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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진정 수사학을 수사학이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한석환(숭실대 명예교수)

이 글에서 내가 주장하는 논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수사학은 민주주의에 

뿌리박고 있다. 둘째, 수사학의 지표는 공공성이다. 셋째, 수사학을 수사학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결정적 요소는 이른바 로고스가 아니라 에토스와 파토스이다.

1. 타고난 언변 vs. 수사학: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편유편무의 법칙’(dictum de omni 
et nullo)1)이라든가 ‘modus ponens’(긍정식), ‘modus tollens’(부정식)2) 같은 추론규칙을 알아

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규칙을 몰라도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논리적 사고

를 한다. 우리의 일상적 삶이 물 흐르듯 잘 굴러가는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그런 논리적 규칙을 세웠노라고 공치사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를 향해 존 로크는 그런 걸 몰랐던 그 이전 사람은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소리냐, 며 어깃장을 놓는다.3)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도 사람들은 그 못지않게 논리적 사고를 하였다. 하지만 (형식)논리‘학’이 문제일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은 그의 공치사가 아니더라도 역사에 길이 

남을 학문적 성취이다.

수사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빗장을 풀도록 연설을 

잘하는 것이 어디 특정 지역 사람만의 전유물이겠으며, 특정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격

조 높은 연설을 하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신이 그렇게 불공정할 리 없다. 호

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노경에 접어든 트로이아 프리아모스 왕의 명품연설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적장 아킬레우스에게 아들의 주검을 돌려

달라고 간청하는, 수사학을 배웠을 리 만무한 프리아모스의 연설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이처럼 자연적 혹은 천부적으로 언변이 좋은 예는 비단 고대 그리스에서만의 일은 아니

다. 고대 중국이나 아메리카 인디언의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4) 하지

1) K라는 한 종(種) 전체에 대해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K의 하위부류에 대해서도 긍정
되거나 부정된다(遍有遍無)는 법칙. 전체가 일치하면 부분도 일치하고 전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분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가장 자명한 원리로서 연역추론의 기본법칙이다.

2) _modus ponens: 가언명제인 첫 번째 명제의 전건을 정언명제인 두 번째 명제가 긍정함으로써 결론에
서 (첫 번째 명제의) 후건이 긍정되는 추론형식. ‘만약 p이면 q이다.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_modus tollens: 가언명제인 첫 번째 명제의 후건을 정언명제인 두 번째 명제가 부정함으로써 결론에
서 (첫 번째 명제의) 전건이 부정되는 추론형식. ‘만약 p이면 q이다. q가 아니다. 그러므로 p가 아니
다’.

3) 존 로크(1632-1704)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식(syllogism)을 ‘이성의 훌륭한 도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빈정댄다. “삼단논식이 둘도 없이 안성맞춤인 이성의 도구이자 인식수단으로 파
악되어야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 이성을 매개로 도대체 무엇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며, 삼단논식이 발견되고 나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만에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신은 인간을 두발가진 존재로만 만들어 놓은 채 그들을 이성적으로 만
드는 일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일임해버릴 정도로 인색하지 않다.”(인간오성론, IV, xvii, 4)

4) 실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수사가이다. 우리가 말을 하고 설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갖
추고 태어난 천부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게끔 생겨먹은 존재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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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강단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수사‘학’이 문제일 때는 사정이 다르다. 테크니컬한 의미

의 (강단) 수사학의 지적 소유권은, 널리 인정되듯이, 그리스인에게 있다. 그들이 수사학 

곧 연설기술(이론)을 정초했던 바, 시행착오 끝에 그들이 완성한 연설규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기능하고 있거니와, 학적 전통의 중핵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의 관심대상 역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테크네’(technē)/‘아르스’(ars)로서의 수사학

이지 타고난 수사능력(구변 좋음)이 아니다.

2. 수사학의 온상은 민주주의: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학적체계로서의 수사학은 민주주

의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태동하였다. 그러면 수사학의 발상지도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수사학은 (아테네가 아니라) 시칠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변혁의 결과물이었다. 그렇다면, 다시금, 수사학은 의견

의 자유로운 개진과 공론장의 활성화 욕구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다. 수사학의 부

화를 촉진했던 것은 오히려 사인(私人) 간의 이권다툼이었고 쟁송하는 재미였다. 참주정

이 무너지고 민주정이 들어서자 강제 수용되었던 토지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속출하면

서 송사를 벌이는 일이 빈발했다.

쟁송에서 요구되는 것은 말(연설)하기와 관련된 제반능력이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가, 전후사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

할 것인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건을 자력으로 (성공적으로) 꾸려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틈을 비집고 말하자면 프로들이 나섰다.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머리회전이 빠른 이들이 현장밀착형 요령을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사례를 받

았음은 물론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 마련이다. 수사학의 탄생 순간이다. 수사

학의 배양토는 이처럼 민주정이다. (전제정과 달리) 민주정에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민주정의 권력은 말(logos)로 쟁취해야 하고 말로 방어해야 한다. 연설의 소양을 

쌓을 필요가 자연발생적으로 대두한다.

3. 소피스트적 수사학의 길잡이는 의견: 수사학의 배양토가 민주정이긴 하지만, 수사학

적 물음을 촉발했던 쟁점은 (민)사적(私的/民事的)인 것이었다. 토지라는 사유재산의 소

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수사학적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시민적 

존재근거를 방어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인간의 근본적 능력에 기초한 자

기변호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사학이 방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수사학은 정

치권력을 획득하는 데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연설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권자를 

자기편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학이 폴리스라는 공동체 차원의 (정치적) 삶에 명시적으로 개입한 것은 소피스트

에 의해서였다. 시민적 유능함(aretē), 즉 시민적 덕을 그들이 대가를 받고 제공했기 때

문이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정계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를 

‘정치적’으로 유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처했다. 정치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은 ‘로고스’

를 잘 구사하는 것, 연설을 잘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게 아

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수사(학)적(homo rhetoric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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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어떻게 하면 연설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만 하

더라도 소피스트와 플라톤이 다툴 일이 없었다. 양자의 길이 갈리는 지점은 연설가가 

비유컨대 무엇을 길잡이로 삼아 항해할 것인가에 있었다. 플라톤의 경우, ‘(좋음의) 

앎’(epistēmē)이라는 ‘별이 총총한 하늘’(Sternenhimmel)이 연설가의 길잡이였다면,5) 소피

스트들―이소크라테스를 포함하여―의 그것은 앎이 아니라 의견(doxa)이었다. 그들의 경

우, 의견을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만 있다면 수사학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정계

에 성공적으로 데뷔할 요량이면 청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의견을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면 된다. 그래야 청중에게 먹히기 때문이다. 의견이야말로 소피스트적 수사학

의 단초이자 동시에 목표였던 것이다.

4. 플라톤의 철학적 수사학: (소피스트들과 달리) 플라톤이 (좋음의) 앎을 수사학의 향도

로 내세운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의 위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함이었다. 권력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그게 전제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다. 폭정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좋음의 앎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처방이었다. 고르기아스에서 볼 수 있듯이, 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것―덕과 정의―의 (확고부동한) 앎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권력을 손에 쥐더라도 권력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수사학을 묵인(내지 용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왕에 존립하는 앎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런 앎을 정치현장에서 구현하는, 그것의 종속적인 

기능에서일 따름이다. 이를테면 로고스(증명 혹은 논증)가 위기에 봉착하는 때가 그 한 

예이다. 수사학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다. 로고스를 펼쳐나가는 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

고 싶을 때 그러지 말고 계속 용맹‧전진하라고 (로고스를 펴나가는 사람을) 격려하고 응

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구상했던 수사학은 철저히 철학에 

복무하는 철학적 수사학이다.6)

5. 수사학의 지표는 공익: 소피스트들은 의견을 기반으로 하는 한편, ‘모든 것’을 수사학

의 대상영역으로 삼는다. 그리스의 선생의 자리에 새롭게 등극하려던 그들 눈으로 보면 

정치, 지식, 도덕 등 수사학이 다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에 반해 플라톤의 철학적 수사

학이 하는 일은 ‘고작’ 앎에 이르도록 설득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부축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수사학은 (소피스트들에게서처럼) 만병통치약도 아니

고 (플라톤에게서처럼) 철학의 시중이나 드는 허드렛일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그의 경

우, 수사학의 대상영역은 옵션이 다양한 ‘정치적인’ 것(ta politika)의 세계이다. 정치적인 

것이란 ‘폴리스적인’ 것, 즉 폴리스 차원에서 벌어지는 제반 사태를 의미한다. 폴리스가 

인간의 본성에 대응하는 공동체이므로, 폴리스적인 것은 ‘인간적인’, 인간의 본성에 딱 

5) 죄르지 루카치(1885–1971)의 소설이론(1916) 첫머리에서 차용.
6) 철학과 수사학 간에 갈등이 빚어진 것도 이 대목에서이다. 소피스트가 수사학을 대표한다면, 플라톤은 

철학을 대표한다. 양자 모두 그리스의 선생이고 싶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선생은 호메
로스와 헤시오도스로 대표되는 시인들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시적 이미지와 신화적 상상력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자리를 놓고 소피스트(수사학)와 플라톤(철학)이 일합을 겨루게 
된 것이다. 그의 대화편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톤이 (시인을 포함하여) 소피스트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던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수사학을 철학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명칭만 그러할 뿐, 의견 위에 수사학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소피스트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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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맞는 것(ta anthrōpina)이기도 하다. 또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에게 어울리는, 그러니

까 인간 이하의 동물이나 초인간적인 신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것이라

는 점에서, ‘실천적인’ 것(ta praktika)이기도 하다.

소피스트의 경우, ‘정치적인’ 물음이 수사학의 대상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

으나, 다른 부류의 물음과 한데 묶여 ‘모든 것’의 하위부류에 속했다. 그러던 것이 아리

스토텔레스에 와서 수사학의 고유 대상영역으로 특정됨으로써, 수사학이 폴리스 차원의 

이른바 공공성을 얻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재정(예‧결산), 전쟁과 평화(외교), (자

주)국방, 수출입(무역), 입법 등이 주된 정치적 사안이다. 공익의 물음이 명시적으로 수사

학의 지표(telos)가 된 것이다.7)

이 같은 흐름은 로마에서도 이어진다. 로마인들의 경우도 수사학의 주된 물음은 (‘res 
privata’와 대비되는) ‘res publica’(‘public affairs’)였다. 수사학은 본질적으로 발터 옌스가 

적확하게 표현했듯이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수립될 수 있는) 공화국의 딸’(Tochter 

der Republik)이다.8) 수사학이 민주주의와 (혈연과도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표현하는 은유이다.

6. 소피스트적 수사학 vs.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적 수사학이 가르친 것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그 일단이 묘사되어 있듯이, ① 모범답안 격의 연설과 ② 연설의 각 부

분에 적절히 집어넣을 수 있는 맞춤형 연설(을 암기시키는 것)이었다. 족집게과외‧형 수

사학(교습)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설의 배열‧이론 정립

에 기여한 공로도 부정할 수 없다. 연설의 허두는 어떻게 떼면 좋은가, 연설의 몸통 부

분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와 같은 물음을 저들이 붙들

고 줄기차게 씨름한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같은 이론체계가 잡혔기 때문이다.

소피스트적 수사학이 개별연설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은 어

떤 유의 것이든 연설의 형식을 갖춘 것이면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성격

의 것이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또 (수사학) 자체의 이른바 치적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문제의 기술을 자신의 몸에 배게 만들어 얼마나 노련하게 연설을 잘 하느냐는 연설가 

각자의 몫일 뿐, 수사학이 할 일은 바로 그런 기술이론을 개발하는 것뿐이라는 검박한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은 각 사안에서 문제의 사안 곧 그 사안이 처해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청중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찾아내는 기

술(이론)이다.

7) 수사학이 민주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공성으로 직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양자는 
문제성에서 서로 다르다. 공공성의 물음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야 비로소 확립된다.

8) “(…) und man erkannte, daß das Schicksal der Rhetorik, als einer Tochter der Republik, die 
sich allein in Freiheit entfalten könne, untrennbar mit dem Schicksal der Demokratie 
verbunden sei.” - Walter Jens, Von deutscher Rede, München 1969, 16-17. 이는, 어찌하여 
독일에는 아테네와 로마, 파리와 런던과는 달리 울울창창한 연설기술이 없는 것일까, 하는 독일 지성
의 자아성찰에 대한 옌스의 반응이다. 이미 중세 때부터 “독일인들 가운데서는 좀처럼 웅변하는 습관
을 찾을 수 없다”(rara in populo Germaniae declamandi consuetudo)는 말이 돌았다면서 정치체
제 탓으로 돌린다. 인민이 다스리게(民主-政) 되면 말(연설)로 통치하는(合理), 그리하여 수사학이 융
성하는 시대가 열리지만, 전제정(專制-政) 혹은 군주정(君主-政)이 들어서면 도심에 진군나팔 소리(武
斷)가 울려 퍼질 뿐이라는 얘기다.



- 5 -

7. 플라톤 vs.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은 플라톤의 철학적 수사학과도 

다르다. 플라톤이 구상했던 수사학은 철학에, 앎에 복무하는 수사학이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긴 하지만 철학의 본류, 앎의 주류에 편입시키고 싶지는 않은, 종속적인, 노예적 

성격의 것이다. 그런 예속적인 지위에서 수사학을 하나의 자주적 학문으로 독립시킨 이

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수사학의 학적 지위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수사

학이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플라톤은 모든 대화, 그러니까 사적 대화든 철학적 대화든, 대화라면 그 어떤 형태의 

것이든 수사학적 구조를 갖는다고 진단한다. 일례로 소피스트적 수사학에 푹 빠져있는 

파이드로스를 설득하여 철학에 입문하도록 이끄는 과정은 그를 구슬려 삶는 과정으로서 

본질적으로 수사학적이다. 플라톤의 경우, 철학에 접어들기까지의 길은 이처럼 수사학적

이다. 비유컨대 철학의 샘물을 마시도록 샘터까지 인도하고 샘물을 마실 때까지 샘가에 

붙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일을 수사학이 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에 공적연설이라는 독립적 활동공간을 명시적으로 할당한다.

8. 수사학의 학적 탐구 대상은 설득수단: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수사학은 주어진 사안

에서 (청중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찾아내는 기술(이론)이다.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란 설득을 끌어낼 수 있는(pithanon) 설득수단(pisteis)을 의미한다. 

그것을 찾아내어(inventio) 연설에 집어넣어야 연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사안(pragma)이 

곧 그것이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연설이 

설득력을 갖도록 하는 사안(자체)이란 문제의 사안을 대신하여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것, 즉 ‘로고스’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논변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한다고 해보자. 이때 동원되는 것은 (점, 

선, 면 같은) 정의와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에 기초한 몇 가지 전제가 전부이다. 문제

의 기하학적 사태는 그것을 증명하는 기하학 선생이 바람둥이로 보이건 허풍선이로 보

이건 상관이 없다(변함없이 180도다). 그것을 배우는 학생의 감정상태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흥분 상태에 있든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든 문제의 기하학적 사태에는 변함이 없다

(변함없이 180도다). 이것은 학적 가르침과 배움의 경우로서 순수한 앎의 영역에서의 일

이다. 여기서는 모든 게 명증적이고 논리적(logical)이다. 로고스만 따지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수사학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인간사, 정치적 사안, 실천적인 

물음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대로 (자연현상처럼 늘 똑같은 양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물음이기 때문이다. ‘실천적’이고 ‘정치

적’인 영역에서는 로고스만으로는 (로고스를 관철하기에) 역부족이다. 로고스 자체에 문

제가 있어서, 로고스가 불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사안의 성격 때문이다. 그러기에 에

토스와 파토스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된다. 연설이 성공적이려면 ① (사안의) 로고스

와 더불어 ② (연설가의) 에토스와 ③ (청중의) 파토스가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세상만사가 학교교실에서 이뤄지듯 한다면야 굳이 수사학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정

치영역이든 사법영역이든 공론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한다면 굳이 에토스와 파토스가 필

요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툼의 세계이다. 다툼은 

각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한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협의하고 상의하여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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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로 제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학교(담장) 밖에서는 

로고스 홀로 대처하기가 벅차다. (학교 안에서는 일당백인 로고스라도 학교 밖에서는 그

저 ‘one of them’, 여럿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인간의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로고스로 

하여금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로고스에 필요한 것을 적시에 보급할 말하자면 병참(兵
站)이 필요하다. 에토스와 파토스가 동원되는 소이이다.

9. 수사학의 종차는 에토스와 파토스: 우리의 일상적 삶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툼의 세

계이고 다툼은 의견이 다른 데서 비롯한다고 했다. 그러면 왜 각자 의견이 다른가. (우

윳빛 안개에 둘러싸인 듯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확실성이 없다는 뜻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십중팔구 맞는’ 얘기, ‘일리 있는’ 얘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하나뿐인, 불변적인 정답 같은 것은 없다. 예외가 없다. 특정 

사안을 놓고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이고 항구불변이고 역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정이 바뀌면 기존의 결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인간사를 놓고 내려지

는 결론은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유효할 뿐이다.9) 정치(ta politika)와 실천(ta 
praktika)이 근간을 이루는 인간사(ta anthrōpina)의 영역에서는 이처럼 (사안이 사안인지

라) 로고스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도리 없이 에토스와 파토스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메

우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로고스는 수사학(의 설득수단)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것만으로는 수사학의 

설득체계가 완성되지 않는다. 거기에 에토스와 파토스가 곁들여져야 한다. 수사학을 수

사학이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러므로, 에토스와 파토스이지, 로고스가 아니다. 로

고스는 수사학 이외의 영역―예컨대 논리학, 기하학, 수학 등―에서도 필수적이다. 로고

스를 거론하는 것으로 수사학을 규정할 수 없다. 수사학을 수사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터 구별해주는 징표는 에토스와 파토스이다.

수사학에서 에토스와 파토스를 강조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20세기 유

럽에서 벌어졌던 잔혹했던 일들에 수사학이 부역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선전‧선동을 비롯하여 공산당의 전략‧전술, 파시즘의 극단적 전체

주의 등에 수사학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빌미로 수사

학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불공정한 까닭은 오‧
남용의 부작용이 유독 수사학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부당한 까닭은 문제가 수

사학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학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따름이다. 수사학은 무죄다.10) 설령 수사학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월권이나 자

의적 사용으로부터 수사학의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수사학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다. 수사학만큼 수사학의 속내를 꿰뚫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11)♣

9) 인간사에 이른바 CVID니 PVID 같은 것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본질적으로 한시적이다. 단
지 시간의 장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PVID: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10) 어쩌면 수사학도 피해자?!
11) 물을 마시다가 사레들리면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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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의 관점에서 본 법에서의 감정

이영종(가톨릭대 법학전공)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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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적 전략과 설득수단으로서의 소문 
– Aeschines의 Against Timarchus를 중심으로 -

하재홍(경기대학교 법학과)

Ⅰ 민주사회와 소문

 왜 소통이 중요한가?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지식이나 정보, 이야기를 서로 나누
고 싶어 하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 이것이 소문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12) 민주주의
의 탁월한 미덕은 대화에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피치자의 자기통치라 정의하지만, 피치
자는 단지 동의 여부만 표명할 수 있는 대상에 그칠 수 없다. 주권자인 시민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지 않거나 했으
면, 또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면, 왜 그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앎에 기초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시민들 사이에는 소통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정치세계에서 다성성(多聲性)이 존중될 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성패는 정치세계를 향한 대화의 창을 얼마나 잘 열어두고 관리
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 하지만 소통을 가로막는 것들도 있다. 일방통행식의 정치담론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권력
자들이 정책의 내용을 홍보한다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의견인양 가장하여 정책과 정당, 이
념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데 관제 여론을 유포하는데 앞장섰다든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
지 추적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 심지어 특정인을 겨냥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할 의도가 분명한 조작된 사진을 유포하기
도 했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최근에 목도한 바 있는 바로 우리의 슬픈 현실이었다. 정치세계
는 권력자가 하나의 목소리로 평정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시민은 나름대로의 언로(言路)를 찾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유포함으로써 정치세계를 
독점하려는 권력에 저항할 줄 안다. 건전한 소통의 길이 막히면 소문이 정치세계를 지배한
다. 

 현대는 잘 조직된 미디어가 언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한다 해서 소문이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어리석다. 소문의 
위험을 경계하지만, 소문은 부정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소문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예나 지금이나 위력적인 실체라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수사
학에서는 일찍이 고전시대에서부터 소문의 실체를 이해해 왔고, 법정변론에서는 증거방법의 
일환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eschines의 Against Timarchus는 소문이 핵심적인 증거방법으
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이하에서는 소문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그리고 수사학의 전통
에서 소문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13), 이어 Aeschines의 변론을 통해 설
12) Antonia Syson, Fama and Fiction in Vergil’s Aeneid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3), p.29
13) ‘소문’에 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가 있다. 소문의 기능과 역할 및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한스 J. 노이바우어, 『소문의 역사 - 역사를 움직인 신과 악마의 속삭임 』,박동자·황승
환 역, 세종서적, 2001 참조. 그 외 소문의 속성을 정리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문학을 통해 드러난 
소문의 면모를 소개한 연구로 최명표, “강인한 시에 나타난 소문의 수용 양상”, 한국언어문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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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수단으로서의 소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소문의 위상과 수사학에서 소문의 취급

  소문가 가진 힘에 눈을 뜬 것은 Aeschines가 처음이 아니었다. 아테네인들이 소문의 위력
적 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아테네 고전시대의 신화와 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Aeschines는 Homer나 Hesiod 등의 싯구를 통해 소문이 여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소문은 여신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Ovid가 소개한 
소문의 여신 파마(Fama)14)가 그 증거이다.  

59집, 2006이 있다. 소문이 곧 문학텍스트 자체로 구성된 ‘쌍화점’에 관해 분석한 최은숙, “<쌍화
점> 관련 텍스트에 나타난 소문의 구성 양상과 기능”, 동양고전연구, 제39집, 2010. 조선시대 정
치사에서 소문에서 비롯된 옥사(獄事)를 추적한 연구로 이숙인, “소문과 권력: 16세기 한 사족 부
인의 淫行 소문 재구성”, 철학사상, 제40집, 2011; 정인혁, “‘소문'과 배제의 윤리-<은애전(銀愛
傳)>을 대상으로”, 고소설 연구, 제44집, 2017. 혁명기인 3.1 운동에서 소문이 미디어 전쟁의 와
중에 문맹인 수백만 민중이 ‘대한·독립·만세’의 추상을 전국화·구체화한 수단으로서 역할한 점에 관
해 천정환, “소문(所聞)·방문(訪問)·신문(新聞)·격문(檄文) :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
국문학연구, 제36집, 2009. 소문이 그 대상이 된 인물·계층의 삶을 주변화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집, 2007; 윤정화, “재일
한인의 소문적 정체성과 그 서사적 응전”, 현대소설연구, 제51호, 2012; 이숙인, “공공성(公共性)
의 타자들: 실행(失行) 부녀의 배제와 감시, 공론(公論)의 이름으로”, 다산과현대, 제4,5집, 
2012. 소문에 의해 삶이 주변화되는 인물의 저항을 소개한 연구로 진선영, “추문의 데마고기
(Demagogy)화, 수사학에서 정치학으로 -송계월의 소문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30호, 2013; 송명희, “김명순, 여성 혐오를 혐오하다”,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7. 소
문이 사회적 기억의 저장장치로 기능한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이대영, “제주 4.3장편소설의 설화
수용양상 연구”, 어문연구, 제71집, 2012; 이영배, “소문과 기억의 문화정치성-풍물예인 이주완에 
대한 소문과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44집, 2013 참조. 제주에 전해오는 유구 세자 살
해 이야기를 통해 소문이 사회적 기억의 저장장치로도 기능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동일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왜곡되는 면을 분석한 연구로 박수밀, “유구 세자 이야기의 진실과 
변이(變移) 양상 -역사적 사건의 굴절 양상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51집, 2015. 박경리의 
『토지』를 통해 소문이 소설의 서사전개를 조직하는 수단이면서 소문으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묘
사한 작품으로 분석한 연구로 문재원, “『토지』에 나타난 소문의 구성과 배치”, 현대소설연구, 제
32호, 2006; 김근호, “박경리 소설 <토지>의 언어 생태학-인물 간 대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
연구, 제45집, 2014; 이승윤, “<토지>의 서사 전개 양상과 소설 작법”, 대중서사연구, 제24권 제1
호, 2018. 정치권력이 소문을 불온, 유언비어로 단정하고 통제하고자 대결을 벌였던 시대를 분석
한 오제연, “1970년대 ‘유언비어'의 불온성”, 역사문제연구, 제32호, 2014. 소셜미디어 시대에 소
문의 역할에 관해 분석한 연구로 신성환, “영화 <소셜포비아>와 <백설공주 살인사건>에 나타난 소
셜 미디어의 여론 형성과 마녀 사냥”,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6; 홍주현, “루머의 사
실성ㆍ파급력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공중의 관계: 사드배치 관련 루머의 확산 네트워크 분
석”,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2017 등이 있다. 

14) Ovid의 ‘변신이야기(Metamorphoses)’에 ‘소문의 여신 파마’가 소개되어 있다. 이 여신은 ‘세상 한 
가운데에, 대지와 바다와 하늘의 중간에, 우주의 세 세계가 서로 만나는 장소에 살고 있는데, 그
곳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엇이든 다 보이고, 열린 귀에는 무슨 소리든 다 들린다. 그
녀의 집에는 수많은 입구와 일천의 통로가 있는데, 문턱에는 문을 달려 있지 않고 집은 밤낮으로 
열려있다. 그 집은 청동으로 되어 있어 전체가 울리고, 메아리치고, 또 들은 것을 되풀이하여 들
려준다. 그 안에는 고요도, 정적도 없다. 하지만 요란한 소음도 없다. 대신 누가 멀리서 들을 때 
나지막한 목소리의 속삼임이 있다. 군중들이 집을 홀을 메우고, 경박한 무리들이 오가고, 참말과 
뒤섞인 거짓말이 도처에 돌아다니고, 수천가지 소문과 혼란스런 말들이 떠돈다. 더러는 한가한 귀
들을 수다로 채우고, 더러는 들은 것을 퍼뜨린다. 지어낸 이야기는 커지고, 새로 전하는 자마다 
들은 것에다 무엇인가를 보탠다. 경신(輕信), 부주의한 실수, 근거 없는 기쁨, 걷잡을 수 없는 두
려움, 갑작스런 선동, 출처를 알 수 없는 속삼임이 있다.’(39-63) 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 천
병희 역, 숲, 2006, 555면[Ovid, Metamorphoses : Books 9-15, Frank Justus Miller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p.183-185]. Virgil의 Aeneid에는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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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디어·언로(言路)로서의 소문

 사람들이 공식적이든 또는 비공식적이든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을 할 때 그 대화의 장은 소문이 생성되고 전해지며 또 확장되는 원천을 이룬다. Ober에 의
하면, 체계적인 언론수단이 빈약한 사회일수록 미디어의 일환으로서 소문이 담당하는 역할
은 큰데, 아테네에서도 사람들은 Agora와 그 인근의 가게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소
식을 주고받았으며, 또 정치문제나 정치질서에 관해서도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이 
Lysias(24.19)나 Isocrates(7.15) 등 아테네 변론가들의 변론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15) 

나. 여론의 법정

  널리 유포된 소문이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이면 그 소문은 일종의 여론이 
된다. 여론은 하나의 고정된 형체를 가지지 않고 다양한 출처에서 힘을 제공받으며 끊임없
이 변한다. 진실에 입각한 건전한 여론일수도 있고, 왜곡된 정보에 바탕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소문은 공동체가 어떤 공적 판단을 내렸는지
를 보전하는 기억의 저장소로서 역할을 했다.16) Ober는 아테네 정치에서 소문의 역할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한다. 먼저 사람이나 사건에 관해 이미 널리 유포되어 있는 소문이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의 입소문에서 생겨난 것이면 그 소문은 곧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평가’이기
도 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고 한 때를 속일 수도 있어도 ‘다수의 시민들을 
늘 속일 수는 없다(Hyperides 1.14)’고 하는 말도 참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정의 배심이 사람이나 사건에 관해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배심으로 
가담하고 있는 여론의 법정에서 그 사람이나 사건에 관해 알려진 소문이 어떤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Aeschines(2.145)는 다중이 어떤 일을 두고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저 헛소문이라 여기지 않고 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며, 그래서 소문의 여신(Phēmē)을 존경받을 권위로 찬양한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소문에 그런 권위가 인정된다면 그 소문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지어낸 말
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Ober는 아테네에서는 
심지어 그 문제는 ‘배심원 여러분 모두가 소문을 통해 직간접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
니냐는 변론(topos of you all know)’도 제시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Aristotle은 
Rhetoric(1408a32-36)에서 이런 변론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가해 동의에 이르게 유인했다(동의를 조작해 냈다17))고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계층적 

데, ‘못된 소문의 여신 파마는 천 개의 눈, 귀, 혀를 가진 괴물로 모든 것을 보고 듣되 자신이 보
고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고 돌아다니며, 도시의 골목골목을 두루 휩쓸고 다니고 집
과 궁궐을 바람처럼 날아다닌다.’고 한다. 아우구스테 레히너, 『아에네이스』, 김은애 역, 문학과
지성사, 2006, 163면.

15) Josiah Ober,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148-149.

16) Danielle S. Allen, The World of Prometheus : The Politics of Punishing in Democratic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170.

17) Victoria Wohl, Law’s Cosmos : Juridical Discourse in Athenian Forensic Ora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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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을 넘어 대등하게 소문의 형성과 전파, 확장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문이 만들어내
는 여론은 적어도 원천과 구성의 면에서는 민주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 때 법정의 배심은 
사회의 여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민주사회에서 배심은 사회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18) 

다. 소문을 이용한 공격과 소문에 맞서는 방어전술 

 소문은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폭력
적이다. 소문이 곧 여론의 법정이 내린 판결이라 해도, 그 법정에서 다투어볼 기회가 없었
으니 소문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소문을 근거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소문
보다 더 불공정한 것은 없을 것이다(Aeschines. 1.125)’는 반론이 예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세적 반론으로는 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아테네의 
수사학과 로마의 수사학이 각각 어떤 대처법을 제시했는지 살펴본다. 

  먼저 아테네의 경우, Ober에 의하면, 아테네인들이 소문에 맞서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한 
전술은 배심이 귀담아들어야 할 소문을 배심의 판단을 흐리는 중상모략이나 괴담과 대조시
킨 다음, 소문에 근거한 상대방의 주장을 중상모략이나 괴담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Aeschines 2.145). 또 Aristotle도 같은 전술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배심
원들의 판단을 해치는 사악한 중상모략으로 모는 것이다(Rhet. 1416a36-38). Ober는 이 외
에도 Aritotle이 괴담(怪談)이 생겨난 원천을 해명하는 방법(Rhet. 1416a23-29), 또는 공격
이 최상의 방어이듯 상대측의 명성에 먹칠을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
드는 방법도 있다고 한 점을 들었는데(Rhet. 1416a26-28), Demosthenes가 자신의 ‘빠른 발
걸음과 큰 목소리’를 사악한 성품의 증거라는 소문에 맞서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으로 해명
한 것(Demothenes. 37-55-56)이 전자의 예라 하고, 대신 아테네 정치인들은 후자의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19) 하지만 불리한 소문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없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떠도는 이야기를 법정에 전
하는 것’뿐이며(Aeschines. 1.48), ‘자기 행동이 곧 그런 떠도는 소문의 저자’라는 주장
(Demosthenes. 27)으로 재반박할 수 있다.20)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문은 여론의 법정
에서 이미 내려진 평가이기도 하고, 따라서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면, 그 소문 자체가 법정에서는 일종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라는 변론을 통해 배심원들을 판단자일뿐 아니라 그 사실의 증인
으로 만드는 방법도 흔히 사용하였는데21), 이것도 소문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전술에 맞서
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로마 수사학에서도 소문이 법정공방에 즐겨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Rhetorica Ad 
Herennium에서 소문은 추정의 쟁점에서 생활태도 내지 방식에 근거해 개연성을 높이거나 낮

18) Josiah Ober,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149-150.

19) Josiah Ober,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150-151.

20) Victoria Wohl, Law’s Cosmos : Juridical Discourse in Athenian Forensic Ora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46-47.

21) Victoria Wohl, Law’s Cosmos : Juridical Discourse in Athenian Forensic Ora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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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 이미 과거의 삶이 천하고 악명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불
이익을 보는 입장이라면 먼저 ‘무고한 사람에 대해 잘못된 헛소문이 퍼져 있다고 한 다음,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말하고,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때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자신은 한 사람의 도덕문제를 두고서 검열관(도덕주의자들) 앞에서 논하지 
않을 것이며, 배심 앞에서 혐의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라 말해야 한다고 했다.22) 또 소문
을 이용할 때는 ‘그런 소문은 누가 무모하게 지어낼 수 없는 것으로, 아무 근거없이 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소문은 누가 완전히 지어내거나 날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더
러 소문이 허위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소문은 우리가 진실임을 증명할 것이다’고 말하고, 

반대로 소문을 반박해야 할 때는 ‘소문은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한 다음 그런 사례
들을 열거하거나, ‘적수나 천성이 사악하고 중상모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날조해낸 것’이
라 말하거나, 또는 ‘허위로 날조한 이야기 또는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수치가 되는 소문을 
소개한 다음, 그런 이야기가 진실인지 화자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악의로 소문을 지어내서 퍼뜨리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소문이 대단히 개연성 높은 것일 때는 논리적인 논증으로 신뢰성을 무너
뜨려야 하는 것이라 했다.23)

  Quintilian은 소문을 Aristotle이 분류한 비기술적 논거(atechnoi, nontechnical proof)
의 한 예로 들고, 소문(rumours and common talk)을 ‘사회가 내린 평결(the verdict of 

society)’, ‘다중의 증언(the testimony of the public)’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모호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vague, unauthentical talk), ‘악의에서 생겨나서 너무 쉽게 믿는 
성향으로 퍼져가는 것(started by malice and developed by credulity)’, ‘악의를 가진 적
수가 퍼뜨리는 거짓된 이야기의 술수로 가장 선량한 사람조차도 목표가 되고 마는 것
(something that can happen to the most innocent of men through the fraud of enemies 

who spread false tales)’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고, 이에 관한 사례는 셀 수
도 없이 많다고 소개한다(5-3).24) Quintilian이 소문을 다루는 방식에서 쌍방이 소문을 이
용하는 패턴이 관용적 표현으로 고정된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사례를 과감히 생
략한 것은 소문을 공방에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는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할 정도로 진부한 것이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짐작해 본다.    

Ⅲ 소문은 수사학적 설득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Aeschines의 Against Timarchus(345)는 소문(Phēmē, Common Report)이 법정변론에서 증
거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하에서는 소송의 경과, 전체 변론의 개요 및 구성, 소문
을 논거로 활용한 부분의 변론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 소문의 수사적 설득수단으로의 
사용 문제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소송의 배경 및 결과
22) Cicero, Rhetorica Ad Herennium, Harry Caplan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p.65-67.
23) Cicero, Rhetorica Ad Herennium, Harry Caplan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79.
24) Quintilian, The Orator’s Education(Book 3-5), Donald Russel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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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schines(390-314)는 아테네 정치사에서 Demosthenes(385-322)에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웅변가이자 정치적 적수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의회의 공문서담당 비서관(hypogrammateus)을 
거쳐 비극배우로 활동하다 정치에 진출한 인물로, 마케도니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소크
라테스(436-338)25)와 함께 친 마케도니아적 입장을 취했고, 또 이로써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한 Demosthenes와 정치적으로 대결했다.26) Aeschines의 Against Timarchus(345), On the 
Embassy(343), Against Ctesiphon(330) 등 세 변론문이 모두 Demosthenes와 대결에서 준비
된 것이다.27) 첫 두 재판에서는 Aeschines가 승리했지만 마지막 사건에서는 Demosthenes에 
패했다.28) 기원전 346년 평화조약(Peace of Philocrates)에 대한 비준을 얻기 위해 
Aeschines와 Demosthenes 등 10인이 아테네를 대표해서 마케도니아의 Philip II(382–336)를 
방문했다.29) 그러나 당시의 평화조건을 비롯해서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의 관계 정립을 두고 
두 사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컸다. 귀국 후 Demosthenes는 정치인인 Timarchus의 도움을 받
아 Aeschines가 Phillip Ⅱ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들어 Aeschines를 반역죄로 기소

25) Isocrates는 일찌기 Panegyricus(380)에서 Panhellenism의 입장을 취했는데, 마케도니아의 
Phillip Ⅱ가 그리스권의 단결을 통해 페르시아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 Philippus(345, 338)
로 호응하였다. Isocrates의 범그리스주의에 관해서는 김봉철, 『전환기 그리스 지식인, 이소크라
테스』, 신서원, 2004, 241면 이하 참조.

26) Demosthenes의 반 마케도니아 입장은 351년경에 발표된 First Phillics로 처음 나타났다. 이후 
발표된 Second Philippic(344-343), Third Philippic(341) 및 Fourth Philippic(341)와 함께 
Philippic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마지막 것은 근대 이후 Demosthenes의 저작성이 거부되고 있다. 
Demosthenes, Orations : Ⅰ-ⅩⅦ, ⅩⅩ, J.H. Vince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0), 
p.67, 123, 222, 265 참조.

27) Aeschines의 경력과 정치활동, Demosthenes와의 정치적 대결과 세 차례의 법정 다툼 등에 관해서
는 김헌, 『위대한 연설』, 인물과사상사, 2008, 255-276면; George A. Kennedy,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75-80; Stephen Usher, Greek 
Oratory : Tradition and Origi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279-295; Nick 
Fisher, Aeschines : Against Timarcho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2-24; Edward M. 
Harris, Æschines and Atheni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eter J Rhodes, 
“Keeping the Point”, Edward M. Harris & Lene Rubinstein (ed), The Law and the Court in the 
Ancient Greece (Duckworth, 2004), pp.152-155; John Buckler, “Demosthenes and Aeschines”, 
Ian Worthington (ed), Demosthenes : Statesman and Orator (Routledge, 2000) 참조.

28) 첫 대결에서 Demosthenes가 어떤 변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Demosthenes가 Timarchus를 위
한 변론을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둘째 및 셋째 대결에서 변론은 On the False Embassy(343), 
On the Crown(330)으로 전해진다. On the Crown은 Demosthenes가 한 연설 중 최고의 연설이며, 따
라서 ‘가장 위대한 연설가의 최고의 연설’로 불린다.

29) Philocrates가 필립 2세와 교섭하여 제안한 평화조약은 아테네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 
Philocrates는 이후  기원전 343년경 Hyperides에 의해 기소되었고, 망명 중 궐석재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Hyperides가 Philocrates를 기소할 때 Demosthenes는 다시 Aeschines를 기소했는데
(On the False Embassy), 근소한 차이지만 이 사건에서도 Aeschines가 승소했다(On the Embassy). 
Against Timarchus에 맞선 Demostenes의 변론문은 전하지 않지만,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양측의 변
론문은 현재까지 전한다. 평화조약의 배경과 경과 및 이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에 관해서는 Sarah 
B. Pomeroy (etc.), Ancient Greece, A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History(4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419-426; T.T.B. Ryder, “Demosthenes ad Phillip Ⅱ”, Ian 
Worthington (ed), Demosthenes : Statesman and Orator (Routledge, 2000) 참조. 한편 마케도니
아의 Philip II는 군대전술의 재편을 통해 군사적 승리를 쟁취하는 한편, 338년에는 보이오티아와 
카이로네아에서 아테네-스파르타 연합군이 주축이 된 그리스 남부동맹을 격파하여 코린토스 동맹
을 결성함으로써 그리스권역에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Phillip Ⅱ의 성공은 군사적 능력 외에도 교
묘한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뇌물공세를 펼칠 줄도 알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백
경옥,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문화”, 김진경 외, 『서양고대사강의(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15, 130-1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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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에 대한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Aeschines는 반격으로 Timarchus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Against Timarchus(345)의 직접적인 배경을 이룬다. 

  Aeschines가 Timarchu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dokimasia tōn rhētorōn’으로, 아테네 
시민이라도 품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공적 연설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법에 근거를 둔 것이며30), 공중소추가 가능한 graphe에 해당한다. Aeschines가 변론에서 
자격박탈의 근거로 삼은 문제는 Timarchus가 젊었을 때 남창(男娼) 일을 했다는 것, 물려받
은 상속재산을 함부로 낭비했다는 것31), 연로한 삼촌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Aeschines는 그 중 첫째 혐의에 대해 널리 아테네 시민들 사이에 유포되어 있던 소문
(Phēmē)32)을 근거로 제시했다.

나. 변론의 구성과 개요

 변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변론에 임하게 된 자신의 겸양을 강조
하는 관례적인 부분에 이어, 아테네 법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한 후 시민의 선량한 품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들을 설명하는 것이 첫 부분을 이룬다. Aeschines는 시민이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테네 법에 관해 설명하는데, 아
동, 청년 및 장년의 시민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아테
네 법은 아동기에 학교 선생에게 학교의 문을 해가 뜬 후에 열고 해지기 전에 닫는 시간을 
정해 지키게 하고, 학교 안에 아동이 있는 동안에는 아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없게 금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으로 처벌하게 했다(1.12). 자유인인 아동을 
매춘에 알선하는 사람도 극형으로 처벌했고(2.14),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강간한 자를 형

30) 아테네 사회는 정치적 표현이나 연설 및 기타 사적 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가 광범위
하게 허용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경우 자유에 대한 제한도 용이했다는 점에서 현대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 Robert W. Wallace, “The Legal Regulation of Private Conduct at Athens”, 
Etica 7 politics, Ⅸ, 2007, Ⅰ 참조. Aeschines가 인용한 이 법이 장래 정치연설이나 법정변론
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도덕성에 유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Adriaan Lanni, “The Expressive Effect of the Athenian Prostitute 
Laws”, Classical Antiquity, Vol. 29, No. 1 (April 2010) 참조. 아테네에서 동성애 자체가 법으
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는 David Cohen, “Law, Society and Homosexuality in 
Classical Athens”, Past & Present, No. 133 (Nov., 1991) 참조. 아테네의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논쟁에 관해서는 T. K. Hubbard, “Popular Perceptions of Elite Homosexuality in Classical 
Athens”, Arion: A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Classics, Third Series, Vol. 6, No. 1 
(Spring - Summer, 1998) 참조. 동성애와 Hubris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강제가 수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설사 동성간 매매춘이라도 애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Hubris의 희생물이 되지만 동
시에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상대방 본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 Hubris를 범한 것으로 본다. David 
Cohen, “Sexuality, Violence, and the Athenian Law of ‘Hubris’”, Greece & Rome, Vol. 38, No. 
2 (Oct., 1991), pp.177-178 참조. 이에 관련된 내용은 Against Timarchus 본문 185.4-8, 
cf.29.8, 108.1 참조.

31) 아테네 법이 상속받은 재산을 낭비하는 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아테네 사람들은 토지
나 기타 재물 등 물려받은 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해서 부모는 
소득을 생산해내는 부동산을 남겨주거나 생활기술을 가르쳐 자녀에게 생계를 마련해줄 의무가 있
었기 때문이라 한다. 토머스 마틴, 『고대 그리스사』, 이종인 역, 책과함께, 2016, 347면.

32) 소문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예언적 발언(prophetic utterance)’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Gregory Nagy, “Homer and Greek Myth”, Roger D. Woodard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Greek My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79. 라틴어에 해당하는 Fama의 의미에 
관해서는 Antonia Syson, Fama and Fiction in Vergil’s Aeneid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3), pp.28-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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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정해서 graphē에 따라 Thesmothetae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자는 11인회에 넘겨져 당일에 사형에 처한다(2.15). 자기 몸을 매춘에 판 아테네인은 국내
에 있건 국외에 있건, 추첨이나 선출에 의해서건, Archon직을 맡을 수 없고, 종교와 관련된 
직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하거나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으며, 전령(Herald)으로 보
낼 수 없으며,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수도 없고, 공공 사원에 출입할 수도 없고, 시민들이 
화환(garland)을 입는 날 화환을 입는 것이 금지되며, Agora의 신성 구역에 들어갈 수 없게 
금지했고, 이를 어긴 자가 매춘에 관해 유죄평결을 받으면 사형에 처했다(1.21).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적 연설에 임하는 사람의 변론에는 품행의 고상함이나 저속함이 그
대로 투영되는 것이라 한 다음, 과거 행적에 불미스러운 점이 있는 사람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법이 금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의 변론에 아테네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게 막
기 위함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Timarchus의 화려한 과거 행적을 소개했다(1.39-68). 

Aeschines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Timarchus가 아동기였을 때 자기 몸으로 벌인 일은 논외
로 하고, 그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법의 내용도 파악하게 되었을 나이인 성년이 된 후에 
벌인 일을 거론하겠는데, Timarchus는 제일 먼저 의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의사 
Euthidicus의 집에 들어가 자기 몸을 팔기 시작했다. Aeschines는 Timarchus의 몸을 산 장
사치, 외국인 내지 아테네 시민들이 누구인지 비롯해서 낱낱이 소상하게 말할 수 있지만 간
추려 Timarchus가 누구 집에 살았고 무엇을 해서 먹고살 돈을 벌었으며 시민들 앞에서 말할 
권리를 어떻게 속여 취했는지에 국한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Misgolas(Naucrates of 
Collytus의 아들), Anticles(Callias of Euonymon의 아들), Pittalacus(시 소유의 노예이
다), Hagesander 등의 이름과 Timarchus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폭로된다. Aeschines는 
Misgolas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일들이 너무도 유명해서 모두가 아는 사실일 뿐 아니라 
Misgolas가 증인으로 나와 선서하고 말한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겠지만, 그가 소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것만 봐도 무엇이 진실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Aeschines는 Pittalacus가 Timarchus의 몸을 가지고 한 짓이 무엇이었는지는 너무도 수치스
러운 것이라 법정에서 이를 소상히 묘사하느니 차라리 Aeschines 본인이 자살하고 말겠다고 
했다. 그리고 Timarchus를 Hagesander에게 뺏긴 Pittalacus가 당한 일과 여기서 생긴 
Pittalacus와 Hagesander 사이의 소송사건도 언급되었다. 

  이어서 Aeschines는 상대측의 예상되는 반론들을 하나씩 소개한 다음, 이에 대해 반박하
는 형식으로 논증을 전개했다.33) Aeschines가 반박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도 아테네 
시민들에 유포되어 있는 소문(Phēmē)인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
다. 이어 아테네에 널리 유행하던 동성애에 근거해서 Tmarchus의 행실을 변명해 보려는 예
상 반론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동성애의 유형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Timarchus의 경
우와 같은 천한 동성애는 법에 비추어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34) 

33)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 내용을 어떻게 미리 파악할 수 있었나 하는 점에 관해 일종의 예비청문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에 대해 사적인 중재
(Arbitration)과정이나 기소 이전의 당사자간 시도된 합의시도 과정에서, 또는 자발적인 정보원이
나 양측 모두를 위해 조언을 제공하거나 변론문을 대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건분석에 입
각한 나름의 추측을 통해, 또는 사건을 두고 시중에서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논의되는 바를 기
초로 법정에 상대방의 주장을 소개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Alfred Paul Dorjahn, 
“Anticipation of Arguments in Athenian Courts ”,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Vol. 66 (1935), pp. 274-295 참조. Chris Carey (trans), 
Aeschine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0), p.55 n.97도 같은 취지이다.

34) 본론의 논증이 순환논증이라는 점은 J.A. Rydberg-Cox, “An Unusual Exclamation in Aesc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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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은 자신과 마케도니아 사이의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Demosthenes가 제기할 반론을 소개한 다음,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아테네의 법 전통을 보전하는 문제를 강조하였고, Timarchus의 천한 
행실과 현 사건에서 평결의 중요성, Timarchus와 그 일당에 대한 경고 등으로 전체 변론을 
요약·정리하는 순서로 구성했다. 

다. 증거제시 요구에 대한 반론

  Aeschines는 소문에 근거한 논증을 펼치기 전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예상반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반론의 요지는, 의회에서 해마다  매춘세(prostitution 

tax)를 징수하면서 세금징수원(taxman)에게 징수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배심원들 전부가 기
억할 것인데, Timarchus에게서 매춘세를 징수한 징수원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Aeschines는 Timarchus가 정말 깨끗한 과거를 가졌으면 그가 사창가 어느 건물에서 매춘을 
했는지 맞춰보라는 식으로 변론할 것이 아니라 했다. 그리고 행실에 흠이 없는 아테네인에
게 어울리는, 명예롭고 정당한 변론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Aeschines가 제안한 변론은, 

‘(자신이 Timarchus라면 배심원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제가 어려서부터 자신이 여
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 과거에 어디 숨길 것이 있
는가, 몸을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바가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하지 않는가?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여
러분들이 그런 일을 내가 했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
이 없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테네를 
지키기 위해 내가 받을 형벌을 기꺼이 제안하겠다(1.119-122)’는 것이다.35) 

  Aeschines의 변론은 소문에 맞서 소문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라는 주장에 대
해 흠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변론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대응한 것이
다. 여기서 Aeschines가 제안한 방식으로 Timarchus가 반론을 해낸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은 곧 Timarchus에게는 흠없는 과거를 가졌다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한편 Demosthenes는 On the false Embassy(343)에서 Aeschines가 필립 대왕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을 이용해서 그를 공격하는 것으로 되갚아주었다.36) 이에 맞서 Aeschines는 
On the Embassy(343)에서 진실한 소문과 중상모략의 참소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전자
는 중상모략과 관련이 없는 반면 후자는 중상모략과 자매라 했다. 또 전자는 시민 대중이 
특정의 동기 없이 있었던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특정 개인이 일반 대중에 혐
의를 제기하면서 중상모략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소송꾼(Sykophants)을 공개적으로 범죄자
로 기소하는 것은 소문의 여신께 공적으로 제의를 지내는 것이고, 따라서 가장 고결한 것과 
가장 천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했다.37)

Against Timarchus(1.73)”, Mnemosyne, Fourth Series, Vol. 53, Fasc. 4 (Aug., 2000) 참
조.Aeschines의 변론 구성에서 내용을 구분해서 먼저 말할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 
명확성을 높였다는 점에 관해 Cecil W. Wooten, “Clarity and Obscurity in the Speeches of 
Aeschine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Vol. 109, No. 1 (Spring, 1988) 참조. 

35) Chris Carey (trans), Aeschine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0), pp.64-65.
36) Demosthenes. 19.243-244. Demosthenes, Speeches 18 and 19, Harris Yunis (tran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5),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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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hēmē를 논거로 이용한 변론 부분

  여러분들은 또다른 주장도 들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궤변꾼(sophist)이 
머리를 써서 고안했을 것입니다만, 그(Demosthenes)는 ‘흔히 떠도는 소문(common 
report)보다도 더 부당한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관청
가(街)이자 시장통인 Agora에서 건진 예를 제시할 것이고, 또 자신의 인생에서도 완
전히 부합하는 사례를 찾아낼 것입니다. 먼저 콜로누스(Colonus) 언덕에 있는, 
Demon’s라는 이름의 건물을 찾아내서는, 그게 Demon’s의 건물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
할 것입니다. 그리고 Andocides’ Hermes라는 Hermes 상을 두고는 그것이 Andocides가 
세운 것이 아니라 Aegeis 부족이 세운 것이지 않으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126] 자
신의 인생을 두고서도 마치 선량한 사람이 유머스럽게 조크로 웃어넘기듯 농담조로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도 간호사가 제게 붙여준 이름이 Batalus38)라고 해
서, 사람들이 어이 ‘Demosthenes’ 하고 부르지 않고 ‘Batalus’ 하고 부른다고 제가 그
런 호칭에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Timarchus가 단지 잘 생겼다는 이유로 사
실을 왜곡한 중상모략으로 그런 농담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로 Timarchus를 
파멸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Demosthenes는 여러분들께 얘기할 것입니다. 
[127] 하지만, Demosthenes, 나 역시도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신들께 헌
정된 동상이나 건물, 기타 재물들에 관해 온갖 이야기들,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은 다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고귀하거나 천하거나 간에 스스
로 행동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가령 
건물 같으면 그 건물에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직업이나 명성에 맞게 건물에 설명조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 왔는가 또는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인생이나 행동이 관련된 것인 한에는 그 행실에 걸맞은 참된 소문(true report)
이 온 도시에 널리 퍼져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노라 하고 공중에 알리는 것이고, 또 
때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소문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128] 이렇게 소문
이 전하는 말은 명백하게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으로 지어낼 수도 없는 것
이고, 그런 이유로 우리와 우리 선조가 ‘소문의 여신[φήμη, Phēmē, (Common) 
Report]’께 그 위대한 힘을 기리려고 제단(altar)도 세워 헌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Homer가 Illad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문의 여신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Report came to the 
host).”39) 그리고 Euriphides도 이 여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감춰진 성품뿐 아니라 죽

37) Aeschines.2.145. Chris Carey (trans), Aeschine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0), 
pp.142-143.

38) 데모스테네스 역시 자신의 별명이 Batalus임은 인정한다(Demosthenes. 3.180). 플루타르크에 의
하면, 이 별명은 Demosthenes가 어렸을 적에 몸이 허약해서 얻은 별명이라 한다. ‘Batalus’는 피리
부는 사람으로 알려진 Batalus를 의미하기고 하지만, 말을 더듬는 사람이나 ‘Anus, 항문(肛門)’이
라는 의미도 있다. 마지막 의미는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다. Chris Carey (trans), Aeschine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0), p.66 n.138. Aeschines는 이런 뉘앙스를 이용해서 
Demosthenes를 인신공격성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간호사가 Batalus라는 별명을 붙
여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불릴만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Batlaus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음색이나 발성법, 몸가짐을 인격의 투영이라 보고 Demosthenes에게서 찾을 수 있
는 약점들을 확대시켜 풍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eschines와 Demosthenes 사이의 
정치투쟁에 이런 식의 거친 말을 동원한 인신공격성 공방이 치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Nancy 
Worman, “Insult and Oral Excess in the Disputes between Aeschines and Demosthene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Vol.125, No.1 (Spring, 2004) 참조.

39) 본문의 내용과 달리 Illiad에는 ‘Phēmē’가 등장하지 않고 ‘Ossa(Rumor)’가 사람들을 의회로 불러들
인다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한다. Chris Carey (trans), Aeschines (University of Texa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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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의 성품도 드러내는 힘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소문의 여신(Report)은 고결한 
사람뿐 아니라 지하에 감춰져 있을 때에도 (그의 행실을) 온 세상에 알린다.” [129] 
Hesiod도 실제로 소문의 신을 여신으로 명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볼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어대는 한에는, 소문의 여신은 결코 완전히 죽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녀도 일종의 신(神)이다.”40)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결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인들을 존경해 온 것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뜻을 품은 사
람들은 누구든 소문의 여신이 전해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여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문의 여신에서 
자신을 끝없이 고발하는 ‘불멸의 신’을 볼 뿐입니다. [130]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이 Timarchus에 관해 들었던 소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십시오. 그
의 이름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묻지 않았습니까? “어느 Timarchus? 몸 파
는 그 놈?”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증인을 내세워도 제 말을 들으실 여러분
들이 제가 여러분께 여신을 증인으로 내세우는데도 제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시겠습
니까? [131] Demosthenes의 별명도 마찬가지인데, 그를 Batalus라고 부르는 것은 정
확히 맞는 말이지요. 그 별명이 간호사가 붙였다고 해서 생긴 것입니까? 소문의 여신
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남자답지 못하고 남자께나 홀리는 미동(美童)으로 살았으
니(unmanly and pathic ways) 본인 스스로 그런 별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Demosthenes여, 사람들이 그대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겨서, 또 그대가 친구를 기소하
려고 글을 쓸 때 입고 있는 부드럽고 예쁜 셔츠를 벗겨서 들고 와 배심원들 손에 쥐
어주면서, 그리고 이게 누구 옷인지 말해주지 않으면, 배심원들로서는 이게 남자 옷
인지 여자 옷인지 도무지 모를 것 아닌가?41)

마. 수사적 전략과 설득수단으로서의 소문

  Aeschines의 변론 첫 부분은 자신을 소송꾼(sycophantes)과 구별짓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전자가 말을 꾸며 교묘하게 변론하여 거짓된 소송을 남발하는 자라면 자신은 지금껏 법정소
송을 제기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다만 이번에 연설가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Timarchus가 연설에 나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Timarchus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문구로 변론을 시작하는 것

2000), p.67, n. 140. 
40) 본문에서 Aeschines가 인용한대로 Hesiod는 소문을 여신으로 명확하게 언급했지만, 동시에 그 난

폭한 힘과 사악한(evil) 면도 언급했으므로 Aeschines는 Hesiod를 오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Victoria Wohl, Law’s Cosmos : Juridical Discourse in Athenian Forensic Ora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9, n. 61.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시라. 그대는 사람
들의 구설(口舌)을 피하시라. 구설은 나쁜 것이라오. 구설이란 듣기는 매우 쉬워도 견디기는 힘들
고 벗어나기도 어려운 법이오. 그리고 구설은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결코 완전히 소멸
되지 않는다오. 그래서 구설도 일종의 신(神)인 것이오.” 번역은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천병희 역, 숲, 2009, 138-139면 참조. Hesiod.760-764. Hesiod, Theogony, Works and Days, 
Testimonia, Glenn W. Most (ed &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149. “Act this 
way. Avoid the wretched talk of mortals. For talk is evil: it is light to raise up quite 
easily, but it is difficult to bear, and hard to put down. No talk is ever entirely gotten 
rid of, once many people talk it up: it too is some god.”

41) 여기서 Aeschines의 변론에 유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적(政敵)에 대한 신랄한 인신공격도 동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테네 정치연설에서 인격살인(character assassination)을 위한 프레임
이 흔히 사용된 점에 관해서는 Brad L. Cook, “Swift-Boating in Antiquity : Rhetorical Framing 
of the Good Citizen in Fourth- Century Athens”,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Vol. 30, No. 3 (Summer 2012) 참조. 



- 20 -

은 관례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잘 알려진 변론기술(책략)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 행적
에 관한 소문을 들어 Timarchus를 공격하는 부분을 수사적 기교가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도
덕적 분노에서 분출된 것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Aeschines의 수사적 기술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 생각된다.42) 법정변론의 서두에서 할 말로, 화자와 청중 사이에 신뢰를 형
성할 수 있는 말43)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그 반대가 되도록 인신공격을 하라는 
Aristotle의 지침44)을 떠올려보면, 청중이 화자에 대해 신뢰를 가질 근거를 공격의 대상으
로 삼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이 된다. 그런데 과거 품행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연설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아테네 법이 있다. 이것은 
Aeschines에게 Timarchus에 대한 공격이 단지 인신공격으로 비쳐지지 않고 법이 명하는 바
에 따라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이 법은 변
론에서 상대방 화자의 과거 품행상 문제를 들어 그의 연설가로서의 자격을 문제삼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연설가의 자격을 문제삼기 위해 그의 과거 
행적에서 법이 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한 사유를 찾아 제시하는 것은 Aeschines가 제기한 소
송에서 Aeschines가 해내야 하는 바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따라서 소문을 들어 상대방 
화자의 신뢰성(ethos)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Against Timarchus의 핵
심을 이루는 수사적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방 화자의 신뢰성을 공격하되, 그것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소문에 입각해 있
는 경우에도 인신공격성 발언(‘invective’)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 기술에 해당한다
고 이해할 수 있을까? 고전수사학이 정리한 것과 같이, 소문은 없는 것을 지어낼 수는 없다
는 점에서 소문 자체는 비기술적 논거에 해당한다. 하지만 있는 소문을 유리하게든 불리하
게든 공방에 사용하거나 대처하는 것은 수사적 기술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소문을 여신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도 소문에는 진실도 있고 허위나 과장도 있다는 것은 이
미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소문의 여신이 늘 진실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런
데 Hesiod가 소문의 위력에 겁먹고 단지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라고 충고할 뿐이었다면, 

Aeschines는 ‘소문이 그저 생겨나지는 않는다, 소문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 했는가에 뿌리를 
두므로 소문의 주인공이 곧 소문의 저자라고 볼 수 있다’ 했다. 이것은 소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소문의 주인공에게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문에 신뢰성을 부여한다. 좋

42) Brad L. Cook, “Swift-Boating in Antiquity : Rhetorical Framing of the Good Citizen in 
Fourth- Century Athens”,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Vol. 30, No. 3 
(Summer 2012), p.220. n.3에서 그런 독해는 Aeschines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한다. 수사적 기술을 
사용하는 변론이지만 변론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수사적 기교를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솔직하지는 못하지만 말을 꾸며 소송을 즐겨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에 대
처하기 위한 나름의 고안된 장치이기도 해서, 수사술의 불행한 자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Wohl, 
Victoria. Law’s Cosmos : Juridical Discourse in Athenian Forensic Ora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3.

43) Aristotle은 청중에게 화자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 phronēsis), 탁월한 덕성(virtue, aretē), 선의(good 
will, eunoia)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Rhetoric 1378a. Aristotle, On the 
Rhetoric : A Theory of Civic Discourse, George A. Kennedy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112.

44) “The other kinds that are used as remedies[iatreumata] and are common [to all species of 
rhetoric]. These are derived from the speaker and the hearer and the subject and the 
opponent: from the speaker and the opponent whatever reputes or creates a prejudicious 
attack[diabolē].” Rhetoric 1415a. Aristotle, On the Rhetoric : A Theory of Civic Discourse, 
George A. Kennedy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233. 1416a. ibid,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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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성은 소문의 여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문은 여신이 분노하는 사람에게 생긴다고 
하지만, 어느 경우든 소문은 오직 여신의 마음대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문이 무슨 논거가 되겠는가 하겠지만, 상대방 화자에 대한 청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문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그 소문은 그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를 증
명하는 수단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 상대방 화자의 품행에서 그런 소문이 생겨난 것이
고, 따라서 소문은 신뢰할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럼에도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한 것 아닌가, 어떻게 소문이 그 법이 적
용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소문을 중심에 두고 단지 근거없는 실체로
만 바라본다면 소문에 근거한 공격은 인신공격이나 비방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Aeschines의 주장은 구체적인 비행이 확인된 경우 
뿐 아니라 그의 품행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즉 그런 소문이 있는 경우 - 까지 
아테네 법의 적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해석은 아테네 
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Aeschines가 든 아테네 법이 당장 품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
적 연설의 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공적 연설의 장에
서 활약할 시민에게 품행과 관련해서 비행이 없도록 자기 행실에 유의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소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곧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즉 소문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법이 적용된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eschines가 소문을 논거로 삼은 것은 넓게 볼 때 아테네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서, 그 법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 된다. 소문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Aeschines의 논지는 아테네 법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 곧 추문이 돌지 않게 하려면 평
소의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취지이기 때문이다. 

  Aeschines와 Demosthenes가 대결을 벌이면서 쌍방간에 과격한 언사들은 주고받았다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언사들이 단지 인신공격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치밀한 수
사적 전략에서 수사적 설득수단으로 동원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인데45), 이상의 논의가 이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판단자료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 현대의 공직선거 과정에서 소문의 취급과 비교하여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공직자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
기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우리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적극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를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소문이 존재함을 들어 의혹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문제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되지 않는다.46) 공직후보자의 피선
45) Brad L. Cook, “Swift-Boating in Antiquity : Rhetorical Framing of the Good Citizen in 

Fourth-Century Athens”,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Vol. 30, No. 3 
(Summer 2012), p.220. n.3에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수사적 전략이라기보다는 Aeschines의 도덕적 
분노에서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 Cook이 인용한 견해들 중 Usher의 것은 Against Ctesiphon
에 관한 것이다.

46)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
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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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권을 제한하는 사유는 한정적으로 법정(法定)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유뿐 아니라 소문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적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이
를 근거로 법률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
더라도, 후보자의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된다. 

  결론적으로 현대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소문에 근거한 의혹제기와 Against Timarchus
의 변론과 차이점은, Aeschines의 경우에는 소문의 진실성을 주장하면서 “As you know”의 
변론방법으로 입증의 차원에서 소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했던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소문 
자체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eschines가 사용한,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지 않습니까?”와 같은 수사적 기교로써 청중에게 소문의 
수용을 강제하는 변론방법은, 소문의 진실성을 많은 사람이 경험해서 아는 바가 아닌 이상, 

우리의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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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
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
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
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
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
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허위사실공
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
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
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 23 -

Fisher, Nick. Aeschines : Against Timarcho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Harris, Edward M. Æschines and Atheni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Hesiod. Theogony, Works and Days, Testimonia, Glenn W. Most (ed &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Kennedy, George A.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Ober, Josiah. Mass and Elite in Democratic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Quintilian. The Orator’s Education(Book 3-5), Donald Russel (tran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Syson, Antonia. Fama and Fiction in Vergil’s Aeneid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3)

Usher, Stephen. Greek Oratory : Tradition and Origi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Wohl, Victoria. Law’s Cosmos : Juridical Discourse in Athenian Forensic Ora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Dorjahn, Alfred Paul. “Anticipation of Arguments in Athenian Courts ”,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Vol. 66 (1935)

Rhodes, Peter J. “Keeping the Point”, Edward M. Harris & Lene Rubinstein (ed), The 
Law and the Court in the Ancient Greece (Duckworth, 2004)



- 24 -



- 25 -

저널리즘 수사술의 법적 논쟁에 관한 행정법학적‧사례분석적 
담론 및 비평

이민영(가톨릭대 법학전공)

Ⅰ. 논의를 시작하며

저널리즘에서 법률용어를 다루는 것은 법학의 사회현상적 관련성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각종 
사건과 사고에서 빚어진 갈등과 분쟁의 현장은 저널리즘의 언어로 표현되고 그 실마리가 포착
될 수 있는 시공간으로 변용되기도 한다. 이 글은 오용되는 법률용어와 잘못된 저널리즘 용어
를 분석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필의도와는 달리 수사학적 논의의 부족을 자인한
다.

Ⅱ. 소송과 판결에 치우친 수사

1. 법정소송

다음의 보도내용을 살펴보자.

평창올림픽 치른 알펜시아 손실보상 갈등…소송전 합의될까1)

SBS 뉴스 하현종 기자 2018.05.05. 09:58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시설로 활용된 알펜시아리조트 손실보상을 위한 민사조정이 
연기되는 등 기관 간 접점을 찾지 못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운영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GDC)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 2차 민사조정이 
애초 이달 3일에서 내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사전에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실액 산정 규모를 놓고 견해차가 큰 만큼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GDC는 애초 알펜시아리조트가 2017년 10월 16일부터 테스트이벤트 등으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영업 중지 기간을 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손실액을 111억원을 제시했습
니다.
반면 조직위는 올림픽 대회 기간만 고려하면 손해액은 10억여 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중재에 나선 도는 도를 포함한 3자가 25억원씩 분담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GDC와 조직위 
모두 난색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추가 협상을 전제로 GDC가 애초 제시한 111억원을 3개 기관이 나눠 각 37억원씩 분담
하는 잠정안이 제시된 상태로 추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의 추가 협상과 2차 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손실액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45041&plink=ORI&cooper=DAUM&pli
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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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문제는 장기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와 GDC 관계자는 "2차 조정을 연기하면서 각 기관 간 합의점을 찾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일 소송으로 이어지면 1년 이상 소요돼 조직위의 청산 차질 등 기
관마다 어려움을 겪는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
니다.

법정소송(法定訴訟)이라는 용어는 법정(法庭)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
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송은 사회에
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사법기관(國家司法機關)인 법원(法院)이 판
단주체가 되어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하며, 크게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
는 민사소송,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 공법(公
法)의 지배를 받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그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나뉜다. 모두 ｢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쟁송(爭訟)에 관한 것인바, 절차법적 사후구제수단이라 하겠다.2) 여기서 
쟁송이란 ‘분쟁(紛爭)에 관하여 옳고 그름을 다툼[訟 : 공정하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져 말함]’
을 뜻한다. 저널리즘은 분쟁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법정소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
차의 종국적 형식에 착안하여 법적으로 공식화된 분쟁해결기제를 이러한 용례로 표현하고 있
다고 여겨진다. 다만, 소송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해나가거나 혹은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판결 이전에 분쟁을 해결해나가려는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으며,3) 이러한 노력
의 대표적 형태가 바로 ‘(소송)대안적’ 혹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수단[(訴訟)代案的‧代替的 
紛爭解決手段;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DR]’이라고 불리는 ‘재판외 분쟁해결수단
(裁判外 紛爭解決手段)’이 그것이며 알선4)‧조정5)‧중재6) 등이 법정(法定) 재판외 분쟁해결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고착되어 소송절차를 표출할 이유가 없다.
요컨대, 법정소송이라는 법률용가 아닌 용법이 저널리즘의 수사로 활용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국한된 분쟁해결방식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세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구독자와 시청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오해의 산물이라 하겠다.

다음의 보도내용 역시 외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2) 2014년 12월 30일에 법률 제12886호로 전문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제2조제1항에서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쟁송은 그 개념 정의가 규정되어 있
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포함한 용어도 아니다.

 3) 소송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사법기관(國家司法機關)인 법원(法
院)이 판단주체가 되어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하며, 크
게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
사소송, 공법(公法)의 지배를 받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그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사인(私人)
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으로 나뉜다.

 4) 알선(斡旋; conciliation)이란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협상의 시기를 정해서 의사소통
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건에 대한 실체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조정안도 제
시하지 아니하는 ADR을 말한다. 

 5) 조정(調停; mediation)은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특정 분쟁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비교적 간소하고 자유로운 절차를 통하여 
쉽게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를 의미한다.

 6) 중재(仲裁; arbitration)라 함은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그들이 정한 절차 및 사인인 제3자 중재인
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중재인이 행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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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상절리 부영호텔 건축고도 하향 법정소송 번져7)

-도 "환경보전방안 재보완부터"…부영주택 "이행요구 부당, 취소해야" 
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2018.03.02. 16:17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해안 경관 용지에 계획된 신축호텔 용적률 논란이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 제주도
의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주지법에 제기했
다.
부영주택 측은 건축물 높이를 낮추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관련 협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애초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1㎞ 구간(단지 2단계 지역)에 35ｍ
(9층) 높이 호텔 4개동(총 1천380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16년 2월 건축허가가 신청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누락 사실이 밝혀져 사업 신청이 모두 반려됐다. 
중문관광단지 전체 개발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 3월 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하며 건
축물 높이를 '5층 이하'에서 '9층 이하'로 변경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건축물 높이 변경
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 변경 승인이 이뤄져 환경영향평
가법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2016년 11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중문관광단지 건축물 높이 변경과 그에 따른 환경영
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을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했
다.
도는 한국관광공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이행 후에야 이 사업 건축 계획과 허가신청에 대
한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은 단지 내 용지 소유권자다. 한국관광공사의 환경보전방안 재협의 과정으로 인해 호
텔 신축계획이 전면 반려되자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용지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주상절리 해안이 있어 경관 사유화 논란도 제
기돼 환경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호텔 신축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
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110900056.HTML
?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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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② 시‧군‧구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성격이 제대로 전달되
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주시 등의 폐지) ①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
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동의 설치) ①제
주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
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2. 행정심판

여전히 행정소송의 고유적 독자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래 기사를 살펴본다.

삼성SDI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이번주 결론8)

-삼성SDI, 지난달 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천안 배터리 공장 보고서 14일 공개 예정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2018.05.09. 06:00 

삼성SDI가 천안 배터리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
라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주 안으로 삼성SDI의 천안 배터리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삼성
SDI가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주 중 결론을 내린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삼성SDI 천안 공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혈액암 판정을 
받은 후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보고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고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근거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
결을 내렸었다. 삼성SDI는 오는 14일 천안 공장의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다. 
삼성SDI는 고용부의 공개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 셀에 대한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원이 과거 천안 공장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생산라인에
서 일한 만큼 PDP 공정에 대한 보고서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8)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508142728719896aa5dcdf1_1&md=201805081454
10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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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지난 2014년 11월 PDP 시장 축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천안 
공장은 이듬해 배터리 생산라인으로 전환됐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삼성
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 공장의 보고서는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개가 
보류됐다.
삼성SDI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만 받아들일지 혹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을 아꼈다.

행정행위에 다툼이 있어 행정쟁송이 제기되어도 그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판단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
는 절차적‧잠정적 효력인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보호보다는 행정의 
능률적 수행 및 법정 안정성을 우선시 한 입법태도라 하겠다. 집행정지의 전제가 되는 소송요
건을 갖춘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또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의 대상
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준용
될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처분에 관한 불복이 분쟁이 된 사안이다.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여 기속적으로 정보불공개 또는 정보공개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상 불복절차로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
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
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
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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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
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
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
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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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⑥ : 생략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에 ‘안도’…행정심판 결과는?9)

일요경제 이승구 기자 2018.04.18. 11:54
행심위, 정보공개 집행정지…산업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인정 
다만 일시적 공개보류에 일부 보고서 공개 가능성…안심할 상황 아냐
삼성전자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가 보류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
는 분위기다.
다만 공개 보류 결정이 일시적인데다 여전히 일부 작업 환경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
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고용노동부가 보고서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향후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
어진다는 등 이유로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최종 판결까지 1∼2개월이 걸린다.
또한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
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한 결과 삼성전자 반
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
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
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행심위와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 뒤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작
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그대로 일반에 공개될 경우 반도체 제조 노하우와 공정 기술 등이 유출
될 수 있다며 우려해 온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행심위의 결정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개를 보류한 것이고, 산
업부의 국가핵심기술 인정은 그 자체로 보고서의 공개를 막는 것은 아니어서 영향이 제한적이
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내 유해물질을 측정한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의 유예기간인 30일이 경과된 기간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
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통상

 9)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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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신청을 했다.
애초 고용부가 요구한 정보 공개는 본안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황이지만 
1~2개월 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이거나 국가핵심기술 여부인지 산재로부터 노동자
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차원에서 공개될 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은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
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2～3개월이라 해야 
맞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조제3호에 따르면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
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
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
정한 심판절차의 기초가 되는 해당 행정상 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공식적 심사‧심리 결과로서의 결단 또는 결정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
성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으로서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준사법절차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사법처리

아래 내용을 살펴본다.

충북 괴산군수 4명 사법처리 불명예10)

YTN 김동우 기자 2018.04.25. 02:01
앵커

10) http://www.ytn.co.kr/_ln/0115_2018042502013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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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 8천여 명의 충북 괴산군의 수장이 4명이나 잇따라 사법처리됐습니다.
3명이 중도 하차했고, 한 명이 퇴직 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끝내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로써 2000년 이후 괴산군수가 사법 처리로 중도 하차하거나 퇴직 후 처벌을 받은 것은 이
번이 4번째입니다.
이에 앞서 2016년 11월 전임 임각수 군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 신세가 됐습니다.
2000년 4월 김환묵 괴산군수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로써 3명의 현직 군수가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것입니다.
김문배 전 군수는 아내를 통해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007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불명예에 군청직원과 군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청직원 : 일도 잘 안 잡히고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뭐 그냥 허탈해 하
죠.]
[괴산군민 : 불미스러운 괴산군을 먹칠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군민들이...]
재정 자립도가 14.2%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기초자치단체인 충북 괴산군.
앞으로 부군수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제대로 될지 군민들은 우려하
고 있습니다.

사법처리는 사법부에서 행하는 공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이끌기 위한 사법행정(적) 단계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소, 구속 등 형사처벌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사법행정을 담
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절차적 과정을 사법처리라 함으로써 종국적인 사법판단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사법적 판정에 귀추를 주목시키는 수사라 여겨진다. 저널리즘의 수사적 병폐로 지목될 
수 있는 이 용어는 법치행정의 전제적 원칙으로서 권력분립원칙의 의미를 희석하거나 행해화
하는 우려를 안고 있는바, 소송과 판결에 주목하는 세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Ⅲ. 저널러즘의 담론

현 정부는 2017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28250호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이 되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용
하고 있다. 종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ubiquitous,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convergence와 smart,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신으로 창조경제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선도하는 기술창출적‧산업동력적 모토로 회
자되어 왔다. 이들 모두 슬로건(slogan) 정책을 보여주는 정치적 선동(propaganda)의 수사이
지만, 저널리즘에서 그 향방을 검증하는 취지행태를 찾아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로 제시된 내용
을 답습하는 기사내용으로 재확인되는 수준이다. 수사학 이론은 착상(주제설정법), 배열(기사
의 구성이나 체계), 표현(문체의 원칙‧범주‧종류의 미사여구법), 기억(기사 내용의 비주얼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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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화), 발표(콘텐츠를 실제로 연설하는 과정) 등 5대 체계로 이뤄지는바,11) ‘언론사의 기사
가치’ 외엔 뉴스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활에서 저널리즘 수사의 소송과 판
결 위주의 논의를 기사 제공의 가치에 비추어 되짚어봐야할 것이다.
3심제의 적용에서 대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세태에서 확실한 판정을 받으려는 
분쟁당사자의 고충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수사에서 소송과 판결에 치우친 쟁
송의 모습만으로 분쟁해결의 구조가 설명되어지고 그 갈등의 표출을 법적 수사에서 해소하는 
언론의 책무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1) 박주영‧이범수, 수사학적 기사작성모형 연구, 언론학연구 제15권제2호,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1, 
153～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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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대회 토론 모형의 쟁점별 구성 방안  
-논증적 타당성, 진정성, 상호성, 교정가능성, 공감적 설득 요건을 중심으로 -
                                               
                                                       박현희 (서울대학교)

1. 서론

  한국사회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지나 민주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향한 궤도에 진입하였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촛불 염원을 성공적으로 실행해나가느냐의 여부는 민주
적 제도 개혁 못지않게 정치가와 시민의 자질과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발전 과제는 대부분이 제도개혁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제도개혁과 함께 정치가와 시
민의 자질을 개선하고 역량을 함양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질 높
은 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민성 함양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는 시민성을 주
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성을 갖추지 못한 민주주의 사회는 중우정치
로 전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시민성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념 갈등, 남북 분열, 남녀평등 문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 비정규직 문제, 다문화의 잠재적 갈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열거한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
민들의 상이한 의견이 상존한다. 사회문제와 첨예한 의견 대립은 사회적으로 큰 갈등 비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심의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심의를 통한 숙고, 갈등 사안에 대한 공적 이성의 창출과 공적 결
정에 의한 갈등해결을 추구한다. 이익의 중재를 통한 타협과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과는 질적
으로 다른 정당성을 따지는 심의를 강조한다. 심의민주주의는 공공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나 도덕적 불일치와 같은 타협 불가능한 종류의 갈등 사안
에 대하여 정당성과 같이 상호 납득 가능한 설득과 심의과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Gutmann & Thompson 1996; Fishkin 1991)
  이처럼 심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는 다양한 의견들을 심사숙고함으로
써 좋은 결정을 내리는 토론 과정을 필수로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시민성은 토론으로 구현되
는 시민성이다. 시민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시민성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지만, 민주적 시민성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는 심의 능력, 즉 토론 능
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아테네 폴리스 형성의 주요 기반으로 인간이 이성능력을 가지
고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언어로 소통하고 폴리
스의 중요 사안들을 심의하는 활동이 민주정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토론 교육은 민주적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현장에서 토론 교육은 입시교육에 내몰려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에 치우친 
한국의 공교육은 일방적 지식 전달에 치우친 정답 맞추기식 교육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 밖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주최하는 토론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선영(2010)에 의하면, 토론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은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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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조망함으로써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미국의 토론대회의 역사는 1925년 창설된 NFL(National Forensic League), 1947년 시작
한 NDT(National Debate Tournament) 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토론대회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선영 2010: 250). 
  한국의 토론대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주최한
다. 토론대회는 일련의 토론 교육과정이다. 토론 대회에 참여하기까지 참여자들이 토론 논제
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양측의 논거를 모두 준비해야하며 장
시간의 토론 대회를 통해 상당한 교육적 기능을 실행한다.
  다수의 토론대회는 다양한 토론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대다수 토론대회가 상호질의토론
(cross-examination debate, 이하 ‘세다토론’으로 명명)형식을 일부 변형하거나 공공포럼 디
베이트(public forum debate) 형식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독서를 기반으로 논제를 
도출하는 독서토론과 독서에 기반을 두지 않는 비독서 토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독서 토론
은 정책 토론, 가치토론 등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독서토론도 선정도서를 참조용으로 활용하
는 가치토론이나 선정 도서에 집중하는 독서 토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론대회의 
형식과 요건의 다양성은 각 기관이 추구하는 토론교육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토론의 효과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연관된다. 기존의 여러 논의에서는 토론의 
전형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토론모형과 절차와 요건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의 목표와 토론대회 모형 및 형식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
한 혼란에 대하여, 토론교육, 혹은 토론이 민주주의 시민성 함양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토론교
육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 시민성 함양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심의 민주주의론이 강조하
는 요건을 토대로 토론교육의 원리를 도출하고, 토론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토론대회의 모
형과 절차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토론대회 대표 사례로 ‘중앙선관위 방
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대회’와 ‘이황직이 제안한 ‘독서토론모형’, ‘서울대 토론대회’, ‘한국대
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최 고전읽기토론대회’를 비교 검토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고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바람직한 토론대회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토론교육의 목표와 토론 모형에 대한 쟁점
   
  토론교육의 목표는 박상준(2009)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비판적 사
고, 의사소통능력 함양 등 개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와 민주적 시민성 함양이라는 
보다 광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는 의사소통능력이나 사고력 향상
을 목표로 한 토론교육은 현실 사회와의 연관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한다(박상준 2009: 
43). 그는 토론교육의 목표는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제고에 국한하기보다는 공론 창출
을 도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리적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상준 2009: 47-48). 
  이에 대하여 유혜원(2015: 276)은 대학교양교육으로서 토론 교육은 “포괄적 의사소통능력 
제고”와 “합리적 민주 시민역량”이라는 두 목표에 맞춰 토론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치토론을 상호질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 합
리적 민주시민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에 관한 토론으로, 조별로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통
해 창의적 정책 제안을 하고 지정토론조가 이에 대해 질의 및 반박 후, 청중들의 질의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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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응답 등의 토론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논의들은 그동안의 토론교육의 목표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지식인과 교양인 양성이라
는 목표를 소홀히 다루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적 시민 역량을 토론교육의 주요 목표로 추
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
다. 
   첫째, ‘의사소통능력’, ‘사고력(비판적, 합리적 사고 등)’, ‘민주적 시민성’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토론교육의 목표인가? 토론교육에서의 민주적 시민성은 사고와 의사소통을 매개로 발현
되므로,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민주적 시민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 즉 시민역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호 존중과 이해, 관용의 태도 등을 통해 의사소통하면서 합리적· 비
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론교육의 목표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으로 일
원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심의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시대1)에 시민 역량이란 의사소통능력
을 위주로 공적 이성을 발휘하고 공적 타당성을 획득하여 공공선을 도모하는 능력이기 때문이
다. 이것은 심의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한 민주적 시민성이다. 토론교육은 의사소통교육이고, 토
론의 장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위주로 형성되는 공론장이며, 이 공론장에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상호 이해와 수용 및 반론 등을 거쳐, 보다 나은 공적 의견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 향상을 민주적 시민성과 별개의 것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이다. 오히려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 토론교육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구체적인 능력
의 일부로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 향상을 포함하면 될 것이다. 박재현(2011: 52-53)은 “토론
의 교육적 기능은 개인 내적 차원의 ‘비판적 사고력’ 범주와 이것이 말로 실현되어 타인과 상
호작용하는 단계인 ‘의사소통 능력’ 범주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범위까지 미치면 
‘민주 시민 소양’ 범주까지 확산”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개인 차원의 듣고 말하는 단순한 기
능의 수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는 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 맥락에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민주 시민 소양’이라는 범주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능력과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은 민주적 시민성의 구성 요소인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노경주(2009)는 시민성으로서 고등사고능력을 강조하고, 시민교육을 위한 쟁점 
협상 모형2)을 제안한다. 그는 “‘고등사고능력’은 ‘준거와 맥락에 근거하여 온당한 판단을 돕는 
역동적, 도전적 정신과정 수행 능력”으로 정의하고, 개인은 반성적 탐구과정으로 관습에서 벗
어나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감정이입적 논리적 대화를 통해 합리성과 애정, 객관성과 
주관성, 보편성과 상황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책
임 있는 실천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노경주 2009: 84). 특히 그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쟁점을 다루면서 시민교육으로서 협상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기존의 토론교육의 목표는 서로 다른 수준과 맥락적 범주를 대등한 목표로 열거함으로써 많

1)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완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버마
스, 롤스, 굿만과 톰슨, 드라이젝, 피시킨 등이 주창한다.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이란  
투표에 의한 선호 집약적인 정책 결정에 있기보다는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공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즉 심의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의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이나 선호를 벗어나  

2) 문제 인식의 공유(문제 여부 확인, 문제 진술의 명료화, 개념의 정의와 명료화), 개인별 대안 결정(대
안 모색,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 선택 및 정당화), 모둠 협상안 결정(대안 공표 및 모둠 구성, 모둠 
협상안의 모색, 모둠협상안의 결과 예측, 모둠 협상안의 우선순위 결정 및 정당화), 최종 협상안 도출
(모둠별 우선 순위 협상안 공표, 최종협상안의 모색, 최종 협상안의 결과 예측, 최종 협상안 결정 및 
정당화), 실천 행위 및 반성 5단계로 구성(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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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혼란을 초래한다. 민주적 시민성이 가장 상위의 포괄적 목표이고, 시민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사고력을 비롯한 고등 사고력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주적 시민성을 토론 교육의 목표로 주장하는 기존의 논의에서는 합리적 시민성 혹
은 민주적 시민성에 대하여 경쟁과 대립 토론(debate)보다는 협력적 토론(discussion)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단정 짓고 있다. 즉 토론 교육의 방법에서 찬반 대립 토론 위주의 아
카데미 토론 교육은 합의보다는 경쟁을 통한 승패를 가르는 것으로 합의 도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민주 시민역량에 부합하지 않은 교육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의
사결정모형과 같이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토론(discussion) 방식, 혹은 합의를 통한 정
책 제안과 이에 대한 질의 응답식 토론(discussion) 등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민주적 
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찬반 대립형 토론(debate)은 실제로 경
쟁 게임으로 전락하여 말 겨루기를 통한 승패 가르기라고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어떤 입장의 타당성을 논증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합리적 시민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요소이다. 찬반 대립형 토론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선호와 무관하게(제비뽑기식 입장 결정), 어
떤 입장의 타당성을 논증적으로 뒷받침하고(입론), 상대 입장의 타당성을 논증적으로 검토(상
호 질의, 반론)하기 위한 토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논증의 타당성을 주요 원리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민주주의사회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선호에 치우친 의견 형성보다는 합리적 이성
에 의한 의견 형성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유형의 토론3) 방식만을 민주적 방식으로 여
기는 이러한 주장은 현대 민주주의의 합당한 다원주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가치를 보편타당한 진리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합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
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것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서로의 주장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교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밀(Mill 1859/ 2005:49-50)은 인류가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정신적 특성인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며,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으며, 경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토론을 통해 획득된다고 보았다. 
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들어보고, …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의심쩍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
려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
장한다(50-51). 좋은 의견을 형성하거나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밀(Mill 1859/ 2005)에 
따르면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전제하고 토론을 통한 ‘경청’과 논증을 통해 ‘교정가능성’을 습
관화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듣기’ 능력을 필두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교정할 수 있
는 능력을 포함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토론 교육의 목표는 시민성 함양이고, 시민성은 다양
한 의견을 잘 듣고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전제로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교정하
거나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주장을 펼침으로써 잘못된 주장을 교정할 수 있는 의
사소통능력을 포함한다. 심의란 단순한 대립토론(debate)이나 의견교환(discussion)과 달리, 

3) 이 논문에서는 박상준(2009), 유혜원(2015) 등처럼 토론과 토의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토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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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의견들이 공공선 증진에 적합한 공적 의견들로 전환되어가는 의사소통이
다. 이때 자신의 오류가능성, 다양한 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이성적 사고능력이 시민성에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토론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성 함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의 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결정적 요건으로 각각 “전 영역에 걸
친 이해관계에 대해 효과적으로 듣기”(Fishikin 1991: 31), “상호 공리를 창출하는 예술로서 
듣기(the mutualistic art of listening)(Barber 1984: 175)를 강조하고 있다. 또 
Bohman(1996:27)은 심의를 ”쟁론적 언술 행위 과정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협력 활동에 가깝
다“고 한다.  
  이처럼 심의4)는 경청과 말하기를 통한 민주적 시민들의 주요한 공적 참여활동이다. 따라서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은 심의 능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론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성 함양의 원리를, 심의를 핵심으로 하는 심의 민주주의론을 고찰하면서 도출하고자 한
다.

3. 심의 민주주의 이론과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의 요건 
  
  민주적 시민성은 시민의 권리를 강조한 논의(Marshall 1965)와 고대 아테네의 경우처럼 시
민의 의무를 강조한 논의가 있다. 권리차원의 시민성 강조는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여 약자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수동적인 시민성에 가깝다. 킴리카(Kymlicka 1994)는 수동
적 권리측면의 시민성보다는 책임과 덕을 강조하는 적극적 시민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시민성은 시민적 권리보다는 시민적 덕성을 의미한다. Dahl(1989, 27)은 시민적 덕성을 “공공
선에 대한 헌신”과 의도로 정의한다. 박승관(2000:170)은 시민성은 “이웃들의 필요에 대한 공
감의 능력이며 공동체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자발적 봉사의 의지”로서, “하나의 특별한 사안
이나 정책을 타인들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이며 태도상의 자질”로 규정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시민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성으로 공공선
의 추구 의지와 태도 및 역량을 의미한다. 즉 시민은 공공선을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
고 계발해야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성은 현대 민주주
의의 맥락적 특성 및 결함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익갈등이나 도덕적 
불일치에 의한 가치갈등은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특히 종교나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한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는 합의에 의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첨예한 이해갈등의 문제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존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안정되고 좋은 사회를 형성· 유지

4) deliberation은 심의, 숙의, 토의, 협의 등으로 번역된다. 오현철(2006:105)에 의하면, deliberation 
개념은 20세기 철학의 ‘언어학적 전회’(linguistic turn)를 내포한 개념으로, 하버마스는 자신의 이론
에 speech action, communication, discourse, deliberation을 핵심개념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토의민주주의론자들도 communication, dialogue, discuss, debate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언
어 행위가 핵심이므로, 사유를 강조하는 느낌의 숙고, 심의 등은 언어행위보다 사유를 강조하므로 적
절치 않고, 후기하버마스는 합의 없는 극단적 논쟁까지도 포함하므로, deliberation democracy를 
‘토의민주주의’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토론(debate, discussion) 개념과 관계를 고려하여 
민주주의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심의’로 명명하고자한다. 이글에서는 토론을 심사숙고(deliberation)를 
담아내는 의사소통적 언어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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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수의 정치학자들의 다양한 해법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
의민주주의는 심의를 주요한 핵심으로 강조한다. 심의민주주의는 심의가 사적 이익이나 선호
에서 벗어나 공공선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형성과 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Bohman 1996; Dryzek 1990; Fishkin 1991, 1995; Gutmann & Tompson 1996; 
Harbermas 1992/2000). 심의민주주의는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에서의 단순한 투표에 의한 결
정보다는 개인들이 효과적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 본다.5) 민주적 정당성은 공적 결정이 공적 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이 결정이 수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ryzek, 2000: 1). 즉 심의를 통한 정당
성 확보를 위해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중시한다. 공적 이성은 롤스에 의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이성으로서,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문제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정치적 정
의의 문제와 관계되는 공공선을 주제로 다룬다(Rawals 1999; 장동진 2012: 30). 또 하버마스
(1992/2000)는 토론을 통한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이 사회 성원들의 ‘의사소통 합리성’에 의한 
정당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투표(선호)에 의한 결
정은 자기 이익에 따른 의사 결정이 되기 쉽다는 점을 비판하고, ‘투표 중심’에서 ‘토론중심’
의 이론으로서, ‘심의적 전환’(John S. Dryzek)을 주창한 현대 민주주의론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투표에 의한 결정이 촉발하는 시민의 사익추구 우선주의
(civic privatism)의 문제와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등장하였다. 합
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은 다양한 철학적·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교리가 공존하는 현실로서 무엇
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한다. 
  굿만과 톰슨(Gutmann & Thompson 1996:1)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즉 시민들이
나 시민들의 대표가 도덕적으로 불일치할 때, 이들은 상호 수긍할만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
록 계속적으로 함께 숙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표 1]을 보면 심의를 통한 결정은 실리와 불편
부당성을 원칙으로 하는 협상이나 증명과 달리 상호성을 원칙으로 정당성을 추구한다. 정당성
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중시하는 심의 민주주의적 접근이다. 

                  [표 1]. Gutmann&Thompson(1996: 53)

5) “…투표에 의한 결정은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의 장점이나 정당성을 다른 시민들에게 설득할 기회조자 
없다. 무엇보다도 투표중심의 민주주의는 자기이익이나 편견 또는 무지에 의한 주장을 정의의 원칙과 
근본적 필요에 입각한 주장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기회조차 없게 만든다. 이것은 사실상 정치과정에
서 공적 차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호 집약적 투표중심 모델에서는 시민들이 공적 
장소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 토론할 기회를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권장되지도 않는다. 선호 집약적 민주주의 모델의 결과에서는 정당성
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승자와 패자를 기계적으로 가르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합의나 공적 여론의 형성, 심지어는 칭찬할만한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장동진 2012: 11-12)

원칙 정당화 동기 과정 목표
실리(prudence) 상호이익 자기이익 협상(bargaining) 잠정적 타협
상 호 성
(reciprocity)

상호수긍
타자에게 정당화
하려는 갈망

심의
(deliberation)

심의
합의/불일치

불편부당성
(impartiality)

보편적 정당화 이타주의
증명
(demonstration)

포괄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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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만과 톰슨(1996)에 논의에 따르면, 민주적 시민역량은 이익에 경도된 협상이나 보편적 정
당화를 기반으로 하는 진리증명과정 보다는 심의를 통한 상호설득 능력에 가깝다. 바로 이 지
점이 토론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토론은 보편적 진리 주장을 하는 것도, 이익 조정을 하는 
장도 아니다. 상호 소통적 맥락에서 상호 수긍의 지점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이다. 즉 정치에서 
도덕적 불일치에 직면했을 때, 상호성의 원칙은 시민들에게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호 수
긍할 수 있는 이유를 요구한다(Gutmann & Thompson 1996: 54-57).
  상호수긍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이익의 정당화가 아니라 공적 이익의 지향, 즉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는 구성원 사이에서 도달가능한 지점이다. 따라서 민주적 시민성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공성의 정신이 주요한 기반이다. 
  굿만과 톰슨(Gutmann&Thompson, 1996)은 심의를 규제하는 조건으로, 상호성, 공개성, 
책임성 원칙을 제시하고, 심의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본적 자유, 기본적 기회, 공정한 
기회를 제안한다. 이 6가지의 원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실제 정치적 과정에서 상호작용
하면서 심의의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낸다(Gutmann&Thompson, 1996: 347-348).
  이때 관리들과 시민들이 정치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나 그 이유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은 공개적이어야 한다.6) 공개성은 시민들이나 공직자의 자기교정성, 마음의 변화를 위
해서도 필수 조건이다(Gutmann&Thompson, 1996: 101). 엘스터(Elster 1995: 257)는 특히 
공개적인 상황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강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협상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하여, 자기이익에 입각한 주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심의민주주의에서 대표
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상호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은 법과 정책을 정당화함에 있어 이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하버마스 역시 상호 이해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타당성 주장은 의사소통적 이성에 기
초하여 상호주관성을 통해 타당성을 획득한다. 그는 담론적 상호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
상적 담화상황7)으로 진리, 규범적 정당성, 개인적 진실성, 언어적 이해가능성을 제시한다(김정
주 2004: 250-251; 장동진 2012: 101).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담론적 상호 이해는 민주정치
에서 공론장의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행위에 기초한다. 하버마스(1992/2000)는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하고 다층적인 개인들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론장은 사적 개인들의 사익이 아닌, 이성 즉 의사소통합리성에 따른 합리적·비판적인 

6) 굿만과 톰슨은 공개성은 실재적이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장한다. 1. 공적 정당화만이, 묵
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시민들의 동의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한 정당화는 도덕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협력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정당성의 감각을 유지시켜준다. 2. 이유들을 공개적으로 제시
하는 것은 심의 그 자체가 권장하려고 하는 도덕 및 정치적 관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3. 이유들이 공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심의가 도덕적 불일치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구
하고자 하는 상호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4. 만약 정책에 대한 
이유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이 되지 않는다면. 심의의 자기교정적 성격-즉 시민들과 관리들이 자신의 
마음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을 것이다. (Gutmann&Thompson, 1996: 100-101)

7) ①‘진리’란 청자가 화자 자신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기 위해서 참된 진술 및 적절한 실존전제들
을 하는 것이다. ②자신과 청자 사이의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규범적 맥락에 관하여 정당한 담화 행위를 수행하는 것 ③청자가 화자에 의해 말해진 것을 신뢰하기 
위해 견해, 의도, 감정,희망 등을 진실하게 발언하는 것 ④사용 언어의 규칙체계에 정통하는 각 참여
자는 자신의 발언을 오류 없이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해가능한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 교수가 세미나 참가자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싫습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조수처럼 부릴 수 없습니다.” 교수의 규범적 적합성 여부-규범적 정당성 / “싫습니다. 당신은 그런 
부탁을 함으로써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합니다.” 진술자의 주관적인 진실성 혹은 
진정성을 문제 삼음-주관적 진실성/ “싫습니다. 수도의 위치가 너무 멀어서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돌
아올 수 없습니다.”-객관적 조건의 부합성, 혹은 객관적 진리를 문제 삼음-객관적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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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토론을 핵심으로 한다.
  이론적 논의이외에도 심의민주주의의 보다 현실화된 제도화된 형태의 공적 담론 장치로서 
피쉬킨(1995)은 심의여론조사(deliberative polls)를, 애커먼과 피쉬킨(2002)은 심의민주주의 
날(deliberation day)8)을 제안하기도 한다. 피쉬킨(1995: 43)은 심의여론조사9)가 참여자들이 
상호 토론을 함으로써 책임감이 있고 수준 높은 공중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시민 참여, 즉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현대 민주주의의 결손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주창하는 심의민주주의는 토론교육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함의를 제공해준다. 
토론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민주적 시민성은 우선적으로 심의 민주주의적 시민성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심의적 민주주의 요소가 합리적 이성에 의한 토론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인이나 엘리
트 계층만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다(린 샌더스 2004: 안병진 2006: 97). 
민주주의에서 공적 의견 형성은 합리적 이성에 초점을 둔 논증 방식이외에도 진솔하게 자신과 
소외된 이웃의 사례 등을 ‘고백’함으로써(giving testimony, 린 샌더스 2004: 162), 공감에 
호소할 수 있는 방식도 주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린 샌더스(2004:164)는 토론이 논증
력에 의한 공동의 목소리를 추구한다면,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무시될 수밖에 없
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층계급의 진솔한 고백이 담겨있는 랩은 현실 시스템의 문제를 무엇보
다도 예리하게 드러내지만 이는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시된다.”고 비판한다. 공적 
이성을 통한 논증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공적 의견 형성에 참여할 자격과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적 의견 형성에는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과 공
감에 호소하는 방식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토론교육이 필요하다. 진솔한 이야기 역시 공공선
을 구성하는 데 적극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소외된 계층의 고통이 적극적으로 표현
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의견의 교정이 일어날 수 있는 토론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론을 토대로 한 시민성은 공적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토론을 통해 
공적 이성에 근거한 의사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갖춘다. 즉 민주적 시민성은 
토론의 장에서 사적 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우선으로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생각의 오류가능성을 전제하고, 열린 자세로 생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
견을 교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와 덕성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사익을 벗어난 합리적 심의를 통한 의사형성은 기득권 강화와 현 상태 유지보다는 
사회불평등에 따른 소외된 약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공직자의 부패와 무능과 같은 문제 등
에 비판적으로 통찰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
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토론의 장은 상호성, 진실성, 정당성(타당성), 교정가능성 등이 
작동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칫 소외되기 쉬운 사회성원들을 포섭하는 차원에
서 공감적 설득의 원리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토론대회모형을 이러한 심의 민주
주의적 속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비교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토론 모형을 제안하겠다.  

8) “주요 선거 일주일 전에 열린다. 각 지역구에는 유권자들이 소단위로는 15명, 대단위로는 500여명 정
도가 모여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한다는 전제하에 미화 150불의 돈을 받고 심의 과정에 참여한
다.”(Ackerman& Fishkin 2002, 129; 장동진 2012:137).

9) 심의여론조사는 1994년 맨체스터에서 범죄를 주제로 처음실시. 95년에는 ‘유럽에서의 영국의 미래’라
는 주제를 다룸. 1996년 1월19-21일 미국 택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전국쟁점토론대회(the National 
Issues Convention)”를 개최. 당시 대선 시기에 국가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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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대회 토론 모형에 대한 쟁점과 구성방안
   
 
1)토론대회 형식과 운영- 논증적 타당성, 진정성, 상호성, 공감적 설득, 교정가
능성의 원리가 반영되고 있나?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구분되는 아카데미토론 형식10)은 협력을 통한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도의 경쟁을 통해 승패를 가늠하는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박기철(2010: 195)은 아카데미 토론 대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10가지 요
소11)로 주장한다. 그는 “토론의 진정한 목적은 이기기 위함이 아니다. 상대방 의견과 내 의견
을 조율하여 더 바람직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함일 것이다. 조율하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토론대회가 경쟁이라면 “의견 경쟁이 아니라 의견 조율의 경쟁”이고, 
의견조율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96).
  이처럼 토론대회의 특성상 경쟁적인 토론이 불가피하지만 아카데미식 찬반 대립토론 모형은 
의견조정과 절충 및 합의 도출 능력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카데미식 토론은 
입론 등의 준비나 토론 진행과정에서 같은 팀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합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
나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의 의견 조율과 합의과정은 경시된다. 물론 모든 주장들이 반드
시 합의를 도출할 필요도 없고,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도덕적 논제도 있다. 다만 상호성을 견
지하면서, 공적 이성, 합리적 의사소통 이성에 따른 설득과 수용으로 ‘자기 교정가능성’을 주
요한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찬반 대립토론은 설득은 강조하지만 ‘자기 교
정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주적 시민성 함양으로서 공적 토론에 의한 정당성
에 입각한 ‘교정가능성’은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교정가능성’은 하나의 합의안 
도출과는 전혀 다르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타당한 반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다 나은 타당한 주장으로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회 직전에 제비뽑기로 뽑는 방식에 대하여서 서
로 엇갈린 평가가 있다. 기존의 아카데미식 토론의 기획은 역지사지의 원리를 체득하는 방식
으로 찬반 입장에 대한 제비뽑기 방식을 운영한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토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에, 제비뽑기 결과에 따라 찬반 입장을 번갈아가며 주장하게 된다. 물론 운 좋게 한 가지 

10) 교육토론, 찬반 대립토론, 디베이트 등으로도 부른다. 이황직(2007:314)은 이를 교육용 정책토론 모
형으로 지칭하고 범주별 비교를 한다. 

토론방식       참가자   지도중점  규칙 강도  승패영향 요소   토론 유형   논제개방도
링컨-더글라스  1 대 1    말하기    보통      수사,논거        발산형       보통
CEDA         2 대 2    말하기    높음      논거(교차조사)     수렴형       낮음
의회토론       2 대 2    말하기    낮음      수사, 논거        수렴형       낮음
칼포퍼         3 대 3    말하기    높음      논거(반박)        수렴형       낮음

11) ①싸우기를 넘는 패러다임(토론->포론)  ②말하기를 넘는 패러다임(말하기 위주-> 듣기 위주) ③작위
를 넘는 패러다임(작위하여 말하기->진심으로 말하기) ④말솜씨를 넘는 패러다임(말솜씨 싸우기-> 사
고력 겨루기)⑤ 주장을 넘는 패러다임(논술적 주장보다 공감가는 이야기로) ⑥경쟁을 넘는 패러다임 
(승리를 위한 경쟁-> 발전을 위한 조화) ⑦논리를 넘는 패러다임(로고스와 파토스->인격적인 에토스)
⑧설득을 넘는 패러다임(공감커뮤니케이션) ⑨긴장을 넘는 패러다임(인간미 없는 긴장-> 인간미 있는 
유머) ⑩기술을 넘는 패러다임 (박기철 2010: 1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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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만 뽑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자신들의 진짜 의견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박기철(2010)은 이를 진정성이 없는 토론으로 규정한다. 물론 모든 
의견이나 주장은 나름의 설득 논거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의 입장에 몰입하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열린 자세로 정당성 논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역지사지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토론대회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진짜 의견과 무관하게 주어진 입장에 대한 지
지발언을 할 경우에 자칫 기회주의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지 않다(박기철 
2010). 말이란 자신의 진정성을 담는 것이 본질인데, 바로 직전 토론에서는 찬성을, 다음 토
론에서는 반대를 힘주어 말하고 있다면, 자아분리를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장기간의 
토론 교육을 통해 모든 주장의 오류 가능성을 체화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
에서는 어떤 의견이 더 정당한가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당성 경쟁이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 
경쟁은 공공선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선을 향한 정당성 경쟁은 진정성을 하나의 요소로 
하고 있다. 하버마스(2000)는 타당성 주장의 요건으로 진실성, 도덕성, 정당성, 이해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어떤 의견에 대하여 진의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꿔
가며 논쟁할 수 있는 시민은 심의 민주주의적 시민성과는 거리가 멀다. 심의민주주의는 심의
(토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교정해 갈 수 있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상대 의견의 
장점과 타당한 측면을 수용하는 교정은 가능하나, 자기 의견과 무관하게 대립적 입장에서 이
기기 위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재검토해 볼 지점이다. 이 경우에 
진정성 없는 화려한 언변과 상대를 제압하는 화술로 자기주장을 피력하는 말꾼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아카데미식 토론대회 형식은 굿만과 탐슨이 강조한 상호성에 기초한 의견교정에 대한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출발선에서 자신의 진정한 주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관용적인 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타당
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교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심의적 시민 양성의 
계기는 간과되어 있다. 시민의 의사소통이란 진정성에서 출발하여 상호 소통을 통해 너와 내
가 접점을 만들어가는 구성주의적 의견 형성 과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올바른 의
견은 공론장에서 시민들 사이에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합리성(하버마스 1987; 2006), 공적 이
성(롤즈 1999), 상호성(굿만과 톰슨 1996)이 발현되면서 형성된다. 왜냐하면 옳은 의견은 보편
타당한 진리라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의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토론대회의 경우, 주로 세다토론을 변형하거나 퍼블릭포럼 형식을 주로 취하고 있
다. 입장도 앞서 논한 제비뽑기식으로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
론대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1회-5회까지는 세다방식을, 6회부터 현재까지 자유토론 형식을 강
화하여 변형된 대립토론방식을 활용하고 있다.12) 이외에도 민사고 토론대회, 서울교육청, 경기
교육청, 겨레얼살리기토론대회13) 등 다수가 있다. 

12) 현재 중앙방송토론위원회의 형식은 ‘찬성팀 기조발언’(1분30초)-> ‘반대팀 기조발언’(1분30초) -> ‘자
유토론’(총 12분, 한사람이 2분 이상 발언 금지)-> 마무리 발언(양팀 2분 30초씩).

13) 겨레얼살리기 전국대학생 독서토론대회 형식(2017년) ‘비판(반대)팀’ 갑 입론(5분) -> 옹호팀 을 교차
조사(3분) -> 옹호 팀 갑 입론(5분) -> 비판팀을 교차조사(3분) -> 반론 비판팀 갑(3분) -> 반론 옹호 
팀 갑(3분)-> 자유토론 총 15분/20분 (옹호팀부터 시작/ 한팀 발언시간은 9분/12분을 초과할 수 없
음) ->최종발언 비판팀을(4분) -> 최종발언 옹호 팀을(4분) 

  *독서 토론으로, 저자를 지지하는 팀은 옹호팀/ 저자의 시각에 비판적인 입장은 비판 팀
  *16강전과 8강전은 ‘텍스트 논제’로 진행 자유토론 15분/ 4강전과 결승전은 ‘심화논제’로 진행 자유토

론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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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대회의 토론형식은 토론 시간, 발언 순서 등에서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논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 팀은 입증을 반대팀은 반증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찬반 대립식 토론 모형에서 발언의 종류는 주로 입론, 상호 질의(세다식), 상호
질문(퍼블릭포럼식), 반론, 자유토론, 최종 발언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아카데미 토론과 다르게 자유토론 시간을 토론 모형에 추가하고 
있다. 자유토론은 핑퐁식 토론으로 두 팀이 발언의 종류에 제한받지 않고 반박이나 질의나 주
장 전개 등을 한 사람이 약 2분 이상 발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다. 좀 더 역동
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 순서이다. 입론이나 반론, 상호 질의 등의 발언은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된 원고 및 자료에 의존하여 상당히 정적인 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토론은 논제와 양 주장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상대 팀의 논박에 대한 순발력과 임기응변
에 강한 팀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자유토론의 발언 역시 자기 의견과 무관한 의견 
개진은 아무리 역동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해도 진정성의 차원에서 그 교육적 효과는 기대
하기 어렵다. 
  이 방식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다. 서울대 토론대회 형식이다. 서울
대 교내 토론대회는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준비 중에 있다. 선한인재14) 양성을 
취지로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대회 형식은 찬반입장으로 확연히 구분된 대립토론이라기보다는 
논제에 대한 의견제시(주장 논증형)와 이에 대한 타당성 경쟁에 초점을 맞춘 형식이다. 즉 어
떤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적인가를 가리기 위한 방식이다. 토론의 주요 구분은 찬성·반대 
팀이 아닌 주장1팀, 주장2팀이다.15) 때로는 주장1과 주장2가 같은 입장을 취하지만 논의과정
에서 주장들 간의 쟁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서울대 토론모형 안내지16)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혀 있다.

 

14) “‘선한 인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배타적 개인주의나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
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식인을 뜻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선한 인재’란 모두가 
행복한 ‘선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엘리트를 의미합니다. ‘선의지’를 확립한 각 분야의 뛰어난 인
재, 이것이 진정 우리 서울대학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이며, 학생 여러분이 가
장 고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제2회 SNU토론한마당 취지문, 2016) 

15) 서울대 토론 형식은 ‘주장1팀 갑’ 입론(4분)-> ‘주장2팀 갑’입론(4분) ->각팀 갑 상호질의응답(6분)  
-> 주장1 을 반론(4분) -> 주장 2 을 반론(4분) ->자유토론 (12분) 최종발언 주장 1을 (3분) ->최종
발언 주장2을(3분) 총 44분(숙의시간포함, 팀당 1회(2분) 사용)

16) 심사위원 오리엔테이션 자료 중

 
- SNU 토론 한마당 토론모형은 특정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각을 세워 상대
를 논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열린 자세의 소통을 지
향한다.
- 양 팀의 입장도 찬성과 반대 또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지 않고 주장1과 주장2
로 명명해 상대의 고유한 입장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논리의 모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발언의 모
순이 발견될 때에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타당한 논변을 펼쳐야 한다.
- 토론은 주장1팀과 주장2팀이 각자의 주장을 논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토론은 입론, 상호질의응답, 반론, 자유토론, 최종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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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칙에서 보듯이 찬반 대립으로 “상대를 논파하는” 경쟁식 토론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
‘와 ’공감‘과 ’열린 자세의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주장 1과 주장 2로 나누어 토론 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모순점은 반론을 제기하고 타당한 논
변을 하도록 독려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의 교정의 여지를 두고 있다
는 점에서 기존의 찬반 대립형 아카데미 토론 모형과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약하게나마 
구성주의적 의견 형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두 팀은 찬성은 입증 책
임을, 반대는 반증 책임을 구사하기 위한 입론을 미리 준비할 수 없고, 다만 논제에 대해 자
신들의 의견(주장)과 논거를 입론으로 준비하기 때문이다. 두 팀이 토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주요한 이슈를 쟁점으로 제기하여 보다 심화
된 토론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서울대의 모형을 ‘주장 논증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즉 
‘주장 논증형’ 토론 모형은 찬반대립보다는 서로 다른 주장 사이의 논증과 논박, 쟁점 확인과 
쟁점과 관련한 양팀의 논변들을 주요한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서울대의 ‘주장 논증형’은 진정성의 차원을 보장하는 모형이다. 참여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토론의 주요 입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으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토너먼
트식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기주장의 한계와 미흡한 점을 자각하게 된다.
  구성주의적 토론 가능성을 열어둔 모형이기는 하나, 이것이 실제로 토론대회에서 구현되기
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토론 취지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대회  전에 좀 더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토론 취지와 토론 대회의 목
표나 방향성을 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성, 진정성, 타당성, 교정가능성 등의 원리
를 전달함으로써 구성주의적 의견 형성 과정이 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토론 절차와 
과정에서 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오리엔
테이션은 토론대회 취지로 논제와 관련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장 논증형’ 토론 모형
의 원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토론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
다. 실제 제3회 토론대회의 ‘주제 취지문’을 보면, 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론대회의 방향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경쟁이 갈등과 발전을 동시에 낳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경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경쟁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만약 경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그 근거를 댄 뒤, 경쟁을 극복할 대
안을 모색하고 그러한 대안이 경쟁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합니다. 반대로 경쟁의 장점을 인정한다면 왜 그러하며 어떻게 해야 
경쟁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현재의 문제들을 시정해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
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의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해나가면서 경쟁과 
비경쟁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한 뒤 예상되는 충돌에 대처하고자 해보는 제3의 접근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3회 SNU 토론마당은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경쟁의 의미에 대
해 폭넓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경쟁 없는 자원 분배가 
바람직한지, 혹은 경쟁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면 부분적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예를 들어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경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
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찬성’과 ‘반대’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대화를 통해 제3회 SNU 토론한마당은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성찰해볼 수 있게 하고, 우리사회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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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찬성과 반대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찬반대립토론과 두드러진 정확한 토론 방식 및 원리를 전달받기가 어렵
다. 또 이 토론대회에서는 입론을 통한 주장과 논거제시, 상대 주장에 대한 상호질의나 반박, 
자유토론, 최종 발언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찬반대립토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찬성 반대 팀 대신에 주장 1, 주장 2가 다를 뿐이다. 대회취지와 달리, 상대방 의
견에 대한 이해,  쟁점 확인, 상대방 의견에 대한 비판적 수용 등의 구성주의적 의견 형성의 
원리가 명확하게 투영되고 있지 못하다. 
  심사숙고를 통한 의견의 교정이 반영될만한 발언 순서가 없다. 상대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
(상호 존중의 원리)은 타당한 의견들을 수용하고 자기모순을 인정하고 교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상호성에 기반을 둔 의견의 교정과정에서 토론이 두 팀의 주장이 논리적 진전 없이 반복
되는 순환적 지체를 방지하고 토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보다 올바른 의견이 
형성될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토론에서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상호성의 원리
이자 민주주의에서 관용의 정신인 것이다. 단순히 상대 의견을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존중은   
공공선 증진을 위한 공론을 도출하는 데 적합한 민주적 시민성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민성의 요소로서 공감적 이야기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일반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서울대 평가표를 보면, ‘구체
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가’에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2017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주최하는 “4회 전국 대학생 고전읽기 
토론대회”가 “…고전 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도 교수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고전
을 숙독·토론·발표하는 장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이 대회는 주최 측이 논제를 전혀 제
시하지 않는다. 무 논제 유형이다. 대회 형식은 ①예선: 지정도서 중 두 권 읽고, 토론보고서 
제출하여 본선진출 8팀 선정, ②본선대회(각 팀 프레젠테이션 발표 5분과 심사위원과 청중의 
질의응답 20분)로 이뤄진다. 심사기준17)을 보면, 책의 숙지 수준과 토론 및 발표 내용의 정합
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발표 후에 청중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시간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모형은 찬·반 양론의 극한 경쟁보다는 자신의 팀의 논지를 ppt 발표 

17) 전국대학생 고전읽기 토론대회 심사기준

구분 대상 심사내용(배점)

예선 토론보고서

-도서 내용의 숙지 수준 30
-내용의 유기적 정합성 및 논리적 일관성 40
*책내용과 논지와의 연관성, 논지 전개의 일관성, 
논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창의적 문제의식 등) 30

                                 합계 100

본선 발표 및 토론

-도서 및 발표 내용의 숙지수준 25
-발표 내용의 유기적 정합성 및 논리적 일관성25
-창의적 구성 25
-발표 내용의 전달능력(주제와 내용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 토론 능력, 설득력 25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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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설득적 논거를 통해 전달하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청중과의 상호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논제가 주어지지 않고,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 논제를 만들어 토론하고, 이
를 토대로 각 팀의 주장을 제시하되, 서울대 토론대회와 달리, 팀 사이에 주장에 대한 공박의 
기회가 전혀 없다. 지정 도서인 고전과의 상호성, 같은 팀원들 간의 상호성, 청중과 심사위원
과의 상호성은 확보되었지만 참가한 팀이 제시한 주장들 간의 상호성은 배제되었다. 
  민주주의는 다원화된 의견 및 주장들 사이의 상호성을 주요한 의사소통 맥락으로 하고 있
다. 이 맥락에서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의견 및 주장들 사이의 상호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된
다. 의견 및 주장 사이의 경쟁과 극한 갈등 소지를 제거하여, 오히려 의견사이의 상호성의 계
기가 없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의견들 사이의 상호성 계기가 없기에 의견교정 
가능성은 원천봉쇄 된다. 진정성 차원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므로 
진정성 요건은 충족한다. 하지만 저서내용의 숙지와 논증의 타당성을 주로 평가하므로 공감적 
설득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의견 상호성의 부재는 의견의 교정가능성도 역시 작동
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시민성 함양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된다.   

  
              [표  2] 토론대회 모형 비교 분석- 민주적 시민성 요건을 중심으로

분류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 원리

토론대회모
형

유형
(논제유형
과 토론방
식)

 상호성
(주장들 사이, 
청중 및 심사
위원들과)

진정성 
(자신의 
의견 여부)

 논증적 타당
성과 공감적 
설득 

의견 교정가능
성/구성주의적 
의견형성 가능
성

찬반 대립
토론(중앙선
거방송토론
위원회 주
최 등)

- 폐 쇄 형 
논제
-입증, 반
증 논쟁형

-주장 사이의 
상호 이해, 수
용 불가능, 반
론과 자기주장 
강 화 ( 상 호 성 
약)
-청중 및 심사
위원과의 상호
성 없음

-없음/자기 
의견이 아닌 
입장(제비뽑
기)

-논증 타당성
(정당성) 강조
-공감적 설득 
장치 없음 

-없음(의견 교
정은 패를 의
미)
- 구 성 주 의 적 
의견 형성 불
가능

주장 논증
형
(SNU 토론
한마당)

-준개방형 
논제
-주장 논
증과 논쟁
형

-주장 사이의 
상호 이해 및 
수용가능, 모순 
비 판 ( 상 호 성 
중)
-청중 및 심사
위원과 상호성 
없 음 ( 상 호 성 

-있음/ 자기
주장 논증

-논증 타당성 
강조
-공감적 설득 
장치 없음

-약간 있음(구
성주의적 의견
형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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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제의 주제와 형식에 대하여

  논제에 대한 기존 논의는 형식(이황직 2007)과 주제(이선영 2010)에 관한 연구가 있다. 논
제가 토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데 비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선영(2010)은 국내외 
토론대회 논제를 논제영역을 분류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국어과 토론교육의 목표18), 시대민감
성,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논제 선정의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논제 선정 역시 토론교육의 목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을 살펴보면, 
가치 논제와 정책 논제를 둘러싼 미국협회들의 찬·반 양론19) 역시 교육목표 등과 관련하여 전

18) “중고등학생 토론 대회의 경우 교육의 목표는 주관 단체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신장’, ‘민주시민교
육’,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토론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론이라는 형식과 내용이 다양한 
논제를 초점으로 하여 인지적·사회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선영 2010: 260)

19)      <가치 논제와 정책 논제의 차이점> (이선영 2010: 258)
가치 논제  정책 논제

교육 목표 깊이 있는 사고와 판단력
쟁점 분석 능력과 폭 넓고 상세한 정보 
처리 능력

주요 쟁점 내용 방법

승패의 관건
청중 혹은 심판에 대한 수사학적 설득 
기술

정확하고 상세한 양적 정보의 제시

시대 민감성 보통 매우 높음

약)

이황직 독
서토론모형

-완전 개
방 형 논 제
와 폐쇄형 
논제 혼합
형
- 토 의 와 
논쟁 혼합
형

- 주 장 사 이 의 
상호 이해 및 
수용가능, 모순
비 판 ( 상 호 성 
중)
-청중 및 심사
위원과 상호성 
없 음 ( 상 호 성 
약)

-있음/ 자기
주장 전개와 
논증

-논증 타당성
-공감적 설득 
장치 없음

-전반부에 일
부 있음

토의 발표
형
한국대학교
육협의회·한
국교양기초
교육원 주
최 토론대
회

-논제 없
음
-토의 발
표형

-주장 사이의 
상호성 없음
(상호성 약)
-청중과 심사
위원과의 질의
응답 (상호성 
강)

-있음/ 자기
주장 논증

-논증 타당성
-공감적 설득 
장치 약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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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다. 가치논제는 상위 가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포함하여 깊은 사고와 판단력을 주요목표
로 하고, 정책 논제는 정책 관련 정보를 분석·처리하는 능력을 주요 목표로 한다(이선영 
2010:258).  
  이황직(2007: 317)은 독서토론은 교육 목적20)에 따라 찬반 토론 방식보다는 토의와 논쟁을 
겸할 수 있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찬반 대립토론은 “논의와 사유의 폭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있고, 대회 진행 편의상 자기 독서 경험과는 달리 강제로 찬성 반대 중 하
나를 강요당해 자신이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표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독서 토론이 능동
적 독서를 통한 사유 훈련과 그 결과를 타인에게 개방하여 좀 더 나은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새로운 독서 토론 모형은 찬반 대립형 토론보다는 토의와 논쟁을 신축적으
로 겸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18)고 주장한다. 그는 저서를 학생들이 독
창적인 관점에서 독해하고, 적극적으로 책과 대화할 수 있도록 논제는 학생 스스로 찾아 능동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318). 
  이황직의 개방형 논제 제시는 학생들의 능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이 모형의 특기할만한 점은 학생들 스스로 논제를 제시하도록 한 점이다. 그의 토론 모형 
첫 순서인 도입부분은 논제제시, 논제선정, 숙의라는 세부분으로 나뉘어진다(321). 이 경우에 
토론은 두 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제1논제 토론, 제2논제 토론) 다음 순서로 논제 심화단계
에서 심사위원이 심화논제를 제시한 후 토론, 최종 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이 토론 모형의 경우에 학생이 논제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독서의 경험을 반영하는 장점은 
있지만, 학생 제시 논제 두 개와 심사위원 심화논제, 즉 3개의 논제를 한정된 시간에 다뤄야
하므로, 논의가 깊고 정교하게 이뤄지기보다, 다소 얇고 분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 양론이 갈리는 폐쇄형 논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제한하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찬반형 대립 토론 특히 세다토론에서 논제는 백미숙·이상철(2014: 277-279)에 
의하면, 변화성(현 상태의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진술), 공정성(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
는 용어, 가치판단의 용어, 목적을 지향하는 문구는 사용 불가), 균형성(찬반이 공히 균형 있
게 토론 진행할 수 있는 논제), 명확성( 논제가 토론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함. 즉 하나의 중
심적 아이디어로 구성, 통상적이지 않은 어휘는 사용 불가), 구체성(행위주체와 물리적·시간적 
기한을 정하고,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야 함) 그리고 시사성(공통의 현안이나 시사적인 논제)을 
고려해야한다. 이처럼 찬반 대립토론에서는 논제의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균형적이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현 상태의 변화를 꾀하는 논제에 찬성 팀은 찬성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고, 반대 팀은 찬성 팀의 입증 내용 중에 하나라도 반박하게 
되면, 즉 찬성측이 반대 팀의 반박에 재반론을 하지 못한다면 반대 측이 승리하는 구조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의 주장에 대한 찬반이므로 폐쇄형 논제이다. 
  토론 교육과 토론 대회의 목표에 따라 논제 제시 유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시민
성 함양을 위한 토론 대회는 합당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의를 통한 숙고를 통해 
공론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폐쇄형 논제를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주장)을 학생
들이 끌어낼 수 있도록, 개방형 논제 제시가 더 유효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황직의 독서토론 

20) 이황직(2007:319)은 독서 토론교육 목표를 독서 일반의 목표와 토론의 과정을 종합하여, “독서토론
은 수동적 독서 행위를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고, 협력적 독서를 통해 저서 이해를 심화하며, 게
임을 통해 개방된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해 숙고하여 참여자는 물론 청중 스스로 더 나은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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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처럼 학생들이 논제를 만드는 ‘완전 개방형 논제’ 제시가 아니라, 대회 주최 측에서 던져
주는 ‘준개방형 논제’ 제시를 제안한다. 준개방형 논제는 주제를 던져주되, 찬성팀의 입증과 
반대 팀의 반증으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양한 주장제시가 가능한 논제이다. 서울대 논
제제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1회부터 3회까지 논제는 의문형으로 제시되었다. 1회는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2회는 ‘진실을 거부할 수 있는가?’ 3회는 ’경쟁은 바람직한가?’ 준
개방형 논제로서 얼핏 보면 양론으로 나눌 수 있는 논제이면서도, 다양한 주장이 가능한 논제
이다. 찬반 대립토론 논제의 요건에 부적합한 논제들이다. 우선 의문형이고, 논제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시사성이나 공정성을 엄밀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다. 주장 논증형
의 경우에 논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주장을 요구할 때 동의여부를 일단 묻고, 그 이유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하는 방
식이라면 어느 정도 논제의 명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논제 자체가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
석이 가능하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 토론대회의 경
우 논제 해석이 분분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문에 토론대회 주제에 
대한 설명을 약 두 페이지 분량으로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다양한 논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음은 제3회 대회의 본선 진출한 4팀의 입론문의 주장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 개념 정의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의 해석과 주장이 전개되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팀의 주장이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명확히 균형적으로 
대립되기보다는 의견의 다층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경쟁이 바람직하다’에 찬성하는 입장은 ‘라
라랜드’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니페와 친우들’이며, 그 중간에 ‘토론하러 토론툄’은 
‘자발적 경쟁만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좀 더 한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리얼딸기라
떼’는 경쟁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그 폐해가 수정된다면 경쟁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찬·반 양론에 비해 다양한 주장이 나타나고 상대 팀이 누구냐에 따라 양
팀의 공방 정도가 상이하고, 토론의 의미 구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토론 참여자들의 순발력과 논제 적응력이 토론의 질을 좌우할 우려가 높다.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취하는 두팀이 토론하게 된다면, 양 팀 사이의 쟁점을 발견하고, 그 쟁
점을 둘러싼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논제 해석의 다양성
은 토론을 산만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준개방형 논제라 하더라도 좀 더 명확성을 기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쟁은 바람직한가’ 보다는 ‘경쟁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가 보다 

<3회 SNU 토론마당 본선진출 팀 주장문>

· ‘니페와 친우들 ’: 세계화와 욕망의 일원화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독식체제로 수렴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놓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리얼딸기라떼’ : 경쟁의 폐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 ‘라라랜드’ : 경쟁은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삶의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과 
문제 해결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끌어내며 스스로가 가진 역기능에 대한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 ‘토론하러 토론토’ : 자발적 경쟁만이 바람직하다. 

*출처(2017년 3회 대회 입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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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명확한 논점으로 자기주장을 제시하기 용이할 것이다. 경쟁의 범위나 경쟁의 강도가 받아
들이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 협력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경쟁을 긍
정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쟁 사회로 나아가는 노정에서 부분적 협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쟁자체보다는 경쟁 사회라는 개념어가 보다 더 시사성 차원에서 전체 사
회의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 
  
    
5.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 모형 제안

   기존의 찬반 대립토론과 앞에서 논한 토론대회 사례들은 논증적 타당성을 토론의 주요 원
리로 제시하고 있다. 둘 다 주장을 펼치되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즉 
설득을 위한 논증적 말하기를 주요한 토론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 사고, 비
판적 사고를 비롯한 종합적 사고를 기르는데 주요하게 작동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
주적 시민성은 논리적 타당성에 더하여 상호성, 공감적 설득 능력, 진정성, 교정가능성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심사표에 나타난 평가
기준을 보면 대부분이 논증의 타당성에 비중을 두고 있고, 표현 능력에 약간의 비중을 두고 
있다. 모든 토론대회 토론모형, 형식과 운영에서 엿볼 수 있는 요구조건은 논증적 타당성에 
치우쳐있다. 물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시민성의 역량으
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대회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심의의 요건
들로 상호성, 진정성, 정당성, 이해가능성과 같은 타당성 요구 조건뿐만 아니라, 교정가능성 
공감적 설득 능력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도덕적 
불일치가 존재하는 다원화 사회에서 공중의 형성과 공론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공적 의견 형
성은 공감적 설득과 진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적 의사소통에서 공감적 설득능
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발휘할 수 있도록 토론대회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감적 
말하기 능력은 자신의 주장을 입론이나 반론 과정에서 논변할 때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로 삽
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우연에 기대는 
발상이다. 오히려 공감적 설득능력을 주요한 시민적 능력으로 여긴다면, 이 부분을 특화시켜 
독립적인 발언 순서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공감적 설득 능력은 논변보다는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발언순서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전국 중학생 토론연합(National Forensic Junior League) 토론대회 두 유형을 보
면, 논변과 공감적 이야기를 적절하게 혼합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표 3] 전국 중학생 토론연합(National Forensic Junior League) 토론대회 유형(이선
영, 2011: 164)

A 유형 B 유형
토론(모둠별 활동) 말하기 마당(개인별) 토론(모둠별) 말하기 마당(개인별)
정책토론(Policy 
Debate)
링턴-더글라스 토론

극적 설명
(Dramatic 
Interpretation)

의회식 토론
(Congressional 
Debate)

2인 설명
(Duo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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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2011: 164-165)은 이 형식이 “경쟁적 속성을 완화하면서 다양한 토론형식과 개인 
발표 형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론대회 운영에 참고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 모형을 보면 다양한 말하기 방식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토론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하는 대회형식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는 규격화
된 토론 모형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야기하기 방식을 기존 토론 모형
에 적절히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논리적 설득과 공감적 설득을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토
론대회가 될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에서 공론 형성은 논리적 타당성과 공감적 설득이 함께 이
뤄질 때 정당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토론 모형과 운영의 측면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청중 및 심사위원과의 상
호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소통은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과 이를 
경청하는 청중시민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특히 토론대회에서는 토론 참여자들, 심사위원, 청중
으로 구성된다. 토론은 상호성의 원칙을 주요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데, 토론 참여자들 이외의 
청중과 심사위원들과도 상호성을 긴밀히 촉진할 수 있는 발언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
론화 과정은 사회구성원 모두와의 상호성을 통해 성취되는 요건이다. 이를 위해 토론 형식에 
심사위원 질의응답과 청중 질의응답이 추가된다면, 토론 과정은 총체적인 상호성을 주요한 의
사소통의 원리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질의응답과 청중 질의응답은 양팀이 순환 논변으로 소모적인 논쟁

21) 고전연설(Original Oratory): 미리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연설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설득하는 말
하기를 10분에 걸쳐 진행. 원고를 읽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암기한 상태에서 청중을 고려해 연설
(이선영 2011: 164).

22) 즉석 발표(Extemporaneous Speaking): 즉석에서 주제를 뽑아 30분간의 준비시간을 거쳐 6분 동안 
정보에 근거한 주장을 한다. 이때 주최측에서 제공한 한정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이선영 
2011: 164)  

23) 즉흥연설(Impromptu Speaking): 즉석에서 주제를 뽑아 창의력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연설을 한다. 속담, 인용구, 일화 등을 포함해야 하며 준비와 발표는 8분 안에 진행(이선영 2011:164)

24) 이야기하기(Storytelling): 이야기하기 본연이 속성을 설려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적절하고 충분
히 활용하여 청자의 관심을 끄는 말하기를 한다. 배우로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로서 흥미있
게 이야기를 전달하며 5분 동안 진행한다.(이선영 2011: 164)   

(Lincoln Douglas 
Debate)
공공포럼
(Public Forum 
Debate)

유머적 설명
(Humorous 
Interpretation)
시적 설명
(Poetry 
Interpretation)
산문적 설명
(Prose Interpretation)

웅변(Declamation)
고전 연설21)

(Original Oratory)
즉석발표22)

(Extemporaneous 
Speaking)
즉흥연설
(Impromptu 
Speaking)23)

이야기하기24)

(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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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상황에서는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
다. 특히 심사위원단의 전문적인 질의응답은 토론의 질을 높여 청중들에게 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 및 생각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토론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론모형은 의견의 ‘교정가능성’을 주요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교정가능성
은 합의 도출과는 다른 타당성 논쟁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다. 합의는 논증의 타당성과 별개
로 이해관계나 선호에 따른 중재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타당성 경쟁을 거쳐 상
대 논리의 모순을 반박하고, 자기주장의 타당성만을 초지일관 고수한다면, 이는 심의민주주의
적 토론이 아닌 말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토론대회 심사표를 보면 자기 주장의 
타당성과 상대 주장의 논리적 모순에 대한 반론 능력을 주요한 평가 대상으로 한다. 
  민주적 시민성은 어떤 주장이든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보완하여 좀 더 타당한 의견으로 교정해가는 능력을 갖추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성을 말한다.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토론대회는 토론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자기
주장의 허점을 토론을 통해 발견하고 수정해가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 능력을 토론
대회 평가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면, 승패를 떠나서 토론에 참여하여 도달하게 된 보
다 타당한 의견 자체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타당성 주장으로 논리적 허
점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의견을 도출했다면 그 역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보다 타당한 
의견으로의 교정가능성은 구성주의적 의사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즉 시민들
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효능감은 실제 사회적 현안이나 난제에 대해 공적 이성을 통해 토론하
여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시민 참여에 대한 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약하자면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대회 요건으로 기존의 논리적 타당성요건에 더
하여 상호성, 진정성, 교정가능성, 공감적 설득능력을 중요한 보완 요건으로 주장한다. 이 요
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준개방적’ 논제와 ‘주장 논증형’ 토론 방식에 ‘공감적 이야
기’, ‘심사위원 질의응답’, ‘청중 질의응답’을 발언 순서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폐쇄형 논제
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견의 교정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각 발언순서에 해당하는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여 강조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발언 시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 요건을 살펴보면, 입론은 논증의 타당성을 위주로 
논변하고, 상호질의는 상호 이해 및 반박을 위한 발언 순서로 역시 논증의 타당성을 주요 요
건으로 한다. 기존의 ‘반론’순서를, ‘수용과 반론’으로 명칭을 바꿔 적극적으로 상호수긍의 지
점을 마련하였다. 이 부분에서 상대 의견의 타당성을 적극 수용하여 의견교정을 할 수도 있
고, 상대방의 모순을 반론으로 제시함으로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때 각 팀이 사전에 준
비한 논거를 넘어서 의견 교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론 수준이 상당히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다음 순서로 자유토론에서는 앞서 제기된 새로운 쟁점에 대해 보다 역동적으로 
논쟁하여 타당한 의견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양 팀이 상호성을 발휘하는 과정
이었다면, 이제 청중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보다 공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
를 마련한다. 이제까지는 논증적 타당성을 근간으로 상호성과 교정가능성의 여지를 두었다면, 
공감에 호소하는 이야기하기를 통해 보다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의사소통 장치를 둔다. 시
민들이 수긍하는 주장은 공감에 호소하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더 주효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논증적 타당성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청중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에는 기존의 입론과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타당성을 기준으로 상대방 논리를 수용하거나 반박하여 좀 더 나은 의견으로의 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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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타당성을 기준으로 한 의견의 교정은 내 의견의 오류가능
성을 전제하고, 관용의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때 의견의 교정이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동일한 의견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팀의 당초 입장이 더 타당한 방향으로 보완될 수도 
있고, 양 팀의 장점을 모은 제3의 의견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제안한 모형은 처음 
토론을 시작할 때보다 양 팀 모두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방향으로 의견의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모형이다.
   

6. 결론

  토론교육의 목표는 심의를 핵심으로 하는 심의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시대에 민주적 시민성 
함양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적 시민성은 심의를 통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공공선
을 도모하는 시민의 덕성을 의미한다. 공공선은 관습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합리적 공적 
이성의 발현을 통해 구성되어간다. 시민들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토론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교정해가는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형성되고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다. 
  심의 민주주의론은 현대 민주주의의 투표에 의한 선호 집합적 결정이 사적 이익 추구를 조
장하며, 합당한 다원주의의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토론대회는 이러한 심의민주주의가 강조하는 타당성 

◆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대회 토론 모형 제안 (2 대 2)

1.입론(각 팀 4분) - 주장 1, 주장2 
2.상호질의응답 (각 팀 3분) - 상호 이해와 모순 확인
3.수용과 반론 (각 팀 3분) - 상대 주장의 타당성 수용 및 반론 제기
4.자유토론 (12분) - 상대 주장의 타당성 수용 및 반론 제기
5.청중 질의응답(6분) - 한 개의 질문에 각 팀이 답변
6.심사위원 질의응답(6분) - 한 개의 질문에 각 팀이 답변
7.공감적 이야기(각 팀 4분) 
8.최종 발언 (각 팀 4분) - 상대 주장의 타당성 수용과 모순 확인 및 의견의 교정 

숙의시간 팀당 (3분) 총 66분 

● 토론과정에서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상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제기를 통해 상대 의견의 교정
을 도울 수 있다.

● 청중과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자기주장을 강화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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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요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토론 모형과 운영 및 논제제시 방안을 재검토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이 말하는 타당성 요건으로 상호성, 진정성, 논증적 타당
성, 교정가능성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감적 설득력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론대
회의 원리로 반영하여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보다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토론대회의 주요 형식인 기존의 아카데미식 ‘찬반 대립형’ 토론대회는 ‘입증과 반증
형’, 폐쇄형 논제 제시로, 논증의 타당성 요건을 강조한데 비해, 진정성, 상호성, 공감적 설득, 
교정 가능성의 원리를 간과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 서울대의 토론대회는 ‘주장 논증형’, ‘준
개방형 논제 제시’로 논증의 타당성 요건을 강조하고 있고, 자기주장을 말하는 진정성의 요건
은 충족하고 있지만, 상호성, 교정 가능성은 미흡한 차원에서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고, 공감
적 설득 장치는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토의발표형’은 논제가 없이 팀원의 토론 보고서, 발표
와 질의응답으로 진정성, 청중과 심사위원과의 상호성 요건이 있지만, 서로 다른 주장 사이의 
상호성의 여지가 드물고, 교정가능성의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대회 토론 모형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영
하여 토론 모형을 구상하였다. 그 토론 모형은 ‘준개방형 논제’, ‘주장 논증형’ 토론 모형으로, 
기존의 서울대 토론 모형을 보완 수정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진정성 요건을 충족하
고, 상호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의견 교정 가능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상호질의에 상호 이
해와 수용 및 반박(상대팀 주장의 타당성 검토), ‘수용과 반론’ 발언에 ‘의견 교정 혹은 쟁점 
발견을 요건으로 강조하였다. 심사위원과 청중과의 상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의응답’을, 
공감적 설득을 강화하기 위해 ‘이야기하기’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성은 
토론을 통해 논증적 타당성, 공감적 설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도 역으로 자신의 
의견을 교정할 수 있는 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토론 교육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의사결정 
모형을 주로 제안한 기존논의와 차별성이 있다. 이연구가 제안한 민주적 시민성은 협력적 브
레인스토밍을 통해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을 넘어서, 치열한 타당
성 논쟁을 통한 합리적 사고와 공적 이성 계발을 주요한 핵심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를 통한 공감적 설득 능력을 통해 상호 수긍의 영역을 확장한다. 결국 공동체 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의견으로 자기 의견을 교정하면서 상호주관성에 도달할 수 있는 시
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제 토론은 기존
의 자기 의견을 얼마만큼 보다 더 타당한 의견으로 교정해갔느냐의 여부와 상대방의 의견 교
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더 관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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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토론대회 심사표

           <표1> 서울대 토론대회(제3회 SNU 토론한마당 결선 심사표)

 

단계 평가기준 주장1팀 주장2팀

공통
항목

-토론의 규칙과 예절을 준수하였는가?
-표현이 명료하고 간결하며 참신한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입론
-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논제를 제시했는가?
- 논제의 제시과정은 논리적으로 명확한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상호
질의
응답

-토론의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질문을 했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절했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반론
-상대방 주장의 내용을 토대로 반론했는가?
-상대방의 문제를 근거 있게 잘 지적했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자유
토론

-토론 주제에 충실했는가?
-팀원끼리 상충되는 말을 하지 않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최종
발언

-입론의 논증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였는가?
-제기된 반론을 포괄적으로 반박하였는가?

점수:
 1 2 3 4 5

점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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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심사기준

                           
                    
                <표 3> 겨레얼 살리기 독서토론 심사표

찬성팀 반대팀
기조
연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10점)

자유자유
토론토론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40점) 
1)논점을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가?(내용구성력)
2)상대논리의 약점/모순점을 찾아낸 질문인가?(창의력, 순발력)
3)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는가?논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가?(이해력,대응력)
4)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가?(일관성)

마지막 마지막 
연설연설

주장을 설득력 있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논리를 펼쳤는가? 
(10점)

전달력전달력
메타포, 어휘, 어구, 문장 구사력/ 
음성 전달(빠르기, 크기, 고저, 강조, 어조)  20점

토론토론
태도태도

10점

팀웍팀웍
협력, 역할 분담 10점

평가 기준 비판(반대)팀 옹호(찬성 팀)

공통
항목

·토론의 규칙과 예절을 준수했는가
·표현능력(적절한 인용, 전달력 등)이 좋았는가
·팀원이 고르게 토론에 참여했는가

         /10점          /10점

입론
·저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저서의 내용에 관련지어 논거를 제시했는가

       
       
/15점 

 순 서 
1(갑)

       
  
3(갑)
       
  

/15점 

교차
조사

·교차조사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했는가
       
  /5점

/5점

·서로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질문이었는가
·상대방 주장의 오류를 적절히 지적했는가

       

/10점
4(을)

       
 2(을) /10점

반론
·상대방 입론의 핵심을 문제 삼고 있는가
·상대방 논리의 문제점을 잘 비판했는가
·상대방 지적에 대해 적절히 방어했는다

       
/15점

5(갑)
 
6 ( 갑 )  
 

       
/15점

자유
토론

·토론이 저서의 정확한 이해에 기여했는가
·근거를 제시할 때 저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했
는가

       
/25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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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내용을 현실에 잘 적용시켰는가

최종
발언 

·저서의 의의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했는가
·최종 결론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는가
·토론 결과를 잘 정리했는가

       
/20점

7(을)  8(을) /20점

합계 (100점) 총(        )점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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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1)의 민주주의와 수사학 

공적인 소통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강철 (서울시립대)

1. 들어가기

이 글에서 필자는 다음의 3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학은 규범적 학

문으로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둘째, 수사학은 다원주의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시켜

야 하는가? 셋째, 수사학은 노동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수사학의 본성에 관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자신이 일컫

는바, 2인칭 관점의 수사학, 간단히  2인칭의 수사학이 그것이다. 

    

위 물음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자는 3가지 개념 쌍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생명과 삶’, ‘노동과 

일’, ‘육체와 몸’이 그것이다. 이 용어들에 대한 필자의 직관적인 생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자

자면 다음과 같다. 생명과 삶이란 인간이 존재하는 두 가지 방식을 말한다. 생명이라는 존재

방식에 기반한 인간의 활동이 노동이며, 삶이라는 존재방식에 기반한 인간의 활동이 일이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활동을 담당하는 자는 육체이며, 일이라는 활동을 담당하는 자는 몸이다. 

이러한 구분은 수사학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절대적인 참이 아닌 그러함직 함이다. 

    2인칭 수사학의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당신과 아내는 강가로 야유회를 간다. 그런데 수영을 하던 당신의 아내가 급류에 휩쓸려 생명이 위험하

다. 당신은 수영에 능숙해서 아내를 구하려 하는데, 아내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낯모르는 어떤 어

린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사태의 성격상, 둘 중에 한 명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 당신

은 자신의 아내를 구한다. [아내 구조 사례]2)

낯모르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구한 당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또는 칭찬

을 받을 만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이론인 공리주의나 

의무주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할 것 같다. 공리주의에 따르자면, 아내를 구하지 않을 

1) ‘노동의 민주주의’가 아닌 ‘노동*의 민주주의’라고 한 까닭은, 우리 말 ‘노동’과 ‘일’의 의미상의 차이
를 보다 엄밀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다. 

2) 버나드 윌리암스(1982)의 “Persons, Character, and Morality,” in Moral Luck(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행위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비
판하기 위해서 윌리암스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다(one thought too many)”는 반론을 제시한다. 
위 ‘아내 구조 사례’는 거기(18쪽)에 등장하는 사례이다. 윌리암스는 아내를 구하는 남편의 동기는 
“그 자는 아내이다”이여야 하지, “그 자는 아내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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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아내를 저버린 죄책감에 남편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낯모르는 아이를 저버린 경

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조한 경우와 비교해서 아내

의 구조는 아내와 자신에게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그 구조

행위는 더 큰 고통을 막고 더 큰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에, 즉 공리(utility)가 더 크기 때문에 

옳은 행위라고 평가할 것이다.3) 한편, 의무주의는 모름지기 부부라는 그 특수한 관계로 인해

서 배우자는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 구조행위는 이런 의무

(duty)를 수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옳은 행위라고 평가할 것이다. 낯모르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는 아내의 경우에서와 같은 그런 도덕적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를 하게 할 이유와 관련해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최대 행복의 원칙(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에 따라서 행위를 할 것

을 요구할 것이고, 의무주의는 가령 칸트의 의무주의는 ‘정언명령(the categorical 

imperative)’에 따라서 즉 ‘네 행위의 준칙이 보편법칙으로 의욕될 수 있을 그런 준칙에 따라

서 행위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의 구조행위를 공리주의나 의무주의의 ‘원칙’에 의거해서 설명하고 정당화

하는 것은 합당한가? 아내를 구하는 행위를 왜 한 것인지(즉, 행위를-하게-할-이유, reason 

for action)와, 그 구조행위를 옳거나 칭찬받을 만한 행위로 만들어주는 근거(즉, 행위를-옳게

-만들어-주는-근거, what makes an action right)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공리주의

나 의무주의와 같은 원칙은 정말로 제대로 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검토

해 보자. 구조된 이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다. “어린 아이를 구하지 않고 왜 자신을 구했

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한 행위가 왜 옳다고 당신은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으로 남편이, 공리주의나 의무주의라는 원칙을 경유한 또는 그런 원칙에 의거한 설명을 제시

한다고 해보자. 이런 설명은 아내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하겠는가? 아내는 ‘원칙에 의거해서 

남편이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면, 남편의 심리상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리

고 구조한 후에,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하게 할-이유’와 ‘행위를-

옳게-만들어 주는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도 역시 뭔가 잘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아내’(곧, 나의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하고 특정한 

아내)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더 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는 이 사실이 남편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할 이유이며, 그 사실이 

구조행위를 옳게 만들어 근거가 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3) 공리주의는 불편부당한(impartial) 관점에서 공리를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리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라은 위 설명은 남편의 이기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공리주의는 남편이 아내를 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의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들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 그녀들을 구조하는 세계, 
이런 세계상태는 구조하지 않는 세계상태보다 더 좋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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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는 행위의 동기와 정당화를 위해서 ‘원칙’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원칙

주의(principlism)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자의 소중함에 의거해서 

구조 행위의 동기와 정당성을 찾는 입장은 특수주의(particularism)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3가지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1) 수사학은 규범적 학문으로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한쪽에는 생명, 육체, 노동을, 다른 한쪽에는 삶, 몸, 일을 놓고서 수사학이란 무엇이어야 하

는지, 즉 수사학 자체의 규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을 할 때에 생명, 노동, 육체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수사학을 필자는 3인칭 수사학이라고 부르

고자 한다. 반면 삶, 일, 몸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수사학을 2

인칭 수사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3인칭 수사학과 2인칭 수사학의 차이를 보다 더 일반적으

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선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3가지 개념 쌍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대화의 상대방을 대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2인칭과 3인칭의 수사학을 비교할 수 있다. 

2인칭의 수사학은 삶, 몸4), 일 개념에 근거해서 개인의 구체성과 인격성을 보다 더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인칭 수사학을 필자는 ‘확대의 수사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옹호

할 것이다. 반면에, 3인칭 수사학은 생명, 육체, 노동 개념에 근거해서 개인의 구체성과 인격

성을 사상시킨다는 점에서 축소의 수사학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3인칭 수사학은 일반적인 또

는 몰인격적인5) 관계(예컨대, 개인이 자신의 생명이나 노동이나 육체와 맺는 관계)를 그리고 

보편적인 원칙(예컨대, 경제적 원칙이든 도덕적 원칙이든 어떤 원칙)을 경유해서 또는 이것들

에 의거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에,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설득하는 것은 흔히 하는 설득의 방식일 것이다) 이 점에서 3인칭 수사학을 원칙주

의(principlism)라고 부를 수 있다. 3인칭 수사학의 목적은 청자를 ‘설득’하는데 또는 청자로

부터 ‘동의’를 받는데 있다. 

    반면 2인칭 수사학은 특수한 또는 인격적 관계(예컨대, 개인이 자신의 삶, 일, 몸과 맺는 

관계)를 그리고 대화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경우해서 또는 이것들에 의거해서 대화 참여

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2인칭 수사학은 특수주의

(particularism)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수주의는 설득이나 동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더욱

이 설득이나 동의를 하더라도 원칙을 경유하거나 원칙에 의거하는 하는 것에 반대하다. 2인칭 

수사학의 목적은 청자의 설득이 아니라 대화참여자들 각자가 가진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상

황이나 맥락에 맞게 ‘표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2인칭 수사학은 대화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4) 육체와 몸의 의미에 대한 훌륭한 분석으로는 김종갑(2015)의 ‘몸의 지형학’ 참조(『몸, 소통, 치유』(쿠
북)에 수록). 그는 “타자화된 몸이 육체나 신체이며 주체화된 육체와 신체가 몸이다”라고 말한다.

5) 몰인격적 관계와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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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데 있어서 원칙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며, 심지어 원칙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

현하는데 있어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설득과 표현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가 대화의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했을 때에, 첫

째 설득한다는 것은 상대방 영역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간섭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마치 나의 결정인 것처럼 나의 의사결정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타인이 지배해야 할 그의 의사결정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결정

의 자율성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토론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

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상황에서는 설득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

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본성이 무엇이냐와 그 행위가 정당화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설득하는 행위란 필자의 생각

에,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다. 

    둘째 설득하다는 것은 성공동사(또는 완수동사, success verb)이다. 즉 설득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설득에 실패한 것이고, 설득의 완수가 아니라 미수인 것이다. 필자가 말하

는 표현이란 이와 다르다. 표현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려는 직접적인 의사 없이 단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필자가 ‘표현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표현하다는 성공동사

가 아니라 과정동사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즉 표현하는 과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2) 수사학은 다원주의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가? 

수사학이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정당화될 수 있는 방식은 3인칭 

수사학에 의거한 방식이 아니라, 2인칭 수사학에 의거한 방식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즉, 청

자를 설득하거나 청자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나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

는 방식이 아니다. 청자든 화자든 간에 대화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그 

대화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원칙들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상대방(그 

상대방은 1인일 수도 군중일 수도 있는데)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지니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

는 방식이다. 즉 대화상대방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대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인칭 수사학에서는 대화참여자의 어떠한 목소리라도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가? 

그런 이론은 수사학에 관한 규범이론으로서 매력적인 이론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목소리와 그렇지 않은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구분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 기준 문제를 3인칭 수사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청자의 설득이나 동의

를 목표로 하는 3인칭 수사학에서는 설득이나 동의를 얻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

다. 가령, 에토스로서 인품이나 성품과 같은 화자의 신뢰자본이 그 근거가 되거나, 로고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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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한 논증이나 합당한 원칙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옹호하려는 2인

칭 수사학은 청자의 설득이나 동의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에토스나 로고스에 ‘직접’ 호

소하지 않는다. 2인칭 수사학은 에토스나 로고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

보다 더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2인칭 수사학은 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전제는, 대화의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 곧 서사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다. 예컨대, 일군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활동을 했더라도 그들은 저마다의 이야기

를 구성하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의 중요성을 배열하고 그것들에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능력을 지닌 개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이란 어느 것 하나도 같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다. 신수사학에서 말하는 설득의 

대상으로 균질화된 또는 이상화된 청중, 보편적인 청중은 실재하지도 않으면 그런 청중을 가

정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 전제는, 2인칭의 수사학은 대화의 본질을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이

해하며, 설득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대화 속에서 제시된 언표나 이야기는 

제시되지 않은 무엇인가를 항상 지시하며, 이 점에서 이야기는 상징이다. 알디시피, 상징의 이

러한 보임과 보이지 않음이라는 구조는 상징을 사용하는 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자의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전제는 나의 서사가 상대방의 서사와 다르게 취급될 합

당한 근거가 없다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와 너의 2인칭 관계

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는 

그것을 보거나 듣는 자에게 그 사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의무를 직접 발생시킨다. 그러나 3

인칭 수사학에서는 어떤 원칙을 경유해서 가령, 인간존중의 원칙이나 공리극대화의 원칙에 의

거해서 그 사람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정당화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과

연 구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존중인가? 2인칭의 수사학은 상대방과 그의 

요구를 존중할 보다 순도 높은 방식을 추천하다. 즉 마주한 사람, 그 사람 자체의 중요성으로

부터 해야 할 바를 직접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내 구조 사례’에서 보듯이,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특정한 아내이고, 그녀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니까, 바로 이 점이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되고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는 낯선 아이가아닌 그녀를 구해야만 하고 그의 행위의 정당성은 

그녀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다.     

    이제, 2인칭의 수사학에서 이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가 하는 기능이나 역할과, 세 

번째 전제가 하는 그것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인칭 수사학의 입장에서 필자는 첫 번째 

전제로부터 대화참여자가 가지는 자율성을 ‘서사적 자율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로부터 서사나 상징 자체가 가지는 자율성을 필자는 서사의 자율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2인칭 수사학은 이 두 종류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이것이 2인칭 수사학이 다원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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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전제인 “나의 서사가 상대방의 서사와 다르게 취급될 합당한 근

거가 없다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전제는 민주주의 관념을 실현하고 있다. 발화자인 나의 

견해가 상대방의 견해보다 더 가치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다

면 상대방은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양립가능한 견해들이 3인칭 수사학에서는 설

득의 대상이 되지만, 2인칭 수사학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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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소통하는 시민’ 개념의 연원
– 대학의 시민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

손윤락(동국대)

I. ‘소통’과 시민 인성교육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말로만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는 줄 세우기식 경
쟁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
육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한 개인 윤리 차원의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다. 2015년부
터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한 것도 그 일환이다.1) 하지만 한 인간이 ‘시민’으로서 동료 시민
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인성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사회 구조적 문제, 소
통 부재의 문제를 단지 개인 인성 차원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중고교의 인
성교육은 수요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상황은 사교육 시장에서 나온 한 마디로 요약된다. 
“우리는 인성을 갖추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이게 해줄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성 함양에 시간을 쏟기보다 학원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게 해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의 교육 방법이다. 소피스트 교육은 진리를 왜
곡할 수 있기에, 인성교육 추진이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인성 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다행
이다. 지금까지 인성 교육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창의인성과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실시되어 왔으나, 사회의 인재 수요에 맞추어 대학 교육에 수용되면서 내용과 형식에서 한 단
계 발전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대학의 교양과정은 과거의 대학국어, 대학영어, 일반 인문학
이 쇠퇴하고 10여 년 전부터 크게 고전 읽기와 글쓰기, 비판적 사고, 표현과 소통, 리더십 영
역 등으로 개편되었다가, 이제 다시 비판적 사고와 몇몇 영역이 쇠퇴하고 인성 교육으로 대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교의 인성 교육은, 종교적 색채를 띤 것을 배제한다면, 기존
의 교양 영역들에서 그 목표를 떠안거나 새로 교양대학을 설립한 곳에서는 범교과적인 과목을 
신설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인성 교육은 발전과 정착
의 두 목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인성교육은 어렵다. 한편으로 학생들은 양극화된 중등교육과정 속에서 대부분 점
수만을 목표로 경쟁만을 방법으로 하는 교육에 살아남아 대학에 들어온 것이며, 다른 한편 대
학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대부분 동서양의 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론중심 수업이나 자발성
이 결여된 참여 형식의 인성교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중의 어려움이다. 
심하게 말하면, 소피스트들에게 배운 학생에게 도덕군자의 가르침을 외우게 한 꼴이기 때문이

1)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국
가가 시민의 인성을 교육한다는 점, 특정 가치를 주입시키려 한다는 점, 인성을 ‘인증’하겠다는 태도
를 취한다는 점 등에서 국내외의 교육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용택, 「국
제사회에서 망신당한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해야」,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2016.08.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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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이론으로 가르치고 머리로 배우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 인성교육을 찾아야 한다. 이런 교육이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방법상 재미있고 내용상 ‘지극히’ 유익해야 한다. 둘째, 능동적인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목표
로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접근하는 대학 인성교육을 위해 본 연구가 포착한 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키워드다. 첫째,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원하는데, 교양교육이 그것에 줄 수 있
는 가장 정확한 답은 발표와 토론 능력이다. 대학 졸업자들의 성적과 스펙이 상향평준화되어 
있는지라, 공기업도 대기업도 토론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토론 능력이 채용의 핵심 키워
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 대학교육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일깨워야 할 
가치가 있다면 민주주의이다. 중등교육과정에서 특별히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
스에 따르면, 민주정은 시민이 통치하고 통치받기를 번갈아 하는 정치제도이다. 이는 고대 그
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에서 시민이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행사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를 맡든 안 맡든 시민의 참
여가 필수적인 체제인 것이다. 인성교육이 지금까지 ‘올바른 사람’을 교육하는 것에 머물렀다
면, 반드시 ‘훌륭한 시민’을 교육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자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각하게 하는 교육이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으
로서의 인성 교육을 범주로 하며, 그 궁극적 지향점을 ‘좋은 사람, 훌륭한 시민’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민 인성교육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대화와 토론의 방법이다. 시민 인성교육은 개인이 자
신의 자립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속에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 전체를 민주적으로 발전
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학생이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동시
에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민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거기서 반드
시 길러져야 할 것이 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 인성교육은 
곧 생각하고 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과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II.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과 소통의 문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찍이 시민이 국가 공동체의 주역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
어간 역사적 경험이 있다.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 하에서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국가 운영은 
여전히 ‘설득과 소통’ 사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가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
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말과 소통의 기술을 
학문으로 성립시킨 수사학과 국가가 공통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시민교육의 이념
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참여로 성립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소통하는 시민’의 
개념을 포착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언어(logos)를 가진 존재로 보고 수사학을 강조한 
점에 주목할 것이다. 

2.1. 소피스트, 수사학자, 철학자와 시민 교육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전쟁의 승리로 이루어낸 번영 속에서 민주정 아테네는 ‘말과 소
통의 힘’을 경험했다. 시민들은 민회에서 발언하고 투표했으며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했다. 다
수가 의결하면 법이 되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설파했다. ‘인간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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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불리는 이 말은 흔히 극단의 상대주의로 인간은 저마다 나름의 진리를 가진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 요지는 인간이 진리를 결정한다는 뜻일 수 있다. 민주정 하의 의회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법은 시민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옳은 것’(dikaion)인데, 이
제 왕도 현자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진리는 옛날처럼 신의 권능
이 점지해주거나 귀족의 혈통이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수의 사람이 결정한바 그것
이다. 시장과 회의장을 겸했던 아고라는 참여하는 시민의 소통의 마당이자 말의 힘을 겨루는 
경연장이 되었다.
  소피스트들은 논쟁에 능했고, 유력자의 자제들에게 논쟁술(eristike)을 가르쳤다. 그들에게는 
논쟁에 이기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정연한 논리뿐 아니라 모순을 넘나드는 궤변도, 예봉을 
비껴가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소피스트 고르기아스는 자신의 설득 기술을 보여주기 위
해서, 신화에서 유부녀로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건너감으로써 거대한 전쟁의 발단이 된 헬
레네를 두둔하는 『헬레네 찬가』를 썼다. 이 연설문은 아테네 사람들의 정서와 충돌하는 주장
을 담고 있지만 강한 설득력으로 유명해졌다.2) 그러나 50년의 황금기가 지나고, 아테네는 스
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다. 이제 민주정은 말의 경연이 아니라 폭
력과 협잡이 난무하는, 혐오스러운 체제가 된다. 기원전 4세기 초, 민주정의 단점과 말의 폐해
가 최고조에 달하던 이 시기에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말의 힘을 다시 들고 나왔다. 민주정 
아테네의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몇 년 뒤, 이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2년경 수사학 학
교를 세웠고, 플라톤은 387년 철학 학교 아카데미아를 설립한 것이다.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학교 설립은 이기기 위해 궤변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소피스
트의 방법을 넘어서는 교육,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올바른 말과 소통의 교육이 시작된 계기라
고 할 수 있다.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 사이에서 말과 교육의 문제가 이론적인 대립을 겪었다
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둘로부터 받은 자산으로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열었는데, 그것이 바
로 수사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우선 윤리학과 정치학 등 실천의 영역에서,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고대 그리스에 대한 우리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정치학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 혹
은 시민교육의 이념을 정점으로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정치학에서 국가의 공교
육은 한 사람으로서 덕(도덕적 탁월함)을 닦고 좋은 사람으로 습관화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
에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번갈아 지배받고 지배할 줄 알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연구가 추구하는 시민-인성교육 개념의 시작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노동에 매이지 않은 자유시민이라면 모두 어떻게 덕을 닦아 좋은 사람(agathos aner)으로 지
극히 복되고 행복하게 될지(makarios kai eudaimōn)를 탐구한다.3) 그리고 그것까지는 어렵
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떻게 폴리스 안에서 법을 지키며 기능에 있어서 제 몫을 해내는, 훌
륭한 시민(spoudaios polites)이 될 수 있을지를 배운다. ‘소통교육을 통한 시민성 증진’은 인
성교육이며, 이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정치학이라는 기존 연구의 틀 속에 그의 수
사학을 올바르게 자리잡게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실천철학에 붙인 이름인 “인간
적 학문”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2.2.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기원전 4세기 초 아테네에 수사학 학교를 설립한 이소크라테스는 현실적인 세계관 위에서 

2) 김남두, 「고르기아스의 『헬레네 찬사』에서 말의 힘」, 『서양고전학연구』 24, 2005 참조.
3)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7장, 1098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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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온당한 연설기술을 가르쳤다. 그는 소피스트들이 주도하던 기존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그 결점으로 소피스트의 논쟁술(eristike)이 보여주는 비실용성과 그들이 사용하는 수사술
(rhetorike)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이소크라테스가 대안으로 제시한 교육 목표는 ‘구체적이
고 경험적인 지식’, ‘실제 효용성을 갖는 지식’, ‘공익과 사회정의를 위한 지식’의 습득과 활용
이다. 이소크라테스는 또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하는 사변적, 이론적 교육을 비현실적이
라고 비판했다. 플라톤이 불변하는 존재에 대한 절대적 지식(episteme)을 목표로 한 반면,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통념 혹은 의견(doxa)을 인식의 토대로 삼는다. 그는 인간이 절대적 지
식을 얻기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상계의 다양성 위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형태는 
doxa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sophos)은 ‘절대적으로 최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것’에 도달하기를 추구하며, 이것이 필로소피아라는 것이다. 이소크라
테스는 유익한 것들에 관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쓸모없는 것들에 관
해 엄밀하게 아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소피스트의 언행을 철저하게 비판했던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철학자라고 칭했으며, 아
고라와 체육장에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소일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문답을 주
고받는 변증술(dialektike)을 방법론으로, 현상계의 근거가 되는 불변의 진리(aletheia)를 추구
했다. 진리와 인식, 소통, 교육에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대척점에 있었다. 소크라
테스가 보기에,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만을 해야 하는
데, 논박만을 목표로 궤변을 일삼는 소피스트가 학생을 가르친다면, 그는 지식 사기꾼에 불과
하다.
  플라톤은 『국가』 6권과 7권에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위계를 4단계로 분류하여, 한편으로 
지식(episteme)과 추론적 사고(dianoia)를, 다른 한편으로 신념(pistis)과 상상(eikasia)을 구분
했다.4) 그는 지식과 추론적 사고를 이데아들과 수학적 대상들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것들을 
지성적 사유(noesis)의 세계, 즉 불변의 진리계에 놓았고, 한편 신념과 상상을 감각대상들과 
모상들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것들을 의견(doxa)의 세계, 즉 변전하는 현상계에다 놓은 것이
다.5) 현상계의 지식은 생성(genesis)에 관련된 것이므로 가변적이며,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통상, 플라톤이 인간의 앎을 구분할 때에는 지식(episteme)과 의견(doxa)으
로 구분하며 둘 사이의 간극이 강조되는데, 이렇게 불변의 진리를 추구한 플라톤의 시각에서 
보면 철학과 수사학은 멀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양자의 만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플라톤이 『고르기아스』에서 레토
리케(수사학)를 비판했지만 그것은 소피스트들의 진리를 담보하지 않은 “나쁜” 수사학 교육을 
비판한 것이었다. 수사학자라고 하더라도 공익과 윤리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다르다. 이 점은 
예컨대 『파이드로스』에서 그가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연설가 뤼시아스를 낮게 
보는 반면, 연설에서 폴리스의 공익을 중시하는 이소크라테스를 높이 평가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이소크라테스 쪽에서 보면 철학과 수사학의 만남은 가능할 뿐 아니라, 
지식인이 취할 당연한 태도이다. 이소크라테스에게는 의견(doxa)이란 신뢰할 수 없는 저급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둔 실용적인 앎 혹은 통찰력을 

4) 이러한 인식의 4분 구도는 플라톤 『국가』 6권 509d-511e에 나오는 ‘선분의 비유’에서, 그리고 7권의 
‘동굴의 비유’ 이후 앞의 선분의 비유를 요약하는 부분 533e-534a에서 잘 나타난다.

5) 『국가』 7권 534a에서 플라톤은 지식(episteme)과 추론적 사고(dianoia)을 묶어서 ‘지성적 앎’(noesis)
이라고 부르고 신념(pistis)과 상상(eikasia)을 묶어서 의견(doxa)으로 부른다. pistis, eikasia, doxa
의 우리말 번역은 “믿음, 상상, 의견”(박종현 역주, 2005) 혹은 “확신, 상상, 믿음”(강성훈, 「플라톤의 
『국가』에서 선분 비유와 동굴 비유」, 2008, 177) 등으로 일치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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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이소크라테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오류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플라톤과 달리 그것을 인간이 현상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지식 
형태라고 본다.
  이소크라테스가 사용하는 필로소피아(philosophia)는 플라톤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의 
필로소피아는 전문적이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혜롭게 사
는 방식을 뜻한다. 이소크라테스는 ‘레토리케’(수사학)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모든 능력 가
운데 가장 좋은 것의 원천”(「니코클레스」 5)이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필로소피아란 바로 
수사학 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철학 교육은 소통 교육과 동일한 것이며, 
수사학은 문화와 교육의 원천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이처럼 수사학을 인간 문화의 기초로 인식
하고 수사학자를 문화의 진정한 대표자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수사학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
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말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이며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분별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분별 있게 생각함의 가장 확실한 징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진실하고 적법하고 
정의로운 말은 선하고 신실한 정신의 외형이다.”(「안티도시스」 255) 이소크라테스는 말을 정
신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수사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 훈육과 사고력 훈련을 
지향했다. 이렇게 필로소피아를 추구하는 말하기 교육은 인간의 내면, 즉 사유와 관련되는 것
이다.
  필로소피아는, 이소크라테스의 예에서 보듯이, 사적인 영역과 정치적인(폴리스의) 영역에서
의 ‘시민’(polites)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둔 것이고, 이때 지식이란 국가적, 경제적 현실에 적
용될 수 있는 지식이다. 필로소피아에 대한 이러한 실용적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학습되는 지식
은 바로 수사학 교육의 주제 혹은 내용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의 주
제를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학교에서는 말의 형식 못지않게 말하는 내
용 자체도 중시했으며, 이런 까닭에, 최상의 연설은 국가와 공익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III.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교육과 ‘소통하는 시민’

3.1.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의 논쟁술(eristike)과 철학자의 변증술(dialectike) 사이에서 수
사학(rhetorike)을 건져올렸다고 할 수 있는데, 『수사학』 첫머리에서 그는 “수사학의 고유한 
기능은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제가 담고 있는 설득의 방법들을 아는 데 있다”6)

고 강조함으로써 한낱 연설의 기술에 불과했던 ‘말하기’를 학문의 한 영역으로 정립한다. 이렇
게 볼 때 수사학과 그 교육의 목적은 단지 청중을 설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국
가 혹은 사회 안에 존재하며 맡은바 기능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주요 담론들을 파
악하고 그에 따라 설득의 방법을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플라톤과 다른 점은 윤리학에서 크게 드러난다. 그리스인들이 삶과 
교육에서 추구하던 ‘좋음’(agathon)과 ‘덕’(arete)은 지식이 아니라 행위와 실천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수사학을 시민교육과 관련지을 수 있
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이성과 언어)를 갖추고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인간의 본
성으로 파악하는데,7) 인간이자 시민을 교육하는 수사학에서 설득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6)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권 1장, 1354a1.
7)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권 2장. 여기에 나오는 인간의 두 본성 가운데 로고스에 관해서는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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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ethos)을 토대로 함을 강조한다. 인간의 성품과 행위의 문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교육의 문제는 『정치학』(특히 7, 8권)에서 주제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사실 그의 윤리학-정치학
에 속하는 책들이 모두 좋은 사람, 훌륭한 시민을 목표로 하는 인격교육과 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추구되는 목표인 ‘이성에 따라 살며 
덕을 닦아 지혜롭게 행동하는 좋은 사람’, 정치학에서 추구되는 목표인 ‘법을 지키고 국사에 
참여하여 제 몫을 하는 훌륭한 시민’에 대한 강의들이 전부 인성교육이자 시민교육의 논의라
는 것이다.8)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polites)이란 무엇인가? 시민은 어떤 존재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3권에서 국가와 정치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정체(politeia)의 본성과 속성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우선 국가(polis)가 무
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 끝으로 정체란 한 국가의 주민들 사이에 확립된 
제도(taxis)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다른 전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복합체다. 따라
서 분명 우리는 먼저 시민(polites)이 무엇인지부터 고찰해야 하는데, 국가는 시민들
로 구성된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시민이란 대체 무엇인지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9)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누구를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따져보는데, 귀화인을 제외하고, 
거류외인(metoikos)과 노예처럼 같은 장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
하고, 또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아직 
시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나 시민의 의무에서 면제된 노인 등은 ‘제한된 의미의 시민’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따져봄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 완전 시
민을 정의하게 되는데, 완전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을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시민’의 포괄적 정의이다. 이렇게 정의한 시민은 민주정체에 가장 잘 맞는 것으
로, 한 마디로 “의결권과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의 시민이다.”10)

  그리고 나서 그는 ‘시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찾는데, 그것은 시민은 ‘양 부모가 모두 시
민인 자’로 규정된다는 것이다.11) 현실적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시민이 아닌 경우 시민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그는 양 부모를 넘어 조부모나 증조부의 시민권도 요구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조잡한 정의라고 본다. 정체변화혁(metabole politeias)으로 시
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쉽지 않은데, 아테네의 경우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때 참주들을 추방
한 뒤 많은 거류외인과 노예들을 부족(phyle) 명부에 올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
텔레스는 이렇게 정체변혁으로 시민권을 얻은 자도 공직에 참여하는 한 분명 시민이라고 불려

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8) 이 논의에 관해서는 손윤락,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성격과 덕 교육｣, 2012 및 손윤락, ｢아리

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교육과 그 대상의 문제｣, 2015 참조.
9)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권 1장, 1274b32-41.
10) 같은 책, 1275b19. 다른 주제지만, 시민의 수에 관련해서 이 구절에 잇따르는 중요한 문장이 있다. 

“국가는 자족적인(autarkes) 삶을 살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수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여기서 
시민의 삶의 질이 국가의 적절한 시민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1) 같은 책, 3권 2장, 1275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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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한 마디로 ‘시민권을 가
진 사람’이다. 이 말은 한 국가의 성인 남자로서 의결권과 재판권 등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직은 국가의 공적인 일이므로, 어떤 국가에 살면서 그 나라의 공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아니거나 제한된 의미에서의 시민인 것이다.

3.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철학 영역에서는 윤리학에 관한 연구

는 많았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주지
주의적 생각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펼친 실천학에 대한 견해와, 실천적 지혜(phronesis), 
그리고 사람의 성격 혹은 성품에 관한 이론 등은 긴 연구의 전통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윤리 
이론과 응용 양쪽에서 많은 연구를 낳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관련된 연
구는 많지 않았고,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더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성교육
을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즉 윤리학을 국가 내에서 시민의 삶을 다루는 정치학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소통의 시민-인성교육’ 연구는 이런 문
제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정치학이라는 기존 연구의 큰 틀 속
에 그의 수사학을 놓음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실천 철학에 대해 붙인 이름인 “인간
적인 것에 관한 철학”의 제자리를 찾는 작업이다.12)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 끝에서 “인간적인 것에 관한 철학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고, 이어서 입법과 정치체제(politeia)에 관해 고찰해보자고 하는데, 
“자,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라고 말하고는 책이 끝난다. 그리고 그 논의의 내용은 그의 다
른 책 『정치학』에 나온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내용이 『정치학』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구도 속에서 개인의 행위 문제를 다루는 윤리학이 국가 안에서의 제 
문제와 관련된 정치학의 지평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마지막 대목에서 “정치학을 함으로써 ‘인
간적인 것에 관한 철학’(peri ta anthrōpheia philosophia)을 완결한다”(1181b15)고 말하며, 
같은 책의 맨 앞에서는 정치학의 목적을 ‘인간적인 좋음’(anthrōpinon agathon)이라고도 했
다.13)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실제 삶의 모든 면을 담은 총체적인 어떤 것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학문은 객관적인 대상세계를 탐구함에 있어 논리적인 엄밀성
을 요구하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한다. 그러나 실천적인 학문은 가변
적인 인간의 현실 세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러한 엄밀성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리
스토텔레스는 실천학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들’(peri tōn hōs epi to poly)에 대
해 논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14) 그러므로 『정치학』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이런 의미에서 ‘인
간적인 것들’이다.

3.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수사학』에서 소통하는 시민
  그런데 『정치학』 1권에서 인간을 ‘국가를 이루는 동물’(zoion politikon)로 규정한 직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으로 로고스(logos)를 들고, 그것에 대해 두 차원의 이

1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9장, 1181b15.
13) 같은 책, 1권 2장, 1094b7.
14) 같은 책, 1권 3장, 1094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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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특히 주목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서두에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koinōnia)이며, 모든 공동체는 
좋은 것(agathon)을 위해서 구성된다.”고 했으며,15) 또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이루는’ 
동물(politikon zōion)이다”라고 선언했다.16) 인간은 본성상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데서 시작
하여, 가정과 마을을 이루고 결국 국가를 이루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 것이다. 국가는 가
장 큰 단위의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시민은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한 공동체의 주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1권 2장의 이어지는 대목에서 “인간은 언어(logos)를 가진 유일
한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언어는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밝히
는 데 쓰인다”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그가 언어 능력을 인간의 또 다른 본성으로 본 것이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언어는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이다. 즉 그것은 (1) 이롭고 해로운 것을 분
별하여 생존하고 학습하는 능력과 함께 (2)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사회 안에서 기능하는 실천
적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 원래 로고스는 그리스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자연과 사물의 이치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인간은 이러한 ‘로고스’를 통해 분별하고 소통한다
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표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즉 “인간은 
이성적(logikon) 동물이다.”라는 정의의 연원이다. 인간은 로고스를 가진 동물인 것이다. 로고
스는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분별하고 소통함으로써 가장 
큰 단위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인간은 말 그대로 
언어를 가진 존재로서,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 소통하며 소통하는 한 시민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우리는 ‘소통하는 시민’의 이론적 개념을 포착하며, 이것이 기원전 5세기 시민의 참
여로 성립했으나 그들이 무지한 대중으로 전락하면서 와해된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아리스토
텔레스가 포착하여 그의 이상적인 체제에서 되살리려고 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다. 본 연구
의 큰 틀인 ‘소통하는 시민’(civis communicans) 개념은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유의 큰 그림과 연결된다. 『정치학』 1권 2장의 로고스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규정은 ‘소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좀 더 큰 주제로 확장될 
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말로 하는 것’(logikon)이라
는 표현의 두 차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이론학 텍스트에서 흔히 등장하는 부사 logikōs는 어떤 문제
의 설명에서 ‘말로 하는’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17) 일반적으로 실제 현실 사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말로는 되는 것’을 가리킬 때 쓰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나 수, 혹은 물질적
인 것을 안 가진 것들을 다루는 학문을 ‘말로 하는’ 탐구라고 하고, 반면 물질적인 것들을 
다루는 탐구를 ‘자연에 관한’ 탐구라고 부르는데, 이 둘을 합해서 이론적인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logikōs라는 말은 흔히 논리학의 제반 설명들에 대해 쓰이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수나 언어가 어떤 사물에 적용된다면 변화 속에 주
어진 사물의 특성 때문에 정확성과 엄밀성을 보존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제약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이 수학을 중시한 이유도 현상세
계는 언제나 변화 속에 있어서 진리를 포착하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버리는 반면, 
수학적 대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수학적 대상은 불변의 이데아와 동류인 
것이다.

1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권 1장, 1251a1.
16) 같은 책, 1권 2장, 1253a1.
17) 그리스어 logikōs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로고스를 가지고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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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rhetorike)에 대해서는 ‘말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수사학이 말을 사용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다루며 그 설득의 기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태도는 놀라운 것라고 할 수 있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왜 수사학을 ‘말로 하는 것’이라고 안 했을까? 일단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로 하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논리적, 이론적인 학문(episteme theoretike)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작학(poietike)이나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실천학(practike)에 대해서는 이 말을 안 쓴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실천학은 엄밀한 학문들처럼 언제나 진리인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인간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이면 진리로 통용되며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endoxa)을 이
루는데, 이것이 윤리학, 정치학 등 실천학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수사학은 실천학인가? 연설문
을 작성하는 행위는 제작의 영역이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말로 풀어내어 사람을 설득하는 행
위는 실천의 영역이며,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설득을 이루어내는지 그 설득의 기재들을 분석
하는 것은 이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수사학은 부분적으로 모든 영역의 학문
에 속하며, 그래서 문학이나 정치뿐 아니라 법, 의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안 걸리는 학
문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학이 추구하는바 대중을 상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좋은 논거
를 찾아내어 잘 배열하고 최적의 언어로 표현하여 적절한 때(kairos) 그럴듯하게(eikos) 말로 
풀어내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문제임을 생각하면, 수사학은 학
문의 영역들 가운데 실천적 영역에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 대해 ‘말로 하는’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은 수사학
이 말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설득의 세 요소로 제시되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가운데 서술의 분
량에 있어서는 로고스가 제일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셋 중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에토스라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
레스에 따르면, 옛날의 연설과 설득은 파토스에 의존했으나 이는 이제 로고스를 갖춘 설득으
로 가야한다는 것이 ‘학문으로서의’ 수사학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로고
스를 잠시 말 속의 논리로만 본다면, 연설에서 논리가 없으면 설득이 안 되겠지만, 내용이 아
무리 논리정연해도 연사의 에토스에 의구심이 간다면 결코 설득은 없다. 에토스는 설득과 소
통의 토대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통교육을 통한 시민 인성교육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이 소통교육은 에토스를 토대로 하면서도 다름 아닌 시민으로서
의 에토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IV. 나가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로고스와 인간,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문제는 하나의 단일한 연구 
주제라기보다 그의 학문 전체에 걸친 문제로 보인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의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국가의 본성에서, 또 시민의 정의에서 찾으면서도 동시에 각 국가
의 역사적 사실과 처한 현실 안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데서 그의 연구가 가진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제로 삼은 ‘소통하는 시민’ 개념의 연원의 문제를 정리해본다면, 오늘의 논의가 
목표로 한 문제의 복잡한 실타래를 아직 다 풀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실마리는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본성상 국가를 이루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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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동시에 로고스(이성, 언어)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라고 정의한 구절에서 나온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인간의 종차, 즉 다른 동물들과 다른 고유
한 점이 ‘사고하고 분별하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소통하는’ 능력에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홀로 사고하거나 혼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에서 교육받으며 이 두 가지 능력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국가 안에서 시민으
로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 되기를 추구
하면서 국가 안에서 훌륭한 시민 되기를 실천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시민 인성교육의 목표인 ‘좋은 사람, 훌륭한 시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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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장’� 로마�원로원

-키케로의� 「안토니우스�규탄연설」� 1,2를� 중심으로-� �

김덕수(서울대학교�역사교육과)

�

1. 서론

권력은�인민에게,� 권위는�원로원에.1)

공화정시대에� 원로원은� 콘술의� 자문� 기관이었지만� ‘원로원과� 로마인민’(SPQR,� Senatus�

Populusque� Romanus)이� 말하듯이� 로마공화정의� 한� 축이기도� 했다.� 로마� 공화정을� 최상의� 혼

합정체로� 본�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오스(Polybios� c.200-after� 117� B.C.)는� 원로원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말했다.

원로원은� 국고를� 관장하고� 모든� 세입과� 지출을� 규제한다.� ----위와� 유사한� 것이지만� 반역,� 음모,� 독

살,� 암살과�같이� 공적인�조사를�필요로�하는� 이탈리아�내에서�저질러진�어떤�범죄도�역시� 원로원의�사

법권� 하에� 있다.----� 원로원은� 또한� 이탈리아� 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조언을�

하든,� 요구� 사항을� 전하든,� 항복을� 받아들이든,� 선전포고를� 하든� 간에� 이러한� 여러� 목적을� 위해� 사절

이나� 위임자들을� 파견할� 책임을� 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 사절이� 로마에� 도착할� 때마다� 원로

원은�어떻게�그들을�영접해야하고�무슨� 대답을�해야� 할� 지를�결정해야�하는�것이다.2)�

공화정기에� 300명으로� 출발한� 원로원은� 귀족(파트리키)� 출신자들의� 집합소였다.� 그러나� 신분

투쟁을�통해�콘술직마저�평민에게�개방되면서�원로원�의원직도�신층�엘리트로�충원될� 수� 있었다.�

그� 집안에서� 새로� 원로원� 의원이� 된� 자들을� 노빌레스라� 불렀다.� 한� 번� 원로원� 의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었지만,� 일정한� 재산� 자격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했다.� 원로원� 의원� 신분

은� 자식에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관직을� 역임해야�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었다.� 즉�

10여년의� 군� 경력은� 기본이고,� 선거를� 통한� 자질� 검증을� 받아� 정무관직을� 수행한� 자만이� 원로원

의원으로서�국가에�봉사할�수� 있었다.�

이처럼� 로마공화정의� 핵심� 기관인� 원로원은� 기원전� 133년에� 시작된�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

쿠스의�개혁을�시점으로�크게�흔들리게�된다.� 티베리우스의�농지법(lex� agraria)은� 중소� 자영농의�

몰락,� 로마시�평민의�무산� 시민화에�대한�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공유지보유�상한선을�

1) Cicero, De Legibus, 3.12.28.� potestas� in� populo,� auctoritas� in� senate.
2) Polybios, 6, 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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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보유한� 자들로부터� 초과분을� 회수하고� 토지� 없는� 시민들에게� 일부를�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

로�했는데,� 대부분의�원로원�의원들은�자신들의�기득권을�침해하는�것이라�생각해�이에� 결사적으

로� 반대했다.� 10년� 후에� 이어진�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운동도� 2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반대에� 직면해서� 좌절되었다.� 결국�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

녕� 로마� 사회를� 원로원� 중심의� 귀족파� 옵티마테스(Optimates)와� 평민회� 중심의� 포룰라레스

(Populares)의� 대립구도로� 양분했고,� 이는� 폭력과� 유혈사태가� 되풀이되는� 내전의� 출발점이� 되었

다.� 기원전� 1세기�중엽의�공화주의자�키케로는�티베리우스를�다음과�같이� 평가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죽음은,� 아니� 이미� 그가� 죽기� 이전부터� 저� 호민관의� 생각은� 하나의� 인민

을�두�부분으로�갈라놓았다.3)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왕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는� 실제로� 수� 개월간� 로마

를�왕으로서�통치했다고�말하는�편이� 낫겠다.4)

누만티아를� 점령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훌륭한� 인물이며� 뛰어난� 장군,� 그러나� 티베리우스를�

죽인� 평범한�사인� 푸블리우스�나시카보다�국가에�더�유익하지는�않았다.5)

기원전� 2세기� 말에� 먼저� 세력을� 잡은� 것은� 마리우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포풀라레스� 파(派)였

다.� 기사신분�출신�마리우스는�기원전� 107년� 콘술이�되어� 지지부진하던� 유구르타� 전쟁을�책임지

게�되었다.� 그는� 우선� 병력부족을�해결하기� 위해�무산시민의�징집을�허용하는� 병제개혁을�단행한�

뒤에� 충원된� 군사력과� 귀족� 출신� 부하� 장군� 술라의� 도움으로� 유구르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기

원전� 105년에� 개선하여� 104년� 콘술로� 재선되었다.� 이때부터� 마리우스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

는� 이후� 기원전� 100년� 6선� 콘술이� 되기까지� 콘술에� 연임했다.� 특히� 기원전� 102년에는� 엑상� 프

로방스(아쿠아이� 섹스티아이)에서� 게르만족의� 일파인� 테우토네스족을� 물리쳤고,� 이듬해에는� 킴브

리족을� 제압했는데,� 이는� 게르만족의� 남하를� 4백여� 년� 이상� 지체시키는� 공적이� 되었다.� 그러나�

마리우스의�시대는�여기까지였다.�

이후� 그의� 부관이자� 옵티마테스였던� 술라가� 권력을� 잡아� 마리우스파를� 대거� 숙청하며� 옵티마

테스� 시대를� 열었다.� 그는� 기원전� 81년에� 종신독재관이� 되어� 호민관직을� 무력화시키고� 원로원�

중심의� 귀족정치를� 회복하려� 했다.� 그는� 원로원� 의원� 수를�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하급�

정무관인� 콰이스토르를� 역임하면�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술라의� 일련의� 개혁운동은�

그라쿠스� 형제� 개혁� 이후� 실추된� 원로원의� 위상을� 재건하고� 원로원� 중심으로� 공화정치를� 강화하

3) Cicero, De� Re� Publica,� 1,� 19,� 31.
4) Cicero, De� Amicitia,� 12,41.
5) Cicero, De� Officiis,�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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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것이다.� �

그러나�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가� 연합한� 군인정치가들이� 1차� 삼두정치를� 맺고� 로마�

속주들을� 3분할하자� 원로원의� 위상은� 또� 다시� 도전받았다.�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한� 카

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 되어� 지지자들을� 다수� 원로원에� 입회시켜� 자기� 영향력� 하에� 두고자� 했

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독재정치도� 오래가지� 못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 회의장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 공화파가� 카이사르를� 모살하는� 데� 성공하자� 일시적으로� 공화정의� 회복

과�원로원의�자유가�실현되는�듯� 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의� 동료� 콘술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3월� 17일� 공화정파와� 카이사르파� 사이에

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여� 로마�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우선� 카이사르가� 살아있을� 때� 취

한� 조치들과� 문서들은� 공적인�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반면� 카이사르를� 모살한� 자들은� 독재관을�

타도해서� 로마인민의� 자유를� 회복한� ‘해방자들’이므로� 죄를� 묻지� 않기로� 한�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안토니우스가� � ‘제2의� 카이사르’처럼� 권력� 남용과� 국정� 농단을� 계

속�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토니우스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키케로의� 안토니우스� 규탄� 연

설,� 즉� 필리피카이이다.�

원래� ‘필리포스� 규탄’� 연설(Philippika)은�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명연설가� 데모스테네스(기원

전� 384-322)가� 마케도니아�왕� 필리포스� 2세(기원전� 382-336)를� 겨냥했던� 4차례의�규탄연설(기

원전� 354-341)의� 이름이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 폴리스들의� 패권은� 스파르타의�

뒤를� 이어� 테베로� 넘어갔으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포키스인이� 델피� 신전� 지역을� 점령하자�

이를� 수호하던� 신성동맹의� 주도국� 테베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필

리포스의�군대가� 개입하여�포키스인들을�물리쳤다.� 문제는�그� 뒤� 필리포스의�내정�간섭이�시작되

었다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모스테네스는� 그리스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리포스의� 야욕을� 경계하고�

싸우자는� 주제로� 네차례� 연설을� 했고,� 그� 결과� 필리포스에� 대항하는� 테베와� 아테네의� 반(反)� 마

케도니아�동맹이�결성되었다.6)

바로� 이� 연설에� 빗대어� 안토니우스를� 비판한� 내용을� 모은� 것이� 키케로의� ‘필리피카이’이다.� 총�

14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1-4연설은� 기원전� 4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나머지� 10편은� 기원

전� 43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집필되었다.� 카이사르� 사후� 격변하는� 로마� 정세에� 대한� 8개월� 동

안의� 현장� 리포트인� 셈이다.� 이� 중� 포룸에서� 인민을� 대상으로� 한� 제4,� 제6연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연설은�원로원에서�행해졌거나�그것을�염두에�두고�준비되었다.

키케로의� 안토니우스� 규탄� 연설은� 초기에� ‘안토니우스� 규탄’(in� M.� Antonium)� 제1연설,� 제2

6)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패하는� 바람에� 마케도니아의� 팽창을� 저지하지� 못하고� 그리스� 전역
이�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데모스테네스는� 필리포스에� 이어�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안티파트로스� 치하에서� 계속해서� 반마케도니아� 운동을� 계속� 이어갔으나� 기원전� 322년에� 사형�

선고를�받고�쫓기다가�자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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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등으로� 불리다가,� 기원전� 43년� 4월�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키케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

련의� 연설들이� ‘필리피카식’(Philippic)이라� 불릴� 만하다는� 데� 동의한7)� 후로는� 『필리포스� 규탄� 연

설들』(Orationes� Philippicae)로� 알려지게�되었다.8)�

2.� 「안토니우스�규탄�제1연설」� 의� 구조와�주요� 내용

기원전� 44년� 3월� 15일� 독재관�카이사르가�모살당한�이후�로마� 인민의�자유� 회복을�위해� 거사

를�행했던� 브루투스와�카시우스�등� 공화정파는�정국의�주도권을�장악하지�못했다.� 독재관�타도와�

자유의�회복이�그들의�목표였지만�현실은�독재관�카이사르의�죽음으로�바뀌지�않았다.� 오히려�콘

술� 안토니우스가� 실세가�되었고,� 카이사르�암살을� 주도한�마르쿠스�브루투스를�비롯한�공화파�세

력은� 로마와� 이탈리아를� 자진해서� 떠나거나� 축출되었고,� 키케로� 역시� 7월� 중순에� 그리스로� 가려

다가�폭풍으로�인해�뜻을� 이루지�못해� 8월� 31일� 로마로�귀환했다.�

키케로가� 로마로�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로마� 도착� 다음날인� 9월� 1일에� 안토니

우스가� 원로원� 회의를� 소집했는데,� 키케로는� 여독을� 핑계로� 회의에� 불참했고,� 안토니우스는� 원로

원에서�키케로의� 불출석을�맹비난했기�때문이다.� 그는� 원로원�의원들�앞에서�키케로� 집을� 철거반

과� 같이�가서� 부수어� 버리겠다고� 폭언을�하기까지�했다.� � 「안토니우스� 규탄� 제1연설」은� 이튿날인�

9월� 2일� 원로원�회의에�참석한�키케로가�전날에�자신에�대한� 안토니우스의�비난에�대한� 반박� 형

식으로�행해졌다.9)�

1)� 연설의�구조10)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설� 종류� 구분에� 따르면� 이� 연설은� 정책심의� [의회]연설로서� 논점이� 되는�

정책,� 법률안� 등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제시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 연설

은� 이미� 키케로와� 친분이� 있는� 원로원� 의원들이� 청중이었고,� 논의되는� 사안이� � 전� 날의� 회의와�

직결된�것이기에�서론이�생략되고�본론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다.�

� � 진술� (narratio,� §§1-10):� 3월� 15일� 이후� 9월� 1일�키케로의�로마� 귀환까지의�사건들

여담� (digressio,� §§11-13):� 전날(9월� 1일)� 안토니우스의�위협에�대한�답변

제시� (propositio,� §§14-15):� 피소의�전례를�따라� 원로원�회의에서�발언하고자�하는�의도

입증� (probatio,� §§16-26):� 통과된(de� provinciis,� §19)� 혹은� 상정된(iudicaria,� §19-20;� de�

provocatione,� §21-23)� 새로운� 법률에� 맞서� 제시하는� 논거로서

7) Cicero, Ad� Brutus.� 2.3.4,�
8) M. Tulli Ciceronis in M. Antonium Oratio Philippica,  이하 각주에서는 Cicero, Philippica로 
표기하고� 「안토니우스�규탄�연설」이라고�명명하기로�한다.�

9) 9월 2일 원로원회의에는 안토니우스가 불참했던 것으로 보인다. 
10) J. T. Ramsey, ed., Cicero: Philippics I-II, Cambridge, 2003, pp. 83-84. 이하에서 Ramsey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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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카이사르의�조치들(acta)에�대한�옹호

반박� (refutatio,� §§27-38a):� 콘술들에게서� 적대감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또한�

콘술들이�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

변

결어� (peroratio,� §38b):� 국가�공동체를�지지하고자�하는� 맹세

2)� 연설의�주요� 내용

기원전� 44년� 9월� 1일� 콘술� 안토니우스가� 소집한� 원로원�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었는지는�알� 수� 없고� 「안토니우스�규탄�제1연설」의�내용을�가지고�추정할�수밖에�없다.

키케로는�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카이사르가� 모살되고�나서�로마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을�개

관하면서� 첫� 번째� 연설을� 시작했다.� 3월� 17일에� 콘술� 안토니우스는� 텔루스� 신전에서� 원로원� 회

의를�소집했는데,� 이� 모임에서�키케로는�불화와�반목을�해소하고�평화를�수립해야�한다고�주장했

고,� 카이사르� 파이면서� 당해� 연도� 콘술� 안토니우스도� 이에� 동조해서� 1차� 위기가� 수습되었다며�

안토니우스를� 칭찬했다.� 특히� 독재관직을� 영구히�폐기하자는� 안토니우스의�제안에� 대하여� 원로원�

의원들은�모두�열렬한�지지를�보냈고,� 원로원�의결로�선포되었다.11)

일종의� 빛이� 주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견뎌내었던� 왕정(王政)뿐만� 아니라� 왕정에� 대한� 두

려움까지도� 제거되었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 국가에는� 큰� 담보가� 주어진� 듯했습니다.� 즉,� 그�

자신이� 나라가� 자유롭길� 바란다고,� 독재관직이� 자주� 정당한� 것이었을지라도� 그� 직함을,� 종신� 독재관

직12)에� 대한� 최근의� 기억� 때문에� 그가� 그것을� 온전히� 국가로부터� 폐기해버렸을� 때� 말입니다.� 살육의�

위험으로부터�며칠�후�원로원은�해방되었습니다.13)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화해무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6월� 1일에� 콘술� 안토니우스가� 소집한� 원

로원� 회의는� 주요� 안건들을� 논의도� 없이� 민회로� 넘겼고,� 인민은� 참여도� 없이� 그러나� ‘인민의� 이

름으로� 민회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정국의� 변화에서� ‘조국의� 해방자들’은� 힘을� 잃었

고,� 키케로마저� � 이듬해� 초� 새로운� 콘술임기가� 시작될� 때� 돌아올� 생각으로� 7월� 중순에� 로마를�

떠나� 그리스로� 가려� 했다.� 폼페이에서� 바닷길로� 시킬리아를� 거쳐� 그리스로� 가는� 길을� 택했지만�

바람� 때문에� 항해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탈리아� 반도� 서남단� 레기움에� 발이� 묶였는데,� 그때� 로마

에서� 온� 최근� 소식을� 접하고� 로마� 귀환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안토니우스가� 집회에서� 유화적인�

연설을� 했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도� 고시를� 발표하면서� “8월� 초에� 원로원� 회의가� 열릴� 것인데,�

11) Cicero, Philippica 1, 3. 
12) 기원전 44년 1월 26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dictator perpetuo)이 된 것으

로 보인다. 루페르칼리아 축제 기간 중이었던 2월 15일경에 안토니우스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려 했고 
또한 그가 그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러한 분위기는 카이사르가 공화정 회복에 뜻이 없었
음을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Ramsey, 90). 제2연설 87절 이하 참조.

13) Cicero, Philippica 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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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잘� 풀릴� 것임을”� 전망했기�때문이다.�

키케로는�로마로�오다가�이탈리아�남서부의�벨리아에서�브루투스를�만났는데,� 그때� 브루투스를�

통해� � 8월� 1일� 원로원� 회의는� 해방자들의� 기대와� 달리� 잘� 해결되지� 않았고,� � 원로원내� 공화파�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한� 카이사르의� 장인� 루키우스� 피소의� 연설(죽은� 카이사르를� 위한� 감사제�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다.� 브루투스� 자신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로마를� 빠져나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하였지만� 키케로는� 피소를� 지원하

기� 위해서라도� 계속� 로마� 귀환을� 강행하여� 기원전� 44년� 8월� 말에� 로마로� 돌아왔다고,� 갑작스러

운�귀환의�이유를�설명했다.�

11절부터는� 전날� 키케로의� 회의� 불참을� 비난한� 안토니우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박이다.� 우선�

원로원� 회의의� 안건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안토니

우스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을� 보내� 집을� 철거하겠다고� 한� 것이� 콘술로서� 얼마나� 잘못된�

망언이었는지를�지적하고,� 더� 나아가�공적� 감사와� 부모추모제를�뒤섞어�죽은� 이를� 위한� 감사제를� �

� 드리자는�안건(즉� 죽은� 카이사르에게�감사를�표하자는�안건)을� 의결한�것은� 로마의�전통에�어긋

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즉� 공적인� 감사는�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살아� 있는� 이에게� 바

치는�것인데,� 카이사르�추모기간에�공적�감사를�함께� 드리는�것은� 불경하다는�주장이다.14)

키케로는� 이어서� 원로원이� 안토니우스의� 위협에� 맞서� 이전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14-15절),� 이� 회의석상에는� 부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안토니우스와� 그의� 동료� 콘술� 푸블리우스�

돌라벨라에게는�더� 이상�공화정�전통에�위배되는�정책�추진을�그만두라고�요구했다.15)

키케로가� 강조하는� 공화정� 전통� 중에는� 인민이� 통과시킨� 법률들에� 대한� 존중이� 먼저� 거론되었

다.� 안토니우스는�카이사르가�살아�있을� 때� 제정한�법들이나�정책들에�위배되는�조치들을�강행하

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키케로는� 그라쿠스의� 법들,� 술라의� 법들,� 폼페이우스의� 법들,� 카

이사르의� 법들�또한� -아마도�키케로�자신의�정치적�성향에는�맞지� 않겠지만-� 민회를� 통과한�이상�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고16)� 부당한� 제안들을� 관철시키려는� 안토니우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원로원�의원들에�대해�훈계하는�내용도�연설에�담았다.�

이어서�키케로는� 8월� 1일의�원로원�회의에서�안토니우스의�견해에�맞서는�의견을�과감히�제시

했었던� 루키우스� 피소17)(L� Piso)를� � 원로원� 의원의�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키케로� 본인도� 9

월� 1일� 원로원� 회의석상에� 있었다면� 이� 피소의� 전례를� 따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안토니

14) Cicero, Philippica 1, 14. 
15) Cicero, Philippica 1, 16-38a. 
16) Cicero, Philippica 1, 18.
17)� 루키우스� 피소(Lucius� Calpurnius� Piso� Caesonius,� 기원전� 100� –43)� 카이사르의� 미망인� 칼푸르니아

의� 부친으로,� 카이사르의� 장인이었다는� 점이� 그로� 하여금� 이� 회의에서� 과감한� 발언을� 가능케� 했을� 것으

로�여겨진다.� 자세한�내용은�전해지지�않지만�실제� 8월� 1일� 회의에서�안토니우스의�갈리아�속주� 할당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면,� 추정컨대� 피소는� 갈리아� 키살피나� 속주를� 이탈리아� 본토에� 편입하자는� 식의� 제

안으로�안토니우스의�입지를�좁히려�했을지도�모른다.� 그러나�이듬해인�기원전� 43년� 봄� 그는� 친� 안토니

우스�세력으로�돌아선다(Ramsey,�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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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가� 감행했고� 또한� 시도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카이사르의� 조치들(acta)을� 위배하는� 것이라

는�논거를�들어� 그를�비판했다.�

그런� 까닭에� 당신� 스스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청컨대,� 그리고� 당신의� 선조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더

욱이� 당신이� 태어난� 바를� 당신의� 시민들이�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를� 이끄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그�어떤�이도� 복될�수도,� 유명해질�수도�안전할�수도�전혀�없습니다.18)

여기에서� 또한� 안토니우스와는� 대조되는� 사례로� 제시되는� 것이� 이듬해� 콘술� 지명자(consul�

designatus)인� 아울루스� 히르티우스(A.� Hirtius)이다.19)� 키케로는� 친(親)� 카이사르� 진영의� 인물

들� 중� 안토니우스와는� 달리� 공화정파에� 동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들을� 사례로� 들어� 안토니우

스의�전횡을�비판했고,� 안토니우스에게�이제라도�콘술로서�정당하게�공적인�일을� 집행할�것을� 촉

구하고�있는�것이다.�

3.� 「안토니우스�규탄�제2연설」� 의� 구조와�주요� 내용

� 「안토니우스� 규탄� 제2연설」은� 기원전� 44년� 9월� 19일� 원로원� 회의에서� 안토니우스가� 키케로

를� 다시� 비난한� 것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연설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지만� 실제

로� 행해지지는� 않았고,� 9월� 19일� 당일에� 안토니우스에� 맞서� 응수하는� 가상의� 상황을� 철저히� 설

정해� 쓰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마도� 초고는� 그해� 10월� 25일� 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

이는데,20)� 키케로� 자신은� 이� 연설문이� 세상에� 공개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연설

이� 로마에서� 출간� 혹은� 유통된� 시점은,� 안토니우스가� 그해� 11월� 28/29일에� 갈리아로� 떠난� 이후�

그리고� 「제3연설」,� 「제4연설」이� 행해진� 12월� 20일� 즈음� 혹은� 그보다� 조금� 이른� 때였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1)� 연설� 전체�구조21)

� � 서론� (exordium,� §§1-2)

논의� (tractatio,� §§3-114)

-� 반박� (refutatio,� §§3-43)

우정을�훼손했다는�비난과�관련된�사항� (§§3-10b)

구분� (partitio,� §§10b)

키케로의�공적� 활동에�대한� 비난과�관련된�사항� (§§11-42a)

이행� (transitio,� §§42b-43)

-� 입증� (confirmatio,� §§44-114)

18) Cicero, Philippica 1, 35. 
19) Cicero, Philippica 1, 37. 
20) Cicero, Ad Atticus.� 15.13.1.
21) Ramsey, p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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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스의�초기�활동에�대한�공격� (§§44-50a)

내전� 시기�동안의�안토니우스의�공적� 활동에�대한� 공격� (§§50b-79)

안토니우스의�콘술�직위에�대한�공격� (§§80-111)

진정한�영광에�이르는�길과� 관련된�경고� (§§112-114)

결어� (peroratio,� §§115-119)

2)� 연설의�주요� 내용

안토니우스� 규탄� 제2연설은� 안토니우스가� 베푼� ‘자비’들22)을� 망각하고� 그� 와의� 우정을� 훼손했

다는� 비난에� 대해� 키케로가� 해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서� 키케로는� “브루투스와� 카

시우스� 등� 카이사르의� 살해자들이� 살인자인가� 또는� 자유의� 수호자인가?”� 질문하고23)� 그들은� 로

마인민의� 해방자들이고� 국가의� 수호자였다고� 논증한다.24)� 카이사르의� 살해로� 인해� 안토니우스�

자신도� ‘노예상태’에서� 벗어났다며,� 개인적으로는�안토니우스�자신에게도�유익하다고�말한다.�

나아가� 키케로는� 로마시민에게� 큰� 불행과� 비극이었던� 내전의� 씨앗은� 바로� 안토니우스� 자신이

라며� 그가� 기원전� 49년� 1월� 원로원에서� 콘술� 렌툴루스가� 카이사르의� 편지의� 공개를� 요구했을�

때� 호민관� 쿠리오와� 호민관� 안토니우스가� 거부하고� 원로원이� 카이사르의� 무장해제� 의결했는데,�

두� 호민관이�거부권�행사� 후� 카이사르에게�감으로써�내전이�일게� 되었다는�것이다.�

....� 즉,� 오직� 당신� 하나� 때문에� 콘술들이� 이탈리아에서� 쫓겨났고,� 로마� 인민의� 제국의� 영예요� 등불이

었던� 그나이유스� 폼페이우스가� 그들과� 함께� 그러했고,25)� 건강� 덕분에� 그� 재앙에� 찬� 도주를� 좇아갈� 수�

있었던� 모든� 전직� 콘술들과,� 프라이토르들,� 전직� 프라이토르들,� 호민관들,� 원로원� 대부분이,� 모든� 청년�

재원도,� 또한� 한� 마디�말로�인해� 공화국도�저마다의�자리에서�쫓겨나고�추방되었던�것�말입니다.26)�

그리하여� 나무와� 줄기의� 원인이� 씨앗� 안에� 있듯이,� 꼭� 그렇게� 이�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전쟁의� 씨앗

이�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로마� 인민의� 3개� 부대가� 궤멸된� 것을27)�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궤멸

시킨�것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이� 신분의�권위가�훼손되었습니다.� 훼손시킨�것은�안토니우스였습니다.�

나아가� 나중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더욱이� 우리가� 보지� 않은� 해악은� 무엇입니까?)을,� 만일� 우리가� 올

바르게� 셈해보게� 되면,� 단� 한� 사람� 안토니우스에게서�받은� 것으로� 우리는� 돌리게�될� 것입니다.� 트로이

야인들에게� 헬레나가�그러했듯이,� 꼭� 그렇게� 저� 사람은� 이� 국가에� 대한� 전쟁의� 원인이요,� 파멸과�재앙

의�원인이었습니다.28)� � �

22) 조점관직 출마를 양보했다는 주장(Cicero, Philippica 2, 4), 브룬디시움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었다는 내용(Cicero, Philippica 2, 5) 등

23) Cicero, Philippica 2, 30. 
24) Cicero, Philippica 2, 31. 
25) 당해 콘술들이 아드리아 해를 건너 일뤼리쿰 지역 뒤라키움으로 옮겨간 것은 기원전 49년 3월 4일

의 일이고, 폼페이유스는 이들을 따라 3월 17일에 바다를 건넌다(Ramsey 239).
26) Cicero, Philippica 2, 54. 
27)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세 번의 전투, 즉 기원전 48년 테살리아의 파르살루스 전투, 기원전 46년 아

프리카의 탑수스 전투, 기원전 45년 히스파니아의 문다 전투이다(Ramsey 241).
28) Cicero, Philippica 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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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키케로는� 기원전� 1세기�말� 로마� 사회를�내전으로� 몰고�간� 불행의� 씨앗으로� 안토니우스

를�언급하고�있는�것이다.�

이어서� 키케로는� 독재관� 카이사르의� 하에서� 안토니우스의� 잘못된� 행동들-� 즉� 방탕한� 개인� 생

활들,� 경매에� 붙여진� 폼페이우스의� 재산을� 헐값에� 차지한� 것,� 카이사르가� 죽기� 직전� 루페르칼리

아� 축제� 때�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씌워주려� 했던� 일,� 카이사르� 사후� 콘술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카이사르가� 관리하던� 공금을� 유용하고� 카이사르의� 문서들을� 위변조해서� 자기� 개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한�점� 등을� 들어서�그가� 얼마나�공화정의�정도를�벗어났는지를�논박하고�있다.�

하지만� 지난� 일들은� 생략합시다.� 이� 하루를,� 내� 말하거니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변호해� 보십시오.� 왜� 무장한� 이들의� 무리에� 원로원이� 에워싸였는지,� 왜�

검을�지닌� 당신의�수행원들이�나의� 말을� 듣고�있는지,� 왜�콩코르디아의�출입문은�열려� 있지�않은지29),�

왜� 온갖� 종족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야만스러운� 이들,� 이투라이� 인들30)을� 활을� 지니게� 하여� 포룸으로�

당신이�끌고�와�있는지를�말입니다.31)

참주를� 죽이는� 것이,� 실상� 얼마나� 훌륭한지,� 그� 은혜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명성에� 있어

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용납할� 수� 없었던� 터에,� 당신을� 참아줄� 것�

같습니까?32)�

이후로는,� 나를� 믿으십시오.� 앞�다퉈� 이런� 일로� 달려들�것이고�기회가�더디게�주어지는�것은� 기다려

지지� 않을� 것입니다.� � 청컨대,� 이제는� 국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어떤� 이들과� 함

께�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이들에게서�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바란다면,�

나와�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국가와�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이� 살펴

볼�일입니다.33)�

이처럼� 안토니우스의� 과거의� 잘못� 외에도� 키케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잘못된� 행위들을� 구체

적으로�언급하며�제2의� 카이사르,� 참주화하는�안토니우스의�반성을�촉구하는�것이다.�

4.� � 소통의�장으로서의�원로원� ?

이미� 알려진� 대로� 키케로는� 그리스� 저자나�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데모스테네스를� “연설

29) 통상적으로 원로원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는 출입문을 열어 두어 문 바깥에 서 있는 이들이 회의 진
행 과정을 들을 수 있었지만, 현재 이 연설이 실연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콩코르디아 신전은 문
도 닫혀 있고 또한 안토니우스의 사병들이 무장을 한 채 감시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Ramsey 326).

30) 이 연설 19절 참조.
31) Cicero, Philippica 2,112. 
32) Cicero, Philippica 2, 117. 
33) Cicero, Philippica 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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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일인자”(Oratorum� princeps)34)로� 치켜세운� 키케로가� 안토니우스� 규탄� 연설들을� 데모스

테네스의� 연설� 『필리피카』와� 같은� 제목으로� 명명한� 것에는35)� 그의� 명성에� 자신을� 견주어� 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두� 연설가는� 여러� 점에서� 닮았다.� 대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면서도�

교육을� 통해� 아테네에서� 또는� 로마에서� 연설가로,� 정치가로� 격변의� 시대를� 살았다는� 점,� 두� 사람�

모두� “왕과� 참주들과� 충돌하였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두� 연설가의� 연설이� 기대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 즉� 필리포스의� 그리스� 정복을�막지� 못했고,� 안토니우스의� 독단적인� 정국� 운

영도� 막지� 못했는� 점-�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의� 종말과� 로마� 공화정의� 종말의� 상징처럼� 되었고,�

개인적으로는�정치적�보복의�희생물이�되어�비승한�나이(각각� 62세와� 63세)에� 생을� 마감한�것도�

그렇다.� 다만� 데모스테네스가�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 안티파트로스에게� 추격당해� 체포당하는� 순

간� 잡혀� 죽는� 치욕을� 당하기보다� 자살을� 택한� 반면,� 도망치던� 키케로는� 안토니우스가� 보낸� 병사

들에게�잡혀� 목이� 잘렸고�잘린� 목과� 양� 손이� 로마� 광장� 연단에� ‘전시’되는� 비극을�맞았다는�점36)

에�다소�차이가�있기는�하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비슷하나� 실제로� 두� 연설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데모

스테네스의� 청중이� 아테네� 민회에� 모인� 시민이었다면� 키케로의� 14편의� 연설은� 대부분이� 원로원

에서� 행해졌거나� 그것을� 가상해서� 쓰인� 것이었다.� 또한� 키케로와� 데모스테네스는� 규탄하는� 대상

이� 달랐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데모스테네스에게�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는� 아테네인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스를� 노예상태로� 만들려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외국의� 왕이었다.� 기원전�

336년에�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반� 마케도니아� 동맹이� 패하면서� 아테네는� 결국� 마케도니아의� 속

국이� 되었고,� 이어진�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지배,�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데모스테네스

는�계속해서�반� 마케도니아�운동을�전개하다�실패하였다.�

반면에� 안토니우스는� 동료� 시민이면서� 동시에� 콘술급� 동료� 원로원� 의원이었다.� 「안토니우스� 규

탄� 제1,� 제2� 연설」의� 주된� 내용은� 그의� 잘못을� 규탄하는� 것이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

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즉� � 「제1연설」을� 시작하면서� 키케로는� 안토니우스가�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며,� 그래서� 불참에� 대해서도� 사람을� 보내� 이해를� 구했다고� 해명했

다.� 또는� 안토니우스가�자신에게�베풀어�준� 친절에�대해서도�인정했다.�

또한� 저는� 여정으로� 인해� 지쳐� 있기도� 했고� 제� 자신� 몸이� 편치� 않은� 터여서,� 우정(amicitia)에� 대한�

표시로� 이를� 그에게� 말해� 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앞에서� 작업인부들과� 함께� 자기

가� 저의� 집을�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지나치게� 화를� 내며� 몹시� 절제하지� 못한� 모습으

로�말입니다.37)

34) Cicero, Ad Brutus, 141.
35) Plutarchos, Cicero, 48,� 6.
36) Plutarchos, Cicero, 48,� 6.
37) Cicero, Philippica 1, 12. 이는 안토니우스가 분을 참지 못하여 키케로 집에 건물철거반을 데리고 

와서 집을 부숴 버리겠다고 위협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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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일에� 대해� 말씀� 드리기�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있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부당한� 언사

(iniuria)에� 대해� 저는� 얼마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저는� 친한� 사이이며,� 그의� 어떤� 직무로� 인

해38)� 제가� 신세를�지고� 있다는�점이� 그러하다고�저는�항상� 공언해�왔습니다.39)� �

또한� 키케로는,� 안토니우스의� 업적을� 공정하게� 칭찬하기도� 했다.� 카이사르가� 살해당한� 후� 대혼

란으로� 치닫는� 로마의� 정치� 상황을� 조정해서� 화합을� 성취한� 일,40)� 독재관직을� 영구히� 폐기한� 조

치41)� 등이� 대표적인�예이다.�

그리고� 연설을� 마무리하는� 결론부에� 이르면� 안토니우스에게� 콘술로서� 이제라도� 공화정� 전통을�

존중하고�카이사르와�같은�비극적�종말을�맞지� 않기를�촉구한다.� 즉� 안토니우스를�잘못들을�규탄

하지만� 그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파멸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42)� 이런� 점에서� 공화주의자� 키케

로는� 여전히� 원로원의� 권위가� 회복되어� 원로원이� 여전히� 공화정의� 상징이자� 소통의� 장으로� 남기

를�바랐는지도�모른다.�

38) 기원전 47년 파루살루스 전투 승리 이후, 카이사르는 소수의 친 폼페이우스 인사들을 사면하고 이탈
리아로의 귀환을 허락하는데, 당시 기병대장으로서 이탈리아 본토를 책임지고 있던 안토니우스는 키
케로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직무”에 기인한 안토니우스의 행동이 제2연설에서는 폄
하된다(Ramsey, 108). Cicero, Philippica 2, 5, 59-60. 참조.

39) Cicero, Philippica 1, 11. 
40) Cicero, Philippica 1, 2.
41) Cicero, Philippica 1, 3.
42) Cicero, Philippica 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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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도르세. 민중이성을 통한 프랑스 시민교육
전종윤(전주대)

1. 
본 발표문에서 집중 논의할 문제는 프랑스대혁명 시기에 프랑스 공교육(l’instruction 
publique)을 제안했던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 1743~1794)에 의해 발전된 초기 
프랑스 시민교육이다. 이는 역사적 고찰뿐만 아니라, 콩도르세의 정치 철학·교육철학, 인간
학, 그리고 그의 이상향을 조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는 
콩도르세의 사상적 가치를 고려하면 이런 방대한 작업은 필요불가결한 일이지만, 콩도르세
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민중이성(la raison populaire)’ 개념이 프랑스 공교육과 시민교육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천착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의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필자의 가설은 첫째, 콩도르세의 공교육 이론은 초기 프랑스 시민교육의 
근간이 되었고, 그에게 공교육은 곧 시민교육이었다. 그리고 민중이성은 공교육과 시민교육
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콩도르세의 공교육이자 시민교육
은 정부나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 즉 상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하부로 내려 보내는 소위 하
향식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 계몽된 민중 스스로가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공화제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상향식 교육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하향식 교육은 콩도르
세의 사상적 적대자들(Rabaut Saint-Etienne, Lepelletier de Saint-Fargeau)과 독일의 피
히테 등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를 국가교육(l’éducation nationale)이라 부른다. 당시의 공교
육과 국가교육을 앞으로 심화 연구함으로써 콩도르세의 시민교육이 갖는 의의를 부각시킬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민중이성에 대해 살펴보자. 민중이성은 공화주의 이념을 실
현하기 위한 콩도르세 사상의 전제가 된다. 공화주의 이념을 신봉한 콩도르세에 따르면 공
화제는 시민의 주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시민은 계몽되어야 하고 교육되어져야 한다. 계몽, 
즉 교육 가능성의 출발점은 시민의 민중이성이다. 민중이성과 공교육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
한 콩도르세의 말을 들어보자.

“평등과 자유의 친구들이여! 민중이성을 길러주는 공교육을 기초로 공공의 힘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뭉치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귀한 노력의 모든 열매를 머지않아 잃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라! 잘 고안된 법률이 무지한 이를 전문가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편
견에 예속돼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라! 법률이 개인적 독립의 
권리와 자연적 평등의 권리를 존중할수록, 법률은 무지한 이에게 압제를 행사하고 무섭게 
하는 술책이 되어 무지한 이를 압제의 도구이자 희생자로 만든다. 만일 법률이 부당한 권력
을 다 파괴한다면 법률은 즉시 더 위험한 권력을 창조해 낼 것이다.”1)

이처럼 민중이성은 시민이 군주들과 귀족들의 독재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의 강력한 무기
가 된다. 주지하듯이 독재자가 선호하는 정책은 반계몽주의이다. 독재는 언제나 민중의 무
지와 맹목에 기생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언제든지 유용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맹목
적 다수는 독재자를 잉태시킨다고 할까? 이 정치적 구조를 일찍이 간파한 콩도르세는 모든 

1) Condorcet, Cinq Mémoires sur l’instruction publique, Paris: Edilig, 1989, p.79(강조는 필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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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 남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가난
한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킬 것 등 ‘교육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콩도르세 교육론을 서양사
학적으로 접근한 정동준의 말대로, “교육상의 불평등이 독재를 낳은 씨앗”2)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유용성 담론에 반하여, 콩도르세는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개념을 거
부했다. 시민은 그가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특정 사회 공동체에 적응해야만 하는 존재
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지의 결과로 만들어져야 한다. 공
교육의 역할도 이런 합리적 의지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콩도르세가 내세운 공교육의 
목표는,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 ‘구체제’, 프랑스 혁명 때 타도의 대상이 되었던 절대
왕정체제)3)처럼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
민 각자에게 자신의 이성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을 가르치는 것이다. 공교육 
없다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사회 공간이 존재할 수 없고, 공교육이 없다면 지배 계급
에 의해 몰수당한 지식과 무지한 다수의 맹종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 
반계몽주의(또는 몽매주의)와 가톨릭교회를 상대로 한 콩도르세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교
육, 즉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교육’은 프랑스 시민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는 1792년 혁명시기에 「공교육의 일반 조직에 관한 법령 계획과 보고서(Rapport et 
projet de décret sur l’organisation générale de l’Instruction publique)」를 의회에 제출하
였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자신의 이성에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으로 받아들이
는 사람들이 있는 한, 모든 속박을 깨부수더라도, 주어진 의견이 유용한 진실로부터 나온 
것일지라도 모두 헛될 것이다. 인류는 여전히 두 개의 계급으로 남게 될 것이다. 즉 스스로 
사유하는 자들의 계급과 믿기만 하는 자들의 계급, 주인계급과 노예계급으로 말이다.”4)

이 선언은 민중이성을 통한 시민교육의 당위성을 법률로 제정하려 했던 콩도르세의 철학
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프랑스대혁명은 독재에 착취당하는 민중을 해방하지 못하
고, 왕족과 귀족들의 권력을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의 권력으로 대체하는 데 그쳤지만, 콩도
르세가 주장한 민중이성을 통한 시민교육은 1882년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쥘 페리(Jules 
Ferry)의 교육 개혁법(1882년 3월 28일)으로 실제적 결실을 맺게 된다. 이 개혁법으로 “6
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
히 벗어나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교･도덕교육」 대신에 「시민･도덕교육(éducation civique et morale)」이 주당 1시간
의 초등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5) 쥘 페리에 의해 추진된 교육 개혁의 의의는 교
육과정에서 가톨릭 사상이 차지했던 위상을 공화주의 정신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2) 정동준, 「콩도르세의 사회 및 교육관 일고」,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vol. 3, 1999, 33쪽.
3)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의 주된 교육 담당자는 가톨릭교회였다. 당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제하는 반계몽주의의 선봉에 선 사바티에 드 카스트르 신부(l’abbé Sabatier de Castres)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4) Condorcet, Rapport et projet de décret sur l’organisation générale de l’Instruction publique 
présenté à l’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 au nom du Comité d’Instruction publique, les 20 
et 21 avril 179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
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경화문화사, 2016, 70쪽에서 재인용).

5) 위의 책,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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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프랑스대혁명의 결실 가운데 하나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미완성으로 남았던 
‘콩도르세의 교육론’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된 것이다. 즉 “인권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르치고 신앙과 신념의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토론의 원칙이 교육의 장”6)이 열린 것이
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콩도르세는 프랑스 시민교육의 선구자이다. 비록 그가 그의 
교육적 유토피아가 90여년 뒤에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794년 3월 28일 부르라렌느
(Bourg-la-Reine)의 차가운 감방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프랑스 공교육과 시민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3.
콩도르세는 교육의 삼원칙으로 이성과 자유 그리고 지식을 강조했고, 이 원칙은 인간의 자
유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자유롭다. 따라서 지식을 매개로 이성과 자유를 
결합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콩도르세가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이다. 

콩도르세의 교육관은 시민성의 범주를 초월한다. 시민은 단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간 
개념으로 축소 이해할 수 없고, 시민은 진보의 세계에 역할이 있는 존재로 확대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콩도르세의 
인간학의 근간이다. 적어도 과학적이고 기술적 영역에서 지식은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해질 수 있는(perfectible)” 것이다. 이는 “인간 정신의 진보(le progrès de 
l’esprit humain)”를 시민성보다 높은 가치로 둔 콩도르세의 공교육의 궁극목적성에 기인한
다. 

“교육의 목표는 어린이가 더 이상 다른 누구의 안내가 아닌 자신의 마음과 이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즉 그가 자신의 의무와 그 의무를 실행할 동기를 인식하도록, (…) 평화롭고 독
립적인 존재가 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유용하고 자신에게 행복을 제
공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지식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도록 그의 지적 또는 도덕
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7) 

계몽주의자이자 진보주의자였던 콩도르세는 인간 정신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희망에 매몰
되지 않았다. 이성과 계몽에 의해 정치적 완성을 이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정확
한 학문이 아니고, 인간의 결정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있어
서 우연성을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흔히 콩도르세의 역설이나 ‘투표의 역설’이라는 칭하는 문제가 있다. 즉 “한 유권자가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B>C), A를 C보다 선호해야 한다(A>C). 
하지만 최다득표제하에서는 선호 이행성에 위배되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이는 단순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8) 이런 우연성을 줄이기 위해 콩도르세가 선택한 것이 민중이성 교육이다. 다수결이 
곧 참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투표자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정치 제도(특히 투표 제도)는 더욱 민주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대혁명을 경험하지 못했던 어쩌면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던 루소
6) 위의 책, 74쪽.
7) Condorcet, Réflexions et notes sur l’éducation, Paris: Edilig, 1989, p. 66.
8) pgm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174&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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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sseau, 1712~1778)의 시각에 따르면, 시민은 즉각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일종의 본질적 자발성으로서 시민은 정치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법에 의해 타인에 종속되지 않
을 수 있지만, 콩도르세에 따르면 판단능력으로 평가되는 지식의 유무로 한 개인은 자신의 
독립을 보장받는다. 후자의 입장은 어떤 법이라도 그 법 자체는 지배자의 도구로 전락하거
나 부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시민은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합리주의자이면서 과학주의자인 콩도
르세는 독재와 압제에 대항하기 위한 판단력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감각 능력이 추상적 지
식수준에 도달할 때 사람은 이성에 의해 이성을 일깨우게 된다는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시민을 교육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추론 능력이었다. 

4. 
콩도르세의 공교육이자 시민교육의 뼈대를 알 수 있는 텍스트로는 『공교육에 관한 다섯 가
지 회고록(Cinq mémoires sur l’instruction publique, 1791)』과 『공교육의 일반 조직에 
관한 법령 계획과 보고서(Rapport et projet de décret sur l’organisation générale de 
l’Instruction publique, 1792)』가 있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로는 주로 사적(史的) 
연구에 집중한 정동준의 저술(2003)과 송기형의 논문(2013), 그리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재해석한 이윤미의 논문(2014) 등이 있다.9) 장세룡은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라는 제목의 편역서(2002)에서 『공교육에 관한 다섯 가지 회고록』과 『인간 정신
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일부를 우리말로 소개하고 있다. 부분적 편역이지만 거의 유
일한 콩드르세 번역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만하다. 참고로 최근 유시민은 『유시민의 경
제학 카페』에서 콩도르세의 역설(‘합리적 다수결은 없다’)을 대중적 시각에서 소개하고 있
다.      

콩도르세는 그의 공교육에 관한 전반적 총론을 『공교육에 관한 다섯 가지 회고록』 가운
데 첫 번째 회고록(「공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소개했다. 여기서 콩도르세는 왜 사회가 
민중에게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 문제시하고 있다. 계몽, 자유, 평등의 관점에서 공교육
을 논하고 있는데, 공교육은 권리의 평등을 가져오는 수단이며, 공교육의 제공은 시민에 대
한 사회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특히 각 개인은 타인의 이성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
로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의 불평등이 특권계급의 압
제를 가능하게 했고, 무지의 결과로 굴욕적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
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덕성, 청렴성, 정직성 등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
에 인간으로, 가족의 아버지, 시민으로서의 공통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진실을 알게 되고, 오류를 거부하게 되면 “계몽은 증가하여” 다수 개인들에게 확
산되고, 국가도 더 좋은 법률, 행정 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10) 공교육의 본

9) Cf. 정동준, 『18세기 교육사상: 프랑스대혁명기의 공교육계획』, 국회자료원, 2003; 송기형, 「프
랑스 혁명시 공교위의 교육안 연구」, 『프랑스사 연구』 제29호, 2013, 57~90쪽; 이윤미, 「콩도
르세의 자유주의적 공교육 개혁론의 시사점」, 『한국교육사학』 제36권 제3호, 2014, 153~182
쪽.  

10) 이윤미, 「콩도르세의 자유주의적 공교육 개혁론의 시사점」,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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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목적에 관한 회고록의 결론은 ‘민중의 지식 습득은 사회의 의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회고록에서 다섯 번째 회고록 내용(2회고록: 아동을 위한 공통교육, 3회고록: 성

인을 위한 공교육, 4회고록: 직업교육, 5회고록: 학문과 관련한 교육)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공교육의 일반 조직에 관한 법령 계획과 보고서
(이하, 『공교육 보고서』)』에 소개된 학제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자.11)

『공교육 보고서』에 의하면, 콩도르세가 제안한 ‘학제’ 첫 단계인 초등학교(Ecoles 
primaires)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학교에서 쓰기, 읽기 등의 학습은 공통적으로 학습되지만 
주거지의 특성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지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주
민에게 필수적인 셈하기 규칙과 윤리, 자연, 경제의 기본적 지식을 가르치고, 도시에서는 농
사에 관한 것은 적게 배우는 한편 산업기술이나 상거래에 관한 것을 더 많이 학습한다. 공
교육 보고서에는 인구수에 따른 학교의 수와 교사 수 등이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의 학교는 중학교(Ecoles secondaires)이다. 중학교에서는 1) 정확하게 쓰고 
말하기 위해 필요한 문법, 프랑스 및 주변국가의 역사와 지리, 2) 공업기술 원리, 상업 실
제, 데생 등, 3) 윤리와 사회과학의 주요내용과 각종 주요 법규, 4) 수학, 물리학, 자연사에 
관한 기초수업을 공업기술, 농업, 상업과 관련하여 가르친다. 중학교는 각 관할구소재지 및 
인구 4000명 이상의 지역에 설립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앵스튀투(Institut)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산업의 완성에 필요한 필
수적 지식을 가르친다. 수학능력과 학업 진취도에 따라 학생들이 동시에 2개 혹은 그 이상
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목들이 여러 강좌로 나뉜다. 앵스튀투의 조직은 
크게 4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1과정 수학, 물리학, 제2과정 윤리학 및 정치학, 제3과
정 기술응용학문, 제4과정 문학과 예능 등이며, 각 과정의 하위 과목별로 전공 교사가 배치
된다. 앵스튀투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초등교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교수법강좌 등이 
시행되며 이를 위한 별도의 교사를 둔다. 앵스튀투는 전국에 110개소가 설립되는데 각 도
에 1개소, 지역적 특색에 따라 27개소가 추가 배치된다.

네 번째 단계는 리세(Lycées)이다. 리세의 교육은 4개 과정으로 나뉘며 그 구분은 앵스
튀투 과정과 같다. 하위 전공과목이 세분화, 심화되어 있으며 담당교수의 수도 증원 배치되
어 있다. 수강생에 따라 교수의 수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을 교사(instituteurs)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앵스튀투와 리세에서는 교수(professeur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리세는 전국에 9개소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개의 리세는 지역을 나누어 북부, 동북부, 동부, 남동부, 서부, 북
서부, 중부, 파리 리세 등으로 위치를 정하고 있다.

콩도르세 교육안이자 『공교육 보고서』는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입법의회가 오스트
리아에 선전포고를 한 까닭에 정식 의사일정에 올리지도 못했고, 9월 20일 입법의회가 해
산되면서 결국 콩도르세 교육안은 정식 보고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도르세의 공
교육 계획안은 계몽된 시민이 스스로 형성하는 진보된 사회를 꿈꾸고 있다.

이 지점에서 콩도르세 교육철학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이성을 통해 
계몽된 인간을 교육하는 공교육은 결국 국가가 교육정책을 세우고 특별한 계층, 즉 의원들
이 입법에 따라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를 진정한 상향식이라 할 수 있는가? 이는 
콩도르세의 적대자였던 Rabaut Saint-Etienne와 Lepelletier de Saint-Fargeau 등이 주장
11) 여기서는 송기형과 이윤미의 논문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재인용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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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교육(l’éducation nationale)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5.
라보 생테티엔이 주장한 국가교육이 시민의 덕(le moral, vertu) 함양을 통해 형제애와 국
가 정신을 전승하는 것이라면, 콩도르세의 공교육은 시민의 계몽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보 생테티엔과 콩도르세 사이에는 적어도 네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콩도
르세의 공교육은 모두에게 공통된 이념, 즉 국가의 의식을 세우는 것에 반해서 라보 생테티
엔의 국가교육은 국가나 사회의 명예를 세운다. 둘째, 라보 생테티엔에 따르면 국가교육은 
평생토록 지속된다. 즉 인간이 출생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 
전체를 움켜지려 한다(saisir). 그러나 콩도르세에 따르면 공교육은 시민이 삶 전체를 인도
한다(guider). 셋째, 콩도르세의 공교육은 결코 프랑스 시민만으로 한정될 수 없으나, 라보 
생테티엔의 국가교육은 오로지 프랑스 정신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콩
도르세는 인류 전체의 진보를 지향했지만 라보 생테티엔은 민족주의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민족주의적 형태는 피히테 국가교육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콩도르
세의 공교육은 국가교육에 종속될 수 없고, 국가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라보 생테티
엔의 국가교육은 국가가 모든 교육 분야를 책임져야 한다. 

콩도르세와 라보 생테티엔의 차이점, 즉 공교육과 국가교육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필자
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가르치는 것(instruire)’은 지식을 알리는 것만이 아
니라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고, 지식의 근거를 세우는 이성을 잉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콩도르세의 공교육 곧 시민교육은 사회·정치적 공간에서 시민
의 평등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간 정신의 진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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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언어학은 시민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조원형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1. 머리말

  먼저 오늘 발표 자리는 ‘논문 발표’ 자리라기보다 ‘토론’ 자리인 만큼 여기서 필자는 완결된 
논리를 담아 논지를 전개하기보다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발표
문은 논문이 아니고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서 작성한 발제문임을 이해해 주
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러한 까닭에 이 글은 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며 논문의 문체가 아
니라 구어에 가까운 문체로 썼다는 점을 아울러 밝힌다. 그리고 학술 ‘토론’ 자리인 만큼 필자
의 발제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토론자들과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발표자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다. 인성교육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일이다. 최근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과정인 대학 교육에서조차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이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에서는 그 무슨 ‘인간학’이니 ‘영성’이니 하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사실상의 
채플, 즉 종교 수업 과목들이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 나름대로 인성교육 과목을 강의
하는 경우가 있다. 사립 학교의 경우 자기 학교의 설립 이념을 강의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데1), 이러한 학교들은 설립 이념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강의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사실 (실제
로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는지 몰라도) 거의 모든 학교들은 매우 훌륭한 교훈 또는 건학 이
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 건학 이념을 강의한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인성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성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소통 능력’과 ‘시민사회 구성
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인성교육 담당자의 문제라기
보다 인성교육 자체,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통용되어 온 ‘인성’이라는 개념 자
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성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
리켰는가? 어른들 말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보다 손위인 사람을 공경하라는 식의 수
직적 서열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인성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라 불렸다. 반면 한국 사회 특
유의 수직적 인간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성이 잘 갖추어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지
지 못했다. 수업 시간에 교수나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학생, 조직 안에서 뭔가 따지고 문제제
기를 하는 사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등은 인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 학교에서는 소통 능력 없이 그저 ‘(남의 
말을 잘 들으니) 착하기만’ 한 사람들을 양산해 왔다. 시험 제도마저 남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수동적으로 고르는 방식이 가장 ‘공정’하다는 신화 내지 미신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런 신화 내지 미신은 논술 시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급기야 대학 입시에
서 애써 제도화해 놓은 논술 시험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논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글을 통한 소통 능력, 글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기회를 

1) 사실 가톨릭대의 종교 수업도 그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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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그 학생들이 시민이 되어 사회를 구성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나
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오늘날 인터넷 사이트마다 달리는 댓글들의 초라한 수준을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말하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2016년 촛불혁명을 반례로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에게 투표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우리 사
회의 정치 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저신뢰 사회’라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정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관을 객관화하는’ 것을 서로 인
정하고 긍정하지 못한다. 대학입시 제도 중에서 선다형 시험 방식을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교수의 학생 평가를 신뢰하지 않다 보니 대학 
구성원들이 비합리적인 상대평가 제도를 강요하거나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런 와중에 필자는 텍스트언어학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적어도 언어학계에서는 많은 사
람들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 보았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은 분야이다. 도대체 이 시점에서 왜 텍스트언어학이란 말인가? 그 문제를 이제부터 
이야기해 볼까 한다.

2. 텍스트언어학의 목표

  텍스트언어학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까지 올려 잡는 경우도 있고(이재원 2018) 수
사학과 텍스트언어학을 별개로 보는 경우도 있다(Adamzik 2016). 하지만 텍스트언어학이 ‘문
법’의 기계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는 여타 언어학 분야와 구별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텍스트언
어학자 보그랑드(Robert de Beaugrande)는 텍스트언어학을 ‘텍스트와 담화 과학’이라고 일
컬으며 그 궁극적 목표를 ‘담화를 통해 지식과 사회에 접근하는 자유를 뒷받침하는 
것’(Beaugrande 1997:1)이라고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텍스트언어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각각 텍스트성, 텍스트 유형, 텍스트 문법이
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자.
  먼저 ‘텍스트성’이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텍스트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라고 생
각하면 된다. 이 개념을 처음 제안한 보그랑드3)에 따르면 텍스트성은 다음 일곱 가지 속성을 
아우른다.

  (1) 응결성 (Kohäsion)
  (2) 응집성 (Kohärenz)
  (3) 의도성 (Intensionalität)
  (4) 용인성 (Akzeptabilität)
  (5) 상황성 (Situationalität)

2) 물론 이것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점수 산정 기준에 사실상 상대평가를 강요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왜 상대평가를 강요하겠는가?

3) 보그랑드와 드레슬러(Wolfgang Dressler)가 1981년에 함께 출판한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을 통해 이 개념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나 사실 텍스트성 개념 자체는 보그랑드가 
한 해 먼저, 즉 1980년에 단독으로 낸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었다(조원형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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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성 (Informationalität)
  (7) 간텍스트성 (Intertextualität)

  이 속성들은 텍스트가 단지 문법적으로 고정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속
에서 역동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텍스트 유형론 역시 사회 체계와 관련이 깊다. Adamzik(2016)은 이를 ‘상황 맥락’의 하나
인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된 요소로 설명했다. Gansel/조국현 옮김(2014)은 사회 체계 이론과 
텍스트 유형론을 연관지었다. 텍스트 유형론은 ‘언어학적 문체론’의 한 갈래라 할 수 있는데, 
텍스트 유형에 따라 글의 문체가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컨대 대통령 연설문의 문체
와 연애편지의 문체가 같을 수가 없다.
  텍스트 문법론은 텍스트가 어떠한 문법적 구조로 만들어지고 소통되는가를 논하는 분야이
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도 통용되는 이론은 판 데이크(Teun 
A. van Dijk)의 거시구조 이론이다(고영근 2011 참조).

3. 한국 교육 현장에서 텍스트언어학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1. 텍스트언어학의 교육적 효용성

  텍스트언어학은 위에서 이야기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텍스트들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를 연구하는 것도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영역 안에 포함할 
수 있다. 즉 텍스트 생산과 수용, 소통 교육을 텍스트언어학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과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언어를 통한 소통’을 어떻
게 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데 텍스트언어학 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수사학 교육에서 그런 것을 해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텍스
트언어학은 텍스트 구조를 미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그 문
법론적, 화용론적 기제를 논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텍스트와 관련한 내용을 단편적
으로나마 다루고 있다.

  3.2. 교육 현장의 현실

  그렇다면 현재 초중고 교실에서 텍스트는 어떠한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대학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초중고,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9년에 창비
에서 펴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텍스트는 ‘담화’라는 이름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독서와 
문법’이라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과목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응결성과 응집
성만을 다루고 있으며 그나마도 Kohäsion을 ‘응집성’으로, Kohärenz를 ‘통일성’으로 번역해
서 한국 텍스트언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과 괴리를 보인다.
  그리고 이를 단지 이론으로만 가르칠 뿐, 실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며 소통하는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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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이다. 앞에서도 
‘텍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를 텍스트언어학에서 다룰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곧 
텍스트언어학이 글쓰기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논리적 구성력이 필
요한 논술 글쓰기에는 텍스트언어학 이론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돌
아보면 논술 교육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저신뢰 사회’의 특성상 논술 등 ‘주관
식’ 시험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텍스트언어학 이론을 배워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4. 대안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텍스트언어학 이론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언어학 이
론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아직 텍스트언어학은 한국 언어학계에서 그 지분이 그리 크지 않
다. 영어권 학계의 영향을 받아 이 분야를 ‘담화분석’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포함해도 마찬가지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언어학 전공자들이 ‘당장은 배가 고프더라도’ 이론에 대
한 성찰과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언어학 용어의 표준화도 시급하다. 
‘응결성, 응집성’을 각각 ‘응집성, 통일성’이라고 부를 경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연구자들이
나 용어 때문에 혼란이 생기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텍스트언어학 이론을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에서 강화하는 것이다. 초중고 교과서에서
부터 텍스트언어학 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텍스트성 기준 일곱 가지(2장 
참조)는 기본적인 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학생들이 충실히 배울 
필요가 있다. 텍스트성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도 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텍스트성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서 실생활과 직관적으로 연관
되는 속성인 만큼 시민교육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간신문 같은 데서도 
텍스트성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소재를 다룬 기사를 내보내고 TV 프로그램에
서도 말하기, 글쓰기 관련 방송을 ‘재미와 교양을 겸비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텍스트성과 연
관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만큼 대학의 글쓰기 교육을 강
화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 능력과 토론 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지
자체에서 풀뿌리 언론, 풀뿌리 자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본인의 출신 고교 은사들 중에는 
풀뿌리 언론 활동을 하는 교사와 풀뿌리 문화 운동을 하는 교사가 있다. 그런데 둘 모두 공립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교직이든 다른 직업이든 자기 직업을 가지
고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것은 논문이 아니라 발제문인 만큼 맺음말은 따로 작성하지 않기로 한다. 토론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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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의 토론 참여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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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교육에서 시민성을 위한 수사학 교육의 전개: 미국 
독립 전후에서 1945년 이전을 중심으로1)

이 상철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미국 대학교육에서 공공의 현안에 관한 시민성과 소통교육과 연계하려는 노
력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최근 미국 대학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
고, 국가와 주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통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시민성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1999년 528명의 미국대
학 총장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대학교육의 목표를 ‘공적 목적과 민주주의
를 위한 교육 재검토 선언’을 하였다(Ehrlich, 2000). 미국 대학 총장들은 대학교육이 
전문 지식의 함양은 물론 민주 공동체를 위한 시민성을 동시에 양성해야한다는 것을 
재천명하였다. 미국 대학교육에서 소통과 시민성을 증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은 미국 건립 초기인 18세기에 시작하여, 현재도 미국 대학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
고 있으나 그 목표와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미국 대학
교육에서 수사학교육을 통한 시민성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며 정치·사
회적 변화에 따라 수사학교육의 지향점과 목표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미국의 수사학교육을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하여 민주 시민성을 확립하
기 위해 소통교육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였는가를 논의한다. 첫째, 미국 독립 전후
인 18세기 중반부터 대중교육이 획기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1860~70년대 까지 공동
체와 시민성 향상을 위해 수사학 교육이 어떻게 천착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이 초기 
미국식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영토의 급속한 확장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에서 대중교육이 확산되기 시작한 1860년대부터 스피
치 커뮤니케이션학과가 설립되기 이전인 1920년대 까지 정치·사회 공동체를 위한 수
사학교육의 지향점과 목표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셋
째, 스피치학회가 설립된 1920년대 이후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수사학 교육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념 확산에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
를 논의한다. 
   1774년 미국 독립 전후 미국 대학들은 그리스-로마의 수사학을 부활시킨 유럽의 
수사학 교육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elocutionary 수사학 영향을 많
이 받았다. 미국 독립 초기 수사학자들은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에 있어 시민들이 자
신의 주장과 의견을 표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담론을 교육하고 연구하였다. 독립 전후 미국 대학들은 공공의 사
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수사학 교육이 공
공 토론에 필요한 기예와 수단을 제공하고 초기 미국 공화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1)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2017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소통하는 시민(civis communicans) :소통교육
을 통한 시민성 증진 연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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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미국 대학들은 건강한 민주공화정을 만들기 위해 수사학
의 기예적인 측면은 물론 시민의 권리와 의무, 윤리등 시민성 배양에 수사학 교육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혁명시기에는 수사학교육의 주제로 새로운 공화국 설립
을 위한 영국 왕의 권한과 범위, 법률의 가치, 검열과 규제, 자유 공동체, 새로운 국
가의 경제 정책을 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독립 초기에는 수사학교육은 새로운 민주
공화정을 위한 시민교육이 강조하였으며 19세기 전반기에 들어와서는 수사학교육의 
주안점이 개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으로 확장한다. 수사학교육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
를 위한 소통능력 교육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수사학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미국 독립 전후와 19세기 전반기 수사학 교육의 전개
 1-1. 수사학교육과 공화주의 시민성 

17세기 이민 초기 영국 식민지 시절, 미국 대학교육은 라틴어 중심이었으며 그
리스-로마의 고전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식민지 초기 미국 대학교육은 금속활자 
인쇄술의 미비로 구술에 의존한 수사학교육으로 시작하였지만, 1658년 미국 최초로 
금속활자인쇄기가 들어온 후, 필사문화에서 활자 인쇄문화로 변하며, 영어에 대한 교
육을 강화하고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Rogers & Rogers, 2013). 18
세기 중반에 들어와 영어교육이 강화되며 대학에서 삼과교육이 강화되었다. 청교도 
이민자가 급증한 1730~50년대에는 ‘Great Awakening’이 일어났으며 이 기간 동안 
종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과 연설의 기술에 관한 수사학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였다.2) 

1774년 독립 이후 초기 공화주의자들은 공공의 담론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시민성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초기 사상가들은 새
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
는 공공담론의 발전이 건전한 민주공화정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법과 제도
를 정비하며 수사학 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대표적 인물들로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러쉬, 다니엘 웹스터, 존 위더스푼, 에드워드 에버
레트등이 있다.

독립 초기 미국 대학교육은 그리스와 로마가 제도화한 수사학을 이어받은 영국
의 의회민주주의와 수사학의 교육과정을 접목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미국 
초기 대학교육은 청교도 중심의 교회와 시장 공동체의 지도자로써의 자질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정치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수사학교육을 제도
화하였다. 초기 미국 수사학교육은 이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나 가
정, 그리고 종교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합한 지식과 덕망을 

2) Great Awakening, 일명 대각성운동 혹은 신앙부흥운동이며 시민들이 청교도적 정신을 고양하고, 교
회 제도나 교의의 변혁을 주창하는 운동으로 시작하였지만 종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등 정치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진되어 미국 시민들의 시민성 인식에 큰 영향
을 끼쳤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와 자율이라는 시민정신은 미국 독립 혁명의 정신적 토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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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하는 교육을 지향하였다. 이소크라테스의 ‘아레오파지티쿠스(Areopagiticus)’에서 
주창한 정신을 이어받으며 수사학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사적인 희생도 
할 수 있는 미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적절한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공적 업
무에서도 사적 이익을 위한 기회로 보지 않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간주해야한
다는 공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수사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초기 미국 
수사학 교육자들은 로마의 키케로가 주장한 것을 이어받아 정치 공동체에서의 적극적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연설과 웅변을 할 줄 아는 시민
(citizen-orator, ‘표현하는 시민’)3)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립하였다. 이들 신고
전주의 수사학교육자들은 로마 퀸틸리아누스가 수사학 교육(Institutio Oratoria)에서 
지향한 ‘덕성을 갖춘 훌륭한 화자’(vir bonus dicendi peritus)를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목표를 강조하였다.

벤지민 러시(Rush)는 로마 수사학과 공화정의 관계의 전통을 받아들여 ‘웅변
이 공화정에 기초이며 정부를 기능하게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수사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학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Rush, 1789, Of the Mode, 10).  베르
너 예거(Jaeger, 1939)는 미국 초기 신고전수사학 교육자들이 헤시오드(Hesiod)에서 
플라톤까지 고대 그리스가 국가의 기능을 위해 인간을 교육해야한다는 목표를 믿으
며, 인간의 덕성은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며 그 덕성 교육의 중심에 수사학 교육
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초기 미국 대학에서 수사학 교육은 식민지 기간 설립한 동
북부 지역의 대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시 영국 수사학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미국 독립 후 많은 대학들이 미국의 국가 정체성
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독립 전후의 미국 대학들은 현재의 Ivy League 대학
들이 되는데, 이 중 수사학 교육을 강조한 대학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자면 코네티컷 
주의 Yale 대학교, 뉴욕 주에 설립한 King’s College, 현 Colombia University, 뉴
저지 주의 College of New Jersey, 현 Princeton University, 펜실베니아 주의 
College of Philadelphia, 현 University of Pennsylvania, 등을 들 수 있다.4) 
    초기 미국대학교들은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지는데, 예일대학교의 경우 청교도들
의 일파인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 신도들이 건립하여 전도나 
설교를 위한 수사학 교육을 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원리주의 청교도들과 새로운 부
를 축적한 청교도들 사이의 논쟁이 격렬하였는데, 초기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보수
주의자들과 새로운 신흥계급인 17세기 부르주아 청교도들 간의 논쟁을 위해 연설과 
토론 교육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펜실베니아대학교를 설립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새로
운 민주공화정을 위해 시민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공동체의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어

3) citizen-orator에 관한 개념, ‘말하는 시민’ ‘표현하는 시민’ ‘수사학적 시민’등 번역의 어려움이 있다

4) 1754년 영국의 왕립대학교로 출범한 뉴욕의 King’s College는 독립후 Columbia 대학교로 개명하였
으며, 초기 미국 교육에 민주주의 교육이 도입 된 이유는 대학 및 교과 과정에 대한 공화정을 강화하
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746년 설립된 College of New Jersey는 1896년 Princeton University로 
개명한다. 1749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설립한 필라델피아 대학(College of Philadelphia)은 펜실베니
아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으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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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말과 행동을 해야하는가를 고민하며 공화주의 중심의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이
러한 공화주의 중심의 시민교육은 존 퀸시 아담스로 이어지며 아담스는 고대 그리스
처럼 새로운 민주공화정에서 교육은 시민의 덕성(civic virtue)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중심에 수사학 교육이 있다고 강조
하였다(Clark & Hallron, 1993). 미국 혁명 당시의 이러한 공화주의 이념을 위한 수
사학 교육은 이후 고등교육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초기 미국대학의 수사학 교육의 중요한 인물은 뉴저지 대학(The College of 
New Jersey)의 총장을 역임하며 수사학과 윤리학 교수, 존 위더스푼 (John 
Witherspoon)이다.5) 미국독립선언문의 서명자이기도 한 존 위더스푼은 수사학과 민
주공동체에 대한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위더스푼은 수사학이 로마의 키케로가 주창
한 공화정의 전통을 되살리며 공동체의 번영은 도덕에 뿌리를 두어야하며 정의의 실
현, 양심의 자유, 재산의 분배 등 건강한 공화정의 본성은 덕망을 갖춘 시민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다. 그는 수사학은 공동체를 위해 ‘덕망 있고 훌륭한 화자’(vir 
bonus dicendi peritus)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로마의 수사학 정신을 이어받았
다. 또한 칼뱅교도로서 기독교 신도로서 갖추어야하는 덕망과 연설 교육을 강조하였
다. 클라크와 할로랜은 존 위더스푼 (John Witherspoon)이 미국 초기 수사학교육의 
전통을 확립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Clark and Halloran, 1993). 초기 미국의 수
사학 교육자들은 소통교육을 민주공화주의 이념과 연계하거나 청교도 종교의 신념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Smith, 1997)6) 초기 미국 식민지 시대의 교육은 영국 
대학의 수사학 교육방법과 수사학자들의 이론을 이어받았다. 영국 교육처럼 고대 유
명연설을 암송하거나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의  ‘Philosophy of Rhetoric’, 
리차드 와틀리(Richard Whately)의 ‘Grammar of Rhetoric’, 휴 블레어(Hugh 
Blair)의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 저서 중심의 이론 교육을 하
며 신고전수사학(neoclassic rhetoric) 교육을 학습하였다. 클락과 할로랜은 초기 신
고전수사학 교육자들은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도덕을 앞세우며 공동체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데 수사학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결론을 내렸다(Clark 
& Halloran, 1993). 
 
1-2. 수사학교육과 자유주의 시민성
   초기 공화주의 수사학 교육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19세기 초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수사학 교육 지향점은 공화정을 위한 시민성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위한 소통 
능력의 교육에 대한 목표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교육에서 스피치 교육은 
블레어의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를 채택하며 연설의 어휘와 기
법을 강조한 벨 레트르 (belles lettres) 교육을 강조한다. 벨 레트르 교육은 연설의 

5) 존 위더스푼은 영국 Edinburgh 대학교에서 Hugh Blair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1768년 미국으로 이주
하였다. 

6) 17 세기부터 20 세기 초반까지의 미국 시민 사회의 형성에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종교 등에 대한 
연구는 로저스 스미스 참조(Smit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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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 스타일을 강조하며 설득과 소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Hochmuth and Murphy, 1954). 벨 레테르 교육은 
그리스-로마 수사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설득과 소통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확하게 말
하고 쓰고 순수하며 우아한 어휘를 바탕으로 전달과 실행을 강조한 교육 방법이었다. 
이러한 초기 수사학 교육은 설득과 소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
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Hochmuth and Murphy, 1954). 토마
스 쉐리던의 ‘A Course of Lectures on Elocution’도 교재로 인기리 활용되었으며 
18세기 말에는 비언어 소통에 대한 교재와 일반 저서도 발간되었다(Sheridan, 1756, 
1971). 대표적으로 맥거피(McGuffey) ‘New Juvenile Speaker’, ‘The Manual of 
Elocution and Reading’, ‘The Star Speaker’가 대표적이며, 이들 저서는 비언어적
인 자세, 몸짓, 제스쳐 등에 대한 그림도 포함되어 있다.
   1827년에 사무엘 뉴먼이 발간한 ‘A practical system of rhetoric’ 교재는 60번
의 개정을 거치며 1860년대 까지 미국 대학 교육의 주요 스피치 교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Samuel, 1842). 로마가 확립한 수사학의 다섯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이 
교재는 스피치와 작문을 위한 기초인 사고하기는 물론 배열하는 기법과 언어의 스타
일을 훈련할 수 있는 저서로 당시로서는 아주 실용적인 교재로 평가받았다. 초기 교
육은 보다 사회공동체와 관련성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이 강조된 반면 벨 레테르 교육
은 스피치 능력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목사, 
변호사, 사회 운동가, 정치인등의 공공 연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론 교
육을 위한 교재도 등장하며 수사학 교육의 확산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1824년 앤도
버(Andover) 대학 스피치 교수(Professor of Oratory) 에벤저 포터는 소통 능력을 
강조한 ‘Lectures on the Analysis of Vocal Inflection’를 1835년에는 스피치가 공
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론서인 ‘Rhetorical Reader’를 출간하는데 후자는 
1858년 까지 교재로 널리 활용되었다(Porter, 1827). 

2. 19세기 후반 수사학과 소통 교육: 대중교육의 확산

    19세기 전반에 들어와, 공화정을 위한 수사학 교육과 신고전주의 수사학 교육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사조로 변화한다. 사회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함
양을 지향하는 교육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주안점이 이동하였다. 19
세기 중반에 들어오면 미국의 영토는 중서부로 급속히 확산되며 미국 경제는 크게 성
장하게 된다.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성으로 인해, 대학의 수사
학 교육 방향도 변화를 겪는다. 미국 사회가 경제적 계층도 이전 조다 다원화하며 개
인과 집단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게 된
다. 미국 사회는 영토의 확장, 인구의 증가, 부의 축적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수
요가 급증한다. 또한 19세기에 후반에 들어와 직업의 전문적 영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교육과정도 전문영역으로 세분화된다. 공론의 장에서 의사표현의 공정한 절차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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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문화와 경쟁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대학들은 수사학교육에서 개인의 능력과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말하기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확대한다. 정치적 참정권이 확대됨으로 인해 시민들은 공공연설에 참여하는 
기회가 중가하며 이에 따라 공공연설을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수사학교육의 필요
성을 인식하게 된다. 미국 대학들은 공동체 우선의 가치관에서 개인주의 우선의 가치
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권리를 강화하는 수사학교육을 강화한다. 18세
기 수사학 교육의 목표는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
다면,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개인의 경제적 경쟁력과 권
리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된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개인의 의
사소통 능력은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며 수사학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권리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미국 대학교육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1862년 제정한 모
릴 법안(Morrill Act)이다. 모릴 법안은 일명 ‘공립대학토지공여법안’ (Land-Grant 
College Act)으로 현재 미국 대형 주립대학교 출범의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미국의 
영토가 중서부로 확산되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일반 시민들의 고등교육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연방정부는 중서부에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의 필요성을 절
실히 느낀다. 모릴 법안은 각주가 공립학교와 주립대학교 설립을 위하여 각주의 토지
를 3만 에이커를 매각하여 학교 설립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각주는 주립 대학교를 창설하고 고등교육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은 누구든지 쉽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주립대학교는 일반시민
들의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실용적 교과과정을 많이 신설하였으며 동시에 시민성 
함양을 위해 말하기 교육과 쓰기 교육을 기초교양교육으로서 편성하게 된다. 영어 작
문교육과 스피치교육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중서부의 남부의 대형 주
립대학교 설립으로 인해 일반 중산층 시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급진
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였다. 여성들의 주립대학
교 입학이 허가됨은 물론 남부를 제외한 많은 주에서 흑인도 공립교육기관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부의 대부분 주는 흑인들의 입학을 실행하지 않았지만, 미시시
피와 컨테키주는 침례교와 감리교의 재정 지원을 하여 흑인 공립학교를 따로 설립하
였다. 이 법안은 대학 교육과정을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 미시 경제, 기계, 예
술 등 당시 실용적인 분야의 교육이 급진적으로 확산되었다.7) 대학은 새로운 고등교
육의 기회를 얻게 된 일반 시민들을 위해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소통 교육을 위
해 영어영문학과를 확대하였으며 그중 수사학교육에서는 영어 작문교육과 스피치교육
을 대폭 강화하였다. 

7) 이 법안은 미국 대학 교육의 면모를 바꾸는 데 일조하였으며 대학 교육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 의해 당시 개교한 대학의 명칭이 아직도 미국 대학교에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대학명이 주명 뒤에 A&M(Agricultural & Mechanical), A&T((Agricultural 
& Technical), A&I (Agricultural & Industrial)로 끝나는 대학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Texas A&M 대학교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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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교육을 위해 1870년대 들어와 일부 주립대학교들은 Department of 
Elocution 혹은 College of Oratory를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수사학 교재는 물론 스
피치 실행 교재 발간이 대폭 증가하는 동시에 디베이트 전문교재도 발간하기 시작하
였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립대학교의 Department of Elocution and Oratory, 오하
이오 주립대학교의 School of Oratory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디베이
트 과정을 개설하고 영국의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의 디베이트를 모태로 하여 디베이트 
동아리를 만들고 타 대학들과 정규적인 토론 시합을 위한 대학간 디베이트 리그를 형
성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는 스피치와 토론 교육은 대학 초
창기부터 영어영문학과에서 문학과 결합한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나 1892년 
Department of Elocution and Oratory 학과를 창설하였다. 토마스 클락슨 트루버
드(Trueblood)은 1892년에 주의회 특임 교수로 임명되어 미시간 의회토론에 도움을 
주기도하며 트루버드 지도하에 스피치와 토론교육의 실습이 번성하였다. 미시간 대학
교 스피치 동아리 (University of Michigan Oratorical Association)는 1889년 대
학 간 스피치 대회를 처음 개최한 후, 인근 대학들과 스피치 교류를 하였는데 1890년 
Oberlin, Wisconsin, Northwestern, Cornell 대학교와 함께 Northern Oratorical 
League를 결성하였다. 1892년 Chicago 대학, Iowa 대학, 미네소타는 대학이 합류하
여 중서부 대학간 스피치 교류를 시작으로 1896년에는 중서부 대학간 중앙 토론 리
그(Central Debating League)를 결성하였다. 중서부 토론리그는 미시건주립대학교, 
시카고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가 창립 멤버이며 이듬 해 위스콘신주립대학교와 미
네소타 주립대학교가 합류하였다. 이후 미시건대학교는 1925년 최초의 여성 토론회 
(Women 's Debate League)를 결성하였으며, 1924년 영구 옥스포드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최초의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기고하였다. 이러한 중서부 주립대학교의 
활동은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05년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이 동부 최초로 대학간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다. 
    논증을 기반으로 하는 디베이트 교육도 성행하였는데 보두인(Bowduin) 대학의 
윌리엄 포스터 교수는 ‘Argumentation and Debating’이란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Foster, 1908), 하버드 대학 영문학과의 수사학과 스피치 교수인 아담 힐(Adam 
Sherman Hill)은 1878년 ‘The Principles of Rhetoric’이란 교재를 발간하여 많은 
대학교에서 스피치 교재로 활용되었다(Hill, 1878). 미국 일리노이 웨슬리언대학교와 
미주리 주립대학교 교수로 역임한 밀은 1882년 “The Science of Elocution”을 발간
하였으며(Mill, 1882). 오하이오 웨슬리언 스피치대학(the School of Oratory)의 학
장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스피치와 웅변(Elocution and Oratory) 교수를 역임한 로
버트 풀턴과 미시건주립대학교 스피치와 웅변 교수인 트루버드는 ‘Practical 
Elements of Elocution’이란 교재를 집필하였다(Trueblood, 1915). 이들 교재에는 
스피치의 논리적 내용은 물론 정신, 마음, 영혼 등 철학적 탐색을 시작으로 전달에 
있어 비언어적 요소와 감성적 요인들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고등교육의 확산과 함께 공개 토론을 통한 시민운동교육도 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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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대표적 사례가 리케움 운동(Lyceum Movement)이다. 리케움 운동은 남북전쟁 
전후로 발전한 시민단체기구로 처음엔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대중교육을 위한 스피치와 토론, 강연, 지식 강좌, 예술 공연 
활동 등을 하며 지식 확산에 큰 공헌을 한 시민운동이다. 리케움 운동의 중심에 수사
학 교육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리케움 운동은 당시 미국 도시의 중산층은 물론 농
민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었던 시민운동이며 링컨도 그의 연설 능력을 리케움에서 기
초를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여성운동가들에게 계몽연설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
였으며 지금도 미국식 대중민주주의에서 소통의 장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통하고 있
다. 19세기 후반 미국 주립대학교의 확장은 대중 교육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수사학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소통 능력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리케움 운동과 같은 공동체
의 현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여성운
동과 인권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기존의 수사학 3장르 연설인 법정연설, 의회
연설, 의례연설(과시연설)에서 대중 연설(popular oratory)이 더해진다. 미국 사회에
서 계몽연설가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사회운동 연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성과 스피
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다. 그러나 1890년대 들어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미 
중서부 중심의 주립대학교들은 스피치 교육을 강화하지만 동부 중심의 대부분 유명 
사립대학교들은 수사학 교육을 영어영문학과 교육과정으로 한정하며 특히 토론 교육
은 교과외 과정으로 편성하고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수단과 기술로 여기게 된다. 

3. 수사학 교육에서 스피치학과로 독립: 소통교육의 재정립 (1915~1945)
    19세기 후반에 대중교육과 시민교육이 확산되면서 대부분 주립대학교들은 수사학 
교육은 영어영문학과의 스피치와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였지만 20세기 전후로 스피치 
교육은 글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때로 스피치 원고 작
성은 글쓰기 교과과정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글쓰기 교육자들은 스피치 교육자들이 
논증적 내용 전개, 명확한 어휘 활용, 주제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다고 인식한 반면 
스피치 교육자들은 글쓰기 교육자들이 스피치와 토론의 정치·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며, 스피치와 토론의 기법과 전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
하기 시작하고 글쓰기 교육과 스피치 교육의 이별을 제고하게 된다. 
    1914년 스피치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영문과로부터 독립하려고 기존 영
문학자 주심으로 이루어진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NCTE)에서 
탈퇴하고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 
(NAATPS)를 결성하고 스피치 연구와 교육만 전문으로 하는 학회를 창립한다. 1915
년 스피치 연구과 교육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학술지 Quarterly Journal of 
Public Speaking을 발간하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형 학회로 성장하
였다.8) 1915년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 

8)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 (NAATPS)는 1923년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Speech(NATS)로, 1946년 Speech Association of America (SAA)
로, 1970년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SCA)로 1994년 Natio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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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160명으로 출범하여 10년후인 1925년 1100명이 되며 1935년엔 3031명, 
1950년엔 6000명으로 증가한다. 이후 1990년대 까지 6000 여명 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와 10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대형학회로 성장한다. 
    1910년대 출범한 스피치교육 학회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
서 수사학 교육과 소통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된다. 특히 1930
년대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 소련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전체주의로 변모하며 있을 
때,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수사학 교육과 스피치와 토론 교육의 목적을 재고하게 
된다. 유럽의 전체주의 국가가 스피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때, 미국의 스피치 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자들은 미국식 소통교육이 시민교육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이념을 되새긴다.9) 
   라이언은 ‘독일의 학자들은 학문이 진실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야
만과 군사 폭력을 허용하는 부끄러운 창녀로 전락하였다’라며 공략하였다(Ryan, 
1918).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스피치 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의 경우, 미국은 긴 불황에 벗어났고 
있었지만 당시 국제적 상황은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를 점령하고 이탈리아의 무
솔리니는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고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 소련은 스탈린이 공산주의 
독재정치를 할 때여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미래가 불확실한 때였다. 1930년대의 미국 
스피치 교육자들은 유럽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경쟁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소통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로버
트 앨리슨은 ‘토의와 토론은 선전과 선동의 반대말이다’라며 미국식 소통 교육의 우월
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념을 기반으로 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덕성에 대한 스피치
와 토론의 교육과 연구가 대폭 증가한다. 민주적 소통을 통한 미국식 민주주의가 유
럽의 전체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학생과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부수적 교육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애국주의를 위한 교육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케이블(Cable, 1942)은 스피치 교육은 ‘공공선(public good)
을 위한 지혜를 갖춘 소통하는 훌륭한 시민(good citizenship)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해야한다’고 그리스-로마 수사학 교육의 정신을 재천명하였다(W. Arthur Cable, 
1935;1942). 아이오와 대학교의 버드는 스피치와 소통 교육이 개인의 지식, 태도, 기
술, 습성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와 더 넓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
활을 잘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나친 내셔널리즘을 경계하
였다(Baird, 1928;1937). 그리고 수사학 교육은 스피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분위
기나 선전 선동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
통하는 자유는 워싱턴과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는 비겁한 영혼이 아니며 또한 지나친 애국주의자도 아니며 정치 이념에 사로잡

Association (NCA)로 개명하였다. 
9) 미국의 소수 인종에 대한 시민교육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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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스피치와 토론의 참가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
을 조리 있게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주 시민 양성의 첨단에 있
는 수사학 교육자들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좋은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토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스피치와 토론 교육이 진정한 미국 시민을 만든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스피치 내용의 오류나 거짓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도 활발히 전
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 디베이트 대회에서 코치들은 결과에 치중하는 나머지 
참가 학생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허위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
우가 발생하는 데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소통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스피치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의 펠레그리니는 스피치와 토론 교육은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이어야 
한다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교육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펠레그리니는 스피치
와 토론 교육은 개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의 목적 보다 민주공동체에서 사회적 요구
에 맞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는 스피치 교육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
보다 지적 함양과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 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한 선동이나 사기를 위한 스피치 교육이 아니라, 이성과 
정직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야 하며, 도덕적 용기를 갖고 열정적으로 사기와 기만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시
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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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 소통교육
- 수사학을 중심으로

김종영(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학생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본성을 가져야 하며, 말하기의 종류를  
                배워야 하고,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합니다.  선생은 가르쳐야할 내용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그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도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선 자기 자신을 그에 대한 모범적인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소크라테스)

1. 들어가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교육열에 주목한
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전후 폐허 속에서 신속한 산업
화를 일구어내기 위하여 발전된 과학기술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해야 했다. 이른바 
주입식 교육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숙성되고 품격 있는 교양
교육 및 시민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성찰의 시간이 부족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산
업화의 부작용 못지않은 부작용이 생겨났다. 민주정은 군부독재정치를 타도하는 성과를 거두
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기득권을 오로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에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이른바 재능에 근거한 새로운 귀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머리토크라시
(meritocracy)의 탄생은 교육의 지형도를 바꿔놓았다. 전통교육에서 강조했던 전인교육은 뒷
전으로 밀려나고 지위상승을 위한 역량강화 식의 교육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경쟁사회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보니 점점 더 그렇지 않은 사람
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그간의 교육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할 것이
다. 우선 그간의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진단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고민해보기로 한
다. 교육문제를 진단할 때에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문제를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대학교양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의 김나지움 교육과
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소통교육의 오래된 학문인 수사학을 주목하고 수사학의 원리를 적용한 서울대 
말하기와 토론수업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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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통하는 시민의 텔로스 – 행복론에 대한 단상

  최근 우리 사회의 기형적(?) 인문학 열풍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는 아마 행복일 것이다. 
행복과 관련된 강연이나 논의의 대부분은 철학과 관련해 전개되고 있는 데, 이는 정확하게 표
현하면 개인적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적 관계와 상관없이 개인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통하여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혜 또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태도만 바꾼다고 해서 얻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행복론은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다루는 사회적 행복론과 개인의 지혜를 다루
는 개인적 행복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도덕(사회윤
리)의 영역을 들 수 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국가를 건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경제의 목적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실현하기 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도덕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어울려 살기 위해 지켜
야할 규범을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자에는 심리, 개인윤리의 영역을 생각해볼 수 있
다. 개인 윤리란 스피노자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윤리학처럼 개인이 행복
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는 이론이고, 행복이란 일정 부분 마음먹기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리학도 개인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 가지 행복론 중에서 사회적 행복론이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많은 젊
은이들이 일자리도 얻지 못하여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며 절망하고 있고, 인간을 비롯한 모
든 생명체들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인 자기 보존과 종족번식의 욕구조차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주지 못하여 자살율이 OECD국가 중에 최고이며,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
는 사회 정치적 여건 속에서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태도 등을 변경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개인적 행복론이야 말로 무망하기 그지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사회가 개인적 행복론에 경도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적 행복론을 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둘
째, 사회적 행복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데, 이건 시민의 수준과 연동돼 있다. 이러한 문제는 웬만하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람들은 임시변통으로 ‘개인적 행복’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아닐
까? 우리 사회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미 삶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행복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을 먼저 조성하고 개인적 조건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급한 사람
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임시변통이나마 개인적 행복을 먼저 논하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방송이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웬만큼 살거나, 비교적 넉넉한 사람
들일 것이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당장의 일자리를 찾다가 절규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
이나 소외된 사회구성원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러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는 개인적 행복론보다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도 있고, 나이도 지긋한 사람들도 우울증
에 걸려 급기야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도 꽤 높다. 이런 사람들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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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데에는 개인적 행복론이 꽤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송이나 강연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이를 제대로 표현하며 살아가자’는 유의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행복에 대한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의 행복에 대
한 조건들만 논한다면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저 개인의 기
분전환용으로 인문학을 접하고, 이런 시류에 기대 개인의 행복만을 운운한다면, 이때의 행복
론은 땜질식 처방, 임시 변통적인 행복론에 그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
서 우리사회의 인문학 열풍을 기형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렇다. 이런 열풍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위정자들이 자신의 실정을 개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가령 이런 식이다.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실패에 대한 국
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도의 인문학적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내 탓이다’,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다’를 자각하게 하여 급기야 자책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
려는 속내를 엿볼 수 있다면 좀 심한 표현인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식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정부나 공공기관에 돈이 사
용되고 있다면 어떤가? 정작 중요한 학교(특히 대학교) 안의 인문학은 모두 고사 위기에 있는
데, 방송이나 문화센터의 인문학 강연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인문학은 학교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붐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
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인문학이란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논하
는 사회적 행복론과 맥이 닿아 있는 그런 행복론이다.

  나는 평소 시민역량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민교육을 위하여 관
련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역량)교육은 사회적 행복론 중
에서 정치적 행복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 ‘혼자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등등의 현안들이 대두되나, 그렇다고 문제를 피해가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가야 할 것이다. 지금 방송이나 대중강연
은 주로 유명인사,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러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다. 내 생각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
고 그 중에 어떤 의견들이 설득력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이 필요하면 토
론도 하고 토의가 필요하면 토의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마당을 펼쳐야 한다. 
행복이면 행복이지, 무슨 개인행복, 사회행복이 따로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구분해서 다루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는 제 자리에서 맴돌 것이다. 사회
전반의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다. 우선 소통교육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도록 하자.

3. 우리나라 소통교육의 현황 – 진단과 대책

  소통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국사회의 교양 있는 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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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기 위해 어떤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어떤 정신적 자산을 획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
에 답하기 위해 우선 소통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기로 한다.

1) 진단: 우리나라 중등교육과 대학교양교육의 현황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중등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지 오래다. 중등교육의 
병폐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된 대학 교양교육 역시, 시민기초교양으로 요구되는 생각
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읽기교육: 입시를 위한 이
해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진정한 읽기 교육이 아니다.  읽기 교육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文解 
능력과 텍스트를 통한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책을 매개로 삶과 세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 표현교육: 그간 대학교육에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험
방식과 연결해 정답을 고르고, 문답중심의 교육으로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정답을 말함으로써 논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3) 토론교육: 입시위주 경쟁패턴이 
대학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져, 소위 ‘스펙 쌓기’의 제로섬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환경에선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 정신을 배양할 수 없다. 

2) 대책: 소통교육의 방향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더 나아가 공동체 생활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찾아 일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교육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위주의 풍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1) 읽기 교육을 통한 자기 정체성 확립: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하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공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를 실천하는 방
법 가운데 하나가 고전 읽기다. 책읽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방하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생각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때부터 자신이 읽고 있는 책
의 주인공 혹은 저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이 지점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대학의 소통교육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
다. (2) 이해 중심의 교육에서 표현 중심의 교육으로: 우리는 이론이나 개념보다 이야기를 통
해 세상을 배운다. 우리의 교육은 사태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 교육이 생략된 채 사태의 원인
과 과정 결과 등의 해명에 요청되는 지식만 전달해왔다. 이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만의 이야
기를 짓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기존 중등교육의 정답 고르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보고 새로운 문제를 구
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소임일 것이다. (3) 토론 교육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협력과 협동심 함양: 기본적으로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가르치고 학생들로 하
여금 협력하고 협동하는 법을 기르는 제도이다. 1차적으론 쟁점을 확인하고 토론을 벌일 수 
있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
게 하고 동시에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이야기
를 선택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업도 시도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동심은 물론 설득과 
소통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4.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 독일 김나지움에 대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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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한국사회의 교육문제의 제반사항을 살펴보았다. 흔히들 한국사회는 근대성이 지체되었
다고 진단한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일테다. 그럼 무슨 교육을 어떻
게 해야 할까? 소통능력을 갖추고 개인의 주체성을 함양하며 합리적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한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흔히 전공교육과 비교하여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대학 설립이념이나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겠
으나 여기에는 따져볼 게 있다. 

  대개 기초교육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주관한다. 더러는 개별학과에서 주관하기도 
한다.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기로 하자. 기초교육은 그야말
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교육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독문과에서 독문학 강독을 
위해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데, 이때 배우는 독일어가 기초교육에 해당된다. 이렇듯 전공을 제
대로 하기 위해 꼭 배워야 하는 기초과목들은 개별학과에서 가르치기보다 교양교육을 전담하
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가령 수학을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수학과뿐만 아
니라, 물리학과 공대 등 이공계통의 많은 학과에서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이것을 개별학과에
서 따로 따로 기초과목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한 기관에서 총괄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기초교육과 달리 교양교육은 전공을 위한 선수과목이 아니다. 이를테면 공대학생이 경제학
을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학제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인격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일 것이다. 교양
교육을 가르칠 때 교수자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처럼 강의하
면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양교육은 타전공자들이 그야말로 교양의 폭
을 넓히기 위해 배우는 과목들이다. 가령 연극의 이해를 공대학생들이 수강한다고 하자. 이때 
인문계 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의한다면 교양과목의 개설의도가 빗나간 셈이 
된다. 교양과목을 개별학과에서 개설하면 안 되는 이유다. 타 전공 학생들의 교양을 높이려고 
개설한 과목이 개설학과의 전공기초로 생각하고 강의를 하면 수강생들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수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양교과목은 개별학과와 분리해 교양을 담
당하는 기관에서 관장해야 하고 교수자도 총장이 직접 임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독일 김나지움(우리의 인문계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독일 김
나지움의 교과과정은 우리의 대학 교양교육과 수준이 비슷하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 김나지움은 9년제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그룬트슐레(우리의 초등학교)부
터 설명해보기로 하자. 그룬트슐레는 4년제다. 그러니까 독일은 대학생이 되려면 13년, 즉 우
리보다 1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김나지움은 2단계로 나뉜다. 5학년에서 10학년을 
기초과정 11학년에서 13학년을 상급과정으로 나눠 가르친다. 김나지움 기초과정 6년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친다. 여기에서 우리의 교과목 운영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우리는 초등학교
에서 배운 교과목을 중학교에 올라와 수준만 약간 높여 배우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약간 
수준을 높이고 심지어 대학교에 와서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약간 수준을 높여 가르친다. 
독일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진 않는다.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김나지
움에 오면 기초과정에선 모든 과목을 다 다루고 상급과정(오버슈투페)에 오면 그 중 3-5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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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 시간표를 짜서 반을 찾아가 수강하게 된다. 상급과정이 총 3년이니 6학기 동안 심도 있
게 교양을 습득하는 셈이 된다. 가령 철학을 선택했을 경우, 첫 학기에 플라톤, 그 다음 학기
에 데카르트, 칸트 등등으로 확장해 나가며 철학의 깊이를 더해간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저작
물을 원문으로 읽어나간다. 읽고 토론하고 글쓰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김나지움 상급과정의 교사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에 해당하는 김나지움 오버슈투페에서 3-5개의 전공영역을 선택해 3년동안 집중적으
로 수강함으로써 단순히 상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이한 전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양인을 
기를 뿐만 아니라 전공교육을 위한 예비교육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김나지움 교육의 의의
라고 할 수 있다.      

5. 수업 사례 - 서울대학교 <말하기와 토론> 수업

  서울대 말하기 수업은 공통강의계획서를 기본으로 하고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된다. 실습위주로 하되 이론 강의는 실습에 녹여내고 있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해가면
서 하는 실습은 총 5회다. 소개, 성찰, 공감, 설득, 토론으로 이어진다. 내 수업의 경우 매시간 
발표, 질의응답, 피드백, 자기분석, 최종정리 5단계로 진행된다. 5단계 모두 집중해서 학생을 
관찰하고 수업종료 5분-10분정도 남겨놓고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론과 연계해서 발표자에게 
전달한다. 이때 학생개개인의 특성을 잘 정리해놓고 다음번 발표와 비교하여 개선되거나 요구
되는 사항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준다. 이런 과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말하기
에 대한 정체성을 갖도록 인도한다. 특히 말하기 기술을 강조하지 않고 말하기를 통해 남과 
소통하며 올곧은 품성을 키울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내 수업의 이론골격은 수사학
(rhetorike)인데, 경우에 따라선 다양한 학문의 담론을 함께 녹여낸다. 

1) 읽기 자료들
  실습을 통해 이론을 녹여내기 위해선 여러 전략이 필요하다. 수업 초반엔 말하기에 관한 기본
적인 성찰을 여러 고전을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때 참고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1) 호메로스 『일리아스』 
(2) 고르기아스 『헬레네 찬가』 
(3) 이소크라테스 『소피스테스 반박연설』 『안티도시스』
(4) 플라톤 『고르기아스』 『파이드로스』
(5)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변증론』 『시학』 『니코마코스윤리학』 『정치학』
(6)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연설가』 『브루투스』 『연설의 부분』
(7) 퀸틸리아누스 『수사학 교육』 외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서는 피드백이 중요한 데, 이때에는 수사학의 여러 원리들을 20여개 
정도로 나누어 각 사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녹여낸다. 나름대로 내 수업에 적용하는 수사
학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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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하기의 3원칙
(1) 그럴법하게 말하라 (eikos)
(2) 시의 적절하게 말하라 (kairos) 
(3) 조화롭게 말하라 (decorum)

3) 말하기의 5원리
(1) 생각의 발견 (inventio)

① 신뢰획득 (pistis)
ㄱ. 품격을 보여라
ㄴ. 문제를 제기하라
ㄷ. 청중을 이해하라
ㄹ. 연설의 유형을 알고 있어라
ㅁ. 논거를 찾아라

② 감정자극 (movere)
ㄱ. 감정의 본질을 알아라
ㄴ. 감정이 내용을 먹지 않도록 하라
ㄷ. 감정의 큰 줄기만을 건드려라

(2) 생각의 정리 (dispositio)
① 도입부 (exordium)

ㄱ. 호감을 사라
ㄴ. 관심을 끌어라
ㄷ. 이해를 도와라

② 서술부 (narratio)
ㄱ. 사안의 대강을 알려라 
ㄴ.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라
ㄷ. 신빙성 있게 말하라 

③ 논증부 (argumentatio)
ㄱ. 논증하라
ㄴ. 예증하라

④ 종결부(peroratio)
ㄱ. 강조하라 
ㄴ. 요약하라 

(3) 생각의 표현 (elocutio)
① 표현의 덕목 (virtutes dicendi)

ㄱ. 정확하게 표현하라
ㄴ. 명확하게 표현하라
ㄷ. 적절하게 표현하라 
ㄹ. 참신하게 표현하라

② 표현의 유형 (genera elocutionis)
ㄱ. 감정을 넣지 말고 표현하라
ㄴ. 감정을 최대한 살려 표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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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절충해서 중간으로 표현하라
③ 표현의 변형과 조작 (figura et trope)

ㄱ. 귀를 즐겁게 하라 
ㄴ. 눈앞에 그림을 그려라 

(4) 내용장악 (memoria)
① 기억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

ㄱ. 신화에서 인간으로
ㄴ. 지식체계에서의 기억의 위치

② 내용장악이란 무엇인가?
ㄱ. 내용을 장악해야 호흡이 산다
ㄴ. 단순한 암기는 코미디다

(5) 전달 (pronuntiatio/actio)
① 목소리는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ㄱ. 자연스런 호흡을 찾아라
ㄴ. 자신의 성량을 알아라
ㄷ. 발음에 신경 써라

② 목소리는 어떻게 변형시키나?
ㄱ.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라
ㄴ. 대화하듯 말하라
ㄷ. 격정적으로 말하라
ㄹ. 중간 톤으로 말하라

③ 몸짓과 시선 그리고 태도
ㄱ. 자연스럽게 움직여라
ㄴ. 우아하게 움직여라
ㄷ. 조화롭게 움직여라

④ 표정과 복장
ㄱ. 미소를 띠어라
ㄴ. 단정하라

4) 독서토론

(1) 왜 독서토론인가?

  여러 토론 유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독서토론에 국한하여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럼 왜 독서토론인가?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의 인문
교육의 역사를 살펴봐도 책읽기는 매우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 인문학
의 학적 체계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키케로는 기능적 지식만을 습득하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책 읽기를 권하고 있다.

“무릇 모든 책들은 모범사례(模範事例)로, 현인들의 목소리는 규범전례(規範典例)로, 옛 역사
는 전범선례(典範先例)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문자의 빛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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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모범들은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작가들은 가장 용감했던 이
들을, 경탄뿐만 아니라 본받음의 대상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모범 인물들에 대해 저술해 전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국가를 이끌어 나갈 때, 나의 마음과 정신을 이끌어주고 지켜준 것은 이 
위대한 분들에 대한 생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분들을 항상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두
곤 했습니다.” (키케로의『아르키아스 연설』14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부딪친다.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야 한다. 이
런 힘을 키우기 위해 독서만큼 좋은 게 없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과 세상에 대한 간
접 경험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다. 통찰력이라는 것이 자신 ‘내안의 나’를 발
견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한다.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읽은 책만큼 다양한 세
계와 만나는 것이고, 읽은 것만큼 많은 목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내안의 나’가 자생적으로 내면에서 태어나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개성(personality)이 
된다. 이 개성이 형성될 때, 자기를 위해 살줄 아는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
성이란 것이 단순하게 ‘성격의 급함’, 혹은 ‘느긋함’ 등의 개인적 감정 발산 방식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그것은 책읽기를 통해서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무수한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한 
인격체임을 뜻한다. 이 인격체는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책을 통한 무수한 교류를 
통해서, 읽은 내용을 자기 식으로 내면화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긴다. 정리하면 책읽
기를 통해 인격을 수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다양한 체험은 화자에게 풍성한 
말감을 제공해준다.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2) 독서토론의 과정

  다른 실습은 많은 수업에서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토론에 국한하
여 다뤄보기로 한다.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말이다. 토론은 앞선 여러 말하기 훈련을 종합하는 완결편이라 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기 초에 도서를 정하고, 팀을 정하여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
은 학기 중 토론 준비를 위하여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준비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은 교수에게 물어 해결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수자는 학생들의 토론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야 한다. 학생들에게 토론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준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교수한
다. 가령 논제에 따라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료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교수자는 실전토론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유형들을 소개할 수
도 있으며, 토론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주요 관점이나 저자의 핵심 입장을 분석하여 이를 옹호하고 
비판해야 한다. 지정도서는 토론에 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 미리 읽
어오게 한다. 책의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고전이면 좋겠다. 학생들이 토론에서 특히 
어려워해 하는 논박하고 방어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도 곁들일 수 있다. 특히 효과적으로 질문
하는 기술이라든지, 논증의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를 통
하여 상대방 논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수업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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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며

  교수자는 효율적인 말하기를 위해 학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말하기와 토론 교과목은 실습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더 
신경이 간다. 강의는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실습 중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
지가 늘 관건이 된다. 내 경우를 놓고 보면 말하기 수업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최고목
표는 말하기를 통해 올곧은 품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저 말만 잘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잘 말하기에 앞서 훌륭한 청자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강조한다. 
직접체험이 가장 좋을 것일진대 책읽기를 통한 간접체험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이다. 독서토론
이 필요한 대목이다. 독서를 통한 다양한 체험은 독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화자에게 풍성한 말감을 제공해준다.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사회는 한편으로 지식사회로,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로 변하고 있다. 시민사회라 함은 
타협과 양보에 기초한 대화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토론하는 
사회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타협과 양보에 입각한 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요구된다. 많은 것을 안다는 의미에서의 교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필요한 기초배
경을 이해하고 통찰할 줄 안다는 의미에서의 교양 말이다. 이 교양은 단편 지식을 확장하는데 
의존하는 교육방식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토론교육을 통해 교양 있고 공공선을 먼
저 생각하는 훌륭한 시민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글을 마치면서 수사학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수사학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리고 말을 둘러싸고 일어나
는 온갖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수사학은 설득의 수단뿐만 아니라 인간교육은 
물론 리더십의 기본이고, 종합학문이요 그야말로 만사의 여왕이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소통
을 이끌게 하는 최고의 원리다.

우리는 모두 수사적 인간(rhetorikos)이다. 수사적 인간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선 늘 역지사지를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추
구해야 한다. 공공성을 위해 판단하고 공평무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의적절한 의견을 잘 구성하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자다. 수사적 인간이
라고 해서 단순히 말만 잘하는 인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정신의 모

준비 실행 평가
(1) 지정도서 선정
(2) 토론 조 확정
(3) 책 읽기
(4) 논제 찾기
(5) 논제 결정하기
(6) 토론 전략서 짜기
(7) 토론 개요서 올리기

(1) 줄거리 소개하기
(2) 논제 설정과정 설명하기
(3) 실전토론
(4) 청중과의 질의응답
(5) 피드백
(6) 자기분석
(7) 최종 정리

(1) 보완 원고 올리기
(2) 동료 피드백 정리하기
(3) 동영상 분석하기
(4) 성찰 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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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덕성을 구비하고 있는 인간을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삶에서 행복, 특히 사회적 행복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올바른 
교양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올바른 교양교육은 인격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와 서로 다
른 전공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형성하
는 데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깊이 없는 상식의 나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전공자들이나 관
심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인 말하기와 토론교육을 아울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자를        
                                연설가라 부르자. 인품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하기에 대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자 
말이다.” 

(퀸틸리아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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