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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특집

‘소통하는 시민’ 연구





미국 대학교육에서 시민성을 위한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천착과 

스피치교육으로 변천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

- 미국 독립 전후에서 1945년 이전을 중심으로 -

이상철 (성균관대)

1. 서론

최근 미국 대학은 공공의 관심사와 현안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

며, 국가와 지역사회 관련 수업과 소통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시민성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1999년 528명의 미국대학 총장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대학교육의 목표를 ‘공적 목적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재검토 선언’을 하였다(Ehrlich 2000). 미국 대학 총장들은 대

학교육이 전문 지식의 함양은 물론 민주 공동체를 위한 시민성을 동시에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하였다. 

수사학교육은 미국 대학교육에서 시민성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 독립 전

후인 18세기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교육 혹은 소통교육으

로 변신하여 대학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사학교육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17S1A5A2A-03069205) 



8 수사학 제32집

의 목표와 지향점은 독립 초기부터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천하여 왔

다. 수사학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의 변화는 교과내용과 방법은 물론 교육과

정의 분화와 학문의 전문화로 이어졌다. 글쓰기 수사학에서 분화한 말하

기 수사학교육은 오라토리(oratory), 엘로쿠션(elocution), 공공 연설(public 
speaking), 스피치(speech),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란 명칭 등으

로 변천하며 수사학교육의 명과 맥을 유지하고 있다.1) 19세기, 미국 중서

부 대학들에서 말하기 수사학교육은 오라토리, 엘로쿠션 등의 용어를 내세

우며 소통교육을 제도화하였으며, 20세기 초반에는 스피치란 용어를 앞세

우며 글쓰기 수사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스피치학과를 설립하고, 이후 스피

치학과는 1950년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학과로, 1990년대에 이르러 커뮤

니케이션학과로 변신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적 맥락에 따른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목표, 지향점, 

내용, 명칭의 변천은 2000년대에 스피치와 토론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

한 우리나라 대학의 말하기 수사학교육과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

의 수사학교육 변화는 우리나라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목표, 지향점, 내용, 

명칭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스피치교육이나 수사학교육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정은이, 남인용 2018; 황순희 

2014)와 수사학교육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김덕수 

2012; 손윤락 2015; 안재원 2003),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목표, 지향점, 명

칭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김종영 2102). 수
사학과 스피치 교육이 공공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우선인가, 개

인의 자유와 의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을 우선할 것 인가에 따

1)  이 글에서는 ‘말하기 수사학교육’과 ‘스피치교육’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 

18~19세기 미국 대학에서 말하기 수사학을 ‘elocution’ 혹은 ‘oratory’ 으로 표현

하고 있으나, 20세기 들어와 말하기를 public speaking 혹은 speech로 변신하였

다. public speaking은 공공연설이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닿지만, elocution을 ‘달변’, 

oratory를 ‘웅변’으로 번역하기가 애매하여 의미를 살리기 위해 원어를 한글로 표

기하고 이를 통틀어 이 글에서는 ‘말하기 수사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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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독립 전후 수사학교육이 대학교육에서 천착하는 

과정과 스피치교육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서 말하기 수사학교육과 스피치교육의 연구와 운용에서 교과내용과 교육

방법에 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 독립 전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 끝난 1945년 까지 미국 대학에서 정치·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말

하기 수사학교육의 목표, 지향점, 내용, 명칭 등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

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사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사적 연구방법으

로 기존 미국 연구문헌을 조사·검토하며 시대별로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미국 대학교육에서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지향점과 목표, 교육내용, 

명칭이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탐색하였다. 

미국의 수사학교육을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하여 말하기 수사학교육이 어

떻게 변형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첫째, 식민지 시절인 18세기 중반부터 

대중교육이 획기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1860~70년대 까지, 영국의 신고

전수사학전통이 미국의 말하기 수사학교육이 천착하고 전개되는 과정에

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며, 이러한 교육이 초기 미국식 민주주

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독립 직후 미국 대학교육에서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은 새로운 공화정에 적합한 시민을 양

성하기 위한 공화주의 시민성을 지향하는 소통교육에서 시민 개개인의 역

량을 강화하는 자유주의 시민성 교육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둘째, 19세기 후반, 수사학교육의 대상이 대중교육으로 변천하는 사

회·경제적 배경을 검토하며, 미국 영토의 중서부 확장, 인구의 급속한 증

가, 자본주의와 산업화에 따라 수사학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

가를 논의한다.

셋째, 20세기 초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동안 말하기 수사

학교육이 글쓰기 수사학교육으로부터 독립하여 스피치학과와 스피치학회

가 설립되는 과정을 검토하며 정치·사회 공동체를 위한 시민교육과 수사

학교육이 어떻게 분화되고 전문화되었는가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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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러한 미국 스피치교육의 전개와 변천이 21세기 들어와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내용, 명칭

에 대한 논의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2. 미국 독립 전후와 19세기 전반 수사학교육의 전개

미국 식민지 시절, 초기 설립한 미국의 동부 사립대학에서는 라틴어 중

심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수사학교육은 그리스―로마의 고전읽기가 주를 

이루었다. 1658년 미국 최초로 금속활자인쇄기가 들어오면서 필사문화에

서 활자 인쇄문화로 이동하여 영어로 쓰인 교재가 증가하자 영어교육을 통

해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17세기를 거쳐 18세기 중반

에 이르면 대학은 영어교육을 대폭 확산하고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삼과―

문법, 논리학, 수사학―교육이 강화하며 수사학교육은 대학교육의 기초 교

과목이었다(Rogers & Rogers 2013). 
독립이전 부터 미국 대학들은 공공의 사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을 공개적

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수사학교육은 학생들에게 공공토론

에 필요한 기예와 수단을 제공하고, 초기 미국 공화주의 정체성을 형성하

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혁명시기에 영국 왕의 권

한과 범위, 영국법률의 가치, 검열과 규제, 자유공동체, 식민지의 경제정책

을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주제로 채택하며 독립을 위한 시민교육을 시도하

였다. 독립 이후 미국 대학들은 새로운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인다. 

수사학자들은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신의 주장과 의

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결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수사학을 연구하고 교육하였다. 독

립초기 미국 대학들은 수사학교육의 목표를 건강한 민주공화정을 건설

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윤리 등 공화주의 시민성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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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독립초기 수사학교육은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위한 시민교

육을 강조한 반면 18세기 후반과 19세기를 전후로 하여 수사학교육의 주

안점은 시민 개개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 수사학교육이 

우선시된다. 공화주의 시민성 수사학교육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

한 소통능력을 함양하는 자유주의 시민성 수사학교육으로 이동하는 과

정을 살펴보며 미국 독립 전후 수사학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에 대한 변화

를 살펴본다. 

2-1. 수사학교육과 공화주의 시민성 

1774년 미국 독립 전후 미국 대학들은 그리스―로마의 수사학을 부활시

킨 유럽의 수사학교육2)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특히 영국의 신고전수사

학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독립 이후 초기 공화주의자들은 새로운 국가의 정

체성과 시민성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초기 사상가들은 새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공동체의 경제

적 이익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는 공공담론의 발전이 건전한 민주공화정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학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였다. 대표적 인물들로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러쉬, 다니

엘 웹스터, 존 위더스푼, 에드워드 에버레트 등이 있다.

독립초기 미국 독립 운동가들은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와 로마의 공화정

2)  이 논문에서는 수사학을 그리스어 레토릭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레토릭은 변증법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레토릭은 설득의 수단을 탐구

하는 학문이며 동시에 변증법과 함께 말과 글을 통해 현상이나 대상을 분별하는 

과정과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레토릭을 수사(修辭)라
고 번역하면 자구적 의미에서 언어의 기법과 전달만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레토릭은, 論辨, 즉 論(말)으로 辨(분별)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도 대단히 중요

하다. 이런 관점에서 수사학은 레토릭의 일부분인 기법과 전달의 의미만 강하게 

나타나 論辨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레토릭이란 외국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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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대학교육은 영

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주창하는 민주공화정과 청교도 중심의 종교 공동체

에 적합한 인물을 양성하는데 주력한다. 미국 초기 대학교육들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전통을 계승한 영국의 신고전주의 수사학을 도입하여 청

교도 중심의 교회와 시장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함양하

기 위한 교육과 정치·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교육을 제도화하였

다. 초기 미국 수사학교육은 이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나 가정, 그리고 종교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합

한 지식과 덕망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향하였다. 이소크라테스의 ‘아레오

파지티쿠스’(Areopagiticus)에서 주창한 정신을 이어받으며 수사학교육

을 통해 시민들은 공익을 위해서 사적인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미덕을 가

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Longaker 2007). 적절한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공

적 업무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기회로 보지 않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봉사

로 간주해야한다는 공화주의 시민성을 바탕으로 수사학교육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였다. 초기 미국 수사학 교육자들은 공화정을 주창한 로마의 키

케로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치공동체에 적극적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연설과 웅변을 할 줄 아는 시민(citizen-orator, ‘표현하는 시

민’)3)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립하였다. 이들 공화주의 수사학교육

자들은 로마 퀸틸리아누스가 ‘연설가교육’(Institutio Oratoriae)에서 지향한 

‘덕성을 갖춘 훌륭한 화자’(vir bonus dicendi peritus)를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러시는 로마 공화정과 수사학의 전

통을 받아들여 “오라토리(웅변)는 공화정의 기초이며 정부를 기능하게 한

다. 우리 젊은이들이 수사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공화주의 수사학교육

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Rush 1789). 미국 초기 수사학 교육자들은 인간

의 덕성은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고대 그리스처럼 국가의 기능을 

위해 인간을 교육해야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며, 그 덕성교육의 중심에 수

3)  citizen-orator을 ‘말하는 시민’ ‘표현하는 시민’ ‘수사학적 시민’등 번역의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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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육을 두었다.4) 초기 공화주의 수사학교육자들은 로마 교육과 영국

의 신고전수사학을 계승하였고 수사학교육의 목적을 공공선과 연사의 덕

성에 방점을 두었다.  

초기 미국 대학에서 수사학 교육은 식민지 기간 설립된 동부 지역의 사립

대학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독립 이전 동부 사립대학들은 현재의 Ivy League 대학들이 되

는데, 이 중 수사학교육을 강조한 대학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자면 코네티컷 

주의 Yale 대학교, 뉴욕 주에 설립한 King’s College(Colombia University), 뉴
저지 주의 Queen’s Collge(College of 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 펜실

베니아 주의 College of Philadelphia(University of Pennsylvania) 등을 들 수 

있다.5) 

초기 미국대학교들은 청교도들에 의해 많이 세워지는데, 예일대학교의 

경우 청교도들의 일파인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 신도들

이 설립하여 전도나 설교를 위한 수사학교육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원

리주의 청교도들인 초기 회중교인회 신도들과 새롭게 이민을 와 부를 축적

한 청교도들 사이의 논쟁이 격렬하였는데, 예일대학교는 원리주의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초기 이민자들과 새로운 신흥계급인 부르주아 청교도들 

간의 논쟁을 위해 연설과 토론교육을 강화하기도 하였다(Longaker 2007). 

4)  수사학교육에서 공동체 우선주의는 미국 독립 당시 Alex Hamilton이 주창한 수

정 헌법 제1조에 천명한 스피치의 자유와 권리는 연방 국가의 공공선에 침해될 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Federalists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Federalists들은 

1798년 미국의 제2대 대통령 John Adams 시절 ‘Alien and Sedition Acts’(보안법)을 

제정한다. 이 보안법은 이민자 추방이나 스피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를 비판하는 자는 구속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이 취임하고 1780~1781년 폐기된다.  

5)  1754년 영국의 왕립대학교로 출범한 뉴욕의 King’s College는 독립 후 Columbia 
대학교로 개명하였으며, 1746년 설립된 Queen’s College는 독립 이후 College of 
New Jersey로 1896년에 Princeton University로 개명하였다. 1749년 벤저민 프

랭클린이 설립한 필라델피아 대학(College of Philadelphia)은 펜실베니아대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으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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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대학교를 설립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위

해 시민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어떤 말과 행

동을 해야하는가를 고민하며 공화주의 중심의 시민교육과 소통교육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공화주의 중심의 시민교육과 소통교육은 존 퀸시 아담스

로 이어지며 ‘고대 그리스처럼 새로운 민주공화정에서 교육은 시민의 덕성

(civic virtue)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의 중심에 수사학교육’이 있다고 강조하였다(Clark & Halloran 1993, 18). 
미국 독립 전후 공동체 우선과 연사의 덕성을 중시한 공화주의 이념을 위

한 수사학교육은 대학교육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클라크와 할로란은 뉴저지 대학(The College of New Jersey)에서 수사

학과 윤리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이 초

기 미국 수사학교육의 전통을 확립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Clark and 
Halloran 1993).6) 미국독립선언문의 서명자이기도 한 존 위더스푼은 민주

공화정과 수사학교육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위더스푼은 로마의 키케로

가 주창한 공화정의 정신을 되살리며 공동체의 번영은 도덕에 뿌리를 두어

야하고 정의의 실현, 양심의 자유, 재산의 분배 등 튼튼한 민주공화정은 덕

성을 갖춘 시민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수사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

다. 또한 퀸틸리아누스가 주장한 수사학교육의 지향점을 이어받으며 공동

체를 위해 ‘덕망 있고 훌륭한 화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일부 미국 대학들은 수사학교육을 청교도의 신념을 확립하는 수단으

로 활용하며 설교나 전도를 위한 기예 함양 교육으로도 활용하였다(Smith 
1997)7) 칼뱅교도로서 갖추어야하는 덕성 교육이 연설 교육과 함께 이루

어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초기 미국 식민지 시대의 수사학교육은 영국 

대학의 교육방법과 이론을 이어받았으며 영국의 신고전주의자들이 저술

6)  존 위더스푼은 영국 Edinburgh대학교에서 Hugh Blair와 같이 수사학을 연구하였

으며 예일대학교의 초청으로 1768년 미국으로 영구 이주하였다. 

7)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시민 사회의 형성에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종교 등에 대한 연구는 로저스 스미스 참조(Smit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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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의 ‘Philosophy of Rhetoric’, 리차드 와틀

리(Richard Whately)의 ‘Grammar of Rhetoric’, 휴 블레어(Hugh Blair)의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 저서를 수사학교육의 교재로 채택

하고 영국의 수사학교육처럼 고대 유명연설을 암송하는 방법을 활용하기

도 하였다. 클락과 할로란은 초기 신고전수사학 교육자들은 개인의 권리

보다 “공동체의 도덕을 앞세우며 공동체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공화주의 시민성 수사학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결론을 내렸다(Clark 
& Halloran 1993). 

 

2-2. 말하기 수사학교육과 자유주의 시민성

청교도 이민자가 급증한 1730~50년대에는 ‘Great Awakening’ 운동

이 일어났으며 이 기간 동안 종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

민들의 인식이 강화되며 대중연설의 표현과 기법에 관한 수사학교육

의 필요성을 증대하였다.8)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시

민성은 1789년 미국 독립 후 헌법을 보완한 수정 헌법에 잘 나타나있

다.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스피치의 자유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를 개인의 천부적 기본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미국 독립 직

후 Alex Hamilton의 연방파(Federalist)와 Thomas Jefferson이 주도한 제퍼

슨식 민주주의자(Jeffersonian Democracy)들간 정치 이념의 갈등이 심각

해진다. 연방파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나 국가를 우선시하지만 제퍼슨

식 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나 공동체보다 우선시한다. 

8)  Great Awakening, 일명 대각성운동 혹은 신앙부흥운동이며 시민들이 청교도 정신

을 고양하고, 교회 제도나 교의의 변혁을 주창하는 운동으로 시작하였지만 종교의 

자유와 스피치의 자유(freedom of speech)등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함

께 증진되어 시민성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개인의 권리와 자율이라는 시민정

신은 미국 독립 혁명의 정신적 토양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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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1801~1809)과 제4대 대통령 James 
Madison(1809~1817)은 자유주의를 선호하며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확대

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게 된다. 제퍼슨식 민주주의는 수정 헌

법 제1조가 천명한 스피치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

으로 여기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 이들은 제한적 정부를 선호

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고 시장의 자유를 선호한다. 제퍼슨식 

민주주의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 자율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며 자유주의 시민성 교육을 선호한다. 가족과 시장 같은 사적 공간과 정

부와 국가와 같은 공적 공간을 구분하고,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선호하고, 

정부나 국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한다. 제퍼슨식 민주주의자들은 인간 개인

의 자유가 더 보장될 때 역사는 진보한다고 보았다. 다른 개인이나 국가로

부터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며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시장을 선호하였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미국 정치 영역에서 벌어진 이러한 자유주의 공공 

담론은 말하기 수사학교육에도 반영된다. 당시 정치 영역에서 일어난 담론

인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위해 말하기 수사학교육은 자유주의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주안점이 이동한다.9)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미국 동부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정치

영역의 자유주의 담론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교육에 대한 열망 또한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수사학

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은 자유주의 시민정신을 반영하고 시민 개개인의 권

리를 위한 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수사학교육에서 휴 블

레어의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를 주교재로 채택하며 연설

9)  자유주의 시민성과 수사학의 관계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에서 잘 나타나있다(Habermas 1962). 하버마스는 공공의 상

호작용이 정치 영역의 자유주의 이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주의 공공의 장(liberal public sphere)에 참여한 시민들은 

합리적이며 자유롭게 열린 토론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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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휘와 기법을 강조한 벨 레트르(belles lettres) 교육을 강화한다. 벨 레

테르 교육은 그리스―로마 수사학교육에 영향을 받았지만 수사학교육의 

공동체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확하게 말하거나 쓰고, 순수하며 

우아한 어휘를 바탕으로 전달과 실행에 중점을 두는 교육의 방법이다. 벨 

레트르 교육은 연사의 연설 기법과 스타일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위한 말하기 수사학교육으로 변화를 가져왔다(Hochmuth and Murphy 
1954). 

토마스 쉐리던의 ‘A Course of Lectures on Elocution’도 교재로 인기리 

활용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론 중심의 수사학교육에서 전달과 실행 중심의 

교육으로 변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Sheridan 1756, 1971). 이런 변화는 18
세기말, 19세기 초반 스피치 실행과 전달에 중요한 비언어를 강조한 교재

와 저서의 발간에서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맥거피의 ‘New Juvenile 
Speaker’, ‘The Manual of Elocution and Reading’, ‘The Star Speaker’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저서는 비언어적인 표정, 제스처, 몸동작, 자세 등에 대한 

그림도 포함되어 있다(McGuffey 1836, 1837). 1827년에 사무엘 뉴먼이 발

간한 ‘A Practical System of Rhetoric’ 교재는 60번의 개정을 거치며 1860
년대 까지 미국 대학의 주요 스피치 교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Samuel 
1842). 로마가 확립한 수사학의 다섯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이 교재는 

스피치의 기초인 창안, 배열, 언어의 스타일과 전달의 기법 등을 훈련할 수 

있는 저서로 당시로서는 아주 실용적인 교재로 평가받았다. 1824년 앤도

버(Andover) 대학 오라토리 교수(Professor of Oratory) 포터는 전달능력을 

강조한 ‘Lectures on the Analysis of Vocal Inflection’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Porter 1827). 
이 시기에 목사, 변호사, 사회 운동가, 정치인들의 공공 연설을 비평하는 

수사학평론 교재도 등장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1835년에는 스피치가 공동

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론서인 ‘Rhetorical Reader’가 출간되어 1858년

까지 교재로 널리 활용되었다. 개인의 소통 능력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 

시민성 교육은 공화주의 시민성 교육으로부터 수사학교육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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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들어와, 공화주의를 위한 수사학교육은 사회·문화

적 맥락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시민성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Hochmuth and Murphy 1954). 독립 전후 초기 수

사학교육은 사회공동체를 위한 시민교육이 강조된 반면 독립 후 18세기 후

반과 19세기 초반에는 시민 개개인의 소통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며 말하

기 교육의 다양한 실용서가 발간되어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기초를 마련하

는 시기였다. 그러나 19세기 전반기까지 미국 대학교육은 동부의 사립대학

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학 교육의 수혜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는 계층이었다.

3. 19세기 후반 수사학교육의 제도화: elocution과 oratory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미국은 중서부로 영토를 급속히 확장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는 크게 성장하며 참정권은 대폭 확대된다. 자본주의가 발전

하여 직업이 다양해지고 산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상

황을 반영하여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영

토의 확장, 인구의 증가, 대중사회의 출현, 참정권의 확대, 산업화, 부의 축

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계층도 다원화하고 개인과 집단 간의 경쟁이 심

화되며 이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고등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한

다.10) 미국은 산업화로 인해 직업의 전문성이 다양해지며 대학교육의 과

정도 이에 맞추어 전문영역으로 세분화된다. 대중사회의 출현으로 시민 개

10)  1803년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시시피

강 서쪽 루이지애나령을 프랑스로부터 1천5백만불에 매입한다. 루이지애나령은 

알칸소스, 미주리,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노

스다코타 주 전체와 미네소타 일부, 뉴멕시코 북부, 텍사스 북부, 몬태나, 와이오

밍, 콜로라도 주 동부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이다. 매입 당시 인구는 6만 명가량

이었지만 이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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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공론의 장에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가 중

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교육의 수요도 증가한

다. 참정권의 확대로 시민들이 공공연설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대하며 공론

의 장에서 연설을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수사학교육의 수요가 증가한

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대학들은 수사학교육에서 개인의 능력과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글쓰기 교육과 말하기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대중사회와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며 수사학교육은 개인의 권리와 능력을 위한 개인주의 교육으로 지향점

이 이동하게 된다. 18세기말과 19세기 전반까지 미국대학교육은 동부 사

립대학교 중심으로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었다면 19세기 후반 미국 대

형주립대학교의 설립은 대중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 19세기 후반 미국 정

부는 대중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주마다 대

형 주립대학교를 설립하여 일반시민들을 위한 대중교육을 확대하였다.

1862년 제정한 모릴 법안(Morrill Act)은 미국 대학이 대중교육으로 획기

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릴 법안은 일명 ‘공립대학토지공여법

안’ (Land-Grant College Act)으로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게 3만~9만 에이

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주립대학교 설립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제정되자 미국 중서부를 기치로 하여 남부

와 서부 각주들은 대형 주립대학교를 앞다투어 설립하고 고등교육을 원하

는 일반시민들은 누구든지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주

립대학교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교육 수요에 맞추어 실용적 교과과정을 많

이 신설하였으며,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과 말하기 수사학교육을 

대폭 확대 편성하게 된다. 미국 중서부, 남부와 서부의 대형 주립대학교 설

립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급진적으로 확

대되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였다.11) 여성들도 주립대학교 입학이 허가

11)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한 이 법안은 미국 대학교육의 면

모를 크게 바꾸었다. 교육학자들은 이 법안의 제정이 지금도 미국 대학들이 다른 

국가의 대학들보다 교육과 연구에서 앞서고 있는 계기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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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은 물론 남부를 제외한 많은 주에서 흑인도 공립교육기관에 입학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남부의 대부분 주립대학교

들은 흑인들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시시피 주와 켄터키 주

의 침례교와 감리교도들은 재정을 출연하여 흑인 공립학교를 따로 설립하

였다. 모릴 법안은 미국대학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일반시

민들을 위한 농업, 공학, 과학, 예술 등 당시 실용적인 분야의 교육이 급진

적으로 확산되며 기존 교육과정들은 이론중심교육에서 실용중심의 교육

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12) 대학은 새로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일

반시민들을 위해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소통교육을 위해 영어영문학

과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수사학교육은 대중을 위한 글쓰기 교육과 말하기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870년대 들어와 일부 신설 주립대학교들은 말하기 수사학교육을 위해 

‘Department of Elocution’ 혹은 ‘College of Oratory’를 신설하였으며 실용

적인 스피치 실행교재의 발간이 대폭 증가하고 디베이트 전문교재도 발

간하기 시작하였다. 신설된 스피치학과의 사례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School of Oratory등을 들 수 있다. 일부 대학들은 디베이트 과정을 개설하

고 영국의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간의 디베이트 시합을 모태로 하여 디

베이트 동아리를 만들고 타 대학들과 정규적인 토론 시합을 위해 대학간 

디베이트 리그(intercollegiate debate league)를 결성하였다.13) 대표적인 사

례를 들자면, 미시건주립대학교는 설립 초창기에 스피치교육을 영어영문

학과 교육의 일부분으로 편성하였으나, 1892년 ‘Department of Elocution 
and Oratory’ 학과로 독립 편성하였다. 학과 창립자인 토마스 트루블러드

12)  이 법안에 의해 당시 설립한 대학의 명칭이 아직도 미국 대학교에 남아 있

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명이 주명 뒤에 A&M(Agricultural & Mechanical), 
A&T((Agricultural & Technical), A&I (Agricultural & Industrial)로 끝나는 대학은 

당시 농업과 공업을 중시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며, Texas A&M이 대표적인 학

교이다. 

13)  debate를 한국어로 토론이라 하지 않고 외래어화 되어가는 ‘디베이트’로 표기하

며 토론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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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피치와 토론교육의 실습을 강화하였으며 미시건주 의회의 특임교수

로 임명되어 미시간주 의회의 토론에 자문역을 맡기도 하였다(Trueblood 
1915). 미시건주립대학교 오라토리 동아리(University of Michigan 
Oratorical Association)는 1889년 미국내 대학간 스피치 대회를 처음 개최

하고, 인근 대학들과 스피치 시합을 교류하였는데, 이듬해인 1890년 오블

린 (Oberlin)대학,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코넬대학교와 

함께 ‘북부 오라토리 리그’(Northern Oratorical League)를 결성하였다. 1892
년에는 시카고대학교,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미네소타주립대학교들이 합

류하여 중서부 대학간 스피치 연맹을 결성하였으며, 중서부 대학들은 1896
년 ‘중앙토론리그’(Central Debating League)를 창립하였다. ‘중앙토론리그’

는 미시건,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창립 멤버이며 이듬해 위스콘신

과 미네소타 주립대학교가 합류하였다. 미시건대학교는 1924년 영국 옥스

포드대학교와 최초의 대학간 국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925년 미국 최

초의 ‘여성 토론리그’(Women’s Debate League)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중서

부 주립대학교의 활동은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05년

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들이 동부 최초로 대학간 토론 대회를 개

최하였다. 

논증을 기반으로 하는 디베이트 교육도 성행하였는데 보두인(Bowduin) 
대학의 윌리엄 포스터 교수는 ‘Argumentation and Debating’이란 교재

를 발간하였으며(Foster 1908), 하버드 대학 영문학과의 스피치 교수인 

아담 힐은 1878년 ‘The Principles of Rhetoric’이란 교재를 발간하여 많

은 대학교에서 스피치 교재로 활용되었다(Hill 1878). 미국 일리노이 웨

슬리언(Wesleyan)대학교와 미주리(Missouri)주립대학교 교수로 역임한 

밀은 1882년 “The Science of Elocution”을 발간하였으며(Mill 1882), 오
하이오 웨슬리언 ‘The School of Oratory’의 학장과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 ‘Elocution and Oratory’ 교수를 역임한 로버트 풀턴과 미시건주립대학

교 트루블러드는 ‘Practical Elements of Elocution’이란 교재를 집필하였다

(Trueblood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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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수사학교육은 스피치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교

재 발간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일반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스피치교육

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

립대학교에서 스피치학과는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영문학과에서 레토릭, 

elocution, 혹은 oratory 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머물고 있었

다. 말하기 수사학교육을 이론과 실제 그리고 평론으로 구분한다면 이 시

기에는 실제부문인 스피치교육을 대폭 강화하며 미국식 대중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19세기 후반 대학교육에서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확산은 공개토론과 스

피치 중심의 시민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례를 들자면 리케움 

운동(Lyceum Movement)이다. 리케움 운동은 남북전쟁 전후로 발전한 시

민운동으로 애초 농민들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시민교육을 위한 장이 되었다.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여 스피치와 토

론, 강연, 예술 공연 등을 하며 지식의 확산에 큰 공헌을 한 시민운동이다. 

리케움 운동의 중심에 수사학교육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리케움 운동은 

당시 미국 도시의 중산층은 물론 농민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었던 시민운동

으로 링컨도 그의 연설능력을 리케움에서 기초를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케움 운동은 초기 여성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이 계몽연설을 할 수 있

는 자유로운 공론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지금도 타운홀 미팅과 함께 미국

식 대중민주주의에서 공론과 소통의 장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 

리케움 운동은 대학의 수사학교육이 지역 시민사회운동 현장에서 레토릭

이 어떻게 실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19세기 후

반 미국 주립대학교의 확장은 대중교육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시민들은 수

사학교육을 통해 소통능력의 기초를 닦았고 타운홀 미팅과 리케움 운동과 

같은 공론의 장에서 스피치의 자유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이르러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

면서 기존 수사학의 세 장르 연설인 법정연설, 의회연설, 의례연설[과시연

설]에다 사회운동연설 혹은 대중연설(popular oratory)이라는 새로운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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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해진다. 계몽연설가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사회운동연설의 기회가 

증대함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공론의 장에서 효율적으로 의사표현을 수행

할 수 있는 스피치교육의 실제가 확산되었다. 

4.  스피치학의 독립과 확산: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변신(1915~1945)

19세기 후반에 대중교육과 시민교육이 확산되면서 대부분 주립대학교

들은 영어영문학과에서 글쓰기와 말하기 수사학교육을 강화하였지만 20
세기 전후로 말하기 교육은 글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

게 된다. 19세기 후반 들어와 미 중서부 중심의 주립대학교들이 일반시민

들을 위한 말하기 수사학교육을 대폭 강화하지만 동부 중심의 대부분 유명 

사립대학교들은 말하기 수사학교육을 영어영문학과의 교육과정으로 한정

하고 글쓰기 교육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일부 대학들은 말하

기 수사학교육을 스피치 원고작성을 위한 글쓰기 교과과정의 일부로 포함

하기도 하며, 글쓰기 교육자들은 말하기 교육자인 스피치 교육자들이 논증

적인 내용 전개, 명확한 어휘 활용, 주제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비판

한 반면 스피치 교육자들은 글쓰기 교육자들이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정

치·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며, 구술의 현장성과 즉시성 그리

고 설득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글쓰기 교육과 말하기 수

사학교육의 이별을 재고하게 된다. 

1914년 말하기 수사학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기존 영문학과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NCTE)에서 

탈퇴하여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 
(NAATPS)를 결성하고 스피치 연구와 교육만 전문으로 하는 학회를 창립

한다.14) 1915년 스피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전국 규모의 심포지움을 개

14)  1914년 매릴랜드(Maryland)주립대학교는 Dept. of Public Speaking을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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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고 학술지 ‘Quarterly Journal of Public Speaking’을 창간하여 지금은 

‘Quarterly Journal of Speech’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권위 있

는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15) NAATPS 회원은 1915년 160명으로 출범하

여 10년 후인 1925년 1,100명이 되며 1935년엔 3,031명, 개명한 1950년엔 

6,000명으로 증가하여 대형학회로 성장한다.16) 20세기 초반에 들어와, 18
세기와 19세기에 말하기 수사학교육을 선도한 elocution 또는 oratory 전공 

혹은 학과라는 명칭은 쇠퇴하고 스피치학 전공과 스피치학과라는 명칭으

로 변신한다. 

1910년대 출범한 스피치학회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란 

정치·사회적 상황을 맞이하여 수사학교육과 소통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된다. 특히 1930년대 유럽의 독일, 이탈

리아, 소련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전체주의로 변모하고 있을 때, 미국은 민

주주의를 위한 스피치교육의 목적을 재고하게 된다. 유럽의 전체주의 국가

가 스피치의 자유를 억압하자, 미국의 스피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자들

은 미국식 시민교육과 소통교육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이념이 강화되

었다. 

일부 학자들은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스피치교육을 미국

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라이언은 

“독일의 수사학자들은 학문이 진실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야만과 군사 폭력을 허용하는 부끄러운 창녀로 전락하였다”라며 공략하였

다(Ryan 1918). 1930년대 후반, 미국은 긴 불황에서 벗어났고 있었지만 당

시 국제적 상황은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를 점령하고, 이탈리아는 에

티오피아를 점령하고,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 소련은 스탈린이 등장하여 

15)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 (NAATPS)는 

1923년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Speech(NATS)로, 1946년 Speech 
Association of America (SAA)로, 1970년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SCA)로 1994년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NCA)로 개명하였다. 

16)  이후 1990년대까지 6,000여 명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와 10,000명이 넘는 회원

을 가진 대형학회로 성장하여 레토릭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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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독재정치를 할 때였다. 1930년대 미국 민주주의가 유럽의 전체

주의와 공산주의 이념과 경쟁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미국의 일부 스

피치 교육자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스피치교육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로버트 앨리슨은 “토의와 토론

은 선전과 선동의 반대말이다”라며 미국식 스피치교육과 소통교육의 우월

성을 강조하였다(Allison 1939). 이러한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스피치와 토

론의 교육과 연구가 대폭 증가하며 스피치의 자유와 민주적 소통을 통한 

미국식 민주주의가 유럽의 전체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학생과 시

민들에게 가져다주는 부수적 교육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한편, 지나친 애국주의를 위한 교육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애리조나대학교의 케이블 교수는 스피치 교육은 “공공선을 위한 지혜를 갖

추고 소통하는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한다며 그

리스―로마 수사학교육의 정신을 재천명하였다(Cable 1935;1942). 아이오

와대학교의 버드는 “스피치와 소통교육은 개인의 지식, 태도, 기술, 습성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공동체와 더 넓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

을 잘 영위하는 것을 목표”라고 주장하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지나친 내셔널리즘을 경계하였다(Baird 1928;1937). 그
리고 수사학교육과 스피치교육은 “스피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분위기

나 선전·선동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며, 자유롭게 의사를 표

현하고 소통하는 자유는 조지 워싱턴과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는 비겁한 영혼이 아니며 또한 지나친 애국주의자

도 아니며 정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스피치

와 토론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다양한 의견을 발

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애국주의 보다 선전·선동을 비판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에 수사학교육과 스피치교육의 목적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학자들은 스피치와 토론 교육이 진정한 미국 시민을 만든다고 보았

다. 좋은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스피치와 토론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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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스피치와 토론 내용을 오류나 거짓으로 하면 죄악이다’라며 윤

리적 책임을 조명하는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Pellegrini 1934). 예를 들

어, 미국 대학 디베이트 대회에서 일부 토론코치들이 결과에만 치중한 나

머지 참가 학생들이 근거 없는 주장, 허위 자료를 활용하는 사태가 벌어지

는 경우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스피치와 

토론 교육에서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재고한다. 워싱턴주립대학교의 펠

레그리니 교수는 “스피치와 토론 교육은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이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스피치와 토

론 교육은 개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보다 민주공동체에서 사회적 요구에 

맞는 개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Pellegrini 1934). 그는 스

피치 교육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보다 지적 함양과 사회적 의무

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 정치·사회

적 목적을 위한 선동이나 사기를 위한 스피치 교육이 아니라, 이성과 정직

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사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만 타인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르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도덕적 용기를 갖고, 열정적으로 사기와 

기만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20세기 초반 말하기 수사학교육은 글쓰기 수사학교육과 

이별하며 말하기 수사학을 스피치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새로이 규

정하며 미국식 소통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5. 결론과 논의

식민지 시절 미국 수사학 교육은 영국 수사학 교육의 전통을 답습하였

다. 독립 초기 미국 대학에서 수사학교육은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공화주의 공동체를 위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공화주의 시민성에 중

점을 둔 반면 독립 이후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배양하기 위한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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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민성 교육을 지향하였다. 19세기 후반 미국 영토의 급속한 확장, 인

구의 증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은 중서부와 남부의 대형 주립대학

교 설립을 견인하였으며, 이들 대학에서 수사학교육의 대상은 일반시민으

로 확산되어 대중교육의 시대에 부합하는 목표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말

하기 수사학교육은 개개인의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말하기 수사학교육은 

elocution이나 oratory라는 명칭을 앞세우며 일부대학에서는 전공학과 개설

이 이루어지고 제도화되었지만 대부분 주립대학교에서는 영문학과의 프

로그램으로 머물고 있었다. 20세기 들어와 말하기 수사학교육은 스피치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글쓰기 수사학교육과 이별하고 영문학과로부터 독

립한다. 이후 스피치학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학으로 그리고 커뮤니케이

션학으로 변신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수사학교육의 변

천 과정과 역사에서 스피치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은 공동체와 공공선을 위

해 연사의 덕성과 인성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개인의 소통 능

력을 함양하기 위해 스피치와 토론 실습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

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목표가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

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 목표

로 포함되어야 하는가? 라는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피치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구상에 그

대로 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스피치관련 교과목은 교양교육과

정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스피치 실습위주의 교과목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피치 실습 위주의 교과목에 공동체를 위한 덕

성과 인성 교육을 어떻게 녹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수사학 혹은 레토릭 전공분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열악한 우리나

라 대학교육 현실에서 수사학 교육자와 연구자는 미국 대학교육에서 말하

기 수사학의 변천 과정을 검토하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엘로쿠

션, 오라토리, 스피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변천하는 과정은 ‘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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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론’ ‘발표와 토론’ ‘말하기’ 등 우리나라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교과목 명

칭, 교육운용의 주체,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것

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스피치 교육 운용의 주체, 교육방법, 

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한국 대학의 스피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민주사회 구현

과 시민성은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발전으로 시작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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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rhetorical education 
in the Unites States from colonial times to 1945

: A transformation of the objectives and titles of curricula 

Lee, Sang-Chul (Sungkyunkwan Univ.)

 

This paper traces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rhetor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US) from colonial times to 194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objectives of rhetorical education were 
transformed as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the US varied. It examines 
three periods of rhetorical education: first, from colonial times to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second,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ird, from the early 20th century to 1945. This 
paper argues that  around Independence , rhetorical education focused on 
Republican ideology to build a newly born republic in the US. From colonial 
rule to independence, rhetorical education followed British neo-classicist 
rhetoric, drawing from authors such as Thomas Sheridan, Hugh Blair, and 
George Campbell. Early rhetorical education emphasized the civic virtue of a 
speaker over the effective delivery of a speech. However, after independence, 
the goals of rhetorical education shifted to individual communication 
performance—expressing one’s thoughts effectively in public discourse—
under the influence of Jeffersonian democracy, which preferred the rights 
of individuals, such a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to powers of 
administration or federal government. After the Morrill Act of 1862 ,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 a department or school of elocu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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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tory was establishe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American colleges, 
when large Midwestern universities became oriented toward mass education. 
Oratory and elocution became a basic course in these colleges. In the early 
20th century, rhetorical education transformed its name to speech education , 
and a new profession was formed after the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 (NAATPS) was founded in 1914. This paper 
concludes that examining the transformation of rhetorical education in the 
US giv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speaking and debate education in Korean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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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공화주의 시민성, 자유주의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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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양교육과 소통교육*

- 수사학을 중심으로 -

김종영 (서울대)

1. 들어가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

의 교육열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

져 있다. 전후 폐허 속에서 신속한 산업화를 일구어내기 위하여 발전된 과

학기술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해야 했다. 이른바 주입식 교육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숙성되고 품격 있는 

교양교육 및 시민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성찰의 시간이 부족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산업화의 부작용 못지않은 부작용이 생겨났다. 민주

정은 군부독재정치를 타도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기득권

을 오로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에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었

다. 이른바 재능에 근거한 새로운 귀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머리토크라시

(meritocracy)의 탄생은 교육의 지형도를 바꿔놓았다.1) 전통교육에서 강조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7S1A5A2A03069205).
1)  정문길 외 (2017, 20 -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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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전인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위상승을 위한 역량강화 식의 교육

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경쟁사회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보니 점점 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가 벌

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글

에서는 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양교육과 소통교육의 두 가지 차원에 주

목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최근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이 

개인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민

교육은 개인을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

다. 여기에서는 행복을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행복으로 나누고 우리 사회

에서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간의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교육문제를 진단할 때에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문제

를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대학교양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

리고 교양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김나지움의 교육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한 시사점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양교육과 소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학, 특히 고전수사학의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수사학이 소통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할 것이다.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수사학이 어떻게 적

용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기 위해, 서울대 <말하기와 토론> 수업과 <SNU 

토론한마당>을 간략하게 분석해보기로 한다. 

2. 소통하는 시민의 텔로스 - 개인적 행복인가 사회적 행복인가

최근 우리 사회의 기형적(?) 인문학 열풍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는 아마 

행복일 것이다. 행복과 관련된 강연이나 논의의 대부분은 철학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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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고 있는 데, 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인적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적 관계와 상관없이 개인의 행동이나 마음가

짐을 통하여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혜 또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태도만 바꾼다고 해서 얻어

질 수는 없다. 거칠게 표현하면, 행복론은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다루는 사회적 행복론과 개인의 지혜를 다루는 개인적 행복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도덕(사회윤리)의 

영역을 들 수 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경제의 목적도 국민들의 행

복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도 사회구

성원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어울려 살기 위해 지켜야할 규범을 탐구하

는 것으로 심리, 개인윤리의 영역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 윤리란 스

피노자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윤리학처럼 개인이 행

복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는 이론이고, 행복이란 일정 부분 마음

먹기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리학도 개인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 가지 행복론 중에서 사회적 행복론이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얻지 못하여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 하며 절망하고 있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인 자기 보존과 종족번식의 욕구조차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해주지 못하여 자살율이 OECD국가 중에 최고이며,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는 사회 정치적 여건 속에서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태도 

등을 바꿔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개인적 행복론이야 말로 무망

하기 그지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사회가 개인적 행복론에 경도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세 가

지 차원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적 행복론을 논하려면 시

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둘째, 사회적 행복은 혼자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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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논의해야 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데, 이건 시

민의 수준과 연동돼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람들은 임시변통으

로 ‘개인적 행복’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미 삶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행복을 위한 사회

적·경제적 여건을 먼저 조성하고 개인적 조건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

급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임시변통이나마 개인적 행복을 먼저 논하

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2)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들에게는 개인적 행복론보다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도 있고, 나이도 지긋한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 급기야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도 꽤 높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하는 데에는 개인적 행복론이 꽤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송이나 강

연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이를 제대로 표현하며 살아가자’는 유의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행복에 대한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

고, 개인의 행복에 대한 조건들만 논한다면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저 개인의 기분전환용으로 인문학을 접하고, 

이런 시류에 기대 개인의 행복만을 운운한다면, 이때의 행복론은 땜질식 

처방, 임시 변통적인 행복론에 그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우리사회의 인문학 열풍을 기형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

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렇다. 이런 열풍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위정자

들이 자신의 실정을 개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술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

다. 가령 이런 식이다.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

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도의 인문학적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2)  방송이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웬만큼 살거나,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당장의 일자리를 찾다가 절규하

며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나 소외된 사회구성원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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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내 탓이다’,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다’를 자각하게 하여 급기야 자

책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는 속내를 엿볼 수 있다면 좀 심한 표현인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식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정부나 

공공기관에 돈이 사용되고 있다면 어떤가? 정작 중요한 학교(특히 대학교) 
안의 인문학은 모두 고사 위기에 있는데, 방송이나 문화센터의 인문학 강

연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제대로 된 인문학

은 학교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붐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

하는 제대로 된 인문학이란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중

요성을 논하는 사회적 행복론과 맥이 닿아 있는 그런 행복론이다.

나는 평소 시민역량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

민교육을 위하여 관련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3)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역량)교육은 사회적 행복론 중에서 정치적 행복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 ‘혼자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다’ 등등의 현안들이 대두되나, 그렇다고 문제를 피해가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

가? 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성찰이 요구

된다.4)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전반의 현안을 정확하게 

3)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무엇보다도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 국가는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시민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예

산을 지원해야 한다.” 김종영, ‘성숙한 시민교육 위한 입법과제, 문화일보 2017년 8
월 16일자 기고.

4)  시민교육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가야 할 것이다. 지금 방송이나 대중강연은 

주로 유명인사,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러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다. 내 생각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사람

들이 나와 이야기하고 그 중에 어떤 의견들이 설득력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토의가 필요하면 토의도 해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소통의 마당을 펼쳐야 한다. 행복이면 행복이지, 무슨 개인행복, 사회

행복이 따로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구분해서 다루

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는 제 자리에서 맴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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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다. 여기에서

는 교양교육과 소통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해보기로 하자.

3. 우리나라 교양교육과 소통교육의 진단과 대책

흔히들 한국사회는 근대성이 지체되었다고 진단한다. 사회를 발전시키

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일테다. 그럼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소통능력을 갖추고 개인의 주체성을 함양하며 합리적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한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5) 교양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국사회의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어떤 정신적 자산을 획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교양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

가기로 한다.

3.1. 진단

3.1.1.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현황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중등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지 

오래다. 중등교육의 병폐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된 대학 교양교육 

역시, 시민기초교양으로 요구되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제대로 교육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의 발전된 국가에서 시민의식이 높은 것

도 따지고 보면 탄탄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

면,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육과정과 그 내용이 우리와 크게 

5)  고대부터 인간교육과 시민교육에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고전기 그리스시대

의 플라톤과 소피스트의 교육, 로마 시대의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교육

은 소통하는 시민이 가져야 하는 교양의 면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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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6) 김나지움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교육

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7) 김나지움의 상급반 과정의 수업

은 어쩌면 우리 대학의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의 깊이와 폭을 넘고 있는지도 

모른다. 3-5개의 전공영역을 선택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강함으로써 단

순히 상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이한 전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양인을 

기를 뿐만 아니라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교육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김

나지움 교육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는 기초교육과 전공교육과의 관계 안에서 시행되는 교양교육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들을 개략하는 수준에서 정리해보기로 한다.

대개 기초교육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주관한다. 더러는 개별

학과에서 주관하기도 한다.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

하게 짚어보기로 하자. 기초교육은 그야말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한 토대가 

6)  무엇보다 교육의 목표에서 시작하여 교육내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반

복이 없이 전인교육을 목표로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다. 독일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진 않는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을 중학교에 올라와 

수준만 약간 높여 배우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약간 수준을 높이고 심지어 대

학교에 와서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약간 수준을 높여 가르친다. 

7)  독일 김나지움은 9년제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그룬트슐레(우리의 초등학교)부
터 설명해보기로 하자. 그룬트슐레는 4년제다.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생이 되려면 

13년, 즉 우리보다 1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김나지움은 2단계로 나뉜

다. 5학년에서 10학년을 기초과정 11학년에서 13학년을 상급과정으로 나눠 가르

친다. 김나지움 기초과정 6년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친다. 여기에서 우리의 교과

목 운영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김나지움

에 오면 기초과정에선 모든 과목을 다 다루고 상급과정에 오면 그 중 3-5개만 골라 

시간표를 짜서 반을 찾아가 수강하게 된다. 상급과정이 총 3년이니 6학기 동안 심

도 있게 교양을 습득하는 셈이 된다. 가령 철학을 선택했을 경우, 첫 학기에 플라

톤, 그 다음 학기에 데카르트, 칸트 등등으로 확장해 나가며 철학의 깊이를 더해간

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저작물을 원문으로 읽어나간다. 읽고 토론하고 글쓰며, 비

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김나지움 상급과정의 

교사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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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육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독문과에서 독문학 강독을 위해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데, 이때 배우는 독일어가 기초교육에 해당된다. 이렇듯 전공

을 제대로 하기 위해 꼭 배워야 하는 기초과목들은 개별학과에서 가르치기

보다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가령 수

학을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수학과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공대 등 이공계

통의 많은 학과에서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이것을 개별학과에서 따로 따

로 기초과목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한 기관에서 총괄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기초교육과 달리 교양교육은 전공을 위한 선수과목이 아니다. 이를테면 

공대학생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학제간 영역을 아우를 수 있

는 지식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격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일 것이다. 교양교육을 가르칠 때 

교수자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처럼 강의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양교육은 타전공자들이 

그야말로 교양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배우는 과목들이다. 가령 연극의 이해

를 공대학생들이 수강한다고 하자. 이때 인문계 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의한다면 교양과목의 개설의도가 빗나간 셈이 된다. 교양과목

을 개별학과에서 개설하면 안 되는 이유다. 타 전공 학생들의 교양을 높이

려고 개설한 과목이 개설학과의 전공기초로 생각하고 강의를 하면 수강생

들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수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양교과목은 개별학과와 분리해 교양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관장해야 하

고 교수자도 총장이 직접 임명해야 할 것이다.  

3.1.2. 우리나라 소통교육의 진단

여기에서는 소통교육에 주목하고, 읽기교육과 표현교육 그리고 토론교

육의 관점에서 진단해보기로 한다. 먼저 읽기 교육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

리의 읽기교육은 입시를 위한 이해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진정한 읽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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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없다. 읽기 교육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文解 능력과 텍스트를 

통한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책을 매개로 삶과 세계에 대하

여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학들은 

서구의 대학에서 정해놓은 고전목록을 대학의 필독서로 지정한다던가 수

업의 내용을 서구의 대학의 내용을 가져와 사용하기도 한다. 읽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따라가기 어려워 아예 흥미를 잃는 것

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이 아니라 그들이 대학에 오

기전까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

구의 중등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등교육과정의 독서목록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고 

대학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읽기교육에서의 대두되는 문제는 표현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

리는 그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체계적인 교육

을 받지 못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험방식과 연결해 정

답을 고르고, 문답중심의 교육으로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정답을 말함으로써 논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식의 습득에 초점

을 맞춘 우리교육의 아픈 현실의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

리의 삶에, 특히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소통교육은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다. 서로의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

고 확인하여, 주체간의 거리를 교섭하는 교육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이때 

내 생각을 잘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말하는 표현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시

민역량 가운데 하나가 된다. 

우리교육의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시작되는 경

쟁패턴은 대학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져, 소위 ‘스펙 쌓기’의 제로섬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환경에선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 정신을 배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론과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고 다양한 토론형식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통과 협력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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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모티브를 제공해야 할 토론교육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여 상대를 

논파하려고 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한다면 이는 분명 교육적으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뒤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논리에 방점을 찍는 토론 

교육에서 소통에 방점을 찍는, 다시 말해 수사적 토론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2. 대책: 소통교육의 방향(수사학을 활용한 소통교육)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더 나아가 공동체 생활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찾아 일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교육을 키워나가

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위주의 풍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할 수 있다. 

3.2.1. 읽기 교육을 통한 자기 정체성 확립

그럼 왜 읽기인가?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

문이다. 서구의 인문교육의 역사를 살펴봐도 책읽기는 매우 강조되고 있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 인문학의 학적 체계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

고 있는 키케로는 기능적 지식만을 습득하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책 읽기를 권하고 있다.

“온갖 책들에는 모범사례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바, 현인들의 목

소리는 규범전례(規範典例)로, 옛 역사는 전범선례(典範先例)
로 넘쳐납니다. 만약 문자의 빛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모

범들은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작

가들은 가장 용감했던 이들을, 경탄뿐만 아니라 본받음의 대상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모범 인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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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이끌어 나갈 때, 나의 마음과 정신을 이끌어주고 지켜준 것

은 이 위대한 분들에 대한 생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분

들을 항상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두곤 했습니다.”8)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부딪친다.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힘

을 키워야 한다. 이런 힘을 키우기 위해 독서만큼 좋은 게 없다. 자기가 경

험해보지 못한 시간과 세상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다. 통찰력이라는 것이 자신, 즉 ‘내안의 나’를 발견하는 데에서 

비롯하기에 많이 읽어야 한다.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은 것만큼 많은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읽은 책만큼 다양한 세계와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내안의 나’가 자생적으로 내면에서 태어나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개성(personality)이 된다. 이 개성이 형성될 때, 자기를 

위해 살줄 아는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성이란 것이 단순

하게 ‘성격의 급함’, 혹은 ‘느긋함’ 등의 개인적 감정 발산 방식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그것은 책읽기를 통해서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무수한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한 인격체임을 뜻한다. 이 인격체는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

는다. 그것은 책을 통한 교감을 통해서, 읽은 내용을 자기 식으로 내면화하

고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긴다. 정리하면 책읽기를 통해 인격을 수양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독서를 통한 다양한 체험은 화자에게 풍성한 말감을 

덤으로 제공해준다.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책읽기는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책읽기가 근본

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방하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생각

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때부터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의 주인

공 혹은 저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이 지점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공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 대학의 소통

8)  키케로, 『아르키아스 변호연설』14. 번역은 안재원(2010, 102)의 것을 살짝 다듬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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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3.2.2. 이해 중심의 교육에서 표현 중심의 교육으로

우리는 이론이나 개념보다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우리의 교육

은 사태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 교육이 생략된 채 사태의 원인과 과정 결과 

등의 해명에 요청되는 지식만 전달해왔다. 이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만

의 이야기를 짓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기존 중등교육의 정답 고르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태도

를 내면화하고 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보고 새로운 문제를 구

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소임일 것이다. 

이러한 표현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우리는 고전수사학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수사학은 생각에서 표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우 섬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 수사학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으

나, 수사학의 고전적인 정의는 ‘설득’과 연계돼 있다. 수사학이 발흥한 고전

기 그리스 시대, 새로운 정치체제인 민주정을 살아가기 위한 시민의 중요

한 덕목의 하나로 설득이 부각됐다.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 사회의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그래서 소피스트의 활동무대가 마련되었고, 말하기의 능력을 필요한 사람

들은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소피스트 교육의 부작용이 

대두되었고 이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노력이 돋

보인다.9) 이들의 혁신적 교육 아이디어는 한 사람은 연설로, 한 사람은 대

9)  말하기 능력은 아테네 민주정에서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

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전기 아테네 시대의 말하기 교육은 잘 알려져 있다. 새

로운 정체를 살아가기 위한 덕목으로 ‘말하기’가 요구되었다. 이 덕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소피스트라고 하고, 가르침의 본분을 넘어선 소피스트들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교육계에 뛰어든 인물이 있었으니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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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적어보기로 하

자. 먼저 이소크라테스의 말이다.

“말에 관하여, 또는 행위에 관하여, 또는 다른 일들에 관하여 두

각을 다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들이 선택

한 바로 그것에 대해 멋진 재능을 타고 나야 하며, 두 번째로 교육

을 받고 각각에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세 번째로 그것들에 대한 실제 적용과 경험에 관련해서 훈련을 열

심히 해서 능숙하게 되어야만 합니다.”10)

이소크라테스는 교육의 기본적인 조건을 큰 그림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의 교육’ 일반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구성하고 또 직접 할 때, 그 원천으로 끌어다 쓰는 형태들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만약 자기 자신을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형태들

에 관하여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면 말입니다. 그 다

음은, 그 형태들 가운데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

고, 그것들을 서로 잘 섞어 적절하게 배열하면, 또한 시의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전체’를 알맞은 논

리로 장식한 후, 듣기 좋은 리듬과 음악적인 표현으로 말을 해야

만 합니다.”11)

그의 이 아이디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 그리고 퀸틸리아누스 같

10)  이소크라테스, 『교환소송변론』 187. 이하 이소크라테스의 원전 번역은 모두 김

헌의 것임을 밝힌다.

11)  이소크라테스, 『소피스트 고발연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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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대한 수사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수사학의 체계를 완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소크라테스는 말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지녀야 할 자세와 

교사의 덕목도 언급한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본성을 가져야 하며, 연설의 종류를 

배워야 하고,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 익혀

야 합니다. 교사는 가르쳐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도

록 그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도 모자

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선 자기 자신을 그에 대한 모범적인 본

보기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12)

말의 의미와 그 사용에 대해, 동시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플라톤 역시 우리에게 ‘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연설의 능력은 영혼의 인도에 있기 때문에, 연설가가 되려는 

사람은 영혼의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네. 

그런데 영혼의 형태는 수도 여럿이고 그 성질도 여럿이어서, 그

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됨됨이가 이러저러하게 되고 또 어

떤 사람들은 그와 다르게 된다네. 그리고 이런 구분에 상응해

서 연설의 형태도 수가 여럿이고 저마다 성질이 다르지.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러저러한 연

설들에 의해 이러저러한 상태에 쉽게 빠져들고, 그와 같은 성질

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

에 그런 상태에 빠져들지 않네. (연설가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통찰하고, 그런 다음 그것들이 실제 상황 속에

12)  이소크라테스, 『소피스트 고발연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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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행되는 것을 지켜본 뒤 감각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치밀하

게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그 사

람은 과거에 선생에게 들었던 이론 이상의 아무 것도 얻지 못하

네. 반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어떤 연설들에 의해 설득되는지 

충분히 설명할 줄 알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해당 인물이고 과거에 들었던 이론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바로 

그 본성이 실제로 지금 그 사람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간파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저런 연설들을 어떻게 

원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스스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 그가 이 모든 능력을 갖추고, 언

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그 적기(適期)를 포착하며, 간

결어법과 호소법과 과장법을 비롯해서 그 밖에 그가 배운 연설

의 여러 형태 하나하나에 대해 그것이 적합한 때와 부적합한 때

를 분간해낸다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그 기술이 훌륭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셈이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네. 하지

만 연설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글을 쓸　때 지금 말한 것들 가운

데 어딘가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기 기술적으로 연

설을 한다고 떠벌린다면, 그에게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네.”13)

고전기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자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말의 

교육’의 중요한 사상을 따라가 보았다. 이들의 생각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향후 ‘수사학 교육’은 소통교육, 좁게는 표현교육에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

라의 표현교육은 대개는 글의 형식면에 초점을 맞추고, 표준어에 벗어나는

지, 맞춤법에 맞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아

름다운 말, 좋은 말 일반에 대한 논의도 있다. 하지만 표현교육이 단순히 

13)  플라톤, 『파이드로스』 271d-2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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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청중과 독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끌어내고 설득해내는 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다.14) 이는 곧 수사학 교육인 셈이다. 

수사학을 적용한 표현교육 사례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서울대 <
말하기와 토론>수업이다. 실습위주로 하되 이론 강의는 실습에 녹여내

고 있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해가면서 하는 실습은 다섯 종류다. 소개, 

성찰, 공감, 설득, 토론으로 이어진다. 내 수업의 경우 매시간 발표, 질의

응답, 피드백, 자기분석, 최종정리 5단계로 진행된다.15) 5단계 모두 집중

해서 학생을 관찰하고 수업종료 5분-10분정도 남겨놓고 꼭 필요한 사항

들을 이론과 연계해서 발표자에게 전달한다. 이때 학생개개인의 특성을 

잘 정리해놓고 다음번 발표와 비교하여 개선되거나 요구되는 사항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준다. 이런 과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말하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도록 인도한다. 특히 말하기 기술을 강조하지 

않고 말하기를 통해 남과 소통하며 올곧은 품성을 키울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수사학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16) 

수사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하는 종합 학문의 성격을 지니

고 있다. 수사학은 생각을 발견하고 발견한 생각을 잘 정리한 후, 이 생각

14)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크로스화이트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학부 커

리큘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정 학문분야의 글쓰기 관습을 가르치는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글쓰기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학생

들의 일반적인 능력을, 즉 추론을 하는 능력, 매우 다양한 전문적인 자료에서 인

용하는 능력, 다양한 청중에 적응하는 능력, 삶에서 대면하게 되는 모든 다양하

고 급속도로 변호하는 의사소통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에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크로스화이트(2001, 35).
15)  서울대 <말하기> 수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김종영(2012) 참조.

16)  수업에서 적용하는 수사학의 원리는 고전수사학의 연설 가공작성단계의 5단계

에 근거한다. 학생들이 준비해서 실행하는 말하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학의 5원리를 격률로 제시한다. 수사학의 5원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종영(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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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어의 옷을 입혀 듣는 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 과정을 아우른

다. 그 과정은 총 다섯 단계를 이룬다. 첫째 단계는, 듣는 이에게 신뢰와 감

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논거를 찾는 과정으로 발견(inventio)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말하는 이는 자신을 성찰하고 듣는 이를 배려하며 전하고자 

하는 말의 여러 속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단계는, 위에서 발견한 논거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잘 구성하는 

과정으로 배치(dispositio)라고 부른다. 이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논거와 그

렇지 않은 논거를 취사선택해 적절하게 구성해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

분은 사안이나 주제를 설명하고 이를 논증하는 단계다. 첫째와 둘째 단계

를 합쳐 생각의 단계라고 부른다. 

셋째 단계는, 생각에 언어의 옷을 입히는 과정으로 표현(elocutio)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표현이 가져야 

할 덕목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더 나

아가서 표현의 변화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넷째 단계는 앞의 전 단계의 과정을 머릿속에 잘 붙들어 매는 과정으로 

기억(inventio)이라고 한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할 내용

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말할 내용을 적절하게 변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섯째 단계는 위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연하는 과정으로 전달

(pronuntiatio/actio)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에서는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

는 물론 목소리에 감정을 어떻게 실을지, 더 나아가 시선과 제스처를 어떻

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위의 모든 단계를 한 학기 수업에 잘 배분해 녹여낸다. 매 수업마다 수사

학의 원리를 세분하여, 실습이 끝난 후 피드백을 하는 시간에 정리해준다. 

매 수업마다 수사학의 원리가 반복 정리되고, 거기에 조금씩 보태어져 수

업이 끝날 때쯤이면 학생들은 거의 모든 수사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득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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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토론교육을 통한 협력과 시민교육의 함양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말이다. 토론은 앞선 여러 말하기 훈련을 종합하는 완결편이라 할 수 있기

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러 토론유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나는 독서

토론을 추천하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읽기의 중요성과 연동돼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저자가 생각하고 이해한 것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기 초에 도서를 정하고, 팀을 정하여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한

다. 학생들은 학기 중 토론 준비를 위하여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

다. 준비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교수에게 물어 해결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수자는 학생들의 토론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토

론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준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교수한다. 

가령 논제에 따라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료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교수자는 실전토론에서 행해서

는 안 되는 행위유형들을 소개할 수도 있으며, 토론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주요 관점이나 저자의 핵심 입장을 분석

하여 이를 옹호하고 비판해야 한다. 물론 이때 강조할 사항이 있다. 자신만

의 생각에서 나온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한다는 사실 말이다. 지정도서

는 토론에 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 미리 읽어오게 

한다. 책의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고전이면 좋겠다. 학생들이 토

론에서 특히 어려워해 하는 논박하고 방어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도 곁들일 

수 있다. 특히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기술이라든지, 논증의 과정에서 범하

기 쉬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 논변의 타당

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수업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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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진정한 시민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토론의 취지와 모형 또한 매

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서울대 <SNU 토론한마당>은 기존의 토론교육에

서의 무게 중심을 논리에서 소통으로 옮겨가기 위한 한 시도라고 할 수 있

다.17) 토론이다 보니 논증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특히 탄탄한 논리가 받쳐

주면서 펼쳐지는 주장은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

각해볼게 있다. 진정한 토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져보자는 이야기다. 

그래서 토론규칙이 중요해진다. <SNU 토론한마당>의 토론모형은 특정 논

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각을 세워 상대를 논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열린 자세의 소통을 지향한다.18) 양 팀의 입장

도 찬성과 반대 또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지 않고 주장1과 주장2로 명명

해 상대의 고유한 입장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주

장1팀과 주장2팀이 각자의 주장을 논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토론은 

입론, 상호질의응답, 반론, 자유토론, 최종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준비 실행 평가

(1) 지정도서 선정

(2) 토론 조 확정

(3) 책 읽기

(4) 논제 찾기

(5) 논제 결정하기

(6) 토론 전략서 짜기

(7) 토론 개요서 올리기

(1) 줄거리 소개하기

(2) 논제 설정과정 설명하기

(3) 실전토론

(4) 청중과의 질의응답

(5) 피드백

(6) 자기분석

(7) 최종 정리

(1) 보완 원고 올리기

(2) 동료 피드백 정리하기

(3) 동영상 분석하기

(4) 성찰 일지 올리기

17)  서울대학교는 선한 인재양성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매

년 <SNU 토론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회주제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1회(2015년) 올바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2회(2016년) 진실을 거

부할 수 있는가? 3회(2017년) 경쟁은 바람직한가? 4회(2018년 준비중) 이성의 발

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18)  서울대 <SNU 토론한마당>의 토론모형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향한다. 양쪽의 

고유한 입장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 속에 변증적 논의과정을 통해 설득과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하의 내용은 서울대 SNU 토론한마당 운영 및 평가

보고서(2015-2017)에서 가지고 와 살짝 고치고 다듬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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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시간 안에 승패를 가르는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 대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는 생각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

인다. 논파(論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상대의 논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상대의 논리에서 허점, 맹점, 모순을 찾아내어 성립되지 않음을 드러냄으

로써 상대 논리를 파괴하는 것. 이는 논리 싸움이 되는 논리적 토론의 목표

일 수는 있으나 공통 실천을 목표로 하는 소통적 토론에서는 궁극적 목표

가 될 수 없다.19) 그러므로 토론의 과정은 상대의 논리에서 허점과 오류를 

찾아내 논파하는 게 끝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논리와 견해와 의도를 이해

시키고 공감하게 만들어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20) 

엄정한 논리와 근거를 토대로 하는 논리적 토론은 명제에 따라 논리적 

추론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명제를 가지고 토론을 전개하면 의견일치가 

어렵고 결론을 낼 수 없어 끝없는 담론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다. 논리가 다

른 서로의 규칙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상호소통을 통해 사고를 교환하

고 공유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토론 양식의 보완이 요구된다. 토론에

서 공통되고 객관적인 시각을 부각시키는 발언만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여

기는 명시적, 암묵적 조건에 대해서도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논리

적 이성만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토론을 지양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양식의 

개방으로 평등성을 보장하며, 경험과 감성을 수용하는 토론양식을 통해 진

정한 합의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21)  

19)  토론은 객관적 진리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의견

이 더 나은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기에 시작부터 수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아라(2013, 20, 26) 참조. 

20)  공감과 설득이 이루어져야 나아가 이후의 삶 속에서 그의 생각이나 행위에 변화

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공통 실천이라는 토론의 궁극적 목적에 다가갈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SNU 토론한마당>의 토론모형은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

고 만들어졌다. 

21)  정정문(2007) 참조.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 구분 및 이성적 인간을 우위에 두는 

구분은 인간을 평등한 존재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우열의 기준으로서 지배와 피지

배의 암묵적 문화를 보편화시킨다. 이성중심주의가 토론의 규제 원리로 작동한

다면 이는 토론이 민주적 합의방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권력행사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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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에 기반한 토론양식에 대한 고민은 유효하

며 지속적인 모색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그 하나는, 논리적인 이성의 표현

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감성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제공하는 토론양식이요, 또 하나는, 합의와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대를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만들고 설득하는 노력으로서, 타당성이 

아니라 설득력을 경주하는 토론양식일 것이다.22)

인간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는 자명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

한 문제 속에서 미래를 보장하는 자명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만나기란 요원

한 일이다. 더 설득력 있는 의견과 덜 설득력 있는 의견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논리와 이성을 앞세워 자명한 진리를 찾는 일 못지않게 시급한 것

이 설득력 있는 행위를 모색하는 일이다.23) 현대의 문명조건은 토론의 패

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새로운 토론방식은 타당성에 방점을 찍는 기존의 

논리적 토론에서 소통을 지향하는 수사적 토론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소통교육을 통해서 시민교육 나아가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

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인간과 

사회를 둘러싼 각종 논의는 물론 소통 일반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할 것

을 시사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토론양식은 무엇이 합리적

이며 비합리적인지 구분하지 않으며, 엄격한 언어적 규제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특정 가치와 기준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성을 발견하고 그것

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다. 이것은 소통과정에서 언어적 표

현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사고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며 논리적 이성

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토론에서 탈피하여 경험과 감성도 동등하게 표현하고 중

시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22)  정정문(2007, 42) 참조. 

23)  이아라(2013,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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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교수법적 차원에 있어서도 강의와 실습의 배분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요소들을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강의는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실습 중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가 늘 관건이 될 수 있다. 내 경우를 

놓고 보면 말하기 수업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최고목표는 말하기를 

통해 올곧은 품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저 말만 잘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잘 말하기에 앞서 훌륭한 청자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강조한다. 직접체험이 가장 좋을 것일진대 책읽기를 통한 간접체

험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이다. 독서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다. 독서를 통한 

다양한 체험은 독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에게 

풍성한 말감을 제공해준다.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사회는 한편으로 지식사회로,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로 변하고 있

다. 시민사회라 함은 타협과 양보에 기초한 대화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

는 사회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토론하는 사회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타협과 양보에 입각한 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요구된다. 많은 

것을 안다는 의미에서의 교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필요한 기

초배경을 이해하고 통찰할 줄 안다는 의미에서의 교양 말이다. 이 교양은 

단편 지식을 확장하는데 의존하는 교육방식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

다. 토론교육을 통해 교양 있고 공공선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시민을 길

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삶에서 행복, 특히 사회적 행복이 매우 중요

한데, 이것은 올바른 교양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올바른 교양교육은 

인격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와 서로 다른 전공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형성하는 데 있다. 따

라서 교양교육은 깊이 없는 상식의 나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공을 이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

로 다른 전공자들이나 관심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인 말하기와 토

론교육을 아울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수사적 인간(rhetorikos)이다. 수사적 인간이란 어떤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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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일까?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

람이다. 다른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선 늘 역지사지를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공공

성을 위해 판단하고 공평무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

운 사람은 시의적절한 의견을 잘 구성하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자다. 수사적 인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말만 잘하는 인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정신의 모든 덕성을 구비하고 있는 인간을 

말한다.

글을 마치면서 수사학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수사학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리고 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온갖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 보여준다. 수사학은 설득의 수단뿐만 아니라 인간교육은 물론 리더십의 

기본이고, 종합학문이요 그야말로 만사의 여왕이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소통을 이끌게 하는 최고의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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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beral Arts Education and Communication Education in Korea 
- Focusing on rhetoric 

Kim, Tschong-Young (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focused on promoting liberal arts educa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s. I consider happiness important but our society has emphasized 
personal happiness over social happiness. The process of discussing social 
happiness leads to reflection on structural problems of our society. I examine 
what types of education are necessary to attain happiness for all members of 
society and intensively consider liberal arts education and communication 
education among them. First, I briefly review the German Gymnasium 
curriculum as an alternative to our secondary school education, which 
consumes most time in helping students prepare for thei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 Gymnasium Advanced Course provides implications for 
our secondary education and the liberal arts education of our universities. 

The present state of communication education in Korea is divided into 
reading education, expression education, and discussion education. Reading 
is not only a way of building insights but is also a means to establish identity, 
so that a university's communication education should enable students to 
experience these valuable avenues for personal growth. The discussion 
of expression education is accompanied by the claim that the educational 
pattern of our society should be changed. I have to communicate with various 
audiences and readers to understand their thoughts, to draw empath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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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and persuade them, and this process is examined through a look at 
rhetoric education. Since rhetoric is a discipline that harmonizes thought, 
speech and behavior, it has been proven that the principles of rhetoric can be 
the basis of expression education. Finally, in the process of debate education, 
rhetoric has proven to be useful. In this paper, I present a rhetorical discussion 
model that emphasizes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persuading 
opponents to change their positions and exposing unsuccessful debate tactics 
to reveal an opponent's logical contradictions. 

주제어: 교양교육, 소통교육, 수사학, 읽기, 표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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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언어학은 시민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텍스트언어학을 활용한 시민 교육에 대한 제언 -

조원형 (서울대)

1. 머리말

언어학에서 이른바 ‘랑그’와 ‘파롤’의 구분이 생겨난 이래로 언어학의 연

구 초점은 대체로 ‘체계’로서의 언어, 즉 랑그에 맞추어져 왔다. 랑그 중심 

언어학은 언어의 문법 체계에 내재한 구조와 규칙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문법 체계와 구조에 관한 연구만으로는 언어가 인간의 실제 생

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이에 언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 즉 화용론이 

1960년대 이래 언어학계에서 대두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독일어권 학계를 

중심으로 태동하여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 텍스트언어학은 이른바 ‘화용론

적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이론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국내에서 텍스트언어학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를 자문한다면 그리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이는 텍스트언어학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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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 실천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이론학문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

문이다. 일선 연구자들이 맥락 속에서, 사회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를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언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만 할 뿐 

현대 언어 사회의 소통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

지 충분히 나아갔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철학자들은 세상을 그저 다양하

게 해석하기만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es kommt aber 
darauf an, sie zu verändern).”라는 격언1)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 교육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고 시민 교육

의 핵심은 소통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텍스트언어학이야말로 소통을 연

구하는 분야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텍스트언어학은 이론학문의 껍데기를 

깨고 소통 교육, 나아가 시민 교육을 위해 어떠한 점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을 언어학 논문의 형식으로 세상에 

내놓으려는 목적이다.

이 논문은 머리말과 맺음말을 포함해서 모두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머리말, 제2장과 제3장은 본론, 제4장은 맺음말이다.

본론의 앞부분인 제2장에서는 주로 이론적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먼저 

비교적 근래에 독자적인 학술 분야로 정립된 텍스트언어학이 유럽의 수사

학 전통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수사학은 오

랜 세월 동안 설득과 소통을 위한 학문으로 발전해 왔는데, 텍스트언어학

은 연구 대상이 수사학과 서로 겹치는 면이 있고 그 연구 목표 또한 ‘소통 

강화’에 두는 학자들이 있는 만큼2) 수사학은 텍스트언어학과, 텍스트언어

학은 수사학과 서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그리 

1)  Marx가 쓴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Thesen über Feuerbach)』에 수록된 문장이

다. 독일어 원문은 1981년에 소련에서 출간한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K. Marx und 
F. Engels: ausgewähltige Werke)에서 인용했다.

2)  Beaugrande가 대표적이다. Beaugrande (1997; 2004) 등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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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텍

스트언어학 분야에 속하는 연구 내용을 ‘수사학’이라는 학술지 지면을 빌어 

발표하려는 것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이어 나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수사학과 텍스트언어학의 관련성 논의를 일단락한 다음

에는 텍스트언어학의 실제 연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가 수사학과 

마찬가지로 시민 교육에 적합한 실천 학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할 것이

다. 그리고 시민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정치 교육 현

장에 실제로 텍스트언어학 지식이 응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마

침내 이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텍스트언어학은 시민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론의 뒷부분인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확인한 바를, 즉 텍스트

언어학은 시민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이 분야가 한

국의 시민 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이 연구

에서는 우선 문자언어 교육, 즉 문해 교육(읽기), 글쓰기 교육(쓰기)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말하기, 듣기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대화분석 

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맺음말인 4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 연구의 효용 가치를 다시금 

따져 보고자 한다. 

2. 텍스트언어학, 수사학, 그리고 정치 교육

2.1. 수사학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

적어도 구조주의 언어학이 득세하면서 ‘언어학’이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확립한 이후부터 텍스트언어학이 등장한 1960년대 후반 이전까지 언어학

의 연구 대상은 말소리에서부터 문장까지만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시기 

동안 문장을 넘어서는 언어 단위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수사학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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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분과학문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되면서 언어학과 

문학, 언어학과 수사학 사이에 학제적 교류도 한동안 그리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못했다.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언어학자들 중에도 로만 야콥슨

과 같이 단지 문법 체계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연

구한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의사소통 관련 연구는 이후 ‘언어학’이라는 

분과학문보다 커뮤니케이션학, 기호학 등 다른 분과학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텍스트언어학 역시 처음에는 문법론, 그중에서도 

통사론의 확장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텍스트언어학의 선구자 가운데 하

나로 손꼽히는 롤란트 하르베크는 ‘대명사 연쇄’를 문법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문장을 넘어서는 언어 단위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하지만 1968년

에 페터 하르트만이 ‘텍스트언어학 강령’이라는 것을 공표할 때부터 텍스

트언어학은 단지 ‘의미론의 좀 더 나은 형식들, 언어규범, 좀 더 나은 지식

들과 번역에 대한 통찰력’ 등을 염두에 둔 학문으로 자리매김되었다(이재

원 2018, 56 참조). 이는 텍스트언어학이 ‘더 나은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언

어학’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더 나은 의사소통’은 

애당초 수사학이 지향해 온 바였다. 따라서 텍스트언어학은 수사학의 영역

이었던 연구 대상을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다룬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 귀결이다. 언어 현상은 문장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문장과 문장의 접속을 연구하게 되었고, 접속이 어떻게 이루

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장을 연결해서 단

락을 만들고 그 단락들을 또 조직해서 한 편의 글 전체를 구성할 때는 단지 

체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글 속의 메시지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

달해야 더 잘 전달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를 구

성할 때는 수사학적 고려가 어떤 식으로든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텍스트언어학은 기존의 수사학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

는가? 그리고 수사학은 텍스트언어학의 선구 학문이라 할 수 있는가? 여기

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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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damzik(2016)는 수사학이 텍스트언어학의 선구 학문이라는 주장

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사학은 ‘규범’과 ‘기술(테크네)’에 초점을 맞추는 분

야인 반면 텍스트언어학은 텍스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연구 목표로 한다

는 것이다. 이에 Adamzik (2016, 8)는 수사학을 “텍스트언어학과 나란히 존

재하는 독자적 학문”(eigenständige Disziplin neben der Textlinguistik)으로 

간주하고 ‘선구자’(Vorläufer)로 인정하지는 않는 견해를 취한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 중에는 텍스트언어학의 뿌리를 수사학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영근(2011, 12)은 “현대의 텍스트 과학은 고대의 수사

학과 그 성립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사학이나 문체론과 겹치는 면이 

적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착상, 배열, 표현, 발표, 기억이라는 수사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현대 텍스트언어학의 텍스트성, 특히 응결성과 응집성

에 대응시킨 바 있다.

이재원(2018)은 수사학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연관

지었다. 특히 서양 고대와 중세 수사학의 역사를 ‘텍스트언어학 이전사’로 

간주하고 수많은 수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현대 텍스트언어학 이론과 대

비했다.

Adamzik(2016)과 이재원(2018)의 견해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결론만 놓

고 본다면 서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 두 견해 사이에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언어학 이전에도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담당한 학문 분야는 곧 수사학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

이다.

결국 텍스트언어학은 수사학과 무관할 수 없는 학문이며, 수사학의 연구 

방법론을 텍스트언어학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이미 텍스트언어

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재원(2018, 110)
도 지적하고 있듯이 보그랑드와 드레슬러는 이미 자신의 저서에서 ‘절차

적 발상’을 이해하려면 고대 수사학의 ‘착상’ 개념을 참조하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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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텍스트언어학의 실천학문적 성격

텍스트언어학이 수사학과 무관할 수 없다면 이 분야를 연구하고 활용하

는 목적에도 서로 비슷한 면이 존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두 분

야가 모두 ‘실천학문’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수사학이 연설자의 

의도를 청중에게 잘 전달하고 청중을 설득하는 실천적 수단으로서 발전한 

학문이라면 텍스트언어학 역시 ‘텍스트’라는 사건에 참여하는 이들이 어떠

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언어학의 실천학문적 성격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가 한국 언어학

계에서도 최근 몇 차례 발표되었다. 박용익(2017), 조원형(2017) 등이 그 

예이다. 박용익(2017)은 ‘인문 텍스트언어학’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제안하

면서 그 구체적인 연구 과업으로 ‘이론과 방법론이 아닌 텍스트가 연구의 

중심이 되는 텍스트언어학’, ‘텍스트의 언어 내재적 관점을 넘어선 인간 이

해 연구로서의 텍스트언어학’, ‘일상과 시사적 텍스트의 연구로서 텍스트

언어학’, ‘약자 및 소수자와의 연대를 위한 텍스트언어학’, ‘실용적으로 가

치를 지닌 텍스트언어학’,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방법으로서의 텍스트언

어학’ 등을 제시했다. 조원형(2017)은 텍스트언어학 이론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Beaugrande(1997)를 언급하면서 텍스트언어학은 “연구자의 사상

적 전환을 촉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텍

스트언어학은 ‘인간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애당초 Beaugrande(1997)는 

텍스트언어학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를 ‘담화를 통해 지식과 사회에 접근하

는 자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이 학문이 궁극적으로 ‘전인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후속 연구(Beaugrande 
2004)를 통해 애당초 텍스트성과 함께 자신의 1981년 저서(Beaugrande & 
Dressler 1981)에서도 설명했던 ‘조정 원리’의 문제를 다시금 강조했다. ‘더 

나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효율성, 효과성3), 적합성을 지녀야 한

3)  연구자에 따라 ‘유효성’으로 일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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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텍스트언어학은 단순히 언어 체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만 연구

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 언어 체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담화 참여자들과 협

력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향할 때 그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현대 수사학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독일어권 학계에서도 전통적으로 수사학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정치 언어에 

대한 비평’을 텍스트언어학 연구자들이 수행해 왔다. Kämper-Jensen(1989)에 

따르면 독일 트리어 대학교에서 언론 기사 등을 말뭉치로 구축해서 ‘바이

마르 공화국 시대의 공적 언어 사용에 대한 담화분석(Diskursanalyse des 
öffentlichen Sprachgebrauchs der Weimarer Republik)’, ‘1973년부터 현재까

지의 독일의 사회적, 경제정책적 위기의 언어적 구성(Sprache Konstruktion 
sozial- und wirtschaftspolitischer Kris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1973 bis heute)’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만하임 소재 독일

어연구원에서도 ‘20세기의 언어적 변혁(Sprachliche Umbrüche des 20. 
Jahrhunderts)’이라는 제목 아래 20세기의 각 세대별로 독일에서 생산된 정

치 및 민주주의 관련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담화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대규모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고대 이래 수사학

의 영역에 속했던 정치 언어 연구를 현대 언어학의 방법론으로 수행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비평은 이 밖에도 정치 포스터

(Pappert 2017), 온라인 자유토론방(Roth 2017) 등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단 현대 정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만이 논의 대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Kämper-Jensen(1989)은 1848년 독일 혁명 당시 민

중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들의 문체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모두 ‘비평’과 관련된 것들인 만큼 본고의 

궁극적 관심사인 ‘교육’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전개해

야 할 것이다. 즉 정치 교육에 정치 비평이 어떠한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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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한다.

2.3. 정치 교육 및 시민 교육과 텍스트언어학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시민 교육은 정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

닌다. 애당초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와 관련된 어휘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주권, 특히 참정권을 가진 자유민을 가리켜 

‘시민’이라 불렀고 그에 상대되는 사람은 노예 등 공동체 안에서 권리를 제

한받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시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치’라고 하면 국가 기관의 통치 행위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본래 정치란 공동체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대 민주 사회에서 정치는 곧 시민의 권리

이자 의무에 속한다. 그리고 정치 교육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이

고 합당하게 행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뜻하므로 시민 교육의 핵심

이요 시민 교육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규영(2005)은 정치 교육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면

서 “광의의 정치 교육은 상이한 집단조직, 기구, 기관과 미디어에 대한 사

회·정치적 질서의 일부분으로서 개개 인간들에게 정치적으로 심대한 영

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반면 협의의 

정치 교육은 사회·정치생활에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을 청소

년과 성인들이 갖추도록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며, 지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든 조치들을 위한 총체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광의의 정치 

교육은 시민자질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협의의 정치 교육은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이규영 2005, 160). 
이규영은 같은 논문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독일어권에서는 ‘정치 교육’으

로, 영어권에서는 ‘정치 교육’ 또는 ‘시민 교육’으로 부른다고” 소개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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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영 2005, 162). 이는 앞에서 필자가 정치 교육은 시민 교육의 핵심이요 

시민 교육 그 자체라고 언급한 것과도 맥락이 상통한다.

그렇다면 독일어권에서 정치 교육, 다시 말해 시민 교육은 어떠한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이규영(2005)이 언급했기

에 이를 인용하고자 한다. 이규영(2005, 173-174)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라 불리는 독일 정치 교육의 기본 원칙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2)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지속한다.

(3) 정치적 관심사의 관철과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이규영(2005)은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알고 보면 예외 없이 모두 소통 

교육과 맞물려 있는 원칙들이다.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문제

를 학생이 주체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해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학생이 주

체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소재와 자료들 사이에서 논리적이고 유

기적인 연관성을 찾아 내는 능력이고, 이는 사실상 텍스트 이해 및 구성 능

력과 다를 바가 없다. ‘텍스트’라고 하면 보통 언어 텍스트를 가리키게 되지

만 넓은 의미의 텍스트는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 기호, 청각 기호 등 여러 유

형의 기호들이 융합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논증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이는 

고대에는 수사학이, 현대에는 수사학과 텍스트언어학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관심사의 관철과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실천’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앞에서 이미 텍스트언어학은 실천학문이라

는 점을 확인했다. 텍스트언어학은 ‘협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인 만큼 이 분야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협력을 통한 정치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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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관철과 해결’을 도모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이규영(2005, 174)은 “정치적 관심사의 관철 능력과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해관

계를 조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바로 협력이며 텍스트언

어학의 연구 목표 가운데 하나인 ‘소통 강화’는 곧 ‘협력’과 동의어이다.  

그리고 텍스트언어학 연구자들은 이미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학생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들을 개발해 놓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Fix/Poethe/Yos (2002)이다. 텍스트언어학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하위 연구분야 가운데 ‘언어학적 문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텍스트 

유형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가 각 유형별로 어떻게 구성되고 

4)  이들은 예컨대 Ernst Jandl이 쓴 ‘1944 1945’라는 시를 분석 대상으로 제시했다

(Fix/Poethe/Yos 2002, 134). 이 시는 텍스트성 개념을 문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지만 텍스트성 기준 가운데 의도성, 용인성 등

은 텍스트 참여자들이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정치적 함의와 무관할 수 없다. 따라

서 텍스트성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은 곧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에 필요한 텍

스트 이해 및 구성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상통한다. Fix/Poethe/Yos(2002)가 인용

한 시 ‘1944 1945’는 다음과 같다.

   1994 1995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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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때 중점을 두는 것은 각 유형별로 어

떠한 텍스트 모형(Textmuster)을 설정할 수 있고 개별 텍스트들은 그 모형

과 견주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개별성과 보편성(또는 텍스트 모형과의 

유사성)을 띨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텍스트 모형이든 개별 

텍스트든 모두 그 형식적 구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참여

자,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텍스트 유형

을 분류하는 데 사회 체계 이론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경우(Gansel 2011)도 

있다. 그리고 Fix/Poethe/Yos (2002)는 독일과 옛 동독의 국가, 정치인의 연

설문,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4) 등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

는 텍스트들의 문체를 분석하는 것을 학습자용 연습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것과 텍스트 표면구조에 드러난 어휘

나 표현 등에서 작가의 의도를 찾아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학습서로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익힌 학습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생산해 내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접하고 그 맥락과 그에 함의된 사회 체계 등을 분석해 낼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논의 초점을 ‘시민 교육에 필요한 텍스트 이해 

및 구성 능력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로 좁힐 차례이다. 이것은 바로 다음

에 이어지는 3장을 통해 우리가 답을 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3. 텍스트언어학 기반 시민 교육의 주제와 소재에 대한 제언

3.1. 교육 주제

3.1.1. 텍스트 이해 및 구성

지금까지 나온 글쓰기 교재들은 대부분 ‘문법에 맞게 문장 쓰기’ 또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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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명료하게 글 쓰기’ 같은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물론 글의 기본 

구성 요소인 문장 또는 구문을 잘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부인

할 수는 없지만, 단지 문장 쓰기만을 잘 한다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

니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글은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꼴을 갖추어서 구성

되고 소통되는 만큼 텍스트 쓰기 교육이 글쓰기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

다. 즉 학생들이 문장 하나만 잘 쓰게 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단락 이상의 

단위를 잘 쓰게 하는 것, 나아가 한 편의 완결된 글을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완성하게 하는 것을 글쓰기 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 교육은 읽기 교육과 통합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읽기 기

능과 쓰기 기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말하기와 듣

기가 음성 언어를 사용한 소통에 해당한다면 쓰기와 읽기는 문자 언어를 

사용한 소통에 해당한다. 음성 언어를 통한 소통은 같은 시공간에서 이루

어지지만 문자 언어를 통한 소통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만을 의식

해서 쓰기와 읽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5) 사실 텍스트를 이

해하는 능력과 구성하는 능력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텍스트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은 곧 텍스트를 구성하는 능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은 서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

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글쓰기 교육’과 ‘읽기 

교육’을 따로 나누지 않고 ‘텍스트 이해 및 구성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 

둘을 통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텍스트 이해 및 구성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아래에 제시한다.

(1) 텍스트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시도

하게 한다. 즉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언어의 

5)  예컨대 1990년대에 발간된 ‘국민학교’ 국어과 교과서는 ‘말하기·듣기’, ‘쓰기’, ‘읽

기’ 등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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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텍스트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지

적한 대로 글쓰기 교육을 할 때 ‘문장 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최근까

지도 있어 왔는데, 문장을 텍스트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텍스트 안에서 

각각의 문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문장의 꼴을 갖추지 않은 언어 요소들도 텍스트의 구성 요

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학생들에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텍스트

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또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2장의 각주 2번에 인용된 독일어 시는 문장의 

꼴을 갖추지 않은 단어들만으로도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 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다채로운 텍스트에 대한 이해 및 구성 능력을 학

생들에게 함양시키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

로 사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길이다. 그리고 학생들

에게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만의 자유로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시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언어는 담화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소통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한다. 즉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과정 중에 저자와 

독자의 관계와 그 관계 속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Adamzik(2016)는 이와 관련된 요소들을 세계(Welten), 의사소통 영역

(Kommunikationsbereiche), 생산자와 수용자(Produzent und Rezipient), 매
체(Medialität), 물질(Materialität), 장소(Ort), 시간(Zeit) 등으로 분류하고 이

를 한데 묶어 ‘상황 맥락(situativer Kontext)’이라고 이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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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그 텍스트가 다루는 내용이 어떠한 영역에 속해 있는지 또는 어

떠한 영역에 관한 것인지를 가리킨다. Adamzik (2016, 119)는 이미 익숙

한 현실 그 자체에 해당하는 ‘표준 세계’를 중심에 놓고 그와 대비되는 ‘유희

와 환상의 세계’, ‘과학의 세계’, ‘초자연의 세계’, ‘의미 발견의 세계’ 등을 제

시했다. 글을 구성하다 보면 화자와 청자가 모두 함께 발을 딛고 있는 현실 

그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지식 또는 전제조건을 바탕으

로 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때 그 배경지식과 전제조건의 근원이 어

디인지를 이 ‘세계’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의사소통 영역’은 조원형(2018, 242)이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체계 및 

텍스트 유형과 관련이 깊은데 그 분류 방법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

라 적지 않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다룰 ‘텍스트 유형을 고려한 글

쓰기’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그곳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다.

생산자와 수용자는 물론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를 가리킨다. 그런

데 특히 시민 교육의 주된 대상이 되는 정치적 텍스트에는 표면적으로 나

타난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 이외에도 이른바 ‘숨은 저자’와 ‘숨은 독자’

가 존재할 수 있다. 조원형(2018)은 북한 언론 매체인 <로동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숨은 저자와 숨은 독자의 문제를 논한 바 있다. <로동신문

>은 단지 북한 주민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 등 북한

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이

다. 이때 대한민국과 미국 등이 바로 숨은 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로동

신문> 기사는 기자의 이름이나 통신사 이름 등 출처가 언급된 기사와 그

렇지 않은 기사로 나뉘는데 그 어떠한 기사이든 모두 조선로동당의 입장

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의 숨은 저자는 조선로동당이라는 것이 

조원형(2018, 243)의 설명이다. 시민 교육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언어학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점 또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할 것이다. 이는 텍스트의 궁극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매체, 물질, 장소, 시간’ 등은 텍스트가 어떠한 시공간에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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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로 생산되고 전달되며 수용되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또한 텍스트 유형과 관련이 있는 요소이므로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기

로 한다.

(3) 모든 텍스트는 하나 이상의 텍스트 유형에 속하며, 글을 쓰고 읽을 때

도 텍스트 유형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학

생들이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텍스트는 유형에 따라 구성하는 방식도, 읽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예

컨대 공문서를 쓰는 태도로 연애 편지를 쓰거나 그 반대의 일을 할 경우 원

활한 의사 전달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텍스트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주제, 소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 교육과 특히 관련이 있는 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의사소통 영역이라 

할 수 있다. Adamzik(2016, 132)는 의사소통 영역을 여러 연구자들이 각각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는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Riesel이라는 학

자가 ‘공적 담화(öffentliche Rede)’ 영역으로 한데 묶은 것을 독일어권에서 

나온 언어학 총서 HSK에서는 행정, 경제, 법률, 종교, 학교, 의학, 체육, 정

치기구, 군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해서 각각을 별개의 의사소통 영역

으로 간주했다. Adamzik에 따르면 Eroms, Gansel, Hausendorf/Kesselheim 
등 다른 연구자들도 세부 영역 분류 기준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HSK
와 비슷하게 ‘공적 담화’를 여러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학문(과학), 출판, 일

상 담화, 문학 등을 각각 별개의 의사소통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지금 언급한 여러 논의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논의 초점인 시민 교육은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과 협력하면서 의

사소통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지식은 시민 교육을 위한 텍스트언어학 교육의 핵심 내용 가

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의 의사소통 

규약과 관습이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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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한국 사

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우선 ‘텍스트 이해 및 구성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일

단락하고 나서 새로 언급하기로 한다.

(4) ‘좋은 글’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지도하되 학생들이 이

분법적 옳고 그름에 함몰되기보다 ‘더 나은 것, 더 적합한 것’을 지향하게 

한다.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바를 

모두 갖춘 글이라 할 수 있다. 즉 담화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텍스트 유형

에 부합하며 의사소통을 합리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글이 좋

은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글이 좋은 글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

나 논증과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

한 논증과 설득은 흥미롭게도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동일한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를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교육 자체가 시민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5) 그러나 텍스트 이해 및 구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기능’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자세’이며, 저자와 독자의 상호 관계와 상황 

맥락 등을 고려하는 자세가 기반이 될 때 비로소 기술이 빛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사실상 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사항

이다. 앞에서 논의한 상황 맥락, 텍스트 유형 관련 지식 등 여러 가지 것들

은 모두 ‘협력을 위한 자세’를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언어 공동체를 고려하는 텍스트 교육’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연결된다. 

뒤에서 다루겠다고 조금 전에 언급한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내용도 여기서 

함께 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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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언어 공동체에 대한 이해

(1) 실질 문해 교육

시민 교육의 근간인 소통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 따

라서 시민 교육은 문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언어 공동체를 고려하는 텍

스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문해 교육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러므로 이 논문에서도 별도의 지면을 활용해서 문해 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몇 년 전 한국인의 실질 문해 능력이 선진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다

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윤준채 2009 참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다. 하나는 노년층 가운데 글을 배우고 활용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사

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글을 이해하기 어

렵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노년층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

무교육을 통해 충분한 문해 능력을 갖춘 세대가 이미 노년층으로 접어들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쓰는 것은 사회에서 관심을 가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

해서는 먼저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넘쳐난다면 아무리 읽기 능력을 함양한다 하

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밀가루’라고 쓰면 될 것을 굳이 ‘소

맥분’이라고 써서 마치 일상 속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수한 성분인 것처럼 

오인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문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은 글쓰기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

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실질 문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주요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텍스트 수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글

쓰기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쓰기 교육

과 읽기 교육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과 구성하는 능력은 이처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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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다문화 교육

문해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 역시 소통 교육과 무관할 수 없기에 

첨언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

동체는 더 이상 한국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

는 사람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이주민은 소수자로서 이주한 국가나 사

회의 규약이나 관습을 수용하고 생활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 역시 그러한 관습의 예외가 아니어서, 다문화 정책이

라고 하면 으레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등 동화 정책을 먼저 생각하게 된

다. 하지만 다문화 정책이 일방적인 동화 정책으로 치달아서는 안 될 것이

다. 이주민들 또한 고유한 문화와 언어 등을 지니고 있고 어디에서나 자신

이 체득해 온 관습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자신

의 고유한 정체성을 배우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들과 직

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거나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은 이들의 

문화, 언어, 관습 등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들의 관습을 함께 따르는 지혜

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은 반드시 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해

야 할 것이다. 즉 ‘동화 교육’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이주민들에게는 ‘자신

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고 이주민들을 받

아들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이주민들의 문화, 언어, 관습 등을 이해

하는 교육’이다. 이를 아우르는 용어를 찾자면 ‘문화간 소통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간 소통 교육의 방식은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텍스트 이해 및 구성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와 관습이 달라지면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

된 사안도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맞물려 텍스트 유형별 텍스트 모형에 크든 

작든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어와 영어만을 놓고 보더라

도 편지를 쓰는 일반적인 양식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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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보편성과 유사성을 교육하는 것은 시

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3.2. 현실적인 교육 소재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먼저 텍

스트언어학과 수사학의 관계를 논했으며 텍스트언어학이 실천학문적 성

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독일 학계에서는 어떠한 실질

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혔다. 3장에서는 ‘텍스트 이해 및 구성 

교육’과 ‘언어 공동체를 고려하는 텍스트 교육’을 포괄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이다. 즉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지속하며 정치

적 관심사의 관철 능력과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한국 사회에서, 특

히 텍스트 교육을 통한 시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관건

이다.

여기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

가 있다. 우선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반증이다.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

이다. 앞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우선 ‘댓글 쓰

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의미있는 글을 주고 학습자들이 그 글에 저마

다 댓글을 달게 하는 것이다. 댓글은 교수자가 제시한 글에 대해서도 달 수 

있고,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달 수 있게 한다.

댓글은 현대 사회에서 자주,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텍스트 유형이다. 

언론 보도가 종이 매체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매체보다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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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널리 확산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인터넷 언론 보도에 으레 덧붙는 댓

글들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서 생산되는 언론 보도 관련 댓글들을 살펴보면 보도 내용과 무관한 내용

을 서술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발견된

다. 심지어 이른바 ‘댓글 알바’라 불리는 사람들마저 나타나 불필요한 논란

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특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극단적인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때 ‘선플 운동’이

라는 것까지 생겨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댓글 문화가 그동안 

얼마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치달아 왔는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댓글을 쓰는 것은 기사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파급 효과가 큰 상

호작용인 만큼 잘 활용하면 인터넷 매체 특유의 쌍방 소통을 도모하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댓글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댓글 쓰기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개략적인 

방안은 사실 앞에서 대부분 제시했다. 텍스트 유형에 관한 지식, 상황 맥락

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계, 숨은 저자와 숨은 독

자 등 텍스트의 배경과 맥락을 살피는 능력’과 ‘요약 능력’, ‘상호작용을 고려

한 글쓰기 능력’ 등이다. 물론 어문규범을 지키고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

하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지속하는’ 교육 역시 댓글 쓰기

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은 그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지속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글이다. 이때 댓글들의 연쇄가 의미 없는 방향 

또는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려면 ‘근거를 갖추어 논

쟁하는 법’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짧은 글이라 해도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작성해야 논쟁이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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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댓글을 다는 학습자들의 무리 속에 익명으로 개입해서 근거 없는 댓

글 또는 근거가 적합하지 않은 댓글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댓글

을 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자의 댓글이라는 것을 가능한 한 비밀로 

함으로써 학생들이 누구와도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수사학에서 중시하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현대적인 텍스트 구성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고전 수사학의 개념과 연구 

성과에서 필요한 것을 찾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정치적 관심사의 관철 능력과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런데 댓글 쓰기 교육

만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관심사의 관철 능

력과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지속

하기 위해서라도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결된 글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짤막한 댓글을 쓰고 읽을 때부터 정치적 관심

사의 관철과 해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또한 틀림이 없다. 그 어떠한 

글을 쓰더라도 ‘시민’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소통의 주체로서 글을 쓰고 읽

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이야기한 바를 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가 댓글 쓰기 교육과 더불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비평

적 다시쓰기’ 교육이다. 비평적 다시쓰기란 본래 Beaugrande(2004)가 텍스

트의 조정 원리, 즉 ‘효율성, 효과성, 적합성’과 그 기준인 디자인 척도를 설

명하면서 내세운 개념이다. 이를 국내에서는 조원형(2013)이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조원형(2013)은 구체적 사례 몇 가지를 들어 효율성, 효과

성,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고쳐 쓰는 방법을 설명했다. 예

컨대 정부 공문서, 언론 보도 등의 가독성과 메시지 전달 능력을 높이는 방

안을 제시했고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를 황석영이 개작해 <임을 위한 행

진곡>이라는 노래 가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적합성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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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됐는가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Fix/Poethe/Yos(2002)는 독일 국

가와 옛 동독 국가, 그리고 독일 국가를 패러디해서 만든 노래 가사들 사이

의 간텍스트성을 분석하는 연습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비평적 다시쓰기 교육은 실질 문해 능력 향상과도 관련이 깊다. 글의 효

율성, 효과성,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곧 문해 능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

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비평적 다시쓰기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들의 눈높이에서 효율성, 효과성, 적합성이 다소 부족하

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글을 제시한 다음 댓글 토론을 통해 그 글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저

마다 자기의 표현 방식으로 글을 새롭게 다듬어 쓰게 하는 것을 가장 단순

하면서도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앞에서 이야

기한 것들을 전제로 글쓰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다. 학습자에게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은 일이다.

오늘날 활발히 유통되는 글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지난 시대의 명

문장들을 오늘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꾸어 쓰는 연습 또한 효과적

일 수 있다. 예컨대 1919년 3월 1일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를 100년 뒤의 사

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쓰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단어

나 표현 몇 가지를 치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옛 사람들이 즐겨 

쓰던 글쓰기 방식과 오늘날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넓게 보면 자신과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나아

가 다문화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평적 다시쓰기와 별도로 현실 속의 문제를 고발한 텍스트

를 읽고 토론하는 작업 역시 시민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덧

붙이고자 한다. 예컨대 Kämper-Jensen(1989)이 연구한 것과 같이 정치적

인 의미를 담은 노래들의 텍스트 구조와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시



81텍스트언어학은 시민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민 교육 학습자들의 토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과

정에서도 시대상을 담은 민중가요들이 여러 편 작곡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

졌다. 김정락·유영희·변계원(2014, 322-336)은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의를 참고해서 각 시대별로 널리 불린 민중

가요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토

론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맥락을 노래로 풀어 낸 민중가

요는 ‘현실’이라는 텍스트를 ‘노래 가사’라는 텍스트로 바꾸어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중가요를 시민 교육의 소재로 삼는다면 현실의 어떤 면

을 노래에서 부각했는지, 그리고 노래 가사에서 주제어로 삼은 내용들은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들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주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시민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어떠한 방식

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시민 교육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도 이러한 연

구가 밑거름이 되리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4. 맺음말

글을 맺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스스로 던지고자 한다. 과연 오로지 글

쓰기 교육만으로 시민 교육이 되겠는가. 물론 글쓰기만으로 모든 것이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글쓰기 교육이 시민 교육의 출발점이

요 기반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글을 쓰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이다. 

시민은 공동체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인데 글쓰기라는 행동

만으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읽기 교육 또한 중요하다. 특히 실질 문해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실질 문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 구성원들이 글을 

쓸 때 독자가 읽기 쉽게 써야 한다. 이처럼 문해 교육과 텍스트 구성 교육

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논증한 바이다. 그리고 오늘날 ‘시민 

사회’는 다문화 사회를 전제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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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교육과 읽기 교육을 통합하면 ‘소통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통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언어학 교육을 할 필

요가 있다. 텍스트언어학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이지만 단지 언어를 해석하

기만 하는 분야가 아니라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한 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는 분야라는 점을 본고의 논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언

어학자가 텍스트언어학을 연구한다면서 단지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고 해

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언어학 지식을 소통 교육

에 폭넓게 적용한다면 시민 교육의 기반이 되는 소통 교육은 지금보다 한

층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 논문은 완결된 논의를 제시한 글이라기보다 하나의 제안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 구체적인 사례를 깊이 있게 천착하지는 못했다는 한

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장성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평가 및 지도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

의 몫으로 남긴다.

참고문헌 

고영근(2011), 『텍스트과학』, 집문당.

김정락·유영희·변계원(2014), 『음악의 이해와 감상』,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출판문화원.

박용익(2017), 「텍스트언어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인문 텍스트언어학’」, 

『텍스트언어학』 42, 31-57. 
윤준채(2009), 「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 『새국어생활』 19-2, 

5-16.



83텍스트언어학은 시민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규영(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9-3, 
157-186.

이재원(2018), 『텍스트언어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조원형(2013), 「텍스트성 기준과 디자인 척도」, 텍스트언어학』 34, 207-232.
조원형(2018), 「<로동신문> 기사의 비난조 표현 분석: 2017년 11월~2018년 

4월 치 기사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4, 205-246.
Adamzik, Kirsten (2016), Textlinguistik, 2. Auflage, Walter de Gruyter.
de Beaugrande, Robert (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de Beaugrande, Robert (2004), A New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ext and 

Discourse, 인터넷 공개(www.beaugrande.com).
Fix, Ulla/Poethe, Hannelore/Yos, Gabriele (2002), Textlinguistik und Stilistik 

für Einsteiger: Ein Lehr- und Arbeitsbuch, Peter Lang.
Gansel, Christina (2011), Textsortenlinguistik, UTB GmbH.
Kämper, Heidrun/Wengeler, Martin(Hrsg.) (2017), Protest – Parteienschelte – 

Politikverdrossenheit: Politikkritik in der Demokratie, Hempen Verlag.
Kämper-Jensen, Heidrun (1989), Lieder von 1848: Politische Sprache einer 

literarischen Gattung, Niemeyer.
Marx, Karl (1888), Thesen über Feuerbach, in Marx, Karl/Engels, Friedrich(1981), 

26-28.
Marx, Karl/Engels, Friedrich (1981), Ausgewältige Werke, Verlag Progress Moskau.
Pappert, Steffen (2017), Plakatbusting: Die Umwandlung von Wahlplakaten in 

transgressive Schflächen, in Kämper, Heidrun/Wengeler, Martin(Hrsg.)
(2017), 55-75.

Roth, Kersten Sven (2017), “Stammtisch 2.0”? Politiker-Kritik als interaktionale 
Ressource in Online-Foren, in Kämper, Heidrun/Wengeler, Martin(Hrsg.)
(2017), 77-97.



84 수사학 제32집

[Abstract]

Can Text Lingistics Provide 
an Alternative Method of Civil Education?

- A Suggestion for the Civil Education Using Text Linguistics  -

Cho, Wonhyong (Seoul National Univ.)

Text linguistics is a “practical science” that can serve as a basis of civil 
education, because it aims to improve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text participants (i.e. text producers and receivers). In this study I discuss 
precisely how text linguistic theory can help civil education. In Germany, 
the “Beutelsbach consensus (Beutelsbacher Konsens)” has been adopted as 
a basic principle of political education, which is the core of civil education. 
The Beutelsbach consensus will be also helpful for Korean civil education, 
and text linguistics can make theoretical contributions to the embodiment 
of that consensus because students can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especially in writing, by adopting text linguistic theories. Both literacy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re necessary because they are not 
only preconditions of civil education, but also important parts of  the “text 
understanding education.” 

주제어:  시민 교육, 텍스트언어학, 소통 교육, 정치 교육, 텍스트 이해, 텍스

트 구성, 상황 맥락, 비평적 다시쓰기

Key words:  civil educations, text linguistics, communication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text understanding, text composition, situ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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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일반





과학 교재의 수사학*

- 『소리와 음악(Sound and Music)』의 서사 분석 -

구자현 (영산대)

I. 머리말

과학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과학

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양태를 혁

명적으로 변화시켜 놓고 있다. 또한 과학은 인간이 자신과 세상과 사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첨

예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에서도 양산된 지식을 과학 논문

의 형식으로 학계에 보고하고, 과학 교재의 형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

하고, 과학 기사나 교양 도서의 형식으로 대중화하는 등 의사소통 활동이 

중요하다. 과학 논문, 과학 교재, 과학 기사, 교양 도서 등은 모두 언어의 형

태로 과학 활동의 전모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언어 의존적이다. 그런 

점에서 과학 수사학은 분야가 일천할지라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 방면의 연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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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논문에서 과학 교재의 서사 분석을 실행

하고자 한다. 20세기 초에 음악 음향학 분야에서 정평이 난 교재인 세들리 

테일러(Sedley Taylor)의 『소리와 음악(Sound and Music)』을 수사학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19세기 말에 음악 음향학이 음악 대학과 음악 전문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음악 전공자나 아마추어 음악가들에

게 19세기 후반에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분야인 음악 음향학의 지

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은 교재들이 집필되었다(구자현 2014, 
274-282). 『소리와 음악』은 그 중에서 널리 읽히고 가르쳐졌던 책으로서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명성이 높았다. 이러한 과학 교재의 내용은 이

후 과학 교재의 표본이 되어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은 과학 교재의 수사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

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사 분석을 위하여 피셔(Walter Fisher)의 서사적 패러다

임을 개념적 도구로 삼을 것이다. 수사학에서 서사의 중요성이 새롭게 관

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므로(Borchers 2006, 160-163; Foss 2009, 267-274, 
307-317) 이 과학 교재를 서사 분석함으로써 과학 교재의 수사학에서 피셔

의 분석 도구의 가치와 효용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피셔의 서사적 패러다임

서사(narrative)는 일정한 논리나 관습에 따른 사건들의 배열이다(강헌국 

2004, 44). 서사는 서사적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모든 의미 활동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Fisher 1987, 66).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모

든 것은 서사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논거로 ‘좋은 이유’(good 
reason)을 찾아냈을 때 그것을 논리적(logic)이라고 판단한다. 논리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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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근거한 추론을 일컫는 말이다. ‘좋은 이유’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

정하는 사실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가 반영된 온갖 근거들이 인

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관련성에 의거하여 추론 과정에서 동원될 때 붙여지

는 이름이다(구자현 2016, 412).  
피셔는 서사적 합리성을 온갖 인공물의 서사를 평가하기 위한 중심에 놓

는다(Fisher 1987, 90). 서사적 합리성은 서사적 개연성과 서사적 충실성으

로 구성된다. 서사적 개연성은 글 전체에서 발견되는 속성이고 서사적 충

실성은 글의 개별적 요소에서 발견되는 속성이다(Fisher 1987, 88). 서사적 

개연성은 서사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여겨지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척도

이다. 서사적 개연성은 구조적 일관성, 소재적 일관성, 성격적 일관성으로 

이루어진다. 구조적 일관성은 서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짜임새가 있어

서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소재적 일관성

은 특정한 서사에 동원되는 소재들이 꼭 필요한 것이 모두, 꼭 필요한 것만 

사용되어 확보되는 것이다. 성격적 일관성은 서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맡겨진 역할을 일관되게 잘 감당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Borchers 2006, 161). 서사적 충실성은 진실성(truthfulness)과 신

뢰성(reliability)으로 구성된다. 진실성은 당대에 받아들여지는 사실을 정

확하게 활용함으로써 서사가 믿을만하게 여겨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

성은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럽고 ‘좋은 이유’를 사용함으로써 당대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확보되는 것이다(Fisher 1987, 88).1) 

2. 과학 교재의 서사

폴킹혼(D. E. Polkinghorne)은 서사가 매순간의 경험과 행위에 의미를 부

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도식이라고 보았다(폴킹혼 2005, 39). 과학도 인간

의 경험과 행위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과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

1)  ‘최근 과학 텍스트에 대한 서사 분석에 피셔의 개념과 방법을 채용한 논문이 여럿 

발표되었다(구자현 2016; 구자현 2017a, 270-274; 구자현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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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서사의 일부 또는 서사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과학 교재에서 서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된다. 내부 서사(inner narrative)와 외부 서사(outer 
narrative)가 그것이다(구자현 2017a, 270~271). 

내부 서사는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사의 형식을 말한다. 과학 교

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내부 서사의 사례로 자연사, 진화사, 과학사를 

들 수 있다. 자연사라 함은 자연이 변천되어 온 역사를 서술하는 것인데 우

주의 시작과 팽창의 역사, 별의 생성과 폭발, 은하의 충돌 등 우주의 역사를 

다루는 것, 대륙의 이동이나 융기와 침강 등 지구의 역사를 다루는 것, 암석

의 형성과 풍화 등 암석의 역사를 다루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진화사란 

생물 진화의 역사를 다루는 것을 말한다. 생물학에서 진화론은 주된 탐구 

영역 중 하나가 되었는데 생물 진화론은 생물의 다양성과 다양한 분포를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된다. 과학사란 해당 분야의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얻

어졌는지 탐구의 역사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실험과 이론에서 여러 과학

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수행하였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주된 내

용을 이룬다. 

외부 서사는 인공물에서 형태상으로는 명시적으로 서사로 나타나지 않

지만 인공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구성되는 서사를 지칭한다. 

이것은 인공물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유발되지만 인공물

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서사로 지칭한다. 과학 교재에서는 

구조적 맥락, 연구적 맥락, 교육적 맥락에서 그러한 서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구조적 맥락에서 외부 서사는 책 내용의 구성에서 발견된다. 어떤 책

이든지 목차의 배열을 보면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소재들을 특정한 

순서로 배열하게 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글의 구조가 드러

나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는 책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배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적 맥락에서 외부 서사는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진척 속

에서 책의 출판이 차지하게 될 역할을 고려할 때 부여되는 것이다. 연구의 

맥락이 특별히 고려되는 이유는 현재 관련 연구 분야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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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러한 논쟁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재가 집필되었다면 이 교재는 그러한 논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

하여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적 맥락에서 외부 서사는 이보다는 덜 공세적인 의도를 교재가 담고 

있는 경우이다. 교육적 맥락의 외부 서사는 관련 학문 분야의 교육적 상황

에서 독자들의 필요가 무엇이었고 그러한 필요를 어떻게 채우기 위해 해당 

교재가 나오게 된 사건을 서술하는 것과 관련된다(구자현 2016, 419). 책이 

현재와 같은 모양이 되는 데에는 이러한 교육적 맥락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했을 것이고 책이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좋

은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물에서 외부 서사를 읽어냄으로써 우리는 형태상이나 명시적으로 

서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과학 교재에서도 서사를 분석하고 논

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러한 서사 속에서 텍스트

의 모든 요소들의 의미와 가치를 분석할 수 있다. 과학 교재에서 내부 서사

와 외부 서사를 모두 분석할 수 있지만 내부 서사가 두드러지지 않는 과학 

교재에서는 외부 서사의 분석에 피셔의 준거들을 적용할 수 있다.

III. 『소리와 음악』의 서사 분석 

1. 분석 대상과 배경 

필자는 테일러(Sedley Taylor)의 『소리와 음악(Sound and Music)』이 교

육을 위한 저서, 즉 교재라는 측면에서 음악 음향학이라는 분야의 지식을 

서사를 활용하여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서 이 책의 성격을 개관하는 것은 교육적 및 연구적 맥락에서 외

부 서사를 살피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 책의 부제는 ‘악음과 화성의 물리적 구성에 대한 초보적 논설’(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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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Treatise on the Physical Constitution of Musical Sounds and 
Harmony)이다. 저자는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
의 연구원(Fellow)이었다. 이 책은 1873년에 초판이 나왔고 1883년에 2판

이 나왔고, 1896년에 3판이 나왔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책은 1896년에 나

온 3판이다. 

이 책은 음악 표기법이나 산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전 지식이 없는 독

자들, 특히 수학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예술의 물리적 

기초를 이루는 음향학의 물리적 기초를 전달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더구

나 저자는 이 내용으로 사우스 켄징턴 박물관(South Kensington Museum)
과 왕립 음악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Music)에서 강의한 바 있다. 이

것은 청중의 구성이 음악에는 어느 정도 조예가 있으나 과학에는 문외한

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독자나 청중을 제시하는 것

은 앞으로 이 책의 서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해준다(Taylor 
1896, v).

저자는 개정판을 내면서 개정의 사실을 알려 독자들이 이 개정판을 읽으

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일단 개

정판을 내는 것은 책이 독자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할 근거가 

되고 개정의 방향은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완할 미비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판의 개정에 관한 서문을 쓰면서 저자는 수면파의 입자 운동

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인위적인 가설이 1판에서는 설명의 단순성을 위하

여 삽입되었으나 그것을 삭제하고 관찰된 사실에 대한 취급으로 대체하였

다고 적고 있다(Taylor 1896, vii). 이는 경험적 사실에 의지함으로써 더 확

고한 지적 토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 교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독자

에게 알려준다.

2. 서사적 개연성의 평가 

이 책에서 서사를 읽고자 할 때에는 우선 구조적 맥락에서 책의 내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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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목차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서사적 개연성 중에서 구조적 일관성이 잘 충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는 책 전체에서 다룰 소재와 그 소재들을 다룰 순서를 보여주는데 독

자가 목차를 읽을 때 독자의 심상에는 목차에 따른 서사가 구성된다. 

저자는 244쪽에 달하는 책 내용을 10개의 장으로 구성해 놓았다. 1장은 

‘소리 일반과 전달 방식’(1-52), 2장은 ‘음량과 음고’(loudness and pitch)(53-
73), 3장은 ‘공명’(74-86), 4장은 ‘음색’(quality)(87-99), 5장은 ‘음색과 연관하

여 고려된 중요한 악기의 본질적 메커니즘’(100-141), 6장은 ‘음색과 진동 

방식의 관계’(142-153), 7장은 ‘소리의 간섭과 ‘맥놀이’’(154-166), 8장은 ‘협

화와 불협화’(concord and discord)(167-189), 9장은 ‘협화 3화음’(consonant 
triads)(190-201), 10장은 ‘순정조와 정률’(202-223)을 다룬다(Taylor 1896, 
ix-xii). 

이러한 배열로부터 형성되는 서사는 ‘일반’에서 ‘특수’로 논의가 진행한다

고 할 수 있는데 특수를 다룰 때에는 기초에서 응용으로 논의가 진행한다. 

그런 점에서 1장이 소리의 일반과 소리의 전달 방식을 다룬 것은 책 전체의 

기초를 이루며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머리말에 해당한다. 우리는 정황

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설명을 처음에 배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다. 다음 장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음향학의 기초 개념으로서 소리의 3요소

인 ‘음량, 음고, 음색’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2장과 4장에서 적중하고 있지만 다소 이상하게도 공명에 대한 짧은 

논의가 3장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4장에서 음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

분음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고 부분음의 존재는 헬름홀츠 공명기를 통해

서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명에서 기주 진동을 다

루는 것은 5장에서 주요 악기를 설명할 때 관악기의 설명에서 활용되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4장과 5장 모두의 앞에 공명에 대한 장을 배열하는 것

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Taylor 1896, 131).
악기를 설명하는 5장 이후에 악기 음색의 독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6장

에서 ‘악음과 진동 방식의 연관성’을 다루는 것은 정당화된다. 6장은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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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진동의 위상, 음색이 부분음들의 위상 차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헬름홀츠의 이론, 마지막으로 단순 파형과 복합 파형(resultant wave-form), 
부분음을 합성하여 복합음을 만드는 푸리에 정리를 다룬다. 이에 따라 저

자는 진동 방식이 음색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맥놀이를 다루는 7장이 8장을 준비하는 장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간

다. 왜냐하면 8장에서 다루는 협화/불협화의 개념은 헬름홀츠에게는 맥놀

이 개념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헬름홀츠는 맥놀이 진동수가 33Hz에 가

까울수록 불협화가 커진다고 주장하고 협화는 불협화의 결핍으로 이해하

기 때문에 협화/불협화는 맥놀이 뒤에서 다루는 것이 헬름홀츠의 이론을 

충실하게 따라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9장이 8장 뒤에 연결되는 것도 자

연스럽다. 9장이 다루는 3화음은 당연히 8장에서 다룬 협화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0장의 내용이 9장 뒤에 놓이는 것도 자연스럽다. 9장에서 장3화음과 단

3화음의 효과를 다루었기 때문에 장음계의 연속적인 음정은 여기에서 쉽

게 유도된다(Taylor 1896, 202-203). 헬름홀츠의 협화 이론은 순정조를 토

대로 하기 때문에 협화 이론을 다룬 8장에서 이미 이러한 장음계를 이루는 

음정들과 그것들의 진동수 분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다루었다. 그러므로 저

자는 음정으로부터 순정조에 의해 장음계를 얻는 방식을 취한다. 평균율은 

으뜸음을 변경시키는 조옮김의 과정에서 서로 약간씩 진동수를 달리하는 

너무 많은 음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한 옥타브를 

정확하게 12등분하는 정률(temperament)이다(Taylor 1896, 207). 그리하여 

10장의 논의가 자연스럽게 9장에서 다룬 주제와 잘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구조적 일관성은 정당화된다.  

소재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재가 잘 선택될 뿐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소재가 잘 배제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 앞의 논의에서 전

체적으로 악음과 화음의 물리적 구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재들이 

잘 배열된 것은 확인했다. 저자는 필요한 소재는 꼭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

은 소재들은 잘 배제하여 책의 서사적 개연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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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현재의 논의에서 필요에 맞지 않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느라 학

생들의 의욕을 꺾는 일을 하지 않는다. 가령, 테일러는 7장에서 맥놀이를 

설명하면서 비슷한 진동수의 두 음파가 함께 울릴 때 왜 소리가 커졌다 작

아졌다 하는 맥놀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맥놀이 진동수가 왜 두 음파의 진

동수의 차가 되어야 하는가를 자세히 논의한다. 그리고는 맥놀이를 일으킬 

때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맥놀이를 특징짓는 세기의 변화에 추가하여 맥놀이는 또한 음

고의 변화도 포함한다. 그러한 변화의 존재는 이론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실험적으로 인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상세한 취급

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미묘하다(Taylor 1896, 163).

저자는 맥놀이에서 음고의 문제는 건너뛰면서 각주에서 독자가 이 

주제에 대하여 더 공부하기를 원하면 자신이 1872년에 『철학 잡지』

(Philosophical Magazine)에 낸 ‘맥놀이에서 음고의 변화’(Variations of Pitch 
in Beats)라는 논문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Taylor 1896, 163). 이렇게 저자

는 독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니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은 건너뛰

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독자를 배려한다. 

이 책의 교육적 맥락에서 외부 서사를 구성할 때 등장인물로서 저자와 

독자는 자신이 맡은 최적의 역할을 수행해야 성격적 일관성이 성취된다. 

저자는 음향 음향학을 오랫동안 과학 비전공자에게 가르치면서 친절하고 

쉬운 설명을 통하여 독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일관된 선생의 모습을 보

여준다. 독자도 장차 음악계에 진출하여 음향학 지식을 활용할 학생이라는 

일관된 모습을 교육 받는 내내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저자는 2판 서문에서 1판에서 독자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

을 더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Taylor 1896, vi). 이러한 언급은 저자의 선생으로서의 친절함을 

드러내는 부분으로서 독자는 자신이 배려 받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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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이로써 이 책이 모든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을 것이라

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저자는 음악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장차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될 법한 것을 잘 전해준다. 가령, 2장에서 다양한 

음정에 대하여 소개한 후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독자는 이 음정들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하여 그것들 중 어느 것

에 해당하는 한 쌍의 음을 연속해서 들려주었을 때 어느 음정인지 

맞힐 수 있어야 한다(Taylor 1896, 68).

이러한 능력은 음악 활동에 종사할 사람에게는 필수적이지만 과학 전공

자나 일반인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악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 및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음악가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실제적인 논의를 넣어줌으로써 저자의 배려는 

두드러지고 독자의 만족도는 올라간다. 바이올린은 고정된 브리지와 손가

락으로 누른 현의 위치 사이를 활로 왕복하여 문지름으로써 현을 진동시킨

다. 이때 활에는 송진 가루를 발라 마찰을 증가시킨다. 바이올린의 비어 있

는 몸통은 현의 소리를 공명에 의해 증폭시킨다. 바이올린 종류 악기의 소

리는 명랑하고 날카로워서 첫 8개의 부분음이 그 소리에서 잘 두드러진다

(Taylor 1896, 115). 이러한 지식은 음악 전공자들에게 매우 실제적이며 유

용한 지식에 속한다. 

저자는 독자가 비록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도 부분음을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 친숙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부분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소개한다. 이는 음악 음향학이라는 과학적 탐구의 실행을 

위하여 부분음 청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학의 문외한들을 위한 친절

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음색을 설명하는 4장에서 부분음을 듣기

를 “처음 시도하는 독자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분음을 듣기 위해 

용이한 방법들을 추천해 준다. 되도록 낮은 음을 들려주고 그 안에 들어 있

는 기본음의 옥타브 음이나 기본음 위의 12도 음, 기본음의 두 옥타브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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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등을 듣는 훈련을 할 것을 충고한다. 그리고 처음에 부분음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두 눈이 두 개의 상을 맺지만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상

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사람은 부분음들을 뭉쳐서 하나의 음으로 듣는 것

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임을 친절하게 설명한다(Taylor 1896, 92-93). 

3. 서사적 충실성의 평가

저자는 이 책이 과학 교재로서 음악 전공자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목적

을 잘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과학 교육의 외부 서사에서 서사적 충

실성을 잘 달성하도록 신경을 쓴다. 저자는 서사적 충실성의 첫 번째 요소

로서 진실성을 잘 확보해야 하는데 저자는 불협화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

명 부분에서 과학적 사실과 어긋나는 설명을 함으로써 진실성에 흠집을 낸

다. 그것은 단3도, 즉 5:6의 비 안에 들어오는 두 진동수가 불협화를 일으킨

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간 수준의 음계, 즉 가온다(middle C) 근처에서 성

립하는 것을 일반화하여 높은 진동수의 배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헬름홀츠가 말한 대로 배음과 조합음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 

33Hz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게 한다(Taylor 
1896, 168; Helmholtz 1875, 280-281, 308-309). 스스로 헬름홀츠의 이론을 

가장 표준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도 헬름홀츠의 이론을 제

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여 독자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큰 잘못

이다. 이로 인하여 독자는 결국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 이

해하고 있다는 것, 즉 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혼란을 겪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의 논의가 가능한 한 음향학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여 

서사적 신뢰성을 얻기를 추구한다. 저자는 이론과 실험의 결합 방식을 책 

전체에서 유지하기를 추구하였음을 서문에서 밝힌다. 헬름홀츠의 주된 발

견에 대하여 소개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자신의 방식을 취하고 이 

주제에 관하여 이전에 확립된 부분과 연결을 시킨다. 그러므로 저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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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독일 철학자’(great German philosopher)에 깊이 의지하고 있을 때조

차도 독립적인 연구를 거쳐서 그것을 자신의 말로 소화하여 제시하고자 한

다(Taylor 1896, vi). 저자는 자신이 주로 의지하고 있는 헬름홀츠의 저서인 

『음의 감각』(Die Lehr von den Tonempfindungen)이 음향학에서의 지위가 

천문학에서 뉴턴의 『프린키피아』(Principia)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마찬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말한다(Taylor 1896, vi). 이렇게 저

자는 자신의 논의가 위대한 음향학자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전달함으

로써 서사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저자는 교육적 맥락에서 외부 서사를 제시하면서 서사적 신뢰성을 공

고히 하고자 한다. 저자는 1판이 헬름홀츠의 저서의 3판(1870)을 참조한 

반면에 2판은 새로 나온 헬름홀츠 책의 4판(1877)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Taylor 1896, vii). 이것은 최신의 지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책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3판의 서문에는 3판

이 이전 판과 내용이 사실상 같으나 표지에 초판과 2판에 언급해 왔던 “헬

름홀츠 교수의 주된 음향학적 발견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는 

것을 보고한다. 저자가 이와 같이 언급한 이유는 이제 이 위대한 발견자가 

음향학 지식에 끼친 탁월한 기여가 “우리의 과학 유산에 확실하게 편입되

었기에” 더 이상 이 판본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Taylor 1896, 
viii). 2판과 3판 사이의 13년 사이에 영국 음향학계는 헬름홀츠의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자는 많은 곳에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이 설명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당시 과학의 실험 정신을 잘 반영하려는 노력

을 함으로써 자신의 담론이 독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저자

가 주된 독자층으로 음악에 종사하고 과학이나 수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자신의 책을 접하여 과학 교육에 활용할 가

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과학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

도 음악 전공자들에게 과학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은 음악 과학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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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내부 서사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저자가 스스로 실행한 실험을 

소개할 때와 연구사를 소개할 때이다. 이러한 서사의 서술을 통하여 저자

는 독자를 자신의 이야기에 끌어들이며 이야기를 들은 독자가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만든다. 이야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된다. 실례

로 1장에서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음속 측정 실험을 전한다. 저자는 케임브

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의 북쪽 회랑(North cloister)의 동쪽 끝에 있는 

벽에서 비범하게 선명한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반대쪽 끝에 서서 저자

는 손뼉을 치면서 메아리를 들었다. 이때 손뼉 치는 소리와 메아리가 같은 

시간 간격으로 교대로 들리도록 빈도를 조절했다. 결과는 30초 동안 76회 

소리가 들렸으니, 실제 손뼉 38회, 메아리 손뼉 38회였다. 이는 소리가 해

당 거리를 15초 동안 38회 왕복했음을 의미했다. 왕복 거리를 걸음으로 재

보니 419피트였다. 소리가 왕복한 거리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

니 초속 1061피트가 나왔다. 이 값은 틴들(John Tyndall)이 제시한 권위 있

는 값보다 50피트가 적은 값이다(Taylor 1896, 5-6). 이러한 실험 이야기를 

통하여 저자는 소리의 속력을 재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저자는 소리에 대한 탐구가 실질적인 실험을 통하

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로써 서사적 신뢰성이 강화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이 실험 정신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실험 

과정을 재현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기를 꾀한다. 그는 8장의 시작 부분에

서 맥놀이가 빨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묻는다.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 음고의 두 개의 

동일한 소리굽쇠를 공명상자 위에 설치한 것을 구하고 그 중 하

나의 가지에 밀랍 방울을 부착하고 점점 그 양을 늘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매우 느린 맥놀이가 들리고 그 수가 초당 4, 5개를 넘

지 않는 한 귀는 어려움 없이 맥놀이를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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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것들이 더 빨라지면 그것을 세는 어려움은 더 커지고 

마침내는 분리되어 들리지 않게 된다. 그때에도 귀는 듣는 소리

가 연속적인 음이 아니라 빠른 변화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Taylor 1896, 167).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빠른 맥놀이에서 불협화음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

을 저자는 실증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이 음향학이라는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추

론을 수행하는 방법을 전수해야 한다고 믿고 그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서사

적 신뢰성을 높이기를 시도한다. 오르간 파이프의 작동을 설명하는 부분에

서 한쪽이 막힌 관(곧 폐관)에서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부분인 배(loop)가 

형성되는 것을 살핀 결과, 기본 진동에서는 1/2배, 다음 진동 모드에서는 

3/2배, 5/2배, 7/2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배의 수에 비례하는 진동수

의 음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폐관의 부분음의 구성을 이렇게 

유도한다. 

  

현재의 예에서 생산되는 소리의 진동수는 각각 1, 3, 5, 7에 비례

하니 (A)[기본 진동]가 기본음을 일으키는 소리의 최초 4개의 홀

수차 부분음을 얻는다. 여기에서 채택된 추론(reasoning)은 기주

가 어떠한 부여된 범위까지 분할되는 경우들에 확실히 똑같이 

잘 적용된다. 그러므로 폐관에서 얻을 수 있는 음은 동일한 복합

음에 속하는 모든 홀수차 부분음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Taylor 
1896, 127).

저자가 사용한 용어대로 ‘추론’이라는 과정이 책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론은 앞의 예에서 살펴본 대로 관찰 사실을 표

현하는 진술들과 보편적 원리들을 표현하는 진술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이는 연역 추론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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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과학 저술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논의 방식으로서 당시 과학계

가 숭상하는 가치, 즉 과학은 논리적 추론에 입각해야 한다는 가치를 잘 반

영하고 있기에 서사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IV. 맺음말 

과학 교재의 수사학은 좋은 과학 교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준다. 서사 분석을 통해 과학 교재가 집필된 구조적, 연구적, 교

육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 교재가 이러한 형태를 갖추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교재는 음악 전공자에게 음향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리의 파동적 본성에서 시작하여 음량, 음고, 음색의 과학적 

원리, 악기의 발성, 협화/불협화의 개념, 화음의 형성, 음계의 원리에 이르

기까지 순차적으로 초보자도 음악의 과학적 기초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연구적 맥락에서 보면, 『소리와 음악』 3판이 당

시 음향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헬름홀츠의 연구 성과를 가급적 그대로 

반영하려고 했던 초기 판본과는 달리 독자적 설명 방식을 따르게 된 것은, 

19세기 말의 영국의 음악 음향학이 대륙의 음악 음향학을 자체 연구를 통

해 잘 소화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적 맥락에서 보면 음향학

이 음악대학이나 음악원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부각되면서 이전에 집필된 

책들이 너무 설명이 친절하지 않았던 점이나 내용이 과도하게 많아 학생

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리와 음악』은 간략하면서도 핵

심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교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집필되고 개정된 

책이었다. 

피셔의 서사적 합리성의 기준에 따르면 이 책은 서사적 개연성과 충실성

을 비교적 잘 충족시키는 책이었다.  짜임새 있는 구조에서 구조적 일관성

을 확보하고, 독자가 꼭 알아야만 하는 소재를 망라하여 소재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과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장차 음악계에서 종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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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독자를 늘 배려하는 친절함을 보임으로써 성격적 일관성을 잘 확보하였

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책이 당시 음향학 지식을 잘 반영함으로써 진

실성에서 호평을 받아 마땅하지만 협화음에 대한 헬름홀츠의 이론을 설명

하면서 틀린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진실성에서 결함을 보인다. 그렇지만 과

학 교재로서 당시에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대로 과학이 요구하는 

추론과 실험의 엄밀성을 잘 준수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한다. 

수사학은 어떤 텍스트에서나 존재한다. 과학 교재는 교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사학을 갖는다. 서사 분석을 통하여 좋은 교재는 독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민감하게 선별된 소재를 가지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와 방식으로 제시하되 정확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해당 학문 분야의 지

식을 그 분야의 설명 방식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 서사가 결

여된 과학 교재도 외부 서사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서사 분석이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셔의 서사적 일관성과 충실성의 세부 기준들

을 과학 교재의 서사에도 적용하여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확장된 서사에 대한 관점으로 다른 분야의 교재나 저술에 대하여 

확장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수사 분석 방법의 가치와 효용성을 공

고히 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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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hetoric of A Science Textbook:
- A Narrative Analysis on Sedley Taylor's Sound and Music -

Ku, Ja Hyon (Youngsan Univ.)

Analyzing the rhetoric of a scientific tex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science communicates by employing the language. The paper intends 
to show that the narrative analysis which has been tried in analyzing 
general texts in rhetoric are appropriate and beneficial in analyzing 
scientific textbooks, too. Sedley Taylor’s Sound and Music which was 
widely used as textbook for teaching music student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s an object suitable for rhetorically analyzing how the effort to 
teach nonexperts the basis of science was made. The range of analyzing 
scientific educational texts has been extended by extensively recognizing 
the narrative as activities including human life and thinking proces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Water Fisher's narrative rationality, the 
textbook satisfies the structural and material coherence through selecting 
and arranging appropriate content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 coherence 
through providing contents while considering the features of readers who 
are to work for music but lacking in scientific knowledge. It mobilizes the 
narrative reliability by relying on reasoning and experiment as well as the 
authority of Helmholtz, a superb expert of acoustics at that time. However, 
it exposes the lack of narrative truthfulness by the misunderstanding of 
Helmholtz's theory of consonance and dis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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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서의 ‘매뉴얼’ 의미 고찰
- <매뉴얼: The Manual- Parts & Labour>展을 중심으로 -

이영주 (가톨릭대)

1. 들머리

문화공장오산(오산 시립미술관)은 <매뉴얼: The Manual - Parts & Labour>
전(이하 <매뉴얼 展>)을 열었다.1) 이 전시의 특징은 기획자가 작가에게 일

정 정도의 재료를 주고 아이디어를 구상케 하고, 구상한 아이디어가 하나

의 지시서(매뉴얼)로 제작되도록 하였다. 이후 매뉴얼화 된 아이디어의 구

현은 참여한 시민을 통해 즉 작가가 아닌 제 3자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아

무런 작가의 도움 없이 매뉴얼만 가지고 제작되는 방식을 취한다. 제한된 

재료 안에서 작가들이 전혀 다른 작업을 구상해내는 과정, 이러한 아이디

어가 제 3자의 손을 통해 현실화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매뉴얼 

展>은 신개념의 전시다. 

1)   아시아 뉴스 2014.11.14.기사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737415 

<매뉴얼 展>은 영국 큐레이터 존 칠버(John Chilver, 영국 골드스미스 예술대학 교

수) 와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기획자가 동일한 재료들을 국내 작가 10명과 해외 

작가 10명에게 제시하고, 작가들은 그 제한된 재료 안에서 작품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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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관념이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

운 창조적 형식을 통해 표현해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이다. 그

런데 <매뉴얼 展>의 경우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관객)에게 말을 걸

어온다. <매뉴얼 展>의 특성이라면 국내외 작가 20여명이 작품의 아이디

어를 구상해 내고, 작가의 관념에 있는 그의 창조성을 매뉴얼로 1차 구현한

다. 매뉴얼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

던가! 이 전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작가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따라 자

신들의 노동을 통해 작가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생산품)한다. 이는 예술에 

대한 기존 관념에 반(反)하는 하나의 실험적 시도로서, 작가의 아이디어와 

이를 현실화하는 시민들의 노동으로 작품이 완성되는 새로운 형태다. 

통상 예술가의 상상력에 의해 구성하고 그의 미적 감각과 기술로 완성되

는 작품을 예술품이라 여겨 왔다. 그러면 <문화공장오산>에 전시된 작품

들은 정체가 무엇인가(예술인가? 생산된 사물인가?) 그 생산품은 누구의 

것인가(누가 창조한 것인가?) 아이디어와 완성된 예술품의 관계는 작품의 

정체성과 귀속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개입되는 여러 철학적 문제 중에 이 논문에서는 아이디어와 예술 

작품의 관계를 주목해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아이디어와 예술 작품의 관계

를 전시회(<매뉴얼 展>)를 통해 고찰해 보는 것은 예술적 아이디어와 작품

의 구현의 관계성과 ‘예술작품은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일정정도의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매뉴얼 展>에서 드러난 매뉴얼의 존재적 의미를 살펴봄으로 해서 아이디

어와 예술작품의 관계성과 아울러 예술행위와 노동행위에 대한 하나의 해

석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예술적 행위들도 다분히 수사적 상

황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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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과 예술 아님의 경계

2.1. 우리는 무엇을 예술이라고 하는가?

예술은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정신의 산물을 거칠게 말하자면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술은 인간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정신적 관념을 감성적으

로 표현한, 일종의 객관화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작품은 

작가가 무엇에 대해 사유한 결과를 질료에 행위를 가함으로써 결과물을 만

든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의 주인이고, 그의 생각은 작품 안에 내재된 내용

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정신적인 것을 외화한 것으로 그 정신적인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중요한 철학적 대상이 된다. 

예술사적으로 ‘예술이 무엇인가?’2)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예술사적 논의는 뒤샹(Marcel Duchamp)의 <샘>3)의 출현으로 큰 충

격을 받는다.4) 단토(Arthur Danto)와 디키(George Dickie)는 기존의 예술

2)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재현론, 표현론, 형식론, 제도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예술가와 철학자들은 모든 예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본질이 무엇인

가를 통해 예술을 정의하려고 하고 있다. 

3)   뉴욕 미술가들의 모임과 수집가들은 독립미술가협회(the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를 설립, 6달러의 회비만 내면 심사위원도 검열도 없는 전시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전시를 하였다. 1917년 4월 10일 개막일 직전에 뒤샹은 소변기를 하나 사

서 ‘R. Mutt’라고 서명한 뒤 협회로 가서 6달러를 낸 뒤 제출하였다. 그러나 6달러

만 내면 검열도, 심사위원도 없는 전시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샘>은 전시가 거부

되었다. 

4)   모리스 와이츠(Morris Weitz) “The Role of Theory in Aesthetics”(1956) ‘예술은 정

의 할 수 없다(OPEN CONCEPT)’는 명제로 예술을 정의한다. 모든 예술품들에 예

술로서 필요하고 충분한 중요한 세목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어떤 것

이 예술품으로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요소란 없기 때문이다. 즉 모든 예술품들

에 어떠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부인한다. 만약 예술이 본질적이고 

그래서 불변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정의를 가지면 미래의 예술이 가지는 창조

성을 잃게 된다. 와이츠는 예술은 창조성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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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는 <샘>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

았다. 즉 예술이란 ‘다시 만들어 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물질’이라는 개념에

서 벗어나야만 <샘>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었다. 단토와 디키는 기존의 예

술사적 예술관을 벗어나 예술을 예술이게 하는 것은 예술작품 내부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둘러싼 외부의 조건들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뒤샹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변기(레디메이드)를 미술관이라

는 공적 공간에 개입시킴으로써 ‘손으로 가리키고 선언하는 것’(조지디키

1988)이었고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그것의 의미를 격렬하게 토론하게 하

였다. 디키와 단토와 같이 ‘예술계(Art World)’라는 제도 안에서 형성된 것

을 예술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하는 경우, 뒤샹의 <샘>은 전시회에 출품했

고 전시회나 공모전에 출품했다는 것만으로도 예술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

뤄진 예술 활동이므로 <샘>은 예술품이 된다. 단토는 예술에 본질이란 없

고 다만 예술을 둘러싼 해석과 제도가 있을 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예술과 

예술 아님의 경계에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엇, 즉 예술 이론의 분위기

나 예술사의 지식 등으로 이루어진 예술계가 필요하다”(조지디키 1988)고 

하여 예술계(The artworld 1964)가 있다고 상정한다. 한 대상이 예술작품으

로 간주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평가로부터 예술적 지평 위에서 해석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만약 뒤샹의 <샘>이 비평가로부터 어떤 해석을 받았

다면, 그것은 예술작품의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보았다. 만약 <샘>이 전시

을 본질적인 정의로 이를 한정하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창조적인 작품은 예술에

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어떤 정의를 내림으로

써 개념적으로 그것을 닫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만델바움은 예술에서의 

새로움이란 기존의 정의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상태에서 새로움이며, 예술에 대한 

정의는 그러한 새로움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본다. 와이츠는 만약 우리가 작품들

에서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면 그 속성은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소라 

주장한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가 예술임과 아님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비트겐슈

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을 차용한다. 그러나 디키는 예술의 가족 유사성은 맨 처

음의 예술(Ur art)이 어떻게 예술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서 와이츠를 

비판한다. Morris Weitz(1956), Peter Lamarque와 Stein Haugom Olsen이 편집한 책 

(2003)의 Stephen Davies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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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같은 예술제도 안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어떠한 해석도 받

지 못했다면 그것은 해석의 여지를 갖지 못하는 단순한 사물(소변기)에 불

과하다. 즉 그것이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품의 해석을 위한 예

술계라는 지평이 필요하다.

칸트 미학에서 미적 판단에 있어서 취미(taste)는 ‘미적인 것’ 내부에서 작

용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취미란 사회성, 

정치성과 관계한다고 통찰했다. 디키도 예술제도(Institutional approach of 
art)라 칭하는 예술작품의 사회성, 사회적 조건을 기반으로 예술이 작동한

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작품이란 인공물이며 어떠한 사회 내지 한 사회의 

하위 집단, 즉 예술계가 감상을 위한 후보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분류한다. 

디키가 정의한 예술작품이란 ‘예술계의 대중에게 제시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인공물’5)이다. 디키보다 더 사회학적 관점을 견지한 하워드 베커

(Becker)는 “존재와 사회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천재의 창조물”이고 성스

러운 직관의 형태로 완성되는 숭고한 영역이었던 예술을 사회학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행위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예술의 창작에서부터 관객들이 감

상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소들을 강조한다. 뵐플린

(Heinrich Wölfflin)도 “모든 것이 모든 때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

였는데 그 의미는 작품을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양상이 다르다면 같은 작

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술의 전통과 형식을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예술로, 앤디 워홀의 <브릴

5)  디키의 주장에 대해 비어즐리(Beardsley)는 오브제들이 전시되었다는 이유만으

로 예술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예술이라 부르는 사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환논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비어즐리는 예술작품에 대한 정의를 ‘미학적 의도’에 초점하여 다음과 같이 내린

다. “An artwork is something produced with the intention of giving it the capacity to 
satisfy the aesthetic interest.” (Beardsley 198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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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박스>와 뒤샹의 <샘>을 보자. 이들 작품은 1950년대 이후 대량 생산 소

비의 문화, 미디어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대중주의적인 성향을 띈 예술 작

품이다. 대중의 소비적 측면을 받아들인 팝아트는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을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이라 구분 짓는 경계선에 균열을 내었다. 같은 맥

락에서 부르디외(Bourdieu)는 예술에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어 그것이 예

술임과 예술 아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토와 디키에 동의한다. 부

르디외는 예술 개념의 역사와 제도의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에 관심

을 갖는다.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통해 예술을 이야기한다. 

부르디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취향과 성향이 드러나는 사회속의 특

정 장(field, champ)에서는 때로는 대립되지만 때로는 차이의 관계, 혹은 장

(field, champ)들 간의 위상적 관계가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가지

는 아비투스가 거기에 알맞은 사회문화적 장을 만났을 때, 예술경험은 보

다 즉각적이 된다. 

즉각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것으로의 예술작품의 경험은 

역사적인 동일한 제도의 두 면 사이의 일치의 효과이다. 그 두 면

이란 상호적으로 서로를 설립해 준 교양 있는 아비투스(Habitus)
와 예술 장(Champ)을 말한다.(브르디외 1999, 378)

아비투스는 체득된 것으로 그것이 일련의 일관성을 가진 행위들을 일으

킨다. 몸에 밴 지속되는 습성(habit)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아비투스는 

그 사람에게 구조화된 성향(disposition)을 보여준다. 부르디외가 사용한 용

어 가운데 “눈”, 혹은 “시선”은 일종의 미적 성향, 즉 아비투스다. 눈은 그 시

대, 그 사회가 제공하는 역사와도 관련된다.

20세기 예술 애호가의 눈은 역사의 산물이다. 계통 발생적 측면

에서, 그러한 그대로 예술작품을 인식할 수 있는 순수한 시선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자체를 위하여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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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배워지기를 요구하고 순순한 예술적 의도를 가진 생산자들

의 출현과 분리할 수 없다. (...) 개체 발생적 측면에서 이것은 전혀 

특수한 배움의 조건들, 그러니까 일찍부터 미술관을 드나들고, 학

교 교육을 오랫동안 받으며 여가와 같은 것 생활의 제약이나 화급

함과 거리가 생기는 것 등과 연결되어 있다.(브르디외 1999, 377) 

작가의 ‘눈’은 예술가들을 생산하는 객관적 조건 및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눈’은 관객에게도 그 대상들을 예술작품으로 볼 것을 강요하고, 

학습시킨다. 이러한 ‘눈들’이 모여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특정

한 예술적 아비투스를 만들어 내는 객관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렇게 특정 

아비투스를 생산해 내고, 지속시키고, 교육시키는 장으로서 미술관은 “예

술가의 가치와 그의 생산물들의 가치에 대한 특수한 척도를 부여”하며, 또 

그 척도를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눈·아비투스’를 만들어 내는 핵심

적 요소이다. 앞서 서술한대로 눈은 “눈 자체도 기나긴 집단적 역사의 산

물, ‘감식가’의 점진적인 발명과 개인적인 긴 역사의 산물, 다시 말해 예술

작품에 대한 계속된 방문의 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브르디외 1999, 
378) 눈이다. 아비투스로 인하여 어떤 것을 예술로 인정하지만 어떤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다. 예술 사회학적 견지에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무엇이 사회나 사회의 핵심구성원들에 의해 예술로 간주되느냐의 

물음으로 치환된다. 예술계를 둘러싼 제도는 예술가들의 눈, 예술을 비평

하는 사람들의 시선, 예술을 향유하는 관객들에게 교육된 아비투스다. 그 

시대 그 문화의 아비투스는 그 사회에서 어떤 것이 예술이고 어떤 것이 예

술 아닌지를 감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비투스의 범위에 따라 어떤 민

감한 눈은 좀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것에 눈이 가기도 한

다. 여러 층위의 시선을 용인하고 독특성을 가진 다종다양한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때에 이르러 기존 예술철학에서 언급된 예술 사조나 양식에서 

삐져나온 어떤 작품도 이제는 예술이라 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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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이디어와 예술작품의 관계 

뒤샹의 레디메이드 작업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느 맥

락에 위치 지우느냐와 같은 관념, 즉 아이디어가 미술작품의 본질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예술가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레디 메이드된 사물이 예술

품으로 주장되거나 제시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가게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수 만, 수 천 개가 동시에 존재하여 희소성과 

원본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샘>이 수 백 개씩 만들어지는 소변기 중에서 

예술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샘>이 지칭하는 것은 단지 소변기라는 실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변기라는 물리적인 대상을 넘어 

우리에게 다른 경험과 해석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뒤샹이 그만의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관객과 비평가 그룹에게 이야기를 건넸기 때문에 일개의 

소변기가 세상의 단 하나의 <샘>으로 바뀐다. 즉 소변기를 어떤 문맥에 놓

이게 함으로써 세상의 관심과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뒤샹이 소변

기에다 예술적 지위를 부여한 일이다. 단토가 “예술작품이란 관계성에 대

한 해석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 해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단토 2015)라고 한 의미는 이제 작품은 그 

자체의 지각적 요소로는 그 무엇을 전달하지 못하고, 관객의 머리로 그것

이 예술인가를 질문하게 하여 그것의 의미와 관계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지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산물이 예술이 아니라 눈에 보이

지 않는 작가의 아이디어, 작가의 창조적 관념이 예술이 된다. 따라서 그러

한 작품들은 독창적인 색, 구도, 선, 빛의 관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술 이론으로 해석되고 감상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 관념, 개념을 

관객이 추론하고 관객의 취향과 경험에 따라 해석한다. 관객이 작품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심지어 디디에 로트(Didier Roth)
는 “그림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다.”(피에르 파반느 2000)라
고 까지 말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브르디외 의 아비투스를 다시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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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필요가 있다. 계급적 혹은 계층적으로 몸에 밴 구조적인 예술적 소양

과 교육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미적 시선’은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

는 데에 넓은(좁은) 스펙트럼을 가질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사고력

과 양적·질적 경험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각적 요인이 아닌 개념적 사고를 통한 예술작품의 감상은 어떠

한가? 작품을 시각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는 것과 같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읽는 것으로는 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림을 읽을 때 시각적으로 읽지만 우리의 사고과

정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야기, 그 오브제와 얽힌 사람과의 추억이나 체취, 

그 오브제를 주로 만났던 장소, 실패나 고통의 순간에 떠오르는 당혹스러

운 감정, 오브제의 낯 섬과 익숙함, 오브제의 의미와 활용, 오브제의 정의

와 맥락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만 관객만의 창조적인 독해를 할 수 있다. 

이 때 관객의 독해는 그들의 아비투스에 기반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객의 ‘눈’은 작품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처럼 작품을 완성한다. 예술이 물

리성을 넘어섬으로써 관객은 더 적극적인 관객의 개입이 요구되는 이 불편

함,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모호함을 만난다. 결국 관객이 돈 내고 시간 

들여 하는 일이란 관객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하는 성가심을 맞닥뜨

리게 된다. 이제 관객은 생각하는(해석하는) 사람이 된다. 

뒤샹은 1913년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물질을 교묘하게 치장하는데 있

지 않고 미의 고찰을 위한 선택에 있다”(박기웅 2003)고 했다. 이는 작가의 

의도, 작가의 창의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지 그것을 어

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의미로 들린다. 작가의 아

이디어와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는 그 작품을 작가가 직접 만들었느냐의 문

제를 넘어선다. 작가가 직접 그렸느냐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였느냐

의 맥락이 더 중요해졌다.6) 뒤샹은 레디메이드들의 선택에서 오브제의 선

6)  최근 조영남의 대작논란이 붉어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조영남은 조수가 

그린 화투 그림을 자기그림으로 판매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

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 이유는 현대 미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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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가의 역할이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있고, 여러 명의 조수를 동원해 작업

을 분담하는 추세라는 현대 미술의 관행을 든 조영남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

다. 화투를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로 보고 대작화가들을 기술 보조자로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다수의 미술단체들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다음 기사로 갈음한다. 

홍수민, 「미술협회 “조영남 무죄에 모욕감 느껴…미술계 퇴출시켜야”」, 온라

인 <중앙일보>, 2018년 8월 24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2913348(접속 

2018.8.25).
7)  수사학도 작품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질문에 열려있다. 청중에 의해 열려진 

택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

면 오브제의 선택은 “미학적 감동이 없는 일종의 무관심성에 도달한 것으

로 시각적 무관심성과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미의 부재에 기초를 두어

야”(피에르 파반느, 2000)한다고 말한다. 형태(form)가 아닌 개념(concept)
이 중요해지자 작품에서 표현과 개념에는 간격이 생긴다. 형태가 중요할 

때는 그 작품의 원본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 개념이 중요해지

자 공중 화장실에 소변기 <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뒤샹의 <샘>을 가졌

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작가의 애초의 의도, 개념이 중요한 것이다. 개념

은 작가의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고는 그 사람의 언어의 세계를 반영

한다. 이제 예술은 개념을 담는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단토는 『예술의 

종말 이후』에서 작품을 이렇게 규정했다. ‘첫째, 대상을 의미하는 언어이어

야 한다. 둘째, 그 언어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거

기에는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단토가 생각하는 예술품이란 

작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언어적으로 관객에게 읽

힐 수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예술작품은 개념적으로 되고 

그럼으로써 물질화를 벗어나 언어로 관객과 대화를 한다. 진술이 아니라 

그 작품이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대화하자고 한

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술작품이 언제든 가능한 질문에 열려져 있고, 누

군가에 의해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태도로 

대화를 할 수사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목도한다.7) 뒤샹이 워홀에게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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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잘 말해준다.

누군가 50개의 켐벨 수프 깡통을 가져다 캔버스에 놓았다고 하

자.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망막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우리의 관

심을 끄는 것은 50개의 캠벨 수프깡통을 캔버스로 옮기고자 했던 

바로 그 개념이었다.8)

작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객이 끄집어낼 수 있는 맥락, 환경, 주의, 언

어, 기호를 건네고 관객의 화답을 기다리면 된다. 관객의 눈이 파악한 물리

성이 개념화 되어 언어적으로 사회 속에서 작가와 또 다른 청중과 대화한

다. 그러므로 아이디어와 예술작품은 한 몸이 아니어도 된다. 즉 아이디어

를 작품으로 잘 구상시키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독창적인 형태로 완성시키

지 않아도 된다. 

3. 문화공장 오산 <매뉴얼 展>에 관한 세 가지 논점 

전통적으로 예술작품은 작가가 그의 생각을 물질을 이용해 표현해 놓은 

창조물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은 자연물이 아니고 구성물이며,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 사물이다. 음악은 작곡자와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연주자가 

질문은 작가에게 혹은 예술계(사회)에게 물음으로써 청중이 이해를 한다. 이것은 

예술과 수사학의 관객(독자 혹은 청중)에 대한 이해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는 하병학의 논문에서 제시한 “수사학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판단기준도, 

문장이라면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규칙도 상정하지 않는다.”와 같다. 수사학 대신

에 예술을 대체해도 될듯한데 예술과 수사학은 그만큼 청중과의 상호 질문과 이해

를 근간으로 발전해 감을 의미한다.(하병학 2015)
8)  단토(Arthur C. Danto)도 무엇이 이것을 미술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

보는 방식은 우리가 그것이 미술이라고 믿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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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가 많은 예술이다. 그러나 미술작품은 주로 아이디어를 낸 창작

자가 곧 표현자다. 물론 앤디워홀이나 제프쿤스는 팩토리(Factory)를 만들

어 직원을 고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각적으로 

작품의 완벽함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뉴얼 展>은 아이디어를 낸 자와 그것을 현실화시킨 자가 다르다. 그

렇다면 문화공장 오산에 전시된 작품들은 예술품인가? 아니면 생산된 사

물인가? 그리고 그 생산된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앞서 아이디어와 예술 작품의 관계를 논의한 바에 의하면 현대 예술을 

개념적인 예술로 상정할 때, 작가의 아이디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제

시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지, 비싸게 팔리는 혹은 완성도 높은 작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

므로 이 예술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이 관객

에게 어떻게 지각되는 지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문화공장 오

산에서 기획한 <매뉴얼展>이 우리에게 던진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매

뉴얼 展>을 1) 행위 주체(작가와 참여시민, 기획 연출자), 2)매뉴얼을 사이

에 둔 작가와 참여 시민의 노동의 정체성, 그리고 3)작품의 귀속성의 측면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작가는 미적의도를 창조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주체다. <매뉴얼 展>의 

작가는 전시 기획자에게서 받은 재료만을 가지고 작품을 구상한다. ‘주어

진 재료만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은 아이디어를 구현할 한계를 미리 상

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구상을 매뉴얼화 한다. 작가에게 주어진 매

뉴얼이란 작가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1차적 표현물이지만 이는 참여 시

민들에게 작품을 잘 제작할 수 있도록 한, 의도가 확실한 텍스트다. 즉 작

가의 관념을 외화하는 데에 이 지침서만을 잘 따르면 어느 정도 균질한 제

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매뉴얼은 창조와 생산을 분리하

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작가와 참여 시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매뉴얼



121예술에서의 ‘매뉴얼’ 의미 고찰

은 작가를 떠나 또 다른 생명력을 지니는 텍스트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독

해의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만드는 이의 해석적 지평이 개입되기 때문이

다. <매뉴얼 展>의 작가들은 자기 아이디어의 최종 모습을 상상하고 기획

하였지만 그것의 최종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제작하면서 발생

할 여러 가지 변수와 작품의 수정 등의 창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작가는 자신이 구상한 대로 작품이 나왔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어쩌면 자신의 아이디어와 동떨어진 작품으로 탄생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

다. 작가의 행위를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참여자가 제

작이라는 행위를 하게 하여 작품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적

극적인 개입을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매뉴얼 展>의 기획 의도는 작가를 창조자의 역할이 아닌 주어진 재료 

안에서 작품을 구상하는 연출자의 역할로 제한하였다고 홍보문에 밝히

고 있다. 작가가 창조자의 역할이 아닌 연출자의 역할이라면 작가의 아

이디어는 창조가 아니라 연출이란 의미를 가진다.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내게 한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가? 또 창조자와 연출자의 차이는 무

엇일까? 

연출자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그 목적에 충실히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장

치를 미리 짜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연출자는 목적이라는 대전

제에 맞춰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사람이기에 창조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 목적을 생각해 낸 것이 창조자로 생각이 되고 목

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연출가는 수행자처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연출자

도 창조적인 활동을 프로그램 곳곳에서 하는 사람이다. 목적에 이르는 길

은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연출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목적에 이

르는 길을 선택, 이를테면 재료(대본)를 선별하는 눈도 창의적이어야 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작가와 상의해서 대본을 프로그

램에 맞게 수정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스텝들을 독려하여 일의 진행에 

차질이 없게 운영한다. 무엇보다도 시작부터 프로그램의 결과에 이르기까

지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연출가다. 사람을 다루는 일부터 진행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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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본 편집까지의 전과정에서 연출가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연출자는 음악의 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매뉴얼 展>은 기획자인 

존 칠버가 재료를 한정하여 주고 그 재료를 가지고 20명의 작가들이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전개하며,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구현될 수 있

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까지를 창조한 사람이라 할 수 있기에 그를 기

획 연출가라 명명할 수 있다. 

2) 기획전에 참여한 시민들은 작가의 매뉴얼에 준거하여 작품을 만들어 

낸다. 시민 참여자들은 일단 작가의 완성품을 상상하고 그것을 잘 구현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이들의 목표가 작가의 매뉴얼 그대로 제작하는 

데에 있다면 이들의 노동은 매뉴얼을 잘 독해하였느냐와 얼마만큼 매뉴얼

의 지시사항에 따라 실행하였느냐 그리고 참여자들의 기술이 작가의 의도

대로 실현될 수 있는 숙련도를 지녔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매뉴

얼 텍스트는 최초의 저술과정에서 뿐 아니라 이후 해석과정에서 계속 창조

되고 형성된다. 이들이 최대한 작가의 아이디어에 다가간다고 해도 결코 

그 예술품은 오직 작가만의 표현이 아니다. 작가가 상상을 통하여 표현하

고자 하는 아이디어(관념)는 작가와 분리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

화하는 시민 주체의 노동행위로 인해 최종 산물과 작가의 아이디어는 간격

이 생긴다.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에서 반복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

된 제작물은 이미 매뉴얼을 만든 작가를 떠나 있기 때문이다. 주최측이 밝

힌 <매뉴얼 展> 기획 의도는 작품의 제작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

민들의 활동을 통해 예술 작품의 탄생 과정 안에서 간과되기 쉬운 ‘노동’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즉 <매뉴얼 展>은 참여 시민에게 ‘노동’

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술행위와 노동행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고 제의

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의 탄생과정에는 ‘노동’이 개입된다.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작품 

활동 과정에서의 ‘노동’은 창조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

문이 생긴다. 예술행위를 ‘창조’라고 하고, 인간의 모든 활동을 ‘노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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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창조행위와 노동행위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으며 그것의 관계

성은 무엇인가? 예술 작품 활동에서 ‘창조’와 ‘노동’은 다른 것인가? ‘창조’와 

‘노동’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3) 작품의 귀속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누가 이 작품을 창조한 것

인가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존 칠버의 기획 아이디어에 의해 작가와 시

민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작품들의 창조의 자리는 존 칠버에

게 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작품의 아이디어는 작가의 관념에 의해 창출되

었고 그 관념을 구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 작

품의 창조자는 작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아이디어와 매뉴얼, 재료를 

제공받았어도 그것을 직접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하는 시민들의 역

동을 생각한다면 이들에게도 창조의 자리를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천재적인 패션 

디자이너를 가정하자. 그 디자이너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패션쇼를 위

해 작품을 구상하였다. 구상된 작품은 종이 위에 그려지고 디자인된 작품

의 실행을 위해 제작단이 꾸려졌다. 대체로 어시스턴스 디자이너와 인턴들 

그리고 재봉 기술자들이다. 제작단은 천재적인 디자이너에 걸맞는 스텝들

로 안목과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 팀 작업으로 완성된 작품 ‘옷’은 

쇼에 출품된다. 그럼, 이 작품은 누구의 것인가? 일련의 이와 같은 작업은 

미술계에서도 왕왕 있다. 이를테면 앤디워홀이나 제프쿤스(Jeff Koons)의 

‘공장’에서 작업된 예술품이 그것이다. 

콜링우드(Collingwood)는 기술의 6가지 필수적인 특징9)을 들어 ‘진정한 

9)  1) 기술은 수단과 목적사이의 구별을 포함한다. 2) 기술은 항상 계획과 실행사이

의 구별을 포함한다. 3) 기술의 경우, 실행할 때는 수단이 목적에 우선하지만 계획

의 과정에서는 목적이 우선시 된다. 4) 원재료와 완성품사이에 구별이 있다. 5) 형
상(form) 과 질료(matter) 사이에 구별이 있다. 6) 여러 가지 기술 사이에 위계적 관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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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기술이 아니다’10)라고 한다. 콜링우드의 해석을 따르자면 인턴과 

재봉 기술자는 디자이너가 계획한 목적에 맞도록 자기 기술을 사용하여 실

행한 것이다. 즉 재봉 기술자의 행동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

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자신의 예술작품의 최종 산물

이 무엇일지 미리 알고 시작하지만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멈출 수 있다. 따

라서 창작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

로 작품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봉기술자들은 수정과 멈춤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야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

고 최종 완성품임을 확인하는 자도 디자이너이다. 그러므로 창작품으로서

의 옷의 작가는 디자이너에게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그동안 예술품의 저

작권(authorship)과 오너쉽(ownership)은 작가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매뉴

얼 展>은 좀 다른 차원으로 논의 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첫째, 작가는 매

뉴얼을 만드는 데에서 멈추었다는 점이다. 그 이후 과정에 관하여서는 어

떠한 지시나 관여, 도움을 주지를 않았다. 둘째, 작품의 제작과정에 참여하

는 시민들은 작품의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감으로써 자신

을 개입하였으며 직접 제작하는 ‘노동’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참여 시민

들의 해석과 노동은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동

일한 재료로 한정하여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창조하게 하도록 한 점, 작가

를 연출가로 제한한다는 점, 참여시민으로 하여금 매뉴얼을 읽게 하고 노

동을 하여 제작하게 한 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10)  콜링우드에 따르면, 예술에서는 기술에서의 수단과 같은 것은 없다. 기술자의 

활동은 주문한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과정이다. 예컨대, 대장

장이가 철로에 불을 지피고, 철 막대에서 철 조각을 잘라서 그것을 가열하는 등

의 일을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주문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러나 시인의 경우에는 대장장이의 수단과 같은 의미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를 쓰기 위한 마음의 노고는 시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장장이의 경우 그는 

마음의 노고만으로 결코 철을 말발굽으로 만들지 못한다. 시가 수단을 가진 목적

이 아닌 까닭은 대장장이의 연장과 재료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미의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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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노동측면에서 예술을 읽도록 한 점은 기획자의 아이디어다. 

따라서 이 전시의 저작권은 누구 한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현대 예

술에서 특히 이와 같은 개념적인 미술을 지향하는 전시에서 저작권은 지양된

다.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는 일상의 예술, 관객에게 삶을 고찰하게 하는 말 

걸기로서의 예술은 그 자체로 수사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함으로써 

얻어지는(합의되는) 결론은 모두의 것이 된다.물론 책임도 모두에게 있다. 

   

4. ‘예술’과 ‘창조’ 그리고 ‘매뉴얼’과 ‘노동’

우리의 구체 삶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다 작품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

니다. 그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사장되는 수도 많고 아이디어 자체가 

하나의 생산물로 구성되기에 어려운 아이디어도 많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어떤 아이디어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작가의 창의적 관

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제품이거나 공장 주물에서 똑같

이 찍어낸 상품이다. 복제품을 만들거나 주물에서 찍어낸 생산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예술행위라고 하지 않고 노동이라 한다. 노동은 무엇을 생산

해 내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와 노동 행위 자체

는 둘 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예술행위와 노동

행위를 같게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 ‘매뉴얼’이 끼면 좀 복잡해진다. 

마치 매뉴얼을 보고 완성된 로봇을 조립하듯 우리의 노동이 개입하여만 완

성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때 노동은 창조적이기 보다는 매뉴얼에 의한 지

침을 잘 수행할 때만 완벽한 생산품을 허락 하는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는 행위는 노동이지 예술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뉴얼 

展>은 결이 다른 노동이다. 작가가 예술적 창조물을 구현하기 위해 생산

한 매뉴얼을 참여 시민이 이를 보고 생산해 내는 것이다. 매뉴얼을 보고 시

민이 노동을 하여 만들어내는 생산품은 작가가 고안한 예술품으로 참여 시

민이 한 노동은 창조 행위로 볼 수 있다. 작가가 고안한 아이디어라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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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 정확성, 민감성, 아이디어를 대하는 감수성 등에 따라 최종의 작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생산된 예술품은 작가의 아이이어와 

시민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완성된다. 이로써 시민의 노동은 예술 행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5. 마무리

작품의 독점적 주인으로서의 위치가 흐릿해지고, 예술작품이 갖는 아우

라도 희미해 가는 현대 예술은 관람객의 존재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작가의 해석만이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의

미한다. 작품은 관객의 해석 속으로 미끄러져 감상자의 새로운 해석을 통

해 작품의 의미가 새로 쓰이어지고, 덧입혀지고, 변형되기도 한다. 이로써 

심지어 작가는 죽었다11)고 말한다. 작가의 죽음은 감상자(독자)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나아가 특히 현대미술의 공공예술분야는 관객을 예술적 

행위자로 위치하게 한다. 이 경우 창조행위가 작가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이고 창발적

인 새로운 예술 장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예술, 예술의 

공중화는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시도들을 실험하고 독려하는데 참여자

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예술은 사회 안에 존재하고, 사회 안에서 해석되며, 사회를 통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예술과 예술 작품의 존재는 인간과 인간 사이, 너와 

나 사이에 교감하는 정신문화이며 실천적 행위이다. 나와 너 사이에 있는 

11)  로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저자의 죽음>에서 독자의 탄생은 작가의 죽음

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독자가 저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지 않도

록, 원래의 저자가 뜻했던 바에 갇히지 않을 수 있도록, 옛 의미를 넘어 새롭게 생

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저자를 죽여야 했다, 사실 저자의 텍스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전에 나온 텍스트를 바탕 하거나 반영한 것으로 작가가 모두 원래적

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저자가 텍스트의 기원임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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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멀리 있어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찾아지고, 해석되고,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어 실천 가능성을 꿈꾸는 현대 

미술은 수사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미술에서 언어를 우선적이고 배

타적으로 사용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는데 이는 미술 대상을 비물질화 하려

는 경향과 더불어 더 많은 청중과 의사소통하려는 미술계의 열망을 드러낸

다. 상호 교호하는 그리하여 지금 합의되고 실행될 수 있는 화자와 청자의 

수사적 선(線)이 예술가와 작품과 관객사이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

미에서 <매뉴얼 展>은 작가와 관객사이에 참여 시민이라는 중요한 한 축

이 존재하는 전시다. 작가가 화자라면 관객은 청중이 된다. 그렇지만 이 전

시에서는 제2의 작가가 크게 부각되어 있다. 참여 하는 시민들이 그들인데 

이들은 작가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제2의 창조자로 작가의 위치에 있기

도 하고 작가의 아이디어를 보고 해석하는 관객의 위치에 있기도 한 중간

자들이다. 이들은 말 걸기와 대답하기를 동시에 하는 한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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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ning of 'Manual' in Art
Focusing on The Manual: Parts & Labour exhibit

Lee, Young Ju (The Catholic Univ. of Korea)

The Cultural Factory Osan (Osan Municipal Art Gallery) has opened an 
exhibit entitled The Manual: Parts & Labour. This neo-conceptual event 
starts from artists’ designs that were inspired by materials provided by the 
exhibit manager. Next, each design laid out in a “how-to”manual. Then, the 
gallery audience have opportunities to realize the artists’ designs in person 
only by following their manuals.

The point of this exhibit is to apply the concept of ‘manual’ in industrial 
fields used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to fine arts. Following the 
manual of an artwork design step by step, the audience can embody the 
artist's ideas using their own labor. It is an experimental concept compared 
to the existing ideas of arts, requiring cooperation between artists’ ideas and 
audience’s physical commitment to complete an artwork.

Examining the existential meaning of the manuals represented in this exhibit,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implications of art forms in consideration of 
labor practices and relationship between ideas and artworks. In addition, 
this paper will show that such art forms are also a rhetorical phenomenon. 
Contemporary arts have pursued the non-materialization of subjects, and 
desired to have more engaging communication with audience. In this 
sense, The Manual exhibit highlights the role of the secondary artists. The 
participating citizens of this exhibit are positioned between as the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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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realizing the original artists’ designs and audience browsing and 
interpreting the artists’ ideas. Thus, the citizens play a double role in talking to 
artists and answering them in the art world. 

주제어: 예술행위, 매뉴얼, 예술의 수사학, 제2의 작가

Key Words: Art forms, manual, rhetoric of arts, the secondary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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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微信公开课上张小龙演讲的修辞分析* **

罗敏球(韩国外大)*** /刘译令函(韩国外大)**** 

I. 引言

2006年1月11日，腾讯公司高级副总裁、微信事业群总裁张小龙在广

州举行的微信pro版活动上进行了一场公开演讲，他讲述了他作为微

信创始人的眼中的四大价值观，以及宣布2016年将在微信上着力打

造一款面向开发团体“应用号”的功能。

谈到语言的修辞，首先必须弄清楚“修辞”1)的具体含义。中国历史

上，第一部将“修辞”作为概念提出的首部著作是南朝刘勰的『文心雕

龙』(刘勰 公元501)，而『文心雕龙』中的“修辞”二字的含义正是我们今

*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ong Qing Normal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7.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임.

***  주저자 나민구 

**** 교신저자 유이영한

1)  据许慎『说文解字』：“修，饰也；辞，讼也”。人们把“修辞”理解为“修饰文辞”。

『现代汉语词典』(中国社会科学研究院 2009, 1532)解释：“修辞”为“修饰文字

词句，运用各种表现手法，使语言表达得准确、鲜明而生动有力”，因此认为修

辞学是专门研究修辞的学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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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所指的“rhetoric”。中国“五四运动”以后，学者们对“修辞”的理解是在

不断地变化，直到现在修辞学界还没有给修辞下一个正式的定义。从

20世纪汉语修辞格研究的总体学术面貌看，不同历史时期的主要代表

人物如：唐钺、陈望道、谭永详等专家们主要都侧重修辞格功能和修辞

效果的描写。其中，陈望道的『修辞学发凡』(1932)对这种研究模式的持

续影响最大。(谭学纯 2010)而在西方修辞学界亚里士多德曾说过“修辞

的实质是言语交际中的话语效果调控行为，即发话人有效控制言语交

际的进程和交际的各种参与因素，运用最具针对性的话语策略，最大

限度地使发话人所期望的话语效果成功实现”。(亚里士多德 2006， 23)
本文将以腾讯公司高级总裁、微信事业群总裁张小龙在广州举行

的微信公开课演讲为例，对其演讲语言的词汇修辞、及运用的修辞格

进行分析，探寻张小龙演讲过程中修辞学理论的体现。词汇修辞主要

表现为词汇的反复使用、特指词的选用和口语词的选用;语句修辞格

主要表现为排比2)、引用3)、联珠、渐层等。腾讯公司总裁张小龙开发

微信以后，出席了很多场合，进行多次演讲，每次演讲都是听众爆满，

掌声雷动。一般来说，作为一个受人们欢迎的演讲者，应当有语言艺

术的修养，不仅注重实质内容，也强调语言风格的建立。

本文属于对企业家的演讲进行修辞学分析的研究，与之相关的论文

有很多，如：罗敏球“小米总裁雷军演说稿分析”(罗敏球 2013)以著名

小米公司总裁雷军在“一刻演讲”节目的演讲内容为主题，采用修辞学

理论的五种方法，通过修辞情况分析、演讲者分析、听众分析，并结合

演讲的主要内容，具体详细地分析了雷军带领着起初只有十来名员

工开始艰苦创业的心路历程，以及他受马云的那句“梦想还是要有的，

2)  排比：连续使用三个或三个以上结构相同或相似、语意相关、语气一致的语言

单位，以强调语意、突出感情、增强语势的一种修辞方式(谭学纯、濮侃、沈孟璎 

2010, 174).
3)  引用：说话或行文中引用他人的言论或文献，以增强语言说服力和感染力，阐

明自己的观点或抒发感情的一种修辞方式(谭学纯、濮侃、沈孟璎 201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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万一实现了呢？”那句话的启发，始终坚持自己的梦想，始终带着那份

不轻易放弃的执着等演说过程中语言特征，阐述了一个中年男子是如

何在自己事业蒸蒸日上的时刻，毅然决然放弃了自己的事业而选择去

追求一个属于自己的儿时梦想的企业家成长历程；另外还有，罗敏球

(罗敏球 2013)以著名企业家阿里巴巴的主要创始人马云在淘宝十周

年庆典上的演讲内容为主题，通过联想、排列、表现、记忆、传达等几个

方面去进行分析马云在淘宝十周年庆典演说中的一些语言特征。

本文也将运用亚里士多德修辞学方法的五个角度4)对腾讯公司高

级副总裁、微信事业群总裁张小龙在广州举行的微信pro版活动上进

行的公开演讲进行分析，因为随着近几年来微信在中国乃至全世界

的影响力逐扩大，微信5)这个平台越来越被各个年龄层的群体所熟

知，截止到2016年第二季度，微信已经覆盖中国94%以上的智能手机，

因此，近些年来微信在整个行业的影响力不能小觑，而微信能有今天

这样的成就绝对离不开的它的主要创始人——张小龙，是他带领整

个团队创造了微信，因此本文主要相对针对微信的主要创始人张小

龙在广州进行一场微信公开课的演讲进行分析，通过亚里士多德的

修辞学理论进行分析找出演讲者在演说过程中的一些语言特征。

II. 联想

联想6)是寻找逻辑性较强的言语材料的过程。“联想”又称“取材”，

4)  修辞学方法的五个角度：西塞罗的『修辞学』将完成一个演讲所要经过的过程

分为了五个阶段，即“联想、排列、表现、记忆、传达”(西塞罗 2007).
5)  微信：微信是腾讯公司于2011年1月21日推出的一款通过网络快速发送语音

短信、视频、图片和文字，支持多人群聊的手机聊天软件.用户可以通过微信

与好友进行形式上更加丰富的类似于短信、彩信等方式的联系.

6)  联想作为演讲第一个阶段，是指查找演讲者所要传达的理念的逻辑性论据的

能力(梁太钟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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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发现有根据的或者似乎有根据的论辩，以此来增加言论的合理性

和可信度。从古希腊的著名学家亚里士多德到肯尼斯.伯克逐渐形成

了古代西方的修辞学体系。其中首要环节“联想”指的是寻找相关的

逻辑性较强的言语材料的思维过程。(罗敏球 2011, 141)下面就从“联

想”这一角度对张小龙的这次演说进行分析。

1.演说者和修辞情况分析  

张小龙1969年12月3日出生于湖南省邵阳市洞口县，是Foxmail创始

人，也是微信创始人，现为腾讯公司高级副总裁。现在主要负责腾讯

公司广州研发部的管理工作，同时参与腾讯公司重大创新项目的管

理和评审工作7)。

       

(1)这是腾讯公司里面一直在强调的价值观，就是一切以用

户价值为依归，用户价值是第一位的。

(1)他时刻以用户价值为中心，他要告诉大家微信不同于其他的社

交软件，微信不是为了消磨大家的时间，不是为了赚取流量，而是真

正做到不是为了创造什么而工作而是为了用户们避免一些不必要的

麻烦而努力工作。

(2)所以我们经常用一个比方来说：要让一个盲人在一个楼

里给人按摩，他也能获得一个稳定的客户群，这是信息不发

达的时候，对于地域，对于传统一些物理条件限制的突破所

带来的好处。

7)  参考整理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item/微信/3905974.



1352016年微信公开课上张小龙演讲的修辞分析

(2)他经常会用一些具体实例去进行说明，这样的形式不仅简洁易

懂而且会给听众留下非常深刻的印象，用非常具体形象的实例去阐

述自己的观点，并且这些日常生活中小实例会让听众们与讲演者产

生共感，拉近讲演者余观众的距离。

2.论据出处

论据，就是用来证实论点的根据，在逻辑学上来说，它是用来确定

论题的真实性的，论据是联想部分中比较重要的，是证明论点最有说

服力的部分。一般演讲者在说明自己的观点和立场时，需要充分而且

非常详细的根据，这样的根据就是我们一般所说的论据。此次张小龙

在广州的微信公开课上演讲中我们可以发现三个重要的论据。

第一，他强调了腾讯公司的一个理念关于用户的用户价值，腾讯公

司一直以来秉持一个以用户价值为依归，以用户价值为第一位的企

业理念。

(3)在座可能腾讯的同事都首先熟悉这句话，这是腾讯公司

里面一直在强调的价值观，就是一切以用户价值为依归，用

户价值是第一位的，这句话看起来像老生常谈或者很普通。

例(3)中张小龙很明确的提出了以用户价值为主的企业文化理念，

因为此次演讲台下主要的听众都是微信的广大用户，所以张小龙作

为微信团队的领导者，他站在企业领导者的立场上很明确地强调了

以广大用户的价值为企业核心的观点，这样做不仅可以给听众们留

下非常好的印象，还可以让听众们产生信赖。

第二，他强调了微信平台的价值观，主要围绕公众平台这一开放平

台，介绍了开发团队起初设计开发这一网络平台的初衷，就是让所有

有才能的人都去利用这个平台，他们认为有才能的人不是说只是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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联网行业的人，而应该是各行各业的人。

(4)公众平台从它诞生的第一天起，公众平台的目标是要让

真正有价值的东西发挥出它的价值。我们是希望让这个平台

里面涌现出更多的有创造力的事情出来，而不是说这个平台

就是一个做流量的地方、大家可以在这个地方导流量，不是

这样子的。

例(4)中他指出他们做这个公共平台的主要目的不是为了获得更多

的粉丝，而是让所有有才能的人都借助这个平台去触达自己的用户。

第三，他给大家分析了什么是微信真正的基本价值观，他认为一个

好产品是一个用完即走的，好产品不是要黏住用户而是尽量让这个

用户离开你的产品。

(5)我们认为一个好的产品是一个用完即走的，就是用完了

我就走了。

例(5)中张小龙提出了一个非常与众不同、非常新颖的观点。他希望

用户们在使用微信的时候能最高效率把必须要做的在微信里面做

完，把时间留出来去做别的事情。

III. 排列(disposition)

“排列”是把发现的论辩用一种合适的顺序分布开来，是指把使人

信服的论据在整体演说文中有效排列的才能。(梁太钟 2002, 143)本
文的主要研究对象是此次微信创始人张小龙在广州举行的微信公开

课上演讲的所有内容，演讲由41段构成，主要内容如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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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演讲的结构与内容

古典修辞学，即亚里士多德修辞学，主要研究演说者的语言说服方

式。亚里士多德认为，修辞具有“寻求任何特定场合下可能获得的劝

说手段”的功能。根据修辞情境的需求，亚里士多德归纳出三种劝说

方式：人品诉诸(Ethos)、理性诉诸(Logos)、情感诉诸(Pathos)。

排列结构 内容

绪论

[1]:介绍参加此次会议的重要性，

[2]:通过微信这个平台可以涉及的庞大的用

户数量

预备本论

[3]:引出关于微信中最近大家晒发过红包数

量的这一事件

[4-6]:微信团队在发生这一事件的同时，第

一时间采取应对措施

核

心

本

论

引入价值观
[7-8]:引入“价值观”概念，告诉大家本次

演讲的主要目的

用户价值为第一位
[9-19]:反复强调企业理念腾讯公司一直是

以用户价值为第一位的

微信平台的价值观

[20-26]:微信平台的价值观是让创造发挥价

值，让所有有才能的人都能利用这个平台

去触达他的用户

微信的基本价值观 [27-33]:一个好的产品是一个用完即走的

商业化 [34-36]:让商业化存在于无形之中

结论

[37-39]:要做一个提供服务的平台

[40]:要推出一个新的公众号的形态--应用号

[41]:感谢听众并对未来寄予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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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人品诉求(Ethos)

人品诉求是指作者或演说者的道德品质和人格威信要能够让听众

信服，亚里士多德称人品诉求是“最有效的说服手段”，所以演说者必

须具备聪慧、美德、善意等能够使听众觉得可信的品质。亚里士多德

说“当演说者的话令人相信的时候，他是凭他的性格来说服人，因为

我们在任何事情上一般都更相信好人”。(亚里士多德 1991,7)

1.1. 赢得观众好感

好感可以从演讲者讲述的故事中获得，演讲者首先要让观众充分

信任，这样观众才会进一步深入地去听你的演讲。如果你的个人或信

息信誉度不够，听众可能很快对你失去信心，这种情况下他们是不会

认真听你的演讲的。

(8)我今天过来其实有一个想法是觉得，包括在座的各位都

是有非常多的疑问，这些疑问其实我们很难一一去解答很很

抱歉。

例(8)他首先换位思考，站在用户的立场去思考问题，而不是作为一

个软件开发团队的领导者去思考。

1.2. 拉近与观众距离

拉近与听众的距离需要善于利用现场资源。由于演讲者和听众处

在同一个现场，所以可以利用现场资源创造出共同的感觉和情感达

到彼此同频共振、拉近距离的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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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我们刚刚经历了一次特别大的传播事件。昨天晚上，可

能在座的很多人都在朋友圈里晒出了自己的第一个好友，发

了多少红包这样一个数据，这个数据其实在昨天晚上把我们

给忙坏了。

    

例(9)他先通过一件大家身边发生的事情，关于在朋友圈晒发红包

数量的这件事来引入此次演讲的主题。先利用这样一件大家身边所

熟知的小事来拉近与观众的距离，建立起自己与观众之间的一座沟

通的桥梁。

2. 理性诉求(Logos)

诉求包括对推理技巧和语言逻辑的研究，要求推理过程环环相扣，

逻辑性较强，能让听众不知不觉地融入到演讲的推理中，与演讲者产

生共鸣，从而更加信任演讲者，这样的结论将更具有说服力。亚里士多

德提出并发展出不同推论方式：“修辞三段论”、“例证法”和“准则法”等

等；这些都是组织文章结构，丰富演讲内容的重要技巧。

张小龙的演说内容不仅处处体现以用户价值为中心，更是逻辑清

楚，环环相扣，层层递进，在内容上更是体现出连贯性。演讲的总体内

容大体可以分为四个部分：第一部分为绪论，主要说明介绍参加此次

会议的重要性以及通过微信这个平台可以涉及的庞大的用户数量；

第二部分为预备本论，引出一个最近的热门话题关于微信中最近大

家晒发过红包数量的这一事件并解释说明微信团队在发生这一事

件的同时，第一时间采取应对措施；第三部分为核心本论，核心本论

中又分为五个小部分，先是引入“价值观”的概念，之后又提出以用户

的价值为首，然后又进一步阐述了微信平台的价值观和微信的基本

价值观，最后又进一步说明了微信整个团队的共同目标就是让商业

化存在于无形之中；第四部分是结论，告诉所有观众微信团队要做一



140 수사학 제32집

个提供服务的平台并且即将要推出一个新的公众号的形态——应用

号，之后对来到现场的听众予以感谢及对未来的美好展望。此次演讲

的内容做到非常好的衔接，环环紧扣，层层递进。

3. 情感诉求(Pathos)

情感诉求通过了解听众的心理以及情感特征，将这些特征应用到

演讲内容和演讲过程中，从而让听众产生心理共鸣，以此来增强说

服力的技巧。简单地说就是“投听众心理之所好，动之以情”，用言辞

来打动听众。亚里士多德在『修辞学』中详细讨论了诸如喜怒哀乐、忧

虑、嫉妒、羞愧等人类几乎所有的情感，在他看来，情感是对不同情境

的理性回应，是客观的科学的存在。

如此次演讲中，演讲的主要听众为微信的用户，因此演讲者在演讲

过程中，多次强调用户价值为第一，让自己也站在广大用户的立场

上，去设身处地地为用户谋福利，这样才能得到广大用户的信赖和支

持，有了广大微信用户的支持才能进一步推动微信事业的发展。所

以，演讲者可以说非常清楚地了解了听众的心理特征，从而在整个演

讲过程中让听众产生了心理共鸣，增强了演讲的说服力。

IV. 表现(Elocution)

在古典修辞学中，“表现”是把恰当的语言与已经找到的材料相匹

配，运用各种修辞手法进行描写的过程，后来这部分也可以单独分离

出来，叫做文体论。(罗敏球 2006, 141)然而到了现在，“表现”的范围

已经逐渐被扩大了，包括运用多样的修辞方法来修饰要传达的信息，

张小龙在此次演讲中使用了设疑、联珠、渐层等修辞手法，并且在词

汇的选择上也有一定的代表性，因此本章主要从词汇选择和修辞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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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两个角度去进行分析。

一般我们说撰写演讲词时，要考虑听众的需要，讲话的题目应与

现实紧密结合，所提出的问题应是听众所关注的事情。同时，演讲

又要注意环境气氛，既要注意当时的时代气氛，又要了解演讲的具

体场合，不同的场合，演讲有不同的内容、不同的讲法。演讲的内容

不能只是客观地叙述事情，还必须表明自己的主张，阐明自己的见

解。赞成什么，反对什么，表扬什么，批评什么，均应做到立场鲜明、

态度明确，不能含糊。好的演讲总是以其精密的思想启发听众，以

鲜明的观点影响听众，给听众以鼓舞和教育。演讲的语言，总的说

来应该通俗易懂，要做到这一步关键是句子不要太长，修饰不要太

多，不宜咬文嚼字，要合乎口语。同时，也应该讲究文采，以便雅俗

共赏。

1. 词汇选择

在一次演讲中，对于重要的内容或问题，要特别加以强调，使其

得以突出，以便给听众留下深刻印象。要达到强调的目的，是必须

借助一定的方法和技巧的。这时候就要借助“反复”的手法来达到

强调的效果，所谓“反复”，就是在一次演讲中同一内容的反复出

现，由于反复出现，这一内容就得到了强调。反复出现的内容，一定

是统帅演讲的观点或是表达主旨的重要内容。比如在本次演讲内

容中，“用户”这个词反复出现了69次，“价值”这个词出现了41次，

“商业化”这次反复出现了10次，这些都在强调以“用户价值为第

一”的主题，在场的听众大部分都为微信的用户，因此演讲者用这

样的词汇，很容易获得听众的信任，并且演讲者偶尔还会换位思

考，把自己作为听众一员，这样的换位思考也让现场听众与演讲者

产生共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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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联珠 

联珠8)是一种修辞方法，用前面结尾的词语或句子作下一句的起

头。陈望道『修辞学发凡』第八篇提到：“联珠是用前一句的结尾来

做后一句的起头，使邻接的句子头尾蝉联而有上递下接趣味的一

种措辞法”。多见于歌曲……如李白送刘十六归山的『白云歌』：“楚

山秦山皆白云。白云处处长随君。长随君，君入楚山里，云亦随君渡

湘水，湘水上，女萝衣，白云堪卧君早归。”一般演讲时，使用联珠的

修辞方法的话，总的来说可以使演讲的内容更加环环紧扣，引人入

胜。

(10)这是腾讯公司里面一直在强调的价值观，就是一切以

用户价值为依归，用户价值是第一位的，这句话看起来像老

生常谈或者很普通......

例(10)中前一句话的结尾着重强调了“用户价值”为依归，后一句又

反复强调了“用户价值”是第一位的，这句话使用了修辞学中的联珠

的修辞手法，目的是为了让前后文的内容连接更加紧密，环环相扣，

引人入胜。

3. 渐层

渐层9)是汉语传统的修辞格之一；渐层又叫层递，递进。根据事物的

8)  联珠：后一句的开头词语，正好是前一句的结尾词语，使相邻的两个句子的后

一句接踵前一句，形成文句上下相接、连续不断、环环相扣、首尾相继、层层深

入的一种修辞方式(谭学纯、濮侃、沈孟璎 2010, 42).
9)  渐层：按照事物的逻辑关系，用三个或三个以上的语言单位层层递进表达事

理的一种修辞方式(谭学纯、濮侃、沈孟璎 20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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逻辑关系，用三个或三个以上结构相似的短语、句子、段落表达在数

量、程度、范围等轻重高低大小本末先后的比例，依序层层递增或递

减的一种修辞技巧。(谭学纯 2010, 21)层递可使读者层层跟随，因而

引人入胜。渐层修辞的最主要作用，是一种顺着文句所形成的层次

感，让主题概念层层逼出，让事理说服力得以深化，语言之感染力得

以深切，也可藉由上下语义脉络的连贯一致、规律变化，使表述的重

点内涵能安置在最妥当之处，方便读者理解记忆。

(11)我们利用这个平台可以获得粉丝，可以做营销，可以做

推广，但是可能很少会想什么是公众平台的价值观。

例(11)中演讲者提到开发团队可以利用微信这个平台去获得很多

利益，这里面演讲者就非常明显地利用了层递的修辞手法来让自己

的语言赋予感染力，吸引读者，让自己的讲演内容更具说服力。

V. 记忆(Memory)
 

记忆是人脑对经验过事物的识记、保持、再现或再认，它是进行思

维、想象等高级心理活动的基础。记忆作为一种基本的心理过程，

是与其他心理活动密切联系着的。记忆联结着人的心理活动，是人

们学习、工作和生活的基本机能，把抽象无序转变成形象有序的过

程就是记忆的关键。本次演讲过程中，演讲者全程脱稿，只是偶尔

看一下提示内容就非常流畅地自己准备的所有内容呈现出来，正

是因为演说者的头脑中已经把要演说的内容有序地进行了排列，

这样才能做到在演说过程中不会出现任何中断或者衔接不上的情

况，只是偶尔会稍作停顿，这样做主要是为了用设疑的修辞方法，

给台下的观众以足后的思考的时间，之后再对自己设问的部分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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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充分的解答。

VI. 传达(Delivery/Action)

“传达”是通过控制噪音和肢体语言来配合演讲的一种形式。一

方面是因为“传达”可以以用行动表达出来，所以我们可以称它为

“Action”；而另一方面，它又他在整个演讲过程中又具有传达信息的

作用，所以我们也可以称它为“Delivery”。(罗敏球，2006)演讲者主要

是利用声音和动作传达演讲的内容，因此传达可以从语言要素和非

语言要素两个方面来分析。

1. 语言要素

语言要素顾名思义就是演讲者通过语言来进行信息的传递，其中

包括演讲者使用的语言类型以及发音的准确程度，还有言语的速度

等。演讲既是一门学问更是一门艺术，是一种演讲者整体生命的投入

和表现。但是有的演讲注重“演”，有的演讲则注重“讲”。列宁的演讲

正如斯大林所说，有一种逻辑的强大力量。而希特勒的演讲，却有一

种迷人的魅惑力，使人象“中了电一样浑身颤抖”。

因此，我们可以纵观一些知名人士的成功演讲案例，可以分析出演

讲过程中的语言要素是对整场演讲的成败起着至关重要的决定性

因素。陈望道在『修辞学发凡』中说，修起辞来，也就不能只求文辞适

于眼看目赏，而且也要求能读起来顺口，听起来顺耳。因此，此次演

说中，张小龙全程使用普通话，而且声音洪亮，并且语速适中。另外，

在整场演说中几乎没有中断或长时间的停顿，没有那些口语中的习

惯用语“啊、嗯、这个、那个”等之类的词语，整场演说给人一种简洁明

了、干净利落的感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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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非语言要素

非语言要素包括言语中的语言要素以外的所有内容，包括声音、视

线、表情、着装、步伐、习惯、风格等。在演讲开始的时候，张小龙首先

与大家打招呼，问候大家早上好。之后又非常简短精炼地介绍自己，

短短几个字，却言简意赅地介绍了自己的身份，他没有用一些华而不

实的词汇和一些没有实质性内容的修饰词语，只是非常简练地介绍

自己是微信的张小龙，并且没有介绍自己的职位，为了拉近与在场听

众的距离。如果他一开始就介绍自己是腾讯公司高级执行副总裁以

及自己也是微信事业群总裁这样一个职位的话，就会立刻让台下的

听众产生距离感，就会在演说一开始给听众们留下一个有距离感的

人物形象。另外，他在开场还试着用幽默的玩笑试图缓和开场的尴

尬，他从一出场走上舞台就有很多听众拿出手机拍照，而他今天演讲

的内容恰恰与手机有着密不可分的联系，因此他幽默地说到：“现场

有这么多手机啊，让我来数一数”这样的一句话，这句话不仅可以起

到开场尴尬气氛的作用，还可以间接性地引出本次演讲的主题关于

手机以及这个数字化时代的问题。

除此以外，张小龙此次演讲的服装方面也是非常合体。首先，他选

择里面是一件白色衬衫，外面搭配了一件淡蓝色毛衣，这样的搭配给

人一种非常具有亲和力的青年企业家的形象。毕竟是一次非常大型

的演讲活动，要做到对台下听众们最起码的尊重，因此他选择了衬衫

和毛衣的搭配，这样看上去就不会过于正式或过于随便。

VII. 结论

2016年张小龙在广州举行的微信公开课上的演讲受到了现场观众

和媒体的一致好评，不仅为他此后推出微信公众号这个新功能打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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坚实的基础，更为微信这个软件的推广与发展起到了至关重要的作

用。本人应用了修辞学方法论中联想、排列、表现、记忆和传达五个角

度分析了此次张小龙在2016广州微信公开课上演讲成功的原因。

从“联想”的角度来看，张小龙作为微信主要创始人的他时刻以用

户价值为第一位，以用户利益为中心，他在演讲过程中提出了微信的

四个价值观：首先以用户价值是第一位，为新的挑战在于能够挡掉多

少事；其次是让有价值的东西触达用户；然后是希望微信不要当时间

杀手，要帮助用户高效完成工作；最后是让商业存于无形，不做基于

骚扰的、流量变现的商业化。

从“排列”的角度来看，张小龙多次换位思考，站在用户的角度去思

考问题而并不是一个软件开发团队的领导者的立场去思考问题，承

认整个团队的失误与不足，并承诺大家会在第一时间去解决问题，尽

量将用户的损失减少到最小，树立了一个非常好的企业领导者的形

象，赢得了听众的信赖。

从“表现”的角度来看，张小龙多次使用“用户”、“价值”等词汇，他反

复强调微信整个团队是以“用户价值为第一”的宗旨，因此给现场的

广大微信用户啊同时也是现场的听众留下了非常好的印象，对他后

面的演讲的进行有着关键性的作用。

从“记忆”的角度来看，演说者的头脑中已经把要演说的内容有

序地进行了排列，因此在演说过程中不会出现任何中断或者衔接

不上的情况，只是偶尔会有几次稍作停顿，其目的也是为了给现场

一些思考的时间，紧接着马上对前面的问题进行了详细并准确的

回答。

从“传达”的角度来看，张小龙在服装方面非常得体，展现了一个非

常具有亲和力的青年企业家的形象。另外，语言方面也是用了普通

话，声音洪亮，语速适中，并是不是地用一些幽默的玩笑来缓和现场

的尴尬的同时引入当天演讲有关的内容。

因此，张小龙此次在广州微信公开课上的演讲，不仅是一次介绍



1472016年微信公开课上张小龙演讲的修辞分析

微信新功能的说明会更是对推动今后微信产业的发展有着至关重

要的作用。张小龙的此次演讲非常完美地诠释了一个的责任的优

秀软件开发商的领导者的形象，笔者今后也会继续站在修辞学的

角度去关注一些知名人士演讲情况，并结合修辞学的理论对那些

成功人士的演说内容进行进一步分析，找出其中所体现的多种修

辞学理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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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torical analysis of Zhang Xiaolong’s speech in the 2016 
WeChat Open Class 

Na, Mingu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 

Liu, Yilinghan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In this paper, Aristotle’s rhetorical theory has been used to analyze a speech 
by Zhang Xiaolong, Vice President of Tencent Inc., exploring the reasons 
for the success of this speech in several different aspects, such as invention, 
disposition, elocution, memory, and delivery. Invention is analyzed in light 
of the speaker'’s situation, and disposition is analyzed in four sections of the 
speech: “introduction, preliminaries, core message, and conclusion. The 
analysis of the speaker’s elocution considers the characteristic rhetorical 
methods used in the speech. The memory aspect can be analyzed from the 
speaker'’s on-the-spot performance, which shows his proficiency with the 
content of his speech. The speaker’s delivery is analyzed from two aspects: 
language elements and non-language elements, such as voice, appearance, 
and expression.

At the beginning of the speech, Zhang Xiaolong admitted the shortcomings 
of his own products and gave some common examples of everyday life to the 
audience, which rhetorically positioned him closer to the audience and even 
characterized him being as an audience member himself. At the same time, 
Zhang Xiaolong  was also very sophisticated in his choice of words, always 
keeping in mind that the value of the user comes before everyth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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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tition of central vocabulary in the speech, such as “user” and “value” had 
a deep impression to on the audience, Zhang Xiaolong placed emphasis on 
the term “users” and repeatedly stressed the “user’s value,” which reflected 
the audience’s vital interests exactly, gradually building a sense of trust in and 
resonance with the audience. In addition to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se language elements, a number of non-verbal elements, 
conveyed the speaker’s down-to-earth attitude, presenting the image of a 
young entrepreneur to the audience. As successful speech such as this not 
only requires good content, but also good method; the process of a speech 
will affect the atmosphere, and the overall impact on the audience. 

关键词： 张小龙、微信、 公众号、演讲、修辞学

Key Words:  Zhang Xiaolong, WeChat, public account, speech, rhetoric

[국문요약]

2016년 위채트 공개수업 Zhang Xiaolong 연설의 

수사적 분석

나민구(한국외대)·유이영한(한국외대)

본고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이론을 활용해 텐센트사의 부사장인 장소

룡이광저우 행사에서 한 연설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착상, 배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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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전달 등 다섯 가지 수사학 체계의 각도로 분석해 볼 때 효과적인 설득

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착상부분은 먼저 연설자의 상황에 대

한 간단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배열 부분은 서론, 예비본론, 핵심본론, 결론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표현은 수사 방법 각도로 연설문에서 사

용한 수사 방법을 찾고 수사 방법의 작용을 분석하였다. 기억은 연설자의 

현장 표현에서 연설하는 내용에 대한 숙련도를 분석하였다. 전달 부분에서

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두 측면에서 연설을 분석하고, 그 중 비언

어적 요소로 목소리, 시선, 표정 등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하였다.

연설을 시작하자 그는 자유롭게 화제를 바꾸어 말하며 자신의 어플 중의 

단점을 인정하고,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자신과 관중과의 

눈높이를 맞추어 원활한 소통을 주도했다. 또한, 그는 단어 선택에 신중하

여 항상 사용자 가치를 제1순위에 올려놓으며, 연설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

용자”, “가치” 등의 중심 어휘를 강조함으로써 현장에 있던 청중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기고 청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반면 장소룡이 

거듭 강조한 ‘사용자가치’ 는 청중의 모든 이익을 가장 잘 드러내 신뢰감을 

높여주었다. 이런 언어적 요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 비언어적 

요소인 목소리, 시선, 표정 등을 잘 활용하여 청중에게 친화적인 청년 기업

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주제어:  장소룡, 위채트, 공식 계정, 연설, 수사학

논문투고일 : 2018년 7월 28일

논문심사일 : 2018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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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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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사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 본회는 한국수사학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목적

제 1조 :  본회는 수사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지 발간

2. 연구발표회, 초청 강연, 공동 연구, 강독회, 공개강좌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4. 국제 수사학회와의 교류

5. 연구 문헌 수집 및 서지 정보 정리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 3장 회원

제 1조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정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

지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

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한

다. 단, 수사학 관련 실무분야(교육, 언론, 출판)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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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2.  정회원 가운데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들은 이사회

의 결의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평생 회비에 관해서는 이

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학생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

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

해야한다.

4.  명예회원은 수사학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2조 :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일정액의 입회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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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행

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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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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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위

제 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

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2인은 총무이사와 편집이사

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임기

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

다.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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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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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

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

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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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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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

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4. 관련 증거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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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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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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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회원 소식 1

미국 ‘소통교육과 시민성 증진을 위한 
레토릭 및 논증 컨퍼런스’ 참가기

손윤락(동국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우리 한국수사학회 회원 이상철, 손윤락, 전종윤 교수는 2018년 7월 12일 

미국 오레곤대학교(Oregon University)에서 개최된 ‘소통교육을 통한 시민

성 증진 - 레토릭 및 논증 컨퍼런스’(The Improvement of Citizenship through 
Communication Education: Conference on  Rhetoric and Argumentation)에 

참가했다. 세 사람은, 필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한국연구재단 2017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소통하는 시민(civis communicans) - 소통교육을 통

한 시민성 증진 연구’ 과제 수행 중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

온 것이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오레곤대학교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것이었

으며, 아울러 미국 대학에서 소통교육과 시민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지 현장에서 체험하고자 하였다. 컨퍼런스 발표와 토론 이외에 총 6명의 학

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소통교육과 시민성 교육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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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있었고, 본 연구팀과 한국수사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시민교육과 소

통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숙고해보게 되었다. 특히 시민성 

증진을 위한 소통교육에서 토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

다. 미국의 토론 교육과 토론대회 조직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레

곤대학교의 교육 현황과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의 역사를 마주하면서 우리

나라 소통교육의 현실을 반성하게 되었다. 

2.  오레곤대학교 ‘토론, 수사학, 소통 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성 함양  

- 한미 레토릭 및 논증 컨퍼런스’ 참가

위의 세 사람은 2018년 7월 12일(목) 오후 1시~6시 미국 오레곤주 유진

(Eugene)시 소재 오레곤대학교에서 개최된 ‘토론, 수사학, 소통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성 증진 - 한미 레토릭 및 논증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이 컨퍼런스

는 오레곤대학교 Clark Honors College 레토릭 전공과 포렌식 센터 주관으

로 오레곤주와 미국 서부지역 소재 대학교에 소속된 레토릭 및 논증 관련 

학자들이 여는 정례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한국의 연구자들을 초대한 것

이다.

그날 유진의 날씨는 맑았으나 꽤 더웠으며, 이른 오후의 캠퍼스 타운은 

방학 중인데도 상당히 활기찼다. 컨퍼런스는 Clark Honors College의 상징

이라 할 수 있는 Chapman Hall에서 열렸는데, 193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붉은 벽돌로 된 외관이 고색창연하나 내부는 현대식이었다. 참가자들은 각

자 자신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에 대해 논평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면에서, 미국과 한국에서의 소통교육의 역사와 

현황 및 개인 연구주제 등을 중심으로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공동의 키워드

1)  오레곤대학교 Clark Honors College는 1960년에 설립된 자유교양학부로, 설립자 

Robert D. Clark의 이름을 딴 것이다.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이 학부는 65개의 

전공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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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토론, 수사학, 논증, 소통 교육, 민주주의, 시민성’ 등을 들 수 있다.

학술대회 일정

·주제:  [영어 공식명칭] The Improvem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Debate, Rhetoric, and Communication Education: An 
Exchange Between Korean And U.S. Scholars Of Rhetoric And 
Argumentation
[한국어 공식명칭] 토론, 수사학, 소통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성 증

진 - 한미 레토릭 및 논증 컨퍼런스

·일시: 2018년 7월 12일(목), 오후 1시~6시

·장소: 오레곤대학교 Chapman Hall, Room 201
·주관: 오레곤대학교 Clark Honors College 및 포렌식 센터

·참가자:  이상철(성균관대), 손윤락(동국대), 전종윤(전주대), 오레곤대 

레토릭전공 David Frank 교수, 퍼시픽루터대 Michael Bartanen 

명예교수, 오레곤대 영문학과 James Crosswhite 교수, 오레곤

대 포렌식센터 Trond Jacobsen 교수 등 발표자 및 오레곤대 법

학과 Yeom Jae-Ho 교수 외 소장 학자들

이 컨퍼런스에서는 모두 7개의 발표와 그에 따른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유익한 발표와 함께 시종 화기애애하면서도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다. 방학 

중이라 다수의 학생 청중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레곤대학

교 법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권위자 염재호 교수와 

Clark Honors College 레토릭전공 및 포렌식센터의 소장 학자들이 컨퍼런스

에 참여해서 함께 토론에 임해주었다. 발제문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소통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새로운 이론의 모색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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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명의 발제자 가운데 전종윤 교수는 불어로 발표했는데, David Frank 
교수가 영어로 동시통역을 해주어서 모두가 즐겁게 들을 수 있었다. 나머지 

발표와 토론은 영어로 이루어졌다. 발표 순서에 따라, 각 발제문의 주제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상철 교수는 ‘The prospects and constraints of rhetorical practice 
shaping modern Korean democracy: rhetoric of governance and citizen’을 주

제로 발표했다. 이상철 교수의 발표는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부와 시민의 

레토릭의 실제 역사를 분석하면서 정치적 소통과 표현의 문제가 한국의 민

주주의의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레토릭 연구와 소통 교육은 어떻

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루었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연설을 

다수 사례로 들면서, 연설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형성과정에서 레토릭이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드

러내주었다.

2) Michael Bartanen 교수는 ‘The Role of Forensics in Promoting Democratic 
Aspirations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발표했다. Bartanen 교수는 4권의 

토론 이론서의 저자이며, 최근의 저서 <미국의 토론: 역사>는 사회적이고 지

성적인 토론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담았고 미국 교육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토론의 지위를 보여준다. 그는 평생 토론교육 및 실전에 적극 참여해 왔는데, 

이번 그의 발표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의 함양에 있어서 토론의 역할”이라

는 주제로, 바로 그가 노력해온 토론교육과 토론대회 조직 및 실행이 미국 민

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 손윤락 교수는 ‘State of the Art: Korean research and scholarship on 
rhetoric, argument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는 한국에서의 수사학 연구와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이루어졌다. 먼

저 한국에서 수사학 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였고, 한국 유일의 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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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인 한국수사학회를 소개했으며, 한국에서의 수사학 교육을 설명

했다. 후반부에는 소통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성 증진을 추구하는 ‘소통하는 

시민’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끝으로 본인의 연구주제로, 아리스토

텔레스에서 로고스를 사유와 분별 능력 및 언어와 소통 능력으로 이해함으

로써 ‘소통하는 시민’ 개념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4) James Crosswhite 교수는 ‘The Promise of Reason and Deep Rhetoric: 
Developing Democratic Capabilities’를 주제로 발표했다. Crosswhite 교수

는 <이성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son, 1996)으로 유명한 학자로, 이

성을 의사소통으로 이해한 수사학적인 틀을 개발하여 글쓰기와 논증 교육

의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였고 이것으로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의 공로를 인

정받았다. 그의 발표는 최근의 저서 <Deep Rhetoric>(2013)과 관련된 것인

데, 핵심적인 것은 수사학의 개념을 개인에게는 강력한 ‘수사학적 능력들’을 

개발하고 사회에는 ‘소통 정의의 조건들’을 발전시킴으로써 폭력을 물리치

고 지혜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프로젝트와 연결된 철학적 기획으로 이해해

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5) Trond Jacobsen 교수는 ‘The Articulate Citizen: A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Oregon Forensics Program’을 주제로 발표했다. Jacobsen 교수

는 토론과 모의재판 팀을 포함한 Oregon Forensics의 지도교수로 오레곤대

학의 토론팀을 전국 순위로 이끌고 있다. 그의 발표는 “발언하는 시민: 오레

곤대학 포렌식 프로그램의 역사”라는 주제로, 19세기 말 대학의 초창기부

터 토론의 전통이 깊은 오레곤대학의 레토릭 및 포렌식 교육의 역사를 토론

교육과 토론대회의 조직 및 실행을 다루되 공공 토론과 모의재판 등의 개념 

정립과 규칙 제정까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6) 전종윤 교수는 ‘Le dialogisme selon Paul Ricoeur (The dialogism 
according to Paul Ricoeur)’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종윤 교수는 철학교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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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 폴 리쾨르의 해석학을 철학교육과 접목시키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

으며, 대화철학을 통한 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발표는 ‘폴 리

쾨르의 대화주의’라는 주제로 대화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들에서부터 현대

적인 대화 문제까지 살피고 있다. 특히 마틴 부버의 ‘나-너’의 대화철학과 프

랑시스 자크의 대화주의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대화철학의 필

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즉 리쾨르의 텍스트해석학적 접근에 입각한 새로운 

대화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7) David Frank 교수는 ‘Paul Ricoeur versus Chaim Perelman:  The 1970 
debate on the realm of rhetoric’을 주제로 발표했다. David Frank 교수는 수

사학과 논증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출간했으며, 현재 수월성을 지향

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인 오레곤대학교 Clark Honors College의 레토릭 전

공 주임교수이다. 그는 또한 미국 국립 인문학기금, 국립 과학재단 및 한국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바 있는 국제적인 학자이다. 그의 발

표는 “폴 리쾨르 대 카임 페렐만: 1970년대 수사학 영역에서의 논쟁”이라는 

주제로 현대 수사학에 있어서 수사학의 개념과 미래에 대한 대표적인 두 견

해를 다루었다.

3. 오레곤대 David Frank 교수 인터뷰

이상철, 손윤락, 전종윤 세 사람은 컨퍼런스 다음날인 2018년 7월 13일 

오전 오레곤대학교 Chapman Hall 세미나실에서 이 학교 자유교양학부인 

Clark Honors College 소속 레토릭 전공주임 David Frank 교수와 별도의 인

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는 이번 출장에서 이루어진 6개의 인터뷰 가운데 

하나이다. 

David Frank 교수는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으로 미국과 한국의 정치 연설

에 조예가 깊으며,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수사학회 등 소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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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도 잘 알려진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권위자이다. ‘토론, 수사학, 

소통 교육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구 아젠다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Frank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

가 있었다. 첫째, 오레곤대학교의 학부의 소통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에

서 우리나라 소통교육을 비교해보게 되었다. 둘째, Frank 교수 본인과 미국

의 동료 학자들이 본 학회의 학술지 <수사학>에 연구결과를 투고하기로 하

였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소통교육 및 ‘연구 

아젠다 개발’을 위해 양국 학자들이 교류하기로 하였다. 이 인터뷰는 우리

나라의 대학 교육에서 소통교육과 민주 시민교육 교과목의 장기적 체계화

와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으며, 그가 중심이 된 오

레곤대학교 및 미국 서부의 학자들과 우리 한국수사학회의 학술 교류를 지

속하고, 그들의 교육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실

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는말

오레곤대학교 David Frank 교수는 수사학을 중심으로 한 소통교육과 민

주주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연구

자들과 실질적 연구교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대표단이 역할을 해줄 것을 

먼저 요청했으며, 본인을 포함해서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본 학회의 학술지 <수사학>지에 기고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 오레곤대학교 ‘소통교육을 통한 시민성 증진 - 레

토릭 및 논증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본 ‘소통하는 시민’ 연구팀이 가지고 있

었던 공동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수행할 연구의 방향과 콘텐츠를 정

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자평할 수 있다. 현지의 학자들이 한국

의 민주주의 발전과 ‘촛불 혁명’으로 불리는 최근의 시민 참여를 우리의 ‘시

민 소통’ 교육과 연결지으면서 본 연구팀에 연구 협력을 요청해왔을 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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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사학회를 중심으로 한 ‘설득과 소통의 수사학’ 연구 및 교육이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현지 연구자들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을 뿐 아니라 연

구의 콘텐츠와 방법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한바 있기에, 향후 

한국수사학회가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국제적 연구 협력을 이루어나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회·회원 소식 2

2018년도 한국수사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

·주제: 민주주의와 공공의 수사학 Democracy and Rhetoric of the Public
·일시 및 장소: 5월 19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인터내셔널 허브관(IH) 
·주최: 한국수사학회 – 한국연구재단 ‘소통시민’연구팀

·주관: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기조강연: 한석환(숭실대) 
진정 수사학을 수사학이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제1분과: 민주주의와 공공성 제2분과: 소통하는 시민 

1부 사회: 김영옥(한국외대) 1부 사회: 장혜영(명지대)

- 발표1: 이영종(가톨릭대 법대)

·수사학의 관점에서 본 법에서의 감정

·토론: 전해정(국민대)

- 발표2: 김덕수(서울대)

· 소통의 장으로서의 로마원로원의 변화: 

키케로의 안토니우스 규탄연설 1, 2를 중심으로

·토론: 안재원(서울대), 장시은(서울대)

- 발표3: 하재홍(경기대 법대)

· 설득수단으로서의 소문: Aeschines의 ‘Against 
Timarchus’를 중심으로

·토론: 안준홍(가천대), 김헌(서울대)

- 발표4: 손윤락(동국대)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소통하는 시민 

개념

·토론: 송대현(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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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회원 소식 3

2018년도 한국수사학회 수사학아카데미

·주제: 고전으로 읽는 수사학, 그리고 현대 수사학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10시-18시30분

·장소: 성균관대학교(서울), 호암관 

·주최: 한국수사학회 

- 발표5: 이민영(가톨릭대 법대)

· 저널리즘 수사술의 법적 논쟁에 관한 

행정법학적, 사례분석적 담론과 비평

·토론: 황성근(세종대)

- 발표6: 전종윤(전주대)

· 콩도르세 민중 이성을 통한 프랑스 시민교육

·토론: 정창호(경기대), 신응철(동아대)

2부 사회: 최선경(가톨릭대) 2부 사회: 나민구 (한국외대)

- 발표7: 이재원(한국외대)

· 포퓰리즘과 수사학

· 토론: 하병학(가톨릭대)

- 발표8: 조원형(상명대)

· 텍스트언어학과 시민교육: 언어학 교육은 

시민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토론:조형일(인천대)

- 발표9: 박현희(서울대)

·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대회: 토론 

모형의 쟁점별 구성 방안

· 토론: 이귀혜(서울대)

- 발표10: 이상철(성균관대)

· 미국 대학에서 시민 소통교육을 위한 수사학 

교육과정의 전개: 미국 독립 전후에서 

1945년까지

· 토론: 신동진(성균관대), 전영란(한외대)

- 발표11: 강철(서울시립대)

· 노동의 민주주의: 공적인 소통 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 토론: 정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 발표12: 김종영(서울대)

· 대학교 교양교육에서의 소통교육에 관하여

· 토론: 남진숙(동국대), 황석연(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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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식
사회: 손윤락(동국대)

초대 인사: 하병학(한국수사학회 회장, 가톨릭대)

강의 1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서양고전 수사학”

강의 2 나민구(한국외대 중국학부)  “중국 수사학”

강의 3 하병학(가톨릭대 학부대학)  “페렐만의 신수사학”

강의 4 김종영(서울대 기초교육원)  “현대 수사학”

수료식 사회: 이상철(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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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 7 조 (논문심사 및 게재)

학회지 게재논문은 두 단계의 심사평가 절차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

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

2.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판정하여 의결한다.

제 8 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의뢰)

1.  제 1차 편집회의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

정,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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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은 각 논문주제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본 학회회원 가

운데 위촉한다. 단 학회회원 가운데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은 각 논문마다 3인을 

위촉하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4.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여하지 않도

록 한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명을 받아 본 학회 편집위원회 제 9

조 2항의 심사 기준을 명시한 통일된 논문심사양식을 각 심사위원

들에게 발송한다.

6.  심사의뢰 시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에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

처를 취한다.

제 9 조 (심사 및 평가)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심사기준에 따라 객

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2. 심사기준은 다음의 5 항목으로 한다.

- 수사학 논문으로서의 가치

- 논문의 창의성

- 논문의 논리성

- 논문의 충실성

- 논문의 명료성

3.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양식의 심사의견서에 평가등급 및 평

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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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는 다음의 4등급으로 한다.

- 게재 가(A)

- 부분수정 후 게재(B)

- 대폭수정 후 재심(C)

- 게재 불가(D)

제 10조 (종합판정의 세부기준) 

2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 가>로 종합판정된다. 2인 이상이 <

수정 후 게재>이거나 1인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이면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한다. 2인 이상이 <게재 불

가>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1인 <게재 불가>이면서 2인 

<수정 후 재심> 또는 1인 <수정 후 게재>와 1인 <수정 후 재심>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2차 편집회의에

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

다.

제 11 조 (게재논문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제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1.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논문으로 선정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즉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수

정보고서 제출이 요청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게

재여부를 결정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후 편

집위원장이 위촉한 제4, 제5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받는다. 이때 투

고자는 수정된 논문원고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재심사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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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사의 대상이 된 논문은 모든 심사위원에 의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재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5.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본 호에 재투고

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

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

정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및 재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각 

논문에 대해 전체 2/3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게재논문을 선정한

다. 

7. 편집위원장은 최종결정을 모든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8.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때 심사

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9. 게재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하지 않는다.

-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 학위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부분 발췌한 논문

제 12 조 (이의제기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결

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

부를 결정한다. 

3.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

원 2인을 위촉하고,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

우 재심은 논문의 원본원고를 대상으로 하며, 투고자는 소정의 재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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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학회지 제작 및 발행)

1. 학회지 제작에 관련된 제반 실무는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학회지 발행 예정일은 매년 4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

다.

제 14 조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자

격과 무관하게 그리고 심사과정 없이 게재될 수 있다.

제 15 조 (시행일자)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사학회의 통례에 따른다.

부 칙

2017년 10월 17일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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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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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되

는 논문은 접수를 제한한다.

3. 투고 내용 및 방법

(가)  학술논문으로서 수사학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역사

적, 실용적 연구에 한정한다. 

(나)  원고는 수사학 스타일에 맞추어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분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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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하며, 학회 이메일(E-mail)로 접수한다.

4. 투고 시한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하며, 원고접수 마감은 매년 2월 28일(4월 30일 발

행), 7월 31일(9월 30일 발행), 10월 31일(12월 31일 발행)이다.

5. 게재료

(가)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나)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학회가 규정한 원고     

분량(인쇄면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초과 게재료를 부과

한다.

※ 심사비 및 게재료 산정 기준

1) 심사비 : 2만원(심사위원), 6만원(투고자)

  ※ 외국어 논문인 경우, 3만원(심사위원), 9만원(투고자)

2) 게재료 : 20쪽 기준 10만원. 초과 시 1쪽 당 5,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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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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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

으로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논문작성을 시작하기 전 F6 를 누르고 → 바탕글을 제외한 모든 기존

의 스타일 항목을 삭제한 후 → 창의 오른쪽 두 번째 메뉴인 ‘스타일 

끼워넣기’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수사학 스타일을 추가하고 나서 논

문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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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는 한 칸을 띄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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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적는다. 외국어를 병기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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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을 바꾸고 좌우 여

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들어 쓴다.

-  인용 문단은 위아래로 한 줄씩을 띄어 만들며 인용부호(따옴표)는 

생략한다.

-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을 먼저, 원문을 나중에 쓴다. 

- 번역문과 원문은 한 줄을 띄지 않고 붙여 쓴다.

(3)  인용의 출처는 아래 예들을 참조하여 내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한

다.

예   이 ‘발명’의 능력은 갈릴레이와 뉴턴 이래 근대과학의 핵심적 인식

능력으로 간주되었다(Böhme 2005, 109).

예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 혁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안수환 2007, 78).

예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미디어매체의 관계에 대해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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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각주에서 다루는 인용의 출처도 각주의 본문에 내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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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문헌배열 순서: 국문 문헌-외국어 문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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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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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고 연도를 쓴다. (위 5조 4

항 셋째 예 참조)

7. 요약
(1)  원고 말미에 국문 원고는 외국어 요약을, 외국어 원고는 국문 요약

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15줄~25줄 내외로 한다. 

(2)  외국어 요약에서 한국인 저자의 로마자 성명은 ‘성, 이름’ 순서로 표

기한다.

예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3) 소속 대학은 약식표기 ‘Univ.’ 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4)  외국어 요약에서 작품명이나 책제목은 겹낫표(『   』)가 아닌 이탤릭

체로 표기한다.

(4) 인용부호는 한글식 인용부호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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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어 요약은 논문 제출 이전에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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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이 기입한다.

김수사

수사대학교 레토릭대학 고전수사학과

이메일: susa@rhetoric.ac.kr

10. 그 밖의 사항은 아래의 원고작성 양식을 따른다.
(1) 편집용지(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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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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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값(본문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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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부제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필자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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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1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중제목: 1, 2 0 0 170 양쪽 1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2 보통

소제목:  1), 2) 0 0 170 양쪽 10
국문 윤명조330 100 -12 11.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1.2 보통

인용문/예문 20 15 158 양쪽 0
국문 윤명조120 95 -12 10.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5 -12 10.5 보통

각주 0 0 145 양쪽 -15.5
국문 윤명조130 98 -12 9.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9.5 보통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타이틀

0 0 160 왼쪽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참고문헌 
내용

0 0 160 양쪽 -20
국문 윤명조130 98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10.7 보통

논
문
초
록

Abstract 0 0 160 왼쪽 0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제목 0 0 16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영문 Candara 100 -12 11.2 보통

부제목 0 0 16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0.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필자명/소속 0 0 16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20 100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9.8 보통

내용 0 0 150 양쪽 10
국문 윤명조120 95 -12 9.8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5 -12 9.8 보통

주제어(논문의 언어, 
영어)/필자의 이름, 소

속, 이메일 주소
0 0 160 양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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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여쓰기 -15.5”은 “내어쓰기 15.5”을 의미함.

(3) 특기 사항

- 각주 1)-9)까지는 맨 앞 한 칸을 띄고 각주 번호를 시작한다.

- 외국어 논문에서는 괄호의 앞뒤로 반드시 한 칸을 띄고 쓴다.

-  낫표와 겹낫표를 입력할 때는  상단 바에서 “도구 → 글자판 → 글

자판 바꾸기 → 기타 → 겹낫표 입력”을 차례대로 선택, 설정하여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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