 지식과 관

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생명체

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유전자 간, 그리고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복잡

한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위해 자연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인 생태

학의 여러 개념을 생명공학 분야의 은유에 도입하자는 것이다.19)

공교롭게도 최근 기존 GMO 개발자 역시 크리스퍼/카스9 개발자처럼 자

연산 농산물과의 동류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Kyndt et. al.(2015)
은 인류가 8,000여년 간 섭취해온 고구마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아그로

박테리움이라는 박테리아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고구마

는 ‘자연의 GMO’라고 주장했다. 기존 GMO의 안전성 논란은 외래 유전

자와 박테리아의 감염 과정에서 비롯됐는데, 그동안 주로 사용돼온 감염

용 박테리아가 바로 아그로박테리움이다. 저자는 이 사실을 내세우며 우

리가 자연산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GMO라고 확대 해석

했다.20) ‘자연의 생명체는 GMO’ 은유가 등장한 셈이다. 그 진위에 대한 

19)  물론 O’Keefe et. al.이 제안한 생태학적 은유는 정확히는 크리스퍼/카스9 기술이 아

니라 유전체에 대한 기존의 은유를 대체하자는 것이었다(Nelson et. al. 2015, 61 참조).

20)  사실 생물학계에서 이 같은 유전자의 ‘수평적 이동’ 현상은 상식에 속한다. 인간의 

유전체도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친 결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를 포함하

고 있다. 저자는 이런 사실을 가리고 기존 GMO가 자연의 생명체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논문의 결과를 종종 인용하면서 기존 GMO
의 안전성을 설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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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논의를 떠나 기존 GMO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바로 기존 GMO
와의 차별성을 위해 동원된 크리스퍼/카스9에 대한 은유적 표현에 정면

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유전자를 변형하는 기술은 현재보다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작용의 가능

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돼 나갈 것이다. 새로운 은유 역시 계

속 등장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부각되는 측면과 은폐되는 측면을 종합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현실적 이유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인간의 일

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며 한번 적용되면 좀처럼 되돌릴 수 없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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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phor for persuading the 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products 

- Emergence and concealment in popular expressions 
of CRISPR/CAS9

 Kim, Hoongi (Hongik Univ.)

CRISPR/CAS9 technology is capable of modifying specific genes 
more accurately than ever before. It is actively applied to a variety of life 
form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all over the world. Being aware of 
the continuing controversy regarding the safety of existing GMOs, experts 
use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of ‘editing’ or ‘targeting,’ rather than 
‘modification,’ to promote smooth social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In Korea, attempts are being made to propagate the expression of ‘gene 
proofreading or correction’ in public. In addition, it is actively argued that 
the agricultural products to which the technology is applied are safe, such as 
products made by traditional breeding, including radiation breeding. In this 
process, the accuracy of the CRISPR/CAS9 technology and the capability of 
biological improvements are emphasized, while the possibilities of technical 
defects, such as off-target effects, and more various applications are hidden. 
As advanced biotechnology continues to be developed in the face of social 
controversy, the critical review of the metaphorical expression must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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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CEO 퇴임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 키케로(Cicero)의 수사학 이론을 중심으로 -

나민구 (한국외대) / 고은미 (한국외대)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마윈1)의 알리바바 CEO 퇴임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을 통해 연설가로서 마윈이 가지는 수사학적 역량의 원천을 고찰해보고, 

키케로의 수사학 이론이 현대 중국어 연설문에서 구현되고 있는 방식과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윈은 중국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탁월한 강연가이다. 여타의 기업가

와 비교했을 때, 마윈의 뛰어난 연설 능력은 마윈의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마윈의 예가 증명하듯 개인의 수사학적 능

*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마윈은 2008년 세계 30대 리더, 2009년 전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2000년 100인
의 미래지도자, 중국 기업가 중 첫 포브스(Forbes)지 표지인물, 2012년 중국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리더 8위 등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벤처신화의 주인

공이다(http://platum.kr/archives/17703). 이 논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웹사이트

는 각주에 그 인터넷 주소(URL)를 명기하고 그 전체 목록을 본문 뒤에 부록으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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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연설자개인에 대한 공신

력도 높여준다. 현대인들은 수사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개개인

의 수사학적 능력을 발현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연설문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최근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

다. 이재원(2015)은 독일의 메르겔 총리의 연설문을 공감의 각도에서 분

석하였고, 나민구(2015)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사를 수사학적으로 분

석하였다. 박성희(2009)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의 제의

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김동영(2005)은 히틀러의 연설을 수사학적 관점

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어 연설문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최근 선행 연구

는 다음과 같다. 나민구·배경진(2015)은 주걸륜의 강연 텍스트를, 나민

구·이지은(2014)은 후진타오의 연설 텍스트를, 나민구(2014)는 시진핑

의 연설 텍스트를, 임소라(2014)는 노신의 연설 텍스트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윈의 연설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최근 陈世玉(2015)이 

야후 직원 대상의 마윈 연설 언어를 음운, 어휘, 통사, 화용의 수사로 나

누어서 분석하였으나, 분석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마윈의 퇴임 연설의 동영상 출처는 유투브

(http://www.youtube.com)이며, 텍스트는 新浪网2)에서 배포한 마윈 퇴임 

연설문 전문이다. 연설 동영상의 전체 길이는 19분이며, 분석 대상인 텍

스트는 3,400여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고, 총 단락의 수는 19개이다. 

본 연구는 서양의 수사학적 방법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수사학으로 평

가되고 있는, 키케로의 수사학 이론에 의거해서 마윈의 연설 텍스트를 분

석하고자 한다. 수사학의 실용적인 활용을 추구한 키케로는, 연설 이론을 

연설자가 갖추어야 할 ‘수사학적 능력’, ‘연설의 구조’, ‘연설의 주제’의 

세 부분으로 분류하였다(키케로 2006, 74-75). 본 논문의 목차는 연설자가 

갖추어야 할 수사학적 능력에 해당하는 수사학의 기본 단계인 착상, 배

열, 표현, 암기, 발표의 순서로 마윈의 연설 텍스트를 분석하고, 개별 단

2)  http://tech.sina.com.cn/i/2013-05-10/21478327784.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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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안에 연설의 구조와 주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II. 텍스트 분석

연설자가 행하는 연설을 수사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면,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의 다섯 가지 영역이다. 키케로는 이를 연설자가 갖추어

야 할 “수사학적 능력”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이 다섯 가지 영역에 의거

하여, 알리바바 CEO 마윈의 퇴임 연설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착상

착상은 수사학의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으로 연설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슈의 논리적 증거를 찾는 기술이다. 키케로(2006, 74)에 의하면 연설자

는 착상 영역에서 자기가 설득하려는 사람에게서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과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1.1. 연설의 수사적 상황

수사적 상황이란 연설자가 어떤 요인으로 연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

자들의 기대, 연설자가 처한 환경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설은 타오바오 10주년 행사 중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마윈의 퇴임 

연설로 주된 목적은 연설자가 자신의 퇴임을 선언하고, 후임을 소개하는 

데 있다.

본 연설은 일종의 식장 연설로 사회자의 장중한 소개 후 마윈이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무대에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마윈은 평소 “창업주가 회

사를 떠나지 못하면 그 회사는 건강할 수 없다(创始人如果离不开公司，

公司就不可能健康发展.)”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실천하고 본 연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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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CEO자리에서 내려온다.3)

1.2. 청중 분석 

본 연설의 청중은 알리바바의 직원 및 관계자들로 CEO인 연설자를 무

한히 신뢰한다. 청중들은 마윈의 연설이 단락별로 끝날 때마다 즉각적으

로 박수로 화답한다. 이는 청중들이 연설을 경청하고 있으며, 공감한다는 

일종의 긍정적 비언어적 메시지이다. 청중들은 연설 도중 계속사진을 찍

는데 이는 연설자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마윈의 퇴임을 진

심으로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연설유형 및 텍스트 의도

키케로가 말한 연설의 주제를 반영하는 것이 연설의 유형이다.

키케로(1986, 104)는 연설의 유형을 법정텍스트, 정치텍스트, 식장텍스

트로 분류한다. 또한 이를 목적에 따라 세분화시켜 법정텍스트는 고발텍

스트와 변호텍스트로, 정치텍스트는 권유텍스트와 저지텍스트로, 식장텍

스트는 칭찬텍스트와 비난텍스트로 분류한다. 키케로는 텍스트의 분류에

서 중요한 점은 어떤 연설이 특정 텍스트에 속한다고 하여 특정 텍스트의 

요소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텍스트의 궁극적 목적에 따라 달라진

다고 하였다. 

본 연설의 유형은 퇴임 식장 연설이므로 식장텍스트에 속하나, 퇴임 선

언과 후임 소개 외에도 다양한 권유와 당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  2010년 알리바바 그룹 창업 멤버 열여덟 명이 ‘창업자’ 신분을 내려놓고 ‘동업자 제

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새로운 동업자를 선발하였다. 알리바바의 ‘동업자 제도’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 지명권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사회의 대다수 이사를 지명하며, 기업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도 없다. 알리바바

는 2013년까지 모두 27명의 동업자를 선출했다(왕리펀·리샹 2015, 27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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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텍스트 중 권유텍스트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1.4. 논거 찾기

키케로(2007, 21-23)에 의하면 연설가는 논거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데, 

논거는 대상 자체나 대상 바깥에 있는 말터4)에서 끌어낸다고 하였다. 

‘논거’란 신뢰 획득에 적합하도록 신빙성 있게 고안된 생각을 가리킨다. 

키케로의 수사학에서 발신자는 권유 텍스트에서 유익함5)과 수행가능성6)

의 두 가지 논거를 이용하여 상대를 설득하려 한다. 발신자는 지금의 상

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권유하는 일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일임을 내세우게 된다(양태종 2005, 275).
본 연설문은 강한 권유 텍스트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는 본 연설문에서 보이는 키케로의 유익함과 수행가능성의 논거를 찾아

보고자 한다.   

본 연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성공 원천을 신임에서 찾으며 신임의 중요

성을 다각도로 언급한다.  

[5](9)사실 제 생각에는 일종의 신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을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미래를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른 

4)  라틴어의 원 단어는 locus(자리, 장소)로 “말터”, “topic”, “논고”로 번역한다(키케로 

2006, 76).
5)  무엇이 유익한 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교양이 없고 거친 사람에게는 돈벌이와 이

자소득 등의 경제적 실리가 유익한 것이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에게는 명예와 

예의 등 정신적인 이득이 유익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익함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전자에게는 쾌락, 고통피하기 등을, 후자에게는 칭찬, 신뢰, 공정성 등을 들

고 있으며,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효과 있는 것으로는 치욕과 명예손실

을 들고 있다(양태종 2005, 279).
6)  수행가능성과 관련하여 키케로는 동원될 수단을 고려해야 하고, 수행할 일이 어렵지 

않게, 심지어는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인상이 생기게끔 애를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태종 2005,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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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믿기로 했고, 신임을 선택했고, 우

리는 10년 뒤의 중국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동료들이 나

보다 더 잘할 것이라 믿었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락[5]에서 연설자 마윈은 자신이 세상을 믿고, 미래를 믿고, 중국의 

미래를 믿고, 동료와 젊은이들을 믿었다고 하며 신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

조하고 있다.

본 연설의 중요한 두 번째 논거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0](21)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변화를 장악했기에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30년, 이 

세계는, 그리고 중국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가 될 것이니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11](23)저는 이 변화의 시대와 무수한 사람들의 불만에 감사합

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 불만할 때가 당신에게는 기회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만이 우리 각자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단락[10],[11]을 통해 마윈은 기회를 잡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지금 이 

변화의 시대에 기회를 찾아야 하며, 남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는 이 시대

에 기회를 잡으라고 강조한다. 더 많은 변화가 있는 앞으로의 30년을 기

회라고 말한다. 자신이 과거 변화의 시대에 기회를 잡아서 성공이라는 유

익함을 이룬 것처럼 청중들에게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수행가능성의 비

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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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열

배열은 착상된 논거들의 순서를 잡는 기술이다. 배열은 연설 구조에 따

른 순서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열 부분을 양태종이 한국어로 번

역한 들머리(서론), 얼거리(예비 본론), 밝히기(본론), 마무리(결론)의 네 

단계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마윈의 퇴임 연설문은 총 19개의 단락, 43개
의 문장으로 구성되는데,각 단락별 해당 배열구조와 내용은 다음의 [표1]
과 같다. 

 

[표 1] 마윈의 CEO 퇴임 연설의 단락별 배열구조 및 내용

배열구조 내용

들머리
[1]식장인사, 참석한 청중에 대한 인사말

[2]연설자의 심정, 본 연설의 목적과 의의

얼거리

[3]10년 전 알라바바 회상

[4]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 회상

[5]성공의 원천은 신임

[6]전자상거래 성공의 원천은 신임

[7]청중들에 대한 칭찬과 감사

밝히기

인터넷 시대와 기회의 

중요성

[8]변화 속에서 기회 찾기

[9]인터넷과 현대 사회

[10]기회의 중요성

[11]기회의 시대

퇴임 선언과 후임 소개

[12]연설자의 인생 경험과 교훈

[13]퇴임 선언

[14]퇴임 이유 설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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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들머리 

 

들머리는 연설의 핵심으로 가기 위한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청중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도록 준비시키는 부분이다. 들머리는 청중

의 ‘호감 사기’, ‘관심 끌기’와 ‘이해 돕기’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

다.7) 키케로(2006, 74-78)는 들머리에서 연설가는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

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의 방법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의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신뢰는 논거를 통해서 생겨나

는데 논거란 논고(论库:논거가 숨어있는 장소, 상술한 “말터”와 일치하

는 개념)에서 끌어온 것으로, 그것은 사안 자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

나 외부에서 끌어온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논거란 논증을 구성하기 위

해 찾아낸 타당성이 있는 근거라고 하였다. 마윈의 퇴임 연설은 총 20단
락으로 구성되는데, 단락[1],[2]가 들머리에 해당한다. 　

[1](1)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

합니다. 이 중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인도에서 온 동료들도 있

는데 항주에 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타오바오의 10주

년 행사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2)오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최근에 이 무대 위에서 모든 동

료, 친구, 인터넷 판매자 그리고 모든 협력 파트너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3)참 이상하죠. 마치 결

혼 날 만을 기다렸다가 막상 결혼식 날이 되니 바보처럼 웃는 것 

이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새색시가 된 것 같습니다.

7)  연설의 시작은 인물과 사안 두 축으로 전개된다. 인물 측면에서 연설가는 자기 자신, 

상대방, 청중을 살펴야 한다. 이는 청중에게서 관심과 호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사안 

측면에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후 전개될 연설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가 논의

된다(키케로 200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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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1]은 청중을 향한 연설자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본 연설이 알리바

바의 본사인 항주에서 열린 타오바오 10주년 행사의 일부임을 알 수 있

다. 청중들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 호감 사기

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단락[2]는 연설자의 현재 기분, 심정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본 연

설의 개인적 의의를 말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본 연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본 연설의 들머리에서는 청중의 호감 사기와 관심 끌기의 목적에 도달

함으로써 연설자의 기품을 나타내는 에토스8)가 충분히 자극되고 있다. 

 

2.2. 얼거리 

 

얼거리에서는 지난 일을 기술하거나 현재 일을 설명하고 장치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데, 이 부분에서 연설자는 청중들에게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언급한다. 키케로(2006, 142)에서 얼거리는 ‘사실 기술’을 하는 부

분으로 논증 구성의 기초 토대라고 하였다. 얼거리 중 일부는 필수적인 

것이고 일부는 수사를 위해 덧붙여진 것인데, 이는 얼거리에서 명확하게 

사실을 기술해야 함이 필수적이나 즐거움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설에서 얼거리는 단락[3]부터 [7]까지로 총 5단락이다. 

[3](4)우리는 참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10년 전 오늘, 중

국에서 사스가 가장 위험했던 그 때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었고 

미래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리바바의 10여명의 청

년들은 10년 후에 중국이 훨씬 좋아질 것이고 10년 후에, 중국

에서 전자상거래가 훨씬 더 주목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거

8)  말하는 사람의 기품을 나타내는 에토스는 덕성, 통찰력, 호감도와 결부된 개념으로 

말의 논리인 로고스, 듣는 사람을 자극하는 파토스와 함께 설득 수단의 하나이다(양

태종 2005,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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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믿었습니다. 

[4](5)하지만 저는 십년 후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6)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하나의 이상을 위해,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10년을 걸

어왔습니다.

(7)저는 당장 알리바바 지분의 99%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

리는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이번 생애는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친

구와 이렇게 많은 믿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노력하는 사람

들이 있으니까요. 

[7](12)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알리바바인들, 타오바오인들, 소

규모 금융인들,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생

애에 여러분과 동료가 되었는데, 다음 생애에도 우리는 여전히 

동료일 것입니다. (13)여러분 덕분에 이 시대는 희망을 보았습

니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중국의 모든 80년대 생과 90년대생 

젊은이처럼 새로운 신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신임은 세계

를 더욱 개방적으로 더욱 투명하며 더욱 나눌 수 있게, 더욱 책

임감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

니다. 

단락[3],[4]에서는 10년 전 알라비바의 과거를 회상하며 힘든 시절을 묵

묵히 잘 견뎌온 알리바바 인들을 칭찬하고, 단락[7]에서는 청중을 향한 

칭찬을 더욱 구체화시켜 일종의 찬사를 보낸다.

2.3. 밝히기

‘밝히기’는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증명해 보이거나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야기의 핵심부분으로 ‘증명의 형식’과 ‘타당성’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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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키케로(2007, 49)는 밝히기를 ‘신뢰 획득’과 ‘논증’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데, 엄밀히 말해 신뢰 획득은 착상 영역이나, 본론에서 다뤄지는 

까닭은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논거가 논증에 들어갈 내용이기에 논증의 

설명에 앞서 ‘논거 찾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키케로(2007, 62)는 논거의 전개방법인 논증은 전제 설정과 추론의 

단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논증의 유형은 직접적으로 신뢰를 획득하려

는 ‘직접 논증’9)과 간접적으로 감정을 거쳐 우회하면서 신뢰를 획득하려

는 ‘간접 논증’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설에서 밝기기 부분은 총 

단락[8]부터 [16]까지 총 9단락이다. 본 연구는 마윈 연설에서 밝히기 부

분을 ‘직접 논증’을 구체화한 “수사적 삼단논법” 혹은 “생략 삼단논법”

을 이용해서 분석해본다(보셔스 1989, 295).10) 

[10](21)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변화가 장악했기에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30년, 이 

세계는, 그리고 중국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가 될 것이니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를, 30년 전의 문제를 불평합니다. 

중국이 오늘날까지 발전한 것, 세계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바꿀 수는 없

지만 30년 후의 오늘은 우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

꾸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단락[10]의 문장(21)을 통해 도출해 낸 삼단논법이다.

9)  직접 논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논증에서 증명하려는 명제를 제시한다. ②이 논

증을 뒷받침해 줄 논거들을 선택한다. ③논거들을 증명한다. ④명제로 돌아가서 결

론을 끌어낸다.

10)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삼단논법과 달리 생략 삼단논법이라 수사학적 삼단논법

은 언제나 진실이 아니며 약식적인 주장의 표현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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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제 변화의 시대에 기회가 있다.

소전제 앞으로 30년은 변화의 시대이다. 

결론  앞으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을 도출해 내어 개인적인 삶의 철학과 

경영 철학을 보여준다.

대전제: 누구나 패배하고, 늙고, 어리석을 수 있다.

소전제: 나도 그 누구에 속한다

결론: 나도 패배하고, 늙고, 어리석을 수 있다.

대전제: 일을 뛰어난 사람이 해야 한다. [생략]

소전제: 당신들은 나보다 뛰어나다

결론: 나는 돌아오지 않는다.

본 연설의 밝히기에서는 다양한 직접 논증을 통해 마윈의 경영 철학과 

삶에 대한 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청중들을 설득

시키고자 한다. 마윈은 회사의 핵심 역량은 기술이 아니라 회사의 문화이

고, 알리바바 그룹의 목표는 이윤 추구보다 소규모 상인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과 경영 철학을 확고하게 밝힌다.  

2.4. 마무리 

마무리에서는 앞에서 말한 연설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청중의 감성

을 ‘자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키케로(2006, 192)에서는 연설의 마

무리는 강조와 요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설에서 마무리 부분은 총 단락[17]부터 [19]까지 총 3단락이다. 마

무리는 연설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청중들의 행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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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마윈의 연설 마무리에는 강조와 함께 강

한 파토스를 자극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단락[17]에서 마윈은 젊은이들에

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 환경에 대해 힘써줄 당부하면서 무릎

을 꿇는다. 특정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 청중들에

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17](40)......, (41)이 세상에서 각자가 자신의 일을 잘해내고, 자

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해내는 것만으로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중국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

을 합시다. 물을 맑게 하고, 하늘을 파랗게 하며, 식량문제를 안

전하게 합시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윈이 한 쪽 무릎을 

꿇는다.)

단락[17]에서 앞으로 퇴임한 후에 연설자가 힘써야 할 일을 말하며 청

중들에게도 이를 독려한다. 마윈은 회사 운영 외에 인류를 위해 다 같이 

힘써줄 것을 권유하며 한 쪽 무릎을 꿇는다. 개인의 사익 추구가 아닌 전 

인류적인,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는 부

분에서 마윈의 남다른 마인드를 읽을 수 있으며, 여기서 청중들에게 강한 

파토스가 전달되어 청중들은 감동한다. 

[19](43)모든 사람이 저를 지지했듯이 새로운 구성원들을 지지

해주고 陆兆禧를 지지해주고, 저를 신임했듯이 그들과 陆兆禧

를 신임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락[19]에서는 청중들에게 자신을 믿어주었듯이 후임자인 루쟈오씨를 

믿어줄 것을 호소하면서 연설이 마무리된다. 

본 연설의 마무리 부분은 선행 내용을 요악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

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당부를 강조한다. 무릎을 꿇는 강조 행위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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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파토스를 극대화시키는데, 이를 통해 연설자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된다. 

3. 표현

표현은 연설자가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꾸

미는 작업의 영역이다. 키케로(2006, 103)의 “표현” 논의의 핵심은 세 가

지인데, 첫째는 표현 방식에 의한 구분이다. 모든 표현은 ‘자연’과 ‘조

작’의 방식으로 구별된다. 둘째는 표현 단위의 구분인데, 이를 키케로는 

개별 단어(형태론적 층위)와 문장(통사론적 층위)로 구분한다. 마지막으

로 키케로는 표현의 덕목(명확성, 간결성, 선명성, 달콤함)을 기준으로 표

현 문제를 논의한다(키케로 2006, 103).11)

본 절에서는 표현 단위 분석을 진행하는데, 키케로가 언급한 개별단어

인 연설자의 어휘를 분석해보고, 키케로가 언급한 문장에 해당하는 연설

문 내 문장의 수사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어휘 선택

연설문의 표현에 있어서 표현 단위인 개별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연설

문 내면에 숨겨진 연설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퇴임 연설이기는 하지만 본 연설의 제목은 “选择信任，新时代属于年

轻人(신임하라, 새로운 시대는 젊은이들의 것이다.)”이다. ‘信任’이라는 

단어가 본 연설에서 총 13번 등장하면서 본 연설의 주제이자 핵심 키워드

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변화(变化)’, ‘기회(机会)’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한다. 변화

11)  표현 방식과 표현 단위의 구분은 키케로의 고유의 발견은 아니고 스토아 언어 철학

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표현 덕목은 페리파토스학파, 특히 테오프라스토스의 표현 

이론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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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9번, 기회는 총 7번 등장했다. 현 시대의 키워드인 변화 속에서 기

회를 찾을 것을 강조한다. ‘자랑스럽다(骄傲)’라는 단어를 총 4번 사용

하여 연설자는 알라바바 인들이 자랑스럽다고 반복적으로 청중을 칭찬한

다. 이는 식장텍스트의 한 분류인 칭찬텍스트로 적합한데, 지금까지의 직

원들의 공적을 칭찬하면서 타오바오의 10주년을 축하하는 것이다. 본 연

설문은 전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로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청중들에

게 주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3.2. 수사법

 

수사법이란 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과 공감을 얻기 위한 언어표출

방식으로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에서 일탈한 구조 형식을 갖는 방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설의 대상이 되는 마윈의 퇴임 연설 텍스트

에 등장하는 수사법은 다음과 같다. 

3.2.1. 배비(排比)와 반복(反復)

배비와 반복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수사법이다. 배비란 3개 혹은 3개 

이상의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문장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수

사법이다(楊春霖·劉帆 1995, 275). 반복은 수사법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용되어온 것으로서 뜻이 같거나 비슷한 낱말 또는 어구를 되풀이하여 

사용하는 수사법을 말한다(楊春霖·劉帆 1995, 300). 같거나 비슷한 표

현을 거듭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4](7)我一直在想， 即使把今年阿里巴巴集团99%的东西拿掉， 

我们还是值得的， 今生无悔， 更何况我们今天有了那么多的朋

友， 那么多相信的人， 那么多坚持的人.

(저는 당장 알리바바 지분의 99%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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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이번 생애는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줄

곧 생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친구

와 이렇게 많은 믿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노력하는 사람들

이 있으니까요.) 

단락[4]에서 ‘那么多’를 세 번 반복하면서 배비의 효과를 얻었다. 친구

들, 믿어주는 사람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7](13)因为是你们，让这个时代看到了希望，在座的你们就像中

国所有的80后, 90后那样， 你们在建立一种新的信任， 这种信

任就让世界更开放， 更透明， 更懂得分享， 更承担责任， 我为

你们感到骄傲.

(여러분 덕분에 이 시대는 희망을 보았고 앉아 계시는 당신들은 

중국의 모든 80년대 생과 90년대 생처럼 일종의 신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신임은 세계를 더욱 개방적으로 더욱 투명하며 

더욱 나눌 수 있게,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나는 여

러분이 너무나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단락[7]에서는 “更~”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임이 세상을 더욱 

좋게 더욱 낫게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강조의 효과를 보았다.

3.2.2. 비유(比喩)

비유를 뜻하는 영어 “트로우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트

로페”라는 그리스어와 만나게 된다. 이 단어는 “구부러짐”이나 “뒤틀림”

이라는 뜻인데, 똑바로 말하지 않고 에둘러서 완곡하게 말하는 방법이다. 

에둘러 말하는 이유는 직접 드러내놓고 똑바로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으

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김욱동 1999, 35).



97마윈 “CEO 퇴임 연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

비유법의 종류에는 직유, 은유(Kao 2001, 10)12), 환유법이 있다. 직유

는 본체와 비유체가 비유 연결어로 분명하게 연관된다. 반면 은유는 본체

와 비유체의 표현을 분명하게 연관지어주는 비유 연결어가 존재하지 않

는다. 환유는 본체와 비유의 배경이 모두 없는 반면 비유체 자체는 상징

적이 된다(나민구 2006, 46-47). 본 연설에서 사용된 비유법을 직유, 은유, 

환유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한다.

① 직유법

[2](3)大家很奇怪，就像姑娘盼着结婚， 新娘子到了结婚这一天， 

除了会傻笑， 真的不知道该干什么.

(참 이상하죠. 마치 결혼 날 만을 기다렸다가 막상 결혼식 날이 

되니 바보처럼 웃는 것 이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새색

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단락[2]에서 “就像姑娘盼着结婚”의 구문에서 “像(마치 ~인 것 같다)”

라는 비유 연결어를 사용하여 직유법으로 표현했다. 자신의 심정을 결혼

할 날만을 고대하는 새색시가 결혼식 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에 비유하

였다.

② 은유법

[6](11)~，每天2400万笔淘宝的交易，意味着在中国有2400万个信

任在流转着.

(매일 타오바오에서 2400만 건의 구매가 이뤄진다는 것은 중국

12)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가 서구에서는 모든 수사표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

으로 여겨져 왔다. 그 표현에서의 사용은 일탈, 즉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

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표현으로 인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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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400만개의 신뢰가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락[6]에서는 인터넷 구매를 신뢰의 유통이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

여 표현하였다. 은유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③ 환유법

[17](40)感谢各位， 我将会从事一些自己感兴趣的事儿， 教育, 

环保， 刚才那首歌 “Heal the world”， 这世界很多事， 我们做不

了， 这世界奥巴马就一个， 但是太多的人把自己当奥巴马看.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 교

육, 환경 보호에 힘쓸 것입니다. 방금 그 “Heal the world”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 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

상에 오바마는 단 한 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오

바마인 줄 압니다.) 

단락[17]에서 ‘오바마’라는 비유체를 사용하였는데 본체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환유법이다. 환유란 어떤 대상이나 관

념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신하는 수사법인데, 본체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며 (비)유체는 “오바마”이다. 

본 연설문에서는 직유, 환유, 은유의 비유를 사용하여 연설이라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텍스트에 정감을 더해 주었다. 

3.2.3. 대구법(對偶 혹은 對丈)

수사법에서 대구는 단어, 문장, 단락을 의미상 대립시켜 선명히 대조하

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어에 있어 문장의 수준과 장르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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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문학적 표현 방식의 한 부분이다(Kao 2001, 19). 

[19](43) 48岁之前工作是我的生活，明天开始，生活将是我的工

作，欢迎陆兆禧.(48세 이전에는 일이 자신의 삶이었다면 내일부

터는 삶이 곧 저의 일이 될 것입니다. 陆兆禧를 환영합니다.)

단락[19]에서 청중들은 “48세 이전이기에 일이 생활일 것이고, 48세 부

터는 나처럼 생활이 일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조상 퇴임 전에는 A는 

B이고, 퇴임 후에는 B가 A것이다. 구조로 퇴임 전과 후의 다른 모습을 

대구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3.2.4. 점층법(層遞) 

점층법은 최소한 세 개의 서로 연관된 표현들이 이어져서 그 의미에 있

어서 상승 또한 하강을 보이도록 배열되는 것이다(Kao 2001, 20). 

[19](43)我相信， 我也恳请所有的人像支持我一样， 支持新的团

队， 支持陆兆禧， 像信任我一样信任新团队, 信任陆兆禧， 谢

谢大家，~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했듯이 새로운 단체를 지지하고 陆兆禧

를 지지하고, 나를 신임했듯이 새로운 단체와 陆兆禧를 신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단락[19]에서는 “支持”과 “信任”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후임에 대한 

청중들의 신임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복이자 점층의 효과

를 보인다. 나에서 새로운 단체로, 새로운 단체에서 새 후임인 루짜오씨

로 상승의 효과가 보이는 점층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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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인용법(引用)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성어, 속담, 문헌 속의 문장이나 유

명인의 어록을 인용하면 표현의 정련 효과와 생동감에 도움이 된다(姚殿

芳·潘兆明 1987, 413). 본 연설에서는 인용법을 좀 확대 적용 영화 제목

과 노래 제목도 인용의 수사법으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6](11)我从没想过在中国， 大家都认为这是一个缺乏信任的时

代， 它居然你会从一个你都没有听见过的名字， 闻香识女人这

样人的身上， 付钱给他， 买一个你可能从来没见过的东西， 经

过上千上百公里， 通过一个你不认识的人， 到了你手上，~~.)

(저는 중국에서, 다들 신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놀랍게

도 한 번도 이름을 들어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본 적 없는 물건을 사고, 수천 수백 킬로미터를 거쳐 

모르는 사람을 통해 물건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

니다. ~~.)

단락[6]에서 영화 제목 “여인의 향기(闻香识女人)”를 인용하였다. 영화 

제목을 언급함으로써 단조로울 수 있는 연설에 일탈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

다. 

3.2.6. 과장법(誇張)   

과장법은 주관에서 출발한 예술적인 수법으로 객관적인 사물에 고의로 

그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상을 깊게 하여 연상을 유발, 이

미지를 부각시킨다(姚殿芳·潘兆明 1987,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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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今生跟大家做同事，下辈子我们还是同事！

(~, 이번 생애에 여러분과 동료가 될 수 있어서, 다음 생애에 우

리는 여전히 동료일겁니다.) 

단락[7]에서는 다음 생애도 동료라고 하면서, 과장법으로 다음 생애를 

언급하여 동료애를 자극하는 효과를 얻었다.  

3.2.7. 끝말잇기(頂眞)

끝말잇기는 몇 개의 일련의 문장항렬이 있을 때, 한 항렬의 맨 마지막 

문자나 구를 다음에 받는 문장에서 반복하는 것이다(Kao 2001, 20). 

[9](17)我们大家都认为电脑够快， 互联网还要快， 我们很多人

还没搞清楚什么是PC互联网, 移动互联来了；我们在没搞清楚移

动互联的时候， 大数据时代又来了.

(우리가 모두 컴퓨터는 충분히 빠르고 인터넷은 더 빠르다고 생

각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무엇이 PC인터넷인지 모를 때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왔고, 무엇이 모바일 인터넷인지도 모를 

때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습니다.) 

단락[9]에서는 인터넷이 더 빠르고, 인터넷이 무엇인지 모를 때 무선인

터넷이 왔고 무선인터넷이 무엇인지 모를 때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다고 

하여 인터넷, 무선인터넷, 빅데이터의 순으로 앞의 단어를 이어지는 절에

서 받아서 반복 사용하였다. 

4. 암기

암기는 ‘기억’이라고도 하며 연설자가 발표 할 때 떠올릴 목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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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내용과 형식을 저장하는 과정이다. 키케로(2006, 128)는 ‘기억’을 연

설자의 고유 능력으로 보고 기억은 기록과 쌍둥이로 전혀 다른 본성을 가

지고 있지만 매우 유사한 일을 한다고 했다.13)

마윈의 퇴임 연설은 대본 없이 진행된다. 가장 먼저 오늘 이 무대의 퇴

임 연설에 임하는 자신의 심정에 대한 담담한 서술을 시작으로 알리바바

의 성장 과정을 회고,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 미래의 비전 제시, 후임의 

소개라는 일련의 과정을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배열하였다. 사실 마윈은 

본 연설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연설에서도 대본 없이 직접적으로 청중

을 향해 연설한다. 마윈의 연설은 무엇인가를 기록하여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자신감 있게 강한 어조

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이것이 마윈의 연설이 가

지는 강점인데, 무 대본 연설은 연설자에 대한 청중의 신뢰를 배가시켜서 

청중을 연설에 집중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 

5. 발표

발표는 마지막 과정으로 텍스트를 목소리, 표정, 몸짓으로 구현하는 연

설가의 실천이다. 키케로(2006, 126)는 이 단계를 연기라고 하는데, 연설

가가 사안과 단어의 움직임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키

케로(2006, 134)는 연기는 단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의 다양함과 

몸짓과 표정에 의해서 연설을 보다 분명하게 만든다고 하였고, 아울러 연

기는 연설의 장르와 일치할 때,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다양한 성격

과 호응할 때 가장 효력이 크다고 하였다. 

13)  키케로는 기억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키오스 섬 출신 시모니데스(기원전557-468
년)라고 한다. 기억술은 호메로스 서사 시대부터 있었는데, 구술 문화의 중심에는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모니데스는 기억술의 중추를 이루는 장소 논의

를 기억에 연결시키고 있다. 키케로는 이어 기억이 기술인지 타고난 능력인지에 대

한 논쟁을 소개한다(키케로 200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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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할 때는 강조를 하게 되는데 강조는 연설의 시작에도 연설의 마

무리에도 줄곧 사용되는 표현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언가가 입증

되었거나 반박되었을 경우에도 강조가 요구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강조해

야 한다. 강조는 감정이 실린 격렬한 논증이기 때문이다. 논증이 증명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강조는 감동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는 마윈 연설의 발표 영역에서 강조가 어떤 방식으로 부각

되는 지를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해 

본다. 

5.1. 언어적 요소 

연설에서 언어적 요소란 연설자의 음성을 통한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

나 내용을 의미한다. 발음의 정확성, 말의 속도, 사용하는 언어 등이 여기

에 포함된다. 본 연설은 여타의 마윈의 연설과는 다르게 긴 템포의 웅변

적인 어투의 연설이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단락별로 휴지

(休止)가 있으며 그 휴지를 통해 청중들의 박수 등 다양한반응을 유도한

다. 마윈은 항주 태생으로 남방 방언 지역 출신이나 상당히 정확한 표준

어를 구사한다. 마윈 연설의 정확한 발음과 말의 적절한 강약 조절은 청

중으로 하여금 연설의 논지에 더욱 집중하게끔 한다.   

5.2. 비언어적 요소

연설에서 비언어적인 요소란 언어적인 요소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데, 

연설자의 옷차림, 표정, 태도, 제스처, 시선 처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본 퇴임식에서 마윈은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 차림을 하고 있다. 과

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으며 적당하게 공식적은 느낌을 주는 깔끔한 

차림이다. 본 연설에서 마윈의 표정은 비장함이 느껴진다. 자신이 세계

적인 그룹으로 키운 알리바바에서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이기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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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교차할 것이다. 그런 심정이 말투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이이서 후

임과 젊은이들에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믿는다고 당부한다. 마윈은 자유

자재로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설하는데 강조하고 싶을 때는 두 손을 

사용한다. 연설 도중 주먹을 쥐기도 하고 주먹을 펴기도 하면서 강약을 

조절한다.  

III.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알리바바 CEO 마윈의 퇴임 연설과 연설 텍스트를 키케로의 

수사학 이론에 의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착상 영역을 보면 본 연설은 행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연설자 자신의 퇴

임을 선언하고, 후임을 소개하는 목적의 식장 연설이다. 동시에 청중들에

게 연설자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불평하지 말고 기회

를 잡을 것과 다른 사람, 미래, 젊은이를 믿고 신임할 것을 당부한다. 

배열 영역 중 들머리에서는 인사와 자신의 소감 발표를 통해 청중의 호

감 사기, 관심 끌기, 이해 돕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얼거리에서는 알

라바바의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모습을 서술하며, 밝히기에서는 본 연

설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신의 퇴임을 선언하고 청중에게 당부할 점을 언

급한다. 마무리에서는 최종적으로 후임을 소개한다. 

표현 영역을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신임, 기회, 변화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청중

들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수사법을 두

루 사용하여 연설 텍스트의 미적 효과를 높였다. 

암기 영역에서는 연설자 마윈은 대본 없이 내용을 암기하여 자연스럽

게 연설함으로써 청중들의 연설자에 대한 신뢰도와 연설에 대한 집중도

를 높였다.

발표 영역 중 언어적 요소 측면에서 마윈의 연설은 발음의 정확성과 적

절한 강약 조절, 단락마다의 휴지를 줌으로써 메시지를 명확하게 청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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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한다. 비언어적인 요소인 복장에 있어서 마윈은 하얀 셔츠에 정장 

바지로 과하지 않게 단정하면서 공식적인 느낌을 주었다. 제스처는 자유

자재로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며, 강조하고 싶은 때 적당하게 손동작을 취

하고, 크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무릎을 꿇음으로써 청중에게 강한 파도

스를 전달한다. 연설자 마윈은 암기와 발표 측면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청중의 집중력을 높이는 배열로 네 영역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

는데 특히 밝히기에서 자신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논증법의 사용이 두드

러지고, 마무리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한 강조를 통해 연설의 극적 효과를 

누렸다. 

마윈의 퇴임 연설은 수사학적인 각도에서 보았을 때 키케로의 수사학

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잘 담아낸 완성도가 높은 훌륭한 연설로 연설문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다.

※ 부록: 인용한 웹사이트 목록 

마윈 관련 기사 http://platum.kr/archives/17703.
마윈 연설 텍스트 중문 자료 출처: <马云卸任CEO演讲：明天起生活将是

我的工作>.

http://tech.sina.com.cn/i/2013-05-10/21478327784.shtm.
마윈 연설 동영상 출처: <选择信任，新时代属于年轻人>,

https://www.youtube.com/watch?v=Yn7NswH_C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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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torical Analysis of “A Resignation Speech 
from the CEO office” Texts by Ma Yun

 Na, Min-gu (HUFS) / Ko, Eun-mi (HUFS)

This study tries to analyse a resignation speech (texts) from the CEO office 
by Ma Yun of Alibaba, which was delivered as a part of the 10th anniversary 
of Taobao, according to a rhetorical theory of Cicero.

Cicero categorized 5 domains - Invention, Disposition, Elocution, Memory 
and  Action - by rhetorical abilities of a speaker. This study also analysed Ma 
Yun’s speech and his resignation speech texts, in accordance with Cicero’s 
categorization.

When it comes to Invention, Ma Yun’s speech aims at not only marking 
the occasion but also declaring his own resignation and introducing his 
successor to audience. 

At the introduction of disposition, he successfully performed the tasks 
of attracting attention of audience, winning their favor and helping their 
understanding through his greetings and opinion announcement. In the body 
of explanation he remembers the past of Alibaba and describes its present. 
The body of verification shows the declaration of his resignation –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peech – , its reconfirmation and requests toward 
audience.  

In the domain of elocution, the speaker repeatedly used important words 
in order to effectively deliver his message. By repetitive mention of specific 
words - trust, chance and change – he helped his audience with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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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his message.  
In memory, Ma Yun heightened audience’ concentration and confidence in 

the speaker by making a natural speech through memorization of script.
Ma Yun’s address in view of linguistic elements of action delivers clear 

message to audience, by using accurate pronunciation, proper dynamics and 
timely pauses in the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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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孔子의 文-言-志 修辭過程 고찰

안성재 (인천대)

1. 들어가면서

수사학(修辭學)에 있어서 ‘수사(修辭)’라는 표현은 『주역(周易)』에 기

인하는데, 『주역(周易)』 「건괘(乾卦)」편 구삼(九三)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아서, 저녁에도 두려워 하니, 위태로워

도 재앙이 없다.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그리고 이러한 경(經)의 내용에 대해서, 전(傳)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언(文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구삼효(九三爻)에 이르기를: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고, 저녁에

도 두려워 하니, 위태로워도 재앙이 없다.” 이는 어떤 것을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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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덕에 정진하여 공적을 쌓음에 정

성스럽고도 성실하기에, 그러므로 덕에 정진하게 되고; 말을 닦아

서 그 성실함을 세우기에, 그러므로 공적에 머무르게 된다. 힘쓰

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힘쓰니, 가히 쫓아서 살필 수 있고; 이루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니, 가히 쫓아서 의로움을 보존할 수 있

다. 이러한 고로 윗자리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

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고로 의지하지 않고, 그 때를 맞춤에 말미

암아 두려워하니, 비록 위태롭더라도 재앙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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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修辭)라는 단어의 최초기록은 바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공자(孔

子)가 처음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이란 구절

은 군자(君子)가 말을 닦아서 그 성실함을 세운다는 것이니, 결국 다름 아

닌 지도자(안성재 2015a, 105)가 말을 내뱉음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성실함이 된다. 바꿔 이야기해서, 수사(修辭)는 바로 군자 

즉 참된 지도자의 “성(誠)”과 직결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의 “말을 닦아서 그 성실함을 세운다.”

는 말은, 수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신(愼: 신중함)과 서로 불가분의 관계

에 놓여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실상 신(愼: 신중함)과 동일한 개념이 된

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修辭)는 비단 선(善)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언어적이고도 이론적인 기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

론적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면 선(善)의 이론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행동으

로의 촉구까지도 강조하는, 이른바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강령(綱領)이 된다. 다시 말해서, 수사는 사실상 성신(誠信)과 직

결되는 개념이므로, 그 자체로서 도(道)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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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 정치와 직결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나아가 실천으로 나아가기 

바로 직전 단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안성재 2016. 224).
그런데 다음의 『좌전(左傳)』 기록을 살펴보면, 공자는 오히려 언어적 표

현의 중요성을 앞세워서 자산(子産)을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니가 이르기를: “「지(志)」에 그것(그러한 말이) 있다. 말은 뜻을 

충족시키고, 도리가 적혀있는 문장은 말을 충족시킨다. 말하지 않

으면, 누가 그 뜻을 알겠는가? 말에 도리가 적혀있는 문장이 담겨있

지 않으면, 가도 멀지 못하다(멀리 이를 수 없다). 진(晉)나라는 패

주이고, 정나라는 진(陳)나라로 진격했는데, 도리가 적혀있는 문장

과 말이 아니면 공로가 될 수 없었으니, 말을 함에 신중할 것이다!”   

仲尼曰：“志有之. 言以足志， 文以足言. 不言， 誰知其志？言之

無文， 行而不遠. 晉爲伯， 鄭入陳， 非文辭不爲功. 愼辭哉！”

여기서 공자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강조

하며, 언어표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

하는 문(文)-언(言)-지(志)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공자의 발언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보자.

2. 본론

『좌전(左傳)』 「양공(襄公) 25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진1)(陳)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鄭子産獻捷于晉， 戎服將事. 晉人問陳之罪. 對曰：「昔虞阏父

爲周陶正， 以服事我先王. 我先王賴其利器用也， 與其神明之後也， 庸以元女大姬

配胡公， 而封諸陳， 以備三恪. 則我周之自出， 至于今是賴. 桓公之亂， 蔡人欲立其

出， 我先君莊公奉五父而立之， 蔡人殺之， 我又與蔡人奉戴厲公. 至于莊, 宣皆我

之自立. 夏氏之亂， 成公播蕩， 又我之自入， 君所知也. 今陳忘周之大德， 蔑我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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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초(楚)나라에 기대어 정(鄭)나라를 공격했다. 이에 정나라는 진

(晉)나라로 가서 진(陳)나라를 공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

했다. 하지만 정나라 백성들이 노하여 결국 진(陳)나라의 항복을 받아내 

전리품을 받아냈고 이를 진(晉)나라에 바치려 하자, 진(晉)나라 대부 사

장백(士莊伯)은 오히려 어찌 작은 나라를 침략한 것이냐고 계속 트집을 

잡으며 물었다. 이에 자산은 “자고로 천자의 나라는 사방이 천리이고, 제

후의 나라는 사방 백 리, 그 아래는 더 작습니다. 지금 큰 나라는 그 면적

이 사방 몇 천리나 되는데, 만약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면 어떻게 큰 나라가 되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사장백은 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왜 군복을 입고 있었냐고 묻자, 자산은 “과거 진(晉)나라 문

공(文公)께서는 우리 정나라 문공(文公)에게 명하시어 군복을 입고 천자

를 돕도록 했고 또 초(楚)나라의 전리품을 천자께 드리게 했으니, 저는 천

자의 명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사장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대로 조문자(趙文子)에게 보고하게 되고, 조문자는 자산

의 말이 이치에 부합된다며 수긍했다. 이 일에 대해서, 공자는 “말(言)로 

뜻(志)을 충족시키고, 글(文)로 말(言)을 충족한다고 했다. 말(言)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뜻(志)을 알고, 글(文)이 없다면 누가 그 말(言)을 오랫동

안 전하겠는가? 만약 자산이 아니었다면, 정(鄭)나라는 진(晉)나라를 막

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말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상술한 문장을 통해서 문(文)과 언(言) 그리고 지(志)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올바른 도리를 천명하는 수사

(修辭)의 일련과정이 되는 것이다.

惠， 棄我姻親， 介恃楚衆， 以憑陵我敝邑， 不可億逞， 我是以有往年之告. 未獲成

命， 則有我東門之役. 當陳隧者， 井堙木刊. 敝邑大懼不競而恥大姬， 天誘其衷， 啓

敝邑心. 陳知其罪， 授手于我. 用敢獻功.」 晉人曰：「何故侵小？」 對曰；「先王之命， 

唯罪所在， 各致其辟. 且昔天子之地一圻， 列國一同， 自是以衰. 今大國多數圻矣， 

若無侵小， 何以至焉？」晉人曰：「何故戎服？」 對曰：「我先君武, 莊爲平, 桓卿士. 

城濮之役， 文公布命曰：『各複舊職.』 命我文公戎服輔王， 以授楚捷--不敢廢王命故

也.」 士莊伯不能诘， 複于趙文子. 文子曰：「其辭順. 犯順， 不祥.」乃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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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언(言)과 지(志)의 자의(字意)에 대하여

이제 문(文)-언(言)-지(志)라는 일련의 수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文)과 언(言) 그리고 지(志)가 문자로서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 살

펴보기로 하자.

2-1-1. 문(文)

문(文)은 한자(漢字)의 제자원리(製字原理) 중 상형(象形)문자에 속한다. 

상형을 뒤집으면 형상(形象)이 되므로, 상형문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

물의 형상 즉 모양을 그대로 문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상 즉 모양이 곧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文의 소전체(小篆體)2)는 

다음과 같다.

이는 사람(人)의 몸에 문신(X)을 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사람의 몸

에 새겨 넣은 것이 무늬라는 뜻을 지닌다.3) 그리고 후에 귀갑(龜甲: 거북

의 껍질)이나 청동(靑銅)에 문자를 새겨 넣었으므로, 점차 무늬가 문자라

는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게 된 것이다. 

2)  소전체(小篆體)는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한 후, 이사(李斯) 등의 인물들로 하여금 

통일된 문체를 만들도록 한데서 기인한다.

3)  이는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卷17에 나오는 설명을 근거로 풀이한 것임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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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언(言)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언(言)은 ‘직언(直言)을 

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허신은 이 글자를 口(입 구)와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언(言)

은 ‘직언(直言)을 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허신은 이 

글자를 口(입 구)와 䇂(허물 건)이 합쳐진 형성문자로 

풀이하고 있는 반면, 이 글자의 소전체를 보

(허물 건)이 

합쳐진 형성문자로 풀이하고 있는 반면, 이 글자의 소전체를 보면 이는 

二(위 상)과 舌(혀 설)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신

은 보일 시(示)에 대해서는 二(위 상)과 川(드리워진 기운)이 합쳐진 것으

로 보아서 그 의미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나 게시’라고 풀이하고 

있으니, 오히려 言(말씀 언)은 한자의 제자원리 중 회의(會意)문자에 속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문자는 바로 밑에서 설명할 형성(形聲)문자

와 같이 두 개의 문자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다만 형성문자와는 달리 두 

글자 모두 의미를 제공하고, 이 두 의미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파생시

킨다. 

또한 이러한 풀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송(宋)나라의 정초(鄭樵) 역시 

그의 저서인 『통지(通志)』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言(말씀 언)을 풀이한 

바 있으니, 역시 참고할 수 있다.  

이제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言의 소전체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上(위 상) 밑에 舌(혀 설)이 있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

자면 윗사람에게 혀를 놀리는 것이 바른말을 하는 직언 즉 간언(諫言)이

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당초 言(언)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에게 나아가 신하가 임금에게 올바른 도리를 천명하는 것 즉 직언(直言)

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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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지(志)

志(뜻 지)는 한자의 제자원리 중 형성(形聲)문자에 속한다. 위에서 설명했

던 상형문자에 있어서, 형(形)은 모양이고 모양은 곧 의미가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형성문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에 성(聲) 즉 소리를 맡는 

문자를 더한 것이니, 이러한 형성문자는 회의문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두 개

의 문자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는 의

미를, 또 하나는 소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성문자에서 소

리를 담당하는 문자는, 소리 외에 그 의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志의 소전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之(갈 지)와 心(마음 심)이 합쳐진 것으로, 之는 소리를 담당하는 

반면 心은 의미를 담당하다. 하지만 소리를 담당하는 之는 일정부분에서 

그 의미도 전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志는 마음이 가는 바 즉 마음이 가

는 곳이 바로 생각이자 견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제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문자로 기록된 내용들을 그 근

거로 하여 자신의 마음을 둔 생각이자 견해를 간언하여 드러내는 것’이 문

언지(文言志)의 막연하나마 대강의 표면적인 의미가 됨을 알 수 있다.  

2-2. 문(文)의 함의에 대하여 

그렇다면 공자에게 있어서 글 즉 문(文)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논어(論語)』에 나오는 문(文)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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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장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기로 하자. 먼저 「학이(學而)」편에는 다음

의 구절이 등장한다. 

1-6: 공자가 이르시기를: “젊은이는, 들면, 곧 효도하고; 나가서

는, 곧 공손할 것이다. (또한) 삼가여 성실할 것이고, 널리 대중

을 사랑하되 어질음을 가까이 할 것이다. (이렇게) 행하고도 남

은 힘이 있으면, 곧 문장을 배울 것이다.” 

子曰: “弟子， 入， 則孝; 出， 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공자는 우선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을 공경

하며, 항상 언행을 조심스럽게 하여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지가 아래로는 널리 대중을 사랑하고 위

로는 자신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이는 벼슬을 하여 

정치에 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

아간 경지가 문(文)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문(文)의 사전적 의미

가 바로 법도(法道) 즉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

에게 있어 문(文)은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태평성대를 이룬 성현들이 지킨 도리를 배워서 실천해야 하는 대

상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고(上古)시대 태평성대의 통치는 공자가 중

시한 시, 서, 예, 악, 역, 춘추(詩, 書, 禮, 樂, 易, 春秋)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므로, 문(文)은 결국 “『시경(詩經)』이나 

『상서(尙書)』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

인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어서 「팔일(八佾)」편의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하자.

3-14: 공자가 이르시기를: “주나라는 두 왕조를 살폈으니, 찬란

하도다, 문(文)이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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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 吾從周.”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궁극적으로 주공(周公)을 가장 존경하고 섬겼다. 

그런데 주(周)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그리고 주공은 하(夏)나라

와 상(商)나라의 예악(禮樂)제도를 계승하고 나아가 종법(宗法)제도를 완

성시켰으니, 결국 공자의 발언은 주나라 예악제도와 종법제도가 가장 이

상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로 통치한 업적들에 대한 기록인 주나라의 

문장이 가장 훌륭하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공야장(公冶長)」편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5-12: 자공이 말하기를: “스승의 문장은 얻어 들을 수 있지만, 스

승의 천성과 하늘의 도에 대한 말씀은, 얻어 들을 수가 없다.” 

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

得而聞也.”

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다음의 기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실함은 하늘의 도이고, 진실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진

실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어, 

차분하게 도에 들어맞는 것이니, 성인이다. 진실하게 한다는 것

은, 선을 가리어 굳게 잡는 것이다.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예기(禮記)』 

「중용(中庸)」

즉 천성(天性) = 천명(天命)이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스스로 그러한 성질을 따르는 순리이다. 「자한(子罕)」편을 보면 5-12와 

상통하는 “공자께서는 이익과 천명과 어질음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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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4)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처럼 천성에 대해서

는 유난히 말을 아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孔子侍坐於哀公. 哀公曰: “敢問人道誰爲大.” 孔子愀然作色

而對曰: “君之及此言也， 百姓之德也. 固臣敢無辭而對. 人道

政爲大.” 공자가 애공를 모시고 앉았다. 애공이 말하길: “감히 

묻습니다. 사람의 도는 누구를 큰 것으로 여기오?” 공자가 엄정

하게 낯빛을 고치고는 대답하여 이르길: “임금께서 이 말씀에 

이르신 것은 백성들의 덕입니다. 진실로 신은 감히 사양치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의 도는 정치를 큰 것으로 여깁니다.” (애)

공이 말하기를: “감히 묻겠는데 어떤 것이 정치를 한다고 일컫

는 것이오?” 공자가 대답하여 이르길: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

니다. 임금이 바르게 하면, 곧 백성들이 정치에 따릅니다. 임금

의 행하는 바는, 백성들의 따르는 바입니다.

公曰: “敢問何謂爲政.” 孔子對曰: “政者， 正也. 君爲正， 則百

姓從政矣. 君之所爲， 百姓之所從也.” 『예기』 「(애공문(哀公

問)」

즉 공자가 예악제도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소강(小康)사회의 통치이념

인 인도(人道: 사람의 도)만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당시 춘추시대에는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르는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인 천도(天道: 하늘의 

도)5)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공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子罕言利與命與仁.

5)  『禮記(예기)』 「예운(禮運)」을 살펴보면, 공자는 대동(大同)사회를 대도(大道)가 행해

지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천도(天道)는 곧 대도(大道)를 뜻하고, 반면에 

소강(小康)사회의 인도(人道)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道)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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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대동이 아닌 소강사회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팔일(八佾)」편의 “하나라의 예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

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은나라의 예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

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문헌이 부족한 까닭이다. 충분하면, 곧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6)는 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듯

이, 공자는 대동사회의 천도(天道)가 아닌 하 상 주 삼대의 소강사회에 펼

쳐진 인도(人道)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공자가 말하는 문장(文章)은 궁극적으로 “하나라와 상나라 그리고 주나

라 3대의 예악과 제도로 나라를 다스린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공야장(公冶長)」편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5-14: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는, 어찌하여 문(文)이라고 일컫습

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힘써 일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를 문

(文)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子貢問曰: “孔文子， 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

下問. 是以謂之文也.” 

공문자(孔文子)는 위(衛)나라 대부인데, 이름이 어(圉)이다. 따라서 「헌

문(憲問)」편에 나오는 중숙어(仲叔圉)가 바로 공문자이다. 그런데 공문

자는 그가 죽은 후에 받은 시호(諡號)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니, 『좌전

(左傳)』 「애공(哀公) 11년」에는 공문자가 대숙질(大叔疾)을 공격하기 위

해 공자에게 계책을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는 공자 나이 68세 때이

고, 또 공자는 이후 위(衛)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가게 되므로, 위의 

대화는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온 즉 68세 이후의 대화임을 알 수 있는 것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子曰: “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 吾能言之， 宋不

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 則吾能徵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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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참고적으로, 이를 통해서 공문자가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떴

음 역시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자는 공문자가 정성을 다해 힘써 일하는 충(忠)과, 성현들의 

통치이념인 도(道)를 배우기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

지 않는 호문(好問)의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문(文)이라고 일컫는다고 

했으니, 여기서 文의 의미가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 즉 『시경』이나 『상서』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

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인 내용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호문

(好問: 묻기를 좋아함)의 자세는 신(愼: 신중함)과 상(常: 변치 않고 초지

일관하는 태도) 그리고 중(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태도)과 

겸(謙: 겸손함)이라는 도(道)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공은 왜 공문자의 文에 대해서 이처럼 묻고 있는 것일까? 

사실 자공의 의도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공문자의 업적에 대해서 회의

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니, 이제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좌전』 

「애공 11년」의 사건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자. 위(衛)나라의 대숙질이 송

(宋)나라로 도망가 자조(子朝)의 딸과 결혼했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그

녀의 여동생 역시 언니를 따라서 대숙질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이 둘

째 딸이 매우 예뻤다고 한다. 후에 자조가 위(衛)나라로 가니, 위나라의 

대부였던 공문자는 대숙질의 부인을 쫓아내고 자기의 딸을 대숙질에게 

시집보냈는데, 대숙질은 오히려 자조의 둘째 딸 즉 옛 부인의 여동생을 

몰래 불러내어 집까지 제공하자, 공문자는 이에 분노하여 대숙질을 공격

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공문자는 결국 공자의 만류로 관두게 되고, 그의 

딸을 다시 집으로 불러 들였다. 이는 공자 나이 68세 때의 일인데, 이 일

이 있은 직후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공문자는 신하로서 자기가 섬기는 군주인 영공(靈公)을 공격한 적

도 있었으니, 자공은 공문자가 이처럼 멋대로 자기의 딸을 시집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심지어 군주를 공격하는 등 불인(不仁)한 존재인데, 어

찌 文이라는 시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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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잘 알고 있던 공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처럼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공자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또 「옹야(雍也)」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6-25: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가 문(文)을 널리 배우고, 예절

로 규제하면, 역시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공자는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는 널리 문(文: 통치에 필요한 모

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 즉 『시경』이나 『상서』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나아가 예(禮: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로 文을 수식하므로, 道 즉 

태평성대를 이끈 지도자의 통치이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자는 여기서도 道라는 것이 형식인 禮와 내용인 

文이 겸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안성재 

2015b. 170) 
그리고 「술이(述而)」편에는 다음의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7-24: 공자는 네 가지로 가르치셨으니, 문(文)과 행(行) 그리고 

충(忠)과 신(信)이었다. 

子以四敎， 文行忠信. 

여기서 공자는 道의 구성요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니, 바로 文(통

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

는 서적들) 즉 이론과 行(배운 이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실천 그리

고 忠(정성스러움)과 信(믿음) 즉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 및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성실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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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공자가 이르시기를: “문(文)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할 

것이다. 군자의 도를 몸소 행하는 것은, 곧 내가 아직 이르지 못

했다.” 

子曰: “文，莫吾猶人也. 躬行君子， 則吾未之有得.”

여기서도 공자는 다시 한 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앞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文(문)은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하면 태평성대를 이룬 성현들이 지킨 도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 서, 

예, 악, 역, 춘추(詩, 書, 禮, 樂, 易, 春秋) 즉 하나라와 상나라 주나

라에 대한 역사기록이 되는 것이다.7) 그런데 공자는 그러한 文 즉 이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만큼 안다는 자신이 있지만, 그 이론을 응집시킨 통치

이념인 道를 몸소 실천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겸손해 하고 있

으니, 이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공자는 네 가지로 가르치셨으니, 文(통

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과 行(행: 실천) 그리고 忠(정성스러움)과 信(믿

음)이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태백(泰伯)」편의 다음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8-20: 공자가 이르시기를: “위대하다, 요의 임금 됨이여! 숭고하

도다! 오직 하늘만이 크고, 다만 요임금만이 본받으셨다. 넓디넓

으니, 백성들이 이름 짓지 못하는구나. 숭고하니, 그 공을 이룸

이여. 빛나니, 그 문장(모든 법도)이 있음이여!”

子曰: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 唯天爲大， 唯堯則之. 蕩

7)  공자를 시조로 모시는 유가사상이 중시하는 육경(六經)이 바로 詩, 書, 禮, 樂, 

易, 春秋이다. 하지만 『춘추(春秋)』는 공자가 말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에, 공자가 중시한 文에서 이 『춘추』는 사실상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육경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함께 거론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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蕩乎， 民無能名焉. 巍巍乎， 其有成功也! 煥乎， 其有文章!”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요임금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자.

제요 도당씨는, 이기가 성인데, 혹자가 말하기를 이름은 방훈이

라 하니, 제곡의 아들이다. 그 인자함은 하늘과 같았고, 그 지혜

로움은 귀신과 같아서, 따르기를 마치 해와 같이 하고, 우러르기

를 마치 구름과 같이 하였으니,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되고, 평양

을 도읍으로 하여, 지붕을 이는 짚을 자르지 않고, 흙 계단은 세 

단이었다. 

帝堯陶唐氏， 伊祈姓， 或曰名放勛， 帝嚳子也. 其仁如天， 其

知如神， 就之如日， 望之如雲， 以火德王， 都平陽， 茅茨不剪， 

土階三等.『십팔사략(十八史略)』 「오제편(五帝篇)」

화 지역을 살피니, 화의 봉인(수령)이 말했다: 아, 성인을 축복하

나니, 성인께서 장수하고 부유하며 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요

임금이 말했다: 사양하겠소. 아들이 많으면 곧 두려워할 일이 많

고, 부유하면 곧 일이 많으며, 장수하면 곧 욕된 일이 많소. 

觀于華， 華封人曰: 噫， 請祝聖人， 使聖人壽富多男子. 堯曰: 

辭，多男子則多懼， 富則多事， 壽則多辱. 『십팔사략』 「오제편」

요임금은 아들 단주가 못나고 어리석어, 세상을 넘겨주기에 부

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에 정권을 순에게 주었다. 순

에게 주면, 곧 세상이 이로움을 얻고 단주가 원망을 하지만; 단

주에게 주면, 곧 세상이 원망하고 단주가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

이다. 요임금이 말했다: “결국에는 세상이 원망함으로써 한 사

람을 이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순에게 주었다. 

요임금이 죽고, 3년상이 끝나자, 순은 단주에게 양보하고 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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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쪽으로 물러났다. 제후 중에 조정에 알현하는 이들이 단주

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으며, 소송을 하는 이들이 단주에게 가

지 않고, 순에게 갔으며, 칭송하는 이들이 단주를 칭송하지 않고 

순을 칭송했다. 순이 “운명이로다!”라고 말하고, 대저 중원으로 

돌아가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가 순임금이다.

堯知子丹朱之不肖， 不足授天下， 於是乃權授舜. 授舜， 則天

下得其利而丹朱病；授丹朱， 則天下病而丹朱得其利. 堯曰: 

“終不以天下之病而利一人”， 而卒授舜以天下. 堯崩， 三年之

喪畢， 舜讓辟丹朱於南河之南. 諸侯朝觐者不之丹朱而之舜， 

獄訟者不之丹朱而之舜， 謳歌者不謳歌丹朱而謳歌舜. 舜曰“天

也”， 夫而後之中國踐天子位焉， 是爲帝舜. 『사기(史記)』 「오제

본기(五帝本紀)」

이처럼 검소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일관하여 나랏일에 임했기 때문

에, 공자는 요임금을 극도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문에서 “넓

디넓으니, 백성들이 이름 짓지 못하는구나.”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요임금의 道가 너무나도 숭고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는 뜻으로,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1장의 “道, 可道，非常道；名, 

可名，非常名.(도라는 것은, 말할 수 있으면, 변치 않고 영원한 도가 아

니고; 이름이라는 것은, 부를 수 있으면, 변치 않고 영원한 이름이 아니

다.)”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계속 설명을 하자면, 「공야장(公冶長)」편 5-12
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공자가 말하는 文章은 하나라와 상나라 그리고 

주나라 3대의 예악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3대보다 앞선 요임금이므로, 여기서는 대동사회 특히 요

임금이 통치하던 시기의 법도(法道)와 그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

석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공자의 文은 3대에 관한 기

록이지만, 이러한 소강사회의 道는 엄밀히 말해서 대동사회의 그것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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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한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여기서 태평성대의 범주를 3대에서 대동사

회로 확장시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한(子罕)」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기록이 있다.

9-5: 공자께서 광 지역에서 위협을 당하자, 이르시기를: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문(文)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하늘이 장

차 이 文을 없애려 하였으면, 뒤에 죽을 사람(공자 자신)이 이 문

(文)을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이 문(文)을 없애지 않으

시니, 광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子畏於匡， 曰: “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天之將喪斯文也， 後

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문(文)은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상 도(道)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문(文)은 옛 전적들에 

기록된 주나라 문왕의 통치업적 및 일련의 정책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

러한 문왕의 통치이념인 도(道)가 사라지지 않고 공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늘이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

리고 공자는 그러한 문(文)에 담겨져 있는 도(道)를 세상에 알리려고 고군

분투하고 있는 것이니, 하늘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포기하지 않은 공자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처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10: 안연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 파고

들수록 더욱 굳으며, 바라볼 때에 앞에 계시더니, 홀연히 뒤에 

계시다! 스승께서는 순리적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문(文)으로 나

를 넓히시며, 예(禮)로 나를 제약하시니, 멈추고자 해도 능히 못

하여, 나의 재능을 다하게 하신다. 높이 뛰어나 의젓하게 서있는 

듯하니, 따르고 싶어도, 말미암지 못한다.” 

顔淵喟然歎曰: “仰之彌高，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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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旣竭吾

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공자는 도(道)를 직접 실천한 인물이었음을 명확

하게 알 수 있다. 우선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 파고들수록 더욱 굳다”는 

말은 상(常: 초지일관하여 부단히 노력함)의 실천이고, “바라볼 때에 앞에 

계시더니, 홀연히 뒤에 계시다”는 말은 겸(謙: 감히 앞에 나서지 않는 겸

손함)의 실천이며, “순리적으로 사람을 이끄시다”는 말은 무위자연(無爲

自然: 억지로 작위하지 않고, 천성에 따라서 스스로 그러하게 함)의 실천

이고, “문(文)으로 나를 넓히시다”는 말은 교(敎: 옛 성현들의 법도를 기

록한 내용들로 가르침)의 실천이니, 그 가르침의 대상은 다름 아닌 도(道)

이다. 특히 교(敎)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예기』 「중용」

즉 옛 성현들의 통치이념인 도(道)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이 바로 교

(敎)인데,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했듯이 가르침과 배움은 따로 떨어

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어서 안회는 “예(禮)로 나를 제약하시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소강

사회의 도(道)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대동사회의 도(道)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춘추시대라는 현실에 맞춰서 내용인 문(文)과 형식인 

예(禮)의 조화를 강조하는 소강사회의 도(道)를 가르친 것이다. 

이어서 「선진(先進)」편의 다음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11-2: 공자가 이르시기를: “진과 채 지역에서 나를 따르던 이들

은, (이제) 모두 문하생이 아니다.(모두 내 곁을 떠났다.) 덕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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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몸소 실천함)으로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었고; 언

어(말재간)로는: 재아, 자공이었으며; 정치로는: 염유, 계로이

고; 문학(文을 배움 즉 고대 전적에 기록된 성현의 통치이념인 

도를 배움)으로는: 자유, 자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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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나오는 문학(文學)은 오늘날의 문학이 아니라, 文(고대 전적들

에 기록된 옛 성현들의 통치이념과 그 업적)을 學(배움)하는 것으로 이해

해야 한다. 즉 어순이 뒤바뀐 학문(學文)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니, 공

자는 자유와 자하가 문(文)에 뛰어났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

피, 도(道)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도(道)의 이론부

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문(文)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자유와 

자하가 도(道)의 이론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양을 거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니와, 다시 한 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연(顔淵)」편의 두 기록을 살펴보자.

12-15: 공자가 이르시기를: “문(文)을 널리 배우고, 예절로 규제

하면, 역시 (도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子曰: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이는 「자한(子罕)」편 9-10의 “스승께서는 순리적으로 사람을 이끄시

고, 문(文)으로 나를 넓히시며, 예(禮)로 나를 제약하시니, 멈추고자 해도 

능히 못하여, 나의 재능을 다하게 하신다.”라는 말과도 일치하고 있으니, 

바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도(道)를 가르친 방법 즉 도(道)의 내용이 되는 

文(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 그리고 옛 전적에 기록된 그러한 법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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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이 되는 예(禮)의 병행 교육법이다. 따라서 공자는 

일관되게 형식과 내용을 모두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24: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문(文)으로 벗을 모으고; 벗

으로 어질음을 돕는다.(그러한 벗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질음을 

갈고 닦는데 돕도록 한다.)”

曾子曰: “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

문(文)은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니, 『시경』이나 『상서』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따라서 본문은 “참된 지도자는 문(文)을 배워 옛 성

현들의 통치이념인 도(道)를 깨우치려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나아가 그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곁에서 부단히 충고하고 격려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3. 나오면서

그간 문(文)에 대한 적잖은 해석들이 대부분 ‘채색하다, 수식하다.’라

는 뜻을 지닌 紋(무늬, 문양)과 동일시되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자가 언

급한 문(文)은 다름 아닌 ‘문장(文章)’을 뜻하니, 구체적으로는 『시경』이

나 『상서』 등의 전적들을 총괄하는 단어임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자의 문(文)-언(言)-지(志)는 다름 아닌 시언지(詩言志)와

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詩言志는 『상서·우서(虞書)』편의 「순

전(舜典)」에 나오는 말로, “시는 뜻을 간언하는 것이고, 노래는 간언하는 

말을 길게 늘인(읊은) 것이며, 소리는 읊음에 따르고, 음률은 소리와 조화

를 이루는 것이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는 의미로 풀이

된다. 따라서 공자는 『논어』「계씨(季氏)」편에서 자신의 아들 백어(伯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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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은 말로 일깨운 바 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확

고히 설 수 없다.” 

“不學詩， 無以言.” “不學禮，無以立.” 

도(道)에는 내용과 형식이 존재하는데(안성재 2015b. 169), 공자는 도(道)

의 내용과 형식을 둘 다 중시한 인물이다. 따라서 본문의 시(詩) 즉 『시

경』은 옛 성현들의 말씀과 업적들을 망라한 文의 하나로서 도(道)의 내용

을 말하는 것이고, 예(禮) 즉 『주례(周禮: 주나라의 관제와 정치제도를 기

록한 책)』와 『의례(儀禮)』는 도(道)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여기서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대유법을 써서 아들을 가르

친 것이니, 문(文)을 배우지 않으면 도(道)의 내용을 모르게 되어 할 말이 

없게 되고, 예(禮)를 배우지 않으면 도(道)의 형식을 모르게 되어 확고해

지지 못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공자의 언행과 관련된 기록들인 『논어』나 『예기』 의 내용들을 살펴보

면, 유독 『시경』과 『상서』의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문(文) 즉 논증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서양 레토릭(rhetoric)에 있어서의 착상(inventio) 및 배열(dispositio) 
과정과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사(修辭)라는 것은 아름답게 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文), 즉 예로부터 기록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참된 도리에 비

춰서 진실 되게 그 뜻을 간언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수사학은 단순한 언어적 기교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

니라, 도리를 올바르게 천명하고 전달하여 바른 길로 이끄는 일련의 과

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의

지, 뜻)가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공자가 가르치는 문(文)-

언(言)-지(志)의 수사과정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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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Course of Confucius’ 
Inventio and Dispositio Processes of Rhetoric

 Ahn, Sung Ja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hetoric is translated into 修辭 (xiū cí) or 修辭學 (xiū cí xué) today, 
but the first person to use the word 修辭 (xiū cí) was Confucius. While 
explaining the concept of 修辭 (xiū cí), Confucius introduced a series of 
courses called 文 (wén: the sentence)-言 (yán: mentoring)-志 (zhì: the aim). 
The sentence refers to classic texts, while mentoring means to preach good 
advice and the aim refers to ideas and the will of the nation and its people. 

More specifically, 文 (wén: the sentence)-言 (yán: mentoring)-志 (zhì: the 
aim) represents a series of rhetoric steps to express thoughts and opinions to 
superiors, according to the classic texts “Book of Odes” (Shī jīng: 詩經) and 
“Book of Documents” (shūjīng: 尙書). These steps are said to be the process 
of finding arguments in classical texts, so it is quite similar to the inventio 
(implantation) and dispositio (arrangement) processes of rhet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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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버크(Kenneth Burke)의 
신 수사학 이론을 통한 『효경』(孝經) 읽기

임형권 (서울대)

I. 들어가며

개신교 종교개혁을 사실상 학술적, 정신적으로 뒷받침한 기독교 인

문주의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는 히에로니무스

(Hieronymus, 347-420)의 라틴어 번역 성경(Vulgate)의 오류들을 시정하며 

새롭게 번역한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1519]) 제2판에서 요한복

음 첫 구절의 벌게이트 번역문을 수정한다. 벌게이트에서는 그 구절이 In 
principio erat verbum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로 되어 있는데 

이 인문주의 학자는 verbum을 sermo로 수정하는 과감성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번역 수정이 성서 해석의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보일(Boyle sep., 1977, 163 이
하)에 따르면 그리스어 로고스(λόγος)는 “연속되는 진술, 내러티브, 연설” 

등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에라스무스는 구분되고, 고립된 단어를 뜻하는 

verbum이 원어가 가진 뜻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일상적 담

화나 연설을 뜻하는 sermo를 선택한다. (Boyle 1977, Erasmus 8 참조). 그

런데 에라스무스의 철저한 텍스트 비평의 배후에는 오랜 서구의 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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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서구 수사학 전통의 인간 이

해를 따라서 언어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핵심적 특징이라고 생각했

다. 에라스무스의 선구적인 작업은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의 수사학적 성

경해석에 밑거름이 되었고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다. 이 같은 역사적 실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학은 단순히 이론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라스무스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논리학을 바탕으로 극도로 

지성화된 스콜라주의에 대항해 기독교 교부시대의 수사학적 전통을 부활

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근대의 차가운 지성주의에 대한 반동으

로 수사학적 방법이 신학, 인문학 분야를 넘어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

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수사학적 방법론은 동

양학에도 적용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1) 서구의 고전, 현대 수사

학 이론은 서구와 다른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탄생한 동양 고전을 흥

미롭게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신수사학(new 
rhetoric)을 대표하는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 1897-1993)의 『종교 수

사학』(The Rhetoric of Religion)2)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고백

록』(Confessions)과 창세기 1-3장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의 

이론적 틀은 동양 고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버크의 신 수사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통해서 유가(儒家)의 13경(經) 

중 하나인 『효경』(孝經)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한 시도이다. 수사학 방

1)  대표적인 문헌 몇 가지만 소개한다. Christoph Harbsmeir, “Confucius Riddens: 
Humor in The Analectics.” Ha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0:131-161; Robert 
T. Oliver, “The Rhetorical Tradition in China: Confucius and Mencius” Today’s 
Speech 17.1 (1969); Ulich Unger, Rhetorik des Klassischen Chinesisch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4); Xing Lu, Rhetoric in Ancient China: Fifth to Third 
Century B. C. E.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8).

2)  종교 수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Eduard Norden이다. Cf. Eduard 
Norden, Agnostos Theos: Untersuchungen zur Formengeschichte Religiöser Rede 
(Leipzig: Teubner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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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을 이 경전에 적용한다는 것은 『효경』(孝經)에 대한 정교한 텍스트 

비평이나, 저자, 저작 시기, 전승 판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완결된 텍스

트 자체 속에서 말하는 주체와 듣는 대상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scene)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를 분석함을 말한다. 텍

스트에 대한 이러한 수사학적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버크는 다음의 예로 

설명한다. 

내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

이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은 대답하기를, “그는 ‘예’라고 말했

습니다.” [‘예’라는 말만 갖고서는］당신은 아직 그 사람이 무엇

을 말했는지 모른다. 당신이 그 말이 이루어진 상황과 그 말에 

앞서서 한 말들에 대해 더 알지 못한다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Burke 1973, 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버크의 신수사학 이론을 『효경』(孝經)에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효 자체가 갖는 종

교적 성격이다. 효는 부모에 대한 인간의 친근한 정서에서 시작해서 조

상숭배라는 종교적 수준에까지 연결되는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특

성을 갖고 있다. 둘째, 『효경』(孝經)에 나타난 효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

에 등장한 효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 가령 공자는 “효성과 공경이란 것은 인(仁)을 이룩하는 근본인 것이

다”(孝弟也者, 其爲仁之本［『論語』,「學而」, 2])라고 말하면서 그의 철

학의 중심인 인(仁)의 근간을 효(孝)에 두고 있다. 공자는 예(禮)라는 개

념을 통해서 가족 안의 효와 그 효가 확장된 사회적 차원의 효를 통합시

키고 있다. 공자와 섭공의 대화에서 제시된 유명한 일화에서 섭공이 자기 

마을에서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한 것을 칭찬하자, 공자는 “우리 마을

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그런 일을 숨기

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런 일을 숨기지만, 정직함이 그러는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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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吾黨之直者, 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論

語』,「子路」, 18])라고 말하며, 가족 윤리로서의 효의 정신이 사회 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공자의 사회 윤리는 가족 윤리와 

긴장을 유지하면서 통합되어 있다. 그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개념이 바로 

예(禮)이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가족 간의 자연적 정서를 훨씬 

중요시한 사람은 맹자(孟子)인데 『맹자』(孟子)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부모

에 대해서도 탓을 자신에게 돌리고 하늘을 향해 울었다는 순임금의 일화

(『孟子』,「萬章」상, 1)는 맹자의 정서주의적 효 관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

이다. 맹자의 정서주의적 효 이해와 상반되게 효에 대해서 합리주의적 접

근을 한 사람은 순자(荀子)이다. 그는 정서보다는 보편적 도덕질서를 따르

는 것을 자연적 정서에서 나오는 효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순자에 따르면 

“집 안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공손한 것은 사람의 작은 

행위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돈독한 것은 사람의 중질행위

다. 도를 따르고 그 군주를 따르지 않으며 의를 따르고 그 부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람의 큰 행위이다(入孝出第, 人之小行也. 上順下篤, 人

之中行也. 從道不從君, 從義不從父, 人之大行也[『荀子』,「子道」, 1]).
그런데 『효경』(孝經)에서 효 관념은 공자, 맹자, 순자의 효 사상이 모

두 통합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작성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상황이란 한 제국의 형성기라는 사회, 정치적 상황이

다. 이성규(李成珪)는 “漢代 『孝經』의 普及과 그 理念”(1988)에서 『효경』

(孝經)의 성립시기와 성격 그리고 효 사상의 정치적 도구화의 문제를 다

루고 있다. 저자는 효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선진, 한초 문헌과 동일한 

구절이 많다는 점, 그리고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효경』(孝經)을 인

용한 점 그리고 공자, 맹자의 효사상과 달리 전국시대 이후 일원적 군권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을 들어 전국 말기에서 한나라 초

기 성립설에 상당히 동조하고 있다. (이성규 1988, 184-85 참조) 또한 그

는 철저한 사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 왕조가 효 사상 보급에 얼마나 힘썼

는지 정리해 주고 있다. 한대는 효경을 암송하는 관직이 있었고, 향학(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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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에 효경사(孝經師)를 두어 아동에게까지 효 사상을 주입하고(186), 노
인을 봉양하는 효자에게 요역을 면제시켜 주었고, 효렴과(孝廉科)를 통

해서 효자를 인재로 천거하도록 하였다. (이성규 1988, 191-92 참조)  

이러한 전 사회적인 효 정신의 보급은 혼란스러운 왕조 성립 시기를 정

돈하기 위해서 효를 이데올로기화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효경』(孝經)은 자연적 정서로서의 효와 제국의 정

치질서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효라는 두 측면을 모두 담고 있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정리하면, 『효경』(孝經)은 종교적인 텍스트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텍스트이다. 바로 이러한 텍스트의 성격이 버크의 수사학을 텍스

트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래서 살펴

보겠지만, 버크에게 종교적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모두 그의 신 수사학 

이론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효경』(孝經) 본문에 

버크의 수사학의 핵심 개념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II. 버크의 신수사학으로 읽는 『효경』(孝經)

버크의 『종교 수사학』은 수사학과 종교 담론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

고 있다. 버크에게 종교는 모든 인간 생활의 국면들이 의존해 있는 중심

이며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근원이다. 그런데 그에게 종교는 수사학의 한 

하위 형태이다. “종교라는 주제는 수사학이 설득의 기술이고 종교적 우

주론들이 궁극적으로는 독특하고도 철저히 설득의 양식으로서 고안되었

다는 의미에서 수사학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 (Burke 1970, v) 종교가 

믿음에 근거한 실천을 유도하려 하고, 수사학도 설득당하는 자가 말하는 

자를 믿고 행동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둘은 같은 목적을 지향하

고 있다. 그런데 버크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설득의 기술을 규명하려는 것

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설득의 목표는 무

엇인가라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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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의 수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인간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이해하고 그 독

특성의 핵심은 ‘상징’(symbol)의 제작과 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으로 그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간은 상징을 사용하는 (상징을 만들고, 상징을 오용하는) 동물

로, 부정적인 것(the negative)의 발명가로서 (또는 부정적인 것

에 의해서 도덕질서를 세우면서), 그 자신이 만든 도구들에 의해

서 자연의 제약과 분리된 채로, 위계질서의 힘에 의해 시달리고, 

완전주의의 이상에 물들어 있다. (Burke 1966,  16)

이 정의는 『효경』(孝經)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

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한 뒤 아래에서 『효경』(孝經) 본문

을 다루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인간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간은 상징을 오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건전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버크는 

여기서 도덕의 기원을 ‘부정적인 것’(the negative)의 기원과 동일시한다. 

인간은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가령 “~하지 말라”라는 형식을 통해서 

도덕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셋째, 버크는 인간의 상징작용을 통해서 구

별의 질서가 생겨 필연적으로 위계질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넷째, 상

징은 그 상징이 지향하는 완전한 상태(perfection)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의 정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종교 수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골로지’(logology)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

급했듯이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 경전과 고전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그

가 제시하는 개념들은 여러 종교 경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는 이 개념을 

우선 신학과 비교하면서 “신학”(theology)이 “신에 대한 말”(words about 
God)이라면 ‘로골로지’는 “말들에 대한 말”(words about words)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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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Burke 1970, 1) 여기서 말(words)의 대상이 되는 말(Words)은 

초월적 차원의 실재(the supernatural)를 말하고 두 가지 수준의 말은 서

로 유비적으로(analogically)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버크는 ‘은총’

(gratia)이라는 기독교 교리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한다. 원래 이 말은 

순전히 세속적인 용어로 ‘호의, 존경, 우정, 편애, 봉사, 책무, 감사, 보

상, 목적’과 같은 뜻을 갖고 있었고 gratiis 또는 gratis라는 말은 “순수한 

호의”로 “대가 없이”, “공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교적인 

로마인이 “신에게 감사”(dis gratia)라고 말했을 때는 이 말 속에 초월성이 

개입되게 된다. (Burke 1970, 7) 즉, 종교적 어휘는 세속적 어휘와 그 의미

의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세속적 어휘를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종교적 

어휘를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종교적 어휘는 세속적 어휘의 의미를 완

성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버크의 언어관의 핵심을 읽어낼 수 

있다. 한 단어는 그것의 충만한 의미를 그 자체에 갖고 있지 않고 반드시 

초월적인 차원과 결부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플라톤

의 이데아론에서처럼 가령, 현실의 ‘원’이라는 말은 이데아계의 완전한 

개념 속의 원에서 그 충만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 언어관은 상징을 사용

하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인간은 언어적 상징 활동을 

통해 완전함을 지향하고 있다. 『효경』(孝經)과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효

(孝)의 이상은 완전한 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완성을 지향하는 인

간의 행동의 성격은 ‘부정적’(negative) 명령의 형태로 인간의 삶을 도덕

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동물과 달리 오직 완성을 지향하는 상징을 사용하

고 만드는 인간만이 ‘부정적’ 명령의 형태로 자신의 삶을 감독한다. 

여기서 두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첫째, 완전성의 이상은 

인간 행동의 ‘동기’(motive)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완성이라는 것

이 꼭 도덕적으로 올바른 완성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 정의에서 

인간은 상징을 ‘오용’(misusing)하기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

화에서처럼 인간은 완전성을 지향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성의 추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



142 수사학 제29집

3)  버크는 드라마티즘을 과학주의(scientism)와 대립하는 용어로 사용한다(Burke 1966, 
45).

의 정치적 수사를 연구한 버크는 아리안 족의 완전성에 대한 이상은 그로 

하여금 유대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을 희생양으

로 삼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Burke 1973, 202)
‘로골로지’를 버크의 인간의 정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두 

가지 차원의 언어 속에 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은 일상적 

언어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일상적 언어라는 것 자체가 

초월적 차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종교적일 수밖에 없

다. 효라는 로고스는 일상적인 차원과 초월적, 종교적 차원 모두에 걸려 

있는 개념이다. 자연스러운 가정 내의 효의 정서는 종교적 차원으로 고양

되어 조상숭배의 정신이라는 종교적 효 개념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이 상

징으로서의 효는 오용될 수도 있는데 한대의 충(忠)의 의미로 확대된 효

의 정신은 좋은 예이다. 필자는 이하에서 버크의 이론을 통해 『효경』(孝

經)에서 효라는 상징이 어떤 방식으로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오

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결론에서 건전한 효 사상과 그 실천을 위한 대안

을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1. ‘드라마티즘’ 관점에서 본 『효경』(孝經)

버크는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일정한 구조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드라마티즘’(dramatism)이라고 한다.3) 쉽게 설명하면, 이 개념은 

인간 상호 간의 언어활동을 삶의 세계라는 특수한 연극무대 속에서 이해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라는 뜻이다. 

버크는 연극 무대 속의 인간의 행동은 그 자체로서 상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바로 이점에서 찾는다. 인간 외

의 존재는 움직이지만(motion) 인간은 의지를 갖고서 행동한다(action). 행
동은 인간됨의 독특한 표현이고 “드라마는 행동의 결정적(culminative)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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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Burke 1966, 54-5) 따라서 인간은 그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서 제

각기 성격(character)을 갖고 연기하고 있다. 연극 무대 속의 배우를 생각

해 보자. 모든 인간은 모두 햄릿, 맥베드, 오델로, 리어왕처럼 배우로서 

살아간다. 버크는 배우로서의 인간의 행동에서 동기(motive)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그 동기가 성립하는 수사학적 상황을 분석한다. 버크는 인간 행

동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Burke 1945, xv)

행해진 것(행동act)/ 언제 또는 어디서 그 행동이 이루어졌는가

(상황scene)? / 누가 그 행동을 했는가(행위자agent)? / 어떻게 

그는 그 행동을 했는가(행동수단agency)? / 왜 행동을 했는가(목

적purpose)?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이 다섯 가지를 적용한다면, 햄릿은 행위의 주

체(agent)이고 그는 그의 숙부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왕인 그의 아버지를 

독살한 장소인 왕궁이라는 정치적 현장(scene)에 있고, 행동의 주체인 햄

릿은 복수라는 목표(purpose)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숙부의 독

살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수단(agency)을 써서 범죄가 탄로 나도록 행동한

다(act). 이런 식의 분석이 버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들은 그 

행동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Burke 
1968, 456)

버크의 수사학에서 이렇게 드라마로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작업의 

의의는 드라마 속의 인간이 갈등(conflict)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실제 사회도 갈등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밝혀 준다는 데 있다. 인간

은 갈등의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에서처럼 갈등이 해소되어

야 한다. 버크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이 수사학이라고 보고 이 수

사학은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의 언어활동이 수사적이라면 신이 내린 종교 경전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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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성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효경』(孝經)은 어떤 상

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책인가,라는 수

사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선 『효경』(孝經)의 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텍스트는 공자(孔子)가 증자(曾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

어 있다. 하지만 텍스트 내용을 한 번만 봐도 모든 말이 공자에게 나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우선 공자가 효에 대해서 말한 상황과 『효

경』(孝經)이 놓여 있는 상황은 현저히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자

는 춘추시대의 사람이고 아직 한(漢)제국의 체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

다. 따라서 그가 효의 내면성과 사회성을 함께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형식

적 차원의 효가 반드시 제국의 질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렇다면 『효경』(孝經)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경』(孝經)

의 저자가 처한 역사적 상황(scene)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효경』

(孝經)의 저자에 대해서 대강 추측만 할 뿐 정확히 그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웨인 부스(Wayne C. Boothe)의 수사학 용어를 빌리

자면, 그는 ‘내포 저자’(implied author), 다시 말해서 『효경』(孝經)의 설득 

내용을 실제로 의도한 저자, 공자의 권위를 빌린 실제 저자라고 할 수 있

다(부스 1999 참조). 공자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효경』(孝經)의 저자

나 편집자는 어떤 시대적, 공간적 상황 속에서 어떤 동기로, 누구를 대상

으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행동의 궁극

적 목적은 무엇인지,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버크

의 ‘드라마티즘’의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익명의 『효경』(孝經)

의 저자는 천자(天子)를 중심으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효를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설득을 통해서 저자가 일으키고자 하는 행동은 각 계층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천자는 효에 있어서 천하의 모범이 되어야 한

다. “(천자) 한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면 만민이 그에 힘입는다”(一人有

慶, 兆民賴之 「天子章」, 김덕균 2008). 위로 천자와 아래로 백성을 위해

서 토지를 관리해야 하는 제후는 부귀를 갖추는 것이 효를 실현하는 것이

다. “부귀가 몸에서 떠나지 않은 뒤에야 그 사직을 보존하며 인민을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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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수 있다”(富貴不離基身, 然後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諸侯

章」). 경대부는 선왕이 제정한 신분질서에 맞게 의복을 입어야 하고 정해

진 예법(禮法)에 따라서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춰

진 뒤라야 그 봉록과 지위를 보전할 수 있고, 종묘를 지킬 수 있다”(三者

備矣, 然後能保其祿位, 而守其宗廟, 蓋卿大夫之孝也 「卿大夫章」). 

선비는 윗사람을 공경함으로써 효를 성취한다. “충과 공순을 잃지 않고 

그 윗사람을 섬긴 뒤에야 작위와 봉록을 보존할 수 있으며 그 제사를 지

낼 수 있다”(忠順不失, 以事其上, 然後能保其爵祿, 而守其祭祀, 蓋

士之孝也 「士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소 근신하고 쓰임을 절약하여 

부모님을 봉양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효이다”(謹身節用, 以養父

母, 此庶人之孝也 「庶人章」). 이상과 같이 계층마다 각 신분에 알맞은 

효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효의 본질, 즉 윗사람에 대

한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그 실천에 있어서 신분적 차별

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천하를 통일한 한 제국은 질서의 확립

이 급선무였다.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갈등은 상존해 있었다. 따라서 『효

경』(孝經)의 저자는 효라는 상징을 수단으로 해서(agency) 제국의 백성들

이(agent) 자발적으로 제국의 질서에 복종하도록(act) 동기부여를 할 필요

가 있었던 것이다(purpose). 하지만 사회 질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면 유지

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상적 효를 제시한 다음, 계층을 나누어 차별

화된 효의 실천을 설득함으로써 위계적으로 안정된 사회질서의 확립을 

저자가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2. 『효경』(孝經)의 수사적 전략- ‘동일화’(identification)

버크의 설득 전략은 갈등하는 집단 사이에서 공통점에 호소하는 것이

다. 『효경』(孝經)에서 그 공통점은 당연히 효로 나타난다. 천자에서 시작

해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모두가 효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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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인간됨에 호소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공통점에 호소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동일화 전략은 신수

사학을 전통적 수사학과 구별시키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Nichols 1993, 
7-8) 버크에 따르면, “‘동일화’는 사회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방식”이다. (Burke 1973, 195) 동일화 전략의 예를 든다면, 고졸 학력으

로 성공한 대기업의 임원이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을 상대로 연설을 한

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동일화를 통해서 차이를 

지우려고 설득하는 속성이 있다. 동일화를 위해서는 공통의 근거, 철학

적으로 ‘실체’(substance)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가지 실체

로 쉽게 환원시키기는 어렵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동질성’

(consubstantiality)이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외모, 학력, 지위, 재

력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취미가 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둘 사이에는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화가 가능해 진다. 이 동

일화는 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갈등을 해

소시키는 데 중요한 기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갈등 상황이 수사학을 

탄생시켰다고 한다면 여기서 수사학은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강조함으로

써 갈등을 봉합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회는 사회의 정점을 

중심으로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위계적인 질서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나 중세 기독교 사회는 이데아, 최고 존재로서의 신 

개념을 통해서 동질화된 위계 사회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효경』(孝經)의 내포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내포저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그려낼 수 있다. 저자

는 「효치장」(孝治章)에서 공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옛날에 명철한 

군주가 효로써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작은 나라의 신하도 소홀히 하지 않

았는데, 하물며 공,후,백,자,남이에랴! 그러므로 모든 나라로부터 환심을 

얻어서 그 선왕을 섬기었다”(昔者明王之以孝治天下也, 不敢遺小國之

臣, 而況於公侯伯子男乎)(「孝治章」). 여기서 『효경』(孝經)의 키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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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효치’(孝治)가 등장한다. 효는 제국을 다스리는 정신이 되어

야 한다. 새로운 제국의 상황은 『효경』(孝經) 확립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

공했을 것이다. 제국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효경』(孝經)의 저자

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효

경』(孝經) 속에서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 유발한 동기(motive)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제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화의 논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특히 천자의 

효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천자장」(天子章)에서 저자

는 “사랑하고 공경함을 부모님 섬기는데 극진히 한 뒤에 도덕적 교화가 

백성들에게 전해져 천하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천자의 효이다”

(愛敬, 盡於事親, 然後德敎加於百姓, 刑於四海, 蓋天子之孝也 「天

子章」)라고 말한다. 여기서 효는 천자의 도덕과 그 이하 모든 계층의 사

람들의 도덕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효는 

천자와 백성 둘 사이에서 ‘동질성’을 형성한다. 그래서 효는 천자와 백성

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처벌, 제의 그리고 안정된 사회질서의 이상

『효경』(孝經)의 저자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

국의 신분 질서 속에서 말하고 있다. 즉, 『효경』(孝經)의 저자는 공자, 맹

자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대상을 설득시키고 있다. 『효경』(孝經)의 저자

에게는 인간의 효심을 드높이기 위한 단순한 목적을 넘어서 안정적인 사

회 질서의 이상이라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연적 감

정과 제국의 질서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적 장치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

이 ‘충’(忠)이고, 그는 소위 ‘이효작충’(移孝作忠), 즉 부모에게 효도하

는 마음을 확대해 나라에 충성한다는 논리를 통해 제국의 정신적, 정치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효경』(孝經)에서 저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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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에 대한 효와 아버지에 대한 효를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어머니에 대

한 효를 ‘애’(愛)로 규정하고 아버지에 대상 효를 ‘경’(敬) 규정해 양자를 

구분하고 ‘경’의 측면에서 효의 특징을 군주에게 확대한 것이 충이라고 

말한다(“효로 군주를 섬기면 충이다”[以孝事君則忠 「士章」]). 여기서 어

머니에 대한 ‘애’와 군주에 대한 ‘충’은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효에 근

거하고 있다. 정리하면, 『효경』(孝經)은 효를 매개로 해서 가부장적 제국

의 위계질서를 세우려고 모든 백성을 설득하고 있는 책이다. 필자가 보기

에는 『효경』(孝經) 자체가 그러한 위계질서를 성립시켰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 같고, 오히려 제국의 위계질서라는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효를 

명령하고 있다. 

효 정신을 축으로 해서 사회가 조직화되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지속적

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 인간의 모든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처벌의 

기제가 필요하다. 『효경』(孝經)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사회 질서에서도 

예외 없이 효와 관련한 처벌의 내용이 나온다. 「오형장」(五刑章)은 완전

한 효를 전제하면서 ‘불효하지 말라’고 표현되는 명령을 담고 있으며, 그

것을 어겼을 경우에 죄(guilt)가 되고 따라서 처벌이라는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가지 형벌에 속하는 것이 모두 3천 가지이지만, 그 중에 불

효보다 큰 죄는 없다. 군주를 강요하는 것은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인을 비난하는 것을 예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효를 비

난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큰 혼란의 원

인이 되는 것들이다(五刑之屬三千, 而辜莫大於不孝. 要君者

亡上, 非聖人者亡法, 非孝者亡親, 非大亂之道也 「오형장」

(五刑章)).

버크는 인간 사회의 유지 기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Burke 
1970, 4-5 참조), 사회 질서는 그것의 유지를 위한 규범의 위반과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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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희생양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서는 죄의식을 가져온다(왜냐하면, 누가 그 계명을 지키겠는

가?).

죄의식은 구속을 필요로 한다(왜냐하면, 누가 정화되지 않으려 

하겠는가?).

구속은 구속자를 필요로 한다(다시 말해서, 희생양을!).

형벌과 희생을 통해서 사회는 안정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정

이란 사회의 이상적 상태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그 사회 속에서 

버크의 표현대로 위계질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또, 사회 유지에 있어서 버크의 수사학이 주목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의

례의 기능이다. 의례로 표현된 종교적 상징은 그 자체로 수사학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성치장」(聖治章)은 주공(周公)이라는 성인이 하늘에 제

사하는 것을 통해서 제국의 질서가 잡혔다고 기록한다.

옛날에 주공이 남교에서 후직을 제사할 때에는 하늘에 배향하였

고, 명당에서 문황을 제사할 때에는 상제에 배향하였다. 그래서 

온 나라 제후들이 각기 그 맡은 직분으로 와서 제사를 도왔으니, 

성인의 덕에 또 무엇이 효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昔者, 周公

郊祀后稷以配天, 宗祀文王於明堂以配上帝. 是以四海之內, 

各以其職來助祭. 夫聖人之德, 又何以加於孝乎 「聖治章」)

버크에 따르면 제의적 드라마(ritual drama)는 인간 행동의 모든 다른 측

면들을 압축하고 있는 원초적 형태(Ur-form)이자 ‘중추’(hub)로 다른 모

든 인간의 행동은 그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뻗쳐나가고 있다. (Burke 1973, 
103) 기독교의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드라마를 압축해 놓은 

상징인 것처럼 조상 제사도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모든 사회적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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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상징이고 그 상징을 중심으로 효행이 퍼

져나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로 『효경』(孝經)에서 의례 부분을 넣고 있

는 것은 설득의 기술의 측면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

III. 나가며- 『효경』(孝經)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의 의의

『효경』(孝經)을 버크의 신수사학을 이용해 분석한 작업의 의의에 대

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가장 큰 의의를 존재신학(onto-
theology)화 된 효를 해체하는 점에서 찾고 싶다. 존재신학은 세계를 설명

하면서 근원적으로 무시간적, 불변의 본질을 설정하고 그 본질에 비추어 

만물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플라톤의 이데아, 중세 기독교의 신, 

성리학의 이(理)도 존재신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

서 효를 존재신학의 범주에 귀속시키는 근거는 『효경』(孝經)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삼재장」(三才章)에서는 “대저 효란 하늘의 법칙이고 땅

의 질서이며 백성들이 실천할 것이다”(夫孝, 天地經也, 地之誼也, 民

之行也)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효를 구체적 인간의 정서적 관계를 넘

어서는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 형이상학적 원

리를 따라야 한다. 존재신학의 문제점은 차이를 소멸시켜 허구적인 동일

성으로 환원시키는 데에 있다. 도덕적 삶에서 차이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효’에서 ‘충’으로의 다소 어색한 전이가 가능해 진 것이다. 존재신학과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정치체제가 늘 함께 공존했다는 사실을 보면 존재

신학이 초래하는 폭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버크의 신 수사학적 분석을 통한 효 존재신학의 해체는 윤리적 무정부

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를 올바로 재정립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효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류 보편의 

감정이다. 하지만 효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권마다 반드시 같

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령, 고대 그리스에서 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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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의 효는 그 개념적 내용에서 다르고, 성서의 세계 속에서 효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한대 중국에서 말하는 효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사실, 효에서의 충으로의 이행 논리는 특정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효경』(孝經)에서처럼 효를 획일화, 실체화시키는 것

은 효사상의 자연스러움과 문화적 다원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효 사상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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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ading of the “Classic of Filial Piety” Through the Lens 
of Kenneth Burke’s New Rhetoric

 Lim, Hyeongkwon (Seoul National Univ.)

The “Classic of Filial Piety” (孝經) is a book that brings together the 
discussions concerning Xiao (孝)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s, while 
simultaneously reflect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formative period of 
the Han Empire. The significance of analyzing this book through the lens of 
Kenneth Burke’s new rhetoric consists of unveiling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Xiao. According to Burke, men make symbols that are simultaneously 
subordinated by them. The characteristic of symbols is their ideal of 
perfection, by which the moral order in human society is established. Men’s 
behavior, which supposes the prior existence of society,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ir use of symbols, that is, in terms of linguistic communication. 
This also means that we should put every text in a dramatic situation in 
which it is produced. Furthermore, I attempt to read the “Classic of Filial 
Piety” as a treatise in which the anonymous author seeks to persuade every 
man in the empire through identification by means of the symbol of filial 
piety(xiao, 孝). Lastly, I analyze this book through Burke’s scapegoat theory 
and the idea of ritual as an U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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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修辞博弈下的“慰安妇”问题

张倩 (北京大学)

I. 序

20世纪三十年代，日本发动了一场大规模的侵略战争. 在这场战争

中， 日本从本土及其他占领地区强征妇女， 迫使其为日本军人提供性

服务. 日军称为了处理在外作战官兵的性的需求， 同时为了防止性病

从而保持军队的战斗力， 由此提出建立由军队控制的有卫生保障的性

服务制度. 1932年， 日本海军在上海尝试性地推行军队性服务. 在这

一阶段， “借用民间营业的娼妓， 军人接受服务并支付费用， 军队和这

些妓院的关系基本上是商业关系.”1) 尽管性质上有不同， 但这种形式

可谓是日后“慰安妇”制度的雏形. 

随着日本对中国及其他亚洲国家侵略程度的加深， 越来越多的日本军

人被送往战场. 全面侵华战争爆发后， 上海派遣军副参谋长冈村宁次要

求征召妓女， 组织“慰安妇团”， 并在上海日军占领区设立“慰安所”. 日

本发动全面侵华战争后， 建立了五花八门的“慰安”机构， 如军队直接设

立的固定的慰安所, 日侨民营的慰安所, 日军制定使用的民间妓院形态

1)  苏智良， 陈丽菲『侵华日军慰安妇制度略论』， 『历史研究』1998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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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慰安所, 军队或民间经营的流动式慰安所2)等. 被征用的“慰安妇”人

数骤然猛增， 涉及到中国大陆, 中国台湾, 中国香港, 朝鲜, 韩国, 菲

律宾, 荷兰等国家和地区.

二战后， 从1946年至1948年， 远东国际军事法庭对战争中日本主要战

犯进行了国际审判. 中国在一些地方也设立了军事法庭， 此外盟国还在

东南亚地区审判了日本战犯. 在这一系列的审判中， “慰安妇问题虽然

曾经作为日本的侵略罪行受到审判， 但是只是限于个别的案例.”3) 于

是，“慰安妇”问题被遗留下来. 直到20世纪80年代， 以韩国梨花女子大

学教授尹贞玉为代表的韩国学者着手调查战时的“挺身队问题”4)， 即

“慰安妇”问题. 这一问题才再次引起世界的关注.

随着调查的深入， 日本强征“慰安妇”的事实愈发明朗.中国, 韩国, 

美国等世界大多数国家认定战时“慰安妇”是性奴隶和性暴力受害者，

日本强征并虐待“慰安妇”. 基于这一认识，这些国家强烈要求日本正视

战时的犯罪行径， 敦促日本政府积极解决该问题. 日本在“慰安妇”问

题上则显得摇摆不定， 一方面政府组织调查， 承认强征“慰安妇”， 但

隐匿战时日本国家,天皇, 政府和军队对 “慰安妇”问题应付的责任；另

一方面， 一些日本首相及政要矢口否认， 狡辩称没有证据显示日本强

征“慰安妇”， 坚称“慰安妇”是合理的商业行为， 并将“慰安妇”问题的

罪责转到民间娼妓从业者身上.

历史通常被认为是“客观的记载”, 但实际上历史不仅仅是“记载”. 

所谓的“历史记载”， 通常是一种修辞行为和叙事行为， 是一种言语建

构行为. 正如有些学者指出的那样， “历史事实是一种修辞建构.……

2)  苏智良， 陈丽菲 『侵华日军慰安妇制度略论』， 『历史研究』 1998年第4期.

3)  步平， 『慰安妇问题与日本的战争责任认识』， 『抗日战争研究』 2000年第2期.

4)  1990年11月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成立， 该组织

为非政府组织. 如：“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の初代の共同代表だった尹貞玉さ

んのお話を東京で聞いたことでした.” 梁澄子『慰安婦問題との関わりから(講演

&シンポジウム&上映会 市民的不服従と現代)――(「共生」:問われる日本社会)』， 

『東西南北:和光大学総合文化研究所年報』 2016年3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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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实必须在语言表述中完成， 是修辞最后建构了它.”5) 不仅如此， 人

类关于历史的认知, 态度, 立场及评判， 也大都依据具体的社会时代

语境有意识有目的地运用一定的修辞手段和修辞方法来建构文本或话

语， 从而达到其特定的传播目的. 因此， 我们有必要从修辞的角度， 

梳理中日两国在“慰安妇”问题上的表述， 揭示这些话语中的修辞手段,

修辞方法以及话语建构的技巧等. 通过中日“慰安妇”问题的修辞比较，

指明日本修辞的问题所在. 进而探索在复杂的国际关系中， 解决中日

“慰安妇”问题的修辞策略.

II. 中国关于“慰安妇”问题的修辞

据学者统计， “慰安妇”的总人数不会少于36至41万.6) 在日本侵华战

争期间， “中国是日本法西斯慰安妇制度的最大实施地， 是日军设立慰

安所最多的占领地， 中国慰安妇人数最多， 遭遇最惨.”7) 这些“慰安妇”

遭到了非人的待遇， 成为了战时日本军人发泄兽性的工具. 战后， 由于

日军销毁了 “慰安妇”相关的大量证据， 中国“慰安妇”幸存者在文化大

革命期间受到排挤， 被欺侮的中国女性受传统思想影响耻于表露被凌

辱的经历， 在一些地区特别是农村“慰安妇”幸存者长期被歧视等， 因

此， 在很长一段时期内， “慰安妇”问题未能得到中国社会的足够重视.

1. “性奴隶”, “性暴力”的受害者—— “慰安妇”

“慰安”二字， 原意是安抚, 关怀他人或事物. 汉代的荀悦在 『前汉

5)  刘大为， 『历史事实的修辞建构（上）』， 『福建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6年第3期.

6)  苏智良, 『关于日军慰安妇制度的几点辨析』， 『抗日战争研究』 1997年第3期.

7)  苏智良， 陈丽菲， 『侵华日军慰安妇制度略论』， 『历史研究』 1998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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纪』 中曾使用过此词.8) 鲁迅在 『藤野先生』 一文也曾以此语义使用

过：“其实我并没有决意要学生物学， 因为看得他有些凄然， 便说了一

个慰安他的谎话.”9) 而作为固有名称， “慰安妇”则是日本的造词. 由

于长期被使用， 该词已经进入了现代汉语体系， 成为了汉语固有名词. 

长期以来， 中国的辞书较少提及“慰安妇”， 即便提及， 也未能给出一

个准确全面的定义. 如“第二次世界大战期间， 日本侵略者从本土和其

他占领区强征来为其军人进行性服务的妇女”10). 字典释义说明， “慰

安妇”是被强征来的， 但未能指出其性质如何， 特别在“进行性服务”的

主被动界定上含糊不清.

针对“慰安妇”的性质界定， 不少中国学者进行了探讨. 20世纪90年
代中期， 中国历史学者苏智良提出“慰安妇”是“特指为日本军人提供性

服务， 充当性奴隶的妇女. 慰安妇制度是日本军国主义强迫各国妇女

充当为慰安妇，有计划地为日军配备慰安妇的制度.”11) 苏智良认为“慰

安妇”是性奴隶，“慰安妇”的历史是被奴役的历史， “慰安妇”制度是日

本有计划实施的制度. “强制征用和随意抓捕中国女性作为日军的性

奴隶使用， 在中国的日军占领区， 是非常普遍的现象.”12) 还有学者认

为， “尽管各‘慰安所’的生活环境条件各异， 各‘慰安妇’的被蹂躏程度

不同， 却都没有人身自由， 与完全违背个人意愿的悲惨的‘性奴隶’的

命运是完全一致的”13). 在中国的一些大城市里， 很多妓女被强迫加

8)  “时民皆饥愁， 州县不能慰安， 又不得擅发兵， 故盗贼寖多.”详见荀悦 『前汉纪』 前

汉孝平皇帝纪卷第三十， 中国社会科学网， 2012年10月12日. http://www.cssn.cn/
sjxz/xsjdk/zgjd/sb/jsbml/qhj/201311/t20131119_842826.shtml.

9)  鲁迅， 『朝花夕拾』， 译林出版社2013年， 第65页.

10)  『现代汉语大词典』， 上海辞书出版社 2009年， 第1648页.

11)  苏智良， 『侵华日军上海慰安妇所揭秘』， 『上海党史与党建』 1995年第4期.

12)  苏智良， 『慰安妇”制度就是反人道的性奴隶制度——以日军直营“慰安所”为中

心』， 『纪念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国际学术研讨会论

文集』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 2015年9月.

13)  金成镐, 金成杰， 『日军“慰安所”历史罪责及其现实的研究课题』，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4年第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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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慰安妇”. “这些妓女也不是甘愿去做‘慰安妇’的， 她们往往被日军

或汉奸政权强征， 被迫充当日军的性奴隶.”14) 上述学者的研究表明， 

所谓的“慰安妇”， 不论是普通妇女， 还是妓女， 均是被迫成为性奴

隶的.

一些“慰安妇”幸存者的证言也证实了战时“慰安妇”的性质. 如：“每

天的生活就是做日本兵的性奴隶. 一般， 日本兵要买票进入， 但要多

少钱， 我从来没有看到过， 更不用说， 也从来没有得到过一元钱.”15) 

这充分说明， “慰安妇”是日本军人的性奴隶， 被迫提供无偿的性服务.

2014年7月8日， 『光明日报』刊登了中国“慰安妇”问题研究中心主任

苏智良的文章 『日本实施性奴隶制度的新证据——新发现的关东军

“慰安妇”档案解读』， 文中指出吉林省档案馆公布的日本关东宪兵队档

案的记录也涉及战时“慰安妇”问题， 为揭露日军实施性奴隶制度等暴

行提供了新证据.16) 2015年8月， 『人民日报』 指出， 二战期间， 日军

在亚洲国家犯下了种种惨绝人寰的暴行， 其中， 有计划, 有组织实施

的臭名昭著的“慰安妇”制度，被学界称为“上世纪最残暴, 最野蛮的性

暴力犯罪”.17)

2015年8月， 中国国家档案局自15日起在其官方网站连续8天每天发

布一集专题网络视频 『“慰安妇”——日军性奴隶档案选』， “可以清晰

地揭示日本在战时实施军队性奴隶制度, 强迫征用‘慰安妇’, 开设慰安

所的历史事实”.18) 2016年3月， 台湾首座“慰安妇”主题博物馆——“阿

14)  『二战日本老兵口述攻占香港期间的“轮奸游戏”』， 爱历史网， 2014年11月7日. 

http://www.ilishi.com/shijiefengyunlu/20141107/11549_12.html.
15)  『慰安妇的证言』， 光明网， 1999年8月25日. http://www.gmw.cn/01ds/1999-08/25/

GB/ds%5E264%5E0%5EDS401.htm.
16)  苏智良， 『日报实施性奴隶制度的新证据——新发现的关东军“慰安妇”档案解读』， 

『光明日报』 2014年7月8日第5版.

17)  『为什么台湾竟有人称慰安妇“自愿”』， 新华网， 2015年8月11日. http://news.
xinhuanet.com/tw/2015-08/11/c_128114536.htm.

18)  『国家档案局发布<“慰安妇”——日军性奴隶档案选>』， 『人民日报』 2015年8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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嬷家——和平与女性人权馆”开馆. 博物馆的负责人表示， “博物馆将

致力于保存‘慰安妇’相关文物史料，为年轻一代提供了解‘慰安妇’的渠

道， 让他们对战争的性暴力, 性剥削等问题有所省思”.19) 可见， 中国

大陆和台湾对“慰安妇”性质的修辞较为一致， 认为“慰安妇”遭遇了性

暴力, 性剥削和性奴役， 是典型的性奴隶.

在国际社会， 大多数国家对“慰安妇”的性质已经达成共识. 韩国梨花女

子大学的尹贞玉曾表示“慰安妇是日本天皇直属部队和财阀及以卖淫为生

者相互勾结， 用欺骗手段或强行动员的办法， 逼使充当日本军人发泄性

欲的工具的妇女.”20) 朝鲜的一些学者也认同“慰安妇”是日军性奴隶.21) 

学者George L. Hicks的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22)和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23)以及 Wallace Edwards
的 Comfort Women: A History of Japanese Forced Prostitution During the 
Second World War24)均指出，“慰安妇”（Comfort Women）是性奴隶或被

逼迫的娼妇.

1996年， 联合国法律专家Radhika Coomaraswamy向人权委员会提交

了 『关于战时军事性奴隶的报告』. 这份报告明确向日本提出以下要

19)  『台为“慰安妇”安家』， 『人民日报海外版』 2016年3月12日第3版.

20)  尹贞玉， 『关于朝鲜妇女充当“挺身队”（慰安妇）问题』， 刘黎明译， 『抗日战争研

究』1992年第4期. 

21)  如朝鲜学者曹喜胜的 『关于日军性奴隶问题的理解』, 李训革的 『日本军“性奴隶”

犯罪与日本的国家责任』, 金哲男的 『日军“性奴隶”罪行的严重性』 等. 详见金成镐, 

金成杰 『延边大学“日军‘慰安妇’问题”国际学术会议综述』， 『当代韩国』 2014年第

3期.

22)  George L. Hicks.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Souvenir Press Ltd. 1995.

23)  George L.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W W Norton & Co Inc.1997.

24)  Wallace Edwards. Comfort Women: A History of Japanese Forced Prostitutio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reatespa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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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应当对违背国际法设立慰安妇的行为负法律责任；应当对被作为性

奴隶受害的每个人予以赔偿；应当公布一切有关资料；正式向被害者谢

罪；在教科书中正确反映这一历史事实；对于战争犯罪进行惩罚.25) 显

而易见， 该报告认定“慰安妇”是日本战时的性奴隶， 强征“慰安妇”是

违反国际法的战争犯罪行为.

2012年， 在韩美之间的一次会议上， 美国国务卿希拉里将“慰安妇”称为

“被强迫的性奴”， 并且指示美国所有文件和声明禁用按日语直译的“慰安

妇”一词.26) 2015年4月27日， 在美国马萨诸塞州哈佛大学肯尼迪政府学

院外， 有抗议者手举标语“I am a SURVIVOR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并要求日本首相安倍晋三就日本二战罪行道歉.27) 

随着“‘慰安妇’是性奴隶, 性暴力受害者”的认识范围不断扩大， 如今

英语中的“Comfort Women”一词， 逐渐被改为更加明确表现其性质的

语词“Sexual Slaves/Slavery”.
作为修辞手段之一的语词， 其形成既受人类认知的影响， 又反作用

于认知. 近年来， 中国的政府和学者层面， 已经意识到“慰安妇”一语的

模糊性， 建议以“性奴隶”取而代之， 这样更加明确了“慰安妇”违背个人

意愿被迫进行性行为的受害性质. 但是“慰安妇”一语的长期使用， 尤其

是语词的模糊导致一些受众的认知偏差. 一些民众不清楚“慰安妇”的本

质， 还有一些民众歧视“慰安妇”幸存者. 如“‘慰安妇’即妓女”， “‘慰安

所’即妓院”， “‘慰安妇’问题是不光彩的”， “战争性暴力等同于淫秽色情”

等.28) 可见， 从中国大众层面来看， 这个问题尚未得到充分理解和接受， 

25)  [日]上杉聪 『国連人権委員会クマラスワミ報告を採択』， 『戦争責任研究 12』 1996年
6月，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26)  『美用“慰安妇”问题平衡日韩』， 环球网， 2012年7月20日. http://world.huanqiu.
com/hot/2012-07/2934496.html. 

27)  『声称“反省”历史， 却只反省纳粹杀人， 只字不提日军罪行——安倍访美， 更像精

心导演“政治秀”』， 『新华日报』 2015年4月29日第3版.

28)  『从二十万到二十二』， 『新闻调查』， 央视网， 2017年8月26日， http://tv.cctv.
com/2017/08/26/VIDE4cPaDLG2bkupcgQip6Fg17082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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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社会亟需普及“性奴隶”, “‘慰安妇’是性奴隶”等话语修辞.

2. 日本侵略奴役受害国的象征性行为——“强征慰安妇”

日本发动全面侵华战争后， 日军强奸当地妇女的事件多有发生. 为

了满足侵略军的性欲， 日本军队决定推行“慰安妇”制度. 在中国大陆, 

中国台湾, 韩国, 朝鲜, 菲律宾, 东帝汶等， 甚至是欧洲的荷兰， 数以

百计的幸存者的证言， 包括当地的历史见证人， 以及部分日本老兵， 

均证实了这一野蛮制度的存在， 证实日军以强迫, 诱骗等手段强征“慰

安妇”.29) “‘慰安妇’被日本军方公然列为‘特殊军需物资’， 给军队配备

慰安妇是当时日军特有的, 普遍的, 深入其内部的一种制度.”30)

关于强征“慰安妇”的主体， 中国学者较为一致地认为日本政府和军

队对此负有不可推卸的责任. 学者苏智良以战时日军直营慰安所为例， 

分析得出：“从‘慰安妇’的征集, 运输, ‘慰安所’建筑， 还是‘慰安所’的

警备, ‘慰安所’的管理， 直到‘慰安所’的规定， 均由日军直接参与谋划, 

指挥, 统属管理， 是确切无误的历史事实.”31) 一些资料显示， 日军曾

与战地的娼妓经营者达成秘密协定， “开设慰安所必征得军方同意和

批准”.32) 2014年8月， 吉林省档案馆公布的一些列档案表明， “日军

的军用经费中有大笔军费用于建立慰安所”33)， 这充分表明“日本政府和

军队是建立性奴隶制度的推手.”34) 而且“所谓的‘采购慰安妇’并不是支付

给‘慰安妇’的， 在中国, 韩国, 朝鲜的调查中， 这些国家的‘慰安妇’幸存者

29)  苏智良， 『日本强征“慰安妇”铁证如山』， 『人民日报』 2015年8月15日.

30)  苏智良， 『关于日军慰安妇制度的几点辨析』， 『抗日战争研究』 1997年第3期.

31)  苏智良， 『“慰安妇”制度就是反人道的性奴隶制度——以日军直营“慰安所”为

中心』， 『纪念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国家学术研讨

会论文集』，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 2015年9月.

32)  金一勉，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 1976年， 第50页.

33)  苏智良， 『日本实施性奴隶制度的新证据』， 『光明日报』 2014年7月8日第5版.

34)  苏智良， 『日本实施性奴隶制度的新证据』， 『光明日报』 2014年7月8日第5版.



163中日修辞博弈下的 “慰安妇” 问题

连生命也没有保障， 根本就没有任何报酬.”35) 基于以上分析， 我们认为， 

“慰安妇”制度， “实际上是以整体的, 有组织的国家犯罪来替代军人的个

人犯罪.”36) “日军实施慰安所, 慰安妇制度， 表明当时日本政府运用国

家力量， 迫使外国妇女沦为军中性奴， 服务于法西斯侵略战争.”37)

在日本政府和军部策划的阴谋下， 以抢夺或以“招工, 劳动”为由欺

骗妇女加入“慰安妇”的情况越来越严重. “慰安妇”的人身自由受到了

严格限制. 她们被关闭在狭窄的或简易的房间内， 生活条件极其恶劣. 

很多“慰安妇”白天从事体力劳动， 晚上被日本官兵蹂躏. 如果反抗， 

就会遭到毒打, 枪杀. 这样， “慰安妇”每天要遭受身心的折磨和摧残， 

有些被虐死， 有些死于疾病， 还有一些自杀. 有些“慰安妇”或不被准

许穿衣， 或被要求穿着和服. “为了让日军官兵进入慰安所后有一种重

返故乡的感觉， 管理者多要求所有的慰安妇均着和服.”38) “慰安妇”被

迫身着和服， 为日本军人制造一种“重返日本”的幻象， 增加亲近感以

达到安抚日军的目的. 这一举动对中国或其他国家的“慰安妇”来说， 

无疑是一种精神压迫和奴役， 是对人格的极大侮辱. 因此， 强征并蹂

躏“慰安妇”本身就是一种象征性的, 具有双关修辞效果的侵略行为.

战争期间， 日本军人在中国和其他国家的国土上堂而皇之地强征“慰

安妇”， 并肆意虐待， 具有明显的侵略性质. 他们一方面妄图用性欲的

满足， 来提高日本军人的斗志和军队的战斗力， 取得侵略战争的武力

胜利；另一方面妄想借对女性身体的玷污和蹂躏， 从身心两个方面摧

毁并占有他国女性， 达到恐吓威胁普通民众的目的， 进而削弱他国人

民的抵抗意志， 最终实现日本作为统治者的野心. 这种强征“慰安妇”

的行为， 是对受害国的变相奴役和侵略， 在本质上是日本侵略战争的

重要组成部分.

35)  苏智良， 『日本实施性奴隶制度的新证据』， 『光明日报』 2014年7月8日第5版.

36)  苏智良， 『关于日军慰安妇制度的几点辨析』， 『抗日战争研究』 1997年第3期.

37)  『“慰安妇”的痛世人永远铭记』， 『人民日报』 海外版2014年7月9日第4版.

38)  苏智良， 『关于日军慰安妇制度的几点辨析』， 『抗日战争研究』 1997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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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第二次世界大战中， 日本实施“慰安妇”制度， 强征“慰安妇”， 企

图达到配合侵略战争的目的. 但这一丑恶的行径无疑也带有不以侵略

者意志为转移的“负面效果”：激起了被侵略国人民的愤怒和仇恨， 更加

激起了受害国人民对日本侵略的奋力抵抗；这种行径同时也作为历史

清算的对象， 为今天的历史遗留问题埋下伏笔.

香港前高级警司何明新认为， 日军的暴行“及强暴妇女的兽性令人发

指， 日本必须反省战争罪行， 勿一错再错”.39) 中国外交部也多次表明

了中国政府对于“日本强征‘慰安妇’问题”的立场和态度. 2014年6月10

日， 外交部宣布将有关南京大屠杀和日军强征“慰安妇”的一批珍贵历

史档案申报世界记忆名录.40) 2015年， 中国外交部发言人陆慷在例行

记者会上， 提及：

日本军国主义发动的侵略战争给中国和亚洲其他受害国人民带

来了深重的灾难. 我们一贯要求日方正确认识和对待那段侵略

历史，汲取历史教训， 以实际行动取信于亚洲邻国和国际社会. 

关于“慰安妇”问题，昨天我已阐述中方立场. 我们再次敦促日

方切实正视和反省侵略历史， 以负责任的态度处理有关问题. 

这一立场是一贯的， 没有变化.41)

中国外交部主张， “慰安妇”问题是日本侵略历史的一个事实， 该问

题的解决需要日本正视和反省侵略历史， 以负责任的态度处理. 2016

年中国外交部发言人华春莹再次声明“强征‘慰安妇’是日本军国主义

39)  『香港前警官称香港也有慰安妇 促日本勿一错再错』， 中国新闻网， 2014年8月8日. 

http://www.chinanews.com/ga/2014/08-08/6474762.shtml.
40)  『让“世界记忆”烙下侵华日军暴行 南京大屠杀和日军强征“慰安妇”档案申遗内容

首次披露』， 『新华日报』 2014年6月12日第A03版.

41)  『2015年12月29日外交部发言人陆慷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网， 2015年12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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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二战期间犯下的严重反人道罪行”.42)

一些学者指出：“研究慰安妇问题的意义已经不仅仅是关注在战争中

受到残害的妇女们生活和命运的具体的历史遗留问题， 而是关系到如

何认识战争的侵略性质， 如何追究日本的战争责任和战后责任， 如何

把握日本今后发展方向的重大的现实问题.”43) 换言之， 日本强征“慰

安妇”问题的性质， 是战时日本政府和军队策划的一种“性奴役罪行”， 

是日本军国主义犯下的“反人道罪行”， 同时也是揭示日本侵略中国及

其他亚洲国家的一个有力证据.

Ⅲ. 日本关于“従軍慰安婦問題”的修辞

战败后， 日本军队为了逃避责任， 销毁了大量的战时资料和证据， 包括

与“慰安妇”问题相关的材料. 直至1991年12月， 韩国三名“慰安妇”幸存

者向东京法院提起诉讼， 要求日本政府谢罪和赔偿， 这在日本引起轩

然大波. 日本受众通过大众媒体得知战时“慰安妇”一事. 随后， 针对

“慰安妇”问题的调查和研究逐渐增多， 日本政府, 大众媒体, 民间团

体, 学者等围绕“従軍慰安婦問題”展开了激烈的讨论.

与中国的“战时日本强征‘慰安妇’”修辞不同，日本在“従軍慰安婦問題”

上的修辞更具多样化和复杂性. 关于“従軍慰安婦問題”的性质, “従軍

慰安婦”是否被强征, 征用“従軍慰安婦”的当事主体, 是否承认并继承承

认强征责任的“河野谈话”, “従軍慰安婦問題”的意义等一系列议题， 在

日本众说纷纭. 持不同观点的人士， 各有侧重地进行着修辞.

早在战争期间， 东条英机就鼓吹“従軍慰安婦”的存在具有合理性和必

要性：“女人是一种战略物资， 并且是对胜利不可缺少的独特营养战略物

42)  『外交部发言人——“慰安妇”档案应成为人类共同的记忆』， 『人民日报』 2016年
1月6日第3版.

43)  步平， 『慰安妇问题与日本的战争责任认识』， 『抗日战争研究』 2000年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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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44) 战后， 日本社会在思考“従軍慰安婦”问题时， 有一部分人也认为

这一制度的存在具有合理性. 早川纪代指出， “‘慰安妇’妇女被作为军需

消费品得以正式买卖.45) 日本社团法人“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的某些成员曾发言说“‘慰安妇’制度制止了性犯罪， 是政策的一个环节， 

因而并不认为制度本身具有性犯罪性”.46) 这表明， 日本社会在某种程

度上存在着一种谬论：主张用性暴力犯罪的“慰安妇”制度制止性犯罪， 

旨在为这种犯罪制度构建修辞的合理性和正当性. 而另一方面， 也有很

多日本政府和民间人士严肃对待历史问题， 积极反省.

1. 政府调查“従軍慰安婦”问题：承认参与，道歉并赔偿

日本的一些有识之士积极要求日本政府调查战时“慰安妇”问题. 

1990年5月30日， 在第118次日本国会参议院预算委员会上， 社会党的

竹村泰子提出“韓国, 朝鮮の人のみでなく, そして従軍慰安婦も, 日本の

植民地支配に対するすべてのことを調査するという前向きの閣議決定を

受けて, 窓口をきちんとつくり, 遅まきながら誠意をもって調査をして

いただきたいと強く要望して終わります.”47) 她要求日本政府抱有诚意

地尽快调查该问题. 1991年12月， 韩国妇女金学顺等三名“慰安妇”及

韩国一些军人, 军属一同向东京地方法院提起诉讼， 要求日本政府的

谢罪和补偿. 日本政府就此展开调查.

1993年8月5日， 内阁官房长官河野洋平再次公布了“慰安妇”问题的

调查结果. 该结果除了指明“慰安妇”的强征性质和日本军队的参与之

44)  转引自， 『血泪慰安妇：东条英机称女人是独特战略物资(1)』， 中国新闻网2011
年10月28日， http://military.china.com/history4/62/20111028/16838344.html.

45)  早川紀代， 『「従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 『国際女性』8(8)， 1994年， 第120-126页.

46)  四方由美, 中野玲子 『従軍慰安婦問題をめぐる言説の現在メディアはどう伝え

たか』， 『宫崎公立大学人文学部纪要』14(1)， 2006年， 第129-148页. 

47)  『第百十八回国会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十六号 平成二年(1990)五月

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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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 还向“慰安妇”致歉. 他代表日本政府发出以下言论：

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 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

けた問題である.政府は, この機会に, 改めて, その出身地の

いかんを問わず, いわゆる従軍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

験され, 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

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る.48)

河野洋平提出， 日军参与“从军慰安妇”， 这一问题给很多女性的名

誉和尊严带来了极大的伤害.她们经历了无数的痛苦， 遭遇了难以治

愈的身心创伤. 日本政府借此机会， 再次向所有的‘慰安妇’表示衷心

的歉意和反省.

1994年8月31日， 村山富士首相发表了题为“和平友好交流计划”的讲

话， 讲话继承了“河野谈话”， 指出：

(前略)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は, 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

た問題であり, 私はこの機会に, 改めて, 心からの深い反省

とお詫びの気持ち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我が国としては, このような問題も含め, 過去の歴史を直

視し, 正しくこれを後世に伝えるとともに, 関係諸国等との

相互理解の一層の増進に努めることが, 我が国のお詫びと反

省の気持ちを表すことになると考えており, 本計画は, この

ような気持ちを踏まえたものであります.49)

48)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 平成5年8月4日』, 日

本外务省网站.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49)  『「平和友好交流計画」に関する村山内閣総理大臣の談話』， 日本外务省网站， 

1994年8月31日.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murayam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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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山在谈话中提及“慰安妇”问题， 并表示所谓“慰安妇”问题， 严重

伤害了女性的名誉和尊严. 借此机会再次表示由衷的深刻反省和道

歉. 日本将正视包括“慰安妇”问题在内的历史， 向后世正确告知， 并

努力改善与相关国家的关系和相互理解， 以此表达日本的道歉和反

省. 这里， 村山不仅继承了“河野谈话”， 而且指出了日本道歉和反省

的具体措施：正式历史, 正确传递, 改善关系.

1995年6月14日， 内阁官房长官五十岚广三在建立基金会构想的文书

中提到：

とりわけ, 従軍慰安婦問題は, 多くの女性に癒しがたい苦痛

をあたえ, 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ものであり, 私

はこの機会に心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あります.

政府は, 平成6年の村山総理の談話,与党戦後50年問題プロ

ジェクトの第一次報告に基づき, また, 6月9日の衆議院本会

議における「歴史を教訓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の

意をたいして, 国民の参加と政府の責任のもと, 深い償いと

反省の気持をこめて「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友好基金」事業

を行うことと致しました.

また, 女性の名誉と尊厳にかかわる問題は, 現在でも世界

各地において存在していることから, このさい, それらの今

日的課題についてもこの基金によって積極的な支援を行いた

いと思います.50)

   

五十岚广三认为， “从军慰安妇”带给众多女性难以治愈的痛苦， 严

重伤害了女性的名誉和尊严， 因此表示歉意. 日本政府为了表示赔偿

和反省， 实施“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事业， 并通过该基

50)  『「基金」構想と事業に関する五十嵐広三内閣官房長官の発表』， デジタル記念館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1995年6月14日.



169中日修辞博弈下的 “慰安妇” 问题

金向世界各地遭遇名誉伤害和尊严伤害的女性积极提供援助.

同时， 这份文书中还记载了采取的具体措施， 如：

 

元従軍慰安婦の方々のため国民, 政府協力のもとに次のこと

を行う.

(1) 元従軍慰安婦の方々への国民的な償いを行うための資金

を民間から基金が募金する. 

(2) 元従軍慰安婦の方々に対する医療, 福祉などお役に立つよ

うな事業を行うものに対し, 政府の資金等により基金が支援す

る. 

(3) この事業を実施する折, 政府は元従軍慰安婦の方々に, 

国としての率直な反省と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する. 

(4) また, 政府は, 過去の従軍慰安婦の歴史資料を整えて, 

歴史の教訓とする.51)

日本政府向民间集资， 赔偿“从军慰安妇”；向“从军慰安妇”提供医疗, 

保险资金；政府向“从军慰安妇”表民国家的坦率反省和歉意；日本政府

整理过去的“从军慰安妇”史料， 以此作为历史教训. 7月， “女性のた

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成立， 向过去的“慰安妇”提供资金赔偿.

1996年6月23日， 桥本龙太郎与韩国总统金泳三进行了会谈. 在随

后的记者会上， 桥本说：“今, 従軍慰安婦の問題に触れられましたが, 

私はこの問題ほど女性の名誉と尊厳を傷つけた問題はないと思い

ます.そして, 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言葉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

51)  『「基金」構想と事業に関する五十嵐広三内閣官房長官の発表』， デジタル記

念館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1995年6月14日. http://www.awf.or.jp/6/
statement-07.html.

52)  『日韓共同記者会見(橋本総理大臣·金泳三大統領共同記者会見)』， 日本首相官

邸网站. http://www.kantei.go.jp/jp/hasimotosouri/speech/1996/kisya-06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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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52) 他主张说之所以涉及了‘从军慰安妇’问题， 是因为觉得没有任

何事情能像这个问题那样严重地伤害女性的名誉和尊严. 因此， 桥本

由衷地表示道歉和反省.

1998年10月8日， 日本首相小渊惠三与韩国总统金大中共同签署了

『日韩共同宣言』. 该宣言中写道：

小渕総理大臣は, 今世紀の日韓両国関係を回顧し, 我が国が

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

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 これに対

し, 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た.53)

小渕首相表示日本曾在朝鲜半岛实行殖民统治， 由此给韩国人民带

来了巨大损害和苦痛， 对此历史事实他谦虚接受， 并表示痛切的反省

和衷心的道歉.

2001年9月15日菲律宾总统阿罗约访问日本. 在会谈时， 小泉交给阿

罗约一封致所有“慰安妇”的道歉函. 阿罗约引述小泉信上的内容说：

“身为日本首相， 本人谨向遭受无比恐怖经历与不可磨灭身心伤害的

所有‘慰安妇’， 再度表达个人最诚摰的道歉与悔意.”54)

从以上日本政府官员的话语中， 我们可以看出在“慰安妇”问题上， 

承认强征历史以及对此表示深切反省, 道歉的正面修辞还是很有势力

的 这理应成为国际社会解决这一历史问题的重要能量来源.

2. 国家在“従軍慰安婦”问题上的态度：反复无常，避重就轻

53)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日本外务省

网站. 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54)  『日本首相小泉纯一郎向菲律宾“慰安妇”表示道歉』， 搜狐新闻网， 2001年9月16日. 

http://news.sohu.com/52/66/news14663665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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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以上的修辞相对， 进入21世纪， 日本在“従軍慰安婦”问题上表现

出反复无常的态度， 采取了企图掩盖历史事实的言行. 特别围绕“河野

谈话”， 日本首相, 政府要员, 学者等态度不一， 游移于“河野谈话”的

承认和否认之间.

现任日本首相安倍晋三在第一次执政时， 于2006年10月表示要继承

“河野谈话”. 而2007年3月表态说“没有证言或其他证据证明慰安妇的

强制性”.55) 之后又反复强调继承“河野谈话”. 在第二次上台执政之

前， 2012年8月在接受 『产经新闻』专访时， 认为有必要重审“河野谈

话”， 提出新政府的见解.56) 2012年9月14日， 作为自民党总裁候选人

的安倍晋三在记者会上， 提出构成“河野谈话”的核心是“强征”. 他提

出事实上没有资料证明日本军队闯入朝鲜半岛的住户中强行拐走女

性， 不能让我们的子孙背负这种声誉， 应该提出新的谈话.57) 安倍赋

予日语“強制”新的释义， 妄图用修辞来推脱日本的罪责. 他矢口否认

了“河野谈话”中承认“慰安妇”的被迫强征性， 并扬言要提出新的认识.

2013年2月7日在众议院预算委员会上， 安倍强调第一次安倍内阁的

阁议决定：没有证据显示强征.58) 2014年3月14日， 安倍再次提及“慰安

妇”问题：

55)  『安倍氏の「河野談話見直し」で波紋 ネットは快哉, 韓国メディアは反発』 

JCASTニュース2012年9月15日.

56)  『有識者会議は思想·年齢など幅広く人選 与党調整念頭に“軟着陸”狙う』， 産経

ニュース2015年2月19日.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50219/plt1502190043-n1.html.
57)  『安倍氏の「河野談話見直し」で波紋 ネットは快哉, 韓国メディアは反発』 JCAST

ニュース， 2012年9月15日.

    https://www.j-cast.com/2012/09/15146576.html?p=all.
58)  赤嶺政賢 『強制連行の裏付けがなかったとする二〇〇七年答弁書に関する質問

主意書』 2013年6月10日， 日本众议院网站.

58)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83102.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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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認識については, 戦後50周年の機会には村山談話, 60周

年の機会には小泉談話が出されている. 安倍内閣としてはこ

れらの談話を含め, 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

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筆舌に尽くし

がたいつらい思いをされた方々のことを思い, 非常に心が痛

む.この点についての思いは私も歴代総理と変わりはない.

この問題についてはいわゆる河野談話がある. この談話は

官房長官の談話ではあるが, 安倍内閣でそれを見直すことは

考えていない. 歴史に対して我々は謙虚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と考えている. 歴史問題は政治·外交問題化されるべきもの

ではない. 歴史の研究は有識者や専門家の手に委ねるべきだ

と考えている.59)

安倍政府表示将继续继承战后的“村山谈话”和“小泉谈话”， 对悲惨

遭遇的“慰安妇”表示心痛. 关于这一点安倍与历任总理一致， 不会改

变. 关于“慰安妇”问题的“河野谈话”， 尽管这是日本官房长官的谈话， 

但是安倍政府并没有修正的意向. 日本将谦虚地面对历史. 但历史问

题不应被政治和外交化. 历史研究应交由有识之士和专家.

2015年4月28日， 安倍在日美首脑会谈后的记者会上， 强调“一想

到因贩卖人口而牺牲的, 那些遭遇了难以言语的苦痛的人们， 我就难

过.”同时说要继承1993年的“河野谈话”， 不会修改.60)

作为日本执政者的安倍晋三， 两次执政时对待“慰安妇”问题的修辞

不一， 时而否认“河野谈话”， 主张提出新的谈话；时而承认“河野谈

话”， 并表示不会更改日本政府在“慰安妇”问题上的态度. 希望将“慰

59)  『河野談話をめぐる安倍首相·菅官房長官の発言詳細』， 朝日新聞デジタル， 

2014年3月14日. http://archive.fo/Gh3yH.
60)  『安倍首相「河野談話見直す考えない」』 日本経済新聞電子版， 2015年4月29日.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FK28H6E_Y5A420C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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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妇”问题仅仅限于历史问题之中， 极力避免该问题的政治化和外交

化， 同时又企图转移注意力， 将该问题的调查移交给学者和专家， 转

移国内外民众对政府的压力和批判.

2014年2月21日， 原官房副长官石原信雄提及针对慰安妇的调查问

题， 指出当时的政府并未进行确认证言是否属实的调查工作， 因为当

时没有取证的氛围.61) 2014年3月23日， 日本自由民主党副干事长萩

生田光一提出， 关于“河野谈话”， 调查的结果显示， 有些部分与事

实不符， 因此要提出新的谈话.对此， 安倍在众议院答辩回复中认为

“萩生田光一的发言， 是作为政治家个人的见解， 并不持有政府的立

场.”62)

关于“河野谈话”发表的时期， 学者木村干认为， 当时日本五十五年

自民党体制终结， 自民党分裂， 国内外处于大混乱之中. “河野谈话”

是在宫泽首相表示下台后, 细川政权成立5天前提出的. 所以， 河野谈

话是由一个完全“死亡”的内阁提出来的.63) 针对“河野谈话”日本的政

界出现了不同的声音， 关于产生这种不协调的声音的原因， 木村干从

实证的角度， 作出了以下的分析：河野洋平那届政府所处的时代， “强

征慰安妇的资料早晚都会被公布出来”， 抱有这种想法的大众媒体和

政治家们开始行动了. 日本政府也是在这一前提下开始行动的. 但事

实却是， 没有证明强征“慰安妇”的资料. 结果日本政府作茧自缚， 没

有资料， 只好去取证. 就变成了“结论在先”. 与“河野谈话”相关的人

物， 宫泽喜一, 加藤纮一, 河野洋平等都是宫泽派的支柱人物， 因此， 

61)  『元慰安婦証言, 裏づけなし 河野談話の経緯説明 衆院委』， 朝日新聞デジタル

2014年2月21日.

62)  安倍晋三 『衆議院議員鈴木貴子君提出河野談話に係る与党幹部の発言に対す

る自民党総裁でもある安倍晋三内閣総理大臣の見解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

書』， 日本衆議院2014年10月21日.

62)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87039.htm.
63)  木村幹 『「ガラパゴス化」する慰安婦論：何故に日本の議論は受入れられないか』，

『SYNODOS』 2013年6月7日.



174 수사학 제29집

关于“河野谈话”， 宫泽派的政治家与其他自民党的政治家在理解上有

分歧.64) 学者木村干一味强调河野政府的“本末倒置”， 忽视了其他受

害国的人证物证， 这是一种典型的自欺欺人的修辞方法. 但他的分析

同时也让我们看到了日本政党派别在“慰安妇”问题上持不同态度.

还有一些日本人对“河野谈话”的进行所谓的逻辑分析后提出：“日本

的多数学者主张没有事实证明国家有组织地绑架买卖妇女， ‘河野谈

话’忽略了这一核心点. 需要日韩学者共同努力确认事实， 详细地记

述， 而不是像‘河野谈话’那么抽象.”65) 以上这些话语， 表现出日本的

某些政治势力在“慰安妇”问题上反复无常， 避重就轻， 采取的是狡辩

与隐瞒的历史修正主义的修辞方法和策略， 对此， 社会各界必须予以

关注，特别需要中外学者指出其问题所在，纠正其荒谬之处.

Ⅳ. 中日关于“慰安妇”问题的修辞策略

战后， 中国的相关话语， 不论是国家层面的还是民间层面的， 都极力

主张“慰安妇”是性奴隶, 性暴力受害者， “日本战时强征‘慰安妇’”是对

受害国的变相奴役和侵略， 强调了“慰安妇”问题与日本侵略战争的密

切联系. 这是中国的“国家修辞”， 代表着人类正义的声音. 而日本方

面围绕该问题出现了各种各样的声音， 特别在“従軍慰安婦”性质, 征

集方式, 实施主体, 战时效果, 存在合理性, 取证调查, 修改“河野谈话”

等一系列关键点上， 历届政府之间, 政府与民间, 民间与民间之间持有

不同观点， 进行着正反两方面的修辞操作. 针对同一叙事主题， 日本

各界建构了不同的文本或话语. 我们可以从其生成的背景及过程, 内

64)  和田春樹, 木村幹 『慰安婦問題で, 日本が国際的な理解を得るためには, 何が必

要なのか？』， 『SYNODOS』， 2013年9月16日.

65)  『『河野談話 逃げている』 橋下共同代表が強調 特派員協会会見』， 『読売新聞』， 

2013年5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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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两个语境等角度去探索， 从修辞学的理论和方法着手， 剖析中日两

国在“慰安妇”问题上的修辞异同点， 探索隐性的认知分歧， 进而寻找

可能并可行的解决路径.

1. 中日关于“慰安妇”问题的修辞共性与个性

关于“慰安妇”问题， 中日两国在诸多方面存在着共性. 首先， 从名称上

来看， 汉语的“慰安妇”一词源于日语的汉字词 “慰安婦”. 在特定的时间里， 

它作为日本社会的一个新词， 被赋予了特殊的意义. 后又被传入中国， 进

入汉语的词汇体系， 逐渐被固定下来. 虽然两国共用“慰安妇”一语， 但是

关于语词的能指与所指， 两国有根本性的差异. 由于这一语词的共用容易

掩盖两国对其赋予意义的差异， 也容易遮蔽话语传播者及受众的“个性”， 

因此在使用时， 需要特别留意二者表层的“同”和深层的异， 防止被表面的

“共性”所迷惑. 类似的共用词汇还有很多. 例如场所的名称被称为“慰安

所”， 这个名称最初也是由日本人使用的， 并被赋予了特殊的意义. 在学者

的研究中， 我们发现“日军慰安所， 最早名为‘俱乐部’, ‘娱乐所’, ‘行乐所’, 

‘安乐所’， 后统称慰安所.”66) 等诸如此类的论述. 当“慰安所”, “俱乐部”, 

“娱乐所”等语词失去了特有的语境， 失去了其在日语中的能指和所指， 

成为了汉语的普通名词的时候， 人们的认知就容易停留在表层意义上， 

掩盖了其作为日语固有词语的深层本质. 对此类话语修辞， 我们仍须持

警惕态度.

其次， 在“慰安妇”性质的界定方面， 中国和日本多数学者达成共识， 

即主张“慰安妇”是性奴隶和性暴力受害者， 她们被迫与日本军人进行

性行为. 其次“慰安妇”制度的制定和实施与战时日本天皇, 政府和军

队有密切的关系. “慰安妇”的征用方式是强制胁迫， 违背了“慰安妇”

本人的意愿. “慰安妇”问题是日本发动的侵略战争不可分离的一部

66)  蘇禾， 『日本侵略者强迫中国妇女作日军慰安妇实录』， 『抗日战争研究』 1992年第

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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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从今天的视角出发， “慰安妇”侵犯了妇女的人权. 以上种种， 可以

说是国际社会的共识. 我们应该扩大这种共性， 去掉反人道的“个性”， 

这是话语修辞应该努力的另一个方向.

不论“慰安妇”的性质, 征用方式, 制度实施主体, 与侵略战争的关系如

何，“战时日本强征‘慰安妇’”归结到一点上， 即“慰安妇”的人权受到侵害. 

“慰安妇”问题是与妇女人权相关的. 中国外交部曾表示“‘慰安妇’问题是

日本军国主义分子在二战期间对许多国家犯下的严重反人道罪行， 我们

觉得日本方面实在是有必要深刻反省一下， 为何历史这一页始终翻不过

去.”67) 中国学者指出， “慰安妇”问题“它不仅仅是关乎中日两国关系的

敏感话题， 也是关乎妇女权益及其尊严的国际性人权议题.”68) 日本学者

也主张， “慰安妇”制度即使是在战前的法律体系之下也违反了国际法， 

违反了诸如禁止买卖妇女条例, 强制劳动条约, 奴隶条约等. 最近的

研究关注违反人道的罪行方面.69) 以上见解， 具有一致的立场和态度， 

是中日良知中的共性. 我们应积极利用这些共性， 强调并扩大这种修辞

认知和修辞话语的共性， 探索其他方面更多的共同历史话语.

不可否认， 目前在“慰安妇”问题上， 中日国家层面的分歧大于共

识.中国主张“慰安妇”的性质是性奴隶, 性暴力受害者， “日本战时强征

‘慰安妇’”是对受害国的变相奴役和侵略， 同时强调了“慰安妇”问题是

日本侵略战争的产物. 日本政府及社会有些人对此持不同的观点和态

度. 譬如， “慰安妇”一词的界定， 日本社会也有人强调其合法性， 主张

“慰安妇”是商业行为， 是战时合理的性服务行业.针对这种言论， 中国

学者指出， “一旦军中‘强奸’的观念置换为‘性服务’之后， 军队中集团

67)  『2017年1月9日外交部发言人陆慷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网， 

2017年1月9日.

68)  金成镐, 金成杰 『延边大学“日军‘慰安妇’问题”国际学术会议综述』， 『当代韩国』 

2014年第3期.

69)  吉見義明， 『日本軍性奴隷(「従軍慰安婦」)制度研究の現段階』， 『季刊 戦争責任

研究』 38， 2002年.

70) 苏智良， 陈丽菲 『侵华日军慰安妇制度略论』， 『历史研究』 1998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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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的强奸不但合法， 而且受到军方的保护.”70) 因此这种所谓合法性的

诡辩修辞具有极大的危险性.

此外， 日本还有部分人否认“強制連行”的方式， 否认“従軍慰安婦”

制度制定和实施的主体与日本政府有关， 宣扬“従軍慰安婦”在战时具

有强大的精神功效， 质疑与“慰安妇”问题相关的“河野谈话”……日本

政府和社会部分人士在涉及“慰安妇”的诸多问题上采用狡辩修辞， 力

图营造“慰安妇”问题仍在考证和论证中的语境；在资料发掘方面，采取

消极怠慢的态度， 以期达到“事实不明, 结论未定”的目的. 这样， 日

本便能有效地转移国内外对于战争责任的关注点， 不断解构日本战时

的政策和战后日本历届政府的立场及态度.

2. 解决中日“慰安妇”问题的修辞策略

    

从话语修辞研究的角度， 指出“慰安妇”修辞的问题所在， 建构还原

历史真相, 符合国际社会利益的国家修辞， 这是修辞策略的核心. “慰

安妇”问题的相关话语， 是传播主体在具体的言语环境中， 通过各种修

辞手段和修辞方法， 有目的有意识地与受众共同建构起来的. 我们特

别要注意在同一个话语主题或叙事主题下， 由于话语生成的时间, 地

域, 民族, 社会, 文化, 政治, 心理等语境要素不同， 传播者和受众相互

作用能建构出形似神异的词汇, 句子, 语段和语篇等. 中日两国同样使

用汉字词“慰安妇”， 同样强调“实证”， 但有着不同的意图和传播效果.

其一， “慰安妇”一词具有模糊性， 体现不出“慰安妇”的性质和被强征

被虐待的遭遇. “慰安妇”一词“是用以淡化, 掩盖当年罪行的词汇.”71) 

既然这一词语无法直接传递出日本罪责的意义， 我们主张选用更加准确

恰切的修辞手段和方式来表示. 近来国际社会愈发关注“慰安妇”一词的

适当与否. 联合国市民性·政治性权利委员会指责日本政府称：“日本政

71)  『美用“慰安妇”问题平衡日韩』， 环球网， 2012年7月20日.

71)  http://world.huanqiu.com/hot/2012-07/2934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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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不应使用‘慰安妇’这一让人产生误会的词语， 应使用‘强制性奴隶’这

一确切的称呼.”72) “权利委员会劝说日本采用‘强制性奴隶’的称呼， 权

利委员会表示日本政府所用的‘慰安妇’称呼否定了强制性的历史概念， 

应用‘强制性奴隶’的称呼来明确这类受害者所经历的强制行为. 在这期

间， 市民团体和学界对日本政府提出了批判， 他们表示“慰安妇”一词

并未体现强制的手段和他们的暴力行为， 让人误会是受害人主动的行

为， 蒙蔽了历史事实.”73) 以上诉求是非常合理的. 我们理应对日本的

国家修辞策略给予足够关注， 促使日本政府以及受害国达成共识.

其二， 中韩日三国学者积极开展研究和合作， 成立了相应的团体组

织, 研究机构和博物馆. 如日本的“女性国際戦犯法廷”, “女たちの戦

争と平和人権基金”,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女性のためのア

ジア平和国民基金”， 中国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问题研究中心, 

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资料馆, 云南龙陵县, 黑龙江孙吴县和江苏

南京市等地的“慰安所”遗址陈列馆, 中国台北妇女救援基金会等. 在

韩国， 谴责日本政府逃避历史责任的呼声极高. 1980年“韩国教会女性

联合会”等民间机构， 对日本北海道, 冲绳及东南亚地区进行名为“跟

着挺进队足迹”的实地调查. 韩国政府高度支持学界的研究，并成立相

关的问题调查组， 于1992年7月31日发表了 『日帝统治下随军慰安妇实

态调查中期报告』. 韩国政府还决定响应民间舆论的要求， 先以国家财

政对“慰安妇”给予补偿， 筹划制定 『慰安妇支援法』.74)

中韩日三国民间组织共同努力， 致力于“慰安妇”问题的早日解决. 

2016年5月底， 中国与包括韩国在内的11个国家和地区的民间团体或

机构一起向联合国教科文组织提交了资料 『日军“慰安妇”的声音』， 该

72)  『外媒：联合国表示日本不应使用“慰安妇”一词』， 抗日战争纪念网， 2014年7月18日. 

http://www.krzzjn.com/html/2805.html.
73)  『外媒：联合国表示日本不应使用“慰安妇”一词』， 抗日战争纪念网， 2014年7月18日. 

http://www.krzzjn.com/html/2805.html.
74)  『为让日本道歉， 韩国做了什么』， 腾讯网， 2015年12月30日.

74)  http://view.news.qq.com/original/legacyintouch/d4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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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获得了世界记忆名录登记. 正如日本“女性战争与和平资料馆”馆

长池田惠理子指出的那样， 日本政府始终不承认对“慰安妇”罪行应负

的法律责任， 并试图篡改和遗忘历史， “我们需要团结起来， 为根除此

类暴行发声”.75) 我们今后需要继续加强中韩日三国乃至更多国家的

民间合作， 通过文字, 图片, 影像等媒介， 让更多人知晓, 关注并传播

“慰安妇”事件真相.

其三， 尽管中国政府和社会全力帮助“慰安妇”幸存者维护权益， 但

与韩国对“慰安妇”问题的重视程度相比， 中国略显不足. 从1992年起， 

每周三韩国市民团体都会在日本驻韩国大使馆前举行集会活动， 支

援“慰安妇”. 韩国民间机构修建的“慰安妇”历史纪念馆——“分享之

家”展示了大量证明日军建立“慰安妇”制度的文字, 图片, 影像等史料. 

2011年12月14日， 象征着“慰安妇”的少女像被摆放在日本驻韩大使馆

前. “身着赤古里， 身形娇小， 参差的短发， 抿住的唇， 紧握的双拳， 

赤足点地……日本驻韩国大使馆对面，矗立着这样一座少女像.这座

‘和平少女’雕像， 被视为饱含了‘慰安妇’受害者的痛苦， 也是20多年

‘周三示威’的记忆和韩国民众团结一心精神的象征.”76) 2016年2月电

影 『鬼乡』 在韩国上映. 上述的一系列举措表明， 韩国使用文字, 图

片, 影像, 雕塑等视觉媒介符号， 开展各种各样的视觉修辞活动. 不论

是解说文本的建构， 还是图片的选取， 或是影像的剪辑， 抑或雕塑的

造型， 这些都关涉到对受众的说服劝服和有效传播， 即修辞. 韩国社

会对“慰安妇”问题的坚持， 直接表明了韩国民众对过去受害历史的立

场和态度， 既赢得了国民的支持， 也赢得了国际的尊重， 并在无形之

中提升着韩国的国际地位. “和平少女”雕像成为了韩国国家修辞和国

家传播的有效手段和方式.

其四， 被强征的“慰安妇”无疑是被剥夺了人格的“性奴隶”， 日本战时

75)  『首届“慰安妇”博物馆会议在日报举行』， 『人民日报』 2017年4月2日第3版.

76)  『电影<鬼乡>在韩国创下多项票房记录 “让更多人知道‘慰安妇’的悲惨故事”』， 

『人民日报』 2016年4月26日第21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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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征“慰安妇”的行为本身， 就证明了它是对受害国的奴役和侵略. 在面

对历史， 面对弱势群体的受害者， 历史研究的伦理性问题. 人道主义问

题必须引起世人的重视. 但现在还存在着日本政府乃至个人无视历史， 

否定历史的话语修辞， 有些表面上似乎在探讨学问上的“实证”问题， 其

实他们都采取了避重就轻， “‘攻其一点不及其余’的手法攻击对方， 以求

实现其利益集团的目的”77)的修辞策略. 对被侵略国家及其受害者的人

证物证, 其他国家人士的旁证, 还有包括日本军加害者在内的赎罪记录等

等都熟视无睹， 不作为重要的资料予以正视. 然而有目共睹的事实是， 

日本政府以及军部在战争结束时， 为了逃避战争责任， 销毁了包括“慰安

妇”问题在内的大量资料. 因而有良知的学者， 在积极慎重地继续发掘资

料的同时， 应使用现有的资料， 以实事求是的学问态度, 人道主义的伦

理观加以分析研究， 通过综合归纳演绎等方法， 尽可能最大程度还原历

史真相.

其五， 从国家修辞的角度分析各种话语的现象及其本质， 揭露和批判

能赖就赖的历史修正主义倾向. 日本历史修正主义者尽力否认强征“慰

安妇”的罪行， 不采取积极的态度对待历史遗留问题. 他们采取诡辩的修

辞手法， 雪上加霜地再次给受害者精神上造成创伤. 这不利于在新时代

里创造和谐共处的国际环境， 有悖于人类命运共同体的价值观. 日本方

面要正视韩国, 中国等国民的正义诉求. 中国政府和社会也应积极行动， 

发挥国家修辞智慧， 展现国家修辞能力， 促进“慰安妇”问题的有效解决.

Ⅴ. 结语

通过比较中日两国在“慰安妇”问题上的修辞， 我们发现：中日两国在

有关“慰安妇”名称, 性质, 征用主体, 征用方式等方面， 既存在着一定

77)  张伟雄， 『日本国家认知传播现象分析』， 『认知传播学论丛』（第二辑）， 四川大学

出版社2016年， 第9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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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修辞共性， 同时也存在着很大的分歧；日本仍有部分人强调“慰安妇”

的合理性， 否认“強制連行”的暴力抓捕行为， 否认“従軍慰安婦”制度

制定和实施的主体与日本政府有关， 宣扬“従軍慰安婦”制度的合理性

及其在战时振奋日军精神的有效性， 质疑与反省“慰安妇”问题相关的

“河野谈话”等. 这是一种否定历史, 为特定政治利益集团服务的“修辞

行为”， 这与以史为鉴, 开创未来的建设性历史观背道而驰， 不利于建

立和谐的国际关系. 研究“慰安妇”问题关系到如何认识战争的侵略性

质， 关系到纠正狡辩与隐瞒的历史修正主义修辞， 进而在“慰安妇”问

题上寻找到可行的解决路径. 因此， 当务之急是中韩日积极利用在“慰

安妇”问题上的修辞共性， 削弱某些政治利益集团肆意挑起的修辞分

歧， 达成三国之间最大限度的“修辞认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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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Rhetoric Study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Second World War between China and Japan

Zhang Qian (北京大学)

It is well known that Japan had launched an invasive war which aimed 
at Asian domination in 20th century. During this war, Japan forced a 
large number of women from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to provide 
sexual service without these women’s own agreements. Since Japan 
unconditionally surrendered in 1945, the International trial hadn’t solved the 
problem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Nowadays the nation’s leaders, 
governors, mass media and scholars from Japan and China use different 
words, sentences and paragraphs to express the issue. This paper tries to 
use rhetorical theory and methodology to analyze the forming process and 
effect of discourse both in China and Japan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egime. This research finds that to some extent there is a rhetorical 
universality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nam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nature of the issue, the description of military executor and 
action, etc., while there are also significant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Japan. Some Japanese people consider tha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reasonable, and they deny the way of “force”, disseminate 
it as a positive policy to encourage the army during the war-time and even 
doubt “YoshiNo Talk”. Thus the paper claims that people should take 
command of rhetorical universality on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vert rhetorical individuality, and solve the issue with rhetorical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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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30년대에 일본은 대규모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일

본은 본토 및 다른 점령지역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해 일본군에게 성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이른바 ‘위안부’ 제도를 세웠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후에는 극동군사법정을 포함하는 일련

의 군사법정에서 일본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일본과 중

국, 한국 등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 정부관리, 대중매체, 그리고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역사 수사의 측

면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며 지루한 게임을 이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위

안부’ 문제에 대한 중일 양국의 전형적인 담화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학의 이론과 방법을 운용하여 이 역사적 담화들의 형성과정, 사회적 

영향, 전파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일 양국 사이

에는 ‘위안부’의 명칭, 성격, 징용의 주체, 징용의 방식 등에서 일정 정도 

수사적 공통성이 존재하면서도 커다란 상이성도 존재함을 발견했다. 일

본의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위안부’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강제연행’의 

방식을 부인하며, ‘종군위안부’ 제도의 제정과 시행의 주체가 일본정부

와 관련이 있음을 부인한다. 또 ‘종군위안부’ 제도가 합리적이었고 그것

이 전시에 일본군의 정신을 진작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선전하며, ‘위

안부’ 문제와 관련된 고노 담화 등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러한 것들을 거

울삼아 우리는 수사학적 지혜와 전략을 중시하고 ‘위안부’ 문제에서 한중

일 3국의 수사적 공통성을 충분히 활용하며, 일부 정치적 이익집단이 멋대

로 수사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없애 최대한도의 ‘수사적 공감’에 이르

고 나아가 ‘위안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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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의 수사학과 적용의 해석학*

- 수사학과 해석학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가다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연재 (인하대)

I. 들어가는 말 

수사학과 해석학, 설득과 해석을 목표로 하는 이 두 분야는 구어성

(orality)과 문자성(literacy), 표현과 이해라는 대립 구도에서 독자적인 학

문 분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양자는 분과학문을 가로지르는 횡단적 성

격을 갖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소통과 합의를 존중하는 학문정신을 공유

한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글의 목적은 수사학과 해석학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학문적 영향력과 유용성의 측면에서 함께 더불어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찾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학과 해석학의 연관성에 주

목하여 각각 설득과 이해 행위에 결부된 특징과 전략들을 탐색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관점을 차용할 것이다. 이

미 슐라이어마허를 비롯한 여러 이론가들이 수사학과 해석학의 연관성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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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했지만, 특별히 가다머의 해석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수사학

과 해석학 간의 ‘심오한 내적 융합’(deep inner convergence)을 강조하면서

(H.-G. Gadamer 1984, 314) 수사학과 해석학의 연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펼쳐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진술에 대한 

이해는 언어와 대화라는 기본적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해석학의 보편

성 주장’(Universalitätsanspruch der Hermeneutik)의 관점에서 수사학과 해

석학의 연관성을 해명하고 있다. 

이 글은 철학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수사학과 해석학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다음의 세 가지 사안에 주목하였다. 첫째 가다머가 시

도하고 있는 수사학과 해석학 간의 유기적 관계설정은 그가 지향하는 실

천철학적 기획 안에서 정당화되는 만큼, 그 정당화의 맥락에서 양자의 공

통성을 도출할 것이다. 특히 가다머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고전 수사

학 전통이 과학적 사유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

지 함께 살펴볼 것이다(2장). 다음은 해석학과 수사학의 연계성에 주목하

는 가다머의 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하나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시기에 일어났던 수사학과 해석학의 역사적 얽힘에 대해서, 또 하나

는 인간 존재의 두 가지 근본능력간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해석

학과 수사학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도출할 것이다(3장). 마지막으로 가다

머의 관점을 확장하여, 수사학적 발견(rhetorical invention)과 해석학적 적

용(hermeneutical application)의 공통분모를 추적하여, 발견과 적용이라는 

수사학과 해석학의 대표적 실천이 상호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석학과 수사학의 연계성을 보다 견고하게 확보할 것이다(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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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철학의 맥락에서 본 해석학과 수사학

1. 실천철학으로서의 해석학

주지하다시피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은 인간의 대표적인 세 가지 행위

에 입각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에서 나왔다. 이론적 진리를 탐구

하는 이론학에는 형이상학과 자연학이, 삶의 실천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실천학에는 윤리학과 정치학이, 전문적인 기술지를 탐색하는 제작학에는 

시학과 수사학이 속한다. 특히 수사학은 연설가가 청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논리적, 윤리적, 심미적 차원의 원칙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충분히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차원의 기술로 간주될 수 있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6권에서 이론(theoria)-소피아(sophia), 
실천(praxis)-프로네시스(phronesis), 제작(poiesis)-테크네(techne)라는 구

도를 설정하고, 실천 영역에서 작동하는 프로네시스를 각각 소피아와 테

크네로부터 명확하게 구별해낸다(Aristoteles 2006 1139b-1140b). 불변의 

보편적 대상을 다루는 이론 영역과 개별적,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

천 영역이 다른 만큼, 이 영역에 작동하는 지적 능력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구체적 상황 속의 인간 존재와 분리되어 있는 지적 능력은 실천적 영역에

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리적(정치적) 차원의 지식은 삶

의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빛을 발하는 지식이다.1) 또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지적 능력으로서 프로네시스

와 테크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테크네가 제작자의 특수한 목적을 이루

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서의 지식을 의미한다면, 프로네시스는 삶 전체를 

관통하는 최선의 목적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가다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의 특징을 규명하기에 앞서 실천

1)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술했듯이, 도덕적 앎은 인식하

는 자가 자신이 정립한 사태에 맞서 있는 형태의 대상적 앎이 아니라 그가 인식한 것

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이다”(H.-G. Gadamer 1972a,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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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xis) 개념의 의미를 탐색한다. 원래 고대 그리스적 맥락에서 실천 개

념은 “규칙에 따른 행동이나 지식의 적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연적, 사

회적 환경 안에 처해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상황성(Situiertheit)”을 의미한

다. 이런 측면에서 실천은 삶의 전 영역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능성 가운

데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합리적 선택(prohairesis)을 수반하며, 언제나 인

간 ‘존재’와 관련을 맺는다(H.-G. Gadamer 1972b, 326-327; H.-G. Gadamer 
2002, 19).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실용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과

학적 지식의 ‘응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인 것이다.2) 여기서 아리

스텔레스의 실천철학의 성격이 도출된다. 실천철학은 수학, 자연학과 같

은 이론적 학문도 아니고, 일의 프로세스가 예측가능하고 설명가능하다

는 의미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즉 제작학도 아닌 정치학, 윤리

학과 같은 좋음[善]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실천철학은 배우는 자에게, 그

리고 가르치는 자에게 매뉴얼이 없는, 정답이 없는 실천적 관계를 요구하

는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대상적 지식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기계적 

적용이 어려운 삶의 전 영역에서 최선의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지

혜(phronesis)를 습득하는 영역인 것이다(H.-G. Gadamer 1972b, 328). 
가다머는 변증법으로 무장한 플라톤의 ‘통합학문’의 그늘에 가려 아리

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이성이 감당해야 할 역

할을 정교하게 검토함으로써 형이상학으로부터 윤리학을 하나의 독립적

인 분과로 만들었다. 인간의 조건에 적실한 윤리학의 가능성을 확보한 것

2)  지금의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가 아닌 과학(이론)과 과학의 

적용(실천)으로 전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천과는 전혀 무관한 종류의 지식이며, 그러한 지식이 고도로 추

상화된 응결체가 과학이다. 가다머에 따르면, 과학의 보편성 주장, 즉 방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과학에 의해 가공된 경험만이 확실한 경험이며, 과학적 지식 안에서만 모든 

경험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적 전통에서 본다면 

매우 편협한 주장이다. 첨단 과학기술시대에 인간의 실천적 삶의 문제를 해명하는 작

업이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H.-G. Gadamer 20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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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H.-G. Gadamer 1986, 302-303). 
가다머는 자신의 해석학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연원하는 실천

철학의 전통 안에 속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슐라이어마허, 딜타

이에 이르는 이전 해석학이 일종의 제작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

면, 자신의 해석학은 특정 해석을 위한 기술론(Kunstlehre)을 넘어서 실

천철학의 위상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H.-G. Gadamer 1972b, 333).3) 

역사적으로 해석학은 성서를 문제 삼든지, 법률 조항을 문제 삼든지 간

에 단순한 해석의 기술 이상의 생산적 활동을 펼쳐냈다는 것이 핵심논거

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 활동은 가다머의 용어를 빌리면 ‘지평융합’

(Horizontverschmelzung)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성서, 법률 조항, 예술작

품은 하나의 고정된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살아 있는 대화

파트너로 존재한다. 해석학을 철저히 대화모델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것이

다. 과학이 주어진 대상에 대한 방법적 탐구활동의 결과로서 일종의 진술

의 체계를 모색한다면, 해석학은 과학적 진술보다 더 근본적인 세계이해

의 방식을 모색한다. 공통의 언어를 말하고, 공통의 세계경험 속에서 공

통의 전망을 형성하는 것, 이른바 이해의 언어성에 기반한 공통성은 ‘해

석학적 경험’(hermeneutische Erfahrung)의 본질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

학은 기술적 차원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차원의 것, 즉 제작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철학에 속한다(H.-G. Gadamer 1972b, 331-332, 342-343).
가다머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해석학의 철학적 함축, 즉 ‘실천철학으

로서의 해석학’은 수사학과 해석학의 관계를 살피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른바 도구적, 기능적 성격이 강한 수사학을 실천철학의 맥락

에서 해석학과 유기적으로 묶어내는 작업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수사학은 실천 개념에 온전히 부합한다. “명확한 증거의 

결여와 강요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음은 수사학적 상황의 선결조건”(H. 

3)  가다머의 주저인 『진리와 방법』의 부제가 철학적 해석학의 근본특징이라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말하는 ‘철학’은 특정 방법론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실천철

학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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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enberg 1987, 441)이라는 블루멘베르크의 언급은 인간 실존의 우연

성과 상황성을 고려한 동시에 수사학의 반경이 해석학과 마찬가지로 철

저하게 실천적일 수밖에 없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간이 살아

가면서 절박한 문제, 신중한 숙고와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

다면, 수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불가피하다. 블루멘베르크의 말대로 

수사학을 인간학적으로 조명하는 일은 특별한 ‘형이상학적’ 특성을 제

공하는 증명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을 담지한 일종의 ‘빈곤 증명서’(H. 
Blumenberg 1987, 452)를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수사학과 해석학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수사

학 역시 해석학과 마찬가지로 실천철학의 반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

사학이 발언 형식과 설득 수단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자연적인 능력으

로부터 실천적인 숙련성으로 발전된다는 것은 명백하다”(H.-G. Gadamer 
1967, 234)는 가다머의 언급은 수사학이 해석학과 함께 인간의 가진 언어

적 능력을 꽃피우는 실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2. 수사학의 학문적 특성과 인접 학문과의 관계

수사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

서 그는 수사학을 적극적으로 선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상당히 우회적인 

방식으로 인접 학문과의 비교를 통해 규정한다.4) 그에 따르면, 수사학은 

일종의 혼합물이다. 한편으로 수사학은 관습적 용도의 기초 위에서 윤리

학, 정치학으로부터 연원하는 실천적 기술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

4)  수사학의 학제적 성격을 명료하게 정리한다면 “수사학은 기능의 측면에서 정치학의 

보조과학이고, 구조상으로 보면 변증론과 가장 유사하다. 그리고 그 전개과정과 활동

을 위한 조건들의 측면에서 보면 변증법과 정치학 사이의 학제적 위치를 점한다”(한

석환 2015, 129)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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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 변증론과 같이 필연적으로 다루는 자체의 대상을 가지지 

않은 방법론이다(Aristoteles 1991, 12).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수사학과 해

석학의 유사성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우선 수사학과 정치학의 연관성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분

류에서 수사학이 단순히 제작학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마

디로 수사학은 학제적 성격을 갖는 분과다. 표면적으로 수사학이 시학(詩

學)과 함께 제작학에 분류되지만 수사학은 궁극적으로 실천철학으로서의 

정치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적으

로 병법, 가정경제학, 수사학 등이 총기획적인 학문인 정치학 아래에 포

섭된다고 말한 바 있다(Aristoteles 2006, 1094b). 그에게서 정치학의 궁극

적 목적이 ‘인간적인 좋음’, 즉 폴리스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는 데 수사학이 매우 유용하다는 의미

일 것이다. 일례로 수사학은 연설가가 설득의 기술을 통해 법정이나 민회

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폴

리스의 행복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한석환 2015, 111). 즉 수사학은 공

동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정치학의 보

조과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학문이다. 이처럼 실천철학의 맥락에서 

수사학과 정치학 간의 연관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수사학을 단순한 기술

적 분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

적인 능력(dynamis)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수사학적 차원의 설득은 인간의 연대와 공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

5)  가다머 역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수사학을 단순한 기술이나 사회적 조종

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수사학을 너무나 축소된 의미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수

사학은 모든 이성적 태도의 본질적 측면이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기술

(techne)이 아니라 능력(dynamis)로 불렀다. 왜냐하면 수사학은 이성적 존재로서 인

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발전시킨 여론 형성

의 제도화된 수단은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조종이라는 특징을 광범위

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실천을 점유하는 이성적 논의와 비판적 성찰

의 영역을 결코 소진시킬 수 없다”(H.-G. Gadamer 1972a,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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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요소다.6) 따라서 수사학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공동체의 맥락

에 의해 좌우된다. 고대 그리스인에게서 수사학적 능력은 자신과 타자를 

통합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영향력’으로서 기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공동체 구성원들

이 지닌 수사학적 능력은 공동체 안에서 단순한 설득을 넘어서 판단과 실

천적 지혜(Phronesis)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수사학적 능력은 그 자체로 협

력적 숙고(Collaborative deliberation)와 성찰적 질의(reflective inquiry)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천적 관심사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독려함으로써 공적 지식과 공동체의 역량을 유지하거나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Walter Jost ＆ Michael J. Hyde(eds.) 1997, 3). 
한마디로 수사학적 실천이 미치는 공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이다.

다음으로는 수사학과 변증론의 연관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

학』 서두에 수사학의 학문적 성격을 변증론과 연관지어 설명한 대목은 

그만큼 수사학과 변증론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징표일 것이

다. 주지하다시피 변증론(Topika)은 논증의 타당성 검토가 주를 이루는 

분석론과 달리 각각의 주어진 문제에 해당되는 논거와 그에 해당하는 단

어들을 찾아내는 일종의 발견술이다. 특히 변증론은 경험 세계에서 대화

로 풀 수 있는 영역. 이른바 통념(endoxa)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특

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일상적인 논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해

서 무조건적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논증행위를 통해 그 

6)  공공성을 주축으로 하는 수사학의 이념은 다음과 같은 이소크라테스의 고전적 언급

에 잘 나타나 있다. “서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수의 삶

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고, 함께 모여 도시를 건설하고 법을 만들고 기예를 고안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인간에 의해 고안된 제도치고 말의 힘에 의해 성립하지 

않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Walter Jost ＆ Michael J. Hyde(eds.) 1997,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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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여부가 가려진다. 수사학과 변증론은 논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로서 구조적 유사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실천적 유용성이라는 학문적 목

표도 공유한다. 사실상 수사학과 변증론과의 유사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개연성(probability)에 기초한 추론방식이라는 점이다. 양자는 ‘항

상’ 그리고 ‘필연적으로’가 아니라, ‘대부분’ 그리고 ‘개연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차원, 다시 말해 인간의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

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차원을 지향한다(Aristoteles 1991, 212[1402b]).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과 윤리학(정치학)의 학문목표를 정확성에 두지 

않고, 실천적 유용성에 둔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수사학과 변증론

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실천적인 영역이야말로 해석학이 주목하는 영역

이기도 하다.

수사학, 변증론, 해석학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사상적 단초는 

비코(G. Vico)에게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비코야말로 데카르트의 보편학의 

이념에 맞서 ‘개연적인 것’(verisimilia)과 수사학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

문이다. 그에 따르면, 논리적 타당성에 의해 검증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의 

유일한 척도라는 데카르트의 사유는 방법론적 독단론에 빠질 만큼 매우 

위험하다. ‘개연적인 것’을 진지하게 탐색하면서 진실성을 확보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사례로부터 

배워가는 고대인의 현명함(prudentia)와 웅변술(eloquentia)은 신학문을 주

도하는 데카르트적 경향에서도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공동

체를 이끄는 삶의 원리는 데카르트적인 확실성의 원리가 아닌 이러한 고

대인들의 지혜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코의 ‘공통감각’(sensus 
communis)은 매우 중요하다. 비코에게서 공통감각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

가면서 개인의 의지와 행위에 방향을 설정해주는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 

것으로서, “모든 현명함의 규칙이며, 웅변의 규칙”이다. 특히 그에게서 

공통감각은 불변의 이성규칙 혹은 연역적 방법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의 상황에서 성립된다(정연재 2008, 49-50 참조). 무

엇보다 공통감각은 그 자체 안에 ‘수사학’이라는 계기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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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재주,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것,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에

서의 ‘좋게 말하는 것’이라는 수사학적 이상은 비코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다머에 따르면, 비코의 공통감각에 대한 규명은 근대의 ‘반(反)

수사학적 방법주의’(antirhetorischer Methodologismus)에 의해 배척되었

던 이러한 수사학적 이상의 복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H.-G. Gadamer 
1972a, 17). 비코가 ‘합리적 지식 개념’을 추구하는 데카르트의 ‘비판론’

(Critica)와 전혀 차원을 달리하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뒤지지 않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변증론’(Topica)의 이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가다머가 보기에 비코는 해석학적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수사학과 해석

학의 연계성의 단초를 완벽하게 선취하고 있다. 비판론(critica)에 대항하

여 변증론(topica)과 수사학(rhetorica)을 옹호하는 작업이 완벽하게 철학적 

해석학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공통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지

기 때문이다. 수사학과 마찬가지로 해석학은 구체적 상황의 파악과 실천

적 지혜를 통한 적실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가다머는 비코

를 통해 수사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수사학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시도한다. “수사학은 과학이 수행하는 것보다 비교불가능한 심오한 방

식 안에서 사회적 삶을 규정짓는 인간 의사소통의 보편적 형태다”(H.-G. 
Gadamer 1986, 17). 

Ⅲ. 해석학과 수사학의 관계

수사학과 해석학은 발생적인 측면에서 평행과 대립 구도를 형성해오면

서 무엇보다 분과학문을 횡단하는 학문적 성취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양자는 상호연계를 통한 발전보다는 독립적인 주제와 문제의식을 

설정하면서 독자적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다. 가다머는 해석학과 

수사학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인 측면에서 르네상스 수사학과 

종교개혁 해석학의 상호 결합의 역사를 면밀하게 규명하고, 발생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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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 존재의 두 가지 근본 능력, 즉 발언을 형식화하는 능력과 발언

을 이해하는 능력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면서 양자간의 바람직한 대

화가능성을 확보한다.

1. 해석학과 수사학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다머가 해석학의 역사에서 주목했던 시기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

기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

고, 무엇보다 수사학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우선 해석학의 본질적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와 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해석학은 신학적 경로와 문헌학적 경로를 걸쳐 발전했는데, 바로 

르네상스 인문주의 전통과 종교개혁이 결합되면서 해석학은 새로운 전

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신학적 해석학은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

면서 가톨릭의 전통과 명확히 구분되는 성서 해석을 통해 성서의 의미를 

‘재발견’(Wiederentdeckung)하고자 했고, 문헌 해석학 역시 고대 그리스 

고전의 참된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재발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세 기독교적 전통과 그러한 전

통을 담아내는 라틴어로부터 탈피하여 원전을 직접 탐구하는 방식을 모

색해야 했다. 텍스트의 본래 의미를 올바른 해석 방법으로 밝혀내는 것이 

인문주의자와 종교개혁가의 공통된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그들에게서 고

대 그리스·로마의 고전적 전통은 무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할 모범적 대

상이 아닌 비판을 거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전통이며, 성서 역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거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료로 간주되었다. 문헌학과 신

학이라는 두 개의 경로를 거친 해석학이 원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목표를 가진 하나의 ‘보편적 해석학’으로 수렴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H.-G. Gadamer 1972a, 162-166). 
사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발생했던 해석학과 수사

학의 연계다. 가다머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 가운데 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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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석학은 상반된 ‘운명’(Schicksal)을 맞이한다. 고전 인문학에서 광범

위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했던 수사학은 ‘말을 잘하는 기술’로 축소되었

던 반면에, 고전 읽기의 기술로서 수사학 안에 포함되었던 해석학은 종교

개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텍스트 해석의 과제를 떠맡게 됨으로써 독자

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수사학의 ‘몰락’

과 해석학의 ‘대두’로 볼 수 있지만,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면 텍스트 독

해를 위한 ‘지침’으로서 고전 수사학 전통의 ‘부활’로 볼 수 있다(H.-G. 
Gadamer 1976b, 276-277). 따라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기간에 이루어

졌던 수사학과 해석학의 상호연계는 이미 수사학 안에 내재되어 있던 텍

스트 해석의 원칙을 해석학이 차용하면서 이루어졌다는 데 특징이 있다

(Walter Jost ＆ Michael J. Hyde(eds.) 1997, 120). 
가다머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멜랑크톤(Melanchton)에 주목한다. 

멜랑크톤은 수사학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텍스트 읽기에 적용한 인물

이다. 그는 ‘잘 말하는 기술’(ars bene dicendi)과 ‘잘 읽는 기술’(ars bene 
legendi)의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스피치, 긴 논쟁, 모든 책과 텍

스트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능력, 즉 독해 능력 없이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독해 능력은 이제 수사학에

서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진리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7) 일례로 그는 주요 의도, 중

심 관점 즉, 플라키우스(Flacius)의 ‘말의 목적’(scopus der Rede)이라는 개

7)  멜랑크톤의 다음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분들의 정렬, 계통적 분류, 화자

의 의도, 불분명한 문제를 분해하고 명료화하는 방법을 전해주는 일종의 기술의 조력

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정신적으로 긴 설명과 복잡한 논쟁을 파악하기 불

가능하다.”(Melanchthon Opera ⅩⅢ, 417 이하, H.-G. Gadamer 1976b, 282에서 

재인용). 가다머에 따르면, 이 언급에서 중요한 것은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수사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멜랑크톤은 수사학이 협소하고 전문적

인 영역에 국한되기보다 변증론과의 연계 속에서 좀더 확장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기

를 바랐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멜랑크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을 확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H. G. Gadamer 1976b,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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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주목하여 수사학의 중요 원칙으로 삼는다. 한마디로 텍스트의 근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본질적이라는 말이

다. 이것이 읽기라는 새로운 과제가 프로테스탄트 해석학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맥락이다. 루터에게서 강조되었듯이, 성경의 명확성은 올바른 독

해에 달려 있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가톨릭의 전통 없이도 

이해가 가능하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강조했던 수사학의 원칙들은 

일차적으로는 교회의 독단적 권위로부터 성경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용되

었지만, 결국은 텍스트 독해를 핵심과제로 하는 해석학이 부각되는 계기

를 제공하였던 것이다(H.-G. Gadamer 1976b, 282). 
지금까지 살펴본 수사학과 해석학의 상호 얽힘의 역사는 표면적으로는 

수사학에서 해석학으로 그 영향력이 이동하는 형태를 띠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멜랑크톤과 플라키우스에 대한 가다머의 논의에서 밝혀졌듯이 말

하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 간의 연계성에 대한 통찰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 과학적 사고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해하는 능력과 말하

는 능력의 분리와 전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 수사

학과 해석학은 이러한 전문화에 맞서 양자의 상호연관성에 기초한 전통

을 회복해야 하는 동일한 과제를 갖게 된 셈이다(Walter Jost ＆ Michael J. 
Hyde(eds.) 1997, 120). 

2. 수사학과 해석학의 상호연관성

일찍이 수사학과 해석학의 관계에 주목한 학자는 근대 해석학 이론의 

창시자인 슐라이어마허다. 그는 “해석학과 수사학은 이해의 모든 행위가 

발언 행위의 전도된 면이라는 점에서 함께 속해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주어진 발언의 기초가 되는 사고를 파악해야 한다”(Schleiermacher 1992, 
129)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부각된 해석학의 과제는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에 작동하고 있는 저자의 명백한 정신적 과

정을 재구성하고 추체험하는 것이다. 즉 이해의 기술로서의 해석학은 원



202 수사학 제29집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화하기 위해 수사학의 도움을 얻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학적 능력은 원저자의 사고 흐름을 역추적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다머가 보기에 해

석학과 수사학의 관계를 기술적이고 배타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은 명백

한 한계를 노출한다. 우선 슐라이머마허는 해석학과 수사학을 철저히 이

해하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 즉 기술론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고, 

해석학과 수사학의 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주관적 사유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다머는 해석학을 텍스트 이해와 해석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문제삼는 포괄적 시도로 새롭게 정의내리면서, 수사학과 해석학 간의 전통

적 대립관계를 폐기하고 양자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보한다. 수사학과 해

석학은 각각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natürliche menschliche Fähigkeit)인 

‘말할 수 있음’(Redenkönnen)과 ‘이해할 수 있음’(Verstehenkönnen)에 상응

한다(H.-G. Gadamer 1976b, 280). 발언 능력과 이해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

간답게 만들어주는 보편적 능력이라는 것인데, 수사학의 발언 능력과 해석학

의 이해 능력은 언어의 보편성, 해석학의 보편성을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과

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표현의 기술로서의 수사학이나 주어진 텍스

트에 대한 해석의 기술로서의 해석학이 아닌 표현과 이해가 상호 결합된 대

화술이라는 측면에서 가다머는 양자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대 수사학 전통은 매우 중요하

다.8) 무츠에 따르면, 가다머에게서 고대 수사학 전통은 철학적 해석학

과 인문학적 탐색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전통은 생생한 자원으로서 기능한다. 이런 의

8)  무츠에 따르면, 가다머에게서 고대 수사학 전통은 철학적 해석학과 인문학적 탐색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전통은 

생생한 자원으로서 기능한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적 해석학의 수사학적 차원은 해석

을 일종의 수사학적 성취(rhetorical accomplishment)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

발한다(Francis J. Mootz Ⅲ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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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철학적 해석학의 수사학적 차원은 해석을 일종의 수사학적 성취

(rhetorical accomplishment)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Francis J. 
Mootz Ⅲ 2015, 1).

이 같은 전통 가운데서 가다머가 주목했던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의 위

대한 연설가들은 동시에 위대한 스피치라이터였다는 것이다. 연설(말

하기)과 쓰기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

례다. 특히 산문(prose)은 연설가들에게서는 ‘매개적 기능’(mediative 
function)을 가진 장르다. 고대 연설가들이 산문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의 전략을 구현하는 차원의 것이 아

니라 청중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발언은 누구에게 말해진 것이거나 누구 앞에서 말해진 것이다. 

똑같은 원리가 읽기나 쓰기에도 적용된다. 쓰기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씌어진 것이다. 설사 수신인이 미결정적이어도 그렇다”(H.-G. Gadamer 
1992, 348). 연설가가 청중을 고려하는 것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

사학』의 중요한 고려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수사학에서의 매개적 기능의 중요성은 ‘학문적 산문’(scholary prose)의 

예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학문적 산문은 학식 있는 사람이 학식 없는 사

람에게 가르칠 때 사용하는 산문이다. 학자의 일차적 사명은 누구가의 이

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철저히 배

우는 자, 즉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H.-G. Gadamer 
1992, 351 참조). 일부 학자 세계에만 통용되는 전문용어, 뜻을 알 수 없는 

말이 난무하는 학문적 세계에서 수사학의 기능과 학자의 사명이 중요하

게 부각되는 지점이다.

가다머 역시 고대 수사학의 매개적 기능이 구현되는 데 고대 폴리스

와 지금의 현대사회가 너무나 다른 환경임을 인지하고 있다. 사회적 의미

(social meanings)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설득적 연설보다는 다양한 형태

의 텍스트를 통해 재생산된다. 구전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의 변화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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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수행이 해석학적 재발견(hermeneutical recovery)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수사학과 해석학의 상호연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사학은 그 자체로 영향의 직접성에 매여 있다. (…) 연설가는 

청중들을 자신에게 빠져들게 한다. 그가 펼쳐내는 논증의 설득

적 힘은 청중을 압도한다. 스피치의 설득에 매료되는 동안에는 

청자는 순간적으로 비판적 검토에 빠져들 수 없고, 빠져들어서

도 안 된다. 반대로 씌어진 것에 대한 읽기와 해석은 저자로부

터, 저자의 정서, 의도, 표현되지 않은 경향성으로부터 거리가 

설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독립적인 생산적 행위의 특성을 지닐 정도다. 그것은 단순히 듣

기의 과정보다는 연설가의 기술을 더 닮았다. 따라서 왜 해석의 

기술의 이론적 도구가 광범위하게 수사학으로부터 빌려오게 되

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H.-G. Gadamer 1976a, 23-24).

가다머의 언급은 상당한 주목을 요한다. 우선 텍스트 해석의 특징을 수

용적 청중(receptive audience)보다는 연설을 수행하는 연설가(rhetorical 
actor)의 모습에서 확보함으로써 그는 해석의 능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또

한 연설가의 ‘발언’과 해석자의 ‘경청’이라는 상식적 구분을 폐기하고, 

해석자를 연설가와 마찬가지로 물음과 답변의 논리에 의해 구조화된 대

화모델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위주체로 기술하고 있다. 이

러한 해석의 능동적 성격은 ‘고전적인 것’과 ‘시간간격’(Zeitenabstand)에 

대한 가다머의 분석에서 잘 나타난다(H.-G. Gadamer, 1972a, 269 이하 참

조). 그에 따르면, ‘고전’은 덧없이 소멸하는 시간을 견뎌내어 보편적 인

간 가치를 보존한 정신적 자원으로 후대의 모든 시대를 향해 생생한 현재

형으로 직접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을 읽는 바람직한 태

도는 경외심으로 가득찬 해석자의 순종적 방식이 아니라 고전을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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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파트너로 간주하여 창의적 대화에 참여하는 태도다. 이런 측면에서 

가다머가 인용문에서 설정한 연설가와 청중의 직접적 영향성과 저자와 

해석자간에 설정된 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리

는 오히려 해석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

다. 그에 따르면, ‘시간간격’은 극복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기

서 극복한다는 것은 해석자의 주관적 가치와 맥락을 걷어내고 철저히 원저

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주의와 계몽주

의의 소박한 전제에 불과하다. 시간간격은 오히려 이해와 해석의 긍정적이

고 생산적인 가능성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간격은 “텅 빈 심

연이 아니라 면면히 이어져 온 관습과 전통으로 충만해 있으며, 모든 역사

적 전승은 그런 전통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창의적 대화모델에 의

거한 이해와 해석은 저자의 생산행위의 ‘재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산적 활동인 것이다(H.-G. Gadamer, 1972a, 275-283). 따라서 텍스트를 해

석한다는 것은 생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수사학적 활동인 것이다.

가다머가 말하는 “수사학과 해석학의 심오한 내적 융합”(H.-G. Gadamer 
1984, 54-55)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 언어성

(human linguisticality)의 수사학적, 해석학적 양상들은 완전한 상호 침투

를 이루어냄으로써”(H.-G. Gadamer 1976a, 25), 수사학과 해석학은 분열

과 오해를 극복하여 이해와 소통을 지향하는 활동으로 결합한다.

Ⅳ. 수사학적 발견과 해석학적 적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텍스트의 의미파악은 수동적 듣기의 과정보다는 

발언자의 행위를 닮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사학과 해석학의 유사성에 대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관성을 보다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사학과 해

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발견(invention)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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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9)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발견’은 수사학의 과정의 부분들을 특징짓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다섯 가지 용어, 즉 발견, 배열, 표현, 발표, 기억 가운데 하나

다.10) 수사학에서의 발견은 토포스(topos)를 기반으로 한다. 토포스란 상

황에 따라 활용가능한 논거의 자원을 말한다. 즉 개연적이지만 설득력 있

는 논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원천이자 정보의 카테고리라 할 수 있다. 

관건은 이러한 토포스에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논거를 발견하기 위한 노

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발견 개념은 발언자에게 발언의 방

향, 다양한 사상, 주제, 논증, 통찰, 개연적 판단, 수사학적 상황의 이해를 

제공하는 전략적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한 

전략적 행위에는 발언 개시, 대안 탐색, 판단 구성 및 검사, 텍스트 해석, 

청중 분석 등을 포함한다. 수사학에서 이야기하는 발견 개념이 매우 광범

위하고 복잡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학적 발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많은 이론가들이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이

에 따른 발견의 목적과 전략들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수사학적 발견의 범위가 아니라 고대 수사학 전통에서 수

사학적 발견이 딛고 있는 하나의 전제다. 즉 발견의 개념 속에는 연설가

가 ‘선택’의 상황에서 관여하는 과정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속해 있다는 

9)  리처드 영과 앨톤 베커는 “수사학의 힘과 가치는 발견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수사학의 이론과 실천에서 발견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 평가한다(Janice M. Lauer 2004, 1). 또한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적용은 해

석학적 과정의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H.-G. Gadamer 1972a, 291). 
10)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발견’은 관련 쟁점을 정의하고, 연설가의 입장을 뒷

받침하는 주장을 만들고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것이다. 또한 ‘배열’

(arrangement)은 화자의 논증을 청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논

증의 신빙성을 줄 수 있도록 논거를 나열하는 과정이다. ‘표현’(style)은 발견을 통

해 제시된 내용에 적절한 말과 문장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며, ‘발표’(delivery)는 설

득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음성과 동작의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기억’

(memory)은 실연을 할 때 연설 내용을 회상하는 것과, 연설에 사용된 정보의 회상

을 말한다. (박삼열 2011, 354, 358-359)



207발견의 수사학과 적용의 해석학

것이다. 흔히 수사학이 발생하는 적합한 상황을 특징짓는 용어로 ‘카이

로스’(kairos)가 있다. 수사학적 담화는 항상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최적의 순간과 장소”, 즉 카이로스에서 최적의 설득 수단을 

간구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Janice M. Lauer 2004, 7). 
일례로 논거발견술(ars topica)을 강조했던 비코의 경우에도 수사학적 ‘발

견’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논거 발견술’에 익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든지 그때그때 중요한 설득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천적 삶의 개연성 속에서 거짓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비코는 논리적 비판 능력 이전에 청년

들이 상상력과 기억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논거

발견술을 꼽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청년들은 자신의 인격적 판단을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해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안된 

논거 어느 쪽에서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이광모 2009, 155-156).
다음으로 적용(application)11) 개념은 텍스트의 의미를 현재와 관련짓

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기능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적용은 해석학의 역사

에 상당한 부침을 겪은 개념이다. 한때 이해를 완성시키는 능력, 즉 이해

의 정교함(subtilitas intelligendi), 설명의 정교함(subtilitas explicandi), 적용

의 정교함(subtilitas applicandi) 가운데 한 축을 담당했던 적용은 이해와 설

명간의 내적 통일성이 강조되면서 체계적 위상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다머는 신학해석학과 법률해석학의 예를 들어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양자 모두 해석의 과제를 낯선 세계로 들어가려는 노력 

및 텍스트와 현재 상황 간의 거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규정한다는 점에

11)  적용을 의미하는 application을 라틴어 배를 조종하다, 노를 젓다라는 의미의 

plicare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항해를 한다는 것은 파도와 바람 같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는 모험이며 모든 모험과 같이 위험하다”

(H.-G. Gadamer 1972b, 341)는 가다머의 말은 해석의 열린 가능성과 더불어 적용

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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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헌해석학보다 적용의 계기를 부각시켜준다는 것이다. 법적 효력과 구

원의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전이든 복

음서든 모두 텍스트의 요구에 합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자가 처한 

그때그때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해한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에 대한 적용을 포함한다(H.-G. Gadamer 
1972a, 291-292). 적용의 중요성은 앞서서 발견의 전제로서의 수사학적 상

황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황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다. 텍스트 이해에

서 해석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해석대상과 가변적 

상황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해석학이며, 이

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나오는 창의적 발상이 바로 적용인 것이다. 

이 같은 발견과 적용 개념은 해석학과 수사학의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12) 수사학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해 필요한 실천적 판단과 언어적 자원을 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잘 말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 능력, 즉 수사학적 발견

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해석학은 해석학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의

식, 즉 영향사적 의식(wirkungsgeschichtliches Bewußtsein)13) 을 기반으로 

12)  물론 발견과 적용 개념을 상호연관된 관계가 아니라 이원적 대립관계 속에서 이

해하는 학자도 있다. 일례로 딜립 가온커는 수사학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고전

수사학은 텍스트 제작(생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현대 수사학은 ‘해석적 전환’

(interpretative turn)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생산적 차원의 발견과 해석적 차원의 적용이 그의 견해대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사학과 해석학의 밀접한 연

관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생산과 해석간의 새

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한다(Walter Jost ＆ Michael J. Hyde(eds.) 1997, 199).
13)  가다머는 영향사적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향사적 의식이란 무엇보다 

해석학적 상황의 의식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의 의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도 그 나름의 어려운 과제이다. 상황 개념은 사람이 그 상황에 대립해 있지 않아서 

대상적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특징지어진다. 인간이란 상황 속에 존재

하고 있고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데, 그 상황을 해명한다는 것은 결코 완

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H.-G. Gadamer 1972a,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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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의적 대응 능력, 즉 해석학적 적용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발견과 적

용은 수사학과 해석학의 독자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도구적 차원의 기술

로 환원될 수 없는 구체적 삶에서 실천적 지혜를 도모하는 활동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실천철학의 맥락에서 수사학적 발견과 해석학적 적용은 구분

이 불가능할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레프

(M. Leff)는 발견과 적용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그는 ‘해석학적 수사학’

(hermeneutic rhetoric)을 제안하는 가운데 수사학적 실천에 주목하여 해석

의 과정이 어떻게 텍스트 안에서 창의적 자원으로 변모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에 따르면, 생산과 해석은 서로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마치 현대 해석이론이 해석학적 생산으로부터 출현했듯이, 고전 수

사학에서 생산에 대한 강조는 해석학적 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불행하게도 고전 수사학의 기술적 차원에 대해 배타적으로 집중해

왔던 현대 수사학 비평가들은 전통 수사학 교육의 프로그램 안에서 해석

과 생산이 상호작용했던 방식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날카롭

게 지적한다(Walter Jost ＆ Michael J. Hyde(eds.) 1997, 200). 앞서 해석학

과 수사학의 연계성에 대한 가다머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는 텍스트 해석에서의 적용과 설득적 논증의 발견 사이에 분명한 교

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발견과 적용은 전통과 텍스트에 대한 

단순한 반복이나 기계적 재생산이 아니다. 양자는 수사학적, 해석학적 실

천에서 창의적 자원을 만들어가며 유기적 관계를 조성할 창조적 개념들이

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학적 적용은 수사학적 발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나가는 말

지금까지 수사학과 해석학의 연관성을 가다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의 논의를 통해 학문으로서의 해석학은 근대에 시작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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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학적 문제의식은 고전 수사학의 전통 속에서 긴밀히 작동해왔으며, 

특히 고전 수사학 전통에서 나타난 대화적 계기는 철학적 해석학의 중요

한 출발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열린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다머의 해석학의 특징은 

그가 수사학의 전통에서 이끌어낸 중요한 단초라 할 수 있다. 그의 해석

학을 “타자성을 극복하고 이해의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사학과 해석학의 공통성 확보는 매우 용이

할 것이다. 

수사학과 해석학은 공감하기 어렵고, 합의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실

천적 삶의 영역에서 해석과 설득의 교량을 건설하는 공공적 성격의 학문

이다. 인간의 유한성, 타자에 대한 개방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양자가 인

간의 언어성을 통해 적극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다. 일례로 데리다와의 논쟁 가운데서 가다머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바로 

“차이와 불확정성에 대한 강조가 자칫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것

으로 이어짐으로써 인간 행위에서 가장 필수적인 ‘판단’과 ‘결단’의 문

제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대화하는 우리’라는 철학적 관심 아

래서만 인간의 실천적 판단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진보에 대한 해방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비판 이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하버마스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 가다머는 해석학과 수사

학의 제휴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나는 해석학이 수사학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

실에 대한 인정이 더 있었으면 한다. 그 영역은 (논리적으로 강

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득시키는 논증의 영역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실천과 인간성의 영역이다. 그 영역에서 성립하는 

과제는 아무런 토의 없이 예속되는 ‘쇠처럼 단단한 결론’의 힘

이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해방적 성찰이 반(反)사실적 동의를 

확신하는 곳도 아니라, 논쟁적 이슈들이 이성적 숙고에 의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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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곳에서 성립한다(H.-G. Gadamer 1972a, 530).

실천과 인간성에 대한 가다머의 강조는 수사학과 해석학이 기능적 관

점에서 독점적인 기술과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건설적인 기획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모색하는 데 학문적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설득과 해석, 표현과 이해를 통해 

수사학과 해석학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대화공동체의 형성과 그 

형성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존과 연대의 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공통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밀접한 상호연계가 필수적이

다. 만일 수사학과 해석학이 서로의 고유성과 차이에만 몰두하여 학문공

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상실한다면, 비코(G. Vico)가 말하는 ‘성

찰의 야만주의(the barbarism of reflection)’, 즉 대화와 협동이 단절된 채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연원하는 실천철학적 정신은 퇴색할 것이 분명하다. 수사학과 해석학이 

함께 딛고 있는 공통적 기반은 인간의 실천적 삶의 자리, 즉 실천적 지혜

를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로 가득찬 영역이다. 고립과 통

제가 일상화된 첨단 과학기술사회에서 삶의 실천적 지혜를 통한 소통이 

더욱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중요한 역할을 수사학적 해석학, 혹은 

해석학적 수사학이 떠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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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toric of Invention and Hermeneutics of Application :
- A Study on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Rhetoric and 
Hermeneutics in Gadamer’s Philosophical Hermeneutics -

Jeong, Yeonjae (Inha Univ.)

This article attempts to investigate the feature of Gadamer’s philosophical 
hermeneutics that reaffirms the classical rhetorical tradition and that 
clarifies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rhetoric and hermeneutic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hetorical 
hermeneutics. Gadamer emphasizes, “The rhetorical and hermeneutical 
aspects of human linguisticality completely interpenetrate each other,” 
and “There is a deep inner convergence with rhetoric and hermeneutics.” 
Thus,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e rhetorical dimension of Gadamer’s 
philosophical hermeneutics.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investigates the 
affinity hermeneutics and rhetoric with practical philosophy. Rhetoric 
and hermeneutic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practical philosophy in 
dialogical form. Rhetoric, like hermeneutics, returns us to the finitude 
of human existence in a practical context. The second section clarifies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rhetoric and hermeneutics, showing the 
interwoven history of rhetoric and hermeneutics. By equating the interpreter 
with the rhetor rather than with the receptive audience, Gadamer emphasizes 
the dynamic character of interpretation and the space for affirmation of the 
tradition that is opened by the dialogic structure of understanding.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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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ing the superficial account of the rhetor’s speaking and interpreter’s 
listening, he establishes that the interpreter is engaged in a rhetorical–
hermeneutical activity that is structured by the logic of question and answer 
and that is conversational in nature. The second section naturally leads to the 
third section, which deals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rhetorical invention 
and hermeneutical application. The interplay between invention and 
application creates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the production of rhetoric 
and the understanding of hermeneutics. Then, the final section summarizes 
the feasibility of rhetorical hermen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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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다짐: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연설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와 요아힘 

가우크 전 독일 대통령의 바빈 야르 추모사를 대상으로 -

조원형 (상명대)

I. 머리말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나 정부가 자국 또는 타국의 국민에게 부당한 위

해를 가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 자국민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

은 사례로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특정 국가가 타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군이 동유럽 지역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것을 우선 거론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후대에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일어났으며, 

그 일환으로 과거의 부당했던 정권과 절연했다는 것을 천명한 새 정부가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자국의 부당했던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그 발언 속에 과거사에 

대한 언급과 미래에 대한 언급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텍스트언어학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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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가운데 하나인 ‘비판적 담화분석’의 연구 방법론을 이 논문에도 적

용할 것이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낭독한 기념사와 2016년 9월 29일 요아힘 

가우크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1)이 우크라이나 바빈 야르에서 낭독한 추

모사이다. 이 두 편의 연설은 모두 발언자, 즉 각 나라의 대통령이 과거에 

자국 정부가 일으킨 양민 학살 범죄를 반성하고 새 정부는 그 죄악의 역

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인 1949년에 새롭게 출범한 독

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모두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를 청산하고 수립된 새 

정부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닮은 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그 공

통점을 텍스트언어학적 측면에서 대조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 한국과 독일 대통령 연설문의 텍스트 구조 분석

1.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이 연설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17
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 글은 모두 열세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 여섯 개의 상위 단락으

로 묶을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글은 내용을 고려하

여 단락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van Dijk(1980)가 제시한 거시규칙을 

1)  2017년 3월 18일에 퇴임했으므로 이 논문의 발행일인 2017년 9월 30일 시점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이에 논문 제목에서도 ‘전 독일 대통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편의상 ‘전 대통령’임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대통령’으로 부

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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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단락 구조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의 텍스트 구조

[상위단락 1] 인사말2)

[단락 1] 5.18 묘역에 서니 감회가 깊습니다. (문장 1~2)

[단락 2]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감사와 위로와 존경을 드립

니다. (문장 3~13)

[상위단락 2] 광주민주화운동의 경과와 의의

[단락 3]  5.18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으나 시민들의 항쟁이 민

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문장 14~19)

[단락 4]  광주에 대한 부채감이 저(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

화 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문장 20~24)

[단락 5]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

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문장 25~32)

[상위단락 3] 새 정부의 약속

[단락 6]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

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장 33~49)

[단락 7]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

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장 

50~56)

[단락 8]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

2)  상위단락의 내용은 그에 속하는 각 하위단락들에 거시규칙을 적용하여 도출한 것이

다. van Dijk(1980), 고영근(2011)은 ‘생략, 선택, 일반화, 구성화’라는 네 가지 거시

규칙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구성화 규칙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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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문장 57~63)3)

[상위단락 4] 기억에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함

[단락 9]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

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

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문장 64~74)

[단락 10]  광주 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문장 75~78)

[상위단락 5]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 재해석 (상위단락 2의 주

제 반복 강조)

[단락 11]  광주 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문장 79~83)

[단락 12]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

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문장 84~87)

[상위단락 6] 맺음말

[단락 13]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문장 88~89)4) 

연설문 본문은 이 논문 뒤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

저 광주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겪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한 

다음 이어지는 단락(단락 3)에서 이 ‘현대사의 비극’이 ‘민주주의의 이정

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단락 4에서 자기 자신의 사례를 구체적

으로 들어서 이를 뒷받침한다.

3)  이 가운데 직접인용문이 들어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장으로 보지 않았다.

4)  단락 13은 맺음말로서 “다시 한 번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단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별개의 단락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나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이 단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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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구체적인 인물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자 ‘지

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부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청자로 하

여금 광주민주화운동을 구체적인 인간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

써 이 운동을 바로 ‘나의 일’이자 ‘우리의 일’로 여길 수 있게 하고, 현재

의 삶을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음을 보여 주는 전략으

로 평가할 수 있다.5) 따라서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민주화

운동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발언자인 대통령 자신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문재인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음을 선언하는 단락 

5를 통해 다시금 강조된다.

이를 발판 삼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발표하기 불과 8일 전에 

출범한 새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할지를 청중들에게 제시한다. 이 내용은 

상위단락 3(단락 6~8)의 주제이다. 여기서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단락 6과 8은 새 정부의 

약속 자체를 주제로 삼고 있는 반면 단락 7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하는 의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간텍스트성을 고려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

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광주민주화운

동을 상징하는 노래로 손꼽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과거 정부 권력자들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기념식 자리에서 제창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다. 하

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는 것이 어떤 의

미를 지니는지를 이 기념사의 단락 7에서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청중을 설

득하고 있다. 이는 따라서 단락 6에서 이어지는 ‘새 정부의 다짐’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새 정부의 다짐을 강조하는 단락 8
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5)  이 문장은 이 논문을 읽고 심사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이 심사 평가서에 제시한 판정 

소견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심사위원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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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다짐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 제시하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기억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먼

저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

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시

민들에게는 ‘전국의 5.18’을 기억할 것을 당부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

던 도중 대통령은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한다. 상위단락 3과 마

찬가지로 ‘요청’과 ‘요청’ 사이에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이질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셈인데 이는 그 약속, 즉 영령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는 약속이 ‘국민들에게 요청한 내용을 자기 자신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으

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앞뒤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경우 대통

령의 당부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청유’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단순한 요청과 달리 청유는 ‘화자의 약속’

을 포함하는 만큼 그 요청 내용이 청자에게 더 진실되게 여겨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더구나 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화자는 갓 취임한 대통령으로서 국민

의 기대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6) 그의 약속 또한 신뢰도가 높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위단락 5는 사실상 상위단락 2와 같은 내용, 즉 광주민주화운동의 의

의를 재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 기념사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의 정신이 2016년~17년의 ‘촛불 혁명’으로,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갈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상위

단락 2에 속하는 단락 5와 상위단락 5에 속하는 단락 11~12는 같은 주제

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아도 될 정도이다. 이는 응결성 장치를 통해서도 확인

된다. ‘촛불’이 반복 재수용되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구문은 이와 동

의어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 등의 구문으로 재

6)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2017년 5월 3주 당시 국정 운영 지지율은 87%
에 이른다(한국갤럽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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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었다. 연설문의 말미에서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기념사는 단순히 

광주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출

범 의의를 밝히고 국민에게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2.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의 바빈 야르 추모사

이 연설문은 요아힘 가우크 전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6년 9월 29일 우크라이나 바빈 야르에서 발표한 바빈 야르 학살 75주
년 추모사이다. 원문은 독일 연방 대통령 홈페이지에 독일어로 공개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문을 기본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러나 논문 본문에서 구체적인 어휘나 구문 등을 언급할 

때는 필요한 경우 원문의 독일어를 괄호 안에 병기할 것이다.

이 연설문의 단락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 역시 독일 연방 대통령 홈페

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독일어 연설문의 형식적 단락 구조는 글의 실질적

인 거시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분석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거시구조 분석을 시도했다.

(1)  요아힘 가우크 전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의 2016년 바빈 야

르 추모사 텍스트 구조

[상위단락 1] 바빈 야르는 어떤 곳이었는가

[단락 1]  3년 전에 카티야 페트롭스카야라는 젊은 여성 작가

가 75년 전 자신의 증조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독일 

점령군이 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한 글

로 잉에보르크바흐만 상을 받았습니다.7)

7)  번역문(한국어)과 원문(독일어) 사이의 문장 개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한국

어로 작성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과 달리 문장 개수를 일일이 집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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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2]  33,771명이나 되는 남자와 여자들, 어린이와 노인

들이 바빈 야르에서 단지 이틀 사이에 희생당했습

니다.

[상위단락 2] 기억의 중요성

[단락 3]  페트롭스카야 씨는 희생자들에게 얼굴과 이름과 형

체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단락 4]  우리가 이 분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는 숫

자와 객관적 사실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문

학적 증언은 우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 전제가 되어 줍니다.

[단락 5]  바빈 야르는 특별한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나치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돌아

가신 분들에 대한 기억마저 삭제해 버리고자 했습

니다.

[상위단락 3] 독일인의 반성

[단락 6]  저희 독일인들은 홀로코스트의 심연 앞에 마주서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단락 7]  기억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우리

는 가능한 한 공동의 기억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락 8]  우리가 유대인 집단학살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바

빈 야르는 기억의 장소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되어

야 합니다.

[단락 9]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역사의 심연을 들여다보기 위

해서는 단지 특수부대만이 아니라 나치 정규군도 

이 범죄에 결정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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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단락 4] 독일인과 유럽인의 다짐

[단락 10]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도 시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늘날

에도, 미래에도 그 영토의 통합성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주권국가이며 유럽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

동체의 일원입니다.

[단락 11]  저는 과거의 희생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오늘날 

불의를 겪고 있는 이들, 박해자에게 저항하는 이

들, 인권이 부정당하는 이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보

장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이들의 편에 서

고자 합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먼저 특정한 인물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에서부터 이

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나치 학살자들이 ‘기억’조차 말살하려고 

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반성하는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그 반성의 결과 

또한 ‘기억’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락 1에서 ‘카티야 페트

롭스카야의 증조할머니’라는 인물을 화제로 끌어들이고 단락 2에서 그 

인물이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 인물은 곧 ‘33,771명’ 

가운데 한 명임을 명시하여 바빈 야르에서 학살당한 사람 하나하나가 모

두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겪었음을 이야기한다.

‘상위단락 2’라는 거시구조를 형성하는 단락 3~5는 바빈 야르에서 희

생당한 사람들이 단지 ‘몇 명 사망’이라는 숫자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 각자가 이름과 얼굴과 형체를 가진 개인이었음

을 밝히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힘과 문학적 증언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이 거시구조가 곧 상위단락 1과 함께 더 큰 거

시구조로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상위단락 1의 내용이 곧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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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힘’으로 이루어 낸 ‘문학적 증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곧 상위단락 3(단락 6~9), 즉 독일인들이 무엇을 반성해

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단락의 근거가 된다. 

단락 6에서 가우크 대통령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슬픔(unermessliches 
Leid)’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죄악(unaussprechliche Schuld)’을 언급하

면서 독일인들이 무엇을 반성해야 할지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독일인들

은 희생자들에게, 지금 현재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는(schulden)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곧 ‘기억하는’8) 것이라면

서, 특히 ‘공동의 기억’을 강조함으로써 독일인과 우크라이나인이 기억

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그에 뒤따른다.

가우크 대통령의 연설 목적은 상위단락 4(단락 10~11)에서 더욱 뚜렷

이 드러난다. 여기서 가우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실에 초점을 맞춘

다.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반성이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당면한 현실적 문

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 이 단락

의 주제라 할 수 있다. 가우크 대통령이 역설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우

크라이나가 ‘유럽 역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그 영토의 통합성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주권국

가’라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내전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영토 

가운데 일부인 크림 반도가 가우크 대통령의 관점에 따르면 러시아에게 

‘점령된’ 상태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비

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통일된 독립 국가로서 유럽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설의 끝을 맺는 대목에서 “오

늘날 불의를 겪고 있는 이들, 박해자에게 저항하는 이들, 인권이 부정당

하는 이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이들

8)  독일어로 ‘기억’을 뜻하는 명사는 ‘Erinnerung’과 ‘Gedächtnis’ 두 가지가 있는데 

가우크 대통령은 이 어휘들을 혼용하고 있다. ‘공동의 기억’은 동사 erinnern을 그대

로 명사화해서 ‘das gemeinsame Erinnern’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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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불의’와 ‘박해’는 우크라이나의 통일과 영토 보전을 방해하

는 자들로 해석할 수 있다.

3. 두 연설문의 구조적 유사성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과 가우크 대통령의 연설문은 서로 다른 주제

를 담고 있으나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첫째, 구체적인 인물이 경험한 부당한 일을 증언하는 데 방점을 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 때 구속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가우크 대통령은 카티야 페트롭스카야라는 작가의 증조할머

니 이야기를 언급한다. 이는 각자의 연설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저 역사책에 한두 줄로 기록된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숨

쉬어 온 구체적 인물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에 대

해서는 앞에서도 다룬 바 있다.

둘째,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희생당한 이들뿐만 아니라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등 광

주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이

들의 업적을 상기한다.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곧 광주를 기억하는 것이

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왜곡하고 있는9) 

광주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

우크 대통령은 ‘기억’이라는 어휘 자체를 주제어로 삼아 기억하는 것이 

곧 책임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공동의 기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고 역설한다.

셋째, 그 기억을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언급하면서 연설을 끝

맺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정신’, 즉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

9)  예컨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이후 대통령직을 차지한 전두환 전 국군보안사령

관은 2017년 4월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회고록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228 수사학 제29집

민들이 외치고 몸소 실천했던 민주주의 정신이 2016~17년에 ‘촛불 광

장’에서 다시 불타올랐고 이를 통해 대통령 스스로 ‘국민 주권의 시대’

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이는 곧 대통령 자신과 문재인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며, 

이 기념사를 발표하기 불과 8일 전에 출범한 ‘새 정부’가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는지를 알려 주는 지침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 가운데 밝

힌 ‘민주주의 복원,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명

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 존중’ 등의 약속은 

광주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받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우크 대

통령은 독일인과 우크라이나인 모두에게 기억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초점

을 맞춘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일어나

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과거에 나치가 바빈 야르

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과

거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가 내전과 영토 상실이라는 부조

리한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유

럽 역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곧 유럽이 나치 정권의 과

거사를 반성하고 극복하였듯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럽적’ 문제들에 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두 대통령이 각각 ‘구체적 증언’과 ‘기억’

을 강조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이자 설

득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역사적, 

사상적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를 얻고자, 가우크 대통령은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내전을 주도한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 영

토를 침략한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고자 ‘기억’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기억의 정당성’을 전제로 삼아 ‘자신

의 정치적 견해가 정당함’을 밝히는 추론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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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연설문의 전제와 결론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의 전제와 결론

대전제 1: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대전제 2: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지켜 낸 사건이다.

소전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한다.

결론: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한 정부이다.

(2) 가우크 대통령 연설문의 전제와 결론

대전제 1: 바빈 야르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가지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대전제 2: 이 학살에 대한 공동의 기억은 침략과 분열의 부당함

을 알려 준다.

소전제 1: 독일과 우크라이나는 공동의 기억을 지녀야 한다.

소전제 2: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침략과 분열10)을 획책하는 자들

이 있다.

결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침략과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은 부

당한 자들이다. 

이는 곧 두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연설이 단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반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궁극

적 초점은 오히려 지금 현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취임사에 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박성

10)  가우크 대통령이 ‘공동의 기억’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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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2009)와 이재원(2013b)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가 제의적 연

설에 속하는가를 놓고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범수·김민영(2006), 이재원

(2013a) 등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 한국 대통령의 취임사의 유

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한국 대통령(문재인)과 

독일 대통령(가우크)의 과거사 관련 연설은 취임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는 그 분석 대상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설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바는 곧 ‘지금 당면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만큼 취임사와의 유사성을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필요한 논의라고 여겨진다. 다만 특정 대통령의 취임사를 함께 살펴

보고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은 이 논문의 초점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으

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다룰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IV. 과거사 관련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비판적 담화분석

1.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는 어휘 선택

문재인 대통령과 가우크 대통령 모두 자신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태

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시도한다.

(1) 과거의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어휘를 선택한다.

(2) 특히 폭력과 비인간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

리 현대사의 비극”,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

의 전임자인 과거 정부 권력자들을 비판하였다. ‘유린’, ‘서슬퍼런’ 등의 

용어는 그 자체로 폭력과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조성만, 

박래전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목숨을 던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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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명하는 대목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라는 말을 통

하여 과거의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방기’라는 표현에서 부정적

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우크 대통령은 바빈 야르 학살을 이야기하면서 ‘짐승 같은 잔인함

(Bestialität)’, ‘문명 파괴(Zivilisationsbruch)’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바

빈 야르 학살 사건 자체를 상세하게 묘사한 것11) 자체가 사실 과거의 일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최윤선(2014, 100)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현실을 재구성

하므로 인간이 인식하는 현실은 언어로 재구성된 현실이며, 어떤전언어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현실 인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특정한 사건을 묘사할 때 부정적 어휘를 주로 강조하면 부정적 이

미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묘사를 받아들이는 사

람(청자, 독자 등)은 묘사되는 사건 자체를 더욱 부정적으로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연설문은 모두 그 대통령들의 

전임자가 저지른 일을 매우 부정적인 어휘로 묘사하고 있다. 즉 이들은 자

신의 전임자가 부당한 일을 하였음을 어휘 선택을 통해서도 강조하는 것

이다. 이는 이 대통령들이 그만큼 과거사를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청중에게 드러내 보여 주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 자신은 부당했던 과거 정부와 별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자신의 전임자였던 이들이 자행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면서도 자신은 전임자와 다른 역

11)  이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세한 경과가 언급되

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이 기념식장에서 이미 광주민주화운동 경과 보고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태생 김소형 씨가 자신의 개인사를 이

야기하는 순서가 대통령의 기념사 뒤에 이어지기도 하였다. 식순상 대통령이 사건 

경과를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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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연설문에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비판하기 위하여 전국 곳곳에서 일

어난 2016년 겨울의 촛불 시위를 ‘촛불 혁명’으로 명명하고, 자신이 대통

령으로 취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사건을 ‘광주민주화운동이 부활

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을 계승한 

정부이며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옛 권력자들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강조

하는 것이다.

가우크 대통령은 나치의 만행을 ‘지난 시기에 다른 독일인들이 자행한 

범죄(die monströse Verbrechen anderer Deutscher in einer anderen Zeit)’ 사
건이라고 언급하였다. 나치 정권의 범죄를 오늘날의 독일인들도 반성하

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범죄가 ‘지난 시기’의 것이며 

‘다른 독일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이 두 대통령이 비록 과거의 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

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지만 과거 사람들과 달리 정당성을 갖춘 사람

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는 어휘 선택’과 맞물려서 자신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3. 자신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판하는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을 연관지음으로써 자

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촛불 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

령의 국정 농단에 저항하는 목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결과 박근혜 전 대

통령이 파면되고 그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후

임자로 취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과 촛

불 혁명을 연관짓는 것은 곧 자신의 전임자이자 정치적 반대파였던 박근

혜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임을 위

한 행진곡’을 언급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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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전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노래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였고, 

이 때문에 그와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도 함께 비판한 것이다.

가우크 대통령은 2016년 9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공동의 기

억’을 바탕으로 ‘유럽’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유

럽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간주하고 비판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비록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 대륙에 속한 국가라는 것은 틀림

이 없고, 가우크 대통령이 의도하는 유럽의 연대는 단지 유럽연합 회원국

들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럽인들이 공동의 기억을 공유한다면 과거에 나치가 자행

한 부당한 행동을 당연히 비판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는 행동 역시 비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바로 가우크 대통령

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정치인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연설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살

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의를 통해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담

은 연설문 역시 궁극적으로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당

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우크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과

거사 관련 연설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구조와 의도를 분석하였다. 두 

연설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나가는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

으나 큰 틀에서 볼 때 유사한 면을 띠고 있으며, 특히 텍스트 구조 분석

을 할 경우 비슷한 거시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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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판적 담화분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치적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

이 서로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재임 중의 연설문을 앞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취임사 등 다른 유형의 연설문과 대조하는 작업

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 연설의 구조와 수사

학적 전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인용문 1: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묘역

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

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

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

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5월 광

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

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

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

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

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

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

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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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
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

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

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 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

었습니다. 그 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 준 힘이 됐습

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

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

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

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

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

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

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

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

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

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

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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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

중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

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

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

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

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

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

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

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 40일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

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

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

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

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

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

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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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

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

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 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

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

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

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

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목숨이 오

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

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

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

들 앞에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

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숨쉬는 가치로 완성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인용문 2: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 연설문 번역본

(번역: 조원형)

3년 전에 카티야 페트롭스카야라는 젊은 여성 작가가 독일 문학계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분은 키예프에서 성장했고 지금 베를

린에 살고 있는데, 75년 전 자신의 증조할머니가 우크라이나 바빈 야르

(Babyn Jar)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길거리에서 독일 점령군이 쏜 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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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한 글로 잉에보르크바흐만 상을 받았습니다.

페트롭스카야 씨의 증조할머니는 키예프 시내에 한가득 붙어 있었던 

점령군 군대의 대자보를 따라갔습니다. 키예프 시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은 문서, 돈, 값어치 있는 물건들과 따뜻한 옷가지를 가지고 오전 여덟 시

까지 도시 외곽의 공동묘지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키예프 시를 점령한 독

일군 군관은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처형하겠다면서 유대인들을 위협했습

니다. 하지만 페트롭스카야 씨의 증조할머니는 이 경고에도, 그리고 묘지

로 향하는 주소를 보고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독일 점령군에

게서 악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악한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을 희생 제물로 삼

아야 했던 범죄자들의 유례없는 모습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

다. 거의 누구도 가해자들의 짐승 같은 잔인함과 그들이 이미 저질러 버

린 문명 파괴를 가능한 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빈 야르에서 존

더코만도12), 비밀 야전경찰, 돌격대(SS)들은 희생자들에게 옷을 벗고 값

나가는 물건들을 내놓을 것을 강요하고는 매질을 하면서 계곡 가장자리

까지 끌고 가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33,771명이나 되는 남자와 여자들, 

어린이와 노인들이 단지 이틀 사이에 희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카티야 페트롭스카야 씨의 증조할머니 역시 그 

희생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페트롭스카야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

고 또 가치 있습니다. 페트롭스카야 씨는 희생자들에게 얼굴과 이름과 형

체(Gestalt)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사망자 통계 속에 숫자로만 들어 있던 

한 사람이 ‘에스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결말을 감추지 않은 

12)  옮긴이의 주석: 2015년(한국에서는 2016년)에 개봉한 헝가리 영화 〈사울의 아들〉

(감독 네메스 라즐로)의 시작 부분에 “강제 수용소 내에서 특수 수용자 집단을 지칭

하던 용어로 ‘비밀 운반자(Geheimträger)’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나머지 수

용자들과 분리되어 생활하였으며 대개 몇 달 노역 후 처형당했다.”라는 자막이 나온

다. 이들은 가스실에서 시체 처리 등 가혹한 노역을 하다가 나치에게 살해당하는 운

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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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에스터 씨는 

그 결말을 굳이 감추지 않은 채 끝까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아 있

는 시간들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석할 수 없고 읽어 낼 수 없는 

것을, 추측으로만 남아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해 줍니다.

이 분들의 후대에 유복자이자 유족으로 남은 우리 또한 상상의 힘을 빌

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분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객관

적 사실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과연 누가 우리보다 앞서 사셨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적 증언은 우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제를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어

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빈 야르에 대한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

습니다. 이 증언은 또한 독일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역사 서술을 통

해 공들여 얻어 내고자 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동의 기억을 위한 공

간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소소한 이야기, 즉 

침묵했던 것을 여러 시대에 걸쳐 각각의 나라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극복

해 온 모든 이들 덕택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프게니 예프투셴코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소련이 자국 내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을 언급하

지 않아 왔던 터부를 1961년에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바빈 야르는 비길 데가 없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1943년 12월 나치 

독일 군대가 키예프에서 퇴각할 때까지 이 계곡은 사람을 살해하는 곳으

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빈 야르는 키예프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만의 

소련 전쟁 포로들과 정신질환자들, 신티족과 롬족, 우크라이나 민족운동

가들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분들 모두는 나치가 자행한 민족 말살 책동

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억마저 삭제해 버리고자 했습니다. 1943년 

소련의 붉은 군대가 키예프에 접근했을 때 소련의 전쟁 포로들은 독일군

의 명령에 따라 바빈 야르에 묻혀 있던 시신들을 파내서 불태우고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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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가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독일군이 키예프에서 퇴각하고 나서야 

이 학살과 은폐가 막을 내렸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이

데올로기적 민족 말상 전쟁의 범죄적 성격이 이곳에서 새롭게 드러났습

니다. 이곳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황폐함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독

일 점령군은 심지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보조 순사로 이용하기까

지 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애당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

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의 이웃 나라

(역주: 러시아를 가리킴)에서 자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성원 집단 전

체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일인들은 홀로코스트의 심연 앞에 마주서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죄악

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심연을 깊이 응시할 때면 어지러움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희들은 이 심연이 저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선을 외면한다

면 그것은 독일의 죄악을 깊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공동의 역

사를 가져다줄 수도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으며, 또한 잊지 않을 것

입니다. 저희는 희생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자신에 대하여서

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메워질 수 있습니다. 바빈 야르에서 

실제로 행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기억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을 위한 공

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숨진 분들을 단지 그분들의 소속이나 종

교, 당파와 관련지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 또한 친구

이자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나치 정권

의 학살 책동으로 생겨난 숫자들에서 사람을, 사람 하나하나를 다시 만들

어 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공동의 기억도 가질 수 있을 것입

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는 공동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빈 야르에서 독일인들에게 살



241기억과 다짐: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연설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해당한 분들은 유대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폴란드인이었습니다. 어

찌하여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살인자나 희생자가 되었는

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는 오늘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함께해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변명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공동의 연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만연한, 진실을 오직 민족국가의 프리즘으로만 

찾으려고 하는 유혹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집단학살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바빈 야르는 기억의 장

소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절멸 수

용소에서 일어난 학살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빈 야르는 

‘산업화된’ 학살에 앞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역사의 심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단지 특수부

대만이 아니라 나치 정규군도 이 범죄에 결정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인식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역사 앞에 마주 서는 것, 사실에 대

해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자신의 과오를 회피하지 않는 것은 세대 간의 

장벽을 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독일을 형성했고, 전쟁 이후 해를 거

듭하는 동안 중단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식하면서 저희는 하

릴없이 불의와 고통과 박해를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희생자들께 언제

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도 시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우크라이나인들

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역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그 영토의 통합성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시민들의 가족

에(원문: in der Familie der Völker)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

가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유럽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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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몸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 국가로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

희가 가진 여러 역할과 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인

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집단 기근(Holomodor)
은 제가 지금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신분으로 서 있는 이곳 바빈 야르

에서 일어났던 범죄보다 더 심하게 파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

난 시기에 다른 독일인들이 자행한,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범죄 사실에 

직면할 때면 언제나 정신이 아찔할 만큼 괴롭고 또 커다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향

한 시선은 현재를 향한 저의 시선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에 저는 과

거의 희생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오늘날 불의를 겪고 있는 이들, 박해

자에게 저항하는 이들, 인권이 부정당하는 이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이들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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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mory and Promise: Text Linguistic Analysis 
of Presidents’ Speeches on Past History

Cho, Wonhyong (Sangmyung Univ.)

In this study, I analyzed two speeches on the past history of Korea and 
Germany/Ukraine. The speech on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delivered by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speech on the Babyn 
Jar massacre, delivered by German President Joachim Gauck, share some 
common characteristics, including similar text structure, as well as similar 
rhetorical strategies. Moreover, they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presidents ultimately 
intended to secure and support their own political validity through the 
memories and criticisms of pas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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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의 관점에서 본 항해 홍길주의 작문론*

최선경 (가톨릭대)

Ⅰ. 들어가는 말

한국 수사학이란 말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다가온다. 이는 수사학

이 고대 서양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말과 표현을 중시했던 서양과 달리 

글과 심성 수양, 인격 도야를 중시했던 동양의 문화에서 기인하는 바 크

다. 그러나 “말을 갈고 닦는다.”는 수사(修辭)의 개념을 비단 말뿐만이 

아닌 글로, 말과 글의 토대가 되는 사고로, 나아가 언어행위와 사고의 주

체가 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보면 이에 대한 우리 선인들의 무수한 논

의와 만나게 된다.1) 학문적 혹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뿐, 

우리 문헌에도 서양 수사학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수사와 관련된 기록들

이 다수 남아 있다. 독서와 글쓰기가 삶이자 철학이었던 우리 선조들은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전성기는 ‘뜻을 올바로 세우고 전인격적 차원에서 말을 닦으며, 그러한 말이 잘 전해

지도록 탐구하는 학문’, 즉 ‘닦음의 수사학’으로 수사학의 외연을 넓히면 한국 수사학

의 전통뿐 아니라, 동서양 수사학의 비교수사학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전성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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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행위와 존재, 좋은 문장의 요건과 방법에 대하여 깊이 궁구하

였다. 글쓰기에 대한 고민은 자아에 대한 성찰로, 세계에 대한 인식과 실

천으로 이어졌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작문론이 곧 존재론이기도 

했던 한국 수사학의 독특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항해(沆瀣)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평생 글

쓰기에 전념하며 글쓰기의 의미를 탐색한 인물이다. 박지원과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장가로 꼽히는 항해는 특히 산문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였으며, 글쓰기와 독서에 관한 글을 다수 남겼다.2) 

홍길주 가(家)는 19세기를 대표하는 경화세족(京華世族)으로 형 홍석

주(洪奭周)는 대제학을, 동생 홍현주(洪顯周)는 정조의 사위로 이름을 떨

쳤다. 그러나 홍길주는 형제들과 달리 일찍 과거를 단념하고 벼슬을 멀리

한 채 오로지 독서와 글쓰기에만 몰두하였다. 『현수갑고(峴首甲藁)』 10
권 5책, 『표롱을첨(縹礱乙籤)』 16권 7책, 『숙수념(孰隧念)』 7책, 『항해병

함(沆瀣丙函)』 10권 5책의 방대한 저술은 그런 그가 평생을 독서와 글쓰

기에 바친 결과였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연암(燕巖) 박지원, 친형이

었던 연천(淵泉) 홍석주와 교류하며,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항해 홍길

주는 고문(古文)을 따르면서도 다양한 문체와 글쓰기에 대한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글쓰기 세계를 구축하였으며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한 의미 탐색

을 통해 자신의 존재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고는 그의 저서 여러 

곳에 보이는 글쓰기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그의 작문론의 일단(一端)을 

살피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수사 전통과 한국 수사학의 특징적 면모를 

2)  항해 홍길주 산문의 특징과 문장론, 사유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인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철범(1992), 「19
세기 고문가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홍석주, 김매순, 홍길주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무영(2003), 「수여삼필의 문학적 사유」, 『열상고전연구』 

17, 열상고전연구회. 최식(2005), 「항해 홍길주 산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이홍식(2007), 「沆瀣 洪吉周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구현 양상 연구」,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원경(2008), 「항해 홍길주의 『숙수념』-지식과 공간의 인

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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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고자 한다.3) 

2. 무엇을 쓸 것인가?: 착상(inventio)

2.1 도덕이 온축(蘊蓄)된 글

조선시대 문장과 도덕의 관계는 주돈이가 『문사(文辭)』에서 ‘문이재도

(文以載道)’를 언급한 이후 주자(朱子)로 이어져 오래도록 계승되었다.  

“문(文)은 모두 도(道)로부터 흘러나온다.”4)는 주자의 말은 성리학을 공

부하는 유학자들 사이에서 도를 아는 것이 곧 좋은 글의 요건이라는 인식

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성리학자였던 항해 또한 ‘문이재도(文以載

道)’의 관점에서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道)요, 문장은 도의 지엽(枝

葉)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견지하였다.   

문장은 말을 싣는 것이고, 말은 도를 싣는 것이다. 도가 있는 곳

에서 말이 그에 따라 문장이 되니, 문장은 지엽이고 도가 근본이

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도를 귀하게 여기고 문장을 그 

다음으로 친다.                   

<사제세숙문고서(舍弟世叔文稿序)>, 『현수갑고(峴首甲藁)』 권 3

저는 일찍이 함부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덕이 쌓이지 

않으면 문리가 정밀해지지 않고, 문리가 정밀하지 못하면 뜻과 

의취가 온당해지지 않는다. 이런데도 장구를 가다듬고 수식하여 

3)  본고에서는 정민 외(2006)와 박무영·이주해 외(2006)의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본

문의 인용문은 정민 외(2006)의 것이며, 박무영·이주해 외(2006)를 인용한 경우에

는 주석을 통해 출처를 명시하였다.

4)  朱子, 『朱子語類』 卷之一百三十九, <作文>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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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치장하고 속은 텅 비워둔다면 이는 귀한 문장이 아니다.”

 <답이심부서(答李審夫書)>, 『현수갑고(峴首甲藁)』 권 4

도가 안에 있으면 말은 아름답지 않음이 없고, 도가 안에 없으면 

비록 말이 많고 화려하더라도 헛된 말일 뿐이지요. 도박보다 나

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답재종제헌경서(答再從弟憲卿書)>,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6

항해는 도가 담기지 않은 글은 헛되고, 귀하지 않으며, 도가 담긴 글이

라야 참된 문장이라 여겼다. 그런데 도가 담긴 글은 수양된 사람이 아니

면 쓸 수 없는 것이기에 글을 쓰는 사람은 마땅히 문장을 쓰고 꾸미는 일

보다 자신의 덕성을 함양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文)이라는 것은 문채(文彩)이고, 장(章)이란 것은 문채가 밖

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문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어찌 문

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 기질을 기르지 않고 다만 문장만을 

일삼으면, 이를 일러 부문(浮文)이라 한다. 부문은 문장이 드러

나지 않은 것으로, 고목과 식은 재가 다른 빛을 빌린 것일 뿐이

니 문장이 아니다. 

『서연견문록(西淵聞見錄)』5)

 

항해는 기(氣)가 쌓이지 못한 글을 부문(浮文)이라며 이를 고목과 식은 

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도가 담긴 훌륭한 글을 쓰려면 먼저 글을 쓰는 

이가 바탕 자질을 길러야 한다며 맹자의 ‘호연지기’를 인용했다. 

“이른바 문기(文氣)라는 것이니 다른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늘 

5)  『서연문견록』은 이헌명의 저술로 제자였던 그가 홍길주에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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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하고픈 일로 열의를 다해 행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도 

기가 그리 만든 것이다....여기에 이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

다. ‘마음에 잊지 말고 조장도 하지 말라’고 맹자께서 말씀하셨

으니, 이것이 가장 요체가 되는 말이다. 예로부터 문장을 지을 

적에 기를 기르지 않고 성취를 본 경우는 없다. 맹자께서 호연지

기를 기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서연견문록(西淵聞見錄)』 

항해는 ‘문기(文氣)’를 설명하며, 기를 기르지 않고 문장에서 높은 성

취를 본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기를 기르기 위한 부단한 노력

의 필요성과 함께 맹자를 언급했다. 이는 기가 맹자6)에서 비롯된 개념이

며, 꾸준한 연마를 통해서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맹자는 

일찍이 ‘기’를 도덕적 행동의 원천으로 보고, 문사(文士)라면 기를 기르

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우수(박우수 2007, 198)는 이를 동양 수

사학의 에토스(ethos)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에서 선행이 나오지만, 역으로 지속적으로 축적된 선행이 기

를 형성한다. 충만한 기가 선행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기가 충

만하려면 선행으로 인해서 지성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한다. 따

라서 맹자가 말하는 기란 마음의 상태에 작용하는 도덕적인 특

성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

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우선 말하는 사람이 지

성의 상태, 즉 도덕적으로 기가 충만한 상태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말의 설득력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6)  孟子曰 居下位而不獲於上 民不可得而治也 獲於上有道 不信於友 弗獲於上矣 信

於友有道 事親弗悅 弗信於友矣 悅親有道 反身不誠 不悅於親矣 誠身有道 不明

乎善 不誠其身矣(『맹자』, <이루> 상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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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덧붙여 동양 수사학의 에토스를 플라톤의 그것과 비교하며 “ 말은 

곧 말하는 사람의 영혼에서 비롯되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말이 듣는 사

람의 영혼에 작용함으로써 비로소 설득이 가능하다”(박우수, 2007, 187)
는 플라톤의 에토스와 맹자의 에토스가 서로 다르지 않았음을 논증하였

다. 좋은 글이란 도를 담은 글이고, 도가 온축된 글은 훌륭한 덕성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나오기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덕성의 함양이 우선이

라는 항해의 생각은 글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동양 수사학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7) 

2.2 독자를 춤추게 하는 글

위에서 살핀 대로 항해는 기본적으로는 ‘문이재도’의 주자학적 관점

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문인들이 ‘도주문종(道主文從)’이나 

‘도본문말(道本文末)’의 입장에서 ‘문’ 자체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항해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가 전달될 수 없음을 근

거로, 문장을 단지 작은 기예로만 여기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우리 유가의 도가 문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먼 

길을 가면서 수레와 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주인과 손님의 가볍고 무거운 구별은 진실로 없을 수가 없다. 그

러나 만약 다만 말단의 기예로만 여겨 이에 힘쓰지 않는다면 도

를 강하고 경전을 설명하는 글이 반드시 모두 지루하고 모호해

져서 말이 뜻을 전달하지 못하여 경전의 뜻이 분명하지 않게 되

7)  항해는 “제가 일찍이 듣기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말이라 하고 말 중에서 가려 뽑

은 것을 글이라 한다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말은 궤변이며 말에서 얻어

지지 않은 글은 거짓 글입니다.”(<여이원상논제의서(与李元祥論齋議書)>, 『현수갑고

(峴首甲藁)』 권 4)라 하며 에토스의 전제로 거짓 없는 마음을 담아 글을 써야 함을 강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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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술이 어둠에 잠기게 되고 말 것이다. ...” 

<수여난필속(睡餘蘭筆續)>, 『항해병함(沆瀣丙函)』 권 9

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의 말을 인용한 윗글에서 항해는 문장에 힘

쓰지 않는다면 도를 전하는 글들이 모두 지루하고 뜻이 모호해져서 결국 

그 도가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여 도술이 어둠에 잠기게 되고 말 것이라 

경고한다. 최고의 가치인 도를 싣는 도구가 문이므로, 도를 분명하게 전

하기 위해서는 문장에도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생각과 도를 

담은 글의 목적이 도를 전하여 사람들을 감화하는 데 있다면 좋은 글은 

그러한 소통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물이 쓰임에 적합하다면 나는 좋은 기구라 할 것이며, 문장이 

일과 말을 전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한다면, 나는 

지극한 문장이라 할 것이다. 

<현수갑고(峴首甲藁)> 권 1

작문이란 자구마다 사람을 춤추게 만들고, 자구마다 가려운 곳

을 긁어주어야 한다. ... 글을 지었는데 만일 독자로 하여금 일

어나 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일어나 춤이라도 추게 해야 한다. 또 

그 다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같이 배를 

잡고 웃게 해야 한다. 이 몇 가지 중 단 하나도 없다면 글이라고 

할 수 없다.8) 

<수여연필(睡餘演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4

항해는 좋은 글의 요건으로 뜻을 쉽게 전달하여 독자를 깨치게 하는 

글, 독자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는 글을 들었다. 독자로 하여금 일어

8)  위 번역문은 박무영 외(2006, 350)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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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하게 하든, 춤추게 하든, 웃게 하든 적어도 이 중 하나는 할 수 있어

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파토스

(pathos)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와 소통하는 글은 어떻게 쓰며, 독자는 어떻게 해야 필자

의 의중을 읽어낼 수 있을까? 항해는 ‘필자가 되어 생각하기’를 그 방법

의 하나로 제시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 줄줄 읽혀 마치 아주 쉬운 것 같다. 하지

만 이 작품을 미처 보기 전에 나로 하여금 먼저 이 제목과 뜻으

로 짓게 했다면 반드시 짓기 어려운 것을 괴로워했을 것이다. 이

런 까닭에 옛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마땅히 먼저 

그 제목으로 스스로 한 편의 결구(結構)를 구상해 본 뒤에 이를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바야흐로 지은이가 마음 쓴 곳이 보이

고 다른 사람과 나의 낫고 못한 점 또한 구분할 수가 있다.

<수여연필(睡餘演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5

독자이기 이전에 필자의 자리에서 ‘나라면 같은 제목으로 어떤 글을 지

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필자의 마음이 보이고 필자와 지평의 융합이 가능

한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글쓰기에 적용해 

보면 글을 짓기 전에 내 글을 읽을 독자를 상상해 보면 독자를 고려한 글

쓰기, 독자와 소통이 원활한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항해는 글쓰기를 배울 

때에도 단지 그 사람의 문장이 아니라, “모름지기 먼저 그 뜻이 말미암아 

들어간 경로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 뒤라야 가져다가 자기의 소유로 만

들 수가 있고, 훗날 문득 그 묘처와 방불하게 될 수가 있다”9)는 것을 일

깨워주었다. 독서와 글쓰기가 필자와 독자 간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기

능하기 위해서는 필자는 독자의 자리에서, 독자는 필자의 자리에서 서로

9)  <수여방필(睡餘放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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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맞이 행위가 필요하다

는 인식을 드러냈다. 

2.3 일상과 사물에 깃든 도덕과 윤리의 발견

항해는 좋은 글감이나 주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흔하

게 널려 있는 사물, 사람, 사건이 모두 도를 담은 훌륭한 글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글쓰기를 어렵게 느끼고, 글을 잘 쓰지 못하

는 것은 주변 사물들의 가치를 포착하는 눈을 가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하였다. 항해는 해, 달, 바람, 구름, 조수의 변화가 모두 글 아닌 것이 없

다며 일상의 자연과 사람이 모두 글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을 밝혔다. 

아침저녁으로 귀와 눈으로 접촉하는 것과 해, 달, 바람, 구름, 조

수의 변화하는 모습에서부터 방안에 늘어놓은 책상이나 손님, 

노비들이 나누는 비근하고 쇄세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글 아닌 

것이 없다.

<수여연필(睡餘演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5

개별 사물과 일상의 가치에 대한 포착은, 글은 도를 담아야 하고, 도는 

형이상학적 이치여야 한다는 주자학적 세계관이 지배적이던 17세기 이전

의 그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다.10) 항해는 문장에 담는 도가 자연의 

이치나 관념, 보편 법칙과 관계된 도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일상과 관계

10)  17세기까지만 해도 조선사회의 국가운영이나 사상·문화의 이데올로기는 주자학이

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었다. 18~19세기 조선후기 사회, 경제, 정치의 변화와 그

로 인한 문학 담당층의 변화는 새로운 문체와 문학 창작의 도래를 예고하는데 산문

분야에서는 소품문의 등장으로 나타났다(안대회2003, 26-27 참조). 일상에서 발견

한 도를 글쓰기의 재료로 삼은 항해의 발상법은 소품 작가들의 지향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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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도 얼마든지 도를 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理는 일에 존재하지 않음이 없으며 사물에 존재하지 않음이 없

고 아직 일찍이 하나에 근본한 적도 없다. 事에 즉하여 그 是非

를 궁구하면 事의 理가 드러나고, 物에 卽하여 그 功用을 보면 

物의 理가 밝혀진다.”

<명리(明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6

이처럼 선험적이 아닌 개별적인 리(理)를 구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닌 

항해는 그의 저술 곳곳에 자연과 일상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포착한 이치

를 쉽고 간결하게 풀어냈다. 

어떤 이가 말했다. “ ‘수여방필’과 ‘수여연필’에서 번다하고 중

복됨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그 논한 바

는 모두 지극히 자질구레한 사물과 일들이어서 어리석은 사람에

게는 와닿지가 않을 텐데 왜 그처럼 잗다란 것을 기록했단 말인

가? ”...

문왕께서 어진 아내를 얻으려고 생각하니 시인이 이를 형용하

는 데 어찌 할 말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반드시 베개와 이부자

리 사이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모습을 묘사했으니, 지극

히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정의 화평함을 시인이 노래

할 때 어찌 할 말이 없었으랴만, 반드시 질경이를 캐어 옷깃을 

잡아 거기에 담는 모습을 적었으니 지극히 잗다란 것이 아니겠

는가? 동쪽으로 정벌 나갔던 군사들이 집안 식구들과 서로 만나

는 기쁨을 주공이 묘사하니 또 어찌 할 말이 없을까마는, 오이와 

밤나무 땔감, 쥐며느리와 쥐참외 따위가 과연 얼마나 거창한 물

건이겠는가? ...

도덕은 지극히 미세한 것과 만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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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이치는 지극히 미세한 곳을 거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고, 

문장은 지극히 미세한 곳에 다가서지 않고는 기이하지 못한 법

이라네.

<수여연필(睡餘演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5

항해는 도덕이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으면 그 도가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도덕이 지극히 미세한 곳을 거쳐

야 드러나고, 문장도 지극히 미세한 곳에 다가서지 않고서는 기이하지 못

하다’는 생각은 형이상학적 관념이 아닌, 사물에 내재된 도나 일상의 윤

리, 도덕으로 독자에게 다가가야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

이다. 미숙한 필자들은 그러한 도를 발견하거나 붙잡아두지 못하기 때문

에 작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항해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 

도를 포착하는 통찰력, 자신만의 창조적 관점을 기를 것을 강조하였다.11) 

“사람이 날마다 사용하는 입을 것, 먹을 것과 이런저런 사물도 

모두 덕행(德行)으로 보면 덕행이 되고 문장(文章)으로 보면 문

장이 된다. 정법(政法)으로 보면 정법이 되고, 기능(技能)으로 

보면 기능이 된다. ... 지금 사람들에게는 책은 책이요, 사장(詞

章)은 사장이며, 일용의 사물은 일용의 사물일 뿐이다. 이런 까

닭에 일이 닥치면 견식이 없어 괴롭고, 글을 짓자면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괴롭다.”

<수여연필(睡餘演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5

11)  항해는 그의 저술에서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문장을 따로 기록해 두는 책

을 하나 만들어 『문료(文料)』라 이름 했던 과거를 술회하였다. “젊었을 때는 온통 문

사(文詞)에만 쏠려 있어 가슴 속에서 느닷없이 기이한 문장 한 두 단락이 이뤄지거

나 사물과 마주하여 문사에 쓸 만한 절묘한 비유나 아름다운 말을 얻게 되면, 이따

금 작은 쪽지에 적어서 보자기나 상자 안에 담아두곤 했다. 뒤에 글을 지을 때에 이

를 녹이고 다듬어서 쓰려 한 것이다.”고 하였다(<수여방필(<睡餘放筆>, 『표롱을첨

(縹礱乙籤)』 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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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는 거리나 골목의 아낙네 혹은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 우리에게 익

숙한 속담도 얼마든지 글 안에서 훌륭한 문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저 산속의 꼴 베는 아이, 들의 농부, 저자의 장사치와 거

간꾼 등, 그들이 혹 일자무식이거나 평소에 나와 한마디 말도 주

고받은 적이 없는 자일지라도 만나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눈

길이 가는 곳, 그의 발길 미치는 곳, 그의 손이 들고 있는 것, 그

의 입이 말하는 것들 속에 천하의 일용과 인륜, 인정의 선악, 별

들과 비바람, 산천과 늪, 안개와 조수의 변화가 어지러이 그 사

이를 오고간다. 그러니 그 목소리와 모습이 바로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어서 우리들이 모두 얻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천하에는 

함께 독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고 한 것이다.

<송김성원재강동현서(送金性原宰江東縣序),

『항해병함(沆瀣丙函)』권 212)

거리나 골목의 아낙네와 어린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늘 쓰는 말

을 취하여 글에 넣더라도 훌륭한 문장이 된다. 사람들이 아침저

녁으로 귀에 젖고 입에 익어 글 속에 넣을 생각을 미처 하지 못

했을 뿐이다.(남이 지은 좋은 글을 보고 감탄해 마지않으면서 말

한다. “이런 뜻은 남들은 모두 아는 것인데, 이처럼 쓸 수 없었

던 것은 어째서인가? 하지만 끝내 이같이 좋은 글을 짓지는 못

하니, 감탄할 줄만 알았지 한 생각을 돌려 미루어 따져보지는 못

하기 때문이다. 미루어 볼 수 있다면 어찌 이처럼 가져다 쓸 만

한 다른 좋은 말이 없겠는가?

<수여연필(睡餘演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5

12)  위 번역문은 박무영 외(2006, 17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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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본성에서 문채(文彩)가 나온 것이라는 유

협(劉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 원도(原道)(유협 1995, 31-32)의 뜻

과 다르지 않다. 유협은 만물이 제 나름의 무늬를 갖추고 있듯 인간이 만

든 문장도 무늬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연을 닮

은, 꾸밈없고 진정에서 나온 문장이 아름다운 문장이다. 이와 같은 생각

은 프랑스 수사학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르네 라팽은 “자연은 

문채와 은유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는 유일한 안내인이어야 한다.”(Rapin 
1709, 145)고 했고, 브르트빌도 자연적 수사학이 인위적 수사학보다는 더

욱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농부들에게서 가장 자연발생

적인 문채의 사용을 발견한다고 말한 바 있다.(Bretteville 1689, 204; 이종

오 2010, 23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속담에도 글 속에 넣을 만한 것이 아주 많은데, 이를 

쓰는 사람이 없다. “남의 콩이 커 보인다.”나 “남의 죽음이 내 

작은 병만 못하다.”, “일단 먹고 걱정한다.”, “매도 먼저 맞는 놈

이 낫다.”, “호두 껍데기 마른 즙도 남 주기는 아깝다.”와 같은 

것들은 모두 기막힌 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 “바늘허

리에 실 매어 쓴다”나 “소를 쥐구멍에 내몬다”는 것은 내가 일

찍이 여러 저술 속에다 가져다 썼다. 이 같은 이야기는 옛사람의 

글 속에 두루 갖춰 있으나, 사람을 깨우치기 쉽기는 속담이 옛글

보다 낫다.

<수여난필(睡餘蘭筆)>, 『항해병함(沆瀣丙函)』 권 5

항해는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며, 발상과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속담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속담

만큼 간결하면서 독자에게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말이 없다.13) 그러나 성

13)   속담이 논증에서 기여하는 역할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일반 논거(lieux 
communs)의 장 토포스(topos)로 설명된 바 있다. “한 시기 한 사회 언어 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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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도로 무장한 당시 문인들에게 속담은 비루한 문장일 뿐이었다. 항

해는 집단 구성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생활의 지혜가 응축된 속담이야말

로 독자를 깨우치는 데 효과적이라 보았다.14) 이처럼 선입견 없이 사물을 

바라보며 그만의 관점과 생각을 담은 글을 창작하였기에 항해의 글은 “신

령스런 생각과 절묘한 구성이 허공에서 솟아난다.”는 평가를 받았고, “생

각이 이르러 간 곳이 다른 사람의 의표를 벗어났다.”는 칭송을 얻었다. 

3. 어떻게 엮을 것인가?: 배열(dispositio)

3.1 도끼질해 깎아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글

항해는 적절한 위치와 장소에 문자, 문장, 단락을 놓는 글의 구성과 관

련하여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문인들이 정

해진 글의 양식과 틀에 얽매여 정작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풀어내

지 못하는 것을 큰 병폐로 여겼다. 그는 글쓴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

귀속된 담화의 구성 원리로서의 관념체계는 흔히 일반 논거라 불린다. 이때의 일반 

논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화제(topos spécifique)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주

제에 관한 토포이의 적용 예들이 모여 있는 논거(arguments) 모음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속담유형(격언, 금언, 속담) 등은 모두 일반논거

의 하위부류로서 그것은 각각 일반논거의 사회적 특성, 집단적 이데올로기, 대중적 

지혜를 강조한 구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홍종화 2003, 854)
14)  속담은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이고, 형식이 불변인 특성을 가지며, 경험에서 오는 

진리나 한 집단 전체에 공통적인 쉽고, 서민적인 지혜에서 오는 조언을 나타내는 경

구. - ”속담은 대중적이며, 《민중의 지혜》에 속한다.“(Le nouveau Petit Robert), “전

통적으로 속담은 개인의 특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대중적인 지혜》, 또는 《민족의 

지혜》의 표현을 전유하는 것이다.”(Kleiber, G., 1999)라고 정의된다(강태임 2003, 
33-34). 논증은 한 사회의 보편적 관념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토포

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증의 토대가 되며 “대중적인 지혜”, 또는 “민족의 지

혜”의 표현인 속담은 논증에서 상대를 움직이는 힘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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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맞는 틀을 창조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 

말하였다. 

만사(挽詞)는 상여를 끄는 자가 소리쳐 부르면서 힘든 것을 잊

으려는 노래 소리다. 이를 시로 꾸미면 다만 그 죽음을 애도하는 

뜻을 서술함이 마땅하니, 한위(漢魏) 시절에 불린 <해로가(薤露

歌)>와 같다. 근세에는 대부분 덕행을 펼쳐 설명하기를 비문이

나 행장 같이 하니, 옛날의 법도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에 살면

서 옛 법만을 따른다면 상가(喪家)의 노여움을 받지 않을 수 없

고, 나와 죽은 사람 간의 두텁던 우의도 드러내 보일 길이 없게 

된다. 게다가 편마다 똑같은 말이요, 사람마다 한 가지 법도를 

써서 한 수로 지어서 여기저기에 통용할 수가 있으니, 지나치게 

판에 찍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나는 매번 두 가지 방법을 아울러 쓴다. 율시나 절구 몇 편을 

지을 것 같으면, 첫 장은 죽음을 애도하는 말로 시작해서 제 2장 

이하의 몇 수는 그 사람의 문장과 행실을 두루 서술하거나 혹 피

차간에 교유한 대강을 서술한다. 하지만 장마다 죽음을 슬퍼하

는 뜻을 머금게 하여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종결짓는다. 만약 고시나 배율 같은 한 편의 대작을 짓는

다면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율시나 절구처럼 엮고, 중간에 이르러

서는 단락을 나누어 펼친다. 또 각 단락은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

로 마무리 짓는다. 옛날의 작가들은 이 같은 경우가 많았으니, 

나 홀로 얻은 것은 아니다. 다만 매 단락의 서술이 종결되는 곳

이 모름지기 저절로 아귀가 맞아 떨어져 도끼질해 깎아낸 흔적

이 보이지 않게 하기는 어렵다. 만약 의도적으로 묶어 전환한 태

가 드러나면 능한 솜씨라고 할 수는 없다....

  <수여난필속(睡餘瀾筆續)>, 『항해병함(沆瀣丙函)』 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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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는 조선후기 망자의 삶에 대한 기록인 비지류(碑誌類) 산문이 엄격

한 형식과 내용의 규제로 인하여 진부해지는 폐단이 나타나는 것을 문제

로 여겼다. 망자를 애도하는 상여소리(挽詞)도 마찬가지였다. 항해는 그

러한 글들이 판으로 찍은 듯 생산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넘어설 것을 

요청하였다.15) 형식의 규제 때문에 정작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 

진정성 있게 담기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죽음을 애도하

는 글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뜻이 담기는 것이 형식을 준수하는 것보다 중

요하다 하였다. 이어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형식을 준수하면서도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구성의 묘를 소개하였다. 

글 구성에서 항해가 중시한 것은 글의 자연스러움이었다. 내용과 구성

이 조화를 이루어 “저절로 아귀가 맞아 떨어져 도끼질해 깎아낸 흔적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글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자기가 지은 시문(詩文)을 내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스스

로 그 서술의 앞뒤가 마땅함을 얻어 법도에 합치된다고 뽐내는 

것이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앞뒤를 배열하는 차례는 저절로 그리 되는 것일 뿐이네. 이 

어찌 법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네가 어른을 뵐 때 먼

저 절하고 앉은 뒤에 말을 하는가, 아니면 먼저 앉아 말하고 나

중에 일어나서 절을 하는가? 이제 먼저 절하고 앉은 후 앉은 뒤

에 말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법도에 합치된다고 뽐낸다면 어

떻겠는가? 문안을 여쭐 때에도 ‘날씨가 찬데 건강은 어떠신지

요?’라고 하는가, 아니면 ‘몸이 찬데 날씨가 어떠신지요?’라고 

15)  항해의 이러한 생각은 연암 박지원에게서도 보인다. 연암 또한 묘지명의 상투성과 

진부함에 대해 비난하며 “지금 사람들의 비지류(碑誌類)의 글들은 모두 판에 박은 

듯, 의례적이고 상투적이어서 작품 하나만 지어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가

며 써먹을 수 있으니 그러고서야 그 사람의 정신과 감정 및 전형(典型)을 어디에서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박종채, <과정록(過庭錄)> 권 4, 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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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이제 ‘날씨가 찬데 건강은 어떠신지요?’라고 말했다 

해서 스스로 법도에 맞았다고 뽐낸다면 또 어떻겠는가?

그대는 글을 지을 때 법도의 주장에 얽매여서는 안 되네. 법도

라는 것도 자연스런 형세에서 나온 것일 뿐 평소에 강구할 수 있

는 것은 아니지. 몇 살 난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배우게 되면 반

드시 먼저 문지방 밖으로 한 발을 옮겨 놓고 문지방 안에 있던 

다리를 문지방에 끼우지만, 발이 땅에 닿을 수 없으므로 몸을 굽

혀 문턱에 대고 천천히 문지방 안쪽에 있던 발을 거두어 타넘을 

걸세. 이 아이가 어찌 일찍이 이 같은 법도를 배워 익혔겠는가. 

형세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일 뿐이지. 비유컨대 곧장 흘러가

던 물이 산과 만나면 안아서 감도는 것과 같네. 법이란 일정함이 

없고 만나는 것에 따라 생겨나는 것일세.

문장의 편장자구(篇章字句)와 장단척도(長短尺度) 또한 모두 

그 형세를 따라 저절로 그 법도를 이루게 된다네. 

<수여방필(睡餘放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3

항해는 글을 배열하는 데 있어 자연스러움을 생명으로 여겼다. 형식이 

내용을 통제하거나, 내용이 형식을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

장에서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절로 

그렇게 되는 배열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기계적으로 법도를 따라서는 도

달할 수 없으며, 법도를 따르되 그 경계를 넘어서야 가능한 경지임을 이

야기하였다. “문장의 편장자구(篇章字句)와 장단척도(長短尺度) 또한 모

두 그 형세를 따라 저절로 그 법도를 이루게 된다네.”16)라는 말은 법도에 

16)  편장(篇章) 수사학은 서구 수사학에 대응시킨다면 논거 배열술에 해당된다. 논

거들을 어떤 순서에 의거하여 배열하는 기술, 달리 말해 담론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기술이다. 이에 의하면 사물들이나 

부분들의 적절한 위치와 서열을 할당함으로써 그것을 유용하게 배분하게 된다

(정우봉 2004, 169).



264 수사학 제29집

얽매이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배열의 미를 스스로 터득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민(2002, 107)은 항해의 이러한 주장을 “활

물활법론(活物活法論)”으로 정의하며 “문장은 살아 있는 물건이니 한 가

지 법으로 가둘 수 없다”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담아내는 내용에 따라 그

때그때 형식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하더라도 글의 내적인 질서에 

따라 자연스러운 배치와 배열이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구성의 미를 추구

한 것이다.

항해를 비롯한 조선후기 문장가들은 문장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특히 짜임새 있는 글을 위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구절은 물론 문장과 

문장, 문장과 단락, 단락과 단락이 유기적으로 조응되는 것을 중시하였

다. 이에 우선적으로 당송고문의 편장법을 공부하고 모방하였다. 항해는 

이러한 방식의 모방 학습에 대해, 필요하기는 하나 고답적 모방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은 자연을 닮은 것이기에 자연스러움이 

본질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3.2 문자 고유의 색이 조화를 이루며 종이 위에서 살아 뛰노는 글 

항해는 생기 있고 살아있는 문장을 최고로 쳤다. 문자에는 고유의 소리

와 색이 있으며 문장을 구성할 때는 문자 고유의 색들이 문장 안에서 조

화를 이루어 오색으로 채색해 놓은 것 같은 눈부신 아름다움이  발휘되도

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자는 두루 채색을 갖추고 있다. 붓에 먹물을 적셔 종이 위에 

나타내면 종이는 희고 먹은 검어 두 빛깔일 뿐이다. 종이에 펼

쳐진 좋은 글을 보면 오색이 눈부신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한

번은 “글자에는 청황적백 등의 여러 빛깔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이가 드물었다.

<수여난필(睡餘瀾筆)>, 『항해병함(沆瀣丙函)』 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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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들이 어울려 내는 아름다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

재적소에 꼭 맞는 문자를 골라 놓는 데 달려있다. 그런 까닭에 항해뿐 아

니라 동양의 문인들 대개가 글자를 정련(精鍊)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한유가 문종자순(文從字順)17)을 말한 것이 전범이 되어 글

자가 모두 제자리에 놓여 직분을 다하는 가운데 물 흐르듯 자연스런 형세

를 이루는 것을 작문의 목표로 한 까닭이었다. 

대개 글을 짓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고, 글에 있어 글

자는 또한 나라에 있어 백성과 같다. … 모두 체제가 있어서 서

로 섞여서는 안 된다. 이치와 뜻이 이를 총괄하지만 그 단서는 

한 글자에서 일어나고, 일과 글이 펼쳐 베풀어지지만 그 핵심은 

한 글자에 관계된다. 그 글자를 얻은 것은 체재가 이루어지고 그 

글자를 얻지 못한 것은 체재가 무너진다. 체재가 이루어지면 정

밀하게 되고 체재가 무너지면 정밀하지 않게 된다.18)

“우주 사이에 수없이 많은 글자 중에도 시문을 지을 때 글자를 택

할라치면 마땅한 것은 이따금 하나에 그칠 뿐 둘이 있지 않네. ... 

진실로 마땅하다면 똥이나 오줌, 종기 같은 것도 시에 쓸 수 있고, 

안개와 구름, 물과 달 같은 글자가 능히 쓰일 곳을 다투지 못한

다네. 글을 짓는 사람은 모름지기 마땅한지 마땅치 않은지를 분

간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네.” 

<수여난필속(睡餘蘭筆續)>, 『항해병함(沆瀣丙函)』 권 8

17)  “寥寥久哉莫覺屬, 神徂聖伏道絶塞, 旣極乃通發紹述, 文從字順各識職, 有欲求

之此其躅.”(韓愈, <南陽樊紹述墓志銘>, 『韓昌黎全集』).

18)  “盖治文猶治國, 文之於字, 亦猶國之於人.… 咸有體制, 不可相混, 理義爲之總

貫, 而其端倪紀於一字, 事辭爲之鋪張, 而其樞機關乎一字, 得其字者, 體裁成. 

不得其字者, 體裁壞. 成則精, 壞則不精矣.”(李定稷, <富於萬篇貧於一字論>, 

『石亭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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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직의 윗글은 문인들이 알맞은 문자를 찾아 놓는 것을 얼마나 중시

했는가를 보여준다. 글의 체제는 글자 하나에 의해 무너지기도 하고 견고

하게 유지되기도 하기에 잘 짜인 편장체제 위에 적합한 글자를 놓아 주제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령이었다. 항해 

또한 문장을 지을 때 ‘수 없이 많은 글자 중에 마땅한 하나’를 고르고 분

간하는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꼭 맞는 문자를 써 ‘섯돌며 물결이 

치는 듯 종이 위에서 뛰놀게 하여 붙들려 해도 고정시킬 수 없고 잡아 누

르려 해도 머무르게 할 수가 없는’19) 문장이어야 좋은 문장이라는 인식

을 드러냈다.

4. 나오는 말

이 논문은 조선시대 문장가 항해 홍길주의 작문론을 수사학적 관점에

서 살핀 글이다. 동료 문인들로부터 ‘기발한 발상과 절묘한 구성으로 마

치 귀신이 얽어놓은 듯한 변화가 백출하면서 그 속에 사상 감정이 짙게 

스며있다’는 극찬을 받을 만큼 뛰어난 문장가였던 항해는 글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그의 저술 여러 곳에 남겼다. 본 연구는 그가 남긴 글쓰

기에 대한 단상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작문론이 가진 현재적 의의와 

가치, 그의 작문론에 반영된 한국 수사적 특징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 것

이다. 

본고에서는 비교 수사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항해의 작문론을 서

양 수사학의 착상, 배열 영역과 견주며 살펴보았다. 무엇을 쓸 것인가 하

는 글감의 발견과 관련해서 항해는 글 쓰는 주체의 에토스와 독자의 공감

을 불러일으켜 소통되는 글을 강조하였다. 도가 온축된 글, 독자의 공감

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과 사물에 깃든 도

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기를 것을 주장하였다. 글의 요소들을 배열하는 구

성과 관련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형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19)  <수여방필(睡餘放筆)>, 『표롱을첨(縹礱乙籤)』 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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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화를 이룬 글, 문자 각각이 고유의 빛과 생기를 발하며 종이 위에서 

살아 뛰노는 글을 아름다운 글이라 보았다. 그는 “법도는 옛것에서 취하

되 말은 자기가 만들어”, “평탄하여 구차하거나 어렵지 않고, 우뚝하여 

저절로 가까이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장을 ‘진문장’이라 정의하였다. 

글쓰기에 대한 그의 지향대로 그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형식과 표현으로, 

도를 담은 글을, 쉽고 간결하게 써서 독자 곁에 남았다. 그의 다수의 저작

은 한국 수사학 연구에 귀중한 보고(寶庫)이다.

항해의 저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미처 다 살피지 못하

고 일부만을 가지고 그의 작문론을 살핀 것은 이 논문의 한계이다. 그러

나 항해의 글쓰기 이론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현재적 의의를 

살핀 것은 이 논문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치하고 

진전된 논의를 보탠다면 한국 수사학의 특징적 면모가 더  드러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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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Hong Gil-joo’s writing theory 
from a rhetorical viewpoint

Choi, Seonkyung (The Catholic Univ. of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writing theory of the Hanghai (沆瀣) Hong Gil-
joo (洪吉周), a writer of the Joseon era, from a rhetorical viewpoint. Hong 
Gil-joo, a representative of the late Joseon Dynasty, expresses his view 
on writing in his writings, revealing the characteristic aspect of Korean 
rhetoric. In this paper, I divided his theory of writing into two parts: inventio 
and dispositio, based on rhetoric theory. 沆瀣 claimed that in the invention 
area, where the subject is found, sentences containing ethics and virtue, 
sentences that impressed readers and evoked empathy, and sentences with 
their own viewpoints and perspectives are good sentences. In the disposition 
area, related to sentence and paragraph composition and arrangement, he 
emphasized that taking a unique composition apart from the formal restraint 
and evaluating the natural composition are ideal. 

The limit of this paper is in the examination of his writing theory with only 
a part of it, not considering all of its many parts, because there are so many 
Hong Gil-joo’s works. However,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its examination 
of Hong Gil-joo’s theory of writing from a rhetorical viewpoint to examine 
its present significance and to compare it with western rhetoric and expand 
the horizon of comparative rhetoric research. I expect that the universality 
and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rhetoric can be revealed more clearly when 
discussions progressing through the subsequent research a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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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보도의 변화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 JTBC ‘뉴스룸’을 중심으로 -

하병학 (가톨릭대) / 하주현 (가톨릭대)

Ⅰ. 미디어 환경의 변화 - 변화하는 언론

과연 미디어 빅뱅의 시대이다. 2000년대 들어와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

전하면서 미디어와 사용자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짐

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방송분야가 특히 

그러하다. 기존의 몇 개 지상파 방송 외,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 등 수

백 개가 넘는 채널이 생겨나면서 방송은 일상생활 안으로 깊숙하게 침투

하고 있다. 또한 외국 방송에 대한 접근이 아주 용이해졌으며, 디지털 혁

명으로 인해 인터넷 방송, IP TV, 팟 캐스트 등이 등장하면서 오늘날 대

한민국은 실로 방송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방송의 변화가 있다. 그것

은 바로 TV뉴스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TV뉴스는 그 날 있었던 중요

한 사건, 사고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

*  이 논문은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종합편성채널의 등장과 함께 지상파 방송 뉴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수연/윤석민

(201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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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의 고정성으로 인해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변화의 기류를 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아나운서의 역할은 뉴스 원고를 읽으면서, 취

재기자들의 기사를 소개하고, 단신이나 속보 등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다양한 방송채널이 늘어나면서 

보도 방식, 내용, 표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발견된다. 예컨대 뉴스 앵

커2)들의 브리핑을 보면, 객관적 사실의 전달 차원을 넘어 어떤 사안에 대

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것들을 미리 능동적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인터

뷰나 토론을 통해 여론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심지어 주관적인 소견과 감성적인 멘트를 담은 논평

적인 요소를 가미해 기존의 뉴스보도에 대한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

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텔레비전이 아닌 인터넷이

나 스마트 폰을 통해서도 뉴스 시청이 가능하여 보도와 동시에 언제 어디

서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는 물론, 대중들의 관심을 

중시하는 정치인들, 연예인들도 뉴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TV뉴스뿐만이 아니다. 2013년 2월 21일부터 방송

을 시작한 〈JTBC〉‘썰전’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방송 〈TV조선〉의 ‘강

적들’, 〈채널 A〉의 ‘외부자들’ 등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만 아니라, 견

해에 대한 단순한 보도를 넘어 장단점 분석과 비판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썰전’의 여

운혁 PD는 한 인터뷰에서 “지상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었다. 출

연자 섭외나 소재 선택 등에서 종편이기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강준만 

2017, 163)고 말했다.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만

2)  우리나라의 앵커 제도는 1970년 10월 5일 MBC TV를 통해 도입됐다. 밤 10시 반 

<MBC 뉴스데스크>라는 뉴스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이전까지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

던 방식에서 보도국장이 매일 밤 등장해 뉴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이종락 

199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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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다양한 평론가와 패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

니다. 다양성이라는 가치 아래 숨어 회사의 가치관, 사회관을 잣대로 사회

적 이슈를 일방적으로 재단하거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언론 본연의 소

임을 벗어나는 위험성도 종종 발견된다. 〈한겨레21〉은 이들 프로그램들의 

선정성·편파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난과 ‘종북몰이’ 등을 비판하면서 

종편이 추락시킨 저널리즘의 가치와 앞으로의 방송 뉴스 판도의 변화를 

염려한 바 있다.3) 한편 ‘썰전’은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토론자가 팽팽

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서 균형 잡힌 토론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제도화된 미디어 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대안언론 매체인 〈팩트

TV〉, 〈뉴스타파〉, 〈오마이 뉴스〉 등도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이들은 누

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언론, 언론 조직 내에서의 권위적 위계를 탈피하

고 생산과정의 민주화, 미디어 소유 자본으로부터 자율성 확보, 사회 운

동의 기획, 실천 등을 기본 속성으로 갖고 있다. 다양성이 뉴스가 구현해

야 할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인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

라보는 관점과 의견의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수영/구지혜 2010, 417) 따라서 대안언론의 등장은 정부 주

도의 언론 통제에 의한 공영방송의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천적 저널리즘’에 대한 강조는 건강한 공론장의 형

성과 직결된다. 어떤 저널리즘이든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 그리고 공

공성 확보가 언론의 최우선의 목표이자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학자는 대안언론이 저널리즘의 상실을 염려하고 이를 복원시키

려고 하는 실천적 운동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존과는 다른 형태

의 새로운 공론장으로 보았다. (윤석민 2015, 630, 632)
뉴스에는 신속성 외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 등 저널리즘의 공통

3)  “‘종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배틀”〈한겨레21〉, 2015년 3월 4일자. http://h21.hani.
co.kr/arti/cover/cover_general/39077.html

3)  이 논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웹사이트는 각주에 그 인터넷 주소(URL)를 명기하

고 그 전체 목록을 본문 뒤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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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본 원칙들이 있다. 뉴스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실과 가치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인 자

료가 되기 때문이다. 뉴스는 한갓 객관성을 넘어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민주

주의(communicative Democracy)4)의 토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고는 TV뉴스를 중심으로 뉴스 보도의 형식, 주제, 내용, 표현의 

변화와 그 의미들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뉴스 보도 

형식과 구성의 변화를 배열의 수사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최근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들을 보도함에 있어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손석

희 ‘뉴스룸’, 특히 ‘앵커브리핑’을 설득의 수사학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는 뉴스에 대해 수사학 이론을 단순히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다. 

수사학은 태생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의

견 형성의 토대가 뉴스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수사학 본질과 직결된다. 

Ⅱ. 민주주의와 광장 

하버마스(J. Habermas)는 이상적인 사회를 논하면서 공론장과 토론, 여

론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하버마스는 우리의 사회적 상

호작용이 자본주의의 이익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틀 지워지고, 자본주

의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결정들을 통제하며, 따라서 민주

주의에 위해가 된다고 보았다. (보셔스 2009, 254 참조) 그에게 있어서 공

론장이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정치참여에 대한 시

민사회의 변화와 직결된다. (하버마스 2001, 50~55) 민주주의와 토론의 

4)  이준웅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출발하여 포퓰리즘의 문제를 극복하고 현대에 와서 

논의되고 있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말을 

통한 권력의 확립과 정당화”를 풀기 위해 “의사소통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준웅 2011,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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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에 대해 톰슨(J. B. Thompson)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러

한 토의 결과가 정책결정 절차에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그들의 삶을 형성

하는 사회·정치 조직들에서 개인들의 민주적 이해관계는 점점 더 커지

게 될 것이다.” (톰슨 2010, 352)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공론장’은 다양성이 확보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5)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수

많은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한편 미디어가 발달하

면서 언론들도 점차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

의 보도에 대해 시청자들이 실시간 댓글을 달면서 즉각적인 의사표현이

라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방적인 전달 방식에 안주했던 언론도 

시청자 의견란이나 게시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

게 되었다. 이는 언론사와 시청자 간의 소통방식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

다.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담론 주도 등 시민들의 참여와 권리 행

사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연결된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시민들의 

촛불시위이다. 촛불시위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곳이 광장

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을 광장, ‘아

고라’(agora)라고 했다. 아고라는 원래 도시국가의 경제 중심지인 시장을 

뜻하였다. 이것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하며 따라서 왕이 거

주하는 아크로폴리스와 대비되는 다중이 만나는 지역을 뜻한다. 시장을 

뜻하는 아고라는 민주주의가 꽃 피었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의미 변천을 하였다. 바로 그곳에서 도시국가 시민

들은 모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 의견의 문

5)  보셔스는 공론장에 대해 “개인과 집단이 서로 관련이 있는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연합하는 막연한 공간, 그리고 가능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이 도달하는 

곳”이라는 하우저의 정의를 제시한다(보셔스 2009,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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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비판하고, 사안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함께 결정한다. 

달리 표현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뜻하는 곳, 수사학이 펼쳐지는 곳

이 바로 광장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광장이나 수사학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한 사회의 광장에서 의사소

통 방식과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바로 그 사회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6) 중우정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던 플라톤의 의견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다수가 곧 의

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한갓 의견제시라는 생각은 본질을 간과한

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대리인들

이 그 소임을 등한시할 때 그들을 추동할 정도로 시민들은 실제적인 공론장

인 광장에 나가 정치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치를 주도한다는 점

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특수목적의 단체가 주도한 태극기시위와는 달리 촛

불시위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유명 정치인들이 단

상 위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I. JTBC 뉴스룸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 

1. 뉴스룸의 구성과 수사학적 배열

뉴스룸의 특성을 수사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먼저 구성적인 측면에서 

타 방송과 비교해 보자.  

6)  마치 칼이 살상의 도구로 쓰일 수도, 의사의 수술도구로 쓰일 수도 있듯, 수사학도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수사학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메이에르가 

구별한 포식자의 논리, 유혹자의 논리, 합의의 논리(메이에르 2012, 143~165), 그리

고 포스/포스가 구별한 정복의 수사학, 바꿈의 수사학, 호의의 수사학, 조언의 수사

학, 초대의 수사학(Foss./Foss 2003, 4~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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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영 방송 MBC 뉴스데스크 - 60분

② 종합 편성 채널 JTBC 뉴스룸 - 100분

헤드라인 뉴스 7시55분에 오프닝, 광고, 헤드라인 순으로 뉴스 시작. 

경제 동향 평일에만 코스피, 코스닥, 환율 등 경제 관련 소식 제공.

집중취재
특정 기사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코너 (가장 오래 방송된 코너, 

취재기자 리포팅 중심).

뉴스플러스 두 명의 기자가 연속보도. 2010.11월 시작.

현장M출동 카메라 출동의 후속, 고발성 코너 (2010년 이전 가장 인기 있던 코너).

이슈클릭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는 소식을 전함. 2015년 시작.

앵커의 눈

특정 주제에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코너. 앵커가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직접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특징. 2015년 11월 시작.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코너였으나 실제는 

리포트 비중이 더 큼.) 결방도 잦음.

스포츠 뉴스 스포츠 뉴스 코너.

날씨예보 일기예보. 오프닝 다양화 됨.

클로징 마무리 멘트 및 인사말.

△ 표는 공영방송 MBC뉴스데스크 보도 과정을 표로 만든 것임7)

1부

오늘의 주요뉴스 7시 55분에 오프닝, 주요뉴스 나열, 광고.

데스크 브리핑

주요 뉴스에 대해 각 담당 취재기자와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 주로 정치·사회 현안 문제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바로바로 앵커가 질문하고 기자가 답하는 형식. 

(현장리포트와 스튜디오에서 취재기자 리포트 병행).

밀착 카메라
현장 취재 시간 등을 고려해 3명이 돌아가며 진행. 현장에 

밀착해 파고드는 리포트. (각기 다른 문제에 대해 심층 취재). 

뉴스브리핑
당일 이슈나 단신. 스포츠, 국제 뉴스를 전달함. 부아나운서가 

진행.

7)  〈나무 위키〉. https://namu.wiki/w/MBC (접속일자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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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 구성을 겉으로 보면 공영방송 MBC와 종편방송 JTBC 뉴스

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집중취재와 데스크브리핑, 현장M출동과 밀착 카메

라 등이 그러하다. 또한 이슈클릭과 비하인드 뉴스의 작은 차이가 JTBC
의 특징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수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차

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구성은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면 배열(dispositio)이다. 수사학에서의 배열

은 법정 연설, 정책 연설, 칭찬 연설 등 연설가의 목적, 역할, 청중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주제의 도

입과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화자의 에토스를 강화

2부

오늘 역사 속 인물, 사건, 사진 등을 통해 오늘의 의미 짚어봄.

앵커브리핑
앵커가 주목하는 단어, 문구, 인용문을 중심으로 해당 이슈의 

의미에 대한 브리핑.

뉴스업데이트
1부 맨 첫 꼭지 뉴스에 대한 추가 취재 내용 브리핑, 즉석 

인터뷰. (1부에서 기자가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것이나 앵커의 

질문에 대한 추가 취재 후 리포트. 보충 설명).

탐사플러스

탐사보도에 두 걸음 더 들어간 리얼 뉴스, 심층 취재 코너. 

사회부에 따로 팀 꾸려 취재. (주말에 하던 코너인데 2014년 

후반부터 뉴스룸으로 들어옴). 

직격인터뷰 다양한 사회인사와의 인터뷰 및 토론.

팩트체크 이슈가 된 발언의 사실관계 따짐.

비하인드 뉴스 뉴스 이면의 이야기. 좀 더 전달해야 할 이야기. 

클로징과 BGM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한결같은 클로징멘트. 

최근엔 ‘고맙습니다’로 바뀜. 의미심장한 BGM도 화제임.

△ 표는 종편방송 JTBC뉴스룸의 보도 과정을 표로 만든 것임8)

8)  〈나무 위키〉. https://namu.wiki/w/JTBC (접속일자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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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본론은 논증 구성의 토대가 되는 

명확한 사실 기술과 입증 및 반박으로 구성되는 논증으로 이루어지며, 결

론은 강조와 요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강조를 위해서는 표현과 문채

를 잘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키케로 

2007, 134~211 참조) 청중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수사학의 목표와 시청자

의 시청률을 높이려는 방송의 목표도 견주어 볼 만하다. 수사학에서 배열

은 궁극적으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이며, 여기에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는 요소가 중요하다. 뉴스룸은 수사학의 배열에서 강조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2부에서 로고스가 강화

되어 있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기존의 뉴스가 하얀 칠판에 글을 쓰듯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중심이었다면, 뉴스룸에서는 정보 분석, 의

미 해석, 논증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앵커브리핑에서는 다른 뉴스에

서는 볼 수 없었던 파토스와 에토스 요소가 강렬하게 등장하여 앵커와 시

청자 간의 총체적인 소통이 진행된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클로징이 

지닌 파토스의 여운은 기존의 뉴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2. 뉴스룸의 신뢰도와 에토스

마넬리(M. Maneli)는 모든 억압적인 행위는 결국 진보와 휴머니즘에 적

합한 힘들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라고 말한다. (마넬리 2006, 232) 국가 폭

력,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정신과 공공성 확

보를 위한 참여의식을 일깨우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진보 매체들이었

다. 그 중에서도 2014년 9월 22일 시작한 JTBC 뉴스룸의 역할이 컸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할수록 시청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나타난

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5월 당시 뉴스채널 선

호도는 KBS(28%), JTBC(14%), MBC(12%), SBS(7%), TV조선(5%) 순

으로 나타났다. (한수연/윤석민 2016, 173 참조) 2016년 11월 10일,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JTBC ‘뉴스룸’은 전국 기준 8.148%로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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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SBS `8시 뉴스(̀5.5%)보다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9) 12월 6일 

방송에서 마의 시청률로 여겨졌던 10%를 돌파한 JTBC 시청률 상승세보

다 주목해야 할 점은 KBS 메인뉴스의 시청률 하락세다. 오후 9시 편성된 

KBS ‘뉴스9’는 지금껏 JTBC와 상관없이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었

지만 12월 9일에는 11.2%라는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10) 이것은 단순한 

시청률, 선호도를 넘어 뉴스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맞물려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의미한다. 19대 대

선에서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KBS 
10.0%, SBS 8.3%, MBC 7.6%, YTN 6.6%, 연합뉴스TV 3.7%, TV조선 

3.0%에 비해 JTBC는 46.3%로 국민들의 신뢰를 압도적으로 얻고 있다.11) 

이러한 신뢰도에 대한 요인으로 먼저 지목할 것은 앵커의 공신력이다. 

조연희는 호블랜드에 따라 공신력을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커뮤니케이터의 특성으로서 수용자가 지각한 커뮤니케이터의 전문성 

및 신뢰감’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전문성이란 수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커뮤니케이터가 건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신뢰감이란 커뮤니케이터가 수용자에게 선

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수용자 자신이 판단하는 바를 가리킨다(조연

희 2010, 31). 이는 수사학에서 말하는 에토스와 매우 유사하다. 신뢰의 

발생 요인으로 에토스를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화자를 신뢰

하는 데는 (증명을 빼고) 세 가지 에토스 요인이 있다. 실천적 판단력, 통

찰력, 진지함, 현명함 등으로 번역되는 프로네시스(phronesis)와 그리고 

9)  “믿고 보는 뉴스, 시청률 고공행진”, 닐슨 코리아, <와우티비>, 2016.11.10. http://
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11100139 
(접속일자 2017.7.27.)

10)  “손석희‘뉴스룸’, KBS‘뉴스9’시청률 곧 넘어설 듯”, <미디어 오늘>, 2016.12.13.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903 (접
속일자 2017.7.27.)

11)  ““JTBC 대선 보도, 가장 공정” 46.3%로 1위”, 프레시안·리서치뷰,〈미디어오늘〉, 

2017.4.21. http://v.media.daum.net/v (접속일자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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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선의가 그것인데, 위에서 말하는 전문성은 첫 번째에 해당되며, 신뢰

감은 세 번째에 해당된다. 두 번째 덕의 예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것은 정직이다(Aristoteles 1995, II, 1, 1378a.). 즉 방송 선택은 위와 같은 앵

커의 에토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앵커의 에토스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는 사주와 보도국장 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민주주의와 공공성이라는 언론정신과 시청자만

을 보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앵커에게 보장되는 것과 함께 

앵커가 그러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가장 많

이 주목을 받았던 손석희 앵커가 보수적인 언론사의 종합채널방송국 사

장으로 옮길 때 과연 이제까지의 보도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

구심도 있었지만, 방송의 독립권을 확보함으로써 손석희에 대한 시청자

들의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 

하지만 뉴스 앵커의 말이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앵커의 권한

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과거에 MBC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가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일부에서는 언론의 중립성을 해친다

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한 앵커는 클로징 멘트를 기사가 아닌 앵커의 개인

적 소신을 밝힌 칼럼으로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12) 핵심은 관습적 

방식의 탈피 정도가 아니라 결국 멘트의 공공성과 비 편파성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태도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보도 주제의 선정이다. JTBC 뉴스는 지상파나 다른 종편에서 흔히 

찾아보기 힘든 현 정부 비판이나 노동문제 현안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방송에서 꾸준히 방영되는 북한 뉴스 같은 

것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나무 위키의 비

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13)

12)  “희망 품을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이라 믿는다.”, 〈오마이뉴스〉, 2009. 04. 13. http://
v.media.daum.net/v/20090413102105120?f=o (접속일자 2017. 07. 19.)

13)  9개 방송사 북한 보도량 비교(2016. 8. 17.~8. 24). 〈나무 위키〉, 뉴스룸 7. 1. https://
namu.wiki/w/JTBC%20%EB%89%B4%EC%8A%A4%EB%A3%B8 (접속일자 

201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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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7개 방송사 올림픽 보도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이때 ‘위안부 합의금 논란’, ‘세월호 관

련’, ‘대우조선 비리사태’, ‘새누리당 오더투표 논란’ 등 굵직굵직한 뉴

스들이 있었지만, JTBC를 제외한 각 방송사들은 보도 비중이 0건이었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하였다.14) 이렇듯 JTBC 뉴스룸은 지상파 방송, 다른 

종편 방송들과는 달리 ‘세월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민

주주의, 법치주의, 휴머니즘 등 우리사회의 정상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있

어서 정부 차원의 언론 통제라는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

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이를 정치적 시각에서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

겠지만, 언론의 본연의 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제 편향성과 획일성

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이는 주제의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고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주제 선택과 보도 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방송사, 앵커

의 에토스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없이 많은 사실에서 현재 우리사회에 무

엇이 더 유의미하냐, 시청자들에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더 있느냐를 기준

으로 보도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프로네시스, 덕, 선의와 결합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존 공영방송의 대표 격인 MBC뉴스데스크는 구성은 꾸

준히 변화했으나 보도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MBC뉴스데스크는 

KBC MBC SBS JTBC
TV
조선

채널A MBN YTN
연합

뉴스

탈북관련 16 7 4 3 15 24 17 11 9

북한체제균열 10 4 4 1 7 7 2 7 6

총보도량 26 11 8 4 22 31 19 18 15

14)  “올림픽 보도, 전체 뉴스 43% 차지”, 〈노컷뉴스〉, 2016. 08. 26.
14)  http://www.nocutnews.co.kr/news/4646146 (접속일자 201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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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지상파 3사 중 정권에 날카로운 보도로 뉴스의 간판격인 프로그

램이었다. 그러나 2010년 사장이 바뀌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지나

친 친정부화 된 보도 주제 선정과 관점으로 인해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지

면서 시청률 또한 급락하게 되었다. 

3. 로고스 관점으로 보는 뉴스룸

MBC뉴스데스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은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

을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리포팅 중심이다. ‘집중취재’와 ‘심층취재’는 

그 차이가 모호해져 집중취재가 주를 이루며, ‘뉴스플러스’는 사건사고

가 중심을 이룬다. 오랫동안 사회비리와 부조리를 다루어 오던 ‘카메라 

출동’은 ‘현장M출동’으로 바뀌었으나 때로는 일상적인 보도에 그치기도 

한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슈클릭’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소식을 전

하고, ‘앵커의 눈’은 특정주제를 기자가 리포트하고 앵커가 주제를 설명

하는 것이 특징이다. 

JTBC 뉴스룸은 100분 뉴스로 바뀌면서 1부에서는 정통 뉴스 보도와 

같이 핵심 이슈 등을 제시하는 리포팅 중심으로 서론을 시작하지만 데스

크 브리핑에서 앵커는 주요 이슈에 대해 기자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는 기존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은 2부이다. ‘한걸음 더’를 지향하는 심층보도 중심인 2부는 청자

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는 ‘오늘’에서 시작하고 당일 가장 중요한 이슈

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는 ‘앵커브리핑’이 뒤따른다. 이후 1부의 주요

뉴스를 한 번 더 돌아보고,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즉각 인터뷰에서 시청

자들을 대신하여 핵심 질문들을 이어나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팩트체

크’와 더불어 논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뉴스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날의 논란거리들을 요약 보도한다. 

수사학에서 로고스란 어떠한 의견과 논증이 사실에 부합하며 이성적으

로 더 신뢰할 만한가 하는 관점과 관련된다. 정당한 의견의 차이는 민주



284 수사학 제29집

사회의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발

생하는 갈등이 심각하고 모든 사건을 이데올로기로 재단하려는 지적 태

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과연 합리성, 이성이 갈등 해결의 실마

리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과 이성에 기초하여 보다 나은 논증이 제시되면 기꺼

이 수용하려는 합리적인 다수가 존재하며, 바로 그 다수에 의해 민주주의

가 가능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뉴스룸을 로고스 관점에서 보면, 진행의 소통방식과 보도 구성의 연결

성이 특징적이다. 손석희 앵커는 기자의 보도에 인터뷰 하듯이 계속 질문

과 답변하는 형태로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혹여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질문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기자에게 후속 취재를 요청하기도 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1부와 2부라는 구성방식 때문이다. 즉 로고스 관점

에서 뉴스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부의 보도 내용 중 심도 있게 다뤄

야 할 기사에 대해 2부에서 집중 인터뷰나 새로운 취재내용을 추가 보충

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다시 팩트체크에서 

다루는 등 뉴스룸 전체가 연결성을 가진 ‘중심 주제 심화형’ 방식이다. 

이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면 논증 구성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하루의 뉴스룸 구성만이 아니라 뉴스룸과 뉴스룸 사이

의 연속성, 어젠다 키핑에서도 발견된다. ‘4대강 관련 보도’가 그러한데,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탐사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4대강 문제

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보도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2016년 10월부터 탄핵이 선고된 3월까지를 제외하면, 2016년 8월 31일 

탐사플러스 4대강 실태 보도 ‘물고기 뱃속 녹조범벅..’, 2016년 9월 5일 

탐사플러스 ‘사대강 휘어감은 ‘가시박’, 생태계 위협’, 2016년 9월 26일 

탐사플러스 ‘이번엔 부실공사, 뻥 뚫린 사대강 보’, 2017년 5월 23일 MB
자서전 팩트체크 ‘금융위기로 4대강 추진?’, 2017년 5월 24일 4대강 ‘재

퇴적률’ 보도, 2017년 5월 28일 4대강 독성물질 보도, 2017년 6월 6일 탐

사플러스에서 '문화재 구역해친 4대강 사업'이란 보도, 2017년 6월 19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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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사업 뒤 높아진 ‘양수장 취수구’ 논란 보도 등이다.  

이는 단편적인 사실 전달에 머물렀던 기존의 뉴스방송과 큰 차이가 있

다. “저널리스트의 기본 가치인 객관성과 균형이 그가 갖는 무기이다. 인

터뷰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물으려고 하고, 그의 생

각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하게 묻고자 한다. 상

식적 수준의 논쟁 영역으로 균형과 객관성을 유지한 채 인터뷰이를 끌고 

오는 것이다.” (부경복 2016, 182 참조) 즉 단순 사건 보도를 넘어 뉴스룸

은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더 심층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취재 기자와의 즉흥적인 질의응답, 반문하기 등 생방송임에도 틀에 

갇힌 보도가 아닌 생동감 있는 보도를 한다. 논증 구성의 기초 토대가 되

는 사건의 실체 확인으로서의 팩트체크, 사실들의 의미연관15)에 대한 분

석·해석, 예측 가능한 해결책 모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자들을 이성

적인 판단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로고스적 측면의 강화라 말할 수 있다. 

앵커가 직접 논증을 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시청자가 스스로 더 나은 

논증을 구성하는 데, 또는 잘못된 논증을 반증하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요소들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이는 청중 설득을 목표

로 하는 고대 수사학과 함께 주장의 타당성 검토를 목표로 하는 대화, 토

론의 고대 변증론의 요소도 포괄하고 있다.16) 논증 구성과 검토는 이성에 

15)  페렐만은 사실과 진리에 논하면서, 전자는 제한적 동의를 얻는 정확한 대상을 가

리키는 데 비해, 후자는 사실들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체계에 대한 것이

라고 구별한다. (Perelman/Olbrechts-Tyteca 2004, 94) 하나의 사실 확인은 그 자체

로 완성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이 결부되어 전체성을 지닌 사태

(Sachverhalt: 연관성을 지닌 사실과 사실의 결합체)를 형성하며, 하나의 사실의 의

미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 다른 사실의 의미와의 유기성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나

타내기 위해 본고는 ‘의미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진상(眞相)’이라는 용어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참된 모

습이 아니라 여러 참된 모습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총체성에 

대한 이해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다.

16)  현대수사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페렐만은 자신이 건립하고자 하는 신수사학, 논

증행위이론은 수사학과 변증론의 결합이라고 특징지었다. (Perelman 1994, 6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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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는 의사소통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로고스 강화는 타 방송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상파 3
사 중 유일한 민영방송인 SBS 뉴스 보도 구성에서도 단순 나열 대신 비

슷한 사건을 묶어서 한 번에 다루는 뉴스편집 형태를 보이고 있고, 팟 캐

스트를 통한 실시간 재 송출 등 JTBC 뉴스룸을 참고한 콘텐츠를 많이 수

용하고 있다.17) 그리고 2013년 KBS의 가을 개편 때 〈뉴스9〉에 심층보도 

코너를 만들어 리포트 중심이 아닌 스토리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했는데 

이때도 JTBC의 포맷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수연/윤석민 2016, 
170) 특히 거짓과 사실을 분별하여 올바른 판단의 토대를 이루는 팩트체

크는 이제 많은 언론사들도 ‘사실은’(SBS), ‘팩트파인딩’(중앙일보), ‘이

거 레알?’(노컷뉴스) 등을 시행할 정도 그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높이 평

가할 만하다. 

  

4. 뉴스 표현의 변화- ‘앵커 브리핑’의 파토스와 에토스

JTBC 손석희 앵커는 기존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인용시’

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역사 속 인물들의 ‘말’ 등을 통해 뉴스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탈관습적인 뉴스 구성과 진

행 방식, 멘트들은 시청자들과의 공감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학적으로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라는 일관된 클로징멘트 뒤에 울려 퍼지는, 다른 방송사 뉴스 프로그

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BGM은 그 날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메시지를 암

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청자들을 위로하는 등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기존의 다른 뉴스 방송 프로그램과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이다. 앵커브리핑은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중간에 

17) “뉴스룸이 참고한 방송사(프랑스24, TV아사히의 보도스테이션)의 콘텐츠 수용”,

〈나무위키〉. https://namu.wiki/w/SBS%208%20%EB%89%B4 %EC%8A%A4 (접
속일자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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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고 있으며, 당일 뉴스 중 가장 중요한 보도 내용에 대한 앵커의 독

자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신문의 논설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장의 

논리적 전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요컨대 이제까지 감정

을 삭제한 사건 보도만이 뉴스 본연의 모습이라는 관습적 사고를 탈피하

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포괄하여 사건, 이슈에 대한 전체적 시선을 

담고 시청자들에게 전인적으로 가까이 다가온다. 

앵커브리핑의 가장 큰 특징은 다채로운 문채를 활용한 공감적 소통이

다. 예컨대 2016년 11월 30일,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

는, 뉘우침을 담은 ‘고백’과 자발성이 배제된 ‘자백’이라는 용어를, 그리

고 자기반성을 포함한 ‘퇴진’과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을 지닌 ‘진퇴’라

는 용어를 대비하며 “촛불은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꺼진다”는 진실을 은

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 우화, 유명 문구 

등의 인용, 비유 등을 활용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결합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든다. 이처럼 앵커브리핑은 진정성을 담아 시청자

들과 보다 넒은 의미의 소통을 추구한다. 진정성은 진실한 소통의 토대라

는 점에서 수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18) 이제 앵커브리핑을 에토스

와 파토스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예시 1: 2016년 7월 25일 앵커브리핑

첫 번째 고민에 대한 얘기는 뉴욕타임즈의 일화로 시작하겠습니다. ①

2년 전인 2014년. 뉴욕 타임즈는 그로부터 무려 161년 전에 보도했던 기

사를 바로잡았습니다. 1853년 1월 20일자 기사 중 누군가의 이름 철자가 

잘못 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일이었고 사소한 오·탈자

일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교정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

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18)  감정적 소통으로서의 공감과 공감공동체, 진정성에 대해서는 하병학(2015)를 참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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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뉴스룸의 보도.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한 괌 현지 상황

과 관련해서 미군 기관지 ‘성조지’를 인용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

니다. 그 중의 일부는 이미 지난주 일요일에 정정하고 사과드린 것처럼 

오역이었습니다. 더구나 ②저희들의 오역은 단순한 오·탈자와는 다른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깊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중국 작가 위화의 산문집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에는 이

런 구절이 있더군요. ‘루쉰이 그렇게 말했어…’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 

사소한 문제로 친구와 다투던 어린 시절의 위화는 갑자기 떠오른 이 한마

디 말로 친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서도 『아큐정전』의 작가 ‘루쉰’의 말은 중국인들에게 신뢰와 권위로 받

아들여졌다는 것. 저도 언젠가는 이 뉴스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

전이든 그 이후든 저나 우리 기자들이나 또 다른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

한 ③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겠지요.

답은 명확합니다. ④JTBC 뉴스는 잘못이 있다면 주저 없이 정정해야 

하며, 당장 알지 못했다면 161년 뒤에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저널리즘의 본령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훗날,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라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좋겠습

니다.

이날의 브리핑은 두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예로 옮겨

놓았다. 여기서 손석희는 ②④오보에 대해 군더더기 같은 변명 없이 사

과를 반복한다. ①뉴욕타임즈의 일화를 예로 들면서 좀 더 실체적으로 와 

닿도록 하였으며, 오보를 정정함에 있어서의 진심을 담으려 노력한다. 그

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면서 ③

또 한 번 저널리즘의 본령, 에토스, 즉 말의 무거움을 깊이 있게 인식한

다. 이와 같이 적절하면서도 짧은 문구를 인용하는 것은 수사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대해 보셔서는 간결하다는 점에서 TV 뉴스에 아

주 적절하며, 수용자와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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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화 되어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한다며 수사학적 가치를 설명한다. (보

셔스 2007, 373~374) 마지막 멘트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에서는 앵커의 소원이란 무엇이어

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미 손석희 앵커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가 높은 

상황임에도 위의 브리핑에서 에토스를 통해 신뢰를 강화한다. 이러한 에

토스는 청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파토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방

송에서는 오보를 정정할 때 보도자가 자막을 따라 읽듯이 언급하고 지나

가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2) 예시 2: 2016년 10월 27일 ‘앵커 브리핑’

방현석의 책 『아름다운 저항』의 “당신이 사북을 찾는 이 겨울, 당신은 

어디를 걷더라도 함부로 힘을 주어 걷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

며 “①한줄기의 빛도 닿지 않는 지하 700m 아래 갱도의 끝, 막장. 땀 흘

리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작가는 함부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던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막장’ 갱도의 끝, ②숭고한 산업현장, 진지한 삶의 터전, 희망의 상징

인 ‘막장’이란 단어가 숭고함과 먼 쪽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추측과 소문, 조롱마

저 난무하는 가운데 청와대 수석까지 직접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터져 나

왔습니다. ③국가가 지녀야 할 신뢰는 추락했고, ④분노와 상실감을 넘

어선 사람들 앞에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하는 ⑤걱정이 막아섭니다. 

JTBC는 지난 한 주 동안 최대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왔습니다. 언

론에서 넘쳐나는 사적이고 때로는 ⑥선정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뉴스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다 더 실체

에 접근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역시 어둡습니다. ⑦뉴스와 절망을 함께 전한 것

은 아닌가. ⑧허락하신다면 마무리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땅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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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시작이다. ⑨돌아보지 말거라. 거기가 땅끝이라면 끝내, 돌아서지 

말아라. 땅끝은 땅의 시작이다. 땅끝이 땅의 시작이다.’ 함부로 힘주어 

걷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고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이다. 의혹들이 하나같이 어처구니 없다보

니 ‘막장 드라마’ 수준이라는 항간의 말들이 우리사회를 먹구름처럼 뒤

덮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의미, 즉 진정한 의

미의 ‘막장’을 떠올리게 하는 책 한 구절과 함께 이문재의 시 한 편을 인

용하면서 앵커브리핑을 시작한다. 그리고 ①②스토리텔링을 통해 칠흑

의 어두움 속에 오직 목표만을 가리키는 날쌘 빛, 기름처럼 흐르는 땀, 그

리고 높은 옥타브의 비명을 남기는 곡괭이 소리, 시커먼 석탄가루를 넘기

는 거친 호흡소리로 덮인 숭고한 삶의 터전인 탄광 갱도의 끝으로 시청자

를 인도한다. ③⑥이제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정치권, 선정적

인 용어로 국민들의 분노를 시청률/구독률로 바꾸려는 언론이 감히 ‘막

장’이라는 용어를 입에서 뱉을 자격이 있는지 묻게 한다. 그리고 ④분노

와 좌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⑤방송인의 고뇌와 ⑦송

구함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⑨방송이 끝난 뒤에도 남을 만한 이야기, 지

금 우리가 땅 끝에 서있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자며 희망의 손짓을 보낸다. ⑧은 언론인의 자격에 

대한 물음이자, 청중에게 손을 건네는 에토스이며, 분노의 감정을 달래는 

파토스의 표현이다. 이 날의 브리핑은 ‘막장 드라마’의 막장이 아닌, ‘삶

의 터전’으로서의 ‘막장’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며 어둠 속의 국민들을 위

로한다. 설득이라 하면 논리적인 측면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손

석희는 로고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 뉴스 중간에 에토스, 파토스 요소를 

가미하여 시청자들이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게 주선한다. 방송이란, 뉴스

란, 앵커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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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 3: 10월 26일 MBN ‘뉴스8’ 뉴스초점의 김주하 앵커의 브리핑

과 비교

최순실 씨에게….

죄송하지만 오늘은 한 사람에게 이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최순실 씨

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최순실 씨, 혹시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당신으로 인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지난 3년 간 현 정권과 관련해 끊이지 않았던 소문

의 배후가 당신이었다는 사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 

①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평범한 대학생…. 쉽지 

않은 인연으로 만나 40년 간 우정을 지켜오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

을 것이고, 물심양면 도움도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닌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사

람입니다. ②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일진데, 지금 ③대통령은 

당신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큰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언니를 위해 ④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을 겁니다. 하지

만, 어느새 호의는 권력이라는 보상을 받게 됐고, 당신은 그 권력을 남용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언니를 넘어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

며 화를 내기도 했다죠. 하지만 ⑤덕분에 그 언니는 지금 인생 최대의 위

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까지 언니 옆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만큼 받고 있다.’ 

(....)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는 ⑥대통령을 본 기자들은 그렇게 힘없고 어

두운 모습은 처음 봤다고들 합니다. 지금 당신의 언니가 처한 상황이 그

렇습니다. 진심으로 ‘언니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면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의리를 보여주십시

오. ⑦국민을 대신해 김주하가 전합니다.

김주하도 손석희만큼 높은 신뢰도와 시청률을 얻고 싶을 것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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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편지라는 파격적인 형식과 파토스 요소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기대와

는 달리 브리핑 곳곳에서 오히려 앵커에 대한 신뢰도는 무너지고 있다. 

①④전대미문의 스캔들 주인공을 두둔하고, ②논리적으로 비약하며, ③

⑤⑥아예 논란의 핵심에 서있는 대통령을 감싸며 오히려 피해자처럼 묘

사하고 문제의 본질을 흩뜨리고 있다. 로고스와 에토스의 결핍으로 인해 

파토스가 역기능을 한다. 마지막 맺음말 ⑦은 시청자의 반감을 불러일으

키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여 보지도 못한 앵커가 국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주장은 교만에 가

깝다. 결국 문채가 본질은 아니다. 진정성을 결여한 채 흉내만 내며 섣불

리 각종의 현란한 기교로 감정의 효과만 지향하면 역효과만 날 뿐임을 보

여준다.

IV. 결론

우리는 미디어를 주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

케이션 매체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맥루한은 미디어를 인간의 육체나 정

신이 확장된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미디어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우리 몸의 감각(미디어가 확장한 바로 그 감

각)을 사용하는 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주체라고 했다. (맥루한 2016, 
xxi) 오늘날 미디어만큼이나 다양한 언론의 방송 뉴스보도를 접하게 된

다. 손석희는 “언론은 많은 정보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고르고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어젠다 키핑’을 강조한 바 있다.19) 넘

치는 뉴스 가운데 가치 있는 뉴스를 골라 심도 있게 파고드는 것, 이를 통

해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미디

19)  손석희 ‘뉴스룸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2015년 9월21일 중앙미디어네트

워크 창립50주년 기념 연설(강준만 2017, 190). ‘어젠다 키핑’이란 어젠다 세팅(의

제설정)만큼 그 의제를 지키는 게 중요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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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체로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본고는 민주적 여론 형성의 선두에 서 있는 JTBC 뉴스룸을 설득의 세 

가지 요소인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뉴스

룸이 우리나라 뉴스 보도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앵커가 전문가로서

의 논리성,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성, 나아가 국민들과 감성적으로 소

통하는 소양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앵커 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신뢰, 공감, 진정성, 감동, 진심 등임은 주목할 

만하다. 뉴스도 전인적인 소통으로 나아갈 때 의사소통 민주주의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앵커 브리핑’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문제의 핵심을 풀어가면서 쪼개진 듯한 인간의 이성, 감성, 인성을 

복원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시대정신의 건강성을 일구고 

있다는 것이 논자들의 결론이다. 이러한 의사소통방식은 타방송사에도 영

향을 미쳐 우리사회의 의사소통 민주주의를 확산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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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올림픽 보도, 전체 뉴스 43% 차지” (2016.8.26.), 

http://www.nocutnews.co.kr/news/4646146 (접속일자 2017.7.19.)
나무 위키, https://namu.wiki/w/MBC (접속일자: 2017.7.19.) <표 ①>

나무 위키, https://namu.wiki/w/JTBC (접속일자: 2017.7.19.) <표 ②>  

나무 위키, “9개 방송사 북한 보도량 비교” (2016.8.17.~8.24.), 뉴스룸 7.1. 
https://namu.wiki/w/JTBC%20%EB%89%B4%EC%8A%A4%EB%A3%B8 
(접속일자 2017.7.19.)

나무 위키, “뉴스룸이 참고한 방송사(프랑스24, TV아사히의 보도스테이

션)의 콘텐츠 수용”

https://namu.wiki/w/SBS%208%20%EB%89%B4%EC%8A%A4
(접속일자 2017.7.19.)



294 수사학 제29집

미디어오늘, “19대 대통령선거에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 조사”, 

프레시안·리서치뷰. www.mediatoday.co.kr/ (접속일자 2017.7.19.)
미디어 오늘, “손석희 ‘뉴스룸’, KBS ‘뉴스9’ 시청률 곧 넘어설 듯”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 no=133903 
(접속일자 2017.7.27.)

미디어오늘, ““JTBC 대선 보도, 가장 공정” 46.3%로 1위”, 프레시안·리

서치뷰, 2017. 04. 21. http://v.media.daum.net/v (접속일자 2017.7.19.)
오마이뉴스, “희망 품을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이라 믿는다.” 2009.4.13. 

http://v.media.daum.net/v/20090413102105120?f=o (접속일자 

2017.7.19.)
와우티비, 2016년 11월 10일자, “믿고 보는 뉴스, 시청률 고공행진”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
&artid=A201611100139 (접속일자 2017.7.27.)

한겨레21, 2015년 3월4일자, “‘종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배틀”.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9077.html 
(접속일자 2017.7.19.)

참고문헌

강준만(2017), 『손석희 현상』, 인물과 사상사.

마넬리, 미에치슬라브(2006), 『페렐만의 신수사학』(손장권 외 옮김), 고

려대출판부.

맥루한, 마샬(2016), 『미디어의 이해』(김상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메이에르, 미셀(2012), 『수사문제』(전성기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보셔스, 티모스(2009), 『수사학 이론』(이희복 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부경복(2016), 『손석희가 말하는 법』, 모멘텀.



295방송 뉴스 보도의 변화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아리스토텔레스(2015), 『수사학』(이종오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윤석민(2015), 『미디어 공정성 연구』, 나남.

이종락(1997), 「한국TV앵커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대학원 석사논문. 

이준웅(2011), 『말과 권력.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로』, 한길사.

정수영, 구지혜(2010), 「지상파TV 뉴스의 다양성 및 중복성에 관한 연구. 

KBS, MBC, SBS의 2009년도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5호, 415-457.
조연희(2010),「tv뉴스 앵커 클로징멘트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성균

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논문.

키케로(2007), 『수사학』(안재원 편역), 길.

톰슨, 존 B.(2007), 『미디어와 현대성』(이규정 외 옮김), 이음.

하버마스, J.(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한승완 옮김), 나남.

하병학(2015), 「감정의 수사학」, 『철학탐구』제37집, 63-89.
한수연, 윤석민(2016),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저녁종합뉴스 보도관행에 대한 개입시계열 분석」, 『한국방송

학보』, Vol. 30. No. 1, 169-210. 

Aristoteles (1995), Rhetorik, Übersetzt, mit einer Bibliographie, Erläuterungen 
und einem  Nachwort von Franz G. Sieveke, München 

Foss, S. K./Foss, K. A. (2003), Inviting Transformation: Presentational Speaking. 
for a Changing World. Waveland Press.

Ch. Perelman, Logik und Argumentation, F. R. Varwig(Hg.), Beltz Athenäum, 
Weinheim, 1994. 

Ch. Perelman, L. Olbrechts-Tyteca (2004), Die neue Rhetorik, Eine Abhandlung 
über das Argumentieren, Band 1, J. Kopperschmidt(Hg.), prolemata 
formmann-holzboog, Stuttgart-Bad Cannstatt.



296 수사학 제29집

[Abstract]

Rhetorical Consideration of the Change 
in News Reporting in Broadcast 
– Focusing on “JTBC Newsroom”

Ha, Byung-Hak (The Catholic Univ. of Korea) /

Ha, Joo-Hyun (The Catholic Univ. of Korea)

Today, drastic changes have been made to the reporting activity, content, 
and expression of the TV news, as there has also been a rapid change in 
the media environment. This piece of writing analyzes the structure of 
“JTBC Newsroo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hetoric of dispositio and 
the reporting activity of “Newsroom” and “Anchor Brief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hetoric of persuasion.

The composition of “Newsroom” is highly similar to the rhetorical 
dispositio that aims to persuade the public using logos, pathos, and ethos. The 
credibility of “Newsroom” is attributable to ethos, particularly the trust of the 
anchors and the selection of news themes aimed at promoting democracy and 
publicity. In addition, while the established public broadcasting is centered 
on briefly reporting events and accidents, “Newsroom” clearly reveals the 
reinforcement of logos, through analyzing information, interpreting the 
meaning and formation of demonstration through briefing on the core issues 
of the former part, and having a ‘question and answer’ period in the latter 
part. In particular, “Anchor Briefing” offers an empathic understanding using 
colorful figures, and it communicates to audiences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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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why “Newsroom” has become the focus of Korean 
broadcasting news is that the anchor shows credibility based on logic as 
an expert, ethical personality as a journalist, and an ability to communicate 
emotionally with the people. Such communication method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democracy in our society.



298 수사학 제29집

주제어: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배열의 수사학, 설득의 요소 로고스/

파토스/에토스 

Key Words: JTBC Newsroom, Anchor Briefing, Rhetoric of Dispositio, 
Factor of Persuasion Logos/Pathos/Ethos

논문투고일 : 2017년 8월   1일
논문심사일 : 2017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15일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이메일: speechact@catholic.ac.kr

하주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메일: dale152@naver.com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 2장의 
분노 규정과 그에 반영된 그의 감정 이해

한석환 (숭실대)

총 세 권으로 구성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중 I권과 II권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설가가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

는 (설득)수단에 관한 논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물론 수사학적 

설득―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비춰 설득수단을 강구한다. 그에 따르면, 

설득은 ① 문제가 되는 사안 자체(또는 논변)를 통하거나 ② 연설하는 사

람을 통하거나 ③ 청자를 통해 이뤄진다. 우리가 흔히 ‘(사태) 논증하기’, 

‘(화자의) 성격 표출하기’, ‘(청자의) 감정 환기하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

로 예의 세 가지 설득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감정 환기(하기)’와 관련하여, 『수사학』 II 2-11장에서 여러 개별 

감정의 요모조모를 따져 묻는다. 대체로 열대여섯 가지 정도의 개별 감정

이 논의된다.1) 이들 가운데서,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감정은 아리스

1)  분노(2장), 평온함(3장), 좋아함과 미워함(내지는 호의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에 

대응하는 감정: 우의와 적대감)(4장), 공포(5장), 대담함(5장), 수치심(6장), 사의(7장), 

연민(8장), 의분, 무명의 감정1, 무명의 감정2(9장), 질투심(10장), 경쟁심(11장) 등. 

이밖에 사의와 대립적인 (영적) 상태(역시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사의를 독립적

인 감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의가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7장), 수치심과 대립

적인 뻔뻔함(6장), 샤덴프로이데(10장), 모욕(11장) 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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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텔레스가 맨 먼저―2장에서―다루는 분노이다. 요는 그가 분노의 감정

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자세히 뜯어 살피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논의를 단순히 뒤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론을 그의 일반적 감정 이해에 비추어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노라는 

개별 감정의 정체를 확인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론에 그가 감정을 

이해하는 일반적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예시적으로 살피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 이해를 분노라는 구체적

인 감정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인 셈이다.2)

Ⅰ. 『수사학』 II 2장의 분노 규정 개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노를 뭐라고 규정하는지부터 살펴보자. 분노를 논

하는 『수사학』 II 2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분노란 자신이나 자신의 권속 중 누군가가 그럴 자격이 없는 쪽

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복수라고 여겨

지는 것으로 설욕하려는, 고통과 결합된 욕구라고 (정의)해두

자. 과연 분노가 이런 것이라면, 분노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항

상 특정 개인―예컨대 클레온―에게 분노하는 것이지 (신원 불

명의) 인간을 상대로 분노할 리가 없으며, (그가 분노하는 것은) 

문제의 특정 개인이 자신이나 자신의 권속 중 누군가에게 (이미) 

무슨 짓을 하였거나 할 셈이기 때문일 터이다. 또한 (필연적이거

니와) 모든 분노에는 모종의 쾌락이 수반되는 바, 문제의 쾌락

은 언젠가 복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생긴다. 자신이 추

구하는 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쾌감을 느끼게 하

2)  이 글은 필자가 다른 지면에 발표한 연구(한석환 2017)의 후속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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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고, 자신이 달성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분노하는 사람도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Rhet. 1378a 31-b5)

인용문에서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분노를 정의하면서 ‘이러이러하

다’라는 직설법 대신에 ‘이러이러하다고 해두자’라는 화법을 사용한다

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문제의 화법은 I권에서 토

포스들을 도입하는 자리에서도 숱하게 나왔고, II권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지금은 이 문제를 길게 논할 계제가 아니기에 이 자리에서는 

‘~라고 해두자’라는 표현이 ‘인간적·정치적인’ 물음을 다룰 때 아리스

토텔레스가 즐겨 사용하는 통념을 인용하는 것이라는 점과, 논의의 출발

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적 장치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3)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잠정적이긴 하지만 일

단 정립함으로써 논의의 출발점을 확보한다. ‘자신이나 자신의 권속 중 

누군가가 그럴 자격이 없는 쪽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복수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설욕하려는, 고통과 결합된 욕구’라는 

분노의 정의는, 따라서, 더 이상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로부터 

3)  Rhet. 1360b14에 대한 Rapp (2002, II 335)의 주석에 따르면, ‘~라고 해두자’라는 

표현은 첫째로, 근거를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잠정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상태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둘째로, 그것은 모종의 거리두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문제의 대상을 학적·철학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규정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

이 마치 문제의 규정을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

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지, 문제의 명제가 현재 상태로는 과학적인 규격에 어울리

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그 명제의 단지 일부분이 학적인 의미의 정의에 미처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어째서 굳이 이런 유의 

명제를 인용하는 것인가. 일반 공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그 안에 똬리를 틀

고 있기 때문이다. 뿐더러 현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혹은 더 낫게 정초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Most (1994, 181)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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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무엇을 도출할 수 있는가. 첫째, 분노는 예외 없이 특정 개인

을 향해 분출된다는 것이다(Rhet. 1378a34-35 참조). (논리적으로) 필연적

으로 그렇다는 뜻이다(Rhet. 1378a34 참조). 둘째, 분노에는 자신이나 자

신의 권속 중 누군가가 특정인에 의해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분노에는 모종의 쾌락이 포함되어 있는 바, 

문제의 쾌락은 복수의 기대감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물음을 포함하

여 분노와 얽힌 여러 물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Ⅱ. 분노의 감정적 특성 (1): 고통과 쾌락을 수반하다

먼저 고통과 쾌락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위의 인용문에 분노를 구성하

는 여러 요소가 언급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통이 따른다는 점이 눈에 

띈다(Rhet. 1378a31-33 참조). 그러나 분노에 수반되는 것은 고통만이 아

니다. 몇 행 내려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분노에는 미구에 복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쾌락도 수반된다고 덧붙인다(Rhet. 1378b1-2 참
조). 분노에는 요컨대 고통과 쾌락이 따른다는 것이다.

1. 감정 일반의 특성: 고통과 쾌락의 지각

분노에 고통과 쾌락이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감정임을 확인해주는 언

명이다. 분노를 규정하기에 앞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II 1장에서 

감정부터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이란 “그것(감정)을 통하여 ㉠ 사

람들이 변화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서 차이가 나고 ㉡ 고통과 쾌락이 수

반되는 바의 것”(Rhet. 1378a20-23)이다. 감정에는 요컨대 고통과 쾌락이 

따른다는 것인데, 이 말은 모든 감정이 쾌락/고통과 결합되어 있다는 뜻

이 아니라 그 반대다. 즉 쾌락/고통과 결합된 모든 것, 환언하면 “쾌락과 

고통이 따르는”(EN 1105b23) 모든 것은 ‘영적 상태’라는 의미의 감정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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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드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체로 우리말 속담처럼 ‘바

늘 가는 데 실 간다’ 정도로 이해하면 족하지 않을까 싶다. 요는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분명하거니와, 고통과 쾌락 자체가 곧 감정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의 경우, 고통과 쾌락은 (감관)지각이다. 『수사학』 II 4장에 따르면 “고통

스런 것은 어떤 것이든 지각될 수 있다”(Rhet. 1382a9-10). I 11장에서는 

또 “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 지각한다는 것”(Rhet. 1370a 27-28)이라

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쾌락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크게 두 가

지 길이 있다. 하나는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지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표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다. 표상을 통해 지각한다는 것은 무엇인

가. 과거에 지각한 것을 회상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기하는 

것을 뜻한다.4)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감관)지각’을 통해 

직접 느낄 수도 있고 ‘표상’을 통해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에 수반되는 고통과 쾌락은 과연 어떤 성질의 것인

가. 특히 고통의 경우, 텍스트에 명료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나, 위에서 인

용한 규정을 바탕으로 가늠한다면, 분노의 고통은 ‘회상’이나 ‘예기’의 

결과이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해가 되거나 불쾌한 것을 ‘직접’ 지각하는 

데서 오는 결과인 듯싶다(Konstan 2006, 277, note 3 참조). 그에 비하여 분

노의 쾌락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듯이 언젠가 복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

대감, 즉 예기라는 의미의 ‘표상’의 결과이다. 설욕을 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만으로도 절로 기분이 좋은 것이다.5)

4)  Rhet. 1370a28-35 참조. 표상의 물음과 관련해서는 DA III 3과 De insomnis 459a15-
19도 참조. Nussbaum (1996, 307)은 후자에 나오는 ‘phantasia’를 전문용어보다는 

오히려 ‘phainomai’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이해한다.

5)  아리스토텔레스는 Rhet. II 2 (1378b5-7)에서 분노의 쾌락을 말하는 가운데 “분노란 

똑똑 떨어지는 꿀보다 달콤(하다)”(천병희[2017]의 번역)는 『일리아스』의 한 대목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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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구와 회피의 양상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놓일 때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의 

대상이 갖고 있는 모종의 특징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속내를 표

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론』 III 7장에서 피력

하는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할 때 쾌감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의 대상을 쾌락적인 것으로 받아들

인다는 것은 그것을 취하고 싶다는 뜻을 표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통스

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피하고 싶다는 뜻을 표출하는 것이

다. 전자는 동의하는 것과 비견할 수 있고 후자는 거부하는 것과 비견할 

수 있다(DA 431a9-10 참조). 무엇을 얻거나 피하려는 ‘욕구’가 쾌락과 고

통의 형태로 감정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으

로 직결되는 자극6)이 감정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여기서 ‘욕

구가 감정 안으로 끌려 들어온다’는 ‘무엇을 추구하거나 회피한다는 것 

속에는 그것이 없다면 도대체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고 말고 할 일도 없는 

감정 대상에 대하여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를 뜻할 

뿐이다.

Ⅲ. 분노의 감정적 특성 (2): 대상 지향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분노는 뭔가를 향해 있다. 어떤 것 쪽으로 방

향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대상 지향적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다. 그러

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문제의 인물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고 철석같

이 믿는 업신여김을 향해 있다. 간단히 말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이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

6)  이를테면 공복일 때 음식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성질을 생기게 하여 개체에 행동을 

유발하는 유의성(誘意性) 같은 것을 말한다(Konstan 2006,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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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노는 ‘지향적’이다. 그것이 지향하는 대상은 물론 업신여김이다. 

요컨대 분노는 일종의 지향적 상태로서 모종의 ‘내용’을 갖는 바, 앞서 

말한 ‘업신여김’이 곧 문제의 내용이다. 이 지향적 내용은 문제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것으로서, 문제의 지향적 내용을 매개로 우리는 문제의 대상

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버리는 일과성의 것인지, 아

니면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성질의 것인지 머릿속으로 저울질을 하게 된

다. 다행히 전자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지만, 후자라면 감정―업신여

김의 경우, 분노―이 폭발한다. 이러한 분노의 대상 지향성 역시 쾌락/고

통의 물음과 마찬가지로 감정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다.

1. 분노의 지향적 대상: 업신여김

위에서 말했듯이 분노가 지향하는 대상은 업신여김(경멸/oligōria)이
다.7)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업신여김은 “어떤 것을 

무가치하다고 여겨는 의견의 활성태”(Rhet. 1378b10-11)이다. 한 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한 사람을 하찮은 존재,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깔

아뭉개’고 ‘깎아내리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단지 의견/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었음을 뜻한다.

업신여김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세 가지로 세분된다. 첫째는 

멸시(kataphronēsis)다. 멸시란 어떤 것을 ‘무가치하다’고 (깔)보는 것(믿

음)이다(Rhet. 1378b15-16 참조). 무가치하다는 것은 여기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있건 없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무서워(또는 어려워)하지 않는

다, 안중에도 없다, 등을 뜻한다. 무가치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멸

시한다. 또 무가치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대체로 경멸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멸시를 경멸/업신여김의 한 갈래로 이해한다.

7)  업신여김의 그리스어 표현 ‘oligōria’에서 실마리를 찾는다면, 그 어근이 ‘작다’, 

‘조금밖에 안 된다’를 의미하는 ‘oligos’임을 감안할 때, ‘올리고리아’는 ‘업신여기

는’, ‘경멸하는’, ‘얕잡아보는’, ‘깔보는’ 태도를 지시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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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멸/업신여김의 두 번째 형태는 심통(epēreasmos)이다. 아리스토텔레

스의 정의에 따르면 심통은 “타인의 소망(boulēseis)을 가로막는 것”으로

서 “(그럼으로써) 자신이 뭔가 얻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심통이 나

서) 타인이 얻지 못하게 하는”(Rhet. 1378b18-19) 것이다. 그러면 심통(을 

부리는 것)이 왜 업신여김인가. 설명의 단초는 ‘가해자’가 사익을 추구하

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득 되는 것도 없으면서 상대방

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뭔가 다

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를 공포의 대상으로도 우의의 대상

으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뿐이다. 공포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것이고, 우의의 대상으로 본다

는 것은 그와 친해지려고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심통을 부린다는 

것은 문제의 인물이 상대방과 친해질 생각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왜 

친해질 생각이 없는가. 상대방한테서 취할 이득이 없다고 깔보기 때문이

다. 그뿐만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위인도 못 된다고 

얕잡아보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가해자’의 눈에 상대방은 긍정적

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보이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무심하게 내버려두느냐면 그렇지도 않다. (심보가 고

약해서) 상대방의 계획을 헤살 놓는다. 그러니 이것이 심통(을 부리는 것)

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심통(을 부리는 것)은 이렇게 업신여김/경멸

이 된다.

업신여김/경멸의 세 번째 형태는 거만(함)(hybris)이다. 거만(함)은 상대

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그러면 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뭔가 득 되는 게 생기기 때문이 아니

다.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징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다8) 그냥 쾌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것일 뿐이다(Rhet. 1378b23-
25 참조). 이 때 쾌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신이 상대보다 ‘더 우월하

8)  만일 문제의 못된 행태가 뭔가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징으로 그러는 것이라면, 그것

은 거만(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수라고 해야 옳다(Rhet. 1378b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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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Rhet. 1378b28 참조). 상대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고 뻐기고 으스대고 거드럭거림으로써 쾌감을 맛보는 것이지, 달

리 뭔가를 얻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9)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

는 ‘분노’를 유발하는 모멸적인 행태는 요컨대 뭔가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띤 것도 아니고 ‘가해자’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순전히 거만함에서 나오는 모멸적인 언사와 행태만이 분노

를 자아낸다.10) 이런 의미에서 멸시, 심통(부리기)와 더불어 거만(함) 역

시 분노 특유의 징표라고 하겠다.11)

2. 분노 발생 근거와 표적의 일치

위에서 분노는 업신여김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환원하면 분노하는 사

람이 분노하는 까닭은 자신이 받았다고 믿는 업신여김 때문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바꿔 놓으면 확연히 드러나듯이 분노의 대상으로서의 업신여

김은 여기서 분노의 근거 또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 분노가 업신여김

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분노하는 사람이 자신을 

9)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젊은이와 부자가 곧잘 거만하다고(Rhet. 1378b28). 
젊은이가 그런 건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일 테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필

10)  상대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고 뻐기는 것은 상대를 무가치하다고 얕잡아보는 것으로 

연결된다. 무가치하다고 깔보는 것은 여기서 (존중해야 마땅한) 명예(timē)를 실추시

키는 것, (마땅히 표해야 할)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1378b30-31). (그래야 

마땅한) 사람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런가. 위에서 말한 거만함 말

고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시쳇말로 상대방을 ‘개무시’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

텔레스가 『일리아스』의 관련 대목을 인용하면서 예시하듯이, 아킬레우스가 아가멤

논을 향해 분노했던 것도 바로 그런 수모 때문이다.

11)  위에서 ‘업신여김/경멸’의 세 가지 종류를 ‘멸시’, ‘심통(부리기)’, ‘거만(함)’으로 

옮겼다. 같은 표현을 손병석(2011, 36-37)과 이태수(2012, 22)는 각각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모욕] 경멸, 악의, 모독; [경시] 무시, 심술, 모욕. 위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손병석의 ‘악의’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이태수의 ‘심술’은 수용할 수 없지는 

않으나 어감 상 ‘심통’이 더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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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신여긴 특정 개인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다. 문제의 특정인이 자

신을 업신여겼(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노가 어째서 일어났는지 

그 이유 또는 근거를 알면 그 이유/근거의 담지자 역시 어렵지 않게 특정

할 수 있다. 분노하는 사람이 그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바, 특정 개인은 분

노의 이유/근거―업신여김―의 담지자이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본보기인 것이다. 분노의 이유 또는 ‘단초’와, 분노의 ‘표적’이 되는 대

상인물은 이처럼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

우 겹친다(Dow 2011, 57참조). 그래서 거꾸로 대상인물이 특정되면 그가 

예시하는 바, 문제의 감정의 이유 역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3. 분노의 개체 지향성

분노가 특정 개인을 지향한다는 점은 특히나 분노의 본질적 징표에 해

당한다. 분노를 터뜨리기는 하되, 특정 개인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

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분노가 아

니라 적대감이나 증오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분노는 항상 개인―예컨대 칼리아스나 소크라테스―과 관련되어 있지

만, 증오는 부류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Rhet. 1382a5-6). 도둑과 밀고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든 미워하기 때문이다.12) 증오

는 나쁘거나 유해한 것 일반에 대한 반응이지 업신여김만 상대하는 반응

이 아니다. 그에 반하여 분노의 개념에는 개체가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분노의 개념에 대상으로 개체가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은 다시금 분노가 단순한 느낌이나 막연한 감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분노의 개념에 지향적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분노

의 개념에 특정 개체에 관한 믿음―분노의 향방을 정해주는 인지―이 포

12)  도둑과 밀고자는 『수사학』에 나오는 예지만, 우리 주변의 예를 든다면 불특정 다수

의 여성을 향한 증오/혐오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나치독일의 유대인 학살도 이런 증오의 발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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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Fortenbaugh 1969, 165 참조). 믿음(이거

나 사고)이야말로 대상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Ⅳ. 분노의 감정적 특성 (3): 믿음(판단)에 기초하다

분노의 지향적 대상은 업신여김이다.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하는 까닭

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서 (부당하게) 당한 업신여김 때문

이다. 그러면 이 업신여김은 어떤 유의 업신여김인가. 그것은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른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그는 

상대방―이른바 ‘가해자’―이 취한 모종의 행태를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노의 바탕에는 요컨대 모종의 믿음이 깔려있

다. 여기서 대상의 실재성―실로 업신여김을 당했는가 하는 사실성―여

부는 중요하지 않다. 분노하는 사람 자신이 그렇다고 믿으면 그것으로 족

할 따름이다. ‘객관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문제의 인물이 대상의 실재성

에 대해 최소한 ‘주관적으로’ 확신하면 그만이다.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하는 까닭은 자신 또는 그의 권속 중 누군가가 그

럴 자격이 없는 특정 개인한테서 부당하게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

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모종의 마음의 상처를 감지하였고(모종의 언행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였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요는 그것을 부당한 업신여김 또는 경멸로 간주한 것이다. 이처럼 분노하

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판단―한다.13)

앞서(II.1)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

13)  의분의 경우 대상은 부당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고

(1387a9-10), 공포의 경우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은 또는 고통을 가져다줄 것 같

이 ‘여겨지는’ 임박한 위험이고(1382a21-22), 연민의 경우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이 (애꿎게),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이 또는 고통을 가져다줄 것 같이 ‘여

겨지는’ 좋지 못한 일(을 겪는 것)이다. (1385b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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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업신여김도 앙갚음도 지각(또는 감지)되는 성질의 것이다. 업신여김

이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고통을 낳지 못할 것이다. 아리스토텔

레스의 경우 “고통스런 것은 어떤 것이든 지각될 수 있다”(Rhet. 1382a9-
10). 다만 용어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고통이나 쾌락을 ‘지각’하는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aisthēsis’, ‘aisthēta’, ‘aisthanesthai’ 같은 지각을 의

미하는 표현을 사용하나, 업신여김이나 그와 유사한 다른 감정의 대상을 

‘지각’하는 경우는 ‘phainesthai’, ‘phainētai’, ‘phantasia’ 같은 현상(혹

은 표상)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한다.14) 후자는 곧 감정의 지향적 내용

을 지시하는 표현들이다. 분노의 경우 그것은 업신여김이다. 분노의 업

신여김은 곧 분노하는 사람에게 ‘지각된’ 업신여김이다. 그의 눈에는 상

대방의 언행이 업신여김으로 ‘보이는’ 또는 ‘여겨지는’ 것이다. 그는 상

대방이 자신을 비하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가 욕구하는 복수도 마

찬가지다. 자신이 복수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려

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timōria phainomenē’(1378a31)와 

‘phainomenē oligōria’(1378a32)는 바로 이러한 사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15) 분노하는 사람은 요컨대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당해 ‘보이는’ 업

14)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사고하다’와 ‘믿다’ 대신에 ‘phainesthai’ 
형식과 그 밖의 다른 인지적 표현을 사용한다. 일례로 공포의 정의에서 그는 

‘phantasia’(1382a21)를 사용하지만, 그 아래(1382b31 이하)에 가서는 ‘생각하다’, 

‘믿다’, ‘기대하다’를 뜻하는 ‘oiomai’, ‘dolein’ 같은 동사형을 사용한다. 한편 손

병석(2011)은, 위와 달리, 경멸을 당했다는 것을 ‘지적인 판단과정’(35), ‘이성적 판

단’(36, 38)으로 이해한다.

15)  Roberts (1984, 2195)는 문제의 ‘phainomenos’를 ‘manifest’, ‘conspicuous’로 

번역하나 문제의 표현은 ‘명백하다’거나 ‘똑똑히 보이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

다. Grimaldi (1988, 21)의 1378a31-33에 대한 주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Spengel 
(1867)과 Ross (1959)는 ‘timōria’를 수식하는 ‘phainomenē’를 생략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한편 손병석(2011, 34)은 1378a31-b2를 “분노는 충동적이고 고통스러

운 욕구다. 그것은 누군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인격을 근거 

없이 경멸했을 때 가지게 되는 복수의 욕망이다. (…)”라고 번역하여 인용하나, 역문

을 통해서는 위와 같은 사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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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김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며, 분풀이로 자신이 ‘보기에’ 복수일 듯싶은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처럼 문제의 ‘phainomenos’를 통해 부당한 것의 ‘지각’이 표현된다. 적

어도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이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이다.

Ⅴ. 분노의 감정적 특성 (4): 가치평가

앞서 말했듯이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는 까닭은 자신이 모종

의 마음의 상처를 ‘지각’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였기 때문이다. 상대방한테서 받은 피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즉 분노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함으로써 자

신의 분노를 설명하고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한 피해

나 부당한 해코지가 일어났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분노란 없게 된다. 그 

어떤 분노든 분노에는 부당한 작태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 (그 대가로) 정당하게 처

벌을 받(을 때)”는 분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

기다(Rhet. 1380b16-17 참조). 당해도 싸다고 생각할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당했다고 생각지 

않는다(Rhet. 1380b17-18 참조). 그렇다면 분노의 요체는 ① 모종의 위해

를 파악하고 ②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즉 그것을 부당한 것으

로 간주하는 것이다.16)

이처럼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다.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은 화만 낼 뿐,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복수(의 방법)를 모색한다. 자신의 (부정적) 평가를 표

16)  이런 의미에서 믿음/(사실)판단과 (가치)평가가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일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Fortenbaugh 1969: 178, 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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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것이다.17)

Ⅵ. 분노를 규정하는 세 가지 계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II 1장에서 고통과 쾌락을 수반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다음, 이어서 개별 감정의 정체를 확인하

기 위한 세 가지 양상 혹은 계기를 제시한다. ⓐ 감정의 ‘영적(심적)’ 상

태, ⓑ 감정 표출의 대상이 되는 인물, ⓒ 감정을 촉발한 단초가 바로 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각각을 “어떤 상태에서 (감정에 휩싸이는

가)”, “어떤 사람에게”, “어째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표현한다(Rhet. 1378a23-25 참조). 분노의 경우라면, 사람들이 

분노를 터트리는 것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이고, 일반적으로 ‘어

떤 사람에게’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며, 또 ‘어째서’ 분노가 촉발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다. 청중 가운데 분노를 환기하려면 이 세 가지 사항

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1. 분노의 심적 상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II 2장에서 먼저 분노를 규정한 다음, 이어

서 분노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계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한

17)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인용했듯이, 자신이 

달성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Rhet. 1378b3-4 참조). 

분노하는 사람이 도모하는 복수 역시 자신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에 

추구하는 것이다. 복수하려는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노라고 정의하는 문제의 감정에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복수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다. (Rhet. 
1370b13-15 참조) 분노에는 이처럼 복수 욕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분노의 복수에는 

쾌락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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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맨 먼저 다뤄지는 것은 분노의 심적 상태이다. 그에 따르면, 분노하

는 혹은 분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놓인 심적 상태는, 첫째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인 바, 문제의 고통은 문제의 인물이 바라는 바 소원 혹은 

욕구의 충족이 직간접적으로 방해받은 데서 기인한다(Rhet. 1379a9-22 참
조). 직접적인 방해는 이를테면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 해갈을 하

지 못할 때 받는 고통이고, 간접적인 방해는 뭔가를 욕구하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반대 행동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성

가시게 구는 경우다. 그가 분노하는 까닭은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당했다고 믿는 업신여김은 다시금, 위(3.1)에서 언급

한 바에 따르면, 상대방이 심통을 부리는 바람에 자신의 희구가 방해를 

받아 실현되지 못한 형태의 업신여김이다. 한편 이러한 분노의 심적 상태

에 대한 세부적 설명에는 문제의 분노가 무엇과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

가 하는 점도 함축되어 있다. 문제의 분노의 지향적 대상은 곧 문제의 인

물이 바라고 욕구하는 바가 상대방의 심통으로 인하여 좌절된 것이고, 분

노가 향하는 대상인물은 일이 그렇게 되도록 심통을 부린 사람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꼽는 또 한 가지 분노의 심적 상태는 예상했던 것과 반

대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18) 그러면 이러한 심적 상태는 분노의 정의에

서 어떻게 도출되는가. 우선 ‘적절한’ 것과 ‘기대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분수에 맞게 적정 수준의 대접을 받기

를 기대한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진다. 이를테면 그럴 자격이 없는 

자가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정 수준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다른 한편, 예상치 못했던 고통스런 경험을 한

다. 그러면 그 고통의 정도는 훨씬 더 크다. 비교적 더 큰 고통이 비교적 

더 큰 분노를 산출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경향이 비교적 더 높다고 하

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상태는 결과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데로 이어

18)  Rhet. 1379a22-28 참조.. 우리말 속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와 유사하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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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Rhet. 1379a22-28에 대한 Rapp [2002, II 589]의 주석 참조).

2. 분노의 대상인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하는지 살펴보자. 분노의 정의에 따

르면,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하는 대상인물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들이 (‘피해자’가 보았을 때)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맨 먼저 나오는 대상 인물군은 ㉮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놀리는 

사람이다(Rhet. 1379a29 참조).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상대를 거만하

게 대하는 것이고, 상대를 거만하게 대한다는 것은 위(3.1)에서 논했듯이 

상대를 업신여긴다는 뜻이다. 또 상대가 보기에 업신여김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분노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본질적 조건이다.

이밖에도 열대여섯 가지 인물군이 대상인물로 열거되는데, 그중 눈에 

띄는 두세 가지 인물군만 더 살펴보자. 하나는 ㉯ 거만한 결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다(Rhet. 1379a30-32 참조). 거만한 결과 가하는 해

악의 특징은 그것이 이른바 가해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그 전에 입은 어떤 손상에 대한 응징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닌 것

이다. 단지 상대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

하는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19)

또 하나의 인물군은 ㉰ 분노하는 사람이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쏟는 어떤 대상을 두고서 헐뜯거나 멸시하는 투로 깎아내리는 사람이다

(Rhet. 1379a32-b2 참조). 멸시한다는 것 역시 업신여긴다는 것을 뜻하고, 

상대가 보기에 업신여김으로 여겨지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분노 폭발

의 본질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 친구가 아닌 사람보다 친구에게 더 크게 분노한다(Rhet. 

19)  이 경우 분노의 대상은 거만해서 가하는 해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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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b2-4 참조). 사람들은 친구가 자기에게 잘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떠할 때 친구에게 분노하는지 분명하게 해

준다. 즉 사람들은 친구가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좋은 것을 그에게서 받지 못할 때 분노한다. 위 ㉰의 경우 

문제의 본질은 문제의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즉 문제의 사안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가 여부―를 취하느냐는 것인 데 비하여, 여기

서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친구관계냐 여부―에 놓

여 있느냐이다(Rhet. 1379b2-4에 대한 Rapp [2002, II 591]의 주석 참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분노의 대상인물로 인용된 문제의 인물군―

친구―은 사실 분노의 대상이 아니다. 친구관계는 도대체 업신여김 같은 

것이 어울리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3. 분노의 단초 혹은 대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II 2장 서두에서 분노를 규정한 다음, 이어

서 “이로써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

에게 분노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분노하는 것인지가 분명해

졌다”(Rhet. 1379a9-10)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

는 것이라고 부연한다. 그 뒤를 이어서 위(VI.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

노의 심적 상태를 상론한다. 2장 끝에 가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번 더 

“이로써,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인지, 분노할 때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지, 또 무슨 일 때문에 분노하는 것인지가 동시에 설명되었다”

(Rhet. 1379b37-1380a1)는 말로 그때까지 논한 내용을 요약한다. 그러나 

그 사이 분노의 심적 상태(VI.1)와 분노의 대상인물(VI.2)만 논의되었을 

뿐, 분노의 단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아리스토

텔레스가 2장을 끝맺으면서 분노의 단초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분노의 

대상인물을 논하는 대목을 두고서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 왜

냐하면 2장 서두에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분노가 향하는 것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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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신여김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업신여김이 어떤 형태―멸시, 심통

(부리기), 거만(함)―를 취하느냐는 것은 분노의 표적이 되는 인물군에 좌

우되거니와, 그런 사정 때문에라도 분노의 대상은 분노의 대상인물과 연

계해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20)

일례로 바로 위(VI.2)에서 다루었던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놀리

는 사람(㉮)의 경우, 분노의 대상인물과 분노의 단초 혹은 대상을 연결하

는 매듭은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즉 문제의 인물군의 정체는 특정의 행태

―비웃는다, 조롱한다, 놀린다―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만약 그런 유의 사람을 향해 누군가가 분노한다면, 그가 이러이러한 행태

‘에’ 혹은 이러이러한 행태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므로, 분노의 ‘대상’ 

역시 어렵지 않게 특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Rhet. 1379a28-30에 대한 Rapp 
[2002, II 590]의 주석 참조).

이밖에도 결론 부분에서 “이로써 (…) ‘동시에’ 설명되었다”고 하는 것

으로 미루어 분노의 심적 상태와 대상인물에 대한 논의 가운데 분노의 단

초 문제도 병합되어 ‘함께’ 논의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21)

Ⅶ. 맺음말: 분노의 인지성과 그 수사학적 함의

1. 분노의 지향성과 표상성

이제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II 2장에서 설명한 분노 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이 보여주듯이, 그의 분노 규정의 특징은 첫째, 그것이 

뭔가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노의 지향적 대상은 다름 아닌 

분노하는 사람 자신이 받았다고 믿는 업신여김이다. 두 번째 특징은 분노

의 바탕에 모종의 믿음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분노하는 사람이 받았다는 

20)  이런 점은 위(III.2)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21)  자세한 내용은 Rhet. 1379b37-1380a4에 대한 Rapp (2002, II 594-596)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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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업신여김은 그가 그러하다고 내린 판단의 내용이다. 이러한 믿음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치)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분노하는 사람이 받

았다고 믿는 업신여김의 이른바 ‘가해자’는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았다고 믿는 업신

여김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 첫 번째 특징이 분노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특징, 

즉 믿음 위에 기초해있다는 것과 가치평가가 병행된다는 점은 크게 보아 

하나로서 분노의 표상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믿음(또는 판단)과 평가 

모두 지각과 표상에 터 잡힌 활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

정의 인지성이란 바로 분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지향성과 표상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22)

2. 분노론의 수사학적 활용

청중을 설득하는 데서 감정을 환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수

사학』 II 2장에서 분노의 감정을 길게 상론하였으나, 정작 그 수사학적 함

의에 대해서는 아주 소략하게 다뤄진다. 감정 환기를 위한 개별 토포스들

이 연설을 통해 감정을 유발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

가 하는 물음은, 그래서, 놀랍게도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다만 몇 마디 

안 되는 소략한 언급을 통해 개괄적인 인상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분노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는 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Rhet. 
1380a2-4 참조). 즉 청중을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중을 통상적으로 ㉠ 분노하는 사람이 놓이는 심적 상태에 빠

지게 해야 한다. 연설가와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적수는 청중에게 어떻

게 보이도록 해야 할까. 그를 ㉡ 대상인물로 설정하여 청중의 분노가 그

에게 분출되게 해야 한다. 그밖에도 ㉢ 분노 촉발의 단초가 되는 것에서 

2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감정의 인지성 물음과 관련해서는 한석환(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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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적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환언하면 

분노를 촉발하는 행동과 적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는 말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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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finition of anger in Aristotle’s “Rhetoric” II and his 
explanation of emotions exemplified by it

 
    Hahn, Seokwhan (Soongsil Univ.)

This work aims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anger given in Aristotle’s 
“Rhetoric” II 2, in view of his general explanation of emotions. It aims, 
in other words, to determine the emotion of anger and to comprehend the 
Aristotelian understanding of emotions, as exemplified by the definition 
of anger. The questions of pleasure and pain perception, intentionality, 
judgment, and assessment in the arousal of anger are examined. Furthermore, 
in anger, three moments—the object, the mental state, and the target 
person—are distinguished, and the speaker must have all three to arouse 
emotion. Finally, it follows that the arousal of anger depends on cogn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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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학생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제외한 여타 정회원의 모든 권한

을 가지며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5.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

원 자격과 권리가 일시 정지되며, 3년 연속 회비 미납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

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

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제명 요구는 이사회의 제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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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회

제 1조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

다.

1. 회장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 2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

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3조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장 임원

제 1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약간 명 

3. 윤리위원장 1명

4. 부회장 약간 명

5. 이사 및 간사 40명 내외

6.  감사 1명

제 2조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조 : 윤리위원장은 전임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 4조 :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로 한다.

제 5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각종 행사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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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6조 :  이사 중에 총무, 편집, 기획, 학술, 정보, 교육, 재무, 국제 협력, 

섭외 이사 등을 둔다. 

제 7조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일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이사회

제 1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조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 심의, 의결, 집

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 3조 :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 7장 편집위원회

제 1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

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2조 :  편집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 규정에 따르고 편집위원들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나 연임이 가능하다.

제 3조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회 이사회에 보고 후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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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4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의 발의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조 :  편집간사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편집관련 실

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 8장 자산 및 회계

제 1조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 입회비 - 1만원, 정회원 - 3만원,

  학생회원 - 1만원, 평생회비 - 30만원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4. 학회 사업 수익금.

제 2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 후 감사의 감사를 거

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 1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조 :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발효한다.

제 3조 :  창립총회 및 1기 이사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임기 및 예산 집행을 보장한다.

제 4조 : 본 회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제 5조 :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 6조 : 본 회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1.17. 제정

2014.03.31.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 

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

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

정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  연구의 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2.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표절 행위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

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

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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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 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

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2인은 총무이사와 편집이

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5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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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

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

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

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

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야 

한다.

제 8조 조사활동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1항의 요구를 거부

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

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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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

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결과보고

1.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③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④ 관련 증거

⑤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3. 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

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

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1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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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제10조 3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자

2.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 12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학회·회원 소식

1. 학회 소식 (2017.5.1. ~ 2017.9.30.)

1) 2017년도 한국수사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 주제: 수사학과 민주주의, 그리고 광장 그 너머

-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20일 (토) 오후 1시 

- 일시 및 장소: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307, 308호
- 주최: 한국수사학회 

- 주관: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 프로그램: 아래 표 참조

12:30~    등록

개회(307호), 사회: 조원형(상명대)

1:00-1:10
1:10-1:20 

개회사: 하병학 (한국수사학회 회장, 가톨릭대)

축  사: 박정하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소장)

논문발표
제1분과(307호)

사회: 손윤락(동국대)

제2분과(308호)

사회: 박만엽(서울시립대)

1:30-2:15
(25분 발표

20분 토론)

발표1: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이소크라테스의 ‘합리적 공정성’ 

(epieikeia) - 예식연설 <시민대축 

전에 부쳐>를 중심으로”

토론: 김유석(숭실대)

발표2:  송미령(서일대 비즈니스 

중국어과) 

“문학으로 살펴본 중국 고대 

민주주의의 한 단면”

토론: 박민호(한국외대)

2:15-3:00

발표3:  전종윤(전주대 기초융합 

교육원)

“리쾨르의 정치학: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변증법”

토론: 정창호(명지대)

발표4: 구자현(영산대)

“과학과 은유: 양자역학 교재에 

서 은유의 역할”

토론: 원준식(대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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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여름 수사학 아카데미 개최

-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 6월 30일(금)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회관 2층 강연실

- 일정표: 아래 표 참조

3:00-3:45 

발표5: 하병학, 하주현(가톨릭대)

“방송 뉴스 보도의 변화와 의미 - 

‘jtbc 뉴스룸’의 수사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토론: 이상철(성균관대)

발표6: 장사흠(강릉원주대)

“없는 광장 없는 밀실, 최인훈 

『광장』의 낭만주의적 죽음과 

의지”

토론: 전병준(인천대)

3:45-4:00 휴식

4:00-4:45

발표7:  신용인(제주대 법학전문 

대학원)

“민주공화의 원형과 지방자치”

토론: 전해정(국민대)

발표8: 양선진(충남대 철학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존재론 

-관계망의 존재론을 향하여 

-왕양명과 메를로-뽕띠를 

중심으로-”

토론: 황종원(단국대 철학과)

4:45-5:30 

발표9: 이지문(연세대 정치학과)

“광장의 촛불민심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토론: 박현희(서울대)

발표10:  안성재(인천대 교육대학원) 

“孔子의 文-言-志 修辭過程 分析”

토론: 신의선(가톨릭대)

5:30-5:50 종합토론(307호), 사회: 김종영(서울대)

5:50-6:00 폐회사: 이상철(한국수사학회 부회장, 성균관대)

6: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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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소식

* 신간 출판

날짜 시간 내용 강사명

6.29
(목)

12:30-1:00 등록 및 개강식  

1:00-3:00
[서양 고전 수사학 1]

키케로의 수사학 

- 윤리학에서 미학으로

안재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00-6:00
[한국 수사학]

연암의 문장론과 작문론

최선경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6.30
(금)

1:00-3:00
[서양 고전 수사학 2]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 수사학에서 인문학으로

안재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00-6:00
[중국 수사학]

공자의 수사학

- 군자의 리더십과 인성론

안성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6:00-6:30 수 료 식
한국수사학회 회장, 회원

수사학아카데미 참가자

제제목: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제제목:- 19세기 음향학의 수사학적 분석

저제자: 구자현

출판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발행일: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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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목: 중국어 레토릭

저제자: 나민구

출판사: HUEBOOKs

발행일: 2017년 8월 21일

제제목: 중화 문명사

저제자: 위안싱페이 외

역제자: 문승용

출판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발행일: 2017년 9월 예정

제제목: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와 말하기 기초

저제자: 서승아

출판사: 박이정

발행일: 2017년 9월 5일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

2004.02.25. 제정

2004.09.1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

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회장

이 지명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크게 수사학 전공자들과 어문학, 철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역사학, 신학, 법학 등 인접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은 학회 회장이 상임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을 받아 

제1조 2항의 세부 전공분야의 국내·외 각 대학의 권위있는 전공자 

중에서 위촉하며, 그 명단은 별도로 학회지에 게재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논문심사 규정

(1)  투고규정 및 스타일 양식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

외한다.

(2)  편집이사는 투고논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확인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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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편집회의는 투고마감 후 2주 이내에 소집된다. 제1차 편집

회의에서는 투고논문의 분야에 따라 심사위원 3명을 학회 회원들 

가운데서 선정해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영역의 

특성과 투고논문의 수를 고려해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차 편집회의는 사이버 편집회의로 개최

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개별항목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수정 지시사항들

과 함께 「심사결과보고서」를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라는 4등급 평가항목들 중 하나로 종

합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개별항목 평가에서는 논문의 주제, 내용, 전개, 방법, 형식, 자료, 

표현을 대상으로 ‘수사학 논문으로서의 가치’, 연구논문의 ‘창의

성’, ‘논리성’, ‘충실성’, ‘명료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5) 종합판정은 다음 4등급으로 분류된다.

①  〈게재 가〉: 논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학회지에 게

재할 수 있다고 판정하는 논문. 그러나 심사자의 지적사항은 원

칙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맞춤법이나 표현상의 수정 요구가 있

을 수 있음.

②  〈수정 후 게재〉: 논문심사항목들을 기준으로 볼 때 약간의 문

제가 있어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사

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③  〈대폭 수정 후 재심〉: 논문심사항목들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

한 문제가 있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적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심을 거치게 됨.

④  〈게재 불가〉: 논문심사항목들을 기준으로 볼 때 게재 불가능한 

논문.

(6)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제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제

2차 편집회의에서는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지시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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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반영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심의하여 추후 처리방법을 결정

한다.

(7)  3인의 심사결과를 통한 종합판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 가>로 종합판정한다. 2인 이상이 <수

정 후 게재>이거나 1인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대폭 

수정 후 재심>이면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한다. 2인 이상이 <

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1인 <게재 불가>이

면서 2인 <대폭 수정 후 재심> 또는 1인 <수정 후 게재> 와 1인 <대

폭 수정 후 재심>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그 외의 경우

에는 제2차 편집회의에서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 또

는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8)  <대폭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

회가 「논문심사보고서」를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요구한다. 편집위

원회는 수정을 마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제4, 제5의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요청하며, 재심에서〈수정 후 게재〉이상을 받

은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되, 출판 일정상 다음 호에 게

재될 수 있다.

(8)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제4와 제5의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요청하며, 

재심에서 <수정 후 게재> 이상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

정하되, 출판 일정상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9)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보고서」를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요구한다. 편집위원회

는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수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논

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0)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의 원고파

일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최종본들을 수합

하여 출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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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문심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

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

을 얻어 결정한다.

(1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최종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일정(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일)을 공개한다.

3. 논문 심사비 규정

(1)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학회 재무이사 계좌로 일정 액수의 

심사비를 납부한다.

(2)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3)  논문 투고자로부터 받은 심사비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

한다.

(4) 재심사를 받는 논문의 투고자는 재심사비를 납부한다.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논문 투고 규정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5.10.09.개정

1. 투고자격

(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나)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게재조건

(가) 타학회지와의 중복투고는 제한한다.

(나)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다) 동일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라)  윤리위원회의 판단 결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주제로 연속 투고

되는 논문은 접수를 제한한다.

3. 원고내용

학술논문으로서 수사학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역사적, 

실용적 연구에 한정한다.



344 수사학 제29집

4. 투고기한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한다. 원고접수 마감은 매년 2월 28일(4월 30일 

발행), 7월 31일(9월 30일 발행), 10월 31일(12월 31일 발행)이다.

5. 게재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 심사비 및 게재료 산정 기준

1) 심사비 : 2만원(심사위원), 6만원(투고자)

  ※ 외국어 논문인 경우, 3만원(심사위원), 9만원(투고자)

2) 게재료 : 20쪽 기준 10만원

3) 연구비 수혜 논문 : 교내 지원논문 5만원 추가

        교외 지원논문 10만원 추가

4) 연회비 : 3만원

5) 입회비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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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6.10.09.개정

1. 원고형식
(1)  원고는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로 작성한다. 원고작성지침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www.rhetorica.org)

(2)  원고분량은 학회에서 정한 편집용지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

적으로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논문작성을 시작하기 전 F6를 누르고 → 바탕글을 제외한 모든 기

존의 스타일 항목을 삭제한 후 → 창의 오른쪽 두 번째 메뉴인 ‘스

타일 끼워넣기’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rhetorica.sty을 추가하고 나

서 논문작성을 시작한다.

2. 제목
제목과 부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을 바꾸고 줄표(─)로

구분하며, 부제목은 작은 활자로 표기한다.

3. 필자명 (소속)
(1) 필자명과 괄호 친 소속 사이에 한 칸을 뗀다.

(2)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필자명은 ‘제1저자명(소속) / 제2저자명(소

속) / 제3저자명 (소속) / ...’의 순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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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1) 한글-외국어 병기

-  고유명사나 개념에 해당되는 외국어 원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병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적는다. 외국어를 병기할 때 

에는 한글에 붙여 괄호 속에 넣는다. 예: 크나페(Knape)
-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명, 지명, 문헌명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없는 자명한 낱말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2) 인용

-  짧은 인용은 본문 속에, 3행 이상의 긴 인용은 본문에서 따로 떼

어 별행으로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

-  별행의 인용문에서는 따옴표를 생략하고 인용문의 위아래를 한 

줄 뗀다.

-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을 먼저, 원문을 나중에 

쓴다.

- 번역문과 원문 사이에는 줄을 떼지 않는다.

(3)  인용의 출처는 아래 예들을 참조하여 본문삽입형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한다.

예  이 ‘발명’의 능력은 갈릴레이와 뉴턴 이래 근대과학의 핵심적 

인식능력으로 간주되었다.(Böhme 2005, 109 참조)

예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 혁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안수환 2007, 78 참조)

예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미디어매체의 관계에 대

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연구되었다.(박성은 2003; 김정배 

2011)

예  호프만스탈의 동화는 “유미주의자의 사회적 딜레마 Das 
gesellschaftliche Dilemma des Ästheten”(Mayer/Tismar 2003, 

130)

예  크나페(2015, 29 이하)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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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주에서 다루는 인용의 출처도 각주의 본문에 삽입형으로 제시

한다.

5. 참고문헌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문헌배열 순서: 국문문헌-외국문헌의 순서로 배열하되, 국문 문

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 문헌은 저자명(성)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3)  저널이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이나 논문의 경우, 반드시 게재

된 쪽수를 밝힌다. (아래 4항 첫 번째 예 참조)

(4) 저자명에 붙여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기하고 콤마로 구분한다.

예  박성철(2004), 「외교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연설유형론과 착

상 영역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89, 343-361.

예  푸어만, 만프레트(2012), 『고대수사학』(김영옥 옮김), 시와 

진실.

예  Knape, Joachim (2002), Allgemeine Rhetorik, Stuttgart.

6.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주의사항
(1)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2) 서양 문헌의 경우 저자 명 뒤에 한 칸을 떼고 연도를 쓴다. (위

5조 4항 셋째 예 참조)

7. 요약
(1)  원고 말미에 국문 원고는 외국어 요약을, 외국어 원고는 국문 요약

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1쪽 내외로 한다.

(2)  외국어 요약에서 한국인 집필자의 로마자 성명은‘성, 이름’순서로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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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대학은 약식표기‘Univ.’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4)  외국어 요약에서 작품명이나 책제목은 겹낫표(『   』)가 아닌 이탤

릭체로 표기한다.

(4) 인용부호는 한글식 인용부호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어 요약은 논문 제출 이전에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6)  연구재단 등록을 위해 원문 요약과 영문 요약을 제출해야 한다. 원

문 요약과 영문 요약의 내용과 분량은 서로 상응해야 한다.

8. 주제어
요약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논문의 언어와 논문초록의 언어로 구분하

여 각각 5개 내외로 기입한다.

주제어:

Key Words:

9. 투고자 인적사항
주제어 뒤, 원고 말미에 투고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를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김수사

수사대학교 레토릭대학 고전수사학과

이메일: susa@rhetoric.ac.kr

10. 그 밖의 사항은 아래의 원고작성 양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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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용지(F7)

(2) 기본값(본문의 스타일)

※ 예) “들여쓰기 -15.5”은 “내어쓰기 15.5”을 의미함.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48  길이 225

용지 방향 세로 맞쪽

용지 여백

위쪽: 16 머리말: 14

안쪽: 20 제본: 1.0

바깥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5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여백왼
쪽

여백
오른쪽

줄 간
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글자
속성

일반값
(default) 0 0 170 양쪽 0 신명조 90 -8 10 보통

논문제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40 100 -12 14.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4.2 진하게

논문부제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4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필자: 이름/소속 0 0 17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본문

내용 0 0 170 양쪽 1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7 보통

대제목:  Ⅰ, Ⅱ 0 0 170 왼쪽 1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진하게

중제목: 1, 2 0 0 170 왼쪽 1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2 진하게

소제목:  1), 2) 0 0 170 왼쪽 10
국문 윤명조330 100 -12 11.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1.2 진하게

인용문/예문 20 15 158 양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5 보통

각주 0 0 145 양쪽 -15.5
국문 윤명조130 100 -12 9.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90.5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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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각주 1)-9)까지는 맨 앞을 한 칸 뗀 다음에 각주 번호를 시작한다.

- 외국어 논문에서는 괄호의 앞뒤로 반드시 한 칸을 뗀다.

-  낫표와 겹낫표를 입력할 때는  상단 바에서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 → 기타 → 겹낫표 입력”을 차례대로 선택, 설정하여 

사용한다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글자
속성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표시

0 0 160 왼쪽 0 윤고딕330 100 -12 11.2 보통

참고문헌 
내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7 보통

논
문
초
록

Abstract 0 0 160 왼쪽 0 Arial 100 -12 10.2 진하게

논문제목 0 0 160 양쪽 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2 진하게

논문부제 0 0 160 양쪽 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0.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0.2 진하게

필자:
이름/소속

0 0 16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9.8 보통

내용 0 0 150 양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9.8 보통

주제어(논문의 언어, 
영어)/

필자의 이메일
0 0 16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9.8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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