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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사학의 수사학 II*
- 설득의 드라마, 플라톤의 『크리톤』의 수사적 전략 -

 김영옥 (한국외대)

1. 들어가며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 대해 일찍이 키케로는 『연설가에 대하여』에

서 “이 작품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플라톤이 연설가들을 놀리면서도 자기 

스스로 대단한 연설가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1.11.47)이라고 쓴다. 

그런데 플라톤이 스스로 대단한 연설가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고르

기아스』에서만이 아니다. 고대수사학의 탄생기 소피스트와 동시대인으로

서 수사학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학의 비판자로 알려져 있는 플라톤

은 수사학의 비판자이기 이전에 수혜자이며 여러 대화편에서 자신이 수사

적 연설가임을 드러낸다(김영옥 2017, 28). 플라톤의 대화편을 플라톤 당

대의 소피스트 및 수사학과의 생산적인 대결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2010637). 이 논문은 2018년 12월 1일 한국수사학회 학술

대회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발표장과 뒷풀이장에서 토론으로 도움을 주신 분

들께,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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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더욱이 플라톤

의 개별 대화편 텍스트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1) 이 논문은 플라톤의 개별 대화편에 대

한 수사학적 텍스트 분석의 일례로서 『크리톤』2)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그린 플라톤의 4부작3) 가운데 하나로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죽마고우 크리톤4)의 탈옥 권유를 듣고 그에 대해 크

리톤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해야만 하는 수사적 상황에 직면해서 두 차례에 

1)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영옥(2017)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고대 그리

스의 법정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수사적 실천의 한 범례로 보고 플라톤이 표층적

으로는 수사학을 비판하나 그의 텍스트 심층에는 수사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수사

학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2)  설득적 성격이 강한 『크리톤』의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김유석, 2010; 김태경, 
2010; 강철웅, 2012)는 소크라테스의 논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크리톤』에 대

한 기존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법률의 연설’에서 법률이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의 

의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으로 갈린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경(2010, 181 주
1)과 강철웅(2012, 39 주11) 참조. 서구 학자들의 연구도 이 문제에서 갈리는데 그

에 대해서는 Gergel(2000, 290, 주4) 참조.

3)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소재로 한 플라톤의 4부작은 소크라테스가 불경죄로 고발

당한 뒤에 경건함에 대해 에우티프론과 대화하는 내용의 『에우티프론』, 법정에서 

유죄판결 및 사형선고를 받는 과정에서 행한 소크라테스의 3차례의 연설을 내용

으로 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감옥에 갇혀 형집행을 기다리는 가운데 탈옥을 

종용하는 죽마고우 크리톤을 설득하는 내용의 『크리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는 

날 친구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다룬 『파이돈』으로 이루어진다. 이 4부작에 대해 일

찍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3,56-58)는 플라톤이 비극작가처럼 4부작으로 썼

다고 트라쉴로스(Trasyllos)를 인용하여 쓰고 있다.

4)  역사적 인물 크리톤은 철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의 알로페케(Alopeke)라는 같은 구(demos)의 주민이고 동갑내기 죽마고우이다. 

크리톤은 『크리톤』 외에도 『소크라테스의 변론』, 『파이돈』, 『에우튀데모스』에도 

등장한다. 실제로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려 했느냐 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3,36)는 이도메네우스(Idomeneus)를 인용하여 아

이스키네스(Aischines)가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려 했다고 쓴다. 플라톤과 아이

스키네스 사이에는 경쟁심이 있었기에 플라톤이 자신의 저작에서 크리톤을 내세

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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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설하는 설득의 드라마이다5). 플라톤의 『크리

톤』은 세 가지 설득 시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는 조언연설 부분(44b-46a) 
(2-1) 그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다른 대화편에서 늘상 하듯이, 반대 논거

를 내세우고 대화를 통해 상대의 논거를 철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크리톤

에게 탈옥이 옳지 않음을 설득하려 하는 부분(46b-49e) 
(2-2) 소크라테스가 법률을 의인화하여 법률이 자신에게 탈옥하지 말라

고 조언하는 허구적 연설을 크리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에게 탈옥이 옳지 

않음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는 부분(50a-54d).
『크리톤』의 구성 부분을 김유석(2010)은 (1)과 (2-1)을 전반부로, (2-2)를 

후반부로 나눈다. 이러한 구분은 주로 소크라테스의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2-1)과 (2-2)를 각각 철학적 설득과 수사학적인 설득으로 대비시키는 연구

가 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크리톤』의 구성부분을 (1)은 크리톤의 설득 

시도, (2)는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라는 점에서 구분하면 드라마의 두 인

물6),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에 주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2-1)과 (2-2)를 단

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설득 시도로서 한 단위로 묶어 연장선

상에서 보는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7)      

이 글에서는 먼저 두 인물의 설득 시도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원용하면서 수사학의 네 기둥인 논증이론, 감정이론, 문체이론, 연설의 구

5)  실제로 『크리톤』에는 ‘설득하다(peithein)’ 동사가 7번이나 나온다(이기백 2009, 
94 찾아보기 참조).

6)  ‘의인화된 법률’을 소크라테스와 구별되는 제3의 등장인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화된 법률’은 소크라테스를 대신하여 크리톤을 설득한다

고 본다면, 제3의 등장인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7)  베르나르트(Bernard 2016, 48이하)는 (2-1)을 46b-48b, 48b-49e로 나누고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설득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2.1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뒷부분에서는 정의에 관한 원칙을 다룬다는 데 있

는 듯하다. 이기백(2014, 18)도 뒷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정의의 원칙들”로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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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분이론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사학”(Mayer 2002, 102)의 관점에서 분

석하고, 그 다음에 이 대화편 전체를 연설가 플라톤이 펼쳐놓은 하나의 연

설로 보는 맥닐(McNeal)의 제안을 짧게 고찰해보려 한다. 

2. 『크리톤』에 나타나는 설득 시도

설득 시도들(1, 2-1, 2-2)의 수사적 구조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드라마

의 도입부를 살펴보자. 아테네의 신사이고 소크라테스와 우정을 맺을 만

큼 훌륭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크리톤은 플라톤의 『에우튀데모스』에

서 자신의 아들, 크리토불로스의 교육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상의하고, 『소

크라테스의 변론』에서는 플라톤과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소크라테스를 위

해 벌금형으로 30므나8)를 보증하는 사람(38b), 즉 친구를 위해 자기 재산

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여기 『크리톤』에서도 그는 친

구의 탈옥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려 한다. 

크리톤은 아폴론 신에 참배하기 위해 델로스 섬으로 떠났던 배가 그 날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 못 이루고 해가 뜨기도 전에 친구에게 

달려왔다.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

다.9) 소크라테스는 그 배가 도착한 다음 날 죽게 되어 있었다. 잠을 못 이

룬 크리톤과 달리 소크라테스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다. 잠에서 깬 소크

라테스는 방금 꿈에서 만난 미인이 자신에게 말해준 것을 근거로 배는 오

늘이 아니라 내일 도착할 것이며 자신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 죽을 것이라

8)  30므나는 아테네 법정의 배심원이 받는 하루 품삯 3 오볼로이의 6000 배에 해당

된다(Bernard 2016, 55). 
9)  아테네에는 델로스로 사절단이 떠나기 위해 배의 고물에 꽃장식을 하는 날로부터 

그 배가 다시 아테네로 돌아올 때까지 사형을 금하는 법이 있었다. 그런데 소크라

테스 재판 전날 배의 고물 장식이 시작되었기에 소크라테스는 배가 돌아올 때까지 

30일 간 사형집행이 미루어져 감옥에 갇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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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이 도입부에 이미 소문 내지는 다수의 의견에 의존해서 말하는 

크리톤과 신의 계시에 따라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차이가 드라마의 복선처

럼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도입부와 상응하도록 드라마 『크리톤』을 마무

리하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신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그대로 하

세나”(54e)이다. 

2.1. 설득 시도 (1)

탈옥을 설득하는 크리톤의 논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자

기 이해관계에 근거한 논거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논거이다. 자기 이해

관계에 근거한 논거는 두 가지이다. 즉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는 친구를 잃

게 된다”, “돈을 썼으면 친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친구보다 돈을 더 중시

해서 친구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이다(44b-
c).10) ‘다수의 생각’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대치

시킨다. 반면 크리톤은 다수의 생각이 얼마나 큰 해를 줄 수 있는지 지적하

면서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판결을 상기시키는 듯하다. 이어서 크리톤

은 ‘실현가능성’을 논거로 소크라테스를 설득하려 한다. 그는 자신과 친구

들이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킨 후에 겪게 될 곤경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고 운을 뗀 다음 자신들이 기소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고발되어 많은 돈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해도 친구를 구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면서

(45a) 실제로 기소를 일삼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큰돈이 들지 않으며 소

크라테스가 외국으로 나가면 그곳의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귀하게 여기

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설득한다. 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법
률의 연설’(53b이하)에 들어 있다.   

도덕적 논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와 관

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가족과 친구들인 “우리”와 관련된

10)  여기에서 평판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플라톤은 ‘평판’과 ‘다수의 

생각’에 같은 단어, ‘독사(doxa)’를 사용한다(이기백 2014, 51, 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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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데도 자신을 포기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것은 자신의 적들이 원하는 것을 일어나

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식들을 버리는 것이다”이다. 그것은 평생 도덕

적으로 훌륭한 것을 위해 마음을 써왔노라고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할 일

이 아니라는 것이다(45d-e). 소크라테스의 가족과 친구들인 “우리”의 도덕

적 책무와 관련한 논거는 “자네와 관련된 모든 일이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45e)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에 부끄럽다는 것이다. 그 

모든 일이란 단계적으로 일어난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었는데 회부된 것11), 둘째, 재판 과정 자체12),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옥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 소크라테스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구하지 못

한다면 소크라테스와 “우리”에게 해가 되고13)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46a).   
크리톤의 논거의 키워드는 자기 이해관계에 근거하든 도덕적 책무에 근

거하든, 사람들의 생각 내지는 평판과 부끄러움이란 감정이다. 아리스토텔

레스 『수사학』의 부끄러움에 관한 장(2.6)은 크리톤의 논거와 그에 대한 소

크라테스의 반대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부끄러움은 “사회의 눈”(Kennedy 2007, 132), 다수의 생각 및 평판과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14)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에 관한 장에서 부끄러움

11)  소크라테스의 기소자들은 애초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떠나기를 기대한 것 같다(『소크라테스의 변론』 
29c).

12)  재판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피고로서 직접 형량을 제안하는 연설에서 원고의 

사형 제안에 대한 대안으로 추방형을 제안할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사형이 아

니라 추방형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연설(52c)에서 

다시 언급된다. 

13)  이와 같은 논거를 사용하여 “법률”은 탈옥을 만류한다(53a이하 참조).
14)  이것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말의 “체면을 잃다”라는 표현도 부끄러

움과 평판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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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좋은 평판을 잃을 것이 분명한 불행에 대한 일종의 걱정과 불안”(2.6.2)
이라고 정의하고 용기 없는 비겁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참고 저항을 포

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고 지적한다(2.6.13). 아리스토텔레스

가 크리톤의 논거를 참조하여 부끄러움 장을 쓴 것일까? 여기까지가 크리

톤의 논거와 관련이 있다면 ‘부끄러움 장’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소크라

테스의 반대논거를 해명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부끄러움은 명

예를 잃는다는 생각에서 나오고 따라서 명예를 부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한다(2.6.14). 그런 점

에서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의 부끄러움 논거에 대해 다중의 의견과 훌륭한 

한 사람의 의견을 맞세운 것은 수사학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2.2. 설득 시도 (2)

2.2.1. 설득 시도 (2-1)

이제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탈옥 권유연설의 논거에 대해 그 특유의 방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물음으로써 크리톤을 반대 방향으로 설득하려 한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탈옥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선 

두 사람이 이미 이전에 합의한 도덕적 원칙을 재확인하려 한다. 소크라테

스는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탈옥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연구자들이 설득 시도 (2-2), 즉 법률의 연설을 비철학, 수사학, 

강제, 감정 같은 용어와 연결시키는 반면 설득 시도 (2-1)을 철학, 변증론, 

이성의 목소리로 본다(Gergel 2000, 290이하). 그러나 법률의 연설 못지않

게 설득 시도 (2-1)의 소크라테스 자신도 수사적 논거 방식을 사용한다. 설

득 시도 (2-1)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원칙들인 

원칙 1과 2가 설파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에 관한 원칙들인 원칙 

3과 4가 설파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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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

다’(46c-48a) 
원칙 2.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다’는 데 근거하여 ‘단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삶이 가치 있다’(48a-b)
원칙 3. ‘어떤 경우에도, 보복으로도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해서도,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49a-e)
원칙 4. ‘누군가와 합의한 것이 정의롭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49e) 

이제 이런 원칙들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수사적으로 설득하려 하는가

를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우선 크리톤이 다수의 의견에 대하여 말한 논

거를 다룬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첫 번째 질문은 “의견들 가운데 어떤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되 어떤 것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가 늘 한 말은 옳은가 아닌가?”(46d)이다. 이 첫째 질문 앞뒤로 소크라테스

는 수사학적으로 흥미로운 문장들을 배치한다. 

문장 1. “내게 이런 운명이 닥쳤다고 해서15) 내가 이전에 말한 원칙들을 

지금 내던져 버릴 수는 없네”(46b)
문장 2. “만일 지금 우리가 이것[이전에 말한 원칙]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제시할 수 없다면, 나는 자네에게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아두게. 다

수의 힘이,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우리를 지금보다 더 많은 도깨비들로, 

즉 투옥과 사형과 재산 몰수로 겁을 줄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네”(46c)
문장 3. “내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그것이 맞는 말이었

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저 말을 위해 헛되이 한 말이고 정말로 장난이나 허

튼 소리라는 게 분명해졌는가?”(46d)
문장 4. “자네는 내일 죽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현재의 불

운이 자네의 판단을 그르치지는 않을 테니까 묻는 것이네”(47a)

15)  이하 진한 글씨체는 논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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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먼저 소크라테스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해

서도, 다수의 의견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 한다. 상황의 변

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공통 말터를 논하는 장에서 제시한 말터 

가운데 하나인 “시간에 대한 고려”(2.23.6)와 다르지 않다. “이런 운명이 닥

쳤다고 해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 “현재의 불운” 등은 상황의 변화를 의

미한다. 문장 4에서 소크라테스는 현재의 불운, 즉 둘도 없는 친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리톤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자신의 생각을 반어

법으로 내비치고 있다. 문장 2에서 소크라테스는 투옥과 사형과 재산 몰수

를 도깨비에 비유하고 우리가 그런 도깨비를 두려워한다면 도깨비를 두려

워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논증한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두려워하는 도깨

비는 실체가 없지만 투옥과 사형과 재산 몰수는 크리톤이 볼 때 눈앞에 닥

친 실제 위험이다.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어린아이의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에 비유하고 그런 것은 환영일 뿐이고, 그런 것을 두

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소크라테스의 논증에 크리톤이 설득되

었을까? 소크라테스의 추론에서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처벌은 도깨비라는 

전제가 참이라는 증거가 없기에 결론도 참이 아니다. 어린아이와의 비교

는 “이전에 여러 차례 합의한” 원칙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탈출을 거부하는 소크라테스 논증의 대전제16)를 

설득시도 (2-2)의 뒷부분에서 크리톤에게 상기시킬 때도 다시금 사용된다. 

“아니면 우리는 앞서 합의한 그 모든 것을 요 며칠 사이에 다 잊어버리고, 

크리톤, 이 나이에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 어린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인가?”(49a-b) 이 

문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나이의 우리’와 ‘어린아이’를 대비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적 귀납논증인 예증을 설명하는 장에서 ‘비슷한 

16)  권창은(2005, 82)은 탈출을 거부하는 소크라테스의 논증을 ‘어떤 방식으로든 결

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소크라테스의 탈출은 불의를 행하는 것

이다’라는 소전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탈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논

리적으로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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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의 비교’(parabole)를 예증의 한 종류로서 제시한다(2.20.1-4). 소크라

테스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비교’에 의한 예증, 즉 유비논증을 통해 설득하

려 한다. 그에 따르면 운동선수가 훈련교사 같은 전문가 한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듯이, 우리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의 의

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47b). 그렇지만 운동선수가 기량을 키우는 

것과,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은 다른 종류의 사안이다. 이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종류의 연

설 - 법정연설, 예식연설, 조언연설 - 이 다루는 문제들로서 다수를 설득하

여 동의 및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창은

(2005, 81)은 다중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멸시와 

존중은 분업적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나, 윤리적 가치 

판단의 문제나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는 분업적인 일도 아닐 뿐더러 이런 

일들에 대해 과연 진리를 아는 전문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고 지적한다. 영혼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를 제시하지 않은 채(Gergel 2000, 294) 소크라테스는 운동선수가 훈련교

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몸을 망치듯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

진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영혼을 해친다는 또 다른 유비논증

으로 넘어간다.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는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 부

끄러운 것과 아름다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

세. 이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수의 판단을 따르고 이것을 두

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밖의 모든 사람 앞에서보다도 그 앞에서 더 부끄러워

하고 더 두려워해야 할, 전문 지식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면 말

이네. 우리가 그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것에 의해

서는 더 훌륭하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의해서는 파괴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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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그것을 상하게 하고 해치게 될 것이네.(47c-d)17)

소크라테스는 이전에 이미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Bernard 2016, 17 주8) 크리톤으로 하여금 “그것”, 즉 영혼(psyche)18)은 육

체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48a). 여기에서

는 “더 또는 덜”의 말터(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23.5)를 사용하여 영

혼은 몸보다 더 귀중한 것이기에 영혼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 사

람의 의견은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그 대상이 

몸보다 하찮다고 여기는가? 정의나 부정의에 관계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에게 속해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든 간에 말이네.”(48a) 그러는 사이에 

소크라테스는 건강을 돕는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지 않아 몸을 망친다면 삶

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극단적인 논의로 미끄러진다(Gergel 2000, 295). 
하물며 몸보다 더 귀중한 영혼이 파괴되고 손상된다면 더욱 더 삶을 살 가

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생명을 연장하는 삶과 훌륭한 

삶을 대립시키고 “훌륭하다”와 “아름답다”와 “정의롭다”는 같은 것이라는 

데 대한 크리톤의 동의를 얻어낸다(48b).
일반 원칙 두 가지를 크리톤과 함께 확인한 소크라테스는 이제 탈옥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정의의 일반 원칙

을 세우려한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자신이 말할 때 반박할 수 있으면 반

박하고, 그 반박이 정당하다면 크리톤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한다. “나
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자네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서, 자네를 

17)  이 인용문의 번역은 대체로 이기백(2009)을 따랐으나 Bernard (2016)을 참조하

여 약간 손질함.

18)  당시 일반인들에게 ‘프시케’라는 말은 ‘숨’이나 ‘생명’을 뜻하는 정도였기에 

Weiss(1998, 43)와 김유석(2010, 80 주11)은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직

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크리톤에 대한 배려인 듯하다고 본다. 반면 Bernard(2016, 
83)는 돌려 말하기(우언법)를 통해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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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네”(48e).19) 그리하여 두 친구는 다음과 같은 

도덕적 원칙에 합의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보복으로도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49b)를 대전제로 

소전제, “해를 입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보복으로도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49c). 
이러한 행동 원칙들로부터 두 친구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와 합의한 것

들이 정의롭다면, 그는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49e). 그리하

여 소크라테스의 탈옥 가부 논의와 직접 관련되는 두 가지 행동원칙이 세

워진다. 여기까지가 정의에 관한 일반적인 행동원칙을 다룬 것이라면 이제 

비로소 소크라테스는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동원칙에 근거한 소크라테스의 두 가지 질문 

- “우리가 도시-국가20)를 설득하지 않고서 여기를 떠난다면, 어떤 이들

을, 그것도 특히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될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

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합의한 정의로운 것들을 준수하는 것인가, 아닌

가?”(49e-50a) - 에 대하여 크리톤은 대답할 수 없다고,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50a). 그럼으로써 질문과 대답을 통한 소크라테스의 

크리톤에 대한 설득 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여기에서 크리톤에게 

19)  이 문장(48e3-5)의 번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우리말 번역에 대해 

강철웅은 자신의 번역을 제시하고 서광사 번역본과 정암 번역본을 비교논평한다

(강철웅 2012, 47-49). 위 본문에 제시한 번역문은 필자가 베르나르트의 독일어 

번역과 주석(Bernard 2016, 19의 번역과 주11, 그리고 89이하의 주석)을 참조하여 

다시 쓴 것이다.

20)  polis는 우리말로는 ‘나라’(이기백 2014, 100)로 영어로는 ‘city-state’로 번역된다. 

최초의 독일어 번역자 Schleiermacher(1805)는 문맥에 따라 ‘도시(Stadt)’ 또는 

‘국가(Staat)’로 번역하는데 반해 최근의 독일어 번역자 Bernard(2016)는 ‘Stadt’
로 일관되게 번역한다. 독일어의 ‘Stadtstaat’ 개념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국왕이 

통치하는 ‘도시국가’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대 그리스라는 맥락에

서 ‘Stadt’라는 개념만으로 ‘도시국가’임을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상정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체제

로서의 시민공동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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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것은 ‘소크라테스의 탈옥이 누구를 해롭게 하는가?’, ‘우리

가 도시-국가와 합의한 정의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도시-국가를 설득한

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일 것이다. 

겉보기에 대화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크리톤은 수동적으로 동의할 따

름이다. 그런 점에서는 법률의 연설 부분에서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

다. 네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논의했다고만 언급할 뿐 이런 원

칙들에 대한 증명은 제시하지 않는다. 철학적 논거와 추론을 대변하는 것

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 대화 부분도 주장과 유추에 의존한다.21) 

2.2.2. 설득 시도 (2-2) 

‘탈옥은 정의로운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탈옥은 정의롭지 않다’
는 자신의 생각을 소크라테스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즉 자신을 설득하는 

법률의 연설을 크리톤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를 설득하려 한다.22) 

21)  Gergel(2000, 특히 296)은 대화 부분과 법률의 연설 부분, 즉 소크라테스의 첫 설

득 시도와 둘째 설득 시도를 이성과 수사학을 대척점에 놓고 서로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는 기존의 연구에 반론을 제기한다. 

22)  법률의 연설을, 크리톤을 철학적으로 설득하는 데 실패한 소크라테스가 반어법

과 대인논증(ad hominem)을 통해 의인화된 아테네 법률의 고압적인 수사학에 의

존하는 놀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은 법률의 연설이 “추론을 통해 최선으로 보이

는 논거”(46b)만을 따르는 소크라테스 대화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본다(Metcalf 
2004, 38). 법률의 연설에서 소크라테스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논거로 지적되

는 것은 무엇보다도 도시-국가와 시민의 불평등한 지위, 아테네에 머묾으로써 소

크라테스가 했다고 법률이 주장하는 합의들, 법률의 연설 뒷부분에서 소크라테

스가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크리톤의 관심사인 사안에 대한 논의, 법

률의 연설을 마치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코리반테스의 경험을 언급하는 부분 등

이다(Metcalf, 38-41). 소크라테스와 법률의 연설을 분리하면서 크리톤을 설득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법률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대표적으로 Weiss 1998)
은 다각도로 반박되었다. 코리반테스 비유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연설

이 소크라테스의 견해임을 논증(Metcalf 2004)하기도 있고, 크리톤이 소크라테



18 수사학 제33집

설득 시도 (2-1) 말미에서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에 대해 크리톤은 “소크라테스, 나는 자네가 묻는 것에 대답할 수 없네. 자

네의 질문이 나한테는 명확하지 않거든”(50a) 하고 대답한다. 이처럼 크리

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 그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다른 연설 방

식으로라도 자신의 질문과 관련하여 크리톤에게 설명해주는 게 정상이고 

따라서 법률이 소크라테스를 대신하여 설명해주는 것이다(Stokes 2005, 
77).23) 

그러니 설득 시도 (1)과 (2-1) 및 (2-2)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탐색하는 

것이 형식적 완결성을 추구한 플라톤을 읽는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으면 겉보기에 난삽해 보이던 법률의 연설의 구조가 

사뭇 선명하게 보인다. 법률의 연설 전반부는 설득 시도 (2-1)에서 소크라

테스가 제시한 원칙들과,  말미에 제기한 소크라테스의 두 가지 질문에 대

해 크리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한 것과 관련되고, 법률의 연설 후반부는 

설득 시도 (1)에서 크리톤이 제시한 논거들과 관련된다.      

설득 시도 (2-2)는 형식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법률의 연설

을 들려주는 부분과 소크라테스가 질문하고 크리톤이 대답하는 이른바 대

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의인화된 법률은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가 탈옥

하려 한다고 상정하고 그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옥이 

소크라테스 자신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해가 됨을 논증하면서 소크라테스

를 말리는 연설을 하고,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법률의 연설을 크리톤에게 

전달하면서 더 이상 탈옥을 권유하지 말라고 크리톤을 설득한다. 그런 점

스와 철학적인 논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낮은 인물이 아니라는 논

증(Stokes 2005)에서 출발하여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설하는 것에 빗대어 법률이 소크라테스를 대변함을 논증

(Stokes 2005, 118)하기도 한다. 법률의 연설을 당시 아테네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위법한 제안에 대한 고발연설(graphe paranomom)’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고찰하

는 연구(Steadman 2006)도 있다. 

23)  스토욱스(Stokes)는 그렇지 않다면 문학적으로 어설플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대

화편 가운데 유일한 경우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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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득 시도 (2-2)는 이중의 설득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이중 구조를 통

해 법률의 연설은 크리톤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크리톤의 생각을 따르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질책이 되고 소크라테스는 짐짓 크리톤의 계획을 진지

하게 생각하는 듯한 태도로 법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크리톤과 

의논하면서 크리톤을 부드럽게 설득하고 있다(Bernard 2016, 99).   
법률의 연설을 통한 소크라테스의 해명은 앞에서 언급한 크리톤에게 명

확하지 않은 것 세 가지 가운데 우선 ‘탈옥이 누구에게 해가 되는가?’를 중

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두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그것

은 법률과 도시-국가 및 시민공동체에게 해가 됨을 논증하는 부분과, 소크

라테스 자신과 친구들에게 해가 됨을 논증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법률의 연설의 앞부분이 고발 연설이라면 뒷부분은 만류 연설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자신과 친구들에게 해가 됨을 논증하기

에 앞서 법률은 크리톤의 다른 의문들 - ‘도시-국가와 합의한 정의로운 것

이란 무엇인가’와 ‘도시-국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을 크리톤에

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법률의 연설은 소크라테스의 네 가지 행동원칙의 

적용과 크리톤의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해명이 얽혀 있는 구조를 띤다.24) 

<원칙 1과 관련하여>
이제 두 친구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

문가”(Bernard 2016, 98), 즉 의인화된 아테네 법률의 의견을 듣는다.

24)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은, 혹은 소크라테스는 탈옥이라는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

서 ‘악법도 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 여

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악법도 법인가 하는 일반 문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의 탈옥이 정의로운가’ 하는 구체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여기에서 플라톤은 ‘시
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을 경우에 따라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일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음

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대인논증으로 나타난다(Bernard 
2016, 주86). 소크라테스는 지금 여기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탈옥이 정

의롭지 않다는 것을 친구에게 진정으로 설득하고 싶어 한다.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 자네를 설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네”(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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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과 관련하여>  

법률은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하려 한다고 상정하고 법정의 판결이 개인

에 의해 무효화된다면 도시-국가가 계속 존립할 수 있겠느냐고 소크라테

스에게 묻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한다. 여기에서 법률 및 법정은 도시-국가, 

체제로서의 시민공동체에 대한 제유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은 수

사적 의문문을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탈옥이 법률과 도시-국가를 파멸시키

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탈옥은 의인화된 아테네 법률과 시민 공동체를 해

치는 것이므로 앞서 합의한 원칙 3에 위배된다. 소크라테스는 “내려진 판

결이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는 법이 파멸될 때 누군가는, 특히 이 법을 옹호

하는 임무를 맡은 연설가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네”(50b) 라고 말하

면서 탈옥이 위법행위임을 크리톤과 함께 재확인한다. 이로써 소크라테스

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제도로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위법한 제안에 대한 

고발 연설’을 크리톤에게 상기시킨다(Steadman 2006, 366). 
탈옥이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한데도 탈옥하려 한다면, 우리는 “‘도시-국

가가 우리에게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했고 판결을 옳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할까?”라고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마음을 읽고 있

기에 묻는다. 크리톤의 대답은 “제우스 신에 걸고, 그렇게 말해야 하네, 소

크라테스!”(50c)이다. 이에 대해 법률은 “소크라테스, 당신의 원칙 3은 ‘어
떤 경우에도, 보복으로도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닌가? 
방금 크리톤과 함께 그 원칙을 다시금 합의하고 재확인하지 않았는가?”하
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원칙을 아껴둔다. 

‘보복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다중의 의견이 아직도 크리톤의 마음에 더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다.25) 

25)  Weiss(1998)에 대한 반론으로서 크리톤의 지적 능력을 복권하는 연구가 이어졌

는데, Stokes(2005)가 대표적이고 Hatzistravrou(2013)도 크리톤의 지적 능력을 

문제 삼기보다는 크리톤에게 다중의 의견이 호소력이 있는 이유를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 크리톤의 심리적 “곤경”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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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와 관련하여>
법률은 도시-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반론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수사(학)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논증이 이어진다. 도시-국가 

및 시민공동체와 시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비

유하는 유비논증과 대인논증, 그리고 도시-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의 약속은 더욱 귀하고 신성하다는 ‘더 또는 덜’의 말터를 이용한 

논증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인논증은 앞에서 크리톤도 사용하는데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관

여할 수 있는”(45d) 일에서 자식들을 위해 가장 안이한 길을 택한다고 하

면서 “특히 일평생 덕에 마음을 써 왔노라고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훌륭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택할 길을 택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런데 법률

도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한”이란 대인논증적 표현을 반복하면서(50b, 
54d) 크리톤과 같은 논거를 사용하여 크리톤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다. 여기에서 법률은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은 진정으로 덕에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서”(51a) 법률과 조국을 보복으로 파멸시키려 하면서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라고 주장하느냐고 반문한다. 이어지는 문장 - “당신은 그

리도 지혜로워서 이런 것들도 모른단 말인가”(51b) - 에서도 거듭 대인논

증이 사용된다. 

원칙 4는 크리톤의 의문, ‘도시-국가와 합의한 정의로운 것이란 무엇인

가’와 맞물려 있다. 소크라테스는 도시-국가와 무엇을 정의롭게 합의했

단 말인가? 법률이 이에 대해 설명한다. 법률은 소크라테스를 시민으로

서 태어나게 했고 양육받고 교육받게 해주었고 온갖 훌륭한 것을 나눠주

었으며 법률과 도시-국가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갖고 원

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법률과 도시-

국가가 “특별히 만족스러웠다”(52b)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칠십

이 다 되도록 오로지 아테네에서 산 것은 그토록 열렬히 아테네 법률의 

지배 아래 시민으로 살기로 합의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아이도 낳았고 

게다가 재판 당시에 원했다면 추방형을 제의할 수도 있었다(52c).26)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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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테스는 아테네 법률의 지배 아래 시민으로 살겠다고 말이 아니라 행

동으로, 그리고 “칠십 년 간 숙고한 끝에”(52e) 법률과 합의했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 법률은 “우리와 도시-국가가 당신에게 만족스러웠다는 커다

란 지표들(megala tekmeria)”을 증거로 열거하는데 “tekmerion”은 아리스

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필연적인 지표”로 정의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연설가가 사안으로부터 기술적으로 고안해낼 필요가 없는 이른

바 ‘기술이 필요치 않은 논거’로 분류한 것이다(1.2.2와 16-18/3.16.1). 이 

부분(51c-53a)에서 ‘특별히(diapherontos)’란 말이 3번 반복되고, ‘합의’
와 관련된 말 - ‘합의(homologia)’, ‘합의하다(homologein)’, ‘합의한 것들

(homologoumena)’ - 은 9번이나 반복된다.27)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합의

한 것을 준수해야 한다. 아니면 정의로운 것이 본래 어떠한지에 대해 도

시-국가를 설득해야 했다(51c). 법률은 시민이 도시-국가를 설득하는 것을 

제도로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52a).  
<원칙 3 및 2와 관련하여>
법률의 연설 후반부는 탈옥이 소크라테스 자신과 친구들에게 해롭다

고 주장하면서 앞서 크리톤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크리톤은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킨 후 겪게 될 곤경을 축소한 반면, 법률

은 친구들이 겪게 될 위험을 확대한다. 소크라테스의 자식의 경우에도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이대로 죽는다면 자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

한 반면, 법률은 소크라테스가 죽더라도 그의 아이들을 친구들이 돌봐

줄 것이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 자신의 경우는 다른 도시-국가로 간다

면 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53c). 앞에서 크리톤

이 다수의 의견 및 평판과 관련하여 감정적 논거로 제시했던 부끄러움

은 여기에서 원칙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바뀐다(52c, 53c, 

26)  여기에서 법률은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불법적으로 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조법을 사용한다. 

27)  『크리톤』 전체에서 ‘합의’, ‘합의하다’, ‘합의한 것들(ta hologoumena)’은 13번이

나 반복된다(McNeal 1992, 90). 이기백(2009, 97 찾아보기)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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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c).28)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원칙 2와 연관되며 『소크라테스의 변론』

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연속선상에 있다. 『변론』의 첫째 연설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28b-29b) 육체보다 영혼이 훌

륭해지도록 돌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9d-30b). 사형이 

확정된 후 『변론』의 마지막 연설에서는 죽음이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

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저 세상에 가서도 그

곳의 영웅들을 검토하고 탐문하면서 지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

고 주장한다(40c-41c). 

3.  플라톤이 지은 연설로서의 『크리톤』 - 소크라테스를 위한 또 하

나의 변론? 

『크리톤』을 플라톤이라는 연설가가 지은 하나의 연설이라고 본다면 두 

인물의 설득시도로 이루어진 전체 연설의 의도와 구성부분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크리톤』을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또 하나의 변론으로 읽는 맥닐

(McNeal 1992)은 (1)은 사안설명, (2-1)은 논증, (2-2)는 여담으로서 에토스 

표현(ethopoeia)으로 본다. 들머리와 마무리는 매우 간결하다. 연설에 꼭 

필요한 두 부분은 사안설명과 논증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제

안(3.13.1-2)을 떠올리게 한다.  

맥닐의 제안을 참조하여 『크리톤』을 재구성해 본다. 들머리에서 플라톤

은 죽음 앞에서 평화로운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그려 보이고 신의 계시와

도 같은 그의 꿈 이야기로 청중의 호감을 사게 하려 한다. 사안설명 부분에

서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설득하는 크리톤을 그

려 보이고 소크라테스가 탈옥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크리톤에게 설득하

28)  『크리톤』에서 ‘부끄러움’과 관련된 말은 9번 반복되는데(이기백 2009, 찾아보기 

94 참조). 크리톤(3번)보다 소크라테스(6번)가 두 배로 더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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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는 상황을 설정한다. 이러한 수사적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그의 도

덕 원칙을 천명하면서 탈옥이 정의롭지 않음을 설득한다. 그럼으로써 플라

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원칙을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며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삶과 정의로운 합의에 기반한 공동체를 우선시

하는 사람임을 논증한다. 아테네의 법정 변론 연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곤 했던 이른바 ‘여담’에서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아테네 법률을 대

변하게 함으로써 소크라테스의 인품을 표현하고 소크라테스를 자기 자신

보다는 시민 공동체를 우선시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각인시킨다. 잘 알려져 

있듯이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29)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죄목에 대해 변론한다면, 자기 자신보다 시민 공동체를 우선시하

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타락하였다면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의도하지 않

은 것이다(25c-d, 김영옥 2017, 44이하). 마지막 대사는 소크라테스가 불경

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한다. 

4.  마무리

지금까지 플라톤의 『크리톤』을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설득시도로 나

누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을 원용하면서 통합적 수사학 관점에서 그 

수사적 전략을 살펴보았다. 연설의 구조와 관련해서 설득 시도 (2-2), 즉 법

률의 연설은 설득 시도 (2-1)과의 연속선상에서 소크라테스의 원칙들의 적

용의 관점에서, 크리톤의 마음속의 의문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해명의 관

점에서, 설득 시도 (1)의 크리톤의 논거에 대한 대답의 관점에서,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변론』과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아울러 『크리톤』 

전체를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를 위한 또 하나의 변론이라는 관점에서 연설

29)  이에 대해서는 김영옥(2017, 42 및 주34) 참조.



25반수사학의 수사학 II

의 구성부분을 재구성해 보았다. 여기에서 법률의 연설은 고대 아테네 법

정의 변론 연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에토스 표현하기’로 볼 수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수사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본격적인 연설 교

육 이전의 ‘예비연습(progymnasmata)’ 과정에 들어 있는 연습들30)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는 ‘의인화하는 허구적 연설(ethopoiia, prosopopoiia)’의 한 

범례로 볼 수도 있다. 

플라톤은 크리톤으로 하여금 다수의 의견 및 평판과 부끄러움을 핵심 논

거로 제시하게 하고 그것을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훌륭한 한 사람의 의견과 

원칙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바꾸어놓게 한다. 플라톤은 소크

라테스의 평생의 친구로서 소크라테스와 철학적 논의도 할 만큼 지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크리톤이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판

단을 그르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psychagogia)”(『파이드로스』 261a)31)을 보여주는 듯하

다. 결국 플라톤이 수사학을 꿰고 있고 “경멸을 가장하는 바로 그 연설가들

의 온갖 기술을 사용한다”(McNeal 1992, 134)는 것, 이후 수사학 이론으로 

정착되는 전략들의 맹아를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다채롭게 - 수사학 이론의 

네 기둥인 논증이론, 감정이론, 문체이론, 연설의 구성부분 이론 측면에서 

모두 - 볼 수 있다는 것을 『크리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  이에 대해서는 Kennedy(2003), 김영옥(2014) 참조.

31)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의 수사학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에서 한 걸음 물러

나 『파이드로스』에서 진정한 수사학을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플라톤이 『크리톤』에서 『파이드로스』에서 내세운 진정한 수사학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실천하고 있다면 『크리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듯 초

기의 저작이기보다는 저작연대를 『파이드로스』와 나란히 중기로 잡아야 할 것

이다. 한편 『국가』에서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견해와의 연관성을 근거로 『크리

톤』의 저작연대를 『국가』와 나란히 중기로 잡기도 한다(Bernard 201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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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toric of Antirhetoric II
Rhetorical Strategies in Plato’s Crito, a Drama of Persuasion

Kim, Young Ok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Plato’s Crito as an example of his 
rhetorical practices by analysing rhetorical strategies in his text on basis of 
classical rhetoric. Crito attempts to persuade Socrates to exile himself out 
of prison (A1) and then Socrates gives refutations (A2-1 and A2-2). Based 
on the opinion of the many, Crito argues that Socrates and his friends will 
earn shameful reputation if he stays in jail. As opposed to Crito, Socrates 
values the opinion of the One who is an expert, feeling shameful about 
acting against his moral principles. I explore the structure of the personified 
Law’s speech (A2-2), in connection with Socrates’s principles (A2-1), the 
questions in Crito’s mind (at the end of A2-1), Crito’s arguments (A1), and 
Socrates’s assertions in Apology of Socrates. Crito might be also considered 
Plato’s another ‘Apology of Socrates’. In that respect, it can b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speech composition in classical rhetoric. On the 
one hand, the Law’s speech can be regarded as an expression of ethos which 
took an excursive but important part in Athenian court speech and, on the 
other, as a precedent for ethopoeia which would be later settled as one of 
progymnasmata, the preliminary exercises in the educational programme 
of classical rhetoric. Plato seems to show that Crito, with whom Socrates 
had enough philosophical discussions, misjudges the situation due to his 
psychological predicament of not wanting to lose his lifelong friend, and that 



30 수사학 제33집

in this rhetorical situation Socrates responds by dialectic as well as ‘soul-
leading’ (psychagogia). It is also in Crito confirmed, in conclusion, that Plato 
uses all the techniques of “those very orators whom Plato affects to desp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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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선(禪) 혹은 선(禪)으로서의 화쟁

전성기 (고려대학교)

1. 머리말

원효(617-686)는, 이기영(1995, 449)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사상가인 동시에 학자요 도인(道人)”이다. “원효는 오늘날 그 종교

적 신앙이 무엇이든, 그 사상적 호적이 어디 있건, 모든 한국 지성인의 스승

됨에 異論을 품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기영(1988, 140)은 확언한다. 이러

한 원효에 대한 연구는 양과 질에서 그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원효의 진면목이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긴 여전히 어렵다.1) 장성재

(2014)는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사상가로 인정받으면서도, 원효만큼 모순

적인 삶을 보여준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천오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효의 삶에 녹아있는 그의 본모습을 이해하기는 무척이나 어렵

다”는 것이다. “의천과 일연이 자신의 시대에서 원효를 거듭 새롭게 발견

했듯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 또한 원효의 앎과 삶이 추구했던 의미를 이 시

대에 적용시켜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의 주장에 우리는 십분 공감

1)  고영섭(2007, 160): “최근에는 원효철학의 세계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 철학자

들과의 비교와 서양철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원효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학 제33호
2018년 12월 31일 31~71쪽
DOI: https://doi.org/10.31325/KJR.2018.1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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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원효의 화쟁(和諍)을 그의 『대승기신

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두드러졌던 원효선(禪)의 시각으로 새롭게 

읽어내는 작업도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독법에 특히, 원효선(禪) 
탐구의 선구자인 박태원의 여러 글들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영호

(2000, 301)는 “원효철학의 독특성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이 여전

히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는데, 화쟁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원효선(禪) 탐
구는 그러한 작업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화쟁선(禪)은 화쟁을 원형에 가깝게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김원명

(2008a, 19)이 원효철학의 ‘제일의 화두’라고 하는 <歸一心源 饒益衆生>
은, 이기영(1988, 145)에 따르면, 원효가 “그의 모든 저서”에서 “인간의 삶

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메이에르(Michel Meyer)의 제

문론(problematology) 식으로 말하면, ‘인간 삶의 목적’이란 물음에 대한 원

효의 ‘응답적 답’이다.2) 정진규·김원명(2017, 225)은 원효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의 글 전체가 철저하게 화쟁의 방법과 논리로 서술

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원효의 화쟁이 일심·무애와 

불가분하다고 여러 연구자들이 적시하는데, 우리 시대의 화쟁 관련 글들에

서는 그러한 불가분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목격된다. 이는 

나름대로 타당한 선택이긴 하다. 그렇지만 원의미에 근접하는 화쟁을 오늘

에 실현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원효 자신의 학

문과 수행을 이끌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원효선(禪)을, 양심선(禪)을 통해 

불교적 맥락을 넘어, 현대 다중지능이론3)이 말하는, 지성·감성과 불가분

한 <영성>과 긴밀히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영성(지

2)  메이에르(2012, 85-86)에 의하면, ‘문-답’ 구분은 ‘언어에 선행하며, 언어에 내포되

어’ 있다. 이 “제문적 차이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다. 답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해결책만을 내보이는 답’인 ‘응답적 답’(apocritical response)과 ‘문제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답’인 ‘제문적 답’(problematological response)이다; 전성기(2018, 7-12) 
참고.

3)  가드너(2011), 조하·마셜(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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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몰입사고’, ‘메타인지’4) 등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양심철학의 양심

선(禪)은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화쟁은 이제 화쟁선(禪)으로 ‘선禪적 

전회’를 할 필요가 있다.

2. 원효의 선(禪) 철학

김원명(2014, 26)은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

이 원효의 『기신론』(起信論) 주석에 보이는 ‘홍익중생’과 유사하다는 점

에서, ‘원효철학’을 “대승불교적 전통 속”에서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고

대 한국철학적 지혜”로 받아들인다.5) 정영근(2012, 153)은 불연 이기영이 

“원효의 사상을 풀이하고 해설”하면서, “그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으로 간추”렸는데, “불연의 이

러한 통찰은 원효의 모든 경론을 해설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 

핵심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개개의 글들을 풀이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한다. 불연은 “기신론을 <귀일심원 요익중생>이라는 인간의 궁극적 목

표를 밝힌 책으로 해석하고, 금강삼매경은 그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이

치와 방법을 전개시킨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불연이 원

효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통관하는 입장으로부터 개별 경론들을 풀이해 나

가는 방식을 택한 것”은, 한편으로는 독자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귀일심원 요익중생>을 “가장 가치있는 사상이라고 보

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저자는 파악한다. 정영근(2012, 
159)은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며,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현대적 의미’를 

4)  ‘메타인지’는 간단히 말해 ‘앎에 대한 앎’이다. 체험이 없는데 안다고 생각하거나, 

체험은 있는데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은 메타인지가 밝지 못해서이다. 자명

한 것을 계속 추구하다보면 무지와 아집이 점차 털리게 된다.

5)  전성기(2016, 585); “원효철학의 영향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는 김원명(2014, 
78-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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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자각을 통해 깨달은 중생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귀일심

원이요, 깨달은 중생으로서의 새로운 삶 즉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

익중생”이라 풀이한다.

이러한 ‘귀일심원 요익중생’은 원효선(禪)의 핵심 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기영(1991, 427-428)에게 “『금강삼매경』은 『대승기신론』의 심리학을 토

대로 구축된 진리체험의 이론이며 禪의 철학서”이고, “禪을 통해서 귀일

심원 요익중생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이치와 방법을 각명히 전개시

켜 간 것이 『금강삼매경론』”이다. 저자는 “원효사상의 핵심은 금강삼매경

론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이 禪의 이

념으로 표방되면서 禪宗이 보인 잘못된 경향”으로 “현실도피 현실부정적 

경향”을 지적한다. “예외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

라도 禪은 대체로 은둔적, 냉소적 태도로 현실세상을 대해 왔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금강삼매경론』의 禪은 현실생

활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원효의 생활 자체가 이 『금강삼매

경론』의 사상과 정신의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박태원(2011, 275)에게도 “원효의 禪사상”은 “철저히 自利利他의 보살 사

상”이다. 그는 이러한 “禪사상”을 “대승불교의 정신을 강하게 의식하여 계

승하는 것”이라 보아 “大乘禪”이라 부른다. 

박태원(2012)에 의하면, “신라 말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선사상을 

지배해 온 것은 선종(禪宗)의 선사상”인데(35), “원효의 선사상은, 남방 상

좌부 전통이나 북방 조사선 내지 간화선 전통 모두에서 비껴난 지점에 서 

있다”(38). 이러한 “원효의 선사상”에 대해 서영애(2007, 848)도 “중국 禪

宗이 한반도에 전래하기 전에 체계화된 大乘禪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또 

한국 禪宗의 성립 이전의 배경 사상으로서 고유 토양의 역할을 하였고 중

국 祖師禪이 정착하기 전에 중간자적 역할과 과도기적 다리 역할을 수행

했다는 점에서도 선학사적 가치가 크다”고 높이 평가한다. 오형근(2013, 
37-38)도 “원효대사의 선사상은 인도의 대승선(大乘禪)을 처음으로 신라

에 전파한 것을 말하며, 그것이 한국 선사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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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원효대사가 밝혀놓은 선사상이야말로 참다운 한국선이며, 생활 

속에서 참선과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선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태원(2014a)은 “『금강삼매경』/『금강삼매경론』은 <禪의 철학>을 밝

히는 동시에 <철학의 禪>을 세우고 있다”고 천명한다(12). 그에게 두 저술

은 “한반도에서 건축된 영성적 선禪철학의 눈부신 보배궁전”이다(13). 저
자에 따르면,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선 탐구와 수행 결실이 총괄적으

로 수렴된 선관(禪觀)을 담아내고” 있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원효 선학

(禪學)의 결산”이다(8). “대안이 그 내용을 편집했다고 하는 『금강삼매경』, 

그리고 원효가 해석한 『금강삼매경론』은, 삼매 성취의 선禪 수행과 그 의

미를 대승불교의 교학적 핵심 개념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선의 철학적 완결

체계”로 제시한 것이다. 저자는 “삼매와 선 수행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그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불교사상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사례”로 평가한다. “사례의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금강삼

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이 시도하는 선의 철학적 체계화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9-10). 이러한 ‘원효선(禪)’에 대해, 불교학계에서 아직

은 본격적인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효선(禪)과 관련된 화쟁에 대

한 논의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제라도 화쟁의 보다 의미있는 현대

적 실천을 위해 원효선(禪)은, 오늘의 언어로, 넓고 깊게 연구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수행이나 실천과도 괴리가 없어야 한다. 원

효선(禪) 연구는 그 실천을 원하는 이들에게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어야 하

는데, 현재 상황은 아쉽게도 그러한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박태원(2014a)은 “붓다에게는 入定의 禪과 出定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

이나 불화 없이 이어져 있”으며, “선정에 관한 원효의 안목은 이러한 붓다

의 선 지평에 접속하고 있다”고 관찰한다. 그에게 ‘禪의 마음’과 세간사가 

불화하는 ‘心事各異’ 상태는 “아직 온전한 선이 아니다”. “선의 마음과 세

간사”가 ‘둘 아닌 것’으로 상응하는 “心事不二”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온

전한 선”이다. 그에게 ‘진선’(眞禪)은 “선의 마음지평”과 “세간사 만나기”
가 “분리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다(177-178). “둘 아니게 살아가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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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不二禪)”이 “불교적 선 수행”이라는 것이다(178-179). 저자는 이러

한 “心事不二”의 능력을 성취하고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언어적 성찰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179). “관점과 주장들의 그 다양하고 다층

적인 맥락과 의미를 소화해 내는 능력”이 바로 ‘언어적 성찰력’인데, 이러

한 성찰력을 계발해야 함을 그는 강조한다(180). “선 수행인에게 언어적 이

해/지적 성찰은, 내쳐야 할 분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의 마음자리’와 

‘세상’이 균열 없이 만날 수 있는 기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186). 저자가 

말하는 ‘언어적 성찰력’은 화쟁선(禪)에서도 소중한 능력으로서, 그가 ‘실
체적 언어관의 극복’과 ‘방편 언어의 이해’로 요약하는 ‘화쟁의 언어관’과
도 불가분하지만,6) 무엇보다 원효철학과 원효선(禪)의 기반인 ‘일심’과 긴

밀하게 연관지어져 고찰되어야 한다. 박태원(2011, 76-77)이 “다툼의 화해

는 일심(一心)의 근원을 그 원천 및 상위 원리로 하는 동시에, 본각의 이익

을 그 구체적 동력원으로 삼는다”고 한 것은 화쟁과 그 언어를 원효선(禪)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나 다름없다.

3. 원효선(禪)의 이해와 실천

강의숙(2004, 239)은 “원효의 그 많은 저술은 모두 수행과 관련이 깊”은
데, “원효의 저술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수행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수행의 실천을 짐작할 수 있다”며, 원효가 “『대승기신론소』에서 정정

취에 들어가지 않은 부정취인의 수행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예를 든다.7) 

원효는 부정취인 중에서도 대부분의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수행으로 ‘四

6)  박태원(2011, 204-213) 참고.

7)   ‘正定聚人’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중생‘이고, ‘不定聚人’은 ‘부처가 될 가능성

이 불투명한 중생’이며, ‘詐定聚人’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는 중생’이다. 강의숙

(2004, 245)에 의하면, “부정취한 중생들’은 ‘인과의 도리를 믿고 十信의 자리에 들

어왔으나 아직 근성이 일정하지 못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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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心과 五門’을 권했다고 한다.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수행”인 ‘四信

心’은 ‘  근본(진여법)을 믿음,  불(무량공덕을 지닌 자)을 믿음,  법(큰 

이익을 가진 법)을 믿음,  승(자리이타의 수행자)을 믿음’의 네 가지 믿음

이다.8) 이 ‘4신심’은 ‘참나’(일심, 진여)에 대한 믿음과 다르지 않다. 이기

영(2002a, 401)도 이 ‘4신심’을 “‘하나인 진여의 마음에 대한 신심’으로 종

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의숙(2004)은 “오행은 다

섯 가지의 수행문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첫째는 보시문이고 둘째는 계율

문이며 셋째는 인욕문이고 넷째는 정진문이며 다섯째는 지관문”이다. ‘지
관문’은 “육바라밀 중에서 定과 慧를 합해서 닦는 것”이니, “오행을 닦는

다는 것은 ‘대승의 6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39-240). 저자는 

‘지’와 ‘관’의 수행법이 따로 있으나, “止觀雙運”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242). 
김도공(2002, 41)은 원효가 “지와 관의 두 수행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

야 함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며 ‘지관쌍운’의 필요

성을 강조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윤종갑(2009, 103)도 원효는 ‘止 와 觀’
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 둘이 상호 융합할 때 비로소 깨달음

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고 말한다.9) 전체적으로 ‘四信心과 五門’은, 양

심철학이 말하는, ‘참나각성’에 기반한 ‘6바라밀선(禪)’의 실천과 외견상 

상당히 닮아 보이나, 그 내용은, 뒤에서 보겠지만, 조금 다르다. 게다가 ‘五
門’의 ‘止’ 수행에서는 ‘고요한 곳’, ‘단정한 자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

이는데, 6바라밀선(禪)에서는 때·장소·자세에 대한 제약이 없다. 김도

공(2017, 244)은 “『기신론』의 지관수행으로 일단 도달할 수 있는 수행상의 

계위는 보살 52 수행계위 상에서는 십주十住 단계까지”라고 말하는데, 6
바라밀선(禪)에서는 그러한 제한도 없다. 윤홍식(2015h)은 “6바라밀은 하

근기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1지부터 10

8) 한자경(2013, 351) 참고.

9)  남동신(2004, 70-71)은 ‘止와 觀이 定과 慧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止와 觀이 각각 定慧 모두에 통한다고 보는 것이 특이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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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살의 모든 공부의 단계와 진리가 6바라밀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화엄

경에 근거하여 주장한다.

박태원(2014a, 85)은 “『금강삼매경』을 매개로 삼아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밝히는 원효의 선 수행법은 일미관행에 압축되어 있다”고 말한다. 

“선禪의 사상과 체계 및 수행방법론을 관통하는 일반 원리”가 ‘일미관행’
인데, 이것이 “원효 선학禪學의 중추이며 선관禪觀의 핵심”이라는 것이

다. 저자에게, “『금강삼매경론』에서 구사되는 관행이라는 용어의 의미맥

락을 고려할 때, 관(觀)은 지적 개안을 초점으로 삼고, 행(行)은 마음지평의 

전환을 핵심조건으로 하는 실존적 체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서 그는 ‘관행’을 ‘알고(觀) 체득하기(行)’로 풀어쓴다. 박태원(2012)은 “원
효의 일미관행은 관(觀)이 지니는 ‘참선 수행과 지혜 수행’의 두 가지 측면

이 종합된 것이며, ‘하나가 된 마음자리’[一心之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

다”고 언명한다. ‘일미관행’은 ‘일심지원’과 “상호 의존하고 상호 결합되

어 있다”는 것이다(20). 저자는 ‘일심지원’으로의 ‘귀환’ 방법으로 불교의 

전통적인 ‘계정혜’(戒定慧) 수행을 언급한다. “오염된 행동 버릇을 제어하

는 수행이 계율 수행”이고, “오염된 마음 버릇에서 풀려나는 수행이 참선 

수행”이며, “오염된 이해를 교정해 가는 수행이 지혜 수행”이다(17). 저자

에 의하면, “이 세 유형의 수행을 상호 결합적으로 발전시키면, 탐욕/성냄/

어리석음에 의한 존재 오염의 정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계(戒)/정(定)/
혜(慧) 삼학(三學)의 인간학이자 수행론”이다(18-19). 원효는 이 세 가지를, 

‘本覺과 始覺’에 의거하여 “본각과 시각이 다르지 않게 되는”, ‘일심지원’
으로 돌아가는 ‘수행’으로 삼았다고 저자는 요약하여 기술한다(22).10) 

이병학(2017)은 “『금강삼매경론』이 실천수행을 위한 일관된 기제를 내

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107). 그는 원효가 주목한 『금강삼매경론』의 ‘6

10)  여기서 하나 언급할 것은, “일미관행의 관은 바로 귀일심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

고, 그 행은 다름 아닌 요익중생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일미이지 별개의 것

이 아니”라는, 이기영의 ‘일미관행’ 풀이에 대한 정영근(2012:160)의 부연설명은 

‘일미관행’이 ‘귀일심원 요익중생’과 불가분임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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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즉 ‘무상법품·무생행품·본각리품·입실제품·진성공품·여래장

품’이 “최하층의 중생으로부터 상층의 중생을 포괄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

고 있으며, 자질에 따른 차별적 수행법을 일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대중에게 불교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기제를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

한다(112). 그는 “낮은 지위의 중생을 배려하는 「무상법품」을 극복하면서 

점차 수행의 단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금강

삼매경』의 ‘6품 구조’를 “『기신론』 저술로부터 이어지는 원효의 독특한 교

화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5). 윤종갑(2009, 96)은 이와 조

금 달리,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起信”을 “일심에 근거하여 닦으면 누구

나 깨달을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았기에, “모든 행위의 원천을 

眞如로 보고, 一心을 근본으로 삼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대승수

행의 길임을 역설”했다며, ‘6바라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상현(2000)은 

“『기신론소』에서는 信成就[一住보살]에 이르는 수행 과정에 중점을 둔 것

인데 반해, 『금강삼매경론』은 信成就 이후의 수행 과정에 역점을 둔 것”이
라는 한 연구자의 견해에 대해 “경청할 만하다”며 상당한 공감을 표시한다

(21). 그는 원효가 “『대승기신론소』에서는 신성취에 이르는 수행 과정에 

중점을 두고서 止觀의 수행을 논했고,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일미관행을 

통해서 본각의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밝혔다”면서, “원효 실천행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自利와 利他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상

기시킨다(38). 
이종철(2002, 32)은, 『금강삼매경론』에 보이는 원효의 선학(禪學)에 대

해 기술하면서, “흔히 원효의 비판적 정신을 화쟁사상으로 표현하듯이, 禪

문제에 관해서도 원효의 화쟁정신은 유감없이 발휘된다”고 상찬한다. 원

효는 “여래선의 경계를 넘어 멀리 일승사상의 테두리 안에서 眞禪을 모색

하고 있으며, 定慧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대승 보살도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大悲와 定慧의 겸수를 강조함으로써 禪일반이 지니는 사상적 한

계를 보완하려 하였다”는 것이다(32). 저자는 특히 “大悲心이 없는 定慧

는 중생제도의 실천성이 없기 때문에 自利에만 흘러 편협하고, 定慧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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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悲心은 줏대없이 利他에만 흘러 산만”한데, “원효의 선학은 自利와 利

他의 원만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의 완성태는 바로 一乘이었”음을 강조

한다(33). 저자는 “원효에게서 보듯이 참된 선의 완성은 곧 禪바라밀의 완

성이며 그것은 동시에 <육바라밀>의 완성이기도 하다”며(31), 『금강삼매

경론』에서의 <6바라밀>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박태원(2014a, 192)에 따르면, “원효가 금강삼매의 성취조건으로서 설하

는 일미관행(一味觀行)의 내용에서 목격되는 두 가지 중요한 면모”가 있

다. 하나는 “공성인 진여지평과 접속한 이후에 행하는 선 수행이라야 진정

한 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이익과 타자이익을 하나로 결합시

킬 수 있는 선”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삼매경론』에서 다채롭게 펼쳐

지는 원효의 선사상은 결국 이 두 원리로 수렴되고 있”고, “원효는 이러한 

원리를 구현시킬 수 있는 선”을 진선(眞禪), 여래선(如來禪), 중생교화선

(敎化衆生禪) 등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여지평 접속 선

(禪)’이자 ‘자리이타의 선(禪)’, “이것이 원효 선관의 핵심이자 특징”이다. 

저자는 “일미관행이 일종의 돈오점수頓悟漸修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상으로 지목한다(94). 
박태원(2014a)에게 “일미관행이 되기 이전의 관행은 어떤 수행이라도 

방편”이다(107). “공성인 진여지평에 접속하게” 되는 때부터가 “선의 본

격적 면모를 굴리게 되는” ‘진선’(眞禪)의 단계이다. “보살의 수행은 사실

상 이 단계부터 온전한 면모를 갖추게 되며, 보살 52위로 볼 때는 십지의 

초지로 분류되는 경지부터가 이에 해당”한다(196). 원효는 ‘유식사상’을 

그의 “선사상과 선 수행론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고 박태원(2014b:157)
은 파악한다. 이 점을 저자는 “원효의 선사상뿐 아니라 원효사상 전반을 

음미하는 데에도 충분히 주목되어야 할 대목”으로 내세운다.11) 그에 의

하면, “보살 수행의 52단계(52位)에 비추어 보면, 십지(十地) 이전인 십신

11)  ‘唯識’은 글자 그대로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태원(2014a, 102)은 

“일미관행의 구체적 내용도 그 핵심은 유식관”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유
식의 지적 수용이 관觀’이고, 인식적 수용이 ‘행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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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 단계에서의 관행은 모

두 ‘방편관’에 속하고, 십지 초지(初地)부터의 관행은 ‘정관>에 해당”한다

(160). 박태원(2014c, 174)에게 “십지 이전의 수행 과정(십신/십주/십행/

십회향)은 댐에 구멍이 뚫리기 전까지의 굴착작업인 ‘깨달아 감’이고, 10

지의 초지는 막 구멍이 뚫린 ‘깨달음’이며, 초지 이후 등각等覺까지의 수

행은 구멍을 넓혀 가는 ‘깨달음의 완전성 확대과정’”이다. 그리고 “마침

내 댐이 무너져 내려 물과 온전하게 만난 것이 ‘깨달아 마침’”이고, 그것이 

‘묘각妙覺’이다. 

박태원이 그의 글들에서 기술하여 보여주는 원효선(禪)은 일반인들에게 

그 경지가 너무 높게 느껴진다. 원효는 ‘7-8지 보살’의 높은 성취를 이룬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12) 원효선(禪)의 실제적 실천 가능성은 어떠한가? 원
효 연구의 거목이었던 불연 이기영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이기영(1991, 
447)은 “四智와 이 淸淨法界, 이것을 五法이라 보고, 「오법이 이미 원만

하게 되면 거기에 三身13)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원효가 보는 일

미관행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대원경지·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

지의 넷으로 열거되는 四智의 法을 실존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불교 수행

자나 신도가 이미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된 것이 오늘날 불교계의 상황”이
라고 지적한다. 근자에 이러한 불교계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지는 않

다. 이찬훈(2017, 49)은 오히려 “그동안 한국에서 불교의 승려들은 다분히 

간화선을 통한 개인적인 단박의 깨침만을 추구하는 간화선 절대주의, 간화

선 유일주의라는 틀에 박힌 전통적인 수행법에 매달리면서 절실한 중생의 

삶과 고통의 해결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산중불교에 매몰되어 있었다”
고 비판한다. 그런데 원효선(禪)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 수행자조차 그 실천이 지난한 것이라면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선정(禪定)의 최고 경지’라는 ‘금강삼매’도 초지부터나 가능한 것이라

12)  원효는 때로 ‘초지보살’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52위 체계 안에서는 ‘41위’
이다. 

13)  ‘三身’은  ‘法身·報身·化身’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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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원효선(禪)에 관심갖는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과연 그 성취를 목표로 

삼을 만한 대상인지, 자못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원효선(禪)이 이론적 담론으로만 존재할 뿐 그 실천 가능성이 오늘의 언

어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다면, 위의 이기영(1991)의 지적에서 느껴

지듯이, ‘活禪’이 아니라 ‘死禪’이 되어버릴 위험성도 없지 않다. ‘진여지

평 접속선(禪)’이자 ‘자리이타의 선(禪)’이라는 원효선이 온전히 이루어지

는 것은, 박태원(2014a)의 주장대로 ‘초지’ 이상에서라 할지라도, 그 전에 

‘진여지평’ 즉 ‘일심’과의 접속이 약하게라도 간헐적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자리이타’(自利利他)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방편관’이 그래서 ‘정관’(진관)의 모습을 부분적이라도 갖춘다면, ‘일미관

행’도 그에 따라 수행자가, 초지 이상의 경지와는 사뭇 다르더라도, 그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김상현(2000, 26)에 따르면, “원효는 禪定을 단순히 한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마음이 가라앉지도 들뜨

지도 않은 채 자세하고 바르게 思察하는 것을 진정한 定이라고 강조했”다
고 한다. 이처럼 “원효의 禪 이해는 止와 觀을 포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데, ‘禪 실천’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이러한 원효선(禪)은 꼭 ‘초지’ 이상

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볼 때, 원효선(禪)의 핵심은 “중생이 가

야 할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도리를 천명”15)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 ‘중생’이 실제로 가기가 지나치게 어려운 ‘길’이라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위의 논의들 중에 그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윤홍식

의 <양심철학>은 양심선(禪)과 6바라밀선(禪)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통

해 우리에게 원효선(禪)의 일반적 실천 가능성을 크게 열어보이고 있다.16)

14)  김상현(2000, 30): “‘금강의 자리에 머문다’고 한 것은 初地 이상에서는 法身을 

證得하여 모든 壞滅을 떠나는 것이 금강과 같기 때문이다.”
15)  이 표현은 이기영(2002b, 433)이 ‘원효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네 저술이라는 『대

승기신론소·별기』, 『금강삼매경론』, 『본업경소』, 『보살영락본업경소』에 대해 

사용한 것이나, 원효선(禪)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대로 쓸 수 있다.

16)  윤홍식(2018a)의 책날개 정보에 따르면, 그의 2,700여개 유튜브 인문학 강의 조

회수가 3,200만을 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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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심철학과 양심선(禪)

윤홍식(2013a, 6)에게 그가 양심철학의 ‘모토’로 내세우는 <양심이 답이

다>는 “평생의 화두로 품어 온 <인간의 길>에 대한 탐구”에서 얻은 ‘결실’
이다. 제문론식으로 말하면, <양심이 답이다>는 저자가 인문학에 대한 질

문과 탐구들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응답적 답’이다. 그는 많은 고전들과 종

교들의 회통적 탐구들을 통해 ‘인간의 길은 양심을 따르는 삶’임을 깊이 

느낀다. 윤홍식(2014a, 299)에게 <영성지능>은 “우리의 양심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능”이다. ‘영성지능’은 또한 “양심의 계발 정도”이기도 하고

(221),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능”이기도 하다(269).17) 저자

에게 양심의 덕목들은 유교식으로 말하면 ‘경인의예지신’(敬仁義禮智信)
이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정·보시·지계·인욕·정진·반야’의 6바

라밀이다.18) 윤홍식(2013a, 98)에 의하면, ‘양심’(良心)은 “맹자가 처음 쓴 

말로 선천적인 도덕능력”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

고 있는 공감능력(仁), 정의감(義), 겸손함(禮), 시비판단능력(智)을 의미”
한다. 양심철학에서는 ‘일심’, ‘열반’, ‘불성’, ‘성령’, ‘공적영지’, ‘허령지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안의 ‘神性의 자리’19)인 ‘참나’를 회통적

으로 <양심>, 나아가 <영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헉슬

리(2017, 16)는 『영원의 철학』에서, “영원의 철학은 주로 사물·생명·마

17)  조하·마셜(2001): “SQ[영성지능]는 IQ와 EQ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기본

이 되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16). (...) SQ는 우리의 양심이다. 

(...) SQ를 활용해서 우리는 종교에 관한 보다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된다(30-31).”; 
한자경(2018): “인간의 영성은 무한한 심층마음의 공적영지에서 온다(69). (...) 심
층마음의 본래적 각성인 본각, 공적영지, 그 마음의 빛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97).”
18)  윤홍식(2015a, 13-15) 참고; 양심철학은 ‘경인의예지신’ 대신 ‘인의예지(신)’를 

말하기도 한다. 

19)  오강남(2016, 124)은 ‘영원의 철학’을 ‘초월적인 신성,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하는 

신성, 이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최종의 목적이라 보는 사상’이라고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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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구성된 다원적 세계의 근원이 되는, 일원적인 신성한 실재와 연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초연함·명료함·겸손의 상태에 있는 마음에 의해

서만 직접 파악될 수” 있다(20)는 이 “신성한 실재”의 이름들의 하나가 바

로 ‘참나’이다. 

윤홍식(2013b)에 따르면, ‘양심’은 적어도 ① 원래 ‘순수한 마음’인 양심

(양심의 본체), ② 현상계에서 참나와 공명하는 마음인 양심, ③ 에고가 생

각하는(혹은 듣고 배워온) 양심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흔히 말하는 ‘양심의 

소리’도, ‘참나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②의 양심보다 ③의 양심일 

가능성이 높다. 6바라밀(또는 경인의예지신) 분석을 하는 것은 ‘양심’ ②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윤홍식(2015b, 122)은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양

심의 명령”은 “인류의 모든 문화를 지도하는 이념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최고의 영적 진리”라고 천명한다.20) 종교를 넘어서고자 하며, 유교가 가장 

대승적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철학은 ‘개념과 체험이 긴밀이 결합’된 <자명

한 앎>을 지향하는 ‘실천철학’이다. 윤홍식(2014a, 278)에게 ‘개념과 체험’
은 <자명한 앎>을 이루는 ‘양날개’이다. 양심철학은 대승불교, 유교, 기독

교 등의 대승적 측면들을 두루 아우르고자 하는, 새로운 의미의 회통적 대

승철학이다. 이러한 양심철학은 원효철학의 현대인문학 버전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두 철학 모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혹은 ‘크게 사람들을 

도우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우리 전통 정신을 훌륭히 계승하고 있

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윤홍식(2016a)이 제시하는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는 두 철학의 친

근성을 특히 잘 보여준다. 이 지침들은 “양심의 진리들을 삶속의 구체적인 

행위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들”이고,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具空)의 지침들이다. 먼저 “자아의 4가지 진리”로 불리는 ‘아공’의 

지침들은 “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諸行無常), ②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一切皆苦), ③ 자아를 내세우지 말라(諸法無我), ④ 현존을 방해하지 말

20) 전성기(2016,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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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涅槃寂靜)”이다. 이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열반적정’은 이른

바 ‘소승 4법인’이다. 다음으로 “존재의 4가지 진리”로 불리는 ‘법공’의 지

침들은 “⑤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眞俗不二), ⑥ 참나의 현

존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無住涅槃), ⑦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

럼 사랑하라(自他一如), ⑧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 삶을 살라(弘益衆

生)”이다. 윤홍식(2015e)은 이 ‘진속불이·무주열반·자타일여·홍익중

생’의 ‘대승 4법인’을 원효에게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마지막

은 “양심의 6가지 진리”라고 불리는 ‘구공’의 지침들로서, 원효도 그 중요

성을 강조했던 <6바라밀>을 지칭한다: ⑨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

풀어라(보시·사랑), ⑩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지계·

정의), ⑪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인욕·예절), ⑫ 양심의 구현

에 최선을 다하라(정진·성실), ⑬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와 접속하라(선
정·몰입), ⑭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라(반야·지혜).21) 

이상의 ‘14지침’은 거의 기본적으로 ‘아공·법공·구공’을 체득해야 하

는 것으로 보이는 원효선(禪)의 요구조건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양심선

(禪)은 이 ‘三空’에 이르는 기초과정을 크게 중시하여 이에 대한 설명들을 

일반인들을 위해 매우 상세히 제공하고 있고, ‘三空’ 자체의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 제시된 원효선(禪)과는 상당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그 실천 방식도 단순하고 명료하다. 선(禪) 수행을 6바라밀(유교

식으로는 ‘경인의예지신’)로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는 것이다. <‘선정’ 뿐 

아니라, ‘지혜’를 포함하여 6바라밀 전체가 선(禪)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6바라밀선(禪)> 실천의 핵심은 ‘깨어서 정성껏 6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습관화하는 것’이다. 6바라밀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견성

을 해도 무의식에 끌려다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22) ‘6바라밀’은 사실 ‘구
공의 지침’으로 제시되었지만, ‘법공’이나 ‘아공’을 깨치기 이전에도, 참나

21)  ‘사랑·정의·예절·성실·몰입·지혜’는, 순서는 다르지만, 유교의 ‘경인의예

지신’을 의미한다.

22)  윤홍식(2015h)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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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접속이 온전치 않아도, 부분적으로는 ‘영성의 핵심’인 <선정과 지혜

>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체험과 실천이 가능함을 양심철학은 많은 자료들

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23) 우리는 그랜드 캐년 같은 장엄한 자연 광경들

을 보게 되면 할말을 잊고 ‘살아 있다는 존재감’만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순수 존재감’을 윤홍식(2017a)은 “견성체험”이라 부

른다. 양심선(禪)에서는, 견성이 주목표인 다른 선(禪)들과 달리, 견성보다 

<6바라밀>이 우선이다. 깨어서 6바라밀을 열심히 계속 실천하다보면 “진
정한 견성”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24) 

윤홍식(2018b)에 따르면, ‘견성’(見性)은 에고가 ‘본성’(本性) 즉 “시공

을 초월한 자신의 본모습”을 보는 것이다. “에고가 참나와 소통이 된 만큼” 
“영적 유전자”가 내면에서 발현된 것이고, “발현된 그만큼 본성에 대해 <
견성>을 한 것”이다.25) 견성을 해도 6바라밀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본성의 

“고요하고 텅빈” 속성만을 “본 것”일 뿐, 6바라밀이라는 “영적 유전자”는 

“못본 것”이다. “더불어 살아야 제대로 본 것”이다. 윤홍식(2018a:24)은 “‘6
바라밀의 실천’은 ‘참나의 작용’이며, ‘참나의 각성’은 ‘6바라밀의 뿌리’”
라고 말한다. 에고의 참나와의 ‘만남’은 신해행증(信解行證), 즉 ‘믿음·

이해·닦음·깨침’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참나를 ‘믿고 이해하고 실천

하여 증득’하는 것이다.26) ‘6바라밀’을 윤홍식(2018a)은 <참나에서 온갖 

공덕을 끌어내는 ‘선정’, 만법이 본래 청정함을 꿰뚫어 보는 ‘반야’, 진리

를 기꺼이 수용하는 ‘인욕’,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돕는 ‘보시’, 남에게 부

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지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정진’>이

라고 그 덕목들을 묘사한다. 이 “6가지 덕목을 두루 갖춘 참선”, 즉 <6바라

밀선(禪)>이 아니면 온전한 선(禪)이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확고한 입장이

23)  윤홍식(2018c, 2018d) 참고.

24)  윤홍식(2015f, 2017b) 참고.

25)  견성에는 참나를 일별하는 8급의 견성에서부터, 1급(1주, 확철대오)의 견성, 1단

(1지)의 견성 등, 여러 주요 단계가 있다고 한다. 『대승기신론』은 1주보살(신성취

보살)을 견성에 이른 것으로 본다. 

26)  ‘증득’은 에고가 참나에 안주한 상태를 말한다; 전성기(2018,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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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에 치우친, “지금까지 닦았던 참선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며, “신비한 체험에 매몰된 참선으로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없고 

카르마를 경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15). 저자에게 ‘6바라밀선(禪)’은 양

심선(禪)이다. ‘6바라밀’이 “양심의 온전한 덕목”이기 때문이다(16). 
박태원(2014a, 87)은 대승불교는 ‘자리이타’를 ‘함께 추구하는 구도자 유

형’을 ‘보살’이라 부른다면서, “가장 널리 수용되는 대표적 분류법”으로 

“『화엄경』 계통 경전인 『보살영락본업경』에 등장하는 10信·10住·10
行·10廻向·10地·等覺·妙覺”의 “52단계 구분체계”를 언급한다. 그

런데 윤홍식(2018a:38)에 의하면, “『화엄경』의 「十住品」, 「十行品」, 「十

回向品」, 「十地品」 각각은 본래 독립적인 경전”이다. “이후 10신→10주

→10행→10회향→10지의 순서로 승급·승단 체계가 보편화되었으나, 『화

엄경』의 본래 취지는 1주와 1행과 1회향과 1지의 설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

으므로(10신은 제외), 각각을 동일한 단계의 여러 측면을 다룬 것으로 보아

야 옳”다고 그는 주장한다(10주=10행=10회향=10지). 말하자면, 10주는 1
지부터 10지가 어떻게 머무는지, 10행은 1지부터 10지가 어떻게 실천하는

지, 10회향은 1지부터 10지가 어떻게 공덕을 회향하는지 설명한 것이다. 

수행을 ‘영성의 계발과정’으로 보는 양심철학은, ‘52위’ 대신에 ‘9급9단체

계’를 제시한다. 양심철학은 『수심결』을 ‘승급체계’, 『화엄경』을 ‘승단체

계’를 잘 설명한 책으로 여긴다. 1지-10지의 차이는 ‘6바라밀 보편법칙’의 

체득의 깊이와 온전성, 실천의 노련함 등에 따른 것일 뿐 별도의 수행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27) 

일반 선(禪)수행자들은 거의 대부분 1급 미만의 급수 소속이다. 하지만 1
급 미만이라 해서 선(禪) 실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견성’이, 에고

가 참나에 안착한, 선수행(禪修行)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계기이긴 하나, 다

행히도 필수조건은 아니다. 윤홍식(2016b)은 심지어 “1초 삼매도 삼매”고, 

“찰나 견성”도 ‘견성’이라고 언명한다. 중요한 것은 <몰입과 몰입사고>가 

27)  윤홍식(2018a, 30-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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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정성껏 실천하는 것이다. 습관이 채 안 되

어 있어도, 적어도 중요한 선택들의 순간에는 그 실천을 적극 시도해보아

야 한다.28) 정확한 참나 이해와 체험, 즉 참나에 대한 <개념+체험>이 우리

의 생각을 바꾸고, 참나와 하나된 삶이 우리의 삶에 점점 스며들다 보면, 어

느 날 ‘참나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때, 즉 <6바라밀로 견성>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양심선(禪)의 입장이다. 이는 화쟁선(禪)이 추구하는 실천 방

향이기도 하다.  

윤홍식(2017b)은 <몰입과 몰입사고>29)는 선수행(禪修行)의 두 축인 

‘선정과 지혜’를, 일반인들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풀이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참나각성’ 속
에서 명상에도 들고 사유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일단 깨어서 몰

입을 해야 한다. ‘참나각성’이 되지 않으면 정혜쌍수를 논할 수가 없다. ‘몰
입책’인 윤홍식(2014a)의 핵심 내용도 ‘몰입하면 참나각성이 된다’는 것이

다. ‘몰입의 달인이 되어도 견성을 모르는 것’은 ‘체험’은 있지만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참나에 대해 개념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갖추

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념+체험>은 그래서 몰입에서 매우 중요하다. 윤

홍식(2015c, 30-31)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진
정한 삼매는 정신이 또렷이 깨어있는 것”이라 말한다. “‘삼매’란 바로 에고

가 참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에고는 참나와 하나가 될 때, 초연해지고 

평온해지며 광명해진다”. “차가운 쇠공과 같은 에고도, 참나와 하나로 공

명하게 되면 얼마든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 이것이 ‘삼매’이다. 화쟁선

(禪)에서도 이러한 ‘삼매’는 선(禪)의 고수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실천이 

가능하다. <선정과 지혜>의 <몰입과 몰입사고>로의 해석은 불교적인 원

효선(禪)의 영성적인 양심선(禪)으로의 <인문적 전회>(Humanistic Turn)를 

의미한다. 

28)  전성기(2018a, 29-36) 참고.

29)  전성기(2018a, 29-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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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2015i)은 몰입에서 4단계를 구분한다. 이들은 각각 “노력하는데 

① 끊어짐이 크다, ② 끊어짐이 작다, ③ 끊어짐이 없다, ④ 노력이 필요없

다”의 단계이다. ①- 은 <하는 몰입>이고, 는 <되는 몰입>이다. 윤홍

식(2015c, 31)은 “몰입 4단계에 도달하면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여 고요

하되 또랑또랑한 참나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초의식 상태’에서

는 “뇌가 활성화되어 창조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몰입(삼매)에 

기반을 둔 몰입사고(지혜)가 가능해”지고, “진정한 정혜쌍수가 이루어”진

다. <몰입과 몰입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공·법공’을 깨치게 되면 확

철대오의 견성에 도달하고, 더 나아가 구공(具空)을 통해서는 6바라밀을 

더 원숙하게 실천하는 1지 이상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30) 윤홍식(2015d)
은 원효의 경전 풀이과정이 모두 ‘禪’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원효에게 화

쟁은 바로 화쟁선(禪)이었음을 의미한다. 여유 있을 때 참나를 깊이 경험

할 필요는 있으나, 활동중에는 ‘참나각성’ 정도의 ‘禪’이면 충분하다고 한

다. 그에 의하면, “대승에서 강조하는 지관법(止觀法)은, 원효에게서 그

랬듯이, 고요한 데 머물러서 얻는 지관법이 아니라 활동하는 지관법”이

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화쟁선(禪)을 비롯

한 인문선(禪)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선정>이 요구된다. 양심철학은 몰

입을 돕는 핵심적 방편으로 <모른다>를 제시한다. 초연하고 무심해져 ‘참
나’에 “그냥 맡기는 마음”이 되라는 것이다. ‘모른다’ 하면 참나가 우리 마

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분별이 없는 무심한 상태”가 되

는 것이다. 윤홍식(2013a, 59)에게 이 <모른다!>는 “중심 자리인 참나로 

향하게 하는 궁극의 기도이자 궁극의 화두이자 궁극의 만트라”이다.31) 

윤홍식(2014a)에게 “몰입사고법은 몰입 상태에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

고, 빠르게 검색하고, 창조적으로 조합하고, 효과적으로 출력하는 사고의 

기술”이다(217). ‘몰입사고’에는 “나에 대한 몰입”과 “대상에 대한 몰입”이 

30)  ‘아공·법공·구공’은 ‘깨달음의 3단계’로도 불린다. 

31)  지눌의 『修心訣』에도 ‘단지불회 시즉견성’(但知不會 是卽見性), 즉 ‘모르는 줄

만 알면 즉시 견성이다’는 말이 나온다. 



50 수사학 제33집

있다. 전자는 “몰입하는 주체에 대한 몰입”이고, 그래서 “충전용 몰입”이
라고도 불린다(248). 후자는 “오직 대상만을 바라보고, 대상만을 느끼는” 
몰입이다(282). 기존 선(禪)에서는 ‘나에 대한 몰입’ 위주로 수행하는데, 화

쟁선(禪)에서는 이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 ‘충전’도 하지만, ‘대상에 대한 몰

입’이 중심이 된다. ‘양심분석’도 직관이 아니라 생각을 활용하면 ‘대상에 

대한 몰입’이다. 생각·감정·오감을 초월한 참나에 대한 몰입만 ‘나에 대

한 몰입’이다. 윤홍식(2013b)은 ‘참나각성’은 ‘깊은 선정’이 아니라 51% 남

짓한 ‘각성’을 뜻하나, 구체적 실천에서는 깨어만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 

현상계와 참나가 같이 돌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

려 ‘낮은 선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낮은 선정’은 ‘1선’에 가까운 ‘1
선근분정’으로, ‘몰입 4단계’에 해당된다. 윤홍식(2015c, 32)은, 원효의 ‘삼
매’에 대해 말하며, “1가지 대상만 보고 있더라도 혼침에 빠지면 ‘매몰’이 

되며, 여러 가지 대상을 옮겨 다니며 몰입하더라도 늘 신바람이 흐르면 ‘삼
매’”라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기도 힘들겠지만, 차

차 몰입사고가 익숙해지면 마음이 여러 가지 주제를 넘나들더라도 몰입 상

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윤홍식(2014a, 221)에게 ‘몰입의 달

인’이 되는 것은 “평상시의 베타파를 넘어서 몰입과 영감·창조력의 뇌파

인 알파파·세타파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화쟁선(禪) 실천을 

위한 좋은 실천 ‘팁’이 될 것이다. 

윤홍식(2015c)에 의하면, <6바라밀>은 다음과 같이 ‘생각·말·행동’
을 점검하여 ‘양심경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가(몰입, 선정바라밀), ②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였는가(나눔, 보시바라밀), ③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하

지는 않았는가(절제, 지계바라밀), ④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수용했는가(수용, 인욕바라밀), ⑤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성실, 정진바라밀), ⑥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

가(통찰, 반야바라밀)(373). 저자는 매사에서 “6가지 항목을 스스로에게 묻

고 양심의 울림 그대로 답하여,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32) 각각의 항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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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① 자명, ② 자찜(자명>찜찜), ③ 찜자(찜찜>자명), ④ 찜찜을 구분”해보

라고 조언한다. 그는 “‘통증’의 신호가 건강을 지켜주듯이, ‘찜찜함’의 신

호는 우리의 양심을 지켜”준다고 말한다(374-375). 

이성과 직관의 협업에 의한 검토의 결과, 모든 항목이 작은 원, 즉 <자

명·자찜>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 양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

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항목들이 있다면, 마음 

씀이 욕심이 양심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지대로 나갔다는 신호”이니, “이
를 잘 분석하여 자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운 선택”, 자해해타(自害害他)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

다(375). 욕심이나 욕구·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양심으로 잘 

경영할 필요가 있다. 점검이나 분석과정은 필요한만큼 되풀이되어야 한

다. 위 구분에서의 ‘자명’은 ‘상대적 자명’일 수 있다. 지금 ‘자명’한 것이 

잠시후엔 ‘찜찜’할 수 있고, 오늘 ‘자명’한 것이 내일은 ‘찜찜’할 수도 있다. 

<몰라+자명>의 부단한 검토와 수정을 통해 메타인지가 계발될 것이고, 메

타인지가 계발될수록 영성은 그만큼 더 밝아질 것이다. 

6바라밀선(禪) 실천은 생각과 언행이 언제 어디서나 양심의 <안전지대>
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직관은 

32) 이 도너츠 그림은 윤홍식(2015c, 374)의 것이다.

수용

몰입

나눔 절제

성실

통찰

안전
지대

위험지대

찜찜 찜자 자찜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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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성기(2018, 34) 참고.

34)  정진규·김원명(2017, 226): “화쟁의 가능근거는 무엇인가? (...) 일심이 바로 화

쟁의 가능 근거이면서, 화쟁을 통해 도달되는 목표다.”

더 깊어지고, 영성지능은 더 계발되고 더 성숙될 것이다. 화쟁선(禪)도 화

쟁에서 깨어서 6바라밀선(禪)을 실천하는 것이다. 위의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경인의예지신’ 방식으로 다소 바뀔 수도 있다: ① 깨어있는가(몰입), 
② 역지사지했는가(사랑), ③ 혹시 곡해하지는 않았는가(정의), ④ 나를 앞

세우지는 않았는가(예절), ⑤ 최선을 다했는가(성실), ⑥ 선택과 판단이 자

명한가(지혜)33) 이러한 메타인지적 점검과정은 이성과 직관, 에토스·로

고스·파토스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 질문들, 특히 ⑥의 <자명성>
에 대한 질문을 통해 <화쟁>에서 ‘선택과 판단들’에 대해 그 타당성과 적

절성을, 나름의 ‘응답적 답’을 얻을 때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참나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영성이며 ‘신성’(神性)이다. ①-⑥의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신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청>은 6바라밀선

(禪)이기도 하지만, 보다 넓게 ‘인문선(禪)’이라 할 수 있다. 6바라밀선(禪)
도 제대로 된 실천은 영성 1급 이상의 단계에서라고 하니, 화쟁선(禪)도 6
바라밀 실천에 나날이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이다. 

5. 화쟁과 화쟁선(禪)

김원명(2008b, 152)은 “화쟁은 원효의 저술 곳곳에 나타나는 그의 세계관

이자. 학문 방법론이며, 학문적인 귀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

로 원효철학의 핵심이 화쟁에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김영호(2000, 275)도 

“일심이 원효의 사유체계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 개념이 될 자격은 있다”고 

인정하나, 핵심적이며 독특한 사상으로는 ‘화쟁’을 꼽았는데, 안옥선(2005, 
75)도 “이러한 평가에 공감”한다. 하지만 대개의 연구자들은, 화쟁의 ‘근거’
이거나 ‘목표’이기 때문에도, <일심>을 원효사상의 핵심으로 간주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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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1998, 135)도 원효의 “연구와 교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근본 사

상’은 ‘일심’으로 이해한다. “원효는 일심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하였고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도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일심의 ‘위상’도 관심 대상이지만, 화쟁과 관련하여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원효철학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귀일심원 요익중생’
과의 긴밀한 ‘관계’이다. 이효걸(2002, 26)은 “원효가 설정한 화쟁의 목적

은 歸-心源과 曉益衆生”이라 하였고, 김정탁·이경렬(2006, 69-70)도 ‘귀
일심원과 요익중생’을 “원효 화쟁의 근본 요체”로 보았다. 안옥선(2005, 
79)도 원효의 ‘화쟁의 목적’이 “일미(一味)의 평등한 부처의 뜻을 드러내어 

중생으로 하여금 큰 깨우침으로 이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며, ‘화쟁’과 ‘귀
일심원 요익중생’의 ‘원초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고영섭(2014, 105-106) 
또한 원효의 ‘화쟁과 회통’은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歸一心源] 

논법이자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饒益衆生] 논리였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화쟁선(禪)도 이러한 ‘귀일심원 요익중생’을 현대적으로 구현하

는 탐구이며 실천이고자 한다.

화쟁의 ‘귀일심원 요익중생’과의 ‘원초적 관계’ 못지않게 관심이 가는 것

은 원효에게 일심·화쟁·무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

마 원효의 화쟁의 진정한 독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세 개념은 

서로 유기적이기 때문에, 안옥선(2005, 74-75)도 지적하듯이, 화쟁 또한 다

른 두 개념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효걸(2002, 6)도 “원
효사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의 화쟁사상은 일심사상이나 무애사상

과 내밀히 연관되어 원효사상의 전반적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념과 함께 혹은 원효사상의 전반적 체계와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한다. 고영섭(2010:281)도 “원효의 원효다움”은 바로 ‘화회’와 ‘일심’
의 구체적 표현을 ‘무애’로 승화시킨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다. 박범철

(2009, 336) 역시 “일심에 대한 원효의 깨달음은 그 현실적 요청으로서 화

쟁의 방법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실천은 원효의 무애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삼자의 관계에 주목한다.35) 화쟁선(禪)은, 오늘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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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화쟁의 탐구, 특히 그 실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화쟁의 원

초적인 ‘유기적 관계’를 잘 드러내려는 탐구이며 실천이다. 화쟁선(禪)은 

동시에 다양한 현대적 활용에도 크게 열려 있는, 이성·감성·영성이 조화

를 이루는 화쟁의 방식이고자 한다. 화쟁은 이제 화쟁선(禪)으로 ‘선禪적 

전회’를 해야 할 시점이다.

고영섭(2010, 156)이 “우리 불학자(인간학자)들이 배우고 물어야 할 불

학하기의 한 전형”이라 주장하는 ‘일심·화쟁·무애’의 ‘세 축’을 전성기

(2018:18-19)는 ‘6바라밀’의 관점에서 약술한 바 있는데, 그 요점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화쟁(和諍)은 ‘정혜쌍수’(定慧雙修), 특히 지혜(반야)바라

밀이 중심이 되는 6바라밀의 ‘합작품’에 해당된다. 무애(無碍)는 참나가 에

고를 통해 걸림없이 구현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6바라밀을 통한 ‘자리

이타’의 ‘보살행’, 즉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일심(一心)은, 그 이해와 

실천의 깊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선정바라밀과 관련되는 것으로, 심층적

으로는 6바라밀 모두와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 말하면, 

‘일심·화쟁·무애’는, 그 실천면에서는, ‘6바라밀선(禪)’ 실천에 모두 포

괄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소략하게 표현되었어도 대략적

으로는 타당한 서술이라고 생각되지만, 화쟁선(禪)과 관련하여 보충설명

이 필요하다. 

우선 화쟁선(禪)의 가장 큰 변수는, 박태원(2017a, 26)이 “화쟁의 논리

형식이 산출되는 토대이고 원천”이라는, 화쟁 주체의 ‘일심’ 즉 ‘참나’의 

‘체화 정도’일 것이다. 절대계의 ‘본체로서의 참나’(本覺)의 ‘체화’, 즉 ‘시
각’(始覺)의 심화 정도에 따라, 현상계의 에고의 ‘일심’ 구현 정도도 크

게 달라진다. 일심이 절대계에서 무량공덕을 갖추고 있어도 현상계에서

는 <‘아는 자’로서의 화쟁자가 아는만큼 닦은만큼 드러난다>36). ‘아는 

35)  안옥선(2005, 74)에 의하면, ‘일심’은 ‘실상의 설명원리이며, 화쟁은 일심의 필연

적 요청이자 귀결로서 서로 다른 쟁론(諍論)을 회통시킴으로써 갈등을 조화시키

고자 하며, 무애는 일심과 화쟁을 드러내는 행위/삶’이다.

36)  ‘일심’의 용례들은 대개 ‘궁극의 경지’만을 나타내는 듯하다. 예를 들어, 박태원



55화쟁선(禪) 혹은 선(禪)으로서의 화쟁

자’37) 혹은 ‘알아차리는 자’38)가 ‘일심’을 얼마나 체득했는가, 이것이 핵심

이다. 이에 따라 화쟁자의 ‘6바라밀선(禪)’ 구현 정도도 달라지고, 무애의 

체현 또한 달라진다. 그래서 에고는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와 깊이 만

날 줄 알아야 한다. 윤홍식(2015g)은 “참나의 본성이 6바라밀인 줄 알고 닦

는 게 진짜 6바라밀”임을 역설한다. 그런 줄 모르고 행한다면, ‘바라밀’이 

아니라 ‘단순 수행’이다. 

윤홍식(2018d)은 ‘십신’(十信)을 “불법을 믿고 따르는 개념적 이해”로, 

“방편으로서의 지관”을, 다소 모순되게 느껴지지만, “참나각성 없는 선정

과 체험 없는 지혜”로 묘사하는데, 이는 모두 ‘단순 수행’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단계를 가리킨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화쟁선(禪)이다. 박태

원(2014a)은 ‘진여지평 접속 선(禪)’을 말하는데, 차원이 다른 참나(진여지

평)와의 접속을 위해서는 에고를 닦달하기보다, 오히려 깨끗이 <모른다> 

하는 것이 좋은 방책이다. 이는 순간적으로 ‘선정’에 이르는, ‘마음을 리셋’
하는 훌륭한 방식이다. 윤홍식(2015g)은 ‘진정한 선정’은 “매순간 참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에고가 고요했으면...” 하
는 것은 “하수의 선정”이고, “에고가 고요하건 시끄럽건 상관없이 참나는 

본래 고요하다”는 걸 알고, “매순간 참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
수의 선정”이다. 고수는 “6바라밀 실천 중에도 살아 움직이는 선을 하지 고

요한 데 매여 있는 선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참나의 체화’ 문제는 ‘공통기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박병기

(2011)이 원효가 ‘眞如의 경지를 一心’으로 표현하고(262), ‘일심의 경지’를 ‘유
식의 四智’로 설명하였다고(263) 하는 대목이 그러하다. 

37)  ‘한자경(2018, 143):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근본적 차이는 ‘알려진 것’에 있

지 않고 ‘아는 자’로서의 마음의 유무에 있다. 이 ‘아는 자’로서의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자신과 인공지능 로봇의 차이 또한 알아차리지 

못한다.”
38)  ‘윤홍식(2016c, 227-228): “우리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생각·감정·오

감은 철저히 시공과 주객의 제약을 받는 것들입니다. (...) 그러나 생각·감정·

오감의 바탕이 되는 우리 내면의 ‘알아차리는 자’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 
그냥 텅 비어 있으면서 일체를 알아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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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5)는 원효의 ‘화쟁’이 “진여 또는 불성이라는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한다. “만약 그런 보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쟁의 과정은 그저 끝

없는 평행선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쟁점의 부각에 머물고 말 것”으
로 그는 예상한다. 최유진(2000, 201)에게도 “결국 화쟁의 근거는 궁극적

인 평등무차별의 경지”이다. “궁극적인 경지에서 본다면 여러 다양한 가르

침이 하나로 총괄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쟁의 가능 근거”라는 

것이다. 조수동(2009, 167)도 “결론적으로 원효는 불교 교학에 대한 여러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원리를 一心이라 본다”고 기술

한다. 최유진(2015, 96)이 지적하듯이, 불교의 쟁론들에는 “불교라는 공통

점”이 있고, 많은 자료들에서 인정하듯이, 이들에는 “붓다의 말씀”이라는 

근본적 의지처가 있다.39) 그런데 “일반적인 쟁론이나 갈등 상황에서는, 저

자도 자문하듯이, 공통의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통기반에 대해 이견의 소지가 없지 않은 경우들에서는 화쟁에

서 <대화>와 <논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조성택(2013)은 “화쟁은 논

쟁을 대화로 이끄는 기술”이며, “원효의 화쟁사상은 논쟁을 대화로 이어가

는 <대화의 철학>”이라면서 ‘화쟁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이

근용(2015, 171-177)은 ‘화쟁회통’과 ‘신수사학의 논증이론’의 관련성에 대

해 여러 자료들을 언급하며 기술한 바 있다. 화쟁선(禪)에서 화쟁의 기본

적인 ‘공통기반’은 각자의 일심에 해당하는 영성(참나, 양심)이다. ‘선정·

보시·지계·인욕·정진·반야’의 6바라밀 분석을 통해 들리는 ‘양심의 

소리’가 중요한 ‘공통기반’이다. 그렇지만 이는 일단 개별 차원의 것이고, 

화쟁자와 상대(들)의 영성의 레벨에 따라 그 실천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난

다. 그래서 화쟁선(禪)을 통한 화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경청’과 ‘대화’
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과, 로비타이유가 말하는 “질문의 공유”가 매우 중

요한 과제가 된다. 이때 <질문 윤리>의 핵심은 ‘역지사지’의 ‘상상 게임’이

39)  김상현(1995, 346): “화쟁은 지극한 공론을 토대로 할 때 가능하다. 붓다의 지공

무사한 뜻을 전개할 때 백가의 서로 다른 논쟁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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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내 생각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을 경청

할 가치가 있는 가능한 해석의 하나로 보기 위해 상대의 입장에 서는 ‘상상 

게임’을 부단히 하는 것이다.40)

최유진(1991, 268-269)이 말하듯이, 원효에게 화쟁의 목적은 “궁극적으

로는 一心의 경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화쟁의 완성은 

一心에 돌아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화쟁선(禪)의 목적은 ‘화쟁

적 문제해결’이고, 이는 대개 ‘사회적 공동선(善)’을 목표로 삼는다.41) 화

쟁의 목적이 ‘쟁론 해결’이더라도 대상이 비불교적인 것이면, 그 목표가 대

개는, 박태원(2013, 215)이 기술하듯이, “수용 가능한 조정 내지 해법에 접

근해 갈 수 있는 조건의 확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도 화쟁은 이성 뿐 

아니라 영성과 감성도 십분 활용하는, ‘자리이타’의 화쟁선(禪)이 될 필요

가 있다. 이때 ‘자리’(自利)는 무엇보다 내가 ‘6바라밀’에 능해지는 것이고, 

‘이타’(利他)는 남들도 그리되도록 돕는 것이다. 불교에서 ‘붓다의 말씀’
이라는 ‘근본적 의지처’에 해당하는 <영성>, 그리고 무지와 아집을 털어낼 

수 있는 <메타인지>를 적극 활용하여 ‘학문사변행’적 화쟁이나 화쟁 탐구

를 하는 화쟁선(禪)을 시도한다면, 오로지 이성의 힘에만 의존하는 경우들

보다 훨씬 더 나은 화쟁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성도 <개념+

체험>의 닦음을 통해 계발된다. 무지와 아집을 털어내면 영성은 더 밝아진

다. 무지와 아집,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모른다>하며 6바라밀 양심분석을 

하여 자명함을 키우는 것은 메타인지를 계발하는 좋은 방법이다. ‘6바라밀 

분석’을 통한 ‘화쟁의 언어’에 대한 주의깊은 메타적 성찰도 이 과정에서 

큰 몫을 한다. 선(禪)은 기본적으로 참나와의 소통이다. 하지만 속깊은 대

화가 가능하려면, 원효가 ‘시각’(始覺)이라 부른, 에고의 닦음의 과정이 필

40)  전성기(2008:48); 때로는 박태원(2017a, 140-146)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41)  조성택(2014)은, “사회적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화쟁”에 대해, “열린 

진리정신”, “참여와 민주”, “의견의 부분적 진리성”, “절차적·배분적 정의”, “생
명의 평등성과 상호의존성”을 ‘화쟁의 대원칙’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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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다. 이 닦음은 에고가 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와 함께 참나

의 공덕으로 참나와 공명하여 닦는 닦음’이어야 한다. 6바라밀의 닦음은, 

윤홍식(2018e)이 조언하듯이, “삶의 연금술”이 되어야 한다.

박태원(2013)은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되기만 하면 화쟁이 되는, 그러

한 논리 형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175), “인간사의 모든 쟁

론 상황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보편 원리들”로서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한 바 있다: ① 각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一理)를 변별하여 수

용하기, ② 모든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초탈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一心)
를 열기, ③ 언어 환각에서 풀려나 언어를 사용하기(207).42) 저자는 “『십문

화쟁론』의 화쟁 논법을 재음미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①이 “다름아닌 연

기적 사유의 원효적 재현이라는 점을 추가”한다(207). 박태원(2017a, 27)
은 이 “세 축이 어울려 서로 힘을 보태면서, 상이한 견해들의 배타적 충돌

을 서로 통하고 서로 수용하는 통섭적(通攝的)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 이

것이 원효의 화쟁 논법”이라고 천명한다. 그런데 ②는 “원효사상의 궁극적 

지향이자 모든 수행의 수렴처라는 점에서 근원성과 궁극성이 돋보”이긴 

하나, “해탈 수행의 종착지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화쟁 원리는 아니”라고 한다. ③도 “이지적 성찰만으로는 성공

할 수 없고, 선정 수행과 같은 수행적 토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역시 

“일반 세인들이 통상의 노력에 의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그는 자평한다(207-208). 
이러한 보편원리 ②, ③에 대한 저자 자신의 ‘부정적 평가’는 상당히 완

42)  박태원(2011)은 “실체적 언어관을 극복하여 그 어떤 견해의 진영에도 안주하거

나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일리들을 소통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의 성취”
도 <화쟁의 보편 원리>로 인정한다. “이러한 무애회통(無碍會通)의 언어 능력

은, 원효가 말하는 일심·본각의 자리에 설 때 완전하게 발휘된다”(209). 저자는 
“언어의 방편적 성격을 이해”하면,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론들이 화해할 수 있기”에, “방편 언어의 이해를 통한 화쟁”에도 <화쟁의 한 

보편 원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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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여지가 있다. 화쟁선(禪)에서는 ②의 일심이, “해탈 수행의 종착지”가 

아니라, 시각(始覺)이라는 점진적 접근의 대상이고, 따라서 6바라밀 실천

을 통해 ‘체감’되고 ‘향상’될 수 있다. ③의 평가도 화쟁선(禪)에서는 ‘선정’ 
자체가 기반이니 ‘통상의 노력’으로도 상당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저자

는 “두 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돋보”이는 ①은 “세인들의 일상 

담론에서 상당한 정도로 성취 가능”하며, ①의 “가능성이나 필요성 및 효

과”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그는 “부분적 타당성(一理)
의 식별과 수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과 문제를 다양한 측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식견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
라는 점도 덧붙인다(208). 그런데 “광범위한 학습과 깊은 성찰”도 “필요조

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209). “일리(一理)들의 포착과 포섭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적합한 사고방식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이는 “연기적 사유”로서, “견해와 이론을 항상 <-한 조건에 따른 것>으

로 간주”하는 것이다(210).43) ‘연기적 사유’로서의 ①에 ②와 ③의 두 조건

이 더해지면, “원효의 화쟁사상은 세간의 쟁론 상황 일반에 보편적으로 유

효한 통찰”을 제시할 것으로 저자는 자못 기대가 크다(211). 
박태원(2013)은 <원효의 화쟁 논법>이 “세간의 쟁론 상황에서 적대적 

힘겨루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연기적 사유’로서의 ①과 ②, ③의 조

건들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핵심

은 조건 ①을 확충한, <모든 주장을 ‘조건 의존적인 것’으로 보아 그 ‘조건

적 타당성’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인정하여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라>이고, 

조건 ②와 ③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런 조건들에 의해 열리

는 길이라면, 가히 <화쟁>과 <통섭>의 세상으로 안내하는 길”이 될 것으

로 밝게 전망한다(212-213). 그렇지만 그는 “쟁론 해결을 향한 화쟁 노력의 

43)  이 ‘연기적 사유’는 일반의미론학자 라포포트(1995, 166-167)가 말하는 “비아리

스토텔레스식 연구 방법의 핵심”이라는 <P, Q, R... 등이 일어나면, S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그 만큼 크다>라는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화쟁은 ‘연기적 사유’와 

‘일반의미론’의 관련성 연구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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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완전한 답안”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조정 내지 해법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조건의 확보”임을 분명히 한다. “각 주장들이 지닐 수 있는 부

분적 타당성들을 인정하고 포착하게 하여 상호 수용적일 수 있게 하는 것”, 
“이 지점이 화쟁의 목적지”라는 것이다. “화쟁의 역할은 이러한 조건의 확

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

의 토대는 무조건적/전면적 사고방식을 조건적/연기적 사고방식으로 바꾸

는 것”이다(215). 그에게 “화쟁사상의 사회적 구현은 쟁론 현안에 대한 모

범답안 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범답안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

법론적 기여”에 있다(216). 
이러한 저자의 신중하고 겸허한 견해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전반적

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위의 조건 ②, ③의 충족이 여전히 상당히 불확실

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요한 조치는 조건 ① 못

지않게 조건 ②, ③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박태원(2011, 204) 자
신도 지적하였듯이, ‘일심’이 ‘화쟁의 구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삶의 과

제>’라면,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일심’인 ‘양심’을 <역량껏> 구현하는 화

쟁선(禪)의 실천을 적극 시도하면서 그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화

쟁선(禪)은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에 의거한 적절한 선택들을 통해, 원

리 ②, ③에 대해 지적된 ‘일심’(참나), ‘선정’은 물론, 적합한 ‘화쟁적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대

처는 영성지능과 메타인지가 계발될수록, 그래서 반야(지혜)바라밀이 향

상될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박태원(2013, 178)은 ‘일리 수용하기’의 성패

는 ‘일리 식별력’에 달려있다고 말하는데, 이 ‘일리 식별력’을 키우기 위해 

불가피한, 앞서 언급된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식견”(208) 문제에 대해서는, 

‘참나의 체화’ 정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44) 화쟁선(禪)의 ‘학문사변행’적 

화쟁 탐구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대처 방안이 된다.

『中庸』의 ‘학문사변행’(學問思辯行)을 윤홍식(2014a, 282-283)은 ‘5단

44)  박태원(2013a, 179): “종합적 식견은 ‘모든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초탈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일심)’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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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구법’이라 부르며, 그 과정을 “① 정보의 수집, ② 정보의 정확성 검

토, ③ 정보의 체계적 정리, ④ 결론의 도출, ⑤ 실전에 적용”으로 풀이한다. 

‘몰입사고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 <5단

계 연구법>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연구법’의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단계 ①에서 확보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메타인지적 ‘자명찜찜’의 판단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최유진

(2015, 95-96)이 ‘화쟁의 방법’의 하나로 언급하는 “여러 경전들의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포괄하는, 이 ‘학문사변행’은 다른 탐

구방식들과 회통이 아주 용이한 하나의 대표적 방식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

다.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과 어긋나지 않는 한,45) 화쟁선(禪)은 어떠한 

다른 방식이나 방법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나은 화쟁적 문제해

결을 위해, ‘파동적 수사학’들46)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사학적 방식들과의 

회통을 적극 모색한다. 윤홍식(2014a:285)은 ‘학문사변행’에서 “정확한 정

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①·② 단계와는 달리, ③·④ 단계에서는 논리적

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전개가 중요”하므로, “① 명확하지 않은 것은 판단 보

류, ② 몰입에 용이하게 분할, ③ 자명한 것부터 개념 정립, ④ 자명한 개념

들을 바탕으로 재조합”이라는 데카르트의 <4단계 사고규칙>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47) 이는 화쟁선(禪) 실천에도 매우 유용한 조언이다. 

‘메타인지적 6바라밀 점검’과 ‘학문사변행’식 탐구는 때로 ‘약식’(略式)
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전자에서는 6바라밀을 그 중심인 ‘선정과 지혜’ 위
주로 실천하는 것이다. ‘모른다’한 상태에서 ‘자명한가’를 우선 따져보는 

것이다. 화쟁에서 ‘자명한 것들’끼리는 그렇지 못한 것들보다 서로 화쟁 회

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혹 여유가 있다면, 보시와 지계의 측면, 즉 ‘내
가 상대의 입장을 정말 배려했는가’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상대에게 가

45)  ‘자리해타’(自利害他)적인 방법은, 아무리 효과적인 것일지라도, 양심에 ‘찜찜

하게’ 느껴질 것이다. 

46)  전성기(2009) 참고.

47)  전성기(2018, 29-30) 참고.



62 수사학 제33집

하지 않았는가’까지 따져보면 더 좋을 것이다. 이 두 질문은 ‘내가 역지사

지 했는가’로 간추릴 수도 있다. 후자에서는 박태원(2013)이 ‘연기적 사유

의 원효적 재현’으로 인식하는, ‘일체의 조건 의존적 파악’이 이 ‘약식’에 

해당한다. 이는 물론 전자와 더불어 실천되어야 한다. ‘학문사변행’이 거의 

원형대로 적용되는 여러 예들이 있으나, 모범적인 한 사례만 보자. 박태원

(2011)은 “원효의 화쟁사상” 장에서, ‘화쟁 논리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화

쟁에 대한 다수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화쟁

의 대상과 보편 원리의 가능성’을 탐색한 후,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 원리’
들을 제시하고 있다(177-217). 이러한 과정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물론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문사변행’ 과정을 밟은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주장들의 ‘자명성·정확성·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결

과들에 불만족한(즉 다소 ‘찜찜함’을 느낀) 박태원(2017b)은 발표된 연구

들의 단계를 재검토하며, 즉 나름의 데카르트의 <4단계 사고규칙>의 적용

과정을 거쳐, ‘연기적 사유’로서의 ‘문(門) 구분에 의한 통섭(通攝)’이라는 

새로운 화쟁 탐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48) 이같은 모범적인 탐구 사례

들에도 불구하고, 화쟁에 대한 다양한 논변들은 아직 충분히 화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화쟁선(禪)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나, 문제해결 방향으로의 유의미한 진일보임은 분명하다. 

6. 맺음말

원효선(禪)의 탐색은, 개략적이긴 해도, 원효의 화쟁을 화쟁선(禪)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선택임을 잘 보여준다. 양심선

(禪)에 힘입어 원효선(禪)을 재해석하여 오늘의 다양한 화쟁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화쟁선(禪)은 불교, 나아가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이성·

48)  박태원(2017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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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영성의 다중지능적인 회통적 탐구와 실천을 시도한다. 위의 내용들

을 종합하여 화쟁선(禪)을 정의하면, <메타인지적 6바라밀 분석이 동반되

는, ‘학문사변행’적 화쟁이나 화쟁 탐구로서의 몰입과 몰입사고> 정도가 

된다. 이때의 몰입/몰입사고는 불교의 정혜쌍수, 유교의 거경·궁리와 본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49) 견성 이후에는 화쟁선(禪)이 더 원만해지겠지만, 

그 이전에 ‘찰나 삼매’를 통해서라도 영성지능인 양심지능을 잘 활용하면 

화쟁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견성이 주목표인 다

른 선(禪)들과 달리, 양심선(禪)에서는 견성보다 6바라밀 실천이 우선이다. 

이는 화쟁선(禪)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쟁선(禪) 실천에서 참나와의 접속

은 약할 수도 자주 끊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몰입해서 화쟁선(禪)
을 정성껏 실천해가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화쟁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에고의 부단한 ‘참나와의 거리교섭이고 ‘협업’이며 ‘닦음’의 과

정이다. ‘수사’(修辭)를 ‘주어진 문제에 대한 주체들간의 거리 교섭’으로 

규정하는 메이에르(2012, 183)의 제문론의 관점에서는 화쟁선(禪)은 수사

선(禪)이기도 하다. 화쟁선(禪)의 지속적 실천은 ‘학문사변행’적 화쟁 탐구

와 메타인지적 6바라밀 점검(분석)의 협업을 통해 화쟁적 문제 해결 역량

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원효의 화쟁 실천의 목적을 ‘일심에 근거한 의사소통’(158)으로 이해하

는 이근용(2015, 177)은 “원효의 화쟁이 현대인들에게 의사소통이라는 관

점에서 주는 시사점이나 지혜는 적지 않지만, 화쟁의 진정한 실천은 인간

과 우주의 실상에 대한 일정한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 펼칠 수 있는 경지

라는 점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저어한다. “일심과 화쟁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일심에 이른 사람들이 화쟁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도 그의 이런 염려를 뒷받침한다. 이는 사실 충분히 공감이 가

는 염려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효의 경지가 아니라도, 견성하기 전에도, 

49)  불교의 ‘계정혜’는 유교의 ‘역행·거경·궁리’에 해당된다. 윤홍식(2014b)은 유

교에서 선비들의 ‘종신사업’이라는 ‘거경·궁리·역행’을 그는 “참나를 각성하

라”, “참나와 함께 결정하라”, “참나의 뜻대로 행동하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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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화쟁의 실천은 가능하다. 화쟁선(禪)은 바

로 그러한 방향의 탐구이며 실천이다. 다만 그 닦음은 나날이 깊어져, 화쟁

적 문제해결에서 <자리이타>를 지향하며 ‘아공·법공·구공’의 ‘三空’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 원효의 ‘귀일심원 요익중생’과 일심·화쟁·무애

의 세 축을 오늘의 화쟁 상황들에서 적절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쟁에 대

한 다양한 논변들이 충분히 ‘화쟁 회통’이 되고, 수사학을 비롯한 관련 연

구들과도 지속적으로 ‘통섭’(通攝)이 되어야 할 것이다.50) 윤홍식(2017c)
에 따르면, “영원한 도(道)와 날마다 새로워지는 현상계가 만나면서 그때

그때 계속 <中>을 잡아가는 것이 중용”이다. 참나에 기반하여, 다양한 화

쟁과 화쟁 탐구들에서 깨어서 <자리이타>를 지향하며, 6바라밀선(禪)으로 

부단히 통찰적인 ‘중용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러한 <6바라밀과 중용의 조

화 모색>이 화쟁선(禪) 실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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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wajaeng-Seon(和諍禪), or Hwajaeng as Seon(禪)

Jon, Sung-Gi (Korea Univ.)

Historically, the Hwajaeng (和諍) theory of Wonhyo (617-686) cannot be 
rightly understood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the two main axes of Ilsim-
Hwajaeng-Muae (一心-和諍-無碍) and Gwi-il-sim-weon Yo-ik-jung-saeng 
(歸一心源 饒益衆生). From the perspective of recent Wonhyo-Seon (禪) 
research, where these two axes seem to play the same role, Hwajaeng needs 
to be inevitably Hwajaeng-Seon (禪). However, the Wonhyo-Seon (禪), 
as presented in this research, is not only easy to understand ‘theoretically’, 
but also seems, very difficult to practice, because it needs a very high level 
of achievement in Ilsim (一心). In this situation, the Conscience-Seon(良
心禪) of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leads us to understand and practice 
relatively easily Hwajaeng as Hwajaeng-Seon (和諍禪), even before the 
Experience of Enlightenment, no matter what is our level in Ilsim (一心). 
The Conscience Seon, which can be said to be a modern version of the 
Wonhyo-Seon, is ‘Six Paramitas Seon’, for Six Paramitas are the very Virtues 
of the Conscience. The Whajaeng-Seon can be defined as «Immersion and 
Immersion-Thinking about Hwajaeng or Hwajaeng research, as Jungyong’s 
‘Hak-mun-sa-byeon-haeng’ (學問思辯行), accompanied by Metacognitive 
Six Paramitas Analysis». The Immersion-Thinking is possible only if the 
True-Self is awaked by Immersion in our Ego (generally more than 51%). 
The interpretation of Seonjeong(禪定) and Jihye(智慧), two axes of ‘Seon 
Practice’(禪修行), into ‘Immersion and Immersion-Thinking’ mea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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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stic Turn», that of Buddhist Wonhyo-Seon into Spiritual Conscience-
Seon, which is one of the ‘Inmun-Seon’ (人文禪). To search continuously 
the insightful «Way of Jungyong(中庸)», intending ‘the Perfecting of Self 
for perfecting Others’(自利利他), based on the True-Self, this ceaseless 
pursuit of harmony between Six Paramitas and Jungyong, in various cases of 
Hwajaeng or Hwajaeng research, is the core of the Whajaeng-Seon. 

주제어:  화쟁, 일심, 영성, 양심, 참나, 6바라밀, 선(禪), 중용, 몰입, 몰입사고, 메

타인지, 학문사변행 

Key words:  Hwajaeng, Ilsim, Spirituality, Conscience, True-Self, Six Paramitas, 

Seon, Jungyong, Immersion, Immersion-Thinking, Metacognition, 

Hak-mun-sa-byeon-h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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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사학 교육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한 -

전해정 (국민대)

I. 들어가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주관적인 상대주의와 윤리 및 정의 개념을 토대

로 수사학을 집대성하였고 그에 따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통한 공감

훈련과 서사를 통한 서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사학 교육으로써 유효하

다(아리스토텔레스 2007).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근대 철학이 융성하

자 수사학이 쇠퇴하였으나 근대 철학의 한계와 비판이 대두할 즈음 페렐만

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재조명하고 신수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법관의 판결 

과정에서의 변증법적 논증과정을 이론화 하였다(페를만 2001, 175-181). 
페렐만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상충하는 주장을 할지라도 양쪽이 모두 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상호모순이 공존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점에서 페렐

만의 신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맞닿아 있다. 페렐만에게 수

사적 논증은 청중을 향하고 있다(크로스화이트 2001, 167면 이하). 법관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판단할 때 판단을 내리는 당사자로서 자신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느 특정 부류의 인물을 상대로 

논증을 하기도 하며, 또는 일반인을 설정하여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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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페렐만은 이것을 자기 자신인 청중, 모범청중, 보편청중으로 구분하

였고, 법관은 보편청중에 따라 사법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상희 

2008, 51-65; 하병학 2015, 140-143).1) 분쟁 당사자를 이해함과 더불어 보

편청중을 이해함으로써 사법판단 과정에서 펼쳐지는 수사적 추론을 전반

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후 법학교육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진리규명(법추론)의 법학방법론(법형식주의)를 넘어서 실천적이고 

담론적인 사고practical and dialectical thinking 훈련이 요구된다. 법의 수사

적인 본성rhetorical nature of law이 드러나며 경험과 맥락을 중심으로 사안

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수사학적인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정드라마를 통한 법수사학 교육이다. 

이하에서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를 법수사학 강의에서 활

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드라마를 선정한 이유는 다른 법정 드라

마의 경우 사랑이나 연애 혹은 복수 등을 주제로 삼다 보니 법정 연설은 짤

막하게 재미를 위해 삽입되고 변호사는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는 메

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마치 소피스트를 비난했던 고대 철학자들을 연상케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의 법정 연설은 아리스토

텔레스가 윤리와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수사학을 체계화한 것을 연상케 하

며, 드라마에 등장한 법조인들이 의뢰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배심원처럼 

변론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논증기술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II. 법학에서의 수사학 교육

1)  이 글의 주된 내용이 페렐만의 신수사학이 아니므로 보편청중이란 개념이 사회통

념의 판단기준과 취약계층의 배제 문제를 간과한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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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2018년 10월 23일 현재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법정드라마영화로 검색한 

결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직접 다룬 논문 2편을 선행연구로서 

찾을 수 있었다. 김윤정의 “청자와 공감적 소통을 위한 삼성적 설득전략 연

구”에서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의 설득 화

법을 중심으로 청자와 청중의 상호작용과 공감적 소통을 위한 전략으로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측면에서 화법을 분석하고 있다. 최한준의 “법정드

라마를 이용한 법학교육”에서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다룬 사

건의 내용과 주제를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한 

후  드라마에서 제시된 주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원과 검사의 실무와 관련한 논문이 2편 있었는데, 하나는 양시훈

의“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

구”로서 영화·드라마 소재 제공을 대국민 판결 이해도 제고 및 홍보를 위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양시훈 2015, 182 이하). 다른 하나는 김대

근과 공일규의“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

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서 법관의 심증형성 통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

에서 법정 드라마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수사학을 심도 있게 

다룬 논문은 아니다. 공판중심주의 이전에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법

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볼 수 있었으나 공판중심주의가 되면서 법정구두

변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김대근 및 공일규 

2015). 
그밖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들이 있는데 이 학위논문들은 주로 초중고

등학교에서 토론과 참여의 사회과 수업을 위한 매체 활용방안에 관한 것

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서무근 2017; 박선욱 2008; 최원종 2013; 이경

수 2011). 또한 외국의 영화나 우리나라 수사물을 문화연구 측면에서 다

룬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이주봉 2010, 5-35; 이영미 2010, 391-419; 이호걸 

2013, 205-252; 하종원 2014, 32-61; 차성민 2005, 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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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소개된 두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법학교육 내에서 수사학을 활

용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이 두 편도   수사적 추론으로서 논증유형이

나 논증기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2. 법수사학 수업 개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진행된 법학논술 수

업과 법률문장론 수업, 커리큘럼 개편 후 2015년도와 2016년도의 법률문

서작성 수업은 법수사학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 과목들은 1년에 한 학기 

실시되고 2학점으로 배당되었으며 학기 당 평균 60~70명의 학생이 수강하

였다. 주교재는 프리트요프 하프트의 『법수사학』(하프트 2010)이며 강태

완의 『설득의 원리』와 이병갑의 『우리말문장 바로쓰기 노트』를 참조하였

다(강태원 2010; 이병갑 2009). 2016학년도 2학기 법률문서작성 수업의 주

차별 계획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업계획표

주차 내용

1 ·수업 소개: 법률문서 작성의 의의

2
·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에 따른 법률문서작성과 법수사학의 수사학적 방법에 따른 

법률문서작성

3 ·법률쟁점에의 접근 방법: 사례중심 사고, 개념중심 사고

4 ·법에서의 구조사고 비교

5 ·법언어의 이해

6 ·법언어의 이해

7 ·개념법학의 개념정의

8 ·법적 개념의 확장

9 ·글쓰기의 논리적 정합성과 내용적 진실성 문제

10 ·사례해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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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수사학 수업 내용 요약

1) 법수사학 방법: 수사적 추론 

법정 연설에서의 수사학적 방법이란 모순되는 주장들을 제시하고, 논거

들이 제시되는 순서를 확정하며, 상이한 관점들의 중요도에 따라 상호 형

량함으로써 분쟁 또는 충돌을 종국적으로는 종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사법권이 전적으로 입법권에 종속한다고 보는 법실증주의의 법학방법론

에 따르면 법관은 법률을 만든 입법자를 존중하여 규범의 절대성을 신뢰한

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형식에 매여 사실의 확정, 확정된 사실의 

법문에의 포섭, 그리고 기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진리를 규명하는 

것에 한정된다. 참/거짓, 객관/주관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기존

의 법학방법론은 인과적인 논리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보편 법칙의 정립적

인 규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용어를 조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수사학에서는 입법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언어적인 판단

이 주가 되어 법률을 현재와 장래의 언어로서 취급하여 문언해석학적인 고

려를 한다. 일상의 삶 속에는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하며 동일한 언어라도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참과 거짓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할 때 기존의 법학방법론으로는 필연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전제로 다양한 청중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논

증의 과정에는 매개항이 없기 때문이다. 개연성만 있는 경우에 설득을 통

11 ·논증하기 논증대상: 법개념과 법사례, 언어와 사실 비교

12 ·논증계획(논거 투입계획): 선형적 논증과 대화론적 논증

13 ·논증유형: 토픽적, 화용적, 수사학적 기법

14 ·법에서의 사고 오류: 문법적 오류, 추론의 오류

15 ·문제된 사례에서 개념의 오류, 화용론적 오류

16 ·독일연방대법원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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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사적 추론은 일상의 논리, 실천논리이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간

극은 좁혀지고 개인과 사회가 바라는 공공의 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상

을 요약하여 <표2>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2> 형식 논리와 수사적 추론

2) 논증하기2)

수사학적인 상황은 의사소통의 상황이고, 논증은 타인 또는 자기 스스로

논리학의 삼단논법

(형식논리)

수사학의 로고스

(일상논리, 수사적 추론)

목표·방법
범주적 증명 설득(당위적 판단이나 결정 혹은 소망)

진리규명 사실임직함(참일 개연성)을 믿게 만듦

판별기준 주어진 형식 듣는 사람

관심사 객관적 ‘사실’ 일상적 ‘판단’

증명과정 기하학(집합개념)으로 설명 가능 집합개념으로 설명 불가능

구조
등식구조(a=b, c=a, c=b)

: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인과구조(a→b, b→c, c→d…)

:왜냐하며 ~ 때문이다.

매개항 매개항 필수 매개항 부존재

결론 필연적 결론 도출 필연적 결론 불가능

추론자의 태도 의식적 분석 무의식적 (전제)생략

추론자의 전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론
청자가 동의(공감)하는 경험:

현장에서 얻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경험

종류
연역적 삼단논법(연역법), 

귀납적 삼단논법(귀납법)

생략삼단논법(수사적 삼단논법), 

예증법(수사적 귀납법)

적용범위 특정 영역 일상의 전 영역 포괄

2)  수업시간에 사용한 교재(하프트 2010) 중 논증하기에 해당되는 수업 내용을 요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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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치열한 다툼의 과정을 통해 성립되기 때문에 다툼이나 의견 충돌 없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논증하기는 법적 활동의 

정점에 있다. 

가. 논증대상

논증하기에 앞서 논증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이는 

①사실(사안)을 논증할 것인가, ② 개념을 논증할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이

다. 고전적 법학방법론은 개념실재론에 따라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

석하는 작업을 해왔다. 즉 법개념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사안에 포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형식논리학을 따른다. 이 삼단논법은 연

산적, 기계적인 절차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반

면에, 사안(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사례들의 상응성을 비교하여 법개념을 

확장해 가는 수사학적 방법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타당성과 합목적성

을 추구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문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들

은 획일화된 법개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전적인 방법론

에 따르면 법개념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논

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사례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으며 그 

사례들이 유일하게 논증 가능한 대상이다. 개념은 이러한 논쟁을 이끌어 

가는 수단이다.  

나. 논증계획과 논거들의 투입

논쟁거리인 문제들은 가능한 논거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증

하는 사람은 복잡한 사실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모든 관점에서부터 명확하

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한 논증계획에는 ① 선형논증과 ②대화론적·변증

술적 논증이 있다. 전자는 자신의 견해에 찬성하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반

대논거를 숨겨버리는 논증이고, 후자는 주장의 제시와 반론을 통해 진실의 

도달하는 논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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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논증 계획

다. 논증유형

논증 유형에는 ①합리적인 논증, ②윤리적인 논증, ③설득력 있는 논증

이 있다(하프트 2010, 115). ①합리적인 논증은 사실에 기초하며 사례들, 

사실들, 수치들, 통계들을 수단으로 한다. ② 윤리적인 논증은 가치에 기초

하며 개념들, (근본)원칙들, 규범들을 통해 논증한다. ③ 설득력 있는 논증

은 선판단들을 기초로 하며, 그 수단으로서 경험법칙, 총합적인 평가, 인용 

등이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논증유형

세 유형 모두 논증을 위해 필수적이며 중첩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 가령, 

선형논증 대화론적·변증술적 논증

* 자신의 견해에 찬성하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반대논거를 숨겨버리는 논증

* 주장의 제시와 반론을 통해 진실의 도달하는 

논증

* 연역, 귀납, 유추추론 등의 방식으로 처리

* 논거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도록 나열 (예) 

감정서와 판결문

* 기술하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1. 적극적인 참여자

: 대화

: 이미 입장을 결정하고, 그 입장을 모든 다른 

방향으로 증명하는 논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표현방식

2. 중립적인 관찰자

: 비교

: 아직 의심하고 있고, 자신의 이 의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형태

합리적 논증 윤리적 논증 설득력 있는 논증

기초 ·사실들 ·가치들 ·선판단들

수단
·사례들, 사실들,  

수치들, 통계들

·개념들, (근본)원칙들,

규범들

·경험법칙, 종합적인 

평가, 인용

목적 ·이해(오성) ·양심 ·감각,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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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통해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는 경우 통계를 조작하여 진실도 거짓

으로 날조될 수 있으며 전문가도 속일 수 있다. 논증을 할 때 이러한 위험

을 알고 대처하는 법을 생각해야 한다.

3) 논증 기술

논증기술에는 ①말하는 사람이 사실이나 사건,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사

용되는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논증기법, ② 청자와 독자의 관

계에서 사용되는 화용론적 논증기법, ③ 언어에 대한 문체적(의미론적·문

장론적) 논증기법(혹은 화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강학상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일뿐이며 이 기법들 역시 중첩될 수 있다.3)

가.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기법

법률가들의 ‘사안’은 규범과 법적 사례이다. 법률가들은 사례를 아주 세

밀하게 언급하고 다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논증한다. 법률가들은 다수 의

견이나 유명 재판관 혹은 유명 판결을 인용하는 식으로 권위를 이용하여 

논증하기를 즐겨하는데, 이는 심각하게 오용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자신

이 읽고 이해한 것을 인용하는 등 공정하게 권위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나. 화용론적 기법

화용론적 기법에서는 사고표현에 있어서 의사소통적인 기본상황의 인식

3)  가령, 변호인이 법정에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정의가 법정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고 한 경우, 먼저 변호인은 창문을 여는 행위(사실)를 하며 이를 정의에 비유하

여 토픽을 이끌어 낸다. 둘째, 법정에서 변호인이 자신의 청자들(검사와 법관) 앞
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이끌어 낸 것은 발화상황을 고려한 화용론적인 

논증기법이다. 끝으로, 변호인의 이러한 은유는 문체적인 언어 표현이다(하프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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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화용론적인 전술은 청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

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결국 화자는 타인

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 청자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자는 ① 법률가라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② 길

고 장황하게 말한 뒤에 별 소득 없는 결론을 도출하지 말아야 한다. ③ 초

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초보자들에게 법률

언어에 대한 공포심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④ 전달하고 싶은 내용

을 순차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내용을 생략하고 뒤로 뛰어넘어 가거나 앞

으로 뛰어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 문체적(의미론적·문장론적) 기법

문체적인 기법은 언어에 한정되어 있고 통상적인 언어사용으로부터 벗

어나는 것이다. 문장론적인 어법은 통상적인 문장구성에서 벗어나는 방식

을 취한다. 위치 바꾸기, 생략하기, 문장파괴 등이 대표적이다. 의미론적인 

어법은 단어들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과장법, 환유

법, 역설법 등이 그 예이다. 

문체적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사용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데 

있다. 언어는 ①합리적인·범주적인 차원과 ②의도적인·은유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형식적인 골격이 관건이고 후자는 삶의 현실을 파악

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사학에서 우리의 삶은 은유를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기법을 법언어 

역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은유나 비유의 문체적 기법을 사용할 때 비유

의 오용과 반대되는 비유의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4)  비유에는 비교 대상이 있고 이 비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 기초를 가지고 비

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교의 기초가 과장되어 버릴 경우 비유의 오용이 일

어날 수 있다. 또한 비유는 그 반대되는 비유를 촉진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야유

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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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법수사학5) 

1. 드라마〈너의 목소리가 들려〉4회

1) 법정 장면

검사: 피고인 조영숙은 2012년 3월 16일 풍작동 소재, 햇살원에서 장애

인을 위한 성금 600만원을 훔쳤고 햇살원 원장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

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게 저항하며 칼을 휘둘렀습니

다. 피고인이 언어 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을 미리 계획

한 점,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331조의 2항 특수절도, 형법 제136조 1항

과 제143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처해주시기 바랍

니다. 

판사: 다음, 변호인측 최후변론하세요.

변호인: 네. 

[변호인이 변호인석에서 걸어 나와 법정 컴퓨터 앞에서 자신의 손목시계를 

본다. 법정 컴퓨터에 자신의 USB를 꽂는다. 폴더를 누르는데 엉뚱한 사진이 

화면에 뜬다]

직원: 그 폴더가 아니라 USB 폴더에 들어가세요. 

변호인: USB....
[변호인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들어가 폴더를 여러 번 클릭하지만 잘 안 된다

는 표정을 짓는다.] 

변호인: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판사 짜증난 투로 말한다.]

판사: 변호인, 그 아래 폴더랍니다. 그 아래!

5)  수업에서 인용된 사례들이 많으나 지면 관계상 법정연설 2개만 소개하기로 한다.



84 수사학 제33집

변호인: 네, USB.... 어라?
[갑자기 음악소리, 노래가 크게 나온다.]

방청객: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왜, 저래. 진짜!

변호인: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판사: [책상 한 번 크게 탕치면서] 그 아래 폴더요!!!

변호인: [기죽은 목소리로] 네..

[변호인이 파일을 클릭하지만 노래 소리가 다시 크게 나온다.]

판사: [쾅쾅 탁자를 내리치면서 성난 말투로] 변호인! 그 아래라는데 내 말

이 안 들립니까?
[그러자 변호인 노래 소리를 끄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본다.]

변호인: 잘 들립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은 잠시 피고인의 입장이 되셨

습니다. 피고인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처지가 되신 겁니다. 

50초 만에 책상을 치고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좀 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못 알아들으면 

더 큰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버럭 화를 냅니다. 재판장

님처럼 말이죠. 50초 만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50초가 아니라 50년 동안 못 알아들었다면 어땠

을까요? 화가 나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피고인은 그 때 마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대신 기부를 해왔습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위해 써달라고 

햇살원에 3000만원 이상을 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 빚을 변제

할 수 없어 햇살원 원장을 찾아가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

구요. 여러 번 참고 사정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욱 해서 돈을 훔쳤

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참았어야죠, 50년 참은 거 계속 참았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피고인의 외침을 들어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피고인을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귀를 막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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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증 유형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논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험칙을 

사용하여 청자의 느낌이나 감각을 움직이려는 논증이 이 법정연설 장면에

서 드러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관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분노와 고충을 경험하게 하고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우리들의 잘못

을 주장한다. 이는 재판관의 감정에 호소하는 논증으로서 피고인의 입장에

서 볼 때 있음직한 범죄였음을 논증함으로써 재판관이 법규범에서 정한 획

일적인 기준으로 피고인의 죄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6)  

3) 논증기술

이 장면에서 변호인은 토픽적(문제변증론적), 화용론적, 수사학적 형태

의 논증기술을 사용한다. 토픽적 형태는 사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화용론적 형태는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적 효과가 있으며, 수사적 

형태는 언어에 대한 선택의 효과가 있다. 

가.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기법

변호인은 재판관과 직원의 말을 못 알아듣고 컴퓨터 USB 폴더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시늉을 하면서 재판관이 화를 내게 만든다. 방청객을 비롯하

여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언어 장애인 피고인의 

고충을 실감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다. 변호인이 쩔쩔매는 모

습과 법정에 크게 울려퍼진 노랫소리, 이 때문에 화가 난 판사의 호통은 피

6)  그런데 변호인이 판사를 상대로 연기하는 일은 자칫 법정에서 그의 위신을 깎아 

내리는 행위가 되어 법률가 윤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 시도할 가치

가 있는 변론기술인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장면은 강학상 논증유형과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용되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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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언어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고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 했을 때 아무

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한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토픽적 형상을 드러낸 것이다. 

나. 화용론적 기법

변호인은 호통을 치는 재판관에게 컴퓨터 음악소리를 줄이면서 말한다. 

“재판장님은 잠시 피고인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피고인처럼 아무리 얘기

해도 들어주지 않는 처지가 되신 겁니다.” 이는 화용론적인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청자와 화자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법이다. 변호인은 청자

인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많은 돈을 기부한 기관에서조차 피고인이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의 말을 들

어주지 않았기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음을 재판관을 설득하

기 위해 재판관의 말을 못 듣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잘

못을 저지는 데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

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유도한다. 

다. 문체적(의미론적·문장론적) 기법

변호인은 의문문을 사용한다거나(가령,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었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피

고인의 외침을 들어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동일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

(가령, 그런데 말입니다. 참았어야죠)함으로써 청자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유를 통해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데 가령, 변호인이 USB 폴더에 있다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피고인과 사람들의 불통(不通)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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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10회

1) 법정 장면

판사1: 착석해주십시오.

판사2: 변호인측 검사측 모두 출석해주셨죠?
모두: 네.

판사2: 이제 피고인 입장시켜주세요.

판사2: 검사측 모두변론 해주세요.

검사1: 저는 이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도영 검사입니다. 전 여

러분의 판단을 보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심원분들의 이해를 돕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화면으로 공소사실을 준비해봤습니다.

변호인1: 뭐가 저렇게 현란해. 우린 그냥 ppt인데... 

변호인2: 걱정마요, 저런 건 괜히 눈만 어지럽히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검사1: 11년 전 피해자 민준국에 의해 피고인 박수하의 아버지가 살해당

했습니다. 민준국은 출소 후에도 피고인을 끊임없이 위협했고 결국 지난해

에는 피고인에게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민준국에 대한 원한을 품

고 있던 중 2012년 7월 22일 23시경 연주시 소재 월척 신리 낚시터에서 피

해자를 만나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후 강물에 은닉하였던 사실로 공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이미 자백을 했습니

다. 오늘 재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로 공소사실을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입

증할 예정입니다. [피가 낭자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7) 피고인은 범인을 숨

기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

7)  검사가 모두변론에서 증거능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피가 낭자한 사진을 배심원에

게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위반으로 문제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어주어 공정한 재판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정 드라마를 통해 파토스를 이용하는 기법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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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커녕 발각을 피하고자 주소지를 떠나 강화도에 숨어 지내다가 주민의 신

고로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형법 제250조와 제161조 규정에 

따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판사: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해서 잘 들었죠?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

니까?
피고인: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 무죄를 주장한다는 뜻인가요?
피고인: 네

판사: 알겠습니다. 변호인 모두진술하시죠.

변호인1: 피고인 장수하의 변호인 장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모두진술

에 앞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공소사실을 보고 피고인이 의심할 여지없는 범인

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검토해보고 피고인과 이야기

를 나누다 보니 유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인 심문의 압박에 의한 자백

입니다. 증거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들뿐입니다. 피고인이 강화도에 1년간 머무른 것도 죄를 은폐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찾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

다. 앞으로 검사님이 여러분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을 말씀드리겠지

만 저희들도 그 증거들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직접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1: 보시다시피 피고인이 피해자 민준국에 대한 원한이 상당했습니

다. 그리고 그 원망은 민준국이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더욱 극대화됐고 결

국 법을 믿지 못한 피고인은 민준국을 살해를 해 스스로 직접 심판을 했습

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사체를 손괴하였고 철저하게 은닉

하고 1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왼손이 발견되면서 피고인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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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변호인2: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범행시간을 밤11시에서 새벽3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밝힌 이 사건의 흉기는 칼날의 길이가 15cm가

량이고 피해자 민준국은 80kg이 넘는 적지 않은 체구였습니다. [정육점에

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얼마 전 정육점에서 80kg 상당의 소갈비를 범

행도구와 똑같은 칼로 제가 해체해보았습니다. 손목크기로 조각내는 데 꼬

박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민준국에게 왼쪽 

어깨를 찔려 부상을 크게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쪽 팔을 못 쓰는 피고인

이 단 4시간 만에 80kg가 넘는 피해자를 살인하고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

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박수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짰거나. 검사님 말

씀대로라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토막사실을 하고 철저하게 

숨겨 지낼 만큼 영악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남겨진 수많은 증거들

은 그런 사람이 남겼다 하기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위적입니다. 

마치 저 사람을 범인으로 봐 주세요라고 얘기하듯 말입니다. 어쩌면 우린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 진범의 수에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봐야 합니

다. 그 의심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변호인1: 경찰과 검찰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피고인 박수하 의외의 인

물은 전혀 용의선상에 두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

난 그 시각 그 현장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입

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는 세 사람의 족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피해자 민준

국, 또 다른 하나는 피고인 박수하, 그리고 마지막은 낚시터 주인 지철수. 

사건이 발생한 실내 낚시터는 연중무휴인데 사건 당일만 낚시터를 개방 안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날만 쉬었을까요? 마치 이 사건을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변호사2: 김기효씨는 기억을 잃고 연고도 없는 피고인을 신고도 하지 않

은 채 1년 동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웃들에게 조카손자라고 속

이면서 말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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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숨기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언

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1: 변호인의 진술대로 수사선상에서 다른 용의자를 배제한 것은 인

정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황증거들이 피고인 한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변호인측에서 다른 용의자의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요. 

이분들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기 이전에 변호인측에서 이미 이분들을 용의

선상에서 제외하셨습니다. 낚시터 주인 지철수씨는 현재 61세로 중증 당뇨

를 앓고 계십니다. 피고인을 1년간 보호하고 있었던 김기호씨는 현재 나이 

74세이십니다. 변호인측의 말씀대로라면 범인은 4시간 안에 80kg가 넘는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할만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두 분은 피고

인보다 체력이 현저하게 낮은 노인분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두 분은 용의

선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거 없이 던지는 의심은 오히려 피

고인의 죄를 더욱 더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죠. 다른 용의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용의자들 중 가장 확고한 용의자는 피고인 박

수하입니다.8)

변호사2: 일단 뭔가 대단한 것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봐요. 웃으

면서 자신 있게. 

변호인1: 네?!
변호인2: 배심원들 속이게 아주 놀라는 척 해봐요. 

변호인1: 아!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속여요. 우리가 완전히 깨졌는데.

변호인2: 일단 이 재판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재판장님. 장혜성 변호인

과 변론방향을 정리하고 싶은데, 잠시 휴정을 요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재판장: 음... 그럼, 잠시 휴정하도록 할까요? 검사측, 어떠세요?
검사2: 좋습니다.

재판장: 배심원 여러분, 휴식시간 중에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8)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변론 순서는 증거조사 후에 검사가 먼저 변론하고 이어 피

고인, 변호인 순으로 변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제303조).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변호인의 최종변론 후에 재반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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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그럼, 4시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논증 유형

10회에 나온 국민참여재판의 모두변론에는 합리적인 논증이 주를 이루

고 있다. 검사측이나 변호사측이나 사실에 기초하여 사례, 수치 등을 사용

하여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검사측은 피해자의 몸무게, 범행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의 길이,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 사건발

생 경위 등의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유죄임을 주장한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사건 발생 당시 낚시터를 개방하지 않은 사실, 현장에 나타난 관련 당

사자의 족적 등 검사측의 주장을 깨기 위해 또 다른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변호인측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든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근본원칙을 통해 

윤리적인 논증을 한다. 합리적인 의심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

는 변호인측의 논증은 가치를 기초로 한 논증으로서 배심원들의 양심에 호

소하는 논증 유형이다. 

3) 논증 기술

가. 토픽적(문제변증적·사례중심적) 기법

변호인측은 검사가 수사선상에서 다른 용의자를 배제한 것을 문제 삼는

다. 변호인측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용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검사측은 다른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대면서 변호인측의 주장에 반박한

다. 변호인측과 검사측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적 사례를 

논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사례들을 세밀하게 언급하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서 지신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이 글에서 생략되었으

나 원 드라마를 보면 검사측은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측이 수사

선상에서 다른 용의자들이 배제된 것을 주장할 것을 예측하고 변론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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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합리적 논증 유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제변증론적 논증 기술은 

다른 용의자를 배제한 문제에 있어서 검사측의 논증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화용론적 기법

검사와 변호사 둘 다 배심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재

판에 임한다. 가령, “배심원분들의 이해를 돕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화면으

로 공소사실을 준비해봤습니다.”(검사1)와 “먼저 모두진술에 앞서 사건

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변호인1)가 그 예이다. 검사측과 변호인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

면서 배심원들에게 겸손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어야 하며, 상대 변호인측이

나 검사측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각각의 상대를 

칭찬을 하라고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이는 화용론적 기법 

중에서 전문가적인 태도를 버리고 잘난 척 하지 말하는 법수사학 수업 내

용과 일치한다. 또한 드라마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배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순차적으로 간결하게 사건을 소개하면서 어려운 법률 용

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사는 모두변론에서 배심원들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검

사 자신이 배심원들을 배려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건개요를 ppt 자료로 

준비하는 등 배심원의 입장에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에토스

를 얻기 위한 논증 기술이다. 또한 검사는 잔인한 사진들을 배심원들에게 

ppt로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이 얼마나 냉혈한 인간인지를 배심원들에게 각

인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배심원들의 파토스 즉 감정을 사로잡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증을 이끌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측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변호인2는 다음과 같이 말

하면서 정육점에서 찍은 동영상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준다. “얼마 전 정육

점에서 80kg상당의 소갈비를 범행도구와 똑같은 칼로 제가 해체해보았습

니다. 손목크기로 조각내는 데 꼬박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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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논증하기 위해 배심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변호인이 직접 정육점을 찾아가 그대로 시연하고 그것을 찍은 동영상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검사의 

주장이 잘못임을 논증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입장에서 소통하고자 한 것은 

화용론적 논증기법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2는 배심원들의 마

음이 검사측으로 기운 것을 알아차리고 재판관에게 휴정을 요청한다. 이는 

검사에게 유리한 재판의 흐름을 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자, 즉 배심원의 감정을 사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화용론적인 전술이라 할 것이다.

다. 문체적(의미론적·문장론적) 기법

변호인과 검사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뒤에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논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논점이 많은 사건을 시

간순서대로 소개한 후 유무죄의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 자칫 청자(배심원)
가 지루함을 느끼고 화자의 주장을 끝까지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변

호사와 검사 모두 “ ~하지 않은가요?”라는 반어적 질문을 함으로써 배심원

들을 환기시키고 있다. 

3. 평가 

1) 교재 선정의 어려움

먼저 법수사학 수업을 개설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나라 법과대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법수사학이라는 용어 자

체도 학생들에게 생소한 데다가 수사학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책을 찾기가 어려웠다. 처음에 수업 

개설 당시 시중에 법수사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은 두 권 있었는데 하

나는(김성룡 2012) 책이 두껍고 분량이 방대하여 2학점 짜리 수업을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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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부담이 클 것 같았다. 그래서 독일 법과대학교에서 수업 교재

로 사용했다는 번역서(하프트 2010)를 교재로 선택하였다. 교재가 얇고 간

결하여 부담이 없을 줄 알았으나 번역투인 데다가 배경 설명이 필요한 심

오한 내용들이 많아 학생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2) 수업 운영의 문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선택과목들은 대부분이 2학점 과목들이다. 법수

사학 과목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면서 생소한 내용

들을 학생들 수준에 맞춰 강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처음 개설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반영하는 형태로 글쓰기 과제를 주어 피드백을 

하였으나, 학생들이 부담을 크게 느껴 그 다음 번 학기에는 과제를 없애고 

대신에 매체활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법수사학 과목은 고학

년들이 수강하다 보니 취업이나 진로 준비로 인해 실습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시험도 처음 개설했을 때는 한 한기 

한 번 테이크홈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법률 분쟁 사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증하라고 출제하였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버거워하였는데 2학

점짜리 과목임에 비하여 시험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학생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후에는 교재 내용을 숙지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

준의 시험 방식으로  바꾸었다. 

 

3) 수업 효과와 개선방안

법수사학 수업을 다룬 궁극적인 목적은 수사학이 궤변론자들처럼 사익

을 위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공의 선 즉 사회정의에 대하여 

법학 전공생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있다. 비록 법수사

학이 생소하고 공부분량이 많아 학생들의 버거워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은 

법수사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른 전공과목에 적용하여 기존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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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법률 추론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

움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할 때 뿐만 아니라 진학한 후

에도 사례연습을 하거나 실무실습을 하는 데 유용하였다고 한다. 법수사학 

수강생들이 개념중심(법규중심)이 아닌 사안중심의 사고를 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논증의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법수사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기존의 법학방법론에 매여 포섭여부만 따지려고 하다는 점

에서 수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법수사학 수강생들이 아리스

토텔레스가 강조했던 대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한다. 가능하다면 수업전후로 관점의 전환이 있었는지 평가할 것을 제

시하고 싶다. 법수사학은 단순히 설득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형식논리학에 근거한 법학방법론에 매몰되어 TOP-DOWN식의 추론과 법

체계 강화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법수사학 수업은 열린 사고를 요구하며 

법률 분쟁의 맥락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이 어떻게 하면 공정

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도록 이끈다. 법수사학 수업은 방

법론에 그치기 않고 더 근본적으로는 인식론적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패러

다임의 변화이기에 학생들의 의식변화에 수사학 수업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안다면 수업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9)

IV. 나오는 말

기독교 전통에 따른 권위로서의 법은 근대 사회를 거치면서 가치중립적

인 법으로 개념이 변화하였고 오늘날에는 수사적 활동으로서의 법, 차이와 

지배로서의 법으로 법의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의 방

법과 방향도 달라진다. 엄격한 형식논리학에 근거한 기존의 법학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일상의 논리에 따른 수사적 추론이 법학교육방법론으

9)  가다머의 존재론적 해석학이라든지 철학적 해석학이 법학에 어떻게 유입되어 수

사학과 연계 되었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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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되고 있다. 법학 교육방법으로서 수사학의 활용이란 있음직한 사실

의 설득 훈련이다. 역사적으로 고대 법정연설이 최초의 수사학 장르였음을 

상기할 때 말을 통해 화자와 청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득 훈련을 법학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법은 수사학이 적용될 수 있

는 특별한 장일 뿐만 아니라 철저히 수사적이다. 법관은 법실증주의가 주

장하듯이 삼단논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양 당사자

가 제시한 논증을 들으면서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를 고려한다. 수사학이 

양 당사자의 입장에서 논증argumentation을 가르치듯이 법학에서도 분쟁 

당사자들 각각의 입장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공감하면서 법규범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법수사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

한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실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법정 연설은 국민참여재판과 더불어 법학교육의 주된 관심 분야가 되었다. 

법정 연설은 수사학의 하나로서 법수사학에서 주로 다룬다. 사안을 해결하

고 논증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수사학은 기존의 법학방법론의 한계를 극

복하고 그 대안으로서 법학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학계가 법실증주의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고전적인 형식 논리학에 따른 법학방법론이 여전히 법학교육의 주류를 이

루고 있다. 법수사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글이 수사학 연구 및 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이론과 실천의 연속성을 도

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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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Rhetoric 
- shown in the soap opera <I Hear Your Voice> -

Jun, Hae Jeong (Kookmin Univ.)

The legal pedagogy has been changed since Korea established so-
called the Korean law schools and practical education methodology like 
a mock trial was implemented in the law schools.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Rhetoric> class as an example of new legal pedagogy. <Legal 
Rhetoric> class in 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covers how to 
persuade in legal dispute setting in order for the legal students not only to 
think like lawyer but to do like lawyer as well. While the existing legal 
methods on legal positivism focuses legal norm, the rhetorical reasoning 
values the cases for practical argumentation, which is in a sense related to 
hermeneutic circle in my viewpoint. The class utilizes audio-visual media 
for students. The soap opera <I Hear Your Voice> is a good material for the 
class activities. This paper shows how to use the drama based on persuasive 
argumentation or rhetorical reasoning. 

주제어: 법수사학, 법학교육, 수사적 논증,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Key words:  Legal Rhetoric, legal education, rhetorical reasoning, argumentation, 

soap opera <I hear your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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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 2010~2017년 영화를 중심으로 -

나민구 (한국외대)·이지은 (한국외대)

I. 들어가는 말

관객들은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를 선택할 때 영화의 장르나 감독, 배우, 

관람등급, 영화의 내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도 

영화의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영화의 제목을 번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번역의 작업이기 때문에 번역

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외국어와 국가 사이의 번역자와 독자 또는 시청자

와 관련된 모든 상호간 소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1) 그러므로 영화 제목을 

번역할 때는 제작국가의 언어와 사회 및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1)  영화 제목을 번역할 때, 번역자는 그것의 재정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목

표 언어 시청자의 기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영화 제목에 대한 이상적인 번역

은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즉, 영화 제목의 번역은 원작의 정

보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성과도 부합해야 한다(손보국·최창원 

2011, 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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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영화의 제목을 번역하는 일은 무수한 어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달이라는 점에서 

수사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수사학(修辞学, Rhetoric)이란 ‘말하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언어형식을 선

택하여 표현 효과와 그 미적 효과를 높이는 활동’으로서 ‘잘 말하고 잘 쓰

는 기술’ 뿐만 아니라 ‘논증하는 기술’, ‘설득하는 기술’ 등으로 정의할 수 있

다.2) 영화 제목 번역 특히 중국영화 제목을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수사법을 활용한다면 적절한 어휘와 문형 선택이 가능해진다. 

수사법(修辞法 또는 辞格)은 ‘말과 내용이 서로 알맞게 어울려 일반적

인 문자, 문법, 논리의 규칙을 초월한 새로운 형식을 형성함으로써 강력하

고 감동적인 매력을 나타내는 적극적 수사 방식의 하나’3)를 말한다. 즉, 수

사법은 일반적인 번역의 방식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풍부한 감정

과 생각을 전달해주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영화 제목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민구(2004)
는 「중국영화번역의 수사학: 제목과 자막을 중심으로」에서 중국영화제목

과 자막 번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 분석의 틀을 제

시하였고, 「2000년대 한국에서 개봉된 중국영화의 한국어번역제목에 대

한 번역 품질평가」(2010)라는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개봉된 중국영화의 한

국어제목 번역의 품질을 평가해보고 각 지역의 문화를 잘 반영하는 적절한 

제목으로 번역해야함을 밝혔다. 최려화(2007)는 「중국영화제목번역에 대

한 약간의 고찰」이라는 연구에서 중국영화제목을 음역의 수법과 직역 및 

2)  수사학은 언어의 장식화와 미화의 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의미와 감정의 전달

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영화의 제목은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

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표현효과를 높여야 한

다는 점에서 수사법의 적용은 영화제목 번역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도 볼 수 있다(나민구 2006, 19-21)
3)  积极修辞之一。语辞同内容相贴切，造成超乎寻常文字、寻常文法以至寻常邏辑

的新形式， 呈现一种有力、 动人的魅力。(中国语言学大辞典编委会, 1991,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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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역의 수법으로 분류하여 영화제목 번역 작업에 대한 중요성과 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오미형(2012)은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에서 한

국영화의 제목이 영미권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방식을 다

섯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번역 방식에 대해 분석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중

국영화 및 수사학적 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나민구(2004)를 제외하고는 찾

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7년도 중국영화 제

목의 한국어 번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수사학적 기법을 분석의 방법

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4) 본 연구는 중국영화 제목의 번역

에는 수사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관객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II. 중국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 현황 및 적용 방식

본 장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제목이 

적절하게 번역이 되었는지 오역(잘못된 번역)은 없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영화 제목 번역의 방식으로는 최려화(2007), 오미형(2012) 등
이 제시한 번역 기법이 있지만, 수사법으로 연구 방법의 틀을 확장시키기 

위해 나민구(2010)에서 제시한 7가지 분류법이 본고와 관련성이 깊다고 보

고 이에 따라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1. 유효적절하게 창작한 제목

유효적절하게 창작한 제목이란 영화의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

4)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네이버 영화 디렉토리(directory)를 통해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국내에서 개봉된 중국영화 중에서 중국수사법에 적용시킬 수 있

는 영화제목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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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장 이상적인 제목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개봉된 중국영화 제목의 한

국어 번역 현황을 살펴보자. 

(1)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七月与安生, SoulMate, 중국, 2017)
         

영화 <七月与安生>은 직역하면 ‘칠월과 편안한 삶’이지만, 한국어로 의

역된 제목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는 절친한 친구 사이의 우정을 함축적

으로 보여주므로 적절하고 참신하게 창작된 제목이라 할 수 있다.

2. 의역을 참신하게 시도한 제목

의역을 참신하게 시도한 제목이란 관객 또는 영화제목을 읽는 영화인들

에게 중국어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려고 애쓴 흔적이 나타나는 제목이다

(나민구, 2010, 34-35).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2) 전국: 천하영웅의 시대 (战国, The Warring States, 중국, 2013) 

영화 <战国>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부제에 해당 시대의 어떤 이야기

를 그려내고 있는지 설명을 덧붙여 의역을 참신하게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직역을 하여 이해를 도운 제목

직역은 의역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무난한 방식을 말한다. 중국영화 제목을 한국어로 직역한 경

우를 살펴보자.

(3) 이별계약 (分手合约, A Wedding Invitation, 중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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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별계약>은 중국어 제목인 ‘分手合约’와는 번역이 일치하지만, 

영어 제목인 ‘A Wedding Invitation’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영화 <分手

合约>의 한국어 제목은 영어 제목보다 이해하기 쉽고, 중심 내용과 소재 

면에서 전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음독을 해서 이해가 가능한 제목

영화 제목을 음독하는 방식은 의역이나 직역을 하는 경우보다 간단하지

만, 음독을 했을 때 이해가 가능한 제목과 이해가 불가능한 제목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음독을 했을 때 관객들의 이해가 가능한 제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미인어 (美人鱼, The Mermaid, 중국, 2017) 

<미인어>는 음독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인데, 한자음을 우리말 그대

로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이 영화는 한국어로 그대로 음독해

도 영화의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다.

5. 음독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제목

음독(音读)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제목이란 영화의 원래 제목을 우리말

로 그대로 음을 차용해서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음독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제목은 다음과 같다.

    

(5) 천녀유혼 (倩女幽魂, A Chinese Ghost Story, 중국, 2010) 

영화 <倩女幽魂>은 한자음을 음독하면 <천녀유혼>인데, 최근에 리메

이크한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영화 제목을 보고 내용을 유추하기 어



106 수사학 제33집

렵지는 않지만, 이 영화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관객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6. 영어번역 제목을 음독한 제목

영화 제목을 음독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한국어 번역 

기법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번역

의 어려움, 국내에서의 빈번한 외래어 사용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5) 영

어제목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한 중국영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온리 유 (命中注定, Only You, 중국, 2015) 

영화 <命中注定>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만 중국어 제목을 그

대로 음독하면 ‘명중주정’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영화의 중국어 

제목을 한국어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 영화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7. 오역 

오역(误译)이란 번역상의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오역은 잘못된 

번역을 뜻하는데, 영화 제목을 직역이나 의역했을 때 관객이 오해하는 번

역을 말한다. 오역된 중국영화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원제목 그대로 음독한 영화제목이 상당수에 달해 음

독이 영화제목의 영한 번역에 있어서 하나의 경향으로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영화의 제목 자체를 고유명사화 하겠다거나 특정한 의

도가 없는 이상 비교적 부자연스럽고 제목으로서의 기능을 달성하기 어려운 번역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오미형 2012: 69-70).



107중국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7) 시절인연 (北京遇上西雅图, Finding Mr. Right, 중국, 2014) 

영화 <北京遇上西雅图>는 한국어 제목으로 ‘시절인연’으로 번역되었

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각각 북경과 시애틀에 사는 주인공 남녀가 인연이 되

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제목과 내용을 모두 고려한 제목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내에서 개봉된 중

국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된 예를 통해 총 7개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영화제목을 번역할 때에는 영화의 내용을 보

다 함축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수사법을 활용한 중국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

수사학에 대한 연구는 서양 수사학에서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

토텔레스 때부터 정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서양 수사학에서

는 수사학을 ‘착상(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

(Memoria)’, ‘발표(Actio)’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류한다(양태종 2002, 
142). 현재 중국 수사학은 연구 방향을 진망도(陈望道)의 정신과 수사법 

연구 체계를 계승하여 수사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방향과 수사학에 다른 학문 영역의 이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6) 

반면에 한국 학자인 김욱동(2002)은 수사법을 ‘일상생활과 문학 속에서 

사용되는 수사법’에 대해 67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예문을 제시하며 설명

6)  중국에서 수사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현대에 들어선 진망도(陈望道)의 『修辞学发凡』(1932)부터이다. 『修辞学发凡』

(1932)은 수사의 개념, 수사의 종류, 수사법 등 수사 관련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서

술함으로써 오늘날 중국 수사학의 변화를 가져왔다(이윤경 2016,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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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는데, 67가지를 각각 소리에 따른 수사법, 의미전이에 따른 수사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 상호텍스트적 수사법 

등 5가지로 재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그의 5가지 분류 방법이 중국영화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보고 참고하여 예를 들며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리 수사법

소리에 따른 수사법에는 중간휴식법, 가음법, 약음법, 두음법, 모운법, 각

운법, 의태법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소리에 따른 수사법 중에서도 해당 

예문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중간휴식법

중간휴식법(中间休息法)이란 쉼표사용법이라고도 하는데, 문장이 긴 

경우이거나 문장을 쉼표 없이 그대로 연결할 경우 의미전달이 어려울 때 

중간에 쉼표 등을 통해 잠시 쉼을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서정범·배재학 

2005, 502).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8) 꺼져버려 종양군 (滚蛋吧！肿瘤君, Go away Mr. tumour, 중
국, 2016) 

영화 <滚蛋吧！肿瘤君>은 국내에서 개봉할 때의 영화 제목이 ‘꺼져버

려 종양군’라고 번역되었는데, 이는 영화의 원제목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영화의 내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지는 못한다. 영화 <滚蛋吧！肿瘤君

>을 개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9) 꺼져버려, 종양군! (滚蛋吧! 肿瘤君, Go away Mr. tumour,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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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16) 

영화 <滚蛋吧！肿瘤君>의 제목을 한국어로 개역할 때, 제목 중간에 쉼

표(,)를 표시함으로써 <꺼져버려, 종양군!>이라고 개역해본다면 관객에게 

대화하는 말투로 영화 제목에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내용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1.2. 모운법과 각운법

모운법(母韵法)이란 같은 모음을 반복시키는 방법을 말하며, 각운법(脚
韵法)이란 각 시행의 끝에서 음절이나 낱말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본 절에서는 중국영화 제목 모운법과 각운법을 동시에 이용한 예를 살펴보

도록 한다.

(10) 천녀유혼 (倩女幽魂, A Chinese Ghost Story, 중국, 2010)

영화 <천녀유혼>은 국내에서도 이미 유명한 영화 제목으로서 2010년도

에 리메이크 된 영화이다. 그러나 원작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객들도 알아

보기 쉬운 한국어 제목으로 번역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영화 <倩女幽魂

>을 개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11) 아름다운 영혼 (倩女幽魂, A Chinese Ghost Story, 중국, 2010) 

영화 <倩女幽魂>의 제목을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개역해본다면 영화 

제목을 통한 내용 전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 개역해본 영화 제목 ‘아름다운 

영혼’에서 활용된 수사적 방법을 살펴보면 모운법과 각운법이 나타나있는

데, 끝 글자의 모운 ‘ㅜ’를 그대로 사용하고 영혼의 ‘혼’을 그대로 번역함으

로써 각운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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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전이 수사법

의미 전이 수사법은 수사법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특히 

‘은유(Metaphor)’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수사법이다(나민구·

김혜원 2000, 22-23). 의미 전이 수사법 중에서도 해당 예문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등이 있다.

2.1. 은유법

은유법(隐喩法)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사물에 빗대어 그 대상을 

묘사하는 수사기법을 일컫는다.7)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2) 양문여장 (杨门女将之军令如山, The Legendary Amazons, 
중국, 2012)

영화 <양문여장>에서 ‘양문여장’은 중국어 제목의 앞부분을 음독한 번

역이다. 그러나 음독한 제목만으로는 영화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영화 <杨门女将之军令如山>을 개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13) 그녀는 전설이다 (杨门女将之军令如山, The Legendary 
Amazons, 중국, 2012) 

11)  『现代汉语辞典』(1998:1506)에서는 ‘은유’란 ‘暗喻’라고도 하며 비유의 일종으

로 보았다. 또한 진망도(陈望道, 2002:78-79)에서는 은유는 직유보다 한 단계 발

전된 비유이며, 직유의 형식은 ‘甲如同乙’이고, 은유의 형식은 ‘甲就是乙’이며, 

직유는 형식상 유사관계를 지니고 은유는 형식상 부합관계라고 설명하였다(송미

령,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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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杨门女将之军令如山>을 은유법을 활용하여 개역해보면, ‘그녀

는 전설이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중국어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양씨 가문의 여장부의 군령은 산과 같다’이다. 이렇게 직역한 영화 

제목은 관객들의 흥미를 일으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화 <杨门女将之军

令如山>의 제목을 은유법을 사용하여 번역하면 영화의 내용을 함축적으

로 나타낼 수 있고,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2. 직유법

직유법(直喩法)이란 직접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중국수사

학에서 직유는 ‘明喩’라고 하며, 본체(tenor)와 비유체(vehicle)가 비유연

결어로 분명하게 연관된다(나민구·김혜원 2000, 22). 아래의 예를 살펴

보자.

(14) 영웅이 되고 싶은 남자 (形影不离, Inseparable, 중국, 2013) 

영화 <영웅이 되고 싶은 남자>는 바쁘고 고단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갈등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제

목 <영웅이 되고 싶은 남자>는 이러한 영화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영화 <形影不离>의 제목을 개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15) 그림자 같은 친구 (形影不离, Inseparable, 중국, 2013) 

영화 <形影不离>는 중국어 제목에서는 이들의 사이가 가까움을 성어를 

통해 묘사하였고, 우리말로 번역한 제목에서는 두 남자 주인공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영웅이 되고 싶은 남자’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영화 <形影

12)  나민구·김혜원(2000,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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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离>를 직유법을 활용하여 ‘그림자 같은 친구’라고 번역한다면, 영화의 중

심내용이자 주제인 두 남자 주인공의 특별한 우정을 묘사할 수 있게 된다.

2.3. 환유법

환유법(换喩法)이란 어떤 사물 대신에 그것과 관련이 깊은 다른 낱말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6) 검우강호 (剑雨江湖, Reign Of Assassins, 중국, 2010) 

영화 <검우강호>는 중국어 제목인 ‘剑雨江湖’을 음독하여 그대로 읽은 

한국어 제목이다. 여기에서의 ‘剑雨’는 검객의 무술 실력이 우수하여 ‘칼
을 휘두르는 것이 비와 같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환유법이 활

용되었다. 그러나 중국어를 알지 못하거나 무협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

객을 위해 쉽게 풀어 쓸 필요가 있다. 영화 <剑雨江湖>를 개역해보면 다

음과 같다.

(17) 자객 천지 (剑雨江湖, Reign Of Assassins, 중국, 2010)
    

영화 <剑雨江湖>를 우리말로 다듬어서 번역해보면, ‘자객 천지’로 번역

할 수 있다. ‘자객 천지’는 서로 살벌하게 싸우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는 것으로서 영화 제목의 의미전달이 더 용이해진다. 

'

3. 통사구조 수사법

통사구조 수사법이란 통사론 차원에서 성분의 어순 변화나 나열, 추가, 

생략 등의 요소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통사구조 수사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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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해당 예문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역순법과 추가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역순법

역순법(逆顺法)이란 꾸밈의 관계를 뒤집는 것으로서 두 개의 꾸밈말이 

본래의 그 받침말(피수식어)이 아닌 다른 말에 걸리도록 그 꾸밈의 관계를 

거꾸로 뒤집는 수사법이다(장하늘 2008, 106-107).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8) 화벽 (画壁, The Mural, 중국, 2012) 
  

한국어로 번역한 제목인 <화벽>은 중국어 제목인 <画壁>을 음독하여 

그대로 읽은 제목으로서 한국의 관객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영화 <画壁>을 개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19) 벽화 (画壁, The Mural, 중국, 2012) 
   

영화의 중국어 제목이나 영어 제목을 함께 보면 영화의 중심내용이 ‘벽화’
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국어 제목만 보았을 때는 한국어에

는 ‘화벽’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역순법을 이용하여 ‘벽화’라고 번역하

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2. 추가법

추가법(追加法)이란 덧붙이는 형식의 수사법을 의미하며, 하나의 강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제시한 영화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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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작쩐 (槑计划, Foolish Plan, 중국, 2016)   

영화 <槑计划>는 직역해보면 ‘멍청한 계획(작전)’인데, 우리말로 번역

한 제목은 ‘멍청한(바보 같은) 계획’ 또는 ‘작전’이 아닌 ‘작쩐’이다. 영화 

제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판 포스터를 보면 ‘작쩐’이라는 영화 제목 

위에는 ‘作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돈’을 지칭하는 다

른 말인 ‘쩐(钱)’을 ‘작전’ 대신 ‘작쩐’이라고 함으로써 ‘돈을 만들다’라는 

의미와 ‘계획’의 의미의 ‘작전’이 모두 포함된 제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제목인 <작쩐>은 표준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영화 내용의 파악에

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영화 <槑计划>를 개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21) 작전: 용봉거울을 찾아라! (槑计划, Foolish Plan, 중국, 2016)  
 

영화 <槑计划>를 한국어로 개역해보면, ‘작전: 용봉거울을 찾아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영화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어 제목

이나 영어 제목과는 다르게 부제 ‘용봉거울을 찾아라!’를 넣음으로써 영화

의 중심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즉, 이 영화는 영화의 핵심어가 들어

간 부제를 추가로 넣어주는 것이 중국어 제목이나 영어 제목을 한국어로 

직역하는 것보다 전달력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4. 감정호소 수사법 

수사법에는 기본적으로 가정에 호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는 ‘로고스(Logos)’,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등이 있다.8) 본 절에

8)  ‘로고스(Logos)’란 서양수사학에서 ‘이성’, ‘합리’, ‘냉철함’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서 특히 법정연설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에토스(Ethos)’는 ‘신뢰 얻기’로
도 표현이 가능한데, 목적에 부합되는 ‘얻어내기(conciliare)’와 ‘웃기기(delectare)’
가 있다. 반면에 ‘파토스(Pathos)’란 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에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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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중에서 비교적 감정호소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는 ‘파토스(Pathos)’
적인 측면 중에서도 과장법을 통해 중국영화 제목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4.1. 과장법

과장법(夸张法)이란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형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사법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유를 사용하여 

생동적인 효과를 전달한다. 중국수사법에서는 ‘寄饰’ 또는 ‘夸张’이라고 

말한다(나민구·이수진 2016, 47-50). 아래에서 제시한 영화를 살펴보자.

   

(22) 몬스터 헌트 (捉妖记, Monster Hunt, 중국, 2015)  

영화 <捉妖记>는 한국어로 직역해보면 ‘요괴 포획기’이지만, 한국어 제

목은 영어 제목인 ‘Monster Hunt’를 그대로 독음한 ‘몬스터 헌트’이다. 그

러나 번역의 과정이 없이 영어 제목을 한국어로 그대로 독음하는 번역은 

관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영화 <捉妖记>를 과

장법을 동원하여 개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23) 천하영웅 요괴 사냥꾼 (捉妖記, Monster Hunt, 중국, 2015) 

영화 <捉妖记>는 뛰어난 요괴 사냥꾼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역해보면, ‘천하영웅 요괴 사냥꾼’이라고 바꿀 수 있다. 악당 

요괴와 대결을 벌이는 사냥꾼의 훌륭한 실력을 강조하려면 과장법을 동원

하여 ‘천하영웅’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번역할 수 있다.

와는 달리 순간적인 흥분을 노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텍스트에 나오는 문체는 격정

적이고 숭고하며, 주로 호소하는 수사법을 동원한다(양태종 2002,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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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텍스트 수사법  

상호텍스트 수사법은 이미 사용해온 수사법에 기대거나 남의 말이나 글

에 기대서 홀로는 설 수 없는 수사적 특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다른 텍스

트가 없이 쓸 수 없는 것을 말한다(김욱동 2002, 370). 본 절에서는 상호텍

스트 수사법으로 인유법(引喩法)을 활용한 영화제목 번역의 예를 살펴보

도록 한다. 

5.1. 인유법

인유법(引喩法)이란 유명한 시가, 문장, 어구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표

현으로 대신하는 수사법이다. 인유법은 일반적으로 ‘패러디’라고도 알려

져 있는데, 이 수사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재활

용해야 한다(나민구 2004, 60). 아래의 중국영화 제목을 살펴보자.

(24) 맨헌트 (追捕, Manhunt, 중국, 2017)    

영화 <追捕>는 직역해보면 ‘추격자’인데, 한국어로 번역한 제목은 영어 

제목을 그대로 독음한 ‘맨헌트’이다. 한국어 제목인 ‘맨헌트’는 외래어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이 영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

다. 영화 <追捕>를 인유법을 활용하여 개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25) 추격의 제왕 (追捕, Manhunt, 중국, 2017)

영화 <追捕>를 한국어로 개역해보면, ‘추격의 제왕’으로 번역할 수 있

다. 한국어로 개역한 이 제목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

으로서 인유법을 동원하여 번역을 시도하였다. 영화 <追捕>의 내용은 영

화 <반지의 제왕>과는 관련이 없지만, 관객들에게 익숙한 영화 제목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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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디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2010~2017년대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 수사학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영화의 제목은 작품의 내

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영화 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영화 제목의 번역

은 수사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즉, 영화 제목을 번역할 때 수사법을 

활용한다면 알맞은 어휘와 문형의 선택이 가능해지므로 표현 효과를 높이

고 영화가 담고 있는 교훈적 메시지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

게 된다. 

중국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 현황과 적용 방식은 2010년도부터 2017년

도까지 국내에서 개봉된 중국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된 예를 통해 살펴

보았다. 한국어로 번역된 예는 적절하고 참신하게 창작된 제목부터 번역에 

오류가 있는 제목까지 총 7개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

하였고, 소리에 따른 수사법과 의미 전이 수사법, 통사구조 수사법, 감정호

소 수사법, 상호텍스트 수사법으로 구분하여 중국영화의 한국어 번역이 각

각의 예를 통해 어떤 수사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 참신한 개

역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영화제목을 번역할 때에는 영화의 내용

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원제목의 의미도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작품의 주제 및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반영되어

야 함을 제시하였다. 중국영화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를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영

화제목을 번역하는 사람은 정확하고도 참신한 번역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



118 수사학 제33집

해야 한다. 영화제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학적 방법론을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한 중국영화 제목의 한국어 번역 연구

는 관객들이 중국영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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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hetorical Study on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Film Title
- Focusing on Chinese movies from 2010 to 2017 -

Na, Mingu (HUFS) · Lee, Jieun (HUFS)

 

Since the title of the film implies the content of the work,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movie and it can influence the interest of the 
audience. The translation of movie titles is closely related to rhetoric in that it 
aims at accurate and efficient delivery. If one uses rhetoric when translating 
movie titles, one will be able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 doctrinal 
message or content that the movie contains. In this paper, we classify seven 
proper titles translated from novel and novel, and analyze the causes of them. 
We analyze the causes of the rhetoric, meaning transitive rhetoric, syntactic 
structure rhetoric, emotional appeal rhetoric, and the text rhetoric to analyze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Chinese film in terms of the rhetoric of each 
example. When translating a movie title, it should represent the content of the 
film implicitly, and should include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itle, and the 
message to be conveyed through the theme of the actual work and the movie 
should be reflected well.

The task of translating Chinese film titles into Korean should be familiar 
with the cultures of both Korea and China. Rhetorical methodology can be 
used to increase the accuracy of movie titles, and Korean translation studies 
of Chinese film titles using this methodology may help audiences understand 
Chinese films more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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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朴趾源)의 
「불이당기(不移堂記)」와 ‘채움’의 수사학
- 액자 구성과 예술 체험 간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

조경은 (서강대)

1. 들어가며

서울이 ‘서울’이라는 이름만큼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 X라는 아파트 a동 

b호가 바로 그 이름으로 불리고 기억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서울은 자신이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의미 있는 이

름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서울에 가보지 못한 이에게는 가보고 싶다는 열망

으로 검색해 본 이미지의 종합으로 각인될 것이다. X아파트 a동 b호라는 

이름은 그 위치에 그만큼의 높이에 있다는 사실로 평가되는 경제적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 예컨대 늦

은 밤 바래다 준 애인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 켠 작은 방의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는 애틋함으로 의미가 채워질 수 있다. 이를 확대해 

나가면, 세계가 ‘세계’로서 인식되는 이유는 그 안을 우리의 삶과 경험으로 

‘채워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위의 사례는 이미 대상과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지만, 특정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소통의 양상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공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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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명(命名)은 ‘나의 소유’임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한다는 일차적인 목

적이 있다. 더 나아가 이 일차적 목적은 특정 공간에 구체적 이미지를 환기

시키는 이름을 붙임으로서 그 이름이 지향하는 추상적·윤리적 의미를 전

달하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지금도 새 집이나 건축물에 ‘~헌(軒)’이나 

‘~실(室)’과 같은 이름을 짓고 현액(縣額)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 

부여의 전통이다. 

주지하다시피 전통 시대에는 이러한 명명 자체가 강한 수사적 효과, 즉 

건축물을 소유한 이의 정신적 지향과 그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으

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이 명명에 내재한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학

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人士)에게 부탁하여 기문(記文)을 받아 새기는 전

통은, 몇몇 개인 문집의 체제와 목차만 살펴보아도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자택이나 별

장, 서재가 수십 채가 될 수는 없는 법이라, 개인 문집에 실린 수많은 기문

은 거개가 자기 집이나 별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을 위하여 작성되

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의뢰자의 입장에서 보면 겸양과 겸손의 표시일 

수도 있고, 그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의 범위나 수준을 알리는 잣대가 되기

도 한다. 이는 기문을 작성해 주는 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바로 여기서 전통 시대에 특정 공간을 명명하는 행위에 일종의 사회적·

문화적 약속과 해석의 규약, 나아가 다소 정형화된 수사적 효과가 내재되

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있어서 

명명 행위의 청자는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이다.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명

명 행위가 가리키는 윤리적 지향이 곧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

간 그 자체도 소유자인 ‘나’와 함께 동일한 청자가 된다. 또한 명명된 이름

은 소유자가 그 집에 살면서 새겨들어야 할 가치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객

관적인 표상이 된다. 더 나아가 명명 행위의 의도를 현판이나 기문으로 남

김으로써, 이곳을 드나드는 타인에게 ‘나는 ~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하여 타인 역시 그 이름에 내재한 의미를 해석하며 주

인을 기억하고 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간에 대한 명명과 그 과정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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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기문의 의뢰는 강한 수사학적 의도 및 효과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행

위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강한 전통적인 수사 규약 자체에 도전하여 새로운 소

통 상황을 구축하려는 텍스트가 있다. 본고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불이당기(不移堂記)」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기문이라

는 글쓰기의 가장 핵심적이며 규범적인 수사적 동기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

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이 텍스트에

서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을 낳는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과 그 질문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답변이 구성, 전개되는 전략과 그 효과를 순차적으로 밝히고

자 한다.1) 

이런 점에서 본고의 목표는 단순히 고전 비평의 관점에서 연암 박지원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규명하거나(안은주 2014), 당대 지식인 사회를 지배

하던 미학적 담론의 양상이나 화론(畫論) 및 창작론의 실제2)를 확인(박수

1)  이 텍스트는 비교적 최근 들어 대중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의 교유상이나 문화적 지형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민의 『비슷

한 것은 가짜다』(2000) 등을 필두로 새롭게 번역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그만큼 이 

텍스트에는 박지원의 사제 관계나 노론계열의 예술적 교유 등이 주로 드러나 있기

도 하고, 동양화의 각종 기법이나 다양한 미학 이론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여러 모로 주목을 끄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그림에만 그치는 문제

가 아니다. 명명 행위, 글쓰기와 그림, 현실과 모사물의 관계 등이 텍스트 각 부분

에 걸치면서, 예술 전반의 소통과 해석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저자의 글쓰기 전략에 주목하여, 원문의 통사를 따라가야 세

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직역을 원칙으로 삼아 텍스트를  번역하였다.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 252권, 『연암집(燕巖集)』 권3, 『공작

관문고(孔雀舘文稿)』에 수록된 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암의 문장론이나 창작론을 포함한 미학 사상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이당기」를 언어적으로 집중 분석한 논의는 거의 없다. 물

론 본고에서도 당대 지식인 사회에 불던 그림 완상의 취미 및 관련 논의를 통해 

읽을 수 있는 미적 세계관(이암 1995)의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하지

만 이는 단지 그림이나 화론에만 그치지는 않음을 본고의 전체 논의를 통해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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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2005; 정민 2000; 유승민 2013)하려는 데 있지는 않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불이당기」라는 구체적 텍스트에 대한 언어적이며 

구조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겠지만, 이 텍스트가 던지는 질문의 심각함이나 

깊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의 즉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어떤 기호를 만들어 내는 행위 

즉 대상에 이름을 붙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 행위가 ‘가치’를 지니기 위

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불이당기」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면서도, 이를 일방적 논설이 아닌 ‘대화’와 ‘소통’ 상황의 구

성을 통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액자 짜기: ‘聊’ 또는 ‘自’의 수사학과 ‘實之’의 수사학

‘기문’ 자체로는 서술 형태나 구성에 대해 정해진 규범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3) 대체로 기억 또는 기념할 만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중에

서도 특히 자(字)나 호(號)를 지어 선사하거나 스스로 이름을 붙일 때 그 안

에 내재한 의미와 가치를 현실적인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식이다. 이

는 문집총간의 어떠한 저술 또는 문집에 실린 기문을 임의로 추려서 살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한문 문체론의 기본서로 늘 언급되는 『문선(文選)』의 문체별 편집 체제나 『문심

조룡(文心雕龍)』 등에도 기(記) 또는 기문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

체적인 한문 문체론이 그러하지만, 특히 기에 대한 문체론적, 수사학적, 담화론적

인 성격의 논의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는 기존 논

의의 한계로만 보기 힘든 점이 많다. 왜냐하면 통상 ‘~記’라는 제하의 글들은 철학

적 담론에서부터 사실에 대한 객관적 기록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다양한 주제나 형

식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억 또는 기록할 만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글쓰기’(김도련 1996)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 뒤에 비슷한 서술 대상 또는 

태도에 입각하여 분류하는 관점 정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문을 유형 

분류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오히려 개별 텍스트의 자율성과 독자성

을 강화시켜주는 토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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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불이당기」의 도입부는 기존 또는 동시대의 ‘~기(記)’라는 

제목 아래 쓰인 다른 텍스트들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집의 주인

이자 기문의 의뢰자가 집을 지으면서 자호나 당호(堂號), 편액(扁額)을 단 

뒤 그 의미를 풀어달라는 의뢰 과정의 기술은 매우 일반적인 서술 순서이

기 때문이다. 만약 괴상한 이름을 붙이는 식의 문제적 상황에 눈여겨본다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런 문제적 상황은 기문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그만큼 이름으로 삼은 어떤 기호에 대한 참신한 해석이 부각되면서, 이름

과 공간의 소유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외부액자 입구 - A>4)

사함(士涵)이 ‘죽원옹(竹園翁)’이라 자호하고 자기가 거처하는 

집에 ‘불이(不移)’라는 편액을 달고서는 나에게 서문을 써 달라 

청하였다. 내가 한번 그 집에 올라보고 동산도 거닐어 보았지만, 

한 그루의 대나무도 볼 수 없었다. 

士涵自號竹園翁。而扁其所居之堂曰不移。請余序之。余甞登

其軒而涉其園。則不見一挺之竹。

(원문 단락 구분 및 각종 번호 또는 밑줄 등의 표시는 필자. 

이하 동일함.)

「불이당기」 도입부의 문제적 상황 역시 기문의 전통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투적인 문제 상황’이다. 만약 명명된 이름이 기존의 관습과 상충하

는 경우, 바로 그 기존의 관습을 적극적으로 논의에 끌어와 새로운 해석과 

마주하게 한다. 예를 들어 자호나 당호로 쓰기에는 다소 꺼려지는 기호가 

4)  본고의 대상 텍스트가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원문 전체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논의된 적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원문의 순서를 따라 분

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

는 ‘액자’ 구성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각 액자간의 관계뿐 아니라 액자의 입구와 

출구를 실제로 전개된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읽어야 논리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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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거나, 반대로 익숙한 기호를 사용하되 기존과는 차별화된 해석을 

기반으로 쓰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문제 상황들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

급했듯 보통의 기문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담화 구성의 전략이다.5)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상투성은 ‘죽원(竹園)’이라는 사함6)의 자호와 ‘불
이당’이라는 당호의 관계에 있다. 집의 주인이 스스로를 자신이 기거하는 

공간과 의미론적으로 연관시키는 행위 자체가 전통 시대 명명법의 규약이

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사실 당호라는 개념은 공간과 소유

자나 거주자 사이의 제유적·환유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대나무[竹]’라는 대상물을 전통 시대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그 

해석소로 기능하는 것이 ‘불이’ 즉 ‘옮길 수 없음’이다. 이는 또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너무나 ‘상투적인’ 연결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대장부장

(大丈夫章)’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맹자』의 한 장7)으로부터 비롯되

5)  권근(權近, 1352~1409)의 「졸재기(拙齋記)」나 허균(許筠, 1569~1618)의 「통곡

헌기(慟哭軒記)」,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팔분당기(八分堂記)」, 안정복

(安鼎福, 1712~1791)의 「유암기(唯菴記)」와 같은 글뿐 아니라, 박지원 자신도 

「선귤당기(蟬橘堂記)」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적 당호나 자호에 대한 해석을 서술

한 바 있다. 여기에 나열한 예들은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가 낯선 것이 아님을 밝

히기 위해 박지원보다 전(前) 시대의 대표적인 기문과 동시대의 기문을 추려본 

것들이다. 

6)  박지원의 생애 정보나 교우 관계, 『연암집』의 서지 정보를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함’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민은 ‘유
한렴(劉漢廉)’으로 보고 있는데(정민 2000, 91), 필자가 보기에는 활동 시기가 잘 

맞지 않는다. 한편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보았으

나 결과는 마땅치 않았다. 다만 박지원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순암(順菴) 
안정복의 손자사위인 남영(南泳, 1753~1785)의 자가 ‘사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

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불이당기」의 ‘사함’과 동일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박

지원 일가와 안정복이 속한 당파색 자체가 상호배타적이고, 만 32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영에 대한 기록은 순암집에 실린 2편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이도 젊은 그가 자기 서재나 별장을 지을 여력이 있었는지, 그 

자신이 문집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확인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7)  천하의 넓은 거처[인(仁)의 가치]에 처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예(禮)]에 서며, 천

하의 대도(大道)[의(義)]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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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문제적 상황의 상투성’은 자호와 당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술에 있다. 자연물 또는 지형의 특색을 나타내는 어휘

를 자호나 당호로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사실적인 연결 관계에 입각한다. 

만약 대나무가 없었던 공간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주변에 대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죽원’이라는 호를 지어도 무방하다.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적 관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

다. 앞서 언급했듯 ‘대나무’와 ‘불이’는 의미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추상적 의미를 먼저 상정한 뒤에 이를 드러내는 구체적 사물을 대입시킬 

수 있다. 대나무가 없어도 ‘대나무’의 상징 의미 즉 ‘옮길 수 없음’을 나타

내는 ‘대나무’로 이름을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가령 ‘한송(寒松)’이라

는 호가 있다고 할 때, 꼭 추운 겨울[寒]에 호를 지었거나 집 주변에 소나무

[松]가 없어도 괜찮다. 이는 『논어』의 그 유명한 ‘세한장(歲寒章)’9)에서 

나온 것으로, 『맹자』의 ‘대장부장’과 같이 대장부 또는 군자의 정신세계를 

구체화한 상징 기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상투적인 문제 상황’이다. 물리적 환경과 이름 사이의 직접

적인 연결 관계가 없을 때, 대부분의 기문은 ‘어째서 그러한가’에 대해 묻

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수가 많다. 그러니 이 글의 저자인 

‘나(박지원)’가 굳이 집 주변을 둘러본 뒤에 ‘한 그루의 대나무도 볼 수 없

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淫] 하지 못하며, 빈천이 

절개를 옮겨놓지 못하며, 위무(威武)가 지조를 굽히게 할 수 없는 것, 이를 대장부

라 이른다.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與民由之 不得志獨行其道 

富貴不能淫 貧賤不能移 威武不能屈 此之謂大丈夫(『맹자』 「등문공(滕文公)」 

하, 제2장)
8)  박지원 자신도 연못을 판 뒤 연꽃이나 매화, 대나무 등을 심어 별채를 꾸리고 ‘하

풍죽로당(荷風竹露堂)’이라는 사실 묘사적인 이름을 붙인 뒤 스스로 「하풍죽로

당기(荷風竹露堂記)」라는 기문을 지었다. 

9)  이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불이당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되어, 전체적인 

상징 체계를 이루고 있다.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재언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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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 진술 역시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상투성을 따른 것이다. 기문의 

의뢰자인 ‘사함’이 이렇듯 익숙한 기호를 가지고 익숙한 문제적 상황에 대

입시킨 데에 자신만의 특별한 해석이나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된 진

술이기도 하다. 

명명의 규약과 기문의 일반적인 담화 구성에 익숙한 독자라면 도입부의 

이러한 구성에 별다른 문제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익숙함 

또는 익숙함에 대한 기대는 이내 깨지고 만다. 

<외부액자 입구 - B>
내가 1-1)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소위 ‘무하향(無何鄕)’, ‘오유선생(烏有先生)의 집’인
가? 이름이란 실질(내용)의 손님인데, 나더러 손님이 되라는 건

가?”
사함이 2)안타까워하며 끼어들어 말했다. 

“3)그저 나름대로 뜻을 붙여봤을 뿐이네.”
내가 1-2)웃으며 말했다. 

“상심하지 말게. 내 장차 그대를 위해 4)실질[實]을 만들어 주겠

네.

余1-1)顧而笑曰。是所謂無何鄕。烏有先生之家耶。名者實之

賓。吾將爲賓乎。士涵2)憮然爲間曰。3)聊自寓意耳。余1-2)笑曰。

無傷也。吾將4)爲子實之也。

사함의 집 주변을 둘러보고 난 뒤 ‘돌아보고 웃’는 1-1)의 ‘나’의 행위는 

일반적인 기문 구성의 상투성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서 원문의 ‘顧’는 사

방을 모두 둘러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둘러보고 난 뒤에 새삼스럽게 누

군가를 ‘응시’한다는 의미도 있다. 즉 이름과 공간 사이의 환유적 연결성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상투적 문제 상황에는, 사함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

라는 기대가 깔린 눈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근함의 의미이기도 한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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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웃음’에는 사함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바
통 넘기기’다. 

그러나 이 웃음 뒤에 이어지는 ‘나’의 질문을 들여다보면 상투적 문제 상

황을 풀어가는 기문의 일반적인 양상과 다소 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다. 자호 및 당호의 문제성을 지적한 질문의 내용은, 앞서 말한 대로 기존

의 상식적 기호 해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가령 허균의 『통곡헌기(慟
哭軒記)』는 집의 이름으로는 껄끄러운 ‘慟哭’이라는 기호가 사용된 이유

를 밝히기 위해 통곡을 하는 일반적 상황을 새삼스럽게 꼽아본다. 안정복

의 『유암기(唯菴記)』는 ‘唯’라는 감탄사에 내재된 새로운 윤리적인 가치

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네[唯]’라는 대답이 나

오는 다양한 발화 상황을 제시한다. 즉 기존의 글쓰기에서는 상식화된 기

호나 약호들을 직접 언급하여 묻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은 ‘대나무

가 없는데도 왜 대나무를 내세워 이름을 지었느냐’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

야 명명 당사자가 이 기호를 얼마나 새롭게 살펴보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의 ‘무
하향(無何鄕)’이나 공허함을 의인화한 ‘오유선생(烏有先生)’ 역시 익숙한 

문제 제기의 상투적 전략이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반어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 ‘나
더러 손님이 되라는 건가[吾將爲賓乎]’라는 질문은 기문을 의뢰 받은 입

장에서 던지기가 어렵다. ‘나’는 이 자호나 집의 주인도 아닐뿐더러, 기문

을 지어달라는 청을 받은 입장이니 당연히 손님이다. 게다가 이 질문의 전

반부와 후반부는 의미론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문장 전반부의 

‘이름 / 실질’에 대응하는 ‘손님 / 주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호 및 당호

와 그 내포 의미에 각각 상응한다. 이에 반해 질문 후반부의 ‘손님’은 인간

으로서의 ‘나’를 가리키므로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 기문의 실질을 

채울 주인은 의뢰자인 ‘사함’인데, 의뢰를 받은 ‘나’가 그 자리에 가거나 가

기를 바라는 것은 당치 않은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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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응 관계에 내재한 논리는 ‘이름’의 의미를 

명사 또는 사물과의 지시적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이해 가능하다. 

즉 대나무도 없는 곳에 대나무의 상징 의미를 채운(실질) 자호와 당호(이
름)를 짓고, 다시 이 명명 사건을 내용(실질)으로 삼아 그 겉을 언어적 표현

으로 둘러싸는(이름) ‘글쓰기’라는 행위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나’는 ‘손님’이 되어 글쓰기라는 ‘이름’을 통해 ‘주인’인 ‘사함’의 인간

됨과 그가 이 집을 지은 경위, 앞으로의 다짐과 같은 ‘실질’을 포장해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성격의 글쓰기 의뢰를 받은 ‘나’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담화 구성

이나 체계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사함의 반응은 당연히 2)의 ‘안타까움[憮
然]’이다. ‘憮’는 ‘실망감’ 이외에도 ‘자기 뜻을 알아주지 못해 생기는 답답

함’이라는 의미로 통한다.10) 사실 사함의 자호와 당호의 의미론적 연결 관

계는 매우 투명하다. 또한 아무리 이름과 실질 간의 현실적 연결 고리가 없

다 해도, 이는 명명의 전통에서 늘 구성해 왔던 문제 상황이며 분명한 의도

[意]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천해도 자기 뜻을 옮기지 않고자

[不移] 하는 고귀한 자신의 정신적 지향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함, 안타

까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함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

저 이 글 전체를 통틀어 사함의 목소리는 단 한 번 짧게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라면 세상이 자기 뜻을 몰라주어 안타깝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펼칠 동기가 뚜렷해진다. 이로 인해 대부분 기문의 의뢰자 

또는 기문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매우 반가워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기호 

해석으로 맞받아치는 방식의 담화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 글 전체에서 더 

이상 사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니 적어도 사함의 입장을 대변할 

10)  『논어』 「미자(微子)」 6장의 전문(傳文)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무연(憮然)’은 ‘창연(悵然)’과 같은 뜻이니,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

워하신 것이다. ”
  憮然猶悵然 惜其不喩己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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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저자 ‘나’의 옹호나 호소조차도 없다. 

진술의 횟수에 더하여, 그 통사 및 문법적 구성도 심상치 않다. ‘聊’는 진

술 말미의 ‘耳’와 짝을 이루어 ‘썩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의 의미로 

사용되는, 한문 문장의 상투적 문형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바로 뒤의 ‘自’
는 ‘스스로’, ‘나름대로’라는 의미가 있다. 어찌 보면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

성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自’가 ‘聊’ 바로 다음에 배치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聊’의 의미를 고려하면 ‘聊自’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나

름대로’ 정도가 된다. 즉 스스로 지어 보기는 하였으되 완전하거나 내실이 

꽉 찬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聊自’의 ‘自’는 ‘저절로’의 의미

도 동시에 갖게 된다. 자발성과 자동성이 한데 얽히는 것이다. 또한 ‘寓意’
가 여기서는 풍자나 우언(寓言)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맥락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 즉 실체에 이름을 ‘붙이는[寓]’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寓意’는 여기서 말 그대로 ‘뜻을 

붙이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寓’는 ‘기대고 의지하다’라는 뜻이다. ‘나’의 질문 논리를 살펴보

면 이름은 손님이므로 주인인 실제에 기대고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함

은 ‘뜻을 붙여’ 보았다고 한다. 물론 우리는 ‘寓意’라는 말을 쓰지 ‘寓名’이
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런 용법에는 논리적으로 허술

한 데가 있다. ‘불이’나 ‘대나무’나 이름은 달라도 그 실질은 같다. 즉 여러 

가지 이름이 하나의 실제에 붙는 것인데 사함과 우리는 이를 보통 거꾸로 

이해한다. 이름이 먼저 있고 거기에 뜻을 붙이는 것이다. 

결국 사함은 자기의 의지대로 이름을 짓고 그 뜻이 가리키는 대로 살고

자 하지만, 이름과 실제가 완벽하게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自] 고백한 셈이 된다. ‘죽원’과 ‘불이당’은 매우 높은 정신

적 가치를 가리킴에도 ‘그냥 한 번’, ‘자동적으로’ 지어본, 가치가 격하된 

이름이 되고 만다. 

이런 궁색한 진술의 주인이 이 이름의 소유자이자 기문의 의뢰자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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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하나의 역설을 이룬다.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사함은 이 이름

의 진짜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술은 이름과 실체가 완

전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

는, 이 텍스트 전체의 주제를 압축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다.

더 나아가 사함의 옹색한 답변은 그 전까지 배치된 사실적 진술들의 속

뜻을 새삼 되돌아보게 만든다. 박지원 정도의 저자라면 ‘대나무’와 ‘불이’
의 상관성뿐 아니라 그 윤리적 의미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 더구나 그 집

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대나무’를 내세운 이름만 듣고도 충분히 의뢰받은 

글을 쓸 수 있고, 문제 상황을 다루는 기문 글쓰기의 규약에도 익숙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나’는 굳이 그 집에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대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나무도 없는 집에 대해 글을 쓰라는 주문에 대해 새삼 

1-1)‘돌아보고 웃으며’ 의문을 표한다. 

따라서 ‘나’의 반어적 질문은 이미 자기 시대에 주어진 가치 체계 또는 

그 체계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이름(기호)들을 너무도 쉽고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나무’와 ‘옮길 수 

없음’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동아시아의 윤리적 관념 체계에서는 매우 자

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명명할 때에는 아무

리 익숙한 기호라고 해도 그것이 ‘고유명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

겠는가.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남이 불러주고 이해하기에 쉬운 이

름을 짓는다 해도, 실질적 의미는 오직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름의 

고유성은 실질의 고유성 즉 우리들 각자의 경험의 정도와 깊이로 ‘채워져

야’ 그 고유성이 획득된다. 

그렇기에 ‘나’의 도전적인 질문에 응하는 사함의 답변은 짧게 나와서는 

안 된다. 보통의 기문에서는 기존의 상식적인 기호 해석에 맞서 상당히 주

관적이며 독립적인 관점을 과감하게 펼친다. 괴상한 이름을 짓는 이유라든

지, 익숙한 이름이라 해도 새롭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대해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성찰을 근거로 하여 서술하는 기문의 글쓰기 규약이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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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사함의 답변이 일회적이며 길이도 짧고, 논리가 옹색하다는 사실

은 그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인생 경험과 성찰의 부재를 고스란히 보여준 데 

지나지 않는다. 

‘나’의 두 번째 발화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데서부터 비롯한 것이다. 

이 글의 사실상의 주인인 사함이 그 내용을 채울 수 없다면 글쓰기는 여기

서 끝나고 기문의 의뢰도 헛일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상심하지 말

게’라고 우선 1-2)와 같이 ‘웃으며’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나’는 ‘그대를 위해서[爲子] 실질을 만들어주겠다[實之]’고 

약속한다. 여기서 ‘실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之’의 중요한 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앞에 붙

은 명사를 타동사화시키는 것이다. ‘실제를 만들어주다’라는 문장을 일반

적으로 표현하면 ‘爲之(以)實’, 또는 ‘作之以實’ 정도의 통사가 적당하다. 

그러나 ‘알맹이’, ‘실질’이라는 뜻의 명사에 곧장 ‘之’라는 기능적 허사를 

붙임으로써, ‘實之’는 ‘그것을 꽉 채우다’라는 의미로 변화한다. 물론 이 때

의 ‘之[그것]’는 명명된 이름뿐 아니라 이 명명 사건을 다루는 「불이당기」 

전체라는 외형이다. 

그리하여 자칫 헛일로 끝날 수 있는 이 글쓰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된다.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하여 소통하는 ‘불이’라는 기호를 나

만의 것, 고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보여줄 토대

를 구축한 셈이다. 동시에 명명 행위에서 드러나는 문제적 상황 또는 도전

적 해석을 다루는 기존의 글쓰기와는 차별화된 담화 전략이 펼쳐질 근거도 

다져진다.

3. 액자로 액자의 속을 채우기: 모든 ‘군자의 예술’을 재료로

‘實之’ 즉 ‘속을 채워주겠다’는 ‘나’의 약속을 가장 직접적이고도 확실하

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글만의 개성적인 담화 구성에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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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함’을 위하여 ‘불이’ 또는 ‘불이당’이라는 이름을 채울 경험담을 보여

준다. 즉 ‘나’와 ‘사함’의 이야기 속에 ‘불이’와 관련한 ‘나’의 경험적 이야

기가 들어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다시 다른 

이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그의 경험담으로 채워진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frame)’의 연쇄다. 

이런 점에서 「불이당기」의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實之’는 글 전체의 액

자 구성과의 상동성(isomorphism; Uspensky 1973)을 강하게 드러낸다. 외

형과 내면의 관계가 글 전체의 주제인 ‘이름’과 ‘실질’의 관계에서뿐 아니

라 담화 구성에도 대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사함’은 ‘불이’의 내

용을 채울 경험을 ‘들여다보는’ 외부 액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된다. 

<내부 액자 I - 입구>
1)예전에 학사(學士) 이공보(李功甫) 어른께서 한가로이 지

내시며 2)매화시를 지었는데, 심동현(沈董玄,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2)묵매도(墨梅圖)를 얻어 이 시를 그 그림 위에 써 

놓으셨지. 그리고서는 3)웃으며 나에게 말씀하셨다네.

‘심하구나, 심(동현)의 그림이. 사물만을 본떠 그렸을 뿐이구

나.’
내가 4)의아해하며 말씀드렸다네.

‘그림이 사물과 닮았다면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학사께

서는 왜 웃으십니까.’
‘(그럴 일이) 있다네. 

<내부 액자 II - 1, 입구> 1)내가 예전에……’
1)曩李學士功甫。閒居爲2)梅花詩。得沈董玄2)墨梅以弁軸。因

3)笑謂余曰。甚矣。沈之爲畵也。能肖物而已矣。余4)惑之曰。爲

畵而肖良工也。學士何笑爲。曰有之矣。1)吾初……

담화 구조가 액자 속에 액자를 ‘채워넣는[實之]’ 식으로 짜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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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1)의 시간성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다. 

‘曩’이나 ‘初’ 모두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야기 안에 이야기를 채우는 식의 액자의 연쇄는, 이 과거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목소리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

부 액자 I의 ‘曩’은 외부 액자에서 ‘사함’에게 내용을 ‘채워주겠다’고 약속

한 ‘나’, ‘박지원’이, 내부 액자 II의 ‘初’는 ‘박지원’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학사 이공보’가 ‘나’로서 각 액자의 주인이 되는 사건을 나타낸다. 특히 후

자의 경우에도 그 실체는 달라지지만 동일한 ‘나’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이 점에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중첩되는 액자의 복합 구조와 그 

의미를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曩’으로 시작하는 내부 액자 I을 전달하는 목소리의 주인은 

‘나’, ‘박지원’이지만, 내부 액자 II에서 ‘박지원’은 ‘청자’ 즉 ‘손님’이 된다. 

더욱이 외부 액자의 ‘나’, ‘박지원’은 ‘사함’보다는 조금 더 비판적이며 성

찰적인 질문을 던질 만한 지성을 갖춘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러한 위계 관

계는 과거의 ‘나’로 돌아간 내부 액자 I에서 무너진다. 

내부 액자 I의 ‘나’, ‘박지원’은 스승이신 이공보(李公甫)11) 어른의 말씀 

한 마디에 4)와 같이 ‘의혹[惑, 惑之]’을 품고 대응한다. 그림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본질이 ‘모사’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선생님이 강조 어법12)

11)  ‘이공보’는 이양천(李亮天, 1716~1755)의 자(字)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호(號)는 영목당(榮木堂)이다. 1749년(영조25) 문과에 급제한 이래, 사간원 정언

(司諫院正言),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 세손강서원 우찬독(世孫講書院

右贊讀), 세자시강원 필선(世子侍講院弼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등을 역

임하였다. 「불이당기」는 그 뒤 그의 행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

한 생애 정보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밝히겠다. 

12)  원문의 “甚矣。沈之爲畵也。能肖物而已矣”는 정확히 말하면 도치문이다. 문장

의 순서를 바꾸면 강한 주장과 판단의 수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는 『논어』에서 공자가 자주 혼잣말처럼 탄식하거

나 감탄할 때에 사용되는 바로 그 문형이다. 같은 탄어(歎語)라 해도 성현(聖賢)
의 문형과 어조로 전달되는 수사적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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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3)‘웃으며’ 이런 말씀을 내었다

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의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의 의아

함에 대해 선생님이 자신의 경험을 풀어서 대답하는 새로운 서사 즉 두 번

째 액자가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보자. 

즉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으로 인하여[因] 누구나 인정하는 명작을 

바라보는 스승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대 제일의 화가로 

꼽히는 심동현을 평가절하하는 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매

화도의 대가 심동현을 비판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깔린 ‘여유로운 웃음’
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사의 진행 측면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된

다. ‘웃음’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그림 해석의 ‘개인적’, ‘체험적’ 이유를 스

승이 자신의 목소리로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의혹을 제기하는 ‘나’, ‘과거의 박지원’이 어떤 문제적 기호에 대

한 일상적인 해석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학사 이공보’는 자신의 인생 경험

을 통해 획득한 참신한 해석법을 지지하는 두 입장에 서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이미 가장 바깥의 

액자에서 나타난 바 있다. ‘사함’과 ‘박지원’의 관계가 그것이다. 

외부 액자만 보아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저 기문의 의뢰인과 피의뢰인

의 관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첫 번째 내부 액자에 나타난 ‘박
지원’과 ‘학사 이공보’의 관계로 인해, 외부 액자에 있는 사함과 박지원 두 

사람의 대립이 사실은 해석과 해석 사이의 충돌 관계임이 분명해진다. 또

한 만약 첫 번째 내부 액자만 있다면 스승의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인물간

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함보다는 더 도전적이며 지적으

로 나아 보이는 듯한 박지원도 과거로 돌아간 내부 액자 I에서는 일상적 해

석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로부터 이

런 지적 위계질서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외부 액자와 내부 액

자 간의 상동성으로 인해 확인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시켜본다면, 3)‘웃음’과 4)‘의아함’ 역시 외부 액자

에서 박지원과 사함의 대화 사이에 오간 반응 행위에 대응된다. 다만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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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움’이나 ‘의아함’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도전적 해석을 낯설어 하는 기

존의 상투적 해석의 옹호자가 달라졌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내부 액자의 이야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주제 또는 주

제적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주제의 측면에서, 박

지원이 사함에게 의미를 꽉 채워주겠다고 약속한 대상은 ‘대나무’와 ‘불이’
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부 액자에서는 ‘매화’ 또는 ‘묵매도’ 및 그 그림

을 감상한 평을 담은 시편[弁軸]이 다루어진다. 이는 단지 액자 구성의 단

순 반복을 피하기 위한 변형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제 두 번째 내부 액자, 이공보 자신의 목소리로 이끌어가는 경험담과 비

교해야 한다. 

<내부 액자 II - 1, 입구>
‘(그럴 일이) 있다네. 1)내가 예전에 이원령(李元靈, 이인상(李

麟祥, 1710~1760))과 교유할 때 한번은 비단 두루마리 하나를 보

내서 2)제갈공명 사당의 측백나무[栢]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지. 

원령이 한참 뒤에 2)전서(篆書)로 「설부(雪賦)」를 써서 돌려보냈

는데, 나는 전서를 받고 한 편으로는 기뻤지만 그 그림을 재촉했

지. 원령이 3)웃으며 말했네.

‘자네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지난번에 이미 보냈네.’
내가 4)깜짝 놀라며 말했지. 

‘지난번에 온 것은 바로 전서로 쓴 「설부」뿐이라네. 자네는 어

찌 그걸 잊고 있었나?’
원령이 3)웃으며 말했네. 

‘측백나무는 그 안에 있다네. 5)바람과 서리가 매서울 때에도 능

히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 자네가 측백나무를 보고 싶다

면, 눈에서 찾아보게.’
내가 4)이내 웃으며 대답했지. 

‘그림을 구했는데 전서가 되었군. 눈[雪]을 보고 변치 않음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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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면 측백나무에서는 멀어진 셈이니, 그대가 말하는 도는 너

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曰有之矣。1)吾初與李元靈遊。嘗遺綃一本。請2)畵孔明廟柏。

元靈良久。以2)古篆書雪賦以還。吾得篆且喜。益促其畵。元靈3)
笑曰。子未喩耶。昔已往矣。4)余驚曰。昔者來乃篆書雪賦耳。子

豈忘之耶。元靈3)笑曰。柏在其中矣。5)夫風霜刻厲。而其有能不

變者耶。子欲見柏。則求之於雪矣。4)余乃笑應曰。求畵而爲篆。

見雪而思不變。則於柏遠矣。子之爲道也不已離乎。

외부 액자와 내부 액자 I이 구조와 체계뿐 아니라 의미와 가치에 이르기

까지 전면적인 상동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내부 액자 II를 통해 한층 

강화된다. 

우선 이 액자를 이끄는 ‘나’의 내용과 실체 즉 주인이 바뀌었다. 인칭대

명사나 지시사와 같은 ‘전환사(shifter)’의 본질적인 속성은 현실 맥락이

나 현실과의 관계에서만 타당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Jakobson 1984, 43). 
「불이당기」에서 ‘余’, ‘吾’ / ‘子’, ‘君’으로 수없이 반복되는 ‘나’ / ‘너’의 

실질은 액자가 거듭되면서 계속 그 주인을 바꿔가며 채워진다. 

즉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액자의 ‘나’는 그보다 안에 있는 액자의 관점

에서 보면 ‘너’가 된다. 위 인용문, 두 번째 내부 액자를 전해 듣는 청자는 

첫 번째 액자 경험을 전달하는 ‘나’, ‘박지원’이다. 또한 이 내부 액자를 전

달하는 ‘나’는 ‘학사 이공보’이다. 첫 번째 액자 경험에서는 ‘박지원’의 스

승이면서 의미론적으로 위에 서서 ‘웃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

하는 위의 인용문, 내부 액자 II에서는 ‘사함’이나 ‘박지원’과 같이 상대의 

문제적 행위가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이다. 액자가 바뀌면서 등장

하는 4)의 ‘안타까움’이나 ‘의아함’, ‘깜짝 놀람’, ‘이내 웃음’의 반응은 의미

상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행위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각 액자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나’는 앞으로 내부 액자의 이

야기를 ‘들어서’ 그 의미를 깨달아 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야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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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다는 측면에서는 ‘화자’이지만, 내부 액자의 이야기를 전달 받는 입장이

기 때문에 ‘청자’가 되는 역설적인 존재인 셈이다. 

한편 주제 층위에서 다루는 문제적 기호 혹은 대상은 ‘제갈공명 사당의 

측백나무 그림’과 ‘전서로 쓴 「설부」’로 바뀌었다. 여기서 잠시 주제가 되

는 대상의 변화를 액자의 반복에 대응시켜 보자.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액자의 반복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조직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각 액자에서 다

루는 주제적 대상들을 중심에 놓고 볼 필요가 있다. ‘대나무 - 매화 - 측백나

무와 눈’은 한데 묶여 전통 시대의 보편적 윤리와 지향을 가리키는 기호의 

목록(paradigme)을 이룬다. 

그렇다. 이 기호들은 ‘세한삼우(歲寒三友)’를 이루는 상징 요소들이다. 

‘측백나무’는 <세한도>라는 전통적인 그림에서 ‘소나무’와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둘 중 무엇을 제시하든 상관없다. 눈[雪]과 같이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가리키는 배경에 이 세 가지 상징물은 대개 한 화면에 동시

에 배치된다. 

이런 점에서 위 표의 마지막 항목은 하나로 통한다. 대상 즉 외형과 이름

은 달라졌더라도 기호의 내포 의미는 모두 같은 것이다. ‘옮길 수 없음’은 

‘상황의 변화에도 꿋꿋하게 제 자리를 지킴’ 등처럼 비슷하게 설명, 진술될 

수 있다. 그러니 ‘이름이란 실질의 손님[名者實之賓]’이라는, 외부 액자의 

‘박지원’의 진술은 사실상 전통 시대의 윤리관을 상징하는 기호의 목록에

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의미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주제적 기호들을 선택하여 새롭게 꾸미고 구성하는 

액자 순서 외부 액자 내부 액자 I 입구 내부 액자 II 입구

행위의 종류 명명, 기문 그림(과 화제시) 그림, 전서

대상 기호 대나무 매화 측백나무, 눈

기호의 의미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 인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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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 사이의 관계도 심상치 않다. 명명과 기문은 포괄적으로 ‘글쓰기’라
는 행위로 묶인다. 이 행위는 액자가 거듭되면서 그림, 화제시(畫題詩), 서
예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행위 역시 결국 동일한 기호 목록에서 나온 

것이다. 즉 전통 시대의 대표적 예술 행위와 각종 표현 매체이라는 공통 의

미를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은 전통 시대 윤리적 가치를 실

천하고 현실 속에 그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성격도 지닌다. 가령 

매화 그림은 측백나무 그림과 같은 상징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예술적 성취물이다. 

그런데 가장 내부의 액자로 진입할 때까지 이러한 연관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각 액자의 화자 ‘나’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눈 앞의 문제 

상황에만 집중할 뿐이다. 그렇기에 의뢰한 그림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전서 

작품이 왔을 때 이공보의 반응은 가장 격렬하다[余驚]. 하지만 위 인용문이 

사실상 마지막 액자라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적 기호 

해석을 보여주는 상대방(이원령)의 이야기가 또 다른 내부 액자로 채워지

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액자가 앞선 액자들과 가장 다른 점은, ‘대나무 - 매화 - 측백나

무’ 및 ‘글쓰기 - 그림 - 서예’라는 기호들이 각 목록 내에서 서로 대체 가능

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원령이 의뢰 받은 ‘제갈공명 사당의 측백나무’ 그림을 ‘전서로 쓴 「설

부」’로 대체한 것은, 우선 측백나무라는 기호가 ‘세한삼우’라는 목록 내의 

다른 기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삼우(三友)’에는 ‘눈’이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세한삼우’ 전
체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루니 ‘눈’도 대체 가능한 기호라는 반론이 가능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눈’은 ‘세한’ 즉 배경에 대응되는 기호

이다. 지금까지 등장한 세 명의 ‘나’들과 이원령이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나무와 측백나무가 서로 대치 가능한 이유는 그 사물들의 물리적·의

미론적 본질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날이 추워지는’ 현실 세계의 변화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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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호와 해석, 기호와 

의미 사이의 수사적, 논리적 연결 맥락이 아닌 그 결과(기호 자체)만을 본

다면 늘 같은 해석과 비슷한 행동만이 반복될 뿐이다. 

또한 전서로 쓴 「설부」는 남송(南宋) 시대의 대표 시인인 사혜련(謝惠

連, 397~433)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 자체가 워낙에 유명해져서 서

예 작품으로도, 이 작품에서 구현된 화려한 연회(宴會) 상황을 형상화한 

그림으로도 수없이 재현되었다. 나아가 이런 반복된 재현 행위는 하나의 

전통을 이룬다. 이 작품이 ‘눈’이라는 기호를 동아시아적 세계관을 대변하

는 윤리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13)이다. 전통 시대 지식인들은 이 작

품을 여러 수단으로 모사하여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아왔다. 

그런데 「설부」 또는 여기서 다루는 ‘눈’은 ‘꼿꼿함’과는 정 반대의 속성

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요소는 바로 ‘세계와 현실

의 변화’이다. 추운 겨울의 정경은 물론 추위가 닥치는 계절의 변화나 이로 

인한 고립감 등과 자주 연결된다. 「설부」의 첫 부분도 이를 지적한다. 반대

로 매서운 겨울은 ‘눈’에게는 호기(好機)다. 하지만 이 겨울도 한때이므로 

곧 봄이 온다. 따뜻한 봄의 도래는 ‘눈’에게 있어서는 존재를 위협하는 상

황의 변화이다. 「설부」의 후반부는 바로 깨끗한 ‘눈’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

는 상황의 변화를 전경화시킨다. 단지 겨울이니까 세차고 매섭다는 자동적 

연관관계를 넘어서, 어떤 계절이 되었든지 모든 존재들은 변화 앞에 노출

13)  특히 「설부」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보자. 세 명의 시인이 ‘눈’에 대해 읊되, 각 

작품의 담화 구성은 비슷하게 유지한다. 시인이 바뀌면서 ‘눈’에 대한 해석은 점

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마지막 시의 마지막 부분이 ‘눈’이 지닌 윤리적 가

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흰 깃털이나 백옥도) 이 눈이 때에 따라 흥망을 함께 하는 것만 못하구나. 

/…… (눈은) 어떤 것이든 그 모양 살려주고 어디에 떨어지든 지형 따라 모양 잡

히네 / 깨끗할 때도 그럴 만할 때 그런 것이고, 더러울 때도 그럴 만할 때 그런 것

이지.” 
(白羽 …… 白玉) 未若玆雪 因時興滅 …… 値物賦象 任地班形 素因遇立

汚隨染成 (사혜련, 「설부」; 필자 재번역, 운율을 맞추기 위하여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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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지적한다. 

「불이당기」의 핵심인 내부 액자 II에서 사용된, 다양한 예술 매체와 그 

결과물, 예술적 행위 및 전거(典據)와 같은 수많은 기호들은 이렇듯 복잡

한 관계로 얽혀 있다. 여기서 이원령은 5)‘바람과 서리가 매서울 때에도 능

히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전통에 대한 무비판적 

재현과 모사의 문제를 건드린다. 그가 만약 의뢰받은 측백나무 대신 매화

나 대나무를 그렸다면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다양한 기표들이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굳이 재확인시켜주는 데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원령은 이들 기호들의 상징 의미는 ‘세한’이라는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함을 전서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자기 작

품의 의도를 언어로 바꾸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질문이 외부 액자의 ‘박지원’이 ‘사함’에게 던진 질문처럼 반어

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의 맥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대나무’나 ‘매화’와 같은 기호가 참 편리하게도 미리 주어져 있

음을 생각하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의 의도가 새삼스러워빌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외부 액자에서 박지원이 반어적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하려 

한 것(‘내가 …… 채워주겠네’)과 달리, 이원령은 이공보에게 답변을 미룬

다. 이원령의 ‘자네가 측백나무를 보고 싶다면, 눈에서 찾아보게.’라는 명

령문의 주어는 ‘자네(너)’ 즉 ‘이공보’이다. 아무리 이원령이 문제적 행위를 

통해 새롭고 참신한 기호 해석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원

령만의 해석일 따름이다. 즉 이 문장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눈에

서 찾으라’는 맥락 지시보다는, ‘자네가’ 찾으라고 하는 데 있다. 이 명령문

은 바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체험과 성찰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만들어 

가도록 이끄는 인생의 초대장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지금까지 상동 구조의 액자가 반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지원

이나 이공보가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상대방과 같이 ‘대나무’나 ‘매화’, ‘측
백나무’에 대해 가장 일반적이고도 안전한 해석만을 내렸던 사람임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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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였다. 이 안전한 해석은 경험과 성찰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한정 자기 고백만이 이어질 수도 없고, 그 고백을 

액자 속 액자로 끝없이 채워 넣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주목해야 하는 

문제적 기호는 ‘세한삼우’ 및 이를 재현하는 전통 시대의 모든 예술과 가치

관 자체라는 점이 핵심 액자에서 밝혀졌으므로, 담화 구성의 측면에서도 

이제 액자의 연쇄는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액자의 끝은, 특정한 상징 기호들 낱낱이 아니라 전통시대 예

술의 관념 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 검토라는 심각한 상황을 구축한 것이

다. 이는 이공보가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경험이 한 개인의 역사적이며 특

수한 체험을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와 깊이로 확대 심화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4. 액자 밖으로 나오기: 현실과 예술의 역전(逆轉), 그리고 일치

새로운 액자의 시작을 알리는 ‘타인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경험담’은 여

기서 끝난다. 이 사실은 이공보 자신이 주어진 문제 상황을 스스로 성찰하

고 채워가야 한다는 뜻이며, 담화 구성의 측면에서는 이제 액자 밖으로 나

가야 한다는 지표가 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액자’의 담화 구조는 액자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

다보는 ‘반성’과 ‘성찰’의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다(Turner 1996; Williams 
1998). 동시에 안팎의 액자들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한다. 즉 동일한 외부 

액자라 하더라도, 내부 액자를 통과하며 나오면서 그 시작과 끝은 질적인 

차이를 겪는다는 뜻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조신(調信)의 꿈」 기

사나 『구운몽』에서, 동일한 인간이 짧은 순간 인생 전체가 펼쳐지는 꿈을 

꾸다 깨면서 존재론적인 도약이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한 비밀은 바로 액자

라는 담화 구조 덕분이다. 

또한 액자 구성의 반성적 본질은 액자 안에서 펼쳐지는 ‘직접 경험’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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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을 둔다. 현실계의 구도자(求道者) 성진이 꿈속에서 세속적 인간 양소유

의 기나긴 삶을 직접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돈오(頓悟)의 순간을 맞이하는 

역설과도 같이, 이공보 자신도 비록 꿈이라는 형식은 아닐지라도 이에 필

적할 만한 ‘경험’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내부 액자 II - 2a>
1)얼마 뒤 내가 언간한 일로 죄를 받아 흑산도에 위리안치(圍籬

安置) 되었다네. 하루 밤낮을 꼬박 말을 급히 달려 칠백 리를 가

는 도중에, 금부도사[金吾郞]가 곧 도착해서 후명(後命)이 있을 

거라는 말이 전해지자 종들이 놀라고 두려워 울부짖었지. 1)그 때 

2)날은 차고 눈이 내리는데, 바로 그 낙목(落木)과 무너진 절벽이 

있었네. 울퉁불퉁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한번 바라보니 끝도 없

었고, 바위 앞의 늙은 나무는 가지를 고꾸라트린 것이 마른 대나

무 같았지. 내가 막 말을 세우고 도롱이를 걸치며 멀리 가리키며 

3)그 기이함을 칭찬하여 말했다네. ‘이 어찌 2)원령이 전서로 쓴 

나무가 아니겠는가?’　

<내부 액자 II - 2b> 

1) 그 뒤 위리안치되어 살 적에(……)
1)旣而余言事得罪。圍籬黑山島中。甞一日一夜疾馳七百里。

道路傳言金吾郞且至。有後命。僮僕驚怖啼泣。1)時2)天寒雨雪。

其落木崩崖。嵯砑虧蔽。一望無垠。而岩前老樹。倒垂枝若枯竹。

余方立馬。披簑3)遙指。稱奇曰。此2)豈元靈古篆樹耶。1)旣在籬

中。……

경험을 통해 액자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기호가 

바로 현재 및 미래를 나타내는 1)의 ‘旣(而)’와 ‘時’이다. 우선 이 기호들은 

‘과거’로 시작하던 앞의 액자들과 반대의 시간적 방향을 가리킨다. 즉 이제 

시간이 조금씩 앞으로 진전해 가면서 액자의 중첩 순서를 거꾸로 밟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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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나오고, 각 액자들은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이다. 현재 또는 미래의 

경험으로 인해 과거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는 과정이 펼쳐진다.  

그런 점에서 1)의 ‘얼마 뒤[旣而]’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지금

까지 이어져 온 의미론적 축적 즉 자기 시대의 예술 및 해석의 규약을 다시 

들여야 보아야 하는 책무와 관련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제 직언의 죄를 받

아 유배를 떠나는 경험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껏 살펴본 것과 같이 이공보가 자기 시대의 전통과 예

술적 규약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정신적 책무를 지고 있다면, 펼쳐

진 경험 역시 예술과 직접 관련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내용은 

예술이 아닌 냉혹한 현실뿐이다. 

이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위 인용문의 밑줄을 치지 않

은 부분들이다. 옛 시절에 섬으로 유배를 간다는 것은 사형과도 같은 무게

를 지닌다. 유배를 떠날 때 멀쩡한 몸으로 보내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몸으

로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길을 떠나는 길 위에서 대부분 

죽기 십상이다. 700리길(약 280킬로미터)을 하루 종일 달려갔다는 사실 역

시 유배의 명령이 너무도 엄중하였다14)는 뜻이다. 겨우 살아서 섬까지 간

다 해도, 섬 생활 자체나 위리안치라는 조선만의 특수한 형벌제도는 세상

과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한다. 

너무나도 덤덤한 서술 뒤에 이어지는 상황은 이 길이 ‘죽음’과 동일하다

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여기서 ‘후명(後命)’은 귀양살이 하는 이에

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다. 아마도 이 소식은 맥락상 오보일 가능성이 높지

14)  이공보가 먼 길을 하루 종일 달려가도록 하령(下令)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다. 다

만 영조가 그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상소를 올린 당시의 또 다른 언관이었던 

정언(正言) 이명환(李明煥)도 귀양 보내라 하면서, ‘이틀 갈 길을 하루에 가도록’ 
명했다는 기사가 실록에 보인다.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이들까지도 이런 식의 처

벌을 내릴 정도로 엄혹한 시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1753) 3월 20일 병자(丙子) 2번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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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이 소식은 죽음의 길을 가는 

이에게 그 죽음이 실체로서 바짝 다가오는 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 

것 이외에는 아무 뜻도 아니다. 

흔히 ‘바닥을 친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체험도 ‘생명’과 ‘죽음’의 기

로만큼의 무게가 나가는 것은 없다. 그러니 이공보가 겪은 체험은 앞선 액

자들에서 ‘예전에’ 그랬다며 전해 주는 체험을 모두 아우르는 인생의 핵심

이자 근원이다. 

바로 여기서 서사적 진행 시간이 멈춘다. 두 번째 1)의 ‘時’라는 기호는 

대개 ‘그 때’로 해석되지만, 이는 서사적 흐름을 멈추고 사태를 들여다본다

는 뜻이다. 즉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켜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하도록 만

든다. ‘於是’, ‘方’ 등과 같은 대체 가능한 기호가 있음에도 현재성을 직접

적으로 드러내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이공보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한 

장면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날은 차고 눈이 내리는데, 바로 그 낙목과 무너진 절벽이 있었[天寒雨

雪。其落木崩崖。嵯砑虧蔽]’다는 2)의 장면 묘사를 액자 바깥에 서 있는 사

함, 박지원 등의 독자들과 함께 들여다보자. 이원령이 과거 <내부 액자 II – 
1>에서 언급한 5)‘바람과 서리가 매서울 때[風霜刻厲]’에 상응하는 배경, 

‘날은 차고 눈이 내리는[天寒雨雪]’ 시공간 안에 이공보가 서 있다. 이원령

의 표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세한삼우’라는 관습적 이미지의 근본 장면, 

‘세한’이 현실로 구현된 것이다. 

특히 그가 이 순간을 하나의 ‘장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2)에 포

함된 ‘一望’이라는 기호로부터 추리 가능하다. ‘一望’은 ‘한 번 바라보다’
와 같이 먼 곳을 향해 눈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곧장 해석하면 ‘한 눈

에 바라봄’이다. 즉 이공보는 바로 이 순간을 하나의 ‘장면’, 또는 ‘화면’으
로서, 시간적 상황과 공간적 배치 그리고 그 안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자리 

잡은 대상물들의 전체 체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 화면 속에 서 있는 나무를 일반 명사로 제시하지 않고 ‘그 낙목

[其落木]’이라고 한 데서 그 해석적 의미가 깊어진다. 처음 보는 나무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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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예전에 알던 나무처럼, 구체적으로 ‘그 낙목’이라고 지칭한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그 장면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라는 

지칭사가 어디에 대응되는지, 그리고 이 장면이 비록 우연한 사실이라 하

더라도 가치와 의미가 실린 현실임을 이공보는 금세 알아차린다. 

인용문에서 두 번째로 지적한 2)의 ‘원령이 전서로 쓴 나무’는 표면적으

로는 사실과 어긋난 진술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이원령은 「설부」라는 문

학작품을 전서로 써서 주었지 의뢰 받은 ‘측백나무’를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원령이 ‘대나무 - 매화 - 측백나무’ 및 그 배경이 되는 ‘눈’
을 포함한 ‘세한삼우’라는 전체 체계를 조망했기 때문에 그림이든 전서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공보의 ‘一望’이라는 행위 역시 이제 낱낱의 기

호가 아닌 ‘체계’를 보는 눈과도 대응된다. 더구나 ‘그 나무’는 아예 어떤 

종류인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원

령이 과거에 ‘측백나무를 보고 싶다면, 눈 속에서 찾아보게[子欲見柏。則

求之於雪矣]’라고 내린 명령은 이제 전통 예술 체계뿐 아니라 삶과 예술 

전체로까지 확대된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연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이 ‘장면’ 자체가 ‘세한삼

우’라는 예술 체계의 실제적인 현현(顯現)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즉 

예술 체험과 현실 체험은 본질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그 자체

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작품이라는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가 

살아보는 체험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작품 밖에서 이

를 바라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서 있는 현실 세계를 재구성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한다(Poulet 1972). 현실 경험도 마찬가지다. 분명 이 엄

혹한 죽음의 현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닌 의미

나 가치는 한 걸음 떨어져 하나의 장면으로 ‘바라보아야[望]’ 비로소 와 닿

는다. 이렇게 보면 이공보의 이 체험은 액자 구조의 본질 중 하나인 반성성

과 내적 성찰이 이미지와 언어로 구체화되는 순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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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액자 II – 2b>
1)그 뒤 위리안치되어 살 적에 매캐한 안개는 침침하게 끼고 살

무사며 지네가 이리저리 뒤엉켜 괴로움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

지. 어떤 밤에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요동치는 것이 벼락이나 우

레가 일어나듯 하였는데, 종들은 모두 얼이 빠져 토하고 아찔해 

하던 중에 나는 이런 2)노래를 지어 불렀네. 

‘남해의 산호가 끊어진들 어떠리 / 다만 오늘 밤 옥루(玉樓)가 

추울까 싶노라’
<내부 액자 II – 1, 출구>
원령이 편지로 이런 말을 알려왔더군. 

‘근래에 2)「산호곡(珊瑚曲)」을 얻어 보니 간곡하지만 상하지 않

았고,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뜻이 없으니, 능히 환란에 잘 대처하

고 있구려. 1)지난날 족하가 2)측백나무 그림을 바랐는데, 족하 또

한 그림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오. 족하가 1)떠난 뒤에도 측

백나무 몇 십 본(本)이 서울[京師]에 남아 있지만, 모두가 도화서

의 화원들이 몽당붓으로 돌아가며 베낀 것이라오. 그런데 그 튼

튼한 줄기의 곧고 강한 기운은 늠름해서 범할 수 없고, 가지와 잎

은 또 어찌 그리 무성한지요.’
나도 모르게 3)웃으며 말했다네. 

‘원령은 2)몰골도(沒骨圖)라고 할 만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 

사물을 본뜨는 데 있지만은 않구나.’
나(박지원)도 4)웃었지. 

<내부 액자 I – 출구> 

1)그 뒤에 이학사께서 돌아가시고, ······

1)旣在籬中。瘴霧昏昏。蝮蛇蜈蚣。糾結枕茵。爲害不測。一夜大

風振海。如作霹靂。從人皆奪魄嘔眩。余2)作歌曰。南海珊瑚折奈

何。秪恐今宵玉樓寒。元靈書報近得2)珊瑚曲。婉而不傷。無怨悔

之意。庶幾其能處患也。1)曩時足下甞求2)畵柏。而足下亦可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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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爲畫耳。足下1)去後。柏數十本留在京師。皆曹吏輩禿筆傳寫。

然其勁榦直氣。凜然不可犯。而枝葉扶踈。何其盛也。3)余不覺失

笑曰。元靈可謂2)沒骨圖。由是觀之。善畫不在肖其物而已。4)余
亦笑。1)旣而學士歿。……

만약 이공보가 눈발이 흩날리는 아찔한 절벽을 현실의 변화로, 거기에 

위태로이 서 있는 낙목을 자신의 처지로 해석했다면, 스스로를 대단한 사

람이라고 공언하는 셈이 되고 만다. 사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공보의 

처지나 주변 현실일 뿐이지, 이공보의 전(全) 인격은 아직 아니기 때문이

다. 전인적 변화 역시 스스로의 행위와 체험으로써 입증해야 한다. 

이공보가 그 ‘세한삼우’의 현실 장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해석해 냈다

면, 그것은 그의 삶과 태도로만 확인될 것이다. 깨달음이든 회심이든 삶의 

변화는 말이나 생각이 아닌 앞으로의 변화된 행보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지속되느냐로 입증되기 마련이다. 이는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해당하며, 

그것을 알려주는 기호가 위의 액자 초입의 ‘그 뒤[旣而]’이다. 즉 혹시 살

아서 섬에 가더라도 그 생활은 사실 삶이 아닌 죽음의 지속이다. 조금 뒤에 

정말로 길 위에서 사약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그 

나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전에 이원령이 말한 ‘바
람과 서리가 매서울 때에도 능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

한 전 인격을 바친 답변이다.  

바로 이 답변의 속살, 그 실체가 위 인용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나 

진배없는 섬 생활 중에 그가 ‘변하지 않는’ 태도로 대응한 결과물이 바로 2)
의 ‘노래’ 또는 ‘시(詩)’라는 예술작품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온통 상투

적 표현으로만 이루어진 이 시가 단순히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내용이 아님에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공보의 시에 대한 이원령의 평가적 진술이

다. 그가 이공보에게 ‘환란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편지로 말한 것은 ‘변하

지 않음’에 대응한다. 그러나 그 태도의 실질적 내용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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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하지 않음’이 말 그대로 죽음을 불사하면

서도 신념을 지키는 꼿꼿한 태도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

지를 부리거나 융통성 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의 삶 전체를 두고 보아야만 신념을 지키고 변하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입으로 이러저러하게 해명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입장’일 뿐 객관적 평가가 아니다. 

이를 고려해야 2)「산호곡」에 대해 ‘간곡(간절)하지만 상하지 않았고, 원

망하거나 후회하는 뜻이 없다[婉而不傷。無怨悔之意]’고 해석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진술에는 분명한 전거가 있다. 바로 『논어』와 『중용(中庸)』
을 한데 엮은 것이다. 전반부는 『시경(詩經)』 「관저(關雎)」 편에 대한 공

자의 해석 중 ‘슬퍼하되 상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哀而不傷]’에서 비롯

되었다. 후반부는 『중용』 14장 등15)에서 나온 것이다. 전자는 시를, 후자

는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이공보의 「산호곡」에 대

한 이원령의 해석으로 수렴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삶과 예술의 일치를 그

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 평가적 문장 후반부의 『중용』 인용은 원문 전체 맥락 중 첫 부

분16)을 이해해야 왜 이런 해석이 내려졌는지 알 수 있다. 이 장은 특히 빈

천(貧賤)에 주목하여, 그럴 경우 상황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기 쉽다는 일

반적 사실을 지적하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과 비슷한 논리 구조는 

사서(四書)에서 수없이 반복된다. 

물론 전통 시대 문인과 지식인 대부분이 이런 때에도 임금과 나라 걱정

15) 『중용』의 이 장은 『논어』 「헌문(憲問)」 11장과 연결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이 

없기는 쉽다.’”
  子曰 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

16)  군자는 처한 위치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귀에 처하면 부

귀한 대로, 빈천에 처하면 빈천한 대로 처하며 ……

君子 素其位而行 不願乎其外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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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예는 많았다. 귀양객 주제에 임금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

다. 하지만 이공보의 이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임금이 자신의 간언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묵묵히 받아들이

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조를 특별히 사랑해서만은 

아니다. 아무리 임금이라 해도 논리의 세계에서는 사실 대등한 관계다. 권

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논리와 윤리로 임금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가 바로 언관17)이었다. 

그러므로 이공보가 끝까지 지킨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언관으로서

의 책임의식이었다. 물론 그가 생각을 바꾸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귀양을 가면서 자기 입장을 고집하거나 해명하지도 않았고, 

잘못했다고 읍소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것이 정말 옳은 말이었는지도 역사

가 평가할 몫이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결과를 달게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 ‘옥루(玉樓) = 군주(君主)’라는 아주 상투적이고 도식적인 기호

가 사용된다고 해서 이를 또 상투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텍스트 바깥

의 현실 맥락을 위시한 그의 삶 전체를 두고 보아야 이 새로울 것도 없는 

시가 이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에서 든 전거들이 당대의 지식 문화 공동체 안에서는 투명하게 

소통이 될 만큼 익숙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익

17)  <내부 액자 II – 2a> 부분에서 그저 ‘언간한 일로 죄를 받았다’고만 하였지만, 실

제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는 텍스트 밖의 맥락을 참고해야 한다. 

이공보는 1749년(영조25)에 장원한 직후부터 언관의 직책만 두루 거치다, 1752
년 영조의 탕평책에 제동을 거는 상소를 올린 죄로 귀양을 떠났다. 탕평책 자체

로는 오늘날 평가가 분분하지만, 실록의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영조의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이공보를 아끼고 신뢰하는 본심과 달리 순간적으로 과한 벌을 

내린 것은 사실인 듯하다. 유배 다음 해인 1753년 육지로 이송되어 해배(解配)에 

이르는 기간이 다소 짧고, 해배 직후(1755년) 이공보가 다시 언관 및 사관으로서

의 요직으로만 제수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영조실록』 1749~1755년 사이에 기록된 이양천(이공보) 관련 기사들은 그의 등

용에서부터 유배, 해배 및 재등용의 과정으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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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함이 우리 삶을 자동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상투적 전거를 굳이 다시 드

는 이원령의 진술은, 체험에 기반한 새로운 해석적 발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텍스트 내적으로는 앞선 액자들에서 반복 확인되는, 예술이

나 예술 체험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습관적인 해석 행위들을 모두 겨냥한 

진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부 액자 II의 입구로 되돌아가 그 당시(‘지난날’) 이공보가 구

했던 측백나무 그림과 ‘이공보가 떠난 지금[去後]’의 화단(畫壇)이 서로 마

주보며 의미상 연결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는 담화 구성의 층위에서 

이공보가 ‘웃으며’ 대했던 심동현(심사정)의 매화도, 더 나아가 ‘사함’이 갖

고 싶어했던 ‘대나무’의 상징까지 아우르게 된다. 액자의 반성성은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다. 

이 반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편지를 받은 뒤 짓는 이공보의 

3)‘웃음’, 그것도 ‘실소(失笑)이다. 일차적으로는 측백나무 그림을 구했던 

과거의 자신을 향한 웃음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통해 예

술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깨달음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깨달음의 

웃음 뒤에 언급되는 ‘몰골도(沒骨圖)’의 의미를, 경계선 없이 형태를 이루

는 수묵화의 새로운 화법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짓기 어렵다. 

사실 세 번째로 나타난 3)의 ‘원령은 몰골도라고 할 만하다[元靈可謂沒

骨圖]’라는 평가적 진술의 통사는 어딘가 이상하다. 몰골도를 잘 구사한다

거나 그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하지 않았다. 이 문장의 ‘可謂’가 앞뒤의 기

호를 의미론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기본

적으로 ‘말하자면’ 정도의 뜻이지만, 여기에 감탄의 어조가 개입하여 ‘참으

로’, ‘과연’이라는 뜻으로서 앞뒤의 기호들을 가치론적으로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술과 삶에 대한 성찰을 얻은 이공보의 입장에서 보면 ‘원령=몰골도’의 

도식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좋은 그림은 그 사물을 본뜨는 

데 있지만은 않구나[善畫不在肖其物而已]’라는 진술은, 현실이 때로는 

예술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체험이 있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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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부 액자 II-1의 출구와 내부 액자 I의 출구는 사실 그 경계가 모

호하다. 이원령의 편지를 읽으며 짓는 웃음은, 시간적 지표 없이도 자연스

럽게 다음 액자로 번진다. 인용문 4)의 ‘나도 웃었지’의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박지원 자신이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덧 다시 처음의 현장

(내부 액자 I)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다. 아직 나이가 어린 박지원18)은 비록 

직접 체험은 아닐지라도 이 핵심 액자가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

이 알았기에 웃음을 짓는다. 내부 액자 I의 입구에서 ‘그림이 사물과 닮았

다면 솜씨가 뛰어’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웃음이 ‘어렴풋한’ 깨달음이라는 증거는 바로 다음에 나온다. 

<내부 액자 I – 출구> 

1)그 뒤에 이학사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그 분의 2)시문(詩文)을 

엮다가 귀양지에서 형님께 보낸 2)편지를 보게 되었다네. 

‘근래 어떤 이의 편지를 접하였는데, 저를 위해 요직에 있는 자

[當路者]에게 죄를 풀어달라 하고 싶어 한답니다. 어쩌면 이리도 

저를 가볍게 대하는지요. 비록 바다에서 썩어 죽더라도 저는 원

치 않습니다.’
내가 편지를 들고 3)슬피 탄식하며 말했네. 

‘이학사께서는 참으로 2)눈 속의 측백나무로구나. 선비란 곤궁

해진 뒤에 평소의 뜻[素志]을 볼 수 있으니, 근심스러운 해악과 

걱정스러운 곤액도 그 지조를 바꾸지 못하며 고고하게 홀로 서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자임을, 어찌 (가)날이 추워진 뒤에 볼 수 있

지 않겠는가?’
1)지금 우리 사함은 성품이 대나무를 좋아한다. 아아, 사함아, 

그대는 진정 대나무를 아는 사람인가? (가)날이 추워진 뒤에 내 

18)  1716년생 이공보와 1737년생 박지원은 처삼촌과 조카사위의 관계이면서, 박지

원의 지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을 당시 박지원은 채 스무살도 되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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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대의 집에 오르고 그대의 동산을 거닐어 본다면 눈 속에서 

대나무를 볼 수 있게 될까?”
1)旣而學士歿。余爲編2)其詩文。得其在謫中所與兄書。以爲

近接某人書。欲爲吾求解於當塗者。何待我薄也。雖腐死海中。

吾不爲也。吾持書3)傷歎曰。李學士眞2)雪中柏耳。士竆然後

見素志。患害愍厄而不改其操。高孤特立而不屈其志者。豈非

可見於(가)歲寒者耶。1)今吾士涵性愛竹。嗚呼士涵。其眞知竹

者耶。(가)歲寒然後。吾且登君之軒而涉君之園。看竹於雪中

可乎。

전과는 달리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간 웃음으로 액자 사이의 경계가 모

호해지는가 싶을 때, 다시 이 순간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시간 지표가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1)의 ‘그 뒤[旣而]’라는 지표 기호가 심상치 않다. 

물론 액자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공보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본 박지원의 성찰의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깊다. 특히 텍스

트 밖의 현실 정보를 감안하여 ‘그 뒤’라는 전환사의 실체를 ‘채워보면’ 그 

의미는 깊어진다. 여기서 내부 액자 I의 도입부를 다시 보자.

1)예전에 학사 이공보 어른께서 (나)한가로이 지내시며 매화시

를 지었는데……

1)曩李學士功甫。(나)閒居爲梅花詩。…… 

시간적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전체 구조로 보면 이공보의 죽음 이

후의 사건은 앞서 살펴보았던 내부 액자 I의 입구인 위 인용문과 마주본다. 

이와 동시에 액자 밖으로 나오며 이전의 액자가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되는 

반복 구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1)‘예전’은 사실 이공보의 죽음이 멀지 않은 어느 때다. 이공보는 

1755년 해배된 직후 세자시강원의 필선(弼善)으로 제수되었는데, 약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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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유배 생활이 건강에 영향을 주어 그 해 9~11월 사이에 벼슬을 관두

고 지내다 만 39세로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박지원의 수학시절 상당

한 지적 영향을 끼친 스승으로서, 그의 처삼촌이기도 했다. 박지원은 16세

인 1752년에 장가드는 동시에 장인과 처삼촌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해

는 바로 이공보가 귀양을 떠난 시기와 겹친다. 사실상 가르침을 받은 시기

는 몇 개월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다시 인용한 (나)의 ‘閒居’는 ‘심심함’, ‘일없음’ 의
미가 아니라,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지내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나 스승과의 인연을 ‘사함’에게 전달해 주는 관점에서는, ‘閒居’라
는 상태를 재해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공보가 죽음을 앞둔 시기를 가리

키기 때문이다. 퇴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였으니, 한거하던 시

기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런 상황

에서 다소 젊은 나이에 그 모든 영욕의 세월을 거친 이공보의 지평과 관점

으로 당대 매화도의 대가인 심동현의 그림이 어떻게 보였을지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박지원 자신이 2)의 고인의 작품(‘시문’)을 엮으며 읽은 편지는, 말

로만 전해 들었던 내부 액자들의 진실을 직접 확인, 경험하는 기회이다. 비

록 직접 청탁한 일이 아니라 해도, 만약 그 상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어찌되

었든 애초에 언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서도 이공보

는 자신이 행한 언간의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언

간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상황은 자신이 초래한 것이고, 또한 

충분히 그 결과를 알고서 당시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원망뿐 아니라 현실을 

타개할 부탁이나 기대는 필요 없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은 박지원의 반응이 앞선 액자와 같이 ‘웃음’이 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 전에는 스승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같이 

웃었지만, 사실 스승의 그 웃음은 처절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이 깔려 있었

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즉 바로 몇 개월 전에 유배생활의 곤

궁함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음에도 그것은 말 그대로 ‘전해들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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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처럼 액자 밖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고인이 죽음과도 같

은 유배 생활에서 쓴 편지를 고인의 죽음 뒤 읽는 박지원 자신의 체험을 통

해서만 의미와 가치가 ‘채워진다.’ 
박지원의 깨달음은 통사의 층위에서도 실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는 

단지 (가)의 『논어』 ‘세한장’19) 인용 때문만은 아니다. ‘이 학사께서는 참

으로 눈 속의 측백나무로구나[李學士眞雪中柏耳]’라는 박지원의 탄식은 

바로 앞 액자의 ‘원령은 몰골도라고 할 만하다[元靈可謂沒骨圖]’의 구조

와 같다. ‘可謂[참으로, 과연]’의 어조상 의미가 ‘眞’으로 대체되고 구체화

된 것뿐이다. 그리하여 이원령과 이공보의 깨달음은 단순히 자기 시대의 

삶과 예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넘어서, 그 자신의 삶이 예술과 일치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가장 처음의 상황, 바깥 액자로 되돌

아와 ‘사함’을 돌아보며 던지는 마지막 질문의 무게는 처음과 같을 수 없

다. 여기서 반어적 질문이 두 번이나 반복되며 끝을 맺는 구성 형태는 질문

의 답을 앞으로의 인생에서 스스로 채워가라는 격려와 당부의 의미로 읽힌

다. 너의 지적 수준이 낮으니 내가 알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

선 ‘우리 사함[吾士涵]’이라는 친근한 호칭에서 확인된다. 

또한 박지원이나 이공보도 자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액자 속 이야

기를 통해 스스로 고백하였다. 나에게는 한없이 존경스러운 스승도 사실은 

한 인간으로서 그저 귀로 듣고 배워서 알았던 익숙한 세계가 낯설어지는 

1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듦을 뒤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凋)也(『논어』 「자한

(子罕)」 27)
여기서 밑줄 친 ‘後彫’는 어색해도 직역해야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소

나무와 측백나무는 상록수로서 시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의역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공자가 지적한 것은 이 나무들을 계절의 변화 속에서 보아야 그 지

극히 당연한 자연적 속성으로부터 윤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장의 전문(傳文)에도 이미 이런 해석의 단초가 제시되었다. 조경은(2015)의 「<
세한도(歲寒圖)> 발문의 대화적 소통 상황 연구」를 참고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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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한 체험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그 체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바

로 그 점에서, 잘 알려진 평범하고 투명한 기호로 자호나 당호를 삼는다 해

도 비웃거나 책망할 것은 아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생애를 건 체험으

로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고유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함’에게 ‘날이 추워지는’ 때가 온다면 오히려 반길 일이다. 그 때에야 ‘사
함’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합당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불이당기」도 일반적인 기문 글쓰기와 목적은 같다. 즉 문제적 행위나 

해석에 내재한 개성적인 의미를 단계적으로 논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논

증은 비록 기존의 상식적 해석과 참신한 해석을 대면시킨다 해도, 구체적 

대상을 추상적 차원에 놓은 뒤 정교한 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검토하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불이당기」의 액자 구

성은 담화 형태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추상에 기반한 논증과 구체적 이미

지의 유의미한 재조합을 본질로 하는 문학적 글쓰기간의 상관성에 있어서

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불이당기」의 액자 구성은 논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자아

낸다. 외부 액자의 화자가 내부 액자에서는 청자가 되는 변화가 반복되면

서,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러 목소리의 주인들이 함께 내부 액자를 들여다

보도록 초대한다. 특히 내 · 외부의 액자가 같은 인물의 과거와 현재, 미

래로 연결되면서, 이 텍스트 바깥의 독자까지도 한 인간의 내면적 성장 과

정에 동참하는 동시에 이를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둘째, 「불이당기」가 다루는 주제는 액자가 거듭되면서 전통 시대의 예

술적 행위와 그 해석의 문제를 아우르는 거대한 구조까지 확대된다. 문인

화와 같은 전통 시대의 예술은, ‘군자’의 핵심 가치 즉 ‘부단한 자기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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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덕목을 창작과 감상 행위로 실천하는 지식인의 사명이기도 했다. 

그런데 성찰이란 기본적으로 ‘바라봄’의 의미로서, 현재의 구체적 경험을 

뛰어넘는 관점과 지평의 확보가 필수다. 액자 구성은 ‘성찰’이라는 내적 

행위를 언어를 통해 구체화시킨다. 단순 반복과 모사에 그쳐버린 동시대

의 예술과 「불이당기」의 여러 인물들의 깨달음에는 이러한 본질적 차이

가 내재해 있다. 

셋째, 「불이당기」의 액자 구성은 각 액자의 화자들이 생생한 자신의 경

험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채워가는 터전이라는 데 가장 큰 특질이 있다. 이

는 ‘예술적 체험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결, 확장되어, 텍스

트 바깥에 서 있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박이문 

2006; Danto 2008). 텍스트 안의 인물들은 서로 긴밀한 사회적, 인간적 관

계를 맺고 있으며, 액자마다 사실 정보를 압축한 기호들을 의미 있게 배치

하면서 인물의 관계와 역사적 사실 및 동시대의 예술적 관습을 재구성한

다. 이는 「불이당기」의 독서 과정에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는 뜻이기도 하다. 인물의 생애나 전거와 같은 텍스트 밖의 여러 다양한 정

보를 직접 찾아 읽고, 이 정보들이 어떻게 「불이당기」에 적용되는지를 거

듭 해석해야만 인물들의 문제적 행위가 어떤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이 화려하고 잎이 무성한 매화나 측백나무도, 반대로 말라비틀어진 기

괴한 소나무도 모두 문인화의 전통에서는 사실이 아닌 정신세계의 모사라

는 점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원령과 이공보의 경험담

이 앙상한 소나무 그림을 칭송하려는 뜻이 아님도 이제 알게 되었다. 이 텍

스트에서 반복되는 질문들은, 결국 문인화 및 전통 시대의 예술 규약에 대

한 오늘날 우리의 해석조차도 언젠가는 낯설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현재 진

행형의 질문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거리두기는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실천적 행위다. 「불이당기」는 이렇듯 

거리두기와 직접 체험이 한데 어우러진 액자 구성을 통해, 예술적 체험과 

그 소통의 문제가 창작자뿐 아니라 해석자, 독자들의 전 인격적인 투신(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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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 아래 이루어져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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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Ji-Won(朴趾源)’s 不移堂記(A Monumental Document 
for the Hall of No-Defection) and the Rhetoric of Filling:
in terms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raming structure 

and artistic experience

Cho, Kyeong-Eun (Sogang Univ.)

By a close reading of Park, Ji-Won (朴趾源)’s 不移堂記 (A Monumental 
Document for the Hall of No-Defection) one will notic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hematics and the distinctive discursive structure which this text 
seems to involve. I aimed to investigate the textual conditions showing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a proper name and its substance, signifying a 
new house or a pen name, corresponding to its form of frame and the theme; 
it had already been known as the structural isomorphism.

The repeating construction of the narrative frames in 不移堂記 brings 
about the rhetorical effects very strongly which strengthen and harden 
the argumentative foundation that is the nature of writing of traditional 
monumental documents in Far East. As the new frame is presented again 
and again in this text, we, the readers, could identify a character’s whole life 
progressing forward the growth of his whole person. Here, the function of the 
framing structure invites us to join his journey of life and to gaze at it from 
the critical distance. 

On the aspect of the thematic horizon, 不移堂記 widens its basic issue, 
which has begun from concrete artistic symbols and conventions, as far as it 
includes the whole artistic act and the value system in the tradition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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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frame-serial, we can appreciate that the various symbolic signs and 
codes often employed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traditional liberal arts, 
and the serious interpretive matters in the intellectual community, such as a 
black-and-white painting by a noble man, has been evolving into the whole 
system of the art and hermeneutics lying in the traditional world. 

In particular, the narrators in each frame show that they turn the 
conventional code and interpretation into their own intrinsic meaning through 
the thorough reforming of character by their own experience; it designates 
the procession of inserting a frame into another frame, on the phase of the 
isomorphic structure. This reflexive usage of framing takes the inner process 
of self-reflection to the concrete linguistic and discursive form, by the act of 
art producing as the core virtue of a noble man (君子). 

Therefore, through the framing structure of interactions between the 
critical distance and the life experience of reforming, 不移堂記 represents 
the problem of artistic appreci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at it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devotion of entire lives of the interpreter, the reader as 
well as the artistic creator.

주제어: 박지원(朴趾源), 「불이당기(不移堂記)」, 기문(記文), 명명(命名), 세한

삼우도(歲寒三友圖), 문인화(文人畵), 액자, 구조적 상동성, 반성성

Key Words: Park, Ji-Won(朴趾源), A Monumental Document for the Hall of No-

Defection(不移堂記), writing of the monumental document, naming, a 

painting of the three symbolic friends on a windy day(歲寒三友圖), frame, 

structural isomorphism, reflexivity

논문투고일 : 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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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사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 본회는 한국수사학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목적

제 1조 :  본회는 수사학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지 발간

2. 연구발표회, 초청 강연, 공동 연구, 강독회, 공개강좌

3. 교재, 사전, 연구 도서의 발간

4. 국제 수사학회와의 교류

5. 연구 문헌 수집 및 서지 정보 정리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제 3장 회원

제 1조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정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전임교수와 박사학위 소

지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

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한

다. 단, 수사학 관련 실무분야(교육, 언론, 출판)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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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2.  정회원 가운데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들은 이사회

의 결의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평생 회비에 관해서는 이

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학생회원은 수사학에 관심 있는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

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

해야한다.

4.  명예회원은 수사학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이들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2조 :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일정액의 입회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학생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제외한 여타 정회원의 모든 권한

을 가지며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5.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

원 자격과 권리가 일시 정지되며, 3년 연속 회비 미납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회비의 액수

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

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제명 요구는 이사회의 제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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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총회

제 1조 :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

다.

1. 회장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 2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

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3조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장 임원

제 1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약간 명 

3. 윤리위원장 1명

4. 부회장 약간 명

5. 이사 및 간사 40명 내외

6.  감사 1명

제 2조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조 : 윤리위원장은 전임회장이 맡으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 4조 :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로 한다.

제 5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각종 행사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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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6조 :  이사 중에 총무, 편집, 기획, 학술, 정보, 교육, 재무, 국제 협력, 

섭외 이사 등을 둔다. 

제 7조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일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이사회

제 1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조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 심의, 의결, 집

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 3조 :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 7장 편집위원회

제 1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이사회 또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

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2조 :  편집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 규정에 따르고 편집위원들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나 연임이 가능하다.

제 3조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회 이사회에 보고 후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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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4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의 발의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조 :  편집간사는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편집관련 실

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 8장 자산 및 회계

제 1조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 입회비 - 1만원, 정회원 - 3만원,

  학생회원 - 1만원, 평생회비 - 30만원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4. 학회 사업 수익금.

제 2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 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 후 감사의 감사를 거

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부칙

제 1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조 :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발효한다.

제 3조 :  창립총회 및 1기 이사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임기 및 예산 집행을 보장한다.

제 4조 : 본 회칙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제 5조 :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 6조 : 본 회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1.17. 제정

2014.03.31.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

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  1. 연구의 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2.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표절’ 행위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

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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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

위

제 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

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2인은 총무이사와 편집이사

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임기

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

다.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

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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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

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

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

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

다.

제 8조 조사활동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

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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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

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

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
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4. 관련 증거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

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③  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

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

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11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무



177한국수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효 및 투고제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10조 ③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자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 12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학회·회원 소식

1. 한국수사학회 <수사학> 등재학술지 재선정

2.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2018년 신규 보

급 기관 선정

3. 한국수사학회 제9대 회장 이상철 교수 (성균관대) 선출

감사 안인경 교수 (한국외대) 선출  

4. 한국수사학회 2018년 추계 정기 학술대회 개최 

·일시 : 12월 1일 (토), 오후 1시 ~ 6시20분

·장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8동 301호

·주최 : 한국수사학회

·주관 :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연구소

·주제 : 예술(기예)의 수사학

< 일 정 >   

개회사 : 하병학 (한국수사학회 회장, 가톨릭대)
환영사 : 배철현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연구소장)
기조강연 : 전성기(고려대 명예교수) 
제목 : 화쟁선(禪) 혹은 선(禪)으로서의 화쟁

발표 1 : 박정호 (서울대) 

제목 : 엘 그레코 회화에 나타나는 서명의 수사학

토론 : 안재원 (서울대)

세션 1 : 사회 - 김헌 (서울대)

개회식 및 기조강연 : 사회 - 조원형 (서울대)  

| 1:00-1:10 |

| 1:10-1:35 |

| 1:40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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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 이재원 (한국외대) 
제목 : 미술과 수사학 - 알베르티 회화론을 중심으로 

토론 : 원준식 (대전대)

발표 3 : 김영옥 (한국외대) 
제목 : 설득의 드라마, 플라톤의 『크리톤』의 수사적 전략

토론 : 손윤락 (동국대)

발표 4 : 나민구 (한국외대)
제목 : 우주를 향한 음악 수사학 - Voyager Golden Record의 

메시지

토론 : 김남식 (과학문화재단 KAOS), 유주환 (서울코뮤니타

스 앙상블)
발표 5 : 김종영 (서울대) 
제목 : 음악 수사학 - 슈베르트의 ‘물레잣는 그레트헨’을 중

심으로

토론 : 안인경 (한국외대), 강철 (서울시립대)

| 2:20-3:00 |

| 3:15-3:55 |

| 3:55-4:40 |

| 4:40-5:25 |

세션 2 : 사회 - 전종윤 (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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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 학회 현황 보고, 감사 보고, 차기회장 선출 

폐회사 : 나민구 (한국수사학회 부회장) 

| 5:35-6:30 |

폐회식 및 총회 : 사회 - 정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회 규정

2004.02.05 제정

2004.09.1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7.10.17 개정

제 1 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수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수사학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수사학』 발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및 학회지 

게재논문의 심사와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독립적으로 운영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내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회원 가운데 수사학 연구자를 전문가들로 구

성한다. 편집위원은 탁월한 학술연구성과, 지역대표성, 경력을 갖

춘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조 (임기)

1.  편집위원의 임기는 이사회 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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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길 경우 즉시 새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직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선정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본 학회가 주관하는 번역서와 연구서 및 교재 등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 5 조 (학회지 투고)

1. 학회지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

를 결정한다.

3) 학술논문 이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투고 원고의 요건

1)  학술논문, 국내외 신간 서평, 번역서평, 국제 학술대회 보고, 새

로운 강의 개발에 관한 제언 등 수사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원고를 기고할 수 있다.

2)  본 학회지에 공고되어 있는 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 접

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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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원고는 검토대상에서 제

외한다.

4) 학술논문의 경우 동일 호에 1인 1편만 투고할 수 있다. 

제 6조 (편집회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2회의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

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1.  제1차 정시 편집회의는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 및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 사항을 논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2.  제2차 정시 편집회의는 논문심사를 종합하고 게재, 게재불가 논

문을 판정한다. 또한 수정 후 게재 및 재심사 논문을 처리하고 다

음 호 논문 발행에 관한 전반 사항을 논의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 7 조 (논문심사 및 게재)

학회지 게재논문은 두 단계의 심사평가 절차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

사와 평가를 해야 한다.

2.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판정하여 의결한다.

제 8 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의뢰)

1.  제 1차 편집회의에서 편집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

정,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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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은 각 논문주제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본 학회회원 가

운데 위촉한다. 단 학회회원 가운데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은 각 논문마다 3인을 

위촉하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4.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여하지 않도

록 한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명을 받아 본 학회 편집위원회 제 9

조 2항의 심사 기준을 명시한 통일된 논문심사양식을 각 심사위원

들에게 발송한다.

6.  심사의뢰 시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에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

처를 취한다.

제 9 조 (심사 및 평가)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심사기준에 따라 객

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2. 심사기준은 다음의 5 항목으로 한다.

- 수사학 논문으로서의 가치

- 논문의 창의성

- 논문의 논리성

- 논문의 충실성

- 논문의 명료성

3.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소정 양식의 심사의견서에 평가등급 및 평

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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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는 다음의 4등급으로 한다.

- 게재 가(A)
- 부분수정 후 게재(B)
- 대폭수정 후 재심(C)
- 게재 불가(D)

제 10조 (종합판정의 세부기준) 

2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 가>로 종합판정된다.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이거나 1인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수

정 후 재심>이면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한다. 2인 이상이 <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1인 <게재 불가>이면서 2

인 <수정 후 재심> 또는 1인 <수정 후 게재>와 1인 <수정 후 재심>
이면, <게재 불가>로 종합판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2차 편집회

의에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종합판

정한다.

제 11 조 (게재논문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제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1.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논문으로 선정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즉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수

정보고서 제출이 요청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게

재여부를 결정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후 편

집위원장이 위촉한 제4, 제5 재심위원에게 심사를 받는다. 이때 투

고자는 수정된 논문원고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재심사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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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사의 대상이 된 논문은 모든 심사위원에 의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재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5.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본 호에 재투고

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

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

정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및 재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각 

논문에 대해 전체 2/3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게재논문을 선정한

다. 

7. 편집위원장은 최종결정을 모든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8.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때 심사

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9. 게재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하지 않는다.

-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 학위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부분 발췌한 논문

제 12 조 (이의제기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심사결

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

부를 결정한다. 

3.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

원 2인을 위촉하고,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

우 재심은 논문의 원본원고를 대상으로 하며, 투고자는 소정의 재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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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학회지 제작 및 발행)

1. 학회지 제작에 관련된 제반 실무는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학회지 발행 예정일은 매년 4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

다.

제 14 조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

초청강연원고와 특별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자

격과 무관하게 그리고 심사과정 없이 게재될 수 있다.

제 15 조 (시행일자)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사학회의 통례에 따른다.

부 칙

2017년 10월 17일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수사학회지 『수사학』 논문 투고 규정

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4.03.31 개정

2015.10.09 개정

1. 투고자격

(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나)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투고 제한

(가) 타학회지와의 중복투고는 제한한다.

(나)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다) 동일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라)  윤리위원회의 판단 결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주제로 연속 투고되

는 논문은 접수를 제한한다.

3. 투고 내용 및 방법

(가)  학술논문으로서 수사학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역사

적, 실용적 연구에 한정한다. 

(나)  원고는 수사학 스타일에 맞추어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분량으



192 수사학 제33집

로 작성하며, 학회 이메일(E-mail)로 접수한다.

4. 투고 시한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하며, 원고접수 마감은 매년 2월 28일(4월 30일 발

행), 7월 31일(9월 30일 발행), 10월 31일(12월 31일 발행)이다.

5. 게재료

(가)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나)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학회가 규정한 원고     

분량(인쇄면 20쪽)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초과 게재료를 부과

한다.

※ 심사비 및 게재료 산정 기준

1) 심사비 : 2만원(심사위원), 6만원(투고자)
  ※ 외국어 논문인 경우, 3만원(심사위원), 9만원(투고자)
2) 게재료 : 20쪽 기준 10만원. 초과 시 1쪽 당 5,000원 부과

3) 연구비 수혜 논문 : 교내 지원논문 5만원 추가

        교외 지원논문 10만원 추가

4) 연회비 : 3만원

5) 입회비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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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제정

2004.10.05 개정

2007.01.15 개정

2016.10.09 개정

2017.10.17 개정

1. 원고형식
(1)  원고는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로 작성한다. 원고작성지침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www.rhetorica.org)
(2)  원고분량은 학회에서 정한 편집용지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

으로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논문작성을 시작하기 전 F6 를 누르고 → 바탕글을 제외한 모든 기존

의 스타일 항목을 삭제한 후 → 창의 오른쪽 두 번째 메뉴인 ‘스타일 

끼워넣기’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수사학 스타일을 추가하고 나서 논

문작성을 시작한다.

2. 제목
제목과 부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을 바꾸고 줄표(─)로
구분하며, 부제목은 작은 활자로 표기한다.

3. 필자명 (소속)
(1) 필자명과 괄호 친 소속 사이는 한 칸을 띄고 쓴다.

(2)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필자명은 ‘제1저자명 (소속) / 제2저자명 (소
속) / 제3저자명 (소속) / ...’의 순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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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1) 한글-외국어 병기

-  고유명사나 개념에 해당되는 외국어 원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병

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적는다. 외국어를 병기할 때에는 

한글에 붙여 괄호 속에 넣는다. 예: 크나페(Knape)
-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명, 지명, 문헌명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없는 자명한 낱말은 한글로만 표기한다.

(2) 인용

-  짧은 인용은 본문 속에, 3행 이상의 긴 인용은 행을 바꾸고 좌우 여

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들어 쓴다.

-  인용 문단은 위아래로 한 줄씩을 띄어 만들며 인용부호(따옴표)는 

생략한다.

-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을 먼저, 원문을 나중에 쓴다. 

- 번역문과 원문은 한 줄을 띄지 않고 붙여 쓴다.

(3)  인용의 출처는 아래 예들을 참조하여 내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한다.

예   이 ‘발명’의 능력은 갈릴레이와 뉴턴 이래 근대과학의 핵심적 인

식능력으로 간주되었다(Böhme 2005, 109).
예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 혁명은 필연적으로 반동적 성격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안수환 2007, 78).
예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와 미디어매체의 관계에 대해

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연구되었다(박성은 2003; 김정배 2011).
예   호프만스탈의 동화는 “유미주의자의 사회적 딜레마 Das 

gesellschaftliche Dilemma des Ästheten”(Mayer/Tismar 2003, 130)
예   크나페(2015, 29 이하)에 의하면 ……

(4) 각주에서 다루는 인용의 출처도 각주의 본문에 내주로 제시한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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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문헌배열 순서: 국문 문헌-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배열하되, 국문 문

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어 문헌은 저자명(성)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3)  저널이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이나 논문의 경우, 반드시 게재

된 쪽수를 밝힌다. (아래 4항 첫 번째 예 참조)
(4) 저자명에 붙여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기하고 콤마로 구분한다.

예   박성철(2004), 「외교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연설유형론과 착상 

영역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89, 343-361.

예   푸어만, 만프레트(2012), 『고대수사학』(김영옥 옮김), 시와 진실.

예   Knape, Joachim (2002), Allgemeine Rhetorik, Stuttgart.

6.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시 주의사항
(1)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2)  서양 문헌의 경우 저자 명 뒤에 한 칸을 띄고 연도를 쓴다. (위 5조 4

항 셋째 예 참조)

7. 요약
(1)  원고 말미에 국문 원고는 외국어 요약을, 외국어 원고는 국문 요약

을 첨부하되, 그 분량은 15줄~25줄 내외로 한다. 

(2)  외국어 요약에서 한국인 저자의 로마자 성명은 ‘성, 이름’ 순서로 표

기한다.

예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3) 소속 대학은 약식표기 ‘Univ.’ 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4)  외국어 요약에서 작품명이나 책제목은 겹낫표(『   』)가 아닌 이탤릭

체로 표기한다.

(4) 인용부호는 한글식 인용부호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어 요약은 논문 제출 이전에 원어민의 교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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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6)  연구재단 등록을 위해 원문 요약과 영문 요약을 제출해야 한다. 원

문 요약과 영문 요약의 내용과 분량은 서로 상응해야 한다. 

8. 주제어
요약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논문의 언어와 논문초록의 언어로 구분하

여 각각 5개 내외로 기입한다.

주제어:

Key Words:

9. 투고자 인적사항
주제어 뒤, 원고 말미에 투고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를 아래와 같

이 기입한다.

김수사

수사대학교 레토릭대학 고전수사학과

이메일: susa@rhetoric.ac.kr

10. 그 밖의 사항은 아래의 원고작성 양식을 따른다.
(1) 편집용지(F7)

(2) 기본값(본문의 스타일)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48     길이: 225

용지 방향 세로 맞쪽

용지 여백

위쪽: 16 머리말: 14

안쪽: 20 제본: 1.0

바깥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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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여쓰기 -15.5”은 “내어쓰기 15.5”을 의미함.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여백왼
쪽

여백
오른쪽

줄 간
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글자
속성

일반값
(default) 0 0 170 양쪽 0 신명조 90 -8 10 보통

논문제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40 100 -12 14.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4.2 보통

부제목 0 0 170 가운데 0
국문 윤고딕1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필자명(소속) 0 0 170 오른쪽 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2 보통

본문

내용 0 0 170 양쪽 10
국문 윤명조130 100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0.7 보통

대제목:  Ⅰ, Ⅱ 0 0 170 양쪽 1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6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6 보통

중제목: 1, 2 0 0 170 양쪽 10
국문 윤고딕330 100 -12 11.2 보통

영문 Arial 100 -12 11.2 보통

소제목:  1), 2) 0 0 170 양쪽 10
국문 윤명조330 100 -12 11.2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100 -12 11.2 보통

인용문/예문 20 15 158 양쪽 0
국문 윤명조120 95 -12 10.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5 -12 10.5 보통

각주 0 0 145 양쪽 -15.5
국문 윤명조130 98 -12 9.5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9.5 보통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타이틀

0 0 160 왼쪽 0 국문 윤고딕120 100 -12 11.2 보통

참고문헌 
내용

0 0 160 양쪽 -20
국문 윤명조130 98 -12 10.7 보통

영문 Times New 
Roman 98 -12 10.7 보통

논
문
초
록

Abstract 0 0 160 왼쪽 0 영문 Arial 100 -12 10.2 보통

제목 0 0 160 가운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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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각주 1)-9)까지는 맨 앞 한 칸을 띄고 각주 번호를 시작한다.

- 외국어 논문에서는 괄호의 앞뒤로 반드시 한 칸을 띄고 쓴다.

-  낫표와 겹낫표를 입력할 때는  상단 바에서 “도구 → 글자판 → 글

자판 바꾸기 → 기타 → 겹낫표 입력”을 차례대로 선택, 설정하여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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