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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학문선(禪) 혹은 선(禪)으로서의 학문
전성기(고려대)

1. 머리말 
2. 제문론과 인문학성
3. 원효철학과 양심철학
4. 양심선, 화쟁선, 학문선(禪)
5. 학문사변행과 몰입/몰입사고
6. 맺음말

1. 머리말
인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 현시점에서 우리는 인문학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의미

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인문학의 ‘수입 오퍼상’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문
학 연구자들은 ‘지금 이곳’의 문제(들)를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과 답들이 수렴되고 회통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ㆍ방법ㆍ방향의 탐구들
이 가능할 것이나, 여기서는 윤홍식의 ‘양심철학’과 ‘양심선(禪)’에 크게 힘입은, 원효의 ‘화쟁
철학’과 ‘원효선(禪)’을 계승하는 ‘학문선(禪)’의 관점과 방향에서, 학제적 횡단적 회통적 인문
학의 탐구와 실천 방향이 논의될 것이다. ‘근본적인 것에 탐구’라는 점에서 ‘철학선(禪)’이기
도 한 ‘학문선(禪)’의 핵심은 영성차원 ‘인의예지’의 메타인지적 분석이 동반되는, 학문적 탐
구로서의 <몰입과 몰입사고>이다. 학문적 논의와 성찰에서 매우 중요한 ‘화쟁’(和諍)도 그러
한 <몰입과 몰입사고>의 실천이면 ‘화쟁선(禪)’이 된다. 번역도 그러한 <몰입과 몰입사고>의 
실천이면 ‘번역선(禪)’이 된다. ‘학문선(禪)’의 한 중심축인 ‘화쟁선(禪)’은, ‘양심선(禪)’에 대
해, ‘학문선’과 교집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적 ‘선(禪)’보다 훨씬 포용적이며 회통적
인 이러한 ‘인문선(禪)’1)에서는 공부ㆍ수행ㆍ삶이 하나로 꿰어지고, ‘선(禪)’적인 것과 학문적 
탐구가 상호작용하며 하나로 어우러진다. <몰입>해서 연구를 해본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모

1) ‘禪’은 산스크리트어 ‘dhyāna’의 중국어 음역 ‘선나(禪那)’에서 ‘那’가 생략된 것이다. 장은화(2011)는 
한국어 ‘선’(禪)의 로마자 표기를, ‘일본선’(Zen:젠)이나 ‘중국선’(Chan:찬)에서와 달리, ‘Seon’으로 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문선’은 일단 ‘HakmunSeon’으로 음역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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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연구자들은 실은, 대개는 자신도 모르는, ‘학문선(禪)’의 유경험자들이다. 여기서 ‘학문선
(禪)’을 논하는 것은 대개는 무의식적 실천에 머물렀을 이 ‘학문선(禪)’을 메타담론화하여, 연
구자들이 누구나 학문적 실천에서 의식적으로 폭넓게 잘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선(禪)’의 길은 우리 인문학이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나, 이미 원효가 고
도로 탁월한 불교적 전범을 일구어 보였고, 다시 ‘양심철학’이 새로이 쉽게 안내하는 길로서, 
충분히 가볼 만한 길이다. 이러한 ‘인문선(禪)’의 길은 지성ㆍ감성ㆍ영성이 어우러진 탐구 방
향으로, 현대 다중지능이론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학문선(禪)’은 무엇보다ㅡ메이에르의 
‘제문론’이 철학에 대해 그러하듯이ㅡ인문학의 근본에 대한 물음에서 비롯된 탐구이고, 그러
한 물음을 부단히 묻는 탐구이다. 그러한 점에서 ‘학문선(禪)’은 ‘철학선(禪)’이기도 하다. 수
사학회와 해석학회의 공동발표모임인 이번 학술대회 공지문은 ‘작품(作品, opus)을 중심에 놓
고 보면 수사학과 해석학이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드러’난다면서, 그 이유로 
‘수사학은 작품을 만드는 데, 해석학은 작품을 해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임을 든다. 
이 ‘작품’의 관점은 ‘학문선(禪)’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학문선(禪)’적 탐구에서 탐구
자의 정성과 탐구의 여건들이 잘 어우러지면 그 결과도 자연히 하나의 ‘작품’으로 나타나지
만, ‘학문선(禪)’은 그 자체가 부단한 정성스런 ‘학문적 닦음’의 과정들이기에, 실천자 자신이, 
그의 에고가 하나의 ‘인문적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문선(禪)’은, <화엄경>
식으로 말하면, 그 수행자가 나름의 ‘장엄한 화엄의 꽂’을 피워가는 과정이다.2) 수사학과 해
석학은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이러한 개화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클 것이다. 두 분야 
사이의 대화는, 양자가 잘 어우러진 아벨(2000)의 좋은 ‘작품’, 질문의 윤리: 인간 언어 조건
의 해석학과 제문론에서 보듯이, 다양한 화쟁과 회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문론과 인문학성
미셸 메이에르의 ‘제문론’(提問論, problematology)3)은 철학을 비롯하여 인문학 전반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의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박치완(2009:151)은 제문론의 ‘핵심’이 
‘서양 철학사 전체를 물음을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카
릴류(1996:71)에 의하면, ‘제문론’은 언어langage의 새로운 ‘이론’이고, 수사학의 새로운 ‘개념’
이며, 철학의 새로운 ‘해석’이다. 이 새로운 해석은 바로 ‘묻기’(questioning)에 기반해 있다. 제
문론은 ‘묻기’에 기반한 하나의 ‘새로운 철학’이며 ‘철학의 새로운 실천’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질문의 철학’이라고도 불리는 제문론에 의하면, 모든 사유의 기
저는 ‘물음’(question)이다. 제문론에서 사고하는 것은 곧 묻는 것이다.4) 서양철학은 온갖 것들

2) 강신주(2014:34)는 ‘대승불교가 꿈꾸었던 화엄세계’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만의 가능성과 삶을 긍정하
며 만개하는 세계’라고 말한다. ‘학문적 탐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름의 꽃’을 피우는 게 
우리 각자 삶의 목표이어야 하지 않을까? ‘학문선(禪)의 삶’과 ‘일상선(禪)의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
라고 생각된다.

3) 박치완(2008:164)이 ‘문제제기론’으로 옮기는 ‘problématologie’는 그 명사형과 형용사형의 다양한 
사용 맥락, ‘problématique’ 등과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제문론’(提問論)으로 옮기는 것이 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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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물어왔지만, ‘묻는 것’ 자체에 대해 물은 적은 없다는 것이 메이에르의 핵심적 제문
론적 비판이다. 메이에르(1995:145)에게 ‘제문론’은 ‘철학을 하고 이성과 언어를 사유하는 하
나의 새로운 방식’이다. ‘묻기’가 바로 ‘제문론’의 핵심적 물음의 대상이고, 그 핵심은 ‘문답의 
차이’ 즉 ‘제문적 차이’(problematological difference)이다. 이 ‘제문적 차이’는 ‘묻기’의 ‘존재 조
건’이다.5) 어떤 것에 대해 성찰한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고,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한 ‘제문적 차이’는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설혹 문제해결을 못하더라도, 탐구의 결과로 지속
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 턴불(2005:140)은 물음들은, 묻기
의 결과들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답들’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의 해결책이
고 묻기를 끝내는 답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문적 답들’이다. 이런 식으로 묻기 과정은 ‘응답
적 답’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메이에르(2012:85-6)에 의하면, ‘문-답’ 구분은 ‘언어에 선행하며, 언어에 내포되어’ 있다. 이 
‘제문적 차이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다. ‘근본적인 것의 문제에서 물음 자체, 묻는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간단한 문장으로부터 ‘큰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문답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문장이나 텍스트는 물음을 나타낼 수도, 답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답
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해결책만을 내보이는 답’인 ‘응답적 답’(apocritical response)과 ‘문제
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답’인 ‘제문적 답’(problematological response)이다. 외견상 어떠한 질문
도 나타내지 않기에 ‘응답적 답’이 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제문적 답’도 외견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답이 이 두 답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도 있으나, 즉 어떤 문제를 표현할 수도 해결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한편 
화자에게 응답적 답인 것이 청자에게는 제문적 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는 때로 
동일인일 수도 있다. 하나의 ‘답’이 새로운 ‘물음들’을 야기하는 ‘제문적 추
론’(problematological inference)은 형식적으로 비제약적인 논증, 문학텍스트의 읽기 등에서 자
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문학텍스트는 그 저자에게는 ‘답’, 즉 ‘응답적 답’이지만, 그 독
자에게는 ‘문제’, 즉 ‘제문적 답’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독자는, 저자의 문제들이 전혀 명
료하지 않기에, 그 텍스트가 답하는 문제들을 재발견하려 애쓴다. 이러한 ‘제문적 추론’은 문
제를 제기하는 사실만으로 답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답들이 새로운 물음들과 연계가 되도록 
하는 추론이다. 다시 말해, ‘제문적 추론’은 답으로부터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메이에
르(2010:25-7)에 의하면, ‘철학적 추론’은 ‘제문적 추론’이다.6)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
로 나는 존재한다’는 대표적 ‘철학적 추론’의 하나이다.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나는) 의심한
다’는 의미의, ‘근원적 묻기’인 ‘(나는) 생각한다’에 대한 물음 자체로부터 ‘(나는) 존재한다’를 
이끌어낸 것이다.7) 이와 달리, 과학에서는 물음 자체의 외부적 사실들에 대한 읽기를 반영하
는 관찰의 힘을, 실험적 담론의 힘을 빌어야 한다.

언어의 ‘제문론적 이해’는 번역의 이해와 탐구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한 

4) 카릴류(1990:327), 메이에르(2012:53) 참고.
5) 메이에르(1981:84) 참고.
6) 메이에르(2000:243)는, 형식적으로, ‘제문적 등가들과 응답적 등가들 사이에 등가가 성립될 때 제문적 

추론이 있다’고 말한다: “A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것이다” → “A는 B이다”.
7) 메이에르(2008:167-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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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서 그 번역은 ‘응답적 답’이기도 하지만, 그 ‘답’을 문제로 생각하는 번역자에게는 ‘제
문적 답’이기도 하다. 이러한 번역 과정은 부단한 문답 과정이고, 낱말이나 텍스트의 의미의 
해석 역시 문답 과정 혹은 그 과정의 되풀이가 될 것이다. 철학텍스트나 문학텍스트의 번역에
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의 반복을 통해 ‘최종 번역’이라는 번역자의 ‘응답적 
답’이 얻어지는 것이다. 물론 재번역을 하는 경우, ‘응답적 답들’은 다시 ‘제문적 답들’이 될 
수 있다. 하나의 답이 ‘응답적 답’이 될 수도 ‘제문적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메이에르
(2012:94)는 ‘언어의 근본적 이중 기능’이라 부른다. 번역은 이러한 ‘언어의 근본적 이중 기능’
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문을 ‘묻기 과정’으로 규정하는 ‘제문론’은 ‘학문’(學問)의 의미
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학문은 미지의 것에 대해 묻고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미 아는 
것이나 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되묻고 새로이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선적인 
것은 단연 묻는 것이다.8) 근본적인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것들에 대해 묻고 답하며 메타적 
성찰도 부단히 해야 하는 오늘의 인문학은, 메이에르의 제문론처럼, 근본적인 것들부터 새롭
게 다시 묻는 일종의 ‘문답학’(問答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 물어야 할 근본적 질문의 하나는 ‘인문학성’, 즉 인문학의 ‘학문적 성
격’일 것이다. 정준영(2001:62)은 ‘한국적인 인문학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라
는 문제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인문학적 성격으로부터 이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
진한다. ‘인문학은 사람(의 삶, 즉 인간성)에 대한 연구’이기에, ‘한국적 인문학은 바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데서 문제의 출발점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수(2014)는 우리 인문
학자들이 이 나라에 뭘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인문적’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서양식으로 첨단 세분화된 분야의 공부만 하고 자기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으면서, 
한국에서 인문학이 뭘 할 건가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비인문적’이라는 것이다. 정준영
(2001:41-2)은 ‘동양의 사유는 전체적이고 직관적이나 서양의 사유는 분석적이고 논증적이라
는 사유 방식의 이분법’과 함께, ‘동양과 서양의 인문학적 성과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인 구별’의 하나로 ‘체계의 학문/수양의 학문’의 이분법을 언급한다. 강영안ㆍ최진덕
(1999)도 ‘체계와 수양이란 말로 서양과 동양의 학문을 특정짓고 양자를 상호 대립적으로 보
는 것은 매우 잘못된 통속적 시각’이라고 비판한다. ‘체계로서의 학문도 어떤 종류의 것이건 
인간의 삶에 봉사한다는 실천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의 대상
이 되지 않는 삶의 영역을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체계 속에도 수양이 있고 
수양 속에도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41). 그런데 문제는 ‘몸과 마음에 의해 자신의 삶을 갈고 
닦는 수양으로서의 학문’(36)이라는 ‘동양적 학문의 전통은 동양에서마저 근대화와 더불어 공
식적인 교육제도에서는 거의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37). ‘근대적 인문학은 여타 
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이 됨으로써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연구성과률 산출하기
도 했지만, 구체적인 삶과 인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인간 형성이라는 고전적 인문학의 
본래 목적은 퇴색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들의 통렬한 지적이다(36). 저자들에게 ‘더 근원적인 
것은 학문과 이론이 아니라 삶과 실천’이다(40).9) 인공지능과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우려의 목

8) 전성기(2016a:542) 참고.
9) 안재원(2010:97-8): “로마인들은 학문적 진리보다는 사람 사는 법을 강조했다. 이는 키케로의 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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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들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간의 ‘근본’에 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인문학에 
절실히 필요하다. 인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이와 아울러, 인문학의 근본에 대한 나름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10)이 필요하다. 

오늘의 인문학은, 자연과학보다는 물론 덜 하겠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 인문학의 근본적
인 문제들, 이른바 ‘큰 문제들’과는 상관없이 논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인문학에서 ‘인문’(人文), 즉 ‘인간의 무늬’11)가 ‘기본값’이 아니라 ‘옵션’이 되어버린 것이
다.12) 이렇게 인문학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다
움의 조건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인문학의 요체’가 배제되는 것이다.13) 고영섭(2001:104)은 
‘오늘 우리 인문학의 위기는 어학, 문학, 역사, 철학(윤리) 등을 근간으로 하는 학문의 뿌리로
서의 <인문학>이 그 이름과 달리 그 글을 쓴 사람의 ‘삶의 질’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향
기’, ‘인간의 무늬’, ‘인간의 가치’ 등을 탈색시킴으로써 스스로 소외를 자초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적시한다. 다중지능 연구의 선구자 가드너(2013)는 그의 저서 진선미에서 ‘되살려
야 할 인간의 가치’를 그 부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큰 문제들’은 현대 다중지능이론에서 
‘영성지능’ 혹은 ‘실존지능’이라고 불리는 것14)과 직결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된 ‘수행’(혹은 
‘수양’)과도 관련성이 매우 깊다. 영성에 대해선 근래 다수의 글들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명
지원(2014:50)은 ‘영성’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존재 차원’이라고 하고, 김복영
(2011:123)은 ‘SQ는 IQ와 EQ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가 되는 ‘인간의 궁
극적인 지능’이라고 말한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글들이 있으나,15)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념에서 확인된다. (...) 인용에서 흥미로운 점은, 키케로가 학문들이 섬겨야 할 주군(主君)의 자리에 진
리(veritas)가 아니라 ‘사람됨’(humanitas)을 놓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10) 최진석(2017)에게 ‘철학이란 자기 스스로 삶의 격을 결정하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갖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는 우리에게 ‘지식 수입국’에서 ‘지식 생산국’으로의 도
약을 요구하고 촉구한다.

11) 최진석(2013:62-3)에게 ‘인문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 혹은 결’이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이 그리
는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이 된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
체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12) 김월회ㆍ안재원(2016:133) 참고.
13) 김덕수 외(2014:1): “동ㆍ서양의 인문정신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다움의 조건을 찾으려는 노력이 인문학의 요체다. 나아가 인문학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자
기성찰을 통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축적된 인문학적 활동
은 교육을 통해 확산되고 전승되어 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형성한다.”

14) 가드너(2011:41-2): “비록 영성지능이 나의 준거를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전도
유망한 후보 지능으로 보인다. 나는 그것을 ‘큰 질문들과 관련된 지능’이라 기술하고, 실존지능이라 
부른다. 이 후보 지능은 존재의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숙고하는 인간의 성향에 기반한 것이다.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이 무엇인가?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나는 때로 이러한 것들을 지각을 초월하는 질문이라고 말한다.”

15) 조하ㆍ마셜(2001:30-1): “SQ는 우리의 양심이다. (...) SQ를 활용해서 우리는 종교에 관한 보다 영적
인 지각을 갖게 된다. SQ는 우리를 사물의 핵심으로, 차이 이면의 통합으로, 그 어떤 실제적 표현 
이상의 잠재성으로 이끌어 종교의 이면에 있는 의미와 본질적 영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
다.”; 강찬석ㆍ최은수(2012:12): “이처럼 영성지능은 생물학적 근거와 함께 인지적 근거를 가지고 있
으며, IQ, EQ와 더불어 독자적인 지능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지능의 근원으로서 궁극
적 지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소윤ㆍ이진주(2015:37): “하워드 가드너가 언급한 9번째 지능[영성
지능 혹은 실존지능]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의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 생각하며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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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의 ‘양심철학’이다. 

3. 원효철학과 양심철학
김원명(2008:19)에 의하면, 원효철학은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 일심의 근

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을 ‘제일의 화두’로 삼는다. 고
영섭(2004)에게 원효의 ‘사상적 역정’은 ‘일심-화회(和諍會通)-무애’로 ‘압축’되며, ‘화쟁(회통)’
은 ‘일심과 무애를 이어주는 매개항’이다. 이를 고영섭(2010:98-9)은 ‘화쟁은 일심의 실현방법
이며 무애는 일심을 지닌 삶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이라고 에두르기도 한다. 이는 ‘귀일심원
과 요익중생’이 ‘원효 화쟁의 근본 요체’라는 김정탁ㆍ이경렬(2006:69)의 말과 그 핵심은 다르
지 않다. ‘동서양을 통틀어 인문학의 핵심은 <양심이 답이다>’라고 천명하는 매우 대승적인 
윤홍식(2015a:13)의 ‘양심철학’은 이러한 ‘원효철학’의 하나의 훌륭한 ‘법고창신’ 버전이며, 현
대인문학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철학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16)

의 전통 정신을 핵심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원효철학에서는 ‘배타적 불교적 언어다툼의 화해’
로 흔히 혹은 우선적으로 이해되는 ‘화쟁’이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이 화쟁에 
대해 박태원(2011:189-90)은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되어 화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 형식
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높은 수준의 보편성을 지닌 화쟁의 일반 원리’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① 인간의 진리탐구적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포섭하라, ② 각 주장들의 일리
(一理)를 포착/변별하여 포섭하라, ③ 화쟁의 언어관을 수립하라,17) ④ 모든 쟁론적 인식 토대
에서 해방되는 마음의 경지를 확보하라(221-7). 이 ‘원리들’ 중에서 고영섭(2010:65)이 ‘원효의 
전 사상체계를 아우르는 핵심술어’라고 지목하는 ‘일심’(一心), 이 ‘일심에 이르라’에 해당하
는 ④가 실질적 ‘제1 원리’이다.18)

박태원(2013a:127)은 다른 연구자들이 화쟁에 대해 제시했던 ‘긍정ㆍ부정의 자유자재’, ‘극
단적 견해를 버림’ 등의 ‘논리형식’은 일견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쟁론에 적용하기에
는 모호하거나 막연하여 문제 해결에 무력하다’고 비판한다. 그가 제시한 ‘원리’ ③ 특히 ①
도, 나름의 의미는 충분히 있지만, 유사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저자는 ‘화쟁 논법의 구성 
원리’의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화쟁의 형식을 펼쳐내는 <원천>의 내용과 의미

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9번째 지능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지능이다.”
16) 윤홍식(2005:189):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자 한다면, 나와 남을 둘로 보지 말고 항시 나를 기준으로 남을 헤아려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는 말로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지침이 분명히 밝혀지니 말이다. 우리의 모
든 삶에서, 서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행하여 서로를 헤아리고 배려하
는 것, 바로 이것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히는 것’이다.”

17) 박태원(2011:204-13)은 ‘화쟁의 언어관’의 요체를 ‘실체적 언어관의 극복’과 ‘방편 언어의 이해’로 
제시한다. 

18) 김원명(2008:7): “원효의 열반과 화쟁의 핵심을 요약해 말하면, 열반에 이르지 않고는 화쟁을 이룰 
수 없고 화쟁하면 곧 열반이다. (...) 원효의 열반을 바탕으로 한 화쟁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범철(2009:334): 
“일심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 자리라면 화쟁은 그러한 본래의 일심으로 돌리는 방법을 말한다. 여러 
다양한 이론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켜서 붓다의 올바른 진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화쟁이니 백가(百
家)의 이쟁(異諍)을 화해시켜 일미(一味)인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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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세밀한 포착’임을 강조한다. 그러한 ‘포착’이 가능하지 않다면 ‘화쟁사상의 한계는 명
백하다’며, ‘향후의 화쟁 사상 탐구는 이 점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그는 강조한다
(126-7). 이러한 ‘일심’이 ‘이지(理智)의 길’과 ‘선(禪)의 길’ ‘두 길 모두에서 충분한 성취를 이
룰 때 구현되는 마음 수준’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박태원(2011:225-7)은 후에 다시 ‘원효의 선
(禪) 사상’을 통해 ‘일심ㆍ화쟁ㆍ무애’와 잘 어우러진 ‘선(禪)’의 방향을 제시한다. 바로 이 박
태원(2012:220-69)의 “원효의 선(禪) 사상 I”과 “원효의 선(禪) 사상 II”의 부제는 각각 ‘서로 통
하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禪)이다’와 ‘참선과 중생 구제는 하나가 되어
야 한다’이다. 이들은 마치, 원효의 ‘화두’이자 그의 ‘삶의 역정’이었다는, ‘귀일심원 요익중생’
의 ‘선(禪)적 풀이’처럼 느껴진다. 저자의 이러한 ‘원효선(禪)’의 방향 제시는 화쟁 실천을 위
해 큰 의미가 있으나,19) 그가 ‘불이선’(不二禪)이라 부르는 ‘원효선(禪)’이 일반인들을 위한 화
쟁의 실천 방식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남는다. ‘선禪의 철학, 철학의 
선禪’이라는 부제가 달린 박태원(2014b)의 5장과 6장은 ‘한 맛으로 펼치는 선(禪) 수행’ (1), 
(2)라는 제목하에 둘다 ‘일미관행’(一味觀行)을 다루고 있다. ‘한 맛一味’, ‘알기觀’, ‘체득하기
行’의 ‘세가지 내용이 융합되어’ 있는(79) 이 ‘일미관행’은 ‘원효 선학禪學의 중추이며 선관禪
觀의 핵심’으로서(85), ‘10지 범주의 첫 번째 단계인 초지初地 이상이 되어야 <한 맛>을 누릴 
수 있는 구도자(보살)가 된다’고 한다(88).20) 이 ‘초지’의 경지는 전문 수행자도 도달하기 어려
운, ‘확철대오’(一住) 이후의 경지이니, 일반 수행자에겐 실로 언감생심이다.

위의 ‘원리’ ④가 말하는 ‘마음의 경지’, 때로 ‘부처님의 지혜’라고도 일컬어지는 ‘일심’이 
‘화쟁의 원천’이라는 데에는 박태원(2011)을 비롯한 모든 화쟁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불교적 
의미의 ‘일심’의 이해를 돕는 것들에는 원효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비유도 있고, 직접
적인 설명들도 있으나,21) 화쟁의 비불교적 적용 사례들에서 일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구체

19) ‘자리이타’를 ‘진리다운 이익의 자기성취’(自利)와 ‘그 이익의 타자 회향’(利他)(140)으로 해석하는 박
태원(2014a)은 원효가 ‘말기 혹은 최후 저술인 『금강삼매경론』에서 평생의 탐구와 체득을 쏟아 선
(禪)사상의 철학적 체계를 수립 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자리이타’의 문제를 ‘선(禪) 수행론의 
중심부에 위치시켜 전개하고 있다’고 기술한다(145).

20) 박태원(2013c:30-1): "원효가 파악한 참된 선, 불교 본연의 선관은, ‘선의 마음지평과 세간사 만나기
가 분리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다. 선의 마음자리와 세간사 만나기가 ‘둘 아니게’ 이어지도록 노력
하는 것이 참된 선 수행이다. ‘둘 아니게 살아가려고 하는 선’(不二禪)이 불교적 선 수행이라는 소식
이다. 선 수행을 ‘둘 아니게 살아가는 길에 오르는 일’이라고 보는 원효의 선관(禪觀)은, 그 길에 올
라 걸어가려면 ‘둘 아니게 보는 마음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그 마음자리에서 ‘올바른 언어적 
이해/지적 성찰’을 작동할 수 있는 언어적 사유의 힘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선 수행인에게 언어적 
이해/지적 성찰은, 내쳐야 할 분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의 마음자리’와 ‘세상’이 균열 없이 만
날 수 있는 기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21) 진월(2000:341): “가령 어떤 사람이 처음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하고자 할 때, 수많은 종파와 교설이 
있는 가운데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그를 위한 선지식의 대책은 어떠해야 
될까? 특정 종파에 매인 지도자라면 그 사람을 자기 종파에 귀속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설이 유일하
게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길과 비교하여 말할 경우 타종파의 교설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아예 무시하기 쉽다. 반면 원효와 같이 어느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말한다면, 다양한 모든 종파가 제시하는 길의 장점들을 편견없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비록 길마다
의 특성에 차이는 있으나 최종 목적지가 한곳이므로 모든 길이 다 유용하며 가봄직하되 자신의 형편
과 능력에 맞추어 호감이 드는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할 줄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불
교 내부의 다양성을 가능성의 풍요로써 이해하며 각각의 입장에 집착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불교 전체의 목적을 살리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질 수 있게 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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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급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 경우는 언급될 만하다. 우선 정천
구(2003:15)는 화쟁의 ‘분쟁해결 적용 가능성’을 다루면서, ‘일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통의 
기반과 목표의 발견’을 제시한다.22) 조기룡(2015:184)은 ‘쟁론 당사자 간 화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조금 추상적 표현이긴 하나, ‘눈뜬 자의 중도적 중재’를 
언급한다.23) ‘깨달음의 세계’와 ‘생활 세계’를 구분하는 조성택(2006)은 원효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개시개비’(皆是皆非: 모두 옳지만 또한 모두 그르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전자에서이고, 후자에서는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화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제문론의 관점에서 ‘공통된 문제’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천구(2003)의 ‘공통의 기반과 목표의 발견’은 일반적 화쟁을 위한 대화와 토론의 기반은 충
분히 될 것이다. 조기룡(2015)이 말하는 ‘중도적 중재’의 가능자인 ‘눈뜬 자’는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중재자’의 발견이 지난하기에 조성택(2006)이 ‘깨달음의 
세계’와 ‘생활 세계’를 구분한 것이 아니겠는가. 조성택(2006)의 구분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고 
공감도 가지만, ‘선(禪)’의 관점에서는 ‘진속’(眞俗)의 ‘두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박태원
(2013b)의 화쟁의 ‘일반 원리’ ②의 경우처럼, ‘일체’를 ‘조건 의존적 사유’로 접근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면서도 간명하다고 생각된다.

박태원(2013b:132)은 ‘연기적’인 원효의 이 ‘화쟁 논법’ ②를 다음과 같은 <조언>으로 해석
한다: <어떤 견해나 주장을 무조건적/전면적/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견
해와 이론들은 그것을 성립시키는 특정한 조건들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특정한 조건
들이 무엇인지, 그 조건들과 주장 사이의 인과관계는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다면 그 타당성의 
범주는 어디까지이고 수준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라. 만약 그 조건들과 주장의 
인과관계가 적절하여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조건적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외면
하지 말고 인정하여 수용하라. 서로 다른 조건적 타당성(一理)들을 놓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변별하여 포섭함으로써, 더욱 온전하고 수준 높은 이해와 진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는 
포스/포스(2003)가 말하는 5가지 ‘수사 양식’ 중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요청된 조언이나 정
보의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이라는 ‘조언의 수사’24)에 해당한다. 이 <조언>은 
학문적 탐구에 매우 유용한 조언이 될 것이고, 가능한 해석들 중에서 더 타당한 해석을 찾아
내는 데, 가능한 여러 표현들 중에서 더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데에도 아주 유용한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라는 메이에르(2005:7)의 관점에서 보면, ‘귀일심원 요익

22) 정천구(2003:11)에게 ‘분쟁하는 당사자들이 집단적 이기주의(인집)와 자기 신념에 대한 절대적 신념
(법집)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공통의 광장과 이해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다툼을 해결하는 데 없어
서는 안될 요건’이다. 

23) 조기룡(2015:207)에게는 ‘아집의 타파와 부분적 타당성의 수용’, ‘이문일심의 평등공동체 형성’, ‘언
표의 본질 이해 그리고 언표의 정확과 그 이해의 올바름’이 ‘쟁론 당사자 쌍방에게 우선 필요한 화
쟁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24) 포스/포스(2003:4-7)는 5가지 수사(커뮤니케이션) 양식, 즉 ‘정복의 수사’(conquest rhetoric), ‘바꿈
의 수사’(conversion rhetoric), ‘호의의 수사’(benevolent rhetoric), ‘조언의 수사’(advisory 
rhetoric), ‘초대의 수사’(invitational rhetoric)를 구분하는데, 앞의 두 양식은 ‘입자적 수사’, 뒤의 
세 양식은 ‘파동적 수사’라고 말할 수 있다; 전성기(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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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을 ‘화두’로 삼은 원효철학도, 자신의 모든 강의들25)이 우리가 ‘어떻게 인문학으로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라며 해온 것이라는 윤홍식(2015a:10)의 ‘양심철학’도 근본
적으로 ‘철학적’이다. 양심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양심의 6덕목’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6바라
밀’이고,26) 유교식으로 말하면 ‘경인의예지신’이다.27) 저자에 의하면, ① 불교의 ‘보시바라밀’
은 유교의 ‘사랑’(仁), ② 법이나 규칙 등 지킬 것을 지키는 ‘지계바라밀’은 ‘정의’(義), ③ 남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인욕바라밀’은 ‘예절’(禮), ④ 쉼 없이 노력하는 ‘정진바라밀’은 ‘성
실’(信), ⑤ 선악ㆍ시비 판단을 잘하는 지혜인 ‘반야바라밀’은 ‘지혜’(智), ⑥ 마음을 하나로 통
일하는 ‘선정바라밀’은 ‘몰입’(敬)에 각각 해당된다(13-4).28) 고영섭(2010:156)이 ‘우리 불학자
(인간학자)들이 배우고 물어야 할 불학하기의 한 전형’이라는 ‘일심ㆍ화쟁ㆍ무애’의 ‘세 축’을 
이러한 ‘6덕목’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화쟁(和諍)은 반야(지혜)바라밀이 중심이 되는 6바라밀
의 ‘합작품’에 해당된다. ‘일체에 걸림이 없다’는 뜻의 무애(無碍)는 무엇보다 참나가 에고를 
통해 걸림없이 구현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6바라밀을 통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
살행’, 즉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박범철(2009:340)은 ‘원효의 무애행’을 ‘그의 사상과 깨
달음에서 도출된 사회적 실천’으로 파악한다. 원효의 ‘실천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여여
(如如)한 상태의 일심(一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화쟁(和諍)의 원리를 밝히려는 진속무애행의 방편이었을 것’으로 그는 이해한다. 

일심(一心)은, 그 이해와 실천의 깊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선정바라밀과 관련되는 것으로, 
심층적으로는 6바라밀 모두와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윤홍식(2015h)은 ‘6
바라밀로 시작해서, 6바라밀만 잘하면 그 안에 1지부터 10지보살의 모든 공부의 단계와 진리
가 다 들어 있다’고 천명한다. ‘바라밀이라는 건 결국 카르마의 경영’이고, ‘습관화되지 않은 
바라밀은 의미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즉 ‘6바라밀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태원
(2011)에 의하면, ‘본각’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론적 오해가 극복된 경지에 대한 언표’라
고 하는데(41-2), 금강삼매경에 따르면, ‘본각이 곧 열반’이라고 한다(43). 이러한 ‘본각ㆍ열
반’으로서의 ‘일심’은, ‘인문선(禪)’ 같은 실천의 관점에서는, ‘도달 여부’의 판단 대상이라기
보다 ‘점진적 구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9) 깨어서 6바라밀 실천을 하다보면 깨달음
이 계속 깊어지듯이, 일심의 경지도 계속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일심의 경지가 깊어지면, 화
쟁의 능력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종합해 말하면, 원효철학의 ‘일심ㆍ화쟁ㆍ무애’는, 그 실천

25) 윤홍식의 2,300여개 유튜브 인문학 강의의 조회 수는 2,500만을 넘었다고 한다.
26) ‘바라밀’은 사전적으로 ‘궁극의 완성’을 뜻한다. ‘참나’의 발현이어야 ‘바라밀’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욕은 그냥 에고가 하는 것이나, ‘인욕바라밀’은 ‘참나의 공덕에 힘입어’(50% 이상) 에고가 하
는 것이다. 

27) 윤홍식(2016d)에게 유교철학은 대승철학이다. 그에게 유마거사는 전형적인 선비이다. 그는 다른 자
료들에서는 가장 대승적인 것이 유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28) 양심철학은 때로 ‘6바라밀’이 ‘계정혜’의 펼쳐진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불교의 ‘계정혜’(戒定
慧)는 유교의‘유교의 ‘거경’(居敬), ‘궁리’(窮理), ‘역행’(力行)’과 다르지 않다니(‘정’은 ‘거경’에, ‘혜’는 
‘궁리’에, ‘계’는 ‘역행’에 각각 해당된다), ‘경인의예지신’은 ‘거경ㆍ궁리ㆍ역행’의 펼쳐진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9) 다시 말해, ‘돈오돈수’(頓悟頓修)의 대상이 아니라, ‘점수돈오점수’(漸修頓悟漸修)의 대상, 그것도, 
<화엄경>식으로 말하자면, ‘10지’에 이르기까지 작은 ‘돈오’에서 큰 ‘돈오’로 도약 혹은 확장하면서 
다가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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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양심철학의 ‘6바라밀선(禪)’에 모두 포괄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이다. 이효걸(2002:31-2)은 ‘귀일심원하고 요익중생하는 화쟁’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 두 방향, 
즉 ‘귀일심원에 중심’을 둔 ‘지관 수행’(정혜쌍수)과 ‘요익중생에 중심’을 둔 ‘보살행 수행’을 
말하며, ‘요익중생’에 ‘효과적인 실천 요목’으로 ‘6바라밀을 기반으로 한 10바라밀’을 언급한 
바 있다. ‘6바라밀선’은 곧 ‘양심선(禪)’이다. ‘6바라밀’(경인의예지신)이 양심의 온전한 덕목들
이기 때문이다.30) 고영섭(2010:156)이 주장하듯이, ‘앎과 삶의 일치를 모색했던 원효의 불학하
기’는 오늘의 우리 인문학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31)

윤홍식(2014a:299)의 양심철학에 의하면, ‘영성지능’은 ‘우리의 양심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능’이다. 이 ‘영성지능’을 윤홍식(2015a:269)은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능’이라
고도 말한다.32) 그의 양심철학에서 ‘양심’은 적어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윤홍식(2013a)은 우
선 양심의 ‘본체’와 ‘작용’, 즉 ① 본래 ‘순수한 마음’으로서의 ‘참나의 양심’과 ② 현상계에서 
‘참나의 뜻을 지지해서 참나와 공명하는 마음’으로서의 ‘양심’을 구분한다. 또다른 의미의 ‘양
심’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양심이라고 배운’ ③ 양심이다. 양심 ③은 ①은 물론 ②와도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윤홍식(2015b:122)은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명령이야말로, 인
류의 모든 문화를 지도하는 이념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최고의 영적 진리’라고 천명한다. 그
러한 ‘양심의 명령’은 요약하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며
(사랑),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가하지 말라는 것’(정의)이다. 예
수의 ‘황금률’과 공자의 ‘서’(恕)를 각각 뜻하는 이러한 ‘양심’은 종교ㆍ문화ㆍ제도를 넘어서 
있는 ‘본체’로서의 양심이고, 이는 곧 ‘참나’이다. 이러한 ‘참나’는 원효철학의 근본 토대인 
‘일심’과도 다르지 않다. 일심이 곧 참나이고, 참나가 곧 양심임을 윤홍식은 그의 원효 관련 
강의들을 비롯한 여러 유튜브 강의에서 강조한다. 이 참나는 곧 ‘열반’이기도 하다.33) 윤홍식
(2013b:49)은 그러나 ‘참나’란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ㆍ감정이 침묵할 
때 느껴지는, 탐진치가 없는 밝고 평온한 의식일 뿐’이며,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씩 느끼는 자
리’라는 것이다. 

윤홍식(2015b:47)은, 맹자의 ‘사단’(四端) 혹은 ‘사단지심’(四端之心)을 확충하여,34) 우리의 

30) 윤홍식(2015c) 참고.
31) 고영섭(2010:156): “바른 마음[일심]과 바른 인식[화쟁], 그리고 바른 실천[무애]의 틀을 제시한 원효

의 학문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것은 인식과 실천, 즉 앎과 삶의 일치를 모색했던 원
효의 불학하기의 내용인 것이다.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두 축의 행복한 
만남을 우리는 원효에게서 볼 수 있다. (...) 불학하기의 한 모범으로서 제시된 원효의 삶과 생각은 
오늘 우리 불학이 나아가야 될 미래적 비젼을 보여주고 있다.”

32) 윤홍식(2015a:275)은 영성지능을 원의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가드너가 초기에 다중지능으로 제시
한 언어지능ㆍ신체운동지능ㆍ논리수학지능ㆍ공간지능ㆍ음악지능ㆍ인간친화지능ㆍ자기성찰지능ㆍ자연
친화지능의 8지능을 배치한다. 채근담에서 ‘덕은 재주의 주인이고, 재주는 덕의 종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러한 배치의 이유를 설명한다. ‘영성지능의 계
발’은 덕의 측면이고, ‘나머지 지능의 계발’은 재주의 측면이라는 것이다.

33) 전성기(2016b:588-9) 참고; 윤홍식(2016c)은 ‘무아’(無我)를 이유로 그 토대가 되는 ‘불변의 실체’인 
‘열반’을 부정하는 견해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오온’(五蘊)은 ‘무아’지만 ‘열반’은 ‘무아’가 아니며, 
‘무아’를 넘어선 순수의식인 ‘열반’이라는 실체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34) 맹자는 ‘인의예지’의 ‘사단’(四端), 즉 ‘네가지 드러난 단서들’에 해당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
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참나에 공명하
는 에고의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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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는 누구나 ‘인의예지신’의 ‘선천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해 하며(人, 사랑), ② 잘못된 것을 보면 공분하고
(義, 정의), ③ 자신을 낮추어 남과 조화를 이루려 하고(禮, 예절), ④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구
분하는데(智, 지혜), ⑤ 이 4가지 양심의 발동’이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이다(信, 성실). 윤홍식
(2014a:303-6)은 ‘양심의 울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6덕목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공정하게 
점검하고, 내면의 자명한 울림에 따라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영성지능의 계
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영성지능이 잘 계발되면, 학문적 탐구에서 이성이 감성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도, 역지사지의 경청을 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하워드 
가드너가 개척한 현대 다중지능이론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영성이 지성, 감성과 더불
어 학문적 탐구와 실천에서도 잘 발휘될 때, 우리의 인문문화도 더 깊어지고 더 향기로워질 
것이다. 원효에 대한 한 글에서 이진오(2000:153)는 ‘인문학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감성적 
양식의 보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데, ‘인(人)’의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역지감지’(易地感
之), ‘역지행지’(易地行之)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
동할’ 때, ‘진정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35) 

4. 양심선, 화쟁선, 학문선(禪)

윤홍식(2015a:15-6)은 동서양의 수많은 고전들을 연구해보면 ‘경인의예지신’의 6덕목이 ‘양
심의 원칙ㆍ기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이 6덕목이 ‘인문학의 결론’이고, 
‘인문학의 답’이다. 이는, 제문론적으로 말하면, 저자가 ‘동서양의 수많은 고전들’의 ‘응답적 
답들’을 ‘제문적 답들’로 보아 탐구한 결과로 이끌어낸 나름의 ‘응답적 답’으로, 양심철학이 
고도로 번역인문학적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6덕목을 통한 ‘인문학 고전들의 회통’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고전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와 수행 체험들에 기반한 것으로서, 언어학적으로는 
지시관계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에 기반한 텍스트 내용상의 회통이다. 저자가 제시한 양심
의 6덕목이 혹 ‘자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자의 ‘응답적 답’을 ‘제문적 답’으로 삼아, 다
시 질문을 하면서 탐구와 수행을 통해 나름의 ‘응답적 답’을 얻기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위의 ‘경인의예지신’ 6덕목은 인문학 고전들에 담긴 핵심적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우리 영성의 덕목들이기도 하다. 이 영성의 덕목들은, 우리의 말ㆍ생각ㆍ행동에서, 다음과 
같은 메타인지적 물음들을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⓵ 몰입(敬):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가? ⓶ 사랑(仁):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잘 배려하였는가? ⓷ 정의(義):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는 않았는가? ⓸ 예절(禮): 생각과 언행이 상황에 적절했는가? ⓹ 성실(信):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⑥ 지혜(智):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
함 없이 자명한가?36) 이러한 성찰의 질문들을 해보는 것은 학문적 탐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35) 김덕권(2017) 참고.
36) 이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바꿔 물을 수도 있다: 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 베풀었는가?(보시ㆍ사

랑) ② 내가 당하기 싫은 걸 남에게 가하지 않았는가?(지계ㆍ정의) ③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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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⑥의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이 반응한다. 이때 마음의 직관적인 반응과 더불어 논리적인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윤홍식(2015a:362)은 위 6질문을 ‘양심경영의 6가지 원칙’이라 부른다. 윤홍식(2014a:322)은, 
이와 유사한, ⓹의 질문만 생략된 ⓵-⑥의 ‘경인의예지’ 질문을 <양심잠>(良心箴)이라 부르기
도 한다. 그 핵심은 이 5덕목 혹은 6덕목을 두루 점점하여 양심이 느끼는 ‘자명찜찜’을 판단
하는 것이다. ‘통증’이 ‘육체적 건강’의 지표이듯이, 양심분석에서 ‘자명ㆍ자찜ㆍ찜자ㆍ찜찜’
의 느낌은 ‘영적 건강’의 지표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분석자는 ‘자명’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안전지대’에 속하는 ‘자명>찜찜, 즉 ‘자찜’의 느낌 안에는 머물 수 있어야 한다.37) ‘찜
찜’은 물론, ‘찜찜>자명’을 뜻하는 ‘찜자’도 ‘위험지대’이다. 특히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나에
게 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지, 즉 ‘자리이타’인지, 분석자는 잘 살펴야 한다. 윤홍식(2015d)
은 양심에 의거하여 자명한 것들만 모으면 다양한 주장들이 하나로 회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부분적 자명함들에서 더 자명한 것들을 찾아내고 덜 자명한 것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
는 것으로서, 원효의 ‘화쟁 논법’의 하나로 박태원(2013b:123)이 제시하는 화쟁의 ‘일반 원리’ 
②, 즉 ‘각 주장들의 일리(一理)를 포착/변별하여 포섭하라’와도 잘 회통되는 주장이다. 상호
텍스트성과 맥락들의 적극적 고려도 포괄하는, 일체에 대한 ‘조건 의존적 사유’와 ‘보다 자명
한 것’을 추구하는 사유는 학문적 탐구에서는 물론 번역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음은 
윤홍식(2015a:363)이 제시한 분석표이다.

이 양심의 6덕목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몰입(敬)’, 즉 ‘깨어있음’이다.38) 깨어있지 못하면 
나머지 덕목들에서도 ‘참나의 양심’이 ‘에고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이
다.39) 이때 ‘깨어있음’은 쉽게 말하면, ‘마음이 리셋’된 상태,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 적어도 
‘양심의 소리가 에고의 욕심보다 큰 상태’, 즉 ‘참나>에고’ 상태이다. 참나는 <가벼운 집중+그

했는가?(인욕ㆍ예절) ④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했는가?(정진ㆍ성실) ⑤ 늘 고요하되 깨어있는 참나
와 접속해 있는가?(선정ㆍ몰입) ⑥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했는가?(반야ㆍ지혜); 무위(2017b) 참고.

37) ‘자찜’은 참나의 발현이 일단 50%는 넘었음을 의미한다. 
38) 몰입에 관해서는 현재 참고서들이 적잖이 있다. 예를 들어, 칙센트미하이(2007), 황농문(2016)도 좋

은 참고가 되나, 윤홍식(2014a)의 방법이 실천면에서 훨씬 쉽고 간편하다. 윤홍식(2014a)의 핵심 내
용은 ‘몰입만 되면 참나 각성이 일어나는 게 기본 원리다’이다. 

39) 윤홍식(2015e)은 한덩어리인 우주에 절대계와 현상계가 있듯이, ‘참나’와 ‘에고’도 한 덩어리인데, 차
원이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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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만족> 두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드러난다.40) 참나상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
추어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심성찰의 핵심도 억지로 마음을 만들
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양심성찰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으면, 
원래 있던 본성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41) 윤홍식(2014a:81-5)은 ‘모른다!’와 ‘괜찮다!’를, 
호흡에 집중할 때의 ‘들이쉰다!’/‘내쉰다!’와 더불어, 몰입을 돕는 기법들로 제시한다. 그에게 
‘모른다!’는 ‘생각을 쉽게 이완’시키는 기법이고, ‘괜찮다!’는 ‘감정을 쉽게 이완’시키는 기법
이다. 몰입은 ‘모른다!’와 ‘괜찮다!’를 ‘단호히 선언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들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모른다!’의 효용성을 자주 강조한다. 이 ‘모른다’는 
‘안다/모른다’의 이분법적 ‘모른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모른다’이다. 초연해져서 ‘참나’
에 그냥 맡기는 마음이 되라는 것이다. 이 ‘모른다’는 끊임없이 깊어져야 한다. 윤홍식(2013b)
은 ‘모른다’를 ‘궁극의 만트라’라고까지 말한다.42) 윤홍식(2015c)은, ‘홑單’과 ‘보일示’가 합쳐
진 ‘禪’(선)자가 시사하듯이, ‘하나가 보여야 선(禪)’이고, ‘참나가 등장해야 선(禪)’이라고 말
한다. 그에 의하면, ‘매 순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선(禪)’이다. 윤홍식(2015c)은 ‘생각ㆍ감정ㆍ오감은 다 찢어져 있’으나, 이들이 ‘나온 자리는 
하나’라고 말한다. 그 자리가 바로 ‘본체로서의 양심’이다. ‘6바라밀선(禪)’, 즉 ‘양심선(禪)’은 
‘양심이 펼쳐지는 선’이다. ‘양심선’을 ‘덕목별’로 나누니 유교의 ‘경인의예지신’도 되고, 불교
의 ‘6바라밀’도 되는 것이다.43) 철학은 근본적인 것에 탐구이고, 양심철학에서 본체로서의 양
심은 우리의 본성이니, ‘양심선(禪)’은 ‘철학선(禪)’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표는 ‘양심선’, 나아가 ‘학문선’, ‘화쟁선’, ‘번역선’ 같은 ‘인문선(禪)’들의 실천과
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문선(禪)’들은 종교를 넘어선 ‘영성’ 차원의 메타인지적 분
석과 학문ㆍ화쟁ㆍ번역의 탐구가 융합된 것이다. 번역인문학을 포함하여 어떠한 학문적 탐구
도 깨어서 위와 같이 ‘양심경영’을 하면 ‘학문선’이 된다. 깨어서 양심경영을 하며 ‘화쟁’을 하
면, ‘화쟁’도 ‘논법’이나 ‘원리’를 넘어 ‘화쟁선’이 된다. 번역도 위와 같이 깨어서 ‘양심경영’
을 하며 번역을 하면 ‘번역선’이 된다. ‘학문선’, ‘화쟁선’, ‘번역선’은 학문ㆍ화쟁ㆍ번역을 하
는 근본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선(禪)’들에서는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하
다. ‘메타인지’는 ‘단순한 앎’이 아니라 ‘인지에 대한 인지’, ‘앎에 대해 설명하는 앎’이고, ‘자
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서, 다중지능이론의 ‘자아성찰지능’에 해당된다. 
학문에서 이러한 ‘앎’은 더 명료하고 더 포괄적인 메타인지를 지향한다. 가드너(2013:64)의 말
을 빌리면, ‘진리 탐구는 갈수록 더 메타인지적metacognitive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타인지
를 높이는 ‘최고의 비법’이 바로 깨어있음과 양심성찰이다.44) 메타인지적 성찰은, ‘몰입’에 기
반하여, ‘인의예지’ 분석, 그중에서도 특히 ‘인(人)’의 ‘역지사지’와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
함 없이 자명한가’라는 ‘지(智)’ 측면의 분석을 통해, 무지와 아집, 선입견과 편견이 점차 털리

40) ‘집착’은 ‘집중’과 크게 다르다. ‘집착’은 ‘깨어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41) 무위(2017a, 2017b) 참고.
42) 윤홍식(2013b:59): “‘모른다!’야 말로 중심 자리인 참나로 향하게 하는 궁극의 기도이자 궁극의 화두

이자 궁극의 만트라입니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43) 전성기(2016b:584-85).
44) 무위(2017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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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신 ‘보다 명료한 앎’으로 대체된다. 위의 ‘양심경영 6원칙’ ①-⑥, 특히 ①과 ⑥의 메타
인지적 물음은 학문적 탐구에서 ‘올바른 판단’ 혹은 ‘적절한 판단’을 하는 데,45) 그리고 이에 
따라 ‘더 타당한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문에서 ‘더 타당한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학문적 회통 작업은 그만큼 용이해질 것이다.

윤홍식(2015c)에 따르면, 원효가 말하는 ‘본각’(本覺)은 ‘참나’의 속성이지 에고의 속성이 아
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 있어도(본각)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단지 ‘씨앗’이니, 그 
열매를 거두려면 ‘참나 각성’ 즉 ‘몰입’을 기반으로 에고가 ‘6바라밀선(禪)’ 즉 ‘양심선(禪)’을 
지속적으로 닦아야 한다. 이렇게 에고가 참나를 닮기 위해 닦아가는 과정이 바로 ‘시각’(始覺)
이다. 그런데 참나를 경험했어도 에고의 ‘무지와 아집’은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남아 있으니, 
우리는 ‘참나’의 힘으로 ‘6바라밀선(禪)’을 나날이 부지런히 닦아가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대승선’이라는 이 ‘6바라밀선(禪)’은 ‘참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선(禪)’이고, ‘6바라밀로 닦
는 선이자 6바라밀이 펼쳐지는 선’이다.46)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마음)에서,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6바라밀로 경영할 뿐’, 이것이 윤홍식이 말하는 ‘최고의 수행’이다. 이러한 ‘수행’은 
곧 ‘양심경영’이다.47) 윤홍식(2014c)은 동양철학의 핵심적 가르침이라는 書經의 ‘16자 요
결’, 즉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48)을 양심철학의 ‘심법’(心法)으로 제시한다. 
소승철학은 ‘탐진치’(貪瞋癡), 즉 ‘탐욕ㆍ노여움ㆍ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버리라고 가르치
지만, 매우 대승적인 양심철학은 양심의 ‘6바라밀의 공덕’으로 에고의 ‘탐진치’와 카르마(생
각, 말, 행동으로 짓는 것)를 잘 경영해가면서, 남들도 그리하도록 도와주는 ‘자리이타’(自利
利他)를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삶은 ‘욕심을 양심껏 충족’시키는 삶이며, ‘매사에 양심이 
50% 이상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삶이다.49) 에고가 욕심을 내되 양심을 50% 이상 깜냥
껏 충족시켜 나아가는 것이 ‘학문선(禪)’, ‘화쟁선(禪)’, ‘번역선(禪)’ 같은 ‘인문선(禪)’의 실천 
방향이 될 것이다. ‘정복의 수사’, ‘바꿈의 수사’50)가 거의 ‘디폴트 모드’가 되어버린 학문적 
논쟁도 이제는 ‘화쟁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번역이 ‘선(禪)’이 된다면, 우리 번역문화의 여
러 고질병들도 대부분 치유될 것이다. 

45) 윤홍식은 다양한 그의 다양한 유튜브 강의에서 <올바른 판단>의 ‘6가지 점검 사항’들로 다음의 것들
을 제시하는데, 위의 ‘양심경영의 6가지 원칙’과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르지 않다: ① 
마음을 리셋했는가(선정), ② 남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가(보시), ③ 양심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지
계), ④ 남의 입장을 수용했는가(인욕), 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정진), ⑥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
한가(반야).

46) 윤홍식(2015g) 참고.
47) 전성기(2016b:596) 참고.
48) 윤홍식(2014c:24)은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을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미하다. 

오직 양심을 정밀하고 밝히고 한결같이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로 풀
이한다.

49) 윤홍식(2016e) 참고.
50) 전성기(2008b:43): “첫째 양식[정복의 수사]의 목표는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는 대개 ‘승자’와 ‘패자’의 구분으로 마무리된다. 둘째 양식[바꿈의 수사]은 다른 사람들의 전망이나 
행동들을 바꾸려는 의도의 수사로서, 그 핵심 방법은 ‘설득’이다. 광고, 마케팅, 세일즈 등이 이러한 
‘바꿈의 수사’의 예들이고, 종교인의 수사들도 대개는 이 ‘바꿈의 수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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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문사변행과 몰입/몰입사고
중용(中庸)의 ‘학문사변행’(學問思辯行)은 ‘① 널리 배우고(博學), ② 치밀하게 질문하며

(審問), ③ 신중하게 생각하고(愼思), ④ 명확하게 분별하며(明辯), ⑤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
(篤行)을 뜻한다. 원래 ‘성인(聖人)이 되는 법’이었지만, ‘학문연구법’이기도 하고, ‘양심계발
법’51)이기도 하다. 이 방법은 ‘참다운 지혜’ 즉 ‘개념과 체험이 잘 결합된 지혜’를 얻는 방법
으로도 활용된다.52) 아마 오늘의 동서양의 학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공부가 이 ‘공부법’의 원
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학문사변행’을 ‘공부법들’에 대한 개념적 ‘상위어’
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성격, 다른 다른 공부법들과의 회통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
이다. 윤홍식(2014a)은 이러한 ‘학문사변행’을 ‘5단계 연구법’이라 부르며, 그 과정을 ‘① 정보
의 수집, ② 정보의 정확성 검토, ③ 정보의 체계적 정리, ④ 결론의 도출, ⑤ 실전에 적용’으
로 풀이한다(283). 저자는 ‘몰입사고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 <5단계 연구법>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명한다(282). 이중에서도 ‘널리 
배우고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첫단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학문선(禪)’에서, ‘양심
성찰’ ①의 ‘몰입’도 물론 그러하지만, ‘학문사변행’ ①의 ‘박학’(博學)을 소홀히 하면 나머지
도, 특히 ‘학문선’에서 이 ‘박학’ 못지않게 중요한 양심성찰의 ⑥의 ‘지혜(智)‘의 판단도, 제대
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②-③-④를 거치며 ‘자명성ㆍ정확성ㆍ타당
성’을 확보해가야 할 것이다. 

저자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①ㆍ② 단계와는 달리, ③ㆍ④ 단계에서는 논리
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전개가 중요’하고, 그래서 ‘① 명확하지 않은 것’에는 ‘판단 보류하
기, ② 몰입에 용이하게 분할하기, ③ 자명한 것부터 개념을 정립하기, ④ 자명한 개념들을 바
탕으로 다시 조합하기’라는 ‘4단계 사고규칙’53)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285). ‘처음에는 막연
하여 판단하기 어렵던 문제도 이러한 4단계 사고규칙을 활용하여 연구하다 보면 자명하게 이
해되는 문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만약 실전에서 적용할 때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가 발견’
된다면, 문제가 있었던 과정으로 되돌아가, ‘다시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286). 저자에게 ‘5
단계 연구법’의 본질은 ‘① 개념→ ② 체험→ ③ 지혜’의 ‘3박자 사고’이다. ‘우리가 뭔가 정확
히 안다는 것’은 이렇게 ‘개념과 체험이 결합되는 것’이다(287). ‘① 양(陽)→ ② 음(陰)→ ③ 
합(合)’의 변증법도 ‘3박자 사고’이며(289), ‘창조적 사고’는 바로 ‘몰입’과 ‘3박자 사고’에서 
나온다(290).54) ‘인(人)’의 ‘역지사지’도 ‘남의 입장’과 ‘내 입장’을 충돌시켜 ‘남의 입장을 내 

51) 윤홍식(2015b:91)에게 ‘학문사변행’은 ‘5단계 연구법’의 실천과 이에 동반되는 ‘자명찜찜’의 양심 분
석을 통해 ‘선악을 명확히 판별하는 지혜가 계발되며, 선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확고’해진다는 점에서 
양심계발법이다. 

52) 윤홍식(2014d)은 불교의 ‘문사수’(聞思修)가 중용의 ‘학문사변행’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3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을 유교에서 5단계로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53) 윤홍식(2014a:285)은 이 ‘4단계 사고규칙’은 데카르트가 제창한 것이라고 밝힌다.
54) 윤홍식(2014a:289-90)은 ‘창조적 사고’의 예로 ‘전화기화 카메라를 충돌’시킨 ‘카메라폰’, ‘책과 컴퓨

터라는 양극단을 충돌’시킨 ‘전자북’을 든다; 윤홍식(2014a:294-5): “‘몰입’을 통해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양편의 충돌을 지켜보십시오. 무엇인가 선명한 사물의 실체가 들어날 것입니다. 양쪽에서 
빛을 쏘면 허공에서 입체물이 만들어지는 ‘홀로그램’의 원리처럼, 양측면의 충돌은 우리 마음에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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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처럼 실감나게 이해해보는’ 것으로서, ‘3박자 사고’의 하나이다(295). 
‘학문사변행’과 ‘4단계 사고규칙’은, 그 포괄적 성격으로 인해, 학문적 탐구에서도 번역에서

도, 특히 다른 다양한 방법들과 회통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탐
구와 학술적 번역에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잘 분석했고, 감성적ㆍ영성적으로도 깊이 이해ㆍ
공감했으며, 메타인지적 설명도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한 지식이라면, ‘참다운 지혜’까지는 아
니더라도, 적어도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전까지는, ‘신뢰할 만한 지식’일 수 있다. 특히 직관적
으로 ‘자명’의 느낌이 든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윤홍식(2014a)에 의하면, ‘몰입사고
법’은 ‘무의식과 의식을 초월한 슈퍼의식[초의식]을 활용한 사고 기법’이다. ‘슈퍼의식’은 ‘직
관하는 자리’이고, ‘사물의 본질이나 창조적 아이디어를 그냥 그대로 꿰뚫어 보는 자리’이다. 
저자는 ‘몰입으로 슈퍼의식을 각성시켜서 직관ㆍ이성ㆍ오감을 총동원하여 생각하는 기법이 
몰입사고법이니, 몰입사고법은 직관사고법’이라고 말한다(230). 한마디로, ‘생각이 몰입 상태
에서 이루어지느냐가 몰입사고법의 관건’이니(218), <몰입과 몰입사고>를 통해 탐구가 이루
어지면 학문도 ‘학문선’이 되고, 화쟁도 ‘화쟁선’이 되고, 번역도 ‘번역선’이 된다. 학문이건 
화쟁이건 번역이건, 그 사유가 <몰입과 몰입사고>의 실천이면, ‘선(禪)적 사유’가 된다. 우리
는 누구나 ‘몰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조적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를 막
는 장애물이 있다면서 저자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언급한다. 하나는 ‘지적인 장애물’인 ‘고정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장애물’인 ‘욕망ㆍ이해관계’이다.55) ‘고정관념’은 ‘선입견ㆍ편
견’ 혹은 ‘정형화된 생각’으로(231), 학문적 탐구에서 크게 경계해야 할 장애이기도 하다. ‘모
른다’를 통해 이러한 장애들을 모두 내려놓고 ‘몰입’할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여기서 말
하는 ‘몰입사고’는 주로 ‘학문사변행’과 관련된 것이지만, ‘인의예지’의 양심성찰도 ‘몰입’해
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직관의 부분이 크긴 하지만, 이 역시 ‘몰입사고’로 볼 수 있다.

윤홍식(2014a:66-71)은 몰입에서 4단계, 즉 ‘① 짧은 집중, ② 긴 집중, ③ 끊어짐 없는 집중, 
④ 대상과 하나 됨’을 구분한다. 주제 집중도가 1단계에서는 20-30%를 넘지 못하나, 2단계에
서는 70-80%가 되고, 3단계에서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온전히 대상에 집중할 수 있’다. 3
단계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단계’지만, 4단계는 ‘신바람’이 나서, ‘다른 주제에 집중하
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몰입해서 빠져있는 상태’이다. 이는 생각을 하면서 삼매에 
든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56) 양심철학이 말하는 ‘몰입’은 참나가 적어도 50% 이상 상태가 되
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만 ‘선정’(敬) 위주가 아니라 공부나 번역 등 구체적인 작업
을 할 경우에는, 꼭 50% 이상이 아니어도, 참나가 깨어있는 채로 만족한 가운데 ‘인의예지’ 
<4단 분석>(혹은 ‘인의예지신’ 5단 분석)에 몰입해서 올바른 혹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으
면 된다.57) 윤홍식(2015f)은 몰입을 위해서는 에고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 참

한 사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극단을 충돌시켜서 그 합을 도출하는 이런 3박자 사고는 우리가 부
딪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놀라운 답을 줄 것입니다.”

55) 저자는 다른 자료들에서는 ‘지적 장애’로 ‘무지’, ‘심리적 장애’로 ‘아집’을 언급한다.
56) 윤홍식(2014a:69)은 ‘3단계까지는 새가 날갯짓을 해서 날아오르는 단계와 유사하고, 4단계는 새가 

하늘에 올라서 기류를 타면서 날갯짓도 하지 않고 공중에 떠서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단계와 유사’
하다고 비유한다. 몰입이 조금 약해진다 싶으면, ‘기류를 타던 새가 날갯짓을 몇 번 하듯이’, ‘모른
다’를 몇 번 하면 되는 것이다.

57) 전성기(2016a:41,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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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심을 주면 된다고도 말한다. 혹 50%가 아니더라도, 참나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다만 참나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50% 이상의 관심이 필요하
다. 이러한 50% 이상의 몰입상태를 윤홍식은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상태’이고, ‘어느 때보다 
살아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묘사한다. 윤홍식(2015i)은 ‘은미한 참나의 
빛만으로도 사리판단을 잘 할 수 있’다고 일러준다. 참나를 은근히라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는 것인데, 이는 곧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상태가 되는 것이다. 몰입은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
다. 다시 몰입하면 된다. 끊기는 것은 에고이지 참나가 아니다. 윤홍식은 심지어 ‘1초 삼매도 
삼매’고, ‘찰나 견성’도 ‘견성’이라고 말한다.58) 중요한 것은 <몰입과 몰입사고>가 습관이 되
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정성껏 실천하는 것이다. 이 ‘몰입과 몰입사고’(깨어있음과 양심성찰)
는 불가에서 말하는 ‘정혜쌍수’(定慧雙修), 유가에서 말하는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양심철학
적 현대인문학적 해석이다.59)

‘양심선(禪)’, ‘화쟁선(禪)’, ‘학문선(禪)’은 초종교적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때ㆍ장소ㆍ자
세에 구애받지 않는 ‘무시선(無時禪)ㆍ무처선(無處禪)ㆍ무형선(無形禪)’이다.60) 물론 필요하면 
그리고 원하면, 이 ‘인문선(禪)’들을 ‘때ㆍ장소ㆍ자세’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조용한 데서 각
잡고 앉아서’ 할 수도 있다. 이 ‘선(禪)’들은 ‘몰입’(敬) 외에 나머지 다섯 덕목, 즉 ‘사랑’(仁), 
‘정의’(義), ‘예절’(禮), ‘지혜’(智), ‘성실’(信)도 모두 발현되어야 온전한 ‘선(禪)’이 된다. 윤홍
식(2016b)에게 ‘양심선’은, ‘원효선(禪)’이 그러하듯이,61) ‘자리이타’의 ‘선’(禪)이다. ‘자리’(自
利)는 ‘내 6바라밀(경인의예지신) 실력을 계발하는 것’이고, ‘이타’(利他)는 ‘남들도 그 혜택을 
보도록 영성계발을 돕는 것’이다. ‘학문선(禪)’ 관점에서 ‘자리’는 ‘내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이타’는 그 ‘역량’을 통해 남들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인문학 탐구가 ‘인문적’, ‘인간
적’인 것이 되려면, 양심철학이 말하는 이러한 ‘선(禪)’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禪)’이 
‘선정선(禪)’을 넘어 ‘6바라밀선(禪)’, ‘인의예지선(禪)’이 되고 ‘일상선(禪)’이 되어야 하는 윤
홍식(2014a)의 양심철학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선(禪)’이 ‘선정’(몰입) 위주가 아니라, 
<몰입과 몰입사고>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62) 저자에 따르면, ‘몰입사고법은 몰입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방법이고(215), ‘몰입 상태에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빠르게 검
색하고, 창조적으로 조합하고, 효과적으로 출력하는 사고의 기술’이다(217). ‘이러한 정보의 
입력ㆍ검색ㆍ조합ㆍ출력은 오직 몰입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몰입사고법의 핵
심’이다(217-18). <몰입사고>는 물론 단순 ‘정보’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온갖 학문적 탐구
가 다 ‘학문선(禪)’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홍식(2014a)은 ‘<몰입사고>란 한 가지 대상에 깊이 몰입하여 그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고기법’이니, ‘대상에 대한 몰입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창조적 사고ㆍ영감 어린 

58) 윤홍식(2016a) 참고.
59) 전성기(2016b:592) 참고.
60) 전성기(2016b:598) 참고.
61) 우리는 앞에서, 박태원(2014a:145)을 통해, 자리이타’의 문제가 원효의 ‘선(禪) 수행론의 중심부에 자

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62) 윤홍식은 여러 자료에서, ‘몰입’에 대한 그의 책 윤홍식(2014a)를 ‘일주보살’의 ‘확철대오’ 경지에 이

르도록 이끄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이 책에서 ‘참나’는 ‘슈퍼의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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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243-44). ‘대상에 대한 몰입’은 ‘우리가 특정 대상에 몰
입을 해서 사고력과 기억력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든 다음 자유자재로 정보를 처리하고 활
용하는 방법’이고, ‘나에 대한 몰입’은 ‘몰입하는 주체에 대한 몰입’이다. 저자는 후자를 ‘충전
용 몰입’이라고도 부른다. ‘모른다’ 등을 통해 ‘그냥 순수한 내면의 공간에 들어가서 모든 것
을 내려놓고 푹 쉬다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248-49). ‘우리가 내면의 평온하고 고요한 자리인 
<초의식>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이 진심으로 쉴 수 있다면, 우리의 의
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쓸데없이 소모되던 에너지가 충전될 것’으로 저자는 확신한
다(253-54). 이렇게 계속 정신을 충전하지 않으면 사실 ‘선’(禪)의 <몰입과 몰입사고>를 이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유념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는 몰입사고에서 그 앎이 ‘명확한 
(내적) 체험’과 ‘올바른 개념의 정립’이 잘 결합된 ‘지혜’ 즉 ‘정확한 앎’이 되도록 힘써야 한
다는 것이다(278). 

학문적 탐구에서 ‘더 좋은 선택’, ‘더 타당한 선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앎’을 갖게 되면, 
학문적 탐구와 회통 작업은 그만큼 용이해질 것이다. 학문적 탐구에서 <몰입과 몰입사고>, 그
리고 이에 동반되는 양심성찰에서 ‘자명찜찜’의 판단을 통해 적어도 ‘자찜’ 안에 속하는 결과
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학문사변행’과 ‘4단계 사고규칙’을 활용하는 
탐구와 분석이 되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앎도 지속적으
로 재구축 혹은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성찰의 메타인지적 질문들은, ‘양심경영의 
6가지 원칙’, ‘양심잠’, ‘올바른 판단의 6 질문’에서 보듯이 조금씩 다르나, 그 핵심은 다르지 
않다. 이 질문들은 탐구자의 학문적 탐구 상황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바꿀 수도 있
다: ① 깨어있는가?(몰입), ② 역지사지했는가?(사랑), ③ 혹시 곡해하지는 않았는가?(정의), ④ 
나를 앞세우지는 않았는가?(예절), ⑤ 최선을 다했는가?(성실), ⑥ 선택과 판단이 자명한가?
(지혜) 여기서 가장 우선적인 질문이 ①이고, 이 ①은 ‘학문선(禪)’에서 우선적으로 ⑥과 짝지
어지나, 다른 것들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선(禪)’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학문사변행’과 관련하여, ‘원효의 학문’ 문제에 천착한 이진오(2000)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 보자. 그는 ‘원효의 학문’의 ‘세 원리’를 말한다. ‘우선 원효의 학문을 이루는 가
장 큰 바탕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이론을 모조리 섭렵하고, 그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찾아
내는 일’이라며, 그는 ‘이와 같은 방식의 노력을 원효 학문의 제1원리’라고 명명하는데, 그 
‘근원적인 원리’는 ‘일심’이다. ‘다음으로 하나의 원리에 의해 통합적으로 파악한 학문을 다시 
계통적으로 분류하면서 각 이론의 차별성과 층차를 가리고, 나아가 전체의 체계를 잡은 점이 
원효 학문의 중요한 일면’인데, 이것이 ‘원효 학문의 제2원리’이다. ‘원효 학문의 제3원리’는 
‘실천 방법론’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성의 영역을 적극 도입’한 점이다. ‘원효의 학문에 
힘이 느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제1원리에 의한 응집력과 제2원리에 의한 확산력이 상반성과 
상보성을 동시에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제1원리는 구심력이, 제2원리는 원
심력이 되어 그 힘의 반작용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며, ‘제1원리와 제2원리가 결합된 힘이 
다시 실천성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137). 

이진오(2000:139-40)는 ‘원효의 학문이 가지는 역동성’은 ‘제1, 제2, 제3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서 창출된 것이지만,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힘은 광범위한 사상의 섭렵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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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학문사변행’의 ‘학’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저자는 ‘원효 학문의 
특징’이 ‘단순히 회통을 통한 대립의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분류, 그리고 
요약과 종합의 양면을 겸비한 데서 원효 학문의 힘’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원효가 
‘특히 요약과 종합의 측면을 더욱 중시한 데에 그 탁월성이 있다’고 평한다. 그에 의하면, ‘대
단히 치밀하고 조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원효의 학문과 수행, 실천’은 아홉 단계로 구분
된다. 이들은 ‘첫째는 광범위한 이론의 섭렵, 둘째는 치밀한 분석, 셋째는 엄밀한 비판, 넷째
는 간명한 요약, 다섯째는 명료한 분류, 여섯째는 자기 관점에서의 체계화, 일곱째는 전체적
인 회통, 여덟째는 걸림 없는 무애’, 그리고 ‘아홉째는 삶 속으로의 실천’이다. 이를 표로 정리
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63)

이진오(2000)는 ‘몰입’과 ‘몰입사고’를 말하진 않았으나, 그가 말하는 ‘원효의 학문’의 9단계
는 중용의 ‘학문사변행’의 5단계를 펼쳐놓은 것에 다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원효에 대한 한 짧은 글에서, ‘진정한 삼매는 정신이 또렷이 깨어있는 것’이고, ‘삼매’는 ‘바로 
에고가 참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윤홍식(2009:30-1)이 다른 자료에서 원효를 이 ‘몰입사
고’의 최고 ‘달인’의 한 사람으로 내세운 것64)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의 이진오(2000)의 9단
계도 실은 거의 모두 ‘몰입과 몰입사고’의 실천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학문선(禪)
‘의 관점에서 ’원효의 학문’에 대한 더 깊고 광범위한 현대인문학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6. 맺음말 
21세기 오늘의 시점에서 인문학을 하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다루던, 그 어느 때보다 그 

근본에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메이에르의 제문론이 시사하듯이, 우리의 공부는 인문
학의 근본에 대한 성찰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공부의 이성적 측면
이 감성적 특히 영성적 측면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부를 
지향하는 ‘선(禪)으로서의 학문’은 ‘에고적 나’ 너머의 ‘참나’를 충분히 활용하는 공부이며, 
‘자리’(自利)를 넘어, ‘이타’(利他)로 나아가는 공부이다. ‘학문선(禪)’은 ‘귀일심원 요익중생’, 
‘일심ㆍ화쟁ㆍ무애’와 불가분한 ‘원효철학’과 ‘원효선(禪)’을, 양심철학과 ‘양심선(禪)’에 힘입
어, 현대적으로 계승하자는 것이다. ‘불교 이론에 관한 상이한 견해들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 
상황’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때로 주장되기도 하는 원효의 화쟁은 이제 ‘화쟁선’(和諍禪)을 통
해 다양한 과제들의 화쟁적 회통에도 원의에 보다 가깝게 활용될 수 있다. ‘학문선(禪)’적 ‘화
쟁선’(和諍禪)적 탐구에 적극 활용되는 중용의 ‘학문사변행’은 ‘보다 자명한 앎들’을 탐구하
는 <몰입과 몰입사고> 실천의 기본적 ‘큰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학문적 탐구에

63) 도식을 포함하여, ‘원효의 학문’에 대한 이 부분은 전성기(2016a:30-3)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64) 윤홍식(2013c) 참고.

섭렵 - 분석 - 비판 - 요약 - 분류 - 체계화 - 회통 - 무애 -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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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물론 이러한 학문적 탐구는 그 실천자의 역량과 노력, 정성에 
따라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양심선’적 학문 탐
구인 ‘학문선’을 나름의 ‘자리이타’를 실천하며 닦아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력
이 원숙해질수록, ‘화쟁선’ 실천이 되어야 할 학문적 화쟁도, 화쟁적 사유와 말도 원효의 화쟁
의 깊이와 품격에 점차 근접하는 것이 되어갈 것이다.65) ‘화쟁의 진정한 실천’이 꼭 ‘인간과 
우주의 실상에 대한 일정한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만이 펼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66) 양심
철학이 적극 권하는, ‘인의예지’의 메타인지적 성찰이 동반되는 <몰입과 몰입사고>를 문제된 
것들의 폭넓은 탐구와 더불어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화쟁선’의 구현이 충분히 가능하
다. 

이 글은 오늘의 인문학을 어떻게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기본적 큰 틀
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핵심은 우리의 인문학 탐구가, 학문/수행, 이성
/직관, 동양학/서양학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이성 뿐 아니라 감성, 특히 영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성숙한 작업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진석(2017:160)은 ‘이제 철학을 수입하는 나
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사유의 생산자가 되어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67) 인문학의 ‘학문선(禪)’적 탐구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 ‘화쟁’은 현재 여러 분야
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원효의 ‘무애’ 특히 ‘일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실천이 뒷
받침되지 않는다면, ‘귀일심원 요익중생’을 추구했던 원효 ‘화쟁’의 본래 정신을 오늘에 올바
로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이론과 담론들이 자주 갈등을 빚거나 충돌하는 인문학
에서는 원효의 화쟁철학의 양심철학적 해석에 힘입은 ‘학문선(禪)’과 ‘화쟁선(禪)’이 좋은 탐
구와 실천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문선(禪)’의 실천에서는 공부ㆍ수행ㆍ삶이 하나로 
꿰어지고, ‘선(禪)’과 학문적 탐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상승효과를 낸다. ‘선(禪)’적인 측면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학문적 탐구에서 방법상의 제약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홍식(2013b:232)은 
‘인의예지 4단(四端)’, 즉 ‘양심의 속성에 따라, 역지사지(仁)ㆍ공정성(義)ㆍ예절(禮)ㆍ정보의 
자명성(智)의 4가지 기준으로 결정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개인적인 일은 물론 정치ㆍ경
제ㆍ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타당하고 자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68) 
학문ㆍ사회ㆍ일상에서, 원효의 화쟁철학과 그의 ‘선’(禪)이 이제 ‘인문선(禪)’적 사유와 실천
으로 새롭게 꽃피어나야 할 때이다. 원효의 화쟁철학과 그의 ‘선’(禪)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러나 초종교적인 ‘학문선(禪)’은 한국인문학에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65) 전성기(2016a:51-2) 참고.
66) 이근용(2015:177): “원효의 화쟁이 현대인들에게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주는 시사점이나 지혜는 

적지 않지만, 화쟁의 진정한 실천은 인간과 우주의 실상에 대한 일정한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 펼
칠 수 있는 경지라는 점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一心과 화쟁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 있어서도, 일심에 이른 사람들이 화쟁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도 같은 맥락
으로 읽힌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건적 연기적 사유’ 같은 화쟁 논법을 따라 하다 보면, 일심과 깨
달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원효가 지향했던 ‘귀일심원 요익중
생(歸一心源 饒益衆生)’이 현재 상황에 맞게 구현되기를 바라는 노력과 정성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
가는 모두가 열반의 一味를 맛볼 날이 오리라 믿는다.”

67) 최진석(2017)에게 ‘철학적이 된다는 것’은 ‘탁월한 높이의 시선을 갖는 것’이다(96). 그의 말처럼, ‘아
무리 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철학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114). 

68) 전성기(2016a: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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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속에서
수사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 
이 글의 목적은 던져진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물음의 성립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에 더 가깝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속에서 수사학은 작동할 수 있는
가?’라는 물음부터 던져져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시학과 수사학은 그만큼 많이 함께 거론 
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수사학적인 표현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생각하고, 따라서 시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이 요청된다고 본다. 은유, 상징, 제유 등의 기
법이 시를 쓰는 데에 유효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시학이 단순히 시에 국한
되지 않고 문학적 창작 영역 전반에서 규정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수사학은 표현의 기교로서 
여전히 시학에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 안에서는 시학 안에서 수사학의 작동 가능성을 포괄
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문제는 대체로 수사학이 단순히 표현의 기
법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나 법정에서 청중이 모인 정치적 집회에서 작동하는 설득의 기술이
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생긴다. 변호사의 변론이나 검사의 고소에,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와 청
문회에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사학(rhētorikē)이 연설가(rhētōr)의 기술(-ikē)로서 유효한 것이
라면, 그것이 시를 쓰고 비극과 희극의 연극 대본이나 시나리오, 소설을 쓰는 데에 무슨 상관
이 있다는 말인가? 수사학이 시학 안에서 작동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물론 소설과 영
화, 연극이 법정이나 정치의 한 장면을 담는다면, 시인과 작가는 작품의 사실성, 진실성을 확
보하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 판사, 국회의원이 구사하는 다양한 수사학의 기법들을 알아야 한
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대답으로 시학에 수사학이 작동한다고 말한다면, 그 대답은 우발적인 
타당성만을 갖는다. 작가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복수, 가족의 불화, 광기에 사로잡힌 주인공
의 협기적인 행각을 작품 안에 담아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어떻게 시학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겠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된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수사학은, 즉 표현 기법의 영역 안으로 줄어든 수사학이 아니라 법정, 의회, 국장과 같은 공론
의 장에서 연설과 설득의 기술로서의 수사학은 시를 짓는 것과 나아가 문학창작을 포괄하는 
시학에서 그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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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고 제시된 제목이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 부당하게 던진 물음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

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수사학』 첫 부분에서 말한 대로  ‘수사학은 어떤 방식으로
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gnōrizein) 공통된 것(koina)이며 어떤 특정 지식(epistēmē)에 국한
되지 않는 성격의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학
에 참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말을 깊이 검토하고 지지하며, 
변호하고 고발하는 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제1권 1장, 1354a1-6) 그렇다면 시인도 사람인 
한, 그리고 그가 작품 안에 그려내는 인물들도 가상의 공간 안에서이긴 하지만 인간으로 말을 
하는 한, 수사학적인 담론 행위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학을 법정과 의회, 전몰장병 장
례식이나 개선식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도 역사적인 우발성에 기인하는 태도라고 할 때, 수
사학의 확장 가능성은 훨씬 커지며, 시학의 영역 안으로의 침투도 기대할 만하기 때문이다. 
분명 수사학은 우발적인 수준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시학 내에서도 작동할 것이다.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므로 제목에 표현된 물음은 정당하다. 

질문의 정당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그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썼다. “모든 기술(tekhnē)과 탐구(methodos),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
(praxis)와 선택(prohairesis)은 어떤 좋음(agathon)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1094a1-2) 그리고 수
많은 기술과 탐구, 행위와 선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상의 좋음, 최고선(ariston)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으뜸가는 학문, 가장 총기획적인 학문일 것이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그것이 바로 정치학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폴리스 안에 어떤 학문들이 있어야
만 하는지, 또 각각의 시민들이 어떤 종류의 학문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를 정치학이 규정하
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가령 병법이나 가정경제학 또는 수사학처럼 가장 높이 평가받는 능력
들까지도 정치학 밑에 놓여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학은 나머지 실천적인 학문들을 
이용하면서, 더 나아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고 무엇을 삼가야만 하는지를 입법하기에 그것의 
목적은 다른 학문들의 목적을 포함할 것이며, 따라서 정치학의 목적은 인간적인 좋음일 것이
다.”(1094a27-b7) 

그렇다면 시학은 어떤가? 시학도 하나의 기술이며 인간적인 좋음을 지향한다면, 총기획적
인 학문인 정치학의 통제를 받으며 그 위상과 가치를 규정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높이 평가 받는 학문이며 정치학과 윤리학의 한 가지로 규정되는 수사학이 
다소 하위에 있을 것만 같은 시학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고 그 안에서 작동의 영역을 확
보하지 않겠는가? 이런 가능성을 가설이나 전제로 깔고 탐구를 지속하는 한, “아리스토텔레
스의 시학 안에서 수사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가?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가운데 『시학(詩學)』과 『수사학(修辭學)』은 다른 저작들에 비

해 철학자들의 주목을 덜 받아왔고, 오히려 문학 전공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시학』은 
시인의 창작을 다루며 『수사학』은 표현법의 기교를 다룬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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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저술은 문학의 영역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가 활동하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두 저술이, 두 저술이 다루는 두 기술이 관계를 맺는 곳
은 정치의 영역이다. 『시학(詩學)』과 『수사학(修辭學)』은 모두 도시국가(polis) 아테네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시민들에게 공표되는 ‘말’(logos)의 기술을 다루기 때문이다. 

『수사학(rhêtorikê)』은 시인(poiētēs)이 아니라 연설가(rhêtôr)를 위한 책이다. 연설가의 기술
로서의 수사학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탄생하고 고도
로 발전하였다. 아테네에서 시민들은 의회에 나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었고, 소
송의 당사자가 되면 법정에 나와 판정관들 앞에서 검사나 변호사처럼 연설을 해야 했다. 법정
은 1년에 거의 200일 정도 열렸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회(enklêsia)는 1년에 30-40회 소
집되었다. 따라서 연설의 능력인 수사학은 아테네 시민(politēs)이 도시국가(polis)의 정체
(politeia) 안에서 공공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민생활능력(politikē)이었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쉬마코스, 힙피아스 등의 소피스트가 등장한 것은 바로 이때, 아테네 민주정
의 전성기였던 기원전 5세기였다. 그들은 각종 법정 소송에서 상대를 이기고, 의회에서 대중
을 사로잡아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연설의 비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선전하며 돈을 벌었다. 

한편 비극과 희극경연은 연극 애호가를 위한 제한적인 예술 공연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
한 축제에서 거행되었다. 겨울부터 3월까지 포도주의 신 디오뉘소스 신을 숭배하는 일련의 
제의는 촌락마다 벌어지며 3/4월경 아테네 디오뉘소스 극장에서 열리는 대(大) 디오뉘시아에
서 절정에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행사는 비극 경연이었다. 비극은 예술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이고 제례적인 색채를 띠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의 더러운 기운과 
죄로 얼룩진 개인의 영혼을 정화(katharsis)함으로써 신들의 재앙을 피하고 풍년과 평화를 기
원했던 것이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이 관객으로 모인 축제는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는 공적인 
정치교육과 공동체의식을 고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은 사회교육을 위한 교실
로 극장을 활용할 수 있었다.    

아테네 시민들의 공적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했던 대중적 연설과 종교적 비극에 대한 아리
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반성의 결과가 바로 『시학』과 『수사학』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과 정치학의 관련성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준다. “수사학은 ‘분석론적인 지
식’(analutikē epistēmē)과 성격(ēthos)과 관련된 정치학’(politikē)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수사
학』 1359b9-11) “병법이나 가정경제학, 또는 수사학처럼 가장 높이 평가받는 능력들까지도 
정치학 밑에 놓여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4b3) 실제로 수사학이 
작동하는 영역 자체가 법정과 의회, 국가적인 제전이나 공식행사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수사
학과 정치학의 필연적인 관계를 보여준다.1) 그러나 그는 『시학』 안에서는 시학의 정치적인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보여준 적은 없으며, 그것이 정치학과 수사학과 맺고 있는 상호 연결성
을 크게 부각시키기도 않았다. “옛날 시인들은 정치가처럼(politikōs) 말하도록 비극을 지었지

1) 반면 플라톤은 수사학을 위험한 아첨술 또는 사기술로 보면서 경계하였다. 그는 수사학이 청중의 
구미에 맞추는 아첨술이며, 요리술이 의술의 탈을 쓰고 입에는 달콤하지만 정작 몸에는 좋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듯이, 연설술은 국가의 하찮은 아첨꾼이며, 사법술의 탈을 쓰고 청중을 현혹하지만 
결국 나라를 망친다고 비판한다.(『고르기아스』 464b-4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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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요즘 시인들은 연설가처럼(rhētorikōs) 말하도록 비극을 짓는다.”(『시학』 1450b7-8)라는 
언급 정도가 시학과 정치학, 그리고 수사학의 연결성을 우발적인 것인 양, 특정한 시각에서만 
보여줄 뿐이다. 시학과 수사학의 본질적인 연결성은 강조되지도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차
단되는 것처럼 보인다. (비극과 희극의 제의적 의미도 거의 주목하지 않으며,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시민이나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과 수사학의 연결성을 찾는 지점은 정치적 영역보다는 학문의 분류
체계에서다. 그는 『형이상학』에서 이론(theoria)과 실천(praxis)과 제작(poiēsis)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지식(epistēmē)을 나누고 학문의 체계를 밝혔다. 이를 테면, 물리, 생물, 기상, 천체, 
영혼 등은 이론지식(epistēmē theōrētikē)으로, 정치, 윤리 등은 실천지식(epistēmē praktikē)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술(tekhnē)을 제작지식(epistēmē poiētikē)
으로 규정하였는데, 바로 여기에 『시학』과 『수사학』이 포함된다. 수사학은 정치와 법률
의 영역에서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말(logos, 연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시학은 관객을 
감동시키며 즐겁게 하면서 인생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muthos)를 만들어내는 기
술이다.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은 수사학과 시학이 진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허상 내지 환영
(eidōlon)을 만들어내어 우매한 관중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아리스토
텔레스는 두 창작기술이 갖는 진정성과 진실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저작 가운데 제작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건물이나 함선, 무기나 가
구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작기술이 아니라 무형의 담론(logos/muthos)을 만
들어내는, 말/글짓기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것은 공학적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이나 내러톨로지(Narratology)에 가깝다. 그런데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경계
가 모호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현대에는 역사와 신문 기사, 방송의 보도조차 이야기 만들
기와 다를 바 없으며, 진실이나 진리이라는 것도 결국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불과하
다는 통찰이 부각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수사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은 새로운 국
면을 예고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담론의 기술이 별개로 작동하는가, 아
니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과 수사학을 같은 범주 안에 묶
어두긴 했지만, 그 둘 사이의 유기적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며, 밝히려고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      

4.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속에서 수사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 안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자
신이 『시학』에서 이 질문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시학』은 
다음과 같이 논의 주제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작한다. 

“‘작시술(作詩術) 자체’(poiētikēs autēs)와 ‘그것의 종류들’(tōn eidōn autēs)에 관하여, 각 종류가 어떤 
힘(dunami)을 갖는지, 그래서 작시(poiēsis)가 아름답게(kalōs) 되려면 이야기(muthos)들이 어떻게 구성
되어야(sunisthasthai) 하는지, 또한 그것은 몇 개의 부분(morion)들로 이루어졌고 그 부분들은 어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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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리고 동일한 탐구(methodos)에 속하는 다른 사항들 모두에 관해서도 똑같이 
논의해보자(legōmen). 먼저 본성(phusis)에 따라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들부터 시작해보자.”(제1장, 
1447a8-13)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작시술(poiētikē) 자체에 관하여 논하기로(legōmen) 하되 다른 것과
의 관련 속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autē)를 다루겠다고 밝힌다. “수사학은 변증술(dialektikē)에 
상응하는 짝패(antistrophos)이다.”라고 시작하는 『수사학』과는 논의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
비된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어도 『시학』에서 정의 그 자체, 아름다움 그 자
체, 좋음 그 자체를 탐구하려고 했던 플라톤의 정신에 충실해 보인다. 그러나 플라톤은 정의
로운 국가를 구상하면서 수호자, 통치자와 더 넓게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
가(mousikē)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시의 유용성을 검토하며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와 
같은 탁월한 작가들을 추방하겠다고 서슬 퍼런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이런 태도는 ‘플
라톤적’이지 못하다. 아름다운 국가(kallipolis)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인, 사람들의 영혼
에 이성적 요소를 강화하며 건전한 영웅들과 완벽한 신들을 찬양하는 시인만 솎아내겠다는 
정치적, 교육적 기준을 시학의 영역에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정치와 교육의 도구로서
의 가치만 가질 뿐, 그 자체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태도다. 시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더 플라톤적이다. 

물론 『정치학』에서 시와 음악을 대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태도는 그 저술의 의도 때문에 
플라톤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를 짓는 
작가의 솜씨와 기술, 그의 작업을 그것과 쉽게(또는 깊게) 연관될 수 있는 정치나 윤리, 교육
에서 분리시켜 그 자체로 다루며, 심지어 실제 공연에서의 배우들의 연기, 무대 연출, 볼거리
의 제공, 그리고 그에 대한 관객의 반응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를 짓는 기술을 독립적으
로 그 자체로 다루려고 한다. 실제로 그는 모방의 수단과 대상, 방식에 따라 ‘그것의 종류
들’(tōn eidōn autēs)을 구분하고(제1-3장), 그 발생과 성장의 역사를 간략하게 검토한 후(제4-5
장), 세 개의 장르, 즉 서사시와 비극과 희극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한 다음에 가장 먼저 비
극을 다루는데, 이때 비극의 정의로부터 비극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구성 요소를 분석, 규정
하고 소개한 뒤에 이렇게 말한다.  

[비극의 여섯 부분 중 이야기(muthos), 성격(ēthos), 생각(dianoia), 말하기(lexis, 언어표현, 조사(措
辭))) 이외에] “남은 부분 중에 노래짓기(melopoiia)는 양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볼거리(opsis, 장
경(場景))는 마음을 사로잡는 힘은 있지만 ‘[시 짓는] 기술과 가장 동떨어진 것’(atekhnotaton)이며 작
시술에 가장 덜 고유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극의 힘(dunamis)은 경연대회(agōn)와 배우(hupokritēs)들이 
없어도 발휘되며, 게다가 볼거리의 실행에 관한 한, 무대연출가의 기술(hē skeuopoiou tekhnē)이 작가
들의 기술보다도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제6장, 1450b15-20)

작시술을 그 자체로 다루는 방식은 그 기술 바깥으로 나가 다른 분야와 연결시키지 않고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작시술의 영역 안에서 그것의 종류를 구
분하고 그것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그 낱낱의 기능과 목적을 다룬다. 이와 같은 탐구의 과
정에서도 작시술 자체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우발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도려낸다. 그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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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짓는다는 것은 리듬(rhuthmos)이나 가락(harmonia)이 양념처럼 뿌려진 언어로 이야기
(muthos)를 짓는 것인데, 그것은 필연성이나 개연성을 따라 ‘사건들을 조합하는 것’(sunthesis 
tōn pragmatōn, sustasis tōn pragmatōn)이고 ‘행위를 모방하는 것’(mimēsis praxeōs)이며 ‘격정적
인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pathēmatōn katharsis)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 짓기의 성패를 좌우
하는 것은 형식적인 음악적 언어의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드는 이야기다. 이야기가 시
를 살아 숨 쉬게 하며 그 힘을 발휘하게 하는 생명(psukhē, 또는 영혼)이고, 시인이 기술을 통
해 이루려고 겨냥하는 목적(telos)이며, 시 짓기의 출발점(arkhē)이고 시 짓기의 모든 것을 끌
고 가는 원리이다. 이야기를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무대 위에 실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볼
거리(opsis)의 제공도 사실은 언어의 음악적 형식만큼이나 작시술에서는 부수적이며 우발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들은 길게 다루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인다. 

“공포와 연민(to phoberon kai eleeinon)은 볼거리(opsis)로부터 생겨날 수도 있지만, 사건들의 구성 
자체로부터(ex autēs tēs sustaseōs tōn pragmatōn)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더 먼저 해야 
하며, 더 좋은 시인이 하는 일이다.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해도 일어난 사
건들로부터 전율과 연민을 느낄(phrittein kai eleein)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제14장, 1453b1-6) 

대사나 합창단의 노래에 깃든 모든 음악적 요소와 비극의 시각적인 무대 연출은 관객의 감
각에 호소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 짓기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임을 분명
히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요소들은 자칫 시 짓기의 본질인 이야기 구성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계한다.  

“그밖에도 작시술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관객들의 감각(aisthēseis)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것들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들의 감각에 맞추다보면 실수가 잦아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제15장, 1454b15-18)

5. 
『시학』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적인’ 태도는 수사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사학의 논리나 의도가 시학의 영역으로 들어올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비극의 
세 번째 요소로 꼽히는 ‘생각’(dianoia)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 가능한 것(ta enonta)과 그에 어울리는 적절한 
것(ta harmottonta)을 말하는 능력(to legein dunasthai)인데, 말을 하는 경우에는(epi tōn logōn) 바로 정
치술(politikē)과 수사술(rhētorikē)의 기능(ergon)이다. 실제로 옛날 시인들은 정치가처럼(politikōs) 말하
도록(legontas) 비극을 지었지만, 요즘 시인들은 연설가처럼(rhētorikōs) 말하도록 비극을 짓는다.”(제6
장, 1450b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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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부분들 가운데 생각을 이야기와 성격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요
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시학에 고유한 탐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수사학과 정치학에 고유한 것
으로 돌리면서, 결국 다루지 않고 수사학의 영역으로 미룬다. 

“다른 것들[이야기, 성격, 비극의 형식적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이미 말을 했으니 이제 말하기
(lexis)와 생각(dianoia)에 관해 말하는 것이 남았다. 먼저 생각과 관련된 것들은 수사학에 관한 책에서 
다룰 주제로 놔두겠다. 왜냐하면 생각은 수사학의 탐구(methodos)에 훨씬 더 고유한 주제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들은 모두다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들을 이루는 
부분은 증명하기와 논파하기, 그리고 감정들을 (예컨대 연민이나 공포, 노여움과 그와 같은 모든 것
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으며, 그밖에도 과장과 축소가 있다.”(제19장, 1456a33-b2) 

이런 점에서 보면, 셋째로 중요하다는 생각은 수사학 쪽으로 전적으로 돌려 보내고, 대신 
넷째로 중요한 말하기(lexis), 즉 언어표현과 조사(措辭)와 관련해서 『시학』 안에서 매우 기
초적인 수준에서부터 말하기의 기본 요소들에 관한 논의로부터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이례적
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학 자체와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대상을 엄선하며 그 외의 
다른 기술에 속하는 것들은 논의에서 엄격하게 제거하는 태도는 여전하다. 

“말하기에 관한 것들 중에 연구(theoria)의 한 종류는 ‘말하기의 형태들’(skhēma tēs lexeōs)이다. 이
것들을 아는 것, 예컨대 명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원(祈願)과 서술과 협박과 질문과 대답이란 무
엇인가, 그리고 그런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배우의 연기술
(hupokritikē)과 ‘그런 구성적 기술에 능숙한 사람에게’(tou tēn toiautēn ekhontos arkhitektonikēn) 속한다. 
실제로 작시술을 비난할 때, 이런 것들에 관해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비난하지 않으며, 그런 비난
은 신경 쓸 가치도 없다.” “이런 까닭에 이 문제는 작시술이 아니라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거리라고 
제쳐두는 것이 좋겠다.”(제19장, 1456b8-15, 18-19) 

  
그리고 세부 논의에 들어가서도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는 운율론에서(en tois metrikois) 살

펴보는 것이 적절하다.”(제20장 1456b33-34), “이것들 사이의 차이점을 탐구하는 일은 운율론
(metrikē)에 속한다.”(37-38)라는 식으로 말하며 작시술, 특히 이야기 짓기의 방법에 관한 논의
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는 주제는 철저하게 논의 마당에서 배제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언어표현을 다루는 제20-22장 자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후대의 
편집자에 의해 나중에 『시학』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아리스
토텔레스의 것이 아니며 그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면서 주석서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이 전체를 『시학』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작시술을 다른 모든 학문과 기술로부터 분리시켜 그 자체로, 
그리고 그것의 종류와 그 구성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와 관련된 것에
만 논의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런 태도는 서사시를 다루는 부분에서 
‘호메로스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드(A. Ford)가 잘 지적했듯이, 제
25장에서 시인들의 창작과 관련된 비난과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시학』의 시작 부분에서 “그리고 동일한 탐구(methodos)에 속하는 다른 사항들 모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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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라고 말했던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2)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의 창작을 평
가하는 기준은 작시술 자체로 최대한 제한하려고 한다. 

“그밖에도, 정치술과 작시술, 그리고 다른 기술과 작시술에 대해서 똑같은 정당성(orthotēs)이 적용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작시술 자체에는 두 가지 실수(hamartia)가 있다. 하나는 기술 자체의 실수이며 
다른 하나는 부수적인 실수이다. 만약 모방할 것을 <정당하게> 선택해 놓고도 무능력 <때문에 모방
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 실수는 작시술의 실수다. 그러나 만약 정당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경우라
면, 그래서 말이 오른 발을 둘 다 앞으로 내뻗는 것으로 그리거나, 또는 각 분야의 개별 기술에 비
추어, 예컨대 의료술이나 다른 기술에 비추어 실수를 저지르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을 지어냈다면, 
그것은 작시술 자체에서 비롯된 실수는 아니다. 따라서 여러 문제들에서 제기되는 비판들은 이런 관
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해결해야 한다.”(제25장, 1460b13-22)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예고했듯이, 『시학』의 대부분은 “작시(poiēsis)가 아름답게
(kalōs) 되려면 이야기(muthos)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sunisthasthai) 하는가?”라는 문제에 할애
되고 있고 있다. 제6장에서 19장까지 비극을 다루는 부분만 보자면, 제6장은 비극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제12장에서 비극의 형식적 구성 요소 정의, 제15장에서 성격을 다루는 
것 이외의 나머지 11개의 장이 모두 이야기 구성에 관한 논의다. 제19장에서는 생각을 다룰 
차례라고 하면서도 논의는 『수사학』으로 미뤄두었다. 따라서 애초의 질문은 이렇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사건들을 조합하고 구성하며, 행위를 모방하고, 이야기를 짓는 
시인의 작업에 수사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수사학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현실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청중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연설을 작성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 시키는 반면, 시학은 관객들을 앞에 두
고 이야기를 공연한다는 점에서 외견상 수사학의 연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관객과 무대 사이
의 거리는 안전하게(?) 벌어져 있으며, 무대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관객의 현실로부터 독립되
기 때문이다. 시가 인간의 삶과 현실, 행위의 모방(mimēsis)이며 재현이라고 해도 수사학의 현
실성과 엄연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6. 
흥미롭고도 의아한 점은 생각을 수사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고유 영역이라면서 논의

를 생략했던 것과는 달리, 성격(ēthos)에 대해서는 그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학
(ēthikē)에서 다루겠다고 미루지 않고 제법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킨다는 점이다. 그는 제2
장에서 비극과 서사시의 주인공은 ‘고귀한 사람’(sphoudaios)이며, 그의 성격은 덕(aretē)에서 
비롯된 것이고 밝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에서 덕과 고귀함이 의미상으로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에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10b6-9)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이론을 따
르면, 덕을 갖춘 사람은 고귀하며 좋은(agathos) 사람이고 따라서 행복한 반면, 덕에 반대되는 

2) Ford, A., 2015, “The Purpose of Aristotle’s Poetics”, Classical Philology, Vol. 110, No. 1, pp. 
1-21.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속에서 수사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_ 33

나쁨(kakia)에서 비롯되는 나쁘고(kakos) 비천한(phaulos)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또한 고귀한 사람은 이성적 판단에서도 뛰어나다. “고귀한 사람은 각각의 것을 올
바르게 판단하며, 또 각각의 경우에 있어 그에게 보이는 것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사람들
은 각각의 품성상태에 따라 나름대로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을 고유하게 갖지만, 아마도 고귀
한 사람은 각각의 경우에서 참된 것을 보는 데에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마치 본인이 그것들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의 규준이자 척도인 듯이 말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13a29-b1)  

반대로 희극의 주인공은 비천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들과 즐거운 것들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한다. 좋지 않은 즐거움도 좋다고 착각하며, 고통스럽지만 좋은 것도 좋지 않다고 피하는 
과실을 저지를 수 있다. 참된 앎으로 즐거우며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덕을 갖추었
기에 좋은 사람, 그래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고귀한 사람이며, 그렇
지 못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다. 인간에게 고유한 것은 영혼이며, 영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다운 구별이며 규정이다. 이성적인 탁월
함을 보여주는 덕이 한 사람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니 말
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모든 선택과 행동, 기예와 탐구가 좋
음을 목표로 하며 좋음의 궁극적인 지점에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치학』에서도 “모든 
사람은 잘 사는 것과 행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다. 그런데 행복이란 덕을 완전하게 사용하
고 실현할 때, 그래서 고귀한 사람이 될 때, 성취되는 것이다.(『정치학』1328a37, 1332a9-10, 
『니코마코스 윤리학』1098a17.) 그런데 이 모든 규정들은 개인적인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폴
리스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더 의미 있게 작동한다. 따라서 덕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그 의
미를 규정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도시국가 폴리스 체제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요청이다. 가장 좋은 정체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지낸다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이다.(『정
치학』1323a18-19) 그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덕을 갖춘 고귀한 사람과 국가는 행복하
다’는 것이다. 

“고귀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고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
들은 모두 국정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고귀해질 수 있는지 고찰해
봐야 합니다. 시민 각자가 고귀하지 않아도 시민 전체가 고귀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 각자가 
고귀한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각자가 고귀하면 전체도 고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정치
학』 1332a32-38.) 고귀한 국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바람직한 국가를 표현하는 말의 
하나다. 고귀하다는 것이 덕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되새기면, 국가가 국가 노릇 제대
로 하며, 시민이 시민 노릇 제대로 하는 국가, 즉 국가의 덕과 시민의 덕이 충분하게 구현되
는 나라를 말한 것이다. 

한편 개인에 관해서 “고귀한 사람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다른 비천한 운들이 닥쳐도 상황
을 아름답게 이용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정치학』 1332a19-22) 이에 따르면 고귀한 사
람은 비천한 상황이 닥쳐도 그에 굴하여 패배하고 천박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불행에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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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는다. 오히려 그런 불리한 상황들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용할 줄 안다. 아름답고 즐거
운 것들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행복한 까닭은 그의 바깥에 있는 조
건들 때문이 아니다. 마치 현악기 뤼라에서 청아한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은 악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연주자의 역량인 것처럼, 아름다운 삶, 행복한 인생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덕 때문이며, 진정 좋은 것을,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것을 올바르게 아는 지
혜와 윤리적인 결단, 그리고 덕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과 정치학의 지평에서 말하는 고귀한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좋은 사
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고귀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고귀한 사람은 인간에게 기
대되는 자질과 능력, 품성을 고루 갖추고 인간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마디로 인간의 
덕, 영혼의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이 모든 지식과 품성, 그리고 실천은 국가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행복은 완전한 덕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혼의 어떤 활
동”이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1102a5) 

그런데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듯하다. 특히 도덕적으
로나 정치적으로 훌륭한 자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고귀하
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고귀한 사람들이 곧바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역설을 인
정한다. 모방의 구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귀한 사람은 비극과 서사시의 주인공이며, 비천한 
사람은 희극의 주인공이다. 문제는 고귀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시학의 틀 
안에서 겪게 되는 운명이다. 비극의 주인공은 “큰 명성과 성공을 누리던 인물들에 속하는 사
람인데, 가령 오이디푸스와 튀에스테스 그리고 그와 같은 가문 태생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인
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1453a10-12) 그런데 이들의 운명은 불행에서 행복으로가 아니라, 그 
반대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덧붙인다. 고귀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윤리학
과 정치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와 반대로 고귀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시
학의 틀 안에서 겪게 되는 일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가 불행에 빠지는 것은 도덕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hamartia) 때문에 
불행해지니까(1453a13-16) 윤리학과 정치학의 주장과 완전히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덕을 가진 사람, 즉 고귀한 사람이 그 도덕
성 때문이라면 행복해야만 하겠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도 인간인 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뜻하지 않게 불행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문학은 성
격과 도덕성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어긋남을 운명처럼 그려내는 데에서 고유한 빛을 발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윤리학과 정치학의 결론과는 달리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고귀한 사람은 행복을 누리
지 못하고 반대로 불행을 겪는다. “알크마이온과 오이디푸스와 오레스테스와 멜레아그로스와 
튀에스테스와 텔레포스, 그리고 무서운 일들을 겪거나 저질렀던 적이 있는 다른 모든 인물
들”이 이에 해당한다.(1453a19-22)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쪽
에 가깝다. 여기에서부터 『시학』의 저자는 『정치학』,『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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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어긋난 시선으로 인간의 삶과 세상을 바라본다.3)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사람이며, 바
로 그런 측면에서 그는 좋은 사람(agathos),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beltiōn)”인데, 그들이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불행에 빠진다는 비딱한 시선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시학』 안에서 윤리학과 정치학의 이상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공정유연한 사람들’(epieikeis)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빠지는 것을 비극이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1452b34-1453a7) 행위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그 
품성과 덕성의 탁월함 때문에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불행은 철저히 그가 자신
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hamartia)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
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한 것, 그래서 끔찍하고 불행한 운명에 희생되고 처참하게 파멸된 것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수는 없다는 고결한 도덕적 결심 때문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
인 숭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실존의 상황 속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저지른 
일련의 실수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을 갖춘 뛰어나고, 영리
하며, 도덕적으로 고결하기까지 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통찰, 고귀한 사람이
어도 불행의 나락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역설과 모순에 대한 직관, 인간적인 덕이 운명의 막
강한 힘 앞에서 무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통렬한 깨달음, 그것이 『시학』
의 테제를 이루며, 『윤리학』과 『정치학』에 대해 ‘반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은 분명 덕을 갖춘 고귀한 사람이면서도, 그의 덕이 불행이나 행복의 
원인이 되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한다. “그러
면 그런 사람들의 중간쯤 되는 인물이 남습니다. 덕과 정의에서 돋보이지는 않지만, 나쁨이나 
못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실수 때문에 불행으로 바뀌는 인물인데, 큰 명성과 성공을 누리던 
인물들에 속합니다.”(1453a7-10) 여기에서 “중간쯤 되는 인물”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이 권장하는 ‘중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덕도 나쁨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
은 더더욱 아니다. 비극의 주인공인 고귀한 사람은 분명히 덕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다. 

“중간쯤 되는 인물”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덕과 나쁨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사람이며 그런 관점에서 좋은 사
람이지만 그의 덕이 그의 불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불행은 그의 덕 때문
에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여 그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결함, 즉 나쁨이 있
어서도 아니다. 그의 불행은 철저히 그가 통제할 수 없었던 특정한 종류의 실수 때문이다. 덕
은 그의 운명적인 불행을 막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불행은 
그의 덕과 고귀함과 함께 함으로써 훨씬 더 역설적이며, 그래서 더욱 더 비극적이다. 덕을 가
진 고귀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윤리학적, 정치학적 명제라고 한다면, 사회적 지위도 고귀
하고 능력도 탁월하며 도덕성까지 갖춘 고귀한 그 사람이 불행의 나락으로 몰락할 수 있음을 

3) 『시학』에서 말하는 덕과 고귀함의 개념이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말하는 덕과 
고귀함의 개념과 ‘기표’는 같을지 몰라도 그 의미와 논의의 지평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논
의할 수는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일한 개념을 시학의 영역과 윤리
학-정치학의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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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하는 시학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흔히 덕과 행복의 철학자로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덕을 

강조하면서 행복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철학적 기획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덕을 갖
춘 고귀한 사람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려는 아테네 시민들의 욕망은 비극이라는 숭
고한 장르를 낳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장르를 탐구하면서 새로운 비밀에 직면했기 때
문이다. 인간은 영혼의 덕를 갖추었을 때,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조심하라. 아무리 덕을 갖춘 고귀한 사람일지라도 불행해질 수 있음을. 그것이 인생임
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비껴갈 수 없는 운명적인 역설을, 그 역설을 드러내는 비극에 
맞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직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학 자체의 논리는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따라서 그 한 가지 학문이며 기술인 수사학의 논리와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다. 시학을 그 자
체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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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발표

해석의 변증법, 텍스트 읽기의 변주 – 렘브란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금빛내렴(강원대 강사) 
(* 이 글은 아직 최종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서 추후 더 보완할 것임.) 

들어가는 말 
예술 활동과 해석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 
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해석 
해석의 기원에서 유래한 특징 
제작 활동으로서 해석과 감상 활동으로서 해석 
삼중적 텍스트로서 해석 

종교화와 비종교화의 변증법 
해석의 변증: 1차 텍스트에서 2차 텍스트로 
해석의 변증: 2차 텍스트에서 3차 텍스트로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변증법’이란, 서양의 사상사를 통해 보건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문답(問答)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일컬었던 ‘대화법·문답법’에서 더 나아가, 피히테와 헤겔에 이르면, 
‘대립하고 모순되는 두 인식이나 사물이 정(正)ㆍ반(反)ㆍ합(合)의 삼 단계를 거쳐 전개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 글은 ‘해석의 변증법’이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리고 변증법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석은 단일한 것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으로 확대되는 것임을 내포하
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제를 통해서 해석이란 무엇인가를 재검토하고, 일원적 해석이 아닌 다원적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의 작품에 관한 해석은 하나의 해석 그 자체
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해석을 통해 변경되고 대체되거나 융합되는 바, 이때 렘브
란트의 작품들을 통해서 다차원적 해석의 시도로서, 각각의 예술의 요소 안에 자리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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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를 통하여 다방면의 해석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예술 활동과 해석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신칸트학파의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세 가지 정신적 

영역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성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고대로부터 학자들은 각각의 영역에 
대응하여 논리학, 윤리학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18세기의 바움가르텐에 이르러서 촉발된 학
문인 미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초월적 대상으로 ‘진선미’를 꼽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영역 가운데 미와 예술은 미학의 핵심 주제인 바, 이때 예술과 관련한 
근본적 물음 – 예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 을 통해서는 미학의 온
갖 주제들이 도출된다. 즉, 예술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미학
적 주제들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예술 구성의 주요 3요소를 창작자, 작품, 감상자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들 요소들을 상세하고 깊이 고찰하면 이들에서 파생하는 주제들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작 활동과 관련해서는 창조, 동인, 법칙, 재능, 세계관, 영감, 천재, 모방, 상상력, 
이념, 무의식 등 여러 개념들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술작품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내용
과 형식 같은 작품의 구조 분석, 물질적 성격과 현상적인 존재 방식, 그리고 양식의 변화와 
그 내재적 요소와 관련해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며, 감상 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술적 지각(知
覺), 향수, 취미, 해석, 경험, 직관, 관조 등과 같은 개념들도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해석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중심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예술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즉 저자의 의도를 작품해석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 중심 견해, 작품 자체의 존재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작품 
중심 견해, 작품을 수용하는 이들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감상자 중심의 견해
를 들 수 있다.1) 

아무리 예술가가 작품을 산출했더라도 그 작품을 마주하여 관조하고 향수하는 감상자가 없
다면 그 작품은 예술적 대상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예술적 대상과 수용자 사이
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해석이다.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 
해석이 주관적인 한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에 대해 하나 이상의 올바른 해석이 있을 수 있

을까?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예술 작품에 관
해 단하나의 올바른 해석(단일주의)을 주장하는 이들과 해석이 항상 복수(複數)적(다중주의)

1) 작품 해석의 세 가지 기준과 관련한 정리는 다음을 참고하라. 신응철.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도슨트
(Docent)의 위상｣, 철학탐구 24, 2008, 221-244쪽 중 2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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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조를 이룬다.2) 
예술 해석의 이론은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된 질문 중 하나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해석된 예술 작품은 하나 이상의 용인 가능한 해석에 대답할 수 있는가? 용인 가능한 해
석들의 범위에는 어떤 제약이 있어야 하는가? 해석된 예술 작품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그러
한 예술 대상들의 모든 특징들은 해석 활동에 자율적인가, 아니면 몇몇의 어떤 특징들은 바로 
그 해석의 활동에서 귀속적인가? 나아가, 해석된 예술 대상의 의미(들) 또는 중요성(들)을 어
떻게 식별해야 하는가? 그리고 창작자의 의도(들)와 해석된 예술 작품의 의미(들) 사이의 관
계는 무엇인가? 

해석 자체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해석은 단 하나의 명확한 개념
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석에 관한 난점들이 있지만 몇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해석의 접근법에 따라, 전면적 접근과 단편적 접근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해석
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단일주의와 다중주의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전면적 접근법은 모든 인문 및 비인문 과학의 모든 해석 대상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해
석 대상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해석 이론을 공식화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에는 수학, 자연 과
학, 사회 과학 및 예술 대상과 같은 공식적인 연구들 안에 있는 실체들이 포함된다. 전면적 
접근법에 따르면 특히 예술에서의 해석은 해석에 관한 전면적 이론의 특수한 경우이다. 반면, 
단편적인 접근법은, 한정된 영역에 특정한 해석 이론을 공식화하려고 시도한다. 

일부 이론가들(특히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와 허쉬E. D. Hirsch)은 해석의 목적은 항
상 단수의 올바른 해석을 확정한다고 주장하는 “단일주의”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이때 단일주
의가 가정하는 것은 곧, 그러한 해석을 결정할 때 어떤 실질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단일주의
는 그 하나의 추정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한 해석 활동의 이상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대조적으
로 일부 이론가들(특히 마골리스Joseph Margolis와 크라우츠Michael Krausz)은 하나의 적절한 
대상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특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중주의” 노
선을 취한다. 

단일한 올바른 해석을 식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단일주의자는 예술 대상인 작품을 창작
한 이의 원래 의도에 이끌리는 데 유혹받을 수 있지만, 이는 몇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 첫째, 
창작자들의 원래 의도들을 회복시키는 데 인식론적 난점들이 있다. 둘째, 개별 창작자는 본질
적으로 모호하거나 모순된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 셋째, 개별적으로보다는 집합적으로 창
조된 예술 작품들에 대해, 우리가 어디에서 의도들을 찾아야할지 불분명하다. 넷째, 작품은 
창작자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결코 의도하지 않은 불시의 특징을 구현할 수 있다. 실제 
예술 작품들은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특징을 특색있게 구현한다. 따라서 창작자의 의도들
은 예술 대상인 작품에 관해 용인할 수 있는 해석들을 탐지하거나 소모할 필요가 없다. 창작
자의 원래 의도가 단일주의자의 요구사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중주의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을 배제하지 않으며, 해석들마다 다양한 견해와 방법론
이 있음을 인정한다. 나아가 현대 해석의 관점에서는, 작품을 작가에서 분리하여 더욱 적극적

2) 참고. Michael Krausz, “Interpretation in Art”, in Encyclopedia of Aesthetics Vol. 2(editor of 
chief : Michael Kelly),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5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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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 산출의 실체로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해석이 복수화(複數化)함으로써 작품의 의미
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한쪽의 해석이 다른쪽의 해석을 부정하며 자신만의 올바름
을 주장하는 등 해석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의적인 해석만이 성립하기 힘든 
현대에서는 더욱 더 개개의 해석에서 정합성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용자가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때 해석 그 자체는 텍스트의 합리화 작업이
며, 텍스트는 의미를 지닌 정신적 구성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은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해석자와 감상자는 이질적인 정신적 실체를 동화하여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해석이란 해석자에게 이질적인 메시지를 새로운 해석항3)으로서 받아들여 작품이 지닌 기
존의 해석항과 결합하고 작품의 새로운 조합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때 개성적인 해석항은 
필연적으로 개성적인 편차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해석자가 지닌 관심, 사상, 지식, 취향, 상황 등에 따라서 ‘올바른’ 해석에도 다
양하면서도 독특한 색깔과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텍스트(언어)를 필요로 하는 해석 
예술작품의 이해는 해설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 이해는 감상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해석학적 보편주의라고 하는데, 이들 주장에 따르면, 해석은 곧 
이해라고 할 수 있다.4) 

본 연구자가 해석학적 보편주의의 여러 특징들 중 가운데 주목하는 것은, 모든 이해는 언어
적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인데, 모든 이해는 언어를 필요로 하는 개념들과 관련되
어 있고, 의미 있는 명제로 변환하는 작업은 언제나 해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석은 항상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은 해석이 문자를 통한 표현
의 이해로 나타나기 때문인 바, “딜타이는 설명에서 이해를 구별하고 자연 현상을 일반 법칙

3) ‘해석항interpretant’은 퍼스가 제기한 개념이다. 이 개념의 기본은 기호의 의미인데, 그 자체로 처음
의 기호와는 다른 기호를 말한다. 이 때 다른 기호는 다른 의미를 해석항으로서 갖게 되며, 따라서 
이로부터 기호의 무한한 계열이 생겨난다. 

4) 해석학적 보편주의의 기본 입장 및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신응철,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도슨트(Docent)의 위상｣, 철학탐구 24, 2008. 231-233쪽. 신응철, 『문화철학과 문화비평, 철학과
현실사, 2003, 209-212쪽. Richard Shusterman, Pragmatist Aesthetics: Living Beauty, 
Rethinking Art, Rowman & Littlefield, 2000, 121-125쪽(한글번역서; 리처드 슈스터만 지음, 김광
명·김진엽 옮김, 『프라그마티스트 미학; 살아있는 아름다움, 다시 생각해 보는 예술, 예전사, 2002, 
162-167쪽). 

   신응철이 여러 지면에서 요약하여 제시한 해석학적 보편주의의 6가지 특징을, 다시금 더 축약하여  
명제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해의 교정가능성(corrigibility)이 있다. 둘
째, 이해를 할 때 관점적 다양성(perspectival plurality)과 선판단(Vorurteil)을 인정한다. 셋째, 이해
에서 마음의 활동{mental activity)과 과정 (process)을 받아들인다. 넷째, 이해의 관점적 편파성
(perspectival partiality)과 그것의 활동적인 과정(active process)이 겹치고 있다. 다섯째， 해석학
적 보편주의자들은, ‘이해’와 ‘해석’을 별개로 만드는 구별을 거부한다. 여섯째, 해석학적 보편주의의 
논의에는 모든 이해는 언어적(linguistic)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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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지어 행하는 설명에 대하여 생의 표현인 정신적인 사상(事象)의 인식을 이해(理解)라
고 부르고, 그것으로써 자연과학에 대한 정신과학의 권리적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이해 속에
서도 문자에 의한 표현의 이해를 해석으로 부른다.”5) 

그리고 텍스트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평 융합6)으로서 해석은 해석자의 해석항으로 동화되
는 과정인데, 이때 비해석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신 세계를 변경하게 된다. 새롭게 등
장한 메시지는 이미 알고 있는 해석항에 대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는 기존
의 복수(複數) 정보를 재편성하고 기존의 것과 치환됨으로써 새로운 이해가 완결되는 것이다. 

해석의 기원에서 유래한 특징 
해석을 지칭하는 영어 interpretation, 프랑스어 interprétation, 독일어 Interpretation(Auslegung) 

등은 ‘중개 · 통역’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테르프레타티오interpretatio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라
틴어는 그리스어 헤르메네이아hermêneia를 번역한 말이다. 그리고 이 헤르메네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전령의 신의 이름인 헤르메스Hermês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헤르메스가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사자(使者;messenger) 역할을 했던 것에서 근거를 갖는다. 

그런데 서양의 근대어인 ‘interpretation’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1) 고전
의 해설 내지 주해, 2) 법령을 특수사건에 적용하는 이유의 해명, 3) 번역(그리스 고전의 라틴
어 번역)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계기를 포함하는 위에, 신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번역하는 것인 시적 창조, 또 이와 같이 해서 창조된 작품을 음미하며 읊조리는 활동, 더 나
아가서는 올바른 향수에 의한 예술체험의 지적 구성 등의 계기들을 포함하는 것이 그리스어
의 헤르메네이아(ὲ̀ρμηνεία, hermeneia)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 학술상의 용어로서 해석 그 
자체는 ‘interpretation’이라고 하고, 그 방법론적 반성으로서의 해석학은 ‘Hermeneutik’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7) 

헤르메스가 신의 말을 인간의 말로 통역하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해석인데, 이 원형적인 해
석 장면을 근거로 하여 고찰해보면 해석이 지닌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8) 

1) 해석되어야 하는 의미(=신의 의지)는 초월적이며, 그대로는 이해할 수 없다. 
2) 해석은 유일하게 올바른 해답이 있다는 상정을 한 다음, 이 정해(正解)를 지향한다. 
3) 해석 자체는 사람의 말에 의하여, 즉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체계에 의해 행해진

5) 사사키 겡이치 지음, 민주식 옮김, 미학사전, 동문선, 2002. 293쪽. 참고. 딜타이, 해석학의 성립, 
103쪽. 

6) ‘지평 융합Horizontverschmerzung’은 가다머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현대의 지평이 그것만으로 존
재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들이 획득해야 하는 역사학적인 지평이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해란 언제나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갖가지 지평이 융합해 오는 과정인 것이
다”(가다머, 진리와 방법). 사사키 겡이치 지음, 민주식 옮김, 미학사전, 동문선, 2002, 303쪽에서 
재인용. 

7) 타케우치 토시오(竹內敏雄;죽내민웅) 엮음, 안영길 외 6인 옮김,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90; 
2003. 181쪽. 

8) 참고. 사사키 겡이치 지음, 민주식 옮김, 미학사전, 동문선, 2002.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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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와 3)은 1)과 상관적(相關的)이다. 메시지를 보내는 측이 신이라 함은, 그 메시지가 난해하

여 때로는 불가해(不可解)해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정해(正解)가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사
람에게 주어 그것이 해석의 노력을 뒷받침해 준다. 거기서 인출되는 것은 해석의 지향성을 받
쳐 주는 것이 메시지의 본성에 관한 이해라는 것이다. 다음에 1)과 3)의 상관성은 분명하나 
미지의 것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변환한다는 것은 동화(同化, assimilation)의 과정일 따름이며, 
거기서 오해나 개인적 편차, 나아가 다의성 등의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해석들간의 
갈등’(리쾨르)은 해석의 본질에 속한다. 이 측면은 말할 것도 없이 2)의 정해의 존재라는 이념
적 확신과 충돌하는 현실이다. 

주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석과 관련하여 작가 중심주의와 독자 중심주의를 구분하였으
나  이는 여타의 예술 장르를 포함하여 고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가 중심이냐 독자 중심이
냐 하는 것은 관점이 차이인 것이다. 작품을 작가가 보내는 개인적 메시지라고 한다면, 해석
자는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자료(예. 작가의 유품과 서한, 친지의 증언 등)를 활용하여 
애초의 의도를 찾으려 할 것이다. 이는 올바른 해석의 열쇠를 쥔 이가 창작자라고 여기고, 작
품이 지닌 텍스트에서 일의적인 올바른 해석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작가의 권위가 과거만큼 불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의성을 더욱 적극적으
로 평가하고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작 활동으로서 해석과 감상 활동으로서 해석 
해석과 관련하여 그리스 철학에서는 두 가지 경향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9) 
플라톤에게 법률명제의 해석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비극의 해석(시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해석은, 플라톤에 있는 신적 이데아와 인간적 지성 사이의 왕복
운동으로서 존재하는 ‘창조’와 ‘향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발견되는 논리학적 명제해
석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첫째, 창조로서 해석과 향수로서 해석을 말할 때, 창조로서 해석은 이념의 사물적 번역을 
의미하고, 향수로서 해석은 작품으로부터 이념으로 향하는 의미적 상승을 의미한다. 

둘째, 논리학적 명제해석과 관련되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언어표현의 일반적 법칙과 
상호 관련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위의 두 경향 모두 어느 쪽에서나 해석이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두 말할 여
지가 없으며, 둘 다 진 · 선 · 미와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처럼 그리스
에서 있었던 해석론은, 키케로를 선두로 한 라틴 문인들을 통해, 현실 속 가치가 언급되던 그
리스 고전과 그 고전을 번역하는 라틴어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로서 대두하게 되는데, 이를 계
기로 해석의 위치는, 그리스에서 강조하는 이념 대 현실이라고 하는 수직 관계로부터, 대등한 

9) 참고. 타케우치 토시오(竹內敏雄;죽내민웅) 엮음, 안영길 외 6인 옮김,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90; 2003.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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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영위하는 이질적 문화간의 수평 관계로 자리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때 본 연구자는 예술 작품의 창작이든 그 창작된 작품의 감상이든, 모든 것은 언어적이고 

따라서 모든 작품은 텍스트로서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는 바, 더 나아가, 창작자가 창
작의 원형으로 삼는 대상 또한 텍스트라는 전제하에서 해석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삼중적 텍스트로서 해석 
즉, 예술의 창작에서부터 관객의 감상에 이르기까지는 삼중적인 텍스트가 존재한다. 
첫째, 일차 텍스트로서 창작자가 소재 또는 주제로 삼는 대상들이다. 여기에는 가시적인 자

연 그 자체의 대상과 비가시적인 소리와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인 문헌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이차 텍스트로서 창작자가 일차 텍스트를 근거·토대로 해서 제작한 작품 그 자체이

다. 이때 창작자의 제작 행위의 결과는 일차 텍스트에 관한 창작자 고유의 해석본이 된다. 그
리고 만일 단일한 일차 텍스트를 소재로 삼은 예술가들이 여럿일 때는 이차 텍스트의 판본 
또한 여럿 존재하게 된다. 

셋째, 삼차 텍스트로서 이차 텍스트인 예술작품 그 자체를 마주한 수용자의 감상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해와 해석의 지평이며, 일차 텍스트와 이차 텍스트의 종합이기도 하다. 이때의 삼
차 텍스트는 각각의 수용자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작품을 대면하는 감상자와, 전문 해석자
를 매개로 하는 감상자들을 포함하여) 그 수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데, 그들 각각의 해석들
의 정합성을 근거로 어떤 텍스트는 버려지고 또 다른 어떤 텍스트는 용인하게 되며, 이차 텍
스트에 관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 

이들 삼중적인 텍스트의 해석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차 텍스트(소재, 제재, 주제로서 
원 대상)의 해석이 2차 텍스트(예술 작품)이며, 2차 텍스트의 해석이 3차 텍스트(해설, 비평을 
포함한 감상 활동)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삼중적 텍스트의 존재에서 나타나는 여러 해석의 실행을 ‘텍스트 읽기의 변
주’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읽기의 변주’를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 한다. 

종교화와 비종교화의 변증법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당대의 학자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다. 그의 철학적 사유가 어떠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하는 바는 없지만, 그의 그림
들 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성찰에 이르게 한다. 인생의 
명암 또는 역설, 성속(聖俗), 높은 정신과 낮은 본능 등. 

여기에서 제시하는 렘브란트의 작품은 종교적인 주제로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해석으로
서 텍스트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작품이 우리에게 다면적 다층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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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볼 것이다. 

해석의 변증: 1차 텍스트에서 2차 텍스트로 
(그림 1)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1606∼1669), <탕자의 귀환>(1668~1669년)10), 캔버스에 유화, 

264.2×205.1cm,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슈 박물관 소장. 

이 그림은 성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관객일지라도, 제목을 보지 않더라도, 렘브란트가 행
한 이차 텍스트를, 나타난 형상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 눈에 봐
도 무릎 꿇은 남루한 젊은이를 나이 지긋한 사람이 두 손으로 얼싸 안고 있으며, 주위의 사람
들은 이 모습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목이 <탕자의 귀환>인 것을 아
는 순간 얼싸 안거나 안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관객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작가가 1차 텍스트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상자 또한 1차 

텍스트를 접하면 훨씬 더 잘 해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1차 텍스트인 성서 본문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렘브란트는 상상력을 발휘

하여 자신만의 해석이 부여된 2차 텍스트로서 작품을 구현한다. 우리는 예술가에게 부여된 
이런 각색·변용·적용의 권리를 ‘시적 허용’이라 일컫는 바, 이는 시간 예술이 아닌 한 순간의 
포착 예술인 시각예술에서 적용되는 동시원의 원리가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가에게 부여되는 시적 허용이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드러나 1차 텍
스트를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완성된 작품인 2차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3차 텍
스트로서 재해석 가능한지 살펴보자. 

그림 속 탕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1차 텍스
트인 누가복음서 15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왜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 추후 다음 항목에 대해 추가 서술할 것임 ]
[ ······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 ] 

이 그림은 당대 삶을 반영함으로써 그림을 보는 당대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바, 그
림의 모티프가 된 1차 텍스트와 렘브란트가 2차 텍스트를 동시에 전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전
하는 기능을 지님으로써 관객은 제3의 텍스트를 지니게 된다. 이는 또한 이 그림을 보는 현대
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은 해석

10) 참고로, 렘브란트는 신약성서 중 <누가복음서>에서 비유로 등장하는 ‘탕자’를 주제로 삼은 작품을 여
럿 남겼다. <자신의 유산을 받아내는 작은 아들>(연도 미상), <집을 떠나는 탕자>(1634), <창녀와 함
께 있는 탕자>(1630년대), <돼지치기가 된 탕자>(1645~1648), <집을 떠나는 탕자>(1650년대), <탕자
의 귀환>(1636), <탕자의 귀환>(1642), <탕자의 귀환>(1662~1669년 사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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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점이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한 3차 텍스트는 더욱 더 풍부해진다. 

해석의 변증: 2차 텍스트에서 3차 텍스트로 
(그림 2)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1606∼1669), <그리스도의 부활>(1635년경∼1639년 작), 캔버

스에 유화, 91.9×67㎝, 독일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소장

렘브란트의 또 다른 그림 <그리스도의 부활>은 <탕자의 귀향>보다 더욱 종교적 주제가, 이
미 제목에서조차, 더 도드라지는 그림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시 1차 텍스트, 2차 텍스트, 3차 텍스트를 변증법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 
그림을 종교적 주제를 넘어서, 종교적 주제만이 아닌 비종교적이면서 포괄적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가져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감상자가 납득
할 수 있는 용인가능한 요소인 해석항을 찾을 때 정당성을 갖고 설득력을 지닐 것인 바, 이 
그림은 현재적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발견하기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렘브란트는 이 주제를 기존과는 전혀 다른 구도로 2차 텍스트를 구현한다. 
“여느 화가들의 그림이 흔히 부활한 그리스도가 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 있거나 한 손에 승

리의 막대기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데 비해, 이 그림은 전혀 다른 구도를 형성한다. 
화면 정중앙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눈부신 빛이 방사되는 상태에서 석관의 뚜껑을 들어올리
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오른쪽 관 모퉁이에 수의를 입은 채 막 일어나 앉은 상반신 옆모습으
로 빛을 받고 있다.”11) 

사실, 1차 텍스트인 성서에는 큰 사건의 개요만을 기록하고 있지(핵심은 “그는 여기에 계시
지 않다 ··· 부활하셨다”)12), 세부적인 묘사는 많지 않다. 

렘브란트는 기존의 화가들의 정형화된 ‘그리스도의 부활’ 양식의 틀 속에 갇히지 않고 자
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이차 텍스트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11) 금빛내렴, ｢금빛내렴의 성화묵상: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국민일보, 2017.04.15.(토), 21
면.  http://v.media.daum.net/v/2017041712525889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984
976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04757&code=61221211&cp=du 

12) [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
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
에게 절을 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
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 마태복음서 28장 
1~10절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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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텍스트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1차 텍스트인 마태복음서 28장을 함께 읽는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의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마리아”임을 
알 수 있고 화면 왼쪽 아래의 무리들은 무덤 주위를 “지키던” “병사”들은 로마 “경비병”들임
을 알 수 있다. 즉 렘브란트는 1차 텍스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화면을 구성하고 등장인물
을 표현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엔 새벽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아직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에 놀라워하고 있다. 왼쪽의 로마 병사들은 두려워 떨며 
칼을 떨어뜨리거나 공중제비를 하듯 고꾸라지기도 한다. 죽은 듯 실신한 이도 있다.”13)

그런데 이 그림은 1차 텍스트의 충실한 해석인 2차 텍스트로서 그치지 않고, 다시금 해석자
를 통하여 3차 텍스트로 재해석될 수 있다. 

즉, “오른쪽 두 여인과 왼쪽의 병사들은 빛과 어둠이라는 두 진영을 대변”하는 기호로 재설
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오른쪽 여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들에게 천사가 전한 
말의 핵심은 이렇다(마 28:5~7).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제자
들에게 전하라 –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이다. 곧,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 실의에 찬 상태로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
라,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네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이다. 죽음에서 승리한 그리스도는 그대로 하
늘에 오르지 않고, 그가 사역했던 현장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렸다. 그분은 그렇게 제자들도 우
리들도 현실의 삶 속에서 새롭게 희망을 지니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바란다. 

왼쪽의 불의한 세력들은 잠시 고꾸라져 죽은 듯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은 
그들은 무슨 일을 꾸몄던가(마 28:11∼15). 매수와 거짓뉴스 유포로 진실을 지우려 했다. 그러니 어둠
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무조건 화해하거나 화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정의와 불
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고후 6:14)”14) 

환원하면, 여인들은 빛의 진영으로서 “새롭게 희망을 지니고 새로운 역사를” 쓰며 진리를 
전달하는 이들의 표상이 되고, 로마 군인들은 기득권의 권력자 및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어둠의 진영으로서 불의와 불법을 일삼으며 “매수와 거짓뉴스 유포로 진실을 지우려” 하는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품과 관련한 텍스트(그것이 2차든 3차든) 해석에는 ‘하나의 주어진 시기’
가 중요하게 관여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작품이 제작된 시기인 17세기 네덜란드의 사회
상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숨은 의미일 수도 있으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반성적 고찰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칼럼이 게재된 시기에 즈음한 상황을 고려하면,15) 삼차 텍스트로서 

13) 금빛내렴, 같은 곳. 
14) 금빛내렴, 같은 곳. 
15) 이 칼럼(“금빛내렴의 성화 묵상: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은 2017년 4월 15일자 셋째 토요

일 주말판 지면에 실렸다. 이 즈음 한국 사회는 여러 변곡점을 맞고 있었다. 한 달 전인 3월 11일 박
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인용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5월 9일에 치러질 제19대 대통
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선출되고 공식선거 운동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 사이 
3월말에 인양하기 시작한 세월호는 4월초에 목포 육상에 거치된 후 수색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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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독자들 각각의 수용 양상에 따라 삼차 텍스트a, 텍스트b, 텍스트c, ... 등으로 증가
되고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해설자가 의도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또는 수용 독자가 행간에서 발견했건 발견하지 못했건 간에, 해
석자가 그림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하는 일반적인 의미들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수용자는 해석
자와 함께 또 다른 의미층들을 부여함으로써 그 그림에 관한 해석의 지평을 더욱 더 넓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종결부를 보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다시 담대할 수 있다. 그가 3일 만에 어둠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3달 만에라도 옳고 그름은 결판난다. 3년 만에라도 진실은 떠오른다. 30년 만에
라도 참과 거짓은 밝혀진다. 우리가 매 순간의 역사를 엄중히 여기는 까닭이다. 승리의 부활의 아침, 
우리가 새겨야 할 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요 1:5).” 그렇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전 
2:13)은 만고의 진리이다.”16) 

칼럼 제목이자 끝부분에 한 번 더 강조된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못한다)”라는 
명제는 성서의 구절이라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귀에 익숙
한 표현이다. 2016년 겨울의 광장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쳐 울려 퍼진 것이 아니던가. 사흘 만
에 부활하고, 석달 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삼년 만에 침몰했던 배가 인양되고, ... 등. 우리는 
이차 텍스트인 그림과 삼차 텍스트인 해석을 통해서 더 많은 긍정적인 의미들을 도출하고 더 
깊은 의의들을 부여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작품 텍스트를 통해서, 전혀 다른 또 다른 해석 텍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말 
이제까지 우리는 예술 활동의 3요소 속에 내재해 있는 해석으로서 텍스트 읽기를 렘브란트

의 작품을 통해서 실행해 보았다. 이러한 삼중적 텍스트 읽기는 제작 당대의 작품 그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재발견하게 하고 시간이 흘러도 작품을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대상으로 유효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문
제들에 대해 과거의 작품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새로운 답을 주고 성찰하게 할 수 
있다.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작품 제작 당시의 감상자와 후대에 그 작품을 대하는 감상자 사이의 해석이 반
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작품이 놓인 상황에 따라 해석도 변경되어 재해석되기 때문이다. 

일차 텍스트에서 이차 텍스트로, 이차 텍스트에서 삼차 텍스트로서 창작과 감상을 포함한 
각각의 층위에서 해석의 변증법은 계속된다. 

4월15일은 "진실인양"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 열렸으며, 4월16일은 세월호 참
사 3주기를 맞이한 날이었는데, 그 날이 마침 기독교계에서는 교회의 중요 절기인 부활절로 지키는 
일요일이었다. 

16) 금빛내렴,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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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발표

상징형식으로서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유머

추정희(건국대)

Ⅰ. 서론
Ⅱ. 영국의 근대 정신의 삶을 드러내는 상징형식
Ⅲ. 영국 인문주의와 희극적인 것과 유머
Ⅳ. 셰익스피어 희극에 있어서 유머
Ⅴ. 인간 정신의 자유와 유머
Ⅵ. 결론

Ⅰ. 서론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 동물이라고 정
의한다.1)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정신의 삶을 객관적인 형식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
의 고유의 개념인, 상징형식은 정신의 객관화 작용이 표현되는 형식이다. 그는 언어, 신화, 종
교, 예술, 등을 상징형식이라고 보고,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상징형식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카시러의 르네상스 연구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의 주저서인『상징형식의 철
학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2)을 저술하던 시기에 쓴『르네상스 철학에서의 개체
와 우주 Individuum und Kosmos in der Philosophie der Renaissance』(1927)와 그 이후에 쓴『영
국에서의 플라톤적인 르네상스와 캠브리지 학파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1932)와 같은 저서들은 르네상스의 철학이나 인문주의 사상, 예술
과 문화를 심도깊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저서들이 중요한 이유는 상징형식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징형식의 철학이 저술되던 시기와 같은 시기 혹은 그 직후에 

1) 에른스트 카시러,『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옮김, 서광사, 1988, p. 51 “이성이란 말은 인간의 문
화생활의 여러 형태를 그 모든 풍부함과 다양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매우 부적당한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형태는 상징적 형태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하는 대신 상
징적 동물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상징형식의 철학』은 3권으로, 즉 Ⅰ권 언어(1923), Ⅱ권 신화적 사유(1925), Ⅲ권 인식의 현상학
(1929)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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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짐으로써, 상징형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3)

그는 이 두 저서에서 르네상스 철학이나 사상을 중심으로 다루면서도, 그 시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적 혹은 예술적인 주제들이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
나 예술가들을 통해 구체화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희극과 유머라는 주제는, 후자 즉『영국에서의 플라톤적인 르네상스와 캠브리
지 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시대정신과 삶, 그리고 그 표현
형식들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극의 유머를 해석하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유머를 상징형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신적인 삶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셰익스피어가 등장하는 시기의 영국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문화가 절정을 이
루다가 점차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영국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문화는 피렌체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 정신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
러나 점차 이러한 인문주의를 대체하면서 영국의 정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은 경험주의 철
학과 청교도주의였다. 셰익스피어는 이 틈새에서 당시의 세계감정을 드라마라는 표현형식으
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는 청교도주의에 의해 거부된 신념의 자유, 인간정신의 자유를 주
장하고, 삶에 대한 통찰을 유머의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다.4) 

유머의 형식은, 영국의 경우, 셰익스피어의 희극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형식은 영국
의 인문주의를 절정에 도달하게 한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의『우신예찬 
Moriae Encomium』(1511)이나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의『유토피아 Utopia』
(1516)에서도 볼 수 있는 문학적 형식들이다. 그들은 유머라는 “지적인 놀이”5)를 통해, 바보
신이나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를 그리려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보신의 시각에서, 유토피
아인들의 시각에서, 당시의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사상적으로도 유머를 아름다운 시적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샤프츠베리(Anthony 
Ashley Cooper Shaftesbury 1671-1713)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플라톤주의라는 영국의 
인문주의의 유산을 이어받고 경험주의 철학과 청교도주의에 대립했던 캠브리지 학파의 계승
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 희극의 배경이 되는 16세기 영국의 정신의 삶, 특히 영국의 

3) 『계몽주의 철학』의 머리말에서 그는 이 두 저서를 함께 언급하면서, 근대정신의 운동과 그 의미를 평
가하고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상징형식이라는 표현만 없을 뿐, 상
징형식의 철학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에른스트 카시러,『계몽주의 철학』, 박완규 옮
김, 민음사, 1995, pp. 8-9). 

4) “셰익스피어의 드라마의 감정의 세계를 통해서도 역시, 사상계와 형식세계를 통해서와 마찬가지로, 르
네상스의 위대한 숨결이 실려온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비극적인 힘과 무게가 있다. 셰익스피어는 
작품에 신념의 자유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신념의 자유로부터 그의 유머가 흘러나오게 된다. 셰익스
피어는 창작자의 의식 속에서, 프로메테우스적인 충동(갈망) 속에서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적인 자존심
으로 세계에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느끼며, 자신 안에서 형상화된 것들
로 넘쳐흐르는 풍요로움을 위로부터 온 재능, 신적인 은총의 자유로운 선물이라고 느낀다.”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in: 
Gasammelte Werke, Bd. 14, Hrsg. von Birgit Recki, Text und Anm. bearb. von Friederike 
Plaga und Claus Rosenkranz,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2, p. 313. 

5) 에라스무스,「토마스 모어에게 보낸 편지」,『바보여신의 바보예찬』, 차기태 옮김, 필맥, 2011, pp. 
7-12, 특히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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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청교도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정신의 삶과 삶의 정서를 매개하
고 객관화하여 표현하는 유머 형식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유머에 대한 샤프츠베리의 사유를 살펴봄으로써 유머에 대한 사상적 고찰과 그 깊이를 
추구함으로써, 상징형식으로서 유머를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Ⅱ. 영국의 근대 정신의 삶을 드러내는 상징형식

카시러는 영국의 플라톤적 르네상스와 캠브리지 학파를 다루는 가운데, 그들을 명확히 제
시할 고유한 개념이나 철학적 체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
이다. 르네상스 철학을 다룰 때, 카시러는 “한 시대의 철학이 전체 상황이 품고 있는 정신적 
본질을 함축하며 다양한 전체상을 포괄하여 결국 단일 초점, 즉 스스로를 인식하는 개념으로 
수렴된다는 헤겔의 전제”6)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러한 개념 대신에, 그것에 앞서 형성
되는 기호, 모티프, 전체상, 혹은 아페르쉬(Aperçu)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아페르쉬는 
괴테가 “생산적으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사슬들의 마디”라고 했던 것으로,7) 전체를 드러내는 
생동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영국의 플라톤적 르네상스와 캠브리지 학파에 대한 카시러의 연
구 속에서, 상징형식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없지만, 그 대신에 그가 기호, 모티프, 전체상, 
아페르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8) 

즉 그가 중세 신학에 중심을 이룬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표현할 때, “하나의 전체 형
식”9)을 찾고자 하며, 캠브리지 학파의 사상가들의 정신의 삶과 사유를 다룰 때에도, “캠브리
지 학파의 정신적인 상”10)이나, “그들의 전체적인 삶을 결정적으로 형상화하였던 하나의 모
티프”11)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다. 캠브리지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헨리 모어(Henry More 
1614-1687)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어린 시절의 특별한 경험을 묘사할 때도, “그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그의 종교가 향해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티프였
다”12)고 언급하고 있다. 모티프나 정신적인 상에 대한 이러한 주목은, 명확한 개념과 그에 따
른 체계를 요구하는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새로운 
변화무쌍한 정신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카시러는 이러한 모티프, 정신적인 
상과 같은 형식들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탐구하고 그 속에 생동하는 인간 정신의 삶을 고

6) 에른스트 카시러, 르네상스 철학에서의 개체와 우주, 박지형 옮김, 민음사, 1996, p. 1.
7) Johann Wolfgang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Goeth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2(München: Deutscher Tachenbuch Verlag, 1982). Nr. 365.
8) 사실상 카시러는 “상징적인 표현, 곧 감각적인 기호와 상들을 통해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넓

은 의미에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카시러,『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개념』, 오향
미 옮김, 책세상, 2002, p. 19).

9)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290.

10) Ibid., p. 275.
11) Ibid., p. 285.
12) Ibid.,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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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다. 이것은 그의 상징형식의 철학이 문화철학이 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된다. 
상징형식이라는 그의 고유 개념은 정신의 “객관화 작용” 혹은 “형태화작용”13)에 의한 것이

지만 명확한 개념으로 특징지을 수 없는 형식들, 즉 언어, 신화, 종교, 예술을 포괄한다. 이때 
상징형식은 전체를 보여주는 형식이다. 이때 형식은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이며, 동시에 
그 형태를 구성하는 이념이나 법칙, 원리를 의미한다.14) 사실상 감각적 형태는 그 원리 역시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유내용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그 형식도 변화하고, 반대
로 사유형식이 변화한다면 그 내용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15)

상징형식의 철학의 사유방식을 좀 더 살펴본다면, 그것은 비판적 현상학적 방식이다. 이 방
식은 칸트와 헤겔의 사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칸트의 영향 하에서, 상징형식들은 자기 고
유의 원리와 형성방향을 지닌 것으로 이해됐고,16) 헤겔의 영향 하에서, 상징형식들에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이 각인되어 있다고 보았다.17) 여기에는 형식을 형성하는 정신의 활동성과 정
신의 자유를 전제하고 있다. 상징형식의 사유방식은 항상 변화하는 인간의 정신의 삶을 사유
하기에 적절한 방식이다. 상징형식들은 정신의 활동성을 전제로 자기 고유한 원리와 방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형식들이 삶 속에서 인간 정신의 자기 전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카시러의 사유방식은 시대적 정신의 삶과 그 정서를 투영하고 있는 문학작품
을 해석할 때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한다.

카시러는 르네상스와 그 이후 특히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영국의 정신의 삶을 보여주는 
전체상으로서, 셰익스피어의 드라마에서 ‘희극적인 것의 기호’를, 특히 정신적인 근본 능력으
로서 ‘유머’를 제시하고 있다. 카시러는 근대의 유머의 발생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셰익스

13)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erster Teil: Die Sprache(1923),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p. 8;『상징형식의 철학 Ⅰ』,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11, p. 32.

14) 형식의 의미는 “에이도스와 에이돌론”이라는 카시러의 용어의 해석에서 분명해진다. 에이도스(eidos)
와 에이돌론(eidolon)은 형상과 이미지, 이념과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용어들은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명사들이다. “보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대상을 단
지 수용하고 묘사하려고 애쓰는 감각적 느낌의 수동적 특성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는 행위는 
자유로운 바라봄, 그 자체로 형상의 정신적인 행위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과 다름없는 객관적인 형상
의 이해를 의미한다”(Ernst Cassirer, “Eidos und Eidolon. Das Problem des Schönen und der 
Kunst in Platons Dialogen”(1924), in: Gesammelte Werke, Haumburger Ausgabe.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1922-1926), Bd. 16, Hamburg: Felix Meiner Verlag, pp. 135-163. p. 
139). 또한 카시러의 형식의 관점은 “형식의 형성에서 감각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의 불가분성이 미학
적인 형식세계를 수립하는 데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라는 언급에서도 나타난다(카시러,『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개념』, 오향미 역, 책세상, 2002, p. 25)

15) 카시러는 르네상스 사유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한 철학적인 체계보다는 에세이의 형식이나 잠
언의 형식을 선호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몽테뉴의『에세이, 데카르트의『방법서설, 베이컨의『신
기관,을 그러한 예로 제시한다. 그 이유로 영국의 르네상스의 사유가 추상적인 사유보다는 자아가 세
계와 맺는 관계에, 삶에 더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는 점을 제시한다. 추상적인 개념의 엄격한 체계보
다는 에세이나 잠언의 형식이 자아를 순수하면서도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황함보다는 
가장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선호한 결과이다.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p. 344-345.

16)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zweiter Teil: Das mythische 
Denken(1925),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pp. 39-43, p. 46;『상징
형식의 철학Ⅱ』, 심철민 옮김, 도서출판b, 2012, pp. 59-63, p. 68 참조.

17)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dritter Teil: Die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1929),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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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의 희극들에서 그 양식과 양식의 변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양식의 변화가 신념과 감정들의 내적인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언어적 형식을 통
해서 정신적인 것의 모든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며, 사상을 치밀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치밀하게 묘사되는 데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적인 형식의 
발달이 사상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형식을 통해 정신의 삶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징형식이 정신의 삶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그의 주장을 언어적 형식
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다. 카시러는 셰익스피어 희극에 나타난 상징형식으로서 유머의 기
호를 해석함으로써 근대 영국의 정신의 삶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Ⅲ. 영국 인문주의와 희극적인 것과 유머

카시러는 르네상스 시대에 희극적인 것들의 다양한 형식들이 근대적인 세계상에 어떻게 관
여하고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힘들이 이러한 희극적인 것들의 형식들 속으로 응축되어 표현
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그는 르네상스가 자신이 형성했던 다른 모든 정신적인 근본적인 힘들
에서와 마찬가지로, 희극적인 것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힘을 부여했다고 보았다.18) 

그러한 증거로 이탈리아의 아리오스토, 프랑스의 라블레,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를 제시하면
서, 그들 각각이 지닌 개별적인 이미지들과 다양한 희극적인 형식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
대 전체를 보여주는 기호적인(charakteristische)19)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희극
이 공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의 본질적인 목표, 즉 해방이라고 하는 목표이다. 
“르네상스의 자기해방은 고대의 것에, 전통과 권위에 르네상스를 고정시키고자 한 모든 힘들
에 대립하여, 이러한 힘들을 희극의 거울 속에서 완화하는 것을 달성할 때야, 비로소 진정으
로 성공한다. 이러한 거울 속에서 보카치오의『데카메론 Dekamerone』은 수도사를, 세르반테
스는 기사계급을 발견했다. 그래서 희극의 조형력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르네상스
의 활동력에 속하고, 르네상스의 생동하는 산출 에너지에 속한다.”20) 

희극이 새로운 시대의 공격용 무기가 될 만큼, 이와 같은 해방의 힘이 희극이 지닌 가능성
이라면, 희극의 고유의 특성상 평준화와 화해의 계기를 지니고 있어서, 오히려 날카로움이나 

18)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55.

19) ‘charakteristische’를 사전적인 의미인 ‘특질을 나타내는’, ‘특색b있는’이라고 하지 않고 ‘기호적인’
이라고 한 것은, 카시러의 상징형식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자 함이다. 카시러의 상징형식은 전체를 사
유하는 형식이며 정신의 활동과 관련된다. 그의 상징형식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이 라이프니츠의 
‘보편적인 기호(allgemeinen Charakteristik, characteristica universalis)’이다. 라이프니츠는 사유
의 보편적인 언어로서 보편적인 기호를 구상한다. 사유를 위하여 구상된 이러한 기호는 “사고의 본질
적인 기관”이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사고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 자체가 형성되고 완전한 규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이다(에른스트 카시러,『상징
형식의 철학』, 제1권 언어,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11, p. 48).     

20)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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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렬함을 빼앗아버린다는 점이 희극의 한계이다. 자유로운 놀이 속에서 희극은 부정하고, 파
괴하고, 지양한 세계에 절대적으로 적대적이거나 증오의 감정으로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침
몰하는 세계를 변용하고 미화한다. 일례로 세르반테스의『돈키호테 Don Quixote』에 나타난 
기사도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희극적인 것에는 몰락하는 세계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랑의 힘
이 들어 있어서, 이러한 몰락하는 것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르네상스인들은 자신들을 구속하던 전통과 권위에서 벗어나고자 희극적인 것을 
자신들의 공격용 무기로 삼았고, 희극적인 것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들과 화해하고 있다. 

희극적인 것의 다양한 종류들과 변화들로부터, 즉 조롱과 위트, 풍자와 아이러니로부터 영
국 인문주의에서 나타난 것이 유머이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는 논박(인신공격)과 욕설의 기
호로 나타나 있지만, 영국의 인문주의는 유머의 기호로 나타나고 있다”21)고 주장하고 있듯이, 
영국인문주의와 유머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영국의 인문주의는 이탈리아 피렌체 학파의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였다. 이탈리아 피렌체 학
파는 플라톤의 에로스론과 미에 관한 플로티누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의 사랑과 인간의 존
엄성을 주장했다. 피코(Pico della Mirandola, 1463-1494)의『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Oratio de 
hominis dignitate』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성자임을 주장
한다.22) 피치노(Marsilio Ficino, 1433-1499)의『플라톤 신학 Platonic theology』에서는 이성적인 
영혼의 자유로운 활동을 주장한다.23) 피렌체학파의 이와 같은 인간 영혼의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와 신의 사랑과 은총이라는 종교성에 대한 새로운 관
점을 가능하게 한다.

영국의 인문주의는 피렌체 학파의 플라톤주의로부터 의지의 자유와 신의 사랑을 받아들임
으로써 종교적인 근본적인 정조를 주장한다. 1496년 이탈리아에서 돌아와 바울 서한 강의로 
영국의 인문주의를 열었던 존 콜렛(John Colet, 1467-1519), 그와 긴밀한 우정을 맺었던 에라스
무스와 토마스 모어가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24) 

에라스무스는 인간의지의 자발적인 힘에 대해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의 목표를 억압이나 통
제보다는 인간의지의 훈육에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지에 대한 그의 주장은, 청교도주
의에 의해 특히 루터에 의해 신에 대한 불신의 증표로 오해되기도 한다. 에라스무스의『우신
예찬』은 유머를 통해 인문주의 이상과 세계와 삶에 대한 그의 입장을 분명한다. 우선 그는 자
기사랑과 자족을 주장한다.25) 모든 감정을 배제한 현인을 짐승 같은 자라고 비난하고,26) 박애
보다는 삼단논법에 따른 신학논쟁이나 벌이면서 사소한 규칙과 엄격함만을 강조하는 신학자, 

21) Ibid., p. 356.
22)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성염 역주 (경세원, 2009), p. 17.
23) “이성적 영혼은 결코 외부로부터 강요되지 않는다. 이성적 영혼은 사랑을 통해 감각적인 것에로 내

려오며,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고양된다”(Marsilio Ficino, Platonic theology, ed. James Hankins 
& William Bowen, tr. Michael Allen & John Ward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Book 16, Kap 7, 15).

24) 이들의 관계는 토마스모어와의 서신교환에서 확인할 수 있다(토마스모어, 윌리엄 로퍼,『영원과 하루: 
토마스 모어의 서한집, 토마스 모어 경의 생애, 이미애 옮김, 정원, 2012 참조).  

25) 에라스무스,『바보여신의 바보예찬, 차기태 옮김, 필맥, 2011, pp. 66-68.
26) Ibid., pp. 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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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들을 비난한다.27) 그는 이렇듯 바보신의 이름으로 삶을 강조하면서, 유머를 통해 당시
의 도덕적, 종교적으로 어리석은 행위들과 사태들을 비난한다.

‘웃는 철학자’라는 불리었던 토마스 모어 역시『유토피아』에서 쾌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과 
종교의 이상적인 상을 묘사한다. 즉 유토피아인들은 모든 금욕적인 이상을 단호히 거절하고, 
마음의 상태와 몸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즐거움을 주장한다. 즉 “자연은 즐거운 
삶을, 즉 즐거움을 우리들 행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는 삶이 곧 덕
으로 정의되는 것”이라고 말한다.28) 그들은 진정한 인간성의 문제를, 타자를 위로하고 타자의 
삶에 기쁨을 부여하는 것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
며,29) 그와 동시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보다 큰 즐거움을 배제하지 않고, 고통이 수반
되지 않는 기쁨을 주장한다. 그들은 쾌를 이성적인 통찰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
려 “자신의 감각과 올바른 이성의 지시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즐거움 중에서 유토피아인들은 주로 정신
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이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데, 그 까닭은 대부분의 정신적인 즐거움
은 덕의 실천과 선한 삶을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31) 토마스 모어가『유토피
아』에서 주장하는, 이성적인 통찰에 따른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쾌는 새로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토대를 이룬다. 그리하여 그는『유토피아』를 통해서 인간 본성의 존엄성과 종
교의 자유를 주장한 것으로 나아간다.32)

에라스무스나 토마스 모어가 사회 정치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을 비판하고 인간 정신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유머의 형식은, 이들의 작품에서 기본형식이 점
차 명백해지고 의식성이 진전된다. 유머는 이들의 작품에서 익살극이나 희가극과 같은 것으
로 나타나지만, 인간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웃음을 통해 정신적인 자유로움과 우월감을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유머는 셰익스피어의 희극들에서 결정적인 형태들을 형성한다. 이처럼 영
국 인문주의는 유머를 통해 새로운 인문주의 이상을 표현하고 세계와 삶에 대한 입장을 드러
냈는데, 그 토양에서 바로 셰익스피어의 희극이 자라날 수 있었다.

Ⅳ. 셰익스피어 희극에 있어서 유머
카시러는 유머를 “영혼의 근본능력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진리와 거짓의 객관적인 표준”이

라고 정의한다.33) ‘유머의 시금석’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유머의 기능은 정신을 자유롭

27) Ibid., pp. 181-193.
28) 토마스 모어,『유토피아』, 전경자 옮김, 열린책들, 2012, p. 123.
29) Ibid., p. 122.
30) Ibid., p. 124.
31) Ibid., p. 132.
32) Ibid., pp. 172-175.
33)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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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웃음을 통해 삶의 진실을 폭로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속에서 결정적인 형태로 나타
나는 유머는 인간의 정신의 삶을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카시러는 셰익스피어의 유머의 특징을 논하기 위해, 논의의 출발점을 그의 초기 희극들로
부터 시작한다. 카시러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정신의 의식적 전개라는 방식에 따라 위트에
서 유머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의 초기 희극 작품, 특히
『사랑의 헛수고 Love’s Labour’s Lost』에서 나타나는 희극적인 양식은 ‘위트’이다. 그는 그것
을 “인간 형상들과 인간의 운명들을 완전히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걱정 없이 밝은 기분”34)이
라는 표현한다. 

셰익스피어의 위트는 르네상스 자체에서 발생한 흐름들 속에, 즉 새로운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더욱더 섬세하게 발전시키고 있었던 분위기 속에 있었다. 이점에서 그의 희극은 
“단어의 순수한 자기 운동”을 실컷 즐기고 있었다.35) 이러한 단어의 순수한 운동 속에는 정신
의 깊은 역동성이 나타난다. 위트는 다양한 개인들, 캐릭터들이 서로 만나 대결을 벌이는 수
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인 논쟁의 영역에서 가장 생생하게 활동한다.『사랑의 헛수
고』의 경우에, 베론과 로잘린에 의한,『헛소동Much Ado About Nothing』의 경우에, 베네딕트와 
베아트리스에 의한 남녀 간의 사랑의 대화가 그러한 예이다. 카시러에 따르면 여기에서 단어
는 자신을 수천 가지 형식 속에 숨기고 변화시키면서, 인간적-정신적인 세계의 풍부함을 드러
낸다.36) 그럼에도 깊이 몰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장난치듯 세계표면을 움직인다. 여기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극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빛나는 표면이다. 

그러나 곧바로 카시러는 이러한 위트에서 어떤 징후를, 내적인 저항을 본다. 즉 위트에 나
타난 부정적인 계기 속에서 희극의 깊은 차원이 열릴 조짐을, 유머의 특수한 속성이 시작될 
조짐을 본다.37)『사랑의 헛수고』의 로잘린과 베론의 대화에서, 위트를 하찮은 것에서 낭비하
는 대신에 병든 자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들을 웃을 수 있도록 하
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장면에서,38) 그리고『헛소동』에서 베아트리스가 베네딕트에
게 “클라우디오를 죽이시오!”라고 외치는 장면39)에서, 희극과 비극이 구분되지 않는 유머의 
형식이 나타난다. 

셰익스피어는 희비극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유머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을 만들어낸
다. 예를 들면,『뜻대로 하세요 As You Like It』의 젝키스나『리어왕King Lear』의 익살꾼, 그리
고 유머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햄릿과 같은 우울한 인물들이다. 카시러는 이 인물들을 통
해 나타난 셰익스피어의 유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유머는 이제부터 셰익스피어의 세계
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도처에서 셰익스피어의 세계 속에 포함된 모든 대립들을 참으로 매개
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중심에서 거대한 것과 작은 것이 만나고, 거기에서 평준화된다. 여기
에서는 큰 것, 숭고한 것 자체가 작은 것으로 인식됨이 틀림없으며, 마찬가지로 작은 것은 그

34) Ibid., p. 357.
35) Ibid., p. 359.
36) Ibid., p. 360.
37) Ibid., p. 360.
38) 셰익스피어,『사랑의 헛수고』, 김미예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5막 2장, pp. 196-197. 
39) 셰익스피어,『헛소동』, 신정옥 옮김, 전예원, 1994, 4막 1장,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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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중심에서 거대하게 느껴짐이 틀림없다. 사소한 것, 바보같은 짓, 하찮은 것이 이러한 유
머에 의해 전적으로 조롱거리로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바로 유머의 한계 속에서 설명
되고 이러한 한계에 의해 사랑받게 된다.”40) 고귀한 자에게서 고귀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
함으로써 오히려 고귀함을 일깨우듯이, 이제 유머는 사물의 진리를 가상 속에 사라지게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 가상 속에서도 본래의 내재적인 진리를 찾아내고 그러한 진리를 승인한다.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는 이러한 유머를 통해서 저속한 것도 고상한 것도 의도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연극적인 허식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럼으로써 고상한 것과 우악스
러움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문에 시적 판타지라는 자기인식과 자기만족에 도
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예로 제시된 것이『한여름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에
서의 피라무스와 티스베라는 연극의 우둔함을 탄식하는 테세우스의 언급이다. 즉 “연극이란 
아무리 잘 해도 인생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요. 아무리 서툰 연극이라도 상상으로 메꾸면 
조촐하게 되는 법이요.”41) 

카시러는 이러한 시적 판타지의 자기인식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것에서도 유머가 자기인
식의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즉 “유머는 사물들을 가장 올바른 척도까
지 이끌고 가서, 그것들에게서 허식적인 가치를 빼앗는다. 오만한 진지함이 유머 앞에서는 단
순한 위엄이 될 수 있고, 자칭 위대하다는 것이 (에스파냐 대공의) ‘위엄(Grandezza)’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파괴를 요구하는 어떠한 도덕적 경향도, 어떤 의식적인 의도
도 지배하고 있지 않다.”42) 기사도의 덕이 그러한 예인데, 역사극『헨리4세 King Henry Ⅳ』에
서 기사도의 꽃으로 그려진 퍼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퍼시와는 극단적인 반대에 서있
는 폴스타프라는 인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유머러스하게 그려진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폴
스타프의 희극적 영웅주의가 사실상 퍼시의 종말이자 몰락을 나타내지만 폴스타프를 통해 기
사도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카시러는 유머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말하고 있다. 유머는 도덕적인 것에서 자기 
인식을 일으키지만, 어떠한 파괴도 요구하지 않는 화해를 일으키는 것이 유머의 한계로 작동
한다. 대립적인 것들을 충돌시키면서도 화해시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머는 사물 자체를 
그것의 고유의 내적 척도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와 같은 유머의 방식을 도덕적인 것에 적용한
다면, 유머는 바로 자기인식의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수한 자기를 
인식할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법칙을 발견할 때, 도덕적인 실천도, 윤리적인 행위도 가능하
다. 사물 자체의 내적 법칙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유머의 고유의 법칙이며, 유머가 지닌 
방향이기도 하다. 바로 이점에서 유머는 삶을 미래로 이끌지만, 전적으로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유머가 이처럼 과거와 미래로, 앞뒤로 향하면서 오히려 부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삶이다. 카시러는 “셰익스피어의 경우에 도처에서 유머는 진정한 것을 진정하지 않는 

40)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61.

41) 셰익스피어,『한여름밤의 꿈』, 신정옥 옮김, 전예원, 1999, 5막 1장, p. 109. 
42)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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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터, 진리를 가상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을 단순히 관습적인 것으로부터 나누는 시금
석이 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유머에서 관철되고 있는 것이 인간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
식, 새로운 지식임을 강조한다.43) 여기에서 카시러가 셰익스피어의 유머를 통해서 관철되고 
있다고 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르네상스 이후 영국에 만연된 새로운 지식, 정신적인 가치가 이러한 유머에 드러나 있다. 
우선 이러한 유머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청교도주의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비판이다. 예술가
로서 그가 청교도주의에 대한 혐오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청교도주의는 모
든 드라마적인 예술을 가장 위험한 악마적 유혹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위협적인 적
에 대면하는 방식이 바로 유머이다. 그는 드라마 속 유머를 통해 청교도주의와의 투쟁을 자유
로운 유희로 고양시킨다. 청교도같이 구는 자라고 표현되는44)『십이야 Twelfth Night』의 말볼
리오와 같은 전형적인 인물과, 그 인물에 대한 희극적 음모가 이와 같은 유희 속에서 만들어
진다. 

말볼리오는 공평무사한 삶의 향유를 반대하고, 유머를 이해할 수 없는 인물로, 자기 망상과 
자기 독선 속에 빠져 있다. 토비의 대사, 즉 “네가 고지식하다고 술이고 안주고 절대 불가하
다 이 말인가”45) 혹은 올리비아의 대사, 즉 “말볼리오, 당신은 우쭐하는 병에 걸렸군. 그러니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지. 너그럽고 무고한 마음에 자유로운 성품으로는 눈으로 대포알을 
보는 것도 새 총알 정도라고 여겨지게 될 것인데. 세상이 다 알아주는 광대가 험구를 해도 그
건 중상이 되지 않아요. 마치 사려 깊은 명사가 아무리 비난을 퍼붓는다 해도 비방이 안되는 
것처럼”46)에서 청교도주의자의 전형으로서 말볼리오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말볼리오는 바로 자기 망상과 자기 독선으로 인해, 유머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계략에 빠
지고, 자신이 부인하고 부정한 힘에 의해 웃음거리가 된다. 카시러는 말볼리오에 대한 일격을 
유머가 자신의 조롱자에게 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머를 통해 셰
익스피어의 드라마는 억압적인 청교도주의자들의 정신에 대해 비판하고, 인간 정신을 진정한 
자유로 되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머를 통해 셰익스피어가 관철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는 영혼 자체에 대한, 영
혼의 순수성에 대한 인식이다. 도덕적인 것의 자율은, 영혼 자체를 인식하게 만드는 데서, 다
시 말해서 영혼의 순수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형성된다. 영혼의 순수성의 장치로서 전원이나 
들판과 같은 희극적 공간을 눈여겨볼 수 있다. 전원이나 들판은 그리스의 이상향인 아르카디
아와 같은 공간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희극적 공간 속에 유머의 능력이 발휘될 때 영혼
의 순수성은 더욱더 강화된다.

『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The Merry Wives of Windsor』을 예로 든다면, 마지막 계략이 행
해지는 장소이자 모든 것이 밝혀지는 장소가 바로 윈저의 숲이다.47) 여기에서 미워할 수 없

43) Ibid., p. 363.
44) 셰익스피어,『십이야』, 신정옥 옮김, 전예원, 2013, 2막 3장, p. 62.
45) Ibid., 2막 3장, p. 61.
46) Ibid., 1막 5장, p. 36.
47) 셰익스피어,『윈저의 즐거운 아낙들』, 신정옥 옮김, 전예원, 1997, 5막 5장 참조. 이러한 전원의 묘사

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든다면,『원저 즐거운 아낙네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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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당 폴스타프는 사냥꾼으로 변장하고 숫사슴뿔을 달고 등장한다. 그는 자신이 속이려던 
마을 사람들의 계략에 오히려 속아 조롱당한다. 계략은 계략으로 인해 무화되고, 거짓은 백일
하에 드러난다. 악당도 더 이상 악당이 아니며, 악당은 후회 속에서 순수한 한 인간으로 돌아
오고 마을사람들은 한 바탕 웃음 속에서 그를 품는다. 여기에서 전원이라는 무대와 신화적 상
징적인 장치들이 결합됨으로써, 순수성의 회복이 더욱더 잘 드러난다. 

이러한 희극적인 장치들에는 어떠한 강압도 엄격한 법칙의 지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
려, 불순한 욕구나 기대들은 떨어져나가고, 가장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함께 어
우러짐으로써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낙원을 연상시킨다. 셰익스피어의 유머는 사회적 혹은 
국가적, 종교적인 삶의 상태를 비판함으로써, 그것을 파괴하려는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물 자체로, 영혼 그 자체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어
떠한 신학적인 도그마도, 어떠한 철학적 이론을 말하지 않음에도, 삶의 근본적인 체험과 감정
을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주 넓고 자유롭게 펼치고 있다.

Ⅴ. 인간 정신의 자유와 유머
카시러는 셰익스피어의 드라마의 유머에 그 사상적인 토대를 부여하기 위해 샤프츠베리의 

유머에 관한 사상을 제시한다. 샤프츠베리가 유머의 형식에 미학적 형식을 관련시킴으로써 
사상적인 깊이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정신의 자유를 옹호해 왔던 영국의 인문주의자
들과 영국의 플라톤주의자들인 캠브리지 학파의 계승자인 샤프츠베리는 평생 동안 타율적인 
종교와 타율적인 도덕과 싸웠는데, 그가 그것에 대적하기 위해 무기로 삼은 것은 자연의 아름
다움에 대한 쾌, 즉 무관심적인 쾌, 예술가적인 열광과 거기에 더해진 유머였다.

영국의 인문주의자들인 에라스무스나 토마스 모어의 작품들은 당시의 권력자들이 지닌 심
각한 도덕적 위기들을 풍자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위기는 영국의 정신의 삶을 청교도주의 운동으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운동은 르네상스 정신을 지속할 수 없었고 자유도 포기해야 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은 청교도주의가, 철학은 경험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거기에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요구했던 인간 정신의 자유는 옹호되지 않았다. 경험주의는 인간영
혼을 인과관계로 바라보았고, 인식을 통해 사물과 인간을 지배하려 하였다. 경험주의는 연상
심리학의 입장에서 머물러 있는 까닭에, 인간 정신의 자유도,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이고 종교
적인 근본 판단에 대한 믿음도 주장할 수 없었다.48) 청교도주의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신 안에서 절대적인 위력과 법칙을 봄으로써, 엄격한 법의 관점 하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신 자체는 공포의 신이 되었고, 자유의 종교가 아니라 

에도, 『겨울 이야기』,『한 여름밤의 꿈』,『뜻대로 하세요』등을 들 수 있다.
48)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p.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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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종교가 형성된다.49) 또한 청교도주의는 세계 속에서의 경험적인 활동을 인간의 종교
적인 의무로, 신에 대한 진정한 봉사로 여김으로써 근검과 검약을 윤리적-종교적 요구로 고양
시키고, 인간의 자연적 충동을 충족하거나 물리적으로 좋은 것들을 향유하는 것을 배제한
다.50) 말볼리오를 상징적 인물로 삼아, 냉담함과 실용성을 요구하는 청교도주의에 대한 셰익
스피어의 비난들을 이와 같은 점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캠브리지 학파는 스콜라적인 철학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강단철학에 불과
했지만, 경험주의와 청교도주의에 대립했다. 이 학파는 자기만족, 자기확신, 도덕적인 것의 자
족을 토대로 한, 에로스적인 플라톤주의 철학을 계승함으로써,51) 인간 이성에 대하여 확신하
였다. 이 학파는 관조를 통해 근원을 순수하게 고찰할 것을 주장했으며, 신 안에서 엄격한 법
이 아니라 사랑을 보았다. 신의 자유로운 소망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 이념을 정당화함
으로써 자유의 종교를 주장했다.52) 시대에 뒤떨어진 캠브리지 학파의 사유방식으로 인해, 이 
학파의 사상은 흥미를 끌 수 없었지만, 이 학파의 사상을 계승하여 시의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샤프츠베리에 이르러 비로소 이 학파의 사상이 주목받게 된다.

샤프츠베리는 로크의 제자였지만, 곧바로 경험주의가 인간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근본 판
단에 대한 믿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론적이고 윤리적인 근본 개념의 선천성
에 대한 물음 속에서 캠브리지 학파의 사상들에게 되돌아갔다. 그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자
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유머라는 시금석이다. 그는 예술가적인 열광이라
는 주제 속에서 이것을 요청한다. 그는 자연을 플라톤적인 에로스 속에서 바라본다.53) 여기에
서 그가 모든 진정한 철학의 원천이라고 말했던 열광(Enthusiasmus)이 자라난다. 그는 열광 속
에서 자연을 가장 깊이 결속시키는 것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연을 전체로 보고 자연에 몰두하
는 가운데, 전체로서 자연의 질서를, 자연의 형식을 발견한다.54) 

그는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세계를 고찰한다. 즉 인간 세계를 가장 깊이 결속시키
는 것을 직관하고, 개별자가 전체와 느끼는 자연적인 교감의 형식 속에서, 근원적인 공감 형
식 속에서 인간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55) 그는 풍요로운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로, 공허한 
상태에서 풍요로운 상태로,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속으로 오락가락하는 삶의 모든 것을 
조망하는 가운데, 인류와의 친교 속에서 그리고 근원적인 정신과의 통일성 속에서 삶의 의미
를 파악한다.56) 

그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예술가적인 열광 속에서, 정신의 자유와 명랑함 속에서, 

49) Ibid., pp. 281-2. 
50) Ibid., pp. 277-8. 
51) Ibid., pp. 297. 
52) Ibid., pp. 348-350. 
53) 플라톤에 따르면, 에로스는 무지와 지의 중간자이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이다(플라톤,『향연』(『플라톤의 대화, 에우튀프론/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파이돈/향연』, 최명관 
옮김, 종로서적, 1996) 204b). 아름다움은 오직 심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심안을 가진 자가 아
름다움을 관조하고 그것과 함께 할 때만 참 덕을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향연』 212a). 

54)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73.

55) Ibid., p. 375.
56) Ibid.,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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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전체를 파악하고 삶을 긍정한다. 이러한 열광 없이 자연의 세계도, 도덕적 세계도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경우, 미적 세계에 대한 이와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종교적 세계도, 도
덕적 세계도 구축된다. “모든 아름다움은 진리이다”57)는 이를 대변한다. 그는 열광 속에서 파
악된 미학적 형식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보았다. 카시러는 샤프츠베리의 이와 같은 관점에 대
해, “세계의 아름다움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예술가적인 열광을 가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에게는 종교성이 타락하게 된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열광
의 능력에 유머의 능력이 덧붙여져야만 한다”는 점이다.58) 

샤프츠베리의 경우에, 유머가 영혼의 근본적인 정조와 입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유머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는 유머를 정신의 자유로운 운동을 보여
주는 진리의 매체로 인식한다. 학문이 존엄한 위엄 뒤에 숨고, 종교가 신성한 권위 뒤로 숨어
버린다면, 시험을 통해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유머는 정당
한 농담, 조롱,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판별할 수 있는 증명방식이나 시험
인 것이다. “비웃음의 시금석(Test of Ridicule)”59)은 바로 이러한 증명방식을 응축한 그의 표
현이다. 

샤프츠베리는 좋은 유머와 나쁜 유머를 구분하고, 올바른 유머가 경건함과 진정한 종교의 
최상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60) 그는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신을 무섭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사상을 불어넣는다고 확신하였고, 자유롭고 명랑한 마음의 상태에서 신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국 잘못된 허식이나 냉담한 교만으로 얼룩진, 자신의 이미지를 닮은 신
의 이미지만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주장은 동시에 우리 영혼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머로 표현되는 영
혼의 순수성에 대한 주장은 종교와 도덕과의 관계, 삶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종교 앞에서 
유머가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머 앞에서 종교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지식과 깊은 신앙의 진정한 성격이 결코 삶의 기쁨에 모순되지 않
는다고 보았고, 오히려 삶의 기쁨에 대한, 세계 긍정의 최고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여기에서 유머에 동반하는 삶의 쾌로부터 미학적인 고찰의 쾌인 순수한 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미학적 고찰에서 비롯된 쾌이자, 순수한 쾌인 “무관심적인 희열
(interesseloses Wholgefallen)”이라는 표현은 샤프츠베리로부터 시작된다. 카시러에 따르면 이
것은 플라톤의『필레보스』에서 논의된 순수한 쾌로 소급되며, 토마스 모어의『유토피아』에
서 아페르쉬로 머물러 있던 것으로, 샤프츠베리에게서 미학적 체계의 근본 토대를 형성한
다.61) 

57) Anthony Ashley Cooper, Ⅲ. Earl of Shaftesbury, “Sensus Communis; An Essay on the 
Freedom of Wit and Humour”(1709), in: Characteristick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3 Volumes. 2th edition corrected. 1714, Volume Ⅰ, pp. 57-150, Part 4, Sect. 3, p. 
142.  

58)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53.

59) Shaftesbury, “A Letter concerning Enthusiasm”, in: Characteristicks, Volume Ⅰ, pp. 
1-55, Sect. 2, p. 11.

60) Ibid.,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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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경우에 순수한 쾌는 감각적인 것의 쾌와는 다른 미학적 고찰의 쾌를 의미한다. 즉 
“언제나 그 자체로 본성상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쾌”로, 이것은 순수한 사유를 통해 얻게 되
는 쾌이다.62) 그에게 순수한 쾌는 행복을 최고로 보증하는 것이다. 

토마스 모어의 경우에는 순수한 쾌는 인간과 동물을 경계지어주는 진정한 인문주의의 상징
으로서 나타난다. 즉 인간 외에 어떤 피조물도 대상에 대한 어떤 욕구나 소유 혹은 지배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고, 세계의 훌륭한 구성이나 아름다움을 경탄하며 관찰할 수 없
다는 것이다.63)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지닌 무관심적인 희열이라는 견해는 샤프츠베리에게서 아름다움
의 형식에 대한 인식의 쾌로 규정된다. “(...) 인근의 양떼들을 유혹하는 것, 갉아먹는 노루 혹
은 염소새끼를 기쁘게 하고, 풀을 뜯는 양들의 경우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산출해는 것은 그것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형식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보다 더 아래
에 놓여 있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다. 맛이 좋은 것이 그들을 자극하고 배고픔이 그들을 충동
질한다. (...) 만일 형식이 그 자체로 고찰되지도, 판단되지도, 연구되지도 않고, 오로지 격앙된 
감각을 완화하고, 인간 속에 있는 동물적인 것을 진정시키는 우연한 징표나 기호로만 설명된
다면, 형식은 현실적인 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64) 이러한 언급은 아름다움의 형식을 이
성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오는 순수한 쾌를 말해준다. 이러한 쾌는 대상에 대한 소유도, 대상
에 대한 지배도 없는, 대상의 현존에는 관심이 없고, 대상의 형식을 직관하고, 인식하는 데서 
오는 무관심적인 희열인 것이다. 어떠한 감각적인 것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는, 인간 정신의 
자유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적인 희열에 대한 주장
은 신의 사랑의 품 속에서 자유로운 정신으로 존재하는 인간 존재를 정당화하고, 그로부터 인
간 정신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도덕과 자율적인 종교를 낳게 된다. 

카시러에 따르면, 샤프츠베리의 무관심적인 희열이라는 개념은 타율적인 도덕과 타율적인 
종교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성장했다.65) 선 그 자체를 위해 선을 추구하지 않고, 보상
을 위해 선을 추구하고, 징벌이 두려워 악을 기피하는 자는 노예적인 도덕과 비굴한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66) 샤프츠베리는, 자신에 입각해서 타당한, 자신의 고유한 존재
에서 인식될 수 있는 도덕적인 것의 규칙을 찾을 것을 주장한다.67) 자족, 자기확신, 자기만족

61)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68. 

62) 플라톤,『필레보스』, 박종현 역주, 서광사, 2004, 51a ff. 55a-c 참조
63) 토마스 모어,『유토피아』, 전경자 옮김, 열린 책들, 2012, 2권, p. 133.
64) Shaftesbury, “The Moralists; a philosophical Rhapsody”, in: Characteristicks, Volume Ⅱ, 

pp. 179-443, Part 3, Sect. 2, p. 424.
65) 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369. 
66) “이러한 믿음에 덧붙여진, 미래의 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의 보상에 대한 희망이, 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더욱더 상세히 고려해보고자 한다. (...) 이러한 두려움이나 희망은, 
덕 혹은 선을 구성할 수 없다.”(Shaftesbury, “An Inquiry concerning Virture and Merit”, in: 
Characteristicks, Volume Ⅱ, pp. 3-176, Book Ⅰ, Part 3, p. 57f). 

67) 이러한 관점은 플라톤이 자족, 자기만족과 자기확신에 근거하여 도덕과 신의 이론을 세우듯이, 플로
티누스가 태양에 비유하면서,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이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힘을 입증하고 힘에 좌우
되는 활동들을 발산시킨다고 보았던 것이나, 캠브리지 학파가 진정한 신성이 우리 자체 안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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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자율적인 도덕과 자유의 종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무관심적인 예술가적인 희열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능한 한 드높이고자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이기심이나 보답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는 것에서 
삶은 고양될 수 있다. 삶을 인식하는 순수한 쾌로부터 삶의 긍정이 나타나며, 삶을 인식하는 
쾌로서 표현된 것이 바로 유머이다. 

영혼의 순수성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미학적 형식에 대한 예술적인 열광과 무관심적인 희
열을 통해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과 진정으로 종교적인 것을 파악하고자 했던 샤프츠베리는 
유머를, 삶의 진리를 인식하는 시금석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이성적 성찰의 쾌라는 순수한 쾌
가, 신성으로부터 유래한 인간 정신의 자유와 이성에 대한 확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Ⅵ. 결론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는 다양한 관점에서 16세기 영국의 정신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

히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유머를 통해 16세기 영국의 정신을 지배하였던 사상들에 대해 비판
적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의 희극적 유
머에 녹아든 시대적 단상이 샤프츠베리의 사상 속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
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속의 유머는, 넓게는 영국의 사상세계 즉 영국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유
머와 캠브리지 학파 속에서 나타난 유머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적
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은 인간 이성, 인간 정신의 자유에 대한 확신이다.

셰익스피어의 유머가 겨냥한 것은 삶을 기쁨을 모르는 냉담한 인간이었고, 더불어 도덕적
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율적이지 못한 당시 인간의 삶이었다. 이러한 냉담하면서도 수동적인 
인간의 삶은 셰익스피어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국인의 삶의 형태로 나타났다. 청교
도주의와 경험주의는 인간 정신의 자유를 훼손함으로써 당시의 영국인들을 이러한 삶으로 이
끌어갔다. 영국 인문주의자들 못지않게, 샤프츠베리는 유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타율적인 도
덕과 종교를 비판하고 자율적인 정신을 통해 진정한 삶의 쾌를 주장한다. 

셰익스피어의 유머는 당시의 영국인의 정신의 삶을 매개하고, 객관화하며, 구체화한 상징
형식이다. 셰익스피어 희극의 유머는 그의 삶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 그는 점차 삶의 
어느 일면만을 보려 하지 않고, 삶을 전체로서 바라본다. 그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발
전하게 되면서, 위트와 같은 언어적 유희에 머물던 것이 삶의 대립과 그 심오함을 표현하기 
위해 점차 유머의 형식으로 변해간다. 유머라는 상징형식은 이처럼 작가의 삶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의식의 현상학적인 변화를 투영한다. 그의 사유의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사유형식이 

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봄으로써 자유의 종교, 무조건적인 신뢰의 종교를 주장했던 것과 
같다(Ernst Cassirer, Die platonische Renaissance in England und die Schule von 
Cambridge, p. 297, p. 314,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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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희극의 유머는 삶을 전체를 바라봄으로써, 삶의 대립적인 측면들을 

매개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 수용된 것이다.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은 이성적인 통찰이라는 
순수한 쾌를 일으킨다. 이러한 인식의 쾌는 유머로서 표현된다. 유머의 형식을 통해 진정으로 
삶 자체를 드러낼 수 있다. 유머의 형식에는 고귀한 것도 사소한 것도 없다. 유머가 삶의 대
립적 측면들을 매개함으로써 삶 자체를 드러낸다는 점에 유머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대
립적인 측면들을 화해시키고, 평준화시킨다는 점에 유머의 한계가 있다. 유머의 가능성과 한
계는 유머라는 상징형식이 자기 고유의 법칙과 방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징형식의 근간에 자유의 이념을 두고 있다는 점과 르네상스의 토대를 형성한 것도 
이러한 인간 정신의 자유와 이성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을 염두할 때, 르네상스로부터 주장
되는 유머의 형식 역시 인간 정신의 자유와 활동력의 소산인 상징형식이다.

카시러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의 유머를 상징형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샤프츠베리의 유머에 
대한 사상으로 보완함으로써, 그 시대의 정신의 삶만이 아니라 정신의 강렬한 운동을 보여줌
으로써, 그 사상적 깊이를 더했다. 상징형식으로서 셰익스피어의 희극의 유머는 한 시대의 정
신의 삶을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전해 줄 그 정신적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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