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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소크라테스의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 
- 예식연설 『시민대축전에 부쳐』를 중심으로 -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 이 글의 목적
 

기원전 390년경, 이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 반박」을 발표한다.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던진 출사표와도 같은 것이었다.1) 당대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일명 소피스트들을 공격하여 몰아내고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연설

이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압축된다.   

이 철학(philosophia)이 지시하는 것들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레토레이아(rhētorei

a)2)보다는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에서 도움을 훨씬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겁니다.(21) 

‘이 철학’은 이소크라테스가 실천하고자 하는 철학이며, 구체적으로는 말의 교육(paideia 

tōn logōn)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 즉 레토레이아

가 아니라, 에피에이케이아이다. 그리고 그가 50년 넘게 활동하면서 이 개념은 그의 철학과 

교육을 특징짓는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무엇을,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말일까? 나는 이를 ‘공정유연성’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글에서 그 이유 가운데 하

나를 밝히고자 한다. 일단 「소피스트 반박」에서 이소크라테스가 천명한 철학의 내용을 간

략하게 정리하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연설문으로 꼽히는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 어떻

게,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에 다가서려고 한다.     

1) 아테네의 교육기관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인데 기원전 387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의 학교는 그보다 약 5년 정도 앞선 392년이다. 이소크라테
스의 학교는 시간적으로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앞선 것이 아니라, 인기도 더 높았고 영향력에서
도 훨씬 더 강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플라톤은 자신의 교육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소크라테스를 넘어서야 했고, 그의 철학은 이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꾸준히 성장하여 그의 생전에 이미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버금
가는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Canto-Sperber, M., 1998, Philosophie grecque, Paris, p. 194. 이소
크라테스의 학교는 그의 사망과 함께 문을 닫았지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서기 529년까지 명맥
을 유지했다. 

2) 이소크라테스는 기술과 지식의 체계로서의 ‘수사학’(rhētorikē)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레토리케’가 연설을 구성하고 실연하
는 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을 가리킨다면, ‘레토레이아’는 ‘연설을 하는 행위 자
체’(speechmaking for its own sake) 또는 ‘연설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rhetorical attitude of 
mind)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avid Mirhady, Yun Lee Too (2000) Isocrates I,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p. 66.  이소크라테스는 연설이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모든 상황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규칙
과 그런 식의 지식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레토리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강조되면 자칫 ‘불필요한 
간섭과 탐욕’과 연결되기 십상이다. 이소크라테스는 궁극적으로 말을 있게 하는 마음과 품성의 상
태, 공정유연한 마음이 담보되어야만 말도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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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 철학의 궁극적 목표

「소피스트 반박」에서 이소크라테스는 기존 교육자들(hoi paideuein epikheirountes)가 

약속하는 내용을 반박한다. 먼저 ‘쟁론으로 소일하는 사람들’(hoi peri tas eridas 

diatribontes)3)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phusis)에 속하는 일이 아니며 우리는 그런 현명함(phronēsis)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고 반박한다.(2) 그들은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eisontai) 그런 지식

(epistēmē)을 통해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설득을 시도하는 한편(3), 덕과 절제를 심어주어 

“아름답고 훌륭하며 정의로운 사람들”(kaloi kagathoi kai dikaioi)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서도 정작 그들이 돈을 떼먹고 달아날까봐 선불지급을 요구하는 탐욕적이고 모순적인 모습

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6)4) “지식(epistēmē)이 있다고 공표하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오

히려 의견(doxa)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합의점을 더 잘 찾아내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영혼을 돌보는 일’(tēs phukhēs epimeleia)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8) 

‘정치적 연설을 약속하는 사람들’(hoi tous politikous logous hupiskhnoumenoi)이 “특정 

사안들에서(en tois pragmasin)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는 연설가(rhētōr)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9), 이소크라테스는 그들이 글자(grammata)와는 다른 말(logos)의 

속성도 제대로 모르며(10), 철학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도 헤아리지 못하면서(11) 

고착된 기술(tetagmenē tekhnē)을 본보기(paradeigma)로 무지하게 사용한다(12)고 비판한

다. “말은 시의적절성(kairos)과 적합성(prepontōs)과 참신성(kainōs)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

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13)5)  

3)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가운데 안티스테네스와 에우클레이데스와 같이 돈을 받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도 마치 그런 일을 경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 ‘작은 소크라테스 모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들은 윤리학의 영역에서 남들의 주장에 트집을 잡고 말싸움을 일삼는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논박술’(elenkhos)로 당대 지식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악명’을 높였지만 
돈을 받고 학생을 가르친 적이 없으며, ‘변증술’(dialektikê)을 개발한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가 이 
글을 발표할 당시에는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비판하는 ‘쟁론에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을(tôn peri tas eridas 
diatribontôn)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쟁론술과 연결시켜 정
의한 바 있다. “소피스트는 돈벌이를 하는 족속(to khrêmatistikon genos)인데, 쟁론술(eristikês 
tekhnês)과 반박술(antilogikês), 말다툼 기술(amphisbêtêtikês), 싸움술(makhêtikês), 경쟁술
(agônistikês), 획득술(ktêtikês)에서 태어났지요.”(소피스트 226a) 이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정
의가 ‘거짓’ 소피스트에만 해당되며, 진정한 의미의 소피스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소
피스트로 행세는 하지만, 소피스트의 본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 소피스트는 아니라는 말이
다. 

4) 플라톤도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소피스트들은 연설의 기술, 즉 수사학에 능한 사람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으며, 절대로 불의를 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연
설술 또한 언제나 정의에 관한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 부정의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연설가가 연설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곤 한다.(『고르기아
스』 459c-461b.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비판도 볼 수 있다. “소피스트들 역시 다른 것들에는 
지혜로우면서도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공언
하면서도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불의를 저지른다고 종종 비난한단 말일세. 학생들이 자신들로 인해 
득을 보고도 보수를 떼먹고 달리 보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도대체 선생에 의해 불의가 제거
되고 정의를 갖게 되어 훌륭하고 정의로워진 사람들이 자신이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불의를 저지른
다는 이 주장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나?”(519c-d) 

5) 이소크라테스는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은 말하는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며 듣는 사람을 가장 이롭게 해주는 말”이라고 밝힌다.(4) 연설가가 “공동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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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들과는 다른 교육은 무엇인가?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교육(paideusis)은 

결국 “말하고(legein) 시민생활을 하는 데(politeuesthai)에서 뛰어나도록(deinos)” 도와야 

한다.(14) 재능이 좋고 경험을 통해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탐구

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서 훌륭한 논쟁가(agōnistas)나 연설문 작성가(logōn poiētas)

로 성장하게 하고(14-15),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보다 더 발전하게 하며 많은 

사안들에 대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15) 이를 위해 이소크라

테스가 천명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6) 

① 모든 말(logos)을 구성하고(suntithenai) 직접 할(legein) 때, 그 원천으로 끌어다 쓰는 형태

(idea)들에 대한 지식(epistēmē)을 갖는다. 

② 그 형태들 중에서 사안들의 각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고(proelesthai), 그것들을 서로 잘 맞

게 섞어(meixasthai pros allēlas) 적절하게 배열한다.(taxasthai kata tropon)

③ 이때 시의성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tōn kairōn mē diamartein).

④ 말 전체(holon ton logon)를 잘 궁리해서 다듬어진 생각으로(tois enthumēmasi)로6) 알맞게

(prepontōs) 색을 입히듯 장식한다(katapoikilai).

⑤ 리듬이 좋게(eurhuthmōs) 음악적으로(mousikōs) 단어들을 사용해 말(표현)한다(eipein).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점에서 교육적인 돌봄(epimeleia)이 필요하며, 용감하고 의

견을 잘 만들어내는 영혼(psukhēs andrikēs kai doxastikēs)이 이런 일을 잘 해내며7) 이런 

능력을 갖출 때 ‘현명한 판단을 잘 내리는 사람’(eu phronountōn)이 된다.8) 여기에는 전형

적인 수사학적 개념 중에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이 표현되어 있

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과 교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

다. 먼저 학생은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하며 말의 종류(ta eidē ta tōn logōn)를 배우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쳐야할 모든 내용을 

가능한 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래도 남는 것에 대해선 자신을 본보기로

개인적인 노력을 다하고 자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1)하면 
명예를 얻을만 한데, “한 사람이 현명한 생각을 잘 한다면, 그의 생각을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2)  

6) ‘엔튀메마’(enthumēma)는 원래 ‘마음(thumos) 속에서(en-) 떠오르고 생각된 것(-ma)’이라는 뜻
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혀 곰곰이 그 해결책을 궁리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그 궁리는 추론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특히 상식과 통념에 부합하는 전제와 과정과 결말을 갖
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와 같은 궁리가 연역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수사학』에서
는 연설가가 설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연역추론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삼는다.   

7)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의 이 대목을 겨냥한 듯,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기술로 하는 활동의 일종(ti epitēdeuma tekhnikon)
이 아니라, 어림잡는 데 능숙하고(stokhastikēs) 용감하며(andreias) 사람들과 교제하는 재주를 타
고난 영혼의 활동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아첨(kolakeian)이라고 부르지요.”(463a)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가 “용감하며 의견을 잘 만드는 영혼(psukhēs andrikēs kai doxastikēs)”이라고 한 표
현을 패러디하여 “어림잡는 데 능숙하고 용감한 영혼(psukhēs stokhastikēs kai andreias)”리고 바
꾼 것이다.  

8) “왜냐하면 이전에 일어난 행위들(praxeis)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자산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들
을 시의적절하게(en kairōi) 이용하고 각각의 행위에 관해 적합한 것들(ta prosēkonta)을 궁리하고
(enthumēthēnai) 단어들을 이용하여 잘 배치하는 것(eu diathesthai)은 현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시민대축전에 부쳐』 9)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방법이 ‘말에 대한 철
학’(hē peri tous logous philosophia)와 연결시키며(10) 시의적절하고 공동의 악과 재앙을 제거하
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말을 철학한다’(philosophein touton ton logon)는 표현도 쓴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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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eigma) 내보여야 한다. 이 모든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철학하는 사람들은

(hoi philosophountes) 비로소 완숙해진다. 그러나 뭐라도 하나 빠지면, 학생들은 바로 그 

점에서 그만큼 더 나빠진다.9)(17-18)  

그런데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 학생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쪽

보다는 에피에이케이아를 갖춘 사람이 되는 쪽으로 더 빨리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것

에 초점을 맞춘다면,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는 이소크라테스 교육과 철학 또는 수사학의 

실제적인 목표인 셈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량을 의미하는지를 개

념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정의한 적은 없다. 문맥을 통해 그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연설문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 나온 구절을 분석함으로써 

에피에케이아의 뜻을 밝혀보고자 한다. 

3. 아테네가 보여준 에피에이케이아

「소피스트 반박」연설을 발표한 지 10년 후인 기원전 380년 올륌피아 축제에서 이소크

라테스는 『시민대축전에 부쳐』(Panēgurikos)를 발표하고10) 필사본들을 널리 유포시켰다. 

이 연설문은 이소크라테스가 평생 동안 지켜온 정치적인 이념인 ‘범헬라스주의’(또는 범그

리스주의. panhellenism)를 최초로 표방한 것이다.11) 이 연설문이 발표되었을 당시 헬라스

(=그리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도 반목과 갈등, 전쟁이 계속되는 혼란과 위기의 상

태였다. 지난 세기에 헬라스를 두 차례나 침략했던 페르시아는 여전히 정복의 야욕을 버리

지 않고 호시탐탐 헬라스를 노리는 한편, 헬라스의 갈등 관계를 이용하여 헬라스 도시국가

들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소크라테스는 

헬라스의 단합을 촉구하고 나아가 페르시아에 대한 군사적 원정을 제안했다. “이제 이방인

들을 상대로는 전쟁을 하되, 우리 자신은 ‘한마음 한뜻(homonoia)’이 될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3)12) 

그렇다면 누가, 어떤 도시가 이 일에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소크라테스는 “각각

의 일에서 경험이 가장 많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21),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도권은 다른 어떤 명예의 상과 마찬가지로 바

로 그 명예를 최초로 차지했던 사람들이나 헬라스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가져

9) 이와 같은 주장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편에서도 나타난다.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은 당대 수사학자
들의 일반적인 견해였거나, 아니면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같은 자료를 보고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 
Mathieu, (G.), Brémond (É.) (1972) Isocrates, Discours tome 1, p. 146, note 2. “설득력 있는 참된 
연설가의 기술은(tēn tou tōi onti rhētorikou te kai pithanou tekhnēn) 어디서 어떻게 터득할 수 있
습니까?” “만일 자네에게 연설가로서의 타고난 재능이(phusei rhētorikōi) 있다면, 지식(epistēmēn)과 
연습(meletēn)을 통해 언변이 좋은 연설가(rhētōr ellogimos)가 될 걸세. 하지만 이 가운데 무언가 부족
함이 있으면, 그 점에서 자네는 불완전할 것이네.”(269c-d) 

10) Norlin, G., 1928, Isocrates,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p. 119. 그러나 이 연설문은 「소피스
트 반박」이 작성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인 기원전 39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380년까지 약 
10년 동안 다듬어졌다고 한다. Sandys, J. E., ed., 1872, Iocrates: Ad Demonicum et Panegyricus, 
London, reprinted 1979 by Arno, pp. xlii-xliii.  

11) 이에 관해서는 졸고(2015),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 『인문논총』 제72권 제3호, 서울대인
문학연구원, pp. 45-77을 보라.  

12) “우리 자신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완전히 풀어 버리고 그것을 그 이방인에게로 돌려
야 한다.”(15) “우리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
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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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 사람들이 차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어떤 조건

이든 결국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지난날의 적대적인 과거를 극복하고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도13), 아테네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왜 아테네인가? 그는 이렇게 말한

다. 

(1)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 가장 오래 되었으며 가장 위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가

장 드높다는 것에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우리

가 훨씬 더 많이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다음 근거 위에서도 여전히 성립합니

다.(23) 

이소크라테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테네가 다른 어떤 도시국가보다도, 특히 스파르타

보다도 더 존중받아야 하며, 따라서 헬라스 연합(또는 통합)의 주도권을 아테네가 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소크라

테스는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을 쓴다.  

(2) (우리가 헬라스에게 보여준) 카리스(kharis)와 에피에이케이아(epieikeia)를 일단 제쳐 두고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말을 해야만 한다면, 외지인이 토착민을, 은혜

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를, 탄원자로서 피난을 온 자가 그를 받아들인 자를 지배한다

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은 분명히 아닙니다.(63)

인용문 (2)의 첫 구절을 잘 따져보면, 가깝게는 인용문 (2)의 바로 앞에는, 좀 더 넓게 

보자면 적어도 인용문 (1)과 (2) 사이에는 아테네가 헬라스의 다른 도시국가들에게 보여준 

카리스와 에피에이케이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부분을 잘 

분석하면 이소크라테스가 에피에이케이아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

다. 

3.1. 카리스와 에피에이케이아의 다양한 의미

인용문 (1)과 (2) 사이의 내용을 분석하여 에피에이케이아의 의미를 이소크라테스의 관

점에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와 병렬되어 사용된 ‘카리스’(kharis)의 의미도 따져 봐야 

한다.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나란히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서로 통

하는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가 이 두 단

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굵은 선을 그리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3.1.1. 카리스의 세 가지 의미

니들과 스코트 사전에 따르면, ‘카리스’(kharis)의 그 첫 번째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

아함’(outward grace)이다. 특히 아름다운 외모나 태도에서 풍겨나는 우아함으로써 사람이

나 신에 대해 주로 사용된다. 예컨대, 아테나가 오뒷세우스를 나우시카 공주 앞에서 더 크

13) “단순히 말로만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도시
를 설득하여 서로 간에 몫을 똑같이 나누며 주도권도 나눠 갖고, 지금은 그들이 헬라스 사람들에게서 
취하기를 갈망하는 풍요로움을 앞으로는 이방인들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찾
아야만 합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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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풍만해 보이게 하고, 그의 머리와 어깨 위로 우아함(kharis)을 쏟아 붓자 오뒷세우스 ‘아

름다움과 우아함으로’(kallei kai kharisi; 6.237) 빛났다고 한다. 나우시카는 깜짝 놀라면서 

그가 잠시 전에는 ‘볼품없어’(aeikelios; 6.242) 보였지만 지금은 신들과도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나우시카가 ‘몸매와 외모가 불사의 여신들과도 같은’(athanatēisi phuēn kai eidos 

homoiē: 6.16) 이유는 그녀가 신들에게서 ‘아름다움’(kallos; 8.457)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하녀들도 카리스 여신들에게서 ‘아름다움’(kallos: 6.18)을 받았다

고 한다. 호메로스는 카리스가 외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런 우아함으로 빛나는 영예나 영광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카리스는 눈으로 확인되는 외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의미로(in 

objective sense)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정한 행위와 관련해서 그 행위의 동기가 되는 특정

한 감정(pathos)이나 마음씨, 마음가짐을 뜻하며,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도 

카리스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이 개념을 수사학적인 맥락 안에서 다

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태에서 사람들이 카리스를 갖는지는 카리스를 

정의하면 분명해질 것이다. 카리스를 가진 사람에게 ‘카리스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

에서 카리스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봉사(hupourgia)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대가로서도 아니고, 봉사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크고) 얻기가 어려운 것들일 때, 또 중요

하고 어려운 시기(kairos)에 때맞춰서, 베푸는 사람이 혼자서 하거나 또는 처음으로 하거나 

또는 가장 많이 하면 그의 카리스는 그만큼 큰 것이다.(III.7, 1385a16-21)   

여기에서 카리스는 다급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 대한 호의(favour)이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순전히 상대를 위해 그에게 봉사

하고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갖는 친절한 마음씨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의 

하나로서 카리스를 정의하면서, 그것에서 비롯되어 상대에게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봉사(hupourgia)를 카리스의 피규정항에 넣었다. 범주론적으로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않아 보

이지만,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카리스는 특정한 감정(호의)이면서 동시에 그 감정

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선의, 친절, 은혜, 혜택을 두루 뜻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 감정을 정의했지만, 그런 호의와 혜택, 

친절과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특정 수혜자가 느끼는 고마움과 감사의 감정,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나 사례의 선물도 카리스로 표현한다. 예컨대, 아테나 여신은 트로이

아의 명궁 판다로스를 찾아가 메넬라오스를 향해 화살을 쏘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대는 트

로이아인들에게서, 그중에서도 특히 알렉산드로스 왕에게서 카리스와 영광(kudos)를 받게 

될 것이오.”(호메로스, 『일리아스』 4.95-96) 여기에서 카리스는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된 

구체적인 사례의 선물을 가리킨다. 라케다이몬 사람들(=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인들을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었는데, 그들로부터 카리스를 받지 못했다고 투덜거릴 때, 카리스

는 감사의 인사, 고마움의 표시를 뜻한다.(헤로도토스, 『역사』 5.90), 헬라스인들(=그리

스인들)이 페르시아인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델포이인들이 그들에게 힘이 될만한 

신탁을 전하자, “그들에게서 무궁한 카리스를 받게 되었다”고 할 때(앞의 책 7.178)도 마찬

가지다. 감사함의 표시가 사례의 선물이나 인사말로 나타날 수 있는데, 카리스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고마워하는 마음과 감사의 감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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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에피에이케이아14)의 세 가지 측면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수사학적 논증에서 중요한 ‘에이코스’(eikos)와 연결되는데, 둘 다 

‘~와 비슷하다, 닮다’라는 뜻의 ‘에오이카’(eoika)와 관련된다. 이 동사는 대상과 그것을 모

방한 작품 사이의 유사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데, 분사형인 ‘에이코스’(eikōs, eikos)에서 

그림이나 조각을 뜻하는 ‘에이콘’(eikōn)이 파생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에이코스

는 실제 대상과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닮았다는 뜻의 외형적 유사성에서 시작하여 어떤 진

술이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필연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

고, 그럴듯하며, 그럴 법하다’는 ‘개연성’(probability)의 의미가 된다.15) 또한 대상과 작품 

사이의 유사성이 일으키는 예술적 기교에 대한 감탄은 이 단어에 ‘훌륭하고 좋아 보인다’는 

뜻을 준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상황과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잘 맞는다’는 때도 

사용되어 ‘시의적절함’(opportune), ‘적절성’(fitting, suitable), ‘합리성’(reasonable)의 의미

도 갖는다.

‘에이코스’에 ‘에피’(epi-)가 붙어 ‘에피에이케스’(epieikēs)가 되면, 이것은 외형적 ‘유사

성’(resemblance)보다는 상황에 맞는 시의적 ‘적합성’(convenance)이 강조된다. 특히 이 단

어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원칙과 규칙과 법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된다. 말이나 글

로 명시된 법과 규칙, 원칙과 약속을 존중하며 공명정대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되, 고지식하

게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입법취지’를 살려 특수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합리적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하고, 나아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대함까지 보여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도 갖는다. 

에피에이케이아의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일리아스』의 한 구절을 보자.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그리스 연합군의 전사들은 전차경기를 열었다. 이때 아

드메토스의 아들 에우멜로스도 참가했다. 그는 “말모는 솜씨가 출중했고”(23.289) 경기가 

시작되자 선두로 나섰다. 그러나 아테나 여신이 그의 말들의 멍에를 부숴버렸다. 그러자 에

우멜로스의 말들은 주로를 이탈했고 전차는 부서졌으며, 에우멜로스는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고 말았다. 결과는 꼴찌였다. 그런데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경기를 주최한 아킬레우

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뛰어난 자가 통짜 발굽의 말들을 맨 꼴찌로 몰고 오는구나. 그러

나 그에게 이등상을 줍시다, 그것이 에피에이케스한 것 같으니.”(23.536-537) 

그의 말에 모두 찬성하였지만, 정작 이등으로 들어온 안틸로코스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약속한 대로 이등상은 자신의 몫이며, 만약 에우멜로스에게 상을 주고 싶다면, 별도로 상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안틸로코스의 말은 처음에 공표한 게임의 규칙에 충실한 것이다. 그

러나 아킬레우스는 불운하게 실력발휘를 못한 에우멜로스를 배려하는 관대함을 보였다. 공

표된 게임의 규칙대로라면 안틸로코스가 2등상을 받아야 하지만, 게임의 근원적인 취지, 즉 

‘실력이 있는 자가 실력에 합당한 상을 받는다’는 취지에 비추면 에우멜로스가 이등상을 받

는 것이 적절하고 그럴듯하고 판단한 것이 아킬레우스였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에피에이

케스’하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에피

에이케이아를 고려한 아킬레우스는 결국 원칙을 내세운 안틸로코스에게 물러서야만 했다.

14) 이후 제시되는 설명 가운데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Liddle, H. G., Socott, R.(1996; 1st ed. 
1843)를 참조하였고, 단어의 의미와 형태 변화와 파생어의 형성과 의미에 관해서는 Chantraine, 
P.(2009; 1ère éd. 1968-1980)와 Frisk, H.(1973)를 참조하였다.   

15) “이 그럴듯함(eikos)은 진리와 닮았기 때문에(di’ homoiotēta tou alēthou) 많은 사람들에게 생긴
다.”플라톤(파이드로스 23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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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말은 ‘정의로움’을 의미하는 ‘디카이오스’(dikaios)와 대립하기도 한다. ‘디카이

오스’한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지만, 예

외나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합리적 융통성을 잃게 되

며, 관대한 배려를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에피에이

케스한 사람에 반대되는 것은 ‘아에이케스’한 사람인데, 이는 관대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

다. 따라서 그는 잔혹하고 끔찍하며 무시무시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에피에이케스’하지 

못하며, 법과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무례를 범하기 때문에 ‘디카이오스’ 하지도 않다.16) 

 

3.2.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 나타난 에피에이케이아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가자. 구체적으로는 『시민대축전에 부쳐』의 23부터 63

까지인데, 물론 그보다는 훨씬 짧은 부분만을 다뤄야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그는 아테네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름답고 고귀

한 존재들이라며”(kalōs kai gnēsiōs gegonamen, 24) 유구한 시간동안 동일한 지역 안에 대대로 

정착해 왔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아테네인들 ‘덕택에 많은 좋은 일들’(agathōn aitioi, 26)이 다

른 사람들에게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아테네는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아

테네는 헬라스 전체가 전쟁의 위험을 이겨내고 전체적인 체제를 갖춰 시민공동체(politeia)를 이

루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밖에도 잘한 일들(euergesiōn, 27)이 많지만, 여전히 인구에 회자

되는 것들만 선택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아테네가 데메테르 여신에게서 땅의 열매와 입교의식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받았을 때, 아테네가 다른 헬라스인들에 대해 취한 태도와 행동이다.  

우리 도시는 신들의 사랑을 받을(theophilōs)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사랑하게

(philanthrōpōs) 되었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사

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았으며 획득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가졌습니

다.(29)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아테네는 데메테르 여신에게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특히 땅의 열매의 쓰임새, 그것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작업의 방식, 땅의 열매로부

터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아테네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신에게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다른 그리스 사람들

에게 베푸는 일에 아테네인들은 인색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 아테네인들은 수혜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역

으로 아테네인들이 그 수혜자들에게 이전에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답으로 그런 행위

를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그리스인들에

16) 강상진, 김재홍, 이창우(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는 ‘형평’, ‘근원적 공정성’, ‘훌륭함’으로 번역
했다.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보다 앞서 이소크라테스가 
강조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소피스트 반박에서도 에피에이케이아가 교육의 목표로 강조되었
으며, 노년에 발표한 교환소송변론에서도 그는 자신이 에피에이케이아를 갖춘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은 ‘시의적절성’(kairos), 의견(doxa)
과 개연성(eikos), 현명함(phronēsis)과 직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을 이소크라테스로부
터 받아들여 그에 어울리는 윤리학을 정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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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베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테네인들의 감정, 마음씨, 태도와 행동은 ‘은혜’라고 번역될 

수 있는 ‘카리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나 태도를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할 수 있을

까?)

이어서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헬라스의 다른 도시들을 대상으로 “잘 해 준 일들 가운

데(tōn euergetēmatōn) 가장 큰 것과 처음 생겨난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된 

것”(34)을 언급한다. 그것은 헬라스인들이 좁은 영토에 갇혀 서로 군사적인 충돌을 벌이고 

전쟁으로 피폐해가는 것을 막은 것이다. 각 도시로 파견된 지도자들은 도시 내부의 빈곤을 

수습하고 이방을 향한 군사적 원정을 감행했다. 식민지를 개척하고 아테네를 모방한 도시를 

건설하게 했다.(34-36) ‘이방인들은 떠나게 만들고 헬라스인들은 그토록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엄청난 이로움을 가져다준 지도력’을 아테네가 가졌다는 것이다.(37) 이렇게 

아테네는 자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으며, 이웃 도시의 불행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헬라스를 구한 것이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 가운데 신들에게서 얻은 것들은 빼고, 서로를 위해 애쓰면 

우리에게 생긱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 도시 없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오직 우리 도시 덕택에 생겨났던 셈입니다.(38)

최초로 법을 세우고 정치체제를 마련했던 아테네는 자신들의 안위와 문명에 만족하지 않

고, 법도 없이 무정부 상태에서 죽어가거나 권력자의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구하고

(39),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삶에 필수적인 것에 유익한 기술과 즐거움을 주는 기술을 

발명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40) 그밖에도 다른 관리체계도 마

련해서 이방인을 우호적으로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을 한 집안사람처럼 대했다.(41) 페이라

이에우스 항구를 세워 그리스 전역의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

할 수 있게 하였다.(42) 그리스인들이 함께 평화협정을 맺고 적대감을 풀고 한곳에 모여 서

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정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동료의식을 만들 수 있는

(43) 함께 모여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 즉 제전과 축제, 경기와 경연을 개최

하는 일에서 아테네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앞장섰다. 그리고 이 경쟁의 과정에서 아테네

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판정을 내리기까지 했다.(44-46) 아리스토텔레스

의 기준에 비춰 이소크라테스의 주장을 해석하자면, 아테네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

초로, 가장 많이 했으며,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도 훌륭하게 수행했고, 꼭 필요한 그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했으며, 그 어떤 혜택의 대가로 하거나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

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테네가 다른 도시들에게 베푸는 은혜(kharis)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아테네의 철학에 의해서

였다. 아테네는 철학을 통해 그리스 전체를 위한 상기의 좋은 일들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

라, 그 철학 자체를 보여주었고, 헬라스 전체의 것이 되게 하였다.(47) 또한 모든 동물들 

중에서 인간에게만 유일한 본성인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오직 현명한 영혼과 지혜로운 사

람만이 아름답고 솜씨 좋게(=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육에 힘썼

다.(48-49) 이것 역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아테네가 다른 그리스인들에게 베푼 가장 중

요한 은혜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도시는 현명한 생각에서나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나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앞서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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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이 도시에서 배운 학생은 다른 사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스 사람들’이

라는 이름은 더 이상 종족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만들었고, 공통

되는 태생적 조건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헬라스

인들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50)

그리고 이소크라테스는 조상들이 “다른 좋은 일을 베풀었던 것에 못지않게 위험한 전쟁

에서 세운 공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51)며 그 공적들을 열거한다. 주목할 점

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

떤 싸움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생존과 자유로운 삶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중대한 도움을 줬다는 말

이다. 여기에서 아테네가 보여준 것은 은혜로서의 카리스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덧붙는 말

에서는 카리스 이외의 것이 보인다. 아테네인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이 도시가 모두를 위해 

일하도록 하였고, 헬라스 사람 가운데 부당하게 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구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52)고 한다.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전체를 위하는 마음, 

부당한 자를 구원하려는 마음은 단순히 카리스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나를 넘어

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부정함을 바로 잡으려는 정의감과 공정성의 의지가 보이는 것

이다. 이것은 에피에이케이아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태도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익숙해진” 상태, 더 

큰 도시와 동맹을 맺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강한 자

들과 함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불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설령 이익에 반하더라도 더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선택하는” 태도 때문에 정책을 잘못 설정한다는 비난이다.(53) 약자

에 대한 배려와 불의를 피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이 아테네가 보

여준 카리스와 에피에이케이아에 속하는 것이라면, 앞엣것보다는 뒤엣것에 속할 것이다. 내

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를 범하지 않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에피에이케이아

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약자를 도와주었던 전력(前歷)을 보여주기 위해 헤라클레스의 

자식들과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의 예를 든다. 둘 다 불행을 겪은 후에 구원을 요청하

기 위해 아테네를 찾아왔다는 것이다.(54-56) 이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의 자식

들은 헤라클레스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해주었고” 그것은 헤라클레스가 베푼 

은혜며, 아테네만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다’(apodounai kharin, 56)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말

대로라면 아르고스의 왕 아드라스토스에게 아테네가 베푼 카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

에 잘 들어맞는 것인 반면, 아테네가 헤라클레스의 자손에 베푼 카리스는 이전에 헤라클레

스가 베푼 은혜를 갚는 행위, 즉 감사의 표시로서의 카리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테네

는 아드라스토스왕과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58-60) (그런데 여

기에서는 에피에이케이아가 어떻게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것은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왔고 아르고스와 라케다

이몬과 멧네레를 취했으며 스파르타의 거주민이 되었고 라케다이몬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

는 것이다. 라케다이몬 사람들이 향유하는 행복과 모든 좋은 것이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다.(61)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를 위험한 전쟁에 빠뜨려서는 안 되

며, 자신의 노예로 삼겠다는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62) 이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베푼 카

리스와 에피에이케이아를 일단 제쳐두고 스파르타를 비판하면서 말한 내용, 즉 “외지인이 

토착민을,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를, 탄원자로서 피난을 온 자가 그를 받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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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은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63), 스파르타는 카리스도 에피에이케이아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셈이다. 아리스토

텔레스가 정의한 카리스, 즉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시의적절한 도움과 유익을 베푸

는 순수한 행위라는 의미에서는 물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서의 카리스조차 

보여주지 못한 셈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연구의 주제는 이소크라테스

는 『시민대축전에 부쳐』의 23에서 63까지에서 아테네가 베푼 카리스와 보여준 에피에이

케이아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그 의미는 [                     ]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카리스의 일정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제안된 정의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카리스의 경우와는 달리 에피에이케이아의 의미는 추려내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

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정의된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학회에서의 발표 후, 논의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이 논의를 완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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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李斯) 「간축객서(諫逐客書)」의 수사 전략 분석

송미령(서일대)

1. 들어가는 말

  「간축객서(諫逐客書)」는 기원전 237년 전국(戰國)시기 秦나라의 객경 이사(李斯)가  왕에게 
올린 상소로, 정국거(鄭國渠) 사건을 계기로 타 제후국 출신의 관리를 내쫓기로 한 축객령(逐
客令)의 부당함에 대해 서술하였다. 정국거 사건은 한(韓)나라 출신의 정국(鄭國)이 진나라에 
운하를 건설하도록 하여 진나라의 인력과 재정을 소모시킴으로써 한나라에 대한 침공을 막으
려다 발각된 일로, 이로 인해 그동안 외지 출신 관리의 정치 참여에 불만을 가졌던 秦나라 대
신들이 이들의 축출을 진왕에게 건의하였고 축객의 명단에 들어있던 이사가 축객령에 대한 간
언인 「간축객서」를 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쓰인 「간축객서」는 사마천의 『사기』를 비
롯하여 소통(蕭統)의 『文選』, 오초재(吳楚材)․오조후(吳調侯)의 『고문관지(古文觀止)』 등 중국 
고대 각종 역사서나 문선집에 실릴 만큼 고대 중국 산문을 대표하는 명문으로 평가 받는다. 
「간축객서」에 대해 고대 중국의 문학평론서인 『문심조룡(文心彫龍)』은 ‘복잡한 감정은 요점에 
알맞고 약동하는 말은 일에 대한 중요함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煩情入機, 動言中務)’1)고 
했고, 중국 근대의 문학가 노신(魯迅)은 『한문학사강요(漢文學史綱要)』에서 ‘진나라의 문장가
는 이사 한 사람뿐이다(秦之文章, 李斯一人而已)’라고 칭송하였다.  
  「간축객서」는 『문심조룡(文心彫龍)』에서 창작양식을 분류하며 ‘설(說)’로 다루고 있는데, 이 
‘설’에 전국시대 유세가들의 변설이 포함된 것을 볼 때 「간축객서」가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글
임을 알 수 있다. 또 그 문장의 표현에 있어서는 『고문관지』의 편찬자 오초재가 ‘반복과 기복
을 거듭하고 글자를 더하거나 바꿈으로써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도 변화가 무궁하다(一
反一复，一起一伏，略加转换数个字，而精神愈出，意思愈明，无限曲折变态)’고 했는데, 이는 
「간축객서」의 문학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 말이다. 즉 「간축객서」의 뛰어남은 내용의 논리성
과 표현의 절묘함 모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간축객서」를 읽은 진왕 영정(嬴
政)은 축객령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의 관직을 사법을 관장하는 정위(廷尉)의 직급으로 
승격시키고 정국을 함께 논의하여 결국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간축객서」는 
이사가 쫓겨날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하여 진나라를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으로 이끄는 동시
에 통일제국의 최고 관직에까지 오르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2. 「간축객서」에 대한 질문

  이상의 평가를 받아온 「간축객서」에 대해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본질적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첫째, 이사가 「간축객서」를 작성한 목적이 과연 축객령의 취소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간축객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객의 부당함을 왕에게 간언한 글이다. 내용상의 특
징 또한 자신의 입장을 부각하거나 축객령을 원망하는 등의 사심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객경
이 진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데 있다. 그렇다면 이

1) 유협 저, 성기옥 역, 『문심조룡』,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p.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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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원한 것은 축객령의 취소에 지나지 않았을까? 본 연구는 이사가 단지 축객령의 취소뿐만
이 아니라 진왕을 통일제국의 황제로 만들어 패권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꿈을 실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축객서」를 썼을 가능성을 추측한다. 
  이사는 초(楚)나라 상채(上蔡) 사람으로 여염집에서 태어났다.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
인 곳간 쥐와 측간 쥐의 이야기는 이사의 권력에 대한 야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이사가 
젊은 시절 말단 관리로 일할 때 관청 측간의 쥐는 오물을 먹다가 사람을 보면 놀라 도망가는
데 곳간의 쥐는 곡식을 풍족하게 먹으면서 사람이 와도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사
람의 어질고 어리석음은 처한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순자(旬子)의 문하에 
들어가 제왕의 기술을 배우고는 권력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사의 권력 의지는 순자
의 문하를 떠나면서 한 말인 ‘가장 큰 부끄러움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며 가장 큰 슬픔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를 비난하고 영리를 미워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비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2)로부터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야욕은 단지 일
개 제후국의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후국들을 합병한 통일제국의 최고 관직에 오르는 것
이었다. 이는 그가 유세할 나라로 제후국 중 가장 강대한 진나라를 선택한 것과, 진왕에게 ‘지
금 게으름을 피우고 서둘러 이루지 않으면 황제(黃帝) 같은 현명한 왕이 있을지라도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3)라고 유세하며 천하통일을 위해 행동하도록 촉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간축객서」의 목적이 단순히 축객령의 해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이사의 품성과도 
관련이 있다. 『사기․이사열전』에 의하면 이사는 6국을 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주와 신하를 
이간시키거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가차 없이 죽이는 등 각종 권모술수를 사용했으며 통일 
진나라의 승상이 된 이후에도 환관 조고가 진시황의 유서를 조작하여 맏아들 부소를 자결시키
고 호해를 황제로 세우는데 동참한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이자 최대 목표는 의
리나 정의가 아닌 명리영달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사의 야망과 성품으로 보아 「간축객서」의 작성 목적은 축객령 문제보다 진왕
으로 하여금 통일대업의 꿈을 공감하고 실현해나가도록 하는 더 큰 목표에 초점을 두고 통일
대업을 도울 신하가 자신이라는 것을 진왕에게 설득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본 연구가 「간축객서」에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사가 이 글을 일필휘지로 써내려갔을까 
하는 것이다. 이사는 학식과 지략이 뛰어나고 문장력이 출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축객
서」의 내용을 보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세가 일관성을 유지하며 주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 
끝을 맺고 있어 단숨에 써내려간 문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대의 학자 하의문(何義門)이 
「간축객서」에 대해 ‘한나라 이후로 이처럼 거침없는 필력은 없었다(漢以後文字, 筆力不能若此
馳騁)’고 평하였듯이 「간축객서」의 문장에서 퇴고나 고심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반대로 「간축객서」가 일필휘지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심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당시 이미 축객령이 떨어져 관직을 박탈당하고 추방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사로서는 「간축객서」의 작성이 당면한 위기를 넘기고 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승부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축객서」의 글은 글재주가 아무리 뛰어난 이
사라 하더라도 거듭된 고심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간축객서」가 표면과는 다른 작성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가설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간축객서」가 이면의 목적을 가지고 고심 끝에 쓰였다면 「간축객서」를 작성하는 데 

2) 사마천 저, 김원중 역, 『사기열전1』, 민음사, [2007], 2015, p.648 참조.
3) 사마천 저, 김원중 역, 『사기열전1』, 민음사, [2007], 2015, p.6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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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치밀한 수사(修辭) 전략4)의 개입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상의 가설
을 전제로 이사가 목적하는 수사 전략이 「간축객서」에 포진되어 있다고 유추하고 이를 분석하
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가설의 합당 여부를 검토하고 「간축객서」의 의미를 재확인
해 보고자 한다.  

3. 수사 전략 분석

  「간축객서」는 이사가 축객령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진왕에게 그 부당함을 간언한 상소
문이다. 그러나 「간축객서」의 내용을 보면 억울하다는 원망이나 축객령의 취소를 바라는 간청
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과거 진나라의 발전을 이끈 빈객들의 공로와 축객령의 오류를 객관
적으로 서술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왕은 이 글을 읽고 명령을 거두어 이사를 복
직시키고 중용한 것을 보면 그 수사적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 
  청나라 문헌 『중정고문석의신편(重訂古文釋義新編)』에서는 ‘이사가 쫓겨날 위기에서 만약에 
축객령이 옳지 않다고 직언했다면 도리어 왕의 노여움을 샀을 것이다. 빈객의 입장에서 간언
하지 않고 오직 진나라를 위해 간언했다는 점이 뛰어나다.(李斯既亦在逐中，若开口便直斥逐客
之非，宁不适以触人主之怒，而滋之令转甚耶！妙在绝不为客谋，而通体专为秦谋。)’고 평했다. 
이사는 안위가 걸린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이 아닌 진나라의 
입장에서 「간축객서」를 써내려갔는데, 이러한 이사의 태도가 오히려 신뢰감을 형성하여 진왕
을 설득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간축객서」의 수사적 성과는 이처럼 이사의 대담
한 에토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문장 표현에 있어서 이사가 초(楚)나라 출신인 관계로 「간축객서」는 화려하고도 장중한 
초나라 문학의 풍격을 띠고 있는데, 글 전체에 걸쳐 대우(對偶)와 배비(排比)의 수사법을 변화
무쌍하게 활용하여 형식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축객서」의 수사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사의 「간축객서」는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臣聞吏議逐客, 竊以爲過矣。(신이 듣기로 관리들이 빈객을 내쫓을 것을 건의했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여깁니다.)

  1) 예증을 통한 공감 유도
  
  “이 네 군주는 모두 빈객의 공로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此四君者，皆以客之功。).” 

  이사는 빈객 축출이 과오임을 말하고 나서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어 이를 증명한다. 즉 선
왕들이 타 제후국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여 진나라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긍정적 사례들
을 언급함으로써 진왕으로 하여금 축객령의 문제를 재인식하게 한 것이다.

옛날 목공께서는 인재를 구하여 서쪽으로는 융에서 유여를 데려오고, 동쪽으로는 완에서는 백리해를 얻

4) 현대에 들어와 수사(修辭)의 의미는 말을 꾸미는 기법으로 협소하게 사용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자신
의 의사를 전달 또는 설득하기 위한 말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수사 전략
의 개념은 이사가 진왕을 설득하기 위해 운용한 언어구사 방법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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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송나라에서 건숙을 맞아들였고, 진(晉)나라에서 비표와 공손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들 다섯 사
람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목공께서는 이들을 등용하시어 20개국을 병합하고 마침내 서융의 
패자가 되셨습니다.(昔穆公求士，西取由余于戎，东得百里奚于宛，迎蹇叔于宋，来邳豹、公孙支于晋。此
五子者，不产于秦，而穆公用之，并国二十，遂霸西戎。)

이사는 진 목공이 타국 출신이자 현인으로 알려진 유여, 백리해, 건숙, 비표, 공손지 등을 등
용함으로써 서융을 제패하고 진나라의 영토를 확장한 사실을 들어 빈객의 등용이 나라의 발전
을 가져왔음을 증명했는데, 이는 곧 빈객 축출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목공이 이들을 ‘데려오고(取)’，‘얻어오고(得)’，‘맞아들이고(迎)’，‘불러들임(来)’으로써 빈
객 등용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드러내어 축객령을 내린 진왕과 비교시키기도 한다. 역사적 
사실을 통한 증명은 이어서 언급한 효공(孝公)과 위(衛)나라 출신 상앙(商鞅), 혜왕(惠王)과 위
(魏)나라 출신 장의(張儀), 소왕(昭王)과 위(魏)나라 출신 범저(範雎)의 예를 통해서도 계속되는
데, 이러한 예증 수법은 이사의 주장에 객관성과 신빙성을 부여하여 진왕의 공감을 이끌어낸
다. 
  역사적 인물들을 통한 이상의 사례는 나아가 진왕과 이사 자신을 연상하게 하는 효과를 가
져 오기도 한다. 이러한 연상은 진왕으로 하여금 유여, 백리해, 건숙, 비표, 공손지, 상앙, 장
의, 범저 등이 목공, 효공, 혜왕, 소왕을 도와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사 또
한 진왕을 역사에 길이 남을 패자로 만들어줄 신하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진나라가 통일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왕과 신하로 진왕과 이사는  이들
과 일직선상에서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진왕은 축객령 취소를 통
해 이사와 함께 천하 통일의 대업을 실천할 수 있으므로 축객령 취소와 천하제패는 결국 하나
의 목표가 된다. 
  이사는 이어 이들 선왕이 빈객을 등용하지 않았을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여 그 목표를 더욱 
확실히 드러낸다.

네 군주께서 빈객들을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인재를 멀리하여 등용하지 않으셨다면 나라에 부귀와 
이익이 없었을 것이며, 진나라가 강대하다는 명성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向使四君却客而不内，疏士而
不用，是使国无富利之实，而秦无强大之名也。)

이전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선왕들의 업적이 빈객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타 제후
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등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강대한 진나라 또한 없었을 것이라
는 주장인데, 이는 곧 이사가 축출된다면 앞으로 진왕은 제왕의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즉 축객의 철회가 천하제패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고 축객은 천하제패
를 불가능하게 하는 길인 것이다. 이러한 부정을 통한 가정은 빈객의 공로를 언급한 앞의 사
례와 대비를 이루며 타지 출신 빈객 이사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2) 대조를 통한 주제의 강조 

  “여색과 음악과 주옥은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은 가벼이 여깁니다(所重者在乎色乐珠玉，而
所轻者在乎人民也。).”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논지 전개에 이어 이사는 외지에서 생산된 왕실의 보물들을 장황
하게 열거한 후 물건을 소유함에 있어서는 지역에 차별을 두지 않으면서 인재의 등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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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출신지를 가리는 모순을 대조하여 서술한다. 

지금 폐하께서는 곤륜산의 명옥(明玉)을 손에 지니고, 세상의 보물인 수후의 진주와 화씨의 구슬을 가졌
으며, 명월주를 차고 태아검을 지니고, 섬리마를 타며, 취봉기를 세우고, 영타고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보물들은 하나도 진나라에서 나지 않는데 폐하께서 그것들을 좋아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今陛下致昆山之玉，有随和之宝，垂明月之珠，服太阿之剑，乘纤离之马，建翠凤之旗，树灵鼍之鼓。此数
宝者，秦不生一焉，而陛下说之，何也？……)
  
그런데, 지금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됨과 능력이 옳은지 틀린지도 묻지 않고 
성품이 굽었는지 곧은지도 말하지 않으며, 진나라 사람이 아니면 물리치고 빈객이면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색과 음악과 주옥은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은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에 군림하
며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今取人则不然。不问可否，不论曲直，非秦者去，为客者
逐。然则是所重者在乎色乐珠玉，而所轻者在乎人民也。此非所以跨海内、制诸侯之术也。)

대조는 대립되는 사물을 서로 비교하는 수사기법으로, 사물의 특성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효
과를 가져 온다. 이사는 왕을 상징하는 각종 보물인 곤륜옥, 수씨와 화씨옥, 명월주, 태아검, 
섬리마, 취봉기, 영타고에 이어 왕이 애호하는 야광주(夜光之璧), 코뿔소와 상아 노리개(犀象
之器), 정나라와 위나라의 미녀(郑、卫之女), 준마 결제(骏良駃騠), 강남의 금과 주석(江南金
锡), 서촉의 단청(西蜀丹青)을 열거하고, 다시 왕의 후궁들을 장식하기 위한 완주의 비녀(宛珠
之簪), 부기의 귀고리(傅玑之珥), 아호 옷(阿缟之衣), 금수 장식(锦绣之饰)들과 이러한 장식물
로 장식한 조나라의 미녀(赵女), 그리고 왕실의 음악인 정(郑), 위(卫)의 음악과 소(韶), 우(虞)
의 음악을 일일이 열거한 후 이들 보물은 모두 타지에서 들어왔음에도 왕의 전유물로 애호하
면서 사람에 있어서는 인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출신 지역으로 등용하는 진왕의 불합리함을 
대조한다. 이러한 ‘여색과 음악과 주옥은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은 가벼이’ 여김의 대조는 진
왕의 축객령이 도리에 어긋남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의나 반박이 어렵게 만든다. 또 인
재의 등용은 출신지가 아닌 사람됨과 능력에 의해야 함을 반증하며 등용해야 할 인재로서 이
사 자신을 비추는 동시에 ‘천하에 군림하여 제후들을 제압’하겠다는 천하제패의 목표를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상의 대조를 통한 논증은 앞의 역사적 사실의 예증에 이어 「간축객
서」의 논리 전개에 기세를 한층 더해준다.  
  「간축객서」에서는 물건과 사람의 대조 외에 꾸밈없는 내용과 화려한 형식의 대조도 수사적 
효과를 발휘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축객서」의 내용은 군더더기나 과장 없이 필요한 
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했다. 반면 「간축객서」의 표현은 화려하면서도 기교의 운용이 돋보인
다. 「간축객서」의 형식적 특징은 이 글 전체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대우(對偶)와 배비(排比)의 
수사법을 통해 나타나는데, 대우는 어법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어구로 대칭되는 의미를 나타내
고, 배비는 3개 이상의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형식을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간축객서」는 대
우와 배비의 수법을 사용하여 어구와 어구 간 리듬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내용의 긴밀감과 집
중도를 높인다. 「간축객서」에서 사용된 대우의 수사법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西取由余于戎，东得百里奚于宛， 迎蹇叔于宋，来邳豹、公孙支于晋 ~ 孝公用商鞅之法，移风易俗，民
以殷盛，国以富强， 百姓乐用，诸侯亲服 ~ 惠王用张仪之计 ~ 江南金锡不为用，西蜀丹青不为采 ~ 弃击
瓮叩缶而就郑、卫，退弹筝而取昭、虞 ~ 不问可否，不论曲直， 非秦者去，为客者逐 ~ 所重者在乎色乐
珠玉，而所轻者在乎人民也 ~ 地广者粟多，国大者人众 ~ 地无四方，民无异国， 四时充美，鬼神降福，~ 
弃黔首以资敌国，却宾客以业诸侯，~ 物不产于秦，可宝者多；士不产于秦，而愿忠者众 ~ 逐客以资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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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损民以益雠 ~
(~ 서쪽으로는 융에서 유여를 데려오고, 동쪽으로는 완에서는 백리해를 얻었으며,  송나라에서 건숙을 맞
아들였고, 진(晉)나라에서 비표와 공손지를 불러들였습니다 ~ 효공은 상앙의 변법을 채용하여 풍속을 바
꾸고 습관을 고치셨습니다， 백성이 번영하고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기쁘게 나라일을 하고 
제후들은 친히 복종하였습니다 ~ 혜왕은 장의의 계책을 사용하여 ~ 강남의 금과 주석은 쓸 수 없고 서
촉의 단청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물 항아리를 치고 질장구를 두들기는 것을 버리고 정나라와 위나라
의 음악을 취하며, 쟁을 퉁기는 것을 물리치고 소와 우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 사람됨과 능력이 옳은지 
틀린지를 묻지 않고  성품이 굽었는지 곧은지도 말하지 않으며， 진나라 사람이 아니면 물리치고 빈객이
면 내쫓으시려고 하십니다 ~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색과 음악과 주옥이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인물입니
다 ~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이 나고 나라가 크면 인구가 많으며 ~ 땅에는 사방의 구분이 없고 백성들에
게는 다른 나라의 차별이 없으며,  사계절이 아름다움으로 가득차고 귀신은 복을 내립니다， 백성을 버
려 적국을 이롭게 하고 빈객을 물리쳐 제후를 도와 공을 세우게 하고， 진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도 보배로 삼을 것이 많고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선비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 빈객을 내
쫓아 적국을 돕고 백성들을 덜어내어 원수를 이롭게 하여 ~)

「간축객서」에서 사용된 배비의 수사법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西取由余于戎，东得百里奚于宛，迎蹇叔于宋，来邳豹、公孙支于晋 ~ 西并巴、蜀，北收上郡，南取汉
中，包九夷，制鄢、郢，东据成皋之险，割膏腴之壤，遂散六国之众, ~ 废穰侯，逐华阳，强公室，杜私
门，~ 致昆山之玉，有随和之宝，垂明月之珠，服太阿之剑，乘纤离之马，建翠凤之旗，树灵鼍之鼓 ~ 夜
光之璧，不饰朝廷；犀象之器，不为玩好；郑、卫之女不充后宫，而骏良駃騠不实外厩，~饰后宫，充下
陈，娱心意，说耳目者，~ 宛珠之簪，傅玑之珥，阿缟之衣，锦绣之饰~击瓮叩缶弹筝搏髀 ~ 太山不让土
壤，故能成其大；河海不择细流，故能就其深；王者不却众庶，故能明其德 ~
(~서쪽으로는 융에서 유여를 데려오고, 동쪽으로는 완에서는 백리해를 얻었으며, 송나라에서 건숙을 맞아
들였고, 진(晉)나라에서 비표와 공손지를 불러들였습니다 ~ 서쪽으로는 파와 촉을 병합하시고 북쪽으로는 
상군을 차지하고 남쪽으로는 한중을 공략하고 구이를 포섭하여 언과 영을 제압하고, 동쪽으로는 성고의 
험준한 땅에 의지하여 비옥한 땅을 빼앗고 마침내 여섯 나라의 합종을 깨뜨려 ~ 양후를 폐하고 화양군을 
내쫓아 진나라 왕실을 강화하고 대신들의 세력 확장을 막았으며 ~ 곤륜옥을 지니고 수씨와 화씨옥을 가
졌으며 명월주를 차고 태아검을 지니고 섬리마를 타며 취봉기를 세우고 영타고를 갖추고 계십니다 ~ 야
광주로 조정을 꾸밀 수 없고 물소뿔과 상아 노리개를 즐길 수 없으며 정나라와 위나라의 미녀들을 후궁
으로 삼을 수도 없고 결제 같은 준마를 마구간에 채울 수도 없습니다 ~ 후궁을 장식하고 안채를 장식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과 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완주의 비녀, 부기의 귀걸이, 아호옷, 금수의 장식도 ~ 
항아리를 치고 질장구를 두드리며 쟁을 퉁기고 넓적다리를 치면서 ~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
므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고 하해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으므로 그렇게 깊어질 수 있었으며, 왕은 
어떠한 배성이라도 물리치지 않으므로 자신의 덕을 천하에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

대우와 배비의 수사법은 규칙과 변환을 운용한 형식적 기교를 추구하는데, 「간축객서」에서는 
간언과 같은 다소 딱딱한 내용이 간결한 형식 속에 균형 있게 들어감으로써 리듬감을 주면서
도 문자가 주는 의미 이상의 감정을 발산한다. 또 대우와 배비 속에서 나열된 각종 진귀한 왕
실 물건들은 왕의 위상을 높여주는 동시에 문장에 화려함을 더함으로써 진왕이 이사의 간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간축객서」는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대조를 통해 논리성과 다
채로움이 조화를 이루면서 글의 요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어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절묘한 운용은 이사의 문장능력을 짐작하게 하며 이사가 쓴 문장 
중에서도 「간축객서」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간축객
서」가 이사의 문장능력으로 일필휘지하여 쉽게 쓰였을 가능성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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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축객령 철회와 천하제패를 염원하며 고심과 퇴고를 거듭한 끝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에 무
게를 더해준다.  

  3) 비유를 통한 설득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고 하해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으므로 그렇게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太山不让土壤，故能成其大, 河海不择细流，故
能就其深。)”
    
「간축객서」는 앞서의 예증과 대조를 통해 얻었을 진왕의 공감을 다시 설득과 인정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비유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태산은 흙 한줌도 양보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고, 하해는 작은 물줄기 하나도 가리지 않으므
로 그렇게 깊어질 수 있으며, 왕은 어떠한 백성이라도 물리치지 않으므로 그 덕을 천하에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太山不让土壤，故能成其大；河海不择细流，故能就其深；王者不却众庶，故能明其德。)
     
비유는 연상 작용에 의한 유사점에 근거하여 다른 사물로써 본 사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생생히 전달하는 효과를 가진다. 위 문장은 ‘왕’을 ‘태산’과 ‘하해’에 , ‘백성’을 ‘흙’과 
‘물줄기’에 비유한 것으로, 이사는 대자연의 이치로써 왕의 도리를 설명한다. 즉 태산이 흙을 
가리지 않고 수용하여 웅장함을 갖추고 강과 바다가 세류를 수용하여 장대함을 이루었듯 왕은 
신분이나 지역의 차별 없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그 위엄과 덕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다. 「간축
객서」는 첫 문장에서 축객령의 잘못됨을 단정한 이후 선왕들의 인재 등용 사례와 인재 등용의 
현실을 통해 논지를 상승시켜 나갔다. 그런 다음 이사는 ‘태산’과 ‘하해’의 비유를 통해 왕으
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를 밝힘으로써 논지를 최고조로 올려놓는데,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서 진왕이 마침내 축객령의 철회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중국 고대에 대자연은 숭배
의 대상이자 삶의 원천이었고 대자연의 이치가 곧 제왕의 도리였다. 더욱이 태산과 하해는 산 
중의 최고의 산이고 물 중의 최고의 물로서 이는 곧 진왕이 더 이상 제후국의 왕이 아닌 천자
로서의 덕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진왕은 천자의 마음으로 바라보아 축
객령이 오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어 그 철회와 함께 천하 쟁패를 함께 
할 이사의 중용을 결정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태산’과 ‘하해’의 비유는 「간축객서」의 요지인 
동시에 이사가 진왕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며 진왕을 설득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
법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간축객서」의 이 비유는 오늘날까지도 지도자의 덕과 인재 경영
의 철학으로 회자되고 있다. 
  축객령을 취소하고 천하를 제패했을 때 진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는 사방의 구분이 없고 백성에게는 다른 나라의 차별이 없으며 사계절이 조화되어 아름답
고 귀신은 복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제와 삼왕에게 적이 없었던 까닭입니다.(是以地无四方，民无异国，
四时充美，鬼神降福，此五帝三王之所以无敌也。) 

진나라의 영토는 사방의 구분 없이 끝없이 넓고 백성은 모든 제후국을 아우를 것이며 자연과 
신이 모두 진왕을 도와 삼왕오제 때와 같은 태평성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로써 「간축객서」
는 이미 내려진 왕의 명령을 철회시키기에 충분한 설득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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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박을 통한 선동

  “이제 빈객을 내쫓아 적국을 돕고 백성을 덜어내어 원수를 이롭게 한다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기를 바란다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今逐客以资敌国，损民以益雠，求国无危，不
可得也。).”

  마지막으로 이사는 축객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며 진왕에게 행동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지금 진나라는 백성을 버려 적국을 이롭게 하고 빈객을 물리쳐 제후를 도와 공적을 세우게 하고, 천하의 
선비를 물러나 감히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며 발을 묶어 진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빈객을 내쫓아 적국을 돕고 백성을 덜어내어 원수를 이롭게 하여 안으로는 스스로 텅 비우고 밖
으로는 제후들에게 원한을 산다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기를 바란다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今
乃弃黔首以资敌国，却宾客以业诸侯，使天下之士退而不敢西向，裹足不入秦，~ 今逐客以资敌国，损民以
益雠，内自虚而外树怨于诸侯，求国无危，不可得也。)

최고조의 설득 이후 「간축객서」는 타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빈객을 축출하려는 진나라의 현실
을 거론하고 축객이 진나라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며 축객령에 반박함으로써 진왕을 선
동한다. 이는 통상의 문장들이 절정에서 올랐던 기세를 꺾고 긍정적 내용으로 차분하게 마무
리 짓는 것과 달리 ‘태산’과 ‘하해’의 비유에서 최고조로 올랐던 기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진왕
이 행동하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이 마무리 부분은 글의 앞머리에 나온 ‘신이 듣기로 관리들이 빈객을 내쫓을 것을 건의
했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여깁니다(臣聞吏議逐客, 竊以爲過矣。)’라는 단언과 대칭을 이
루어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앞에서 나온 빈객 등용으로 부강을 이루었던 진나라의 
과거(昔穆公求士~)와 출신지를 이유로 인재를 내쫓는 진나라의 오늘(今乃弃黔首以资敌国~)을 
대비시키며 축객령 철회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간축객서」의 탄탄한 논리 구조와 유기
적 연결은 설득을 넘어 이제 진왕이 더 이상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 고대 문선집인 『고문관지(古文觀止)』에는 「간축객서」의 끝머리에 진왕이 축객령을 취소
하고 이사의 벼슬을 돌려주었다는 해설이 나온다. 

  진나라 왕은 이에 객경을 내쫓는다는 명령을 취소하고 이사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秦王乃除逐客之令, 復李斯官。)

4.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중국 고대 산문의 명문 중 하나로 손꼽히는 李斯 「간축객서」의 수사 전략을 분
석한 것으로, 「간축객서」는 본래 진나라의 객경 이사가 축객령을 듣고 그에 대한 간언으로 썼
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는 이사가 「간축객서」를 왜, 어떻게 썼을까 라는 본질적 질문에서 
시작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간축객서」는 표면적으로는 축객령의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진왕을 도와 천하를 제패함으로써 통일 제국의 일인지하 만인지상이 되겠
다는 목표와 야심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간축객서」는 이사의 거듭된 고심과 



- 25 -

수사 전략을 통해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간축객서」의 수사 전략은 구체적으로, 진나라의 발전을 가져온 빈객의 공로로써 축객의 부
당함을 증명한 예증의 수법과, 생산지를 가리지 않는 왕실 보물의 소유와 출신지를 가리는 인
재 등용의 대조, 논리적 내용과 화려한 형식의 대조, 왕의 도리를 대자연의 이치에 빗댄 비유, 
축객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펼친 반박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인데, 이러한 수사 전략을 통해 
이사는 진왕을 공감시키고 주제를 강조하고 설득하며 선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축객령이 취소
되고 관직에 복직되어 결국 통일 진나라의 승상에 올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꿈을 실현한다. 
  「간축객서」가 설득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주의
의 한 단면이 실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고대 중국은 여러 제후국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출신 지역이나 민족을 크게 가리지 않
아 초(楚)나라 출신이던 이사는 진나라에서 고위 관직에 진출하였고 통일 진나라에서는 최고 
관직인 승상에까지 올랐다. 이는 어떤 선택사항에서 출신지 또는 출신국가가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현대의 사회와 비교해볼 때 고대 중국은 지금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신지나 성별, 직업,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간 자체로의 존
엄성을 인정하여 더불어 사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둘째, 진왕은 축객령에 대한 이사의 비판을 수용하였다. 크고 작은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제기
한 비판을 윗사람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윗사람이 국가 최고 권력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윗사람으로서의 권위 의식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진왕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이사의 비판에 공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올바른 자세이다. 
셋째, 진왕은 「간축객서」를 읽고 축객령을 철회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
러나 진나라 왕은 이사의 상소문을 읽고 이미 내려진 명령을 철회하였고 그 상소문을 올린 이
사를 고위직에 임명할 만큼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 곧바로 행동
으로 실천하여 개선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진정한 모습니다. 
넷째, 고대로부터 내려온 상소문 제도는 신하가 왕에게 사리의 옳고 그름을 설명하며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충고하는 것이다. 상소문 제도는 국익에 반하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결
정과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러한 상소문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었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때로 최고 권력자와의 소통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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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폴 리쾨르의 정치학: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변증법1)

전종윤(전주대 기초융합교육원)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폴 리쾨르 철학에 있어서 정치적 문제(좀 더 자세히 말해, 정치적인 모든 것

에 관한 문제)는 윤리적 문제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고 그가 정치적 문
제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50년대 중반이후부터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
적 관점을 꾸준히 발표하였고 또한 확장시켰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리쾨르를 정치 철학자로 명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윤리적 관
심사가 정치적인 것보다 크고, 심지어 그의 윤리학이 정치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3)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리쾨르는 윤리학의 핵심문제, 이를테면 ‘더불어 
잘 사는 문제’를 정치 영역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지향점으로 삼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정치학이나 정치철학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실천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4) 정치
1) 본 발표문은 필자의 이전 글(졸고, 「이웃에서 얼굴 없는 제3자에게로」, 해석학연구, 제36집, 2015 4

월호) 일부를 포함하어 있다.
2) 리쾨르는 정치에 관한 첫 논문을 1957년 Esprit지에 발표하였다. 그는 ‘부다페스트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성(le politique)과 정치 혹은 정치학(la politique)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Histoire et vérité(리쾨르, 박건택 역, 『역사와 진리』, 솔로몬, 2002. 앞으
로 이 번역본은 HV로 표기한다.)라는 제목의 리쾨르 저술에도 실렸다.   

3) 참고로 Pierre-Olivier Monteil는 2013년에 Ricoeur politique(리쾨르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필자가 본 논문에서 언급할 정치적 패러독스의 
문제, 정의로운 제도들의 문제,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f. Pierre-Olivier Monteil, Ricoeur polit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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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 문제는 『타자로서 자기 자신(1990)』출간과 더불어 리쾨르의 작은 윤리(la petite 
éthique)로 일반에 소개된 리쾨르식 윤리적 목표로 구체화 되었다. 즉 “정의로운 제도들[이 
정치·사회적으로 확립된] 가운데 타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타인을 위한 [나의] 좋은 삶의 추
구”이다.5) 이 명제를 재해석한다면, ‘정치적 실천의 문제, 곧 정의로운 제도들이 정치적으로 
확립되고 실천되었을 때(또는 그런 조건이 확립되었을 때), 타인과 나의 더불어 잘 살기가 
실현될 수 있다’가 된다. 그리고 이를 조건명제로 다시 서술하면, ‘만일 정의로운 제도들이 
이곳―‘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확립되고 실천된다면, 타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좋은 삶의 추구가 실현될 것이다’가 된다. 이런 정치·사회적 유토피아를 리쾨르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살만한 세상’(le monde habitable) 또는 살만한 사회(la 
société habitable)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꿈은 유토피아의 본래 어원을 생각하면 
바로 전복된다. 주지하듯이 필자가 꿈꾼 이곳은 ‘어디에도 없는 장소(ou+topos)’를 전제하
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리쾨르는 유토피아를 독립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음
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1986)』와 『텍스트에서 행동으로(1986)』의 제3부 ‘이데올
로기, 유토피아, 정치’에서 역설하였다. 그의 주장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작가, 사회학자, 정
치학자들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연구 분야6)
에서 논의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개념적으로 하나의 영역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데 리쾨르는 어떻게 이 두 개념을 한 영역에 놓고 ‘함께 사유’(penser ensemble)할 수 있다
는 것인가?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필자가 논의하려는 정치와는 과연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와 같은 예비적인 질문들이 본 논문의 제목, ‘리쾨르의 정치학: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의 변증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리쾨르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몇 가지 ‘우회적’ 여정을 거친 후에 본 문제제기로 회귀할 것이다. 이는 
리쾨르의 정치학을 에둘러 이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리쾨르 정치사상의 출발점으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문제: 정치적 패러독스’를 먼저 살펴보고,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정의로운 제
도들’을 이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정치적인 것의 문제: 정치적 패러독스 
1956년 10월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스탈린 체제에 대한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반란 운

동이 발발한다. 이들은 10월 13일 독재 정당을 폐기시켰으나, 소련군의 강압적 진입(11월 
4) Cf. Paul Ricoeur, Soi-même comme un autre, Paris: Seuil, 1990, p. 295: “Je l’ai dit, mon 

problème n’est pas de proposer ici une philosophie politique digne de celle d’Eric Weil, de 
Cornelius Castoriadis ou de Claude Lefort. Il est seulement de savoir si la pratique politique 
fait appel aux ressources d’une moralité concrète qui ne trouvent leur exercice que dans le 
cadre d’un savoir de soi que l’Etat en tant que tel détiendrait.”(내가 언급했듯이, 여기서 내 문
제는 에릭 베유,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혹은 클로드 르포르의 정치철학과 어울리는 [나만
의] 정치철학을 제안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은 정치적 실천이 구체적인 도덕성의 수단들, 다시 
말해 국가가 국가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신에 대한 지식의 범주 내에서만 실행되는 수
단들에 호소하는 지 아는 것이다.)

5) “Appelons ‘visée éthique’ la visée de la ‘vie bonne’ avec et pour autrui dans des 
institutions justes.”, Ibid, p. 202.

6)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유토피아는 문학사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물론 최
초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함께 논의(사회학적 관점에서)한 학자는 칼 만하임(Karl 
Mannhei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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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으로 격동의 사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이 부다페스트 사태를 지켜보던 프
랑스의 한 지식인이 ‘정치적 패러독스’라는 글을 쓰게 된다. 

리쾨르의 눈에 비친 ‘부다페스트의 불길’은 비록 절망적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태였지
만, 그가 보인 반응은 격양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절제된 이성에 근거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바르샤바의 10월 혁명과 짝을 이루는 부다페스트 사건은 정치권력에 대한 고찰을 재
개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여 방향을 바꾸게 하며 철저히 하게 했다. (…) 놀라운 점은 진정한 정치적 
놀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술은 변하고, 인간관계들은 사건에 따라 발전하지만, 권력은 합리성과 부
패 가능성 속에서 동일한 모순, 즉 이중적 진보의 모순을 드러낸다.7)

부다페스트 사태를 보고 리쾨르가 내린 평가는, 모든 정치권력―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정
치권력 문제이건,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정치권력의 문제이건―은 독재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는 것과 정치권력은 ‘정의로운 제도’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8) 결론
부터 말하면, 리쾨르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적인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의로운 제도
에 근거한 자유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의 핵심 문제가 바로 자유라는 것이
다. 국가가 그 합리성을 통해 자유를 확립하든지, 아니면 자유가 그 저항을 통해 권력의 열
정을 제한하든지 말이다.”9) 

리쾨르는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낙관론과 플라톤, 마키
아벨리, 마르크스의 철학에 근거한 정치적 비관론 모두를 부정했고, 정치적 패러독스를 있
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실제적 해결책으로 제도의 문제를 거론했다.

2.1. 정치성의 자율10)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따르면, 국가(또는 도시)의 원리와 본질은 좋음에 대한 
소망이다. “정치는 그 목적(télos)이 철학 자체의 근본 의도와 관련될 때, 즉 좋음과 행복과 
관련될 때만 그 의미를 드러낸다.”11)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는 윤리와 불가분의 관
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치와 윤리가 좋음과 행복이라는 근본개념을 토대로 한 
“잘살기”(bienvivre)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본 정치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함께 추구하는 행복과 좋음에 있다. 이런 까닭에 도시국
가에 속한 시민은 자신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공공 권력에 참여하며, 정치참여가 곧 시민이 
갖추어야 할 미덕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정치성의 자율은 도시국가에서 시민권으로, 시민권에서 공민 정신으

7) HV, p. 317.
8)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운’이란 형용사는 1957년 당시 리쾨르가 직접 사용한 말은 아니다. 비록 그

가 정의로운 제도란 표현을 1990년 발표한 Soi-même comme un autre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여기서 ‘정의로운’이란 형용사를 추가한 것은 이미 리쾨르 철학 
사상 내부에 정의로운 제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존재했음을 암시하기 위함이다. 

9) HV, p. 346.
10) 리쾨르는 정치성le politique과 정치la politique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성명사 le politique는 

정치적인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여성명사 la politique는 정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리쾨르는 정치성을 합리적 조직으로 규정하였고, 정치는 있을 법한 상황 분석과 미래의 
인간 집단의 운명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 개념, 혹은 ‘전망과 계획’으로 보았다. 

11) Ricoeur, Histoire et vérité, Seuil, 1955, p. 262. “Or, la politique ne révèle son sens que si 
sa visée―son télos peut être rattachée à l’intention fondamentale de la philosophie 
elle-même, au Bien et au Bonh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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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간다. 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다. 
즉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공동체적 운명 이상의 것을 희구하고, 인간이 시민권을 통해 인간
됨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한 정치성의 자율을 반영한다. 루소가 생각한 
정치철학의 기본 방정식은,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개인과 각 구성원의 재산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조합 형태, 그리고 각 개
인이 모두에게 연합되면서도 오직 자발적으로만 복종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남는 일종의 조
합 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야생의 자유와 안전의 상호 교환이 아니라, 동일한 법을 통한 시민적 
존재로의 이행이다.12)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에 의한 인간, 법 앞에서의 평등, 모든 사람 앞에서 각 개인
의 관념적 평등 등 정치성의 진리와 국가의 실재를 만들었다.13) 루소에 있어서 사회계약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품고 있는 일반의지(la volonté générale) 때
문이다. 일반의지는 곧 인간의 주권 개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쾨르는 루소와 아리스토
텔레스의 공통점을 부각시켰다. 두 철학자 모두 인간의 본성에는 정치적 상호성이 존재한다
고 보았고, 인간의 인간됨을 통해 시민의 적법성과 공민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다.

결국, 루소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정치 집단을 탄생시키는 계약은, (“마치”라는) 실제적 계약의 영역
에서 의지주의자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인들을 따라서 도시의 목적(télos)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가 “본질”과 목적이라고 말하는 곳에, 루소는 “계약”과 “일반의지”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
로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두 경우 모두 철학적 의식에서 고찰된 정치성의 특수성이다.14)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주장처럼, 헤겔은 정치성의 자율에 힘을 싣는다. 그는 국가에게
서 인간에게 실현된 이성을 본다. “그는 이런 저런 국가나 아무렇게 상상력으로 지어낸 국
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국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실재, 그리고 민족들이 근
대 국가 안에서 세분화된 기관들, 헌법, 행정부 등과 함께 조직의 문턱을 통과할 때 도달하
는 이 실재, 또한 민족들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의 틀에서 역사적 책임에 도달하는 이 실재
를 생각하는 것이다.”15) 다시 말해, 헤겔의 국가는 자유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조직으로 
실재한다. 그리고 그의 국가는 중재자이며 이성이다. 그래서 인간 각자는 국가의 권력 기관
을 통하여 법으로서의 자유에 도달한다. 한 마디로, 국가는 인간의 인간성의 대표이다. 이를 
에릭 베이유(Eric Weil)의 해석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만일 사회가 국가의 기초요, 결코 형태가 없지 않은 분야라면, 자아를 의식하는 이성은 전

12) HV, p. 322.
13) HV, p. 323: “계급투쟁이나 경제적 지배와 소외의 역학으로 축소될 수 없는 국가라는 실재는 하

나의 적법성의 출현으로, 이것은 법 영역 안에 지배 계급의 이익을 투영하는 것으로 결코 완전히 
축소될 수 없다. 국가, 정치 집단, 역사적 공동체 조직이 있는 순간부터, 이 관념성의 실재는 존
재한다. 그리고 계급 지배의 현상과는 결코 완전히 부합될 수 없는 국가의 관점이 있다. 만일 국
가가 지배계층의 이익의 관념적 투영으로 축소된다면, 더 이상 정치적 국가는 없고 다만 전제 권
력이 있을 것이다.” 

14) HV, p. 324.
15) HV,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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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가의 편에 있다. 국가 외부에는 구체적인 도덕, 전통, 노동, 추상적인 법, 감정, 미덕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이성은 있을 수 없다. 오직 국가만이 생각하며 오직 국가만이 전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Eric Weil, Hegel et Etat, Paris: Vrin, 1950, p. 68)16)   

그러나 베이유의 해석은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 리쾨르는 국가에 대한 헤겔의 가장 극단
적이고 가장 언어도단의 문구들은 ‘제한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에 맞
서서, 이성적 의도를 독점하는 광적인 주장에 맞서서,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제한적 표현에서부터”이기 때문이다.17)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 그리고 헤겔이 생각한 정치성의 자율은 한계에 직면한다. 
리쾨르에 따르면, 정치성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특수한 정치적 소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패러독스이다. 좋음과 행복, 평등과 화해에 대한 정치의 이상적 목적에
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은 언제나 독재의 가능성들―반드시 독재가 아닐지라도 독재에 필적
할만한―을 제공함을 간과할 수 없다. 

2.2. 권력과 악

정치성의 자율과 상반되는 개념은 정치권력의 악, 즉 정치적 악이다. 물론 정치권력은 그 
자체로 악할 수 없다. 대신 정치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 악이 발생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국
가는 “합법적인 물리적 구속의 독점을 보유하는 최고 기관이다. 합법적이라는 형용사는 특
수 수단에 의한 국가의 정의(定義)가 목적과 형식에 의한 국가의 정의(正義)를 가리킨다는 
것을 증명한다.”18) 하지만 국가가 적법성의 근거를 전제한다고 하여도 국가는 여전히 구속
의 독점, 즉 남을 구속하는 물리적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권력의 악은 플라톤과 마키
아벨리, 그리고 마르크스에 의해 인정되었다. 

먼저 플라톤은 “폭군”에 대한 고찰에서, 어떻게 폭군이 가능한가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 
아니러니 하게도 폭군이란 말은 철학자와 반대 개념인데, “폭군은 말의, 다시 말해 사물을 
말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의, 날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말, 즉 로고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철학자라면, 말을 날조하고 왜곡하는 것이 폭
군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이점을 강조한다. 플라톤의 “모든 논의는 궤
변이 표현하는 철학의 왜곡과 폭정이 표현하는 정치의 왜곡 사이의 결합에 근거한다.”19) 한 
마디로, 폭정과 궤변은 한 쌍의 괴물을 형성한다. 

폭군의 궤변과 더불어 정치 악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은 진리와는 다른 수단으로 설득을  
강요하는 기술인 ‘아첨’이다. 

말이 중립이요, 인간성의 요소며,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과 흡사하게 만들고 의사전달의 기초를 놓는 
로고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 [아첨]은 매우 멀리 나아간다. 이와 같이 거짓, 아첨, 비-진리―탁월한 
정치적 악들―는 말, 담론, 이성으로 이뤄지는 인간 기원에서 그 인간을 파멸시킨다.20) 

플라톤과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상가는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이다. 사람

16) HV, p. 325, 각주 2.
17) HV, p. 326~6.
18) HV, p. 327.
19) HV, p. 329.
20) HV,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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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마키아벨리즘’을 권모술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 행동의 냉혹한 논리와 정치적 폭력의 실제 문제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
다. 그가 말한 권력의 획득과 보전의 기술은 두렵기까지 하다. 즉 적은 외부와 내부, 또는 
백성, 귀족, 군대나 의원이 될 수 있고, 모든 친구는 적이 될 수 있고 모든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전적으로 ‘친구적’이라는 본질적인 정치 관계를 서술한 것이다. 무엇보
다 무서운 사실은, 군주는 이 점을 이용하여 공포와 감사 복수와 충성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폭력 사이의 관계를 폭로함으로써 정치적 
악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여러 세기 후, 마르크스는 플라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인 ‘거짓 양심’의 문제로 회귀
하였다. 먼저 그는 헤겔이 주장하고 꿈꾼 국가에 대해 비판한다. 헤겔의 국가는 화해인데, 
국가는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개인들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때문이다. 그리
고 국가는 중재자인데, 사적 관계들의 통일성 없는 사회는 국가 고등 권력 기관에 의해 조
정되고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각자는 국가의 권력 기관을 통해서 법으로서의 
자유에 도달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국가란 그것이 주장하는 바대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과 또 그럴 수도 없음을 비판한다. 더 나아가 그는 헤겔의 주장을 ‘환상’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 한다. 그에 따르면, 헤겔의 국가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이며 비실제적 세계
이다. 그것은 인간 사이의 실제 관계와는 모순된 허구적인 법 안에서만 실제적 모순을 해결
한다.”21)

마르크스가 폭력의 문제를 재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본질적 거짓에서부터이다. 그는 
헤겔에 의해 주장된 국가와 실제 국가 사이의 불일치에서 플라톤식 ‘거짓 양심’의 문제를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일치는 폭력이 된다. 즉 법의 관념론자의 주장과 다르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에 있고, 언제나 주권자는 주권을 속이려는 경향
을 갖는다. 권력을 가진 상부 계층은 정부, 행정, 경찰을 동원하여 하부 계층을 구속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정치적 악의 본질적 모습이다. 주권과 주권자, 
헌법과 권력 사이에는 언제나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계급의 폭력적 도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이처럼 지배 계급의 대립 수단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보편적 화해로 
존재하려는 국가의 환상은 부르주아 사회들의 악덕의 특수 경우일 뿐이다.”22) 

그런데 리쾨르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문제점은 정치적 악을 경제와 사회의 악
으로 축소시킨 데 있다. 리쾨르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 

불행히도 마르크스는 이 모순의 자율적 성격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단순한 상부 구조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하부 영역에 속한 모순들과 결국 계급 대립의 결과를, 하나의 덧붙여진 영역
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때 국가는 계급의 폭력적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국가가 어쩌면 언제나 계급
들을 초월하는 계획이요 구상이며, 불길한 속성은 이 거대한 구상의 반대쪽인데 말이다. 국가가 이처
럼 지배 계급의 대립 수단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보편적 화해로 존재하려는 국가의 환상은 부르주아 
사회들의 악덕의 특수 경우일 뿐이다. (…) 나는, 마르크스와 레닌에 맞서서, 정치적 소외가 다른 것으
로 축소될 수 없고 다만 인간 실존을 구성하는 것임과, 그리고 이런 점에서 정치의 존재 양식은 시민
의 추상적 삶과 가족 및 노동의 구체적 삶 사이에 분리를 포함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23) 

21) HV, p. 331.
22) HV, p. 332.
23) HV,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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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리쾨르에 따르면, 정치적 악은 단순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악으로 이해될 수 
없고, 인간의 실존적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치적 악은 인간이 스스로 추구하는 권력 
지향성에 따라 초래된다는 점에서 인간 스스로 정치적 악에 대한 유죄성을 갖지만 정치를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형태의 비난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인간은 정치를 회피할 수 없
다. 만일 인간이 정치를 회피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패러독스(정치성의 자율과 정치적 악이라는 양면성)에 대한 논의를 거
쳐, 리쾨르는 정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관론과 낙관론 모두를 거부했다. 대신 정치적인 모든 
것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실천적 해결책을 찾고자 고심했다. 앞서 
미리 밝힌 것처럼, 리쾨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정의로운 제도’의 확립이다. 그럼 이제부터 
그가 말하는 정의로운 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의 정치학을 정치적 실천의 영역에서 
이해하도록 하자. 

3. 공동체와 제도
리쾨르 철학에서 제도의 문제는 필자가 고찰하고 있는 그의 정치학과 가장 근접한 지점에 

있다. 그가 제도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 이유를 살피는 것은 곧 그의 정치학을 이해할 수 있
는 또 다른 우회로가 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의 제도 문제를 엠마누엘 무니에(E. 
Mounier)의 공동체 문제와 비교하여 분석하려 한다. 이 작업은 왜 리쾨르가 제도를 요청하
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밝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3.1. 무니에의 공동체

인격주의 철학으로 명명되는 무니에 사상은 ‘공동체’와 ‘인격(personne)’이라는 말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무니에의 인격은 개인(individu)과 확연히 구별된다. 개인은 부르주아의 
비문명의 궁극표상과 같다.24) 부르주아 세계에서의 개인의 모습은 냉정하고, 합리주의적
이며, 또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한다. 이런 개인의 세계는 외양과 명망의 세계이자 동시에 
돈의 세계요 비인격적인 세계이며 법률 만능주의의 세계이다.25) 이 세계는 ‘보다 적은 양
(moins)’의 세계라 할 수 있는데, 보다 적은 사랑과 보다 적은 존재의 세계이다. 이에 반해, 
인격은 살아있는 통일체이고, 참된 공동체의 궁극표상이다. 이 공동체에서는 각각의 인격 
‘나’는 ‘우리’를 지향한다.26) 이 점에서 인격의 각성은 공동체의 교육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무니에는 ‘나’라는 인격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이 역할을 통해 ‘나’
의 인격이 타인에게 나아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니에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타인에게 열고 자아에 대한 관심에서 개방성으로, 탐욕에서 나눔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초적 행위(actes originaux)”라는 존재론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27) 여기에서 필자는 
무니에 철학에 있어 인격과 공동체의 연결고리의 핵심을 보게 된다. 즉 인격의 독창성은 고
독 가운데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일치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24) HV, p. 169. 
25) HV, p. 168~9.
26) HV, p. 170.
27) HV,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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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격과 공동체의 교차점은 무니에의 인격주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지만, 
리쾨르의 관점에서 이 교차점은 곧 무니에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비록 무니에가 추구하는 
인격과 공동체가 리쾨르가 지향하는 ‘더불어-살기’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겠
지만, 리쾨르가 의도하는 윤리적 목표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쾨르는 한 발 
더 나아가 상호 인격적 관계를 제도적 관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
는 몇몇 개인이나 특정한 공동체라는 친근하고 제한적인 범주를 뛰어 넘어서 얼굴 없는
(sans visage) 사람인 각자(chacun), 즉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
는 사람인 제3자에게로 자기의 사랑의 범주를 넓히기 위함이다. 이 점을 숙고하면, 왜 리쾨
르가 제도의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 제도의 문제는 윤리와 사랑
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무니에처럼 단순히 작은 사회나 공동체에 만족하지 않
고, 보다 큰 사회와 정치의 정의와 윤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리쾨르 철학의 강점을 
찾을 수 있다. 

3.2. 리쾨르의 제도

리쾨르의 제도 문제를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28)에서 더 찾아보자. 필자
의 지도교수인 뱅상(Gilbert Vincent)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힌트를 제공한다. 뱅상은 사마리
아인이 두 가지 제도적 요소를 활용하여 고통 받는 자를 도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사마리아인은 여관(불어로는 hôtel 또는 établissement)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활용하여 강
도당한 자를 보살폈다. 둘째, 그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기꺼이 사용하였다. 
물론 이 두 가지 제도적 요소는 지극히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
은 사마리아인의 동정심과 자선을 실천하는 분명한 이니셔티브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뱅상은 제도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의 만남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 동료와 이웃으로 대변되
는 제도와 사랑의 만남을 추구한 것이다. 이 점에서, 리쾨르는 그의 소논문에서 “동일한 자
선의 두 얼굴로서의 동료와 이웃”을 강조한다. 즉 나와 타자와의 다양한 만남에 있어서 통
일된 윤리적 의도를 동료와 이웃의 변증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리쾨르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우리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경범죄에 연루된 소년
소녀를 돌볼 수 있다. 이 예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첫 번째 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
점적(혹은 배타적)이다. 반면, 두 번째 행동은 추상적이지만 보다 폭넓은 행동이다. 특히 이 
가운데 ‘추상적’이고 ‘보다 폭넓은’이란 말은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관계를 지칭하는데, 여기
서 우리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 

먼저 좋은 점에 대해 살펴보면, 이웃 관계, 즉 개인적이고 배타적이고 ‘짧은’ 관계를 ‘긴’ 
관계와 집단적인 관계, 즉 동료 관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 상호 인격적 관계가 개인적이고 
깨지기 쉬운 관계라면, 제도적 관계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관계를 제공한다. 한 마디로, 개
2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
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
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
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
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신약성경(새번역) 누가복음 10장 30~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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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영역은 공공질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나쁜 점에 대해 언급하면,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익명의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익명적인 존재로 취
급될 위험성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관계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왜곡
된 사회적 제도적 관계가 낳는 ‘소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제도적 관계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제도 문제를 부각시키
는 효과를 동반한다. 비정상적인 제도 때문에 더불어 잘살기를 위한 긍정적인 제도의 모델
을 제시하게 된다. 이 점에서 리쾨르가 생각하는 ‘제도’에는 비판 기능이 수반됨을 알 수 있
다. 이 기능을 통해 ‘제도’는 여러 가지 모순과 부정적 요소로 실망스런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게 된다. 리쾨르가 말하고 있는 살만한 세상은 인간과 인간의 연대의식
과 공감,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 의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런 연대의식과 공감을 굳
건히 세워주는 정의로운 제도가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4. ‘정의로운’ 제도
지금까지 필자는 리쾨르의 제도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의 제도 문제는 ‘정의

로운’이라는 형용사 없이는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정의의 문제에 주목하
고자 한다. 

4.1. 정의의 의미(le sens de la justice)

리쾨르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이다. 실제로 리쾨르
가 추구하는 윤리적 목표의 근간인 ‘좋은 삶’이란 개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결
과이다. 게다가 ‘타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타인을 위한’이라는 리쾨르의 윤리적 관심은 배려
(sollicitude) 개념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갖
는다. 이 친애 개념을 통해 주체상호간의 연대의식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서로서로를 공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친애 개념을 통해, 앞서 무니에의 공동체 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인
류의 다양성 문제를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나와 너를 뛰어 넘는 ‘제3자(tiers)’ 또는 
‘각자’29)의 문제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친애 개념을 확장하여 ‘정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정의 개념은 이미 리쾨르의 윤리학에 내포되어 있다. 즉 정의를 전제하지 않고 어
떻게 잘살기를 바라고, 타자와 더불어 잘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정의 개념은 
친애 개념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친애는 나와 타자 사이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또 다른 의미는 평등이 된다. 이 평등 개념을 통해 권리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데, 리쾨르는 우리 각자의 권리를 역설한다. 각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정의의 의미이고, 
각자의 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제도라는 것이다. 제도란 좋은 삶과 더불어-살기를 가능
케 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제도적 관계로 확장시킴으로써 윤리적 관계를 정치적 관계로 넓
혀준다. 이 제도에 정의를 결합시켜 보다 긍정적인 제도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리쾨르 정
치학의 기본이다. 

리쾨르에게 윤리(éthique)와 도덕(morale)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먼저 윤리는 
목적론적 의미를 가지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처럼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로 해석 가

29) ‘제3자’란 표현은 레비나스적인 표현이고, ‘각자’란 표현이 보다 리쾨르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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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반면 도덕은 칸트의 의무론적 의미를 함축하며, 규범의 의무론적 성격을 갖는다. 리
쾨르는 도덕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그 사용의 한계로 
인해 윤리 영역에 포함되는 제한적 개념으로 간주한다. 대신 그의 윤리적 목표는 도덕적 규
범의 ‘체’를 통과해야만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윤리가 도덕보다 앞선다는 리쾨르의 윤리적 담론은 그의 정치적 담론에 그대로 드
러난다. 잘살기를 희구하는 윤리적 삶의 구조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확
장될 수 있다. 더불어 잘살기를 바라는 삶의 구조는 역사적인 공동체를 근거로 한다. 이런 
삶의 구조는 역사적인 근거로서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이상적 모
델을 토대로 제도가 세워진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를 규범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즉 
도덕적 요소로 인식하기 이전에, 전통적인 덕이자 윤리적 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서 논의하던 평등의 문제로 돌아가자. 리쾨르의 관점에서 평등은 제도의 근본적 모태
(matrice)이다. 평등 없이 다원성을 추구할 수 없고, 더불어살기를 희구할 수 없다. 먼저 
다양성이 내포하는 것은 제3자, 즉 각자는 제도적인 평등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
이다. 그리고 더불어살기는 내쫓긴 제3자(le tiers exclus)가 아닌 포함된 제3자(le tiers 
inclus)를 염두에 둔다. 그러므로 다양성과 더불어-살기의 본질은 곧 평등이라는 이름의 정
의가 된다.  

리쾨르가 평등 개념과 더불어 정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분배’ 개념이다. 평등에 근거한 
제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분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분배를 통해, 그의 
윤리적 목표는 얼굴 없는 제3자에게까지 다다르게 된다. 그는 이 분배 개념 역시 아리스토
텔레스 철학에서 가져왔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분
배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비례적 평등(혹은 균형 잡힌 분배)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중
요한 점은, 균형 잡힌 분배의 의미는 내가 취할 이익과 권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30)

추가적으로 주목할 점은,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라는 매개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리쾨르는 제도를 공유와 분배의 체계로 간주했다. 즉 제도는 정의
의 매개이자 정의의 의미를 실현하는 장소이다. 

평등과 분배라는 정의의 의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고찰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정의로운 것에 대한 반성보다 앞서는 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
의롭지 못한 경험을 통해, 부당함을 역설하게 된다. “부당해! 정말 부당하다고!” 

4.2. 정의의 법칙(les règles de la justice)

앞서 윤리적 관점에 따르는 정의의 개념, 즉 평등과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것만
으로 정의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합법성(la légalité) 또는 합법적인 것(le légal)
이라는 또 다른 정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법성이라는 개념은 리쾨르에 있
어서 윤리적이자 목적론적인 차원과 달리, 도덕적이며 의무론적 차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할 합리적인 것은 정의의 의미가 아닌, 정의의 원리나 법칙으로 이해해야 한다. 

30) C’est que l’équité des partages concerne non seulement “des biens et des marchandises, 
mais des droits et des devoirs, des obligations et des charges, des avantages et des 
désavantages, des responsabilités et des honneurs.” Paul Ricoeur, 《Approches des la 
personnes》, Histoire et Vérité, Seuil, 1955/1964,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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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의의 의미를 정의의 법칙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윤리적 
목표를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체’에 통과시키려는 마음씀(le souci)의 한 방편이다. 그가 주
장하는 정의로운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윤리적이고 목적론적인 차원도 중요하지
만 더불어 도덕적이고 의무론적 차원의 고찰도 필요한 까닭이다. 이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제도로 대표되는 그의 정치적 실천이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갖게 되고, 정의는 공적인 합법
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리쾨르는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을 분석한다. 무엇보다 그가 
롤즈의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롤즈의 정의론이 칸트의 의무론적인 관점을 잘 발전시키고 있
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롤즈의 시도는 정의에 대한 순전히 ‘절차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정의의 의미에서 ‘합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좋음’의 측면, 즉 윤
리적인 측면은 철저히 배제시킨다. 합리적 절차에 근거한 정의의 원리는 곧 목적론적인 정
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롤즈는 공리주의자들의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이라는 목적론적 주장에 반대한다. 그의 시각에서 공리주의는 누군가의 희생, 즉 소수
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오히려 그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일정한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런 공리주의의 목적론에 반해 그는 계약주의적
인 전통을 이어받아 정의의 법칙을 강조한다. 정의의 원리에서 좋음이라는 목적론적 개념을 
재도입하지 않기 위해, 그는 ‘무지의 베일’ 개념을 제안한다. 즉 기존의 사회계약론 발상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여 계약 당사자들 간의 원초적 입장을 추가로 가정한다.31) 이 무지의 
베일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분배의 원리와 정의의 법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리쾨르 시각에서 롤즈 정의론의 문제점은, 이 이론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사
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허구(fict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공정
(équité)’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순수한 창작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
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리쾨르가 롤즈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까닭은 전적으로 공정
한 입장을 상정함으로써 정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분배 절차에 대
해 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모토가 가진 함정
을 최소의 몫을 극대화하는 조정을 선택한 ‘맥시민 이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32) 

그런데, 리쾨르의 시각에서, 롤즈 정의론의 기저에는 정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
하면 그의 관심사에는 공리주의에 반대하여 어떤 사람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 즉 
목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비록 롤즈가 정의의 목적론적 차원을 배제시키기 위해 사회계약
적인 이론을 생각하였지만, 그의 이론에는 이미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선
이해가 깔려있다. 만일 원초적 입장에 있었던 계약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선이해가 없었다
면, 어떻게 공정한 계약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롤즈의 정의의 법칙이나 원리 
역시 정의의 의미, 즉 정의의 목적론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리쾨르이 간

31) 무지의 베일: (자신에 관한)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무엇보다도 각자
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 즉 계급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연이 준 자원과 능력, 
지능, 힘 등과 같은 천부적인 운의 소여 상태를 모른다. 또 자신이 무엇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든
지,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의 세부상황에 대해서도 모른다. 위험을 무릅쓰기를 싫어한다든가 
또는 비관주의적이라거나 낙관주의적이라거나 하는 자기 심리의 경향과 특징까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정한 정황 역시 모른다고 가정한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 사회의 경
제적, 정치적 상황 또는 그 사회가 달성한 문명과 문화의 수준을 모른다는 것이다. 본원적 입장 
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  

3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정의로운 저축 원리에 부합하며 공
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설정된다. (롤즈의 
정의의 제2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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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한 사실이다. 롤즈의 이론이 픽션이든 가설이든 리쾨르의 시각에서 보면,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며, 리쾨르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제도의 훌륭한 모델이
라는 평가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변증법
칼 만하임의 모범적인 연구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계승하며, 리쾨르는 이데올로기

와 유토피아를 개념적으로 하나의 영역에 묶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원했던 바는 이 
두 개념을 서로 반대되는 두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데올로기는 전통
적으로 사회학과 정치학의 연구 대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유토피아는 문학사에서 주로 
연구되어왔다. 대부분의 작가와 사회학자와 정치학자, 그리고 철학자가 이것을 구별하여 고
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리쾨르는 이 두 개념을 함께 사유하기를 시도했는가? 필자의 표
현대로라면, 왜 이 두 개념을 변증법적으로 고찰한 것일까? 그것은 상상력(l’imagination), 
특히 사회적 상상력(l’imagination sociale)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상반된 두 형상을 결합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작업은 결코 쉽게 완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소지가 다분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리쾨르
의 상상력 이론을 명료화한 이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자. 그의 상상력 이론은 현실에 대한 
잠재적 능력과 가능태적 성격으로 드러날 것이다.  

5.1. 상상력: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

리쾨르의 상상력은 비현실적 세계를 배회하는 공상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여 단
순 재생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그의 상상력은 현실에 새로운 의미를 제
공하는 의미론적 혁신 기능을 갖는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 기능과 비견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은유란 닮음을 지각하는 것이며(『시학』 22장, 59a8), 닮음을 
지각한다는 것은 애초에는 떨어져 있었으나 갑자기 ‘가깝게’ 보이는 용어들을 서로 근접시
킴으로써 닮음 그 자체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리쾨르 철학에 있어서 상상력은 
의미론적 혁신과 은유적 전환이라는 기능을 통해 현실을 “마치 ~처럼” 그려봄으로써 현실
을 재생산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힘이다. 이는 플라톤의 모상(eikon), 즉 현실의 그림
자를 만드는 것과 다르게, 은유적 전환을 통해 현실을 다시 그림으로써 현실에 대한 “도상
을 늘리고” 현실에 무엇을 “덧붙이는”(surcroît) 힘을 의미한다.33) 즉 이 힘은 프랑스와 다
고네가 말한 ‘도상의 늘림’(l’augmentation iconographique)과 같다. 다고네에 따르면, 과학
자나 예술가는 진리 물음과 관련하여 “모형” 또는 “축약” 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세계를 “생
산-재생산”하고 그 본질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서로 교감한다. “예술은 세계의 깊숙한 곳
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그 풍요로움을, 세계를 확장시키고 또 세계가 터져 나
올 수 있게끔 하는 수많은 지평을 발견한다.”34) “예술과 과학은 이처럼 축약과 모형을 통해 
현실을 ‘번역’하고 ‘혁신’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것을 제공한다.”35)

33) 김한식, 「은유로서의 역사」, 불어불문학연구 제98집, 2014년 여름호, p. 55.
34) François Dagognet, Ecriture et iconographie, Vrin, 1973, p. 48(김한식, 「은유로서의 역사」,  

p. 55에서 재인용). 
35) 김한식, 「은유로서의 역사」,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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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다. 그런데 상상력은 의미론에 국한되지 않고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담론이나 텍스트의 영역을 초월하여 상상력은 인간의 행동 영역
에서도 도전적 힘을 갖는다. 상상력은 인간 세계를 “마치 ~처럼 봄”으로써 삶의 질 또는 가
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종의 판단을 보여주며, 인간 각자는 이에 대해 반응하
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기준, 즉 윤리적 세계를 구성하기까지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상상력을 통해 제시된 세계는 내가 거주할 수 있고 나의 가장 고유한 힘을 그 
속으로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존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마치 ~처럼 보는 것”이 
“마치 ~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의 상상력은 현실을 가리키고 
재현한다는 단순한 대상지시를 넘어서서 현실을 드러내고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가다머가 말
한 ‘적용’, 그리고 ‘전유’의 개념과 유사하다. 

허구의 기능에서도 재현성이나 대리성이라는 기능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일상적
인 실천적 행위에 대해 드러내고 변형시키는 기능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 있다. 숨겨져 있지만 우리
의 실천적인 경험의 한 가운데 이미 그려져 있는 특징들을 밝혀준다는 뜻에서 드러내는 것이며, 그처
럼 돌이켜본 삶은 변화된 삶, 다른 삶이라는 뜻에서 변형시키는 것이다.36) 
 

현실을 드러내고 변형시킨다는 것은 칸트가 말한 생산적 상상력의 활동에 상응한다. 그것
은 단지 재현한다거나 다시 그려보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이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리쾨르의 상상력은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열고 인간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
다.  

5.2. 리쾨르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변증법

앞서 말했듯이 리쾨르의 상상력 이론은 의미론이나 담론, 그리고 텍스트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행동이나 실천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다시 말해, 상상력의 탐구 대상은 개인적 상상
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상상력의 문제로 넘어간다. 

나[리쾨르]에게 흥미 있는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상상력이나 문화적 상상력이 단순
한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때로는 이데올로기의 형식으로 작용하고, 때
로는 유토피아의 형식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교육학자는 물론 정치학자, 사회학자, 민속학자, 심지어
는 철학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수수께끼가 있다.37)

필자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변증법을 통해 리쾨르의 정치학을 고찰하려는 이유는 바
로 이 인용문 때문이다. 리쾨르에게 수수께끼로 여겨진 사회적 상상력의 두 형식과 표현은 
다름 아닌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이다. 

그런데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매개를 통해 문제의 두 개념을 ‘함께 사유’하려는 그의 시도
는 단번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이 개념들이 내포하는 다의성과 아포리아 때문이
다.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마르크스주의, 특히 마르크스의 계승자들이 ‘이데올로기’
라는 용어를 도를 넘게 부당하게 남용한 까닭에 생긴 용어적 오명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르면,38) 이데올로기는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알지 
36) 폴 리쾨르, 김한식 옮김, 『시간과 이야기3』, 문학과지성사, 2004, p. 304~5.
37) 폴 리쾨르, 남기영·박병수 옮김,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p. 393(앞으로 이 번역

본은 TA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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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할 때 생기는 ‘왜곡’ 또는 ‘은폐’를 지칭한다. 그에게 이데올
로기는 단순하게 ‘사회적 거짓’처럼 간주되거나, 혹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사회적 지위
가 허용하는 모든 특권과 불의를 동원하여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은폐처럼 간주
되었다. 다른 한편, 유토피아 개념에 대한 동일한 불신이 문학사에 자리 잡고 있다. 유토피
아적 비전은 종종 사회에 반하는 정신병적 태도로 취급된다. 즉 이 광기어린 비전은 완벽주
의자들이나 선호하는 기획 혹은 실현 불가능한 꿈 정도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에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쾨르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상상력에서 인식되는 의미와 기능의 차이를 정리하고, 이 두 사회적 현
상을 단계별로 비교하고, 결론적으로 이 두 유형 각각의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 있는 상관관
계를 탐구했던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이자 ‘부정적’ 현상으로서의 이데올로기는 사회 현실의 은폐 또는 왜곡으로 
나타난다. 젊은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1845~6)』에서 강조한 바대로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전도된 상(image)을 생산한다. 그는 ‘카메라의 어둠상자’(camera obscura) 속에 거
꾸로 나타난 이미지의 은유로 이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좁은 의미의 이데올로기이다.39) 이 
단계를 넘어서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인 방식이 된다. 이때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만든 상상
적인 표상들(représentations)과 실제생활의 과정인 실천(praxis)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표상들은 현실이나 실천과 대립되는 것으로 삶의 실제 현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
려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게 된다.40)  

만일 이데올로기가 실제적인 삶의 변형된 모습, 전도, 은폐라면, 문제는 머리로 걸어가던 사
람, 헤겔 같은 사람을 다시 발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며, 공상의 하늘에 있는 관념들을 실천
의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41)

두 번째 현상이자 두 번째 단계로서의 이데올로기는 지배층에 봉사하는 관념으로서 지배
의 정당화(또는 합법화) 기능을 제공한다. 마르크스가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
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리쾨르도 이 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즉 “모든 지배는 
정당화되기를 원하고, 정당화되려면 보편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개념의 도움을 받아야 한
다.”42) 언어에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유사 보편적 관념들(les idées 
pseudo-universelles)을 제공하는 수사학이 바로 그것이다.43) 

지배와 수사학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다. 아마도 플라톤이 소피스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폭
군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 최초의 사람일 것이다. 폭력은 소피스트들의 몫인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지배와 수사학 간의 이러한 관계를 탐구하려면, 문화사회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문화사회학은, 규범도 법칙도 없이, 대중연설과 같은 웅변술을 필요로 하

38)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첫째, 은폐와 왜곡이다. 이데올로기는 현실 또는 진리와 
대립되는 것으로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환상과 현실에 대한 왜곡에 의거하고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는 지배층에 봉사하는 관념을 의미한다. 셋째, 이데올로기는 물질적인 생산 관계나 사
회적 조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비의도적 허위의식’을 
가리킨다. 흔히 이를 ‘부르주아지 이데올로기’라 부른다. 

39) TA, p. 396.
40) Ibid.
41) TA, p. 396~7.
42) TA, p. 398.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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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상징도 없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는 없다는 것을 밝혀낸다. 대중연설의 목적은 설
득이다. 그런데 대중연설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가? 은유, 아이러니, 모호성, 
역설, 과장 등과 같은 문채(文彩)와 비유를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취한다. 은유, 아니러니, 모호
성, 역설, 과장은 모두 문학비판이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에서 친숙한 문체의 문채들이다.44)   

리쾨르에 의하면, 자신을 투영하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수사학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중연설에서 자신을 표상하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대중연설
의 웅변술이 이데올로기가 되는가? 그것은 웅변이 권위의 합법화 과정에 사용될 때이다. 이 
점에서, 대중연설에는 모든 계략과 은폐 이전에 함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필요하고 불
가피한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회적 통제체제는 권위에 대한 자
신의 요구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마디로,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합법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합법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곳에
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연설이라는 웅변의 협조가 있다.”45) 리쾨르는 이 두 번째 기
능을 이데올로기의 중심(pivot) 기능으로 보았다. 이 기능은 사회적 거짓과 은폐라는 이데
올로기의 부정적인 기능과 한 집단과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둘러싸여 있
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의 이데올로기 기능은 통합 기능이며 ‘긍정적’ 현상으로 표출된다. 이 통합 
기능은 이전 차원인 합법화나 정당화 기능보다 더 근본적이며, 은폐 기능보다는 더욱 근본
적이다. 리쾨르는 이데올로기의 통합 기능의 대표적 사례로 기념식을 든다. “모든 공동체는 
기념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의 창설자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재현한다.”46) 과거 정부에
서 우리가 목격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에서, 이 정체성 문제를 볼 
수 있다. 한 집단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그 집단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다.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이야기의 힘을 실로 막강하다. 이는 리쾨르가 누누이 강조했던 바이다. 미국
의 독립선언문과 함께 프랑스의 혁명선언문과 인권선언문 등은 한 집단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이 된 미국의 독립선언문, 자유, 평등, 박애의 
토대가 된 프랑스의 혁명선언문과 인권선언문이 바로 리쾨르가 말하는 이야기 정체성의 출
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
(前)정권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야기 정체성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의 세 기능과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유토피아의 기능과 현상
에 대해 주목해보자. 일반적인 ‘유토피아’ 개념 역시 부정적이다. 흔히 반사회적 미치광이나 
완벽주의자가 꿈꾸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리쾨르는 유토피
아 개념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분석해낸다. 그가 생각하는 유토
피아의 세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토피아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제안과 기획을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둘째, 유토피아
는 권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능으로 분출된다. 셋째, 유토피아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상과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 유토피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데올로기에서 발견한 세 기능에는 실제 생활에 대한 해석을 함의하고 있다는 특징 

44) TA, p. 398~9.
45) TA, p. 400.
46) TA, 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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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더불어 유토피아는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의미와 비교되는 유토피아의 세 가지 기능을 그 
역순으로 탐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념을 함께 사유함의 강점은, 근본적인 의미에
서의 유토피아가 어떻게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에 필요한 보완점이 되는가를 밝혀
내기 쉽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의 첫 번째 기능이자 ‘긍정적’ 현상은 상상을 실재하는 것 밖으로 투영하는 것, 
아무 곳에도 없는 곳으로 투영하는 것이다. 다른 장소, 아무 곳에도 없는 곳이 유토피아의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적 유토피아라는 의미를 갖는 공간적 외재성뿐만 아니라 무시
간성(unchronie)으로 이해되는 유토피아로서의 시간적인 외재성(다른 시간)도 유토피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데올로기는 실재하는 것을 보존하고 유지시키지만, 유토피아는 실재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의심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토피아는 현존하는 질서 때문에 억제되어 있던 집단의 모든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다. 유토피아는 다른 종류의 사회를 생각하는 상상의 작용이다.47)

 
유토피아의 역사를 보면, 유토피아가 용납하는 사회와 정치, 그리고 교육은 없다. 유토피

아는 늘 새로운 유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꿈꾼다. 종교와 교육 영역에서도 유토피아
는 늘 ‘다른 곳’,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유토피아는 항상 새로운 선택적인 
그리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제안한다.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촛불 혁명’도 이러한 유토피아의 긍정적 현상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에 없던 평화적인 시위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은 우리나라 민
주주의와 정치가 전혀 다르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대안적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만의 새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태를 미래의 대한민국을 
향해 투사한 것이다. 

유토피아의 두 번째 단계이자 그 중심(pivot) 기능을 고찰하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함께 사유한 리쾨르의 시도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중심 기능이 권위의 합법
화라면, 유토피아의 중심 기능은 기존의 인간적 삶의 모든 분야에 의문을 제기한다. 달리 
말해 유토피아는 모든 권위 체계를 넘어서 권력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 칼 만하임은 그의 
유명한 저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를 상상과 현실 간의 괴리이며, 이 괴
리가 실재의 안정과 지속을 위협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합법화 기능, 즉 중심 
기능에 대응하는 것으로, 권위의 요구와 신념 사이의 간극을 들춰내고, 모든 권위 체계를 
넘어서 유토피아적인 상상적 변이들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토피아적 힘의 실행은 “유토피아가 퇴치하려는 폭군보다 더 나쁠 수 
있는 미래의 폭군들을 예고한다.”48) 리쾨르는 이것이 유토피아적 정신이 갖는 근본적인 결
함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유토피아는 현실성을 고려하는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반성이 없으
므로 위험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부정, 즉 현실
의 강제성이 없는 곳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상적 변이 속에 매몰되고 “행동
의 논리”를 경멸하게 될 수도 있고, 현존하는 실재에서 출발하면서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디뎌야 할 첫 걸음도 정하지 못하는 “근본적 무능성”을 갖기도 한다.49)

47) TA, p. 404.
48) TA, p. 407.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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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이자 ‘부정적’ 현상으로서의 유토피아는 병리학적 특징을 보인다. 이데올로기
의 병리학이 왜곡, 은폐, 거짓과 같은 것이라면, 유토피아의 병리학은 광기로 나타난다. 이 
광기는 한마디로 말해 현실로부터의 탈주 또는 도피이다. 유토피아에서 왜 이런 병리학적 
현상이 초래되는가? 그것은 실현할 수 없는 완벽한 도식을 위해서 현실 자체를 제거하기 때
문이다.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일종의 광기의 논리가 행동의 논리를 대신한다. 이런 광기의 
논리에 갇힌 사람들은 문자 속으로 도피해 버리거나, 실낙원에 대한 향수 속으로 들어가 버
리거나,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여 버리는 일을 한다. 

다행스럽게도 유토피아의 기능은 이처럼 부정적인 관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유토피아의 
풍자 속에 은폐되어 있지만 해방 기능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아무 곳도 아닌 곳을 상상한
다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을 열어놓는 것이며,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대안적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쾨르는 우리에게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사유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상상은 통합 기능과 파괴 기능 사이의 긴장에 근거하고 있음으로 이
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분리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위기를 자초하는 길이다. 

이미지는 때로는 실존적인 사물의 부재를 보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존적인 사물의 부재를 픽션으로 
대치시키기도 한다. 칸트도 이런 식으로 재생산적인 상상과 생산적인 상상을 교대시키면서 그 위에 
초월적인 상상의 개념을 구축하였다.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재생산적인 상상과 생산적인 상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마치 사회적인 상상은 유토피아를 통해서만 기발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이데
올로기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실재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50) 

막스 베버가 지적했듯이, 어떤 사회도 공동체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도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안적 기획투사들을 생
산하며 그것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는 까닭은 이데올로기
와 유토피아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서 유토피의 긍정적 기능, 즉 창조적 상상력과 대안을 제안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토피아가 끊임없는 광기를 향해 돌진할 때, 이데올로기는 그
의 긍정적 기능, 즉 역사적 공동체적 정체성을 힘으로 이 광기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바뀐다. 어제의 유토피아가 오
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리쾨르는 유토피아의 긍정적 기능, 즉 다른 곳을 꿈꾸는 기능이 역사 속에 실
현되려면, 우리의 근원이 되는 전통들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이야기 정체
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말의 뜻은 유토피아는 그것이 허구 이야기(혹은 
문학적 허구)이거나 창조적 상상력이거나 반드시 전통과 연결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문화유산이나 과거에 말해진 것들이나 인간의 다양한 경험들을 현재에 다시 해석하
는 과정에서만 유토피아적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형
식을 갖고, 유토피아는 혁신적 형식으로 드러난다.       

50) TA, p. 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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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는 말. 촛불 혁명과 리쾨르의 정치학
리쾨르는 인간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아무런 대상지시도 없는 허구나 상상은 가능하지 않

다고 말한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있음직함’, 즉 개연적이거나 필연
적인 질서에 따라 줄거리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야기는, 그것이 역사든 허구든, 보편
성을 갖게 된다.”51) 이런 맥락에서 유토피아는 과거에 말해진 것들과 미처 말해지지는 않았
지만(혹은 못했지만) 말해졌을 법한 것들의 총체로서의 인류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라인
하르트 코젤렉은 『지나간 미래』에서 이러한 전통을 ‘경험공간’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그리
고 리쾨르의 유토피아에 상응하는 용어로 ‘기대지평’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그는 “모든 역
사는 행동하고 고통 받는 인간의 경험과 기대를 통해 구성 된다”는 전제하에 현실적 역사의 
가능성의 조건이 역사인식을 구성한다고 보고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이라는 “메타역사적 범
주”로 이를 파악하려 했다.52) 코젤렉에 따르면, 과거의 해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공간에 대한 해석 없이 미래의 기대지평을 결정할 수도 없지만, 미
래의 기대지평 없이 과거의 경험공간을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53) 즉 “역사는 만들어지
는 동시에 만드는 것이다.”54) 

코젤렉의 경험공간과 기대지평 개념을 짧게 소개하면서 필자는 다시 한 번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변증법적으로 함께 사유해야 한다는 리쾨르의 주장에 동의하게 된다. 이런 시각
에서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혁명,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한 혁명으로 보이는 촛불 혁명을 
리쾨르의 정치학과 연결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촛불 혁명은 앞으로 끊임없이 이
야기됨으로써, 코젤렉의 표현대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경험공간이 되어야 하고, 리쾨르식 
표현대로, 우리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촛불 혁명의 광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창조적 상상력과 대안들로 대표되는 유토피아
는 현실 정치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필자는 ‘정의로운 제도들의 확립과 실행’이야말로 촛불 
혁명의 유토피아적 기투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헌법이나 법
으로 제도화된 정의와 그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없이는 우리 사회는 긍정적으
로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한(?) 혁명들―4.19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 등―을 재검토하고 오늘과 연결시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 ‘혁명’은 라틴어 용법에 따르면 원래 “회귀, 운동의 출발점으로서의 반전
을 뜻하는 것이다.”55) 촛불 혁명이 이처럼 역사적 회귀가 되지 않고, 홉스의 표현처럼, “이 
혁명에서 나는 회전운동을 보았다”56)고 한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 대통령과 정
권이 제시한 ‘다른 곳’과 ‘다르게 존재한 것’이 정의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각고의 노
력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살기를 지향하면서, 미래의 어떤 
난관 앞에서조차 살만한 세상을 끊임없이 꿈꾸는 우리의 유토피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51) 김한식, 「은유로서의 역사」, 불어불문학연구 제98집, 2014년 여름호, p. 58.
52) Ibid, p. 62. 각주 84에서 재인용.
53) Ibid, p. 62. 
54) Ibid. 
55) 라인하르트 코젤렉, 한철 옮김,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6, p. 79. 
56) Ibid, p. 81: “홉스는 1640년에서 1660녀까지의 영국혁명이 끝난 이후 지난 20년을 이렇게 서술

했다. “이 혁명에서 나는 회전운동을 보았다.” 그는 절대군주제에서 장기의회를 거쳐 잔여의회로 
이어졌고, 다시 크롬웰의 독재와 과두정치적 중간형태를 거쳐 찰스 2세의 새로운 군주제로 돌아
가던 순환운동을 보았던 것이다.”



- 45 -

7. 참고문헌
폴 리쾨르, 박건택 옮김, 『역사와 진리』, 솔로몬, 2002.
폴 리쾨르, 김한식 외 옮김, 『시간과 이야기 I, II, III』, 문학과 지성사, 1999, 200, 2004.
폴 리쾨르,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시 자신』, 동문선, 2006.
Ricoeur P., Histoire et Vérité, Editions du Seuil, 1955/1964.
-, Temps et réit I. L’intrigue et le réit historique, Editions du Seuil, 1983. 
-, Temps et réit II. La configuration dans le réit de fiction, Editions du Seuil, 1984. 
-, Temps et réit III. Le temps raconté, Editions du Seuil, 1985. 
-, Du texte à l’action. Essais d’herméneutique II, Editions du Seuil, 1986. 
-, Soi-même comme un autre, Editions du Seuil, 1990. 
-, L’idéologie et l’utopie, Editions du Seuil, 1997.
김세원, 「이야기의 두 양식으로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 관한 시론」, 현대유럽철학연  

구 제38집, p. 61~91. 
김한식, 「은유로서의 역사」, 불어불문학연구 제98집, 2014년 여름호, p. 31~70.
박상철, 「유토피아의 실현 방법: 만하임의 관점」, 도덕교육연구 제27권 3호, 2015. 12, p. 

113~126. 
전종윤, 「이웃에서 얼굴 없는 제3자에게로」, 해석학연구, 제36집, 2015 4월호, p. 55~86.
 





- 47 -

4. 과학과 은유
-그리피스의 양자역학 개론에서 은유의 역할- 

구자현(영산대학교 jhku@ysu.ac.kr)

I. 머리말 

은유(metaphor)는 고대로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수사학적 표현의 기술 중 하나로 문학에서 
오래도록 활용되고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20세기 들어와 언어학, 정신분석, 기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어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해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은유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말의 장식으로 생각했다. 한편 시학에서 그는 
은유를 “어떤 사물에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전이시켜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비유적 의미 이동을 담고 있는 모든 전의(trope)를 은유에 포함시켰다(박성창, 28). 이후 은유
에 대한 연구는 계속 표현상의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점과 난점이라는 양방향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 문학적으로는 은유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다
른 영역에서 은유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글쓰기에서 배격되는 수모를 겪었
다. 17세기에 홉스(Thomas Hobbes)는 은유를 사람을 속이는 기술로 치부했고, 은유의 모호
함을 명쾌한 사고의 적으로 간주했다. 18세기의 수사학자인 웨이틀리(Richard Whately)도 은
유를 “꾸밈없고 엄정한 문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평가했다(Deignan, 2). 

20세기 말에 은유는 개념적 은유의 개념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대상으로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통칭 인지적 은유 이론(cognitive metaphor theory)에서 각
각의 은유는 동일한 실재에 대한 다른 기술을 양산하여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한다. 
은유는 개념적으로 암묵적 가정, 관점, 평가를 전제하고 있기에 사물, 사건,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perspective)을 제시한다. 우리가 현실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다른 태도와 
해결책이 도출되기 때문에 은유는 인간의 생각뿐 아니라 행동도 통제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
상에 대한 은유를 바꾸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오예옥, 4-5). 

개념적 은유는 표현적 은유를 파생하는 개념상의 원론적 은유이다. 개념적 은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표현적 은유의 파생을 일으킨다. 개념적 은유 이론
에 따르면 과학도 개념을 토대로 하므로 은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지만 과학에서 은유
가 표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어떻게 채용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리피스(David J. Griffiths)의 양자역학
(Introduction to Quantum Mechanics) 교재에서 은유가 과학 지식의 생성과 전달에 어떻
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은유가 과학에서 개념의 창조와 전달에
서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과학과 은유

1. 수사학과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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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에서 은유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은유의 영어 단어 
‘metaphor’라는 말의 어원을 따지자면 meta, ‘넘어서’, phor,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말이 
원래의 의미에서 이탈하여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뜻이다(Foss, 267).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와 
같은 수사학의 개척자들은 수사학에서 지루함에서 벗어나 참신한 표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
킬 수 있는 은유의 가치에 대하여 일찍부터 알았고 그것이 의미의 교란을 가져오고 청중(독자)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모호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경고했다(박성
창, 28).

은유는 표현적 은유와 개념적 은유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사학에서는 표현적 은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고전적인 수사학의 다섯 규범인 착안(inventio), 배열(dispositio), 표
현(elocutio), 암기(memoria), 전달(actio)에서 ‘표현’의 수단으로서 일찍부터 주목 받았다. 은유
는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표현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하여 친숙한 대상을 끌어 오는 것을 말한다. 
표현적 은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참신한 은유를 동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친숙
하지 않은 대상 A를 더 친숙한 대상 B를 써서 더 쉽게 이해시키거나 전달하고자 할 때 A를 ‘취
의’(vector)라고 하고 B를 ‘매개’(vehicle)라 한다(Richards, 96-97). 가령, 벚꽃이 흩날리는 것
을 가리키며 아이가 “눈이 온다!”라고 말한다면, ‘눈’은 매개이고 ‘벚꽃’은 취의이다. 

개념적 은유는 오히려 진부한 표현들 속에 내재하여 있으며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 
사이의 공통의 경험에서 비롯된 개념적 틀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쁨은 위], [슬픔은 아래]와 
같은 개념적 은유는 “그의 영혼은 합격 소식에 날아올랐다.”나 “그녀는 남편의 억류 소식에 억
장이 무너졌다.”와 같은 표현에 내재해 있다. 개념적 은유는 감정 표현에 널리 내재해 있는 관
용적 표현에 반영될 뿐 아니라 사고방식 전반을 지배하고 행동 양식을 형성한다. 일찍이 리차
즈(I. A. Richards)는 단어의 의미 창출 과정으로서 은유에 주목했다. 은유는 기존에 쓰이던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기 시작하는 것인데 유사성에 근거하여 채용된다. 은유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상적 화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관용적으로 굳어지면 은유라는 의식 없이 필요한 대로 
널리 사용된다. 우리가 알기에 노트북 컴퓨터에는 뚜껑이 없지만 우리는 노트북 뚜껑을 닫는다고 
말하며, 스테이플러는 알을 낳을 수 없지만 우리는 종종 스테이플러 알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 이
런 사례들은 ‘뚜껑’이나 ‘알’이 은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용례를 
접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자인 청자나 독자는 이런 은유를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대한 리차즈의 논의는 수사학에서 독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
시킴으로써 수사학자들이 독자에 관심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화자가 독자를 이해시키거나 설득하고
자 한다면 당연히 독자의 입장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지를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이 당
연할 것이고 그러한 독자에 대한 이해가 의사소통의 성패를 좌우할 것은 자명해진다.

이러한 개념을 확장시켜서 은유가 인간의 인지 과정에 개입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
는 근본적인 주장을 제기한 이들이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존슨(Mark Johnson)이었다. 이들
이 1980년에 내놓은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 We Live By)1)는 인지적 은유 이론을 열었다. 
인지적 관점에서 은유는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으로 부분적으로 사상하여 첫 번째 영
역을 통해 두 번째 영역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려는 인지적 메커니즘이다(Barcelona, 3). 사상이 성
립될 때 이해에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영역을 근원 영역이라 하고 이해하려는 두 번째 영역을 목표 
영역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사람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개념 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개
념 체계는 은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두 저자의 은유에 대한 개념의 혁명적 전환을 커베체쉬(Zoltán Kövecses)는 5가지 측면에서 은

1) 이 책의 한국어 제목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삶이 은유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원래 저자들이 의도
한 바는 인간이 은유에 의지하여, 또는 은유를 사용하여, 삶을 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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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를 비교함으로써 제시했다. 전통적 견해에서 은유는 다음의 5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은유는 낱말의 특성이다. 즉, 은유는 언어의 표현상의 기법이다. (2) 은유
는 미적, 수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래 노 저어 오오.”에서 마음
을 호수라고 한 것은 미적 표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3) 은유는 비교되는 
두 대상 간의 유사성에 기초한다. 즉, 매개와 취의 사이에는 유사한 속성이 있어야 적절한 은유라
고 볼 수 있다. “아킬레스는 사자다."라고 했을 때 아킬레스와 사자 사이에는 유사한 속성이 존재해
야 한다. (4) 은유는 낱말의 의식적이고 고유적인 사용이므로 시인이나 웅변가의 특별한 능력이 요
청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천재의 표지라고 했다. (5) 은유는 사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이다. 은유는 사고과정이나 의사소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에 반하여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기한 '인지적 은유 이론'에서는 이것들 모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한다. (1) 은유는 낱말의 속성이기 이전에 개념의 속성이다. 은유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여겨지
지만 사고와 인지 단계에서 은유가 개입되고 활용된다. (2) 은유는 미적, 수사적 목적이 아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활용된다. (3) 은유는 유사성이 없는 대상 사이에서도 채용될 수 있다. 이는 은유
가 목포 영역과 근원 영역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에 근거하지 않고 두 영역간의 경험적 기초에 근거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컵에 물을 부으면 수위가 올라간다. 여기에서 [많음은 높음]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도출될 수 있는데 많음과 높음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이 은유가 성립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컵에 물을 붓는 경험으로부터 많음과 높음 사이의 상관성을 발견하기에 은유가 성립
하는 것이다. 또는 은유가 유사성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유사성을 생성한다는 표현이 더 옳다. 실례
로 [인생은 도박] 은유는 인생과 도박 사이에 본질적 유사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생
과 도박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함으로써 인생에서 도박과 유사한 측면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4) 은유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상황에서 누구나 쓸 수 있다. 흔
히 죽은 은유라고 불리는 것이 진부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데 우리
의 사고 체계가 이러한 은유에 의거하여 형성되어 있기에 그것이 은유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
배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은유는 불필요한 언어 장식이 아니라 인간 사고와 추론의 불가
피한 과정이다(커베체쉬, x-xi).

2. 정신 공간 이론과 혼성

은유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인지언어학에서 관심을 갖는 정신 공간 이론(metal 
space theory)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설명된다. 포코니에(G. Fauconnier)가 주창한 정신 공간 이
론은 은유의 사고 과정이 정신 공간 사이의 사상(mapping)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에 주목한다(이종
열, 147). 정신 공간이란 부분적인 이해와 행위를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구성되는 
작은 개념적 꾸러미다(포코니에, 71). 다시 말해 정신 공간은 말을 하고 들을 때 일시적으로 형성되
는 인지적 장인 것이다. 이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수정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한다. 레이코프와 
존슨에게서 ‘근원영역’이나 ‘목표영역’으로 언급되고 그 사이의 사상을 은유로 간주한 것이 여기서
도 유효하다. 다만 여기에 포코니에는 추가적으로 중간 공간으로서 ‘총칭 공간’(generic space)과 
‘혼성 공간’(blending space)을 설정한다. 총칭 공간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이 공통으로 가지는 모
든 특성을 총칭하는 공간이다. 우리가 은유에서 매개와 취의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러한 유사성을 인지하는 정신 공간이 총칭 공간이다. 혼성 공간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으로부터 특
성을 물려받아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다(이종열, 155).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구조를 
창발 구조라고 부른다. 이러한 4영역 모형을 사용하면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사상을 통해 은
유를 설명하는 2영역 모형보다 더 역동적으로 은유를 이해할 수 있다. 4영역 모형에서 은유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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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서 기원한 특성들을 총칭공간의 도움을 받아 혼성공간에 선택적으로 
투사하여 새로운 사고를 창출하는 것에 해당한다. 입력공간 1과 입력공간 2 사이에 요소 중에서 유
사성에 대하여 총칭공간에 대응 요소가 형성되면 공간횡단 사상(cross space mapping)이 이루어
진다. 이때 두 입력공간의 모든 요소들 사이에 사상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 요소 간에 사상
이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는 부분적 사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상이 이루어진 요소들은 
입력공간에서 혼성공간으로 투사되어 때로는 하나의 요소를 이루기도 하고 별개의 요소로 각각 투
사되기도 한다. 입력공간 사이에서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요소들도 혼성공간에 투사될 수 있다. 
때로는 입력공간에 없던 요소가 혼성공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성공간의 요
소들이 하나의 별개의 창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혼성(blending)은 은유나 환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뛰어넘어 풍자, 광고, 의례, 신화, 관습, 학문 등에서 다양한 인지적 결과물을 포괄
하는 인지 작용으로 확장된다.    

그림 1. 개념적 혼성망 
출전: 포코니에 & 터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p. 78. 

 
3. 과학과 은유

일반적인 개념적 은유에서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근원 영역의 다양한 개념은 일상
생활의 상식을 함의하고 있다. 과학적 이론이 형성되는 데에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기
초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개념적 은유는 과학 개념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땅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 은유는 천문학의 기초 개념을 형성해 "해가 뜬다."(The sun rises.)와 같은 표
현들에 개념적 토대가 된다. 이러한 상식적인 개념들은 전통적인 과학 개념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탐구 능력이 향상되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자연에 대한 개념적 은유가 더 이상 지탱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렇게 과학혁명이 일어나면 은유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쿤(Thomas S. Kuhn)이 과
학 혁명이 패러다임의 대체될 때 일어난다고 한 것은 해당 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던 개념적 은유의 
대체와 방불하다. 패러다임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과학 분야에서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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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모습을 규정해 준다. 정상 과학(normal science) 단계에서 과학자들의 활동에서 당연시되
면서 무비판적으로 답습되는 전제들을 패러다임은 포함하고 있다(Kuhn, 26-27).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중심설을 제시했을 때 지구에 세 가지 운동을 부여한 것은 지구중심설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과학 혁명의 사례인 코페르니쿠스 혁명에서 [지구(땅)는 움직이지 않는 물
체] 은유가 무너지고 [지구는 움직이는 물체] 은유가 과학자들의 개념 체계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에 [지구는 움직이는 물체]라는 개념적 은유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표현
들이 과학 저술들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표현상의 변화는 그 자체가 은유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지라도 [지구는 움직이는 물체]라는 놀랍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가 과학계를 넘어서 일반인들의 
관념을 바꾸어 놓으면서 수많은 언어적 표현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는 고
정된 물체] 은유는 일상적 용법에서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학혁명’이 
은유의 전환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과학혁명이 새로운 은유의 변환을 동반하지 않은 예로 상대성 혁명을 들 수 있다. 상대성 혁명은 
시공간의 개념상에 근본적인 변혁이었는데 [시간은 등속으로 흐르는 유체],  [공간은 정지된 배경] 
은유가 상대론적 개념에서는 배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유들은 여전히 우리 언어에서 유효
하게 쓰인다. 공간은 더 이상 물질이 운동하기 위한 불변의 배경, 곧 절대 공간이 아니지만 전통적
인 개념적 은유가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상대성 이론이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생소
하고 경험으로도 체험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교육에 의해서도 그러한 개념상의 변화가 의식 속에
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어 속에 은유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개념
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표현적 은유도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접하는 과학 저술에서 은유는 그러한 저술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 설정에 관계되어 있을 
수 있다. 저자가 당연하게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개념적 토대는 개념적 은유로 존재한다. 저자
는 이러한 개념적 은유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적 은유를 글에서 노출시키곤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저술에 대한 저자의 사고의 틀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과학 저술일지
라도 자신의 생각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은유를 구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적인 은유의 
구사 외에도 과학 분야 자체가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야 하는 속성상 이전에 경험적으로 체험되지 
않았던 개념을 구체화하려면 기존의 친숙한 경험으로부터 은유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일이 종
종 발생한다. 이러한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것이 그 개념이 이후 
과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은유의 
채택이 과학 전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번 형성된 은유는 좀처럼 바뀌기 쉽지 않아서 이것은 
과학혁명과 같은 대대적인 변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과학 저술에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지식의 형성 과정뿐 아니라 지식의 전달의 용이성에서도 결정적이다. 

III. 그리피스의 양자역학 개론에서 은유의 역할

그리피스의 건양자역학 개론내은 전형적인 양자역학 교재의 구성을 보인다. 이 교재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이론”, 2부는 “응용”에 할당된다. 이는 양자역학이 정확한 해를 찾기
가 어렵기 때문에 근사를 활용하는 실제적인 응용은 뒤로 미루어놓은 것이다(Griffiths, vii). 
1부의 여섯 장은 각각 파동 함수(1장), 시간 독립 슈뢰딩거 방정식(2장), 형식론(formalism)(3
장), 3차원 양자역학(4장), 동일한 입자(5장)들을 다룬다. 2부의 일곱 장은 시간 독립 섭동 이
론(6장), 변분 원리(7장), WKB 근사(8장), 시간 의존 섭동 이론(9장), 서행 근사(adiabatic 
approximation)(10장), 산란(11장), 후기(Afterword)(12장)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대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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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이 한 학기나 1년 과목으로 배우도록 설계된 것이다(Griffiths, viii). 
저자는 서문에서 양자역학의 본성을 논의하면서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면서 

“상쾌하지만(exhilarating) 상처 깊은(traumatic) 젊음(youth)의 흉터들(scars)을 가지고 있다”고 
평한다(Griffiths, vii). 여기에서 저자의 개념적 은유는 [양자역학은 젊은이(어린이)]이다. 그러한 
젊음의 속성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은 저자의 양자역학 교재가 다른 교재와 얼마든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양자역학 제시 방법은 다른 양자역학 교재와 차별화되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양자역학이 아직 많은 것이 확정되지 않은 젊음(어림)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은 아직도 양자역학의 변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함축한다.  

저자는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에서 하는 일을 셰헤라자데(scheherazade)의 이야기에 비유
한다. 이는 그들의 일이 다양하면서도 그럴듯하지 않은 것으로 서로에게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Griffiths, vii). 양자역학이 아라비안나이트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
여지기 어려울지 모른다. 양자역학이 혼돈스럽지 않다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닐스 보어(Niels Bohr)의 말이나 양자역학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
다는 리처드 파인먼(Richard Feynman)의 말이 권위를 더한다(Griffiths, vii).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떤 준철학적 논의는 뒤로 제쳐놓고 양자역학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둔
다(Griffiths, vii). 양자역학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양자역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리하여 양자역학의 의미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11장)인 “후
기”에 적기로 한다.  

양자역학은 이전의 이론들, 즉 역학이나 전자기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무언가가 아니
고 고전적인 개념들로부터 급작스럽고 혁명적인 이탈이므로 반직관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Griffiths, viii), 여기에서 은유가 작동될 필요가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 사람은 어떤 과학적 
이론을 수립할 때 경험을 토대로 한 직관으로부터 현실 세계와 일치 가능한 범위를 갖춘 이론
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고전 물리학은 훨씬 직관에 부합하는 특성을 가졌다. 그러
므로 이러한 이론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경험적으로 친숙한 개념적 틀을 개념적 
은유를 통하여 채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이 혁명적인 이유는 이러한 기존의 개념
적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개념적 틀을 요청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기존의 방식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개념적 은유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역학의 은유가 어떤 점
에서 기존의 개념적 은유와 다른 은유를 사용하는지를 밝혀내고 그것이 양자역학을 다음 세대
에게 가르치고자 집필된 교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반직관적 은유는 수학으로부터 오고 실제로 이 교재의 대부분은 수식으
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수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저자는 도구적 입장을 취한다. 많은 수학
적 도구들이 채택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단지 수학일 뿐 현실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수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양자역학적 현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수학적 개념들
은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양자역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도
구를 저자는 작업을 순조롭게 해주는 도구로 간주한다. 그것들이 없이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Griffiths, viii). 그것
은 마치 “학생들에게 드라이버를 가지고 건물의 기초를 파라는” 것과 같다고 본다. 여기에서 
저자는 [물리학은 건물]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채용한다. 물리학과 건물의 유사점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워가야 하는 구조물이라는 점이다. 물리학에서 물리학자들은 건축업자처럼 뭔가를 
설계하고 깎고 맞추어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는데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면 작업이 쉽지만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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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워진다.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파야하는데 그것을 드라이버로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더디고 힘들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학적 
도구들은 처음에는 그 자체가 다루기 힘들어 보일지라도 사용법을 숙달시키면 물리학을 쉽게 
하는 데 매우 요긴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또한 저자는 문제 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관은 근육] 은유를 사용한다. 양자역학의 개
념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적 직관”(natural institutions)으로는 안 되므로 “완전히 새로운 
근육(a whole new set of muscles)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Griffiths, viii). 직관
은 개인에게 속한 고유한 것이며 경험을 통해 개발되고 잘 개발되었을 때 특별한 능력을 소유
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근육과 유사성을 갖기에 이 은유는 성립된다. 새 직관이 없이는 양
자역학의 많은 개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재에 풀이를 제공하는 예제(example)
가 적고 학생이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problem)가 많은 이유이다. 저자는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것도 문제 형식으로 제공한다. 저자는 학생들이 새로운 직관을 얻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
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관을 키우기 위해 학습자가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한다고 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책에 주어지는 문제에 별을 하나에서 셋까지 붙이면서 독특하게 [문제는 식당] 은유
를 사용한다. ‘미슐랭 가이드’(Michelin Guide)가 식당에 별을 붙여 추천을 하듯이 필수적이
고 쉬운 문제에서 난도가 있고 어려운 문제까지 별의 개수를 달리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Griffiths, ix). 이를 통해 식당을 골라서 즐기는 마음으로 문제를 골라서 풀며 즐기라는 뜻을 
전달한다.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는 독자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함을 드러내고 동
시에 학생들을 지식의 향연에 초대하는 심정으로 저자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는 물리적 개념을 표현하는 데 은유를 활용한 관습적 용어를 채용하고 이러한 표현적 
은유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한다.　 1차원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무한 정사각 우물
(infinite square well)을 예제로 다룬다. 무한 정사각 우물은  ≤ ≤ 의 범위에서는 퍼텐셜
이 0이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퍼텐셜이 무한대인 경우이다(Griffiths, 30). 이러한 형태의 퍼텐
셜은 확실히 우물을 닮았다. 그렇지만 이 우물이 정사각형인 것은 아니다. 유사한 형태로 유
한 구형 우물도 있다(Griffiths,　145).   이면 퍼텐셜이 –이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퍼텐셜
이 0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라면 안에 갇힌 입자가 적당한 에너지를 가지면   인 범위에서 
발견될 확률이 있게 된다. 

이렇게 1차원에서 사용된 ‘우물’의　은유는 3차원으로 확장된다.　 3차원 슈뢰딩거 방정식을 
다룰 때 특별한 문제로 그리피스는　 무한 구형 우물(infinite spherical well)을 다룬다
(Griffiths, 141). 이것은 퍼텐셜이 반지름이  이내인 곳에서는 0이고 반지름이 보다 큰 곳
에서는 무한대인 형태이다. 이것을 무한 구형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물의 깊이가 무한인
데다 퍼텐셜이 0인 공간이 구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런 우물은 현실 세계에서 상상할 수
가 없다. 다만　우물 속에서 어떤 입자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입자는 우물의  깊이가 
무한이기 때문에 이 구형의 우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물이라기보다
는 닫힌　공　내부에 더 가깝다. 그런데도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1차원에서　이미 유사한　형
태를 우물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3차원　퍼텐셜을 우물이라고 부름으로써 이해
하기 쉬운 측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오해의 소지도 발생한다. 은유적 용어가　이해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오개념 형성의　폐단이 있는 것이다.　

고전역학에서는 뉴턴의 제2 법칙에서 운동 방정식이 도출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파동 함수가 해로 도출된다. 슈뢰딩거 방정식은 논리적으로 뉴턴의 제2 법칙에 유
사한 역할을 한다(Griffiths, 2). 고전역학에서 어떤 입자의 초기 상태가 주어지면 미래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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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점에 그 입자의 상태를 뉴턴의 제2 법칙을 이용해서 알게 되듯이 양자역학에서는 초기 
상태  이 주어지면 미래의 임의의 시점 에서의 상태  를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
어 구할 수 있다. 이때 파동 함수  의 의미는 보른(Max Born)의 통계적 해석에 따라 
파동 함수의 제곱이 특정 시점 에 특정 위치 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통계적 해석은 불확정성을 가져오고 이러한 불확정성은 자연의 사실인지 이
론의 결함인지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모두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슈
뢰딩거 방정식의 유도 과정이나 파동 함수의 제곱이 확률을 나타내는 것의 유도 과정을 제시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저자는 이러한 통계적 해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놓고 물리학자 간에 의견 대립이 있다
는 것을 소개한다. 실재론자에게는 입자의 위치는 미결정일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일 뿐이
다. 파동 함수의 제곱이 나타내는 확률은 인간의 무지의 한계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지 물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지지한 입장이다. 정통
론자에게는 입자는 어디에 있었던 것도 아니나 측정이 교란을 일으킨 것이고 입자의 위치를 
결정지은 것이다. 보어(Niels Bohr)와 그의 추종자들이 지지한 입장으로 코펜하겐 해석
(Copenhagen interpretation)이라고 알려진 것이자 물리학자들이 가장 널리 지지하는 입장
이다. 세 번째 입장은 불가지론으로 그 통계적 해석의 의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거부한다. 
파울리(Pauli)는 실험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입장을 견지했으나 1964년 존 벨(John Bell)은 이것이 실험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문제임을 보였고 이후에 이루어진 실험들은 정통론의 입장을 지지했다(Griffiths, 
3~4). 저자는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마지막 장으로 미루었는데 그것은 이 책의 내용을 모
두 공부한 후에야 이 문제의 의미를 독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음으로 저자가 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은유를 채용한 사례는 불확정성의 원리이다. 저자는 
파동의 위치와 파장의 상보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로프를 흔들어 만들어 내는 파동을 들고 
나온다. 여기에서 ‘취의’는 파동 함수이고 ‘매개’는 로프의 파동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로
프의 파동을 가지고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파동 함수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일정하게 수직으
로 로프를 흔들어 생기는 파동은 파동의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파장은 특정하기 쉽다. 
반면에 수직으로 한 번만 로프를 흔들어 전달되는 펄스는 파동의 위치는 특정하기 쉽지만 파
장은 특정하기 어렵다. 파동의 위치가 정확할수록 파장은 덜 정확해지고 그 역도 성립한다
(Griffiths, 18). 여기에서 어떤 입자의 확률 파동의 파장은 드브로이 공식에 의해 그 입자의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값이다. 그러므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상보적 관계는 파동의 일반적 
특성에서 설명된다. 파동의 일반적 성질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연유한다면 로프의 파동과 파동 
함수는 둘 다 파동의 사례일 뿐 서로 은유적 관계일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파동 함수는 엄
밀한 의미에서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파동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모두 은유라고 말할 
수 있다. 파동이 존재하려면 매질이 있어야 하고 매질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거나 수직
으로 진동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파동 함수는 
매질이 없기에 매질의 진동도 없고 에너지의 흐름도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동 함수로 
입자의 존재와 운동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개념화는 매우 창의적이다. 고전역학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창조적 개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통주의에 따르면 저자가 제시
하는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는 반복되는 측정의 결과와 관련된다. 운동량이 퍼져 있다고 할 때 
반복되는 운동량의 측정이 편차가 큰 측정값을 내놓는다는 것이고 반복되는 위치 측정이 매우 
가깝게 나오는 상태를 만들면 이 상태는 반복되는 운동량 측정에서 편차가 큰 값을 내놓는다.

저자는 양자역학에서 이러한 창조적 개념화를 이끌어내는 데 수학, 특히 선형 대수학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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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받은 혜택이 매우 큼을 강조한다. 이는 정신 공간 이론을 적용해 볼 때 은유를 성립시키는 
혼성이 위력을 발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양자 이론은 파동 함수와 연산자(operator)라는 두 가지 구성물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계의 상태는 파
동 함수로 나타내고 관측 가능량(observable)은 연산자로 나타낸다. 수학적으로 파동 함수는 추상적인 
벡터에 대한 제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연산자들은 선형 변환으로서 벡터들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양자
역학의 자연 언어는 선형 대수학이다(Griffiths, 93).

파동 함수와 연산자라는 개념으로 양자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형 대수학과 양자역학 
사이에 개념적 은유가 필요하다. 선형 대수학에서 벡터는 특정한 위치에 나열된 수의 배열이
고 선형 변환을 일으키는 행렬(matrix)은 벡터를 다른 벡터와 연결시키는 사상(mapping)을 
지칭한다(이장우, 333-342).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계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상태를 파동 함
수로 표현하고 거기에 관측 가능량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작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계의 상태
에서 해당하는 물리량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그 상태를 새로운 상태로 변환시켜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형 대수학은 친숙한 개념들(벡터, 행렬, 선형 변환 등)이 있는 근원영역이고 아원
자 세계는 새롭게 정립해야 할 개념들(양자적 상태, 관측 가능량, 측정 등)이 있는 목표영역인 
것이다. 이 두 정신 공간 사이에 선택적 사상이 이루어지면서 혼성 공간에 양자역학의 개념들
이 도출되는 것이다. 

 실례로, 연산자 의 고유 함수(eingenfunction) 에 대한 고윳값(eigenvalue)이 일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 

  

수학적으로 행렬 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벡터 와 숫자 를 찾을 수 있을 때  
와 를 각각 고유벡터와 고윳값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물리학과 무관하게 선형 대수학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이장우, 357-365).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가 나타내는 관측 가능량의 
반복된 측정에 의해서 매번 같은 측정값 를 내어 놓는 결정 상태(determinate state) 를 
의 고유 함수라고 말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있다(Griffiths, 99). 여기에서 두 입력 공간인 
선형 대수학과 물리적 세계 사이의 부분적 사상과 두 입력 공간에서 혼성 공간으로의 선택적 
투사를 발견할 수 있다. 양자역학이라는 혼성 공간은 그 개념들이 선형 대수학의 개념들인 행
렬, 고유벡터, 고윳값을 실재하는 물리적 세계의 관측 가능량, 결정 상태, 측정값에 각각 대응
시킴으로써 성립한다.2)

이러한 두 입력 공간 사이의 사상은 교재의 서술이 진척되면서 더욱 확장되어 간다. 다른 
고윳값을 갖는 고유 함수는 서로 ‘수직’(orthogonal)이다(Griffiths, 101). 여기에서 두 함수
 가 수직이라는 개념      은 벡터의 수직이라는 개념 ·  에 대응된다. 양자
역학에서 두 파동 함수가 수직이라는 것은 선형 대수적으로 하나의 파동 함수가 다른 파동 함
수와 공유하는 상태를 갖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가능 연산자의 
고유함수들이 완비되어(complete) 있다고 본다(Griffiths, 102). 여기에서 완비됨의 의미는 힐
베르트 공간3) 안의 어떤 함수든지 그 공간 안의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2) 익히 알려져 있듯이 선형 대수학이 있었기에 양자역학의 토대를 놓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출
현할 수 있었다. 김유신, 113-126.  

3) 파동 함수들이 존재한다는 힐베르트 공간은 완비된 내적(complete inner product) 공간이다. 모든 
유한차원 벡터 공간은 힐베르트 공간이다. 양자역학에서는 일정한 구간에서 어떤 함수의 제곱을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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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함수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벡터의 관계로부터 온다. 그러므
로 파동 함수는 어떤 관측 가능 연산자(observable operator)의 고유함수들의 선형 결합이다
(Griffiths, 106). 그리고 어떤 측정값 이 얻어질 확률은 그 측정값을 고윳값으로 갖는 고유
함수 의 계수 의 제곱으로 주어진다(Griffiths, 107). 저자는 수학적 논의를 전개시켜 나
간 결과를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에 바로 적용한다. 이렇게 양자역학은 자체의 수학적 연역
으로 유도된 결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물리적 세계를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된다. 다음의 사례
도 마찬가지다.  

저자가 마지막 장에서 소개하는 EPR 역설의 배격 과정은 수학적 연역이 물리적 실재를 설명
하는 혼성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은유가 물리 이론 형성에 주된 기여를 한 사례이다. 1935년 아
인슈타인(A. Einstein), 포돌스키(B. Podolsky), 로젠(N. Rosen)이 제시한 EPR 역설은 양자역
학에서 정통주의적 해석을 배격하고 실재론적 해석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리피스는 봄(David Bohm)의 단순화된 버전을 소개한다. 우선 파이온(pion)이 전자와 양전자
로 붕괴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정지해 있던 파이온의 각운동량이 0이었고 전자와 양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멀어진다. 정통주의의 입장대로 두 입자 중 한 입자의 스핀을 측정하는 것이 그 입자
의 스핀을 고정시킨다면 각운동량 보존을 위하여 다른 쪽의 스핀도 동시에 고정되어야 하므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한쪽 입자의 상태가 다른 쪽 입자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결정
짓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일은 “끔찍한 원격작용”(spooky action at a distance)에 해당한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영향도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기에―이것을 국소성의 원리라고 부른
다.―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주의에 따르면 양자역학의 수학적 연역
이 이끌어내는 예측은 옳으므로 무한히 멀리 떨어진 두 입자 간의 스핀은 한쪽의 결정으로 다
른 쪽이 순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Griffiths, 421-422). 이러한 비국소성이 전통적 물리 개념
과 직관상 모순이 돼 보이므로 ‘역설’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옹호하는 실재론적 입장은 양자역학의 파동 함수가 충분하게 상태를 묘사해 
주지 않으므로 숨은 변수 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 상태로서는 그 변수
를 계산하지도 측정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Griffiths, 423). 그렇지만 1964년에 벨은 숨은 변
수를 상정하는 이론이 양자역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고, 1982년에 발표된 아스페(A. 
Aspect) 팀의 실험을 통하여 국소성의 원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양자
역학의 정통주의적 해석이 옳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실험도 이를 확증하
였다(Griffiths, 426). 이러한 결과가 과학계에 충격을 준 것은 자연이 본질적으로 비국소적이
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피스의 말을 빌리면, “아스페의 실험 이전에는 양자 비국소
성(quantum nonlocality)이 검출할 수 없는 귀결만을 갖는, 형식론(formalism)에 의한 비물
리적 인공물(artifact)이기를 희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한 이제 희망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우리는 순간적인 원격 작용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재고해야 한다.”(Griffiths, 426) 

이러한 저자의 언급은 양자역학의 혁명성을 잘 대변해 준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능가하
는 사고가 수학적 형식론으로부터 연역에 의해 도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연의 비국소성은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은유로만 개념화할 수 있는 혼성의 공
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여 유한한 값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함수들의 공간을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말한다. Griffith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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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과학적 저술에서 은유는 수사학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표현적 측면에서 은유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전달할 때 용이성을 위하여 채택된다. 이를 통해 교육상 효율성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오개념을 형성하기도 한다. 과학 저술에서도 인상적으로 저자의 생각을 전
달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적 은유를 채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학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개념적 은유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개념적 은유는 저자가 명시적으
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고의 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적 은
유는 개념적 틀을 상정하는 도구이므로 과학적 논의에서도 개념적 은유가 저자의 머리에서 확
정되고 그것에 의거하여 과학적 논의가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과학 교재에서 저자는 이러한 개념적 틀을 개념적 은유를 통하여 상정하고 그에 따
라 과학 개념을 차근차근 학문 후속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양자역학 교재에 
이르게 되면 예상독자들이 이미 습득하였던 고전 물리학의 지식과는 판이한 사고의 틀을 요구하
기 때문에 전달 방식에 따라 독자의 이해도나 학문에 대한 개념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리피스의 건양자역학 개론내의 은유를 분석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고전역학에서 사용되던 개념들이 여전히 사용되지만 새로운 규칙과 개념
이 지배하는 혼성된 공간이다. 이 세계에서는 매번 어떤 것이 고전적이고 어떤 것이 비고전적
인지를 테스트하고 숙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매 단원의 논의 전개는 어떤 점에서 고전적이
고 어떤 점에서 비고전적인가를 새로운 국면에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저자가 서
문에서 양자역학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이 책에서 보이겠다는 의미이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혼
성공간이라는 점은 은유가 그 혼성공간의 창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이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가 우리의 사무실을 닮았으면서도 닮지 않았고 컴퓨터 
학습자는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컴퓨터의 사용법을 터득해 간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게 드
러난다. 바탕화면의 폴더는 서류철의 폴더를 닮았지만 그것을 여는 방법은 폴더에 커서를 두
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두 번 클릭하는 점에서 다르다(포코니에, 46~48). 

파동 함수는 계의 특정한 상태를 나타낸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슈뢰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관측 가능량에 대응하는 연산자에서 고유 함
수와 고윳값을 구하는 수학적 과정을 통해 해당 물리량의 측정값과 측정으로 고정되는 상태를 
알게 된다. 이렇게 수학의 개념을 물리적 계에 접목시켜 물리적 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 
물리적 계는 이전의 물리학이 적용되던 세계와는 다른 속성을 갖는 새로운 세계가 되는데 거
기에는 이전에 쓰던 개념들, 가령, 퍼텐셜, 에너지, 운동량, 시간, 조화 진동자, 해밀토니안 등
의 개념이 여전히 쓰이면서 전통적 개념을 새로운 세계와 연관을 짓게 한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기존 고전역학의 세계와 가장 큰 차이는 초기 상태의 지정이 나중 상태
를 일의적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양쪽이 모두 미분방정식을 써서 분포와 
추이를 나타내지만 전자는 상태 함수 를 우선적인 관심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후자
는 다양한 물리량을 관심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자 세상을 
기술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그것은 수학적 개념이 창출해낸 새로운 모형으로 세계를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수학의 규칙이 성립하는 추상화된 개념의 세계가 입력 공간에 존재하고 실
험과 관찰로 알려진 현실의 세계가 또 다른 입력공간에 존재하는데 전자에서 후자로 사상함으
로써 새롭게 의미 부여를 받는 혼성공간이 창출된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선형 대수학의 입력
공간에서 아원자 세계의 현실세계로 사상이 이루어져 형성된 혼성공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자가 선형 대수학을 양자역학의 자연 언어라고 표현한 관점을 평가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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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언어 자체는 실재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은유에 대한 많은 연구가 드러내듯
이 특정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집단의 사고방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언어는 많은 
개념적 은유를 포함하여 언어로 전달하는 사고의 내용에 옷을 입힌다. 그 언어 집단의 삶의 
경험이 개념적 은유로 정립되고 그것이 언어에 실려서 다음 세대의 언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
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에서 갈릴레오가 말한, 수학이 과학의 언어라는 표현을 받아들여야 한
다. 수학이 형성한 개념적 틀이 그것을 사용하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돕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과학을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사람들은 수학만이 가진 개념적 틀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과학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형 대수학은 양자역학의 이해와 전달에서 수행하는 고
유한 기능이 있는 것이다. 선형 대수학이 형성하고 있는 개념적 틀이 있는데 그것이 실재를 
다루는 양자역학에 적용될 때 그것은 혼성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은유를 형성하
는 것이다. 

EPR 역설에 대한 정통주의 양자역학의 승리는 경험적 직관에 입각한 실재론적 해석을 지향
하는 아인슈타인의 입장은 패퇴하고 수학적 형식론이 인간의 경험을 능가하는 은유적 상상력
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증해준다.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을 정립시키는 과정에
서는 고전 물리학으로부터의 개념적 도움보다 수학으로부터의 개념적 도움이 결정적이었고 이 
과정은 양자역학에서 혼성 공간의 창출을 통하여 은유는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삼는 것을 뛰
어넘어 수학적 이론화처럼 사고적 경험을 토대로 삼는 데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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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 뉴스 보도의 변화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 JTBC ‘뉴스룸’을 중심으로-

하병학(가톨릭대학교 교수)
하주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독서학과 석사과정)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 변화하는 언론

  과연 미디어 빅뱅의 시대이다. 2000년대 들어와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디어와 
사용자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방송분야가 특히 그러하다. 기존의 몇 개 지상파 방송 외, 종합편성채널, 케이
블 TV 등 100개 넘는 채널이 생겨나면서 방송은 일상생활 안으로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 
또한 외국 방송에 대한 접근이 아주 용이해졌으며,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인터넷 방송, IP 
TV, 팟 캐스트 등이 등장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실로 방송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방송의 변화가 있다.1) 그것은 바로 TV뉴스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TV뉴스는 그 날 있었던 중요한 사건, 사고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고
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고정성으로 인해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변화의 기류
를 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아나운서는 뉴스 원고를 읽으면서, 취재기자들의 기사를 
소개하고, 단신이나 속보 등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는 다양한 방송채널이 늘어나면서 보도 방식, 내용, 표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발견된다. 
예컨대 뉴스 앵커2)들의 브리핑을 보면, 객관적 사실의 전달 차원을 넘어 어떤 사안에 대해 시
청자들이 궁금해 할 것들을 미리 능동적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인터뷰나 토론을 통해 여론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심지어 주관적인 소견과 
감성적인 멘트를 담은 논평적인 요소를 가미해 기존의 뉴스보도에 대한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텔레비전이 아닌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을 
통해서도 뉴스 시청이 가능하여 보도와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
에 전문가는 물론, 예전에는 극히 드물었던 정치인들, 연예인들도 뉴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
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TV뉴스뿐만이 아니다. 2013년 2월 2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JTBC〉 
‘썰전’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방송 〈TV조선〉의 ‘강적들’, 〈채널 A〉의 ‘외부자들’ 등 종합편
성채널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립되는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만 
아니라, 견해에 대한 단순한 보도를 넘어 장단점 분석과 비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프
로그램들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썰전’의 여운혁 PD는 한 인터뷰에서 “지상파
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었다. 출연자 섭외나 소재 선택 등에서 종편이기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3)고 말했다.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평론가와 

1) 종합편성채널의 등장과 함께 지상파 방송 뉴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한수연, 윤석민,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저녁종합뉴스 보도관행에 대한 개입시계열 분석」, 
『한국방송학보』, Vol. 30. No. 1, 2016.  

2) 우리나라의 앵커 제도는 1970년 10월 5일 MBC TV를 통해 도입됐다. 밤 10시 반 <MBC 뉴스데스
크>라는 뉴스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이전까지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던 방식에서 보도국장이 매일 밤 
등장해 뉴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종락, 「한국TV앵커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대학
원 석사논문, 1997,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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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양성이라는 가치 아래 숨어 회사
의 가치관, 사회관을 잣대로 사회적 이슈를 일방적으로 재단하거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언
론 본연의 소임을 벗어나는 위험성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겨레21〉은 이들 프로그램들의 선
정성·편파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난과 ‘종북몰이’ 등을 비판하면서 종편이 추락시킨 저널리
즘의 가치와 앞으로의 방송 뉴스 판도의 변화를 염려한 바 있다.4) 다행히 ‘썰전’은 보수와 진
보 양쪽 진영의 토론자가 팽팽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서 균형 잡힌 토론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안언론 매체인 〈팩트TV〉, 〈뉴스타파〉, 〈오마이 뉴스〉 등의 등장도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대안언론은 제도화된 미디어 체제에 반대하여 이를 개혁하고자 등장하였다. 누구나 참여 가능
한 열린 언론, 언론 조직 내에서의 권위적 위계를 탈피하고 생산과정의 민주화, 미디어 소유 
자본으로부터 자율성 확보, 사회 운동의 기획, 실천 등을 기본 속성으로 갖고 있다. 다양성이 
뉴스가 구현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인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의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5) 따라서 대안언론
의 등장은 정부 주도의 언론 통제에 의한 공영방송의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실천적 저널리즘’에 대한 강조는 건강한 공론장6)의 형성과 직결된다. 어떤 저
널리즘이든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 그리고 공공성 확보가 언론의 최우선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학자는 대안언론이 저널리즘의 상실을 염려하고 이를 복
원시키려고 하는 실천적 운동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공론
장으로 보았다.7) 
  뉴스에는 신속성 외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 등 저널리즘의 공통적인 기본 원칙들이 
있다. 뉴스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실과 가
치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뉴스는 한갓 객관성을 넘어 공동체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
(communicative Democracy)8)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TV뉴스를 중심으로 뉴스 보도의 형식, 주제, 내용, 표현의 변화와 그 의미들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뉴스 보도 형식과 구성의 변화를 배열의 수사학
이라는 관점에서의 살펴보고, 최근 우리사회에 중요한 문제들을 보도함에 있어 시청자들의 주
목을 끌고 있는 손석희 ‘뉴스룸’, 특히 ‘앵커브리핑’을 설득의 수사학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시도는 뉴스에 대해 수사학을 단순히 적용해 보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학은 태생
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 토대가 뉴스라는 점에서 수사학 
본질과 직결된다.   

3) 강준만, 『손석희 현상』, 인물과 사상사, 2017, 163쪽.
4) "‘종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배틀" 〈한겨레21〉, 2015년 3월6일자. www.h21.hani.co.kr
5) 정수영, 구지혜, 「지상파TV 뉴스의 다양성 및 중복성에 관한 연구. KBS, MBC, SBS의 2009년도 저

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5호, 2010, 417쪽.
6) 하우저(Hauser,1998)는 이것을 “개인과 집단이 서로 관련이 있는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연합하는 

막연한 공간, 그리고 가능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이 도달하는 곳”으로 정의했다. 티모
스 보셔스, 『수사학 이론』, 이희복·차유철·안주아·신명희 옮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9, 254쪽.

7) 윤석민, 『미디어 공정성 연구』, 나남, 2015, 630, 632쪽.
8) 이준웅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출발하여 포플리즘의 문제를 극복하고 현대에 와서 논의되고 있는 숙

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말을 통한 권력의 확립과 정당화”를 
풀기 위해 “의사소통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준웅, 『말과 권력.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
주의로』, 한길사, 2011, 3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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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와 광장   

  하버마스(J. Habermas)는 이상적인 사회를 논하면서 공론장과 토론, 여론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하버마스는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본주의의 이익에 의해서 영향
을 받으며 틀 지워지고, 자본주의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결정들을 통제하며, 
따라서 이것이 민주주의에 위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9) 그에게 있어서 공론장이란 민주
주의의 토대이며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정치참여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변화와 직결된다.10)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공론장’은 다양성이 확보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민주
주의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우리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건강
한 토론으로 풀어내야 한다. 이를 톰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영향
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러한 토의 결과가 정책결정 절차에 투입
되면 투입될수록,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정치 조직들에서 개인들의 민주적 이해관계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11)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언론들도 점차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시청자들이 실시간 댓글을 달면서 즉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방적인 
전달 방식에 안주했던 언론도 시청자 의견란이나 게시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언론사와 시청자 간의 소통방식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도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
들의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부활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시민들의 촛불시위이다. 촛불
시위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곳이 광장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민주적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는 곳을 광장, ‘아고라’(agora)라고 했다. 아고라는 원래 도시국가의 경제 중심
지인 시장을 뜻하였다. 이것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하며 따라서 왕이 거주하는 
아크로폴리스와 대비되는 지역을 뜻한다. 시장을 뜻하는 아고라는 민주주의가 꽃 피었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의미 변천을 하였다. 바로 그곳에서 도시국
가 시민들은 모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 의견의 문제점을 비판
하고, 사안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함께 결정한다. 달리 표현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
여를 뜻하는 곳, 수사학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광장이다. 중요한 것은 광장이나 수사학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12) 즉 한 사회의 광장에서 의사소통 방식과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바로 그 사회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중우정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던 플라톤의 의견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다수라는 점이 곧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한갓 의견제시라는 것은 좁은 생각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9) 티모스 보셔스, 『수사학 이론』, 이희복 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254쪽.
10) J.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옮김, 나남출판, 2004. 
11) 존 B. 톰슨, 『미디어와 현대성』, 이규정 외 옮김, 이음, 2010, 352쪽.
12) 수사학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메이에르가 구별한 포식자의 논리, 유혹자의 논리, 합의의 논리(메이

에르, 『수사 문제』, 전성기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143~165쪽), 그리고 포스/포스가 구별한 
정복의 수사학, 바꿈의 수사학, 호의의 수사학, 조언의 수사학, 초대의 수사학(Foss, S. K./Foss, K. 
a., Inviting Transformation: Presentational Speaking for a Changing World. Waveland 
Press, 2003, 4~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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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대리인들이 그 소임을 등한시할 때 그들을 추동할 정도로 
시민들은 실제적인 공론장인 광장에 나가 정치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치를 주도한
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특수목적의 단체가 주도한 태극기시위와는 달리 촛불시위에서
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유명 정치인들이 단상 위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점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JTBC 뉴스룸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 

3.1 뉴스룸의 구성과 수사학적 배열
  뉴스룸의 특성을 수사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먼저 타 방송의 구성과 비교해 보자.  
  ① 공영 방송 MBC 뉴스데스크 -60분

  ⓶ 종합 편성 채널 JTBC 뉴스룸 –100분

헤드라인 뉴스 7시55분에 오프닝, 광고, 헤드라인 순으로 뉴스 시작. 
경제 동향 평일에만 코스피, 코스닥, 환율 등 경제 관련 소식 제공

집중취재 특정 기사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코너(가장 오래 방송된 코너, 취재기자 
리포팅 중심)

뉴스플러스 두 명의 기자가 연속보도. 2010.11월 시작
현장m출동 카메라 출동의 후속, 고발성 코너(2010년 이전 가장 인기 있던 코너)
이슈클릭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는 소식을 전한다. 2015년 시작

앵커의 눈

특정 주제에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코너. 앵커가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직접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특징. 2015년 11월 시작. (손석희의 앵커브리
핑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코너였으나 실제는 리포트 비중이 더 큼.) 결방
도 잦음.

스포츠 뉴스 스포츠 뉴스 코너
날씨예보 일기예보. 오프닝 다양화 됨.
클로징 마무리 멘트 및 인사말

1부

오늘의 주요뉴스 7시 55분에 오프닝, 주요뉴스 나열, 광고

데스크 브리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뉴스에 대해 각 담당 취재기자와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 주로 정치·사회 현안 문제(현장리포트와 스튜디오
에서 취재기자 리포트 병행).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들
을 바로바로 앵커가 질문하고 기자가 답하는 형식.

밀착 카메라 현장 취재 시간 등을 고려해 3명이 돌아가며 진행. 현장에 밀착
해 파고드는 리포트.(각기 다른 문제에 대해 심층 취재) 

뉴스브리핑 그날의 이슈나 단신. 스포츠, 국제 뉴스를 전달함. 부아나운서가 
진행

2부

오늘 역사 속 인물, 사건, 사진 등을 통해 오늘의 의미 짚어봄.

앵커브리핑 앵커가 그날 주목하는 단어 선정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브리핑.

뉴스업데이트 1부 맨 첫 꼭지 뉴스에 대해 추가 취재 내용 브리핑, 즉석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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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MBC뉴스데스크와 종편의 대표방송 JTBC뉴스룸의 보도 과정을 표로 만든 것임13) 

  위의 뉴스구성을 겉으로 보면 공영방송 MBC와 종편방송 JTBC 뉴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집중취재와 데스크브리핑, 현장m출동과 밀착 카메라 등이 그러하다. 또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
도 이슈클릭과 비하인드 뉴스의 차이가 JTBC의 특징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수사학적
으로 보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구성은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면 배열(dispositio)이다. 수사학에서의 배열은 법정 연설, 정책 
연설, 칭찬 연설 등 연설가의 목적, 역할, 청중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주제의 도입과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화자의 
에토스를 강화하여 청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본론은 논증 구성의 토대가 되는 명확
한 사실 기술과 입증 및 반박으로 구성되는 논증으로 이루어지며, 결론은 강조와 요약으로 이
루어지는데, 그 중 강조를 위해서는 표현과 문채를 잘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청중의 마음을 움
직이도록 해야 한다.14) 청중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수사학의 목표와 시청자의 시청률을 높이려
는 방송의 목표도 견주어 볼 만하다. 수사학에서 배열은 궁극적으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장
치이며, 여기에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는 요소가 중요하다. 뉴스룸은 수사학의 배열에서 
강조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2부에서 로고스가 강화되어 
있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기존의 뉴스가 하얀 칠판에 글을 쓰듯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는 로고스가 중심이었다면, 뉴스룸에서는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그에 대답하
는 정보 분석, 논증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앵커브리핑에서는 다른 뉴스에서는 볼 수 없
었던 파토스와 에토스 요소가 강열하게 등장하여 앵커와 시청자 간의 총체적인 소통이 진행된
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클로징이 지닌 파토스의 여운은 기존의 뉴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
던 것이다.

3.2 뉴스룸의 신뢰도와 에토스 
  마넬리(M. Maneli)는 모든 억압적인 행위는 결국 진보와 휴머니즘에 적합한 힘들을 불러일
으키게 마련이라고 하였다.15) 국가 폭력,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정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참여의식을 일깨우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진보 매체들이었
다. 그 중에서도 2014년 9월 22일 시작한 JTBC 뉴스룸의 역할이 컸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13) 참조: 나무 위키. www.namu.wiki/
14) 참조: 키케로, 『수사학』, 안재원 편역, 도서출판 길, 2007, 2. 연설 부분에 대하여, 134~211쪽.
15) 미에치슬라브 마넬리, 『페렐만의 신수사학』, 손장권, 김상희 옮김, 고려대출판부, 232쪽.

뷰를 하는 경우도 있음. (1부에서 기자가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것이나 앵커의 질문에 대한 추가 취재 후 리포트. 보충 설명)

탐사플러스
탐사보도에 두 걸음 더 들어간 리얼 뉴스, 심층 취재 코너(주말
에 하던 코너인데 2014년 후반부터 뉴스룸으로 들어옴). 사회부
에 따로 팀 꾸려 취재 중. 

직격인터뷰 다양한 사회인사와의 인터뷰 및 토론

팩트체크 이슈가 된 발언의 사실관계 따짐.

비하인드 뉴스 뉴스 이면의 이야기. 좀 더 전달해야 할 이야기. 

클로징과 BGM ‘내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로 한결같은 클로징멘트. 의미심
장한 BGM도 화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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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등장할수록 시청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11월 11일, KBS 뉴스 7이 
9.9%, KBS 뉴스라인은 4.7%에 비해 JTBC가 8.1%를 기록하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 
있었던 12월 9일 10.7%를 기록하며 KBS를 물리치고 지상파를 압도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청률, 선호도를 넘어 뉴스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맞물려 있으며 궁
극적으로 의사소통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의미한다. 19대 대선에서 가장 공정한 보
도를 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KBS 10.0%, SBS 8.3%, MBC 7.6%, YTN 
6.6%, 연합뉴스TV 3.7%, TV조선 3.0%에 비해 JTBC는 46.3%로 국민들의 신뢰를 압도적으
로 얻고 있다.16)  
  이러한 신뢰도에 대한 요인으로 먼저 지목할 것은 앵커의 공신력이다. 조연희는 호블랜드에 
따라 공신력을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터의 특성으로서 수용자가 지
각한 커뮤니케이터의 전문성 및 신뢰감’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전문성이란 수용자 자신의 판
단으로 커뮤니케이터가 건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신뢰감이란 커뮤니케이터가 수용자에게 선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수용자 자
신이 판단하는 바를 가리킨다.17) 이는 수사학에서 말하는 에토스와 매우 유사하다. 신뢰의 발
생 요인으로 에토스를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화자를 신뢰하는 데는 (증명을 빼고)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실천적 판단력, 통찰력, 진지함, 현명함 등으로 번역되는 프로네시스
(pronesis), 덕, 선의가 그것인데, 위에서 말하는 전문성은 첫 번째에 해당되며, 신뢰감은 세 
번째에 해당된다. 두 번째 덕의 예는 정직이다.18) 즉 어떤 방송국이냐만이 아니라 누가 앵커
이냐에 따라 시청자들의 방송 선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는 사주
와 보도국장 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앵커가 오직 민주주의와 공공성이라는 언론정신과 시청
자만을 보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는 것과 함께 그러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
다는 점이다. 앵커의 선의란 바로 그러한 것이며,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확인될 때 방송선택으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손석희 앵커가 보수적인 언
론사의 종합채널방송국 사장으로 옮길 때 과연 이제까지의 보도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
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방송의 독립권을 확보함으로써 손석희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 
  하지만 뉴스 앵커의 말이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앵커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에 대
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과거에 MBC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가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일
부에서는 언론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한 앵커는 클로징 멘트를 기사가 아
닌 앵커의 개인적 소신을 밝힌 칼럼으로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19) 핵심은 관습적 방식
의 고수가 아니라 결국 멘트의 공공성과 비 편파성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태도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보도 주제의 선
정이다. JTBC 뉴스는 지상파나 다른 종편에서 흔히 찾아보기 힘든 현 정부 비판이나 노동문

16) 19대 대통령선거에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 조사, 프레시안·리서치뷰, 4월21일 미디어오늘.
17) 조연희, 「tv뉴스 앵커 클로징멘트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   

이션학과 석사논문, 2010, 31쪽. 
18)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mit einer Bibliographie, Erläuterungen und einem 

Nachwort von Franz G. Sieveke, München, 1995, II, 1, 1378a. (참조: 아리스토텔레스, 『수사
학』, 이종오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5.)

19) 2015년 12월 31일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린 KBS의 제야의 종 행사 중계를 정면
으로 비판한 코멘트는 시청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징계 방침을 세워 논란
이 일었다. 당시 신경민 앵커는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언론, 특
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 실습 교재로 열공
했다”고 말했다. -2009.1.1.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 프레시안, 3월3일 기사. 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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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안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방송에서 꾸준히 방영되는 북
한 뉴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나무 위키의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20)

 
  2016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조사한 7개 방송사 올림픽 보도비율을 보면 JTBC를 제외한 각 
방송사들은 '위안부 합의금 논란', '세월호 관련', '대우조선 비리사태', '새누리당 오더투표 논
란' 등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철저히 외면하여 보도 비중이 0건이었다.21) 이렇듯 JTBC 뉴스룸
은 지상파 방송, 다른 종편 방송들과는 달리 ‘세월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민주
주의, 법치주의, 휴머니즘 등 우리사회의 정상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언론 
통제라는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이를 정치적 시각에서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본연의 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제 편향성과 
획일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주제의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고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주제 선택과 보도 
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방송사, 앵커의 에토스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없이 많은 사실에서 현
재 우리사회에 더 유의미하냐, 시청자들에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더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도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프로네시스, 덕, 선의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기존 공영방송의 대표 격인 MBC뉴스데스크는 구성은 꾸준히 변화했으나 보도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MBC뉴스데스크는 과거에 지상파 3사중 정권에 날카로운 보도
로 뉴스의 간판격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2010년 사장이 바뀌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지나친 친정부화 된 보도 주제 선정과 관점으로 인해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시청률 또
한 급락하게 되었다. 
  
3.3 로고스 관점으로 보는 뉴스룸
  MBC뉴스데스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은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을 간결하게 설명해주
는 리포팅 중심이다. ‘집중취재’와 ‘심층취재’는 그 차이가 모호해져 집중취재만 주로 이루어
지고, ‘뉴스플러스’는 사건사고가 중심을 이룬다. 오랫동안 사회비리와 부조리를 다루어 오던 
‘카메라 출동’은 ‘현장M출동’으로 바뀌었으나 때로는 일상적인 보도에 그치기도 한다. 2015년
부터 시작한 ‘이슈클릭’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소식을 전하고, ‘앵커의 눈’은 특정주제를 기
자가 리포트하고 앵커가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JTBC 뉴스룸은 100분 뉴스로 바뀌면서 1부에서는 정통 뉴스 보도와 같이 핵심 이슈 등을 
제시하는 리포팅 중심으로 서론을 시작하지만 데스크 브리핑에서 앵커는 주요 이슈에 대해 기
자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는 기존 방송과 크게 다르
지 않다. 다른 것을 2부이다. ‘한걸음 더’를 지향하는 심층보도 중심인 2부는 청자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는 ‘오늘’에서 시작하고 앵커의 에토스를 기반으로 하여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
내는 ‘앵커브리핑’이 뒤따른다. 이후 1부의 주요뉴스를 한 번 더 돌아보고, 필요에 따라 진행
하는 즉각 인터뷰에서 시청자들을 대신하여 핵심 질문들을 이어나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20) 9개 방송사 북한 보도량 비교(2016.8.17.~8.24). 나무 위키, 뉴스룸섹션. www.namu.wiki/
21) 2016년 8월27일, CBS 시사자키, www.cbs.co.kr

KBC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
탈북관련 16 7 4 3 15 24 17 11 9
북한체제균열 10 4 4 1 7 7 2 7 6
총보도량 26 11 8 4 22 31 19 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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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와 더불어 논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뉴스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비하
인드 스토리’는 그날의 논란거리들을 요약 보도한다. 
  수사학에서 로고스란 어떤 의견과 논증이 사실과 부합하며 이성적으로 더 신뢰할 만한가 하
는 관점과 관련된다. 정당한 의견의 차이는 민주사회의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정치적 
이데올리기에 사로잡혀 발생하는 갈등이 심각하고 모든 사건을 이데올로기로 재단하려는 지적 
태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과연 합리성, 이성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과 이성에 기초하
여 보다 나은 논증이 제시되면 기꺼이 수용하려는 합리적인 다수가 존재하며, 바로 그 다수에 
의해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2부를 로고스 관점에서 보면, 뉴스업데이트, 심층보도, 탐사플러스, 팩트체크가 두드러진다. 
다. 그 진행에 있어 주목할 것은 소통 방식이다. 손석희 앵커는 기자의 보도에 인터뷰하듯이 
계속 질문과 답변하는 형태로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혹여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질문과 함께 
후속 취재를 요청하기도 한다. “저널리스트의 기본 가치인 객관성과 균형이 그가 갖는 무기이
다. 인터뷰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물으려고 하고, 그의 생각과 다른 견
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하게 묻고자 한다. 상식적 수준의 논쟁 영역으로 균형과 
객관성을 유지한 채 인터뷰이를 끌고 오는 것이다”22) 즉 단순 사건 보도를 넘어 뉴스룸은 시
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더 심층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취재 기자와의 즉흥
적인 질의응답, 반문하기 등 생방송임에도 틀에 갇힌 보도가 아닌 생동감 있는 보도를 한다. 
논증 구성의 기초 토대가 되는 사건의 실체 확인으로서의 팩트체크, 사실들의 의미연관23)에 
대한 분석·해석, 예측 가능한 해결책 모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자들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로고스적 측면의 강화라 말할 수 있다. 앵커가 직접 논증을 한다는 의미에
서가 아니라 시청자가 스스로 제대로 된 논증을 구성하는 데, 또는 잘못된 논증을 반증하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요소들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특징은 청중 
설득 목표로 하는 고대 수사학보다 주장의 타당성 검토를 목표로 하는 대화, 토론의 고대 변
증론에 가깝다. 이러한 논증 구성과 검토는 이성에 기초하는 의사소통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
었다. 
  이러한 로고스의 강화는 타 방송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상파 3사 중 유일한 민영
방송인 SBS 뉴스 보도 구성에서도 단순 나열 대신 비슷한 사건을 묶어서 한 번에 다루는 뉴
스편집 형태를 보이고 있고, 팟 캐스트를 통한 실시간 재 송출 등 JTBC 뉴스룸을 참고한 콘
텐츠24)를 많이 수용하고 있다.25) 그리고 2013년 KBS의 가을 개편 때 〈뉴스9〉에 심층보도 코
너를 만들어 리포트 중심이 아닌 스토리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했는데 이때도 JTBC의 포맷과 

22) 부경복, 『손석희가 말하는 법』, 모멘텀, 2016, 182쪽.
23) 페렐만은 사실과 진리에 논하면서, 전자는 제한적 동의를 얻는 정확한 대상을 가리키는 데 비해, 후

자는 사실들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체계에 대한 것이라고 구별한다. (Ch. Perelman, L. 
Olbrechts-Tyteca, Die neue Rhetorik, Einie Abhandlung über das Argumentieren, Band 1, 
J. Kopperschmidt(Hg.), prolemata formmann-holzboog, 2004, S. 94.) 하나의 사실 확인은 그 
자체로 완성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이 결부되어 전체성을 지닌 사태
(Sachverhalt: 연관성을 지닌 사실과 사실의 결합체)를 형성하며, 하나의 사실의 의미에 대한 진정
한 이해도 다른 사실의 의미와의 유기성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본고는 ‘의미연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진상(眞相)’이라는 용어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 참된 모습들의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이해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다. 

24) “뉴스룸이 참고한 방송사(프랑스24, TV아사히의 보도스테이션)의 콘텐츠 수용”, 나무위키. 
www.namu.wiki/

25) 나무위키, sbs섹션, www.namu.wik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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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6) 특히 거짓과 사실을 구분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의 토대를 이루는 
팩트체크는 이제 많은 언론사들도 ‘사실은’(SBS), ‘팩트파인딩’(중앙일보), ‘이거 레알?’(노컷뉴
스) 등을 시행할 정도 그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3.4 뉴스 표현의 변화- ‘앵커 브리핑’의 파토스와 에토스
  JTBC 손석희 앵커는 기존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인용시’를 통한 메시지 전달
이라든가 역사 속 인물들의 ‘말’ 등을 통해 뉴스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
한 탈관습적인 뉴스 구성과 진행 방식, 멘트들은 시청자들과의 공감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는 점에서 수사학적으로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클로징멘트는 일관되게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신뢰감을 심어주며, 그 뒤에 울려 퍼지는, 다른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BGM은 그날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메시지를 암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청자들
을 위로하는 등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기존의 다른 뉴스 방송 프로그램과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뉴스룸의 ‘앵커브리
핑’이다. 앵커브리핑은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당일 뉴스 중 가장 중
요한 보도 내용과 결부하여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넘어 앵커의 독자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이
것은 신문의 논설과 비슷하지만, 주장의 논리적 전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요
컨대 이제까지 감정을 삭제한 사건 보도만이 뉴스 본연의 모습이라는 관습적 사고를 탈피하
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포괄하여 사건, 이슈에 대한 전체적 시선을 담고 시청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앵커브리핑의 가장 큰 특징은 다채로운 문체를 활용하는 이성을 넘어서는 호소이다. 예컨대 
2016년 11월 30일,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뉘우침을 담은 ‘고백’과 자
발성이 배제된 ‘자백’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자기반성을 포함한 ‘퇴진’과 물러나지 않을 가능
성을 지닌 ‘진퇴’라는 용어를 대비하며 “촛불은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꺼진다”는 진실을 은폐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 우화, 유명 문구 등의 인용, 비유 등의 
문체를 활용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결합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든다. 이처럼 
앵커브리핑은 사건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넘어 앵커가 진정성을 담아 시청자들과 보다 넒은 
의미의 소통을 추구한다. 진정성은 진실한 소통의 토대라는 점에서 수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
하다.27) 이제 앵커브리핑을 에토스와 파토스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예시 1: 2016년 7월 25일 앵커브리핑

  “첫 번째 고민에 대한 얘기는 뉴욕타임즈의 일화로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인 2014년. 뉴욕 타임즈는 
그로부터 무려 161년 전에 보도했던 기사를 바로잡았습니다. 1853년 1월 20일자 기사 중 누군가의 이름 
철자가 잘못 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일이었고 사소한 오·탈자일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⓵
드러내고 교정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지난 13일 뉴스룸의 보도.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한 괌 현지 상황과 관련해서 미군 기관지 '성조
지'를 인용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이미 지난주 일요일에 정정하고 사과드린 
것처럼 오역이었습니다. 더구나 ⓶저희들의 오역은 단순한 오·탈자와는 다른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깊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중국 작가 위화의 산문집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루쉰이 그

26) 한수연, 윤석민,「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한국방송학보, 2016. 3쪽.
27) 공감, 즉 감정적 소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하병학, 「감정의 수사학」, 『철학탐구』. 제37집. 

중앙철학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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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말했어…’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 사소한 문제로 친구와 다투던 어린 시절의 위화는 갑자기 떠오른 
이 한마디 말로 친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큐정전』의 작가 
‘루쉰’의 말은 중국인들에게 신뢰와 권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저도 언젠가는 이 뉴스룸을 떠나게 될 것
입니다. 그 이전이든 그 이후든 저나 우리 기자들이나 또 다른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한 ⓷저널리즘 자
체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겠지요.
  답은 명확합니다. ⓸JTBC 뉴스는 잘못이 있다면 주저 없이 정정해야 하며, 당장 알지 못했다면 161년 
뒤에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저널리즘의 본령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훗날,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라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날의 브리핑은 두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예로 옮겨놓았다. 여기서 손
석희는 오보에 대해 군더더기 같은 변명 없이 사과를 반복한다. 뉴욕타임즈의 일화를 예로 들
면서 좀 더 실체적으로 와 닿도록 하였으며, 오보를 정정함에 있어서의 진심을 담으려 노력한
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는 위화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한 번 저널리
즘의 본령, 에토스, 즉 말의 무거움을 깊이 있게 인식한다. 이와 같이 적절하면서도 짧은 문구
를 인용하는 것은 수사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대해 보셔서(T. Borchers)는 간결하
다는 점에서 TV 뉴스에 아주 적절하며, 수용자와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캡슐화되어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한다며 수사학적 가치를 설명한다.28) 마지막 멘트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라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에서는 앵커의 소
원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미 손석희 앵커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가 높은 상
황임에도 위의 브리핑 ⓵⓶⓷⓸에서 에토스를 통해 신뢰를 강화한다. 이러한 에토스는 청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파토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방송에서는 오보를 정정할 때 보도자가 
자막을 따라 읽듯이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2) 예시 2: 2016년 10월 27일 ‘앵커 브리핑’

  “방현석의 책 '아름다운 저항'의 "당신이 사북을 찾는 이 겨울, 당신은 어디를 걷더라도 함부로 힘을 
주어 걷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⓵한줄기의 빛도 닿지 않는 지하 700m 아래 갱도의 끝, 막
장. 땀 흘리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작가는 함부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던 것" 이라고 시
작합니다.
  '막장' 갱도의 끝, ⓶숭고한 산업현장, 진지한 삶의 터전, 희망의 상징인 '막장'이란 단어가 숭고함과 
먼 쪽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추측과 소
문, 조롱마저 난무하는 가운데 청와대 수석까지 직접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③국가가 
지녀야 할 신뢰는 추락했고, ④분노와 상실감을 넘어선 사람들 앞에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하는 ⑤걱
정이 막아섭니다. JTBC는 지난 한 주 동안 최대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왔습니다. 언론에서 넘쳐
나는 사적이고 때로는 ⑥선정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뉴스룸에서는 다루지 않
았습니다. 그것이 보다 더 실체에 접근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역시 어둡습니다. ⑦뉴스와 절망을 함께 전한 것은 아닌가. ⑧허락하신다면 마
무리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땅끝이 땅의 시작이다. ⑨돌아보지 말거라. 거기가 땅끝이라면 끝내, 
돌아서지 말아라. 땅끝은 땅의 시작이다. 땅끝이 땅의 시작이다.′ 함부로 힘주어 걷지만 않는다면 말입니
다.

  이 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고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이 쏟아지기 시
작했을 때이다. 의혹들이 하나같이 어처구니 없다보니 ‘막장 드라마’수준이라는 항간의 말들이 

28) 티모스 보셔스, 『수사학 이론』, 이희복 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373~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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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먹구름처럼 뒤덮기 시작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의미, 즉 진정
한 의미의 ‘막장’을 떠올리게 하는 책 한 구절과 함께 시 한 편을 인용하면서 앵커브리핑을 
시작한다. 그리고 ①②스토리텔링을 통해 칠흑의 어두움 속에 오직 목표만을 가리키는 날쌘 
빛, 기름처럼 흐르는 땀, 그리고 높은 옥타브의 비명을 남기는 곡괭이 소리, 시커먼 석탄가루
를 넘기는 거친 호흡소리로 덮인 숭고한 삶의 터전인 탄광 갱도의 끝으로 시청자를 인도한다. 
③⑥이제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정치권, 선정적인 용어로 국민들의 분노를 시청률/
구독률 바꾸려는 언론이 감히 ‘막장’이라는 용어를 입에서 뱉을 자격이 있는지 묻게 한다. 그
리고 ④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⑤방송인의 고뇌와 ⑦송구함을 전
한다. 마지막으로 ⑨방송이 끝난 뒤에도 남을 만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땅 끝에 서있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자며 희망의 손짓을 보낸다. 
⑧은 언론인의 자격에 대한 물음이자, 청중에게 손을 건네는 에토스이며, 분노의 감정을 달래
는 파토스의 표현이다. 이 날의 브리핑은 ‘막장 드라마’의 막장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막장’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며 어두움 속의 국민들을 위로한다. 설득이라 하면 논리적인 측면
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손석희는 로고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 뉴스 중간에 에토스, 파
토스 요소를 가미하여 시청자들이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게 주선한다. 방송이란, 뉴스란, 앵커
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느끼게 한다.
 
3) 예시 3: 10월 26일 MBN ‘뉴스8’ 뉴스초점의 김주하 앵커의 편지 형식 브리핑과 비교

  “최순실 씨에게….
  죄송하지만 오늘은 한 사람에게 이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최순실 씨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최순실 씨, 혹시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당신으로 인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지난 
3년 간 현 정권과 관련해 끊이지 않았던 소문의 배후가 당신이었다는 사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 
  ⓵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평범한 대학생…. 쉽지 않은 인연으로 만나 40년 간 
우정을 지켜오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을 것이고, 물심양면 도움도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닌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⓶대통령
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일진데, 지금 ⓷대통령은 당신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큰 곤
경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언니를 위해 ⓸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호의는 권력이라는 
보상을 받게 됐고, 당신은 그 권력을 남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언니를 넘어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죠. 하지만 ⓹덕분에 그 언니는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까지 언니 옆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만큼 받고 있다.' (....)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는 ⓺
대통령을 본 기자들은 그렇게 힘없고 어두운 모습은 처음 봤다고들 합니다. 지금 당신의 언니가 처한 상
황이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언니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의리를 보여주십시오. ⓻국민을 대신해 김주하가 전합니다.”

  김주하도 손석희만큼 높은 신뢰도와 시청률을 얻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파토스 요소를 끌
어들인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브리핑 곳곳에서 오히려 앵커에 대한 신뢰도는 무너지고 있
다. ⓵⓸전대미문의 스캔들 주인공을 두둔하고, ⓶논리적으로 비약하며, ⓷⓹⑥아예 논란의 핵
심에 서있는 대통령을 감싸며 오히려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문제의 본질을 흩뜨리고 있다. 로
고스와 에토스의 결핍으로 인해 파토스가 역기능을 한다. 마지막 맺음말 ⓻은 시청자의 반감
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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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도 못한 앵커가 국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주장은 교만에 가깝다. 결국 문채가 본질은 아니
다. 진정성을 결여한 채 흉내만 내며 섣불리 각종의 현란한 기교로 감정의 효과만 지향하면 
역효과만 날 뿐임을 보여준다. 

 4. 결론

  우리는 미디어를 주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받아들
인다. 그런데 맥루한은 미디어를 인간의 육체나 정신이 확장된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미디어
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우리 몸의 감각(미디어가 확장한 바
로 그 감각)을 사용하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주체라고 했다.29) 오늘날 미디어만큼이나 
다양한 언론의 방송 뉴스보도를 접하게 된다. 손석희는 “언론은 많은 정보가운데 중요한 정보
를 고르고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어젠다 키핑’을 강조한 바 있다.30) 넘
치는 뉴스 가운데 가치 있는 뉴스를 골라 심도 있게 파고드는 것, 이를 통해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주체로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
는 길이다.  
  본고에서 민주적 여론 형성의 선두에 서 있는 JTBC 뉴스룸을 설득의 세 가지 방식인 로고
스, 에토스, 파토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뉴스룸이 우리나라 뉴스 보도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손석희 앵커가 전문가로서의 논리성,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성, 나아가 국민
들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소양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앵커 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신뢰, 공감, 진정성, 감동, 진심 등임은 주목할 만하다. 뉴스도 전인
적인 소통으로 나아갈 때 의사소통 민주주의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앵커 브리
핑’은 주목할 만한 우리사회 문제들을 이성과 감성을 지닌 인격체로서의 시민들이 함께 풀어
가는 시민의식의 건강성을 일구고 있다는 것이 논자들의 소견이다. 이러한 의사소통방식은 타
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의 의사소통 민주주의를 확산하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강준만, 『손석희 현상』, 인물과 사상사, 2017.
  마넬리, 미에치슬라브 마넬리, 『페렐만의 신수사학』, 손장권외 옮김, 고려대출판부, 2006.
  맥루한, 마샬, 『미디어의 이해』, 김상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메이에르, 미셀, 『수사문제』, 전성기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보셔스, 티모스, 『수사학 이론』, 이희복 외 옮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9.
  부경복, 『손석희가 말하는 법』, 모멘텀, 2016.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이종오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5. 
  윤석민, 『미디어 공정성 연구』, 나남, 2015.
  이종락, 「한국TV앵커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대학원 석사논문, 1997. 
  이준웅, 『말과 권력.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로』, 한길사, 2011.   
  정수영, 구지혜, 「지상파TV 뉴스의 다양성 및 중복성에 관한 연구. KBS, MBC, SBS의     

29)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김상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비평판 편집자 서문 xxi.
30) 손석희 ‘뉴스룸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2015년 9월21일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창립50주년 기

념 연설(강준만, 『손석희 현상』, 인물과 사상사, 2017, 190쪽.). ‘어젠다 키핑’이란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만큼 그 의제를 지키는 게 중요함을 뜻한다.



- 71 -

2009년도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5    
호, 2010.
  조연희, 「tv뉴스 앵커 클로징멘트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커  
뮤니케이션학과 석사논문, 2010.
  키케로, 『수사학』, 안재원 편역, 길, 2007.
  톰슨, 존 B., 『미디어와 현대성』, 이규정 외 옮김, 이음, 2010. 
  하버마스, J.,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옮김, 나남, 2004.
  하병학, 「감정의 수사학」, 『철학탐구』 중앙철학연구소, 제37집, 2015. 
  한수연, 윤석민,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한국방송학보』,    
2016.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t, mit einer Bibliographie, Erläuterungen und einem  
Nachwort von Franz G. Sieveke, München, 1995.  
  Foss, S. K./Foss, K. a., Inviting Transformation: Presentational Speaking for a    
Changing World. Waveland Press. 2003.
  Ch. Perelman, L. Olbrechts-Tyteca, Die neue Rhetorik, Einie Abhandlung über   
das Argumentieren, Band 1, J. Kopperschmidt(Hg.), prolemata formmann-holzboog,  
2004, S. 94.  
  “19대 대통령선거에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 조사”, 프레시안·리서치뷰, 4월21일, 미
디어 오늘. www.mediatoday.co.kr/
  2016년 8월27일, CBS 시사자키, www.cbs.co.kr/
  2009.1.1.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 프레시안, 3월3일 기사. http://www.pressian.com/나
무 위키. https://namu.wiki/ 
 "‘종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배틀" 〈한겨레21〉, 2015년 3월6일자. www.h21.hani.co.kr/





- 73 -

6. 없는 광장, 없는 밀실,
최인훈 <광장>의 낭만주의적 의지와 그 의미

장 사 흠(강릉원주대학교)

1. ‘광장’과 ‘밀실’의 플라톤주의적 성격

‘밀실’과 ‘광장’의 의미는 논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최근 문계봉(시인, 인천작가회의회장)은 촛불 탄핵시
위에 붙인 글 <‘광장’과 ‘밀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1)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삶의 양상’으로서 ‘광장
의 유형’과 ‘밀실의 유형’으로 나눈다. 그에 따르면 ‘광장의 삶’이란 다중과 함께 하는 삶이고 사회적 삶이다. 
반면 ‘밀실의 삶’이란 지극히 주관적이고 내밀한 개인적 삶이다. 많은 논자들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광장이 
집단적 삶, 사회적 삶을 상징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개인적 삶, 실존적 삶을 상징하는 것이 곧 밀실이다.”2)라
고 논했다. 광장과 밀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류의 해석은 거기에 담긴 의
미를 단순화하고 있다 점이 문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장’과 ‘밀실’ 및 이명준의 자살에 
내재하는 의미를 밝힘으로써 <광장>을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던 냉전 시대. <광장>에서 이명준은 광장과 밀실 
사이를 오가며 변증법적 대안을 모색하지만 남북한 어디서도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광장도 찾지 못했
으며, 그러한 실패를 위한 받을 수 있는 밀실도 찾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는 제3의 이데올로기를 찾아 중립
국 선택하지만, 중립국은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에 실망, 내생을 기약하고 자살을 감행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
가? 그의 자살 이후 두 세대가 지난 우리는 그러한 광장을 찾았는가?

이명준의 자살 이유는 그가 찾는 광장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없는 광장’
이란 <광장>에서 말하는 ‘광장’이 플라톤주의(Platonic realism)적이라는 의미를 함의한다. 플라톤주의적인 
광장은 차안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명준은 광장을 찾아 나서는데, 그 이유는 이명준 자신이 플라톤주의자
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그에게는 플라톤적 실재야말로 참된 것이기 때문일 터이다. 그런데 플라톤주의자에게 
현실에서 “갈빗대가 버그러지도록 뿌듯한 보람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차안에서 이명준의 실패
와 좌절은 필연적이며 자살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작가 최인훈이 제시하는 ‘광장’과 ‘밀실’의 플라톤적
인 의미는 아래 인용문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①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뚫렸던 시절에, 사람은 속은 편했다. ②광장만이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에,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 ③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비롯했다. ④그 
속에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 인용문 ①에서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뚫렸던 시절’이란 헤겔 식의 정신사를 기준으로 하면 고대 그
리스의 서사시 시대와 그 이전 신화시대로 볼 수 있다. 이는 루카치가 부러워한(?)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갈 
수 있었고 또 가야만 했던 시대”로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운명을 상징하는 별을 주어진 이정표로 삼아 길을 
가야 했고 또 갈 수밖에 없었다. 자아가 미분화된 시대였으므로 사람들은 주어진 것에 이의를 제기할 줄도 
몰랐다. 세계와 분리되는 것을 자아의 성숙이라고 한다면 호메로스의 시대까지 사람들은 미성숙했고, 미성숙
했으므로 고뇌를 몰랐고 고뇌를 몰랐으므로 ‘속은̇ 편했던 것’이다.

1) 기호일보,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제11면. 
2) 한국문학의 고전,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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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②의 ‘광장만이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이란 중세를 지시한다. 서정시와 비극의 
시대를 거쳐 발달되어 있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의 삶을 포기하고,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에서 찾은 
자유로부터 도피한 중세인들. 알다시피 중세란 보편종교와 문자가 권위를 누렸으며 교리가 삶을 지배하던 시
절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였으며,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율적인 삶으
로 생각했다. 하느님의 백성됨(subjectivity)이 삶의 진리였기에 모든 것은 신의 권능 안에 있었다.

이 또한 헤겔을 참조할 수 있다. 현실적이 것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라는 헤겔에게서 존재
하는 모든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예컨대 세상에는 악과 부조리도 있지만 그것은 변증법적으로 부정되
는 정신적 고양의 한 과정일 뿐이다. 이성이 완전히 표출되어 펼쳐지면 악과 부조리는 해소된다. ‘아무 일 없
었다’는 말은 죄악조차 신의 선함을 성취하는 수단이며 과정이었기에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실상이 어떠했든 지복 속에 있다고 믿었던 시대이다.

이러한 복된 삶은 근대의 시작과 함께 끝이 나는데, ③에서 말하는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로부터 시
작되는 괴로움’이란 이제 ‘신’에 의해 주어져 있던 행위의 준거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 이제 인간은 스스
로 도덕의 준거를 찾아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까지 져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는 개체의 정신발달 단
계로 보면 모태로부터 독립하여 입사(入社)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신을 잃어버린 근대인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찾은 대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subject
가 ‘백성’이나 ‘신하’가 아니라 ‘주체’라는 의미로 바뀌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나’를 찾은 대신 ‘밀실’을 잃어버린 근대적 주체, 다시 말해 자아를 발견한 대가로 ‘어머니 대지’로부터 추
방당한 근대적 주체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늑대가 되는 것을 ‘자연상태’로 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본주의적 패러다임―두루 아는 대로 공산주의도 그 패러다임 안에 있었다―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타자가 
절대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소통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준이 찾고자 하는 
광장은 차안의 것이 아니다. 요컨대 광장과 밀실은 근대적 주체에게는 ‘나’가 ‘아닌 나’이듯 이명준이 맞닥뜨
린 광장은 ‘아닌 광장’이며, 밀실은 ‘아닌 밀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준은 ‘아닌 광장’ ‘아닌 밀실’에 실
망하고 그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로 보면 ④에서 말하는 바 ‘그 속에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은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명준이 자신의 여인들로 상징되는 갈매기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그에 대한 해답을 애써 외면하는 상황을 암시한다. 
이제 갈매기와 허깨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이다.

2. 갈매기와 허깨비의 상징성

중립국을 향하는 타고르호가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갈매기는 줄곧 배를 따라온다. 바다를 날다가 갑자기 
명준을 스치기도 해서 신경을 거슬리기도 한다. 사실 갈매기가 명준의 신경을 거슬린 것은 오래되었다. 월북 
전 경찰서에서 두 번에 걸쳐 고문을 받고 상처를 달래려 인천 윤애의 집으로 찾아가 윤애와 본격적으로 사귐
을 시작할 때부터 갈매기가 문제적 존재로 의식 안에 들어온다. 윤애가 명준과 바닷가에서 처음 몸을 섞을 
때에도 “저것, 갈매기……” 라고 외칠 때부터 이명준에게 갈매기는 줄곧 불쾌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윤애
의 그 말을 듣고 그는 ‘총이 있다면 쏴버리고 싶을 만큼 미운 감정을 가지는데, 이는 이명준의 불쾌감이 단
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윤애와 성애를 나눈 바닷가에서부터 의식하기 시작한 갈매기의 의미는 우선 타고르호의 선장의 말에서 헤
어진 연인을 암시한다. 이는 작품의 시종을 같이하는 바 윤애와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갈매기는 
“배를 탄 이후 그를 괴롭히는 그림자”, “그들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어떤 인물이 자기를 엿보고 있다가, 뒤
돌아보면 싹 숨고 마는 환각을 주어 왔던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갈매기는 왜 이명준에게 이토록 불쾌감
을 주는가? 또 그 불쾌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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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르호가 항해를 시작한 이래 이명준은 줄곧 “어떤 인물이 자기를 엿보고 있다가, 뒤돌아보면 싹 숨고 
마는 환각”에 시달린다. 하지만 배를 탄 이후 그를 괴롭히는 환각의 그림자는 그들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실
체를 알 수 없었다. 그 환각의 그림자가 갈매기임을 아는 것은 작품의 말미에 가서다. 그전까지 갈매기는 그
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이었다. 작품의 첫 페이지에서 갈매기의 의미는 허깨비와 관련해서 아래
와 같이 묘사된다.

⑴ 그때다. 또 그 눈이다. 배가 떠나고부터 가끔 나타나는 허깨비̇ ̇ ̇ 이다. 누군가 엿보고 있다가는, 명준이 휙 돌아보
면, 쑥, 숨어버린다. 헛것̇ ̇ 인 줄 알게 되고서도 줄곧 멈추지 않는 허깨비̇ ̇ ̇ 이다. 이번에는 그 눈은, 뱃간으로 들어
가는 문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다가, 명준이 고개를 들자 쑥 숨어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 ̇ ̇ ̇ ̇ ̇ 이다. 그때마다 그래온 
것처럼, 이번에도 잊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무언가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은 느낌이 든
다. 무엇인가는 언제나처럼 생각나지 않는다. 실은 아무것도 잊은 것이 없다. 그런 줄을 알면서도 이 느낌은 틀
림없이 일어난다. 아주 언짢다̇ ̇ ̇ ̇ ̇ .(19쪽)(윗점: 인용자)

위에서 ‘허깨비’나 ‘헛것’은 갈매기의 실체 및 그것에 내포된 의미가 명석판명하지 않는 무엇으로 인식된 
상태를 지칭한다. 항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줄곧 타고르 호를 따라온 갈매기는 이명준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명준이 고개를 돌리면 숨어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은 나중에 갈매기의 그것임이 밝혀지는데 이명준
에게 ‘무언가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은 느낌’을 주지만 실상 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느낌은 언제나처
럼 반복되는데, 이런 느낌에 대해 이명준은 우선 ‘아주 언짢다’라는 말로 간단히 정리하지만 그것은 기시감이
다.

기시감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왜 언짢은 느낌을 받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그 이유는 
갈매기가 망각해 버리고 싶고, 단절하고 싶은 과거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윤애는 성애 장면에서 “저
것, 갈매기……”라고 외친다. 이러한 외침은 이명준이 보기에 윤애가 관계에 몰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갈매기는 명준과 윤애의 관계를 방해하는 훼방꾼이다. 이로 인해 이명준은 갈매
기에 대한 나쁜 첫인상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나쁜 기억 때문이겠지만 이명준에게 갈매기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실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한다. 

이로 보면 갈매기가 허깨비나 환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명준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실상 이명준은 광장 찾기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했으며, 밀실도 찾지 못했다. 이에 그는 스스로를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운명과 단절하고자 배를 탄다.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
결 따라 나선다.”는 말은 이러한 뜻이다. 그런데 갈매기는 망각하려는 그의 의지와 반대로 항구에서부터 줄
곧 따라온 것이다. 하여간 이명준이 갈매기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었음은 아래 장면에서 확인된다. 

⑵ 그제야 명준은 저쪽을 녹초로 만들려던 참에 나타난 그 헛것 생각이 났다. 왜 그 환각이 그런 다급한 참에 보였
을까. 뻔히 환각인 줄 알면서도 막을 길이 없다. 그 환각은 밖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나타날 
때는 이명준의 속에는 그 환각을 틀림없는 진짜로 믿는 또 하나의 마음이 맞받아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것이 환
각인 줄을 뻔히 안다는 것을 그 마음도 알고 있다. 이런 묘한 움직임이, 그 헛것이 보일 때마다 마음속에서 헛갈
린다.

     쑤시는 듯한 두통을 느끼며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벌떡 일어났다.
     무엇을 할 것인가?̇ ̇ ̇ ̇ ̇ ̇ ̇ ̇
     그는 흠칫 놀랐다. 그것은 그를 뒤따르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그림자의 목소리라는 환각이 드는 것이다. 무엇̇ ̇

을 할 것인가라구? 마주서야 할 일을 이 참까지 이리저리 비켜 오다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 ̇ ̇ ̇ ̇ ̇ ̇ ̇ ̇ ̇ ̇ ̇ ̇ ̇ ̇
린 느낌이다̇ ̇ ̇ ̇ ̇ . 그 느낌은 아주 가까웠다. 그런 탓으로 풀이할 틈이 없다. 두통도 그 증세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여전히 숨은 채, 이번에는 목소리만 들려온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하다.(93~94쪽)(윗
점: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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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면은 이명준이 타고르 호에 동승해 있는 중립국행 석방 포로들의 대표로 홍콩 상륙 허가를 받아 달
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모욕한 ‘김’과 몸싸움을 벌인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몸싸움에서 이명준은 자신을 모욕하는 ‘김’의 목을 죄어 굴복시키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예의 얼굴 없는 
눈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가 휙 사라진다. 그때부터 이명준은 온 몸에 힘이 빠져 김에게 역공격을 당해 기
절한다. 위 장면은 이 소동을 일으킨 석방포로들이 선장의 명령에 따라 식당에 감금되고 난 뒤, 자신의 침상
에게 깨어난 이명준이 어둠 속에서 ‘김’과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위 인용문에서 환각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막을 길이 없으며, 그 환각은 밖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나타날 때는 이명준의 속에는 그 환각을 틀림없는 진짜로 믿는 또 하나의 마음이 맞받아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것이 환각인 줄을 뻔히 안다는 것을 그 마음도 알고 있다. 이런 묘한 움직임이, 그 헛것이 보일 
때마다 마음속에서 헛갈린다고 말한다. 이 말은 그 의도가 무엇이건 주체의 상호주체적 성격을 시사한다. 자
아와 비아의 갈등은 주체성의 기본 형식이다. 이는 ‘나’와 ‘아닌 나’의 관계뿐 아니라 주체와 주체의 대화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호주체성은 광장의 소통 형식인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림자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광장의 실존형식을 인식한 이명준 자신의 외침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목소리는 점차 그의 내면에서 축적되어 온 깨달음이 돈오처럼 솟아오른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허깨비’, ‘얼굴 없는 눈’의 심급에 응축되어 있던 앎과 자율성에 대한 지향성이 어울리는 기표를 
만나 기호화 한 것이다. “이리저리 비켜 오다가,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느낌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더 이상 근대적 주체로서 행동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지점에 
도달해 있는 이명준의 상황을 시사한다.

그러면 왜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는가? 만약 그 허깨비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는 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깨비가 명석판명해지면 그는 그 앎에 대해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한
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과 밀실이 분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근대인. 근대인은 자율성을 
찾은 대신 스스로 결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뇌와 책임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갈매기를 싫어하게 하고 그 실체를 아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3.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의 의미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이 문장은 <광장>의 첫 
문장이다. <광장>은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 이명준이 타고르호에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간신히 담뱃불
을 붙이고, 출항 때부터 따라온 갈매기의 눈, 즉 나중에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는 얼굴 없는 눈―허깨비와 
대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작품의 끝도 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작품의 시작과 끝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형식은 ≪회색인≫, ≪서유기≫, ≪화두≫ 등의 작품이 
취하는 형식이거니와, <광장>은 또 43년이 지난 2003년에 발표한, 최신작 <바다의 편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어진 형식은 헤겔의 ‘진무한’ 개념과 재생과 완결성을 상징하는 뱀, 
우로보로스를 연상시킨다.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것은 헤겔의 사변적 관념론의 형식이기도 하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은 일체의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절대자의 자기 전개로부터 시작하여 
절대자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도정이다. 그 도정은 환상이나 착각 등 불완전한 생각에서 완전한 앎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완전한 앎은 이미 출발 전의 절대 정신 안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인식은 시작 안에 
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명준은 윤애가 사귀던 때부터 갈매기를 총으로 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갈매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총으로 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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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호 선상에서도 이명준은 줄곧 갈매기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갈매기의 실체가 사랑했던 은
혜와 은혜가 임신한 아이의 환생임을 직시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확연히 깨닫는다. 그것은 바
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살 전에 이미 이명준은 수많은 선택을 했다. 최인훈이 작품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보기에 따
라 작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은 ‘절대정신의 자기전개’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가 선택한 인생의 도정은 ‘길이 시작되자 여행이 끝났다’는 루카치
의 표현처럼 이명준의 운명이 자기 전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서 말한 바 우로보로스를 염두
에 둘 때 이명준의 ‘기시감’은 니체적 ‘영원회귀’의 의지로 이어질 여지를 남긴다. 앞의 인용문 ⑴의 ‘기시감’
은 이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⑴을 염두에 두고 아래 인용문 ⑶과 ⑷를 먼저 보자.

⑶  “딸을 낳을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딸이 첫애기래요.” 총구멍에 똑바로 겨눠져 얹혀진 새가 다른 한 마리의 반
쯤한 작은 새인 것을 알아보자 이명준은 그 새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작은 새하고 눈이 마주쳤
다. 새는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눈이었다. 뱃길 내내 숨바꼭질해온 그 얼굴 없던 눈은. 그 때 어미 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우리 애를 쏘지 마세요? 뺨에 댄 총몸이 부르르 떨었다.(165쪽)

⑷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
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
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중략…)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에 
거기 있다.(…중략…)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웠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 속에 가
라않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
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
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
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168~169쪽)

앞의 인용문 ⑴은 <광장>의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위 ⑶과 ⑷는 <광장>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⑶에서 이명준은 ⑴에서 만난 허깨비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⑷에서는 이들과 교감을 하고 갈매기들에게 손짓
을 한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에게 몇 번 반복되는 기시감이 있다. 위 ⑷에서 이명준은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
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고 생각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자살을 한다. 그가 이렇게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
한 스스로의 의문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⑷에서 말하듯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
람이 되기 위해”서였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중립국행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문학
의 고전’ 시리즈에서는 남한―북한―중립국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이동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일구어보고자 
했지만 “개인의 밀실을 폐쇄한 채 집단적인 광장만을 강요하는 북쪽의 삶, 그러나 광장마저 철저하게 타락해
버린 북쪽의 삶에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는 갑자기 갈 길을 잃게 된다. 남이든 북이든 문제적 주인공인 이
명준에게 열린 길은 없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제3의 길을 택했지만, 그것은 추상일 뿐 현실일 수 없”
는 현실, 그리하여 “이데올로기라는 암초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된 형국”에 놓여 있으면서도 “제3의 이데올
로기를 당장 제출할 수도 없는” 어린 철학도 이명준이 선택한 길이 자살이라고 한다.3)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030&cid=58822&categoryId=58822] <광장>, 한국문학의 고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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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역시 전체적인 해설에 동의하지만 한 가지 자살의 이유가 이데올로기에 질곡된 채 광장과 밀실의 변
증법적 대안이 되는 제3의 이데올로기를 제출하지 못한 절망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필자
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기 때문이다. 위 ⑶에서 이명준이 작은 새와 눈이 마주친 장면은 이명준의 해야 할 
바를 깨달은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야 할 바는 자살이다. 그러면 왜 이명준은 갈매기에게서 그것
을 깨닫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준이 그 이전부터 줄곧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화두로 가지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목소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거니와 그 목소리는 이명준이 미처 의식하
고 있지만 못했지만 그가 결단하고 행동해온 추동력이었다. 이명준은 “갈빗대가 버그러지도록 뿌듯한 보람을 
품고 살고 싶”(49쪽)어서 “삶을 참스럽게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을 모조리 찾아 읽”(31쪽)었으며, 
파우스트처럼 “보람 있는 일이라면 도깨비하고 흥정해도 좋다고”(34쪽) 생각하는 인물이다. 정선생에게 한 
일장 연설에서 보듯 남한에서 그는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윤애와 사랑을 원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가슴이 뿌듯하면서 머릿속이 환해질, 그런 일”(33쪽)을 찾아 월북을 
하고, 거기서 좌절하여 은혜와 사랑을 한다. 은혜가 모스코바로 떠난 후 전쟁에 참여한 것도, 태식을 고문하
고 윤애를 능욕함으로써 사디스트가 되고 마조히트가 되고, 악한을 자처한 것도 그러한 결단에서 비롯한 행
동이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응전이었다.

4. 상호주체성의 광장과 밀실

앞서 살펴보았듯 타고르호가 항해를 시자하고서부터 줄곧 쫒아온 갈매기가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얼굴 없
는 눈’으로 ‘허깨비’로 이명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언짢게 한다. 이때 환각과 관련한 주체는 중층적이다. 
허깨비라는 환각을 느끼는 주체, 그 환각을 직시하고자 고개를 휙 돌리는 주체, 그 환각이 자유롭게 살아 움
직이는 마음의 주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주체는 모두 이명준 하나로 수렴된다. 이를 두고 이명준은 스
스로 ‘묘한 움직임’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중층적인 주체의 모습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선 주체
의 모습이며 ‘참나’를 잊은 주체의 모습이다.

인간은 광장에서 상호주체적이다. 나와 타자는 ‘내가 생각하는 타자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나를 타자
도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는 나는‥‥‥’ 식의 무한 진행형으로 의식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이때 
나와 타자는 상호 상대를 수단화한다. “그 헛것이 보일 때마다 마음속에서 헛갈린다.”고 하는 말은 ‘광장과 
밀실이 분화된’ 근대적 시공간 속에 놓인 주체의 실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 주체, 그러니까 앞서 살
펴본 바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뚫렸던 시절’도 ‘광장만이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이라
면 잃지 않았을 ‘참나’를 잃고 그 대가로 자율성을 획득한 대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근대적 주체는 
수많은 사회들―골드만의 ‘전체와 부분’을 염두에 두자―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근대적 시공간에서 정상적인 인격(personality)을 가진 인간이란 수많은 가면(persona)을 그때그때 바꿔 
쓸 줄 아는 인간을 말한다. 이 가면을 바꿔 쓰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편을 야기하고 심하면 비정상이 된
다. 가령 이명준은 아들로서, 윤애의 남자 친구로서, 은혜의 태식의 친구로서 그때그때 맞는 가면을 바꾸어 
쓸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준은 계모 앞에서 아들의 가면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아비판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면을 써야 했다. 이처럼 근대적 시공간 안에서 상호주체성에 의해 덧
씌워진 가면들―<가면고>에서 다문고에게 덧씌워져 있던 수많은 가면들을 생각하자―에 의해 ‘참 나’[眞我]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근대적 주체이다. 이 주체에게 ‘참나’는 항상 의식의 너머에 느낌처럼, 그러니까 ‘허깨비’
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결코 명석판명해질 수 없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광
장의 실존 형식이다.

이버캐스트, 2017년 5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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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실존 형식이 ‘참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속의 주체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 속에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의 의미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근대적 시공간에서 주체는 결코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원죄인
과 실낙원의 관계와 같다. 이런 점에서 이명준은 “갈빗대가 버그러지도록 뿌듯한 보람을 품고 살고 싶”(49)
어 하지만 그것은 근대적 인간의 실존 너머에 있다. 이제 이명준은 어찌해야 하는가? 밀실로 돌아가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밀실도 광장과 마찬가지로 실재하지 않는다.

밀실은 아래 인용문에서 보는 ‘방’과 때로는 같은 의미로 때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광장>에서 ‘방’은 
우선 일상적 공간이다. 타고르호의 선실을 가리키거나, 자신이 신세지고 있는 영미와 태식의 집에서도 그것
은 ‘방’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건 자기의 방, 밀실뿐입니다.” 라는 구절에서 ‘방’과 밀실
은 약간 의미가 달라진다. 자기의 방이되 가장 아끼는 공간 이것이 ‘밀실’이다.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고 
광장에서 관계에 실패한 인간이 돌아가 쉬는 곳 그곳이 밀실이다.

근대인,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밀실은 원초적 상실의 공간
이다. 자아를 가진 대가로 잃어버린 모태적 공간 그곳이 밀실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적 의미의 광장을 추구하
는 한 현실의 광장에서 명준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때 돌아가 쉴 수 있는 곳은 ‘방’이 아니라 밀실인 것이
다. 그러나 아래서처럼 밀실을 찾는 명준에게 밀실은 없고 방만 있다.

⑸ 자기라는 낱말 속에는 밥이며, 신발, 양말, 옷, 이불, 잠자리, 납부금, 담배, 우산…… 그런 물건이 들어 있지 않
았다. 오히려 어떤 물건에서 그것들 모두를 빼버리고 남는 게 자기였다. ①모든 것을 드러낸 다음까지, 덩그렇게 
남는 의심할 수 없는 마지막 것, ②관념 철학자의 달걀. ③이명준에게 뜻있고 실속 있는 자기란 그런 것이다. 아
버지가 그의 '나'의 내용일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의 한식구일 수는 없었다. 나의 방에는 명준 혼자만 있다. 나
는 광장이 아니다. 그건 방이었다. 수인의 독방처럼, 복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한 방. 어머니가 
살아 있대도 그녀와 한방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광장은 지금 와서는 사라졌다. 
어머니는 죽었으므로.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더불어 쓰는 광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광장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다.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내는 광장은 다른 동네에 자리잡은 광장이다. 

위 인용문의 ①②③에서 ‘의심할 수 없는 마지막 것’ ‘관념 철학자의 달걀’. ‘뜻있고 실속 있는 자기’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관념철학자의 달걀 이명준’이라는 말을 염
두에 두면, ‘실속 있는 자기’란 이명준의 코기토임을 알 수 있다. 코기토가 허구라는 것, 그리고 헤겔이 그것
을 지적한 것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헤겔은 주체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코기토가 
전혀 없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위에서 말하듯 ‘나’에게 덧붙여진 것들을 빼고 남는 게 자기라 할 수 있지
만 그러한 자기란 실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우유성을 빼면 실체만 남는가? 아니면 우유성의 집합체가 실체
인가? 존재하는 것은 의식의 바깥에 실재하는가 아니면 인식하는 주관에 의해 의식 안에 구성된 것에 불과
한가? 등. 이러한 물음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질문처럼 어리석다.

<가면고>에서 최인훈은 이러한 인식을 이야기로 풀어낸 적 있다. 거기서 주인공 다문고는 자신에게 덧씌
워진 수많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신에게 맞는 단 하나의 가면을 찾는다. 이를 위해 그는 탄드라의 전통에
서부터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몸부림은 아무
런 의미가 없고 불생불멸의 ‘참나’를 찾으려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 말로 진정 ‘참나’를 찾는 길임을 깨닫는
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나’는 플라톤적이다. 그러나 ‘참나’는 수많은 나의 기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많은 나
를 부정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어떤 것이 ’참나‘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의 뒤에 항상 느낌처럼 있는 무엇, 
그것이 ‘참나’인 것이다. 항해를 하면서부터 줄곧 따라온 얼굴 없는 눈, 허깨비는 그러한 느낌과 같은 ‘참나’
이며 코기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이명준이 ‘자신에게 뜻있고 실속 있는 자기란 그런 것’이라고 규정을 하는 데에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플라톤적인 것에 주체의 가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중립국행은 자본주의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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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도 아닌 제3의 공간을 선택한 것이며, 플라톤적 광장을 기대하고 선택한 것이다. 아래 인용문에서처럼 
그가 대일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환각이었다는 것. 여기서 이명준의 자살은 단순한 자
살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행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의 공간을 찾아가던 이명준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감행한 원인은 무엇인가? 배 안에서 그는 다른 석방포로들과 갈등을 한 것 밖에 다른 특
이점은 없다. 결국 그 자살의 원인은 중립국행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중립국행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 

⑹  이제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은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
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
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위에서 이명준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빠진 몸’이라고 말
한다. 무서운 것이란 우선 현실의 광장은 플라톤적 의미의 시뮬라르크, 즉 가짜라는 것, 그러한 광장에 실망
한 자신이 돌아가고자 한 최소한의 광장, 즉 사랑조차도 불가능하며, 사랑마저 불가능할 때 그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밀실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밀실 역시 가짜이며 원초적으로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
방한 방은 밀실로 위장한 채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일 따름이다. 요컨대 밀실 역시 ‘없는 밀실’인 
현실에서 겪은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은 ‘무서운 것’이며 너무 빨리 본 것이 맞다.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떠난 항해’ 이것이 타고르 호에 타고 있는 이명준의 실존 상태이다.

5. 유토피아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평균적인 삶

환상없는 삶을 살기 위해 떠한 항해, 그것은 “유토피아의 꿈”을 버리고 떠나는 항해이다. 유토피아라고 하
면 ‘가슴 뿌듯한 삶’이겠지만, 이명준이 그리는 중립국에서의 삶은 그와 반대이다. 이명준은 타고르 호에서 
그는 중립국에서의 생활을 그린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
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
이만 하면 되는 일”만 해도 되는 곳, 이러한 일만 하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며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마다
할 수 있는 삶, 독신으로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삶, “이런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이루
어지리라”는 믿음이 중립국 선택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이명준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욕은 잃어버린 결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은 사실 개성을 상실한 삶이고 지극히 평균화된 삶이다. 여기서 이명준이 생각하는 중립국과 
그곳에서의 삶은 에리히 프롬이 말한 바 ‘평균적 공간’, ‘평균적인 삶’에 비유할 수 있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
면 현대사회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은 개성을 상실한 평등이다. 현대사회에서 평등은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오락을 가지는 등 비개성화된 평등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는 인간에게 대집단 속에서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일하도록 서로 동일한 원자적 인간이 되기를 요
구한다. 현대인은 모두 같은 산업사회의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의지나 욕구를 자발적으로 충족시
키고 있다고 착각한다.4) 개성을 잃고 얻는 평등은 개성과 평등 모두를 상실하게 한다.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和而不同] 삶은 군자의 것이다. 이명준은 사랑에 실패하였고 성숙한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의 사도마조히즘은 소유당하거나 소유함으로써 합일하려는 욕망이 발현된 것으로, 프롬

4) 에리히 프롬, 황문수 옮김,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17, pp.27~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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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서적 합일’이라는 미숙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윤애를 소유하려는 그의 집착은 윤애의 반감
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러한 사랑의 실패 후 월북한 것이다. 윤애를 능욕하고 태식을 고문하는 태도에 내
포된 사도마조히즘적 태도도 그러한 미성숙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은혜와의 사이에 펼쳐졌던 성숙한 가능성
은 은혜의 전사로 실패한다. 그렇게 관계에 실패한 이명준이 지극히 평균적인 삶을 바라는 것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때문이다.

이명준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광장을 찾지 못했으며 사랑마저도 실패하고, 잠시 행
복을 가져다 준 은혜마저 전사를 한 마당에 아무것도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이 된 이명준이 선택한 길이
다. 이러한 삶은 그의 말처럼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선택한 삶
일 뿐이다. 애초에 그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아무도(…)아는 사람이 없는 땅”(156쪽)에 가면 “자
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전혀 새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항해의 시작부터 갈매기는 떨쳐지지 않는 과거처럼 줄곧 따라온다. 마치 ‘전혀 새사람이 되는 것’
을 훼방을 하는 듯하다. 이명준이 그러한 갈매기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그 자신의 손을 보며 “무엇인
가를 더듬고 무엇인가를 잡고 있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외로운 놈”(162쪽)이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중립국에서의 평균적인 삶은 그가 그토록 찾고자 한 ‘광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라 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 ‘메스꺼움’과 구토는 사르트르의 그것처럼 사물과 타
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타자 속에 있어서의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생리 작용으로 볼 수 있
다.

거대한 새끼가 꼬이듯 틀어 대는 물살은 잘 자란 힘살의 용솟음을 떠올렸다. 그때, 그물거품 속에서 흰 덩어리
가 쏜살같이 튀어나오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뻗어 왔다. 기겁하면서 비키려 했으나, 그보다 빨리, 물체는 그의 머
리 위로 지나서, 뒤로 빠져 버렸다. 돌아다봤다. 갈매기였다. 뱃고리 쪽에서 내려꽂히기와 치솟기를 부려 본 것이리
라. 그들이었다. 배를 탄 이후 그를 괴롭히는 그림자는. 그들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어떤 인물이 자기를 엿보고 있
다가, 뒤돌아보면 싹 숨고 마는 환각을 주어 왔던 것이다. 그는 붙잡고 있는 난간에 이마를 기댔다. 머릿속이 환히 
트이는 듯, 심한 현기증으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울컥 메스꺼웠다. 난간 박으로 목을 내밀기가 바쁘게 
희멀건 것이 저 아래 물이랑 속으로 떨어져 갔다.(…)자기 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자기를 따라오던 그림자가 문간에 
멈춰 섰다는 환각이 또 스쳤다. 박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양주병이 언뜻 보였다. 그는 팔을 뻗쳐 병을 잡으면서 돌
아섰다. 흰 그림자가 쏜살같이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따라가면서 힘껏 병을 던졌다. 그림자는 멀리 사라지
고 병은 문지방에 부딪혀서 박살이 되어, 깨어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 저녁 그를 덮
친 당돌한 물음이 언뜻 살아났다. 뒤를 이어 배 꼬리 쪽에서 쏜살같이 날아오던 흰 새의 모습이 또 떠올랐다. 그들
이라? 그는 주먹을 들어 이마에 댔다. 머릿속은 오히려 말짱했다.

또 속이 올라왔다. 이를 악물고 쓴 침을 삼켰다. 갈갈. 갈매기 우는 소리가 났다. 날듯이 창가로 달려가, 윗몸을 
밖으로 내밀며 고개를 치켰다.

로캉탱이 돌을 집듯, 또는 문고리를 잡듯 이명준은 ‘무엇인가를 더듬고 무엇인가를 잡고 있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외로운 손’으로 난간을 붙잡는다. 그때 머릿속이 환히 트이는 것은 ‘배를 탄 이후 그를 괴

롭히는 그림자’의 실체가 갈매기의 그것이라는 것, 그리고 갈매기는 앞서 말했듯 단절되지 않은 과거이다. 

갈매기가 윤애, 은혜, 그리고 은혜가 잉태했던 아이라는 것은 익히 논의된 바이거니와 이러한 사실을 감지

한 이명준이 구역질을 하고 구토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명석해졌지만 판명한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떨쳐지지 않는 과거, 중립국행의 

의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갈매기이기에 그는 그것에게 병을 던진다. 병을 던져 화풀이를 해보았자 허깨비

가 주는 불쾌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떠오른 물음이 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이 물음은 언제나 

갈매기, 즉 허깨비의 출현과 함께 한다. 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갈매기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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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자체이며, 이명준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는 추동력이다. 다만 이명준이 여태껏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따름이다.

위에서 두 번째 구역질 후 머릿속이 환해진 이명준은 총알을 재어 갈매기를 겨누는데 이는 명석에 더

해 판명해진 인식을 시사하는 듯하다. 갈매기에 대한 살의는 ‘해야 할 무엇’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진리에 다가가려면 모든 사사로운 것은 버려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

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5) 라고 했다. 이로 보면 총을 들어 갈매기를 겨누는 이

명준의 마음은 피붙이조차 죽여 과거와 단절하려는 의지이며 과거에 대한 부정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갈매기가 단지 과거인 것이 아니라 미래이기

도 하다는 것. 아래 인용문에서 새끼 갈매기는 재생을 암시한다.

(…) 총알을 잰 다음, 잠글 쇠를 풀었다. 사냥할 때에 지척에 있는 짐승에게 다가가는 포수처럼, 살금살금 걸

어서 창에 이르렀다. 갈매기들은 아직 거기 있었다. 창틀에 등을 대고, 몸을 밖으로 젖히고, 총을 들어 어깨에 

댔다. 하늘에 구름은 없었다. 창대처럼 꼿꼿한 마스트에 앉은 흰 새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 마리 가운데 아래

쪽, 가까운 데에 앉은 갈매기가 총구멍에 사뿐히 얹혀졌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그 흰 바다새는 진짜 총구 쪽

을 향하여 떨어져 올 것이다. 그때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다. 그의 총구멍에 똑바로 겨눠져 얹혀진 새는 다른 한 

마리의 반쯤 한 작은 새였다.

친권(親眷)조차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을 직시하는 장면은 총알을 재어 새를 겨누는 것에서 절

정에 달한다. 사실 그동안 몇 번 새를 겨눈 적은 있지만 죽이겠다는 마음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총구에 들어온 그 새를 자세히 보았을 때 한 마리가 새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서 과거 은

혜가 임신했던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던 은혜와 나눈 성애의 장면을 회상한다.  그리고 정면으로 응

시한 새 역시 자신을 빤히 내려다본다. 서로의 눈에 서로가 들어간 바 상호주체적 관계가 되었다. 은혜와

의 광장은 이제 딸과의 광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열린 것이다. 그때 들리는 어미 새의 목소리. ‘우리 애

를 쏘지 마세요?’ 그리고 “뺨에 댄 총몸이 부르르 떨었고 총구는 다른 곳, 구름을 향한다.

다시 찾은 ‘최소한의 광장’은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은 

해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 장면이다. 과거와 단절하는 것, 그것도 해탈의 수준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해야 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살이 그 대답

이다. 그러면 왜 자살인가? 그 이유는 최인훈이 그리고 이명준이 플라톤주의자이며, 헤겔적 사유를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광장>의 후속작인 <구운몽>에는 헤겔적 사유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여

기서 헤겔적인 사유는 피닉스(불사조)와 관련해서 형상화되고 있다.

페닉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장작을 겹겹이 쌓아올려 놓고서, 그의 몸을 불태워 죽이는데, 또 그 죽음의 재

에서 새로운 젊어진 신선한 생명으로서 되살아오며, 그것을 영원히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략…) 정신

은 점차적으로 고양(高揚)되고 정화(淨化)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순수한 정신으로서 안의 형태에서 탄생해 나오는 

것이다.6)

5) 최인훈은 <광장>의 후속작 <구운몽>(≪자유문학≫통권58호. 1962. 4.)에서 “우리는 할배가 없다.”(47쪽)라고 하였

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묶인 연작 <갈대의 四季⑧>(月刊中央. 1972. 3.)에서 ≪임제록≫에 있는 이 구

절로 철저한 부정의 정신을 보여준 바 있다. “‘向裏向外 逢著便殺. 逢佛殺佛 逢祖殺祖 逢羅漢殺羅漢 逢父母殺父母 

逢親眷殺親眷 始得解脫. 不與物狗 逸脫自在’―안팎으로 만나는 자를 모두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

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433쪽)는 구절이 그것이다.

6) G. F. W. 헤겔, 김종호 역, 역사철학강의Ⅰ. 23판; 서울: 삼성출판사. 1987.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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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은 영화시사회가 끝나고 남녀가 대화를 나누고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이 장면에 

있는 단어들 중 관심을 끄는 단어가 ‘관음선사의 설법’, ‘피닉스’ ‘사랑’이다. 대승정 관음선사의 설법을 들

으러 가는 도중 노래를 듣고 나서 ‘피닉스는 다시 날까요?’라고 묻고 남자는 ‘사랑이 있는 한 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 두 문장은 암구호인데, 이 암구호에서 피닉스와 사랑은 재생에 대한 염원이 담긴 말이

다. 여기에 ‘관음’이라는 말까지 더해진 것을 보면 재생과 사랑과 구원을 지향하는 속내가 읽힌다. 위 인

용문에서 헤겔은 피닉스가 죽음과 재생을 거듭하는 과정은 단순 재생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고양되는 과

정이라 말하고 있다.

플라톤주의에게 피안은 실재이다. 다만 현실에서 그것은 끝없이 연기될 뿐이다. 따라서 그는 진리를 위

해 다가가기를 멈출 수 없다. 그러나 유한한 차안의 시간에서 거기에 다가가는 것을 불가능하다. 거기에 

근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재생에 대한 염원은 거기에서 비롯한다. 이런 것들을 참조로 할 때 이명준이 

자살하는 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재생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장>에서 그러한 염

원인 작품의 시작부터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기시감’에 있다. 첫 장면에서부터 허깨비는 기시감을 가지

게 하며 이명준은 허깨비를 볼 때마다 기시감을 느낀다. 가령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과 같은 

표현이 이런 기시감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시감은 ‘전생’을 암시한다. ‘전생’은 현생과 이어지면 재생은 자

연스레 도출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재생을 원하는가? 그 해답은 <바다의 편지>에서 찾을 수 있다.

<바다의 편지>(2003)는 비록 14년 전에 발표되었지만 최인훈의 소설로서는 최근작이다. 이 작품은 평

판작 <광장>의 이명준이 자살한 곳과 같은 바닷속이 무대이다. <바다의 편지>는 일인승 잠수정으로 침투하
다 피격을 받은 뒤 귀신이 된 남파 간첩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인칭 소설이다. <바다의 편지>에서 주인공은 해저에서 숨이 멎은 뒤 ‘불사의 자아’ 개념을 정립, 이를 

통해 영겁회귀를 지향하는 의지를 보여준다.7)

<광장>에서 최인훈은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그것이 ‘죽음’이다.”(156쪽) 라고 말

한 바 있다. 이 말처럼 <바다의 편지> 주인공은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춘 뒤 의식이 남아 있는 찰라의 순간

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한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영원회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관념론이 교양을 후세에 전함으로써 정신을 고양시키고 개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계통적 차원에서 
인간 정신의 크기를 절대지의 그것으로 나아가는 방안으로 본 것과 통한다. 내생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고양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이명준으로 하여금 웃으며 자살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이유에서 플라톤주의자의 선택이며 헤겔적 구조를 선택하고 영원회귀로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일
련의 흐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지이며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낭만주의적 의지라 할 수 있다. <바다의 편
지>에서 적의 폭뢰에 맞아 사망한 ‘나’는 자신의 백골이 흩어져가는 것과 함께 ‘나’의 통일성이 해체되어 가
는 언저리에서 여태껏 알지 못한 새로운 존재 속으로 들어가리라는 것을 기약하려 한다. 낭만주의 정신의 핵
심을 환상과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귀신이 되어 형해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내세를 기약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야말로 낭만적이라 할 수 있다.8)

7) 장사흠,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의지와 독일 관념론: <바다의 편지>에 수용된 ‘무제약적 자
아’와 ‘불사의 자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35, 2007, p.

8) 장사흠,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의지와 독일 관념론: <바다의 편지>에 수용된 ‘무제약적 자
아’와 ‘불사의 자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35, 200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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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주공화의 원형과 지방자치
- 읍ㆍ면ㆍ동 자치와 지역대표형 추첨민회 제안 -

신용인1)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민주공
화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조에 관한 국민적 합의로서 우리 헌법상 정치생활
의 기본바탕이자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실제로 1919. 4. 11.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이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다섯 번에 걸친 
개헌에 있어서는 물론, 해방 이후 1948. 7. 17.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도, 또한 그 이후 아홉 
번에 걸친 개헌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민주공화국이 부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민주공화
국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1919. 4. 11. 이후 현재까지 백 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의 
변함없는 국가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공화의 나라, 즉 민주공화라는 이념 내지 사상을 표방하는 나라를 말한
다. 그렇다면 민주와 공화의 합성어인 민주공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견
해가 분분하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불리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과 공화주의의 원형
으로 여겨지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의 정치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음미하
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한다. 나아가 민주공화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으로
서 아테네 민주정의 특색인 추첨제와 로마 공화정의 특색인 혼합정을 21세기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게 적용하여 읍ㆍ면ㆍ동자치와 지역대표형 추첨 민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아테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

1. 아테네의 민주정
(1) 주요 정치제도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불리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으로는 직접민주제와 추첨제를 들 
수 있다. 직접민주제는 민주주의를 통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정치형태로 이해하여 국민의 직
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추첨제는 입법ㆍ
행정ㆍ사법 등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추첨을 통해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제는 민회를 통해, 추첨제는 평의회, 행정관, 시민법정을 통해 각각 구현
되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주요 제도인 민회, 평의회, 행정관, 시민법정을 차례로 살펴본다.
  1) 민회
  민회(ekklesia)는 아테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다. 아테네의 시민 자격이 있는 성년 남자
는 누구나 민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아테네의 시민 자격은 부모를 모두 시민으로 둔 20세 이
상의 남성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여성과 노예는 배제되었다. 민회는 정원이 6,000명이었는데 1
년에 약 40회 정도 회합을 가졌다. 민회에서는 전쟁 선포, 조약과 동맹의 체결, 법의 개폐, 공
직의 선출과 감사, 도편추방, 조세 부과 등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했다. 민회에 참석한 시민은 
누구나 동등한 발언권이 보장되었고 자유롭고 제한 없는 토론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뤄졌다. 

1)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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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방법으로는 만장일치를 추구했으나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 원
칙에 따른 표결이 행해졌다. 
 2) 500인 평의회
  민회의 정족수는 6,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자체 안건을 준비하고 법안을 기초하거나 새
로운 정치적 제안을 접수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컸다. 따라서 일종이 시민대표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평의회(boule)가 구성이 되어 민회의 집행위원회 내지 운영위원회 역할을 담당했
다. 평의회는 시민자격이 있는 30세 이상의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평의원으로 구성
되었다. 아테네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된 10개 부족이 있었는데 각 부족에서 50명씩을 
선발했으므로 평의원은 모두 500명이었다. 평의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없었다. 평의
회는 10개의 위원회로 구분되어 각 위원회는 순차로 1년 임기의 10분의 1씩 기간 동안 업무
를 수행했다. 평의회는 민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결정사항을 실행했고, 외교사절 접견 등 대외
적인 업무도 담당했기 때문에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통치기구였다.2) 
 3) 시민법정  
  시민법정(heliaia)은 민사재판 기능 외에 탄핵 등 정치적인 재판 및 민회에 제출된 안의 위
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었다. 시민법정은 매일 열렸는데 구성원은 매년 시민 
자격이 있는 30세 이상의 지원자 중에서 6,0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한 후 이들 중 법정이 열리
는 당일 아침 법정에 나온 자에 한하여 다시 추첨을 해서 그 날 필요한 재판관이나 배심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충원했다. 시민법정은 민회의 결정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테네의 최고 권력기관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3) 
 4) 행정관
  아테네에는 약 700명의 행정관(archai)이 있었는데 그 중 600명 정도는 시민자격이 있는 
30세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발했다. 때로는 선발 조건으로 납세 실적 등 재력이 
요구되기도 했다. 추첨으로 선발된 행정관의 임기는 1년이고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을 수는 
없었다. 나머지 100명 정도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군사ㆍ재정담당자로 민회에서 
선거로 선출했다. 선거직의 경우 임기는 1년이고 재선이 가능했다. 선거직 중 핵심적인 행정
관은 군사령관 역할을 담당하는 10명의 장군(strategos)이었는데 도편추방법을 실시하여 장군 
중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10년 동안 추방함으로써 독재의 싹을 자르려고 했다. 
(2) 평가
  아테네의 민주정은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근현대 정치사상에 커다란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으
로 자리해 왔다.4) 오늘날 민주주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 까마득한 옛날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갔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테네인들은 폴리스의 모든 시민은 지
위나 부에 관계없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적업무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개인은 폴리스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기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야말로 사람다움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리스토텔
레스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politikon zo-on)이라고 말한 것이다. 정치의 적극적 참여는 시민 
누구나 갖춰야 할 시민적 덕성이었으므로 아테네인들에게 통치자와 피치자는 전혀 별개의 존
재가 아니었다. 물론 아테네의 민주정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노예나 여자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원형으로서 아테네 민주정이 

2) 버나드 마넹, 곽준혁(역),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2004, 34~35면.
3) 이지문, 「추첨민주주의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2012, 107면.
4)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역),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20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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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아테네 민주정의 가장 큰 특색은 추첨제에 있다. 아테네의 추첨제는 기원전 594년 
솔론의 개혁에서부터 기원전 322년 마케도니아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거의 3백 년 동안 유
지되었다. 물론 아테네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민회(ekklesia)였으나 실제로는 민회보다는 평의
회와 시민법정이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고, 그 구성원을 선발하는데 추첨이 폭넓게 사용되
었다. 아테네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까닭은 우선 평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5) 당시 아테네인들
이 지향한 정의 관념은 공직을 포함한 사회적 재화들은 모든 시민들 사이에 동등하게 배분되
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거의 경우 재화, 사회적 지위, 명성에서 유리한 특정 엘리
트 위주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아테네의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 반면 추첨은 누구에게
나 공직을 맡을 기회가 수학적 확률로 등등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정의 관념에 보다 부합한다. 
그런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직자를 추첨으로 임명하면 민주정체로, 선거로 임명하면 과
두정치로 간주된다.”라고 말했던 것이다.6) 또 다른 이유로는 아테네인들의 자유 관념을 들 수 
있다.7)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민주정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자유의 
원칙 중 하나는 모두가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8) 이처럼 아테네
인들은 자유란 자신이 속한 정치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
다. 즉 자기통치(self-rule)를 자유로 본 것이다. 추첨제가 관직 교체의 원칙과 결합함으로써 
아테네의 시민은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공직을 맡게 되어 자기통치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다.9) 이처럼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특별한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지배
로, 그리고 누구나 지배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동일하게 얻는 정치체제로 이해했
기에 추첨제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었다.10) 

2. 로마의 공화정
(1) 주요 정치제도
  로마 공화정의 정치제도는 행정관, 원로원, 민회라는 3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차례로 설명한다.
 1) 행정관
  로마의 행정관으로는 집정관, 호민관, 법무관, 감찰관, 재무관, 조영관 등이 있었다. 집정관
(consul)은 로마의 행정과 군사, 사법의 최고 책임자로 원로원을 주재하고 민회를 소집하며 
법안을 발의했고, 전쟁터에서는 군대를 지휘했다. 집정관은 민회에서 선출되어 원로원의 승인
을 얻어 취임했다. 정원은 2명이고 임기는 1년이다. 2명의 집정관은 상호 동등한 권한을 가지
고 있었고 상호 거부권이 인정되어 둘 다 동의하지 않으면 정책은 실시될 수 없었다. 원래는 
귀족만이 집정관이 될 수 있었으나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에 의해 집정관 중 한 명은 평민 
출신으로 채워졌다.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집정관 중 한 명
이 독재관(dictator)을 지명했다. 독재관은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 외에 모든 문제에 대해 결정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원은 1명이고 임기는 6개월이었다. 또한 평민계급의 대변자인 호민관
(tribunus plebis)이 있었다. 호민관은 트리부스평민회에서 선출되었는데 평민 출신만이 호민
관이 될 자격이 있었다. 정원은 초기에는 2명이었으나 점차 증원되어 10명까지 불어났다. 임

5) 이지문, 앞의 책 113~115면.
6)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정치학」, 도서출판 숲, 2009, 225면.
7) 이지문, 앞의 책, 115~116면.
8)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334면.
9) 이지문, 앞의 책, 114~115면.
10) 어니스트 칼렌바크ㆍ마이클 필립스, 손우정ㆍ이지문 (역), 「추첨민주주의」, 이매진, 2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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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1년이다. 호민관은 전시를 제외하고는 법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고 필요시 행정관을 체
포할 수도 있었다. 그 외 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관(praetor), 인구조사와 예산 및 감
사 업무를 담당한 감찰관(censor), 재정업무를 담당한 재무관(quaestor), 치안유지업무 등을 
담당한 조영관(aedlilis) 등의 행정관이 있었다. 로마 행정관의 특징으로는 권력남용을 방지하
기 위해 복수로 선출을 했고 상호 거부권이 있었으며 임기는 보통 1년으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행정관들은 원로원의 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2) 원로원
  원로원(senatus)은 초기에는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공화정 시대에는 300명으로 증원되었
고 카이사르 시절에는 900명까지 늘어났다. 원로원의 소집과 원로원 의원의 임명 권한은 집정
관에게 있었다. 원로원의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선별 작업을 거쳐야 했는데 일
단 의원이 되면 종신까지 할 수 있다. 집정관이나 독재관은 대부분 원로원에서 배출되었고 임
기가 끝나면 다시 원로원으로 돌아갔다. 초기에는 귀족들만이 원로원 의원이 되었으나 리키니
우스-섹스티우스법 제정 이후에는 관직 경험이 있는 평민들에게도 개방되어 호민관도 퇴임 후
에는 원로원 의원이 되었다. 원로원은 민회의 결의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 
집정관에 대해서는 조언과 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인 반
면 원로원은 상설기구이고, 원로원의 경륜과 신망이 집정관을 능가했으므로 집정관은 원로원
의 조언이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대부분 원로원의 의사대로 국정이 
운영되어 원로원은 로마 공화정의 심장이나 다름없었다.11)

 3) 민회
  민회(comitia)의 유형으로는 쿠리아회, 켄투리아회, 트리부스회, 트리부스평민회의 4개가 있
다. 로마시민은 4개의 민회 중 자신이 소속된 민회가 소집되면 그 민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했
다. 쿠리아회는 3개 부족에서 각각 10개 씩 30개의 쿠리아로 구성된 일종의 씨족회의체로 로
마 왕정시대부터 존재했고 행정관에게 대권(imperium)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는데 
공화정시대에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종교적인 역할 정도만 담당했다. 쿠리아회는 투표가 아닌 
만장일치의 형태로 결정을 했다는 특색이 있다. 켄투리아회는 193개의 켄투리아(백인대)로 구
성되었는데 집정관, 법무관, 감찰관 등을 선출하고, 주요 법률을 제정하며, 중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대역죄 등 중범죄의 재판을 담당했다. 켄트리아회는 쿠리아회와는 달리 결정을 투
표로 했다. 이때 투표는 1인 1표제가 아니라 단위투표제 내지 집단투표제다. 따라서 한 표의 
투표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켄투리아인 것이다. 켄투리아의 한 표는 그 내부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뜻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켄투리아회의 결정은 표의 과반수로 이루어졌는데 총 
193표 중 과반수인 97표를 얻으면 의결이 되었다. 193개의 켄투리아 중 제1계급이 98개 켄
투리아나 되었으므로 제1계급만으로도 과반수를 차지하여 켄투리아회의 의사는 제1계급이 사
실상 좌지우지했다. 트리부스회는 35개의 지역구로 구성되었는데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석하
였는데 주된 기능은 재무관, 조영관 등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입법과 벌금재판을 담당했
다. 트리부스평민회는 평민만이 참가하여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평민 출신의 호민관 등 행정
관 선출을 선출하고 입법과 벌금재판을 담당했다. 트리부스회와 트리부스평민회는 켄투리아회
와 마찬가지로 투표로 결정을 했다. 
(2) 평가
  아테네의 민주정이 민주주의의 원형이라면 로마 공화정은 공화주의의 원형이다. 여기서 공
화는 영어 단어인 republic의 번역어다. republic은 라틴어의 res publica에서 유래한다. res 

11)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역), 「로마인 이야기 1」, 한길사, 1995,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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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는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로마 공화정 말기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이다. 키케로는 「국가론」에서 “공화국은 인민
의 일이다. 인민이란 아무렇게나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민이란 정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인민이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화란 특정 개인이나 계급에게 속하는 것
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공화의 정체가 바로 공화
정이다. 공화정에서는 특정 계인이나 계급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계급
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런 까닭에 민
주정이 인민의 지배(kratia)를 강조한다면 공화정은 특정세력의 독점적 지배가 없는 정체를 꿈
꾼다.12) 
  공화의 대표적인 정체로는 ‘혼합정’을 들 수 있다. 혼합정을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리
스토텔레스를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인 지도자의 통치형태를 군주정, 소수 엘리트의 
통치형태를 귀족정, 다수 인민의 통치형태를 민주정이라고 부르면서 군주정은 폭군정치로, 귀
족정은 과두정치로, 민주정은 중우정치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혼합정을 제시했다. 혼합정이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를 혼합
하는 정치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귀족과 평민 또는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정치에 고루 참여하
고 서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정체를 말한다. 혼합정은 공동체 구성원 중 특정 
개인이나 계층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전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
해 권력의 균형을 통해 어느 누구의 ‘지배’도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13) 
  혼합정을 역사 속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한 실례가 바로 로마 공화정이다. 그리스 출신의 역
사가 폴리비오스는 저서 「역사」에서 로마의 성공요인을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3요소를 혼
합한 혼합정체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최고 행정관인 집정관은 군주정의 요소이고, 원로원
은 귀족정의 요소이며, 민회는 민주정의 요소인데 이 세 가지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독점이 초래하는 부패와 분열을 방지하고 평민세력과 귀족세력을 화합ㆍ단결시켜 로마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도 혼합정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로마는 혼합
정체를 채택하고 유지함으로써 완벽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이 보통사람의 통치를 실현하는 추첨제라면 로마 공화정의 핵심은 지
배가 없는 체제를 구현하는 혼합정이라 할 수 있다. 공화정은 1인이 지배하는 군주정도, 소수
가 지배하는 귀족정도,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도 아니다. 군주정의 성격을 갖는 집정관, 귀족
정의 성격을 갖는 원로원, 민주정의 성격을 갖는 민회가 서로 어우러져 상호 견제와 균형, 조
화 속에 어느 누구의 독점적 지배도 허용하지 않는 정치체제가 바로 로마 공화정인 것이다. 

Ⅲ. 읍ㆍ면ㆍ동 자치와 지역대표형 추첨제 민회 제안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아테네 민주정의 추첨제는 광범위한 영토와 수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대다수의 현대국가에서는 선거에 의한 대의제가 불가
피하다는 이유14)로 외면당했고, 로마 공화정의 혼합정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

12) 김경희,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 정신문화연구 30(1), 2007. 123면. 

13)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2009, 42면.
1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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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3분하고 이들 권력을 각기 분리ㆍ독립된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
가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하려는 권력분립의 원리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오늘
날 대의제와 권력분립의 원리는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아테네 민주정의 특색인 추첨제와 로마 공
화정의 특색인 혼합정을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읍ㆍ면ㆍ동 자치의 실시
와 지역대표형 추첨민회 모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읍ㆍ면ㆍ동 자치의 실시
(1) 이상적인 자치 규모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규모를 보면, 아테네의 경우 전성기 때 시민이 약 50,000명 정도로 
추산되나 이는 예외적으로 큰 경우이고 보통의 폴리스들은 시민이 5,000명 이하인 것으로 추
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플라톤은 이상적인 폴리스 시민의 수를 5,040명으로 봤고, 아리스토텔
레스는 모든 시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비춰 볼 때 오늘날 유권자가 약 5,000명 정도가 이상적인 자치공동체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권자 수가 총인구의 8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로 보면 1만 명 
이내가 이상적인 자치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기초자치정부의 인구 규모는 통상 1만 명 이하이다. 프랑스는 
인구가 약 6,500만 명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이 약 36,500개(2007년 기준)
가 있어 코뮌 1개 당 평균 인구는 약 1,800명이다. 또한 코뮌 중 80%이상이 1천 명 이하의 
작은 규모이다. 독일은 인구가 약 8,100만 명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가 
약 12,000개에 이르고 게마인데 1개 당 인구가 약 6,800명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기초지방자치단체(city, borough, village, town 등)가 있는데 비교적 큰 규모인 시티(city)인 
경우는 인구가 약 15,000명 정도이고, 작은 규모인 빌리지(village)는 약 2,000명 정도, 타운
(town)은 약 1,000명 정도 규모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시ㆍ군ㆍ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있는데 2013년 현재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228개(시 74개, 군 85개, 구 69개)이며, 단체 당 평균 약 224,000명의 인구에 이르고 
있다.15) 비 도시지역인 군의 경우도 평균 인구가 약 55,000명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
할 때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
다.16)

  반면 2014년 기준 읍ㆍ면ㆍ동의 수는 3,488개(읍 216개, 면 1196개, 동 2076개)이고, 2016
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수는 51,704,332명이므로 읍ㆍ면ㆍ동 당 평균 인구는 약 15,000명 
정도가 된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치 규모는 시ㆍ군
ㆍ구가 아니라 읍ㆍ면ㆍ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읍ㆍ면ㆍ동의 기초자치단체화
  이상적인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읍ㆍ면ㆍ동을 기초지방자
치단체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스위스의 자치정부인 코뮌 수준의 고도의 자치
권을 부여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이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면 읍ㆍ면ㆍ동의 기관으로는 주민 직
선으로 선출하는 읍ㆍ면ㆍ동장17)과 후술하는 지역대표형 추첨민회의 기본단위인 추첨제 주민

15) 최고 : 경기도 수원시 약 1,175,000명,  최저 : 경북 영양군 약 18,000명
16)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9, 142면.
17) 우리나라에서도 읍ㆍ면ㆍ동장 직선제 경험이 있다. 1949. 7. 4. 제정ㆍ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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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될 것이다. 현재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자치조직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
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
회 모두 대표성 결여, 권한과 자치역량 미흡 등으로 주민자치 실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 중 위원 선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주민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
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 6. 21.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학교 수료를 전제로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선발함으
로써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도 위원 
선발에 추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첨제 주민의회는 추첨제를 전제로 하여 현재의 주민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 가면 된다.

3. 지역대표형 추첨민회 모델
(1) 양원제 개헌 논의와 지역대표형 추첨민회 제안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올해 6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활동 
중에 있는데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상원을 구성하는 양원제를 실시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대표형 상원을 둘 경우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갈등을 완화시
키고, 통일한국의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18) 따라서 그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
하며 덧붙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추첨민회 형식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지역대표
형 상원은 지역대표형 추첨민회 형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대표형 추첨민회(이하 ‘민회’
라고 한다)란 주민의회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를 말한다.19) 추첨제와 
혼합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폴리비우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주정의 요소이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귀족정의 요소인 반면 민
회는 민주정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민회가 구성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처럼 군주
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를 두루 갖추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민
주주의도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민회의 구성
  민회는 시ㆍ군ㆍ구,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 전국의 3 단위에서 구성된다. 즉 시ㆍ군ㆍ구 단
위에서는 시ㆍ군ㆍ구 소속의 읍ㆍ면ㆍ동 주민의회에서 해당 의원 중 약간 명을 추첨으로 선출
하여 시ㆍ군ㆍ구 민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228개의 시ㆍ군ㆍ구 민회가 구성된
다. 시ㆍ도 단위에서는  시ㆍ도 소속의 시ㆍ군ㆍ구 민회에서 해당 의원 중 약간 명을 추첨으
로 선출하여 해당 시ㆍ도 민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17개의 시ㆍ도 민회가 구성
된다. 전국 단위에서는 시ㆍ도 민회에서 해당 의원 중 약간 명을 추첨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 
민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시ㆍ군ㆍ구 민회, 시ㆍ도 민회, 대한민국 민회가 구성이 되면 시ㆍ군
ㆍ구 단위에서는 시ㆍ군ㆍ구 의회와 시ㆍ군ㆍ구 민회가, 시ㆍ도 단위에서는 시ㆍ도 의회와 시
ㆍ도 민회가, 전국 단위에서는 국회와 민회가 각각 존재하는 양원제가 국가가 될 것이다. 물
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두고, 나아가 리와 동의 이장과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우
여곡절 끝에 1956. 8. 8. 직선제에 의한 시·읍·면장 선거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1958. 12. 26. 지방자치법 제4차 개정을 통하여 지방단체장은 물론 통장과 마을 이장까지 모두 임
명제로 전환했다.

18) 안성호, 「양원제 개헌론」, 신광문화사, 2013, 40~44면.
19) 지역대표형 추첨민회 설치 구상은 발표자의 독창적 구상이 아니라 이번 학술대회에서 “광장의 촛불

민심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는 이지문교수와 공동 구상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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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회의 권한
  양원제의 단점 중 하나가 균등양원의 경우 양원의 대립ㆍ충돌하는 경우 그 조정이 쉽지 않
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지방의회 내지 국회(이하 ‘의회’라고 한
다)의 민회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는 불균등양원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 경우 민회에게 다
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첫째, 입법에 관하여는 민회에게 법률 또는 조례(이하 ‘법률 등’이라고 한다)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회에 발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 등 안 및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회가 법률 등 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회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그 법률 등 안을 이송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통상의 입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민회가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 등 안은 
확정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둘째, 예산에 관하여는 집행기관의 장이 편성한 예산을 1차적으로는 민회에서 심의ㆍ의결하
고, 2차적으로는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도 읍ㆍ면ㆍ
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셋째, 그 밖의 민회 권한으로는 의회의원선거구 획정권,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통제권, 조
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권,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권, 청원의 심사ㆍ처리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Ⅳ. 마치며
  2016년 11월 박근혜ㆍ최근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촉불혁명은 
대규모 비폭력평화시위를 통해 2017. 3. 10.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구체제를 청산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했다. 실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어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적폐청산을 주창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9년 만에 정권교체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은 
멀기만 한 것이 엄연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읍ㆍ면ㆍ동 자치와 지역대표형 추
첨제 민회 제안은 그런 시대적 과제를 조금이나마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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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존재론: 관계망의 존재론을 
향하여

-왕양명과 메를로-퐁띠를 중심으로- 

양선진(충남대)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이 이룩한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였지만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사고인 원자론적이며 인과론적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가능했던 이유에는 바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 부응하는 존재론은 바로 원자론적이며 
기계론적 존재론 내지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인 일명 제4차 산업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묶는 ‘연결 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의 논문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등
을 하나로 묶는 전체론적 사고를 강조한 환경론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하나하고 인식해야한다는 존재론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요청처럼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과학기술 사회는 기존의 세계관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 근거한 과학기술은 인간과 인간을 새롭게 
이러한 전체론적 주장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새로운 디지털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관계 
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세계관 내지 관계론에서 배제되었던 영역인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기존의 존재론과 윤리
학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론과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해석틀이 요청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자로서 동양의 왕양명과 프랑스의 메를로-퐁띠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두 철학자는 원
자론적이며 기계론적인 세계관 내지 존재론을 부정하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을 하나로 
묶는 존재론 내지 세계관을 제시한 철학자들이기 때문이다. 논자는 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에 부응
하는 새로운 존재론이 요청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 사회에는 기존의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존재론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론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전통 철학에서 주장했던 인간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존재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 철학자인 왕양명과 메를로-뽕띠의 존재론을 살펴보고 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부응하는 존재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론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특징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승부였던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
과의 대결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공지능, 과거 아날로그 사회와는 달리, 디지털 
사회의 확산으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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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환경, 기존의 하드디스크인 PC에 자료를 보관하고 저장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필요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인 클라우딩 시스템이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딩 등등 디지털 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은 기존의 사회에서 겪어보
지 않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학기술은 단순히 인간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무대에서 
중심에 위치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등장하면
서 이 새로운 시대는 기존의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회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
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과학기술은 기존의 과학기술이 차지하던 위치와 역할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지며 새로운 과학기술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인간과 환경을 서로 묶
는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과
하기술이 인간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사회로의 진입
을 앞당겼다면 인공지능, 빅 데이테, 클라우딩 등의 과학기술 사회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인간과 환경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며 이러한 사회에는 기존의 사회에서 요청되는 사회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회로 이행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의 본질을 바꾼다면 과학기술은 기존의 사회
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론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할 것이다.

인간은 편리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다.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
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터, 클라우딩, 3D 프린팅과 퀸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기술 등 거의 모
든 지식정보 분야에 걸쳐 발전하였으며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빠른 기술혁신은 ‘제4차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기존의 산업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광범위
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
이 사회에 나와 사회생활을 할 때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70퍼센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
측하고 있다. 무인자동차의 등장, 인간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인 법률 관련 자문이나 
기업 감사 업무 등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로봇, 약사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 등이 등장할 것이
라는 예측이 이런 논리를 뒷받침한다. 

산업 혁명1)이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된 계기를 살펴보도록 하
자.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공업화는 16세기 중엽 이후의 목재자원이 고갈되면서 연료 위기를 
극복할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석탄의 조직적 이용이었다. 1540∼1640년에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되었으며 이것을 ‘초기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학자도(미국의 경제
사가 J.U.네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을 최초의 
산업 혁명이라고 한다. 

석탄에 대한 수요와 생산이 증대되는 석탄 산업은 산업혁명의 조건을 조성하였지만 이 시대
의 산업·기술상의 혁신은 모든 산업 영역에 미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
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 1차 산업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제 1차 산업 혁명은 J.와트가 증
기기관을 발명하면서 혁명이라 부를 수 있게 한 기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초
래하였기 때문에 제 1차 산업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술적 차원
을 넘어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

1) ‘산업혁명’ 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영국의 Arnold Toynbee가 1760년부터 1840년의 영국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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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준 최초의 혁명이라는 점에서 제1차 산업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2) 1760년-1840년경에 걸쳐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3)

18세기에 시작된 섬유 공업 중심의 경공업에서부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점차적으
로 철강, 배, 자동차, 기계 등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과 석유 화학 공업중심의 중화학 
공업으로 발전한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산업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하면
서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혁명을 제 2차 산업혁명이라
고 한다.4) 

1950년대 이후 컴퓨터5)와  전자우편(e-mail), 파일 전송(FTP), 인터넷 대화와 토론(IRC),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하며 날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6)의 발달은 인간 사이의 커뮤
니케이션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다른 영역의 산업의 발전을 초래하였다.7) 이를 제 3차 산업혁
명이라고 하며 이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반 혁명이기 때문에 컴퓨터 혁명 내지 디지털 혁명이
라고 부른다.8)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전 세계의 각종 정보 서비스망을 하나로 
연결한 지구촌 네트워크를 구출하였다. 제3차 산업혁명은 전자장치와 ICT를 수단으로 급진
적인 정보처리 능력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리프킨은 자신의 저서인, 『3차 산업혁명』에서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인 
재생에너지가 등장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종말이 왔으며 새로운 시대의 원동력이 인터넷과 재
생에너지9)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주장한다.10) 그에 따르면, 인터넷 
기술은 사람들 사이에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킬 것이며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세상이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였다.11) 

2) 모든 종류의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는데,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산물을 얻
는 활동으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해당하는 1차 산업, 자연을 이용하는 1차 산업과 
달르게 자연을 이용하지 않는 공업, 건설업 등에 해당하는 2차 선업 혁명, 사람들의 편리
한 생활을 도와주는 활동인 상업, 금융업, 운수업, 관광업 등 모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
차 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25쪽.
4) 같은 책.
5) 윤남일, 이강우 공저(2013년), 『컴퓨터구조론』, 생능출판사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진공관을 사용한 

것으로, 1946년에 처음으로 ENIAC(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alculator)이란 이름으
로 완성되었고, 1951년에 UNIVAC I이란 이름으로 상품화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컴퓨터 (과학기술 
발전의 발자취, 2009. 12. 31., 자유아카데미)2017년4월12일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183&cid= 42365& categoryId= 42365)(윤남일, 
이강우 공저(2013년), 『컴퓨터구조론』, 생능출판사 참조)

6)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미국 4개의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알파넷(ARPANET)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인터넷 [Internet]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년 4월 12일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2550&ref=y&cid=43667&categoryId=43 667)

7)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역,『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25쪽.
8) 같은 책.
9) 1차, 2차 산업혁명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생산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다. 하지만 태양열, 지열,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는 1차, 2차 산업 혁명은 석탄과 석유라는 특정 지역
에서만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엘리트 에너지라면 재생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
칙에 순응하는 에너지라는 점이 다르다.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
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제레미 러프킨,안진한 역,『3차 산업혁명』,민음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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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회장은 향후 50년간 사회와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패러다임은 제4차 산업혁명임을 주장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지
만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과 달리, 과학기술에 의한 발전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 등 과학기술이 융합하면서 유례가 없는 패러
다임의 전환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면, 독일은 ‘Industry 4.0 전략’에서 제조업과 ICT가 융합되는 현상을 의미하였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사물인터넷(IoT)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간과 사물, 사물
과 사물이 지능적으로 연결되고 융합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기술적 차원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도 바꾸고 있다. 다가올 초연결 사회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단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구촌 사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Ⅲ.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존재론의 요청

1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한 국가 내의 연결성을 강화하였으며 2차 산
업혁명은 전기 등의 에너지원의 활용과 작업의 표준화를 통해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 노동부
문의 연결성을 강화하였고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사람, 환
경, 기계를 아우르는 연결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자
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자동화와 연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12) 

제4차 산업혁명이 기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발전된 사회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바로 새롭게 발전한 과학기술인 인공지능, 빅 데이터, 클라우딩 등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기존의 로봇기계와는 본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로봇이 인간의 보조적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이며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보조적 수단이었다면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인간과 
동등한 지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인 두뇌 활동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면서 인간들의 일자리는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
다.13) 

증기기관 발명(1차), 대량 생산과 자동화(2차), 정보기술(IT)과 산업의 결합(3차)에 이어 네 
번째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터, 클라우딩, 3D 프린팅과 퀸텀 컴퓨팅, 나노, 바
이오기술 등 거의 모든 지식정보 분야에 기반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과 산업 그리고 
생활양식에서 행동양식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다양한 원천을 활용한 소통이 인간 사회의 중
심에 자리하고 있다. 4차 산업이 점차 우리 사회의 중심에 할수록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연결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제3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디지털화에서 시작되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훨씬 더 복잡한 형

11) 제 46회 다보스포럼이 1월 21일~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12) 2016 다보스포럼을 맞아 스위스글로벌금융그룹(UBS)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백서를 내놓았는데 
백서는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단: 제4차 산업혁명의 국제적, 지역적, 투자적 함의(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13) 양선진,「양명학을 통해 본 인공지능(AI) 시대의 과학기술윤리」,『양명학』, 한국양명학회, 45집, 
20016, 479-5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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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지향하는 거침없는 디지털화된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연결된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14) 카메라와 인터넷이 장착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며 세계 도처의 사람들15)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서
로 서로 연결되는 상황 속에 처하면서 실시간으로 접속과 소통이 가능한 ‘지금의 세상(now 
world)’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16)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싶은 승객과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
자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업 회사인 우버와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 회사인 애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지만 부동산을 요
구하는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실물과 디지털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 주요 기술 중의 하나
가 바로 사물인터넷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서 사람과 사람, 인간 존재와 기타 존재를 데이
터의 형식으로 한데 모아서 지정된 플랫폼에서 연결시켜준다. 디지털 기술, 동식물에 대한 유
전공학기술을 통한 생물학기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켜주는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능케 하는 물리학 기술 등이 하나로 융합 내
지 통합되고 있다.17)  생명기술론과 유전공학기술, 컴퓨터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
간의 사회적․성적(性的)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기를 요구한다. 
사이보그의 등장18)은 인간과 기계, 즉, 인간과 사물의 경계라는 서구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무너뜨리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이란 사유하는 능력이며 인간의 육체란 마치 
기계와 같다고 주장하였던 데카르트와 달리, 배르그손은 인간의 정신이란 사유하는 실체가 아
니라 기억이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신체와 정신이라는 이원론적 시각에서 물질에 속하는 신체는 기계처럼 법칙에 
지배를 받는 기계론적 결정론에 예속된다면, 정신은 물질의 법칙에 지배에서 벗어난다고 주장
한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모든 동물은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속성
은 육체적 속성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속성인 사유에서 동물성과 다른 인간의 인
간됨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배르그손에 의하면, 정신이란 물질의 필연성에 저항하면서 깨어
난다. 정신은 기억과 선택을 의미한다.19) 베르그손은 사유라는 것이 지닌 추상성을 비판하면
서 기억이라는 심리적이지만 구체성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정신을 설명한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간의 육체 속에 물질의 일부가 내장된다면 사이보그적 
신체가 될 것이며 인간의 정신적 특성인 기억 기능을 클라우드가 할 수 있다면 인간의 기억 
기능을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클라우드는 인간처럼 기억을 유형적인 것

14) 2016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창조
과학부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말 사물인터넷을 제외한 전체 모바일 회선 5천489만9천789개 가운데 
4천641만8천470여 개가 스마트폰이었습니
다.(http://www.yonhapnewstv.co.kr/tvscript/AKR20170210043100038/?did=2039m2017년4월
19일참고) 

15) 유선인터넷의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오히려 모바일인터넷 보
급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클라우스 슈밥,『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92-93쪽 참조)

16) 클라우스 슈밥,『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92쪽.
17) 예를 들면, 헬스케어 산업은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기술의 동시다발적 발전을 통합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다.
18) 사이보그(cyborg)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유기체(organism)가 합해진 말로서, 기계와 유기

체의 합성을 뜻한다. Donna Haraway,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Simians, Cyborgs, and Women: 
Reinvention of Nature,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Ltd., 1991, p. 149-150.

19) H. Bergson, L’eˊvolution creˊatrice, PUF, 1907, p. 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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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20)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 속에 기계
가 내재해 있을 것이며 인간의 정신도 인간의 정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사물,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과 기계가 서로 연결되고 관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와 기계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서
로 연결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망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정보를 
저장하고 보관해서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고 정보들이 스스로 연결되면서 유의미한 체계를 형
성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까지 갖추는 학습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 내지 연결되는 네트워크21) 사회
를 넘어 네트워크 존재론 내지 관계망의 존재론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과 자연사물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자연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
서 본다면 이러한 존재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로 왕양명과 메를로-뽕띠의 존재론을 통해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왕양명의 존재론

왕수인은 인간이란 단순히 우주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주자연과 하나라는 존재론적 입
장이다. 인간은 우주자연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라는 
것이다.22)  인간과 우주자연 속에 존재하는 무생물에서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와 
관계(感應)를 유지하면서 존재한다는 점이다.23) 인간존재는 무생물을 포함해서 유생물에 이르
기까지 우주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이 어떻게 무생물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인간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하
나라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왕수인의 시대는 당연히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 

왕수인의 철학은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이란 한 순간 쉼도 없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유기체라
고 본다.24) 자연은 한순간도 쉬지 않는 변화와 운동성의 주체라는 시각이다.『주역』,『중용』등 
우주관을 계승한 왕수인은 우주자연의 모든 존재들을 무생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한다.25) 그런 점에서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본다.26) 자연이
란 인간의 존재근거이며 윤리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주역』에서 도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는 것은 자연의 능동성을 강조한다.27) 그리고 『중용』에서 하늘이 명한다는 것은 하늘의 
역동성을 넘어서 인격성을 의미한다.28)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양철학은 기본적으로 자연, 
그 중에서도 하늘에 특별한 인격성 내지 신격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 변형된 유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소개로는 Barabási(2002), 왓츠(2004), 뷰캐넌(2003), Castells(2000a; 2000b; 

2004a) 등이 있으며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론의 소개 및 연구로는 김용학(2007)과 민병
원(2005)을 참조할 것.

22) 『傳習錄』, 179條目, “夫人者, 天地之心, 天地萬物, 本吾一體者也.”
23) 『傳習錄』, 336條目, “你只在感應之幾上看, 豈但禽獸草木, 雖天地也與我同體的, 鬼神也與我同體的.”
24) 『傳習錄』 , 202조목 : 主其本體也. 戒懼之念是活潑發地. 此是天機不息處, 所謂‘維天之命, 於穆不

已’, 一息便是死. 非本體之念, 卽是私念.
25) 동양철학에서는 자연이란 수학적 물리적 대상물이 아닌 인격적 의미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동양철

학의 자연 또는 천지란 인격적 자연이라 부를 수 있다. 
26) 김세정, 『왕양명의 생명철학』, 청계, 2006, 102-103쪽.
27) 『周易』,「繫辭傳」, “一陰一陽之謂道”
28) 『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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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수인의 사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과 인간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론적
으로 상호 의존적이며 관계적이라는 사실이다. 서양철학과 달리, 동양에서 천지(天地)란 단순
한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천지가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근원적 존재로서의 천지인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연 사물이 동양의 천지 개념처럼 생명성과 함께 인격성을 지녔다는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주 자연과 인간이 서로 서로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왕수인은 오늘날의 시대에서 해석한다면, 정보의 송
신자가 정보를 보내는 자극을 주면(感)과 수신자는 받은 정보에 대해서 반응(應)하는 관계를 
영속적으로 서로 서로 유지한다. 과거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사람이었다면,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인간이 아닌 사물끼리 서로 서로 상호적 관계를 가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우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즉 인간을 포함해서 무생물까지 서로 서로 연
결되는 관계망의 시대가 등장하였으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
는 연결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과 우주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일체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서로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사물인터넷의 사회라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가 상호적으로 연결되면서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개별적으로 분리
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지니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29)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인간이 다른 존재와 연결이나 관계를 피하려면 다른 존재들과 관
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할 수 있지만 다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
속한다면 다른 존재들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세계의 존재가 다
른 존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들어내면서(顯/陽)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 접속해야할(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단절하기를 원한다면 일시적
으로 자신을 숨기면서(隱/陰)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접속하지 않
을 수 있을(屈) 것이다.30) 하지만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유지하든 유지하지 않
든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벗
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네트워크적 관계(一理) 속에서 존재할 뿐이다.31)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와 접속되는 상태(陽)이냐 아니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陰)냐는 질
문은 태극(太極)의 체용론(體用論)처럼 네트워크적 사회의 일면적인 모습(陰陽)에 불과하며 디
지털 사회의 접속의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비접속의 측면에서 보느냐는 일시적 측면만을 반
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접속이냐 아니면 비
접속이냐는 것은 하나의 디지털 사회의 일면적 양상에 불과하며 디지털 사회의 관계망에서 빠
져나갈 수는 없다. 

음양, 동정 그리고 굴신은 디지털 관계망의 사회에서는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며 다른 존재들과 접속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굴신(屈伸)작용이란 음양의 
작용을 의미하며 ‘굴(屈)’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며 ‘신(伸)’이란 다른 존

29) 『王陽明全集』, 卷7, 「親民堂記」, 251頁, “人者, 天地之心也; 民者, 對己之稱也; 曰民焉, 則三才之道
擧矣.”

30) 『傳習錄』, 157條目, “太極生生之理, 妙用無息, 而常體不易. 太極之生生, 卽陰陽之生生. 就其生生之
中, 指其妙用無息者, 而謂之動, 謂之陽之生, 非謂動而後生陽也. 就其生生之中, 指其常體不易者, 而
謂之靜, 謂之陰之生, 非謂靜而後生陰也. 若果靜而後生陰, 動而後生陽, 則是陰陽動靜截然各自爲一物
矣. 陰陽一氣也, 一氣屈伸而爲陰陽; 動靜一理也, 一理隱顯而爲動靜. 春夏可以爲陽爲動, 而未嘗無陰
與靜也; 秋冬可以爲陰爲靜, 而未嘗無陽與動也. 春夏此不息, 秋冬此不息, 皆可謂之陽, 謂之動也; 春
夏此常體, 秋冬此常體, 皆可謂之陰, 謂之靜也.”

31) 『傳習錄』, 157條目, 陰陽一氣也, 一氣屈伸而爲陰陽; 動靜一理也, 一理隱顯而爲動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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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과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할 것이냐 아니면 
관계를 단절할 것이냐는 다지털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디지털화란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디지털 과학기술에 기반을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굴
신이란 일시적 관계이지만 결국 디지털화란 하나의 전반적인 흐름(一理)에서 역행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왕수인은 주희의 리와 기, 음양과 동정 등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존재론을 거부하는 것처럼, 
왕수인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을 인정
하면서 디지털과의 접속이냐 비접속이냐는 일시적 현상만을 인정하는 관계망의 존재론이다. 
관계존재론에서 다른 존재들과 관계 내지 접속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왕수인의 용어에 의하면 
동(動)이고 신(伸)이지만 다른 존재들과 일시적으로 접속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정(靜)이며 굴
(屈)이라고 할 수 있다. 

왕수인의 사상에서 인간의 위상을 고찰하면, 인간이란 천지자연과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천지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천지자연의 마음(天地之心)이라고 한다.32) 
인간이 천지자연의 마음이라는 것은 천지자연, 즉 세계와 관계에서 근본적인 주체이며 관계망
의 중심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33) 왕수인에게 인간이란 우주자연의 중심이라고 간주한다
면,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간을 인공지능로봇이 대신하는 사
회로 이행될 것이며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독립적으로 존재하
지 않으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서로 관계망 속에서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인
간과 다른 인간의 분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인간과 사물의 분리 역시 불가능하며 인간과 
세계의 무생물과도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이며 관계 지향적 존재론 속에서 살아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왕수인은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서로 상호적이며 유기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지극히 정밀한 기적 존재이며 영성적 특성을 지닌 존재라고 규정한
다.34) 왕수인에 의하면, 특별한 위상을 지닌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점은 바로 인간의 도덕
성에 기원한다고 본다. 왕수인이 보기에, 인간이란 절대로 세계의 존재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부의 존재성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이다. 왕수인에게 인간이란 도덕
적 심성을 가진 자아를 의미한다. 인간의 존재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주체성을 양지(良知)라고 
하였다. 

천지의 운행이 한 순간의 숨이나 멈춤이 없다는 것은 천지, 즉 우주자연으로서의 세계는 늘 
변화는 속성을 지닌 것처럼 양지도 항상 불변하는 항상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 속
에서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늘 변화하듯이 양지도 늘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도덕적 자아인 양지는 순수성을 지니면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기 때문에 늘 쉼이나 멈춤이 없다고 간주한다.35) 따라서 왕수인의 도덕
적 자아는 세계 속에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왕수인의 자아는 순수자아가 아
니라 생활 세계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자아(ego)인 양지는 세계와 무관하게 

32) 『傳習錄』, 179條目, “夫人者, 天地之心, 天地萬物, 本吾一體者也.”
33) 『王陽明全集』, 卷7, 「親民堂記」, 251頁, “人者, 天地之心也; 民者, 對己之稱也; 曰民焉, 則三才之道

擧矣.”
34) 『明儒學案』, 卷25, 南中王門學案一, 「語錄」, “今夫茫茫堪輿, 蒼然隤然, 其氣之最麤者歟. 稍精則爲日

月星宿風雨山川, 又稍精則爲雷電鬼怪草木化蘤, 又精而爲鳥獸魚鼈昆蟲之屬, 至精而爲人, 至靈至明而
爲心.”

35) 『王陽明全集』, 卷6, 「惜陰說」, 267頁, “天道之運, 無一息之或停, 吾心良知之運, 亦無一息之或停, 良
知卽天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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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순수한 도덕적 자아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기도하고 영향
을 주기도 하는 생활 세계(Lebenswelt) 속의 자아라는 의미에서 도덕적 자아는 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왕수인의 인간존재란 세계의 존재를 드러내는 새로운 계기이며 세계의 존재를 밝혀주는 특
별한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36) 
인간의 존재는 하늘(天)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존재는 하늘 그리고 자연
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연관성의 관계망 속에서 있다.37) 인간은 자연 세계와 생활 세계를 연결
되어 있으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세계가 고통을 받을 때는 항상 세계와 감응하면서 세
계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세계의 살(chair du monde)이라고 할 수 있
다.

 
Ⅳ. 메를로-뽕띠의 존재론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표상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38)라는 통각을 말
하는데 여기서 후설은 칸트의 통각을 초월론적 자기의식39)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0) 초월론적 
자아는 모든 것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
정립에 대한 판단중지를 수행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면서 주관과 의식이 세계 
안에 있는 여러 대상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의미로서의 세계를 구성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
을 인식한다.41) 판단중지를 수행하면서 이전의 자연적 태도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세속적 
의미를 상실하고 초월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후설이 자연적 태도에 대해
서 회의했던 이유는 자연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일체의 것은 분명하고 구별된 인식이 될 수 없
다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42) 후설은 엄밀한 학으로서의 현상학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현상
학은 명증성의 자아43)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적 이라고 언급한다.44) 하지만 데카
르트의 자아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해명하고 있지 않다. 메를로-뽕띠는 데카르트의 자기
의식 또는 칸트의 통각은 기원을 알 수 없으며 단지 명증성에 의존하면서 지나치게 추상적이
라고 비판한다.45) 메를로－뽕띠는 데카르트 또는 후설과 달리, 전통적인 세계와 주관, 연장실

36) 『王陽明全集』, 卷6, 「惜陰說」, 267頁, “良知卽天道.”
37) 『王陽明全集』, 卷7, 「謹齋說」, 263頁, “心, 性也; 性, 天也.”
38) I. Kant, 건순수이성비판 I내,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346쪽.
39) 자기의식 역시 일종의 구성, 즉 통각이다. 이 점과 관련해 후설은 한 유고에서 “자기의식” 

(Selbstbewusstsein)과 “자기통각”(Selbstapperzeption)(Hua XIV, 462)(후설 전집(Husserliana)으로 
출간된 후설의 저작은 괄호 안에 Hua라는 약호와 전집번호, 쪽수들 제시하여 인용하기로 한다.)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40) 초월론적 판단중지와 환원은 초월론적 주관을 그의 자기은폐성으로부터 해방시켜 그것을 새로운 지
위, 즉 초월론적 자기의식의 지위로 격상시킨다.(Husserl, E., Zur phänomenologischen 
Reduktion. Texte aus dem Nachlass (1926~1935),Dordrecht/Boston/London, 2002.(Hua 
XXXIV, 건현상학적 환원내), 399)

41) 이남인, 「자기의식의 현상학 - 자기의식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중심으로 -= 자기의식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서강대 철학연구소, 41집, 2015, 9-43쪽.

42) Husserl, E.,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Den Haag, 1950.
    (Hua I, 건데카르트적 성찰내), 57
43) R. 데카르트, 건성찰내, 이현복 옮김, 서광사, 1997, 43~44.
44) Hua XXXV, 115 이하 참조. Husserl, E., Zur phänomenologischen Reduktion. Texte aus 

dem Nachlass (1926~1935), Dordrecht/Boston/London, 2002.(Hua XXXIV, 건현상학적 환원내, 
115)

45)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ego sum, ego existo)는 명제는 내가 이것을 발언할 때마다 혹은 마음에 
품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R. 데카르트, 건성찰내, 43~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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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res extensa)로서 몸과 사유실체(res cogitans)로서 정신의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분법을 
넘어서는 데 그의 ‘제 3의 존재류(troisième genre d'être)’로서의 ‘고유한 신체(corps 
propre)’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을 구성한다. 

메를로-뽕띠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데카르트의 자아, 즉 언어적 자아는 추상적 자아에 불
과하다고 비판한다.46) 데카르트는 자신의 저서인 건성찰내I에서 자신의 신체, 타인, 세계와 관
계를 맺으면서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 작동하는 근원적인 자기의식을 고려할 수 없었다. 자신
의 신체와 타인은 이미 건성찰내1에서 방법적 회의를 통해 사물처럼 배제하는 크나큰 실수를 
하였다.47) 후설이 주관과 객관의 상관관계로서 지향성 개념을 전개시키지만, 후설의 현상학은 
근본적으로 주관과 대상(객관)의 이원론을 유지시키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신체와 정신이라
는 이분법으로 나누기 이전의 실제적인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인
간의 정신은 신체이며 신체는 동시에 정신이기도 하다.48) 왜냐하면 메를로-뽕띠는『지각의 현
상학』에서 인간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자산의 신체와 공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 속에 육화된 상태에 있다.49) 따라서 메를로-뽕띠는 “ 나는 나의 몸이다”라고 표
현한다. 

후기 메를로－퐁티가 전기의『지각의 현상학』에서 의식의 철학을 인정하는 주관과 객관이라
는 도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변형한다.50)   

메를로-뽕띠가 인간중심적 사고를 비판했는가 아니면 인간의 의식 중심의 사고를 반박했는가하
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유럽의 철학은 데카르트에서 시작해서 베르그손을 거쳐 후설에 이르
기까지 자연 또는 사물은 인간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간의식 내부에서 자연(또는 사물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철학이라고 메를로-뽕띠가 주장하고 있다. 메를로-뽕띠가 일명 의식철학이라고 
명명한 철학에서는 우리가 만나고 마주치는 자연/사물들을 의식 속에 내재된 자연으로 간주하지 
만져지고 느껴지는 우리 의식 밖의 자연이 아니다. 인간은 신체를 통하여 자연과 만나고 내가 소
유한 신체는 자연의 중심에 있다. 여기서 언급한 신체는 우리가 우리의 등을 볼 수 없는 신체이며 
여기서의 자연(후설의 Boden)은 바로 내가 만나고 마주하는 자연이다. 하지만 경험론적 실재론이
나 구성주의적 관념론은 모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현상학이라기보다는 자연에 대하여 인
간의 의식이 우위에 있는 철학에서 가능한 인간의 의식 중심적 철학이다. 

메를로-뽕띠의 철학은 세계와 마주하고 세계를 접하는 인간 신체를 가진 구체적 인간의 인간중
심주의를 거부하기보다는 인간 의식의 철학을 통하여 자연을 인간 의식 내부로 환원하려는 철학에 
대해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물자체(Ding An Sich)를 인식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의 발현에서 (인
간)의식의 철학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의식의 철학은 데카르트에서 출발하여 칸트를 
거쳐 헤겔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실재를 인간 의식의 내재성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메를로-뽕띠가 신체 없는 의식을 비판한 것이지 의식과 신체를 동시
에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철학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51)

메를로-뽕띠의 후기 철학인 살의 존재론(ontologie de la chair)52)으로 넘어가면서 의식 중

46) M.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1945, 460쪽.
47) 이남인, 건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내, 한길사, 2013, 235 이하
48) M. Merleau-Ponty, L'Oeil et L'Esprit , Paris : Gallimard, 1964B. p.18.
49) 후설식 독일어 Leib에 대한 설명이다. 메를로-뽕띠는 후설의 Leib를 le corps(몸)라고 번역한다.
50) Merleau-Ponty, Le visible et I'invisible, suivi de notes de travail Edited by Claude Lefort 

(Paris :Gallimard, 1964A)VI,  p.p.250
51) Merleau-Ponty, VI,  p.p.234.
52) Merleau-Ponty, VI,  p.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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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철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철학이 극명하게 드러난다.53) 메를로-뽕띠는 의식자체를 거부한
다고 할 수 없다. 육화된 의식은 신체를 소유한 순수자아의 의식의 투명성(transparence)보
다는 불투명성(opacité)을 그 특징으로 한다.

메를로-뽕띠의 후기 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활세계를 구하는 방법은 인간의 (지향적 의
도의)의식작용이 구성한 초월론적 구성이 왜곡한 실재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메
를로-뽕띠의 철학은 후설의 생활세계를 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설의 구성주
의 철학은 데카르트를 거쳐 칸트의 선험철학과 후설의 초월론적 구성주의 철학으로 이행하는 
근·현대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메를로-뽕띠
가 강조하는 의식은 지각하는 의식이며 감각하는 의식이지 주체화하는 의식이 아니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신체가 마주치는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바로 나의 신체와 세계가 만
나는 접점이며 (하이데거적 의미에서)하나의 사건(Ereignis)54)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서 메를로-뽕띠가 궁극적으로 구하려했던 생활세계는 후설의 『유럽학문의 위기와 초월론적 철
학』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활세계를 구하려한다.55) 이 점에서 메를로-뽕띠에 따르면, 후설의 
현상학은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 학문』에서도 가상적인 구성적 주체가 재등장
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인간의 몸과 세계의 살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 안과 밖,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고 주체이면서 객체이고, 안이
면서 밖이고, 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서로가 서로  교차하고 섞
이며 얽혀있는(entrelacement) 상호적 관계이며 ‘전치(轉置)’되며, ‘십자형으로 교차’되는 ‘키
아즘(chiasme)’적 관계이다. 우리와 세계의 관계는 살을 통한 관계(notre rapport charnel)
이다.56)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의 존재는 단순한 표층적 존재가 아니라 심층적 존재(profondeur de 
l’Etre)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지각하는 세계의 존재는 두께(epaisseur)를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우리의 몸이 감각하고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간극(ecart), 혹은 부정성을 포함하고 있다.57) 
이처럼 메를로-뽕띠는 우리의 몸과 세계의 관계를 살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세계는 우
리에게 보이는 것(le visible)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l’invisible)이라는 이중성을 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인식하고 감지하는 세계를 ‘존재의 열개(裂開, dehiscence de l’Etre)’라는 
개념을 통하여 세계의 존재는 먼저 스스로를 열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들어낸다. 세계58)는 자신의 현상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
신을 은폐하기도 한다. 

메를로-뽕띠는 인간의 몸은 세계 존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존재론(Intraontologie)’이라고 명명하였다.59) 인간의 몸은 세계 존재 내부에서 

53) Merleau-Ponty, VI, pp. 234, 250 지각의 현상학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의식>, <대상>의 구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Merleau-Ponty, VI,  p.p.250 번역). 첫 
번째 묘사이후에 남아있는 문제들은 바로 부분적으로 <의식의 철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pp234)

54) 같은 책, pp178
55) Maurice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p.14.
56) Merleau-Ponty, Éloge de la philosophie,  Éditions Gallimard, 1960. p. 258.
57) 메를로－퐁티의 존재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L’être et le néant)에서처럼 무(無)와 대립되는 개

념이 아니다.
58)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세계는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논자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메를로-뽕띠 자신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
계와 존재, 양자의 관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와 같다.” (Merleau-Ponty, VI,  
p.p299-30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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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며 인간의 몸은 바로 세계-내-존재이기 때문에 세계를 대상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
간의 몸은 세계 내부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내부존재론적인 특징이다.60) 따라서 세계 존
재는 자신을 현상하는 부분(Unverborgenheit du Verborgen)이 있고 자신을 감추는 부분이 
존재한다.61) 

자신이 부분을 감추는 부분은 인간의 감각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l’invisible)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며 토대이기도 하다.62) 따라서 세계
의 존재가 우리에게 감각적인 존재Être sensible)를 보여줄 때 세계의 존재를 경험하고 파악
할 수 있지 우리의 몸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세계의 존재는 보이는 것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이원화된다. 세계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되지만 중첩
되지는 않는다.63) 세계의 보이지 않는 부분 또는 현존할 수 없는 부분(Nichturpräsentirbar)
은 보이는 부분 또는 현존하는 부분(Urpräsentierbar)의 배후에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부분
은 보이는 부분과 연속 또는 ‘경첩(charnière)’적으로 연결된다.64)65) 우리의 몸과 세계는 얽
힘(entrelacs) 관계에 있으며 공통적인 세계이고, 상호 세계(intermonde)이다.66)

Ⅴ. 나오는 말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인간의 몸속에도 기계와 인터넷이 탐재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인간의 몸은 단순히 정신도 아니며 육체도 아니고 육화된 정신도 아닌 전혀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67)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과 사물의 경계는 사라질 것이며 인
간 속에 사물이 내재될 것이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사물은 인간과 유사한 기능 내지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인간과 사물의 경계, 인간과 자연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로 연결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상호 소통하는 네트워크 사회가 현실화된다면 아프리카 사회에
서부터 남극 및 북극의 사람들까지 서로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지구촌에서 거주하는 날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간의 몸을 사물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인간의 몸속에 컴퓨
터 칩이 내장되면서 인간과 사물의 구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사물의 구별 역
시 사라지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상호 공속 되는 하나의 존재 속의 두 형태일 뿐인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는 존재론이 바로 내재적 존재론(Intraontologie)이며 이처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존재론이 바로 동양의 왕양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메를로-뽕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9) Merleau-Ponty, VI,  p.p 276.
60) Merleau-Ponty, VI,  p.p 265.
61) Merleau-Ponty, VI,  p.p 297.
62) 보이지 않은 것은 보이는 것의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잠재적 중심(foyer virtuel)’ 

또는 ‘안감(doublure d’invisible)’이라 명명하였다.
63) Merleau-Ponty, VI,  p.p 175
64) Maurice Merleau-Ponty, L’oeil et l’esprit, Paris, Gallimard, 1964B, p.85.
65)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이웃 관계(rapport de voisinage)를 형성하다. (Merleau-Ponty, VI,  

p.p 260 참고)
66) Merleau-Ponty, VI,  p.p 317.
67) 인간의 몸속에 기계를 이식한 사이보그의 개념을 뛰어넘는 상태의 인간이 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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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야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
다. 먼저 4차 산업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ICT기술에 익숙해야할 것이
며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서 생명을 조작하면서 인간들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한 생명체가 탄
생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생명공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면서 새로운 인간형이 등
장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의 생명공학 기술
과 ICT기술의 혁신은 인간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국 인간의 본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았고 헤겔은 인간의 본질을 노동에서 찾았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이 현실화될 상황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적 능력은 인공지능이 월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 아닌 이유
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면 지금보다 월등히 AI의 노동생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인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실업에 빠지게 되며 높은 생산성
의 결과 복지 사회에서 유희가 인간의 주된 일이 되는 사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두 철학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존재론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 
원했다. 두 철학자는 4차 산업의 시대에 다가올 인간본질의 변화뿐 만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경계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우주자연까지 하나의 네
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 새로
운 시대에 상응하는 존재론이 필요한 세상이 올 것이다. 만약 인간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존
재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인간들은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방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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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장의 촛불민심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1)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

Ⅰ. 들어가는 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넘어서서 2016년 11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
일마다 전국적으로 개최된 촛불집회는 최소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해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촛불민심이 광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대통령
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서 제도정치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이합집산에 따른 대선경쟁,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개헌 논의에만 매몰된다면 광장을 지킨 촛불민심은 여아를 떠나 제도정치권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장정치로 분출된 시민주권의 목소리를 제도정치 내로 수렴할 수 있는 
정치권의 노력이 요청된다.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제도정치와 광장정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대표적인 정
당․선거강화론자인 최장집은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무기력하고 작동하지 않고 그 중심적 메커
니즘으로서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운동만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운동에 집중하느라 정당을 강화하는 데 무관심하면 반대편에서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겨레21 2008/07/17 제719호). 이러한 최장집의 제도정치 
강화론은 일종의 대의민주주의 수렴론으로 받아들여졌고 당시 많은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젊은 
지식인 그룹은 최장집이 서양 이론에 함몰돼 있다는 원색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오창
은(2008: 36-7)은 최장집이 제도정치에만 갇혀 있다면서 광장의 정치가 요구하는 제도의 변화를 주목하
지 않은 채 제도정치로의 수렴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오히려 정치학자는 ‘광장의 정치인 촛불집회’
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면서 
비판하였다. 한편 조희연 외(2008)가 주장하기를 민주주의를 제도정치 중심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제도정치를 특정한 사회적․계급적 지형 내에서 유권자
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적 행위라고 규정한다면, 사회운동은 그러한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행
위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지형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적 각축 활동’과 그 지형 내에서 지
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제도정치적 각축 활동’의 상호관계 속에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시민사회와 민중 부문의 다양한 활동과 투쟁)은 민주주의의 두 축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최장집은 “대안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와 참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의
원선거를 비례표제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한 반면 이들은 “하위주체들이 주류 정치의 장으로 진
입함으로써 다중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는 당위적 주장으로 마칠 뿐이다(이지문, 2012: 333-335).

2008년 당시의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재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촛불의 제
도화, 광장정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보다 치열한 논쟁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
권, 시민사회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발표문은 광장정치의 제도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안들을 먼저 살펴본 후 제도정치와 광장정치 어느 한쪽을 우
선하지도 않으며 또한 부정하지 않으면서 제도정치와 광장정치를 보합함으로써 ‘광장정치의 제도정치화’

1) 본 발표문은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보합으로서 추첨민회 모색”(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동주
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시국대토론회, 2017년 1월 18일)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본 발표문은 일부 수정 후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므로 본 발표문의 인용은 발표
자의 허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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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첨시민의회를 모색한다.

Ⅱ. 광장정치의 제도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들과 그 평가

촛불민심이 단순히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서 제도정치 실패에 기인한다는 전제 하에 크게 보면 세 가
지 대안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당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 직접민주주의적 기제 도입, 직접민주
주의로의 이행이다. 먼저, 정당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 차원 논의이다.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단정한 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체제를 민주화해야 하며, 그러러면 기존의 보수독점적 양당체제
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단순다수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다음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기제를 도입하자는 차원이다. 이
것은 직접민주주의로서 이해되기도 하나,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 발표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주의로 인식하지 않는다.2) 끝으로, 직접민주주의로 이행이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전자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폐기하고 민회민주주의 차원의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당 강화와 같은 선거를 전제로 한 제도 차원에서의 접
근, 직접민주주의적 기제 도입을 통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들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정당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부터 검토하
면,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 차원을 포함하여 좀 더 투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한다는 점에서 보수 독점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존 정당 사이에서 대표
성을 상대적으로 제고하는 데 불과할 뿐이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반영해 진정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치 참여를 여전히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택에 한정함으로써 투표하는 일반 
국민과 선출되는 정치 엘리트 사이의 간극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투표 참여로 제한된 정치 참여를 좀더 확장하고 중요 
이슈들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통제’라는 원칙을 어느 정도 
견지할 수 있고, 대표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왜곡될 수 있는 이슈들이 좀더 공공선에 입각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경우 국가가 정한 의제에 대한 찬반 투표의 성
격만을 띠게 되며, 정보 획득의 불일치 와 시간의 제약으로 개개인이 깊이 있는 심의에 기반을 둔 의사
결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민 간의 심의와 토의를 거친 결정이 아니라 찬반 결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
킬 수 있다. 끝으로 전자민주주의와 결합한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대안으로 꼽는 경우, 앞서 설명한 
국민투표의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최대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투표처럼 특정 이슈가 아니라 
개개인이 전자투표를 통해 모든 이슈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통치의 자유 자체는 획득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현안마다 투표를 하
다보면 ‘참여의 피로감’ 때문에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충분한 심의 자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이지문, 2011: 151-152). 

Ⅲ. 대안으로서 추첨시민의회 제안

2) 주성수(2006: 15-17)는 “오늘날 직접민주주의는 순수한 ‘직접’ 형태가 아니라 대의민주제와 ‘혼합’형태로 존

재한다면서, 시민들은 국가(지방) 차원에서 국민(주민)발안이나 국민(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를 통해 

서로 토의하며 투표에 참가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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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으로서 “미니 공중(mini-publics)”3)과 추첨

본 발표문에서는 광장정치의 제도화 차원에서 추첨시민의회를 모색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미니 공중과 추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니 공중

지난 30년 동안 심의민주주의 차원의 일련의 참여제도가 시민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구딘 등(Goodin & Dryzek, 2006)은 이러한 민주적 혁신을 가
져온 제도를 집합적으로 ‘미니 공중’이라고 칭한다. 이 개념의 선구적 설계자인 달(Dahl)은 다음과 같이 
소인구 집단(minipopulus)을 제안한다. 달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인 “다두체제(多頭體制, 
polyarchy)”4)가 ‘국민에 의한 지배’에 좀 더 가까이 혹은 좀 더 훌륭하게 근접할 수 있도록 민주화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도적 개혁으로 고대 민주주의의 방편이었던 추첨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한다. 즉, 
추첨을 대도시의 시장, 장관, 상․하원의 의원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다두체제의 선출직 공
무원들을 보조할 각각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들을 뽑는 데 사용하자고 제시한다. 각 자문위원
회는 기백명의 위원들로 구성하되 그들은 무작위성(randomness)이 보장되도록 근래의 표본조사에서 사
용되는 것과 꼭 같은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고, 한 해 동안 직책에 임한 사람은 다음 해에는 뽑히지 않
도록 하며, 가끔 회의를 소집하되 일 년에 수 주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Dahl, 1970). 그는 1989년에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미니 공중을 직접적으로 제안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책 엘리트들에 의한 사실
상의 의사(疑似)수호자주의 체제로 대체되었으나 이들 정책 엘리트들은 공공문제들에 대한 결정에 있어
서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어떤 것이 공공선인가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단
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공공선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협소한 관료적․제도적․조직적․집단적 이익을 증
진시키려 하며 대중의 시선과 판단에 구속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권력의 유혹에 의해 그들이 부패할 가
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사실상 의사 수호자들에 의한 통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체 “데모스(demos)”5)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대략 천 명의 시민들로 구성되는 미니 
공중을 창출을 제안한다. 원거리 통신의 발전으로 참여 민주주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적절한 이해 없이 하는 투표는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가 있으며 모든 시민이 중요 쟁점에 대해 정보를 지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
잡한 공공 정책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관심 있는 대중’(attentive public)이 더 
넓은 대중, 즉 데모스 자신의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대표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요청된다. 임무는 대략 
일 년 동안 하나의 쟁점에 대해 숙고하고 선택한 바를 발표하는 것이다. 미니 공중 구성원들은 원거리 

3) ‘미니 공중’(mini-publics)은 Dahl(1989)의 ‘mini populus’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한국 번역본에는 ‘소인구 집

단’로 되어 있다. 구딘 등(Goodin & Dryzek, 2006)은 시민배심, 합의회의와 같은 민주적 혁신을 가져온 제

도를 집합적으로 ‘미니 공중’(mini-publics)이라고 칭한다. 오현철(2009)은 이것을 ‘작은 공중’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작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등을 고려해 영어 그대로 ‘미니’로 사용해 ‘미니 공중’

으로 통일해 사용한다. 

4) Dahl은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을 부

여하는 것이 편리하며, 1953년 현대적 형태의 대규모 민주주의 정치를 다두 민주주의 체제라 부르기 시작했

다. 이는 ‘다수에 의한 통치’로, 19세기에서와 같이 제한된 선거권을 채택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정체와도 

다르며, 정당과 정치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 조직화된 이익단체 등과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는 구 민주

주의 체제나 공화적 정치제도와도 다르다. 또한 단위가 작아서 구성원들이 직접 회합하여 정책과 법을 만드는

(또는 권고하는) 민주주의적 실재와 다르다고 하였다(Dahl, 2006: 126-127).

5) 시민의 집합체는 데모스(demos), 포퓰루스(populus), 시민체(citizen body)를 이룬다(Dahl, 1989: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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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하나의 미니 공중은 쟁점들의 의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다른 미니 공중
은 쟁점들의 의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다른 미니 공중은 하나의 주요 쟁점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
다. 따라서 미니 공중은 의제에 있는 각각의 중요 쟁점에 따라 하나씩 존재할 수 있다. 미니 공중은 모
든 수준의 정부 - 전국, 주, 지방 - 에 하나씩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 다시 원거리 통신에 의하여 - 
학자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an advisory committee) 그리고 행정 참모들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청문회, 위원회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논쟁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결과 미니 
공중의 판단은 데모스의 판단을 ‘대표’하게 되며, 만약 데모스가 어떤 결정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 가능한 최선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면, 미
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
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한다(Dahl, 1989). 

오현철(2009: 259-260)은 미니 공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추
구할 때 직접민주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하면, 그 관점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반면 심의민주주의적 접근은 시민들의 치열한 ‘논쟁’을 강조한다. 폭넓은 참여와 깊이 있는 토
의는 양립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깊이 있는 토론에 참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깊이 있는 토의는 전체 시민사회가 아닌 소규모 토의 포럼에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하
며, 깊이 있는 토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인 미니 
공중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니 공중은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
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라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
운 주체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2) 추첨(Sortition)

전적으로 자원(自願)에 의해 충원되는 미니 공중의 경우 참여 편향성을 보이므로 현실 세계의 인적 
구성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달의 소우주와 다르기 때문에 구딘 등은 미니 공중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조한다. 즉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는 소우주적 미니 공중은 ‘무작위 선택 기법’을 사용해 선택되는데, 
여기서 ‘무작위 선택 기법’이란 추첨을 의미한다.

추첨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핵심 방법이었으며, 직접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던 메커니즘이었다.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이라 불리는 고대 아테네 경우 민회가 모든 중요한 정치권
력을 행사했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아테네 정부의 네 개의 주요한 기관들 중 세 곳인 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이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 구성원들을 선택하는 데 폭넓게 추첨이 사용되었다. 대
략 700명의 행정관 중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군사 지도자들과 재정 관리와 관련되는 특정한 공직자들만
이 선거로 선출됐을 뿐이다(Manin, 2007: 41 ; Aristotle, 2010: 43.1 ; Hansen, 1991: 233 ; Dowlen, 
2008a: 235 ; Dowlen, 2008b: 32). 즉, 민회가 수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능이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
민들에게 위탁되었으며, 이것이 아테네 민주정과 오늘날 대의정과의 본질적 차이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었다(Manin, 2007: 25-6). 아테네의 ‘추첨-정체’(lot-polity)는 기원전 594년 솔론
(Solon)부터 기원전 322년 마케도니아에 의해 아테네 민주주의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일정 수준의 변화
는 있었지만 거의 300년 동안 유지되었다(Dowlen, 2008a: 31). 고대 아테네 정치기구와 구성 방식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6) Manin(2007: 23-42)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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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대 아테네 정치기구와 구성방식>

민  

회

아테네의 최고결정권한을 소유한 기관으로 1년에 40회 이상 회

합함. 공공질서의 유지에 관한 법적 틀, 재정, 직접 과세, 도편추

방, 대외 업무 등과 같은 주요 의제들은, 심의와 결정을 위해 민회

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제출됨

전체 시민으로 구성

(정족수 6천명)

평

의

회

민회의 집행위원회 겸 운영위원회 역할을 담당했으며, 실질적인 

최고통치체로 활동함

30세 이상의 위원 500명

으로 구성되며 1년 임기로 

추첨을 통해 임명. 평생 동

안 두 번 이상 위원 불가

시

민

법

정

민회와 평의회의 법과 칙령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고, 법률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함

매년 30세 이상의 지원

자 중에서 6천명 추첨한 

후, 이들 중에서 추첨 통해 

재판 배정

행

정

관

민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소송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고, 법정을 

소집하고 주관하며, 민회와 법정에서 내려진 결정을 시행함. 

중요한 정치적 결정의 권한은 민회와 법정에 속한 것이기 때문

에 행정관에게는 결정적인 권력이 없음.

대략 700명의 행정관(임

기 1년) 중에서 600명 정

도는 추첨으로 선출(동일 

직책을 다시 가질 수 없음). 

군사 및 재정 담당 약 

100명은 선거로 선출(연임 

제한 없음)

아테네에 이어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공화국 등에서도 추첨제가 사용되기는 했지
만 아테네처럼 직접적인 선택의 수단이 아니라 선거 제도의 일부로 쓰였을 뿐이며,7) 오늘날에는 영미권 
국가의 사법 제도에서 배심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8) 

Ⅳ. 추첨으로 구성된 미니 공중의 대표 사례

캐나다에서는 2004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2006년에는 온타리오
(Ontario)주에서 각각 선거제도개혁시민총회(Citizens' Assembly on Electoral Reform)를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로 소집하였다(Dowlen, 2008b: introduce). 주정부에 의해서 1년에 가까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걸쳐 소집되었으며, 시민총회에서의 권고는 주민투표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되는 방식이었다. 아일랜드에서는 2016년 10월 출범한 시민의회 경우 연방대법원 판사인 의장을 제외한 
99명 전원을 추첨으로 구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 헌법회의 경우는 의원 33명과 추첨 시민 66명, 
중립적인 의장 1명으로 구성했었다. 

1. 브리티시컬럼비아 사례

 1) 배경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nin(2007: 65-121) 참조하라.

 8) 한국에서는 배심 방식이지만 기존 배심제와 달리 권고로 국한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2008년 1월부터 시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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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주정부 선거 기간 동안, 자유당(the Liberal Party)의 지도자 캠벨(Campbell)은 현행 단순 다
수 대표제(first past the post)가 투표율과 의석에서 과도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시민총회를 통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 정부는 2003년 4월 각 
선거구마다 2명씩 무작위 선택한 시민들로 구성되는 시민총회가 선거제도를 권고한 후 국민투표에 회부
하는 방식을 법으로 채택하였다. 시민총회는 주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
아, 11개월 동안 거의 매주 모여 다양한 선거제도들을 평가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할지 또는 새로
운 모델을 채택해야 할지 토의를 한 후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하였다.

의회를 장악한 의원들은 주로 고등교육을 이수한 중년의 백인 남성들로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열성적이지 않았고 선출된 순간부터 ‘특권층’이 되었다. 시민들의 정치불신이 높았지만 이에 
책임져야 할 의회는 당파주의에 지배되어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있었다. 의회제도 자체가 심각한 ‘민주 
결핍’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러한 정치적 딜레마는 의석수를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못하는 단순다
수대표제 때문에 유발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했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선출된 선거제도를 개
혁하지 않았다(Carty, 2005: 2 ; 오현철․강대현, 2013: 153-154에서 재인용).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작
업을 의원들에 맡긴다면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되기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수상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총회 구성을 지시한 것이다(오현철․강대현, 
2013: 154).

 2) 구성 절차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민총회 구성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79개의 선거구로
부터 남녀 각각 한 명씩 158명에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2명을 추가하여 모두 160명에, 임명된 의장까지 
합하여 총 161명으로 구성되었다. 선거로 선출된 전․현직 공직자, 선거 출마자들의 직계 가족, 정당 당
직자들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은 연령과 지리적 분포의 공정한 대표와 성
별 균형을 보장하도록 무작위 추첨으로 선택되었으며, 다음 세 단계 과정을 밟았다. 1단계는 2003년 8
월, 지리적 대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79개의 각 선거구마다 200명(남녀 각각 100명)씩 15,800명을 무작
위로 선택하였다. 이들은 주의 인구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령대(18-24세, 25-39세, 40-55세, 
56-70세, 71세 이상)와 성별로 그룹화되었다. 선택된 이들에게 우편 발송을 하였으며, 이 편지에서는 시
민총회의 목적 및 임무와 책임을 개략하였고 참석여부를 질문하였다. 편지에 답한 사람들은 선거구, 성, 
연령 집단에 의해서 그룹화되었다. 2단계는 이들 중 최종 선택 풀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 1,441명을 
연령 분포를 감안하여 성별로 동등하게 조직하였으며, 이들은 시민총회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그
들의 적격과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팅에 초청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 참여한 964명을 
대상으로 최종 추첨을 하여 각 선거구마다 남녀 각각 한 명씩을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158명을 선택한 이후, 의장은 원주민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2명을 추가로 선택하였다. 구성원들은 회의
에 참여했던 1일당 150달러에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받았다. 

 3) 과정 및 결과

이렇게 구성된 시민총회의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2004년 1월 11일부터 4월 26일까
지 6차례에 걸쳐 주말에 진행된 학습 단계였다. 이 단계 동안, 구성원들은 스태프 및 전문가들의 강의, 
문헌으로 된 자료 등을 통해 다양한 선거 제도들에 관해서 학습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정치학을 전공하
는 대학 3학년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재로 선거제도를 학습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공청회 단계는 2004
년 5월부터 6월까지 수행되었다. 이 단계 동안 구성원들은 전 주에 걸쳐 50회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수
천 명의 의견을 수집하였고, 1,603통의 문건으로 된 의견 제출을 확인하였다. 시민들은 공청회에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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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참석하여 발언하고 메일이나 우편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시민총회에 보냈다. 매 공청회에 최소 4명 
이상의 시민의원이 참석하였다. 공청회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사람에게는 10분간의 발표시간과 10분간의 
질의응답시간이 주어졌다. 50회에 공청회에 약 3천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심의 단계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최종 권고할 선거 제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였다. 
시민의원들이 표결한 결과 선호 이전식 투표제 146표 대 혼합형 비례대표제 7표가 되어 선호 이전식 투
표제가 선정되었다. 5주차에 다른 고려사항을 토론하였다. 10월 23일 시민총회는 선호 이전식 투표제를 
최종안으로 결정하였고, 다음날 투표를 통해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를 선호 이전식 투표제로 바꿀 것을 
권고하는 안을 채택하였다(오현철, 2010: 49-50).

시민총회가 권고한 선호 이전식 투표제도는 2005년 5월 17일 주 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통과를 위한 두 가지 기준인 투표자의 60퍼센트 이상 지지와 79개 선거구의 60퍼센트인 48개 이상에서 
과반수를 충족해야 하나, 79개 선거구 중 77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였지만 전체 투표의 57.7퍼센트를 
얻어 부결되었다. 2009년 주 선거와 함께 다시 주민투표에 회부되었으나 역시 부결되었다. 자유당 역시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가 통과되도록 촉진하지 않았으며, 여타 정당 역시 후보 중
심적인 투표 제도로의 개선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비
록 권고가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거의 1년 기간 동안 오직 한 명만 중도에서 그만두었을 뿐 출석률은 
일관되게 95퍼센트 이상을 유지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높은 책무성은 다음 두 가지에서 기인
한다. 하나는 시민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의원 사진과 약력을 소개하여 시민의원들이 책무성을 느끼고 진
지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였으며(Chambers, 2007: 4-5) 이와 함께 선거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활동할 동기 부여가 되었다(Lang, 2007: 37 ; 오현철․
강대현, 2013: 156에서 재인용).

시민총회 홈페이지는 활동 기간 동안 전체 주민 10명 중 6명이 접속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접속량이 많은 사이트가 되어다. 11개월 동안 조회수 51,353건을 기록
하였고, 151개국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홈페이지는 시민의원들과 대중 토의에 활용된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대중들의 대화를 유도하였으며 방문자들은 수시로 다
양한 제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시민의원들에게만 개방된 사이트는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
줌으로써 의원들 간의 토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민의원들에게 이 사이트가 공개 사이트보다 
유용하였다(Ward, 2006: 10-14, 오현철․강대현, 2013: 156에서 재인용).9)

2. 아일랜드 사례10)

 1) 개요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가능했던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들이 정치 리더십과 
정치 시스템에 더 불만을 갖게 됐고 그 보완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민이 참여해 운용한 아일랜드 헌법회의(The Convention on the Constitution, 약

9)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선거개혁을 위한 시민총회(2006-2007)가 정부 주도로 9개월 동안 운용되었다. 선

거구마다 시민 1명으로 책정한 결과, 여자 52명, 남자 51명, 이중 원주민 1명이 포함되어 총 103명으로 구성

되었다.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될 경우 구속력을 지니지만 시민총회 안은 2007년 국민투표에서 36.9퍼센트로 

부결되었다. 네덜란드 역시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포럼(2006)을 운용한 바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이 포럼은 9개

월(주말 10회) 동안 지역별 성별 비례에 따라 추첨으로 선발된 140명이 참가하였다. 캐나다 두 개주와 달리 

구속력이 없어 국민투표가 시행되지 않았다. 캐나다 두 개주, 네덜란드 경우 주민등록명부에 기초하여 무작위

로 선정한 후 이들 중에서 참가하고 싶은 자는 사전 교육 집회에 출석한 뒤 정식 참가 의사를 결정한다. 참가 

의사를 밝힌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최종 선정한다(Reybrouck, 2016: 156-157). 

10) 다음 내용은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s%27_Assembly_(Ireland), 한겨레신문(2017/02/10, 아일

랜드 보통시민 99명, 풀뿌리 개헌을 논하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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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Constitutional Convention)다. 참여자는 총 100명으로 중립적인 의장과 각 정당과 무소속 등 모든 
그룹에서 의석 비율대로 선발된 정치인 33명, 66명의 추첨으로 선출된 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은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하였다. 헌법회의는 의회가 결의안에서 정한 7개 의제만 아니라 헌법회의가 자체
적으로 정한 2개 등 모두 9개 의제를 다루었다. 정부는 헌법회의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
는 없었지만, 4개월 안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아야 했다. 2015년 기준 정부는 헌법회의 9개 보고서 중 
총 6개에 공식적 반응을 내놓았으며, 2015년 5월 22일, 2가지 제안사항(동성결혼 합법화 / 대통령직 출
마가능 연령을 35세에서 21세로 낮추는 것)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였다. 전자는 통과되었으며 후자는 통
과되지 못하였다.11)

2012년 헌법회의 활동이 활발했지만 의회에서 보수파의 반발 등으로 그 성과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
라 2016년 총선 뒤 집권당은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의회 결의안이 아닌 법률로 만들었다. 
2016년 10월 출범한 시민의회는 정치인들은 빠지고 추첨으로 선발한 99명 시민과 의장(연방대법원 판
사)로 구성되었다.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낙태와 국민투표, 인구 고령화 대책, 선거일 고정 문제 등을 다
루게 된다. 시민의회는 모임 때마다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 찬반 토론, 원탁협의를 거쳐 전체 회의를 
연다. 숙의 과정을 거친 뒤 토의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전체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
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시민의회는 헌법개정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논의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서 최종 결정하게 한다. 

 2) 구성

시민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여성이 100명 중 52명, 남성이 48명으로 구성됐다. 참가 연령의 하한선은 
아일랜드 국민투표가 가능한 18살로 잡았다. 연령대는 18세에서 24세 10명, 25세에서 39세 29명, 40세
에서 54세 28명, 55세 이상 33명이다. 시민위원들은 2016년 8~9월 사이 선정됐다. 여론조사기관이 인
구통계를 근거로 표본추출 기준을 만든 뒤 면접원들이 지역별로 집을 방문해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 중
에 기준에 맞는 대상을 찾아냈다. 시민의회가 논의할 주제와 관련된 단체에 가담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
는 사람들은 제외했다. 언론·정치권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도 배제했다. 시민 99명이 중도 포
기할 경우를 대비해 이들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또 다른 인원 99명을 예비로 마련했다. 실제 11명이 초
반부터 하차를 결정해 지난해 11월 1차 회의 때 11명이 예비 인원에서 충원됐다. 언제든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같은 연령·성별·지역 조건 등을 가진 예비 인원으로 교체된다. 시민 99명에게 교
통·숙박·식비가 제공되지만 다른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시민의회 1년 운영예산은 일단 60만유로(약 7
억원3천만원)으로 잡혀 있다.

 3) 회의 진행

시민의회는 아일랜드의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인 낙태 금지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고 있다. 아일랜
드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며 1983년에 헌법 제8조를 수정해 낙태를 금지했다. 산모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하지 않으면 낙태를 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로 임신했거나, 태아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산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없다. 2012년 아일랜드에 사는 인도 출신 여성 사비타는 아이가 
유산될 것이란 진단을 받은 뒤 인공유산을 병원에 요청했지만 아이 심장이 뛰고 있어 수술할 수 없다는 
결정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악화돼 죽음에 이르렀다. 이 일을 계기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아일랜드 

11) https://en.wikipedia.org/wiki/Constitutional_Convention_(Ireland), 한겨레신문(2016/12/31, 아래로부터의 

헌법시대, 시민참여형 개헌이 답이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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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수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시민의회는 매달 첫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월 개최된 제3차 

회의를 통해 작동방식을 보고자 한다. 전문가 9명의 주제 발표, 발표 내용에 대한 원탁별 토론, 전문가
를 상대로 한 질의응답을 반복하며 낙태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학습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갔다. 탁
자별로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가 배치돼 시민의 토론을 돕는다. 시민의회는 ‘낙태 주제’와 관련해 회의마
다 전문가를 부르는 것 외에 의학법률 전문가, 헌법 전문가(2명), 산부인과 의사(2명) 등 5명의 상설 자
문그룹을 따로 두고 있다. 시민의회는 참가자들이 각 이슈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회의가 시작될 때와 끝날 때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몇 개의 질문에 대해 참가자들이 의견을 적도록 
하고 있다. 시민의회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이름과 거주 지역 외에 참가자의 다른 신
상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이익·로비단체의 신상 공격이나 개별접촉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시민의회 참가자들은 해당 주제의 논의가 결정될 때까지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공개
적 의견 표명도 금지돼 있다. 매달 한번씩 주말에 회의를 여는 시민의회는 4월까지 낙태 문제를 논의해 
헌법 수정 여부를 찬반 투표로 정한 뒤 결정 사항을 의회에 전달한다. 그 이후 5~7월까지 나머지 4개 
주제를 집중 토론한다. 원탁별 개별토론을 제외한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 제안도 받는데, 낙태와 관련해선 찬반 단체들의 적극 참여로 1만3500건 이상이 접수됐다.12) 

Ⅴ. 광장정치의 제도화 차원에서의 추첨시민의회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결합 차원에서 추첨시민의회를 제안하면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미니 공중과 추
첨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탄핵 정국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헌이 단지 대통령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나 비례대표 확충 및 그 선출방
식의 개선과 같은 기존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 국회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제
도권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국민참여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바로 추첨시민의회를 제안한다. 바로 아일랜드처럼 헌법개정에 추첨시민의회 방식을 도입하고 양원제 
개헌시 한 원은 지금처럼 정당에 기반을 둔 선거를 통해 구성하고 추가하는 원은 미니 공중에 기반을 
둔 추첨을 통해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추첨원을 도입한 양원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캐나다 두 개 주 사례처럼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도 선거제도개혁시민총회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비상설 시민의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헌법개정 추첨시민의회 운용

1987년 헌법개정 이후 30년 만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 
중이다. 특위 국회의원 수는 36명으로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 당 5명, 바른정당 4명, 정의
당 1명으로 배분되었다. 특위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두며1소위는 ‘기본권, 총강(통일), 경제’에 대한 
의제, 2소위는 ‘권력구조(입법부, 행정부), 개헌 절차’에 대한 의제, 3소위는 ‘권력구조(법원, 헌법재판

12) 2009년에는 아이슬란드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회’를 구성했다.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 나라는 헌법 개정 등 국가 개조 작업에 나섰고 각계 대표 1500명이 국민의회를 만들어 개헌 안건을 선

정하고 토론했다. 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구비례에 맞춰 960명의 시민으로 무작위 추출한 ‘국민포럼’을 

소집했고 이들은 국민의회에서 다뤄진 것을 포함한 주요한 헌법 이슈를 토론했다. 국민의회와 국민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는 개헌안으로 만들어져 의회에 제출됐다. 2012년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통과(찬성 66.3%)했지

만, 최종 관문인 의회에서 좌절됐다. 보수 야당인 독립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회 표결을 무산시켰기 때문

이다(한겨레신문 2016/12/31, 아래로부터의 헌법시대, 시민참여형 개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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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정당·선거제도’에 대한 의제를, 4소위는 ‘지방분권, 재정(감사원)’에 대한 의제를 각각 담당한다. 특
위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 국
회의장, 교섭단체, 헌법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53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의석수에 따른 정당별 배분에 따른 헌법개정특위를 가동하면서 
구색맞추기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단으로 참여시키고 공청회 몇 차례 갖추
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촛불민심을 제도정치로 승화시키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야 간의 헌법개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 시간적으로도 부족할 뿐 아니라 더욱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권력구조 문제 경우 정당마다, 그리고 같은 정당의 의원들조차도 선호가 다른 현실에서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헌법개정안을 도출해내기는 여의치 못할 것이다. 헌법개정특위 위원 중에는 1987년에
도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에 합의한 바 있기 때
문에 시간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나 그때는 6.10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쟁취 자체를 정치권이 거부
할 수 없었고 장기집권 문제를 없애기 위해 단임제 역시 합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당장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지,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지부터 시작해 양원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 등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 여론 역시 1987년과 달리 권력구
조에 대한 지지가 갈리는 현실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조차 입장 차이로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선거구를 넘어서서 권력구조 변동을 다룰 수밖에 없는 헌법개정안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정의당 포함한 원내 다섯 당이 원하
는 것을 주고받기를 통해 개정안 도출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당한 헌법개정의 
방향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개개인과 국가간의 최고의 계약인 헌법을 국민투표라는 방식
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찬반 밖에 표시할 수밖에 없는 국민투표 형식으
로 계약의 당사자인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은 국민이 정치체제의 근본적 원칙 수립의 주체이자 원
저자(author)가 될 때 실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로 선출한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
도 정치체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큰 사회계약인 헌법개정에 있어서만큼은 주권자인 국민
이 단순히 국민투표 방식이 아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요청된다. 의석수에 따른 헌
법개정특위가 아니라 추첨을 통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추첨방식으로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이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 후 거
부할 경우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예비자들 중에서 충원해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규모
는 통계적 대표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해 최대 500명을 넘지 않되 최소 300명은 되어야 할 것이다. 기간
은 최소 10개월(최대 1년) 운용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구성해 3개월은 학습기간, 3개월은 공청회 등 통한 의견 수렴기간, 4개월은 심의 및 결정 기간으로 진
행하면 될 것이다. 추첨시민의회에서 개정안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며 아일랜드 경우도 정해진 의제에 한두 가지 추가 의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심의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추첨시민의회가 완전히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기대할 수 없다. 대안으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은 먼저 정당 차원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해서 시민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민단체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안을 갖고 분과
별 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논의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오프라인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개정안을 제출한 정당 및 시민단체는 시민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일랜드나 캐나다 주 사례를 참고해 학습기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기간, 심의기간, 최종 결
정기간 이렇게 진행하고 전체 회의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1박 2일 과정으로 운용하고 TV나 인터넷
으로 생중계한다. 분과별 온라인 논의는 인터넷 전자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 시민과의 연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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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시 유지된다. 시민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마련함으로써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
께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 

2. 양원제 개헌시 추첨원 도입

양원제는 두 개의 원이 의회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 대해 서로 견제함으로써 더 신중한 심의를 가능하
게 하고, 하나의 원이 내리는 결정이 가질 수 있는 과도함이나 경솔함을 줄일 수 있으며, 서로 상이한 
대표원리가 공존하여 다수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고, 하나의 원보다 더 폭넓은 여론을 반영하여 입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가별로 양원의 권한은 차이가 있지만 헌법이 
정한 특정 영역에서는 두 개의 원이 모두 동의해야 결정이 가능하므로 중복과 지체를 초래해 입법 효율
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 표원리가 다른 표의 원리에 의해 훼손될 여지가 
있고, 상하원의 갈등이 발생할 때 정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서복경, 2009: 
171-172). 우리 사회에서도 헌법개정 논의와 맞물러 양원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자문기구였던 21세기위원회는 남북통일 후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제
안한 바 있다.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의장의 자문기관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헌법연
구자문위원회, 2009)에서 찾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사 과정의 신중
성을 높이고 상원을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양원제 국회로 전환
할 것을 건의하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선출은 하원(임기 4년)의 경우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 교체하
고, 상원(임기 6년)의 경우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예시로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에는 하원 221명(74%), 상원 78명(26%)을 제시하였다. 상원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역별로 동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비례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둘 다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헌법기구화하여 상원으로 대체하자
는 의견도 상원 구성 방식으로 함께 제안하였다.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보고서(2014)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하원에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하고 지역대표형 상
원을 두는 양원제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 국회도 분권제로 하여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으로 양원제 도입 취지로 국가의사의 신중한 결정, 통일한국과 미래 지역연방제를 
대비하여 양원운영 경험 축적, 지역을 대표하는 참의원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유도를 제시하였다. 민의원
(임기 4년)과 참의원(임기 6년)은 선거로 선출되며 민의원은 20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반수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참의원은 지역 대표로 선출하며 10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
다.

한편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시된 헌법개정안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뢰로 2006년과 2010년 작성
된 두 편의 헌법개정안(김선혁 외, 2006; 방승주 외, 2010)을 비롯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
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로 2015년 작성된 헌
법개정안(이국운 외, 2015)이 대표적이다. 2006년 헌법개정안 경우 상원을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구성하
며, 그 정수와 기타 선출방식, 규모, 임기는 법률로 정한 것을 제안하고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2010년 헌법개정안 경우는 그 명칭을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하며, 민의원의원을 200명 이
상으로, 참의원 정수는 민의원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규모와 선거에 관한 사항
을 법률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참의원은 지역공동체를 대표하고 선출방식은 직선으로 한다는 원
칙을 제시하였다. 임기는 민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으로 하되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하는 방식이다. 
2015년 헌법개정안 경우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며, 민의원은 현행 헌법의 국회의원 임기
(4년)와 구성방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민의원 수는 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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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며 민의원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한다. 참의원(임기 2년)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국
회의원으로 구성하되 참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선거구로 하여 해당 인원의 2분의 1은 
광역지방의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기초지방의회의 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 의석배분은 광역
의회의 관할구역별로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성을 동시에 감안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인구가 1백만 명 미만일 때는 2인, 1백만 명 이상 3백만 명 미만일 때는 4인, 3백만 명 이상 6백만 명 
미만일 때는 6인, 6백만 명 이상 1천만 명 미만일 때는 8인, 1천만 명 이상일 때는 10인의 참의원 국회
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국회나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이 아닌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2016)의 새헌법안이 있다. 
2011년 버전을 발전시킨 2016년 개정안에서는 정계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양원제 도입 이유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분권화와, 국회의 대표성 기반
을 강화하고 국정심의와 입법의 질 제고, 통일 이후 연방제 대비 차원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원을 민의원으로, 상원을 참의원으로 하며 정수는 민의원 250인, 참의원 100인을 상한으로 한다. 민
의원의 임기는 원칙상 4년, 참의원 임기는 6년(2년마다 의원 3분의 1 개선)으로 하며, 민의원과 참의원
은 각각 1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그 선출은 선거를 통해서 하되 다만 참의원 경우도 단위 선
거구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한다(대화문화아카데미, 2016).13)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2016)은 지
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포함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안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는 국회
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참의원을 둔다. 참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대전/세종, 충북, 전남/광주, 전북, 경남/부산/울산, 경북/대구, 제주로 구분한다. 국
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민의원의원은 250인, 참의원의원은 50인 이하로 한다. 민의원은 비례대
표제로 선출하고, 참의원은 당해 시·도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되 여러 시·도를 대표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지역별 참의원의원의 수는 주민 100만 
명 이하지역은 2인, 주민 100만 명 이상 300만 명 이하 지역은 4인, 주민 300만 명 이상 700만 명 이
하지역은 5인, 주민 700만 명 이상 지역은 6인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8년 단임으로 하고, 4년
마다 의원의 2분의 1씩 개선한다.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처럼 양원제 논의에서도 상원 역시 정당을 기반으로 한 선거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양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경우, 한국 정치의 행태를 돌이켜봤을 때 같은 정당이 양원
을 장악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며, 다른 정당이 서로 양원의 각각 다수당이 되면 
서로 발목잡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한 원 자체를 추첨으로 구성하는 것이 양원제 취지
에 훨씬 부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같이 민심의 거대한 표출을 
제도권에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도 정당에 기반을 둔 양원 형태가 아니라 한 원이라도 추첨을 
통해 구성되는 미니 공중으로서의 추첨시민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들어가는 글에서 기술한 조
희연 등의 논의 핵심인 정치적 탈독점화를 통한 하층계급을 포함한 다중정치의 시대를 여는 것은 사회
운동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장집 류의 논의는 기존 제도정치 내에서의 비례성을 일정 부
분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조희연 등이 기도하는 모든 사회계층을 포괄하는 대표체제를 창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촛불의 제도화, 즉 광장정치의 제도화 차원에서 추첨시민의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김상준(2009: 306)이 비상설 시민의회를 주장하면서 기술한 다음 논의는 유의미하다. 그는 
“2002년 미선․효순 사망 항의, 2004년 탄핵 반대, 2008년 쇠고기 재협상 요구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것

13)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년 버전에서는 그 명칭을 상원과 하원으로 하고 상원 경우 도 단위 선거구와 비례대

표제로 선거로 선출하며 하원은 250명, 상원은 10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하원 4년, 상원 6년으로 하되 2

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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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밑에서 올라온 문제 발견의 신호를 시민의회 소집을 통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의 지점들을 파
악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의제에 민감
하고 시민사회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제시함으로써 대중운동을 제도정치권 안으로 가져오
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최장집이 ‘촛불집회’와 같은 운동이 대안형성이 어렵고, 이슈의 위계질서를 
세워 일상적으로 정책을 추구하기 힘들며, 정책 이슈 때마다 거리 시위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고 장기
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비판한 오창은(2008: 37)의 주장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러나 김상준이 주장하는 비상설 시민의회 수준으로 광장정치와 제도정치를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양원제 하에서의 상설적인 추첨시민의회는 일상적인 사회운동의 제도정치화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탈독점을 통한 ‘다중 정치’ 시대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
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추첨시민의회 의원들은 사회운동의 요구들을 제도정치에서 즉각적으로 반
영할 수 있으며 추첨시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슈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현실 정치에서 반영될 여지가 지금보다 더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제도정치와 광장정치 간의 불필요한 논란 없이 광장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를 제도정치 내로 수렴하면서도 광장정치 존재 의미는 강화될 수 있다.

추첨시민의회의 구체적 추첨 방식과 기능에 대해 본 발표문에서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생략한
다. 다만 추첨으로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의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추첨으로 구성되는 원 경
우 선거로 선출되는 300명과 동일하게 구성해 추첨으로 선발하더라도 3,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 중에서 
너무 적은 수라는 점에서 의원 1명당 50명 규모의 의원단이 결합해서 함께 논의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
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무엇다도 “자유롭게 번갈아 가며 지배하고 지배받
는 것”을 자유로 인식했던 고대 아테네인들의 자유의 개념에도 보다 부합할 수 있으며(Held, 2010: 61) 
이는 모든 시민들이 단지 피치자로서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치자로서도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며, 광
범위한 집합적 정치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조 제2
항 의미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00명보다는 15,000명 규모일 때 국민의 정확
한 축소판, 사회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기술적(descriptive) 대표성이 확보됨으로써 특정 계층의 배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을 가진 구성원들을 차별 없이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적 대표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시민들과 함께 심의에 참여하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시민 덕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치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의 장(場)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3. 기타

앞서 제기한 양원제 개헌시 추첨원 도입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은 핵심이슈가 있을 때 비상설시민
의회를 도입하는 것이다. 김상준은 정부의 공공 정책 자체가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 
가고 국회가 직접 다루기 까다로운 미묘한 사안들이 점증하는 등 무기력을 노출하고 있지만 대의민주주
의를 체제적으로 보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나 제도적인 실험은 미미하다고 비판한다. 대안으로 유권자
의 통계적 대표성을 유의미하게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무작위 선발하는 비상설 시민의회를 제
안한다. 즉, 전 국민 사이에서 갈등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안 단계의 법안, 국회에서 교
착상태에 이른 법안, 입법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의 반발이 심한 법안 등 국민생활에 중장기적으로 심대
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민, 대통령, 국회가 소집할 수 있으며(예컨대 유권자의 
20분의 1이나 국회 과반수의 발의, 대통령의 발의) 사안에 따라 소집하고 사안에 대한 심의 결정을 완
료하면 해산한다. 시민의회의 결정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입법하나, 국회는 시민의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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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가부 표결을 할 뿐, 수정 보완 등 변경을 일체 할 수 없다. 이 입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은 다른 법률과 같다. 또한 그는 전국 단위의 시민의회 뿐만 아니라 지방 단위 
시민의회 역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회를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구성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무엇을 대표․대의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최대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공적 토론장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라고 추첨 사용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
다.14) 

앞서 캐나다 두 개 주 사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선거법 개정과 같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경
우 추첨시민총회를 도입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 하더라도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제
도 등 의원들의 이해상충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현행처럼 국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
다. 캐나다의 두 개주에서 시행된 시민총회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의원들에게 일임했을 때는 제대로 진
척되지 않을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주 정부가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단지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선거구 조정, 투명성 등 의원들의 이해상충을 가지는 이슈까지 확장해서 심의하고 결정하
는 기구를 추첨시민의회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 경우
도 의회나 정당에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에서 추첨을 통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결정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식은 입법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형식으
로 구성하여 현행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Ⅴ. 추첨시민의회, 그 당위성 및 비판에 대한 반론15)

왜 추첨을 통한 시민의회방식이어야 하는가? 추첨시민의회 방식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확보와 다양한 사람들 간의 심의를 통한 공공선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유를 시민권 차원의 
자유로 좁게 해석하지만 고대 아테네에서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자기 통치(self-rule)의 원칙으로, 모든 
시민들이 단지 피치자로서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치자로서도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런 점에서 비록 국민 전체가 시민의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직접 추첨해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면 어느 누구라도 시민의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자기통치의 자유에 근접할 수 있다. 
둘째, 선거나 추천 방식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특정 계층 위주로 구성될 여지가 있지만 추첨을 할 
경우 통계상 성, 연령, 직업 등에서 모집단과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경을 있는 그대
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한 요소인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대표하는 ‘대
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추첨으로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원들 역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지지
자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처럼 정당 소속감이 강하거나 다음 공천을 위해 소속 정당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를 함으
로써 좀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끝으로 정치적 결정에 직접 참여해 다른 구성원
들과 심의 과정을 함께 하는 자체가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 
중계를 통해 그리고 시민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 역시 내 주위의 평범한 사람
들이 참여해 중요한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자체가 훌륭한 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책임성과 유능성 차원에서 추첨시민의회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능력
이나 경험도 없는 사람까지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의 상당한 손실을 이끌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반론이다(Engelstad, 1989: 31-33).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정치는 ‘탁월’한 사람

14) 이를 위해 김상준은 롤즈가 말하는 ‘무지의 베일’, ‘원초적 상황’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논의를 전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상준(2007: 166-9)를 참고하라.

15) 다음 내용은 이지문(2012: 12-18, 212-126)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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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정치는 하나의 전문 분야이고 특별한 전문기술
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해 두어져야 한다는 견해”(Platon, 1995)와도 닿아있다. 그러나 추첨시
민의회를 구성할 경우 무능할 수 있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가정 자체는 다음 이유들로 
성립할 수 없다. 첫째, 이러한 전제는 단지 어떤 사람들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선천적으로 도덕적․지적 우월
성이 부여된 것은 결코 아니며 만인은 그 능력과 천성에 있어서 같다는 전제에서 ‘치자와 피치자의 동
일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도출되기 때문이다(김하룡 외, 1982: 204). 달은 “성인 대부분이 자신들을 
통치하기에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선과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결정에 참여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누구도 구속
력 있는 집합적 결정을 내리도록 위임될 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명확히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강한 평등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단언하면서 능력이 특정한 이들에게만 있다고 전
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한다(Dahl, 2008: 197). 따라서 특정인들만 유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첨시민의회를 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설령 도구적․기술적 능력에 있어서 유능한 이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능력까지 구비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엘리트들이 어떤 것이 공공선인가에 대한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할 지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Dahl, 2008: 626). Ralws(1971: 505ff)가 그의 정의론 전체 체계를, 
인간은 도덕적 인간이라는 점에서, 즉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타당한 지각에 이르는 능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가정 위에 둔 것처럼 적절한 수준의 도덕적 능력은 인간들에게 광범위하게 주어
져있다. 정치적인 의사 결정은 과학과 수학에서처럼 정확한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목
소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추첨시민의회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착 상태에 빠진 
이슈의 결정의 경우 실천이성의 힘으로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곤 
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를 파악하는 사변적 이성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얽힌 이해관계
나 당파성이 대립해 공공성의 기준이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도구적 능력 경우도 심사숙고할 시간과 정보의 문제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시각에서 시간적 여
유를 갖고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고 본다(주성수, 2006: 84). 또한 시민들에게 정보와 권한이 주어진다면 시민들은 대표자들보다도 더 현
명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208).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실행 사례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년 시행을 평가한 
대법원 자료를 보면 배심원의 평결 결과가 판결 결과와 90.6퍼센트 일치하였으며, 항소심 파기율은 
27.9퍼센트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원심 파기율 41.5퍼센트보다 낮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
반 국민인 배심원으로서 상식에 기초해 내린 판단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법관의 판단과 큰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95.1퍼센트의 배심원이 직무 수행에 만족하였다(대법원 뉴스레
터 2010/03/25 ; 서울신문 2009/12/15). 비록 배심원들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무능력하거나 편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역할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정직한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로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지만, 산업화된 국가에서 대부분 배심들은 상당한 지식, 기술, 판단을 가진 사
람을 포함하며 때때로 과학, 교육, 경제 또는 정책에서 포함되는 영역에서 기술 소유자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들이 토론하여 내린 결정과 제안들은, 한 분야에는 정통
할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편협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들의 제안보다 현실적이며, 창의적
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 또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 
상황에서 적용된 경우에서는 정책결정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은 전문가들이나 로비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정치가들의 결정보다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않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논의하여 제시
한 대안에 더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이미 수립된 정책의 홍보 대상으로 머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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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역할을 해볼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사회에 대해서 갖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민들과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양과 상식을 갖는 지적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첨으로 선택되는 의원들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잉글하트(Inglehart, 1990 ; 
1999 ; 2000)는 서구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급진적인 교육수준의 상승은 
시민들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참여의 기술을 향상시켜주며, 시민과 엘리트 사이의 정치기술의 불균등 배
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후기 산업시대의 직업기술 향상과 정치 정보의 획득 및 
이용 편이역시 시민참여의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능력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존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사법배심에서 때때로 과학, 
교육, 경제 또는 정책에서 포함되는 영역에서의 상당한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처럼 추첨
시민의회 하에서도 특정 분야의 도구적 능력에서 우수한 이들 역시 추첨시민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역
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함께 추가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성’ 문제다. 추첨을 통한 시민의회를 반대할 수 있는 논리 중 
하나가 추첨으로 선택된 이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의무감,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Carson & Martin, 1999: 23 ; Engelstad, 1989: 
32).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앞서 살펴본 유사 사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책임
감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선거개혁시민총회 경우에서는 열한달이라는 기간 동안 
161명의 구성원 중 오직 1명만이 중도하차하였고, 출석률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웠다. 이와 함께 시
민총회는 참여한 시민들이 어려운 이슈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능숙함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erejohn, 2008: 192-213). 또한 구성원들은 새로운 개념들과 기술들을 배우는데 인상적인 헌신
과, 그들의 토론에 서로 존경을 통해 고양된 시민권의 질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중요한 
직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추첨으로 선택된 시민들의 책임성을 낮게 
평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Citizen's Assembly on Electoral Reform, 2004). 이 점에서 막연하게 일
반 시민들이 책임감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Barber(1984: 348)의 “책임감을 이행하려면 시민들
에게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논의처럼 책임감 역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때 증진할 수 있는 것이
다. 시민 또는 참가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은, 그들의 노력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
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의 심의가 시민 참여라는 구색 맞추기나 
속임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캐서린과 마틴은 시민 참여에 대한 그들의 
연구를 종결지으면서, “참여가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은 
개입된 시간, 사안의 중요성, 사안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역량,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무언
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Kathlene & Martin, 
1991: 47-8)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DeLeon, 1997: 115).

Ⅵ. 결론

참여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
에 그 구성원 대다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
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또는 특정 사회 계층의 참여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며, 최소한 공동체 전체의 단면(cross-section)을 반영하는 참여가 되어야한다. 다음으로 동
료 시민들과 함께 공공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한 결정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즉 ‘평등한 참여’와 ‘충분한 심의’가 전제될 때 민주적인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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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와 ‘충분한 심의’가 또한 중요한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공공선 결핍을 해소하
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은 평등한 참여를 통해 경청, 설득, 주장, 타협 및 공통분
모 모색 등과 같은 기술을 익힘으로써 ‘민주적 대중’(Matston, 1998: 5)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
의의 주체로서 ‘시민’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의영 외, 2015: 133). 이러한 점에서 본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첨시민의회는 첫째, 전체 시민들의 이성적인 의견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을 절약하는 한편,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
하는 한편 정보로 무장한 시민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제한된 정보 풀에 의존하는 자문위
원회나 공청회, 포럼보다 우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지닌 소우주를 
만듦으로써 참여할 기회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므로 참여의 평등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특
히 평등한 참여 기회는 선거가 지배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보장되지 않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
당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국가 이슈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 참여자들의 열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6) 다섯째, 참여를 통한 학
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여는 개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키며,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럼으로
써 동정, 관용,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나아가 제도들을 효과적인 민주주의 제도로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Berry et al. 1993: 5-7). 이를 통해 ‘민주적 대중’으로 민주주의 주체로서 시민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시민 덕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을 함께 하
면서 공적인 신뢰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단지 국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만 남아 있게 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미덕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신뢰문화와 참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
하는 것이라는 Dewey(1927: 146)의 발언에서처럼 추첨시민의회는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시민참여 모델로 그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첨시민의회라는 제안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아직 다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생소하고 전세계적으로도 실제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아직 드물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유능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비판지점이 있을 수 있다.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않지만 촛불로 나타난 
광장정치의 민심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일부 계층에 의한 통치가 아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모든 시민들의 자기 통치 차원의 획기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서 추첨시민의회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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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孔子의 文-言-志 修辭過程 分析

안성재(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1.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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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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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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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何謂也? 子曰: “君子進德修業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
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是故居上位而不驕, 在下位而
不憂. 故乾乾, 因其時而惕, 雖危無咎矣.”
九三爻(구삼효)에 이르기를: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고, 저녁에도 두려워 하니, 위태로워도 
재앙이 없다.” 이는 어떤 것을 이르는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덕에 정진하고 공적을 
쌓음에 정성스럽고도 성실하기에, 그러므로 덕에 정진하게 되고;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
우기에, 그러므로 공적에 머무르게 된다. 힘쓰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힘쓰니, 가히 쫓아서 살
필 수 있고; 이루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니, 가히 쫓아서 의로움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러
한 고로 윗자리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고로 의지하지 
않고, 그 때를 맞춤에 말미암아 두려워하니, 비록 위태롭더라도 재앙이 없는 것이다.”

修辭(수사)라는 단어의 최초기록은 바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孔子(공자)가 처음 표현한 것인
데, 여기서 “修辭立其誠(수사입기성)”이란 구절은 君子(군자)가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운
다는 것이니, 결국 다름 아닌 지도자1)가 말을 내뱉음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
는 성실함이 된다. 바꿔 이야기해서, 修辭(수사)는 바로 군자 즉 지도자의 “誠(성)”과 직결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修辭立其誠(수사입기성)”의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운다.”는 말은, 수사가 함부
로 말하지 않는 愼(신: 신중함)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실상 
愼(신: 신중함)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修辭는 비단 善의 내용을 이
해하고 설득시키는 언어적이고도 이론적인 기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적 내용
을 실천하지 못하면 善의 이론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행동으로의 촉구까지도 강조하는, 이른
바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綱領(강령)이 된다. 다시 말해서, 수사는 
사실상 誠信(성신)과 직결되는 개념이므로, 그 자체로서 道(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거니와, 정치와 직결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나아가 실천으로 나아가기 바로 직전 단
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2)  

1) 「孔子의 君子에 대한 定義 고찰」(안성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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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의 『左傳(좌전)』 기록을 살펴보면, 공자는 오히려 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앞세워
서 子産(자산)을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仲尼曰：“志有之. 言以足志，文以足言. 不言，誰知其志？言之無文，行而不遠. 晉爲伯，鄭入
陳，非文辭不爲功. 愼辭哉！”
중니가 이르기를: “「志(지)」에 그것(그러한 말이) 있다. 말은 뜻을 충족시키고, 도리가 적혀있
는 문장은 말을 충족시킨다.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 뜻을 알겠는가? 말에 도리가 적혀있는 
문장이 담겨있지 않으면, 가도 멀지 못하다(멀리 이를 수 없다). 晉(진)나라는 패주이고, 정나
라는 陳(진)나라로 진격했는데, 도리가 적혀있는 문장과 말이 아니면 공로가 될 수 없었으니, 
말을 함에 신중할 것이다!”   

여기서 공자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언어표현의 중
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는 文(문)-言(언)-志(지)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공자의 발언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보자.

2. 본론 

『左傳(좌전)』 「襄公(양공) 25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3) 陳(진)나라가 楚(초)나라에 기대
어 鄭(정)나라를 공격했다. 이에 정나라는 晉(진)나라로 가서 陳(진)나라를 공격하겠다고 보고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나라 백성들이 노하여 결국 陳(진)나라의 항복을 받아
내 전리품을 받아냈고 이를 晉(진)나라에 바치려 하자, 晉(진)나라 대부 士莊伯(사장백)은 오히
려 어찌 작은 나라를 침략한 것이냐고 계속 트집을 잡으며 물었다. 이에 자산은 “자고로 천자
의 나라는 사방이 천리이고, 제후의 나라는 사방 백 리, 그 아래는 더 작습니다. 지금 큰 나라
는 그 면적이 사방 몇 천리나 되는데, 만약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큰 나라가 되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사장백은 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왜 군복을 입고 있
었냐고 묻자, 자산은 “과거 晉(진)나라 文公(문공)께서는 우리 정나라 文公(문공)에게 명하시어 
군복을 입고 천자를 돕도록 했고 또 楚(초)나라의 전리품을 천자께 드리게 했으니, 저는 천자
의 명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사장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대로 
趙文子(조문자)에게 보고하게 되고, 조문자는 자산의 말이 이치에 부합된다며 수긍했다. 이 일
에 대해서, 공자는 “말(言)로 뜻(志)을 충족시키고, 글(文)로 말(言)을 충족한다고 했다. 말(言)
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뜻(志)을 알고, 글(文)이 없다면 누가 그 말(言)을 오랫동안 전하겠는
가? 만약 자산이 아니었다면, 鄭(정)나라는 晉(진)나라를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말은 신중해

2) 「修辭의 定義 및 『論語』의 修辭活用 考察」(안성재, 2016)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鄭子産獻捷于晉，戎服將事。晉人問陳之罪。對曰：「昔虞阏父爲周陶正，以服事

我先王。我先王賴其利器用也，與其神明之後也，庸以元女大姬配胡公，而封諸陳，以備三恪。則我周
之自出，至于今是賴。桓公之亂，蔡人欲立其出，我先君莊公奉五父而立之，蔡人殺之，我又與蔡人奉
戴厲公。至于莊、宣皆我之自立。夏氏之亂，成公播蕩，又我之自入，君所知也。今陳忘周之大德，蔑我
大惠，棄我姻親，介恃楚衆，以憑陵我敝邑，不可億逞，我是以有往年之告。未獲成命，則有我東門之
役。當陳隧者，井堙木刊。敝邑大懼不競而恥大姬，天誘其衷，啓敝邑心。陳知其罪，授手于我。用敢獻
功。」晉人曰：「何故侵小？」對曰；「先王之命，唯罪所在，各致其辟。且昔天子之地一圻，列國一同，自
是以衰。今大國多數圻矣，若無侵小，何以至焉？」晉人曰：「何故戎服？」對曰：「我先君武、莊爲平、桓
卿士。城濮之役，文公布命曰：『各複舊職。』命我文公戎服輔王，以授楚捷--不敢廢王命故也。」士莊伯
不能诘，複于趙文子。文子曰：「其辭順。犯順，不祥。」乃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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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상술한 문장을 통해서 文(문)과 言(언) 그리고 志(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올바른 도리를 천명하는 修辭(수사)의 일련과정이 되는 것이다.

2-1. 言(언)과 志(지)의 字意(자의)에 대하여

이제 文(문)-言(언)-志(지)라는 일련의 수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文(문)과 言(언) 그리
고 志(지)가 문자로서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4)

2-1-1. 文(문)
文(글월 문)은 漢字(한자)의 製字原理(제자원리) 중 象形(상형)문자에 속한다. 상형을 뒤집으면 
形象(형상)이 되므로, 상형문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물의 형상 즉 모양을 그대로 문자로 표
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상 즉 모양이 곧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文의 小篆
體(소전체)5)는 다음과 같다.

이는 사람(人)의 몸에 문신(X)을 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사람의 몸에 새겨 넣은 것이 무
늬라는 뜻을 지닌다. 그리고 후에 龜甲(거북의 껍질)이나 靑銅(청동)에 문자를 새겨 넣었으므
로, 점차 무늬가 문자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게 된 것이다. 

2-1-2. 言(언)
言(말씀 언)은 한자의 제자원리 중 會意(회의)문자에 속한다. 회의문자는 바로 밑에서 설명할 
形聲(형성)문자와 같이 두 개의 문자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다만 형성문자와는 달리 두 글자 
모두 의미를 제공하고, 이 두 의미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을 파생시킨다. 그리고 言의 體(소전
체)는 다음과 같다.

이는 上(위 상) 밑에 舌(혀 설)이 있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윗사람에게 혀를 
놀리는 것이 바른말을 하는 직언 즉 諫言(간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당초 言(언)이라
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아가 신하가 임금에게 올바른 도리를 천명하는 것을 함축하
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4) 아래에 서술하는 내용은 許愼(허신)의 『說文解字(설문해자)』에 나오는 풀이를 근거로 한 것임을 밝혀
둔다.

5) 小篆體(소전체)는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한 후, 李斯(이사) 등의 인물들로 하여금 통일된 문체를 만
들도록 한데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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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志(지)
志(뜻 지)는 한자의 제자원리 중 形聲(형성)문자에 속한다. 위에서 설명했던 상형문자에 있어
서, 形(형)은 모양이고 모양은 곧 의미가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형성문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에 聲(성) 즉 소리를 맡는 문자를 더한 것이니, 이러한 형성문자는 회의문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두 개의 문자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
는 의미를, 또 하나는 소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성문자에서 소리를 담당하는 
문자는, 소리 외에 그 의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志의 小篆體(소전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之(갈 지)와 心(마음 심)이 합쳐진 것으로, 之는 소리를 담당하는 반면 心은 의미를 담당
하다. 하지만 소리를 담당하는 之는 일정부분에서 그 의미도 전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志는 
마음이 가는 바 즉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생각이자 견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제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문자로 기록된 내용들을 그 근거로 하여 자신의 마
음을 둔 생각이자 견해를 간언하여 드러내는 것’이 文言志(문언지)의 막연하나마 대강의 표면
적인 의미가 됨을 알 수 있다.  

2-2. 文(문)의 함의에 대하여 

그렇다면 공자에게 있어서 글 즉 文(문)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論語(논어)』에 나오는 文(문)과 관련된 문장들을 하나씩 분석해보기로 하자. 먼
저 「學而(학이)」편에는 다음의 구절이 등장한다. 

1-6: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謹而信，汎愛衆而親仁。行有餘力，則以學文。"  
공자가 이르시기를: “젊은이는, 들면, 곧 효도하고; 나가서는, 곧 공손할 것이다. (또한) 삼가
여 성실할 것이고,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어질음을 가까이 할 것이다. (이렇게)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곧 문장을 배울 것이다.” 

공자는 우선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을 공경하며, 항상 언행을 조심
스럽게 하여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지가 아래로
는 널리 대중을 사랑하고 위로는 자신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이는 벼슬을 
하여 정치에 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지가 文
(문)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文(문)의 사전적 의미가 바로 法道(법도) 즉 “마땅히 지켜
야 할 도리”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에게 있어 文(문)은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
라, 한 걸음 더 나아가 太平聖代(태평성대)를 이룬 성현들이 지킨 도리를 배워서 실천해야 하
는 대상인 것이다. 또한 그러한 上古時代(상고시대) 태평성대의 통치는 공자가 중시한 詩, 書, 
禮, 樂, 易, 春秋(시, 서, 예, 악, 역, 춘추)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므로, 
文(문)은 결국 “『詩經(시경)』이나 『尙書(상서)』 등 옛 典籍(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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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八佾(팔일)」편의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하자.

3-14: 子曰: "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 吾從周。" 
공자가 이르시기를: “주나라는 두 왕조를 살폈으니, 찬란하도다, 文(문)이여! 나는 주나라를 따
르리라.”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궁극적으로 周公(주공)을 가장 존경하고 섬겼다. 그런데 周(주)나라의 文
王(문왕)과 武王(무왕) 그리고 주공은 夏(하)나라와 商(상)나라의 禮樂(예악)제도를 계승하고 나
아가 宗法(종법)제도를 완성시켰으니, 결국 공자의 발언은 주나라 예악제도와 종법제도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로 통치한 업적들에 대한 기록인 주나라의 문장이 가장 훌륭
하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公冶長(공야장)」편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5-12: 子貢曰: "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夫子之言性與天道，不可得而聞也。"
자공이 말하기를: “스승의 문장은 얻어 들을 수 있지만, 스승의 천성과 하늘의 도에 대한 말
씀은, 얻어 들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다음의 기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誠者天之道也，誠之者人之道也。誠者，不勉而中，不思而得，從容中道，聖人也。誠之者，擇
善而固執之者也。
진실함은 하늘의 도이고, 진실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진실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어, 차분하게 도에 들어맞는 것이니, 성인이다. 진실하게 한
다는 것은, 선을 가리어 굳게 잡는 것이다. 『禮記(예기)』 「中庸(중용)」

즉 天性(천성) = 天命(천명)이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스스로 그러한 성질을 따
르는 順理(순리)이다. 「子罕(자한)」편을 보면 5-12와 상통하는 “공자께서는 이익과 천명과 어
질음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다.”6)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처럼 천성
에 대해서는 유난히 말을 아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孔子侍坐於哀公。 哀公曰: "敢問人道誰爲大。" 孔子愀然作色而對曰: "君之及此言也，百姓之德
也。固臣敢無辭而對。人道政爲大。" 公曰: "敢問何謂爲政。" 孔子對曰: "政者，正也。君爲
正，則百姓從政矣。君之所爲，百姓之所從也。"
공자가 애공를 모시고 앉았다. 애공이 말하길: “감히 묻습니다. 사람의 도는 누구를 큰 것으로 
여기오?” 공자가 엄정하게 낯빛을 고치고는 대답하여 이르길: “임금께서 이 말씀에 이르신 것
은 백성들의 덕입니다. 진실로 신은 감히 사양치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의 도는 정치를 
큰 것으로 여깁니다.” (애)공이 말하기를: “감히 묻겠는데 어떤 것이 정치를 한다고 일컫는 것
이오?” 공자가 대답하여 이르길: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임금이 바르게 하면, 곧 백성들
이 정치에 따릅니다. 임금의 행하는 바는, 백성들의 따르는 바입니다. 『禮記(예기)』 「哀公問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子罕言利與命與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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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공문)」

즉 공자가 예악제도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소강사회의 통치이념인 人道(인도: 사람의 도)만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당시 춘추시대에는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르는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인 
天道(천도: 하늘의 도)7)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공자
는 대동이 아닌 소강사회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八佾(팔일)」편의 “하나라의 예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
다. 은나라의 예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문헌이 부족한 까
닭이다. 충분하면, 곧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8)는 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듯이, 공자는 대동사회의 天道(천도)가 아닌 하 상 주 삼대의 소강사회에 펼쳐진 人道(인
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공자가 말하는 文章(문장)은 궁극
적으로 “하나라와 상나라 그리고 주나라 3대의 예악과 제도로 나라를 다스린 구체적인 내용”
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公冶長(공야장)」편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5-14: 子貢問曰: "孔文子，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不恥下問。是以謂之文也。"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는, 어찌하여 문(文)이라고 일컫습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힘써 일
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를 문(文)
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孔文子(공문자)는 衛(위)나라 대부인데, 이름이 圉(어)이다. 따라서 「憲問(헌문)」편에 나오는 仲
叔圉(중숙어)가 바로 공문자이다. 그런데 공문자는 그가 죽은 후에 받은 諡號(시호)임에 주목
할 필요가 있으니, 『左傳(좌전)』 「哀公(애공) 11년」에는 공문자가 大叔疾(대숙질)을 공격하기 
위해 공자에게 계책을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는 공자 나이 68세 때이고, 또 공자는 이후 
衛(위)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가게 되므로, 위의 대화는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온 즉 68세 
이후의 대화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참고적으로, 이를 통해서 공문자가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떴음 역시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자는 공문자가 정성을 다해 힘써 일하는 忠(충)과, 성현들의 통치이념인 道(도)를 배
우기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好問(호문)의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文(문)이라고 일컫는다고 했으니, 여기서 文(문)의 의미가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 즉 『詩經(시경)』이나 『尙書(상서)』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인 내용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특히 好問(호문: 묻기를 좋아
함)의 자세는 愼(신: 신중함)과 常(상: 변치 않고 초지일관하는 태도) 그리고 中(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태도)과 謙(겸: 겸손함)이라는 道(도)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공은 왜 공문자의 文(문)에 대해서 이처럼 묻고 있는 것일까? 사실 자공의 의도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공문자의 업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니, 이제 위

7) 『禮記(예기)』 「禮運(예운)」을 살펴보면, 공자는 大同(대동)사회를 大道(대도)가 행해지던 시대라고 표
현하고 있다. 따라서 天道(천도)는 곧 大道(대도)를 뜻하고, 반면에 小康(소강)사회의 人道(인도)는 상
대적으로 작은 道(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子曰: "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
也。足，則吾能徵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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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左傳(좌전)』 「哀公(애공) 11년」의 사건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자. 衛
(위)나라의 大叔疾(대숙질)이 宋(송)나라로 도망가 子朝(자조)의 딸과 결혼했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그녀의 여동생 역시 언니를 따라서 대숙질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이 둘째 딸이 매우 
예뻤다고 한다. 후에 자조가 衛(위)나라로 가니, 위나라의 대부였던 공문자는 대숙질의 부인을 
쫓아내고 자기의 딸을 대숙질에게 시집보냈는데, 대숙질은 오히려 자조의 둘째 딸 즉 옛 부인
의 여동생을 몰래 불러내어 집까지 제공하자, 공문자는 이에 분노하여 대숙질을 공격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공문자는 결국 공자의 만류로 관두게 되고, 그의 딸을 다시 집으로 불러 들였
다. 이는 공자 나이 68세 때의 일인데, 이 일이 있은 직후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공문자는 신하로서 자기가 섬기는 군주인 靈公(영공)을 공격한 적도 있었으니, 자공은 공
문자가 이처럼 멋대로 자기의 딸을 시집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심지어 군주를 공격하는 
등 不仁(불인)한 존재인데, 어찌 文(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물
론 그 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공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처럼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
서도 공자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中(중)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또 「雍也(옹야)」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6-25: 子曰: "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가 문(文)을 널리 배우고, 예절로 규제하면, 역시 위배되지 않을 것
이다.”

공자는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는 널리 文(문: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
들의 구체적인 내용) 즉 『詩經(시경)』이나 『尙書(상서)』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나아가 禮(예: 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로 文(문)
을 수식하므로, 道(도) 즉 태평성대를 이끈 지도자의 통치이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자는 여기서도 道(도)라는 것이 형식인 禮(예)와 내용인 文(문)이 
겸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9) 
그리고 「述而(술이)」편에는 다음의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7-24: 子以四敎，文行忠信。 
공자는 네 가지로 가르치셨으니, 문(文)과 행(行) 그리고 충(忠)과 信(신)이었다. 

여기서 공자는 道(도)의 구성요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니, 바로 文(문: 통치에 필요한 모
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서적들) 즉 이론과 行(행: 배운 이
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실천 그리고 忠(충: 정성스러움)과 信(신: 믿음) 즉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 및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성실함인 것이다. 
 
7-32: 子曰: "文，莫吾猶人也。躬行君子，則吾未之有得。"
공자가 이르시기를: “문(文)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할 것이다. 군자의 도를 몸소 행하는 것
은, 곧 내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9)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孔子 道의 내용과 형식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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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공자는 다시 한 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앞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文(문)은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
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太平聖代(태평성대)를 이룬 성현들이 지킨 도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詩, 書, 禮, 樂, 易, 春秋(시, 서, 예, 악, 역, 춘추) 즉 하나라와 상나라 주나라에 대
한 역사기록이 되는 것이다.10) 그런데 공자는 그러한 文(문) 즉 이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만
큼 안다는 자신이 있지만, 그 이론을 응집시킨 통치이념인 道(도)를 몸소 실천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겸손해 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공자는 네 가지로 가르치
셨으니, 文(문: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과 行(행: 실천) 그리고 忠(충: 정성스러움)과 信(신: 
믿음)이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泰伯(태백)」편의 다음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8-20: 子曰: "大哉，堯之爲君也! 巍巍乎! 唯天爲大，唯堯則之。蕩蕩乎，民無能名焉。巍巍
乎，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 
공자가 이르시기를: “위대하다, 요의 임금 됨이여! 숭고하도다! 오직 하늘만이 크고, 다만 요
임금만이 본받으셨다. 넓디넓으니, 백성들이 이름 짓지 못하는구나. 숭고하니, 그 공을 이룸이
여. 빛나니, 그 문장(모든 법도)이 있음이여!”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요임금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자.

帝堯陶唐氏，伊祈姓，或曰名放勛，帝嚳子也。其仁如天，其知如神，就之如日，望之如雲，以
火德王，都平陽，茅茨不剪，土階三等。
제요 도당씨는, 이기가 성인데, 혹자가 말하기를 이름은 방훈이라 하니, 제곡의 아들이다. 그 
인자함은 하늘과 같았고, 그 지혜로움은 귀신과 같아서, 따르기를 마치 해와 같이 하고, 우러
르기를 마치 구름과 같이 하였으니,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되고, 평양을 도읍으로 하여, 지붕을 
이는 짚을 자르지 않고, 흙 계단은 세 단이었다. 『十八史略(십팔사략)』 「五帝篇(오제편)」

觀于華，華封人曰: 噫，請祝聖人，使聖人壽富多男子。堯曰: 辭，多男子則多懼，富則多事，壽
則多辱。
화 지역을 살피니, 화의 봉인(수령)이 말했다: 아, 성인을 축복하나니, 성인께서 장수하고 부유
하며 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요임금이 말했다: 사양하겠소. 아들이 많으면 곧 두려워할 일이 
많고, 부유하면 곧 일이 많으며, 장수하면 곧 욕된 일이 많소. 『十八史略(십팔사략)』 「五帝篇
(오제편)」

堯知子丹朱之不肖，不足授天下，於是乃權授舜。授舜，則天下得其利而丹朱病；授丹朱，則天
下病而丹朱得其利。堯曰: “終不以天下之病而利一人”，而卒授舜以天下。堯崩，三年之喪畢，
舜讓辟丹朱於南河之南。諸侯朝觐者不之丹朱而之舜，獄訟者不之丹朱而之舜，謳歌者不謳歌丹
朱而謳歌舜。舜曰“天也”，夫而後之中國踐天子位焉，是爲帝舜。
요임금은 아들 단주가 못나고 어리석어, 세상을 넘겨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10) 공자를 시조로 모시는 유가사상이 중시하는 六經(육경)이 바로 詩, 書, 禮, 樂, 易, 春秋(시, 서, 예, 
악, 역, 춘추)이다. 하지만 『春秋(춘추)』는 공자가 말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자가 
중시한 文(문)에서 이 『춘추』는 사실상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육경으로 불
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함께 거론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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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권을 순에게 주었다. 순에게 주면, 곧 세상이 이로움을 얻고 단주가 원망을 하지만; 단
주에게 주면, 곧 세상이 원망하고 단주가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요임금이 말했다: “결국
에는 세상이 원망함으로써 한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순에게 주었
다. 요임금이 죽고, 3년상이 끝나자, 순은 단주에게 양보하고 남하의 남쪽으로 물러났다. 제후 
중에 조정에 알현하는 이들이 단주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으며, 소송을 하는 이들이 단주에
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갔으며, 칭송하는 이들이 단주를 칭송하지 않고 순을 칭송했다. 순이 
“운명이로다!”라고 말하고, 대저 중원으로 돌아가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가 순임금이다. 
『史記(사기)』 「五帝本紀(오제본기)」

이처럼 검소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일관하여 나랏일에 임했기 때문에, 공자는 요임금을 극도
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문에서 “넓디넓으니, 백성들이 이름 짓지 못하는구나.”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요임금의 道(도)가 너무나도 숭고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으로, 老子(노자) 『道德經(도덕경)』 1장의 “道, 可道，非常道；名, 可名，非常名。
(도라는 것은, 말할 수 있으면, 변치 않고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는 것은, 부를 수 있
으면, 변치 않고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계속 설명을 하자면, 「公冶長(공야장)」편 5-12에서 설명한 바 있듯
이, 공자가 말하는 文章(문장)은 하나라와 상나라 그리고 주나라 3대의 예악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3대보다 앞선 요임금이므로, 여기서는 대
동사회 특히 요임금이 통치하던 시기의 法道(법도)와 그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석해
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공자의 文(문)은 3대에 관한 기록이지만, 이러한 소
강사회의 道(도)는 엄밀히 말해서 대동사회의 그것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여기서 태
평성대의 범주를 3대에서 대동사회로 확장시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子罕(자한)」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기록이 있다.

9-5: 子畏於匡，曰: "文王旣沒，文不在玆乎? 天之將喪斯文也，後死者不得與於斯文也。天之
未喪斯文也，匡人其如予何?" 
공자께서 광 지역에서 위협을 당하자, 이르시기를: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文(문)이 여기
에 있지 아니한가? 하늘이 장차 이 文(문)을 없애려 하였으면, 뒤에 죽을 사람(공자 자신)이 
이 文(문)을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이 文(문)을 없애지 않으시니, 광 지역의 사람들
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文(문)은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상 道(도)와 일맥상
통한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文(문)은 옛 典籍(전적)들에 기록된 주나라 문왕의 통치업적 및 일
련의 정책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러한 문왕의 통치이념인 道(도)가 사라지지 않고 공자에게
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늘이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공자는 그러한 文(문)에 담겨져 있는 道(도)를 세상에 알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니, 하
늘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포기하지 않은 공자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처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10: 顔淵喟然歎曰: "仰之彌高，鑽之彌堅，瞻之在前，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博我以
文，約我以禮，欲罷不能，旣竭吾才。如有所立卓爾，雖欲從之，末由也已!" 
안연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 파고들수록 더욱 굳으며, 바라볼 때에 앞



- 136 -

에 계시더니, 홀연히 뒤에 계시다! 스승께서는 순리적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文(문)으로 나를 
넓히시며, 禮(예)로 나를 제약하시니, 멈추고자 해도 능히 못하여, 나의 재능을 다하게 하신다. 
높이 뛰어나 의젓하게 서있는 듯하니, 따르고 싶어도, 말미암지 못한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공자는 道(도)를 직접 실천한 인물이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선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 파고들수록 더욱 굳다”는 말은 常(상: 초지일관하여 부단히 노력함)의 
실천이고, “바라볼 때에 앞에 계시더니, 홀연히 뒤에 계시다”는 말은 謙(겸: 감히 앞에 나서지 
않는 겸손함)의 실천이며, “순리적으로 사람을 이끄시다”는 말은 無爲自然(무위자연: 억지로 
작위하지 않고, 천성에 따라서 스스로 그러하게 함)의 실천이고, “文(문)으로 나를 넓히시다”
는 말은 敎(교: 옛 성현들의 법도를 기록한 내용들로 가르침)의 실천이니, 그 가르침의 대상은 
다름 아닌 道(도)이다. 특히 敎(교)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敎。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道(도)라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禮記(예기)』 「中庸(중용)」

즉 옛 성현들의 통치이념인 道(도)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이 바로 敎(교)인데, 敎學相長(교
학상장)이라고 했듯이 가르침과 배움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어서 안회는 “禮(예)로 나를 제약하시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소강사회의 道(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대동사회의 道(도)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춘추시대라는 현실에 맞
춰서 내용인 文(문)과 형식인 禮(예)의 조화를 강조하는 소강사회의 道(도)를 가르친 것이다. 
이어서 「先進(선진)」편의 다음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11-2: 子曰: "從我於陳蔡者，皆不及門也。德行: 顔淵，閔子蹇，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
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子游，子夏。"
공자가 이르시기를: “진과 채 지역에서 나를 따르던 이들은, (이제) 모두 문하생이 아니다.(모
두 내 곁을 떠났다.) 덕행(덕을 몸소 실천함)으로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었고; 언어
(말재간)로는: 재아, 자공이었으며; 정치로는: 염유, 계로이고; 문학(文을 배움 즉 고대 전적에 
기록된 성현의 통치이념인 도를 배움)으로는: 자유, 자하이다.” 

진과 채 지역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左傳(좌전)』 「哀公(애공) 6년」과 『史記(사기)』 
「孔子世家(공자세가)」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자가 蔡(채)나라에 머문 지 3년이 되는 
63세일 때 吳(오)나라가 陳(진)나라를 공격했고, 楚(초)나라는 그런 陳(진)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면서 공자를 초빙했다. 공자가 초나라로 가려고 하자 陳(진)나라와 蔡(채)나라 
대부들이 두려워하여 공자를 포위했고, 이에 공자 일행은 중간에서 식량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봉착했다. 즉 공자가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
들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文學(문학)은 오늘날의 문학이 아니라, 文(문: 고대 전적들에 기록된 옛 
성현들의 통치이념과 그 업적)을 學(학: 배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語順(어순)이 뒤
바뀐 學文(학문)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니, 공자는 자유와 자하가 文(문)에 뛰어났다고 평가
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道(도)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道(도)의 이론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文(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자유와 자하가 道(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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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양을 거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니와, 다시 한 번 이론적으로 이
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顔淵(안연)」편의 두 기록을 살펴보자.

12-15: 子曰: "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 
공자가 이르시기를: “文(문)을 널리 배우고, 예절로 규제하면, 역시 (도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
다.”

이는 「子罕(자한)」편 9-10의 “스승께서는 순리적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文(문)으로 나를 넓히
시며, 禮(예)로 나를 제약하시니, 멈추고자 해도 능히 못하여, 나의 재능을 다하게 하신다.”라
는 말과도 일치하고 있으니, 바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道(도)를 가르친 방법 즉 道(도)의 내용
이 되는 文(문: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 그리고 옛 전적에 기록된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이 되는 禮(예)의 병행 교육법이다. 따라서 공자는 일관되게 형식과 내용을 모두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24: 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文(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어질음을 돕는다.(그러한 벗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질음을 갈고 닦는데 돕도록 한다.)”

文(문)은 통치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그러한 법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니, 『詩經(시경)』이나 
『尙書(상서)』 등 옛 전적들에 기록된 성현들의 말씀 및 업적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따라서 
본문은 “참된 지도자는 文(문)을 배워 옛 성현들의 통치이념인 道(도)를 깨우치려는 공통의 목
표를 지닌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나아가 그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곁에서 부단히 충고하고 격려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3. 나오면서 

그간 文(문)에 대한 적잖은 해석들이 대부분 ‘채색하다, 수식하다.’라는 뜻을 지닌 紋(문)과 동
일시되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자가 언급한 文(문)은 다름 아닌 ‘文章(문장)’을 뜻하니, 구체
적으로는 『詩經(시경)』이나 『書經(서경)』 등의 典籍(전적)들을 총괄하는 단어임에 유의해야 한
다. 
그러므로 공자의 文(문)-言(언)-志(지)는 다름 아닌 詩言志(시언지)와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
으니, 詩言志(시언지)는 『서경(書經)·우서(虞書)』편의 「순전(舜典)」에 나오는 말로, "시는 뜻을 
간언하는 것이고, 노래는 간언하는 말을 길게 늘인(읊은) 것이며, 소리는 읊음에 따르고, 음률
은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
서 공자는 자신의 아들 伯魚(백어)을 다음과 같은 말로 일깨운 바 있다. 

16-13: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嘗獨立，鯉趨而過庭。曰: '學詩乎?' 
對曰: '未也。' '不學詩，無以言。' 鯉退而學詩。他日又獨立，鯉趨而過庭。曰: '學禮乎?' 對
曰: '未也。' '不學禮，無以立。' 鯉退而學禮。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
聞禮，又聞君子之遠其子也。"
진항이 백어에게 묻기를: “그대는 또 다른 들은 바가 있습니까?” 백어가 대답하기를: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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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찍이 (아버지 공자께서) 홀로 서계실 때에, 제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갔습니다. (공자
께서) 이르시기를: ‘시를 배웠느냐?’ (제가) 대답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
서 말씀하시기를)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저는 물러나 시를 배웠습니다. 다른 
날 또 (공자께서) 홀로 서 계실 때에, 제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갔습니다. (공자께서) 이르
시기를: ‘예를 배웠느냐?’ (제가) 대답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
기를) ‘예를 배우지 않으면 확고히 설 수 없다.’ 저는 물러나 예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진항이 물러나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나를 물어 셋을 얻었으니; 시를 듣
고, 예를 듣고, 또 군자는 자기 자식을 멀리함을 들었다.”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금이 공자의 아들 백어에게 묻기를: 
“그대는 또 다른 들은 바가 있습니까?” 백어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공자께
서 홀로 서계실 때에, 제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갔습니다.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시경』을 
배웠느냐?’ 제가 대답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을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저는 물러나 『시경』을 배웠습니다. 다른 날 또 공자께서 홀
로 서 계실 때에, 제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갔습니다.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예경』을 배
웠느냐?’ 제가 대답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경』을 배
우지 않으면 확고히 설 수 없다.’ 저는 물러나 『예경』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들었
습니다.” 자금이 물러나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나를 물어 셋을 얻었으니; 도의 내용인 『시경』
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도의 형식인 『예경』의 중용성에 대해서 들었으며, 또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자기 자식만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道(도)에는 내용과 형식이 존재하는데11), 공자는 道(도)의 내용과 형식을 둘 다 중시한 인물이
다. 따라서 본문의 詩(시) 즉 『시경』은 옛 성현들의 말씀과 업적들을 망라한 文(문)의 하나로
서 道(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禮(예) 즉 『周禮(주례: 주나라의 관제와 정치제도를 기록한 
책)』와 『儀禮(의례)』는 道(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여기서 일부분으
로 전체를 대신하는 대유법을 써서 아들을 가르친 것이니, 文(문)을 배우지 않으면 道(도)의 
내용을 모르게 되어 할 말이 없게 되고, 禮(예)를 배우지 않으면 道(도)의 형식을 모르게 되어 
확고해지지 못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공자의 언행과 관련된 기록들인 『論語(논어)』나 『禮記(예기)』 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독 『詩
經(시경)』과 『尙書(상서)』의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文(문) 즉 논증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양 레토릭(rhetoric)에 있어서의 
착상(inventio) 및 배열(dispositio) 과정과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修辭(수사)라는 것은 아름답게 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文(문) 즉 예로
부터 기록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참된 도리에 비춰서 진실 되게 그 뜻을 간언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학은 단순한 언어적 기교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올바르게 천명하고 전달하여 바른 길로 이끄는 일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
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의지, 뜻)가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공자가 가르치는 文(문)-言(언)-志(지)의 수사과정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孔子 道의 내용과 형식 분석」(안성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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